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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b+3과 Eu+3 이온의 특성 형광선의 세기가 TLC상에서 증폭되는 현상을 이용한 고감도의 미 

량분석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수용액과 에탄올 용액상의 Tb+3과 Eu+3 두 이온의 특성 형광선의 세기에 

비하여 주어진 용액을 TLC에 점적하면 이온의 형광선의 세기가 매우 증가하였으며 특히 TLC에 점적된 이온에 

^phenanthroline을 추가로 점적하면 형광선의 세기가 더욱 증가하는 형광 중폭 현상을 이용하여 Tb+3과 

Eu+3 이온의 검출한계를 1()6배 이상 개선하였으며 이러한 형광 증폭 현상의 이론적인 배경으로 란탄이온 

착물내의 리간드와 중심금속이온 사이의 energy-transfer mechanism을 설명하였다.

ABSTRACT. A new analytical luminescence method for the Tb+3 and Eu+3 ions was studied using 
the fluorescence enhancement of the ions on the TLC plate. Compared to the specific emission intensities 
of the ions in aqueous or ethanol solution, if spotted on the TLC plate, the line intensities were extremely 
enhanced. There was additional enhancement effect of the lines from the ions on the TLC plate, if 
treated with(?-phenanthroline. Based on the luminescence enhancement, the detection limit of the ions 
was lowered more than 6 order of magnitude compared to the luminescence method using solution 
samples. The energy-transfer mechanism was also explained for the theoretical back ground of the lumi
nescence enhancement.

서 론

란탄계 원소로 불리는 주기율표상에서 원자번호 

57번의 lanthanum에서 기번의 lutetium까지의 원 

소군은 4f-orbital°fl 전자가 배열되는 원소들로 물 

리 - 화학적 성질이 매우 비슷한 원소들로 이들 상 

호간의 유사성은 주로 외곽전자가 배열되는 4f-orbi- 

tal의 최대전하밀도 함수가 내부에 위치하여 5s, 5p 
등의 최외곽준위에 의한 shielding에 기인한다. 이 

와는 반대로 5s, 5p-orbital은 4f-orbital 안쪽으로의 

penetration으로 인하여 핵전하가 중가함에 따라 원 

소의 반지름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岫 1794년 Gado- 

lin에 의하여 gadolinite로 알려진 암석으로부터 y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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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 oxide의 한 형태인 yttria가 처음으로 발견된 

이래로 최근에 들어 이들 란탄계 원소들의 레이저 

분야 둥 산업분야에의 응용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따라서 그에 따른 이들 원소에 대한 고감도와 

선택성을 갖는 미량분석법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 

고 있으나 이들 원소간의 화학적 동질성과 낮은 흡 

광도 등으로 인하여 분석법 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일반적인 분석법 중 유기용매추 

출법에 의한 분석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 방법은 crown ether 등을 이 

용하여 란탄이온을 선택적인 유기용매로 추출하고 

원자흡광법(AAS)이나 원자발광법(AES) 혹은 동위 

원소법으로 정량 및 정성분석을 수행하는 분석법이 

다. 그러나 최근의 몇 년 동안 많은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유기용매추출법은 감도가 좋지 않으며 

원자분광법의 이용시 여러가지 방해요인으로 인하여 

널리 응용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또 다른 분석 

법으로 흡광도나 형광성이 좋은 반대이온(counter 
ion)을 이용하는 방법”-a이 있으나 이 분석법 역시 

낮은 선택성 등으로 인하여 란탄이온의 선택적인 

미량분석이 어려운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Thin Layer Chromatography 
(TLC)에서의 분석시료의 형광 증폭 작용을 이용한 

terbium(Tb+3)과 europium(Eu+3) 3가 이온에 대한 

고감도의 미량분석법을 개발하였다. 란탄족 금속이 

온 중 Tb+七 Eu+3, Sm+3 그리고 Dy+3 등 4가지 

이온은 용액상에서 형광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M), 낮은 흡광도 등으로 인하여 이들 이온에 

대한 미량분석을 위하여 high power pulsed laser 
혹은 time-resolved luminescence 등의 일반 실험 

실에서 운용하기 어려운 고가의 장비 및 기술을 필 

요로 한다m. 본 연구에서는 형광 증폭 현상을 이용 

하여 TLC 및 일반 형광분광기를 이용한 subpicog
ram 수준의 검출한계를 보이는 우수한 분석법을 

개발하였다.

실험 및 기구

시약 및 기기. 들뜬 상태 스펙트럼(excitation 

spectrum) 및 형광스펙트럼의 측정은 1200 lines/ 

mm (blazed at 300 nm: excitation side, blazed at 
500 nm : emission side)의 회 절발을 장착한 PTI사의 

LS-100 Spectrofluorometer-!- 사용하였으며 UV/ 
VIS 흡광스펙트럼의 측정을 위하여 Perkin-Elmer 

사의 UV/VIS Spectrophotometer 552S를 사용하였 

다. 실험에 사용한 주요 시약은 Eu(NO3)3-6H2O, Tb 
(NO3)3,5H：zO, o-phenanthroline 등으로 모두 순도 

99.9%의 Aldrich사 제품을 정제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에탄올과 초순수는 EM사의 HPLC급을 

사용하였고 TLC는 MERCK사의 fluorescent indi- 
cator를 처리하지 않은 Kieselgel 60(Art. 5748)을 

사용하였다.

실험방법. 시료의 점적은 1.5X1.5cm의 크기로 

자른 TLC상에 10 |iL Hamilton syringe를 이용하여 

5 pZ의 용액을 지름 1cm 정도의 원형으로 점적하 

였으며 필요한 경우 o-phenanthrolin은 이온을 점 

적한 후 점적하였다. TLC상에 점적된 시료의 형광 

스펙트럼은 PTI사의 고체 시료대를 이용하여 얻었 

으며 형광선의 세기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PMT gain, pulse frequency 등의 실험조건을 최대한 

동일하게 유지하였으며 또한 100 Hz의 pulse fre- 

quency와 각 pulse 에 대하여 0.1 msec의 delay 
time과 0.4 msec의 detection window width를 동일 

하게 적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별도의 설명이 없는 

경우 entrance, exit slit의 너비를 TLC 시료 및 용 

액시료의 스펙트럼의 측정시 5 呻로 동일하게 유지 

하였으며 검출한계를 측정하는 경우 각각 100pin, 
25 呻로 유지하였다. Tb+3와 Elf"의 에탄올 및 수 

용액 표준용액은 Tb(NO3)3・5H2。와 Eu(NO3)3-6H2O 
를 HPLC급 에탄올과 초순수에 1000 ppm의 농도로 

녹인 후 필요한만큼 묽혀서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Tb+3과 Eu+3 이온을 각각 LOOM과 0.04M의 농 

도로 에탄올 용액에 녹여 만든 시료를 이용하여 얻은 

들뜬 상태 스펙트럼(spectrum A)과 방출 스펙트럼 

(spectrum B)을 F谊. 1에 나타내었다. 이들 스펙트 

럼은 Table 1에 표시한 최적의 파장조건을 사용하여 

얻었는데 예를 들어 방출 파장(入质)을 616 nm에 고 

정시켜 얻은 Eu+3의 들뜬 상태 스펙트럼(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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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citation (spectrum A) and emission (spect
rum B) spectra of Tb+3 (---- ) and Eu+3 (•••,) ions
in ethanol.

A의 ••…)은 298, 318, 362, 395 그리고 464 nm 등 

에서 봉우리를 보이는 반면 290 nm 이하와 470 nm 
이상에서는 흡수가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때의 최대 봉우리는 395 nm로 이는 본 연구진과 

Tran 등이 얻은 흡수 스펙트럼과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Trans 등에 의하면 Eu^의 395 nm에 

서의 몰 흡광계수는 약 L188MTcmT였다. 한편 

Fig. 1의 B에 보인 Eu+3의 방출 스펙트럼(spectrum 

B의 ••…)은 616nm에서 Eu+3S] 내부 공명 전이에 

해당하는 좁은 띠너비의 방출 봉우리를 보이고 있 

으며 이때의 여기파장(入亲)은 395nm였다. Tb+3의 

경우｛spectrum A, B의 -- ) 掲＞을 544 nm에 고정

시켜 얻은 들뜬 상태 스펙트럼의 경우 340, 353, 368, 

377, 487 nm 등의 봉우리를 353 nm의 猛으로 얻은 

방출 스펙트럼의 경우 489, 544, 584, 621nm에서 

강한 봉우리를 보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때의 최대 

흡수 및 방출 봉우리는 각각 353 nm와 544 nm였다. 

이 결과 역시 Tran 둥이발표한 결과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으며 그들의 발표에 의하면 353 nm에서의 

몰 흡광계수는 0.207 A/TcmT이었다. 같은 방법으로 

얻은 수용액에서의 Tb+3과 Eu+3 이온에 대한 들뜬 

상태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며 (data는 나타내지 않음) 다만 봉우리의 세 

기가 에탄올 용액의 경우에 비하여 상당히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는데 이는 수용액에서 이온은 瓦0와 

착물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때의 리간드의 0-H 진

Table 1. Optimum excitation and emission waveleng
ths for the analysis of Tb+3 and Eu+3

Excitation 
wavelength

Emission 
wavelength

Ion
State

Tb+3 eu+3 Tb+3 El/

In solution 353 nm 395 nm 544 nm 616 nm
On TLC plate 229 nm 247 nm 544 nm 616 nm
On TLC treated 229 nm 229 nm 544 nm 616 nm
with。-PHEN"

aAbbreviation of o-phenanthroline, ^-Phenanthroline 
was treated after ions were spotted on the TLC.

Table 2. Comparison of the detection limits

Ion
Sample

Tb+3 EL

Aqueous solution
Cone 1260 ppm 3000 ppm
0.5 mL semi-microcelP 6.3X10 4 g 1.5X10-3g
5.0 mL cell" 6.3 X XL5 g 1.5X10~2g

Ethanol solution
Cone 130 ppm 10 ppm
0.5 mL semi-microcell 6.5X102 5X10"6g
5.0 mL cell 6.5X104g 5X10~5g

On TLC plate
Cone 0.15 ppm 0.17 ppm
5 卩L spotting* 7.5X10T。g 8.5 X IO"10 g

On TLC treated with
广 PHEN。

Cone 7ppb 17 ppb
5 pL spotting 3.5 X10-11 g 8.5X10ng

"Capacity of the cell used for the solution sample, 
^Amount of the ethanol solution containing ion spotted 
on the TLC, "See the footnotes of the Table 1.

동에 의한 형광선의 세기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2.W3.

한편 주어진 조건하에서 에탄올과 수용액 상태에 

서의 Tb+3과 Eu+3 이온의 검출한계를 알아보기 위 

하여 총 4종의 1000 ppm 용액을 제조하여 신호 대 

잡음의 비가 약 3인 농도까지 묽혀가면서 측정한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에탄올 용액에서의 검출한계가 수 

용액의 경우보다 Tb+3과 Eu+3 이온에 대하여 각각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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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mission spectra of Tb+3 in aqueous (spect
rum A-----) and ethanol (spectrum B----- ) solution
compared to those of Tb+3 on the TLC (spectrum 
A, B----- ) and on the TLC treated by o-phenanthro-
line (spectrum A, B ....... ).

10배와 300배 정도 좋은 것을 볼 수 있다. 즉 Tb+3과 

Eu+3 에탄올 용액의 검출한계는 각각 130 ppm과 10 

ppm 수준으로 이는 lXlX5cm 셀을 사용하는 경우 

절대량■으로 각각 6.5X10Tg과 5X10Tg의 이온이 

필요함을 의미하여 beam size를 고려하여 사용가능 

한 최소 용량인 0.5 mL 용량의 semi-microcell을 

사용하면 앞의 결과보다 〜10배 정도 향상된 검출 

한계를 얻을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수용액 시료의 

검출한계는 0.5 mL 용량의 semi-microcell 사용시 

Tb+3과 eu+3 이온 각각 절대량으로 6.3X10Tg과 

1.5X1(厂3g이었다. 이상의 결과는 고감도의 형광법 

의 특성에 비추어 좋은 결과라 보기 어려우며 그 

이유로는 크게 이온 자체의 낮은 흡광도와 특히 낮은 

형광 양자 수득율에 기인한다mi"". 따라서 이론적 

으로 란탄이온에 방향족 탄화수소 등의 리간드를 

이용한 착물을 형성하여 흡광도와 형광 양자 수득율 

모두를 향상시킬 수 있다.

Tb+3 2 M 수용액 (spectrum A의  )과 1M 에 

탄올 용액(spectrum B의 一의 형광 스펙트럼을 

730 ppm의 Tb+3 수용액과 에탄올 용액 5卩L를 

TLC에 점적하여 얻은 형광 스펙트럼 (spectrum A, 
B의 ) 및 TLC에 점적된 이온에 다시 o-phenan- 
throline 2000 ppm 용액 5 应를 점적한 후 얻은 형 

광스펙트럼(spectrum A, 日의  )과 비교하여 Fig. 
2에 나타내었다. 이들 스펙트럼은 Table 1에 표시한

550 0OO S50 600 050
WAVELENGTH (nm)

Fig. 3. Emission spectra of Eu+3 in aqueous (spect
rum A) and ethanol (spectrum B -----) and ethanol
(spectrum B----- ) solution compared to those of Eu+3
on the TLC (spectrum A, B----- ) and on the TLC
treated by o-phenanthroline (spectmm A, .. ............

최적의 조건올 이용하여 측정하였는데 각 스펙트럼 

에 나타난 489, 544, 621 nm 등의 좁은 띠너비의 

봉우리 들은 각각 7F6。5以, 宴 - 収, 瓦 «_ 5以 그 

리고 叩3<-也 전이에 의한 방출선으로12 스펙트럼 

모두에서 동일한 파장에 위치함을 알 수 있다. 방 

출선의 파장과는 달리 TLC상에서의 이온의 544 
nm의 형관선의 세기는 매우 적은 양의 이온을 점 

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액과 에탄올 용액의 그 

것보다 매우 중가하였음을 볼 수 있으며 o-phenan- 
throline을 추가로 점적한 시료로부터 얻은 544nm 
의 형광선의 세기는 TLC상의 이온으로부터 얻은 

그것보다 각각 2.4배와 5.7배 중가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검출한계 또한 비슷한 비율로 증가하리라 

판단되었으며 이는 용액에서의 검출한계 측정시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얻은 에탄올 용액 시료를 TLC에 

점적하는 방법과 TLC상의 이온에 o-phenanthro- 
line을 추가로 점적하는 방법으로 얻은 검출한계(7* 
ble 2)와 비교하여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Fig. 3은 Table 1의 최 적 파장을 이용하여 Tb+3의 

형광 스펙트럼(F02)과 비슷한 조건에서 얻은 Eu+3 
이온의 형광스펙트럼이다. Tb+3 이온과는 달리 eu+3 
이온의 방출 봉우리는 좀 더 긴파장 영역에서 검출 

되어 7F2«- 5D0 전이에 해당하는 616 nm를 비롯하여 

592, 653, 698 nm 등의 방출 봉우리를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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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chematic diagrams of the energy-transfer 
mechanism.

있으며 이 들은 각각 瓦 - 叨°, 项3 J 5£>0 그리 고 ㈤ 

。幻。전이에 기인하는 방출선들이다 12. 형광선의 

세기(616nm)는 Tb+3의 경우와 비슷하게 TLC에 

점적한 이온과 점적된 시료에 o-phenanthroline으로 

처리한 시료로부터의 형광선의 세기가 매우 중가하 

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특히 o-phenanthro- 

line으로 처리한 경우 TLC상에 점적된 이온에 비 

하여 수용액의 경우 16.5배 그리고 에탄올 용액의 

경우 17.5배 가량의 선세기가 증폭되는 결과를 얻 

었다.

이와 같은 형광선의 중폭현상은 란탄이온 킬레이 

트내의 리간드와 중심 금속이 온 사이의 donor-accep
tor 개념의 energy-transfer mechanism으로 설명할 

수 있다. Weisman^은 희토류 금속 착물에 자외선 

파장의 빛을 조사하여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방출 

하는 결과를 얻었으며 Crosbyis% Bhaumik19, Klei- 

nerman20 등은 여러가지 리간드를 이용하여 란탄이 

온 킬레이트를 합성하고 킬레이트내의 리간드와 중 

심금속이온 사이의 energy-transfer에 대하여 설명 

하였다. Energy-transfer mechanism에 대한 도시 

적인 그림을 F讶.4의 A와 B에 나타내었다. 란탄이 

온의 킬레이트는 FzZ4의 A에서와 같이 유기 리간드 

(L)에 의하여 자외선의 빛을 흡수된 후 이 에너지는 

energy-transfer에 의하여 중심금속이온(M)으로 전 

이되며, 따라서 중심이온의 공명전이(resonance tra- 

nsition)에 해당하는 방출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다. 

들뜬 분자의 deactivation process는 項g. 4의 B 에 

나타낸 Jablonski diagram으로 보다 상세히 설명할 

수 있다. 즉 자외선 에너지에 의하여 유기리간드는 

singlet ground state(So)로부터 excited singlet state 

(S)의 한 진동 에너지 준위로 여기된 후 빠른 속도로 

진동에너지의 일부를 비복사 방출하여 S state의 

기저상태로 이완된다. 이 상태의 분자의 So state로의 

이완과정은 형광선의 방출을 통한 Si-So 복사전 

이와 리간드의 triplet state(7\)로의 inter-system 

crossing(ISC)으로 나뉜다. 한편 triplet state의 킬 

레이트는 리간드의 spin-forbidden 7\tSo 전이나 

혹은 리 간드로부터 중심금속이 온으로의 energy-tra- 

nsfer를 유발하여 중심금속이온의 공명에너지인 d 
t互0=o~6) 전이에 해당하는 형광을 얻을 수 있 

다. 이러한 모든 이완과정은 상호 경쟁적이며 따라서 

상호간의 확률은 각 과정의 속도상수에 비례하게 

되며, Crosby16~18 둥에 의하면 중심금속이온으로부 

터의 형광선의 세기를 증폭시키기 위하여

7Fj(j=0~6) 전이에 유리한 조건으로 ene
rgy-transferal 대한 높은 전이확률을 위하여 리간 

드의 triplet energy level과 중심금속이온의 공명에 

너지 준위가 서로 비슷하여야 하며 중심이온의 비 

복사 전이를 비롯한 분자의 이완과정에서의 모든 

비복사 이완과정에 비하여 중심이온의 복사전이 확 

률이 높아야 되는 실험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의 TLC상에서의 Tb+3과 Eu+3 이온의 형광 

중폭 현상은 가해준 o-phenanthroline과 이온 사이 

에 킬레이트가 형성되어 o-phenanthroline에 의하여 

흡수된 자외선은 중심이온으로의 energy-transfer에 

이은 중심이온으로부터 증폭된 형광선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TLC상에서의 이온은 o-phenath- 
roline을 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당한 형광 증폭 

현상이 있는데 이는 첫번째 용매의 0-H 진동에 의한 

형광선 세기의 감소 영향이 줄어들고 둘째로 TLC의 

실레놀기(Si-OH)의 해리된 산소와의 착물을 형성하 

는 등의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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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xcitation spectra of Tb+3 (——；Aem=544nm) 
and Eu+3 (•••;孺=616nm) on the TLC treated with 
o-phenanthroline.

해석의 간접적인 증거로서 o-phenanthroline으로 

처리한 후 TLC상에서의 이온에 대한 들뜬 상태 스 

펙트럼을 F谚.5에 나타내었다. F*.l에 나타낸 용액 

상에서의 Tb+*혹은 Eu+3） 이온의 들뜬 상태 스펙 

트럼의 경우와는 달리 최대의 흡수 봉우리가 Tb+3 
（흑은 El*） 이온의 공명선인 353nm（Eu+3의 경우는 

395 nm）가 아닌 229 nm（Eu+3^ 경우도 229 nm）에서 

관찰되며 이는。-phenanthroline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미루어 o-phenanthroline에 의한 흡수를 뒷 

받침한다.

한편 본 연구결과의 정량분석에의 응용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Tb+3과 eu+3 이온의 농도가 0.17 

ppm에서 6.8 ppm까지의 4종의 에탄올 용액을 제조 

한 후 이 용액 각각 5 卩1，를 TLC에 점 적 하고 o-phe
nanthroline 에탄올 용액 5 를 추가로 점 적하여 

측정한 형광선의 세기를 이용하여 얻은 검정곡선 

얻은 결과（그림은 나자내지 않음） 상관계수가 각각 

0.973, 0.993 정도의 좋은 결과를 보임에 따라 TLC 
상에서의 형광 증폭 현상을 이용한 새로운 분석법은 

Tb+3 및 eu+3 이온의 미량분석에 이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형광 중폭 

현상을 이용한 분석법의 Tb+3 및 Eu+3 이온에 대한 

검출한계를 용액 상에서의 검출한계와 비교하여 Ta

ble 2에 표시하였다. 즉 TLC상에서의 형광 중폭을 

이용하면 Tb+3의 경우 그 검출한계가 0.15 ppm 수 

준으로 절대량 약 7.5XU）T°g의 이온으로 검출이 

가능하여 0.5 mL의 semi-microcell을 이용하여 측 

정한 수용액의 경우보다 약 1（沪배 이상의 향상된 

검출한계를 보이며 o-phenanthroline올 추가로 점 

적한 경우 검출한계는 20배 정도 더욱 향상되어 

3.5X10-ng까지의 이온을 검출할 수 있었다. Eu+3 

이온의 경우도 비슷한 검출한계의 향상 효과를 보여 

TLC를 이용한 분석법에서는 약 0.17ppm（절대량으 

로 8.5X IO"10 g） 수준의 검출한계를 보이고 o-phe- 
nanthroline로 처리흐卜는 방법에서는 8.5X10-11 
지의 이온을 검출할 수 있어 수용액 상태의 시료를 

사용하는 방법보다 각각 10?배와 1俨배 이상의 검 

출한계의 개선효과가 있었다.

결 론

PTI사의 LS-100 Spectrofluorometer-f-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Tb+3과 Eu+3 이온의 검출한계는 에탄올 

용액의 경우 각각 130ppm과 10 ppm 수준이었으며 

수용액의 경우 각각 1260 ppm 및 3000 ppm 정도였 

다. 이는 0.5 mL 용량의 semi-microcell을 사용하는 

경우 에탄올 용액에서 Tb+3과 Eu+3 이온의 절대량이 

각각 6.5X10-5g과 5X10-6g 필요함을 의미하며 

따라서 두 이온의 미량분석에 이용하기 어려운 결 

과이다. 한편 Tb+3과 Eu+3의 수용액 혹은 에탄올 

용액 5|丄를 TLC 상에 점적하면 이온의 공명 형광 

선의 세기가 매우 증가하였으며 특히 TLC상의 Tb+3 
과 Eu+3 이온에 o-phenanthroline을 각각 0.4당량 

및 1당량을 추가로 점적하면 가장 큰 형광 증폭 현 

상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형광 증폭 현상은 TLC 
상에서 란탄이온과 o-phenanthroline이 착물을 형 

성하여 리간드에 의하여 흡수된 에너지의 중심금속 

이온으로의 전이에 이은 중심이온의 공명전이에 

의한 방출선의 세기가 중가하는 energy-transfer 

mechanism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결과 Tb^과 

Eu+3 두 이온에 대한 검출한계가 용액시료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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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106배 이상 개선되어 각각 3.5X10%과 8.5 
XlO-Ug의 이온으로 정량분석을 수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형광 중폭 현상올 이용하면 좋은 검출한계와 

상관계수가 ~0.973 이상인 검정곡선을 이용하여 

赤+3과 Eu+3 이온의 미량분석에 이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94년도 교육부 기초과학육성 연구비 

(BRSI-94-3439)”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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