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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광학활성인 A-[Co(EDDS)]■■와 리간드의 conformation 변화에 있어 제한되는 착물인 [Co(土 

chxn)3了+간의 전자전달반응에 따른 입체선택성을 수용액 중에서 조사한 결과 4개의 conformational isomer 
(leb, lel2ob, leloba obQ가 존재하는 △-[Co(chxn)3〕3+가 생성되었으며 각 이성질체의 광학순도는 각각 22% 

e.e, 25% e.e, 11% e.e, 10% e.e로서 나타났다. A-[Co(EDDS)：「와 [Co(土 chxn)、+ 간의 전자전달반응에 

따른 입체선택성을 DMSO 중에서 반응시킨 결과 두 개의 conformational isomer(lel3, leLob)을 포함하는 

△-[Co(chxn)3：P+가 생성되었으며 광학순도는 風의 경우가 100% e.e로 나타났으며, lebob의 경우는 75% 

e.e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stereoselectivity on the electron-transfer reaction between optical active A-[Co 
(EDDS)] and conformationally restricted complex ECo(+ chxn)3?+ has been examined in aqueous solu- 
ti°n・ The products are four conformational isomers (lel3) lel2ob, lelob2, and ob3) of A-[Co(chxn)3]3+ with 
optical purities of 22% e.e, 25% e.e, 11% e.e, and 10% e.e, respectively. The reaction between A-ECo 
(EDDS)] and ECo(i chxn)3了+ in DMSO produced lela-A and leLob-△-[Co(chxn)3〕3+ whose optical puri
ties are 100% e.e, and 75% e.e, respectively.

서 론

입체선택적 치환반응에 관한 연구로써 광학활성 

인 A-[Co(EDTA)]_ (EDTA=ethylenediamine

tetracetate) 착물과 과량의 en( = ethylenediam- 
ine) 을 상온에서 반응시키면 쉽게 치환되어 광학활 

성의 A-[Co(en)3F+가 33% 생성되며% A-[Co(R- 
PDTA) ] - (PDTA=propylenediaminetetracetate) 와 

en과의 반응에서는 R-PDTA가 갖는 입체특이성 때 

문에 100% A-[Co(en)3〕3+가 생성된다고 보고되었 

甲.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Bush 등3은 이들 입체 

선택적 치환반응에 대한 가상메카니즘을 제안하였 

으나, Doh 등이 △-[Co(EDTA)L와 en과의 치환 

반응에서 중간체를 분리하고 en과의 반응성을 조 

사하는 한편 △-[Co(R-PDTA)「와 en과의 반응에 

서도 A-[Co(EDTA)「와 동일한 결과인 33% A- 
[Co(en)3]3+1- 얻음으로써 Bush의 가상반응 메카 

니즘이 수정되어야할 것을 제안했다，. 이 같은 결 

과는 최근 A-ECo(EDTA)]- 혹은 A-ECo(R- 
~500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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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TA)：「와 [Co(en)3：|A간의 입체선택적 전자전달 

반응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A-[Co(R-PDTA)：「와 

en과의 반응이 재조명되어 조사한 결과 Doh 등의 

보고와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5.
이러한 입체선택적 치환반응 메카니즘에 관한 연 

구 중에서 Gillard는 치환반응 중에 전자전달반응의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하였고% Taube 등이 속도론적 

고찰을 통해 전자전달반응을 확인하였다I 입체특이 

성을 고려한 A-ECo(EDTA)]- 혹은 A-[Co(R- 
PDTA)厂와 [CMen&F+간의 전자전달반응에 관한 

연구에서는 광학활성의 A-[Co(en)3：P+가 각각 9%, 
8% e.e(e.e=enantiomeric excess)생성되었으며, 

이와 같은 입체선택적 유발은 반응물간의 입체선택 

적 회합이 중요하다고 지적되었다5，.
아울러, 리간드의 입체특이성으로 인해 입체선택적 

으로 합성되는 광학활성인 A-[Co(EDDS)]-(EDDS 
= ethylenediaminedisuccinate) 착물과 [Co(en)3]2+ 
간의 입체 선택적 전자전달반응의 경우 △-[Co 
(en)3：P+가 14% e.e로 생성되었으며, 이와 같은 입 

체선택성은 A-lCo(EDDS)「와 △-[Co(en)』3+간 

에 우선적인 입체선택적 이온회합이 관련된 것이며 

광학순도의 저하는 환원제인 [Co(en)3了+의 킬레 

이트고리의 conformation 변화로 효율적인 입체선 

택적 이온회합이 용이하지 않음에 기인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리간드의 

conformation 변화가 다소 제한되는 착물인 ECo(± 
chxn)3]2+ (chxn=t""?s-l,2-diaminocyclohexane) 와 

광학활성의 A-[Co(EDDS)「간의 입체선택적 이온 

회합 및 전자전달반응 후 생성된 [CMchxnXF+을 

분리하고, 분리된 착물의 절대구조 및 광학순도를 

CD 스펙트라로써 조사하여 반응물의 conformation 
에 따른 내부권 영향을 조사하며, 아울러 외부권의 

영향도 조사하기 위해 A-[Co(EDDS)「와 [Co 
(en)3了+ 및 A-[Co(EDDS)「와 LCo(± chxn)3]2+ 
간의 전자전달반응을 여러 용매 중에서 반응시켜 

생성된 물질들의 절대구조, 용리곡선 및 광학순도를 

조사하여 전자전달반응에 따른 입체선택성을 규명 

코저 한다.

실 험

착물합성. 산화제 로 작용할 착물, A-[Co(EDDS)「 

및 착물의 리간드 합성은 문헌의 방법에 딱라 합 

성하였으며, 환원제인 [Co(en)3 了+ 및 ECo'(± 
chxn)/+의 합성도 문헌1。과 동일한 방법으로 합 

성하였다. 특히 리간드인 chxn 중에는 meso형도 

포함되어 있어 문헌"에 따라 NiC12・6H2。를 사용하 

여 meso형을 제거 하고 남은 土 chxn을 [Co(土 

chxn)3了+ 합성에 사용하였다. 착물의 순도와 광학 

활성은 전자흡수스펙트라 및 원편광이색성 (CD) 스 

펙트라로써 측정하여 문헌과 비교하고 순도를 확인 

하였다.

전자전달에 따른 입체선택성. 광학활성 인 A-ECo 
(EDDS)L와 [Co(en)3了+ 및 A-[Co(EDDS)「와 

[Co(土 chxn)3了+간의 전자전달에 따른 입체선택성 

에 관한 실험은 전보8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였다. 

특히 [Co(土 chxn)』+의 경우, 전자전달반응 후 생 

성된 반응혼합물 중 +3만 분리한 후 conformational 
isomer의 존재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문헌也에 따라 

Sp-Sephadex C-25 양이온교환수지로 충진된 관 

크로마토그래피 (1.2X60cm) 에 광학활성의 LCo 
(chxn)/+를 흡착시 킨 후 용리제로써 0.2M Na3PO4 

로 용리시켜 크로마토그래피상에서 conformational 
isomer를 분리시키고 분리된 각 흡수띠를 전자홉 

수스펙트라를 통해 용리곡선을 조사하였다. 분리된 

각 conformational isomer와 PQF- 이온간의 이온 

회합으로 인한 CD 강도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분리 용출된 각 흡수띠를 따로 모아 Sp-Sephadex C- 
25(1X6 cm)에 각각 흡착시켜 물로써 PO? 이온을 

충분히 씻은 후 각 이성질체의 전자흡수스펙트라와 

CD 스펙트라를 측정하여 착물의 순도, 꽝학순도 및 

절대구조를 조사하였다.

입체선택적 전자전 달반응의 용매효과. A-[Co 
(EDDS)「와 [Co(en)3了+ 혹은 A-[Co(EDDS)「 

와 [Co(土 chxn)』"간의 전자전달반응에 따른 입 

체선택성에 대해 외부권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물 

이외의 유기용매 중에서 반응시켜 보았다. 본 실험 

에서 사용된 용매인 DMF와 DMSO는 특급시약을 

구입하여 molecular seive로 처리하여 사용하였고, 

유기용매 중에서 착물의 용해도를 고려하여 Co 
(CIO》을 출발물질로 하여 [Co(en)3?+ 및 ECo 
(土 chxn)3了+ 착물을 합성하였다. Co(CQ)2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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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문헌과 동일한 방법13으로 합성하여 사용하였 

다.

걸과 및 고찰

앞의 보고8에서 산화제인 A-[Co(EDDS)「의 절 

대구조는 AAA로 킬레이트고리의 나선성이 이루어 

져 있어 A형으로 귀속하였고(△.△= 착물의 절대구 

조", A-[Co(EDDS)「와 [Co(en)3y+간의 전자전 

달반응에서는 A-[Co(EDDS)「와 라세미체중의 A- 
[Co(en)』2 +간의 입체선택적 이온회합을 거쳐 A. 

[Co(en)3〕3+가 14% e.e가 생성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Co(en)3〕3+의 광학순도 저하는 환원 

제인 [Co(en)3了+의 킬레이트고리 conformation 
변화에 따른 입체선택적 이온회합의 저하가 기인된 

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conformation의 

변화가 [Co(en)3〕2+보다 덜 용이한 환원제로써 

[Co(土 chxn)3了+ 착물을 수용액 중에서 A-LCo 
(EDDS) 厂와 반응시켜 보았다. 반응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고 생성물은 [Co(chxn)3F+임을 전자홉수 

스펙트라 및 원소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같은 

결과와 더불어 A-[Co(EDDS)「의 반응성 및 [Co 
(士chxn)3了+의 킬레이트된 리간드의 포화된 결합 

상태를 고려하면, 고리열림에 의한 내부권 전자전 

달반응의 가능성은 배제되므로 A-[Co(EDDS)「와 

[Co(土 chxn)3了+간의 전자전달반응은 외권형반응 

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생성된 [Co(chxn)3F+ 중에서는 리간드의 입체 

특이성에 따라 여러 개의 conformational isomer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생성물을 문헌I?에 따라

Fig. 1. Elution curve for [Co(chxn)3]3+ obtained 
from the reaction of [Co( + chxn)3]2+ and A-[Co 
(EDDS)]- in aqueous solution. (A; lela B; lel2ob C; 
lelob2 C; oba).

용리제로써 NaaPQ를 사용하여 양이온 교환수지를 

통해 분리시켜 본 결과 4개의 흡수띠로 분리되었 

으며, 분리된 흡수띠를 전자흡수스펙트라로 용리곡 

선을 얻어 각 이성체의 생성분포를 조사하였다(F々. 

1).

분리된 4개의 comformational isomer는 문헌妙과 

일치하게 lek(A)가 가장 먼저 용출되고 lel2ob(B), 
lelob2(C)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ob3(D) 가 용출되 

었으며 생성분포는 각 이성체에 대해 34, 40, 22% 
및 3% 생성됨을 용리곡선의 각 면적비를 통해 조 

사하였다.

[Co(chxn)」3+의 합성은 합성방법에 따라 각 이 

성체의 생성분포가 현저하게 다르나, 그 중 고온에서 

활성탄 존재하에서 합성".16된 생성비율이 전자전달 

반응결과 생성된 각 이성체 분포와 유사하며, 활성탄 

존재하의 합성법 경우에 비해 lek의 이성체분포가 

약간 줄고 lel2ob 이성체가 증가된 면을 보였으며, 

여전히 lek와 lel2ob 이성체가 지배적으로 많이 생 

성되었다 (Ta 况e 1).
이것은 Co(II) 착물, [Co(土chxn)』+의 각 이 

성체의 입체특이성을 가진 리간드의 conformation 
구성에 따른 상대적 안정도12와 A-CCo(EDDS)：「와 

의 상대적 반응성에 크게 의존된다고 생각된다.

한편, 전자전달반응에 의해 생성, 분리된 각 이 

성체의 절대구조와 광학순도를 조사하기 위해 전자 

흡수스펙 트라와 CD 스펙트라를 조사하였다. 절대구 

조에 관해서는 공히 제일 흡수 영역에서 큰 음의 

Cotton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각 이성체가 모두 

△-[Co(chxn)3〕3+임을 알 수 있었다(F讶.2). 이와

Table 1 Enantiomeric excess (e.e) and isomer distri
bution (%) of products from the oxidation reaction 
of [Co(土 chxn)』?+ with A-[Co(EDDS)]- in aqueous 
solution

aInorg. Chem., 15, 2123 (1976), bibid„ 26, 195 (1987).

Isomer
Products (%) e.e (%)

S사laffer" Lappin4 Present Lappinb Present
paper paper

lel3 46.7 37 34 25(A) 22(A)
lel2ob 34.7 36 40 5(A) 25(A)
lelob2 14.3 19 22 U(A) U(A)
ob3 3.3 8 3 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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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lectronic absorption and CD spectra optical 
active A-[Co(chxn)3]3+ obtained from the reaction 
of [Co(士 chxn)打2十 and A-[Co(EDDS)]_ in aqueous 
solution, (where A, B, C and D indicate ob3f 1 이사)务 

1 시2이), and lel3 respectively).

같이 입체선택성은 앞에서 보고&한 A・[Co(EDDS)「 

와 [Co(en)』3+간의 입체선택적 이온회합의 경우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 즉, △-[Co(chxn)」3+ 착 

물의 G축 방향 디아민 부분의 수소원자들과 A-[C。 

(EDDS)：「의 유사 C3축을 이루는 음이온성 산소원 

자들과 좀 더 용이한 수소결합에 의해 입체선택적 

이온회합이 일어난 다음, 전자전달반응이 진행되어 

△-[Co(chxn)3〕3+가 생성됨을 생성물의 확인과 절 

대구조를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다.

생성된 각 이성체의 입체선택적인 정도를 알아보 

기 위해 광학순도를 조사해 본 결과 완전광학분할된 

값에 비하여 A-leb가 22% e.e, A-lel2ob 25% e.e, 
A-lelob2 11% e.e, A-ob3 10% e.e 생성되었다(lei 
= 착물의 리간드가 C3축과 평형, ob= 착물의 리간 

드가 C3축과 경사炒). 이 결과에서 지배적으로 생성 

되는 이성체 A-leb와 A-leLob는 광학순도가 높고 

A-lelob2 및 A-oba의 경우는 낮다. 이는 생성물인 

△-[Co(chxn)3〕3+의 리간드 conformation 구성의 차 

이로써 A-leb와 A-leMb의 경우가 A-[Co(EDDS)「 

와 용이한 수소결합이 가능하며, A-lelob2 및 A-ob3 
의 경우와 같이 曲의 기여가 많을수록 효율적인 

입체선택적 회합이 저하된 결과로 생각된다. 이러한 

광학순도의 결과 중에서 지배적으로 생성되는 이성 

체의 광학순도와 앞에서 보고8된 A-ECo(EDDS)]- 
와 [Co(en)3了+간의 전자전달 반응의 결과로서 A- 
[Co(en)3〕3+가 14% e.e가 생성된다는 자료와 비교 

하면 [Co(chxn)3]3+의 경우가 훨씬 증가된 광학순 

도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Co(en)3]3+의 경우, 

리간드 en의 conformation0! 단순한 회전에 의해 

상호변환될 수 있는데 반해2 [Co(chxn)3〕3+의 경 

우는 리간드가 갖는 2개의 키랄 중심에 의한 입체 

특이성 (R,R-chxn, S,S-chxn)으로 인해 상호반전되기 

어렵기 때문에 [Co(en)3]3+ 경우보다[Co(chxn)3〕3+ 
가 좀 더 효율적인 입체선택적 이온회합이 가능하 

였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전자전달반응에 따른 입체 

선택성은 반응물간의 입체선택적 이온회합과 confo
rmation 변화를 고려한 착물의 내부권 영향이 크게 

미친다고 생각되나, 여전히 광학순도면에 있어서는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원인은 수소결 

합에 의한 반응물간의 이온회합을 고려해 볼 때 

수용액 중의 양성자에 의한 반응물간의 입체선택적 

이온회합의 방해가 작용된 것이라 생각된다. 이같은 

견지에서 입체선택적 전자전달반응에서 용매 효과가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A-[Co(EDDS)「와 

[Co(en)3丁+간의 전자전달반응을 양쪽성 양성자용 

매인 물, 염기성 양성자용매인 DMF, 비양성자용매 

인 DMSO 중에서 각각 반응시켜 생성된 [Co(en)3F+ 
의 절대구조 및 광학순도를 C.D. 스펙트라로써 조 

사하였다. 그 결과 각 용매에 대해 공히 제일흡수 

영역에서 음의 Cotton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형 

임을 알 수 있었고 광학순도는 △-[CMen)、+의 

완전광학분할된 값 △e= — L89에 비교하면 수용액 

중에서는 △£=—0.27(14% e.e) DMF 중에서는 

Ae— —0.5(26% e.e) DMSO 중에서는 Ag= —0.75 
(40% e.e)로써 H2O<DMF<DMSO 순서로써 광학 

순도가 증가됨을 나타내었다(F谚.3). 이같은 결과로 

미루어 보아 물, DMF, DMSO 순서로 감에 따라 

용매의 양성자에 의한 이온회합의 방해가 감소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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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lectronic absorption and CD spectra of the 
A-[Co(en)3]3+ obtained from the reaction of [Co 
(enXF* and A-[Co(EDDS)]~ in various solution, 
(where A, B and C show water, DMF, and DMSO 
solvent, respectively).

Fig. 4. Elution curve for [Co(chxn)3]3+ ions obtai
ned from the reaction [Co(± chxn)3]2+ and A-[Co 
(EDDS)]- in DMSO. A; leb B; lel2ob.

따라 전자전달반응에 따른 입체선택성이 현저하게 

증가된 것으로 생각된다叫

이와 같은 전자전달반웅에 따른 입체선택성에 대 

한 용매효과와 반응물의 conformation을 고려한 내 

부권의 영 향을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A-[Co(EDDS)「 

와 [Co(土chxn)：^+간의 전자전달반응을 비양성자 

용매인 DMSO 중에서 반응시켜 보았다. 생성된 [Co 
(chxn)3〕3+를 앞의 수용액 중에서 반응시킨 것과 

같이 양이온교환수지에서 conformational isomer를 

분리시켜 본 결과 수용액 중에서의 경우와는 달리

Fig. 5 Electronic absorption and CD spectra of opti
cal active A-[Co(chxn)3?+ obtained from the reac
tion of [Co(土 chxn)3了+ and A-[Co(EDDS)「in 
DMSO. A; lel2ob B; lei*

lek와 lel2ob 두 개의 이성체만 존재하였고, 그 생 

성분포는 lel3 이성체가 60%, leLob가 40% 생성됨을 

용리곡선을 통해 알 수 있었다(F讶.4). 이와 같은 

현상은 입체선택적 전자전달반응을 강하게 반영한 

다 그 이유는 가장 많이 생성되는 이성체 leL와 lel2 
ob가 A-[Co(EDDS)l■와 효율적으로 이온회합을 

하여 전자전달반응이 진행된 결과로 나타났으며, le- 

lob2 및 曲는 생성분포도 적지만 A-ECo(EDDS)] 
-와 효율적인 이온회합을 못하여 전자전달반응이 

일어나지 않음으로서 생성되지 못한 결과로 생각된 

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밑받침해주는 자료로써는 생성 

물의 광학순도의 비교로도 명백해진다. DMSO 중의 

생성된 [Co(chxn)3〕3+의 각 이성체에 관한 CD 스 

펙트라를P讶.5에 나타내었다. 생성된 ECo(chxn)3?+ 
의 절대구조는 수용액 중에서와 동일하게 △형으로 

나타났으며, leL의 경우 광학순도가 △£= -2.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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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e)로서 완전광학분할된 값에 해당하며 leLob의 

경우는 -2.0(73% e.e)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A-lCo(EDDS)「와 가장 입체 

선택적 이온회합이 가능하고 지배적으로 많이 생성 

되는 A-lek-[Co(chxn)3〕3+가 가장 효율적인 이온 

회합을 거쳐 완전산화하여 100% 광학순도를 나타 

내었으며, A-leMb의 경우는 ob의 기여로 인하여 

A-lel3 보다는 다소 효율적인 입체선택적 이온회합에 

의해 다소 낮은 광학순도를 보였다. 따라서 전자전 

달반응에 따른 입체선택성은 반응물간의 입체선택적 

이온회합이 우선적이어야 하고, 내부권의 conforma

tion 변화가 적은 입체선택성을 가진 리간드가 효 

과적이며 효율적인 이온회합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 

권의 양성자가 없는 비양성자 용매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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