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Vol. 36, No. 3, 1992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Ln3+-DMF계의 *H-NMR 연구 (I).
DMF 분자의 교환과 CHO기의 양성자 화학적이동

李美鏡•尹昌柱* •崔永翔t 
성심여자대학교 화학과 

，고려대학교 이과대학 화학과 

(1991. 10. 14 접수)

】H・NMR Studies on Ln3+-DMF Systems (I).
Exchange Rates and Proton Chemical Shifts of CHO Group

Mi-Kyung Lee, Chang-Ju Yoon*, and Young-Sang Choi^
Department of Chemistry, Song-Sim University, Buchen 422-100, Korea 

^Department of Chemistry, Korea University, Seoul 136-701, Korea 
(Received October 14, 1991)

요 약• Ln(NO3)3/DMF 상자성 용액의 양성자 선-나비와 화학적이동을 240K부터 380K 사이에서 측 

정하였다. 이들 데이터로부터 DMF 분자의 CHO기에 대한 배위구 교환속도와 열역학 교환파라미터를 추 

출하였다. 1/公와 A&> 데이터의 온도의존성을 자세하게 분석하고 고찰하여 결과를 정리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짝짓지 않은 전자 스핀이 몇몇 Lf+이온에서 첫 배위구를 넘어 퍼지면서 bulk 용매의 DMF 분자로 

스칼라이완의 기여를 제공하는 것 같다.

ABSTRACT. Proton lineshapes and chemical shifts of paramagnetic solutions of Ln(NO3)3 in DMF 
have been measured over the temperature range 240 K to 3807K. Solvation sphere exchange rates and 
the thermodynamic exchange parameters for CHO group of the DMF molecules have been extracted 
from these data. The results were established through a detailed analysis and discussion of the tempera
ture depending data of the l/W and A© data were analyzed in detail, and it has been found that 
deloclization of 하le unpaired electron spin from some Ln3+ ion to DMF molecules beyond the first 
solvation shell would occur, giving rise to a scalar relaxation contribution in the bulk solvent.

수용성 란탄 양이온을 란탄 유도 이동시약(Lan- 
thanide induced shift reagent)으로 사용하는 기본 

원리는 유기 이동시약의 것과 동일하나 아쿠오 이 

온의 동력학적 구조를 고려해야 하는 난점을 지니고 

있다 1. 그 이유는 양이온에 배위된 물분자의 빠른 

교환 때문에 NMR 활성핵을 함유한 다른 리간드를 

첨가할 때 이들 리간드도 첫번째 배위구(또는 용매화 

구 solvation sphere)속으로 교환해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가능한 LrKDJHQX 구조를 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NMR에서 검출되는 평균 동력학적 구조가 

Li?+이온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유기 이 

동시약은 란탄이온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동일한 구 

조를 지니는 adduct를 형성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동력학적 특성을 연구하기 위 

하여 DMF 용액에서의 란탄이온(III)에 대한 DMF 
분자의 교환속도와 DMF의 CHO기의 화학적이동과 

선-나비 넓어지기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가정한 

반응은 다음과 같다. 즉,

[(HQ)丄 n(DMF)J3+ +DMF
H〔(HzO)丄 n(DMF*)打3+ +DMF

반응속도에 관한 정보를 bulk 용매의 양성자 NMR 
스펙트럼의 선-나비의 농도 및 온도 의존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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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 CHO기의 화학적이동과 선-나비 넓어지기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실 험

Ln3+/DMF 용액의 양성자 선-나비와 화학적이동 

을 80 MHz Bruker CW WP 분광기로 측정하였다. 

1/丁2값은 선-나비로부터 구하였다. 자기장 불균일성 

은 순수한 용매 시료의 선-나비를 측정하여 보정하 

였다. 상자성 이온과의 hyperfine 상호작용에 기인한 

화학적이동은 내부 표준물질로써 TM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Ln(NO3)3 염은 Aldrich사의 Ce- 
rium(III) nitrate hexahydrate(99.9%), Neodymi- 
num(III) nitrate hydrate(99.99%), Samarium(III) 
nitrate hexahydrate(99.9%), Dyprosium(IID nitrate 
pentahydrate(99.9%), Erbium(III) nitrate pentahy- 
drate(99.9%) 및 Ytterbium(IID nitrate pentahyd- 
rate(99.9%)를 사용하였다.

DMF는 4 A짜리 분자채를 사용하여 건조한 후 

분별 증류하여 정제한 후 역시 4 A짜리 분자채를 

넣어 보관하면서 필요에 따라 사용하였다. 시료를 

구성하는 성분을 평량하여(몰랄농도) 시료를 만들었 

다.

2如K에서 400K까지 수행한 온도 영역은 기체 

흐름(공기나 질소)과 Bruker사의 온도조절장치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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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centration dependence of full half-height 
linewidths for the CHO nmr signal of Ln3+-DMF sys
tem at .308 K.

VT 1000을 사용하여 얻었다.

결과 및 고찰

선-나비 넓어지기. 본 연구에서 선택한 7가지 

란탄이온은 4f-궤도함수에 전자가 흘수 개 들어있는, 

즉 1개 들어있는 Ce, 3개의 Nd, 5개의 Sm, 7개의 

Gd, 9개의 Dy, 11개의 Er 및 13개의 Yb이다. 이러한 

상자성 이온에 의해 야기된 DMF 용매의 CHO 양 

성자 선-나비는 Ln3+이온 농도에 정비례하였다. 이 

결과를 Fig. 1에 보였다. Table 1은 란탄이온의 4f- 
궤도함수에 들어있는 전자의 수와 함께 금속이온의 

몰랄농도 당의 선-나비를 Fig. 1의 기울기로부터 구 

하여 정리하여 놓은 것이다. 실험에서 관찰된 

△v面는 다음 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vyzdw+Avy (1)

여기서 △陽侦은 상자성 이온이 들어있지 않은 순수한 

용매의 Hz 단위로 나타낸 선나비이며 는 상

자성 이온 농도변화에 의한 선-나비 넓어지기이다.

화학교환을 포함시켜 Bloch 방정식올 풀어 정리 

하면 상자성 이온을 함유한 용액에서 용매 핵의 

핵자기이완속도 1/丁2는 다음과 같은 Swift-Connick 
식이 된다%.

1 1 珏 房)2&土)"써

여기서 7須(와 은 분자 배위구 속에 있는 용매와

Table 1. Linewidths per Lanthanide Ion Concentra
tion of the Formyl Group for DMF in Ln3+/DMF So
lution at 308K

Li3+-DMF Soln No. of Linewidth/[Ln3+], 
Soln 4f-electron [Hz/m] 

1
 
3
 
5
 
7
 
9
 
H

13

ce
Nd
sm
Gd
Dy
Er
Yb

M

46
82
-7
-77

L
 
L
 
L
 
2
 
2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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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k 상태의 용매분자의 핵자기이완속도, w은 배 

위구 속에서의 용매분자의 수명, 은 환경 A(배위구 

밖의 환경)와 환경 M(배위구 속 환경)에 들어있는 

입자수의 비, 즉 Pm=Nm/Na이며 糸"은 자유 상 

태로 있는 용매의 화학적이동에 대한 배위구 속에 

있는 용매 핵의 화학적이동으로 배위구 속의 용매 

분자와 상자성 이온의 짝을 이루고 있지 않은 전 

자와의 스칼라 상호작용에 기인하여 나타나는 것이 

다,.

낮은 온도(1000/7>3.5)에서는 LrF+이온의 첫 배 

위구와 bulk 용매 사이에서 DMF 분자의 교환이 

느려져 스펙트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온도 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厶와 M에 해 

당하는 NMR 봉우리가 분리되어 관찰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계에서 M에 해당하는 신호는 검출 

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Ln3+이온의 배위구에 머무 

는 DMF의 핵자기화 mz"이 대단히 적고 또한 빠른 

핵스핀 이완에 기인한 선-나비 넓어지기가 대단히 

커지기 대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첫 배위구 밖어卜 

있는 용매 분자의 선-나비의 온도의존성만을 측정할 

수 있었다. 즉 낮은 온도 영역에서 1/切《1/7遍, 

△g의 조건이 만족하면 (2)식은 다음과 같이 간단 

하게 된다I

丄 = J_ "쓰 (3)
Jjz 7、2A Cm

여기서 力M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위의 식들에 나오는 이 양은 배위구 속에 

머물고 있는 DMF 용매의 분율로 정의되었다• 그 

러나 용매분자의 교환이 빠른 경우 배위구라는 공간 

영역에 과연 얼마나 많은 핵이 오랜 동안 머물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용이하지 않으나 상자성 

이온의 농도가 낮은 경우 Pm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5.

N*” ,、 Cm A/i 
队=奇严)=顽妳 ⑷

여기서 Ny과 N、은 란탄 금속이온과 DMF 용매 

분자의 총 수, cm은 몰랄농도로 나타낸 상자성 이 

온의 농도十 沥은 DMF의 몰 질량이며 ”(아는 미지 

수로 이온의 첫 배위구 속의 DMF 분분자에 해당 

한다. 전이금속이온과 배위하는 DMF의 분자수는 

3~12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LrF+이온의 첫 배 

위구 속의 들어있는 용매분자수는 본 연구에서와 

용매분자의 교환이 빠른 계에서는 정확히 정의될 수 

없으나 Co(C104)2/DMF계&의 양성자 NMR 스폑트 

럼의 분석을 통해 이온의 첫 배위구 속에 6개의 

DMF 분자가 배위되어 있는 것이 밝혀져, Ln，4■이 

온에도 6개의 DMF가 배위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에 임하였다. 물론 이 가정은 무리가 없지 않 

으나 후에 Lf+이온계에 대하여 정확한 배위수가 

밝혀지면 /成만을 보정하면 되기 때문에 전체 결과를 

해석하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4)식을 (3)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1 1 n(s) Mi
——------ 1------------- Cm
T2 Tu 1000 tm

(5)

그런데 선-나비 △v/=1/(M'2)임으로 F讶. 1의 실 

험적 결과는 (5)식으로 훌륭하게 설명된다. 온도를 

변화시켜가며 구한 선-나비에서 계산한 1/蜀값을 

표준 조성의 값으로 다음과 같이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즉 이와 같은 표준화 과정의 이점은 수명 TM을 

실험에서 직접 구할 수 있는데 있다.

(*嗚)=
TiApM

1 
+— (6)

Ln3+/DMF계와 CHO의 양성자 (1/7》의 온도 

관계를 Fig. 2에 보였다. 이 결과는 Ce, Nd 및 Sm 
계는 온도가 낮아지면서 (1/3),이 작아지는 반면 

Dy, Er 및 Yb계는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Ln3+/DMF계에서 용매분자의 교환과 같은 화학적 

성질은 대단히 유사하다'. 따라서 온도가 높아지면서 

나타날 DMF 교환은 본 연구에서 다룬 계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3)식에 의해 Dy, Er 
및 Yb계에서는 배위구 밖의 용매분자의 이완이 (U 
T*을 지배한다고 볼 수 있다.

란탄이온의 첫번 배위구에서의 DMF 분자의 수 

명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전이상태 이론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1 kT r -----=....... I 
以 h L

— 站S#
RT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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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T

Fig. 2. Temperature dependence of the transverse 
CHO-proton relaxation rates (1/T2)r for solutions of 
Ln(NC>3)3 in DMF. Solid lines are calculated from the 
least square fits of experimental Ma.

배위구 밖의 용매분자의 이완속도는 단순히 지수함 

수적인 온도의존 관계를 보인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다8.

(-L )=(—-—)=G exp"■씀 j (8)
' 財 ' T沛m 1 n RT '

⑺식과(8)식을 (3)식에 대입하여 (1/72의 온도의 

존성의 최소자승 마추기를 시도하면 AZ)*, AS*, Co 
및 &를 구할 수 있다. Semi-log로 도시한 Fig. 2에서 

실선은 이러한 蔔소자승 마추기로부터 얻은 계산 

곡선이며 열역학 파라미터들은 Table 2에 정리하여 

놓았다.

Table 2를 살펴보면 Ln3+/DMF의 모든 계에서 

DMF 용매분자의 교환에 관한 △乒값은 0.1 kJ/ 
mol보다 작은 효과를 보이는 반면 AS*는 200〜300 
J/mol/deg의 큰 음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 (H20)Xn 
(DMFB3+와의 DMF 교환을 위한 매우 큰 음의 

△S*는 이러한 교환이 associative형의 메카니즘에 

의해 일어남을 의口j한다气 만약 DMF의 입체 효과를 

고려하면 dissociative 형의 메카니즘도 가능할 것이 

나 DMF 분자는 원래 평면구조의 분자이며 7개의 

DMF 분자가 배위되는 审간체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associative형 ■메카니즘이 옳바른 해석이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200 이상의 큰 음의 

△S*값의 의미를 밝히九 위하여 더 정밀한 실험이

Table 2. Least-Squares Best-Fit Parameters for Ln 
(DMF)63+ in DMF

L/+/
DMF [kj/mol]

AS* 
EJ/mol/d]

c0 
[s-1]

Ea 
[kj/mol]

0.078 -187.1 735 2.55
0.115 -387.1 770 239
0.056 一 266.9 859 294

-0.064 -252.5 26.5 925
0.127 -244.3 99.6 4.77
0.206 -300.8 38 쇼 4.87

필요하다.

배위구 밖의 용매분자의 이완에 관한 风는 Ce, 
Nd 및 Sm계에서는 2~3kJ/mol이며 Dy, Er 및 

Yb계에서는 5~9kJ/mol로 4f-궤도함수에 7개 이상 

의 전자가 들어있는 Dy, Er 및 Yb계에서 더 큰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1/7板)。에 배위구 밖의 용 

매분쟈와 상자성 이온과의 스칼라 상호작용에一기인 

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낮은 온도에서 용매분자의 교환 효과를 무시 

한다면 (1/7》=(1/7、거)。이며 (1/&办=(1/7、血이라 

고 할 수 있다. 여기서 (1/專)寸는 스칼라 상호작용에 

의한 배위구 밖의 용매분자의 핵자기이완속도이다. 

그런데 실험에 의하면(F讶.2 참조) 온도증가에 따라 

(1/7%)。는 감소하며, 이에 해당하는 활성화에너지 

E。는 Dy계의 경우 9.3kJ/mol이다. 이 값은 이완과 

정이 전자의 이완시간(丁2),에 의해 조절되는 경우 

예상되는 값 8kJ/moimu보다 약간 크다. 应과 Yb의 

경우는 활성화에너지가 줄어들므로 전자의 (4)'에 

의한 효과가 줄어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화학적이동. Ln(NO3)3/DMF계의 CHO 양성자 

신호의 화학적이동을 Ln3+이온의 몰랄농도의 함수 

로 F2g. 3에 도시하였다. 모든 계에서 란탄이온의 

농도에 대하여 좋은 선형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0.99 이상). Ce, Nd, Sm 및 Dy계의 직선의 기울기는 

양의 값이나 Gd, Er 및 Yb계에서 음의 기울기를 

보여주고 있다. Swift와 Connick은 관찰된 화학적 

이동 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3.

"I-1) + (tmAo>m)2 
Tz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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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n3+ ion concentration dependence of the 
chemical shifts of the CHO proton for solutions of 
Ln(NO3)3 in DMF at 308 K.

DMF 분자의 교환이 빠른 경우 다음과 같이 간단 

해진다5.

Ag)=/>mA(0M (10)

앞 절에서 논의한 /曲의 정의를 이용하면 관찰된 

화학적이동이 란탄이온의 농도에 정비례하고 있는 

실험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식 

만으로는 직선의 기울기가 음의 값을 갖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관찰된 를 표준화한, 즉 阪= 

氏WPm의 온도의존 관계를 Fig. 4에 도시하였다. 역 

시 좋은 선형관켸를 보이면서 Er과 北계에서 음의 

기울기를 보여주고 있다.

관측된 은 다음 두 항으로 되어 있다*. 즉,

A<»r=A(o^+Acoc (11)

여기서 는 유사접촉이동(pseudocontact shift) 
이며 Aim는 접촉이동에 해당한다. 유사접촉이동 

△叫는 상자성 이온에 존재하는 짝짓지 않은 전자와 

핵자기 쌍극자 사이의 공간을 통한 상호작용에 기 

인하는 것으로 란탄 이동시약과 관련된 대부분의 

상황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14가지 LrF+이온 

중에서 12개의 이온이 적어도 한개의 짝짓지 않은 

전자를 지니며 이들 중 11개의 이온(Gd3+는 제외)은 

리간드 장에서 짝짓지 않은 전자가 비등방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Bleaney^는 이 문제를 이론적으로 

다루어 유사접촉이동이 다음과 같음을 보였다.

【-
믄
 r3

v 0 -

10000 -

Fig. 4. Temperature dependence of Acor for solutions 
of Ln(NO3)3 in DMF.

Table 3. Theoretical pseudocontact (C) and contact 
(〈Sz〉)values, and experimental Ao, at 310.3 K

Ln3+/DMF C) <&〉 Aw,

—6.3 —0.98 447.6
一 4.2 -4.49 315.7
-0.7 0.06 91.7
100 28.55 10701
33.0 15.37 -2031
22.0 2.59 -2404

N%=GCj (12)

여기서 G는 복잡한 기하학적 상황을 설명하는 항 

으로 2개의 결정장 계수가 이 속에 포함되는데, 란 

탄이온과 리간드의 상호작용으로 리간드장이 변하게 

되면 이들 계수의 부호도 변한다. 또한 유사접촉이 

동의 이론적 척도인 C,에는 수치계수가 함유되어 

있는데 몇몇 란탄이온에 대해서 이 계수의 부호가 

바뀐다. 따라서 란탄이온에 의한 유도이동은 높은 

장 또는 낮은 장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Bleaney의 이론적 

인 G값을 Table 3에 수록하였다.

△q는 Fermi 접촉이동으로 궤도함수의 겹침이 

미약한 란탄이온의 착물에서는 흔하게 나타나지 않 

는다. 그러나 란탄이온의 전자밀도 일부가 리간드나 

용매분자에 퍼지게 되면 접촉이동은 나타난다. 접 

촉이동의 크기는 전자와 핵자기모멘트 사이의 hy

perfine 짝지움 상수와 스핀 기대치〈Sz〉에 크게 

의존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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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Sz>

Fig. 5. Contact and p오eudocontact separation plot for 
CHO proton of Ln3+/DMF solutions.

A^=(l/rB0)C4/A)<S2> (13)

여기서 4는 hyperfine 짝지움 상수이다. Golding과 

Halton13이 란탄이온에 대한 이론적 값을 구하였다• 

이를 Table 3에 수록하였다. (12)식과 (13)식을 (11) 
식에 넣고 정리하면 다음 식과 같이 되며 이 식을 

이용하면 유사접촉이동과 접촉이동을 분리할 수 있 

다“.

&*/〈Sz〉=/HG/〈Sz〉｝ +(MgB°)(A/方)(14)

Fig. 5는 △<*/〈$>를 G/〈Sz〉의 변화에 따라 도시한 

것이다. 좋은 선형관계가 나타난 것을 보아 Ln”/ 
DMF계에서도 유사접촉이동과 접촉이동을 분리할 

수 있다. Fig. 5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직선에서 

꺽이는 점이 없는 것을 보아 본 연구에서 살펴본 

계의 기하구조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기하구 

조와 관련된 G값은 114.5 rad・s-'이며 hyperfine 
짝지움 상수를 함유한 (1供。)C4/方)는 106.8 rad-s'1 
이다. 또한 14식과 F谚 5에서 총 화학적이동에 접 

촉이동의 기여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는데 그 순위는 

다음과 같다. -

Sm<Yb<Ce<Dy<Er<Nd<Gd

결 론

양성자 핵자기 공명분광법으로 Ln(NO3)3/DMF 

용액의 CHO기의 선나비 변화와 화학적 이동을 란 

탄이온의 농도를 변화시켜가며 240K부터 380K 

사이에서 측정하여 선-나비 넓어지기와 화학적이동 

의 원인을 분석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1. 란탄이온에 있는 짝짓지 않은 전자 스핀이 

DMF 분자로 금속이온의 배위구를 넘어 퍼지면서 

bulk 용매에 까지 스칼라 이완의 기여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다.

2. 란탄금속의 배위구의 용매분자와 bulk 용매 

분자와의 교환은 associative 메카니즘에 의해 이루 

어지는 것 같다.

3. 란탄이온의 착물에서는 흔히 나타나지 않는 

Fermi 접촉이동이 Ln”/DMF 용액에서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1989~1991년도 한국과학재단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재단 당국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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