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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Equatorial-Skew형 [Co(TRDTRA) (0H2)] 착물과 CN\ NO厂 그리고 NCS- 이온 간의 치환반응 

결과 생성된 착물의 치환반응성 및 구조를 전자흡수 스펙트럼과 Yamatera 이론에 따라 조사하였다. 속도론적 

자료로부터 착물과 CN", NO厂 그리고 NCS" 이온의 반응차수는 각각 1차이며 총괄 반응차수는 2차임을 

알 수 있었다. CN- 및 NO?- 이온에서 생성된 착물의 구조는 이성질화 반응이 동반된 Polar-Chair 형이며, 

NCS- 이온의 경우에는 이성질화 반응이 동반되지 않은 Equatorial-Skew 형임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e substitution reaction and structrue of products obtained from the reaction of Equa- 
torial-Skew-LCo(TRDTRA) (0H2)] (TRDTRA=trimethylenediaminetriacetate) with CN~, N0「，and 
NCS" ions have been investigated by means of electronic absorption spectroscopy and theoretical calcula
tion based on tHe Yamatera's theory. According to kinetic data, the substitution reaction order for the 
complexes such as CN-, NO2' and NCS- was the first order, respectively, and overall reaction order 
was second order. It has been determined that the structure of products having CN_ and NO2- ions 
was Polar-Chair type complexes which were accompanying with isomerization and having NCS- ion 
was Equatorial-Skew type complex which was not accompanying with isomerization.

서 론

여러자리 리간드인 EDTA(Ethylenediamine-N,N, 
N',N'-tetracetate) 가 금속 이온에 배위되어 팔면체 

형 착물을 만들 때 디아민과 면을 이루는 킬레이트 

부분에 상당한 장력이 걸려있으므로' 배위된 

EDTA의 아세테이트 고리 하나가 떨어지고 한자리 

리간드 X(Cr, Br-, NQ「)가 쉽게 치환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气 아울러 이러한 연구를 뒷받침하 

는 연구로써는 다섯자리 리간드 EDTRA(Ethylene- 
diamine-N，N,N'-triacetate) 와 한자리 리간드인 X 
(H20, NH3, Cr, ONO-)7} 배위된 코발트(III)착물, 

[Co(EDTRA)(X)?-(m = 0. 1)의 경우坨 한자리 

리간드가 배위되는 위치에 따라 면 내(에틸렌디아 

민과 면을 이루는 부분)에 배위되는 equatorial형과 

면 밖에 배위되는 polar형의 두 가지 이성질체 형 

성이 가능하나 실제로는 equatoria?형만 생성됨이 

보고되었다6七

EDTRA의 에틸렌디아민 부분과 중심금속 코발트 

(III) 사이에는 5원 킬레이트고리를 형성하므로 ED- 
TRA 전체에는 상당한 장력이 걸려 있는 반면, 6원 

킬레이트고리를 형성하는 TRDTRA(Trimethylene- 
diamine-N,N,N'-triacetate) 와 한자리 리간드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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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P-C PS

Fig. 1. Three geometric isomers of [Co(TRDTRA) 
(OH2)J

위된 코발트(III) 착물에서는 킬레이트 리간드의 

장력이 다소 완화되어 배위 이성질체의 conforma- 
tion에 따라 E . S(Equatorial-Skew) 형, E , C(Equa- 
torial-Chair) 형, E • B (Equatorial-Boat) 형, P , C 
(Polar-Chair)형 및 P • S(Polar-Skew)형의 이성질 

체 형성이 가능하나 E • C형 및 E • B형은 confor- 
mation이 갖는 입체적 장애 때문에 생성이 곤란하고 

Fig. [에서 보는 바와 같이 E* S 형, P * C형 및 P • 
S형만 생성된다고 보고되었으며8 N-Me-TRDTRA 
(N-methyl-trimethylenediamine-N,N,N'-triacetate) 
의 경우에서는 E・S형과 P・C형이 생성되었다 I 
그리고 [Co(TRDTRA)(OH2)] 착물의 세 가지 이 

성질체, 즉 E・S형, P・C형 및 P・S형 착물에 

KCN을 각각 반응시켰더니 모두 P • C형 K[Co(TR- 
DTRAXCN)] 착물만 얻어졌고8 아울러 E・S형 

P・C형 [Co(N-Me-TRDTRA) (OH2)] 착물에 KCN 
을 반응시켜도 동일한 현상으로 P • C형 K[Co(N- 
Me-TRDTRA)(CN)] 착물만 합성되었다2
본 연구에서는 TRDTRA HQ가 배위된 Co(III) 

착물의 세 가지 가능한 이성질체 중 E • S [Co(TR- 

DTRA)(0H2)]를 합성 분리하고 여기에 한자리 리 

간드 X(CN-- NOa-, NCS-) 이온을 각각 반응시 켜 

그 각각의 반응성을 전자흡수스펙트럼으로 조사하 

고，반응결과 생성된 착물의 구조를 Yamatera 이론加 

과 실제 측정한 전자흡수스렉트럼을 상호 비교하여 

결정하고자 한다. 一

실 험

Na3TRDTRA(Sodium trimethylenediamine-N,N, 
N'-triacetate)의 합성. Sudium N-methyl-trimeth- 
ylenediamine-N,N,N，-triacetate의 합성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합성하였다5.

착물 E • S-[Co(TRDTRA)(OH2)]의 합성 및 분 

리. 문헌8과 동일한 방법으로 Co(NOD2 • 6HQ에 

N&TRDTRA 리간드를 반응시켜 공기 산화한 후 

중성의 착물을 분리하기 위하여 여액을 진한 염산 

으로 pH를 5정도로 조절하고, 혼합용액 중에 공존 

하는 양이온과 음이온을 제거하기 위하여 양이온 

교환수지 (Dowex 50W-X8, H+) 와 음이온 교환수지 

(Dowex 1-X8, C「) 에 통과시켜 순수한 중성의 [Co 
(TRDTR)(OH2)] 착물용액만을 얻었다. 이 착물에 

포함된 여러 가지 가능한 기하이성질체의 분리를 

위해 중성의 착물용액을 다시 양이온 교환수지에 

흡착시킨 후 증류수로 천천히 분리시킨 결과 청자색 

(polar-chair^), 적자색 (polar-skew형), 자색(equa
torial-skew형) 의 기하이성질체 순서로 분리되었으 

며, 이 합성 비율은 자색인 equatorial-skew형이 다 

량 생성되었으며, polarYhair형 및 polar-skew형은 

극소량만 생성되었다. 본 실험에 사용한 착물은 생 

성가능한 3가지 기하이성질체 중 다량으로 생성된 

E • S-[Co(TRDTRA)(OH2)] 착물만을 사용하였다.

반응속도 측정 및 생성물의 구조 확인. 지배적 

으로 생성된 E • S-[(Co(TRDTRA)(OH2)] 착물과 

X(CN-, N02-, NCS-)이온간의 치환반응 속도는 

NaCQ를 사용하여 이온강도를 CN- 및 N02- 이 

온의 경우에는 0.1, 그리고 NCS-의 경우에는 03 
으로 고정시킨 뒤, 이를 시간변화에 따른 전자흡수 

스페트럼의 흡광도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조사하였 

다. 또한 반응 결과 생성된 착물의 구조는 Yama- 
tera이론과 문헌의 분광학적 자료를 비교하여 확 

인하였다.

본 실험에서 측정한 전자흡수스펙트럼은 Hitachi- 
320-UV/Vis 분광광도계를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E ♦ S-[Co(TRDTRA)(OH2) 착물과 각 이온간의 

반응시 그 각각의 반응성을 속도론적으로 조사하였 

다. Fig. 2〜4는 E • S-LCo(TRDTRA)(OH2)] 착물 

올 수용액 중에 녹이고 여기에 CN_, NO厂 그리고 

NCS- 이온을 각각 반응시켜 시간변화에 따라 얻 

어진 연속 전자흅수스펙트럼이다.

Fig.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 CN" 이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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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lectronic absorption spectra obtained from 
the reaction of E - S-ECo(TRDTRA)(OH2)] and CN~ 
ion as a function of the time.

Fig. 3. Electronic absorption spectra obtained from 
the reaction of E • S-LCo(TRDTRA) (OHz) ] and NO2 
ion as a function of the time.

경우는 516nm, NO2■■이온의 경우는 565nm, NCS「 

이온의 경우는 632nm에서 등홉수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반응은 착물과 각 이온간의 

이성분 사이에서 일어나는 치환반응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었고 아울러 착물에 따라 변화의 폭이 가장 

현저한 490, 505, 552nm에서 시간에 따른 흡광도 

변화를 측정하여 분광화학적 방법에 따라 관측속도 

상수(辰血)를 구하였다".

먼저 X이온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한 후 착물의

m 500 wo •噸
I ，가

Fig. 4. Electronic absorption spectra obtained from 
the reaction of E • S-LCo(TRDTRA) (OH2)] and NOj 
ion as a function of the time.

Table 1. The kinetic data for the various concentra
tion of E • S-[ (TRDTRA) (OH2) ] at the constant co
ncentration of [X~\

X 102 
m 

o!-dm

103 
[complex] 

~3 m이

102
如横 ii

sec-1

1 아 

litial rate(u) 
sec-1

CN~ 3.5 3.50 5.439 2383
3.15 5.559 1.920
2.80 5.833 1.920
2.45 5.824 1.420
2.10 5.897 1.197

NO厂 2.7 1.44 1.076 10.680
1.26 1.211 9.645
1.08 1.474 7.738
0.90 1.694 6.812
0.72 1.943 5.595

NCS - 12.5 3.50 10.10 10.850
3.00 9.15 8.936
2.50 7.46 7.458
2.00 5.88 5.843
1.50 4.26 4.578

농도를 각각 변화시켜 가며 시간에 따른 흡광도

변화를 측정하여 값을 구한 결과를 각각 Table 
1에 나타내었다. 또한 각 이온의 일정한 농도하에 

서 착물의 반응차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착물의 농 

도변화에 따른 초기속도(V)와의 관계를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선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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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lot of —In v vs. —In [complex] in X. (O: 
CN~, •: NO广，V: NCS-).

-ln[X]

Fig. 6. Plot of —In vs. —In [X]. (O: CN~, •: 
NO厂，▽: NCS-).

Table 2. The kinetic data for the various concentra
tion of [X] at the constant concentration of E , S-[Co 
(TRDTRA)(0H2)]

X K^Ccomplex] 
mol-dm-3

io-[X] 
mol*dm、3

102虹 

sec'1

CN- 3.5 6.50 8.653
5.85 7.778
5.20 6.520
4.55 5.326
3.90 4.322

NO2- L8Y 3.60 3.225
3.15 2.754
2.70 2.241
2.25 1.871
1.80 1.428

NCS- 3.6 20.0 2.429
17.5 1.937
15.0 1.586
12.5 1.303
10.0 1.142

울기가 CN-인 경우에는 1.13, NQ■•인 경우는 0.95, 
NCS-인 경우는 1.02로써 착물이 각 이온(X)과 반 

응할 때 반응차수는 1차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각 

이온과 반응하는 착물은 1분자가 반응에 관여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에는 일정농도의 착물에 대한 각 이온(X)의 

k血를 착물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구하였다. 즉 

착물의 농도를 각각 일정하게 두고 X 이온의 농도를 

변화 시키면서 시간에 따른 흡광도 변화를 측정하여 

feobs 값을 구한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 
Re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온의 농도가 감소할수록 

관측속도상수 역시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반응시킨 

착물의 일정농도하에서 각 이온의 반응차수를 알아 

보기 위하여 각 이온의 농도 변화량에 대한 血加 

값과의 관계를 F讶. 6에 나타내었다.F谚.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선의 기울기는 각각 136, 1.17, L0&로써 

CN-, NC}, NCS- 이온이 착물과 반응할 때 반응 

차수는 1차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착물과 須이온 간의 반응시 총괄 반응 

차수는 2차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착물과 각 

이온이 반응할 때 각각 1분자씩 반응에 관여하여 

치환반응이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착물과 각 이온간의 반응시 활성화파라메 

타인 활성화에너지 (E。). 활성화엔탈피 (AH*), 활 

성화엔트로피 0S*)를 절대반응속도 이론2에 따라 

계산한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분광화학적 

계열 13T5을 고려하여 착물과 X 이온간의 치환반응을 

고려할 때 가장 강한장 리간드인 CN- 이온의 치 

환반응이 가장 빠르며 아울러 Ea 값이 가장 작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간장 리간 

드인 NQ.- 이온의 & 값보다 큰 것으로 보아서 

과량으로 사용한 KCN이 용매인 电0와 먼저 반웅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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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activation parameters in the reaction 
of E • S-[Co(TRDTRA)(OH2)] with X

X t(k) Ea(cal/mol) AH*(cal/mol) AS*(e.u)

CN- 293.15

298.15 6131
5289 -34.34

303.15
5788 —32.67

NOz一 298.15

303.15 4590
3970 -47.50

308.15
4020 -47.40

NCS- 293.15

298.15 9847
9327 -40.07

303.15
9250 -40.33

Table 4. Proposed absorption region of the first d~d 
absorption band in [Co(TRDTRA)(X)]~ calculated 
by the Yamatera^s theory

X X

Unit: cm-1.

Possible 
structure

E.S
mer(c诂-机ms)

P.S 
fac(ds-as)

P.S 
fac(as-CTs)

CN- 22.8 X103 19.0 X103 19.0 X103
21.6X103 21.6 X103 21.6X103
17.8 X103 21.6X103 21.6 X103

NO2- 21.8X103 19.0 X103 19.0 X103
20.6 XW 20.6 X103 20.6 X103
17.8 X103 20.6 X103 20.6 X103

NCS" 19.2 X103 19.0 X103 19.0 X103
18.0 X103 18.0 X103 18.0 X103
17.8 X103 18.0 X103 18,0 X103

Fig. 7. The proposed intermediate considered by the 
experiment지 results, activation parameter, and elect
rostriction.

하여 KOH와 HCN으로 되어 액성이 알카리성으로 

변하면서 착물 (F也 2-A) 중의 HQ와 먼저 치환 

되어 중간단계로써 [Co(TRDTRA)(OH)]-(Fig. 2- 
B)가 형성되어 예상보다 큰 瓦 값을 갖게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AS* 는 각 이온 공히 아주 큰 음의 값올 

나타내고 있었다. 이것은 정전기적 수축설16에 의해 

하전이 중간체에서 분리되지 않고 오히려 응집하는 

종을 형성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속도론적 

자료와 활성화파라메타 및 정전기적 수축설을 고려 

하여 볼 때 중간체는 착물과 리간드(X)가 응집하 

므로 Fig. 7과 같이 가정할 수 있다.

E • S-[Co(TRDTRA)(OH2)] 착물에 X 이온을 

반옹시켜 생성된 착물은 반응차수와 활성화 파라메 

타에 의하여 착물과 각 이온이 1분자씩 치환반응을 

일으켜 [Co(TRDTRA)(X)「착물이 생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생성된 착물의 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Yamatera 이론에 따라 계산된 생성가능한 

구조의 최대흡수띠의 위치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먼저 E • S-ECo(TRDTRA)(OH2)] 착물에 강한장 

리간드인 CN- 이온을 반응시켜 HQ와 CN- 이온 

간의 치환반응에 따라 생성된 착물, [Co(TRDTRA) 
(CN)\의 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자흡수스 

펙트럼을 조사한 결과 최대흡수 위치는 20.4X103 
cm-i였고(，毎 2) 흡수띠의 양상은 대칭성을 보였 

다. Table 4의 [Co(TRDTRA)(CN)「의 구조에서 

리간드의 주게원자가 직접 Co(III)에 배위된 양상을 

고려하면 중심금속에 직접 배위된 질소와 산소 사 

이에 meridional(cis-trans) 형에 속하는 E • S형인 

경우, 예상되는 전자흡수스펙트럼의 위치는 22.8X 
103, 21.6X103 및 r/BXlOcmT에서 최대흡수띠가 

나타나므로 흡수띠의 양상은 비대칭적이며 broad한 

형태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facial(ciAcis)형에 

속하는 P • C형 및 P • S형인 경우, 예상되는 전자 

흡수스펙트럼의 위치는 19.0X103 및 ZlCXlWc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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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comparision of the real spectrum and 
proposed region of the first d-d absorption band in 
[Co(TRDTRA)(X)「. (V: Folar-Chair of CN , ▼: 
Polar-Chair of NQ' ◊: Equatorial-Skew of NCS-).

에서 최대흡수띠가 나타나므로 흡수띠의 양상은 대 

칭적이며 sharp한 형태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서 최대흡수띠가 나타나므로 흡수띠의 양상은 대 

칭적이며 sharp한 형태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Fig. 8은 Yamatera 이론의 계산 결과로부터 예상되 

는 스펙트럼의 위치와 실제 측정한 스펙트럼을 비 

교한 것이다.F谚「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펙트럼의 

특성은 E • S 형보다 P • C형 및 P- S 형의 예상흡 

수띠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으며, 동시에 문헌9 
에서 합성한 P・C형의 LCo(TRDTRA)(CN)]- 스 

펙트럼과도 동일하였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E • 
S-[Co(TRDTRA)(OH2)] 착물에 CN- 이온이 웅집 

된 형상을 보이면서 TRDTRA의 trimethylenedia- 
mine이 conformation 변화를 일으켜 P • C형의 착 

물이 생겼다고 생각된다. 또한 수용액 중에서 E • S- 
[Co(N-Me-TRDTRA)(0H2)]의 이성질화반옹에 관 

한 연구°에서 E • S형이 P • C형으로 변환됨이 전 

자흡수스펙트럼 및 NMR연구에서 밝혀졌으며, E • 
S형이 P • C형으로 변환되는 이성질화반웅에서는 한 

개의 아세테이트 고리와 한자리 리간드(HR) 사이 

의 교환 및 6원고리 chelate 배위변환(skew에서 

chair)만으로 간단히 일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E • 

S형에서 P • S형, 또는 P • C형에서 P • S형 사이의 

이성질화 반응에서는 적어도 두 개의 아세테이트 

고리와 배위한 위치를 바꾸던가, 또는 질소에 결합 

하고 있는 메틸기와 아세테이트 고리사이의 바리바 

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성질화가 어렵다는 사실9 
과도 일치하였다.

E - S-[Co(TRDTRA)(OH2)] 착물에 중간장 리 

간드인 NO厂 이온을 반응시켜 氏0와 NO2- 이온 

간의 치환반응에 따라 생성된 착물, LCo(TRDTRA) 
(NOz)]-의 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자흡수스 

펙트럼을 조사한 결과 최대흡수 위치는 19.8X103 
cm-'였고(F谚 8) 흡수띠의 양상은 대칭성을 보였 

다. Table 4의 [Co(TRDTRA)(NO2)「구조에서 

meridional형에 속하는 E • S형의 경우, 예상되는 

전자 흡수 스펙트럼의 위치는 2L8X103, 20.6X 103 
cm-1 및 VZBXlNcmT에서 최대흡수띠가 난타나 

므로 흡수띠의 양상은 비대칭적이며 broad한 형태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facial형에 속하는 P • C형 및 

P・S형의 예상되는 전자흡수스펙트럼의 위치는 

19.0X103 및 ZOGXlWcmT에서 최대흡수띠가 나 

타나므로 흅수띠의 양상은 대칭적이며 sharp한 형 

태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Yamatera이론의 

계산결과로부터 예상되는 스펙트럼의 위치와 실제 

측정한 스펙트럼을 비교한 결과(尸也 8), P • C형 

또는 P • S형과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중간장인 NO厂 역시 CN-와 마찬가지로 

이성질화 반응이 동반되어 E・S형에서 P・S형보 

다도 P • C형으로 변환되었다고 생각된다.

E - S-[Co(TRDTRA)(OH2)] 착물에 약한장 리 

간드인 NCS- 이온올 반웅시켜 压0와 NCS" 이온 

간의 치환반응에 따라 생성된 착물, [Co(TRDTRA) 
(NCSz)]-의 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자흡수스펙 

트럼을 조사한 결과 최대흡수 위치는 556nm였고 

{Fgi. 8) 흅수띠의 양상은 비대칭성을 보였다. 생성 

된 착물, [Co(TRDTRA)(NCS)]- 구조에서 meri- 
dional형에 속하는 E • S형의 경우, 예상되는 전자 

흡수스펙트럼의 위치는 19.2X103, l&OXl^cmT에 

서 최대흡수띠가 나타나므로 흡수띠의 양상은 비대 

칭적이며 broad한 형태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그 

러나 facial형에 속하는 P • C형 및 P • S형의 경우, 

예상되는 전자흡수스펙트럼의 위치는 19.0X103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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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XlOcmT에서 최대흡수띠가 나타나므로 흡수 

띠의 양상은 대칭적이며 sharp한 형태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Fig. 8는 Yamatera 이론의 계산결과로부 

터 예상되는 스펙트럼의 위치와 실제 측정한 스펙 

트럼을 비교한 것이며 P • S형 또는 P ・ C형 보다 

E ・ S형과 잘 일치됨을 알 수 있었다. 이 경우는 

이성질화 반옹을 일으키기에 충분히 강한장 리간드 

이며 TT산 리간드인 CN-와 NO厂 이온의 경우와는 

다르게 이성질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위의 실험으로부터 E • S형 CCo(TRDTRA)(OH2)] 
착물과 CN' NO厂 그리고 NCS~ 이온 간의 반웅은 

각각 1분자씩 반응에 관여된 치환반응으로 진행되어 

LCo(TRDTRA)(X)]- 착물이 생성되었으며 치환반 

응 결과 생성된 착물의 구조는 CN「및 NO厂의 

경우는 치환반응과 동시에 이성질화 반응이 동반되 

어 P・C형 착물이 생성되었으며 NCS-의 경우는 

이성질화 반응이 동반되지 않고 치환반응이 일어나 

E・S형의 착물이 생성되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문교부 기초과학연구 학술연구 조성비 

에 의하여 수행된 바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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