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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단백질에 대한 비닐 단위체의 그라프트 공중합 실험결과를 기초로 하여 유기물과 Ce(IV) 
이온의 산화환원계에 의하여 개시되는 중합반응에 대하여 중합반응 메카니즘을 추구 하였다.

Ce(IV) 이온에 의한 산화성 종결반응을 고려하여 반응속도식을 유도 하였으며 Ce(IV) 이온 농도 

가: 클때와 작을 때를 별개로 취급하여 Ce(IV) 이온 농도의 변화에 따라 그라프트 수득률의 최대점"혁 

이%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였다.

ABSTRACT. Based on the results of graft copolymerization to proteins, an attempt is made to 
■derive the rate equations to explain the mechanism of Ce(IV) ion-initiated graft copolymerizations. 
In this system the oxidative termination by Ce(IV)〔R・+Ce (IV)—>R(inert)+Ce (III)+H+〕is cons
idered characteristic particularly in higher concentration of Ce(IV) ion. The change in the mode of 
termination reactions with change in Ce (IV) ion concentration makes possible the presence of an op
timum Ce(IV) ion concentration for maximum graft copolymerization yield. This effect is reflected 
in presently derived equations.

1. 서 론

Cerium (IV) 염 (CeIV 염)은 유기물의 강한 일 

전자 산화제로서 알코올, 글리콜, 알데히드, 케 

톤, 카르복시산 및 질소를 포함하는 산화성기를 

가진 유기화합물을 산화시킨다. 산화반응에서 

속도결정 단계는 착물을 이루고 있는 산화성기 

의 a위치의 탄소-수소 결합의 파괴과정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때 중간과정으로서 자유 라 

디칼의 생성이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자유 라디 

칼 중간물질의 존재가 라디칼 중합반응의 개시제 

로서 CeIV 이온의 사용을 가능흐］•게 하는 것이다.

Mino등爲3은 Ce】v 이온에 의한 중합반응을 처 

음으로 관찰하였고 그후로 C@v 염은 셀룰로오 

스, 단백질둥의 천연물질에 대한 그라프트 공중 

합에 매우 효과적인 개시제로 알려지게 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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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匕 저자의 실험실 

에 서 는 단백 질 인 견 섬 유5와 세 리 신&에 대 한 acryl
amide S}- acrylonitrile의 공중합을 연구하였는 

데, 이때 다른 연구자들의 결과에서와 마찬가지 

로 그라프트율이 최대로 되는 CeVI 염의 농도가 

관찰되었다. Fig.F과 Fig. 26는 각각 견섬유에 

대한 acrylamide의 그라프트 공중합반응과 세리 

신에 대한 acrylonitrile의 그라프트 공중합반응 

의서 C@v 이온 농도에 따른 그라프트율과 총 

수득률의 변화를 도시한 그림이 다. 이 런 결과 

를 설명하기 위하여 Ce】v 이 온에 의 한 라디 칼 

중합반응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 반응속도식을 

유도하였다.

2. CeIV 이온에 의한 라디칼 중합반응의 

메카니 즘

Ce】v이온에 의한 산화환원반응으로 생성된 자 

유 라디칼로 개시되는 비닐 중합반응에서 반응 

메카니즘과 속도식은 보통의 라디칼 중합반옹과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개시단계 :

虹 ka
CCeIVX8J + A =〔B〕一》R • + Ce111+H+ (1) 

幻 

如
R- + M—、RM・ (2)

k'd

R- +〔Ce【vxq ―> R' + Ce111 + H + (3)

여기서 X는 음이온이나 중성분자의 리간드로서 

Ce】v 이온과 배위결합 화합물을 만든다. A는 

산화되는 유기물 또는 유기작용기이고, B 는 

Celv 이온과 A로 부터 형성된 착물, R•은 B가 

분해하여 성생된 자유 라디칼이다. M은 단위체 

이고 R' 은 A의 산화로 생성된 물질이다. 灼과 

如r은 가역적인 착물생성반응에서 정반응과 역 

반응의 속도상수이 고, kj 와 k'd 는 각각 라디 칼 

이 생성되는 분해반응과 소멸되는 산화반응, h 
는 개시반응의 속도 상수이다. R•는 간단한 유 

기 화합물의 라디 칼이 거 나, 그라프트 공중합반응 

에서 중합체 주쇄상에 존재하는 자유 라디칼을 

의미한다. 반응 (1)에서 생성된 라디칼 R•는 단 

위체에 포착되어 (2)의 중합반응을 개시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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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⑶의 반응에 따라 CeIV 이온에 의해 산 

화되어 즉시 비활성화할 수도 있다.

전파단계 :

RM, + M —» M? (4)

Mr + M----------»M-n+1 (5)

종결단계 :

---- ----- > inert polymer (6)

M-n+ CCeIVXsJ—————>inert polymer+ 
Celn+H+ (7)

여기서 ktm 은 짝지음 (coupling) 이나 동종간주

고받기 (disproportionation) 에 의한 종결 반응

의 속도상수 이 고, 辰0는 산화성 종결 반응 (oxida
tive termination) 에 의 한 속도상수이다.

3. 반응속도식의 유도

전파반응을 거쳐 중합체가 자라나고 (6) (7) 
의 반응에 의해 반응이 종결된다. 환원제로서 

작용되는 유기물질이 없으면 비닐 단위체의 중 

합반응이 무시 할만하여 , 중합반응에 서 는 종결 반 

응이 (6)의 반응 보다도 (7)에 서 와 같이 C@v 이 

온이 참여 하는 산화반응에 의 한다고 Mino등&3은 

보고하였다. 따라서 Mino등3은 산화반응 (3) 과 

종결반응 (6)을 제외한 반응속도식을 유도하였 

다. 그러나 반응 (1)~(7)을 모두 고려하여야 

더욱 타당한 속도식을 구할 수 있다. 成田과 町 

田 7은 이런 관점에서 AM의 호모 중합반응 (ho
mopolymerization) -g- 관찰하고 속도식을 유도하 

였다.

저자는 이와 다른 방법으로 속도식을 유도하 

고 유도된 속도식을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고찰 

하여 보고자 한다. 반응식 (1), (2), (3)을 보면 

생성된 일차 라디칼 R•는 전 R•라디칼 소비에 

대하여 (2)의 분율만이 개시반응에 참여한다. 

그러 므로 개 시 반응속도 R,•는 다음과 같다.

% 타、如 • (B) • HR.)(M)T*d(R.)(Ceiv)J

•庇(M) ⑻

金응식 (1)에서 착물의 농도는 정류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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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Ce【v)(A)=妇(B) +kj (B)

(b)=一気笆m 
H-1 +如

로 표시된다.

(8), (10)에서 R；는 다음과 같이 된다.

r 으%丄 . (Ce「v)(M)2(A)
"t+妇 ki (M) + k' (CeIV)
=K,«eW)(M)2(A)

K 一，也浪2

(6), (7) 에서 종결반응속도 R,는

(9)

(10)

(ID

식 (17) 과 (18)에서 보면, CeIV 이온 농도가- 

매우 작을 때는 종결단계가 ktmj 즉 짝지음과 

동종간주고받기 반응에 의 하고, 중합반응속도는 

Ce'v이온 농도와 A 농도의 .승에 비례하고 단위 

체 농도의 3■승에 비례함을 알수 있다.

〔Case 2] Ce】v이온 농도가 매우 클때 : 

編 (Ce【v)》如 (M.“) 라고 볼 수 있다.

湍骅％珂j (19)

따라서 중합반응속도 Rp2는 R#2 = MM、)2(M),

— ^/m(M-„)2+^(|)(M-n)(CeIV) (12)
R _r (M)3 (A) ,
心-&>FM)*(CeW) (20)

로 표시되고, 정류상태에서 R,=R, 이므로 다음 

의 관계식이 성립된다.

K(Ce】v)(M)2(A),心、，，,
知(M)+矿"Ceiv)—庇”(M • “) 2+端(M • ”)(CeW)

=(M・")〔切(M •"〕+&0((渺)]

(13)
식 (13) 을 Ce【v이 온 능도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의 경 우로 나누어 중합반응속도를 고찰할 수 있 

다.

〔Case lj CeIV 이 온 농도가 매 우 작을 때 : 

端(Ce")〈〈&a(Mw) 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命 庇(M)"/(Ce【v)J (14) 

중합반응속도 Rq은

Ri(M』(MF〔講詠晶『 

-(M)2 (15)

"아E쑤齢矽〕' (16)

로 된다. 

일반적으로 Ceiv 이온 농도가 작을때 단위체의 농 

도가 상당히 크므로 九・(M)〉涎/(Ce【v)이 된다. 

따라서

R#i = KiJ (CeIV) I* (A) 2/1 (M) 3/2 (此)

心서K治W (18)

KP2 = 쓰笑」= —一 岫狀如
“ ktO 知0 (为一1 +久d) (21)

로 되는데，이때는 종결단계가 ktQ, 즉 산화성 

종결반응인 것을 02에서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유도한 중합반응속도식 (17)과 (20) 
을 실험결과와 비교 하면 정성적인 경향을 알게 

된다. (M) = (Ce【v)이면

% =*賢厂("(A)
(22)

로 되어 R?2 은 (M)2과 유기물의 농도에 비례하 

게 되 는데 , 반응식 (2)의 중합반응과 반응식 (3) 
의 유기물의 산화반응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단위체 농도가 Ce"'이은 농도보다 

매우 크면 식 (20)에서

&2=孕 (" (A) =了鷲鸟석〒 (M) 2(A)

(23)

로 되어, 식 (3)에 의한 유기물의 산화반응。「 

일어나지 않는다. 즉 생성된 R- 라디칼이 과잉 

량의 단위체에 즉시 포착되어 중합반응이 일어 

나게 된다.

4. 고 찰

일반적으로 중합반응의 속도가 빠르면 중합의 

전환 (conversion) 이 커진다. Ce【v 이온 농도가 

작으면 중합속도가 Ceiv 이 온 농도의 苏승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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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하여 증가하고, Ce17이온 농도가 크면 식 (3) 
의 유기물의 산화반응이 참여하여 중합속도가 

반대로 감소하는 것을 식 (17)과 식 (20)에 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최대의 전환을 나타내는 최적 

의 CeW 이온 농도가 존재하게 된다.

Mino등3은 3-choro-l-propanol-CeIV 이온 산 

희■환원 계에 의해 개시되는 acrylamide 의 중합반 

응에서, Celv 염의 농도가 20X10-4, 10X10-4, 
5X10-4 mole〃로 감소하면 중합속도 R?는 각각

0 2 4 6 8 10 12 14 16 18 20

〔시니) (xio^mole/l)

Fig. I5. Degree of grafting vs. ceric ion concentrat

ion in 나le ceric ion-initiated graft copolymerization of 

acrylamide to silk fibroins.

Reaction condition: (M) =0. 5 mole/Z, acetic acid 25%, 

30 ±1 °C, 3 hrs, bath ratio 1:200.

&
)
-
으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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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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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Total yie서 vs, ceric ion concentration in 

the ceric ion-initiated graft copolymerization of acryl

onitrile to sericin. Reaction condition: (M)=2.19%, 

HN3 0- 013 mole/Z, total volume 55. 5 mZ, 60 ±1 °C, 

5. 5 hrs, sericin 0.16 %.

2- 94 X 1(广％ 3.03 X IO-3, 2. 89 X 10~3 mole/Z • min 
로 변한다고 보고하였다. Fig. 1 과 Fig. 2에서 

그라프트 공중합에 미 치 는 Cew 이 온 농도의 영 향 

을 잘 볼 수 있으며, 다른 예로써 Fig. 38에 셀 

룰로오스에 대한 그라프트 공중합반응을 인용하 

였다. 高橋등9은 셀룰로오스에 대한 methyl 
methacrylate 의 그라프트 공중합을 검토하고 이 

때 역시 CeW 이온농도에 따라 최대의 그라프트 

율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였다. 단백질인 콜라 

겐에 대 한 methyl methacrylate의 그라프트 공중 

합 역시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이 관찰되었다m.

-PI 하
 £
 
版E

0
U

으

II s

a,°

」'l,
Q-

conentration in the ceric ion-initiated graft copoly

merization on starch. Reaction condition: (M)=

1. Omole/Z, 30 °C, 1 hr, starch 0.5 unit mole/Z.

(Solvent medium； water-DMF, 1：1 by vol. ； ceric salt 

in aqueous nitric acid)

衮

) 
등
-
아

」뙷등0

o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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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1 “어----------------------------

0 10 20 30 40 50

〔이'/〕(X I03mole/l)

Fig. 411. Conversion vs. ceric ion concentration in 

polymerization of acrylairdde initiated with pinacol-ceric 

ion redox system. (I) (A) =0. 016 mole/Z; (II) (A) 

=0. C08 mole/Z; (III) (A) = 0. COzmole/Z; (M) = L 59 

mole/Z, HN03 0. 05 mol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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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에는 pinacol-CeIV 이온 산화환원계에 

의해 개시되는 acrylamide의 중합반응의 결과를 

보였다. 그림에서 피나콜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 

라 전환의 최대점이 CeIV 이온의 농도가 증가하 

는 방향으로 이동됨을 볼 수 있다. 식 (1)의 반 

응에 따라 피 나콜 (A에 해 당)은 착물을 거쳐 

산화되어 자유 라디칼 (CH3)2COH (R •에 해 당) 

가 생성된다. 처음에 피나콜의 농도가 Ce【v 이온 

농도 보다 크면 라디칼이 계속 생성되어 전환 

이 증가된다. 다음에 CeIV 이온 농도가 증가 

되어 피나콜의 농도 보다 커지게 되면 생성된 

라디칼이 식 (3)의 반응에 의해 소멸되는 데, 

(CH3) 2 COH 라디 칼은 acetone (R'에 해 당) 으로 

산화된다. 즉 (1)반응과 (3)반응의 사이에서 최 

대의 전환이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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