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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착물 沈泌尸^”血&理任⑵尸+의 hydrolysis에 대한 속도상수를 분광광도법으로 여러가 

지 온도와 압력에서 측정하였다. 온도 범위는 30°C 에서 50°C 까지이고 압력은 1 bar에서 1500bar 까 

지 변화시 켰 다. lbar, 30°C 에 서 측정 된 속도상수는 2.632 XlO^secT 였다. 속도상수는 일 정 온도에 

서 압력 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활성화 부피와 다른 활성화 파라미 터들은 이 러한 속도상수로 부 

터 계산되었다. 활성화 부피는 모두 양의값을 가졌으며 0.477 에서 3.152cm3/mol 내에 있고, 활성화 

엔트로피는 작은 값을 가진다. 이 반응은 흡열반응이고, 실험적인 온도에서 엔탈피 지배반응이다.

ABSTRACT. The rates of hydrolysis of the complex, trans- (Cr (en) 2F (H2O) ] 2-1, have been 
investigated using spectrophotometric method at various temperatures and pressure. Temperature was 
30°C to 50°C and pressure was varied up to 1500bar. The rate constant measured at 30°C is 2.632 
X 10-5sec-1. The rate constants are decrease with increasing pressure at constants temperature. Acti

vation volume and other activation parameters are calculated from these rate constants. The activ
ation volumes are all positive and lie in the limited range 0.447~3.152cm3/mol and the activation 

entropies are small values. From the results, it was found that this reaction was endothermic and 
enthalphy controlled reaction in the experimental temperature.

1. 서 론

착물의 산가수분해반응에 대한 연구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반응 메카니 

즘을 규명하였다璀. 최근 Stranks 에 의하여 고 

압에서 무기반응메카니즘의 연구는 보고되었 

다 3,4.

Pyke 와 Linck 는，trans- (Cr (en) 2X2)+ (X= 
F-,Cl-,Br-)에 대해 연구하였다. X=F-인 착 

물은 다른 할로겐 원자의 착물에 비해 산가수분 

해 반응을 하는데 있어서 물과 교환되는 속도가 

매우 느리다(欢=0). 이러한 착물의 가수분해 반 

응은 Cr(III)-en 결합을 절단하는 것과 Cr(III) 
-X 결 합을 절단 하는 두가지가 있다. 그리 고 착 

물의 가수분해 반응의 속도는 여러가지 방법으 

로 측정되며 실험적으로 구한 속도 상수로 부터 

온도변화에 따른 활성화 엔탈피 J27*. 활성화 

엔트로피 J5* 그리 고 압력 에 따른 활성 화 부피 

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압력에 따른 활성화 

부피를 구하므로서 결합의 생성이나 절단을 예 

측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조 변화를 알수 있는 

중요한 파라미터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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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Ms-[Cr(en)2F(H2O)]2+ 착물의 가수분해 반응 

에 대한 속도를 pH2로 고정시키고 압력변화에 

따라 분광광도법 으로 측정하였다. 그리 고 trans- 
[Cr(en)2FBr)+ 착물의 열역학적 파라미터와 비 

교하여 두 착물의 가수분해 메카니즘을 규명 하 

고자 한다.

2. 실 험

(1) frans-(Cr(en)2F(H2O)) (C1O4)2H2O 의 

합성

Dahme 의 방법' 에 따라 frans-[Cr(en)2F2)Cl 
은 합성 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착물은 Wal
ters, Linck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성 하였 

다.

72% perchloric acid 50mZ 에 iranj-(Cr(en)2 
F2)C1 10g(0.04mole)을 녹였다. 이 용액 중 녹 

지않는 고체를 제거하기 위해 거르고, 1시간 

동안 상온에서 방치한 다음 15mZ 물을 한 방울 

씩 떨어뜨려 희석 시켰다. 이때 bright orange 

결정이 침전 되었다. 이 침전물을 거르고 50mZ 
알코올과 50mZ 아세톤으로 차례로 씻어 공기중 

에서 건조 시켰다.

(2) 착이온의 반응속도 측정

饥”zs-〔Cr(en)2F(H2())〕2，y| UV-VIS spectra 
는 519nm, 458nm, 3%8nm 에서 최대 흡수를 나 

타냈 으며 trans-[Cr (en) (enH) (OH2) 2F严 의 최 

대 흡수 파장은 510nm, 378nm였다. 여기서 가 

장 측정하기 좋은 파장인 510nm 에서 온도와 압 

력에 따라서 속도변화를 측정하였다. 측정 온도 

와 압력의 범위는 30°~50°C, 1〜 1500bar이다.

온도에 따른 상압에서의 흡광도 변화를 측정 

할때는 석영 셀을 사용하고 압력에 따른 흡광도 

변화는 고압용 광학셀인 Lentz 셀로 측정 하였 

다. 압력 발생 장치는 Swiss Nova 제의 수동식 

유압펌프를 사용 하였다. 셀의 온도조절은 士0.1 
°C 까지 조절할수 있는 항온조 Lauda-Thermo- 
stat Model Bl 을 사용하였고, 분광광도계는 Shi- 
madzu Digital Double Beam Spectrophotometer 

를 사용 하였다. Cr-(en) 결합을 절단하는 반응 

인 trans-(Ct (en) 2F (H2O)〕2+ 의 hydrolysis 는 다 

음과 같다.

trans-(Cr (en) 2F (H2O) ]2++H2O—->
trans- (Cr (en) (enH) (H2O) 2F〕3+ (1)

속도식 은,

rate - k (Cr (en) 2F (H2O) ] 2+ (H2O) (2)

H2O 는 용매이므로 무시하면,

rate—li^, (Cr (en) 2F (H2O) 2+ (3)

는 시간에 따라 흡광도의 변화를 측정하여 

시 간£ 에 대 한 ln(&+』一4t)의 변화를 도시한 

직선의 기울기에서 구한다.

4, 와 4'+』는 시 간 t, £+4 에서 흡광도 이 다.

3. 결과 및 고찰

이 착물은 (3)식과 같이 유사 1차 속도식으 

로나타 내어진다. 이때 반응속도상수 如曲는 

Guggenheim 법 1° 으로 (4) 식에 의해 구했으며 결 

과는 Table 1과 같다.

In (&+』一&) = — &而+const (4)

여기서 Z 는 반감기의 2〜3배 되는 시 간이 다.

Table 1 에서와 같이 온도가 증가하면 속도상 

수。泌)가 증가하는 반면에 압력이 증가하면 소 

폭으로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으며 그 변화는 온 

도의 영향에 비해작게 나타났다.

&而에 대한 온도와 압력에 대한 영향을 고찰 

하면 다음과 같다.

(1) 온도의 영향

k«b, 로 온도에 따른 열 역학적 파라미 터 인 JG* 
班玮 4S* 를 구할수 있다. 한편 활성화 자유 

에너지는 절대 반응속도론u에 의하면 다음식으

Table 1. Rate constants (^Xl^sec-1) for the 
hydrolysis of trans- (Cr (en) 2F (H2O)) at various 
temperatures and pressures

Pressure
(bar)

Temperature (°C)

30 40 50

1 2.632 9.254 19.348
500 2.453 8.984 고 9. 027

1000 2.259 8.627 18.935
1500 2.027 8-486 18.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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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essure dependence of thermodynamic 
parameters for the hydrolysis of trans- [Cr (en) 2F (H2 
O)〕허十 and trans- (Cr (en) gFBr]+ at 30°C

Complex
Pressure

(bar)

Thermodynamic parameter
4H 노 

(Kcal- 
mol-1)

NG 호
(Kcab 

mol-1)
(Cal-mol 
•deg'1)

trans-
1 19.852 24.098 -14. 013
500 19.883 24.138 -14.043

(Cr(en)2 1000 19.915 24.188 -14.102
F(H2。)〕가 1500 19.953 24. 253 -14.191

trans-
1 20.927 22.712 -5.891
500 20.958 22.746 -5.901

(Cr(en)2 1000 20.983 22.784 -5.944
FBr〕+ 1500 21. 013 22.823 -5.974

3.1 3.2 3-3
I /T x IO3

Fig. 1. The plot of-In (&*,/T) ys. 1/T for the 
hydrolysis of trans- (Cr (en) 2F (H2O))2+.

로 표시된다.

』G*=-RTln(膈 gJ&T) (5)

그리고 열역학적으로 활성화 자유 에너지는 다 

음식으로 표시 된다.

4(尹=4H*—T0S* (6)

여 기 서 JG* 는 활성 화 자유에 너 지 , h 는 planck 

상수, k 는 Boltzmann 상수, 4EZ* 는 활성 화 엔 

탈피, 4S* 는 활성화 엔트로피 이다. (6)식을 

(5)식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식을 얻는다.

In(标J T) = (ZS%R-ln〃为) —0H치RT (7)

(7)식에서 \n(Jcoi,lT) vs. 1/T의 -변화에 따라 

도시하면 Fig. 1과 같다.

이 직선의 기울기로 부터 를 구하고 절편

으로 부터 4S* 를 얻을수 있다. 이 두파라미터 

班玮 4S* 를 (6)식에 대 입하여 4G* 를 구한다. 

이 열역학적 파라미터를 Table 2에. 나타 내었 

다.

압력 이 증가함에 따라 JG* 값이 약간씩 증가 

하는 것은 hydrolysis 가 압력에 따라 늦어 짐을 

나타낸다. 또 활성화 엔트로피 값은 압력이 증 

가 함에 따다 약간 변화는 있으나 모두 작은 음 

의 값을 나타낸다. 여기서 NH*가 압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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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양의 값을 나타내는 것은 이 가수분해 반 

응이 흡열 반응 임을 나타낸다.

(2) 압력의 영향

압력 2에 따른 In*如의 변화에서 활성화부 

피 (4V*)를 구할수 있다. 일정한 온도에서 압력 

p 의 변화에 따라 In 为血값을 도시 하면 Fig. 2 
와 같다.

Fig. 2에서 In &加와 압력 과의 관계 는 곡선 

을 나타내므로 In如敞를 압력에 대한 2차 함수 

로 보고 다음 (8)식과 같이 압력에 대한 2차함 

수로 나타낼 수 있다 12.

In 切+妬+“>2 (8)

(8)식을 압력에 대해 편미분하여 정리 하면 (9) 
식과 같다.

JV^-RT(dlnkois/dp)T
=—RTQ>+2c^) (9)

(8)식의 계수를 최소자승법으로 구한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 었다.

(8)식에서 구한 계수 3와 c를 (9)식에 대입 

하여 활성 화부피 以 V*) 값을 구할수 있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몰활성화 압축률(旬尹)는 압력변화에 따른 활 

성화 부피 변화령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10)식 

과 같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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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500 KXX) 1500 
P (bor)

Fig. 2. The pl아 of In h血 vs. pressure for the hyd
rolysis of trans- (Cr (en) 2F (H2O) 2+.

Table 3. Coefficients of In =a-Vbp4- cp2 for 바)e 
hydrolysis of trans- (Cr (en) 2F (H2O) ) at various tem 
peratures

Temperature
Coe 伍 cient

JCxio5) cCxio9)

30 -12.573 11.259
40 一 6.482 7.536
50 一 2. 063 1.254

Table 4. Activation volume (J V% cm3-mole-1) for 
the hydrolysis of ^ra«5-(Cr(en)2F(H2O))2+ and trans- 
〔Cr(en)2FBr) + of various temperatures and pressures

Complex Pressure Temperature (°C)
(bar) 30 40 50

trans-
1 3.152 1.664 0.547
500 2.846 1.471 0.514

[Cr(en)2 1000 2.566 1.278 0.480
F(HQ))2+ 1500 2.286 1.084 0.447

trans-
1 -3.542 -2.178 -0.728
500 -3.208 -1.994 ~~0.696

(Cr(en)2 1000 -2.874 -1.809 -0.664
FBr尸 1500 -2.539 -1.625 -0.632

여기서，笋는 거의 10-4 정도로 작은 값을 나 

타 낸다.

활성화 부피 값은 3cm3/mol 하의 작은 양의 

값이고 일정한 온도에서 압력이 중가 함에 따라 

약간씩 감소하는 경 향을 나타낸다. 압력이 증가 

함에 따라 4V*의 감소가 점점 작아진다.

4V* 에 관한 데이타를 알면 무기 반응에 대 

한 메카니즘을 규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무기 착물의 치환반응 메카니 즘은 

해리 (D), 회 합(A), 교환회 합(la), 교환해 리 (Id) 
의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I메카니즘은 반응 

속도 결정단계 이전에 빠른 속도로 이온쌍을 만 

들고 전이상태에서 배위자가 교환되는 메카니 즘 

으로써, 특히 전 이 상태 에 서 중심 금속으로 부터 

결합이 깨어지는 것이 결합 형성하는것 보다 

더 지배적일때 Id 메카니즘이라 하고 그 반대일 

경 우 la 메 카니 즘이 라 한다.

ZV* 는 반응 초기와 활성화 상태 사이의 화 

학종 자체의 부피변화(/卩詬)와 반응이 진행되 

면서 정전 억 압효과로 인한 용매 분자의 재배열 

에서 생기는 부피변화(』卩知)로 구분할 수 있 
다：13,14.

(11) 

용매 분자의 재배열은 활성화 상태와 반응 초기 

상태 사이의 정전기적 성질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 

므로 반응물이 이온성 이면 4V* 는 건의 

에 의하여 지배된다.

결합의 절단 즉, 해리 메카니즘은 刀V*값이 

positive 가 되고 반면에 결합의 형성 즉 회합메 

카니즘은 ZV* 값이 negative 가 된다고 추측된 

다.

전이상태를 형성할 때 반응물의 형식하전이 변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험적인 부피 변화』卩* 는 

力%의 값이 지배적이다.

trans-[Cr (en) 2F (H20)〕2+ 착이 온의 가수분해 

반응은 4V*도 NVh에 지배될 것이므로 

Cr-en 의 하전분리 과정에 의하여』卩*의 변화 

를 설명해야 한다. 가능한 하전 분리 과정은 다 

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J /N

H,0 1>20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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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2)식과 같이 하전 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전이 상태로 되면서 하전증가는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화학종 자체의 체적은 증가하고 이에 따 

라 착이온이 결합된 Cr(III)-en 의 결합이 떨어 

지 면서 활성 화 상태의 체 적 이 증가하므로 이 가 

정은，卩*〉0인 실험결과를 잘 설명할수 있다.

4.결  론

본 연구는 fra»5-(Cr(en)2F(H2O))2+ 착물의 

hydrolysis 에 대 한 온도와 압력에 따른 속도 상 

수를 분광광도법으로 결정하였다.

이 속도상수로 부터 열역학적 파라미터를 구 

했다. 속도상수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 

는 반면에 압력이 증가하면 감소하였다. 활성화 

엔트로피(4尹)의 작은 값과 활성화부피(/V#) 

의 작은 양의 값으로 보아 ethylendiamine 이 물 
과 교환될때 ethylendiamine °] 떨어 지는 것이 

물과 결합하는 것 보다 우세하다. 이것으로 보 

아 이 hydrolysis 는 교환해 리 메 카니 즘이 라 생 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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