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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비수용매인 아세토니트릴 중에서 Cu(II)와 l,5,9,13・tetrathiacyck)hexadecane[16・ane-S4]의 착 

물에 대한 전기화학적 거동으로서 직류폴라로그램과 미분 펄스폴라로그램으로부터 환원 전류의 유형과 가역 

성을 조사하고 이들 화합물의 분석적 응용으로서 수용액에 있는 Cu(II) 이온을 염석추출법으로 정량하였다. 

또한 아세토니트릴 용매 중에서 착물의 안정도상수를 구하고 분석적 응용으로 수용액 중의 Cu(II)를 염 

석추출법으로 정량하기 위하여 추출조건, 곧 킬레이트와 염석제의 효과, pH 범위를 구하고 또한 Cu(II) 
이온을 정량하는데 있어서의 검량성과 공존이온 효과를 조사하였다. 실험결과로부터 환원 과정은 비가역 

적이었으며 환원전류는 확산지배적임을 알았다. 또한 아세토닐트릴 용매 중에서 착물의 log Kf 값은 3.51 
이었으며 Cu(II) 이온을 정량하는데 있어서 공존하는 이온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아 선택성이 좋았으며 

본 실험방법에 의한 정량한계는 60ppb 이었다.

ABSTRACT. The electrochemical behaviors and analytical application of copper-1,5,9,13-tetrathiacyc- 
lohexadecaneE 16-ane-S4] complex in acetonitrile(AN) solution have been investigated by the use of DC 
polarogaphy and differential pulse polarography. Thus the formation constant of copper complex was 
10351. Copper (II) ion was found to form complex of 1-to-l composition with L16-ane-S4]. In addition, 
reduction step was irreversible and the reduction current was diffusion controlled. And the effect of 
concentration of the salting-out reagent and chelating agent and pH of aqueous phase on the determina
tion of copper (II) was investigated and diverse ion effect was discussed. By salting-out extraction techni
que, we can be determined until the concentration of coopper (ID of 60 ppb.

서 론

피더슨 1 에 의해 처음으로 생체내의 ionophore와 

구조 및 화학적 특성이 닮은 크라운에테르가 알려진 

후 지난 20년간 이런 거대고리화합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打 예를 들면 무기 금속이온과의 

착물형성저, 고체결정의 착물분리% 용매추출67, 선 

택적 액체막 운동卜气 상이동 촉매】A" 및 이온선 

택적 전기화학센서】5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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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량분석에 있어서 용매추출법의 이용은 분 

석의 선택성과 감도를 증가시키는데 크게 기여한다. 

이러한 이유로 용매추출법은 여러 가지 분석법에 널 

리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용매추출법은 CHC13 
나 CCU 등과 같이 물과 섞이지 않는 유기용매를 

써서 수용액 중의 어떤 성분을 유기용매층으로 추 

출분리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물과 

비교적 잘 섞이는 acetonitrile(이하 AN으로 줄임) 

을 유기용매로 쓰고 액층의 분리를 위하여 황산암 

모늄을 염석제로 쓰는 염석법을 적용하여 보았다. 

이와 같이 물과 잘 섞이는 용매를 추출용매로 사 

용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이들 비수용매와 

혼합용매에서 물질의 화학적 거동을 연구할 수 있 

으며또 이들 비수용매를 쓰는 실제의 전해합 

성에서 생산공정 중에 있는 비수용매와 물의 혼합 

용매로부터 직접 화합물을 분리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물과 잘 섞이는 비양성자성 용 

매와 물의 혼합수용액으로부터 특정 성분을 분리하 

여 정량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幻.

또한 최근 전기화학적 분석방법 중 미분펄스폴라 

로그래프법을 이용함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UV-Vis., AA, 직류폴라로그래프법 , 정상펄스폴라로 

그래프법 등의 방법에 비하여 정량한계를 훨씬 낮출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수용매와 거대고리화합 

물의 분석적 응용히란 견지에서 우선 Cu(II)와 황을 

포함하는 거대고리 화합물인 1,5,9,13"tetrathiacyck> 
hexadecane［이흐卜 l&ane-S,로 줄임］과의 착물의 

전기화학적성질과 착물의 안정도상수를 구하^, 또 

한 수용액 중에 포함된 Cu(ID에 l&ane-S,의 아세 

토니트릴 용액을 넣어 Cu(II)-16-ane-S4 착물을 만 

들고 황산암늄을 염석제로 첨가하여 착물을 아세토 

니트릴층으로 분리 한 다음 미분펄스포라로그래프법 

으로 Cu(II)를 정량할 때에 추출조건의 선정, 공존 

이온의 영향 및 정량성 등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실 험

기기 및 시약. DC폴라로그램과 미분펄스폴라로 

그램의 측정은 EG&G PARC Model 264A Polarog- 

raphic Analyzer/Stripping voltammeter를 썼으며 

폴라로그램 측정용기와 3전극 구성은 EG & G 
PARC Model 303A SMDE를 썼다. 이때 기준전극 

으로는 Ag/Ag+［0.1M AgNCHAN)］를 이용하였으며 

이때 내부기준용액은 역시 EG & PARC Co로부터 

구입한 비수용액 내부기준용액인 0.1 M AgNO3 용 

액을 썼다. 또한 보조전극으로는 백금선을 사용하 

였다.

pH의 측정은 Model DP-135인 DMS(Dong-Woo 
Medical ScienceH digital pH/ion meter Model DP- 
135를 사용하였으며 또한 항온조는 KUK JE ENGI
NEERING Co.에서 HY-1000 Series의 온도조절기를 

사용하여 제작한 항온조를 써서 용액의 온도를 25 
t：로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모든 측정용액은 잘 정 

제된 질소로 용액 중의 산소를 제거하였으며 폴라 

로그램 측정 시에도 질소 분위기 속에서 싈험을 

하였다. 이때 사용한 질소는 아세토니트릴 尊매로 

미리 포화시켜 이용하였다.

유기용매로 사용한 아세토니트릴과 지지 전해질로 

쓴 tetraethylammonium perchlorate(TEAP) 는 

Coetzee22의 방법에 따라 정제 및 합성하였다. 곧 

일급시약인 아세토니트릴 1/에 1%의 KOH수용액 

Im/를 넣고 4~5시간 동안 환류시킨 다음 분별증 

류한다. 또한 증류액 卩에 CaHz를 10 g 넣고 5시간 

동안 stirr시켜 수분을 제거한 후, 정치하여 상층액을 

모은다. 여기에 다시 P2O5를，당 5g 넣고 분별증류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정제한 아세토니트릴은 P2O5 
를 넣어둔 갈색 데시케이터 속에서 보관하였으며 

사용할 때에는 폴라로그래프 법적으로 blank test 
하여 불순물의 존재여부를 확인한 후 용매로 사용 

하였다. 또한 지지전해질인 TEAP의 합성 및 정제 

방법을 보면 먼저 triethylamine과 ethylbromide로 

부터 합성한 tetraethylammonium bromide 
(TEABr)을 이 되도록 증류수 500 m/에 넣고

가온하면서 녹인다. 여기에 0.1 M HC1O4 수용액을 

천천히 저으면서 넣는다. 이 용액을 냉각시키면 흰 

색의 TEAP의 침전이 생긴다. 이때 침전물을 거르고 

이 침전물에 냉각시킨 증류수를 통과시키면서 브롬 

이온을 제거하였다. 킬레이트제로 사용한 1,5,9,13" 

tetrathiacyclohexadecane^ Aldrich Co로부터 특 

급시약을 구입하여 정제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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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Cu(II)의 표준용액은 과염소산염의 특급 

시약을 정제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추출 및 정량 방법. 5.0X10-5心의 Cu(II) 이온 

을 포함하는 수용액 20 m/에 1.0X IO-，M•의 16-ane- 
S,의 아세토닐트릴 용액 10 m/를 넣고 용액을 분리 

하기 위하여 8 g의 황산암모늄을 염세제로 넣어 일 

정온도에서 충분히 흔들어 추출시킨 다음 이를 주 

출분리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추출분리한 아세토니 

트릴 용액에 지지전해질로 일정량의 TEAP를 넣고 

미분펄스폴라로그램을 측정하여 Cu(II)를 정량하였 

다. 이러한 추출과정 및 정량방법을 아래의 Scheme 
1으로 나타내었다.

1.0X10-4M Cu(II) in water (10 m/)
<—10.1 Af Potassium Biphthalate

Total aqueous volume (20 mZ)
«— adding 16-ane-S4 in AN solution (10 m/)
<—adding salting-out reagent[ (NHD2SQ]

Sufficently shaking (5 min.)

pippeting acetonitrile layer
<—adding TEAP

measuring of peak current (ip)

Scheme 1. Procedure of extraction and determination 
for Cu(II) ion with salt-out exraction technique.

결과 및 고찰

Cu(II)-16-ane-i4 착물의 폴라로그램. AN 용매

중에서 Cu(II)-16-ane-S4 착물의 DC 폴라로그램과 

미분 펄스폴라로그램을 0-----1.0 volts vs. Ag/Ag*
[0.1 M AgNQ, in AN] 가전압 범위에서 측정하여 

Fig. 1에 나타내었다. 이때 지지전해질로서는 사차 

암모늄염 인 TEAP를 썼으며 G.0로 나타낸 선은 gal
vanic current가 zero 인 점을 나타낸다. 또한 Fig. 1 
의 미분 펄스폴라로그램으로부터 Cu(II)-16-ane-S4 
착물의 피이크전위(耳)와 피이크전류(撮의 값을 

구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

또한 Cu(II)-16-ane-S4 착물의 폴라로그램으로부 

터 환원파의 환원전류가 어떤 유형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환원전류에 대한 온도계수 및 Cu(II)-16- 
ane-S4 착물의 농도와 환원전류의 비례성을 조사하 

여 하였다. 곧 온도계수의 값은 2.1%였고(7、沥血 2) 
측정농도 범위(1.0X10-5〜5.0X10-5M)에서 환원 

전류가 Cu(II)-16-ane-S4 착물의 농도에 비례하였다 

(Fig. 2). -
일반적으로 환원전류가 확산지배적일 때에는 온 

도계수의 값은 1.3~1.6%이며 반응성전류일 때는 이 

값이 5〜20%로 알려져 있다27. 또한 환원전류를 구 

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검정곡선을 검토하는 방법도 

있다. 일반적으로 환원전류 값이 반응물질의 농도에 

비례하면 이들 전류는 확산지배적이거나 반응성전류 

중의 어느 하나이다. 따라서 위에서와 같은 결과로 

부터 환원파가 확산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Cu(H)-16-ane-S4 착물의 환원파의 가역성. AN

-E volts vs.Ag/Ag^lO.lM AgNOa in AN!

Fig. 1. Differential pulse (a) and DC (b) polarograms 
of 5.0X10~5M Cu(II)-16-ane-S4 complex in 5.0X10'3 
M TEAP-AN solution at 25t.

Table 1. Peak current。；)and peak potential^) of 5.0 
X10~5Af Cu(Il) ion and Cu(II)-l&-ane-S4 complex in 
5.0X10-3Af TEAP-AN solution at 25t

Table 2. Temperature coefficient of polarographic cu
rrents of 5.0X10-5Af Cu(II)-16-ane-S4 complex in 5.0 
X10-3Af TEAP-AN solution at 25t

Compound (volts vs. Ag/Ag+ 
[0.1 Af AgN0 in AN])

(卩A)

Cu(II) 0.34 205
CuQI)-[16-ane-S4] 0.36 227

Temp, coefficient 
(1/iXdi/dTXlOO) %

Temp, range 
Cc)

2.1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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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 of Cut I complex

Fig. 2. Relationship between peak current(ip) and co
ncentration of Cu(II)-16-ane-S4 complex at 25也.

-E volt vs. Ag/Ag+[O.IM AgNCh in AN]

Fig. 3. Log plot of 5.0X10-5M Cu(II)-16-ane-S4 co
mplex in 5,0X10-3M TEAP-AN solution at 25t\

용매 중에서 Cu（II）-16-ane-S4 착물의 환원파의 가 

역성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 곧 착물의 DC 플 

라로그램으로부터 환원파의 확산전류 및 반파전위 

（曲2）를 구하고 반파전위 주위의 가전압E）와 전류 

3）를 측정하여 E에 대한 log 订0T） 의 관계를 

도시하여 Fig. 3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직선의 기울기 값이 이론적으로는 

1.983XIO-'77na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s은 반응 

에 관여한 전자수이고 a는 전이계수이다. 만일 a가 

1이면 환원반응은 완전히 가역적이지만 a의 값이 

1보다 작아지면 반응의 가역성은 나쁘다고 한다. 

실험온도, 2訖엑서 〃의 값이 2이고 a의 값이 1이 

라고 가정하면 이론적인 기울기 값, 곧 L983X10T 
a는 29.6 mV로서 nemst식을 잘 만족시킨다.

따라서 Fig. 3에서 직선의 기울기값이 47.5 mV이 

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Cu（II）가 2전자 환원과정올 

거친다고 했을 때 환원파의 환원과정이 비가역적임 

을 나타낸다.

Cu（m）-16-ane-S4 착물의 안정도상수. Sokol 

등羿政6에 의하면 Cu（II）와 16-ane-S, 착물의 몰비는 

1：1로 알려져 있다. 착물의 안정성에 대한 폴라로 

그래프법적 연구는 단순금속이온과 착물의 반파전 

위의 차이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리간드의 

농도를 증가시킴에 따라 착물의 반파전위는 더 음 

전위 쪽으로 이동한다.

특히 비가역적인 환원과정인 경우에 안정도상수, 

氏泓은 다음 식으로 구해진다겨）.

AEv2= 一 RT/SaF）坑（1 +瓦冻切）

여기서 이은 리간드의 농도이며 %는 반응에 

관여한 전자수이다. 또한 a는 전이계수이다._그리고 

Fig. 3의 기울기로부터 a 값을 구한 결과 0.622이 

었다. 곧 위의 식을 이용하여 0.1 M TEAP-AN 용 

액속에서 리간드의 농도가 5.0X10TM일 때의 착 

물의 폴라로그램의 반파전위를 측정하여（이때 E* 
= -0.37V） 착물의 안정도상수를 구한 결과, log 
长机는 3.51 이었으며 이 값은 Diadariv 등이 연구한 

양성자성 용매인 80% 물-알코올 혼합용매 속에서의 

값, L04 보다 큰값을 나타낸다气 이러한 결과는 양 

성자성 용매에서 리간드의 양성자 첨가로 인한 것 

으로 생각되며 또한 단순금속의 용매화 때문으로 

추측된다^.

염석제의 첨가랑에 따른 추출올의 변화. 16-ane- 
&를 킬레이트제로 사용하여 수용액 중의 Cu（II）를 

염석법을 이용하여 아세토니트릴 층으로 추출분리 

시킬 때 염석제로 쓴 황산아모늄의 최적량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여 결정하였다. 곧 마개달린 시험관에 

일정농도를 포함하는 Cu（II） 표준용액 20 m/에 일 

정량의 l&ane-S,의 아세토니트릴용액 10m/를 넣고 

염석제로 황산암모늄을 일정량씩 첨가시키고 마개를 

닫는다. 이 용액을 25t：의 일정온도에서 충분히 흔 

들어 추출분리 시킨 후 착물의 미분펄스폴라로그램 

을 측정하여 추출율을 구하였다. 곧 염석제의 첨가 

량에 따른 추출율의 변화를 조사하여 Fig. 4에 나 

타내었다. Fig. 4에서 황산암모늄의 양이 6~1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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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amount of (NH4XSO4 on extractabi
lity of Cu(II)-16-ane-S4 complex at 257二 Fig. 6. Effect of pH on extractability of Cu(II)-16-ane- 

S4 complex at 251.

•ole ratio L16-ane-S4)/[Cu(lI)]

Fig. 5. Relationship between peak current(ip) of Cu 
(II)-16-ane-S4 complex and mole ratio of [16-ane-S4]/ 
ECu(II)l

사이이면 추출율인 거의 정량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하의 모튼 실험에서는 염석제인 황산암모 

늄을 8 g으로 일정하게 넣었다.

킬레이트제의 농도에 따른 추출효과. 염석법에 

의하여 수용액 중의 Cu(ID를 아세토니트릴층으로 

추출할 때 킬레이트제인「16冷眼-&의 농도에 따른 

추출율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곧 마개달린 

시험관에 5.0X10TM의 Cu(II)의 표준용액 20 mZ 
를 넣고 여기에 5.0X 10~5A/-2.0XIO"4MS. 조절 

된 l&aneS의 아세토니트릴용액 10血를 넣은 다 

음 염석제인 황산아모늄 8 g을 넣고 세게 흔들어 

추출분리시 킨다. 분리된 아세토니트릴층에 지지 전해 

질로 TEAP를 넣고 착물의 미분펄스폴라로그램을 

측정하여 몰비 [ 16-ane-S4]/[Cu(II)]2] 변화에 따 

른 피이크전류의 관계를 F谚 5에 나타내었다.F谊. 5 
로부터 물-아세토릴 혼합 용액에서 Cu(II)-16-ane-S4 
착물의 조성비가 1：1임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수용액 중의 Cu(II) 이온을 아세토니트릴층으로 추 

출할 때 킬레이트제인 l&aneS의 적합한 양은 Cu 
(II)의 한 배 이상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후의 

실험에서는 l&aneS의 양을 Cu(II)의 두 배가 되 

도록 하였다. -

수용액의 pH에 따른 추출을의 변화. 수용액 중 

의 Cu(II)를 아세토니트릴층으로 추출할 때 수용액 

의 pH에 따른 추출율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조사 

하였다. 곧 마개달린 시험관에 일정량의 Cu(II) 를 

포함하는 표준용액의 pH를 0.1 Af Potassium Biph
thalate 용액과 0.1 M HC1 또는 0.1 M NaOH 용액 

으로 적당히 조절하여 수용액의 양이 20 m2가 되게 

하고 여기에 일정량의 l&ane-S,를 포함하는 아세 

토니트릴용액을 넣는다. 여기에 황산암모늄 8g을 

넣고 일정한 온도(25P)에서 세게 흔들어 추출분리 

한다. 추출 액의 미분펄스폴라로그램을 측정하여 pH 
에 따른 추출율의 변화를 구하여 Fig. 6에 나타내 

었다. Fig. 6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Cu(II)를 

추출할 수 있는 최적의 pH범위는 4.5~10.0이었다. 

따라서 이후의 실험에서는 0.1 M Potassium Biph
thalate 완충용액을 써서 수용액의 pH를 5.0이 되 

도록 하였다.

미분펄스폴라로그래프법에 의한 구리분석 의 정 량 

성. 수용액 중의 Cu(II)를 염석법에 의하여 최적 

추출조건에서 아세토니트릴층로 추출분리한 다음 

미분 펄스폴라로그래프 법으로 분석할 때에 정량성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 곧 마개달린 시험관에 1.0 
〉＜10—初의 Cu(II)표준용액을 0.2 m/〜 1.0 m/씩 넣 

고 여기에 Potassium Biphthalate 완충용액(pH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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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unt of Cu(II>

Fig. 7. Calibration curve of Cu(II) ion for differential 
pulse polarographic determination.

Table 3. Effect of diverse ion for determination of 
Cu(ID by differential pulse polarographic method

Cone. (M) _
diverse ion

5.0 X10-5 明

枷A) error (%)

Cu2+ 220 —
232 5.45
233 5.91
222 0.91
225 2.27
217 — 1.36
231 5.00

EDTA 43 -80.45

으로 수용액의 §이 201紀가 되게한 다음 1.0X10'4 

M의 16<me"S4의 아세토닐트릴용액 10 m/를 넣는 

다. 이 혼합용액에 황산암모늄을 8 g을 넣고 마개를 

닫은 다음 일정한 온도에서 세게 흔들어 추출분리 

한다. 추출분리한 아세 토니 트릴층의 미분펄스폴라로 

그램을 측정하여 Cu(II)분석의 정량성을 검토하여 

Fig. 7에 나타내었다.F谚. 7으로부터 본 방법에 의한 

Cu(II)분석의 정량성이 실험농도 범위(약 60-320 
ppb)에서 잘 성립함을 알 수 있다.

공존이온의 영향. 본 방법을 실제의 분석에 적 

용할 때 공존가능한 여러 이온의 영향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0.1 Af Potassium Biphthalate 완충용액 

으로 완충되고 Cu(II) 이온 및 공존이온의 농도가 

각각 5.0X10T"인 용액 20 m/를 마개달린 시험관 

에 넣고 1.0 X IO-'M의 l&ane-&를 포함하는 아세 

토니트릴용액 10mZ를 넣는다. 여기에 염석제인 황 

산암모늄 8 g을 넣고 일정한 온도에서 세게 흔들어 

추출한 아세토니트릴층의 미분펄스폴라로그램 의 피 

이크전류를 측정하고 이때 다른 이온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의 피이크전류와 비교하여 Table. 3에 나 

타내었다. Table 3에 나타낸 실험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실험에 사용한 여러 이온이 공존 

하더라도 Cu(II) 와 같은 농도에서 5%의 오차 범위 

안에서 본 방법에 의한 Cu(II)의 정량분석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EDTA의 경우 

에는 큰 형향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EDTA와 16- 
ane-S,와의 경쟁반응으로 생각된다.

결 론

이상의 실험결과로부터 비양성자성 용매인 AN 
중에서 Cu(H)-l&ane-&착물의 환원과정의 전류는 

확산지 배적 이었고 가역성은 비가역 적 임을 알았다. 

또한 AN 용매 중에서 착물의 log K의 값은 3.51 
이었으며 이것은 양성자성 용매에서 보다 큰 값으 

로서 금속의 용매화와 리간드의 양성자 첨가 등의 

원인으로 생각된다.

또한 물-아세토니트릴 혼합용액 중에 포함된 Cu 
(II)를 황산아모늄을 염석제로 사용하여 염석법으로 

추출분리할 때 가장 적합한 추출조건은 다음과 같다. 

곧 염석제의 양은 6~10g 사이, 킬레이트제인 

ane-S,의 양은 Cu(II)의 한 배 이상, 적합한 pH 
범위는 4.5~1。이다. 또한 본 방법에 의한 Cu(II)의 

분석은 실험농도 범위(약 60~320ppb)에서 정량성 

이 잘 성립하였으며 몇 가지 다른 이온이 공존하 

더라도 Cu(II)와 같은 농도에서 5%의 오차 범위 

안에서 Cu(II)을 정량분석하는데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선택적으로 분리분석할 수 있음을 알았다.

본 연구는 1990년 교육부 기초과학 학술연구조성 

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의 일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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