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餐 Chemical Society
1994, Vol. 38, No. 1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탄소-수소 결합 활성을 이용한 L5-헥사디엔의 

하이드로아실화반응 연구

全哲糾* •瞰洙t •金環日'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화학과 

t조선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1994. 8. 18 접수)

Hydroacylation of 1,5-Hexadiene through C-H Bond Activation
Ch미-Ho Jun*, Jong-Soo Han\ and Sun-U Kim* 

Department of Chemistry, Yonsei University, Seoul 120-749, Korea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Chosun University, 

Kwangju 501-759, Korea 

(Received August 18, 1994)

요 약. 8-quinolinecarboxaldehyde⑴오+ l,5-hexadiene(2)을 월킨슨 촉매(3)와 AgBF«8)의 혼합 촉매에서 

반응시키면 8-quinolinyi 5-hexenyl ketone(4)와 8-quinolinyl 5-hexen-2-yl ketone(9)이 높은 수율로 반응 

초기에 생성된다. 가지달린 alkenyl 케톤인 9가 생성되는 이유는 월킨슨 촉매와 AgBF’의 반응에서 촉매에 

빈 배위공간이 만들어져 1,5-hexadiene^ 하이드로메탈레이션반응에서 AgBF’를 넣지 않았을 때보다는 입 

체장애가 적은 5.5각형의 중간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AgBF4의 사용량이 많으면 많올수록 

9가 4보다 많은 비율로 생성되며, 장시간과 고온에서는 생성된 9와 4의 혼합물이 10과 5의 내부올레핀을 

함유한 alkenyl 케톤으로 이성질화반응이 진행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고온으로 반응을 진행시킬수록 

8-quinolinyl cyclopentylmethyl ketone(ll)의 생성이 눈에 띄게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8-Quinolinecarboxaldehyde (1) reacted with 1,5-hexadiene (2) in THF under Wilkinson's 

catalyst (3) and AgBF4 (8) to give a mixture of 8-quinolinyl 5-hexenyl ketone (4) and 8-quinolinyl 5~he- 

xen-2-yl ketone (9) at initial reaction stage. The reason for the formation of the branched alkenyl ketone 

9 is supposed to be that the vacant coordination site, generated from Wilkinson s catalyst and AgBF4, 

makes it possible to form the 5.5 membered ring metallacycle intermediate. The higher the concentration 

of AgBF4 was used, the greater the ratio of 9 to 4 was observed. Longer reaction time and high tempera

ture induced isomerization of 9 and 4 to 10 and 5. Especially the high reaction temperature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cyclization of the 5-hexenyl metal intermediate to give 8-quinolinyl cyclopentylmethyl 

ketone (11).

서 론

전이금속을 이용한 탄소-수소 결합활성(C-H bond 

activation)은 최근 유기금속화학에서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七 알데히드의 탄소-수소 결합활성 

은 올레핀과의 반응을 통하여 직접 케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유기합성 분야에서 특히 더 관심을 기 

울이고 있는 실정이다2. 이렇게 올레핀을 알데히드와 

반응시켜 케톤을 직접 생성하는 반응을 하이드로아 

실화반응(hydroacylation)이라 한다七 그러나 하이드 

로아실화반응을 어 럽게 하는 탈카르보닐화반옹(de

carbonylation)。〕 부반응으로 수반되므로 이를 억제 

시켜 주어야 한다气 물론 탈카르보닐화반응 역시 유 

기 합성 화학에 서 알데히드를 수소로 바꾼 알칸으로 

변형시키는 반응에 이용된 바가 있으나 하이드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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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반응을 위해서는 탈카르보닐 화반응을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싸이 클로메 탈레 이 션(cyclometallation)으로서 

모델을 이용한 방법이 활발히 연구 중에 있다朽 이 

중 8-quinolinecarboxaldehyde에 대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 중에 있는데, 이 기질의 탄소-수소 결합 

활성시 생성되는 중간체는 금속을 함유한 고리가 

안정한 5각형고리를 형성하기 때문에 탈카르보닐화 

반응을 전혀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6. 

이 모델화합물을 이용하여 하이드로아실화반응을 

수행하면 베타, 감마-불포화케톤 뿐 아니라 여러가지 

다양한 케톤을 합성할 수 있다I 이 중 알파, 오메가- 

디 엔 (aq-diene) 의 하이드로아실화반응을 통하여 여 

러가지 올레핀 함유 케톤을 생성하였다1*. 이때 생성 

되는 케톤은 오로지 linear alkenyl 케톤만 생성되 

는데 말단올레핀과 내부올레핀함유 케톤화합물을 

비교적 낮은 수율로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촉매의 활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첨가제로서 AgBF4 

를 가하여 수율을 높이고, 가지달린 alkenyl 케톤과 

그 유도체들의 생성물의 변화에 관하여 그 메카니 

즘과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실 험

시약 및 기기

8-quinolinecarboxaldehyde(l)는 이미 알려진 방 

법대로 8-methylquinoline으로부터 합성하였으며七 

l,5-hexadiene(2), AgBF4(8), tris(triphenylphos- 

phine)rhodium(I)chloride [3: (Ph3P)3RhCll column 

chromatography용 silica gel(230~400 mesh) 등은 

Aldrich Chemical사의 것을 더 정제하지 않고 사용 

하였다. 용매로 사용한 THF는 molecular sieve(4 A) 

를 넣어 건조시킨 것을 사용하였으며 column chro

matography °1| 사용된 용매는 ethyl acetate와 he- 

xane을 2대 5의 비율로 섞은 혼합용매를 사용하였다. 

합성 물질과 생성물의 확인방법으로는 핵자기 공명분 

광법(NMR), 적외선 분광기(IR) 그리고 질량분석기 

부착 가스크로마토그라피(GC-MSD)로 확인하였으 

며, 본 반응에서 생성되는 물질 중 8-quinolinyl 4- 

hexen-2-yl ketone10(10)-@- 제외한 8-quinolinyl 5- 

hexenyl ketone8(4), 8-quinolinyl 5-hexen-2-yl ke- 

tone8(9), 8-quinolinyl 4-hexenyl ketone8(5), 8-qui

nolinyl cyclopentylmethyl ketone”(ll)들은 이미 

다른 방법을 통하여 그 물질이 확인된 화합물이다. 

사용된 핵자기공명 분광기는 Bruker AC-300F(300 

MHz) spectrometer를 사용하였으며, 용매로는 3% 

의 TMS가 함유된 CDCk를 사용하였다. 적외선 분 

광기는 Bruker IFS 88 FT-IR 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였으며 화합물의 비율을 측정하는데 사용된 

GC-MSD는 HP-5890 series II gas chromatogra- 

phy에 장착된 HP-5971A mass spectrometer(70 eV 

고정)를 사용하였다.

실험방법

AgBF』⑻와 (PlhPBRhCl⑶의 촉매하에서 8-qui- 
nolinecarboxaldehyde(l)과 l,5-hexadiene(2)의 흐！이 

드로아실화반응. 5개의 5mZ 소형(micro) 압력반응 

기 에 100 mg(0.64 mmol)의 1과 59 mg(0.064 mmol: 

1을 기준으로 하여 10 mol%)의 3을 넣은 후, 각 반 

응기 에 8을 각각 14 mg(0.07 mmol: 10 mol%), 25 mg 

(0.13 mmol: 20 mol%), 36 mg(0.19 mmol: 30 mol%), 

50 mg(0.26 mmol: 40 mol%), 253 mg(1.30 mmol: 

200 mol%)을 추가한다. 각 반응기에 3 m/의 THF< 

넣어 반응혼합물을 녹인 후, 건조한 질소를 불어 넣어 

공기를 제거하고 각 반응기에 1050 mg(12.80 mmol) 

의 2를 가하고 마개를 막는다. 각 반응용기를 50도로 

3시간 교반하면서 반응시킨다. 반응 후, 각 용기의 

반응혼합물을 약 20mM의 chloroform 용매에 녹여 

내고, 증발기에서 용매를 날려 보내면 짙은 갈색의 

반응혼합물을 얻는다. 간단한 column - chromatogra- 

phy를 이용하여 촉매를 제거하고 반응혼합물의 비 

율은 GC-MSD를 이용하여 계산해 낸다. 반응혼합 

물을 다시 한 번 column chromatography로 미반 

응의 1을 분리 제거하면 노란색 기름인 8-quinolinyl 

5-hexenyl ketone(4), 8-quinolinyl 5-hexen-2-yl 

ketone(9), 8-quinolinyl 4-hexenyl ketone(5), 8- 

quinolinyl 4-hexen-2-yl ketone(lO)과 8-quinolinyl 

cyclopentylmethyl ketone(ll)의 혼합물을 얻을 수 

있으며, 분자량이 모두 같으므로 통합 수율을 각각 

계산한다.

TPP(triphenylphosphine)의 첨가 유무에 따른 

AgBF«8)와 (PhaPBRhCKJ)의 촉매하에서 8-quino- 
linecarboxaldehyde(l)과 l,5-hexadiene(2)의 하이드 

로아실화반응. 2개의 5mZ 소형(micro) 압력반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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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100 mg(0.64 mmol)의 1과 59 mg(0.064 mmol: 1을 

기준으로 하여 10 mol%)의 3을 넣은 후 8을 각각 

37 mg(0.19 mmol: 30 mol%) 추가한다. 각 반응기 에 

3mZ의 THF를 넣어 반응혼합물을 녹인 毛 건조한 

질소를 불어 넣어 공기를 제거하고 상온에서 약 5 

분간 교반한다. 한 반응기 에는 1050 mg(12.80 mmol) 

의 2만을 가하고 다른 반응기에는 1050 mg(12.80 

mmol)의 2와 50 mg(0.19 mmol: 30 mol%)의 TPP를 

가한 후, 마개를 막는다. 각 반응용기를 80도로 3시간 

교반하면서 반응시킨다. 반응 후, 각 용기의 반응혼 

합물을 약 20 m/의 chloroform 용매에 녹여 내고, 

증발기에서 용매를 날려보내면 검정색의 반응혼합 

물을 얻는다. 짧은 column-chromatography를 이용 

하여 촉매를 제거하고 반응혼합물의 비율은 GC- 

MSD를 이용하여 계산해 낸다. 반응혼합물을 다시 

한 번 column chromatography로 미반응의 1을 분리 

제거하면 옅은 노란색 기름인 4, 5, 9, 10, 11의 혼 

합물을 얻을 수 있으며, 분자량이 모두 같으므로 

통합수율을 각각 계산한다.

온도의 변화에 따른 AgBE((8)와 (Ph3P)RhCK3)의 

촉매하에서 8-quinolinecarboxaldehyde(l)과 1,5- 
hexadiene(2)의 하이드로아실화반응. 3개의 5 m2 

소형(micro) 압력반응기에 100mg(0.64mmol)의 1과 

59 mg(0.064 mmol: 1을 기준으로 하여 10 mol%)의 

3을 넣은 후 8을 각각 25 mg(0.13 mmol: 20 mol%) 

추가한다. 각 반응기 에 3 m2의 THF를 넣어 반응혼 

합물을 녹인 후, 건조한 질소를 불어 넣어 공기를 

제거하고 각 반응기 에 1050 mg(12.80 mmol)의 2를 

가하고 마개를 막는다. 각 반응용기를 37도, 50도, 

120도로 24시간 교반하면서 반응시 킨다. 반응 후, 각 

용기의 반응혼합물을 약 20 m/의 chloroform 용매에 

녹여 내고, 증발기에서 용매를 날려보내면 검정색의 

반응혼합물을 얻는다. 짧은 column-chromatogra- 

phy를 이용하여 촉매를 제거하고 반응혼합물의 비 

율은 GC-MSD를 이용하여 계산해 낸다. 반응혼합 

물을 다시 한 번 column chromatography5. 미반 

응의 1을 분리 제거하면 옅은 노란색 기름인 4, 5, 
9, 10, 11의 혼합물을 얻을 수 있으며, 분자량이 모두 

같으므로 통합 수율을 각각 계산한다.

반응시간 변화에 따른 AgBF,⑻와 (PlhP)3RhCK3) 
2| 촉매하에서 8-quinolinecarboxaldehyde(l)와 1,5- 

hexadiene(2)의 하이드로아실화반응. 5 m/ 소형 

(micro) 압력 반응기에 100 mg(0.64 mmol)의 1과 59 

mg(0.064 mmol: 1을 기준으로 하여 10 mol%)의 3을 

넣은 후 8을 각각 25 mg(0.13 mmol: 20 mol%) 추 

가한다. 각 반응기에 3 m/의 THF를 넣어 반응혼합 

물을 녹인 毛 건조한 질소를 불어 넣어 공기를 제 

거하고 각 반응기에 1050 mg(12.80 mmol)의 2를 가 

하고 마개를 막는다. 반응용기를 50도로 31시간 반 

응시킨다. 반응 도중 2시간, 4시간, 7시간, 22시간, 

31시간 될 때에 질소분위기하에서 시료를 소량 채 

취하여 짧은 column-chromatography를 이용하여 

촉매를 제거하고 반응혼합물의 비율은 GC-MSD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결과 및 고찰

화합물 8-quinolinecarboxaldehyde(l)와 과량의 I, 

5-hexadiene(2)을 톨루엔 용매와 Wilkinson 촉매 

[3: (Ph3P)3RhCl] 하에서 130도代：)로 6시간 반응 

시키 면, 식 ⑴과 같이 두 가지 케톤혼합물인 4와 5를 

47%의 수율로 얻을 수 있었으며, 말단올레핀 함유 

케톤 4와 내부올레핀 함유 케톤 5의 비는 약 8대 

92임을 이미 보고한 바가 있다8.

c=o
5 ch2ch2ch2ch=ch-ch3

(1)

이 촉매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중간체 중 하나는 

초기의 1과 3의 탄소-수소 결합활성을 통해 생성된 

착물 6과 같은 18전자의 포화된(saturated) 촉매중 

간체인데, 이때 촉매반응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하나 이상의 triphenylphosphine(PPh3)°] 떨어져 

나와 불포화된(unsaturated) 촉매중간체를 형성해 

주어야 올레핀과 같은 반응기질이 배위할 수 있어 

촉매반웅을 계속 진행시킬 수 있게 된다. 벤젠이나 

THF와 같은 유기용매에서는 금속촉매에 배위되어 

있던 PPh3가 반응중 떨어져 나와 불포화촉매중간 

체가 되어 반응에 참여하게 된다.

1994, Vol. 38, No. 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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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이러한 촉매중간체를 불포화시키는 또다른 한 가 

지 방법으로는 촉매에 AgBF48)와 같은 첨가제를 

가하여 촉매에 붙어 있는 염소음이온(chloride)을 

제거하여 7과 같은 착염을 만들어 주는 방법이 있 

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촉매는 인위적으로 16전자 

계로 불포화되고 빈 배위공간(vacant coordination 

site)이 생겨 올레핀과 같은 다른 기질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 이러한 취지하에 본 

반응계에 AgBF,를 가하여 반응을 수행해 본 결과 

온건한 반응조건에서도 기존의 촉매반응보다 훨씬 

높은 수율의 케톤화합물들을 얻을 수 있었다. 식 (2) 

와 같이 THF 용매에서 화합물 1 과 과량의 1,5-hexa- 

diene(2)을 10 mol% Wilkinson 촉매(3)과 10 mol% 

AgBF4 하에서 50도로 반응시키면 기존에 합성되었 

던 4와 5 이외에도 9과 10의 혼합생성물을 약 83%의 

높은 수율로 얻을 수 있었다(비율은 Table 1의 1번 

참조).

A08F< -PPhs

Scheme 1.

특히 지금까지 AgBFa를 첨가하지 않았던 촉매반 

응에서는 볼 수 없었던 가지달린(branched) 올레핀 

함유 케톤인 9와 10이 생성되었다. 이러한 가지달린 

올레핀 함유 케톤의 생성은 첨가제 AgBF,의 반응 

메카니즘상의 역할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이들의 예상 

반응메카니즘을 살펴보면 Scheme 1과 같다.

3과 AgBF,와의 반응을 통하여 생성된 16전자계인 

착물 13은 알데히드 1과 반응하여 예상했던 중간체 

7를 생성하고, 이에 1,5-hexadiene이 배위하게 된다.

10 mol % (PPh3)3RhCl (3)
10 mol % AgBF4 (8) 

2 --------------------- --a 4
50°C. 3h

THF

C=O ♦
CHCH2CH2CH-CH2

ch3

C=O
CHCH2CH-CH-CH3

CH3

(2)

9 10

Table 1. 여러가지 다른 농도의 AgBF«8)과 10 m이%의 (PPh^RhCl。) 촉매총)■에서 8-quinolinecarboxaldehyde( 1)^- 

기준으로 20Nm시%의 1,5나)exadiene(2)오｝ 1의 하이드로아실화반응을 50*t 로 3시간, THF 용매하에서 반응시켜 

얻은 반응혼합물의 비율과 수율

No. 6 의 mol%
반응혼합물의 비율

- 수율(%y 9+10： 4+5의 비율
9 10 4 5 11 F

1 10 12 29 14 45 trace 0 83 41： 59

2 20 36 4 45 7 2 6 79 43： 57

3 30 43 0 19 0 0 38 27 69： 31

4 40 28 0 10 0 0 62 16 74： 26

5 200 25 0 3 0 0 72 trace 89： 11

“GC-MSD로 측정한 반웅혼합물의 비율;》미반웅의 8-quinolinecarboxaldehyde(l); cColumn-chromatography5. 1 을 

제거하고 분리한 케톤화합물의 수율(isolated ytield); "Branched alkenyl 케톤인 9와 10의 혼합물과 linear alkenyl 

케톤인 4와 5의 혼합물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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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2는 두 가지 가능한 배위중간체를 형성할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다. 2가 bidentate（2 배위자）로 

작용할 때에는 15가 형성되고, monodentate（l 배위 

자）로 배위될 때에는 14가 형성되는데, 이것은 몇 

개의 PPh3이 중심금속에 배위되는가에 따라서 이 

두 중간체의 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된다. 중간체 

14로부터 진행되는 hydrometallation 방법은 입체 

장애를 가능한 줄여줄 수 있는 anti-Markownikoff 

규칙에 따른 linear alkenyl 금속착물인 16을 생성 

하게 된다. 이의 환원성 제거반응（reductive elimina

tion）-^- linear alkenyl 케톤 화합물 4를 생성하고 

촉매 13을 재생성하게 된다. 중간체 15로부터는 1,5- 

hexadiene이 bidentate로 작용하기 때문에 hydro

metallation 방법은 6.5각형의 유기금속고리 착물보 

다는 더 안정한 5.5각형의 금속고리화합물 17을 생 

성하게 된다 12. 이러한 5.5각형 금속고리화합물의 

환원성 제거반응을 통한 branched alkenyl 케톤화 

합물의 생성은 이미 정량반응（stoichiometric reac- 

tion）을 통하여 그 메카니즘을 설명한 바 있는데% 

그 경우는 PPh3이 하나도 배위되어 있지 않은 경 

우로서 리간드 촉진 환원성 제거 반응（ligand promo

ted reductive elimination）을 통하여 9만을 거의 

정량적으로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입체장애가 큰 

배위자인 PPh3이 중심금속에 적게 배위되면 될수록 

더 많은 양의 중간체 17이 생성되고 이의 환원성 

제거반응을 통하여 brached alkenyl 케톤화합물 9를 

더욱 더 많이 생성하게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함께 생성되는 내부올레핀함유 케톤인 5와 10은 말 

단올레핀함유 케톤인 4와 9가 로듐촉매에 의하여 

이성질화반응（isomerization）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 

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확인실험은 후 

반부에 설명하고자 한다. 4와 9의 생성메카니즘을 

설명해 주는 실험이 Table 1에 잘 나타나 있다.

기질 1에 대하여 10 mol% 농도의 AgBF«8）을 사 

용할 경우부터 20, 30, 40, 200 mol%（촉매 3에 대 

하여는 1, 2, 3, 4, 20배의 비율）로 변화시켜 반응을 

수행하여 보았다. 첨가제 AgBF,의 양을 점차로 증 

가시킬수록 brached alkenyl 케톤인 9와 10°] linear 

alkenyl 케톤인 4와 5에 비하여 높은 비율로 증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수율은 상당한 비율로 감 

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다. 특히 AgBR의 

농도를 30 mol% 이상으로 증가시켜 사용하였을 때 

에는 말단올레핀함유 케톤인 4와 9만이 생성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다（7切况。1의 3번 이하）. 가장 

좋은 수율은 촉매 3에 대하여 1배의 AgBF,를 사 

용한 것으로서（7、沥/e 1의 1번） branched alkenyl 

케톤과 linear alkenyl 케톤의 비가 약 41대 59로, 

반응의 2/3가 14와 16의 반응로를 통하여 반응이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었고, 2배 이상의 AgBF,의 

사용은（TaRe 1의 2번 이하） 반응이 점차적으로 15 
와 17의 반응로로 진행됨을 볼 수 있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2배 이상의 AgBF4 사용시, 한 

분자의 AgBF,는 로듐금속에 붙어 있는 클로리드를 

제거하는데 사용되지만 그 이상의 AgBF,는 PPh3과 

반응하여 [Ph3PAg]+[BFM-와 같은 착염을 형성함 

으로써, 금속에 배위된, 또는 배위되지 않은 PPh3를 

제거하는데 사용된다I% 따라서 AgBF,의 농도를 증 

가시 키면 시킬수록 반응은 중간체 14-16 반응로 

보다는 15-17 반응로로 진행되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Table 2. 8-quinolinecarboxaldehyde(l)과 l,5-hexadiene(2)의 (Ph3P)3RhCl(3)^ 존재하에서「을 기준으로 30mol% 

AgBF,(8)을 첨가하였을 때와 30 mol% AgBFq와 30 mol% TPP(triphenylphosphine)을 첨가하였을 경우, 801 에서 

3시간 반응시킨 반응혼합물의 비율

No.
AgBF} 의 

mol%

TPP 의 

mol%

이성질체의 비율1 수율（%y

（%）

9+10： 4+5의 

비율9 10 4 5 11 P

1 30 0 37 3 20 3 3 34 31 63： 37

2 30 30 31 8 44 15 2 0 62 40： 60

"GC-MSD로 측정한 반응혼합물의 비율; ”미반응의 8-quinolinecarboxaldehyde（l）; "Column-chromatography로 1을 

제거하고 분리한 케톤화합물의 수율（isolated yield）; 'Branched alkenyl 케톤인 9와 10의 혼합물과 linear alkenyl 

케톤인 4와 5의 혼합물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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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여러가지 다른 온도에서 8-quinolinecarboxaldehyde(l)을 기준으로 20 mol% AgBEt(8)과 10 mol%의 (PPh3)3 

RhCl(3) 촉매하에서 2000mol%의 l,5-hexadiene(2)와 1의 하이드로아실화반응을 THF 용매에서 24시간 반응시켜 

얻은 생성물의 비율과 수율

No. 반응온도 (E)
이성질체 비유

Yield (%/ 9+10： 4+5의 비율
9 10 4 5 11

1 37 29 6 52 12 1 57 35： 65

2 50 29 16 16 34 5 63 47： 53

3 120 2 70 1 17 10 66 80： 20

«GC-MSD로 측정한 반응혼합물의 비율; "Column-chromatography로 1 을 제거하고 분리한 케톤화합물의 수율(isola

ted yield); 'Branched alkenyl 케톤인 9와 10의 혼합물과 linear alkenyl 케톤인 4와 5의 혼합물의 비율.

Table 4. 8-quinolinecarboxaldehyde(l)을 기준으로 하 

여 20 mol%의 AgBF,(8)과 10 mol% 의 GhPBRhCl⑶ 

하에서 2000 mol%의 1,5-Hexadiene(2)와 1의 하이드 

로아실화반응을 50로 31시 간 THF 용매에서 반응 

시켜, 시간대별로 얻은 반응혼합물의 비율

반응시간 

(시간)

반응혼합물의 비유

9 10 4 5 11 1

3 35 4 45 8 2 6

4 35 5 43 9 2 6

5 34 6 41 11 2 6

7 35 6 42 10 2 5

22 27 16 27 28 2

31 19 24 16 39 2

■■시간에 따라 질소분위기하에서 시료를 일부 채취하여 

column-chromatography로 촉매를 제거하고 GC-MSD 

를 사용하여 반응혼합물의 비율을 결정하였음.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AgBF,의 사용량의 

증가에 따른 생성물의 급격한 수율감소는 중간체 16, 

17의 환원성 제거반응의 어려움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환원성 제거반응은 배위되지 않은 PPIh이 다시 

금속촉매에 배위되면서 진행될 수 있는데", 과량의 

AgBF4 사용은 기존에 존재하던 PPh3를 AgBF,가 

이미 제거했기 때문에 환원성제거반응을 더 수행하 

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촉매 3에 

대하여 1배의 AgBF,를 사용한 경우만 높은 수율의 

케톤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로듐에 붙어 있는 클 

로리드를 제거하여 빈 배위자를 만들어 주고 PPh3는 

거의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원성 제거반응을 잘 

수행시킬 수 있어 가장 높은 수율의 생성물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AgBF,가 PPh3를 

제거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실험이 Table 2에 잘 

설명되어 있다. 30 mol%의 AgBF,를 첨가한 실험 

(Table 2의 1번)과 AgBR를 첨가한 후 다시 30 

mol%의 PPh3를 가한 실험(7况屁 2의 2번)을 비교해 

보면 수율면에서도 환원성 제거반응의 용이성 때문 

에 PPh3를 가한 실험이 2배나 좋은 것을 알 수 있고 

10 mol%의 AgBR를 넣고 한 branched와 linear al

kenyl 케톤의 생성비율 실험결과0、沥" 1의 1번)와도 

비슷함을 알 수 있다.

반응온도에 따른 생성혼합물의 비율과 수율을 살 

펴보면 Table 3과 같다. 반응온도를 37, 50, 120도로 

증가시켜 줌에 따라서 약간의 수율은 증가하나 생 

성물이 상당히 달라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고온에서는 말단올레핀보다는 내부올레핀으로 된 

화합물인 10과 5가 주된 생성물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이 과연 말단올레핀함유 alkenyl 케톤인 9와 4 
로부터 이성질화반응(isomerization)을 거쳐 생성된 

것인지, 아니면 먼저 1,5-hexadiene이 촉매에 의하여 

1,4-hexadiene과 같은 내부올레핀으로 변형된 뒤에 

하이드로 아실화 반응을 통하여 생성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반응시간 

에 따라서 반응용액을 취하여 반응혼합물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0、沥血 4).
이 표를 잘 살펴보면, 반응초기에는 일정한 비율로 

말단올레핀함유 케톤인 9와 4가 주로 생성되었다가 

반응초기물질인 1이 완전히 없어지고 나서부터는 

(Table 4의 7시간과 22시간 참조) 내부올레핀 화합 

물인 10과 5가 생성되기 시작한다. 약 31시간이 지난 

후에는 내부올레핀함유 케톤인 10과 5가 9와 4보 

다도 훨씬 많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반 

응초기 기질인 1이 존재할 때에는 Scheme 1과 같이 

촉매 cycle을 통하여 말단올레핀함유 케톤인 9와 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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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생성하나 1이 반응에 전부 참여하여 다 쓰인 

후에는 촉매종인 13이 9와 4의 작용기인 말단올레 

핀을 내부올레핀으로 이성질화반응을 일으켜 9와 4 
를 10과 5로 변형시키게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특기해야 할 사실은 고온으로 반응을 

진행시킬 때 5각형고리화합물인 11이 상당량 얻어 

짐을 관찰할 수 있다0况屁 3의 3번). 이것은 촉매 

cycle에서 중간체 16이 일부는 12와 같은 형태를 

취하여 5-hexenyl기의 cyclization을 통하여 얻어진 

다고 할 수 있다. 저온에서보다도 고온에서 11이 

상당량 얻어지는 것은 아마도 중간체 12에서 Rh- 

탄소결합의 bond homolysis를 통한 radical cycliza- 

tion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리한 quino

line계에서 Rh-탄소결합의 bond homolysis를 통한 

라디칼(radical)의 생성은 알킬기에 따라서는 상온과 

같은 온건한 반응조건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이 이미 

보고된 바 있다比. 그러나 본 반응에서 bond homoly- 

sis를 통한 radical cyclization의 증거는 더 연구해 

보아야 할 과제인 것같다.

결 론

본 실험은 기존에 수행하였던 윌킨슨 촉매하에서 

8-quinolinecarboxaldehyde ⑴오+ 1,5-hexadiene^ 

하이드로아실화반응을 한층 개량한 것으로서 첨가제 

AgBF4를 가하여 촉매의 활성도를 훨씬 증가시킨 

반응이다. 이는 AgBF4가 월킨슨 촉매에 붙어 있는 

클로리드를 제거함으로써 기존의 월킨슨 촉매보다 

더 큰 빈 배위자를 만들어 주어 반응성을 높여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gBF4의 첨가효과는 생성물의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더】, 기존 반응에서 관 

찰할 수 없었던 branched alkenyl 케톤 7°1 만들어진 

것으로서, 이는 빈 배위공간 때문에 1,5나lexadiene에 

하이드로메탈레이 션이 비교적 안정한 5.5 각형구조의 

중간체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AgBF4의 농도를 증가시킬수록 branched alke

nyl 케톤 9가 linear alkenyl 케톤 4보다 높은 비율로 

생성되는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생성된 

가지달린 alkenyl 케톤은 재생성된 촉매 13에 의하여 

말단올레 핀이 내부올레 핀보다 이 성 질화반응을 통하 

여 변형되어짐을 반응시간에 따른 반응생성물 분석 

(product analysis)으로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Grant No. 941-0300- 

004-2)의 지원과 일부는 학술진흥재단(BSRI-9*34 

22)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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