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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동공의 크기가 다른 5종의 crown ether과 9종의 crownand계와 1종의 

cryptand 계 거대고리 리간드를 포함하는 우라늄(IV), 토륨(IV) 및 네오디뮴(III), 사마륨(III), 홀뮴 

(III) 등의 희토류 금속착물을 합성 후, 고체착물의 조성식을 결정하고 적외선 스펙트럼에 의하여 구조를 

확인한 다음 핵자기공명 분광법에 의하여 착물용액의 조성비와 분자내의 착물형성 site를 결정하고 착물 

들의 용매화 현상과 리간드 교환반응성을 핵자기공명 분광법으로 고찰하였다. crown ether 거대고리 리 

간드들은 실험에 사용한 모든 금속이온과 안정한 착물을 형성하므로서 OCHz 메틸렌 양성자들은 모두 낮 

은 자기장 방향으로 화학적 이동을 나타냈으며 같은 금속이온에 대한 화학적 이동값은 12C4<15C5<18 

C6의 순으로 중가하였고 같은 리간드에 대한 희토류 착물의 화학적 이동값은 원자번호 크기에 반비례하였 

다. crownand 22는 우라늄(VI)과 산소 및 질소원자를 배위하는 안정한 착물을 형성하지만 희토류 금속 

과는 착물을 형성하지 않았다. 반면에 희토류 금속(III)이온은 cryptand 221 리간드와 모든 산소 및 질소 

원자를 배위자로 하는 안정한 착물을 형성할 수 있었다. 나머지 질소와 산소원자를 포함한 crownand 계 

열 거대고리 리간드는 우라늄(VI)과 역시 모든 산소 및 질소가 배위하는 착물을 형성하지만 희토류 금속 

(III)과는 착물을 형성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라늄(VI)과 희토류(III) 금속이온은 모든 거대고 

리 리간드와 1: 1착물을 형성하며 토륨(IV)이온은 12C4와 1: 2 나머지 리간드와는 1: 1착물을 각각 형 

성함을 알 수 있었다. 이들 거대고리 리간드 착물들의 안정성은 착물의 양성자 이동결과에 잘 일치하였 

다. 그리고 18C6와 물을 리간드로 하는 희토류 금속(III) 착물은 아세틸아세톤 용매내에서 리간드 교환반 

응이 일어나지만 우라늄(VI) 착물의 경우에는 교환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

ABSTRACT. Metal complexes were prepared by reacting uranium (VI), thorium (IV) and rare earth 

metal (III) ions including Nd (III), Sm (III) and Ho (III) with macrocyclic ligands including five crown 

ethers, nine crownands and one cryptand ligands, and subjected to MNR studies in order to examine 

coordination sites of the ligands and compositions of the complexes formed. Among the marcocydic ligands, 

crown ethers and crownand ligands have shown down-field shifts of the methylene protons of the lig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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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orming stable complexes with all the metal ions and 나le differences of chemical shifts were decreas

ed as increasing of the cavity-size of crown ethers for the same metal ions and decreasing of the atomic 

complex with uranium (VI) ion by the coordination through both oxygen and nitrogen atoms of the ligand 

whereas no complex was formed with the rare earth metal (III) ions, which on the other hand were found 

to form stable complexes with cryptand 221. The rest of the crowand ligands have also been found to 

form stable complexes with uranium (VI) ion by coordinating through all the oxygen and nitrogen atoms 

of the ligands whereas no complexes were formed with the rare earth metal (III) ions. It has also been 

아lown by 나I-NMR study that uranium (VI), thorium (IV) and rare earth metal (III) ions formed 1:1 

complexes with the macrocyclic ligands except for thorium (IV) complex of 12C4 in which the mole ratio 

of metal to ligand is 1:2. More stable metal complexes show larger changes in chemical shifts of the coor

dinated ligand protons. Finally, the rare earth metal (III) complexes of 18C6 have 용hown ligand exchange 

reaction with the solvent molecules in acetylacetone slution, which was not observed for the uranium 

(VI) complexes.

서 론

Pederson】과 Lindoy"^ 등에 의하여 처음으로 

합성된 질소 및 산소 주개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거 

대고리 리간드는 고리내에 산소원자만을 가지는 

crown 계 화합물과 질소원자만이 있는 리간드에 

비하여 중간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거대고리 리 

간드의 전이금속 착물을 hemoprotein 의 보철기 

등의 모델화합물W로서 생물무기화학분야에 상당 

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거대고리 효 

과로 인하여, 이들 거대고리 리간드 착물의 안정 

도 상수는 선형 리간드 착물에 비하여 크며, 거대 

고리 리간드■들을 금속&이나 유기암모늄"。양이온 

들과 선택적으로 착물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거대고리 화합물을 포함 

한 금속 착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김 등“」2은 N2O2 계 리간드와 전이금속과의 착 

물의 안정도 상수를 측정하고 이들 착물들의 화학 

적 조성과 기하학적 구조를 분광법에 의하여 결정 

하였고 ds-N2O2 및 坎ms-NQe계 ligand 를 합 

성하여 우라늄 착물을 합성하고 안정도 상수를 정 

한 다음 착물들의 화학적 조성 및 기하학적 결합구 

조에 대한 정보를 분광법으로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N2O2계 거대고리 리간드들은 

우라늄과는 안정한 착물을 형성하지만 란탄족 금 

속들은 착물을 형성하지 않았다.

Seminara 등技은 cryptand 221과 cryptand 

222 리간드들을 가지고 희토류 금속들과의 착물을 

합성하여 그들의 분광학적 연구를 하였지만 

Spiess14 등은 수용액 중에서 cryptand 221과 222 

리 간드는 우라늄 (VI)금속과 착물을 형성하지 않는 

다고 하였다. 정 등造은 동공의 크기를 달리한 

crown ether 리간드를 포함한 토륨(IV)금속 착 

물을 여러 실험용매 중에서 합성하여 합성착물에 

대한 용매현상을 논의하고 착물의 성질을 연구하 

였다. King 및 그 외 여러 연구자들은 희토류 금 

속이온과 거대고리 화합물간의 착물을 합성하고 

자외 - 가시선 및 적외선 홉수분광법에 의하여 분자 

구조 등을 예측하고 착물의 조성을 결정해 주고 있 

다頂~27. 그 밖에도 Bombieri23-30, Charpin31, 

Costes32, Klimes33 등은 crown ether 우라늄 

(VI) 착물을 합성하여 원소분석법과 분광법에 의 

하여 착물의 구조 및 성질을 논의하였다.

이들의 무기화학적 연구들은 지금까지 거대고리 

화합물이 참여하는 금속 착물의 구조, 착물의 안 

정도 상수 및 반응메카니즘*의 연구가 대부분이고 

NMR spectroscopy 의한 금속 착물의 구조결 

정과 착물형성에 따른 용매화 현상, 금속염의 분 

배 및 리간드 교환반응에 대한 연구는 극히 드물 

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동공을 달리한 

crown ether 및 cryptand 계 거대고리 리간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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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synthetic macrocyclic ligands

Ligands Lig. No. Ligands Lig. No.

12 crown 4 la
15 crown 5
18 crown 6 3a
dicyclohexano 18 crown 6 4a
Dibenzo 18 Grown 6(DBC) 5"
crownand 22 6°
cryptand 221 7a

(TransOtn Ntn)

,N N、 
牝◎

(OenNtn-H4)

12”

(Oen Ntn)

,N N、

J丿
(OtnNtn HQ

13》

1眇

渺

(Otn Ntn)

146

(Odien Ntn)

10b

(OdienNtn H4)

(TransOtnNtn H4)

15c

9》

fl Materials purchased from Fluka and Merck. * Reference 2,3 and 35. c Reference 36.

포함한 우라늄 (VI), 토륨 (IV) 및 희토류 (III)금 

속 착물을 합성한 후, 고체 착물의 조성을 결정하 

고 적외선 스펙트럼에 의하여 구조를 진단한 다음 

핵자기공명 분광법에 의하여 착물의 조성비와 분 

자내의 착물형성 site 을 결정하고 착물생성으로 

인한 양성자 화학적 이동값의 차에 따른 착물들의 

안정성에 대한 상관성을 논의한 후 각 합성 착물에 

대한 용매화현상과 리간드교환 반응성을 'H- 

NMR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실 험

시 약. 실험에 사용한 모든 crown ether 

들은 Fluka 제품을, crownand 22과 cryptand 

221은 Merck 제품인 KryptofixK을사용하였고, 

uranyl nitrate, neodymium nitrate, samar

ium nitrate, holmium nitrate 및 thorium 

nitrate 등의 금속염은 Wako 특급을 각각 사용하 

였다.

그리고 N2O2 및 N2O3형 거대고리 리간드 및 

착물합성 등에 사용된 모든 시약들은 Wako, 

Fluka, Sigma 또는 Aldrich 사 등의 특급시약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NMR 용매인 아세톤 (Cd 

COCD3, 99.8 %)과 아세토니트릴 (CD3CN, 99.8 

%)은 Aldrich사 제품을 dimethylsulfoxide는 

Merck 사의 DMS0-4 (99.9 % D)를 그대로 사 

용하였다.

리간드 합성 및 측정기기. Table 1과 같은 거 

대고리 화합물들은 L. F. Lindoy2,3 J. S. Brad

shaw35'36 등의 방법에 따라 합성한 다음 Yanako 

CHN corder MT-3형의 원소분석기, Perkin 

Elmer 1310 FT-IR spectrophotometer, Bru- 

ker FT-80 MHz NMR spectrometer 및 

Yamato MP-21 의 녹는점 측정장치 등에 의해서 

리간드 합성을 확인하였다.

착물합성. 금속염 [UO2(NO3)2・2Hq Th 

(NO3)4-5H2O, Nd(NO3)3-6H2O, Sm(NO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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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H2O 및 Ho(NO3)3・5H2。]과 거대고리 리간 

드(Table 1)들을 메탄올, 아세토니트릴 또는 디 

메칠포름아미드 용매에 0.01 〃되게 녹인다음 같 

은 부피의 금속염 용액과 리간드 용액을 실온에 

서 섞었다. 이 혼합용액 100 m/를 삼구후라스크 

에 넣고 120분 이상 50°C에서 교반시키거나 또는 

교반환류시킨 후 냉각시키므로써 결정성 착물을 

얻었다. 만일 침전물이 쉽게 얻어지지 않을 경우 

교반환류시킨 후 진공농축기로 용액 중의 용매를 

50m/ 정도 제거시킨 다음 냉각시켜 결정성 착물 

을 얻었다. 이 침전물들을 메탄올과 에틸에델로 

여러번 씻어 감압여과하였다. 각 착물의 녹는점을 

Yamato MP-21 의 녹는점 측정장치에 의하여 측 

정하였다. 그리고 각 착물의 녹는점의 10-20°C 

이하에서 진공건조기로 24시간 이상 말린다음 P4 

01。이 들어있는 진공데이케이터 중에 보관하였다.

착물분석. 각 착물들을 Yanako CHN Cor

der MT-3형의 원소분석기에 의하여 탄소, 수 

소, 질소 및 산소의 함량을 Labtest 710형의 

ICPAS(inductivery coupled plasma argon 

spectrophotometer) 에 의하여 착물 중의 각 금속 

함량을, 그리고 Orion Research Inc,의 Orion 

NO3- 이온선택성 전극(model 93-07, Plastic 

type) °] 부작된 Orion 960 auto chemistry 

system에 의하여 착물 중의 NO3~ 이온의 함량을 

각각 분석하였다.

착물 중의 결정수 함량은 Perkin-Elmer의 열 

분석기의 TGA와 kyoto electronic model 

MK-20 Karl-Fi아ler 수분 적정장치에 의하여 분 

석하였으며 착물들의 적외선 스펙트럼은 per. 

kin-Elmer 1310 FT-IR spectrophotometer 

의하여 얻었다. 이 적외선 스펙트럼을 KBr 원판 

법으로 얻어서 리간드의 그것과 각각 비교하여 해 

석하였다.

착물의 'H-NMR 측정. 착물들의 화학적 이동 

은 Bruker FT-NMR 분광기로 80.063MHz와 

300.137MHz에서 외경 10mm인 시료관을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자기장의 균일성은 orthodich- 

lorobenzene signal 을 사용하여 분별능이 0.1 

Hz 이하가 될 때까지 조절하였으며, 시료관의 온 

도는 Bruker B-VT 1000 온도조절장치를 사용하 

여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착물들의 구조확인을 위하여 측정한 'H-NMR 

스팩트럼은 리간드의 그것과 비교하였다.

착물의 조성. 3.00X10-3 必 의 각 금속염 용액 

50m/를 조제하기 위하여 50m/의 용량 후 라스 

크에 일정량의 금속염을 넣고 착물의 NMR 스펙 

트럼을 측정할 때 사용한 NMR 용매로 녹인다음 

표선까지 용매를 채웠다. 각 금속염 용액을 정확 

히 3m/씩 취하여 넣은 5nW의 시료관에, Table 

1의 거대고리 리간드들을 NMR 용매로 0.014/ 

되게 조제한 용액의 부피를 일정하게 변화시켜 가 

면서 넣은다음 균일하게 혼합시켜, 전체 혼합시료 

부피를 5mZ되게 묽혔다. 이 금속염과 리간드의 

혼합용액을 밀봉시켜 30~50°C에서 5시간 이상 방 

치한 후 30°C에서 'H-NMR 스펙트럼을 측정하였 

다.-몰비법에 의하여 분석한 착물의 스펙트럼으로 

부터 OCHm NCH2 등의 양성자 화학적 이동값 

의 변화량을 관찰하여 착물형성에 따른 금속대 리 

간드의 몰비를 결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고체착물의 분석

원소분석. Table 1의 리간드들과 디옥소우라 

늄(VI), 토륨(IV) 및 몇 가지 희토류(III) 금속 

염을 반응시킨 결과 디옥소우라늄(VI)금속의 경우 

모든 리간드와 고체 착물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Ho(III) 을 제외한 Nd (III), Sm(III) 및 Th 

(IV) 금속은 crown 계열 리간드 1~5 및 cryp

tand 221와 고체 착물을 형성하지만 디옥소우라 

누VI)금속 이외의 모든 금속이온은 crownand 

리간드 6 및 8~15와는 고체 착물을 형성하지 않 

는다. 공동의 크기가 다르거나 주개원자의 종류나 

수가 각각 다른 거대고리 리간드들을 포함하는 고 

체 착물의 조성을 알아보기 위한 원소분석, 금속 

정량 및 NO3- 이온의 측정결과는 Table 2와 같 

다.

Table 1의 원소분석 값으로부터 착물의 조성을 

결정하였다. 예컨대 12C4 리간드를 가지는 디옥소 

우라늄(VI) 착물의 탄소, 수소, 질소 및 우라늄 

(VI)의 원소분석값은 각각 15.4%, 3.81%, 4.19 

% 및 37.5%이었다. 이 중 탄소는 12C4 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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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alytical data for metal complexes

ligand 
No. formula of complex

calcd. (%) found (%) NO3- 
㈣C H N metal C H N metal

1 UO2(NO3)2(C6H16O4)・4H2O 15.0 3.74 4.17 37.1 15.4 3.81 4.19 37.5 19.4
Nd(NO3)3(C8H16O4).2H2O 17.7 3.69 7.74 26.6 17.8 3.65 7.76 26.8 33.7
Sm(NO3)3(C8Hi6O4)・2H2。 17.5 3.65 7.66 27.4 17.6 3.63 7.69 27.9 33.1
Th(NO3)4(C8H16O4)2 19.0 3.18 5.56 23.0 19.3 3.25 5.60 23.2 23.9

2 1丿()2佃。3)2(。1(担20。5)"4田0 17.5 4.08 4.08 34.7 17.8 4.13 4.09 34.9 17.6
N(1(N03)3(C1oH2q05)-H20 21.1 3.87 7.39 25.4 21.3 3.85 7.41 26.1 31.8
Th (NO3)4 (C10H20O5 )• 가【2。 15.9 3.45 7.43 30.8 16.4 3.51 7.46 30.7 32.3

3 UO2(NO3)2(C12H24O6)-4H2O 19.8 4.39 3.84 32.6 ■ 20.3 4.42 3.87 32.7 16.4-
Nd(NC)3)3(Ci2H24()6) 24.2 4.04 7.07 24.3 24.5 4.01 7.09 25.1 30.8
Th(NO3)4(C12H24O6>2H2O 18.5 3.59 7.18 29.7 18.8 3.62 7.19 29.5 31.4

4 U02(N03)2(C2oH3606)-2H20 29.9 5.00 3.49 29.7 30.3 5.04 3.51 29.4 15.1
Th(NO3)4(C20H36O6>2H2O 27.0 4.51 6.31 26.1 27.3 4.54 6.32 26.3 27.3

5 1火)2(4』()3)2(。2俱24°6〉疝2() 29.7 3.72 3.47 29.5 30.1 3.74 3.50 29.8 14.9
闽。、【03)搏2由24。6) 34.8 3.48 6.09 21.2 34.6 3.45 6.12 21.8 26.1
Sm(N03)3(C2oH2406) 35.5 3.45 6.03 21.6 35.9 3.47 6.05 22.1 26.3

6 UO2(NO3)2(C12H26N2O4>4H2O 19.8 4.67 7.69 32.7 20.6 4.72 7.73 32.9 16.9
7 Nd(NO3)3(C16H32N2()5) 29.0 4.83 10.6 21.8 31.3 4.92 10.5 21.2 27.2
8 UO2(NO3)2(C19H22N2O2>4H2O 29.4 3.87 7.22 30.7 29.8 3.92 7.25 31.3 15.6
9 as【丁()23()3)2(。2(以24蜘。2)*사지〔) 30.4 4.05 7.09 30.1 30.9 4.07 7.13 31.3 15.2

10 〔〕()2伽03)2(。21田浏2。3)，疝20 30.7 4.15 6.83 29.0 31.2 4.18 6.87 29.6 14.8
11 tmns U()2(N°3)2(C2(担24N2°2)*4H2O 30.4 4.05 7.09 30.1 30.8 4.11 7.12 30.4 15.3
12 UO2(NO3)2(C19H24N2O2>4H2O 29.3 4.12 7.20 30.6 29.9 4.16 7.23 30.9 15.2
13 ds U02(N()3)2(C2oH26)NM)2)，4H20 30.3 4.30 7.07 30.1 30.8 4.38 7.11 30.4 15.3
14 1〕()2@。3)2«，2旧2釘2。3卜3田0 31.4 4.23 6.97 29.6 31.9 4.27 6.92 29.8 14.9

드에서, 수소는 12C4의 리간드와 금속염의 결정수 

에서. 그리고 질소와 우라늄(VI)을 금속염에서 각 

각 온 것으로 보고 이 물질의 조성식을 UOz 

(NODJGHMQSHQ로 예상하면 실험값과 

이론값(15.0%, 3. 74%, 4.17% 및 37.1 %)은 

잘 맞는다. 위에서 논의한 착물과 같이 다른 고체 

착물들의 조성식을 Table 2처럼 고정시키고 계산 

한 각 원소들의 이론값과 실험값은 잘 맞는다.

이상의 사실로부터 12C4를 포함한 UQ2+와 

Ln3+ 착물은 1 : 1([UO22+] : [L] = l ： 1, 

[Ln3+] ： [L] = l ： 1, Ln3+ = Nd3+, Sm3+), Th* 

금속 착물은 1 : 2 ([Th4+] : [L] = l ： 2) 착물을, 

12C4를 제외한 crown ether 리간드를 포함한 착 

물들 (UO严, Ln3+ 및 Th，+) 은 1: 1 착물을 각각 

형성한다.

Crownand 22, cryptand 221 및 crownand 

8~15을 포함한 각 금속 착물도 1: 1 착물을 형성 

Vol. 34, No. 2, 1990

한다. 착물 중의 NO/ 이온의 함량을 알아보기 

위하여 착물을 증류수에 녹여서 이온선택성 전극 

으로 정량한 결과 Table 2의 착물 조성식의 

NO3- 이온의 이론값과 잘 맞았다. 예를들면 

crownand 22을 포함한 디옥소우라늄(VI) 착물의 

경우 NO3- 이온 정량값은 16.91%이었다. 이 값 

은 이론값(17.02%)과 잘 맞으므로 이 고체 착물 

의 조성은 가정했던 UO^+^NOs'CuHgNzOr 

4HR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Table 2의 다른 

고체 착물도 crownand 22 착물처럼 설명할 수 있 

다.

착물 중의 결정수 함량 분석. 원소 분석결과로 

얻어진 Table 2의 예상된 조성식은 물분자를 포함 

하고 있으므로 물분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열분석 

과 Karl-Fisher 적 정을 하였다.

Fig. 1은 18C6를 가지는 토륨(IV) 착물에 대 

한 열분석곡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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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에서는 일차적으로 착물 중의 물분자가 

분해하면서 흡열피이크를 160 °C 부근에서 착물 중 

의 리간드와 금속에 약하게 결합된街 질산이온이 

분해되면서 예민한 두 개의 발열피이크를 보여준 

다. 중요한 것은 일차 흡열피이크에서 얻어진 

TGA 피이크이므로 여기에서 무게감량을 계산해

0 100 . 200 300
Tempi (*C)

Fig. 1. Curves for thermal analysis of |Th 1，(田。板］ 
(NC>3)4 complex, sample weight: 13.5 mg (L = 18 
crown 6).

보면 4.74%이었다. 이 값은 착물의 조성식 Th 

(NOJ’TGzHgOJZHzO에서 계산한 물분자의 

이 론값 4. 61 %와 잘 맞는다.

그리고 TGA에서 계산된 결정수 함량값을 검증 

하기 위한 Karl-Fisher 적 정결과는 잘 맛았다. 그 

러므로 이 착물은 2분자의 결정수를 포함함을 알 

수 있다.

다른 착물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으 

며 이 결과들을 종합한 자료는 Table 3과 같다.

적외선 스펙트럼. Table 1의 리간드를 가지는 

고체 착물의 구조를 예상하기 위하여 KBr 매질에 

서 측정한 이들 착물의 적외선 스펙트럼은 Fig. 2 

와 같다.

Fig. 2는 Oen Ntn-H,(lig. no. 10)와 Oen 

Ntn-H'을 가지는 UC^+ 착물의 적외선 스펙트럼 

이다. 이들 리간드와 착물의 스펙트럼을 비교한 

결과 U=O 의 신축진동파수 940 cm"1, 리간드 

(-CH>2-NH 의 신축진동파수 720-760cm-1, 

R-NH-CH2의 신축진동파수 2780-2810cm-1 및 

C-O-C 신축진동파수 1230〜1250 cnL가 착물을 

형성함에 따라 그 특성파수들이 짧은 파수 방향으 

로 이동하였고 특히 C-O-C 와 R-O-CH厂의 파수 

들의 심한 이동을 보여준다.

이 현상은 거대고리 리간드 공동안에 UO^+이 

끼어들어감으로써 주개원자인 질소와 산소의 비결

Table 3. Resets of thermal analysis and Kari Fisher titration

complex
weight in loss (%)

calcd. found
water contentfl) 

(%)

UO2(NO3)2(C8Hi6O4)-4H2O 11.2 12.5
Nd(NO2X>3(C8Hi6O4)-2H2O 6.64 6,72
Sm(NO3)3(C8Hi6O4)-2H2O 6.56 6.70
Th(NO3)4(C8Hi6O4)2 — ND
U02tN03)2(C1oH2o05)-4H20 10.5 11.3
Nd(NO3)3(C10H2()O5)-H2O 3.03 3.16
UO2(NO3)2(Ci2H24O6)4H2。 9.86 10.1
Nd(NO3)3(C12H24O6) — ND
Th(NO3)4(Ci2H24O6)-2H2O 4.61 4.74
U02(N03)2(C2oH3606)-2H20 4.49 4.58
Nd(NO3)3(C2()H24O6) 一 ND
。0处【03)2(&2田浏2。4)期20 9.50 10.1
UOXNC)3)2(C 19H22N2O2X4H2。 9.28 9.81
UO2(NO3)2(C19H24N2O2)・4H2。 9.25 9.73

69
65D9
-12
97D
-69
-52D
-73
-42
-40

n

n

n

"Res니ts by Kair Fisher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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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4500 3500 2500 19Q0 1700 1500 1300 1100
f requ 히기）

900 700 500 300

Fig. 2. IR spectra of Oen Ntn H4 and its complex with UO22* ion.

Table 4. Selected infrared bands （cm시） for ligands, metal nitratos and their complexes

band ligands or metal nitrates complexes

C 0 C 1056 1045 1040
R 0 CH2 1230 1250 1180 1120 1240 1214 1136 1101
ch2 nh ch2 760 720 728 705
C = N 1650 1640 1598 1590
C N C 1110 1090 1075 1068
no3- 1385 1350 1490 1480 1490 1480 1320 1315

825 810 746 690 1042 810 800 746 743
u=o 950 910
M-0 — 368 320
M-N — 565 525

합 전자쌍이 UO^+원자로 이동하여 리간드의 결 

합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리간드내의 고립 

전자는 고리내부로 향하여 안쪽 방향성 구조를 하 

여 금속이온과 결합함으로써 리간드 결합각이 줄 

어들기 때문에“ 리간드보다 짧은 파수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적외 스펙트럼도 KBr 원판법으로 얻었으 

며 이들도 Fig. 2의 결과와 같이 해석할 수 있었 

다. 그리고 금속염, 리간드 및 착물의 특성기에 

대한 적외선 스펙트럼을 해석한 결과를 종합한 자 

료는 Table 4와 같다.

Table 4의 모든 착물에서 1350-1385 cm'*5] 

NO3- 피이크가 강하고 넓게 퍼져있고 800-810 

cm-1 부근에서 약한 피이크를 볼 수 있.다. 그러나

Vol. 34, No. 2,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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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chemical shift of OCH2 vs. of 18 crown 6/ 
Mw+ mole ratio in DMSO solution: O, UO22+, •, Th 
(IV), ®, NdflII)[M+»] = 3.0 x

본 실험에서 사용한 금속염과 이온성 결정인 

NaNQ나 KNC)3의 적외선 스펙트럼은 1350 

cmT에서 고체 착물과 비슷한 피이크를 보여주었 

으나 810cmT에서는 강하고 예민한 피이크를 690 

에서 약한 피이크를 보여주었다.

이 결과로부터 고체 착물에서의 NO3-은 금속염 

의 N0-의 경우와는 다른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 

즉 고체 착물에서는 금속이온과 NO/ 이온 상호 

작용이 순금속염에서 보다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 

다. 그리고 모든 착물은 금속이온과 no3- 이온 

사이의 약한 상호작용으로 말미암아 C" 대칭구조 

보다 D” 대칭구조가 우세한 구조8를 가질 것이 

다.

이상의 원소 분석결과와 적외선 흡수 특성을 고 

려할 때 고체 착물은 이온성 결정이거나, 주개원 

자들이 가까워진 상태로 리간드가 변형되어 금속 

이온과 주개원자가 결합하여, 물분자들을 사이에 

두는 수소결합에 의해서 금속이온에 no3- 이온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로 예상된다.

용액 중의 착물의 조성

몰비법에 의한 Table 1의 모든 거대고리 리간드 

와 디옥소우라늄(VI), 토륨(IV) 및 희토류(III) 

금속이온이 만드는 착물의 리간드대 금속이온간의 

결합비를 측정하기 위한 'H-NMR 스펙트럼을 얻 

어 주요 OCHz, NCH2 및 방향족 탄화수소 등의

2.8 仍匕/—

2.6孩/

0^------------------------------------------------------------
0.0 0.5 1.0 1.5

.[cryptands]/] UO 疔]

Fig. 4. chemical shifts of NCH2 vs. cryptand /UO22+ 
mole ratio in DMSO solution: O, OenNtn H4, •, Otn- 
Ntn H4, ® , OdienNtn H4, ▲ , Trans Otn Ntn-H4, 
[U02 + 2] = 3.0x10-3M.

양성자 화학적 이동값을 분석한 결과를 대표적으 

로 Fig. 3과 4에 나타내었다. Fig. 3은 18C6를 

포함한 디옥소우라늄(VI), 토륨(IV) 및 희토류 

(III)금속 착물에 대한 OCHz 양성자의 화학적 이 

동값을, Fig. 4는 리간드 12〜15의 디옥소우라늄 

(VI) 착물에 대한 NCH2 양성자의 화학적 이동값 

을 각각 몰비법에 의하여 도시한 결과이다. Fig. 

3과 4의 변곡점들이 둘 다 [L]/[Mn-"](M"+： 

UO22+, Th4+, Ln3+) = 1. 0일 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리간드와 금속이온이 1：1착물을 형성함을 

알 수 있다.

모든 착물들의 리간드와 금속이온의 비를 Fig. 

3과 4착물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해석하면 12 

C4를 포함한 UCM+과 Ln3+ 착물은 1: 1 

([UO/+] : [L]), [Ln3+] : [L] = l: 1, 1杼+ = 

Nd3+, Sm3+, Ho3+), ThJ 금속 착물은 1: 

2([Th+4] : [L] = l： 2) 착물을, 18C6, dicyclo- 

hexano-18C6 및 DBC 를 포함한 UCk+와 Th4+ 

착물은 모두 1：1 착물을, 15C5를 포함한 

UO22+, Ln3+ 및 Th4+ 착물은 1: 1 착물을 각각 

형성하였다.

여기에서 모든 착물들은 앞서 논의한 고체 착물 

에서와 같은 몰비를 가지는 착물임을 알 수 있었 

다. 단지 메탄올과 디메칠술폭시드 용액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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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H2

och2

一回1•丿

.!

—(b)i— 弋二_一一 i・"二处二

4 3 2 1 0 ppm
Fig. 5. NMR spectra of the uranyl complex with 18 
crown 6 ligand(a) and the free ligand(b) in DMSO d6f 
vs. TMS reference at 80 MHz.

Ho"의 거대고리 착화합물을 얻을 수 없다. 그리 

하여 Ho(NO3)3・5HQ와 Table 1의 리간드를 

몰비법에 의하여 착물을 합성한 다음 OCFL와 

NCIL의 양성자 이동값을 측정한 결과 1 ： 1 착물 

에서 변곡점이 얻어졌다.

Bunzli46 등의 연구결과를 근거로하여 Ho(III) 
착훌을 해석하자면 일반적으로, Ho(III) 착물은 

10〜12배위를 하고, 앞에서 논의한대로 HS+에 

결합하는 NO「의 정량적인 값이 달라지게 되어 

1: 1 몰비를 가지는 이 착물의 조성식은 Ho 

(NC)3)2+丄小任。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합성착물의 'H-NMR
합성된 고체 착물들의 구조적 정보를 얻기 위하 

여 각 착물들을 적당한 NMR 용매에 녹여 'H 

-NMR 스펙트럼을 얻었다. 이들 고체 착물들의 1 

H-NMR 스펙트럼 중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스펙 

트럼들을 Fig. 5〜7에 나타내었다.

Fig. 5는 18C6 리간드의 디옥소우라늄 착물에 

대한 80MHz-FT-iH-NMR 스펙트럼으로 메틸 

렌수소의 화학적 이동이 단일피이크로 3.54 (s. 24 

H, O-CHQppm 에서 나타났다.

이 피이크는 18C6 리간드의 메틸렌 수소피이크 

(2. 74 ppm)와 비교하여 볼 때 훨씬 낮은 자기 장 

방향으로 화학적 이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Fig. 6. 'H NMR spectrum of the uranyl(II) complex 
with OenNtn H4 ligand in DMSO d& TMS reference at 
80 MHz.

이 사실은 18C6 분자 중의 여섯 개 산소원자의 

비결합 전자쌍이 큰 하전을 갖는 우라늄(VI)금속 

에 배위결합함으로써 산소원자에 이웃하는 양성자 

들이 화학적 이동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공동의 크기를 달리한 모든 crown ether 들을 

포함한 우라늄(VI), 토륨(IV) 및 다른 희토류 

(III) 착물에서도 모두 Fig、5와 비슷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일부 crown ether 리간드 착 

물에서 얻은 Costes32, Klimes33 및 Devas" 등 

의 'H-NMR 스펙트럼의 화학적 이동 결과와 잘 

일치한다. Fig. 6은 OenNtn-H, 거대고리 리간 

드를 포함한 디옥소우라늄 금속 착물의 80 

MHz-FT 'H-NMR 스펙트럼이다.

이 착물 스펙트럼에 나타난 1.78(q.2H, CH2 

-CH2-CH2), 2.61(s.2H, H2O), 2.84(t.4H, 

NH-CH2)2, 3.86(s.4H, Ar-CH), 4.14 (s. 4 

H, O-CH2) 및 6.86~7.58(t.8H, Ar-H)ppm 

피이크들을 유리 리간드인 OenNtn-H,의 >H- 

NMR 피이크들과 비교하여 볼 때 앞의 Fig. 5에 

서와 마찬가지로 착물의 모든 피크들은 낮은 자기 

장 방향으로 화학적 이동을 하였다. 이 사실은 거 

대고리 리간드 중의 질소와 산소원자의 비결합 전 

자쌍이 디옥소우라늄(VI)금속에 배위결합한 결과 

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1의 리간드 번호 8~15의 거대고리 리간 

드들의 디옥소우라늄(VI) 착물들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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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H NMR spectrum of neodymium(II) complex with cryptand 221 in CD3CN solution, TMS reference at 300 
MHz.

Fig. 6 과 비슷한 결과를 얻었으나 같은 리간드들 

과 고체 착물을 형성하지 않는 희토류금속(III)의 

경우에는 몰비법으로 측정한 모든 'H-NMR 피이 

크들의 위치가 리간드만의 그것과 거의 일치하였 

다.

이 사실로 보아 8~15 리간드들은 우라눔(VI) 

금속과 안정호上 착물을 형성하지만 희토류(III)금속 

들과는 착물을 형성하지 못한다는 다른 방법의 연 

구결과“",38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cryptand 221 거대고리 리간드를 포함한 네오 

디움(III)금속 착물의 300MHz-FT 'H-NMR 스 

펙트럼은 Fig. 7과 같다.

이 그림에 나타난 네오디움(III)금속 착물의 

2.63-3.26 (m. 12H, -N-CH2)ppm 피이 크와 

3.81~4.53(m. 24H, -O-CH2)ppm 피이크들을 

유리 리간드의 iH-NMR 피이크들(7次屁 2)과 

비교하여 볼 때 착물의 피이크들은 낮은 자기장 방 

향으로 화학적 이동을 하였으며 이 결과는 앞의 

Fig. 6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이 착물의 iH-NMR 스펙트럼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3.81〜4.53ppm에 나타난 -OCH?-의 

공명피이크들은 유리 리간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로 자기적 환경이 다른 수소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복잡한 다중선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질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메틸렌수소, 즉 -N-CHz- 

의 경우에는 유리 리간드의 경우에 비하면 역시 더 

많은 공명피이크들로 나타나지만 이들 공명피이크 

들은 스핀-스핀 짝지음법으로 해석이 가능하였 

다. 즉 유리 리간드의 경우 -N-CHz-의 양성자 

피이크가 2.64~2.69卩1贝1에서 불규칙한 다중선 

으로 나타나는 것은 질소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N-CH2- 양성자들과 이웃한 -CHz-O- 양성자간 

의 상호작용이 -CH2-CH2- 결합축의 제한된 회전 

때문에 복잡해지는 것으로 추측되지만 일단 이 

cryptand 221 리간드가 네오디움(III)금속과 착물 

을 형성한 경우에는 리간드의 질소 및 산소원자가 

네오디움(III) 금속원자와 배위결합을 형성하므로 

서 -CH2-CH2- 결합축이 거의 고정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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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NMR data* for ligands 1~7 and their metal complexes ( ppm vs. TMS)

compds och2 h2o compds och2 H2O nch2 aromatic

1 2.79(s.16) 4 2.75(s.24)
UO2(NO3)2(C8H16O4)-4H2O 3.21(s.l6) 2.86(s.8) UWN03)2(C2oH3606)2H2() 3.64($.24) 2.94(s.4)
Nd(NO3)3(C8H16O4)-2H2O 3.18(s.l6) 2.83(s.4) Th(N03)4(C2oH3606)-2H20 3.62($.24) 2.90(s.4)

Sm(NO3)3(C8Hi6O4)・2H2O 3.12(s.l6) 2.83($. 4) 5 2.70(s.24) 6.16
7.02(t.8)

Ho(NO3)2(C8H16O4)-H2O 3.06(s.l6) 2.83(s.2) UO2(NO3)2(C20H24O6)-3H2O 3.60(s.24) 2.92(s.4) 6.93
8.0(t.8)

Th(NO3)4(C18H16O4)2 3.05(s.32) Nd(N()3)3(C2oH2406) 3.58(s.24) 2.82(s.6) 6.95
7.92(t.8)

2 2.27(s.2O) &口（村。3）3&2（担24。6） 3.56(s.24) 2.80(s.6) 6.93

U02（N03）2（CioH2（Q5）사功。 3.52(s.2O) 2.92(s.8) 6 3.06
3.35(m.l6)

2.08
2.62(m.8)

Nd(NO3)3(C10H20O5)H2O 3.52(s.2O) 2.90(s.2) UO2(NO3)2(C12H26N2O4)-4H2O 3.82
4.02(m.l6)

2.88(s.8) 2.52
2.16(m.8)

鈿003）3（（万声20。5）汨2。 3.46(s,20) 286(*2) 7 3.55
3.76(m.2O)

2.64
2.69(m.l2)

Ho(H03)2(CioH2o05)H20 3.38(s.2O) 2.90(s.2) Nd(NO3)3(C18H36N2O6)-2H2O 3.81
4.53(m.2O)

2.63
3.26(m.l2)

Th(N03)4(Ci()H2o05)-3H20 3.46(s.2O) 2.86(s.6) SnMNtmCisHagNRgHzO
3.72
4.42血.2。)

2.59
3.27(m.l2)

3 2.74(s.24) 3.45
4.02(m.20)

2.51
3.30(m.l2)

UO2(NO3)2(Ci2H24O6)'4H2O 3.68(s.24) 2.95(s.8)
Nd(NO3)3(C12H24O6) 2.62($.24)

Th(NO3)4(C12H24O6)-2H2O 3.60(s.24) 2.91(s.4)

Fig. 7 에 표시된 바와 같이 착물의 분자 모형에 

따라 스핀 -스핀 짝지움 법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그림 （Fig. 7）의 착물 분자 모형을 보면 각 질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세 개의 메틸렌기 양성자들 

중 두 개의 敏 양성자들은 이웃한 두 개의 Hl 양 

성자들과 eclipsed conformation 인하여 자 

기적 .환경이 동등하므로 삼중선으로 나타나지만 

나머지 두 개의 메틸렌기는 자기적으로 서로 동등 

하나 각 메틸렌기의 두 양성자 弘와 Hm은 이웃한 

양성자 Hu, 珞와 staggered conformation 때 

문에 서로 다른 환경을 갖게 된다. 즉 양성자 Hm 
는 이웃 Hx, %와 등거리에 위치하므로써 동등한 

상호작용을 하게 되어 그림에서와 같이 AMX2 패 

턴으로 나타난다. 이 때 짝지움 상수는 /钢=13. 7 

HZ, 刀x=7ax = 3.36Hz 이었다. 한편 成은 成 

Hy와 다소 다른 상호작용 때문에 AMXY 패턴을 

나타낼 수 있음을 분자 모형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 

었으며 이 때 丿mx=9.00Hz, 而丫=5.49 Hz 와 

3.36 Hz 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한 개 

의 산소원자로 인한 자기적 환경이 동등한 대칭구 

조의 N-CHz의 스펙트럼은 삼중선으로 나타나며, 

이 대칭적 동등구조의 /?-CH2 양성자들의 짝지움 

상수;kl=5.49 Hz 이었다.

Table 1의 거대고리 리간드（1〜15）와 그들을 

포함한 금속 착물들에 대한 iH-NMR 스펙트럼의 

자료들을 비교 해석한 결과를 Table 5 및 6에 종 

합하였다.

Crown ether 착물. Table 5의 리간드 1~5 

는 동공의 크기를 달리한 crown ether 로서 그들 

의 금속 착물에 대한 1H-NMR 스펙트럼을 비교 

해 보면 리간드에서 연유된 OCHz의 메틸렌 양성 

자, 리간드로서 행동한 결정수에서 온 양성자 및 

DBC 리간드의 방향족 탄화수소에서 온 양성자들 

의 화학적 이동에 비하여 각 리간드를 포함한 착물 

들의 그것들은 낮은 자기장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OCHz의 화학적 이동결과를 예로 들어보久卜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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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1H NMR data for ligands 8—15 and their metallic complexes. ( ppm vs. TMS)

compds och2 nch2 Ar CH2 N = CH- aromatic

8 4.35(s.4) 3.63(s.4) 8.70(s.2) 6.60 8.00(m.8)
UO2(NO3)2(C19H22N2O2)-4H2O 4.41(s.4) 3.79(s.4) 9.58(s.2) 7.82 8.58(m.8)

9 4.20(m.4) 3.64(m.4) 8.70(s.2) 6.80 8.00(m.8)
cis U02(N03)2(C2oH24N202)-4H20 4.35(m.4) 3.79(m.4) 9.56(s.2) 7.82 8.53(m.8)

10 4.20(s.4) 3.63(m.4) 8.62(s.2) 6.80 8.00(m.8)
UO2(NO3)2(C21H26N2O3)-4H2O 4.57(s,4) 3.85(m.4) 9.50(s.2) 7.80 8.57(m.8)

11 4.32(m.4) 4.06(m.4) 8.29(s.2) 6.92 7.58(m.8)
trans U02(NC)3)2(C2oH24N式)2卜사氐0 4.52(m.4) 4.20(m.4) 9.22(s.2) 7.07 7.92(m.8)

12 4.31(s.4) 2.63(t.4) 3.72(s.4) 6.70 7.40(t.8)
UO2(NO3)2(C1&H24N2O2)-4H2O 4.56(s.4) 3.38(t.4) 3.84(s.4) 7.26 7.95(t.8)

13 4.26(t.4) 2.62(t.4) 3.73(s.4) 6.80 7.30(t.8)
cis UO2(NO3XC20H26N2O2)-2H2O “ 4.58(t.4) 2.89(t.4) 3.84(s.4) 7.28 7.92(t.8)

14 4.26(s.4) 2.64(t.4) 3.73(s.4) 6.70 7.40(t.8)
UO2(NO3)2(C21H28N2O3)-3H2O 4.58(s.4) 3.05(t.4) 4.01(s.4) 7.02 7.90(t.8)

15 4.31(s.4) 2.64(s.4) 3.74(s.4) 6.80 7.30(t.8)
trans [【。舟“为成电公七渕夕分사以) 4.52(s.4) 2.93(s.4) 3.96(s.4) 7.06 7.62(t.8)

* Spectra were recorded in DM SO dg at FT 80 MHz on a Brucker specteometer except for compound 7 and its com
plexes which were recorded in CD3 CN at FT 300 MHz on a tucker spectrometer.

일 리간드에 대해서 희토류금속 착물의 화학적 이 

동값은 원자번호 증가에 대하여 반비례하였으며 

리간드 종류에 따라 UO^+을 제외한 모든 금속이 

온이 배위결합한 착물의 화학적 이동값은 12C4< 

15C5<dicyclohexano-18C6WDBCW18C6순으로 

UOz?+의 착물의 화학적 이동값은 12C4<dicyclo- 

hexanc—18C6W DBCM 18C6< 15C6순 으로 각각 

증가하였다.

이는 리간드 공동의 크기와 금속이온의 크기비, 

crown ether 고리의 입체적 장애 및 양이온전하 

등에 따라 착물의 안정 도가 달라지 며39皿 특히 

Izatt 등36의 보고에 의하면 공동의 크기를 달리한 

crown ether 을 포함한 알칼리 ⑴ , 알칼리토금속 

(II), Ag+ 및 Cu2+ 착물의 안정도 상수를 측정 

계산한 결과, 공동의 크기와 금속이온의 크기의 

차이가 작을수록 착물의 안정도 상수가 커진다고 

하였다. 이상의 실험결과36와 본 연구결과인 화학 

적 이동값을 비교하여 해석하여 보면 금속이온이 

배위결합한 공동의 크기가 다른 거대고리 종류에 

따라 리간드에 포함한 산소원자에 이웃한 H-C-H 

의 양성자 화학적 이동값의 크기는 착물의 안정도 

상수의 크기와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공동의 반지름은 1204(0.72-0.81 A), 15 

C5(0.86-0.92A), 18C6(1.34~ 1.43 A)이 며3& 

희 토류금속의 유효이 온반지 름은 Ho3+(1.26A), 

Sm3+(1.38 A), Nd3+(1.41 A)이다. 그리고 U&+ 

이 1.00A, Th，+이 1.35 A이므로“ 희토류(III) 

와 토륨(IV)금속이온은 12C4나 15C5보다 18개의 

고리원자를 가지는 18C6, DBC 및 dicyclohex- 

ano-18C6가 더욱 안정한 착물을 형성할 것이며, 

디옥소우라늄(VI)금속 착물은 공동의 크기와 금속 

이온의 크기가 가장 작은 15C5가 가장 안정한 착 

물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18C6의 희토류(III)금 

속 착물의 안정도 상수 크기는 Ho3+<Sm3+< 

NcP+순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상의 결과 

로부터 거대고리 리간드들 중의 산소원자의 비결 

합전자쌍이 양전하를 가지는 금속이온을 끌어당기 

는 능력에 따라 산소에 이웃하는 양성자들의 화학 

적 이동값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화학 

적 이동값의 차이는 착물의 안정도 크기와 상관성 

이 있음을 보여준다.

Cryptand 221 착물. cyclic hydrocarbon 5] 

丑纣와 Haxs\ 화학적 이동값의 차이는 C-C bond 

의 비등방성에서 오는 것도 사실이나 주위에 비결 

합전자쌍을 갖는 heteroatom 이 있을 경우 n-s * 

상호작용에 의한 서로 다른 차폐효과 때문에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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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동의 차이가 더욱 커짐올 보여준다".

Table 5의 Nd 원자에 배위되어 있는 cryptand 

221 착물의 경우는 위의 예와 꼭같은 계는 물론 아 

니지만 다음 국부적인 그림에서처럼 ethylene

C-C 가 staggered conformation 하고 있다면 

Ha와 Hm 이 이웃 질소원자의 lone pair 나 또는 

이웃 C-0 bond 에 대하여 자기적으로 다른 환경 

에 있을 수 있고, 위의 분자 모형에서와 같은 

conformation 이 가능한 이유는 보다 단순한 

cryptand 22 리간드와는 달리 cryptand 221의

Nd 착물에서는 국부적인 Nd 의 5-member-

ed ring 에서 C-C bond 의 free rotation °]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탄소에 붙어있는 Ha 와 

Hm 의 화학적 이동값의 차가 0.5 ppm 이상 나타 

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착물의 분자 모형에서 주목할 것은 리간 

드의 각 질소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세 개의 메틸렌 

기 중 2개는 자기적으로 동등하며 나머지 한 개의 

메틸렌기와 다르다는 사실인데 아마도 그 이유는 

리간드의 질소 및 산소원자들의 비결합 전자쌍들 

이 네오디움 금속원자의 빈 f-orbital에 배위할 

때 /-orbital 들의 기하학적 형태 때문에 두 질소 

원자 사이에 있는 세 쌍의 산소 배위원자가 기하학 

적으로 동등한 배위를 하지 못하고 두 쌍의 산소원 

자만이 서로 동등한 배위결합을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유리 리간드의 경우에는 두 개의 질소 

원자를 잇는 분자축이 대략 C+axis 로 볼 수 있으 

나 네오디움 착물을 형성할 경우에는 이 3-fold 

axis가 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Crownand 착물. 희토류 (III) 금속들은 crow

nand 22 및 리간드 8〜15와 고체 착물을 만들 수 

없어 이들 각 금속과 crownand 22와 리간드 

8~15을 NMR 용매에 각각 혼합시켜 'H-NMR 

스펙트럼을 각각 측정한 결과 이들의 화학적 이동 

값은 리간드의 그것과 거의 동일하였다. 이런 사 

실로 보아 희토류 (III)금속이온은 crownand 22나 

리간드 8〜1渺와 착물을 형성하지 못하지만 디옥소 

우라늄・(VI)과는 안정한 착물을 형성한다는 다른 

방법의 연구결과技*"와 잘 일치한다.

+ 3가의 희 토류 금속이온은 강하게 수화되 어 있 

어 착물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 수화에너지，3를 

극복해 야 하므로 착물형성 이 쉽 지 않은 것으로 생 

각되며 Pearson 의 분류에 의하면 +3가의 희토류 

금속이온은 hard acid 로서 질소 주개원자를 가지 

고 있는 리간드 보다는 산소원자를 갖고 있는 물분 

자나 crown ether 과 결합하기 쉽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보아 crownand 금속 착물의 경우 공동- 

금속이온 반지름비의 개념 뿐만 아니라 금속이온 

과 리간드간의 배위결합 및 금속이온의 수화 정도 

가 복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6의 불포화계 거대고리 리간드인 8~11 

은 디옥소우라늄(VI)과의 안정한 착물생성으로 인 

하여 리간드 분자내의 비결합전자쌍의 비결합 성 

격이 감소되어 OCHz, NCH2 및 NC甘의 양성자 

들이 낮은 자기장 방향으로 화학적 이동을 하였 

다. 리간드 6 및 8〜15을 포함한 디옥소우라늄 

(VI) 착물도 앞에서 논의한 crown ether 착물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리간드 12~15를 

포함한 디옥소우라늄 착물은 리간드 8〜11의 착물 

과 비슷한 구조로 설명될 수 있으며 OCHz나 

NCH? 의 양성자들의 화학적 이동값이 리간드 

8~11의 금속 착물에서 보다 낮은 자기장 방향으 

로 훨씬 이동한 것으로 보아 리간드 12〜15의 금 

속착물은 리간드 8〜11의 금속착물보다 더욱 안정 

한 착물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리간드 6 및 

8~15의 crownand 금속 착물에서 방향족 탄화수 

소기를 갖지 않는 리간드 6의 금속 착물과 방향족 

탄화수소기를 갖는 리간드 8〜15의 금속 착물의 

구조를 비교하여 보면 리간드 8〜15의 금속 착물 

의 경우 유리 리간드에 대한 OCHz와 NCH2 양성 

자의 화학적 이동값의 차가 리간드 &의 금속 착물 

의 경우보다 감소하였는데 이는 리간드 8〜15가 

금속 착물을 만들 때 그들의 고리에 포함된 질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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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H NMR spectrum of the thorium(IV) complex 
with 15C5 ligand in acetone d4. This complex is synthe
sized in methanol solvent at 80 MHz.

Fig. 9. *H NMR spectrum of the frhL(C5H8O6XH2O)3] 
(N()3)4 complex (L = 15 crown 5) in DMSO d6. This 
complex is synthesized in acetylaceton은 solvent at 80 
MHz.

주개원자들은 그들의 양쪽방향게 거대한 벤젠고리 

의 입체적 장애셔와 공동과 금속이온의 크기의 비第 

의 증가 때문이며 리간트 6의 금속 착물보다 불안 

정한 착물구조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사실은 리간드 8〜11를 포함한 디옥소우라늄(VI) 

착물의 안정도 상수값応을 폴리로그래피법에 의하 

여 구한 결과와 리간드 6 및 12〜15을 포함한 디 

옥소우라늄(VI) 착물의 안정도 상수값u，"을 전위 

차법에 의하여 구한 결과들과 잘 일치한다.

착물의 용매화 현상

용매의 종류에 따라 착물의 구조가 어떻게 달라 

지는가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메탄올과 아세틸아 

세톤 용매 중에서 15C5을 포함한 토륨(IV) 착물 

을 합성하여 DMSO-d 용매에서 측정한 'H- 

NMR 스펙트럼을 Fig. 8 및 9에 대표적으로 표시 

하였다.

15C5 거대고리 리간드에서 연유된 OCHz 메틸 

렌의 양성자, 결정수에서 은 양성자 및 용매화된 

아세틸아세톤의 메틸 및 메틸렌 양성자들의 'H 

-NMR 스펙트럼과 비교한 결과 착물의 피이크들 

은 낮은 자기장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이 사실은 착물생성으로 인하여 리간드의 결정 

수 중의 산소원자 및 아세틸아세톤 분자 중의 一 

C=O 의 산소원자의 비결합 전자쌍이 큰 하전을 

가지는 토륨(IV)금속에 배위결합함으로써 산소원 

자에 이웃하는 양성자들이 낮은 자기장 방향으로 

화학적 이동하였음을 보여준다.

Fig. 8의 메탄올 용매 중에서 합성한 착물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H-NMR 피이크들이 9의 

1.98과 1.13ppm에서 각각 2개의 단일피이크를 

각각 보여준다.

이 결과는 용매로 사용한 아세틸아세톤이 착물 

이 생성될 때 용매화함으로서 아세틸아세톤의 

CH3 양성자는 CH3 주위에 있는 一C=O 기의 전 

자밀도와 Th，+의 큰 하전의 영향 때문에 유리아세 

틸아세톤분자의 CH,의 양성자보다 낮은 자기장 

방향으로 1.13ppm 만큼 화학적 이동이 되었다.

그리고 -CH?-의 차폐효과가 -CH3보다 적기 때 

문에 화학적 이동값 -CH?- 가 -CH,보다 크다. 그 

러므로 1.98ppm의 단일피이크는 아세틸아세톤에 

서 온《瓦-의 피이크로 볼 수 있다.

모든 'H-NMR 스펙트럼에 대한 각 양성자 피 

이크들의 면적비는 이론값과 거의 일치하였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메탄올 용매 중에서 합 

성한 15C5를 가지는 토륨 (IV) 착물은 3개의 결정 

수를 가지는 1： 1 착물([Th4+] : [15C5])로 토륨 

(IV)이온은 8개의 산소 배위자를 가진다.

이상의 사실로부터 아세틸아세톤 용매 중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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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한 15C5을 포함한 토륨(IV) 착물은 아세틸아 

세톤 분자 중의 C=0 기 가 2차 리 간드로서 메 탄올 

용매 중에서 합성한 토륨(IV) 착물 중의 물분자를 

치환시킴으로써 다음과 같은 리간드 교환반응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Th(15C5) (H2O)3]4+ + acac

=[Th (15C5) (acac) (H2O)?++2H2O (1)

(1)의 결과에서 토륨이온은 8배위자로 일정하므 

로 1개의 아세틸아세톤분자 중의 두 개의 카르브 

닐 산소원자가 배위군으로 행동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1)의 반응을 입증하기 위하여 치환반응 

이 일어난 후 일정량의 증류수를 첨가한 후 'H 

-NMR 스펙트럼을 얻어 분석한 결과 2.91 ppm 

의 결정수의 양성자 피이크의 면적비는 Fig. 9와 

거의 비슷하였으나 2.33 ppm 에서 나타난 넓은 유 

리 물분자의 양성자 피이크의 면적비는 Fig. 9보 

다 약간 증가하였다.

한편 (1)의 반응에서 생성된 백색침전물을 에틸 

에텔, 사염화탄소 및 메탄올로 여러번 씻고 진공 

오븐에서 140 °C로 건조시킨 다음 Karl-Fischer 

수분적정장치와 적외선 분광분석법에 의해서 확인 

한 결과均 수분함량의 이론치와 착물 중의 주요 진 

동파수영역과 잘 일치하였으므로 (1)의 리간드 교 

환반응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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