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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diphenylphosphino) methane (dppm) 은 

十전자구조의 금속원자나 이온과 사원환고리의 착 

물을 형성하는 킬레이트 리간드로써 잘 알려져 있 

으며 비교적 안정한 리간드이다% 이외에 dppm은 

한자리 리간드로써도 착물을 형성하지만 이핵착물 

을 형성하는 가교 리간드의 특성도 있다. M(II) 

의 dppm 착물은 균일성 수소화반응에서 중간체 

연구의 모델로 이용되고 있으며% 금속상태인 M 

(°)의 dppm 착물은 반응(1)~ (2)와 같은 기체반 

응에서 불균일성 촉매제로 알려져 있다，.

Pd： tu-dppmb
CH2=CH2+H2--------- >C孔 (1)

Pt, Gu-dppmJj
2NO+CO---------m&O+CO? (2a)

Pt, (/z-dppmjj
0+2CO--------- >2CO2 (2b)

이와 같은 Pd2(A-dppm)35}- Pt2 (^-dppm)3 착 

물의 촉매적 기능이나3 Pt? S-dppm)3의 결정학 

적 특성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습기나 

공기에 대한 이들 착물의 강한 반응성 때문에 용액 

상태에서의 착물의 특성으로 UV-visible 이 나 

magnetic circular dichroism 스펙트럼 등은 거 

의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Pd? (//-dppm) 3와 Pt2 (//- 

dppm) 3착불을 합성하여 금속간의 상호작용에 의 

한 전자홉수스펙트럼을 각각 측정하였다. 이들 

작물합성에 사용한 PdCbdppm과 PtCl2dppm 착 

물은 이미 보고한 방법에 의하여 합성하였고4, 

Pd2(〃-dppm)3와 Pt2(*dppm)3는 반응(3)에 따 

라 합성하였다".

dppm
M11 Cl2dppm........»M° (/厂dppm) 3 (3)

NaBH4

여기서 M은 Pd와 Pt이다. 반응 (3)은 질소 

기류하에 수행하였고, 생성물, M2 (//-dppm)3 착 

물은 24시간 진공건조시킨 다음 각 실험에 사용하 

였다. 오렌지색과 진한 붉은색을 각각 나타내는 

PcL S-dppm)3와 Pt2 (/z-dppm)3 착물은 원소분 

석으로 확인하였다. 스펙트럼 측정을 위한 용액은 

M2(々dppm)3의 강한 반응성 때문에 vacuum 

line 에서 제조하였다. 전자흡수 스펙트럼 측정에 

서 광학 셀 (10mm)이 부착된 용액제조 용기는 

Cary 1510 spectrometer 에 알맞도록 제 작하 였 

다. 용매로써 아세토니트릴과 시크로헥산은 분광 

용시 약을 진공증류하여 , 그리고 테트라히도로퓨란 

은& 나트륨금속과 벤조페논상에서 일차증류한 다음 

진공증류하여 각각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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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Qualitative energy levels of Pg and d orbitals for 

the K&Qeft) and N&P6 with electron occupation, wherein 

M are Pd and Pt, and P is phosphorous atom.

m2 M2P6（D3h）

Fig. 1. Electronic absorption spectra for Pd2（dppm）3 

（8 x 10~5JW） and Pt2（dppm）3 （4.5 x 10-5Af） in tetrahy

drofuran at 25 °C.

Pdz（〃-dppm）3와 Pd2（/z-dppm）3 착물의 전자 

홉수 스펙트럼을 측정하여 F讶. 1 에 나타내었다. 

최대 흡수에너지 23300 cm-】와 20800cm-'에서 

PdzQu-dppm）3와 Pt2（“-dppm）3 착물의 흡광계 

수는 각각 >7300M-1cm-1^ >4000 

었다. 이런 에너지영역에서 다른 이핵착물, Pt2- 

（dppmLCL와 Pdz （dppmhCL에서도 금속간의 

결합에 의한 전자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Pt? （〃"dppm）3의 경우 이 착물의 대 

칭성岛）과 Pt와 Pt 간의 상호작용이 결정학적 

으로 이미 알려져 있고, 정성적이지만 Pt와 Pt 

간의 결합에 의한 전자흡수에너지 （20, 660 cmT） 

도 보고되어 있다". Fzg. 1 에 나타난 전자전이스 

펙트럼을 좀더 상세히 고찰하기 위하0牝 M2- 

（“-dppm）3 착물구조에서 금속간의 상호작용에 의 

한 분자궤도함수를 F讶. 2에 그려 보았다. 이 때 

M2（“-dppm）3의 대칭성은 근사적으로 &로 생 

각하였다. 금속의 s 궤도함수 （5s 혹은 6s）는 리간 

드와의 강한 결합이 예상되므로 금속간의 결합에 

의한 에너지변화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M2（〃-dppm）3에서 금속 M 은 전자구조가 di0 

（<脊叫인 Pd 와 Pt 이므로 HOMO 와 LUMO 는 

각각 时dz2（a/'）와 이为（私，）이다. F海2에서 

예상할 수 있는 두 가지 전자전이（rd-> <rp「와 M 

-+crpz 중에서 bd-»bpz전자전이는 ff*dz2-» 

와 ffdz2 ― <rpA 두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그 

러나 F谚. 1 에 나타난 전자홉수에너지와 Fz£.2에 

서 皿史2와。陽간의 에너지분리를 비교할 때 20, 

000-25,000 cm-1 에너지 영역에서 （招宓 — otr전 

이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들 

착물의 대칭성에서 z 축과 X, y 축의 대칭성은 각 

각 a/'과 e'이고, ground state-b AJ이므로 전 

이모멘트가 영 이 아닌 excited state 는 A/'와 E' 

일 때이다. 따라서 각 궤도함수의 상대적인 에너 

지와 대칭성을 고려할 때 Fig.l의 홉수에너지는 

excited state 가 A/'인 ff*d^2 （rpz 전자전이에 

너지이어야 한다. 착물의 대칭적인 면에서 볼 때 

exeited state 가 E'인 Jd— trpz전이도 완전히 배 

제 할 수는 없으나, Pd? （糸-dppm）3와 Ptz- 

（“-dppm）3에서 각 금속의 s- 및 d-interaction 

의 크기를 서로 비교하면 Fzg.l의 흡수스펙트럼에 

서 ddf <rpz 전자전이는 제외될 수 있다. 이것은 

M2（〃-dppm）3에서 Af-•" 축을 z 축으로 할 때 

S-interaction（dx2_>，2i dx2_,2 혹은 d“） 

은 b-interaction（<b2 — 由2） 에 비하여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따 z 측을 향한 궤도함수간의 상호 

작용은 Pd（4dN,5p/어】 비하여 0"5&2,6贝）의 

경우 훨씬 강하다. 따라서 尸浜2에 나타난 M2- 

（/z-dppm）3 착물의 HOMO（（r*dz2）와 LU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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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사이의 에너지차이는 M=Pt인 경우 M= 

Pd 일 때 보다더 적어야 한다. 에 나타난 홉 

수에너지를 보면 Pd2 (六~dppm)3의 전자전이는 

PtJkdppm)^에 비하여 더 높은 에너지에서 일어 

남을 알 수 있고, 또 이들 에너지의 차이(2,500 

crrL)는 상당히 크다. 이와 같이 이들 두 착물의 

흡수에너지의 크기와 차이, 전이모멘트 등 착물의 

대칭성을 고려할 때 F独1의 전자흡수에너지는 

(r*dz2(a2z,)-* <rp^(a/) (A/-> A/')전자전이스펙 

트럼으로 예상된다.

<rMdz2-> <rpz(A/^ A#')에 서 dd—» <rpz(A/ 

•f E')를 구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magnetic 

circular dichroism (MCD) 스 펙 트 럼 측 정 이 다. 

Ai'—E' 전이일 경우 zeeman 효과에 따라 “A" 

term med 스펙트■럼이 나타나므로 Fig. 1 스펙트 

럼에서 예상되는 AJ—A/‘전이와 쉽게 구별된 

다七 본 실험에서 7 tesla computer-eontrolled 

spectrometer (미국 북일리노이대 무기화학실)에 

의한 MED 스펙트럼측정을 시도하였으나 분광기 

의 c이1 compartment 의 특수성 때문에 전자구조 

해석에 필요한 완전한 스펙트럼을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기적 문제를 해 

결하면서 착물의 전자구조해석에 필요한 MEC 스 

펙트럼측정실험은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1988년 한국학술진홍재단의 자유공모 

과제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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