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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Cr(NH3)5CN〕아 이온의 광반응에서 실험적으로 관측된 생성물의 비와 이론적인 분석에 

의하여 경로를 추정하였다. 각중첩모형을 이용하여 선정된 반응 좌표에 따라 생기는 여러가지 중간 

체에 대하여，•궤도 함수를 분석하고 4중항 상태의 에너지 준위도 결정하였다. 적도 방향의 NH3 

리간드가 떨어지면 CN-리간드가 수평 자리에 배위하는 square pyramid 중간체가 되고 이것이 N- 

Cr-CN bending 과정에 의하여 재배열되어 CN~리간드가 적도 방향에 위치하는 trigonal bipyramid 

중간체가 된다음 이어서 적도방향의 삼각면에 있는 한 모서리로 용매분자가 측면 공격을 하여 회합 

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실험 결과와 부합되는 결과를 얻었다.

ABSTRACT. Photoreaction path for the monocyanochromium (III) ion was inferred from the 

experimentally observed product ratio and theoretical analysis. The angular overlap model was 

used to analyze the d-orbital of various intermediates along a selected reaction coordinate and to 

determine quartet state energy level. A loss of equatorial ammine leads to pentacoordinated square 

pyramid with CN- ligand in an equatorial position. The SP(CNeq) intermediate undergoes a 

rearrangement by the N-Cr-CN bending. This process leads to a trigonal bipyramidal intermediate 

in which the CN- ligand is located in equatorial position. The subsequent association with a 

solvent molecule should probably proceed by lateral attack an one edge of the equatorial triangle. 

The assumption adopted above was consistent with experimental results.

서 론

근래에 와서 전이 금속 착물에 대한 광반응의 

연구1,2가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으며 아울러 이 

들의 반응 형태에 대한 이론적인 모형도 여러가 

지가 제시되었다.3~6

C” 점 군에 속하는 6배위된 전이금속 착물의 

광반응에 대한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一>MA5S+X (1)

MASX+S—뽀---- >tra«5-MA4XS+A (2)

—MA4XS+A (3)

여기서 M 은 d3 나 d6전자 배치 를 가진 금속을 

나타내 며 , A 는 NH3 배 위 자를, S 는용매 분자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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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반응 경로에 대한 이론적 고찰〔Cr(NH3*CN)2+이온의

그런데 실제 착물이 광반응을 할때 축방향에 

있는 리간드가 치환되는 경우와 적도 방향에 있 

는 리간드가 치환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착물의 열치환 반응에서는 대부분 입체적 배 

열 상태가 그대로 보존되면서 진행되지만 광반 

응에서는 이들의 생성물을 살펴보면 여러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반응중에 빛을 쪼여줌으로서 

전자운의 분포 상태가 변하게되고 따라서 금속 

과 배위자간의 들뜬 상태에서의 상호 작용 에너 

지가 변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匕8.

본 연구에서는〔Cr(NH3)5X〕2+ 형태의 착물중 

에서 여 러가지 특이성을 나타내는 X=CN「인 

〔Cr(NH3)5CN/+의 경우를 예로 들어 입체 화학 

적인 견지에서 가능한 중간체에 대한 d-궤도함 

수의 에너지 변화를 각중첩 모형 (AOM)을 이용 

하여 분석하고 아울러 4중항 상태에 대한 에너 

지 순서를 결정한 다음 실제 실험 결과에서 얻 

어진 생성물의 비로부터 반응 경로를 추정해 보 

고자 한다.

이 론

(1) d-궤도 함수의 표현. 영차 리간드장(zero

order ligand field) 파동함수는 실 제 금속의 d- 

궤도 함수로부터 구성되는 Slater행열식의 선형 

결합으로 쓸 수 있다.9

섭 동 Hamiltonian 은 다음과 같이 주어 진다.

屿+ M一空 (4)

i 財E

39

첫항은 1 전자 연산자의 합이며 리간드장 po- 

tential 을 나타낸다. 둘째 항은 전자』와 丿• 간의 

상호 반발에너지에 해 당하며 전체계를 통해서 스 

핀 궤도 상호 작용은 무시한다. Potential 叨 는 

각 리간드 乙에 의하여 생기는 섭동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

N
匕=丑" ⑸

실제 d-궤도 함수의 咯행열11은 간단하며 리간드 

Z 이 z 축에 위 치 할때 리 간드 장의 행 열 은 대 각 

화가 이루어진다.

<6 이吁七 2〉=e。

<xz\ ViLz\zz〉= <3히 V^z\yz>=e* (6) 

그러나 임의의 위치에 있는 리간드에 대해서는 

구극좌표계 (spherical polar coordinate) =4] -*j 각변 

위 9및 © 의 함수로서 표현 이 가능하다9.

각중첩 모형 (AOM) 에서 금속의 d-궤 도 함수 

에 대한 에너지는 다음과 같은 일반식으로 표현 

된다.12

玖 = <히 卩zf I 再〉= 言 (4/) 2ea

N
+ 以｛(&/)2+(4/)2応

N
+ 胃｛(&，"+ (&子)2｝ e& ⑺

여기서 厶护은궤도 함수의 각 변환을 나타내 

는 변환 행 열 (transformation matrix) 인데 Sch- 

互任应3가 작성한 것을 Table 1 에 나타내었다.

纭, 七 및 © 변수는 각각 금속과 리간드간의

1- “The matrix (&产)for d-orbital transfomation；w 0 and 夺 are the polar angles for the position 

of ligand L.

手(l + 3cos20) 0 一 ”3/2 sin2。 0 ”3/4 (1—cos%)

V1T/2 sin2^sin^ COS0COS© cos2(9sin^ —sinOcos© 一普-sin2©sin。

V^T/2sin2^cos^ —cosOsin© cos20cos。 sinOsin© 一 ,sin20cos©

V"3"/4-(l — cos2^) sin2© sin0cos2© *sin2#sin2©
cos0cos2© (3+cos湧)sin2°

/4 (1 — cos2^) cos2© —sin^sin2^> -^sin2^cos2^
—cos0sin2© ，(3 + cos20)co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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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鄭保在•崔鍾河

궤도 함수의 중첩 적분에 의하여 정의되며 결합 

형태에 따른 단위 결합에너지를 나타낸다. 보통 

AOM에서는 d결합이 0•와 기결합에 비해 대단 

히 작기 때 문에 이 를 무시14 하고 금속과 리 간드 

간의 상호작용을 e。및 의 분광학적 인 변수로 

만 나타낸다. ,

（Cr（NH3）5CNP+ 이온의 광반응에서 추정된 

반응 경로를 따라 진행될때 리간드는 배위권내 

의 공간내에서 움직인다고 가정하며 따라서 ea 

및 야 변수는 일정하게 취해지고 리간드의 운동 

은 각 운동량의 변화에만 관계된다.心

여러가지 가능한 5배위의 중간체에 대한 기 

하학적 모양을 가정하여。와。값을 결정한 후 

Table 1 에 서 4俨 값을 구하여 식 ⑷ 에 대 입 하 

면 d-궤도 함수에 대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Table 2 는 중간체〔Cr （NHQ QN〕2+에 대 한 것 

이 고 Table 3 은 반응물과 생 성 물에 대 한 표현 이 

다. e,（N） 및 싯N）은 배위자 N% 에 데한 e。 

및 兴변수를 나타낸다.

（2） 4중항 상태의 에너지 순서. Cr（III） 착물 

의 광반응에서 광학 활성상태는 가장 낮은 에너 

지 를 갖는 4중항 상태 이 며 이 것은 반응의 형 태 

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팔면체형의 Cr（III） 착물에 대한 바닥 상태는 

44“이고 들뜬 상태는 에너지 증가순으로 f 

와 4 Tig 이 다.

그러 나 대 칭 이 Civ 로 낮아짐 에 따라 4T2g-＞4B2 

"玲, 叮1厂＞442 + 4，砂로 각각 분리된다.1。

Cs 대칭하에서 Cr（III） 착물의 4중항상태 에 

대 한 파동 함수'&와 ZDO （zero-differential over

lap） 근사법”을 이용하여 팔면체 대칭하에서의 

4중항 상태에 대한 에너지를 영으로 했을때 

A0M 변수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zz, yz, xy）＞ I Vtet\ ＜（zz, yz, xy）＞

=2ex （CN） + 8 얐 （Neq） + 2얐 （Nax） （8）

=〈｛（球）（踏）［•v/-3/2（z2）-l/2（a：2-y2）］｝＞

I Vm\ ＜（S）（邛）〔8/2（z2）-1/2

（z2—y2）］｝〉= 3/4［%（CN） +e„（Nax）~\

+3/2^ (Neg) + 아 (CN) +6e“(N")

+야 (Ng) (9)

Table 2. d-Orbital energy expressions for the 

various intermediates as a function of the 

individual e^) parameters

try 
(iyir.ret-)

Coordinate

Sycter.
d.-0rbitil Encr冒 心:prw-ion

Pyramid.

w

丄'Ky

x/、、,N

E（/）=e"吧,）任多（：、,）我5（七） 

E（:高즈） = 9外,（；*）+%%（秘） 

瓦：勺）=矣』、?十我3皿）

E（y2）= e|l（Ci；e_i）+e1L（Na：.）+el（WeJ

Square

Pyramid

(%)

中 研/）=%（卽叔）+七、〔1物）

E（指技）圣电（、,）

以可）=4羸（、1）

E（g）=E（yz）M«.（eyx）+ 2j（、:J

Trigonal 

Sipyr-imia 

g

z
jcN 

쁫a必如 y 

k耳

E（技）疽+牝（（：4工）

E（必/）=%.%（、：少々气（細］）

以渋）*£（戸）.2宀；3旳）+阵（源必）+%（C、J

Triron-il

Bipyramid.

(c )

j義y

E甘）亠如.（叫丿空丄将）叽）

祥6"©卽*湛（丄） '

E*） = %%（叫少근就能丿的心遂） 

虱技匕疽心％1）+%喝。丄）+匕％（、］）

去死（孔丿云J

효S） = 知%（郞旳）片勇心气）+七*吳 ）

+ 2%、） "

Table 3. d-Orbital energy expressions for the 

hexacoordinated Cr(III) complexes

U-.'u；，- try
,而"与）

Coordinate

Lem
d- Ori.i v.,1 cir.cr.'y 心:j，rC3io:;

TetrNgor.:.：.

N h

-牛/「-fry

£（•「'）-6；；梧二）+，6。1 匸丿+ 七J紹丿

W"勺 *%（：丄）

） = 3（：«.） = %（定土） + *项.応&卍

絳丁）5相呪,丄L

Tetr；iconal

3

Tcn 牛”J * 

>r

略）=% （C：g+＞"g 必*竖;）+咨此,_

' 죠（:爲2）=松」七：）+为叫侶）十｝£喝；气"

쇼 （号） 蛀%（*总）+气饵）+*3如?

E（K）="S/；斗仏云）+ 養

i'v t：-

'

"「n ,

珀广）“％%0卽+%%&膈）+为「4 （C%/ 

丸,。*%）+為0）矣%双）

조（方 M匕"" 遂 J电N/J 叫纹 

誣勇3그）+裟"⑴必m⑶ 

요*）易%（礼 "彳吼叫】+焰岡 

료（如%明?孕冬顼 袞冲） 

E3）=籍产（电"%H腿）+2當*叫、 

小舞，岡+財5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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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NH3)sCN)» 이온의 광반웅 경로에 대한 이론적 고찰

E ('%2)= < (xz, yz, x2-y2) > | '亿시 < (zz, 夹, 

x2~y2) >=3“ (Nc?) + 2ex (CN) 

+4^(Ns)+2</Ng) (10)

E(4砂;叮姑)=〈｛(球)(巧)[_]/2(2；2)

- "一372(工2-寸)]｝〉|、仁시〈｛(妹)(应) 

r-l/2(«2) — V~3 /2(x2-y2)]]y

= 1/4 [乙(CN) +e<；(N 旗门+5/2e°(N") +

6 야 (N")+eR(N林) (11)

E (M2) = < (xz, yz, z2) > 11?”J < (球,yz, z2) >

—e„ (CN) +e<,(Ng：) + 0，(4端)+2e，r(CN)

+4今 (Neg) + 2 야 (N“) (12)

Table 4. Spectrochemical parameters for the Cr 

(III) complexes (cm-1)

Complex e<r 纺 10D9 Ref.

Cr(NH3)63+ 7,180 0 21,550 18
Cr(H2O)63+ 5,940 500 15,830 18,19

Cr(CN)63- 8,480 - 290 26,610 18,20

Table 4 의 분광학적 인 纭 및 纭 변수 값을 이 

용하여 에너지 준위를 계산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일반적으로 〔Cr(NH3)sX〕2+형태의 착물에서 

리 간드 X가 万주기 성질을 가지는 경우 AOM 

에 의해 구한 d-궤도 함수 및 4중항 상태의 에 

너 지 순서 끄는 巧<表, 邯《妙3一寸 및 4砂(叮窿) 

〈壞〈442〈4砂(47播) 이 다.

Angerman22 등은 이 들 물질의 광반응에 미 치 

는 압력 효과로부터 구한 활성화 부피를 이용하 

여 4.형태의 반응기구를 거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물질은 가장 낮은 스핀 허용전이 (4务1 

4辟)에 해 당하는 파장의 빛 을 쪼이 면 Th결 합성 궤 

도 함수인 XZ 및 yz 궤도 함수에서 <7결합성 궤 

도 함수인 £2궤 도 함수로 전자가 몰리 게되 어 축 

방향 (axial) 에 있는 리간드가 불안정하게 되고 

이중에서 NH3 리간드가 0■주기 성질이 더 강하 

기 때 문에 축방향의 NI& 가 용매 분자와 치 환되 

게 된다. 그러 나 % 주기 성질을갖는 X=CN-인 

경우는 이러한 계열의 일반적인 성질과는 매우 

다르다.

41

T沥"2 및 식 ⑻〜(12)의 공식에 Table 4의 

분광학적 변수 값을 대입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 

과 같다.

E(xy) —E(xz, yz) = 290cm-1

E(z2) —E(x2~y2) =1, 306cm-1

4砂(％；)—堤=1, 265cm-1

4瓦一 4■砂(4岑)=685cm-1

따라서 d-궤도 함수의 에너지 순서는 球, yZ 

〈巧〈仃一寸済이고 4중항 상태의 순서는 -»b2< 
矽(4贏)〈4砂(47，掛〈4瓦였다.

광학 활성 상태 는 结2이 며 반응에 서 가장 낮 

은 스핀 허용전이 4国_>4辺2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을 쪼이면 Q，궤도 함수에 있는 전자가 ^-y2 

궤도 함수로 몰리게 된다. 이때 적도방향 (equa

torial) 에 있는 NH；j는 원래 力결합력이 없기 때 

문에 ”결합성 에너지는 영 향이 없지만匕2一寸궤 

도 함수의 전자운 분포가 증가하기 때문에。결 

합성 에너지가 약화되어 결국 적도 방향의 NH3 

가 떨어져 나오게 된다. 〔Cr(NH3)5CN〕2+ 이온 

의 광 반응에서 축방향 및 적도 방향에 있는 리 

간드가 떨어져 나오는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d- 

궤도 함수의 상호 변환에 대한 에너지 상관도표 

를 花g.l에 나타내었다.

6배위된 착물의 치환 반응은 7배위된 중간 

체를 거치는 회합 반응 기구와 5배위된 중간체 

를 거쳐 진행되는 해리반응 기구로 크게 분류23 

할 수 있다. 그런데〔Cr(NH3)5CN〕2+ 이온의 광

Fig. 1. Orbital energy correlation diagram be

tween the (Cr(NHa) 5CN]2+ ion and the two square 

pyramid, SP(CNg：) and SP (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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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 반응에서는 식 (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切玖s 이성질체는 34士3%, cis 이성질체는 66 

士3%가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4.

(Cr(NH3)5CN)2++H2O

M 厂〔Cr (NH3) 4 (H20) CN]2+ + NH3 

[Cr (NH3) 4 (H20) CN]2+ + NH3

(13)

만약 이 반응이 7배위된 중간체를 거쳐 진행된 

다면 배위되는 물 분자가 CN-리간드에 대해 

c/s- 위치로 공격할 경우 100% 保s-이성질체가 

생기는 반면 trans- 위치로 접근할 경우에는 

이 성 질체가 25% 생기 고 cis- 이성 질체가 

75% 생기기 때문에 실험 결과를설명 할 수없으 

므로 본 연 구에 서 는 해 리반응 mechanism 을 채 

택하였다.

들뜬 상태에서 결합 에너지가 가장 작은 직도 

방향의 NH3 가 떨 어 져 나오면 Square Pyramid 

(SP) 중간체가 된다. 이 렇게 되 면 CN~ 리 간드가 

적도 방향에 위치하는 SP(CN") 가 된다. 이 SP 

중간체에 물 분자가 바로 회 합하면 역시 100% 

“旻이성질체만 생기게 될 것이다.

그래 서 이 중간체 가 다시 Trigonal Bipyramid 

(TBP) 중간체로 이성질화 반응을 일으킨다고 생 

각한다.

〔Cr(NH3)£N〕2+ 이온의 반응물에서 적도 방 

향의 NH3가 떨어지고 5배위된 SP 형태의〔Cr- 

(NH3) 4CN〕2+ 가 TBP 형태로 이성질 화 반응을 

일 으키 는데 는 N-Cr-N bending 과 N-Cr-CN 

bending 에 의한 두가지 형 태가 가능하다. 만일 

N-Cr-N bending 을 하면 C1S「리 간드가 축방향에 

위치하는대칭을 가진 TBP(CN") 중간체가 

되 고 N-Cr-CN bending 과정 을 거 치 면 C2„ 대 칭 

의 CN-리간드가 적도 방향에 위치하는 TBP 

(CN措 중간체 가 생성된다. 두 중간체 의 이 성 질 

화 반응에 대한 么■궤도 함수의 에너지 상관 도 

표와 기하학적 모양의 변환에 따른 좌표계를 

Fig. 2에 나타내 었 다. 두 가지 가능한 TBP 중 

간체에 대헤 생길수 있는 생성물은 식 (14)와 같 

다.

〔CHNHQQNy+ 이온의 광학활성 상태는 悩

〔SP(CN急〕*

-------- bending—* (TBP (CN“)〕* 

—^cw-Product

--------- bending—>〔TBP (CN")〕*

+S I—*2/3 cw-Product (14)

-- >1/3 trans-Product

(xz, yz, a*—；y2) 이며 xy 궤도함수에 있는 전자 

가 ;书一寸궤 도함수로 들뜬 상태 에 해 당한다. 

SP(CN")중간체에서는 결국 z 축상에 전자가 몰 

리게 되며 축상에 있는 CN'리간드는 力받기 성 

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결합을 형성하는 것 

이 가능하지만 NH3 리간드는 勿결합력이 없기 

때문에 N-Cr-N bending 보다는 N-Cr-CN ben- 

ding 이 허 용된 과정 이 다.

N-Cr-CN bending 과정에서 NH3 와 CN~ 리 

간드의 굽힘 운동 정도가 같다고 가정하면 CN" 

이 z 축상에 서 c 축을 중심 으로 30°벗 어 난 위 치 

에 있는 TBP(CN拼중간체가 된다. 이러한 TBP 

(CN收) 중간체에 물분자가 공격 할 수 있는 위치 

는 삼각면 (face) 과 모서 리 (edge) 가 있는데 모서 

리에 공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 

냐하면 물분자가 희합된 후 다시 팔면체 형 태로 

재 배열될때 최소의 운동으로써 가능하며 전자 

운의 분포 상태를 고려해 보더 라도 삼각면에 공 

격하기 보다는 모서리에 공격하는 것이 용이

2!.0；5 '

义把
15,6 布

.브쏘鱼心， 

云也0仏

収*XY）*

8。78

Fig. 2. Orbital energy correlation diagram be

tween 바此 square pyramid SP（CN舛） and the 

trigonal bipyramids, TBP（CN心）and TBP（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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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Orbital energy correlation diagram for 

the association reaction by cis- and frtz«5-attack 

of a solvent H2O molecule.

100% Cis-isomer 34% 은r 66%dsis°m으，

Fig, 4. Predicted reaction paths on the pho

tosubstitution of the cyano-pentaamminechromium 

(DI) ion.

하다. 리 간드 CN-o] 적 도 방향에 배위된 TBP 

중간체의 수평면에 있는 삼각형의 모서리에 물 

분자를 임의로 공격할때 확률상Aaw〔Cr(NH3)4 

(H2O)CN]2+ 이온이 34% 생기고 成-〔Cr(NH3)4

(H2O)CN〕2+ 이온이 66% 생기게 되며 물분자가 

J축상으로 위치가 되게 공격했을 때와 리

간드 CN-에 대해 切做s 위치가 되게 공격했을 

경우 d-궤도 함수의 에너지 상관도표를 Fig. 3 

에 나타내었다. 이러한 입체화학적 특이성에 따 

른 반응 경로의 추정은 관측된 실험 결과를 합 

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전체 반응 경로를 

及g. 4 에 나타내 었으며 괄호안의 중간체를 거 

쳐 진행될 것으로 짐작된다.

결 론

〔Cr(NH3)5CN〕2+ 이온의 광반응에서 적도 방 

향의 NH3 리 간드가 들뜬 상태에서 상호 작용 에 

너지가 가장 약하여 용매분자에 의해 치환되는 

해리반응 기구가 채택되었다. 이 착이온의 d-궤 

도함수 및 4중항 상태에 대한 에너지 순서는 

伞, 盟〈3，〈52一寸〈22과 4五2〈£泌(4了踣)〈4砂(47命)

이 고 광학 활성 상태 는 4&였 다. 적 도방향 

의 NH3리간드가 떨어져서 5배위된 SP(CNes) 

중간체 가 되 고 이 것 이 N-Cr-CN bending 과정 을 

거쳐 CN- 이 적도 방향에 위치하는 TBP(CN纣) 

중간체가 된다. 여기에 물분자가 임의로 공격 

하면 동계학상 c/s 와 에 대 한 이 성 질체의 

생성비가 2 : 1이되어 실험결과를 합리적으로 설 

명할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반응 경로를 추정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반응에서는 

이러한 중간체가 연속적으로 진행된다기보다 다 

소 각 단계가 서로 협동적으로 동시성을 띠면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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