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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피리딘과 페놀을 포함하는 N?O계 세 자리 리간드 2-[(2-pyridine-2- ethylamino)-methyl]-phenol(H-PEMP) 

를 힙성하였다. 또한 H-PEMP 페놀의 5위치에 치환기로 브롬, 염소 및 메톡시를 가지는 Br-PEMP, C1-PEMP 및 

CHQ-PEMI를, 그리고 2-hydroxyliiaphthaleiie기를 가진 Naph-PEMI을 합성하였다. 합성된 각 리간드들을 수용액 

에서 전위차 적정 결과 양성자 해리는 3 단계로 일어났으며, 계산된 각 리간드의 총괄 양성자 해리상수(log。) 값은 

CH3O-PEMP> Naph-PEMP> H-PEMP〉Br-PEMP〉Cl-PEMP의 순서로 Hammett식의 치환기 상수(Op) 값 크기 순서 

와 일치하였다. 전이금속 이온들의 착물 안정도상수(logM亿 및 logMLz) 값의 크기는 금속이온에 따라 Co(n)< Ni(n)< 

Cu(n)>Zn(II)^ 순서이었고, 치환기에 따른 각 리간드의 착물 안정도상수 값은 리간드의 총괄 양성자 해리상수 값의 

크기순서와 일치하였다.

주제어: 세 자리 리간드, 총괄 양성자 해리상수, 착물 안정도상수

ABSTRACT. Ligands, Br-PEMR Cl-PEMP and CH3O-PEMP having Br, Cl and CH3O substituents at 5-position of 
the N2O tridentate ligand, 2- [(2-pyridine-2-ethylamio)-methyl] -phenol (H-PEMP) containing pyridine and phenol were 
synthesized. Another ligand, Naph-PEMP having pyridine and 2-hydroxy-1 -naphthalene was also synthesized. The 
ligands were characterized using elemental analysis, UV-visible, IR,NMR and 13C NMR spectroscopy and mass anal
ysis. The potentiometric titration study in aqueous solution revealed that the proton dissociation of the ligands occurred 
in three steps and the order of overall proton dissociation constants (logp) was CH3O-PEMP > Naph-PEMP > H-PEMP 
그 Cl-PEMP 그 Br-PEMP. The order of stability constants (logML and logML2) of their transition metal complexes was 
Co(II) < Ni(II) < Cu(II) > Zn(II). The order in their stability constants values of each transition metal complex agreed 
well with that in overall proton dissociation constant value of the ligands.

Keywords: Tridentate Ligand, Overall Proton Dissociation Constant, Stability Constant

서 론

페놀성 히드록시기를 가지는 산소- 질소계 세 자리 

리간드는 이온결합 및 배위결합을 이루어 전이금속 이 

온들과 착물을 잘 생성한다. 이 때 착물의 특성은 치환 

기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최근에는 착물 특성에 

미치는 치환기 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다

페놀을 포함하는 세 자리 N2O계 시프염기 리간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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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페놀성 히드록기의 양성자 해리상수(logK*)는 물이 

나 디옥산물 및 에탄올물 혼합용매을 사용할 때 용매 

의 극성변화에 따라 또는 페놀에 치환된 치환기의 종류 

에 따라 특성적으로 다양한 값을 나타낸다. 이때 페놀 

성 히드록시기의 양성자 해리상수에서 치환기 효과는 

치환기가 전자를 밀어 주는 그룹과 전자를 당기는 그룹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치환기의 위치가 오소, 메타 

및 파라에 따라서도 다양한 값을 나타낸다.18 또한 페 

놀이 아닌 피리딘에 치환기를 가진 리간드의 경우에도 

물, 에탄올-물 혼합용매에서 양성자 해리상수는 치환기 

의 종류 및 위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9 이와 같이 

리간드의 양성자 해리상수 값은 치환기의 종류 및 위치 

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때 리간드의 양성자 

해리상수 값에 미치는 치환기 효과는 Hammatt식의 치 

환기 상수(6를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서로 비교 설명할 

수 있다.w 치환기 효과는 리간드의 양성자 해리상수 

뿐만 아니라 전이금속 착물의 분광학적 및 전기화학적 

성질에도 크게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Hammatt 식의 

치환기 상수는 착물 특성의 비교 설명에도 이용되고 있 

다. 그 예로 Coleman'2은페놀에 여러 치환기(z=H, CH3, 

Cl, Br, CHQ, NAP, NO2)를 가진 다섯 자리 시프염기 

Z-SALDPT의 Mn(HI) 착물 Mn(Z-SALDPT)NCS를 합 

성하고, 이들 Mn(ni) 착물의 환원전위 (Ep) 값과 l3C 

NMR의 화학적 이동0) 값을 측정하여 이들 측정값과 

Hammatt시의 치환기 상수와의 상관관계를 비교 설명 

하였다. 또한 Mn(Z-SALOPHEN) X(X=NCS' NO2, N3 

) 착물도 합성하여 각 치환기들이 전기 화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하였다 " 이외에 치환기 효과에 관 

한 연구는 주로 페놀의 파라 위치에 여러 치환기를 가 

진 다섯 자리 산소-질소계 시프염기 전이금속 착물의 

분광학적 및 전기 화학적 특성에 관한 것이 보고되고 

있다？1 그러나 페놀에 치환된 여러 종류의 치환기들이 

리간드의 양성자 해리상수 및 전이금속 착물 안정도상 

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가에 대한 상관 관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피리딘과 페놀을 포함하는 세 자리 

NzO계 리간드 2-[(2-pyridine-2-ethylamino)-methyl]-phenol 

(H-PEMP)를 합성하고, H-PEMP의 페놀 5■위치에 치환 

기로 브롬, 염소, 메톡시기 및 나프톨기를 가지는 5- 

bromo-2-[(2-pyridine-2-ethylamino)-methyl]-phenol(Br- 

PEMP), 5-chloro-2-(2-pyridine-2-ethylamino)-methyl]- 

phenol (Cl-PEMP), 5-methoxy-2-[(2-pyridine-2- ethylamino) 

-methylHmenol(CHQPEMP) 및 l-[(2-pyridme-2-ethylammo)- 

methyl]-naphthalen-2-ol(Naph-PEMP)을 합성흐]였다. 합 

성된 리간드의 양성자 해리상수와 Co(II), Ni(n), Cu(II) 

및 Zn(U)이온의 착물 안정도상수를 전위차 적정법으로 

구하고, 각 치환기가 리간드의 양성자 해리상수 값과 

착물 안정도상수 값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실 험

시약 및 기기.리간드합성에 사용돤 2-(2-aminoethyl)- 

pyridine, 5-chlorosalicylaldehyde, 5-bromosalicylaldehyde, 
2-hydroxy-l-naphthaldehyde는 Aldrich제 특급시야을 그■ 

대로 사용하였으며, 2-hydroxy-5-methoxy-benzaldehyde 

와 각종 금속 염은 Fluka제 특급시약을 정제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고, 무수 에탄올과 염산은 동성화학제 

품을 사용하였다. 각종 유기용매는 Junsei제품을 정제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전자 흡수 스펙트럼은 

Shimadzu UV160A 분광 광도계로 측정하였으며, 적외 

선 흡수 스펙트럼은 Shimadzu IR-470 분광광도계를 이 

용하였다. 그리고 'H NMR와 "C NMR 스펙트럼은 

Wrian Mecury 300 NMR 분광기로 측정하였고, 원소 

분석은 Carlo Erba사의 instrument 1106을 이용하였다. 

초 순个증齐수 제조는 Human Tech.사의 PURE UP을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그리고 질량스펙트럼은 JEOL사 

의 High Resolution Mass 분광기 JMS 700을 사용하였 

고, 전위차 적정은 Metrohm 665 Dosimat 자동적정기 

와 Metrohm 605 pH메터를 사용흐]였다. 적정시의 온도 

조절은 Metrohn제 항온셀과 Jeio Tech Co. RC-10V 항 

온조를 사용하여 25±0.1。(2로 고정시키고 실험을행하 

였다.

리간드 합성. 피리딘과 페놀을 포함하는 NQ계 세 

자리 리간드들의 합성은 2-(2-aminoethyl) pyridine에 

salicylaldehyde, 5-chlorosalicylaldehyde, 5-bromosali- 
cylaldehyde, 2-hydroxy-5-methoxy-benzaldehyde 및 2- 

hydroxy-l-naphthaldehyde®- 각각 반응시켜 시프염기를 

얻었고, 이 시프염기를 NaBHf를 이용하여 이민기를 이 

차 아민기로 환원시켰다. 합성된 각 화합물의 화학구조 

는 Scheme 1과 2와 같다卢由

2-[(2-pyridine-2-ethylainhio)-mettiyl]-phaiol(H-PEMP) • 

HC1 의 합성. 무수 메탄올 50mL에 2-(2-aminoethyl) 

pyridine(0.02 M, 2.5 mL＞을■ 녹이고 salicylaldehyde(0.02 

M, 2.3 mL)을 서서히 적은 양을 방울로 가하면서 6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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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ammoerthyl)pyridine

60“C! methanol

salicylaldehyde

NaBHt

HC1

Scheme 1.

Naph -PEMP

Scheme 2.

로 6시간동안 교반시키면 노란색의 시프염기 화합물이 

생성된다. 합성된 시프염기 화합물에 다시 메탄올 50 mL 

을 가하여 냉각시킨 다음 NaBH를 조금씩 넣어 환원 

시키면 서서히 노란색이 없어진다. 12 시간동안 반응시 

킨 후 완전히 무색이 되었을 때 염산으로 pH 7~8까지 

중화시키면 흰색 침전물이 생긴다. 이를 여과하여 여액 

을 감압 증류하고 그 여액에 진한 HCf을 과량 넣은 다 

음 이를 다시 감압 증류하여 PEMP HC1 흰색 침전물을 

얻는다. 이 흰색침전물을 30% 메탄올/70% 에탄올 혼 

합용매에서 재결정하여 진공 데시케이터 속에서 건조 

하여 사용하였다.

''毎Id: 86%. Anal. Calcd. for C14H16NQHCI: C, 63.52; 

H, 6.47; N, 10.58. Found: C, 63.20; H, 6.79; N, 10.40(%). 

UV/vis(water),左皿 nm(e, 261(3,300), 267

(3,000). IR(KBr, cm-1): 1668, 32240N-H), 1460, 1610 

(vC=C), 3415(vO-H). lH NMR(D2O): 8 3.20(CH2CH2 

2H), 3.20(CH2CH2 2H), 3.99(CH22H), 6,67(benzene 2H), 

7.05(benzene 2H), 7.64(pyridine 2H), 8.18(pyridine 1H), 

8.37(pyridine 1H). 13C NMR(D2O): 3 31.14, 46.15, 48.64, 

116.91, 118.32, 122.19, 127.36, 128.85, 133.27, 143.23, 

148.58, 152.42, 156.50. Mass(GC-mass), m/e: 228(M+), 

93 (base).
5-Bromo-2-[(2-pyridine-2-ethylamino)-methyl]- 

phenol (Br-PEMP) HC1°| 합성. 무수 메탄올 50mL에 

2-(2-aminoethyl)pyridine(0.02 M, 2.5 ml)과 5-bromo- 

salicylaldehyde(0.02 M, 4 g)을 가중]여 PEMP와 같은 방 

법으로 Br-PEMP H(가을 합성하였다.

Yield: 82%. Anal. Calcd. for Ci4Hi5BrN2O HCl: C, 51.28; 

H, 4.92; N 8.55. Found: C, 50.80; H, 5.10; N, 8.42. UV/ 

vis(water),入max, nm(E, 226(7,400), 261(3,900),

286(1,800). IR(KBr, cm1): 1630, 3215(8 N-H), 1470, 

1608(v C=C), 3445(v O-H), 580〜650(vC-Br). E NMR 

(DQ): 8 3.67(CH2CH2 2H), 3.39(CH2CH2 2H), 4.12(CH2 

2H), 6.73(benzene 1H), 7.33(benzene 2H), 7.78(pyridine 
2H), 8.39(pyridine 1H), 8.49(pyridine 1H). 13C NMRCaO): 

5 31.14, 46.32, 48.00, 112.85, 118.81, 120.51, 127.20, 

128.75, 135.47, 135.61, 143.44, 148.26, 152.56, 155.92. 

Mass(GC-mass), m/e: 306(M+), 93(base).

5-Chloro-2-[(2-pyridine-2-ethylamino)-methyl]-phenol 
(C1・PEMP)・HC1의 합성. 무수 메탄올 50mL에 2-(2- 

aminoethyl)pyridine(0.02 M, 2.5 mL)과 5<hlorosalicylaldehyde 

(0.02 M , 3.2 g)을 가하여 PEMP 와 같은 방법으로 Cl- 

PEMPHC1를 합성하였다.

、倒d: 89%. Anal. Calcd. for C]4Hi5ON2O HC1: C, 5937; 

H. 5.69; N, 9.89. Found: C, 58.00; H, 5.78; N, 9.50. UV/ 

vis(water),為唤，nm(E, M-lcnTl): 226(6,400), 262(3,600), 

286(1,800). IR(KBr, cm』)： 1625, 32250 N-H), 1465, 

1605(v C=C), 3475(v O-H). 595~780(v C-Cl). 

NMR(D2O): 8 3.38(CH2CH2 2H), 3.38(CH2CH2 1H), 

4.13(CH2 2H), 6.79(benzene 1H), 7.19(benzene 2H), 

7.79(pyridine 2H), 8.39(pyridine 1H), 8.49(pyridine 1H). 

13C NMR(D2O): 8 31.14, 46.32, 48.02, 118.33, 120.07, 

125.74, 127.21, 128.75, 132.55, 132.63, 143.48, 148.26, 

152.58, 155.44. Mass(GC-mass), m/e: 262(M+), 93(base).

5-Methoxy-2-[(2-pyridine-2-ethylamino)-methyl]- 

phenM(CHQ・PEMP) HCl의 합성• 무수 메탄올 50 mL 

에 2-(2-aminoethyl)pyridine(0.02 M, 2.5 mL)과 2-hydroxy- 

5-methoxy-benzaldehyde(0.02 M, 2.6 mL)을 가하여 

PEMP와 같은 방법으로 CRO-PEMPHCl를 합성하였다.

Yield: 85%. Anal. Calcd. for C15H18N2O2 HCI: C, 61.12; 

H, 6.50; N, 9.50. Found: C, 60.05; H, 6.78; N, 9.30. UV/ 

vis(water),為皿，nm(£, 226(4,500), 261(3,100) 

2003, Vol. 47, No. 6



572 김선덕 • 박영식

294(2,300). IR(KBr, cm-1): 1630, 3235(5 N-H), 1470, 

1607(v C=C), 3500(v O-H). 1HNMR(D2O):S 3.4O(CH2CH2 

2H), 3.40(CH2CH2 2H), 3.61(CH3O3H), 4.19(CH2 2H), 

6.91 (benzene 3H), 7.91 (pyridine 2H), 8.39(pyridine 1H), 

8.59(pyridine 1H). 13C NMR(D2O): 5 31.15, 46.28, 48.39, 

57.44,118.07,118.35,119.11,123.26,127.18,128.64,143.48,  

148.01, 150.54, 152.64, 153.60. Mass(GC-mass), m/e: 

258(M+), 93(base).

l-[(2-pyridine-2-ethylamino)-methyl]-naphthalen-2-ol 
(Naph-PEMP) HC12| 합성. 무수 메탄올 50 H에 2- 

(2-aminoethyl)pyridine(0.02 M, 2.5 mL)과 2-hydroxy-l- 

naphthaldehyde(0.02M, 3.5 mL＞을 가하여 PEMP오｝ 같 

은 방법으로 합성하여 Naph-PEMP・HCl를 얻었다.

Yield: 89%. Anal. Calcd. for CigHi^O HCl: C, 68.68; 

H, 6.08; N, 8.90. Found: C, 68.80; H, 6.10; N, 8.50. UV/ 

vis(water), 為诙, nm(e, M시cm-'): 261(5,600), 332(1,900). 

IR(KBr, cm시): 1650, 32150 N-H), 1462, 1612(v C=C), 

3510(v O-H).旧 NMR(D2O): 5 3.29(CH2CH22H), 3.32 

(CH2CH22H), 사.59(CH2 2H), 7.01(naphthalene 1H), 7.25 

(naphthalene 1H), 7.42(pyridine 2H), 7.72(naphthalene 

4H), 8.27(pyridine 1H), 8.45^)yridine 1H). 13C NMRQO): 

8 31.18, 43.31, 46.42, 109.52, 118.70, 122.76, 125.34, 

127.19, 128.65, 129.40, 129.88, 130.53, 133.77, 133.99, 

143.34, 148.07, 152.64, 155.78. Mass(GC-mass), m/e: 

278(M+), 93(base).
전위차 법에 의한 리간드의 양성자 해리상수 결정. 

합성된 각 리간드의 양성자 해리상수 값을 얻기 위한 

실험은 H-PEMPHC1, Br-PEMPHCl, C1-PEMPHC1, 

CH3O-PEMP HCI 및 Naph-PEMP HCl 각 리간드를 수 

용액에 녹여 2.5X10-3 M이 되도록 만들어 0.1 M KOH 

수용액으로 전위차 법으로 적정하여 적정 중 변화되는 

pH값을 측정하였다. 이때 적정액의 이온세기00는 0.1 M 

KNOj로 0.1 이 되게 하였다. 적정용액의 내부에 존재하 

는。2와 CO?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질소기류를 통과시 

켜 적정하였고 물의 이온곱(Ks＞은 1O 1378 값을 사용호卜 

여 계산하였다. 측정된 pH값으로부터 각 리간드의 양 

성자 해리상수 값은 Fortran 77로 만들어진 PKAS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侦

전위차 법에 의한 착물 안정도상수 결정. 합성된 각 

리간드와 Co(n), Ni(n), Cu(n)및 Zn(U)염 2.5X 10-3 M 

수용액을 0.1 M KOH 수용액으로 전위차법으로 적정 

하여 적정 중 변화되는 pH깂을 측정하였다. 이때 착물 

의 안정도상수를 구할 때 사용되는 기본 값으로 리간드 

농도(mmole), KOH의 농도(mole)와 부피 (mL), 용액의 

초기 부피 (mL), 리간드의 양성자 해리단계 수, 용매의 

pK값, CO?의 퍼센트 및 적가된 KOH의 부피 (mL)에 

따른 pH의 변화 값을 BEST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값이 0.03 이하의 값을 얻어낸다. 그리고 컴퓨터 연산 

자는 적정곡선으로부터 얻은 평형값을 입력하여 K她값 

과 값을 1.0X10T씩 반복하여 증가시키면서 Of, 값을 

보정하여 BEST 프로그램에 의해 계산된 착물 인정도 

상수 값을 얻었다.”

결과 및 고찰

리간드의 합성. 염산 염 형태로 합성된 H-PEMP HC1, 

Br-PEMPHCl, C1-PEMPHC1, CHQ-PEMPHCl 및 

Naph-PEMPHCl의 C, H, N 원소분석 결과는 실험치와 

계산치가 잘 일치하였고, 자외선 흡수스펙트럼 결과는 

각 리간드의 극대흡수 봉우리(為並)가 226-332 nm 범 

위에서 나타났다. 이는 아민기로 인한 n — 7t* 전자전 

이와 벤젠 및 피리딘의 이중결힙에 의한 7t 7 兀*의 전 

자전이에 의한 흡수 때문이다.”非 이들 리간드의 적외 

선 흡수스펙트럼 결과를 보면 1640 cm-1 근처에서 나 

타나는 시프염기의 이민기의 봉우리는 완전히 이차 아 

민기로 환원되어 나타나지 않았다. N-H 신축진동은 

3415-3520 cm-1 근처에서 폭넓게 나타났고, N-H 굽힘 

진동은 1625-1668 cm』에서 방향족의 C=C 이중결합 

의 신축진동은 1460~1470과 1605-1612 cm-1 범위의 

두 곳에서 , Br-PEMP과 C1-PEMP의 C-Br과 C-C1의 신 

축진동은 580-780 cnL범위 내에서 나타났다.

■H NMR 스펙트럼 결과는 H-PEMP의 탄소사슬의 수 

소는 3.20, 3.22 및 3.99 ppm 세 곳에서 , 벤젠의 수소는 

6.67과 7.05 ppm두 곳에서, 피리딘의 수소는 7.64, 8.18 

및 8.37 ppm 세 곳에서 나타났다. Br-PEMP 및 C1-PEMP 

는 H-PEMP와 같이 탄소사슬의 수소가 3.38-4.13 ppm 

범위의 세 곳에서 봉우리가 나타났고, 벤젠고리의 수소 

는 치환기를 가지므로 6.73-7.33 ppm 범위에서 PEMP 

와 다른 비 값의 봉우리가 나타났고, 피리딘의 수소는 

H-PEMP와 같이 세 곳에서 나타났다. CHQ-PEMI는 

메톡시기의 수소가 3.61 ppm에서 나타났고, Br-PEMP 

및 Q-PEMP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Naph-PEMP는 

탄소사슬과 피린딘의 수소가 H-PEMP의 경우와 거의 

같았고, 나푸톨의 수소는 7.01, 7.25, 7.72 ppm 세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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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피리딘의 수소는 H-PEMP와 같이 세 곳에서 각각 

나타났다. 13C NMR의 결과를 보면 PEMP, Br-PEMP 

및 C1-PEMP의 이차 아민기 근처의 탄소는 6가 31.14- 

46.64 ppm 범위에서 세 개의 봉우리가 나타났고, 피리 

딘을 포함한 벤젠고리의 탄소는 112.19~156.5 ppm 범 

위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H-PEMP는 피리딘과 벤젠고 

리의 탄소 봉우리가 122.19 ppm에서 겹쳐 나타나 열 

개의 봉우리가 나타났고, Br-PEMP 및 C1-PEMP는 겹 

친 봉우리가 없어 열한 개의 봉우리가 나타났다. CH3O- 

PEMP는 Br-PEMP 및 C1-PEMP의 경우와 거의 같았으 

나 메톡시기의 탄소봉우리가 57.44 ppm에서 나타났다. 

Naph-PEMP의 경우 아민기 근처의 탄소는 H-PEMP 등 

과 거의 같았고, 피리딘을 포함한 나프톨기의 탄소는 

109.52-155.7 ppm에서 열 다섯 개의 봉우리가 각각 나 

타났다.

질량스펙트럼의 결과를 보면 H-PEMP의 경우 분자 

량에 해당하는 분자이온(M*) 봉우리가 질량 대 전하 비 

값(m/e)이 228에서 나타났고, 93에서 나타나는 기준봉 

우리는 피리딘에 메틸기가 한 개 더 포함된 질량 값 

(GH7N)이다. Br-PEMP 경우 분자량에 해당하는 분자 

이온(M+) 봉우리가 306에서 나타났고, C1-PEMP는 

262(M伊］서, CHQ-PEMP는 258(M+)에서, Naph-PEMP 

는 278(M+)에서 나타났다. 기준봉우리는 H-PEMP와 같 

이 모두 93에서 나타났다. 또한 모든 리간드 합성에서 

출발물질인 2-(2-aminoethyl)pyridine 질량에 해당하는 

121의 봉우리가 공통으로 나타났으며, 각 치환기(Br-, C1-, 

CH3O-H 해당하는 분절봉우리도 확인할 수 있었다. 위 

에서 고찰한 자외선 흡수분광법, 적외선 흡수분광법, 'H 

NMR 및 "C NMR분광법, 질량분석법 및 C, H, N 원소 

분석법의 결과를 통하여 피리딘과 페놀을 포함하는 세 

자리 NQ계 리간드 H-PEMPHC1, Br-PEMPHCl, C1- 

PEMP HC1, CH3O-PEMPHCI 및 Naph-PEMP-HCl의 합 

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위차법에 의한 리간드의 양성자 해리상수 결정. 합 

성한 각 리간드를 0.1 M KOH 염기 표준용액으로 전위 

차 적정하여 적정 중 변화되는 수소이온농도로부터 계 

산된 각 리간드들의 양성자 해리상수(logKi?)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의 결과에서 합성된 각 리간드 

는 모두 3 단계로 양성자 해리가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이때 페놀성 히드록기 양성자의 해리상수(logK；)은 

9.27-10.51 범위에서, 이차 아민기의 양성자 해리상수 

(logK?1)은 6.10-9.55 범위에서, 피리딘의 양성자 해리

Table 1. Proton dissociation constants for CHQ-PEMR Naph- 
PEMP H-PEMP, Cl-MPEP, and Br-MPEP in water at 25 °C 
and 卩=0.1 (KNO3)

Ligand 10gK|H y logK3H mg 8

Br-PEMP 9.27 6.10 1.34 16.71
Cl-PEMP 9.39 6.72 1.56 17.67
H-PEMP 9.62 7.57 1.83 19.02
Naph-PEMP 9.87 7.63 2.56 20.06
CH3O-PEMP 10.51 9.55 2.78 22.84

상수(logK：)은 1.34-2.78 범위에서 각각 나타났다. 각 

리간드의 총괄 양성자 해리 상수(log。) 값은 CH3O- 

PEMP > Naph-PEMP > H-PEMP > Cl-MPEP > Br-MPEP 
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총괄 양성자 해리상 

수 값은 치환기가 전자를 밀어주는 그룹일수록 큰 값을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은 경향은 방향족 

화합물의 치 환기 효과를 정 량적으로 나타내는 Hammett 

식의 치환기상수(。) 값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Hammett 

식에서 치환기는 전자를 밀어주는 그룹(CHQ-, H-, CH3-) 

과 전자를 당기는 그룹(NCb-, Br-, C1-)으로 나눌 수 있 

다. 이 때 여러 치환기가 파라 위치에 치환되어 있을 때 

치환기상수(珏) 값의 크기는 CH3O-<H-<Cl-<-Br의 

순서로 증가한다.心2 특히 살리실알데히드의 경우 결합 

된 치환기가 전자를 밀어주는 그룹을 가진 리간드의 염 

기도는 높아지고, 전자를 당기는 그룹의 리간드의 염기 

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가진다.源 따라서 페놀성 히드록 

시기의 양성자 해리상수(logK?1) 값을 보면 Br-PEMP 

의 경우는 9.27로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고, CH3O- 

PEMR은 10.51 로가장큰 값을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1에서와 같이 합성된 리간드의 페놀성 히드록 

시기 양성자 해리상수(logK『) 값은 총괄 해리상수(10郎) 

값과 같이 Br-PEMP < C1-PEMP < H-PEMP < Naph-PEMP 

< CHQ-PEMP의 순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위차 적정 중 염기가 적가됨에 따라 적정 중 생성 

되는 양성자 해리 분포율은 Fig. 1과 같다. Fig. 1의 결 

과를 보면 적정 중 생성되는 H3L, H2L, HL 및 L 화학 

종 봉우리의 전체적인 분포는 합성된 각 리간드들의 페 

놀의 히드록시기 양성자 해리상수 값(logK?1)과 총괄 

양성자 해리상수 값(log。)의 크기 순서와 같이 오른쪽 

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Fig. 1의 결과에서 

와 같이 치환기상수(하>) 값이 가장 큰 CH3O-PEMP의 

해리 분포곡선이 가장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향과도 

일치하였다. 따라서 합성된 리간드의 양성자 해리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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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lative concentrations of Br-PEME Cl-PEMR H-PEME Naph-PEMP, and CH3O-PEMP species fonned as a function of 
-log[H+] in water.

율 곡선은 각 치환기에 의한 리간드의 염기도 영향을 

설명하여 준다.

전위차법에 의한 착물 안정도상수 결정. 합성된 세 

자리 리간드의 H-PEMP의 양성자 해리 전위차 적정곡 

선과 Co（n）, Ni（n）, Cu（n）및 Zn（n）이온의 착물 안정 

도상수 결정을 위한 전위차 적정곡선을 Fig. 2에 나타 

내었다. Fig. 2의 전위차 적정곡선의 결과와 같이 H-PEMP 

의 양성자 해리는 중화도 값이 a=3 이전에 완전히 해 

리됨을 알 수 있고, 금속이온과 H-PEMP의 전위차 적 

정곡선에서 Cu（U）의 경우 ML 착물은 중화도 값이 a=3 

정도 범위일 때 착물이 생성됨을 알 수 있고, Ni（n）, 

Co（n）및 Zn（U）의 경우 ML 착물은 a=l.5-2.0 일 때, 

ML凋 착물은 a=3.5~4.0 정도에서 생성됨을 알 수 있 

다. 여기서 중화도 a값은 염기를 적가할 때 양성자가 중 

화되는 염기의 당량을 나타낸다. 이때 적정을 통해 염 

기가 적가됨에 따라 용액의 수소이온농도가 감소하여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새로운 NQ계 세 자리 리간드의 합성과 전이금속 착물 안정도상수 575

Fig. 2. Potentiometric equilibrium curves of H-PEMP com
plexes of Cu(II), Ni(n), Co(II), and Zn(II) in water at 25 °C 
and ^=0.1(KNO3)； KOH=0.1 M; Tl=Tm=1.0x10"3M. a is the 
number of equivalents of KOH added.

양성자와 경쟁반응이 감소되여 착물생성이 용이하게 된다.

Fig. 2와 같이 전위차 적정 중 변화되는 pH깂를 BES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한 착물 안정도상수(logML 

및 logML2)값은 Table 2에 나타냈다.

Table 2에서 보듯이 전이금속에 따라 착물의 안정도 

상수 값은 Co(U) < Ni(U) < Cu(II) > Zn(H)의 순서로 나 

타났다. 일반적으로 안정도상수의 크기는 금속이온의 

전하밀도가 클수록, 그리고 금속이온의 크기가 작을수 

록 착물의 안정도는 커지므로 결과에서 착물 안정도상 

수 값은 Co(II) < Ni(II) < Cu(n)> Zn(II)의 순서로 Irving- 

Williams 순서와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착물 안정도상 

수는 양성자 해리상수 값에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총괄 양성자 해리상수 값이 제일 큰 CHQ-PEMP의 경 

우 전이금속이온들과 착물의 안정도상수는 가장 큰 값 

을 나타낸다. 이는 CHQ-PEMP의 메톡시기가 전자를 

밀어주게 되어 페놀의 히드록시기 산소에 전자밀도7卜 

증가하여 염기도가 증가하므로 전이 금속이온들과 착물 

을 잘 생성할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치 

환기는 착물 안정도상수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치환기 

가 서로 다른 각 리간드의 전이금속 착물 안정도상수 

값은 Hammett식의 치환기 상수(珏)크기 순서인 CH3O- 

PEMP > Naph-PEMP > H-PEMP > Cl-PEMP > Br- 
PEMPS- 증가함을 알 수 있다. ”J3 이와 같이 리간드에 

치환기들은 안정도상수 값 이외에 착물의 다른 특성에 

도 영향을 준다, 그 예로 Mn(III)와 산소질소계 다섯 

자리 시프염기 SALDPT의 착물 Mn(ZSALDPT)NCS 

(Z=5-H, 5-NO2, 5-Br, 5-0CH& Naph 등)의 경우을 보 

면 착물 환원전위(Ep)값은 치환기에 따라 -NO2<-Br< 

-H<-OCH3<-Naph 순서로 증가하였고, 페놀 C-O기 

탄소의 "CNMR의 화학적 이동(6) 값은 -NC>2< -OCH3 

< -Br <-H< -Naph의 순서로 큰 값을 나타내었다.” 이 

와 같이 치환기는 종류 및 위치에 따라 착물 특성에 크 

게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은 Co(II), Ni(n), Cu(n)및 Zn(H)금속이온과 H- 

PEMP 용액을 염기로 전위차 적정 중 생성되는 각종 화 

학종의 분포곡선이다. Fig. 3의 결과를 보면 pH 6~8 범 

위 영역에서 금속이온과 H-PEMW의 혼합물은 적정이 

진행됨에 따라 리간드의 양성자는 거의 해리되어 氏1와 

HL 화학종은은 사라지고 ML 착물이 생성이 완료되고, 

ML? 착물 생성이 시작되는 pH 범위임을 알 수 있다. 

이 때 적정이 더 진행되어 염기가 더 적가되면 MU 착 

물이 생성된다. 이때 ML형 화학종의 분포율이 낮고 

ML?형의 화학종의 분포율이 높은 것은 Table 2의 착물 

안정도상수 값(logM但 및 logMU)의 결과와 같았다. 이 

결과는 한 예로 H-PEMP와 거의 같은 화학구조를 가 

진 세 자리 NzO계 시프염기 SALZ-AMP와 SALZ-AEMP 

(Z=5-H, 5-NCb, 5-C1, 5-CHK), Naph)의 경우을 보면 

1:1의 ML형 Cu(n)착물은 H20, DMSO 및 CHC13 용 

매에서 염소나 페놀성 히드록시기의 산소가 다리결합

Table 2. Stability constants for Co(H), Ni(n), Cu(n), and Zn(H) complexes of PEMP ligands in water at 25 °C and |l=0.1 (KNO3)

Ligand
Cu(II) Ni(H) Co(n) Zn(H)

logML logML? logML logML/ logML logML2 logML logML2

Br-PEMP 5.11 13.40 4.86 12.86 4.27 12.31 4.52 12.64
Cl-PEMP 6.08 14.60 5.34 13.71 4.18 12.17 4.84 13.54
H-PEMP 6.68 14.69 5.57 14.57 6.18 14.34 6.21 14.58
Naph-PEMP 8.08 16.10 7.69 15.90 6.91 14.89 7.43 15.43
CH3O-PEMP 8.18 17.18 7.71 16.72 6.97 15.97 7.3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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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pecies concentrations relative to H-PEMP in aqueous solution of H-PEMP/Cu(H), H-PEMP/Ni(II), H-PEMP/Co(II), 
and H-PEMP/Zn(n)as ftinction of -log[H+].

을 하여 (ML)2 또는 (MLX)2 (X=C1)형태의 이합체가 

생성되기도 하나, Ni(II) 및 Zn(II)과 같이 Cu(H)이온도 

주로 1:2의 ML2형의 착물을 생성한다고 하였다.鎌

결 론

피리딘과 페놀을 포함하는 NQ계 새로운 세 자리 리 

간드 H-PEMP-HC1, Br-PEMPHCl, C1-PEMPHC1, 

CHjO-PEMP HCl 및 Naph-PEMP HCl 염산 염을 합성 

하였다. 합성된 리간드는 적외선 분광법, 자외선 분광 

법, 'HNMR및 "CNMR분광법,질량분석법 및 C,H,N 

원소분석법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합성된 각 리간드를 

전위차 법으로 적정하여 페놀성 수산기, 이차 아민기 

및 피리딘의 3단계 양성자 해리상수(logK„H)를 구하였 

다. 이때 계산된 각 리간드의 총괄 양성자 해리상수 

(logP) 값은 CH3O-PEMP > Naph-PEMP > H-PEMP > 

Cl-PEMP > Br-PEMP로 나타났고, 전이금속 이온들의 

착물 안정도상수(logML 및 logML2) 값은 Co(n)<Ni(n) 

< Cu(II) > Zn(II)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치환기에 따 

른 각 리간드의 전이금속 착물 안정도상수 값은 각 리 

간드 총괄 양성자 해리상수 값와 Hammett^의 치환기 

상수(怀)값의 크기 순서인 CHQ-PEMP > Naph-PEMP > 

H-PEMP > Cl-MPEP > Br-MPEP와 잘 일치하였다.

본 연구는 2002년도 대구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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