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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에탄올 용매 중에서, 착물 L(n5-C5Me5)RuCl2]2 ⑴에 대하여 과량의 포스핀을 반응시켜 비스 

(포스핀)루테늄 유도체(Tf-C5Me5)Ru(PR3)2Cl(PR3=PMe3, PMe2Ph, PEt3, PMePh2, 1/2DPPE, 1/2DPPB) (2 

a~2f)를 합성하였다. 이 유도체들은 에탄올 용매 중에서 NaBH,와 반응하여 상응하는 황색의 착수소화물(寸- 

C5Me5)Ru(PR3)2H (PR3=PMe3, PEt3, PMePh2, 1/2DPPE, 1/2DPPB) (3a〜 3e)을 생성한다. 착염화물 (2a~2f) 
와 착수소화물 (3a〜3e)는 모두 결정으로 얻어졌으며, IR, 'H-NMR 그리고 원소분석으로 동정되었다.

ABSTRACT. Bis(phosphine)ruthenium derivatives (T|5-C5Mes)RuCl(PR3)2(PR3=PMes, PMezPh, PEt$ 
PMePh2, 1/2DPPE, 1/2DPPB) (2a~ 2f) have been synthesized by the reaction of [(rf-CsMeORuClz]? (1) 
with excessive phosphine in ethanol. The reaction of complexes(T]5-C5Me5)Ru(PR3)2Cl with NaBHt in 
ethanol gave the corresponding hydride complexes(T|5-C5Me5)Ru(PR3)2H (PR3=PMe3, PEts, PMePh2, 1/2 
DPPE, 1/2DPPB) (3a~3e). Chloride complexes (2a~2f) and hydride complexes (3a~3e) were isolated 
as crystals, which were characterized by IR, 'H-NMR, and elemental analysis.

서 론

시클로펜타디 에 닐(TF-C55H5)기는 유기금속화합물 

의 가장 일반적인 리간드 중의 하나로서, metallo
cene 혹은 open-sandwich 형 착물의 합성, 구조 및 

반응성과 관련하여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시클로펜타디에닐기의 5원환상의 수소가 모두 메 

틸기로 치환된 펜타메틸시클로펜타디에 닐(if-CsMeQ 
기를 리간드로 가지는 유기 금속착물의 연구는 Mait

hs 등이 Dewar benzene의 RhC*에 대한 반응성을 

검토하였을 때, 생성물에 이 리간드가 도입된 착물 

[Gl-CsMeQRhCL"을 얻음으로서 시작되었다匕

펜타메 틸시클로펜타디 에닐기를 리 간드로 가지는 

착물의 특징으로서는 시클로펜타디에 닐 리간드처럼 

친전자 치환반응의 가능성이 없어져 반응자체가 매 

우 간단해지며, 치환메틸기 때문에 유기용매에 대한 

용해도도 높아지게 되고, 결정성이 증대하여 재결정 

등의 조작이 쉬워진다고 알려져 있다2.
또, 이러한 착물들은 치환 메틸기 때문에 중심금 

속의 염기성을 높여(Ti5-C5Me5)ReO33,(n5-C5Me5) 
ReH64,(n5-C5Me5)IrMe4 등의 고원자가 착물을 안 

정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뿐 아니라, 무치환 시클로 

펜타디에닐 리간드에 비해 입체적으로 bulky한 구 

조를 가지기 때문에 속도론적으로 안정하여 불안정 

한 배위불포화종 및 각종 반응의 중간체를 안정화 

시킬 가능성이 있다.

C-H activation 반응의 초기 생성물인(Ti5-C5Me5) 
Ir(PMe3)(CH2CMe3)H, polyhydride 착물의 합성중 

간체인 (Ti5-C5Me5)Ru(BH4)(PMe3), [W-CsMeQ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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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H4)(PMe3)]2 등의 착물이 안정하게 얻어지게 된 

것은 이 리간드의 성질을 잘 이용한 예이다6~8
한편, 이 리간드를 가지는 루테늄 착물로서는 

E(n5-C5Me5)Ru(CO)a2 착물을 출발물질로 흐]는 카 

르보닐 유도체가 대부분이며% 포스핀 유도체의 합 

성에 관한 보고는 비교적 희소한 편이다. Bercaw 
그룹에서는 norbonadiene(NBD) 착물Of-CsMeQRu 

(NBD)Cl을 출발물질로 사용하여, 이 착물에 PMe3을 

반응시켜 포스핀착물(if-C5Me5)Ru(PMe3)2Cl을 합성 

하였고, 알킬착물을 합성하기 위하여 이 착물에 알킬 

Grignard 시약을 반응시킨 결과, 예상 밖의 착수소 

화물 WGMeQRulPMe^H가 얻어지는 사실을 보 

고한 바 있다w (식 1, 2, 3).

[Ru(NBD)Cl2L+LiC5Me5 一

(n5-C5Me5)Ru(NBD)Cl (1)
(Ti5-C5Me5)Ru(NBD)Cl+PMe3 一＞

(Tl5-C5Me5)Ru(PMe3)2Cl (2)
(Tl5-C5Me5)Ru(PMe3)2Cl + RMgX 一

(T]5-C5Me5)Ru(PMe3)2H (3)
R=!-Pr, i-Bu

그러나, 이 반응은 norbonadiene 착물의 생성

수율이 낮아(약 15%) 편리한 합성법이라 말하기 

어렵고, 또 PMe3 이외의 포스핀 유도체에 대해서는 

그 합성이 보고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펜타메틸시클로펜타디에닐 

기와 전자적, 입체적 성질이 다른 다양한 포스핀을 

리 간드로 가지는 L(n5-C5Me5)Ru(PR3)2X] (X = C1, H) 
형 착물을 합성하고 이들 유도체의 동정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착물과 유사한 구조의 (ttICsMAIRu 

(CO)2H 착물이 합성되어“ 최근에 주목되고 있다.

실 험

모든 실험 조작은 아르곤 속에서 행하였으며, 용 

매는 사용하기 전에 문헌*에 따라 정제하여 사용 

하였고, 시약은 시판품 1급 또는 특급시약을 정제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녹는점은 Buchi 510 

형 융점측정장礼 적외선 흡수스펙트럼은 Hitachi 
260-50 (4,000~400 cm"1) spectrometer, FD-MS 

스펙트럼은 Hitachi GC-MS M80 Spectrometer를 

사용하였고, 원소분석은 일본 동경공업대학 자원화 

학연구소 원소분석실에 의뢰하였다. 핵자기 공명 스펙 

트럼은 JEOL FX-100 Spectrometer를 사용하였고, 

31P-NMR 스펙트럼은 proton decoupling 조건하에서 

얻어졌다.

출발물질인 L(n-C5Me5)RuCl2]2 ⑴은 문헌*에 따 

라 합성하였다.

(n5-CsMe5)Ru(PMe3)2CI (2a). 아르곤으로 치환 

한 50 m/ schlenk 반응관에 [(f-CsMeORuClD (1) 
(0.350 g, 0.580 mmol) 및 에탄올 15 m/를 가하고 

교반하였다. 이 현탁액에 PMe3 톨루엔 용액(약 2.6 
mmol)을 가하고 교반하면 암갈색의 반응계가 점점 

황색으로 변색하였다. 교반을 12시간 계속한 후, 감 

압하에서 용매를 제거하고 에테르용매로 황색 생성 

물을 추출(25 m/X2회)하였다. 이 추출액을 감압하 

에서 농축하여 에테르를 전개용매로 사용하여 A12O3 
(Merk Art. 1097) 관크로마토그래피로 생성물을 분 

리 정제한 후, 펜탄 용매로 재결정하여 착물 (2a)를 

침상결정으로 얻었다 (0.40g, 수율 82%).

IR(KBr, cm-') 2966, 2902, 1464, 1423, 1374, 
1300, 1282, 1026, 961, 941, 854, 719, 664, 365.

(T]5-C5Me5)Ru(PMe2Ph)2Cl (2b). 착물 ⑴ (0.33 

g, 0.53 mmol), PMe2Ph (0.30 ml, 2.10 mmol), 및 

에탄올 10 m；를 사용하여 (2a)와 같은 방법으로 반 

응시켜 처리한 후, 에테르 용매로 재결정하여, 착물 

(2b)를 황색의 침상결정으로 얻었다＜0.35g, 수율 63 
%).

IR(KBr, cm"1) 3035, 2964, 2903, 2434, 942, 894, 
700, 502, 421.

(n5-C5Me5)Ru(PEt,)2Cl (2c). 착물 ⑴ (0.33 g, 

0.59 mmol), PEt3 (0.38 ml, 2.50 mmol), 에 탄올 15 
m/를 사용하여 (2a)와 같은 방법으로 반응시켜 처 

리한 후, 에테르-펜탄 혼합용매로 재결정하여 착물 

(2c)를 황색의 침상결정으로 얻었다(0.30g, 수율 66 
%).

IR(KBr, cm'1) 2960, 2931, 2902, 1460, 1374, 
1251, 1025, 751, 675, 448.

(n5-C5Me5)Ru(PMePh2)2Cl (2d). 착물 ⑴ (1.49 
g, 2.43 mmol), PMePh2(2.00 ml, 12 mmol), 에 탄올 

15 m/를 사용하여, (2a)와 같은 방법으로 반응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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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한 후, 염화 메틸렌-에테르 혼합용매로 재결정 

하여, 착물 (2d)를 황색의 침상결정으로서 얻었다 

(1.25 g, 수율 75%).
IR(KBr, cm1) 3044, 2957, 2895, 2434, 2093, 873, 

745, 694, 510, 451.
(n5-C5Mes)Ru(DPPE)2Cl (2e). 착물 (1) (0.31 g, 

0.51 mmol), DPPE(0.61 g, 1.54 mmol), [DPPE=1,2- 

bis(diphenylphospinoethane)] 에탄올 15 m/를 사용 

하여 (2a)와 같은 방법으로 반응시켜 처리한 후, 

에테르 용매로 재결정하여, 착물 (2e)를 황색의 프 

리즘상의 결정으로서 얻었다 (0.55 g, 수율 81%).
IR(KBr, cD 3054, 2962, 2900, 1485, 1095, 742, 

700, 538, 490.
(n5-C5Me5)Ru(DPPB)2Cl (2f). 착물 (D (0.38 g, 

0.62 mmol), DPPB(0.59 g, 1.38 mmol), [DPPB=1,4- 
bis(diphenylphosphinobutane)] 에탄올 15 m/를 가 

하여 (2a)와 같은 방법으로 반응시켜 처리한 후, 

에테르 용매로 재결정하여, 착물 (2f)를 황색의 프 

리즘상의 결정으로 얻었다＜0.35 g, 수율 40%).
IR(KBr, cn「i) 3046, 2897, 1480, 1432, 1091, 

8009, 739, 699, 517, 501, 425.
(n5-C5Me5)Ru(PMe3)2H (3a). 아르곤으로 치환 

한 50mZ schlenk 반응관에 (T)-C5Me5)Ru(PMe3)2Cl 

(2a) (0.42 g, LOO mmol)과 에 탄올 15 m/를 가하고 

교반하였다. 이 현탁액을 메탄올-드라이 아이스 한 

제로서 냉 각시 킨 뒤, 과량의 NaBH4 (0.32 g, 8.38 
mmol)을 가하고 천천히 실온까지 승온시켰다. 실 

온에서 약 4시가 교반한 뒤, 감압하에서 용매를 제 

거하고 생성물을 에테르 용매로 추출(25m/X2회)한 

후, 펜탄 용매 중에서 재결정하여 착물 (3a) 0.26g 
(수율 67%)을 황색의 침상 결정으로 얻었다.

IR(KBr, cm'1) 2960, 2902, 1883, 1415, 1290, 
1255, 1085, 1015, 929, 843, 700, 421.

(Hs-C5Me5)Ru(PEt3)2H (3b). 착물 (2b) (0.58 g, 
1.14 mmol), 에탄올 30 ml, NaBHJO^Og, 7.92 
mmol)을 사용하여 (3a)와 같은 방법으로 반응시켜 

처리한 후, 핵산 용매 중에서 재결정하여, 착물 (3b) 
를 황색의 프리즘상의 결정으로서 얻었다(0.19 g, 

수율 40%).
IR(KBr, cmT) 2950, 2900, 2861, 1944, 1449, 

1391, 1018, 758, 700, 616, 414.

(Tls-C5Me5)Ru(PMePh2)2H (3c). 착물 (2d) (0.37 
g, 0.55 mmol), 에탄올 15 m/, NaBH，(0.30g, 7.92 

mmol)을 사용하여 (3a)와 같은 방법으로 반응시켜 

처리한 후, 톨루엔-에테르 혼합용매로 재결정하여, 

착물(3c)를 오렌지색의 침상의 결정으로 얻었다＜0.28 
g, 수율 80%).

IR(KBr, cm-]) 3049, 2984, 2896, 2862, 1883, 

1484, 1436, 1098, 887, 873, 739, 715, 525, 511.
(Ti5-C5Mes)Ru(DPPE)2H (3d). 착물 (2e) (0.46 g, 

0.68 mmol), 에탄올 10 m/, NaBH4(0.30 g, 7.92 
mmol)을 사용하여 (3a)와 비슷한 방법으로 반응시켜 

처리한 후, 에테르-펜탄 혼합용매 중에서 재결정하 

여, 착물 (3d)를 황색의 프리즘상의 결정으로 얻었다 

(0.18 g, 수율 41%).
IR(KBr, cm"1) 3046, 2951, 2905,' 1897, 1484, 

1434, 1403, 1380, 1091, 1068, 1029, 813, 743, 700, 
539, 442.

(T!5-C5Me5)Ru(DPPB)2H (3e). 착물 (2f) (0.41 g, 
0.59 mmol), 에탄올 10 ml, NaBH4(0.20 g, 5.31 
mmol)을 사용하여 (3a)와 유사한 방법으로 반응시켜 

처리한 후, 에테르-펜탄 혼합 용액 중에서 재결정 

하여, 착물 (3e)를 황색의 침상 결정으로 얻었다(0.15 

g, 수율 40%).
IR(KBr, cm'1) 3052, 2902, 2842, 1885, 1434, 

1090, 816, 745, 702, 520, 441.

결과 및 고찰

[(t仁GMeQRuCLl의 FD-MS 스펙트럼. 본 연 

구에서 출발원료로 사용한 물질은 펜타메틸시클로 

펜타디에닐기를 리간드로 가지는 루테늄 3가의 Oli
gomer 착물[(n'-CsMeQRuCL丄 ⑴이며, Moro-oka 
그룹과13 Bercaw 그룹에 m 의해 독립적으로 합성된 

물질이다《식 4).

RuC13-3H2O+C5Me5H
EtOH

L(T|5-C5Me5)RuCl2]„ ⑷

(1)

착물 (1)은 공기 중에서 안정한 상자성의 암갈색 

고체이다. 단위 체로서는 15전자의 배위 불포화종이 

되며, CH2C12> CHCb와 같은 할로겐화 용액 이외의 

용매에는 그다지 잘 용해되지 않는 사실로부터 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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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D-MS spectrum of [(rF-CsMeGRuClzlz (1).

gomer 착물이 예상되지만, 분자량 측정은 지금까지 

행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분자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착물 

⑴의 FD-MS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 이 착물의 이 

합체인 [(f-CsMeORuCkl!의 어미피크가 관찰되었 

다<Fig. 1).
루테늄 원소는 MRu(12.72%), 10oRu(12.62%), 10,Ru 

(17.01%), 102Ru(31.61%), 104Ru(18.58%) 등 약 10종 

류의 동위원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루테늄 착물의 

MS 스펙트럼은 항상 일군의 다중선으로 관찰된다. 

Eg. 1에서 실선은 측정치이고, 점선은 계산치이다. 

RihCk의 동위원소 존재비에 따라, M/Z=616을 최 

대피크로 하는 분자량 분포의 계산치와 거의 일치 

하고 있는 어미피크의 다중선이 관찰되는 사실로부 

터 착물 (D은 이합체인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그 구조로서는 두 개의, 염소원자를 통하여 이중으로 

다리걸친 결합을 하고 있는 이핵구조 (F沮2)가 예 

상되어 진다.

(Tl5-C5Me5)Ru(PR3)2Cl (2) 착물의 합성. (帶- 

C5H5)Ru(PPh3)2Cl 착물은m 에탄올 용매 중에서 

RuC13-3H2O, 시클로펜타이엔, 및 PPh3를 가하고 

환류하여 합성한다. 이 착물의 시클로펜타디에닐기 

대신에 펜타메틸시클로펜타디에닐기를 리간 드로 가 

지는 본 연구의 착물(f-CsMeQRueRrmCl을 합성 

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로서는, 이 착물의 합성법과 

비슷하게 에탄올 용매 중에서 RuC13-3H2O, CsMeH 
및 PPh3을 가하고 환류하였다. 그러나 생성물에는 

펜타메 틸시클로펜타디 에닐리간드를 포함하는 착물 

은 관찰되지 않았고 그 대신 RuCl2(PPh3)4 착물이均

Fig. 2. Structure of [(rf-CsMeQRuCLlz (1).

고수율로서 얻어졌으며, PMe3을 사용한 경우에도 

该以s-RuC12(PMe3)4이'& 주생성물로서 얻어졌다. 그 

러나 PR3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에탄올 용매 

중에서 RuClEHzO와 CsMesH와의 반응에 의해 

펜타메 틸시클로펜타디 에 닐기 가 도입 된 [(f-CsMe。 

RuC12]2 ⑴ 착물이 얻어지므로(식 4), 착물 ⑴을 

출발물질로 사용하여 다양한 포스핀과 반응을 검토 

하게 되었다. 즉 출발물질 (1)의 에탄올 현탁액에 

루테늄에 대하여 약 2당량의 비교적 부피가 작은 

포스핀 (PR3=PMe3, PMe2Ph, PEt3, PMePhQ을 가 

하고 반응시킨 결과 반응계는 암갈색에서 황색으로 

변색하였다. 반응 종료 후 생성물을 A12O3 관크로 

마토그래피로 정제한 후, 재결정하면 비스포스핀착 

물 W-C5Me5)Ru(PR3)2Cl (2) (PR3=PMe3, PMe2Ph, 

PEt, PMePhQ 이 황색의 침상 결정으로 얻어졌다 

(식 5).

[(ifCMeORuClD 으으으므%iCMeORiKPR^Cl ⑸ 

(1) (2)
(PR3=PMe3, PMe2Ph, PEt3, PMePh2> 1/2DPPE, 1/2DPPB) 

a bed e f

착물 ⑵는 원소분석, IR, 】H・NMR 및 3pNMR로 

동정되었으며, 그 결과를 Table 1 및 2에 나타내었다.

결정으로 얻어진 착물 (2)의 원소분석치는 계산 

치와 거의 일치하고 있고, 'H-NMR에서 l~L5ppm 
사이에 15H가 2개의 呼와의 coupling에 의해 3중선 

C*Jph= 1.5Hz)으로, 3ip{】H}NMR에서는 단일선으로 

관찰되었다.

착물 (2)는 루테늄에 대하여 포스핀이 1：2 부가 

체인 반자기성의 2가 착물이며, 부피가 작은 과량의 

포스핀 존재하에서 3가인 원료착물 ⑴의 환원 생 

성물이다. 그러나 PPh3> PCy3와 거의 비교적 bulky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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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Yield, melting point and analytical data of (rf-CsMeQRiKPRGQ (2)

Compound
Yield (%) M.P. (t)

Elemental analysis*1 (%)
No. pr3 C H Cl

(2a) PMe3 82 125 44.80(45.30) 7.80(7.85) 9.41(8.36)
(2b) PMe2Ph 63 143-145 56.63(56.98) 7.02(6.81) 6.48(6.47)
(2c) PEt3 66 118 51.71(52.02) 9.37(8.93) 6.56(7.17)
(2d) PMePh2 75 164 65.13(64.35) 6.26(6.11) 5.54(5.28)
(2e) 1/2DPPE 81 245 65.53(64.52) 5.75(5.87) 5.50(5.29)
(2f) 1/2DPPB 40 236-238 65.37(65.79) 621(6.33) 5.08(4.49)

,"Calculated values in parentheses.

Table 2.and 31P{lH} NMR data of。仁CsMejRiKPRjQ (2)

Compound 3ip{lH}c
No. PRa C5Me? PRa

(2a) PMe3 1.56(1.5) 1.23(t, 18H, 2Jph=3.9Hz, P-CH3) 1.88"
(2b) PMe2Ph 1.27(1.6) L55~L65(m, 12H, P-CH3)

7.20 〜7.80(m, 10H, P-C6H5)
18.75

(2c) PEt3 1.59(1.4) 0.88~L25(m, 18H, P-C-CH3)
L70~2.00(m, 12H, P-CH2-)

27.61

(2d) PMePh2 1.32(1.5) 1.48(t, 6H, 2Jph=4.2Hz, P-CH3) 
6.60~7.80(m, 20H, P-C6H6)

32.02^

(2e) 1/2DPPE 1.49(1.5) L80~2.70(m, 4H, P-CH2-CH2-P)
6.80~7.90(m, 20H, P-C6H5)

50.77

(2f) 1/2DPPB 0.96(1.4) L50〜1.90(m, 8H, P-CH2-CH2-CH2-CH2-P) 
6.80~7.90(m, 20H, P-C6H5)

40.04

"Shifts are denoted in ppm, relative to SiMe4 at 100 MHz and 30t in CDC1.；, "Number in parentheses in 4JPH 
in Hz., rShift are denoted in ppm, referenced to PPh3 (S 0.00) in CDC13, 'referenced to 85% H3PO4 (8 0.00) 
in CfiDe.

포스핀의 경우에는 착물 (1)에 대한 반응성이 달랐 

다. 극, 에탄올 용매 중에서 착물 ⑴에 대하여 과 

량의 PR3(PR3=PPh3, PCy)를 반응시키면 반응계는 

암갈색에서 적갈색으로 변색하였다. 얻어진 적갈색 

결정의 'H-NMR 스펙트럼에 서는 통상 1~2 ppm 
사이에 관찰되는 CsMes기가 나타나지 않고 내부기 

준물질인 TMS만이 폭넓게 관찰되는 상자기성 물 

질로서, 원소분석을 한 결과 이 착물은 루테늄에 

대하여 PR,가 1：1 부가체인 3가 착물(n5-C5Me5) 

RuC12(PR3) (PR3 = PPh3, PCy»이었다”.

또 얻어진 1：1 부가체인 3가 착물 (n5-C5Me5) 

RuClXPRj)에 대하여 4〜5 당량의 포스핀 (PPh3, 
PCy。을 첨가하고 에탄올 용매 중에서 장시간 약 

48시간) 환류하면서 반응시켜도 (V-CsMeQRuCL 

(PRs) 착물만 회수될 뿐이며 1: 2 부가체인 2가 착물 

(2)는 생성되지 않았다.

착물 (1)과 과량의 포스핀과의 반응은 최초에 1 
분자의 PR3가 착물 (1)에 배위하여 루테륨에 대하여 

포스핀이 1：1 부가체인 W-C5Me5)RuC12(PR3)을 생 

성하고, 여기에 또 1분자의 포스핀이 배위하여 1:2 

부가체인 W-CsMeQRuCKPRm 의 2가 착물로 환원 

되는 반응이다(식 6).

[(if-GMeORuCMk 므拦 (n5-C5Me5)Ru(PR3)Cl2

므%(Tf-C5Me5)Ru(PR3)2Cl (6)

본 연구에서 고려한 포스핀의 cone angle's을 Ta

ble 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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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h3 및 PCy3는 착물 (D과 반응하여 비스포스 

핀착물 ⑵를 생성하지 않는 것은 Table 3에서 알 

수 있듯이 입체적으로 bulky하기 때문에 1：1 부가 

체인 (rf-C5Me5)Ru(PR3)C12에 대하여, 또 1분자의 

PR3가 중심금속에 접근하기 어려워 배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즉, 착물 (1)에 대한 포 

스핀의 반응성은 전자적으로 인자보다는 입체적 인 

자에 의해 지배되며, 포스핀의 cone angle이 거의

Table 4. Yield, melting point and analytical data of 
(n5-C5Me5)Ru(PR3)2H (3)

Table 3. Cone angles of phosphine ligands18

Phosphorus ligand Cone angle (0°)

PM% 118
PMe2Ph 122
PE& 132
PMePh2 136
PPh3 145
PCy3 170

^Calculated values in parentheses, ^Decomposition te
mperature.

Compound Yield
(%)

M.p. Elemental analysis0 (%)
No. pr3 Cc) c H

(3a) PMe3 67 56 49.03(49.34) 8.60(8.80)
(3b) PEt3 40 54* 56.32(55.79) 9.79(9.89)
(30 PMePh2 80 98 66.18(64.33) 6.51(6.15)
(3d) 1/2DPPE 41 147* 67.25(68.01) 6.88(6.34)
(3e) 1/2DPPB 40 137* 68.23(68.76) 7.18(6.68)

140°를 경계로 하여, 이보다 작은 포스핀은 2가 착 

물을 형성하고 큰 포스핀은 그 중간체인 3가 착물 

S5.C5Me5)Ru(PR3)C12이 얻어겼다고 생각된다

착물 ⑴과 Mono-phosphine과의 반응에 이어 두 

자리 리간드인 Diphosphine과의 반응을 검토하였다. 

Diphosphine으로서는 DPPE Clt2-bis(diphenylpho- 
spino)ethane] 와 DPPB L lt4-bis(diphenylphos- 
phino)butane]i- 사용하였다. 착물 ⑴의 에탄올 현 

탁액에 Diphosphine을 가하고 반응시키면 반응계는 

점차 암갈색에서 적갈색으로 변하며 이 적갈색 현 

탁액은 다시 황색으로 변색되었다. 장시간 반응시킨 

뒤 얻어진 황색결정은 예상대로(Ti5-C5Me5)RuCl(Di- 

phos) (Diphos=DPPE, DPPB)이었고 (식 5), 그 

동정 결과를 Table 1 및 2에 나타내었다. Diphos

phine 의 경우에는 배위권 내에 2개의 P원자가 존 

재하기 때문에 반응 초기단계에는 2개의 P원자 중 

한 개의 P원자가 루테륨에 배위한 3가 착물 (ti5-C5 

Me5)Ru(rf-Diphos)C12이 생성되고, 곧이어 킬레이트 

화되어 2가 착물 (W-CsMeQRuS'Diphos)©로 환 

원되었다고 생각되어 진다.

(il5-C5Me5)Ru(PR3)2H (3) 착몰의 합성. 본 연 

구에서 얻어진 착물(TfGMeSRulPRjQ (2)와 hy- 
dride화 시약인 NaBR와의 반응을 검토하였다. 에 

탄올 용매 중에서 착물(n5-C5Me5)Ru(PR3)2Cl (2)와 

과량의 NaBH4를 반응시킨 결과 착수소화물 (t)5-C5 

Me5)Ru(PR3)2H (3) (PR3=PMe3, PEt3, PMePh2, 1/2 
DPPE, 1/2DPPBX 황색의 결정으로 얻었다(식 7).

Table 5. *H-NMR and selected IR data of(T]5-C5Me5)Ru(PR3)2H (3)

Compound iH-NMR" 於

No. PR.3 C5M 읻 Ru-H( pr3 v(Ru-H), cm-1

(3a) PMe3 1.95(1.4) -13.82(37.88) 1.25(t, 18H, 2Jph=3.9 Hz, P-CH3) 1883
(3b) peg 1.96(1.6) -13.98(37.25) 18H, P-C-CH.)

1.33(m, 12H, P-CH2-)
1944

(3c) PMePh2 1.62(1.3) -12.66(35.52) 1.47(t, 6H, 2Jph = 3.7Hz, P-CH3) 
6.89~7.85(m, 20H, P-C6H5)

1883

(3d) 1/2DPPE 1.45(1.4) -13.88(33.69) 1.81(m, 4H, P-CH2-CH2-P)
6.80〜7.80(m, 20H, P-C6H5)

1897

(3e) 1/2DPPB 1.18(1.3) -13.69(34.60) 1.40〜3.00(m, 8H, P-CH2-CH2-CH2-CH2-)
6.60〜7.50(m, 20H, P-C6H5)

1885

“Shifts are denoted in ppm, relative to SiMe4 at 100 MHz and 30t? in CgDg, "Number in parentheses in 4Jph 
in Hz., ©Number in parentheses is 2JPH in Hz., ^Measured in K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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碎蛔)椅心1 ——(ii-CsMe^RuffR^H (7) 
EtOH

(3)
(PR3=PMe3, PEt3, PMePh2, 1/2DPPE, 1/2DPPB) 

a b c d e

얻어진 hydride 착물 (3)은 결정의 상태에서도 공기 

중에 노출시키면 1분이내에 흑색으로 변할 정도로 

공기 및 습기에 대하여 매우 예민하며, 에탄올, 에 

테르, 아세톤 탄화수소 등의 유기용매에 매우 잘 

용해된다. 착수소화물 ⑶의 수율, 융점, 'H-NMR IR 
및 원소분석 DaM를 Table 4와 5에 나타내었다.

원소분석치는 계산치와 잘 일치하고 있다. IR 스 

펙트럼에서는 C5MC5기 및 PR3기에 기인하는 흡수와 

함께 hydride 착물의 특징적인 흡수가 1880-1950 
cm-】에 관찰되었다. CQ6 용매 중에서 측정한 

NMR 스펙트럼에서는 PR3의 시그날과 함꼐 8 1.5 
에서 2.0 ppm 사이에 C5M4 기의 15H가 2개의 31P 
과의 coupling에 의해 3중선Cph=L3〜L6Hz)으로, 

hydride의 1H가 一13~14ppm에서 2개의 叩과의 

coupling에 의해 coupling constant 33~38Hz의 3 
중선으로 관찰되었다.

결 론

본 논문에서는 (n5-C5Me5)Ru(PR3)2X (X=C1, H)형 

착물의 편리한 합성법과 이 유도체들의 동정에 대해 

보고하였다. 이 착물은 펜타메 틸시클로펜타디에 닐기 

와 포스핀을 리간드로 가지는 루테늄의 알킬, 카르 

보닐, 니트로실, 음이온종 및 양이온종 등의 유도체 

합성의 좋은 출발물질로 사용되리라 예상되어지며, 

이 착물의 반응성에 관한 연구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루테늄에 대하여 포스핀이 1:1 부가체인 3가 착 

물 (Tf-CsMejRuERDCL에 관한 연구도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재정적인 지원을 하 

여준 동의대학교 당국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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