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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기 리간드(디크로로 비스［(r「싸이크로 폔타디엔닐)］을 가지고 전이금속 4가(Nb4+와 M/+)와의 

착물들에 대한 거동을 UV-vis 분광학적, 자기적, 그리고 전기화학적 방법에 의해 조사하였다. 2 또는 3개의 

에너지 흡수띠가 이들 착물들의 스펙트라에 의해 관찰되었다.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 크기와 스핀 짝지움 

에너지 그리고 결합 세기는 착물들의 스펙트라로부터 얻어졌다. 이들은 비편재화이고, 낮은 스핀 상태이며 

그리고 강한 결합 세기임을 알았다. 자기쌍극자 모멘트는 상자기성과 반자기성 착물이었다. 착물들의 산화환원 

과정은 비수용매속에서 순환 전압전류법에 의해서 조사하였다. Nb-C 착물의 산화환원 반응과정은 일전자의 

확산과 반응 전류에 의한 짝-단일 반응이었고 또한 Mo-C 착물에서는 일전자의 반응전류에 의한 짝-단일 

반응이었다.

ABSTRACT. The chemical behavior of the transition metal (Nb4+ and Mo4+) complexes with organo- 
ligand (dichloro-bis(i］-cyclopentadienyl) has been investigated by the UV/vis-spectroph아ometric,magnetic, 
and 이ectrochemical method. The two or three energy absorption bands are observed by the spectra 
of these complexes. The magnetitude of crystal field splitting energy,the spin pairing energy and bond 
strength was obtained from the spectra of the complexes. These are found to be delocalization, low-spin 
어저e,and strong bonding strength. The magnetic dip이emoment are found to be paramagnetic and diamag- 
netic complexes.The redox reaction processes of complexes were investigated by cyclic voltammetry in 
aprotic media. As a result the redox reaction proceses of Nb-C complex was couple-single reaction with 
diffusion and reaction current one electron process, and also Mo~C complex was couple-single reaction 
with reaction current of one electron process.

서 론

전이원소들은 그들이 동종(congener)계열이면서 

도 서로 화학적 성질을 달리할 경우가 많다. Nio- 
bium나 Tantalum】은 단순히 할로겐나이드나 할로 

겐나이드 산화물로 존재하거나, 낮은 산화 상태의 

화합물로 존재한다.

Nb(IV)는 NbX4와 MO?- 이온과 같은 것들은 4 

면체 구조를 가지며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화합 

물들은 모두가 반자기성이다. NbB^Py?나 NbCl4 
(thiophene》와 같은 8면체 착물들은 모두가 상자기 

성으로 알려져 있다. Mo(IV) 착물에 있어서도 극소 

수의 화합물들이 알려져 있으며 단핵종으로는 

[MoClJ-, M0X4, MoF6 및 Mo(Co)6 둥이 있고, 

이핵종 화합물 형태로는 [Mo2O2：T+와 Mo2C110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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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는 것이 Bin"에 의해 밝혀졌다.

착물들의 구조는 결정장의 세기와 리간드의 치환 

반응에 따라 결정의 안정화가 이루워진다. 예를 들면 

4면체 구조가 (MXO 〒스 사각평면형(ML2X2) 형태로 

되며, Ni(II), Pd(II), Pt(II), MI), Rh(I)들이 이루는 

사면체 착물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따라서 MR가 

M(PR3)2X2 형태로 그 구조는 NMR에 의해서 밝혀 

졌고 치환 반응과 분광학적 성질들은 이미 보고3되 

었다. 그러나 제 1 전이원소들을 제2나, 제3의 전 

이원소와 비교해 볼 때, 반경의 비, 산화 상태, 수용액 

화학, 금속간 결합, 자기성 등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특히 높은 산화상에 있는 제 2, 제 3의 전이원소가 

제 1의 전이원소보다 더 안정하고 이들이 이루는 

착물들은 자기성을 가지며 낮은 스핀(low-spin) 상 

태의 경향이 크다.

그러나 이들의 자기성은 일반적으로 반자기성이 

많으며 자기성의 특성에 대한 정보는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한편 제 2, 제3의 전이원소 

들이 이루는 착물들은 상자기성 물질로 설명하고 

있으나, 그들은 낮은 스핀 착물로 나타나는 경향과 

d 궤도함수에 전자수가 산화 상태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그러므로 Nb(IV)와 Mo(IV)가 cyclopentadienyl과 

의 착물형성에 있어서 디메틸폼아마이드(dimethyfo- 
rmamide) 용매속에서 결정장의 분리로부터 결합세 

기를 찾고 자화율을 측정하여 자기성을 결정하였다. 

또한 에너지를 계산하여 결정장의 세기를 찾아, 결 

합성, 상호 전자반발과 결정장의 세기로부터 Racah 
매개변수값을 구하여 이 궤도함수의 갈라짐 에너지 

에 의한 스핀 궤도함수의 혼성을 결정하고, 전자구름 

팽창계수값을 구하여 전자들의 편재화 현상을 논하 

였다. 아울러 전기화학적 산화환원 반응으로부터 전 

류의 유형과 반응 메카니즘을 제시하였다.

실 험

시약 및 기기. 착물합성에 사용된 모든 시약들은 

Aldrich제 GR급을 정제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 

으며, 전기화학적 측정에 용매로 사용한 DMF는 사 

용전에 2〜3 g의 P2O5에 150 ml를 진공상에서 증류 

를 반복하고 Karl-Fisher 적정법에 의해서 수분의 

함량이 0.03% 이하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3501 

mulffle furnace에서 몇시간 동안 활성화시킨 AI2O3 
(Merk제)로 24시간 말려서 사용하였다. 지지전해질 

로 사용한 LiClQ는 에탄올 용액으로 2회에 걸쳐 

재결정하였고, 측정에 사용된 수은은 재중류하여 사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착물들은 문헌5에 의해 합성 

하였으며 이들 착믈들은 FLUKE 51K/J Thermo- 
meter로 녹는점을 측정하여 문헌치와 비교하여 일 

치함을 확인한 후 50t 이하에서 감압 건조시켜 

시료로 사용하였다.

적외선 스펙트럼은 Shimadzu IR-400으로 자외선 

스펙트럼은 Beckmann DU-68 분광광도계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탄소, 수소, 질소의 원소 분석은 

Perkin-Elmer Model 240 C Elemental Annalyzer 
루, 착물중의 각 금속의 함량은 Labtest 710형의 in

ductively coupled plasma argon spectrophotmeter 

(ICPAS)로 각각 분석하였다. 자화율(皈)은 PARC 
Model 155 Vibrating Sample Magnetometer을 사 

용하였다. 착물의 전기화학적 성질은 PARC Model- 
303 A static mercury dropping electrode(SMDE)을 

PARC Model 264 A Polarographic analyzer 에 연 

결하여 작업전극으로는 적하 수은 전극을 지시 전 

극으로는 백금선, 그리고 기준 전극으로는 포화 카 

로멜 전극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PARC Model 
RE-0089 X-Y recorder로 폴라로그램과 순환 전압 

전류곡선을 얻었다.

결과 및 고찰

결정장분리. 이 실험에 사용한 Nb(C5H5)2CL(이 

하 Nb-C로)와 Mo(C5H5)2C12(이하 Mo-C로)은 잘 

정제한 dimethylformamide(DMF) 용액에 용해시켜 

UV-visible 스펙트럼으로부터 얻어진 흡수 파장의 

가장 낮은 진동수(%)로부터 들뜬 상태의 에너지 준 

위를 vz, V3로 표시하고 Table 1에 나타내었다.

착물의 결정장 에너지 분리값 (cm-')를 보면6 Nb- 
C가 각각 두 개의 38羽14cmT와 34246 cmT가 얻 

어졌고 Mo-C는 38314cmT와 35714cm^1 그리고 

34965cn「i로 얻어졌다. Table 1에 나타낸 금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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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rameters for crystal field splittings of Nb(IV) and Mo(IV) complexes

Complexes P (cm-1) Q (cm-1) 财 Observed spin E° (kJ/mol) 甘(cm-1) Bond type

Nb-C 49285 38314 1.0 low 455.6 3702.3 Ion
47037 34246

Mo-C 37908 38314
37258 35714 0.0 low 457.8 2057.8 Ion
36036 34965

P： free ion frequency (cm-1), Q: complex frequency (cm_1),］頌'：magnetic moment, “Strength of bonding, ^Electro- 
nic repulsion parameter.

전자쌍 형성 에너지값 P(cm「i)와 착물의 결정장 

분리에너지 Q(cmT) 값의 크기를 비교하여 그 크 

기에 따라 스핀 궤도 함수를 결정하였다厂9 따라서 

Nb好의 두 개의 갈라짐 에너지로부터 에너지 차이를 

보면 &試Vi) tB^(V2)가 2248 cmT이고 Mo'+에서는 

세 개의 갈라짐 에너 지로부터 B如(V2)T E从V3)가 

650cn「i로 나타났다. 그리고 착물들의 에너지 갈 

라짐으로부터 Nb-C가 &稣%) -» BigM)가 4068 cm-1 
이고 Mo-C 는 B 从V。fE 如 (v» 까지 2600 cnL 로 나 

타났다.

이들 두 금속에서 얻어진 값과 두 착물에서 얻어진 

값을 비교해 보면 Nb와 Mo 둘다 금속에서 얻어진 

값보다 착물에서 얻어진 값이 모두 큰 값으로 나타 

났다. 그러므로 Cotton?의 정의에 따라 이들은 낮은 

스핀 착물이라 볼 수 있다.m 이와 같은 사실로부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착물들의 최대 흡수띠로부터 

결정장의 세기를 에너지(kcal)로 환산하였을 때 

NbC가 108.9kcal이고 Mo-C는 109.4kcal로 얻어졌 

다. 이 값은 착물들의 결정장 분리 안정화 에너지값이 

30 kcal 이상의 값을 가질 때 반자기성의 낮은 스핀 

착물이라고 정의한 Basolo"의 이론에 잘 부합되므로 

이들 두 착물은 낮은 스핀 착물임이 확실하다. 따라서 

Basolo은 결정장 분리 에너지(C.FSE)가 크면 클수 

록 전자들은 d 궤도함수에서 d-d 전하이동 전이가 

강하게 일어남으로 강한 장(낮은 스핀)의 반자기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Nb-C는 4以73财로 

Mo-C는 %(習—8折尸) 궤도함수에서 전자들은 

안정성을 취하며 자기성을 띄지 않는 반자기성의 

dsp2 혼성 궤도함수가 예상된다.

자기성의 성질. Nb-C와 Mo-C 착물들의 자기성 

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화값의(magnetization va
lue) 측정으로부터 자화율(師')을 Table 1에 나타내 

었다. Table 1로부터 财'값을 보면 Nb-C가 1.0이고 

Mo-C는 0.0 B.M으로 Cotton”의 정의에 따라 이들 

두 물질은 상자기성과 반자기성 착물임을 알았다.

결정장의 세기. 착물들로부터 얻어진 몇 개의 

흡수띠 Vi, V2 또는 V3로부터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금속에 결합하는 리간드의 결합세기 (1)식, 상호 전 

자쌍반발과, 그리고 결합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 (2)와 

(3) 식에 의해 그 값을 얻어 Table 1에 나타내었다.

£=1.20X105/入 (1)

B = 2vi2+v22—3viV2/15v2—27vi (2)

15B=v3+v2-3vi (3)

Table 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유기 리간드에 결 

합하는 금속들의 결합 세기를 보면 Nb-C가 455.6 
KJ/mol이고 Mo-C는 457.8 KJ/mol로써 결합세기는 

Nb-C<Mo-C으로 나타났다. 또 한편 상호 전자쌍 

반발CB)은 Nb-C가 3702.3 cm-】이고 Mo-C는 2057.8 
cm-】로써 전자쌍반발은 Nb-C>Mo-C로 나타나 결 

합 세기와 상호 전자쌍반발은 서로 상대적 현상을 

보여주었다. 이때 두 착물의 결합 세기가400KJ/mol 
이상의 값은 모두 이온 결합성이라 볼 수 있다.

결합세기를 입증하기 위한 또 하나의 실험적 방 

법으로 위에서 얻어진 흡수띠로부터 에너지 값을 

환산하여 Fig. 1에 나타내었다.

Fig. 1로부터 결정장의 세기皿/8)을 보면 Zr-C< 
Nb-C<Mo-C<Tc-C 순위로 위에서 나타낸 두 착 

물의 결합세기 Nb-C<Mo-C와 잘 일치하고 있어 

위의 사실을 잘 뒷받침 해주고 있다.a 착물의 결정장 

에너지 갈라짐으로부터 F와 F의 갈라짐•에너지 차를 

Harries'，는 Racah 매개변수 B로 나타내었다. Hu- 
heey는 전이금속 착물들이 F와 P 사이의 에너지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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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agram for squar planar complex of molybde
num (IV).

U ( I >

Fig. 2. Diagram for squar planar complex of niobium 
(TV).

차가 10,000cm*1 이상이면 흔성궤도가 이루워지기 

어려우며, 결정장의 세기는 약한 장으로 상자기성의 

높은 스핀 착물이라 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Nb- 

C와 Mo-C의 에너지 차이를 보면 4068 cmT와 2600 
cmT로 나타나 F와 P 사이의 에너지 차가 모두 

10,000 cmT보다 작은 값으로 상호 혼성이 증가하여 

결정장의 세기가 강한 장으로 반자기성의 낮은 착 

물을 형성한다고 보고 있다. 결정장의 세기가 증가 

함에 따라서 4면체에서 F항과 P항이 서로 접근하고 

8면체 결정장에서는 서로 멀리 떨어지려는 경향 

때문에 Orgel은 약한 장, Sugano-Tanabe는 강한 

장이나 또는 약한 장으로 구별하여 취급하고5.있다. 

따라서 Fig. 2는 Sugano-Tanabe 정의에 의해 d-d의 

스핀허용 전이로부터 Am와 항 에너지 준위에 

따른 에너지 값을 도시한 것이다.

Nb-C의 스핀 궤도함수에 있는 전자는 Fig.2의 
4以 — 8也까지 에너지가 4%8cmT로 강한 장으로 

出也 B。* 상태로 존재할 것이고 尸议.3에서 Mo-C 
스핀 궤도함수에 있는 전자는 B習(响 ^ &认沪)까지 

에너지가 2600cmT로 결정장의 세기는 강한 장으로 

4%, E% 상태로 존재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금속과 리간드가 착물을 형성 

함에 있어서 전자 구름팽창효과(nephelauxetic)와 

상호 전자반발(2)나 (3)식에 의해 얻어진) 때문에 

금속 주위의 전자들이 편재화나 비편재화 현상으로 

인하여 착물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oople”은 전자 구름팽창계수(0)값이 작을수 

록 금속과 리간드 사이에 편재화 현상 때문에 공유성 

결합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 값은 Nb와 Mo 그리고 이들이 이루는 착물들의 

흡수파의 진동수의 비로부터 얻어진다.

P = [ComplexJ/Lfree ion] ⑷

예를 들어 Gregory17 등은 nickel-thioether에서 

B는 0.7, amine 착물에서 0.9를 얻어 이는 공유 결 

합도가 낮은 비편재화 현상을 제시하였다. Table 2 
에서 두 착물의 값을 보면 Nb-C는 0.65이고 Mo- 
C에서 0.90으로 모두 공유 결합도가 낮은 이온 결

1995, Vol. 39, N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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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arameters for Nb(IV) and Mo(IV) metal co
mplexes

Complexes Racahfl- 
Parameter 

(cm 7)

伊 DJ& Localization 
type

Nb-C 4068 0.65 1.09 delocaf
Mo-C 2600 0.90 1.26 delocaf

"Energy gaps between excited terms of spin orbital F 
and P; frNephelauxetic ratio of B (complex)/Bf (free 
ion); 'Crystal field strength (% frequency difference 
(P-F); B: inter-electron repulsion parameter).

합성의 비편재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금속과 리간드 사이의 

전자 배열이 전자 구름팽창효과로 인하여 전자와 

전자간의 반발이 감소되므로 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분자 궤도 함수의 크기가 증가하게 되며 

전자들이 공간에서 궤도함수 점유율이 용이하게 되 

며 편재화 현상으로 spin 궤도함수의 coupling 반응 

효과가 클 것이다. 또 한편 이것과는 다르게 전자와 

전자간의 반발이 크고 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며 분자 

궤도함수의 크기가 감소하게 될 때 전자들이 궤도 

함수의 공간 점유가 용이하지 않고 점유율도 작아 

d 궤도 함수에서 리간드가 비편재화할 수 있는 결 

합이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날 것이라 예상된다.

전기화학적 성질. Nb-C와 Mo-C 착물을 DMF 
용액에서 0.1 M LiClQ를 지지전해질로 사용하고 

0.0--2.0V vs. Ag/AgCl가 전위 범위에서 전극에 

매달린 수은방울을 작업 전극으로 하여 측정하였다. 

두 착물은 순환 전류방법으로 정 및 역의 주사속도에 

따라 Fig. 4와 5를 얻었다.

Fig. 4와 5에서 나타난 몇 개의 봉우리로부터 얻 

어진 값을 Table 3에 나타내었고. 이들 봉우리는 1 
전자가 관여하고 있음을 폴라로그램 방법으로 확인 

하였다. 산화환원 반웅에서 전류의 유형을 알아볼 

목적으로 Table 3으로부터 각 주사속도의 제곱근 

(V1/2)에 따른 각 단계의 환원 전류값의 비, 즉 毎卜邸 

값들을 보면 Nb-C에 서 说i/vu2가 각 단계 에 서 0.18- 
0.25; 读2加/2는 각 단계의 모든 값이 0.49; 心w 
에서 0.14~0.45; 标混、%는 0.06~0.07; 读Mv/가 

0.03-0.11; z*Vi/2에서 0.43-1.00; ipM*也은 0.03〜 
0.15의 값으로 제 1, 3, 4, 5, 6, 7단계의 모든 값들이

Fig. 4. Cyclic voltammograms for redox process of 1 
mM Nb(C5H5)2Cl2 in DMF (0.1 M LiClO4 supporting 
electrolyte) at static mercury dropping electrode (Scan 
rate: 100 mV/sec).

E *• Ag/AffCI

Fig. 5. Cyclic voltammograms for redox process of 1 
mM Mo(C5H5)2C12 in DMF (0.1 M LiClQ supporting 
electrolyte) at static mercury dropping electrode (Scan 
rate: 100 mV/sec).

일정하지 않으므로 반응 전류가 섞인 전극 과정이라 

보며, 제 2단계의 값은 일정한 것으로 보아 확산 지 

배적인 환원 과정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Nb-C는 반응 전류와 확산 전류가 섞인 

산화환원 과정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Mo-C에서 

"宜는 0.02-0.16; 膈/vs에서 0.53〜0.99이며 辗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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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lectrochemical date for rNb(C5H5)2Cl2] and CMo(C5H5)2C12] complexes in dimethylformamide

Complexes Sweep rate 
(mV/sec)

+Epci -Epc3 -Eg ~~Ep(5 ~EpcG -E的+E心

(V)

-Epa -Epc3 _Epc4 -E》c5 -EpcG

Nb-C 20 0.05 0.27 0.85 1.15 1.38 1.63 2.10 0.12 0.23 0.40 - -1.53 1.83
50 0.05 0.27 0.87 1.18 1.40 1.63 2.13 0.12 0.23 0.50 - -1.53 1.83

100 0.05 0.28 0.88 1.20 1.58 1.70 2.14 0.13 0.24 0.50 - - 1.58 1.83
200 0.05 0.28 0.88 1.23 1.60 1.70 2.15 0.13 0.24 0.50 - - 1.73 1.88

Mo-C 20 0.03 0.30 0.60 1.70 2.10 - - 0.13 0.20 一 -

50 0.03 0.30 0.63 1.75 2.13 - - 0.13 0.20 一 -
100 0.03 0.30 0.63 1.75 2.13 - - 0.13 0.20 一 - - - -
200 0.03 0.30 0.65 1.80 2.15 一 - 0.13 0.20 - -

ificl ，pc2 粮3 ipcA 毎c5 读1 ，pc2 ipc4 粉c5 ipc6
Cuinpliixcs -

(pA)

Nb-C 1.00 2.20 0.75 0.25 0.50 2.25 0.65 0.25 0.75 0.03 - - 0.20 0.15
1.25 3.50 2.00 0.50 0.50 3.00 0.75 0.75 2.00 1.50 - - 0.30 0.25
2.20 4.90 4.50 0.75 0.25 10.0 0.30 1.75 3.00 2.00 - - 0.30 0.25
3.50 2.70 6.30 0.88 0.50 13.2 1.25 3.00 4.00 3.25 - - 0.50 0.30

Mo-C 0.05 3.25 0.50 2.00 0.85 - - 1.75 3.25 一 - - - -
0.10 7.00 0.75 4.50 0.90 - - 3.50 7.00 - - - - -
0.75 7.30 1.50 6.50 1.00 - 一 4.50 8.75 一 - - - -
2.35 7.50 2.00 9.00 1.25 - - 6.75 9.00 - - - -

ipcN\/2 
Complexes ---------------------------------------------------------------------------------------------------------- Kc

pA/Zsec

Nb-C 0.22 0.49 0.17 0.06 0.11 0.50 0.15 1.3 X104
0.18 0.49 0.14 0.07 0.07 0.43 0.11 3.6 X104
0.22 0.49 0.40 0.07 0.03 1.00 0.03 3.9 X104
0.25 0.49 0.45 0.06 0.04 0.93 0.09 3.9 X104

Mo-C 0.04 0.73 0.11 0.45 0.19 - - 5.9 X105
0.02 0.99 0.11 0.64 0.13 - - 9.0 X105
0.08 0.73 0.15 0.65 0.10 - ■ _ 9.0 X105
0.16 0.53 0.16 0.64 0.09 - 9.0 X105

/▼刑는 (Hl〜0.15; 说"vi/2에서 0.45~0.64; 同、%은 
0.09〜0.19로 제 1, 2, 3, 4, 5단계 모든 값이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반응 전류에 의한 산화환원 전극 

과정이라1&】9 믿어진다.

또 한편 위의 사실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 두 착 

물들의 2단계 환원 전류값과 주사속도의 평방근의 

값을 도시하여 에 나타내었다. EZ6에서 Nb- 

C는 직선관계를 나타냄으로 이는 확산 지배적인 

환원전류라 볼 수 있으나, Mo-C에서는 직선관계를 

벗어남으로 이는 약간의 반응 전류에 의한 환원 과 

정20으로 믿어지며 이 두 결과는 위의 실험적 사실과 

잘 일치하고 있다.

위의 사실들올 종합해 볼 때 Nb-C오+ Mo-C 착 

물의 반응 메카니즘은 다음과 같다.

1995, Vol. 39. N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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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lot of the peak current vs. the square root of 
the scan rate; cyclic voltammogram for the second re
duction process of 1 mM Nb(IV) and Mo(IV) comple
xes in DMF (0.1 M-LiC104 supporting electrolyte).

0.05 V、 -0.27 V
[NXV)-C]「厂'[Nb(IV)d「厂 ,[Nb(IID-C] 

0.12 V '6/3 V

一0.85丫 一 1.15丫 -1.38 V
:厂 > ENb(II)-C]厂 > [Nb(I)-C]厂 >

-0.40 V

一 1.63 Y -2.10 V
[Nb(0)-CL 厂上Nb(-I)-C]< ,[Nb(-ID-C]

-1.53 V -1.83 V

(a)
0.03 V -0.30 V

[Mo(V)-CL 厂’>[Mo(IV)-CL 厂 ,[Mo(IIDd

0.13 V -0.20 V

一 0.60 丫 — L70 -2.10 V
厂 > CMo(II)-C]厂 > [MoDC] e「>

CMo(0)-C] (b)

전극 반응에 의해 착물들의 편재화 현상을 알아볼 

목적으로 산화환원 반응으로부터 공통 비례 상수(co- 

mproprotionation) 2顷20 ◎을 다음 식에 의해서 얻 

었다.

AE=RT/FlnK" ZkE = (EPfl+Eft)/2 ⑸

Gagne"와 Sutton"? 등은 K값이 lXl^-SXlO8 
범위에 접근하면 비편재화(delocalization)라고 정의 

하고 있다. Table 3으로부터 얻어진 &값을 보면 Nb- 

C가 각 주사속도에 따라 각 단계의 평균값을 보면 1.3 

X104, 3.6X104, 3.9X104, 3.9X10,이 었고 Mo-C에서 

는 5.9X105, 9.0X105, 9.0X105, 9.0X105으로 얻어졌 

다 Nb-C와 Mo-C에서 얻은 모든 값들이 Gagne와 

Sutton이 정의한 값 범위에 있으므로 이 두 착물은 

비편재화에 의한 전극 반응이라 볼 수 있으며 앞에서 

분광학적인 방법으로 얻어진 결과치와 잘 일치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결 론

Nb-C와 Mo-C 두 착물은 비 편재화된 low spin 착 

물이었으며 결합 세기가 강한 착물이었다. 이들의 자 

기성은 Nb-C가 상자기성이고 Mo-C는 반자기성이었 

다. 착물들의 결합 세기는 Mo-C가 Nb-C보다 더 강 

하게 결합하고 있으며 이들 두 착물은 이온 결합성 

물질로 나타났다. 착물형성으로부터 금속과 리간드 

사이에 상호전자반발은 Nb-C가 Mo-C보다 큰 것으 

로 얻어졌다. 결정장의 에너지 갈라짐으로부터 Nb-C 

와 Mo-C에서 F와P의 겹침(coupling) 에너지가 4068 
cirL와 2600 cn3로 혼성이 증가하였다. 전자 구름 

팽창 계수(。)값은 Nb-C가 0.65이고 Mo-C는 0.90로 

둘다 공유 결합도가 낮은 비편재화 현상으로 나타났 

다. Nb-C 착물은 확산과 반응전류가 섞 인 couple과 

single 반응이었다.

Mo-C 착물은 다소의 반응 전류가 섞인 환원 전극 

반응이었다. 두 착물의 반응 메카니즘은 다음과 같다.

0.05 V -0.27 V
[Nb(V)-CL 厂上Nb(IV)-C 丄"上Nb(HI)-C] 

0.12 V '-0.23V

一 0.85 丫 一 1.15 Y —1.38Y
< 厂 > ENb(II)-C] e~ [Nb(I)-C] ~e~
'-0.40 V

-L63Y -2.10 V
[Nb(0)-C] e「>[Nb(-D-C]厂 ,[Nb(-II)-C]

一 1.53 V -1.83 V

(a) 
0.03 V -0.30 V

[MoV-C], b 上Mo(IV)-C]―厂上MoQU)-C：l 

0.13 V -0.20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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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0.60丫 — L70Y —2.10Y
厂［Mo(ID-C］厂［Mo(I) - C］厂

［Mo(0)-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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