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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아쿠아옥소몰리 브덴 (IV) 삼합체 와 티 오시 안산이 온과의 착물생 성 반응에 대 한 속도론적 연 

구를 분광광도법으로 행하였다. 이 반응의 관찰된 속도상수, 如W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九而d 
= {&o+^h〔H+〕2}〔SCN-〕+^. 이온세기가 2.30 이고 온도가 25°C 일때 妇와 如의 값은 각각 (3.78士 

0.61) X 1(厂项/-妃-1 과 (6.93士2.39) ><10-4"1이 다. 활성화파라미터는，H*=50.71±6.91kJmo]T 이고 

4S*=—121.65jKTmolT 이 다. 이 반응의 메카니 즘에 대 하여 논의 된다.

ABSTRACT. Kinetic studies on the complexing of aquamolybdenum (IV) trimer with thiocyanate 
have been carried out using the spectrophotometric method. The observed rate constant, iol)sd is given 
by {&o+*h〔H+〕2} (SCN") +kr. At 25°C and ionic strength of 2. 30 the values of kf and kr 

are (3. 78+0.61) X 10-4Af-1s-1 and (6.93+2.39) respectively. Activation parameters are
JH* = 50.71±6. 91kjmol-1 and JS*= — 121.65jK~1mol-1. The mechanism is proposed and discussed.

서 론

안정한 몰리브덴 (IV) 의 옥살산착물에 대한 

구조는 X-선 연구결과1에 의해서 결정되었으 

며 이의 기본구조는 삼합체인 MO3Q4+로 이루 

어졌음이 밝혀 졌다. 그후 Murmann?등에 의해 서 

얻어진〔Mo3()4(H2O)(NCS)8〕4- 착물의 결정구 

조연구에서도 〔MO3()4(C2O4)3(H2O3)4-와 같이 

삼합체 의 기 본구조를 가진 옥소몰리브덴(IV) 
착물임 이 확인되 었다. 옥소몰리브덴(IV)의 아쿠 

아착물은 이전에 제시되었던 단위체3 혹은 이합 

체4로 존재 하는 것 이 아니 고 삼합체5로 되 었음이 

밝혀 졌 다. 이 아쿠아옥소몰리브덴(I V)삼합체 착 

물은 몰리브덴(V)와 몰리브덴(III)를 같은 몰비 

로 섞어 반응*&시키거나 몰리브덴 (VI)를 전기화 

학적인 방법으로 환원財시켜서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얻은 몰리브덴(IV)착물은 삼합 

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하다. 아쿠 

아옥소몰리브덴(IV)삼합체에서 다리 산소의 반 

대쪽에 결합된 물분자를 C2O42一 로 치환시킨 다 

음에 배위된 물분자의 교환반응속도를 질량분석 

기로 측정한 결과에서부터 capping 산소의 반대 

쪽 위 치의 반감기 는 0°C 에서 2X105 초이며 다 

리산소의 반대쪽에 있는 물분자의 교환반응속도 

는 CzOf- 로 치환되 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측정 

값을 얻지 못하였으나 0°C 에서 약 1X1어 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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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9,10되 었 다.

Sykes 등은 아쿠아옥소몰리 브덴(IV) 가 Mo02+ 
의 기본구조를 가졌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MoC»2+와 SCN의 비가 1 ： 1인 반응의 메카니즘 

은 회 합성으로 진행 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 나 

그후 아쿠아옥소몰리 브덴 (IV) 착물이 삼합체 임 이 

밝혀짐에 따라 이들 결과는 일부 수정되었으며 

이들 생성물인〔MsCkHQMNCS〕" 와〔MO3O4 
(H2O)7(NCS)2〕2+의 수화반응에 대해서도 연구12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Sykes"등이 수행한 아쿠아옥소 

몰리브덴(IV) 삼합체와 티오시안산이온의 농도 

의 비가 1 ： 1인 조건보다 훨씬 진한 티오시안산 

이 온 농도에 서〔M°3O4(H2O)9〕4+와 NCS-의 착 

물생성 반응의 속도를 분광광도법으로 측정하고 

그 메카니즘을 규명하여 보고자한다.

실 험

시약. 본 실험에서는 특급 및 일급시약을 더 

이상 정제함이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물은 

과망간산칼륨의 존재하에서 재증류하여 사용하 

였으며 몰리브덴(VI)산나트륨은 뜨거운 물에서 

재결정하여 사용하였다.

〔MO304(Hz())9〕•什 의 저장용액. 아쿠아옥소몰 

리브덴(IV)용액은 이미 알려진 방법36을 일부 

수정해서 합성하였다. 의 염산수용액에서 

계 산량의 히 드라진으로 몰리 브덴 산나트륨(0.1 
M)을 몰리브덴(V)로 환원시킨 용액의 반을 

Jones 환원기에 통과시켜 초록색의 몰리브덴(III) 
용액 을 얻어서 나머 지 반의 두 용액 과 서 로 섞 

어 80°C 에서 30분간 가열하면 빨간색의 몰리브 

덴(IV) 수용액 이 얻어 진다. 이 용액 을 Dowex 
50W-X2 H형의 양이온교환수지에 통과시킨 다 

음 의 과염소산으로 흡착된 미 반응물질 과 다 

른 불순물을 씻어낸다. 그런 다음 2M의 과염소 

산으로 아쿠아옥소몰리 브덴(IV) 삼합체 착이 온을 

수지에서 부터 용리해낸다. 이 착물은 과염소산 

보다는 HPTSQi톨루엔술폰산)에서 더 안정한 

것11으로 알려졌으나 HPTS 를 사용할 경우 

HC1Q보다 점성이 크므로 혼합하기가 어렵고 

또 열이 나므로 본 연구에서는 과염소산을 사용 

하였다. 이 용액의 농도는 분광광도법으로 결정 

하였으며 이 때 사용된 몰흡광계수는 63MTcmT/ 
MJ2이 었다.

반응속도의 측정. 모든실험은 질소분위기에서 

행하였다. 반응용기로 사용된 석영셀의 온도는 

Colora 항온조를 사용해서 일정한 온도의 물을 

셀주위에 순환시켜서 士0.01°C까지 조절하였다. 

일정온도로 유지된 용액을 반응조건에 맞게하고 

SCN-용액 을 람다피 펫으로 신속히 가한다. 이 때 

시 간에 따른 흡광도 변화를 505nm 에 서 Perkin- 
Elmer Lamba 5 와 Shimadzu UV 120-01 분광광 

도계로 측정하였다. 흡광도의 변화에 대한 대수 

값, ln(A„-&)을 시간에 따라 그린 직선의 기울 

기에서부터 관찰된 속도상수, 尾1启를 얻었다.

데이터 처리. 실험결과는 IBM PC-XT INTEL 
8088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중된 최소제곱법을 

이 용하여 처 리 하였 다. &疆 값을 얻기 위해서 시 

간 £에 대한 흡광도를 그린 직선의 기울기의 상 

관계 수는 모두가 0.999锵이었다.

결과 및 고찰

아쿠아옥소몰리브덴(IV)삼합체와 반응물인 아 

쿠아옥소몰리 브덴 (IV)삼합체 와 티 오시 안산을 혼

W<ivelen;,th (nm)

Fig. 1. Changes of ele아ronic spectra for the reaction 
of (Mo3O4(H2O)9)4+ with thiocyanate at 25°C. (MO3O4 
(H2O)94+]=3.02X10-4M〔H+〕=2.50M〔SCN~〕=2. 
54X10"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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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다음에 시간에 따라 얻어진 각 전자흡수스 

폐트럼은 Fig. 1 과 같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아쿠아옥소몰리브덴(IV)와 티오시안 

산착물의 최 대 흡수띠 는 505nm 부근에 서 각각 나 

타났다. 모든 실험은 시간에 따른 흡광도 차이 

가 가장 큰 505nm 부근에 서 행 하였다. 유사일차 

반응 조건하에 서 아쿠아옥소몰리 브덴(I V) 삼합체 

와 티오시안산과의 반응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o3O4 (H2O) 9〕4+ + ” SCN-= [MO3O4 

(H2O)(9_b)(NCS)„«+>-("-1)] 
(Complex) + n H2O

이 들 반응에 대한 평형 상수 K 는 다음과 

표현된다.

# [Complex] [H2O]" 
CMo3O4(H2O)94+J(SCN-)"

이 식의 양변에 대수를 취하면 다음과 같이 된 

다.

log [Complex] —n log [SCN-] + log 

[Mo3O4(H2O)94+] ~n log(H2OJ 
+ logK (3)

(1)

같이

(2)

아쿠아옥소몰리 브덴 (IV) 삼합체 의 농도가 3.02

loo [NCS- ] + 2

Fig. 2. Plots of logarithms of absorbances against 
logarithms of the concentration of thiocyanate for the 
reaction of (Mo304(H20)9)4+ with thiocyanate at 25°C. 
〔H+〕=2. 30M, (Mo3O4(H2O)94+) =3.66X 10河

X10-2M, 산의 농도가 2.50M 일 때 505nm 에 서 

반응물의 홉광도는 무시할 수 있으므로 이 위 치 

Table 1. Rate constants of the reaction of (MO3O4 
(日2。)9〕4+ with thiocyanate at 25°C

(MO3O4
(田0)/十〕
X10-4, M

〔SCN-〕 

X10"2, 
M

〔HCIO4〕， 
M

〔NaClOQ, 
M

底而 d 씬 0% 
sec-1

3.66 1.76 2.99 1.29+0. 29
3.66 2. 20 2.99 1.55±0. 43
3. 66 2. 64 2. 99 1.91±0. 07
3. 66 3. 08 2.99 L78士 0. 22
3. 66 3. 52 2. 99 1.94±0. 04
3. 66 3. 96 2. 99 2.19±0. 06
3. 66 4.40 2.99 2. 26+0. 09
3. 66 5. 28 2. 99 2.73+0.57
3.66 6.16 2.99 3. 05±0. 05
3.91 3. 82 0.81 2.17 1.43+0.18
3. 91 3. 82 1.05 1.93 1.57±0.14
3.91 3. 82 1.29 1.69 1.78±0. 05
3.91 3. 82 1.54 1.44 2. 06±0. 06
3. 91 3.82 1.78 1.20 2. 52±0. 05
3. 91 3. 82 2. 02 0.96 2. 99 土0.04
3. 91 3. 82 2. 26 0.72 3. 59 ±0. 05
3. 62 3. 77 2.70 2. 41±0.15fl
3. 62 3. 77 2.70 3. 52 士0.15b
3. 62 3.77 2. 70 4. 95±0.07c
3. 62 3.77 2.70 6. 79±0.14rf

I are 20, 25, and 35°C, respectively.

Table 2. First-order rate constants for the reaction of 
SCN- with (Mo3O4(H2O)9]4+ in aqueous organic 
solvents at 25°C. 〔SCN^ =3. 33X10"“，[HC1O4] 
=2. 37M, (Mo3O4(H2O)94+) =3.12X10'4M

organic 
component v/v, % Y ^obsd x 103> sec-1

Methanol 0 3. 49 2. 02 ±0.17
10 3. 28 2. 06 士 0.14
20 3. 03 2.06±0. 09
30 2.75 2.64±0. 09

Ethanol 10 3. 31 1.06±0. 05
20 3. 05 2.10±0.13
30 2. 72 2. 60±0. 06

Acetone 10 3. 23 1.91±0. 27
20 2. 91 2.10±0. 01
30 2. 69 2. 43±0.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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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흡광도는 주로 생성 물인 몰리브덴 (IV)의 

티오시안산착물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Mo3O4 (H2O) 94+) =3.66X 10-4Af 이 고〔H+〕= 

2.30M 일 때 의 흡광도의 대 수값을 식 (3) 에 따라 

SCN-의 농도대수값에 대해서13 그린 결과는 

Fig- 2와 같다. 이 그림의 직선범위에서 기울기 

값 "을 구한 결과 2.8이었다. 이 결과에서 부 

터 알수 있는 것은 SCN-의 농도가 1.76X 
10-成 이상 일때 몰리브덴(IV) 삼합체에 대한 

티오시안산의 결합비가 1 ： 1 이상의 종이 존재 

함을 알 수 있다.

〔MO3O4(H2O)9〕사 의 티 오시 안산이 온에 의 한 

치환반응속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1 과 같다.

(Mo3O4(H2O)9〕4+ 의 농도가 3.66X 10-4Af 이 고 

〔H+〕의 농도가 2.30M, 이온세기가 2.30, 온도 

가 25°C 일때 얻어진 속도상수를 티오시안산농 

도에 따라 도시한 결 과는 Fig. 3 과 같이 좋은 직 

선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실에서 관찰된 속 

도상수, 尾疆 는 식 (4) 에 서 와 같이 티 오시 안산이 

온농도의 일차에 의존함을 알 수 있다.

扇疆=丸+奸〔SCN-〕 (4)

이 样과 4■는 정반응속도상수와 역반응속도상수 

로서 Fig. 3의 기울기와 절편에서 각각 얻어지 

는데 그 결과는 (3.78士0.61)><10-小/-1广1과 

(6.93±2.39) X 1(厂%-1 이 다. 정 반응속도상수는

Fig. 3. Dependence of the rate constants on thiocyanate 
ion concentration for the reaction of (MO3O4 (H2O)9)<+ 
with thiocyanate at 25°C. (Mo304(H20)94+) =3. 66X 
1(广4M,〔HC10j=2.30M.

수는 생성된 몰리 브덴 (IV)-티 오시 안산착물의 가 

수분해와 관련한 속도상수이다.

아쿠아옥소몰리 브덴 (IV) 삼합체 의 어 느위 치 에 

결합된 물분자가 타오시안산이온에 의해서 치환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아쿠아착물에 티오시안산 

을 가하여 몰리브덴(IV)-티오시안산 착물을 만 

든 다음 양이 온교환수지 ①owex 50W-X2 H형 에 

통과시켜서〔M0304(H20)8(NCS)〕3+, (Mo304(H2 

O)7(NCS)2〕2+ 및〔MO3()4(H2O)6(NCS)3〕+으로 

예상되는 착물을 전하가 낮은 순서대로 차례로 

분리 한다.12 이 용액 에 옥살산이온을 넣 어 몰리 

브덴 (IV)-옥살산착물을 만들어〔Co(NH3)6〕아 염 

을 얻는다. 고체 상태로 얻어진 이 육암민코발 

트(III)염에 묽은 질산을 가하여 착물을 분해시 

킨 다음 은이온을 가해보았으나 아무런 침전이 

일어 나지 않았다. 이것은 옥살산이온이 다리산 

소의 반대쪽 위치에 결합된 티오시안산이온을 

치 환 시 켜서〔M03CHC2Q) 3〕2- 가 됨 을 알 수 있 

다. 즉, 다리산소의 반대쪽 위치에 결합된 물분 

자가 티오시안산 이온에 의해서 치환되고 capp
ing 산소의 반대쪽 위치는 치환되지 않거나 느리 

게 치환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험사실은 

〔Mo3Q(H2O)9〕奸의 capping 산소의 반대쪽 위 

치의 물용매교환반응의 반감기 (2X105 초, 0°C) 
가 다리산소의 반대쪽 위치에 결합되어 있는 물 

분자의 교환반응에 대 한 반감기 (I X103 초, 0°C) 
보다 느린 결과山1。와도 잘 일치 함을 알 수 있다. 

이 온교환수지에 서 흡착된 종인 〔MO3O4(H2O)9 
(NCS)指"-0+(工=1,2,3)을 용리하여 분리한 결 

과 수용액 에 서 빠른 평행이 동으로 그 종의 성질 

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물리적 및 화학적성질 

을 더 이상 조사할 수가 없었다. 다만 이 착물 

을 묽혀서 몰리브덴(IV) 삼합체에 결합된 티오 

시안산이온을 해리 시킨다음 몰리 브덴과 티오시 

안산이온을 정량하여 그 비를 알았다.

티오시안산이온의 어느원자가 몰리브덴에 결 

합되어 있는 가에 대해서는 Murmann 과 그의 공 

동 연구자들2이 ((CH3)4N)4(Mo304(SCN)8(H2O)] 
•3H3O 을 합성 하고 이 착물의 구조연구 결 과에 

서 티오시안산 이온의 질소원자와 몰리브덴원자 

가 서로 결합되어 있음을 이미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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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ependence of the rate constants on hydrogen
ion concentration for the reaction of (MO3O4 (H2O) g)4+ 
with SCN- at 25°C. (SCN-) =3.82X1O-2M, (M03O4 
(H2O) 94+)=3.91X10FM, [CIO4-],=2. 98M.

(Mo3O4 (H2O) 9〕4+ 의 농도가 3.91X 10~版, 

SCN-의 농도가 3.82X10-2" 이고 온도가 25°C 
일때 산의 농도에 따라 관찰된 속도상수의 변화 

를 그린 결 과는 F/g. 4 와 같다. 이 결 과에 서 

如bad 는 산 농도의 제곱에 비례함을 알 수 있다. 

이 와같이 ^ob«d 가 산농도의 제 곱에 비 례 한다는 사 

실 과 식 (4)에 서 부터 如債 는 다음 식 과 같이 주 

어진다.

^obsd= (^o + ^h(H+)2) (SCN-) +kr (5)

여기서 如는 수소이온농도에 의존하지 않는 속 

도상수이고 如는 산농도에 의존하는 항으로서 

절편과 기울기에서 각각 얻었는 데 그 결과는 

^0=(1-01 ±0.15) X 10-3secT 이 고 如 =(4.91 士 

0. 52)X10-4"TsecT 이 다. 이 실험조건보다 높 

은 산농도에서는 티오시 안산이온이 분해되어 CS2 

나 HaS 등을 생 성 하기 때문에 실험 을 할 수가 없 

었다. 이 티오시안산 치환반응에서 아쿠아옥소 

몰리 브덴(IV) 삼합체 의 양성 자해 리반응은 관찰 

되지 않았다.

수소이 온농도에 의 존하지 않는 항은 몰리브덴 

(IV)에 결 합된 capping 산소나 다리 산소에 수소 

이온의 첨가없이 티오시안산이온에 의하여 물분 

자의 치환이 되는 과정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수소이온농도에 의존하는 항은 티오시안산 이온 

에 의해서 배위된 물분자가 치 환되기 이전에 

capping 산소나 다리산소에 양성자첨가가 일어

2,0 r-

0.5 1 ----------------- i--------------------」 一
2.5 3-0 3.5

Y

Fig. 5. Grunward-Winstein plot for the reaction of 
(MO3O4 (HgO) 9)4+ with SCN* in aqueous organic 
solvents at 25°C. (Mo3O4(H2O)94+] =3- 12X 10*4M, 
[SCN~] =3. 33X10-2M, [H+〕=2. 37M. Cosolvent me
thanol, (O) ； ethanol, (◊); acetone, (□); water, 
(•).

나는 과정이다. 현재의 연子로는 몰리브덴에 결 

합된 산소중 어느 위치의 산소가 양성자첨가 반 

응이 일어나게 될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 그러 나, 몰리브덴과 다리산소간의 결합길 

이 인 L93A 보다 긴 2.07A 의 결 합 길 이 2를 가 

진 capping 산소에 먼저 수소이온이 결합될 것 

으로 예 상된다. Capping 산소에 수소이 온이 결 합 

하게 되 면 몰리브덴과 capping 산소간의 결 합이 

약하게 되고 그 반대쪽에 결합된 물분자와 몰리 

브덴과의 결합은 더 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 면 다른 위 치 의 물분자보다 그 치 환이 느리 게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몰리브덴-티오시 

안산착물에 옥살산을 가하여 반응시킨 다음 얻 

은 〔Co(NH3)6〕3+염 의 고체착물 분석 결 과에 서 

SCN-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유기수용매에서 반응속도가 메탄올, 에탄올, 

아세톤둥의 조성에 따라 어떤 의존성을 보여 주 

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Mo304(H20)94+] =3. 
12X1O-4M, 〔SCN-〕=3.33X10-2”， 〔H+〕=

2.37M이 고 온도가 25°C 일때 얻어진 일차속도 

상수는 Table 2 와 같다. 이 때 속도상수의 대 수 

값을 Grunward-Winstein 식 ⑹ 以 15 에 따라 sol

vent ionzing power (Y) 에 대하여 그린 결과는 

Fig. 5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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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为o)=mY (6)

여기서 이은 용매의 조성에 따른 반응의 예민성 

을 나타내는데 r-BuCl 에 대해서 1이 다. 실제는 

C-C1 과 Mo-OH2 의 두 원자간 전기음성도의 차 

이가16 있으므로 C-C1 를 기준으로 정한 m값으 

로 다른 금속착물에 적용해서 그 가능한 메카니 

즘을 추정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중심금속이온을 가진 착물의 가용매분 

해반응이나 음이온의 치환반응을 연구한 결과에 

서 얻어진 일반적 경향은 m값이 1에 가까워질 

수록 해리성메카니즘에 따라 진행되고 이 m값 

이 작거나 mY 의 도시에 있어서 아무런 의존성 

을 보여 주지않는 경 우에 는 회 합성 메 카니즘业에 

따라서 반응이 진행된다. 이러한 사실에서 반 

응(1)의 관찰된 속도상수의 대수값이 Y에 대해 

서 거의 의존성을 보여 주지 않는 것으로 보아 

티 오시 안산이 온에 의 한 아쿠아옥소몰리 브덴 (IV) 
삼합체에 배위된 물분자의 치환반응은 회 합성 메 

카니즘에 따라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속도상수의 온도의존성을 알기 위해서 〔Ms 

O4(H2O)94+] =2.62xlO~4Af, 〔SCN-〕=3.77X 
10~2M,〔H+〕=2.70M 및 1=2.70 이 고 온도가 

20°〜35°C 일 때 얻어진 속도상수의 대수값을

_] 3
T X 10

Fig. 6. Temperature dependence of first-order rate 
constants for the reaction of aquaoxomolybdenum(V) 
trimer with thiocyanate. =3.62X
lO-'M, (SCN-)=3.77X1O-2M, (H+) =2.70M, 
=2. 70M.

1/T에 대 하여 그린 결 과는 Fig. 6 과 같다. 이 

그림에 나타난 직선의 기울기에서 얻어진 활성 

화에너지에서 부터 4H* 와 4S*를 구한 결과는 

각각 50.19±6.91kjmol-1 및 -121.65JK-Imol-1 

이다. 이와 같이 큰 음의 /S* 값을 보여 준 것 

은 이 반응이 활성화상태에서 반응물과 반응물 

혹은 반응물과 용매와의 큰 회합있기 때문으 

루 생각된다. 이와같이 큰 음의 4S* 를 보여주 

는 결과와 Y 에 대한 속도상수의 의존성을 보여 

주지 않는 결과는 서로 잘 일치한다. 이 반응 

역시〔M03()4(H20)9〕4+와 티오시안산이온의 1 : 1 

반응“에 서 와 마찬가지 로 회 합성 메 카니 즘에 의 해 

서 반응이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이 상의 결 과에 맞게 수소이온농도에 의 존하지 

않는 부분의 메카니즘 (a) 와 수소이온농도에 의 

존하는 부분에 대한 메카니즘 (b) 를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이 때 배위된 물분자는 생 략하였다.

Mo3044+ + SCN- —^Mo3O4NCS3+ (a)

MO3O4NCS아 + 戎 SCN-—^Products.

知
Mo3O44++2H+Z=^Mo302 (OH) 26+ 

妇
为2

Mo3O2 (OH) 26+ + SCN-7=tMo3O2 (OH) 2 
k-2

NCS5+ (b)

Mo302(0H)2(NCS)5+ + n SCN--——►

Products.

이 제안된 메카니즘(砂에서는 수소이온과는 아 

무 관계 없이 전이 상태 에 서 배위된 물분자와 몰 

리 브덴(IV)결 합이 끊어 짐 과 동시 에 몰리 브덴 

(IV)-티오시안산 이온의 결합이 생성되는 과정 

이 다.

메 카니즘 (b) 는 (a) 과정 보다는 좀 복잡하게 

〔Mo3C)4(H2O)9〕奸 의 다리 산소와 capping 산소에 

양성자첨가가 된 다음에 티오시안산이온과 몰리 

브덴원자와의 결합 생성 과 함께 배위된 물분자 

가 몰리브덴에서 부터 해리된다. 이와같이 속도 

결정단계에서 배위수가 증가하게 되는데 몰리브 

덴 (IV)에서는 몰리브덴 (V)와 (VI)에서 보다 배 

위수가 큰 안정한 (Mo3S(S2)6)2- 같은 몰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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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IV) 착물이 얻어지는 것으로 보아서도 이러 

한 과정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이 제안된 메카니즘에서 부터 정류상태근사법 

을 적용해서 유도한 속도식은 다음과 같다.

一由M智严〕=k〔MO3O44+〕[SCN-]

+K知〔M03OJ+〕〔H+〕2〔SCN-)一如2

(Mo3O2(OH)2NCSs+)

여기에서〔MO3O44+〕의 농도가 SCN-의 농도에 

비해 아주 적은 양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관찰 

된 속도상수, 如賦는 다음과 같이 된다.

砧d= 住o+K頌H+〕카 (SCN-J 一虹2 

여기서 k = k0, 敬2 = 福 이고 &■=-如2 임을 알 

수 있다.

Sykes 와 그의 공동연구자들은 아쿠아옥소몰 

리 브덴 (IV) 삼합체와 티 오시 안산이 온의 농도가 

1：1 인 조건하에서 몰리브덴과 티오시안산이온 

의 반응은 회합성메카니즘u에 의해서 반응이 전 

행 된 다고 보고하였 으나 후에 짝염 기과정을 거치 

는 해 리성메카니즘으로 진행12된다고 수정 하였 

다. 그들의 실험조건은 1 ： 1평형을 유지하기 위 

해서 대부분의 실험을〔MoKHHzO)】+가 티오 

시 안산이온 농도보다 큰 조건 에 서 관찰하였 다. 

이때 아쿠아옥소몰리브덴(IV) 삼합체착물은 수 

소이온을 내놓고〔MO3Q(H2O)8OH〕3+를 생성하 

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행한 이 보다 더 

진한 티오시안산 농도에서는 짝염기과정이 관찰 

되지 않았고 속도상수가 수소이온농도의 제곱에 

비 례 함이 관찰되 었다. 이것은 capping 산소와 한 

다리산소에 양성자첨가가 되어 전이상태에서 배 

위 수의 증가, 즉 리간드 물분자와 몰리 브덴 과의 

결합이 끊어짐과 동시에 도입되는 리간드와 몰 

리 브덴 과의 결 합생 성 을 돕게 된다. Sykes 등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차이점은 낮 

은 티오시안산이온 농도에서는 M°3(V+에 배위 

된 물의 양성자가 해리되는 짝염기과정이 우세한 

해리성메카니즘에 의해서 반응이 진행되나 이보 

다 티오시안산이온의 농도가 더 진한 조건에서 

는Ms。/+ 의 capping 산소와 다른 한 다리 산소 

에 양성자첨가가 일어나 전이상태에서 쉽게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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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수가 증가되는 회 합성메카니즘에 의해서 반응 

이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이 반응은 큰 음의 

활성화엔트로피와 Y 에 대한 속도상수의 대수값 

사이에 의존성을 보여주지 않는 사실에서 회 합 

성메카니즘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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