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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알칼리토금속이온과 dibenzo-18-crown-6 이 디메틸술폭시드, 디메틸포름아비드, 아세도 

니트린용매에서 이루는 착물의 안정도상수를 일정한 이온세기에서 25°C와 35°C에서 전기전도도버 

으로 각각 구하였다. 안정도상수의 순위는 모든 용매에서 Ca2+<Sr아〈Ba?+ 이 었다. 그 크기는 용내 

의 염기도에 역으로 비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이온-공동의 상대적 크기, 용매의 염기도 및 용매 

화 현상으로 설명하였다.

ABSTRACT. The stability constants for the complexes formed between dibenzo-18-crown-6 

compound and alkaline earth metal cations in dimethylsulfoxide, dimethylformamide, and aceto

nitrile have been obtained by conductometry at 25° C, and 35° C respectively. The stability 
constants were increased in order of Ca2+<；Sr2+<CBa2+ in any solvent, and the magnitudes were 
found to be reversely proportional to the solvent donicities. The result could be understood in 
terms of ion-cavity radius concept, solvent basicity, and solvation of the cations.

1. 서 론

이온-쌍극자 상호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알칼 

리금속양이온과 crown 화합물의 착물의 안정도 

상수의 크기 는 금속이온-공동의 상대 적 크기 ', 

crown 화합물의 구조2,% 음이온, 또는 용매에 

대한 금속이온의 선택성 등W에 크게 영 향을 받 

는다고 알려 져 있 다. 금속이온一공동의 상대 적 

크기를 살펴보면, 공동의 크기와 양이온의 크기 

가 거의 같을 때 안정도상수는 가장 크며, 이온 

의 크기가 공동의 크기보다 크면 ligand encap
sulation 이 일 어 나서 안정 도가 비 교적 큰 착물 

이 형성되며 공동의 크기가 이온의 크기보다 크 

면 이온쌍형성이 일어나며 안정도상수의 크기는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6~8.

한편 안정 도상수에 대 한 용매효과를 살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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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매의 염기도가 증가하면 안정도상수는 감소하 

고 염기도가 증가하면 안정도상수는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6~8，u.

또한 물아닌 용매에서 일어 나는 음이 온의 용매 

화에 대한 자유에너지의 변화는 그 크기가 r> 
Br-〉C1-로 알려 져 있 으며 9,1。이 사실은 크기 가 

비교적 큰 요오드화이온의 용매화가 가장 크며, 

따라서 착물형성이 촉진됨을 말한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는 물아닌용매 

에서 crown 화합물이 알칼리토금속양이온과 이 

루는 착물에 관하여는 충분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 에 본 연 구에 서 는 crown 화합물로 DBC 를 

선택하고 용매로는 염기도가 큰 디메틸술폭시드 

(DMSO), 디메틸포름아미드(DMF) 와 염기도가 

작은 아세토니 릴 (AN) 을 선택 하여 전기 전도도법 

에 의하여 안정도상수를 구하고 알칼리 금속계 

와 비교하여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정보를 

얻고자한다.

2.실 험

시 약. Dibenzo-18-crown-6 (DBC) 은 Peder- 
sen 의 방법 을 택 하여 다음과 같이 합성 하였 다% 

650mZ 의 부탄올에 0.2 몰의 카테 콜과 수산화나 

트륨 0.4몰을 넣고 질소를 통과시키면서 100°C 
에서 5시간 환류시킨 후 bis- (2-chloroethyl- 
ether) 0.1 몰 부탄올용액 20mZ 을 서서히 가한 

후 16시 간환류시 켰다. 이 용액에 진한 염 산 2mZ 
와 물 500mZ 을 넣고 잘 저은후 석출된 염화나 

트륨을 제거하고 용매인 부탄올을 증발시켜서 

고체 결정 을 얻었다. 이 렇게 합성한 DBC 는 티 

오시안산칼륨을 포화시 킨 메 탄올용액 에 녹이 고 

물을 가한 후 물층에 석출된 DBC 를 벤젠으로 

2번 재결정하고 아세톤으로 씻었다. 이를 진공 

건조기에서 3시간 말린 후 진공데시케이터에 

보관 사용하였다. IR 흡수띠 와 NMR 봉우리 는 

문헌치 *와 다음과 같이 일치하였다.

IR (Jasco, Model D. S. 701G):
^aromatic—o—aliphatic==1240dn 

^"aliphatic—o—aliphatic1— 1130ciD '

NMR (Varian, Model EU 360A, 60MHz): 
H (aromatic) =6.92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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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ing) =4. llppm, 

봉우리 .면적비 =1 : 2 
녹는점 ； 162〜 165°C(문헌치 164°C)12 
디 메 틸 술폭시 드 (DMSO), 디 메 틸 포름아미 드 

(DMF) 및 아세토니 트릴 (AN)의 유기 용매 는 각 

각일반적인 정제법此에 의하여 정제하여 사용하 

였다. BaI2(G.R. E. Merck)는 그대로 사용하였 

고, SrLIE. P Kanto) 는 따뜻한 물에 포화시 킨 후 

냉각시켜 (0°C 이호］") 결정을 얻은 후 갑압건조기 

에 서 3 시 간 이 상 건조시 켜 (120。0 사용하였 다. 

SrBh 는 물에 서 재결정 시 킨 후 감압건조기 에서 

3시간 이상 건조시켜 (150°C) 사용하였다. Cal2 
(G. R. E. Merck) 는 오산화인이 든 진공데 시케 

이터에 보관하여 그대로 사용하였다.

기 구. 전기 전도도 측정 장치 는 본 연구실에서 

조립 한 장치 를 사용하였 다it 셀 (YSI 3402, Pyrex 
7740)은 2%의 염화백금(IV)산과 0.02%의 초산 

납(II)을 가한 수용액 을 전해질로, 직 류 3V 의 

전압과 0.35A의 전류로 백금흑을 입힌 lcmX 
lcm 의 백금전극을 사용하였다. 셀상수는 6~9X 
lOMohnKcmT 의 비 전 도도를 나타낸 증류수를 사 

용한 0.10M 염 화칼륨용액 에 서 0.1032cm-1 (25°C) 

이 었 다. 용액 의 밀 도는 10mZ pycnometer (Silver 
brand, West Germay) 를, 점도는 Ubbelohde 
점도계 (Scientific Instrument MFG Co., Japan) 
를 사용하였으며 모든 측정 은 glove box 안의 

항온조에서 열적평형에 도달시킨 후실시하였 

다.

안정도상수. 안정도상수의 측정은 Shchori 등 

14이 제 안한전 기전 도도법 에 의 한 방법 을 이 용하 

였다. 즉 안정도상수(K)는 식 (1)로 나타낼 수 

있다.

(』a—4)/〔DBC"=K(/l—&) (1)

여기서는 DBC의 농도가 0일 때의 금속 

이온의 당량전도도이고, 血는 착물을 형성한 

금속이 온의 당량전도도이 다. (DBC)。는 DBC 의 

평형농도인데 처음 농도에서 착물을 형성한 농 

도의 값을 뺀 값으로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된 

다.

〔DBC〕，=〔DBC〕0-〔M-+〕另스匚
(Aa-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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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용액의 당량전도도인』는 DBC의 첨가 

에 따른 보정값으로 주어진다.

^=103X(l + a (DBC) o) / [M"+]

여기서 K는 이R 로 셀상수Q)와 저항(R)으로 

부터 구한다. a 는 점도보정 인자로 DBC 의 농도 

변화에 의한 상대점도로 부터 구한 환산비 점도 

이다.

3. 결과 및 고찰

일정한 이 온세기 (1(厂3肱)의 알칼리 토금속의 요 

오드화염의 DMSO 용액 에 DBC 를 소량씩 가할 

때 당량전도도가 변화하는 모양을 Fig. 1에 나 

타내었다. 이와 같은 모양의 변화는 실험한 모 

든 용액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Fig. 1에서 보 

는 바와 같이 厶값은〔DBC〕가 0 일 때의 당량 

전도도이고, ?1b 는〔DBC〕가 무한대일 때의 당 

량전도도, 즉 일정한 당량전도도를 나타내는 값 

들을 외삽한 선의 당량전도도이므로 식 (1)에 

의하여 (/1a—』)/(DBC)，대』의 그래프를 Fig. 
2와 같이 그리고, 직선의 기울기로 부터 안정 

도상수를 구하여 Table 1 에 실었다16.
Table 1 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안정 도상수의 크 

기는 실험한 모든 용매에서 Ca2+〈Sr2+〈Ba2+의 

순위이 었다. 본 연구에서 용액의 이온세기는 일 

정하게 유지하였으므로 이러한 순위는 알칼리토

2 6 6 10 12

Fig. 1. Plots of A vs.〔DBC〕for Balg, Srlg and Ca】【2 
in dimethylsulfoxide at 25°C,

금속이온의 크기와 DBC 의 공동의 크기의 상대 

적인 비에 의하여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DBC 분자에 있어서 벤젠고리와 산소원자는 착 

물형성시에 동일평면성이 유지되므로 착물 형성 

시 DBC 의 공동의 크기는 2.5〜2.8入을 유지할 

것이며, 이 크기와 거의 같은 크기의 금속이온 

이 가장 큰 안정도 상수를 나타낼 것이라고 생 

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온지름河이 Ca2+=1.98A, 8^+=2.26 

A, Ba2+=2.70A 이므로 안정도는 Ba2+이 SK+ 

나 Ca2+보다 크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즉 

알칼리토금속이온一DBC계에서 이들이 DMSO, 
DMF, AN과 같은 비 양성자성 극성용매에서 이 

루는 착물의 안정도 상수의 크기는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이온-공동의 크기의 비의 요인이 크 

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 반적 으로 crown 화합물은 금속양이 온뿐만 

아니라 이온쌍과도 착물을 형성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양이온과 crown 화합물이 착물을 

형성하는데 미치는 음이온의 효과는 용액의 농 

도를 작게하여 일차적으로 극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와 같이 묽은 농도 

(1(厂3也0에서의 결과에는 음이온의 효과는 그렇 

게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 으로생 각할 수있 다I*
Table 1 에는 양이 온을 스트론튬으로 고정 하 

고, 음이온은 요오드화이온, 브롬화이온, 염화 

이 온으로 변화시 켜 가면서 안정 도 상수를 DMF 
용액에서 구하여 실었다.

극성이며 비양성자성인 물아닌 용매에서 음이

4/ L3 45 52 54 56 58
ohm~1 eq,cnT,

Fig. 2. Plots of （』a—』）/〔DBC〕e vs. for Cal2, Srl2 
and Ba【2 in dimethylsulfoxide at 2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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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ability constants (Log K) of he DBC-salts complexes in dimethylsulfoxide, dimethylformamide, and 
acetonitrile at 25°C.

Solvent DMSO (29.8)。 DMF (26.6)a AN(14. l)fl

Salt CaL SrR BaR Cal2 Srl2 Bal2 Cal2 Srl2 Bal2

log K 1.76 2.83 3.20 2.17 3.17 3.38 2. 30 3.36 3. 50

log K
Srl2
3.17

SrB「2
3.16

SrCI2
3. 08

donicity (donor number)

온은 크기가 클수록 편극화 현상이 잘 일어나 

고9/。따라서 용매 화는 I-〉Br-〉Cl-의 순위 가 

되므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이온쌍 형성이 

나 정 전기 적 상호작용은 Cl->Br->I- 의 순위 

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양이온이 착물을 이루 

는 경 향성은『〉Br-〉Cl-의 순위가 되 어 요오 

드화염이 형성하는 crown 착물의 안정도 상수가 

가장 크다고 생각된다.

Crown화합물이 양이온과 이루는 착물의 안정 

도 상수의 크기는 용매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Table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크기는 DMSO 
〉DMF〉AN 임 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알칼 

리 금속양이온이 위와 같은 비 양성자성 극성용매 

에서 나타낸 결과와 동일하다"，8. 즉 일정한 양 

이온에 대한 극성용매의 용매화의 정도가 안정 

도 상수의 크기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용매의 염기도를 나타내는 

donor number 는 DMSO 가 29.8, DMF 가 26.6, 
AN 이 14 °] 므로", donor number 가 큰 DMSO 
는 다른 두 용매보다 금속양이온과 용매화를 크 

게 일으켜서 용매화된 양이온과 DBC 와의 착물 

은 보다 불안정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crown 착물의 안정도 상수의 순위는 donor 

number 의 크기 의 순위 와 반대 순위 인 DMSO< 
DMF〈AN 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보면 알칼 

리토금속양이온이 DBC 와 물아닌 용매에서 착 

물을 이룰 때 i) DBC의 공동의 크기와 거의 같 

은 Ba?+이 가장 안정한 착물을 형성하며 ii) 음 

이 온의 효과는 I->Br~>Cl- 의 순위 로 안정 도상 

수가 증가하였으며, iii) 안정도 상수의 크기는 

용매의 염 기 도의 순위 인 DMSO〈DMF〈AN 임 

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는 1981년도 한국과학재단의 

연구비의 일부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감사를 드 

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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