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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滴下水銀電極에서 메탄올-물 혼합용액중에서 2.0X10TM의 1-(2-pyridylazo)-2-naph-
thol(PAN) 고！" 5. OXlOFjvf 의 4- (2-pyridylazo) -resorcinol (PAR) 還元에 대 한 溫度와 壓力의 影響 

을 調査하였다. 이 實驗에서 溫度는 25°C에서 35어3로 변화시켰으며, 壓力은 1 氣壓에서 1,800氣壓 

까지 바꾸었다. 압력이 增加함에 따라半波電位는陽電位쪽으로移動하였으며, 擴散電流는溫度와壓 

力에 따라 민감하게 변하였다. 곧 1기압에서 약 1,000기압까지는 압력이 증가할수록 擴散電流가 

상당히 커지 다가, 1,000기 압 이상에서는 오히 려 줄어 드는 傾向이 있었다. E 와 log&二브의 관계를 
I

圖示하여 얻은 直線의 기울기는 壓力이 增加할수록 크게 增加하였다. 이것은 壓力增加에 따라 還元 

反應의 可逆性이 나빠지고 있음을 뜻한다. 두 減極劑의 溫度係數값이 실험압력범위내에서 모두 1.1 
-2.1% 사이에 있으므로 擴散支配的인 還元反應을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실험압력범위내에서는 

擴散電流와 濃度사이의 直線性이 잘 成立하였다.

ABSTRAC마. The dependence of polarographic parameters on pressure and temperature for the 
reduction of 2.0 X 10~4Af 1- (2-pyridylazo) -2-naphthol (PAN) and 5.0X10-4M 4- (2-pyridylazo)- 
resorcinol (PAR) in buffered methanol-water mixed solution at the dropping mercury electrode, has 
been discussed. In this experiment the temperature is varied from 25° C to 35°C and the pressure 
is ranging from 1 atmosphere to 1,800 atmospheres. The reduction half-wave potentials are shifted 
to the more positive potentials with increase in pressure. The diffusion currents of two depolarizers 
become considerably larger with increase in pressure from 1 atmosphere to about 1,000 atmospheres 
but are getting smaller above 1, 000 atmospheres. The slopes of log plot become much lai•용er with 
increase in pressure, which indicates the more irreversible reduction. The reduction currents of two 
depolarizers are found to be diffusion controlled over all pressure ranges. The linear relationships 
between diffusion current and the concentration of two depolarizers are good agreement over all 
pressure ranges(1 atm~l, 800a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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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 論

高壓下에서 電極反應을 폴라로그래프法的으로 

硏究한 것은 S. G. Mairanovskii 등1 이 처 음이 며 

그 이 후에도 G. H. Hills 등%3에 의해 硏究되 어 

왔다. 이처럼 電極反應 특히 폴라로그래프法에 

高壓을 도입하면 減極劑와 溶液의 壓力에 따른 

物理的 • 化學的 變化가 예 상된 다. 이 러한 變化 

는 폴라로그래프法的 파라미터를 高壓下에서 測 

定 • 調査함으로서 알아낼 수가 있기 때 문에 高 

壓폴라로그래프法은 溶液反應의 壓力依存性을 

調査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불 

행히도 이 分野의 體系的인 硏究가 아직은 미흡 

한 실정에 있다. 이미 本人들은 單純金屬이온의 

還元過程에 미치는 壓力効果를 보고한 바4 있다.

本 硏究에서는 이들 金屬과 킬레이트를 形成 

하는 有機錯化劑인 1- （2-pyridylazo） -2-naphthol 
（이하 PAN 으로 줄임） 과 4-（2-pyridy lazo）- 
resorcinol （이 하 PAR 로 줄임 ） 을 減極劑로 하여 , 

물-메탄올 混合溶媒中에서 이들의 還元過程에 

壓力이 어떤 影響을 미치는가를 調査하였다. 

高壓下에서 이들 有機錯化劑의 폴라로그래프法 

的 파라미터를 測定함으로서 高壓下에서 이들 

有機錯化劑의 分析은 물론 이들과 結合하는 여 

러가지 金屬의 高壓下에서의 分析도 가능할 것 

으로 기대한다.

實 驗

測定裝置. 高壓폴라로그래프法에 있어서 폴라 

로그램을 測定하는 裝置는 高壓發生器, 壓力測 

定器, 恒溫槽, 高壓用쎌 및 폴라로그래프로 구 

성되어 있다. 이들 각각의 構造와 材質은 이미 

前報4에 發表한 내용과 같다. 한편 本 實驗에 쓴 

滴下水銀電極의 毛細管特性은 다음과 같다. 곧 

1氣壓下에서 水銀柱의 높이를 53±lcm 로 고정 

하였을 때, 이 水銀柱높이와 열린 回路에서의 수 

은의 流出速度 »J=4.99mg/sec 이 고, 水銀의 滴 

下時間 f=3.92sec 이 었다. 또 本 實驗에 쓴 電 

壓電流의 測定機器는 Yanaco, p8-D type, Pola- 
rograph 이 다.

試 藥. 溶媒로 쓴 메탄올의 정제는 Bate* 등

의 방법에 따랐다. 곧 1Z의 메탄올에 25g의 요 

오드를 넣고 수산화나트륨용액 500mZ 를 저

어주면서 천천히 넣는다. 여기에 증류수 

를 넣 고, 하루밤 방치 한 뒤 고체 는 걸러 버 리 고, 

요오드포롬의 냄새가 없어질 때까지 （약 2〜3시 

간） 還流하고 分別蒸溜하여 사용하였다. 反應物 

質로 쓴 PAN 과 PAR 은 Dotite 의 特級試藥을 

정제한 메탄올중에서 再結晶한 후, 진공오븐에 

넣어 50。（3에서 충분히 건조하여 사용하였디-. 

支持電解質로는 Britton-Robinson 緩衝溶液을 썼 

다. 곧 0.5M 인산용액, 0.5肱 붕산용액 및 

0.5M 아세트산용액을 각각 8mZ 씩 취하고 76mZ 
의 蒸溜水를 채 워 100mZ 가 되 게 하였 다. 이 용 

액 5mZ를 취하여 여기에 0.2N수산화나트륨용액 

을 적 당량씩 가하여 원하는 pH 의 緩衝溶液을 만 

들었다. 한편 極大抑制劑로는 0.01%의 젤라틴 

용액 을 썼다.

폴라로그램의 記錄. 이미 前報4에서 發表한 내 

용과 같은 순서로 溫度와 壓力을 바꾸어 가면서 

폴라로그램을 測定 • 記錄하였다.

結果 및 考察

2.0X10~4Af 및 5. 0X10-4“ 로 조제 한 PAN과 

PAR 의 메 탄올 貯藏溶液 ImZ 를 100mZ 의 메스 

플라스크에 취하고, 여기에 一定한 pH로 조절한 

Britton-Robinson 緩衝溶液 一定量과 각각 20, 
60, 80 Vol% 의 메 탄올용액 을 섞 은 混合水溶液 

99mZ 를 채운 메탄올-물 混合溶液을 시료용액으 

로 하였다. 極大抑制劑로는 젤라틴을 0.01%가 

되 게 넣 었 다. 基準電極으로 사용한 mercury pool 
에 대하여 一0.2〜一1.5volts의 加電壓範圍에서 

直流폴라로그램을 그렸다. 實驗溫度는 25, 30 
및 35°C로 變化시켰으며, 壓力은 1기압에서 매 

300기압씩 증가시켜 1,800기압까지 測定하여 壓 

力變化에 따른 影響을 調査하였다. F/g. 1과 

F/g.2 는 이들 폴라로그램의 代表的인 一例이며, 

그림 속의 G. O 는 galvanic current 가 영 인 지 점 

을 나타낸다.

壓力變化에 따른 PAN 과 PAR 의 폴라로그래 

프法的 파라미터의 變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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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C polarograms of 2. OX 10-4M PAN in 

60Vol% methanol-water mixed solution at 30°C, 

and pH 4.6 under various pressure. (supporting 

electrolyte; Britton-Robinson bu任er, maximum 

suppressor； 0.01% gelatine solution).

Table 1. Half-wave potentials o£ 2. OX 10-4Af 

PAN in 6OV0I% methanol-water mixed solution at 

various pressure, temperature and pH (volt unit)

Table 2. Half-wave potentials of 5. OX 10-4M 

PAR in 60Vol % methanol-water mixed s아 ution 

at various pressure, temperature and pH.

P (atm)

pH

4.6 7.2 11.4

25°C 30°C 35°C 30°C 30°C

1 -0.431 -0.404 -0.397 -0.508 -0. 621

300 -0- 429 -0.392 -0.402 -0.497 -0- 598

600 -0.400 -0.384 -0.390 -0.482 ■—0. 595

900 -0. 388 —0-360 -0.380 -0.449 -0. 560

1200 -0. 372 -0.353 -0.361 -0.448 -0.558

1500 -0.358 -0.351 -0.353 -0.405 -0.525

1800 -0.338 -0.350 -0.400 ~0- 502

-0.70 -0.75 -0.30 -0,85
EI volts vs. Hm pool

(volt unit)

P 
(atm)

pH

1.7 5.2 7.8 12.5

30°C 25°C 30°C 35°C 30°C 30°C

1 -0.570 -0.810 -0.790 -0.790 —0.884 -1.010

300 -0. 548 -0. 794 -0.784 -0.780 -0.874 -0.994

600 一 0. 536 -0.786 -0.777 -0.774 -0.886 -0.982

900 -0.530 -0.774 -0.768 -0.768 -0.848 -0.969

1200 -0. 524 -0. 766 -0.761 -0.763 -0.837 一 0.960

1500 -0.517 -0. 758 -0.753 -0.751 -0.820 -0.960

1800 -0.500 -0. 746 -0- 746 -0.740 -0.804 -0.955

Fig, 2. DC polarograms of 5. OXIO^M PAR in 

60V이% methanol-water mixed solution at 30°C 

and pH 5. 2 under various pressure, (supporting 

electrolyte; Britton-Robinson buffer, maximum 

suppressor; 0.01% gelatine solution).

(1) 還元半波電位 : 壓力變化에 따른 여러가지 

의 溫度와 pH 에서 測定한 PAN 과 PAR 의 還 

元半波電位 (Es) 를 7泌"1,2 에 나타내었다. 

이들 T泌" 로부터 알 수 있듯이 PAN 과 PAR 
은 모두 pH 가 增加하면 陰電位쪽으로, 溫度와 

壓力이 높아지면 陽電位쪽으로 半波電位가 移動 

하였다.

Vol. 29, No. 3, 1985

前報細】 發表한 金屬이온의 경우에는 半波電 

位가 8“V,/atm(Mn)〜66“V/atm(Pb)정도로 陰電 

位쪽으로 移動하였으나, Ta 玖el, 2를 綜合하여 

單位壓力當 半波電位의 變化를 살펴보면, PAN 
의 경 우 pH 4.6, 30°C 에서 36“V/atm, PAR 은 

pH 5.2, 30°C 에 서 24“V/atm 정 도로 陽電位쪽으 

로 移動하였다. 이와 같이 PAN 및 PAR 의 半波 

電位가 陽電位쪽으로 移動하는 것은 壓力의 增 

加로 말미암아 이 두 減極劑의 電氣化學的 活性 

(폴라로그래프法的 還元性)이 더욱 커짐을 뜻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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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溶液의 pR 變化에 따른 壓力効果의 差異를 

보면, PAN 은 pH 4.6 에 서 단위 압력 당 半波電位 

의 變化가 36“V/atm 이 었으나, pH 7.2 에서는 

60pV/atm, pH 11.4 에서는 66“V/atm 으로 pH 
가 增加할수록 半波電位의 變化값이 커지고 있 

다. 또 PAR에 있어서도 pH1.7에서는 39“V7 
atm, 1旧5.2에서는24问7泌111, pH 7.8에서는 

44/zV/atm, pH 12.5 에서 31“V/atm 이 다. 이와 

같이 溶液의 pH 變化에 따른 壓力効果의 差異는 

溶液의 液性이 바뀜에 따라 減極劑의 分子形態가 

달라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PAN 은 용액의 

pH 가 4.6 에 서 는 中性分子形態로 存在하며, pH 
12 이상에서는 鹽基性形態인 陰이온으로 存在한 

다8,9. PAR은 pH L7에서는 酸性形態인 陽 이 

온으로 pH 5.2 에서 는 中性分子로, pH 6 이 상에 

서 는 鹽基性形態인 陰이 온으로 存在한다따라 

서 減極劑의 分子形態가 中性分子로 存在할 때 

보다 陽이온이나 陰이온으로 存在할 때가 더욱 

큰 壓力効果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이 온형 이 중성 분자로 존재 할 때보다 압 

력 변화에 따른 反應前後의 partial molar volume 
의 變化가 더 큼을 나타낸다.

또 溶媒組成의 變化에 따른 壓力効果를 調査 

하여 7渤"3,4에 나타내 었 다. 이 들 T沥"3,4에 

서 알 수 있듯이 PAN 의 경우 메탄올의 含量이 

20Vol%일때는 單位壓力當 半波電位의 變化가 

59〃V/atm 이 고, 60Vol%일때는 36“V/atm, 80 

Vol% 일때는 34“V/atm 으로 메탄올의 함량이 

많아질수록 丘1/2의 壓力에 따른 변화가 적 으을 

알 수 있다. 또 일정한 壓力下에서 溶媒組成에 

따른 码/2의 변화를 살펴 보면 메 탄올의 含傭이 
많을수록 互/2이 陽電位쪽으로 移動하였다. '이 

것은 메탄올의 함량이 많아질수록 溶液의 誘電 

常數가 작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용액반응에 있어서 E1/2의 변화는 

反應前後의 化學種의 partial molar volume 의 변 

화와 용액의 物性(誘電常數 및 溶媒化狀態)의 

變化에 크게 지배된다. 또 壓力變化에 따른'滴 

下水銀電極의 방울수명의 변화도 功/2에 영향을 

준다2,7. 이러한 여러 因子 중에서 어느 것이 어 

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본 실험의 결과 만 

으로 정확히 알 수 없다.

본 실험의 결과를 보면, 일정한 압력하에서 

메탄올의 함량이 많을 수록 곧 용액의 誘電常數 

가 작을수록 £1/2 은 큰 값으로 陽電位쪽으로 이 

동하였다. 한편 일정한 메탄올 함량에서 壓力이 

增加할수록 곧 용액 의 誘電常數가 커질수록 玖/2 
은 적은 값이기는 하나 陽電位쪽으로 이동하였 

다. 이 러한 相反된 실험결과는 壓力이 增加할 때 

码/2의 변화는 용액 의 誘電常數의 增加要因보다 

다른 因子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설 

명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은 壓力에 따른 £1/2 
의 변화가 용액중의 메 탄올의 함량이 많을수록 

그 이동폭이 작아진다는 실험결과에서도 재확인

Table 3. Half-wave potentials of 2.0X10~4Af 

PAN in different V시% methanol-water mixed 

solution at 30°C and pH 4. 6 under various pressure 

(volt unit)

Pressure 

(atm)

MeOH Vol%

20 60 80

1 -0.495 -0.404 -0.392

300 -0.486 一0. 392 -0.388

600 —0- 448 -0.384 -0. 376

900 一 0.420 —0. 360 一 0. 365

1200 -0.405 -0. 353 -0.352

1500 -0.391 -0. 351 -0- 344

1800 一 0.388 -0. 338 -0. 330

Table 4. Half-wave potentials of 5. OX 10-4M 

PAR in different Vol% methanol-water mixed 

solutions at 30°C and pH 5.2 under various 

pressure (volt unit)

Pressure 

(atm)

MeOH V시%

20 60 80

1 -0.812 -0. 790 -0.766

300 -0.800 一 0.784 -0- 741

600 -0.786 -0. 777 -0. 730

900 -0.780 -0- 768 -0. 712

1200 -0. 766 一0.76고 -0. 700

1500 -0. 742 -0- 753 -0. 687

1800 -0. 740 -0. 746 -0.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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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2) 擴散電流 : 2.0X10-4“ PAN과 5.0X 

io^mpar 의 擴散電流값의 여러 온도, 압력 및 

pH 에 따른 변화값을 丁沥" 5,6에 나타내었다. 

이들 Table 5,6 에서 알 수 있는 것은 PAN 고十 

PAR 모두가 溫度와 pH 가 增加할수록 擴散電流 

값은 커지며, 또 압력이 높아지면 擴散電流값은 

처음에는 증가하여 900〜1200기압에서 最大로 

된 다음 다시 감소하는 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一般的으로 압력이 변함에 따라 擴散電流값에 

影響을 주는 인자로는 電解質溶液의 密度, 粘性 

度, . 誘電常數, 이 온의 電氣傳導度 및 水銀의 密

Table 5. Diffusion currents of 2. 0X10-4Al PAN 

in 60Vol % methanol-water mixed solution at 

various pH, temperature and pressure (#A unit)

一P(atm)

pH

4.6 7.2 11.4

25°C 30°C 35°C 30°C 30°C

1 2.7 3.3 3.5 3.9 5.1

300 3.2 3.8 3.9 4.1 5.6

600 3.7 4.1 4.1 4-1 5.9

900 4.2 4.3 4.5 4.4 6.3

1200 3.9 4.2 4.0 4.5 6.4

1500 3.8 4.0 3.8 4.0 5.9

1800 — 3.7 4.0 3.6 5.6

Table 6. Diffusion currents of 5.0X10-4Af PAR 

in 60Vol % methanol-water mixed solution at 

various pH, temperature and pressure (#A unit)

一P(atm)

pH

1.7 5.2 7.8 12.5

30°C 25°C 30°C 35°C 30°C 30°C

1 5. 20 4. 79 5.16 5. 67 5. 30 8. 80

300 5.26 4. 91 5. 26 5.84 5. 45 8.84

600 5. 30 4. 95 5. 34 5. 96 5. 57 8.99

600 5. 38 5.04 5. 43 6.09 5. 66 9. 30

1200 5. 40 4. 93 5.37 6. 01 5. 60 9.12

1500 5.26 4. 86 5. 28 5.88 5. 44 9. 04

1800 5.17 4. 77 5. 20 5. 79 5. 24 8. 92

度와 粘性度등이 있다4. 이들 인자중에서 압력 

이 증가함에 따라 溶液의 粘性度의 감소(수용액 

의 경 우)와 용액 의 誘電常數의 증가, 이 온의 電 

氣傳導度의 증가 등의 이 유로 擴散電流값은 커 지 

게 된다. 그러나 0。(：〜33°(3의 범위에서 1,000 
기압을 넘어서면 물의 粘性度가 오히려 증가하 

게 된 다9~u. 擴散電流와粘性度사이 의 관계 식12 
에서 이러한 물의 粘性度의 增加는 확산전류값 

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같은 여러 인자들이 확산전 

류값의 변화에 어느 정도로 기여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들 物性 

의 압력에 따른 변화값이 잔 알려져 있지 않기 

때 문이 다.

일반적 으로 電解質溶液과 水銀의 壓縮率은 5X 
10-5/atm 이 하鸟14이 므로 본 實驗壓力範圍內에서 

는 溶液과 水銀의 密度變化는 거의 무시할 수 

있다. 또 본 實驗에 쓴 60Vol% 메탄올 水溶液 

의 각 壓力에서의 誘電常數를 순수한 溶媒의 誘 

電常數로부터 B. B. Owen 의 理論式을 써 서 부 

피비로 계산하면, 1, 500, 1000 및 2,000기 압에 

서 각각 52.29, 54.44, 56- 03 및 58. 기으로서 압 

력에 따른 변화폭이 적었다. 그리나 60 Vol % 메 

탄올수용액의 粘性度의 變化믈 각 壓力에서 순 

수한 물과 메 탄올의 粘性 变 값n에 서 부피비 로 계 

산하면, 압력 을 500, 1,000, 2, 000 기 압으로 올 

릴 때, 粘性度의 增加率은 각각 16.0, 31.0 및 

62. 3%로서 그 변화폭이 매우 컸다. 따라서 粘性 

度의 높은 增加率이 擴散電流값에 影礬을 주는 

인자임 을 추측할 수 있 고, 1, 000기 압 이 상에 서 의 

擴散電流의 減小는 이 壓丿J에서 溶液의 粘性度 

의 增加率이 다른 擴散電流 증가인자보다 훨씬 

우세하게 作用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溶液의 組成을 바꾸어 가면서 壓力에 따 

른 擴散電流의 變化를 調査하여 Ta"e7,8 에 나 

타내었다. 이들 了况艮 7,8에서 알 수있는 바와 

같이 메 탄올의 含量이 많아질수록 擴散電流의 변 

화폭이 커지고 있다. 이것은 擴散電流의 變化가 

주로 溶液의 粘性度變化에 기인한다고 보면 메 

탄올의 粘性度가 물의 粘性度보다 壓力에 따른 

變化가 더욱 크다는 사실로 뒷받침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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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iffusion currents of 2.0X10"4M PAN 

in different Vol% methanol-water mixed solution 

at 30°C and pH4.6 under various pressure

(“A unit)

Pressure 

(atm)

MeOH V시%

20 60 80

1 3.1 3.3 3.2

300 3.0 3.8 3.5

600 3.2 4.1 3.9

900 3.3 4.3 4.2

1200 3.3 4.2 4.5

1500 3.1 4.0 4.3

1800 3.0 4.0 4.2

Table 9. Slopes of log plot o£ 2. 0X10-4M PAN 

in 60Vol % methanol-water mixed solution at 

various pH, temperature and pressure (mV unit)

P(atm)

pH

4.6 7.2 11.4

25°C 30°C 35°C 30°C 30°C

1 34 34 42 34 34

300 42 40 59 36 40

600 53 64 78 40 42

900 90 102 129 48 46

1200 129 141 148 49 46

1500 156 174 141 49 46

1800 — 227 164 47 50

Table 8. Diffusion currents of 5. 0X10-4M PAR 

in different Vol % methanol-water mixed solutions 

at 30°C and pH5.2 under various pressure 

(卩A unit)

Pressure 

(atm)

MeOH Vol%

20 60 80

1 5.10 5.16 5. 21

300 5. 20 5. 26 5. 28

600 5. 27 5.34 5.37

900 5. 32 5. 43 5.48

1200 5. 34 5.37 5. 40

1500 5. 20 5. 28 5.34

1800 5.12 5. 20 5. 23

Table 10- Slopes of log plot of 5. OX 10시M PAR 

in 60Vol % methanol-water buffer solution at 

various pH, temperature and pressure (mV unit)

P(atm)

pH

1.7 5.2 7.8 12.5

30°C 25°C 30°C 35°C 30°C 30°C

1 88 86 87 90 94 104

300 92 90 94 94 100 117

600 101 100 107 109 111 12&

900 108 107 114 117 120 143

1200 120 116 121 124 132 166

1500 124 124 130 134 148 184

1800 134 136 143 147 160 198

다”.

(3) Log plot의 기울기값 : 여러 압력, 온도 및 

pH 에서 前報4에서와 같은 方法으로 測定 • 調査 

한 log plot 의 기 울기 값을 Table 9,10 에 나타내 

었다. 이들 Table 9,10에서 알 수있는 바와 같 

이 압력이 증가할수록 기울기값은 증가하였다. 

온도와 pH 에 대한 영 향은 Tanaka 등이 연구한 

결과甘와 일치하였다. 또 압력에 대한 영향을 보 

면 PAN 의 경 우 1기 압에 서 는 可逆性이 좋으나, 

압력이 증가할수록 log plot 의 기울기값이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可逆性이 점차 나빠짐을 알 수 

있다. PAR의 경우에는 1기압에서도 비교적 

可逆性이 좋지 않으며, 壓力增加에 따라 더욱 나 

빠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結果는 前報4 
에서 밝힌 金屬이온의 경우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溶媒組成의 變化에 따른 log plot 의 기 울 

기 값을 測定• 調査하여 T展"11,12 에 나타내 었 

다 .이들 實驗結果를 보면 메탄올의 含量이 많 

아질수록 壓力에 따른 기울기값의 변화폭이 작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메탄올의 含量이 

많아질수록 高壓에서 還元反應의 可逆性이 增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4) 溫度係數 : 25°~35°C 의 範圍에서 測定 

한 폴라로그램의 擴散電流값으로부터 계산한 溫 

度係數값을 Table 13에 나타내었다. 이 T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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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 unit)

Table 11. Slopes of log plot of 2.0 X PAN

in different Vol% methanol-water mixed solution 

at 30°C and pH 4. 6 under various pressure

Pressure (atm)

MeOH Vol%

20 60 80

1 36 34 34

300 52 40 42

600 77 65 50

900 109 102 78

1200 140 143 96

1500 202 172 140

1800 207 190 128

(mV unit)

Table 12. Slopes of log plot of 5. 0 X IO-4 M PAR 

in different Vol% methanol-water mixed solution 

at 30°C and pH 5. 2 under various pressure

Prsesure
MeOH Vol%

(atm)
20 60 80

1 84 87 84

300 96 94 94

600 117 107 105

900 123 114 111

1200 134 121 120

1500 150 130 128

1800 162 143 139

Table 13- Temperature coefficients of PAN and

PAR in 60 V이% methanol-water mixed solution 

under various pressure*

* -^監 X10Q : % unit)

Pressure (atm)

Depolarizer

PAN PAR

1 1.2 1.6

300 1.4 2.3

600 1.5 2.0

900 0.7 2.1

1200 0.8 2.2

1500 0.7 2.1

1800 — 2.1

*pH; 4. 0 for PAN and 5. 6 for PAR, concentration; 

2.0 X 10~4M for PAN and 5. 0X10~4M for PAR, 

temperature range; 25~35°C.

의하면 測定한 壓力範圍에서 溫度係數의 平均값 

이 PAN은 1.1%, PAR은 2.1% 로서 두 물질 

모두 擴散支配的인 還元反應임을 알 수 있다吧 

또 壓力變化에 따른 溫度係數의 變化는 PAN 에 

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거 

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電氣毛細管曲線. 압력변화에 따른 滴下水銀電 

極의 방울수명을 調査하여 F，g.3 과 같은 電氣 

毛細管曲線을 얻었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壓力이 增加함에따라 滴下時間이 증가한다 

는 것과 電氣毛細管曲線의 極大點이 壓力이 增加 

할 때 陽電位쪽으로 移動하다가 1,000기압 이상 

에서는 거의 일정한 값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다. 또 曲線의 形態가 매끄러운 것으로 보아 特 

異吸着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 

한 電氣毛細管曲線의 壓力變化에 따른 影響은 

前報4와 같다.

高壓下에서의 定量性. 1기압에서 1,800기압 

까지의 壓力下에서 反應物質의 濃度變化에 따른 

擴散電流값을 測定하여 高壓下에서의 定量性을 

調査하였다. 30° C 의 實驗溫度에서 PAN 은 1.0 
><：10-<顷/〜4.0><10-勺拔의 濃度範圍에서, PAR 
은 2.5><1(厂4肱〜7.5><10-顼侣 濃度範圍에서 實

Fig. 3. Electrocapillary curves in 60 Vol% me

thanol-water mixed solution at 25°C under various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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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Diffusion currents of different concentra

tion of PAN in 60 Vol% methanol-water mixed 

solution at pH 4.6 and 30°C under various 

pressure (#A unit)

Pressure

(atm)

Concentration (M)

1X10-4 2X10-4 4X10-4

1 1.7 3.3 6.7

300 1.9 3.8 7.4

600 2.2 4.1 7.9

900 2.4 4.3 8.3

1200 2.3 4.2 8.1

1500 2.2 4.0 7.8

1800 1.9 3.7 7.5

QA unit)

Table 15. Diffusion currents of different concentra

tion of PAR in 60 Vol% methanol-water mixed 

solution at pH 5. 2 and 30°C under various pressure

Pressure (atm)

Concentration (M)

7.5X10-4 5.0X10-4 2.5X10-4

1 7.90 5.16 2.58

300 8. 05 5.26 2. 64

600 8.23 5.34 2. 73

900 8.51 5.43 2. 79

1200 8.44 5. 37 2. 76

1500 8. 30 5.28 2. 67

1800 8.19 5. 20 2. 55

驗을 수행하여 그 結果를 T泌Ze 14,15에 나타내 

었다. 이 實驗結果로부터 1,800기압까지의 實驗 

壓力과 각각의 實驗濃度範圍內에서 擴散電流가 

濃度에 잘 비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험결 

과로부터 각 압력 에 서 PAR 과 PAN 의 환원 전 

류는 모두 擴散支配的임을 알 수 있다. 또 이들 

물질 （PAR과 PAN）은 물론 이 물질 과 定量的으 

로 반응하는 여러가지 금속들의 고압하에서의 

분석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

본 연구의 일부는 1982년도 문교부 지급 연구 

비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는 바 문교부 당국에 감 

사를 드립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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