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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VCL과 N, P, 0 주개 리간드를 반응시켜 새로운 바나듐(III) 착물을 합성하였으며 원소분석과 

적외선, 핵자기 공명 및 전자 홉수스펙트럼 등을 이용하여 그 특성을 조사하였다. 사용한 리간드는 3,5-Iuti- 

dine, 1,2-phenylenediamine, 8-hydroxyquinoline, 9,10-phenanthrenquinone, triphenylphosphine, l,2-bis(di- 

phenylphosphino)ethane, l,3-bis(diphenylphosphino)propane^ ltl,-bis(diphenylphosphino)ferrocene 

합성된 착물의 V-Cl 신축진동이 298〜367cmT에서 나타나므로 팔면체 구조로 추정된다. V-X(X=N, P, 0) 

신축진동이 200~600cmT에서 각각 관측되므로 바나듐에 리간드가 배위된 것을 알 수 있다. Acetonitile의 

C-N 신축진동은 자유리간드(2260 cm-1)보다 약 70 cm1 증가한 위치에서 나타나며, 또한 C三 N 굽힘진동도 

자유리간드(377cmT)보다 약 60cm 1 증가한 위치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VCHL^MeCN] 및 

[VC13(L-L)MeCN]와 같은 팔면체 구조의 바나듐(III) 착물임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Some vanadium(III) complexes have been prepared from the reaction of VC13 with 
N, P, O-donating ligands and characterized by elemental analysis, HNMR infrared and UV-Visible spect
roscopy. 3,5-Lutidine, l,2-phenylenediaminet 8-hydroxyquinoline, 9,10-phenanthrenequinone, triphenylpho
sphine, lf2-bis(diphenylphosphino)ethane, l,3-bis(diphenylphosphino)propane and IJ'-bisCdiphenylphos- 
phino)ferrocene were chosen as coordinating ligands. Stretching frequency v(V-Cl) of complexes appears 
at 298—367 cm-1, which show octahedral geometries. Stretching frequency of v(V-X) (X=N, P, 0) indica
tes that ligands are coordinated to vanadium(III). Stretching frequency v(C= N) of acetonitrile in these 
complexes are characteristically shifted to about 70 cm 1 higher compared with that of a free ligand 
(2260 cm1). Bending frequency of 8(C= N) is also shifted to about 60 cm 1 higher compared with that 
of a free ligand (377 cm-1). Finally each vanadium(III) complex showed the following formulation; [VCI3 
(L)2MeCN] or [VCl3(L-L)MeCN].

서 론

바나듐은 一3가에서 +5가(一2가 제외)의 산화상 

태를 가지며 천연 중에 안정하게 존재하는 산화상 

태는 +4와 +5가이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바나듐 

금속에 대한 연구는 높은 산화상태의 V0小, VO", 

VO2「의 옥소 착물中에 대한 것 이 대부분이 다. 그러 

나 3가 착물은 일부 리간드들을 사용한 EVXel3- 

(X = CN, F, Cl 및 NCS)와 같은 anion 착물&과 중성 

육배위 착물인 VC13Xs(X=RCN, THF)"°과 오배위 

착물 VCh(L)舟에 대해 보고되었을 뿐 광범위하게 

연구되지는 않았다. 최근 무기화학에서는 이핵 착 

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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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V(III) 및 Mo(III)에 대한 단핵 착물 및 V(III)- 

V(III), Mo(III)-Mo(III), V(III)・Mo(III) 의 이핵 착물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를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이 

연구의 선구 물질로 사용하기 위해 지금까지 합성한 

질소, 인, 산소 주개 리간드를 가진 새로운 단핵 V 

(III) 착물에 대한 것이며, 이미 한자리 및 두자리 

질소 주개 리간드 착물에 대해서는 보고한 너卜 있다吃 

이들 착물 조성에 대한 용매의 성질과 리간드 종류에 

따른 착물의 구조를 분광학적으로 조사하였다.

실 험

시약 및 출발물질

바나듐(III) 화합물은 공기와 수분에 민감하므로 

모든 반응은 Schlenk-type 장치를 사용하여 질소 

분위기에서 실험하였다. VCZ는 Aldrich사의 시약을 

구입하였으며, 합성에 이용된 모든 용매는 적절한 

건조제를 사용해서 정제하였으며, 고체시약은 특급 

시약을 100~110°C에서 건조시킨 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리간드의 약어와 구조식은 다음과

o

OH 
(oxine)

(phqu) (PPh3)

ph ph
PK海 Hf

(dt>3

応

Fe 1저ph 丿 Ph
/PCH2CH2CH2F\ 

ph ph

(dppp)

Abbr.; lutd = 3,5-lutidine, phda= 1,2-phenylenedia- 
mine, oxine = 8-hydroxyquinoline, phqu — 9,10-phena- 
nthrenequinone, pph3 = triphenylphosphine, dppe = 1, 
2-bis(diphenylphosphino)ethane, dppp= l,3-bis(diphe- 
nylphosphino)propane, dppf= l.l'-bisCdi-phenylphos- 
phino)feerocene.

착물의 확인

바나듐 금속의 정량분석은 VARIAN사의 AA-40 

기 기를 이용하여 원자흡수분광법으로 측정하였으며, 

탄소, 수소, 질소 원소분석은 CARLO ERBA사의 

STRUMENTAZION 1106, 적외선 홉수스펙트럼은 

BOMEM사의 MICHELSON 100 FT-IR로써 KBr 

원판법, 원적외선 흡수스펙트럼은 BOMEM DA 3.01 

FT-INTERFEROMETER IR로써 polyethylene 원 

판법으로 측정하였고, 1H-NMR은 BRUKER사의 

FT-NMR(300 MHz), 전자 흡수스펙트럼은 SHIMA- 

DZU사의 UV-265, 착물 분해 온도는 PHILIP HAR- 

RIS 사의 MELTING POINT APPA曲ATUS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착물의 합성

[VCl3(lutd)2MeCN] [1], VC13 034 g(2.16 mmol) 

을 acetonitrile 용매를 넣고 24시간 동안 환류하여 

얻은 VCl/3MeCN의 초록색 용액에 3,5-lutidine 

0.58 m/(5.0 mmoD-g- 한방울씩 가하면 초록색 용액이 

점점 남보라색으로 변한다. 이 용액을 실온에서 24 

시간 저으면 옅은 보라색 침전이 생성된다. 이 침 

전을 여과하고 ether로 씻은 후 진공 건조하여 얻은 

VChQutd)产를 acetonitrile에서 4시간 동안 환류하 

면 적갈색의 침전이 생성된다. 이 침전을 여과하고 

ether로 씻은 후 진공건조하였다.

VC13C116H2IN3(MW=412.669), 수득률=62%, 분해 

온도 =100°C

계산치(%): V, 12.34; C, 46.52; H, 5.08; N, 10.10 

측정 치(%): V, 12.28; C, 46.71; H, 5.67; N, 10.54 
[VCl3(phda)MeCN] [2]. 'VC13 0.66 g(4.2 mmol) 

과 phda 1.10 g(10.2 mmol)를 acetonitrile0)] 서 10시 

간 동안 환류하면 암보라색의 침전이 생성된다. 이 

침전을 여과하고 ether로 씻은 후 진공건조하였다.

VCl3C8HnN3(MW=306.489), 수득률 =96%, 분해 

온도= 120°C

계 산치(%): V, 16.59; C, 31.30; H, 3.59; N, 13.70 

측정 치(%): V, 16.60; C, 31.29; H, 3.58; N, 13.69 

[VCh(oxine)MeCN] [3]. [1]번 화합물과 유사 

한 방법으로 암자주색 착물을 얻었다.

VCl3C11H10N2O1(MW=343.509), 수득률=81%, 분 

해 온도 =180°C

계산치(%):V, 14.83; C, 38.40; H, 2.92; N, 8.14 

측정치(%):V, 14.82; C, 38.42; H, 2.91; N, 8.15 

[VCh(phqu)MeCN] [4]. ⑵번 화합물과 유사 

한 방법으로 적갈색 착물을 얻었다.

VC13C16H11N1O2(MW- 406.569), 수득률=66%,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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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온도 =110°C

계 산치(%):V, 11.46; C, 43.21; H, 2.25; N, 3.17 

측정치(%): V, 11.46; C, 43.22; H, 2.47; N, 3.15 

[VCI3(PPh3)2MeCN] [5]. VC13 0.66 g(42 mmol) 

과 PPh3 2.67g(10.2 mmol)를 THF에서 24시간 동안 

환류하여 뜨거운 상태에서 여과하여 pentane으로 

씻은 후 진공 건조하여 얻은 보라색의 VC13(PPh3)2를 

acetonitrile에서 10시간 동안 환류하면 녹색의 침 

전이 생성된다. 이 침전을 여과하고 ether로 씻은 

후 진공건조하였다.

VC13C38H33N『2(MW=722.929), 수득률=54%, 분 

해 온도 =130°C

계산치(%):V, 7.04; C, 63.07; H, 4.56; N, 1.94 

측정치(%):V, 7.22; C, 63.71; H, 4.72; N, 1.87 

[VCl3(dppe)MeCN] [6]. [2] 번 화합물과 유사 

한 방법으로 연노랑색 착물을 얻었다.

VC13C28H27N1P2(MW=596.776), 수득률=67%, 분 

해 온도 =240°C

계산치(%):V, 8.55; C, 60.31; H, 4.66; N, 2.27 

측정치(%):V, 8.53; C, 60.32; H, 4.67; N, 2.34 

[VCI3(dppp)MeCN] [7]. [2] 번 화합물과 유사 

한 방법으로 진노랑색 착물을 얻었다.

VCI3C29H29NR (MW=610.799), 수득률=62%, 

분해 온도 =220°C

계 산치(%):V, 8.34; C, 62.85; H, 4.92; N, 2.30 

측정치(%):V, 8.33; C, 62.86; H, 4.91; N, 2.29 

[VCl3(dppf)MeCN] [8]. [2] 번 화합물과 유사 

한 방법으로 노란색 착물을 얻었다.

VCI3C36H31N1P2 (MW= 752.649), 수득률=51%, 

분해 온도 =170°C

계산치 (%)：V, 6.77; C, 62.19; H, 4.24; N, 1.87 

측정 치(%):V, 6.76; C, 62.18; H, 4.25; N, 1.84

결과 및 고찰

합성한 바나듐(III) 착물들의 색은 노랑색 또는 

보라색 계열이며 공기 중에서는 쉽게 산화하여 초 

록색으로 변한다. 바나듐(III) 착물에 대한 전자 전이 

및 전자 흡수 스펙트럼은 Wood13 및 Fowled에 

의해 상세히 연구되었다. Table 1 및 Fig. 1는 이들의 

결과를 참조하여 본 실험의 착물에 대한 스펙트럼을 

해석한 것으로서 착물들은 모두 팔면체 구조로 생 

각된다. 팔면체 착물에서는 叮負)-»叮刼 3J命(玲 

-3时), 37\(F)t3&矿의 3개의 d-d 전이가 가능 

한데 세번째 흡수띠는 비교적 약하고 전하이동 전이 

흡수띠에 가리워질 수도 있다". 따라서 착물 [口의 

682nm(£=56)와 585nm(e=87)에 흡수띠는 d-d 전 

이 에 의한 것으로 각각 3Tm(F) T 3J膈 3T]g(F) t 3^ 

(P) 전이로 추정된다. 또한 387 nm(£= 1780), 375 nm 

(e=1179) 및 342nm(e = 1244)에 나타난 흡수띠는 

전하이동 전이에 의한 것으로 가장 낮은 에너지의 

흡수띠는 VC13(bipy)2 착물m에서와 같이 V(/tL(jt) 
전이로, 가운데의 흡수띠는 VCl3-3MeCN9 착물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MeCN(n) V(d) 전이로 가장 

높은 에너지의 흡수띠는 Cl(n)^V(J) 전이로 추정 

되며 이는 대부분의 VC43L 팔면체 착물에서 확 

인되었다讶.1 에 보듯이 이미 보고된 오배위 착물 

VCk(lutd)产과 육배위 착물口]의 전자흡수 스펙트 

럼과 비교해 보면 두 착물 모두 2개의 d-d 전이가 

나타나며, 특히 오배위 착물에서는 이들 흡수띠의 

몰흡광계수가 많이 다른 것으로 두 구조의 구별이 

가능하다. 또한 190~400nm 영역의 전하이동 전 

이를 살펴보면 할로겐 리간드에서 금속으로의 전하 

이동 전이는 착물의 구조에 따라 비교적 큰 에너지의 

차이를 나타낸다. 즉 VX3L2(X=Br, Cl ； L=NMe3, 

SMe»에 대한 Duckworth"의 해석을 따르면, 이 

전이는 MX3L2 착물이 오배위 구조(Z&)일 때는 263 

nm이지만 육배위 구조(Q)일'때는 344nm에서 나 

타난다. 두 구조를 비교해 보면 오배위 착물 VC13 

(lutd)2과 육배위 착물인 착물 口]에서 각각 267 

nm와 342nm에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합성된 

모든 착물의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은 Table 2와 尸沮 

2에 나타난다. 금속-배위원자 신축진동은 600cm1 

이하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짝지음 홉수띠와 혼동 

될 수 있으므로 normal coordinate analysis의 이 

론적 방법과 금속 동위원소를 이용한 실험적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정확한 해석이 곤란하지만 보고된 

금속-배위원자 신축진동의 흡수 에너지 경향을 이 

용하여 혼합 리간드 착물의 스펙트럼을 해석하였다.

바나듐 금속 착물에 대한 Clark의 해석A"을 이 

용하여 보면 pyridine이나 picoline 리간드의 금속- 

질소 원자의 신축진동은 200~500cm-i 영역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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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lectronic spectral data of complexes (Amax, nm)

Assignment^

d-d transtion Charge transfer
Complex

Ell LVCl3(lutd)2MeCNJA 682(56) 叮冲一"电 387(1780) V(d)
585(87) 叮认)-叮认P) 375(1179)

342(1244)
MeCN(n) 
Cl(n)

⑵ [VCl3(phda)MeCN]h 658(52)
457(98)

"以(F)-"电 

"讨)T 叮L(p)
434(870)
312(2112)
287(2467)

V0) 
MeCN(n) 
Cl(n)

[VCl3(oxine)MeCN]6 766(62)
585(89)

3*)1% 376(1640)
323(1119)
304(1264)

V(d)
MeCN(n)
Cl(n)

[4] [VCl3(phqu)MeCNT 813(52)
432(165)

"以 412(1322)
307(1427)

V0)
MeCN(n)

⑸ [VC13(pph3)2MeCN]6 667(83)
487(579)

"宀处

3^(F)->3r^(P)
467(742)
375(1179)

V0)
MeCN(n)

EVCl3(dppe)MeCN? 712(63)
458(87)

3" 7%

3^(F)^3TU(P)
355(2520)
375(1179)

V0) 
MeCN(n)

[7] LVCl3(dppp)MeCN? 765(72)
502(103)

3%(F)T 叮M 418(2110)
375(1179)

V0)
MeCN(n)

⑻ [VCHdppDMeCNF 685(76)
468(102) 叮认

441(1692)
375(1179)

V(d)
MeCN(n)

(n)
(d)
«)
(n)⑶
⑷
％

⑷

(H)⑷

(n)
w)
(n)*

(rf)
(n)
w) 

L
 V
 V
 L
 V
 V- L
 V
 V
 L
 V
 L
 V
 L
 V
 L
 V
 L
 V

"Assigned by J. S. Wood, Inorg. Chem., 852 (1968). °In EtOH, 'In DMSO, "Molar absoqjtion coefficient (Z-mol-1- 
cm-1).

a

 뜨
11
,-5

뜨

WAVELENGTH

Fig. 1. Electronic absorption spectra LVCl3(lutd)2 
MeCN](——),[VCl3(lutd)2] (---- ) and free lutidine

일어나고 oxalate 또는 catechol 리간드의 금속-산소 

원자의 신축진동은 470-560 cm1 부근에서 일어 

난다. Phenyl 고리를 갖는 phosphine 리간드 착물의 

경우 금속-인 원자의 신축진동은 550 cm*1 이하에서 

나타나는 리간드 원자간의 신축진동과 phenyl 고리 

의 변형진동 등과 짝지음되어 170~500cmT의 넓 

은 영역에 걸쳐 일어난다. 착물 [口~[3]의 262〜 

268cm-1 영역에서 나타나는 흡수띠는 금속-질소 

원자의 신축진동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착물 

[3]는 531cm1, [4]는 545cm^ 영역에서 각각 

나타나는 흡수띠는 금속-산소 원자의 신축진동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착물 [5]〜[8]은 261〜308 

cn「i 영역에서 나타나는 흡수띠는 금속-인 원자의 

신축진동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500cmT 

영역에서 나타나는 M-C1 신축진동은 비교적 강하고, 

그 흡수띠의 위치가 중심 금속의 산화수, 질량 및 

배위수에 따라 변하므로 화합물의 구조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 같은 산화상태를 갖는 바 

나듐 중심 금속에서 배위수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같은 구조를 갖는 착물에서 산화 상태가 낮을수록 

V-C1 신축진동 에너지는 감소한다. 예를 들면 동 

일한 바나듐(III) 착물에 대해 V-C1 신축진동은 사 

면체구조가 〜410cmT, 삼각 이중뿔 구조가 ~400 

cm-1, 팔면체 구조가 300~350cm-1 영역에서 나 

타나고 18.19, &g.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실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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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T-IR spectral d가a of complexes (cm-1)

Complex v(VCl) v(VN) v(VO) v(VP) 8(CN) v(CN) v(NH) 기 (OH) v(PC)

[1] [VCl3(lutd)2MeCN] 360sfl 263m 433m 2331s
E2] EVCl3(phda)MeCN] 342s 268w 438w 2334s 3190s
C3] [VCl3(oxine)MeCN] 337s 262m 531s 435m 2307s 3142br
[4] [VCl3(phqu)MeCN] 364s 545s 433m 2306s
[5] [VCl3(pph3)2MeCN] 367s 308m 431m 2330s 728s
[6] LVCl3(dppe)MeCN] 344s 302m 439m 2339s 723s
[7] [VCl3(dppp)MeCN] 324s 287s 435m 2330s 711s
[8] [VCl3(dppf)MeCN] 298s 261m 441m 2333s 730s

°s, strong; m, medium; w, weak; br, b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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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ar-IR spectra of [VCl3(lutd)2] (-----) and
[VCl3(lutd)2MeCN] (—) with polyethylene pellet.

합성한 착물의 V-Cl 신축 진동이 320〜370cmT에 

서 나타나므로 모두 팔면체 구조로 추정된다. [1] 번 

착물은 이미 보고된 VC13(lutd)2】2에 용매가 배위된 

구조로 V-C1 신축진동이 418cmT에서 360cm」'로 

신축진동 에너지가 감소한 사실은 착물의 구조가 

삼각 이중뿔에서 팔면체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Acetonitrile의 C三 N 신축진동은 자유 리 간드에 서 

2260cmt에서 강하게 나타나며 바나듐에 배위되면 

M-N과 C三 N 신축진동이 c。나pling에 의해 2305- 

2337 cm1 영역으로 이동한다吃 따라서 합성한 착 

물들의 2330~2337cmT에서 나타난 흡수띠는 배 

위된 acetonitrile의 C三N 신축진동이며, acetonit- 

rile의 C=N 굽힘진동도 자유 리간드“의 377cm^1 

에서 약 60 cm'1 이동한 434~437cmT에서 나타 

난다. 그 밖의 리간드의 특징적인 흡수띠는 Table 

2에 요약하였다.

합성된 착물의 】H-NMR 스펙트럼의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으며 모든 착물의 약 2.00 ppm에서의 

peak는 acetonitrile의 methyl 기의 양성자에 의한 

것으로 이들 착물은 acetonitrile의 배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Lutd의 자유 리간드 스펙트럼에서 me- 

thyl 기의 양성자에 의한 peak는 2.30ppm(6H), phe

nyl 고리 양성 자에 의 한 peak는 7.30 ppm(lH)와 

8.26ppm(2H)으로 나타나는데 비해 착물 [1]에서는 

2.34ppm(6H), 7.70 ppm(lH), 8.32 ppm(2H)으로 모 

두 낮은 장으로 이동하였다. 또한 acetonitrile 및 

lutd 및 methyl 양성자 peak의 적분세기 비가 4 ： 1인 

것으로 보아 두 분자의 lutd이 배위된 팔면체 구조로 

추정된다. 착물 [3] 의 모든 peak가 acetonitrile 및 

oxine 의 자유 리간드 peak 에 비해 낮은 장으로 이 

동했으며, 특히 oxine의 hydroxy기 양성자에 의한 

띠가 크게 이동한 것으로 보아 hydroxy기가 배위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acetonitrile의 methyl 

및 oxine의 hydroxy기 양성자 peak의 적분세기 비가 

3 ：1인 것으로 보아 한 분자의 oxine이 배위된 팔 

면체 구조로 추정된다. 그 외 착물들도 자유 리간드 

peak에 비해 낮은 장으로 이동한 것을 제외하고는 

분리 형태가 같은 것으로 보아 Far-IR 스펙트럼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VCl3(L)2MeCN] or [VC13(L-L) 

MeCN] 구조의 팔면체 착물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1993년도 과학재단 핵심전문 연구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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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XH-NMR data" of complexes (8, ppm)

Complex Ring 】H Others Free ligand

El] [VCl3(lutd)2MeCN] 7.70(s, 1H), 8.32(s, 3H) 2.34(s, 6H)
2.00(s, 3H)

7.3O(1H), 8.26(2H), 2.30(6H)

[2] [VCl3(phda)MeCN] 6.47(s, 2H), 6.53(s, 2H) 3.34(br, 4H)
2.03(s, 3H)

6.71(4H), 3.30(4H)

[3] [VCl3(oxine)MeCN] 7.64(d, 4H), 7.900 1H)
8.98(d, 1H)

9.03(s, 1H)
2.01(s, 3H)

7.14~7.57(4H), 8.15(1H)
8.78(1H), 8.20(lH)

[4] [VCl3(phqu)MeCN] 7.50(m, 2H), 7.76(m, 2H)
7.85(m, 2H), 8.09(m, 2H)

2.04(m, 2H) 7.45(2H), 7.71(2H)
8.00(2H), 8.17(2H)

[5] [VCl3(pph3)2MeCN] 7.51 〜7.60(15H) 2.04(s, 3H) 7.2 〜7.3(15H)
[6] [VCl3(dppe)MeCN] 7.61(s, 20H) 2.00(s, 3H)

2.42(m, 4H)
2.1 〜2.3(4H) 
7.3(20H)

m [VCL(dppp)MeCN] 7.32~7.51(s, 20H) 1.43(br, 2H)
7.19(tf 4H)
2.06(s, 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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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⑻[VCl3(dppDMeCN] 7.21~7.68(m, 20H) 2.01(s, 3H)
4.30(s, 8H)

7.30(20H)
4.20(10H)

aIn cosolvent of CD2C12 and DMSO-^6 at room temperature.

지원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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