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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n(II)-cupferron 착물에 대한 펄스차이 음극벗김 전압전류법적 연구를 pH4.20의 0.1 M 아세트산 

완충용액에서 수행하였다. 수은전극 표면에 흡착된 Sn(II)-cupferron 착물의 환원피크전류 크기에 미치는 

용액의 pH, 착화제의 농도, 축적전위 및 축적시간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또한 Sn(II)-cupferron 착물의 환 

원피크전류에 영향을 주는 다른 금속 양이온들의 방해효과도 검토하였다. 이 방법에 의한 Sn(II)의 검출한계는 

축적시간을 60 sec로 하였을 때 3.1XIO-。M(0.37ppb)이었으며, 5X10-8m의 Sn(II) 분석에 대한 상대표준편차 

(” = 8)는 3.0%이었다.

ABSTRACT. Differential-pulse cathodic stripping voltammetry was applied to the Sn(II)-cupferron 
complex in 0.1 M acetate buffer solution (pH 4.20). Effects of solution pH, ligand concentration, accumula
tion potential, and accumulation time on the reduction peak current for the adsorptive complex of Sn(II)- 
cupferron were investigated. Interferences by other metal cations that affected on reduction peak current 
were also discussed. The detection limit was 3.1 X IO-9 M (0.37 ppb) of Sn(II) with 60 seconds accumulation 
time. The relative standard deviation (m = 8) for 5X10-8M Sn(II) was 3.0%.

서 론

환경 시료나 해수, 또는 자연수중에 포함된 Sn 
(Tin)의 농도는 다양하며, 이들의 정량을 위해서 원 

자흡수분광법*이나 전기화학적 분석법第이 많이 이 

용되어 왔다. 이들 방법중 전기화학적 분석법이 원 

자흡수분광법에 비하여 기기의 사용이 간편하고 분 

석의 감도도 좋다는 장점이 있어 비교적 많이 이용 

되어 왔다. 그러나, 전기화학적 분석법중에서도 벗김 

전압전류법이나 폴라로그래피 법을 이용하는 경우에 

는 Sn의 환원피크가 납이나 카드뮴 등의 환원피크와 

겹치는 현상5t。］ 있어 분석에 방해를 주는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Sn을 사전 

분리하여 정량하거나% 또는 계면활성제를 첨가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어 왔다. Sn에 대해 선택적이고 

도 분석감도를 높일 수 있는 또다른 방법으로는 착 

화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pyrogalloF°이나 

tropolone11'13 등을 착화제로 사용하여 폴라로그래 

피법mn과 흡착벗김 전압전류법略"으로 Sn을 정량 

한 연구가 그 예이다.

한편, Sn은 원전 부산물 용액중에도 우라늄을 비 

롯한 크롬, 철, 코발트 등의 금속이온들과 함께 미 

량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Sn에 대한 간단하면서도 신속하고 비용도 적 게 드는 

정확한 정량법의 연구는 중요성이 있다.

Van den Berg 등“은 pH 2.1 의 염산 용액하에서 

흡착벗김 전압전류법으로 미량의 Sn(II)를 정량한 

연구를 통해 착화제로 cupferron(Cup)를 사용한 경 

우에는 Sn(II)의 환원피크전류를 크게 증가시킬 수 

없다고. 하였으나, 0.1 M 아세트산 완충용액을 지지 

전해질로 선택한 본 실험의 경우에서는 상당히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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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I)-Cup 착물의 환원피크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금속이온들과 착물을 

잘 형성하여 전기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미량분석에 

사용된 바 있는以" Cup를 착화제로 하여 Sn(II)-Cup 
착물에 대한 펄스차이 음극벗김전압전류법적 연구를 

0.1 M의 아세트산 완충용액에서 수행하였으며, Sn 
(II)-Cup 착물의 환원피크전류 크기에 미치는 지지 

전해질의 pH, 착화제의 농도, 착물의 축적전위 및 

축적시간의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본 실 

험방법에 의한 Sn(II)의 검출한계와 용액내에 납과 

카드뮴을 비롯한 다른 금속이온들이 공존할 경우에 

Sn(II)-Cup 착물의 환원피크전류 크기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용액내에 납과 카드뮴이 

20배와 5배 정도 포함되어도 Sn(II)의 피크전류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실 험

기 기. 펄스차이 음극벗김 전압전류곡선(diffe・ 

rential-pulse cathodic stripping voltammogram, 
DPCSV)과 순환 전압전류곡선은 BAS 100B/W elec

trochemical analyzer(Bioanalytical System, USA)에 

EG & G 303A(PARC, USA) static mercury drop 
electrode(SMDE), EG & G 305 stirrer 및 LaserJet 
(Hewlett Packard, USA) printer를 연결한 측정장 

치를 이용하여 얻었다. 실험에 사용한 작업전극은 

hanging mercury drop electrode(HMDE)였으며, 

보조전극으로는 Pt-wire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기준 

전극으로는 saturated KC1 Ag/AgCI을 사용하였다. 

실험용액의 pH는 Tacussel MINISIS 6000(Solea 
Tacussel, France)으로 측정하였다.

시 약. 실험에 사용한 지지전해질이나 표준용 

액은 Milli-Q 장치(Millipore, USA)를 통과한 탈이 

온수로 만들었다. Sn(II) 표준용액은 ICPAES용 1000 
ppm 표준용액(SPEX)을 사용하였으며, 그 외의 금속 

표준용액은 ICPAES 또는 AAS용 1000 ppm 표준용 

액을 사용하였다. 0.001 M cupferron 저장용액은 매 

일 일정량의 cupferron(MC & B, A£.S.)을 탈이온수 

에 녹여 만들었으며, 필요에 따라 회석하여 사용하 

였다. 실험에 사용한 0.1 M 아세트산 완충용액은 0.1 
M 아세트산(Merck, G2과 0.1 M 아세트산나트륨 

(Merck, pro analysis)으로 만들었으며, 두 용액의 

양을 조절하여 완충용액의 pH를 맞추었다.

실험방법. 지지전해질인 0.1 M 아세트산 완충용 

액(pH 4.20) 10mL를 반응용기에 넣고 일정량의 

0.001 M Cup과 원하는 농도의 Sn(II) 표준용액을 

가한 다음 아르곤 기체를 8 min 동안 통과시켜 용 

액내의 용존산소를 제거하였다. 용액을 40%rpm의 

속도로 저어주면서 -0300 V vs. Ag/AgCI에서 일 

정시간 동안 착물을 수은 표면에 흡착시킨 후, 저 

어주는 동작을 멈춘다. 10 sec 후에 음의 전위 방향 

으로 주사하여 Sn(II)-Cup 착물에 대한 DPCSV를 

얻었다. 본 실험에서 DPCSV의 조건은 scan rate= 

10 mV/sec, pulse amplitude=50 mV, pulse width= 
50 msec, pulse period =1000 msec였으며, 실험온도 

는 25.0土 0.2 紀 이었다.

결과 및 고찰

지지전해질인 pH 4.20의 0.1 M 아세트산 완충용 

액에서 얻은 Sn(II) 및 Sn(II)-Cup 착물에 대한 펄 

스차이 음극벗김 전압전류곡선(DPCSV)을 Fzg. 1에 

나타냈다. Fjg.l의 1은 지지전해질 용액에 대한 

DPCSV이며, 2는 Sn(II)이 5X10 8M 농도로 포함 

된 지지전해질 용액에 대한 DPCSV이다. 1의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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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entiol/V vs. Ag/AgCI

Fig. 1. DPCSV of Sn(II)-Cup complex in 0.1 M ace
tate elution at pH 4.20. [Sn(II)]=0 (1), 5X10~8M 
(2, 3); [Cup]=0 (1, 2), 5X10-6 M (3); Exc= -0.300 V; 
Lee=60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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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entiol/V vs. Ag/AgCI

Fig. 2. Cyclic voltammograms of Sn(II)-Cup complex 
in 0.1 M acetate solution at pH 4.20. [Sn(II)] = 0 (1), 
8.4X10-6M (2, 3); [Cup] = 0 (1, 2), 5X10 5M (3); 
E^= —0.300 V; tg=60sec; scan rate = 100 mV/sec.

우에 나타난 一0.460V에서의 작은 피크는 지지전 

해질에 포함된 극미량의 미지물질에 의한 피크로 

생각되며, 2의 경우에는 나타난 一0.450V에서의 피 

크는 Sn(II)의 환원에 해당하는 피크와 극미량의 미 

지물질의 피크가 합쳐진 피크로 생각된다. F讶.1 의 

3은 5X10-8M의 Sn(II)와 5X1(厂&、(의 Cup이 포 

함된 지지전해질 용액에 대한 DPCSV이다. 3의 경 

우에서는 Sn(II)-Cup 착물의 환원에 해당되는 큰 

피크가 一0.550 V에서 나타났으며, —0.740V 부근 

에서의 피크는 F讨.2에서의 Sn(II)-Cup 착물에 대한 

순환 전압전류곡선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착화제 

로 사용한 Cup의 환원피크로 생각된다.

F谊.2에는 Sn(II)-Cup 착물에 대한 순환 전압전 

류곡선을 나타냈다. F£g.2의 1은 지지전해질 용액에 

대한 순환 전압전류곡선이며, 2는 Sn(II)만이 8.4X 
10 6M(lppm) 농도로 포함된 용액에 대한 순환전 

압전류곡선으로 두 경우 모두 전위주사 범위내에서 

어떤 특성 피크도 관찰되지 않았다. 3은 Sn(II)와 

Cup이 각각 8.4X10-6M과 5X1(厂5m 농도로 포 

함된 용액에 대한 순환 전압전류곡선이다. 3의 경 

우에서 음의 방향으로 전위주사시에는 一0.630V에 

서 Sn(II)-Cup 착물의 환원에 해당하는 피크가 나 

타났으나, 양의 방향으로의 전위주사에서는 Sn(II) 
착물의 산화에 해당하는 피크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Fig. 3. Dependence of peak current on pH of 0.1 M 
acetate solution. [Sn(II)] = 5X IO-8 M; [Cup] = 5X 
1()-6m； Exc= -0.300V; =60sec.

Fig. 4. Dependence of peak current on Cup concent
ration in 0.1 M acetate solution at pH 4.20. [Sn(II)] = 5 
X10 8M; -0.300 V; tg=60sec.

-0.83釦 V에서 나타난 피크는 Cup의 환원피크로 생 

각된다. 산성용액에서의 Sn(II) 또는 아세트산 용액 

에서 Sn(II)-tropolone 착물의 산화환원반응은 가역 

적인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으나mm, 0.1 M 

아세트산 용액에서 Sn(II)-Cup 착물의 산화환원반 

응은 비가역적인 과정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Fig. 2 
에서 알 수 있다.

F讨.3에는 Sn(II)-Cup 착물에 대한 DPCSV의 피 

크전류 크기에 미치는 지지전해질 용액의 pH 의존 

성을 나타냈다. Sn(II)-Cup 착물의 피크전류 크기는 

용액의 pH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pH가 

42일 때 가장 큰 피크전류를 나타냈으며, 그 이상의 

pH에서는 용액의 pH가 증가하여도 피크전류는 오 

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1995, Vol. 39,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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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c/mV
Fig. 5. Dependence of peak current on accumulation 
potential in 0.1 M acetate solution at pH 4.20. [Sn(II)] 
= 5X10~8M; [Cup] =5X10—&M; ^=60sec.

F讶.4에는 Sn(II)-Cup 착물의 피크전류 크기에 

미치는 착화제의 농도 의존성을 나타냈다. Sn(II)- 

Cup 착물의 피크전류는 Cup의 농도가 4X10 sM 

이 될 때까지는 Cup 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피크 

전류도 크게 증가함을 보여주었으나, 4X10MM 이 

상에서는 착화제의 농도 증가에 따른 피크전류의 

중가 정도가 상당히 완만해짐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는 착화제의 농도를 4X10YM 이상으로 증가 

시켜도 일정한 축적시간 동안에 수은전극 표면에 

흡착되는 Sn(II*Cup 착물의 양에는 큰 변화가 없 

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착물의 환원전위는 Cup의 

농도가 1X10-6M로 증가할수록 음의 방향으로 40 
mV 정도 이동하였으며, 이 결과는 Sn(II)-Cup 착 

물이 형성됨을 의미한다. 착화제의 농도변화에 따른 

피크전류의 변화를 Gao 등也이 제시한 다음과 같은 

관계식에 적용하면, 전극표면에 흡착된 착물의 조성 

과 조건부 안정도상수(。)를 계산할 수 있다.

1 1—=7-- F
j 'max 爲xBJxr

여기서 [X]는 착물의 농도이며 = 2,
3, …)에 대한 1〃의 도시에서 가장 좋은 직선관계를 

나타내는 경우의 ”이 금속이온과 결합한 착화제의 

분자수에 해당하며, 그 때의 기울기에서 착물의 조 

건부 안정도상수를 구할 수 있다. F讶.4의 결과를 

윗 식에 적용한 결과 ”이 1일 때 가장 좋은 직선관계 

0=0.990)를 나타냈다. 따라서 Sn(II)과 Cup 사이에 

형성된 착물의 조성은 1:1인 것으로 예상되며, 이때

^cc/nin
Fig. 6. Dependence of peak current on accumulation 
time in 0.1 M acetate solution at pH 4.20. [Sn(II)] = 5 
X10 8M (A), IXIBM (B); [Cup] = 5XIO-m； 
E" =-0.300 V.

계산한 조건부 안정도상수 $은 4.5X103이었다.

Sn(II)-Cup 착물의 피크전류 크기에 미치는 축적 

전위 (accumulation potential, 瓦心)의 의존성을 Fig. 5 
에 나타냈다. 피크전류는 축적전위가 0V인 경우로 

부터 음으로 갈수록 점차 증가하여 一0.300V에서 

가장 큰 피크전류를 나타냈으며, 그 이상의 음의 

축적전위에서는 피크전류가 점차 감소함을 보여주 

었다. 한편, Sn(II)-Cup 착물의 피크전류 크기에 미 

치는 축적시간(accumulation time, 蛾)의 의존성은 

F讶.6에 나타냈다. 이때 Sn(II)의 농도는 1X10-8M 
과 5X107M의 두 경우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Sn 

(II)의 농도가 1X10-8 M인 경우에는 축적시간이 6 
min이 되어도 피크전류는 축적시간에 직선적으로 

비례하여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냈으나, Sn(II)의 농 

도가 5X10*M인 경우에는 축적시간이 2min이 될 

때까지는 축적시간에 따라 피크전류도 직선적으로 

증가하지만 그 이상의 축적시간에서는 축적시간이 

길어도 피크전류의 증가 폭은 점점 감소하여 점차 

일정한 전류에 도달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FM.7에는 Sn(II)-Cup 착물의 피크전류 크기에 

미치는 Sn(II)의 농도 의존성을 나타냈다. Sn(II)-Cup 
착물의 피크전류는 Sn(II)의 농도가 1X10-8〜lx 

10—?M인 범위에서 축적시간이 30sec인 경우에 대 

하여 측정하였다. 축적시간이 30 sec인 경우에는 Sn 

(ID의 실험농도 범위내에서 Sn(II)의 농도와 피크전 

류 사이에 좋은 직선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축적 

시간이, 60sec인 경우에는 Sn(II)의 농도가 5X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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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I)]xlO8 M
Fig. 7. Dependence of peak current on Sn(II) concen
tration in 0.1 M acetate solution at pH 4.20. [Cup] = 5 
XIO% M; Exc= —0.300 V; tg：=60sec (A), 30 sec (B).

M이 될 때까지는 Sn(II)의 농도와 피크전류 사이에 

좋은 직 선관계를 보여주지 만, 그 이상의 농도가 되면 

점차 큰 음의 편차를 나타내어 점차 일정한 피크전 

류에 도달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Sn(H)의 농도와 

피크전류 사이에 직선관계를 나타내는 범위내에서, 

흡착시간이 30 sec인 경우에는 기울기가 0.61± 0.03 
nA/nM, 절편이 4.51± 1.53 nA, 직선성이 0.9990이 

었으며, 축적시간이 60 sec인 경우에는 기울기가 

1.19± 0.12 nA/nM, 절편이 3.32± 4.13 nA, 직선성이 

0.9984이었다. 이 직선관계식으로부터 구한 Sn(II)의 

검출한계弱는 Sm의 3배로 계산한 결과, 축적시간이 

30sec인 경우에는 44nM이었으며, 축적시간이 60 
sec인 경우에는 3.1 nM이었다. 본 실험의 상대표준 

편차(” = 8)는 Sn(II)의 농도가 5X10-8 M인 경우에 

축적시간을 60 sec로 하여 측정한 결과 3.0%이었다.

Table 1에는 Sn(II)-Cup 착물의 피크전류 크기에 

미치는 용액내에 공존하는 다른 금속 이온들의 영 

향을 요약하여 나타냈다. 실험에 사용한 금속이온들 

은 자연수 또는 원전 폐용액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 

으로 알려진 이온들 중에서 선택하였다. 실험은 5X 
10—8M(5.9ppb)의 Sn(II)이 포함된 용액에 다른 금 

속이온을 일정량 가한 다음 Sn(II)-Cup 착물의 피 

크전류 크기에 나타난 변화를 측정하였다. Table 1 

에서 알 수 있듯이 1 ppm의 Cu(II), Co(II), Ni(II), 
Mn(II), Zn(II), As(III), Mg(II) 및 Ca(II), 25ppb의 

Cd(II)과 W(VI), lOOppb의 Pb(II)와 Cr(III)은 Sn 
(II)-Cup 착물의 피크전류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용액내에 lOOppb 이상의

Table 1. Influence of other metal cations on the peak 
current (ip) of Sn(II)-cupferron complex0

Cations Concen. ip Cations Concen ip

Cu(II) 1 ppm 100% Pb(II) lOOppb 100%
Co(II) 1 ppm 100% 1 ppm 40%
Ni(II) 1 ppm 100% U(VI) 25 ppb 60%
Mn(II) 1 ppm 고 00% 100 ppb 35%
Zn(II) 1 ppm 100% Cr(III) lOOppb 100%
As(III) 1 ppm 100% 1 ppm 300%
Mg(II) 1 ppm 100% Mo(VI) 10 ppb 50%
Ca(II) 1 ppm 100% 25 ppb 30%
Fe(III) 1 ppm 75% W(VI) 25 ppb 100%
Cd(II) 25 ppb 100% 100 ppb 120%

100 ppb 120% Ti(IV) 10 ppb 120%
1 ppm 300% 25 ppb 300%

Se(IV) 10 ppb 85% Th(IV) 25 ppb 90%
25 ppb 0% 100 ppm 30%

1 ppm 5%

气Sn(II)]=5X10-8 M (5.9 ppb).

Cd(II), Cr(III), W(VD과 10 ppb 이상의 Ti(IV)이 공 

존하는 경우에는 Sn(II)-Cup 착물의 피크전류를 중 

가시키는 결과를 나타냈으며, 이 결과는 이들 이온 

또는 이들 이온의 Cup 착물에 대한 환원전위가 Sn 
(II)-Cup 착물의 환원전위와 겹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U(VI), Mo(VD, Th(IV) 이 공존하는 

경우에는 Sn(II)-Cup 착물의 피크전류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이 결과는 Cup가 이들 이온과 

착물을 잘 형 성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Se(IV) 
이나 Pb(II)가 공존하는 경우에도 역시 Sn(II*Cup 
착물의 피크전류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나타냈으며, 

이는 이들 이온들이 Cup과 착물을 형성하기보다는 

Se(IV)과 Pb(II)가 수은과 아말감을 잘 형성하기 때 

문에, Sn(II)-Cup 착물이 전극표면에 흡착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특히 Se(IV)이 25ppb 

농도로 포함된 경우에는 一0.550V에서의 Sn(II)- 

Cup 착물의 환원피크는 소멸되고 그 대신 一0.470 
V에서 Se(IV)의 환원에 해당하는 큰 피크가 나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실험에서 나타난 다른 

이온들의 방해효과는 착화제로 tropolone을 사용한 

경우에서와 유사했으며, 방해를 주는 이온들의 공존 

하는 경우에는 이들 이온들을 사전에 분리한 후 분 

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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