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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물에서 [PtCLir의 백금(ID에 결합된 클로로리간드를 디티오카바메이트로 치환시켜 [Pt(A)], 

EPt(B)2]Cl2> [Pt(C)2] 및 [Pt(D)(CH2 = CH2)Cl]Cl를 합성하였다. 백금 착물은 원소분석, 적외선 및 자외선- 

가시광선 스펙트럼과 전도도 측정을 하여 이들의 성질을 조사하였다. 이들 백금(II)의 디티오카바메이트류 

착물은 물, 알코올, 디메틸술폭시드 및 티메틸포름아미드와 같은 극성용매에 잘 녹았다. 이들 백금(II) 착물의 

원소분석과 물리적 측정결과에서부터 그 가능한 구조를 제시하였다.

ABSTRACT. Reactions of [PtCLj" with excess of dithiocarbamates in water lead to facile replace
ment of the chloro ligand by dithiocarbamato ligand to give [Pt(A)], LPt(B)2]Cl2, [Pt(C)2], and LPt(D)(CH2 
= CH2)C1]C1. The complexes of platinum have been characterized by elemental analyses, infrared and 
UV-visible spectra, and conductivity measurements. Platinum(II)-dithiocarbamate complexes were soluble 
in polar solvents such as water, alcohol, acetone, dimethylformamide, and dimethylsulfoxide etc. The 
possible structure was proposed on the basis of elemental analyses and physical properties.

서 론

백금화합물은 암의 화학적 치료에 이용되므로 이 

들 화합물의 생체내에서의 화학적 특성에 대한 관 

심이 높다. 생체분자와 백금 이온의 상호작용 및 

생리학적으로 백금이 생체내에서의 기능에 대한 설 

명은 매우 복잡하다% 이 백금화합물은 치료제로도 

활용되 지만 신장 등의 조직을 손상2시키고 또 일부는 

조직내에 축적된다. 최근에는 이러한 성질을 가진 

백금을 신진대사에 의하여 뇨로 배출될 수 있는 

화합물 개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의 하나로 황화합물과 백금과의 

반응을 연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디알킬디티오카 

바메이트는 생체에 축적되어 있는 일부 종류의 금 

속과 결합하여 기름성에 잘 녹는 성질이 있으므로, 

카드뮴의 디알킬디티오카바메이트 착물은 간에, 구 

리 및 아연 등의 화합물은 뇌에 유입되어3 오히려 

다른 부분의 조직을 손상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화합물이 물에 녹아 생체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물에 용해성이 좋은 즈비터이온형의 디티오카바메 

이트류의 화합물이 필요하다.

백 금(II)의 디 알킬 디티 오카바메 이트 착물의 합성 

과 성질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알려졌다이 화 

합물은 xanthate의 백금(II) 착물과 KzCPtCl』와 반 

응시켜서 오렌지색의 고체를 얻었다. 백금(II)의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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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金讃宇•金昌洙

드라진디 티오카바메이트 착물은 노란색의 착물이 

얻어진다牛 [Pt(H2dtc)2〕와 [Pt0-Bu2dtc)2〕의 분광 

학적 성질과 [PtGBuzdtc》]의 결정구조는 다음과 

같은 평면사각형의 네원자 고리착물인 니켈(II) 착 

물과 비슷하다7.

S R
2/M\：=穴

、R

이들 백금(II) 착물은 트리페닐포스핀에 의해 디 

티오카바메이트류 리간드가 치환4된다. 그러나 이들 

화합물은 유기성 용매에는 용해가 되나 수용매에서 

는 녹지 않는다.

니켈 (ID 와 백금(II)의 말레오니트릴디티올산 및 

디티오옥살산착물과 같은 사각평면착물의 흡수띠는 

d-d 전이, ZtM과 전자이동전이 및 리간

드내 전이에 기인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인체내의 단백질 sulfhydryl기에 

배위된 백금을 분리해 낼 수 있는 수용액과 기름성 

용매에 용해가 가능한 즈비터 이온형의 디티오카바 

메이트 이온의 백금(II) 착물을 합성하여 이들의 물 

리적 및 화학적 성질을 조사하고, 이들 결과에서 

착물의 가능한 구조를 예측하고자 한다.

실 험

시 약

본 실험에 사용된 사염화백금산칼륨, 이황화탄소 

및 용매 등은 Aldrich 제품의 특급 및 일급시약을 

정제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리간드의 합성

A를 제외한 다른 디티오카바메이트류는 문헌 

에 따라 합성하였으며 A는 다음과 같이 합성하였다. 

알코올 30m/에 비스(2-히드록시에틸)에틸렌디아민 

0.01 몰과 암모니아수 15 m2를 넣은 다음 10°C 이하 

를 유지하면서 이황화탄소 0.03몰을 서서히 가하였 

다. 3시간 동안 저어주면 흰색의 화합물이 얻어지 

는데, 이 화합물을 에탄올과 아세톤으로 여러 번 

씻어 미반응의 이황화탄소를 제거한 다음 진공데시 

케이터에서 건조시켰다(수율 〜90%). 본 실험에 사 

용된 리간드는 Scheme 1과 같다.

HOCHnCHnNCHAHnNCHnCHnOH CH3、、..
^,NHCH2CHaNCH3

C

S S

HOCHaCHz S
\ /

S
ch3nhch2ch2n-c< -

s

c D
Scheme 1. Structures of dithocarbamates.

착물의 합성

디티오카바메이트류의 백금(II) 착물은 다음 반응 

에 따라 합성하였다.

KzPtCU + wX-dtc 一 CPt(X-dtc)„]m+ +4C「

여기서 리간드 A의 백금(II) 착물의 경우는 " = 1이고 

다른 리간드의 경우 w = 2이다.

[Pt(A)]. 사염화백금산칼륨 0.001 몰을 0.003몰의 

리 간드 A를 수 m2의 물에 각각 녹인 용액을 혼합한 

다음 이 용액을 24시간 동안 저어서 갈색의 착물을 

얻었다. 이 화합물을 아세톤으로 씻은 다음 진공건 

조시 켰다.

[Pt(B)2]CI2. [Pt(A)] 와 같은 방법으로 사염화백 

금산칼륨과 리간드 A의 농도비를 1：3으로 하여 

혼합하고 2시간 방치하면 황갈색의 백금(II) 화합물 

이 얻어진다. 이 화합물을 아세톤으로 미반응을 씻 

어낸 다음 진공건조시켰다.

[Pt(C)J [Pt(A)]와 같은 방법으로 합성하였으 

며 이 화합물의 색은 노란색이었다.

[Pt(D)(CH2CH2)2CI]Cl. 사염화백금산칼륨을 

물에 포화시킨 용액과 에탄올에 녹인 리간드 A 용 

액을 혼합한 다음 24시간 동안 저어서 황갈색의 백금 

(II) 착물을 얻었다. 이 화합물을 아세톤으로 씻은 

다음 진공건조시켰다.

물리적 성질 측정

이들 화합물의 전기전도도는 물에서, [Pt(A)]는 

물과 아세토나이트릴에서 1><10「叮讨이 되도록 녹인 

다음 TOA CM 40S 전도도미터를 이용하여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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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 다음 아래 식에 따라 얻었다.

1000XLXA 
山=-------------

C

여기서 Z은 비전도도이고 c는 착물의 몰농도이다. 

k는 cell 상수로서 1.009였다.

적 외 선스펙 트럼은 Shimadzu IR-440 분광광도계 

와 Analect FX 6260 FT 적외선 분광광도계를 이 

용하여 KBr 원판법으로 얻었으며 전자흡수스펙트 

럼은 물에 화합물을 녹여 Shimadzu UV-160A 분 

광광도계 를 이 용하여 얻 었다. 디 티 오카바메 이트류의 

질량분석은 포항공과대학에 의뢰하여 얻었다.

결과 및 고찰

이 황화탄소와 비스(2-히드록시 에 틸)에 틸 렌디 아민 

을 반응시켜 얻은 리간드 A의 질량스펙트럼은 Fig. 

1과 같다. 이 스펙트럼의 가장 큰 m/e 값은 두 암 

모늄이온이 떨어져나간 A2- 이온에 해당하는 298 

이다. 백금(II)의 디티오카바메이트류의 착물은 [Ni 

(SzCNRDM 의 합성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물에서 

사염 화백 금산칼륨과 디티 오카바메 이트류를 반응시 

키면 리간드에 따라 EPt(A)], [Pt(B)2]Cl2 및 [Pt(C)2] 

이 얻어진다. 리간드 D인 경우에는 에탄올에서 사 

염화백금산칼륨과 반응시켜 에틸렌이 결합된 [Pt(D) 

(CH2 = CH2)C1]C1 을 얻었다. 이와 같이 에틸렌이 

결합된 화합물은 Zeise 염 합성에서 얻어지는 결과 

와 일치한다. 이들 백금(II) 착물 중 [Pt(B)2〕C12는 

물에 잘 녹으나 [Pt(A)l [Pt((M 및 [Pt(D)(CHzC任) 

C1]C1 는 메탄올, 아세톤, 디메틸포름아미드 및 디메 

틸술폭시드 등의 극성용매에 잘 녹았다.

이들 백금(ID 디티오카바메이트류 착물의 탄소, 

수소 및 질소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분석값과 계산값 

사이에 좋은 일치를 보여주었다. 이들 핵금(ID 착 

물은 138~150°C에서 짙은 갈색의 황화합물로 분 

해 된다.

물과 디메틸포름아미드에서 이들 백금(II) 착물의 

몰전도도는 Table 2와 같다. [Pt(C)2〕의 몰전도도는 

35fir molTcm?로서 비전해질임을 알 수 있으나 

[Pt(A)]는 물에서는 196 QT moL cm?로 i ： 2의 

전해질 성질을 나타내며, 아세토니트릴에서는 7 J1T 

moLcm로 비전해질임을 알 수 있다. 물에서 [Pt 

(A)]의 전해질 성질은 결합된 A가 해리되고 이 위 

치에 물이 치환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세토니트릴의 배위능력은 물에

Fig. 1. Mass spectrum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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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alytical data of platinum(II)-dithiocarba- 
mates complexes

Compound
Found (Calc'd)

m/e~ m.p.(°C)
C H N

A 28.16 5.95 17.67 298
(28.74) (6.59) (16.77)

CPKA)] 20.99 2.97 5.63 138
(19.47) (2.84) (5.68) decomp

[Pt(B)MC12 24.20 3.95 8.61 150
(23.36) (4.20) (9.05) decomp

[Pt(C)2] 22.05 3.43 5.08 143
(21.62) (3.60) (5.04) decomp

[Pt(D)(CH2= 18.86 2.06 6.33 147
CH2)C1]C1 (18.48) (2.86) (6.15) decomp

Table 2. Molar conductances of platinum(II)-dithioca- 
rbamates in w가er

Compound Am, O-1 mol1 cm2

EPt(A)] 196 T
[Pt(B)2]Cl2 241
：Pt(C)2] 35 IV
[Pt(D)(CH2=CH2)Cl]Cl 157

"in acetonitrile.

비해 약하여 리간드 A를 치환시키지 못하므로, 아 

세토니트릴에서 [Pt(A)] 는 낮은 전도도를 나타낸다. 

[PKBTCb는 241 rL moL cm?의 몰전도도를 가 

진 것으로 보아 1：2 전해질의 착물이라 생각된다. 

또 [Pt(D)(CH2=CH2)Cl]Cl는 157aTmoLcm2의 

몰전도도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 1:1 착물임을 알 

수 있다.

리간드 A의 적외선스펙트럼의 특성흡수띠 위치는 

Table 3과 같다. 여기에서 리간드 A의 CS 신축진 

동은 1,010cn「i 부근에서 일어났고 CN 신축진동은 

C-N의 1,250cn「i와 C=N의 신축진동 1,640cm1 

의 중간에 해당하는 1,440cm1 부근에서 일어났는 

데 이것은 이이 이중결합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리간드는 다른 디티오카바메이트“에서와 

같이 다음과 같은 공명구조로 되어 있으며 그 구조는

s S、+

C-N-X <——> C — N — X<——> C-N-X
技 -如 «

I II III

Table 3. Characteristic frequencies (cm-1) of Pt(II) 
compounds

Compound 기 CS Vnh VCH VCN

A 970 3200 1450
[Pt(A)J 980 3150 1620 —
[Pt(B)2]Cl2 970 3450 1400 2500
[Pt(c)2] 980,1000 3250 1410 —
EPt(D)(CH2 -
CH2)C1]C1 980 3350 1400

III 의 정준구조 12 가 더 우세하다.

백금(ID-디티오카바메이트류 착물에서 CS 신축진 

동은 백금(II)와 디티오카바메이트류 리간드의 두 

황원자가 결합됨에 따라 자유리간드의 CS 신축진 

동인 1,000〜1,050cmT보다 낮은 에너지인 970〜 

980cmT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Pt(A)]와 [Pt(C)2의 

CS 신축진동은 자유리간드의 1,050 cmT보다 낮은 

위치인 980와 1,000cn「i에서 이중띠로 나타났다. 

이것은 리간드 C의 각 디티오기의 한 황원자가 백금 

(II)에 결합되었음3을 보여준다. [Pt(A)]와 [Pt(C)2〕 

의 경우에는 0H의 신축진동이 자유리간드의 3,450 

cn「i에서 보다 낮은 3,250cm 1 부근에서 일어났 

는데 이것은 백금(II)와 0H의 산소가 결합하여 OH 
결합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 결 

합하지 않은 0H는 황원자에 배향되어 황원자와 

수소결합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히 

드록시알킬-히드록시알킬과 히드록시알킬-황사이 에 

스트레인으로 일그러진 사각평면 착물일 것으로 생 

각된다.(P 전자배열을 가진 니켈(II)의 디티오카바 

메이트류 착물의 경우에서와 같이 백금원자는 이디 

티오킬레이트를 이루며 PtS, 뼈대구조는 평면에 위 

치하는 사각평면 착물을 이룬다.

이들 백금(II)-디티오카바메이트류 착물은 1,400~ 

1,620 cmT에서 강한 흡수띠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아민 질소와 이황화탄소의 탄소사이의 단일결합 신 

축진동'3의 1,250-1,350 cm 1 보다는 크고 이민의 

1,640-1,690cm 1 보다는 낮은 위치에서 신축진동 

이 일어났다. 이와 같이 CN의 신축진동이 CN 단 

일결합보다 높은 파수에서 나타난 것은 리간드의 

정준구조인 (S「) C-N+&와 관련된 극성 CN 이중 

결합에 의한 신축진동” 때문이며, 이 결과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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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lectronic absorption spectral data (cm^1) 
of dithiocarbamates and their Pt(II) complexes in 
aqueous solution

Compound Atnax (£max)

A 37300 34700 27900
(14900) (17200) (220)

CPt(A)] 42200 29000 20700 17100
(2100) (120) (60) (50)
14800 12300
(40) (50)

[Pt(B)2]Cl2 39400 29200 26000 14700
(17000) (7920) (1460) (150)
12000
(150)

EPt(C)2] 39200 29000 20700 16900
(2020) (970) (50) (50)

EPt(D)(CH2- 46100 30600 25600 20700
CH2)C1]C1 (5320) (100) (100) (60)

14600
(20)

금속의 X-선에 의해 확인된 구조와 일치한다요. 따 

라서, 이들 착물의 디티오카바메이트류가 결합된 

부분은 I의 구조보다는 II의 구조가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S /S/ \ 7 \ +

Pt/2 C-N-X Pt/2 C = N-X
、s/ 、/

I II

[Pt(B)2]C12에서 2,500cmT 부근에서의 흡수띠는 

디티오카바메이트기가 결합하지 않은 질소의 위치에 

양성자가 첨가되어 암모늄 이온의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즈비터 이온형인 

B가 백금(II)에 결합된 [PKBWCb이 이온성 화합물 

로 물에 잘 녹는 사실과도 잘 일치 한다. [Pt(D)(C2H2) 

C1]C1 에서 에틸렌의 신축진동은 자유에틸렌의 3,020 

cm'1 보다 낮은 위치"인 2,950cm 1 부근에서 일 

어 났다.

수용액에서의 리간드 A의 전자흡수스펙트럼은 

Table 4와 같이 37,000과 34,700 cm1 부근에서 두 

최 대 흡수띠 를 가졌으며 몰흡광계 수는 14,900 

cmT과 17,200A/t cmt이다. 리간드의 디티오기의 

황원자 하나와 질소원자가 결합되었을 때는 몰흡광 

계수가 10,000MTcmT에 가까우나 두 개의 디티 

오기가 결합되면 약 20,000몰흡광계수如 

를 가진다. 따라서 A는 디티오카바메이트기가 한 개 

결합되었을 때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몰흡광계수 

값을 가진 것으로 보아 이 리간드는 두 개의 디티 

오기가 질소에 결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백금(II)의 디티오카바메이트류 착물의 최대흡광 

도를 가지는 에너지와 몰흡광계수는 Table 4와 같다. 

여기에서 저스핀 사각평면 백금(II) 착물의 첫번째 

띠는 다른' 사각평면형의 백금(II) 착물에서와 같이 

13,000-16,900 cm1 부근에서 勿2 顼— d打에 해당 

하는 d-d 전이 14T6가 일어났으며, 그 밖의 다른 d- 

d 전이는 17,600〜20,700 cmT 부근에서 일어났다. 

NiS4 착물에서와 같이 백금(II)■디티오카바메이트류 

착물의 리간드장 세기는 착물의 주위환경 즉, 화합 

물의 기하학적 성질과 전자밀도 등의 영향“"을 크 

게 받는다.

띠는 강한 LfM 띠와 겹쳐져서 25,600 
〜29,000cmT에서 나타나고 그 이상의 에너지에서 

나타난 흡수띠는 나 및 L(n)

fL(n*)의 전이에 기인되는 띠로 해석된다"T6. 이 

러한 것은 니켈(II)과 백금(II)의 디티오옥살산이온의 

착물의 전 자흡수스펙 트럼 과 비 슷하다.

이상에서 얻어진 결과에서 [Pt(R2dtc)2]는 유기성 

용매에서의 용해도가 큰데 비해 본 연구에서 합성한 

A-D 착물은 물에 잘 녹았다. 따라서 이들 리간드는 

생체에 축적된 중금속을 제거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동일문화장학재단과 교육부 기초과학 

육성계획에 따라 영남대 기초과학연구소에 지원된 

연구비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이에 동일문화장학 

재단과 교육부 및 영남대 화학과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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