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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란탄나이드 3가 (Pr(III) 와 Yb(III)) 와 2, 2, 6, 6-tetramethyl-3, 5-heptanedione 
(dipivaloylmethane) 착물들의 전기화학적 거동을 DC 와 DP 그리고 CV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란탄나 

이드 3가 착물들 중 Pr(III)의 환원은 Ag-AgCl 전극으로 孩느一0.13V와 一0.80V 그리고 Yb(III) 
는 一0.02V로 1전자이동에 의한 것임을 알았고, 1차 화학평형반응이 가역과 비가역으로 진행되는 ErCr 
전극과정임을 DP와 CV로부터 알았다. 평형상수 InK는 여러 용매들로부터 얻었고, 이들 상수는 용매 

의 유전상수가 감소함에 따라 증가됨을 알았다. 이들 반응에서 InK와 용매에 대한 ln(l/D)을 도시하면 

좋은 직선관계에 있었고, 이 때 란탄나이드의 거동은 원자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InK 가 감소하였다.

ABSTRACT. The chemical behavior of trivalent lanthanide (Pr(III) and Yb(III)) and 
2,2,6,6- tetramethyl- 3, 5-heptanedione (dipivaloylmethane) complexes was investigated by the use of 
direct current, differential pulse polarography and cyclic voltammetry. In this study, it was founded that 
the reduction of trivalent lanthanide complexes was observed by one electron transfer process at 
Elpc= -0.13 V and -0.80 V of Pr(III), and -0.02 V of Yb(III) vs. A5*-AgCl electrode. Also, it was found
ed that the treatment of DP and CV to the case of a first - order chemical equilibrium reaction preceding 
a reversible and irreversible one electron transfer reaction, (a>0.5) the socalled ErCr electrode process. 
The equilibrium constant (InK) obtained, of various solvents, these constant were founded to be increases 
with decreasing dielectric constant of the solvents. Plots of hiK for these reaction against ln(l/D) for the 
solvents was fairly straight lines, and the behavior of the heavier lanthanides was decreased equilibrium 
constant with increasing atomic number.

져 있으며 Ce(III), Pr(III)와 Nd(III)염들의 

Luminescence spectra 에 의한 4 f-shell 내부에 

서 forbidden transition 의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CH, OH, NH 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용매에 Ln

496



희토류금속 착물의 합성과 전기화학적 특성 497

(III) 의 무기 염 들의 energy transition, Lumi- 
nescence 의 강도에 대한 연구와이들의 측정방 

법도5,6 제시되었다.

또한 Ln (III)와 유기리간드들과의 착물들에 대 

한 electronic structure 4 Luminescence, 금속 

ion들의 효과, 용매의 선택，七 불순물의 존재에 

의한 Ln(III)-리간드 결합의 성질wo과 영향 등도 

제시 方2되었다.

그리고 Bertha 와 Choppin"은 희토류-요오드 

화합물에 대한 열역학적인 값에 기초를 두고 희토 

류금속 ion들의 이온성 entropies 값을 구하여 희 

토류금속들의 ion 반경과 entropy 의 관계를 논의 

하였으며, Hinchey 와 Cobble"는 희토류금속의 

염화물인 7수화물 결정에 대한 자유에너지와 활량 

계수를 얻었다戚". 이들의 보고에 따르면 용액속 

에서 ion 과 용매의 상호작용으로 ion 반경이 커짐 

에 따라 배위능력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7，瞻.

최근 Lincoln's】* Ln (III) ion 들이 수용액속 

에서 수화물과 관련하여 8~9개의 배위자를 가진 

다고 보고하였으며, S이jthwood%들은 이들 착물 

들의 속도측정을 하였고 Cossy21 등은 이들 염들 

의 수화물이 수용액속에서 물교환 반응의 속도상 

수에 대해 밝히고 있다. 그리고 Ln (III) -crown 
ether 착물들에?2~24 대해서 仍口의 분리, 산화상 

태, 안정도상수 그리고 배위자 수 등에 대해서도 

연구 발표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메틸포름아미드(DMF)속에서 

Pr (III), Yb(III)와 2, 2,6,6-tetramethyl-3, 5 
-heptanedione (dipivaloylmethane : H(thd) 의 

금속착물을 합성하여 산화-환원과정, 용매에 따 

른 특성, 가역성, 배위자 수, 가능한 메카니즘을 

전기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검토하였다.

실 험

시 약. 모든 시약들은 특급을 사용하였으며 

용매로 사용한 DMF는 사용전에 2〜3g의 P2O5 
에 150mZ를 진공상에서 증류를 반복하고 

Karl-Fischer amperometric titration 에 의해 

서 수분의 함량을 0. 03% 이 하를 확인하고 Merk 
제 AI2O3을 몇시간 동안 muffle furnace 에서 

350 °C로 활성화시킨 것에 48시간 동안 말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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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alytical data of complexes

Metal (%) C % H %
Complexes M.P.°C -----------------

calc'd Found calc'd Found calc d Found

Pr(thd)3 219-22120.40 20.43 57.38 57.34 8.32 8.26
Yb(thd)3 165-168 23.94 23.81 54.83 54.79 7.95 8.10

하였다.

Tetraethylammonium perchlorate (TEAP) 
는 에틸알코올 용액으로부터 2회에 걸쳐 재결정하 

였으며 합성된 착물은 70 °C 이하에서 감압 건조시 

켜 사용하였다.

녹는점은 Yamato melting apparatus model 
MP로 적외선 스펙트럼은 KBr 원판법을 이용한 

Shimadzu IR-440로, UV-visible 전자홉수스펙 

트럼 측정은 Shimadzu UV-240 Graphicord 형 

분광광도계로, 원소분석은 YanacoC. H. N cor- 
der MT-3형으로, A. A 측정은 Perkin-Elmer 
Model 603, Polarographic Analyzer EG & 
G PARC Model 303, SMDE (static mercury 
dropping electrode : ohmic drop 보상을 위 한 3 
전극형)를 PARC Model 264A에 연결시키고 

PARC Model RE-0089 X-Y recorder 를 사용 

하여 DC 와 DP 및 CV 를 측정하였다.

착물합성과 분석. 희토류금속의 킬레이트 착물 

합성은 Hammond 와 Nonhebel25 등이 보고한 

일반적인 방법에 의해 60 mmoles H(thd) 을 95 
% 에탄올 30m/속에 녹인 후 진공장치에 연결하 

고 50%의 에탄올 50mZ속에 2.4g의 NaOH를 

가한다. 이 반응물질을 magnetic stirrer S- 계속 

하여 맹렬히 저어준다.

여기에 Pr(NO3)3・6H2。또는 Yb(NO3)/5H2 
0 등을 20 mmoles 를 가한 후 진공상태에서 2시 

간 동안 잘 저어준다. 감압증류하에서 용액의 부 

피가 50%가 되도록 증류수를 가한다. 침전물을 

빨리 진공상태에서 거르고, 건조시키면 90-97% 
의 수득율을 얻을 수 있었다. 이들을 원소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이들 착물을 DMF 에 용 

해시켜 자외-가시선 스펙트럼의 '흡수파장(人)과 

흡광도를 측정하여 몰흡광계수 (e)를 계산한 결과 

와 전기전도도 측정장치에 의하여 측정계산한 착 

물의 몰전도도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몰전도도



498 崔七男•尹皙珍•金一斗•金軽平•孫蓮洙

Table 2. UV visible spectra data and molar conductivity of the metal complexes

complexes solvent A max，nm(€xl03) bM Remark

Pr(thd)3 DMF 325(0.47), 276(4.85) 24.06 nonelectrolyste

Yb(thd)3 DMF 324(0.6 ), 278(4.9 ) 24.8 nonelectrolyste

a molar absorptivities ( )( *Molar conductance, ohm-^m2 mol-1.

는 다음 식에 의해 구하였다.

AM=(/fxlOO)/(7?Xm)

여기서 K 는 용기상수이고 R 은 저항이며 淅 는 

몰농도이다. 이들의 값이 낮은 몰전도도를 가진 

것으로 보아 비 전해 질임을 알 수 있었다2618.
전기화학적측정. 기준전극으로는 Ag-AgCl 를 

사용하였으며 , 대조전극으로는 백금선을 작업전극 

인 SMDE에 연결하고 질소기체는 잔여산소와 수 

분을 제거한 후 전해 용액속에 10분 이상 통과시 

킨 다음 질소분위기 속에서 폴라로그램을 얻었다.

결과 및 고찰

0.0 -0.2 -O.4 -O.6 -0.B -17© 二3 瓦3'-
Potential. Ifolta

Fig. 1. (a) Sampled current D.C. Polarogram of 5 mM 

Pr(thd) 3 with 0.1A/TEAP im MDF solution; (drop time 

Is, scan rate 10 mV/sec); (b) Differential pulse polaro

gram of the same solution as in Fig. 1(a).

착물의 DC, DP 플라로그램. 잘 정제된 

DMF 용액 중에서 0.1脂 TEAP 를 지지전해질 

로 쓰고 +0.2〜一2.0V vs. Ag-AgCl의 가전위 

범위에서 Pr(III)과 Yb(III) ion들이 H(thd)와 

이루는 착물의 DC 와 DP 폴라로그램을 Fig. 1에 

나타내었다.

Fig. 1은 2종류 환원파의 폴라로그램이다. 이 

환원파로부터 IIKoic 식29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 

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농도와 시간의 비례관계를 

알아보고자 도시 하였다.

2에는 F汉 1(a) 의 환원파로부터 농도의 

한계전류값을, Fig. 3에서는 Fig. 1(b) 가 적하시 

간 〃“에 대한 변화를 나타내었다.

Fz*. 1(a) 와 (b)에 서 瓦/2 = —0.80V와 

耳= — 0.82V 이고 이들의 환원파고는 Fig. 1(a) 
가 실험농도범위어】서, 또한 Fig. 1(b) 가 적하시간 

尸“에 비례하여 좋은 직선관계를 보여줌으로써 

IIKovic 의 이론에 따라 이는 확산전류임을 확인 

하였고 Ln(thd)3착물은 Pr(III)/Pr(H)의 환원이 

라 믿어진다.

그리고 Ferrier 과 Schroeder"는 전류 -시간전 

위로부터 반응층과 확산층이 전극표면에서 인접한

】 그 〉 顷T(
Concentration

Fig. 2. Relationship between current and concentration; 

(conplex: Pr(thd)3).

용액으로부터 전자이동이 생기는 산화와 환원반응 

(CrEr) 의 연속이고, 용액에서 전극으로 전자이동 

이 있을 때 환원이 연속되는 반응 (ErCr)으로 반 

응메카니즘을 규명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들 전극과정에 대한 규명 

은 다음에 cyclic voltammogram 으로부터 자세 

히 논하고자 한다.

환원반응에 관여하는 전자수3?)를 알아보기 위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a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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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ariation of peak currnt (Differential pulse) with 

drop time.

하여 Lingane 는 착물의 Polarogram 으로부터 

log /와 (一E)값의 도시에 나타낸 기울기 

로, Bard는 Z=z<i/c-m2，/ &의 계산값이 1 = 
1.5~2.0일 때 1전자환원, 2.5~3.0이면 2전자환 

원으로 보았으며, 또한 Peter 등은" cyclic 
voltammogram에 서 △§=£如一耳c=0.059의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실험한 polarogram 의 값을 Bard 
의 방법으로 구해보면 / = 2.06였으며, cyclic 
voltammogram에 의해 Peter3식을 써서 계 

산해 볼 때 0.9&로 이들 모두다 1전자환원에 의한 

것이라 믿어 볼 수 있었다. 또한 Yb(thd)3의 환 

원반응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해보면./=1. 
4와 0.2로 1전자환원에 의한 반응임이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Pr(III)와 Yb(III)금속에 배위할 수 있 

는 thd의 배위자수를 계산할 목적으로 리간드의 

농도변화에 따른 착물의 반파전위로부터 Lingane 

의 식 △吕/2(&/2—&/2)= —»0.05916에서 착물 

의 반파전위 GE”)와 금속이온의 반파전위 (E々), 

환원반응에 관여하는 전자수(沥, 리간드의 농도 

(4) 배위자수(X)에서 배위자수가 5.9로써 란타나 

이드계인 Pr(III)와 Yb(III) : thd는 1 ： 3의 6배 

위 착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용매의 효과. 무거운 란탄나이드류의 금속들의 

거동은 변할 수 있으나 가끔은 안정도에 큰 변화가 

없고, 때로는 원자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안정도는 

감소해 간다고 밝히고 있다32.
이들은 보통 6배위자 보다 큰 배위자를 가질 가

Fig. 4. Correlation of the equilibrium constant for com

plexes with the dielectric constants of the solvents: (1) 

DMSO, (2) DMF, (3) AN, (4) C2H5OH.

능성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금속 ion size 안에서 

여러가지 리간드로부터 donor group 중의 어느 

하나가 이탈되기 때문에 안정도가 감소하는 이유 

라고 열역학적 측면에서 밝히고 있다.

Wu33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주어진 평형계에서 

ion 회합상수의 값은 매체의 유전상수(£»)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하였으며 이는 양 ion과 음 ion 사 

이의 정전기적인 힘은 용매의 유전상수가 감소함 

에 따라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반응계 

에 있어 평형상수 InK*는 용매의 유전상수 In 1/ 
Q 에 대해 도시하면 이들은 직선관계가 성 립하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내었다.

InK尸 Sx〔ln(l/Q)〕+B* (1)
Sx : slope 0A s1/2/vl/2),Bx : intercept (以A) 

또한 Laviron 와 Roullier"는 평형상수를 전기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고 sweep rate 卩 에 

따라 가역적인 Redox peaks 와 potential 로 

부터 InK 를 얻을 수 있다.

E； = El- (RT/F)ln (1 + K『) (2)
E； = E；+ (RT/F)ln (l + KJ (3)

Vol. 33, No. 5,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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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volts vs. Eg-AgulEf Vales vs,为Tgcl

Fig. 5. Plot of potential vs. log i/id i for Pr(thd)3 (0) and Yb(thd)3 ( ) pohrogram.

여기서 母=equilibrium constant 이고 log v 
(z，sf 게 대한 战와 孩로부터 얻어지며, E「은 

Epa + E시2로 계산된다.

그리고 유전상수의 크기가 다른 용매중에서 용 

매화한 착물들의 InK 값들은 (2)와 (3)식에 의하 

여 plot 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Fig. 4에 나타 

낸 이들 직선관계는 금속의 ion반경이 증가함에 

따라 InK 값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환원파의 가역성. 전극반응의 가역성을 고찰하 

기 위하여 DC Polarogram 으로부터 가전위에 따 

른 환원전류값을 구하여 一E 와 logz'/id— i 사이 

의 값을 구하여 Fig. 5에 보였으며, Lingane%의 

정의에 따르면 1전자 환원반응에서 직선의 기울기 

가 59.2/n mV 을, 이보다 큰 값을 가질 때는 비 

가역성으로 알려져 있다.

Fig. 5의 첫번째 그림에서 Pr(thd)3가 68mV 
로 가역성이 좋은가 하면 두번째 그림에서 나타낸 

Yb(thd)3는 97. lmV로 비가역성을 보여주었다.

sweep rate 에 따른 cyclic voltammogram 
은 Fig. 6과 같고 이 자료를 해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疆/认깂:이 1일 때 가역과정이고 疆/ 

公＜1 경우는 준가역과정이라 하였으며, 그 반대

E T Volts vs. Ag -Agcl )
Fig. 6. Cyclic voltamogram on the Pr(thd)3 reduction in 

dimethylformamide, (a); 20 mV/sec, (b); 50 mV/sec, (c); 

100 mV/sec, (d); 200 mV/sec.

의 경우는 비가역과정이다. 또한

값이 298K에서 59.3/n mV 에 가까우면 가역과 

정이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Pr(thd)3 착물은 

△瓦값이 67.5mV 이고 以員＜는 평균 0.85로 1 
보다 작은 값으로 가역과정으로 DC 폴라로그램에 

서 보여주는 동일한 가역성이라는 사실을 재차 입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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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lectrochemical data for Pr(thd)3 and YB(thd)3 complexes® in dimethylformamide

Reduction 

step

Sweep rate 

(mV/sec)

Epc

(V)

Eg

(V)

AEp 

(mV)

iPc

(”A)

iPa iPa/iPc

(uA)

iPc/Vl/2

(“A SWF幻

PHthdg 20 0.13 0.20 0.07 1.01 0.90 0.89 0.126

50 0.18 0.24 0.06 1.25 1.10 0.88 0.176

100 0.23 0.30 0.08 1.45 1.20 0.82 0.145

200 0.28 0.34 0.06 1.60 1.30 0.81 0.113

20 0.80 0.36 0.58 0.5 0.75 1.50 0.111

50 0.92 0.40 0.54 0.75 1.00 1.30 0.106

100 0.90 0.44 0.46 0.90 1.25 1.30 0.900

200 0.88 0.50 0.22 1.25 1.35 1.08 0.088

Yb(thd)3 20 0.20 0.26 0.24 0.54 0.95 1.75 0.120

50 0.03 0.28 0.25 1.00 1.16 1.16 0.140

100 0.05 0.30 0.25 1.20 1.26 1.05 0.120

200 0.09 0.33 0.24 1 50 1.56 1.04 0.106

"Concentration of electroactive species in the range 5mM; O.lAf TEAP used as supporting electrolyte; Ag AgCl elec

trode.

Fig. 7. Rotio of anodic to cathodic (reverse to forward) 

peak currents as a function of rate of voltage for various 

electrachemical mechanisms.

증해 준다.

한편 Yb(thd)3 착물에서 보면 AEp값은 243 
mV 이고 巩/认의 값은 1보다 크다는 사실로부터 

비가역과정임이 확실하며 이는 DC 폴라로그램에 

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잘 일치하고 있다.

Sweep rate 에 따른 방법외에 Gary"는 peak 
current 와 scan rate 의 함수로 voltage scan 의 

속도로부터 诫와 以의 비가 1이거나, 1에 가까우 

면 가역성을 나타내고 그와는 달리 1보다 크며는 

비가역성이라 단정하였다.

Fig.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선으로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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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과 (II)는 Gary의 정의로 본 연구결과를 실선 

으로 표시하였으며 (III)과 (IV)를 이것과 비교해 

보면 (IID은 ⑴과 비슷하며, Table 3에서 Pr 
(thd)3이 이것에 해당되고, 가역성을 나타내며, 

(IV)는 (II)와 비교해 볼 때 주사속도의 변화에 

상관없이 1보다 큰 값을 나타내므로 비가역성인 

Yb(thd)3라 볼 수 있었다.

이로부터 Gary 의 일반적인 전기화학적 반응메 

카니즘에 따르면 Pr(III) 착물의 전극과정은 전자 

전위가 가역적인 화학반응이 수반되는 0+ne=R, 
k

R^Z ErCr 반응이며, Yb(III) 착물은 전자
J

전위가 비가역적인 화학반응으로 O+ne=R, K 
— Z 인 ErCr 반응이라 믿어진다.

0. L初一TEAP를 지지전해질로 하고, p=20 
mV/s 에서 Pr(thd)3 착물에 대한 순환전압 전류 

곡선은 7海. 8과 같다. 여기에서 Pr(thd)3은 

琮n = 0.13V와 E心= — 0.8V에서 환원이 일어 

나며 Table 3에서 (爲^一&“) =65±5mV 
이며, Eg는 평균 400mV 로 제 1단계 환원파에 

서는 膈/公의 값이 0.89로 1에 가까운 값이라 볼 

수 있으며 毎丿开?의 값은 sweep rate 의 변화에 

따라 거의 0.1 의 일정한 값으로 미루어 볼 때 확 

산지배적 이다. 그러나 제2단계의 환원은 &膈2의 

값이 평균 400 mV 로 必/z"가 1보다 크며, ipJ 
I?/?의 값이 0.1 〜 0.08까지의 값으로 일정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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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결 론

0.1 Af tetraethylammoniumperchlorate  를 

지지전해질로 하고 dimethylformamide속에서 

direct current, differential pulse 폴라로그래피 

및 cvclic voltammetry 에 의한 lanthanide 계열 

Pr(III)와 Yb(III)와 dipivaloylmethane 착물들 

의 전기화학적 환원반응은 다음과 같다.

G,B 0.4 0.0 -Q.4 -0.8
E ( volts va. M - Agcl )

Fig. 8. Cyclic v이tammogram of 5 mM Pr(thd)3 in 

dimethylformamide solution with 0AM TEAP (scan 

rate; 20 mV/sec).

€).6 0.3 0 -O.3 -0.6 -0.9
E (Volts vs. Ag-Agcl )

Fig. 9. Cyclic voltamogram of 5 mM Ybfthd* in dimeth- 

ylformamide solution with O.lAf TEAP (scan rate: 50 

mV/sec).

하므로 이는 비가역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Pr(III)/Pr(II)/Pr 과정이라 볼 수 있으며 산화 

Peak는 瓦小가 一0.2V와 耳“一0.36V에서 일 

어나며 必/>/"의 값이 0.16〜 0.10까지 일정하지 

않은 비가역적인 2단계 환원과정으로 ErCr-ErCr 
의 연속반응임이 틀림없다.

Fig. 9는 Yb(thd)3 착물이 50mV/s 에서 환원 

peak 를 나타내었다.

£袞는 —0.03V에서 耳이고, 

说丿火2는 o. a〜o. 106로 일정한 값이라 볼 수 없 

으며 Yb(III)/Y(II)로 비가역적인 환원과정이라 

볼 수 있었다.

Pr(m)(thd), .._e- "Pr(n)(thd)：】 二흐:二 Pr (thd) 广 
reve' . reve'

Yb(in)(thdU읕豎Yb(n)(thd)j'TYb(thd)；' 

irrev

Pr(III) (thd)3 착물은 가역적, 전자전위 화학반응 

인 2단계 반복과정인 ErCr 반응기구이며, Yb 
(III) (thd)3 착물은 비가역적 인 1단계 또는 2단계 

( ? ) 환원과정으로 볼 수 있다.

Pr(III)와 Yb(III)은 dipivaloylmethane와의 

6배위 착물을 형성하였고, 평형상수 InK 는 용매 

의 유전상수가 감소함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란탄 

나이드금속에서 원자번호가 증가됨에 따라 InK 값 

이 감소해 감을 알았다.

이 연구는 문교부 기초과학 연구비로 이루워 졌 

음에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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