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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두 개 산소가교형의 [MsQIHzOW广와 디티오 디카르복시기를 가진 리간드를 반응시켜 Mo2O4 
(H2O)2L(L: C3H7CH(SCH2COOH)2, C6H5CH(SCH2COOH)2, CH3OC6H4CH(SCH2COOH)2f C5H10C(SCH2 
COOH)2, C3H7C(CH3)(SCH2COOH)2, C3H7CH(SCH2CH2COOH)2, C6H5CH(SCH2CH2COOH)2)형의 착^을 합 

성하고 이들 착물의 구조를 분광학적인 방법(IR, NMR, UV-Visible)으로 그 구조를 규명한 결과 한 개의 

리간드가 두 몰리브덴 금속에 킬레이트형으로 결합되며 말단 산소간에는 트란스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 

각 말단산소의 트란스에 HQ가 한 개씩 배위되어 있다. 이들 착물들의 산화 환원전위값을 순환 전압전류법으로 

수용액상에서 측정한 결과 환원전위는 一0.50~—0.58V(火. SCE) 사이, 산화전위는 一0.41 ~ — 0.43V(ns. 
SCE) 사이에서 나타나며 이들 산화-환원 전류비 값이 거의 1에 가깝고 전위차이 값이 0.10 V 정도인 것으로 

보아 두 개 산소 가교형의 기본 골격이 유지되는 가역적인 산화-환원 반응으로 추정된다.

ABSTRACT. The Mo(V) di-g-oxo type (Mo2O4(H2O)2L) complexes (L: C3H7CH(SCH2COOH)2, C6H5CH 
(SCH2COOH)2f CH3OC6H4CH(SCH2COOH)2t C5H10C(SCH2COOH)2, C3H7C(CH3)(SCH2COOH)2t C3H7CH 
(SCH2CH2COOH)2f C6H5CH(SCH2CH2COOH)2) have been prepared by the reaction of [Mo2O4(H2O)6ZI2+ 
with a series of dithiodicarboxy ligands. These complexes are completed by two terminal oxygens arranged 
tran옹 to one another and each ligand forms a chelate type between two molybdenum. In Mo204(H20)2L, 
two H2O coordinated at trans site of terminal oxygens. The prepared complexes have been characterized 
by elemental analysis, infrared spectra, electronic spectra, and nuclear magnetic resonance spectra. In 
the p아ential range — 0.00 V to —1.00 V at a scan rate of 20 mVs \ a cathodic peak at —0.50----- 0.58 V
(vs. SCE) and an anodic peak at  ------------- (vs. SCE) have been observed in aquous solution.
The ratio of the cathodic to anodic current (JpJIpa) is almost 1, we infer that redox is reversible reac
tion.

서 론

몰리브덴늄은 여러 가지 유기체들의 효소에 의해 

서 실행되는 생화학적 반응의 선택적 전개에 적합 

하여 효소 특이성을 분별하기 위해서 몰리브덴 화 

합물의 화학적 성 질을 연구해 왔다. 몰리브덴의 산화 

상태는 0~+6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생화학적 시 

스템에서 유용한 산화 환원전이를 실행하게 해준다. 

산화수가 +4 +5, +6는 주로 산화물과 황화물로 

존재하며 질산 환원 효소나 아황산 산화 효소의 산 

화된 형태에는 [MoO2了 + 핵을 가지며 산화된 Xan-

-198-



두 개 산소가교형 몰리브덴(V) 착물의 합성과 그 성질에 관한 연구 199

thine 산화 효소와 Xanthine Dehydrogenase는 산 

소와 황이 배위한 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효소들과 

유사한 구조의 물질들을 합성하고 그 성질을 조사 

하는 분야'와 1965년 Cotten과 Morehouse 에 의해 

처음으로 MgOr+형 이량체 구조가 밝혀진 이후2 
두 개 산소 가교형, 한 개 산소 가교형, 산소와 황이 

가교된 형 등 많은 새로운 착물이 합성되어 왔으며 

이들의 반응성과 전기화학적인 거동에a，대한 연구가 

최근까지 매우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본 실험은 산소 

두 개 가교형의 몰리브덴(V)형과 디티오디카르복시 

기를 가지는 리간드와 반응시켜 새로운 착물을 합 

성하고 그들의 구조를 분광학적 방법으로 추정하고 

전기화학적 특성에 대해 조사 연구하였다.

실 험

I*/S-CHiCOOH
CH-CH-CH-C

'S-CH.COOH

Butyidithkdiacetkadd
-(Bu面)A) ■

/=\ ^/S-CHjCOOH 
CH-O-Z

^S-CHjCOOH

4쇠砒(旗典 thiaMcticadd 
'(MBDDA) - _

八」/S-애,COOH 

、=/ ^S-CHiCOOH

Benzmethvldithialiactucadd 
~ "(BMDDA)'

「一、/S-CHjCOOH

/\-chtcooh

Cydohexyldithkdiacetiadd
'(CHDDA)-

Ht^yHithidiaceticaii OjtyMithidpopionicail
(HPDDA) (BUDDPA)

l/S-CHiCHfCOOH

財一어,애£0애

CH厂애l 애厂 R
、S-애，애£00H

시약 및 기기

본 실험에 사용된 시약은 Aldrich, Junsei 특급 및 

일급 시약을 정제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C, H, S의 

원소 분석은 Carlo Erba사의 Strumentazion 1106, 
Mo 금속의 분석은 ICP JY 24, 적외선 흡수 스펙 

트럼은 Hitach 270-30, 전자 흡수 스펙트럼은 Hew
lett Packard사의 UV-8452A, *H NMR 스펙트럼은 

FT-NMR Varian Unity Plus 300, Cyclovoltame- 
ter는 EG & G사의 Potentiostat/Galvanostat Model 
273A, 녹는점 측정은 Electrothermal 기기를 사용 

하였다.

리간드 합성

본 실험에 사용된 리간드들은 문헌%& 방법대로 

합성하여 사용하였고 구조 및 약자는 Scheme 1과 

같다.

출발물질 합성

[MsOdHQMz+는 Cayler, Taylor 등이 합성한 

방법에 의해 합성하였다J
착물 합성

MO2O4(BUDDA)(H2O)2. [Mo2Q(H2O)6了+형 출 

발물질 용액에 물에 녹인 리간드 BUDDA를 조금씩 

침전으로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 가하고 충분히 저은 

후 4M NaOH 수용액을 조금씩 가하면 pH=3.0 
부근에서 황갈색의 착물을 얻었다(착물 I). 이 화합 

물을 물과 에탄올로 씻은 다음 진공 건조시켰다.

Ber坦!해y너ithiaip8piQnicxid 
(BMDDPA) _

Scheme 1. The structure of ligands.

Mo2O4(BMDDA)(H2O)2. 착물 I과 합성조건을 

유사하게 하고 pH = 2.5 부근에서 황갈색의 화합물을 

얻었다(착물 II).
M02O4(MBDDA)(H2O)2. 착물 I과 합성조건을 

유사하게 하고 pH = 2.2 부근에서 갈색계통의 화합 

물을 얻었다(착물 III).

Mo2O4(CHDDA)(H2O)2. 착물 I과 합성조건을 

유사하게 하고 pH = 2.4 부근에서 갈색계통의 화합 

물을 얻었다(착물 IV).
Mo2O4(HPDTA)(H2O)2. 착물 I과 합성조건을 

유사하게 하고 pH = 2.3 부근에서부터 적갈색계통의 

화합물을 얻었다(착물 V).
Mo2O4(BUDDPA)(H2O)2. 착물 I과 합성조건을 

유사하게 하고 pH = 2.4에서 황갈색계통의 화합물을 

얻었다(착물 VI).
MO2O4(BMDDPA)(H2O)2. 착물 I과 합성조건을 

유사하게 하고 pH = 2.3에서 적갈색계통의 화합물을 

얻었다《착물 VII).

결과 및 고찰

본 착물들은 pH = 2〜4 부근에서 착물이 형성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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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된 착물들의 C, H, S, Mo 원소들의 원소분석 

결과(7、沥/e 1) 계산치와 실험치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MoaO,了+와 리 간드간에 1: 1의 비로 결합하여 

착물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적외선 스펙트럼. 적외선 스펙트럼은 Table 2와 

같으며 몰리브덴(V)와 말단산소(Mo=Ot)간의 신축 

진동이 900-1000cm1 사이에서 강한 흡수를 나 

타내는 것으로 보아 몰리브덴(V)와 말단산소간의 

신축진동임을 알 수 있었다.蹌 이핵구조 MqQ,"에서 

말단산소간의 구조가 c/s 형 인 경우는 말단산소의 흡 

수가 900-1000cm"1 사이에서 3개에서 4개 정도 

나타난다고 보고mn하고 있으나 본 착물들은 한 개의

Table 1. Analytical data of complexes

Found (Calcd) %

Mo C H S
Complex

Mo204(BUDDA)(H20)2

Mo2O4(BMDDA)(H2O)2

Mo2O4(MBDDA)(H2O)2

Mo2O4(CHDDA)(H2O)2

Mo2O4(HPDDA)(H2O)2

Mo2O4(BUDDPA)(H2O)2

Mo2O4(BMDDPA)(H2O)2

35.87 17.80 3.47 13.01
(36.39) (18.20) (3.03) (13.65)
33.90 22.91 3.09 11.03

(34.13) (23.53) (2.49) (11.41)
32.77 23.60 3.01 9.91

(32.28) (24.28) (2.70) (10.79)
34.99 21.02 2.85 11.20

(35.34) (21.90) (2,37) (11.88)
34.97 19.29 3.62 11.49

(35.25) (20.04) (3.37) (11.87)
33.99 21.29 3.62 11.47

(34.58) (21,62) (3.16) (11.53)
32.01 26.07 1.92 10.61 

(3258) (26.49) (1.70) (10.87) 

강한 흡수띠가 980〜 1000cm 】에서 나타나는 것으 

로 보아 트란스형으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몰리브덴(V)와 가교 산소간의 신축 진동의 비대칭 

은 750 cmT 부근, 대칭은 500 cm1 부근에서 나타 

나며,리간드 BMDDA의 카르복실기는 비대칭 

신축 진동이 1740 cm 1 부근, 대칭 신축 진동이 1680 
cm 1 부근에서 강한 피이크가 나타나지만, 금속에 

결합했을 때는 좀더 낮은 파수인 1580 cm 1 부근과 

1420cm-1 부근으로 이동하여 두 파수의 차이가 리 

간드의 차이보다 큰 차이를 보인다.攻~18 나머지 다른 

리간드들은 1700cm1 부근에서 카르복실기의 대칭, 

비대칭 신축 진동이 중첩되어 아주 강한 흡수 피이 

크가 나타나지만 착물이 형성되었을 때는 2~4개 

정도 흡수 피이크가 갈라져 이동하는 것으로 보아 

리간드의 카르복시기들은 모두 금속에 결합되어 있 

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 카르복시기가 금속에 결합할 수 있는 유형 

으로 한자리만 결합하는 경우<1)는 비대칭 신축진동 

과 대칭 신축진동 사이의 차이값이 결합하고 있지 

않은 리간드의 값보다 크며, 두자리로 결합한 경우 

(II)는 그 차이값이 리간드보다 작으며 금속에 다리 

형으로 결합한 경우(III)은 결합하고 있지 않은 리 

간드의 차이값과 거의 유사하다고 이미 보고되어

-<° -<> _< i

-----M °-----M

I n in
Scheme 2.

Table 2. Characteristic IR bands of complexes

Complex Vo H Vc H
VcOO-Mo

VMo = Ot
asym

0 
/ \ 

VMo Mo
w symasym sym

I 3450 br 3000 br 1580 vs 1420 vs 1000 vs 725 s 510 m
II 3450 br 3050 br 1540 vs 1425 vs 980 vs 740 s 510 m
III 3400 br 2950 br 1600 s 1420 s 980 vs 740 s 500 m
IV 3400 br 2930 s 1550 vs 1420 s 980 vs 750 s 500 m
V 3400 br 2920 s 1550 vs 1420 s 980 vs 730 s 470 m
VI 3420 br 3100 br 1540 s 1440 s 980 vs 740 s 480 m
VII 3410 br 2950 br 1530 s 1440 s 980 vs 740 s 470 m

I： Mo2O4(BUDDA)(H2O)2, II: Mo2O4(BMDDA)(H2O)2, III: Mo2O4(MBDDA)(H2O)2, IV: Mo2O4(CHDDA)(H2O)2, V: 
Mo2O4(HPDDA)(H2O)2, VI： Mo2O4(BUDDPA)(H2O)2, VII: Mo2O4(BMDDPA)(H2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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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9 따라서 본 실험에서 합성한 착물들은 한자 

리만 결합한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자스펙트럼. 일반적으로 단량체인 [Mod，와 

한 개 산소 가교형인 [Mo2O3?+ 등에서는 낮은 에 

너지에서 전이가 일어나지만 [MsQy+Qg)형은 이 

러한 전이가 일어나지 않은데 이는 이량체의 각 

몰리브덴의 짝짓지 않은 d궤도 전자간의 중첩에 

의한 것으로 이 때 이 화합물은 반자성형으로 되게 

된다. 본 실험에서 합성된 착물들도 500nm 이상 

에서는 전이가 일어나지 않으며 [Mo2OQ2+(ag)형의 

특성 전자스펙트라가 384nm(e=103), 295 nm(e = 

3500) 부근과 254 nm(£=4000) 부근에 서 나타난다고 

보고되어 있다.如~22 본 착물에서도 MS。' 핵의 특 

성스펙트라가 좀더 낮은 에너 지 쪽으로 이동하여 

260—420 nm 사이에서 3개가 나타나며 리간드에 

의한 전자 스펙트라는 210〜240nm 사이에서 나타 

나고 있다0、沥3). 출발물질인 [MojO^HzOBF+의 

전자 스펙트라보다 좀더 낮은 에너지 쪽으로 이동 

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back bond에 의해서 

[MozQIP- 핵에서 리간드 쪽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H NMR. 旧의 화학적 이동값을 보면 모든 리 

간드에 존재하는 카르복시산의 W이 12 ppm 부근 

에서 나타나지만 착물이 형성되면서 이들 "H 피이 

크는 사라진다. 또한 착물에서-" 리간드에 존재하는 

Fig. 1. Electronic spectra of complexes Mo2O4(BU- 
DDA)(H2O)2 (—-) and Mo2O4(BMDDA)(H2O)2 (——) 
in H2O; BUDD A: Butyldithiodiacetic acid, BMDDA: 
Benzmethyldithiodiacetic acid.

페닐기 고리내의 양성자가 7~8ppm 사이에서, 시 

클로헥산 고리내의 양성자가 1.5~2.2ppm에서, R- 
CH3의 양성자는 Ippm 부근에서 나타나고 있다.

리간드의 황 주위의 -S-CH2- 양성자는 3.5 ppm 

부근에서, -S-CH2-CH2- 양성자는 2.5~2.7 ppm 부 

근에서 화학적 이동을 보이지만 착물이 형성되면서 

낮은 장으로 조금씩 이용하는 것으로 보아 카르복 

실기와 황이 금속에 배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착물에 배위결합을 하고 있는 压。의 양성자는 

용매 에 따라서 다른 값을 보이고 있다. 용매를 DQ로 

사용했을 때는 4.6 ppm에서, DMSO를 사용할 경우는 

3.3ppm에서 각각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이들 용 

매속에 HQ가 불순물로 존재할 때와 같은 위치에서 

나타나고 있다(Fig. 2, Table 4).

이는 S. Wajda와 A. Zarzecznv 등이 용액상에서 

:Mo2O4(CNS)6]4- 중에서 몰리브덴의 말단 산소의 

트란스 위치에 있는 두 개의 CNS一만이 매우 잘 

떨어져 나감을 동위원소법으로 확인하였는데23 본 

착물들도 몰리브덴의 말단 산소의 트란스 위치에 H2 

0가 배위되어 있어 NMR 용매에 녹아 HQ가 떨어져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원소분석 및 분광학적인 방법으로 얻은 

자료에서 한 개의 리간드가 킬레이트형으로 결합된 

MsQIXHQB형의 중성 착물임을 알 수 있으며 분 

자구조를 추정하면 말단 산소간에는 서로 트란스로 

되어 있으며 이들 말단 산소의 트란스 위치에 氏0가 

결합되어 있고 한 개의 리간드가 킬레이트형으로 

결합된 다음 구조와 같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기화학적 거동. 본 실험에서 합성한 착물들은 

수용액상에 서 0.05 M KC1 를 지 지 전해 질로 하여 Q를 

제거시킨 후 기준전극으로 SCE와 보조 및 작업전

Table 3. UV-Visible spectral data of complexes in H2 
O

Complex 為仆(E^M-1cm

Mo204(BUDDA)(H20)2 320(1308)
Mo2O4(BMDDA)(H2O)2 288(2508)
Mo2O4(MBDDA)(H2O)2 264(3049)
Mo204(CHDDA)(H20)2
Mo2O4(HPDDA)(H2O)2
Mo2O4(BUDDPA)(H2O)2
Mo2O4(BMDDPA)(H2O)2

348(1094)
310(2254)
302(3006)
298(1791)
302(1317)
343(1610)
305(1862)

416(484)
420(447)
414(589)
418(412)
421(293)
410(367)
415(409)

260(2025)
268(2007)
312(1986)
280(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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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cid.

'H NMR spectrum of MsCHCHDDAXHzO》complex in DMSO-d6; CHDDA: Cyclohexyldithiodiacetic

Table 4. ]H NMR spectral data of complexes in DMSO-d6 complex in H2O

Complex H2O o O
IIs-ch2-c-o s-ch2-ch2-c-o

H q

I
II

3.3(s)
3.3(s) 7.3~7,5(m)

3.6(s), 3.8(s)
3.5(d)

III 3.3(s) 6.9 〜78(m) 3.6(s), 3,8(s)
IV 3.3(s) L5~2.2(m) 3.6 〜3.9(m)
V 3.3(s) 3.6(d)
VI 3.3(s) 2.5(m), 2.7(m)
VII 3.3(s) 7.3 〜7.4(m) 2.5(m), 2.7(m)

(s)z
히

(s)

•23
'2

X
7
 

\)z 

s
 

s
 

s
 

/
V
 
t
x
 
znx

I: Mo2O4(BUDDA)(H2O)2, II: Mo2O4(BMDDA)(H2O)2, III: Mo2O4(MBDDA)(H2O)2, IV: Mo2O4(CHDDA)(H2O)2, V: 
Mo,O4(HPDDA)(H2O)2, VI； Mo2O4(BUDDPA)(H2O)2> VII： Mo2O4(BMDDPA)(H2O)2.

o

h2o O
Scheme 3.

극으로 백금전극을 사용한 순환 전류 전압 곡선은 

尸沮 3과 같다. scan 속도는 20mVsf 전위 차 범위는 

0.00〜一 1.00 V로 측정했다.

모든 착물들은 하나의 환원 피이크만이 一0.50 

-----------나타나며 산화 피이크는 — 0.41~ 

-0.43V 사이에서 하나만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착물의 기본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으로 여겨 

진다. 一0.50~-0.58V 사이의 환원 피이크가 하 

나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Mo(V) 이량체가 동시에 

Mo(IV)로 환원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몰리브덴 

이량체의 주위 분위기가 같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산화 피이크와 환원 피이크 사이에서의 산화-환원 

전류비(厶国)가 1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 몰리브덴 

이량체를 유지하면서 산화-환원되는 것으로 추정된 

다. 이량체가 단량체로 되면서 산화되는 경우에는 

LJIg값이 거의 2에 가깝게 나타나고 두 개 산소 

가교형의 몰리브덴(V) 이량체에 리간드가 각각 결 

0 c ° II /0、11
합된 형(L-M/ Mo-L)에서는 환원될 때 산소 가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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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yclic voltammogram of 5X10 4 M Mo2O4 
(BUDDA)(H2O)2 (--) and Mo2O4(CHDDA)(H2O)2 
(----)in H2O (scan rate: 20 mV/sec); BUDD A: Butyl
dithiodiacetic acid, CHDDA: Cyclohexyldithiodiacetic 
acid.

교가 깨어지고 단량체의 Mo(IV)로 되며 다시 Mo(V) 
의 단량체로 산화되는 비가역적 반응으로 보고된 

경우도 있지만3 본 착물들은 모두 한 개의 리간드가 

각 몰리브덴 금속에 킬레이트형으로 다리 역할을 

하며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량체를 유지하고 있 

으며 또한 산화-환원 전위값이 0.10 V 정도의 차이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도 이량체가 깨어지는 비가역 

적 반응이 아니라 두 개 산소 가교형의 기본골격이 

유지되는 가역반응임을 알 수 있다.

0 0 .. 0 0
吟1泠牛-아、广 뻐［新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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