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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MCL(M=Mo； z=5, M=V； z=3)과 N, P 주개 리간드를 acetonitrile 용매에서 반응시켜 중성 

착물 [MCMphdaXMeCN)]과 [MCl3(PPh3)2(MeCN)](M = Mo, V)을 합성하였다. Acetone 용액에서 이들 중성 

착물과 AgClQ를 반응시켜 양이온 착물 [MCk-”L2(MeCN)(S)」(ClQ)，0 = 1,2 ：s=solvent)을 얻었다. 염소가 

연결된 E(MeCN)(phda)ClM(u-Cl)2M,Cl(PPh3)2(MeCN)](C104)2 및 pyrazine이 연결된 [(MeCN)(phda)Cl2M(u- 

pyz)M'C12(PPh3)2(MeCN)](ClC»2형의 호모(M = M‘), 헤테로 (M*M‘) 이핵 착물을 합성하였다. 합성한 착물 

들은 원소분석과 적외선, HI, 13C 핵자기 공명 및 전자 흡수스펙트럼를 이용하여 그 .특성을 조사하였다.

ABSTRACT. The neutral complexes [MCl3(phda)(MeCN)J and EMCl3(PPh3)2(MeCN)] (M=Mo, V) 
were prepared by the reaction of MC1Z (M=Mo； z=5, M=V；z=3) with N, P-donating ligands in acetonit
rile solution. Addition of AgC104 to these neutral monomeric complexes in acetone solution afforded 
CMCl3-„L2(MeCN)(S)„] (C104)„ (m = 1, 2 : s = solvent). Two types of asymmetrical homo- and hetero-dinuc- 
lear complexes have been synthesised. The type of chloride bridged dinuclear complex is L(MeCN)(phda) 
ClM((j-Cl)2M,Cl(PPh3)2(MeCN)](C104)2. And the type of pyrazine bridged complex is [(MeCN)(phda)CLM 
(p-pyz)M'C12(PPh3)2(MeCN)](C104)2. These complexes were characterized by elemental analysis, 'H, 13C 
NMR, IR, Far-IR and UV-Vis spectroscopy.

서 론

지금까지 알려진 이핵 착물들은 주로 금속과 금 

속의 다중결합 착물들이고' 이외는 산소, 황, 염소 

질소로 연결된 이핵 착물들이다.2

염소가 연결된 이핵 착물로는 [M2X9?- 형태의 

음이온 종3과 CM2X6L4] 형태의 중성종4이 있으며, 

일부 금속에 [M2X4L4T + 형태의 양성종5의 착물이 

보고되었다. 착물 [WQHPEt)」은 반자성의 강한 

금속-금속 상호 작용6을 가지는 반면 착물 LCr2Cl6 

(PEt3)J은 금속-금속 상호 작용이 없는 상자성이다.7

몰리브덴 착물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LMoC13 

(PR3)2〕과 LMo2C16(PR3)4](« = Me, Et) 착물은 금속

금속 상호 작용이 없는 상자성이나, [MsCklPMe- 

Ph2)J 착물은 금속-금속 상호 작용이 있는 반자성 

임을 보고하였다.8 반자성 착물에서 금속-금속 상호 

작용의 성질은 광범하게 논의되어 왔는데,9 착물 

[MqCHPH。』는 Fenske-Hall 방법에 의한 반경험 

적 MO 계산으로 aVa*2 형태의 금속-금속 상호 

작용을 알려주며「° 같은 방법으로 착물 [MojCUCh- 

SH)2(SH2)J에서 계산되었으며, Hukel 계산법으로 

착물 [RezCh肩에 대해 보고되었다卢

Mo(III) 이핵 착물에서 특히 지적할 만한 사항은 

중심 금속에 배위된 주개 리간드의 성질(한 자리 

주개 리간드, 두 자리 주개 리간드, aryl 및 alk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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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따라 여러 종류의 구조가 가능하다. 또한 금 

속■리간드와 금속-금속의 상대적인 결합 세기와 다 

리 연결 리간드는 착물의 성질에 뚜렸한 차이를 

나타내므로 질소 연결 리간드를 가지고 이핵 착물을 

합성하였다. 이핵 착물에 많이 이용되는 질소 연 

결 리간드는 pyrazine, 4,4'-bipyridine과 trans-1,2- 

bis(4-pyridyl)ethylene을 사용한 합성 것이 보고되 

었다.5
이들 이핵 착물의 분광학적 및 산화 환원 성질로 

부터 연결 리간드를 통하여 금속과 금속간의 상호 

작용이 일어나며, 이핵 착물은 중심 금속의 종류와 

산화수, 리간드와 다리 연결 리간드에 따라 착물의 

구조 뿐만 아니라 전기 화학적 및 분광학적 성질이 

달라진다. 따라서 여러 종류의 새로운 이핵 착물을 

합성하고자「한다.

앞서 V(III)와 Mo(III) 단핵 착물들을 출발 물질 

로하여 pyrazine0] 연결 리간드로 작용한 이핵 착물 

[(MeCN)(L)2Cl2M(ti-NN,)M,Cl2(L)2(MeCN)](C104)2 

과 염소 두 개가 연결된 이핵 착물 r(MeCN)(L)2ClM 

(-Cl)2M,Cl(L)2(MeCN)](C104)2 호모(M=M‘) 및 헤 

테로(M*M‘) 착물은 이미 보고하였다产

본 논문에서는 염소 두 개가 연결된 [(MeCN) 

(phda)ClMQi-Cl)2M'Cl(PPh3)2(MeCN)](C104)2 과 

pyrazine이 연결 리간드로 작용한 E(MeCN)(phda) 

Cl2M(|i-NN,)M,Cl2(PPh3)2(MeCN)3(C104)2 비대칭 성 

호모(M=M‘), 헤테로(M*M‘)이핵 착물을 합성하고, 

이들 착물들의 중심 금속의 종류와 산화수, 말단 

리간드와 연결 리간드에 따른 특성을 조사하여 화 

학적 반응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실 험

시약 및 출발 물질

몰리브덴(III) 및 바나듐(IID 착물은 공기와 수분에 

민감하므로 모든 실험 조작과 반응은 산소 및 수분을 

미리 제거한 질소 분위기 속에서 실시하였다. 합성에 

이용된 모든 용매는 사용하기 직전 적절한 건조제를 

사용하여 건조 정제하였으며, 질소를 포화시킨 후 

syringe로 취하여 사용하였다. 고체시약은 특급시약 

을 100〜 llOt： 에서 건조시킨 후 사용하였으며 무수 

AgCQ는 문헌心에 보고된 방법에 따라 합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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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아니 (Phda) (pyz)

Abb.: PPha=triphenyiphosphine, Phda= 1,2-phenylenediamine. pyz=1.4-pyrazine. 

Scheme 1. Structure and abbreviation of the ligands.

MoC15> VCI3는 Aldrich사의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리간드의 약어와 구조식은 

다음과 같이 Scheme 1에 나타내었다.

착물의 확인

몰리브덴 및 바나듐 금속의 정량분석은 VARIAN 

사의 AA-40 기기를 이용하여 원자흡수분광법으로 

측정하였으며, 탄소 • 수소 • 질소 원소분석은 Carlo 

Erba사의 Strumentazion 1106, 적외선 흡수스펙트 

럼은 Bomem사의 Michelson 100 FTTR로써 KBr 

원판법, 원적외선 흡수스펙트럼은 Bomem DA 3.01 
FT- Interferometer IR로써 polyethylene 원판법으로 

측정하였고 lH, 13C NMR은 Bruker사의 FT-NMR 

(300 MHz), 전자 흡수스펙트럼은 Shimadzu사의 

UV-265, 착물 분해 온도는 Philip Harris사의 Mel

ting Point Apparatu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착물의 합성

출발 물질의 합성

중성 착물인 [MC13(L)2(MeCN)](M=Mo, V； L=1 

/2phda, PPM)는 이미 보고된 방법12대로 합성하였다.

양이온 착물의 합성

양이온 착물인 [MC13-"L2(MeCN)(S)“](C104)”S 

= 1,2； M = Mo, V； L=l/2phda, PPh3； S=solvent) 
는 이미 보고된 방법®대로 합성하였다.

비대칭 이핵 착물

[(MeCN)(PPh3)2C]V(ji-Cl)2VCl(phda)(MeCN)] 
[CIO4]2 1. 중성 물질인 rVC13(PPh3)2(MeCN)] (1 

mmoD와 2가 양이온 착물 rVCl(phda)(MeCN)(S)2] 

(CK)4)2(S=acetone) (1 mmol)를 acetone 용액에서 

약 3시간 정도 저으면서 반응시켰다. 용액을 침전이 

생성되기 직전까지 진공 증발시킨 후 ethyl ether를 

가하여 침전을 얻었다. 이 침전을 acetonitle 용액에 

서 12시간 정도 저으면서 반응시킨 후 ethyl ether로 

여러번 씻고 진공 건조시켰다. 이 침전을 acetone에 

다시 녹인 후 여과하고 여과액은 silicagel(Kiesel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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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Merk, 70~230 ASTM)의 column(25 mm X 300 

mm)을 통과시 켰으며 용리 액은 'acetone으로 분리하 

였다. 이 용액을 진공 중발시켜 농축시킨 후 ethyl 

ether를 가하여 연두색 착물, 1(수율=42%, mp=200 

P)을 얻었다.

원소분석(%); 계산치 측정치) : V, 8.80(8.89) C, 

47.74(47.82) H, 3.80(3.91) N, 4.84(4.77)

[(MeCN)(PPh3)2ClMo(u-Cl)2MoCl(ph<ia) 

(MeCN)][ClO4]2 2. 중성 물질인 [MoCl^Ph) 

(MeCN)] (1 mmol)와 2가 양이온 착물 [MoCl(phda) 

(MeCN)(S)2] (C1O4)2 (1 mmol)< acetone 용액에서 

반응시켰으며 (1)와 유사한 방법으로 합성하여 연 

두색 착물, 2(수율=35%, mp=178t)을 얻었다.

원소분석]%); 계산치(측정치): Mo, 15.38(15.11) C, 

44.29(43.67) H, 3.53(3.42) N, 4.49(4.35)을 얻었다.

[(MeCN)(PPh3)：QV(u-CD2MoCl(phda)(MeCN)] 

EClOJz 3. 중성 물질인 [VC13(PPh3)2(MeCN)] (1 

mmol) 와 2가 양이온 착물 [MoCl(phda)(MeCN)(S)2] 

(C1O4)2 (1 mmol)를 acetone 용액에서 반응시켰으며 

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합성하여 연두색 착물, 3(수 

율=38%, mp=20(此)을 얻었다.

원소분석(%); 계산치(측정치) :V, 4.24(4.31) Mo, 

7.08(7.07) C, 45.95(45.72) H, 3.66(3.56) N, 4.66(4.37) 
을 얻었다.

[(MeCN)(PPh3)2Cl2V(M-pyz)VCI2(phda)(MeCN)] 
[C1O4]2 4. 중성 물질인 [VCl3(PPh3)2(MeCN)J (1 

mmol)와 2가 양이온 착물 EVCl(phda)(MeCN)(S)2] 
(6164)2 (1 mmol)를 acetone 용액에서 pyz(l mmol)을 

가하여 반응시켰으며 (D와 유사한 방법으로 합성 

하여 연두색 착물, 4(수율=52%, mp=250t)을 얻 

었다.

원소분석(%); 계산치(측정치) :V, 8.25(8.66) C, 

48.53(48.08) H, 3.88(3.82) N, 6.79(6.67)을 얻었다.

[(MeCN)(PPh3)Cl2Mo(M-pyz)MoCl2(phda) 

(MeCN)][ClO4]2 5. 1가 양이온 착물 [MoC12 

(PPh3)2(MeCN)(S)](C104) (1 mmol)과 CMoCl2(phda) 

(MeCN)(S)](C104) (1 mmolX acetone 용액에 pyz(l 

mmol)을 가하여 반응시켰으며 ⑴와 유사한 방법으 

로 합성하여 연두색 착물, 5(수율=58%, mp=256 

紀)을 얻었다.

원소분석]%); 계산치(측정치): Mo, 14.46(13.98) C, 

45.24(45.31) H, 3.62(3.44) N, 6.33(6.11)을 얻었다.

[(MeCN)(PPh3)Cl2V(|ii-i»yz)MoCl2(phda)(MeCN)] 

[CIOJ2 6. 1가 양이온 착물 [VCl2(PPh3)2(MeCN) 

(S)](C104) (1 mmol)과 [MoC12(phda)(MeCN)(S)] 

(Cl()4)(l mmol)를 acetone 용액에 pyz(l mmol)을 

가하여 반응시켰으며 (D와 유사한 방법으로 합성 

하여 연두색 착물, 6(수율=50%, mp=243 0을 얻 

었다.

원소분석]%); 계산치(측정치) :V, 3.97(3.21) Mo, 

7.48(7.23) C, 46.83(47.97) H, 3.74(3.09) N, 6.55(6.71) 

을 얻었다.

결과 및 고찰

착믈의 함성. LMC13(L)2(MeCN)] 형태의 중성 

착물 합성은 VC13을 출발물질로 이용하는 경로(1)13 

를 이용하여 합성하였다. 몰리브덴 착물 합성은 (2)의 

경로“를 선택하여 실험한 결과 [MoCMMeCNT는 

순도와 수율이 비교적 높았다. 이 착물은 리간드의 

첨가로 이핵 착물의 선구 물질로 이용되는 중성 착 

물을 얻었다. 이들 중성 착물을 acetone 용매에서 

AgCQ로 염소를 제거하여 [MC13-”(L)(S)][C1O41, 

(m = 1, 2)의 양이온 착물을 얻었으며, 이는 이전에 

acetonitle 용매에서 실험한 것보다 더 좋은 수율로 

얻어졌다. Perchlorate 착물은 실험 중 가열시 폭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PF6-나 BF「를 대체 이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들은 2차적 반응을 일으 

키므로S6 본 연구에서는 C1O4- 이온을 선택하였다. 

이들 착물은 목적한 착물에 따라 적절히 양론적으로 

반응시켜 최종 생산물인 바나듐 및 몰리브덴의 호모 

및 헤테로 이핵 착물을 각각 합성하였으며 그 과정을 

Scheme 2에 요약하였다.

전자 흡수 스펙트럼. 몰리브덴(III) 및 바나듐(III) 

착물에 대한 전자 전이 및 전자 흡수 스펙트럼은 Fo- 

wles^와 Furlani”에 의해 상세히 연구되었다. Table 

1 및 Fig.l는 이들의 결과를 참조하여 본 실험의 

착물에 대한 스펙트럼을 해석한 것으로서 착물들은 

모두 팔면체 구조로 생각된다. 착물 [1] 의 683nm 

(£=52)와 482 nm(e=156)에 나타나는 흡수띠는 d-d 

전이에 의한 것으로 각각 3%(F)t37細 3t*(f)t 
3丁认P) 전이로 해석된다. 또한 348nm(e=997),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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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V(ni) Complex

VCh * MeCN ♦ phda —-*[VCh(phda)(MeCN)] (1)

PP上一-4VC13(PPh3)3(MeCN)]

H. Mo(DI) Complex

MoCls + MeCN —-* [MoChCMeCNJal (2)
[MoC14(MeCN)3] ♦ phda -一《 [MoCU(phda)] (3)

PPhj -一* [MoCl<(PPh3)i]

[MoCU(phda)] + MeCN 一-- (MoClstphdaXMeCN)] 

[MoC14(PPh3)a] + MeCN —-► [MoCh(PPh3)3(MeCN)]

1H. Protonic Complex

[MCIs(L)(MeCN)] + AgC104 ------—>

[MC13(S)(L)(MeCN)](ClO4)+ AsCl

(MCh(L)(MeCN)] + 2AgC10< -------- >

[MCl(S)3(L)(MeCN)}(ClO4)3 ♦ 2AgCI

(M - Mo or V, S = acetone, L - phda or 2PPhs ) 

IV. Dinuclear Complex

[MCIa(S)(L)(MeCN)](C104)+ P7> + MWS)心)(MeCNM(ClQ) 

> [(MeCNXDCltMC ft -pyriMXWLXMeCNJltClOdz 

[MCIa(L)(MeCN)] + [MrCl(Sh(LO(MeCN)](C104)3 ----->

[(MeCN)(L)CIM(声-CDxM'CKLOtMeCNJltClOda 

(homo ； M, M, = Mo or V ； hetero ； M = Mo, M*= V) 

(S = acetone ； L - phda, L'= ZPPha)

Scheme 2. Synthetic process of dinuclear complex.

nm(£=1102) 및 267nm(e=143)에 나타난 흡수띠 

는 전하 이동 전이에 의한 것으로 가장 낮은 에너 

지의 흡수띠는 V(J)-*L(n») 전이로 가운데의 흡수 

띠는 MeCN(n)TV0) 전이로 가장 높은 에너지의 

흡수띠는 Cl(n)^V(d) 전이로 해석된다.13

착물 [2] 에서 살펴보면 734nm(e=5), 576 nm(e= 

98)와 432nm(e=121)에 나타난 흡수띠는 d-d 전이 

에 의한 것으로 각각 0如-37、初 懿習总와 签如 

t % 전이로 추정된다. 가시영역에서는 흡광계수 

의 크기에 따라 d-d 전이 혹은 d-n* 전이가 가능 

하며, 432nm(£=121)에 나타난 흡수띠는 흡광계수 

로 비추어 보아 d-d 전이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외선 영역에서 free 리간드에는 나타나지 않은 두 

개의 흡수띠 376nm(1021) 와 232nm(1245)는 각각 

MeCN(n) — Mo(d) 전이와 Cl(n) Mo(J) 전이로 

해석된다. 착물 [MoC13(phda)(MeCN)], [MoC12 

(phda)(MeCN)(S)]+와 LMoCl(phda)(MeCN)(S)2]2+ 

의 d-d 전이 위치를 비교해 보면 염소수가 감소할 

수록 단파장으로 이동했다. 이핵 착물의 흡수띠는 

중성 착물에 비해 약간 낮은 에너지 영역으로 나타 

났으며, 착물의 전하 변화에 따라 흡수띠 이동이

Table 1. Electronic spectral data of dinuclear comple
xes (Km,,, nm)

Complex
Assignment0

Charge transfer 
(d")

d-d transition

叮初

[1? 683(52/ 482(156) 348(997 ) 331(1102)
267(1431)

[4] 720(89) 611(143) 421(1102) 367(1231)
343(1906)

Assignment"*
Complex ------------------------------------

d-d transition Charge transfer
0")

2& 4TU

⑵ 734⑸ 576(98) 432(121) 376(1021)
232(2245)

[5] 752(4) 798(67) 621(104) 463(1024)
341(2017)

"Assigned by Fowles, G. W. A.; Greene, P. T. J. Chem. 
Soc. (A) 1967, 1869. °In MeCN. eMolar absorption coe
fficient (Imol-1 cm-1). 'Assigned by Furlani, C.; Piove- 
sana, 0. P. Mol. Phys. 1965 9, 341.

설명되는 이러한 현상은 합성한 착물에서도 잘 관 

측된다. 한편 헤테로 이핵 착물의 경우 F诃.1 에서 

보듯이 금속의 종류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몰리브덴 

및 바나듐 중성 착물의 중간 영역에서 한 개의 흡 

수띠만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두 금속으로부터의 

흡수띠가 혼합된 것으로 판단된다.

240~290nm에서 나타나는 리간드의 ttttt* 전이 

는 비교적 단핵 착물에 비해 이동이 적다. 이는 단핵 

착물의 d 궤도 대칭과 리간드장 성질이 이핵 착물이 

되면서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핵 착물을 형성하면서 

리간드 n* acceptor 궤도의 섭동을 나타내므로 d 

->n* 전이는 단핵체에 비해 상당히 단파장쪽으로 

이동을 했다.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 200-500on-1 영역에서 

나타나는 M-C1 신축 진동은 그 흡수띠의 위치가 

중심 금속의 산화수, 질량 및 배위수에 따라 변하므로 

착물의 구조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8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실험에서 합성한 

착물의 V-C1 신축진동이 329~337cmT에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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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므로 착물은 모두 팔면체 구조일 것으로 추정된다. 

몰리브덴 착물에서 Mo-Cl 신축 진동 흡수띠는 산화 

상태에 따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이전에 보고된 

[MoC13(L)3〕착물9의 경우 305~320cm-i에서 강한 

흡수띠를 볼 수 있으며 합성한 몰리브덴(III) 착물 

에서도 이와 같은 영역에서 관측된다. Table 2에 보는 

바와 같이 두 금속(Mo, V)의 M-C1 신축 진동의 

위치를 비교해 보면 바나듐(III) 착물 [1]는 347 

cm"1, 몰리브덴(III) 착물 [2]는 354cmT에서 나타

Fig. 1. UV-vis absorption spectra of [4J (......), [5]
(一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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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 이는 금속의 질량수가 증가할수록 장파수에서 

나타난다는 사실과 일치 한다.18

[M2CUL2] 형태의 착물에서 볼 수 있듯이 염소가 

다리 연결된 경우, 일반적으로 bridging M-C1 신축 

진동은 terminal M-C1 신축 진동의 위치보다 낮은 

영역의 파수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is Fig. 2 

에 보는 바와 같이 단핵 착물에서 볼 수 없었던 ter

minal M-C1 신축 진동에서 보다 낮은 영역에서 약한 

흡수띠는 bridging M-C1 신축 진동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염소가 연결된 이핵 

착물임을 확인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M-N 신축 진동은 M-C1 신축 진동에 비해 낮은 

에너지 영역에서 일어나며, 질소 주개 리간드의 입

Fig. 2. Far-IR spectra of [1] and [4] with polyethy- 
lene pellet

fls= strong, m=medium, w=weak, br= broad.

Complex Vz(VCl) vft(VCl) v/MoCI) vft(MoCl) v(VN) v(MoN) v(VP) v(MoP) v(CN)

347s° 299m 266m 207m 2336s
354s 312m 251m 268m 2274s

334s 303m 352s 331sh 258m 242m 239sh 266m 2278s 2334s
330s 259m 227m 209m 2332s

339s 280m 277m 267sh 2298s
331s 324s 269m 270sh 247m 287m 2289s 232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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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 and 13C NMR spectra of [1],

체적 장애가 클수록 M-N 신축진동 에너지는 더 

낮은 에너지 영역으로 이동한다.20 이러한 현상은 본 

실험에서도 살펴보면 phda 착물에서 Mo-N 신축 

진동은 V-N 신축 진동에 비해 높은 에너지 영역에서 

나타난다.

단핵 착물과 이핵 착물(1)〜(3)에서는 볼 수 없었 

고 250~290cmT에서 나타나는 흡수띠는 pyra

zine 질소에 의한 M-N 신축 진동이므로 착물에서 

pyrazine이 연결 리간드로 작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적외선 영역(900〜1000cmT)에서는 단핵 착 

물과 이핵 착물(1)〜(3)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흡수띠가 나타나지 않는 사실로 적어도 착물이 고체 

상태에서 pyrazine이 두자리 배위된 것을 알 수 있다. 

21 Phenyl 고리를 갖는 인 주개 리간드를 갖는 착물의 

경우 M-P 신축 진동은 다음과 같이 흡수띠의 위치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Ni-P 신축 진동은 

200-274 cm^1, Pd-P 신축 진동은 〜235cmT에서 

나타난다.22 본 논문의 ppha 착물에서도 Mo-P와 V- 

P 신축 진동이 ~270cmT과 ~240cn「'에서 각각 

나타났다.

Acetonitrile의 C— N 신축 진동은 자유 리간드에 

서 2260cmT에서 강하게 나타나며 몰리브덴에 배 

위되면 2280 cmT 부근으로 이동한다.河 바나듐에 

배위되면 M-N과 C= N 신축 진동의 coupling에 

의해 2305-2337cm 1 영역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합성한 착물에서 배위된 acetonitrile의 C= N 신축 

진동이 나타난다.

중성 착물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던 1095 cn「i 부 

근의 넓고 매우 강한 peak와 625 cm-1 부근의 강한 

peak는 C10「이온이 counter 이온으로 작용한 경우 

나타난 것으로對 이핵 착물이 양이온 착물임을 나타 

낸다.

*H, 13C NMR 흡수 스펙트럼. Fig. 3의 착물 [1] 

에서도 peak가 PPha의 자유 리간드 peak에 비해 

낮은 장으로 이동했다. 특히 7.03-8.11 ppm 영역에 

서 나타나는 multiple peak는 PPha의 페닐기에 의한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Ibers 등为에 의해 보고된 

착물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acetonitrile의 

methyl 및 PPh3S] phenyl ring기 양성자 peak 의 

적분 세기의 비가 10：1인 것으로 보아 acetonit- 

rile이 배위되었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의 착물 

[1]에서 페닐기에 의한 peak가 132~134ppm 영역 

에서 나타났다. 1.89 ppm 과 118 ppm 에서 나타나는 

peak는 acetonitrile에 의한 peak로 acetonitrile이 

배위되었으며, 호모 이핵 착물이 매우 대칭적인 분자 

구조일 것으로 추정된다. Phda의 자유 리간드 스펙 

트럼에서 아민 양성자에 의한 peak는 3.30ppm(4H), 

페닐기에 의한 peak는 6.71ppm(4H)의 두 곳에서 

나타나는데 비해 Table 3 착물 [1]의 스펙트럼에서 

는 아민 양성자에 의한 peak는 6.78 ppm(4H), 페닐 

기에 의한 peak는 7.06 ppm(4H)으로 모두 낮은 장 

으로 이동하였다. 특히 아민 양성자의 peak가 낮은 

장으로 3.48ppm 많이 이동한 것은 배위 자리가 질 

소로서 이 원소에 직접 결합되어 있는 수소는 다른 

인접 수소의 전자 밀도에 비해 그만큼 작아졌기 때 

문이다.26 착물 [匸I에서도 acetonitrile의 methyl기와 

6.78 ppm 에서 나타나는 phda 의 amine 양성자 

peak의 적분 세기를 비교해 보면 그 비가 3：4로 

MeCN：phda가 1 ： 1로 배위된 착물로 추정된다. 

F讶.3에 보듯이 phda 리간드의 13C NMR 스펙트럼의 

peak는 122.97, 126.32, 128.00 ppm으로 세 개의 

peak만이 나타났다. 이는 phda 착물이 대칭적 전자 

환경을 가지는 구조로 추정된다.

F讶.4에 보듯이 착물 [4]에서는 phda 자유 리간드 

스펙트럼에서는 관찰되지 않은 8.76 ppm의 singlet 

peak는 자유 리 간드 peak(8.52 ppm, singlet) 및 

phda과의 상대적 적분 세기의 비로부터 다리 리간 

드인 pyrazine의 네개 양성자에 의한 것이다. 이와 

같이 자유 리간드의 스펙트럼과 분리 형태 및 적분 

세기의 비가 동일하고 더욱이 pyrazine의 네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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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R
Complex---------------------------------- UC NMR

Aromatic ring Others

Table 3.】H and UC NMR spectral data of dinuclear 
complexes

[1] 7.06(s, 4H) 6.78(s,4H) 1.89 118.88 122.97
126.32

7.03~8.U 2.02(s, 3H) 128.00 132.51 133.13
(m, 15H) 134.11

\、[2] 7.01(s,4H) 6.36(s,4H) 1.34 118.08 119.90
125.51

7.12-7.03 2.03(s,3H) 125.95 131.00 132.23
(m, 15H) 134.04

[3] 7.21(s,4H) 6.54(s,4H) 1.35 119.02 121.27
124.43

725-7.89 2.02(s, 3H) 128.00 13132 137.11
(m, 15H) 139.06

[4] 7.12(s,4H) 6.80(s,4H) 2.15 117.76 12339
124.71

725-7.89 2.01(st 3H) 127.98 130.14 135B2
(m, 15H) 137.78
8.76(s, 4H, pyz) 139.31 147.71(pyz, 4

C)
[5] 731(s,4H) 6.43(s,4H) 2.11 113.28 113.45

122.29
7.16-7.78 2.04(s,3H) 123.93 119.67 132.56
(m, 15H) 134.73
&29(s, 4H, pyz) 136.34 13758 147.88

(pyz, 4C)
[6] 7.72(s,4H) 6.90(s,4H) 2.05 118.71 12427

130.30
7.03 〜7.72 2.01(s, 3H) 131.09 13537 13738
(m, 15H) 141.21
833(s, 4H, pyz) 142.50 147.71(pyz, 4 

C)

Measured in DMSO-d6, s=singlet, d=doublet, m=mul
tiplet, br=broad.

성 자 pe曲가 singlet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호모 이 핵 

착물이 매우 대칭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及04에 나타난 이 착물의 13C NMR 스펙트럼에 

서도 phda 자유 리간드와 마찬가지로 세개의 peak 

만이 나타났으며, 3.00 ppm과 118.88 ppm에서 나타 

나는 peak는 acetonitrile에 의한 것이고 147.71 

ppm에 pyrazine의 네개의 탄소에 의한 peak가 한 

개로 나타났다. 원소분석 및 원 적외선 스펙트럼의 

결과로 볼 때 이핵 착물로 판단되었다. 만일 이 착

Fig, 4. E and 13C NMR spectra of [4].

물이 고체상에서와 달리 액체상에서 결합이 끊어져 

pyrazine이 결합되어 있는 단핵 착물의 상태라면, 

pyrazine의 양성자 peak는 300MHZ의 스펙트럼에 

서도 뚜렷이 두개로 갈라져 나타나며" pyrazine0] 

액체상에서 자유 리간드로만 존재한다면 낮은 장으 

로 이동한 위치에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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