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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디포스핀을 포함한 몇가지 d8 전이금속착물(MCLPP)은 출발물질 K„MC£을 사용하여 합성하였다. 

중심금속(M)은 Ni(II), Pd(II), Pt(II), Au(III)이며, 디포스핀(PP)은 bis(diphenylphosphino)methane(dppm), 
bis(diphenylphosphino)ethane(dppe), bis(diphenylphosphino)propane(dppp) 및 bis(diphenylphosphino)ethy- 
lene(dppety)이었다. 착물의 조성이나 특성은 원소분석과 】H-NMR, 31P-NMR 및 UV-Visible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이들 착물의 촉매적 활성은 3(2H)-furanone 및 cyclic carbonate 생성반응에 대하여 

각각 조사하였다. 2-methyl-3-butyn・2-Ql로부터 생성물 3(2H)-furanone^* 얻는 반응 ⑴에서 Ni(II)-, Pd(II)- 

diphoshine 착물은 좋은 촉매적 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들 diphosphine 착물들은 cyclic carbonate 
생성반응 (2)에 대해 촉매제로서의 활성을 거의 나타내지 않았다.

ABSTRACT. The ^-transition metal complexes containing diphosphine, MC12PP were prepared by 
using KMMClm as starting materials, wherein M were Ni(II), Pd(II), Pt(II) and A나(III) and PP were bis(di- 
phenylphosphino)methane(dppm), bis(diphenylphosphino)ethane(dppe), bis(diphenylphosphino)propane 
(dppp) and bis(diphenylphosphino)ethylene(dppety). The complexes were characterized by the spectral 
property (】H-NMR, 31P-NMR and UV-Visible spectra) together with elemental analysis. The complexes 
were tested for the catalytic activity on the formation reactions of 3(2H)-furanone and cyclic carbonate. 
The only Ni(II)- and Pd(II)-diphosphine complexes displayed a good catalytic effects in the production 
of 3(2H)-furanone from 2-methyl-3-butyn-2-ol [reaction (1)1 But all the diphosphine complexes as catalyst 
were almost inactive towards cyclic carbonate production Ereaction (2)1

서 론

monophosphine ° 1 ^4 diphosphine(PP)은 o-donor 

및 7T-acceptor로서 양쪽 성질을 모두 가진 리간드 

이며 Ni(II), Pd(II), Pt(II), Au(III)와 같은(/전자를 

많이 가진 금속과 안정한 사각평면 착물을 형성한 

다 L2. 이들 착물은 사각평면 구조의 대표적인 화합 

물이며 전자구조적 특성 연구의 모델 화합물로서, 

그리고 올레핀의 산화반응% 수소화반응% 탄화수소의 

고리화반응5 등에서 촉매제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분야에 이용되고 있는 diphosphine 
착물 중에 MCLPP 착물은 각 금속이온의 무수염 

화물(MCL) 이나胡 cyclooctadiene(COD) 착물(M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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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을8서 diphosphine(PP)과 반응시켜서 합성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MChCOD 합성에서 출발물질로 

사용한 K2MCL4와 diphosphine 리 간드, bis(dipheny- 
Iphosphino)methane(dppm)을 직 접 반응시 켜 서 

PdCLdppm과 PtCLdppm을 합성한 바 있다迪. 그런 

데 이러한 합성과정이 이들 두 착물 이외에 다른 

MC12PP 착물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촉매제로 

서의 특성도 Pt(II)・diphosphine을 촉매제로 한 1-oc- 
tene의 산화반응 이외에 MC12PP 형의 착물을 촉 

매제로 한 연구결과는 별로 없다% 촉매반응의 생 

성물 중에 항종양제로서의 중요한 생리적 활성을 

나타내는 3(2H)-furanone 생성은 최근에 많이 연구 

되는 반응이다". 그러나 이 반응에 사용한 촉매제는 

대부분 PdCh(PPh3)2오) 같은 monophosphine 착물 

이며, diphoshine 착물을 촉매제로 하는 연구결과는 

거의 없다. monophosphine 착물을 촉매제로 할 때 

2・methyl・3-butyn-2-이로부터 3(2H)-furanone^| 생 

성반응은 식 ⑴과 같다

아13 — 队 c
1 Cat. )7—0HCMC—C—OH+CO+PhI______ > (T 乂 ⑴

그러나 반응 (1)에서 CO를 가하지 않으면 3(2H)-fu- 
ranone의 생성 대신에 반응 (2)에서 처럼 lactone이 

생성된다吃

어3 1
HC=C-C-OH+CO2------------ >°y° (2)

CH3 0

본 연구에서는 금속이온 Ni(II), Pd(II), Pt(II), Au 
(III)을 포함한 K2MC14 혹은 KMCU 착물을 출발물 

질로 하여 사각평면 구조인 몇가지 diphosphine 

착물을 합성하였고, UV-Visible 스펙트럼과 및 

31P-NMR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이들 착물의 분광학 

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반응 ⑴과 (2)에 대한 dipho
sphine 착물의 촉매적 효과를 측정하여 이미 알려진 

monophosphine 착물의 촉매적 활성과 비교하였다. 

또한 착물의 촉매적 활성을 diphosphine의 킬레이트 

고리의 크기와 금속이온의 성질에 따라 고찰하였다. 

이외에도 기체의 압력, 촉매반응의 시간에 따라서 

반응 ⑴과 ⑵의 생성물질의 수득률을 관찰하였다.

실 험

시약 및 착물합성. diphosphine 착물 합성에 사 

용한 각 금속화합물은 K2PtCl4( KJMCh, NiCl2-6H2 
0, KA11CI4이었고, diphosphine 리간드로는 bis(di- 
phenylphosphino)methane(dppm), bis(diphenyl- 

phosphine)ethane(dppe), bis(diphenylphosphino)- 
propane(dppp) 및 bis(diphenylphosphino)ethylene 
(dppety)을 그리고 monophosphine으로는 PPh3을 사 

용하였다. Pd(II)와 Pt(II)-diphosphine 착물, PdCl2 
dppe, PdCl2dppp, PtCl2dppe, PtChdppp는 PdCl2 
dppp과 PtCkdppm 착물을 얻을 때山와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합성하였다. 즉 K2MCl4(M = Pd, Pt) 0.72 
mmol를 뜨기 운 물 1 mZ와 진한 염 산 0.5 m/에 녹인 

후 같은 당량의 diphosphine(0.72 mmol)을 첨 가하여 

diphosphine 리간드 종류에 따라 30~60분 가량 

교반하고 2시간 동안 다시 reflux 시켰다. 합성한 

착물은 모두 공기중에 안정하였고 Pt(II) 착물은 흰 

색, Pd(II)은 엷은 노란색을 나타내었다. 각 착물의 

원소분석치와 수득률은 다음과 같다.

PtCl2dppm yield 93%
Calcd. for C25H22P2Cl2Pt: C, 46.16； H, 3.42； Pt, 

30.00
Found : C, 46.16； H, 3.52； Pt, 30.42

PtCl2dppe yield 92%
Calcd. for CgeH^CkPt: C, 4706； H, 3.65
Found : C, 46.16； H, 3.66

PtCl2dppp yield 96%
Calcd. for C27H26P2Cl2Pt: C, 47.86； H, 3.87
Found : C, 47.36； H, 3.87

PtCl2dppety yield 91%
Calcd. for C26H22P2Cl2Pt: C, 47.20； H, 3.35

Found : C, 46.83； H, 3,33
PdCl2dppm yield 92% .

Calcd. for C25H22P2Cl2Pd : C, 53.45; H, 3.96

Found : C, 53.26； H, 3.97
PdCWppe yi이d 93%

Calcd. for C26H24호MbPd : C, 54.24； H, 4.20

Found : C, 53.47； H, 4.34
PdCbdppp yield 96%

Calcd. for CzzHzBCLPd : C, 54.99； H,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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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 : C, 54.50； H, 4.41

PdCWppety yield 92%
Calcd. for C26H22P2Cl2Pd : C, 54.45； H, 3.83
Found : C, 53.91； H, 3.71

NiCLdppm과 NiC^dppe도 Pd나 Pt 착물과 비슷 

한 방법으로 합성하였으나 얻어진 벽돌색 침전물을 

세척할 때 얼음물 대신 무수에탄올을 사용하였고 

dichloromethane으로 재결정하였다.

NiCl2dppm yield 91%

Calcd. for。2詛22卩2(汨中：C, 58.42; H, 4.31
Found : C, 58.10； H, 4.21

NiCl2dppe yield 89%

Calcd. for : C, 59.14； H, 4.58
Found : C, 59.54； H, 4.61
Au(III) 서 iphosphine 의 합성과정은 먼저 0.85 

mmol KAuCLrH?。의 메 탄올 용액 에 0.88 mmol di
phosphine^- 녹인 20m/ 메탄올용액을 천천히 가 

하였다. 이때 연노란색의 용액을 5분간 환류시킨 후 

70% HC1O4 2 mZ를 가하여 60분 동안 다시 환류시킨 

다음 냉각시켜 백색의 침전물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침전물을 1-propanol, 얼음물, ether의 순서로 씻고 

12시간 진공상태에서 건조하여 사용하였다. 

[AuCLdppmjCQ yield 45%

Calcd. for C25H22O4CI3P2AU : C, 39.90； H, 2.92
Found : C, 39.10； H, 2.81

[AuC12dppe]C104 yield 42%
Calcd. for C26H24O4CI3P2A11: C, 40.72; H, 3.13
Found : C, 39.9； H, 3.08

착물의 촉매적 황성. 착물의 촉매적 기능은 2- 
methyl-3-butyl-2-ol로부터 3(2H)-furanone^ cyclic 
carbonate가 각각 생성되는 반응 ⑴과 (2)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반응용기는 50 m/ stainless steel autoc- 
lave(Parr제)를 사용하였다. 3(2H)-furanone^] 합성 

은 반응 (1)에 나타낸 것처럼 촉매제로서 합성한 

착물과 substrate를 다른 반응물질과 함께 autoc- 
lave에 채운 다음 aspirator로 공기를 제거한 후 

CO와 CQ를 일정한 압력으로 조절한 뒤 100t： 에서 

12시간 반응시켰다. TLC로써 생성물질을 분리할 때 

전개제는 acetone/chloroform^- 사용하였고, 수득률 

은 gas chromatography(FID dector, 50m HP-FAP 
capilliary column, oven temperature 150—2001：) 

로 측정하였다. 이외에 생성물의 확인에는 mass 
스펙트럼과 파LNMR 스펙트럼을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착물의 합성 및 분광학적 성질. Pd(0, +1)이나 

Pt(O, +1)과 같은 낮은 산화상태의 각 diphosphine 
착물의 합성에서 출발물질인 MChPP 착물은 반응 

(3), (4) 및 ⑸에 따라 합성할 수 있었다.

K2MCI4 + PP -뽄띈，〉MCkPP+KCl ⑶

rlCl(ri2U)

NiCl2-6H2O+PP 껀鷲、＞ NiCl2PP ⑷
rlCl(ri2O)

MeOH
KAuC14+PP------- :----------» [AuC12PP]C1O4 (5)

70% HCIO4

MC12PP 착물은 거의 대부분 MC126'7 혹은 MC12 
COD8,9 (COD=cyclooctadiene)와 diphosphine을 반 

응시켜서 합성하였으나, PdCLdppm, PtCl2dppm 착 

물은 반응 (3)에 의해서도 합성된 바 있다1。. MC12PP 
착물의 합성에서 반응 (3)을 이용할 때 다른 방법에 

비하여 높은 수득률(90% 이상)의 생성물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AuCZPP] + 착이온은 반응 ⑶에 

따라 합성이 되지 않았으며 이 방법으로 얻어진 백색 

침전물의 원소분석치의 결과는 [AuCLPP,와 Cl3- 

AuPPAuCb의 두 화합물이 혼합된 것처럼 나타났다. 

그러나 반응 (5)에 따라 반응 (3)의 HC1 과 w-PrOH 
대신에 HC1Q와 MeOH을 각각 사용하여 합성한 

Au(III)-diphosphine 착물의 원소분석 결과는 [Au- 
ClaPPUClQ와 일치하였다. 반응 (3)~(5)에 따라 합 

성된 각 착물의 원소분석 결과는 계산치와 잘 일 

치하였고, 이들 착물의 iH-NMR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diphosphine 착물에서 phosphine 리간드의 

킬레이트 고리의 크기에 따라 旧-NMR 스펙트럼의 

특성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1의【H-NMR에서 착물에 포함된 alkylene 
과 phenyl기의 띠는 각각 3.5~4.4ppm과 7.5-8.0 
ppm에서 그 특성을 나타내었고, methylene 띠의 

금속이온의 영향은 Pt, Pd, Au 순서로 high field 
쪽으로 이동하였다. 이 결과는 금속이온 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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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H-NMR spectroscopic features of metal-diphosphine complexes

Complex Solvent Methylene (ppm) 
-CH2-

Phenyl ring (ppm)
o-H m, p-H

PtCl2dppm CDC13 t 4.4 m 7.95 m 7.5
PtCl2dppe CDCI3+DMSO 以6 t 3.5 q 3.8 m 7.91 m 7.55
PtCLdppp CDCh+DMSOd q 3.7 t 3.9 m 7.8 m 7.45
PtCbdppen CDC13 q 3.5 m 3.7 m 7.7 m 7.4
PtCl2chirapos CDCI3+DMSO4 m 3.6 m 3.8 m 7.6 m 7.4
PtCl2dppety CDCI3+DMSOM6 d 3.6 m 7.45 m 735
PtCl2dmpe CDCh t 3.6
PdCLdppm CDCI3 t 4.2 m 7.85 m 7.5
PdCl2dppe CDCh t 3.45 q 3.6 m 7.9 m 7.55
PdCLdppp CDCI3+DMSO4 m 3.6 t 4.0 m 7.8 m 7.45
PdCl2dppb CDC13+DMSO-J6 m 3.5 t 4.0 m 7.7 m 7.45
[AuCl2dppm]C104 CDCI3 t 3.6 m 7.65 m 7.5
[AuC12dppe]C104 CDCh t 3.6 q 3.7 m 7.7 m 7.5
[AuCLdpppJCIQ CDCk+DMSOd t 3.5 m 3.75 m 7.7 m 7.45

Fig. 1. 3刊旧｝ NMR spectra (121.5 MHz) of NiCl2 
dppm (a) and NiCl2dppe (b).

74 pm, Pd2+ = 78pm)과 금속이온의 산화수(Pt=2+, 

Au=3+)의 차이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금속과 di
phosphine 간의 d-d n-back bonding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주어진 금속이온에서 diphos- 

phine의 종류에 따라 alkylene 의 chemical 아lift는 

별다른 영향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착물의 

특성에 대한 킬레이트 고리의 경향을 비교하기 위 

하여 NiCLdppm과 NiCkdppe 두 착물에서 31P-NMR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侦讶.1). F讶.1 에서 나타난 

것처럼 NiCbdppm과 NiCl2dppe 착물에서 측정된 

"P-NMR의 chemical shift는 각각 一 45.5 ppm과

Table 2. 싼＞｛】비 NMR spectroscopic featuresa of di
phosphine complexes

Complex Solvent 31P shift, (ppm)

PtCl2dppety CH2CI2 s8.13, d22.7, 6 22,7
NiC^dppm CH2CI2 s -45.5
NiCl2dppe CH2CI2 s 58.3
[AuCl2dppm] C1O4 CH2CI2 + HCI s33.7

flat 121.5 MHz, external lock, chemical shift are in ppm 
relative to external 80% H3PO4 + D2O.

58.3ppm으로 대단히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吁_ 

NMR 스펙트럼은 diphospine 착물의 특성에 대한 

킬레이트 고리의 영향을 비교하는데 좋은 수단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n 결합성 궤도함수를 가 

지는 리간드와 전이금속 사이에 형성된 사각평면 

착물은 3개의 d-d 전이。4以 -> %初 - 圮® t 1&)와 

3개의 charge stransfer 전이 t 匕%“ t

E) 스펙트럼을 가진다. 그러나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들 착물의 전자전이 스펙트럼은 diph- 
osphine의 phenyl 기의 흡수영역과 중첩되어 이에 

대한 자세한 고찰은 할 수 없었다. Ni(II) 착물에서 

477.5nm와 460nm의 흡수띠는 d-d 전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Pd(II)와 Pt(II) 착물에서는 

흡광계수로 보아 d-d 전이보다는 금속이온의 d-p 
전이일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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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entral metal effect of catalyst on the produ
ction of 3(2H)-furanone

Complex Solvent T 血 e(hr) Yield

PdCl2dppm CH3CN 1 94
2 89
8 86

PtCkdppm CH3Cn 2 trace
8 12

NiCl2dppm CH3CN 2 2
8 67

[AuCl3dppe]C104 CH3CN 2 trace
8 8

Experimental conditions: Alcohol 10 mmol, Phi 10 
mmol, CO 10 atm, CO2 10 atm, Complex 0.2 mmol, 
Et3N 15 mmol, S이vent 10 ml, at 100t.

착물의 촉매적 활성

3(2)-furanone2| 합성. 3⑵합성 에 서 

착물의 촉매적 효과는 착물에 포함된 금속의 성질, 

diphosphine의 킬레이트 고리의 크기에 따라 조사 

하였다. 금속의 특성에 따른 촉매반응 (1)의 결과는 

diphosphine이 dppm일 때 서로 비교하였다(7况伽 

3). 이 결과 착물의 촉매적 활성은 Au(III)<Pt(n)< 

Ni(II)<Pd(II) 순서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순서는 st・ 
yrene 산화반웅에서의 결과와 일치한다吃 Table 3을 

보면 Pt(II)이나 Au(III) 이온을 포함한 금속착물은 

촉매제로서의 이용가치가 거의 없으나 Ni(II)이나 Pd 

(II) 이온 착물은 그 이용가치가 대단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응 (1)에서 Pd(II)-diphosphine 착물이 

촉매제일 때 3(2H).ftnaK)ne의 수득률(7况屁 3, 약 

89%)과 Pd(II)-monophosphine 착물에서의 수득률 

(약 75%)을” 비교하면 monophosphine 착물에 비 

하여 diphosphine 착물을 좀 더 우수한 촉매제로 

생각할 수 있다.

촉매제의 활성에 대한 diphosphine 착물의 킬레 

이 트고리 크기의 영향은 가장 활성이 큰 Pd(II)-di- 

phosphine 착물에서 비교하였다(RzR。4). Table 4를 

보면 PdCbdppm과 PdCl2dppp 등 3가지 촉매제에서 

생성물의 수득률은 거의 비슷하나 촉매반응 속도는 

dppm(4원고리), dppe(5원고리), dppp(6원고리) 순서 

로 감소하였다. 이것은 diamine 착물에서“와 마찬 

가지로 diphosphine의 탄소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substrate7}- 배위할 때 착물의 입체적 장애가 나타

나는 일반적 경향과 일치한다吃 Inoue 등】2은 반응 

(1)에서 3(2H)-furanone이 생성되기 전에 중간과정 

에서 CHmC-C — (CH3)2OH의 탈 양성자화된 화학 

종 CH三 C —C-(CH3)2。—의 생성을 가정한 바 있다. 

PdCl2dppm 착물을 촉매제로 한 본 실험에서도 Et3 
N이나 K2CO3 등 염기성 물질을 첨가할 때 수득률이 

증가되었으므로 hc=c-c-(ch3)2o 이온의 형 

성을 가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substrate가 결합하 

는 촉매제의 배위자리에 염기성 물질도 결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염기성 물질의 양이 너무 많으면 

독촉매제의 효과를 나나태므로 수득률은 오히려 감 

소되었다<7까屁 5), gas chromatogram에서 substra- 
te바ik 3(2H)-furanone의 분리시 간은 각각 12.2 min 
과 48.8 min이었다(F讶.2). 48.8 min 에서 나타난 3(2 
H)-furanone은 mass 스펙트럼(m/e=188에서 M*)

Table 4： Ligand effect of catalyst on the production 
of 3(2H)-furanone

Complex Solvent Time(hr) Yield

PdCbdppm ch3cn 0.5 78
1 94

1.5 89
2 89
8 86

12 84
PdCLdppe CH3Cn 2 84

8 89
12 86

PdCLdppp CH3CN 2 54
8 86

PdCl2(PPh3)2 CH3CN 2 78
8 84

Experimental conditions are :same as in Table 3.

Table 5. Base and solvent effect of catalyst on the
production of 3(2H)-furanone

Complex Solvent Base Time(hr) Yi 이 d(%)

PdCkdppm Et3N 2 69
PdCl2dppm CH3CN Et3N 2 89
PdCkdppm DCM Et3N 2 86

8 64
PdCl2dppm CH3Cn K2CO3 2 83

8 95

Experimental conditions are same as in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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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ypical GC chromatogram for 3(2H)-furanone 
catalyzed by transition metal complexes.

과 】H-NMR 스펙트럼 (1.38 ppm, 5.88 ppm, 7.47 ppm, 
7.75 ppm)으로 확인하였다3).

a-methylene cyclic carbonate 합성. 반응 (2)에 

서는 a-methylene cyclic carbonate가 주생성물이지 

만 Table 6에 수록된 생성물의 수득률을 볼 때, di
phosphine 착물은 금속 종류에 관계없이 반응 (2) 
의 촉매제로서 활용가치는 거의 없다. 그러나 반응 

⑴과 마찬가지로 diphosphine 착물［PtCZdppm］은 

monophosphine 착물［PtCIXPPh)』에 비하여 상대 

적으로 우수한 촉매적 기능을 나타내었다. 또한 cyc
lic carbonate 수득률에 대하여 착물에 포함된 금속 

이온의 성질이나 diphosphine의 탄소원자 수의 상 

대적 영향도 3(2H)・furanone 생성 반응에서의 결과와 

거의 비슷하였다. Table 6에서 보면 착물의 금속이 

온이 Pd(II)이온일 때 cyclic carbonate의 수득률이 

dppm>dppe>dppp 순서로 감소하였다. 이 결과는 

3(2H)-furanone 생성반응에서 처럼 diphosphine의 

탄소수가 증가할수록 substrate의 배위가 쉽지 않 

다는 것을 의미한다. cyclic carbonate 생성에 대한 

촉매제의 금속 성질의 영향은 3(2H)-furanone 생성 

반응에서와 마찬가지로 diphosphine 종류에 관계없

Fig. 3.】H-NMR (a) and mass (b) spectra of 2,2-dime- 
나iyl-5-pheHyl-3(2H)-furanone.

Table 6. Catalytic activities of the complexes for the 
production of a-methylene cyclic carbonate

Run Complex Solvent co2 
(atm)

Time 
(hr)

Yield(%)
A B

1 PdCl2dppm ch3cn 10 1 6.8
3 7.9 0.8
7 11.8 2.1

10 16.7 7.2
30 1 7.4 0.5

3 16.4 1쇼
5 16.9 2.7

3 PdCEdppe ch3cn 10 5 5.3 1.1
4 PdCMdppp ch3cn 10 8 2.5 0.2
5 PdCl2dppety ch3cn 10 1 4.4 0.7

3 7.2 3.1
5 9.5 3.1

5 PtCEdppm ch3cn 10 3 1.8
6 PtCl2(PPh3)2 CH3CN 10 3 1.3
7 PtCl2dppe ch3cn 10 10 8.8 0.8

Experimental condition: Alcohol 20 mmol, Solvent 10 m/, 
Et3N 15 mmol, Complex 0.2 mmol, 80t. A=a-methylene 
cyclic carbonate, B = 3-hydroxy-3-methylene-2-buta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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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t / charge

Fig. 4. Mass spectrum of 4,4-dimethyl-5-methylene 
l,3-dioxolane-2-one.

이 Pt(II) 이온의 촉매적 활성이 Pd(II)에 비하여 

많이 떨어졌다. 이 현상은 Pd(II) 이온이 Pt(II)이온 

보다 substrate 에 대하여 더 강한 n-back donation을 

일으킬 수 있어, Pd(II) 착물이 substrate을 좀더 

용이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촉매제에 포함된 금속이온의 성질이나 phosphine 
리간드의 성질의 영향이 반응 (1)과 ⑵에서 유사하 

게 나타났으므至■ a-methylene cyclic carbonate나 

3(2H)-furanone의 생성과정에 촉매제가 기여하는 

메카니즘은 거의 비슷할 것으로 생각된다. cyclic ca- 
rb이late는 TLC로 분리하여 mass 스펙트럼(m/e= 
128에서 M~)으로 확인하였다(尸讶.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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