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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최근 Cu(II) 가 화학양론적으로 과량인 D- 
penicillamine, HS(CH3)2CCH(NH2)COOH (H2 
Pen) 과 반응시 반자성 고분자 착화합물인 [Cu(D 

(Hpen)丄이 생성되는 과정에 대한 속도론적 실험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1. Cu(II)의 초기농도에 대한 

D-penicillamine의 초기농도비, [H2pen]o/LCu(II)]o 
가 10 또는 그 이상일 경우 cr 이온의 존재유무와 

무관하게 [Cu(I)(Hpen)]n이 유일한 생성물로 얻어 

진다. 그러나 C1- 이온 존재하에 [H2pen]o/[Cu(II)]o 

비가 3이하 조건이 되면 [Cu(I)(Hpen)丄의 생성 

량이 급격히 감소하며 상자성을 갖는 자주빛 뭉치 

이온, CCu(II)6Cu(I)8(pen)12Cir5°] 주생성물로 얻 

어진다2T.

또한 Cu(II)와 D-penicillamine간의 산화-환원에 

의해 형성된 D-penicillamine disulfide (Hpen- 
penH)의 Cu(II) 착물인 [Cu(II)2(pen-pen)]도 생 

성 된다5.
Cu(II)와 D-penicillamine간의 반응은 반응물의 

초기농도비에 따라 생성물의 종류 및 양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반응속도론적 연구를 수행하기 어 

려웠으며 특히 자주빛의 상자성 음이온인 [Cu(II)6 
Cu(I)8(pen)i2Cl]*의 구조가 Freeman2 등에 의해 

밝혀지기 이전까지는 이 생성물 자체의 구조와 조 

성에 대해서 조차 많은 논란이 있었다% Wright와 

Friden 등은 이 자주빛 상자성 착이온이 [Cu(I)Cu 
(II)(pen)2「이라고 제안하고 이 착이온에 대한 원 

소분석결과 미량의 ci-이 검출된 것은 ci-가 불순 

물로서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 후 

Freeman 등은 단결정 X-선회절 실험을 통해 이 

상자성 음이온의 구조를 밝히고, Cu(II)와 D-penici- 
llamine간의 반응에서 일차적으로 형성된 반자성 

고분자 착물인！:Cu⑴Hpenh가 C1 이온과 반응하 

며 [Cu(I)8(Hpen)i2Cl「5를 형성한 후 다시 여섯 

개의 Cu(II) 이온이 첨가되면서 [CU(II)6CU(I)8 
(pen)12Ciy5 뭉치이온이 형성된다는 반응 메카니 

즘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앞서 수행하였던 우리들의 연구결과1에 

의하면, Cu(II)와 D-penicillamine간의 반응에서 생 

성되는 자주빛 상자성이온은 Wright4 등이 제시하 

였던 [Cu(II)Cu(D(pen)2〉「는 분명히 아니지만, 이 

[Cu(II)Cu⑴(pen)2「이온이 반응중간체로서 존 

재한다는 실험적 증거가 있었다. 따라서 이 [Cu(II) 
Cu(I)(pen)2「이온이 Cl 이온과 반응하여 LCu 
(II)6Cu(I)8(pen)12Cl]-5 이온을 생성하리라는 추정 

이 가능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 반응에 대한 속도론적 

연구를 수행하고 이 반응에서 cr 이온의 역할을 

알아내고져 하였다.

Cu(II) 이온의 농도는 Cu(C1Q)2를 사용하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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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하였고 Cr 이온의 농도는 NaCl을 사용하여 조 

절하였다. Cu(C1Q)2와 NaCl은 사용전 특급시약을 

재결정하여 정제한 후 사용하였다. D-penicillamine 
은 Fluka Chemical Co로부터 구매하여 직접사용하 

였다.

모든 속도론적 실험에서 유사일차반응 조건을 유 

지하기 위하여 cr 이온농도는 Cu(II) 및 D-penicil- 

lamine 의 농도 보다 10배 또는 그 이상으로 사용 

하였다. LH2pen]0/LCu(II)l 값은 모든 반응에서 

1.33으로, 이온강도는 NaClQ를 사용하여 0.60 M로 

유지하였다. [Cu(II)6Cu(I)8penDCl「5는 520-540 

nm부근에서 매우 강한 흡수띠 (e 〜 1700cmTMT) 

를 나타내는 반면 반응물이나 다른 생성물들은 520 
nm〜540nm에서 상대적으로 소광계수가 적기 때 

문에 본 실험에세Cu(II)6Cu(I)8(pen)i2ClF가 생 

성되는 반응속도는 520nm에서 흡광도가 증가하는 

것을 시간에 대해 측정하므로서 결정하였다.

Fig.l•은 [H2pen]°/〈Cu(lD]o=1.33인 조건하에서 

C1 이온이 존재하는 경우(a) 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 

(b) 에 대해 시간에 따른 흡광도의 변화를 보여준다. 

시간에 따른 흡광도의 변화는 Union Giken RA 401 
Stopped-Flow Spectro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두 경우 (a와 b) 약 15초가 경과하기 이전까지는 

시간에 따른 흡광도의 변화형태는 동일하다. 이미 

보고1한 바와 같이 이는 반응(1)과 (2)에 따라 반 

응초기단계에서 Cu(II)와 D-penicillamine이 반응하 

여 [Cu(II)(pen)2「2 착물을 형성하면서 흡광도2가 

증가한 후 내부 환원과정에 의해 [Cu(II)Cu⑴ 
(pen)2〕과 D-penicillamine disulfide를 형성하면서 

흡광도가 감소하는데 이 때까지 cr 이온은 반응 

경로나 속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ki
Cu2+ + 2H2pen [Cu(II)(pen)2了一+4H* (1) 

k-i
2[Cu(H)(pen)2〕2 上〉[Cu(II)Cu(I)(pen)2]

+ l/2pen-pen -2+pen2 - (2)

그러나 Cr 이온이 존재하는 경우(F沮 1-a) 15초 

이 후 홉광도는 서서히 증가하는데 이는 LCudDg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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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absorbance vs. time profile recorded for 
the reaction between Cu(II) and D-penicillamine. The 
absorbance increases after ca 15 seconds when chlo
ric ion is present(a) but the absorbance is not cha
nged when chloride ion is not introduced(b).

(I)8(pen)12Cl]-5 이온이 형성되는데 기인한다.

Fig.2는 Cu(C1Q)2와 D-penicillamine이 반응할 

때 Cl" 이온의 농도에 따라 520nm에서 관찰한 

흡광도가 증가하는 모양을 보여준다. cr 이온농도 

가 증가함에 따라 흡광도의 증가속도 뿐만 아니라 

그 크기가 급격히 증가한다. 이 결과는 C1 이온이 

이 자주빛 상자성 뭉치 이온형성반응에서 반응물로 

참여하여 뭉치이온 중에 포함된다는 Freeman2 등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며 Wright3 등이나 Sugiura4 등이 

제안했던 바와 같이 cr 이온이 이 자주빛 착물 

형성과정에서 단순한 촉매로서 작용하거나 또는 반 

응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배치된다.

LCu(II)6Cu(I)8(Pen)12Cl]-5 뭉치이온의 형성은 

반응(2)에서 생성된 반응 중간체인 [Cu(II)Cu⑴ 
(pen)2]- 이온이 C「와 Cu(II) 존재하에서 식(3)과 

같이 반응하여 생성된다고 추정된다.

8[Cu(II)Cu(I)(pen)2「+2Ci「쓰

[Cu(II) 6(I)8(pen) i2Cl] ~5+4Cu + + 2pen-pen-2
(3)

반응 중간체인 [Cu〉II)Cu(I)(pen)2：「은 과량의 H2 
pen가 존재할 때는 환원되어 [Cu⑴HpenL을 형 

성하나1 과량의 Cu(II) 존재시는 반응식(3)에 따라 

자주빛 뭉치이온을 형성하기 때문에 Cu(II)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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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absorbance vs. time profile obtained for 
the reaction between Cu(ClO4)2 and D-penicillamine 
in the presence of chloride ion. The initial concentra
tion ratios of Cl~ to Cu(II) employed were (a); 1.0, 
(b); 0.5, (c) 0.3, and (d); 0.1 respectively.

Fig. 3. The chloride ion dependencies on the obser
ved rate constants, k for the reaction of Cu(II) with 
D-penicillamine.

Table 1. Observed rate constants for the formation 
reaction of the purple cluster ion, [Cu(II)6Cu(I)8(pen) 
12cn-5

T(K) [Cl-J(mol/1) kubJseDxiO，

298 0.40 X IO2 0.48± 0.05
298 1.50X10 2 1.07±0.09
298 3.00XW2 2.2 ±0.2
298 4.00X10 2 2.7 ±0.3
298 5.00X10 2 3.2 ±0.1
298 6.00X10 2 4.1 ±0.1
308 0.60X10 2 0.73± 0.05
308 1.50X10-2 1.5 ±0.1
308 3.00X10-2 3.4 ±0.4
308 4.00X10-2 3.6 ±0.3
308 5.00X10 2 5.0 ±0.2
308 6.00X10-2 5.6 ±0.1
318 1.50XW2 2.3 ±0.1
318 3.00X10-2 3.7 ±0.3
318 4.00X10-2 5.4 ±0.1
318 5.00X102 6.5 ±0.0
318 6.00X10'2 7.8 ±0.1

penicillamine의 반응시 [H2pen]o/[Cu(II)]o 값에 

따라 반응 생성물의 조성이 달라지는 것으로 믿어 

진다.

CP 이온 농도변화에 따른 LCu(II)6Cu(I)8(pen)12 
胡「5 이온 생성속도는 유사 1차 반응조건하에서 

측정하였고 측정한 kobs=k3ECr] 값을 Table 1에 

요약하였+

kobs값의 온도 및 값에 대한 의존성은H03

에 도시하였고, kobs값의 [C1 ]의 의존성으로부터 

반응(3)에 대한 知값을 계산하였다.

k3값을 25°C에서 6.3(±0.5)X10-2m-】 sec^였고 

AH* = 5.8(±0.3)kcalM-1, AS*=-45(± l)eu로 

계산되었다.

Cu(II)와 D-penicillamine간의 반응에 대한 메카 

니즘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생성물들 

의 분리 분석과 전기화학적 실험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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