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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Branched poly (ethylene imine) (BPEI) 와 2 가 전이금속인 F e (II), Co (II), Ni (II) 및 Ctt 
(II)간의 착물생성을 가시선 흡수 및 30。C, 0.1M KC1 수용액 중에서 pH적정법으로 연구하였다. 

M (II)-BPEI 착물의 안정 도 상수는 Gregor 등에 의 해 수정 된 Bjerrum 법 으로 계 산하였 다.

BPEI 착물의 생성 곡선으로 부터 ethylene imine group Fe(II) 이온에 네자리, Co(II), Ni(H) 및 

Cu(II) 이온에 각각 두 자리 배위된 착물이 생성됨을 알 수 있었다. Cu(H)-BPEI 착물의 경우 pH 
3.4〜3.8 을 기 준으로 산성 도가 감소 또는 증가함에 따라 최 대 홉광도(爲安) 는 장파장 쪽으로 이 동하 

고, 흡광도는 pH 증가에 따라 감소하였다. 총괄 안정도 상수(logj) 는 Co(H)〈Cii(H)〈Ni(ID<：Fe 
(II) 순으로 증가하였다.

ABSTRACT. The complex formation of branched poly (ethylene imine) (BPEI) with bivalent 
transition metal ions, such as Fe(II), Co (II), Ni(II) and Cu(II), have been investigated in terms 
of visible absorption and pH titration methods in an aqueous s시ution in 0.1M KC1 at 30° C. The 
stability constants for M (II) -BPEI complexes was calculated with the modified Bjerrum method. 
The formation curves of M(II) -BPEI complexes showed that Fe(II), Co (II), Ni(II) and Cu (II) 
ions formed coordination compounds with four, two, two, and two ethylene imine group, re도pec- 
tively. In the case of Cu(II) -BPEI complex at pH 3.4~3.8,為皿 was shifted to the red region 
with a decrease in the acidity. The overall stability constants (log K2) increased as the following 
order, Co (II) <Cu (II) <Ni (II) <Fe (II).

1.서  론

수용액중 금속착물 (Metal CompleQ 의 착물생 

성에 따른 안정도 연구는 여 러 가지 방법 이 있다. 

그러 나 고분자 리 간드 (Polymeric ligand) 에 의 한 

고분자-금속착물 (Polymer-Metal Complex) 의 착 

물생성에 따른 안정도 연구는생성되는 대부분의 

착물이 수용액중에서 불용성이거나, 또는 쉽게 

겔상 (gel phase) 을 형성한다. 이와같이 겔상을 

형성하면, 안정도 상수를 얻기 위한 실험방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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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몇 가지는 제한을 받게된다. 그러나 겔상이 

수용액중에 존재해도 pH적정법으로 안정도 상 

수를 얻을 수 있음을 1955년 Gregor 등1이 Poly 
(acrylic acid) (PAA) 를 리 간드로 한 Cu(II)- 
PAA 착물에 대해 처음 시도된 이후, 고분자 리 

간드에 의한 금속착물의 안정도 연구는 거의 대 

부분 pH적정법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pH적정법에 의한 착물생성에 따 

른안정 도연구를시 도하였다. 지 금까지 고분자- 

금속착물의 pH적 정 법 에 의 한 착물생 성 에 따른 안 

정 도 연구는 Gregor 등의 Cu (II)-PAA 착물에 관 

한 연구 이후 Cu (II) -poly (N-viny 1 imidazole) 
(PVI)2, Ag(I) -PVI3, M (II) -poly (methacrylic 
acid) (PMA) 4 % M (II) -poly (vinyl alcohol) (PV- 
A)6, Cu (II) -poly (4-vinyl pyridine) (PVP)7 및 

M (II) -poly (methacrylohydrazide) (PMH) 8 등의 «呉 

polyelectrolyte 를 리 간드로 한 고분자-금속착물 

의 착물생성 에 관한 연구가있었으며, 또한 여 러 : 

가지 Poly (amino acid) 류의 Cu (II) 착물* maleic 
acid-thiophen 과 maleic acid-furan 등의 혼성 중 

합체를 리간드로 한 ＜云(11)착물1。및 PVA 에 두 

가지 금속 이 온을 포함하는 착물, 즉, Fe(III)-PV 
A-Cu(II)의 착물생성에 대한 연구I】 등이 있었 

고, branched poly (ethylene imine) (BPEI) 를 리 

간드로하여 pH 적정 법 에 의한 착물생성의 연구는 

1985년 Cu(II)와 Ni(II) 착물에 관한 Fujimori 
의 연구 보고12와 Ni(II), Cu(II), Pd(II)및 Ag 
(I) 착물에 관한 Kim 등의 연구以M 뿐이 었다.

본 연구에서는 Fe(H) 및 Co (II)와도 착형성이 

쉽 게 이 루어 질 것 으로 예 상하고 Gregor 둥의 방 

법 으로 BPEI 와 Co (II), Fe (II), Ni (II) 및 Cu (II) 
이온 간의 착물생성 관계를 pH 적정 법 및 가시 

선흡수 분광법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 branched poly (ethylene imine) (BPEI) 의 

신해리상수 및 안정도 상수 계산의 이론

단위체를 농도로한 BPEI 수용액 에 당량의 산을 

가했을 때 짝산 BPEIH+를 간단히 AH+로 두면, 

약산 AH+의 산 해 리 평 형 반응식 은 ⑴식 과 같다.

AH+ = A + H+ (1)

Polyelectrolyte 의 해 리 평 형식 은 고분자 사슬중 

의 비하전 부분과 하전부분의 비 [A]/([AJ 一 

[A])항을 고려해야만 평형조건에 만족한다는 

Katchalsky 등의 보고*에 따라 (2)식으로 나타 

낼 수 있다.

K — [A][H+U [A] ⑵
[AH+]打A』- [A]丿

식 (2) 의 K。는 산해리상수이고, A： 는 고분자 리 

간드의 단위체로 한 총 몰농도이며, ◎는 리간드 

의 농도, 이온강도, 온도 등에 따른 실험상수이 

다.

수용액중에서 고분자 리간드의 pH적정법으로 

산 해리상수를 얻기 위해서는 (2)식으로부터 유 

도된 (3) 식 의 수정 된 Henderson-Hasselbalch 식 

을 이용한다.

pH=pKa—wlogd—a) ja (3)

식 (3)의 a는 고분자 리간드인 약산 AH+의 중 

화도 이다. (3)식을 이용하여 실험으로 부터 « 

와 PK,를 얻을 수 있다. 고분자 리간드와 2가 

전이금속 이온간의 착물생성 평형 반응식은 다 

음 (4), ⑸및 (6)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M2++AH+ ^二 MA2++H+ (4)
MA2++AH+ MA3++H+ (5)

MA^+AH4- = MA：++H+ (6)

평형반응 식 (6)에 대한 평형상수 缶는 (7)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b— [MAZ+] 다1+] 
[MA?±JEAH+] (7)

총괄 평형상수 身•는 (8)식과 같다.

乌="房 ⑻
1=1

고분자-금속착물의 착물생성에 따른 평형상수 

(4)를 얻기 위 해서는 Bjerrum 방법을 수정한 

Gregor등의 방법을 이용하는데, 평균 배위수 n 

를 정의에 따라 (9), (10)식으로 나타낸다.

河" 
】+加•(称丫

(9)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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厂KAJ —[A] - [AH+] (10)

식 (10)에서 [AH+]의 농도는 전기중성의 원리와 

물질균형식으로 부터 유도된 (11)식으로 구할수 

있고, [A]농도는식 (2)를 이용, 반복법 으로 

구할 수 있어 元를 계산할 수 있다.

[AH+] = [A，](l—a) — [H+] + [OHp (11) 

고분자 리간드와 금속이온을 포함하는 용액의 

pH적정곡선을 이용하여 평균 배위수 允에 대한 

一1昭(口\11+] / [工1+]) 로 한 수정 Bjerrum 생 성 곡 

선을 얻어 元=”一 1/2인 점의 一log([AH+]/ 
다1+])값으로 부터 log九•의 값을 얻는다. 일반적 

으로 단계적 안정도 상수 log外와 총괄 안정도 

상수 logK 는 다음 관계로 부터 얻는다.

bi=kiKa, Iog&=log4+ZK (12)
B尸Kj(、K), logKj=•汐兀+log 功(13) 

[H+] 농도 계산은 KC1 농도를 이용하여 활동도 

계수를 취한후 (14)식으로 부터 계산하였다源.

pH=pHmeas+log/H+ (14)

식 (14)의 为+는 H+의 활동도이 다. 0.1M KC1 
수용액중에서 H+의 활동도 계수는 30。(3에서 

0.82로 하여 계산하였고, 적정과정중 부피변화 

에 따른 KC1 의 농도변화와 적정액의 첨가에 따 

른 H+의 활동도 계수 변화는 고려하지 않고 계 

산하였다.

3.실  험

시 약. branched poly (ethylene imine) (BPEI 
: Mw=45,000, 30% 수용액)은 1 차 : 2 차 : 3 
차 아민이 1 ： 2 ： 1로 이 루어 진 일본 Tokyo Kasei 
제 특급시 약을 사용하였 고, FeCl2.nH2O, CoCl2. 
6H2O, NiCl2.6H2O 및 C11CI2.2H2O 등은 일 본 

Junsei 제 특급시 약을 사용하였 다. 금속이 온 C°2+, 
Ni2+, Cif+ 등의 농도는 EDTA 표준용액 으로, 

Fe2+이온 농도는 KMnQ 표준용액으로 정확히 

농도를 결정하여 사용하였으며17, KC1, NaOH, 
HC1, KMnO4, EDTA 등은 시판되는 특급시 약 

을 사용하였다. 또한 BPEI, NaOH, HC1 등의 

농도는 pH 적정 법 으로 농도를 미 리 결정 하였 다I% 

실험에 사용된 증류수는 CO2 를 제거한(PH6.8) 
4차 증류수를 사용직전에 제조하여 바로 사용 

하였다 19.
pH 적정. CO? 를 포함하지 않은 증류수로 희 

석 된 BPEI 저 장용액 (stock solution) 으로부터 필 

요한 량을 취하여 반응용액의 전체부피가 100mZ 
되게 다시 증류수로 희석한 뒤 soda lime관을 

부착한 마이크로 뷰렛을 통해 표준 HC1 용액으 

로 pH적정 을 행하였으며, 반응의 종말점은 tan- 
gent 법으로 결정하여 BPEI 저장용액의 농도를 

결정하였다. BPEIH+의 산해리상수를 결정하기 

위 한 실험 은 BPEI 농도가 1X 10~2M 이 되 는데 

필요한 양을 저장용액으로부터 취하고 반응용액 

의 전체 부피 가 100mZ 가 되었을때 KC1 최종농 

도가 0.01, 0.05, 0.10, 0.20, 0.30, 0.40, 0-50 
및 1.00 이 되 도록 각각 KC1 을 가한후, 각각에 

당 량의 HC1 을 가한 다음 표준 NaOH 용액 으로 

적정하였다鶴.

착물생성 반응에 따른 pH적정은 30°C, 0.1M 
KC1 수용액중에서 금속이온을 포함하지 않은 경 

우 (BPEIH+=1X1O-2M)와 금속이온을 포함한 

경우 (M(II)/BPEI=0.1)pH적정을 행하였다. 

또한 적정하는 동안 CO2 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N?기류 하에서 일정한 속도로 저어주면서 더이 

상 pH가 변화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기록하 

고 적정을 계속하였으며, 모든 실험은 2회 반 

복하여 재현성을 확인 하였다. 전극이 안정되는 

데 Fe (II)-BPEI 착물의 경 우 30 분, Co (II)-, Ni 
(II) Cu (II) -BPEI 착물의 경 우 10 분 이 내 에 

이 루어 졌 다. 사용된 전 극과 pH meter 는 Kyoto 
LTD. 의 Potentiometric Autotitrator, Model AT 
-117A 를 사용하였다.

가시선 흡수 스펙트럼의 측정. 가시선흡수 스 

펙 트럼 은 Hitachi (Digital & Record Double-Be
am) Spectrophotometer 320 을 사용하여 수용액 

중에 서 측정 하였고, Cu (II)-BPEI 착물에 대 해 

용액의 pH변화에 따른 스펙트럼 및 연속 변화 

법과 몰비법에 의한 착물의 분석도 행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BPEIH+ °| 산 해리상수. KC1 0.01,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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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CI- a)/a)

Fig. 1. Henderson-Hasselbalch plots of BPEIH+ in 

various ionic strength (KC1) at 30°C； a : 1. 0, b : 0. 5, 

c : 0.4, d : 0.3, e : 0.2, f ： 0.1, g : 0.05, h : 0. 01.

9.0

PKa

8.0

0.2 0.4 0.6 08 1.0

Fig. 2. Plot of pKa vs. BPEIH+ = 1X1O-2M,

neutral salt； KC1.

0.10, 0.20, 0.30, 0.40, 0.50및 LOOM등 여 

러 농도에서 BPEIH+의 산 해리상수를 얻기 위 

해 Henderson-Hasselbalch plot 를 Fig. 1. 에 나타 

내 었으며 , FEg.l 로 부터 얻은 KC1 농도에 따른 

BPEIH+의 산 해리상수 3K。） 및 상수（汾를 

Table 1 에 나타내었다. F/g. 1 및 Table 1 을 보 

면 KC1 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산 해리상수 

3瓦） 값은 증가하고 있으나, 상수（我）는 대체 

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PAA및 PVA의 

경우璀 염의 농도 증가에 따라 猝。와 0값의 변 

화를 비 교하면, 상수 力 값의 감소는 일치하고 있 

으나, 0K，값은 고분자 산 PAA, PVA 의 경우 

염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산 해 리 상수3长。）가 

감소하는 염효과를 갖는 것과는 반대로 BPEIH* 
의경우 염석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결 

과는 PAA 또는 PVA 의 경 우 H+이온을 방출하 

기전 고분자산은 하전을 갖지 않으나, BPEIH+ 
의 경 우 H+이 온을 방출하기 전 사슬내 의 많은 자 

리에 양 하전을 띠고 있어, 사슬내 양 하전간의

반발로 인해 수용액중에서의 BPEIH十의 구조가 

사슬 사이에 꼬이거나 수축된 상태보다는 양 하 

전간의 반발로 인해 사슬 사이에 거리가 멀리 떨 

어진 상태가 되고, 염의 첨가 또는 염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사슬내 정전기적 반발을 감소시 

켜 고분자 산의 안정도가 증가하는 구조적 특성 

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2에 열역학 

적 산 해리상수를 얻기위해 이온강도U）에 따른 

2K.와 豺了로 plot 한 것을 나타내 었다. Bjerru- 
m, Ringbom20등은 일반 전해질에 대해 이온강 

도가 낮은 （Z<0.01） 범위에서는 2孩와 寸丫로 

plot 한 것으로 부터 외삽하여 열역학적 산 해리 

상수를 구할 수 있고, 만약 곡선 관계가 될 경 

우, Bjerrum 등은 곡선의 외삽법으로는 큰오 

차를 수반하게 되므로 2瓦와 叮로 plot 하면 

직선 관계를 얻을 수 있으므로, 직선으로 부터 

이3F 로 외 삽하여 열역학적 산해리 상수 3褶） 

를 구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BPEIH+의 경 

우 力&와 ■口로 plot한 결과 곡선 관계였으므

Table 1. Influence of ionic strength （I） on constant铲

Constants
I

0.00 0.01 0.05 0.10 0.20 0.30 0.40 0.50 1.00

pKa 7.74 7.88 8. 20 8.35 8. 61 8.75 8.83 8.89 9.06

nb 2.11 1.89 1.82 1.97 1.82 1.83 1.74 1.76 1.72

«1X1O-2 unit m시〃 BPEIH+ at 30°C, in various KC1 concentrations, ^constant of modified Henderson-Hasse

lbalch equation (3).

Vol. 30, No. 5,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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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H titration curves of 1X 10~2M BPEIH+ with 

Metal (II) chloride at the following mol/Z concentrati

ons in 0. IM KC1 at 30°C ; (1) None(O), (2) 2X10-5 

Fe(・)，(3) 1X10-3 Cu(A), (4) 1X1O~3 Co(A), 

(5) 1X10-3 Ni(匚I).

로, 力」領와 广로 以次(】=0.01〜0.3))하여 직 

선 관계를 얻을 수 있었으며, 직선을 외삽하여 

얻은 i>K?는 30°C 에 서 7.50 이 었다.

BPEIH+ 와 M (II) 이 온간의 착물생 성에 따른 

안정 도 상수. 착물생 성 에 따른 pH 적 정 곡선 을 Fig. 

3에 나타내었다. Fz'g.3 에서 (1)은 금속이온을 

포함하지 않은 1X10-2M BPEIH+ 만의 적 정 곡선 

이 고 (3), (4) 및 (5)는 각각 1X1O~2M BPEIH+ 
에 대 해 M2+/BPEIH+ 몰비 가 0.1 일때 Cu(II)- 
Co(II)- 및 Ni(II)-BPEI 착물의 적정 곡선이고, 

(2)는 2X10-4M BPEIH+를 포함하고, 몰 비가 

0.1 일 때 의 Fe(II)-BPEI 착물의 적 정 곡선 이 다. 

Fe(II) 의 경우 BPEIH+의 농도를 1X10-2M 로 

하고 몰 비를 0.1 로 하여 적정하였을 때 침전이 

형성되어 농도를 다른 경우보다 50배 희석하고 

몰 비를 0.1 로 하여 적정하였다. F/g.3에서 뚜 

렷한 완충영역을 볼 수 없었으나, Fe(II)-BPEI

P(AHW)
Fig. 4. Modified Bjerrum plots of M (II) -BPEI comple

xes ；The signs (2), (3), (4) and (5) are referred to 

Fig, 3.

의 경우 농도가 아주 낮았음에도 불구하% 전 중 

화도 (a) 에 걸쳐 리 간드만의 적 정곡선 보다 상 

대적인 pH 가 아주 낮았으나, Cu(II)- Co(II)- 
및 Ni (II)-BPEI 의 경우 중화도가 낮은 영 역 (a 
〈0.5)에서만 pH 가 낮아졌음을 볼 수 있다. 어 

느 경우나 적정중 수산화물의 침전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또한 수산화물의 침전이 시작되는 이 

론적인 pH 까지만 계산하였다. F/g.3 의 pH 적 

정 곡선으로 부터 Gregor 등에 의 해 수정 된 Bje- 
rrum 생성곡선을 花g.4 에 나타내 었다. F/g.4 의 

(2)는 Fe(II)-BPEI착물의 생성곡선이고 (3), ⑷ 
및 (5) 는 각각 Cu (II) -, Co (II)-및 Ni (II)-BPEI 
착물의 생성곡선이다. Fe(II) 착물의 생성곡선을 

보면 Cu(II), Co(II) 및 Ni(II) 착물의 생성곡선 

과 상이한 양상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고분자 리 

간드의 농도가 아주 낮아 고분자간의 거리가 보 

다 멀리 떨어져 있고, 고분자 사슬의 구조가 수 

축된 상태 (contracted form) 또는 조밀한 상태 

(compact form) 로 부터 사슬이 풀어 져 (extended 
form) 1차 아민에의 우선 배위가 쉽게 일어날 

수 있 으며 21, 또한 Cu (II) -poly (acrylhydroxamic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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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lots of n vs. pH at 30°C in 0. IM KC1 ； The 

signs (2), (3), (4) and (5) referred to Fig. 3.

acid)착물22, Cu(II)-PVA 착물7 및 M(II)-BPEI 
착물13,14의 경 우 Cu (II)/AH 비 에 따라 수용액 중 

에서 고분자의 배 열 (conEguration) 이 변화되 어 

착물의 안정 도 상수도 달라지는 것과 유사한 현 

상을 볼 수 있고, 배위가 이루어졌을 때 리간드 

및 착이온간의 입체적 장애와 정전기적 반발을 

적게 받아 금속이온에의 배위가 보다 용이하게 

되어 안정도 상수가 Ni(II), Cu(II) 및 Co (II)의 

경우.보다 증가한 것으로 추측된다. 생성곡선으 

로 부터 Fe (II) -BPEI 착물은 평균배위 수 4 에 수 

렴되는 것으로 보아 ethylene imine group의 N 
원자가 네 자리 배위됨을 알 수 있고, 또한 최 

대 평 균 배위수(徧林)가 Fe(II)-BPEI 는 4.03, 
Ni (II) -BPEI 는 2.53, Cu (II) -BPEI 는 2.26 이 

었고, Co(II)-BPEI 착물의 경우 2.10이었다. 

따라서 Ni(II), Co(II)및 Cu(II)이온에 대한 고 

분자 리간드인 BPEI 중의 N 원자에 의해 최소한 

2배위 착물이 생성됨을 알 수 있다.

Fig. 5 에 착물생 성 에 대 한 최 대 평 균배 위 의 수 

렴되는 pH를 알아보기 위해 充와 pH항으로 plot 
한것을 나타내었다. Ni(II), Cu(II)및 Co(II)착 

물의 경 우 pH 7 부근에 서 최 대 배 위 가 이 루어 졌 

으나 Fe(II)착물의 경우 pH8부근에서 츼대배 

위가 이루어졌다.

花g.4 로 부터 얻 은 M(II)-BPEI 착물의 안정 

도 상수를 Table 2 에 나타내 었 다. BPEI 를 리 

간드로 한 고분자-금속착물의 안정도 상수를 유 

사단위체 리간드인 Triethylenetetramine (trien) 
및 Ethylenediamine (en) 고]' 비교하면 23, Fe(II) 의 

중심원자에 N원자가 네 자리 배위된 Fe(II)- 
trien의 logKi은 7.8, N원자가 두 자리 배위된 

Fe(II)-en 의 logKi 은 4.28 인데 비 해, Fe(II)- 
BPEI 착물의 경우 BPEI 의 N원자가 네 자리 배 

위 에 해 당되 는 총괄 안정 도 상수 logK4 가 23.08, 
N원자가 두 자리 배 위되 는데 따른 log & 는 12. 
43 으로 유사 단위 체를 리 간드로 한 착물의 안정 

도 상수 보다 큰 값으로 나타났다. 또한 Ni(II) 
-en 의 log Ki 이 7.66 (I = 1.0), Co (II) -en 의 log 
Ki 이 5.89(1=1.0)인데 반해 Co(II)-및 Ni(II)- 
BPEI 의 안정도 상수 역시 유사 단위체착물의 

안정도 상수 보다 큰 값이 었고, Cu(II)-BPEI5] 
경우는 Cu(II)-en의 logKi 은 10.76, Cu(II)- 
BPEI 의 log IS 는 10.55 로 거 의 유사한 값이 었 

다. Fe (II)-BPEI 착물은 다른 착물에 비 해 농도 

조건이 약간 달라 상대적인 안정도 비교는 어려 

우나 loglQ 가 Co (II) <Cu (II) <Ni (II) <Fe (II) 
순으로 나타나 아민류 단위체 착물에서 적용되는

Table 2. Stability constants of M(II)-BPEI complexes*1-4

M(II) log bi log b2 log 63 log勿 log-B log ki log k2 log k3 log h logK

Fec -1.78 -2.49 一2. 89 一 3.18 -10.34 6. 57 5.86 5.47 5.18 23.08 4. 03

Co 一 3.14 —3. 62 一 一 一 6.76 5.21 4.74 — — 9. 95 2.10

Ni -2. 53 -3. 09 — 一 5.62 5.82 5. 26 — — 11.08 2. 53

Cu -2.59 -3. 57 一 — 一 6.15 5.77 4.79 一 一 10. 55 2. 26

&M(II)/BPEI = 0.1, 7=0.1(KC1), 30°C. bpKa=8. 35(acidic dissociation constant of BPEIH+. CFe(II) == 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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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
Fig. 6. Visible absorption spectra for the M(II)-BPEI 

complexes ; (l)Ni, (2)Cu, (3) Co ; M (II) = 1X10-3M, 

M(II) /BPEI—0.1, (1) ； Absorbance represented arbi- 

tary scale.

Irving-Williams 서 열 에 서 벗 어 나는 현 상을 보이 

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을 현재로서는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고분자 리간드인 BPEIH+의 수용액 

중에서의 구조적, 정전기적 영 향으로 인한 특이 

한 거동에 의해 Fe(II)-BPEI 착물의 경우 금속 

이온과 리간드의 농도가 아주 묽어 Fe(II) 이온 

과 고분자 리간드인 BPEIH+간의 상호작용이 다 

른 착물의 경우보다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추측 

된다.

. 가시선 흡수 스펙트럼. F/g.6 에 BPEI 를 리 

간드로 한 Co (II), Ni(II) 및 Cu(II) 착물의 가시 

선 흡수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Fe(H)착물은 

수용액중에서 낮은 능도에서의 침전을 형성하여 

스펙트럼을 얻을 수 없었다. Fig.6의 스펙트럼 

은 수용액중에서 이온강도와 pH 를 조절하지 않 

고 고분자 리간드인 BPEI 의 농도를 1X10-2M 
로 하고 Cu (II)/BPEI 몰 비 를 0.1 로 하여 측정 

하였고, Ni(II)-BPEI착물의 경우 위의 농도조 

건에서는 흡광도가 너무 낮아 임의의 흡광도로 

나타내 었다. 착물의 d-d 전자전이에 의한 최대 

흡수위치(爲“)는 Co (II)-BPEI 착물은 488nm, 
Ni(II)-BPEI착물은 548nm, Cu(II)-BPEI 착물 

의 경우 642nm 였다. Table 3을 보면 pH3.4~ 
3.8을 경계로 하여 pH가 증가 또는 감소함에 

따라 최대 흡수위치는 장파장 쪽으로 이동이 일 

어났고, 흡광도는 pH 증가에 따라 감소하였다. 

pH변화에 따른 흡광도 변화로 부터 생성되는 

Cu (II)-BPEI 착물의 농도가 달라짐과 동시에 

Cu(II) 이온과 리간드간의 결합세기가 변화하는 

경계 pH가 있음을 알 수 있다. Cu(II)-PVP7와 

Cu(U)-PVP6착물의 경우 pH가 증가함에 따라 

최대 흡수위치는 단파장 쪽으로 이동이 일어나 

면서 흡광도가 증가하였으나, 본 실험에서 사용 

된 BPEI 경우는 이와 반대 현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현 상은 수용액 중에 서 BPEI 사슬내 에 양하 

전의 증가로 Cu(II) 이온과 고분자 리간드인 BP- 
EI 간의 상호작용에 보다 유리 하게 형 태 (confor
mation) 변화를 일으켜 Cu(II) 이온과 고분자 리 

간드간의 결 합세 기 를 증가시 키 고, 또한 생성되 는 

Cu(II)-BPEI 착물의 농도 역 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pH가 3.4~3.8보다 감소 

함에 따라 Cu(II) 이온과 BPEI 사이에 상호작용 

의 세기는 오히 려 감소하고 있으나 착물생성은 

여 전히 증가하고 있음을 최대 흡수위 치와 흡광도 

로 부터 볼 수 있는데, 이것은 pH3.4~3.8을 

경계로 하여 Cu(H)이온과 BPEI사이에 결합세 

기 변화의 전이가 일어나고 있고, 생성되는 착 

물의 농도와 결합세기는 무관함을 볼 수 있다.

생성되는 Cu(II)-BPEI착물의 조성을 알아 보 

기 위해 636nm에서 연속 변화법에 의한 분석을 

F0.7에, 몰 비법에 의한 분석을 花g.8에 각각 

나타내었다. 연속 변화법에서의 BPEI는 一(NH 
— CH2 —CH2)2—를 단위 농도로 하여 조사하였 

고, 몰비법에서는 一(NH—CH2—CH2)-를 단 

위 농도로 하여 측정하였다. E，g.7,8에서 Cu

Table 3.為** and absorbance of visible absorption spectra for the Cu (II)-BPEI" systems at various pH

PH 3. 06 3.19 3.39 3.60 3.81 4.08 4.92 6.09 7.07 8.02

人najnm) 626 623 622 622 622 623 626 630 634 638
Abs 0.205 0.199 0.196 0.193 0.193 0.171 0.165 0.159 0.156 0.153

aCu(II)-BPEI complexes solutions containing 1X10-2M BPEI and 1X 10_3M Cu(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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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ntinuous variations analysis of the Cu(II)- 

BPEI ; (BPEI)2+Cu2+=0. 04M at 636nm.

Fig. 8. Mole ratio analysis of the Cu (II) -BPEI at 

636nm ; M(H) =2x 10一編，BPEI=2X

(II) 이온의 배위 자리에 BPEI 중의 N 원자가 두 

자리 배위 되었음을 알 수 있고, F也.8에서 최 

대 흡광도에 도달된 이후 몰비가 증가함에 따라 

흡광도가 약간 감소하는 현상은, 에서의 

pH 증가에 따른 흡광도 감소 현상의 결과로 인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결  론

고분자 리간드인 BPEIH+의 산 해리상수 pKa 

는 BPEIH+의 특성으로 인해 KC1 의 농도가 증 

Vol. 30, No. 5, 1986

가함에 따라2敦가 중가하는 염석효과를 나타 

내었으며, 30°C, 0.1MKC1 수용액중에서의 />^0 
는 8.35, 상수 ” 는 1.97이 었음을 알았다. BPEI 
를 리간드로 하여 30°C, 0. IM KC1 수용액 중에 

서 생성되는 고분자-금속착물은 Gregor등의 방 

법으로 착물생성에 따른 pH적정의 결과 Co(II)
Ni(II)- 및 Cu (II)-BPEI 착물은 BPEI 중의 N 

원자가 최소한 두 자리 배위된 [M(BPEI)(H2。) 

R2+(M=Ni, Co,Cu)착물이 생성되고, Fe(II)- 
BPEI착물의 경우 N원자가 네 자리 배위된[Fe 
(BPEI)(H2O)2]2+착물이 생성됨을 알 수 있었 

으며, 또한 Cu(II)-BPEI 착물에 대해 연속 변화 

법 및 몰비법에 의한 착물의 조성 분석의 결과 

도 역시 pH 적정법에 의한 결과와 동일하게 Cu 
(II)이온에 BPEI의 N원자가 두 자리 배위되었 

음을 알 수 있었다.

BPEI중의 N원자가 두 자리 배위되는데 따른 

총괄 안정도 상수 loglS 는 Fe(II)의 경우 농도 

조건의 차이가 있으나 다른 금속들과 상대적인 

안정도를 비교하면 Irving-Williams서열에 벗어 

나는 Co(II)〈Cu(II)〈Ni(II)〈Fe(H) 순으로 나 

타나 고분자 리간드인 BPEIH+의 특이한 성질 

이 착물의 안정도에 크게 관여됨을 볼 수 있었 

다. Cu(II)착물의 용액의 pH 변화에 따른 착물생 

성의 가시선 흡수 스펙트럼으로부터 ECu(BPEI) 
(玦0)4〕2+착물은 !归3.4〜3.8을 경계로 하여 

Cu (II)이온과 고분자 리간드인 BPEI 간의 상호 

작용의 세기가 전이되어 pH가 증가 또는 감소 

에 따라 결합세기가 감소하고, pH 증가에 따른 

흡광도는 경계 pH 없이 감소되어, 생성되는 Cu 
(II)착물의 농도가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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