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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오f. 새로운 분석 시약 N-benzylisonitrosoacetylacetone imine (H-IAA-N-Bz) 을 합성하여 원 

소분석 , 적 외 선흡수스펙 트럼 , 핵 자기 공명 흡수스펙 트럼 , 질 량스펙 트럼 등으로 그 구조를 확인하였 

다. H-IAA-N-Bz 은 알카리용액 (pH=7.0~10.0)에서 구리착물을 형성하며, 클로로포름 유기용매 

층으로 잘 추출된다. 이 구리착물에 대한 분광광도법적 연구의 여러가지의 최적조건은 420nm의 파 

장에서 구하였으며, 클로로포름 10mZ 당 구리 64/zg 이하의 농도 범위에서 Beer법칙이 잘 성립되 었 

다. 구리착물의 조성은 Cu(IAA-N-Bz)2이며, 착물의 총괄 안정도상수는 8.55X106이며, 몰흡광 

계 수 e 은 3500Z/cm-mol 이 다.

ABSTRACT. A new analytical reagent N-benzylisonitrosoacetylacetone imine (H-IAA-N-Bz) 
has been synthesized and identified its structure by IR, NMR and mass spectra. H-IAA-N-Bz 
forms a copper chloroform-soluble complex in a basic aqueous solution (pH=7. 0~10.0). The other 
optimum conditions for the spectrophotometric study of the copper complex have been determined at 
420nm. Beer's law is obeyed below the concentration of 64/zg of copper per 10mZ of chloroform. The 
composition of the copper complex has been found to be Cu (IAA-N-Bz) 2 and the over-all stability 
constant is calculated to be 8.55X106. The molar absorption coefficient, s of the Cu- (IAA-N-Bz) 2 
complex is 3500 Z/cm-mol.

1. 서 론

1962년 이 래 a-isonitroso-/3-diketone imine 유 

도체의 금속착물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새로 합성한 리간드를 쓰지 

않고 금속착물을 바로 합성하였으며, 주로 착물 

의 구조에 관한 연구였다IT%
본 연 구에 서 는 a-isonitro-0-diketone imine 유 

도체 중의 하나인 새 로운 시 약 N-benzylisonitro- 
soacetylacetone imine 을 합성하여 원소분석, 

적 외 선흡수스펙 트럼 , 핵 자기 공명 흡수스펙 트럼 , 

질량스펙트럼 등으로 그 구조를 확인하고, 이 

리간드와 여러가지의 금속이온과의 반응을 조사 

한 결과, 클로로포름 유기용매충에서 Cu(II), 
Co (II), Cd (II), Ni(II), Pd(II) 등은 갈색 내 

지 황록색, Zn(II)은 흰색의 금속착물이 형성되 

는 것을 확인했다. 그 중에서 우선 이 리간드의 

Cu(II) 착물의 성질과 조성을 밝히고, 이 리간 

드를 이용한 Cu(II)의 분광광도법적 :정량의 가 

능성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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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  험

2.1 시약 및 기기. 시약은 모두 특급시 약을 

정제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완충용액은 

MBQ-NaOH 를 사용하였다.

사용한 기기로서 UV~~visi비e spectrum 은 Shi- 
madzu 210A UV-visible double beam spectro
photometer, IR spectrum 은 (KBr pellet 법 을 

씀) JASCO A-202 spectrophotometer, NMR 
spectrum 은 (CDCL 를 용매 로 씀) Varian 60 
MHz EM-360 spectrophotometer, mass spectrum 
은 ELCOMP HP-985, mass spectrometer, 원소 

분석은 Hewlett-Packard HP-185B C. H. N. 
Analyzer, m. p. 는 Gallenkamp, 4302F melting 
point app., pH 는 Fisher, 292 Accumet pH 
meter 를 써서 측정하였다.

2.2 N-Benzylisonitrosoacetylacetone imine
의 합성 및 구조. Shi任의 염기 

제법으로 다음과 같이 합성하였다.

0 NOH 0

I II II 厂、
어3— C 一 C 一 C 一 어3 十 阳고一어

STIRRING
O^ICPC

0 N3H N— 어2Y③ 

어"-LL 어3 捉少

Wol任법 으로 합성 한 isonitrosoacetylacetone 
(H-IAA)UT3 12.91g (0.10몰) 을 무수메 탄올 130 
mZ에 녹이고 얼음중탕에서 0~10°C로 유지하 

고, 저 어 주면 서 benzylamine 10.7g (0.10 몰) 을 

무수메탄올 130mZ에 녹인 용액을 L5시간동안 

소량씩 가해 주었다. 다시 2시간더 저어준후， 

생성된 흰색 침전을 거 르고 증류수로 3회 이 상 

세척하였다. 메 탄올 :증류수 = 1：1의 혼합액으 

로재결정 하고, 거 른 다음 감압건조시 켜 H-IAA- 
N-Bz의 흰색 결정을 얻었다. 생성물의 수율은 

48% 였으며 , m.p. 는 126°C 이 고, 원소분석 결과

Table 1. Elemental analysis data for reagent H-IAA-
N-Bz

C H N m. p. color

cal(%) 66.1 6.4 12.8 126°C white
found(% ) 66.4 6.6 12.8

Table 2. Important vibrational band (cm-1) of syn
thesized reagent and copper complex.

comp. OH C—0 C=N N—0

H-IAA 3200vs 1725vs 1660vs 1005vs

H-IAA-N- 
Bz 2200〜2800s 1680vs 1630s 1015vs

Cu(IAA-N- 
Bz)2 一 1680vs 1610s 1145s(N- 

coord)

는 Table 1 과 같다.

H-IAA 와 H-IAA-N-Bz 및 Cu(IAA-N-Bz)2 
에 대한 적외선흡수스펙 트럼의 주요한 흡수띠를 

Table 2에 나타내었으며, H-IAA-N-Bz 의 핵 

자기 공명 스펙 트럼 과 질 량스펙 트럼 은 Fig. 1과 

Fig. 2에 각각 나타내었다.

Table 1의 원소분석의 결과로부터 추정한 구 

조식과 반응생성물이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또 Table 2의 적외선흡수스펙트럼의 주요한 봉 

우리를 보면, H-IAA 의 OH, C=O, C=N 및 

N-0 는 표준스펙트럼22과 잘 일치하였다. H- 
IAA-N-Bz의 OH봉우리는 위치가 2200~2800 
cnjT 로서 저주파수쪽으로 이동되 었고, 넓어 졌 

다. 이것은 분자구조내에 _0_H“・N—의 강한 

수소결합이 형성되기 때문이다玖. 이 수소결합 

의 봉우리 가 Cu(IAA-N-Bz)2 착물에서는 없어지 

는 것으로 보아 착물이 형성될 때 수소결합이 파 

괴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H-IAA-N-Bz 의 핵 자기 공명 스펙 트럼 (Fig. 1) 
은 페닐기 57.35ppm, 메틸렌기 B4.65ppm, 비대 

칭 메 틸기 82.4ppm 와 B2.6ppm 에 공명 흡수봉우 

리 가 잘 나타나고 있 다. OH 는 Fig. 3 과 같은 

구조의 수소결합 때문에 더욱 낮은 파장 (lOPpm 
이하)에서 공명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Fig. 2의 질량스렉트럼에서도 OH, CH2-©'

O

ch3-c 및 Q 등이 잘 분리되었을 뿐 아니라 

분자량도 218로서 계산치와 정확하게 일치했 

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H-IAA-N-Bz 은 앞에 나 

타낸 반응식에 따라 합성되 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구조는 Fig. 3과 같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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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10 9 1 0

Fig. 1. NMR spectrum of H-IAA-N-Bz in CDCI3 
with TMS as internal standard at 60°C.

ICO

0
100

Fig. 2. Mass spectrum of H-IAA-N-Bz.

◎

/H* /더2
0/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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士 3

Fig. 3. The structure of H-IAA-N-Bz.

2.3 Cu(II)의 용매 추출 및 측정. Cu(II)가 

1.0X 10~4M 인 수용액 5mZ를 시험관에 넣고, 

H3BO3+NaOH 완충용액 으로 pH 를 8.5 로 조절 

한 다음, 질산나트륨으로 이온세기를 0.1 로 조 

정한다. 여기에 2.0X10TM의 H-IAA-N-Bz 
클로로포름용액 5mZ 을 가하고, 20분이상 일정한 

속도로 혼들어 반응을 완결시키고, 평형이 이루 

어진 다음, 클로로포름충의 용액을 뽑아 석영제

Fig. 4. Absorption spectrum of H-IAA-N-Bz and 
copper complex. I: reagent (H-IAA-N-Bz) =2. OX 
10-4M, II: copper complex (Cu (II) ] = 5. 0 X10-4M, 
Bia시c： CHCI3 at room temp.

4 5 6 7 8 9 10 11 12

Fig： *3 Effect of pH on extractability.

흡수용기 에 넣 고, 클로로포름을 대 조액 으로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추출된 Cu(II) 착물의 

조성을 몰비법 및 연속변화법으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H-IAA-N-Bz 및 구리착물의 흡광곡선. 

2.0X10TM 의 H-IAA-N-Bz 클로로포름용액의 

흡광도와 Cu (II) 가 5.0 X10-4M 인 수용액 을 2.0 
X1O-4M H-IAA-N-Bz 클로로포름용액으로 앞 

에서 설명한 추출방법에따라 추출한 용액의 흡 

광곡선은 Fig. 4와 같다.

Fig. 4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리 간드는 

320nm 에서 센 흡광도를 나타내므로 리간드의 

흡광도가 매우 약하고, 구리착물의 흡광도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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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 10 15 20 30 45 60
SHAKING Tilt (MIN)

Fig. 6. Effect of shaking time on absorbance.
o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Continuous variations Plot for Cu- (IAA-N-Fig. 8.
Bz)2,〔Cu(II)〕+ (H-IAA-N-Bz) =5. 0X10"4M.

:H-IM-N-Bzy(Cu(nr；

Fig. 7. Relationship between molar ratio and ab
sorbance, [Cu(II)] —1. OX 10-4M.

420nm 를 홉광도 측정 파장으로 선정하였다.

3.2. 착물의 추출율과 안정성. 구리착물의 생 

성에 대한 pH와 추출시간의 영향을 조사하였 

다. 파장 420nm에서 구리착물의 형성에 따른 

pH 의 영 향을 조사하여 Fig. 5 에 나타내 었 다. 

Fig.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PH7.0〜 10.5 
에서는 정량적으로 추출됨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실험방법을 써서 시간변화에 대한 

착물의 흡광도를 조사하여 声g. 6에 나타내었 

다. 6에 나타낸 바와•같이 20분 이상 혼 

들어 주면 흡광도는 변하지 않으므로 추출율이 

일정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 

험조건을 pH 8.5, 추출시간 20분이상, 온도는 

실온 20°C 로 고정 하였다.

3.3 착물의 조성. 위에서 결정한 최적의 실험 

조건에서 구리착물의 조성을 몰비 법 HF과 연속 

변화법 18-20으로 조사하였다.

몰비법 : 일정한 농도 (Cu(II) L0X10TM)의 

수용액 5mZ 을 취 하고, IO*〜1(厂3몰농도의 시 

약 H-IAA-N-Bz 의 클로로포름용액을 5mZ 가하 

여〔H-IAA-N-Bz〕/〔Cu(II)〕의 몰비 를변화시켜 

가면서 앞에서 설명한 추출방법에 따라 추출한 

후, 클로로포름용액충의 흡광도를 측정 하여 Fig. 

7 에 나타내었다. F£g.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흡광곡선의 교점이 L98 인 것으로 보아 이 착물 

의 조성은 몰비로 Cu(II) : H-IAA-N-Bz=l : 2 
열을 알 수 있다.

연속변화법 : 클로로포름의 유기용매충 중의 

H-IAA-N-Bz 와 수용액층의 Cu(II) 의 몰농도의 

합이 최종부피에서 5.0X10-M이 되도록 여러 

가지의 비율로 적당히 혼합하여 클로로포름층으 

로 금속을 추출한 다음, 흡광도를 측정 하여 Fig. 

8에 나타내었다. Fig..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Cu(II) / ｛〔Cu(II)〕+〔H-IAA-N-Bz〕｝ =0.33에 

서 교점 이 나타나므로 착물의 조성 은 몰비 로 Cu 
(II) : H-IAA-N-Bz = 1 ： 2 임을 알 수 있다.

또 pH8.5에서 2.5X10TM의 Cu(II)수용액 

50mZ 를 5.0Xl(LM 의 H-IAA-N-Bz 의 클로로 

포름용액 50mZ 로 추출하여 클로로포름은 증발 

제거시키고, 남은 고체에 대한 적외선흡수스펙

Table 3. Elemental analysis data for Cu (lAA-N-Bz)2

C H N m. p. colar

cal(%) 57.9 5.2 10.3 201°C yellow-green
£ound(%) 55.2 4.9 9.8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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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 을 측정 한 결과는 Table 2에 나타냈으며 , 

원소분석 결과는 다음 Table 3 과 같다.

Table 3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원소분석 의 결 

과가 이론치와 실험치가 잘 일치되는 것으로 보 

아서 착물의 조성은 구리와 리간드의 결합몰비 

가 1 ： 2 임을 알 수 있다.

7遂"2 에 나타낸 착물 Cu(IAA-N-Bz)2 에 

대한 C = O기의 적외선 흡수봉우리의 위치는 리 

간드와 별로 차이가 없으므로 착물의 형성에 

C=。기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N—O 기의 흡수 

가 착물에서 는 1145cmT 로서 높은 진동수 쪽으 

로 이동된 것으로 보아 N—O의 질소가 금속구 

리와 배위되었음을 알 수 있다3T2.
이상의 여러가지의 결과로부터 H-IAA-N-Bz 

과 Cu(II) 는 알카리성 용액에서 다음과 같은 반 

응식에 따라 반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次、厂、 

一、、艾、/1崎 내.

0 ''、어3

Cu(IAA-N-Bz)2 착물의 총괄안정도상수를 연 

속변 화법 21으로부터 계 산한 값이 & 55X1013 이 었 

다.

3.4 정량성. 이상에서 검토한 추출의 최적조 

건에서, 용매추출법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검정 

곡선을 작성하여 F/g. 9에 나타내었다.

Cu(II) 의 양이 수용액 10mZ 중에 64/ug 이하일 

때에 Beer 법칙이 잘 성립함을 알 수 있다. 이 

때 클로로포름층에서 Cu(IAA-N-Bz)2 착물의 몰 

흡광계 수는 3500〃cm・ mol 이 었 다.

한편 Cu(II)와 공존하는 이온들이 정 량에 미 

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Cu(II) 
용액에 농도 기지의 이온을 적당량 가하고, 앞 

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추출한 다음, 유기용매층 

의 홉광도를 조사하였다. Table 4의 결과를 보 

면 Ni(II), Co (II), Cd (II), Zn(II), CrO「2 등

Fig. 9. Calibration curve. H-IAA-N-Bz —2. OX 10-4M, 
pH = 8.5 (HgBOa-NaOH buffer)

Table 4- Effect of foreign ion

foreign 
ion

compound 
taken

added 
ion 
(PPm)

Cu(II) 
found 
(PPm)

relative 
Error (%)

0 Cu(NO3)2 11.7 11.7 0
Mg2+ MgCl2 152 11.8 0.9
Mn2+ MnCl2 479 12.2 4.2
Ca가 Ca(NO3)2 441 12.7 8.8
Ni2+ Ni(NO3)2 255 22.4 91.1
財+ Co(NO3)2 257 19.7 68
Cd2+ Cd(NO3)2 670 19.7 68
Zn2+ Zn(NO3)2 318 20-5 75
I- KI 972 11.0 ---- 6
AsO2~ NaAsOg 440 11.2 -4.2
CrO42- K2CrO4 163 19.7 68

은 본 실험에 방해하나, 그 외의 이온들은 거의 

영향을 나타내지 않는다.

서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Cu(II) 이외에 Co 
(II), Cd (II), Ni(II) 및 Zn(II) 도 리간드 H- 
lAA-N-Bz 와 금속착물을 형성하여 클로로포름 

층으로 추출되고, CrO产•도 클로로포름충으로 

추출되어 노란색을 띠므로 Cu(II)의 정량에 방 

해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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