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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촉매로써 Hg2+을 사용한 수화반응에서 Ws-[Co(en)2(OH2)Cl]2+, [Co(NH3)5C1]2+,Ws-[Co(NH3) 
4(OH2)C1]2+ 및 [CMNHzCHDKl了+착물들은 Hg2+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관측속도상수。如)의 값이 증가 

하였다. Hg2*에 의한 수화반응의 속도법칙은 Rate=血)KlcomplexMHg2*]이었고, 그 메카니즘이 연구되었다. 

또한 여러 가지 유기용매-물 혼합용매에서 Co(III)착물의 Hg2+에 의한 수화반응이 연구되었다. 용매의 성질인 

Y(solvent ionizing power)값에 대한 log k를 도시하여 그 기울기인 m값을 얻었다. 그 갯값으로부터 수화 

반응의 메카니즘을 추정하였다. 속도론적인 자료로부터 Hg2+에 의한 Co(III)착물의 수화반응이 메카니 

즘으로 제안되었다. 각 Co(III)착물의 속도의 차이는 여러 가지 리간드가 배위된 Co(III)착물의 리간드장 

파라메타(△)값과 관계가 있었다.

ABSTRACT. Observed rate constants (kobs) for Hg2+-catalysed aquation of cts-[Co(en)2(OH2X31 
]2+, [Co(NH3)5C1]2+, cts-[Co(NH3)4(OH2)Cl]2+, and [Co(NH2CH3)5C1]2 + were measured at various 

concentrations of Hg2*. The k飯 was increased with increasing the concentrations of 理2+. The were 
related to mechanistically derived rate constants by the relationship; Rate = fceK[complex][Hg2+], 
Various mixed aqueous-organic solvent have been successfully employed for Hg2+-catalysed aquation 
of octahedral metal complexes. From the slope of the plot of log k againt Y (solvent ionizing power), 
the mechanism on the aquation of Co(III) complexes by Hg2 + has been suggested to be Zd-mechanism. 
The change in a rate on aquation of each CofUI) complex was related to the ligand field parameters (△), 
for Co(ni) complexes.

서 론

여러 가지 리간드가 배위된 전이금속착물에 대한 

수화반응의 속도와 그 메카니즘은 금속착물의 구조 

적인 특성과 여러 가지 촉매의 종류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Co(III) 착물의 수화반응은 Z>(disso

ciative) -혹은. Z</( interchange dissociative) -메 카니 즘 

으로 진행되고】~3, Cr(III)착물의 수화반응은 Win- 
terchange associative)- 혹은 A (associative)-메카니 

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그러나 최 

근에 Lay* LM(NH2R)5C1]2+(M=Co(III) or Cr 
(III), R=H or CH3) 착물의 수화반응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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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액 및 물一유기용매 혼합용매에서의

X-선 결정구조 해석에 의하여 M-C1 간의 결합길이 

등을 구하여 중심금속 양이온과 C「간의 결합강도를 

추정하여 Co(III) 및 Cr(III) 착물들의 수화반응이 

刀-메카니즘으로 진행된다고 보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Co(III) 및 Cr(III)착물들에 대한 수 

화반응의 속도는 매우 느리므로 최근에 Hg2+을 촉 

매로 사용한 수화반응이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4~6. 曲 및 ZraHs-[Co(A)4XCl]"+ (A= NH3 or 
l/2en, X=NH：» H20, N0「, N「, and C「)착물에 

대하여 Hg2+을 촉매로 한 수화반응과 자연수화반 

응에 있어서의 반응 메카니즘적인 차이가 보고된 바 

있다7.
Chloro(amine)Co(III)형 착물에서 Cl"] 해리되 

어 일어나는 수화반응은 착물의 알짜전하와 킬레이 

트의 수 크기 및 리간드의 배향, 그리고 (：「에 대 

하여 a's와 tra，zs로 배위되어 있는 리간드의 전기적 

성질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I
그리고 물과 유기용매의 혼합용매에서 trans-LCo 

(dap)2Cl2] + (dap= 1, 3-diaminopropane(trimethy
lenediamine) ) 착물의 수화반응9이 연구되었고, LCo 
(NHDQ了+, /r«Ms-[Co(en)2Cl2]+ 및 [ReCl6]2' 
착물에서도 Hg2+에 의한 수화반응&이 연구되었다.

Co(III)착물에 대한 수화반응 메카니즘 및 유기 

용매-물 혼합용매에서의 수화반응 메카니즘은 많이 

행해지고 있으나 금속이온을 촉매로 한 전이금속착 

물의 반응에서 촉매의 역할에 대한 연구 및 착물간의 

반응속도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수행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수용액과 여러 가지 유기용매-물 

혼합용매에서 c/s-[Co(en)2(OH2)Cl了+, [Co(NH3)5 
Cl]2+, cw-LCo(NH3)4(OH2)C1?+ 및 LCo(NH2CH3)5 
Cl]2+ 착물에 Hg2+을 촉매로 작용시켰을 때의 수 

화반응에 대한 메카니즘을 추정하고, 또한 용매를 

변화시켰을 때의 수화반응에 대한 용매효과를 조사 

하여 Hg2+이 Co(III) 착물에 대한 작용을 추정하였 

다. 그리고 각 착물간의 속도상수의 값을 비교하여 

Co(III) 착물에 배위된 여러 가지 리간드들이 Co 
(III)-Cl의 C「이 수화하는데 미치는 효과를 조사 

하였다.

실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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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물합성. 본 연구에 사용된 «s-[Co(en)2(OH2) 
Cl?+1°, [Co(NH3)5C1]2+u, «s-CCo(NH3)4(OH2) 
Cl]2+D 및 [CO(NH2CH3)5(汩2 + 3착물들은 각각 문 

헌에 따라 합성하였고 UV/vis-spectrophotometer 
(Hitachi Model 320)와 SP-Sephadex C-25를 충진 

시킨 관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하여 그 순수성을 확 

인하였다.

Hg* 용액의 제조. 촉매로 사용된 Hg2+용액은 

Hg(ClQ)2를 Hg(OH)*(aq)와 polynuclear mer- 
cury종의 생성을 막기 위하여 소량의 HC1Q 속에 

녹여 만들었다.

속도측정. 수용액 및 유기용매一물 혼합용매에서 

Hg2+을 촉매로 한 착물의 수화반응에 대한 관측속 

도상수는 각 착물의 최대흡수띠에 상응하는 파장을 

선택에서 UV/vis-spectrophotometer로써 흡광도를 

측정하여 유사일차반응 조건하에서 식 (1)에 의하여 

구하였다'1

—ln[(4,—4，。)/0>-瓦。)]=»<>&. , t (1)

모든 반응은 NaClQ로써 이온강도를 0.4로 고정 

하여 행하였고, HC1Q의 농도는 0.01 mol・dm-3로 

고정하여 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수용액에서 HW+에 의한 수화반응. 본 반응계는 

Hg2+의 존재하에서 c"Co(en)2(OH2)Cl]2+, [Co 
(NH3)5C1]2+, as-ECo(NH3)4(OH2)C17+ 및 [Co 
(NHQHXl了+착물의 수화반응이 유사일차반응으 

으로 거동되었다. 따라서 Hg2+에 의한 Co(III) 착 

물의 수화반응의 속도는 식(2)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415

—d[complex]/dt=/温丄 complex] (2)

Hg2+에 의한 Co(III)착물의 수화반응에 대한 관 

측속도상수(处Q 와 유도된 이차속도상수(為)의 값을 

Table 1에 나타내었고, Hg2+의 농도에 대한 稣脳 값을 

Fig. 1에 도시하였다. Table 1과 Fig 1로부터 曲‘는 

Hg2+의 농도에 의존함을 알 수 있다. 즉 Hg2+ 
에 의한 Co(III) 착물의 수화반응은 Hg2+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元의 값이 증가되었다. 이러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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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bserved first-order rate constant,屁)bs，and 

derived second-order rate constant, k, for. 

Hg2+-catalysed aquation of cis - [CoCenJ^OH^Cl]2+, 

[Co(NH3)5C1]2 + , c/s-[Co(NH3)4(OH2)C1]2 + , and 

[Co(NH2CH3)sC1]2 + in aqueous solution at 298.15K

Complex
[Hg2+y 

moldm-3

103 

kob/s 1
k/dm3

cis - [Co(en)2(OH2)Cl]2 +，가

0.040 0.91

0.022

0.050 1.09

0.064 1.44

0.070 1.67

0.100 2.21

[Co(NH3)5C1]2+ «)

0.040 1.85

0.041

0.050 2.06

0.064 2.72

0.070 3.10

0.100 4.37

c，s-[Co(NH3)4(OH2)C1]2+ b)

0.016 5.89

0.428

0.020 7.39

0.025 9.40

0.030 11.20

0.040 11.25

[Co(NH2CH3)5a]2 + rf

0.010 9.59

0.987

0.016 16.15

0.024 23.10

0.030 29.30

0.035 34.20

°4.5x IO-3 mol-dm-3t ^9.0x IO-3 mol-dm^3, cJ5.6x IO-3

moAdn「3

과로부터 수화반응의 속도가 Hg2+의 농도에 의존 

하는 식 (3)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d[complex]/dt—Z? [complex] EHg2+] (3)

각 Co(IH) 착물의 C「이 压0로 치환될 때 Table 
1과 Fig, 1에서 수화반응의 속도가 H!의 농도에 

의존함을 보아 CP■과 Hg"이 서로 상호작용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Hg2+이 C「에 접근함으로써 

HR가 용이하게 Co(III)착물에 치환된다고 예상된 

다. 이로부터 제안된 반응메카니즘은 다음과 

같다6,16.

10호[Hg2+]/moldm一3
Fig. 1. Plots of k曲g vs. [Hg2+] for aquation of complexes 

by Hg2+ at 298.15 K.

as-[Co(en)2(OH2)Cl]2+ (•) [Co(NH3)5C1]2+ (O) 

ds-[Co(NH3)4(OH2)Cl]2+ (b)[Co(NH2CH3)5C1]2+ (▲入

E (amine) Co—Cl]2+ 4-Hg2+

<—> [(amine)Co-------- -------------

[ (amine) Co(OH2) ]3 + + CHgCl] + (4)

전이상태에서 [(amine)Co—-C1-—Hg予+은 검 

출될 수 있을 만큼 오랜시간 존재하거나 또는 검출될 

수 없을 만큼의 짧은 시간 뱎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이에 상응하는 속도법칙은 전자는 식(5), 
후자는 식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ate=^2^Ecomplex] LHg24' ] (5)

또는

脉=W [complex] ⑹

Fig. 1 에서 보면 任也아]에 대한 如电의 도시에서 

각 착물에 대한 절편의 값이 거의 0인 값을 나타 

내었다. 따라서 식 (6)보다 식 (5)가 타당함을 알 

수 있다.

Table 2는 활성화에너지(艮), 활성화엔탈피 

(逬) 및 활성화엔트로피(0S*)의 값이다. 여기서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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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ctivation parameters for Hg2+-catalysed 

aquation

Complex
Eq 

(kcal mol'1)

△H*

(kcal mol T)

厶S* 

(e.u)

os-[Co(en)2(OH2)a]2+ 16.90 16.30 -11.47

[Co(NH3)5a]2 + 15.17 14.57 -1600

m-[Co(NH3)4(OH2)a]2 + 13.10 12.50 -18.98

[Co(NH2CH3)5C1] 아 12.39 11.79 -19.10

Table 3. Second-order rate constant, k, for Hg2+- 

catalysed aquation of complexes in pure aqueous solu

tion and binary aqueous mixtures at 298.15K

Complex
Ethanol, v 

v/v, %

101 k/

ds-K顶 en)2(OH2)Cl]2 + ») 0 3.49 0.219

10 3.31 0.243

20 3.05 0.278

30 2.72 0.298

[CofNH3)5a]2+ © 0 0.412

10 0.457

20 0.522

30 0.565

as-[Co(NH3)4(OH2)Cl]2+ 力)0 3.695

10 4.464

20 5.125

30 5.785

[Co(NH2CH3)5C1]2+ " o
9.590

10 11.180

20 14.200

30 17.390

°>4.5 x 10-3 mol-dm-3, Hg2+ = 0.05 mol-dm-3, 4)9.0 x IO-3 

mol-dm-3, Hg2+ = 0.02 mol-dm-3, c)5.6x IO-3 mol dm-3, 

Hg 아 =0.01 moldm"3

각 Co(III) 착물의 4S* 의 값이 대체로 큰 음의 값을 

나타낸다. 이것은 반응기질인 Co(III) 착물의 전하가 

2 + 에서 전이상태에서의 [Co(III)— 一Cl——Hg]4+ 
의 전하가 4+로 증가됨으로써 정전기적 수축이 더 

증가하게된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Hg2+이 Co(III) 착물의 수화반응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유기용매一물 

혼합용매를 사용하였다.

혼합용매에서 Hg2+에 의한 수화반응. Grun- 
wald-Winstein 이 Z-butyl chloride에서 C「이 해리 

되는 반응을 이용하여 제안한 용매의 성질인 Y의

Y
Fig. 2. Plots of log k Y for aquation of complexes by 

Hg2+ in pure water and ethanol-water mixtures.

c/s-[Co(en)2(OH2)Cl]2+ (•) [Co(NH3)5C1]2+ (O) 

as-[Co(NH3)4(OH2)Cl]2+ (■) [Co(NH2CH3)5C1]2+ (<).

값을 이용하여 Hg2+의 존재하에서 유기용매一물 

혼합용매가 Co(III)착물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여러 가지 착물에 대한 에탄올一물 혼 

합용매에서 수화반응의 속도상수를 Table 3에 나타 

내었다. 이 결과로부터 에탄올의 양이 증가할수록 

속도상수의 값도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Co(III) 착물에서는 Y값에 대한 log k를 도시하였을 

때 그 기울기인 m값이 1보다 아주 낮은 0.23- 
0.36의 값을 가진다고 보고되어 있고 이러한 값을 

가질 때 수화반응은 해리성 메카니즘으로 진행된다 

고 보고되어 있다% 陥 2는 Table 3의 값으로부터 

Y값에 대한 log k를 도시한 그림이다. Fig. 2로부터 

«s-[Co(en)2(OH2)Cl]2+, LCo(NH3)5C1]2+, «s-[Co 
(NH3)4(OH2)C1]2+ 및 [CMNHzCHDCl了+착물에 

대하여 기울기인 %은 각각 약 一0.17, -0.17, -0.24 
및 一0.34로써 그 절대값이 위에서 보고된 값과 비 

슷한 값을 가진다. 이 때 각 Co(III) 착물에 대하여

값이 음(一)인 것은 Hg2+이 관여하는 수화반응이 

이 차속도식 (Rate=&2K[complex][Hg2+])으로 진행 

Vol. 34, No. 5,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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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econd-order rate constant, k, for Hg2+-cata

lysed aquation of complexes in pure and binary aqueous 

solution at 298.15K

cis-

101 k/
Complex Solvent, v/v, % dm3mol-is-i

[Co(en)2(OH2)(기 2 +。) ethanol 0 0.219

30 0.298

2-propanol 30 0.328

[Co(NH3)5C1]2+ 时 ethan이 0 0.412

30 0.565

2-propanol 30 0.620

cis-

[Co(NH3)4(OH2)a]2+ » ethanol 0 3.695

30 5.785

2-propanol 30 7.110

[Co(NH2CH3)5C1]2+ c) ethan이 0 9.590

30 17.390

2-propanol 30 21.490

a)4.5x 10- 3 mol-dm-3, Hg2+ =0.05 mol-dm-3, w9.0 x IO-3 

mol-dm-3, Hg아 =0.02 rnol-dm-3, c)5.6x IO-3 mol-dm-3, 

Hg2+ =0.01 mol-dm'3

됨을 의미하고% 수화반응이 해리성 메카니즘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용액에서 Hg2*에 

의한 Co(III) 착물에 대한 수화반응의 결과와 유기 

용매-물 혼합용매에서 Co(III)착물에 대한 수화반 

웅의 결과로 볼 때 Co(III)착물에서 C「의 해리와 

Co(III) 착물에 대한 HQ의 치환은 서로 경 쟁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때 Hg2+이 Co(III) 
착물에 접근하여 C「이 해리되고 이어 也0가 치 

환되는 刀-메카니즘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Co(in)착물에 대한 용매효과. 식 (4)와 같이 

제안된 메카니즘에서 가정한 전이상태인 [Co(III) 
一一Cl——Hg了+에서 Hg2+이 Co(III)착물의 C「에 

공격함으로써 수화반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 

하기 위하여 30% 유기용매-물 혼합용매에서의 수 

화반응을 조사하였다. 순수한 물과 30% 유기용매-물 

혼합용매에서 Hg2+에 의한 Co(III) 착물의 수화반 

응에 대한 속도상수값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Ta
ble 4의 결과로부터 각 착물의 속도상수값의 크기가 

30% 2-프로판올-물〉30% 에탄올-물〉물의 순서로 

증가함을 보여 주었다. 이 현상은 30% 2-프로판올,

Fig. 3. The model on the difference between in pure 

water and in 30% 2-propanol-water mixtures for aqua

tion of Co(III) complexes by an attack of Hg2*.

30% 에탄올 및 순수한 물에서 전이상태로 될 때 

Co(III)-Cl 결합에서 C「의 해리가 다르므로 리간 

드인 ci-에 대한 용매화능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리간드인 C「에 대한 용매화는 물이 가장 크고, 30% 
2-프로판올-물 혼합용매가 가장 작다고 볼 수 있다. 

Yoneda 등如은 친수성 물질은 친수성 물질과 소수성 

물질은 소수성 물질과 상호작용이 강하다고 보고 

하였다. 이와 같이 생각할 때 실험 결과에 의하여 

F讶. 3과 같이 Hg2+이 C「에 대하여 접근할 때 C1 
-의 용매화가 가장 적은 30% 2-프로판올-물 혼합 

용매에서 소수성인 H£+의 접근이 용이하고, 순수한 

물에서는 ci-의 용매화가 가장 크므로 소수성으로 

작용하는 Hg2+의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식 ⑷와 같이 제안된 메카니즘에서 

30% 2-프로판올-물 혼합용매에서 K(회합상수) 값이 

커 속도상수값이 순수한 물에서 보다 더 증가하였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Table 3 및 Fig. 2에서와 같이 

에탄올의 양이 증가(Y의 값 감소)됨에 따라 속도 

상수의 값은 증가한다. 이것은 에탄올의 양이 증가 

됨으로써 순수한 물에서 보다 C「에 대한 용매화가 

점점 적어진다. 따라서 30% 에탄올-물 혼합용매에서 

Hg2+이 더 잘 접근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식 (4)에서 제안된 메카니 

즘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Table 5는 30% 유기용매-물 혼합용매에서의 활 

성화파라메타의 값이다. 30% 알코올-물 혼합용매에 

서의 4S*의 값이 순수한 물에서의 0S* 의 값보다 

더 큰 음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30% 에탄 

올-물 및 30% 2-프로판올-물 혼합용매에서 Hg2+이 

순수한 물에서 보다 Co (III)착물에 더 잘 접근함으 

로써 전이상태에서 무질서도 감소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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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 } e 사广 厶3十
Complex Solvent, v/v, %ZI . ..., .

(kcal mol-1) (e.u.)

Table 5. Activation parameters for Hg2+-catalysed 

aquation in pure and binary aqueous solution

cis -

[Co(en)2(OH 2)C1]2 + ethanol 0 16.30 -11.47

30 12.23 -24.55

2-propanol 30 11.63 -26.35

[Co(NH3)5C1]2+ ethanol 0 14.57 -16.00

30 10.26 -29.85

2-propanol 30 9.32 -32.79

cis -

[Co(NH3)4(OH2)C1]2+ ethanol 0 12.50 -18.98

30 7.25 -33.87

2-propanol 30 6.71 - 36.72

[Co(NH2CH3)5C1]2+ ethanol 0 11.79 -19.10

30 6.39 -36.00

2-propanol 30 5.48 -38.65

여러 가지 리간드성질에 의한 효과. 각 Co(III) 
착물의 수화반응에 대한 속도의 차이는 Zr메카니즘 

의 골격내에서 설명될 수 있다. Table 1의 결과로 

부터 «s-ECo(en)2(OH2)Cl]2+, LCo(NH3)5C1]2+, 
«s-[Co(NH3)4(OH2)C1]2+, [Co(NH2CH3*了+착물 

에 대한 C「의 수화속도상수의 크기가 ECo(NH2CH 
3)5C1]2+>«s-ECo(NH3)4(OH2)C1]2+>LCo(NH3)5 
Cl]2+〉c"Co(en)2(OH2)Cl]2+의 순서로 증가한 

다. Table 6은 Lay3의 계산방법으로부터 구한 착물의 

리간드장 파라메타(△)의 값이다. 여기서 이 값들은 

단지 비교할 목적으로써 나타내었다. Table 6으로 

부터 각 Co(III) 착물의 △의 값은 as-[Co(en)2(OH 
2)Cn2+>ECo(NH3)5Cir+>CTs-[Co(NH3)4(OH2) 
C#+〉[CO(NH2CH3)5C1]2+의 순서로 증가한다. 이 

것은 각 Co(III) 착물의 수화속도와 △의 값과는 밀 

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착물의 △값이 크면 

착물이 안정하므로 Co(III)-Cl 사이의 결합이 강하여 

C「의 해리가 더 어려워 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므로 △의 값이 크면 수화속도가 느리며 △의 값이 

작으면 Co(III)-Cl 사이의 결합이 약하여 수화속도가 

빠르다고 볼-수 있다.

os-CCo(en)2(OH2)Cl]2+ 착물과 as-[Co(NH3)4 
(OHQC1 了+착물을 비교해 볼 때 as-ECo(en)2 
(OHQCIF+착물•은 Ws-[Co(NH3),(OH2)C1 了 + 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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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lectronic spectral properties of cis - 

[Co(en)2(OH2)Cl]2+. [Co(NH3)5C1]2\ cZs-[Co(NH3)4

(아切。]2 + , and[Co(NH2CH3)5a]2 +

Complex 厶，103 cm-1 B, cm*1

cis-

[Co(en)2(OH2)Cl]2 + 21.20 456

[Co(NH3)5(기2+ 20.90 550

cis -

(Co(NH3)4(OH2X31]2+ 20.87 501

[Co(NH2CH3)5a]2+ 20.04 506

보다 수화반응의 속도가 약 20배 감소하였다(7况屁 

1). 이것은 킬레이트 리간드가 배위된 착물이 킬레 

이트 리간드가 배위되지 않은 착물보다 전이상태로 

되는데 입체적인 제한을 받게 된다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Ws-[Co(en)2(OH2)ClF+착물이 cis- 

CCo(NH3)4(OH2)C1]2+ 착물보다 안정도가 더 증가 

하여 수화속도의 값이 더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Co(NH3)5C1]2+ 착물과 [Co(NH2CH3)5C1?+ 착물 

을 비교해 볼 때 [Co(NH3)£l]2+착물이 [Co(NH2 
CHDsCl了+착물보다 수화속도가 더 감소하였다. 위 

의 실험 결과(7做e 1)로부터 추측해 볼 때 amine 
리간드보다 더 강한 전자주개인 methylamine 리간 

드가 배위된 [CMNHQH/Ciy+착물이 중심금속 

이온인 Co(III) 에 전자가 더 풍부해 진다고 생각된 

다. 따라서 Co(III)-Cl의 결합이 약하여 C「의 해 

리가 쉽게 일어나 [Co(NH2CH.3)5C1]2+착물의 수화 

속도가 [Co(NH3)5C1]" 착물보다 더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1989년도 문교부 기초과학육성 연구 

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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