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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Co(sp)X2P(sp^sparteine, (瀛坛噎 X=C1, Br)과 Cu(sp)X，의 아쿠오화반응이 메카니즘 

을 규명하기 위하여 pH〜5인 조건에서 속도론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Co(sp)C12 및 Co(sp)B「2는 

halide 이온들에 의해 촉매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Cu(sp)C12 및 Cu(sp)B「2에 비해 매우 빠르게 

아쿠오화가 진행되 었다. Cu(sp)C12오)' Cu(sp)B「2는 halide cyanide 의 존재에 의해 반응속도가 크게 

증하였으며 pH = 2〜5인 범위에서 pH 가 증가함에 따라 반응속도가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실험결과' Co(sp)X2의 아쿠오화반응이 D-메카니즘으로 진행되는 반면 Cu(sp)X2의 경우는 Id 메카 

니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믿어진다.

ABSTRACT. The rates of aquation of sparteine cobalt(II) halide and sparteine copper(II) halide 
were investigated in the citrate buffer solutions. The aquation of cobalt(II) complexes proceeds via 
D-mechanism and the catalytic effect of halide ions is not observed. The aquation of copper(II) 
complexes proceeds via 赤-mechanism and is catalyzed by the presence of cyanide and halide ions, 
and the aquation rate is pH dependent. The different mechanistic behavior of cobalt (II) complexes 
from corresponding copper(II) complexes seems to be attributed to the weakness of Co-N bond in 
the coordination sphere.

서 론

정사면체 배위구조를 갖는 전이금속 착화합물 

들의 치환반응에 관한 메카니즘적 연구가 활발 

하게 진행되어 오지 못한 이유는 이들 착물들이 

결정장 효과에 의해 안정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치환반응속도가 매우 빨라 속도론적 연구를 수 

행 하기 에 부적 합한 경 우가 대 부분이 기 때 문이 다.

비록 "relaxation technique”‘와 "NMR line 

brodening technique"2~5 등을 활용하여 착화합물 

들의 배위자 치환반응들이 연구되어오기는 하였 

으나 금속착화합물들의 치환반응에 관한 연구는 

속도론적으로 안정한 (kinetically inert) 정팔면 

체 및 사각형 구조를 갖는 착화합물들을 중심으 

로 이루어져 왔다.

유기 화학의 경 우 sp3 중심탄소원 자의 치 환반응 

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SnI 및 

Sv2 형의 반응메카니즘이 잘 확립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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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면체 구조를 갖는 Cu(II) 및 Co(II) 

반하여 정사면체 구조를 갖는 금속배위 화합물 

들의 경 우는 그러 하지 못하다. 단지 중심원 자에 

결합된 원자들의 결합력이'' 탄소에 비해 매우 약 

하기 때문에 해리메카니즙(D-mechanism)이 보 

다 지배적일 것으로 추정된바 있었다6.
그러나 중심금속원자의 반경이 탄소에 비해 

일반적으로 크고 d 궤도 함수를 혼성 궤도함수를 

형 성 하는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5배위 중간 

체가 안정화 될 수 있는 경우, 화합메카니즙(A- 
mechanism)으로 치환반응이 진행될 수 있는 가 

능성도 예측되었다. 실제로 CoCl42- 착이온과 

SCN- 이온간의 치환반응에 있어 율속단계는 3 
배위 중간체의 생성과정으로 확인된바 있으며1 
또한 Co (pic) 疝2와 a-picoline(pic) 간의 교환반 

응에 있어 Co (pic) 3%의 5배위 중간체의 생성 

을 동하여 반응이 진행된다고 보고되었다*

Sparteine copper(II) dihalide(=Cu(sp)X：z) 오卜 

sparteine cobalt(II) dihalide(=Co(sp)X2) 들은 

고체 상태 에 서 뿐만아니 라 용액 중에 서 도 두자리 

배 위 자인 sparteine 의 입 체 장해 로 인 하여 정 사 

면체 내지 유사정사면체 구조를 갖는다7,8.
Cady 등은9 Cu(sp)C・와 Cu(sp)Br2의 아쿠오 

화반응에 관한 연구에서 이 두 화합물이 정사면 

체구조를.갖는 다른 착화합물들과는 달리 반응 

속도가 매우 느리며 (3「와 Br 이온들에 의해 반 

응속도가 촉진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용액 중에서 정사면체구조를 

갖는 Co(sp)C12오卜 Co(sp)Br2의 아쿠오화반응을 

조사하여 Cu(sp)C12와 Cu(sp)Br2의 아쿠오화반 

응과 비교하고, Co(sp)C【2, Co(sp)Br2, Cu(sp) 
Cl2 및 Cu(sp)Br2 들의 아쿠오화반응에 있어 

halide, cyanide 및 pH 가 미치는 영 향을 조사하 

고지 하였다.

실 험

착화합물들의 합성. sparteine sulfate, 
C15H26N2. 5H2O(Sigma Chemical 이를 KOH 
로 처리한 후 각각 반응시키기 바로전에 ether 
을 사용하여 sparteine oil 을 추출건조한 후 약 

1. 5mmole 을 취 해 calcium oxide 존재 하에 증류 

시 켜 얻 은 무수 methanol 50mZ 와 trimethyl 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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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ormate 10mZ 혼합용액 에 용해 시 켰다 (용액 A).
CoCl2, CoBr2, CuCl2 및 CuBr"각각 Immole) 

은 silica gel 상에 서 진공건조(4 시 간)시 킨 후 

trimethyl orthofomate 10mZ 오卜 50mZ 무수 meth
anol 혼합용액에 녹인 후 완전히 탈수되도록 약 

20분 가량 끓였다 (용액 B).
앞의 용액 (A)와 용액 (B)를 제습된 밀폐상자 

내에서 질소기류하에 반응시켰다. 반응후 침전 

된 금속화합물들을 여과하여 찬 methanol 용액 

으로 세척 한 후 진공건조시켰다.

합성된 모든 금속착물은 한국화학연구소에 의 

뢰하여 원소분석을 실시하였다. 얻어진 원소분 

석 결과는 금속과 sparteine 1 : 1 착물에 대한 계 

산값과 일 치 하였 다. Co(C15H26N2)C12 : Calcd. 
C, 49.7%, H, 7.19%, N, 7.69%. found. C, 
49.7%, H, 7.19%, N, 7.76%. Co(C15H26N2) 
Br2 : Calcd. C, 39.76%, H, 5.78%, N, 6.18 
%. found. C, 39.5%, H, 4.79%, N, 6.14%. 
Cu(sp) Cl2(green) : Calc. C, 48.84%, H, 7.12 
%. N, 7.60% found. C, 49.0%, H, 7.3%, 
N, 7.40%, Cu(sp)Br2(brown) ; Calcd. C, 39. 39 
%, H, 5-72%, N, 6.12% found. C, 39.5%, 
H, 5.72%, N, 6.12%.
아쿠오화반응속도의 측정. sparteine cobalt 

(II) dichloride, sparteine cobalt(II) dibromide 
의 아쿠오화반응속도는 480nm 에 서 흡광도의 감 

소를 관찰하므로서 측정하였다. 이들 화합물들 

은 수용액중에 서 완전 히 분해 하여 반응종료후 

sparteine 2H+와 Co(II) 이온 또는 Co(OH)2를 

생성하였다. Co(OH)2의 침전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응용액은 citrate 완충용액을 

사용 pH=5.2의 조건을 유지하였다. 완충용액 

을 사용하기 전에 citrate 이온의 존재가 반응속 

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나 실험조건하에 

서 는 영 향을 미 치 지 않았다. Cu(sp)C12와 Cu(sp) - 
Br?의 아쿠오화반응 속도는 695nm 와 725nm 
에서 각각 흡광도의 감소를 관찰하므로서 구하 

였다. 이들 화합물 역시 수용액 중에 서 완전히 

분해되어 sparteine-2H+와 Cu(II) 이온 또는 Cu- 
(OH)2를 생성하였다. 역 시 citrate 완충용액을 

사용하여 pH=5.2로 유지, 반응과정에서 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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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H)2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모든 반응용액 은 NaClQ를 사용하여 이 온강도 

를 0.로 유지하였고 Co(sp)C&와 Co(sp)Br2 
의 경우 반응속도에 대한 온도의 의존성을 조사 

하기 위하여 5.0°, 10.0°, 15.0°, 25° 및 35°C 
에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NaCl, NaBr, Nal 및 NaCN 은 물-에탄올 혼 

합 용매내에서 재경정한 후 진공건조시켜 사용하 

였다. 이 온강도를 조절하기 위 해 사용한 NaClQ 
는 NaOH 와 HC1Q를 반응시 켜 얻은 NaClQ를 

재결정한 후 사용하였다. 흡광도 측정 에는 Shi- 
mazu 210-A Spetrophotometer 를 사용하였 으며 

속도상수는 一ln(&—AQ 값을 시간，에 도시 

한 뒤 최소자승법을 사용하여 기울기 값으로부 

터 구하였다.

Cu(sp)CL와 Cu(sp)Br2의 아쿠오화 반응속도 

를 halide 촉매 존재하에 측정함에 있어〔X：〕= 

2X10T〜8x10-4 조건에 서는 초기반응 속도를 

측정 하여 &低 값을 결 정 하므로서 autocatalysis 의 

영 향을 방지했다. 이 때 사용한 Cu(sp) CI2와 Cu- 
(sp)Br2의 농도는 1.50X10-4“ 이었다.

〔X-〕=1X10-2〜8x10" 조건하에서는 실시한 

모든 반응에 있어 Cu(sp)Cl2 및 Cu(sp)Br2의 초 

기농도를 1X10-3로 택 하여 유사일차반응 조건을 

유지 하였으며 최 소한 반감기 의 4배 이 상에 해 

당하는 시간동안 항온된 상태에서 흡광도의 변 

화를 관찰함으로서 k血 값을 결정하였다. 모든 

반응은 항온조건하에서 진행시켰으며 온도는 

±0.2°C 이내에서 일정하게 유하하였다.

결 고卜

Co(sp)Cl2 및 Co(sp)Br2의 아쿠오화 반응.

Co (sp) CI2 및 Co(sp)Br2의 아쿠오화 반응은 cit- 
rate 완충용액중, pH=5.2 조건에서 식 (1)과 

같이 진행 되 었으며 유사일 차반응으로 진행 되 었 

다.

Co (sp) X2+2田0=Sp • 2H++2須+Co (OH) 2
-8〔Co(sp)X2〕/S=^JCo(sp)X2〕 (1)

완충용액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Co(sp)X2 착물 

의 아쿠오화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pH 가 증가 

하고 Co(OH)2가 형성되어 흡광도의 번화를 측 

정할 수 없었다.

Co(sp)C12와 Co(sp)Br2의 아쿠오화반응은 대 

응하는 Cu(II) 착화합물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 

행되었다. 모든 온도조건에서 이들의 아쿠오화 

반응에 대해 一ln(& — 4Q 값을 반응시간 "베 

대해 도시하였을때 매우 좋은 선형적 관계를 나 

타내 었다. 기 울기 값으로부터 계산한 定而 값들 

을 Table 1에 요약하였다. 5.0°C, 10.0°C, 15-0 
°C, 25.0°C 및 35.0°C 에 서 각각 측정 한 九而 값 

들로부터 계산한 와 J5* 값은 Table 2에 

실었으며 F/g.l에 1/T 값에 대 한 *。m 값을 도시 

하였다. Co(sp)Cl와 Co(sp)Br2의 4H* 값은 각 

각 50.3과 49.3KJ/mol 이 며 4S* 값은 각각 

-83.4와 一86.6j/K—mol 로서 두 화합물의 활 

성화 계수 값들이 극히 유사하였다. Co(sp)C12와 

Co(sp)Br2의 아쿠오화반응 Cu(sp)C12나 Cu- 
(sp)Br2에 비해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으나 Co- 
(II) 이 온의 물교환속도 (25°C 에 서 SXlO^ec-1)10 
에 비해서는 매우 느리게 진행되었다.

Cu(sp)Cl2 Cu(sp) Br2 경우와는 달리 Co 
Co(sp)CL와 Co(sp)Br2의 아쿠오화반응은 C「, 

Br- 및「이온들에 의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 

았다 (T况，" 1 참고).

Cu(sp)Cl2 및 Cu(sp)Br2으I 아쿠오화반응. Cu 
(cp)C12와 Cu(sp)Br2의 아쿠오화반응 및 C1- 및 

Br~에 의한 촉매효과에 관한 연구는 Boschmann

Table 1. Pseudo first order rate constants of the 

aquation reaction of Co(sp)C12 and Co(sp)Br2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0.10M)

Temperature
^obsX103(sec-1)

Co(sp)Cl2 Co(sp) Br2 Remark

5°C 1.24 1.22

10°C 2. 39 2.89

15°C 3.10 3.54

25°C 6. 75 6.85

35°C 11.9 12.5

5°C 1.21 1.20 (Cl-)=4X10~4M

5°C 1.20 1. 21 田厂〕=6〉”(厂成

5°C 1.20 1.12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정사면체 구조를 갖는 Cu(n)및 Co(n)착화합물들의 아쿠오화반응에 관한 연구 125

Co(sp) Cl2 Cu(sp)C12 Co(sp) Br2 Cu(sp) Bt2

Table 2. Eyring activation parameters for the aquation 

of Co (sp) CI2 and Co(sp)Bt2

50.3 67.0 49.3 96.7
(kJ/mol)

-83.4 -102 -86.6 -6. 28
(J/k-mol)

Remak This work Ref (4) This work Ref(4)

Fig, 1. Plot of ^obs ps. 기 T for the spontaneous aqua

tion processes of Co(sp)Ck and Co(sp) Brg-

등과8 Cady 등9에 의해 보고된바 있으나 본연구 

에서 부분적으로 재실시하였다. 또한「, CN- 
그리고 pH 의 영 향을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Cady 등은9 Cu(sp)C12의 아쿠오화반응에 대한 

C1-이온의 촉매효과를 관찰함에 있어〔c「〕= 

lX10"2~6X10'2Af, Cu(sp)Br2의 아쿠오화반응 

에 대한 Br- 이온의 촉매효과를 관찰함에 있어 

(Br_J = 1X 1()2〜6 X10-4M 의 농도조건을 택하 

였다. 다른 촉매이온 농도조건의 선택은 두화합 

물의 아쿠오화 반응을 직접 비교하는데 있어 부 

적절하며 따라서 본실험에서는〔X-〕=lX10-2~ 
8X10-2“ 과〔須〕=1><10-4〜8><]0-4，必의 두 농 

도군에 대해 Cu(sp)C12와 Cu(sp)Br2의 아쿠오화 

반응에 미치는 이들의 촉매효과를 관찰하였다. 

C「와 BL외에「와 CN-의 촉매효과도 동시에 

관찰하였다.

앞의 연구자들의 실험 방법과는 달리 본실험에 

서는(1) citrate 완충용액 어 사용하여 pH=5.2 
조건하에 서 반응을 진행 시 키므로서 반응속도에 

미치는 pH 영향을 배제하였고 또한 반응과정 

에서 Cu(OH)2가 생성되는 것을 방지하여 항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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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cm 또는 5cm 시 리 카쎌 내 에서 반응을 종 

결하였으며 ⑵ Cu(sp)%와 Cu(sp)Br2에 대한 

halide 이온의 촉매효과를 관찰함에 있어 금속착 

물과 촉매의 초기농도비 를 동일한 조건으로 유 

지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Co (II) 착화합물들의 경우와 같이 Cu(sp)Cl2 
와 Cu(sp)Br2의 아쿠오화반응도 유사일차반응으 

로 진행 되 었으며 Cl~, BrT 및 CN-에 의 해 반 

응속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須〕=1X 10"4~8X 10-4Af 조건하에서 예외 없 

이 모든 halide 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다 定低 값 

이 선형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농도조건하에서 

반응속도식은 (2)와 같이 주어진다.

—<Z[Cu(sp)X2] /dt=kobs [Cu (sp) X2] (2)
%>s—如2。+为 x〔須〕

여기서 如2。는 촉매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쿠오화되는 반응경로에 대한 속도상수이며 &X 
는 halide 나 cyanide 촉매 에 의 해 아쿠오화되 는 

경 로에 대 한 속도상수이 다. Table 3, 4 및 5 에 

실험결과들을 요약하였고 Fig.2에 35°C 에서 Cu- 
(sp)Br2를 예로하여 halide 이온들의 농도증가에 

따라 辰血 값이 선형 적으로 증가함을 나타내 었다. 

이 그래프로부터 얻은)U. 값은 13.4±0.1secT 
이 었고 奴 값은 Cl", Br-와「에 대 해 각각 0.022, 
0.027 그리 고 0- 045MTsecT이 다.

〔X-〕=1X10-2〜 8x10-2^3 농도조건하에서 

아쿠오화반응이 진행될 때 Cu(sp)C12와 Cu(sp)- 
Br2의 경우 모두 知*는 X- 농도에 따라 선형적 

으로 증가하지 않았으며 초기에는 급격히 屁" 값 

이 증가하다가〔X-〕=2X10-2“ 이 상에서는 완 

만히 증가하는 모양을 나타내었다. 실험결과를 

Table 5와 Table 6에 요약하였고 전형적인 九而 

와〔X-〕의 관계 를 F/g.3에 나타내 었다. CN-이 

온도의 존재는 Cu(sp)Cl2 및 Cu(sp)Br2의 아쿠 

오화반응속도를 halide 이온들에 비해 훨씬 크게 

증가시 켰 다. 〔CN-〕tolal=2.OX IO%、，14.0 X 1(广 

범위내에서 측정한 月。* 값들을 Table 7에 요약 

하였다. 丸血 값은 이 농도범위내에서 〔CN-儿函 

값이 증가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35 
°C 에 서 Cu(sp)Br2에 대 해 계 산한 kx 값은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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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ate data for for the X~ catalyzed aquation Table 5. Rate data for the X~ catalyzed aauation of
of Cu(sp)CI2 (T=35°C, FH=5.0, Z=0. IM) Cu(sp)Cl2 (T=35°C, pH=5. 2, 1=0. IM)

（C1-）X ^obsXlO5 [Br~] X ^.xio5 （r）x ^ob8X105 (Cl-)xio2 X 10~5 [Br-] X102 如虹XT（「5
lO4^) (sec-1) 1(汽 M) (sec 기) 104(M) (sec-1) (M) (sec-1) ' (M) (sec-1)

2.0 13.0 2.0 13.7 2.0 13.5 1-0 18.6 1-0 19.8
4.0 13.2 3.0 14.1 2.0 19.4 2.0 20-5
5.0 13.1 5.0 14.3 5.0 14.3 3.0 19.1 3.0 20.5
8.0 13.9 8.0 14.5 8.0 14.7 5.0 20.6

- -----
10.0 15.0 7.0 19.7 7.0 20-7

Table 4. Rate data for the X- catalyzed aquation of

Cu(sp)Br2 (T=35°C, pH=5.0, 1=0.1M)

(C1-)X 
W4(M)

^oboXlO5 (Br~) X ^obsX105 
(sec-1) 104(M) (sec-1)

(l-]x 
lO^CM)

^osbXlO5 
(sec-1)

2.0 13.8 1.0 13.7 2.0 14.2

5.0 14.4 2.0 14.1 4.0 15.3

6.0 14.8 4.0 14.8 6.0 10.3

8.0 15.3 6.0 15.2 8.0 17.0

8.0 15.5

10.0 16-4

Table 6. Rate data for the X- catalyzed aquation of 

Cu(sp)Br2 (T=35.0°C, pH=5.2, 1=0.1M)

[Ci-)xio2 
(M)

知〉＜1顷5

(sec-1)
(Br-jX102 

W)
^XIO5 
(sec-1)

1.0 18.6 1.0 19.5

2.0 19.4 2.0 21.3

4.0 20.1 3.0 22.4

5.0 20.4 5.0 22.6

7.0 20.7 6.0 22.6

1&0

17.0

16.0

15.0

12.0

0 2.0 4.0 6.0 SO 10.0 x1Q'

(x-j

Fig. 2. plot of vs. (X~) added: the catalytic 

effect of halide ion for the aquation of Cu (sp) Brg at 

35°C.

MTsecTsec"】로서 halide 이 온들에 비 해 매 우 큰 

값을 나타내었다.

The catalytic effect

21.0

20.0

19.0

18.0

17 0

xIO

(X'l

8.0 x 10

of halide ion for the

aquation of Cu （sp）C12-

pH=2~5의 범위내에서 반응속도는 초기에 pH 
가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다가 증가속도 

가 감소하여 완만한 곡선을 이루었다. 그러나 

pH값이 5를 넘어서면 左血 값은 거의 pH 에 영 

향을 받지 않으며 pH 값이 6.5~7.0에 이르면 

Cu（OH）2의 횐색침전물이 성형되어 pH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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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ate data for the cyanide catalyzed aquation 

of Cu(sp)C12 and Cu(sp)Brz (T=35°C, pH = 50, 1= 

0. IM)

(NaCNJXlO4^ 砲iX104(secT)

Cu(sp)Cl2 Cu(sp)Br2

2.0 2.38 1.92

4.0 3. 29 4. 68

6.0 4.13 8. 59

8.0 5. 41

14.0 9. 70 16.7

Table 8. Rate data for the hydroxide catlyzed aquation 

of Cu(sp)C12 and Cu(sp)Br2 (T=35°C, I—Q. IM)

(OH-]X1012 
M

^obsXlO5 
(sec-1)

Cu(sp) Bf2

(OH-)XIO12 
M

^obsXlO5 
(sec-1)

2 7. 07 3 7.60

77 10.5 13 11.2

168 12-4 238 11.9

235 12.6 535 11.6

365 13.3 1041 13.6

648 13.5 1211 13.8

Fig. 4. Hydroxide ion dependency of 如曜 for the 

aquation of Cu(sp)C】2 at 35°C.

을 관찰할 수 없었다. pH 변화에 따른 kob, 값의 

변화는 Table 8에 요약하였고 F，g.4에 나타내 었 

다.

토 의

Co(sp)C& 및 Co(sp)Br2의 아쿠오화반응. C。 

(sp)C12 및 Co(sp)&2의 아쿠오화반응 Cu(sp) 
Cl2 및 Cu(sp)Br2의 그것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 

로 진행되 었으며 halide 이온에 의해 반응속도가 

전혀 촉진되지 않았다. 이는 Co(II)-N 결합 엔 

탈피가 Cu(II)-N 결합 엔탈피에 비해 상대적으 

로 적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믿어진다.

실제 Co(sp)C12와 Cu(sp)Cl2 착물들에 있어 

Co-Cl 의 신축진 동수 vco-ci 과 Cu-Cl 의 신죽 

진동수 ^Cu-Cl 값을 비 교해 보면 Vco-ci 값이 也U-C1 
값에 비해 매우 크며 코발트의 경우 강한 Co- 
Cl 결합이 Co-N 결합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 

래 하므로서 Co-N 결 합이 Cu-N 결 합보다 결 합 

력 이 약하다고 보고되 어 있다". 위의 사실과 함 

께 Co(sp)CL와 Co(sp)Br2의 반응속도가 거의 유 

사하다는 사실과 이 들의 값이 대 응하는 Cu 
(sp)C】2와 Cu(sp)Br2의 값에 비해 작은 값

을 갖는다는 사실은 율속단계에서 Co-N 결합 

의 해리과정이 포함되며 Co-X 결합이 해리되 

는 과정 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뒷받침 해 

준다.

Co(sp)C12와 Co(sp)Br2의 아쿠오화반응에 대 

한 /S* 값은 모두 음의 값으로서 ~ —80<7/k— 
mol 을 나타낸것은 용매 화상태의 변화때 문인 것 

으로 믿어진다 : 전이 상태가 바닥상태의 반응물 

들에 비해 보다 극성을 띄고 보다 용매화(solvat
ed) 되어 있다면 이는 용매들에 대해 보다 낮은 

엔트로피 상태를 요구하며 반응계의 엔트로피는 

음의 값을 갖게 될것이다.

이 들 코발트 착화합물들의 아쿠오화반응속도 

는 C1-, Br-, I" 및 pH 에 영 향을 받지 않았다. 

cu(sp)ci2 등의 경우 아쿠오화반응에 있어 cr 
와 Br-의 존재에 의해 촉진되는 반응경로, 奴 

〔X-〕가 존재하는데 반하여 Co(sp)Cl2 및 Co(sp) 
B%의 경 우는 이 경로가 존재하지 않거 나 또는 

奴 값이 용매 에 의 해 촉진되 는 경 로, ■如2。에 비 

해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은 것으로 믿어진다.

실험적사실들로부터 코발트(II) 착화합물 들이 

해리 메 카니 즘 ①-mechanism) 으로 진행됨이 추정

Vol. 32, No. 2,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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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

N、 /Cl 丄
Co v____

H k.i

N〜N、 /C1
、Cl

N 〜 N、 /이 k”。
Co —、C1 +H)O

H*N 〜N

HO

Cl
f CO "
- '이

H+N 〜N .Cl
、co --------—— produc ts ( fas t )

된다.

Cu(sp)Cl2 및 Cu(sp)Br2의 아쿠오화반응.

Cady 등9은 Cu(sp)C12와 Cu(sp)Brz의 아쿠오화반 

응에 있 어 율속단계 는 transoid 형 의 conformation 
을 갖는 monodentated sparteine 착화합물을 형 

성하는 과정과 물분자 또는 halide 이온들이 금 

속구리와 결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고 제시한바

또한 Frenkel 등'2은 dineopenyl magnesium 
sparteine 사이 의 리 간드 환교반응에 대 한 속도 

론적 연 구에 서 율속단계 는 sparteine 의 conform
ation inversion 과정이라고 제안하였다.

Cady 등9에 의해 보고된바와는 달리 본연구에 

서 얻어진 결과는 Cu(sp)C12와 Cu(sp)Br2의 경 

우 C1-와 Br-에 의해 촉매화되는 반응에서 이들 

halide 이온의 농도에 대한 九晶 값의 의존성이 

동일하였다. ；Cu(sp)X2의 농도 대해〔X-〕값 

을 10배이상 유지하여 속도상수를 결정하였을때 

九血는 X-값이 증가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 

하지 않았다. 또한 halide 와 cyanide 의 촉매 효 

과를 비교하면 C「＜Bryi-《CN-의 순서로 증 

가하였으며 이는 이들 음이온의 친핵성의 상대 

적인 크기와 비례하였다. 이 사실은 Cu(sp)C12 
와 Cu(sp)Br2의 아쿠오화반응에서 이들 이온의 

중심 금속인 Cu(II) 와 결 합을 형성 하는 과정 이 율 

속단계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뒷받침 해준다.

본연구에서 얻어진 실험결과는 Cady 등이 제 

시했던 아래의 메카니즘과 상충되지 않았으며 

Cu(sp)C12와 Cu(sp)Br2의 경우 모든 Cu-N 결 

합의 해리과정과 Cu-X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 

이 모두 율단속계에 포함되는 해리적 교환메카 

니즘 mechanism) 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 

된다.

N 〜N-Cu
、、、Cl +H,0

心g/以上
+x

、、ci

products

HN 〜N、 ’Cl fast
Cu ----------

(기/

(4)

produc ts

.N
；cisoid , N~N ； transoid 

N

위의 반응메카니즘에 대해 九쇼의 

(4)와 같이 주어진다.

표현은 식

^obs = kl (如2。+ 为X〔X-〕/ Q-l + 如2。+ 奴〔X-〕) (4)

Cyanide 의 촉매 효과는 halide 등의 촉매 효과 

에 비 해 매 우 크며 더 욱이 반응용액 의 pH 가~5 
인점을 고려하면 대부분이 HCN의 형태로 존재 

하며 극히 적은 양만이 CN-로 존재 할 것이 기 때 

문에 cyanide 에 의 해 촉매 화되 는 아쿠오화반응 

이 halide 에 의 해 촉매 화는 반응과 다른 메 카니 

즘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CN- 이온이 존재할 경우 Cu(II) 화합물들이 

CuCN 으로 환원되는 경 우가 일반적이지만 1,10 
-phenanthroline, sparteine 등과 같이 질소주게 

원자들에 결합되어 있는 경우 환원이 일어나지 

않으며 실제〔Cu(phen)2(CN)〕+와 같이 5배위 

화합물들이 알려 져 있다 13. CN-촉매 에 의 한 Cu- 
(sp)C12의 아쿠오화반응이 회합적 (A 또는 丄 

mechanism)으로 진행되는 경우 知扇의 표현은 

식 (6)

과 같이 주어지며〔CN-〕값에 丸血 값이 선형적 

으로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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尾 M=知〔CN-〕/Q_i+妫) (6)

불행히도 〔CN-〕ga〉~10TM의 농도조건에 

서 &心 값을 측정할 수 없었다. pH 변화에 따른 

반응속도의 영향을 pH=2〜5 범위에서 관찰하 

였을때 낮은 pH 조건에서 知m 값은 급격히 감소 

하였으며 pH 가 증가함에 따라 kobs 값이 급격 히 

증가하다가 pH=4에 이르면 반응속도는 거의 증 

가하지 않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

Cu(sp)©2 경우를 예로하여 35°C 에 측정한 

知以 값들을〔0H-〕에 대해 도시하였을때 그 모 

양은 halide 이 온의 경 우와 유사하였 다 (Fig. 4 

참조). 1住应 값을 1/〔OH-〕에 도시하였을때 좋 

은 직선성을 나타내었으나 절편값으로부터 구한 

知값(식 (4)에 의해 정의된 속도상수) 1.44X IO-， 
sec」】로서 Cady9 등이 계산한 29°C에서의 如 값 

과 비교하더라도 훨씬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이값은 知값으로 받아들여지기 에 부적 합 

하다고 믿어지며 현재로서 아쿠오화반응에 있어 

OH-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기는 어 렵다.

결 론

정사면 체 구조를 갖는 Co (sp) CI2, Co (sp) Br£, 
Cu(sp)C12 및 Cu(sp)Br2의 아쿠오화 반응을 조 

사한결과, 코발트(II)착물들의 반응속도는 구리 

(II) 착물들에 비해 매 우 빨랐으며 구리 (II) 착 

물들의 경우와는 달리 C1-, Br-,「의 존재 및 

pH 에 영 향을 받지 않았다. 또한 코발트 (II) 착 

물들의 아쿠오화반응은 해 리 메 카니 즘으로 진행 됨 

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구리 (II) 착화합물들의 

아쿠오화반응은 halide 와 cyanide 의 존재 에 의 

해 촉진되 었고 이들의 촉매효과는 Cl-<Br_<I- 
《CN-의 순서로 증가하였다. 촉매효과는 친핵 

성 의 상대 적 인 크기 와 비 례 하며 구■리 (ID 착화합 

물의 아쿠오화 반응은 해리적 교환메카니즘 (& 

mechanism)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믿어진다. 그 

러 나 CN-의 촉매 효과가 다른 halide 들의 그것에 

비 해 매 우 크다는 사실과 CN-가 구리 착화합물들 

과 5배의 중간체를 형성한다는 사실13이 알려져 

있는 점 을 고려 한다면 cyanide 에 의 해 촉매 화되 

는 반응경로는 회 합적 (A 또는 Id mechanism) 
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리(II) 착화합물들의 아쿠오화응반속도는 pH 
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나 본 연구의 결과만으 

로 체구적인 의존성을 알수가 없었으며 H+나 

OH-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추 

가적인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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