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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기 화학 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연

로 β-수소 제거 반응 (β-hydride elimination)이 β-탄소

구 분야 중 하나는 바로 전이금속 촉매에 의해 변환 반응이

제거 반응보다 수월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고리 무리를 감소

다. 그 중 특히, 유기 화합물에 흔히 존재하고 비활성 결합으

시키거나 상대적으로 안정한 중간체 형성을 유도함으로써

로 잘 알려져 있는 탄소-수소 또는 탄소-탄소 결합의 절단

β-탄소 제거 반응을 촉진시키는 전략을 사용해 왔다. 따라

을 수반하는 촉매 변환 반응은 고전적인 유기 반응들에 비해

서 잘 계획된 β-탄소 제거 반응의 개발과 유기합성에 있어

훨씬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합성 도구로써 그 학문적인 가

서의 그 잠재적인 가능성 개발은 아직 더 연구가 필요한 큰

치 뿐 아니라 산업적인 용도로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여러 연

도전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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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진에 의해 경쟁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탄소-수소 결합의

최근에 우리 연구실에서는 Pd(II) 촉매 하에서 알케닐 β–

활성화에 비해 더욱 어렵다고 알려져 있고 상대적으로 연구

케토 에스터의 반응을 통해 1-나프톨 (1-naphthol) 생성과

가 덜 된 탄소-탄소 결합 활성화 반응은 크게 두 가지 경로,

함께 예상치 못했던 아릴팔라듐 (II) 종 (arylpalladium(II)

즉 1) C-C 결합에 전이금속의 산화성 삽입 (oxidative in-

species)의 형성을 관측할 수 있었다[그림 2].4 이 반응에서는

sertion) 반응이나 2) 탄소-금속 (M–C–C–C) 또는 헤테

매우 독특한 형태의 탄소-탄소 결합 절단 반응이 일어났으며,

로원자-금속 (M–O–C–C) 종의 β-탄소 제거 반응(β-

그 결과로 생성된 아릴팔라듐 (II) 종을 한 반응 용기 내에서

carbon elimination) 으로 달성될 수 있다[그림 1]. 일반적으

Mizoroki–Heck 반응을 통해 포착할 수 있었다.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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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R5가 아릴기인 경우에는 전자가 풍부할수록 그 반응 속
도도 더 빨랐으며, 이는 β-탄소 제거 반응에서 아릴기의 이
동 용이도와 잘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β–케토 에스터 뿐
아니라 1,3-다이케톤 (R3 = 알킬기)도 반응의 기질로 사용이
가능했으며, 세 개의 치환기를 가진 알켄 유도체(R4 ≠ H) 경
우엔 반응이 진행되지 않았다.

[그림 3] Pd 촉매에 의한 다양한 1-나프톨 합성
[그림 1] 탄소-탄소 결합 활성화 반응

이 반응의 생성물 수율은 대략 50-70%대로써 그다지 높

메커니즘 연구과 그 근거를 통해, 이 반응이 방향족화에 의해

지 않다는 사실과 더불어 메커니즘에 대한 실마리를 얻기 위

촉진된 β-탄소 제거 반응의 첫 번째 예임을 증명할 수 있었

해, 이 반응에서 생성되는 부산물들을 가능한 한 분리하여 1H

다. 결과적으로, 한가지의 팔라듐 촉매가 전례 없는 방법으로

NMR 및 GC-MS 분석으로 확인해 보았다[그림 4]. 그 결과,

일련의 탄소-탄소 결합 형성 및 절단 반응을 촉진시키는 첫

Ph기가 하나 더 추가된 형태의 기질 및 탈카복실화 화합물,

번째 예를 보여 주었기에 이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벤조페논 등이 관측되었다. 특히 Ph기가 하나 더 추가된 형
태의 기질 형성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로써 반응 중 Ar-Pd
종이 생성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반응에 적당한 친
전자체를 추가로 넣어주면 Ar-Pd 종을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다양한 친전자체를 사용해 본 결

[그림 2] Pd 촉매에 의한 일련의 탄소-탄소 결합 형성 및 절단 반응

과, 아크릴레이트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전자끌게를 가진 올레
핀 뿐 아니라 스티렌 계열 화합물도 사용될 수 있었으며, 그

일련의 탄소-탄소 결합 형성 및 절단 반응에 대한 여러 가

결과로 1-나프톨과 함께 기질에서 떨어져 나간 아릴기가 치

지 촉매 및 산화제 효과를 살펴본 결과, [그림 3]과 같이

환된 올레핀, 즉 신나메이트 (cinnamate) 및 스틸벤 (stil-

Pd(O2CCF3)2와 Cu(OAc)2가 최적의 촉매와 산화제임을 알

bene) 유도체가 성공적으로 얻어졌다[그림 5].

수 있었다. 라디칼 억제제를 첨가하여도 반응에 대한 방해 효

위 결과를 바탕으로 이 반응의 메커니즘을 [그림 6]과 같이

과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반응은 라디칼 메커니즘으로 진행

설명할 수 있다. Pd(II) 촉매와 기질의 반응에 의해 A와 같은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고, 수분이나 공기를 철저히 제

중간체가 먼저 형성되고 이는 알켄에 배위된 B와 같은 토토

거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매우 다루기 쉬운 반응이라 할 수

머로 자리옮김을 한 후, 분자내 올레핀과 반응하여 syn 탄소

있다. 최적 조건하에서 기질의 치환기 효과를 살펴보니, 아

-Pd 첨가 반응 (carbopalladation)을 통해 새로운 탄소-탄

릴기의 치환기 R , R 의 효과는 크게 없었으나 R 가 알킬기

소 결합을 형성하면서 C 중간체로 변환한다. C 중간체에서

인 경우에는 반응이 거의 진행되지 않는 것을 관측할 수 있

서로 syn 위치에 놓인 Pd과 Ar 치환기가 β-탄소 제거 반응

었다. 이는 M–C–C–C(sp ) 종보다 M–C–C–C(sp ) 종

을 통해 아릴팔라듐(II) 종 D를 만든다. 이때 Pd과 Ar 치환기

에서 β-탄소 제거 반응이 더 수월히 일어나는 것을 설명해

의 syn 배위 뿐 아니라 방향족화를 통해 1-나프톨이 형성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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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여러 가지 부산물

[그림 5] Pd 촉매에 의한 아릴 치환된 알케닐 β–케토 에스터와 올레핀간의 반응

[그림 6] 반응 메커니즘

18

는 점이 β-탄소 제거 반응을 용이하게 하는 중요한 추진력

어져 나간 1-나프톨은 전혀 생성되지 않고, Ph이 그대로 달

이라 생각된다. 이후 추가적으로 첨가된 올레핀과 D가 반응

려있는 3-페닐-1-나프톨이 미량 형성되었다. 이 반응의 수

하여 Mizoroki–Heck 반응 생성물을 만들고, 여기서 형성

율이 낮은 이유는 아마도 입체 장애에 의한 결과로 보인다.

된 Pd(0)는 Cu(OAc)2에 의해 다시 Pd(II)로 산화된다.

한편 Cu(OAc)2대신 CuCl2를 산화제로 사용한 경우에는 3-

이러한 반응 메커니즘을 더욱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써

페닐-1-나프톨이 유일한 생성물로 형성되었는데, 이는 반응

몇 가지 추가적인 실험을 수행하였다. 기질의 (Z)-이성질체

내에서 생성된 PdCl2와 외부권 (outer-sphere) anti 탄소-

를 사용하여 같은 조건에서 반응을 수행해본 결과 Ph이 떨

Pd 첨가 반응 경로를 통해 진행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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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부산물 생성 메커니즘

[그림 8] 교차 실험

부산물의 생성 경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그림

환기를 가진 반응물 간의 교차 반응을 통해 가능한 모든 조

7]. 반응물이 D와 반응하여 Ph이 추가된 기질을 형성할 수

합의 부산물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8]. 이

있고, 이 화합물이 탈카복실화 반응을 거치거나 또는 반응물

는 반응 중 Ar-Pd(& Ar’
-Pd)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자체가 먼저 탈카복실화 반응을 거친 후 D와 반응할 수도 있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 Ph이 추가된 기질을 분리하여 본 조건하에서 반응시킨

이상과 같이, 우리 연구실에서는 2-알케닐페닐 β-케토

결과, 올레핀의 산화성 절단 반응을 통해 벤조페논이 형성되

에스터와 올레핀 간의 Pd(II) 촉매 반응을 통해 1-나프톨과

는 것도 실험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게다가, 다른 아릴 치

신나메이트 또는 스틸벤 유도체가 동시에 형성되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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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을 개발하였다. 이는 매우 독특하고 전례 없는 형태의 탄

합 형성을 가능케 하였다. 이러한 Pd(II) 촉매의 새로운 반응

소-탄소 활성화를 통한 촉매 반응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성에 대한 발견은, 여태까지 알려져 온 Pd(II) 촉매의 반응성

크다. 단 한가지의 촉매 시스템이 1) 내부권 (inner-sphere)

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그것을 통한 연속 변환 반응의 범위

syn 탄소-Pd 첨가 반응을 통해 분자내 탄소-탄소 결합을 형

를 확장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본 연구실에서는 좀 더

성하고, 2) 새로운 방식으로써 방향족화에 의해 촉진된 syn

자세한 메커니즘 연구와 더불어 새로운 연속 변환 촉매 반응

β-탄소 제거 반응을 거쳐 탄소-탄소 결합을 절단하며, 이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어서 3) Mizoroki–Heck 반응을 통해 분자간 탄소-탄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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