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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으E 수용액 중에서 Nd (III) 와 Ho (III) 이온의 hypersensitive 전이대 의 oscillator strength 에 미 

치 는 몇가지 리 간드의 효과를 연구하였다. 이 때에 사용한 리 간드는 furoate, anthranilate 와 squa- 
坦坨 이 다. 각 착화합물에 있어 서 금속一리 간드 결합간에 존재하는 공유결합성 을 리 간드의 pK.와 착 

화합물의 hypersensitive 전이대의 oscillator strength 사이에 정립된 관계에 근거를 두고 논하였다.

ABSTRACT. The effects of the various ligands on the oscillator strengths of the hypersensitive 
transitions of Nd (III) and Ho (III) have been studied in aqueous solution. The ligands used in 
the study are furoate, anthranilate, and squarate. The covalent character of the metal-ligand 
bond in the complex is discussed on the basis of the correlation diagram between pKa of the lig
ands and the oscillator strengths of the complexes previously reported.

서 른

란탄족 이온들은 UV-Visible 지역에서 户 전 

자전이에 기인하는 흡수대를 갖는다. 이들 흡수 

대들은 다른 천이금속 화합물들의 흡수 스펙트 

럼과는 달리 예리하고 좁은 독특한 모양을 띠고 

있다. 또한 이들 흡수대는 금속이온 주위의 환 

경, 즉 이온 주위에 배위하고 있는 리간드나 용 

매들의 특성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다 1~4

그러나 이들 f 흡수 진이대 들 중의 소위 

“hypersensitive transition band” 라고 불리 우는 

몇몇 전이대들은 이온 주위의 환경에 의해서 상 

당히 영 향을 받는것으로 밝혀졌으며K4, 이들 흡 

수대의 "hypersensitive” 현상에 관한 이 론및 실 

험적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KairakeW’s등은 lanthanide (III) 이 온의 배 위 

수의 변화가 hypersensitive transition 흡수대의 

모양이나 강도에 변화를 준다고 보고하였다. 또 

한 Gayhart 와 Moeller，등의 연구에 의 하면 Nd 
(HI) 이온의 4Z9/2->3P1/2 전이 흡수파장은 수화 

이온에서의 경우에 비해서 수용액에서 multiden- 
tate ligand들과 착화합물을 형성할 경우 ］白1 
shift 가 일어 난다. 이 러한 현상은 Nd(III) 이온 

주위의 배위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되 

었다.

최 근에 Choppin8 및 Judd。등은 lanthanide (III) 
이온의 “hypersensitive” 현상에 관해서 발표된 

연구결과들을 종합적 으로 검 토 고찰하였다. Jor- 
genson 고｝ Jude*에 의 하면 “hypersensitive” 현상 

은 pseudoquadrapole transition 에 기 인 한다. 불 

균형 전자기장에서 이온상의 electric vector 변 

화는 균일 전자기장에서 보다 더 크다. 그 결과 

로서 일반적으로 대단히 약하게 나타나는 e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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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e quadrapole transition °] 강화된 다.

Choppin8 등은 charge transfer mechanism을 

제안하였다. 이 mechanism 은 lanthanide 착화 

합물에 서 관찰된 charge transfer transition 이 

금속이온의 종류나 리간드의 특성에 매우 예민 

하다는 데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모델에 의하 

면 여기상태는 户과 户Fb 상태 에 charge 
transfer state 7} 혼합된 상태 이 다气

이 me사lanism 은 사실상 hypersensitive 전이 

대 의 oscillator strength 가 금속이 온 착화합물의 

공유결합성과 연관 된다는것을 말해주는데 lan- 
thanide시igand 간의 결합에 는 약간의 공유결 합 

성이 존재 한다는것이 알려졌다gnu. Choppin 
016등은 lanthanide 착화합물의 공유결 합성 과 

hypersensitive 전이와의 연관성에 근거를 두고 

수용액에서 Nd (III) 와 Ho (III) 착화합물의 hyp
ersensitive 전 이 흡수대 의 oscillator strength(P) 
는 리 간드의 basicity (pK)와 선형 관계를 유지 함 

을 실험적으로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수용액에서 다른 구조적 특성 

을 가진 Nd (III) 와 Ho (III) 의 furoate, anthra
nilate 오卜 squarate 착화합물들의 oscillator stren- 
gth 를 구하여 상호 비교하므로서 이들 각 착화 

합물의 안정도에 미 치는 공유결합성 이 논하여졌 

다.

실 험

시약. Neodymium 및 holmium perchlorate 
용액은 진한 HC1O4 용액에 각각 Nd2O3 및 Ho2 
O3(Lindsay chemical Co., 99.99 %)를 서서히 

가열하면서 용해시켜 만들었다. Furoic acid, 
anthranilic acid 와 squaric acid 용액은 각각 탈 

염수에 용해시켜 만들었다. 리간드 용액들은 각 

각 표준 NaOH 용액으로 표정하였다. 모든 시 

험용액은 NaC104 용액을 사용하여 이온강도를 

조절하였다.

기기 . pH 측정 에 는 Beckman Model 4500 
Digital pH meter 오} Fisher standard combina
tion electrode를 사용하였다. Electrode 내의 포 

화 KCI 용액은 시험용액증의 NaCIQ 와 작용하 

여 KC1Q 침전이 생기는것을 막기 위하여 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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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l 용액 으로 대 치 하였다. Spectra 측정 은 20°C 
에 서 Unicam SP 1800 recording spectrophotome
ter 와 path length 가 4.0 cm 와 10 cm 인 mate 
hed silica cell 을 이 용하여 이 루어 졌 다.

방법. 본 실험에서는 lanthanide anthranil- 
ate와 furoate의 안정도 상수가 문헌상”에 제 

일 안정도 상수(&)만이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ML 만이 형성되는 수용액의 농도 조건에서 실 

험 하므로서 oscillator strength 도 尸m, ^ml 만을 

구하였다. Neodymium anthranilate 의 경 우는 

그 안정도 상수가 보고된 바 없기 때문에 같은 

경 란탄족 원소인 samarium 의 값을 취 하였다. 

일반적으로 동계 란탄족 원소의 경우에는 실험 

적 오차 범위내에서 그 안정도 상수가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Squarate의 경우는 제이 

안정도 상수(扇)까지 문헌상에 보고되어 있으나 

ML?가 형성되는 농도 조건에서는 lanthanide 
squarate 가 쉽 게 침 전되 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 

문에 역시 ML 만이 형성되는 농도 조건에서 실 

시하였다.

수용액에서 lanthanide 착화합물의 oscillator 
strength 계 산에 는 Choppin 등에 의 해 서 보고된 

방법을 사용하였다016.
Lanthanide 착화합물 수용액의 oscillator stre- 

ngth(Rbs) 는 다음 식 (1)로부터 구할 수 있다.

Pobs=4.32 X 1(尸丁§(分)打 (1)

는 wave number 分(cirL)에서의 molar 
extinction coefficient 이 匸+.

Metal-Ligand 가 1 : 1 착화합물만을 형 성 하는 

농도조건에 서 화학평 형식 을 적용하면 리 간드가 

일가산인 경우와 이가산인 경우에 대해서 각각 

식 ⑵와 식 ⑶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如缶[1厂]2+ {缶+互血务(M『一1叮)} [L~]一切L끄 

—0 ⑵

如务【丄2-] 2 + {缶+kal - ka2 (M 꼬一 Lt) } [L2-]
卜知2*Lt=0 (3)

여기에서 勿 = 奴1+[上尹丄 b2 = kal-ka2Jrkal' 
[H+] + [H+¥ 이 다. kal 고卜 ka2 는 각각 제 일 과 제 

이 산해 리 상수이 고 宙 은 착화합물의 안정 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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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absorption spectrum of Nd (III) in aqueous HClOi.

수이다.

또한 Mt= [M3+] (1+AEL"-]) 이 므로 상기 (2) 
와 (3)식으로부터 용액내에 존재하는 EM], 
[ML], [L]을 계산할 수 있다.

용액 내에 존재하는 각 금속 착화합물종의 os
cillator strength 는 각 착화합물종의 흡수대 가 

Beer's Law 에 따른다는 가정 을하면 다음과 같 

이 쓸 수 있다.

Fobs =/"m ' Pm +須ML lPmL (4)

여기서 ・4=[M+3]/Mt, /ML= = [ML
M/n: 리간드의 음전하수)이고 Fm 과 Fml 은 

각각 금속이 온과 금속착이 온 (1 : 1) 의 oscillator 
strength 이 다.

식 ⑷를 변형하면 식 ⑸가 된다.

WELENGTH(A)'
Fig. 2. The absorption bands for the hypersensitive 
in transition Nd (III) V9/2—>4(?5/2> 2G7/2；Ncl3+(aq)---- ,
NdSq+......

Pobs _ p I p _/mL /c\
芸L’m+Fml而 ⑸

식 (5) 에 서 珞〃"을 扁匸/侖 에 대 하여 도시 

하여 선형최 소자승법 으로 Fm 과 Pml을 구하였 

다.

결과 및 고찰

Lanthanide 이온중의 하나인 Nt*+이 온의 HC 
1。4 용액에서의 흡수 스펙트럼은 科g. 1 과 같 

다. Nd(III) 홉수대 중에서 V9/2->4G5/2; 2G7/2

전이 흡수대는 5450~6100A 사이 에 위치하고 Ho 
(III) 흡수대 중에서 5灼 전이흡수대는

4350〜4637 A 사이 에 위치 한다也部. 이 들 흡수대 

는 “hypersensitive transition band”로 알려 져 있 

고, 본 실험에서는 이들 두 흡수대를 선택해서 

연구하였다. F/g.2 와 F，g.3 은 각각 Nd (III)의 

%/2->4^/2, 2G7/2 전이 대 와 H。(III) 의 5&-彤6, 
叩1 전이대의 리간드에 따른 스펙트라의 변화를 

보여 준다.

Table 1 은 holmium squarate 용액 에서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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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ypical experimental results of Ho (III) -Squarate solutions. 1=0.1 M, T=25°C, 0100 M,
S = 0.0100 M

pH
Concentration (M)

Fobs (Xio6) /m Ail
M ML L

1.590 0.0100 0.0000 0.0000 6.013 1.0000 0.0000
2.320 0.0061 0.0039 0.0009 11.664 0.6077 0.3923
2. 695 0. 0049 0- 0051 0.0015 12.199 0.4888 0.5112
3.061 0.0041 0.0059 0.0021 13,677 0.4070 0. 5930
3. 302 0.0037 0.0063 0.0024 14.705 0.3717 0. 6283
3. 775 0. 0033 0.0067 0.0028 14.939 0.3338 0. 6602
4. 206 0. 0032 0.0068 0.0030 14.731 0. 3199 0-6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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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absorption bands for the hypersensitive tra
nsition in Ho (III). 5Zs—5G6, 5Fi；Ho아 (aq)-—，도Io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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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plot of 扁l"m 財 Pobs- //m for Ho (III)- 
squarate system.

형적인 실험결과를 보여준다. 용액내에 ML? 가 

존재 한다고 생 각하고 顶ML2 를 구해 보았을때 ML2 
의 농도는 M과 ML의 농도에 비해서 최고 10" 
배 정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ML?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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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illator strength 에 미 치 는 영 향을 무시 하였 

다. Table 1의 값을 식 (5)에 적용해서 Pobs//M 
을 須mlATm 에 대해서 도시한 그림 이 死g.4이 다. 

Fz'g.4 는 좋은 직선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절 

편으로부터 Pm=6.210X10-6 을 얻었다. 이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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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scillator strengths(X106) of the complexes 
in aqueous solution for the hypersensitive transions. 
(切性—收嘉/四2(j?/2 for Nd (HI) and唾-疝為5月 

for Ho (III)).

Furoate 
{1=2. 0M)

Anthranilate 
(Z=0. IM)

Squarate 
(7=0. IM)

Nd(IH) Ho (III) 
Pm 3.83 6.09 
Pml 10.04 Z64 
pKi 3.11 
pK.z 一

Nd (HI) Ho (III)
8.14 6.06

12.43 6.59
2.00
4.84

Nd (III) Ho(in) 
8.60 6 '09

20-46 19.14 
1.10 
3.05

Estimated error, 10.38 for Nd (III) and 10- 25 for Ho 
(III).

은 순수한 Ho (III) 수용액에서의 oscillator str- 
ength 값 尸=6.013X10-6 과 잘 일 치 한다. 또한 

순수한 Nd(III) 수용액 에서는 P=8,209X10-6을 

얻었다. 이 값들은 이미 문헌에 보고된 Ho (III) 
에 대한成 19 P=6.00X1(厂6〜 6.12x10—6 과 Nd 
(HI)에 :대한uh,15 P=8.00x10,6〜9.68X1()-6 

값들과 잘 일치한다. 또한 선형최소자승법에 의 

한 계산에 있어서 얻어지는 correlation coeffici- 
ent(R)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0.9470보다 큰 값 

을 나타냈다.

각 착화합물에 대해서 계산한 oscillator stren
gth 값들은 리 간드의 迅 값과 함께 Table 2 에 

수록하였다. Oscillator strength 값은 각 화합물 

에 따라서 변함을 알 수 있다.

문헌에 보고된 안정도 상수값에 대한 이온강 

도 조건과 맞주기 위 하여 anthranilate 와 squar- 
ate 의 oscillator strength 는 7=0.1 M 용액 에 서 

furoate 는 /=2.0M 에서 구하였다. 그러나이미 

보고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수용액에서의 금속이 

온이 나 그 착화합물의 oscillator strength 는 용 

액의 이온강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功吃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결과들 

은 서로 다른 이온강도의 실험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상호 비교하였다.

殆g.5 와 珂g.6 은 각각 일 가산과 이 가산의 리 

간드에 대해서 Chopping比등이 얻은 리간드의 

염기도 (卩紘) 와 착화합물의 oscillator strength 
(尸 ml) 간의 선형관계에 대해서 본실험에서 구

35

30

5

Anthranilate 아eSqu 이‘ate Trooolonate
pKq

Fig. 5. The corr이ation diagram of pKa vs. for the 
monobasic ligands.

한 furoate, anthranilate 와 squarate 의 결과들 

이 어떻게 관계하는가를 보여준다.

F/g.5 에 의 하면 Ho (III) 와 Nd (III) 의 모든 

경우에 대해서 furoate 착화합물의 Fml 값은 pK, 
一 Fml 직선상에 잘 맞는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속一리간드간의 공유결합에 리간드의 carboxyl 
기에 있는 산소원자만이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Lanthanide furoate 착화합물 형성 

에 관한 열역 학적 연구결과는 ether 고리의 산 

소원자는 금속이온과 결합하기에 충분한 염기성 

을 갖지 못한것으로 나타났다 18.
Anthranilate 는 일 가산으로서 carboxyl 기 의 

P& 만을 적용할 경우 Fig. 5 에서 볼 수 있듯이 

■PML 값은 P^a —PmL 직 선으로부터 예 상되 는 것 

보다 큰 oscillator strength 를 나타내 고 있 다 

여기에 amine 기의 질소원자를 포함하는 결합으 

로 생각하여 총 염기 도 (pKu+pK”) 를 적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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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correlation diagram of ^pKa vs. PML for 
the dibasic ligands.

pKTml 직선으로부터 하단으로 상당히 벗어 

나게 된다. Eu-anthranilate 착화합물은 수용액 

에서 amine기의 질소원자를 포함하는 사)elate 
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2。일반적 

으로 lanthanide 금속이온은 수용액에서 산소원 

자에 더욱 강하게 결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21,23. Iminodiacetate (IMDA) ligand 의 경우 

질소원자의 염기도를 제외하고 두개의 carboxyl 
기의 산소들이 염기도 합(1)兀1 + 以42)만을 적용 

하면 (F/g.6) 이 가산 리 간드의 S pKa-PML 직 

선에 잘 맞는 결과를 얻었다吃 이 결과로부터 

lanthanide 금속이온과 칠소원자 사이의 상호작 

용은 산소원자와의 결합에 비해서 분광강도에 

미치는 영향이 약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anthranilate의 질 소원자는 oscillator strength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에 금속이온이 공 

명구조로 안정화된 킬레이트를 하므로서 proton 
보다 상대적으로 큰 양전하 밀도를 가진 lanth
anide 금속이 온은 리 간드의 benzene 고리 로부터 

carboxyl 기의 산소원자를 통해서 더욱 강하게 

전자를 끌어당긴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금속이 온과 산소원자 사이의 공유결합성 상호작 

용은 p&i 으로부터 예상할 수 있는것보다 더 크 

게 작용한다고 생각된다.

Fig. 7 은 lanthanide squarate 와 tropolonate0] 
구조를 보여 준다. Squarate 는 이 가산이 고 tropo- 
loaate 는 일가산이지만 수용액에서 구조적으로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가산으로서 squarate는 

그 염기도(ZpK)로부터 예상되는 것보다 큰 

oscillator strength 값을 갖는것을 알 수 있다' 

(Fig. 6).
Squarats와 trop시gate 는 고리 의 방향족성 때 

문에 안정 한 공명 구조를 갖는다. squarate 는 2 
개의 无전자를, tropolonate는 6개의 冗전자를 

갖는 공명구조를 고려하므로서 추정한 squarate 
와 tropolonate 의 유효음전하는 각각 一1과 — 

L72 가 되는것으로 얻어졌다2% 이에 근거를 두 

고 squarate 를 일가산으로 분류하였을때 역시 그 

oscillator strength 는 tropolonate 와 함께 pj갖 

으로 예상되는 값보다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Fig, 5).

Squarate Tropolonate
Fig. 7, The structures of Lanthanide-Squarate (1 : 1) and Lanthanide-Tropolonate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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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uarate 에 관한 이러한 결과는 tropolonate 
에 대한 Choppin등*의 설명과 유사한 방법으로 

논의 할 수 있겠다. Squarate 의 각 proton 이 이 

웃하고 있는 carbonyl 기 의 산소원자들 사이 에서 

강한 수소결합을 하기에는 먼 거리에 두 산소원 

자들이 위 치 하고 있기 때 문에 쉽게 proton 을 잃 

게되고 결과적으로 이 리간드의 실제 염기도는 

P& 값보다 더 클것 이 다. 또한 큰 전 하밀 도를 가 

진 lanthanide 이온에 의해서 F/g.7에서와 같은 

공명구조를 안정화 시킬것이다. 이는 ligand의 

전자주게 능력을 증가시키고 이 경우 다른 리간 

드에 비교해서 착화합물의 안정도에 미치는 공 

유결합성을 크게 하는것으로 생각된다.

Lanthanide 이온들은 alkaline earth 이온들과 

유사해 서 hard acid 에 속하기 때 문에 다른배 위 

전자에 비해서 산소 배위원자와 강하게 결합한 

다. 또한 결합성질은 주로 정전기적 상호작용이 

고 그 공유걸합성은 매우 약한것으로 알려져 있 

다21,23. 그러나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lanthanide 이 온의 ^hypersensitive transition ba- 
nd” 는 금속이온과 리간드간의 공유결합성에 의 

해서 상당히 영향받고 따라서 이상의 고찰에서 

와 같이 hypersensitive transition 흡수대의 연구 

를 통해서 여 러가지 lanthanide 착화합물에 대한 

금속-리간드간의 공유결합성의 크기를 논할 수 

있을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1981년도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 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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