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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MoO(NCS)5〕2-의 벤조일피리딘늄 및 루티딘늄염을 합성한 후 전기전도도, 자기모멘트, 

가시 및 적 외 선스펙 트라등에 의 하여 이 들의 구조를 조사하였다. 옥소오이 소티 오시 아나토몰리 브덴 (V) 
의 벤조일피 리 딘늄 및 루티 딘늄염 에서 티 오시 아나토의 질소가 몰리 브덴과 결합되 었으며 벤조일피 리 딘 

과 루티딘은 리 간드가 아닌 양이온으로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들 착물은 d-d전이와 전하이동전이 

가 일어 났으며 착물의 자기모멘트는 所亦-。4 값과 거의 같았다.

ABSTRAT. Benzoylpyridinium and lutidinium salts containing〔MoO(NCS)5〕2- have been syn
thesized. The complexes have been characterized by spectroscopic, magnetic susceptibility and 
conductivity studies. Benzoylpyridinium and lutidinium oxopentaisothiocyanatomolybdates(V) arise 
from d-d and charge transfer transitions. The magnetic moments of the complexes are close to the 
spin-only values. The complex anions are mononuclear containing N-bonded NCS- ligand.

1. 서 론

피리딘과 알파-피코린의 몰리브덴(V) 착물에 

대 한 연구는 이 미 보고된1~3 바 있으나 피 리딘계 

인 벤조일피리딘과 루티딘의 몰리브덴(V)착물 

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

Wardlaw 등4은 (pyH)2〔M0OCI5〕(py=피 리 

딘)에서 부터 (pyH)2〔MoO(NCS)5〕를 합성하였 

으며 Trezebiatowska 등2은 몰리브덴산암모늄을 

진한 염 산용액 에 서 히 드라진으로 Mo(V) 로 환원 

시킨 다음 피리단 및 알파-피코린등을 가하여 R& 
〔MoO(NCS)5〕(R=C5H6N+, C6H9N+, Met3NH+ 
및 Met4N+)의 염을 합성하였고 이들 착물에 대 

한 분광학적 및 자기적성질에 대한 연구2,3,5,6를 

하였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MoO(NCS)5〕2-는 

Cs대칭을 가진 단핵분자로서 몰리브덴(V)와 

—NCS 의 N가 결합되어 있다고 보고2하였다.

Gray 등財은〔CrOCIQ%〔MoOCiq% [VO- 
(1七0)5〕아등의 분자궤도함수를 계산하고 이들 

화합물의 자기 및 분광학적 성질을 연구 보고하 

였다.

Wardlaw 나 Trezebiatowska 의 R2CMoO(NC- 
S)5〕착물합성 법으로는 물에 녹지 않는 벤조 

일피리 딘과 몰리브덴(V)와반응시 킬수 없다. 그 

러 나, 몰리 브덴 (V)-NCS 의 에틸아세테 이트 추출 

용액 에는 벤조일피 리 딘이 잘 용해되므로 (bzpy- 
H) 2〔MoO (NCS) 5〕(bzpy=benzoylpyridine) 를 합 

성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lutH)2- 

—177 —



吳相午•金昌洙178

〔MoO(NCS)5〕(lut=lutidine), (pyH)2〔MoO- 
(NCS) 5〕(py=pyridine) 및 (a-picH)2〔MoO- 
(NCS)Q (a-pic=a-picoline) 착물도 합성하여 

자기 및 분광학적 성질을 조사하고자 한다.

2.실  험

시약. 본 실험에 사용된 시약은 특급 및 일급 

시약으로서 정제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치 환피 리 딘류는 東京化成 제 품을 사용하였다.

옥소오이소티오시아나토몰리브덴 (V)의 치환 

피리딘늄염의 합성. 몰리브덴산암모늄 4g을 

물 80 mZ 에 녹인 용액 과 물 20 mZ 에 NH^SCN 
5g 을 녹인 용액을 섞은 다음 진한 염 산 11 mZ 
를 넣고 환원제인 히드라진 L5g를 가한다. 이 

용액을 약 15분간 끓여 완전히 환원시킨다음 이 

때 생성된 진한 빨간색1의 Mo(V)-NCS 착물을 

에 틸 아세 테 이 트 70 mZ 로 추출9한다. 피리 딘 늄염 

은 이 용액에 피리딘 10 mZ, 알파-피코린늄염은 

알파-피 코린 12 ml, 벤조일피 리 딘 늄염 은 3-벤조 

일피 리딘 9 g, 루티딘 늄염 은 15 mZ 의 3.5-루티 

딘 을 각각 넣 은 다음 염 산 50 mZ 를 가하고 물중 

탕에 서 에 틸 아세 테 이 트를 서 서 히 날려 보낸 다. 

이 용액을 냉각시키면 초록색의 결정을 얻는다• 

이들 결정을 아세톤으로 수회 세척한 후 진공건 

조시 켰다.

본 실험에 사용된 시료는 아세톤에 용해시킨 

다음 재결정하여 사용하였다.

착물의 분석. 일정량의 몰리브덴착물에 질산 

과 황산의 비 가 1 ： 1 인 산을 가하여 분해 시 킨 

다음 a-benzoinoxime 으로 침 전시 킨다. 이 침 전 

물을 55VC 에 서 일정 량이 될 때 까지 가열 하여 

MoO3 로 만든 다음 무게 분석 m하였다.

티오시안화이온은 과산화수소를 가하여 착물 

을 분해 시 키 고 이 용액 에 묽은 질 산을 가하여 

산성으로 한 다음 AgSCN 으로 침전시켜 그 무 

게를 달아 정 량1하였다. 탄소, 수소 및 질소는 

Hewlett Packard 185B Carbon Hydrogen Ni- 
trogen 분석 기 를 이 용하여 분석 하였다.

착물의 산화수는 황산세슘(IV)표준용액에 착 

물을 용해 시 키 고 과량의 세슘(IV) 를 철 (II) 명 

반으로 적정 함으로서 결정 u하였다.

스펙트라. 가시 및 자외 선흡수스펙 트라는 Shi- 
madzu UV200 분광광도계 를 사용하여 얻었으며 

적 외 선 흡수스펙 트라는 Hitachi 260-30 적 외 선 분 

광광도계를 이용하여 KBr pellet 법으로 얻었다.

전기전도도. 수용액 에서〔MoO(NCS)5〕2-의 루 

티딘늄 및 벤조일피리딘늄염의 당량전도도는 

Chemitrix Type 70 Conductivity 를 사용하여 측 

정하였다.

자화율의 측정. 구이 관은 20 °C 에서 16.44X 
10-6c.g.s 의 자화율을 가진 Hg〔Co(CNS)Q의 

고운분말로 검 정 하였다I 자기모멘트는 細= 

2. 839(&。“.)*"侦2 B.M. 에 의 하여 구하였다. 

여기서, 는 보정되지 않은 몰자화율%m 과 

리간드에 대한 반자성의 기여치의 합이다.

3. 결과 및 고찰

(bzpyH)2〔MoO(NCS)5〕착물은 수용액에서 

합성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수용액에서는 

벤조일피 리딘의 용해 도가 아주 낮아 녹지 않기 

때문이다. 본인들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Mo 
(V) -NCS 착물을 만든 다음 에틸아세테이트로 

추출한 용액에 벤조일 피리딘을 녹여 반응시키 

면 벤조일피리딘의 침전을 막고 반응을 계속 시 

킬 수가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 의하여 합성 

한 (pyH)2〔MoO(NCS)5〕및 (a-picH)2〔MoO- 
(NCS) 5〕는 Wardlaw 및 Sabat 법 에 의 하여 합 

성한 것과 분광학적 및 자기적 성질이 같았다.

(bzpyH) 2〔MoO (NCS) 5〕(bzpyH=benzoylpy
ridinium) 5]- (lutH)2〔MoO(NCS)5〕(lutH=luti- 
dinium)등은 물에 녹아 노란색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착물이 가수분해되거나 이합체가 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들 착물은 묽은 질산에서 

점점 색이 사라지는 데 이것은 몰리브덴(V) 착 

물이 몰리브덴(VI) 착물로 산화됨을 알 수 있 

다. 뜨겁고 진한 염산용액에서는 반응식(1)과 

같이 배 위 된 一NCS 이 느리 게 C1-에 의 하여 치 

환됨을 확인하였다.

(X-pyH)2〔MoO(NCS)5〕+ 5HC1
=R2CMoOC15J + 5HSCN (1)

(bzpyH) 2CMoO (NCS) 5〕와 (lutH) 2〔M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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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5〕착물의 분석치와 계산치사이의 좋은 

일치를보여 주었는 데 그 결과는 Table 1 과 같다.

착물의 자기 능률은 Table 2와 같다. 여 기 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자기 모멘트는 몰리브덴 

(V)착물의 흘전자 한개에 해당하는 “遂…出의 

값과 비슷하다.

/知는 몰리 브덴 (V) 에 서 는 흘전자가 한개 

있으므로〔4S(S+l)〕i/2에 의하여 계산하면 1.73 
B.M. 이고 몰리브덴 (V)에 있어서의 스핀-궤도 

상호작용상수12는 1,030 cm-1 이 므로 식 (2) 13에 

의 하여 예 상되 는 자기 모멘트는 1.4B. M. 이 다.

Z^obsd. 角 pin—only(i- 42 \
10Dq / (2)

여기서, 몰리브덴(V)착물에 있어서의 lQDq는 

22, 730 cmT 이 다. 이 예 상되 는 값보다 관찰되 는 

값이 더 크고 向加-函y 와 거의 같은 값을 가지 

는 데 이것은 몰리브덴착물이 스핀없는 착물로 

서 한개의 흘전자가 남아 있는 단위체로 존재함

을 알 수 있다.

수용액에서 착물의 전기전도도를 측정한 결과 

Table3과 같다. 이 들 착물의 수용액에서의 당 

량전도도는 탄산가스나 착물의 산화에 의한 전 

기전도도의 변화를 막기 위하여 즉시 측정하였 

다. Fig. 1 은 양이 온과 음이 온의 농도비 가 1 ： 1 
인 것 및 2 ： 1. 인 전형적인 화합물과 본 연구에 

서 합성한 착물의 농도에 따른 당량전도도의 변 

화를 조사비교하기 위 하여 도시한 결과이 다. 여 

기에서 (bzpyH)2〔MoO(NCS)5〕및 (lutH)2CMoO- 
(NCS)3 착물은 2 ： 1의 전해 질과 비 슷한 변화 

를 보여 주었다. 이것은 이들 착물이 1 ： 1 전해 

질이기 보다는 2 : 1 의 전해질임을 알 수 있다. 

무한희석에서의 당량전도도는 F/g. 1에서 외삽 

하여 얻은 결과 루티 딘늄염 은 122QTcmT 이고 

벤조일피 리 딘 늄염 은 118.2QTcmT 이 었 다.

착물의 적 외 선스펙트라는 Fig. 2a 및 2b 와 

같으며 그 중요한 흡수띠 는 Ta&e 4 와 같다.

Table 1. Analytical data.

Complex Color
Found (%) Calcd. (%)

Mo SCN C H N Mo SCN C H N

(pyH)2〔MoO(NCS)5〕 Green 16- 09 52.35 20-89 2.12 4.87 17. 05 51.63 21.08 2.13 4.91
(o-picH)2〔MoO(NCS)5〕 Green 15.87 50.28 23- 03 2.59 4.48 16.24 49.18 24.14 2. 70 4.69
(lutH)2(MoO(NCS)5) Green 15.12 47.13 26- 21 3-16 3- 38 15- 51 46. 95 26. 92 3- 23 4.49
(bzpyH)2〔MoO(NCS)5〕 Green 11.97 36.78 36.20 2.52 3- 52 12.45 37- 69 37-18 2.59 3.61

Table 2. Magnetic moments.

Compound 106Xm 106为 10«xcor, T,K /^obsd. Reference

(pyH)2[MOO(NCS)5) 一 一 — 297 1.69 2
(a-picH)2(MoO(NCS)5) 一 — — 285 1.83 2
(lutH)2〔MoO(NCS)5〕 950. 37 267.50 1217- 87 298 1-71 this work
(bzpyH)2〔MoO(NCS)5〕 854.45 321.06 1175- 51 298 1.68 this work

Table 3. Electrical conductance of aqueous solutions of (lutH) 2 (MoO (NCS) 5] and (bzpyH)2〔MoO(NCS)Q at 
18 °C.

Compound c 0 0.06 0. 27 1.19 2. 25 3.31 3- 92
3 0 0.24 0.52 1.09 1-50 1.82 1-98

(lutH)2 MoO(NCS)5 A 122.0 120.8 118.8 115.6 113.0 111.3 110.2
(0空파彳)2 MoO(NCS)5 A 118.2 116.9 115.4 112.2 109.4 107.9 106-7

C is the concentration (mequiv/1) and A the equivalent conductance (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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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 at 18° plotted against square root of concentration 
for the complexes and 1 : 1 and 2 : 1 electrolytes14; 
(1) K2SO4 (2) K2C2O4 (3) KSCN (4) (lutH)2 (MoO- 
(NCS)5)(5) (bzpyH)2 (MoO(NCS)5

K2MOOCI5I5 와 MoO(OH)3착물 16에 있어서 몰리 

브덴과 말단산소간의 결합신축진동은 967 및 977 
cm-】 에 서 각각 일 어 나는 데 (lutH)2〔MoO- 
(NCS)』및 (bzpyH)2〔M°O(NCS)5〕경우에서 

는 몰리브덴과 말단 산소간의 결합에 의한 신축 

진동이 985와 970cm-i 에 서 각각 일 어 났다.

C-N 결합의 신축진동은 KSCN에서는 2066 
cm-】 에 서 일 어 나며 코발트(III) 착물 U 은 2025〜 
2150 cmT 에서, (pyH)2〔MoO(NCS)q는3 2025 

cm-i 에 서 일어 났다. 본 연구에서 합성 한 (lutH)2- 
〔MoO(NCS)5〕착물은 T湖"4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2038cmT 에서 신축진동이 일 어 났으 

며 (bzpyH)2〔MoO(NCS)5〕는 2010cmT 에서 일 

어 났다.

(lutH)2〔MoO(NCS)」착물에서 &_s 은 890 
cm-i 에 서 일 어 났고 (bzpyH)2〔MoO(NCS)5〕는 

845cmT 에서 일어 났다. 이 것은 (pyH)CCr- 
(NH3)2(NCS)4严의 836cmT 와 비교할 때 약간 

크나 K2Pd(SCN)「8의 703cmT 보다는 훨씬 큰 

값을 나타낸 다. 일 반적 으로 N-티 오시 아나토착물 

에서의 C-S 신축진동은 780〜860cm"1 에서 일 

어 나나 S-티 오시 아나토착물은 약 700cmT 에 서 

일어 난다. 이 것은 M-SCN 은 M-NCS 보다 낮은 

파수에서 신죽진동이 일어 나는 데 구조상으로 

보아 M-SCN 착물에서 는 M—S —C = N 상태 가 

우세 하지 만 M-NCS 에 서 는 M•— N=C = S 가 더 

우세하기 때문15이다. 즉, 후자가 전자보다 더 

큰 이중결합성때문에 보다 높은 파수에서 신축 

진동이 일어난다.

(lutH) 2〔MoO (NCS) 5〕와 (bzpyH) 2〔MoO- 
(NCS)』착물의 신축진동은 다른 이소티오시아 

나토 착물인 (pyH)〔Cr(NH3)2(NCS)4〕과 비 슷하 

게 890, 840cmT 에 서 각각 일 어 났는 데 , 이 것 

은 Cr-NCS 와 마찬가지 로 Mo-SCN 이 기 보다는 

Mo-NCS 결합이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lutH)2〔MoO(NCS)5〕와 (bzpyH)2CMoO(NC- 
S)』착물의 피리딘특성신축진동은 1615 및 725 
cm-1, 1596 및 730cmT 에 서 각각 얼 어 났으며 

피리딘늄이온의 N+—H기의 신축진동功2。은 2200 
cnT4 에 서 일 어 난다. Fig. 2a 및 Fig. 2b 와 

T泌"4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lutH)2〔MoO-

Tabled. Probable assignment of the infrared bands (cm-1).

Compound ^Mo=Oterminal UC=N ^C-S ^X-pyridine 〉N+—H Ref.

Lutidine — 一 — 715.1598 一 21
Benzoyl pyridine — — 一 710.1590 一 21
K2 MoOC15 967 — — 一 一
(pyH)2[MoO(NCS)5) 970 2025 870 — 一 2
(lutH)2〔MoO(NCS)5〕 985 2038 890 725.1615 2300
(bzpyH) 2〔MoO (NCS) 5〕 970 2010 845 730.159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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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Infrared spectrum of (lutH) 2 (MoO (NCS) 5) • (b) Infrared spectrum o£ (bzpyH) 2 (MoO (NCS) 5)

(NCS)5〕와 (bzpyH)2〔MoO(NCS)5〕의 루티딘늄 

과 벤조일피 리딘늄이 온의 신축진동은2300 및 23 
10cmT 에서 약하게 나타났는 더］, 이 것은 피 리 

디늄이온의 신축진동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착물의 실험식은 몰리브덴, 

피리딘 및 티오시안화이온의 분석결과와 산화수 

에 일치 하도록 산소의 수를 결정 한 결과 (lutH)2 
〔MoO (NCS) 5〕와 (bzpyH) 2〔MoO (NCS) 5〕로나타 

낼 수 있다. 또한, 이 화학식은 분석치와 계산 

치사이에 좋은 일치를 보여주었으며 착물의 적 

외 선흡수스펙트라에 의 하여 몰리브덴과 산소간 

의 결합에 의한 신축진동이 (lutH)2〔MoO(NC- 
S)』는 985 cm-1, (bzpyH)2〔MoO(NCS)5〕는 970 
cm-】 에 서 확인되 었고 티 오시 아나토 리 간드는 

질소가 배위되었음을 알았다. 또, 이 몰리브덴 

(V)착물은 약 L7B.M. 의 자기 모멘트를 가지고 

Vol. 25, No. 3, 1981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단위체로 존재하고 수 

용액에서 녹아 전리된다는 사실에서 아래와 같 

은 음이 온을 가진 옥소오이 소티 오시 아나토몰리 

브덴산루티딘늄 및 벤조일피리딘늄염 임을 알 수 

있었다.

( O
SCN、II /NCS

>Mo<
SCNZ I、、NCS 

NCS

또한, 이들 피리딘늄이온은 적외선스펙트라에 

의 하여 2, 300 cm"1 부근에 서 확인되 었 다.

(lutH)2〔MoO(NCS)5〕착물을 아세톤에 용해 시 

켜 얻은 자외 및 가시선흡수스펙트라의 최대흡 

수봉우리의 위치는 T沥"5와 같다. 수용액에서 

는 이들 화합물의 흡수스펙트라에 상당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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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lectronic spectra of the complexes.

Compound 〃max. Cm ' Intensity Probable transition

(lutH)2MoO(NCS)5 14,290
22,730
27,030

Weak 
Medium

Very strong

嘔 IE")

2B2^E(1I)

(bzpyH)2 MoO(NCS)5 13, 330
22,220
23,640

Weak 
Medium

Very strong

2b2^e( I)

2『祐1
2&r2E(II)

를 보여 주었는 데, 이것은〔MoO(NCS)5〕2-의 

수화 및 중합반응으로 M°5+를 포함한 착물의 구 

조가 변화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몰리브덴(V)-티오시아나토착물의 가시 및 자 

외 선흡수스펙트라는 (NH4)2〔MoOC15〕및 다른 몰 

리 브덴(V)착물의 흡수스펙트라7와 비 교 검 토하 

여 보았다. (lutH)2〔MoO(NCS)5〕는 14,290cm-i 
에서 2彪1玖1)전이가 일어났으며 (bzpyH)2- 
〔MoO(NCS)5〕는 13,330cmT 에 서 %->2E(I) 
의 d-d 전이 가 일어 났다. 또, (IutH)2〔MoO- 
(NCS)5〕착물은 22730 cmT 부근에 , (bzpyH)2- 
〔MoO(NCS)5〕착물은 22,220cmT 에서 d-d 
전이에 해당하는 2位T2B1 전이가 일어나는 데, 

이 에너지는 10에 해당된다. (lutH)2〔MoO- 
(NCS)』착물은 27,030cmT 부근에서 

絕(11)의 전하이동전이가 일어났으나 (bzp가｛)2- 
〔MoO(NCS)5〕는 23, 640 cm-1 에서 강한 전하이 

동에 의한 흡수띠가 나타났다. 한편, 2B2-^2Ar 
전이는 관찰되지 않았는 데 이것은 강한 전하이 

동 흡수띠에 의하여 가리워졌기 때문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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