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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바나듐(IV) 착물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바나듐과 산소원자와의 결합 즉 V=0의 골격을 유 

지한 상태에서 새로운 착물의 합성과 그 착물의 화 

학적 특성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바나 

듐의 산화수가 달라지지 않는 조건하에서 그들 착 

물의 옥소산소원자의 반응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옥소바나듐(IV) 착물의 옥소산 

소원자의 반응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수용액 중의 옥소바나듐(IV) 이온에서의 

옥소산소 원자와 물분자의 산소 원자와의 산소교환속 

도를 측정한 결과를 보면 0紀 에서의 반감기가 40분 

이다2. 지금까지 보고된 비수용액에서 옥소바나듐 

(IV) 착물에 있어서의 옥소산소원자의 반응성에 관한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두 개의 두자리 

배위자 혹은 한 개의 네자리 배위자가 적도면에 배 

위된 옥소바나듐(IV) 착물이 SOC12 혹은 PCk와 반 

응하면 옥소산소원자가 떨어져 나가고, 두 개의 염소 

이온이 트랜스위치로 바나듐에 배위된 착물이 생성 

된다3~5. 또한 B2S3나 (MeaSiBS와 반응하면 티오바 

나듐(IV)(V=S2+) 착물이 생성된다叫 옥소산소원자 

의 반응성은 옥소바나듐(IV) 이온을 둘러싼 배위자에 

따라 달라진다. 즉, salen(=NN~ethylenebis(salicy- 

lideniminato) 음이온)과 같은 네자리 배위자의 착 

물에 비해 두자리 배위자인 착물이 더 쉽게 탈산소 

화반응을 일으킨다. 또한, 프탈로시아닌과 같이 견 

고한 거대고리형의 네자리 배위자일 경우 그 착물의 

옥소산소원자는 SOCL와 반응을 거의 하지 않는다裁 

배위자에 따른 탈산소화반응의 차이의 원인을 규명 

하기 위해서는 탈산소화반응에 관한 반응속도론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본 단신에서는 옥소바나듐(IV) 착물의 옥소산소 

원자의 반응성이 배위자, 용매, 탈산소화시약(SOCL 

와 PCD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규명하기 위해 

VO(acac)2, VO(bzac)2, VO(dbm)2, (acac=acetylace- 

tonate 음이온; bzac= benzoylacetonate 음이온; 

dbm = dibenzoylmethanate 음이온) 착물을 합성하 

고, 그 착물에서의 옥소산소원자의 탈산소화반응에 

관해 반응속도론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기술한다. 연 

구한 반응의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VO(p-diketonates)2+ PCU —>

VCl2(p-diketonates)2+POCh (1-1) 

VO(p-diketonates)2+ SOC12 -»

VCl2(p-diketonates)2+SO2+Ch (1-2)

착물 VO(acac)2, VO(bzac)2, VO(dbm)2들은 VOSQ 

•MH2O(Kanto Chemical Co.)로부터 문헌의 방법을 

이용하여 합성하였다8. VO(B-diketonates)2와 SOC12 

혹은 PCI5와의 반응에서 합성한 착물 VC12(0-diketo- 

nates)2은 적외선 스펙트럼(Shimadzu IR-470 분광 

광도계)에서 V=O 신축진동에 의한 봉우리가 사라-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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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UV-visible absorption spectra of VO(acac)2 (A) 

and VC12 (acac)2 (B) complexes in 1,2-dichloroethane.

지는 것과 자외선-가시광선 흡수스펙트럼(Shimadzu 

UV-160A 분광광도계)으로 확인했다. Fig. 1에 V0- 

(acac》와 VC12(acac)z 착물들의 자외선-가시광선 흡 

수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반응속도상수는 LPClsl [SOCl2]»EVO(p-dike- 

tonates)2] (=1(厂3~1(广成)의 조건하에서 측정했 

다. 식 (1-1)과 (1-2)로 나타낸 반응이 다음과 같은 

유사일차 반응식을 따른다고 가정하여 유사일차반 

응속도상수仇obs)를 구했다.

一 d[VO(0-diketonates)2]/dt

=^obsEVO(p-diketonates)2] (2)

여기서 知 bs 는 일정한 온도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흡광도의 변화를 측정한 다음 ln(/18-&) 대 시간의 

그래프의 기울기로부터 구했다. /虹와 &는 각각 무 

한대 시간과 t시간일 때 700 nm에서의 흡광도이다. 

PCk의 농도를 일정하게 하고 VO(0-diketonates)2의 

농도를 변화시켰을 때 知电는 일정했으므로 (2)식이 

타당함을 알 수 있었다.

VO(acac)2, VO(bzac)2, VO(dbm)2 착물들에 대해서 

구한 灼*의 PCk 농도의 의존성을 조사한 결과 모든 

착물에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관계가 얻어졌다. 이것 

으로 보아 반응속도는 PCk의 농도에 대해 1차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반응 (1-1)에 관한 

속도식을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다.

Rate= — d[VO(B-diketonates)2〕/dt

=^obs[VO(p-diketonates)2]

=MVO(|3-diketonates)2][PC15] (5)

이차반응속도상수 統는 feobs 대 [PCk] 의 그래프의 

기울기로부터 구할 수 있다. 25°C 에서의 이차반응 

속도상수를 보면 배위자에 따라 dbm>bzac>acac 

순으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활성화 엔탈피와 

활성화 엔트로피(AS*)를 구하기 위해 10~25t 사 

이에서 온도변화에 따른 &값을 측정하여, Eyring 

식에 따라 도시하였다. VO(acac)2, VO(bzac)2, V0- 

(dbm)2 착물에 대해서 구한 moL)와 AS*(J

IL moL)는 각각 다음과 같다: 40.8± 1.3, -106+ 

22; 40.5± 10.0, -101± 34; 41.8± 5.7, 一 98± 20.

탈산소화시약으로 PC15 대신에 SOCL을 사용했올 

때에도 PC15에서와 같이 반응속도가 SOC12의 농도에 

1차적으로 의존했다. 그런데 1,2-dichloroethane 용 

매에서 SOC12는 PCk보다 반옹성이 더 낮았다A 예를 

들어 VO(acac)2 착물의 경우 5°C 에서의 刼값을 보면, 

PCk의 경우 0.36 肱%7이었고 SOCb의 경우 5.6 X 

1(厂叮广*1 이었다.

반응속도의 농도의존성에 대한 실험결과로부터 

반응식 (1-2)에 대한 속도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Rate=破 V(XB-diketonates)2〕[SOCL] (4)

본 연구에서 얻은 속도식의 결과는 최근에 Sa- 

lem과 Amer9가 A^JV-dimethylformamide 용매에서 

네자리 배위자를 가진 옥소바나듐(IV) 착물과 SOC12 

와의 반응에서 얻은 속도식과 유사하다. 사용한 용 

매가 반응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VO(acac)2 착물에 

대해 조사했는데, 용매를 벤젠을 사용했을 때에 비해 

1,2-dichloroethane을 사'용했을 때 반응속도가 더 

빨랐다 : 51 에서의 加값을 보면, 벤젠의 경우 73X 

1(厂项厂1厂'이었고 1,2-dichloroethane의 경우 5.6 

X 1(厂3 이었다.

이 상의 실험 결과로부터 Fig. 2와 같은 반응메카니 

즘을 제안할 수 있다. SOCb는 빈 d 궤도함수를 가 

지고 있기 때문에 약한 Lewis 산으로 작용할 수 

있고巴 옥소바나듐(IV)의 옥소산소원자는 전자주게 

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VO(p- 

diketonates》과 SOCk와의 빠른 전평형반응<pre- 

equilibrium reaction)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전평형 

반웅에 의한 산-염기 부가생성물의 적도면에 배위된 

0-diketonate의 한자리가 축상으로 재배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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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lausible mechanism of the reaction between 

VO(p-diketonates)2 and SOC12. C represents a p-di- 

ketonate anion.

생긴 빈자리에 염소이온이 배위한다. 그런 다음 축 

상의 -OS(=O)C「이온의 염소이온이 해리되어 바 

나듐에 배위하면서 SQ가 발생한다. 마지막 단계로 

염소이온과 0-diketonate과의 배위자리 바꿈이 일 

어난다. 이 반응메카니즘에서 제 2단계를 속도결정 

단계로 가정하면 반응속도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ate= — dLVO(p-diketonates)2]/</t

=feK[VO(p-diketonates)2] LSOC12]/ 

(1+K[SOC12]) (5-1)

여기서 KlSOCMIVl이라고 가정하면 (5-1)식은 다 

음과 같이 주어진다.

Rate=VO(8-diketonates)2] [SOCl』(5-2)

(5-2)식은 반웅속도가 VO(p-diketonates)2 착물과 

SOC12에 각각 1차적으로 비례한 앞선 실험결과, 즉 

(4)식과 잘 일치한다. 따라서 앞서 구한 이차속도반 

웅상수 如는 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전평형상수(K)는 배위자에 따라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배위자에 따른 탈산소화반응속 

도의 차이는 제 2단계의 속도차이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salen 과 같은 네자리 배위자를 가진 옥소바나듐 

(IV) 착물의 경우에는 제 2단계 에서 네자리 배위자의 

한자리가 적도면에서 축상으로 재배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응이 느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프탈 

로시아닌과 같은 거대고리형의 네자리 배위자의 착 

물일 경우 탈산소화반웅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그런 재배열이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반응 

속도가 벤젠(25笔 에서의 유전상수 =2.27)에서보다 1, 

2-dichloroethane(25t 에서의 유전상수 =10.37)에서 

더 빠른 것은 속도결정단계에서의 전하분리가 유전 

상수가 높은 용매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으로 생각 

된다.

Floriani 둥3은 반응속도론적인 연구도 없이 PC15 

의 탈산소화시약의 경우 PC15=PC14++Cr 평형반 

응을 고려한 반응메카니즘을 제안했는데, 그럴 경우 

반응속도는 [PCk丁72에 비례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반응속도가 [PCls]에 비례하므로 F1O- 

riani의 반응메카니즘은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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