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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아세트아미드(AA) 의 CO기와 희토류 금속 이온(Ln(ID) 을 포함하는 몇 가지 lanthanide shift 
reagent(LSR)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중H충｝기 위하여 AA의 2vc=0 +amide III 조합띠를 15°~45t：에서 조사 

하였다. 묽은 CC14 용액 속에서 하나의 曲가 사용된 LSR에 배위되어 1: 1 AA-LSR 복합체를 이루며, Ln(III) 

이온에 대한 AA의 배위 위치는 카르보닐의 산소임을 알았다. 온도 및 농도에 따른 이 조합띠의 변화로부터 

Ln(III) "O=C 결합에 대한 여러 가지 열역학적 함수들을 구했다. Eu(dpm)3, Yb(dpm)3, 및 Pr(dpm)3°fl 

대한 AA의 결합의 세기를 나타내는 는 각각 —39.1, —284 및 一25.5kj/mol이다. 이들 값을 비교해 

보면 AA 분자가 배위될 때 중심금속이온의 ionic potential 효과보다는 이미 배위되어 있는 커다란 dpm 
분자에 의한 입체장애효과가 더 큼을 알 수 있다.

ABSTRACT. The 2vc=o +amide III combination band spectrum of acetamide (AA) was obtained in 
very dilute solutions of AA+lanthanide shift regents (LSR) in carbon tetrachloride over the range of 
15° to 45t. It was found that only 1: 1 AA-LSR complex is formed by the interaction between carbonyl 
oxygen of AA and central metal ion(Ln(III)) in LSR. The thermodynamic parameters for Ln(III)…。=C 
bond were determined by computer analysis of concentration and temperature dependent spectra. SH° 
tor the coordination of AA to Eu(dpm)3, Yb(dpm)3, and Pr(dpm)3 have been found to be -39.1, - 28.4, 
and — 25.5 kj/mol, respectively. It has shown that this type of ion-dipole interaction is more than twice 
stronger compared to the dipole-dipole interaction in the amide linkage, and largely depending on the 
steric hindrence effect by the bulky dpm groups around central metal ion(Ln(III)) rather than the ionic 
potential effect of central metal ion itself.

서 론

란탄계 원소들에 대한 연구는 이들의 비슷한 화 

학적 성질과 낮은 산업적 응용성으로 인해 큰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30여년전 광 섬유에 

란탄계 원소들을 사용하고 곧이어 유기화학 분야 

에서 여러 가지 유기화합물 및 생체화합물의 구조를 

규명하는 탐침 (probe) 으로서 lanthanide shift rea- 
gent(LSR) 을 사용함에 따라骡 최근에는 다양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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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서 이들 원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예로 antenna effect를 이용한 란탄계 이온 

(Ln(III))의 luminescence를 증가시키려는 연구를 

들 수 있다% 공기 중에서도 긴 lift time(100 ps-2ms) 

을 갖는 lanthanide의 luminescence는 생화학이나 

분석 그리고 TV 화면 등에 응용되어 진다. 이 Ln 
(HI) 의 luminescence intensity는 리간드와 용매의 

배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배위에 대한 정량적 자료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정보는 다른 금속이온에 비해 매우 적다. 또한 NMR 
imging(의학분야에서는 Magnetic Resonance Ima- 
ging(MRI)) 분야에서는 contrast agent로 생체에 

란탄계 원소를 도입하면서辭 amide linkage와 란탄 

계 이온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그러나 Ln(III)과 복잡한 단백질이나 

폴리펩티드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많은 

실험적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간단한 모델화합물을 

선택하여 이들의 결과를 정량화하고 있으며, 이런 

자료들은 실제로 생화학적 활성을 띠고 있는 폴리 

펩티드의 구조 해석 및 이들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Ln(III)과 리간드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 

실험에서는 사염화탄소(CC。용매계에서 Ln(HI)과 

아세트아미드(AA)를 모델계로 잡았으며, 근적외선 

영역에서 AA의 적절한 흡수띠의 변화를 통해 상호 

작용의 세기에 대한 열역학적인 함수를 얻고자 한다. 

또한 본 실험에서는 Ln(III)로 란탄계열 원소 중에 

서도 비이상성을 보이는 Eu(III), Yb(III), Pr(III)을 

선택하였으며, 각각에 대한 열역학 함수 사이의 경 

향성을 조사함과 동시에 이들의 배위수를 결정하고 

자 한다.

실 험

용매와 Ln(IH) 이온의 선택 및 정제. 란탄계 

이온과 아미드 사이의 상호작용을 근적외선 분광법 

을 통해 연구하기 위해서 두 용질 사이의 상호작용에 

영향이 적은 무극성 유기용매인 CCk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Ln(IH) 이온은 무극성 유기용매인 사염화 

탄소(CC1Q에 녹지 않는다. 이런 용해도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Ln(III)에 비교적 분자량이 큰 유기 

리 간드가 붙어 있는 LSR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LSR은 Eu(dpm)3, Yb(dpm)3> 그리고 Pr 
(dpm)3이며, 그 구조는 다음과 같다. 아세트아미드 

는 Reidd사 제품을 벤젠에서 재결정한 후 8此 근 

처에서 m.p.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한 후 사용하였다. 

Fluka사 제품인 Eu(dpm)3, Yb(dpm)3 그리고 Pr 
(dpm)3는 P2O5와 함께 vacuum oven에서 80t：로 

탈수시켰다. CCL는' Merck GR급에 3A 분자체를 

가하여 24시간 방치한 후 사용하였다. 또한 시료를 

제작할 때 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작을 질소 분위기의 Glove box내에서 하였다.

아세트아미드 흡수띠의 선택. Ln(III) 이온과 

아미드사이의 상호작용은 아미드의 여러 IR 홉수띠 

들의 변화를 관찰하여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실험에서 띠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띠 선택에 앞서 

LSR에 배위되는 아미드의 배위자리 (coordination 
site)를 살펴 본 후, 이 배위자리가 LSR에 배위됨에 

따라 아미드의 어떤 결합이 약화될 것인가를 알아 

보아야 할 것이다. 아미드에는 산소와 질소의 2 가지 

배위자리가 있다. 그런데 아미드를 LSR에 배위시 

켰을 때, 아미드의 N-H 배진동인 2vnh띠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모델계에서는 아미드의 

두 배위자리 중에서 카보닐 산소가 Ln(III) 에 배위 

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로써 아세트아미드의 Near- 

IR 띠들 중에서 본 실험에서 선택할 수 있는 띠는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i) Vc=o 또는 2vc=o
ii) va +amide 11(40% C-H 신축진동+60% N 

-H 굽힘진동)

iii) 2vc=o+amide 111(30 % N-H 굽힘진동+40 

% C-N 신축진동+20% CH3-C 진동)

이들 중 Vc=o나 2vc=o 때는 dpm의 카보닐기와 겹쳐 

나타나므로 배제되었다. & +amide II 조합띠는 아 

미드와 다른 수소받게 분자 사이의 수소결합을 연 

구하는데는 효과적이었으나8T2 이 실험에 있어서는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희토류 금속이 온(Ln(III))과 Acetamide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207

Wavelength ( nm )

Fig. 1. 2vc-o+amide III combination band spectra 
of AA-Eu(dpm)3 solutions with varing [LSR]/[AA] 
ratio (=p) at 15t?. A：p=0.2, B ： p=0.8, C : p=1.2.

띠 이동이 크게 일어나지 않아 정량화하는데 어려 

움이 있었다. 이는 배위가 아미드의 카보닐 산소만을 

통해 이루어져, 이 조합띠의 각 진동모드에 미세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새로 선택한 띠는 2vc.o+amide III 조 

합띠로 2130〜2180 run에서 나타난다七 이 띠는 C 

= 0의 배진동인 2vc=o와 amide III 조합띠로 카보닐 

산소가 LSR에 배위되면 C = O 진동모드에 큰 영향 

이 있어 띠 이동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아 

미드를 LSR에 배위시킨 후 2vc=o+amide III 조합 

띠의 띠이동을 본 결과 v" + amide II 띠보다 더 좋은 

분해능이 보임을 확인했다(ERl). 따라서 본 실험 

에서는 다른 띠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량화하기 쉬운 2vc=o +amide III 띠의 

홉수도 측정에 의하여 LSR과 아미드의 상호작용에 

대한 열역학 함수를 구하였다.

기기 및 기구. 사용한 기기는 근적외선 홉수띠를 

관찰할 수 있는 Cary Model 17DX(Varian com
pany) 분광기를 사용하였으며, 시료용기는 10 cm 
길이의 근적외선용 원통형 수정용기를 사용하였다. 

온도조절장치는 Poly science사의 Poly temperature 
(온도 조절 편차±0.17。) 항온 순환조를 Cary 17 

DX에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각 온도에서 시료용액을 

충분히 안정시켜서(30분) 평형을 이룬 후 스펙트럼 

을 얻었으며, 띠 분해를 위해서는 80386 personal 
computer를 사용하였다.

계 산

Wavelength (nm )

Fig. 2. 2기c=o+amide III combination band spectra 
of AA in CCU with varying temperature. A : B :
25匸 C : 35M, D : 45°C.

LSR-AA complex를 이룬 AA의 2vc=o + amide III 
조합띠는 단분자 曲의 띠와 겹쳐져 나타난다. 이 

렇게 겹쳐진 띠들로부터 정량적인 결과를 얻기 위 

해서 적외선 흡수띠의 모델을 설정하고, 이 모델을 

바탕으로 겹쳐진 띠들을 분리했다.

Band mod이의 설정. 적외선 흡수띠는 Lorent- 
zian functi이!의 형태로 나타내고, 기계적, 물리적 

원인에 의한 2차적 요소들이 이 띠의 형태에 Gaus
sian 섭동을 일으키므로, 결국 근적외선 홉수띠는 

Lorentzian-Gaussian 곱함수의 형태로 나타내야 한 

다牛 본 연구실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아미드의 

va + amide II 조합띠를 이 곱함수의 형태로 보고, 

띠분해를 하여 매우 믿을 만한 결과를 얻어왔다RD. 
이 실험에서도 역시 AA의 2vc=o + amide III 조합 

띠의 모델로 Lorentzian-Gaussian 곱함수를 사용하 

여 띠분해를 하였다.

♦ Lorentzian-Gaussian 곱함수

A(U)L—G=X1[1+X32(U-X2)叮 7 

■expL-X^Cu-^)2]

4(U)L-G는 진동수 U어서의 흡광도, X1 는 入max에 

서의 홉광도, X；；는 최대 홉수 진동수, *3는 Lorent- 
zian half-band width。。의 역수(1/虹), 는 In 2 

/be,(bo - Gaussian half-band width) 이다.

Optimization method. 근적외선 띠를 Lorent

zian-Gaussian 곱함수로 보았을 때, 이 모델로 실험 

치를 fitting하는 방법으로 Nedler・Mead에 의한 mo
dified simplex search algorithm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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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실에서 작성한 simplex 프로그램은 근적 외 선 

영역에 나타나는 띠들에 대해서 square sum(為?)이 

0.00002 이하인 경우에 계산을 종료시키므로서 매우 

신뢰성 있는 결과를 제공하였다. 한편 흡수띠 자료를 

얻기 위해 Summagraphics사의 digitizer를 사용하 

였으며, 이에 필요한 프로그램(S. D. P)은 자체적 

으로 작성하여 적용시켰다.

Calibration. 순수한 AA를 CC1,에 녹였을 때 

曲의 2vc=o+amide III 조합띠는 F讶.2에서 보듯이 

2152 nm에서 為皿를 보인다. 이 때 2163 nm에서 또 

다른 띠가 겹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것은 AA의 자체회합에 의한 것으로 이 띠의 세기는 

온도가 상숭함에 따라 감소한다. 또 이 2vc=o+ 
amide III 조합띠는 LSR을 넣어줌에 따라 2161 nm 
근처로 red shift하는데, 이것은 Ln3+・"O=C 결합을 

이루면서 C=0 결합이 약해지는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complexed AA의 띠는 AA의 

자체회합에 의한 띠와 겹쳐져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complexed AA의 띠를 computer로 

분해한 후에 다시 자체회합에 의한 효과를 몰뷴율로 

보정해 주었다.

결과 및 고찰

Eu(dpm)3, Yb(dpm)3 및 Pr(dpm)j의 배위수. AA 
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LSR(여기서는 Pr 

(dpm)3)의 농도를 변화시켰을 때 2vc=o+amide III 

띠의 변화는 FZg.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뚜렷한 등 

흡광점 (isosbestic point)을 보인다. 이로부터 본 연 

구에서 사용한 몇몇 LSR은 대단히 묽은 CCU 용액 

속에서 AA와 1:1 complex만을 이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dpm(fns-2,2,6,6-tetramethyl-heptane- 
3,5-dionate)을 리간드로 가지고 있는 LSR은 일반 

적으로 기질과 1：1 complex를 이룬다는 NMR 
study에 의한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龄~22. 따라서 

dpm 리간드가 있을 때，Ln(II)의 배위자리수는 7 

이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에 보고된 LSR complex의 

MM2 계산에서도 보여진 바 있다23. Eu(dpm)3의 

경우 trigonal prism(D2h) geometry가 AA의 배위에 

의해 wedged octahedral geometry로 변하며, °1 때 

dpm에 있는 부피가 큰 t-butyl기에 의해서 반대편 

으로 접근하는 다른 AA 분자의 배위를 어렵게 하는

Fig. 3. 2vc=o+amide III combination band spectra 
of AA-Pr(dpm)3 in CCL with varying concentration 
ratio. This graph shows an isosbestic point. This 
means that there is only 1:1 complex (A : p=0.6, 
B： p-1.1, C：p=2.0).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농도 및 온도 의존성. 15M에서의 AA-Eu(dpm)3 
의 농도변화에 따른 AA 단위체와 1 ： 1 complex의 

흡수띠 변화를 컴퓨터 분해하여 F讶.4에 나타내었다. 

LSR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평형반응은 복합체의 생 

성쪽으로 치우쳐, 1: 1 complex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F讶.5에서는 p=0.8인 경우 

온도상승에 따른 흡수띠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온 

도가 상승할수록 2152 nm 근처의 단위 체 AA의 농 

도는 증가하고, 2160 nm 근처의 complexed 曲의 

농도는 감소함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형성되어 있던 

복합체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해리현상이 증가하 

는 사실을 나타낸다.

열역학 함수의 계산. 이러한 complex 형성의 

농도 및 온도 의존성으로부터 평형상수 및 여러 

열역학적 함수를 구할 수 있다. 이 실험에서 보고 

되고 있는 평형반응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SR+AAUAA-LSR COMPLEX

이에 대한 평형상수는 시료용액이 매우 묽어 (mM 
단위) 활동도(activity) 효과를 무시할 수 있으므로

K= CJ(C阪 'Cm)

(G，는 complexed AA의 농도” C”는 monomeric 
AA의 농도r G極는 free LSR 농도)

으로 나타낼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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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ncentration dependence of spectra of AA-Eu(dpm)3 in CCL, with varying concentration ratio at 15t. 
(A): p=0.2, (B): p=0.7, (C): p=0.9, (D): p=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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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xlO')

Fig. 6. A plot of R\nK vs 1/T. The slopes mean AHL 
(A): Eu(dpm)3, (B): Yb(dpm)3, (C): Pr(dpm)3.

Table 1. Spectroscopic thermodynamic parameters for 
the coordination of AA to Eu(dpm)3 (I), Yb(dpm)3 (II) 
and Pr(dpm)3 (III) in carbon tetrachloride

15t 25t 35t 45t

KM) I 3634 1606 1130 746
II 1301 799 602 414
III 551 375 277 200

AG° (kj/mol) I -19.6 -18.3 -18.0 -17.5
II -17.2 -16.6 -16.4 -15.9
III -15.1 -14.7 -14.4 -14.1

AH (kj/mol) I -39.1
II -28.4
III -25.5

d(CJC 허')=K・d(C丽)
0/mobK) I

II

가 성립한다. 따라서 에 대하여 C聞를 도시

-68.3
-39.2
— 36.1

하여 그 기울기로부터 평형상수 값을 구할 수 있다.

또한

^G°=-RT-\nK

로부터 AG°를 구할 수 있으며,

AG° = -RT-\nK=^H°~T- AS° 
R-\nK=-AH°/T+AS°

에서 R-\nK 대 1/T을 도시함으로써 기울기와 y- 

절편으로부터 心와 AS°를 구할 수 있다(F谊.6). 
다음 Table 1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열역학적 

함수를 모아 놓은 것이다.

Table 1에서 는 본 연구실에서 진행되어 온 

아미드와 다른 수소받게 사이의 수소결합(15〜20 

KJ/mol) 보다 큰 값으로 LSR과 AA 사이의 상호작 

용이 이온-쌍극자간의 인력인 것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 인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또, J- Bouquant 등必 

은 NMR 연구를 통하여 CCU 속에서 Eu(dpm)에 

4,4-trimethyl-5a-cholestan-3Bone가 배위되었을 때 

의 평형상수값을 39t?에서 126(A/t)이라고 보고하 

였는데, 이 값은 45t：에서 Eu(dpm)3-AA계의 746 
보다 작은 값이다. 이는 이미 세 개의 커다른 dpm이 

배위되어 있는 Eu(dpm)3 분자에 아세트아미드보다 

더 큰 4,4-trimethyl-5a-cholestan-30-one가 접근할 

때 입체적인 장애로 배위가 더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본 실험을 통해 아세트아미드 역시 dpm을 

리간드로 갖는 LSR과 1：1 복합체만을 이룸을 알 

수 있었다. 이것 역시 dpm의 큰 t-butyl기에 의한 

입체효과로 인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 농도 

및 온도변화에 따른 va +amide II와 2vc=o+amide 
III 띠의 변화하는 모양을 살펴보았을 때, 아세트아 

미드의 산소와 질소 중에서 Ln(III) 이온과의 배위 

자리는 카보닐산소임을 알 수 있었다. Eu(dpm)3, 

Yb(dpm)3, Pr(dpm)3의 AH。를 비교해 보았을 때, 

LSR과 아세트아미드의 상호작용은 LSR의 Ionic 
potential 효과보다는 주로 입체 장애 효과에 의해 

지배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계만으로는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기는 어려우므 

로 다른 란탄계열 원소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이 외에도 NMR 자료에 의해 LSR과 기질 

사이의 상호작용이 가장 큰 용매인 시클로 핵산 등 

다른 용매계에서도 실험을 하여 용매효과도 관찰할 

예정이다.

결 론

1. Ln(III) 이온과 아미드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 

해하기 위하여 아미 드의 2vc=o+amide III combi
nation band spectrum을 선택하였다. 이 흡수띠는 

용매로 사용한 CC14 또는 Ln(III)에 배위되어 있는 

dpm에 의해 방해를 받지 않고, mM 단위에서 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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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어서 정량적인 자료를 

얻는데 가장 적합한 흡수띠로 판명되었다.

2. 이 조합 흡수띠의 농도 및 온도에 따른 변화를 

조사한 결과 CC14 속에서 mM 단위로 존재하는 

LSR과 아세트아미드 사이에 1:1의 complex를 이 

루고 있으며, L/+…。느C 사이의 결합은 이온■쌍 

극자 상호작용에 의한 결합으로써 일반적인 amide 

Ibikage에서 보는 쌍극자-쌍극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비해 2배 또는 그 이상의 세기를 가지고 배위됨을 

알았다.

3. Ln(III) 이온에 배위되는 아미드의 배위자리는 

아민기의 질소가 아니고 카보닐기의 산소임을 나타 

내며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ionic potential 효과 

보다는 주로 입체장애 효과에 의해 지배되는 것을 

알았다.

이 연구는 1990년도 과학재단의 목적기초 일반 

과제의 연구비로 수행되었음을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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