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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리간드와 란탄족 양이온간의 착물 형성 반 

응에 관한 열역학적 연구는 란탄족 이온들이 자기 

공명 영 상(magnetic resonance imagining, MRI)에 서 

콘트라스트 향상 저) 재(contrast-enhancing agent)'로 

사용되며 이온 선택성(ion-selective) 제재? 및 병사 

약제3，(radiopharmaceuticals) 등과 관련하여 광범위 

하게 진행되고 있다. 광학 활성을 갖는 a-아미노산과 

일부 전이금속과의 착물은 리간드 교환 크로마토그 

래 프(ligand exchange chromatograph)에서 리간드 

유동상 첨가제(chiral mobile phase additives) 혹은 

키랄 고정상(chiral stationary phase)으로' 이용되어 

광학 활성물질의 분리에 응용되고 있다. 이때 리간드 

크로마토그래프의 분리 능력은 사용되는 금속이 온과 

이동상의 결합능력, 용매효과 뿐 아니라 금속이온 

주위의 배위환경 및 입체적 영향에 따른 금속 고정 

상의 안정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 

재까지 키랄 고정상에 사용되는 금속이온은 Ni(II), 

Cu(II), Zn(II) 등 몇 가지 전이금속에 국한되어 있다 

최근 L-proline과 Cu(II) 및 란탄(III)족 원소와의 

착물형성시의 열역학적 실험결과가 보고되었다J 그 

결과 L-proline의 헤테로 질소원자 및 카르복실기가 

결합에 참여하여 킬레이트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 1：1 착물 형성시 란탄족 양이온들의 열 

역학적 함수값(M, AS)은 Cu(II)와 매우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어 란탄족 양이온들도 리간드 크로마 

토그래프 분리시 키랄 고정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러한 실험적 사실을 근 

거로 실제 키랄 리간드 교환 크로마토그래프(chiral 
ligand exchange chromatography)에서 란탄족 금속 

(III) 이온을 사용하여 a-아미노산의 광학 활성체를 

분리 한 바 있다.8 이 경우 Cu(II)에 비 해 용량인자(ca
pacity factor)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미노산 중의 하나로써 광학 활 

성을 갖는 물질인 如s-4-hydroxy-L-proline을 선 

택하여 란탄족 금속 양이온과의 착물 형성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trat!S-4-Hydroxy-L-proline은 

구조적 특성상 -0H기가 결합에 참여하는 것이 어 

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치환된 4-hydroxy기의 영향 

으로수용액에서 리간드간 혹은 리간드-물 분자간에 

수소결합을 형성할 것으로 추정되며, 착물 형성시 

이러한 수소결합의 영향 및 4-hydroxy기가 proline 
고리의 염기도와 안정화 상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고자 하였다.

Lanthanide--4- hydroxy - L-proline 의 착물 

형성시, 안정도 상수는 pH 적정 방법(pH titration 
method)，에 의해 구하였으며, trans-4-hydroxy-L- 

proline의 양성자 첨가반응 및 착물 형성시의 엔 

탈피 변화량은 단열 용해 열량계(solution calori

— 466—



/ra”s-4-Hydroxy-L-proline과 란탄족 금속（IID 이온들과의 착물 형성에 관한 열역학적 연구 467

meter)를 이용한 엔탈피 적정 방법 (enthalpy titra
tion method)】。에 의해 직접 반응열을 측정하였다. 

모든 실험은 25.0W, 이온 강도(卩) 0.100M NaC104 
용액에서 실시하였다.

실 험

Lanthanide perchlorate 용액은 lanthanide oxide 
(Aldrich Chemical Co. 99.99%)를 진한 HC104(Me- 
rck) 용액에 녹여 만들었다. Lanthanide perchlorate 
용액의 농도는 xylenol orange를 사용하여 표정된 

EDTA 용액으로 적정하여 결정하였다. trans-4-Hy- 
droxy-L-proline(Aldrich)은 표준 NaOH 용액으로 

표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모든 용액은 무수 NaClOi 
(Merck)를 사용하여 이온 강도를 0.100 M로 조절하 

였다.

pH 측정에는 Fisher model 520 digital pH/ion 
계기 및 Fisher standard combination electrode를 

사용하였다. 단열 용해 열량계는 Tronac model 450 
isoperibol solution calorimeter를 사용하였다. trans- 

4-Hydroxy-L-proline의 수소 해리 상수K*)는 

표준 NaOH 용액과 표준 HC1 용액을 사용하여 반 

중화(half neutralization) 방법에 의하여 구하였으며, 

안정도 상수는 lathanide perchlorate 50.00 mL(pH= 
p&2가 되도록 표준 NaOH 용액과 표준 HC1O4 용 

액으로 조절)에 froMS-4-hydroxy-L-proline을 02〜 

05mL씩 첨가하면서, pH 변화를 측정하여 결정하였 

다. 灰ms-4-Hydroxy-L-proline의 양성자 첨가 엔탈피 

(enthalpy of protonation)는 (raMS-4-hydroxy-L-pro- 
line 용액에 표준 NaOH 용액을 적정하여 구하였다. 

용해 열량계는 THAM LZns(hydroxymethyl)amino- 
methane]의 양성자 첨가열량(heat of protonation)을 

측정하여 확인하였다. 적정에 사용되는 반응물은 적정 

실험전에 열량계의 물중탕에 약 2시간 넣어두어 반 

응물과 열량계의 온도가 일치하도록 하였으며, 반응 

물의 온도(25W)는 기록기로 확인하였다. 착물 형성시 

엔탈피 변화량은 란탄족 금속(HD 용액 50.00 mL를 

취하여 반응셀에 넣고 "ans-4-hydroxy-L-proline 용 

액 2.00 mL를 뷰렛에 넣어 적 정 열량계와 온도 평형을 

시킨 후, 적정하여 반응열을 측정하였다• 적정시 pH 
변화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pH三成2로 조절하였으며, 

실험조건에서 1：1 착물만을 생성시키기 위하여 리 

간드 전체 농도는 란탄족 금속 용액 전체 농도의 1/2 

이하로 유지시켰다. 모든 실험은 이온강도 0.100M 
NaClQ로 조절하여 25t에서 실시하였다.

결과 및 토의

”做s-4-Hydroxy-L-proline의 산도(acidity) 및 양 

성자첨가반응의 열역학적 함수값을 반중화 방법 및 

엔탈피 적정방법으로 구하였으며, 안정도 상수는,

n
———=vim(M； 금속이온당 결합한 리간드 평균 
1-M

수, 阮 1：1 착물 형성의 안정도 상수, LU； 자유 

리간드 농도)을 이용하여 축을 ;二 , X축은 [L]
1 —M

로 도시하여 그 기울기로부터 方을 구하였다户. 心 

은 Eu3+hydroxy-L-proline 착물 형성시의

一一에 대한 [L]을 도시한 것이며, 좋은 직선 
l~h

관계를 보여준다. 안정도 상수값은 최소자승법을 이 

용하여 직선의 기울기로부터 계산하였다.

란탄족 원소들은 La에서 Gd까지 이르는 경란탄족 

(lighter lanthanides) 원소와 Tb에서 Lu에 이르는 

중란탄족(heavier lanthanides) 원소의 분족으로 분류 

할 수 있으며 란탄족 착물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은 

Gd에서 현저한 변화를 나타내는 "gadolinium 
break"1213 현상을 보여준다. 이는 경란탄과 중란탄 

양이온 사이의 전자 배열의 차이 뿐 아니라, 용액내 

에서 배위수의 변화 때문으로 여겨진다.

Fig. 1. Plot of [L] vs. n/l — n for Eu3+-^raws-4-hyd- 
roxy-L-pro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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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rmodynamic parameters of /raws-4-hyd- 
roxy-L-proline 卩 = O*1M NaC104, 7、=25.0 은:

区2 —
(kjl『)

△比

(kJM1)
AS, 

(JK-M】)

2.79+ 9.33± 15.92+ 0.037± 53.53土
0.02 0.03 0.21 0.004 2.14

Fig. 2. Correlation of log^i of the Eu3+ complexes 
and pK of the ligand. (1) taws-4-hydroxy-L-proline, 
(2) L-proline7, (3) pyrazine-2-carboxylate16, (4) cro- 
nate17, (5) a-picolinate-A^-oxide18, (6) glutarate18, (7) 
a-picolinate18, (8) malonate18, (9) 1,4-cyclohexanedica- 
rboxylate19.

실험 결과 切初$-4-hydroxy-L-proline과의 안정도 

상수는 La3+에서 Gd"까지 서서히 증가하다가, 

Gd" 에서 Yb3+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주어 uga- 

dolinium break”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7毎2는 Eu" 과 두자리 리간드들의 logpii- 각 리 

간드들의 成에 따라 도시한 것이다. 정성적으로 비 

교할 때 区에 따라 1国&이 두자리 리간드들에 따라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란탄-유기산의 상호작용이 이온 상호작용 모델임을 

의미한다.心5 본 실험에서 측정한 fmns-4나iydroxy-L- 

proline도 직선적 관계에 잘 일치하였다. 이 결과로 

미루어 보아 fr物5-4-hydroxyT厂proline의 질소 원자 

가 전자 주게 원자로서 두자리 리간드로 결합에 참 

여하여 란탄족 금속과 킬레이트를 형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착물 형성시의 반응 열량을 구하기 위해 단열용 

해 열량계를 이용하여 란탄용액을 리 간드용액으로 

적정하여 열량을 측정하였다. Table 2는 대표적으로 

Table 2. Enthalpy titration data for Eu3+-fraws-4-hyd- 
roxy-L-proline p=0.1 M NaClQ, T=25.(此

initial volume=50.00 mL, [M]t=3.912X 10-2 M( ini
tial [H+>1.175X10-3M, final EH+] = 1.698X10^3 
M.

V이ume of titrant
(mL)

아THai 
(mJ)

^Corrected
(mJ)

[LJtXIO3
(M)

1.0 643 642 6.071
1.1 707 706 6.665
1.2 772 770 7.256
1.3 836 835 7.846
1.4 900 899 8.433
1.5 965 963 9.017
1.6 1029 1027 9.600
1.7 1093 1091 10.180
1.8 1157 1156 10.758
1.9 1222 1220 11.334
2.0 1286 1284 11.908

Table 3. Thermodynamic parameters for the formation 
of lanthanide-/nzns-4-hydroxy-L-proline.卩=0.1M 
NaClQ, T=25.0t

Metal
(III)

logpi -AG 
(KJM1)

AHi 
(kJW1)

ASi 
(Kg)

2 J6± 0.06 13.46± 0.43 2.24± 0.04 52.66± 5.03
2.88± 0.65 16.44± 0.26 1,98± 0.05 61.79± 4.33
2.77± 0.17 15.83± 0.09 2.18土 0.03 60.40± 2.10
2.73± 0.04 15.58±0.13 2.22土 0.06 59.69± 3.27
3.42 ± 1.23 19.50士 0.04 1,99± 0.05 72.10± 3.85
2.92 士 0.05 16.69士 0.17 2.23± 0.08 63.46± 3.07
2.58 ±0.08 14.72 ± 0.26 2.15± 0.10 56.58士 5.78
2.76± 0.55 15.76± 0.08 2.29± 0.09 60.53± 2.08
2.66± 0.37 15.18+ 0.12 2.38± 0.08 59.96± 4.14

EiF+와 g算s-4나iydmxy-L-proli眼과의 착물 형성 

에 따른 열량을 나타낸 것이다. 보정된 열량은 회석 

열량 및 리간드의 양성자 제거 반응의 열량을 제외한 

것이다. 이러한 보정된 열량으로부터 착물 형성 반 

응의 엔탈피 변화량을 계산하였다. Table 3에 란탄족 

금속들과 frans-4-hydroxy-L-proline^] 착물 형성 

시의 열역학적 함수값올 나타내었다. 본 연구 결과 

lanthanide-tm丸s-4-hydroxyT厂proline계 의 특성은 

흡열반응 및 과량의 엔트로피 (exess entropy) 효과로 

나타났다. 이는 내부권 착물(irmeirphere complex) 
형성을 의미하며, 착물 형성은 수용액상에서 이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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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rmodynamic paramaters of the europium
(III) complexes

Ligand
-AGj 

(kJMf
AWi 

(kJM-1)
ASi 

(JKfL) Ref.

trans-
4-Hydroxy- 15.58 2.2 60 This
L-proline work

L-Proline 13.23 11.7 84 (7)
a-Picolinate 20.58 -6.4 48 (18)
Pyrazine-2- 16.09 一 0.3 53 (20)

carboxylate
Anthranilate 24.31 4.6 97 (21)

의 수화 구조로부터 물 분자의 분리에 따른 수화구 

조의 파괴에 지배되는 것으로 여겨진다.13 a-Hyd- 

roxy carboxylate 리간드들은 수용액에서 란탄족 

양이온과 착물을 형성할 때, a 위치의 -0H기와 양 

이온 사이에 물분자를 포함하면서 결합에 참여하여 

킬레이트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2 4-N- 
(2'-hydroxy-benzylidene)amino-antipyridine 의 경 

우에도 -0H의 산소원자가 란탄족 양이온과 결합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23 그러나 trans- 

4-Hydroxy-L-proline의 경우에는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여 -0H가 결합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울 것 

으로 예측되었다. 두 개의 카르복실기를 갖고 있는 

isophthalate도 구조적 특성으로 한자리 리간드로 

작용하여 란탄족 양이온과 결합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24 또한 纳ms-4-hydroxy-L-proline의 산도 

(pK，2=2.79)는 L-proline의 산도(pK”=2.72)와 매우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어, 4 위치에 치환된 hyd- 
roxy기의 전자 유발 효과는 산도에 거의 영향을 끼 

치지 않았다.

Table 4에 Eu3+ -^raws-4-hydroxy-L-proline 외에 

몇 개의 아미노산 리간드들이 착물을 형성할 때의 

열역학적 함수값을 나타내었다. trans-4-Hydroxy- 
L-proline은 L-proline과 마찬가지로 엔트로피 효과 

에 의해 안정화 되는 반면, a-pioolinate는 엔트로피 

효과 뿐 아니라 엔탈피 효과에 의해서 안정화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tna”s-4-hydroxy-L-proline은 

L-proline에 비해 작은 엔탈피 및 엔트로피 변화량을 

나타내어 L-proline보다는 다소 발열적으로 진행되 

었다. 算s-4-Hydroxy-L-proline의 경우, L-pro- 

line과는 달리, 수용액내에서 리간드-리간드 분자간 

또는 리간드-물 분자간의 수소결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란탄족 금속이온들과 착물을 형성 

함으로써, 이러한 수소결합의 약화 또는 파괴로 인해 

새롭게 형성된 란탄-tn"is-4-hydroxy-L-proline 착 

물은 란탄-L-proline 착물에 비해 크게 편극화하여 

많은 수의 수화수를 갖는 수화 구조 상태를 이룰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권 착물 형성시의 엔탈피 및 

엔트로피 변화량은 수용액상에서 이온들의 수화 구 

조에서 물분자의 분리 및 재 결합에 따른 수화 구조의 

변화에 크게 지배 받게 된다. 실험결과 란탄-灰ZJIS- 

4-hydroxy-L-proline이 란탄-L-proline에 비해 다 

소 발열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결과는 새로운 수화 

구조의 형성이 수소결합의 파괴보다 크게 기여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예측은 엔트로피 변화량이 

작게 나타난 것으로도 뒷받침되었다.

G. R. Choppin 등은 5-고리 킬레이트를 형성하는 

lanthanide-aminopoly-carboxylate 착물들이 카르복 

실 수에 따라 이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는 실험적 

사실로부터 -COOH 당 0.1 M 이온강도에서 ~67 
JK^molT의 엔트로피 변화를 추정한 바 있다.25 

이러한 결과를 Eu3+ -ZraMS-4-hydroxy-L-proline 착 

물의 경우에 적용하여 보면, -COOH의 엔트로피 

효과를 제외한 질소원자와의 결합에 따른 여분의 

엔트로피(excess entropy) 변화량은 60— 67= —7 
JK^moL로 계산되며 2辺*双=70£心“로부터 

추정되는 여분의 발열적 엔탈피 변화량은 一2 kJ 
moL로 계산된다. 마찬가지로 a-picoline의 경우, 

여분의 엔트로피 변화량은 48- 67= — 19JKTmolT 

및 여분의 엔탈피 변화량은 一0.8kJmolT로 계산되 

었다. 여분의 엔탈피 변화량은 질소 원자와 란탄족 

양이온과의 직접 반응에 의한 엔탈피 변화량으로서 

g>ts-4-hydroxy-L-proline은 a-picoline보다 강한 

발열반응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계산 결과로부터 

예측할 때, t"zws-4-hydroxy-L-proline의 경우 질소 

원자와 란탄족 양이온과의 직접 반응에 따른 약 一2 
KJmolT의 엔탈피 효과에 의해, 내부권 착화합물을 

형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수용액내에서 fraMS-4-hydroxy-L- 

proline은 란탄족 금속(III) 이온들과 안정한 킬레이 

트를 형성하며, 착물형성(1：1) 반응은 엔트로피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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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의해 진행되었다. 또한 란탄족 금속(IID 이온 

들의 열역학적 특성은 Cu(II) 이온(△(；=—22.77 
kJM \ AH=2.12 kJM1, AS=83.44 JK-'moP1)26 
과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는 Cu(II) 이온이 

리간드 교환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극성 물질 및 

라세미체를 광학 분리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사 

실과 열역학적 특성의 유사성은 란탄족 금속(III) 
이온들도 리간드 교환 크로마토그래피에서 키랄 고 

정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1993년도 교육부 기초과학연구소 학술 

연구 조성비(BSRI-93-307)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으 

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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