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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핵착물 (NC)5FeII-L-CoIII(NH3)5 분자내에서의 광유발 전자이동반응을 정류상태 광분해 실험 

으로 조사하여 속도상수를 결정하고 다리리간드 L의 종류에 따른 영향을 고찰하였다. 금속 결합자리 사이에 

콘쥬게이션이 유지되는 BP, PHEN, DAP 리간드는 髙欧가 약 3X10-2secT, 양자수율이 상한값인 1이였으며 

콘쥬게이션이 유지되지 못하는 BPEA 리간드인 髙欧가 약 2X10 4 sec1, 양자수율이 0.03으로 측정되었다. 

이로부터 광유발 전자이동반응이 전하이동 들뜬상태 MLCT*를 거치는 "화학적 메카니즘”인 것으로 증명 

하였다.

ABSTRACT, Light-induced electron transfer reaction within binuclear complex (NC)5Fen-L-Conl 
(NHa)5 was studied with steady-state photolysis and the rate constants were measured for various bridging 
ligands. k\^ and quantum yields for BP, PHEN, DAP having conjugation between metal binding sites 
were about 3X10~2 sec-1 and 1, and for BPEA having no conjugation were about 2X10-4 sec-1 and 
0.03. Light-induced electron transfer reaction within binuclear complex was proved to be the chemical 
mechanism which had charge transfer excited state MLCT*.

서 론

분자내 전자이동반응의 연구는 산화되는 화학종과 

환원되는 화학종을 다리리간드로 이어주고 이들 사 

이의 전자이동 과정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는 반응물 

사이의 회합 정도를 모르는 분자간 전자이동반웅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전이상태에서의 불안정성과 구 

조적 불확실성을 극소화하므로서 전자이동반응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의 직접적인 분석이 가능하며 

메카니즘 규명에 적합한 체계를 제공한다'. 또한 근 

래에 광유발 전자이동반응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연 

구되고 있는데 이들 연구의 목적 중 하나는 산화 

환원반응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파악하여 자연계 

광합성 과정의 가장 근본적인 메카니즘을 이해하려 

는데 있다. 이들 연구의 결과는 태양에너지의 전환 

및 저장에 응용할 수 있다%

이미 (NC)5Fen-L-Coni(NH3)5 분자내에서의 열 전 

자이동반응은 보고되었으며 이 경우에는 불포화 다 

리리간드가 공명을 통해 Fe(II)의 음전하를 비편재 

화시키는 "공명메카니즘”임을 이핵착물의 특성적인 

MLCT 흡수띠 등으로 설명한 바 있다斗 또한 피라 

진과 그 유도체들을 다리리간드로 한 이핵착물의 

광유발 전자이동반응을 흐름정지 분광계를 이용하여 

조사한 연구가 있는데 빛의 세기를 기기의 슬릿 나 

비로 조절하며 반응속도를 측정한 바 있다，. 본 연 

구에서는 피리딘 계열의 두자리. 다리리간드(L)인 

DAP(2,7-diazapyrene), PHEN(3,8-phenanthroline), 
BP(4,4'-bipyridine), BPEA(l,2-bis(4-pyridyl) 
ethane)을 갖는 철과 코발트의 이핵 착물 (NC)5F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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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onl(NH3)5 분자내에서의 광유발 전자이동 현상을 

통해 리간드의 구조가 전자이동반응에 미치는 영향 

을 조사하고 그 메카니즘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리간드는 금속결합자리 사이의 

거리가 피라진 계열 리간드보다 길며 콘쥬게이션을 

통해 금속간 전자 상호작용이 예상되는 리간드①AP, 
PHEN, BP)와 두 피리딘 고리가 에틸렌 포화탄화 

수소에 의해 연결되어 있어 두 금속 사이에 리간드를 

통해 전자 상호작용이 예상되지 않는 리간드(BPEA) 
로서 전자이동반응에 대한 이들의 영향을 조사하였 

다.

실 험

이핵착물 (NC)5Fen-L-Coln(NH3)5 (Fen-L-Coni) 
용액을 연속적으로 빛을 비추기 위해서 정류상태 

광분해 장치 (steady state photolysis apparatus, Fig. 
1)를 사용하였다. 정류상태 광분해 장치의 광원으로 

는 Hanovia Xe-Hg lamp(450W)을 사용하였으며 

lamp는 Schoeffle LH 151N lamp housing에 들어 

있었고 전원장치로 Schoeffle LPS 255 power sup- 
ply를 사용하였다. 광원에서 나온 빛은 0.6cm 두께의 

유리판과 증류수가 채워진 5cm 길이의 셀을 차례로 

통과시켜 적외선과 자외선을 흡수, 제거시킨 후 평 

행화 렌즈와 간섭필터를 거쳐 셔터와 조리개에 의해

Fig. 1. Experimental arrangements for light-induced 
electron transfer reactions with steady state photoly
sis apparatus. 1. power supply, 2. Xe-Hg lamp, 3. glass 
filter, 4. cell filled with water, 5. collimating lens, 6. 
interference filter, 7. shutter, 8. iris, 9. thermostatted 
cell compartment with quartz windows, 10. thermos
tat, 11. magnetic stirrer, 12. light detector, 13. Nicolet 
digital oscilloscope, 14. DEC microcomputer.

조절하였다. 조리개 뒤에 항온 셀 격실을 장치하고 

증류수를 채웠으며 Laura 항온 순환기를 사용하여 

필요로 하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광반응에 

사용한 셀은 석영 재질로서 15 m/의 용액을 담을 수 

있는 실린더 모양이었다. 광원에서 나와 위에서와 

같이 통과된 빛은 항온 셀 격실에서 Reineke 염을 

사용하여 빛의 세기를 측정하였으며5 광반응이 일 

어나는 셀을 지나 통과된 빛의 세기는 LED 검출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그 결과는 Nicolet사의 Digital 
Storage Oscilloscope(Model 204-A)에 저장하였다가 

Digital Equipment Co.의 PDP11/03-C 마이크로 

컴퓨터로 처리하였다.

이핵착물 분자내의 전자이동반응에 대한 빛의 영 

향은 간섭필터를 사용하여 이핵착물의 MLCT 흡수 

띠에 근접한 파장의 빛을 비추어 주므로서 조사하 

였다. 이핵착물이 빛을 흡수하고 반응하여 사라지면 

용액의 흡광도가 감소하므로 투과된 빛의 세기를 

연속적으로 관측하여 이로부터 이핵착물의 광유발 

전자이동에 대한 속도상수를 구하였다. 모든 준비 

및 반응은 암실에서 수행하였으며 이핵착물은 이미 

보고된 방법으로 준비하였다3. 광원의 전원을 연결 

하고 빛의 세기가 안정해지도록 일정 시간을 기다린 

후 15.0± 0.2紀 에서 준비된 이핵착물 용액 15 m/를 

취하여 광반응셀로 옮긴 다음 셀을 셔터가 닫혀 있는 

셀 격실에 넣는다. 이 때 셀 격실은 사전에 15.0+ 0.2 
M 로 온도 평형을 맞추어 놓았다. 이핵착물의 형성이 

완결된 시점에서 셔터를 열어 용액에 빛이 쪼여지 

도록 하고 동시에 투광도를 측정하여 시간에 따른 

투광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광반응 중 셀의 용액은 

빛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작은 자석 젓개를 사 

용하여 빠르게 저어주었다. 용액 내부의 흡광 효과 

(internal filtering effect)로 인한 불충분한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을 고려하여 용액 흡광도가 빛의 세 

기의 10% 이내가 되도록 준비하였다. 오실로스코프 

에 의해 기록된 시간에 따른 투과도 변화는 컴퓨터로 

옮겨져 흡광도 변화로 전환하고 nonlinear square 
fit program을 사용하여 홉광도대 시간으로부터 반 

응속도 상수를 계산하였다. 재현성을 위해서 이핵착 

물의 농도를 변화시켜 가면서 5회 이상 반복하여 

반응속도를 측정하였다. 열반응속도는 위와 같이 준 

비한 이핵착물의 소멸 속도를 Varian사의 Cary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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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vis 흡광광도계로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모든 

반응속도 측정은 열전자이동반응의 기여도를 감소 

시 켜 주기 위 해 15M 에서 수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이핵착물의 소멸반응속도와 열, 광유발 전자이동 

반응속도가 Table 1에 나타나 있다. 빛의 존재하에서 

이핵착물의 소멸반응에 대한 속도상수 代는 BP, 
PHEN, DAP 경우 약 3X10-2secT의 값을 가지며 

BPEA 경우 이보다 약 30〜40배 작은 값을 갖는 

것으로 측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이핵착물의 소멸 

반응속도상수는 광유발 전자이동반응과 열적 전자 

이동반응의 속도상수로 구성되어 있다＜斗如”记 1).

k — Athermal + flight

즉 丸伽는 力와 如前顽의 차로서 얻어지며 전자이 

동반응 생성물 Fem-L-C"이 열적과정에서와 마찬 

가지로 Fem(CN)5l?+와 Co(II)0＜?)로 빠르게 해리하 

므로 蛔h는 다리 리간드를 통해서 Fe(II) 에서 Co(III) 
으로의 빛에 의한 전자이동반응의 속도상수의 의미 

를 갖는다(식 (D). 이러한 광유발 전자이동반응에 

대한 속도상수 髙ight는 빛의 세기에는 의존하나 온 

도에는 의존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Fen-L-Coni -쁘f Fein-L-Con (1)
flight

식 (D에서의 광유발 분자내 전자이동반응은 두 

개의 과정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이핵착물이 빛을

(NC)5FKL-Com(NH3)5 浮스[(皿康…丄-如阶旧庭* 
幻

MLCT*

如(IS)

(NC)5FeHLL-C(改NH3X

FeUI(CN)5L2-4-Co(II)

Thermal Path

"(IS)

(NC)5Fen,-L-Coni(NH3)5
1

Fenl(CN)5L2- + Co(II)

Light-Induced Path

Scheme 1. Electron transfer reactions of binuclear co
mplexes (NC)5Fen-L-Cou(NH3)5. 

받아 들뜬상태 [Fe-L-Co]*가 되며 이 때 들뜬상태 

에서 바닥상태로 되돌아 가는 비활성화住») 과정도 

가능하다《식 (2)). 두번째 과정에서는 들뜬상태에서의 

분자내 전자이동반응이 일어나 생성물 FeIICL-Con 

이 생긴다(식 (3)).

Feu-L-Coni 0 스 [Fe-L-Co]* (2)

CFe-L-Co]* 쓰里의＞ Fem-L-Con ⑶

이핵착물의 들뜸이 MLCT 영역의 빛에 의한 것 

이므로 빛을 받은 1차 생성물은 전하이동 들뜬상태 

MLCT*이다q 따라서 "공명 메카니즘”이 제안된 열 

전자이 동반응과는 다르게 광유발 전자이 동반응에서 

는 전하이동 들뜬상태 MLCT*가 중간체이며 이것은 

이핵착물이 Fe의 전자 하나가 다리리간드에 작지만 

유한한 시간 동안 머물고 있다가 Fe 또는 Co 중 
하나로 움직이는 “화학적 메카니즘”인 것이다I 즉 

MLCT*에서 전자가 Fe로 되돌아 가면 바닥상태로 

되돌아 가는 것이며 Co로 움직이면 분자내 전자이 

동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식 (2)와 (3)은 

MLCT*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Fe"-L-Coin 2스 CFein-L-Coin]* (4)
kb

rFen,-L-Co,n]* 쓰9으 Fein-L-Con (5)

위의 두 반응은 실험적으로 구별하기가 매우 어 

렵다. 그러나 정류상태 광반응 실험 결과로부터 몇 

가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Table 1의 결과에서 열적 과정에 대한 속도상수 

如emal는 네 가지 리간드 모두에 대해 (0.6 — 1.8) X 
1(厂3 secT 범위내에 있다. 이로부터 구한 광유발 

과정 에 대한 속도상수 血伽는 BP, PHEN, DAP 경우 

약 3X10"secT를 가지며 BPEA의 경우 약 2X 

lO-'secT로서 약 150배 작은 반응속도상수를 갖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리간드 BP, PHEN, DAP들은 

금속간 선형구조를 유지하고 결합자리 사이 거리가 

1L8A로 같기 때문에 반웅속도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금속간 거리가 6.8A인 피 

라진의 경우의' 屬施값 0.18secT와 비교하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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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ate constants and quantum yields for light- 
induced electron transfer reactions in binuclear com
plexes (NOsFe^L-Co^NHaV

Ligand
(L)

k
(sec-1)

为 thermal
(sec^1)

Z?iight
(sec」】)

时

BP 309X10-2 6.15X104 3.03X10-2 r
PHEN 3.25X10-2 9.57X104 3.16X102 r
DAP 2.16X10-2 1.84X10-3 242X10-2 r
BPEA 7.80X10 4 5.91 X IO4 1.89 X IO4 0.03

a15t, ionic strength = 0.10 M (sodium />-toluenesulfo- 
nate), pH = 8 (Tris buffer), [EDTA] = 5X10-5M, Io= 
5.73X107 Einstein/sec, V (solution volume) = 15 ml, 
I (cell length)=5 cm,播rradia血n=520 nm for BP (4,4'bi- 
pyridine), PHEN (3,8-phenanthroline), and DAP (2,7- 
diazapyrene), 400 nm for BPEA (l,2-bis(4-pyridyl) 
ethane), ^Calculated from equation (6), ^Calculated as 
L2~L4 but taken as 1, upper limit for quantum yield. 
It was assumed that was because the iris window was 
reduced to slightly less than S in order to collimate 
the light to 나le photolysis cell (S=3 cm2).

리간드 구조가 주는 영향을 알 수 있었다. 또한 

BPEA의 작은 饥加값도 리간드의 구조적 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BP, PHEN, DAP는 두 금속 

결합자리 사이가 불포화에 의한 콘쥬게이션이 있으 

나 BPEA는 두 피리딘 사이에 포화탄소수소인 에 

틸렌(-CH2CH2-)이 들어 있어 피리딘 고리 사이의 

콘쥬게이션이 방해 받는다. 이핵착물이 빛을 받으면 

Fe에 가까운 피리딘이 MLCT*에서 먼저 환원된다. 

그러나 그 피리딘의 전자는 리간드를 지나 Co로 

이동해야 하는데 BPEA 경우에는 포화 탄화수소 

사슬을 지나 다른 쪽 피리딘 고리로 건너갈 수 없다. 

이 경우 또 다른 반응경로로는 환원된 피리딘 고리의 

전자는 Fe로 돌아가고 구부러진 에틸렌에 의해 두 

금속이 접근하면서 일어나는 열전자이동반응인 "리 

간드 우회 메카니즘"을 예상할 수 있으나 그 효과는 

작다8. 따라서 위에서의 연구 결과는.피리진 계열 

이핵착물에서는 볼 수 없었던 리간드의 콘쥬게이션 

에 의한 영향이 나타나 MLCT*의 특성에 관한 가 

정과 잘 일치한다고 할 수 있어 들뜸, 비활성화(屁) 

들뜬상태에서의 전자이동Q”*(IS)) 으로 구성된(식 

(4), (5) 또는 Scheme 1) 반응경로인 "화학적 메카 

니즘”을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서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BP,

PHEN, DAP 경우 血物의 값이 加sa보다 크다. 이는 

비록 반응온도가 로 낮기는 하지만 광유발 전

자이동반응의 효율이 열전자이동반응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BPEA 경우에는 丸物의 값이 

爲hen顽보다 작아서 위와는 반대로 광유발 전자이동 

반응의 효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MLCT*에서 

전자이동반응으로 진행하는 비율이 양자수율 4>에서 

도 볼 수 있는데 e는 식 ⑹과 같은 如用와의 관계 

로부터 계산하였으며 식 (7)의 의미를 갖는다9.

2.303 4 &図〉
flight =--------- ------------ (6)

Z>=light intensity, S=window area, / = cell le
ngth, £ = molar absorptivity, <{> = quantum yield, V 
=solution volume

心 屁，*(IS) 皿、
° 打(IS)+屁

BP, PHEN, DAP 경우 e값이 1 로서 실험 오차 

범위내에서 피라진의 경우<e=0.9±0.15)와 같은 결 

과를 보였는데4 이는 如가 如*(IS)와 비교하였을 때 

무시될 정도로 아주 작아 蜘*(IS)가 髙枷와 근사함을 

나타내며 BPEA의 경우 e가 0.03로서 반대로 妇*(IS) 
가 愿보다 아주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광유발 

전자이동반응에서와 같이 MLCT*를 형성해 주는 

것이 이핵착물에 충분한 들뜸에너지를 제공하여 열 

전자이동반응의 에너지 장벽을 극복하게 하므로서 

전자이동을 빠르게 하며 효율을 증가시켜 주는 것 

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MLCT*의 수명이 분자진 

동의 시간척도 IO」"초보다 비교적 길기 때문에 가 

능한 것으로 보인다叫

본 연구에서는 이핵착물내의 광유발 전자 이동에 

대한 반응속도와 양자 수율을 측정하여 다리리간드 

의 구조 변화에 따른 금속간 전자 상호작용과 리 

간드내의 콘쥬게이션의 역할 등을 조사하였다. 이 

로부터 광유발 전자이동반응이 열전자이동반응과 

는 다르게 전하이동 들뜬상태 MLCT*를 중간체로 

하는 화학적 메카니즘인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MLCT*와 같은 들뜬상태의 확인 및 수명 측정과 

此,*(IS)의 측정을 위해서는 레이저 섬광 분광법 등의 

장비를 이용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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