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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Ⅱ)와 diamine, aminothiol 그리고 dithiol과의 착물을 합성하여, 동일한 조건 하에서 DFP 분해반응성을 평가하였다. 

실험결과 Lewis basicity가 높은 유기물질일수록 DFP의 분해반응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N donor인 diamine에 

비해 전자를 더 잘 제공하는 S donor를 가진 aminothiol과 결합된 Cu(II) 착물이 DFP의 가수분해 반응에 약 3배 정도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Lewis basicity가 더 높은 dithiol 리간드를 사용한 경우 Cu(II)(1,2-ethane dithiol)(NO3)2의 

난용성으로 인해 heterogeneous 조건하에서 반응속도를 측정하였음에도 homogeneous 조건하에서 측정한 Cu(II) (ethyle-

nediamine)(NO3)2 반응보다 약 1.6배 효과적이었다. DFP 분해에 대한 제올라이트의 반응성 평가에서 NaY의 경우 DFP 

가수분해 반응을 촉진시키지 못하였으며, RuNaY는 DFP분해 반응이 Cu(II)-organic complex의 반응성에 비해서는 효과

가 떨어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Cu(Ⅱ)-organic complexes were synthesized with Lewis base organic ligands including diamine, aminothiol, and dithiol to de-

termine the reactivity for DFP hydrolysis. Results show that the aminothiol catalyst enhances the hydrolysis of DFP in three 

folds compared to diamine type because aminothiol has higher basicity than diamine. Due to low solubility of 

Cu(II)(1,2-ethane dithiol)(NO3)2, it is impossible to compare directly the rates in homogeneous condition. However, the rate 

of dithol complex is even 1.6 times faster than that of the diamine type. The reactivity of zeolite for DFP hydrolysis is also 

evaluated. NaY type does not promote the hydrolysis, but RuNaY shows relatively lower reactivity than those of Cu(II)-organic 

ligands comple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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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일반적인 구조를 가지는 유기인 신경작용제는 신경전달부분인 시

냅스에 있는 아세틸콜린에스터라제의 활성자리인 serine hydroxyl기를 

phosphorylation하여 P-O-C 결합을 형성함으로써 신경전달물질인 아

세틸콜린의 가수분해를 억제시킨다. 그 결과로 심장박동수의 감소, 전

신경련 등의 현상이 지속되어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한다. 신경작

용제 분해반응 연구는 구조가 유사하나 독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dii-

sopropyl fluorophosphate (DFP)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Figure 1).

  Figure 2에서 보는 것처럼 신경작용제는 O = P - O 결합의 분극화 

현상으로 중심원자인 P에 부분 양전하가 발생하며, 이때 nucleophilic 

attack에 의해 기능기 X가 치환되어 독성을 상실하게 된다. 여기에서 

P-X 결합에너지는 수백 kJ/mol에 달하기 때문에 상온에서의 치환반응

에는 수일∼수주 이상의 긴 시간이 요구되며, 반응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중심원자 P의 positive 전하를 높여주고 중심원자 P 주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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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이에 nucleophile을 위치시켜 공격이 용이하게 해야 한다.

  최근에 이르러 o-IBA 유도체와[1-3] 일부 Cu 킬레이트 화합물들은

[4-11] 여러 종류의 유기인 독성물질에 대한 가수분해 반응성이 높고 

turn-over가 일어나는 것이 보고된 바 있어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켜 

왔다. 촉매로 작용하는 금속이온이나 킬레이트들은 general acid 촉매

로 작용하여 친핵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연

구는 전이금속을 이용한 촉매연구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실에서는 Cu(II) 킬레이트에 의한 DFP 분해 반응에서의 

N-donor 리간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ipyridine, N,N,N',N'-tetra-

methylethylenediamine (tmen), N,N'-dimethylethylenediamine (dmen) 

등 여러 종류의 Cu(II) 킬레이트들에 의한 DFP 분해 반응속도를 비교

한 결과 DFP 분해반응 속도는 ligand에 있는 N 비공유 전자쌍의 ba-

sicity와 비례관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N-N 리간드에 비해 basicity가 더 높은 S-donor인 N-S 및 S-S 리간드

를 이용한 Cu(II) 킬레이트를 합성하여 DFP 분해속도를 비교하였다.

  전이금속촉매를 사용한 화학작용제 가수분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나노물질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제올라이트의 화학작용제 분해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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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X R1 R2

GA CN N(CH3)2 C2H5

GB F CH3 CH(CH3)2

GD F CH3 CH(CH3)C(CH3)3

VX SCH2CH2-N[CH(CH3)2]2 CH3 C2H5

DFP F OCH2(CH3)2 CH2(CH3)2

Figure 1. The structure of nerve agents and DFP.

Figure 2. General reaction mechanism of an organophosphorus com-

pound by nucleophile attack.

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제올라이트는 결정의 구조와 구성하는 실

리콘과 알루미늄의 비율에 따라 A, X 또는 Y, L 및 ZSM-5 등의 종류

로 구분된다. 이 중 X 또는 Y 형태는 제올라이트를 구성하는 실리콘

과 알루미늄의 비율이 각각 X형(Si/Al = 1∼1.5) 또는 Y형(Si/Al = 1.6

∼3)로 구분되며 내부는 약 13 Å 정도의 새장형 공동을, 외부는 7.4 

Å 정도크기의 입구를 가지고 있다(Figure 3). 새장형 공동의 크기와 

전자적 환경은 물질의 흡착과 확산 등 제올라이트의 촉매적 성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올라이트의 촉매 성질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Ru, Rh 등의 양이

온을 치환시켜 사용하고 있으며, C-13 NMR을 사용한 제올라이트의 

독성물질 분해반응연구에서 AgY와 NaY가 VX 신경작용제를 분해하

는 반감기가 각각 약 6.6시간과 5일 이상으로 보고된 바 있다[13]. 또

한 나노크기의 Al2O3를 사용하여 신경작용제 VX, GD 등에 대한 분해 

반응 연구에서는 VX의 반감기가 6.4일, GD의 반감기가 1.8시간으로 

보고되었다[14-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올라이트의 독성물질 분

해성능을 참고로 수용액 중에서 제올라이트의 가수분해 반응성을 알

아보고자 하였다.

2. 실    험

2.1. 촉매 합성

  실험에 사용된 시약은 미국의 Sigma Aldrich, 독일의 Merck 사의 

제품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미리 알려진 방법으로 

정제하여 사용하였다. 특히 DFP는 독성이 강한 물질로 Fluka 제품을 

Figure 3. Skeletal structure of zeolite X or Y.

스위스에서 직수입하여 사용하였다. 제올라이트는 Sigma Aldrich사의 

NaY-type을 사용하였고, 제올라이트 치환에 사용된 루테늄은 Sigma 

Aldrich사의 hexaamineruthenium (Ⅲ) chloride 98 %를 사용하였다. 가

수분해 반응속도 측정은 Orion EA 940 Expandable ion analyzer에 F
-
 

selective electrode (96-09BN 모델)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pH의 

측정 또한 Orion EA 940 pH Electrod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1.1. Cu(II)(ethylene diamine)(NO3)2

  Ethylene diamine (Sigma Aldrich사) 5.05 mL (0.053 mol)을 meth-

anol 50 mL에 녹인다. 이후 copper nitrate hemipentahydrate (Sigma 

Aldrich사) 2.7 g (0.0583  mol)을 methanol 50 mL에 녹인 용액을 점적

한 후 40분간 교반해준다. 이때 청색의 고체가 생성되며 이를 glass 

filter로 분리하면서 methanol로 씻은 후 진공건조기에서 24시간 이상 

건조하여 청색의 고체 1.16 g을 얻었다.

   

2.1.2. Cu(II)(2-aminoethanethiol)(NO3)2

  2-Mercaptoethylamine hydrochloride (Sigma aldrich사) 5.1 g (0.083 

mol)을  THF와 methanol (1:1) 60 mL에 녹인 후 sodium hydroxide 2.0 

g을 추가로 부가해준 뒤 10분간 교반해준다. 이 때 흰색의 고체가 생

성되며 pH paper를 통하여 용액의 pH를 확인한 결과 약염기의 성질

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glass filter로 분리하고 용매를 감

압 증류한다. 흰색의 고체가 얻어지면, 이를 methanol 50 mL에 녹인

다. 이 용액에 copper nitrate hemipentahydrate (Sigma Aldrich사) 9.1 

g (0.0913 mol)를 methanol 50 mL에 녹인 용액을 점적한 후 40분간 

교반해준다. 적갈색의 고체가 생성되며 이를 glass filter로 분리하면서 

methanol로 씻은 후 진공건조기에서 24시간 이상 건조하여 적갈색의 

고체 3.42 g을 얻었다.

2.1.3. Cu(II)(1,2-ethane dithiol)(NO3)2

  1,2-ethane thiol (Sigma Aldrich사) 4.45 mL (0.044 mol)을 methanol 

50 mL에 녹인다. 이후 copper nitrate hemipentahydrate (Sigma aldrich

사) 2.5 g (0.0484 mol)를 methanol 50 mL에 녹인 용액을 점적한 후 

40분간 교반해준다. 검은색의 고체가 생성되며 이를 glass filter로 분

리하면서 methanol로 씻은 후 진공건조기에서 24시간 이상 건조하여 

검녹색의 고체 1.83 g을 얻었다.

2.1.4. RuNaY 제올라이트

  루테늄으로 치환된 RuNaY 제올라이트는 Ru(NH3)6Cl3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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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F
-
 ion measuring instrument.

다음과 같은 이온교환 방법에 의해 얻어졌으며 그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Ru(NH3)6

3+
 + 3Na

+
ZO

-
 → Ru(NH3)6

3+
(ZO

-
)3 + 3Na

+

  위의 반응식에서 ZO
-
는 제올라이트의 음이온 자리를 말한다. 제올

라이트의 이온교환반응은 70 ℃에서 15 g의 NaY 제올라이트와 2.2 g

의 Ru(NH3)6Cl3를 사용하여 이온교환반응을 하였으며 반응 시 분홍색

에서 보라색으로 변하는 “Ruthenium red” 현상이 관찰되었다[17]. 건

조하는 동안 루테늄으로 치환된 제올라이트의 색은 회색으로 변하였

다. 루테늄의 치환 전과 치환 후의 용액을 취하여 UV-visible분광기로 

루테늄의 치환 정도를 계산하였고, 그 치환율은 1.29%였다.

2.2. 작용제 분해반응 실험

  DFP는 isopropanol에 녹여서 사용하였으며 초기농도를 4.925 × 10
-3

 

M 용액이 되도록 하였다. 이때 수용액 상태로 반응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용액중의 isopropanol 양은 0.66% (v/v)로 조절하였다. 반응속도

는 Cu(II)킬레이트 농도를 DFP의 20배로 유지한  유사 1차 반응조건

에서 측정되었다. 반응간 pH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HEPES 

(4-(2-hydroxyethyl)-1-piperazinethanesulfonic acid) (Sigma Aldrich사) 

1 mM pH 8.0의 buffer를 만들었으며 증류수는 3차 증류수를 사용하

였다. 반응간 F
-
 전극의 온도를 균일하게 하기 위하여 항온 수조기를 

가동하였으며 그 외 조건도 동일하게 유지하여 실험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다.

  반응속도의 측정은 DFP의 분해에 의해 생성된 F
-
 이온의 농도를 

Orion 96-09 F
-
 selective electrode로 반감기의 3배 이상의 시간동안 측

정하였다. 반응속도를 측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항온수조를 

이용하여 온도를 25 ± 1 ℃ 로 유지시켰다. 온도가 유지된 후 100 mL

의 buffer에 각 촉매의 농도가 6.6 × 10
-4

 M이 되도록 하고 F
- 
전극을 

설치하였다. 전극이 안정화되기까지는 30여분이 걸렸으며 안정화 이

후에 DFP를 녹인 isopropanol 0.67 mL를 부가하여 substrate (DFP)의 

농도가 3.3 × 10
-5

 M가 되도록 하였다. 농도값 측정은 최초 10분간은 

매분당 1회, 이후에는 10분당 1회로 측정하였다(Figure 4).

  유사 1차 반응성은 ln([F
-
]∞-[F

-
]t)와 시간의 그래프가 각각 직선이라

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유사 1차 반응속도상수(kobsd)는 nonlinear 

least square방법으로 산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작용제 분해 물질 합성

  Cu(Ⅱ)의 특성상 합성된 complex들은 청색과 녹색을 나타내었으며, 

Cu(II)(ethylenediamine)(NO3)2는 물에 대한 용해도가 아주 높은 반면 

Cu(II)(2-aminoethanethiol)(NO3)2의 용해도는 낮았으며, Cu(II)(1,2- 

ethane dithiol)(NO3)2의 용해도는 매우 낮았다. 따라서 Cu(II)(ethylene-

diamine)(NO3)2는 homogeneous한 반응조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Cu(II)(2-aminoethanethiol)(NO3)2와 Cu(II)(1,2-ethane dithiol)(NO3)2는 

일부 heterogeneous한 조건에서 반응속도를 측정하였다. 제올라이트

의 경우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heterogeneous한 조건에서 반응속도를 

측정하였다.

3.2. 작용제 분해 반응 실험

  촉매로 사용된 Cu(II)-complex와 DFP의 분해반응속도 실험으로 얻

은 결과는 Figures 5, 6의 그래프와 Table 1에 나타내었으며, 유사 1차 

반응속도상수(kobsd)는 ln([F
-
]∞-[F

-
]t)와 시간의 그래프로부터 nonlinear 

least square 방법으로 산출하였다. 기존에 보고된 가수분해 반응 메커

니즘에서 kobsd는 일정한 킬레이트의 농도 이상에서는 더 이상 증가하

지 않는 포화현상(saturation behavior)을 보였으므로, 다음과 같은 in-

termediate complex mechanism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메카니즘에 

따른 반응속도표현은 아래와 같다.

   






   

   

 

  반응속도 









  만약 Kf[Cu] 》 1 이라면

   







≃   이 된다.

  본 실험에서는 사용된 일부 Cu(Ⅱ)킬레이트의 난용성 때문에 킬레

이트의 농도변화가 제한되어 일정한 킬레이트 농도(6.6 × 10
-4 

M)에서

의 반응속도를 비교하였다.

  Cu(II)(2-aminoethanethiol)(NO3)2와 DFP의 분해반응속도 실험으로 

얻은 결과는  kobsd = 4.7 × 10
-3 

min
-1
으로 측정되었고, Cu(II)(ethylene-

diamine)(NO3)2의  kobsd = 1.60 × 10
-3 

min
-1
보다 약 3배 정도 빠른 것

으로 계산되었다. 이유는 N보다 전자를 더 잘 제공하는 S때문으로 판

단된다. Cu(II)(1,2-ethane dithiol)(NO3)2와 DFP의 분해반응속도 실험

으로 얻은 유사 1차 반응속도상수는 kobsd = 2.6 × 10
-3 

min
-1
으로 측정

되었고, Cu(II)(ethylenediamine)(NO3)2의  kobsd = 1.6 × 10
-3 

min
-1
보다 

약 1.6배 정도 빠른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러나 dithiol의 S-S구조는 전

자를 잘 제공해주는 S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N-S로 구성된 amino-

thiol의 kobsd = 4.7 × 10
-3 

min
-1

 보다  kobsd가 약 1.6배 정도 작은데 이

는 aminothiol보다 dithiol의 용해도가 훨씬 작기 때문에 용액 속에서 

DFP를 분해하는 반응이 homogeneous한 환경이 아니고 heterogeneous

한 환경이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판단된다. 이러한 heterogeneous한 

환경 때문에 Cu(II)(1,2-ethane dithiol)(NO3)2에 의한 DFP 가수분해 반

응의 ln([F-]∞-[F-]t) vs time 그래프가 직선에서 일부 벗어남이 관찰되

었다.

  DFP의 분해반응속도 실험으로 얻은 데이터로 반감기(t1/2)를 계산한 

결과 Cu(II)(ethylenediamine)(NO3)2의 t1/2 = 433
 
min,  Cu(II)(2-amino-

ethanethiol)(NO3)2의 t1/2 = 147
 
min, Cu(II)(1,2-ethane dithiol)(NO3)2의 

t1/2 = 267 min 이었다. 이는 촉매를 사용하지 않은 pH = 8.0인 용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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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F
-
 ion concentration in DFP hydrolysis using Cu(II)- 

complexes.

Figure 6. The ln([F
-
]∞-[F

-
]t) vs time graph of DFP hydrolysis using 

Cu(II)-complexes.

서의 GB의 분해속도 반감기가 약 10시간인 점[18]을 고려할 때 주어

진 농도 조건하에서 Cu(II)(2-aminoethanethiol)(NO3)2의 경우 약 5배

의 속도 증가를 의미한다.

  Figure 7에서 나타낸 것처럼 루테늄(Ru)이 치환되지 않은 NaY 제

올라이트의 경우 DFP 분해반응성은 거의 없었으며, RuNaY 제올라이

트의 경우 낮은 1.29% 치환률과 heterogeneous한 환경 때문에 액체상

태로 반응하는 다른 Cu(Ⅱ)-complex들과는 다르게 분해반응속도가 매

우 느렸다. 

4. 결    론

  신경작용제는 가장 독성이 강한 화학작용제로 지금까지 이들 독성

물질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활성탄 흡착을 이용한 물리적 방법

을 사용하여 왔다. 활성탄이 독성물질로부터 견딜 수 있는 방호시간

은 수 분∼수 시간정도로 제한된 시간 이후에는 새로운 활성탄으로 

교환해야한다. 따라서 방호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촉매를 사용

한 방법으로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실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를 볼 때 촉매를 사용한 신경작용제

의 분해반응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Cu(Ⅱ)-complex의 DFP 분해

Table 1. Results of DFP Hydrolysis Using Cu(II)-complexes

Cu(II) binding ligand [Cu(II)] (10
-4

 M) [DFP] (10
-5 

M) kobsd (min
-1

)

X, Y = NH2 6.6 3.3 0.0016

X = NH2 ,Y = SH 6.6 3.3 0.0047

X, Y = SH 6.6 3.3 0.0026

Figure 7. F
-
 ion concentration in DFP hydrolysis using zeolite.

반응에서 반응속도 척도인 kobsd는 Cu(II)(2-aminoethanethiol)(NO3)2 > 

Cu(II)(1,2-ethane dithiol)(NO3)2 > Cu(II)(ethylenediamine)(NO3)2의 순

이었고, 이유는 N보다 전자를 더 잘 제공하는 S때문으로 판단된다.

  Cu(II)(1,2-ethane dithiol)(NO3)2의 반응속도 증가현상을 고려할 때, 

기존의 Cu(II) 킬레이트에 의한 DFP 분해반응 메커니즘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5-7,19,20]. 따라서 본 연구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가

능한 DFP 분해반응 메커니즘을 Figure 8에 제시하였다. Cu(Ⅱ)는 

phosphoryl oxygen과 결합을 형성하고, 수용액에서 Cu(Ⅱ)에 결합된 

OH
- 
리간드가 전자 push-pull 메커니즘으로 intramolecular 반응을 하

여 F
-
가 이탈하게 된다. OH

-
 리간드가 친전자성을 가진 P(V)근처에 존

재함으로 해서 유발되는 반응 엔트로피 효과가 증가하게 되어 가수분

해반응이 진행된다.

  본 실험에서는 동일한 조건에서 N과 S의 반응성만을 측정하기 위

한 실험이었으나 분해반응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 s character

와 % p character를 고려해야 한다. 기존의 혼성궤도함수의 전기음성

도는 % s 성분이 많을수록 커지므로 본 실험에서 사용한 diamine보다 

N,N,N',N'-tetramethylethylenediamine이나 N,N'-dimethylethylenediamine 

등 알킬기가 결합되어 있는 물질을 사용할 경우 electronic effect면에

서 전자주게그룹인 methyl기가 많은 complex가 Cu(II) 금속원자에 전

자를 잘 제공하게 되어 반응속도 결정단계에서 P-F 결합의 해리가 보

다 용이해질 것이고, steric effect면에서 볼 때, N,N,N',N'-tetramethyle-

thylenediamine의 형태가 % p character가 크므로 전기음성도가 낮아

서 Cu(II) 금속원자에 전자를 잘 제공할 수 있으므로 효과를 훨씬 향

상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본 연구실에서 위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반응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 aminothiol과 dithiol을 사용한 고분자 촉매를 합성하여 

화학작용제 분해반응을 연구하여 독성물질 방호에 사용되는 방독면

과 보호의에 적용될 수 있는 연구를 지속할 것이며, nano물질로 각광

을 받고 있는 제올라이트의 경우 각종 전이금속과 치환시켜 용액 속

에서가 아닌 제올라이트와 에어로졸간의 반응성을 지속적으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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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Possible reaction mechanisms of DFP hydrolysis by Cu(Ⅱ)- 

complex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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