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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진한 산성용액에서 MoOZ；）의 용액은 초록색 

을 가지나 산의 농도가 점점 감소함에 따라 이 

용액은 2厄。2（。印/+의 진한 초록색이나 갈색 

을 거쳐 MqQ幻의 이합체 착이온에 기인하는

요 약. 진한 메탄설폰산（약 10M）에서 초록색의 MoO/는진한 초록색의 이합체인 Mo2O2（OH）2法） 

를 생성한디-. 또한 이러한 진한 초록색은 15〜 16M의 메탄설폰산에서 존재하는 MoO& : 용액에 물 

을 가하면 나타나며 15M 의 메 탄설 폰산에 서 단위 체 의 몰흠광도계 수는 415nm 에 서 약 20이 다. 속도 

상수는 이 실험조건하에서 아쿠오몰리브덴（V）와 수소이온농도에 의존하지 않는다. Mo2O2（（OH）2& 
의 수산화이온은 HPTS 약 6M, CH3SO3H 는 10M 이 하에서 탈수소화반응이 일어 난다. 마지 막 생성

O n O
물의 말단산소와 다리산소의 구조는 ° 단위를 가진깃으로 확인되었다.

o
ABSTRACT. Color of MoO富)in concentrated methanesulfonic acid (〜10M) changes dark 

green due to the formation of Ms。?(OH) 2携)dimer. This color is similar to that shown by
addition of water to green MoO瓮)solution in 15-16M methanesulfonic acid. The molar extinction 

coefficient of monomer in 15M methanesulfonic acid is about 20 at 415nm. Rate constants are 

independent on the aquomolybdenum (V) and hydrogen ion concentration under the condition of 
this experiment. Bridging hydroxides of Mo2O2(OH)are dehydrogenated at the less concentration 
of 〜6 M for HPTS and 〜10M for CH3SO3H. The structure of both the yl-oxygens and the bridging

... o 0 O
oxygens of final product is identified to H / it.

0

노란색을 가지게된다七 이러한 노란색 M02O4後） 

착이 온은 염 산용액 에 서 는 mo2o4ci4（oh2）r 상태 

로 존재한다2. 15M 이상의 진한 황산용액에서 

는 MoCKHSQ*?一로 존재하나 묽은 황산용액 

에서는 주로 MsC^HSQ）广로 존재한다3. 이 

들의 존재에 대한 연구는 자기화율 및 분광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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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에 의해서 확인되었다. 또, MoO沽）의 동위 

원 소 교환반응에 의 한 이 합화반응의 연 구4,5에 서 

말단산소가 다리로 되고 수화된 물분자가 말단 

산소로 자리바꿈이 일어남이 보고되었다.

본연 구에 서 는 약 15M 의 진한 메 탄설 폰산에 서 

존재하는 Mo（V）착이온의 이합화반응의 평형과 

약 12NT의 메단설폰산에서 존재하는 Mo2O2 
（OH） 24+을 2M 의 낮은 산도에서 Mo2O42+ 반응 

에 대한 속도론적 연구를 하고 그 메카니즘을 

추정하여 보았다.

2.실  험

시약. 시 약은 특급 및 일급시 약을 그대로 사 

용하였으며 용매는 정제하여 사용하였다.

M°2（）2（OH） 釦 저 장용액 . M°2（）2（OH） 蟲）의 

초록색 용액 提은 몰리 브덴 （VI） 산나트륨을 약 12 
M의 진한 메탄설폰산에 적당량 넣고 약 80°C 
에서 질소기체가 발생하지 않을 때 까지 히드라 

진을 서서히 가한다. 이 용액에 함유된 물의 양 

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약 80°C의 온도로 2시 

간 정도 가열한 다음 냉장고에서 식혔다. 이 초 

록색의 Mo202（0H）£rt 착이온은 12M 의 메탄설 

폰산용액에서 아주 안정하였다. 메탄설폰산의

400 600 800
nm

Fig. 1. Spectra of the aquomolybdenum (V) complexes 
in CH3SO3H. 1; 12. 5M 2； 11M 3； 3. 5M 4； 1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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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가 12.5M일때 얻어 진 스펙 트럼 은 耳g.l 과 

같다.

옥소아쿠오몰리 브덴（、〃산의 농도는 415nm（e 

= 19.86）에서 분광학적으로 결정하였다. 또 용 

액의 산농도는 중화적정법에 의하여 결정하였으 

며 NaClOi의 농도는 양이온교환수지에 나트륨 

이온을 치환시켜 용리된 H+이온을 수산화나트 

륨 표준용액으로 적정하여 얻었다.

반응속도의 측정. 에틸렌글리콜과 물의비가 

1 : 1로 혼합하여 채 운 항온수조의 온도를 0°C 로 

유지시 킨 다음 이 용액 을 셀부분에 순환시 켜서 셀 

의 온도를 0土0.05°C로 일정하게 하였다. 0°C 
부근에서는 공기중의 수분이 셀표면에 응축되어 

흡광도의 변화를 주므로 이러한 수증기의 응축 

과 몰리 브덴（V） 착물의 산화를 막기 위 하여 아 

르곤기체를 셀부분에 계속 통과시켜 주었다. 반 

응용기인 셀에 원하는 농도의 산을 가한 다음 

용액의 온도를 0°C 로 유지시켰다. 이 용액에 

착물의 저장용액을 신속하게 가하고 반응시간에 

따라 흡광도의 변화를 감도가 좋은 기 록기 에 서 

얻었다. 이 때 사용한 분광광도계는 Cary 14이 

었다. 이 반응의 속도상수는 시 간 捉게 따라 In 
（A”一At）을 그린 직선의 기울기에서 얻었다. 

이 데 이 타는 최 소자승법 에 의 해 서 처 리 되 었 으며 

이 때 기울기의 상관계수 들은 0.9999〜0.9995 
로서 아주 좋은 직선성을 보여주었다.

3. 결과 및 고찰

산농도에 따라 Mo（竄〉는 Mo2O2（OH） 费"）를 거 

쳐 Mo2O4（i 이온에 해당하는 노란색을 가진다. 

산농도나 혹은 ci-등의 음이온의 농도가 증가하 

면 이 노란색은 MoO爲）에 해당하는 초록색5로 

되돌아 간다. 메탄설폰산의 농도가 낮을 때에는 

700nm 부근에서의 흡광도는 진할 때에 비하여 

감소된 반면 415nm 부근에서는 띠의 세기가 많 

은 증가를 보였다. 염산과 황산용액에서 얻어진 

자기화율6 및 분광학적 연구결과와 메탄설폰산 

에서 분광학적으로 얻어진 본 연구의 결과를 서 

로 비교하기 위하여 나타낸 그립은 F/g.2와 같 

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염산에서는 

5~6M 부근에서 최대의 흡광도를 가지며 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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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s of concentrations of acid on absorbance 
of Mo(V) solutions in hydrochloric acid at 450 nm 
(a), on the magnetic susceptibility in hydrochloric 
acid (b), on absorbance in methanesulfonic acid at 
415 nm(c) and on the magnetic susceptibity in sulfuric 
acid (d). Concentrations of Mo(V) are 1. 47 X10-4A/ 
in curve C.

부근의 염산농도에서는 자기화율의 급격한 변화 

를 보여 주었는데 이것은 상지-성의 이 합화 때문 

인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진한 황산에서 MoO 

(HSOQ52一로 존재 하는 착물3은 약 13M 의 황산 

에서 상자성의 이합체가. 또 본 연구에서 CH3 
SO3H 농도가 11〜 12M일 때 흡광도가 최대로 

되었다. 이것은 이 산의 농도에서 상자성인 

M02O2(OH)24+ 뼈대들 가진 이합체착물 때문이 

다. 산의 종류에 따라 \1。2。2(0印24+의 이합체 

가 형 성 되 는 산의 농도가 달라지 는 것 을 Fig. 2 
에서 알 수 있는데 이것은 해리된 산과 해리된 

음이온이 몰리브덴과 배위결합을 함으로서 물의 

몰리브덴 이합화반응에 대한 활성을 감소시키 

는 정도의 차이때문으로 생각된다. 의 염산 

용액에서 CI-의 농도를 10M로 하면 이합체가 

아닌 단위체인 [MoOCZF■■로 존재하는 사실5에 

서도 음이온이 이합화반응에 크게 영향을 미침

을 알 수 있다

15M 의 메 탄설 폰산에 있는 옥소몰리 브덴(V) 

이온을 약 9肱〜 10M로 묽히 면 이 용액은 진한 

초록색을 나타내면서 흰색침전이 생성되었는데 

이 침전은 메탄설폰산암모늄으로 확인되었다. 

메탄설폰산이온이 진한 산성용액에 서는 리 간드 

로 믈리브덴에 배위되었다가 산의 농도가 점점 

묽어지면 자유 물분자의 활성이 커져서 메탄설 

폰산이온 대신 물이 치환된다. 이렇게 치환된 

메탄설폰산이온은 나트륨염으로 침전된다. 二러 

다가 더욱 물의 양이 많아지면 메탄실폰산나트 

륨이 물에 용해되어 침전은 생 성 되 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에서 메탄설폰산 및 2-톨루엔설폰산 

이 온은 CH3SO3H 와 같이 묽을 때 비 착화제7로 

알려져 있으나 진한 용액에서는 어느정도 리간 

드로서의 역할8을 함을 알 수 있다.

2〜5肱의 묽은 산에서는 MoO當; 冬 MoO2 

(OH)2(0瓦)普+ 이합체 평형 이 아주 빠르므로 

그 속도를 측정할 수가 없었으나 상자성의 이합 

체에서 반자성의 이합체로 가는 반응(2)에 대한 

속도는 느리므로 분광학적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었다.

k
MojOj (OH) 2 (A) 84~ —>MojO4 (A)普-+ 2H A 

(A = CH3SO3^ 또는 PTS~)

그 측정결과는 Table 1과 같다. Fz'g.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尾* 값은 몰디브덴농도에 영 

향을 받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진한 초록색 

의 몰리 브덴(V)의 출발물질 이 이 합체착물이 기 

때 문이 다.

Fig. 4 및 5 는 산의 농도에 따른 속도상수의 

변화에 대한 경향성을 알기 위한 그림이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온세기가 2.6 
일때 산의 농도변화에 따른 속도변화가 거의 없 

었으나 -톨루엔설폰산 및 메탄설폰산의 농도의 

역수에 대해서는 직선적으로 변화됨을 알 수 있 

었다. 이것은 산농도에 의한 변화이기 보다는 

HA(A = PTS- 또는 CH3SO3-) 의 농도에 따른 변 

화임을 알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이 산에 따라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으나 

아마 음이 온의 해 리 정 도와 이 합화하는데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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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ate constants of dehydrogenation of hydroxo 
bridges of Mo2O2(OH)2(s?)4+ complexes at 0°C

(Acid), 
M

〔MO2O2 (OH) 23)奸 
XIO4,-^

kX102, 
sec-1

CH3SO3H 1.59 2. 85 3.60
2. 60 2. 85 1.51
3. 36 2. 85 0.95
4.34 2. 85 0- 77
3. 83 2.85 0.81
2.88 2. 85 1.13
1.93 2.85 2. 34
0.98 2. 85 8. 32
5. 26 2.85 0. 75
0.74 2. 85 10.04
4.78 2.85 0.84
0.50 HPTS 4. 38 2.85 0.08
0.50 3.84 2.85 0. 23
0- 50 0.98 2.85 3. 73
0. 50 0- 50 2. 85 7.67
0.50 2.19 2.85 1.04
0. 50 3.29 2.85 1.02

0. 50 1.65 2.85 1.95

0. 50 2.74 2.85 0. 61
LO5CH3SO旷L59 2.85 0- 89
0. 50 1.59 2- 85 1.13
1.58 0.95 4.79
1.58 1.43 4.56
1. 58 1.90 4. 06
1.58 2. 38 3. 83
1.58 2.19 4.05
1.58 1.62 4.10
1.58 1. 24 4. 32
1.58 2.09 4.65
1.58 2.75 3.93
4. 78 2-85 2.62a
4. 78 2.85 4.5驴
4. 78 2.85 13.93。

4. 78 2.85 8. 23#
4. 78 2- 85 1.6岁

z and e are 10- 0, 15.0, 25.0, 20- 0 and 5°C, 
respectively.

역할을 하는 물의 활성의 정도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 眾"2에 서 如A 의 산농도의 

존성이 메탄설폰산이 HPTS 보다 약 L7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메탄설폰산이 A톨 

루엔설폰산보다큰점성이 있었음&이 나타났는

9

6

3

0 _____ I_____ r I_____ I_____ I_____ I____ I
0 2 4 6

Fig. 3. Rate constants of Mo2042+ formation against 
(Mo2O2(OH)2^ at 0°C. (CH3SO3H) =1. 58M.

[HPTSf1, M서

Fig. 4. Rate constants of dehydrogenation of MO2O2 
(OH)24'1- at 0°C. (Mo2]=2.85X10-4M

데 이것은 물의 활성이 메탄설폰산의 농도에 따 

라 HPTS 보다 더 큰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으 

로 예측된다. Fig.i 및 5에서 메탄설폰산과 

HPTS 의 농도가 각각 약 10M 과 6M 일때 히 드 

록시 다리의 수소이온이 떨어져 나가는 반응이 

시작하였다. 이것은 메탄설폰산이 夕■톨루엔설픈 

산보다 높은 산농도에서 브리지의 수소가 떨어 

져 나감을 알 수 있다. 보다 더 높은 HPTS 농 

도에서의 실험은 용해도관계로 할 수 없었다. 

온도에 따른 속도 의존성은 耳g. 6과 같이 아 

주 좋은 직선성을 보여주었다. 이 직선의 기

Vol. 29, No. 5,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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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잉 8
電

~ 4

0

[CHgSOgH] ! M〔

Fig, 5. Rate constants of dehydrogenation of Mo2O2 
(OH)24+ at 0cC.〔Mo』=2. 85乂10-瑚，＞；CH3SO3H, 
0；r=2. 64 and 1. 64.

Table 2. 知园 of dehydrogenation of brid윰in음 hydro
xides Of MO2O2(OH)24+ ______

Acid lO^acid, Ms"1 〔Acid) of dimerization

HPTS 5. 02 6M
CH3SO3H 8. 09 10M

尸 X 103

Fig. 6. Temperature dependence of kois.〔M02〕=2. 85 
X 10"4Af, (CH3SO3H] =4.78M.

기 에 서 구한 활성 화엔 탈피 는 72.65KJ molT이 고 

활성 화엔트로피 는 一 16.71JKT이 다.

이상에서 얻은 실험결과와 일치한 메카니즘은 

다음과 같다.

Fig. 7- IR spectrum o£〔Pt(en)3〕〔MsCMedta〕？ obtained 
from final solutions for kinetic runs.

K
Mo2O2 (OH) 2 (A) 84-宀M" (OH) (A) 73-+HA 

k
Mo2O3 (OH) (H2O) 73-一>Mo2O4 (A) 62^ + HA
이들 반응에서 R=&K[HA]T[Mo2C)2(OH)2 

(AXT이고 础，=砥[HA「i이 된다. 이들 관계 

에서 統는 M°2O2(OH)2(A)84- 농도에 의존되지 

않으나 [HAJT에 비례함을 보여준다. 이 메카 

니즘에서 HA는 배위된 메탄설폰산이온과 브리 

지된 히드록시다리의 수소의 해리를 억제하게

O o O
될것이 예측되는데 이것은 II /U\ 11 생성속 

Mo/ ^>Mo

도가 [HA] 의 역수에 비례하는 실험사실과 잘 

일치한다. 이때 생성된 최종생성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EDTA 를 가한 다음 [Pt(en)『+를 가하 

여 [Pt(en)3】 [Mo^EDTAL을9 얻어서 적외선 

스펙드럼을 분석한 결과 (F，g.7) 에서 몰리브덴과 

말단산소간의 신축진동은 950cmT부근에서 일어 

났고1。믈리브덴과 브리지산소간의 신축진동은 

755cn「i부근u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아 이들 착

0 C O
물은 두산소가 다리결합을 이룬 II / \ II

골격 착물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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