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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몇가지 온도와압력 흐에서 该"zsTCoETEClj와 心-戶-[CoTETClJ 착이온의 수화반응 

과 Zra«s-[CoETEClOH2]2+ 착이온의 이성질화반응의 반응속도를 분광광도법으로 측정하여 이들 착물의 

반응메카니즘을 규명하였다. 力a耸s-[CoETEC1J■와 c*项-[COTETC1J+ 착이온의 수화반응에 대한 활 

성화엔트로피, AS*는 각각 4.0eu 및 5.3eu이고 활성화부피, △卩*는 각각 一5.8cm，moL (40°C) 및 —6.6 
cm3molT(40°C)이었다. 이들 데이타로부터 수화반응의 메카니즘은 해리 (〃)메카니즘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ZraMs-[CoETEClOH2]2+ 착이온의 *-戶-[CoETEClOH』?+로의 이성질화반응에 대한 활성화 

엔트로피, △$*와 활성화부피, 는 각각 9.5eu 및 8.4＜：1113 11101-1(3()°0이었다. 이들 데이타로부터

이성질화반응의 메카니즘은 FLO가 해리된 후 이성질화가 일어나는 해리 (〃)메카니즘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ABSTRACT. The rate constants for the aquation of trans-ICoETEClJ+ and c/s-处[CoTETCM* 
and the isomerization of irans-[CoETEClOH2]2+ were measured by spectrophotometric method 
under various temperature and pressure conditions. For the aquations of irans-[CoETECl2]+ and 
ds-p -[CoTETC12]+, the activation entropies are 4.0 eu and 5.3 eu respectively and the activation 
volumes are -5.8 cm합moZ and -6.6 cm^ol-1 at 40 °C, respectively. From 나]ese data the dissociative 
mechanism involving trigonal bipyramid-type intermediate is proposed for the acquation reaction. For 
the isomerization of ^ra?is-[CoETEClOH2]2+ to cis- /9-[CoETEC10H2]2+ the activation entropy is 9.5 eu 
and 안le activation v이ume is 응.4 cm3mol-i at 30 °C. The m况hanism of isomerization may be considered 
as the dissociative mechanism with H2O-dissociation.

서 론

사슬형 네자리 리간드를 포함하는 코발트(III)착 

물은 여러 가지 광학이성질체와 기하이성질체가 

존재할 수 있고 치환반응이 일어날 때 기하학적인 

구조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 

어 왔다〜

사슬형 네자리 리간드 가운데 두 개의 N 과 

두 개의 S 가 배위되는 l,9-diaminA3,7"dith. 
ianonane, ETE 와 l,10-diamino-4,7-dith- 
iadecane, TET 를 포함하는 코발트 (III) 착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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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학적인 구조는 Bosnich 등에 의해 연구된 바 

있다.

Bosnich 등에 의하면 [CoETEXj* (X=C1, 
Br, OHg) 착이온은 cis-jS-lCoETEXj*와 truns 

-[CoETEX2]+ 이성질체가 존재하는데 이들 가운 

데 전자가 더 안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CoTETX】 착이온은 *-a-[CoTETXj와 

cis项-[CoTETXj가 존재하며 이들 중 전자가 

더 안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TE 와 TET 의 

Co (III)착물의 구조은 아래와 같다

gk姓您
U i X

CM.«

본 연구에서는 ZraMS-[CoETECl2]+ 및 cis-fi- 

[CoTETClJ 착이온의 수화반응과 transACo- 

ETECIOH2F+ 착이온의 c£s-0-[CoETECl- 
OHzF+로의 이성질화반응에서 관찰되는 기하학적 

인 구조변화와 각 반응에 대한 반응속도상수의 온 

도와 압력 의존성으로부터 구한 활성화엔트로피와 

활성 화부피 를 이 용하여 반응메 카니 즘을 규명 하였 

다.

실 험

리간드 및 착물의 합성. 리간드인 1,9-di- 
amino-3,7-dithianonane 과 l,10-diamino-4,7-di- 
thiadecane 은 Dwyer 의 방법에订 따라 합성하였 

다.

trans - [CoETEC12 ] C1O4, trans - [CoETECl 
0H2] (C1O4)2, cis-伊[CoTETCIJCIO, 및 cis- 

a-lCoTETCljClC*는 Worrell 와 Bosnich 의 

방법에"1 따라 합성하였다. 합성된 착물은 문헌에 

보고된 전자홉수 스펙 트럼 더】이 타°와 비 교하여 확 

인하였다.

반응속도 측정. 반응속도는 Schimadzu-UV 
260 분광광도계로 측정하였다. Zraws-[CoETE 
Ch]+와 «s-/?-[CoTETC12]+ 착이온의 수화반응 

속도는 착이온의 농도를 5X10-3M 로 하고 산의 

농도는 HC1Q를 이용하여 0.012V로, 이온강도는

Fig. 1. The spectral changes for the aquation of 
^M54CoETEa2]+ in 0.01MHC104 at 50 °C.

NaClO,를 이용하여 0.1 N로 조절하여 측정하였 

다.

ZraMs-[CoETEClOH2]2+ 착이온의 이성질화반 

응의 속도는 ZnzMs-[CoETEC12]ClO4 0.1 얼 

음중탕 속에서 냉각시킨 0.01 N NaOH 용액 10 
函 에 녹인 후 즉시 0.1N HC1O, 50mZ 를 첨가 

하면 ZraMS-[CoETEClOH2]2+ 착이온이 얻어지는 

데' 이것을 반응용기에 넣고 반응속도를 측정한다.

반응속도 측정에서 온도는 Laude Thermostat 
Bl 으로 ±0.01 °C 가 되 게 유지 시 켰고, 압력 은 

Swiss Nova 제 수동식 유압펌프로 조절하였으며 , 

고압 하에서 반응용기는 Lentz 셀応을 사용하였 

다.

결과 및 고찰

iran«-[CoETECl2]+ 착이온의 수화반응. 

切ans-[CoETECl』+ 착이온의 수화반응에서 시간 

에 따른 스펙트럼의 변화는 Fzg.l 에 나타낸 바와 

같이 614nm, 465nm 및 425nm에서 등흡광점을 

나타낸다. F谚. 1 에서 시간에 따른 스펙트럼의 변 

화는 화살표로 나타내었다. 생성물의 스펙트럼은 

cis-Q-lCoETEClOHzF+ 착이온의 스펙트럼과 유 

사한 것으로 보아서 생성물의 기하학적인 구조는 

cis-* 형 이성질체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수화반응식과 반응속도식은 다음과 같 

이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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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ate constants (A?obsx 104 sec-1) for the aqua
tion /raws-[CoETEC12+] at various temperatures and 
pressures

T(°C) P(bar)
1 500 1000 1500

35 0.174 0.233 0.258 0.272
40 0.411 0.451 0.481 0.490
45 0.831 0.921 0.972 0.010
50 1.55 1.71 1.82 1.88

trans-〔CoETEClJ*—브马 

kgs

cis-fi-〔CoETEClOHJ"

Rat(^= kob3{trans-Co ETE Cl/]

如处-[C0ETEC1J+ 착이온의 반응속도상수는 시 

간에 따른 흡광도를 측정하여 식⑴의 guggen- 
heim 법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In (At+d—At) = — Aobs + C (1)

여기서 &와 4,+a는 각각 시간 t와 t+△에서의 

흡광도 값을 나타내며 △는 반감기의 2~3배되는 

시간구간을 나타낸다. 여러 가지 온도와 압력에서 

구한 반응속도상수를 7沥Ze 1 에 나타내었다.

에서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수화반응의 

속도가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기압에 

서 InGfebbQT)와 (1/T)을 도시하여 구한 활성화 

엔탈피 , 와 활성화엔트로피, AS*는 각각 26.1 
kcalmol-i과 4.0eu이었다. 반응속도상수와 압 

력의 관계식 (am初ap)T=0v*/，RT)•广을 이용 

하여 구한 활성화부피, AV*는 40°C에 50°C에서 

각각 一5.8cm3molT 및 一Glen?molT이었 

다. 이 때 반응속도상수는 압력에 대한 이차함수, 

In 4派="+頭+＜沪2으로 취급하였으며 여기서 a, 

3 및 c 는 상수이다.

ZraMS-[CoETECl2]+ 착이온의 수화반응에서 

는 기하학적인 구조가 다른 c£s-/?-[CoETECl- 
OH2F+가 생성된다. 생성물의 기하학적인 구조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cr이온이 해리하고 네자리 리 

간드가 비틀린 삼각이중파라밋이 중간체로 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 때 활성화부피와 활성화엔트 

로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전이상태에서 해리 

된 C1-이온에 의한 용매화의 증가와 네자리 리간 

드의 비틀림에 의한 변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전이상태에서 cr■이온이 해리되면 주위에 있는 물 

분자가 이 이온을 용매화하여 초기상태보다 전이 

상태에서 엔트로피와 부피는 감소하고, 네자리 리 

간드의 비틀림은 반대로 전이상태에서 엔트로피와 

부피를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ra«s-[CoETE- 
Cl2]+ 착이온의 수화반응에 따른 활성화부피는 음 

의 값을 나타내고 활성화엔트로피는 양의 값을 나 

타내었는데 활성화엔트로피는 네자리 리간드의 비 

틀림에 크게 영향을 받아 양의 값을 나타내고, 활 

성화부피는 네자리 리간드의 비틀림보다 해리된 

이온의 용매화에 의해 음의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trans-[Co- 

ETE Cl2]+ 착이온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 trans- 

[Co(trien)CL]+와 trans-[.Co (2,3,2-tet) Cl2]+ 착 

이온의 수화반응의 경우와 비교하여 짐작할 수 있 

다"-is. trien 착물과 2,3,2-tet 착물의 수화반응은 

전이 상태가 삼각이중파라밋인 교환해리메카니즘으 

로 알려져 있고 이 때 수화반응의 활성화엔트로피 

는 teien 착물과 2,3,2-tet 착물에서 각각 16eu 와 

12eu 로 매우 큰 양의 값을 나타내었으나 2,3,2 
-tet 착물의 활성화부피는 +1.0 cm3 mol-1 (25 
1C)로 작은 양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 

들로 미루어 보아서 네자리 리간드의 비틀림은 활 

성화엔트로피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ETE 착물이 trien 착물이나 2,3,2-tet 
착물보다 전이상태에서 cr이온의 해리 정도가 더 

욱 뚜렷하다면 더 큰 용매화로 인해 활성화부피는 

음의 값이 될 것이지만 활성화엔트로피는 작은 양 

의 값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trans- [CoETEC12]+ 착이온의 수화반응은 삼각 

이중파라밋을 중간체로 하는 해리메카니즘으로 진 

행됨을 추정할 수 있다. 이 때의 메카니즘을 아래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Vol. 34, No. 2, 1990



120 鄭保在•白聖五

Fig. 3. The spectral changes for the aquation of 
cis [CoTETCE + in 0.01 AfHC104 at 30 °C.

Fig. 2. The Spectral changes for the isomerization of 
加现STG0ETECI0H2F+ to d5-^-[CoETEClOH2]2+ at 
50°Cin0.01MHC104.

Table 2. Rate constants (Aobsx 104 sec-1) for the iso
merization of ^rflM$-[CoETEClOH2]2 + to cis 
ETECIOH2]2 + at various temperatures and pressures

7X°C) P(bar)
1 500 1000 1500

20 1.01 0.882 0.791 0.760
30 3.98 3.43 3.08 2.94
35 7.85 6.87 6.02 5.74
40 13.7 11.6 10.5 10.2

frans4CoETEC!OH2]2+ 착이온의 이성질화반 

응. /rans-[CoETEClOH2]2+ 착이온이 산성용 

액 중에서 반응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스펙트라 

는 F海 2와 같다. 여기서 시간에 따른 스펙트럼의 

변화는 화살표로 표시했다.

이 때 생성물의 스펙트럼의 cis-fi- [CoETECl* 
OH2]2+ 착이온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서 trans- 

[CoETEClOIL]2+ 착이온은 산성용액에서 

cis-fl- [CoETEC1OH2]2+ 착이온으로 이성 질화 

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 반응€ 613nm, 473nm 
및 430nm에서 등흡광점을 나타내며 실험범위인 

0.1N<[H3O+]<lN 에서는 반응속도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반응식과 속도식은 각각 다음 

과 같이 쓸 수 있다

+H,0
trans-〔CoETEC1OH"—L K ism

cis-B-〔CoETEClOHJ“

Rate=Z?1Sm[/rfiMs-CoETEClOH*+] 

이성질화반응의 속도상수, 鬲sm는 시간에 따른 흡 

광도를 식 (1)에 대입하여 구하였다. 여러 가지 

온도와 압력 하에서 구한 속도상수를 Table 2 에 

나타내었다.

说 2에서 알 수 있듯이 이성질화반응의 속도 

는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조금씩 느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기압에서 InQ/T)와 (1/T)을 

도시 하여 얻은 활성 화엔탈피 와 활성 화엔트로피 는 

각각 25.2 kcal mol t 및 9.5 eu 이 었 다. 반응속도 

상수와 압력의 관계식에서 얻은 활성화부피는 

20°C와 30°C에서 각각 7.9cm3mol-*5- 큰 양의 

값을 나타내었다.

切做 s-[CoETEC1OH』2+ 착이온의 cis-/3- 

[CoETEC1OH2]2+ 착이온에로의 이성질화반응은 

네자리 리간드의 분자내 비틀림에 의한 이성질화 

반응과 OH?가 해리한 후 이성질화되는 두 가지 

경로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분자내 비틀림에 

의한 이성질화반응은 활성화부피가 거의 영에 가 

까운 값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러한 

경로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姑. 따 

라서 후자인 OHz가 해리되고 네자리 리간드가 비 

틀린 삼각이중피라밋을 중간체로 하는 해리메카니 

즘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메카니즘에서는 전이상 

태에서 OH2가 해리하면 초기상태보다 부피와 엔 

트로피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삼각이중피라밋을 

이루기 위한 네자리 리간드의 비틀림에 의해서도 

역시 부피와 엔트로피가 모두 증가하게 된다. 따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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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ate constants (^obsx sec-1) for the aqua
tion of cis -^-[CoTETCy^ at various temperatures and 
pressures

T(°C) P(bar)
1 500 1000 1500

25 0.581 0.661 0.779 0.862
30 1.18 1.39 1.58 1.74
35 2.33 2.90 3.09 3.66
40 4.52 5.29 5.97 6,60

라서 활성화엔트로피와 활성화부피는 모두 양의 

값을 가져야 한다. 坎ms・[CoETEClOH2]2+착이 

온의 이성질화반응은 위의 조건을 잘 만족하므로 

반응메카니즘은 OH?가 해리된 삼각이중파라밋이 

중간체인 해리메카니즘으로 추정할 수 있다.

cis-jff-[CoTETCl2]+ 착이온의 수화반응. cis 

-[CoTETC12]+ 착이온의 수화반응의 시간에 따른 

스펙트럼의 변화를 F谚.3에 나타내었다. 이 때 스 

펙트럼은 화살표 방향으로 변화하고, 등흡광점은 

476 nm 와 535nm 에서 나타난다. 생성물의 스펙 

트럼은 «s-a-[CoTETClOH2]2+ 착이온의 스펙 

트럼과 일치하였다. 그러므로 수화반응식가• 속도 

식은 각각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cis-fl-〔CoTETClJ* ^土으-
K obs

cis~ a-〔CoTETClOH"

Rate=肖 ms〔 * 一 8 - Co TETC1 ；〕

수화반응의 속도상수, 总功는 시간에 따른 흡광도 

를 식(D어】 대입하여 구하였다. 여러 가지 온도 

와 압력 하에서 구한 속도상수를 RZ拔 3 에 나타 

내었다.

이 때 반응속도는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조금씩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 기 압에서 구한 활성 화엔탈피 와 활성 화엔트로 

피는 각각 24.8kcal mol"1 및 5.3eu 이고 30°C와 

40 °C 에서 구한 활성화부피는 각각 一 6.4 cm， 
mol-1 및 一 6.6 cm，mo『 1로 음의 값을 나타내었 

다.

c6#-[CoTETC12]+착이온의수화반응에서 cis 

-a-[CoTETClOH2]2+ 착이온이 생성물로 얻어진 

다. 이것은 TET 를 포함하는 코발트(III)착물에 

서는 t次-a 형이 가장 안정함을 보여주고 있다. 

Ws-MCoTETCIJ 착이온의 수화반응에서 활성 

화 엔트로피와 활성화 부피는 ^Ws-[CoETEC12] + 
착이온의 수화반응 때와 거의 같은 값을 가지므로 

삼각이중피 라밋을 중간체로 가지는 해 리 메카니즘 

으로 예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화반응이 일 

어날 때 cw-[CoTETC12]+ 이온에 배위된 두 개 

의 C1-이온 중 황원자와 trans 위치에 있는 C/이 

온이 해리되어서는 cZiz-ICoTETClOH』가 착 

이온이 생길 수 없으므로 질소원자와 trans 위치 

에 있는 cr이온이 해리함올 알 수 있다. 그 이유 

는 황원자에는 비어있는 3d 궤도함수가 있어 코발 

트 (III)와 back bonding °] 가능하므로 황원자와 

trans 위치에 있는 이온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결합하므로 back bonding 을 하지 못하는 질소원 

자와 trans 위치에 있는 이온이 해리될 것으로 

생각된다】七 이 때의 반응 중간체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는 1989년 문교부 기초과학육성 연구비 

의 지원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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