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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수소크롬산이온에 의한 "02。4©。4)2(。氏)2〕2 一의 산화는 〔MO2O5(C2()4)2(OH2)2〕2一 

를 생성한다. 수소크롬산이온과〔MsO4(C2O4)2(OH2)2〕2-의 반응에 대한 화학양론은 3^化興 + 2(次" 

=31成苛+2萝1 와 같다. 관찰된 속도상수는〔日伊에 의존한다. C/는 CW와 0史 를 거쳐서 CrIn 

로 일전자씩 연속적으로 변화한다. 이들 반응에 대한 상세한 메카니즘이 제시되며 이에 대해서 논 

의 된다.

ABSTRACT. Oxidation of (Mo2O4 (C2O4) 2 (OH2) 2]2- with hydrogen chromate yields the moly

bdenum (VI) complex, (Mo2O5 (C2O4) 2 (OH2) 2]2-. Stoichiometry for the reaction of 皿02()4(。2。4)2 

(OH2) 2)2~ with hydrogen chromate are expressed as 3Mo2v+2CrVI<—t3Mo2VI+2Crnl. Observed rate 

constants are dependent on [H+]2. The kinetic data are consistent with a mechanism in which 

three successive single-electron steps convert CrVI to Cr111 by way of intermediate Crv and Crlv. 

Mechanism of the reaction are presented and discussed.

L 서 론

몰리 브덴 (V) 의 옥살산착물 인〔MO2O4 (C2o4) 2 

(OH2)】- 의 구조는 I과 같으며 공기중에 서 비 

교적 안정한 착물로 알려졌다.

이 두핵몰리브덴 착물은 단핵 Mo (V)보다도 산 

화一환원이 매우 느리게 일어난다. 질산이온에 의 

한〔MoO(OPPh3)2C13〕의 산화반응에 대 해서 는 

반응이 빠르므로 stopped flow 방법 3에 의 해서 산 

화반응속도를 측정할 수 있지만 Mo2O4(iq)2+ 및 

〔MozOXedta〕?-의 산화반응속도는 아주 느리므 

로4,5 고전적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IrC16〕2- 

및〔Fe(phen)3〕3+와 같은 산화제에 의한 두핵착 

물인 Mo2O4(aq)2+ 및〔M°2O4(edta)〕2- 등의 산화 

반응에서 산화제의 종류에 따라 그 메카니즘이 

달라지는데〔Fe (phen) 3〕어■를 산화제로 사용한 

경 우에 는 두 몰리 브덴 착물은 외 부권메 카니 즘에 

의해서 반응이 진행&된다. 이들 몰리브덴착물의 

산화에〔IrCH2- 가 산화제 로 이용되었을 경우 

에 도〔Fe (phen) 3〕3+ 와 마찬가지 로 외 부권메 카니 

즘에 의해 반응이 진행된다. 수소크롬산이온에 

의한〔Mo(CN)8〕4-의 산화반응에서 산소를 다 

리로한 중간체를 거쳐서 산화가 진행되는 내부 

권메 카니즘에 의 해 반응이 진행7된 다.

본 연 구에 서 는 몰리브덴(V) 의 옥살산착물인 

(Mo2O4 (C2O4) 2 (OH2) 2〕2- 가 산화제 인 수소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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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온에 의해서 산화되는 속도와 또 어떠한 메 

카니즘에 의 해서 반응이 진행 되 는지 를 추정 하여 

보고자 한다.

2.실  험

2.1 시약. 시약은 특급 및 일급시약을 더 이 

상 정제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크롬산 

칼륨은 뜨거운 물에서 재 결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온세 기 를 조절 하는데 사용된 과염 소산나트륨 

은 수산화나트륨과 과염 소산을 중화시 킨 다음 생 

성된 염을 사용하였다. 물은 과망간산칼륨 존재 

하에서 재 증류한 것을 사용하였다.

2.2〔MO2()4(C2O4)2(OH2)2〕" 용액 . 보고된 문 

헌8에 따라 〔MO2()4(C2O4)2(OH2)2〕2-용액을 만 

든 다음 바륨이 온을 가하여 Ba [MO2O4 (C2O4) 2 

(OH2)2〕로 침 전시 킨 화합물에 황산칼륨수용액 을 

가하여 생성된 황산바륨을 제거한 다음 거른용 

액을 진공농죽시켜서 얻은 K2 (MO2O4 (C2O4) 2 

(0田)2〕을 얻 었 다. 이 착물은 물, 알코올로 씻 

은다음 진 공건조시켜 사용하였 다.

2.3 반응속도의 측정. CMo2O4(C2O4)2(OH2)2r- 

의 반응물과 생성물의 스펙트럼에서 수소크롬 

산이온의 스펙트럼은 문헌7에 보여준 과 일 

치하였다. 〔MO2O4(C2O4)2(。H2)2〕2-의 반응속 

도상수는 사용된 모든 저 장용액 과 측정셀 주변 

에는 질소기체를 통과시켜 공기에 의한 몰리브 

덴의 산화를 막아주고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용액을 셀에 넣고 약 10분간 일정온도로 

유지시킨 다음, 항온된〔MO2O4(C2Q)2(OH2)2〕2- 

수용액 을 가한 즉시 Shimadzu ； UV120—01 및 

Perkin-Elmer Lambda 5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반응물과 생 성 물의 흡광도차이 가 가장 큰 370nm 

부근에서 시간에 따른 흡광도변화를 측정한 결 

과에서 부터 얻었다.〔MO2O4(C2O4)2(OH2)2〕2- 

농도가 수소크롬산이온농도보다 진하였으며 속 

도상수는 식 (1)에 의 해서 결정하였다.

In(弓쯔三*£)=2为" (Mo2O4(C2O4)2(OH2)22-]0i 

"' ⑴

여 기서 Aq, Ati 및 Aoo 는 각각 처 음상태 , 시 간 

t 및 무한대에서의 흡광도이다. 여기서 知皿=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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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2O4 (D2O4) 2 (OH2) 22-] 이 므로 k'' = kobsd/ (Mo2 

O4(C2Q)2(OH2)22-〕가 된다. 관찰된 속도상수 

尾疆는 ln(48—A,)를 시간에 따라 그린 직선의 

기울기에서 부터 계산하였으며 데이타는 삼보 

TriGem 20XT 를 사용하여 최 소자승법 으로 처 

리 하였 다. 용액 속에 서 수소크롬산이 온만이 존재 

할 수 있도록 수소이온농도와 수소크롬산이온의 

농도를 각각 ~10-2M 및 〜 1()tm 이 되도록 하 

였다. 수소이온농도는 과염소산으로, 그리고 이 

온세 기 는 과염 소산나트륨으로 각각 조절 하였 다. 

과염 소산나트륨의 농도는 양이 온교환수지 (Dowex 

50W - X2 H+형 ) 에 통과시 켜 나트륨이 온에 의 해 

서 치환된 수소이온을 수산화나트륨 표준용액으 

로 적정I。，"하여 결정하였다. 수소크롬산이온농 

도는 분광광도법으로 결정하였으며 이때 사용된 

파장과 몰흡광계 수7는 375nm 에 서 4810 이 다.

2.4 생성물의 분석. [Mo2O4(C2O4)2(OH2)2]2- 

를 수소크롬산이온으로 산화시키고 남은 미반응 

크롬산이 온을 납이 온을 가하여 제 거시킨 다음에 

바륨이온을 가하여 흰색침전물을 얻었다. 이착 

물에 황산칼륨을 가하여 침전된 황산바름을 제 

거한 거른용액과, 또 이 용액을 몰리브덴(V)가 

(VI)로 완전히 산화되도록 공기를 통과시킨 다 

음 얻은용액 에 대한 과망간산칼륨의 소비 량을 비 

교하여 보니 같았다. 즉 이때 소비된 과망간산 

칼륨용액은옥살산이 온을 산화시 키 는데 에만 소 

요된 것으로 보아 몰리브덴과 옥살산이온의 비 

가 1:1임을 알 수 있다.

3. 결과 및 고찰

수소크롬산이 온에 의 한〔MoKUS이2(0氏)2〕" 

의 산화반응에 대한 화학양론을 알기 위해서 

1.19X10-3M°l〔MO2O4(C2C>4)2(OH2)2〕2-에 수 

소크롬산의 농도를 변화시켜 가면서 흡광도의 변 

화를 370nm 에서 조사한 결과 Fig. 1에서와 같 

이 HCrO「의 농도가 7.65X10-4M 일때 최저의 

흡광도를 보여 주었다. 이 위치의 [Mo204(C2 

Q)2(OH2)2〕2- 와 수소크롬산이 온의 비 가 1.42 : 

1이었다. 이 비에서 산화-환원반응의 화학양론 

은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Mo2v+2CrVIs=J3Mo2VI+2CrIU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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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104, M

Fig. 1. Stoichiometry o£ the reaction between (M02 

O4(C2O4)2(OH2)2)2- and HCrO厂 at 5°C. (Mo2O4 

(C2O4)2(OH2)22-] =L 19X10-3M.

Fig. 2. Infrared spectra of Ba (MO2O4(C2O4) 2(0H2) 2] 

and product. 1； Ba(MO2O4(C2O4)2(OH2)2), 2； Ba 

(MO2O5 (C2O4) 2 (OH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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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반응의 반응물인〔MO2O4(C2O4)2(OH2)2〕2-의 

바륨염과 수소크롬산에 의해서 산화시킨 용액에 

서 부터 얻어진 생성물의 특성적외선스펙트럼, 

Fig. 2 에 서 Ba (MO2O4 (C2O4) 2 (OH2) 2) 는 970cm-1 

에서 몰리브덴과 말단산소간의 신축진동이, 그 

리고 710cmT 에서 몰리브덴과 다리 산소의 신축 

진동이 각각 일어났으며 생성물인 Ba[Mo2O5(C2 

O4)2(OH2)2〕에서 몰리브덴과 말단산소간의 신축 

진동이 970cmT에서, 몰리브덴과 다리산소간의 

신축진동은 750cmT 에서 각각 일어 났음을 잘 알 

수 있다. 또 반응물과 생성물에 배위된 옥살산 

이온의 신축진동은 1300cmT 와 1420cmT 부근 

에서 그리고 배위된 물분자의 신축진동은 3400 

cm-1 부근에서 각각 일어났다.

수소크롬산이온에 의한 (Mo2O4(C2O4)2(OH2)2) 

의 산화반응속도는 Table 1과 같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 차속도상수 矿는〔MaQ 

(C2Q)2(OH2)2〕2-의 농도에 대한 의존성을 거의 

보여주지 않았으나 수소이온농도가 증가됨에 따 

라서 속도상수 k" 의 변화는 Fig. 3 과 같이〔H+〕 

의 이차에 비례함을 보여 주었다.

矿=訪+梭〔H+〕2 (3)

여기서 爲는 수소이온농도에 영 향을 받지 않는 

속도상수로서 F/g. 3 의 절편에서 , 如 는 수소이 

온농도에 영 향을 받는 항으로서 직선의 기울기 

에서 각각 얻어 지 는데 그 결과 血) 는 0.51M-1s-1 

이고 如는 (L 21 ±0.00002) X1()4 Nf-i 이었다. 

옥살산이 온이 수소크롬산이 온에 의 한〔MsQ 

(C2O4)2(OH2)2〕2-의 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기 위해서 C2(V-에 따른〔MO2O4(C2C)4)2 

(OH2)2〕2一의 HCrO「산화반응속도를 측정하여 

본 결과, 矿 는 Fig. 4 에서와 같이 C2O42■•의 영 

향을 받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이 실험조건 

에서는 수소크롬산이온에 의해서 배위된 옥살산 

이온이 산화되거나 혹은 촉매로서 작용하지 않 

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MO2O4(C2O£)2(OH2)2〕2-의 HCrO4- 산화반응 

에 대한 속도상수의 온도의존성을 나타낸 결과 

는 F也.5 와 같다. 이 직선 (R=0.995) 의 기울기 

에서 부터 “를 얻고 이값에서부터 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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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ate constants for the reaction of (MO2O4(C2O4) 2(OH2)2] 2~ with HCrO厂 at 5°C

CMo2O4(C2O4)2(OH2)22-)
X102,M

(HCrO4-J 
Xl^M

〔田〕 
X102,M

〔C2O4 勺 
X101M

k X102, sec'1 矽,M%ecT

2.43 1.56 1.79 2.11±0. 24 4. 34±0.49

2. 43 1.56 1. 61 1.69±0.20 3.48+0.41

2. 43 1.56 1. 43 1. 39+0.25 2.86±0.51

2. 43 1.56 1.25 1. 25±0.35 2.57±0.72

2. 43 1. 56 1.08 1.14±0.14 2.35±0. 29

2. 43 1.56 0.72 0.54±0.11 1. ll±0. 23

2. 43 1.56 0.18 0.14±0.08 0.29 ±0.16

6.76 1.45 0. 83 1.69±0. 23 1- 25 ±0.17

5.63 1.45 0. 83 1.60 士 0.30 1.42 士 0. 27

4.50 1.45 0. 83 1.17±0.33 1.30±0.37

3. 38 1.45 0. 83 1.70+0.26 2.51 ±0. 38

2. 25 1.45 0.83 1.24 士0、30 2.76±0.67

1-13 1.45 0.83 1.49±0.27 3.36 ±0. 62

2.38 1.53 0.88 1. 89 0- 55±0.09 1.16±0.19

2.38 1.53 0.88 1. 51 0.55 士 0.09 1.16±0.19

2.38 1. 53 0.88 0.76 0.61±0,04 1.28±0.08

2.38 1.53 0.88 0.68±0,09 1. 43+0.19

2. 43 1. 56 0-90 3.36±0.34 6.91±0.70°

2. 43 1.56 0.90 2.61±0.21 5. 37±0.438

2.43 1. 56 0- 90 1.75±0.21 3.60 ±0.43，

2. 43 1.56 0.90 1. 45±0.15 2. 98±0. 31d

2.43 1.56 0.90 0.75±0.19 l-54±0.39*

a~d，and e are 30°C, 25°C, 20°C, 15°C, and 5°C, respectively.

Fig. 3. Hydrogen ion dependence of kfr at 5°C. 

〔HCrO厂〕=1. 56X10-3M,〔CIO厂〕=L 61X 10“m.

Fig. 4. Oxalate ion dependence of k,lsX 5°C. (HCr 

O厂〕=1.53X10'3M, (HCIO4] =8. 79X10~3M.

음의 활성화엔트로피는 정전기적 상호작용에 의 

해서 일어나는 용매의 전기적억압4 때문으로 생 

각된다. Table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외

9.4kcalmolT 을 얻었고 이 값에서 부터 계산된

泌 값은 -34.2±0.06cal 이 다. 이 러 한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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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ctivation parameters and the proposed mechanisms for the various reactions

Reactant
矽，M*T 

(25°C)
AHat 
kcalmol"1

JSa, 
cal mol-1K-1

Proposed 
mechanism

Ref.

Mo3O4(aq)4++(IrCl6)2- 1.36+ 14.1 -9.6 Outer-sphere 4

(Mo3O4(C2O4)3)OH2)3)2-
4-HCrOr 21.40 5.4 -47.8 Inner-sphere 9

(Mo2O4(edta)]2~+ [IrCl6]2- 6.60 13.3 -10.0 Outer-sphere 6

(Mo2O4(C2O4)2(OH2)2)2-
+H6O4-

4.30 9.4
-34.2
±0. 06

Inner-sphere This work

a Unit s'1.

20

工10
_c

0
3.2 3.3 34 3 5 3 6

T-1 x 103
Fig. 5. Arrhenius plot for the reaction of HCrO厂 

and Mo2v. (Mo2O4(C2O4)2(OH2)2"〕—2.43X 10~2M, 

(HCIO4) =1.56X 10~3M.

부권 메카니 즘에 의해서 진행되는 반응보다는 훨 

씬 큰 음의 활성화엔트로피를 가진것은 전이상 

태에서 산소를 다리로한 결합의 생성이 이루어 

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실험결과와 일치하는 수소크롬산이온 

에 의한〔MO2O4(C2()4)2(OH2)2〕2-의 산화반응에 

대 한 메 카니즘은 다음과 같다.

간1++HCrO?- + (Mo2O4 (C2O4) 2 (OH2) 2) 2~

^=±H3CrO4+Mo) VIO4 (C2O4) 2 (OH2) 2~
砧 (II)

H3CrO4+II

妫

-- 아I3O3CF V—O—Mo2V, VQ (C2O4) 2 

(OH2)23-

이 메 카니 즘에서 첫째 단계 는 HCrO厂 가 Cr(V) 

로 환원되면서 Moy 중의 한 몰리브덴원자가 Mo 

(VI)로 되고 둩째단계에서는 생성된 Cr(V)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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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몰리브덴(V)의 옥살산착물의 한 몰리브덴 

을 몰리 브덴 (VI)로 산화시 키 면서 환원되 는 과정 

을 제시한 것이다. 이 메카니즘으로 부터 얻어 

진 반응속도식 은 식 (4)와 같이 주어 진다.

Rate

一知妫〔HCrCZ。〕〔Mo2C»4(C2O4)2(OH2)22-〕〔H+〕2 

(^-1+^2)[Mo2v，viO4(C2O4)2(oh2)2-)一 

... ⑷

여기서 切1 이 前보다 크다면 속도식⑷는 식 

(5)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_d〔HCrO「〕 
dt

—2知妫〔HCrO「〕〔MO2()4(C2O4)2(OH2)22-〕〔H+〕2 
―^1(Mo2v-viO4(C2O4)2(OH2)2-]

⑸

이 속도식 (5)에서 첫째단계는 빠른 평형이 이루 

어지며 둘째단계가 이 반응의 속도결정단계가됨 

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네 배위수를 가진 사면 

체의 Cr(V)가 여섯배위수를 가진 팔면체의 Cr 

(IV)로 되는 구조적 변화단계 I% 里인 둘째단계가 

느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단계가 이 반응 

의 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일 것으로 생각 

된다. 이 반응의 중간체는 수소크롬산이온에 의 

한 Fe2+ 및〔Mo(CN)8〕4의 산화반응에서 보여 

준 바와같이 M—O—Cr(M=Fe,Mo) 형태14의 다 

리산소를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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