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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고리 화합물은 분자 고리내의 주개 원자와 

고리 치환기의 종류에 따라 여러 금속 이온과 선택 

적인 착물을 형성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의 

착물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들 거 

대고리 화합물과 금속 이온간의 착물 형성에 대한 

연구의 결과, 착물의 안정도에는 금속 이온과. 거대 

고리 리간드간의 상대적인 크기, 고리내의 주게 원 

자의 종류와 수, 리간드의 염기도 고리내 주개 원 

자의 배열, 금속 이온의 전하, 거대고리 화합물의 

입체적 구조 및 용매의 성질 등이 영향을 미치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이와 같은 기초 연구에서 얻어진 착물의 안정도를 

토대로 각 금속 이온에 대한 거대고리 화합물의 인식 

기능을 응용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 거대고리 화합물을 포함하는 고정상을 

합성하여 금속 이온의 분리를 시도한 연구는 분석 

화학 분야 뿐만 아니라 환경에 관련된 여러 분야의 

관심을 끌고 있다. 거대고리 화합물을 포함하는 고 

정상의 합성 방법은 대체로 거대고리 화합물에 긴 

알킬사슬을 치환시켜 실리카 겔에 흡착시키는 것2一“ 

과 거대고리 화합물을 작용기로 갖는 중합체를 합 

성하는 방법卜9이 많이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거대고리 화합물을 실리카 겔에 직접 결합시키는 

방법도 개발되었다.1。-小

이러한 고정상들의 금속 이온에 대한 친화력에는 

고정상에 포함된 거대고리 화합물의 금속 이온에 

대한 친화력, 즉, 착물의 안정도 상수가 가장 큰 영 

향을 미치고 있으며,皿 그 밖에 음이온의 종류2 및 

용리액의 산도°가 금속 이온의 분리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임이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질소와 산소 주개 원자를 가지므로 

전이 금속 및 중금속 이온과 안정한 착물을 형성하는 

거대고리 화합물인 l,12-diaza-3,4； 9,10-dibenzo-5, 
8-dioxacyclopentadecane(NtnOenH4, 1)과 Nd3+ 및 

UO22+ 이온간의 착물 형성에 대한 안정도 상수를 

조사하고, NtnOenlh의 질소 원자에 결합한 수소 

대신에 hexadecyl기를 치환시킨 A〃V-dihexadecyl- 

l,12-diaza-3,4； 9,10-dibenzo-5,8-dioxacyclo-pen- 
tadecaneChexadecyl-NtnOenHi, 3)을 합성하여 실리 

카 겔에 흡착시킨 후 이를 고정상으로 사용하여 

UO22+ 이온의 분리를 시도하였다.

실 험

시 약. 메탄올은 마그네슘과 요오드를 사용하여 

정제한 후에 사용하였고 물은 1차 증류수에 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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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망간산 칼륨을 가하여 증류한 2차 증류수를 사용 

하였다. 질산은 Merck사 제품 G.R.급 시약을 사용 

하였고 산의 농도는 KOH 용액으로 적정하여 결정 

하였다. 금속염인 UO2(NO3)2・6H2O, Nd(NO3)3-6H2O 
및 Cu(NO3)2・6H2。는 Merck사 제품 G.R.급 시약, 

그리고 KNO3 및 KOH는 Kanto사 제품 G.R.급 시 

약을 더 이상 정제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Thionyl chloride와 monochloro acetic acid는 Ka- 
nto사 제품 E.P.급 시약을 사용하였고, 발색제 Are- 
senazo-III는 Merck사 제품 G.R.급을, 그리고 실리카 

겔은 70-230 mesh의 Merck사 제품을 사용하였다.

고정상의 합성. NtnOenH,는 Lindoy” 등의 방 

법에 의해 합성하였다. 알킬기가 치환된 리간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합성하였다. 즉, palmitic acid 
25.6g(0.1 몰)을 벤젠 50mL에 녹인 다음, 50mL의 

벤젠에 SOCL 17.8 或0.15몰)을 녹인 용액을 한 방 

울씩 가하면서 질소 분위기에서 5시간 반응시켰다. 

반응물이 오일 상태가 될 때까지 증류한 후 진공 

중류로 정제하여 palmitoyl chloride를 합성하였다.

° SOQ, 9
CH3(CH2)14-C-OH ------------- -------- -- CH3(CH2)14-C-CI

Benzene

NtnOenHi 3.13 g(0.01 몰)과 triethyl amine 2.53 g 
(0.025몰)을 50mL의 벤젠에 녹인 毛 50mL의 벤 

젠에 palmitoyl chloride 6.32 g(0.025몰)을 녹인 용 

액을 한 방울씩 가하였다. 이 용액을 551 로 유지 

시키면서 3시간 반응시킨 다음 실온까지 식히고 여 

과하였다. 이를 디에틸 에테르로 정제하여 palmi- 

toyl-NtnOenH«2)를 합성하였다.

이렇게 합성한 palmitoyl-NtnOenHi 0.5 g(6.5X 
10-4몰)을 thf 100 mL에 녹이고, LiAlH, 0.025 g 

(3.25X10-3몰)을 THF 300mL에 녹인 용액에 한 

방울씩 가한 후, 질소 분위기에서 18시 간 환류시키고， 

고체 상태의 생성물이 생길 때까지 증류시킨 후, 

디에틸 에테르에서 정제하여 hexadecyl-NtnOenHf 
(3)를 합성하였다.

O O
hCh 9 아倾아妙;h、C/&CH2)” 가*3

丿브氧 N 므CH3(CH2)14-G-Ct //애*

BL'S-◎ NfCHjCM^ * ◎ -

⑴ ⑵

하如(가场伯、C/(애 2)15다烦
LiAIH4 一"-J一규m—七

0)

이 화합물의 녹는점은 45~47 @ 였으며, 'H NMR 

스펙트럼(F讶. 1)에서 0.91(-CH3), 1.25(-CH2), 1.48〜
I. 70(-NCH2CH2), 2.32(-NCH2), 3.62(-ArCH2), 4.32 
(-OCH2), 7.0〜7.8(Ar-H), IR 스펙트럼에서 C=O 
신호의 사라짐, 그리고 mass 스펙트럼(M.W. 760)으 

로부터 생성물을 확인하였다. 원소 분석 결과는 다 

음과 같았다. CsiHggNq； 측정치: C, 80.15%; H,
II. 58%; N, 3.52%; 계산치: C, 80.44%; H, 11.67%;

Fig. 1. 'H NMR spectra of hexadecyl-NtnOen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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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3.68%.
관크로마토그래피의 고정상은 110 M 에서 15시간 

방치하여 활성화시킨 실리카 겔과 질량비로 10%의 

hexadecyl-NtnOenHt를 클로로포름에 넣은 후, 클 

로로포름을 증발시켜 hexadecyl-NtnOenH，를 실리 

카 겔의 표면에 입혀서 제조하였다.

이렇게 얻은 고정상을 사용하여 UO22+, Cu2+ 및 

Nd3+ 이온의 혼합물로부터 UO22+ 이온의 분리를 

시도하였다.

측정기기. 원소 분석에는 Elementar Analysen- 
systeme의 Vario El을 사용하였으며, 전위 차 적정은 

전위 차계 (Fisher-Accument Model 525 pH/Ion Me- 
ter)와 결합 전극(Orion Combination Electrode Cat. 
No. 810200)을 사용하여 행하였다. UV/VIS 스펙트 

럼은 Shimadzu W-240 분광광도계를 사용하여 얻 

었으며, 이 때 용액은 1 cm quartz, cell을 사용하였 

다. IR 스펙트럼은 Bruker IFS-45를 사용하여 얻 

었고, NMR 스펙트럼은 Bruker AC-300p 300 MHz 

FT-NMR 분광기를 사용하여 얻었다. Cu(NO3)2- 
6氏0의 정량은 Perkin-Elmer A.A.2380을 이용하여 

행하였다.

실험방법. NtnOenlL의 양성자화 상수 및 금속 

착물의 안정도 상수의 결정에 사용된 pH 미터는 ph- 

thalate와 phosphate 완충 용액을 사용하여 보정하 

였고, 모든 수용액은 KNO3를 사용하여 이온 강도를

O. 1 로 조절하였다. 리간드의 양성자 첨가 평형 상수 

및 착물의 안정도 상수는 리간드 및 금속 염의 농 

도를 약 1.0X10-3 m, 산의 농도를 2.5X10-3M로 

하여 0.0653 M의 KOH 수용액으로 적정하여 측정 

하였으며, Beck16 등이 제안한 식을 이용하여 이미 

보고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그래프적 처리에 의해 

결정하였다."

크로마토그래피의 관내에서 pH 변화에 따른 

UO22+ 이온의 흡착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IX 
1(厂3〜IX 1()-2 M의 금속염 용액을 만들어 질산 또 

는 암모니아 수로 pH를 조절한 후 5 g의 충진제를 

채운 관에 천천히 통과시켜 충분히 흡착시키고, 0.1 

M HNO3 용액으로 흡착된 금속 이온을 용출시킨 

다음 UCW+와 Nd3+ 이온은 Arsenazo-III로 발색시 

켜 665nm에서 홉광도를 측정하여 정량하였고, Cu2+ 
이온은 원자 흡광 분석법에 의해 정량하였다.

금속 이온의 분리 실험에서는 95% 메탄올을 용 

리액으로 사용하였다. 70~230 mesh의 충진제를 

95% 메탄올에 풀어 내경 2 cm의 파이렉스 유리관에 

높이가 14 cm가 되도록 채우고 용리액으로 충분히 

씻어주었다. Nd3+, Cu2+ 및 UO22+ 이온의 농도가 

각각 인 혼합 용액 0.1 mL을 분리관의

상단에 흡착시켰다. 용리액의 pH는 HNO3로 조절 

하였으며, 이 때 pH 미터는 옥살산 염과 숙신산염의 

완충 용액으로 보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금속이온의 흡착특성. 거대고리 화합물을 포함 

하는 고정상을 이용한 금속 이온의 분리 가능성은 

금속 이온과 거대고리 리간드간의 착물 형성에 대한 

안정도 상수로부터 예측할 수 있다. 즉, 착물의 안 

정도 상수가 클수록 금속 이온과 고정상간의 친화 

력이 증가될 것이므로 고정상내에서 금속 이온의 

머무름 시간은 길어질 것이다.

NtnOenH4 리간드는 전이금속, 후전이금속 및 희 

토류 금속 이온과 안정한 착물을 형성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Table 1은 NtnOenH, 리간드의 

UWL Nd3+ 및 Cu2+ 금속 착물에 대한 안정도상 

수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1을 보면 NtnOenH4 리 

간드의 금속 착물에 대한 안정도 상수, log K값은 

Nd3+<Cu2+《110产의 순이다. 그러므로 NtnOenH, 
를 포함하는 고정상에서 각 금속 이온의 머무름 시 

간은 Nd3+<Cu2+VUW+의 순이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31러나 고정상으로 사용한 hexadecyl-NtnOenHi 
는 NtnOenH,에 긴 알킬 사슬을 치환시킨 diamine 
이므로 물이나 알코올에 녹지 않는다. 그러므로 금속

Table 1. Stability constants of NtnOenH, macrocyclic 
ligands with metal ions in aqueous solutions at 
251

Metal ion Stability constant (logK)

UO22+ 11.4
Nd3+ 4.62
Cu2+ 6.94"

"Kim, J.; Yoon, C. J.; Park, H. B.; Kim, S. J. J. Kor.
Chern. Soc. 1991 35,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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抵 菖質囂畫에 따른 안정도 상수를 

드의 질소가 양성「자화썳鑿성。爲에辭 리간 

따라서 본연爲宾*普도여窯수 있다. 

계수를 구하여 금속。窩 二;도대신 분배 

按 작용기를新，制堂화辭 

알려졌기 때문에 ; 여辭匕f 을에서 더 증가함이 

매로 사용하였다. 분배 ；수簣하岩:讐을 용 

이온의 흡착이 가느 사二，구하기 전에 먼저 금속 

고정상에 가장 잘。흡착될 ::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온에 대해서 pH 변화에 3•‘二、상^ UO严 

하였다. 唸 2는 이를 "靄이V• 특;. 조사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W버 :辭 급了하게 

이상에서 가능할 것이라는 거;허：리upH=2.5 
阻=3.0인 95% 메탄오에서二;二、있다‘%‘3은 

CU2+ 이오의 노匸 V ' 구한 UO/L Nd3+ 및 
것이다.너提関二"곡선을 命 

:뽀W鷺 잘 형성하; 않는 嘉온貞2이 

'tr 적은 흡착을 나타내고 있다.

0 宜 평형의 결과로부터 분배 계수와 분리 인자를

飞&打---- -----二竺挡理—至豐亶tor
Cu" 孺 18 '
Nd 가 ?24 J
^一一__ 0.20 '

--------------------Z_______  1.0

다음 식에 의해 제산하였다.

D（M"）=｛卫정상 중의
｛용액 중의 "의*囂源〃 

a（M，，+/N，，+）=D"）/D（N，，+）

点麗;驾:"）는 금속 양이온 "와 

邮*의 ［대 분 J 抵;;◎히"에 대한 

의한 계산 결과를 나타낸 것이窘 2匸 이들 식에 

M當爲嘉*수와분리。峰 UQ" 

수는 정賈상岩片 계

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다 그寫 J 부터 예측한 

한 착물을 형성蠢 盘 상당히 안정

수는 0.24로써 예상보다 훱씨丄3상에서의 분배 계

쩌 예 J보다 훨씬 작은 값일 뿐만 아니
1995- VoL 3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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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n )0 ” IQOat
trriwHt TalvMlal)

Fig. 4. Elution curve for Nd?+-Cu2+-UO22+ mixture; 
Eluent: pH=3.0, 95% methanol, Elution rate: 1 mL 
/min.

라 안정도 상수가 4.62 인 Nd" 이온과 거의 같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은 he- 
xadecyl-NtnOenHj의 금속 이온에 대한 친화력이 

NtnOenHj에 비해 현저히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Merlin14 등의 연구에 의하면 거대고리 화합물을 

포함하는 고정상의 금속 이온에 대한 친화력은 고 

정상의 구조상 요인과 용매 효과 등에 의해 순수한 

거대고리 리간드 착물의 안정도 상수에 비해 log값 

으로 1~2 정도가 감소하고 있다. 본 연구의 고정 

상으로 사용된 hexadecyl-NtnOenHj는 NtnOenH4 
에 알킬기를 붙인 것이므로 금속 이온과의 착물 형 

성시 치환기인 알킬 사슬에 의해서 입체적인 장애를 

받을 것이고 금속 이온은 용액 상태의 착물 형성이 

아닌 실리카겔의 표면에 입혀진 리간드와의 흡착이 

므로 흡착능은 크게 감소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용 

리액의 산도가 pH = 3.0인 상태이므로 고정상의 질소 

주개 원자는 양성자화되어 금속 이온에 대한 친화 

력은 더욱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Nd3+와 Cu2+ 이 

온은 고정상에 거의 흡착되지 않으며, 착물의 안정 

도가 이들보다 훨씬 더 강한 UCV+ 이온만이 흡착 

됨을 알 수 있다.

금속 이온의 분리. 질산으로 산도를 조절한 pH= 
3.0의 95% 메탄올 용리액을 사용하여 얻은 크로마 

토그램을 苑g.4에 보였다. Fig. 4를 보면 UOz" 이 

온은 Nd’+와 Cu2+ 이온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분리 

되었지만 Nd3+ 이온과 Cu2+ 이온은 거의 같은 위 

치에서 용리되었다. 이는 Table 2의 분배 계수와 

분리 인자로부터 예측된 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 

이다. 즉, UO22+ 이온의 분리 인자는 Cu2+ 이온이나 

Nd3+ 이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값을 갖는데 비 

하여 Nd3+와 Cu" 이온의 분리 인자는 거의 같은 

값을 가지므로 UO22+ 이온은 Ci严 이온이나 Nd3+ 

이온과는 다른 위치에서 용리되었고 Cu2+ 이온과 

Nd" 이온은 거의 같은 위치에서 용리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N<F+및 Cu2+ 이온으로부터 

UO22+ 이온의 분리 뿐만 아니라 거의 비슷한 크기의 

착물의 안정도 상수를 가진 란탄족 이온 및 전이 

금속 이온군으로부터 UOU+ 이온의 분리가 가능할 

것이라 예상된다.

본 연구는 1991년도 교육부 국내교류교수연구비 

및 1992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의 일부에 의한 

것이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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