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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NiLm아착이온 (Ni(rac-1 [14]7-diene)2+, Ni(meso-1 [14]7-diene)2+, Ni(l[14]4-diene)아, 

a-Ni (rac-[14]^decane)2+, ^9-Ni (rac-[14]-decane)2+, and Ni(meso-[14]-decane) 아｝ 과 CN」이온 사이 

의 화학반응은 분광광도법 으로 연 구하였 다. NiLm가착이 온과 CN-이 온으로부터 착이 온, [NiLm
(CN)]十생성반응의 평형상수(K】)는 3~25°C 범위에서 결정되었다. NiL^착이온이 Ni(rac-1E14]7- 
diene)2+t Ni(meso-l[14]7-diene)2+, Ni(1 E14Zl4-diene)2+, a-Ni(rac-[ 14]-decane)2+, /3-Ni(rac-[14] 
-decane)2+, 그리 고 Ni(meso-[14]-decane) 가일 때 평 형 상수 (KD 은 15°C 에 서 각각 4.7,5.3,6.2, 7. 5, 
9.4, 및 9.8 이 었다. 电 값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Ki 에 대한 온도영 향으로 부터 열 

역학적 파라메터(2心。,力丑。,丄皆)를 계산하였으며, 이 결과 [NiLm(CN)]+ 생성반응은 모두 발열반 

웅으로 나타났다. NiLm아 착이 온과 CM이 온은 반응하여 Ni(CN)42一이온과 거 대 고리 리 간드(Lm)가 

생성된다. [CNp, [HCN], [0H-] 변화에 따라 Ni(CN)4가이온의 생성속도는 0.5肱 NaC104, 온도 3 
~25°C 범위에서 연구되었다. [CNT가 일정할때 [HCN]가 증가하면, 如bJ[CN-]2 값은선형으로 증 

가하였다. OH- 이온이 과량으로 존재할때 [OH-]에 따라 역시 Aobs/[CN-]2 값은 선형으로 증가하였 

다. NiLm사 착이온과 CN-이온 반응의 속도상수(知Q에 대한 온도영향으로 부터 활성화 파라메터

수, 0S*)를 결정 하였다. Ni(rac-1 [14]7-diene)2+, Ni(meso-1 [14]7-diene)2+, a-Ni(rac-[ 14]-dec- 

ane)2+, ^9-Ni(rac-[ 14]-decane)2+, 그리고Ni(meso—[14]-decane)?+ 순서로 d-d 전이에너지, DCcm-1) 
가 감소할수록,七도 점차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5가지의 NiLm2+ 착이온과 CN一이온 사이 

의 반응은 동일한 경로로 반응이 진행되었다.

ABSTRACT. The Chemical reactions between NiLm2+ ｛Ni(racT[14]7-diene)흐七 Ni(meso-l[14] 
7-diene)2+, Ni(l[14]4-diene)2+, a-Ni(rac-[ 14]-decane)사, jS-Ni (rac-[14]-decane)2+, and Ni(meso 
一[14]一decane)거｝ and CN_ ion were studied by the spectrophotometric method. The equilibrium 
constants (Kj) for the 1 : 1 Complex ion, [NiLm(CN)]+ with NiLm2+ and CN- ion were determined 
in the range of 3 to 25°C. The K】for Ni(rac-1 [14]7-diene)2+, Ni (meso-1 [14]7-diene)2+, Ni(l[14] 
4一diene) 가, a-Ni (rac- [14j -decane)2+, /9-Ni (rac-[14] -decane) 2+, and Ni (meso- [ 14] -decane)2+ at 15 
°C was 4.7,5.3,6-2, 7.5,9.4, and 9.8, respectively. The Values of Ki decreased with increasing 

temperature. From the temperature effect on equilibrium constant (K。，thermodynamic parameters 
(J/Z°, J5°, JG°) for reaction were evaluated and the reaction of NiLm아 and CN_ion was exother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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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Lm허〜 reacts with CN_ion to give Ni(CN)42-ion and macrocyclic ligand (Lm). The kinetics of 
formation of the Ni(CN)4저 ion of varying the [CNp, [HCN], and have been investigated 
at 3〜25°C and 0-5M NaC104. Maintaining a constant [CN~], ^ou/CCN-]2 increases linearly 

with increasing [HCN]. In the presence of large quantities of [OH」], ^ob8/[CN~]2 also increases 
linea시y with [OH-]. From the temperature effect on kinetic constant (九成), Parameter of activ- 

砒 ion (4H녹,』S*) of reaction for NiLm2+ with CN~ion were determined. For the Ni(rac-l[14]7- 
diene)2+, Ni (meso-l[14]7-diene)2+, a-Ni(rac-[14]-decane)2+, /3-Ni (rac-[14]-decane)2+, and Ni(meso 

一[14] 一decane) 2+ series 厶H녹 gradually decrease as the d-d transition energy, v (cm-1) decrease. 
And the reaction of the five NiLm2+ with CN_ion take place by way of equal paths.

서 론

거대고리 리간드의 전이 금속착물은 myoglo
bin, cytochrome, catalase 그리 고 peroxidase 와 

같은 hemoprotein 의 보철 기 (prosthetic 흥roup) 등 

의 모델 화합물1~6로서 생 물무기화학 분야에 상 

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 거대고리 

리 간드 착물의 안정 도가 선형 리간드 착물에 비 

해 큰 것은 ^macrocyclic 로 설명 할 수

있다. 그러나 거대고리 리간드와 3d전이금속이 

온으로 부터 착물생성 혹은 착물로 부터 전이금 

속이온과 거대고리 리간드로 해리속도는 상당히 

느리 다7,1WL3

반응성이 큰 Cu(II) 이온도 HC1 수용액에서 거 

대 고리 리 간드와 착물의 생 성반응이 완결되 기 

위해서는 수개월이 걸린다气 그리고 Ni(II)-혹은 

Cu(II)-거대고리 리간드착물은 산해리반응속도 

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14~16 메카니즘 및 활성 

화파라메 터 혹) 연구에 많은 어 려 움이 있

다. 그러 나 CN~이 온에 의 한 Ni(II)-거 대 고리 리 

간드 착이온, NiLm2+의 해리반응속도는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血德. 그리고 반응 

(1)과 같이 1如이 유리되기 전에 반응(2) 처럼 

NiLF+착이온과 CN-이온 사이에는 순간적으로 

평 형 이 이 루어 진 디也 ”, 17-19

NiLm2++4CN~—>Ni(CN)42-+Lra (1)

NiLm2++CN~ 畠Ni" (CN) ] + ⑵

Ni(II)-거대고리 리 간드 착물에는 hexamethy] 
-1.4.8.11-tetraazacyclotetradiene nickel (II) perc
hlorate, Ni([14] -diene) (C1C)4)2와 hexameth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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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1-tetraazacyclotetradecane nickel (II) per
chlorate, Ni([14]-decane) (C1C)4)2 이 있으며, Ni 
([14]-diene)2+착이 온 (Structure I)에 는 Ni(l[14] 

4-diene)2+, Ni (rac-lE14]7-diene)2+, Ni(meso-1 

口4]7•너iene)자 등 이성질체가 존재하고, Ni([l 
4]-decane) 자 착이 온 (Structure II) 에 는 Ni (meso- 
E14]-decane)2+, a-Ni (rac-[14]-decane)2+,步-Ni 
(rac-口4]-decane) 2+둥 이성질체가 존재한다他 2七

본 연구에서는 (1) 반응 (2) 처 럼 NiL了+착이 

온 Ni (1 [14]4-diene)2+, Ni (rac-1 [14]7-diene) 2+, 
Ni (mesoT [14] 7 - diene) 가, Ni (meso-[14]-dec- 
ane)2+, a-Ni (rac-[14j-decane)2+, j8-Ni(rac-[14] 

-decane) 2+등과 CN-이온간에 일어나는 화학반 

응의 평형 관계를 온도 3~25°C 에서 분광광도법 

으로 고찰하였다. (2)수용액에서 CN-이온에 의 

한 5가지의 착이 온, NiJS十 의 해리반응속도상 

수 및 이들의 반응에서 온도변화(3〜25°C)로부 

터 활성화파라메터를 결정하였다. (3)해리반응 

속도상수, 활성화파라메터, 그리고 5가지의 

NiLm가착이 온 d-d 흡수에 너 지 (cm"1, Z)建) 와

간에 상관관계 로 부터 메 카니 즘을 추정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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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착물의 합성. Ni(l[14]4-diene) (C1O4)2, Ni 
(rac-1 [14] 7-diene) (C104) 2, Ni(meso-l[14]7-di- 
ene)(CK)4)2, Ni(meso-[14]-decane) (CIOQ2, a- 
Ni(rac-[14]-decane) (CIOQ2, jS-Ni(rac-[14]-de- 
cane) (C1O4)2 등 각 착물은 문헌에 따라 합성 하 

였다20~22. 합성한 착물들은 분광학적 자료 및 녹 

는점 등을 문헌치와 비 교 확인하였다22.

측정용액 제조. 6가지의 NiLm2+착이 온과 CN 
-이온간의 평형상수 결정시에는 아세톤一물 혼 

합용매 (85v/v%), 반응속도 측정시에 는 전도도 

수를 용매로 이 용하였다. NaClQ 로 조절한 이 

온강도는 전실험을 통하여 0.5M로 하였다. Na 

CN 용액 은 은적 정 법 (argentometric titration) 으 

로 농도를 결정하였으며, 질소 기류하에 저장하 

면서 이용하였다. HCN 은 NaCN 용액에 HC104 
를 첨가하여 얻을 수 있으며 HCN 의 pKa 값은 

9.0 이 다 18.

평형상수 결정. 반응 (2)처럼 6가지의 Ni(II) 
-거대고리 리간드 착이온, NiL^+과 CN-o] 
온간의 평형 상수 Ki 은 분광광도법 을 이 용하여 

온도 변화에 따라(3~25°C) 측정하였으며, 이 

때 사용한 기기는 UV-260, UV-Visible Reco
rding Spectrophotometer o] 흡광도 변화는 

Niiy+착이 온의 농도를 2.1X 10-3Af 로 일정 하게 

하고 CN-이온의 농도 2.5X10-3〜&7x10-3“ 

범위에서 측정하였다. 흡광도 측정은 1cm 실리 

카겔 셀을 이용하였으며, 셀의 온도는 동판으로 

제작하 자켓을 셀 주위에 부착하고 이 를 HAA- 

KE F 4391 Circulator 및 LAUDA RC 3 T-2 
Water Bath와 연결시 킨 다음 물을 순환시켜서 

조절하였다 23.

반응속도 측정. CN-이온에 의하여 NiL/+착 

이온이 해리되어 [Ni(CN)Q2-이온(몰흡광계수, 

e=1.2X101MTcmT)이 생성되는 반응속도상수 

는 268nm 에 서 시 간에 따른 흡광도 변화로 부터 

결정하였다. 이들의 반응속도 측정은 평형상수 

를 결정 할 때와 같은 항온조절 장치를 이 용하여 

온도변화(3~25°C)에 따라 수행하였다.

반응속도 측정시 CN-이온 농도는 착이온 농 

도에 비해 과량으로 하여 유사일차반응속도상 

수, 如” 을 Gugenheim method저로 결정하였다. 

(3)식에서 £와 /는 각각

In (瓦+』一 &)= 一 如逐+constant (3)

반응시 간 및 반감기의 2~3배 되는 시 간 구간 

이고, A 와 &+』는 268nm 에서 시간 f 와 t+d 
에서의 흡광도를 각각 나타낸다. 그리고 九血는 

(3)식에서 ln(&+L瓦)를 £의 변화에 따라 도 

시하여 얻어지는 직선의 기울기에서 구할 수 있 

다.

결과 및 고찰

Niiy+착이온과 cn-이온간의 평형상수. 아세 

톤一물 혼합용매(아세톤 85v/v%)에서 Nil、+ 

착이 온의 d-d 흡수스펙 트럼 의 최 대 흡수파장은 

4501»11부근에서 나타났다2。，21. 이 용액에 CN- 

이온을 첨가할 때 d-d흡수스펙트럼의 흡광도 변 

화가 순간적으로 일어났다. 6가지의 NiLm거• 착 

이온 중 Ni(rac-l[14]7-diene)2+ -2} Ni(meso-[l 
4]-decane)2+의 경우, [CN-] 변화에 따른 흡수 

스펙트럼은 F/g.1,2 와 같이 [CN-]가 증가함에 

따라 흡광도는 감소하였다. 이런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반응(2)의 평형상수 (KD 는1。，以 I" 18 (4) 

식으로 부터 구할 수 있다.

]

[CN-]t-餐
\ 一衣

=丄.
Ki

(4)

⑷식은 [NiLm(CN)+]==§ 조건하에 성립하 

며, ENi(II)]T= ENiLm2+] + ENiLm(CN) +1 ECN 

-]t=[CN-] + [NiLJCN)+]를 의미한다.는 

CN-이온을 첨가할 때 450nm 에서 순간적인 흡 

광도 변화, Ze 는 몰흡광계 수 차이 를 나타낸다. 

그래서 [CNTt 변화에 따라 를 얻을 수 있 

으며, 1/([CN-]t一曲/厶)에 대해 ([労甘沪 
一1)를 도시 한 기 울기 (F/g.3) 로 부터 Ki 값은 

구할 수 있다. 온도 3〜25°C 에서 구한 평형상 

수는 Table 1. 에 수록하였 다. 그리 고 에 ,

Jwji이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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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bsorption spectra of NiCrac-lCl^T-diene)2* 
as function of [CN_] in acetone-water mixture (80v/ 
v% acetone) at 15°C;1. Ni(rac-l[14]7-diene)2+=2.1 
X10-3M only, 2. [CN_] =2.9 X10-3M, 3. [CN" = 
3.7 X10-3M, 4. [CN-]=4.3xlO~3Af, 5. [CN-]=5.6 
X10-3M 6. [CN-]=1.7M, 7. [CN"=2.3M.

따라 InK 의 변화로 부터 최 소자승법으로 얻은 

엔 탈피 변화 (』H), 엔트로피변화 (4S) 및 자유에 

너지변화(/G)를 역시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를 보면 Ni (rac-1 [14] 7-diene) 2+<Ni 

(meso-1 [14] 7-diene) 2+<Ni (l[14]4-diene)2+ <a 

-Ni (rac- [14j-decane) 어</3-Ni (rac-[14]-decane) 

2+<〔Ni(meso-[14]-decane)2+착이온 순서로 평형 

상수는 증가하였다. 이 런 결과는 사각평 면 

평면)장 세기 (최대흡수에너지, cmT,Z)『，)의 경 

향20,21,25으로 설 명 할 수 있 다. 사각평 면 장 세기 

가 증가할수록 Z 축 방향으로 CN-이 온의 결 합 

이 어려워지므로 [NiL混2+착이온과 CN-이온간 

의 평형상수는 감소하게 된다.

평 형 상수를 결정 할 때 수용액에서 보다 아세 

톤一물 혼합용매에서 수행하기가 더욱 용이하였

Vol. 31, No. 4, 1987

Fig. 2. Absorption spectra of Ni (meso-[14]-decane) 
과 as function of [CN-] in acetone-water mixture (80 
v/v% acetone) at 15°C; 1. Ni(meso-[14]-decane)2+ 
=2.1X1O~3M only, 2. [CN'J =2.4X10-3M, 3. [CN 
-]=3.0X10~3M 4. [CN"=3.5X10~3泌 5，[CN~] = 
4.1X1O~3M, 6. [CN-]=4.9X10~3M.

220 280 340

(岡椿 - 뜰 湼

Fig. 3. Plots of ([Ni(II)〕T-卷)务 against ([C 

N-]t—for the reaction of NiLm2+ with CN~ 
ion； —Q—O—： Ni(racT[14]7-diene)가, —®一®—； 
Ni(meso-1 [14]7-diene)2+, 一•一•一； Ni(l[14]4-di- 
ene)2+, ——a-Ni (rac-[14]-decane)-------------
[고一: jS-Ni(rac-[14]-decane)2+, —0—◊一;Ni(meso- 
F14]-decane) 2+.

다. Niiy+와 [Nils(CN)]+ 을 포함하는 용액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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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quilibrium constants and thermodynamic parameters of reaction between NiL^가 and CN" ion at 
various temperatures

Lm
Temp. (°C)

3 10 15 25 Kcalmol-1 —J5° e. u -JG° 
Kcalmol-1

racT[14]-diene 5. 26 5.00 4. 66 4. 31 1.19 1.20 0. 83
meso-1 [ 14] 7-dien e 6. 00 5.70 5. 26 4.85 1.29 1.23 0. 93
lE14]4-diene 7.03 6.69 6.17 5.70 1.49 1.27 1.11
a-rac-[14]-decane 8.67 8. 25 7. 54 6.82 1. 58 1.31 1.19
^-rac-[14]-decane 11.02 10.38 9. 39 8.50 1.69 1.39 1.28
meso-[14]-decane 11.47 10.80 9.78 8.85 1.78 1.40 1.36

Table 2. Rate constants for the reaction of NiLm자 with CN- ion at 3°C; Comp. 1： Ni (rac-1[14]7-diene)으七
Comp. 2： Ni(meso-1 [14]7-diene)2+, Comp. 3: a-Ni(rac-[14]-decane)2+, Comp. 4： i(rac-[ 14]-decane)2+,
Comp. 5： Ni(meso-口_4]-decane)가, and 1, 2, 3, 4：0H~ concentration

io2ECN-] 102[HCN]
10*血

Comp. 1 Comp. 2 Comp. 3 Comp. 4 Comp. 5 Comp. 3

1.0 0.3 0. 23 0. 28 0. 33 0- 36 0. 39 0. 34
1.0 0.5 0. 25 0. 30 0- 36 0. 38 0. 41 0.36
1.0 1.0 0. 31 0.36 0. 42 0.44 0. 47 0.41
1.0 1.5 0. 37 0.42 0.48 0.51 0. 53 0.47
2.0 0.3 0.93 1.13 1.33 1.41 1.53 1.31
2.0 0.5 1.01 1.22 1.42 1.50 1.62 1.43
2-0 1.0 1.23 1.45 1.64 1.72 1.84 1.66
2.0 2.0 1.67 1.90 2.09 2.16 2.30 2.10
4.0 0.5 4. 00 4.82 5.58 5.87 6. 36 5.59
4.0 1.0 4.94 5.65 6.36 6.63 7.12 6. 38
4.0 2.0 6.40 7. 30 7.93 8.15 8.64 7.96
4.0 4.0 9.60 10.61 11.08 11.19 11.68 11.11
2.0 2.0丄 0.95 丄 1.16 丄 1.40± L43丄 1. 55 丄 1.35
2.0 4.02. 1.10 2. 1,32 2. 1.56 2. 1.592. 1.712. 1.50
2.0 5.03_ 1.19_3 1.403_ 1.65 3. 1.66 3. 1.78 3. 1.58
2.0 7. 04 1.33A 1.554 1.804 1.824 1.944 1.73

노란색을 나타내지만 해리되어 If 가유리되면, 

용액은 무색으로 변한다. 그런데 수용액에서 보 

다 아세톤一물 혼합용매에서 노란색이 더욱 오 

래 유지되었다. 수용액에서는거대고리 리간드 

의 amine 혹은 imine 수소와 물분자가 용이 하 

게 수소결합幻을 형성하여 NiL^+착이온 해리반 

응이 촉진되 기 때문이 라고생 각할 수있다. Ftg. 
1의 흡수스펙트럼 중에 5와 6은 CN-이온 농 

도가 1.7M 이상일 때로서 NiL^+착이온의 d-d 
흡수스펙트럼이 순간적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CN-J2L7M일때는 NiL^+착이온에서 해리된 

거대고리 리간드(Lm)의 침전물을 쉽게 얻을 수 

있다.

Table 1 에 서 반응 (2) 는 발열 과정 이 라는 것 

을 알 수 있다.되는 것은 NiL疽+착이 

온에 CN-이온이 결합할 때 발생하는 열 량이 결 

합과정에서 거대고리 리간드 N-Ni결합길이가 

늘어날 때 흡수하는 열량에 비하여 크기 때문이 

라 할 수 있다. 그래서 Ni(rac-1 [14]7-diene)2+ 
〉Ni (meso-1 [14] 7-diene) 2+>Ni (l[14j4-di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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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bsorption spectra of solution containing 
a-Ni (rac-E14]-decane)2+ and as function of
time at 15°C (f;time increasing).

J
—N

 으
''s

q
。

亠

0.5 1.5 2.5

1O2[HCNJ

Fig. 5. Plots of 如J[CN-]2 against [HCN] at 0.5 
of ionic strength, left; a-Ni (rac-[14]-decane) 2+ right: 
Ni (meso-1 [14]7-diene) 2+; —。一O—: [CN~]: 1X 10~2 
M; —®—®—: [CN-]=2X10-2M, 一•—•一： [CN-] 
=4X10~2M.

2+〉4Ni (rac- E14] -decane) 거〉廿-Ni (rac-[14j- 

decane) 2+>Ni (meso-[14]-decane) 2+ 착이 온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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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lots of %>*/[CN-]2 against [0H-] at 0. 5 of 
ionic strength, —Q—Q—: Ni (meso-[14] -decane)2+, 
—O—O—； &Ni(rac-[14]-decane)2+, —•—.—； a- 
Ni(rac-[14]-decane)2+, —<>—<> —; Ni(meso-l[14]7- 
diene)2+, —<$> —磚一 Ni(rac-1 [14]7-diene)2+.

로 사각평면장의 세기가 감소할수록，H의 절 

대 값은 증가하며 평 형 상수도 증가한다. 반응엔 

트로피, 4S 는 (5)식과 같이 화학종 자체로 인 

한 변화 (4S顽)와 정 전억 압효과로 인한 용매 분자 

의 재배열에서 생기는 변화로 구분할 수 

있 다26,27. 반응(2)에 서 4S 값이

(5)

0에 가깝지만 생성물의 안정도가 클수록 절대 

값이 크므로, 4S 에 대한 기여도는 J5aoIv 보다 

/S赤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 

다.

Ni(CN)42-이온 생성반응의 속도상수. Ni(Cl- 
。4)2 착물로 부터 Ni(CN)42-〔25°C에서 Ni(CN) 
42-이온의 총괄안정도상수, log0=3O.5, Ni(rac- 
[14]-decane) 2+착이온의 생성상수, logK=18.2〕 

생성반웅 속도에 CN-이온과 HCN 분자등이 관 

여 {Rate=&[Ni(II)][CN-]2[HCN]2}한다는 것 

이 알려져 있다28. 그래서 NiL„，착이온 1.2X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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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ECN-], [HCN1 [OH-] 변화에 따라 

NiL^+ 착이온 해리 반응 속도상수 {Ni(CN)「-생 

성 속도상수} 知敞 를 계 산하여 Table 2 에 수록하 

였다. 이때 九届 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는 NiL„2+ 
착이 온과 CN-이 온이 반응하여 Ni (CN) 亍-이 온 

의 특성 피 이 크가 나타나는 268nm 에 서 얻 었 다. 

Fig. 4. 는 5 가지 NiLm2+ 착이 온중 a-Ni(rac-[14] 
-decaned+ 에 관한 것이 다. Table 2.를 고찰하 

면, ⑴ [CN-]가 일정할 때 [HCN]에 대 해 砲, 

/[CN-了를 도시할 경우 Fig. 5.처럼 직선이 된 

다. 그리고 그 직선의 기울기는 [CNT가 증가 

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2) [OH-] 가 과량일 때 

[HCN]는 거 의 무시 할 수 있으며 , Fig. 6.와 같 

이 [OH-]가 증가하면 虹/[CN-]2 값도 증가한 

다. (3) Fig. 5.에 서 알 수 하는 것처 럼 [HCN] 
를 O까지 외삽하면 값은 한 점에서

만나게 된다. (6)식은 이런 실험결과와 일치하 

는 경험식이며 각 NiLS* 착이온에 대해 구한 

매개변수 a, w, 务 ;y, z 는 Table 3 에 수록하였 

다.

t -^cn-12, w[CN-]2[HCN]
尾叽CN J + 1+"CN-]

,yECN-PEOH-]
十 l+z[CN-]

_ 짜:CN-丁 w：[CN-]3
一 l+z[CN-]十 1+虹CN-]

,wLCN-]2[HCN],死CN-]2[OH-]
十―1+이:CNp — 1+zLCN-]

⑹

W.G. Movius 등은 가역 반응 (一4+B스 C 

---->D 知, &T》为2)이 성 립 하는 경 우 (6) 식 과 유 

사한 식에서 K개변수 Z와 z 는 평형 상수 K= 

屬/史1가 된다는 것을 규명한 바 있다쩌3。. 이 런 

犬역一반응에 서 중간체 인 C 가 반응종이 라고 생 각 

할 수 있다. 그래서 반응(2)의 생성물인 [NiLm 
(CN)]+착이온이 반응종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실헐결과에서 기대되는 NiL.2+착이 

온 해리 반응의 메카니즘은 (a)~(d) 반응 경 로로 

나타낼 수 있다.

Table 3. Coefficients of equation (6)

Complex Ion —
Parameter

V w X y z

Ni (racT 口4]7 - diene) 2+ 0.20 12. 00 5. 0 2.10 4.7
Ni(meso-l[14]7-diene) 2+ 0. 25 12. 60 5. 5 2.18 5.1
a-Ni (rac- [14]-decane) 2+ 0.30 13.10 8.4 2. 23 8.1
0-Ni (rac- [14] -decane)2+ 0.32 13.17 9.7 2.26 9.0
Ni (meso - [14] - decane)2+ 0. 35 13. 20 9.6 2.28 9.3

Ki
[NiLJ2++CN-= [NiLm (CN) ] + 

如
[NiLMCN)]十+CN——>products (a)

瓦
[NiLm (CN) ]++CN、= [NiLm (CN)』

. k2
[NiLJCN)』+CN 一—>products (b)

. ”2
[NiLm (CN) 2] + HCN—>products (c)

K3
[NiLm(CN)]++OH-=[Ni(LmH_i) 

(CN)]+H2O 
爲

[NiLmH_i (CN) ] + CN~—>products (d)

ENiLm(CN)2l [NiLmH^(CN)XrNiLm2+], [Ni- 
Lm(CN)+] 조건을 가정하면 제안된 메카니즘은 

&而에 대해 (7)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知 Ki[CN-]2 版khgicn—f
아Li+gNp 十\+爲©「]

(—"calc)

+ 矽 K1K2〔CN-]2[HCN] 
l+Ki[CN"

(7)식에 포함되어 있는속도상수(如,如,矽，扇)와 

평형상수(长1,长2,火3)를 (6)식의 매개변수와 비 

교하여 kiK1^k2K2=zv9 k2KiK2~w, 그리고 方3 
라고 놓으면 (6)식과 (7)식은 동일한 

식이 된다. 그리고 W.G. Movius등이 밝힌 바 

와 같이 매개변수 上와 2는 (7)식의 평행상수 

(K)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의 

辰ale값은 丁沥"3에 수록되어 있는 매개변수와 

분광광도법으로 구한 평행상수 (KD 를 (7)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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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ate constants (^obs X lC^sec-1) and activation parameters for the reaction 서 NiLm2+ with CN~ ion

Temp. (°C)

5 10 15 25 4H 혹 一厶 S노

Ni(rac-l[14]7-diene)2+ 1.24 2.34 4.32 12.5 16.6 23.3
Ni (meso-1 [14]7-diene) 2+ 1.38 2.86 4.45 13.1 15.9 24.0
a-N i (rac- [14] -decane) 2+ 1. 68 3.40 5.40 14.2 13.3 25.3
jS-Ni ( rac-[14] -decane) 2+ 1.85 3.60 5. 80 15.0 12.8 25.7
Ni (meso-[14]-decane) 2+ 2. 05 3. 90 6. 59 16.7 12.0 26.0

JH*Kcal. mol-1),호 (e. u. ).

대 입 하여 계산한 값이 다. Table 2 에서 a-Ni 

(rac-[14]-decane)2+ 착이 온인 경 우 &应 와 雇血 

값처럼, 다른 NiL皿2+착이온에서도 知乱와 知涂 

값은 잘 일치한다. 그러므로, 반응(2)의 생성물 

인 [NiLJCN)]+착이온을 반응종으로 추정하고 

제안한 반응메카니즘은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Table 2 와 Fig. 6에서 알 수 있는 것처 럼 

[OH-]가 과량 존재할 때 a-Ni(rac-[14]-dec- 

ane)2+ 착이 온의 경 우 尾秘 와 丸m 를 비 교하면 다 

소 벗어남을 알 수 있고, a-Ni(rac-[14]-dec- 
ane)2+ 착이 온의 砧 는 jS-Ni(rac-[14]-decane)2+ 
착이온의 값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OH-]가 

과량 존재 할 때 는 a-isomer 는 열 역 학적 으로 안 

정한 jS-isomer로 서서히 변화云하기 때문에 일어 

나는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과량의 

[OH-] 가 존재 할 때 Ni (rac-1 [14] 7-diene) 2+착이 

온도 Ni (meso-1 [14] 7-diene) 斤 착이 온으로 변화 

하지만 이성질체화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NiLm2+ 착이 온 해 리 속도에 영 향을 미 치 지 않는 

다. [OH-] = 2.5M 일 때 Ni (rac-1 [14]7-diene) 2+ 

착이 온이 N i (meso-1 [14] 7-diene)2+ 착이 온으로 

이성질체화 반응이 완결되는데 21 일 정도 걸리 

게 된다.

NMCNM-이온 생성속도에 대한 온도 영향. 

[NiLm2+] = 1.2 X 10-4肱，[CN-] = 2.0 X 10~2M, 
[HCN]=0.5X10-2m 에서 몇가지 온도 변화에 

따라 辰而값을 구하였 다. 그리 고 기 에 대 한 In 
(幻JT)의 변화로 부터 활성 화엔탈피 (ZH*) 와 

활성 화엔트로피 (J5*) 를 최 소자승법 으로 계 산하 

였다. 에 수록한 이들 결과를 고찰하면 

온도가 증가할수록 如"값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r즌c-l [1417-diene 
meso— 1 C14] 7—dieneO

15.
T

1—IO 
日

詐・

12.

0

a-rac- [14] 오cane O

O 흐—dec근we

21.6 22.1
v Cm-1 (KK)

22.6

5
O mewo-[14]-decane

Fig. 7.녹 of the reaction for NiLm2+ with CN- 
ion against KK) of NiLm2+.

Ni (rac-1 [14] 7-diene) 가〉Ni (meso-1 [14] 7-diene) 
2+>a-Ni(rac-[14]-<iecane)2+>j6-Ni(rac-E14]- 
decane) 2+>Ni (meso-[14]-decane) 2+ 착이온 순서 

로主는 감소하였고, 4S* 는 음의 값以研< 

0)이지만 Nils거•착이온에 따라 별로 변화는 없 

다. 그리고 Fig. 7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와 NiL^+착이온의 d-d최대흡수에너지, i?(cm 

T) 간의 상관관계 를 고찰하면 歹 가 작을수록 JH* 
도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활성화파라메터, 

로 부터 속도 결정 단계 는 거 대 고리 리 간 

드 N-Ni 결 합이 끊어 지 는 과정 이 라고 추정 할 

수 있다. 그리고 활성화파라메터, 4S*의 값이 

음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제안된 메카니즘의 

경 로 (a) 는 Fig. 8과 같이 전이상태에서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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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roposed mechanism for the dissociation of 
NiL꼬2+ by CN- ion.

CN-이온이 직접 Ni(II) 금속에 결합하면서 거 

대 고리 리 간드 N-Ni 결합이 끊어 지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NiLm(CN)]+착이온 생 

성반응 평형상수 고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물一아세톤 혼합용매에서 보다 수용액에서 반 

응이 더 빠르게 진행되므로, 거대고리 리간드 

의 amine 혹은 imine 수소와 H20 분자간에 수 

소결합幻이 형성되어 반응이 촉진됨을 알 수 있 

다. 경로 (b) 의 [NiL皿 (CN)』착물에서 둘째 CN- 
이 온은 거 대 고리 리 간드의 amine 혹은 imine 수 

소와 수소결합河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로 

(c)에서 HCN 은 거대고리 리 간드의 amine 혹은 

imine 질소에 공격하므로서 반응이 진행되는 것 

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경로(d)는 거대 

고리 리 간드가 0H-이 온에 의 하여 deprotonation 
된 후 반응이 진행된 것이다. 거대고리 리간드 

가 deprotonation 되 면 [NiL^H-i (CN) ] 종에 서 

N-Ni 결합의 안정성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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