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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반양성자성 용매인 아세토니트릴 중에서 1-(2-pyridylazo)-2-naphthol (PAN)의 폴라로그 

쾌 프법적 거동을 조사하였다. 1(广2몰농도의 과염소산 테 트라에 틸 암모늄 아세토니 트릴 응액예서 PAN 

은 1전자 2단계의 환원과정을 거쳐 hydraz。화합물이 되었다. 각 환원파는 확산지배적이었고 가역 

성도 비교적 좋았다. 아세토니트릴에서 PAN의 환원반응 데카니즘은 아대와 같이 결론지을 수 있 

다.

ABSTRACT. The polarographic behavior of 1- (2-pyridylazo)-2-naphthol (PAN) in acetonitrile 
as an aprotic solvent has been investigated. The reduction of PAN in 10~2 molarity of tetraethyl
ammonium perchlorate acetonitrile solution proceeds along two one-electron steps to give the 

corresponding hydrazo compound. Every reduction wave was diffusion controlled and considerably 
reversible. The reduction me사】anism of PAN in acetronitrile is estimated as follows；

緖 論

여러가지 滴定의 指示藥이나 分光分析用 試藥 

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킬레이트제의 폴라로그 

래프법적 거동과 이 성질을 이용한 금속의 微量 

定量은 여러 연구자들이 보고하고 있다이러 

한 연구는 주로 수용액 이 나 알코올용액 또는 물一 

알코올 混合溶媒 등의 陽性子性 溶媒 증에서 수 

행하고 있다.

본 연구실에서는 이들 유기 킬레이트제 중에 

서 특히 azo系化合物을 대 상으로 하여 물아닌 용 

매에서의 폴라로그래프법적 거동을 조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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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az。계 시약의 電氣化學的 性質을 분석에 

바로 이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함으로서 分光分析用 試藥이나 여러가지 

滴定用의 指示藥으로 이용하고 있는 旳。계 시 약 

을 電氣分析用 試藥으로 活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또 이들 az。계 화합물에 대한 물아닌 

용매에서의 還元反應을 조사하여 分子構造에 따 

른 환원 메카니즘의 변화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前報3에서는 아세 토니 트릴 용매에서 4-(2- 
pyridylazo) -resorcinol 의 폴 타르그래 프법적 거 

동을 조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아세토니트릴 

용매 에 서 1- (2-pyridylazo) -2-naphthol (PAN) 
의 폴라로그래프법적 거동을 조사하고, 이 성질 

을 이용하여 aprotic solvent인 아세토니트릴에 

서 PAN의 還元反應 메카니즘을 究明하고자 한 

다.

X 驗

試 藥. 물아닌 용매 인 acetonitrile (AN) 과 支持 

電解質로 쓴 tetraethylammonium perc노。rate 
(TEAP) 의 精製 및 合成方法은 前報3와 같다.

反應物質로 쓴 PAN은 特級試藥 (Dotite) 을 정 

제한 methyl alcohol 중에서 3회 재결정한 후' 

진공건조기에 넣어 50°C에서 충분히 건조시켜 

사용하였다. 이렇게 精製한 PAN은 녹는점의 측 

정, 元素分析 및 IR spectrum 을 조사하여 文獻 

値 및 理論値와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

그 외의 모든 시약은 特級品을 정제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裝 置. Polarograph 는 Yanaco, p8-D type, 
polarograph를 썼다. 사용한 滴下水銀電極의 毛 

細管特性은 加電位 一0・ 5 volt vs. S.C.E. 와 水 

銀柱높이 59. Ocm에서 10-2MTEAP의 아세토 

니트릴 용액 중에서 水銀流出速度 m=2.19mg/ 
sec, 水銀滴下時間 f=4.0sec 였다. 폴라로그램 

의 측정 용 電解容器는 F/g.l 과 같은 H 字型 

cell 을 썼고, 電極은 三電極方式을 利用하여 

ohmic iR drop 을 自動補償되도륵 하였다. 對照 

電極과 基準電極은 前報3와 같이 螺旋形의 白金 

線電極과 염 다리를 연결한 포화칼로멜전극을 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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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시arogr&phic cell and composition of salt 
bridge； 1. referene electrode (S. C. E.); 2. 
auxiliary electrode (helix type Pt); 3. dropping 
mercury electrode; 4. salt bridge*; 5. sintered 
glass disc； 6. sample solution.
* composition of salt bridge； I - sat. KC1 
aqueous solution, I. sat. KC1+3% agar-agar, 
■. 1M TEAP 50 % AN-water solution, N • 1M 
TEAP +3% agar-agan

다.

시료 용액 중에 녹아 있는 산소를 제거하기 위 

하여 쓴 窒素의 精製方法과 사용 방법은 前報3 
와 같으며, 이외에 실험에 쓴 항온조, IR spec
trophotometer 및 元素分析器도 前報3와 같다.

結果 및 考察

직류폴라로그램. AN용매 중에서 PAN의 직류 

폴라로그램을 0~—2.0volts西. S.C.E.의 加電 

壓範圍에서 측정하여 Fig. 2에 나타내었다. 支持 

電解質로서는 TEAP를 썼으며, G.0 로 나타낸 

선은 galvanic current가 zero인 점을 나타낸다. 

이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PAN은 

AN용매 중에서 두 개의 양호한 還元波를 나타 

낸 다. 곧 PAN은 反陽性子性 溶媒인 AN 중에 서 

두 段階의 還元過程을 거침을 알 수 있다.

60 %의 메 탄올 수용액 중에서 PAN은 酸性 및 

中性溶液 중에서는 式(1) 및 式(2)와 같은 2電 

子 1段階의 환원과정을 거쳐 hydrazo化合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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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鹽基性溶液 중에서는 式(3)과 같은 4電 

子 1段階의 환원과정을 거쳐 amine化合物이 된 

다고 田中 등4이 밝힌 결과와 본 실험의 곁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곧 陽性子性 溶媒인 메탄올수 

용액 중에서는 PAN의 환원반응이 한 단계로 일 

어나反陽性子性 溶媒인 AN 증에서는 PAN

E, volts vs. S . C . E -

Fig. 2. DC polarogram of 10-4 M PAN (I) and 
residual current (I) in 10-2 M TEAP-AN solu
tion at 25 °C.

의 還元過程이 두 단계를 거침을 알 수 있다, 

또 같은 陽性子性 溶媒 중에서라도 용액의 液性 

이 달라지면 還元反應 메카니즘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溶媒의 종류 및 溶液의 

液性이 다르기 때문에 還元反應生成物의 安定度 

가 변하는 까닭이다. 곧 陽性子性 溶液 중에서 

액성이 산성으로부터 염기성 (pH〉ll)으로 바 

뀜에 따라 式(1) 및 式(2)의 還元反應生成物인 

hydrazo化合物이 不安定해짐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실험결과를 T.M. Florence5^ 50%의 

메탄을수용액 중에 있어서 용액의 pH가 增加할 
수록 式⑷와 같은 '

2C-NH-NH-) ―> -N = N- + 2(-NH2) (4) 

不均等化反應 (disproportionation)의 속도가 빨라 

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한편 陽性子性 溶媒中 

에서는 한 단계의 還元過程을 거치던 PAN이 反 

陽性子性 溶媒인 AN 중에서는 본 실험에서와 

같이 두 단계로 환원과정이 細分된다.

이와 같은 실험결과는 有機化合物의 폴라로그 

래피에 있어서 흔히' 볼 수 있는 결과이며强, 前 

報3에서 밝힌 바와 같이 還元中間生成物로 推測 

되는 anion radical(R=) 이 陽性子性 溶媒中에서 

는 式(5)와 같은 陽性子添加反應이 後續되기 때

R-+HS—>RH-+S- (5)
(단, HS는 陽性子性 溶媒)

문에 불안정해진다. 그러 나 AN과 같은 反陽性 

子性 溶媒中에서는 anion radical이 안정해지므 

로 두 단계의 還元過程으로 細分됨을 알 수 있 

다.

Fig. 2의 폴라로그램으로부터 각 환원파의 半 

波電位(E1/2)와 擴散電流値(L)를 交點法으로 구 

하여 7•沥"1 에 나타내었다.

Table 1. DC polarographic half-wave potentials 
and diffusion currents of 10-4 M PAN in 0.01 M 
TEAP acetonitrile solution at 25°C.

El/2 Id

(volts vs. S. C. E.) (0A)

I1' wave -0.81 2.34
2nd wave -1.41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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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토니트릴 용매 중에서의 PAN의 半波電位 

와 前報3에서 밝힌 4- (2-pyridylazo) -resorcinol 
(PAR) 의 半波電位를 비교해 보면, PAN의 제 

1 파는 0.27 volt, 제 2 파는 0.42 volt 정도 PAR 

보다 陰電位쪽으로 移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PAN이 PAR보다 환원되 

기 어려움을 나타낸다. 곧 PAN은 PAR보다 電 

子를 세게 밀어 주는 치환기를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分子構造的인 側面에 서 본差異는 PAN 
의 naphthol基가 PAR의 resorcinol基에 대응된 

다. 따라서 naphthol基가 resorcinol基보다 電子 

를 밀어 주는 세기가 큼을 알 수 있다 이와 같 

이 azo系化合物의 폴라로그태프법적 還元反應에 

있어서 azo基의 電子密度가 커짐에 따라 환원되 

기 어려워진다는 說明은 LM. Klotz 등& 및 T. 
M. Florence 등‘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還元電流의 類型. PAN의 폴라로그램으로부터 

각 파의 환원전류가 어떤 類型인가를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실험을 수행하였 

다. 곧 수은통의 높이 (h)를 바꾸어 가면서 각 

限界電流 (L) 를 측정하고, 이 값이 수은통 높이 

의 평 방근 (h侦2)에 비 례하는가를조사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2로부터 알 수 있는 바 

와 같이 각 환원파의 L/hU2의 비가 일정하므로 

두 단계의 환원파는 모두 擴散에 지배됨을 알 수 

있다. , 

(十 • 需) 를 게 산한 값을 Table 3에 나다내 었 

다. 일반적으로 還元電流가 擴散支配的일 때에 

온도 계수의 값은 1.3〜 1.6 %이며, 反應電流일 

때에는 5.0〜20.0 %로 알려져 있다m.

본 실험에서 PAN의 제 1 파 및 제 2 파의 온도 

계 수값은 0.66 % 와 2.62 % 이 므로 각 파는 모十 

거의 확산에 지배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Table 3. Temperature coefficients of 10'4 M PAN 
in 0.01 M TEAP acetonitrile solution.

Temperature coefficient
100、，di； /n/x Temperature range 
〒出(％)

1st wave 0.66 _
c』 “ 25〜35°C2nd wave 2.62

환원전류의 類型을 조사하는 다른 방법에는 檢 

定曲線을 검토하는 것도 있다. Fig. 3에는 PAN 
의 농도에 따른 限界電流의 變化를 plot한 檢定 

曲線을 나타내었다. 이 그림으로부터 2X1O-5M 
〜lXlO-LM의 범위에서 환원파의 限界電流値는 

PAN의 농도에 비례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還元電流値가 반응물진의 농도에 비례하먼, 이 

들 전류는 擴散電流나 反應性電流 중의 어 느 하 

나이 다.'

Table 2. Relation between I； and the height of 
mercury head (h) of 10*4 M PAN in 0.01 M 
TEAP acetonitrile solution at 25°C.

h(cm)

value

1st wave 2혀 wave

44.0 0.301 0.268
49.0 0.304 0.276
54.0 0.316 0-273
59.0 0.318 0.288

또 限界電流의 溫度係數로부터 환원전류의 類 

型을 검토하고자 온도를 25.0〜35.0。(3의 범위 

내에서 바꾸면서 PAN의 폴라로그램을 그리고, 

각 환원파의 한계전류를 측정하여 溫度係數
Fig. 3- Calibration curve of PAN in 0.01 M 
TEAP acetonitril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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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空험곁과글 종합하여 아세토니트릴 용 

<'： 증애 •耳 PA\의 환원전류의 類型을 Zuman의 

方法1。에 다라一 검 토해 보면, 게 1 파와 재 2 파의 

風界電流가 모두 수은틍 높이의 평방근에 비례 

헝-고, 溫度係數의 값이 조금 벗어나기는 하나 

1.3〜1.6% 근처이며, 風界電流가 PA*의 농도 

에 비 레 하는 것 등으로 보아 PAN의 제 1 파와 

지 2 파는 도드 거 의 擴散支配的인 환원파로 생 

각할 수 있 —

還元波의 log plot. 각 환원파의 可逆性과 각 

단기의 환원X?응해 관여하는 전자수를 조사하기 

위屏여 다음가 같은 방법으로 환원파의 log plot 

을 二텻宀 귿 여러 개의 PAN의 폴라로그램으 

로브터 擴歆宦流値 (L) 및 還元波가 나타나는 근 

처 애 서 企 각 加電匪 (E) 과 電流値(I) 를 측정 하여 

log金亍丄三 값을 계산한 다음, 각 加電壓에 대 

하너 log'、「값을 plot 하였다 이들 log plot 에 

서 제 1 지 2 파는 모두 직 선 관게 가 잘 성 

립 하더, 각 그래 프의 평 균 기 울기 값은 제 1 파가 

63 mV이 고, 제 2 파는 72 mV였다.

일반적으로 log plot의 기울기값이 理論的으 

로는 1.983X10TT/na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丁는 절대온도, n은 환원반응에 관여하는 건자 

의 수이며, a는 전이계수이다. 만일 a가 1 이면 

환원반응은 완전히 可逆的이지만, 이 값이 1보 

다 작아질수록 log plot의 기을기값은 커지고, 

반응의 可逆性은 나쁘게 된다. 실험온도 25°C에 

서 n=l, a=l이라면, 理論的인 log plot의 기 

울기 값 곧 1.983xlOTT/na는 59.2 mV가 된다. 

본 실험에 서 측정한 기울기값으로부터 a의 값을 

구하면 , 제 1 고｝는 0.92이 고 제 2 파는 0.82였 다. 

따다서 아세트니트릴 용매에서 PAN의 환원반 

응은 1電子 2段階로 일어나며, 비교적 可逆性 

이 좋은 반응임을 알 수 있다

또 제 2 고의 가역 성 이 제 1 파보다 나쁜 것 은 

PAN의 還元中間生成物이 머 동시 에 제 2도의 5 
應物이 기 도흔 PAN의 anion radical0' 제 1 파의 

反應物質인 PAN보다 블안정하여 溶媒中에 不純 

物로 존재하는 水分에 의한 陽性子添加反應〔式 

(5)〕이 일어口기 대둔인 것으로 推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anion radical의 陽性子添加反應의 

可能性은 앞에서 설명한 溫度係數의 실험값으로 

부터도 알 수 있다. 곧 제 1 파의 溫度係數値는 

0.66 % 르서 擴散支配的인 還元電流에 가까우나, 

제 2파의 溫度係數値는 2.62 %토서 약간의 反應 

性電流가 附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 

이 azo系化合物의 환원과정 에 서 제 ].파의 가역 

성 이 제 2 파보다 좋은 결과는 S. Wawzonek11, 
前報3 및 여러 연구자들 12*의 결과와도 일치하 

고 있다.

水分添加에 따른 還元波의 變化. 反陽性子性 

溶媒中에 서 陽性子 주게인 水分을 첨 가함으로서 

PAN의 還元波가 변하는 모양을 조사하외 PAN 
의 환원반응 메카니즘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 

다. 곧 HL 网 pan과 10-2TEAP를 포함하고 

있는 아세토니트릴 시료 응액 5mZ를 폴라로그래 

프용 電解容器에 넣고, 여기에 증류수를 소량식 

첨가하면서 폴라로그램의 변화 모양을 측정하여 

F，g.4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으로부터 알 스 있는 바와 같이 水分

Fig. 4. Change of DC polarogram of 10~4AZ PAN 
in 10-2M TEAP acetonitrile solution by adding 
water.
added water content; 1=0, 11=0.04, 111=0-12, 
IV=1.3(mZ). volume of initial AN solution;5mZ. 
Arabic figures are the half-wave potential of 
each reduction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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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添加量이 증가함에 따라 누 환원파의 半波竜 

位가 보다 陽電位쪽으로 이 동하"1, 제 2 가의 . 파 

고는 감소하고, 二 減少値만큳 제 1 파의 파고가 

증가하여 마침내 두 개의 환둰파가 하나로 합쳐 

짇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실험결과는 前報3 
의 PAR에 대한 결과와도 일치하는데. 이것은 

제 1 단계의 還元生成物로 추측되 는 PAN의 anion 
radical 비교적 안정함을 뜻한다.

反陽性子性 溶媒中에서 有機化合坷이 환원듼 

띠 陽性子 주게릍 첨가함으로서 변화되는 환원 

파의 모양으로부터 환원반응의 메카니즌을 검도 

한 여러 연구자들의 보고h에 의하면, Fig. 4와 

같은 결과는 제1단계의 환원생성물인 anion 
radical이 添加한 陽性子 주게 (H?。) 와 반응하여 

RH•〔式(5)〕이 생성되고, 이렁게 만들어진 RH- 
은 반응뭍질인 R 보다 더 싑게 환원되기 때문에 

보다 陽電位쪽에서 式(6)과 같이 환원이 계속되 

며, 다시 式(7)과 같은 化學反應을 거 쳐 最終'匕 

成物인 RH?가 된다고 하였다.

RH- +e = RH- (6)
RH-+H2O 一＞ RH2+OH- (7)

따라서 양성 자 주게의 첨가에 다튼 PAN 환원 

파의 영 향을 조사한 실험결과 (F，g.4)로부터 비 

교적 안정한 anion radical이 還元中間生成物로 

즌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아셋토니 
트릴 용매 중에서 PAN의 환원과겅이 1電* 2 

段階를 거쳐 hydrazo化合物이 된다는 사실을 다' 

시 뒷받침하고 있다.

페놀 添加에 따른 還元波의 變化. 陽性子 주 

게로서 물보다 세기가 센 페놀을 첨가할 때 페 

놀의 첨 가량에 따라 PAN의 환원파가 닌화하는 

모양을 F，g.5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는 나와 같이 水分 

을 첨가했을 때처럼 제 2 파의 파고는 감소하였 

으며, 그 減少値만큼 제 1 파의 파고가 증가하여 

마침내 제 ！•파보다 陽電位쯕에 1段階의 환원파 

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前報3의 PAR에 

서드 같은 경향을 보였으며, 陽性子 주게의 세 

기 가 다른 물과 페놀을 添加할 때에 같은 결과 

로 나타나는 이유는 PAN의 建元中間生成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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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hange of DC polarogram of 10-4 M PAN 
in 10~2 M TEAP AN solution by adding phenol, 
added phenol concn; 1=0, 11=1.3, 111=2.6, TV = 
5.2(mM). volume of initial AN solution; 5mZ. 
Arabic figures are the half-wax'e potential of each 
reductioa step.

anion radical의 Lewis염 기 로서 의 세 기 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바꾸어 맡 

하면 PAN의 anion radical이 아세 토니드릴 용매 

중에서 비교적 안정함을 뜻한다. 이러한 결과는 

有機化合物의 還元波에 영향을 미치는 陽性子 

주게의 効果를 연구한 M.E. Peover 등相의 결과 

와도 일치한다.

結 謫

이상의 실험결과로부터 아세토니트릴 용매 중 

에서 PAN의 還元反應은 1電子 2段階의 還元 

過程을 거쳐 hydrazo化合物로 되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 아세토니트릴 용매 중에서 PAN 
의 환원반응 메카니즘을 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 

다.

제 1 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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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파 ；

도 각 단계의 환원파는 擴散支配的이었으며, 

還元反應의 可逆性도 비교적 좋은 편이었다. 같 

은 용매 중에서 PAR의 還元反應과 비교해 보 

견, PAN의 半波電位가 PAR의 電位보다 陰電 

堂쪽에 나타나며, 환원반응의 可逆性이 더윽 좋 

아진 것으로 보아 PAN은 PAR보다 電氣化學的 

으로 환원되기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PAN이 PAR보다 전자를 더 잘 밀어 주는 置換 

基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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