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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입체특이성을 가지는 NN'-bz's~[2(S)-pyrr)lidinylmethyl]ethaneT,2-diamine(SS-epm) 리간드를 

합성하여, CoCLWHzO와 加ms-fGXpyridineaCMICl에 각각 반응시켜 녹색결정을 얻었다. 원소분석과 전자 

흡수스펙트럼 자료에 따라 trzmsTCcKSS-epnDCMlACoCL)의 조성을 갖게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착물의 CD 
스펙트럼에서는 리간드의 입체특이성으로 인해 vicinal effect가 유발되었고, 장파장에서 음(一)의 cotton 효 

과를 나타내었으며, 킬레이트된 리간드의 conformation은 5원 킬레이트고리에 대해 8入&SRRS)를 취하고 

있었다. SS-epm 리간드가 배위된 tmns형 착물의 생성은 대이온으로 작용한 CodDCl；「가 대단히 중요한 

이온회합 효과를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아울러, 분자역학(MM)적 방법으로 이차아민의 배향에 따른 각 

이성질체의 strain energy를 계산하여, 평형상태에서 안정한 이성질체를 찾고, 동시에 분광학적 자료와 비교 

검토하였다.

ABSTRACT. The SS-epmW^-/)js-E2(S)~pyrrolidinylmethyl]ethane-l(2-diamine) ligand having ste
reospecificity has been prepared and reacted with CoC12-6H2O or ^ran5-[Co(pyridine)4Cl2]Cl. The resulta
nts are green cry아als, both of which are identified to be Zrans-[Co(SS-epm)Cl2]2(CoCl4) by elemental 
analysis and absorption spectra. CD spectrum of trans complex 아lows negative (-) cotton effect at long 
wavelength due to 나le vicinal effect of the stereospecifically 아此lated ligands. The conformation of SS-epm 
in trans complex is 8WSRRS) for each of the five membered 아lelated ring. Co(II)Cl42 as counter ion 
plays an importance i■이e in the ionic association of the formation of trans complex with SS-epm. Futher- 
more, according to orientation of secondary amine, total strain energy on each isomers was calculated 
by m이ecular mechanics (MM) to verify structural characterization and spectral data.

Me2trien, (2S,9S)-Me2trien, (3S,8S)-Me2trien 등)들

선형인 네자리 아민 리간드(tetramine, NQ로서 은 코발트(III)에 배위하여 착화합물을 형성할 때

trien(triethylenetetramine) 및 trien의 유도체(1,10- 리간드의 구조 및 입체특이성에 따라 다양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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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질체와 광학이성질체가 생성 가능하고, 그 특성 

에 대하여서도 홍미로운 점이 많았다.1
그 중에서도 다양한 n4 리간드가 배위된 광학활 

성의 trans- dichlorotetraminecobalt(III) 착이온에 

대한 절대구조와 이차아민의 절대배향은 CD(Circu- 
lar Dichroism) 스펙트럼의 Cotton 부호와 영역측을 

토대로하여 연구된 바 있고, 아울러 /raws-ECo(N4) 
ci2r 착이온에 대한 광학활성의 원인은 중심금속 

이온에 배위된 광학활성 리간드의 특성과 킬레이트 

고리의 conformation 및 비대칭 질소원자의 절대배 

치가 대단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2 
Jun과 Liu 등3은 광학활성인 trien의 유도체로써 

(S)-proline를 출발물질로 하여 말단의 디아민 부분 

에 pyrrolidinyl 고리가 있는 A〃V'-航s-[2(S)-pyrro- 
lidinylmethyl]ethane- l,2-diamine(SS-epm) 리 간드 

를 합성하였^, 동시에 이들 리간드가 배위된 코발트 

(III) 착물을 합성하였을 때 가능한 구조이성질체중 

에서는 리간드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말단의 

질소주게원자와 중심디아민의 질소원자는 각각 S배 

향을 갖고, 동시에 5원 킬레이트 고리의 conforma- 
tion은 6A6로 된 A-a's-a-[Co(SS-epm)Cl2]Cl 착물 

을 합성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S-epm・4HCl 리간드를 개선된 

방법으로 합성하여, CoC12-6H2O 혹은 trans-LCo 

(pyridinelCMICl과 반응시켜 C? 대칭을 갖는 trans- 
[Co(SS-epm)Cl2]2(CoCl4) 착물을 합성하고, 동시에 

리간드의 입체특이성을 고려하여 착물의 분광학적 

및 구조적 특성을 조사하는 한편, 킬레이트된 SS- 

epm의 이차아민에 대한 절대배향(R 또는 S)에 따라 

가능한 이성질체들 즉, trans(SRRS), trans(.SRSS) 
그리고 trans(SSSS) (Fzp. 1)의 안정화 에너지를 분 

자역학(Molecular Mechanics, MM) 적 방법으로 계 

산하여 평형상태에서 안정한 이성질체를 찾고, 동시 

에 분광학적 자료와 비교 검토하였다.

Fig. 1. Three possible isomers for ZraMs-dichloroco- 
balt(III) with SS-epm.

실 험

시약 및 기기

사용된 시약은 Aldrich와 FLUKA의 특급제품으로 

정제없이 사용하였다. 사용된 기기로써는 흡수스펙 

트럼 측정은 HITACHI 320 분광광도계, 원편광이 

색성 (CD, Circular Dichroism) 스펙트럼은 JASCO 
J-500C, 원소분석은 Perkin Elmer 240-C, 와 13C 
NMR 스펙트럼은 BRUKER ARX(SgMHz)를 이용 

하였고, 내부표준물질로 tetramethylsilane(TMS)과 

trimethylsilypropane sulfonate(DSS)를 사용하였다.

Af.Af'-Ws-EK^-pyrrolidinylmethylJethane-l,!- 
diamine • 4HCI(SS-epm , 4HC1) 합성. (S)-pro- 
line-f- 출발물질로 하여 N-(benzyloxycarbonyl)- 
⑸-proline은 Corey 등‘'의 방법으로 합성하였고, 

합성된 Cbz-(S)-proline을 CH2C12 용액중에서 단백 

질 합성5에 사용되는 Dicyclohexylcarbodiimide 

(DCC)와 ethane-l,2-diamine(en)으로 처리하여 N, 

^-Z>?s-(benzyloxycarbonyl-(S)-prolyl)ethane-l,2- 
diamine을 합성하였으며, Dicarbobenzoxylation과 

환원은 Pd/C 촉매하에서 수소기류 및 LiAlHj로 처 

리하여, SS-epm・4HCl을 얻고, 문헌3에 따라 NMR로 

확인하였다.

zr«»s-[Co(SS-epm)Cl2]2(CoCl4) 착물의 합성. 

fraHs-[Co(SS-epm)C12]2(CoCU) 착물을 두 가지 방 

법, 즉, CoCk6H2()의 공기산화(방법 a)와 

(pyridineXCLJCl의 리간드 치환반응(방법 b)으로 

각각 합성하였다.

a) 0.03 mol(1.26 g)의 LiOH-H^O를 물 80mL에 

녹이고, 여기에 0.01mol(3.73g)의 SS-epm・4HCl과 

0.01 mol(2.38 g)의 CoCl/GH?。를 각각 혼합하여 

CQ가 제거된 공기로 36시간 공기산화시켜 진한염 

산으로 처리하고 농축하였다. 생성된 결정을 에탄올 

과 아세톤으로 처리하여 녹색착물을 얻었으며(수율 

= 65%), 원소분석 자료는 다음과 같았다. Anal. Ca- 

Icd for C27H5gO1NgCl8Co3(ECo(C12H26N4)C12Zl2CoC14' 

(CH3)2CO): C, 33.50; H, 6.04; N, 11.58. Found: C, 
33.85; H, 5.28; N, 11.32.

b) Zr«MS-[Co(pyridine)4Cl2]Cl(0.010 mol)6^|- SS- 

epm・4HCl(0.012mol)을 메탄올 용액중에서 혼합하 

고 활성탄을 가하여 실온에서 서서히 농축한 후 염 

산으로 pH 3 정도로 조절하여 착물을 얻었다. 얻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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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결정을 에탄올에 녹여, 재결정하였다(수율=?5 
%). Anal. C지cd for C39H75OiNuCli4Co3(LCo(Ci2H26- 

N4)C12]2CoC14. (C5H5N)3-(HC1)6-H2O): C, 33.77; H, 
5.45; Nf 11.11. Found: C, 33.94; H, 5.35; N, 11.11.

최젹화 및 Strain energy. 분자역학(Molecular 
Mechanics, MM) 또는 Force Field 계산은 외각 

상호작용(valence interactions)의 항에 따라 분자의 

포텐셜 에너지를 표현하는 해석적 방법으로 다양한 

최 적 화(optimization) 알고리 즘(Steepest Descent, 

Conjugate Gradient, Newton-Raphson1^ 등)을 이 

용하여 분자의 포텐셜 에너지를 최소화하므로써, 

저에너지 부분의 구조를 탐색, 분자의 구조, 생성 

에너지 및 기타의 정적 특성(static property)를 계 

산하는데 사용된다. 이 함수의 대표적 형태는 다음과 

같다(Eq. 1).

U=Eb +&+E©+Ew+Evrfw+Eelec (D

Ebt bond stretching;玖,bond angle bending; 
dihedrals; improper dihedrals; Evdwt van der 

Waals; Eg：, electrostatic.
본 연구에서는 Allinger 등'이 MM2를 발전시킨 

MM+ force fi이d(1991 년)를 사용하였고, 최적화 및 

계산은 Hyper Chem(Autodesk )를 사용하여 수행 

하였다. 각 이성질체에 대한 구조적 최적화는 각 

원자의 cartesian 좌표와 기울기가 1X10-5 kcal/(A 

m이)이 될 때까지 반복 수행되었다. T야al strain 

energy(U)는 2차 에너지법으로 기울기와 곡률(2차 

미분)을 이용하는 최적화 알고리즘인 Newton-Ra- 
phson 방법8를 이용하였다.

겹과 및 고찰

입체특이성을 갖는 SS-epm 리간드가 배위된 

坑或$형 코발트(III) 착물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합성 

하였다. 염화코발트(II) 수용액에 SS-epm를 혼합하 

여 CQ가 제거된 공기로 산화시켜 진한 염산 존재 

하에서 농축 처리한 방법(a)과 伽刀s-[Co(pyridine)4 
C12]C1 착물에 SS-은pm를 치환(b)시켜 각각 얻어진 

착물은 모두 녹색 결정이었다.

얻어진 착물의 전자흡수스펙트럼은 진한 염산과 

무수 에탄올 용매하에서 각각 측정하였다(F讶.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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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lectronic absorption spectra of trans-[,Co 
(SS-epm)Cl2]+ in concentrated hydrochloric acid 
(----)and ^rn«s-LCo(SS-epm)Cl2]+ in ethanol ().

진한 염산하에서는 710-510 nm(14f000-17,000 
cm1) 영역에서 강하고 복잡한 흡수띠를 보여주었 

으며, 이 복잡한 흡수띠는 염산용액중에서 확인한 

HzCo(II)CL(의 특성피크 위치와 유사한 양상으로 

보아 Co(II)Cl42 착이온의 존재를 의미하고, Co(II) 

Cl42 착이온의 생성은 코발트(II)와 진한 염산의 

반응에 의한 것이고(a), 또한 /raws- [Co(pyridine)4 
Cl2]+ 착물에서는 SS-epm 리간드를 치환시킨 후 

존재하는 pyridine의 환원작용에 기인한 것으로 생 

각된다. 또한 SS-epm 리간드와 유사성을 갖는 N4 

형으로 2S,SS-Me2trien 및 3S,8S-Me：ztrien이 배위된 

如”s 형 착물에서 대이온으로 Co(II)Cl42 가 함께 존 

재하는 ”a”s-[Co(2S,9S-Me2trien)C12〕2(Co"CLi)오卜 

圳"is-[Co(3S,8S-Me2trien)C12丄(Co"CL)의 전자흡 

수스펙트럼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갖고 있었다.° 따 

라서 원소분석 자료와 함께 생각한다면 얻어진 착 

물은 tra”s-[Co'"(SS-epm)Cl：j2(Co"CL)로 추정된다.

加ms형에서 SS-epm 리간드가 코발트(III) 이온에 

배위되어 평면으로 작용하였을 때(〃a”s-[Co(SS- 
epm)CU)는 분자모델 연구에서 본다면 강한 st- 
rain이 작용하고 있지만 대이온으로 작용한 Co(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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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lectronic absorption data of 나蜡 dichloro(tetramine)cobalt(III) ionu

Dichloro complex
4 

Umax &max °max

L 
&nax ADq(amine)》

Ref.

^n?ws~[Co(l,10-Me2trien)Cl2] + 16.0 (45) 21.3 (204) 25.0 10a
trans-[Co(l,5/?,10-Me3trien)C12] + 16.0 (54) 21.3 (165) 25.0 10a
Zrans'[Co(l,3S(8St10-Me4trien)Cl2]+ 15.9 (54) 21.1 (166) 24.8 10a
Zrans'[Co(l,2StaS(10-Me4trien)C12] + 15.9 (50) 21.3 (166) 24.8 10a
trans-LCo(trien)C12] + 16.3 (36) 22.2 25.6 10b
Zraws'[Co(2f3,2-tet)C12]+ 16.1 (35) 23.4 25.2 10c
/nzKS-[Co(lfll-Me2-2,3,2-tet)Cl2] + 15.8 (36) 21.0 24.6 10a
ZraM5- [Co(cyclam)Cl2]+ 15.7 (32) 22.7 24.4 lOd
trans-[ Co(SS-epm)Cl2]+ 16.3 (48) 23.5 25.6 this work
cis-LCo(l-Metrien)Cl2] + 18.7 (125) 10a

aAll energies in in methanol. ft2W,(amine)=2D,(Ja)+2C- AD,(C1)C, where C is given 나le value 3,800
cm"1 and AD,(Cr)the value 14,600 cm~1; i.e., AD,(amine)=(2£>f(4)—7000) cm1. 'Sadasivan, N.; Kemohan, 
J. A.; Endicott, J. F. Inarg. Chern. 1967, 6, 770.

이온과의 회합 때문에 酒형 착물이 생성된 

주요인으로 볼 수 있고 ”奶s-[G>m(SS-epm)C12]의 

특성피크(F沮2)는 강한 CodDCl, 착이온과의 이 

온회합 작용 때문에 d-d 전이 영역에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수용액중에서는 trans착물이 cis형으로 

쉽게 이성질화반응이 수반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수 

용액중에서 대이온으로 작용한 Co(II)Cl42 이온이 

쉽게 CoCHQ)；* 이온으로 치환되면서 trans-\：Com 
(SS-epm)CL]'과 이온회 합 작용이 없어 지고, 아울러 

대이온으로 작용한 Co(II)Cl42 는 수용액중에서 

aquation되고, 해리된 염소이온이 대이온으로 작용 

하여 切奶s형에 배위된 면내의 SS-epm 리간드가 

갖는 강한 strain을 유지하지 못하므로 쉽게 cis 형 

으로 전환된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수용액중에서는 

Co(n)Cl42 의 특성피크가 존재하지 않았다.

무수 에탄올 용액중에서는 t”z”s-[Co'"(SS-epm) 

Ck]‘와 Co(II)Cl42 이온에 용매화 침투현상이 약 

화되므로 인하여 두 이온간의 이온회합 현상은 크게 

작용할 것이고, 따라서 Co(II)Cl4- 의 특성피크는 유 

지되었다고 생각되며, 또한 ”a〃s-[Co"'(SS-epm) 

Cl』'의 특성피크는 d-d 전이영역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수 메탄올 용액중에서는 이 

온간에 용매화 침투현상이 크게 작용하여, trans- 
[Com(SS-epm)Cl』•오!• Co(II)Cl； 이온간에 이온회 

합 작용이 약화되면서 trans형 구조의 특성피크가 

나타났고 동시에 보고된 ”a”s형 착물의 전자흡수 

스펙트럼과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7况屁 1).
또한, g”s-[Com(SS-epm)C12]2(Co"CL)에 대한 

X-선 회절분석 자료에서도 Co(II)Cl42- 이온의 존재 

가 확인되었고 아울러 SS-epm 리간드 중의 질소 

원자는 모두 코발트(III)에 평면으로 배위되어 상당한 

strain을 갖고 있었으며, 동시에 두 염소원자는 Co 
(III)와 178.8°의 결합각을 갖고 모두 trans 위치에 

배위되었음을 확인하였다.'3

메탄올 용매하에서 trans-[Co(SS-epm)Cl2]+ 착 

물의 CD 스펙트럼을 FzZ.3에 나타내었으며, 장파장 

영역에서 음(一)과 작은 양( + )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tzaws형 착물의 광학활성은 리간 

드의 입체특이성으로 인한 인접효과로 생성되는 경 

우가 많고, 합성된 dichlorocobalt(III) 착물은 trans 
형의 기하구조를 취하는 동시에 SS-epm의 입체특 

이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히, SS-epm의 말단 질 

소주게 원자, 즉 pyrrolydinyl의 질소원자에 대한 

키랄성은 pyrrolydinyl의 키랄탄소에 의해 S배향을 

취하게 된다. 말단 질소주게 원자에 대한 배향의 

제한성을 토대로 하여 중앙디아민의 질소원자에 대 

한 키랄성을 고려하면 SS, RS, 및 破이 가능하다. 

또한, SS-epm이 배위된 다양한 이성질체의 confor- 
mation은 말단의 질소원자와 중심디아민의 배향을 

고려하면 SSSS에 관해 X8X, SRSS에 대해 8以，그 

리고 SRRS에서는 8X8로 구성이 가능하다(F讶.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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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ircular dichroism and electronic absorption 
spectra of fnzMS-[Co(SS-epm)Cl2]+ in methanol.

그리고, 각 이성질체의 COI血!皿命。!!에 관해 영역측 

을 적용하여 보았다. 8治(SRRS)에 관하여 영역측“을 

고려하면 양측의 pyrrolydinyl 킬레이트고리의 기여 

는 각각 반대기여를 나타내고 있어 서로 상쇄되고, 

중앙 디아민부분만이 음(一)의 기여를 나타낸 사실과 

trans 착물의 CD스펙트럼이 장파장영역에서 음＜一) 

의 Cotton 효과를 나타낸 결과에 근거를 둔다면 

배위된 5원환 킬레이트 고리의 conformation은 8A6 

(SRRS)로 구성되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중심의 

디아민 부분에서 질소원자의 절대배향이 SS인 광학 

활성 의 착이온, (+ )-^rans-SS-CCo(trien)Cl2] + 과 

(+)-g刀s-[Co(3S,8S-Me2trien)C12「의 CD 스펙트 

럼에서도 장파장영역에서는 음V —), 작은 양( + )의 

Cotton 부호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trien 말단의 질 

소원자와 디아민 부분에 메틸기가 치환된 1,2595, 

lO-M^trien과 l,3S,8S,10~Me4trien은 trien 과 35,8 
S-M&trien이 배위된 착물의 CD 스펙트럼에서도 

비슷한 흡수양상을 보였다.修 이러한 착물들은 각각 

장파장 영역에서 음＜一)과 양(+)으로 반대의 Cotton 

부호를 나타내었고 합성된 fra«s-[Co(SS-epm)CI2]+ 
착이온은 다양한 /raws-ECo(N4)Cl2r 착이온의 CD 
스펙트럼과도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었으며(7'사讹 2), 

이것은 배위된 SS-epm에서 말단의 두 킬레이트는

Table 2. Circular dichroism bands for ^nzns-[CoLCl2]+ 
in the region of the first absorption band®

L Abs. ban(

Umax
d CD band

하nax (스£max)
Ref.

16.0 14.9(-0.60), 16.7(4-0.85)
Me3trien 21.2 21.5(-0.36), 22.5(-0.40) 13

l,3S,&S,10- 15.9 14.9(-1.10), 16.9( + 0.64)
Me4trien 21.2 22.7(-0.36) 13

l,2S,9S,10 - 15.9 14.9(-0.81), 16.8( + 0.61)
Me4trien 21.6 21.6(-0.61) 13

SS-epm 16.3 15.8(-0.04), 18.7(+0.01)
23.5 21.9( + 0.06) this

work

8All energies in 103 cm-1, in methanol.

8 conformation을 유지하고, 아울러 중심의 디아민은 

X conformatiori를 가지므로 trien과 비교하여 본다면 

SS-epm 리간드는 pyirolidinyl의 특성 때문에 중심 

디아민 부분의 질소원자는 R의 절대배향을 가져야 

한다.

또한, 분자역학적 방법으로 각 이성질체에 대한 

안정성을 조사하기 위해 trans(SRRS), trans(SRSS) 

그리고 纳”zs(SSSS)에 대한 conformation 에너 지, 즉, 

총 strain 에너지(U)를 계산하였다. 각 이성질체에 

대한 구조적인 최적화는 각 원자의 cartesian 좌표와 

기울기가 1X10 5kcal/(Amol)이 될 때까지 반복되 

었고, 각 이성질체에 대한 총 strain 에너지는 Snow 
등8이 금속착물에 대하여 2차 에너지법인 Newton- 
Raphson 방법를 이용하여 계산한 나]- 있으며, 본 

연구에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각 이성질체에 대한 

U는 Table 3에 나타내었으며, trans(SSSS), 52.90二 

tmns(SRRS), 53A7 ＜trans(SRSS)t 58.39(kcal/mol) 
순으로 포텐셜에너지를 갖는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 

은, 평형상태에서 g顽SSSS)오｝ tmns(SRRS)의 두 

이성질체가 trans(SRSS) 이성 질체보다 안정한 착물 

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加ms(SSSS)와 trans(SRRS) 
이성질체는 서로 비슷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었으나, 

두 착물에서 가장 차이가 많은 에너지항은 dihed- 
rals과 bond angle bending 항이 었 WTa尻。3). trans 

(SRRS) 이성질체의 경우, dihedrals 항이 trans 
(SSSS)의 경우보다 2.42kal/mol 정도 안정하며, 

bond angle bending 항은 그 반대이다. 이러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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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inal energy term (kcal/mol) of /rans-dich- 
loro(SS-epm)cobalt(III) ion

Term
trans 

(SSSS)
trans 

(SRRS)
trans 

(SRSST

Conformation X5X 0&

Bond stretching, Eb 3.73 3.72 3.74
Bond angle bending, £e 11.63 14.15 13.14
Dihedrals, 16.15 13.73 19.08
Improper dihedrals, E® 0.54 0.57 0.57
Van der waals, £vdw 20.84 20.99 21.79
Electrostatic, Ee)ec 1.82e-3 L84e-3 220e-3
Total strain energy, U 52.90 53.17 58.33
Energy differences* 0.00 0.27 5.43

“Secondary amine configuration in parentheses. 'Relative 
to trans-(SSSS).

실로부터 착물의 안정성에는 dihedrals 항의 기여가 

중요하리라 기대되고, 특히 SS-epm리간드가 SRRS 

로 배위되었을 경우 SS-epm 리간드중 pyrrolydinyl 
고리는 모두 equatorial 위치로 향하여 분자내 상호 

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구조를 취하는 반면, SSSS 
배위되었을 경우에는 리간드내의 pyrrolidinyl 고리 

가 axial 위치로 배향하여 분자내 상호 입체효과가 

크게 증가되면서 불안정한 구조를 취할 것이다. 또한, 

fraMS-dichlorocobalt(III) 착이온의 X-선 결정구조 

해석에서도 코발트(III)에 배위된 S，epm 리간드의 

5원 킬레이트 고리는 각각 8XS conformation을 갖고, 

동시에 말단의 두 pyrrolidinyl 고리는 각각 S배향을 

취하였으며, 중심 디아민 부분의 질소원자는 각각 

日의 배향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였다户

따라서, SS-epm 리간드가 코발트(III)에 배위하여 

각 킬레이트 고리에서는 8X8 conformation을 갖고, 

동시에 베위된 각 질소원자의 키랄성은 SRRS의 절 

대배치를 이루면서 trans-dichlorocobalt(III) 착물을 

생성하게 된 것은 대이온으로 작용한 Co(II)C142~ 
착이온의 영향이 중요한 효과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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