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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광학활성인』-〔Co(en)3〕3+ion 을 이 용하여 라세미체 인〔Co(ox)3〕3+ 이 온을 광학분할한후

얻어진』-〔Co(0X)3〕3- 이온의 라세미화를 여러가지 혼합용매 즉, 물-유기용매 (유기용매 =에탄올, 

이소푸로필알코올, 아세톤 및 디옥산) 내에서 조사하였다. 라세미화속도는 물〈에탄올〈이소프로필 

알코올〈디옥산의 순서로 증가하였고 그 순서는 첨가한 유기용의매 polarizability 의 증가순서와 일 

치하였다. 이상의 결과와 와 4S*를 고려하면〔Co(ox)』3-의 라세미화메카니즘은 가능한 라 

세미화메카니즘중 twist 메카니즘으로 진행됨을 알수 있었다.

ABSTRACT. Racemic irw-oxalatocobaltate (III) complex ions were optically resolved by an 

optical active complex, J-irii-ethylenediamine cobalt (III), and then racemization of Z-(Co (ox) 3)3- 

obtained was investigated in various mixed solvent such as water-organic solvent (organic 

solvents=ethanol, iso-propyl alcohol, acetone, and dioxane). The rate of racemization, was 

increased with following order； water<ethanol〈acetone〈isopropyl alcohol〈dioxane； which is the 

same order for polarizability of organic solvent added. Considering AH*, JS* and above facts 

for the racemization of A- (Co (ox) 3)3-, it seems to be twist mechanism of plausible mechanisms.

1. 서 론

광학활성 인 전 이금속착물의 라세 미 화메 카니즘 

은 bond rupture 또는 twist 양상을 거 치 는 분자 

내메카니즘*과 리간드 교환반응을 동반하는 분 

자간메카니즘3으로 구별할수 있다. 트리스비피 

리 딘니 켈 (II) ,〔Ni(bpy)3〕2+과 트리 스페 난트로린 

니켈(II),〔(Nilphen))+ 착물은 물-유기 혼합 

용매내에서 라세미화 속도와 해리속도가 동일함 

을 보여 분자간메 카니즘으로 보고4되 었으며 , 아 

울러 트리 스옥살라토크롬 (III) 산, 〔Cr (ox) 3〕3-은 

물-유기 혼합용매내에서 비극성이 증가함에 따 

라 라세미속도는 감소함을 보여 분자간메카니즘 

5으로 보고된바가 있다.

한편 Basolo6 등은 트리 스비 피 리 딘 철 (II),〔Fe- 

(bpy)3严과 트리 스페 난트로린 철 (II), (Fe (ph

en) 3) 2+을 물-메 탄올 혼합용매 에 서 라세 미 화속도 

와 해리속도를 측정하여 라세미화속도가 해리속 

도보다 빠르다는 사실로 보아 Fe(II) 착물은 분 

자내메카니즘으로 진행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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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스옥살라토코발트 (III) 산,〔Co(0X)3〕3-의 경 

우7는 수용액내에서 착물의 해리를 검출하지 못 

했 고 옥살산이 온이 존재 할때 도 라세 미 화속도가 

늦어 지 지 않음을 보아 분자내메 카니즘으로 보 

고하였다. 아울러 Co(C2O4)33J*C2O42-계에

관한 옥살산이온의 교환속도에 대 한 연 구에 서 

옥살산이온 교환속도가 라세 미 화속도보다 훨씬 

늦음으로써 분자내 메 카니즘임 이 입 증8되 었 다. 

그러 나 분자내 메 카니 즘중에 서 bond rupture 메 

카니즘으로 라세미화가 진행되는지 twist 메카니 

즉으로 진행되는지는 아직 명확치 못하다七

본 연구에서는 광학분할된』-〔Co(en)3〕3+을 

광학분할제로 이 용하여 라세미체 인〔Co(ox)3〕3- 

이온을 광학분할하여 S-〔CO(OX)3〕3-를 얻고, 얻 

어진 착물을 물-유기 혼합용매내에서 일어나는 

라세미화에 대하여 용매효과를 검토하고 라세미 

화 메카니즘을 추정하고져 한다.

2.실  험

(1) 착물의 합성과 광학분할. 본 연구에 사용 

된 K3〔Co(ox)3〕3H2。와 (Co(en)3)C13-H2O 합 

성 은 문헌에 따라 합성 하였으며 전자흡수스 

펙트럼으로 그 순도를 확인하였다.

〔Co(en)3〕3+의 광학분할은 문헌n에 따라 d-주 

석 산나트륨 (d-to•户-) 수용액 을 용리제로 사용하 

여 관크래 마토그래 피 로 분할하였 다(2加 = 一 1.85) 

〔Co(ox)©"의 광학분할은 라세미체인 K3[Co 

(ox) 3)3H2O (10-3mol, o. 049g) 과 광학할성 인 J- 

(Co(en)3]Cl3H20 (ICLmol, 0.035g) 을 각각 ：LOO 

mZ 에 녹여 0.01M 용액 을 만든 다음, 각각 몰비 

를 ]. : 1로 되도록 하여 혼합한 다음 얻어진 디 

아스테레오머를 여과지로 분리하였다. 분리된 

여 액을 다시 양이 온교환수지 인 SP-Sephadex C- 

25에 통과시켜 순수한〔Co (ox)3〕3- 이온용액 

을 얻은 다음, 전자흡수 스펙트럼으로 그 농도 

를 측정하였고, 아울러 광학순도를 원편광이색 

성 (CD)스펙 트럼으로 측정하였다. (Js=+3.25)

(2) 라세미화속도 결정. 라세미화하는 동안에 

광반응에 의한 라세미화를 줄이기 위해 빛을 차 

단하고 온도를 32°C, 42°C, 52°C 에 서 측정 하 

였으며 쟈켓이 장치된 셀 (cell) 을 이용하여 온 

도차에 의한 오차를 줄이도록 하였다. 』TC。 

(ox) 3〕3- 용액에 유기용매를 몰분율로 첨가하고 

농도는 전자홉수스펙 트럼으로 ■ 측정 하였으며 라 

세미 화속도는 원편광이 색성 분광광도계 (CD)로 

측정하였다. 즉』-〔Co(ox)3〕3-에 대한 제 일전자 

흡수띠 영 역 (615nm) 에 서 나타난 값을 이 용 

하여 Basolo12 방법 에 따라 log Je 과 시 간으로 

plot 하여 얻어 진 기울기 (m)을 이 용하여 속도상 

수를 구하는식, 为=-2.303m에 대 입하여 구하 

고, 열역학적 parameter 는 절대 반응속도이론'3 

에 의거하여 구하였다.

즉, 임의의 두온도 (工, 写)에서 반응속도상 

수。,., 屈)가 결정되면,

h =^2Le/IS'/Re-4H'/RT

에 각각을 대입하여 연립방정식을 풀면

4反*=
孝즈師修豹 와

2 I ± 3 '叼丄，/

勿*=歹쓰7/( 썺爲 T「「R In(스)

로 구해진다. 여기서 R은 기체상수를 의미하며 

昴와 K는 각각 Planck상수와 Boltzmann상수를 

의미 한다.

(3) 측 정. 가시 및 자외선 전자흡수스펙트 

럼은 Hitachi UV-303 분광광도계, Circular Di

chroism 스펙트럼은 JASCO-J-500C 편광광도 

계를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광학이성질체의 분리는 일반적으로 d-주석산 

염 (d-M"2-) 과 같은 유기 물질 을 광학분할제 로 

이 용하여 라세미체 인 프로필렌디 아민 (pn)이 나 

〔Co (en) 打3+ 를 광학분할", m하였 고, 또한 광학활 

성인 전이금속착물을 이용하여 광학분할하는 방 

법도 보고15되었다. 특히 Sargesoni6 은 광학활성 

인 4-〔Ni(phen)3〕L 를 이용하여 ^3(Cr(C2O4)3) 

을 광학분할 하였다. 라세미체 인〔Co(ox)3〕3- 

의 광학분할은 광학활성인 J-(Co(en)3)3+ (，는 

금속이 온 둘레 의 chiral configuration 을 의 미17) 

를 이용하여 광학분할하였고, 그 용액을 CD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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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 결과 전자흡수스펙트럼의 제일흡수띠 

FEglAQ 에 해당하는 부분의 CD 가 양의 부 

호로 나타남18을 보아 이착물은 ZH；CO(OX)3〕3+ 

임 을확인하였다 F£g.l. 아울러 라세미체인 [Co- 

(OX)3〕3一 이 온과 J-(Co (en) 3〕3+ 를 몰비 로써 1 ： 1, 

1.5 : 1, 2： 1로 처리하여 얻어진 광학활성인 착 

물의 CD 스펙 트럼 라는 615nm 에 서 1 ： 1의 경 우 

가 ,命林 이 +3.25 로써 최 대 임 을 Fig. 2 에 서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실은 Butler^등이 연구한 

광학활성 인 (一)5B9〔C0(R-pn)3〕3+와 ( +)589〔Cr- 

(mal)3〕"이 상호결합하여 이 루어진 디 아스테레오 

머의 X선구조결정해석에서 (+)589〔Cr(mal)3〕3- 

의 C3 축의 산소와 (一)589〔必(4两3〕3+ 의 C3 

축에 있는 proton 간의 회 합이 1 ： 2 의 몰비 로 이 

루어 졌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광학활성 인 

〔Co(en)3〕3+와〔Co (ox) J 3-에서 이루어진 디아 

스테 레 오머, J-[Co (en) 3)3+ (Co (ox) 3) 3~ 는 (Co- 

(0x)3〕3「와』-〔Co(en)3〕3+의 몰비가 1 ： 2 로 이 

루어진다고 생각할수 있다. 따라서 분리된 용액 

은』-〔Co(ox)3〕3-으로 판명되므로 그 디 아스테 

레 오머 의〔Co (ox) 3〕3- 는 / 형 으로 J-[Co (en〕3〕3+ 

와 회합함을 알 수 있었다.

수용액내 에서 라세미 화속도를 측정 하기위해서

〔Co (ox)』3-이온용액에 KC1 로 이온강도를 

0.1로 유지하여 측정해 본 결과 CD 강도는 시 간이 

경 과함에 따라 단조롭게 감소함을 보였고 Fig. 3 

착물의 CD皿* 인 615nm 에서 착물의 농도를 변 

경시켜가며 얻어진 log』e과 시간과의 관계를 

Basolo 방법12에 따라 plot 해 본 결과(F/g. 4) 착 

물의 농도와는 무관하게 일정한값의 속도상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속도식 은 rate=知"〔com

plex) 로 표현할 수 있었고 Fig.4의 기울기(血= 

L 67X1(厂2)에 서 尾“ 를 구하면 0.O38minT 로 계 

산되었다. 한편 물의 양성자와의 회합으로 인한 

bond rupture 메 카니 즘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 해 

유기용매를 몰분율에 따라 첨가하여 조사해 보 

았다. 유기용매중 아세톤의 경우는 수용액내에 

서 보다 착물의 라세미화가 빨라진다는.보고河가 

있으므로 아세톤의 몰분율에 따라 조사해본 결 

과 아세톤의 몰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라세미화 

속도가 빨라짐을 알 수 있었고(F/g.5) 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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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ircular Dichromism spectra In^case oi treat

ment 0.1M rac- (Co (ox) 3) 3-^withrO. 1M*J- (Co (en) 3]3+. >

Fig. 2. Circular Dichroism spectra in each case of 

treatment 0.1M rac-[Co (ox) 3)3- with 0.1M J- (Co 

(en)j 하 mole ratio of rac-〔Co (0x)3〕허~ vs J-(Co (en) 3] 3+ 

=1 ： 1 1.1 ： 1(…)，and 2 : 1-

Fig. 3. Circular Dichroism curves on racemization of 

0- 02M A- (Co (ox) 3] 3- solution per 5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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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 The plot of logJs vs min on A~ (Co(ox)3) 3~ 

ion according to the mole concentration in water. 

(i=32°C, 7=0.1) 0. 003M, 0.002M(…)，and 0- 001M. 

rate=^ (complex]乃=0. 038min-1.

Fig- 5 The plot of logJs vs min on A~ (Co (ox) 3] 3~ 

ion at the 0.1 0.15(…)，and 0.2 mole fraction of 

acetone.

하여 다른 유기용매에 관해서도 몰분율에 따라

조사해본 곁과 라세미화속도는 몰분율이 증가함 

에 따라 빨라졌으며, 첨가한 유기용매에 관해서 

는물, 에탄올, 아세톤, 이소푸로필알코올, 그리 

고 디옥산의 순서로 증가하였고 (Table 1), 아울 

러, 용매의 polarizability 의 증가순서와 일치하 

였다. 이런 유기용매에 따른 라세미화의 촉진은 

(Fe (phen) 3〕2+ 용액 에 nucleophile 류를 첨 가함으 

로써〔Fe(phen)3〕2+의 라세미화가 촉진되는 이 

유는 첨 가된 nucleophile 류의 polarizability 와 

관련된다는 사실幻과 일치하였다(T泌"2). 이 사 

실은 유기용매의 산소와 착물내의 산소와의 정 

전기적 반발에 기인된 것으로 생각할수 있다. 

즉,〔Co(OX)3〕3- 의 경 우는 리 간드인 옥살산이온 

이 공명으로 비편재화 되어있고 4S*값을 고려 

한다면, 트리스형태로 금속과 결합하여 금속주 

위의 전자밀도가 상대적으로 증가되어있는 가운 

데 용매의 산소 음전하와 상호반발작용이 일어 

나 뒤틀림에 의한 라세미화의 촉진으로 생각되 

며, 또한 산소가 하나인 에 탄올과 두개 인 디 옥 

산의 경우를 비교하면 거의 두배로 디옥산의 경 

우가 빨리 라세미화됨을 알 수 있었다.

온도에 따른 라세미화속도의 영향은 각 혼합 

용매에 대하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빠른 양상

Table 1. the rate constants (min-1) of racemization 

for A- (Co (ox) 3) 3-ion accordin횸 to mole fraction of 

organic solvents at 32° C (1 = 0.1)

Solvent
mole fraction

0-1 0.15 0.2

Ethanol 0.088 0.119 0.219

Acetone 0.091 0.136 0. 248

Isopropyl alcohol 0.175 0.194 0.281

dioxane 0.254 0.282 0- 389

Table 2 Donor number and polarizability on various 

solvents

Solvents h2o eth
anol

ace
tone

isopro
pyl 

alcohol

di
oxane

Donor number (DN)

Polarizability

18.0

1.48 5.13

17.0

6.41

—— 14.8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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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주었고, 아울러 라세미화속도가 촉진되 

는 혼합용매 의 순서 로 감소함을 보였다 (Table 3). 

그중 에탄올과 디옥산의 를 비교하여보면, 

에 탄올의 경 우가 8.04kcal/mol 로 디 옥산의 4.35 

kcal/mol 보다 두배나 큰값을 가지는 것으로 보 

아 디옥산의 경우가 에탄올에 비해 라세미화가 

훨씬 유리하게 일어남을 알수 있고, 위의 pola- 

rizability 와 관련지워 볼때 가능한 두가지 메카 

니즘중에 twist 메카니즘으로 라세미화가 진행됨 

을 추측할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유기용매내에 

서〔Ge(acac)3〕+ 22 와〔Ni(phen)3〕2+23의 라세 미 

화에 대하여 용매의 영향을 용매분자의 전자주 

게능력 을 나타내는 donor number (DN)"로 설명 

하였고, Saito 등에 의 해 발표된〔Ge(acac)3〕+와 

비교하면 용매의 donor number 가 증가할수록 

bond rupture 를 촉진시켜 라세미화속도를 증가 

시킨다는 보고22가 있었다.』-〔C0(0X)3)〕3•■ 이온 

의 경우는 첨가된 유기용매의 donor number 순 

서에 따라 라세미화가 촉진되는 순서로 오히 려 

감소함을 보였으므로〔Ge(acac)3〕+와 같은 bond 

rupture 를 통해 라세미화가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Co(0x)3〕3-의 경우는 첨가된 유기 

용매에 따른 라세미속도는 4S* 와 첨가된 유기 

용매 의 polarizability 를 고려 해 볼때 , 첨 가된 유 

기용매와 착물내의 음전하 사이 에 작용한 상호 

반발에 기 인된 뒤틀림으로 생각할수 있다. 이 러 

한 뒤틀림 에 기 인된 라세 미 화는 광학활성 인 cin- 

chonine 을 이 용하여 rac-〔M (phen) J ?+ 를 광학 

활성 인〔M (phen) 3)2+ 로 만드는 pfeiffer effect25

Solvents

Table 3. Kinetic data for the racemization of A~ [Co 

(0x)3〕"ion in 0- 2mol fraction of organic solvents

Temperature
water ethanol acetone

isopro- 
pyl 

alcohol
dioxane

Rate const 
(min-1) 

32°C 0.038 0.219 0.248 0. 281 0.389

42° C 0.085 0.344 0.383 0.421 0.504

52° C 0.182 0.536 0.571 0. 624 0.705

JH*(kcal/ 

mol) 14.82 8. 04 7- 71 7.20 4.35

JS* (cal/mol 
deg) -16.78 -35.50 -36.32 一 3厶 32 —46- 43

에서도 그예를 찾아볼 수 있다.

3.결 론

광학분할제 로써』-〔Co(en)3〕3+ 를이 용하여 라 

세미체인〔Co(ox)3〕3'•를 광학분할한 결과 그 디 

아스테레오머는 4-〔Co (en) 打어■이온과 J-[Co- 

(0x)3〕3- 이 온의 C3 축으로 옥살산의 산소와 에 틸 

렌디아민의 수소가 화합하여 /-〔Co(en)3〕3+와 

4-〔Co(ox〕J3-가 2 ： 1 로 이루어짐을 알았고, 

디 아스테 레오머와 분리된 용액은』-〔Co (ox) 3)3- 

이온임을 CD 스펙트라로 확인하였다. /-(Co- 

(0x)3〕3-용액에 유기용매를 몰분율에 따라 첨가 

하여 라세미화속도를 측정해본 결과, 유기용매 

의 몰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라세미화가 촉진되 

었으며 첨가된 유기용매에 관해서는 물〈에탄올 

〈아세 톤〈이 소푸로필 알코올〈디 옥산의 순서 로 

라세미 화속도가 빨랐다. 이 러 한 유기용매 의 첨가 

에 따른 라세미화촉진에 관하여, 첨가한 용매의 

polarizability 와 donor number 를 조사한 결 과 

라세미화속도는 polarizability 와 동일한 양상으 

로 증가하는 반면 , donor number 은 역 으로 감 

소함을 나타내 었 다. 또한 첨 가된 유기용매 에 따 

른 라세 미 화에 관하여 열 역 학적 parameter 를 고 

려하면 라세미화속도가 빨라지는 순서로，와 

4S*가 감소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사실로부 

터 /-〔Co(ox)3〕3- 이온은 bond rupture 를 통하 

여 라세미화하는 것이 아니 라 오히 려 뒤틀림에 

의 한 twist 메 카니 즘을 통하여 라세 미 화가 진행 

됨을 알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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