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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Cu(dl-Zra«5-E14]-diene))2+ 착이온과 음이온("ySzOf, SCN-, I~, NO2~) 사이의 화 

학평형 관계를 온도 15〜35°C, 압력 1〜 1500bar 범위에서 분광광도법으로 연구하였다. S2O32-, 

SCN~, I- 및 NO?」일때 평형상수 K는 25°C, 1500baf 에서 각각 3.0, 1.9, 0.6 및 0.5이었다. K 
값은 온도와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K에 대한 온도 영향으로 부터 열역학적 파라메터 

(NG。, 4H。, 4肾)를 계산하였으며, 이 결과 NO厂 이온을 제외한 다른 이온(S2O3자, SCNL「)에 

서는 모두 발열반응으로 나타났다. K에 대한 압력 영향에서 얻은 반응체적변화(,卩)는 각 음이온 

에서 모두 양의 값이었다. S2O32- 이온일때 1, 500, 1000 및 1500bar에서의 N卩'(cm^mole)는 각각 

26, 22, 19 및 16이 었고, 상압에서 S2O3A, SCN-, r 및 NO厂 이 온일때，卩(皿3/mole)는 각각 26, 
30, 64 및 45이었다. S2O32' 이온인 경우 Fuoss식에 의하여 계산한 평형상수와 실험치를 비교하여 

Cu(II) 착이온과 口-간의 결합성을 고찰하였다.

ABSTRACT. The equilibria of chemical reaction between [Cu(dl-^ran$-[14]-diene)]2+ and Ln~ 
(S2O32-, SCN-, NO2-) ions were studied by the spectrophotometric method in the range of 15 to 
35° C and 1 to 1500bar. The equilibrium constants (K) for 1』하、二二S2O32L SCN~, I~ and NO2- ions at 

25°C and 1500bar were 3.0, 1.9, 0.6 and 0.5, respectively. The values of K decreased with 
increasing pressure and temperature. From the temperature effect on equlibrium constant, the 
thermodynamic parametersJ//°, J5°) of reaction were evaluated and the reactions of [Cu(dl- 
trans-[\i] -diene) J2+ ion with SCP「and 】」except NO厂 ion were exothermic. The volume 
changes of reaction(JV) had positive values for all the used anions. The values of JV in cm3/ 
mole for S2O32' ion at 1, 500, 1, 000 and 1, 500bar were 26, 22, 19 and 16, and 바lose for S2O32-, 

SCN\ I- and NO2" ions at atmospheric pressure 26, 30, 64 and 45, respectively. Bonding 
character between Cu (II) -complex ion and Ln" was discussed by comparing both the equlibrium 
constants experimentally determined and those calculated according to Fuoss's ion-pair equation in 
case of S2O32-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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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전이금속이온을 포함한 용액 에 서 테트라-암민 

류와 케톤간의 축합반응에 의하여 합성되는 거 

대 고리 (macrocycle) 금속착물의 여 러 가지 특성 이 

최 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다. 1~4 거대고리 금속착 

물은 생 물학적 으로 중요한 porphyrin 이 나 corrin 
과 같은"9 화합물의 연구에 모델이 되 므로 많은 

관심 을 가지 도록 한다. Mu 테 트라-암민의 고리 

화합물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고리를 형성하 

는 원자수가 14개 인 5,7, 7', 12,14,14'-hexamethyl 

-1, 4, 8, 11-tetraazacyclotetradecane ([14]-de- 
cane)과 5,7,7', 12,14,14z-hexamethy 1-1,4, 8,11- 

tetraazacyclotetradeca-1, 7-diene ([14] -diene) 을 

예로 들 수 있다. "Z3 口幻-diene 을 포함한 전 

이금속 착물에는 여러가지 이성질체가 존재한 

다. Imine의 위치에 따라 cis-[14]-diene 과〃彻s- 
-[14]-diene 이 있으며, 이들은 상호 변환이 불 

가능하다. 그런데 Busch 등이14 핵자기 공명스펙 

트럼 분석 에 의 하여 확인한 fra”s-[14]-diene 의 

형 태 이 성 질 체 (conformational isomer) 인 d\-trans 

- [14]-diene meso-”gs-[14]-diene 간의 상호 

변환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 으로 traas-[14]-diene 이 착물을 형 성 할 

때 금속이온과 4개의 질소원자는 거의 동일평면 

을 이 룬다. 이 와같이 대 칭 성 인〔M(trans-Vl^ 

-diene)〕2+착이온의 기준축 방향에서 금속이온 

과 다른 리 간드 간의 결합성은 상당히 강한 배 위 

능을 가진 리간드(음이온 혹은 중성분자)라 하 

여도 거의 불가능하거나 대단히 약한 것으로 알 

려 져 왔다. 그러 나, 최 근에 Swisher1, Mochizu- 

ki2, Coates3 및 Sugimoto4 등에 의 하면 테 트라- 

암민의 고리금속착물 ([MLJ2+, L; 1, 4, 7, 10- 

tetraazacyclotetradecane 등) 은 수용액 에 서 H2O 

와 결 합하여 Q仙 대 칭 성 과。h 대 칭 성 화합물사이 

에 평형관계,〔NiL〕2++2H2。M〔NiL(H2O)2〕2+ 

가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높은 스핀착 

물인 가 낮은 스핀착물인 力仙에 비하여 안정 

도가 가장 클때는 고리를 형성하는 원자수가 14 
개 이 므로 15~17, dl-?ra»5-[14]-diene 금속착이 온 

(Z&)도 안정한。h 대 칭성의 착물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dl-과 meso- 이성질체를 분리하지 않은 혼합 

용액에서 tra?zs-[14]-diene 의 금속착이온과 몇 

가지 음이 온간의 평 형 상수를 Palmer 등이12 측정 

한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이성질체를 분리 

한 용액에서 〔Cu(dl-n彻s-[14]-diene)〕2+ 착이 

온과 몇가지 음이온 (S2O32-, SCN~, I-, NO2-) 

간에 일어나는 화학반응의 평형관계를 온도(15, 
25, 35。<3) 와 압력 (1, 500, 1000, 1500bar) 을 변円 

화시키면서 분광광도 법으로 고찰하었다. 평형 

상수에 미 치 는 온도 영 향으로 부터 이 들 반응의 

열역학적 성질을, 그리고 스펙트럼 특성을 압력 

에 따라 조사하여 얻어진 평형상수로 부터 반응 

체적변화를 각각 조사하였다. 또 이 반응의 생 

성물을 이온쌍 (ion-pair) 으로 가정하여 이론적으 

로 계 산한 평 형 상수와 실험 치 를 비 교하여 이 들 

간의 결합에 대한 이온성 및 배위 결합성의 영 

향을 논의하였다.

2.실  험

(1) 착물합성 및 측정용액제조. dl-trans-5, 
5', 7, 12, 12', 14-hexamethy 1-1, 4, 8, 11- 

tetraazacyclotetradeca-1, 7-dienecopper (II) per
chlorate, (Cu (dl-frani-[14]-diene) ] (CIOQ? 의 

합성과정은 거의 문헌에 따라 수행하였다」8~21 

Cu(C1C)4)2・6H2O 를 c-NHQH 로 처리하여 얻 

은 푸른색의 착물, 〔Cu(NH3)6〕(C1O4)*H2。 

에 서〔Cu(trans-[14j-diene)〕(C1O4)2 와〔Cu(cis- 
[14]-diene)〕(CIOQ2 을 포함한 red-orange 의 혼 

합물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용액을 50°C 이하로 

할 때 〔Cu(cz's-[14]-diene)〕(Cl()4)2는 침전되 

므로, 용액의 온도를 조절하여 순수한 [Cu(trans- 

E14]-diene)〕(C1O4)2를 분리 할 수 있었다. 분리 

는 화합물의 흡수스펙트럼 이 일정 할 때까지 앞의 

과정을 되풀이하였다.〔Cu[14]-diene)〕- 

(C1C>4)2의 이성질체〔Cu (dl-trss-[14]-diene)〕- 

(C1C)4)2와〔Cu(meso-tr做s-[14]-diene)〕(C1O4)2 
은 80v/v% 메탄올에서 재결정 시키므로서 분리 

하였다. 합성물질은 원소분석치와 분광학적 자 

료를 문헌치와樂그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측정용액을 제조할 때 〔Cu(dlTr<〃is-[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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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ne)〕(C10)2착물의 농도는 전 과정에서 2X 

10-3 M, 그리고 NaClQ 로 조절한 이온강도는 

2.0으로 하였다. 이 착이온과의 화학반응 연구 

에 이용한 음이온의 농도는 이온강도등 용액조 

건이 허용하는 넓은 범위 (0.01 〜L85M)로 하였 

다. 모든 실험 에 사용한 용매는 물로서 전도도 

수이었다.

(2) 평형 상수의 측정.〔Cu(dl2ra"s-[14]-die
ne)〕?* 착이온과 음이 온종 (L，l = S2()32一, SCN-,

NO2-) 간에 일어나는 반응 (1) 의 평형 상수는 

분광광도법을 이용하여 15, 25, 35°C 에서 측정 

하였다.

〔Cu (dl-切做 s- [14] -diene)〕2+ + L"-度.

〔Cu (il-trans- [ 14] -diene). L] "-m;- (1)

평 형 상수 결정 에 이 용한 흡수스펙 트럼 의 변화는 

Du-Beckman Model 25 와 UV-210A-Shimazu 
spectrophotometers •>!] 의 하여 측정 하였 다. 상압 

에서 이 들 용액의 흡광도 측정은 10mm석 영셀을 

이용하였다. 셀의 온도는 동판으로 설계 제작한 

자켙을 셀 주위에 부착시킨 다음, 이를 항온조 

HAAKE F4391 circulator 와 LAUDA RC 3 T-2 
water bath에 연결시켜서 조절하였다.

반응(1)의 평 형에 미 치는 압력영 향은 1, 500, 
1000, 1500bar 에 서 각각 조사하였다. 각 압력 에 

서 평 형상수의 결정 은 반응(1)의 음이 온($2。3弋 

SCN~, I- 및 NO}) 의 농도에 따라〔Cu(dl- 
力•做s-[14]-diene)〕2+착이온의 홉수스펙트럼의 변 

화를 압력에 따라 관찰하므로써 얻어졌다. 고압 

실험 장치 는 압력발생기 를 고압용 광학셀에 부착 

시키고, 이 장치를 UV-210A-Shimazu spectro- 

photometer 에 고정시킨 다음 압력을 발생시 켰 

다 22,23

평 형상수에 대 한 압력 의 영 향, 상압에서 은도 

의 영향을 고찰하는데 필요한 분광학적 자료는 

모두 505nm 에 서〔Cu (dl-mz&s- [ 14] -diene)〕2+착 

이온의 흡광도 변화를 압력, 온도 및 음이온의 

농도에 따라 측정하여 얻었다.

3. 결과 및 고찰

(1) (Cu (dl-irans- [14] -diene) •L〕s»)+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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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의 형성과 흡수 스펙트럼. 온도 25°C, 이온 

강도 2. 0 에 서〔Cu trans -[14]-diene)〕2+착이 

온의 d-d 흡수스펙 트럼 의 최 대 파장은 505nm 에 

서 나타났다. 이 용액에 음이온 S2O32-, SCN-, 

1- 및 no2- 이온을 각각 첨가했을 때 최대흡수 

파장은 505nm 보다 모두 장파장쪽으로 이 동하였 

다. SCN- 이온의 경우 착이온의 흡수스펙트럼 

은 Fig. 1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음이 온 농도에 따 

라 낮은 에너지 쪽으로 이동하면서 약간의 꼬리 

모양을 나타내었다.

낮은 에너지 영역에서 음이온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Cu(dlTra”s-[14]-diene)〕2+착이 

온에서 전하이동에 필요한 에너지 보다는 d-d 
흠수에너지에 음이온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기 

때 문이 다. 따라서 ,〔Cu (dl-franj-[14]-diene)〕2+ 

착이 온에 음이 온종을 첨 가하면 CT+ 이 온의 대 칭 

성은 £项가 아닌 다른 구조의 리간드장이 형성 

된 다고 보아야 한다. 이 런 광흡수 모양은 테트 

라-암민에 의해 Ah 구조인 Cl*+착이 온이 첨가 

된 음이온에 의하여(爲대칭으로 변할때 중간과 

정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스펙트럼의 변화이 다.2426 
착이 온과 각 음이 온 사이 의 배 위결합성의 비 

교는 리간드장 세기에 크게 의존하는 

dx2-,2, <1工一*捻一^ 및 d/一畠2--虻 전이 스펙 트 

럼을 상세히 분해하지 않는 현 단계로는 불가능 

하다.

(Cu - [14] diene) ]2+ 착이 온과 음이 온 

사이의 결합성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나, 

본 연구에서 는 반응(1)을 이온간의 회 합으로 가 

정하여 이들의 평형관계를 고찰하였다. 정전기 

적 상호작용에 의한 반응(1)의 회합강도를 알기 

위하여 첨가되는 각 음이온의 농도 (0.01 〜 1.85 
M) 에 따라〔(以1(出-1广做$-口4]-出皿矽〕2+착이온 

의 흡광계 수를 505nm 에 서 측정 하여 Fz'g. 2 에 나 

타내었다. S2O32-, SCN-, 및 NOr 이온에서 

이들 각 이온의 농도에 따른 흡광계수의 변화는 

전하수가 가장 큰 S?。/-에서 가장 예리하게 변 

하였다. 이 현상은〔Cu(dl-Aa,zs-[14]-diene) -L) 
<2-砂+의 안정도가 전하수에 상당히 의존하는 결 

과라 할 수 있다. 加"zs-[14]-diene의 cavity 와 

Cu2+ 이 온의 반경 을 고려 하면, 〔Cu (dl-/r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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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diene]2+ 착이 온에 음이 온 L 은 하나만 결 합 

한다.12 이런 고찰은 평형상수 결정에서 얻은 결 

과와 일치한다.

(2)〔Cu (dl-frans-[14] -diene) ]2+ 착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평형상수. 반응(1)의 회 합평형상 

수(K)는 (2)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Cu (dl-切<z*s-[14]-diene) • L。-”>+〕 ,
—(Cu\dX-trans-[li]-diene)2+] (L"-J '' 丿 

505nm에서 측정한 홉광도 데이터를 이용하면 

(2)식은 (3)식으로 된다. 이 관계식 유도과정은 

문헌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다.27~29

⑶식에서 Qz, 과 血은 [Cu(dl-fra«5-[14]- 
diene) • L〕+와〔Cu (dl-tra&s- [14] -diene〕2+ 착 

이온의 흡광계수를 각각 나타낸다. 직접 측정되 

는 흡광도 厶両와 (3)식에 포함된 5의 관계는 

⑷식과 같다.

5=/y〃・〔c"(H)〕T ⑷

(4)식에서 I은 광학거리, 〔Cu(II)〕T는 Cu(II) 
이온의 전농도를 의미한다.

이 온종의 각 농도와(T,(ML 및 顷간의 관계 

는 다음과 같다.

«r〔Cu(II)〕t= cm (Cu (dl-tr<z»5- [14] -diene2+] +
[Cu(dl-trans-[14]-diene) ・Z，<2F+〕 ⑸

<2), ⑷ 및 (5)식으로부터 (3)식을 얻을 수 있 

다. 乙"-의 농도에 따라 측정 한 5 를 (3) 식 에 따 

라 도시한 기울기로부터 K를 얻을 수 있다. 이 

때 €皿 은 음이온의 농도가〔Cu(dl2m7?s-[14]-

Fig. 1. Absorption spectra of [Cu (dl-^arns-[14]- 
diene)]2+ as function of SCN- ion concentrations at 
2. 0 of ionic strength and 10°C.

diene)〕2+ 착이온의 농도에 비하여 아주 과량일 

때의 S와 같으므로 실험적으로 결정되는 값이 다. 

그리 고, 음이 온의 농도가 [乙]=0 인 경 우에 는 수 

행한 온도 및 압력 범위에서 5와 勺£이 일치하 

게 된다.

(a) 평형상수에 대한 온도 영향 : 온도 15, 25, 
35°C 에 서 (3)식 에 따라 (勺妃一沥 [L]에 대 한 

5의 변화를 음이온 S2O32-, I-, SCN~, NO2- 
에 대 하여 도시 하였 다 (Fig. 3과 4).

그리고 각 음이온종에 대하여 (3)식의 기울기 로 

부터 구한 평형상수 K와 TT에 따라 평형상수 

의 대수치 logK의 변화에서 얻은 엔탈피변화 

(4H。), 엔트로피변화(4$。) 및 자유에너지변화 

(/G。)를 Table 1에 수록하였다.

Table 1 를 보면 S2O32-, SCN~ 및「이 온일 경 

우 (Cu (dl-”wns- [14]-diene)〕2+착이 온과의 회 합 

반응(1)은 발열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렇지만 NO2" 이온일때는 흡열과정이며 온도 의 

존성이 본 실험조건에서는 다른 음이온에서 보 

다 크다.

본 실험에 적용한 온도 범위에서 착이온과 음 

이온의 회합종 〔Cu(dl-£r做s-[14]-diene) ■ L〕 

<2-”)+의 안정도가 s2o32->scn->i->no2- 순 

서로 감소하였다. 반응물질의 퍼 텐셜에너지가 거

Fig. 2. Anion effects on the apparent extinction 
coefficients, s at 505nm of wavelength (25°C 
and 2. 0 of ionic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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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 슷하다고 보면 이 들 평 형상수의 차이 는 생 

성된 회합종의 퍼텐셜에너지가 〔Cu(dl-traa- 
[14]-diene) •NO2〕+〉〔Cu(dlTrazzs-[14]-diene) • 

I〕*〉〔Cu(dl*gs-[14]-diene). SCN〕+〉〔Cu- 
(&[-trans- [14] -diene) • S2O3] 순서 로 감소한 결 

과라 할 수 있다. 이외에 Table 1에서 ,G。에

Fig. 3. Plots of against(CMi,—«r)M at various 
temperatures and 2. 0 of ionic strength; L=S2O32- 
and I".

Fig. 4. Plots of fy against —er) [L] at various 
temperatures and 2. 0 of ionic strength; L = SCN- 
■and NCK.

대한』丑。와 4S。의 영 향을 보면 NO?-를 제외하 

고는 거의』H。에 의하여 AG° 7} 지배된다. 수 

용액 에 서 [NiL]2+ (L= 1, 4, 7,10-tetraazacyclote- 

tradecane) 착이 온과 H20 의 반응에 서 4G。는 거 

의 4反° 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 i~4 반응(1)은 

전하가 중성화되 는 과정 이므로 반응이 진행될 떼 

/S。는 거의 정전기적 억 압효과에 의한 엔드로피 

변화(4S°d“)에 의 존할 것이 므로』S°〉。가 된다.

착이온과 음이온의 회합반응에서 정전기적 중 

성 화는 음이 온 반경 이 다른 이 온에 비 하여 작은 

NO?- 이 온에 서 가장 쉽 게 일어 나므로 /G。에 

대 한 45。의 영 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 에 따라 

NO?-이 온일 때 4S。에 대 한45°血° 의 영 향도 가 

장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음이온에서는 배 

위결합성이 상당히 강한 이온들이므로, 이온반 

경의 비교만으로 간단하게 논의할 수 없다.

(b) 고압하에서 평형 상수:〔Cu(dl-切a?zs-[14]- 
diene)・L〕(2-"+착이온의 흡수스펙트럼에서 압력 

이 증가할수록 흡광계 수는 감소하였다 (Fig. 5). 
흡수스펙 트럼 에 대한 압력영 향은 전하이동에너 

지 영역 인 낮은 파장쪽보다는 d-d 흡수스펙트럼 

영역인 높은 파장쪽에서 더 현저하였다. 이와같 

은 d-d 흡수스펙 드럼 과 전 하이 동 흡수스펙 트럼 에 

대한 압력영 향은 음이 온 영 향에서의 경 향과 비 

슷하다.〔Cu(dl-£mms-[14]-diene) 丄〕(""+의 안 

정 도에 대 한 압력 영 향을 505nm 에 서 홉수스펙 트 

럼의 변화로부터 각 음이온종에 대하여 고찰하 

였다. 압력증가에 따라 흡광계 수는 감소하였으 

므로,〔Cu(dlMszs-[14]-diene) 丄〕의 안정 

도는 압력이 증가할수록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

Table 1. Equilibrium Constants and Thermodyna
mic Parameters of Reaction between [Cu(dLmg- 
[14]-diene)]2+ and Anions at various Tempera
tures and 1 bar

Anion
Temp. (°C)

15 25 35 JG° 
kcalmol-1 kcalmol-1 e. u.

&是 11.4 10.7 10.0 -1.37 -1.11 0- 87
SCN- 4.8 4.6 4.4 -0. 90 -0. 76 0.48

I- 3.5 3.4 3.3 -0.71 -0.64 0. 22
N02- 1.1 1.2 1.3 一 0.12 + 1.43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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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고압하에서 각 음이온의 농도에 따라 측 

정한〔Cu(dlTra«s-[14]-diene)〕2+ 착이온의 홉 

광계수를 ⑶식에 띠라 과

Fig. 7 (SCN-, NQ「) 에 도시 하였 다.

Fig. 6과 Fig. 7 의 기 울기 로부터 얻 어 진 반응 

(1) 의 평 형상수는 T泌"2 에 수록되 어 있 다. 

압력이 증가할수록 평형상수는 감소하였지만, 

감소하는 정도가 음이온의 성질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F£g.8).
Fz'g.8 을 보면 NO「이온은 lOOObar, SCN「이 

온은 1500bar 부근에서 부티 평 형상수에 대한 압 

력영 향은 거 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 고「및 

SiKV一이 온일 경 우에 는 2000bar 부근에 서 압력 

영향이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압력이 1000~2000bar 부근에서 〔Cu 
(dl2彻s-[14]-diene)〕» 착이온과 음이온간의 

반응체적변화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 다.

이 온 반경 이 작은 NC&-이 온은 낮은 압력 에 

서 , 이 온 반경 이 큰 S2CV- 이 온은 보다 높은 압 

력영 역에서 /V=0 로 되 므로 이 런 경 향은 굳은 

-무른 산염 기 (HSAB) 의 개 념 과略32 잘 부합된다.

반응(1)의 체적변화 (』V) 는 모든 음이온에서

Table 2. Equilibrium Constants of Reaction between 
[Cu(dl—切氏酒一[14]~diene)]2+ and Anions at various 
Pressures and 25°C

Anion.
Press (bar)

1 500 1000 1500

s2032- 10.7 6.7 4.1 3.0
SCN- 4.6 2.7 2.1 1.9
I- 3.4 0.9 0.8 0.6
N02- 1.2 0.5 0.5 0.5

Fig. 5- Absorption spectra of solution containing 
S2O32- ion and [Cu (dl-^ran5-[14]-diene)]2+ com
plex ion at various pressure and 25°C.

■JV〉0 로서 (Fig. 8, Table 4), 이 것은 평 형 상， 

수에 대한 온도 영향으로부터 얻은 엔트로피변 

화，S。〉。와 경향이 일치한다. 각 압력에서 AV 
의 계 산과정 은 다음과 같다. 33

\nK=a+bp+cp2 (6)

如=一2卩窘) (7>
\ Op ) T

Fig. 6. Plots of against (勺虹一at： 
various pressures (2. 0 of ionic strength and 25°C); 
L^S2O32- and b.

Fig- 7. Plots of 女 againstSr) [L] at various^ 
pressures (2.0 of ionic strength and 25°C) ;L— 
SCN~ and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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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g. 8. Plots of logKP/K0 as function of pressure, 
P at different anions, 25°C and 2.0 of ionic 
strength (Exp； 一，Calc；-----).

Table 3. Parameters (p and c) of Equation (8) for 
Reaction of[C (dl-ira»i-[14]-diene) ]2+ and Anions at 
25°C

Anion
Coeff.

-6X103 ex 107

1.050 1. 279
SCN- 1.226 4.355
I- 2.591 9.811
NO2- 1.833 8.724

Table 4. Reaction Volume Changes of [Cu(dl- 
tra« -diene) ]2+ and Anions at various
Pressure and 25°C

Anion
Press (bar)

1 500 1000 고 500

S2O32- 26 22 19 16
SCN- 30 19 8 2
I- 64 39 15 8
NO厂 45

압력에 따라 ⑹식을 편미분하여 ⑺식에 대 

입하면 (8)식이 얻어진다.

』V=—RT(Z>+2c2) (8)

(8)식의 계수Z>,c 를 각 음이온종에서 최소자승 

법으로 구하고(T泌Ze 3), 이를 (8)식에 대입하 

여 각 압력 에 따라/ V를 계 산하였다 (T沥" 4).
만약 반응(1)이 완전히 이온간의 정전기적 회 

합반응이 라면, 전하수가 가장 큰 S2O32•■ 이온일 

경우에 다른 음이온에서 보다，V가 커 야한다. 

따라서 7泌"4에서 刀V에 대한 전하수의 의존 

성을 볼 때〔Cu(dl-m”zs-[14]-diene)〕2+과 L”-이 

온간에는 배위결합성이 다소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착이온과 사이의 결합성을 좀 더 고찰하기 

위 하여 이 온쌍 형 성반응에 대 한 Fuoss 의 식 으로 

34,35부터 평 형상수를 계 산하여 실험 치와 비 교하 

였다

金=3,000〔exp (双//ae) e T)〕/ 4^pNa3 (9)

F (a) =ln (3, 000/4zp Na3) + T + InK
(10)

(9) 와 (10) 식 에 서 N, e, €, z,• 및 p 는 Avogadro 
수, 전자의 하전량, 유전상수,，종 이온의 전하 

수 및 용매 의 밀 도이 고, 4 와 T 는 Boltzman 상 

수와 절대 온도이 다. 이 온간의 접 촉거 리 a 는

(10)식으로 표현된 F(a) 함수가 최소일 때 값으 

로 Cromenco system 3 computer 를 이용하여 계 

산하였다. S2O32■■에서 P(a) 함수의 최소치는 약 

1(厂8이 었고 이때 a 는 3X10Tcm이 었다. 이 값 

을 (11)식에 대입하여 이온쌍의 해리반응에서 

일어 나는 체적 변화 4VR 을34志 계 산하였다.

2俨=1.12+8.35꺼踣处(4) (11)

의 값을 (7)식의 4V에 대입하여 압력에 

따라 K를 계산하였다. SzCV■•이온일때 ⑺식에 

의 하여 압력 에 따라 계 산한 평향상수를 Fig. 8에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반응 체적변화가 압 

력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즉 (壽一)=0인 

500bar 부근까지의 실험치를 이론치와 비교할때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Cu (dl-irazw- [14]- 
diene)〕2十과 간의 결합은 정전기적 인력 이

외에 공유성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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