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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족 화합물과 테 르라시 아노에 틸 렌 (TCNE) 
전하이동 착물에 대한 압력의 영향은 여러 방면 

으로 연구되어 왔다1~6. 그러나, 분자간 수소결 

합이 전하이동 착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되는 히 드록실 기가 있는 방향족 화합물에 대한 

연구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본 연구는 CHC13상에서 벤질알코울(BA)과 테 

트라시 아노에 틸렌 (TCNE) 간의 전하이 동 착물에 

대한 압력의 영향을 25。＜3에서 조사하였다. BA 
-TCNE 의 전하이동 흡수띠의 최대 흡수 파장은 

400nm 부근으로 압력 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다. 

측정한 농도의 범위는 BA, 0.1 mol/Z~1 mol/1 
TCNE, l()-2mol/Z〜ItLmol〃로 전자주기인 BA 
농도와 전자받기 인 TCNE 의 농도비가 약 1 ： 100 
정도로 조절하였다. 압력 발생 장치 및 압력봄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른논문에 있다7. Cary 
17 DX 분광 광도계를 사용하여 측정한 흡광도 

는 Table 1에 실었다. 압력으로 인한 용액수축 

에 의하여 생기는 흡광도 변화는 용매인 CHCL 
의 압축비8로써 보정하였다. 평형상수 및 최대 

흡수 파장에서의 흡광계수는 최소자승법에 의한 

Scott 식9으로부터 구하여 Table 2에 실었다. 전 

하이동 착물의 형성으로 인한 부피변화, 4V는 

F/g.l에서 logK 를 압력에 대하여 도시하여 최

Table 1. Absorbance of Benzyl ale사lol-TCNE comp

lex. [D]o： Initial concentration of electron donor 

(mole/1). [A]。： Initial concentration of electron 

acceptor (mole/1)

Press, 
(atm)

[心
=0.193

[A]o
=0.193

X10-2

=0.482 
Mo 
=0.482
XML

=0. 642 
CAJo

=0.642
X10~2

=0.963 
E

=0.963
X10-2

1 0. 508 0. 390 0.549 0.340

0.485 0. 370 0.545 0.330

1000 0.600 0.445 0.623 0.388

0.570 0.455 0.618 0.354

2000 0.675 0. 507 0.696 0.423

0.650 0. 501 0.690 0- 421

3000 0.753 0. 559 0.788 0.463

0.747 0.557 0.784 0.461

4000 0.825 0.597 0.844 0.498

0.825 0.597 0- 843 0. 496

소자승법으로 구하였는데 그 값은 약 一 1.9cm3/ 
mol 로 모든 압력에서 거의 같은 값이 었다. 

1000 기압에서 값이 벗어나는 것은 기본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Scott 도시등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일종의 자료 처리상의 오차로 생각된다. 

BA-TCNE 착물과 비교하기 위하여 J. Osugi 의 

Toluene-TCNE착물의 자료를 Table 3^1 실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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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quilibrium constant and spectroscopic pa

rameters for the EDA-complex of BA-TCNE in CHCI3 

at 25°C

Press (atm)
BA-TCNE

2C(l/mole) £max- X10~2 為(nm)

1 3.40 1. 94 396

1000 4.53 2. 06 398

2000 3.96 2.48 400

3000 4.30 2.76 401

4000 4. 39 2.98 403

cm3/mole 一1.9

Table 3. Equilibrium constant and spectroscopic pa

rameters for the EDA-complex of Toluene-TCNE in 

CCU at 25°(*

Press, (atm)
Toluene-TCNE

K(l/mole) J X10-3 人max。（nm）

1 1.92 2. 22 411

1000 2.01 2. 34

2000 1.99 2.55

3000 2.11 2. 62

4000 2.24 2.67 415

AV 
mZ/mole

-4.9

BA-TCNE 나 Toluene-TCNE 모두 압력 이 증 

가함에 따라 人型*이 red shi任하며 &球도 압력에 

따라 증가하였다. K 값이 용매에 의하여 달라지 

지만, BA-TCNE 의 K 값이 Toluene-TCNE 의 

K값보다 2배 가량 큰 것은 아마도 BA 의 히드 

록실기에 있는 산소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의 영 

향으로 생각된다. 4V 값에 있어서 BA-TCNE 
착물이 一1.9cm이mol 임에 반해 Toluene-TCNE 
는 一4.9cm3/mol 이 었다. 전하이동 착물에 서 용 

매의 영 향은 크게 나타나지 만, 비 슷한 방향족 화 

합물인 Benzene 과 TCNE 착물의 부피변화는 

CCL와 CH2CI2에서 각각 —3.4cm3/mor*, —3cm3 
/moF이 다. 그리 고 헥사메틸벤젠과 TCNE 사이 

의 부피 변화는 CCL, CH2CI2에서 각각 一 14.1cm3 
/mol4, 一 12cm3/mol5로, 약간씩은 변화하지만 

거 의 비 슷한 값을 보여 주었다. 전하이동 착물 

의 형성에 있어서 압력에 따른 용매의 영향은 

굴절률과 유전상수에 의해 영향을 미친다는 견 

해로부터 본 연구에 사용된 CHC，의 영향 역시 

CCL, CH2CI2와 거의 비슷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방향족 화합물과 TCNE 사이의 전하이동 

착물의 생성에서 방향족 화합물의 곁가지가 증 

가할수록 부피 변화가 음의 방향으로 커진다고 

이미 보고되어 있다“气 그러나, BA-TCNE 착 

물의 부피 변화는 절대치 에서 Toluene-TCNE 의 

부피변화보다 크게 감소하였고 곁가지가 없는 

벤젠-TCNE 착물의 값보다도 훨씬 작게 관찰되 

었다. Suzuki 등7에 의하면 포름산 이합체간에 

수소결합이 Imol 형성될때 부피변화는 약 一7 
cm3/mol 이 다. 이 와같은 사실로 미 루어 보면 , 

순수한 BA 분자간에 존재하는 수소결합이 BA 
가 TCNE 와 전하이동 착물이 됨 으로써 수소결 

항이 상당히 깨어지거나 혹은 약해짐을 의미하 

고 있다. 이는 BAK "전자를 TCNE 에 줌으 

로써 히 드록실기 에 있는 산소원자의 전자밀도가 

감소하기 때문이거나 혹은 벤젠고리 평면에 TC- 
NE 가 존재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수소결합을 방 

해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구조적인 방해 

효과는 히드록실기가 벤젠고리 평면과 상당히 멀 

어져 있다는 점 때문에 그 근거가 전자에 비해 

서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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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BA-TCNE 전하이동 착물도 다른 전하 

이동 착물과 거의 모든 행동이 비슷하지만, AV 
값에 있어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수소 

결합 때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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