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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片做s-CrENqXY 착물의 광화학적 치환반응에 있어서 한개의 리간드■가 떨어져서 생기는

가상적 1 차중간체의 총안정화에너지를 고려함으로서 치환되는 리간드를 예측할 수 있다. 총안정화 

에 너 지와 刁-궤 도함수의 1전자에 너지 준위는 각종첩모형체 계 내에서 계산하였는데 , 계산결과에 의하 

면 총안정화에너지 값이 큰 중간체일수록 보다 쉽게 생성된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총안정화에 

너지의 상대적인 값은 가장 낮은 에너지의 d-d 전이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을 쪼여줄때 trans-C^n 

n4xy 착물에서 어 느 리 간드가 우선적으로 불안정하게 되는가를 결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으며, 

iran5-CrinN4XY 착물의 광수화반응에 있어서 떨어지는 리간드에 대한 이러한 예측은 실험상의 결과 

와 일치하고 있다.

ABSTRACT. It is shown that the substitutive ligand on the photochemical substitution reacti
ons of ?ran5-CrinN4XY complexes is predicted by considering the total stabilization energy of the 
hypothetical primary intermediates resultin응 from the loss of one ligand. The total stabilization 
energy and one electron energy level of 泌一orbital are calculated within the framework of angular 
overlap model. According to the calculated results, the intermediates with larger total stabilization 
energy are, as expected, more easily produced. Consequently, the relative values of the total sta
bilization energy are used to decide which of the ligands in Sms-CrmNqXY complexes is preferen
tially labilized on the lowest energy d~d irradiation. The prediction for the leaving ligand on the 
photoaquation of ?raras-CrnIN4XY complexes is consistent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서 론

최 근까지 연 구된 切切s-CFUN’XY 형 착물의 

광화학적 치환반응에 대한 실험결과를1〜29 요약 

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an5-CrN4X Y 4-S
---- >trans, c£s~CfN4XS+Y (1)

一-- >trans^ cZs-CrNqSY + X (2)
―>CrN3SXY+N (3)

여기서 Nd=(NH3)4, (en)2, X, Y = F, Cl, Br, CN, 

NCS, OH, NH3> H2O, DMF, $=氏0 등을 나타 

내며 편의 상 착물의 하전은 생 략하였다.

위와 같이 많은 실험적 연구와 더불어 이들 

반응에 대한 상대적인 양자수율과 지배적인 반 

응 형태를 예측하려는 여러가지 이론적 model 
이3。~39제안되었다. 1967년 Adamson 은3。처음 

으로 Cr(III)착물의 광반응에 대해서 정성적으로 

연구하여 리간드의 결정장세기가 광화학적 치환 

반응에 있어서 중요한 인자임을 밝힌바 있으며, 

1974년 Zink 는워 확장된 HUckel 분자궤 도론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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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몇가지 착물에 대한 원자가궤도함수의 이온 

화포텐셜 및 중첩적분을, 계산하여 광반응에서 

불안정하게 되는 리간드를 결정하였다. 특히 최 

근에 와서 Vanquickenborne 등36~38은 리 간드장 

이론을 이용하여 들뜬상태에서 금속과 리간드 

사이의 상호 결합에너지를 비교하여 가장 치환 

되기 쉬운 리간드를 예측한 바 있다.

지금까지 제시 된 대부분의 model 은 금속과 리 

간드사이의 상호 결합성 변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Cr(III) 착이온의 광수화 

반응에 있어서 가장 낮은 스핀허용전이에 해당 

하는 파장의 빛 을 쪼여 준다고 가정 할 때 들뜬상 

태에서 각각의 리간드가 떨어지고 난 후에 1차 

적으로 생길 수 있는 가상적인 중간체의 총안정 

화 (total stabilization) 에너지를 Angular Overlap 
Model (AOM) 체계내4。~45에서 계 산하여 그 값을 

상대적으로 비교함으로서 치환되는 리간드를 예 

측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모든 계산은 Apple 
II plus Microcomputer 를 이 용하여 수행 하였 다.

이론 및 계산

Angular Overlap Model (AOM) 체계疝~54 내에 

서 금속의 d-궤도함수에 대한 1전자에너지준위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瓦户宏(&)2勺 (4a)
L=l 
N N

= S {(/比)2}e, + Z {(4*)2+(4g)2}e“
L=1 L=1

N
+ Z {(4幻2+(4*)2}% -(4b)

L=1

여기서 교打는 임의의 위치에 있는 리간드 궤도 

함수와 금속 泌-궤도함수와의 사이에서 생기는 

최대중첩분율을 의미하며。축상에 있는 리 간드 

를 기준으로 했을때 구극좌표계의。및 伊의 함 

수로서 표현되는 변환행렬로 주어진다. 한편 ej 

는 금속과 리간드 궤도함수와의 중첩적분에 의 

해 결합 형태에 따라 정의되는데 스펙트럼을 분 

석 5Z3하여 실험적으로 구할 수 있는 양이 다.

Fig. 1에는 irans-CrnlN4XY 착물 및 실제 광

Table 1. Relevant tZ-orbital energy expressions for the primary square pyramidal intermediates as a function 
of the angular overlap parameters

Geometry Relevant eZ-orbital energy expression

Square
Pyramid (A)

E 伝2) = l/4{e(r(N]) +MN2) +MN3) +gr(N4)} +3/4 0(N]) (N2) +^5 (N3) (N4)) +c(X)
Eg-^(N2) +%(N£) +e」X) +^(Ni) +^(N3)

Eg =eJNi) +々(N3)+e』X) +^(N2) +e5(N4)
叫) f (Ni) +") +*) 5나4)f(X)
E@2 一：y2)=3/4{『(N])+%(N2)+j(N3)十%(N4)}

+ 1/4 {e^ (ND (N2) +e$(N3)+^(N4)} +e§(X)

Square
Pyramid (B)

E(砂)=1/4 & (Ni) +e『(N2)-\~ea (N3) TyJNQ} +3/4 仏(Nj) +e5 (N2) (N3) + (N4)) + ea (Y)
=eJN2)+%「(N4)+eJY) +^(Ni) +^(N3)

ES) 心N3) +4(Y) +g) +g)
E(xy) (Ni) (N，+ e~ (N3) +e”(N4)+e$(Y)
E@2-:网=3/4{々(Ni) +玲蚀)+e"N3)+^(N4))

+1/4 {% (Nx) + e5 (N2) + ed (N3) + es (N4)} + e5 (Y)

Square
Pyramid (C)

E@2) =1/4 0JN2)十々(N3)+이N£)} +&(X) Tw(Y) +3/4说(N。+ 이:N3) +^(N4))
E (yz) S (N4) + (X) + eK (Y) + e5 (Ni) + e5 (N3)
E {xz) = eK (N2) + eK (N3) + e 芯(X) + eK (Y) + es (N4)
E (巧)=eK (N2) + e* (N3) + eR (N4) + C (X)十 e5 (Y)
E 32—y2)=3/4 {% (N2) +命『(N3) 4- ea (N4)} + 纪(X) + eb (Y)

+1/4 {e5 (N2) (N3) (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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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mium (III) 錯物의

Fig. 1. Coordinate systems for the mms-Cr'HNqXY 
complex and the hypothetical primary intermediates.

반응에서 각 축상에 •있는 임의의 리간드 하나가 

떨어지고 난후에 1 차적으로 생길 수 있는 가상 

적 중간체의 좌표계를 orthoaxiality"44 를 가정 

하여 나타내 었다. 이 러한 좌표계에 따라 Schaffer 
등이 작성한 변환행열4°~42로부터 4,.，•를 결정한 

후 식 (4) 에 의 해 가상적 인 사각피 라미 드형의 1 
차적 중간체에 대한 d-궤도함수의 1전자에너지 

준위 를 AOM 변수로 표현한 것을 Table 1 에 나 

타내었다.

AOM 의 기본 가정 "“a에 의하면 중심 금속에 

리간드가 배위될 경우 금속의 d-궤도함수는 불 

안정하게 되고 같은 크기만큼 리간드 궤도함수 

는 안정하게 되므로 중간체에 대한 총안정화에 

너지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TSE* = ghjE； ⑸

여기서 爲•는 빛을 흡수함으로서 전자가 들뜨 

게 될 때 금속 d-궤 도함수의 1전자에너 지 준위 에 

나타나는 hole 의 수를 의 미한다. 식 (5)에서 정 

의한 총안정화에너지 값이 클 수록 그 구조는 

안정하며 쉽게 생성된다고 할 수 있다. Table 1 
에 나타낸 1차적인 각 중간체의 에너지 표현에 

서。- 및 상호 작용에 비해 8-결합성은 매우 

작기 때문에 이를 무시한다. 여러가지 Cr(III)

光化學的反應性

Table 2. Ligand field parai 
coordinated at Cr (III) com

183

netersa for various ligands 
jlexes (cm-1)

CrQII)-L 喝 lODq

Cr-en/2 7, 280 0 21, 850
Cr-Cl 5,560 900 13, 070
Cr-Br 5, 340 1,000 12 020
Cr-F 7,630 1,880 15,370
Cr-CN 8,480 -290 26,500
Cr-OH 8,660 2, 250 17, 000
Cr-DMF 5,810 640 14, 870
Cr-H2O 5,940 500 15,830
Cr-NCS 6,410 380 17,710
Cr-NH3 7,180 0 21,540

a The data were taken from ref. 38, 51 〜54.

착물에 대 해 스펙 트럼 을 분석 38,51~54하여 결정 한 

e*- 및 유-변수를 Table 2에 나타내 었는데 NH3 
리간드에 대한 X-결합성을 영으로 가정曲했을때 

이에 대한 상대적인 값들이다.

결과 및 고찰

1- 분광학적 특성.대칭하에 있는 Cr(III) 
착물의 바닥상태 는 (如g) 3전 자배 열 을 하고 있는 

4^2g 상태 이 며 스핀다중도가 같은 들뜬상태 는 

(场)2(%)1 전자배 열을 하고 있는 4了暫상태와 

4二；상태가 있는데 Cr(III) 이온의 경우 이들은 

모두 4F 항으로부터 나온 것이 다丝 또한 이 보다 

에 너 지 가 높은 4P 항으로부터 나오는 f 상태 도 

있는데 이것은 (如g) 1(电)2 전자배열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홉수스펙트럼에서 4A2gT47L(4p) 
전 이 에 해 당하는 peak 는 charge transfer 전 이 에 

해당하는 peak 에 묻혀서 대부분 Cr(III) 착물의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L2. 착물의 대칭이 C4v 

로 낮아지 면 바닥상태 인 44蹈는 4曷 상태 로 변환 

되 고, 들뜬상태인 4?客는 4£0 + 4彪 상태 로, f 

는 4&。+ 4砂상태 로 각각 분리 된 다". 그런데 착 

물의 광화학적 치환반응에 있어서 양자수율은 

쪼여주는 빛의 파장에 따라 달라지는데, 본 연구 

에서는 들뜬상태에서 각각의 1차중간체에 대한 

총안정 화에 너 지 를 계 산할 때 가장 낮은 에 너 지 

의 스핀허용전이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을 쪼여 

준다고 가정 하였 다. 切切s-CriUNqXY 형 착물에 

서 d-궤도함수 및 4중항상태의 에너지준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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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위되어 있는 리간드 X와 Y의 성질에 따라 

다르며 반응 형태도 다음과 같이 이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

(i) X, Y=C1, Br, NCS, H20, DMF 등일 경우 

에궤도함수의 에 너지 순서 는 xy<^xz, yz^.z2 
<*2一寸이 고 4중항상태의 에너지 순서는 g 

(4嬴)〈纺2〈&誓<4砂(七%) 였다.

이 때는 가장 낮은 에너지의 4曷_>4砂전이에 

해 당하는 파장의 빛 을 쪼여 주면 m 나 yz-궤 도 

함수에 있던 전자가 妙-궤도함수로 들뜨게 될 것 

이다.

(ii) X,Y = F,OH 인 경우에는 d-궤도함수 및 

4중항상태의 에너지순서는 각각 xy<.xz, 
£2—3,2<@2 과 4夢(叮“)<〔切2〈4砂(47，婦)<〔4& 

가 된다. 이러한 착뭍의 경우 가장 낮은 에너지 

값을 갖는 스핀허용전이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 

을 쪼이 면 •以-나 J。궤 도함수에 있 던 전 자가 

工2 一寸 궤도함수로 들뜨게 된다.

(iii) X,Y = CN 인 경 우에 는 특이 하게 d-궤 도 

함수의 에너지는 순서 yz^xy^-y2^2 

고 4중항상태의 에너지 순서는 4彪<4矽(4了舞) 

<4砂(47命)<22。가 되어 에너지가 가장 낮은 

4晶-"82전이 에 해 당하는 파장의 빛 을 쪼여 주면 

xy- 궤도함수에 있던 전자가 x2-y2 궤도함수로 

들뜨게 되 는 것이다.

결국 각 착물의 광반응에 있어서 가장 낮은 스 

핀허용전이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을 쪼여줄 경 

우 "결합성 (혹은 力*-반결합성) 궤도함수에 있 

던 전자가。*-반결합성궤도함수로 들뜨게 된다. 

이러한 경우를 분석하여 고찰한 후 들뜬상태에서 

1차적인 중간체가 갖는 총안정화에너지를 계산 

해 야 한다. Cr(III) 착물의 경우 실제 광반응에 

서 는 가장 낮은 에너지의 스핀 허 용전 이 

4矽,4_82)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을 쪼여주기 때 

문에 처음에 4중항상태로 들뜬 후 다시 에너지 

가 낮은 2 중항상태 로 계 간교차 (intersystem cro- 
ssing)를 하게 된다. 가장 에너지가 낮은 들뜬 

상태가 광학활성상태이며 여기서 광화학적 과정 

이 진행되므로 이것은 반응 형태를 결정하는 주 

요인자가 된다.

2. 계산 결고卜. trans- [Cr(NH3) 4XY] n+ 및 trans 

-〔Cr(en)2XY〕”+형 착이온의 광수화반응에 있 

어서 及g. 1에 나타낸 것처 럼 1차적으로 생길 

수 있는 가상적 인 각 중간체에 대 해 Table 2의 

분광학적 변수를 이용하여 Table 1의 적절한에 

너지 표현으로부터 d-궤도함수의 1전자에너지 

준위를 결정한다. 그 다음 앞절에서 설명한 것처 

럼 8-궤도함수의 전자분포변화를 고려한 후 식 

(5)에 의해 각 중간체가 들뜬상태에서 갖는 총 

안정화에너지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예를들면 

trans-[Cr (NH3) 4 (DMF) Cl〕2+ 착이 온에 서 SP (B) 
중간체의 경우 8-궤도함수의 1전자 에너지준위 

는 각각 E (z2) = 12, 740cm-1, E {xz) = E (yz) = 

900cm-1, E{xy) =0, E(x2—y2) =21, 540cm-1 이 

다. 여기서 Cr(m)이온은 d-궤도함수에 세개의 

전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에너지에 해 

당하는 파장의 빛을 쪼여주면 砰결합성인 zn 
및，。궤도함수에 있던 전자가 <7-결합성인 的_궤 

도함수로 들뜨게 된 다. 따라서 식 (5)에 의 해 SP 
(B) 중간체가 들뜬상태에서 갖는 총안정화에너 

지는 58,520cm-10] 된다. SP(A) 및 SP(B) 중 

간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면 총안 

정화에너지는 각각 57,990cm-1 및 54, 285cmT이 

다. 다른 여러가지 左做s-〔CrN4XY〕”+ 착이온의 

가상적 1차중간체에 대해 계산한 총안정화에너 

지 값을 Table 3고} Table 4 에 나타내 었 다. 이 

때 중간체가 갖는 총안정화에너지 값이 클수록 

그 중간체는 더 안정하며 싑게 형성될 것으로 추 

측할 수 있다. 만일 SP(A) 중간체가 가장 안정 

하다고 하면 결국 Y 리 간드가 쉽게 치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 SP(B) 중간체가 가지는 

총안정화에너지 값이 크기 때문에 X리간드가 치 

환되는 것이 지배적인 반응 형태이지만 X = Y = 
CN, F 인 경 우에 는 SP(C) 중간체 의 총안정 화에 

너지 값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적도 방향에 있는 

아민계의 리간드가 해리하게 된다. 그리고 어느 

특정한 중간체가 갖는 총안정화에너지 값이 다 

른 중간체와 비 교해 볼 때 차이 가 클수록 나중에 

그 중간체 로부터 용매 분자가 회 합되 어 나오는 

생성물의 양자수율도 증가하게 된다. trans-[Cr 
(en)2(NH3)(NCS)〕2+ 착이온의 경우처럼 SP(A) 
와 SP(B) 중간체의 총안정화에너지 값이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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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predicted and observed leaving ligands for the photoaquation of some trans- (Cr(NH3)4 
XY〕카+ complex ions (cm네)

〃szsTCr(NH3)4 
XY〕卄

X • Y

Total stabilization energy Leaving ligand
SP® SP商' 西dieted — Obser总

csO
 

啓 
V

O

 

V
 

c

N
cl
clFH

c,
BrNF
CND

clH

F
CN

57,700 58,520 54,125
57,700 57,810 54,265
57,810 58,520 54,705
57,990 58, 520 54, 285
58,520 63,530 61,645
57,440 57, 700 54,645
57,440 58,520 55,105
57,440 58,600 54,965
57,440 57,810 55,245
57,440 63,530 62,185
57, 440 58,160 57,665
57,440 57, 990 54,825
58,520 58,520 54,565
57,700 57, 700 53,685
63, 530 63, 530 68, 725
58,160 58,160 59,685

H20
H20
NCSr

NH3
NH3
NH3
NH3
NH3
NH3
NH3

蠢
NH3
NH3

h2o 6
h2o 6

NCS->C1- 6
DMF>C1~ 7

ci- 8
nh3 9,10
nh3 10,11
nh3 10,12
nh3 10,13
nh3 14
nh3 15

nh3>dmf 7
Cl- 6
H2O 6
nh3 16
nh3 17

3
 
3
 
3
 
3
 
3
 
3
 
3
 

H
 
H
 
H
 
H
 
H
 
H
 
H
 

N
 
N
 
N
 
N
 
N
 
N
 
N

心
N

F
 
c

Table 4. The predicted and observed leaving ligands for the photoaquation of some trans-(Cr(en) 2 
XYJn+ complex ions (cm™1)

切切 s-Cr(en)2XY 衅 Total stabilization energy Leaving ligand
Ref.Predicted ObservedX Y SP(A) SP(B) SP(C)

nh3 NCS 58,140 58,510 55,620 nh3 NH3 兰 NCS- 18
nh3 Cl 58,140 59, 220 55,480 nh3 NH3 19
nh3 F 58,140 64, 230 62, 560 nh3 nh3 14
NCS Cl 58,510 59,220 55,080 NCS- NCS- 20
NCS F 58,510 64, 230 62,160 NCS- NCS- 21
Cl F 59,220 64,230 62,020 ci- ci- 22
h2o OH 58,400 66,370 64,750 h2o H2O 23
Br Br 59,390 59,390 55, 080 Br- Br' 24
Cl Cl 59,220 59, 220 54,940 ci- ci- 24, 25
F F 64,230 64,230 69,100 en/2 en/2 27
CN CN 58,860 58,860 60,060 en/2 en/2 26
h2o H2O 58,400 58,400 54,060 H2O h2o 28
NCS NCS 58,510 58,510 55, 220 NCS- NCS- ：29

가 작을 때 는 NH3 와 NCS 리 간드가 용매 분자와 

치환되는 정도는 거의 비슷함을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다.

Cr(III) 착물의 광수화반응에 있어서 치환되는 

리간드에 대한 이러한 예측은 실험에서 관측되 

는 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광화학적 

치환반응에서 나타나는 입체화학적 특성은 이러 

한 1차적 중간체가 다시 더 안정한 다른 중간 

체로 이성질화 과정을 일으킨 후에 용매분자가 

회합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55,56. 이 때 J-궤도함수의 에 너지준위 에 

대한 이론적 분석 은 분자구조의 상호변환에 적 

Vol. 30, No. 2, 1986



186 鄭係在•黃正儀•崔鍾河

용하는 방법 과4&57 유사하다.

결 론

trss-CrmNqXY 형 착물의 광수화반응에서 임 

의의 리간드가 떨어지고 난 후에 1차적으로 생 

길 수 있는 가상적 사각피라미드 형태의 중간체 

에 대해 들뜬상태에서 총안정화에너지를 계산 

하여 비 교함으로서 치 환되 는 리 간드를 예측할 수 

있었다. 금속 착물의 광화학적 치환반응에 대한 

이러한 예측은 광반응을 이용하여 착물을 선택 

적으로 합성하거나 반응기구를 규명하는데 도움 

이 될 수 있다. 그러나 e«- 및 야-변수는 스펙 

트럼 분석에 의해 결정된 값이며 1차적인 중간 

체의 좌표계를 설정할 때 orthoaxiality 를 가정 

함으로서 생기는 오차들을 고려하면 예외도 있 

을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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