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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디에탄올아민 디티오카바메이트는 염화디클로로비스(에틸렌디아민)코발트(III)와 반응하여 [Co 
("©釘同此二디에탄올아민 디티오카바메이트)을 생성한다. 이때두 황원자는 코발트에 배위된다. 이 착물은 

아세톤에 어느 정도 녹으나 이황화탄소와 같은 비극성 용매에는 거의 녹지 않았다. 디에탄올아민 디티오 

카바메이트과 염화디클로로비스(에틸렌디아민)코발트(III)의 반응 속도를 측정하고 이들 결과에서 얻어진 

활성화 파라미터에서부터 가능한 메카니즘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Diethanolamine dithiocarbamate is known to react with dichlorobis(ethylenediamine)co- 
balt(III) chloride to form LCo(dtc)3] (dtc=diethanolamine dithiocarbamate) in which two sulfur atoms of 
the dithiocarbamate are bound to cobalt. The complex is moderately soluble in acetone, but sparingly 
soluble in carbon disulfide. Kinetics and mechanisms of the reaction of dichlorobis(ethylenediamine)cobalt 
(III) chloride with diethanolamine dithiocarbamate have been studied in aqueous solution. Activation 
parameters have been calculated from the kinetic data for the reaction and from these results a possible 
mechanism for the reaction has been proposed.

서 론

전이금속의 디티오카바메이트류 착물의 합성과 

이들 착물의 분석적 응용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 

어졌다.이들 디티오카바메이트류 화합물은 하나 

또는 두개의 황원자가 배위되는 한자리 흑은 두자리 

리간드이 다.

코발트(III)의 디에틸디티오카바메이트류 착물은 

공기중에서 염화코발트(II) 수용액에 디에틸디 티오카 

바메이트류를 가하여 반응시키면 진한 초록색의 고 

체로 얻어지는데 이때 디에틸디티오카바메이트는 코 

발트(II)를 코발트(III)로 산화시킨다」ECo(S2CNR2)2] 

에서 R이 큰 알킬기일 경우 코발트(II)화합물은 어느 

정도 안정하나 알킬기가 작을 경우에는 아주 불안 

정하다. 이들 디티오카바메이트류의 코발트(III)착물 

은 다른 리간드에 의하여 치환이 잘 되지 않는 난 

치환성 화합물이지만 중심금속인 코발트는 다른 금 

속에 의하여 아주 느린 속도로 치환된다.4

코발트(III)의 디알킬디티오카바메이트류 착물의 

결정구조는 D3 대칭을 가진 여섯 황원자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세 고리착물인 철(III) 및 크롬(IID착물의 

결정 구조와 비슷하다.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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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工。

코발트(III)의 디알킬디티오카바메이트는 착물의 

쌍극자 모멘트와 가시선 스펙트럼의 결과에서 이 

화합물은 팔면체의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민 결합인 >C = N-의 신축진동은 1,640- 
1,690cn「i에서 나타나지만 디티오카바메이트착물 

은 C-N과 C = N의 중간위치인 1,480-1,550 cm*1 
부근에서 신축진동이 일어난다. 이러한 신축진동은 

다음과 같은 공명구조중의 III의 기여가 크기 때문 

이다.6

-S' + S-
r2-n-c^ r2-n-c^. r2-n=c.

S- s s_
I II HI

R2NCS，의 CN 결합 길이는 약 1.36 A으로 C-N 
결합길이 1.47 A보다는 짧고 C = N 결합 1.28 A보다 

긴 결합길이를 가진다" 코발트(III)의 질산염에서부 

터 [CoGzCNRz)』의 착물을 얻었으며 이 착물의 

결정구조가 보고된 바 있다.7 dtc의 금속착물의 치 

환반응속도와 메카니즘은 사배위 사각평면 착물에 

대하여 연구되었다.그러나 팔면체 착물의 dtc 
치환반응에 대한 반응 메카니즘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트란스-디클로로비스(에틸렌디아 

민)코발트(III)의 염화염과 디에탄올아민의 디티오카 

바메이트(dtc)를 반응시켜서 트리스(디티오카바메이 

트)코발트(III)착물을 얻고 이 착물이 생성되는 반응 

의 속도를 분광광도법으로 측정한 결과로부터 가능 

한 메카니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실 험

시 약. 합성에 사용된 시약은 특급 및 일급시 

약을 정제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생성물의 확인. 생성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응 

속도를 측정하고 난 용액을 2일간 방치하여 얻은 

결정을 거르고 에탄올로 씻은 다음 진공건조기에서 

건조시켰다. 적외선 스펙트럼은 Shimadzu IR-440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KBr 원판법으로 얻었으며 

전자홉수스펙트럼은 Shimadzu UV-160A 분광광도 계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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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물의 자기화율은 Johnson Matthey 자기저울 

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유효자기모멘트 傀"는 

瞄 =2.828(Xa，T)'“식에서 얻었다. Anal. Calcd. for 

[Co(dtc)3〕(％)： C, 30.4; H, 5.04; N, 7.01. Found: 
C, 29.53; H, 5.04; N, 6.59. IR(cm '): v(C = S) 990; 

v(CN) 1430; v(0H) 3340.師：0.60B.M.
반응속도의 측정. dtc 와 디클로로비스(에틸렌디 

아민)코발트(III)이온과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Zrans-[Co(en)2Cl2] * + 3(HOCH2CH2)2NCS2_
-ECo(S2CN(CH2CH2OH)2)3] + 2en+2C1 - (1)

이 반응의 속도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rfECo(en)2Cl2+]/<//=fe[Co(en)2Cl2+Ldtc]"

만약 착물의 농도에 비해 dtc의 농도를 과량으로하면 

이 반응은 착물의 농도에 대해 유사m차반응이 되 

는데 실험결과 유사일차반응임이 확인되었다. 따라 

서 속도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d[Co(en)2Cl2+]rf/=^obs[Co(en)2Cl2 + ]

여기서 辰而 = 用;dtc]"이다. 이 유사일차속도상수 

乩g를 얻기 위하여 일정량의 반응물이 함유된 용액에 

일정 온도로 유지 된 반응 용액을 신속하게 가한 다음 

시간에 따라 증가되는 흡광도의 변화를 360nm에서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결과를 시간 

t에 따라 ln(&—丄)를 그린 직선의 기울기에서 

处服를 구하였다. 이때 반응온도는 일정온도의 물을 

석영셀 주위를 순환시켜 ± 0.051 까지 조절하였다.

모든 데이터는 최소제곱법으로 처리하였다.

결과 및 고찰

반응속도를 측정한 용액을 2일간 방치하면 초록 

색의 [Co(dtc)3〕결정이 얻어지는데 이 생성물의 

탄소, 수소 및 질소를 분석한 결과 실험값과 계산값 

사이에 좋은 일치를 보여주었다.

[Co(dtc)3：l은 물에는 소량 녹으며 알코올류, 아세 

톤, 디메틸술폭시드 및 디메틸 포름아미드 등의 극성 

유기용매에 아주 잘 녹았다. 그러나 이황화탄소와 

같은 비극성 용매에는 거의 녹지 않았다. 이 화합물의 

몰 전기 전도도는 디메틸포름아미드에서 28 m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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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13C NMR spectrum of [Co(dtc)3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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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lot of vs. t. [Co(en)2Cl2+] = 5.82X
10-5M, [dtc] = 4.21X10-3M, [CT]产4.80X10TM, 
T = 25 °C.

Table 1. Observed rate constants for the reaction of 
[Co(en)2Cl2] + with dtc. T—25 °C, [Co(en)2Cl2+]

= 5.82X1(厂 5 m

300 400 500 600 700 800
[dtc] X103, [hcl问 xiol Lcrjxio4,底*XL0%

M M M 广

nm
Fig. 2. Changes of electronic absorption spectra with 
time. [Co(en)2Cl2+] = 5.82X IO-5 M, [dtc] = 4.21 X 
10^3M, LCrl = 4.80X10'4M, T = 25 °C.

molTcn?로 이 착물은 비전해질임을 알 수 있다.

[Co(dtc)3〕의 CS의 신축진동은 990cmT 부근에 서 

일어났고 반응물에 배위된 아민의 NH 신축진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에서 [Co(en)2CL] +의 두 

에 틸 렌디 아민과 클로로 리 간드는 디 티오카바메 이트 

리간드에，의해서 치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CN신 

축진동은 단일 결합과 이중결합의 중간위치인 1430 

cn「' 부근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아 [Co(dtc)3〕은 

III과 같이 CN결합 사이에 이중결합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3 OH의 신축진동은 3340 cm「i에서 

일어났다.

[Co(dtc)3〕의 유효자기모멘트는 0.6 B.M.으로 흘 

전자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착물은 코발 

트의 산화상태가 +3인 저스핀 착물이다.

생성물의 13C NMR 스펙트럼은 Fig. 1과 같다. 즉, 

두 에틸렌기의 화학이동은 52와 58ppm에서, 그리고 

CS?기 탄소의 화학이동은 204ppm에서 각각 나타 

났다. 따라서 얻은 생성물은 [Co(dtc)3〕임을 알 수 

있다.心8

a[Co(en)2Cl2+>6.05X 10"5 M,林 and ' are 20, 25 and
30 °C, respectively. ± Values are standard deviations.

4.21 4.80 16.23± 0.18
2.73 4.80 12.90± 0.19
1.98 4.80 8.51±0.31
1.24 4.80 4.35± 0.19
0.50 4.80 3.58 ± 0.29
1.98 1.60 21.70 2.33± 0.02*
1.98 4.80 18.50 1.90± 0.03*
1.98 6.66 16.64 1.90± 0.20*
1.98 9.98 13.32 1.78± 0.04*
1.98 17.60 5.70 1.68± 0.20*
1.98 19.97 3.33 1.67± 0.03*
1.98 3.20 1.60 1.69± 0.02
1.98 3.20 1.12 1.95± 0.03
1.98 3.20 0.64 2.21±0.20
1.98 3.20 0.16 2.44+ 0.04
1.98 3.20 0.64 1.39± 0.20°
1.98 3.20 0.64 2.21±0.21A
1.98 3.20 0.64 2.88± 0.29°

디클로로비스(에틸렌디아민)코발트 (III) 이온과 디 

에탄올아민 디티오카바메이트이온과의 반응(1)에 따 

른 전자전이 흡수스펙트럼의 변화는 F讶.2와 같다. 

이때 [CMenXCy]의 초기 농도는 9.46><1(尸51이 

고 [dtc]는 3.23X10—3 m이다. 이 용액의 시간에 

따른 흡광도의 변화는 360nm에서 가장 큰 변화를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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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lot of absorved rate constants as a function 
of [dtc] for the reaction of Zrans-[Co(en)2Cl2]Cl with 
dtc. [Co(en)2Cl2+] = 5.82X IO-5 M, [Cr], = 4.80X IO-4 
M, T=25

Fig. 5. Dependence of absorved rate constants for 1/ 
EH+1 [Co(en)2Cl2+] = 6.05X10-5 M, [dtc] = 1.98X 
10「3 m, [Cr], = 2.33X10^4 M, T=25 fc.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 반응의 속도상수는 F讶.3에 

서와 같이 360nm에서 시간 t에 따른 ln(4 —亳)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의 기울기에서 얻었다.

수용액에서 반응(1)의 속도상수를 분광학적인 방 

법으로 측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리 간드의 농도에 따른 乩bs의 변화를 나타낸 결과는 

F讶.4와 같이 리간드 농도의 일차에 의존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标s=也+統[dtc]

宙과处는 F讶.4의 절편과 기울기에서 얻을 수 있는데 

그 결과는 각각 (9.19± 1.06)><1(厂缶「1와 3.92± 0.43 
M^sT이다. 첫번째 항은 리간드의 농도에 의존하지 

않는 반응을 나타내는데 이 반응은 리간드에 의한 

코발트(III)에 배위된 리 간드의 치환반응 보다는 다음 

반응과 같은 염기성 가수분해 반응일 것으로 생각 

된다.

LCo(en)2Cl2]++OH't ECo(en)2OHCl]++ CF (2)

반응 용액의 pH가 8.4〜 8.7로 산성 가수분해 반 

응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인 pH3보다 크므로 산성 

가수분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용매 

물보다 OH- 이온의 반응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실험조건에서는 염기성 가수분해 반응이 

일어난다. 염기성 가수분해반응을 억제할려면 낮은 

pH에서 반응속도를 측정하여야 하나 반응물인 dtc 
가 황화수소나 에탄올아민과 이황화탄소로 분해되 

므로20 높은 수소이온 농도에서는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없었다.

두번째 항은 리간드의 농도에 의존하는 항으로 

트란스-[CMen^CMI* 의 배위된 리간드가 dtc에 의 

해 치환되는 반응의 속도를 나타낸다. 이 과정은 

리간드 농도의 일차에 의존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속도 결정단계에서 dtc 한 분자가 먼저 치환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아주 느리게 두 몰의 dtc가 더 반 

응하게 된다. 이는 이 용액을 2일쯤 방치하면 진한 

초록색 결정의 [Co(dtc)3：l가 생성되는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평형 단계에서 트란스-[Co(en)2CW +에 

배위된 한 en의 한쪽의 -NH2기가 에 의해서

-NH-기를 생성하는 CB 과정을 거쳐 삼각 쌍뿔의 

중간체가 생성됨에 따라 cr 리간드가 dtc에 의해 

치환되는 단계를 거친다.

수소이온농도 변화에 따른 관찰된 속도상수의 변 

화는 F讶.5와 같다. 이 결과에서 관찰된 속도상수는 

HC1 농도가 (1.60 〜 19.97) X I。-'M 범위일 때 

[HC1]의 역수에 의존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处 g=»o+如 4HC1] (3)

여기서 如)는 산농도에 의존하지 않는 속도상수이고 

如는 산농도의 역수에 의존하는 속도상수이다. 為와 

如값을 Fig. 5의 절편과 기울기 에 서 각각 구한 결과 

(1.66± 0.03)X10*1 과 1.11+0.10 Ms 산농 

도가 감소됨에 따라 반응속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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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었다. 이것은 높은 산농도에서는 리간드의 황 

원자에 양성자가 결합하게 되어 코발트에 결합할 수 

없게 되지만, 낮은 산농도에서는 dtc 리간드의 황원 

자에 수소이온이 결합되지 않으므로 코발트(III)와 

배위결합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두자리 리간드인 

에틸렌디아민의 한쪽 끝의 -NH?기가 OH「에 의해 

n-결합이 가능한 아미도기가 되어 삼각 쌍뿔의 중 

간체를 유도한다.小 따라서 낮은 산농도에서는 dtc에 

의한 코발트(III)에 배위된 에틸렌디아민 및 클로로 

리간드의 치환반응의 속도가 큼을 알 수 있다.

속도결정단계 이전의 반응에서 트란스-[SeimClzT 
의 CF 리간드가 평형 단계에서 해리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염화이온 농도에 따라 속도상수를 얻은 결 

과는 Table 1과 같다. 이 결과에서 가한 염화이온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속도상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평형단계에서 염화이온이 해리 

되기 때문이다.

활성화엔탈피는 53.99kjmo「"이고 활성화엔트로 

피는 一 1.67Jmo「iKT이다. 전이상태에서 중간체는 

두가지 즉, 사각 뿔과 삼각 쌍뿔의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사각뿔 중간체를 거치는 과정은 큰 음의 

활성화 엔트로피를 가지나 삼각 쌍뿔을 거치는 과 

정은 작은 양의 활성화 엔트로피를 가진다.“22 트란 

스TZCo(en)2C12「와 디티오카바메이트의 반응에서 

아주 작은 음의 활성화 엔트로피를 가진 것은 활성화 

상태에서 배위된 에틸렌디아민의 한쪽 끝이 아미도 

기로 되어 코발트(III)와 7「결합을 이루어 삼각 쌍 

뿔의 중간체를 가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얻은 실험 결과와 일치하는 메카니즘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K
[Co(en)2ClJ + + OH「士[Co(en)(en-H)CLJ + H2O 

K
[Co(en)(en-H)Cl2] Q[Co(en)(en-H)Cl「+C「 

LCo(en)2Cl2] + + dtc 四[Co(en)2(dtc)]2+ + 2CP 

[QXenXen-HK^lJ+dtc 色[Co(enXei*HXdtc)] ++2C1'

k II
[Co(enXen-H)Cl] +dtc -4 ECo(enXen-HXdte)]++CP 

LCo(en)(en-H)Cl] + + H2O —%-LCo(en)2OHCl]+

I, 11 +dtc t Products

(en-H = NH2CH2CH2NH)

여기서 一d：Co(en)2Cl2+지dt=^6[Co(en)(en-H)Cl+] 
+ ^3[Co(en)2C12 + ][dtc] + 蜘[Co(en)(en-H)C12〕 

[dtc] +^CCo(en)(en-H)Cl+ Hdtcl [Conl](=ECo 

(en)2Cl2+] + ECo(en)(en-H)Cl2] + [Co(en)(en-H) 
Cl+]이고 [dtc], = [dtc]라면 속도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京(皿)2賜+辺=KK屁[0H「] Y4C1 -]

+ {^+K 血[0H「]

+KK2屁[OH「][C「]}[dtc],Y ⑷

여기서 Y= rCon,],/{ 1 +砧[아「] +X17f2EOH ]/ 
[C「]}이다. 높은 산농도에서는 KJOHr+KiKi 

는 1보다 작을 것이므로 속도식 (4)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犹Co(en)2Cy 屁[Com”[H 项 C「]

+ 便3+KK伽/[H+]
+KKK爲/[以]原可⑸

»3=»o[dtc]„ + X1K2A'^5[dtc]//ECl ]

+K1&K講"[Cl」] =如라면 메카니즘에서 유도된 

속도식은 실험결과와 일치한다. 위 식의 첫번째 항은 

염기성 가수분해반응의 속도항이고 그 다음의 항은 

dtc의 치환반응에 대한 속도 항이다. 여기서 炳항은 

산농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속도상수이지만 그 다 

음의 항은 산농도와 [Cir의 농도가 증가되면 속 

도상수의 감소됨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에서 트란스-[CMenXCb：广의 dtc 치 

환반응은 염기성 가수분해 경로와 컨쥬게이트 염기 

과정을 거치는 해리성 경로에 따라 반응이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이때 마지막 생성물은 원소분석, 분광 

학적 성질의 측정 결과에서 [Co(dtc)3：l 임이 확인되 

었다.

이 논문은 1994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 지원비 

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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