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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insecticide was obtained by condensation of chloral hydrate with y»-chloroanisole. The structure of 
the insecticide was found to be 2> 2-bis(2-methoxy-5-chlorophenyl) 1, ], l-trich!oroethane(M. G. T.).

The best conditions for this condensation reaction were 거s follows:

1) The sulfuric acid concentration： 93%
2) The mole ratio of sulfuric acid to 少chloroanisole: 8

3) The mole ratio of chloral hydrate to /?-chloroanisole: 0  7*
4) The reaction time and reaction temperature: 12 hrs and 25-30° C

The insecticidal effects of M. C. T against the Citrus Red Mite and Chrysanthemum Aphid were 

five times as strong as D. D. T.

要 約

鹽素置換 anisol 과 chloral hydrate 를 縮合하면 D. D. T 類의 合成에 서 와 같이 bis compound 의 化合物 

이 生成될 것이 고 DD.T 系統의 化合物처 럼 殺虫能이 있으리 라고 豫測되 므로 4-chloro anis이 과 chloral 
hydrate > 縮合하여 生成物의 構造를 檢討하였던 리卜 2- 2-bis (2-methoxy-5-chlorophenyl) 1. 1，1-trichlo- 

roethane 임을 確認하였으며 反應條件과「국화꼬마수염진딧물」및「귤응애」에 대한 殺虫能을 檢討한 

結果 前報文(眄에서 發表한 바 있는 化合物들의 殺虫能에 比하여 5 倍나 强한 殺虫能을 가졌다는 事實을 

알았다

緒 言

Chloro benzene 과 chloral hydrate 의 縮合에 의 한 

DD. T 의 合成은 Zeidler⑴ 에 의 하여 이 루어 졌으며 

이의 殺虫能은 Poul Miiller⑵ 에 의하여 發見되었다. 

그 後 Haller⑶ 는 D. D. T 에 관한 詳細한 硏究를 遂 

行하여 主成分인 ZM'-D. D. T 外에 o.p 맟 杼 異性體 

가 含有되 어 있다는 事實을 알았다. D.D.T 의 卓越한 

殺虫能을 많은 化學者들로 하여 금 D.D.T 의 近緣化合 

物合成에 關心을 集中시키게 하였다.⑴ 그 結果의 하 

나로써 2. 2-bis (0-methoxy phenyl)-!, 1，1-trichloro*  
ethane 은 殺虫能이 D. D. T. 에 비 슷한 反面 高等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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物에 對한 毒性은 1/25〜1/50이 라는 事實을 알게되 었 

다⑸. 즉 이 化合物의 Z 位置의 methoxy 基는 D. D, T 

의 0位置에 結合된 鹽素와 同等한 殺虫効果의 要因이 

면서도 毒性은 적 다고 할 수 있다. 著者들은 各種:chloro 
phenol 과 chloral hydrate 의 縮合生成物에 관한 硏究 

를 遂行하였던 바 一部農業害虫에 대하여 滿足할만한 

殺虫能을 가겼 다는 結果를 얻 었다/--Chloro phenol 
과 chloral hydrate 의 縮合生成物인 2- 2-bis(2-hydrox- 
y-5-chlorophenyl) 1， 1， 1-tri사Uoroethane 의 hydroxy 
基를 methoxy 基로 變化시 킨 2. 2-bis(2-methoxy-5-chl- 

orophenyl)!. 1- l-trichloroethane(以下 M. C. T 라 稱 

힘〜)은 前記한 2, 2-bis (2-methoxy phenyl) b b 1-tric 
hloroethane D, D. T 의 두 가지 殺虫要因을 兼하게 

되리라고 期待된다. M.C.T. 의 合成에는 D.D.T 의 

合成法과 같이 ^-chloro anisol 고卜 chloral hydrate 를 

縮合하는 方法과 Q-chlorophenol 과 chloral hydrate 의 

縮合으로 얻은 2- 2-bis(2-hydroxy-5-chloro phenyl) 1.
1. 1-trichioroethane (H. C. T) 의 methylation 에 의 한 

두 가지 方法이 있을 수 있다. 前者의 方法은 少chlor。 

anisol 을 使用하므로 副反應이 적지만 後者는 原料인 

H.C.T 의 收率이 그다지 좋지 못하여 H.C.T. 의 met- 
hylation 에도 副反應을 隨伴할 것이 豫想되므로 本硏 

究에서는 前者의 方法을 擇하였다.

/-Chloro anisol 과 chloral hydrate 를 縮合하여 얻은 生 

成物은 豫想했던 바와 같이 2. 2-bis (2-methoxy-5-chl- 
oro phenyl)!, j. 1-trichloroethan 임을 確認하였으며, 

「국화꼬마수염진딧물」및 「귤응애」에 대한 殺虫能을 

試驗하였던 바 强力한 殺虫能을 나타냈으므로 이에 報 

吿하는 바이다.

實 驗

試藥; chloral hydrate (CCI3CH6 HQ)는 日本米山 

藥品 Co 製 一級試藥, 黃酸, KI, CH3I 는 Merk 製 試 

藥을 그대 로 사용하였 다. 0~Chlor。anisol 은 다음과 같 

이 合成하여 사용하였다.

p-Chloro anisol 의 合成⑻ (Cl*C6H 4OCH3) ;
^-Chloro phenol 26gr (Q2mol) 에 KQH 12gr 을 10% 

水溶液으로 하여 加하고 水分을 蒸發시켜 potassium 
/)-chloro phenolate 를 얻어 이것을 autoclave 에 옮겨 

methyl iodide 43gr(。. 3mol)을 加하여 120°^140°C 
에서 6 時間 加熱하여 反應生成物에 benzene 100ml 를 

加하고 물을 加하여 副生된 KI 를 溶出分離시키고 

benzene 을 溜去한 후 減壓蒸溜하여 102〜 104°C/20m 

mHg 의 '溜分 21gr 을 얻었다. 收率은 74%이었음.

方法; 300ml 4 口 flask 에 還流冷却器, 溫度計, 滴下 

漏斗, 氣密攪拌器 等을 水浴中에 裝置하여 Achloro 

anisol 과 chloral hydrate 의 所定量을 넣고 一定한 溫 

度를 유지하면서 滴下漏斗를 通하여 一定量의 黃酸을 

滴加했다. 12時間 反應시킨 후 反應生成物을 氷水에 

注加하여 黃酸을 稀釋시켜 冷却하면 粗結晶이 生成된 

다. 이 粗結晶을 濾過하여 蒸溜水로 충분히 洗滌하고 

benzene 에 溶解하여 蒸溜水로 洗滌한 후 分離하여 

benzene 으로 再結晶했다.

確認; a. 性狀은 無色針狀結晶이었다.

b. m. p. 는 Ml〜 142°C
旦卜折1113。205로서의 理論値; 414.5

分子量i 實測値；425

元素分析；計算値(以4&95% H：3.21% 
1C1：4L75% O：8- 34%

|Ci6H13O2Cl5 로서 의

(C：46. 3% H：3, 14佥,(기:妃. 82%, O：7. 72%
d. OH 基의 檢出; M.C.T 는 FeCG 溶液과의 反應 

에 陰性이 므로 OH 基는 存在하지 않는 다.

e: Trichloromethyl 基의 定量; Trichloroniethyl 基 

는 다음과 같이 脫鹽酸反應을 일으킬 것이며 이 反應 

을 利用한 定量値는 다음과 같다.

och3 OCH? OCH3OCH3

I II °| I "NaOHT II II I II

I CC心 I I I
Cl Cl Cl C1

+NaCl + H2O
C16H13O2C15 ofl 대한 定量値; 9.3%

。16困3。2胡5 에 대 한 計算値; 8. 6%
f. 赤外線吸收 spectrum; 約 ]mgr 의 試料와 lOOmgr 

의 충분히 乾燥한 부롬화 칼륨의 均一混合物을 眞空加 

壓하여 製造한 錠劑의 赤外線吸收 spectrum 은 Fig. I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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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I 에서 波數 740cm-i 에 나타난 吸收帶는 Benzene 
核에 結合된 鹽素에 의한 것이고 波數 790cmT 에 나타 

난 吸收帶는 trichloromethyl 基에 의 한 것이 며 波數 

860cmT 에 나타난 吸收帶는 benzene環의 1・小4置換 

體에 의한 C-H 面外變角振動에 의한 것이고 波數 

lOZOcm-i, 1120cm-1, 1160cmT 에 나타난 吸收帶는 ben

zene 環의 1. 2. 4 置換體에 의 한 G-H 面內變角振動에 의 

한 것이며 波數 1240cmT 에 나타난 收吸帶는 Ar-CH-
I

Ar 에 의 한 것이 고 波數 1460cmT, 1600cmT 에 니■타난 

吸收帶든 置換 benzene 의 C二C 伸縮振動에 의 한 것이 며 

波數 2950cmT 에 나타난 吸收帶는 -OCH3 基에 의 한 

것이 라고 推測된다HO，】。. 이상의 結果를 總括하여 本 

反應生成物의 構過는 2. 2-bis(2-methoxy-5-chIoroph- 
enyl) ]. b 1-trichloroethane 이 라고 推測할 수 있다. 즉 

分子量의 實測値가 理論値에 가깝고 元素分析値도 計 

算値와 大體的으로 一致되며 反應過程에 있어서 Z-ch- 
loro anisol 의 一OC% 基가 分解되지 않았다는 것을 

-OH 基를 檢査하여 알았으며 -CCI3 基를 가진 點과 赤外 

線吸收 spectrum 의 各吸收帶를 종합하여 檢討하여 본 

結果 2- 2-bis(2-methoxy-5-chlorophenyI) b ]. 1-tric
hloroethane 이 다. 따라서 本合成生成物의 構造가 M. 
C.T 인 것으로 보아 다음 式과 같은 過程을 거쳐서 反 

應이 進行한다고 推測할 수 있다(⑵.

och3 och3
1

夕、 玦S0
I 1! +cci3CHO----- >

Q厂 CH(OH)C%

、*/ 1
cii

1
Cl

och3 och31
och3
1

+ 1 II ' ,
/、、———

1 II 1
八

1 II +HQ
H2so4

1 Y CC13 11 
Cl Cl Cl

結果 및 考察

1. M*C.  T 의 合成; /i-Chloro anisol ]4gr (0*  lino!) 
chloral hydrate iJ. 5gr (0. Q7mol), 黃酸의 濃度 93%,

1 Table 1 The effects of [；H2SO4J/[；CH3O.C6H4
• Cl] on the yield of M. C. T.

\

No.、

〔服。」 
H3OC6H4-cn Products(gr) Vield(%)

] 12 8-3 40-5
2 10 9-8 48-5
3 8 11-6 56-8
4 6 IO.3 50.3
5 4 7-3 35.7

反應溫度 25〜30。C, 反應時間 12時間의 條件下에서 

Q-chloro anisol 에 대 한 黃酸의 量을 變化시 켰 던 바 

Table ] 과 같은 結果를 얻 었 다.

on the yield of M. C. T
Table 2 The effects of H2SO4 concentration

No 、、

H2SO4 
(%)

h2so4 
(gr)

Products
(gr) Yield(%)

1 10(fumic) 78-4 5. 1 25-0
2 95 82.6 9-8 48・5
3 93 84.3 11.4 55・8
4 90 87.으 9.3 45.으

/-Chloro-Anisol; 14gr, CC13CHOH2O; 11.5gr 
reaction time; 12hr, reaction temp.; 25〜30°C 

93% H2SO4; 8mol

Table 3 The effects of reaction temperatu
re on the yield of M. C. T

、、、 、 Temp (°C) Products (gr) yield (%)

1 35 〜40 7-2 35-4
2 30 〜35 10.0 49.5
3 25 〜30 11-5 56-2
4 으。〜25 8.3 40-5

/>-ChIoro-Anisol; 14gr, CC13CHO*H2O; lL5gr 

93% H2SO4; 84- 3gf, reactiontime; ]2hrs

Table 4， The effects of chloral hydrate 
concentration on the yield of M. C. T.

I没、
/)-Chloro 

Anisol
CCI3CHO

H2O(mol)
Products

(gr) Yield(%)

I 2 0-8 &3 40.4
2 2 1-0 .10.3 50.2
3 2 1-2 11-3 55.5
4 2 1.4 1L5 56-5
5 2 1-6 11.0 54.5

/)-Chloro Anisol 14흥r , Reaction Temp. 25〜30°C 

93% H2SO4 84. 3g 
reaction Time |2hr

2- M.C.T 의 殺虫能

i) Citrus Red mite(굴응애)에 대한 M. C. T 와 

D. D. T 의 殺虫能効果試驗; 供試虫인 Citrus Red mite 
는 慶北大學校 農科大學 園藝學科溫室內에서 栽培하고 

있는 橘나무잎에 寄生하고 있는 것을 橘나무잎과 함께 

크기와 生氣가 均一한 것 들을 採集하여 우 成虫만을 

사용하였으며 사용한 橘나무 잎은 사용 직전에 붓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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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나 捕食性응애(predator mite) 등을 제거하여 사 

용하였다,

모든 供試虫은 採集하여 24時間 飼育室에 두었다. 

그 中 健全한 것만을 選捌하여 사용하였다.

供試藥; M.C.T; m.p 141〜】42°C 의 純品, D. D. 

T;美國 Chemical Insecticide Corporation 製 75% 
Peregal. O; B. A. S. F.製 nonion surface active agent.

方法; M. C. T 는 0. 02gr 를 2cc benzene 에 溶解하 

고 peregal O Q2% 水溶液 98cc 를 加하여 충분히 混 

合하였고 D*  D. T 는 증류수로 0- 1% 의 濃度로 稀釋하 

여 사용하였다.

橘나무잎과 함께 採集한 供試虫을 크기와 生氣가 均 

一한 두 葉式을 Ghikara Tsugawa, Masteru yamada 등 

이 使用한 方法에 準하여 所定의 藥劑에 60초間 浸漬 

한 後 脫脂綿을 깐 直徑 9cm share 內에 位置시켜 뚜 
껑 을 하여 20°C incubator 에 48 時間 방치 한 後에 死虫 

數를 調査하였다. 1 區에 10 匹式 5 回 反復하였다.

殺虫能効果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프he insecticidal effects of M. C. T 
and D. D. T against chrysanthemum Aphid by 
filter paper method.

Chemicals and

concentration

Replic
ation

Total
No 
of 

treated

No. of 
Dead

Percen- 
以皮 

mortality12345

D.D.T (o. 1%) 8 7 8 7 8 50 38 76
M. C. T(0. 02%) 7 7 88 7 50 37 74
peregal O (0.2%) 1 1 50 - 2
control (D. W) 1 50 1 —

ii) Chrysanthemum Aphid(국화꼬마수염진딧 

물)에 對한 M.C.T 뫄 D.D.T 의 殺虫効果試驗 ; 供 

試虫인 Chrysanthenum Aphid 는 慶北大學校 農科大學 

園藝學科 溫室內에서 栽培하고 있는 菊花에 寄生하고 

있는 無趨 우 成虫만을 採集하여 試驗前 飼育室에서 5 
日間 飼育한 것을 사용하였다.

供試藥; M.C.T; m.p 141〜142。C 의 純品

D. D. T;美國 Chemical Insecticide Corporation 製 

75%
Peregal O； B. A. S. F 製 nonion surface active a흥ent 

方法; 一般的으로 사용하고 있는 filter-paper method 
에 의 하여 直徑 9cm 의 東洋濾紙 No. 2를 깐 share 內 

에 前記한 바와 같은 藥液 ice 를 micro syringe 로 골고 

루 滴下한 後에 供試虫을 1 區에 10 匹式을 넣고 share 
의 뚜껑 을 닫고 20°C incubator 에서 24 時間 後의 死虫 

數를 5回反復하여 調査하였다. (Table 6)

Table 6 The insecticidal effects of M. C. 
T and D. D. T against Citrus Red mite by 
the dipping method.

Chemicals and Replic
ation

Total 
No. No. of

percen
tage

concentration 1 으 3 4 5
of 

treated
Dead mortality

D. D.T (0. 1%) 6.7. 6-8.5 50 32 64
M. C. T(o. 02%) 6.8- 7.7.6 50 34 68
PergO(0.으%) 1 50 1 —
Control (D・W) 】 1 50 2 —

<4-

1- 分子量, 元素分折結果, trichloro methyl 基의 定 

量値 및 赤外線吸收 spectra 等을 檢討하여 본 結果 

生成物의 構造는 2. 2-bis(2-methoxy-5-chk>rophenyl)
1-trichloroethane 임 을 알았다.

2- 最適反應條件은 黃酸의 mol 比가 /.-chloroaniso] 

에 對하여 8, 黃酸의 濃度는 93%,反應溫度 25〜30이3 
反應時間 12 時間, 夕-Chloroanisol 에 대 하여 0. 7倍의 

chloral hydrate 를 사용하였을 경 우이 다.

3- M.CT의 殺虫能은「국화꼬마수염 진딧물」및「귤 

응애」에 대하여 D.D.T 의 殺虫能보다 5倍나 强하므로 

滿足할만한 殺虫能을 가졌다고 結論지을 수 있으며 置 

換 phenol 의 hydroxy 基를 methoxy 基로 바꾸면 殺虫 

能이 顯著히 증가된다는 것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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