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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로다민 B 페노시아진 유도체의 합성과 형광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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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ing Phenothiazine Moiety

Moon Su Son, Seung Hyun Chang*

Department of Chemistry, Daegu University, Gyeongsan 712-714, Korea

Abstract

A colorimetric chemosensors Sn2+ have been designed and synthesized by three steps. The spirolactam ring-opening process 
of rhodamine B is one of the most useful mechanisms for controlling fluorescence properties. Herein, new fluorescent 
chemosensors 1 and 2 based on rhodamine B containing phenothiazine derivertive were synthesized. They exhibit selective 
fluorescence enhancement behaviour in the presence of Sn2+ ion. Complexation between these compounds and the metal cations 
were confirmed through continuous variation method. It is observed that compounds 1, 2, and Sn2+ ion are complexed by 1:1 
formation.  Especially the proposed compounds 1 and 2 exhibit quick, simple and facile synthetic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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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화학센서 연구는 화학의 한 분야로 분석물질과 감응

물질과의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분석물질을 선택적으로 

감지하고 분석하는 방법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환경과 

밀접한 중금속 및 생체 내 주요물질과 이온들에 대한 새

로운 센서의 설계 및 연구가 꾸준히 되어 오고 있다

(Culzoni 등, 2013; Kim와 Quang 등, 2007; Liu 등, 
2013; Valeur와 Leray 등, 2000).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

되고 있는 화학센서는 분석하고자 하는 이온 혹은 물질

이 센서의 인식부분과 결합을 하게 되면 신호를 나타내

는 부분에서 형광변화 혹은 색변화를 보여주고 분석하고

자 하는 물질의 존재나 농도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화학센서는 대상 분자를 얼마나 선택

적으로 인지 할 수 있는지 대상 분자와의 상호작용을 민

감하게 신호화 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되고 호스트와 게스

트의 선택적인 착물 형성에 의해 물리적인 신호로 분석

대상물질을 감지 할 수 있어야 한다. 화학센서가 완성되

기까지는 화학, 물리, 생명과학, 전기, 전자 그리고 최근

에는 나노과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

다.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 혹은 에너지를 감지하는 방법

에도 형광, 색 변화, 전기화학적 분석방법 등 다양한 기술

들이 이용되고 있지만 특히 이러한 여러 분석 방법들 중

에서도 형광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은 10-9 M 농도에서도 

신호를 관찰할 수 있는 뛰어난 감도와 다른 분석 방법들

에 비해 비교적 측정 방법이 간단하다는 장점을 지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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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Bao 등, 2014; Bhalla 등, 
2013; Breul 등, 2013; Weng 등, 2013). 

Rhodamine은 다른 형광염료들과는 달리 높은 양자

수율과 긴 흡수, 방출 파장을 가지고 있으며 광안정성이 뛰

어나서 레이저 염료로 사용되며 형광 현미경, 형광학, 유동

세포계측법, 생명공학과 화학센서 등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다(Sahana 등, 2013; Sivaraman 등, 2012; Wang 등, 
2012; Zhang 등, 2013). 본 연구에서는 rhodamine B와 

phenothiazine을 이용하여 합성한 화합물을 통해 다양

한 금속양이온에 대한 선택성과 특성을 비교 검토하였다.

2. 실험

2.1. 실험방법  

Phenothiazine, iodoethane, sodiumhydroxide, phos 
-phorus( ) oxychloride, rhodamine B, ethylenedia 
-mine, 1,3-diaminopropane, 금속 시약들(AlCl3, KCl, 
CaCl2, FeCl3, CoCl2, NiCl2, CuCl2, ZnCl2, SnCl2, 
MgCl2 HgCl2)과 용매들은 Aldrich, Junsei, Daejung, 
Duksan, Fluka사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1H-NMR 
스펙트럼은 Varian Mercury사의 300 MHz NMR 
Spectrometer로 측정하였으며, TMS를 내부 기준물질

로 한 CDCl3를 용매로 사용하고 화학적 이동(δ)은 ppm
단위로 기록하였다(multiplicity: s=singlet, d=doublet, 
t=triplet, q=quartet, m=multiplet). 녹는점은 Laboratory 
devices사의 Mel-Temp 를 사용하였고, 적외선 스펙

트럼은 Genesis FT-IR Spectrometer를 사용하였

다. 질량 스펙트럼은 Shimadzu사의 QP5050 GC-Mass 
Spectrometer와 Joel사의 JMS 700 low Resolution Mass 
Spectro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흡수 스펙트럼은 

Hewlett Packard사의 diode array Spectrophotometer 
(HP8523)를 사용하였으며, 얻어진 형광 스펙트럼은 

Jasco사의 FP-6300 형광분광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2. 합성

2.2.1. 화합물 3의 합성

아르곤 기류에서 phenothiazine 1 g (5.0 mmol)과 sodi 
-umhydroxide 0.4 g (10.0 mmol)을 dimethylsulfoxide 
15 ml에 녹여 100 ml 2구 둥근 플라스크에 넣고 iodoe 
-thane 0.5 ml (6.0 mmol)을 첨가하여 60 로 4시간 동

안 환류 교반시킨다. 그 다음 methylene chloride와 증

류수를 사용하여 추출을 3회 정도 반복하여 유기층을 분

리한다. 이렇게 분리된 유기용액을 감압 하에서 회전증

발기로 용매를 제거하고 실리카 겔이 충진된 컬럼 크로

마토그래피로 2:1의 n-hexane과 methylene chloride 전
개액을 이용하여 정제했다. 그 결과 흰색 고체를 얻었다. 
Yield 84.2 % ; mp: 101-103 , 1H-NMR(300 MHz, 
CDCl3) δ ppm 7.15 (m, 4H) 6.88 (m, 4H) 3.92 (m, 
2H) 1.42 (t, 3H); GC-MS : Calculated for C14H13NS 
m/z (M) 227.32, Observed for m/z (M) 227. 

2.2.2. 화합물 4의 합성

아르곤 기류에서 화합물 3 1.5 g (6.7 mmol)을 dime 
-thylformamide 3 ml와 1,2-dichloroethane 20 ml에 녹

여 100 ml 2구 둥근 플라스크에 넣고 얼음 배스(0 )에
서 POCl3 0.8 ml (8.7 mmol)를 적가한다. 그리고 70 
에서 24시간동안 환류 교반시킨다. 그 다음 methylene 
chloride와 증류수를 사용하여 추출을 3회 정도 반복하

여 유기층을 분리한다. 이렇게 분리된 유기용액을 감압 

하에서 회전증발기로 용매를 제거하고 실리카 겔이 충진

된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로 3:1의 n-hexane과 methylene 
chloride 전개액을 이용하여 정제했다. 그 결과 노란색 

고체를 얻었다. Yield 59.2 % ; mp: 94-96 , 1H-NMR 
(300 MHz, CDCl3) δ ppm 9.78 (s, 1H) 7.62 (m, 2H) 
7.14 (m, 2H) 6.92 (m, 3H) 3.98 (q, 2H) 1.46 (t, 3H); 
GC-MS : Calculated for C15H13NOS m/z (M) 255.33, 
Observed for m/z (M) 255. 

2.2.3. 화합물 5의 합성 

아르곤 기류에서 rhodamine B 1 g (2.09 mmol)을 

ethanol 30 ml에 녹여 100 ml 2구 둥근 플라스크에 넣

고 ethylenediamine 9.8 ml (0.2 mol)를 첨가하여 78 
로 36시간 동안 환류 교반시킨다. 그 다음 methylene 
chloride와 증류수를 사용하여 추출을 3회 정도 반복하여 

유기층을 분리한다. 이렇게 분리된 유기용액을 감압 하에

서 회전증발기로 용매를 제거하고 methylene chloride와 

n-hexane으로 재결정한다. 그 결과 연한 분홍색 고체를 

얻었다. Yield 79.1 % ; mp: 200-204 , 1H-NMR(300 
MHz, CDCl3) δ ppm 7.90 (m, 1H) 7.44 (m, 2H) 7.08 
(m, 1H) 6.42 (m, 2H) 6.36 (d, 2H) 6.26 (m, 2H) 3.32 
(q, 8H) 3.18 (t, 2H) 2.38 (t, 2H) 1.16 (t, 1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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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ynthesis route of compounds 3, 4, 5, and 6.

GC-MS : Calculated for C30H36N4O2 m/z (M) 484.63, 
Observed for m/z (M) 484. 

2.2.4. 화합물 6의 합성

아르곤 기류에서 rhodamine B 1 g (2.1 mmol)을 

ethanol 30 ml에 녹여 100 ml 2구 둥근 플라스크에 

넣고 1,3-diaminopropane 0.7 ml (8.4 mmol)를 첨가

하여 78 로 36시간 동안 환류 교반시킨다. 그 다음 

methylene chloride와 증류수를 사용하여 추출을 3회 

정도 반복하여 유기층을 분리한다. 이렇게 분리된 유기

용액을 감압 하에서 회전증발기로 용매를 제거하고 

methylene chloride와 n-hexane으로 재결정한다. 그 결

과 연한 분홍색 고체를 얻었다. Yield 77.1 % ; mp: 
175-180 , 1H-NMR(300 MHz, CDCl3) δ ppm 7.90 
(m, 1H) 7.44 (m, 2H) 7.08 (m, 1H) 6.42 (m, 2H) 6.38 
(d, 2H) 6.26 (m, 2H) 3.34 (q, 8H) 3.22 (t, 2H) 2.48 (t, 
2H) 1.18 (m, 14H); GC-MS : Calculated for C31H38N4 

O2 m/z (M) 498.66, Observed for m/z (M) 498. 

2.2.5. 화합물 1의 합성

아르곤 기류에서 화합물 4 0.03 g (0.12 mmol)과 화

합물 5 0.085 g (0.18 mmol)을 ethanol 15 ml에 녹여 

100 ml 2구 둥근 플라스크에 넣고 70 로 36시간 동안 

환류 교반시킨다. 그 다음 methylene chloride와 증류수

를 사용하여 추출을 3회 정도 반복하여 유기층을 분리한

다. 이렇게 분리된 유기용액을 감압 하에서 회전증발기

로 용매를 제거하고 chloroform과 n-hexane으로 재결정

한다. 그 결과 노란색 고체를 얻었다. Yield : 44.7 % ; 

mp: 158-162 , 1H-NMR (300 MHz CDCl3) δ ppm 
7.88 (m, 2H) 7.42 (m, 2H) 7.34 (m, 2H) 7.10 (m, 3H) 
6.86 (m, 3H) 6.44 (m, 2H) 6.36 (d, 2H) 6.24 (m, 2H) 
3.92(q, 2H) 3.40 (m, 4H) 3.32 (q, 8H) 1.40 (t, 3H) 
1.14 (t, 12H); FAB-MS : Calculated for C45H47N5O2S 
m/z (M) 721.95, Observed for m/z (M) 721.7. 

2.2.6. 화합물 2의 합성

아르곤 기류에서 화합물 4 0.03 g (0.12 mmol)과 화

합물 6 0.09 g (0.18 mmol)을 ethanol 15 ml에 녹여 

100 ml 2구 둥근 플라스크에 넣고 70 로 36시간 동안 

환류 교반시킨다. 그 다음 methylene chloride와 증류수

를 사용하여 추출을 3회 정도 반복하여 유기층을 분리한

다. 이렇게 분리된 유기용액을 감압 하에서 회전증발기

로 용매를 제거하고 chloroform과 n-hexane으로 재결정

한다. 그 결과 노란색 고체를 얻었다. Yield : 42.5 % ; 
mp: 138-144 , 1H-NMR (300 MHz CDCl3) δ ppm 
7.94 (s, 1H) 7.90 (m, 1H) 7.42 (m, 4H) 7.12 (m, 3H) 
6.88 (m, 3H) 6.44 (m, 2H) 6.36 (d, 2H) 6.24 (m, 2H) 
3.94 (q, 2H) 3.36-3.20 (m, 12H) 1.52 (m, 2H) 1.42 (t, 
3H) 1.14 (t, 12H); FAB-MS : Calculated for C46H49 

N5O2S m/z (M) 735.98, Observed for m/z (M) 735.7.

3. 결과 및 토의

3.1. 합성

화합물 1과 2의 1H-NMR 스펙트럼에서는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aldehyde 피크가 δ 9.78 ppm부근에서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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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AB-MS spectrum of compound 1. Fig. 4. FAB-MS spectrum of compound 2.

Fig. 5. Fluorescence emission spectra of compounds 1 and 2 in acetone/0.01 M Tris-HCl buffer(9:1, v/v, pH 7.2) upon the 
addition of various metal cation (excitation at 550 nm, excitation and emission slit:5).

지고, δ 7.88 ppm, 7.94 ppm에서 imine의 양성자 피크

가 나타났다. 화합물 1의 경우는 주위의 양성자 피크의 

영향으로 인해 중첩되어서 나타났고, 화합물 2의 경우에

는 singlet으로 나타났다. Phenothiazine이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피크는 δ 7.22 ppm, 6.78 ppm 사이에서 주위

의 환경에 따라서 multiplet과 δ 3.94 ppm에서 quartet

으로 δ 1.14 ppm에서 triplet으로 나타났다.
화합물의 FAB-MS 스펙트럼에서 분자량(M+)에 해당

하는 피크가 화합물 1에서는 m/e=721.7로 나타났다

(Fig. 3). 그리고 화합물 2에서는 m/e=735.7로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Fig. 4).
물리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합성된 화합물 1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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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emission spectra of compounds 1 and 2 complexed with the addition of Sn2+ in Acetone/0.01 M Tris-HCl 
buffer(9:1, v/v, pH 7.2, excitation at 55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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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Jobʼs plot of the complex with the addition Sn2+ in compound 1 and compound 2.

에 여러 가지 금속을 첨가하여 흡수 및 형광 스펙트럼을 

몰 비법으로 확인하였으며, 화합물과 금속과의 배위율을 

알아보기 위해서 연속변화법을 통해 확인하였다.

3.2. 물리적 특성

합성된 화합물을 일정한 농도에서 형광 스펙트럼을 

측정한 결과 강한 형광을 나타냈다. 화합물은 최대흡수

파장에서 여기 시켜 형광 스펙트럼을 측정하지 않고, 550 
nm에서 여기 시킨 결과 화합물 1에서는 575 nm (Fig. 5), 
화합물 2에서는 574 nm에서 형광이 나타났다(Fig. 5).

합성한 화합물 1과 2에 다양한 금속을 정량적으로 첨

가한 형광스펙트럼의 결과를 나타냈다(Fig. 5).  화합물 

1과 2 모두 다양한 금속이온들 중에서 Sn2+를 정량적으

로 첨가했을 때 형광의 세기가 증가하면서 가장 강한 선

택성을 나타내는 결과를 얻었다(Fig. 6).

합성한 화합물 1과 2와 금속과의 배위율을 확인하기 

위해 Job Plot을 나타내는 실험을 하였다. 화합물 1과 2
는 550 nm에서 여기 시켜 최대형광세기가 579 nm에서 확

인한 결과 [Sn2+]/([Sn2+]+[L])의 몰분율이 약 0.5, [Sn2+] 
/([Sn2+]+[L])의 몰분율이 약 0.5일 때 최대 형광세기값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화합물과 금속과의 

배위율은 1:1로 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7).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phenothiazine 유도체와 로다민 B 유
도체의 합성을 통해서 새로운 화합물을 합성하였다. 로
다민 B 유도체들과 합성한 화합물들은 금속양이온이 첨

가되면서 로다민의 스피로락탐 고리형태는 원래 닫혀진 

형태에서 선택성이 있는 금속을 첨가하게 되면 열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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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형광 강도가 증가하게 된다. 합성된 화합물 1과 2는 

로다민 B와 phenothiazine 사이의 알케인의 길이가 짧

을수록 Sn2+이온에 대한 선택 능력이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로다민 B의 구조에서 스피로락

탐의 산소와 질소에 대한 비공유 전자들의 영향으로 인

해 형광강도가 증가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화합물 1과 2는 연속변화법을 이용해 몰분율이 0.5일때 

최대형광을 갖게됨으로 화합물과 금속간의 배위율은 1:1
로 배위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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