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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어尸[Cr(cyclam)CMlCl의 전자 구조를 77K의 방출 및 들뜬 상태 분광법을 비롯하여, 실온의 

적외선과 가시선 분광법을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스핀-허용 및 스핀-금지에'해당하는 10개의.순수 전자 

전이의 성분을 배정하였다. 들뜬 상태 스펙트럼에서 0-0 띠는 139cmT로 분리되었으며, 이러한 갈라짐을 

현대 리간드장 이론으로 재현할 수 있었다. 리간드장 해석의 결과에 의하면 cyclam의 N 원자는 Cr(IID 이온에 

강한。-주개로 작용하는 반면에 C1 리간드는 약한。- 및 7T-주개의 성질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e electronic structure of cis-[Cr(cyclam)Cl2] Cl has been investigated by the emission 
and excitation spectroscopy at 77 K, and infrared and visible spectroscopy at room temperature. The 
ten electronic transitions due to spin-allowed and spin-forbidden are assigned. The zero-phonon line 
in the excitation spectrum splits into two components by 139 cm-1, and it can be reproduced by modem 
ligand field theor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ligand field analysis, we can confirm that nitrogen atoms 
of the cyclam ligand have a strong a-donor character, but chloride ligand has weak a- and n-donor 
properties' toward chromium(III) ion. ,

서 론

여섯 개의 리간드를 가진 Cr(III) 착물의 d-d 전자 

전이는 스핀-허용 전이와 스핀-금지 전이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스핀-허용 전이는 "결합성 궤도 

함수에서반결합성 궤도함수로 전자가 들뜨기 때 

문에 배치간 전자 전이라고 부르며, 들뜬 상태에서의 

핵간 거리는 바닥 상태와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시선 스펙트럼에서 관측되는 흡수 띠의 반높이에 

서 나비는 약 2000cm 1 정도의 넓은 형태로 나타 

난다. 반면에 스핀-금지 전이는 it-결합성 궤도함수 

내에서 전자 스핀의 방향만 바뀌므로 배치내 전자 

전이라고 하며, 이때 들뜬 상태의 핵간 거리는 바닥 

상태의 경우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띠의 반높이 

뗘나비가 약 5—10cm'1 정도의 매우 좁은 예리한 

선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흔히 sharp-line 
전이라고 부른다.2 이러한 전이는 배치간 전이와 달리 

금속과 리간드 사이의 기하 구조에 따라 민감하게 

변하기 때문에 착물의 구조를 추정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第

한편 모리형 네 자리 리간드인 cyclam은 Cr(III) 
이온에 사각 평면형이나 접혀진 형태로 배위가 가 

능하며 나머지 두 축상에 한 자리 리간드가 배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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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각각 트란스 흑은 시스 이성질 구조를 갖는 정 

팔면체형의 착물을 형성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형태의 Cr(III) 착물에 대한 합성,5 치환반응의 속도 

론적 연구,6~8 X-선 결정구조，9 적외선 및 방출 분 

광법에 의한 광학적 특성I。-13 등이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스핀-금지 전이에 해당하는 전자 전이의 성 

분을 배정하고 이를 포함시켜 정교하게-리간드장 

이론으로 해석한 연구는 아직 드물다.'4
본 연구에서는 cis-[Cr(cyclam)C12〕Cl의 실온에서 

가시선 전자 흡수 및 적외선 스펙트럼올 비롯하여 

77K에서 방출 및 들뜬 상태 스펙트럼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순수한 전자 전이의 성분을 배정하 

고자 한다. 아울러 zero-phonon 띠의 큰 갈라짐을 

현대 리간드장 이론으로 재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화학적으로 유용한 여러가지 분광학적 파라 

미터를 결정하고자 한다.

실 험

시약 및 합성. 이 실험에서 cyclam은 Strem제 

특급 시약을 사용하였으며, 그 이외의 다른 시약은 

시판되는 시약을 더 이상 정제하지 않고 그대로 사 

용하였다. a"Cr(cyclam)C12]Cl는 문헌의 방법姑에 

따라 합성하였으며, 스펙트럼을 측정하기전에 세 번 

재결정하여 사용하였다. 합성한 착물은 가시선 스펙 

트럼에서 관측한 흡수 띠의 위치를 문헌값応과 비교 

하여 확인하였다.

기기 및 측정. 실온에서 가시선 영역의 흡수 스 

펙트럼은 HP 8452A 분광계로 측정하였으며, 적외선 

스펙트럼(4000〜双 cmT)은 KBr 원판법을 이용하 

여 Mattson 2020 Galaxy FT-IR 분광계로 얻었다. 

반면에 원적외선 스펙트럼(650~50cm-')은 polye
thylene 원판법으로 Broker 113v 기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방출 및 들뜬 상태 스펙트럼은 450W 
Xe 램프를 광원으로 사용하고 R928 광중배관 및 두 

개의 Spex 1680 200 mm 이중 단색화 장치로 구성 

되어 있는 Spex Fluorlog-2 분광계로 측정하였다. 

77K에서의 스펙트럼은 시료가 들어 있는 내경 4 

mm의 석영관을 액체 질소가 채워져 있는 광학 용기 

속에 직접 넣고 측정하여 얻었다. 이때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광학 용기 벽에 응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질소 기체를 계속하여 통과시켰다. 단색화 

장치의 파장은 저압 수은 램프의 방출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검정하였으며, 방출 및 들뜬 상태 스펙트 

럼을 측정할 때 신호에 대한 잡음의 비를 최소로 

줄이기 위하여 세 번씩 주사(scanning)를 반복하였 

다.

결과 및 토론

가시선 흡수 스펙트럼. 수용액 속에서 측정한 

cis-[Cr(cyclam)C12]Cl의 전자 흡수 스펙트럼을 Fig. 
1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두 개의 흡수 띠가 18840과 

24704cmT에서 관측되는데, 근사적으로대칭에 

속하는 착물로 간주하면 각각 W/T’j弟(%)와 '賊 

T”7、M(V2)전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배정할 수 있다. 

실제로는 대칭 분위기가 이보다 낮기 때문에 분리 

되어야 하지만 시스 이성질체의 경우에는 C1 리간 

드가 금속에 대한 d-궤도함수의 에너지 변화에 미 

치는 효과가 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첩되어 나 

타난다. 여기서 PeakFit 소프트웨에를 이용하여 네 

개의 가우스 성분으로 분해시킨 결과를 F谊.1 에서 

점선으로 도시하였다. 리간드장 해석에서는 스핀-허 

용 전이에，해당하는 위치로서 이렇게 분해시킨 결 

과를 이용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

적외선 스펙트럼. 적외선 분광법은 cyclam 리간 

드를 가진 착물에서 시스와 트란스의 입체화학적 

배위특성을 구분하는데 활용되어 왔다.” 실온에서 

측정한 cis-[Cr(cyclam)CL]Cl의 적외선 및 원적외선 

스펙트럼을 F诃.2와 3에 나타내었다.

Wavenumber, cm-1
Fig. 1. Electronic absorption spectrum of as-[Cr(cyc- 
lam)Cl2]Cl in aqueous solution at 298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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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id-infrared spectrum of cts-[Cr(cyclam)Cl2] 
Cl at 298 K.

°
드
브

Fig. 3. Far-infrared spectrum of cis-[Cr(cyclam)C12] 
Clat 298K.

Table 1. Vibrational intervals in the 77 K luminescence 
and 298 K infrared spectra of as-CCrCcyclamJCbJCl0

Luminescence* Infrared Assignment

— 144 vs R
— 105 vw

0 vs Ri
63 vw 54 w, 64 w, 77 vw } L

Him 109 s, 114 s [Skeletal bends

140 s 150 vs f and

169 m 175 m, 190 vs
1 Ring def.

215 m
245 w 227 w, 249 w, 268 s 6(N-Cr-N)

298 m
312 sh 314 vs
337 s 335 vs ，v(Cr-Cl)

377 vw, 393 vs
411 vs 420s, 434s
473 m 463 m, 475 vs -v(Cr-N)

521 w 525 m “ v(Cr~N)+
565 w 574 s, 580 w . Ring def.
671 vw 658 m
749 w 720 vw, 798 m -S(Cr-N-H)

831 w 854 m
873 w 891 vw

926 w

"Data in cm-1. ^Measured from zero-phonon line at 
14134 c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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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77 K 여mission spectrum of cis-[Cr(cyc- 
lam)CL]Cl (Xex=552 nm).

여기서 3448cmT에서 나타나는 폭이 넓은 강한 

띠는 착물속에 포함된 물분자의 O-H 신축진동에 

의한 것으로 배정할 수 있다. 그리고 cyclam 리간 

드에 있는 N-H 또는 C-H의 신축 진동에 의한 것은 

각각 3200~3000와 3000〜2800cmT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금속과 배위된 원자 사이의 신축 방식 

이나 굽힘 진동에 의한 띠는 원적외선 범위에서 나 

타난다. Cr-N 신축 방식은 475~420cmT에서 나 

타나며，335와 314cmT에서 나타나는 두 개의 강한 

咅수 띠는 Cr-Cl 신축 진동에 의한 것으로 배정할 

수 있다. 245 cm^1 이하에서 나타나는 흡수 띠는 

금속-리간드 굽힘 방식 (bending mode)과 격자 진동 

(lattice vibration)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저온에서 들뜬 상태 스펙트럼을 

측정할 경우에 전자 전이가 몇 가지 진동 준위에 

의한 띠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들과 구분할 목적으로 

적외선 스펙트럼을 활용한다.

방출 스펙트럼. 바닥 상태에서 전자 상태가 갖는 

진동 에너지의 준위는 적외선 스펙트럼과 더불어 

방출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77K에서 

측정한 c£s-[Cr(cyclam)C12〕Cl의 방출 스펙트럼을 

F谚.4에 제시하였다. 관측된 띠의 위치와 배정한

1995, VoL 39. No.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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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77 K excitation spectrum of ds-[Cr(cyc- 
lam)C12]Cl (X«m=729nm).

진동 구간을 적외선 스펙트럼에 관한 것과 관련시 

켜서 Table 1에 나타내었다.

방츨 스펙트럼의 경우에 14134cmT에서 강한 

띠가 나타나는데, 2瓦 T%从Q，) 전이의 人1 성분으로 

배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들뜬 상태 스펙트럼을 

측정했을 때 14132 cmT의 위치에서 가장 강한 세 

기의 띠가 관측되기 때문이다. 14278 cmT에서 중간 

정도의 세기로 나타나는 띠는 呸忸-払極 전이의 두 

번째 성분인 R로 배정할 수 있다• 방출 스펙트럼 

에서 zero-phonon 띠는 144cmT로 분리되었다，진 

동 구간, 245 cm-1 이하에서 나타나는 띠는 주로 

금속-리간드 고리의 굽힘 작용과 격자 진동에 의한 

것으로 짐작된다. 411와 473cmT의 진동 구간에서 

관측된 것은 Cr-N 신축 진동에 의한 것으로 배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N 원자가 배위된 Cr(III) 착물의 

경우에 주로 이, 근처의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띠가 관측되기 때문이다.19 그리고 Cr-Cl 신축 진동에 

의한 띠는 312와 337cn「i에서 관측되었다• 다른 

띠에 대한 일부 배정도 Table 1에 주어져 있다.

들뜬 상태 스펙트럼. 77K에서 측정한 cis-LCr 

(cyclam)Clz]Cl의 들뜬 상태 스펙트럼을 Kg. 5에 나 

타내었다. 관측된 띠의 위치와 배정한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괄호 안에 나타낸 진동 구간의 값은 

%~V3의 기본 진동수를 이용하여 계산한 것이다•

들뜬 상태 스펙트럼에서 관측되는 14132 cmT의 

아주 강한 띠는 방출 스펙트럼과 대조해 볼 때 0% 
一 2&(0“)전이의 & 성분으로 쉽게 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139cn「i 떨어져서 14271cm"1 

Table 2. Peak positions in the 77 K sharp-line excita
tion spectrum of ds-CCrfcyclamJClzlCl*1

Vo-14132 Assignment (Calcd)* Vibronic Ground 
frequencies state 

frequencies^

0 vs R V1 241 245
103 sh V2 319 312
139 vs R2 v3 467 473
232 vw Ri+vi (241)
321m J?i4-v2 (319)
373 vw R+기 1 (380)
450 m R +巧 (458)
544 w
622 m (621)
672 vw
760 sh
813 m T,

865 s 꼬2
946 m 丁3

1008 sh
1066 vw Ti+vi (1054)
1107 w L+w (1106)
1191 vw T2+V2 (1184)
1262 w T3+V2 (1265)
1331 w T2+V3 (1332)
1435 w 7"+기 3 (1413)

aData in cm1. "Values in parentheses represent the 
calculated fre아uencies based on the vibrational modes 
listed. "From the luminescence spectrum (Table 1).

에서 나타나는 강한 띠는 r2 성분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zero-phonon 띠의 갈라짐은 a's-ICKenXCW 

Cl의 120CHL보다如 크지만, [Cr(NH3)5C12〕Cl의 179 
cnL를 비롯하여,幻 c£s-a-[Cr(trien)C12]Cl의 196 
cn「i보다끄는 다소 작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리간드 

사이의 입체 장애 효과와 금속-리간드 기하구조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Flint와 그의 공동 

연구자들河.23은 단순 리간드장 이론으로는 이러한 

유형의 착물에서 관측되는 lOOcmT 이상의 큰 갈 

라짐은 결코 재현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 이유는'전자 상호간의 반발 효과를 구대칭형으로 

동일하게 취급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广궤도함수의 팽창효과를 각각 다르 

게 고려해 줌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21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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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xpanded portion of the 'A% f 2TU electronic 
origins and their resolved Gaussian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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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bsorption spectrum (solid line) and second 
derivative 어otted line) of 衣s-[Cr(cy이am)CL]Cl in 
aqueous solution.

R으로부터 각각 813, 865, 946 cm-1 떨어진 위 

치에서 나타나는 띠를 전이에 해당

하는 Ti, T2, T3 성분으로 배정하였다. 이들은 상대 

적인 세기가 강할 뿐만 아니라 모두 비슷한 진동 

구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전자 전이의 성분 

으로 배정하였다. 그 위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纽* 

*吳 전이에 해당하는 영역을 확대하여 가우스 

성분으로 분해시켜서 그 결과를 F讶.6에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한편 스핀-금지 전이중에서 이들보다 에너지가 

높은 權如— 財。.) 전이에 해당하는 것은 F沮 7에 

서 점선으로 도시한 것처럼 흡수 스펙트럼의 2계 

도함수로부터 21186 cm-'에서 관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각 성분으로 분해되지 않았으며, 같은

Table 3. Optimized cartesian and spherical polar coor
dinates for ligating six atoms in cis-[Cr(cyclam)C12] 
CF

Atom X y z e 0
Ni 2.0823 -0.1310 -0.0345 90.95 ~3.60
n2 0.0617 2.0987 -0.0599 91.63 88.32
n3 -2.0842 -0.1995 -0.1282 93.50 -174.53
n4 0.0802 -0.0479 2.1030 2.54 -30.85
Ch -0.0067 -2.3257 0.0081 89.80 -90.17
Cl2 -0.0120 0.0188 -2.3326 179.45 122.55

"■Cartesian coordinates in A, polar coordinates in deg
rees.

영역에서 들뜬 상태 스펙트럼을 측정했었지만 아무 

런 띠도 발견할 수 없었다.

리간드장 해석. cis-[Cr(cyclam)C12〕Cl 에서 두 

개의 C1 원자와 cyclam에 있는 네 개의 N 원자만이 

리간드장 퍼텐셜 효과에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하였 

다. 배위된 각 원자에 대한 좌표는 X-선 결정법에 

의하여 밝혀진 구조로부터 구하였다.여 Cr 이온을 

원점에 두고, 나머지 여섯 개의 원자는 세 좌표 축 

상에 최대한 가까이 위치하도록 최적화시켰다. 최종 

좌표를 Table 3에 나타내었으며, 이렇게 구한 각 

리간드의 구극좌표를 이용하면 d-궤도함수의 에너지 

변화를 각겹침법25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다.

d3 전자 배치를 갖는 Cr(III) 이온의 경우에는 120 

가지의 미시상태가 가능하다. 이에 대응하는 120가 

지의 기저 함수를 모두 고려하면 대칭성에 관계없이 

어떤 <尹계 착물도 이론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 120X 
120 행렬을 대각화%시키면 파동함수와 그에 대응하 

는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으며 착물이 갖는 대칭성에 

따라 에너지 준위의 축퇴도는 달라지게 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Hamilton 연산자는 다음과 같다.?

Z------ 卜払+以73 +财2：北+2的£1产4
i<j % i i i<j

(1)

여기서 첫번째 항은 전자 상호간의 반발 작용, 

두번째 항은 각겹침법으로 구하는 리간드장 퍼텐셜 

효과, 세번째 및 마지막 항은 궤도-궤도간 상호작 

용으로 표현할 수 있는 Trees 보정??을 각각 나타 

낸다. 이때 이용하는 파라미터는 전자간의 반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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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xperimental and calculated electronic tran
sition energies for cis-[Cr(cyclam)Cl2] CP

State (0*) Exptl Calcd*

% 14132 14145
14271 14283

2呉 14945 14829
14997 14945
15078 15036

2T% (avg) 21186 20847
% 1756牙 17584

19063 18594
24394。 24377
2465Z 25103

"Data in cm-1. *<，n=7148± 38, e°a=4988±72, eM= 
791± 56, B=765±4, C=2655±16, aT=140± 5, <= 
275± 29. 'Obtained from the Gaussian component de
convolution.

용을 기술하는 B와 C, 편극 보정을 위한 aT, 스핀- 

궤도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C, 그리고 배위된 N과 C1 

원자에 의한。- 및 it-상호작용을 나타내는 eON, e„c\, 
둥이다. 이때 s护. 혼성결합을 할 수 있는 cyc- 

lam의 N 원자에 대한 n-결합력은 무시한다.28 그러나 

sp2 혼성인 펩티드 N 원자의 경우에는 약한 广주개 

특성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29 이러한 일곱 

가지의 파라미터를 변화시켜 가면서 120X120 행렬 

식으로부터 주어지는 에너지 중에서 관측된 10가지 

의 전이 에너지와 서로 편차가 최소가 되도록 최적 

화시킨다. 최적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함수를 이 

용한다.

■戶=103孑+102密2+10 史+2。2 (2)

여기서 S는 분리된 2耳의 값이며, D, T, Q는 {2耳, 

2TU}, 27%, {坏꺼 叩*}의 관측된 전이 에너지와 계 

산된 값과의 차이를 각각 나타낸다. 한편 최적화 

과정에서 도함수를 사용하지 않는 Powell의 방법30m 
을 적용하였다. 총체적인 최소값이 얻어질 수 있도록 

초기값을 여러 조로 변화시켜 가면서 반복하여 최 

적화시켰다. 최종적으로 구한 리간드장 파라미터는 

e<，N = 7148, e<，ci=4988, e”ci=765, B=765, C=2655, 
ar=140 및 <= 275 cmT이었다. 이들을 이용하여 

계산한 전이 에너지와 이 연구에서 관측한 전이 에 

너지를 Table 4에 함께 나타내었다. 이때 스핀-허용 

전이에 해당하는 관측값은 7]우스 성분으로 분해시 

켜서 구한 것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전자 상호간의 

반발 작용에 기여하는 n-궤도함수의 서로 다른 팽 

창효과를 나타내는 T 파라미터21綃의 값은 0.994일 

때 관측된 띠의 갈라짐을 가장 잘 재현할 수 있었다.

이 착물의 d-궤도함수에 대한 상대적 순서는 xy 
(815 cm-1)<xz(1152 cmT)勺z(1602 cnr^Vx2-矿 

(18167 cmT)<z2(19996cmT)이었다. 정교한 리간드 

장 해석에서 구한 값은 7148cmT로 이차 아민 

계인 chxn 이나 en 리간드의 경우보다'成는 다소 작 

지만 여전히 cyclam 리간드의 N 원자는 Cr(III) 이 

온에 강한。-주개의 성질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C1 리간드는 약한 o- 및 广주개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Racah 파라미터 B는 기체상에 있는 

자유 Cr(III) 이온의 80% 정도이며, 이로부터 착물 

에서의 전자간 반발 상호작용은 자유이온의 경우보 

다 더 약함을 알 수 있다. B/C의 비율은 3.47로서 

일반 리간드장 이론에서 이 값을 약 4로 가정33한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 론

Ws-[Cr(cyclam)C12]Cl의 가시선 흡수 및 들뜬 상 

태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순수한 전자 전이에 해당 

하는 10가지의 성분을 배정할 수 있었다. 들뜬 상태 

스펙트럼에서 전이에 해당하는 zero-pho
non 띠는 139cmT로 분리되었다. 이러한 큰 갈라 

짐은 X-선 결정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n-궤도함수의 

서로 다른 팽창효과를 고려하는 현대 리간드장 이 

론에 의하여 재현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네 자리 

리간드인 cyclam의 N 원자는 강한。-결합을 하고 

있지만 다른 아민계의 경우보다는 다소 약한데 이 

것은 시스 이성질체에서 접혀진 형태로 배위함에 

따라 생기는 입체장애 효과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C1 리간드는 Cr(III) 이온에 약한 G- 및 广주 

개의 특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배 

치내 전자 전이를 포함하는 현대 리간드장 해석에 

서는 단순히 여섯 개의 리간드가 좌표축상에 위치 

한다고 가정하기보다는 실제 기하구조를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결정한 

정교한 리간드장 파라미터는 착물의 치환반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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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입체화학적 특성이나 반응성을 이론적으로 

규명하는 데에 활용試〜38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이 논문은 1994년도 안동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의 

지원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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