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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여러 가지 농도의 SDS 용액에서 [CMenBNHKiy+의 수화반응과 염기성 가수분해반응의 속도 

상수를 UV 분광법으로 구하였다. 그리고 염 기성 가수분해 반응에 서는 염 화나트륨의 농도를 0, 0.05, 0.1 
molding로 변화시키면서 반응속도에 미치는 염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수화반응은 SDS의 농도가 CMC보다 

진한 미셀상태에서의 속도(如")가 CMC보다 아주 묽은 수용액 상태에서의 속도QhW)보다 약간 빠른 경향을 

보였다. 염기성 가수분해반응에서 속도상수(瞞h)는 CMC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SDS의 농도가 증가하여도 

일정한 값을 가지나, CMC 부근에서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CMC보다 진한 농도에서는 CMC 이전과 마찬 

가지로 SDS의 농도가 증가하여도 속도상수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염기성 가수분해반응에서 첨가한 염화 

나트륨의 효과는 이온교환모델로 설명할 수 있었다.

ABSTRACT. The aquation and base hydrolysis of [CMenBNHQ了+ were studied by UV spectroscopic 
method in various SDS aqueous solution. The base hydrolysis of [Co(en)2NH3Cl]2+ with the addition 
of 0, 0.05, 0.1 mol dm~3 sodium chloride was studied. For the aquation of the complex, the rate constant 
in the micellar phase(^HM) was a little larger than that in the aqueous phase(如W). With the increase 
of SDS concentration, the second order rate constant(feoH)for the bas hydrolysis unchanged below the 
CMC and sharply decreased down to a limiting value after the CMC was reached. The effect of added 
NaCl on the rate behavior of the complexes in the micellar solution were investigated by using an ion-ex
changed model.

서 론

계면활성제의 촉매효과는 아주 묽은 용액에서 반 

응물과 계면활성제 단량체 간의 상호작용, CMC(cri- 
tical micelle concentration)보다 조금 묽은 용액에서 

반웅물과 계면활성제의 회합체간의 상호작용, 그리 

고 CMC보다 진한 용액에서 반응물과 미셀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i~3. 화학반응 

에서 미셀의 효과는 주로 유기반응*에 대하여 광 

범위하게 연구되어 왔으나 무기반응에 대해서는 그 

리 활발하지 못하였다. 무기반응에 대한 미셀 효과의 

연구는 금속착물을 수반하는 전자전이반응演이 대부 

분이고, 착물형성반응，8에 대한 연구도 몇몇 연구가 

들에 의 해 수행 되 었다. 무기착물의 수화반응이 나 염 

기성 가수분해반응에서 미셀의 촉매효과에 대해서는 

Morawetz 등°이 sodium alkyl sulfate 수용액에서, 

Tachiyashiki 등“이 sodium dodecyl sulfate(SDS) 
수용액에서, Dash 등n이 SDS와 Triton X-100 수 

용액에서 몇 가지 착이온의 수화반응이나 염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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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분해반응에 대해 보고하였다. 그리고 Fendler 
드2은 여러 가지 계면활성제 용액에서 Hemin과 Vi

tamin Bm의 리간드 교환반응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무기반응에서 뿐만 아니라 생체 이중막의 

표면에서 혹은 단백질의 경계에서의 다양한 전자전 

이반응과 리간드 교환반응의 모델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염기성 가수분해반응의 속도를 측 

정하여 계면활성제의 촉매효과를 조사하였다. 또한 

염기성 가수분해반응에서는 전해질(NaCD의 첨가에 

따른 SDS의 촉매효과의 변화를 조사하고자 한다.

실 험

실험에 사용한 CoCMGHzO는 Junsei(Japan)사의 

특급시약을, 에티러렌디아민, 염산 및 암모니아수는 

Merck사의 특급시약을, 그리고 과염소산, 과염소산 

나트륨 및 염화나트륨은 Fluka제품을 사용하였다. 

물은 전도도값이 1 이하인 3차 증류

수를 사용하였다. 착물 as-[Co(en)2NH3Cl]Cl2t 문 

헌에 따라 합성하고 확인하였다q
반응속도의 측정은 Shimadzu UV-260 분광광도 

계를 사용하였고 항온조는 Shimadzu TB-85를 사 

용하였다.

수화반응속도는 과염소산으로 산의 농도가 0.005 
M로 조절하여 측정하였다. 이때 이온강도는 과염 

소산나트륨으로 0.02 M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착물 

농도는 용액의 CMC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IO-' 

M로 하였다. 수화반응의 속도는 시료용액을 셀에 

넣고 30분 정도 온도 평형을 시킨 후 파장을 233 

nm로 고정하고 측정하였다.

염기성 가수분해반응은 0.01 M의 수산화나트륨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농도의 SDS 용액에서 수화반 

응과 같은 방법으로 반응속도를 측정하였다，염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서 염화나트륨을 0.05M 및 0.1 
“을 첨가하여 같은 방법으로 속도를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cis-[Co(en)2NH3CI]"의 수화반응• 미셀용액을 

수용액상aqueous phase)과 미셀상(micelle phase) 
의 두 개의 상을 가지고 있는 계로 간주한다면 

CMC보다 묽은 용액에서는 수용액상에서 수화가 

일어나고, CMC보다 진한 용액에서는 수용액상과 

미셀 표면에서 동시에 수화반응이 일어난다고 생각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화반응식과 속도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as- [Co(en)2NH3Cl]2 + )in aqueous phase+H2O 

kuw
-------> (c£s-[Co(en)2NH3HzO]3*)in aqueous phase + Cl

(cis-ECo(en)2NH3Cl]2+)i„ 血＜*恥 phase+H2O
h M

—므(Ws-[Co(en)2NH3H2()]3*)in micelle phase + Cl

Rate = ^H，VL(Co(en)2NH3Cl2 + )i„ aqueous phase!
+^HML(Co(en)2NH3Cl2+)in micelle phase〕

=*HECo(en)2NH3Cl2+]

여기서 ^H=&hW +知M이다. 여러 가지 농도의 SDS 

용액에서 속도상수(如)를 Table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able 1에서 CMC 이전보다는 이후의 반응속도가 

다소 빠른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CMC 이전이나 

CMC 이후에는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

Fig.l은 SDS의 농도와 logfeH를 도시한 것이다. 

F讶.1 에서 수화반응이 수용액상에서 보다 미셀상에 

서 더 빠른 것으로 보아 미셀의 촉매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Ws-[(en)zNH3Cl了+의 수화반응은 

해리메카니즘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중간체가 +3 

가 하전을 가진다. 미셀상에서는 +3가 하전을 가진 

중간체가 음으로 하전된 미셀의 표면에 의해 안정 

화되기 때문에 수용액상에서 보다 반응속도가 빨라

Table 1. Rate constants for the aquation of [Co(en)2 
NH3C1]2+ ion in SDS solutions (the CMC of SDS is 
4X10-3 mol dm3)

[SDS]/M 如/L

4X10-2 2.07X10-6
2X10" 2.11X102
1X10-2 2.07X10-6

4X10"3 1.90X10%
IX10'3 1.26X10-6
6X10 4 1.12 XW6
0 1.10 X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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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ate constant for the aquation of the LCo(en)2 
NH3C1]2+ in SDS solutions at 35W.

Table 2. Rate constants for base hydroysis of [Co(en)2 
NH3C1]2+ ion in SDS solutions containing various co
ncentrations of NaCl (The CMC of SDS solutions con
taining 0, 0.05, 0.1 mol dm-3 NaCl is 4X10-3t 2.2X 
10— 1.5X10~3mol dm"3)

[SDS]/ ^oH/mol-1 dm3 s-1

mol dm-3 No NaCl 0.05M NaCl 0.1 M NaCl

4X10T 0.107 0.175 0.346
2X1(厂 2 0.110 0.219 0.532
1X10-2 0.136 0.327 0.773
8X10~3 0.182 0.392 0.926
6X10-3 0.325 0.517 1.31
4X10~3 2.18 0.871 1.93
2X10T 16.6 3.77 4.10
I""， 20.0 9.84 8.18
6X1()T 22.3 10.9 8.41

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m-[G>(en)2NH3<기]흐+의 염기성 가수분해반응. 

수화반응과 마찬가지로 미셀용액을 두 개의 상으로 

생각한다면 착물의 염기성 가수분해반응식과 속도 

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cis-ECo(en)2NH3Cl]2 + )in aqueous phase + OH"
h w

(as-[Co(en)2NH3OH]2+)in aqueouS phase

(m-[Co(en)2NH3Cl]2+)in micelle phase + 0H_ 
北 M

(as-[Co(en)2NH3OH]2+)in 血好 phase

Rate哉忒[((顼两2卜旧3郁+)*, aqueous phase]LOH-] 
+^0HM[C0(en)2NH3Cl2+),n 前好血』0成] 

=*oHE(Co(en)2NH3Cl2+] [OH~ ]

여기서 如泪=如尸+囱"이다.

Table 2는 여러 가지 농도의 SDS 용액에서 

NaCl을 첨가하지 않았을 때와 0.05 M과 0.1 M을 

첨가하였을 때의 염기성 가수분해 반응속도상수(#OH) 
를 나타내었다. 염기성 가수분해의 반응속도는 

SDS의 농도가 증가하면 NaCl을 첨가하지 않았을 

때와 첨가하였을 때 모두 감소함을 볼 수 있다.

Fig.2는 여러 가지 SDS 농도에 대해 logfeoH를 

도시한 것이다. F讶.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NaCl을 

첨가하지 않았을 때, SDS의 농도가 CMC보다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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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ate constant for the base hydrolysis of the 
[Co(en)2NH3Cl]2+ in SDS solutions at 30芭.[NaCl]= 
OC), 0.05(A), 0.1(A) mol dm-3.

농도에서는 속도상수가 비슷하고 CMC 부근에서 

급격히 감소하다가 CMC보다 진한 농도에서는 다시 

속도상수가 비슷하다. CMC보다 낮은 농도에서 속 

도상수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서 

착이온과 음이온 계면활성제간의 상호작용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CMC 부근에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서 착이온이 미셀과 상호작용 

을 하여 수용액상에서 보다 미셀의 표면에서 염기성 

가수분해반응의 속도가 아주 느려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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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l을 첨가하면 속도의 감소가 CMC 부근에서 

둔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미셀상에 있는 

착이온이 첨가된 나트륨이온과 교환되기 때문인 것 

으로 생각된다. NaCl 양이 증가하면 미셀상에 달라 

붙어 있는 착이온의 양이 줄어들고 수용액상의 자 

유로운 착이온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속도의 감 

소가 둔화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미셀용액에서 이온교환에 대한 

Quina의 결과”를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만약 착이 

온과 수산이온이 수용액상과 미셀상 사이에 분리되 

어 있다면 관측된 유사 1차 속도상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砰私=知[0H-少

哉ohW[oh-]/ +*OHMEOlF]d 쁴* ⑴

LMJt

여기서 瞞罪와 为아产는 각각 수용액상과 미셀상에 

서의 염기성 가수분해 속도상수이다. [OHTr, 

[OH1 [M]/ 및 [M]$는 각각 총수산이온의 농도, 

자유 수산이온, 자유착이온 및 미셀상에 붙어 있는 

착이온의 농도이다. [OHC는 미셀상에 있는 붙어 

있는 수산이온의 local 농도이다. [M]j는 첨가된 

착이온의 총농도로 (，이다. 미셀상

에서 반응이온의 local 농도는 여러 가지 모델로 해 

석할 수 있다“f. 여기서 [OH-万 와 [MZ 는 

Quina의 이온교환모델遊로 추정하였다.

SDS 미셀표면에서 수소이온과 나트륨이온 사이의 

이온교환에 대한 교환평형상수는 아래와 같이 쓸 수 

있다.

[H+%+1瓦可(,=[百吐+ [Na+]/

“ 任风 LNa+]/ 
Kh/n厂[H+}[面由 (2)

여기서 [H+]/와 [Na+J；는 각각 H+와 Na+의 자유 

이온의 농도이고 [:冋(와 는 미셀상에 붙어

있는 이온의 local 농도이다. 물과 미셀상에서 물의 

이온적(ionic product ：Kw=[H+MOH-]/와 K*= 
[冋» [0百=]»)을 이용하면 자유 수산이온과 속박된 

수산이온 농도 사이에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 

된다.

Na0H - [Na? [OH—} - KwKh恤

미셀표면에서 2가로 하전된 금속이온과 나트륨이온 

사이에 이온교환에 대한 평형식과 평형상수는 다음 

과 같이 주어진다.

[M]/+ 2EN^1 = [Ml + 2[Na+ 方 (4)

KwNa =
LM]t :Na+]/ 
口町[丽

(5)

미셀상에 붙어 있는 착이온의 농도인 [Ml와 local 
농도 [际出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CM]4=[M1/CV ⑹

C는 미셀화된 SDS의 농도이고, 卩는 미셀화된 

계면활성제의 1몰당 다른 이온이 미셀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의 "유효부피”16로 이 부피는 미셀화된 

계면활성제 단위 몰당 Stern layer의 부피로 간주할 

수 있다.

식 (3)〜(6)를 식 (1)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얻어진다.

如 MOH-]/야0罪最0匝0成]/3；「]// 

Lobsd 而刁QKm/MN/豎VC/lNa+畛
渺而习机Na+%?

수산이온은 미셀표면의 하전과 같은 음의 하전이므 

로 작은 분율만이 미셀에 붙어 있으므로 [0H->= 
[OHWOHTHOH-]/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염기성 가수분해에 대한 관측된 2차 속도상수 km 
= 如骚/[01「]7~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OHW + ^OHM^NaOH(ENa^]//[Na+]{.)

Kmn(而〒*vc/[Na+y 小
— (o)

1+瓦硏疋아口归+]初 Na+]《

식 (8)을 변형하면 다음 관계식이 얻어진다.

三쁘「=丿3%球/[丽1
ENa ]/

1 00尸-》OH)
十------ ——-一一——

Km/n丄瓦产如 C/[Na+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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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 k«i)/(C/[Na]f)

Fig. 3. Plot of »oH/[Na} against (fe0HW - *oH)/(C/[Na]a/) 
containing ()(•), 0.05(A), 0.1(A) mol dm^3 NaCl.

[Na+ CMC + [Na+ !<«+aC (10)

여기서 [Na0涂는 첨가된 전해질(NaOH, NaCD의 

농도이다. 식 (10)에서 미셀 SDS의 이온화 정도를 

나타내는 a(=0.22)와 미셀화된 SDS의 농도인 C(= 
Cr—CMC)와 계에 알맞은 CMC값을 사용하여 

[Na+]/를 구할 수 있다s’. 계산된 [Na+]/를 이용 

하여 식 (9)에서 ^oH/[Na+｝와 (ftoHW~^oH)/(C/ 

[Na+｝)를 도시하면 Fig. 3과 같은 직선이 얻어진다.

■地匕 3에서 절편과 기울기는 각각 ^ohm-Kn2Oh/ 

와 l/KwMN/*卩이 다. Table 3은 Fig. 3의 

기울기와 절편에서 구한 값을 나타내었다. 기울기인 

1/KM/Na[宜职V에 V=0.14 mor1 dm3, a = 0.22와 

[Na+l,=(l—a)/V=5.6 mol dn「3을 대입하면，" 착 

이온과 나트륨이온간의 이온평형상수의 평균값 

(4.88)을 얻을 수 있다. 또한 SDS 용액에서 CoCi 
(NH3)5" 에 대 한 이 온교한 평 형상수는 1.9로 알려 져 

있고m, polystyrene-surfate 이온교환수지에서 Mn2+, 
및 Ca?+의 이온교환 평형상수는 각각 2와 6으로 

알려져 있다 19. 중심금속이 동일한 Co 착물에서 리 

간드가 암모니아 대신에 에틸렌디아민(en)이 배위 

되면 착물의 크기가 더 커지므로 전하밀도가 작아 

미셀상에 붙기 어려워 교환평형상수가 더 작을 것 

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더 큰 값이 나왔다. 이는 

에틸렌디아민의 소수성기와 미셀내의 소수성 기간의

Table 3. Experimental values of 扁罪/収沮心如+上 and 
KM/NaUNa+l* for base hydrolysis of [Co(en)2NH3- 
Cl]2+ ion in NaCl solutions

[SDS]/
ml dm~3

(扁孝队釦/顷*丄)/ 

mol 2 dm6 s-1
京旅/

mol dm-3

0 3.44 7.4X10-2
0.05 2.03 3.4X10'2
0.1 1.60 5.4X10"

Table 4. Distribution ratio (D) for the base hydrolysis 
of ECo(en)2NH3Cl]2+ ion in various concentrations of 
SDS solution containing 0, 0.05, 0.1 mol dm-3 NaCl

[SDS]/ _ 
mol dm-3

[NaCl]/mol dm-3

0 0.05 0.1

4X10~2 1395 156.3 54.33
2X10-2 919.7 83.54 28.44
1X10-2 397.4 39.18 13.61
8X1(「3 249.9 29.51 10.51
6X10-3 88.73 19.65 7.31
4X10-3 9.44 4.09
2X10-3 0.83

인력으로 인해 착이온이 미셀에 더 잘 달라 붙을 수 

있으므로 KM/Na의 값이 커진 것으로 생각된다.

염기성 가수분해반응에서 NaCl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CMC 부근에서 속도의 감소가 둔화되었다. 이 

것은 미셀의 촉매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첨가된 

전해질에 의해 음이온 미셀의 Stem layer로부터 

양이온인 [Co(en)2NH3ClF+가 치환되어 일어난 것 

이다. 첨가된 염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조사하기 위 

해서 수용액상과 미셀상에 있는 [Co(en)2NH3Cl了+ 

의 분포비(D)를 다음 식으로 구했다.

= [M3»CV/[M]/
=Km,nC 丽必*/[Na+%? (11)

식 (10)에 Km/n；，= 4.68, 7=0.14 m/^1 dm3 및 

[Na+](, = 5.6 mol dm-3 그리고 미셀화된 C(=Ct~ 
CMC)와 [Na+｝를 대 입 하여 구한 D값을 Table 4어) 

나타내었다.

Table 4에 SDS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값이 커 

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식 (11)에서 D가 크다는 것은 

1994, Vol. 38, No. 4



270 鄭保在•白聖五•李政娥

미셀상에 반대이온으로 달라 붙어 자유로 이동할 수 

없게 된 착이온의 농도 즉 가 크다는 것을 나 

타내고 [M]»가 증가되면 음으로 하전된 미셀 때문에 

수산이온이 착이온을 공격하기 어려우므로 염기성 

가수분해반응의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D가 크면 속도가 느려진다. 일정한 SDS 농도에서 

NaCl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D값이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Z)가 작아지는 것은 미셀표면에 결합된 

착이온이 나트륨이온으로 교환됨에 따라 [M由가 

작아지고 상대적으로 수용액상에서의 자유로운 착 

이온의 농도인 [M]/가 증가하기 때문에 반응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첨가된 NaCl 효과도 SDS 
미셀 경계에서 착이온과 나트륨이온 사이의 이온교 

환모델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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