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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구리(ID-아민류 착물에 의한 Z-ascorbic acid의 산화반웅속도를 pH4.6에서 Onishi 방법으로 측 

정하였다. 이 반응의 메카니즘은 /-ascorbic acid가 구리(II) 착물에 배위된 다음 속도결정단계에서, 전자이동이 

일어나는 내부권 메카니즘에 따라 반옹이 진행됨을 알았다.

ABSTRACT. The rates for the oxidation reaction of Z-ascorbic acid by Cu(ID-polyamine complexes 

were measured by Onishi*s method at the pH 4.6. The oxidation process of /-ascorbic acid is proposed 

to occur by the inner-sphere mechanism that involves the formation of a Cu(II)-ascorbic acid complex 

and electron transfer at the rate-determining step.

서 론

수용액에서 Z-ascorbic acid은 여러가지 촉매의 

존재하에서 dehydro-/-ascorbic acid로 산화된다. 이 

반응은 산의 농도와 촉매의 농도에 영 향을 받는다 

식물에서 /-ascorbic acid은 일반적으로 과산화물에 

의해 dehydro니-ascorbic acid로 산화됨 이 알려졌다气

Z-Ascorbic acid는 산화제의 종류에 따라서 그 산 

화반응의 메카니즘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산화제가 

구리(ID 착물의 경우에는 내부권 메카니즘을 거치나, 

티오우레 아오시 아노철(III) 산이온의 경우에는 외부 

권 메카니즘을 거치게 된다이'.

여러 금속착물 촉매 존재하에서 산소분자에 의한 

/-ascorbic acid의 산화반응속도는 Z-ascorbic acid 

이온이 금속이온과 일단 결합하여 Z-ascorbic acid의 

금속 착물을 이룬 다음, 속도 결정단계에서 금속이 

온에서 산소로 전자가 이동되는 반응과정을 제시하 

였다1213 이세토니트릴 수용매에서 ferrocenium 이 

온과 구리(II) 이온에 의한 Z-ascorbic acid의 산화 

반옹은 내부권 메카니즘을 거친다

은(I) 이온에 의한 Z-ascorbic acid의 산화 반응은 

빠른 속도로 /나lydroascorbic acid 이온이 생성된 

다음, 속도결정단계에서 은(I)에 의해 Z-hydroascor- 

bic acid 이온이 라디칼로 산화된다】气 과염소산 수 

용액에서 코발트(III)에 의한 Z-ascorbic acid 의 산화 

반응속도가 측정되었으며 I% Z-ascorbic acid에 대한 

몇 가지 거대고리 코발트 착물의 환원반응은 내부권 

메카니즘과 외부권 메카니즘 등의 과정을 거쳐서 

반웅이 진행됨을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Z-ascorbic acid와 구리이온 또는 

구리착물에 의한 /-ascorbic acid의 산화반응속도를 

분광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고 이들 결과에서부터 

가능한 /-ascorbic acid의 산화반응 메카니즘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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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자 한다.

실 험

시 약. 황산구리, 질산제이철 및 Z-ascorbic 

acid은 Yakuri제품, o-페난트로린염산염 화합물은 

Junsei제를, EDTA는 Hayashi제를 그리고 여러가지 

아민 리간드는 Fluka제를 사용하였다. 그 밖의 완 

충용액으로 사용된 시약 및 용매는 특급시약을 정 

제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기 기. 화합물에 함유된 탄소, 수소 및 질소의 

원소분석은 C. H. N. Coder MT3 원소분석기를, 적 

외선스펙트럼은 Simazu Model IR-440 적외선 분 

광계를 이용하여 얻었다. 용액의 pH는 Metrohm 605 

pH미터로 측정하였다. 전자흡수스펙트럼은 Milton 

Roy제의 Spectronic 501 가시선 분광광도계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구리(H)-아민류 착물의 합성. 전보%와 같은 방 

법으로 합성하였다. 여기서 [Cu(trien)](ClQ)2는 

[Cu(trien)Cl]ClC)4를 물에 녹인 다음 과량의 NaClQ 

를 가하여 얻었다.

Z-Ascorbic add의 산화반응속도. 초산염 완충용 

액 100 mL와 이온세기를 조절하기 위해 0.2M 질 

산칼륨을 넣었다. 각각 5X10-6M의 [Cu(dien)2] 

(C1O4)2-H2O, [Cu(trien)](C104)2, [Cu(tetren)](C104)2, 

LCu(penten)](C104)2-3H20 등의 구리(II)-폴리아민 

착물 수용액에 2.27X1(厂3 m Z-ascorbic acid 10 

mL를 가하고 물을 가해 전체 반응용액을 200 mL로 

하였다. 일정온도에서 시간에 대한 /-ascorbic acid의 

변화량을 Onishi 방법19에 의해 측정하였다. 이들 

반응은 질소기류하에서 행하였다.

시간 t에 대한 logG>/C를 그린 그림에서, 속도상수 

h는 다음의 식으로 구하였다.

(2.303/0 X log Co/C

여기서, Co는 반웅초기의 /-ascorbic acid의 농도 

이고 C는 t시간에서의 /-ascorbic acid의 농도이다. 

이때 얻어진 데이터는 최소제곱법으로 처리하여 얻 

었다.

결과 및 고찰

수용매에서 Z-ascorbic acid는 구리(II) 화합물과

a
u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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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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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n, of I-ascorbic acid(ppni)

Fig. 1. Calibration curve for /-ascorbic acid at 514 

nm.

반응하고 남아있는 Z-ascorbic acid의 농도를 알기 

위하여 Z-ascorbic acid의 최대 흡수띠의 위치인 514 

nm에서 분광광도법으로 측정하였다. /-ascorbic acid 

농도 변화에 따른 흡광도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여기에서 /-ascorbic acid 농도에 따른 

흡광도의 변화는 /-ascorbic acid의 농도가 8 ppm 

부근까지는 좋은 직선성을 보였이것으로 반응하 

고 남아 있는 Z-ascorbic acid 농도를 시간에 따라 

측정할 수 있음을 알았다.

측정한 /-ascorbic acid의 농도에 대한 대수값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결과 尸沮 2와 같이 좋은 직선 

성을 보여주었다.

구리(II) 화합물에 의한 /-ascorbic acid의 산화반 

응속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ascorbic acid 농도변화에 따른 /-ascorbic acid의 

산화반응속도상수의 변화는 F沮 3과 같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관찰된 속도상수는 다음 식과 

같이 /-ascorbic acid 농도에 일차 의존성을 보여주 

었다.

知服=屬+臨HA]

여기에서 H?A는 /-ascorbic acid이다. 이 결과에서 

절편의 속도상수인 加은 거의 같은 값인 2.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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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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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X10 . sec

Fig, 2. Plot of log Co/C vs. t. Cu(II), O; Cu(II)-dien, 

■: Cu(II)-trien, •; Cu(II)-tetren,匚I; Cu(II)-penten, 

△.

10~4配(厂1인데, 이것은 /-ascorbic acid의 농도에 

의존하지 않는 항으로서 /-ascorbic acid 분해과정 

으로 보여지며 기울기인 标는 구리화합물에 의한 A 

ascorbic add의 산화반응속도이다. 여기에서 Z-as

corbic acid의 농도의 증가에 따라서 /-ascorbic 

acid의 산화반응속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은 I- 

ascorbic acid가 CiF+에 배위되는 중간체가 생성하기 

때문이다. 이때 아민수가 많을수록 구리(II)에 아민 

류가 결합되고 남은 자유 아민기의 영향으로 Aasco~ 

rbic acid가 구리(II) 착물의 축방향 위치에 결합하 

기가 어려우므로 그 산화반웅속도의 의존성이 상대 

적으로 작아짐을 알 수 있다. 이 결과에서 /-ascorbic 

acid는 금속 착이온과 배위된 다음 산화됨을 알 수 

있다.

pH 변화에 대한 /-ascorbic acid의 산화반응속도 

상수의 변화는 Kg.4와 같다. 용액의 pH가 2~6 

범위에서 /-ascorbic acid의 산화반응속도는 pH가 

증가됨에 따라 증가하였다. 이것은 수소이온의 농도

Ascor비c acid Hydroascoftiic acid 
(HA-)

Table 1. Rate constants for 반le oxidation of Z-ascorbic 

acid with Cu(II) compound [Cu(II)J = 5.0 X 10~6 M

Compound pH Z-ascorbic acid ^XIO4, see-1

Cu2+ 2.20 2.27 038

2.60 2.27 1.30

3.40 2.27 2.07

4.06 2.27 3.73

4.38 2.27 4.73

4.60 1.36 4.81

1.59 5.32

1.82 5.60

2.27 3.4硏 5.93$

15.5「，27.5d

4.87 2.27 8.07

5.38 2.27 12.75

5.90 2.27 20.50

Cu(II)-dien 4.60 1.36 3.49

1.59 4.05

1.82 4.09

2.27 3.1 仇 4."

11.0, 18.伊
Cu(II)-trien 4.60 1.36 2.72

1.59 2.83

1.82 2.90

2.27 2.1 牝 2.89°

7.7(y, 13.妒
Cu(II)-tetren 4.60 1.36 2.41

1.59 2.40

1.82 2.64

2.27 1.87a, 2.8》

6.07。，8W

Cu(II)-penten 4.60 1.36 2.17

1.59 2.18

1.82 2.20

2.27 L1&, 2溯

4.3&, 5.6伊

a~rfAre obtained at 20, 25, 35, and 401!, respectively.

가 감소됨에 따라 먼저 /-ascorbic acid의 탄소-탄소 

이중결합 위치에 결합된 두 OH 중 한。日의 수소가 

해리된 산소와 다른 OH기의 수소 사이에 수소결합 

을 이루어 다음과 같이 안정한 고리형의 상태를 잘 

이루게 됨을 알 수 있다2.

산화제인 Cu(II), Cu(II)-dien, Cu(II)-trien, Cu 

(Il)-tetren 및 Cu(II)~penten에 의한 /-ascorbic 

acid의 산화반웅속도를 착화합물의 농도변화에 따라 

나타낸 결과는 F讶. 5와 같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1995, Vol. 39,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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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I[)~dien

II)-trien 

Cu(II)-tetren

Cu(II)-penten

Cu(II)

u 1.0 2.0 3.0

디-ascorbic acid] X10*,M

Fig. 3. Dependence of the rate on Z-ascorbic add co

ncentration of the reaction of HzA with Cu(II) com

pounds.

바와 같이 구리(ID의 농도가 0일 경우와 Z-ascorbic 

acid의 산화반응속도는 절편에 해당되는 값으로 2.0 

〉〈10一4 $&「1이다. 이 값은/-assrbic acid은 구리(II) 

에 의해 Z-ascorbic acid이 산화되기 보다는 자기산 

화-환원반옹을 거치게 된다7 Fig.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구리(II)의 화합물에서 고리수가 많은 구리 

(II) 착물로 갈수록/-ascorbic acid의 분해 반웅속도가 

느린데, 이것은 Z-ascorbic acid가 구리(II) 화합물에 

배위될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이들 

반응은 구리(II)와 Z-ascorbic acid 이온은 다음괴 

같이 먼저 착물올 이룬 다음 산화됨을 알 수 있다里

HOKp

CHOH

O

Cu(H)HA +

이러한 [CuL(HA)「화합물의 수소이온이 해리 

되어 구리(II) 착물인 [CuUA)]을 생성한다.

PH

Fig. 4. Dependences of oxidation rate constants on 

pH. Acetate buffer, 0.2 M; Cu(II), 5X10~8M.

Fig. 5. Plots of the constants as a function of the con

centration of Cu(II)-amine compounds. Cu(II)'dient 

O; Cu(II)-trien, □: Cu(II)-tetren, •; Cu(II)-penten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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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수가 많은 화합물이나 결합하지 않고 남아 

있는 아민기가 존재하는 경우는 구리(II)에 배위된 

리간드의 입체장애로 인하여 /-ascorbic acid가 구리 

(II)에 배위가 되기 어렵게 된다. 만약 구리(ID와 

HA-가 결합한 다음 산화-환원 반웅이 일어나는 

내부권 메카니즘에 의하여 반응이 진행된다면 여섯 

개의 질소원자를 가진 아민의 구리(II) 착물의 경우는 

/-ascorbic acid의 산화반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실험결과에서 Z-ascorbic acid의 산화반응 속 

도상수는 Cu"-penten을 제외하고는 구리II) 착물의 

농도에 따라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또, 구리(II)에 

여섯개의 질소를 가진 penten의 경우, 해리된 Z-as

corbic acid 이온이 결합을 할 자리가 없게 되고 

결합을 하려고 해도 결합하지 않고 남아 있는 자유 

아민의 장애로 구리(II)에 배위할 수 없게 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가능한 메카니즘을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H2A QHA—H+

K,
CuL2+ + H2A [CunL(H2A)]2+

Cuin + HA- ECunL(HA)] +

LCu"L(HA)]+ ECunL(A)] + H+

rCu"L(H2A)]2+ 电[Cu'L(H2A )]2+

ECunL(HA)]+ 色 ECu'L(HA+ )]+

LCunL(A)] 쏘〉LCu'L(A2+ )] 

[Cu'I/HaA' )]2+ E으 products

[Cu'L(HA+ ' )]2+ 뜨으 products

[Cu*L(A2+ ' )]2+ —products 

리화합물의 축반향 위치에 배위하기가 어렵기 때문 

이다.

이 메카니즘에서 속도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 =*1LCUiiL(H2A)2+] +A2[Cu,iL(HA)+]
dt

+HC 血(A)]

여기서 LH2A]t=LH2A] + [HA-], [Cu2+]t=LCu2+] 
이다. 속도식의 첫번째 항에서 [以1%。1小)2+]의 농 

도는 무시할 수 있으므로 속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가정하면 위 속도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의의쁘三

dt

[W 幻 詰쓰次 CuF皿
높은 산 농도에서는 [任用는 [HAT나 A”로의 

해리는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므로 그 산화반응속 

도는 느리게 된다. 그러나 묽은 산농도에서는 HA-나 

A?-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므로 /-ascorbic acid의 

산화반응은 빠른 속도로 일어나게 된다. 이와 같이 

산화-환원 반응에서 속도상수가 수소이온 농도의 

영향을 받는 경우는 /-ascorbic acid의 수소 이온이 

해리된 /-ascorbic acid 이온이 금속이온에 배위되는 

과정이 존재함을 암시한다'. 이와 같이 착물이 생성된 

다음 전자 이동이 진행되는 과정은 내부권 메카니 

즘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온도에 대한 Z-ascorbic acid의 산화반응의 속도 

상수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에서 큰 음의 

활성화엔트로피를 보여준 것은 활성화 상태에서 I-

Table 2. Activated parameters of the oxidation of /-as

corbic acid by Cu(II) compounds 

이 메카니즘에서 전자이동은 속도 결정단계에서 

일어나며 구리(II) 이온이나 구리(ID의 아민류 착물이 

/-ascorbic acid이나 이 이온과 먼저 배위결합을 이룬 

다음 분자내의 Z-ascorbic acid 이온에서 구리로 전 

자이동이 일어나는 과정이다. 이때 /-ascorbic acid는 

라디칼을 거쳐 dehydro-/-ascorbic acid로 산화된다. 

위 메카니즘에 K2 단계는 무시할 수 있다. 왜냐하면 

H2A는 주개위치가 양성자와 결합되어 있으므로 구

Compound

None

Cu(II)

Cu(II)-dien

Cu(II)-trien

Cu(II)-tetren

Cu(II)-penten

— AH* 

(kj/mol)

-AS*

0/mol K)

8
 
1
 
6
 
7
 
7
 
8

38.
77.
65.
69.
54.
56.

6

7
9

3

3
 
7
 
2

6
 
6

刀
1
 
8
 
8

2
 

1
 
1
 
1
 
1

Acetate buffer (0.2 M) pH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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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orbic acid이 구리(II) 착물의 축방향 위치에 배 

위되어 화학종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반응은 내부권 메카니즘에 의하여 진 

행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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