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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切ss-PdEt2(PM%)2와 styrene을 반응시켜 얻어진 Pd(PMe3)2(styrene)에 methacrylic acid와 

Zrans-crotonic acid를 각각 반응시켜 새로운 팔라듐(0)-올레핀착물로서 (PMeDzI선{CH2=C(CH3)COOH}와 

(PMe3)2Pd{ (CH3)CH=CHCOOH} < 합성하고, 구조와 특성을 원소분석, IR 및 任, 13C-f 31P-NMR 등의 

분광학적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M여:hacrylic acid와 trans-crotonic acid에 존재하는 올레핀의 이중결합은 

팔라듐《0)에 TT-결합을 형성하였고, 카르복실산은 팔라듐에 결합되지 않았음을 알게되었다. 그리고 동일한 

반응에서 metallacycle을 형성하는 3-butenoic acid와 비교 검토하였다.

ABSTRACT. New Palladium(0)-olefin complexes, (PMe3)2Pd{ CH2 = C(CH3)COOH} and (PMe^Pd 
{(CH3)CH=CHCOOH} have been prepared by treating Pd(PMe3)2(styrene) with methacrylic acid and 
Zrans-crotonic acid, respectively. These complexes were characterized by elemental analysis, IR and 斗", 

13C-, and 31P-NMR spectroscpy. The carboxylic acid entity was found non-bonded with palladium while 
시거。nd is formed between the olefin double bond and Pd(O). The results are compared with th은 metallac- 
ycle formation in the reaction of Pd(PMe3)2(styrene) with 3-butenoic acid.

서 론

3차 포스핀류인 PPh* PMe3과 디스포핀류인 PPh2 
(CH2)“PPh23 = l,2,3)이 배위된 팔라듐(0,11) 착물卜3 

은 포스핀류의 입체효과와 전자효과4의 특성에 따라 

유기합성반응에서 중요한 수소 첨가반응, 탄소■탄소 

짝지 움반응, 또는 카르보닐화반응에서 균일촉매 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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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용되고 있다. 올레핀에서 알데히드 합성에 성 

공한 Wacker process가 알려진 이래로 올레핀이 

배위된 팔라듐(O, ID 착물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 

행되고 있다.

Pd(acac)2에 PPhjj과 에틸렌 가스를 통과시키고, 

여기에 (C2H5BAIOC2H5로 처리하면 에틸렌이 배위된 

팔라듐(0) 착물, Pd(C2HD(PPh3)2이 합성되었다8. 
Tolman 등°은 Pd(PPh3)4에 에틸렌을 반응시켰을 

때에는 팔라듐(0)과 에틸렌의 결합성을 보기가 어 

려웠으나 tri-m-tolylphosphine 또는 tri-/>-tolylphos- 

phine이 배위된 팔라듐(0) 착물에서는 에틸렌이 배 

위된 팔라듐(0) 착물이 생성됨을 NMR(】H, 31P) 스 

펙트럼으로 확인하였다. 아울러 Ozawa 등1。은 PdEt2 

(PMePh,에 styrene 또는 ethylmethacrylate 등을 

반응시켜 중심 금속과 올레핀간의 7T-결합 특성을 

조사한 바 있었다. 아울러 Metal-olefine(M = Ni, Pd, 

Pt)간의 결합특성과 상대적 안정성에 관한 이론적 

연구 11T3도 있었으며, Ziegler 등*은 금속과 ethy- 

lene간의 결합에서。-주게와 tt-받게 효과를 규명하 

였다. 그러나 팔라듐(0)에 배위된 올레핀 착물은 Ni 

(0)와 Pt(O)에 비하여 낮은 안정도를 갖는 것이 알 

려져 있다*”.

Yamamoto16~18 등-은" tricyclohexylphosphine(PCy3) 
의 존재하에서 Ni(COD)2 (COD=cyclooctadiene)와 

acrylic acid의 반응은 반응온도에 따라서 rr-결합 

착물, Ni(PCy3)2(CH2=CHCOOH)과 metallacycloes- 
ter 착물, (PCy3)NiCH2CH2CO6을 얻은 바 있었다. 

그러나 methacrylic acid 와의 반응에서는 metallacy- 
cloester로서 (P-P)NiCH2CH(CH3)COO {P-P=(CgH5)2 
PCH2CH2PC6H5시만이 얻어졌으며, 3-butenoic acid 
와의 반응에서도 metallacycloester로서 (PCys)2 
NiCl&CHzCHzCOb만이 합성되었고, 아울러 Pd 

(PCy3)2°fl 3-butenoic acid를 반응시켜도 동일한 과 

정으로 (PCy^PdCHzCHzCHzCOb가 얻어지면서 고 

리수축화 반응이 동반되었다.

그 외에도 PPP13이나 PCy3보다 cone angle이 적고 

염기도가 큰 trimethylphosphine이 배위된 팔라듐 

(0) 착물에 3-butenoic acid를 반응시켰더니, metal
lacycloester 착물로서 (PMe3)20dCH(CH3)CH2CO6 
(3-a)와 (PMe3)2pdCH2CH2CH2CO6(3-b) 의 두 이성 

질체가 얻어졌으며, 또한 Ni 착물과는 달리 카르보 

닐화 고리반응에서 촉매 반응성이 나타났다2.

본 연구에 서는 불포화카르복실산의 카르보닐화고 

리 반응에서 Phosphine류 (PPh3, PMe)가 배위된 

팔라듐(0, II) 착물을 촉매로 사용하였을 때 예상되는 

반응 메카니즘을 규명하기 위하여 불포화카르복실 

산으로서 methacrylic acid(A) 및 crotonic acid(B) 

및 3-butenoic acid(C)가 배위된 팔라듐(0, II) 착물을 

합성하고, 이들의 분광학적 자료[IR, NMR(\ 13C, 
up)] 에 따라 구조 및 특성을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불포화카르복실산의 카르보닐화고리 반응에서 3 

차 포스핀류가 배위된 팔라듐<0,II) 착물이 균일촉 

매로 작용하는 것이 실험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반응 

메카니즘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하다. 따라서 이들 

촉매반응 메카니즘을 규명하기 위하여 중간 생성물 

의 분리를 시도하였다. 불포화카르복실산으로 me
thacrylic acid(A), crotonic acid(B) 및 3-butenoic 
acid(C)를 선정하여 촉매작용이 큰 것으로 알려진 

Triphenylphosphine(PPh3)°] 배위된 팔라듐(0) 착 

물, Pd(PPh3)4 및 Pd(CO)(PPh3)3과 반응시켰다. 이때 

반응용액의 색깔 변화를 보아 불포화카르복실산이 

배위된 착물이 생성됨을 알 수 있으나 중간생성물을 

얻기 어려워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PPh3보다 cone angle이 적고 염기도가 

큰 trimethylphosphinelPMe)을 선택하여 팔라듐 

(II) 착물, tmss-PdEt2(PMe3)2을 합성하여 불포화카 

르복실산인 A, B, C를 반응시켜 팔라듐(0,11)에 배 

위된 착물을 합성하였다.

7初!如s-PdE&(PMe3)2은 Ozawa10 등의 방법에 따라 

합성하였으며 적외선 스펙트럼으로 450cmT에서 

ethyl기의 탄소와 팔라듐(II)간의 신축진동 흡수띠, 

VpM와 PMe3내의 &油는 1140, 1355 cm1, 및 PMe3 
의 P와 탄소간의 신축진동 홉수띠, .Me가 930 cm1 
의 흡수띠로 확인하였다. 또한 3中{1비 NMR 스펙 

트럼에서도 一6.22ppm(내부기주 PPh3, CD2CI2)에 

서 단일선이 얻어진 것으로 PMe3이 배향如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합성된 ZraMS-PdEt2(PMe3)2°l| A, B, C를 

직접 반응시켰더니 팔라듐이 갖고 있는 하전(+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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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아 n산 리간드가 배위된 착물이 얻어지지 

않으므로 아세톤 용액중에서 切由布・PdEt(PMe3)2에 

styrene을 반응시켜 styrene이 배위된 팔라듐(0) 
착물, Pd(PMe3)2(styrene)을 합성하여 】H・NMR 스 

펙트淄io으로 확인하고, 출발물질로 사용하였다.

Fig. 1에는 Pd(PMe3)2(styrene)에 methacrylic 
acid(A)를 반응시켜 얻어진 착물의 IR 스펙트럼이며 

각각의 특성 피이크에 대하여서는 T沥儿 1에 나타 

내었다. 생성된 착물⑴에서는 O・H의 신축진동 홉 

수띠, voh가 3300cm~】에서 나타나고" C = 0의 신 

축진동 흡수띠, 叱=°는 WIOcmT에 나타났으며, C 
= C의 신죽진동 흡수띠, Vc=c는 유리된 불포화카르 

복실산에서 보인 vc=c 홉수띠보다 약간 낮은 파수에 

이동되어 1550cn「i에서 나타났고, 아울러 PM%의 

P와 탄소간의 신축진동 흡수띠, 血가 9%0cmT에 

서 얻어졌다. 그리고 crotonic acid가 배위된 착물(2) 

에서도 유사성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PdEt2 

(PMePh2)2에 styrene 이나 ethylmethacrylate을 반 

응시켜 얻어진 생성물과 try cyclohexylphosphine 
존재하에서 Ni(C0D)2에 acrylic acid를 반응시켜 

얻어진 생성물의 IR 스펙트럼 자료와 비교한다 

면 methacrylic acid오+ crotonic acid에 존재하는 

•C00H기의 산소가 팔라듐에 직접 배위하지 않고 

C = C가 팔라듐(0)에 배위되어 小결합 형태를 갖게 

됨을 알 수 있었고 Ni(II)의 경우와는 다른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3-butenoic acid가 배위된 팔라듐 

(II) 착물(3・a)(F汉 1, Table 1)에서는 3300cmT에서 

&一h와 1550cn「L에서 %=c는 보이지 않았지만 1600 
cm—】에서는 vc=o가 나타났다. 이 현상은 불포화카 

르복실산에 있는 -COOH의 산소원자에 대한 알짜 

전하값&을 보면 methacrylic acid 와 crotonic acid 에 

비하여 3-butenoic acid 에 있는 ・COOH 기의 수소가

Fig. 1. IR spectrum of Pd(PMe3)2CH2C(CH3)COOH and (PMe3)2PdCH(CH3)CH2COO.

Table 1. IR spectral data of the free ligands and Palladium(O, II) complexes (KBr disk cm-1)

△ V — ^coordinated — 기free、

Free ligands/Pd-complexes % = 0 Vc = c *-Me Vo-H Avc=ca Ref.

CH2C(CH3)COOH 1700 1640 3300
Pd(PMe3)2CH2C(CH3)COOH 1610 1550 960 3300 -90 -90

CH(CH3)CHCOOH 1700 1650 3300
Pd(PMe3)2CH(CH3)COOH 1610 1550 960 3300 -90 -100

(PMe3)2PdCH(CH3)CH2CO6 1590 960 -1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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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e of 3-butenoic acid with Pd(CH2=CHPh)(PMe3)2 
generated in situ from PdEt2(PMe3)2 and styrene at 
~70°C in CD2CI2. ▼: 3-at (PMe3)2f,dCH(CH3)CH2 
COO, •: 3-b, (PMe3)2PdCH2CH2CH2COd.

떨어지면서 산소가 팔라듐(II)에 배위되어 Ni(II)의 

경우와 동일하게'8 metallacycloester가 생성되었다

Table 2. 31P(1H) NMR data of the Palladium© H) 
complexes

Pd-complexes 6/ppm Ref.

Pd(PMe3)2CH2C(CH3)COOH -13.2
(d,扃＞ = 25 Hz)

-19.6
(d,/p-p = 25 Hz)

(PMe3)2PdCH(CH3)CH2CO6 -0.2
(d, Jp p = 39 Hz)

-15.7
(d, /p-p = 39 Hz)

19

(PMe3)2PdCH2CH2CH2COO + 4.9
(d, Jp-p=42 Hz) 

-14.2
(d, Jp* = 42 Hz)

19

*ppm referenced from external PPh3 (CD2C12, —40°C), 
**The 31P|XH} NMR signal of PPh3 appears ca. 6.0 ppm 
downfield from 나lat of 85% H3PO4 in CD2C12.

고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은 X-선 결정구조 해석에서 

밝혀진 자료19와도 일치함을 알수 있다.

F讥2에는 methacrylic acid가 팔라듐(0)에 배위 

된 착물의 3ip{】H} NMR 스펙트럼 자료인데 一13.2 
와 一196ppm에서 각각 이중선이 얻어지는 것으로 

보아서 PM%가 &S 형 착물임을 알 수 있었으며I6保9, 

crotonic acid에서도 동일성을 보였다. 아울러 %叩값 

은 3-butenoic acid가 배위되어 metallacycloester 
형태를 이룬 경우VTable 2)와 비교하면 상관성을 

보이면서 낮은 주파수 값을 나타내고 있다.

Fig. 3 및 Table 2에서는 Pd(PMe3)2(styrene)에 

3-butenoic acid를 반응시켜 생성된 착물에 대한 

*P{iH} NMR 스펙트럼으로서 저온(一40°C)에서는 

+ 4.9 및 一14.2ppm에서 doublet 피이크가 보였으 

나 시간이 지나 실온으로 감에 따라 一0.2 및 一15.7 
ppm으로 자리 이동된 현상을 보였다. 실온에서 얻 

어진 피이크는 X-선 결정구조 해석에서 3-butenoic 
acid가 팔라듐(II)에 배위되어 5원 킬레이트 고리를 

형성하는 (PMe3)2总H(CH3)CH2CO0(3・a)의 자료 

와 일치하고, 온도 및 시간변화에 따라 고리 수축 

반응}心9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저온에서 

생성된 착물(3・b)은 3-butenoic acid가 팔라듐(II)에 

배위되어 6원 킬레이트 고리를 형성하며 1小1克는 

Ws-형태로 배위되었음을 알 수。있었다. 저온과 실

Joumal of the Korean Chemic이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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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31C{*H} NMR data of the Palladium(O, II) complexes (S/ppm)

Pd-complexes Ca C$ Cv C& Ref.

Pd(PMe3)2CH2C(CH3)COOH 61.5(d) 45.8(dd)
(/c-h= 157.0 Hz)

19.8
(/ch = 126.1 Hz)

179.4(t)

(PMe3)2PdCH(CH3)CH2COd 33.1(dd)
(/c-h= 136.4 Hz)

22.4(q)
(/c h = 127.0 Hz)

48.3(t)
(/ch = 125.0 Hz)

183.4(broad) 19

(PMe3)2F!dCH2CH2CH2CO6 25.1(t)
(/c h = 125.2 Hz)

27.5(t)
(Ac-h= 125.2 Hz)

39.1(t)
S= 124.1 Hz)

179.2 19

Fig. 4. Relative yield of (PMe3)2pdCH(CH3)CH2COO 
(3-a) and (PMe3)2IjdCH2CH2CH2COO(3-b) by 
NMR spectrum intensity.

Fig. 5.】H-NMR spectrum of Pd(PMe3)2CH2C(CH3) 
COOH.

온에서 생성된 착물에 대한 13이间 NMR 스펙트럼 

자료(7、沥血 3)에서도 구조에 대한 특성은 31P{'H} 

NMR 자료와 동일성을 보였다.

Fzg.4에서는 저온에서 생성된 착물(3-b)이 시간이 

경과되어 실온으로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생성물 

(3・时로 변하고 있음을 3】P『H} NMR 자료(F该.3)에 

따라 도식화한 것이다.

F讶.5에서는 methacrylic acid가 배위된 팔라듐 

(0) 착물에 대한 】H-NMR 스펙트럼이다. PM%는 

1.1 ppm 근처에서 두 개의 doublet로 나타나고, me
thacrylic acid에 존재하는 CH3는 L5ppm에서 dou

blet, CH2는 2.35오} 2.67 ppm에서 각각 triplet로 나 

타났다. 아울러 CH?어】 존재하는 proton은 자유 리 

간드인 methacrylic acid 에 비하여 크게 높은 장으로 

이동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은 팔라듐(0) 
에서 강한 TT+받게 전자를 받음으로서 proton의 전자 

밀도가 증가되었다는 사실1。23.24로 설명되어진다. 또 

한 3-butenoic acid가 팔라듐＜II)에 배위되어 metal- 
lacycloester를 형성한 경우에서는 0-H 피이크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12 ppm 근처에서 0-H 피이크가 

broad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methacrylic acid는 

팔라듐(0)에 十결합으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7他. 6과 Table 3은 methacrylic acid가 배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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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iH} NMR spectrum of Pd(PMe3)2CH2C 
(CH3)COOH.

팔라듐(0) 착물의 13C{'H) NMR 스펙트럼이다. 배 

위된 methacrylic acid 의 Ca 탄소는 45.8 ppm(/c*= 
27.5 Hz), 崩는 6L5ppm(/c-p=18.9Hz)에서 나타났 

는데 free 상태와 비교하면 크게 높은 장으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었다後". 이러한 현상은 역시 팔라듐 

(0)에서 강한 n-받게 현상이 작용한 것이다. 유리 

리간드와 팔라듐(0)어】 배위된 불포화카르복실산의 

올레핀에 있는 a와。탄소의 HOMO와 LUM0값 

으로 보아도 methacrylic acid오} crotonic acid에서는 

n-받게 현상은 3-butenoic acid에 비하여 강하게 작 

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올레핀의 a와 P 
탄소의 Net charge 값으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22. 그러나 G 탄소는 19.8ppm에서 

나타나고 크게 이동되지 않았으며 C6 탄소는 179.4 
ppm(/cj>=8.3 Hz) 에서 나타났다. 한편, Gate decou- 
pling시킨 13이 H-NMR 자료에서 각각의 方 Cp, 
CY, C6 탄소는 hybrization에 따라 서로 다른 C-H 
간의 coupling constant를 나타내는데 CY 탄소의 Jc-h 

는 126 Hz인데 비하여 Cp 탄소의 /c-Hxr 157 Hz로 

나타났다. Table 3의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sp3 혼성 

탄소의 경우에 나타나는 120~130Hz의 人;一h값을 

고려한다면 G 탄소는 sp3 혼성 화되어 있고 methac
rylic acid의 CP 탄소(CH,는 팔라듐(0)에 C = C가 

tt-결합을 이루면서 sp? 혼성화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분광학적 자료에 따라 mathacrylic 

acid와 crotonic acid는 팔라듐(0)에 n-결합 형태로 

배위되었고, 3-butenoic acid는 팔라듐(II)에 배위되 

어 metallacycloester가 형성되었다고 생각된다.

실 험

사용된 기기

합성된 생성물의 C, H 함량은 Yanagimoto C.H.N. 

auto corder type MT-2를 사용하였으며, IR 스펙 

트럼은 Hitachi Model 295 IR spectrometer를 사 

용하여 KBr disk법으로 400-4000cm1 범위에서 

측정하였다. 그리고 'H, 13C 및 31P-NMR 스펙트라는 

JEOL FX-100 그리고 GX-500 spectrometer로써 

측정하였다.

화합물의 합성

모든 용매는 정제된 질소기류 중에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정제하여 사용하였으며, 시약류는 Tokyo 
Kasei Co. Ltd.의 특급 제품을 정제하지 않고 사용 

하였다. 그리고 모든 실험은 Schlenk Technique에 

의해서 정제된 질소기류하에서 진행하였다.

출발물질. Pd(PPh*6 와 Pd(CO)(PPh3)3” 는 알 

려진 방법에 따라 합성하였고, 加次s-PdEt2(PMe3)2의 

합성은 문헌28에 따라 ether 용매에서 Al2Et3(OEt)3 

촉매하에서 Pd(acac)2 29와 PMe3<- —70°C에서 가한 

후 0°C에서 약 12시간 반응시켜 횐색 결정을 얻었다. 

얻어진 화합물은 공기중에서는 대단히 불안정하였 

으며, 그 순도는 분광학적 자료(IR, mp-NMR) 에 따라 

확인하였다.

Pd(PMe3)2CHzC(CH3)COOH의 합성. 20 mZ 
Schlenk관에 ZraMs-PdEt2(PMe3)2(7.5X IO-4 mol)를 

아세톤 용액(4.0 m/)에 녹이고, styrene(4.0X 10-3 

mol)과 혼합하여 30°C에서 6시간 동안 반응시켰더니 

엷은 황녹색 용액으로 변하였다. 이때 생성된 용액은 

'H-NMR 스펙트럼의 자료m에 따라 styrene이 배위 

된 팔라듐(0) 착물, Pd(PMe3)2(styrene)임을 확인하 

고 진공 시스템에서 용매를 완전히 증발시킨 다음 

디에틸에테르(3 m/)에 다시 녹여, 7.5X10T mol의 

methacrylic acid를 혼합하여 실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더니 엷은 황색 결정이 생기기 시작하였으 

나 냉장고에 넣어 24시간 방치하였다. 생성된 엷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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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결정을 질소기류 중에서 분리하였다. 얻어진 

착물은 공기중에서 대단히 불안정하였다. 수득율 64 
%, Anal. Found: C, 34.78; H, 7.21%. Calcd(CioH24 

O2P2Pd): C, 34.85; H, 7.02%.
Pd(PMe3)zCH(CH3)CH(COOH)의 합성. 20 ml 

Schlenk관에 ^«MS-PdEt2(PMe3)2(8.6X 10~4 mol)를 

아세톤(4 m/) 용액중에 녹이고, 여기에 다시 styrene 

(4.0X10Tmol)과 혼합하여 30°C 오일 중탕에서 6 
시간 동안 반응시켰더니 엷은 황녹색 용액으로 변 

하였고, 진공 시스템에서 용매를 완전히 증발시켰다. 

다시 THF 용액(4E)에 녹이고, 9.4X10 3 mol(0.08 
g) 의 crotonic acid를 혼합하여 실온에서 20시간 

반응시켰으나 결정이 석출되지 않았으므로 용매를 

증발시키고 다시 디에틸에테르(10血)를 넣었더니 

엷은 황색 침전이 생겼다. 생성된 엷은 황색 결정을 

질소기류 중에서 분리하였다. 역시 얻어진 착물은 

공기중에서 대단히 불안정하였다. 수득율 60%, Anal. 

Found: C, 34.48; H, 7.60%. Calcd (Ci0H24O2P2Pd): 

C, 34.85; H, 7.02%.
(PMe3)2PdCH(CH3)CH2Cod(3-a) 및 (PMe3)2 

PdCHKHzCHzCoGG-b)의 합성. (3-a): 20 m/ 

Schlenk 관에 ”a，zs-PdEt2(PMe3)2(9.0X107 mol)을 

아세톤(4m/)에 녹이고, 여기에 다시 styrene(4.0X 
1(厂3)과 혼합하여 30°C의 오일 중탕에서 6시간 반 

응시켰더니 엷은 황녹색의 용액으로 변하였다. 진공 

시스템에서 용매를 완전히 증발시킨 후 다시 THF(4 

m2)에 녹이고 9.9X10~4 3-butenoic acid를 

혼합시켰더니 엷은 황색으로 변하였고 실온에서 24 
시간 동안 반응시켜도 결정이 석출되지 않으므로 

용매를 반으로 농축하여 냉장고에 넣어두었으나 역 

시 결정이 얻어지지 않았다. 여기서 디에틸에테르를 

가하였더니 1주일 후에 황색 결정이 석출되었다. 

얻어진 결정을 질소기류 중에서 분리하였으며, 공 

기중에서 대단히 불안정하였다. 수득율 30%, Anal. 
Found: C, 35.36; H, 7.29%. CalcdCmH^QPzPd): 

C, 34.85; H, 7.02%.
(3-b): 3-a와 동일한 방법으로 20 m/ Schlenk 관에 

g”s-PdEt2(PMe3)2(5.0XlCL mol)를 아세톤(2 ml) 

에 녹이고 styrene(2.0X 10一3 mol)과 혼합하여 —40 

°C에서 7시간 반응시켜 용매를 증발시킨 후 一40 
°C에서 dichloromethane에 다시 녹여 3-butenoic 

3(仙(5.0><10-311101)를 반응시킨 다음 결정을 얻으 

려고 하였으나 어려 웠으며 31P-NMR 스펙트럼으로써 

(3-a)와는 다른 물질이 생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91〜92)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바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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