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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id dissociation constants and chelate stability constants of 8-hydroxyquinoline-5-sulfonic acid have been 

determined for divalent metal ions. Co (K). Ni ( H ) and Zn ( H ) by means of the C이vin-Bjerrum technique 

•at the various temperatures.

The standard free energy changes for the reactions at 20 3040° and 50°C were calculated, and the

rorresponding values of JH° and JS° applying over this temperature range are reported.

The results are interpreted on the basis of current theories of metal chelate formation in aqueous solution.

서 론

8-hydroxyquinoline 이 것의 여 러 가지 유도체 2)*

3),  4)에 대하여 산해리 상수와 많은 금속이온들의 킬 

레이트 생성상수는 매우 널리 연구되어 왔다. 그 유 

도체의 한가지인 8-hydroxyquinoline -5-sulfonate 는 

donor atom 로서 페 놀기 와 산소와 heterocyclic ring 의 

질소를 가지고 있는 이 외 에도 sulfonic group 을 가지 

고 있어서 수용액에서 용해하기 쉬운 킬레이트를 만드 

는 리 간드인 데 이 리 간드와 +2가 금속 이 온을 만드는 

킬레이트들의 안정도에 대하여도 보고된 바 있다. 5),6)

그러나 이와같은 킬레이트 생성에 대한 안정도가 온 

도변화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말하는 

킬레 이트 효과가 enthalpy 와 entropy 의 어느 것에 의 

하는 지는 지금까지 연구된바 없으며 다른 system 에 

대하여도 비교적 많지 않다.

본 실험 에서는 8—hydroxyquinoline -5-sulfonate

+ 2 가 금속이 온들과 一0—C一C一N—으로된 5—mem 

bered ring 의 킬레 이 트를 만들 때 그 킬레 이 드들의 안 

정도 상수를 여러온도에서 구하고 이 값으로부터 각 온 

도에서의 이 반응에 따르는 표준 열역학적 함수를 구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또한 Nasanen 과 그 외의 여러 사 

람들 %9),10)이 연구한 것과는 다른 반응조건에서 실 

험 했으며 특히 배 위 수가 4를 만족시 키 는 조건을 택하 

였다.

실험 및 계산

(1) 시약

8-hydroxyquinoline-5-sulfonate 는 일제 특급인 8- 

hydroxyquinoline -g* 출발물질로 하여 Matsummura1^ 

법으로 합성하고 뜨거운 물로제번 재결정한 다음 105°C 

5



6 이 근 무
大韓化學會誌

에서 건조시켰다. 이것을 적당량 취하여 1(广3m수용액 

을 만들고 표준 NaOH 용액으로 전위 차적 정을 하여 그 

농도를 정하였다. 금속염과 KC1 은 Merk 제를 사용하 

였으며 금속의 질산염은 IO^m의 용액으로 만들어 표 

준 EDTA 용액으로 농도를 정하였고 이온세기는 1M 

KC1 용액으로서 조정하였다.

CO2 free NaOH 용액 은 Schwartzenbach 와 Biederm 

ann'2)법 으로 만들고 hydro옹en potassium phthalate 를 

primary standard 로 하여 농도를 정 하였다.

(2) 장 치

PH meter 는 autorecorder 가 연결되 어 있는 Beckman 

model G 를 사용하였으며 전극은 Fischer 제의 buffer 

용액 PH=3.00土0.02, 7.00土0.02, 및 L00±0.02 을 

사용하여 표정하였다

(3) 적정방법

10-3 M 8-hydroxyquinoline-5-sulfonate 용액 25ml 

와 10-3M 금속이 온 용액 10ml 를 각각 취 하여 뚜껑 이 

달린 이중벽의 적정용기(항온 수조에 연결됨)에 넣고 

1MKCI 용액과 충분한 물로서 이온 세기를 0.1 이 

되 게 하고 최 종부피 를 100ml 로 하였다. 이 용액 내 부 

에 N2 gas 를 통하면서 0. 01M NaOH 표준용액으로 적 

정하여 적정곡선을 얻었다. 리간드의 산해리상수를 구 

하는 적정에서는 금속용액 10ml 대신에 물을 가하여 적 

정하였다. 이상의 적정중에는 온도를 20±0.2°, 30± 

0.2°, 40±0. 2° 및 50±0.2°C 로 유지 하였으며 N2 기 체 

를 적정용기에 통하여, 공기와의 접촉을 방지하였다.

(4) 산해리상수

8-hydroxyqinoline-5-sulfonate 2] 산해 리 상수는 적 정 

곡선으로부터 각 온도에 대하여 pg 및 pKz 를 Martell 

5)식으로 계산하였다

Table 1. Thermodynamic changes for dissociation 

of 8-hydroxyquinoline-5-sulfonic acid in water

t°C 亦2 +JFkcal/ 
mole

+JH°kcal/
m 이 e

—“/ 
mole

20° 8-15 10.9 3.8 24.3
30。 8.09 11. 2 2.9 27.5
40° 8.01 11.5 2.4 28.6
50° 7.98 11.8 2.2 29.8

20° 4. 05 5.4 9.4 -13-5
30° 3. 89 5.4 4.7 2.4
40° 3.80 5.4 2-6 9.2
50° 3- 75 5.5 1-8 11.5

(5) 킬레이트 생성의 안정도상수

8-hydroxyquinoline-5-sulfonate 금속이 온 사이의 

킬레이트 생성반응에 대한 안정도 상수는 적정곡선으 

로부터 Calvin-Wilson”,의 방법을 다소 개량한Freiser 

© 식 을 이 용하여 계 산하고 그 결 과를 Table " 에 적 

어 두었다.

f〔"S(嚥端制

T=_ s-k^k2
〔H+〕(K+2〔H+J)

S=2 TH2L- [Na+J +〔OH" -

여기서 元든 금속이온에 붙어있는 리간드의 평균수 

이며 匚拔는 금속이온의 전체농도 %兀, K], K2는 각 

각 리간드의 전체농도, 리간드의 산 해리상수이다.

윗 식으로 계산한 五값을〔L=〕의 一log 값인 PL 에 

대하여 plot 하여 n=0.5 및 L5 에서의 값을 얻는다. 

이 것 이 곧 logKMLl 및 logKMLa 이 다.

SO3

0~

%兀- ｛〔时〕+〔时-〔OH「〕｝

卜=T^l一 ｛(aT)〔Na+〕+〔H+〕—〔OH-〕｝

여기서 a 는 리간드 Imole 에 대하여 들어 간 NaOH 

의 m胡e 수이 며 ThzL 은 리 간드의 전 농도이 고 〔H+〕는 

수소이온 농도이다.

위 식으로 각 온도에서 계산한 pK 값이 Table I에나 

와있다.

Table II. Thermodynamic changes associated with 
combination of 8-hydroxyquinoline-5- 
sulfonic acid and metal ions in water

t° log Km -JF° 
kcal/mole

+』H° 
kcal/mole

+』s 
eu/mole

20° 15. 13 20.3 7.1 93.4
Ni+2 30° 15. 33 21. 3 9.6 101-9

40° 15. 64 22.4 14.6 118-4

20° 13. 74 18.4 2.5 7T.5
C0+2 30흐 13. 81 19. 1 3.2 73.7

40° 13. 90 19.9 4.3 77.4
50° 14. 00 20.7 6.2 83.2

20° 13. 32 17. 9 5.0 78.1
Z* 30° 13.48 18.7 &2 88.9

40° 13. 78 19.7 16.5 115.7
50° 14. 47 21.4 64.1 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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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열역학적 양의 계산

각 반응에 따르는 표준 열역학적 양』F。, 및 4S。는 

다음 식으로 계산하였다.

班'。=—2.303RT logK

片些누尊

는 logK 와*의 graph 로부터 graphical method 

로 구하였으며 값은 Table I 및 Table][에 적어 두었 

다.

결과 및 고찰

Table I 및 Table]! 에 나와있는 값들은 모두 몰농도 

로 계산한 값이다. 일반적으로 활동도로 계산한 값이 

몰농도로 계산한 값보다 적다. 즉

K 一幻 f^A~
—卜 M +2• /

JM J L

여기서 활동도계수 항은 1 보다 크다. 따라서 분모가 

커져 K” 은 적은 값을 갖는다. 그러 나 Douglas ⑷ 등 

의 연구 결과를 보면 log값으로 0.1 범위내에 속한 

다. 본 실험에서의 조건으로 보아 그다지 큰 차이가 

있으리 라고 생 각되지는 않는다.

가장 홍미 있는 점 은 Ta비e II에서 보다시 피 킬레 이 트 

생성반응이 entropy 효과에 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oxine 계 열 의 킬 레 이 트 생 성 반응의 안정 도는 enthalpy 

효과보다는 entropy 효과가 대부분이 라고 볼 수 있다. 

Zn(I) 이온에 있어서 온도 상승에 따라 /頂。나 JSa 

가 큰 값을 갖는 것은 물 분자가 팔면체로 6배위 를하 

고 있던 것이 킬레이트 생성으로 4배위인 사면체구조 

로 변하므로써 생기는 steric 효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 

닌가 생각할 수 있으나 Co(I) 이온 역시 같은 사실을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지 큰 변화가 없다는 

사실로 보아 50°C 근방에서 Zn(N) 이온에 있어서는 

entropy 효과 보다는 enthalpy 효과가 더 중대 하지 않 

나 생각된다.

전이금속이온의 킬레이트 안정도 상수는 일반적으로 

Irving-Williams") 계열, 즉

Mn+2<Fe+2<Co+2<Ni+2<Cu+2>Zn+2

에 따르며 본 실험결과 역시 Zn*Co*Ni+2 이다. 그 

러나 50°C 에서는 C武 2〈Zn+2〈Ni" 이며 위에서 맡한바 

Zn* 의 특수 성질에 의한다고 할 수 있다.

120-

110-

100-

90-

80-

70

T--------- 1--------- 1----------b
25 26 27 28 ev
C。齣 Ni * Zn Qp)

31 32 33 34

Zn Co Ni 函

Fig. I Correlation of JS° of metal chelate formation with e2/r and with the sum of the first 

and second ionization potentials Ip

각 온도에서의 에 대한 각 금속이온의 제 1 및 

제2 이온화 포텐샬의 합을 polt 한 결과와 또한』S。에 

대한 각 금속이온의 아什Q 는 전하, 厂 은 이온 반경)를 

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같은 족의 금속이온에 대하여는 

직선을 얻을 수 以는 것을 Martell16^ 등은 보고 한 

바 있으나 전이금속이온에 관한 본 실험 에서는 Fig. I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선 관계가 없다. 따라서 JS° 

는 이온화 포텐샬과■ 과는 관계가 없는것으로 생각 

되며 이를 설명하기는 힘들다.

인 용 문 힌

1) W. D. Johnston & H. Freiser, J. Am. Chem. 

Soc., 74, 5239 (1952)

2) J. H. Yoe, J. Am. Chem. Soc. t 59, 872



8 이 근

(1937)

3) T. H. Chang, et al., J. Chinese Chem, Soc.,

11, (3) 125 (1964)

4) T. H. Lee, This Journal, 9 1 (1965)

” ibid 9 37 (1965)

5) C. F. Richard, et. al., J. Am. Chem. Soc., 

81, 1033 (1958)

6) H. Freiser et. al., J. Am. Chem. Soc., 74, 

1383 (【952)

7) R. Nasanen & E. Uisatalo, Acta. Chem. Scand., 

8 112 (1954)

8) A. Albert, J. Biochem., 54 646 (1953)

9) L. E. Maley & D. P. Mellor, Austral. J. Sci. 

Res., 2 (A) 579 (1949)

무 大韓化學會誌

10) A. Albert, & A. Hampton, J. Chem. Soc., 505 

(1954)

11) Matsummura, J、Am. Chem. Soc., 49, 810 

(1927)

12) G. Schwartzenbach & W. Biedermann, Helv. 

Chim. Acta., 31. 331 (1948)

13) M. Calvin & K. W. Wilson, J. Am. Chem. 

Soc., 67 2003 (1945)

14) E. Gonick, W. C. Fernelius& B. E. Douglas, J. 

Am. Chem. Soc., 76, 4671 (1954)

15) R. J. Irving & R. J. P. Williams, J. Am. 

Chem. Soc,, 3192 (1953)

16) V. L Hushes & A. E. Martell, J. Am. Chem. 

Soc., 78, 1392 (16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