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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여 러 용매 (methanol, ethanol, buthanol, ethylether, methylacetate, acetone, THF 및 

acethylacetone) 중에 서 아직 보고된 거卜 없는 공동을 달리 한 crown ether 들을 리 간드로 한 토륨 (IV) 고 

체 착물올 합성하였다. 이 고체 착물에 대한 배위 화학적인 정보들을 얻기 위하여 원소분석 (C.H.N) 
및 ICPAS법에 의한 토륨분상, 열분석과 Ka니-Fischer적정법에 의한 착물중의 결정수 분석에 의해 

서 고체 착물들의 조성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적외선, 자외선 분광분석, 斗卜핵자기 공명 분석 및 

X-선 회절분석법에 의하여 각 합성 착물들의 결합구조에 대한 정보들을 얻었고 각 합성 착물들에 

대한 용매화 현상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아세틸아세톤 용매하에서 합성된 착물들은 아세틸아세톤을 

제외 한 모든 실험 용매중에서 합성 된 crown ether 를 가지 는 토듐(IV) 착물들은 용매화 반응이 일어 

나지 않았다. Th針금속이 온에 대 한 리 간드 결 합비 는 고리 의 크기 에 주로 영 향을 받으며 12-crown-4 
의 경 우는 l：l(〔Th4+〕) :〔lig.〕) 착물, 15-crown-5 의 경 우는 2 : 3 착물 및 18-crown-6 와 di- 
cyclohexanoT8-crown-6 의 경우는 1 : 1 착물이었다. 용매화가 일어나는 15-crowr「5 와 18~crown-6 
착물의 경우는 1 ： 1 ： 1(〔Th"〕:〔lig.〕:〔CHtOCmCOCH』)이었다 용매화하지 않는 모든 착물들 

은 crown-ether 의 nw* 전자전이 를, 그리고 용매화된 착물은 crown-ether n-o* 와 acac 의 n-兀*전자 

전이를 동시 에 나타냈다. 반양성자성 용매에서 모든 착물들은 1 : 1 전해질로, 물에서는 1 ： 4 전해질 

로 각각 행동하는 9배위자 착물임을 알 수 있다.

ABSTRACT. A series of new thorium nitrate complexes with crown ethers have been synthesized 
from the reaction of the hydrated thorium nitrate, with the appropriate crown ethers of di仟erent 
cavity sizes in various solvents such as methanol, ethanol, butanol, methylacetate, acetone, 
tetrahydrofuran and acetylacetone. CHN elemental analysis, ICPAS, thermal analysis and Karl- 
Fischer method have been used to characterize their compositions, and the spectroscopic methods of 
IR, UV, 'H-NMR, and X-ray diffraction have been employed to determine the structures and 
sovolysis phenomena of these complexes, and the electrical conductances were measured in DMSO, 
and water solvent. The solvolysis have been observed only in the complexes synthesized in acety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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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e solvent. In the solvated complexes of 15-crown-5 and 18-crown-6, the mole ratio of Th4+ : 
ligand : acetylacetone is found to be 1 ： 1 ： 1, but in the non-solvated complexes of 12-crown-4 and 
15-crown-5, the mole ratios of Th ： L are 1 ： 2 and 2 : 3, respectively, and that in the complexes 
of both 18-crown-6 and dicyclohexano-18-crown-6 is 1 ： 1. All complexes which were not solvated 
have shown n—><7* electronic transitions of crown ether whereas complexes solvated have exhibited 
both n—of crown ether and n—>k* transitions of acac. The dissociation mole ratio of Th4+ and 
nitrate ion is found to be 1 ： 1 in aprotic solvent, and 1 ： 4 in protic solvent like water.

서 론

최근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거대고리 화합물 

은 1967년 Pederson】 에 의하여 소개된 이후 그 

자체의 합성%3뿐만 아니라 이온의 선택적 착물 

형성 촉매로서의 이용4~6, 의약용으로서의 이용7, 
D.L 화합물의 분리8,9등 여 러 측면 에 서 연 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Crown 화합물이 금속이 온과 착물을 형 성 하는 

능력이 있음이 보고된 후 착물의 구조w, 착물형 

성의 열 역 학% 상세한반응 메카니 즘 등의 착물 

형성에 관한 무기 화학적 연 구와 이 온의 활성 화 

를 중심 으로 한 유기 합성 에의 응용", 생체 막에 

서 이 온 운반체 모델 로서 연구1旦 고분자 중합 

반응의 상이동촉매 M 등여러 분야에 걸쳐서 연 

구활동이 급증하고 있 다. 이 들 산소계 crown 화 

합물은 알칼리 금속 이온 및 알칼리 토류금속이 

온과 안정 한 착물을 형 성 14T6하는 것으로 보고되 

어 있다.

산소계 거대고리 리간드와 금속 이온이 만드 

는 이들 착물의 조성은 Pederson 의 보고에서와 

같이 금속 양이온에 관계없이 1개의 양이온에 

1 분자의 거대고리 폴리에테르가 결합하는 간단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Weisman* 은 생 화학적 실험 에 서 Rb+이 온이 

1 mol 이 상의 dicyclohexyl-18-crown-6 오) 상호작 

용을 하는 것도 관찰하였다. FrensdorfP8는 메 

탄올 중에 서 K+ 이 온이 cyclohexyl-15~crown-5 
와 Cs+ 이 온이, cyclohexyl-15-crown-5, cyclo- 
hexyl-18~crown-6 및 dibenzo-18-crown-6 와 각 

각 2 ： 1 착물을 형 성 함을 밝혔다.

최 근에 는 Turter 가 X-선 연 구로 이 들 착물의 

결정구조를 밝혀냈는데, 그는 금속이온이 폴리 

에테르 고리 중앙에 있는 산소원자 위에 얹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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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 태 라고 밝혔다. I。또한 이 러한 착물에서 는 

금속이 온의 산화상태나 원자가에 관계없이 cro
wn : 금속이온의 당량비가 1:1로 알려졌으나 금 

속이 온의 크기 에 따라 2 : 1 또는 2 : 3등의 샌드 

위치 착물 및 club 샌드위치 착물도 알려졌다.2。

Crown 화합물들은 알카리 금속 및 알카리 토 

금속족 원소들과 안정 한 착체 를 형 성 하지 만 다 

른 전이원소들과는 착체형성이 불가능하다2「財. 

이 들의 결합 당량비 는 crown 화합물의 동공 크 

기 에 따라 달라지 며 25-27 거 대 고리 리 간드와 금 

속이온의 착물화 현상은 용매분자의 상호작용이 

나,금속이온一음이온 상호작용 등이 복잡하게 작 

용하므로 용액내에서 양이온에 대한 거대고리 리 

간드의 선택성을 간단하게 규명짓기는 어렵다. 

이들 상호작용 가운데서 어느 작용이 상대적으 

로 우세한가에 따라서 착물화현상이 달라지며 

특히 crown ether 리 간드들과 란탄족 및 악틴 

족 착물을 형성할 때는 거대고리 안의 산소원자 

와 양전하를 띤 원자에 배향하면 양전하의 쌍극 

자를 형성하여 음이온 쌍극자와 상호작용 함으 

로써 안정한 착물을 이룬다.

King 및 그외 여 러 연구자들은 란탄족 금속이 

온과 crown ether 착물을 합성하고 UV 및 IR- 
spectrophotometer 에 의하여 가상적인 분자구조 

를 예상하고 원소분석법이나 분광법으로 몰비를 

결정해 주고 있다. 源~39 Bombieri 와 그의 공동 

연 구자40~虹들은 x-ray 분석 법 에 의 하여 란탄족 

과 우라늄 착물에 대한 구조결정을 하여 동일 

평면상의 모든 산소원자들은 US?+과 결합함 

을 알았다. Bombieri42, Charpin43, Costes44 등은 

악틴 족 중 uranyl 과 crown ether 착물을 합성 하 

여 원소분석법과 적외선 분광법에 의하여 착물 

의 성질 및 구조 등을 밝혀주고 있다.

Klimes，" 와 Costes"1* 등은 crown ethers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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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wn-6, benzo-15-crown-5 및 dibenzo-24- 
crown-6) 을 포함한 우라늄과 토륨(IV) 착물을 

메탄올과 THF 용매하에서 합성하고 원소분석, 

적외선 및 Raman 분광분석법에 의하여 그들의 

조성비 와 예 상구조들을 진단해 주고 있다. 그리 

고 착물에 결합된 질산이온에 대한 구조적 정보 

에 서 우라닐-crown ether 착물은 D* 대 칭 성 이 

작지 만 토륨-18-crown-6 착물은 대 칭 성 이 

강하고 C2v 대 칭성은 대 단히 약함을 밝혔다. 특 

히 Klimes45는 18-crown-6 을 포함한 토륨 (IV) 
착물 연구에서 18-crown-6의 메틸렌과 착물에 배 

위 된 물의 signal 은 착물생 성 으로 인하여 낮은 

에너지 상태로 이동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들 

의 연구에서 질산토륨(IV)들은 18-crown-6 의 

공동 밖에서 결합하고 리간드 구조는 비틈려진 

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 서 는 여 러 용매 (methanol, ethanol, 
buthanol, ethylether, methylacetate, acetone, 
THF (tetrahydrofuran) 및 acetylacetone 중에서 

공동을 달리 한 crown-ether 들을 리 간드로 한 새 

로운 토륨(IV) 고체착물을 합성하였다. 이 고제 

착물에 대한 배위 화학적인 정보들을 얻기 위하 

여 원소분석 (C.H.N) 및 ICPAS 법에 의한 토륨 

분석 , 열 분석 과 Karl-Fischer 법 에 의 한 착물중 

의 결합수 분석등에 의 해서 고체 착물들의 조성 

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적외선 분광분석, 자외 

선분광분석, 1H-핵자기 공명분석 및 X-선 회 

절분석법에 의하여 각각의 합성 착물들에 대한 

결합구조 정보들을 얻었으며 여러 용매중에서 

각 착물들에 대한 용매화 현상을 연구하였다.

실 험

시약

실험에 사용한 모든 crown ether 리간드는 

Fluka 제품(특급)을 사용했고Th(NC)3)4 • 5H2O 
은 Merck 제 품 (특급) 을 정 제 하지 않고 그대 로 사 

용하였다. 착물합성에 사용된 메탄올, 에탄올, 

부탄올, 아세톤, 메틸아세테이트, 에틸에테르, 

THF 및 아세틸아세톤 용매들은 Wako 제품(특 

급) 을 사용하였 으며 , molecular sieves (Lynde 4A 
MC & B)를 48시 간이상 넣어서 수분을 제거시 

킨 다음 정제한 질소기체를 통과시키면서 감압 

하에서 증류하였다. 이때 공기와의 접촉을 막기 

위하여 양쪽에 테프론콕이 달린 실린더에 증류 

유출물의 중간부분만을 받아서 24시간이내에 사 

용하였다.

증류수는 Bransted 사회 제 품인 nano pure cen- 
tridge system 의 증류수기 로부터 얻 은 증류수에 

알칼리성 KMnOXFluka 제품)를 가하여 재증류 

하여 1.0〜5.0X10-7 ohmT cmT 의 비전도도를 

갖는 것 만을 사용하였다. 시 판품 질 소기 체 (99. 
99%)를 Zn-amalgam 이 담긴 1% V2O5-6N - 
HzSO^Wako제품) 혼합용액을 포함하는 환원관 

에 1 차 통과시 킨 다음 drierite (calciumsulfate 
(Wako)), ascarite(sodium hydroxide), silica 
gel (Merck 제 품)。］ 들어 있 는 관에 차례 로 통과 

시 켰 다. 그리 고 nmr 용매 로 사용한 acetond-ds 
및 DMSO-de 는 Aldrichi 제 품 (99.95%) 을 그대 

로 사용하였다.

착물합성

0.01M 의 Th(NC>3)4 • 5足0 오］■ 0.01"의 cro
wn ether (12-crown-4, 15~crown-5, 18-crown-6 
및 dicydohexano-18-crown-6) 를 앞에 서 논의 한 

용매들중에 완전히 녹인 다음 각각 혼합시키고 

사용한 용매 종류에 따라서 실온에서 5분〜 5시 

간동안 격렬하게 교반시켜 백색 침 전물을 얻었 

다. 백색 침전물들을 합성에 사용한 용매로 3 
번이상 씻은 후 에 틸에 텔과 사염 화탄소로 여 러 

번 씻어 감압 여과하였다. 착물의 종류에 따라 

각 침전물들을 진공오븐에서 130〜 150°C 로 24 
시간동안 만린 다음 PKho가 들어 있는 데시게 

이터중에 보관하였다.

착물분석

합성 착물에 따라 120〜 130°C 의 진공건조기 

로 건조시킨 후 卩4。10 이 들어있는 진공 데이게 

이터 중에 보관하여 공기 중의 수분을 완전 히 차 

단시킨 다음 모든 착물들의 분석에 사용하였는 

데 Yanako CHN corder MT-3 형 의 원소분석 기 

에 의하여 탄소, 수소, 질소 함량을, Labtest 710 
형의 ICPAS (inductively coupled plasma argon 
spectrophotometer) 에 의하여 착물중의 토륨 함 

량을 각각 결정하였다. 착물중의 결정수 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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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kin Elmer 의 열분석기의 TGA 와 Kyoto 
electronics model MK~2 Karl-Fischer 수분적정 

자료에 의하여 분석하였으며 착물의 녹는점은 

Yamato melting point apparatus model MP-21 
로 측정하였다.

자외 -가시 선 흡수스펙 트럼 은 HQ 을 대 조용액 

으로 하여 Shimadzu UV-260 graphicord spec
trophotometer 적외선 스펙트럼은 KBr-pellet 
법 으로 Perkin Elmer FT IR-spectrophotometer 
(4000-400cm-1) Shimadzu IR-440 spectropho- 
tometer(5000〜300cmT) 로 각각 측정하였匸上

착물들의 iH-nmr 자료들은 Brucker nmr spec
trophotometer (80 MHz)를 이 용하여 얻 었고 tetra
methyl silane 을 내 부 표준용액 으로 사용하였다. 

착물의 몰비에 따른 구조적인 상이성을 검토하 

기 위하여 얻은 X-선 회절선은 Rigaku Geiger 
Flex D/max-’A 으로 측정하여 얻은 2。에 따 

른 1/1。값을 착물구조에 따라 비 교하였다.

착물의 구조와 몰비 결정

고체 착물의 분석법에 의하여 착물을 구성하 

는 각 원소의 분석값과 수분함량 분석값을 종합 

한 결과와 예 상된 이 론값을 비 교하여 실험 용매 ' i 
하에서 합성한 모든 고체 착물들의 조성비를 결 

정하였다. 적외선, 자외-가시선 및 양성자 핵자 

기 공명 스펙트럼 에 의 하여 착물들과 crown ether 
리간드들의 결합구조를 비교하여 착물생성에 따 

른 결합구조, 배위현상, 착물에 결합된 음이온 

의 일그러짐에 대한 정보 및 착물생성에 따른 

전자전이 현상을 알아 보았다.

착물의 물리화학적 특성 측정

착물들의 몰 전도도는 Kyoto Electric 사의 

CM-07 digital conductivity bridge 로 측정 계 산 

하였 다. 이 때 cell 은 Icm? 의 dipping cell 로 백 

금혹이 입 혀졌으며 cell 용기 는 본 연구에 적 합 

하도록 cell 용기속에 백 금전 극이 들어 있 으며 그 

바닥에는 자석 저으게가 돌아갈 수 있을만큼 전 

극과 사이를 두었고 실험할 때 용액의 양을 조 

절하기 위하여 직경을 3.5cm 정도로 만들었다. 

측정도중 공기중의 습기의 접촉을 준이기 위하 

여 cell 용기 윗 부분의 양쪽에 질 소기 체 를 통해 

줄 수 있는 유리관과 질소기체가 나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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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슘관을 부착시켰다.

결과 및 고찰

고체착물의 분석 및 구조적 성질

(1) 원소분석. 동공의 크기를 달리한 crown 
ether 리 간드들을 갖는 토륨 (IV) 고체 착물의 조 

성비와 물리적 성질을 알아보기 위하여 탄소, 

수소, 질소 및 토륨 분석과 녹는점을 측정한 결 

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의 원소분석값으로부터 착물의 조성 

을 결정 하였다. 예컨대 아세틸 아세톤용매하에서 

합성한 18-crown-6 리간드를 가지는 Th (IV) 착 

물의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및 토륨의 원소분 

석값은 각각 25.2%, 4.13%, 36.4%, 5-28% 및 

29.0 % 이 었다. 이 중 탄소는 18-crown-6 리 간드 

와 용매 아세 틸 아세 톤에 서, 수소는 리 간드 결정 수 

및 아세틸아세톤에서, 질소와 토륨은 Th(NC)3)4 
에서, 산소 리간드, 아세틸아세톤 및 Th(NO3)4 
에서 각각 온것으로 보고 이 물질의 분자식을 

Th(C12H24O6) (C2HaO2) (H2O) (NOR로 예 상하면 

실험값과 이론값(C=21.5%, H=3.82%, N = 
6.77%, Th=28.0%)은 잘 일치한다.

Th(C12H24O6) (C2H8O2) (H2O) (NO3)4 의 착물 

과 같이 다른 고체 착물들의 화학식을 Table 1 
처럼 고정시키고, 계산한 각 원소들의 이론값과 

각 원소들의 분석값들은 실험 오차범위내에서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 상의 사실로부터 12-crown-4 리 간드를 포함 

한 착물은 1 개의 결정수를 가지는 2： 1(〔L〕: 

〔Th4+〕), 아세틸아세톤 용매를 제외한 모든 실 

험 용매 하에 서 합성 한 15-crown-5 를 포합한 착 

물들은 결정수 2계를 가지는 3：2(〔L〕： 

[Th4+J〕, 18-crown-6 오｝ dicyclohexano-18-cro- 
wn-6 를 포함한 착물들은 결정수 3 개를 가지 는 

1 : 1(〔L〕: (TM+J) 착물들을 각각 형성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세틸아세톤 용매하에서 합성 

한 착물들은 결정수 1~2개를 가지는 1：1：1 
(〔L〕: [C5H8O2] :〔Th4+〕) 착물을 형성한다. 아 

세틸아세톤 용매를 제외한 여러 용매중에서 합 

성 한 15-crown-5 를 포합한 Th (IV) 착물들은 모 

두 동일한 녹는점 (165°C)과 비 슷한 원소(C.H.N



262 丁學鎭• 丁跡•徐赫春

Table 1. Analytical data for thorium (IV) -crown ether complexes synthesized in varies s시vents

s이vent used 
in synthesis

complex
m> p. 1
(°C) color c

calc. (%) found(%)

H N Th C H N Th

E 바lylether

L=CgHi6O4

〔Th L2(H2O)) (NO3)4 160 white 22- 6 4. 03 6. 59 27.3 21.9 4. 08 6. 58 27.9

Acetone

L—C1QH20O5 

(Th2L3(H2O)2) • 2(NO3)4 165 white 21. 8 3.87 6. 77 28.0 21.4 4- 02 6. 75 27.5

Acethylacetone (ThL(C5H8O2) (H2O)2) (NO3)4 192 white 21. 5 3. 82 6.77 28.0 21.3 3.87 6. 72 27.4

Ethylether

IUC12H24O6

(ThL(H2O))(NO3)4 196 white 18.4 3.86 7.16 29.7 18.5 3.87 7.12 29.1

Acethylacetone (ThL(C5H8O2) (H2O)J (NO3)4 255 white 25. 5 4.13 5. 26 29.0 25-2 4.15 5. 28 29.0

Ethylether

L = C2oH3g06 

[ThL(H2O)3] (NO3)4 167 white 26. 5 4.67 6.18 25.6 26.7 4. 66 6. 22 26.2

및 Th)분석결과를 가짐을 Table 1 에서 알 수 

있다.

Table 1 의 녹는점 결과와 원소분석결과에 대 

한 실험오차를 고려하여 볼 때 모든 실험용매중 

에 서 합성 한 Th (IV) 착물은 용매 종류에 관계 없 

이 같은 착물의 조성을 가지므로 이 상의 실험 

용매중에서 착물을 합성할 때 용매화가 일어나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Table 1 에서 표 

시하지는 않았지만 12-crown-4, 18-crow-6 및 

dicyclohexano 18-crown-6 등의 리 간드들을 가지 

는 Th (IV) 착물에서도 15-crown-5 리 간드를 가 

지는 착물의 결과에서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아세틸아세톤 용매를 제외한 

모든 용매하에서 합성한 착물들은 용매의 종류 

에 관계없이 용매화현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아 

세 틸 아세 톤 용매 만은 착물형 성에 영향을 주었 

으므로 아세틸아세톤 용매 자체가 착물을 형성 

할 때 chelate 제로 행동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 

하고 아세틸아세톤 용매중에 0.01M 이 되도록 

Th(NC>3)4 • 5田0 를 넣은 다음 25°C 에서 4 시 

간이상 격렬하게 교반시켜도 고체착물은 생성되 

지 않았다. 그러 나 아세틸 아세톤 용매 50mZ 중에 

리 간드로서 0.01M 농도의 crown ether 와 같은 

몰농도의 금속염 Th(NO3)4・5H2。를 넣은 다음 

1시간동안 격렬하게 교반시키면 백색착물의 앙 

금질을 얻을 수 있었다. 이 백색 앙금물질을 유

Fig. 1. Curves for thermal analysis of (ThL2(H2O)2) 

(NC)3)4 complex, sample weight: 13.5mg (L=12- 

crown-4).

리거르게로 거른 다음 여액을 삼구 후라스크에 

옮겨 0.5M-Th(NO3)「5田0 를 첨 가하고 2 시 

간이상 격렬하게 교반시켜도 앙금물질은 생기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아세틸아세톤 단독으로는 토륨 

과 착물을 형 성 하지 않고 crown ether 가 토륨 

과 착물을 형성할 때 배위되는 것으로 보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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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틷아세톤은 Th4+에 대하여 단순한 리간드로 

서가 아니라 용매화현상에 의하여 결합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2) 착물중의 물분자 분석. 원소분석 및 뒤에 

설명될 적외선 분광분석결과 모든 착물들은 물 

분자들을 포합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실을 확인 

할 목제으로 열분석과 Karl-Fischer 적정 을 하였 

다.

Fig. 1 은 12-crown-4 리 간드를 가지 는 수화 

된 토륨(IV)착물에 대한 열분석 곡선이다. 이 

그림에서는 일차적으로 착물중의 물이 분해하면 

서 흡열피이크를, 160°C 에서 착물에 결합된 리 

간드와 착물염 에 약하게 결합되어 있는 질산이 

온이 분해되면서 예민한 두개의 발열피이크를 

각각 보여 주었다. 그리고 일차 흡열피이크에서 

얻어진 TGA에 의한 무게감량 2.15%는〔Th 
(c8h16o2)2 • h2oj(no3)4분자중 한개의 물분자 

감량 이론값 2.11%와 잘 일치하였으며 발열피 

이크와 함께 나타난 TGA 피이크로부터 계산된 

생성물의 형태는 Th。? 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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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들 각 착물들의 열분석값은 . Karl-Fischer 
적 정 분석값과 잘 일 치 하였 으며 이 들을 종합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3) X-ray 회절 스펙트럼. 용매의 종류와 공 

동의 크기 가 다른 crown ether 리 간드들을 달리 

하여 각 착물들을 합성할 때 착물의 조성이나 

착물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상이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합성한 각 착물들을 

X-선 회절분석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에테르 용매에서 합성한 15- 
crown-5 착물의 X-선 회 절 그림 을 보면 Fig. 2 
와 같다. 이 그림은 착물구조가 결정형 임을 알 

수 있으며 여기에 표시하지 않는 다른 착물들도 

이 그림 과 같이 모두 결정형 모양을 나타내 었다. 

몇가지 Th-crown ether 착물들의 X-선 회절스 

펙트럼들을 해석 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 각 착물들의 20 값을 Th(NC)3)4 
• 5H2O 의 2。값과 비 교하여 볼때 주피 이 크가 모 

든 스펙트럼에서 각 착물의 형성으로 인하여 Th 
(NO3)4・5H2。의 구조적 변화가 일 어 났음을 알

Table 2. Results of thermal analysis and Karl-Fischer titration

complex

phase 
change 
temp.

(°C)

weight loss(%)
water 
content,1 products。

calc. found5

L = C8HmO4 

(ThL2(H2O))(NO3)4 140 2.11 2.15 2.13 (ThL3) (NO3)4

160 78.0 76.8 — 〔ThO】

L=C10H20O5

(Th2L3(H2O)2 • 2(NO3)4 150 2.17 2. 21 2. 20 (Th2L2](NO3)4

165 77.3 76.2 — 〔ThOJ

(ThL(C5H8O2)(H2O)2) (NO3)4 165 4.30 4. 38 4- 32 (ThL(C5H8O2))(NO3)4

192 78.6 77.5 一 (ThO2]

LM12H24O6

(ThL(H2O)3) (NO3)4 140 6.80 6. 78 6.82 〔ThL〕(NOQ4

196 74.9 73.8 一 〔ThO』

(ThL(C5H8O2) (H2O)) (NO3)4 148 2. 09 2- 03 2. 06 (ThLCCsHgOs)) (NO3)4

255 75.0 72.8 —

L = C2°H36()6 

(ThL(H2O)3)(NO3)4 145 5.96 6. 02 6. 02 〔ThL〕(NOQ4

167 78.5 78.2 — (ThO2)

a results by Karl-Fischer method. 4 results by thermal analysis. c confirmed by X-ray diffraction. d ASTM 

card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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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X-ray diffraction pattern for〔ThzLHHzOQ〕 

• 2(N()3)4 complex (L=15-crown-5).

수 있다. 그리고 리간드 종류에 따라 각 착물들 

의 2。값을 비교한 결과 서로 다른 X-선 회절 

스펙트럼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착물의 구조가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18-crown-6와 

dicyclohexano-18~crown-6 리 간드를 가지 는 Th 
(IV) 착물이 나 용매 를 달리 한 18-crown-6 리 간드 

를 가지는 Th(IV)착물에서처럼 리 간드와 용매 

의 종류를 달리한 조건에서 합성한 착물일이라 

도 주피이크 2。값은 거의 일치하였다. 이런 사 

실 들은 동일 한 조성 비 를 가지 는 착물들에 서 . 나 

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Table 3 에 서 15-crown-5 리 간드를 가지 는 착 

물들의 20 값은 완전히 일치한결과를 보여준다. 

이것은 에테르와 메탄올 용매중에서 합성한 Th 
(IV) 착물의 구조는 용매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 

정 하였지 만, 에 테 르와 아세 틸 아세 톤 용매 중에 서 

합성한 18-crown-6 리간드를 가지는 Th (IV) 착 

물에서는 주피이크 이외에 모든 피이크들의 2。 

값은 완전히 다르다. 이 사실로 보아 아세틸아 

세톤 용매만은 착물생성에 관여하지만 다른 실 

험 용매들은 용매화에 영 향을 주지 않는다는 원 

소분석 결과와 일치 하다. 15-crown-5 나 18- 
crown-6 를 가지 는 질 산네 오디 움 (III) 수화물 착 

물구조는 X-선 회절 스펙트럼으로 검토한 결과 

동일 리간드일지라도 착물의 조성비가 달라지면 

모든 회절 스펙트럼의 20값이 다르게 나타난다 

는 Claude47 실험결과와 잘 일치하였다.

(4) 적외선 스펙트럼. 고체 착물의 적외선 스 

펙 트럼 은 모두 KBr 원 판법 으로 측정 하였 으며 15- 
crown-5 을 포함한 Th (IV) 에 대 한 적 외 선 스펙 

트럼 을 대표적 으로 F/g. 3 에 실었다.

조성식이 밝혀진 고체착물들의 구조를 진달할

Table 3. Data for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orium (IV) complexes with crown ethers

ligand complex 2。 1/1。

L = C8H16O4 (ThL2(H2O))(NO3)4 7.50 7.03 4.25 3.77 11.8 100 11.0 13.5

(ether)11 3. 7G 3.20 2.88 2.36 31-2 25.4 11.2 10.7

L-C10H20O5 (ThL3(H2O)2] - 2(NO3)4 8.32 5.91 4.80 3.72 100 37.0 50.4 27.9

(ether)a 3.14 2. 77 14. 8 고3. 2

(Th2L3H2(O)2)- 2(NO3)4 8,35 5.91 4.80 3.72 100 38.5 49.6 28.6

(methanol)a 3.14 2.77 14.0 13-0

L = C]2H24()6 (ThL(H2O)3) (NO3)4 9.12 7.68 6.93 5.12 56.2 68.4 100 25.6

(ether)4.28 3.93 3.80 38.9 22.4 29.9

(ThL(C5H8O2)(H2O) J (NO3)4 7.63 6.92 6.10 5.27 27.7 100 13.6 13.1

(acethylacetone)3 3.97 3.82 10- 9 10.1

L=C2oH36()6 [ThL(H2O)3] (NO3)4 9.21 7.56 6.97 5.10 42.7 75.5 100 85.4

(ether)a 4.51 4.03 3.81 92.9 59.4 56-6

[Th(H2O)9] (NO3)? 7.32 5.69 5.38 5.00 100 35.2 55.1 50.1

4.78 60.0

o solvents used in synthesis of each complex. *ASTM card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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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얻은 적외선 스펙트럼과 착물을 합성 

할 때 사용한 crown ether 리 간드들에 대한~주 

요 적외선 스펙트럼 자료를 해석한 결과는 Table

Fig. 3. IR-spectrum of the'thorium (IV) complex with 

15-crown-5 ligand.

4 와 같다.

Fig. 3 과 Table 4 에 서 얻 은 모든 착물들의 적 

외선 스펙트럼을 crown ether 리 간드 스펙트럼 

과 비교하여 볼때 일반적으로 착물들의 흡수는 

짧은 파수방향으로 이동하였다. 특히 crown 
ether 특성기인 C-O-C 신축진동모양은 착물종 

류에 따라 80〜52cmT 범위의 짧은 파수방향으 

로 이동하였으며 리간드에 없었던 OH신축진동 

파수와 OH 변 각진동파수가 3350〜3200cmT 와 

1622〜 1615cmT 에 서 착물종류에 따라 예 민 하게 

나타났다. 이 사실은 착물생성으로 인하여 물분 

자중의 산소원자의 비결합전자쌍이 Th4+에 배위 

결합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Table 
4에서 아세틸 아세톤의 용매중에서 합성된 crown 
ether 를 갖는 Th (IV)착물은 다른 착물에서 나

Table 4. IR spectral data of some thorium (IV) complexes with crown ethers

ligands and complexes

assignment (cm-1)

u(OH)
”5、y(c- NO「group (D3h)

-----u(O-Th) u(acac)0 - C)
t>5 於

12—C—4 
(L=C8Hi6O4)

— — 1185vs — — 一 — — 一 —

[ThL2(H2O)](NO3)4
3315sb 1625m 1136vs —1384m 1096vs 810m 746m 368m

320w

—

15—C — 5
0 = *旧20。5)

— — HOlvs — — 一 — — — —

[Th2L3(H2O)2] • 2(NO3)4
3250sb 1619m 1084vs —1382vs 1032vs 810m 743m 367m

316w

——

18-C-6 
(L-C12H24O6)

— — 1116vs — — — — — 一 —

[ThL(H2O)3] (NO3)4
3374sb 1622m 1107vs —1383m 1030s 809m 743m 365m

320w

——

(ThL(CsH8O2) (H2O)] (NO3)4
3422sb 1615m 1108vs —1374vs 1206vs 806m 742m 368m 1626s

Dicyclo-hexano 
18—C—6 
(L = C2°H36()6)

(ThL(H2O)3) (NO3)4

— — 1102vs — — — — — 一 —

3248mb 1622m 1090vs —1383m 1031s 809m 745m 368m

320w

——

Th(NO3)4 • 5H2O 3384mb 1624m — 1563vs 1383v 10당3vs 807m 745s 一 —

Acetylacetone

1622vs

1709s

116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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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지 않는 진동수는 1626과 1060cmT 이 었다. 

acac 의 pc=0 진동은 대체로 1710〜 1685cm*4 영 역 

에 서 나타나지 만 acac 착물의 IR 에 서 此* 에 대 

한 진동수는 리 간드 주게원자인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Th(IV)원자로 이동하여 카르보닐기의 

결합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보다 낮은 진동수 

1626cm-1 부근에서 흡수된 것으로 생 각된다. 그 

리고 1060cmT 의 진동수는 아세틸아세톤 용매
O

에서 온 피이크로 지방족 케톤 II
CH3— C —CH2―- 

의 전형적인 신축진동 수에 해당된다. 이 결과

O
는 유리 아세틸아세톤의 II 의 신

CH3— C—CH 2—
축진동파수 1161cmT 와 비 교하여 볼때 착물생 

성으로 인하여 아세틸아세톤분자가 공액을 이룰 

경우 101cm-1 만큼의 낮은 파수 방향으로 이동 

하였음을 보여준다. 이 사실은 아세틸아세톤이 

토륨(IV)금속에 용매화함으로써 산소원자의 비 

결 합전 자쌍이 Th 원 자에 배 위 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King 등45은 아세 톤 용매 흐卜에 서 benzo-15-cro- 
wn-5 리 간드를 가지 는 La(NO3)2 • 3H2O 착물을 

합성하여 용매화 현상을 적외선 스펙트럼으로 

검토한 결과 착물에 아세톤이 용매화되어 1720 
~1698cmT 에서 C=0의 신축진동파수가 나타 

났지만 본 연구에서는 아세톤 용매중에서 합성 

한 모든 crown ether 들을 포함한 토륨(IV)착물 

의 적외선 스펙트럼에서는 아세톤 용매로부터 

C=O 신축진동파수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으 

므로 아세톤 용매는 용매화하지 않음을 알수 있 

다.

Table 4 에 서 보여 준 착물중의 질 산기 들의 신 

축진동파수들은 Th(IV) 착물에 대한 음이온의 

비틀림구조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여 주고 있 

다. 18-crown-6 를 리간드로 하는 질산 란탄족 

(III) 이 나 질 산우라닐 (H) 착물들의 구조에 서 보다 

도 토륨(IV)착물에서。甑구조들의 피이크들이 

더욱 예민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모든 착물들 

은 Costes"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자면 Table 
4에서 나타난 모든 착물들은 4NC>3■• 와 Th4+ 착 

이온사이의 약한 상호작용으로 말미 암아 C却 대 

칭 구조보다 Ds 대 칭 구조가 더 욱 우세한 착물구 

조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Table 4에서 

가 착물들의 질산이온의 以, 均, 巧 및 卩4의 신축 

진동파수들은 질산토륨염의 그것과 거의 일치하 

였으므로 질산이 온은 Cgv 보다 D3h 대 칭 구조가 우 

세한 착물구조를 가짐을 분명히 해준다. 그리고 

모든 착물들은 310〜 368cmT 에 서 토륨 (IV) 산소 

원자사이의 신축진동파수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crown ether 의 산소원자의 비공유결합 전자쌍을 

토륨(IV)원자에 제공하므로써 배위결합함을 알 

수 있 다. 이 값들은 18-crown-6 를 갖는 질 산토 

륨 (IV) 착물에서 얻은 Costes45의 연구결과인 Th- 
。의 신축진 동파수영역 294cmT 와 비 교적 잘 일 

치한다.

(5) pmr 스펙 트럼 . 착물들의 구조를 확인하기

ppm!^) vs.TMS

Fig. 4. The pmrspectrum of the thorium (IV) com

plex with 18-crown-6 ligand in acetone-dg.

Fig. 5. The pmr spectrum of the (ThL(C5HgO2) 

(H2O)) (NOs)4 complex (L=18-crown-6) in DMSO-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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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한 적외 선 스펙 트럼 의 결과를 보충하고 crown 
ether 리 간드들과 몇 가지 crown ether 리 간드들을 

가지 는 토륨 (IV) 착물의 화학적 이 동값을 얻 어 

착물합성 에 따른 착물구조를 알아보기 위 한 pmr 
스펙 트럼 을 대 표적 으로 Fig. 4~5 에 실 었 다.

각 crown ether 리 간드와 각 착물들의 pmr 스 

펙 트럼 을 해 석 한 결과는 Table 5 와 같다. Table 
5와 Fig. 4, 5에서 보면 nmr 용매들을 달리하 

더라도 모든 리간드의 메틸렌과 결정수의 양성 

자 피이크들은 거의 비슷한 화학적 이동값을 나 

타내 었다. 이 사실로부터 착물들의 pmr 스펙트 

럼의 화학적 이동값은 nmr 용매로 사용한 아세 

톤-d6 와 DMSO-d6 에 대하여 영향을 받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모든 착물의 리간드에서 연유된 一ch2—O— 

CH?一의 메틸렌의 양성자, 결정수에서 온 양성 

자 및 용매화된 아세틸아세톤의 메틸 및 메틸렌 

양성 자들의 Pmr 스펙 트럼 들을 유리 된 리 간드, 

유리된 물분자 및 유리 아세틸아세톤분자에서 

오는 양성자의 pmr스펙트럼과 비교한 결과 모 

든 착물의 pmr 스페 트럼 의 피 이 크들은 낮은 자 

장쪽으로 이동하였다. 이 사실은 착물생성으로 

인하여 리 간드와 결정수 중의 산소원자 및 아세 

틸아세톤 분자중의 C=O 의 산소원자의 비결합 

전자쌍이 큰 하전을 갖는 토륨(IV)금속에 세게 

이끌리 어 배위결합함으로써 산소원자에 이웃한 

양성자들이 낮은 자장쪽으로 화학적 이동을 하 

였음을 말해 준다.

F，g. 4의 착물의 pmr 스펙트럼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pmr 피이 크들이 Fig. 5 의 1.98와 L 13 

Data of pmr spectrum for the thorium(IV) complexes with crown ethersTable 5.

nmr solvent ligand complex (compound)

chemical shift。ppm vs. TMS)

methylene 
proton 

(crown-ether)
hydrate proton

DMSO-d6
L=12—C-4 
(C6H16O4)

C6H16O4 3.05 —

(ThL2(H2O)](NO3)4 3. 71 4-50

acetone-dg
L = 15—C —5 
(C10H20O5)

C10H20O5 2. 77 —

(Th2L3(H2O)2) • 2(NO3)4 3.46 3-66

(ThL(C5H8O2)(H2O)](NO3)4 3. 73 3-90

(2. 06) a —

(1.13)* —

acetone-dg
L—18一C—6 
(C12H24O6)

C12H24O 2. 74 —

(ThL(H2O)3) (NO3)4 3.60 4.35

DMSO-d6 〔ThL(C5HK)2)(H2O)](NO3)4 3.28 3- 42

(1.98)。 —

(1.13)& —

acetone-dg L—dicyclohexano C20H36O6 2. 74 —

- ----- —
((易服。6)

[ThL(H2O)3] (NO3)4

(1- 48)f —

3.62 4. 02

(l-64)c —

DMSO-de free water — 2- 33

(1.63)a __
free acetylacetone

(0.82)4 一

Th(H2O)5(NO3)4 — 3-56

。methylene proton of acetylacetone. b methyl proton of acetylacetone. c methylene proton o£ cyclohexy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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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m 에서 각각 2개의 단일피 이크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용매로 사용한 아세틸아세톤이 착물 

이 생성될 때 용매화함으로써 아세딜아세톤의 

CI% 의 양성 자는 CH；)의 주위 에 있는 C=0 기 의 

전자밀도와 Th什의 큰 전하의 영향때문에 유리 

아세틸아세톤분자의 CH3 양성자보다도 낮은 자 

장의 방향으로 1.13ppm 만큼 화학적 이동이 되 

었다. 그리고一CH?—의 차폐효과가 一CH3보 

다도 작기 때문에 화학적 이동값은 一CF&—가 

—CH；)보다도 크다. 그러므로 L98ppm 의 단일 

피이크는 아세틸아세톤에서 온 一CH?—피이크 

로 볼 수 있다.

모든 pmr스펙트럼에 대한 각 양성자피이크들 

의 면적 비 (리 간드양성 자 : 결정수양성자 혹은 리 

간드양성 자 : 결 정 수양성 자 : 아세 틸 아세 톤 -C2H6 
의 양성자 : 아세틸아세톤의 一CH? 의 양성자)는 

이론값과 거의 일치하였다. 이상의 사실로부터 

용매로 사용한 아세틸아세톤분자중의 C==0 기는 

Tlf+에 전자쌍을 제공하므로 배위결합하는 착 

물구조를 갖지만 아세틸아세톤을 제외한 다른 

실험용매들중에서 합성한 착물들은 용매화가 일 

어나지 않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6) 자외一가시 선 스펙트럼 분석 . 증류수를 용 

매 로 하여 15-crown-5 를 포함한 토륨 (IV) 착물 

들의 자외-가시선 스펙트럼을 측정한 결과는 

Fig. 6 과 같다. Fig. 6 은 용매화되 지 않은 15- 
crown-5 를 갖는 토륨(IV) 착물(B)과 아세틴아 

세 톤의 용매 화가 일어 난 15-crown-5 의 토륨 (IV) 
착물(A)에 대한 자외-가시선 스펙트럼이다.

Th(IV)금속 자체에서 얻어지는 흡수 스펙트 

럼은 란탄족 및 악틴족의 /■궤도함수의 전자전이 

에서 볼 수 있는 뾰족하고 예민한 스펙트라를 나 

타내 지 만 Fig. 6 의 모든 착물에 대 한 홉수 스펙 

트럼들은 넓은 흡수띠를 보여준다. 이 사실로 

보아 모든 착물들은 용매화된 원자단이 나 리 간 

드의 비결합 원자단에서 전자전이 현상이 일어 

남을 알 수 있다.

모든 착물들에 대해서 최대홉수파장(人max)과 

최대 물흡광계수 (e max) 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에 서 모든 유리 crown ether 리 간드들

의 최대 흡수띠는 208 nm 에서 , 유리 아세틸아 

세 톤은 271nm 에 서 각각 최 대 흡수띠 들을 가지 

며 용매화되지 않는 각 착물들은 212〜214nm 에 

서 , 아세 틸 아세 톤이 용매 화한 착물들은 302 nm 
에서 각각 최대 흡수띠를 갖는다. 유리 crown 
ether 들의 208 nm 흡수띠는 에텔 산소의 비결합 

전자쌍에 의한 전이로서48 이 흡수띠가 Th-
crown ether 착물에서 212〜214 nm 로 장파장 이 

동한 것은 crown ether 리간드의 산소원자가 

Th4■'■이온에 배위함으로서 산소원자의 비결합전

Fig. 6. UV-spectra of (ThL(C5H8O2) (H2O)J (NO3)4 

(A) and [Th2L3(H2O)]2(NO3)4 (B) in H2O. L= 

15-C-5.

Table 6. UV-spectral data for the 

complexes with crown ethers

thorium (IV)

(solvent: H2O)

ligand complex
人max emax 
(nm)(X103)

L-C8H16O4 一 208 0. 300

(ThL2(H2O)XNO3)4 214 1-52

L=CmH2o()5 — 208 0. 312

(Th2L3(H2O)2) • 2(NO3)4 214 2- 55

(ThL(C5H8O2)(电0)2〕(NQ)4 _n9 n
Ov乙U•U丄丄

L = C12H24O6 — 208 0. 320

(ThL(H2O)3) (NO3)4 214 1.61

(ThL(C5H8O2)(H2O)](NO3)4 :: n L.

JU匕 U- UD4

L—C20H36O6 — 208 0.328

(ThL(H2O)3] (NO3)4 214 2.80

Free acethylacetone 271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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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Molar conductance for s시ution of thorium (IV) complexes with crown ethers in DMSO and water 

(temp.: 25. 0°C, % deg： 2, cell constant: 0-1035)

ligand complex 
(A)

solvent molar conductance 
(ohm"1 cm2 mol-1)

12-C-4 DMSO 130

«阳16。4) (ThL2(H2O)](NO3)4 H2O 528

15-C-5 DMSO 93.5

(C10H20O5) (ThL(C5H8O2)(H2O)2J (NO3)4 H2O 508

DMSO 155
(Th2L3(H2O)2) • 2(NO3)4

h2o 523

18—C—6 DMSO 99.8

(C12H24O6) [ThL(C5H8O2) (HK))〕(NO3)4 H2O 515

DMSO 117
[ThL(H2O)3] (NO3)4

H2O 525
Dicyclohexano
—18—C —6 (C20H36O6)

(ThL(H2O)3) (NOQ4 DMSO 121

DMSO 148
(Th(H2O)9)(NO3)4

H2O 543

자쌍의 비결합성격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마 

찬가지 이유로 유리 아세틸아세톤의 카르보닐 

그룹 (〉C=O) 의 산소원자의 비결합 전자쌍에 의 

한 7ZTZ* 전 자전 이 49를 나타내 는 271nm 흡수띠 

도 Th (IV)-crown ether 착물에 서 302 nm 로 장 

파장이동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7) 전 도도 측정 . DMSO 와 FLO 용매 중에 서 

crown ether 들을 가지 는 토륨 (IV) 착물들의 몰 

전 도도를 측정 계 산한 결 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 를 보면 DMSO 용매 중에 서 각 착물들 

의 몰전도도는 모든 crown ether 리 간드를 가지 

는 Th(IV)착물들의 경우 전형적인 1 : 1 전해질 

의 전 도도 값인 93.5~155ohm-1 cm-1 mole-1 범 

위내의 값을 나타내므로37~52 착물중에서 ThL 
(NC)3)3+와 NC)3-로 부분적인 해리를 하는 1 : 1 
전해질로 행동하며 물 중에서는 497〜515ohn「i 
cnfmolT 를 가지 므로 모든 착물은 Thl?+ 의 

complexion 과 4NO3■■ 으로 완전 전 리 하는 1 : 4 
전해질로 각각 행동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물 중에서 모든 착물들의 몰 전도도값은 

수화된 토륨(IV)염보다 훨씬 크다. 이 결과는 

이상에서 논의한 모든 착물들은 극성 용매에 더 

욱 잘 녹는 착믈구조를 가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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