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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BF3를 함유한 키랄성 코발트 살렌 촉매를 합성하고 비대칭촉매특성을 평가하였다. 촉매의 구조를 결정하기 
위하여 NMR, UV 및 ESCA분석을 수행하였다. 합성한 촉매는 여러 종류의 에폭사이드 유도체의 가수분해 속도차에 의한 
비대칭 고리열림반응에 적용하여 그 활성과 선택성을 조사하였다. 살렌과 BF3의 비를 다르게 하여 합성한 촉매는 전혀 다
른 촉매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그 비를 2 : 1로 하여 합성한 2분자구조의 살렌착체 촉매는 물을 친핵체로 하는 라세믹 에폭
사이드의 고리 열림을 통하여 99 %ee 이상의 매우 높은 광학선택성을 보였다. 특히 2분자형의 살렌 촉매는 단분자형의 
촉매에 비하여 촉매량을 적게 첨가하여도 현저히 향상된 촉매활성을 나타내었고 얻어진 생성물의 분리과정에서 라세믹화
를 유발시키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촉매시스템은 키랄 에폭사이드 및 1,2-디올 중간체의 제조에 매우 효과적이었다.

In this study, new dinuclear chiral Co (salen) complexes bearing BF3 have been synthesized and their properties as the asym-
metric catalyst have been examined. The NMR, UV and ESCA analyses were performed to determine the structure of synthe-
sized catalysts. Their catalytic activity and selectivity have been demonstrated for the asymmetric ring opening of various termi-
nal epoxides by hydrolytic kinetic resolution technology. The easily prepared dimeric complexes exhibited very high enantiose-
lectivity for the asymmetric ring opening of epoxides with H2O nucleophile, providing enantiomerically enriched terminal epox-
ides (> 99 %ee). The dimeric structured chiral salen showed remakablely enhanced reactivity and may be employed substantially 
lower loadings than its monomeric analogues, and in addition no racemization happened during the separation of product 
epoxides. The system described in this work is very efficient for the sinthesis of chiral epoxide and 1,2-diol intermed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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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순수한 광학 이성체만으로 구성된 키랄화합물은 의약품, 식품, 첨가

제 및 농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물질이다. 이들은 자연

계 생체 내에서의 물질간의 상호작용 및 여러 반응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데, 한 쌍의 광학이성질체는 동일한 화학적, 물리적 특성을 가지

고 있으나 생체 내에서 다른 키랄 환경에 놓이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각각의 광학이성질체는 서로 다른 생리학적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에서와 같이 한 쌍의 광학이성질체 중에서 하나의 

거울상 이성체는 효과적인 치료제로, 다른 하나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전혀 불필요한 물질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1].
  키랄 의약 및 바이오 의약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원료로서 고 광학

순도의 키랄 중간체가 핵심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99.5% 
이상의 광학순도를 갖는 키랄 중간체가 필요하다. 한 개의 광학이성

질체를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의 개발은 유기합성이나 의약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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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아주 중요한 과제이다. 비대칭합성(asymmetric synthesis)을 통하

여 초기단계부터 불필요한 광학이성질체의 생성을 억제하고 순수한 

형태의 필요한 광학이성질체를 합성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화학합

성을 통해서는 분리된 광학이성체의 획득이 불가능하고 광학선택성

이 있는 키랄촉매를 사용하여야만 생성물을 한쪽 이성체로서 유도할 

수 있다. 좌선성과 우선성 두 종류의 광학이성체가 각각 50%씩 존재

하는 경우에 라세믹체라고 부른다.
  비대칭촉매반응에 있어서 항상 높은 광학선택성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며, 99 ee% 이상의 높은 선택성을 얻기 위해서는 각 반응에 효과

적으로 작용하는 특별한 리간드의 이용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실험실

적으로나 혹은 공업적인 생산에 적합한 고선택성의 리간드는 소수로

써 BINAP, BINOL, 탈트릭산 유도체, 옥사졸린, cinchona alkaloid, 
Duphros bis (phosphine) 및 pybox 등을 예로 들 수 있다[2]. 그 외에 

지난 수년간 공업적 응용부문에서 관심을 끈 리간드는 salen (살렌)으
로서, 이 리간드는 NNOO구조를 갖고 그 중심에 종류가 다른 금속양

이온을 도입하여 합성한다. 키랄성을 갖는 살렌중심에 코발트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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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을 도입하고, 아세트산으로 처리하면서 산화시키면 코발트는 +3
가로 산화되고 증가된 양전하를 중화시키는데 아세트 음이온이 배위

된다. 이를 Jacobson촉매라고도 부르며, 이 촉매는 에폭사이드의 말단 

산소고리를 친핵체인 물이나 알코올로 열 때 매우 높은 활성을 나타

내었다[3-6]. 물과 에폭사이드의 반응은 코발트형 키랄살렌에 의하여 

광학선택적으로 일어나며, 서로 다른 키랄성을 갖는 살렌 촉매는 각

각 한쪽 광학이성체인 에폭사이드를 공격하여 디올화합물을 생성시

키고, 공격받지 않은 에폭사이드는 그대로 잔류하게 된다. 따라서 가

장 이상적으로 반응이 진행되어도 생성되는 화합물이 수율은 각각 

50%가 된다. 이 반응은 촉매 존재하에서 두 에폭사이드 광학이성체 

중에서 친핵체에 의해 공격받는 속도에 의해 광학선택성이 결정되므

로 속도론적 가수분해 분리반응(hydrolytic kinetic resolution; HKR) 
반응이라고 부르며, 반응 후에 회수되는 에폭사이드의 거울상이성체 

순도는 99% 이상에 이르고 수율도 이론적 양에 가까운 40∼45% 정
도에 이른다[7]. 생성되는 에폭사이드와 디올화합물은 서로 화학적 성

질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리 기술로도 손쉽게 분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Jacobson촉매는 공업적으로 응용할 때 몇가지 단점을 

나타내는데, 반응에 사용하면 코발트는 +2가로 환원되면서 활성저하

를 가져오고 반응물로서 에피클로로히드린(epichlorohydrine; ECH)과 

같이 할로겐원자를 함유하는 분자를 사용하는 경우 반응시간이 길어

질 때 라세믹화가 일어나며, 특히 반응 후에 생성물을 분리하고자 할 

때 증발, 분리과정에서 열이 가해지면 라세믹화는 더욱 촉진된다[8]. 
이와 같은 단점은 대량생산에서 크게 문제가 되며, 코발트가 반응 중

에 환원되면서 아세트기를 잃게 되는 촉매구조적 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분자구조의 설계가 필요하다.
  한편 이미 보고된 라세믹 에폭사이드의 물에 의한 비대칭 고리열림 

반응결과들을 살펴보면, 가수분해 반응기구는 우선 한 분자의 키랄 

코발트살렌촉매에 의하여 반응물인 에폭사이드가 활성화되고 또 다른 

분자의 살렌촉매에 의하여 친핵체 물분자가 에폭사이드로 제공되는 

두 코발트금속 상호작용에 의해 진행되는 것으로 잘 이해된다[3,9,10]. 
따라서 두개의 살렌 촉매분자간의 상호협동작용에 의한 반응기구에 

기초하여, 올리고머 구조의 살렌촉매의 합성 및 적용이 보고된 바 있

으며[11,12], 구조적으로도 키랄 살렌촉매분자가 서로 가까이 위치하

여 상호작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촉매설계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반

응기구에 기초하여, 광학성택성과 활성이 우수한 새로운 키랄 살렌착

체의 합성과 응용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루이스산으로 작용 가능

한 보론 할라이드 분자를 살렌에 부착시켜 새로운 이량체 구조의 촉

매를 합성하여 이들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 평가하였고, 또한 구조적 

특성이 라세믹 에폭사이드의 가수분해적 비대칭 고리열림반응에서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합성한 BF3 함유 키랄살렌 

촉매는 반응 중이나 생성물의 가열 분리과정에서 ECH의 라세믹화를 

나타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Jacobson촉매에 비하여 월등히 향

상된 촉매활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2. 실    험

  2.1. 전반적인 절차

  촉매합성을 위하여 사용한 BF3-Et2O와 BF3-2H2O 및 각종 용매, 반
응물인 에폭사이드 등은 알드리치와 TCI사로부터 구입하여 정제없이 

사용하였다. 또한 Scheme 1에서와 같은 구조의 (R,R)-(-)-N,N'-bis 
(3,5-di-tert-butylsalicylidene)-1,2-cyclohexane diamino cobalt (II) (살렌

(1))는 알드리치사로부터 구입하여 정제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25

Scheme 1. The synthetic method for new dimeric salen catalysts.

mL 용량의 플라스크에 선정된 키랄 살렌촉매(0.04 mmol; 0.2 mol%)
와 라세믹 에폭사이드(40 mmol, 1.0 equiv.)를 넣고 교반시킨 후에 물

(H2O, 0.396 g, 22 mmol. 0.55 equiv.)을 천천히 적가하면서 첨가하였

다. 촉매량은 반응물을 기준으로 0.2∼0.5몰% 범위가 되도록 첨가하

여 비대칭 가수분해반응을 수행하였다. 생성물의 enantiomeric excess 
(ee%) 값은 시간별로 채취한 시료를 가스크로마토그래프(키랄컬럼; 
CHIRALDEX γ-TA and α-TA, 20 m × 0.25 mm id (Astec)) 및 

HPLC 분석(ChiralcelⓇ OD 컬럼(24 cm × 0.46 cm i. d.; Chiral Tech- 
nologies, Inc. 또는 Regis (S,S) Whelk-O1 at 254 nm)을 통하여 정량하

였다. 생성된 키랄 에폭사이드는 증류기(Eyela KRD100, Tokyo 
Rikakikai Co. Ltd.)를 사용하여 분리하고 획득한 수량을 측정하였다.  
합성한 살렌촉매는 1H, 13C, F 및 B-NMR 등의 분석으로 구조특성을 

평가하였다. 촉매의 UV 스펙트럼은 UV-Vis spectrophotometer (Optizen 
2120 UV)를 사용하여, IR 스펙트럼은 PERKIN-ELMER Spectrum 
2000 Explorer를 사용하여 각각 측정하였다. 촉매의 구조해석을 위하

여 ESCA 분석(SIGMA PROBE; Thermo VG, UK, Mg Kα radiation, 
hυ = 1253.6 eV)을 수행하였으며, 각 처리조건에 따른 살렌 분자 중

의 코발트 산화상태 변화를 비교, 검토하였다.

  2.2. 촉매 제조

  대표적인 살렌 촉매의 합성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키랄살렌 Co 
(II) 리간드(1) (precatalyst; 5.0 g, 8.28 mmol, 1.0 equiv.)을 잘 건조시

킨 100 mL 플라스크에 넣고 메틸렌디클로라이드(MC, 25 mL)에 용해

시킨 다음 공기중에서 교반시킨다. BF3⋅2H2O (8.28 mmol, 1.0 equiv.)
을 플라스크 내에 함께 넣고 혼합한다. 이 때 용액의 색깔은 처음에 

빨강에서 곧 검은 갈색으로 변하였으며 혼합액은 1 h 동안 교반하였

다. 처리된 액은 감압하에서 용매을 증발시켜 고체로 농축하였다(수
율 = 98% 분말). 이 살렌 촉매는 촉매(A)로 통일하여 부른다. 2분자형 

살렌촉매의 제조를 위한 처리 방법은 위의 단분자형제조법과 동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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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단지 키랄살렌 Co (II) 리간드와 BF3⋅2H2O 몰비가 2 : 1로 다를 

뿐이며, 대표적인 합성 예는 다음과 같다.  키랄살렌 Co (II) 리간드(1) 
(10.0 g, 16.56 mmol, 2.0 equiv.)을 100 mL 플라스크에 넣고 MC 30 
mL에 용해시킨 다음 공기중에서 교반시킨다. BF3⋅2H2O (8.28 mmol, 
1.0 equiv.)를 플라스크 내에 함께 넣고 혼합한다. 혼합용액은 공기중

에서 1 h 더 교반하였다. 처리된 액은 감압하에서 용매을 증발시켜 고

체로 농축하였다(수율 = 97∼98%, 분말). 이 살렌 촉매는 이후 살렌촉

매(B)로 호칭한다.

  2.3. 반응속도의 해석

  반응속도의 측정을 위하여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20 mL의 바이알에 0.2 mmol의 촉매와 자석 교반막대를 

넣는다. 용기에 THF (5.0 mL)와 라세믹 epichlorohydrine (ECH, 3.7 
mL, 40 mmol)를 넣어 용해시키고 내부 표준물질로서 bromo benzene 
(250 µL)를 첨가한다. 혼합용액은 공기중 25 ℃에서 1 h 동안 교반시

킨 후 물(0.4 mL, 22 mmol)을 서서히 첨가하였다. 초기 반응 전환율

은 주기적으로 20 µL 정도 취하여 GC로 분석하였다. 측정된 생성물

의 농도와 촉매농도를 속도식에 적용하여 반응메카니즘에 기인한 촉

매구조의 해석을 시도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BF3⋅2H2O와 살렌리간드와의 1 : 1 또는 1 : 2 (몰비) 반응에 의해 

얻어진 촉매의 구조를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상대-음이온으로서 BF4
-1

이온을 함유하는 +3가의 코발트 살렌촉매(2)를 합성하였다. BF4
-1를 

음이온으로 갖는 살렌촉매(2)는 촉매기능적으로 볼 때 Jacobson촉매

가 가졌던 모든 단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 번의 재생 사용이 가능

하고 활성 및 광학선택성이 우수하였다. 이에 대한 촉매활성 연구결

과는 보문으로 발표한 바 있다[13]. 이 촉매분자의 구조는 명확히 단

분자형을 갖으며, 붕소는 4개의 불소에 의해 배위되어 전체적으로 -1
가의 전하를 갖고 +2가에서 +3가로 산화된 중심 코발트의 전하를 중

화시킨다. 이와 같이 붕소에 불소 4개가 결합되어 전체적으로 -1가의 

음이온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B-NMR 분석 스펙트럼 상에서 붕소에 

대한 측정값은 -5.60 ppm이었다. 이에 대하여 BF3원으로서 BF3⋅Et2O
를 사용하면 BF3⋅Et2O는 살렌(1)의 산소원자로부터 전자쌍을 받아 

배위되는 것이 가능하다. 보론 할라이드 분자는 전자쌍을 받아드릴 

수 있는 수용체이므로 살렌(1) 중에 존재하는 산소로부터 전자쌍을 받

아 결합할 수 있고, 이들 산소는 다른 전이금속들과도 결합되어 2분자

형의 살렌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14-16]. BF3⋅Et2O를 

함유하는 촉매(3)의 경우에는 단분자형의 구조가 형성되고, 이 촉매 

또한 에폭사이드의 비대칭 가수분해반응에 있어 중간 정도의 활성을 

나타내는데, 그 결과 역시 문헌에 보고한 바 있다[17]. 잘 건조된 무수

상태의 BF3⋅Et2O함유 살렌 촉매(3)을 B-NMR로 분석하면 붕소에 대한 

측정값이 -0.79 ppm을 보였다. 살렌 (1)과 반응 처리되지 않고 BF3⋅
Et2O분자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B-NMR 스펙트럼상의 0 
ppm에서 강한 피크를 나타내었다. 살렌(1)과 BF3⋅2H2O를 1 : 1몰비

로 처리한 살렌촉매(A)는 B-NMR상에서 붕소에 대한 이동값이 -0.90 
ppm이고, 살렌(1)과 BF3⋅2H2O를 몰비로 1 : 2로 처리한 살렌촉매(B)
의 경우에도 B-NMR 측정값이 -0.94 ppm으로 서로 같은 특성값을 나

타내었다. 이와 같은 B-NMR 분석결과를 비교하면, BF3⋅2H2O나 BF3

⋅Et2O를 붕소원으로 사용하여 촉매를 제조한 경우에는 이온 결합성

으로 존재하는 BF4
-1를 상대 음이온으로 갖고 있는 살렌촉매(2)와 전혀 

다른 분자구조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살렌촉매(A)나 (B)는 BF3가 살렌

의 산소로부터 전자쌍을 수용하면서 배위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BF3⋅2H2O를 출발물질로 사용하고 살렌(1)과의 몰비를 1 : 1 및 

1 : 2로 하여 제조한 촉매(A)와 촉매(B)는 동일한 조건에서 같은 몰수

의 촉매를 사용하더라고 촉매활성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게 되

었다. 키랄 살렌리간드(1)은 코발트의 산화가가 +2가이며 다른 살렌

촉매를 합성하기 위한 출발물질이다. 이 살렌리간드 자신은 라세믹 

에폭사이드의 가수분해반응에 전혀 활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촉매로

서의 거동은 뒤에서 논하고, 여기서는 우선 얻어진 분석결과로부터 

이들 촉매의 구조적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F-NMR 분석을 통하여 각각의 촉매 중에서 불소원자 F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BF3⋅Et2O자체의 F-NMR 분석 결과상에서는 

-145.37 ppm의 단일값을 나타내었고, BF3⋅2H2O의 F-NMR 측정값은 

-147.80, -148.50, -148.89 세 개의 피크로 나뉘어져서 나타났다. 건조

된 무수상태의 BF3⋅Et2O함유 살렌촉매(3)은 F-NMR값이 -130.03 
ppm으로 이동하여 나타났고, 살렌촉매(A)와 살렌촉매(B)의 F-NMR 
측정값은 각각 -146.73 ppm과 -151.93 ppm이었다. 무수상태의 BF3⋅
Et2O함유 살렌촉매(3)을 물을 함유한 용매 중에서 교반시켜 충분히 

수화시킨 다음 F-NMR로 분석하면 그 측정값이 -130 ppm 부근에서 

-145 ppm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대로 살렌촉매(A)를 충분

히 진공 건조처리하면 무수 BF3⋅Et2O함유 살렌촉매(3)과 같은 값인 

-130 ppm에서 F-NMR 피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합

성한 살렌촉매(B)의 경우, 불소원자 주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물 

등의 다른 분자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살렌(1)과 BF3⋅2H2O를 1 : 1의 몰비로 처리한 살렌촉매(A)는 충분

한 진공건조 후에 강한 산성을 나타내었으며, 구조 중에 물(H2O)이 함

께 존재하였다. 물의 존재 여부는 IR스펙트럼 상의 OH그룹의 피크를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었는데, 키랄 살렌(1)이나 BF4
-1함유 살렌(2) 및 

BF3⋅Et2O함유 살렌 촉매(3)은 건조 시 FT-IR 스펙트럼상에서 물이 존

재하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BF3⋅2H2O는 용액상태에서 BF3OH(-1)

와 H3O(+)로서 존재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살렌(1)과 BF3⋅
2H2O를 산화분위기에서 1 : 1로 반응시키면 처리과정에서 코발트는 

+3가로 산화되고 BF3OH(-1)와 직접 이온결합으로 결합될 수 있다. 그
러나 위의 B-NMR 분석결과에서, BF3⋅2H2O로부터 얻어진 촉매(A) 
중의 붕소 B는 BF3OH(-1)와 같이 이온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코발트는 +3가로 산화되면서 OH(-1)와 전하를 맞추고 

BF3는 살렌분자 중의 산소로부터 전자쌍을 수용하면서 결합되어, 결
국 Scheme 2의 살렌촉매(A)와 같은 구조를 취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

다. 이 때 공존하는 H3O(+)에 의하여 산성이 나타난다. 반면에 2당량의 

살렌(1)과 1당량의 BF3⋅2H2O를 동시에 반응시키면 살렌촉매(A)와는 

전혀 활성이 다른 물질이 얻어지는데, 이와 같이 증강된 촉매활성은 

살렌촉매(B)가 Schem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2분자형의 bimetallic 구
조를 갖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반응물인 에폭사이드와 친핵체 

물을 가까운 범위에서 활성화시키는 상호협동적인 반응기구를 통하

여 촉매반응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살렌촉매(B)는 구조적 특성

에 기인하여 활성 증가를 가져왔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살렌촉매(B)는 살렌(1)과 BF3⋅2H2O를 1 : 1의 몰비로 처리한 살렌

촉매(A)에 잉여의 1당량 살렌(1)이 혼합처리된 상태에 해당하는데, 2
분자형의 구조를 취하기 위해서는 해리되어 공존하는 H3O(+)가 연결

매체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살렌분자를 연결하는 고리로서 

H3O(+)가 작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다른 방향에서 살펴보고자 부가

적인 실험을 수행하였다. BF3⋅Et2O함유 살렌촉매(3)과 별도로 H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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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2. The structure of new salen catalysts used in this work.

처리한 살렌(1)을 1 : 1의 몰비로 반응시켜서 촉매를 제조하면 각각의 

촉매에 비하여 월등이 향상된 촉매기능을 나타내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는 두 분자의 촉매가 양성자를 매개체로 하여 서로 결합된 2분자형

의 분자구조를 형성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이와 관련된 연구결과

는 문헌으로 보고한 바 있다[17]. 살렌형 촉매분자의 연결을 위한 양

성자의 역할을 살펴 보기 위하여, 용매에 난용성이며 단분자형의 살

렌(1)과 같은 구조가 선형으로 이어진 폴리머형 코발트-살렌을 합성하

고, 여기에 부가적으로 살렌(1) 또는 BF3⋅Et2O함유 살렌(3)의 폴리머 

골격에 붙을 수 있는지의 여부도 실험을 통하여 평가하였다. 살렌(1)
과 동일 구조를 갖는 폴리머형 코발트-살렌에는 잉여의 모너머형 살

렌(1)이 직접 결합되지 않았으며, 염산으로 폴리머 살렌을 처리한 후

에야 비로서 모노머 살렌이 폴리머 골격에 결합되어 건조 후 큰 무게 

증가를 나타내었다. 또한, 폴리머형 살렌에 별도로 제조한 살렌촉매

(A)를 MC 용매하에서 처리하면 상당량의 살렌(A)가 폴리머 골격에 

결합되었으며, 충분한 용매세척 및 건조 후에 무게 증가가 발생하였

다. 이는 H3O+를 매개로 하여 폴리머 살렌과 모너머 살렌이 연결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고체 중에는 제올라이트 등과 같이 표면에 브

뢴스테드 산인 H+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다. 살렌(1)이나 BF3⋅Et2O 
함유 살렌(3) 등은 이들 고체산의 표면에 쉽게 결합하여 고정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결국 살렌촉매(B)는 살렌촉매(A)에 살렌(1)분자

가 연결된 2분자형의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며, 촉매활성의 증

가도 분자구조에 따른 상호협동적인 작용으로 보인다. 키랄 살렌리간

드(1) 자신은 라세믹 에폭사이드의 비대칭 가수분해반응에 전혀 활성

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살렌촉매(A)와 살렌(1)의 단순 혼합상태로서는 

촉매활성을 증가시킬 요인을 유발하지 못한다. 결국 살렌촉매(B)는 

Scheme 2에 나타낸 것과 같은 구조를 갖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살렌촉매(A)와 (B)의 중심에 위치한 코발트 이온의 산화상태는 

ESCA분석으로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ure 1에 나타내었다. 기준

물질로 사용한 Jacobson 촉매는 ESCA스펙트럼 상에서 살렌촉매(A)
와 같은 781 eV에서, 출발물 살렌(1)은 783 eV 부근에서 각각 피크가 

관찰되었다. Jacobson 촉매 중의 코발트는 +3가이고 살렌리간드(1)의 

코발트의 산화상태는 +2이다. 이로부터 살렌촉매(A)는 코발트의 산화

가가 +3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살렌촉매(B)는 살렌리간드(1)과 살렌

촉매(A)의 사이에서 코발트 특성피크를 보이고 있다. 마치 +2.5가

Figure 1. Comparison of ESCA results for Salen ligand (1), salen cata-
lyst (A) and (B).

Figure 2. UV-visible spectra for Salen cobalt (II) ligand (1), Jacobson- 
Co(III) and salen catalyst (B).

에 해당하는 듯한 흡광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3가와 +2
가의 두 코발트가 공존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

하였듯이, 처음에 산화분위기에서 BF3⋅2H2O와 살렌(1)이 1 : 1로 반

응하여 살렌촉매(A)를 형성하면 코발트가 +3가가 되며, 여기에 +2가 

상태인 살렌(1)이 연결되면 Scheme 2의 살렌(B) 구조와 같이 +2가와 

+3가가 혼재된 구조를 취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
  합성한 촉매시료의 UV-Vis스펙트럼을 측정하여 Figure 2에 나타내

었다. 본 연구에서 각종 촉매제조를 위한 출발물질로 사용한 +2가의 

코발트 살렌(1)은 UV-Vis스펙트럼상에서 355 nm와 420 nm의 두 피

크가 관찰되는데, 이를 아세트산으로 처리하며 산화시킨 Jacobson촉

매는 370 nm부근에서 한 개의 피크만이 나타난다. 살렌(1)과 BF3⋅
2H2O를 1 : 1 몰비로 처리한 살렌촉매(A)의 경우에도 Jacobson촉매와 

유사한 위치에서 한 개의 피크가 확인되었다. 반면에 살렌(1)과 BF3⋅
2H2O를 1 : 2의 몰비로 처리하여 합성한 살렌촉매(B)는 Figure 2에서 

보듯이 살렌(1)와 마찬가지로 355 nm와 420 nm에서 두 피크가 관찰

되고 있다. 그런데 살렌촉매(B)의 경우에는 420 nm의 흡수피크가 355 
nm의 피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살렌(1)과 살렌촉매(A)의 스펙트럼을 합친 것과 같은 형태를 보

이고 있다. 따라서 위의 ESCA분석결과의 고찰에서와 마찬가지로 살

렌촉매(B)는 +3가의 코발트를 갖는 살렌촉매(A)와 +2가의 코발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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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comparison of catalytic activity between salen catalyst (A) 
and (B) in the HKR of ECH and epoxy propane (EP). (●; catalyst (A), 
▷; catalyst (B)).

Figure 4. Effect of different molar ratio of salen (1) to BF3⋅2H2O 
compound on the catalytic activity in the HKR of ECH (■ = 1 : 1, 
◆ = 8 : 7, ▲ = 4 : 3, ● = 8 : 5, ▼ = 2 : 1).

렌이 공존하는 구조를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살렌(1)과 BF3⋅2H2O를 1 : 1 몰비로 처리한 살렌촉매(A)와 1 : 2 몰
비로 처리한 살렌촉매(B)의 비대칭 가수분해 활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라세믹 에폭시프로판 및 ECH를 각각 반응물로서 사용하고, 시간에 

따른 생성물 에폭사이드의 광학선택도 변화를 Figure 3에 나타내었다. 
살렌촉매(A)는 활성이 낮은 반면, 살렌(B)는 매우 우수한 활성을 보였

다. 특히 합성 후 산성을 띄는 살렌촉매(A)를 알칼리인 NaHCO3용액

으로 세척하여 산성을 제거한 뒤에 촉매로 사용하면 Figure 3 중의 곡

선(I)과 같이 활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먼저 살렌촉매(A)
를 합성하고 이를 용매에 용해시켜 잉여의 살렌(1)과 1 : 1의 몰비가 

되도록 첨가반응시켜서 얻은 살렌촉매(곡선(II) 및 곡선(III))는 위의 

살렌촉매(B)와 거의 같은 촉매활성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합성순서가 

다르더라도 궁극적으로 얻어진 두 경우의 촉매 구조가 서로 같기 때

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Figure 4는 살렌 촉매의 제조시 첨가한 살렌 리간드(1)과 BF3⋅2H2O
의 몰비의 영향이 비대칭 가수분해반응에서의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 결과에서, 살렌(1)과 BF3⋅2H2O를 1 : 2
의 몰비로 처리한 살렌촉매(B)가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고, 살렌

Figure 5. Effect of salen (1) addition to the salen catalyst (A) before 
or during the reaction on the catalytic activity in the HKR of ECH.
(■; use of catalyst (A) only, ▲; Salen (A) was used as a catalyst and 
then extra salen (1) was added during the reaction, ●; salen catalyst 
(A), salen (1) and epoxide were mixed first and then water was added 
after 30 min, ◆; catalyst (A), salen (1) and water were mixed for 30 
min and then epoxide was added for initiation of the reaction, ▼; use 
of catalyst (B) only).

(1)과 BF3⋅2H2O를 1 : 1의 몰비로 처리한 살렌촉매(A)가 가장 낮은 

활성을 보였다. 그리고 두 성분 중에서 살렌(1)의 양을 증가시켜서 그 

몰비에서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두 조건으로 처리하여 합성한 촉매 

3종류는 중간정도의 촉매활성을 나타내었다. 이로부터 살렌(1)과 BF3

⋅2H2O를 1 : 2의 몰비로 처리한 촉매가 가장 우수한 촉매능을 가지

며, 중간정도의 활성을 나타낸 3종류의 살렌 촉매는 살렌촉매(A)와 

살렌촉매(B)가 혼합되어 이루어진 상태로써, 살렌촉매(B)와 같은 구

조를 갖는 촉매가 살렌촉매(A)의 구조를 형성한 촉매보다 더 많은 비

율로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Figure 4의 촉매반

응에서 첨가한 촉매량은 살렌 중의 코발트의 몰수를 기준으로 동일한 

첨가량이 되도록 하여 실험하였다.
  Figure 5는 살렌촉매(B)와 같은 구조의 촉매가 형성되도록 할 때, 
살렌리간드(1)과 BF3⋅2H2O를 처리하는 과정을 동시에 혹은 순차적

으로 하는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절차로 촉매제조처리를 하면서 비대칭가수분해적 촉매반응을 

수행한 결과이다. 이미 앞에서 살렌리간드(1)과 BF3⋅2H2O를 1 : 1의 

몰비로 처리하여 얻은 살렌촉매(A)에 다시 살렌(1)을 처리하면 살렌 

촉매(B)와 같은 구조가 형성되는 것을 기기분석을 통하여 확인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촉매반응 전에 행하여 촉매를 미리 제조한 다

음 반응에 적용하거나, 혹은 처음에는 살렌촉매(A)만을 사용하여 반

응을 시작하다가 반응도중에 잉여의 살렌(1)을 첨가하면서 반응을 계

속 진행시키면서 활성변화를 관찰하였다. 이 살렌(1)은 그 자체만으로

는 전혀 촉매기능을 나타내지 않는다. 살렌촉매(A)와 살렌촉매(B)는 

각각 미리 제조하고 단독으로 사용하여 활성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으

로 삼았다. Figure 5에서 곡선(I)은 살렌촉매(A)와 살렌(1)을 물이 존재

하는 소량의 MC용매 중에서 1 : 1로 혼합하고 30 min간 교반한 뒤에 

반응물인 라세믹 에폭사이드를 첨가하였을 때 얻어진 반응결과이다. 
이 때에 나타난 촉매의 활성은 살렌촉매(B)가 나타낸 것과 거의 같은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곡선(II)는 유사하게 처리하여 얻은 결과인

데, 먼저 살렌촉매(A)와 살렌(1)을 반응물 중의 하나인 에폭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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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he kinetic analysis plot of rate/[catalyst] vs [catalyst] ob-
tained on the salen catalyst (A) and (B): (▼●; EP, ▲■; ECH, ●■; 
catalyst (A), ▼▲; catalyst (B)).

ECH에 용해시켜 30 min간 교반한 뒤에 반응물 물(H2O)을 나중에 도

입한 경우로써, 매우 높은 촉매활성 결과를 보였다. 한편 곡선(III)은 

처음에 살렌촉매(A)만을 사용하여 반응을 4 h 정도 진행시키다가 비

활성인 살렌(1)과 소량의 물을 함께 넣은 경우이다. 살렌촉매(A)만이 

사용되면 늦은 반응속도를 보였지만 살렌(1)가 첨가되면서 반응성이 

크게 향상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여러 경우에 있어서 살렌

촉매(A)와 살렌(1)이 서로 작용되지 않는다면, 즉 서로 연결되어 2분

자형의 촉매구조를 이루지 않았다면, 단순히 물리적 혼합물에 불과하

고 촉매활성의 급격한 향상은 유발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은 

촉매처리과정의 순서 변화에 따른 반응활성의 비교를 통하여, 뛰어난 

촉매기능을 가지는 살렌촉매(B)의 구조적 특징을 앞에서의 분석결과

와 함께 간접적으로 고찰하여 보았다. 결국 살렌촉매(B)는 두개의 단

분자형의 살렌이 서로 인접하여 연결된 구조를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BF3원으로 BF3⋅Et2O를 사용하고 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산

소를 공급하면서 촉매를 제조하면 이 촉매는 살렌(A)와 동일한 구조

를 갖는 것으로 생각되며, 촉매의 활성도 살렌촉매(A)와 거의 같은 것

을 관찰할 수 있었다.
  키랄살렌을 촉매로 사용한 에폭사이드의 가수분해에 의한 속도론

적 분리반응에 있어서는, 반응속도가 촉매농도에 대하여 2차적인 의

존성을 나타낸다. 이는 1분자의 살렌촉매에 의하여 반응물인 에폭사

이드가 활성화되고 또 다른 한 분자의 살렌촉매에 의하여 친핵체인 

물이 제공되는 상호협동적인 촉매반응기구를 따르는 것으로 해석된

다[3,9,10]. 따라서 이런 두 코발트 금속의 상호 작용에 의한 촉매작용

을 기초로 할 때, 활성점이 인접되는 구조를 갖는 촉매의 경우, 즉 올

리고머형이나 덴드리머형의 촉매에 있어서는 소량의 촉매를 사용하

여도 단분자형의 촉매에 비하여 높은 촉매활성을 나타낸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11,12]. 본 연구에서 조건을 달리하여 제조한 여러 촉매

들이 서로 다른 활성을 나타낸 위의 결과로부터, 이는 촉매의 활성 성

분의 종류에 따른 영향보다는 구조적인 차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어 

이미 문헌에 보고된 속도론적 해석을 수행하여 보았다[9,10]. 에폭사

이드의 친핵체에 의한 개환반응을 분자 내 작용과 분자간 작용으로 

구분하여 촉매농도에 따른 속도식으로써 함께 적용한 속도식을 사용

하였다. 반응속도 = kintra[catalyst] + kinter[catalyst]2 반응속도/촉매농도 

대 촉매농도의 관계를 직교좌표로 표시할 때, 기울기는 kinter에 해당하

고 절편은 kintra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속도식에 적용하여 절편값을 

가지면 이 촉매반응은 분자 내의 두 코발트 금속 사이에 상호협동작

용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제조한 살렌(B)촉매가 이분자형의 구조를 가짐으로써 촉매의 활성

이 살렌촉매(A)보다 크게 향상되었는지의 살펴보기 위하여 ECH와 에

폭시프로판의 가수분해반응에 대한 속도론적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Figure 6에 나타내었다. Jacobson 등에 의하여 보고된 것처럼 

살렌촉매(B)에 대해서는 양의 기울기와 0이 아닌 절편이 얻어졌다. 이
는 분자 내 또는 분자간의 협동적 촉매작용이 함께 관여된 것을 반영

하는 것이다. 반면에 살렌촉매(A)의 경우에는 절편이 0이었는데 이는 

각각의 살렌분자가 단분자적으로 작용한 분자간 촉매기능이 주로 일

어난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살렌분자와 분자간의 작용에 의하

여 반응이 진행되는 경우 즉, 모노머형 살렌(A)와 같은 경우에는 반응

속도가 촉매농도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첨가된 촉매의 양이 감소하면 

반응속도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촉매(B)는 코발트를 

기준으로 하여 동일한 몰수의 촉매량을 사용하더라도 촉매(A)에 비해

서 현저하게 반응활성이 증가하는데, 이 결과는 살렌촉매(B)가 살렌 

분자 2개가 서로 근접하여 결합된 2분자형이기 때문에 반응중에 한 

구조 내에서 친핵체와 반응물을 동시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BF3화합물을 함유한 새로운 키랄살렌 촉매를 합성

하여 그 구조를 기기분석을 통하여 해석하였으며, 이들을 비대칭 가

수분해반응에 적용하여 활성을 비교, 평가하였다. 2분자형의 살렌 촉

매는 단분자형의 살렌 촉매보다 매우 높은 활성을 나타내어, 살렌분

자를 기준으로 하여 동일한 몰수를 사용하였을 때, 반응속도가 현저

히 향상되었고 99 %ee에 이르는 높은 광학순도의 생성물 에폭사이드

를 합성가능케 하였다. BF3⋅2H2O를 출발물질로 사용하고 살렌(1)과
의 몰비를 1 : 2로 하여 제조한 촉매(B)는 단순히 촉매(A)와 살렌(1)이 

물리적으로 혼합된 상태는 아님을 알 수 있었다. 키랄 살렌리간드(1)
은 라세믹 에폭사이드의 비대칭 가수분해반응에 전혀 활성을 나타내

지 못하기 때문에, 촉매(B)가 촉매(A)에 비하여 매우 우월한 촉매기능

을 나타낸다. 이런 이유로 이량체적인 살렌촉매(B)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여 물과 에폭사이드를 동시에 협동적으로 활성화시킴으로써 

반응성의 가속화를 가져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루이스산기능을 갖는 

BF3화합물을 이용하여 합성한 2분자형 키랄살렌촉매는 새로운 구조

의 키랄촉매를 설계하여 비대칭반응에 적용한다는 점 뿐만 아니라 공

업적으로 대량의 키랄 유도체를 높은 광학순도로 제조하는 응용면에

서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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