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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랄성 에폭사이드는 키랄중간체나 여러 출발물질로서 다양하게 이용되기 때문에 입체선택적인 합성방법은 학술적으로나 

산업적인 관점에서 대단히 흥미롭다. 본 연구에서는 염화탈륨(III) 및 염화철(III)을 함유한 고분자형의 키랄성 코발트 살렌 

촉매를 새로이 합성하고 그 특성을 평가하였다. 합성한 촉매는 여러 종류의 라세믹 에폭사이드 유도체의 가수분해의 속도

차에 의한 비대칭 고리열림반응과 페놀 친핵체에 한 에폭사이드 산소 고리 열림반응에 적용하여 그 활성과 선택성을 조사

하였다. 합성이 용이한 고분자구조의 살렌착체 촉매는 물과 페놀류를 친핵체로 하는 라세믹 에폭사이드의 고리 열림을 통

하여 98% ee 이상을 나타낼 정도의 매우 높은 광학선택성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촉매시스템은 키랄 에폭사이드, 

1,2-디올 중간체 및 아릴옥시알코올 유도체의 제조에 매우 효과적이었다.

The stereoselective synthesis of chiral terminal epoxide is of immense academic and industrial interest due to their use as 

versatile starting materials as well as chiral intermediates. In this study, new polymeric chiral Co(salen) complexes bearing 

tallium (III)chloride and iron (III)chloride (ferric chloride) have been synthesized and characterized. Their catalytic activity 

and selectivity have been demonstrated for the asymmetric ring opening of various terminal epoxides using water and phenol 

derivatives as nucleophiles. The easily prepared polymeric complexes exhibited very high enantioselectivity for the asymmetric 

ring opening of epoxides with H2O and phenol nucleophiles, providing enantiomerically enriched terminal epoxides (> 98% 

ee). The system described in this work is very efficient for the synthesis of chiral epoxide, 1,2-diol and α-aryloxy alcohol 

intermediates.

Keywords: chiral polymeric salen, chiral intermediates, terminal epoxides, kinetic resolution, asymmetric catalysis

1. 서    론
1)

  키랄 의약 및 바이오 의약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원료로서 고 광학

순도의 키랄 중간체가 핵심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특히 광학순도가 

매우 높은 키랄 중간체의 대량생산이 요구된다. 따라서 한 개의 순수

한 광학이성질체를 합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의 개발은 유기합성

이나 의약품제조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과제이다. 키랄 의약에 사용

되는 키랄 중간체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카본이 3, 

4개인 키랄 중간체의 용도가 매우 다양하고, 특히 벤젠 고리를 포함하

는 고순도의 키랄 유도체의 합성법의 개발은 학술적으로나 의약품생

산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1]. 코발트와 크롬을 함유한 

키랄 살렌은 친핵분자로 라세믹 에폭사이드의 고리를 여는 비대칭 촉

매반응에서 효과적이고 매우 높은 광학선택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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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다[2-5]. 코발트를 포함한 키랄살렌 착체는 특히 물을 반응

물(친핵체)로 사용한 비대칭가수분해 반응(hydrolytic kinetic reso-

lution; HKR)에 대하여 높은 활성을 갖는다[3-5]. 이와 같은 고활성의 

균일계촉매는 폴리머나 무기담체상에 고정화시켜 불균일계촉매로서

의 장점을 살리려고 시도되고 있다[6-10]. 담체상에 공유결합으로 단

단히 결합된 촉매는 실용상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게 되는데, 반응 후 

생성물과 촉매의 분리가 용이하고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점 등이

다. 그러나 균일계에서는 우수한 촉매라 하더라도 담체에 고정화시킨 

후에는 촉매의 광학선택성이 크게 떨어지고 반응속도가 느려지는 경

우도 매우 많다. Annis와 Jacobsen[10]이 발표한 키랄 살렌촉매상에서

의 가수분해 반응기구와 관련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라세믹 에폭사

이드의 고리를 여는 반응은 두 살렌 분자의 협동적인 작용으로 진행

된다고 하였고, 반응성의 증가를 위해서는 담체상에 살렌의 농도가 

높을수록 유리하다고 해석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들어 이량체형

[11]이나 폴리머형[12,13] 및 올리고머 형태[14,15]의 키랄살렌 촉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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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비대칭반응을 수행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특히 올

리고머 형의 살렌촉매는 페놀을 친핵체로 사용한 라세믹 에폭사이드

의 개환반응에 대하여 매우 높은 활성과 광학선택성을 보인다고 알려

져 있다. 그러나 이들 촉매는 합성절차가 까다로워서 많은 처리과정

을 거쳐야만 하는 단점이 있고 반응에 사용한 뒤에 회수하는 방법도 

불균일계 촉매에 비하여 용이하지 않다.

  Song 등[16]은 살렌만으로 구성된 폴리머를 제조하여 촉매로 사용

하여 에폭사이드의 비대칭 가수분해를 수행한 바 있는데, 이들은 주

로 OAc기를 함유한 Jacobson형의 폴리머 살렌을 합성하여 그 특성을 

검토하였다. Co살렌 구조중에 OAc기를 가지고 있는 기존의 Jacobson 

촉매의 단점은 촉매반응 이후에 반드시 재생처리를 하여 초산기를 재

도입시켜야 하는 것인데, 반응중에 촉매로부터 아세트기가 떨어지면

서 촉매는 비활성화될 뿐 아니라 생성물이 라세믹화되며 광학성택성

이 떨어지게 된다. 이런 단점은 Song 등이 사용한 폴리머형이나 고정

화 촉매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된다.

  살렌만으로 구성된 폴리머는 불균일 촉매의 장점을 살리면서 살렌

의 분포를 밀집시킬 수 있으므로 에폭사이드의 친핵체에 의한 고리열

림반응에서 활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진이 이미 보고[17]한 

바와 같이 살렌 구조 중에 13족 할로겐 염을 부착시켜 촉매로 사용하

면, 라세믹 에폭사이드의 각종 친핵체에 의한 비대칭 고리열림 반응

에서 활성과 광학선택성이 매우 높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

급한 Jacobson형 살렌촉매의 단점인 생성물의 라세믹화에 따른 선택

성 감소나 재처리 등의 불편을 없앨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광학성택성과 활성이 우수한 새로운 키랄 살렌착체의 설계와 합성의 

일환으로 루이산으로 작용하는 13족 할로겐 염 중의 하나인 염화탈륨

(III)과 전이금속염인 염화철(III)을 고분자형 살렌에 부착시켜 새로운 

구조의 촉매를 합성하였고, 이들의 구조적 특성이 라세믹 에폭사이드

의 친핵공격적인 비대칭 고리열림반응에서 나타내는 활성을 고찰하

였다. 이들 촉매는 광학활성이 우수할 뿐 아니라 생성물을 간단히 분

리처리한 후에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나타내었다.

2. 실    험

  2.1. 폴리머형 키랄 살렌 촉매의 제조법

  폴리머형의 살렌 촉매는 Schem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디알데하이

드와 키랄성 디아미노사이클로헥산을 끓는 에탄올/디옥산 용매중에서 

처리하여 얻었다. 디알데하이드는 문헌에 알려진 방법에 따라, 3-tert- 

butyl-2-hydroxy benzaldehyde를 아세트산 존재하에서 황산과 트리옥

산으로 처리하여 50%의 수율로 제조하였다[18,19]. 합성된 폴리머 살

렌 리간드(A)의 분자량은 약 10000 정도이며, 코발트를 도입시키면 

용해도가 크게 떨어져서 비극성용매로 세척하면 생성물의 분리나 세

척 등이 매우 용이하였다. 폴리머 살렌(2)의 합성방법을 간략히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염화탈륨 TlCl3⋅H2O (8.28 mmol, 1.0 당량)

를 tetrahydrofuran (THF, 25 mL)용매에 녹이고 폴리머 살렌 Co(A) 

(8.28 mmol, 1.0 당량; Co unit를 기준으로 계산)를 첨가한 다음 공기

중, 상온하에서 교반처리한다. 반응액은 곧 붉은색에서 짙은 청록색으

로 변하였다. 1 h의 교반 후에 생성된 고체는 THF와 CH2Cl2 (MC) 및 

n-헥산으로 충분히 세척한 뒤에 건조, 보관한다(수율: 98% 고체분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염화철(III)이 함유된 고분자형 키랄살렌 촉매

를 제조하였으며, 폴리머 살렌 리간드(A)를 THF용매중에서 바로 

4-nitrobenzene sulfonic acid (NBS: Co unit를 기준으로 1.2 당량)로 2 h 

동안 처리하여 살렌촉매(3)을 얻었다. 합성한 고분자형 살렌의 구

Scheme 1. The synthetic sequence and the structure of polymer salen 

catalysts.

조는 다음의 Scheme 1에 나타내었다.

  2.2. 촉매반응

  25 mL 용량의 플라스크에 선정된 고분자형 키랄 살렌촉매(0.04 

mmol, 0.2 mol%)와 라세믹 에폭사이드(40 mmol, 1.0 당량)를 넣고 교

반시킨 후에 물 또는 페놀유도체(22 mmol. 0.55 당량)를 천천히 적가

하면서 첨가하였다. 촉매량은 반응물을 기준으로 0.2∼0.8몰% 범위가 

되도록 첨가하여 비대칭 에폭사이드 고리열림반응을 수행하였다. 생

성물의 enantiomeric excess (ee%) 값은 시간별로 채취한 시료를 개스

크로마토그래프(키랄컬럼: CHIRALDEX G-TA and A-TA, 20 m × 

0.25 mm i.d. (Astec)) 및 HPLC 분석(영린기기, Chiralcel OD 컬럼(24 

cm × 0.46 cm i.d.; Chiral Technologies, Inc.) 또는 Regis (S,S) Whelk- 

O1 at 254 nm)을 통하여 정량하였다. 생성된 키랄 에폭사이드는 

Kugelrohr 증류기(Eyela KRD100, Tokyo Rikakikai Co. Ltd.)를 사용하

여 분리하고 0 ℃로 냉각하여 
1
H, 

13
C NMR 및 [α]

20
 값을 측정하였

다. 촉매의 UV 스펙트럼은 UV-Vis spectrophotometer (Optizen 2120 

UV)를 사용하여, IR 스펙트럼은 PERKIN-ELMER Spectrum 2000 

Explorer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페놀 친핵체에 의한 에폭사이드 산소 고리의 열림반응

  Figure 1은 합성한 고분자형 코발드 함유 살렌 리간드 (A)의 FT-IR 

스펙트럼이다. 비교를 목적으로 단분자형의 코발트 살렌도 IR로 분석

하고 함께 나타내었다. Scheme 1에 나타낸 것처럼 고분자형 살렌은 

단분자형 살렌이 선형으로 연결된 상태로써 구조적으로 같은 특징을 

갖는다. Figure 1의 흡수스펙트럼에서 두 화합물은 1000∼1500 cm
-1

 

및 2900∼3000 cm
-1

 영역의 밴드가 거의 일치하고 있어, 고분자형의 

살렌은 단분자형 살렌이 연결된 구조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고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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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T-IR specta of polymeric chiral (salen) ligand (A) and mon-

omeric Co-salen.

형 살렌촉매(1) 또는 (2)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 단분자형 살렌촉매

는 대부분의 용매에 대하여 녹는다. 그런데 폴리머살렌(1)과 (2)는 

THF나 MC에는 용해되지만 비극성의 n-헥산이나 tert-butylmethy-

lether (TBME) 등에는 전혀 녹지 않았다. 고분자형 살렌(A)는 약 15개 

정도의 단분자가 연결된 구조를 갖기에, 이로부터 제조된 촉매는 일

부의 용매에 대하여 용해도가 크게 낮아져서 촉매반응 후 생성물의 

분리에 쉽게 응용할 수 있었다. 폴리머 살렌은 dialdehyde와 diamino- 

cyclohexane이 반응하여 단분자형의 unit가 여러 개 결합되어 형성되

므로, 초기에 합성한 출발물인 dialdehyde의 순도가 중요하며, 이에 디

알데하이드의 순도를 수소-NMR과 탄소-NMR로 분석하였다. 2개의 

알데하이드그룹을 지니고 있는 디알데하이드(5,5'-Methylene-di-3-tert- 

butylsalicylaldehyde)를 순수하게 정제한 뒤 얻은 화합물의 NMR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H-NMR (CDCl3): δ1.40 (s, 18H), 3.93 (m, 2H), 7.13∼1.7.36 (m, 

4H), 9.81 (s, 2H), 11.72 (s, 2H); 
13

C NMR: δ29.27, 34.93, 40.12, 

120.42, 131.06, 131.13, 134.81, 138.50, 159.71 및 196.82.

  특히 디알데하이드는 카본-NMR 상의 196.8 ppm에서 알데하이드 

특성피크를 보였는데, 생성된 폴리머형 살렌에서는 이 알데하이드 그

룹이 소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촉매합성반응 중 알데하이드 그룹과 키랄 디아미노싸이크로

헥산과의 축합에 의하여 새로이 살렌 구조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폴리머살렌의 NMR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1. Asymmetric Ring Opening of Terminal Epoxides with Phenol 

Derivatives Catalyzed by Heterometallic Polymer (Salen) Complexes

Entry R
1

R
2

Catalyst Yield (%)
a

ee (%)
b

1 H CH2Cl 1 39 >98

2 H CH2Cl 2 38 >98

3 H CH2Cl 3 40 93

4 H CH3 1 38 98

5 H CH3‐O‐CH2 1 36 97

6 3‐Cl CH2Cl 1 37 >98

7 3‐Cl CH2Cl 2 39 >98

8 3‐Cl CH2Cl 3 38 91

9 3‐Cl C6H5‐O‐CH2 1 34 96

10 3‐CH3 CH2Cl 1 37 >98

11 3‐CH3 CH2Cl 2 38 98

12 3‐CH3 CH3‐O‐CH2 1 39  >97

a
Isolated yield. 

b
ee % was determined by chiral HPLC or chiral GC.

  1
H-NMR (CDCl3): δ1.40 (s, 18H), 1.60∼2.0 (m, 6H), 3.0∼3.6 (m, 

4H), 3.7∼3.9 (m, 2H), 6.70∼6.9 (d, J = 2 Hz, 2H), 7.0∼7.4 (d, J 

= 2 Hz, 2H), 8.28 (s, 2H). 
13

C NMR: δ24.74, 24.79, 29.43, 33.42, 

33.67, 34.86, 40.48, 54.48, 118.32, 129.23, 130.08, 130.27, 137.21, 

158.54, 165.09.

  13족 할로겐 염인 염화탈륨(III)과 전이금속 염화철(III)을 각각 키

랄성 코발트 살렌 리간드에 결합시킨 폴리머살렌(1)과 (2)를 촉매로 

사용하여 비대칭 에폭사이드의 산소 고리 열림반응에 대한 활성을 조

사하였다. Table 1은 터미날 라세믹 에폭사이드를 페놀류의 친핵체로 

에폭사이드 고리를 여는 비대칭반응에 대하여 염화물 금속과 NBS로 

처리된 폴리머형 키랄살렌 촉매의 활성과 선택도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들 폴리머살렌 촉매는 선택적으로 에폭사이드의 고리를 엶

으로써 고광학순도의 α-아릴옥시 알코올 유도체를 높은 수율로 생성

시켰으며, 여러 종류의 페놀 친핵체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적용되었다.  

Table 1의 결과에서 생성된 키랄 알코올 유도체의 광학선택도는 97% 

ee 이상에 이르는 값을 나타내었다. 친핵체로 페놀류를 사용하여 몇 

종의 에폭사이드의 고리를 열 때, 촉매의 활성 순서는 동일 반응조건 

하에서 1 ≈ 2 > 3순이었다.

  Figure 2는 ECH의 에폭사이드 고리를 페놀로 여는 비대칭반응에 

서로 다른 폴리머형 살렌을 촉매로 적용한 경우, 반응시간에 따른 촉

매의 활성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반응시간의 경과에 따라 염화

탈륨을 함유한 촉매가 가장 빠르게 높은 광학순도로 알코올 화합물을 

생성시켰으며, 금속염은 함유하지 않고 단지 NBS만으로 산화처리된 

코발트 살렌 폴리머 촉매(3)은 이보다 약간 낮은 활성을 보였다. 이 

결과는 동일한 반응조건에서 얻은 Table 1의 결과와도 잘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금속염을 함유하지 않은 경우에, 살렌촉매 중의 

코발트 금속이온의 산화상태가 +3가로 산화되면서 상대음이온으로서 

NBS-1가 이온을 함유한 폴리머형 코발트 살렌(3)도 에폭사이드 고리

열림 반응에 대하여 유용한 촉매임을 알 수 있었다.

  반응혼합물에 첨가하는 용매의 종류는 이 반응에 대하여 중요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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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catalytic activity of chiral polymer salen catalyst (1) for 

the asymmetric ring opening of epoxides with phenol using 0.7 mol% 

catalyst at room temperature.

Table 2. Effect of Solvent on the Ring Opening of Epichlorohydrin 

with P‐cresol

Entry Solvent Catalyst type Yield(%)
 a

  ee (%)
 b

1 TBME 1 35 >98

2 TBME 2 36 >98

3 TBME 3 38 92

4 CH3CN 1 37 87

5 CH3CN 3 35 80

6 THF 1 34 83

7 THF 2 35 85

8 n‐Hexane 1 36 78

9  n‐Hexane 3 37 72

0.8mol% Catalyst loading on a per Co basis relative to racemic epoxide.
a

Isolated yield, 
b
ee % was determined by chiral HPLC or chiral GC. Reaction 

time; 15 h.

향을 미치는 것이 관찰되었다. 대표적인 반응 예로서, 라세믹 에피클

로로히드린(ECH)과 3-메틸 페놀과의 반응에 있어서 극성용매와 비극

성용매의 첨가 효과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

다. 여러 가지 용매 중에서 비극성인 TBME가 가장 효과적인 용매로 

작용하였는데, 이 결과는 본 실험에서 적용한 3종류의 모든 살렌촉매

에 대하여 같은 효과를 유발하였다.

  Table 3은 라세믹 에폭사이드인 ECH를 페놀과 클로로페놀로 개환

시킬 때, 첨가한 촉매가 여러번 재사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관찰하

고 정리한 결과이다. 폴리머형 촉매는 반응에 사용한 뒤에 생성물을 

단순히 용매로 처리하여 취한 다음에 재사용이 가능하였다. MC나 

Table 3. Recyclability of Polymer Salen Catalysts in the Asymmetric 

Ring Opening of ECH with Phenols

Entry R
1

R
2

Catalyst
a Yield

(%)
b

ee

(%)
c

1 3‐Cl CH2Cl 3 (cycle 1) 38 91

2
(a)

3‐Cl CH2Cl 3 (cycle 2) 37 83

3
(b)

3‐Cl CH2Cl 3 (cycle 3) 39 90

4 3‐Cl CH2Cl 1 (cycle 1) 37 98

5
(a)

3‐Cl CH2Cl 1 (cycle 2) 35 96

6 H CH2Cl 1 (cycle 1) 39 >98

7
(a)

H CH2Cl 1 (cycle 3) 37 96

(a)
The catalyst is used without regeneration.

(b)
The catalyst is regenerared by 4‐NBS.

THF용매를 넣고 교반시킨 다음 다시 n-헥산을 소량 첨가하면 촉매가 

점성을 갖는 고체로 침전하기 때문에, 용매로 충분히 세척한 다음 촉

매로서 재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생성물의 분리도 용이하였다. 반면

에 단분자형 살렌을 촉매로 사용하면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한 생성물

의 분리는 불가능하고 증발법에 의하여 생성물을 획득하게 된다.  따

라서 고분자형 살렌 촉매는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여러 차례 재

사용이 가능하였으며, 여러번 재사용하여도 촉매의 활성은 그대로 유

지되었는데 이것이 폴리머 살렌 촉매의 장점으로 나타났다.

  3.2. 라세믹 에폭사이드의 비대칭 가수분해반응

  Table 4는 라세믹 에폭사이드의 산소 고리를 물로서 여는 반응에 

대하여 고분자형 키랄살렌을 촉매로 사용하여 얻은 결과이다. 이 때 

촉매의 양은 같은 첨가량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촉매중의 코발트 금

속이온을 기준으로 몰%를 결정하였고, 대개 0.6∼1.0몰% 범위로 첨

가하였다. 여러 에폭사이드들이 이들 촉매상에서 활성을 갖고 고광학

순도의 에폭사이드를 생성시켰다. 이 반응에서는 공격받은 에폭사이

드의 고리가 열리면서 가수분해되어 디올로 전환되고 공격받지 않은 

라세믹 중의 한 광학이성체의 에폭사이드는 거의 98% 이상의 고순도

의 광학이성체로 잔류하게 되었다.

  염화탈륨(III)을 함유한 고분자형 살렌촉매(1), 염화철(III) 함유 촉

매(2) 및 NBS로 산화처리된 살렌촉매(3)을 각각 사용하여 라세믹 

ECH의 비대칭 가수분해 반응을 수행하였을 때, 시간에 따른 생성물 

중의 ECH의 ee%를 Figure 3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생성물 ECH의 광학순도는 98% ee 이상에 이르렀는데, 이

는 각 촉매들의 선택성이 매우 우수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폴리머 살

렌형의 촉매는 활성이 높아서 소량의 촉매 첨가량에 대하여도 높은 

반응성을 보였으며, ECH와 같은 화합물은 다양한 키랄 유도체를 합

성 가능케 하는 의약품용 중간체로서 매우 중요한 키랄 에폭사이드의 

일종이다.

  Figure 4는 몇 종의 라세믹 에폭사이드 산소 고리를 물 친핵체로로 

여는 비대칭 가수분해반응에 대하여 염화탈륨(III) 함유 폴리머형 살

렌(1)을 촉매로 사용한 경우, 반응물의 종류를 다르게 적용하였을 때 

시간에 따른 촉매의 활성을 비교한 결과이다. 키랄 메틸 글리시딜에

테르, 글리시딜 프로필레이트 및 스티렌 옥사이드 등과 같은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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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HKR of Terminal Epoxides Catalyzed by Various Polymeric 

Salen Catalysts

Entry
Recovered 

 Epoxides
(a)

Catalyst/Catalyst

Loading (mol%)
(b) % Yield(ee)

(c)

1

2

3

1

2

3

0.7

0.7

0.7

34 (> 98)

37 (99)

35 (97)

4

5

6

1

2

3

0.7

0.7

0.7

36 (> 99)

38 (> 99)

36 (> 98)

7

8

1

3

0.6

0.6

38 (> 98)

39 (> 98)

9

10

1

2

0.6

0.6

36 (> 98)

40 (98)

11
(d)

12
(d)

1

2

0.8

0.8

34 (97)

36 (98)

13
(d) 1 0.7 36 (> 98)

14
(e)

15
(e)

2

3

1.2

1.2

35 (98)

34 (96)

16 1 0.7 38 (> 98)

(a)
Isolated yield is based on racemic epoxides (theoretical maximum value = 

50%).
(b)

Loading is based on a [Co] unit.
(c)

ee % was determined by chiral GC or chiral HPLC.
(d)

THF was used as a solvent.
(e)

Solvents (CH2Cl2: THF = 2 : 1), Reaction time; 16 hs.

매우 유용한 중간체인데, 폴리머 살렌 촉매는 이들 라세믹 에폭사이

드에 대하여도 유용한 촉매로 작용하였다. 염화탈륨(III) 함유 폴리머

형 살렌(1)과 염화철(III) 함유 촉매(2)는 이미 Table 4에 나타냈던 것

처럼 여러 종류의 라세믹 에폭사이드에 대하여 광학선택적인 촉매기

능을 발휘하였으며, Figure 4의 결과에서 에테르나 에스테르 그룹을 

소유한 에폭사이드들은 비슷한 속도로 가수분해가 진행되었으나 스

티렌 옥사이드의 경우에는 긴 반응시간이 소요되었다. 스티렌 옥사이

드나 글리시돌의 경우에는 용매로서 THF를 사용하면 반응시간이 짧

아지고 얻어지는 생성물의 수율도 향상되었다.

  시바사키 등[20]은 한 촉매분자 내에 서로 다른 종의 금속이 도입된 

촉매를 사용하여 비대칭합성반응을 수행한 바 있었는데, 이 때 루이

산 기능의 13족 금속이온은 에폭사이드의 고리를 여는 반응에서 활성

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염화탈륨이 결합

된 고분자형 살렌을 비대칭 에폭사이드 가수분해반응의 촉매로 사용

하는 경우에는, 시바사키 그룹이 해석한 바와 같이 탈륨이 물을 쉽게 

흡착한 다음 이를 살렌분자 중심에 위치한 코발트에 의하여 활성화된 

에폭사이드에 제공함으로써 bimetal적인 분자 내 촉매작용으로 반응활

Figure 3. The activities of different catalysts in the asymmetric HKR 

reaction of racemate ECH (for catalyst (1); ●, (2); ■, (3); ▲, 0.7 

mol% at ambient temperature).

Figure 4. The catalytic activity of the polymer catalyst (1) for asym-

metric HKR of terminal epoxides using 0.7 mol% catalyst at room 

temperature.

성을 촉진시킨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기초로 추정

한 에폭사이드 산소 고리의 열림 반응기구를 다음의 Scheme 2에 간략

히 나타내었다.

  반응도중에 촉매의 비활성화가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관찰하기 위

하여 사용전과 반응에 사용하고 회수한 촉매시료의 UV-Vis 스펙트럼

의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ure 5에 나타내었다. +2가의 코발트가 

중심에 존재하는 살렌, 즉 본 연구에서 촉매제조를 위한 출발물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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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UV-Vis spectral data for the polymer salen ligand (A) and 

polymer catalyst (1) before and after HKR reaction of ECH.

Scheme 2. Proposed cooperative mechanism for the HKR of terminal 

epoxides catalyzed by polymeric salen catalyst (1) and (2) via bi-

metallic intramolecular pathway.

사용한 고분자형 키랄살렌 리간드(A)는 UV-Vis. 스펙트럼상의 420 

nm에서 피크가 관찰되는데, 알루미늄족의 염을 처리하게 되면 이 피

크는 사라지고 365 nm에서 새로운 피크가 나타난다. 촉매로 사용한 

폴리머 살렌은 반응시작이나 반응종결 후에도 420 nm의 피크가 관찰

되지 않으며, 이는 촉매가 반응도중에 출발물질로 분해되지 않고 루

이스산인 염이 살렌에 결합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촉매는 반응 이후 촉매를 회수하여 재사용하면 상당부분

의 촉매의 활성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라세믹 에폭사이드의 산소 고리를 친핵체인 물과 같은 친핵체로 열

어 높은 광학순도를 갖는 다양한 유도체를 합성하는 방법은 의약품 

중간체나 키랄 블록을 얻는 유기합성분야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기술

이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합성한 염화탈륨, 염화철

을 함유한 고분자형의 키랄살렌 촉매를 비대칭 에폭사이드 고리 열림

반응에 적용하여 활성을 비교, 평가하였다. 고분자형의 살렌 촉매는 

매우 높은 활성을 나타내어 생성물인 여러 에폭사이드와 아릴옥시 알

코올에 대하여 98% ee 이상에 이르는 광학선택성을 나타내었다. 새로

이 합성한 고분자형 키랄촉매를 이용하면 한 단계의 간단한 반응절차

를 통하여 고순도의 키랄성 의약품용 중간체를 합성하는 것이 가능하

였다. 특히 고분자형 살렌촉매는 정제나 재생처리 없이도 여러 차례 

재사용이 가능하였으며, 촉매의 활성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루이스산

기능을 갖는 금속염을 이용하여 합성한 고분자형 키랄 살렌촉매는 새

로운 구조의 키랄촉매를 설계하여 비대칭반응에 적용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공업적으로 대량의 키랄 유도체를 높은 광학순도로 제조하는 

응용면에서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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