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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수용액 내에서 란탄(Ill)-benzoylformate 착물 형성 반응의 열역학적 파라메타들0G, AH 및 AS) 
을 pH 및 엔탈피 적정 방법을 사용하여 이온세기 0.1M NaClO” 25°C 조건하에서 구하였다. 란탄-benzoylfor- 

mate 착물의 안정도 상수(1 ： 1) 값으로부터 benzoylformate가 두자리 리간드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열역학적 실험 결과는 카르복실기와 함께 케톤기 산소원자가 결합에 참여하여 킬레이트를 형성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는 benzoylformate 리간드 내에 존재하는 벤젠고리의 공액 효과에 의해 케톤기의 산소원자의 

전하량이 증가된 결과로 해석되었다. 착물의 안정도는 엔트로피 효과 뿐 아니라, 금속-산소결합 형성에 따른 

엔탈피 효과에도 기인하였다.

ABSTRACT. The thermodynamic parameters (AG, and AS) of lanthanides(III)-benzoylformate 
complexes in aqueous solution have been determined in the ionic medium of 0.1 Af NaClQ at 25°C, 
using pH and ethalpy titration method. The stability constants of the lanthanide(III)-benzoylformate comp
lexes (1:1) agree well with the general relationships for the bidentate ligands (e.g., logPi vs. pKa). Ther
modynamic evidences show that the oxygen atom in ketone group is coordinated along with the carboxy
late group. It is ascribed to the increasing charge density on the oxygen atom in ketone group due 
to the conjugation effect in the benzoylformate ligand. Thermodynamic results also indicate that the 
complexes are stabilized by the enthalpy effect caused by the ionic interaction of metal-oxygen bond 
as well as the entropy effect.

서 론

이제까지 란탄족 양이온(III)과 유기 리간드간의 

착물 형성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란 

탄족 양이온(IID은 굳은 산(hard acid)에 속하여 착 

물 형성시 무른 염기 (soft base) 인 질소, 유황원자 

보다는 굳은 염기 (hard base) 인 산소, 불소원자와 

더 좋은 친화력을 갖는다. 따라서 란탄족 원소는 

카르복실 산과 안정한 착물을 형성하며, 최근에는 

란탄족 원소의 생화학적 홍미와 함께 방향족 카르 

복실산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란탄족 양이온들은 아미노산, 핵산, 단백질 및 효소 

등과 매우 강한 결합을 이루며, 많은 경우 이들 화 

합물의 결합 특성은 방향족 카르복실산과의 결합과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란탄족 금속이온(IID과 착물을 형성하는 리간드 

내에 케톤기가 존재할 때 케톤기의 산소 원자는 낮은 

전자 밀도에 의해 대부분의 경우 란탄족 금속(III)과 

결합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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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yrine3 리간드의 경우, 2 차 배위권(second coordi
nation sphere)을 통해 수화된 란탄족과 약한 결합을 

이룬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hydroxy-keto4,5 및 oxo- 
carbon acid*에 있어서는 케톤기의 산소원자가 란 

탄족과 매우 강한 결합을 이루어 킬레이트를 형성 

하는 등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특히 4개의 

nonaromatic n 전자를 갖는 kojate 및 maltolate8 
리간드의 경우 케톤기의 산소 원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전자 밀도를 나타내어 란탄족과 매우 안정한 

킬레이트를 형성한다고 보고하여, 산소 원자의 전자 

밀도는 란탄족 금속(III)과의 결합여부에 중요한 인 

자로 인식되어진다.

Benzoylformate는 방향족 카르복실산에 속하면서, 

케톤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때 리간드내에 존재 

하는 벤젠고리의 공액 효과는 케톤기의 산소 원자의 

전자 밀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란탄족과의 결 

합시 킬레이트 형성여부는 매우 홍미롭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benzoylformate를 리 간드로 

사용하여 란'탄족 금속이온과의 착물 형성에 관한 

열역학적 함수값을 구하여 결합 특성을 조사하였다. 

lanthanides-benzoylformate 착물 형성의 안정도 상 

수는 pH 적 정 방법°에 의해 구하였으며, 착물 형 성시 

발생되는 열량은 용해 열량계 (solution calorimeter) 
를 이용한 엔탈피 적정 방법m에 의해 직접 측정하 

였다.

실 험

A| 약. Lanthanide perchorate 용액은 진한 

HC104(Mercke 제품) 용액에 lanthanide oxide(Nd, 
Eu, Gd, Dy, Ho, Er, Lu : Aldrich Chemical Co. 
99.99% 및 La, Sm : Merck 제품)을 용해시켜 만들 

었다. Benzoylformic acid(Aldrich, 97%)는 표준 

NaOH 용액으로 표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모든 용액 

은 무수 NaClQ(Merck)를 사용하여 이온강도를 0.1 

M로 조절하였다.

기 기. pH 측정에는 Fisher Model 520 digital 

pH/ion 계기를 단열 용해 열량계는 Tronac Model 
450 calorimeter를 사용하였다. 온도 조절기는 Tro
nac PTC 25를 사용하여 25± 0.001 °C로 조절하였다. 

기록기는 Huston instrument 제품인 Fisher recor- 

dall series 5W0師를 사용하였고, 용해 열량계의 온도 

보정은 digital voltmeter(± 0.005 mV)를 사용하였다.

실 험. Benzoylformic acid의 수소 해리 상수 

(匕)는 표준 NaOH 용액을 사용하여 반중화｛half 
neutralization) 방법에 의하여 구하였다. Benzoylfo
rmic acid 용액을 표준 NaOH 용액으로 적정할 때 

종말점에 도달하는 NaOH 용액량의 1/2이 첨가되 

었을 때 용액 의 pH가 pK가 된다. pH는 pH 4와 pH 
7인 완충용액으로 표정하였으며, 0.001 단위까지 읽 

을 수 있었다. 이 때 pH 계기의 신뢰도는 ±0.004 
이다. 실험은 25±0.05°C를 유지하는 반응 용기에서 

적정하였다. 용해 열량계는 적정시 사용되는 모든 

반응물의 온도를 실험 온도인 25°C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반응물을 열량계 물중탕에 약 2시간 넣어 

기록기로 평형 상태를 확인한 후 반응을 시작했다.

Benzoylformate의 수소 첨가 엔탈피 (enthalpy of 
protonation)는 benzoylformic acid 용액 (9.470 X 
1(厂3尚에 표준 NaOH 용액을 적정하여 구하였으며, 

란탄족과의 착물 생성 열량 측정을 위하여는 sodium 

benzoylformate의 수용액을 만들어, 표준 HC1 용액 

으로 pH를 조정하여 사용하였다.

란탄족 금속(III) 용액 50.00 mZ를 취하여 반응셀에 

넣고 리간드 용액은 뷰렛에 넣어 용해 열량계와 

온도를 일치시킨 후, 3〜4분간 반응시켜 반응열을 

측정하였다. 이 때 1 ： 1 착물만을 생성시키기 위하여 

리간드 전체 농도는 금속 용액 전체 농도의 1/2 

이하로 유지시켰다.

모든 실험은 251, 이온 강도(卩) 0.1 M NaClQ 
용액에서 실시하였으며, 실험 결과는 이미 보고된 

여러가지 카르복실산의 열역학적 함수값들과 비교 

검토하였다.

결과 및 고찰

Benzoylformic acid 의 산도(acidity) 및 수소 첨 

가반응의 열역학적 파라메타는 각각 반중화 방법 및 

엔탈피 적정 방법으로 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Lanthanides-benzoylformate 착물 형성시 안정도 

상수값은 pH 적정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Lan- 
thanides-benzoylformate 1:1 착물만이 형성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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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rmodynamic parameters of benzoylfor- 
mic acid g=0.1M NaC104, T= 25.0 °C

pKa -AGP 
(kjmol-1) (kjmol-1) (JK-'mol-1)

2.54 14.46 1.91 54.91

mate.

란탄(III) 이온당 결합된 리간드의 평균수 如와 자유 

리간드 농도[L]과는 Ml-”)턔丄L](여기서 缶은 

결합된 착물 형성시의 안정도 상수) 관계식이 성립 

되며°, Fig. 1은 Eu(III)의 경우，”(1一如)를 [L]에 

도시한 것이다. 〃(1一")는 [L] 에 대해 매우 좋은 

직선적 관계(,= 0.9948)를 보여주며, 안정도 상수값 

은 최소자승법을 사용하여 직선의 기울기로부터 계 

산하였다.

안정도 상수값은 La에서 Gd까지 서서히 증가하 

다가 Gd에서 Lu으로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내어, Gd을 중심으로 경란탄족 원소와 중란탄족 

원소 사이에 물리 화학적 성질이 변화되는 소위 

**gadolinium break"11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Choppin 등은 수용액에서 란탄족 양이온들의 착 

물 형성시 유기 리간드들의 산소(匹)와 안정도 상수 

(log缶)가 직선적 관계를 나타냄을 보고하였다”. 열 

역학적 파라메타는 수화부분(hydration term)과 반 

응부분(reaction term)을 포함하나, 수용액 내에 경 

란탄족 원소나 중란탄족 원소들의 수화수의 차이는 

수화 부분의 엔트로피 변화량과 엔탈피 변화량의 

“보상효과(compensation effect)” 에 의해 자유에너 

지 변화량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란탄족과 유기리간드와의 착

Fig. 2. Correlation of logpi of the Eu" complexes 
and pKa of the ligand. 1. furoic acid13, 2. thioglycola
te14, 3. methoxyacetate14, 4. acetate14, 5. propionate14, 
6. pyrazine carboxylate15, 7. picolinate N-oxide13, 8. 
picolinate12, 9. 1,4-cyclohexanedicarboxylate16, 10. cro- 
conate7, 11. malonate14, 12. glutarate16, 13. benzoylfor
mate.

물 형성은 반응 부분에 의한 단순한 이온 상호 작용 

모델로써 많은 란탄족 착물들의 안정도 상수값은 

리간드의 산도에 의존하게 한다.

Fig. 2는 EiF+ 과 한자리 리 간드(선분 b) 또는 두 

자리 리간드들(선분 a)의 1昭缶을 각 리간드들의 

pK＞에 따라 도시한 것이다.

정성적으로 비교할 때 log。】이 한자리 또는 두자리 

리간드들의 成에 따라 각각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본 실험에서 측정한 benzoylfor- 

mate의 경우 두자리 리간드의 직선적 관계에 잘 

일치하였다. 이 결괴는 benzoylformate도 란탄족 

금속과 킬레이트를 형성하며, 두자리 리간드로 작 

용하여 리간드의 낮은 염기성에도 불구하고 착물의 

큰 안정도 상수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착물 형성시의 엔탈피를 구하기 위해 Table 3은 

Eu3+ 용액을 benzoylformate 용액으로 적정하면서 

측정한 열량이며, 이 때 용해 열량계에서 얻은 총 

열량은 착물 형성시에 발생하는 열량 외어L 적정으로 

인한 용액의 희석 열량(heat of dilution) 및 적정 

전, 후의 pH 변화에 따른 물 생성 열량(heat of water 
formation)과 benzoylformate의 수소 첨가 열량을 

포함한다. 희석 열량은 바탕용액 (blank solution)을 

리간드 용액으로 적정하여 구하였으며, 이는 실험 

결과 무시할 수 있었다.

또한 물 생성 열량은 55.81kJmo「i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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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nthalpy titration data for Eu3+-benzoylfor
mic acid p=0.1 M NaC104, T'=25.0°C

Volume of 
titrant (ml)

©Total
(mJ)

QCorrected

(mJ)
LUrXlO3

(M)

1.0 280 558 5.1194
1.1 320 598 5.6203
1.2 341 619 6.1193
1.3 366 664 6.6163
1.4 372 650 7.1114
1.5 396 674 7.6064
1.6 420 698 8.0958

Initial volume = 50,0 ml, Af7 = L9816X 10~2M, initial 
pH=3.238, final pH=2.481.

Table 3. Thermodynamic parameters for the forma
tion of lanthanide-benzoylformate 卩= O.LM NaC104, 
7、=25.0°C

K< . 1 , o 厶Ji 스”i asMetal logpi(kjmoL) (kJmoL) (JK-'mor1)

2
3
3
9
l
A
5
2

-°4
 

3

33

2

3

3

3

3
 

La
Nd
sm
EU
Gd
Dy
HO
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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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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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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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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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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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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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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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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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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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였으며", benzoylformate^] 수소 첨가 열량은 

실험에서 직접 구하여 사용하였다(NRe 1 참조).

Table 2의 보정된 열량은 이러한 여분의 열량을 

제외한 E1F+와 benzoylformate와의 착물 형성에 

따른 열량만을 나타낸 것으로 이로부터 착물 형성 

반응의 엔탈피 변화량을 계산하였다.

란탄족 금속들과 benzoylformate와 1:1 착물 형 

성시의 열역학적 함수값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엔탈피 변화량의 경우 La에서 Er에 이르기까지 약 

간씩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엔트로피 변화량은 

La에서 Sm가지 서서히 증가하다가 Gd에서 Er까 

지는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Table 4에 대표적으로 benzoylformate 외에 몇 

개의 리간드와 EW+이 1:1 착물을 형성할 때의 

열 역 학적 함수값을 표시 하였 다. Acetylacetonate, 
kojate, tropolonate 등과 같이 hydroxy-keto 리간 

드의 경우에도 킬레이트를 형성하며, squarate, cro- 
conate 등의 강한 oxocarbon acid 의 경우에도 두 

개의 산소 원자들이 결합에 참여하여 킬레이트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Croconate는 고체상 

태에서 경란탄족% 이온(III)들과는 킬레이트를 형성 

하며, 중란탄족20 이온(III) 및 구리 이온(11产과는 

다리 결합을 형성하여 두자리 리간드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 Orebaugh 등은 란탄족 착물들 간의 차 

이는 금속-산소 원자들 간의 결합에너지 차이로써 

설명하였으며, squarate의 상대적으로 작은 결합력 

은 공액 효과에 의한 squarate 음이온의 산소 원자의

Table 4. Thermodynamic parameters for the euro
pium complexes

Ligand
AG!

(kjmor1)
AHi 

(kjmor1)
AS】 

(JK^mor1) Ref.

Benzoyl- 16.58 -1.85 49.4 This
formate work

a-picolinate 20.58 -6.36 47.7 (12)
Pyrazine-2- 16.09 -0.29 53.0 (18)

carboxylate
Acetylace- 32.76 -3.31 98.7 (19)

tonate
Kojate 34.27 -2.13 107.9 (4)
Tropolonate 39.76 -11.76 92.9 (5)
Squarate 16.07 8.37 82.0 (6)
Croconate 17.61 5.23 76.6 (7)

낮은 음전하량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Cyc
lic ether 고리 와 전자 주게로 작용하는 2개의 케톤기 

산소 원자를 포함하는 kojate 및 maltolate의 경우, 

수용액 내에서 cyclic ether 고리는 4개의 n 전자를 

갖는 nonaromatic 고리로 케톤기 산소 원자의 음 

전하량을 증가시켜 안정한 킬레이트를 형성하는 것 

으로 보고되어 케톤기의 음전하량은 란탄족 금속과 

의 결합 형성에 매우 중요한 인자로 인식되어진다.

Benzoylformate의 경우, 착물 형성 안정도 상수 

값으로부터 추정된 두자리 리간드로 작용한 결과는 

리간드내에 존재하는 벤젠 고리의 공액 효과가 케 

톤기의 산소 원자의 전자 밀도를 증가시켜, 카르복 

실기와 함께 결합에 참여하여 킬레이트를 형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Gd(III)-benzoate의 경우에도 벤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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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의 공액 효과는 착물의 안정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吃

Benzoylformate는 착물 형성시 열역학적 함수값 

°] a-picolinate, pyrazine-2-carboxylate^|- 유사한 

값을 보여주었다. Pyrazine-2-carboxylate 및 a-pico- 
linate는 두자리 리간드로 작용하여 킬레이트를 형 

성한다고 밝혀져 있어'& benzoylformate의 경우도 

두자리 리간드로 작용하여 킬레이트를 형성한다는 

것을 뒷받침하여 준다. Benzoylformatea-picoli- 
nate의 엔탈피 변화량은 모두 음의 값을 가지며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상당히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 

다. 또한 benzoylformate와 a-picolinate의 안정도 

차이 즉 자유에너지 변화량 차이는 엔트로피보다는 

엔탈피 변화량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Choppin 등은23 많은 카르복실의 경우 -COOH 당 

실험적으로 66JKTmolT의 엔트로피 효과를 보고 

하였다. 이러한 보고를 근거로 benzoylformate의 

경우 한 개의 -COOH의 엔트로피 변화량을 제외한 

여분의 변화량은 49-66=-17계산 

되어지며, 皿球認二丁八、。^^로부터 여분의 엔탈피 

(excess enthalpy)는 一5.07kJmolT이 된다. 이 값 

은 카르복실기를 제외하고 케톤기의 산소 원자와 

Eu"과의 결합에 의한 엔탈피 변화량으로써, tropo- 

lonate(케톤기 산소원자당 —5.88kJmoL)와 비슷한 

값을 보여주어 큰 발열 반응임을 말해준다. 이는 be
nzoylformate 착물의 큰 안정도가 리간드의 케톤기 

의 산소 원자와 카르복실기가 Eu3+ 양이온과 결합 

하여 두자리 리간드로 킬레이트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Benzoylformate의 벤젠 고리 대신 메틸기를 포 

함하는 pyruvate*의 경우 NMR 및 열역학적 함수 

값을 근거로 수용액내에서 keto, diol, dimer 형태로 

존재하며, di이 형태의 경우, a-hydroxy와 카르복실 

기가 결합에 참여하여 킬레이트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결 론

Lanthanide-benzoylformate 착물 형성시 열역학 

적 파라메타를 구한 결과 benzoylformate의 낮은 

염기도에도 불구하고 큰 안정도 상수를 나타내었으 

며, 발열반응으로 미루어 볼 때 벤젠 고리의 공액 

효과에 의해 benzoylformate에 있는 케톤기의 산소 

원자에 전자 밀도가 증가되어 란탄 금속이온(III)과 

결합을 형성하여 킬레이트 착물을 형성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lanthanides-benzoylformate 착물 

의 안정도는 여분의 탈수효과에 따른 엔트로피 효과 

뿐 아니라 금속-산소원자의 정전기적 상호작용에 

따른 엔탈피 효과에도 기인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부산대학교 기성회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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