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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koxy-amine-aluminum 유도체에 의한 키랄 분자 인식

Chiral Molecular Recognition by Alkoxy-amine-aluminum Deriv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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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nantioselective reduction of representative prochiral alkyl-aryl ketones with a 

new chiral alkoxy-amine-aluminum derivatives from aluminum hydride and α,α

-diphenyl-β-amino alcohols, such as (S)-(-)-2-amino-3-methyl-1,1-diphenylbutan 

-1-ol(AMDPB) and (S)-(-)-2-(diphenylhydroxy-methyl)pyrrolidine(DPHMP), in THF 

at 0 ℃ was studied. In the reduction of alkoxy-amine-aluminum derivatives, 

acetophenone, propiophenone, isopropiophenone, and butyrophenone are reduced to 

corresponding aromatic secoundary alcohols with 34～60 % enantiomeric excess of 

(S)-isomers. For such ketones, the optical induction was enhanced by increasing a 

size of alkyl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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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생체 내에서 생리 활성을 가지는 학활성 물

질의 분리  합성은 천연물 연구의 가장 요

한 분야  하나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1,2,3  

특히 비 칭 환원 반응을 이용한 천연물 합성

은 자연생성물 합성의 매우 요한 분야로 이

를 성공 으로 수행하기 한 수많은 환원제 

연구4,5가 보고되었다. 최근 보고된 속키랄 환

원제로는 학활성 알킬기가 속원자에 직  

결합된 속수소화물
6,7,8
, β- 치의 3차 탄소에 

결합된 수소의 이 반응을 이용한 비 칭 환

원제,9,10,11 학활성 리간드를 이용한 매  

수소화 반응과 수소화알루미늄 리튬이나 수소

화 붕소 화합물에 학활성 알코올이나 학활

성 아민과 같은 학활성 보조제를 반응시켜 

얻은 속수소화물
12,13,14 

등이 있다 

  1981년 Itsuno 등이 borane에 키랄 보조제가 

첨가된 alkoxy-amine-borane complex가 17-60 

% ee로 pro-chiral 방향족 톤을 키랄 알코올

로 환한다고 보고한 후 (eq 1)13 키랄 보조제

로 학활성 아미노 알코올을 이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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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체 특이성이 뛰어난 학활성 보조제를 이

용할 경우 one-step으로 이루어지는 기존의 

속 수소화물에 비해 높은 수득률의 생성물을 

얻을 수 있으며 학활성 보조제로 α,α

-diphenyl-β-amino alcohols을 사용하는 borane 

complex의 경우는 방향족 톤의 비 칭 환원

반응에서 약 90% ee 이상의 높은 학순도를 

나타내었다.14

  따라서 본 연구는 속수소화물로 borane 에 

비해 가격이 렴하고 실험실에서 합성 가능한 

aliminum hydride/THF를 이용하고 키랄 보조

제로는 α,α-diphenyl-β-amino alcohols을 사용

하여 학활성 alkoxy-amino aluminum complex

를 합성하고, 그 환원력을 조 하여 유기합성의 

학활성환원제로의 용가능성을 연구하 다. 

2.  실  험

2.1 일반사항

  본 연구에 사용한 모든 유리기구는 150 ℃의 

오 에서 3시간 이상 건조시킨 후 무수 질소 

기 상태를 유지하여 조립하 으며, 모든 실험

은 주 와 완 히 차단된 질소 기압 하에서 

진행되었다. 연구에 사용된 질소는 vanadous 

sulfate-amalgamated zinc가 충진된 산소제거

장치를 거친 후 수산화나트륨  무수염화칼슘

을 통과하여 산소를 완  제거하여 사용하

다.  모든 용액  액체 시약의 이동에는 6 인

치 바늘이 달린 주사기와 double-ended needle

을 사용하여 외부 공기와의 을 최소화 시

켰다. 따라서 모든 반응은 주 와 완 히 차단

된 질소 기압 하에서 진행하 다.

2.2 시약  기기

  본 실험에 사용된 모든 유기화합물은 고순도

의 상품으로 사용직  정제하여 사용하 다.  

용매인 tetrahydrofuran (THF)은 4 Å분자체로 

하루이상 말린 뒤 sodium-benzo phenone ketyl

로 질소 기압하에서 증류 후 사용하 으며, 

lithium aluminum hydride는 Aldrich Chemical 

Co.로부터 구입하여 더 이상의 정제 없이 사용

하 다. 학순도 결정시약인(R)-(+)-MTPA는 

Aldrich 사 제품을 구입하여 산화물로 환한 

후 사용하 다.

  생성물의 확인이나 학순도를 결정하기 

한 모든 분석에는 15m, carbowax 20M capillary 

column을 사용하여 Hewlett-Packward 5890 

가스크로마토그래피와 Varian 3300 가스크로마

토그래피를 이용하 다.  27Al NMR 스펙트럼 

분석은 Bruker AMX 300을 이용하 고 기 물

질로는 [Al(H2O)
6
]
3+
를 이용하여 상 인 화학

 이동 정도를 확인하 다.

    

2.3 Aluminum Hydride 용액 제조

2.3.1 Lithium Aluminum Hydride(LiAlH4-THF) 

용액의 비

  곁가지가 달린 2 L의 라스크에 magnetic 

bar, 수은 bubbler가 달린 냉각기를 연결시키고 

마른 질소로 식힌 뒤, 20.9 g의 lithium aluminum 

hydride(ca. 720 mmol)을 넣는다. 여기에 double- 

ended needle을 사용하여 600 mL의 무수 THF

를 넣고 7일 동안 잘 어 다.  용액을 침 시

키고 상층액이 투명해지면 일정량을 2 N  

H2SO4-THF (1:1) 용액으로 가수분해하여 LiAlH4 

-THF의 농도를 결정한다.

2.3.2  Aluminum Hydride(AlH3-THF) 용액제조

  magnetic bar, reflux condencer, 수은 bubbler

가 연결된 1 L의 라스크에 미리 비한 

lithiun alumiunm hydride 용액 (1.20 M, 600 

mmol) 500 mL를 넣는다. 이 용액을 0 ℃로 유

지한 후, 59.1 g의 methanesulfonic acid (615 

mmol, 2.5% 과량)를 천천히 주입한다.  0 ℃에

서 1시간 정도 반응하여 aluminum hydride(AlH3)

를 합성하 다(eq. 2).

LiAlH4 AlH3 + H2++ THF
0 oC

CH3SO3H CH3SO3Li   (2)

  이 게 비한 AlH3-THF의 농도는 2 N  

H2SO4-THF (1:1) 혼합용액으로 가수분해한 결

과 1.10 M 이었다.

2.4 Chiral Alkoxy-amine-aluminum 유도체 합성

  곁가지가 달린 50 mL 둥근 라스크를 완

히 건조한다. 여기에 9.1 mL의 AlH3-THF 

(1.10 M, 10 mmol)와 THF에 녹인  2-amino-3 

-methyl-1,1-diphenylbutan-1-ol (AMDPB) 11 

mL (1 M, 11 mmol)을 동시에 주입한다.  0 ℃

에서 한 시간 반응시켜 chiral aluminum 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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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인 AMDPB-AlH3 을 합성하 다 (eq. 3).

+

ph
ph

OHH2N
AlH3

THF
0 oC

ph
ph

HN O
Al
H

(3)

   AMDPB   AMDPB-AlH3

2.5 Chiral Alkoxy-amine-aluminum 유도체와 

톤의 비 칭 환원반응

  톤의 비 칭 환원반응은 acetophenone과 

AMDPB-AlH3를 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30 mL 라스크에 수은 bubbler를 장치

하고 불꽃으로 완 히 건조시킨 후 0 ℃, THF 

용매하에서 AMDPB-AlH3 (1 mmol)와 THF에 

녹인 acetophenone (1.33 g 1.1 mmol)을 가하

여 6시간 반응한다.  3 N  HCl로 가수분해 한 

후 NaCl로 포화시키고  ethyl ether로 유기층을 

분리하여 무수 MgSO4로 건조하 다. 생성물은 

GC를 이용하여 확인하 으며 학순도는 MTPA 

에스테르유도체로 환하여 분석하 다.
15

2.6 MTPA esters의 제조

(R)-(+)-α-methoxy-α-trifluoromethylphenyl 

acetic acid (MTPA)를 산염화물로 환하여 사

용하 다.
16
  vial에 고무마개를 하고 생성 알코

올인 1-phenylethanol (0.1 mmol), CCl4 (0.3 

mL) 와 pyridine (0.3 mL)을 혼합한 후 MTPA 

acid chloride (26 ㎕)를 넣고 25 ℃에서 3 시간 

반응시킨다.  반응이 완결되면 3 mL의 ethyl 

ether로 희석한 후 1 N  HCl (2×2 mL) 과 

brine (2 mL)으로 씻고 무수 MgSO4로 포화시

켜 MTPA  ester를 제조하 다.

3. 결과  고찰

3.1 Chiral Alkoxy-amine-aluminum 유도체 합성

  α,α-diphenyl-β-amino alcohols인 (S)-(-)- 

2-amino-3-methyl-1,1-diphenylbutan-1-ol 

(AMDPB)(1)과 (S)-(-)-2-(diphenyl hydroxy 

-methyl)pyrrolidine (DPHMP)(2)은 95%이상의 

학순도를 가진 α-amino acids 로부터 합성하

으며,17 aluminum hydride에 AMDPB와 

DPHMP를 1 당량 반응시켜 새로운 키랄 환원

제인 chiral alkoxy-amine- aluminum 유도체 

(3),(4)를 합성하 다.

 

ph
ph

OHH2N

ph
ph

OHNH

  (1)       (2)

ph
ph

HN O
Al
H

ph
ph

ON
Al
H

 (3)      (4)

 

  THF 용매하에서 AlH3에 2 종류의 아미노알

코올을 반응시킨 결과 AMDPB는 25 ℃에서 빠

르게 2당량의 수소를 발생시킨 후 서서히 3 당

량의 수소가 발생되었으나,  0 ℃ 에서는 1시간

에 2당량의 수소가 발생한 후 더 이상의 수소

가 발생하지 않아 alkoxy-amine-aluminum 유

도체가 생성됨을 확인하 다.

3.2 Chiral Alkoxy-amine-aluminum 유도체와 

톤의 비 칭 환원반응

  새로운 비 칭 환원제인 chiral aluminum 화

합물의 환원력을 입체  환경이 다른 알킬-아

릴 톤인 acetophenone, propiophenone, isopro 

piophenone  butyrophenone 등 4종의 톤에 

해 조사하여 그 결과를 Table 1과  Table 2

에 나타내었다. 

  키랄 유도체로 (S)-(-)-2-amino-3- methyl- 

1,1-diphenylbutan-1-ol을 사용한 AMDPB-AlH3

의 경우 8 시간 안에 98 % 이상의 수득률로 

모두 응하는 알코올로 반응이 완결되었으며, 

조사한 모든 톤은 모두 (S)-이성질체로 환

되었다. 입체  장애가 가장 작은 acetophenone

의 경우 34 % ee로 (S)-1-phenyl-ethanol로 환

원되었고 propiophenone, isopropiophenone  

butyrophenone은 각각 41 % ee, 45 % ee  

46 % ee로 톤의 입체  장애가 증가할수록 

학 수득률도 증가하는 상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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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ones
time
(h)

yield
b
% ee

c abs.
config

acetophenone 6 98 44 S

propiophenone 6 97 52 S

isopropiophenone 6 98 58 S

butyrophenone 8 98 60 S

Table 1. Enantioselective Reduction of Selected 

Aromatic Ketones with AMDPB-AlH3 in THF at 0 ℃
a

ketones time
(h)

yieldb % eec abs.
config

acetophenone 6 99 34 S

propiophenone 8 98 41 S

isopropiophenone 8 98 45 S

butyrophenone 8 99 46 S

 a
Mmol of ketones/mmol of hydrides = 1: 1.1.

 b
Based on relative g.l.c. peak areas of alcohol and       

  ketone.
 cDetermined by capillary GC analysis of MTPA esters

 

  aluminum hydride에 (S)-(-)-2-(diphenyl hy 

droxy-methyl) pyrrolidine이 부가되어 입체 특

이성이 AMDPB-AlH3 보다 증가한 DPHMP 

-AlH3의 경우는 AMDPB의 경우보다 체 인 

반응성은 비슷하나 학선택성은 다소 우세하

여 보다 증가된 학 순도를 보 다.

Table 2. Asymmetric Reduction of Selected Aromatic 

Ketones with DPHMP-AlH3 in THF at 0 ℃
a

 a,b,cSee the corresponding footnotes in Table 1. 

  DPHMP-AlH3의 경우도 모두 S-배열의 알코

올이 생성되었고, acetophenone, propiophe- 

none, isopropiophenone은 44% ee, 52% ee, 

58% ee로 응하는 알코올로 환원 되었으며 

입체  장애가 큰 butyrophenone의 경우 60 % 

ee로 (S)-1-phenyl-butan-1-ol로 환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는 (S)-(-)-2-amino-3-methyl-1,1- 

diphenylbutan-1-ol (AMDPB)과 (S)-(-)-2- 

(diphenylhydroxy-methyl)pyrrolidine(DPHMP)에 

당량의 aluminum hydride를 반응시켜 새로운 

chiral alkoxy-amine-aluminum 유도체를 합성

하고 이를 입체  환경이 다른 알킬-아릴 톤

에 용시켰다.  조사한 알킬-아릴 톤은 모두 

S-배열의 알코올로 비 칭 환원되었고, AMDPB 

-AlH3는 34～46 %의 학수득률을 나타낸 반

면 입체 특이성이 우세한 DPHMP -AlH3의 경

우는 44～60 %의 조  증가한 학 순도를 나

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borane 화합물의 

학수득률 (90 % 이상)과 비교할 때 그 선택성

이 떨어지긴 하나 aluminum 화합물의 입체화

학  계를 알아보는데 기본 자료가 될 것이

며, 키랄 보조제를 이용한 속 수소화물의 비

칭 환원반응을 이용한 유기합성의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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