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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2-디클로로에탄에서 [MoOJSzCNGHQJ와 트리페닐포스핀 사이의 산소이동 반응에 대 

한 속도를 분광학적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514nm 부근에서 흡광도가 시간에 따라 증가하였다가 감소하 

는데, 이것은 반응의 중간단계에서 몰홉광계수가 큰 [MsO^SzCNGHQ打이 생성되었다가 트리페닐포 

스핀과 더 이상 반응하면 몰리브덴(IV)가 생성되기 때문이다. 제 1단계에서는 〃•，옥소이합체의 생성이, 

그리고 제 2단계반응에서는 옥소몰리브덴 (IV)가 생성되는 반응과 관련된 메카니즘이 제시된다.

ABSTRACT. The rates of the reaction of [MoO2(S2CNC4H8)2] with triphenylphosphine in 1,2- 
dichloroethane have been by the spectrophotometric method. The increase in absorbance at 514 nm has 
been interpreated as a result of production of [Mo203(S2CNC4H8)4] and the decrease in absorbance then 
corresponds to the reduction of [Mo2O3(S2CNC4H8)4]. The data suggest mechanisms involving the for
mation of p. -oxo dimer in the first stage and molybdenum(IV) in the second stage.

서 론

생물체내의 중요한 미량의 원소의 하나인 몰리 

브덴은 최소한 다섯가지 효소 xanthine oxidase1,2, 

aldehyde oxidase3, nitrate reductase3,4, sulfite 
oxidase2,3,5, nitrogenase6 등에 한 원자 또는 두 

원자의 몰리브덴이 함유J。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효소의 모델화합물로서 황을 함유한 리간 

드의 몰리브덴 착화합물8■■"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 

고 있다. 이들 효소의 산화-환원 촉매과정에서는 

한 기질분자에 대해서 둘 또는 그 이상의 전자가 

이동한다. 이 때 대부분의 몰리브덴 함유효소 

들은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에 산화상태가 +6,+ 5 
및 +4의 순환과정을 거친다고 보고“된 바 있 

다. 따라서 여러 가지 산화상태의 몰리브덴의 황 

을 함유한 리간드의 화합물에 대한 연구 15T9가 많 

이 이루어지고 있다.

Barral과 그의 공동연구자河들에 의해 디에틸 

디티오카바마토 리간드의 몰리브덴(VI)착물 중의 

하나인 [MoOJSzCNEt；,)』와 트리페닐포스핀간 

의 산소이동 반응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히 연구되 

었다. McDonald 등“은 반응과정에서 생성되는 

[MsCUSzCNEtQ打의 생성을 무시한다는 가정하 

에서 이화합 평형을 고려하지 않고 반응속도를 측 

정하였다. Tanaka 등"은 [Msd (XYCNEtQ 打 

(XY=SS, SSe, SeSe) 등을 합성하고 이들의 불 

균등화반응의 평형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Ho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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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ec
Fig. 1. Change of absorbances as a function of time at 
25 °C. [MoO2(S2CNC4H8)2] = 5.29 x [PPh3]=
6.96 x wavelength = 514 nm, T = 25°C, sol
vent; 1,2- dichloroethane.

등24은 비 스 (디 에 틸 디 티 오카바마토) 디 옥소몰리 브 

덴 ( VI)와 트리페 닐포스핀 사이 의 산소이동 반응과 

정에서 몰리브덴(V)이합체 착물인 [Mo2O3(S2 
CNEtQ打가 생성됨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반응속 

도 측정방법을 개발하고 이들 결과에서부터 생물 

체에서의 산소이동 반응에 대한 메카니즘을 추정 

한 바 있다.

그러나, 디알킬 대신 다섯 원자의 헤테로고리를 

가진 피로리딘의 질소에 결합된 이황화수소에 치 

환된 리 간드 GHsNCSz-의 몰리브덴(VI) 착물인 

[MoQSzCNGHQ』와 트리페닐포스핀간의 산 

소이동 반응에 대한 속도론적 연구는 되어있지 않 

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고리형을 가지고 

있는 시스 - 디옥소피로리딘디티오카바마토 몰리브 

덴(VI)착물, [MoOzSCNC’HQ』에서 트리페 

닐포스핀으로의 산소이동 반응속도를 1,2-디클로 

로에탄에서 분광학적 방법으로 측정하고 이 결과 

에서부터 가능한 메카니즘을 추정하고자 한다.

실 험

시 약. 실험에 사용한 시약은 Fluka 제품 

의 특급 및 일급시약을 더 이상 정제하지 않고 그

Time/sec
Fig. 2. Plots of In^-^loo) vs. time. [MoO2(S2CNC4H8)2] 
=5.29 x 10* [PPh3] = 6.96 x 10%, T = 25 °C, sol
vent; 1,2 dichloroethane.

대로 사용하였으며, 물은 과망간산칼륨 존재하에 

서 재증류하여 사용하였다. 용매로 사용한 1,2-디 

클로로에탄은 3A의 분자체에 일주일간 건조시킨 

다음 사용하였다.

[MoOjSzCNGHD』의 합 성. [MoO2 (S2 
CNEtQ』의 합성방법賦~紬게 따라 합성하였다.

[MsOjSzCNGHQJ의 합성. 산성수용액의 

몰리브덴산나트륨을 히드라진으로 환원시켜 얻은 

몰리브덴(V) 수용액에 1-피로리 딘디 티오카르복실 

산암모늄염을 가하면 자주색의 화합물이 얻어진 

다. 이 화합물을 거르고 물과 에테르로 씻은 다음 

실리카겔이 있는 데시케이터에서 진공건조시켰다 .

반응속도의 측정. 모든 실험은 알칼리성 에탄 

올에 녹인 피로갈롤과 진한 황산에 각각 통과시켜 

서 산소와 수분을 제거시킨 질소의 기류하에서 

행하였다. 반응용기로 사용된 석영셀은 주위에 

일정한 온도로 유지된 물을 Colora 항온조로 순 

환시켜서 ±0.5 °C 까지 조절하였다. 질소를 충분 

히 통과시켜 산소를 제거하고 일정온도로 유지된

1,2-디클로로에탄  10mZ에 일정량의 [MOO2S2 
CNEtQ』를 녹인 다음 사용하였다.

반응속도는 514nm 에서 착물이 환원되는 속도 

를 시간에 따른 흡광도의 변화를 Perkin-El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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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da5 와 Shimadzu UV 120-01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반응을 유사일차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트리페닐포스핀의 농도를 몰리브덴 

(VI) 착물보다 100배 이상 더 진하게 하였다. 

F谚.1 의 시간에 따른 흡광도의 변화에서 [MoOz 

(SzCNGHb)」와 트리페닐포스핀과의 반응초기에 

논 흡광도가 증가하였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 

시 감소함을 보여준다. 이 때 흡광도가 증가하는 

단계의 속도상수를 爲bsd'라 하고, 홉광도가 감소하 

는 단계의 속도상수를 爲我"라 했을 때, k編'는 

흡광도가 감소하는 부분에서 시간에 따른 In(4, 
-4Q 를 그린 그림 인 Fig. 2의 직선의 기울기로부 

터 구하였다. 底bsd'는 시간에 따른 ln(4„ax'r48)를 

그린 그림의 직선의 기울기로부터 구하였다”. 여 

기서 4max'는 첫단계반응이 완전히 끝났을 때의 홉 

광도로서 시간 t 에 따른 ln(4'-4») 의 감소된 부 

분을 F谚.2에서와 같이 시간이 0일 때까지 외삽하 

여 얻었다.

결과 및 고찰

1,2- 디클로로에 탄에 녹 인 [MoQSCNC, 
H8)2] 착물은 380nm 와 514 nm 부근에서 약 일 

주일간은 흡광도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안정 

함을 알았다. 그러나 트리페닐포스핀의 존재하에 

서는 514 nm 부근에서는 흡광도가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몰리브덴 

(IV)로 환원되기 때문이다. 옥소몰리브덴(V) 
이합체, [Mozd&CNGHQ,]이 중간단계에서 

생성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514 nm 부근에 

•서 흡광도가 최대로 증가될 때의 반응용액에 산소 

가 없는 물을 가하여 자주색의 화합물을 얻었다. 

이 자주색 착물을 진공건조시켜 적외선스펙트럼을 

얻어본 결과 916 및 882 cm-1 부근에서 시스 

-MoQ의 신축진동“"32은 사라지고, 935 cm-1 
부근에서 如。=。몰리브덴과 말단산소간의 신축진 

동이, 그리고 750 cmT 부근에서 몰리브덴과 다리 

산소간의 신축진동W25,32이 일어난 결과로 보아 반 

응의 중간단계에서 [MoQJSzCNGHb)打가 생 

성됨을 알 수 있다. 이 때 생성된 몰리브덴 (V) 이 

합체를 더 반응시켜 환원시킨 다음 산소가 없는 물 

을 가하면 핑크색의 착물이 얻어진다. 이 착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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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requencies of the reactants and products 
(cm'1)

Compound v(MoOfr) 卩(CS)

[MoO2(S2CNC4H8)2 ] 916, 882 1,002
皿。2。3(도2。此4日8)4 ] 935 750 1,002
(MoO(S2CNC4H2)2 965 998
[O=PPh3] 1,190

서는 750cnr1 부근에서의 몰리브덴과 다리산소간 

의 신축진동이 없어지고 몰리브덴과 말단산소간의 

신축진동은 965cmT에서 나타났으며2，气 이들 

화합물의 UCS는 모두 1000 CHIT 부근에서理26 일어 

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몰리브덴(V) 이합체는 핑 

크색의 몰리브덴 (IV)로 환원됨을 알 수 있다. 이 

상의 결과를 Table 1 에 요약하였다. 이와 같이 자 

주색의 몰리브덴(V)이합체가 생성될 때까지의 반 

응을 본 연구에서는 제 1단계반응, 이 이합체 착물 

이 몰리브덴 (IV)로 환원되는 반응을 제 2단계반응 

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MoOJSzCNGHb)』에서 트리페닐포스핀으로 

의 산소이동반응에 대한 제 1단계반응의 속도상수, 

4加/과 제2단계반응의 속도상수, 总新"의 관찰된 

속도상수는 Table 2 와 같다.

제1단계반응. Fig. 3은 [MoQSzCNGHQ』 

= 5.29X10-，必이고 온도가 25°C일 때 [MoO2 
(SzCNC’HQJ와 트리페닐포스핀간의 산소이동반 

응에서 트리페닐포스핀 농도의 제곱에 따른屁国/ 

를 도시한 결과이다.

이 단계에서의 산소이동반응은 먼저 두 분자의 

트리페닐포스핀 중 한 분자는 몰리브덴에 결합된 

산소에 약하게 결합되고 다른 한 분자는 산소의 트 

란스 위치에 약하게 결합33된 한 자리의 황원자를 

치환한다. 이와 같이 리간드의 한 자리가 쉽게 해 

리되는 것은 알킬기에 비해서 고리를 가진 디티오 

카르보닐산 이온은 주개로서의 효과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여" 약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Mo-0 결합이 약해지고 P-0 
결합이 형성되기 시작함으로서 산소원자는 몰리브 

덴원자에서 트리 페 닐포스핀으로 이 동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비공유전자쌍을 가진 트리페닐포스 

핀 한 분자가 먼저 [MoO2 (S2CNC4H8)2]s]- 

Mo-0(必盘 궤도함수를 공격하므로서 진행3。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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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2- Knetic data for the oxygen transfer reaction between [MoO2(S2CNC4H8)2] and triphenylphosphine in 1,2- 
di가】loroethane at 25 °C

[MoO2(S2CNC4H8)2]
X104, M

[PPh3] 
xlO2,Af

[OPPh3] 
xlO2, M

^obsd' X IO?
sec-】

妇就"X 102 
sec-1

5.29 13.92 19.45 ±0.21 3.05 ±0.20
5.29 11.14 11.87 ±0.83 2.17±0.16
5.29 8.35 7.07 ±0.35 1.33 ±0.05
5.29 6.96 4.74 ±0.33 0.86 ±0.02
5.29 5.57 3.95 ±0.25 0.42 ±0.08
5.29 6.96 6.96 3.72 ±0.02 3.34±0.10
5.29 6.96 5.57 3.96 ±0.01 4.37±0.10
5.29 6.96 4.18 4.22 ±0.02 5.40±0.16
5.29 6.96 2.78 4.46 ±0.18 6.36±0.18
4.87 6.96 4.95 ±0.24 0.82 ±0.01
4.23 6.96 5.37±0.21 0.81 ±0.01
3.81 6.96 4.62±0.11 0.89 ±0.02
3.39 6.96 4.76 ±0.40 0.81 ±0.02
2.54 6.96 4.71±0.11 0.88 ±0.01
2.12 6.96 4.76 ±0.23 0.86 ±0.03
5.29 6.96 1.70 ±0.04 0.13 ±0.(0
5.29 6.96 3.43 ±0.12 0.49±0.0U
5.29 6.96 6.93 ±0.38 1.67±0.32c
5.29 6.96 9.02 ±0.83 2.80 ±0.21^

°，and d are 10, 20, 30, and 35°C, respectively. 土 Values are the 95% confidence limits.

Fig. 3. Dependence of 如)或 on the concentration of 
PPh3 for the oxygen atom transfer of [MoO2(S2CNC4 
H8)z] with triphenylphosphine in 1,2-dichloroethane.

그 5.29x10#M, T-25°C, sol
vent ;1,2-dichloroethane.

Fig. 4. Dependence of kobsd' on the concentration of tri- 
phenylphosphine oxide concentration for the oxygen 
atom transfer of [MoO2(S2CNC4H8)2] with triphenyl- 
phosphine.凹如疮犬此徂诙]=5.29 x 10&, T = 
25 °C, solvent; 1,2-dichloroeth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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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 X103, K-1

Fig. 5. Arrhenius plots of the reaction of [MoO2(S2 
CNC4H8)2] with triphenylphosphine in l(2-dichloroetha- 
ne.tMoO2(S2CNC4H8)2> 5.29 x 10勺虬 pPh3] = 6.96 x 

solvent: 1 t2-dichloroethane. •;处bsd'，O ;
^obsd •

이 때 중간체로서 [(C4H8NCS2)2OMo(PPh3)O- 
(PPhQ]를 형성24卸한다. 이 단계에서 생성된 Ph3 
PO 리간드는 한 자리가 해리된 황에 의해서 치환 

되어 사각피라미드구조3。를 가진 Mo(IV)착물이 

얻어진다. 이 몰리브덴(IV) 생성물 [MoO(S2 
CNGH、]은 미반응물인 [MoO2(S2CNC4H8)2] 

와 반응하여 [MsOJSKNGHQ打를 생성한 

다. 여기에서 한 분자의 트리페닐포스핀은 촉매로 

서 행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4는 OPPha의 존재하에서 산소이동 반응속 

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屁渤는 트리페닐포스핀옥시드의 농도에 따라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평형단계에서 OPPh3가 생성 

되는 과정이 존재함을 암시한다. 따라서 氏国/는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知 知'〔PPh，〕'〔OPPh,〕T (1)

Fz£.5 는 1,2-디클로로에탄에서 트리페닐포스핀 

에 의한 [MoOJSzCNGHQJ의 산소이동반응에 

서 周»sd'의온도의존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 결과 

에서 얻어진 활성화엔탈피는 △H*=(46.58±2.93) 
kjmol-i이고 활성화엔트로피 △$*=(—113.89士 

2.90) JKTmor1 이다. 이들 활성화 파라미터에서 

부터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반응물의 어떤 중요한 

끊어짐이 일어31나지 않고 분자간의 회합이 큰 활 

성화착물이 생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상의 결과와 일치하는 메카니즘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K、
[MoO2 (SQNC,H，) 2] +PPh片

((C<H8NCS2)OMoO2(PPha) (S2CNC4H.) 2] (2)
1 P P h ,

K, I
I+PPh若〔(C4H8NCS2) QMoO-PPhJ (3) 

n
禮〔MoO (&CN 아為)，PPhJ +OPPh3 (4)

[MoO (S’CNCjn『Ph J 尅

CMoO(S2CNC4H8)J+PPh3 (5)

rapid 
CMoO2 (SQNCH) J +〔MoO (S2CNC4H,) J =

[Mo2O3 (S2CNC4H.)J (6)

이 제안된 메카니즘에서부터 얻어진 爲bsd는 다음 

과 같이 주어진다.

瞄盘=K、K%K而〔PPhJ〔OPPhJi (7) 

여기에서 _匕《&崗 = 妒이라 놓으면 제안된 메카 

니즘에서 유도된 속도식과 실험식은 일치하게 된 

다. 이 메카니즘에서 속도결정단계는 반응식 (5) 
로 예측되는데 이것은 일그러진 시스-팔면체인 몰 

리브덴(VI)에서 사각뿔인 몰리브덴(IV)로의 구조 

가 변화3。하는데는 큰 에너지 장벽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제2단계반응. Fig. 6은 두번째 단계에서 트리 

페닐포스핀 농도의 범위가 0.20必 이하일 때 트리 

페 닐포스핀 농도에 대 한 庇bsJ'를 도시 한 그림 이 다. 

여기에서 心는 트리페닐포스핀 농도의 제곱에 

의존함을 알 수 있다. F也.6의 결과를 최소자승법 

으로 처리하면 그 기울기로부터 眼값이 얻어지는 

데 그 결과는 (1.57±0.12)4/-2secT이다. 이 때 

절편값은 (1.13±0.07)x10-3 sec-】로 측정된 값에 

비해 아주 작은 값이므로 무시할 수 있다.

제1단계반응에 비 해서 제2단계반응의 속도가 

느린데 이것은 [MsCUSQNGHQ,]종이 불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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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Ph3] 2 X IO2, M2

Fig. 6. Dependence of kobsd " on the concentration of 
PPh3 for the oxygen atom transfer of (MoO2(S2CNC4 
HgJa] with triphenylphosphine in 1,2-dichloroethane. 
[MoO2(S2CNC4H8)2] = 5.29 x 10^M 7 = 25 °C. sol
vent; 1,2-dichloroethane.

등화 반응이 일어나 [MoO(&CNC,H8)2]종과 

[McQSzCNGHb)』종으로 각각 존재하는 것보 

다는 이합체가 더욱 안정하기 때문23,24,34에 산소이 

동 반응속도가 느린 것으로 생각된다. 이 반응은 

한 분자의 트리페닐포스핀이 Mo(Q,의 산소를 공 

격하여 MoO,PPh3결합이 형성된다. 다음에 다른 

한 분자의 PPh3는 다른 몰리브덴 원자에 결 합된 

산소의 큰 트란스효과33로 비교적 결합이 약한 트 

란스 위치의 황원자를 치환하므로서 MOa-O^-MOe, 
의 결합의■ 끊어짐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된다. 여 

기서 한 분자의 트리페닐포스핀의 화학반응에 직 

접 관여한 것이 아니고 몰리브덴의 환원을 도운 촉 

매로서의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추 

정은 생성물인 [MoB&CNGHQ』의 산소의 트 

란스 위치에 리간드가 결합되지 않은 사실电과도 

일치한다.

제2단계반응에서 트리페 닐포스핀옥시 드의 영 향 

은 Fig. 7과 같다. 여기에서도 트리페닐포스핀옥 

시드의 농도에 따라 屁bsd"의 감소현상을 보여주었 

다. 이것은 평형단계에서 트리페닐포스핀이 생성 

된다면 트리 페 닐포스핀옥시드의 농도가 증가됨 에 

따라 평형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되어 반응 

이 억제될 것이다. 따라서 电)bsd"는 다음식과 같이

[oPPhj]-'，疽

Fig. 7. Dependence of 如祝"on the concentration of 
OPPh3 for the oxygen atom transfer of |MoO2(S2CNC4 
H8》] with triphenylphosphine. |MoO2(S2CNC4H8^]= 
5.29 x (PPh3] = 6.96xlO-2M> T«25°C. sol
vent; 1,2-dichloroethane.

주억진 다.

如"'=〔PPhJ〔OPPDJT (8)

1,2-디클로로에탄  용매에서 트리페닐포스핀에 

의한 [MoQSCNGH"]의 제2단계과정의 산 

소이동 반응의 온도 의존성을 나타낸 결과인 Fig. 
5에서 △H*=(84.98±4.02) kJmolT이고 AS*= 

(0.89±0.04) JK-hnolT이다. 이 단계에서 활성 

화엔트로피가 체 1단계반응의 큰 음의 값에 비해서 

양의 값을 가진 것은 활성화단계에서 이합체가 단 

위체로의 해리가큼을암시한다.

이상의 실험결과에 따라 흡광도가 감소하는 부 

분의 메카니즘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MoQ (SQNCJL) <〕+PPh*

0 O--PPh3
〔(C4H^CS2) No。- 0广 Mo，,(&CNC，Ha) J ⑼ 

m
o(

k、 II
IH+PPL^NCJLNCS^Moa—Ob

PPhs
一 Mo b (SUNCHJ J +OtPPh3 (10) 

k iv
IV〔MoO (S2CNC4H8) J +PPh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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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메카니즘에서 유도된 관찰된 속도상수 

屁蝴''는 다음식으로 주어진다.

加搭知〔PPh J〔OFPhjr (12)

만약 氏瓦宠 = 爲''이라면 이 메카니즘은 실험식과 

잘 일치하게 된다. 이 단계의 메카니즘에서 일그 

러진 팔면체의 이합체 착물이 단위체인 사각뿔의 

몰리브덴(IV) 착물로되는 단계인 반응(11)이 속 

도결정단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제1단계와 제2단계반응은 [MoOzSzCNC, 
HQ』의 몰리브덴에 결합된 산소의 트란스 위치에 

결합된 C’HbNCSz-의 한 자리가 해리되고 이 위 

치에 트리페닐포스핀이 결합하는 과정과 다른 한 

분자가 몰리브덴에 결합된 산소와 약한 결합을 한 

중간체를 생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와 같이 C4 
FLNCS「의 한 자리가 쉽게 해리되는 것은 방향 

족계나 알릴기가 질소에 결합되었을 때 알킬기가 

결합된 것에 비하여 주개능력이 크게 잃는 사 

실2*5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C’HsNCSz-의 성질 

때문에 [MoOlSzCNGHs)」는 EWNCS「가 결 

합된 [MoOzSCNEtQJ와 PPhs간의 반응사이 

에 효소촉매반응 메카니즘36과의 차이를 보여주었 

다.

본 연구의 일부는 1989년도 문교부 기초과학 육 

성계획에 따라 영남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에 지원 

된 연구비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문교부 당국과 영 

남대 화학과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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