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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6-diformyl-p-cresol(DFPC)로부터 합성한 Ln■거대고리 ([2이DOTA) 착물, [Ld([2이DOTA)(NQ) 

(H2O)](NO3)2 • xH2O {Ln(III)=Pr, Sm, Gd, Dy}를 methanol 용매에 2일정도 정치함으로써 [Ln([20]DOTA)(NO3) 

(CH3OH)产을 얻을 수 있다. 이 lanthanide거대고리 착물에서 배위된 CHQH이 주게원자가 N인 보조리간드, 

La(=한자리 리간드; pyridine, imidazole, triethylamine, diethylamine, piperidine)에 의해 치환될 때 평형상수(K) 

를 25 °C, 卩=0.1M에서 분광학적 방법으로 결정하였다. 보조리간드의 pKa는 pyridine < imidazole < triethyl

amine < diethylamine < piperidine의 순서 이 지만, 이때 평형 상수, K는 pyridine < imidazole < diethylamine < pi

peridine < triethylamine 경 향으로 변하였다.

ABSTRACT. Ln-macrocyclic([2이DOTA) complexes, [Ln([20]DOTA)(NO3)(H2O)](NO3)2 • xH2O{Ln(III)=Pr, 
Sm, Gd, Dy}, which had been synthesized from 2, 6-diformyl-p-cresol(DFPC), was placed in methanol for 2 
days, and [Ln([20]DOTA)(NO3)(CH3OH)]2+ was formed. The equilibrium constants(K) for the substitution of coor
dinated CH3OH in the Ln-[20]DOTA complexes by various auxiliary ligands, La(=monodentate ligands; pyridine, 
imidazole, triethylamine, diethylamine, piperidine) were determined spectroscopically at 25 °C and 0.1M. The pKa 
of auxiliary ligand is in the order of pyridine < imidazole < triethylamine < diethylamine < piperidine, however the 
K has shown the trend of pyridine < imidzole < diethylamine < piperidine < triethylamine.

서 론

거대고리와 거대 두고리 (macrobicycle)가 관련된 

배위 화합물은 생무기화학의 모형과 의학적 응용 및 

촉매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흥미로운 연구분야이다「 

이와 관련하여 1968년에 보조 효소(coenzyme) B12 

(S'-deoxy-S'-adenosylcobalamin)0]] 대한 X선 회절 분 

석 결과로2 복잡한 금속 함유 보조인자에 대한 구조 

적인 특성이 규명되면서 cobalt-탄소(Co-C) 결합이 

관여한 다양한 alkyl, aryl 6결합 cobalt 착물과 함께 

B결합 porphyrin의 합성과 전기화학적 반응성 등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財

(Dimethyl-3,7,12,17-tertramethyl-8,13-divinylpo- 

phyrin-2,18-dipropionato)(methanol)(methoxo)cobalt 

(III), [Co(III)P(MeO)(MeOH)]에서 pyridine과 imida- 
zole에 의한 MeOH의 치환반응 속도가 결정되었다? 

이 착물과 pyridine간의 반응에서 전이상태는 금속과 

리간드 간의。-결합과 兀-결합에 의해 안정화되지만,

[Co(III)PCl] 巴쯔» [CoP(MeOH)2]+^^

MeOH
[CoP(MeO)(MeOH)] < > [CoP(Me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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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L
[CoP(MeO)L](L: imidazole, pyridine, etc.)

imidazole의 경우에는 주로 6결합이 관련된다. 그런 

데, 최근에 [(tetramethylporphinato)Fe(III)L2](L: 다양 

한 B염기성을 가지는 pyridine형 리간드)구조가 L의 

6염기도가 감소함에 따라 조금씩 변한다는 것이 관 

찰되었다。7 이 결과는 전자구조가 점 차적으로 변함 

을 암시한다. 또한, 금속과 축방향 리간드 사이 에 6 

결합성 상호작용이 It-결합성 상호작용보다 중요성 

이 덜함도 지적되었다.

Lanthanide(III)거대고리 (HAM, DOTA, TAHOM 

등) 착물은 생물의 학적 진단법 (biomedical diagnos- 
tics)용과 형광성 영상체 (fluorescence imaging agent) 

혹은 자기공명 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HAM DOTA TAHOM

MRI)에서 상자기성 대조 강화제(paramagnetic con
trast enhancing agent)，의 잠재적 응용성과 함께 변조 

광소자(tunable photonic devices)'。로서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lanthanide{Ln(III)=Pr, Sm, Gd, Dy}-[2이 

DOTA(N4C)2형 거대고리: tetraiminodiphenol 거대고 

리 리간드) 착물, [Ln([20]DOTA)(NO3)(CH3OH)]2+을 

합성하고, 이들과 주게원자가 N인 보조 리간드(侦= 

pyridine, imidazole, triethylamine, diethylamine, pi

peridine) 간의 화학평형상수를 계산한다. 그리고, 보 

조 리간드의 어떤 인자가 화학평형에 영향을 미치는 

지 고찰할 것이다.
n, CHqOH 

[Ln([20]DOTA)(NO3)(H2O)]2+ 亠。

[Ln([20]DOTA)(NO3)(CH3OH)]2+ (1)
W늘 [Ln([20]DOTA)(NO3)(La)]2+

실 험

시약 및 기기. 전구체, 2,6-diformyl-p-cresol 및 착 

물합성 에 사용한 2,6-bis(hydroxymethyl)4methyl- 

phenol, manganese(II) carbonate, Pr(NO3)3 - 6H2O, 

Sm(NO3)3 • 6H2O, Gd(NO3)3 - 6H2O, Dy(NO3)3 • 

5H2O, 1,2-diaminobezene, acetonitrile 등은 Merk 혹 

은 Aldrich 사의 특급 시 약이 었다. 보조 리간드로 이 

용한 pyridine, imidazole, triethylamine, diethylamine, 

그리고 piperidine 등은 Aldrich 또는 Sigma사의 특급 

제품이었다. 합성한 물질의 확인을 위한 원소분석 

및 mass, IR, NMR spectrum은 기초과학지원연구소 

에 보유하고 있는 Elemental Analyzer(Carlo Erba), 

VG70-VSEQ Mass spectrometer(VG ANALITICAL, 

UK), FT-IR spectrometer(Bio-Rad FTS60), 그리고 

500MHz-NMR spectrometer(AMX 500, Broker)로부 

터 각각 얻었다. 평형상수 계산에 필요한 자료는 

KONTRON UVIKON 860 UV-VIS Spectrophoto- 

metei•로 측정하였다.

전구쳬 합성. DOTA 착물 혹은 거대고리 이핵금 

속 착물을 합성할 때 전구체로 이용되는 2,6- 

diformyl-p-cresol(DFPC}c- 2,6-bis(hydroxymethyl)-p- 

cresol의 산화로부터 얻는다. 본 실험에서는 2,6-di- 

formyl-p-cresol-gr 2,6-bis(hydroxymethyl)7?-cresol-^ 
출발물질로 Shozo Taniguchi 법""”을 수정 • 합성하 

였다. 300 mL chloroform에 manganese(IV) oxide 80 

g과 2,6-bis(hydroxymethyl)-p-cresol-J- 섞 어 현탁액으 

로 만든 후 실온에서 교반한다. 이 혼합물을 3시간 

정도 저어주면 phenol은 녹으며, 4일간 계속 교반시 

킨 다음에 여과하여 얻은 침전물을 chloroform 

철저하게 세정한다. 이 때 chloroform을 매 번 200 

mL로 3회 이상 실시한다. 최초 거른액과 3회 이상의 

씻은 액을 합하여 휘발시키면 연한 노란색 고체가 

생성된다. 이것을 원심분리기(12,000 rpm, 4%)에서 

검정색 M11O2를 제거한 후에 silicagel column에서 

chloroform: ethyl acetate(10:l) 혼합용매로 분리하여 

첫 번째 화합물을 휘발시키면 고순도의 생성물을 얻 

을 수 있匸h 이 생성물은 Mass 및 NMR spectrum으 

로 확인하였다.

란탄족•거대고리 착물 합성. 이 착물, {[Ln([2이 

DOTA)(NO3)(H2O)](NC)3)2 • 舟顼)}는 이 미 문헌”에 

알려진 대로 DFPC(1 mmol)의 acetonitrile(35 mL)과 

Ln(NO3)3 - 6H2O(0.5 mmol)의 acetonitrile(15 mL)에 

1,2-diaminobezene(l mmol)의 acetonitrile(25 mL) 용 

액을 첨가하여 교반시킴으로써 합성할 수 있었다. 

이 때 교반시간은 순수한 생성 물을 얻는데 중요한 인 

자로 고려되었으며, 본 실험에서는 6~7시간이 적당 

한 조건이었다.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 얻어진 고체 

생성물을 분리하여 acetonitrile과 chloroform으로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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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되풀이 세척한 후에 CaCL을 넣은 진공 건조용 

기에서 건조시 킨후 보관하였다.

이런식으로 합성한 착물의 확인 결과들 중에 원소 

분석치와 IR spectrum의 특성피이크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Pr([20]DOTA)(NO3)(H2O)](NO3)2 • 2H2O.

Anal. Calc.(%) for C3oH3oN7Oi4Pr: C, 42.22; H, 3.54; 

N, 11.49. Found: C, 42.22; H, 3.46; N, 11.25. IR in 
macrocycle(KBr, cm '): v(CH), 2924; v(C=N), 1629; 

v(C=C), 1545.

[Sm([20]DOTA)(NO3)(H2O)](NO3)2 • H20.

Anal. Calc.(%) for C^HaNO^Sm: C, 42.69; H, 

3.34; N, 11.61. Found: C, 42.98; H, 3.39; N, 11.56. 
IR in macrocycle(KBr, cm-'): v(CH), 2924; v(C=N), 

1629; v(C=C), 1546.

[Gd([20]DOTA)(NO3)(H2O)](NO3)2 • H2O.

Anal. Calc.(%) for C3oH28N7013Gd: C, 42.30; H, 3.31; 

N, 11.51. Found: C, 42.85; H, 3.67; N, 11.38. IR in 
macrocycle(KBr, cm-1): v(CH), 2924; v(C=N), 1629; 

v(C=C), 1546.

[Dy([20]DOTA)(NO3)(H2O)](NO3)2.

Anal. Calc.(%) for C3oH26N7012Dy: C, 42.94; H, 3.12; 

N, 11.69. Found: C, 43.27; H, 3.54; N, 11.54. IR in 
macrocycle(KBr, cm ~'): v(CH), 2926; v(C=N), 1629; 

v(C=C), 1548.

용액제조 및 평형상수 측정. [Ln([20]DOTA)(NO3)- 
(HQ*+을 methanol에 수 일 정치함으로써 얻어지는 

[Ln([20]DOTA)(NO3)(CH3OH)]2+착이온과 보조 리간 

드간의 화학반응에서 평형상수 계산에 필요한 자료 

는 분광광도계로 적당한 파장(~500 nm 부근)에서 측 

정하였다. 이 때 흡수 스펙트럼 측정을 위한 착물, 

[Ln([20]-DOTA)(NC)3)(H2O)]2*의 농도는 ~10「2이 

었으며, 보조 리간드의 농도는

[pyridine]=4.72x 10-4~2.72x IO-2 M

[imidazole]=6.94x 10「5~3.()4x io~3 M

[triethylamine]=1.44x 10-4~2.88x 10 3 M 

[diethylamine]=1.44x 10-4~2.88x IO-3 M 

[piperidine]=2.16x 1O-4~2.88X 10 3 M

범위의 것을 취하였다. 이와 같은 methanol 용액 제 

조시 이온강도(卩)는 0.1。] 되도록 NaCIQj로 조절하 

였다.

결과 및 고찰

[Ln([20]DOTA)(NO3)(H2O)](NO3)2 • XH2O착물의 

기하구조 및 흡수 스펙트럼. 비수착물(nonaqueous 

complex) 중에 K3[La(NHz)6]은 동일한 6개의 La-N결 

합을 가지는 것으로 팔면체 분위기를 가진다. 그러 

나, (NHQ2[Ce(NO3)6]의 [Ce(NO3)6]" 착이온에서 

Ce의 배위수는 12이다. 이 때 6개의 NS-이온은 대 

략 팔면체 구조를 형성하며 두자리 리간드로서 산소 

가 주게원자로 작용한다" lanthanide(III)이온은 킬 

레이트 혹은 거대고리 리간드와 착물을 형성하면 안 

정성이 훨씬 증가한다. Ln"이온이 굳은 산(hard 

acid)이기 때문에 chelate 혹은 거대고리의 주게원자 

가 산소일 때 결합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Ln"이온은 acac(acetylacetonate), EDTA, crown eth

er, cryptand 등과 안정한 착물을 형성한다.” 본 실험 

에 이용한 착물, [Ln([20]DOTA)(NO3)(H2O)]2+은 9배 

위 기하구조를 가진다”" 그런데, 한자리 리간드 착 

물은 킬레이트 착물보다 안정성이 감소함으로서 [Ln 
([20]DOTA)(NO3)(H2O)]2+의 methanol 용액은 2일 정 

도 경과하면 methanol 에 의해 한자리 리간드인 H2 O 

은 치환되지만, 두자리 리간드로 작용한 NOJ 이온은 

영 향을 받지 않는다.5

Li?+이온은 고체상태 및 수용액에서 고유의 색깔 

을 띠고 있다. 이들의 색깔은 홀 产전자(unpaired f 

electron) 수에 의존한다. 广전자를 가지고 있는 원소 

는 (14-n) 전자를 지니고 있는 것과 같은 색깔을 나 

타낸다. 그러나, 원자가상태 (valence state)가 상이한 

원소로서 등전자 이온인 경우에는 색깔이 같지 않다. 

Lu%이온을 제외한 란탄족 이온은 스펙트럼의 가시선 

혹은 근-자외선을 흡수하며, 이 때 打전이에 의해 색 

깔이 발현될 수 있다. 이 전이는 Laporte 금지이지만, 

선택규칙의 완화에 의해 연한 색깔을 관찰할 수 있 

다. 그러나, 실험에 이용한 [Ln([20]DOTA)(NO3)(CH3 
OH)]2+ 용액의 색깔은 진홍색(scarlet)을 나타낸다. 또 

한, 户궤도함수는 원자내부에 침투되어 있어, 이들은 

화학적 주위의 인자(리간드 수 및 성질)와 리간드 진 

동으로부터 차폐되어 있다. 따라서, 흡수띠의 위치(색 

깔)는 상이한 리간드에 대해 별로 변하지 않는다. 그 

리고, 이 띠는 보통 날카롭게 표현되므로, 란탄족 원 

소는 기기의 파장 검정(wavelength calibration)에 이용 

된다.16 그런데, [Sm([20]DOTA)(NO3)(CH3OH)]2+에

1999, Vol. 43, N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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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pectral changes upon addition of triethylamine 
to [Sm([20]DOTA)(NO3)(CH3OH)]2+ in methanol at fl= 
0.1 NaC10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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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425 490 555 620
Wavelength(nm)

Fig. 2. Spectral changes upon addition of piperidine to 
[Gd([20]DOTA)(NO3)(CH3OH)]2+ in methanol at |j= 
0.1M NaC104.

triethylamine, [Gd([20]DOTA)(NO3XCH3OH)]2+ 착이온 

에 piperidine를 첨가할 때 일어나는 흡수스펙트럼 변 

화(药g. 1, 2)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처럼, 본 연구에 

이용한 [Ln([20DOTA)(NO3XH2O)](NO3)2 • xH2O 착물 

의 홉수피이크의 폭은 넓게 나타남과 동시에 위치가 

리간드의 성질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으며, 용액의 

색깔은 상당히 짙게 나타난다. 즉, 이들 착물의 흡수 

스펙트럼은 打보다는 产5力전이에 기 인할 것으 

로 예측된다.

Lanthanide-거대고리 착물과 보조 리간드간의 

평형상수. 이 화학반응의 평형상수(K)는 [Ln([20] 
DOTA)(NO3)(CH3OH)]2+종의 일정한 파장에서 [財 

의 변화에 따라 측정한 흡광계수를 이용하면 (1}식의 

K와 흡광계수의 상관식을 얻을 수 있다. [Ln([20] 
DOTA)(NO3)(CH3OH)]2+(=Ln-20 m)과과 종의 전체 

농도는 다음처럼 나타낼 수 있다.

[Ln-20 m]j=[Ln-20 m]+[[Ln-20 m(La)]+[Ln-20 mJ)』

N
……[Ln-20 hKLJn] = [Ln-20 m] £ ^^]11 (2) 

n=0
[La]r=[LJ+[Ln-20 m(La)]+2[Ln-20 m^]

N
• •…N[Ln-20 m(U)N] = [J] + [Ln-20 m] £ npJLj1 

°=1 (3)

여기서 禹은 Ln-20 m종의 총괄 안정도 상수(overall 

stability constant)이며, La와 {Ln-20 mC)n}(nZ0)종 

이 함유된 용액의 흡광도(A)는 광 투과길이가 /일 때 

식(4)로 표현할 수 있다.

N
A=l[Ln-20 m]£ £n 禺[L『+ 七[財 

n=0

늬([Ln-20m]T£r+%JL]) (4)

A는 리 간드 농도 [LJ 에 따른 흡광도이 며 , 玲과 £以은 

각각 {Ln-20 mJ'}과 匸의 흡광계수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유도과정을 이용하면 보조 리간드 1개가 

결합될 때 치환 평형상수㈤)와 2개가 결합될 때 평 

형상수㈤)를 계산할 수 있는 식(5, 6)을 각각 얻을 

수 있다.

--------- =-------------------------1---------- (5) 
Kl(£l ~ ^)) [La] £1-^0

흘壽 + 4莒 = Ki K2 는 - ”2 (6) 
女 L J J L J J 5

식 (5)에서 跖 £1는 각각 Ln-20 m과 Ln-20 mg)종의 

홉광계수를 나타낸다. 이 때 평형상수 Ki은 (Ej-eoY1 

vs. [匸「1 도시 결과의 기울기로부터 얻을 수 있다 

(Fig. 3~6). 그리고, &을 이용하면 보조 리간드 2개 

가 결합될 때 평형상수 瓦는 식(6)에 의거하여 {(矛 

Eo)+(e7-£i)Ki[La]}/£r[La]2 vs. eT 1 도시결과로부터 구 

할수있다.

이 착물과 보조 리간드 간의 화학반응에 대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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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dazole] (1/M)
Fig. 3. Pl아 of l/(e-r-£o) vs. l/[imidazole] in reaction of 
Pr3+ complex with imidazole.

l/[piperidine] (1/M)
Fig. 4. Plot of 1/(£t-£o) vs. l/[piperidine] in reaction of 
Sm3+ complex with piperidine.

학량론적 상태수(number of stoichiometric states) 분 

석 결과에 의하면 2개의 상태, 즉 1개의 착물 형성만 

이 가능함을 알았다. 즉, 를 구할 수 있는 흡수스 

펙트럼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 착물들은 meth- 

anol 이 치환될 때 몇 가지 보조 리간드에 의해 배위 

수가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본 실험에 

서는 보조 리간드가 1개만 결합될 때 K를 구하였다.

개개의 lanthanide 거대고리 착물과 주게원자가 N 

인 보조 리간드 간의 평형상수 계산 결과는 Table 1~ 

4에 정리하였다. 이 결과들은 보조 리간드의 산 해리 

상수(pKa)에 대해 도시함으로서 착물과 보조 리간드

l/[dethylanine] (1/M)
Fig. 5. Plot of 1/(6t-£o) vs. l/[diethylamin이 in reaction 
of Gd3+ complex with diethylamine.

l/[diethylamine] (1/M)
Fig. 6. Plot of 1/(Et-£o) VS. l/[diethylamine] in reaction 
of Dy3+ complex with diethylamine.

간의 상호작용 경향성을 용이하게 살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조 리간드로 이용되는 im거azole은 a- 

및 전자주게 리간드로 작용중｝는 반면에 pyridine 

보다 빈약한 7A받게(冗-acceptor｝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imidazole 冗주게(mdonor｝성질이 중요한 

역할을 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NH3)5- 
Co(5-CH3imH]3+의 착물의 경우에는 Co(III), 저스핀 

(low spin) (f 이온은 낮은 에너지의 빈 冗-궤도함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효한 心받게 역할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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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quilibrium constants for the reaction [Pr([20] 
DOTA)(NO3)(CH3OH)]2++La = [Pr([2 이 D0TA)(NC)5 
(La)Hat 25 °C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Monodentate Ligand K(1四幻 KJpKa)
Pyridine 1943.33(3.29) 1.16X105 ( 5.22)
Imidazole 2106.16(3.32) 9.77 X106 ( 6.99)
Triethylamine 13864.60(4.14) 5.25〉＜1(产(10.72)
Diethylamine 4882.30(3.69) 6.31xlOlo(lO.8O)
Piperidine 10883.00(4.04) 1.32xlOn(11.12)

Table 2. Equilibrium constants for the reaction [Sm([20]
DOTA)(NO3)(CH3OH)]2++La = [Sm([20]DOTA)(NO3)
(La)] at 25 °C

Monodentate Ligand K(1昭幻 Ka(pKa)
Pyridine 8.36(0.92) 1.16x105( 5.22)
Imidazole 138.00(2.14) 9.77x106( 6.99)
Triethylamine 2745.20(3.44) 5.25xl010(10.72)
Diethylamine 517.44(2.71) 6.31xlO10(lO.8O)
Piperidine 1874.78(3.27) 1.32xl011(11.12)

Table 3. Equilibrium constants for the reaction [Gd([20] 
DOTA)(NO3)(CH3OH)]2++La = [Gd([2 이 DOTA)(NO3) 
(L»]2+at 25 °C

Monodentate Ligand K(logK) Ka(pKa)

Pyridine 109.50(2.04) 1.16xl05( 5.22)
Imidazole 1716.20(3.23) 9.77x10% $99)
Triethylamine 10371.00(4.02) 6.31 X 1010(10.72)
Diethylamine 2268.52(3.36) 6.31 X 1010(10.80)
Piperidine 4289.47(3.63) 1.32X 10u(11.12)

Table 4. Equilibrium constants for the reaction [Dy([20] 
DOTA)(NO3)(CH3OH)]2++La H [Dy([20]DOTA)(NO3) 
(La)]2+at25°C

Monodentate Ligand K(log幻 Ka(pKa)

Pyridine 500.00(2.70) 1.16X1O5( 5.22)
Imidazole 781.98(2.89) 9.77 X IO% 6.99)
Triethylamine 4954.35(3.69) 5.25X1010(10.72)
Diethylamine 2720.58(3.43) 6.31X1010(10.80)
Piperidine 3299.67(3.520 L32xl0“(11.12)

수 없어 imidazole은 兀-주게로서 중요하지 않다. 그 

러나, 저스핀 Fe(III), Ru(III) 착물은 주게원자로부터 

71 전자밀도를 수용할 수 있다. 그런데, pyridine은 

imidazole처럼 고에너지의 HOMO를 가지고 있지 않 

기 때문에 양호한 兀-주게 imidazole과 달리 pyridine 

은 훨씬 약한 71■주게로 작용한다. pyridine의 it-받게 

세기는 보통 정도로 취급된다. 이것은 pyridine의 

LUM0가 양호한 71-받게로 알려져 있는 pyrazine의 

것만큼 에너지가 낮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조 

리간드로서 pyridine과 imidazole은 "{ligand—> Co 

(III)} 및 7t{Co(III)Tligand}결합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전자끄는 리간드(electron with

drawing ligand)는 7t-결합을 촉진시키고, 전자주는 리 

간드(electron donating ligand)는 o-결합을 유리하게 

하기 때문에 반응 착물과 보조 리간드 간에 평형상 

수는 pKa 값에 따라 변하게 될 것이다. (octaethyl- 

porphinato)iron(III) methoxide, [Fe(OEP)(MeO)] 에 

imidazole 첨가생성물의 평형상수0)를 조사해 보면 

L=2-R-imH(입 체적 장애가 존재하는 종)의 pKa(LH+) 

가 작을수록 K값이 크게 됨을 알 수 있다. 이 때 

methoxide 리간드와 2-R-imH의 N-H 부분 간의 수소 

결합 생성은 Fe-OMe 결합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 

고된 바 있다.” 그러나, [Fe(OEP)(MeO)]와 입체장애 

가 배제된 imidazole 간의 평형반응은 6배위 저스핀 

착물을 형성하며, 이 때 pKa가 증가할수록 K가 증가 

함을 관찰할 수 있다.'8

본 실험에 이용한 [Ln([20]DOTA)(NO3)(CH3OH)]2+ 

착이온과 주게원자가 N이면서 한자리 리간드인 py- 

ridine, imidazole, triethylamine, diethylamine, piper

idine 간의 화학평형상수를 고찰해보면 리간드의 pIQ 

및 N-H 부분과 착이온에 존재하는 NO3 이온 간의 

수소 결합 형성이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자리 리간드의 pKa 값은 pyridine < 

imidazole < triethylamine < diethylamine < piperidine 

순서로 증가하지만, 착물과 이들간의 평형상수는 

pyridine < imidazole < diethylamine < piperidine < 

triethylamine 처럼 변한다. 이 때 보조리간드가 trie- 

thylamine의 경우에 가장 큰 평형상수 값을 가지는 

이유는 이것만이 N-H 부분의 부재에 의해 착물에 존 

재하는 nitrate 이온과 수소결합을 형성하지 않기 때 

문이다. 즉, triethylamine의 경우는 다른 보조 리간드 

와 달리 수소결합이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착물의 

중심금속, lanthanide 금속과 강하게 결합함을 알 수 

있다.

인 용 문 헌

1. Toraya, T.; Miyoshi, S.; Mori, M.; Wada, K. 
Biochem. Biophys. Acta 1994, 1204, 169.

2. Lenhert, P. G. Proc. R. Soc. London. Ser. A. 1968,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CH3OH용매에서 란탄족 원소｛Ln(III)=Pr, Sm, Gd, Dy｝거대고리 착물과 한자리 리간드 간의 화학평형(제 1보) 263

303, 45.
3. Bouqiere, J. P.; L바】mann, M.S. Acta Crystallogr. 

1993, B49, 79.
4. Marsh, E. G. N. Biochemistry. 1995, 34, 7542.
5. Asperger, S.; Orhanovic, M. J. Chem. Soc. Dalton 

Trans. 1991, 1847.
6. Safo, M. K.; Gupta, G. P. J. Am. Chem. Soc. 1992, 

114, 7066.
7. Asperger, S. Inorg. Chem. 1996, 35, 5232.
8. Balzami, V.; Ballardini, R. Photochem. Photobiol. 

1990, 52, 409.
9. Davidson, R. S.; Hilchembach, M.M. Photochem. 

Photobiol. 1990, 52, 431.
10. Desvergne, J. P.; Fages, F.; Marsau, P. Pure Appl. 

Chem. 1992, 64, 1231.
11. Shozo, T. Bull. Chem. Soc. Jpn. 1984, 57, 2683.

12. Kahwa, A.; Laine, P. A.; Selbin, J. Inorg. Chim. 
Acta. 1986, 118, 179.

13. Suresh Kumar, D; Alexander, V. Inorganica Chem- 
ica Acta. 1995, 238, 63.

14. Karen, D. M.; Kahwa, I. A. Inorg. Chem. 1994, 33, 
1382.

15. (a) Moeller, T. J. Chem. Educ. 1970, 47, 417. (b) 
Bowser, J. R. Inorganic Chemistry,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1993; p 678.

16. Lee, J. D. Concise Inorganic Chemistry; 4th Ed.; 
Chapman & Hall: 1991; p 870.

17. Mohamed, S. A. H.; John, M. P. J. Chem. Soc. 
Dalton Trans. 1994, 1377.

18. Gisselbre사it, J. P.; Vogel, E.; Kadish, K. M. Inorg. 
Chem. 1995, 34, 184.

1999, Vol. 43, No.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