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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실험은 N-carbamoylglycin明 농도 결정에 PET senso理- 응용한 것이다. N-Carbamoylglycine이 금속 

이온에 리간드로 작용하면서 금속이온과 착물을 만들고 있는 fluorophor明 luminescence intensity를 변화시킬 수 있 

고 이를 통해 농도결정에 이용할 수 있다. 사용한 금속이온은 Ni2+, Cu2+ 그리고 Zn2+이며 비교대상■으로 아세트산을 

사용하여 선택성을 확인하였다. Ni2+ 이온은 음이온 리간드에 의해서 eT mechanism변화를 보여주었으며, Cu2+ 이온 

은 아세트산과 N-carbamoylglycine을 구별하는 선택성을 가지고 있으며, Zn2+ 이온은 매우 예민한 luminescence 
intensity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 어: N-carbamoylglycine, PET sensor, 광발광

ABSTRACT. We have used PET chemosensors in the determination of N-carbamoylglycine. When N-carbam- 
oylglycine reacts with complex already made by the fluorophore and metal ion, the luminescence intensity can be 
changed and this phenomenon can be utilized in quantification. We used three metal ions, Zn2+, Ni2+, Cu2+ and in order 
to investigate selectivity an acetic acid was used. Ni2+ ion showed change in the eT mechanism by the anions. Cu2+ ion 
showed the ability to distinguish N-carbamoylglycine from an acetic acid and it is noteworthy that Zn2+ ion can change 
luminescence sensitively according to concentration.

Keywords: N-carbamoylglycine, PET sensor, Luminescence

서 론

광학적으로 순수한 아미노산을 제조하는데 있어서 화 

학적인 방법보다는 효소를 이용하는 것이 광학적 순도 

와 수율 면에서 대단히 유리하다.1 D-Hydantoinase는 

자연계에서 박테리아에 널리 분포되어있는 효소이며 대 

부분의 아미노산 제조 연구는 이것을 이용하여 이루어 

지고 있다.2-9 효소를 이용하는 방법의 장점에도 불구하 

고 D-Hydantoinas点 공업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안정성 

이 매우 떨어져 이를 보완하려는 연구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활성을 높이는 연구에는 생성물인 N- 
carbamoylglycin*] 농도결정이 매우 중요한 단계이고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정량 법으로 PET sensor를 응용 

하여 보았다.

PET(Photo-induced Electron Transfer mechanism) 
sensok A. P. de Silva와 Luigi Fabbrizzi 에 의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분자 내의 receptor부분과 금 

속이온이 착물을 만들게 되면 금속이온에서 분자 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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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전이가 일어나 luminescence 소광 시키는 원리로 

서 금속이온의 검출 및 농도 결정에 이용됨 수 있다.1이7 
N-Carbamoylglycine 이 금속이온에 리간드로서 작용해 

착물을 만들 수 있으면 luminescence에 변화를 줄 것이 

고 따라서 농도결정이 가능할 것이다.

본 실험에서는 fluorophore로서 N-salicylideneaniline 
을 사용하였다. 이 화합물은 오래 전부터 intramolecular 
proton transfer] 의한 self-isomerization현상 때문에 많 

은 분광학적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 또한 금속이온에 

대해 좋은 리간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매우 유용한 화합물이라고 생각된다.18-20 정량의 대상으 

로는 치환기가 없는 N-carbamoylglycin蒔 사용하였고 

선택성 여부에 대한 비교 대상으로 아세트산을 같이 사 

용하였다. 금속이온E로는 3d 금속이온인 Ni2+, Cu2+ 그 

리고 Zn2+ 가 사용되었으며 모두 luminescence intensity 
에 강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금속이온 들이다. 

N-Salicylideneaniline과 금속이온이 착물을 만들게 되면 

금속이온의 영향纟로 luminescence] 변화가 생길 것이 

고 이때 용액 중에 존재하는 다른 리간드가 금속이온에 

영향을 줄 때 생길 수 있는 luminescence intensity변화 

를 측정하여 보았다.

실 험

실험재료. N-carbamoylglycine(CG哓 TCI(assay 98%) 
제품이다. N-Salicylideneanilin訶조에 사용한 salicylaldehyde 
는 Lancaster(assay 99%)제품이며 aniline은 Hayashi 
(assay 99%岡품을 사용하였으며 모두 정제과정 없이 

사용하였다.

금속시 약은 ZnCL, CuCL ・ 2压0, NiCL ・ 6任0이며 용 

매와 아세트산 (Ac廣 포함한 다른 시약 모두 Duksan제 

품■으로 사용하였으며 대부분의 실험에서 용매로 사용된 

공업용 methanol은 30oC에서 감압증류하여 사용중]였다.

N-Salicylideneaniline(SA)합성. Salicylaldehyde 2 mol 
과 aniline 2 m이을 methanol 으扌 100 ml에 넣은 후 conc 
HCl 8 drop을 추가한 후 공기 중에서 하루동안 실온 교 

반 하였다. 용매를 대부분 감압증발 시킨 후 실온•으로 

냉각하여 생성된 고체를 여과 후 methan이용매에서 재 

결정하였다. 건조시킨 생성물을 1시간 여에 걸쳐 차가 

운 methanol용액2로 세척하고 거르는 작업을 2번 반 

복하였다. 약 96%의 수율로 진한 노란색 결정을 얻었 

다. H NMR(400 MHz, CDCL) 8 6.9 〜 7.6(m, 9H), 8.9 

(s, 1H); LCMS(acetonitrile+H2O) 198.89; FT-IR(KBr) 
C=N: 1615 cm-1, ring skeletal stretching: 1588 cm-1, 
1571 cm-1.

HCl-MeOH 용액 제조 Conc HCl용액에 황산을 넣 

어 발생시킨 증기를 methan이에 포집 하였다. 약 1 M 
농도의 HCl 용액이 제조되었으며 후에 단계별로 농도 

를 1/2로 묽힌 용액 3개를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NaOH-MeOH 용액 제조. Methan이용액에 NaOH 
과량을 넣어 하旱동안 교반 후 남은 물질을 걸러내었다. 

이 렇게 제조된 용액은 약 0.3 M 농도의 NaOH 용액 이 

며 후에 단계별로 농도를 1/芭 묽힌 용액 3개를 만들 

어 사용하였다.

합성시료 분석 ・ Proton NMR은 Oxford 400 MHz를 

사용하였고 FT-IR은 Mida罔 M-1200을 사용하였으며 

LCMS분석에는 Micromass의 Micromass Platfbr^- 사 

용하였다.

pH 변화에 따른 자외선 분광분석 및 luminescence측 

정. 자외선 분광분석에는 Shimadz昭 UV-160A를 사 

용하였고 luminescenc片정에는 Shimadzu의 RF-5301PC 
를 사용하였다. pH측정은 gel-filled형태의 Aldrich 
electrode를 가진 Suntex SP-701 을 사용하였다.

모든 측정에는 1 cmx1 cm 석영 cell을 사용중]였고 각 

각의 측정 sample 250 ml씩 methan이용매로 제조되 

었으며 이 sample 250 ml전체에 HCl-MeOH 용액과 

NaOH-MeOH 용액을 1〜2 방울씩 떨어뜨려 pH 변화를 

일纟킨 다음 스펙트럼을 얻었다. Sample] 추가되는 산, 

염기 용액에 의한 sample] 농도 변화는 1% 이내이다.

결과 및 고찰

N-Salicylideneaniline의 luminescence특성. Salicylidene- 
aniline은 구조적 특징 때문에 intramolecular proton 
transfer] 의한 self-isomerizatio 偃 일으키는 화합물로 

잘 알려져 있다. N-Salicylideneanilin罔 O-H 결합은 적 

외선 신축진동(stretching vibration)이 2700 cm-1 근처에 

서 측정될 정도로 매우 약한 결합을 이루고 있다. 이것 

은 구조적2로 O-H … N 형태의 수소결합을 쉽게 이룰 

수 있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빛을 흡수한 후 쉽게 proton 
transfer를 일으켜 keto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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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H dependence of the luminescence intensity of N- 
salicylideneaniline( 10-4 M).

Fig. 2. Absorbance change for complexes with metal ions as 
pH changes (1 eq=10-4 M).

이러한 구조적 이유로 luminescence spectra도 일반 

적인 다른 광 발광물질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나타난다. 

Luminescence spectra를 얻을 때 Aex가 337 nm 일 경우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luminescence spectra 
는 512nm에서 data처리하였다. N-Salicylideneaniline의 

absorption과 luminescence가 이처럼 크게 차이를 보이 

는 것은 absorption을 통해 en이형태의 excited state상 

태에서 intramolecular proton transfer를 일으켜 keto형 

태로 전환된 다음 luminescence를 일으키기 때문인 것 

纟로 알려졌다.21
일반적으로 luminescence intensity는 pH에 따라서도 

변할 수 있다. 10-4 M 농도의 N-salicylideneaniline은 약 

pH 4~10 정도의 범위에서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 

는다(Fig. 1). 하지만 약 pH 4에서부터 약 pH 2정도까 

지는 luminescence intensity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그 값의 변화 폭은 원래의 intensity값의 약 2배로 상승 

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 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치환기가 분자 내에 

있으면 그 물질의 luminescence에 영향을 줄 수 있다. 

-NR2, -NO2와 같은 치환 기는 -NR2+F* — -NRJ+F- 

(F=광 발광물질)와 같은 eT proces宓卜 가능해 분자가 들 

뜬 상태 에서 기저 상태 로 떨어지게 중卜므로 luminescence 
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22 이러한 경우 용액이 점점 

산성으로 될수록 proton이 N-salicylideneaniline의 질소 

원자가 가진 비 공유 전자쌍과 결합해 eT process} 감 

소하게 되어 luminescence intensity가 증가 할 수 있다. 

-OH기의 protonation은 질소원자의 경우와는 달리 

luminescence intensity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 

로 보이고 낮은 pH에서는 물질이 불안정해 보인다. N- 
Salicylideneanilin冽 -OH기를 치환시킬 경우 luminescence 
intensity가 증가한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OH기는 질 

소원자의 비 공유 전자쌍이 일으키는 eT process와는 

다른 효과가 있는 것 E로 판단된다. 약 pH 10 이상에 

서 보이는 급격한 intensity증가는 생성된 음이온 때문 

인 것 같다.

337 nm에서의 흡광은 분자 내 O-H…N 형태의 수소 

결합에 의한 것이라 보고 있다.23 금속이온과의 착물을 

만들 경우 이 파장에서의 흡광도는 작아지게 되며 이를 

통해 착물을 만들기 시작하는 pH를 알 수 있다. Fig. 2 
에서 볼 수 있듯이 Ni2+, Zn2+ 이온은 pH 6 정도에서부 

터 착물을 만드는 것纟로 보인다. Cu2+ 이온은 매우 강 

한 coordinative interaction?로 pH 3근처에서부터 착물 

을 만들고 있다.

Zn2+이온의 영향, Zn2+이온은 d10의 꽉 채워진 전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transition metal 이온들 

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Zn2+이온은 one-electron redox 
activity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eT mechanism도 가 

지고 있지 않다. 일반적 E로 금속이온은 fluorophore분 

자와 착물을 형성 시 luminescence 증가시키는 것2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Zn2+이온과 같은 eT mechanism 
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금속이온만이 luminescence 증가 

의 효과를 보인다.

Fig. 2에서 337 n冋장의 pH변화에 따른 흡광도 변 

화를 보게되면 Zn2+이온은 N-salicylideneaniline과 약 

pH 6 정도부터 착물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Fig. 

3의 luminescence intensity변화 그래프를 보면 약 pH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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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H dependence of the luminescence intensity of 
N-salicylideneaniline-Zn2+ mixture with N-carbamoylglycine 
(1 eq=10-4 M).

정도부터 luminescence intensity가 증가중］기 시작한다. 

UVVis spectra결과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intensity증 

가의 이유는 N-salicylideneaniline과 Zn2+ 이온과의 착 

물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판단되 

어 질 수 있다. N-salicylideneanilin罔 경우 Zn2+이온 

과의 결합을 통한 luminescence intensity증가폭은 매우 

커서 원래 값의 180배를 넘는 증가를 보인다.

Zn2+이온과 N-salicylideneaniline이 착물을 형성하게 

되면 그 luminescence펙트럼은 486 nm를 중심으로 

나오게 된다. 이는 N-Salicylideneaniline 만의 luminescence 
spectra값인 512 nm보다 상당히 단 파장E로 이동한 것 

2로 Zn2+이온과 N-salicylideneaniline과의 착물 형성으 

로 인해 N-salicylideneaniline의 intramolecular proton 
transfer｝ 어려워져 en이형태에서 luminescence卜 일어 

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약 pH 9 정도를 넘어서면 data 
의 재현성은 상당히 떨어지며 이것은 침전 형성의 영향 

E로 생각된다.

Fig. 3에서 볼 수 있듯이 N-Salicylideneaniline과 Zn2+ 
이온 착물만의 luminescence intensity보다 리간드로서 

작용할 수 있는 다른 화학종인 N-carbamoylglycine이 

용액에 존재할 경우 약 pH 6~9 범위에서는 그 intensity 
가 감소중｝는 것이 보이며, 그一 감소폭은 N-salicylideneaniline 

의 10배 농도에 중H 당중｝는 10-3 M의 N-carbamoylglycine 
이 존재할 경우 pH 8에서 100배 에 이른다. 10-5 M농 

도의 N-carbamoylglycine의 경우에도 그 변화 폭이 보 

일 정도로 상당히 예민한 intensity변화를 보인다. 그러 

나 그래프에서 보이듯 약 pH 9 이후의 높은 pH에서는 

별다른 일관성 없이 luminescence intensity값이 점점 같 

아지고 있으며 N-carbamoylglycine이 intensity에 영향 

을 미치지 못하는 것纟로 보이고 있다. 좀더 많은 양의 

N-carbamoylglycine이 용액 중에 존재할수록 intensity 
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래프가 오른쪽E로 

shift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러한 이동E로 인해 intensity 
차이가 생기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Zn2+이온과 N- 
salicylideneaniline의 착물에 N-carbamoylglycine결합해 

새로운 eT mechanism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N-carbamoylglycine의 영향은 Zn2+이온과 N-salicylideneaniline 
의 착물 형성을 좀더 높은 pH로 이동시키는 효과가 있 

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실험에 사용한 용액에는 다른 방해 화학종이 존재하 

지 않았으므로 N-carbamoylglycin 曲］ 대한 선택성 여부 

는 그래프에 나와있지 않다. 그 선택성 여부를 알아보 

기 위 해 비교 화학 종纟로 아세트산을 선택 해 실험하였 

다. 아세트산이 용액 중에 존재할 때도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纟로 보인다. 아세트산은 비슷한 농도의 N- 
carbamoylglycine과 비슷한 정도로 luminescence intensity 
를 감소시킨다. 아세트산은 N-carbamoylglycine과 마찬 

가지로 Zn2+이온과 N-salicylideneaniline의 착물을 좀더 

높은 pH에서 형성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는 것纟로 보인다.

Zn2+이온과 N-salicylideneaniline의 착물은 용액 중에 

N-carbamoylglycine의 농도를 알아내는데 사용이 가능 

하다. 그러나 Zn2+이온은 N-carbamoylglycine과 다른 방 

해 화학 종을 구별하지 못중｝고 있2며 N-carbamoylglycine 
도 Zn2+이온에 대해 상대적2로 강한 리간드로서 작용 

할 수 없는 것纟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복잡한 계 

에서의 응용은 힘들 것纟로 보인다.

Ni2+이온의 영향. Ni2+이온은 많은 리간드와 안정된 

착물을 이루는 전이금속이온이며 다양한 형태의 

supramolecula用성에 주된 guest로 이용되어지고 있다.

Fig. 2의 337nm파장의 pH에 따른 흡광도 변화그래 

프를보면 Ni2+이온은 약 pH 5 정도부터 N-salicylideneaniline 
과 착물을 형성하는 것纟로 보이고 있다.

용액 중 N-salicylideneaniline에 대해 Ni2+이온을 0.5 
당량으로 하여 Ni2+이온에 2분자의 N-salicylideneaniline 
이 착물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아세트산 또는 

N-carbamoylglycine이 함께 착물을 이루어 eT process 
를 억제하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난다 (Fig. 4). N- 
Salicylideneaniline은 pH 10 근처부터 급격한 luminescence 
intensity증가를 보이는 화합물이다. 하지만 그러한 특성 

은 Ni2+이온과 1:2 착물을 이루고 있을 경우엔 정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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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H dependence of the luminescence intensity of N- 
salicylideneaniline-Ni2+ mixture with N-carbamoylglycine or 
acetic acid (1 eq=10-4 M).

Fig. 5. Absorbance change for complex with Cu2+ ions as pH 
changes (1 eq=10-4 M).

의 효과를 가져와 pH 10 근처에서부터 급격한 intensity 
감소를 볼 수 있다. Ni2+이온은 luminescence intensity 
에 negative effec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22 Ni2+ 
이온을 0.5 당량만 넣어주어 1:2 착물을 유도하면 별다 

른 intensity감소를 보이지 않으며 pH 10 이상에서 보 

이는 급격한 intensity감소도 N-carbamoylglycine 이나 

아세트산이 함께 착물을 이루고 있을 때 발생하지 않는 

특성이 보인다. 이러한 pH 10 이상에서 보이는 확실한 

Ni2+이온의 eT process 억제시키는 효과는 용액 중에 

존재중｝는 N-carbamoylglycine 이나 아세트산의 농도에 

비례하여 일어나고 있으며 농도에 비례한 그 변화폭도 

커서 N-carbamoylglycine의 농도 결정에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아세트산과의 구별능력은 전혀 없기 때문 

에 실제적 응용은 힘들 것이다.

Cu2+이온의 영향. Cu2+이온은 square-planar 착물을 

잘 형성중｝는 전이금속이온~으로 Square-plana迁조는 N- 
carbamoylglycine과 수소결합 등이 가능해 선택성이 높 

아진 fluorophore합성에 매우 유리한 구조이다. Ni2+이 

온과 마찬가지로 리간드와 강한 착물을 형성하는 전이 

금속이온이다. Fig. 2의 N-salicylideneaniline의 pH에 따 

른 흡광도 변화 그래프를 보면 약 pH 3 정도부터 착물 

이 형성될 정도로 대단히 강한 coordinative interaction 
을 보여주고 있다.

Cu2+이온의 square-planar 착물의 형성여부는 uv/vis 
spectr最통해 확인할수있다.]6 Cu2+이온이 salicylideneaniline 
과 비 슷한 종류의 화합물과 square-planar 착물을 형 성 

하여 발생시킬 수 있는 d-d 전이의 파장은 500nm근처 

이며 이 실험에서 N-salicylideneaniline의 경우^ 480 nm 
에서 관찰중]기로 결정하였다. Square-planar 착물 형성 

은 Cu2+이온의 농도비가 N-salicylideneaniline에 비해 

0.5 당량 정도로 적은 농도일 경우가 유리하다고 예상 

할 수 있는데 Fig. 5는 그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프에서 나타나듯 Cu2+이온의 농도가 절반정도일 때 

가 N-salicylideneaniline과 Cu2+이온이 1:1로 존재할 때 

보다 더 높은 480 nm] 흡광도를 보여주고 있다. Ni2+ 
이온도 비슷한 영역의 파장에서 square-planar 착물의 

d-珂 이를 일 E킨다. 그러나 실험에서 별다른 흡광도 값 

을 읽어 낼 수 없었기 때문에 octahedral구조를 선호한 

다고 판단하였다. Cu2+이온의 square-planar 착물 선호 

경향은 N-carbamoylglycine에 대한 선택성 증가에 상당 

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N-Carbamoylglycine은 아세트산과 동일한 구조의 acid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고 Zn2+이온과 Ni2+이온을 사용한 실험에서는 그 

acid 부분만이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一 아세트산과 구 

별이 되지 않는 dat最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Fig. 6 
에서볼 때 Cu2+이온을 사용한 경우는 N-carbamoylglycine 
이 아세트산과는 다른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N- 
Carbamoylglycin 於! 질소원자의 비 공유 전자쌍이 매우 

염기도가 작아서 금속이온들과 착물 형성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Cu2+이온의 coordinative interaction이 매우 강 

해 Cu2+이온에 대해서는 리간드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것 

이라 볼 수 있다. 그럴 경우 N-carbamoylglycine은 더 

좋은 리간드로 행동할 수 있다. 따라서 N-carbamoylgly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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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arbamoylglycine 및 N-Salicylideneanilin河 Metal ions들에 의한 발광 세기의 변화 507

90 -|

80 -

70 -

60 -

g 50 -

LL
40 -

30 -

20 -

10 -

0 -

■ 1SA 1 Cu2+
O 1SA 1 Cu2+ 1 CG

% O 1SA 1 Cu2+ 5CG
T V 1SA 1 Cu2+ 1 Ac
気 V 1SA 1 Cu2+ 5 Ac

----- !----- ,----- 1----- 1----- 1----- •----- 1----- '----- 1----- '----- 1----- »----- 1 1 1 1 1----- ' 
3456789----10--------11

pH

Fig. 6. pH dependence of the luminescence intensity of 
N-salicylideneaniline-Cu2+ mixture with N-carbamoylglycine or 
acetic acid (1 eq=10-4 M).

은 Cu2+이온의 킬레이션 효과에 있어서 아세트산보다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Fig. 6의 luminescence 
intensity변화 그래프를 보면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 

다. 아세트산은 N-salicylideneaniline의 luminescence 
intensity회복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N- 
carbamoylglycine은 아세트산보다 훨씬 우월한 intensity 
회복 능력을 보이고 있다. 또한 N-salicylideneaniline의 

luminescence intensity  회복'은 N-carbamoylglycine의 1 
당량 농도이후에도 매우 증가하는 것2로 나타나는 것 

을 볼 때 eT process억제가 아닌 Cu2+이온의 킬레이션 

효과로 보여진다.

결 론

N-Salicylideneaniline은 N-carbamoylglycin卜 상호작 

용을 할 수 있을 만한 작용 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실 

험에서 N-carbamoylglycine과 아세트산이 서로 구별되 

는 dat 宓卜 나온다면 그것은 사용된 금속이온의 성질에 

의한 것이다. 이 실험에서 N-carbamoylglycine과 아세 

트산이 금속이온에 대한 리간드로서 구별될 수 있는 정 

도는 금속이온의 coordinative interactio傍력에 달려있다.

금속이온과 N-salicylideneaniline 이 착물을 이루고 있 

을 때 아세트산 및 N-carbamoylglycine이 luminescence 
intensity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금속이온에 대한 킬레이 

션 효과와 eT process억제로 나눌 수 있다. 그러한 영 

향은 금속이온의 배위 상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Zn2+이온은 N-salicylideneaniline의 luminescence intensity 

를 pH에 따라 180배 이상E로 증가시키는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배위적인 성향 및 Zn2+이온 자 

체적一으로 N-carbamoylglycine과 아세트산을 구별할 수 

있을만한 강한 coordinative interaction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사용하기에 불리한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Zn2+이온을 이용한 화합물은 연구해볼 가치를 

지닐 만큼 fluorophor於! luminescence에 매우 영향력 

이 크다.

Ni2+이온은 용액 내에 존재하는 anio 罔 영향2로 eT 
process} 쉽게 억제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Ni2+이온 

자체적2로는 N-carbamoylglycine과 아세트산을 구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배위적인 성향도 맞지 않아 복 

잡한 구조의 fluorophore를 필요로 하게 된다. N- 
Salicylideneaniline을 이용한 정량에는 적합중]지 않지만 

Ni2+이온이 일으키는 eT process] 억제가 N-carbamoylglycine 
에 의해 확실히 유도될 수 있다는 점은 좀더 좋은 형태 

의 화합물에서 가장 좋은 금속이온纟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u2+이온의 coordinative interaction 다른 금속이온 

에 비해 매우 강해서 N-carbamoylglycine의 질소원자가 

매우 약한 염기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물 형 

성을 유도하여 아세트산보다 더 나은 킬레 이트로서 작 

용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Cu2+이온은 단독E로도 

아세트산과 N-carbamoylglycine을 구별 가능한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를 통해 N-carbamoylglycin於! Cu2+이 

온에 대한 킬레이트 효과만 가지고서도 농도결정 이 가 

능하다. 그러나 실제 복잡한 계에서 응용됨 때 fluorophore 
로 N-salicylideneaniline을 사용중}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며 보다 보완된 형태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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