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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두가지의 팔면체형 Ni(II)-polyethyleneimine(PEI) 착물,〔Ni(PEI)〕C& 및〔Ni(PEI)CL〕 

를 함성 하여 과산화수소 분해반응에 서 이 들 착물의 촉매 활성 도를 조사하고, 유사한 구조를 한 ethyl- 

enediamine 착물,〔Ni(en)3〕C12 및 〔Ni(en)2C12〕의 촉매활성도와 비교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순 

서로 촉매 활성도가 증가함이 관찰되 었다 :

0^[Ni(en)3]Cl2<(Ni(en)2Cl2KCNi(PEI)]Cl2<[Ni(PEI)Cy

가시선 및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을 측정하여 두 가지 Ni(II)-PEI 착물의 구조를 조사하여 본 결과 

이들 착물의 촉매활성도는 배위자와 Ni(II)이온사이의 결합세기에 의존함을 알수 있었다.

ABSTRACT. Two types of Ni (II)-polyethyleneimine (PEI) complexes, [Ni(PEI)]Cl2 and〔Ni(P- 

EDCI2〕were synthesized and their catalytic activities in the decomposition reaction of hydrogen 

peroxide were investigated.

For the purpose of comparison, the corresponding monomeric complexes, [Ni(en)3] CI2 and 

〔NiQn&Cl?〕were also prepared； it was observed that their activities increase in the following 

order:

0^[Ni(en)3]Cl3<|；Ni(en)2Cl2]<[Ni(PEI)]Cl2<[Ni(PEI)Cl2]

On the basis of structural analysis by means of visible and infrared spectroscopy, the catalytic 

activiy of these Ni(II)-PEI complexes is assumed to depend on the bond strength between the ligand 

and the nickel ion.

1. 서 론

고분자-금속착물 (polymer-metal complex) 은 

고분자 배 위 자의 polymeric effect 오｝ polyelectr- 

olyte로서의 성질을 동시에 가질수 있으므로 단 

위분자 배위자(monomeric ligand) 를 갖는 착물 

과는 촉매작용에 있어 다른 효과를 나타낼 것으 

로 생각된다.

고분자-금속착물의 합성과 과산화수소 분해반 

응에 서 의 촉매 작용에 관한 보고는 poly (^-dike

tone)-Cu1, poly (/3-ketoester) -Cu2, poly(metha- 

crylacetone) -Cu3, poly (acrylhydroxamic acid)- 

Cu4,5, poly (ethyleneimine) - poly (acrylic aci- 

d)-, poly (methacrylic acid)-Fe6, poly(4-vinyl- 

pyridine)-Co7, 여 러 가지 poly (amino acid) -Cu앙 

및 RNA-, DNA-CiW 둥 여러가지가 있는데, 고 

분자-금속착물이 물이나 다른 유기용매에 잘녹 

지 않으므로 불균일계에서의 촉매활성도를 조사 

한 것이 거의 전부이다.

본 연구에서는 물에 녹는 Ni(II)-polyeth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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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mine(PEI) 착물을 재로이 합성하여 균일계 

수용액 에 서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에 서 의 촉매 

활성 도를 조사하고 단위 분자 배 위 자인 ethylene- 

diamine(en)을 갖는 Ni(II) 착물,〔Ni(en)3〕C12 

와〔Ni(en)2C12〕의 촉매 활성 도와 비 교하고, 고분 

자-금속착물의 구조와 촉매활성도 사이의 관계 

를 논의하고자 한다.

2.실험

시약. Polyethyleneimine은 일본 Tokyo Kasei 

제 특급시 약 (PEI, MW=40,000, 30 % 수용액) 

을 필요량 취하여 acetone으로 여러번 재침전시 

켜 정제한 뒤, 60°C의 진공건조기에서 하루동 

안 건조시킨뒤 바로 사용하였다. 무수 ethanol 

(독일 Ridel-De HaSn Ag 제, 특급시 약), H2O2 

(일본 Katayama 제, 28 %) KMnO4 (독일 

Merck 제 특급시 약), H2SO4 (일본 Junsei 제 일 

급시 약)은 그대 로 사용하였으며 , NiCl2 • 6 H2O 

는 일본 Wak。제 일급시 약을 알려 진 방법으로 

정제하여 사용하였다.w

Ni(H) 착물의 합성.〔Ni(en)3〕C12와 [Ni(en)2 

CI2〕는 Stated 방법으로합성 하였으며 , Ni(II) 

-PEI 착물은 NiCl2 • 6H2O 10-3 몰을 20mZ 의 

무수 ethanol 에 녹인 용액을 환류냉각기와 적하 

깔때기를 장치한 100 mZ Hask 에 넣고 물중탕 

에서 75 °C 로 가열하면서 , PEI4XH厂3 몰 (또 

는 7X10-3 몰) (이상 단위체의 몰수)을 40mZ의 

무수 ethanol 에 녹인 용액 을 적 하깔때 기 를 통하 

여 천천히 가한다음 30분 동안 반응시켰다.

생성된 침전물(PEI/Ni(II) 몰비가 4인 경우 

연청록색, 몰비가 7인 경우 연보라색)을 여과 

하고 뜨거운 무수 ethanol 로 세번 씻은 다음 

110°C의 건조기에서 건조시켰다. 생성된 착물 

은 홉습성이 매우 큰 무정형 고체였다.

적외선 및 가시선 흡수스펙트럼의 측정. 적외 

선 흡수 스펙 트럼 은 KBr disk 로 만들어 Hitachi 

Infrared Spectrometer Model 260-30 을 사용하 

여 측정하였으며 , 가시 선 흡수스펙 트럼은 Shi- 

madzu Digital Double-Beam spectrophotometer 

UV-210A 를 사용하여 수용액속에서 측정하였 

다.

과산화수소 분해반응에서 Ni(II) 착물의 촉매 

활성도 측정. 0.1136 몰〃 H2O2 용액 6.6mZ 

(0.75 밀 리 몰), 인산염 완충용액 (pH 7. 00) 10 

mZ, IX10-4 몰의 Ni 원자를 포함하는 Ni(II) 착 

물을 섞어 녹인 다음 증류수로 묽혀 전체 부피 

가 100 mZ 가 되 게 한다.

혼합물을 40土0.01 °C 의 항온조에서 방치하면 

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5mZ씨 취해 낸 다음 

9NH2SO4 용액 10mZ 를 가하여 氏。2의 분해를 

정 지 시 키 고 10-27V KMnO4 용액 으로 남아있는 

氏。2를 적 정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Ni(n)-PEI 착물의 합성 및 구조. PEI/Ni(II) 

몰비를 4 또는 7 로 하여 Ni(II)-PEI 착물을 합 

성한 결과를 Table 1에 수록하였다.

얻어 진 두 가지 Ni(II)-PEI 착물의 구조를 알 

아보기 위하여 가시선 및 적외선 스펙트럼을 조 

사하여, 유사한 구조를 가진 〔Ni(en)3〕C12 및 

〔Ni(en)2C12〕와 비 교한 결과를 Table 2 맟 Table 

3 (Fig 1)에 수록하였다.

Table 2에서 보면, 가시선 영역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Ni(II)-PEI 착물의 d-d 전자전이의 홉 

수양상과 흡수극대가 각각〔Ni(en)2C&〕와〔Ni 

(enWCL의 그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얻어 진

Table 1. Preparation of Ni (II)-PEI complexes.

Exp.

No.

PEI/Ni(II) 

mole ratio

NiCl2 - 6H2O

(g)

PEI

(g)

Yield 

(g)

Ni content3

(%)

Degree of coor

dination6 (%)

C 1

C 2

4 0.24 0.18 0.29 15- 03 77-2

7 0.24 0.30 0.26 11.19 73.9

The values of nickel content were obtained by gravimetric analyses； b The value of degree of coordination is 

the mole percentage of the complex per 4 (or 6) monomer unit of PEI; it is calculated from the nickel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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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Visible absorption spectral bands of nickel (II) complexes.

Compound
No. of nitrogens 

coordinated

為卄 of transitions (nm)

电2厂》叮*酒 牲广叮姑(丁)

(Ni(en)3)Cl2 6 541 347

(Ni(en)2Cl2) 4 559 356

(Ni(PEI)]Cl2fl 6 547 358

(Ni(PEI)Cl2)6 4 560 362

Product of Exp. C2 in Table 1; b Product of Exp. Cl in Table 1.

Table 3- Important infrared absorption bands of ligands and nickel (II) complexes.

Compound 〃NH ^CH vc-c-®n skeletal /'skeletaf

(Ni(en)3)Cl2 3290$, 3240s, 3160s 2945s 2880m 1451m 1024s 68

[Ni(en)2Cl2] 3290s, 3240“ 3156s 2945m 2875m 1448m 1028s 64

(Ni(PEI))Cl2 3360-324Wd 292皈，2870町 1450% 10485, mow 62

〔Ni(PED%〕 3360-3240s,础 2920関，2870如 1450m 1053$, 1110m 57

en 335&, 3279$, 3165s 2945s, 2880$ 1450加 1092s —
PEI 336g 3280s 2920s, 28705 1450m 11105 一

a Shifs by coordination with a nickel atom, for example; 1092—1024=68 and 1110—1048=62. *5=strong, bd\

broad, m; medium,说；weak.

두 가지 Ni(II)-PEI 착물의 구조는 둘다 팔면체 

구조를 가지며, 실험 번호 C1 의 생성물(T展Ze 1 

참조)은〔Ni(PEI)C12〕로서 Ni(II) 이온의 6개 

의 배위자리중 4자리에 PEI의 단위체의 N원자 

가 배위하고, 나머지 두 자리에는 C1 이온이 

trans 위치에金 배위한 구조이며, 실험번호 C2의 

생성물(T泌" 1 참조)은〔Ni(PEI)〕Cl? 로서 Ni 

의 6개의 배위자리에 모두 PEI의 단위체의 N 

원자가 배위한 구조임을 알수 있다.

Table 3에 배위자와 착물의 몇가지 적외선 홉 

수띠를 수록하였다.

착물의 N-H 신축진동의 흡수진동수는 배위자 

자체의 그것에 비해 낮은 진동수쪽으로 이동되 

었는데, 이는 N의 비공유 전자쌍이 Ni 원자에 

배위되어 N-H 결합세기가 약화됨으로써 나타나 

는 변화이다「3 C-H신축진동의 진동수는 배위자 

자체와 착물이 된 경우 차이가 없으나, 착물이 

된 경우 그 흡수세기가 현저히 줄어드는 경향이 

보였다. C-C-N 골격신축진동에 의한 흡수는 Ni 

원자에 N원자가 배위됨으로써, N-H 결합의 경 

우와 마찬가지 로 C-N 결합세기 가 약화되 어 57~ 

68cmT 정도로 크게 낮은 진동수쪽 이동이 일어 

났다. N-H 신축진동의 흡수와는 달리 이 C-C-N 

골격 신축진동의 흡수는 그 흡수세기가 세고, 

흡수띠가 예리하여 최대흡수 진동수를 찾기 쉽 

고, 이 낮은진동수쪽이동으로부터 Ni 원자와 배 

위자 사이의 결합세기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과산화수소 분해반응에서 Ni(II)착물의 촉매 

활성도 측정. Fig 2에 여러가지 Ni(II) 착물에 

의한 과산화수소 분해반응의 속도곡선을 나타내 

었다.

에서 보다시피 촉매활성도는 다음과 같 

은 순서로 증가함이 관찰되 었다 :

0» (Ni(en)3]Cl2< (Ni(en)2Cl2]<(Ni(PEI)]Cl2 

<[Ni(PEI)Cl2]

NiCkPEI 및 en 자신은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 

에서 촉매로서의 활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고분자 배위자를 가진 Ni(II) 착물의 

촉매활성은 고분자-금속착물의 특성이 라고 생각 

할 수 있다.

착물의 결합성질과 촉매활성도와의 관계.

T泌"2에 Ni(II)착물이 가시선 영역에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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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frared spectra of ligands and complexes： 

〔Ni(PEI)〕C12, VI ; [Ni(PEI)Cl2]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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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Ni 원자와의 상호작용의 정도가 커질수록 

C-N 결합세기가 더욱 약해질 것이므로 이동의 

정도 (血Skeletal) 는 증가할 것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착물구조의 결합 

세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감소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Ni(en)3 C12〕〉〔Ni(en)2C12〕〉

〔Ni(PEI)〕C12〕〉〔Ni(PEI)C12〕

Fig. 2. Decomposition reaction of hydrogen peroxi

de. I =〔Ni(PEI)C12〕； II=[Ni(PEI))Cl2； IH = 

[Ni(en)2C12)； IV= (Ni(en)3)C12

이 결합세기의 감소 순서는 촉매활성도의 증 

가순서와 일치한다.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Ni(II)-PEI 착물의 촉매 활성 도는 Ni(II) 이온과 

배위자 사이의 결합세기에 의존한다고 말할 수 

있다.

내는 d-d 전자전이에 의한 흡수중 두 가지 읍수 

띠의 흡수극대를 나타내었다.

Table 2에서 보면 3A2g 바닥 상태에서 3Tlg(P) 

들뜬상태로의 전이의 흡수극대가〔Ni(en)3〕C12 

의 347 nm로부터〔NiQn&Cb〕의 356 nm,〔Ni 

(PEI)〕C12 의 358 nm,〔Ni(PEI)C12〕의 362 nm 

순으로 장파장쪽으로 이동이 일어나는데, 이와 

같은 장파장쪽이동은 배위자와 Ni(II)이온 사이 

의 상호작용이 〔Ni(en)3〕C12〉〔Ni(en)2C12〕〉 

〔Ni(PEI)〕C12〉〔Ni(PEI)C12〕의 순으로 감소함 

을 나타내준다.

적 외 선 흡수스펙 트럼 (Table 3) 에 서 도 마찬가 

지 사실의 관찰된다. 배위자 (en 또는 PEI)가 

Ni 원자에 배위되면 C-N 결합세기가 약해져 착 

물의 골격 신축진동의 흡수 진동수가 낮은 진동 

수쪽이동이 일어나는데, 이 이동의 정도는 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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