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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M0CI5와 NaNO2 및 산성화시킨 FeSQ의 reductive nitrosylation 반응을 통해 다핵 화합물인 

더Mo(NO)2C사打을 합성하였다. 이 더Mo(NO)2C사」와 한자리 및 두자리 리간드를 반응시켜 높은 수득률 

(80〜90%)로 중성의 단핵 화합물인 rMo(NO)2Cl2L2(or L・L]을 얻었다. 사용한 리간드는 3,5-Lutidine, Y-Cya- 

nopyridine, lt2-Phenylenediaminet 1,10-Phenanthroline, sym-Diphenylethylenediamine, 9t10-Phenanthre- 

nequinone, 1,3-Bis(diphenylphosphino)propane 및 8-Hydroxyquinoline 이였다. 합성한 dinitrosylmolybde

num 착물은 원소분석과 적외선, 핵자기 공명 및 전자 흡수 스펙트럼 등을 이용해서 그 특성을 조사하였다. 

적외선 스펙트럼은 모든 화합물이 팔면체 구조로서 두 개의 NO 기가 cis 위치로 배위되어 있음을 보였다.

ABSTRACT. The polymeric compound [{Mo(NO)2C12}m] was prepared by reductive nitrosylation of 
NaNO2 and acidified FeSO4 with M0CI5. The reactions of [{Mo(NO)2C사"] with unidentate and bidentate 
ligands afforded neutral monomeric EMo(NO)2Cl2L2(or L-L)] in high yi시d (80—90%). 3,5-Lutidine, Y-Cya- 
nopyridine, 1,2-Phenylenediamine, 1,10-Phenanthroline, sym-Diphenylethylenediamine, 9,10-Phenanthre- 
nequinone, 1,3-Bis(diphenylphosphino)propane and 8-Hydroxyquinoline were used as coordinating ligands. 
The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these dinitrosylmolybdenum complexes by elemental analysis, 
'H NMR, infrared, and UV-Visible spectroscopy are reported. The infrared spectra indicate that in all 
of the compounds prepared, the NO groups occupy ^-positions in the octahedral group of ligands.

서 론

NO는 금속에 배위될 때 삼전자 주개인 NO+의 

선형 리간드 또는 일전자 주개인 NO-의 굽은형 

리간드로 작용하여L2 NO+는 CO 유도체와 등전자 

및 등구조 착물을 형성한다*.

Mz dn NO* MS dn-J NO'

NO는 CO보다 강한 TT-acceptor 이므로 반응성이 

낮으나頷 N0 착물이 몇몇 반응에서는 효과적인 균 

일촉매로 작용함이 보고되었다*9. 이 촉매작용은 

NO가 선형 결합방식 인 경우 Lewis 염기로 작용하며 

굽은형 결합방식인 경우는 Lewis 산으로 작용한다. 

즉, 염기와 산의 tautomerization”에 의해 일반적인 

리간드의 해리 없이도 포화된 금속을 불포화 금속 

으로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촉매활성을 나타낼 

수 있다n. Eisenberg 등은 Ru(NO)2Cl(PPh3)2+PF6- 

을 합성해서 그 구조를 확인한 결과 NO가 선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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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吳相午•牟成鍾

굽은형(Ru-N-O, 136°)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확인했 

다 12. 따라서 많은 NO 화합물이 여러가지 반응을 

촉진하며, 특히, RuH(NO)L3 등은 올레핀의 중합반 

응 및 수소화반응의 촉매 역할을 하며 Pd(II)와 Pt(II) 

의 NO 화합물은 올레핀의 산화를 촉진시킨다I%

Enemark와 Feltham은 {MN아" 단의 전자수(如은 

NO를 NO+로 가정하였을 때의 d 전자수)와 배위 

수에 따라 NO 화합물의 구조를 구분하였다’. 이 

구분에 의한 육배위 화합물은 모두 팔면체 구조로서 

{MN아心와 {M(NO)2}6는 M-NO 결합방식이 선형 

이며 {MNOF은 결합방식이 명확하지 않다. 특히, 

dinitrosyl 화합물인 {M(NO)2}6는 크롬, 몰리브덴, 

텅스텐을 중심 금속으로 하고 한자리 리간드로서 tri- 

phenylphosphine이나 pyridine14, n-cyclopentadie- 

nyl기를 포함한 화합물*侦, 두자리 리간드로서 2,2'- 

bipyridine 및 l,2-bis(diphenylphosphino)ethane을 

포함한 착물 등16 한정된 범위의 화합물만이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자리 리간드로서 배위자리가 N- 

N, P-P, 0-0, As-As인 리간드와 N-0, N-P, P-As 

등의 혼합 리간드를 사용하여 몰리브덴 및 텅스텐의 

단핵 중성 화합물을 합성하고 그 구조를 확인하여 

금속과 리간드의 전자구조적 성질에 따른 올레핀의 

수소화반응에 대한 촉매활성을 조사하고자 하며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의 일부로서 [MMNOBCLLdor 

L-L)] 형의 새로운 화합물에 대한 합성 및 그 특성을 

조사한 결과이다.

실 험

시약 및 기기

모든 반응은 Schlenk-type 의 장치를 사용해서 질 

소 분위기에서 실시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모든 용 

매는 적절한 건조제를 사용해서 정제하였으며 질소 

를 포화시킨 후 주사기로 취하여 사용하였다. 고 

체 시약은 Aldrich사의 특급시약을 정제하지 않고 

100-110t 에서 건조시킨 후 사용하였으며 산소 및 

수분에 민감한 고체 시약은 질소 기류하에서 취급 

하였다.

몰리브덴 금속의 정량분석은 VARIAN사의 AA-40 
기기를 이용하여 원자흡수 분광법으로 실시하였으 

며, 탄소, 수소, 질소의 원소분석은 CARLO ERBA 

사의 STRUMENTAZIONE 1106, 적외선 흡수 스 

펙트럼은 BOMEM사의 MICHELSON 100 FT-IR 

로써 KBr 원판법으로 측정하였고 NMR은 BRU- 

KER사의 FT-NMR (300 MHz), 전자 흡수 스펙트 

럼은 SHIMADZU사의 UV-265 및 녹는점은 PHILIP 

HARRIS사의 기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리간드 및 출발물질

출발물질인 디 Mo(NO)2C사”]은 NaNQ와 산성화 

시킨 FeSQ를 반응시켜 실험실적으로 발생시킨 NO 

기체와 MoCk의 reductive nitrosylation 반웅을 통 

해 합성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리간드의 약 

어와 구조식은 다음과 같다.

5
3,5-lutldlne 

(lutd)
7-cyanopyridine 

(cypy)

a：
lt2-phenylenediaiiine 

(phda)
1>10-phenanthro1i ne 

(phen)

sy»-dlphenylethylenedlailne
어 pen)

ph

9,10-phenanthrenequ1none 
(phqn)

lt3-bls(diphenylphosphlno)propane 8-hydroxyqu ino11ne
(dppp) (oxine)

착물의 합성

Mo(NO)2(lutd)2CL(l). (Mo(NO)2C12}„ 0.25g(l.l, 
mmol)을 CH2C12 10 mi에 넣고 저으면서 3,5-lutidine 

0.29m/(2.5mmol)을 •한 방울씩 가하면 연두색 의 침 

전이 생성되기 시작한다. 반응을 완결시키기 위해 

10시간 동안 계속 저었匸牛. 이 침전을 여과하고 w-he- 

xane으로 씻은 후 ether로 여러번 씻고 진공 건조 

시켰다.

Mo(NO)2(cypy)2C12(2). {Mo(NO)Q사，, 0.25 g(Ll 

mmol)을 CH2CI2 10 m/에 넣고 저으면서 丫-cyanopy- 

ridine 0.25 g(2.4 mmol)을 가하면 맑은 초록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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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alytical data, yield and decomposition temperature

Complex Dec., t Yield, %
Elemental analysis0, %

Mo C H N

Mo(NO)2(lutd)2Cl2 125 91 21.37
(21.74)

37.95
(38.10)

3.89 
(4.09)

12.43
(12.69)

Mo(NO)2(cypy)2C12 78 80 21.85 
(22.04)

33.62 
(33.09)

1.78
(1.84)

18.75
(19.30)

Mo(NO)2(phda)Cl2 98 85 28.51
(28.63)

21.72
(21.48)

2.85
(2.39)

16.39
(16.71)

Mo(NO)2(phen)Cl2 192 90 23.71
(23.56)

36.19
(35.36)

2.37
(1.96)

13.88
(13.75)

Mo(NO)2(dpen)C12 138 82 21.57
(21.84)

38.83
(38.24)

2.75
(3.64)

11.97
(12.75)

Mo(NO)2(phqn)Cl2 105 80 22.94 
(22.04)

37.95
(38.60)

2.52
(1.84)

5.91
(6.43)

Mo(NO)2(dppp)C12 158 81 15.07 
(15.00)

49.89
(50.67)

4.75 
(4.07)

3.95
(4.39)

Mo(NO)2(oxine)Cl2 92 82 25.94
(25.78)

29.62 
(29.02)

2.01
(1.88)

10.97
(11.29)

"Calculated values are shown in parentheses.

용액이 된다. 이 용액을 24시간 동안 계속 저으면 

연두색의 침전이 생성된다. 용액 부피의 약 반 정 

도까지 진공 증발시키고 如-hexane을 가해서 수득 

률을 높였다. 이 침전을 여과하고 ”-hexane으로 씻 

은 후 ether로 여러번 씻고 진공 건조시켰다.

Mo(NO)2(phda)Cl2 (3). ⑴번 화합물과 유사한 

방법으로 합성하였으며 붉은 고동색의 침전을 얻었 

다.

Mo(NO)2(phen)Cl3 (4). (1)번 화합물과 유사한 

방법으로 합성하였으며 연두색의 침전을 얻었다.

Mo(NO)2(dpen)Cl2(5). {Mo(NO)2C12}„ 0.25g(l.l 

mmol)을 CH2C12 10 m/에 넣고 저으면서 sym-di- 

phenylethylenediamine 0.25 g(1.2 mmol)을 가했다. 

약 30분 후 반응물질은 모두 녹아서 짙은 색의 용 

액이 되었다. 반응을 완결시키기 위해 12시간 동안 

계속 저어준 후 이 용액의 약 2/3 정도를 진공 증 

발시키고 算-hexane을 가해서 짙은 초록색의 침전을 

얻었다. 이 침전을 여과하고 ”-hexane으로 씻은 후 

ether로 여러번 씻고 진공 건조시켰다.

Mo(NO)2(phqn)C12 (6). ⑴번 화합물과 유사한 

방법으로 합성하였으며 자주색의 침전을 얻었다.

Mo(NO)2(dppp)CL(7). ⑴번 화합물과 유사한 

방법으로 합성하였으며 연두색의 침전을 얻었다.

Mo(NO)2(oxine)Cl2 (8). ⑴번 화합물과 유사한 

방법으로 합성하였으며 고동색의 침전을 얻었다.

이상의 화합물에 대한 수득률, 분해온도 및 원소 

분석 결과들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결과 및 고찰

착물의 합성. 착물의 합성에 적용된 반응과정은 

다음과 같다.

2NaNC)2 + 2FeSQ + 3H2SO4 —>

Fe2(SO4)3+2NaHSO4+2H2O+2NO (1)

MoC15+5NO-----------> {Mo(NO)2C12}„ + 3NOC1
CH2CI2 (2)

{Mo(NO)2C사”+ 2L(or L-L) >
CH2C12

Mo(NO)2Cl2L2(or L-L) (3)

L=unidentate ligand

L-L=bidentate ligand

출발물질인 {MMNOXCLk의 합성은 NO+(NOC1) 

에 의한 산화 및 CO 유도체와 NO 의 치환반응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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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에 의한 MoCk의 환원반응町 DMF 혹은 pyridine

acetic acid에서 NHQH에 의한 환원성 dinitrosyl화 

반응2021의 세가지 방법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하였다. Cotton 등에 의하면 이 

화합물은 두 개의 NO기가 cis 위치로 존재하는 사 

슬모양의 구조를 가진 팔면체 다핵 화합물이다"2223.

중성화합물인 [Mo(NO)2Cl2L2(or L-L)] 의 합성방 

법은 {Mo(NO)2C사，，와 리간드의 반응5逐"气 [Mo 

(COBLaCb]와 NO의 반응眼地, Mo=Mo 결합이 존 

재하는 Mo(II)의 dimer와 NO의 반응第이 알려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합성은 첫번째 방법을 일부분 

수정하여 순도와 수득률을 높였다. 얻어진 모든 화 

합물의 원소분석 결과枷 1)는 측정치와 계산치 

간에 대체로 좋은 일치를 보였으나 일부 화합물에 

서는 다소 큰 오차도 관찰되었는데 이는 이들 화 

합물이 산소 및 수분에 민감하여 원소분석시 일부 

변질된 탓으로 생각되며 이 화합물들은 모두 육배위 

화합물로서 18-electron rule을 만족한다.

적외선 및 전자 흡수 스펙트럼. 합성한 모든 화 

합물의 적외선 스펙트럼은 1650-1850cm'1 사이에 

특징적인 두 개의 강한 흡수띠를 나타내었다. 현재 

까지 연구된 «s-dinitrosyl 화합물의 예"로 보아 

약 1800 cm1 부근의 강한 흡수띠는 NO기의 대칭 

신축진동에 의한 것이며 약 1650 cm-1 부근의 흡 

수띠는 비대칭 신축진동에 의한 것으로 약간 폭이 

넓다. 칠배위 화합물인 {M(NO)2}4형 Zraws-dinitro- 

syl 착물"은 이 영역에서 두 개의 NO 신축진동 띠가 

나타나지만 mononitrosyl이나 팔면체 구조의 [M 

(NO》}&형 该次s-dinitrosyl 화합물은 1700 cm 1 이 

하에서 한 개 밖에 나타나지 않으며 특흐〕, [Mo(NO)2 

(PPh3)2CLF와 [Mo(NO)2(bipy)Ch丁&의 X-선 결정 

구조 해석의 결과로부터 본 연구의 모든 화합물도 

두 개의 NO기가 cis 위치로 배위되어 있다고 추정 

된다. Fig. 1에는 phenylenediamine 및 oxine 화합 

물과 출발물질로 사용한 {Mo(NO)2C사，,의 NO 신 

축진동에 의한 적외선 홉수띠를 비교하였다". 이

FREQUENCY,c»->

Fig. 1. FT-IR spectra with KBr pellet in the NO stre
tching region of (Mo(NO)2Cl2}„14(left) and Mo(NO)2 
(phda)Cl2(middle), Mo(NO)2(oxine)Cl2(right).

화합물이 Ws-dicarbonyl 화합물跡과는 달리 대칭 및 

비대칭 신축진동간의 진동수 차이가 큰 것은 두 개의 

NO기가 강하게 짝지워져 있음을 나타낸다25. 따라서 

적외선 홉수 스펙트럼으로써는 두 개의 NO기가 cis 

위치인 것은 확인할 수 있으나 czs-Mo(NO)2 주위의 

다른 리간드에 대한 구체적인 입체구조는 알 수 

없다. 그 밖의 리간드의 특징적인 흡수띠는 Table 

2에 요약하였다.

합성한 화합물의 전자 흡수 스펙트럼 결과를 Ta

ble 3 및 F讶.2에 나타내었으며 가시부 영역의 420 

~450nm에 넓은 띠가 관찰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Mo(NO)2}6형의 전자 흡수 스펙트럼에 대해 명확하 

게 밝힌 연구는 없으며 다만 phosphin과 amine 리 

간드 계열의 팔면체 화합물인 [MMNOBiqQ]心4所 

스펙트럼으로 보아 이 띠는 몰리브덴에서 NO기로 

전이되는 금속 t 리간드의 전하이동 전이28龄로서 C& 
의 대칭구조를 가지는 이성체의 경우 (如*。小(혹은 

전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영역에서의 

전하이동 전이는 cz's-dinitrosyl 화합물에서 공통적 

으로 나타나며 리간드의 종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Tkatchenko 등에 따르면 bipyridine 화합 

물에서 395 nm의 최대 흡수띠와 450 nm의 어깨봉 

우리가 나타났으며 이들 각각은 C2„ 대칭 화합물의 

전하이동 전이 인 4* —缶(혹은 a2) 및 0*(혹은 

枷)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하였다心. 따라서 이 계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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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T-IR spectral data of complexes (cm-1)

^Symmetrical 마retching mode, ^Asymmetrical stretching mode, °s, strong; m, medium; w, weak; br, broad. 
stretching mode.

Complex va(NO) v*(NO) v(CH3) v(CN) v(NH) v(CO) v(PC) v(OH)

Mo(NO)2(lutd)2Cl2 1778s， 1669s 2876w
Mo(NO)2(cypy)2C12 1786s 1671s 2241m
Mo(NO)2(phda)C12 1794s 1682s 3193s 31633d 3091/
Mo(NO)2(phen)Cl2 1778s 1672s
Mo(NO)2(dpen)C12 1789s 1668s 3000br
Mo(NO)2(phqn)Cl2 1804m 1687s 1583s
Mo(NO)2(dppp)Cl2 1778s 1658s 730s
Mo(NO)2(oxine)Cl2 1778s 1658s 3165br

Table 3. Electronic spectral data5 of complexes

Complex 兀nax(nm)
Color

Solution Solid

Mo(NO)2(lutd)2Cl2 442 Greenish 
yellow

Yellowish 
green

Mo(NO)2(cypy)2Cl2 441 Pale 
green

Greenish 
yellow

Mo(NO)2(phda)Cl2 428 Orange Redish 
brown

Mo(NO)2(phen)Cl2 435 Yellow Yellowish 
green

Mo(NO)2(dpen)Cl2 430 Yellow Dark 
green

Mo(NO)2(phqn)Cl2 420 Brown Dark 
purple

Mo(NO)2(dppp)Cl2 432 G이 den 
yellow

Yellowish
green

Mo(NO)2(oxine)C12 372 Y이 low Brown

ain CH2CI2.

Fig. 2. Electronic spectrum of Mo(NO)2(phda)Cl2 in 
CH2CI2.

flin CDCI3 + DMSO-J6 at room temperature.

Table 4.NMR spectral data0 of complexes

Complex Ring 】H Others

Mo(NO)2(lutd)2Cl2

Mo(NO)2(cypy)2Cl2

8.00(s, 2H)
8.49(s, 4H)
7.76(d, 4H)
8.89(d, 4H)

2.39(s, 12H)

Mo(NO)2(phda)Cl2
Mo(NO)2(phen)Cl2

7.00(t, 4H) 
8.00-8.30 
(m,4H)

8.91 〜9.72 
(m,4H)

6.87(t, 4H)

Mo(NO)2(dpen)Cl2

Mo(NO)2(phqn)Cl2

7.01 ~ 7.67
(m, 10H)

7.45(m, 2H),
7.75(m, 2H)

8.05(m, 2H),
8.15(m, 2H)

3.59-3.76 
(d, 4H) 

6.00-6.85
(br,2H)

Mo(NO)2(dppp)Cl2 7.45-7.70
(d, 20H)

1.90(br, 2H)

2.52 〜3.10
(t,4H)

Mo(NO)2(oxine)CI2 7.12 〜7.85 
(m, 4H) 

7.98-8.50 
(m, 1H) 

8.55-9.10 
(m, 1H)

9.01(s, 1H)

C2v 대칭 화합물은 전하이동 띠가 두 곳에 나타나 

기도 한다. 본 연구의 phenanthroline 화합물 (4)에 

서의 350 nm 및 425 nm 에 나타난 홉수띠도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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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에 기인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oxine 화 

합물 (8)의 경우에는 370 nm에서만 전하이동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흡수띠가 나타났다.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화합물은 1778 cmT 및 1658cmT에서 

NO기의 대칭 및 비대칭 신축진동에 의한 강한 흡 

수띠를 나타내므로 cis-dinitrosyl 화헙물이지만 450 

nm 부근의 전하이동 흡수띠는 나타나지 않는 경 

우로 판단된다.

■H-NMR 스펙트럼. 합성된 화합물의 'H-NMR 

스펙트럼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 었으며 Fig. 3은 

화합물 (1), Fig. 4는 화합물 (3)의 스펙트럼 이다. 적 

외선 홉수 스펙트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두 개의 

NO기가 cis 위치로 배위되어 있으므로 [MMNOBls 

Cl?]의 가능한 기하이성체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a) (b) (c)

있으며 (C)는 광학 이성체이다. X-선 회절 및 여러 

가지 분광학적 방법으로 확인된 [MMNOBLaCLFM 

의 구조는 C&, 대칭성을 가진 «s-dinitrosyl-/raws-di- 

chlorovis-IMA)와 ns-dinitrosyl-cj's-dichloro-Zrans- 

L/B)가 대부분이다. 특히, 두자리 리간드를 갖는 

화합물은 cis 킬레이트 고리의 구조적 특성에 의해 

(A) 구조가 지배적이지만 한자리 리간드의 경우는 

(A) 및 (B) 구조가 모두 가능하며 리간드의 입체적 

장애가 크면 (B) 구조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나 입

rtM

Fig. 3.〔H NMR spectrum of Mo(NO)2(lutd)2Ck

Fig. 4.NMR spectrum of Mo(NO)2(phda)C12 (peaks marked X are impu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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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장애가 비교적 적은 pyridine 화합물은 (A) 

구조이지만 RC=N(R=CH3> ph, CH2=CH) 화합^ 

은 오히려 (B)구조임이 확인되었다 16. 따라서 이 계 

통의 화합물에 대한 구조가 명확히 밝혀진 것이 

많지않기 때문에 리간드와 화합물 구조사이의 관계 

를 일반화시키기는 아직 어렵다.

화합물 (1), ⑵는 한자리 리간드가 배위한 것으 

로서 자유 리간드의 스펙트럼과 비교해 보았을 때 

0.2-0.6 ppm 정도 낮은 장으로 이동한 것 외에는 

분리형태 및 적분세기의 비가 같았다. 이러한 결과는 

화합물의 구조가 대칭적임을 의미하며 (A) 또는 (B) 

구조로 예상할 수 있다. 이 리간드는 pyridine 유 

도체로서 이미 확인된 pyridine 화합물이 cis-trans- 

cis의 (A) 구조인 예로 미루어보아 (B)보다는 (A)와 

같은 구조가 더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자리 리간드 화합물의 경우도 각각의 자유 리간 

드의 스펙트럼과 비교했을 때 낮은 장으로 이동한 

것을 제외하고는 분리형태 및 적분세기의 비가 같은 

것으로 보아 한자리 리간드의 화합물과 같은 C% 

대칭구조의 화합물로 판단되며 리간드의 cis 킬레 

이트화 성질을 감안했을 때 모두 cis-traws-cis의 (A) 

구조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교육부 기초과학 연구비에 의한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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