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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용액상태 Tb(III) 착물의 루미네센스 스펙트럼을 금속이온과 리간드의 몰비 및 용액의 pH 함수로 

써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리간드는 iminodiacetate(IDA) 및 methyliminodiacetate(MIDA)이다. 배위환경 

에 민감하고 루미네센스 세기가 가장 큰 549 nm 방출띠(初‘—年； 전이)를 탐침하여 Tbl^3 착물 형성을 위한 

최적 용액 조건을 규명 하였다.

ABSTRACT. The luminescence spectra of Tb(III) complexes have been investigated as a function of molar 
metal-to-ligand ratio and pH. The ligands used in this study are iminodiacetate (IDA) and methyliminodiacetate 
(MIDA). The 549 nm emission band, most sensitive to the coordination environment among the observed bands, 
is monitored to reveal the optimum condition for TbLs3" complex formation in aqueous state.

서 론

Ln(III) 이온 및 이들의 착물에서 /T전이는 원칙 

적으로 전기쌍극자전이의 선택률에는 금지된 전이 

이지만, 결정장 포텐셜에 의한 유도쌍극자에 의하여 

허용되는 매우 독특한 전이이다.心 이들 전이는 이 

온주위에 배위하고 있는 리간드의 환경에 매우 민감 

하며 일반적으로 단순한 배위환경에서 보다는 복잡 

한 리간드 계와 만날 때 매우 강한 홉수전이나 방출 

전이를 나타내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전 

이를 초과민전이 (hypersensitivity)라 한다. 특히, Ho 

(III) 및 Er(III) 이온들은 가시광선 영역에서 초과민 

홉수전이를 나타내며, Sm(III), Eu(III), Tb(III) 및 Dy 

(III) 이온들은 가시광선 영역에서 초과민 루미네센 

스 전이를 나타낸다.

란탄족 금속이온의 4尸 궤도함수는 바깥궤도함수 

인 5s2와 5庆에 의해 비교적 효과적으로 차폐되기 때 

문에 주위 음이온 및 쌍극성 분자와의 상호작용에서 

공유결합성은 거의 없고 정전기적 결합성을 띠게 된 

다. 일반적으로 Ln(HI)의 화학적 성질은 Ca2+ 및 Mg2+ 

와 유사하고 독특한 분광학적 특성이 있으므로, 생명 

체 내의 금속이온 거동에 대한 모형화 연구, 거대고 

리 리간드 간에 형성된 착물의 구조 규명과 결합의 

동력학적 현상규명 연구에 매우 유익하게 활용되고 

있다. 즉 금속이온 Ca2+ 및 Mg?+ 이온은 추적하기 용 

이한 분광학적 특성이 없기 때문에 이들 이온의 거동 

을 연구하는데 많은 제한이 따르는 반면 알칼리 토금 

속과 유사한 화학결합을 하는 Ln(III) 이온은 추적이 

용이한 형광을 방출하고 있다 *

본 논문에서는 Tb(III)의 착물 형성을 위하여 리간 

드로써 iminodiacetate(IDA) 및 methyliminodiacetate 

(MIDA)을 선택하였다. 이들 리간드 IDA와 MIDA는 

음전하를 띤 2개의 카르복실기를 가지고 있으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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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원자는 N으로서 고립전자쌍을 가지고 있어 세자 

리 리간드로 결합에 참여한다. MIDA는 IDA 중심원 

자인 N에 메틸기가 치환되어 있기 때문에 IDA 보다 

는 전자밀도가 높다. 저자들은 Sm(III), Dy(III) 및 

Eu(III) 이온들과 세자리 리간드인 oxydiacetate (ODA) 

및 dipicolinate(DPA) 간에 형성된 착물의 분광학적 특 

성을 발표한 바 있다.E 흡수 및 루미네센스 특성으 

로부터 ODA 및 DPA는 1:3 Ln(III):L (여기서 L은 리 

간드임) 혼합비에서 안정한 LnL?-의 착물을 형성하 

고 있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IDA 및 MIDA에 의하 

여 형성된 맟 Dy(III) 착물의 흡수 및 방출 진 

동자 세기는 ODA 및 DPA 착물의 경우에 비하여 작 

았다. 본 연구에서는 pH 및 농도비에 따른 루미네센 

스 띠의 상대적 세기비를 조사하여 IDA 및 MIDA 리 

간드들과 Tb(III) 이온 간의 화학적 결합성과 분광학 

적 특성간의 함수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실 험

시약 및 스펙트럼 측정. TbCl3 • 6H2O(99.9%, Al

drich Co.)을 장갑상자에서 정확히 취한 후 HCl(conc„ 

Merck Co.)로서 녹여 0.1 M Tb(III) 모 용액을 만들었 

다. 이때 모 용액은 실험조건 및 Tb(III)의 가수분해 

억 제조건을 감안하여 pH를 3으로 조절하였다.

리간드인 iminodiacetic acid(99%, Aldrich Co.) 및 

methyliminodiacetic acid(99%, Aldrich Co.)는 정제하 

지 않고 사용하였다. 또한 이들 리간드들의 당량에 

해당하는 진한 NaOH를 사용하여 녹인후 0.1 M 

NaOH 및 0.1 M HC1 로써 pH 10 정도의 0.1 M 저장 

용액을 만들었다.

최적의 착물을 만들기 위해 Tb(in)농도를 0.03 M 

로 고정시킨 후 리간드와 금속이온간의 농도비와 

pH 조건을 변화시키면서 각 용액의 루미네센스 스펙 

트럼을 측정하였다.

Tb(III) 착물 용액의 형광스펙트럼은 Edinburgh 

FS-900 spectrofluorometer-f-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 

pH meter는 Beckman model 4500으로. Fischer com

bination electrode(Cat.No.l3-639-90)를 연결하여 사 

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Fig. 1는 Tb3+(aq) 용액 및 1:3 Tb(III):IDA 및 1:3 

Tb(III):MIDA 착물 용액의 루미네센스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Tb(III) 농도는 모두 동일하게 

0.03 M로 고정하였다. 4개의 루미네센스 띠는 가시 

광선 영역에서 측정되었으며, 이들 띠들은 5Z>4 들뜬 

상태에서 7Fj(J = 6, 4, 5, 3) 바닥상태로의 전이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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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uminescence spectra of: a; Tb3+(aquo), b; the 1:3 Tb(III): IDA and c; the 1:3 Tb(III): MIDA solutions under 
pH 8 ([Tb3+] = 0.030 M,入* = 359 nm).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Tb(III)과 몇가지 아미노 카르복실 리간드 간의 착물에 대한 루미네센스 연구 583

Table 1. Assignments for luminescence bands of Tb + 
(aquo)

Peak position
Transition

(nm) (cm1)

494.9 20,206 (ms) 5d4^f6
549.3 18,205 (vs) ‘Dl’Fs
588.6 16,989 (s)
623.7 16,033 (W) 5d4^f3

당한다. 이에 대한 할당을 Table 1에 요약하였다. 이 

외에 매우 약한 띠들이 650 nm 이상의 파장영역 에서 

관측되었다. 일반적으로, 배위환경에 따라 란탄족 이 

온의 흡수 혹은 루미네센스 과정에서 큰 진동자 세 

기 변화가 일어난다. 즉 Fig. 1에서 Tb^aquo)의 경 

우와 비교할 때 , Tb(III)/IDA 및 Tb(III)/MIDA 용액의 

루미네센스 세기는 전반적으로 착물 형성에 따라 크 

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가장 강한 549 nm 루미 네 센스 띠 의 

세기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안정한 착물을 형성하는 

용액의 최적조건(즉, 금속이온과 리간드 간의 몰비 

및 용액의 pH)을 규명하였다. Tb(III) 농도를 0.03 M 

로 유지하면서, IDA 및 MIDA의 농도와 pH 변화에 

따른 루미네센스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금속이온 

과 리간드의 몰비가 1:4 및 1:5인 Tb(III)/IDA 용액에 

서 pH 변화에 따른 549 nm 띠의 세기 변화를 Fig. 

2에 도시하였다. 모든 농도조건에서 pH 8까지는 세 

기가 증가하지만 pH 8 이상이 되면서 세기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pH 10 이상에서는 

용액의 가수분해 반응에 의한 Tb(OH)3 침전이 일어 

났기 때문에 실험결과에서 제외하였다. 이 결과에 

의하면, pH 8-10 범위에서 안정한 Tb(III)/IDA 착물 

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용액의 pH를 8로 유지하면 

서 금속이온과 리간드의 몰비를 변화시키면, 몰비가 

증가할수록 549 nm의 세기는 증가하였다. 몰비 1：4까 

지는 증가하였고, 1:5 몰비에서는 거의 1:4 몰비의 루 

미 네센스 세기와 같았다. 따라서 , 가장 안정한 착물은 

pH 8-10 범위 및 1:4 Tb(III):IDA 몰비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Fig. 3은 Tb(III)/MIDA 용액에서 용액의 pH와 

MIDA 농도 변화에 따른 549.3 nm 띠의 세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IDA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가 증가 

할수록 루미네센스 세기는 증가하고 있으며, pH 6 

이상에서는 약간의 증가만이 관측되었다. 특히, 동일 

한 pH 8 조건에서 몰비 1:4 이 상에서 549.3 nm 띠 의 

세기가 최대로 되었다. 따라서 가장 안정한 착물은 

IDA 경우와 같이 pH 8 조건에서 몰비가 1:4로 만들 

어지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Elbanowski 등은 

Tb(III)/MIDA 착물의 루미네센스 붕괴 시간에 미치는 

몰비 영향을 조사하였다. 몰비가 1:1 및 1:2일 경우, 

pH = 4까지는 붕괴시간은 pH의 영향을 받지 않다가 

pH>4 부터는 pH가 증가함에 따라 붕괴시간은 매우 

증가하였다. 루미네센스의 세기와 마찬가지로 붕괴시 

간도 pH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Tb(III) 이온과 IDA 혹은 MIDA 리 

간드 사이에 형성되는. 안정한 착물이 1:4 조성을 갖 

는, 즉, TbU5' 착물이 형성될 것으로는 기대되지 않 

는다. 전체적인 반응에서 물과 리간드와의 경쟁반응 

을 통하여 얻어질 수 있는 가능한 화학종은 T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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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uminescence intensity of Tb(III) ions in the Tb 
(III)/IDA system (molar metal-to-ligand ratios 1:2-5) vs. 
pH (Aems=549.2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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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MIDA system (molar metal-to-ligand ratios 1:2*5) 
vs. pH (入亦=549.3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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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L厂 및 TbLj3- 외에 Tb(0H)3, Tb(LH)x3「* 등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낮은 대칭성을 갖으며 결합성 

이 큰 리간드가 란탄족 금속이온을 배위할 때 루미 

네센스 세기의 현격한 증가가 일어난다. 이것은 

nephelauxetic 효과와，같이 금속이온의 궤도함수와 

리간드의 궤도함수 간의 겹침에 의하여 금속이온의 

결합궤도함수의 확장이 일어나고, 여기에 리간드로 

부터의 전자밀도 흑은 전하밀도의 기여에 기인된다. 

따라서 가장 안정한 착물은 Tb!^-이며, 리간드의 

몰비가 증가할수록 생성 가능한 화학종 중에서 n 
(IDA》，-가 차지하는 몰 %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 

다. 1:4 몰비 이상에서는 TbL?- 착물이 차지하는 

몰%가 최대로 되고, 이에 반하여 물의 배위수는 감 

소하여 안정한 9~12 배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 

결과는 Lis와 Choppin이 河 발표한 Eu(III)/IDA 결과 

와 일치한다. 이들은 Eu(III) 착물의 루미네센스 붕 

괴시간에 미치는 Eu(III):L의 몰비를 조사하였으며, 

이 결과로부터 1:4 Eu(III):IDA 착물용액의 경우 약 

89.4% 몰비의 Eu(IDA)33^ 착물이 형성된다고 예측 

하였다.

몰비 1:4에서 pH 에 따른 각 전이의 Tb*(aquo)에 

대한 진동자 비, Poomp屁/P迎。를 Table 2에 요약하였 

다. pH 8에서 4개의 전이 모두에서 진동자 세기는 

크게 증가하였다. Tb"(aquo)의 루미네센스 스펙트럼 

에서 幼-代의 전이에 대한 Pcomplex/Paquo 비가 다 

른 전이에 비하여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Table 2. Ratios of oscillator strengths of the emission 
bands for TbL? to that for Tb3+ (aquo) within the 5D4 
S' (J그2, 3, 4 and 5, 6) transitions

PH

Pcomplex/Paquo

495 nm 
(咒)

549 nm
(乍5)

589 nm 
(X)

624 nm 
(*3)

Tb(in):IDA (1:4)

2 1.2410 1.2375 1.0519 1.1210
4 1.7633 1.9221 1.4944 1.6254
6 4.6012 5.0869 4.2077 4.0402
8 8.5104 8.5422 7.9314 7.2759

10 7.4678 7.5963 6.9789 6.3577
Tb(III):MIDA (1:4)

2 0.7911 0.9060 0.8163 0.8275
4 1.0240 1.1975 0.9823 1.0430
6 2.1491 2.6499 1.9198 2.0206
8 3.7241 4.6137 3.1667 3.2810

다. Tb3+(aquo) 이온의 루미네센스 스펙트럼에서 549 

nm 띠는 495 nm^DL*乍6 전이)의 진동자 세기에 비 

하여 약 2배 이상의 값을 가지며, 589nm 띠는 거의 

같은 크기의 진동자 세기 값을 갖는다(Fig. 1에서 스 

펙트럼 a참조). 반면, 624 nm 띠는 495 nm 띠의 0.4배 

정도의 진동자 세기 값을 갖는다. 따라서 리간드 배 

위환경에 따른 루미네센스의 변화는 5皿—宴 전이 

에서 더욱 민감하게 나타난다고 결론지울 수 있다.

일반적으로 MIDA는 IDA에 비해 보다 강한 리간 

드 배위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왜냐 

하면, MIDA의 중심원자 N에 결합된 CH3 기는 전자 

주개로 작용하고 그 결과로 N 원자는 금속이온에 대 

하여 보다 낳은 배위 결합성을 제공할 것이다. IDA 

에 비하여 MIDA의 보다 강한 결합성이 흡수전이 에 

서 관측되 었다. Table 2에 의하면, 549 nm 띠의 

Pcomplex/Paquo 비를 비교하면, 예상과는 달리 Tb(III)/ 

IDA 용액이 Tb(III)/MIDA 용액의 경우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Sm(III), Eu(III) 및 Dy(III)의 경우에도 

Tb(III)과 유사한 결과가 관측되었다. 이것은 CH3 기 

의 루미 네센스 소광 효과에 의 해 기 인된 것 같다. 란 

탄족 금속이온에 대한 리간드의 결합성을 좀 더 상 

세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흡수 스펙트럼의 분석이 

추가로 병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Tb 

(III) 이온은 선명한 흡수 스펙트럼을 보여주지 못한 

다. Tb(IDA)33~ Tb(MIDA)33 - 착물의 단결정에 

대한 분광학적 연구를 통하여 루미네센스 스펙트럼 

에 미치는 결정장 영향을 규명할 예정이다.

결 론

Tb(III) 이온이 3좌배위 리간드인 IDA 및 MIDA와 

안정한 TbL?- 착물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pH 8 이 

상에서 Tb(III):L 몰비가 1:4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여 

야한다는 사실을 루미네센스로부터 얻었다. 이것은 

형성된 TbL” 화학종의 분포 기여가 위 용액조건에 

서 가장 크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Tb(III) 이온의 루 

미네센스 특징은 착물 형성에 따라 5£>4^7FXJ = 6, 

5, 4, 3) 전이 모두에서 그 세기가 크게 증가하였으 

며, 특히 549 nm에 봉우리점을 갖는 5£>4—齐飞 전이 

의 세기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증가하였다. 이것은 

배위환경의 변화를 탐침하는데 549 nm 띠를 매우 유 

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중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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