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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실온에서 WCL와 NaNO2 및 산성화시킨 FeSQ의 환원성 니트로실화 반응을 통해 다핵 화합물인 

[{W(N0)2C사”:!을 합성하였다. 이 더W(N0)2C사」와 한자리 및 두자리 리간드를 반응시켜 비교적 높은 

수득률(70〜90%)로 중성의 단핵 화합물인 EW(NO)2Cl2L2(or L-L)]을 얻었다. 배위 리간드로는 3,5-lutidine, 

Y-cyanopyridine, 1,2-phenylenediamine, 1,10-phenanthroline, sym-diphenylethylenediamine, 9,10-phenan- 

threnequinone, 1,3-旅(diphenylphosphino)propane, 1,1'-况s(diphenylphosphino)ferrocene 및 8-hydroxyqui- 

noline을 사용하였다. 합성한 디니트로실텡스텐 착물은 원소분석과 적외선, 핵자기 공명 및 전자 홉수 스 

펙트럼 등을 이용해서 그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이들 분광학적 결과로써 모든 화합물의 기하학적 구조가

대칭인 c，s-dinitrosyl-g，zs-dichloroYis-L2의 구조임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polymeric compound [{W(NO)2Cl2}n] were prepared by reductive nitrosylation of 
NaNO2 and acidified FeSQ with WC16 at room temperature. The reactions of [{WCNO^C*}”] with unide
ntate and bidentate ligands afforded neutral monomeric EW(NO)2Cl2L2(or L-L)] in a relative high yields 
(70~90%). 3,5-lutidine, Y-cyanopyridine, 1,2-phenylenediamine, 1,10-phenanthroline, sym-diphenylethyle- 
nediamine, 9,10-phenanthrenequinone, l,3-&zs(diphenylphosphino)propane, l,l,-6«s(diphenylphosphino)fer- 
rocene and 8-hydroxyquinoline were used as coordinating ligands. These dinitrosyltungsten complexes 
were characterized by elemental analysis, 'H-NMR, infrared, and UV-visible spectroscopy are reported. 
The spectral data indicated that geometric structures of the products were as-dinitrosyl-/r«ws-dichloro- 

cis-Lz of C2, symmetry.

서 론

최근, 우리는 6B족의 전이금속(Mo, W)에 대한 

디니트로실 화합물인 {MOW》}15계(첨자 6은 NO를 

NO+로 가정하였을 때 금속의 d 전자수)의 합성 및 

분자구조의 해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니트로실 화합물은 NO기의 전자적 성질侦과 할로 

겐의 abstraction 반응3으로 빈 배위자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올레핀의 수소화, 이성체화 및 중합반 

응4과 특호], 할로겐의 abstraction 없이도 알켄의 

상호교환 반응(올레핀 불균등화 반응)에서 균일촉매 

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 

계열의 화합물에 대한 연구는 주로 몰리브텐 금속에 

편중되어 있으며8 그 중에서도 n-Cp 착물이 대부분 

이다&9.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새로운 [Mo(NO)2 

Clzlal 형의 중성 화합물에 대한 합성 및 구조적 특 

성을 조사하여 이미 발표한 바 있다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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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몰리브덴 디니트로실 화합물에 비해 텅스텐 

화합물은 많이 연구되지 않았으며 단지 n-Cp 착물에 

대해서만 일부 연구되었다耶. 더우기 n-Cp 착물외에 

{M(NO)2}6 계에 대해 지금까지 연구된 것은 주로 

중성의 단핵 화합물인 [MINOBCbb] 형태이며12~對 

중심금속이 같거나 혹은 다른 디니트로실의 이핵 

착물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새로운 디니트로실 몰리브덴 및 텅스텐의 이핵 

착물의 합성 및 분자구조와 여러 가지 리간드에 따른 

화학적 반응성을 조사하고자 하며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의 일부로 디니트로실 텅스텐의 이핵 착물의 

합성에 선구물질로 이용될 수 있는 중성의 단핵 

텅스텐 착물인 EW(NO)2Cl2L2(or L-L)]형의 새로운 

화합물에 대한 합성 및 구조적 특성을 연구하였으며 

또한 앞서 발표한 몰리브덴 착물。과의 분광학적 

결과를 비교, 연구하고자 하였다.

실 험

시약 및 기구

모든 반응은 Schlenk-type의 장치를 사용해서 정 

제한 질소 분위기에서 실시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모든 용매는 적절한 건조제(CaH2, LiAlH4, Na or 

molecular sieves etc.)를 사용해서 정제하였으며" 

질소를 포화시킨 후 주사기로 취하여 사용하였다. 

고체 시약은 Aldrich사의 특급시약을 정제하지 않고 

100~110°C에서 건조시킨 후 사용하였으며 특호L 

산소 및 수분에 민감한 WC1«는 Ventron사의 특급 

시약으로서 건조시킨 질소 기류하에서 취급하였다.

텅스텐 금속의 정량분석은 Varian사의 AA-40 기 

기를 이용하여 원자흡수 분광법으로 실시하였으며 

탄소, 수소, 질소의 원소분석은 Carlo Erba사의 St- 

rumentazione 1106,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은 Bo- 

mem사의 Michelson 100 FT-IR로써 KBr 원판법 

으로 측정하였고 咕-NMR은 Bruker사의 FT-NMR 

(300 MHz), 전자 흡수스펙트럼은 Shimadzu사의 

UV-265 및 녹는점은 Philip Harris사의 기기를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츨발물질 및 리간드

출발물질인 [{W(N0)2C사」은 NaNOz와 산성화 

시킨 FeSQ를 반응시켜 실험실적으로 발생시킨 NO

p애 5 4
(lutd) (cypy) (phen)

OU Y c旻〉

(phda) (dpen) (phqn)

Fig. 1. Structure and abbreviation of the ligands. 
Abb.; lutd=3,5-lutidine, cypy=Y-cyanopyridine, phen 
=1,10-phenanthroline phda= lt2-phenylenediamine, 
dpen=sym-diphenylethylenediamine phqn=9,10-phen- 
anthrenequinone, dppp = l,3-d：5(diphenylphosphino) 
propane dppf= IJ^-djsCdiphenylphosphinoJferrocene,  
oxine=8-hydroxyquinoline.

기체와 WC16의 환원성 니트로실화 반응을 통해 합 

성하였으며福 본 연구에서 사용한 리간드의 약어와 

구조식은 Fig. 1과 같다.

착물의 합성

W(NO)2(lutd)2Cl2 (I). (W(NO)2C12)w 0.35g(l.l 

mmol)을 CH2C12 10 m/에 넣은 현탁액을 저으면서 

3,5-lutidine 0.29 m/(2.5 mm이)을 한방울씩 가하면 

맑은 초록색의 용액이 된다. 이 용액을 계속해서 24 

시간 동안 저으면 연두색의 침전이 생성된다. 용액 

부피의 약 2/3 정도를 진공증발시키고 小hexane을 

가해서 수득률을 높였다. 이 침전을 여과하고 w-he- 

xane으로 씻은 후 ether로 여러번 씻고 진공 건조 

시켰다.

W(NO)2(cypy)Q2 (2). {W(NO)2C12}„ 0.35g(l.l 

mmol)을 CH2C12 10 加에 넣은 현탁액을 저으면서 

Y-cyanopyridine 0.25 g(2.4 mmol)을 가하면 연두색 

의 침전이 생성되기 시작한다. 반응을 완결시키기 

위해 24시간 동안 계속 저은 후 용액부피의 약 2/3 

정도를 진공 증발시키고 刀-hexane을 가했다. 이 침 

전을 여과하고 刀-hexane으로 씻은 후 ether로 여 

러번 씻고 진공 건조시켰다.

W(NO)2(phen)Cl2 (3). ⑵번 화합물과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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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합성하였으며 짙은 노란색의 침전을 얻었 

다.

W(NOh(phda)C12 (4). (2)번 화합물과 유사한 

방법으로 합성하였으며•적갈색의 침전을 얻었다.

W(NO)2(dpen)Cl2 (5). (W(NO)2C12(„ 0.35g(l.l 

mmol)을 CH2C12 10 m/에 넣은 현탁액을 저으면서 

sym-diphenylethylenediamine 0.25 g(1.2 mmol)을 

가했다. 약 5분 후 반응물질은 모두 녹아서 짙은 

자주색의 용액이 되었다. 반응을 완결시키기 위해 

12시간 동안 계속 저어준 후 이 용액의 약 2/3 

정도를 진공 증발시키고 ”-hexane을 가해서 자주 

색의 침전을 얻었다. 이 침전을 여과하고 «-he- 

xane으로 씻은 후 ether로 여러번 씻고 진공 건조 

시켰다.

W(NO)2(phen)Cl2 (6). (5)번 화합물과 유사한 

방법으로 합성하였으며 짙은 초록색의 침전을 얻었 

다.

W(NO)2(dppn)Cl2 (7). ⑸번 화합물과 유사한 

방법으로 합성하였으며 연두색의 침전을 얻었다.

W(NO)z(dppf)C12 (8). {W(N0)2C사，, 0.35 g(l.l 

mmol)을 CH3CH2OH 10 m/에 녹인 맑은 초록색 

용액 에 1,1'-前s(diphenylphosphino)ferrocene 0.67 g 

(1.2mmol)을 가한 현탁액을 실온에서 2일 동안 계속 

저으면 노란색의 침전이 생성된다. 이 침전을 여과 

하고 龙-hexane으로 씻은 후 ether로 여러번 씻고 

진공 건조시켰다.

W(NO)2(oxine)CL (9). (2)번 화합물과 유사한 

방법으로 합성하였으며 고동색의 침전을 얻었다.

이상의 화합물에 대한 수득률, 분해온도 및 원소 

분석 결과들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결과 및 고찰

착물의 합성. NO 기체는 반응식 (1)에 나타낸 

것처럼 NaNQ와 H2SQ로 산성화시킨 FeSQ 용액 

과의 반응을 통해 실험실적으로 발생시켰으며a 이 

기체를 NaOH 입자로 충진된 관 속으로 통과시켜 

NQ 및 수분을 제거하였다.

2NaNQ + 2FeSO4+3H2S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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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B족의 디니트로실 몰리브덴(0) 착물의 연구에서 

출발물질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E{Mo(NO)2- 

C사”］의 합성방법은 일반적으로 NO+(NOC1 등) 및 

NO 에 의한 carbonyl 유도체의 산화 및 치 환반응用% 

NO에 의한 metal halide 의 환원반응*, dmf 혹은 

pyridine-acetic acid 에서 NH2OH에 의한 환원성 디 

니트로실화 반응I，”의 세 가지 방법이 알려져 있으 

며 본 연구에서의 출발물질인 디W(NO)2Cb}"］은 

두번째 반응을 적용하여 WCk와 NO의 직접적인 

반응을 통해 편리하게 합성하였다(2 식).

WC16+6NO —{W(NO)2C12}" + 4NOC1 (2) 
CH2C12

Cotton 등이 이미 확인한 더Mo(NO)2C사”］의 구 

조"018로 보아 ［{W(NO)2C사“］도 두 개의 NO기가 

cis 위치로 존재하는 사슬모양의 팔면체 다핵 화합

Table 1. Analytical data, yields and melting points

Complex mp, Yield, %
Elemental analysis,1, %

W C H N

W(NO)2(lutd)2Cl2 126 dec. 85 34.55(34.75) 31.68(31.78) 3.15(3.43) 10.27(10.59)
W(NO)2(cypy)2Cl2 92 dec. 70 35.28(35.15) 27.19(27.56) 1.92(1.54) 15.97(16.07)
W(NO)2(phen)Cl2 186 dec. 90 36.98(37.14) 29.37(29.12) 1.96(1.63) 11.15(11.32)
W(NO)2(phda)Cl2 88 dec. 85 43.65(43.47) 16.92(17.04) 2.13(1.91) 12.98(13.25)
W(NO)2(dpen)Cl2 74 dec. 80 34.75(34.90) 32.02(31.92) 2.75(3.06) 10.91(10.64)
W(NO)2(phqn)CI2 95 dec. 80 35.27(35.15) 32.50(32.15) 1.58(1.54) 5.02 (536)
W(NOX 어 ppp)CL 110 dec. 81 25.21(25.28) 44.75(44.60) 3.46(3.60) 3.69 (3.85)
W(NO)2(dppf)Cl2 124 dec. 90 20.97(21.15) 47.15(46.98) 3.51(3.25) 2.98 (3.22)
W(NO)2(oxine)Cl2 85 dec. 82 39.75(39.98) 23.76(23.50) 1.87(1.53) 8.85 (9.14)

^calculated values are shown in parentheses.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금속-나트로실 착물(제 2보): 디니트로실 텀스텐(0) 착물의 합성과 특성 909

물로 생각된다.

이 다핵 화합물을 출발물질로 하여 실온에서 한 

자리 및 두 자리 리간드와의 반응 12,l%,14a,18,19을 통해 

비교적 높은 수득률과 순도로 중성의 단핵 화합물인 

EW(NO)2Cl2L2(or L・L)]을 합성하였다(3 식).

{叩0*사”+21奴 1W(NO)2Cl2L2(or L-L)
CH2CI2

(or C2HQH) (3)

L는 unidentate ligand 이고, L-L는 bidentate li

gand 이다.

합성한 모든 화합물의 원소분석 결과(Tai戒 1)는 

측정치와 계산치간에 대체로 좋은 일치를 보였으나 

일부 화합물에서는 다소 큰 오차도 관찰되었는데 

이는 이들 화합물이 산소 및 수분에 민감하여 원 

소분석시 일부 변질된 탓으로 생각되며 이 화합물 

들은 모두 팔면체 화합물로서 18-electron rule을 

만족한다.

적외선 및 전자 흡수 스펙트럼. N0리간드의 가 

장 특징적인 분광학적 성질은 적외선 스펙트럼의 V 

(NO) 흡수띠이다. 일반적으로 말단 NO착물은 매우 

넓은 진동수의 범위에 걸쳐 강한 v(N0) 흡수띠를 

나타낸다. 즉, 중성 착물은 1610-1820cm-1, 음이온 

착물은 1455cmf 양이온 착물은 1945cm1 부근에 

각각 나타낸다. 이러한 진동수 차이는 금속의 산화 

상태에 따른 7T-역결합 변화 때문이다. 합성한 모든 

화합물의 적외선 스펙트럼이 v(NO) 영역(1610〜1786 

cmT)에서 특징적인 두 개의 강한 흡수띠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중성 화합물임을 알 수 있으며 현재 

까지 연구된 팔면체 구조의 {M(NO)2}^(M = Cr, 

Mo, W) 화합물의 예로 보아 보다 높은 에너지의 

강한 흡수띠는 NO기의 대칭 신축진동에 의한 것 

이며 약간 폭이 넓은 낮은 에너지의 흡수띠는 비대칭 

신축진동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皿均河. F谊.2에 

나타낸 것처럼 본 연구에서의 dppp 화합물(7)과 Co- 

tton의 디Mo(NO)2C사”]의 v(NO) 흡수띠最를 비교 

한 결과 NO기의 결합형태가 서로 같음을 알 수 

있으며 이 계열의 화합물인 [Mo(NO)2(PPh3)2Cl2]21 

와 [MMNO^bipnClM20의 X-선 결정구조 해석의 

결과 및 팔면체의 디니트로실 착물에서 v(NO) 흡 

수띠가 두 곳에서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로부터 본 

연구의 모든 화합물은 두 개의 NO기가 cis 위치로

Fig. 2. FT-IR spectrum of W(NO)2(dppp)CL (KBr pellet) *v“(NO) and v时“"(NO) of 더 Mo(NO)2C나”丁

Vol. 36, No. 6, 1992



910 吳相午•牟成鍾

"the difference of NO stretching frequencies between [W(NO)2C12L2] and [MoCNOLCLIK, °s, strong; m, medium.

Table 2. NO stretching frequencies of [WINOBCLL] and [MMNOLCbLz]'。 (cm-1)

Complex
\，g(N0) 5(NO) Remark1

M=W Mo M二 W Mo A为湖 A 기Qsyrn

M(NO)2(lutd)2Cl2 1742s* 1778s 1611s 1669s 36 58
M(NO)2(cypy)2Cl2 1751s 1786s 1616s 1671s 35 35
M(NO)2(phen)Cl2 1732s 1778s 1612s 1672s 46 60
M(NO)2(phda)C12 1754s 1794s 1644s 1682s 40 38
M(NO)2(dpen)Cl2 1750s 1789s 1634s 1668s 39 34
M(NO)2(phqn)C12 1786m 1804m 1672s 1687s 18 15
M(NO)2(dppp)Cl2 1714s 1778s 1633s 1658s 37 25
M(NO)2(dppf)C12 1750s 1790s 1635s 1660s 40 25
M(NO)2(oxine)Cl2 1740s 1778s 1635s 1658s 38 23

12.0 11.0 10： 0 9?0 bTo t5o bTo sTo 4?0 3?0 JTo 1T0 0.0

PPm

Fig. 3. 'H-NMR spectrum of [WINOXcypy^CL].

배위되어 있다고 추정된다. Table 2는 본 연구에서 

합성한 텅스텐 화합물과 몰리브덴 화합물의 v(N0) 

진号수를 비교한 것이며 몰리브덴 화합물에 비해 

'넝스텐 화합물의 v(N0)가 모두 감소하였다. 이것은 

금속의 nd 궤도의 에너지 준위가 높아짐에 따라 dn 

궤도와 N0+의 n* 궤도간의 에너지 차이가 감소함 

으로써 M-N0의 상호작용이 강하게 일어나고 따라 

서 N=0의 결합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이다. 한편, 

이 M-N0의 상호작용은 N0+와 등전자 구조인 C0 

화합물의 M-C0보다 금속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며 그 이유는 N0+가 CO의 n* 궤도의 에너지 

준위보다 더 낮기 때문이다93. 적외선 흡수 스펙트 

럼의 결과로써는 두 개의 NO기가 cis 위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ns-W(N0)2 주위의 다른 리 간드에 

대한 구체적인 기하학적 구조의 추정은 불가능하다.

Fig. 3은 합성한 LMo(NO)2(dppp)Cl2] 전자 흡수 

스펙트럼이며 Table 3은 앞서 발표한 몰리브덴 화 

합물의 결과w와 비교한 것이다. Oxine 화합물을 

제외한 모든 화합물은 가시부 영역의 405-427nm 

에 큰 흡수띠를 나타내었다. 지금까지 «s-{M(NO)2}6 

형의 전자 흡수 스펙트럼에 대해 명확하게 밝힌 

연구는 없으며 다만 phosphine과 amine 리간드 계 

열의 팔면체 화합물인 [MMNOBbXz：門2。22 스펙트 

럼으로 보아 이 띠는 텅스텐에서 NO기로 전이되는 

금속 T• 리 간드의 전하이동 전이23必로서 C2/의 대 칭 

구조를 가지는 이 성체의 경우 - (혹은 &2)전 

이 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Tkatchenko 등에 따르면 

[Mo(NO)2(bipy)CM| 화합물에서 395 nm의 최대 흡 

수띠와 450nm의 어깨봉우리가 나타났으며 이들 

각각은 C2v 대칭 화합물의 전하이동 전이인 bi — b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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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lectronic spectral data" of complexes

Complex
Amax (nm)

A ；Lnax (nmy Color
M = W Mo

M(NO)2(lutd)2Cl2 427 442 15 Yellowish green
M(NO)2(cypy)2Cl2 405。 441 36 Yellowish green
M(NO)2(Phen)Cl2 425c 435 10 Golden yellow
M(NO)2(phda)Cl2 405 428 23 Redish brown
M(NO)2(dpen)Cl2 412 430 18 Dark purple
M(NO)2(phen)Cl2 415 420 5 Dark green
M(NO)2(dppp)Cl2 419 432 13 Yellowish green
M(N0)2(dppf)CL 418 430 12 Brown
M(NO)2(oxine)Cl2 370 372 2 Brown

气n CH2CI2, "the difference of 人max between [W(NO)2C12L2] and [MMNO^ClU, ^shoulder.

"in CDCL + DMSOS at room temperature.

Table 4. 'H-NMR spectral data13 of complexes (8, ppm)

Complex Aromatic ring 】H Others Free ligand

W(NO)2(lutd)2Cl2
W(NO)2(cypy)2Cl2
W(NO)2(phen)Cl2

8.14(s, 2H) 8.56(s, 4H)
7.80어, 4H) 8.87(d, 4H)
8.23~8.28(m, 2H) 8.39(s, 2H)
9.09~9.13(m, 2H) 9.32~9.34(m, 2H)

2.43(s, 12H) 7.3O(1H) 8.26(2H) 2.30(6H)
7.56(2H) 8.82(2H)
7.62(2H) 7.80(2H) 8.26(2H) 9.21(2H)

W(NO)2(phda)Cl2 7.55(t, 4H) 6.87(t, 4H) 6.71(4H) 3.30(4H)
W(NO)2(dpen)Cl2

W(NO)2(phen)Cl2

6.98 〜7.64(m, 10H)

7.48(m, 2H) 7.86 (m, 2H)
8.06(m, 2H) 8.17(m, 2H)

3.41~3.54(d, 4H)
6.28〜7.08(br, 2H)

6.66(4H) 6.72(2H) 7.21(4H)
3.4O0H) 3.80(2H)
7.45(2H) 7.71(2H) 8.00(2H) 8.17(2H)

W(NO)2(dppp)Cl2 7.45〜7.74(m, 20H) 1.70(br, 2H)
2.56(t, 4H)

7.32(20H) 1.63(2H) 2.20(4H)

W(NO)2(dppDCl2 7.25〜7.82(m, 20H) 4.37(s, 8H) 7.30(20H) 4.20(10H)
W(NO)2(oxine)Cl2 7.15 〜7.93(m, 4H)

8.05 〜8.59(m, 1H)
8.56 〜1H)

9.11(s, 1H) 7.14〜7.57(44H) 8.15(1H)
8.78(1H) 8.2O(1H)

(혹은 a2) 및 ©2* 一们(혹은 但)에 의한 것이라고 추 

정하였다20. 따라서 이 계열의 Ca 대칭 화합물은 

전하이동 띠가 두 곳에 나타날 수도 있으며 본 연 

구의 phen 화합물(3)에서의 350 nm 및 425 nm에 

나타난 흡수띠도 전하이동 띠로 추정된다. 그러나 

oxine 화합물(8)의 경우에는 370 nm에서만 전하이 

동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흡수띠가 나타났다. Ta

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화합물은 1740 cmT 

및 1635cmT에서 NO기의 대칭 및 비대칭 신축진 

동에 의한 강한 홉수띠를 나타내므로 c/s-디 니트로실 

화합물이지만 405nm 이상의 전하이동 흡수띠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로 생각된다. 텅스텐 화합물이 

몰리브덴 화합물에 비해 전하이동 전이의 에너지가 

큰 것(Table 3)은 Mo-NO보다 W-NO의 역결합이 

강하게 일어남으로써 이들 사이가 이미 전자적 평 

형상태에 있기 때문이며 그 결과는 앞서 설명한 

적외선 스펙트럼의 결과와 일치한다.

'H-NMR 스펙트럼. 합성된 화합물의 1H-NMR 

스펙트럼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으며 Fig. 4는 

화합물 (2), Fig. 5는 화합물 (7)의 스펙트럼이다. 적 

외선 및 전자흡수 스펙트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두 개의 NO기가 cis 위치로 배위되어 있으므로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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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10 ° 9 0 8 0 7.0 6.0 5.0 4.0 3-0 2.0 1.0 0.0
Ppm

Fig. 4. XH-NMR spectrum of EW(NO)2(dppp)Cl2].

(NOXLzCW의 가능한 기하이성체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C)는 광학이성체이다. X-선 회절

(A) (B) (C)

및 여러 가지 분광학적 방법으로 확인된 EM(NO)2L2 

&了의 구조는 C2v 대칭성을 가진 Ws-dinitrosyl- 

圳"JS-dichloro-Ws-L2(A)와 c/s-dinitrosyl-czs-dich- 

loro-fnms-L/B)가 대부분이다. 특히, 두 자리 리간 

드를 갖는 화합물은 cis 킬레이트 고리의 구조적 

특성에 의해 (A) 구조가 지배적이지만 한 자리 리 

간드의 경우는 (A) 및 (B) 구조가 모두 가능하며 

리간드의 입체적 장애가 크면 (B) 구조를 가질 것 

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pyridine 화합물은 (A) 구조 

이지만 입체적 장애가 더 적은 RC 三N(R=CH3, ph, 

CHz = CH) 화합물은 오하려 (B) 구조임이 확인되 

었다的. 따라서 이 계통의 화합물에 대한 구조가 명 

확히 밝혀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리간드와 화합물 

구조 사이의 관계를 일반화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합성한 모든 화합물과 각각의 자유 리간드의 스 

펙트럼을 비교해 보았을 때 다소 낮은 장으로 이동한 

것을 제외하고는 분리형태 및 적분세기의 비가 같은 

것으로 보아 화합물의 구조가 매우 대칭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 자리 리간드의 화합물(⑴, ⑵)은 

(A) 또는 (B) 구조로 예상할 수 있으나 이들 리간 

드가 pyridine 유도체로서 이미 확인된 pyridine 

화합물이 cis-trans-cis의 (A) 구조20인 예로 미루어

Fig. 5. Electronic spectrum of M(NO)2(dppp)Cl2 in 
CH2C12 solid line; [W(N0)2(dppp)CMI, dashed line; 
[Mo(NO)2(dppp)Cl2],

보아 (B)보다는 (A)와 같은 구조가 더 타당성 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 자리 리간드 화합물((3)-(9))의 

경우도 한 자리 리간드의 화합물과 같은 C% 대칭 

구조의 화합물로 판단되며 리간드의 cis 킬레이트화 

성질로 인해 모두 cis-trans-dsS] (A) 구조일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CM 

(NO)2Cl2L2(or L-L)] (M=Mo, W)는 그 분광학적 

결과로부터 두 개의 NO 리간드가 cis 위치로 배위 

되어 있었으며 입체 구조는 같은 리간드인 경우 

금속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C% 대칭 구조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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