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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M 황산용액에서 세륨(IV) 이온에 의한말론산의 산화반웅에 관한반응속도를분광광도법으로 

연구하였다. 말론산이 과량으로 존재하는 조건하에서 측정된 유사일차 속도상수, 瞄는 말론산의 농도, [MA] 
에 따라 크게 의존함을 보였으며 知块느(0.592[MA])/(l+1.45[MA]2)의 관계를 만족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반웅메카니즘을 제안하였다. 말론산의 산해리에 의해 생성된 enolate형 음이온과 Ce(IV)간의 전자이동반응이 

반응속도 결정단계이며, MA의 고농도하에서 Ce(IV)와 enolate형 음이온간의 1: 2 chelate 생성반응에 의하여 

Ce(IV)의 농도가 감소하여 산화반웅이 억제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메카니즘에 근거하여 

Sengupta 등에 의해 연구된 pH 의존성을 설명할 수 있었다.

ABSTRACT. The kinetics of the oxidation reaction of malonic acid by ceric ion in IM sulfuric acid 
solution at 20t have been investigated by spectrophotometric method. The reaction rate at a large excess 
of malonic acid was found to be pseudo-first order. The observed pseudo-first order rate constants, 
^obs, are dependent on the concentration of malonic acid, [MA], of which relationship has been found 
to be ^obs~(0.592[MA])/(H- 14.5EMA]2). A mechanism for the reaction has been suggested on the basis 
of the above rate equation. The rate determining step may be the electron transfer reaction between 
enolate type malonate anion, which is formed by the acid dissociation reaction of malonic acid, and Ce(IV). 
The rate depression in the range of high concentration of MA has been explained by the formation 
of 1 ： 2 chelate between Ce(IV) and malonate. According to the mechanism, the pH dependence of the 
rate, which was studied by Sengupta et 기., has also been explained.

서 론

1921 년 Bray】에 의하여 최초로 진동화학반웅이 

발견된 이래 광합성% 효모세포내의 해당작용(Glyco~ 
lysis)3 및 미토콘드리아(Mitochondria) 에서 까지도 

여러가지 형태의 진동성이 관찰되고 있다.

1958년 Belousov4는 브롬산에 의한 구연산(Citric 
acid) 의 Ce3+/Ce4+ 촉매산화를 연구하는 동안 그 

용액의 색깔이 노랑색과 무색으로 교대되는 것을 

관찰한 실험결과를 발표하였으며, 1964년 Zhabotin- 

skii5는 말론산(MA), 브롬산, 세류IV)의 황산 수용 

액중에서의 진동반응(이때 MA와 브롬산은 대과랴 

세륨은 미량으로 함유)을 발표하였으며, 이때부터 이 

반응을 Belousov-Zhabotinskii반응 (BZ 반응)이라 

일컫게 되었다. BZ 반응은 진동화학반응의 모델계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진동반응이며 대부분의 

진동반응에 대한 연구는 BZ 반웅에 대한 것이다.

BZ 반응에서는 황산산성의 MA, BrO； 혼합용액에 

C4+를 첨가하면 C4+의 농도가 곧바로 급격히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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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다가, 유도기간이 지나면 Ce" 의 농도가 갑작히 

증가하여 농도진동을 일으킨다. BZ 반응의 메카니 

즘은 여러가지로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다. BZ 반웅의 무기화학반응 부분에 

대한 메카니즘은 거의 규명되어 있으나 유도기간중 

에 일어나는 유기화학적 산화반응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론이 분분하다. BZ계의 초기단계인 세륨 

(IV)에 의한 MA의 산화반응은 금속이온에 의한 유 

기화합물의 산화반웅으로서 유기화학문헌'에 널리 

취급되어 있다. Sengupta^와 Noyes910 등은 Ce(IV)에 

의한 "의 산화반응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추론 

하고 있으며,

말론산 t Tartronic acid -» Glyoxylic 
acid — Formic acid

최종 산화생성물을 포름산으로 가정하였다. 이러 

한 추룬-은 Drummond와 Waters11 등이 연구한 Mn3+ 
에 의한 MAI 산화반웅에 근거하고 있다. 이때의 

반응은 Ce(IV) 이 MAI] 비하여 유사한 농도 또는 

과량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BZ 

진동반응의 조건과는 상이한 경우에 해당된다. BZ 
반응조건하에서 Ce(IV)에 의한 MA의 산화반응에 

대한 최종생성물로써 포름산이 생성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특히 최근에 F6rsterling'3은 

HPLC를 이용한 생성물 분석에 의하여 Ce(IV)에 

의한 MA의 산화반응에 대한 생성물로써 1,1,2,2- 
ethane tetracarboxylic acid(ETCA)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BZ 진동반응의 초기단계에 대한 메카니 

즘을 밝히기 위한 반응속도론적 연구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Ce(IV)에 의한 MA의 산화반응에 

대한 반응속도론적 인 연구가 Sengupta와 Aditya8 및 

Noyes9 등에 의하여 수행된 바 있으나, 이들은 MA의 

농도가 비교적 묽은 조건하에서 수행함으로서 이 

반응의 메카니즘을 잘못 추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Z계의 반응조건에 적합하도록

Halogan lnt«rf»ranc« Sample Interferenca 
Lamp Lans Filter Call FllUr Ptiotoni니tl히

oJ—*0------- 에---- ----- >0-----------------—*D-------- ，[&Eput허
24y*25OW 400nm Magnatic 400nm High Voltas*

Stlrw 600V

Fig. 1. Schematic diagram of absorbancy measureme
nts.

농도범위를 설정하여 Ce(IV)에 의한 MA의 산화반 

응에 대한 반응속도를 분광광도법으로 측정하고, 이 

에 근거하여 반응메카니즘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 험

시 약. 시약은 모두 Fluka제를 사용하였으며, 

세#(IV)은 Ce(SQ)2 • 4玮0를 IM H2SO4 용액에 

용해하여 0.04 M Ce，+의 Stock Solution을 만들었^, 

MA를 IM HzSQ에 용해하여 IM MA Stock Solu- 
tion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물은 2차 증류수를 사용 

하였다.

喜광도 측정. 반응용액의 흡광도 측정에 이용된 

장치는 尸沮1의 개략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조립하 

였으며, 여기서 간섭필터는 400nm의 것”을 사용하 

였다. NTC- 저항(R= 10.81 kohm at 201：)을 Digita- 

Imultimeter에 연결하여 온도를 측정하였다.

반응속도상수의 결정. Ce(IV)의 농도(2X10T 

M)보다 MA의 농도(0.025〜0.40M)를 약 100배 이상 

진하게 하여 다음과 같이 유사일차 조건을 이루 

고,

Ce(IV)의 농도변화에 따른 흡광도(幻를 시간의 함 

수로 측정하여 반응속도 상수 (»obs)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ln(A-Aa5M„-24ao)=lnC4/Ao)=-*obs t (2)

Fig. 2. Plot of ln(A/A0) against time for 나此 reaction 
of 0.1 Af MA with 2X10"4Af Ce4+ in IM H2SO4 solu
tion at 20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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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와 는 각각 반응종결 후와 반응시작 

시간에서의 흡광도이며, 必는 사실상 0에 접근한다.

일예로써 20t 에서 반응용기에 IM H2SQ 9cc와 

IM MA(1M H2SO4 용액에서의 농도) 1.0cc를 넣고 

질소를 15분간 통과시켜 용존산소를 제거한 후 0.04 
M Ce4+ 50讨(이때 반응용액의 Ce(IV) 농도는 2X 
MT* M)를 가한 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흡광도를 

기록하였으며, 이로부터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t대 

ln(AZ4o)를 도시한 그림표를 Fz：g. 2에 수록하였다. 

F也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경우에 좋은 직선 

성을 보였으며 따라서 유사일차 반응조건이 잘 성 

립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그림표의 기울기로부터 

구한 유사일차 속도상수는 5.32X10-2 sec-】이었다.

결과 및 고찰

여러가지 MA 농도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한 

유사일차 반응속도상수를 Table 1에 요약하였다.

Table 1의 자료를 살펴보면 MA 농도의 중가에 

따라 血血가 거의 직선적으로 증가하나 MA의 농도가 

상당히 진해지면 血而가 거의 일정한 값에 접근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MA 농도에 대한 血血의 함수관 

계를 상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血‘"대 [MA]의 그림 

표를 Fz03에 수록하였다. 겉보기로는 이러한 관계가 

Kasperek과 Bruice15 등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식 (3)에 

잘 맞추어질 것으로 보인다.

^obs —
威MA] 

K“+[MA]
(3)

그러나 F讶.3의 자료를 식 (3)에 적용시켰을 때 묽은 

[MA]에서는 적용이 가능하나 진한 [MA]에서는 

爲*의 계산치가 실험치보다 더 큰 방향으로 변화되는 

계통적 오차를 보인다. 따라서 Ce(IV)에 의한 MA의 

산화반응속도식은 식 (3)과 다소 다르게 표현될 것 

으로 기대된다. &g.3의 성향으로 보아 식 (3)의 우변 

분자항은 그대로 성립될 것으로 보이나 MA의 농 

도가 진할 때 억제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야 하므로 

식 ⑶의 우변 분모항에 들어 있는 [MA1의 차수가 

더 높아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추론된 농도의존성을 정량적으로 확인 

하기 위하여 [MA]/知g대 [MA]?의 그림표를 F也.4 
에 수록하였다. 이 그림표가 0.997의 상관계수를 갖 

는 좋은 직선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그림표의 

절편은 L69이고 기울기는 24.3이다. 따라서 속도식은

Table 1. MA concentrations and pseudo-first order rate constants for the reaction of Ce4+(2X10-4Af) with 
MA in IM H2SO4 solution at 20t

[MA] 0.025 0.050 0.100 0.150 0.200 0.250 0.300

IO?.知膈(see-1) 1.45 2.72 5.32 7.06 7.52 7.71 7.75

w
r
으
 x  J

0.00 0.05 0.10 0.15 0.20 02S 0 30 0.35
[MAJ/M

Fig. 3. Plot of 由)* vs. [MA] for the reaction of Ce(IV) 
with malonic acid in IM H2SO4 at 20t.

¥
'

顶

二V5

一

Fig. 4. Plot of [MA]/知皿 vs. EMA]2 for the reaction 
of Ce(IV) with malonic acid in IM H2SO4 at 20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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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와 같이 표현된다.

丄 _ [MA] 0.592CMA]
為 obs ■— ' —--------------------- - (4)

1.69 + 24.3EMA]2 1+14.5[MA?

식 (4)에 의해 계산된 속도상수와 실험적으로 측정된 

속도상수간에는 상관계수가 0.998인 좋은 직선성을 

보이고 있다. 식 (4)로부터 예상되는 爲&를 F沮 3에 

곡선으로 도시하였으며, 이로부터 知"에 대한 MA 
농도의존성이 식 (4)에 의해 표현됨을 확인할 수 

있다.

식 ⑷의 분모항에 들어 있는 CMA]2 항은 Ce(IV) 
와 MA간의 1：2 착물형성에 의한 억제작용이 있음 

을 암시해 주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Lan

thanide + 3가 이온과 8-diketonate간에는 1: 3 
chelate 를 잘 형성한다畛. 그러나 Ce(IV)는 +4가 

이온으로서 크기가 작으므로 배위수가 감소될 것으 

로 기대되어 4배위 chelate의 형성을 예상할 수 있다.

Sengupta와 Aditya8°fl 의하여 MA 농도가 묽은 

경우에 Ce(IV)에 의한 MA의 산화반응에 대한 속 

도상수가 (H+)농도에 역비례하는 것이 밝혀져 있다. 

또한 Forsterling13 등은 최근에 Ce(IV)에 의한 MA의 

산화 생성물이 ETCA임을 HPLC 방법에 의하여 확 

인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메카 

니즘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K
MA(⑶) 亍으 Mt 一伽) + H3O+ (5)

Ce4+(fi^)+2Mt- 〒쯔스 Ce(Mt)；%zq) (6)

Ce，+(aq)+Mt-色 Ce3+(aq)+MR (7)

fast
2 MR——>ETCA (8)

여기서 M「는 8-diketonate형의 enolate 음이온(la) 

이고 MR은 같은 형태의 radical(M)이며, Ce(Mt)户 

Gchel, 2)는 Ce(IV)와 간의 1：2 chelate이다.

반응 (5)는 MA의 산해리 평형에 해당되며, 반응 

⑹은 Ce(IV) 이온과 M「간에 1：2 chelate를 형성 

하는 빠른 평형반응을 의미한다. 반응 (7)은 Ce(IV) 와 

M「간의 electron transfer 단계로서 M「로부터 Ce 

(IV)쪽으로 전자가 이동하여 Ce(III) 이온과 B-dike-

HO OH
C^~0 O—C

바-C\@ AJ/C-H 

/C 一 0 0—c
HO 'oh

2

tonate radical형인 MR을 생성시키며, 이 단계가 Ce 
(IV)에 의한 MA 산화반응의 반응속도 결정단계로 

사료된다. 단계 (8)은 전 단계에서 생성된 MR radi- 

cal의 재결합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 ETCA 생성물이 

형성되는 것이다.

위에서 제시된 메카니즘으로부터 속도식을 유도 

하여 실험적으로 얻은 속도식 ⑷를 검증할 수 있다. 

반응용액이 강 전해질이지만 용액중에 존재하는 이 

온성분들의 농도가 HQ+를 제외하고는 매우 묽으 

므로 활동도대신 농도로써 평형관계를 논의할 수 

있다. 단계 (7)에서 Ce(IV)의 소멸속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d[Ce(IV)]T r
--------- -- ----------=^[Ce(IV)][Mtr ⑼ 

at

여기서 [Ce(IV)]T는 임의의 시간에 존재하는 Ce(IV) 

의 총농도이며, Ce(IV)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Mate

rial balance가 성립되어야 한다.

LChel] + ECe(IV)] = LCe(IV)]T (10) 

반응 ⑸와 반응 (6)의 평형으로부터 다음 관계가 

성립된다.

[mtt=2竺她

°h+ (11)

[Chel]=K[CeQV)][Mt-]2= 쯔] [Ce(IV)][MA?

&H+2

(12)

여기서 的+는 HQ+의 활동도이다.

(10), (11) 및 (12)의 관계를 정리하여 식 (9)에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a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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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속도식을 얻게 된다. 인 용 문 헌

-d[Ce(IV)]T 二血毎皿]/伽+ }[顷叫}「

dt — 1+砒[MANg

따라서 측정된 유사 1차 반응속도상수(知bs)는 다음 

식으로 정리된다.

=_丝典씌也_

赤一1+砒[MA]%Zh+2

제시된 메카니즘으로부터 유도한 식 (14)는 실험적 

으로 얻은 辰折의 MA 농도의 존성을 바로 재 현해주고 

있다. 따라서 식 (5)~(8)로 제시된 메카니즘은 Ce 
(IV)에 의한 MA의 산화반응 메카니즘으로서 합당 

하게 판단된다. Noyes10 둥은 이미 Ce(IV)와 malo- 
nate 음이온간의 1:1 ch미ate 형성 가능성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이 메카니즘은 Sengupta8 등에 의한 

pH 의존성도 잘 설명해 준다.

식 (14)와 식 ⑷를 비교하면 炳K"h+=0.592MT 
st이고 KK*/如2= 14.52이다. 그런데 K”는 약 

10一9〜 lb*으로 추정되며9 旬+는 10° 크기이므로 

加는 1俨〜1伊心一1厂】으로 추정된다. 이 값은 확산 

지배 반응의 속도상수보다 다소 작은 값으로서 단계 

(7)의 전자전달 반응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한 Ce 
(IV)와 ML간의 1：2 chelate 생성단계에 대한 평 

형상수 K는 10用~1()20으로서 chelate의 안정성이 

매우 큰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Ce(M「幻/[Ce(IV)]=KR [MA]2/aH^ 

이 성립되며 [MA] = 10「2〜i()t인 본 반응의 조건 

하에서는 [Ce(M「)3+]/[Ce(TV)]R10T~10°으로서 

아lelate 생성에 의한 억제작용이 매우 큰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실험을 하도록 시설과 편의를 

제공해 주고 여러가지로 조언을 해준 독일 Mar- 
burg대학교 물리화학대학 Fosterling교수에게 감사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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