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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산 용액내에서 成;-[Co(en)2(N3)】와 Fe(II)간의 산화-환원 반응속도를 UV/vis-분광광 

도계로 측정하였다. 여기서 촉매 H+가 관여한 반응속도상수와 각 반응물의 반응차수 그리고 활성화파라 

메타를 구하여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타당한 반응메카니즘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결과를 보면, 

Co(III)와 Fe(II) 그리고 H+어】 대해서 각각 1차로 총괄반응이 3차 반응이다. 이때 반응속도상수 扁+는 

3.27xl0-2〃.mol-2.secT 이였다. 그리고 활성화에너지 E.는 14.8Kcal/mol, 활성화엔탈피 l\H*는 

14.2Kcal/mol, 활성화엔트로피 는 一 16.7e.u. 였다. 이러한 실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본 반응계에 

서 H+가 촉매로 작용하여 내부권 (inner-sphere) 메카니즘으로 산화-환원반응이 진행되는 타당한 반응메 

카니즘을 제안하였다.

ABSTRACT—A kinetic study was carried out for the redox reaction of cis-ICcXengNJJ + with Fe(II) in 
acidic solution by spectrophotometric methods. This redox reaction system have been found to show a 
third order for overall reaction as the respective first order with respect to reactant +,
Fe(II), and H+ catalyst. The activation parameters, AH* andzlS*, were obtained as 14.2Kcal/mol and 
-16.7 e.u., respectively. On the basis of the kinetic data, we suggest that the redox reaction system pro
ceeds via inner sphere mechanism. The rate equation derived from the proposed mechanism is in agree
ment with the observed rate equation.

서 론

전이금속착물의 산화-환원반응 과정에서 전자 

이동반응은 외부권 (outer sphere) 반응과 내부권 

(inner sphere) 반응으로 나눌 수 있다. 외부권 

반응은 2개의 치환성이 낮은 착물 사이에서 전자 

의 빠른 이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되며, 내 

부권 반응은 반응물이 금속이온과 순간적이나마 

동시에 결합할 수 있는 리간드를 가지고 있으며 이 

들 리간드가 쉽게 치환될 때 적용된다. 이때 다리 

역할을 하는 리간드는 금속이온이 가까와지도록 

해주는 열역학적 기여와 전자이동을 중재하는 속 

도론적 기여를 한다.

Taube 등은 [Co(NH3)sXF+(X=C1, Br, 
. .•)와 여러가지 환원제간의 산화-환원반응에 관 

하여 보고하였고, 그후 Myer 등3에 의해서 이성 

질체를 갖는 전이금속착물의 내부권 반응이 연구 

되어졌다. 그들은 제안한 활성화착물에서 2개 또 

는 그 이상의 다리원자단이 형성 될 것이라고보고 

하였다. 또한 Ball 등'에 의하여 Cr(II)와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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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간의 산화-환원반응에서 여러가지 리간들의 

전자전달 능력과 cis-형과 该"ZS-형에서 서로 다 

른 다리상태를 이루는 것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리고 Haim 등s은 [Co(NH3),(N3)』+와 Fe(II) 
간의 산화-환원반응에서 입체형태에 따른 산의 의 

존성을 보고하였으며, 이들은 산화제 역할을 하는 

반응기질의 농도에 따라 그 중간체의 형태가 단일 

혹은 이중다리 (double bridge) 원자단을 형성한 

다고 보고하였다. Ward 등&은 Cr(II)와 Co (III) 
간의 반응에서 산화제의 농도에 따른 중간체 형태 

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가지 전이금속착물간의 산화-환 

원반응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있지만, 이 

들 반응에서의 반응메카니즘, 특히 촉매가 관여한 

타당성 있는 메카니즘의 제안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반 

응계를 선택하여 H+ 촉매 존재하에서 산화-환원 

반응속도를 측정하였다.

«s-[Co (en) 2 (N3) 2]+ + Fe (D ) Co (n ) +

[Fe (H2O)5 (N3)]2++2en + N3H

그 결과로 각 반응물의 반응차수, 산 촉매에 의한 

반응속도상수, 爲+, 및 활성화파라메타를 구하고 

이들의 속도식을 결정하여 H+가 관여한 타당한 반 

응메카니즘을 제안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 

다.

이 론

본 반응계에서 Ws-[Co(en)2(N3)z]+에 비해 Fe 
(II)를 과량으로 사용할 경우에 cis-[Co(en)2 
(NQJ*에 대하여 유사 일차반응이 된다. 그■러므 

로 -Ind—AQ를 시간 f 에 대하여 도시하면 그 

직선의 기울기로부터 관측 반응속도상수를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와 는 ci$-[Co (en) 2 
(NQJ*의 임의의 시간 t와 반응이 평형에 도달 

했을 때 각각의 흡광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본 반 

응계에서 H+이 존재하지 않으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총괄 반응속도식은 다음과 같다.

v=知+[H+]'・[Fe (□)]*•
{cis- [Co (en)2 (N3)J + J " (1)

여기서 cis-[Co(en)2(N3)2〕+에 비해서 Fe(II) 
를 과량으로 사용하면 관측할 수 있는 속도상수 

愿庭는 知+[H+]'・[Fe(II)]*이 된다. 그러므로 In 
{[Fe(II)]}에 대해서 In 爲bs를 도시하여 그 직선 

의 기울기로부터 Fe(II)에 대한 반응차수 彻을 

구할 수 있다.

n■리고 屁bs/[Fe(II)]s은 爲+[H+了이 됨으로

In知皆=In &g/[Fe ( U )] ”)= 1 In < [H+] }

+ ln" (2)

식 (2) 에 의해 H+에 대한 반응차수，과 촉매에 

의한 반응속도상수 晶+를 구할 수 있다. 또한 cis- 

[Co(en)2(N3)2】+의 농도변화에 따른 초기속도를 

구하여' c&-[Co(en)2(N3)2〕+에 대한 반응차수 n 

도 알 수 있다.

그리고 활성화에너지 瓦는 통상적인 Arrhenius 
plot 의 기울기로부터 구할 수 있고, 활성화엔탈피 

△H*와 활성화엔트로피 △$*는 Eyring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즉, In(畝/x7)를 1/T 에 대해 도 

시하면 그 기울기로부터 를, 절편으로부터 

△S*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한 AH*와 에 

의한 정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다리역할 리간드와 

중간체에 대한 열역학적 기여를 나타내준다七

실 험

반응기질로 사용한 c』s-[Co(en)2 (NQ^CIQ의 

합성은 CoCLFHM) 를 출발물질로 하여 문헌에 

따라' 합성하였다. 이렇게 합성한 착물을 재결정한 

후 sephadex-25 레진을 충진시킨 컬럼 크로마토 

그래피로 분리 정제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반응기 

질인 cZs-[Co(en)2(N3)2〕+의 농도는 EDTA 적 

정법으로1。결정하였다. 환원제로 사용한 Fe(II) 
수용액은 FeCL •如HQ 를 용해시켜 Reinhard- 
Zimmermann 용액을 가한 다음 표정된 KMnO4 
를 이용하여 적정한 후 농도를'결정하여 사용하였 

다.U 그리고 반응조건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 

여 NaClO,로 이온강도를 0.4必로 고정시키고 

시간에 따른 흡광도 변화를 Hitachi Model UV/ 
vis-분광광도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반 

응중 일정온도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온도 오차 

가 ±0.1°C 범위내의 JASCO TC-100 순환항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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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Fe(II) 착물의 흡수대는 

나타나지 않고 Co (III) 착물의 흡수대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파장(525nm)을 선택하여 시간에 

따른 흡광도 변화로 반응속도를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일정온도 25°C에서 c玉-[Co(en)2(N3)2]+와 Fe 
(II) 그리고 H+의 여러 농도에서 시간에 따른 흡 

광도 변화로부터 구한 관측속도 상수값 底块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Fe(II)와 H+의 농도가 일정할 때 a"Co(en)2 
(NQ 2]+의 농도변화에 따른 관측속도상수값 A>bs 
는 7.90X 10-4secT로 거의 일정함을 볼 수가 있 

다. 이것은 决-[Co(en)z(N3)J+와 Fe(II) 사이 

의 전자전달에 있어서 役-[Co (en) 2 (ND』+에 대 

해 유사 일차반응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그래 

서 Table 2에서 나타낸 cis-[Co(en)2 (N3)2]+5] 
농도변화에 따른 초기속도 아를 자료로 -ln{ cis- 

[Co(enL(N3)2]+}에 대하여 -1叫를 Fig. 1에 도 

시하여 그 직선의 기울기에서 cis-[Co(en)2 
(N3)2】+에 대해 약 1차 반응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Table 1에서 일정농도의 «s-[Co(en)2

Table 1. Rate constants for various amount of c;s-[Co 

(en)2(N3)2]+ at various concentrations of Fe(II) complex 

in various concentrations of HCIO4

as-[Co(en)2(N3)2] + 

(xlO4M)

Fe(II) 

(xlO2A/)

HC1O4 

(xlOAT)

^obs 

(x 104 seD

1.5 7.93

2.0 7.82

2.5 2.80 250 7.87

3.0 7.98

3.5 7.92

7.90

2.80 7.90

2.24 6.35

2.5 1.80 2.50 4.88

1.34 3.07

0.90 2.07

6.67 17.48

5.33 13.80

2.5 8.06 3.33 8.13

2.00 5.23

1.33 3.42

(N3)』+와 H+에서 Fe(II) 농도변화에 따른 A,bs 
값을 보면 Fe(II) 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관측속도 

상수 代如가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이것은 Fe(II) 
와 Co (III) 사이에 전자를 주고 받음으로써 형성 

된 생성물이 안정화 되기 때문이다七 이들 자료로 

ln{[Fe(II)]}에 대해 h&，s를 Fig. 2와 같이 도시 

하여 직선의 기울기로부터 Fe(II)에 대한 반응차 

수 이 약 1차가 됨을 알았다.

다음은 Ws-[Co(en)2(N3)J와 Fe(II)의 농도 

를 일정하게 하고 H+의 여러 농도변화에서 시간에 

따른 흡광도 변화로 구한 관측속도상수값 爲姑가 

H+의 농도증가에 따라 증가함을 볼 수가 있다. 이 

는 H+가 본 반응계에서 촉매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H+의 농도변화에 따른 底功(=如切/ 

[Fe (II)丁")의 변화로 식 (2)에 의해서 H+의 반응 

차수，을 구할 수 있다. 그 결과를 Fig. 3에 도시 

하였다.

Table 2. Values of initial rates for various amounts of 

ds-[Co(en)2(N3)2]+ at 2.80 x 10-2M Fe(II) complex in 

0.25MHC104

ds-[Co(en)2(N3)2]+( x 104A^) 以 x 10 mol-b1-sec~1)

1.5 2.19

2.0 2.87

2.5 3.47

3.0 4.03

3.5 4.86

Fig. 1. Plot of -In Vj versus 니n{口:이：(en)2(N3)2〕+} at 

25°C. ([Fe(II)]: 2.80 x 10-2M, HC1O4: 0.25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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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lot of-ln{ [Fe(II)]} versus -In at 25 °C. (cis- 

[Co(en)2(N3)2]+ : 2.50 x 10-4Mt HC1O4: 0.25".

Fig. 3. Plot of -ln{[H+]} versus -In ^obs( = ~ln MJ 

[Fe (II)]) at 25°C. ([Fe(II)]: 8.06 x 10-2M, as-[Co(en)2 

(N3)2)+ : 2.5x 10-4M).

Fig.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직선의 기울 

기로부터 H+에 대한 반응차수 I 이 약 1차임을 알 

수 있고 그 직선의 절편으로부터 촉매에 의한 반응 

속도상수 扁+가 3.27X IO"尸•moi-Lsec-'가 됨 

을알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결과로서 이 반응은 as-[Co(en)2 
(NQJ와 Fe(II) 그리고 H+에 대해서 각각 1차 

로 반응이 진행되는 총괄 반응이 약 3차 반응임을 

알 수 있다. 이때의 총괄 반응속도식은 다음과 같 

다.

E
호
흐

—

Slope =7.S(JH* =1423 Koil/md) 
htercepter = a.43

-16.75

31 고 " " ^IXKp/T)
Fig. 4. Eyring plot of -In(泌/MT) versus 103/T. (cis- 

[C<Xen)2(N3)2]+: 3.50 x Id以 Fe(II): 8.06 x 10~2M. 

HC1O4: 3.33 x 10-1".

v=加 + • [H+] - [Fe (II)] ■
{cis- [Co (en)2 (NQ打*}

다음은 활성화에너지 艮와 활성화엔탈피 △丑* 

그리고 활성화엔트로피 △$* 를 구하기 위하여 여 

러 온도변화에 따른 속도상수값을 구하였다. 먼저 

Arrhenius plot 에서 구한 反는 14.82Kcal/mol 
이다. AH*와 AS*는 Fig. 4어서와 같이 1/T 에 

대하여 -In(知/xT)를 도시하여 직선의 기울기로 

부터 AH*가 14.23Kcal/mol, 직선의 절편으로부 

터 가 一16.75e.u. 임을 알 수 있다. 이미 연 

구된 산화-환원반응의 활성화파라메타값들을 보 

면% 내부권 반응인 경우에 △矿는 ll~16Kcal/ 
mol 정도이고 AS*는  --------정도이다.

그리고 외부권 반응의 경우에 AH*는 7~10Kcal/ 
mol 이고 AS*는 -29~一40e.u. 정도이다. 그러 

므로 본 연구에서 얻은 활성화파라메타값들은 이 

미 보고된 전형적인 내부권 반응의 값과 비교할만 

하다.

반응메카니즘 제안

앞의 실험적 사실로서 Ws-[Co(en)2(Ns)2]+와 Fe 
(II) 二리고 H+에 대해서 각각 1차로 총괄 반응 

이 3차임을 알았고, 최종 생성물을 확인해본 결과 

일전자 전달반응 이였다. 본 반응에서 H+에 대한 

영향은, Haim 등5의 [Co(NH3)4(N3)2]+4 Fe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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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이의 산화 - 환원반응 연구에서 Ws-형은 

H+에 대해 반응속도가 의존성이 없고 切형에 

서는 의존성이 있다는 보고와는 다르게 H+에 대해 

반응속도가 의존함을 알 수 있었다. 즉, Table 1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H+의 농도증가에 따라 

반응속도가 증가하는 H+의 촉매작용을 알 수 있 

다. 이는 Haim 등牝] 제안하는 것과 같이 

double-bridge 를 형성하여 전자이 동이 중재되는 

것과는 다른 형태의 중간체를 이룰 것이다. 본 연 

구에서 활성화엔트로피 △，*의 값은 -16.75e. u. 
인데 이는 정전기수축설 (electrostriction)에 의 

해“ 아래에서 제안한 메카니즘의 i)ii) 단계에서와 

같이 하전이 중간체에서 응집하는 종을 형성하기 

때문에 비교적 큰 음의 값을 갖는다. 그러면 본 반 

응계의 산화-환원반응은 Fe(II) 가 反s-[Co(en)2 
(Na)」*의 N3 리간드를 먼저 공격하여 N3로 다 

리리 간드 (bridging ligand)를 형성한다. 이는 

Crumbliss 등腿] [CoINH/(卬庁+와 Fe(II) 
간의 산화-환원반응에서 제안한 [(NH3)5Co- 
N3-Fe]4+ 중간체와 동일한 형태이다. 그러면 Co
(III) 와 Fe(II)가 N,를 공유하는 이 핵착물 

(binuclear complex) 형태의 중간체를 형성하여 

두 금속 이온을 가까와지도록 해주면서 전자이동 

을 중재한다. 이때 H+가 이들 중간체의 N3에 작 

용하여 N3H 리간드를 형성하게 되고, H+의 영향 

에 의해 Co(III)의 전자가 N’H 쪽으로 치우치면 

서 Co (III) 중심금속의 양이온성이 증대됨으로 

Fe(II)에서 다리리간드를 통하여 Co(III) 중심금 

속으로 한개의 전자이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여 

전자전달이 일어나게 되면 중심금속인 Co(III)는 

치환활성형인 Co (II)로 환원이 되며 Fe(II) 는 치 

환불활성이 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본 반응계의 반응메 

카니즘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i) cis- [Co(en)*(N3)」+ +[Fe(H,O)」“슬三 

[(en) 2 (N3) Co,,,,) - N3---Fe™ (HQ) J 3+ + H2O

(ii) [(en) 2 (N3) Co1"" - N3-Fe,n, (HQ) S]3+ + H+ 

冬[(en) 2 (N3H) Co皿-Na--Fe"" (HQ) 5]4+
h-1
(iii) [ (en) 2 (N3H) Col,ni - N,--Fe™ (HQ) 5]4 + 

不읎打키(en) 2 (N3H)Co'® ...卜丄一 Fe皿 (HQ) 5]
transfer

(iv) [ (en) 2 (N3H) Co'n,---N, - Fe"n, (HQ) 5]4+ 

-丄[Fe (H2O) 5 (N3)广 + Co (口)+ 2 (en) +NSH

이렇게 제안된 메카니즘에 대한 이론적 속도식 

을 유도해 보면

d Ws- [Co (en) 2 (Ns) J + 
Vm“= dt

d{[Fe(HQ)s(N)+]} 
dt

= AJ[(en)2(N3H) Co"" •••N,-Fe™ (H2O)5 ]t+\

=(七 匕¥)• 'cis- [Co (en) 2 (N,)2]+^ 
J十«3

〈[Fe(HQ)」F

와 같이 되며, 여기서 중간체의 농도를 직접 결정 

할 수 없어서 단계 i)의 평형상수 U과 정류상태 

근사법을 이용하였다. 이때 (底成・Ki/(妈 + 

如))를 실험적으로 구한 속도상수 知+와 같다고 

두면 이론적속도식과 앞에서 구한 실험적속도식이 

일치함으로 제안된 메카니즘의 타당성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된 메카니즘에서 볼 때 H+에 의 

해 형성된 N3H의 영향으로 Fe(II)에서 Co(III) 
로 전자이동이 쉽게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전자 

이동에 의해서 Co(III)는 Co(II)로 치환활성형이 

되고 Co (III)의 강한 장 리간드인 N3는 쉽게 치 

환될 수 있게 된다. 이때 단계 iv)에서와 같이 N3 
가 불안정한 Fe(III)와 쉽게 결합하여 치환활성이 

낮은 착물이 형성된다. 이러한 메카니즘으로 보아 

서 cis-[Co(en)2(N3)2〕+는 Fe(II)와 N3 다리 리 

간드를 통해서 H+에 의해 전자이동이 촉진되는 내 

부권 반응메카니즘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UV/vis■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아래 

와 같은 반응계에서 시간에 따른 흡광도 변화를 측 

정하여 반응에 대한 속도상수, 각 반응물의 반응 

차수 및 열역학파라메타를 구하여 이들 실험결과 

에 타당한 반응메카니즘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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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 [Co (en) 2 (N,) 2] ++ [Fe (HQ)」"二 Co (口) 

+ [Fe (H2O)5(N3)]2+ + 2en+N,H

본 반응은 cis-[Co(en)2(N3)2]+^ Fe(II) 그 

리고 H+에 대해 각각 1차 반응으로 진행되는 총 

괄반응이 3차 반응이다. 그리고 촉매인 H+가 관 

여한 속도상수 扁+는 3.27X10-2尸.知况q.sec-】 

이다. 또한 열역학파라메타는 활성화에너지 码가 

14.82Kcal/mol, 활성화엔탈피 瑟尸가 14.23 
Kcal/mol 이고 활성화엔트로피 AS* 는 一16.75e. 
u.이다. 이러한 실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본 반응 

계가 내부권 반응메카니즘으로 진행되는 타당한 

반응메 카니 즘을 제 안하였다.

본 연구는 1988년도 문교부 지원 기초과학연구 

조성비로 이루어졌으며, 아울러 •당국에 감사를 드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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