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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온성 거대고리 리간드, diaza-18-crown-6-diisopropionic acid(K22DAP)를 합성하였다. 이 화 

합물의 양성자화 상수와 몇 가지 란탄족원소와의 안정도 상수를 전위차적정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양성자화 

상彳、는 logKi=9.05, 1。萸2=8.37, logK3-1.88 및 1。鄭4=0.99이고, La(III), Nd(III), Gd(IID 및 Lu(III)와의 

안정도 상수(log%。는 각각 11.14, 11.43, 11.74 및 10.88이었다. 거대고리 이온운반 물질로서 K22DAP를 

사용하고 TTA(thenoyltrifluoroacetone)를 추출제로 하여 란탄(III)족이온의 추출성질을 연구하였다 pH 8.0의 

수상에서 La(III)과 Nd(III)이온은 주로 삼성분착물 Ln(K22DAP)TTA를 형성하였다.

ABSTRACT. An ionizable macrocyclic ligand, diaza-18-crown-6-diisopropionic acid(K22DAP) has been 
synthesized. Protonation constants of this compound and stability constants with some lanthanides were 
determined by potentiometric titration method. The protonation constants are log/fi = 9.05, logK2=8.37, 
logK3=1.88 and k)gK4=0.99. The log rithmic values of stability constants with La(III), Nd(III), Gd(III) 
and Lu(III) are 11.14, 11.43, 11.74 and 10.88 respectively. Extraction behavior of Ln(III) ion was investiga
ted using TTA(thenoyltrifluoroacetone) as extractant in the presence of K22DAP as macrocyclic ionophore. 
It was observed that Ln(K22DAP)TTA is the dominating species in aqueous complexes of La(III) and 
Nd(III).

서 론

이온선택성을 갖고 있는 거대고리 화합물들을 란 

탄족원소들의 군분리 또는 상호분리에 이용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온성 거대고리 화합 

물들(ionizable macrocyclic compounds)은 금속이온 

들과 안정한 중성착물을 형성하는 능력을 가지므로 

여러 가지 이온성 거대고리 화합물들이 합성되어 

연구되었다 IM. 이들 이온성 거대고리 화합물들이 

란탄족원소에 대해 선택성을 갖기 위해서는 알칼리, 

알칼리토금속 이온들 및 첫째계열 전이금속이온(II) 
과 쉽게 결합하지 않아야 하며, 카르복실산 같은 이 

온성기를 가지고 있어서 란탄족원소와의 큰 결합력 

을 가져야 한다. 카르복실산을 이온성기로 갖고 있는 

거대고리 화합물들(crown ether carboxylic acids)을 

금속이온의 용매추출제로 이용하면 리간드 자신이 

음의 전하를 띠므로 다른 상대음이온(counter anion) 
이 필요치 않으며 낮은 pH에서도 쉽게 금속을 추 

출할 수 있다. 따라서 분리가 어려운 란탄족원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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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으로 분리하거나 복잡한 수용액이나 자연수 

로부터 이들을 추출 및 농축하기 위하여 많이 이 

용하고 있다林.

본 연구에서는 란탄족원소들과 안정한 착물을 형 

성하고 용매추출에 유리한 해리상수를 가지는 이온 

성 거대고리 화합물을 합성하였다. 이 리간드의 양 

성자화 상수와 몇 가지 란탄족이온들과의 착물의 

안정도 상수를 측정하였으며, 이 리간드를 이온운 

반물질로 이용하고 TTA를 추출제로 사용하여 몇 

가지 란탄족원소들의 용매추출 특성을 조사하였다.

실 험

리간드의 합성 및 구조확인. Fig. 1과 같은 이온 

성 거대고리 화합물, diaza-18-crown-6-diisopropio- 

nic acid(K22DAP, H2L)은 Cryptand 22를 출발물질 

로 하고 Kulstad 및 Chang 등의 방법"을 응용하여 

합성하였다. 삼구플라스크에 Cryptand 약 19 g, trie
thylamine 40mZ를 가하고 계속 환류시킨다. 장치에 

부착된 분별 깔때기를 통하여 ethyl 2-bromopropio- 
nate 약 28 m/를 소량씩 8시간 동안 적가하면서 72 
시간 환류시킨다. 반응이 완료되면 회전 증발기에 

옮겨 증발 농축하고 결정을 모아 공기 건조시킨다. 

증류수 250 m2에 결정을 녹여 분별 깔때기에 옮기고 

chloroform으로 50 m/씩 4회 추출한다. Chloroform 
층의 추출액을 모아 다시 공기 건조시 킨 후에 증류수 

500 m/를 가하고 48시간 계속 환류시키면서 가수분 

해 시킨다. 분별 깔때기에 옮기고 chloroform으로 

50 m2씩 4회 추출한다. 수층 용액을 모아서 회전 

증발기에 옮겨 증발 건조시키고 이어 진공 건조시 

킨다. 무수 ethanol 약 100m/로써 재결정하고 여과 

후 80°C 건조오븐에서 건조시킨다. 최종적으로 얻은 

백색 생성물은 약 11 g이었으며 37%의 수율을 보 

였다.

합성 생성물에 대한 구조 확인을 위하여 IR(Beck- 
man IR-4230), NMR(Bruker, 300 MHz) 분광분석과 

원소분석 (Perkin-Elmer Model 240C)을 하였다.

합성 리간드의 KBr 디스크 상에서 얻은 적외선 

스펙트럼으로부터 1640cnL에서의 강한 COO band 
(crown ether 아미노산의 쯔비터이온), 1100cm'1 
에서의 강한 COC band, 그리고 3400cmf 에서의

R1 R2
CHa CHa

K22DAP -CH-COOH -CH-COOH
K22 H H
K22MA H -CH2COOH
K22DA -CHjCOOH -CH2COOH
K22HP H -CHzCH호CQOH
K 호 2DP -CH2CH2COOH -CH2CH2COOH

Fig. 1. Structures of K22 derivatives.

넓은 OH band를 확인하였다. 또한, 2M 염산을 

이용하여 재결정한 이염산염(양성자화된 리간드)의 

적외선 스펙트럼은 1740cm-'에서 강한 CO band 

(양성자화된 카르복실기)를 나타내었다. NMR 스펙 

트럼은 1.4 ppm 부근에서 doublet(H6), 4.0 ppm 부 

근에서 quartet(H2), 3.7 ppm 부근에서 triplet(CH2- 
N), 3.4 ppm 부근에서 singlet(O-CH2-CH2-O), 4.7 
ppm 부근에서 multiplet와 DOH 봉우리를 나타내 

었다. 원소분석의 결과는 C, 52.5% : H, 8.5% : N, 6.8 
%로 나타났으며 이 값들은 예상분자식 Ci8H34N2O8 
의 계산치 인 C, 53.2% : H, 8.4% : N, 6.9%와 잘 일 

치하였다.

전위차 적정. 리간드용액(1X10-3~ 5X10-3的 

은 정제한 K22DAP를 취하고 증류수로 희석하여 

만들었다. 0.1060M(CH3)4NOH 적정용액은 Aldrich 
A, C, S급 고체시약을 아르곤 분위기에서 취하고 

Milli pore를 통과한 탄산염 제거 증류수로 제조하여 

표준 0.1018M HC1 표준용액으로 표정하였다. Gd 

(III)은 Aldrich사의 질산염, La(III)과 Lu(III)은 염 

화물시약, Nd(III)은 Hanawa사의 질산염 시약을 이 

용하여 란탄족원소 표준용액으로 0.0134M La(III), 
0.0142 M Nd(III), 0.0133 M Gd(III) 및 0.0131 M Lu 
(III)의 수용액을 준비하였으며 Arsenazo I 지시약을 

이용한 착물화법 적정으로 표정하였다. 이온세기 

유지를 위한 (CH^NCl은 Merck GR급 시약을 me- 
thanol/acetone으로 재결정 정제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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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싸개로 된 적정용기를 25.0±0.1°C의 항온조 

(HAAKE A 80 Constant Temperature Circulating 
Bath)와 연결시켰다. 유리전극, 이중 접촉의 은/염 

화은 기준전극, 미량뷰렛을 적정용기에 장치하였으 

며, 공기 중의 탄산가스 흡수를 피하기 위하여 헬 

륨가스 분위기에서 적정하면서 전위변화를 전위차계 

(Orion pH/mV Meter Model 901)로 측정하였다. 

유리전극올 검정하기 위하여 이온세기 0.1M(CH3)4 

NC1 의 0.0204 M HC1 용액을 0.1060 M (CH3)4NOH 
표준용액으로 적정하였다. 적정용액의 이온세 기는 

0.1 M (CHD’NCl로 유지하고, 리간드는 과량의 염 

산으로 적정 전에 삼양성자화 형태(HA-HCl)를 유 

지하도록 하였다. 양성자화 상수측정에는 0.0010 
0.0025M 및 0.0050M 리간드용액을, 안정도 상수 

측정에는 리간드 농도가 0.0025M 또는 0.0050M 
이면서 란탄족원소 농도는 0.0017M〜0.0057M인 

용액들을 0.1060M 또는 0.0530M (CH3)4NOH 표 

준용액으로 적정하였다.

용매추출. 란탄족원소 표준용액은 전위차 적정 

실험에서와 같은 용액을 사용하였다. TTA(thenoylt- 
rifluoroacetone)는 Sigma Gr급 시약을 hexane/be- 
nzene 용액에서 재결정하고 녹는점(40~44°C)과 적 

외선 분광분석법으로 순도를 확인하여 사용하였다. 

일정 pH의 TTA수용액(5X10TM)을 만들기 위하여 

pHl은 HC1, pH 5.5는 CH3COOH와 (CH3)4NOH, 

pH 7.5와 8.0은 Etris(hydroxymethyl) aminome- 
thane)] (TRIS buffer)와 HC1, pH 10은 TRIS buf- 
fer와 (CH3)4NOH, pH 12는 (CH^NOH를 사용하였 

다. 유기 희석제로 사용한 chloroform과 benzene은 

Merck GR급을 사용하였다.

TTA수용액(5X10*M)의 pH에 따른 화학종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여러 pH에서 TTA수용액의 

UV스펙트럼(Perkin-Elmer Lamda 4B)을 관찰하였 

다. 수상에서의 착물화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pH 

5.5 및 8.0의 TTA수용액에 일정농도의 La(III), Nd 
(III), Gd(III) 및 Lu(III) 이온과 리간드(IX10-3尚가 

공존할 때의 UV스펙트럼 변화를 관찰하였다. 유기 

상과의 평형에 따른 TTA화학종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앞서 준비한 여러 pH의 TTA용액을 각각 

10 m2 씩 취하여 chloroform 10 m/와 함께 분별 깔 

때기 상에서 12시간 평형시켰다. 평형 후 유기상의 

용액을 취하여 UV스펙트럼을 관찰하였다. 또한 Nd 

(III)이온 및 리간드를 포함하는 pH 5.5와 8.0의 

TTA수용액을 각각 10mZ씩 취하여 chloroform 10 
m/와 함께 분별 깔때기 상에서 12시간 평형시키고 

유기상의 용액을 취하여 UV스펙트럼을 관찰하였다. 

유기 회석제로서 chloroform 대신 benzene을 사용 

하여 같은 실험을 하였다.

여러 pH(7.0~9.0, 5.5), TTA농도(4.0XML 
4.0X10'2M) 및 K22DAP농도(5.0X10TM~2.0X 

1(厂3的에서 Nd(III)의 추출거동을 조사하였다. 이 

때 수상 중의 Nd(III)이온의 농도는 2.84X10TM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이온세기는 pH5.5의 경우 0.2肱, 

pH7.0-9.0 범위에서는 0.4M로 (CHQ’NCl로써 조 

절하였다. K22DAP의 유사 리간드인 EDDA(ethyle- 
nediamine-MM-diacetic acid)를 이용한 비교실험을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하였다. Burrell wrist action 
shaker를 이용하여 12시간 평형시킨 후 수상 중의 

Nd(III)농도를 Arsenazo(III)를 발색제로 이용한 분 

광광도법(655 nm)으로 정량하였다.

결과 및 고찰

리간드 양성자화 상수. 양성자화 상수측정 및 

안정도 상수측정을 위하여 먼저 이들을 측정하는 

용액 조건에서 유리전극의 특성인 Eo값을 알아야 

한다. 측정은 상수측정과 같은 조건에서 금속과 

리간드를 제외한 산염기 적정에 의하여 수행하였으 

며, MAGEC computer program”을 16 bit personal 

computer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여 Eo를 계 

산하였다. 양성자화 상수와 안정도 상수는 MINI
QUAD computer program180,] 의하여 계산하였으며 

역시 16 bit personal computer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였다. 계산을 위하여 사용된 computer는 삼보 

computer(286 AT)이었으며 coprocessor 80287-g-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이들 일련의 계산조작에 따른 

개조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미 보고된 실 

험값들을 입력하여 얻은 상수 값들과 개조전의 값 

들의 비교검토를 거쳤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전위 

차 적정실험의 신뢰성은 이미 값이 보고된 glycine의 

양성자화 상수를 측정하여 확인하였다. 합성 리간 

드의 양성자화는 아래의 과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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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그=土 HL- (1)

HL- + H+f
，쯔 H2L

(2)

h2l+h+^鱼HR (3)

H3L++H+;
匹瓦1?+

(4)

식 ⑴과 ⑵는 아민성 질소의 양성자화 반응이며, 

(3)과 (4)는 카르복실기의 양성자화 반응을 나타낸 

다. 따라서, 전위차 적정곡선은 리간드의 카르복실산 

양성자의 해리와 질소원자에 부착된 양성자의 해리

12 3 4 («1) 5
(CH3)«NOH

Fig. 2. Potentiometric equilibrium curves for K22 
DAP(H2L-HC1) and K22DAP complexed with Nd(III) 
ion 간 25°C. [Nd] = 1.7X10~3M, [口 = 2.5〉〈10一叮底 

|j=0.1.

에 의하여 나타난다.

Fig. 2는 리간드 K22DAP의 양성자화 상수측정을 

위한 전위차 적정곡선이다. 이온세기는 리간드용액 

과 적정용액 모두 O.1M(CH3),NC1 로 조절하였는데 

이것은 리간드의 공동크기 보다 이온직경이 훨씬 큰 

(CH3)4N +를 사용하므로써 공동에 포획되지 않기 

위 함이다. Fig. 3은 컴퓨터 계 산으로 얻은 양성자화된 

리간드 화학종의 분포이다. 염산에 의해 산성화되어 

있는 최초의 용액에 약 6%만이 H丄2+ 형태로 분 

王되어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이것은 리간드의 

카르복실기가 강산성으로서 대부분 이온화되어 있 

음을 의미한다. Table 1에는 3회 측정하여 평균한 

4가지 pK값을 다른 유사 리간드의 보고된 값5，臨9~21 
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표준편차는 적정곡선의 

computer 모사과정에서 잔여치 (residue)의 제곱으 

로부터 계산된다. Log&의 표준편차가 큰 이유는 瓦 

I?+가 6% 정도 존재하여 적정점이 많지 않은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질소원자의 양성자 

화와 관계되는 log%과 log&값은 각각 9.05와 8.37 
로서 다른 유사 리 간드와 비슷한 값을 보였다、또한

70

(CHi)<NOH
Fig. 3. Formation curves relative to total concentra
tion of protonated K22DAP.

Table 1. Logarithmic protonation constants of K22DAP and some ligands of interest

Ligands

K22DAP* K22DA K22DP K22MP K22MA K22 K21DA EDTA EDDA

。

05
37
88
99

&
 
L

45
80
90

& 1
 
9
 

■°7
9
 
7 08

94 
z

26
16
67
99

1

2
 
L

7
 
6

9
 
1

&
 
&

o
 
6

8
 
2

&
 
z

2
 
9
 
5

0
 
7
 
9

&

6
 
2

4
 
4

u = 0.1, Temp. = 25.0+ O.l^C. flThis study, std. dev.; logKi(+ 0.02), logK2(+ 0.02), logA3(± 0.06), logft4(±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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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ogarithmic stability constants of metal complexes of K22DAP and some ligands of interest 

lOg^LML

K22DAP8 K22DA K22DP K22MP K22MA K224 K21DA EDTA EDDA 18-C-&
2
 
4
 
9
 
1

6
 
2
 
2
 
0

29
44
32

3

2
 
L

06
13
09

z
 
&
 
&
 
Q
 

6

吋
5
 
o
 

4
 
-
버
 
3
 
&
 

1
 
1
 
1
 
1
 

1
0
 
6
 
3

6
 
3
 

o
 
1
 
IX 
o
 

1
 
1
 
1
 
1

18
6

nm
nm
nm
nm

6.18
7.40
7.02
-6

1

1

3

 
4

2
 
2
 
9
 
8

2
 
2
 
L

1
 
1
 
1
 
1

4
 
3
 
4
 
8

A
 
A
 
7" 

1
 
1
 
L

IX 
1
 
1A

La
Nd
Gd
LU

Kml= [MLJ/[MJ[LJ,卜1=0.1, Temp.=25.0± 0.1°C, nm: not measurable. °This study, std. dev.; La(± 0.02), Nd(± 
0.07), Gd(± 0.02), Lu(± 0.20), "Measured in MeOH/H2O(95 : 5, v/v),〈Measured in MeOH.

이 결과는 Cryptand 22(K22)의 보고된 값과 매우 

비슷하다192。.

착물의 안정도 상수. Nd(III)이온과 K22DAP 리 

간드와의 안정도 상수측정을 위한 전위차 적정곡선 

을 F0 2(Nd + L)에 나타냈으며, 리간드와의 결합에 

Nd(III)이온과 양성자 사이의 경쟁반응을 잘 보여 

준다. 이 적정자료를 바탕으로 MINIQUAD 프로그 

램에 의해 안정도 상수가 계산되며, 여러 농도비의 

리간드와 Nd(III)이온을 이용하여 착물의 안정도 

상수를 측정한 결과, 동일한 값을 얻었다. 이것은 

형성된 란탄족원소 착물이 단핵착물임을 의미하며, 

전산 프로그램의 계산결과에 의하여 착물형성은 다 

음과 같은 반응에 의하여 1:1 착물이 생성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M3+ + H3L+ 三=公 ML+ +3H+

Table 2에는 K22DAP와 몇 가지 란탄족(III)이온 

과의 착물의 안정도 상수를 3회 측정하여 계산한 

평균값과 유사 리간드에 대해 보고된 결과457,22~24를 

함께 나타내었다. Lu(III)이온의 표준편차가 다른 

이온들 보다 큰 이유는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이 긴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K22DAP 및 K22 유도체 리간드들은 같은 모양의 

거대고리와 4개의 산소 및 2개의 질소를 가지고 

있으나 착물 안정도에 대한 열역학적 기여가 다르다. 

즉, 킬레이트 고리형성, 정전기적 상호작용, 착물화에 

대한 리간드 형태 등이 영향을 미친다. K22 유도체 

중에서 K22DA에 대한 안정도 상수값이 가장 크며, 

K22MP는 착물화 능력이 매우 약하여 전위차 적정 

이 불가능 즉, 금속이온이 가수분해하여 착물화가 

일어나기 전에 수화물 침전이 생성되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J K22DA가 K22MA보다 안정도가 큰 것은 

K22DA의 2개의 이온성 카르복실산이 중심 금속이 

온과 부가적인 킬레이트 고리를 형성하기 때문으로 

설명되었다5. 즉 거대고리 중의 산소, 질소 원자들에 

의한 배위에 2개의 카르복실기에 의한 정전기적 

기여가 추가되어 더욱 안정화되며 결국 8배위 착 

물이 형성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K22DA가 K22DP 
보다 안정도가 큰 것은 K22DA의 경우 5각형의 카 

르복실염 킬레이트 고리를 형성하지만 K22DP는 6 
각형의 카르복실염 킬레이트 고리를 형성하므로써 

열역학적 안정도가 감소한다고 설명되었다朽 K22 

DP와 K22MA의 경우 착물의 안정도는 작지만 비 

슷하다. K22MA는 5각형 킬레이트 고리를 형성하 

므로서 열역학적으로 유리하지만 K22DP는 2개의 

카르복실산에 의하여 중심금속과의 정전기적 인력이 

크다. 그러나 입체적으로 금속과 산소사이의 결합 

길이가 길기 때문에 충분히 배위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의 K22DAP 리간드는 K22DA 및 K21 
DA와 비슷한 안정도 상수를 보인다. 이것은 K22 
DAP가 곁사슬의 카르복실산을 가졌을지 라도 금속과 

리간드 사이의 거리는 길지 않기 때문에 입체효과에 

의한 착물의 안정도 감소는 없으며 먼거리의 6각형 

킬레이트 고리를 형성하는 K22DP보다 훨씬 높은 

안정도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4종의 란탄 

족이온들의 안정도 상수값은 큰 차이는 없으나 Gd 
(III)이온 부근에서 최대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경 

향은 각각 Ce(III) 및 Eu(III) 이온과 가장 큰 안정 

도를 보이는 K22DA와 K21DA 리간드를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금속이온의 전하밀도 증가에 따라 

착물의 안정도가 증가(LafLu)하는 EDTA 리간드 

와는 다른 경향을 보인다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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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UV spectra of 5.0X10-5Af TTA at pH 8.0 un
der different complexing coditions. (a) TTA5.7 X

Nd(ni)+1.0X10"3Af K22DAP, (b) TTA+57 
X10 4M Nd(III)( (c) only TTA, (d) only 5.7X10~4M 
Nd(III), (e) 5.7X10TM Nd(III)4-1.0X10-3M K22 
DAP.

•아쿄

*-
。,

*

Fig. 5. UV spectra of 5.0X10-5Af TTA at pH 8.0 un
der different complexing conditions, (a) TTA+5.2 X 
10W/ LuaiI)+1.0X10-3Af K22DAP, (b) TTA-F 5.2 
X10~4M Lu(III), (c) only TTA, (d) only 5.2X10』 

Lu(III), (e) 5.2X10』Lu(III)+1.0X10-3M K22 
DAP.

용매추출 연구. 수용성 착화제가 없는 상태에서 

TTA(해리상수, 5.87)를 이용한 란탄족원소의 추출은 

일반적으로 낮은 pH(〜4)에서 수행한다. 본 연구에 

서의 수용성 리간드는 질소원자에 부착된 양성자의 

해리상수가 8.3-9.0 범위에 있으므로 거대고리 착 

물화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질소 주개원자가 

양성자화되지 않고 TTA가 분해되지 않는 pH 5.5와 

8.0에서 추출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생각된다• 완충 

용액으로 조정한 여러 pH의 TTA수용액에 대한 

［대스펙트럼을 관찰한 결과 pH 1과 5.5에서 TTA의 

ketohydrate형태, pH 10과 12에서 TTA의 분해 생 

성물(acetylthiophene과 trifluoroacetate)의 특성 봉 

우리를 보였으며, pH 7.5와 8.0에서는 거의 일치하는 

enol형태의 봉우리를 보였다. 란탄족이온 및 K22 
DAP와의 착물화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각각의 란탄족이온과 K22DAP를 포함하는 pH 8.0의 

TTA수용액을 만들고 스펙트럼을 관찰하였다。'讶. 4 
와 5). Nd(III)이온과 착물화한 TTA수용액의 극대 

흡수파장은 착물화하지 않는 TTA의 enol 형의 그것 

보다 장파장으로 약 10 nm 이동하였다＜348 nm). 또 

한 K22DAP가 공존한 경우에는 봉우리 높이는 더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무거운 란탄족원소인 Lu(III) 
이온과 K22DAP를 포함하는 pH 8.0의 수용액에 대 

한 스펙트럼은 La(III)이나 Nd(III)이온의 경우처럼 

봉우리의 장파장 이동과 높이의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 pH 5.5의 TTA수용액에 대한 동일한 

실험에서는 약 8nm가 이동한 346nm에서 약한 

enol형의 봉우리를 보일 뿐 K22DAP 공존에 따른 

봉우리 높이의 중가는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pH 
8.0에서 Nd(III)-TTA착물이 형성되는 것으로 생각 

되며, K22DAP를 더 첨가시에 이 파장에서 흡광도가 

크게 증가되는 것으로 보아 Nd(III)-TTA착물화 반 

응에 K22DAP의 기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러나 Lu(III)이온은 동일한 조건하에서 Nd(III)이온 

과 같이 리간드와 강한 삼성분 착물을 형성하지 

않는다. 이것은 Lu(III)이온 반경이 Nd(III)보다 작 

은데(lanthanide contraction) 원인이 있으며, 가벼운 

란탄족원소에 대한 리간드의 선택성을 보이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유기상에서의 거동을 살피기 위하여 

여러 pH의 TTA수용액을 chloroform 희석제와 함께 

12시간 평형 후 추출한 유기상 용액에 대하여 스 

펙트럼을 관찰하였다. 스펙트럼은 pH에 따라 다른 

TTA의 keto와 enol형태를 나타내었다. Nd(III)이온 

및 K22DAP를 포함하는 pH 8.0의 TTA수용액을 추 

출한 후에 유기상 용액에 대하여 스펙트럼을 관찰한 

결과 TTA 수상에서와 거의 동일한 피크를 나타내 

었다(F谚 6). 이것은 chloroform 희석제를 사용할 

경우 거의 정량적인 추출이 가능함을 보여 준다. 

TTA 추출제가 없이 Nd(III)이온과 K22DAP만을 

포함하는 pH8.0의 수용액의 경우 수상 및 유기상 

에서 특성 봉우리를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K22 
DAP가 TTA와 결합할 때 이온운반물질의 기능을 

가지며, 추출효과를 높이는 상승작용의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pH 5.5의 TTA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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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UV spectra of organic phase equilibrated with 
aqueous phase of pH 8.0. (a) 5.0X10*5Af TTA+5.7X 
10*4Af NdaiI)+1.0X10~3M K22DAP, (b) 5.OX 10- 
M TTA+5.7X10~4Af Nd(III), (c) 5.7X10'4M Nd 
(III)+1.0X10-3Af K22DAP, (d) only 5.7X10~4M Nd 
(HI).

용액에 대한 추출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TTA를 이용한 란탄족원소의 용매추출을 pH ~5.0 
에서 행할 경우 주로 이성분 착물, Ln(TTA)3이 추 

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羽5, TTA와 K22DAP를 

이용한 pH ~8.0에서의 용매추출은 주로 삼성분 

착물, Ln(K22DAP)TTA로서 추출되는 것으로 생각 

된다. 희석제로서 benzene을 사용하여 같은 용매추 

출 실험을 하였으나 추출효과는 좋지 않았다. 이것은 

Nd(K22DAP)TTA의 삼성분 착물이 benzene같은 

비극성 용매에 쉽게 추출되지 않으며, 이온성 거대 

고리 리간드를 이온운반물질로서 이용할 경우 추출 

은 사용한 희석제의 유전상수가 클수록 효과적이었 

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8.
Nd(III) 이온의 용매추출에 따른 분포를 pH 효과, 

TTA농도 효과, K22DAP농도 효과에 대하여 조사 

하였다. pH 7.5 이하와 pH 8.5 이상에서 TRIS buf- 
fer의 완충작용이 낮기 때문에 pH7.0~9.0 범위에 

서의 용매추출은 TRIS buffer와 HC1 로 pH를 조절 

하였으며 (CHD’NCl을 이용하여 이온세기를 0.4 M 
로 유지하였다. Chloroform 희석제를 이용하여 추 

출하고 수상용액 일정량을 취하여 Arsenazo III 발 

색제를 이용한 분광광도법으로 Nd(III)을 정량하였 

으며, 아래의 관계식으로 분포비(D)를 구하였다.

c [Nd]-ENdLD—---------
[Nd丄

[Nd],는 수상에서의 Nd의 초기농도이고, [Ndl는

Fig. 7. Distribution of Nd(III) as a function of pH 
in the presence of complexing agents. [TTA]。=4.0 X 
10-3 M, ENd] = 2.84X10-'Af> [K22DAP] = 1.0X10-3 
Af,卩=0.4.

Fig. 8. Variation of logD as a function of log [TTA%. 
A: LNd] = 2.84X10^4M, [K22DAP] = 1.0X10-3Af, 
pH 8.0, |i=0.4, B: [Nd>2.84X10-4M, [K22DAP> 
1.0X10~3M, pH 5.5, h=0.2, C: [Nd] = 2.84X10』, 

EEDDA] = 2.84X10-3M, pH5.5,卩=0.2.

평형 후 수상에서의 Nd의 농도이다.

Fig. 7에는 Nd(III)의 추출에 대한 분포비의 변화를 

pH의 함수로서 나타내었다. 분포비는 pH 8 부근까지 

점차 증가하다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경향은 

추출된 착물 NdL+(L=K22DAI0의 가수분해와 수 

상에서의 TTA의 분해에 의한 결과로 생각된다.Fzg 
8에는 pH 8.0과 5.5에서 TTA농도 변화에 따른 분 

포비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pH 8.0의 수용액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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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Variation of D with [K22DAP] in [Nd] = 2.84 
X10-4Af, pH 8.0, and |i=0.4. A: [TTA]o= 1-6X10 3 
M, B: ETTA]a?=1.6X10-3M C: LTTA]0=8.0X10-* 
M.

Nd(III)농도 (2.84X10TM)와 이온세기(0.4M)에서 

TTA농도를 4.0X10~4M~8.0X10-3Af 범위에서 

변화시켰다. pH 5.5의 수용액은 일정 Nd(III)농도와 

이온세기(0.2M)에서 TTA농도를 8.0X10TM〜4.0 
X10"2M 범위에서 변화시켰다. TTA농도에 대한 

분포비로부터 pH8.0에서는 기울기 〜1, pH 5.5에서 

는 기울기 〜2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추출된 착물이 

pH 8.0의 경우 주로 삼성분 착물인 Nd(K22DAP) 
TTA이며, pH 5.5의 경우 삼성분 착물과 이성분 착 

물인 Nd(TTA)3의 혼합물임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이 두 pH사이에서는 삼성분 착물과 이성분 착물이 

같이 추출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비교실험으로 

EDDA를 사용하여 pH 5.5와 같은 이온세기에서 실 

시한 결과는 K22DAP와 동일한 기울기를 나타내었 

다. Fig. 9에는 pH 8.0에서 일정한 TTA와 Nd(III)농 

도 및 이온세기(04 M)를 유지하고 K22DAP의 농 

도변화에 대한 분포비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그 결과 

K22DAP농도 증가에 따른 분포비는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였다. 이것은 TTA농도가 클 때 Nd(K22DAP) 
TTA와 Nd(TTA)3 착물이 형성되어 추출되다가 L2~ 

농도가 증가되면 Nd(K22DAP)TTA로 추출되는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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