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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에탄올성 사카르보닐철산염, HFe(CO)「과 아디파알데히드를 조합하면 아미노기를 과수소아제 

핀고리로 선택적으로 전환을 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페닐렌디아민은 상압의 일산화탄소, 상온, 및 철산염 

존재하에서 아디파알데히드와 반응하여 대응하는 과수소아제핀을 보통의 수득율로 주었다. 이 반응에 철산염- 

아디파알데히드페닐렌디아민계에서 몰비가 1.0 :1.0 : L0일 때는 한 개의 과수소아제핀고리를, 1.0 : 2.0 : 1.0의 

경우에는 두 개의 과수소아제핀고리를 선택적으로 주었다.

ABSTRACT. Ethanolic tetracarbonylhydridoferrate, HFe(CO)「，combined with adipaldehyde is very 
efficient for the selective transformation of an amino group into a perhydroazepine ring. Phenylenediami
nes react with adipaldehyde in the presence of HFe(CO)4- at room temperature under the atmospheric 
pressure of carbon monoxide to give the corresponding perhydroazepines in moderate yields. In these 
reactions, the molar ratio of 1.0 :1.0 : 1.0 of the ferrate-adipaldehyde-phenylenediamine system gave one 
perhydroazepine ring, and the case of 1.0 : 2.0 :1.0 gave two perhydroazepine rings, selectively.

서 론

과수소아제핀 및 N-치환과수소아제핀의 합성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수소분위기하 

에서 Raney-Co 촉매를 사용하여 카프로락탐에서 

과수소아제핀으로의 수소화는 아주 좋은 활성과 선 

택성을 주었다. 따라서 이러한 촉매로써 과수소아 

제 핀으로부터 N-이소프로필 과수소아제 핀의 합성은 

이소프로필 알코올매체에서 190M 10시간 반응시키 

면 좋은 수득율을 주었다'. 수산화나트륨이나 탄산 

나트륨 존재 하에 서 과수소아제 핀 과 브로모알칸으로 

부터 N-치환 과수소아제핀 유도체를 합성하였으며2 

4- 클로로니트로벤젠과 과수소아제핀을 산화백금촉 

매 하에 서 수소화시 켜 N-(4- 아미 노페 닐)과수소아제 핀 

을 합성하였다% 과수소아제핀과 메틸벤질케톤을 고 

압솥내에서 촉매를 써서 수소화시켜 3-페닐-2-아제 

피노프로판을 합성하였다’. 이와 같이 카프로락탐의 

환원에 의한 과수소아제핀 합성이나 과수소아제핀과 

할로화합물이나 카르보닐화합물과의 반응으로부터 

환원된 N-알킬 과수소아제핀이 대부분이었다. 이들 

방법은 대부분 격렬한 반응조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 사카르보닐철산염, HFe(CO)「5이 선택적 

환원시약으로 알려져 여러 가지 작용기들”I。에 대한 

환원반응에 적용되었다. 본 연구자는 이 시약을 이 

용하여 각종 일차아민과 숙신알데히드, 구루타르알 

데히드 및 아디프알데히드와의 반응으로부터 대응 

하는 N-치환 피롤리딘气 피페리딘12 및 과수소아제핀 

등13을 선택적으로 합성하였다. 본 연구는 페닐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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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민과 아디프알데히드와의 반응에 관한 것이다.

실 험

시약 및 기기. 오카르보닐철(Fe(CO)。각종 페 

닐렌디아민 트란스-시클로헥산디올 등은 Aldrich 
시약이며 일산화탄소 수산화칼륨 벤젠 등도 구입하 

여 사용하였다.

생성물의 확인은 Varian EM-360 spectrometer(60 
MHz) 및 Brucker spectrometer。。。MHz)로써 'H- 
NMR 스펙트라를 얻었고, 적외선 분석은 JASCO A- 
202 double beam spectrometer로써 행하였다. 13C- 

NMR은 JEOL Pulsed Fourier Transform spectro- 
meter(25.05 MHz) 및 Brucker제를 사용하였으며 

GC-Mass는 RQ1000을 사용하였다. 원소분석은 경 

도대학 미량분석센타에서 행하였다. 반응의 거동은 

shmadzu GC-3BT로써 확인하였으며, 융점측정은 

Yamate 융점장치를 사용하였다.

사카르보닐철산염의 합성. 이미 보고한 보문에 

따라 합성하여 사용하였다.

아디프알데히드의 합성. English 등”이 보고한 

방법에 따라 20g(0.17mol)의 12시클로헥산디올을 

건조벤젠 200 m/에 녹인 후 무수탄산칼륨 50 g을 

가하고 반응기의 내부를 건조질소로써 치환시킨 후 

사초산납 76g(0.17mol)을 한번에 5 g씩 1시간에 

걸쳐 넣었다. 그리고 1시간 더 반응시킨 후 여과하여 

그 여과액을 회전식 증류장치로써 농축시킨 다음 

미 량증류장치를 써 서 감압증류하여 분리 하였 다.

페닐렌디아민과 아디프알데히드와의 반응. 미 리 

활성 한 사카르보닐 철 산염 용액 에 N-(아미 노페 닐)-과 

수소아제핀유도체를 합성할 경우에는 페닐렌디아민 

L2g(llmmol)을 에탄올에 용해시켜 주사기로 철산 

염 용기에 주입하고 아디프알데히드 1.3g(ll mmol) 
을 에탄올에 희석시켜 10여분간에 걸쳐 반응기에 

주입하였다. 그리고 디과수소아제피 노벤젠 유도체를 

합성할 경우에는 아디프알데히드 2.6g(22mmol)을 

에탄올에 희석시켜 10여분간에 걸쳐 전량을 주입한

Table 1. Facile synthesis of perhydroazepinobenzenes from adipaldehyde and phenylenediamines using HFe 
(C0)L

Exp. No. Product CO absorbed* Yield (%X

1 w 1.9 30

2 点 1.1 45

3 (丁％) 2.2 45

4 1.0 31

5 Cn。。 3.1 4

6
H2N0Q 1.6 16

Spectroscopic data

iH-NMR(CC】4): 8 6.65(s, 4H, Ar), 2.30(m, 8H, 4CH2), 
1.52(m, 16H, 8CH2). 1 !C-NMR(CDCU): 5 20.34(4CH2), 
26.60(4CH2), 49.89(N(CH2)2), 119.82(2CH, Ar), 120.43(2 
CH, Ar), 141.80(2C, Ar). Anal. Found : C, 79.12, H, 
10.57, N, 10.30. Calcd for C1BH2«N2: C, 79.18, H. 10.56, 
N, 10.26 Mass(m/e): 273(M + ).

】H-NMR(CC14): 8 6.48(m, 4H, Ar), 3.65(s, 2H, -NH2), 
2.20(m, 4H, 2CH2), 1.60(m, 8H, 4CH2). IR(neat): 34 
60—3470 cm_1(v-NH2). Mass(m/e): 190(M+).
HNMR(CCD ： 8 5.62~7.33(m, 4H, Ar), 2.94(m, 8H, 
4CH2), L64(m, 16H. 8CH2).
HNMRICCh): 8 5.53〜6.81(m, 4H, Ar), 3.50(s, 2H, 
NH2), 2.84(m, 4H, 2CH2), 1.60(m, 8H, 4CH2). IR(neat): 
3460 -3270 cm ^v-NHs).
1H-NMR(CC14): 6 7.50(m, 4H, Ar), 2.30(m, 8H, 4CH2)f 
L60(m, 16H, 8CH2).
】H-NMR(CC14): 8 6,50(m, 4H, Ar), 3.10(s, 2H, NH】 

2.20(m, 4H, 2CH2), 1.50(m, 8H, 4CH2), IR(neat): 34 
58-3370 cm'(v-NH2).

“Reaction conditions : Reactant molar ratio; ferrate/adipaldehyde/phenylenediamine = 1.0/1.0/1.0(Exp. Nos. 2, 4 
and 6); 1.0/2.0/1.0(Exp. Nos. 1, 3 and 5) for 24 h under CO(1 atm). ”Moie/m이e HFe(CO)4 . 'Is이ated yi야d. 
Based on the amount of the phenylenediam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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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실온에서 일산화탄소가 끝날 때까지 반응시켰다. 

검붉은 반응혼합액을 공기산화시켜 여과하고 그 여 

과액을 증류한 후 TLC로 생성물을 분리하였다•

결과 및 고찰

사카르보닐철산염용액내에서 각종 페닐렌디아민 

과 아디파알데히드의 몰비를 변화시켜 반응을 행하 

였을 때 대응하는 N-(아미노페닐)과수소아제핀 및 

이 과수소아제 피 노벤 젠(diperhydroazepinobenzene) 
유도체들이 얻어졌다. 얻어진 결과를 Table 1에 나 

타내었다. 이들 반응은 숙신알데히드 및 구르타르 

알데히드와 일차아민과의 반응만큼 격렬히 진행되지 

않았으나 담황색의 용액이 서서히 짙은 홍적색으로 

변화하는데 3~5시간 지나면 일산화탄소의 흡수속 

도가 증가되었다. 알데히드/HFe(CO)「i페닐렌디아 

민의 몰비를 1.0： 1.0： 1.0로 하였을 때는 과수소아 

제핀고리 하나가 형성되는 N-(아미노페닐)과수소아 

제핀이 얻어지고 몰비를 2.0 ： 1.0 ： 1.0로 하였을 

때는 주생성물로 이과수소아제피노벤젠이 얻어졌다 

(Scheme 1).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오르토-페닐렌디아 

민으로부터 생성된 과수소아제핀의 경우에 있어서는 

N-(아미 노페 닐)과수소아제 핀 이 이 과수소아제 피 노벤 

젠보다 수득율이 높았다. 이는 입체장애의 영향이 

작용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파라-페닐렌디아 

민의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의 흡수량은 많지만 N- 
치환 과수소아제핀유도체의 수득량은 오르토- 및 

메타-의 경우보다 훨씬 낮았다. 이것은 입체장애 

효과만을 고려했을 때 기대되는 결과와는 반대현상 

을 보여주었다. 그 이유는 파라-페닐렌디아민은 오 

르토-나 메타-페닐렌디아민보다 친핵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아디프알데히드가 첨가되자마자 반응속도가 

훨씬 빨랐으며 동시에 일산화탄소의 흡수도 빨랐으 

나 분자내 고리화생성물보다는 분자간 환원아미노 

화반응이 더 경쟁적으로 진행된다고 추측된다. 반 

응시간을 연장하면 타르성물질이 증가하는 사실로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반응에서는

OHC(CH?)4CHO

KHF*(C이* co

1.0:1.0:1.0 2.0： 1.0:1.0

C0 C0Q
Schem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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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ton-decoupled I：1C-NMR(3OO MHz) spectrum of o-diperhydroazepinobenz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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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CtCHACHO + RNH2-----------► 아1C(CH叫

-HzO / 、KHFefOO)*,CO
--- 비애어뎌나아*朴§----------> OHClCHz^CHaNH-R

Scheme 2

일산화탄소의 흡수의 속도나 양이 증가하면 환원력 

이 증가되어 기대하는 생성물의 수득율이 높게 얻 

어짐이 보고*되어 있다. 그리고 오르토■이과수소아 

제피노벤젠의 13C-NMR 스펙트럼을 F讶.1 에 나타내 

었다. Proton-decoupled ^C-NMR의 스펙트럼에 

서 2034 ppm은 두 과수소아제핀고리의 4； 5'번의 

화학이동값이며 26.60 ppm은 3； 6’번의 탄소의 화 

학이동이고 49.89 ppm은 2', 7'번의 탄소의 화학이 

동을 나타내고 119.82 ppm은 벤젠고리의 4, 5번, 

120.43 ppm은 3, 6번의 탄소 141.80 ppm은 수소가 

없는 1, 2번 탄소의 화학이동값이라.볼 수 있다. 두 

과수소아제핀의 고리는 동일한 환경으로 배치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Scheme 2에 나타낸 반응메카니즘 

을 보면 먼저 페닐렌디아민의 두 아미노기 중 하나의 

아미노기와 아디프알데히드의 한 쪽의 카르보닐기와 

반응하여 Schiff 염기가 생성되고 사카르보닐철산염 

에 의해 환원된 다음 다시 남은 하나의 카르보닐기와 

이차아민이 분자내 고리 화반응(intram아ecular cyc
lization reacti이!)으로 임모늄염이되고 이것이 사카 

르보닐철산염에 의해 다시 환원됨으로서 과수소아 

제핀고리가 생성된다고 추정하고 있다吃 두번째의 

과수소아제핀고리의 형성도 같은 경로를 한번 더 

반복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유기반응연구센타■한국과학재단(893・ 
030&00&2)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에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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