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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c^-[Cr(en)2C12)+ 착물의 수화반응에 대한 연구를 전기전도도법에 의해, 온도는 15〜 

3VC 에서 압력은 1〜2000bar 의 범위에서 실시하였다. 반응속도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압력이 증가하면 감소하였다. 활성화부피 (』卩专)는 25°C, Ibar 에서 L82cm3/mole 로 비교적 작은 양 

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이 값은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고 온도 증가에 따라서는 증가하였다. 

활성화엔트로피 (4S복)는 25°C? Ibar 에서 一 9.019eu 로 작은 음의 값을 나타내었다. 활성화파라미터 

의 값으로부터 수화반응의 메카니즘은 교환해리 (心)메카니즘인 것으로 밝혀졌다.

ABSTRATS. Aquation reaction kinetics of [Cr(en)2Cl2]+ complex was carried by the electric 

conductivity method. Its temperature range was 15° C to 30° C and pressure was varied up to 2, 000 

bars. The reaction rate was increased with increasing temperature, but was reversed to increasing 

pressure. The activation volume 廿)was increased with increasing temperature and decreased 

with increasing pressure. At 25°C and Ibar it was faMly small positive value, 1.82cm2/mole. 

Activation entropy change 0S) was calculated as small negative value, —9.019 eu, at 25°C 

and 1 bar. Referring to the thermodynamic parameters, it was estimated that aquation reaction was 

proceded by the interchange-dissociation (_&) mechanism.

1.서 론

활성 화부피 와 활성 화엔 트로피 의 

용하여 반응 메카니즘을 규명하는 

반응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찍부터 

나, K3 착물의 반응에 대 한 연구는 

데 이타를 °1 

연구는 유기 

많이 되었으 

비교적 적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착물의 반응에 대 

해서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4~7.

착물의 활성화부피에 대한 연구로서는 1958년 

Hunt 와 Taube8 7} 〔Co (NH3) 5OH2〕" 의 H2O18 

교환반응에 대 해 처 음 시 작되 었 고, 그후 Swaddle9 

과 Tong】。등이〔M(NH3)5OH2〕아(M = Rh(HI), 

Cr(III), Ir(HI))의 H2O 교환반응, Palmer"등 

이〔Co(NH3)5X^(X=C1—, Bl), (Cr-(NH3)5 

Cl〕2+ 및 〔Rh(NH3)5Cl〕가의 수화반응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Linck 는 trans-[Cr(en)2X2]n+ 

(X=F~, Br-, NCS-, 氏0)의 수화반응에서 

Cr(m)—X 결합이 파괴되는 것과 Cr(III) -en 

결합이 파괴되는 두가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 

나12 cis- (Cr (en) 2C12] +의 수화반응에 서 는 Cr- 

(HI) — en 의 결합 파괴가아주 느리게 일어 나므 

로 CI-이온이 H2O와 치환되는 반웅이 지배적 

으로 일어난다고 보고하였다I%

본 연구에서는 方s-〔Cr(en)2C12〕十착물의 수화

— 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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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의 속도는 전도도법으로 측정하였다. 온도 

와 압력변화에 따른 속도상수를 측정 하여 활성 

화부피와 활성화엔트로피를 구한 다음 이 반응 

의 메 카니즘을 규명 하고자 하였 다.

전도도법 에 의한 속도상수 결정은 Sargeson과 

Searle 이〔Cr (trien) €&〕+의 수화반응에 서 사용 

한 바 있다".

〔Cr (en) 2CI2〕+ 착물의 반응경로에 대해서는 

MacDonald 와 Garner 가 발표한 바가 있 으나* 

압력변화에 따른 속도측정은 보고되지 않았다.

2.실  험

寸8-〔Cr(en)2C12〕+의 합성. 합성은 문헌询” 

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합성하였다.

Cr2(SC>4)3 특급시약 50g 과 99% ethylenedia- 

mine 49mZ 를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air condense 
를 끼운 다음 증기중탕에서 가열하면 갈색결정 

〔Cr(en)3〕(SO,*가 얻어 진다. 이 착물 32g 을 

65°C 의 묽은염 산(진한염 산 6mZ 와 물 30mZ 를 

혼합)에 녹여 빨리 거른 다음 거른액에 진한 염 

산 27mZ 를 가하면서 냉각시 키면 노란색 결정 이 

생기 고 그 결정을 65°C 에서 1% NHE1 수용액 

으로 재 결정 하면〔Cr (en) 3〕CI3 • 3. 5H2。가 얻 어 진 

다. 재결정 된 염 을 200〜210°C 에서 무게 감량 

이 30%될때까지 열분해하고 70°C 물로 세척하 

면 〔Cr (en)疝2〕C1 • 田0 가 얻어 진다. 이 착

물의 분광학적 인 데 이 타를 문헌치 와 비 교하여 확 

인하였다'I 즉 c/s-〔Cr(en)2C12〕는 파장 402nm 

에 서 흡광계 수가 70.6 임 을 확인했 다.

속도측정 장치. 측정 장치는 药g. 1에 나타 

내었다.

고압발생기는 Swiss, Nova 제의 수동식유압펌 

프이고 이에 사용한 압력전달액은 전기전도성이 

거의 없는 파라핀유이다.

용기내의 압력 측정 은 Burdon제의 압력 계를 사 

용했 으며 항온조는 Beckman 회 사제 품을 사용했 

다.

고 압용기 와 전 도도셀 은 제 작하여 사용했 다. 

고압용기는 3000bar까지 가압할수 있는 강철용 

기로 내부에 전도도셀을 매달게 되어 있다.

전도도셀은 Fig. 2에 나타내었다.

Fig. 1. Schematic drawing of equipment for conduc
tance measurement at high pressure, (a) oil tank (b) 
pressure valve (c) pressure generator (d) pressure 
gauge (e) thermostat (f) pressure vessel (g) conduc
tance cell (h) ac conductivity bridge.

Fig. 2. Schematic drawing of conductance cell, (a) 
Pt wire (b) Pt plate (c) Teflon tube (d) glass Co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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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은 Pyrex 유리 로 제 작하여 백 금극을 봉입 하 

고 가지를 달아 teHon 관을 연결하여 끝을 유리 

마개로 막았다.

전 도도측정 기 는 Jones 와 Jesephs 형 의 교류전 

도도 브릿지 (Rhode Schwarz, Germary) 이 며 저 

항을 0.0M? 까지 측정할 수 있다.

반응속도 측정. m-(Cr(en)2Cl2]Cl 착물 0. 01g 

을 25mZ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3차 증류수로 표 

선까지 채운다. 이 용액을 주사기로 셀에 주 

입시킨 다음 가압펌프로 압력 을 일정하게 하고 

30분간 항온시 킨후에 시 간에 따른 저 항을 측정 

하였다.

이 때 압력 은 lbar 에 서 2000bar 까지 500bar 의 

간격 으로, 온도는 15°C 에 서 35°C 까지 5°C 간 

격으로 측정하였다.

3. 결 고F

«5-(Cr(en)2Cl2]+ 착물의 반응식은 식 ⑴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cis- (Cr (en) 202]+ + H2O —->■ 

cw-[Cr(en)2H2O-Cl)2+ + Cl~ (1)

반응(1)을 분광광도법에 의해 확인한 결과 이성 

질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 (1) 의 반응속도는 다음 식 으로 표시 할 수 있 

다.

Rate=%〔Cr(en)2C12〕+・〔H2。〕 (2)

玦0의 양은 착이온의 양에 비해서 과량이므로 

반응후의 농도변화를 무시할 수 있으며 따라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Rate=obs (Cr (en) 2C12]+ (3)

유사일차 반응속도상수 知糸 는 Guggenheim 방법 

으로 구하였다Z

In (爲+』一乃)=—为。就+constant (4)

여기서 I 와』는 각각 반응시 간및 반감기의 2~3 

배 되 는 시 간구간이 고 4 와 4+4 는 각각 시 간 t 와

에서의 전도도이다. 이식에서 ln(4+』一자) 

를 t의 변화에 따라 도시하면 그 기울기에서 

乾而 를 구할 수 있다. Ibar, 25°C 에 서 구한 예 

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직선의 기울기로 부터 구한 为。*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에서 알 수 있듯이 온도가 10°C 증가 

함에 따라서 속도상수(知q의 값은 약 2배 정 

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압력이 증가하면 

매우 작은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절대반응속도론에 의하면 반응의 속도상수와 

활성 화착물의 평 형 상수와의 관계 는 다음식 으로 

나타낼 수 있 다. *

，而=뜰&K* (5)

三
!

V
Y
)  드 -8-

-9.0

-8.4

10 20 30 40 50
Time, min

Fig. 3. First order plot for the aquation of cis- 
〔Cr(en)2C【2〕十 at 15°C and Ibar.

Table 1. Rate constant (^obsXK^sec-1) for the aqua
tion of cis- (Cr (en) 2CI2) + at various tempertures and 

pressures

P(bar)
T(°C)

15 20 25 30

1 3. 061 5.279 8.575 14. 773
500 2. 971 4.987 8.230 14. 095

1000 2.886 4.993 7.955 13.488
1500 2.798 4.768 7.681 12.779
2000 2.770 4.505 7.481 12.515

Vol. 28, No. 2,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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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 서 总 h 는 각각 Boltzmann 상수, Plank 상수 

이고, K* 는 반응물과 활성화착물간의 평형상수 

이다. 한편 활성화자유에너지는 다음식으로 표 

시할 수 있다.

』G*=—RTlnK* (5)

이 식에 식 (7)를 대입하면 식 (7)이 얻어지고

0G*=-RTln 쁘帶) (7)

열역학적으로 활성화자유에너지를 식 (8)로 표시 

된다.

(8)

여기서 4丑*와 /S*는 각각 활성화엔탈피와 활 

성 화엔트로피 이 다. 식 (7)과 식 (8)에서 다음식 을 

얻을 수 있다.

In&tJT) =lnQ“•决牌/今=-AH^/RT (9)

이 식에서 1/T의 변화에 따른 In(幻＞JT)의 변 

화를 JVg. 4 에 도시하였다.

이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에서 4H*와 4S"을 구 

하여 그 값을 Table 2 에 나타내 었 다. 활성 화자 

유에너지는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약간씩 증가 

하고 활성화엔트로피 값은 압력의 증가에 따라 

약간의 변화는 있으나 모두 작은 음의 값으로 나 

타났다.

활성화부피 刀V*는 다음 식으로 구할 수 있다.

JV*= 0G*/3P) T= — RT01nKWF) T (10)

식 (10) 에 식 (5)를 대 입하면 다음 식으로 된다.

JV*=-2?T01n^B/3P)T (11)

Table 2. Pressure dependence of thermodynamic parameters for the aquation of cfs-〔Cr (en) 2CI2〕+ at 25°C

Thennodynamic 
parameters

P(bar)

1 500 1000 1500 2000

厶H 丰(Kcal/mole) 17. 559 17. 548 17. 480 17. 542 17.484
고 (Kcal/mole) 20- 293 20.322 20.348 20. 381 20. 384

0宣(eu) 一 9. 019 -9.150 -9.461 -9. 365 -9.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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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plot of In vs. 1/T for the
aquation of cis- (Cr (en) 2CI2]+. Lines a, b, c} d, and e 
represent the experiments at 1, 500, 1000, 1500 and 
2000 bars.

Pressure, bar
Fig 5. The plot of In 知成 힌； pressure for the 
aquation of 履s-〔Cr(en)2CI2〕+. Lines a, b, c, and ds 
represent die experiments at 15, 20,25 and 3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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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efficients of In知*=서-如+ #2 for the 

aquation of c/s-[Cr (en) 2CI2) + at various temperatures

T(°C)
Coefficients

&X105 cXIO9

15 -6. 758 1. 292
20 -7. 486 2. 961
25 -7. 440 2.454
30 -10. 011 0.841

Table 4. Activation volume (J V*, cm3/mole) for the 

aquation o£ cis- (Cr(en) 2^2]+ of various temperatures 
and pressures

P(bar)
7(°C)

15 20 25 30

1 L 57 1.77 1. 82 2. 49
500 1. 54 1.70 1.78 2. 47

1000 1.50 1.64 1.74 2. 45
1500 1.47 1.57 1.71 2.43
2000 1.35 1.51 1.67 2.47

한편 일정한 온도에서 압력의 변화에 따른 In 

知b，값을 도시 한 것을 Fig. 5 에 나타내 었다.

이 그래 프에서 In知"와 압력 과의 관계 는 곡선 

을 나타내 므로 In%。* 를 압력 의 2차 함수로 보 

고 다음 식과 같이 압력 에 대한 2차 함수로 표 

시하였다.

ln%x=a+m>+c?2 (12)

이 식의 계수를 최소자승법에 의해 구한 결과 

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식 (12)를 압력 에 대해 편미 분하여 식 (11)에 대 

입하면 다음식과 같이 된다.

』V*=—RT(0+2cZ>) (13)

계수, 5와 c 를 식(13)에 대 입하여 구한 활성 

화부피 값을 7泌Ze 4 에 나타내 었다.

，卩*값은 3cm3/mole 이 하의 작은 양의 값이 고 

일정 온도에서는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약간씩 

감소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일정 압력 

에서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작은 값이지만 증 

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Vol.-28, No. 2, 1984

4.고찰

일반적으로 무기착물의 치환반응에 대한 반응 

메 카니 즘은 해 리 데 카니 즘 (D), 회 합메 카니 즘 (A), 

교환회 합메 카니 즘(4) 및 교환해 리 메 카니 즘 (刀) 

의 4가지 메 카니즘으로 나눌 수 있 다22. 간단한 

치환반응을 예로 이들 4가지 메카니즘을 구별 

해 보면 F/g.6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匕) 메 카니 즘은 전 이상태 에 서 리 간드가 중심 금 

속에서 분리되고 A 메카니즘은 치환체가 중심금 

속과 결합을 이룬다. 7메카니즘은 반응속도결 

정단계 이전에 빠른 속도로 이온쌍을 만들고 전 

이 상태 에 서 배 위 자가 교환되 는 메 카니 즘으로서 , 

특히 전이상태에서 중심금속으로부터 결합이 깨 

어지는 것이 결합을 형성하는 것보다 지배적일 

때 h 메 카니 즘이 라고 부르고, 중심 금속에 결 합 

이 형성되는 것이 우세할 때 L메카니즘이라고 

말한다.

위 에 서 제 시 한 메 카니 즘과 활성 화부피 (J V*), 

활성화엔트로피 (4S*) 및 몰활성 화압축율과의 사 

이에는 Table 5와 같은 콴계가 있는 것으로 밝 

혀져 있다.

여기서 몰활성화압축률(4%)은 압력변화에 따

Mechanism

Fig. 6.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possible in
organic substitution me시laniz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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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be 5. The criteria of classification1 of mechanism 
for 바je reaction MLnX+Y—>MLnY+X

Parameter
mechanism

D Id la A

large 
positive

small small large 
negative

positive small small 
positive negative

negative

positive small small negative

른 활성화부피의 변화량으로서 다음 식과 같이 

표현된다.

厶苻 = —(&』v 치 bp)t (14)

D메카니즘과 A메카니즘에 대해서는 활성화 

엔트로피및 활성화부피와의 관계는 이미 잘 알 

려져 있다.，메카니즘에서는 전이상태에서 배 

위자가 교환됨으로 처음상태에 비하여 엔트로피 

나 부피의 변화가 크지 않고, Id 메카니즘에서는 

약간의 D메카니즘의 성격을 띠므로 활성화부피 

가 작은 양의 값이 되고 7。메카니즘에서는 쇼메 

카니즘의 성격을 띠므로 작은 음의 값이 된다.

7泌Ze 2 와 4 에 나타낸 바와 같이〔Cr(en〕2- 
CE+착물의 수화반응에 대 한활성 화엔트로피는 

약一9eu 정 도이 고 활성 화부피 는 2cm3/mole 의 작 

은 양의 값을 나타내었다. 압력에 따른 활성화 

부피 변화도 아주 작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을 Table 5와비교하면〔Cr(en)2- 

C12〕+착물의 수화반응은 叫메카니즘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이상태는 다음 식과 같은 상태로 존 

재할 것으로 생각된다.

CH2O-Cr(en)2CH+-Cl3-] (15)

이와 같이 전이상태에는 Cr허•의 전하가 CF- 

의 전하를 충분히 중화시 킬 수 있는 약한 하전 

분리를 함으로는 작은 음의 값을 가질 것 

으로 생각할 수 있다. ci-이온의 결합길이가 길 

어짐에 따라 활성화부피도 약간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활성화부피의 온도의존성은로 

전이상태와 처음 상태의 온도의존성의 차이임으 

로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6)但衣=(의!) 一(아!)
\ dT )p \ dTJp \ dTJp

이 식에서 吼와 Vr는 각각 전이상태와처음상 

태의 부피변화이다.

Table 4에서 0”勺。7"는 양의 값을 가지 

므로 식 (16)에 의하면 처음 상태의 부피 보다 전 

이상태의 부피가 온도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 

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식(15)와 같은 

전이상태의 착물이 형성되어 Cr허•와 CF-의 결 

합이 약간 길어짐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식 

⑴ 에 나타낸 착물의 수화반응에서는 electro

striction 효과는 무시 할 정 도로 작다고 생 각할 수 

있다.

5.결론

전도도법을 이용하여 a$-〔Cr(en)2C12〕+착물의 

수화반응에 대해 온도와 압력 변화에 따른 속도 

상수를 구하였다. 이때 구한 속도상수의 변화로 

부터 열역 학적 파라미 터 들을 구하였고 이 들을 이 

용하여 이 반응의 메카니즘을 알아 보았다.

수화반응의 1 차반응 속도상수는 Ibar 25° C 

에서 8.575Xl()YsecT 이고, 압력이 증가함에 따 

라 약간 감소하였으나 온도가 10°C 증가함에 따 

라 반응속도상수가 약 2배로 증가하였다.

이 반응의 활성화엔트로피가 一9.0，7 ■-9.5eu 

정도인 것으로 보아 전이상태에서 리간드인 ci- 

이온과 1七0가 교환되는 interchange 메카니즘 

으로 볼 수 있고 활성화부피가 1.5〜2.5cm3/mole 

작은 양의 값인 것으로 보아 전이상태에서 중심 

금속에서 배위자 ci-이온이 떨어지는 것이 H2O 

가 결합하는 것보다 우세한 &메카니즘으로 생 

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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