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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수용액 상에서 BUDDA(Butyldithiodiacetic acid), BMDDA(Benzmethyldithiodiac-etic acid), CH- 

DDA(Cyclohexyldithiodiacetic acid)의 IR 스펙트라는 다양한 pH값에서 보고되어진다. 이온화된 carboxyl 

group과 비이온화된 carboxyl group의 비대칭 신축진동 흡수띠 차이를 이용하여 free-ligand의 구조를 추 

정한다. 또한 이들 연구의 접근은 리간드의 IR 스펙트라와 전위차 적정법을 이용하여 얻어진 項값을 비 

교함으로서 설명된다.

ABSTRACT. Infrared Spectra of aqueous solution of BUDDA(Butyldithiodiacetic acid), BMDDA(Benz- 

methyldithiodiacetic acid), and CHDDA(Cyclohexyldithiodiacetic acid) are reported at various pH values. 

On the basis of the antisymmetric stretching bands of the ionized and un-ionized carboxyl group, the 

structures of the free-ligand are inferred. A approach to the study of these structures are compared 

with the results of potentiometric titration curve and IR Spectra studies.

서 론

수용액에서 dithiodiacetic acid 계 리간드와 금속 

과의 킬레이트형 착물을 형성할 때 그 구조적인 특성 

연구는 pH에 따른 리간드의 IR 스펙트라 연구와 

전위차 적정곡선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서 설명되어질 

수 있다.

수용액상에서 리간드에 대한 IR 스펙트라는 리간 

드에서 제공되어지는 구조적 정보는 물론 더 나아가 

새로운 실험적 기술을 제공하기 때문에 흥미롭다.' 

IR 스펙트라에서 얻어진 어떤 구조적 정보는 dithio

diacetic acid계 금속킬레이트 화합물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금속이온과 금속킬레이트 형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화합물 형성에 이용되어질 수 있다.是 

비록 수용액에서 전위차 측정이 용액평형에 대한 

여러 가지 값진 정보를 제공하지만 반응하는 종들의 

구조적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수용액상에서 pH변화에 따른 IR측정은 유 

기산 화합물의 탈수소화에 의한 구조적인 변화 뿐만 

아니라 이들 산의 중화반응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 

는데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실 험

시약 및 기기. 본 실험에 사용된 시약은 Aldrich, 

Junsei 특급 시약을 정제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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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선 흡수 스펙트럼은 Hitach 270-30, 녹는점 측정은 

Electrothermal 기기를 사용하였다. IR에 사용한 

Window는 HORIBA사에서 제공된 size 30X3인 

KRS-5를 사용하였으며, 모든 수용액은 Aldrich사의 

Deuterium Oxide(99.9%)를 사용하였다.

전위차 적정. pH meter는 두 완충용액 (pH 7.00, 

pH 4.00)을 사용하여 보정하였으며, 모든 측정시 이 

온세기는 KC1 로 卩=0.1이 되도록 했다. 成 결정은 

수용액에서 농도를 2.0X1C厂3以 25t 로 실시하였다. 

적정에 사용된 산과 염기는 0.1 M HC1 또는 0.1 M 

NaOH를 사용하였다. 전극은 Glass와 Calomal 전 

극으로된 ORION사의 Model 520A pH meter로 측 

정했고, ORION사의 표준 완충용액으로 보정했다. 

pK。값은 Arthur E. Martell 이 사용한 방법인 

“BES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값을 결정하였다.

IR 측정. 이용된 모든 리간드의 농도는 5-15% 

(w/w) 범위에서 DR 수용액을 이용하여 IR 영역 

1900-1400cm 1 파수에서 측정하였다. pH 조절은 

를 용매로한 1 M-NaOH, 1M-HC1 로 조절하였 

으며 IR에 사용한 Window는 KRS-5(TlBr+TlI)를 

사용하였다.

리간드 합성. 리간드의 합성은 식 (1)과 같이 알 

데히드 및 케톤종과 mercaptoacetic acid의 몰비를 

1 ： 2로 하여 stirring시키면서 촉매로 소량의 HC1 를 

가하면 점성이 증가하면서 서서히 흰색 분말이 얻 

어진다.45 수득율은 90% 이상이며 물로 재결정하여 

적외선 스펙트럼과 녹는점 측정 등으로 확인했다. 

본 실험에 사용된 리간드는 아래와 같다.

I . 了/S-CHjC。아)
R—C = O ♦ JHSCHjCOOH ■ - R—C

^S-CHjCOOH

H/S-CHjCOOH H q_CHaCOOH
CHlETH—C 《Vc

^S-CHjCOOH 、=/ ^S-CHjCOOH

Butvldithiodiacetfc acid Benzmethyl(tithiodiacetic acid

(BUDDA) (BMDDA)

__ /S-CHjCOOH
〈C
'•一^''"S-CHjCOOH

Cydobexyldithiodiacetic acid 

(CHDDA)

결과 및 고찰

BUDDA. Scheme 1에서 보여진 것처럼 수용액 

에서 BUDDA(Butyldithiodiacetic acid) 리간드는 8 

개의 가능한 종이 있다. 이들 종의 상호변환을 구 

별하기 위하여 pH에 따른 IR 스펙트라를 측정했으며 

또한 전위차 적정법으로 얻은 data를 "BEST”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pH변화에 따른 우세종을 구했다. 

이 미 잘 알려 진 바와 같이 이온화되 지 않은 Carboxyl 

group의 비대칭 신축 진동은 1730~1700cmT에서 

흡수 피이크가 나타나는 반면에 이온화된 COO「 

음이온의 비대칭 신축 진동은 1620-1580cm-1 부 

근에 서 흡수 피 이크가 생 긴다.即 따라서 전위차 적 

정의 결과들과 함께 다양한 pH값에서의 우세한 종 

들은 Table 1, Fig. 1, 2에 나타내었다. pH가 0.62로 

극히 낮은 상태에서는 양성자가 Carboxyl group과 

황에 완전히 붙어 있는 형태로 1705cmT 부근에 

단지 하나의 피이크만 나타나는데 이것은 I의 단계로 

이온화되지 않은 COOH 에 의한 것이다.8 그러나 pH 

0.95에서는 1705 cnL와 1630 cm 1 부근에서 두 개 

의 흡수 피이크가 나타나는데 이는 이온화되지 않은 

COOH(1705cmT)와 이온화된 COb(1630cmf 에 

의한 각각의 피이크이다. 또한 조금씩 pH를 1.63으 

로 증가시키므로 이온화된 COO「가 점점 많아져서 

1705cm 1 부근의 피이크는 사라지고 1630cm1 

부근의 피이크는 커지는 것이 관찰되어진다. 이것은 

이온화되지 않은 COOH(1705cm D는 모두 사라지

、甘YHQRH

iL-S-CHjCOOH

、SYHjC8H

If
V^S-CHjCOOH 

^S^-CHjCOOH

V
Scheme 1. Solution equilibra of dithiodiacetic acid.

<
■ SrCHjCOO

S^CH,C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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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tisymmetric carboxyl absorption bands of 

BUDDA as a function of pH (Observed bands cm1)

스 〜Predominant 
pH COOH COO- COB ’pe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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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stribution diagram showing species of BU

DDA as a function of pH at 25 t? and 0.1 M ionic 

strength (KC1); BUDDA: Butyldithiodiacet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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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D A: Butyldithiodiacet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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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R spectrum of BUDDA in D20 solution (concn 

5%); A: pH 0.62, B: pH 0.95, C: pH 1.63, D: pH 3.31, 

E: pH 5.78; BUDDA: Butyldithiodiacetic acid.

고 완전히 이온화된 COO「(1630cmT)만 존재하는 

상태이다. 또한 pH를 3.31 로 약간씩 높이므로서 1630 

cmT 부근의 피이크는 점점 사라지고 새로운 피이 

크가 1540 cm1 부근에 나타나기 시 작한다. pH 5.78 

에서는 1630cmT 부근의 피이크는 완전히 사라지고 

1540cm 1 부근 피이크만 존재하는데 이것은 높은 

pH에서 황에 존재하는 양성자가 이탈되어 보다 더 

낮은 파수로 이동하여 IL가 V로 완전히 전환되었 

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山는 (300「에 의한 

것이고 IVa는 두 개의 SH+ 중에서 한 개의 S* 의 

H+가 떨어지므로 Ht가 떨어진 쪽의 COb의 비 

대칭 신축 진동은 1540cmT 부근에서 H+가 떨어

지지 않는 쪽의 COO一는 1630cm1 부근에서 나타나 

두 상태가 같이 존재하여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피이크를 볼 수 있다. V의 경우는 두 개의 

SH+의 H+가 모두 떨어지므로 1540cm-1 부근에서 

하나의 강한 피이크만이 나타나게 된다. 이는 황에 

H*가 결합되어 있을 때의 Zwitter ion형이 형성되어 

유발효과가 존재하지만 H+ 이온이 pH 5.78 부근에 

서 떨어지므로 유발효과를 잃어 카르복실기의 비대 

칭 신축 진동이 보다 낮은 파장인 1540 cm 1 부근 

까지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전위차 적정 

으로 얻은 data를 "BES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한 pH에 따른 우세종들과도 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BMDDA. 리간드 BMDDA(Benzmethyldithio- 

diacetic acid)는 Scheme 1에 나타난 것처럼 수용액 

에서 8개의 가능한 종을 예상할 수 있으며 尸讶.3와 

Table 2는 다양한 pH값에서 비대칭 Carboxyl기의 

신축진동 파수의 이동변화를 나타내었다. Table 4와 

F谊.4는 “BEST” 프로그램을 이용한9데이타로서 

IR 스펙트라와 전위차 적정법에 의해서 얻어진 결 

과와 서로 좋은 일치를 보여준다. 전위차 적정 테 

이타에서 알 수 있는 h4l2+, h3l\ h2l, HL「의 

pK값은 각각 1.94, 1.99, 3.28, 4.02이다 이러한 전 

위차 적정값과 Table 2의 IR 데이타 값을 비교해 

보면 IL와 IIL는 pH 2.08과 pH 2.76 사이 에 서 우세 한 

종으로 예상된다. 높은 pH값에서 C00 띠는 BU- 

DDA에서와 같이 낮은 파수로 이동하는데 이것은 

IIL에서 IV。로 갈 때 황원소의 양전하를 잃어버린데

1995, Vol. 39, N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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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1700 1600 1500
Wavenumber , Cm-1

Fig. 3. IR spectrum cf BMDDA in D2O solution (co

ncn 5%); A: pH 1.04, B: pH 2.08, C: pH 2.76, D: pH 

3.65, E: pH 5.49; BMDDA: Benzmethyldithiodiacetic 

acid.

Table 2. Antisymmetric carboxyl absorption bands of 

BMDDA as a function of pH (Observed bands cm-1)

pH COOH COO COO-
Predominant 

species

1.04 1703 — — I

2.08 1703 1650 — IL

2.76 — 1650 — IIL

3.65 — 1650 1556 IV.

5.49 — — 1556 V

BMDDA: Benzmethyldithiodiacetic acid.

기인한 것으로 황에 붙어 있는 H+이 완전히 떨어진 

V종은 pH가 5.49 부근 이상에서 우세한 종이다. 

이들의 종에 대한 것도 IR로 측정한 것과 전위차 

적정법에 의해 얻은 값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의 탈수소화 단계는 I, IL, IIL와 IV“ 단 

계를 지나서 V로 되는 것으로 생 각된다. 만약 b쪽의 

단계를 지나간다면 1650cm''의 비대칭 신축 진동은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결과는 황과 카르복실 

기와의 염기도차의 관점에서 볼 때도 확실시 된다. 

수소가 떨어지지 않은 Carboxyl group 분자들간에 

수소결합은 다른 대부분의 유기산들과 유사하며 산 

소에 수소결합하는 것과 유사하게 황의 수소결합으

70

100

90

-LDCIFT]

Fig. 4. Distribution diagram showing species of BM

DDA as a function of pH at 25 °C and 0.1 M ionic 

strength (KC1); BMDDA: Benzmethyldithiodiacetic 

acid.

Table 3. Antisymmetric carboxyl absorption bands of 

CHDDA as a function of pH (Observed bands cm-1)

pH CCX)H COO COO-
Predominant 

species

0.84 1713 — —

1.40 1713 1682 —

2.41 — 1682 —

3.19 — 1682 1546

5.60 — — 1546

CHDDA: Cycl아lexyldithiodiacetic acid.

로 Carboxyl 파수에 영 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면 낮은 

파수인 1570 cm 】 부근의 하나의 흡수띠 존재는 보 

다 명확해진다.

CHDDA. CHDDA(Cy 이 ohexyldithiodiacetic 

acid) 리간드는 BUDDA, BMDDA와 같이 흥미로운 

것으로 Scheme 1에 나타난 것처럼 수용액에서 8개의 

가능한 종을 예 상할 수 있으며 Fig, 5, Table 3은 

다양한 pH값에서 비대칭 Carboxyl기의 신축진동 

파수의 이동변화를 제공한다. 매우 낮은 pH084에서 

단지 하나의 카르복실기의 비대칭 신축 진동이 1713 

crr「】에서 나타난다. 이 피이크는 I의 비이온화된 

COOH group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pHL40에서 

비이온화와 이온화된 Carboxyl group에 의한 피이 

크가 1713 cmT와 1682cmT에서 나타나며 I과 兀의 

부분적인 변환이 일어나는 곳이다. 그러므로 두번째 

띠가 나타나는 것은 이온화된 COO- groupi- 가지는 

종에 관한 증거를 분명하게 한다. 이 결론은 수용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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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R spectrum of CHDDA in D20 solution (co

ncn 5%); A: pH 0.84, B: pH 1.40, C: pH 2.41, D: pH 

3.19, E: pH 5.60; CHDDA: Cyclohexyldithiodiacetic 

acid.

Table 4. Acid dissociation constants of compounds

匹 PG 昭

BUDDA 0.71 0.76 237 4.21

BMDDA 1.94 1.99 3.28 4.02

CHDDA 1.51 1.78 3.15 3.71

BUDD A: Butyldithiodiacetic acid, BMDDA: Benzme

thyldithiodiacetic acid, CHDDA: Cyclohexyldithiodia

cetic acid.

액상에서 BUDDA, BMDDA 리간드에 받아들여졌던 

구조의 설명과 일치하며 이것은 COOH와 RSH + 

group의 산도에 기초한 것이다. pH 1.40에서는 1713 

cmT의 띠는 약화된 반면에 1682 cmT의 띠는 다소 

강하다. 전위차 적정에 따르면 이 리간드의 成값은 

1.51 로 pH를 계산하면 pH 1.60으로서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pH 1.60에서는 HJ?+과 

H3L-가 평형상태로 존재할 것이며 IR 연구 결과에 

서도 I과 IL가 HJ?+과 H3L+로 각각 표현되어질 

것이다須讶.6). 7毎 5에 서 보면 pH 2.41 에 서 1713 

cmT 부근의 띠가 완전히 사라지고 1682cn「'의 

띠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丄가 IIL로 됨을 알 수 

있는데 이 부근에서 阻=1.78로 거의 같은 영역이 

다. pH5.60에서는 1682cmT의 피이크가 사라지고

100

90

«0

70

30

20

10

0 1 2 3 4 5W S 7 8
-LOGIH4)

Fig. 6. Distribution diagram showing species of CH

DDA as a function of pH at 251 and 0.1 M ionic 

strength (KC1); CHDDA: Cyclohexyldithiodiacetic 

acid.

단지 1546 cm 】 부근에 띠가 나타나는데 이는 IV”가 

V로 완전히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파수의 

이동에 대한 해석은 단지 선택적인 것으로 Carbo- 

xyl기와 SH+기의 상호 변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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