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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M(NO)2C12L(M = Mo, W)을 출발물질로 사용하여 3단계 합성과정을 거쳐 [CKdppp)(N0)2M(a 

pyz)M'(NO)2(dppp)Cl][Cl()4]2와 CCl(phen)(N0)2M(|i-pyz)M,(N0)2(dppp)Cl][C104]2 (M, M' = Mo or W; 

phen= 1,10-phenanthroline; dppp= lt3_bis(diphenylphosphino)propane; pyz= l,4_pyrazine) 형의 새로운 

대칭 및 비대칭 이핵 착물을 합성하였다. 최종 생성물은 실리카겔 칼럼(2X20cm)을 통해 아세톤으로 용리시켜 

분리하였다. 합성한 착물은 원소분석과 적외선, 핵자기 공명 및 전자 흡수스텍트럼 등을 이용해서 그 특성을 

조사하였다. 적외선 스펙트럼은 모든 착물이 팔면체 구조로서 두 개의 NO기가 cis 위치로 배위되어 있음을 

나타냈으며 】H 및 13C 핵자기 공명 스펙트럼은 이들 착물이 pyz가 다리결합하고 있는 이핵 착물임을 나타 

내었다.

ABSTRACT. Several new symmetric and asymmetric homo and hetero dinuclear complexes of the 
type :Cl(dppp)(N0)2M(g-pyz)MXN0)2(dppp)Cl][C104]2 and [Cl(phen)(N0)2M(M-pyz)M,(dppp)Cl]LC104]2 
(M, M' = Mo or W; phen— 1,10-phenanthroline; dppp — l,3_bis(diphenylphosphino)propane; pyz=l,4-pyra- 
zine) were synthesized in three-steps starting from LM(NO)2Cl2]n(M = Mo, W). The final products were 
purified by eluting it through silica gel c시umn (2X20 cm) with acetone as the eluent. Characterization 
of these complexes and some related complexes was accomplished through UV-vis., 'H-NMR, 13C*NMR 

and IR spectroscopies as well as elemental analysis. The infrared spectra indicate that the NO groups 
occupy as-positions of the octahedral. The XH and 13C-NMR data for the new compounds revealed a 

dimeric structures with bridged pyz.

서 론

몰리브덴과 텅스텐은 모두 6족의 전이금속으로서 

대부분 비슷한 구조의 이핵 및 다핵 착물을 잘 형 

성한다6가 상태를 제외한 2가, 3가, 4가 및 5가 

상태의 화합물온 직접적인 금속-금속 결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화합물은 혼합금속 cluster•의 연구에 

많이 이용되며 금속-금속의 상호작용 뿐만 아니라 

새로운 regioselective 반웅과 같은 특징적인 반응 

성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 몰리브덴과 

텅스텐 화합물의 구조는 매우 비슷하며 거의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자구조 및 반응성 또한 유사 

하다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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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체상태의 NO는 흘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자성을 나타내며 매우 낮은 온도를 제외 

하고는 N-N 단일결합이 약하여 ON-NO의 이량체가 

되지 못하는 안정한 라디칼이다. 이 것은 흘수개의 

전자를 가진 금속에 결합하여 여러가지 반자성 니 

트로실 착물을 형성한다塑 분자 궤도함수 이론에 

따르면 NO의 흘전자는 7T-반결합 궤도함수에 있으며 

전자구조는(O1)2(6*)2(02, n)6(71*)1 이다. 따라서 

NO의 결합차수는 2.5이며 결합거리는 N0+의 삼중 

결합 거리인 106pm와 일반적인 이중결합 거리인 

120 pn?의 중간 정도인 115 pm이다. C0(14.1 eV) 및 

N2(14.5eV)아。의 이온화 에너지에 비해 NO는 9.23 

eV로 낮기 때문에 7T*-궤도의 흘전자를 쉽게 잃고 

니트로소늄 이온(NO+)으로 될 수 있다. 이 양이온은 

CO와 등전자 구조로서 금속에 배위되는 형태도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니트로실 착물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카르보닐 착물이 많은 도움이 된다*

7T-결합을 가진 질소 주개 리간드의 착물에 대해 

서는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연구되었으며 특히, 니트 

로실 착물 및 니트로실 리간드 자체의 반응성에 관한 

연구가 최근까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 

것은 다음 세가지 동기 때문으로 하나는 NO기의 

부가전자로 인해 CO기와는 약간 다르게 금속에 배 

위결합되며 전자 주개일 때는 NO+이며 전자 받개일 

때는 NO' 혹은 N2O2「로 형식하전이 서로 다르다. 

또 다른 이유는 자동차 등 내부연소 엔진의 배기가 

스에 포함된 NO 기체를 제거하거나 농도를 감소시 

키기 위한 공해 방지책의 연구 때문이다吃 또한 전 

이금속 촉매를 사용하여 NO로부터 유기-질소 화합 

물을 생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더욱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질산 및 염화 니트로실과는 

달리 NO의 산업적 중요성이 아직까지 많이 확인되 

지는 않았지만 일본에서는 cyclohexane과 NO를 광 

분해 반응시켜 카프로락탐을 합성하는 등 초기 응 

용단계에 있다'2. 따라서 배위결합된 NO의 다양한 

화학적 성질 때문에 분명히 산업적 중요성은 점차 

중가될 전망이다.

최근, 유기금속화학 분야에서는 호모 및 헤테로 

이핵 착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 니트로실 이핵착물의 경우 NO가 다리결합한 

착물은 보고되고 있으나 13" 최근에 연구되기 시작 

했기 때문에 화합물의 구조분석은 매우 미비한 상 

태이다 MT8. 또한 말단 위치에 NO 가 배위된 이핵 

착물에 대한 연구는 할로겐 및 황이 다리결합한 일부 

n-Cp계 착물19~21을 제외하고는 그 수가 매우 적다.

본 연구에서는 배위자리가 P-P인 l,3-bis(diphen- 

ylphosphino)propane(dppp) 단핵착물을 선택하여 

중성의 이 염기성 다리 리간드로 많이 이용되는 1,4- 
pyrazine(pyz)%~25과 반응시켜 몰리브덴 및 텅스텐의 

새로운 호모 및 헤테로 대칭 이핵착물을 합성하고 

또한 배위자리가 N~인 1,lO-phenanthroline(phen) 

단핵착물과 반응시켜 혼합 리간드를 가진 비대칭 

이핵 착물을 합성하여 이미 발표한 바 있는 여러가지 

단핵착물我27 및 n-N 대칭 이핵착물s의 특성과 서로 

비교 고찰함으로써 합성과정의 체계화 및 리간드의 

배위자리와 금속 및 분자구조에 따른 M-N0 결합 

력을 서로 비교할 수 있고 이 결과로 인해 촉매활성 

등 화학적 반응성을 예측하고자 한다. 합성한 화합 

물의 특성은 원소분석, 적외선, 전자흡수 스펙트럼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며 특흐】, 적외선 스펙트럼을 

통해 NO기의 결합형태를 확인하고 iH-NMR, 13C- 

NMR 스펙트럼 등의 분광학적 방법을 통해 단핵 및 

이핵착물의 분자구조를 결정하고자 한다.

실 험

시약 및 기기. 모든 실험조작과 반응은 산소 및 

수분을 미리 제거한 질소 분위기 속에서 Schlenk관 

Subaseal 및 Syringe 등을 사용해서 실시하였다29叫 

또한 모든 용매는 사용하기 직전 적절한 건조체 

(CaH2, LiAlH” CaSO4 및 molecular sieves 등)를 

사용하여 문헌에 보고된 방법a에 따라 정제하였으며 

질소를 포화시킨 후 Syringe로 취하여 사용하였다. 

고체시약은 Aldrich사, Sigma사 및 Ventron사 등의 

특급시약을 정제하지 않고 100~110笔 에서 건조시 

킨 후 질소 기류하에서 사용하였으며 무수 AgClQ 

는 문헌에 보고된 방법29에 따라 AgNC)3와 과량의 

HC1Q를 반응시켜 합성하였다. 특히, 산소 및 수분에 

민감한 MoC15> WCk 및 무수 AgClQ는 건조시킨 

질소 기류하에서 주의 깊게 취급하였다.

몰리브덴 및 텅스텐 금속의 정량분석은 (주)포항 

종합제철에 의뢰하여 Varian사의 AA-40 기기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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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원자흡수 분광법으로 실시하였으며, C, H, 

N의 원소분석은 본교의 기기센터에 의뢰하여 Carlo 

Erba사의 Strumentazion 1106을 이용하여 실시하 

였다. 적외선 흡수스펙트럼은 Bomem사의 Michel

son 100 및 Midac사의 FTTR로써 KBr 원판법으로 

측정하였고 】H 및 %-NMR은 Bruker사외 FT- 

NMR(300 MHz)로써 내외부 기준물질 모두 SiM%를 

사용해서 측정하였다. 전자흅수 스펙트럼은 Shima- 

dzu사의 UV-265 및 녹는점은 Philip Harris사의 

기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합성한 착물의 분리는 Silica g이(Kies이g이 60 Me

rck, 70~230mesh, ASTM)의 Column(25 mmX 300 

mm)을 이용하였다.

착물의 합성. 출발물질인 [M(NO)2C】2丄 (M = 

Mo, W)은 문헌에 보고된 방법에 따라 합성하였으 

며32 EM(NO)2(phen)Cl2](phen-l,10-phenanthro- 

line)와 EM(NO)2(dppp)-Cl2](dppp=l,3-bis(diphen- 

ylphosphino)propane)^- 이미 보고한 바와 같이 합 

성하였다26,27.

EM(NO)2(phen)(S)CI][CIO4] (M = Mo(la), W 

(lb); S = acetone). 중성 화합물 [M(NO)2(phen) 

CbZKlmmol)을 실온에서 acetone 10 m/에 넣고 저

Table 1. Analytical data and physical properties 

으면서 AgClQd mmol)을 천천히 가했다. 혼합물의 

색깔은 노란색에서 즉시 초록색으로 변했으며 약 6 

시간 동안 계속 저은 후 canulae를 사용하여 AgCl을 

여과하였다. 맑은 연한 초록색 용액을 침전이 생성 

되기 직전까지 진공증발시킨 후 ethyl ethei•를 가 

하여 연두색 침 전을 얻었다. 이 침 전을 ethyl ethei■로 

여러번 씻고 진공건조시켰다.

[M(NO)2(dppp)(S)Cl] [C1O4] (M = Mo(2a), W 

(2b); S = acetone). 착물 [M(NO)2(phen)(S)Cl]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맑은 초록색 용액으 

로부터 연두색 침전을 합성하였다.

이핵착물의 일반적 합성과정. 위에서 합성한 公， 

lb, 2犯 2b 양이온 화합물 중에서 합성하고자 하는 

이핵착물에 따라 2 mm이씩 두 종류를 취해 아세톤 

20mZ에 녹이고 이 용액에 pyz(lmmol)을 가한 후 

실온에서 약 1시간 동안 저으면서 반웅시켰다. 녹지 

않은 고체는 여과하였으며 용액의 부피를 진공증발 

시켜 감소시킨 후 ethyl ether를 가하여 침전을 얻 

었다. 이 침전을 여과하고 ethyl ether•로 여러번 씻고 

진공건조시켰다. 이 침전을 20 mZ acetone에 다시 

녹인 후 여과하고 여과액은 silica gel column을 통 

과시켜 분리하였다. 이 용액을 진공증발시켜 농축시

Starting Starting Dec.o temp. Molecular Elemental analysis^ (%)
Exp. material materim Product (t) Yield (%) weight ------------------------------------------------

(A) (B) Mo W C H N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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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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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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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z

/I

.97
.09)
.08
.30)

I 2a 2a 3时 89 60 1486.71

II 2b 2b 3b 92 60 1662.53

III 2a 2b 3c 86 53 1574.62

IV la 2a 4a 91 53 1254.47

V lb 2b 4b 89 51 1430.29

VI la 2b 4c 92 57 1342.38

VII lb 2a 4d 90 59 1342.38

^Calculated values are in parentheses. d3a= ECl(dppp)(NO)2Mo(g-pyz)Mo(NO)2(dppp)ClJLC104J2t 3b=[Cl(dppp) 
(N0)2W(g-pyz)W(N0)2(dppp)Cl][C104]2, 3c= [Cl(dppp)(NO)£M。(卩-pyz)W(N0)2(dppp)C匸IICIO〕, 새[Cl(phen) 
(NO)2Mo(p-pyz)Mo(NO)2(dppp)Cl][C104]2, 4b=[Cl(phen)(N0)2W(n-pyz)W(N0)2(dppp)Cl]EC104]2, 4c= [Cl(phen) 
(NO)2Mo(g-py2)W(NO)2(dppp)Cl][ClO4]2)4d= [Cl(dppp)(NO)2Mo(p-pyz)W(NO)2(phen)Cl]EC1O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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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 후 ethyl ether를 가하여 최종 생성물을 얻었다. 

본 연구의 모든 이핵착물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합성하였으며 Table 1에 출발물질 및 물성 등을 나 

타내었다.

결과 및 고찰

착물의 합성. 실험실적으로 발생시킨33 NO 기체 

를 NaOH 입자로 충진된 관속으로 통과시켜 N02 

및 수분을 제거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출발물질인 

[M(NO)2CL丄은 이 NO 기체와 MoC15 및 WCk의 

직접적인 반응을 통해 편리하게 합성하였다. Cotton 

등이 이미 확인한 [M(NO)2C12]”의 구조는 두 개의 

NO 기가 cis 위치로 존재하는 사슬모양의 팔면체 

다핵 화합물이다32，34関. 이 다핵 착물과 phen 및 dppp 

리간드를 반응시켜 중성의 디니트로실 착물인 [M 

(NO)2(phen)CL] 와 [M(NO)2(dppp)C12〕를 합성하였 

으며 이 반응은 리간드의 첨가로 인한 염소 다리결 

합의 ligand-assisted splitting을 통해 진행되며 이 

중성 화합물을 이핵 착물의 선구물질로 사용하였다.

한편, 디니트로실 양이온 화합물의 일반적인 합성 

방법은 중성의 카르보닐 착물 등과 N0+의 반 

응36T0 및 중성의 니트로실 착물과 은 염을 반응시켜 

할로겐 이온을 제거“'赤하는 두 가지 방법이 알려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위의 두번째 반응으로 아세톤 

용매에서 AgClQ로 염소 이온을 제거함으로써 [M 

(NO)2L2(S)C1][C1O打의 양이온 화합물을 얻었다. 이 

화합물과 1,4-pyrazine을 목적한 화합물에 따라 적 

절히 양론적으로 반응시켜 최종 생성물인 대칭과 

비대칭의 몰리브덴 및 텅스텐 호모 이핵 착물과 헤 

테로 이핵착물을 각각 합성하였으며 그 절차를 

Scheme 1에 요약하였다.

Perchlorate 화합물은 실험 중 가열시 폭발할 위 

험이 있기 때문에 PF&-나 BF「를 대체 이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 이온은 2차적 반응을 

일으켜 O2PF2■와 같이 불소를 잃는 단점이 있음으 

로“〜46 본 연구에서는 cio4- 이온을 선택하였다.

합성한 화합물의 원소분석 결과는 측정치와 계산 

치간에 대체로 좋은 일치를 보였으며, 이 착물은 모두 

18-electron rule를 만족한다. 특히, 앞서 연구한 중 

성 단핵착물은 높은 온도에서 모두 분해하였으나為药 

본 연구의 모든 이핵 양이온 착물은 그 보다 훨씬

1. Monocationic complex
[M(NO)2C12(L-L)1+AgClOl M

[M(NO)Q(S)(L-L)] [CIO』+ AgCl 
(M=Mo or W; S=acetone; L-L= 1,10-phenanth- 
roline(phen) or l,3-bis(diphenylphosphino)propane 
(dppp))

2. Dinudear dinitrosyl complex
2[M(NO)2C1(S)(L-L)] [CIO4] + pyrazine -§»

ECl(L-L)(N0)2M(n-pyz)M,(N0)2(L,-L,)Cl][C104]2

Symmetrical complex (L L—L'-L‘)
Homo dinuclear complex:

M=Mo, M'=Mo; L-L(L'-L')=phen or dppp
M=W, M'=W; L-L(L'-L')=phen or dppp

Hetero dinuclear complex:
M=Mo, M,=W; L-L(L'-L')=phen or dppp

Asymmetrical complex (L-L*L'-L')
Homo dinuclear complex:

M=Mo, M' = Mo; L-L=phen, L'-L'-dppp
M=W, M'=W; L-L=phen, L'-L'-dppp

Hetero dinuclear complex:
M=Mo, M'-W; L-L=phen, L'-L'=dppp
M=Mo, M'=W; L-L=dppp, L'-L' = phen

Scheme. 1 Synthetic process of dinuclear complex.

낮은 온도에서 분해하는 특성이 있었다. 이것은 중 

성의 단핵착물보다는 양이온 이핵착물의 분자구조가 

더 불안정함을 암시한다.

적외선 스펙트럼. 니트로실 착물의 가장 특징적 

인 분광학적 성질은 적외선 스펙트럼의 v(NO) 흡 

수띠로서 금속의 산화상태에 따른 n-역결합 변화 

때문에 화합물의 형태에 따라 진동수의 차이가 있 

다18

특히, 니트로실이나 카르보닐 착물의 신축진동 

띠는 1,600-2,000cm-1 영역에서 특징적으로 나타 

나며 진동할 때 쌍극자 모멘트0|1/办)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띠의 크기가 매우 크다.

如s-디니트로실 착물에서 대칭 신축진동(Vs)은 

동시에 두 개의 NO 결합이 신축하기가 어렵기 때 

문에 높은 주파수에서 나타난다. 그 이유는 신축진 

동이 일어나면 NO의 rr-받개 성질이 증가되고 따라 

서 동시에 신축진동이 일어날 때 보다 번갈아 일어날 

때가 증가된 L받개 성질을 금속이 충족시켜 주기가 

쉽기 때문이다. 또한 대칭 신축진동띠는 쌍극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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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트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작은 크기로 나타나는 것은 분 

자내 다른 허용 진동과의 흔합이 일어난 탓이다此48. 

비대칭 신축진동(v“)띠는 쌍극자 모멘트의 변화가 

크므로 큰 크기로 나타난다.

이와는 달리 a，-디니트로실 착물에서는 대칭 및 

비대칭 신축진동시 모두 쌍극자 모멘트의 변화가 

크므로 거의 비슷한 크기의 흡수띠가 두 곳에서 나 

타난다. 이 때 두 NO기의 결합각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 식에 나타낸 것처럼 홉수띠 크기의 비가 달라 

지게 된다.

Z(sym)/Z(asym)=cot20w

본 연구의 모든 착물은 신축 진동띠의 형태로 보아 

Ws-디니트로실 착물이며 몰리브덴 착물에 비해 텅 

스텐 착물이 일반적으로 Vs가 \晶보다 더 짧으며 I 

(sym)//(asym)의 비가 큰 것으로 보아 NO-M-NO 

간의 결합각이 더 큰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말단 NO 착물은 매우 넓은 진동수의 

범위에 걸쳐 강한 v(NO) 흡수띠를 나타낸다. 즉, 중 

성 착물은 1,610-1,820cm \ 음이온 착물은 1,455 

cm-1, 양이온 착물은 1,945 cm-1 부근에 각각 나타 

낸다". 이러한 진동수 차이는 금속의 산화상태에 

따른 n-역결합 변화 때문이다.

Fig. 1은 dppp가 배위된 몰리브덴 호모 대칭 이 

핵착물의 스펙트럼을 대표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이 

경우도 phen 이핵착물%에서처럼 중성 단핵착물의 

vJNO) 및 VaJNO)가 1,778 cmT와 1,658 cnL에 나 

타난 것에 비해 다소 높은 에너지의 1,782 cmT와 

1,669 cn「i에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앞서 설 

명한 역결합의 차이에 기인된 것으로 생각되며 몰 

리브덴보다는 텅스텐 착물의 역결합 변화 정도가 더 

큼을 알 수 있었다. 그니나 이들 착물은 중성 단핵 

착물의 진동수보다는 약간 높은 곳에 나타났으나 

acetone이 배위된 양이온 단핵착물의 진동수50보다는 

오히려 낮아졌으며 이는 이핵착물이 비록 같은 양 

이온 착물일지라도 다리 리간드인 pyz의 결합으로 

금속의 전자밀도가 다소 높아진 탓으로 생각된다. 

호모 이핵착물에 있어서 두 개의 금속 말단에 각각 

두 개씩 배위되어 있는 니트로실의 Vs(NO) 및 Vas 

(NO)가 중성 단핵착물처럼 한 개씩 나타난 것으로 

보아 그 분자구조가 매우 대칭적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헤테로 이핵착물에서는 몰리브덴과 텅스텐의 

vJNO) 및 vMNO)는 1,784 cm-1 및 1,665 cnL와 

1.755 cm-1 및 1,645 cnL에 각각 나타났으며 이는 

착물과 같이 대칭적일 것이나 NO가 배위된 중심금 

속이 서로 다른 탓으로 추정된다.

비대칭 이핵착물은 각 금속에 배위된 리간드가 

다르기 때문에 v(NO) 흡수띠도 헤테로 대칭 이핵 

착물처럼 네 영역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F谚 

2는 착물(4b)의 스펙트럼으로서 v(NO) 흡수띠가 

1,748 cnL과 1,634 cmT의 두 곳에서 나타나는 것 

으로 보이나 자세히 관찰해 보면 네 개의 흡수띠가 

각각 두 개씩 중복되어 있는 넓은 띠임을 알 수 있다. 

F讶. 3은 착물＜4c)의 v(NO) 진동수 영역을 자세히 

Wov«r>un->txr(cm— I〉

Fig. 1. IR spectrum of LCl(dppp)(NO)2Mo(p-pyz)Mo 
(N0)2(dppp)Cl][C104]2.

Fig. 2. IR spectrum of [Cl(phen)(NO)2W((i-pyz)W 
(N0)2(dppp)Cl][C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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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吳相午•牟成鍾

관찰하기 위해 확대한 것으로 1,786cn「i와 1,755 

cm-1 및 1,667 cmT와 1,645 cmT에 각각 vs(NO) 및 

vMNO)의 흡수띠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 

라서 본 연구의 대칭 호모 이핵착물은 두 영역에서, 

대칭 헤테로 이핵착물과 모든 비대칭 이핵착물은 네 

역역에서 v(N0) 흡수띠가 나타나며 이는 곧 분자의 

구조적 현상과 일치하다.

한편, 중성 단핵착물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던 1,095 

cm"1 부근의 넓고 매우 강한 흡수띠와 625 cm"1

Fig. 3. No frequency region of LCl(phen)(NO)2Mo(p- 
pyz)W(NO)2(dppp)Cl] [C1O4]2.

부근의 중간 정도 크기의 흡수띠는 C1O4 이온이 

counter 이온으로 작용할 경우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핵착물이 양이온 화합물임을 나타낸다.

합성한 모든 이핵착물의 적외선 스펙트럼 결과를 

Table 2에 요약하였다.

전자 흡수 스펙트럼. 지금까지 [Mo(NO)2F형의 

전자 흡수 스펙트럼에 대해 명확하게 밝힌 연구는 

없으나 Enemark와 Kolthammer 등이 "Mo-NMR 

및 광전자 스펙트럼을 근거로 분자 궤도함수를 연 

구한 것에 의한면 NO 기는 广받개 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t* 궤도를 많이 분리시킨다張2. C% 대칭에서 

HOMO는 处0功 n*(NO))와 b關 n*(NO)) 이며》血* 

(NO))가 LUMO이다通. 일반적으로 cis-디니트로실 착 

물의 분자궤도에서 특징적인 것은 낮은 에너지의 缶(K* 

(NO)) 궤도함수이다. 만일, ON-Mo-NO 결합각이 약 

90。이면 이 궤도는 * 궤도와 직교 위치에 있기 때문 

에 금속 궤도의 성질을 거의 포함하지 않는다*52.

Enemark 등은 [Mo(NO)2〕6계 착물에서 특징적으 

로 나타나는 440~46Snm의 비교적 큰 흡수띠를 ai 

(de, n*(NO))에서 Zh(n*(NO))로 해석하였다. c 대칭 

성 궤도함수와 bi 대칭성 궤도함수는 모두 n*(NO) 

성분이 같은 평면에 있기 때문에 이 전이의 흡광계 

수는 클 것이며 따라서 흡수띠의 크기도 다른 전이 

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Table 3은 본 연구의 대칭 및 비대칭 이핵착물에 

대한 전자 흡수 스펙트럼의 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412~432nm에 큰 흡수띠를 나타내었다. 몰리브덴 

디니 트로실 착물의 연구결과8,56,57 및 흡광계 수가 약 

l,QOO~2,OOOMTcmT인 것으로 보아 이 띠는 금속

Asymmetrical dinuclear complex

Table 2. IR spectral data of dinuclear complexes (cm-1)

Complex 기 sym(NO) VasymCNO) v(C104-)

Symmetrical dinuclear 
3a

complex
1.782s 1,668s 1,090s, br 627m

3b 1.752s 1,640s 1,092s, br 623m
3c 1,784s 1,755s 1,665s 1,645s 1.094s, br 623m

as, strong; m, medium; br, broad.

4a 1,790s, br 1,670s, br 1,097s, br 625m
4b 1,748s, br 1,634s, br 1,090s, br 625m
4c 1,786m 1,755s 1,667s 1,645s 1,094s, br 625m
4d 1,788m 1,735s 1,667s 1,643s 1,097s, br 62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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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lectronic spectral data0 of dinuclear comple
xes

Complex 시(nm) e (W-1 cm-1)

Symmetrical dinuclear complex
3a 427 1,432
3b 412 1,397
3c 415 1,446

Asymmetrical dinuclear complex
4a 430 1,352
4b 421 1,297
4c 425 1,405
4d 423 1,398

“Measured in acetone.

-> 리간드（TT*NO）의 전하이동 전이57廖에 의한 것으로 

생 각된다. 호모 이 핵착물의 흡수띠는 중성 단핵착 

물筮"에 비해 약간 높은 에너지 영 역에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앞서 설명한 적외선 스펙트럼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양이온 화합물이 될수록 금속의 d 

궤도가 안정화되어 NO 리간드와의 n-상호작용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한편, 헤테로 이핵착물의 경우 

금속의 종류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몰리브덴 및 텅 

스텐 중성 단핵착물의 중간 영역에서 한 개의 흡수 

띠만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비대칭 이핵착물 

에서도 같았다. 이는 각각의 금속으로부터 NO 리 

간드로의 전하이동 영역이 비슷하여 흡수띠가 서로 

혼합된 것으로 판단된다.

'H 및 13C-NMR 스픽트럼. 적외선 및 전자 흡수 

스펙트럼의 결과로부터 말단 위치의 NO가 각각의 

금속에 cis 위치로 배위되어 있는 양이온 화합물임은 

확인할 수 있으나 분자 구조를 추정하기에는 미흡 

하다.

전반적인 'H-NMR 스펙트럼 결과는 앞서 보고한 

바 있는 phen의 호모 및 헤테로 대칭 이핵착물网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자유 리간드의 스펙트럼 

과 분리형태 및 적분세기의 비가 동일하고 더우기 

pyz의 네 개 양성자 peak가 singlet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본 연구의 대칭 및 비대칭 이핵착물에서 다리 

리간드인 pyz의 양성자 peak는 주위 금속이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두 영역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 

었으나 호모 착물과 마찬가지로 singlet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소분석 및 적외선 스펙트럼의 결과로는 

헤테로 이핵착물로 판단되었으며 만일, 이 착물이 

고체상과는 달리 액체상에서 구조적 변화를 일으켜 

단핵착물로 되었을 경우, pyz의 양성자 peak는 당 

연히 두 개로 갈라져 나타나며3 혼합물이기 때문에 

더욱 복잡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pyz가 액 

체상에서 자유 리간드로 존재한다면 낮은 장으로 

이동한 위치에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착물은 이핵착물로 판단되며 호모 이핵착물처럼 

pyz의 양성자 peak가 singlet로 나타난 것은 몰리

Fig- 4. 'H-NMR spectrum of ECl(dppp)(NO)2Mo(p-pyz)Mo(NO)2(dppp)Cl][C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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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덴과 텅스텐이 같은 족에 위치하고 최외각 전자 

및 전기음성도, 원자 반경 둥 화학적 성질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핵 스핀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같 

아서 평균값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족이다르거나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큰 금속의 헤 

테로 이핵착물이라면 peak의 뚜렷한 분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들 착물의 ”c-NMR 스펙 

트럼에서 pyz 자유 리간드의 스펙트럼 및 본 연구의 

다른 이핵착물의 스펙트럼을 종합해 보았을 때, 145 

ppm 부근의 탄소 peak는 다리 리간드인 pyz 의 네

Fig. 5. 13C-NMR spectrum of [Cl(dppp)(NO)2Mo(p- 
pyz)Mo(NO)2(dppp)Cl] [CIQL

개 탄소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호모 이핵착물과 

헤테로 이핵착물의 스펙트럼 형태 및 peak 영역이 

거의 같은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두 금속의

Fig. 7. 13C-NMR spectrum of asymmetrical dinuclear 
complex. °A=[Cl(phen)(NO)2W(|i-pyz)W(NO)2(dppp) 
C1][C1O4]2- B = CCl(phen)(NO)2Mo(ji-pyz)W(NO)2 
(dppp)Cl][C104]2.

Fig. 6. 'H-NMR spectrum of asymmetrical dinuclear complex. flA= LCl(phen)(NO)2W(|i-pyz)W(NO)2(dppp)ClZI 
[ClQk B = [CI(phen)(NO)2Mo(g-pyz)W(NO)2(dppp)Cl][ClO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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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성질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통해 모든 양성자 및 탄소 peak를 동정할 수 있었다.

岛 4와 5는 본 연구의 dppp 리 간드 몰리브덴 즉, F讶. 6의 A는 착물＜4b)의 스펙트럼으로 7.46~7.75

호모 대칭 이핵착물의 'H-NMR 및 UC-NMR 스펙 ppm(20H) 에 dppp의 phenyl 양성자에 의한 peak 및

트럼으로서 phen 착물과 같이 dppp 자유 리간드의 L64ppm(2H)과 2.57ppm(4H)에 methylene의 양성

스펙트럼과 분리형태가 같고 이 리간드의 Phenyl 자 peak가 각각 나타났다. 또한 이 스펙트럼에서 8.25
양성자와 8.649 ppm에서 singlet로 나타난 pyz 양성 ppm(2H), 8.38 ppm(2H), 9.09 ppm(2H) 및 9.31 ppm

자와의 적분세기의 비가 약 10(dppp phenyl, 40H): (2H)에 나타난 peak는 phen 의 양성자에 의한

Kpyrazine, 4H)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역시 대칭 peak로서 이들간의 적분세기의 비는 약

성이 큰 '이핵 착물로 추정되며 이 경우도 145.20 이었으며 이 중 한 peak 와 dppp 의 phenyl(20H)
ppm 에서 pyz 탄소 peak를 확인할 수 있었다. peak의 적분세기 비가 약 1 ： 1Q인 것은 phen의 네

한편, Fig. 6과 7은 비대칭 이핵착물의 lH 및 13c- 개 peak 각각이 두 개의 양성자에 해당됨을 나타

NMR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이 경우 phen과 낸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두 금속에 phen 및 dppp가 

dppp 자유리간드 및 대칭 이핵착물의 스펙트럼을 한 분자씩 결합되어 있는 비대칭 이핵착물임을 알

Table 4.and 13C-NMR spectral data0 of dinuclear complexes (8, ppm)

Complex
】H-NMR

Aromatic ring Alkyl

Symmetrical dinuclear complex
3a 7.52-7.85 (m,40H) 1.65 (br, 4H) 128.50 129.06 130.17 130.65

8.649 (s, 4H, pyz) 2.52 (t, 8H) 131.49 131.94 145.20 (pyz, 4C)
3b 7.52 〜7.80 (m, 40H) 1.65 (br, 4H) 12&48 129.07 130.14 130.65

8.653 (s, 4H, pyz) 2.50 (t, 8H) 131.50 131.95 145.18 (pyz, 4C)
3c 7.52-7.79 (m, 40H) 1.69 (br, 4H) 128.50 129.07 130.15 130.66

8.650 (s, 4H, pyz) 2.51 (t, 8H) 131.49 131.95 145.19 (pyz, 4C)
Asymmetrical dinuclear complex

4a 7.45〜7.72 (m, 20H) 1.65 (br, 2H) 27.30 28.91 125.65 127.50
2.59 (t, 4H) 128.53 129.50 130.17 131.49

8.27 (m, 2H) 8.40 (s, 2H) 132.80 134.09 137.09 141.90
9.09 (t, 2H) 9.34 (t, 2H)
8.655 (s, 4H, pyz)

148.09 145.07 (pyz, 4C)

4b 7.46〜7.75 (m, 20H) 1.64 (br, 2H) 27.31 28.92 125.65 127.48
2.57 (t, 4H) 128.55 129.52 130.14 131.50

8.25 (m, 2H) 8.38 (s( 2H) 132.81 134.10 137.11 141.91
9.09 (t, 2H) 9.31 (t, 2H)
8.658 (s, 4H, pyz)

148.11 145.09 (pyz, 4C)

4c 738〜7.63 (m, 20H) 1.63 (br, 2H) 27.33 28.93 125.65 127.49
2.50 (t, 4H) 128.58 129.51 130.14 131.51

8.26 (m, 2H) 8.39 (s, 2H) 132.82 134.10 137.12 141.91
9.08 (t, 2H) 9.31 (t, 2H)
8.656 (s, 4H, pyz)

148.12 145.08 (pyz, 4C)

4d 7.49-7.77 (m, 20H) 1.62 (br, 2H) 27.29 28.93 125.68 127.49
2.58 (t, 4H) 128.52 129.53 130.20 131.51

8.25 (m, 2H) 838 (s, 2H) 132.80 134.07 137.30 141.93
9.09 (tt 2H) 9.32 (t, 2H)
8.657 (s, 4H, pyz)

148.11 145.09 (pyz, 4C)

“Measured in CDCI3+DMSOM6 at ambient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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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ossible molecular structure of dinuclear co
mplex.

수 있으며 특긍］, 8.658 ppm에 나타난 다리 리간드인 

pyz의 양성자 peak가 이핵착물임을 더욱 뒷받침한 

다.

더욱이 Fig. 7의 (A)에 나타낸 이 착물의 13C-NMR 

스펙트럼을 보면 phen의 탄소에 의한 peak가 125.65, 

12748, 129.52, 137.11, 141.91 ppm 및 148.11 ppm의 

일곱 영역에서 나타났으며 dppp의 phenyl 탄소에 

의한 peak가 128.55, 130.14, 131.50, 132.81, 134.10 

ppm 및 methylene의 탄소에 의한 peak가 27.31 

ppm 과 28.92 ppm 에서 각각 나타났고 이핵착물의 

스펙트럼에서 비슷한 영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145.09ppm의 peak는 대칭 이핵착물에서처럼 다리 

리간드인 pyz의 네 개 탄소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 

였다. 이와 같이 금속과 리간드의 종류가 다른 이 

핵 착물일지 라도 다리 리간드인 pyz의 양성자 및 탄소 

peak는 대칭 호모 이핵착물처럼 나타났으며 이것은 

pyz의 핵자기 공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두 금속이기 때문이며 자유 리간드의 분리형태 및 

스펙트럼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이 착물은 비대칭 

이핵착물로 그 분자구조는 두 종류의 리간드가 각각 

6면으로 대칭되는 대칭 이핵착물의 구조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합성한 모든 대칭 및 비대칭 

이핵착물의 및 13C-NMR 스펙트럼 결과를 Table

4에 요약하였으며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은 결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따라서 모든 이핵 착물의 분자구조는 아래의 Fig. 8 

에 나타낸 것처럼 하면을 기준으로 리간드가 대칭 

되는 (A) 또는 (B)의 C& 대칭구조로서 일반적인 

입체적 장애 및 착물의 안정성을 고려하면 (B) 구 

조가 더 타당할 것으로 추정되며 헤테로 및 비대칭 

이핵 착물도 같은구조의 pseudo C册 대칭으로 판단 

된다.

본 연구는 과학재단 핵심 전문연구비 931-0300- 
030-2 지원에 의한 것으로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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