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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활성 전이금속 착물의 절대구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미 X-선 결정구조 해석에 

의하여 구조가 결정된 착물의 원편광 이색성(circular 
dichroism, CD) 스펙트럼과 비교하여 그 착물의 절 

대구조를 유추하고 있다. 이 경우, 수용액상에서의 

착물의 CD 스펙트럼은 그 착물의 반대이온(counter 
ion)의 농도가 아주 묽으므로 인하여 스펙트럼에 

미치는 반대이온의 영향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나, 

반대이온의 종류에 따라 착물의 CD 스펙트럼에 변 

화가 다소 나타난다。& 음이온의 종류에 따라 음이 

온이 착물의 CD 스펙트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 

고자 본 연구에서는 광학활성 [Co(N)6：P+형 착물로 

써 A-[Co(en)3l3+(en = 1,2-ethanediamine), A-[Co 
(sen)『+(sen= LLl-tris^'-aminoethylaminome- 

thyDethane) 및 A-ECo(sep)]3+(sep = 1,3,6,8,10,13, 
16,19-octaazabicyclo[6.6.6]eicosane)을 선택하여 음 

이온 1가인 C「을 가하였을 때 나타난 각 착물의 

CD 스펙트라 변화와 음이온 2가로서 구조가 서로 

다른 so42-, CCV「를 가하였을 때 나타난 각 착물이 

CD 스펙트라 변화로 음이온이 위의 각 착물의 구 

조에 영향을 미쳐 야기되는 착물간의 구조적 상관 

성과 음이온 3가인 POL-를 가하였을 때 나타난 각 

착물의 CD 스펙트라 변화로 각 착물간의 구조적 

상관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실 험

A-[Co(en)3]C13, A-[(sen)]Cl3 및 A-[Co(sep)]C13 

•HzO은 문헌기에 따라 합성하여 전자흡수 스펙트 

럼과 이온교환 크로마토그래피로 그 순수성을 확인 

하였다. 그리고 A-[Co(en)3〕3+, A-[Co(sen)]3+ 및 

A-[Co(sep)：F+의 수용액(4X 10一3 mol・dn「3)에 전 

해질 (NaCl, Na2SO4, Na2CO3, Na3PO4, 0.2 mol-dm-3) 

을 각각 가한 뒤 CD(JASCO J 500C spectropolari
meter) 및 lH NMR(Bruker ARX, 300 MHz) 스펙 

트라를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Fig. 1은 수용액에서의 A-[Co(en)3〕3+, A-[Co 
(sen)]" 및 A-[Co(sep)]" 의 CD 스폑트라를 나타 

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같이 A-[C<Xen)3]3* 
는 단파장에서 작은 음의 △£값@2 성분)과 장파장 

에서 큰 양의 △戒& 성분을 나타내고,m A-LCo 
(sen)F+은 A-[Co(en)3]3+보다 A2 성분이 크게 증

-118-



광학활성 [Co(N)6F+형 착물과 전해질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원편광 이색성 스펙트라 119

Fig. 1. The CD spectra of A-[Co(en)3]3+ (-----), A-
[Co(sen)]3+ (-----), and A-[Co(sep)]3+ (------) com
plexes.

가되고 & 성분은 크게 감소되어 나타난다. 그리고 

A-[Co(sep)F+은 A-[Co(en)3]3+ 및 A-[Co(sen)]3+ 
과 다르게 한 개의 位 성분만이 더욱 증가되어 나 

타난다.

Fig. 2는 수용액상에서의 A-[Co(en)3]3+의 CD 스 

펙트럼과 이 착물에 Cl , SO严, CO?- 및 PQ"를 

각각 가하였을 때 나타난 CD 스펙트라이다. Cl-의 

경우는 음이온을 가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착물의 CD 스펙트럼 변화가 거의 관측 

되지 않는다. CO32 및 SQ"의 경우는 음이온을 

가하지 않았을 때보다 A2 성분이 훨씬 더 증가되 

고 Ea 성분은 감소되어 나타난다. 그리고 CCV-는 

S0〈-에 비하여 더 증가된성분과 Ea 성분이 

나타난다. P0『-를 가하여 측정한 CD 스펙트럼은 

CW 와 SO｝보다 더욱 A2 성분이 크게 증가되고 

玖 성분은 크게 감소하여 나타난다. (：「은 착물의 

CD 스펙트럼을 약하게 변화시킴을 보아 착물과의 

상호작용(수소결합)이 약함을 알 수 있고, CO3"와 

S(V-간에도 착물의 CD 스펙트라 변화가 서로 다 

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CO? 와 SQ" 가 같은 2 
가 전하를 가지나 구조가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 착 

물과의 상호작용이 서로 달라서 그 결과 착물의 구

Wavelength(nm)

Fig. 2. The CD spectra of A-[Co(en)3]3+ in the ab
sence and presence of various electrolytes. No elec
trolyte (---- ),Cl (........ ), COi2 (------), SO/ (----- ),
PO? (••••).

조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COf 와 SQL에 의하여 변화된 A-[Co 
(en)』3+의 CD 스펙트라는 수용액상에서의 A-[Co 
(en)3〕3+의 CD 스펙트럼 모양과 큰 차이가 없이 나 

타난다. 한편, 팔면체인 △-[Co(en)』3+에 d-주석산 

이온을 가하여 CD 스펙트럼을 측정하였을 때 수용 

액상에서 보다 Ea 성분이 증가하게되면 心주석산 

이온이 착물의 C2축 방향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 

성분이 증가하게 되면 착물의 C3축 방향으로 상호 

작용한다고 한다.財 그러므로 COS「와 SO? 인 경우 

위 착물의 CD 스펙트라에서 A2 성분이 증가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위 음이온의 3개의 산소원자가 

A-[Co(en)3]"의 C3축 방향에 있는 에틸렌디아민의 

3개의 N-H 수소원자와 상호작용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P(V-에 의하여 변화된 착물의 CD 

스펙트럼 양상은 음이온 2가에 의하여 변화된 착물 

의 CD 스펙트라 양상과 비슷하나 POJ-에 의한 착 

물의 CD 스펙트럼 변화가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은 

POF-의 음전하가 3가이므로 음전하 2가인 CQ"와 

SOj「에 비하여 착물과의 상호작용이 더욱 강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PQ"가 착물과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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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length(nm)

Fig. 3. The CD spectra of A-[Co(sen)]3+ in the ab
sence and presence of various electrolytes. No elec
trolyte (---- ),Cl (........ ), CO32 (------), SO}(-----),
PO43 (••••).

작용으로 그 구조는 A-[Co(sep)]3+과 유사하게 되어 

PQ"에 의하여 변화된 착물의 CD 스펙트럼이 A- 
[Co(sep)]3+의 CD 스펙트럼과 유사할 것으로 예측 

이 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PCV-에 의하여 변화된 

A-[Co(en)3〕" 의 CD 스펙트럼은 A-[Co(sen)]3+의 

CD 스펙트럼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Fig. 3은 수용액상에서의 A-[Co(sen)F+ 의 CD 

스펙트럼과 이 착물에 cr, so?-, co32- 및 P0产를 

각각 가하였을 때 나타난 CD 스펙트라이다. Fig.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펙트라에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C「의 경우는 음이온을 가하지 않았을 경 

우와 비교하여 보면 A2 성분이 약간 감소되고 & 

성분은 거의 변화가 없이 나타난다. cor 및 sor 

의 경우는 A-[Co(en)3]"에서의 CD 스펙트라 변화 

와 다르게 음이온을 가하지 않았을 때보다 Th 성분 

이 감소되고 瓦 성분은 크게 증가되어 나타난다. 

그리고 co*」는 sor-에 비하여 더 작은 /1? 성분과 

더 큰 Ea 성분이 나타난다. PQ"를 가하여 측정한 

CD 스펙트럼은 cr, CO32 및 SQ"에 비하여 a2 
성분이 크게 증가되고 Ea 성분이 감소하여 나타난 

다. C「의 경우 a2 성분이 약간 감소되었으나 착물 

의 CD 스펙트럼을 약하게 변화시킴을 보아 A<Co 
(en)3：P+에서와 같이 착물과의 상호작용이 약함을 알 

수 있고, COf 와 SQ" 에 의하여 변화된 착물의 

CD 스펙트라는 수용액상에서의 A-[Co(sen)]3+의 

CD 스펙트럼 모양과 큰 차이가 없이 나타난다. 그 

리고 COf 와 S0「—인 경우 위 착물의 CD 스펙트 

라에서 Ea 성분이 증가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착물의 C3축상의 N-H 수소원자 외에 다른 위치에 

있는 N-H 수소워자와 상호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P0：—에 의하여 변화된 착물의 CD 스펙트럼은 

음이온 2가에 의하여 변화된 착물의 CD 스펙트럼과 

다르게 & 성분이 증가되고 & 성분이 감소되어 나 

타나는 것으로 보아 PQ3 가 착물의 C3축을 통하여 

상호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P0『 의 3개의 산소원 

자가 A-[Co(sen)]3+의 C3축상으로 배향되어 있는 

3개의 N-H 수소원자와 상호작용으로 그 구조는 A- 
[Co(sep)]3+과 유사하게 되어 변화된 착물의 CD 
스펙트럼이 A-[Co(sep)]3+의 CD 스펙트럼과 유사 

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되고, 본 연구에서 P0；「 

에 의하여 변화된 A-[Co(sen)]3+의 CD 스펙트럼 

은 ATCo(sep)：阡의 CD 스펙트럼과 유사하게 나 

타나고 있다. 그리고 POf, CO3", SO} 및 C「이 

A-[Co(sen)]3+의 리간드에 존재하는 N-H 수소원 

자와 상호작용할 때 음이온이 착물의 어느 위치로 

상호작용하는가에 따라 리간드의 질소원자에 인접한 

메틸렌기의 수소원자의 화학적 환경에서 차이가 나 

타날 것이라 예측되어 NMR 스펙트라를 측정하 

였다負讶.4). C「인 경우는 착물의 CD 스펙트럼에 

영향을 약하게 미친 바와 같이 음이온을 가하지 않 

았을 때의 착물의 ¥ NMR 스펙트럼 모양(F讶.4(A)) 

과 비교하였을 때 변화가 없으므로(F沮 4(B)) 보아 

착물과의 상호작용이 역시 약함을 알 수 있다. CO/* 
SO? 및 P0」「의 경우 착물의 CD 스펙트라에 영 

향을 미친 바와 같이 착물의 'H NMR 스펙트라에도 

영향을 미쳐 변화가 나타난다. SO} 의 경우 착물의 

'H NMR 스펙트럼(F也 4(D))은 같은 사면체 구조인 

P0『 를 착물에 가하였을 경우와 같이 착물의 'H 
NMR 스펙트럼 모양이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착물의 CD 스펙트럼 변화가 POJ—의 경우와 다르게 

나타난 바와 같이 iH NMR 스펙트럼도 POJ-와 

다르게 나타난다. 이것은 SOf 가 PO产와 다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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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M
Fig. 4. The *H NMR spectra of the methylene por
tions of A-[Co(sen)]3+ in the absence and presence 
of various electrolytes. No electrolyte (A), Cl- (B), 
CO32 (C), SO," (D), PO43- (E) 0 means -C(CH2)3- 
protons, 0 means -NCH2CH2N- protons)8.

Wavelength(nm)

Fig. 5. The CD spectra of A-[Co(sep)]3+ in the ab
sence and presence of variou electrolytes. No electro
lyte (——),cr(……),co?-so?
PQ" (••••).

식으로 A-[Co(sen)]3+과 상호작용하여 착물내 질 

소원자에 인접한 메틸렌기 수소원자의 화학적 환경 

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CQ"의 경우 착물의 CD 스펙트럼 변화가 

PQ"의 경우와 다르게 나타났으나 착물의 'H NMR 

스펙트럼(F讶.4(C))은 위 착물에 P0产■를 가하였을 

때 나타난 착물의 'H NMR 스펙트럼 (RR 4(E))과 

그 모양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A-[Co 
(sen)F+에 CO：-와 PO：—가 유사한 방식으로 상호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ccv-의 

경우 NMR 스펙트럼 결과로는 착물의 C3축상의 

N-H 수소원자와 상호작용을 한다고 보아지며, CD 
스펙트럼의 결과로는 착물의 C3축상의 N-H 수소원 

자 외에 다른 위치에 있는 N-H 수소원자와 상호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F/5는 수용액상에서의 A-[Co(sep)]"의 CD 스 

펙트럼과 이 착물에 Cl , SO?-, CO32 및 PQ” 

를 각각 가하였을 때 나타난 cd 스펙트라이다. cr 
의 경우, A2 성분이 약간 감소되어 나타나고 SO? , 
CO3” 및 POF-의 경우는 & 성분이 크게 감소되고 

Ea 성분이 새롭게 나타난다. A-[Co(sep)]3+은 음이 

온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N-H 수소원자가 착물의 

1995, Vol. 39,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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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축 방향으로만 존재하므로 위의 음이온들을 가하 

였을 때 착물의 CD 스펙트럼에서 Ea 성분이 새롭게 

나타나고，42 성분이 감소되는 것으로 보아 음이온이 

착물의 C2축 방향으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A-[Co(sep)F+ 및 A-[Co(en)3]3+에 

PO? , CO}, SO42- 및 cr■를 가하여 41 NMR 
스펙트라를 측정하여 보았으나, 그 결과는 CD 스 

펙트라 해석과 상이한 점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음이온이 위 착물의 CD 스펙트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음이온의 종류에 따라 위 착물의 CD 

스펙트라에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착물의 CD 
스펙트럼에 미치는 반대이온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 

고 CD 스펙트럼의 형태로서 그 착물의 절대구조를 

유추한다는 것은 다소간 문제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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