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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알칼리금속이온(Li+, Na+, K+, Rb*, Cs*)과 아미드기를 포함하는 피리디노아자 크라운 화합물인 

DBPDA와 PDA의 착물형성에 대한 안정도상수, K를 전기 전도도법을 이용하여 여러 온도에서 측정하였다. 

각 온도에서 K값은 DBPDA의 경우 Cs+>K+>Rb+>Li+>Na+의 순서였으며, PDA의 경우는 Cs+>K+느 

Rb+>Li+〉Na+이었다. 또한 DBPDA가 PDA보다 이들 알칼리 금속 이온에서 더 큰 K값을 보여주었다. 넓은 

의미를 갖는 “Hole-Size-Selectivity” 원리에 이들 착물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도 변화에 따른 

갯값으로부터 M와 TAS를 각각 구했으며, 이들 반응들은 엔탈피 기여에 따르는 착물형성반응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PDA의 경우 부분적인 엔트로피 항의 증가도 착물의 형성에 기여함을 알았다.

ABSTRACT. The stability constants, K for the complexation of alkali metal cations(Li*, Na*, K+, 
Rb+, and Cs+) with both 4,5: 13,14-dibenzo-6,9,12-triaza-bicyclo [15,3,1] heneicosa-1 (2l),7,19-trioxa-2,16- 
dione (DBPDA) and 6,9,12-trioxa-3t15,21-triaza bicyclo [15,3,1] heneicosa-1 (21),17,19- triene-2,16-dione 
(PDA) in N,N-Dimethylformamide (DMF) were determined conductomatically at vari。나s temperatures. 
At all the experiment temperatures, the K value sequences of the alkali metal ions with DBPDA and 
PDA are Cs^>K+>Rb+>Li+>Na+ and Cs+>K+>Rb+>Li+>Na+, respectively. The K values for DBPDA 
are larger those of PDA for alkali metal ions. The wid이y recounted "h이e-size・s이ectivity” principle 
is not applicable to these complexation systems. From the K values obtained at different temperatures, 
AH and TAS for these complexation reactions were determined. The enthalpy change plays principal 
important role in the complex formation by DBPDA. However, in the case of PDA, the entropy change 
also contributes to its complex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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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다양한 crown ether화합물이 합성되면서 이러한 

화합물과 금속이온과의 착물형성에 대한 연구가 많 

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거대고리 화합물의 리 

간드는 산소 또는 질소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으며, 이들 원자의 구성에 따라 금속이온과의 착 

물형성에 대한 안정도상수(stability constant)/} 서 

로 다르게 될 것이다. 최근 산소와 질소 원자가 모두 

포함된 아자크라운(azacrown)화합물의 착물화반응 

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J 특히 Kim 등2과 

Lamb 등3이 아미드가 포함된 아자크라운에 대한 

알칼리금속과의 착물형성 특성을 보고한 바 있는데, 

그들은 착물형성에 크라운화합물의 고리에 결합한 

아미드의 카르보닐산소와 고리에 있는 질소원자가 

리간드로서 다양하게 기여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아미드기가 포함된 아자크라운에 관한 착물 

화반응에 대한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지않다. 금속이온과 리간드와의 착물형성에 대한 

안정도상수 및 열역학적 값은 다양한 방법으로 결 

정할 수 있다. 안정도상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열량적정법“ 전위차법& 전기전도도법" 및 폴라로 

그라피법° 등이 이용되고 있는데, Evans 등'의 여러 

연구에서1。전기 전도도법으로 안정도상수를 결정하 

는 방법에 대한 유용성이 언급된 바 있다. 그들은 

DC-18-crown-6, DB-18-crown-6 등의 크라운에테르 

화합물을 이용하여 매우 묽은 반응물의 농도에서 

알칼리금속이온에 대한 안정도상수를, 1:1 착물을 

형성한다고 가정한 후 전기전도도법으로 결정하였 

는데, 이러한 안정도상수의 측정방법은 아자크라운 

화합물의 착물형성에 대하여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미드기를 포함하는 피리디 

노아자크라운화합물인 DBPDA와 PDA를 합성하 

여皿 알칼리금속이온에 대한 이 화합물의 착물화반 

응의 특성을 전기전도도법으로 조사하고 온도 변화 

에 따른 착물의 안정도상수값을 이용하여 이에 대한 

열역학적 값을 구하고자 하였다.

실험 및 방법

기기 및 시약. 전기전도도 측정은 TACUSSEL 
(type CD 78)을 사용했고, 이때 사용된 Celb은 TA

CUSSEL CMO2/88G이며, Cell 상수는 2.03이었다. 

전도도 보정은 YSI3161 의 1000 mho/cm(+ 0.25%) 
25t 를 이용하였다. Water Jacket의 50 ml 용기 에 

수분 및 공기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고순도 아 

르곤가스를 미량 흘려 주었다. 온도의 조절을 위해 

HAAKE A 80 Water Bath를 사용했다. DBPDA와 

PDA는 이미 보고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합성하여皿 

사용하였으며, 이들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丫。

시 (PD시

리튬, 나트륨, 세슘의 과염소산염은 Aldrich사 제 

품으로 탈염 수로 재결정하였다. 과염소산칼륨은 

Merck사 제품(99.5%)으로 정제하지 않고 사용하였 

다. 과염소산루비듐은 염화루비듐(Strem chemicals) 
의 수용액에 같은 당량의 과염소산(Aldrich) 용액을 

첨가하여 얻었고, 1:1 메탄올-물 혼합용액으로 재 

결정하였다. 모든 과염소산염들은 사용하기 전에 

140t, 3 mmHg에서 24시간 동안 건조하여 사용하 

였다. 용매로 사용한 N,N-dimethylformamide (Me- 
rck사 시약)은 두번번에 걸쳐 감압 재증류한 70% 
정도의 것을 받아 molecular sieve 4A (Aldrich사 

시약)을 깨끗이 씻어 건조한 후 증류한 DMF 용액 에 

넣어 48시간 방치한 후 사용하였다.

이때 정재된 DMF의 비전도도(specific conducta- 

nce)는 6X10~，ohm-'cmT이었다.

전도도 측정. 알칼리금속이온들과 아자크라운과 

의 착물에 대한 안정도상수는 다음과 같이 얻었다 13. 
알칼리금속의 광염소산염(5X10TM, 10mZ)의 DMF 
용액을 Cell에 넣은 다음, 용액의 전기전도도를 측 

정하고, 아자크라운에테르의 전체 농도를 전체 알 

칼리금속이온 농도의 4-5배까지 리간드(1~2><1(厂2 

M)의 DMF 용액으로 마이크로뷰렛을 이용하여 일 

정량씩 적가하여 전도도를 측정했으며, 온도는 5, 15 
및 25t 에서 각각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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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온이 리간드와 배위결합을 하면 그의 이온이 

동도(ionic mobility)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크라 

운에테르를 첨가하면 이온용액의 전기전도도가 변 

하며, 이러한 변화는 금속이온과 리간드에 의해 형 

성되는 착물의 양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매우 묽은 

실험적 조건 하에서 많은 크라운에테르들이 알카리 

금속 이온들과 1：1 착물을 형성한다고 보고된m 
바와 같이 측정된 당량전도도값, 厶를 전체 금속이 

온농도 대 전체 리간드농도비에 대해 도시했을 때 

직선이 얻어지는 것으로 보아 알칼리금속이온과 1: 
1 착물을 형성한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착물형성에 

대한 평형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M+ + L = ML+ (1) 

-(1-(1 - a) [M]

여기서 M+, L 그리고 a는 알칼리금속양이온, 

크라운에테르 및 해리된 알칼리금속이온의 분율이 

다. 따라서 착물의 안정도상수, K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K= [A亿+]/["][切=(1 一 a)/a[£] ⑵

측정 된 전기전도도, K는 다음과 같다.

K= Km+ + Kml+ (3)

여기서 ⑶+는 알칼리금속이온의 전기전도도이고 

聞+는 알칼리금속이온과 크라운착물의 전기전도도 

이다. 厶는 다음과 같다.

Am+ = KM+/LM+ ] = k財(4)

Aml — Kml+/LML+] = Kjfl,+/(1 — ⑸

여기서 4“+는 알칼리금속염의 당량전기전도도이 

고，1以+는 크라운에테르의 알카리금속염 착물의 

당량전기전도도이다. (4)식과 (5)식의 결과처럼, (3) 
식도 다음과 같이 변형될 수 있다.

A = -a Amx + (1~a) AML + (6)

이 식에서의 당량전도도는 각 이온에 의해 나타난 

전도도의 평균값임을 의미한다. 크라운화합물의 농 

도는 1AXW~3MS. 낮게 유지됨으로 점도변화는 

무시할 수 있고, 전해질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내부이온효과로부터 야기되는 주요 보정은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크라운용액은 일정한 이온 

강도하에서 common anion과 혼합된 전해질 용액 

으로 간주할 수 있다. Common anion의 이동에 대한 

서로 다른 활동도를 가진 여러 양이온들의 영향때 

문에 두번째 수정이 필요한데, Kell과 Gorden은 

KCl-LiCl 혼합물의 측정에서 실험적인 오차에 비교 

해 볼 때, 이러한 수정은 거의 무시할 정도로 작다고 

지적했다". (6)식의 결과처럼 (2)식은 다음과 같이 

바꿔 쓸 수 있다.

K= (Am+ — /!)/(A—Aml+)[切 (7)

여 기 서 [切 니工丄 一 [切, (A M+ - A)/(A 血+) 이 

다. K값은 [Af] 에 대한 [切의 값이 무한대로 클 때 

4以+의 값은 A값으로부터 계산된다. 실제의 K값과 

4w+값은 Marquardt Algorithm을 사용해서 nonli

near least-square analysis로 계산된匸F.
본 연구에서의 전도도 측정은 여러 온도에서 DB- 

PDA 및 PDA를 리간드로 하여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및 세슘의 과염소산염의 DMF용액에서 수 

행하였다. 크라운 에테르를 과염소산염에 첨가하면 

즉시 착물을 형성함으로 일정한 값의 전도도를 유 

지하였다. 각 온도에 대한 DBPDA와 과염소산세슘 

의 DMF용액에서의 A 대 目]/의 관계를 1 

에 나타내었으며, PDA에 대해서는 F谊.2에 나타내 

었다. 여기서 리간드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八가 

감소하여 착물이 형성됨을 알 수 있었다. 다른 알 

칼리금속의 과염소산염에 대한 결과는 도시하지 않 

았으며, 실험값으로부터 (7)식을 이용하여 같은 방 

법으로 K값을 구하였다心 25t 에서 DBPDA에 의한 

실험결과는 Kim 등2의 실험결과와 거의 같은 값이 

얻어졌다. 알칼리금속이온과 DBPDA와의 착물형성 

에 대한 안정도상수값의 순서는 Cs+>K+>Rb*> 

Li+>Na+임을 보여주었는더], PDA의 경우도 Cs*> 

K+>Rb+>Li+>Na+의 순서였다0况屁 1). 그러나 

루비듐과 칼륨은 거의 유사한 값으로 두 크라운화 

합물의 알칼리금속에 대한 착물형성의 경향은 유사 

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경향은 일반적으로 예 

상되는 cavity-이온반경비율의 효과와는 다른 결과 

로서, 특히 세슘이온의 상대적으로 큰 안정도상수의 

값은 크라운화합물의 구조에서 고리의 밖으로 향하 

고 있는 카르보닐 산소와의 상호작용에 기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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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og K, AH, and TAS values for the comple- 
xation of alkali metal ions both DBPDA and PDA 
in DMF

Azacrown Cation
log K 

(at 25t)
AH

(kJ'mor1)
TAS 

(kj*mol-1)

DBPDA。 2.32 ± 0.03 -13.7 -0.5
2.03± 0.03 -13.8 -2.2
2.51 ±0.02 -18.6 -4.3
2.42 ± 0.03 -15.7 -1.9
2.71± 0.05 -27.0 -11.5

PDA 1.83 ± 0.01 -8.8 1.6
1.74± 0.04 -10.0 -0.1
1.98± 0.02 -8.2 3.1
2.03± 0.03 — 8.1 3.5
2.61 土 0.03 -14.8 -0.1

“Ref. 2.

것으로 여겨진다 16. 이것은 원자반경이 가장 큰 세 

슘에 대하여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한편 리듐이온의 

경우 가장 작은 안정도값이 예상되는데 오히려 칼 

륨이온보다 다소 큰 값을 보여주었다. 크라운화합 

물을 이루고 있는 피리딘, 아미드 또는 벤젠고리의 

구조가 큰 공명구조를 형성하여 질소 리간드 쪽의 

평면구조를 강화시켜 주며, 다른 쪽에 포함된 산소 

원자들이 질소와 구분되는 공간을 형성하게 된다. 

이때 보다 Hard한 리튬이온이 산소쪽으로 치우쳐 

고리와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 

라서 DBPDA나 PDA는 일반적인 크라운에테르의 

리간드보다 복잡한 결합자리를 가지고 있다할 것이 

다.

또한 DBPDA 착물의 K값은 각 온도에서 PDA보 

다 모두 큰 값을 보여주었다. PDA에 비해 DBPDA는 

두개의 벤젠고리를 갖고 있으며, 이것은 전자의 비 

편재화에 의한 아자크라운고리의 평면구조를 PDA 
보다 더욱 강화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 

조적 차이는 두 아자크라운 화합물의 안정도상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의 

차이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은 

분명치 않다. 반면에 전자를 잡아당기는 성질을 가 

지는 벤젠고리의 존재는 리간드와 양이온과의 친화 

력을 감소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효과와는 달리 실 

험에서 얻은 안정도상수값은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 

었다. 이러한 안정도상수값에 대한 실험결과는 착 

물형성에 대한 열역학적 결과로부터 부분적으로 설 

명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온도에서 측정된 K값으로부터 착물형성에 

대한 열역학적인 값, 즉 소H 및 70S가 결정되고 

이들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대부분 

착물형성반응의 엔탈피는 큰 음의 값을 보여 주어 

전체반응의 자유에너지의 값이 음의 값을 갖게 함 

으로 이 반응이 엔탈피의 의존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안정도상수의 값이 가장 큰 세슘에 

대하여 가장 큰 음의 엔탈피값이 나타났다. PDA에 

대한 는 DBPDA 보다 작은 음의 값을 갖는데, 

이것은 안정도상수의 값에 대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아자크라운 화합물에 대한 안 

정도상수값의 순서는 작은 엔탈피값의 차이를 보여 

주는 경우에 엔트로피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리 

튬의 경우 나트륨보다 음의 엔탈피 값이 작았는데, 

이러한 엔탈피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큰 엔트로피 

값에 의해 전체적인 안전도상수값의 크기가 나트륨 

보다 큰 값을 갖는다. 리튬에 대한 엔트로피값의 

변화는 착물형성의 구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즉 거대고리 내부의 산소원자쪽에 치우쳐 결합하는 

것은 다른 금속이온보다 더 작은 엔트로피의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한편 DBPDA의 경우 70S항의 값이 모두 음의 

값을 보여 주어 일반적인 착물의 형성반응, 즉 엔 

트로피가 감소하는 반응임을 보여 주었다. 반면에 

PDA의 경우 TAS항의 값이 양의 값을 갖거나 아주 

작은 음의 값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일반 

적인 착물화반응과는 다른 것이다. 왜냐하면 리간 

드와 금속의결합은 대부분 엔트로피의 감소를 의미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엔트로피의 증가는 리간드 

및 금속이온과 용매와의 상호작용에서 기인하는 것 

으로 생각할 수 있다. 벤젠고리가 없는 PDA가 극 

성이 큰 DMF용매와 더 크게 상호작용하여 착물화 

반응에 용매가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착물화반 

응에 대한 엔트로피값에 용매화 반응의 결과가 영 

향을 미쳐 엔트로피를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PDA의 경우는 엔탈피뿐만 아니라 엔트로피도 부분 

적으로 착물형성에 기여하게 된다. 이것은 크라운 

화합물과 금속이온과의 착화물반응은 이들의 배위 

결합 이외에 용매에 의한 열역학적 효과를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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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양한 용매 에서의 아자크라운화합물의 금속이온 

에 대한 착물화반응에 대한 연구는 크라운화합물의 

금속이온에 대한 착물화반응 메카니즘의 규명에 기 

여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1990년도 교육부 기초과학연구 학술 

연구 조성비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하여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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