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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으£ 세자리 s산liff base 리간드로서 salicylidene imino-o-thiolbenzene 은 salicylaldehyde 
와 o-aminothiolbenzene 을 Duff reaction 시킴 으르써 합성하였으며 이 리간드와 Cu(I[), Ni(II), 및 

Zn(II) 이 온들과의 반응으로서 새로운 착물 CuCIDCC^ONSJ-HsO, Ni(II) (C13H9ONSJ -3H2O, 
및 Zn(II)〔C捋F&ONS〕・3压。들을 합성 하였다. 이 착물들은 가시 부 자외선스펙 트럼 , 적외 선스펙 트 

럼 , TGA, DTA 및 원소분석 측정 에 의 하여 리 간드와 금속은 1:1 몰비 로 착물을 이 루며 Cu (II) 착 

물은 1수화물 4배위 결합착룰이고 Ni(II), 및 Zn(II) 착물은 3수화물, 6배위 결합의 착물임을 

알아 보았다.

Abstract. The tridentate schi任 base, salicylidene imino-o-thiolbenzene, has been synthetized 
from salicylaldehyde and o-amino thiolbenzene by Duff reaction.

The whiff base has been reacted with Cu(II), Xi (II), and Zn(II), to form new complexes; Cu 
(II) [C13H9ONS] -H2O, Ni(II) [C13H9ONS] -3^0, and Zn(II) (C13H9ONSJ -3H2O.

It appears that the Cu (II)-Complex has tetra—coordinated comfiguration with the schiff base and 
one molecule of water, while the Ni(II) and Zn(II)-complexes have hexacoordinated Configuration 
with the schiff base and three molecules of water. The mole ratio of tridentate schiff base ligand 
to metals was 1：1.

These complexes have been identified by infrared spectra, visible spectra, TGA, DTA and 
elemental analysis.

L 서 론 들을 비롯하여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연구된

Schiff base 리 간드와 전 이 금속들과의 착물들 바 있 다. 이 들 착물의 구조는 페 놀기 나 엔 을형

은 Pfeiffer1, Yamaguch2, Muto% Ojima4, Isagai5 의 히드록실기 나 질소들은 금속들과 치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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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위 결 합함을 보여주었 다.

본인은 세자리 schiff base 리간드로 salicyli
dene imino-o-thiolbenzene 을 합성 하여 몰리 브 

덴 착물을 합성하여 이의 구조 및 성질에 대하 

여 이미 보고& 하였으나 이 리 간드와 전이 금 

속으로서 Cu(II), Ni(II) 및 Zn(II) 착물에 대하 

여서는 아직 보고 된바 없으며 히드록실기 대 

신에 티올기의 치환 결합 착물의 성질과 조성 

및 가상적인 구조를 원소 분석치와 적외선 및 

가시 부 자외 선흡수스펙 트럼 을 측정 하여 검 토하 

고 더욱 TGA 및 DTA 측정으로 분해 감소 

량을 계산하여 이들 착물들은 Cu(ID에서는 1 
수화물이며 Ni(ll) 및 Zn(II)에서는 3수화물임 

을 알았으며 리 간드와 금속의 몰비 는 1 ： 1 이 고 

물에는 녹지 않으나 유기용매에는 좀 녹는 안전 

한 4배위 및 6배위 착물임을 알았다.

2.실  험

2.1. 시약 및 기구. 모든 시 약들은 특급 및 일 

급시약들을 사용하였으며 메탄올과 에탄올은 시 

판의 것을 재증류하여 사용하였다.

가시부 자외 선홉수스펙 트럼 의 측정 은 Hitachi 
101 형 분광광도계를 사용하였고 적외선스펙트럼 

은 클로도포름 용매 를 사용하여 (Beckman IR-8 
로) 측정하였으며 DTA 및 TGA 측정은 The
rmal analyser DT-2 B 및 TG-2 B, Shimadzu 
Co.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2. 리간드 및 착물의 합성. 세자리 schiff 
base 리 간드로서 salicylidene imino-o-thiolben- 
zene 은 이 미 보고6 한 몰리 브덴 착물에 서 와 같은 

방법으로 Duff 반응으로 합성하여 사용 하였다.

Cu(II) [Cl3H9ONS] -H2O, Ni(II)〔G3H9ONS〕• 

3H2O 및 岛(11)〔03&(贝如3瓦0 착물의 합 

성 은 salicylidene imino-o-thiolbenzene (0. 03 
mole) 을 95 % 에 탄올 50 ml 에 용해 하여 물중탕 

위에서 가온하고 여기에 CuSO4-5H2O, NiSO4- 
6H2O, 및 ZnSO4 - 7H2O 들을 각각 0. 01 mole 
중량을 증류수 25mZ 에 용해하여 서서히 가한후 

에 1 N 수산화나트륨 5 mZ 을 가하여 20〜30 분 

간을 환류시키면 Cu(II) 착물은 녹색의 침전물이 

생성되는데 이를 걸러 에 탄올로재결정하여 50 °C 
에서 진공 건조시켜 분석에 사용하였다(수득률 

99.4 %, m. p. 131 °C).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황갈색의 Ni(II) 착물(수 

득율 94.2%, m.p. 110。(3)과 황색의 Zn(II) 
착물(수득률 90.5%, m.p.LL0°C)을 합성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착물의 분석. Cu(II), Ni(II) 및 Zn(II) 
의 정 량분석은 각착물 0.1 g 을 평 량하여 진한 황 

산 10mZ 에 용해 하여 가열 분해 시 킨후 냉 각하여 

증류수로 묽혀 각 금속들을 EDTA법 8 으로 정 

량하여 얻은 실험 치 와 이 론치 는 T湖Zel 에 나타 

냈다.

질 소 정 량은 각착물 0.1 g 을 평 량하여 Kjel- 
dahl법9으로 분석 하였고 황의 정 량은 수산화바륨 

으로 처 리 하여 황산바륨 침 전 법 으로 측정 하여 

얻은 실험치와 이론치를 T况屁1에 나타냈다.

가시부 자외선홉수스펙트럼은 각 착믈 일정 

량을 평 량하여 메 탄올 20 mZ 에 용해 하여 Hitachi 
101형 분광광도계로 측정하였으며 이들의 최대 

흡수파장 (為ax) 과 몰홉광 계 수 (Maw) 는 Table 2 
에 나타냈다.

적외선 흡수스펙트럼은 각착물 일정량을 평 

량하여 크로로포름 10 ml 에 용해 하여 Beckman 
IR-8 spectrophotometer 로서 650^1~!~5000cm-1 
파수의 범 위 에서 측정한 결과는 T况涂 3에 나타

Table 1. Analytical data of complexes

Complexes /
N

Calcd.

(%)
■----------

found

Cu(II). Ni(II) and Zn(II) (%) s(%) HQ(%)

Calcd. foundCalcd. found Calcd. found

Cu(II) [C13H9ONS] -H2O 4- 53 4. 55 20- 57 21. 21 10. 36 10. 21 6- 02 6- 42
Ni(II) (C15H9ONS) -3H2O 4-11 4. 20 17. 26 17. 50 9.41 8. 95 15. 88 16. 39
Zn(II) [C13H9ONS] -3H2O 4. 03 4. 05 18. 86 18. 05 23 8. 05 15. 57 14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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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다.

DTA 및 TGA로 분석하여 얻은 값은 Table 
4 에 나타내 고 TGA data 로부터 수화물로 주어 

지는 결정수의 양을 계산한 값은 Table 1에 나 

타냈다.

3. 결과 및 고찰

세자리 schiff base 리간드로서 2-aminothiol- 
benzene 과 salicylaldehyde 와의 반응 기 구에 대 

해서는 이미 전보6에서 말하였으며 여기서는 오 

늘낱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알려진 Duff 반응 

으로 합성한 salicylidene imino-0-thh)l benzene 
의 구조식은 다음 (1)과 같이 볼 수 있었다. 

즉 이리간드의 구조는 T沥"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외선홉수 스펙트럼에서 ^s-H (in thi시- 

benzene)10/]- 2600^3000 cm-1 (5. 万)로서 나타나며

Table 2. Visible spectra of complexes

Complexes zmax (m/j) ^max(103)

Cu(II) [CnH9ONS]-H2O 290 2. 00
345 2. 00
435 0. 26

Ni(H)〔C”HQNS〕・3HQ 280 2. 72
340 1. 80
440 0. 58

Zn(II) [C13H9ONS]-3H2O 290 1. 85
325 1.52

c13h„ons 270 1.12
315 0. 96

Table 3. Infrared spectra of complexes

Assignment

Complexes l-'C-N UOH ^SH ^C-C &*C-H ^C-H ^CH
(in HQ)

C13HnONS 1,630(5) 3, 225(5) 2, 60。〜 1590(5) 1200(5) 870(W) 1365(S)

3, 000(5. b) 1490 1180(5) 850 (m) 1250〜
147。(mM) U25(W) 820 (W) 1260(師 M)
1460(5) 1080(") 788(IV)

1025(5) 750 (S 日)

970(IV) 735 (S, b) 
718(W) 
605 사卩)

'Cu(II) [C13H9ONS] 고 615 〜 3100 〜 2600〜 1585(5) 1225 W 873 (加) 1315(5) 3200〜

1605(5) 3080(") 2500 (心 M) 14S0(S) 1155(5) 814(w, b} 1275 (W) 3600(5,/?)

h2o 1455 (W) 1120 (W) 797 (m) 1255 (W)

1435(119 1070( W)
1035(IV)
970 (S)

697(")

Ni(II) [Ci3H9ONS)-3H2O 1625〜 3100 〜 260아〜 1585(5) 1205(m) 815(m, b) 1320 (W) 3200—

1610(5) 3080(") 2500 (W, b、) 1485(5) 1160(5) 1275(W) 3600(5, b)
1460(VV) 1115(1 矿)

975 (S)
Nn(II) (C13H9ONS]-3H2O 1620W 3100〜 2600〜 1585(5) 1195(折) 876 (m) 132〔)(W) 3,100~

30800") 250G(mM) 1485(5) 1155(5) 816(酒,b) 1270 (RO 3600(5, b)
1440( HO 1120시卩) 

1075(IV) 
1010 (?«) 
970(5)

695(购

^strong, m; mid치e, I卩;weak, Ebroad in Ar—CH = N —Ar, >oh； in phenol t-sH； in thi시 benzene
^c-c； in Ar -h； in plane deformation in Ar. <?c-H； out of plane deformation in Ar, °oh； in phe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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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alytical data of TGA and DTA

Complexes
1 (%) 

Decrease weight 
Calcd Found

2 (%)
Decrease weight
Calcd Found

Residure weight]%)
Calced. found En Exo

Cu(lD G3h9ons)-h3o 6. 02 6. 42
* 50~131~170 °C

71.40 76.42
170〜465 °C

26.62 17.15
465〜590 °C

131°C —

Ni(II) (C13H9ONS)-3H2O 15. 88 16. 39

* 50-^129^200 °C

62.15 58. 27

200-410 °C

21. 97

410~600°C

30. 33 129 °C
170 °C
370 °C

350°C

Zn(Ii)(C13HsONS)-3H2O 15. 57 고4. 32

* 55~110~175 °C

60- 66 60. 37

175〜490 °C

23. 47

490〜630 °C

28.31 110 °C
125 °C

—

Analysis Temperature En； Temp of Endothermic peak, E\o> Temp of Exothermic peak

»0H(in Phenol严가 3, 223cm.T(S) 및 yOn(in Phe
nol) 1,365 cm「T(S)로서 나타나고 i>c=N(in Ar- 
CH=N—Ar) 가 w 1,630 cmT(S) 에서 나타남으로 

써 확인된다. 이 리 간드와 Cu(II),Ni(II)및Zn(H) 
들과의 착물에서 는 이 들의 원소분석 치 (Ta及e 1) 
과 TGA(T湖"4)에서의 측정치를 종합하여 

보면 1:1 mole 비 의 조성 으로 Cu (II) 착물에 서 는 

1수화물로 주어지며 Ni(II) 및 Zn (II)착물에서 

는 3수화물로 주어짐을 볼수 있으며 다음과 같 

은 가상 적 인 구조식 (II) 와 (III) 으로 볼수 있 다.

(H)와 (IH) 착물들은 T沥"3 에서 비 교되 는것 

고卜 같이 리간드에서 보여지는 vqh stretching 
peak 와 >sh stretching peak 가 아주적 게 나타남 

으로써 metal-oxygen 및 metal-sulfur 결합이 이 

루어 진 것으로 볼수 있 으며 比=N(in schiff base) 
stretching peak 도 배 위 결 합을 이룸으로써 단 

파수 쪽으로 이동되어 진다.

이 는 리 간드의 schiff base 와 금속이 배 위 함으 

로써 나타나는 결과라 볼수 있으며 다른 yc=c 
피 이 크나 a*c-H(in plane deformation), Sc-H(out 
of deformation) 및》0H(in phenol) 들도 착둘을 

이 룸으로써 적 은 피 이 크 또는 단파수쪽으로 움직 

이는 경향을 볼수 있었다. 여기서 또한 农-H(in. 
plane deformation) 에서 970 cm-1 region 이 금속， 

과 결 합함으로써 strong peak 로 나타나고 있 는- 

데 이는 이들 착물에서 특히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마 금속과의 홉수 피이크가 아닌가 본- 

다. 그리고 3100〜3600 cm t(SM) 는 결정수의 

&>H(in 压0)로 나타나며 다른 문헌치4와 같은- 

것으로 수화된 현상이라 볼 수 있으며 TGA 
측정 치 (T展"4)에서 최초 감량의 이 론치 오卜 측 

정치에서 보면 Cu(II) 및 Ni(II) 착물에서는 잘 

맞으나 Zn(II) 착물에서 는 좀 차이 가 있으나 건 

조조건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듸며 이들의 결정 

수는 Cu(II) Ni(II) 및 Zn (II)착물에서 

서 부터 170, 200, 175 °C 에서 완전히 

있으며 리간드의 분해온도는 두번째 

465, 410, 490 °C 들의 높은 온도에 서 

것으로 보아 상당히 안전한 착물이 라 

이들의 분해과정은

50 °C 에 

떨어지고 

감량으로 

나타나는 

생각되며

M(II) (Ci3H9ONS) -nH2O
--------------- (C13HQNS) +mH2O 
170〜200 °C

M(II) (G3H9ONS)
--------------- >M-Oxide+ (C13H9ONS)
400〜490 °C

로서 주어진다고 볼수 있고 이들 착물의 측합 

고리의 비교로서 5—6고리로 된 것이 가장 안 

전한U 구조를 가진다는 것과 일치 한다. Table 4 
에서 두번째 감량은 리간드의 분헤 감량으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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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며 이는 착물의 이론치와 잘 맞는다. 잔량 

으로 주어지는 것은 이른치로서 금속-일산화물 

(M0)로 계산한 것인데 좀 차이 가 있는 것은 금 

속들이 일 산화물로 되 지 않고 Cu 는 CU2。로 생 

각되 며 Ni 와 Zn 는 Ni2O3, Zn2O3 및 NiO2, ZnO2 
로 생각되는 산화물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 라본다.

그리 고 7沥"4 에서 m.p. 와 같은 온도는 모 

두 홉열피이크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이 

(II)와 (III)구조는 Cu(II) 착물에서는 4배위 

4면체로 볼수 있으며 Ni(II) 및 Zn(II)착물에서 

는 6배위, 8면체 착물이라 생각된다. 이들은 

또한 물에는 녹지 않으나 메탄올, 에탄을, 클로 

로포름, 피리딘에는 약간 녹으며 특히 피리딘 용 

액 에 서 는 다른 착물을 이 루는데 이 는 H20 와 치 

환되는 것이라 본다. 이들 착물의 메탄올용액에 

서 의 visible spectra 측정 (7诚" 2 참조) 에 서 최 

대 홉수파장으로 為" 와 몰흡광계수 (命’)는 다 

른 schiff base 리간드와 Cu(II), Ni(II) 착물 

4,5에서 와 같이 280〜345 m〃 人］■이 에 7} 주어 

지는 파장은 몰홉광계수가 103ordei•의 큰 값과 

착물화함으로써 장파장쪽으로 이 동함을 참작하 

여 d—六* 전하전이 띠라 생각할 수 있으며 Cu 
(II) 및 Ni(II) 착물에 서 의 435 m“ 와 440 m/z 파 

장은 IO? order 이 며 리 간드에 서 는 관찰되 지 않으 

므로 d—d 전이 띠인것으로 생 각된 다.

Salicylidene imino-o-hydroxy benzene 고］■ Cu 
(II)착물의 구조에서 一OH(in phenol) 기와 같이 

—SH(in thiophenol) 기도 치환결함으로 안전한 

착물을 이룬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이실험을 하는데 직접 물심 양면으로 

도와 주신 대한중석의 吳浚錫 박사와 부산세관 

분석실의 金燦浩 선생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실험 은 문교부 연구조성비 로 하였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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