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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소부틸과 부틸아미드옥심으로 한 배위자, {Mo(NO)2}2+ 단위체를 포함한 단핵체 및 다핵산소 

금속체의 반응에서(M-Bu4N)2rM4Oi2Mo(NO)2{RC(NH2)NHO}2{RC(NH)NO}2] (M = Mo, W; R=(CH3)2CH> 

耸-CH3CH2CH2)을 합성하였다. 얻은 착물은 원소분석, 적외선, 핵자기공명 및 전자흡수 스펙트럼에 의해 특성을 

조사하였다. 얻은 물질의 골격구조는 금속의 산화상태 6가로 구성된 2개의 이핵체 {M2O5F+ [M=Mo, W]와 

몰리브덴의 산화상태 0가인 {Mo(NO)2F+로 형성되어 있다. {Mo(NO)2}2+ 단위체는 형식상 시스 형태이며 

기하학적으로 C2v 대칭을 가진다. 몰리브덴과 텅스텐의 산화상태 6가와 {Mo(NO)2}2+ 단위체는 전자적 편 

재화로 상호작용이 거의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분광학적으로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oxo-nitrosyl complexes ("-BiqNBIMQizMMNOBIRCXNHDNH아HRC(NH)N아打 

(M = Mo, W; R=(CH3)2CH, M-CH3CH2CH2) have been prepared by the reactions of monomeric complex 
containing {Mo(NO)2}2+ and polyoxometalates with isobutyl- and n-butylamidoxime. The prepared com
plexes were characterized by elemental analysis, infrared,〔H NMR, 13C NMR and UV-visible spectroscopy. 
These complexes contain two (M2O5(2+ [M=Mo, W] cores and a central {Mo(NO)2}2+ core. The {Mo 
(NO)2}2+ unit was the formally cis type and C2v symmetry in geometric structure. The two {M2O5}2+ 
cores and a central |Mo(NO)2}2+ core were not nearly interacted with electronic localization, which were 
identified by spectroscopy.

서 론

다핵산소금속체 물질이 의학, 생물학, 촉매, 물질 

과학 등의 분야로 연구됨에 따라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I 니트로실 다핵산소금속체는 매우 강한 n- 
받게 니트로실에 의한 말단 7L주게 산소 배위자 치환 

연구와 금속산화물에 대한 반응과 특징의 모델 연 

구가 활발이 진행되고 있다.*6 M-N 다중결합의 

화학에 있어 질소, 니트로실 및 유기 diazenido 몰 

리브덴 착물은 생물학적으로 중요하며, N0+, NO 

및 NH2OH는 질소의 생물학적 순환에 매개체로 작 

용한다.7 현재 대기오염의 주요 인자인 CO 다음으로 

심각한 것이 NO이며 이런 환경조절 모델로 전이금속 

니트로실 착물의 이용이 가능하다. Cs^MoXNO》 

HCI5] 물질은 NO를 NQ이나 卬以로 생성케 하는 

불균일 산화 촉매로 이용된다.8 니트로실 다핵산소 

금속체인 [PWuO3gFe(NO)了-는 NQ- 이나 N6「를 

생성케 하는 균일 산화 촉매로 이용되었다.9 니트로실 

배위자는 MNO의 기하구조가 선형(SP)이나 굽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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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2)에 따라 한 개의 전자나 세 개의 전자를 가지며, 

diazenido 배위자인 MNNR도 마찬가지 전자적 성 

질을 가진다. 이런 두 배위자의 기능은 Lindqvist 
형태의 몰리브텐 착물인 [MObOiHNCOF-와 [MO6O18 
(NNPh)]3-에서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3하지만 

[Mo(NNPh)2了+ 단위체가 포함하는 유기 diazenido 
유도체인 다핵산소 몰리브덴 착물은 사핵체u와 팔 

핵체12가 알려졌고 텅스텐 착물과의 반응에서 유기 

diazenido 유도체인 다핵산소 텅스텐 착물은 얻지 

못했다. 최근 우리들의 연구에서 [MMNOBT+ 단 

위체가 포함하는 몰리브덴과 텅스텐 오핵 착물을 

보고하였다.5 이런 토대로 [MoCNOB/+ 단위체와 

LMo(NNPh)2]2+ 단위체의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 

을 비교할 때 EMo(NO)2]2+ 단위체가 큰 것으로 추 

정된다. 디니트로실 착물인 [MCNOMCHaC^KBF^ 
(M=W, Mo)은 f-butylethylene 이 tetramethylethy- 
lene로 재배열, 2,3~dimethyl-l-butene의 이중결합 

이동, 1,1-diphenylethylene이 l,l,3-triphenyl-3- 
methyl-indane로 소중합 및 norbomadiene의 중합 

반응으로 물질이 생성하는데 촉매제로 이용된다.13 
이 메카니즘은 친전자인 중심금속과 알켄 사이의 

상호 작용하는 카르보늄이 포함한다. 특히 [Mo 
(NO)2]2+가 포함하는 다핵산소금속체는 그 성질에 

관한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소부틸 및 부틸아미드옥심 배위자를 사용하여 새 

로운 착물을 합성하였다. 이 착물에 전자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진 니트로실이 포함하는 몰리브덴 0가와 

두 개의 이핵체 몰리브덴이나 두 개의 이핵체 텅스 

텐의 전자적 상호 작용 및 화학적 성질을 조사해 

보고자 한다.

실 험

시약 및 기기

실험에 사용한 시약은 1급 내지 특급으로 정제하 

지 않고 사용하였으며, 사용한 용매는 적절한 건조 

제를 이용하여 정제하였다. 탄소 수소, 질소 원소 

분석은 경북대 공동기기실에 있는 Carlo Erba Mo
del 1160 Elemental Analyzer를 사용하였고, 전자 

흡수스펙트럼은 Shimadzu의 UV-265를 사용하였다. 

적외선 흡수스펙트럼은 Shimadzu IR 570 적외선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KBr 원판법으로 얻었고 

NMR과 l3C NMR Bruka AM 300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CD3OD 용매로 측정하였다.

추발믈질

[Mo(NO)2(acac)2] ,u(n - BiMN^a-MoQ%] ,15 (n- 
BtuNBlWQe卩&는 문헌방법과 유사하게 합성하였 

다.

리간드 합성

(CH3)2CHC(NH2)NOH, m-CH3CH2CH2C(NH2) 
NOH 합성은 메탄올 용매하에 니트릴 유도체와 NH2 
OH 반응에서 생성되는 아미드옥심류를 질소하에 

건조시켜 사용하였다.如

착물의 합성

{S-GHQN 2[Mo5OI2(NO)2{ (CH3)2CHC(NH2) 
NHO}2{(CH3)2CHC(NH)NO}[1], 25 mL의 

메탄올속에 (”-Bud、。丄a-MoM&H 2.15 g(l nunol)과 

[Mo(NO)2(acac)2] 0.70 g(2 mmol)을 저어면서 첨가 

한 다음 (CHMHCXNHDNOH 1.63 度24 mmol)과 1 

M NH2OH 용액(4 mmol)을 순서대로 천천히 첨가 

한다. 이 현탁액을 24시간 동안 환류시키면 초록색의 

고체가 얻어지고 고체를 여과하여 얻은 여과액은 

점차 초록색의 결정체가 얻어진다. 이 결정체의 침 

전은 몇달 동안 계속된다. 전체 얻은 물질은 1.81g 
이었고 [Mo(NO)2(acac)2]를 근거로 계산한 수율은 

55%이었다.

{("-CiHDN 2[W4MoO12(NO)2{ (CHakCHCCNH。 

NHO} 2( (CH3)2CHC(NH)NO} 2] [2]. 25 mL의 

메탄올속에 (”1.89 g(l mmol), [Mo 
(NO)2(acac)2〕1.63 g(3 mmol) 및 如-BtuNBr 0.32 g(l 
mmol)을 저으면서 첨가한 다음 (CH3)2CHC(NH2) 
NOH 1.63 g(24 mmol)과 1M NH2OH 용액 4 mL(4 
mmol)을 첨가한다. 이 현탁액을 48시간 동안 환류 

시키면 초록색의 고체가 얻어지고 고체를 여과하여 

얻은' 여과액은 점차 초록색의 결정체가 얻어진다. 

전체 얻은 물질은 1.63g이었고 [Mo(NO)2(acac)2]를 

근거로 하여 계산한 수율은 27%이었다. 착믈[1] 
합성 때보다 높은 온도을 유지해야만 텅스텐 착물이 

얻어진다.

{S-CHAN} JMoQiHNO)" CHaCHjCHCCNHj) 
NHO} 2{ CH3CH2CHC(NH)NO}2] [3]. 25 mL의 

메탄올속에 (M-BuiWiEa-MogOaeJ 2.15 g(l mmol)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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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O)2(acac)2] 0.70 g(2 mmol)을 저으면서 첨가 

한 다음 m-CH3CH2CH2C(NH2)NOH 1.63 g(24 mmol) 

과 IM NHzOH 용액(4mmol)을 순서대로 첨가한다. 

이 현탁액을 20시간 동안 환류시키면 초록색의 고 

체가 서서히 침전되고 고체를 여과하여 얻은 여과 

액은 점차 초록색의 결정체가 얻어진다. 전체얻은 

물질은 2.12 g이었고 [Mo(NO)2(acac)2]를 근거로 하 

여 계산한 수율은 65%이었다.

I(»-c4h,)4n} 2[w4MoOi2(no)2{ ch3ch2chc 
(NH2)NHOJ2{CH3CH2CHC(NH)NO}2] [4]. 25 

mL의 메탄올속에 (”1.89 g(l mmol), 
[Mo(NO)2(acac)21 1.63 g(3 mmol) 및 w-BtiiNBr 0.32 

gflmmol)을 저으면서 첨가한 다음 m-CH3CH2CH2C 
(NH2)NOH 1.63g(24mmol)과 IM NH2OH 용액 4 
mL(4mmol)을 첨가한다. 이 현탁액을 48시간 동안 

환류시키면 초록색의 고체가 점차 침전되며 생성된 

고체를 여과하고 여과액은 점차 초록색의 결정체가 

얻어진다. 전체 얻은 물질은 2.03g이었고 [Mo(NO)2 

(acacB]를 근거로 하여 계산한 수율은 34%이었다.

결과 및 고찰

착믈의 합성. 앞서 우리들이 합성한 방법과 유 

사하며 이 방법은 몰리브덴이나 텅스텐 6가 착물위에 

전자끌어당기는 능력이 있는 [M<XNO)2]2+ 단위체를 

고착시키는 것으로 특이적인 합성법이다. 반응과정 

은 다음과 같다.

(1) (M-Bu4N)4La-Mo8()26] + 2[Mo(NO)2(acac)2] + 

8RC(NH2)NOH t 2(m-Bu4N)2[Mo4O12Mo(NO)2{ R 

(NH2)NHO) 2{RC(NH)NO}打 + 4acacH+2H2O
(2) 2(m-Bu4N)2EW6O19] + 3LMo(NO)2(acac)2] + 2 

«-Bu4NBr+ 12RC(NH2)NOH t ^-BuMILWQk 
Mo(NO)2{R(NH2)NHO} 2{ RC(NH)NO}釘 + 6acacH 

+ 2H2O+2H++2Br-
{R=(CH3)2CH, m-CH3CH2CH2)

대개 니트로실 다핵산소금속체,2T庭8는 단핵종이 

나 다핵종 옥소착물을 출발하여 하이드로 니트로실 

의 환원제를 이용한 합성이 많았다. 얻은 물질은 

[Mo(NO)]3+ 단위체를 포함한 착물이었고, [Mo 

(NO)2了+ 단위체 포함한 다핵 산소금속체는 없었다.

Table 1. Elemental analysis data for the complexes

Complex C, %
Calcd (found)

H, %
Calcd (found)

N, % 
Calcd (found)

1 35.56(35.54) 6.71(6.72) 10.37(1039)
2 29.22(29.18) 5.51(5.49) 8.52( 854)
3 35.56(35.28) 6.71(6.74) 1037(10.38)
4 29.22(29.20) 5.51(5.53) 8.52( 8.51)

우리들의 연구에서 아미드옥심 작용하에 소량의 혼 

합된 EMo(NO)2]2+ 단위체가 포함한 다핵산소몰리 

브덴금속체를 얻었다. 이런 착물은 위와 같은 반응 

과정(1)으로 용이하게 새로운 착물을 합성하였다. 

텅스텐착물은 반응과정(2)으로 얻었다. 텅스텐착물은 

우리들의 연구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합성한 착물 

에 대한 원소분석결과(TaMe 1)는 측정치와 계산치가 

좋은 일치를 보였다.

적외선 흡수스펙트럼. 합성한 착물에 대한 적외 

선 스펙트럼은 Table 2에 요약하였고 합성한 착물

[3] 과 [4] 의 스펙트럼은 F01 에 나타내었다.

합성한 착물에 포함하는 [Mo(NO)2了+ 단위체는 

앞선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말단 NO는 

시스 위치로 배위되었고 ”(NO)의 두 곳의 강한 흡 

수띠는 대칭 신축 진동과 비대칭 신축 진동으로 

1762•〜 1739와 1650-1617 cm 1 각각 나타났다. 배 

위자 NH의 신축진동은 3蹈60~3275와 3185-3110 
cm-'에서 나타났고 NH의 굽힘진동은 1557〜1550와 

1470~143釦 cmT에서 나타났다. 스펙트럼상 1690- 
1660 cmT에 나타난 것은 C=N+로 추정되고, 이는 

쯔비터 이온의 존재를 제시한다. 금속과 말단산소간 

신축진동은 940~863cmT에서 나타났고 금속과 

산소가교간 신축진동은 780〜616cmT에서 나타남 

으로 다핵산소금속체이다.

전자 흡수스펙트럼. 얻은 착물에 포함된 EMo 
(NO)2〕2+ 단위체에 대한 전자흡수스펙트럼은 Table 

2에 Enemark19 등이 제시한 C2„ 분자궤도 도해를 

비교하여 요약하였고 합성한 착물[3]과 [4]의 전 

자흡수 스펙트럼은 F讨.2에 나타내었다. 가시광선 

영역에 나타나는.두 개의 피크는 물질속에 [Mo 
(NO)2了+ 단위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려준다.

아미드옥심과 금속간 상호작용 관계는 흡수띠 위 

치에 실제 독립적인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착물은

1995, Vol 39. N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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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obable assignment of the infrared bands (cm-1) for the complexes

Complex v(NH) 기 (NO) v(C=N+) 8(NH) v(M=0) v(M-0-M)

1 3460m
3110s

1755s
1630s

1670s 1555s
1435m

925s
900s

780s, 740s
695s, 740s

2 3275m 1762s 1690s 930s 740s, 700s
3150s 1650s 1430m 900s 650s

3 3375m 1739s 1660s 1550s 920s 728s, 650m
3185s 1617s 1470m 897s 636s, 616m

863m
4 3360m 1742s 1662s 1557s 940m 735s, 661s

3165s 1620s 1470m 924s 637s
897s
868m

4000.0 >000.0 l*00.C

WAVENUMBER
cm*

Fig. 1. IR spectrum of (a) (”-Bu4N)z[MoK)i2Mo(NO)2 
{CH3CHzCH2C(NH2)NH 아 H CH3CH2CH2C(NH)N  아 2] 

[3] and (b) («-Bu4N)2CW4Oi2Mo(NO)2l CH3CH2CH2C 
(NH»NH 이 2{ CH3CH2CH，C(NH)N 아 紂 [4].

637〜639와 436~441nm에서 두 개의 띠가 나타났 

다. 첫번째 나타난 띠는 아주 민감하게 나타났으며 

d-d 전이 化如妳 n*(N0)] 혹은 b2[.dy„ n*(N0)] bi 
[tt*(NO)]}로 추정되고 두번째 나타난 띠는 전하이 

동전이 {M必2, n*(N0)]T 加成*(N0)]} 로 추정되어 

진다.19

니트로실 다핵산소금속체에 대한 & NMR과 13C 

NMR Spectrum 연구는 아직 보고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 다른 물질과 비교하여 추정하였다.20

,H NMR. 착물 3과 4에 대한 用 NMR 스펙트 

럼을 RZ.3에 나타내었고 착물[1]과 [2]에 대한 

스펙트럼은 물질의 아주 낮은 용해도로 인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우리들의 연구에서 얻은 스펙 

트럼은 착물의 직접적인 구조을 밝히는데 도움을

Fig. 2. Visible spectrum of the complexes [M=1.0X 
10-3 mole] in methanol; (a) (m-Bu4N)2[Mo4Oi2Mo 
(NO》{ CHsCHzCHQINHzNH 아 2{ CH3CH2CH2C(NH) 
NO}2][3] and (b) (m-Bu4N)2EW4Oi2Mo(NO)2( CH3CH2 
CH2C(NH2)NHO) 2{ CH3CHzCHzC(NH)N 아 2〕[4].

주지는 못하나 테트라부틸암모니움과 배위자의 존재 

확인으로서 착물의 특성 분석에 도움을 준다.

F谊.3(a)와 (b) 의 테트라부틸암모니움{(CH3CH2 
CH2CH2)3N+CH2(a)CH2(|3)CH2(Y)CH3(8)} 은 0.99- 
1.4(8), 1.35-1.47(7), 1.56-1.71(3)그리고 3.21- 
3.28(a) ppm 네 곳에서 나타났다. 착물[4] 가 착물[3] 
보다 많은 피크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두 개의 

테트라부틸암모니움이 약간 다른 양이온 분위기로 

존재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임의적 배위자는 

0.89~0.96(CH3), 2.02~2.07(CH2) 그리고 4.8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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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부틸과 부틸아미드옥심으로한 {Mo(NO 시 2+ 단위 체가 포함하는 몰리 브덴과

텅스텐 산소-니트로실 착물의 합성과 성질

CK.OH

CH：K서

Fig. 3.】H NMR spectrum of the complexes in CD3 
OD; (a) 3~Bu4N)2[MqQi2Mo(NO시 m-CH3CH2CH2C 
(NH2)NH이 2{比CH3CH2CH2C(NH)NO}2〕[3] and (b) 
(m-Bu4N)2[W4O12Mo(NO)2(m-CH3CH2CH2C(NH2) 
NHO} 2{ ”CH£H2CH2C(NH)N 이 2][4].

= N(NH2)} ppm에서 나타났고 배위자의 존재를 확 

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런 착물에 대한 연구가 

전혀되어 있지 않아 다른 것과 비교하여 예측하였 

으나 전체를 보면 두 착물의 화학적이동이 거의 같다. 

착물속에 수소가 너무 많아 1.35~L71ppm에서 테 

트라부틸암모니움과 배위자가 겹쳐서 나타날수 있 

어나 0.89~0.96과 4.86ppm에서 배위자의 피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배위자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재 

pp*

Fig. 4. 13C NMR spectrum of (m-Bu4N)2[W4O12Mo 
(NO)2(m-CH3CH2CH2C(NH2)NHO}2(w-CH3CH2CH2C 
(NH)NO)2][41

확인 할 수 있다.

,3C NMR. 착물4에 대한 13C NMR 스펙트럼을 

나타내었고 앞서 NMR 스펙트럼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착물의 낮은 용해도와 극성용매(DMF, 
DMSO)속의 불안정으로 모든 착물에 대한 스펙트 

럼을 얻지 못했다. 테트라부틸암모니움이 착물의 스 

펙트럼에 강하게 나타나 배위자 위치를 찾기가 어 

려우나 얻은 착물의 스펙트럼은 테트라부틸암모니 

움과 배위자의 존재 여부로 물질 합성에 정보를 준다.

테트라부틸 암모니움 {(CHQHQHzCH^N+CHz 
(a)CH2(8)CHXY)CH3(8)} 은 14.02(5), 20.78(Y), 24.87 
(P) 그리고 59.49(a) ppm에서 각각 나타났다. 임의적 

배위자 {CH3(8)CH2(Y)CH2(p)C(a)(NH2)NOH} 는 

13.37(5), 21.87(丫)，22.27(Y), 31.19⑻，33.91(3), 96.08 
(a) 그리고 174.49(a) ppm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 두 

배위자는 다른 모형으로 배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펙트럼에서 양이온과 배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배위자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원소분석과 적외선, 전자 흡수, rH NMR 
및 13C NMR 스펙트럼으로 합성한 착물을 정리해 

보면 [Mo(NO)2了+ 단위체의 두 개의 니트로실이 

시 스 형태로 배위되어 있고, (M -BU4N)2EM4Oi2Mo 
(N0)2( R(NH2)NHO} 2{ RC(NH)NO) 2] (M = Mo, W; 

R=(CH3)2CH, 如-CH3CH2CH2) 착물은 앞서 연구한 

착물과 같은 구조5를 이루며,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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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가진 [Mo(NO)2〕2+ 단위체는 몰리브덴과 텅스 

텐착물에 크게 전자적 영향을 주지 못한다.

앞의 그림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두 배위자의 배 

위모형이 다르며 하나는 두 개의 양성자가 해리되어 

배위하며 또다른 하나는 쯔비터 이온으로 배위하여 

존재하고 있다. 분광법으로 몰리브덴과 텅스텐의 산 

화상태 6가와 [Mo(NO)2]2+ 단위체가 포함한 오핵체 

착물은 각각 전자적으로 편재화되어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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