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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坎初에;Co(en)2X2】(ClO4)"의 전극환원 반응메카니즘(X ： 시아나이드, 나이트라이트, 암모 

니아, 그■리고 이소티오시아네이트)을 순환전압전류법 및 폴라로그래피법으로 조사하였다. 수은전극일 때 

Co (III) 상태에서 Co (II) 상태로 되는 확산지배적인 1전자 비가역반응 이후에 착물의 분광화학적 홉수파 

수가 큰 시아나이드가 배위된 착물은 (en), CN-가 해리되지 않았으며 전극반응 생성물이 전극에 흡착되 

었고 N。广, NFL는 해리되었다. 그 후 모든 Co(II) 착물상태가 금속상태로 2전자 비가역 과정으로 환 

원되면서 (en)이 해리되었다. 수은전극에서 NO?-가 배위된 착물은 ECE 반응기구이며 전극환원 후 

N°2-가 해리되는 속도가 57—100msec 이상으로 측정되었다. 탄소전극일 때 이들 착물의 첫단계 환원은 

확산지배적인 1전자 비가역 과정이며 분광학적 흡수파수가 증가할 때 환원 피이크전위 (-耳)가 증가하였 

다.

ABSTRACT. Electrochemical reductions of 纳次니Cae^X^ClO儿 (where X is cyanide, nitrite, am- 
monia, and isothiocyanate) were investigated by cyclic voltammetry and polarography at mercury and 
glassy carbon electrode. Zzans-[Co(en)2(CN)2]ClO4 was reduced to Co(II) complex followed by adsorption to 
버。mercury electrode. Cyanide ion was not released from the reduced Co(II) complex but the cyanide and 
(en) were released after the reduction to metallic cobalt. The other complexes except irans-[Co(en)2 
(CN2)]C1O4 were reduced to cobalt(II) complexes followed by release of monodendate ligand, and(en) 
was released at the reduction step to metallic cobalt. /wws-[Co(en)2(NO2)2]ClO4 was reduced to cobalt(II) 
complex, and NOf ion was r이eased followed by electroreduction through ECE mechanism at pH 2. On 
glassy carbon electrode, all complexes of Co(III) were reduced to Co(II) complexes with irreversible 
one-electron diffusion controlled reaction in which (en) was not released at this step. Increasing absorption 
wave number of complexes caused to negative shift of peak potential.

서 론

코발트 금속이온의 전극 환원반응】，2과 아민류의 

리간드가 배위된 착물의 전극 환원반응3〜7에 대해 

서는 많이 연구되었지만, 두 종류 이상의 리간드 

로 된 코발트착물의 전기화학적 반응은 리간드의 

구성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계속하여 연구대상 

이 되고 있다.

Willis 등8은 코발트이온에 암모니아가 배위되고 

남은 배위자리에 다른 종류의 한자리 배위자가 결 

합된 Co (III) 착물이 Co (II) 착물로 환원된 후 분 

해되어 [*(瓦0)6]幵로 됨을 보고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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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i 등。도 유사한 제안을 하였다. Haltzclaw 
등 E은 음이온인 배위자가 다른 종류의 배위자와 

시 스형일 경 우 트란스형 착물보다 더 양의 전위 에 

서 환원되며 Co(III) 착물에서 Co(II) 착물로 환 

원될 때 폴라로그램은 두개의 환원파를 나타내며 

이는 환원생성물의 한 배위자가 해리되어 물분자 

와 평형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Zutshi 등“ 

은 피리딘류와 할로겐화 이온이 혼성 배위된 착물 

에서 비수용매와 물의 조성변화에 따른 전극반응 

속도를 조사하였고 Vl&k 등1心은 [Co(NH3)： 

X]에서 X의 전하수가 같을 경우 X의 변화에 따른 

분광학적 흡수 피이크의 파수와 전극반응의 반파 

전위가 비례한다고 하였으며 Hohokabe 등]4도 한 

자리 리간드가 결합된 cobaloxime 착물의 전하이 

동 흡수파수와 반파전위 사이에 직선관계가 성립 

됨을 보고하였다.

지금까지 보고된 바에 의하면 암모니아가 배위 

된 Co(III) 착물은 환원되면 불안정하여 곧 분해되 

므로 전위주사 속도가 느린 폴라로그래피법으로 

혼성 리간드중 어느 리간드가 어떤 환원단계에서 

해리되는지를 알아내기 곤란하였다. 본 연구는 

切奶s-[Co(en)2X：J (C1OQ”를 (여기서 X는 CN-, 
NO2-, NH3, 그리고 NCS-임) 수은전극과 탄소 

전극을 사용하여 순환전압전류법과 폴라로그래피 

법으로 한자리 리간드의 종류에 따라 환원반응중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배위자가 해리되는지를 조사 

하고 전극 반응메카니즘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실 험

시 약. 切a，zs-[C0(en)2(CN)2]C10^ 합성은 

Muto 등*의 방법으로, fraMs-[Co(en)2(NO2)2]- 
C10■(는 Holtzclaw 등g의 방법으로, trans 
-[Co(en)2(NH3)2] (CIO’L와 /raws-[Co (en)2 
(NCS)』C1O,는 Werner의 방법”으로 합성하였 

으며 합성된 착물이 질산염 치오시안산염일 경우 

그 염을 0.1MHCIO* 수용액에 녹이고 NaClQ 
포화용액을 가해 침전시키고 재결정하여 진공건조 

시켰다. 합성된 시료는 KOH를 가해 분해시키고 

HC1 을 가한 후 EDTA 표준용액으로 적정하여 

Co를 정 량하고 CHN 원소분석과 IR 및 NMR 스 

펙트라 로 확인하였다. 지 지전해 질로 사용한 

TEAP (tetraethylammonium perchlorate) 는 

Kolthoff 등u의 방법으로 합성하여 에탄올로 재결 

정한 후 진공 건조시켰고, 질소는 시판 고순도 질 

소를 ammonium metavanadate와 아연아말감의 

염산 용액층을 통과시켜 산소를 제거하고 진한 황 

산, 실리카겔, 오산화인, 실리카겔, 시료용매를 

차례로 통과시킨 후 사용하였다. 그 이외의 시약 

은 Fuluka 특급품을 정제하지 않고 사용하였으며 

증류수는 3차 증류한 것이었다.

기기 및 전극. 순환전압전류법 및 전기량법은 

Princeton Applied Research (PAR) Model 
173 Potentiostat에 전류-전압 변화기가 포함된 

Model 179 Digital Coulometer가 붙은 장치이 

며 작업전극과 기준 전극간의 저항에 의한 전압강 

하를 보상하는 기능이 부착된 것이었다. 입력전위 

의 빠른 변화는 PAR Model 175 Universal 
Programmer, 기록계는 Houston Series 2000 
X-Y Recorder, 400mV/sec 이상에서는 Philips 
Model 3233 CRO와 사진기를 사용하였다. 폴라 

로그■램은 PAR 174 A Polarography와 1747 
Drop timer를 사용하였다. 전해용기는 $전극계로 

서 기준전극은 NaCl 포화수용액을 사용한 칼로멜 

전극 (NaCl-SCE) 이었으며 대조전극은 백금선, 

작업전 극은 고정수은방울전 극(HMDE)로서 

Metrohm 6.0335와 Merk제 특급수은, glassy 
carbon 전극으로서 Metrohm RDE 628을 사용 

하였으며 전극면적은 각각 0.014cm2, 0.071cm2 
이었다. 시료의 확인에 쓰인 IR, UV 및 NMR은 

각각 Perkin-Elmer 683, Shimazu UV-240, 
Varian EM-360 A 이 었고 원소분석 은 Per
kin-Elmer 240 CHN 분석계를 사용하였다.

전기화학적 측정. 지지전해질은 0.1 M TEAP 
수용액을 조제하여 blank test한 후 사용하였으며 

시료는 측정 직전에 1.0><101〜1.0><10-3必로 

조제하여 10mZ의 전해용기에 가하고 질소기체를 

시료용액에 15분 동안 통과시킨 후 측정시에는 용 

액이 질소기류하에 있게 하였다. 탄소 작업전극 

표면은 매 측정 직전에 600 mesh 알루미나로 가볍 

게 연마하고 증류수로 세척, 건조 후 사용하였으 

며 시료의 환원 피이크전위는 ±2mV 범위의 재 

현성을 보였다. 전해용기는 물자켓이 부착된 것으 

로 ±0.1°C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켰다.

결과 및 고찰

순환전압전류곡선과 플라로그램 . 수은전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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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vs. NaCl-SCE 
0 -0.4 -0.8 -1.2

Fig. 1. Cyclic voltammogram of 1 x 10-3M. trans- 

[Cofen)2(CN)2]ClO4 aqueous solution containing 0.1 

M TEAP onHMDE at 25 °C, scan rate 100m V-s-1.

서 扮仞?s-[Co(en)2 (CN)2]C1O#를 NaCl-SCE 기 

준전극에 대해서 0V로부터 一1.35V까지, 전위주 

사 속도 100mV/sec로 그린 순환전압전류곡선을 

Fig. 1에 나타냈다. 一 0.84 V에서 작은 환원피이 

크(a)가 발생되며 一0.91V에서 두번째 피이크 

(b)가 주피이크로 생성되며 一1.27V에서 셋째 피 

이크 (c) 가 큰 전류값으로 나타났다. 이 세개의 피 

이크 중 피이크(a)는 시료의 환원에 의한 것이 아 

니고 피이크(b)는 Co(III) 착물이 Co(II) 착물로 

환원되는 것이고 피이크(c)는 Co 금속상태로 환 

원될 때의 피이크로 각각 가정하고 각 피이크를 다 

음과 같이 조사하였다. 우선 0V에서 一 1.05V까 

지 주사하고 一 1.05 V에서 전위를 5분 동안 유지 

시킨 다음, 전위를 곧 0V로 주사하면 산화반응 

피이크가 생성되지 않으며 연속해서 一 1.35 V까지 

2차 순환주사하면 一0.34 V에서 새로운 환원피이 

크가 보이고 피이크(a)는 사라지며 피이크(b)와 

피이크 (c) 만 남았다. 이 새로 나타난 환원피이크 

는 CN-의 환원피이크인지 확인하기 위해 새로운 

시료용액에 먼저 KCN 수용액을 미소량 첨가한 

다음 0V에서 一0.6V까지 주사하면 一0.34V에 

서 환원피이크2。가 발생되고 양전위로 주사시 

一 0.28 V에서 산화피이크가 발생되므로 CN-은 

Co(ni)착물의 환원피이크 (b) 이후가 아니고 피 

이크(c) 이후에 해리됨을 확인하였다.

한편, 시료용액에 두 방울의 페놀프탈레인 지시 

야을 가하고 피이크(b) 이후까지의 전위(一 1.05 
V)를 5분간 가해도 전극표면 주위의 용액이 무색 

이었으나 피이크(c) 이후의 전위 (一1.3V)를 5분

Electrode potential, V vi. NaCI— SCE

[C（Xen）2（CN）2]C104 in 0AM TEAP aqueous solution 

with various scan rate at HMDE, 25 °C.

Electrode potential, V vt. NoCI-SCE

-06 -0.8 -1.0 니.2 -1.4

Fig. 3. Cyclic voltammograms for various concentration 

of /raM5-[Co(en)2(CN)2]ClO4 in 0.1M TEAP aqueous 

solution at HMDE, 25 °C with scan rate lOOmV-s-1.

간 가했을 때 용액은 붉은 색으로 변하므로 에틸렌 

디아민이 착물로부터 해리되는 것을 알았다.

피이크(a)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 0V에서 

—1.05 V까지 주사속도 변화에 따른것과 시료농도 

변화에 따른 순환전압전류곡선을 Fig. 2와 Fig. 3 
에 각각 나타냈다. 주사속도 30 mV/sec 이전에는

Vol. 33, No. 2,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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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0.7 -0.9 -1.1

V vi-NaCI-SCE

Fig. 4. Pluse and sampled DC polarograms of 1 x 

10-3/w /ww5-[Co(en)2(CN)2]ClO4 in 0.1A/ TEAP 

aqueous solution at 25°C, at drop time 2 sec. 

피이크(a)가 보이지 않고 피이크 (b)만 나타나지만 

그보다 주사속도가 더 빠르면 피이크(a)가 생성되 

며 그 증가속도는 피이크(b)의 증가속도보다 커지 

고 피이크(b)의 피이크 전류함수 zM늘의 값은 증 

가되지 않았다(讣는 피이크 전류 〃는 전위주사 속 

도). 또 두 피이크 간격은 크게 벌어져서 500 
mV/sec에서는 50 mV/sec 경우보다 2배 정도 벌 

어지고 2V/sec에서는 피이크(b)가 피이크(a)에 

비해 거의 사라진 형태이었으므로 피이크(a)는 전 

극반응 생성물의 홉착피이크이고 피이크 (b)는 시 

료의 전극 환원반응에 의한 주 피이크로 구별되었 

다. 이는 Shain 등"이 제안한 논의와 부합되었 

다. 그리고 시료농도가 5.OX1O-，M일 때 피이크 

(a)는 보이지 않고 피이크 (b) 가 약간 양의 전위쪽 

으로 이동된 모양이었다. 농도를 1.0X10-3에서

Table L Cyclic voltammetric data for 1 x 1Q-3M in 0. IM TEAP aqueous solution at 25 °C

Compound 

X

Scan rate 

mV-s*1 _耳，,mV

HMDE

“A

Electrode

CN-

20 

50 

100 

150 

200 

400 

500

Glassy carbon

■Ep, mV

1003 5.50 1.23

1032 8.57 1.21

1053 11.76 1.18

1056 13.92 1.14

1083 16.32 1.15

1090 22.40 1.12

1109 27.54 1.09

NO2-

nh3

20 440 1.16 0.26 735 5.20 1.16

50 450 1.72 0.24 755 7.81 1.10

100 461 2.43 0.24 765 10.55 1.06

150 470 2.86 0.23 755 12.91 1.05

200 474 3.31 0.23 780 14.19 1.00

400 487 4.48 0.23 794 20.24 1.01

500 d 4.91 0.23 798 21.30 1.00

20 442 1.12 0.25 477 8.45 1.89

50 469 1.88 0.26 498 13.78 1.95

100 484 2.40 0.24 513 18.60 1.86

150 491 3.00 0.24 520 22.50 1.84

200 499 3.50 0.24 527 26.10 1.85

400 518 4.76 0.24 543 36.70 1.84

500 532 5.32 0.24 550 40.50 1.81

NCS-

20 

50 

100 

150 

200 

400 

500

482 6.95 1.55

487 9.23 1.30

505 12.84 1.28

513 14.58 1.19

520 17.06 1.21

539 24.35 1.22

545 29.30 1.31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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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Xen)2(N02)2]C104 aqueous solution containing 0.1M 

TEAP at HMDE at 25 °C, scan rate 100 mV-s-1.

Fig. 7. Pluse and differential pluse polarograms of 1 x 

10-3M /rz7M.s-[Co(en)2(NO2)2]ClO4 in 0.1M TEAP 

aqueous solution at 25 °C.

V v&. NaCl-SCE
Fig. 6. Pluse and differential pluse polarograms of 1 x 

10-3丿” /r(2M5-[Co(en)2(NO2)2]ClO4 in 0.1M TEAP 

aqueous solution at 25 °C.

Eledrodt poitntidl, Vw. NoCI-SCE 

-02 -Q.4 -0.6 -OJ! -<X* -0.6

Fig. 8. Cyclic voltammograms of //iaws-[Co(en)2(NO2)2] 

C104 in 0.1 A7 TEAP, pH = 2 aqueous solutions in 

HMDE. (1): lOOmV-s-1, 25 °C (2): (1) in the presence of 

10-3M NaNo2 (3): lOOmV-s-1. 1: 15 °C, 2: 25 °C 3: 

35 °C, 4: 45 °C (4): Scan rate; 1: 20mVs-i, 2; 

lOOmV-s-1： 200H1V-S-1, 4: SOOmV-s-1, 5: SOOmV-s-1.

5. Ox 10-3〃까지 변화시 킬 때 피 이크 (a)의 ip 

는 一0.84 V~ — 0.86V에서 일정 값으로 유지되 

지만 피이크 (b)는 농도증가에 따라 직선성으로 증 

가하였으므로 피이크 (a)는 시료중에 포함된 전극 

반응물질이 아니고 시료의 첫단계 환원생성물의 

흡착피이크로 해석된다.

피이크(a)가 흡착피이크임을 폴라로그램으로 확 

인한 것을 Fig. 4에 나타냈다. IOW의 시료 

를 一 1. I V까지 환원시 킨 펄스폴라로그램에서 반 

파전위, 驾이 一Q 85 V에서 깨끗한 1단계의 파가 

얻어 졌으나, sampled current 폴라로그램 (S/ 
DC)에서는 2단계 파로 나타났다. 이는 펄스폴라 

로그램에서는 매 수은방울 낙하직전 57 m sec 동 

안만 전압을 가했으므로 전극환원 생성물이 전극 

표면에 흡착 포화되지 못한 때문이며 S/DC에서는 

방울수명 동안 계속 전압이 가해지므로 전극반응 

생성물이 전극에 흡착 포화되므로 pre-wave가 나 

타남을 알았다.

탄소전극에서 一 1.3 V까지 순환전압전류곡선을 

3렸을 때 한개의 환원피이크만 있었으며 산화피 

이크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자료와 HMDE어서 

첫 피이크의 자료를 Table 1에 수록하였다.

机〃zs-[Co(en)2(NO2)jClC*】 수은전극에서 

환원반응은 F谚. 5와 같은 순환전압 전류곡 

선 (CV)으로 얻어지며, 25°C 100mV/sec 일 때 

— 460mV와 一1425mV에서 첫 피이크(a), 둘째 

피이크 (b) 가 각각 나타났다. 또 Fig. 6은 CV의 

첫 피이크 영역의 미분 펄스폴라로그램 (D/pulse) 
에서 1개의 피이 크만 나타났다. 그러나 Holtz- 
claw 등에 " 의하면 0.1M KC1 지지 전해질과 0.1 
% 메틸레드를 극대 억제제로 첨가한 trans-[Co- 
(en)2(NO2)2]NO3 수용액은 2시간 정도 경과되 

면 가수분해되어 생성된 착물의 환원파가 이 

一0.4V에서 나타나고 시료 자체는 이 一0.27 V 
에서 환원된다고 보고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CV, 
미분펄스 및 펄스폴로라그램에서 단일 피이크만 

생성되므로 본 실험조건에서 시료는 가수분해되지 

않는 것으로 믿어진다. 또 시료의 UV 스펙트럼을 

시간 경과에 따라 조사하였지만 피이크 모양과 크 

기가 2시간 동안 불변이었다.

전극 환원반응의 어느 단계에서 NO?-가 해리되 

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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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NaCI-SCE

Fig. 9. Cyclic voltammograms of 1 x 10*3M /ra«s- 

[Co(en)2(NH3)2XClO4)3 aqueous solution containing 

O.lAf TEAP at HMDE at 25°C, scan rate lOOmV-s'1.

NO?-은 pH 2 부근에서만 전극에 활성 이므로22,23 
용액의 pH를 HC1O,로 조절하여 시료의 환원파를 

조사하여 F谚. 7에 나타냈다. pH 2일 때 환원피 

이크(a)보다 160mV 더 음전위에서 새로운 피이 

크⑴이 생성되었다. 전해용기에 NO?-을 소량 첨 

가했을 때 피이크⑴의 %는 크게 증가하지만 피이 

크(a)는 영향받지 않았으므로(Fz£. 8(2)) 피이크 

⑴은 시료의 첫 단계 환원생성물의 해리로 생성된 

NO「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그 해리 

가 온도에 크게 영향받을 것이므로 온도를 변화시 

키면서 측정한 CV를 尸谚. 8(3)에 나타냈다. 온 

도가 증가될 때 피이크(a)는 미소한 증가만 보이 

나 피이크(I)은 크게 증가하였다. NO厂가 배위된 

시료의 환원반응은 화학반응이 뒤따르며 그 화학 

반응 생성물이 전극반응하는 ECE 메카니즘으로 

해석되었다.

그리고 착물이 해리되어 NO?-가 생성되는 속도 

를 측정하기 위하여 Fig. 8(4) 에서 전위주사 속도 

에 따른 CV를 그■렸다. 피이크 (a)와 피이크(I)이 

간격이 160 mV이었으며 주사속도 증가시 피이크 

⑴은 점차 감소하여 25P 1500mV/sec 이상에 

서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래서 착물의 환원생성물 

로부터 NO厂가 해리되어 H+과 결합되어 HNO2 
로 된 다음 NO와 NO3-로 disproprotion 되어路 

전극환원되기까지의 시간은 0.1 초 이상으로 볼 수 

있었다. 또 Fig. 7에서 미분 펄스폴라로그램에 나 

타난 파가 펄스폭이 57msec인 펄스폴라로그래피 

에서 사라진 사실로 보아 NO「으로 해리되어 전 

극에 검출될 때까지의 시간은 57 msec 이싱•이었 

다.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으로 에틸렌디아민이 해리

Electrode potential, V vt.NaCI— SCE

Fig. 10. Cyclic v시tammograms of 1 x 10-3Af trans- 

[Co(en)2(NO2)2]ClO4 aqueous solution containing 0.1 A/ 

TEAP at glassy carbon electrode with various scan 

rates at 25 °C.

되는 피이크를 조사했을 때 환원피이크 (b) 에서 

즉 一1425 mV에서 (eng] 해리됨을 확인하였다. 

[Co (en)3]3+ 착물의 수은전극에서 환원 반응은 

(en) 이나 NH3가 과량 존재하지 않을 경우 [Co- 
(en)j2+로 환원된후 [ColenLCHzO)』", [Co 
(en) (H2O)4]2+, 그리고 Co(a»와 해리평형을 유 

지한다고 보고된 사실。과 상이하였다.

切a如s-[Co(en)2 (NHQz] (C1O,)3의 CV 를 

Fig. 9에 나타냈다. 첫째 환원피이크(a)까지만 주 

사하면 환원피이크만 있고 산화피이크는 없지만 

둘째 피이크이까지 주사하면 첫 피이크 (a) 가 

一 0.485 V에서 피이 크 (b) 가 一 1.450 V에 서 나타났 

으며 피이크 (a) 의 환원피이크에 대응되는 산화피 

이크가 一 0.33 V에서 나타났으며 이때 산화피이크 

전류와 환원피이크 전류비가 1에 가까운 값으로 

가역성이 증가되었다.

Latinen 등'과 Bartelt 등'도 NH3나 (en) 이 

과량 존재하면 Co (III) 착물은 가역적으로 환원됨 

을 보고한 바 있다. 앞의 실험과 같이 페놀프탈레 

인 지시약으로 조사한 결과와 앞선 실험결과로 보 

아 NH3는 첫 단계 환원이후에 해리되고 (en)은 

둘째 단계 환원이후에 해리됨을 알 수 있었다.

trans-[Co (en) 2 (NCS) 2] CIO•(는 수은전 극에 서 

CV의 환원피이크가 재현성이 없고 피이크 모양도 

복잡한 형태의 것으로 자세한 조사를 하지 않았 

다. Wilkins 등"에 의하면 이 착물은 pH 6.5, 
80t 수용액에서 50% 가수분해하려면 20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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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Variation of currnt with time during drop life of 

DME 1mA/ /nz«s-[Co(en)2(CN)2]ClO4, 0.1M TEAP at 

25 °C, at -0.95V ws. NaCl SCE. Drop time, 2 sec. 

1/iA/div.

소요된다고 보고하였다. 시료용액의 UV 흡수스펙 

트럼은 510, 315nm에서 흡수피이크가 보였으며 

본 실험조건에서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UV 셀에 수은을 5방울 넣고 시료용액과 

교반 후 측정한 흡수피이크는 315nm의 것이 295 
nm로 이동하였다. 즉 수은 존재하에서 시료는 

NCS-가 물분자로 치환되는 반응이 진행되는 것으 

로 생각되었다. 한편 본 실험조건에서 사용된 다 

른 모든 시료는 시간에 따른 UV 흡수피이크가 불 

변이었다.

탄소전극에서 0V 로부터 一1.5V 까지 CV 는 

[Co(en)2X2]ClO4(X : CN", NO广, NH3, 그 

리고 NCS-)에서 모두 한개의 환원피이크만 생성 

되고 산화피이크는 없었으며 그 중에서 NQ「가 

배위된 착물의 CV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이때 

도 수은전극과 같은 방법으로 페놀프탈레인 지시 

약을 이용하여 첫 단계에서 (en)이 해리되지 않음 

을 알았다.

전극반응의 형태. 환원반응의 첫 단계 전극반 

응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 폴라로그램을 조사하였 

다. 伙z”s-[Co(en)2 (CN)2]C1O,의 환원에서 적 

하 수은전극 (DME) 의 각 방울 생성부터 시간의 

경과에 따른 전류값을 CRO로 측정한 모양은 

(Fig. 11) 방울 생성초기에는 전류가 급하게 증가 

하다가 그 후 약간 감소한 다음 재차 증가되는 모 

양이었으며 생성물의 홉착으로 해석되었다. 이는 

Delahayzss의 논의와 일치하는 형태이었다. 

tows-[Co(en)2X2] (X ； NO厂, NH,)는 DME 
의 수은주 높이의 평방근, 处에 대한 한계전류, id 
비가 일정하였고(&况e 2) 온도계수는 각각 

1.2, 1.3% 이 었으므로 반응성 전류나 촉매성 전

Table 2. DC polarographic 由/洒 values at 1st wave of 

Sss-[Co(en)2(NO2)2]ClC)4 and 侃7松니(二여en^NH^] 

(C1O4)3 in 0AM TEAP at 25 °C

h, cm
[Co(en)2(NO2)2] + [Cofen^NH^]3*

id，M ijh'f id,以 A 니)M

50 2.67 0.377 5.90 0.835

55 2.80 0.376 6.20 0.837

60 2.92 0.376 6.50 0.838

65 3.03 0.376 6.75 0.837

70 3.17 0.378 7.02 0.838

• (C1O4)„

Table 3. Cathodic peak curent and disffusion current 

for the variation of concentration in ^ra»s-[Co(en)2X2]

Compounds
Cone.

x IOM

Electrode

Ghssy carbon 

协zA)

HMDE DME方

枷A) 妳)

[Co(en)2(CN)2] 0.50 5.9 — 3.1

•CIO4 0.75 9.0 — 4.6

1.00 12.0 —— 6.0

1.50 18.0 — —

2.00 22.7 — —

[CcXen^NO^g] 0.50 5.0 1.1 3.3

■C1O4 0.75 7.7 1.7 5.0

1.00 10.0 2.3 6.7

1.50 15.1 3.5 10.1

2.00 20.2 4.6 13.4

[CcXen^NH^] 0.50 9.2 1.5 4.8

•©04)3 0.75 14.0 2.4 7.4

1.00 18.8 3.1 9.7

1.50 28.1 4.7 14.6

2.00 36.8 6.3 19.3

[CtXen^NCSy 0.50 5.8 — —

•C1O4 0.75 8.5 — —

1.00 11.5 — —

1.50 17.3 — —

2.00 22.0 — —

aWith O.lAf TEAP supporting electrolyte. b Pulse pola

rogram by PAR 303 SMDE and 1747 Drop timer.

류가 없는 확산지배적 전극반응이었다. 뿐만 아니 

라 Table 3에서 [Co(en)z&] 의 시료농도를 X가 

CN-일 때 1.0X10-3〃 이하에서와 X가 NO广, 

NH3일 때 0.5><1(广项仁부터 2.0x10-3^까지에 

서 변화시킬 때 환원전류값과 잘 비례하였으며, 

탄소전극에서 CV는 본 실험의 모든 시료가 농도 

와 환원전류값이 비례하였으므로 확산지배성이었 

다.

수은전극에서 첫째 환원피이크에 대한 CV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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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de potential, V vt. NaCI—SCE

[C여en)2(N°2)2]CK)4 aqueous solution containing 0.1A/ 

TEAP at HMDE using various scan rates at 25 °C.

Fig. 14. Variation of peak current function with voltage 

scan rate for aqueous solution of the *WMs-[Co(en)2 

X2CIO4)” in HMDE and glassy carbon electrode at 

25 °C.

Fig. 13. Variation of cathodic peak potential Ep with log 

“for 1 x 10'3M 纳次-[&农미疝02)2]。04 in 0.1M 

TEAP aqueous solution at HMDE and glassy carbon 

electrode at 25 °C.

mV/sec부터 2V/sec까지 주사속도 변화에 따라 

조사하여 500 mV/sec까지의 자료를 Table 1에 

정리하였으며 그 중에서 NO厂가~배위된 착물의 

CV를 万谊. 12에 나타냈다. 잔여전류 (residual 
current)는 탄소전극이 수은전극보다 더 큰 값을 

보였으며& 재현성은 좋은 편이었다. 전위주사 속 

도가 증가하면 피이크전위가 모든 시료에서 음전 

위로 이동하였고 전류값이 증가하며 재현성도 좋 

았으나 CN-가 배위된 착물의 탄소전극에서 耳의 

재현성은 ±20mV의 오차를 포함하였으므로 5회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CV에서 전위주사 속도, ZA의 대수값과 耳의 관 

계를 비가역반응에 적용되는 다음 식 (1)에 따라 

도시하였다2七

=宓 偽尸 log v + const (1) 

여기서 a는 전이계수, 花는 전극반응 관여전자수 

이다. 이때 기울기 2.3&T/2a%F값이 25°C 수 

은 및 탄소전극 모두 45〜60 mV 범위였으며 그 

중 NO?-가 배위된 착물의 것을 Fig. 13에 나타냈 

다. 기울기가 30mV 이상이므로 완전비가역 

(totally irreversible) 반응으로 해석된다2七 

F汉 14에서 전위주사 속도변화에 대한 毎/捎 값 

을 도시했을 때 그 값이 일정하며 이 경우 피이크 

전류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 (2)28

4=0.227nFAQ^k0
exp〔一(玲脊)為—£”)〕 ⑵

에 따라 전극면적 A, 전극 반응물질의 농도 G*, 
표준전극 반응속도 상수 k°, 전극반응 전이계수 

a, 그리고 피이크전위와 표준형식 전극전위 E” 
의 차이 값 등에 영향받으므로 办/o'，값은 HM- 
DE보다 전극면적이 더 넓은 탄소전극에서 크게 나 

타났으며 각 시료들간의 그 값도 차이 가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Nicholson과 Shain의 전극반응 판 

별기준28에 따르면 반응성 및 촉매성 전류가 포함 

되지 않는 가역 또는 비가역 과정이며 본 실험에 

환원피이크만 존재하고 산화피이크가 없으므로 비 

가역반응에 해당된다.

각 착물의 환원반응에 관여하는 전자수, 如는 

l.OxlO-m/의 시료 20mZ에 첫 단계의 확산전류가 

발생되는 전위를 가하고 digital coulometer로 측 

정한 결과 1이며 수은전극에서 一1.4V 부근에서 

환원피이크의 관여전자수는 2이었다. 이상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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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Plot of cathodic peak potential and halfwave 

potential with absorption wave number of trans- 

[C(Xen)2X2](C104)n in 0.1MTEAP at HMDE and glassy 

carbon electrode at 25 °C. (CV scan rate, lOOmV s-1)

〔Co(en),(HQ),广

로부터 수은전극에서 ZraMs-[CO(en)2X2] (C104)„ 
의 전극 환원반응의 메카니즘을 아래와 같이 제안 

하였다.

III
〔Co(en),(CN)打+ [Co(en)2(CN)2]

adsorbed on Hg

irr.
* Co + 2(en) + 2CN-

+2厂

III
[Co(en)2(NO2)J +

+ 2N0广上t Co + 2(en)
+ 2&~

III
〔Co(en)JNH3)2〕H 芝+〔Cden^HQ),〕"

+ 2NH, 끄》Co + 2(en)

시료에서 한자리 배위자의 분광화학서열과 전극 

환원반응성을 조사하기 위해 UV 흡수파수, D와 

첫째 피이크耳 및 £耳을 Fig. 15에 나타냈다. 수 

은전극에서 폴라로그램의 &이 CV의 &보다 약 

30mV 더 양의 전위로 나타났으며 NH3가 배위된 

것은 NO2- 배위된 것보다 흡수파수가 작음에도

Vol. 33, No. 2, 1989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큰 一耳값이었다. 이는 음전 

하를 갖지 않은 배위자는 단위 음하전인 경우보다 

20 mV 더 음전위였다는 보고技와 일치하였다. 탄 

소전극일 때 시료들의 耳값은 수은전극일 때보다 

더 음전위이며 NO「가 배위된 착물의 경우는 그 

차이값이 0.32V로 월등하게 큰 값이었다. 탄소전 

극에서 科 一玖 및 一E士 의 관계는 좋은 직선 

성은 아니지만 비례하는 경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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