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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pH7인 수용액에서 2-thenoyltrifluoroacetone(TTA), moctan이과 Triton XTOO의 존재하에서 

유로퓸과 사마륨의 형광세기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이 착물에 과량의 La，*을 첨가할 때 형광세기가 io。배 

이상 증가하였다. 유로퓸과 사마륨의 최대 들뜨기 파장은 각각 345 run과 380 nm이고, 최대 형광파장은 각각 

617nm, 567nm이였다. 유로퓸과 사마륨의 형광세기는 농도가 각각 IX 10 叮讨, lXlO ^lXlO 7
Af에서 직선적으로 증가하였고, 유로퓸은 1X1O UM 그리고 사마륨은 IX叮诺까지 검출할 수 있었다.

ABSTRACT. The fluorescence intensities of europium and samarium can be greatly enhanced in 
the presence 2-thenoyltrifluoroacetone(TTA), n-octanol and Triton X-100 in aqueous solution of pH 
7. It was also found that the fluorescence intensity can be greatly increased by the addition of excess 
of La3+. The excitation and emission wavelengths of europium and samarium were 345 nm, 380 nm and 
617 nm, 567 nm, respectively. The fluorescence intensity was a linear function of the concentration of 
europium and samarium in the range IXIO-7—IX10-9IX 10-5—lX 10-7M, respectively, and the 
detection limits were IX10 】W for europium and IX 10-8Af for samarium and the luminescence mecha
nism of the system is discussed.

서 론

희토류 원소의 형광은 약한 흡수와 낮은 형광 양 

자수득율 때문에 약하지만, 희토류 원소가 적당한 

유기리간드 특히 阡diketone와 착물을 형성하게 되 

면 형광의 세기는 매우 크게 증가한다.

Thenoyltrifiuoroacetone(TTA)은 Eu3+, Sm3+ 및 

Tb"을 형광분광법으로 분석하는 리간드로 널리 알 

려졌다-7, 또한 이 리간드는 중금속 및 희토류 원 

소를 benzene같은 용매로 추출할 때 리간드로 사 

용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气 이 리간드는 triocyl- 

phosphine oxide(TOPO) 또는 phenanthroline 
(Phen) 같은 보조리간드가 있을 때 형광이 증가하며 

또한 polyoxyethylene isooctylphenol(Triton X-100) 
의 계면활성저】가 공존하면 형광의 세기가 더 증가 

된다. 그리고 Eu : TTA : TOPO의 결합비는 1 ： 3 ： 2 
인 것으로 알려졌다1。. 이때 형광메카니즘은 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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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간드가 빛을 받아 단일에너지 상태로 들뜨고 삼 

중에너지상태로 비복사전이가 일어난 다음 이 삼중 

상태에서 ElF+의 5听로의 분자내 에너지 이동에 의 

해 형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TTA, ”-octanol과 Triton XT00의 

삼성분계에 의한 Eir5+과 Sn?+ 의 형광분석 방법, 

이들의 결합비 그리고 La3+ 첨가에 의한 형광세기의 

증가 등을 연구하였다.

실 험

시약 및 기기 희토류 원소(europium, samarium 
lanthanum)의 표준용액은 Aldrich제 희토류 산화물 

(99.9%)을 0.1 mg까지 정확히 달아 소량의 6N 염 

산에 녹인 후 이를 100 m/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증 

류수로 눈금까지 채워 용액으로 준비하고

필요에 따라 증류수로 묽혀 사용하였다.

TTA와"-octanol 용액은 에탄올에 용해시켜, 각각 

1X1O-2M 용액으로 준비하고 필요에 따라 증류수로 

묽혀 사용하였다. Triton X-100은 l%(v/v)로 제조 

하여 사용했다. 그 외의 모든 시약은 분석용 시약을 

사용하였다.

완충용액은 헥사아민 0.2M을 만들어서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pH 7로 맞추어 사용하였 

다.

모든 형광측정에서는 광원으로는 150 W Xenon 
등과 10 nm 나비의 슬릿을 갖춘 JYON JY3D 형광 

분광계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실온에서 photo-coun
ting mode로 작동되는 PMT로 검출하고, 기록에는 

ifelec IF4000 기록계를 사용하였다. pH meter는 

Toyo제의 TD-19R을 사용하였다.

실험방법. 일정농도의 Eu3 + (lX10_5Af) 또는 

Sm3+(1X1O-4A^, La3+(lX10-3Af), TTA(lX10「2 

M), w-octanol(l X10 2 M), Triton X-100(1%)을 100 

mZ 용량플라스크에 순서대로 1 m/씩을 넣은 후 pH 7 

로 맞춘 헥사아민 완충용액 10 nV을 넣고 표선까지 

증류수로 묽히고 20분간 방치한다. 이 용액 일부를 

lcm 형광셀에 넣고 들뜨기 파장을 Eu"은 345 nm, 
Sm3+은 380nm로 고정시킨 다음 형광세기를 측정 

하였다.

모든 형광세기는 바탕용액으로 보정하였다. 이

Wavelength <nm)

Fig. 1. Excitation spectra of Europium ion and Sama
rium ion. [Eu3+] = 1X1O-7M; LSm3+] = 5X10_6Af; 
[TTA>1X1O-4M; [Oct>lX10-4M; [Tx-100> 
0.01%; pH = 7.

바탕용액은 Eu3+ 또는 Sn?+만 없는 용액을 동일한 

실험조건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형광 스풱트럼. 여러 희토류 원소 중에서 TTA, 

刀-octan시과의 삼성분 착물에서 EiF+과 Sm，十만이 

형광을 나타내었으며, 이들의 들뜸 스펙트럼은 聲%1 
과 같다.

Fig. 1 은 Eu3+, Sm3+ -(TTA-w-octanol-Triton X- 
100) 착물계의 드뜨기 파장이고, Fig.2는 이들의 형 

광 스펙트럼이다.

Fig. 1의 결과를 보면, Ei户 과 Sm" 의 최대 들뜨기 

파장은 각각 345 nm, 380 nm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이 9의 형광 스펙트럼을 얻기 위해 E2+의 들 

뜨기 파장은 345 nm, SnN+의 들뜨기 파장은 380 
run로 고정하고, 두 이온의 형광스펙트럼을 측정하 

였다.

Fig. 2의 결과를 보면, Eu”의 최대 형광파장은 

617 nm이고, Sm" 의 형광파장은 567 nm, 605 nm, 
645nm에서 나타났으며, Eu" 과의 겹침을 피하기 

위해 567 nm을 분석 파장으로 선택하였다. 따라서 

이 두 파장에서 ElF 十과 Sm” 을 정량하고자 한다.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광학형광법에 의한 란탄족 원소의 정밀분석법에 관한 연구 655

530 550 570 590 610 630 650 670 
Wavelength (nm)

a

617nm

-

695nm L
blank

1 t i I I 1 I

Fig. 2. Fluorescence spectra of Europium ion (a) and 
Samarium ion (b). [Eu3 + >1X1O 'M\ [Sm3 + >5X 
10 6M; ETTA] = 1X10 4 M; [Oct] = 1X10 4 M; 
[Tx-100] = 0.01%; pH = 7.

n-OctanolS| 영향. 为-octanol이 trioctylphos
phine oxide(TOPO) 또는 phenanthroline(Phen) 대 

신 중성 보조리간드로서 Sm3+과 Eu3+-TTA 착물 

에서 형광세기 증가효과를 나타내는가를 보기 위해 

Eu3*-TTA-Triton XT00계에 /Loctanol을 가한 용 

액의 형 광스펙트럼을 측정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의 결과를 보면 aoctanol이 없을 때보다 盼배 

정도 형광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裡-Octanol의 농 

도변화에 의한 형광의 세기 증가는 1X10까지는 

직선적으로 증가하였고 그 이상에서는 거의 일정하 

여 处-octariQl의 농도는 1〉〈1(厂顼/로 하였다.

pH의 영향. Eu3+과 Snr5+의 형광스펙트럼의 pH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pH4.0-10.0 범위에서 pH 
영 향을 조사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Fig. 4에 서 보면 

최대 형광세기는 pH 6에서 7 사이에서 나타났다.

Fig, 3. Fluorescence spectra for1 (a) Eu3+-TTA-Triton 
X-100 and (b) Eu3+-TTA-«-octanol-Triton X-100: 
[Eu3+] = 1X1O-7M; [Sm3+>5X10~6M; [TTA] = 1 
X10-4Af; [Oct] —lX10-4Af; [Tx-100] = 0.01%; pH 
=7.

Fig. 4. Effect of pH on the fluorescence intensity of 
Eu於(a) and Sm3+ (b). [Eu;1^] = lX10-7M; LSm3+] = 
5X10 fiM; :TTA] = lX10 4M; [Oct>lX10 4M; 
[Tx-100] = 0.01%.

여러 완충용액 중에서 인산염 완충용액은 형광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붕산염, 암모늄염 완충용액계는 

헥사아민 완충용액보다 형광세기가 감소하였다. 그 

러므로 염산 또는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pH 7로 

맞춘 헥사아민 완충용액을 사용하였다.

Triton X-100의 영향. Fig. 5는 Eu3+-TTA-n-

1994, Vol. 38, No.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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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Triton X-100 on fluorescence inten
sity. [Eu3+] = 1X1O [TTA] = 1X1O'4M; [Oct] 
= 1X1O 4M; pH = 7.

octanol 계의 형광증가 효과에 대한 Triton XTOO의 

농도의 영향을 측정한 결과이다.

Triton X-100은 0.006-0.014% 사이에서 가장 

형광세기가 컸다. 따라서 Triton XT00의 농도는 

0.01%로 흐｝였다.

Eu3 -TTA-w-Octanol 삼성분 착물의 몰비. 

Eu3+-TTA-，z-octanol 의 삼성분 착물에서 Eu3+- 

TTA와 EiF+e-octanol의 결합비를 연속변화법으로 

측정하였다. 같은 농도의 Eu3'(lXr4M) 용액과 

TTA(lX10*4Af) 용액을 각각 만든 다음, 여러가지 

부피비로 서로 섞어 전체부피는 항상 일정하게 한 

후 각 용액의 생성된 착물의 형광을 측정하였다. 

각각의 용액(Veu/Veu+Vtta)의 형광의 세기를 도시한 

결과는 Fig. 6과 같다. 여기서 丫卽는 유로퓸 용액의 

부피이고, *ta는 TTA 용액의 부피이다. FW.6의 

결과를 보면 EiF+와 TTA와의 몰비는 1： 3인 것을 

알 수 있다.

TTA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octanol만 

있을 때 형광을 측정해 본 결과 w-octanol 단독으 

로는 전혀 형광이 나타나지 않는다. EiF+와 w-octa- 
nol 의 형광은 TTA가 공존할 때만 나타남을 알았다 

그러므로 같은 방법으로 Eu3+(lX10-4Af) 용액과 

«-octanol(lX10 용액을 각각 만든 다음, 여러 

가지 부피비로 섞어 전체부피는 항상 일정하게 한 

후 각 용액에 lm/의 TTA(5X10-2M)을 각각의 용

-

-
U

n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正"
IeJMttaI

Fig. 6. Plot of continuous variation method of Eu3 4 - 
TTA. [Eu3+] = 1X1O 7M; [TTA] = IX10-4切[Oct] 
= 1X1O-4M; pH = 7.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Eu ,]+[Octj―

Fig. 7. Plot of continuous variation method of EiF*- 
octanol. = IX 10 'M; EOct] = 1X10 4Af;

LTTA] = 1X1O-4M; [Tx-100] = 0.01%; pH=7.

액에 넣고 형광세기를 측정하여 부피비로 도시한 

결과侦讶• 7), ElF+과 粗-octanol의 몰비는 1 ： 2임을 

알 수 있었匸h 따라서 Eu3+-TTA-«-octano^ 몰비는 

1：3：2이다.

TTA는 배위 자리가 2인 —1가 리간드이므로 Eu 
(TTA)3의 중성 착물이 되며, EiF+는 배위수가 7 또는 

8이므로n 중성리간드인 刀-octanol이 2개 더 배위된

Joum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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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nhancement factors of Eu3+ and Sm3+ che
lates by addition of Y3+, La3*, Dy3*, Lu"

Fluorescent ion -
Enhancing ion

丫3 + La3+ Dy" Lu3+

Eu3+ 0 120 20 70
Sm3+ 0 51 15 15

1x10'' 5x10" 1xW' 5x10'' 1x10 5x1(广

Concentration I 내 ]

Fig. 9. Calibration curve of Eu3+. LLa3+] = 6X10-5 
M; [TTA] = 2X1(LM; [Oct>lX10-*M; ETx-100] 
=0,01%; pH=7.

0123456789 10
[Lrfl(X101), M

Fig. 8. Effect of La3+ concentration on fluorescence 
intensity, (a) Eu3+, (b) Sm3+: [Eu3*] = lX10-7Af; 
[Sm3+] = 5X10-6M; [TTA] = 1X1O-4M; [Oct>l 
X10"M; [Tx-100] = 0.01%.

착물이 생기는 것 같다. Eu3+-TTA-“-octan이계에서 

TTA의 농도 변화에 의한 형광의 세기는 1X10TM 
이상에서는 거의 일정하여 TTA의 농도는 1X10* 
A/로 하였다.

La" 농도의 영향. EiF+과 Sm3+의 형광의 세 

기를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TTA, w-octanol 및 Tri
ton X-100계에서 형광을 나타내지 않는 희토류 원소 

(Y3*, La3+, Dy3+, Lu")를 IXIO^M이 되도록 첨 

가하였을 때 영향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La"에서 가장 크게 

형광세기가 증가하였다. Eu3+-La3+-TTA-M-octa- 

nol-Triton X-100 착물계와 Sm3*-La3+-TTA-”-oc- 
tanol-Triton X-100 착물계에서 La"의 농도에 따른 

Eu3+ 및 Snr3+의 형광세기의 증가를 측정한 결과는 

Fig. 8과 같다. EiF+ 의 농도를 1X10TM, SnP+의 

농도를 1X1O「6M로 고정시키고 梟3+의 농도를 증 

가시키면서 형광의 세기를 측정하였다. Eu” 과 

Sm3+ 각각의 농도에서 La3+의 농도가 6X10-5M일 

때 형광세기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다른 이온의 영향. 희토류 원소의 TTA 착물중 

에서 Eu" 과 Sn?+만이 형광을 나타낸다. 그리고 두 

이온의 최대 형광파장은 크게 떨어져 있지만 Eu3+ 
정량시 많은 양의 Snr5+은 방해할 것으로 예상되어, 

Eu3+(1X1O정량시 방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Snr3+의 농도를 lXKLM, 1X10 6M 그리고 IX 

10&M로 첨가시켜 Ei?+의 형광 세기를 617 nm에서 

측정한 결과 Sn?+의 농도가 Eu3+ 농도와 같은 IX 
10 7M 농도에서는 30%, 1X1O 6M 농도에서는 65 
%의 EiP+의 형광 세기가 감소하였다. Sm3+의 농 

도가 Eu3+ 농도의 100배 되는 1X10-5“에서는 

SnF+의 605 nm와 Eu" 의 617 nm 파장이 상당히 

겹치므로 Eu3+ 정량에 방해를 주었다.

Sm3+ 정량시 El?* 의 영향은 Sm3+ 농도에 100배 

정도의 EiF+이 함유되었을 때도 영 향을 주지 않았다. 

Dy3*, LiF+는 IXM 정도로 있을 때 Eu"과 

Sm” 의 형광의 세기를 증가시켰으며 그 외 희토류 

원소는 영향이 없었다.

검량선. 지금까지의 실험을 바탕으로 Eir"- 
La3+-TTA~n -octanol-Triton X-100 착물계와 Sm3+- 

La3+ -TTA-w-octanol-Triton X-100 착물계의 최적 

의 조건에서 Eu3+와 Sm3+의 농도와 형광세기를 

나타낸 검 량선은 Fig. 9, 10과 같다.

1994, Vol. 38. No.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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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alibration curve of Sm”. [La3^] = 6XIO-5 
M; [TTA>2X10~4M; [Oct>lX10-4M; [Tx- 
100]=0.01%; pH=7.

Eu3+은 10-9~1(厂7肱에서 직선적이며, Sm3+의 

경우에는 10-7~10-5心에서 직선관계가 있다. Eu3+ 
의 검출한계는 1X10T1M이었고 Sm3+은 1X10—9 

M이였다. 이때 검출한계는 바탕선의 2배에 해당하는 

신호를 내는 농도로 하였다.

형광 메카니즘. Crosby12'14 등이 제안한 이론에 

의하면 Eu"-TTA계가 에너지를 받으면 TTA의 단 

일상태로 들뜨고 TTA의 삼중에너지 상태로 비복사 

이완이 일어나고 TTA의 삼중에너지 상태에서 분 

자내 에너지 전이에 의해서 Eu"의 5D0 에너지 상 

태로 이완되고 Kg."에서와 같이 7F 상태로 이완 

되면서 형광올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a3+-TTA-M-octanol 착물에서 梟3+의 에너지 

준위는 TTA의 삼중에너지 상태보다 높기 때문에 

분자내 에너지 전이가 일어나지 않아 형광이 나타 

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흡수한 에너지를 Eu"-TTAf-octanol계로 줄 수 

있다.

La3+-TTA-n-octanol 착물의 농도는 Eu3+-TTA- 

m-octanol 착물의 농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Eu3+- 
TTA-n-octanol 분자는 La3*-TTA-m-octanol 분자 

에 의해서 서로 가깝게 접촉하고 있다 그러므로 

분자간 에너지 전이】4에 의해서 La(TTA)30ct2안의 

TTA 삼중에너지 상태에서 Eu(TTA)30ct2안의 TTA 
삼중에너지 상태로 에너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Fig. 11. Principal path of energy transfer in a chelate 
of europium. ISC, intersystem crossing; IET, intramo
lecular energy transfer. The numbers above the hori
zontal lines indicate the approximate energy levels 
(reciprocal centimeter)13.

Eu"의 형광세기는 La3+이 있을 때 현저하게 증가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보조리 간드 龙-octanol의 역 할은 물분자 대 신 

为-octanol이 배위되어 물분자의 진동에너지로의 에 

너지 손실을 막아 형광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Triton X-100은 용매분자(물분자)와 충돌에 

의한 비복사 에너지 손실을 막고 두 착물이 가깝게 

접촉하게 하는 역할 때문에 형광이 증가되는 것 같다.

결 론

1. La3+-TTA-n-octanol-Triton X-100 착물계에 

서 Eu"과 Sm3+의 형광의 세기를 측정하여 Er+과 

Sm3+을 미량까지 분석할 수 있었다

2. Eu3+과 Mpctan이의 결합비는 1 ： 2였으며, Eu3+ 

과 TTA의 결합비는 1： 3이였다. 따라서 Eu(TTA)3 

0血의 착물이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3. TTA계에서 보조리간드로 trioctylphosphine 
oxide(TOPO) 또는 phenanthroline(Phen) 대신 

octanol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의 형광세기도 

TOPO나 Phen에서와 같이 크게 증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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