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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60년대 처음으로 Huisgen[1]이 1,3-쌍극자 고리첨

가반응(1,3-dipolar cycloaddition)을 이용해 1,2,3-트리아

졸을 합성한 이후, 1,2,3-트리아졸 합성은 많은 화학

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1,2,3-트리아졸은 알킨과 아자

이드의 1,3-쌍극자 고리첨가반응(Huisgen cyclization)

에 의해 만들어진다(Fig. 1). 단순히 열을 가하여 반응

을 보내면 1,4-이성질체(1,4-regioisomer)와 1,5-이성질체

* Corresponding author, E-mail: jjkwon2357@add.re.kr
Copyright ⓒ The Korea Institute of Military Science and Technology

(1,5-regioisomer)의 혼합물이 생긴다.

Fig. 1. 1,3-Dipolar cycloaddition

  오랫동안 1,3-쌍극자 고리첨가반응의 반응 시간을 줄

이고, 위치선택성(regioselectivity)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2]. 특히, 2002년에 Sharpless[3]와 Meldal[4]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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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은 구리(Ⅰ) 촉매를 사용하여 반응 속도를 107배까지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고, 1,4-이성질체만 선택적으로 합

성하는 방법을 보고하였다.

  1,2,3-트리아졸은 고분자와 재료과학[5], 초분자화학[6] 

등 다양한 영역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1,2,3-트리아

졸은 신약개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7]

하는데, 1,2,3-트리아졸은 수소결합과 이중극자 상호작

용을 통해 생체 표적 물질에 쉽게 결합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1,2,3-트리아졸 유도체들은 항

바이러스, 항균, 항진균, 그리고 항암 작용을 보인다[8].

  한편, 1,2,3-트리아졸은 고질소 함유 고에너지 물질 

합성의 빌딩 블록으로 많이 적용되고 있으며[9] 특히, 

1,2,3-트리아졸을 포함한 고분자는 고체추진제를 구성

하는 결합제로 이용된다.[10] 고체추진제는 산화제, 금

속연료, 고분자결합제로 구성되는데 경화조건으로는 

폴리우레탄 시스템을 널리 사용해왔다.[10] 하지만 폴

리우레탄 시스템은 수분에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고, 

무염소 ․ 무연 산화제인 ADN(ammonium dinitramide)은 

흡습성이 있어 폴리우레탄 시스템에 이를 적용한 경

우 고분자결합제가 가수분해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

다. 이처럼 새로운 경화시스템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1,2,3-트리아졸을 포함한 고분자는 수분에 민감하지 않

고, 부반응이 없어 친환경 경화시스템으로 각광을 받

고 있다[10].

  1,2,3-트리아졸을 합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반응조건

은 구리(Ⅰ) 촉매를 사용하는 것으로 구리(Ⅰ) 촉매와 

함께 다른 조건을 제공하여 반응속도를 높이는 연구도 

진행되어 왔다[11]. 임영권 그룹[12]은 물 용매 하에서 구

리(Ⅰ) 촉매와 함께 상 전이 촉매로서 β-사이클로덱스

트린을 사용하여 반응속도를 높였다. Pedro 그룹[13]은 

초음파를 이용하여 금속인 구리(Ⅰ) 촉매에서 반응물

로의 물질 전달과 전자 전달을 촉진시켜 반응속도를 

높였다. Ashok 그룹[14]은 구리(Ⅰ) 촉매와 함께 마이크

로파를 사용해 내부로의 효율적인 열전달이 돼도록 

하여 반응속도를 높였다. 그리고 Ferenc 그룹[8]은 흐

름(flow) 시스템을 이용하여 반응물과 구리(Ⅰ) 촉매에 

고온고압을 가하여 반응 속도를 높였다.

  이처럼 구리(Ⅰ) 촉매는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반응

이 끝난 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고, 생체 세포에 대

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 세포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15]. 또한, 고체추진제에 적용시 구리(Ⅰ)가 남아있

는 경우 다른 성분들과의 호환성이나 안정성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16].

  한편, 고압은 반응을 가속시키기 위해 자주 사용되

었다[18-21]. 특히, 고리첨가반응(cycloaddition), 시그마 결

합 자리옮김(sigmatropic rearrangement) 같은 페리 고리

모양 반응은 압력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7]. 이처럼 압력이 화학평형과 반응속도에 미치는 영

향은 기존에 알려진 압력과 반응 깁스엔탈피, 압력과 

활성화 깁스엔탈피의 관계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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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 [A---B]≠ ⇄ A-B

ΔV = V(A-B) - [V(A)+V(B)]

ΔV≠ = V([A---B]≠ - [V(A)+V(B)]

  ΔV, ΔV≠는 반응부피와 활성화부피이며, Kp는 압력 

p에서의 평형상수, kp는 압력 p에서의 반응속도상수이

고, ΔG, ΔG≠는 반응 깁스엔탈피와 활성화 깁스엔탈피

이다. 반응부피와 활성화부피는 평형상수와 반응속도

상수의 압력의존도에 따라 결정되고, 실험적으로 구할 

수 있다[17]. 반응속도상수와 관련이 깊은 활성화부피는 

결합의 변환에 의한 부피 변화 뿐 아니라 초기상태에

서 전이상태로의 진행에 따른 모든 부피 변화를 포함

한다. 활성화부피의 두가지 주된 요인은 결합의 형성

과 분해, 용매화이다[18].

  Paul 그룹[19]은 상온의 이온성 액체에서 고압으로 

Diels-Alder 반응을 보내 높은 반응 속도와 선택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Weinreb 그룹[20]은 아지도 화

합물과 이중결합 화합물의 1,3-쌍극자 고리첨가반응이 

압력에 의해 가속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Zarirato 그룹
[21]은 다이아몬드 앤빌 셀(diamond anvil cell, 고압발생

장치)을 사용해 GPa의 압력을 가해 아릴 아자이드와 

과량의 (트리메틸실릴)아세틸렌의 1,3-쌍극자 고리첨가

반응 반응속도가 빨라짐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저자가 

알기로는 구현이 비교적 용이한 MPa 범위의 압력이 

1,3-쌍극자 고리첨가반응의 반응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MPa범위의 압력이 벤질 아자

이드와 프로피올릭 산의 1,3-쌍극자 고리첨가반응 반응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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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별도의 정제 과정 없이 생성물인 1,2,3-트리

아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촉매와 용매를 사용하지 않

고, 반응물에 압력만을 가해 반응 속도가 증가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응 결과는 FT-IR, 1H-NMR 및 
13C-NMR로 분석하였다.

2. 실 험

2.1 원료

  1,2,3-트리아졸 합성을 위해 벤질 아자이드와 프로

피올릭 산을 사용하였다. 벤질 아자이드는 실험실에서 

합성한 순수한 물질을 사용하였고, 프로피올릭 산은 

Aldrich 제품(95 %)을 사용하였다.

2.2 압력 장치

  압력 장치는 Piotr 그룹[22]에서 사용한 압력장치를 

여건에 맞게 개량하여 사용하였다. Piotr 그룹은 유압

장치를 사용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장비를 활

용하기 위해 고압질소봄베를 사용하였고, 실험의 편의

성을 위해 압력을 전달하는 매개로 유기용매 대신 물

을 사용하였다. 사용한 압력 장치와 반응 용기를 Fig. 

2에 나타냈다. 고압의 질소가 채워진 용기를 압력용기

에 연결해 압력이 가해지도록 하였다. 질소를 이용해 

반응용기에 공압을 가할 경우, 가스 팽창에 의한 온도

변화가 발생하므로 비열이 큰 물을 매개로 하여 유압

이 가해지도록 장치를 구상하였다. 반응용기는 O-ring

을 이용해 압력용기의 물은 들어가지 않고 유압만 받

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하는 동안 온도와 압력을 모니터링 하였다. 온

도센서는 RTD타입을 사용하였고, 컨트롤러는 OKW사

의 Consort T872를 사용했으며, 압력센서는 Kulite사의 

제품을 사용하였고, 컨트롤러는 Vishay사의 236φ 모델

을 사용하였다.

2.3 실험방법

  냉난방기를 이용하여 실내온도를 20 ℃로 설정하고, 

반응 용기에 벤질 아자이드와 프로피올릭 산을 0.6 

mmol씩 넣고 뚜껑을 덮어서 비교시료는 대기압에 두

고 반응시료는 압력용기에 넣었다. 반응용기 내부 온

도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비열이 큰 물을 이용하였다. 

비교시료가 담긴 반응용기는 물이 담긴 수조에 넣고, 

반응시료가 담긴 압력용기는 물로 가득 채우고 5000 

psi로 충전한 고압질소봄베를 레귤레이터를 달아 압력

용기에 연결하였다. 레귤레이터로 원하는 압력을 설정

하고, 동일한 온도에서 일정시간 반응을 보내 대기압

에서 반응을 보낸 것과 결과를 비교하였다.

(a)

(b)

(c)

Fig. 2. (a) Schematic diagram of high pressure 

equipment (b) Photos and (c) assembly drawing 

of reaction vessel

2.4 기기분석

2.4.1 Infra-Red spectroscopy(FT-IR)

  Nicolet사의 Magna-IRTM spectrometer 550을 사용하

였고, 샘플과 KBr을 혼합하여 펠렛(pellet)을 제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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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반응물과 생성물의 관능기 피크

를 비교, 분석해 보았다.

2.4.2 Nuclear Magnetic Resonance Spectroscopy 

(NMR)

  1H-NMR, 13C-NMR과 모두 Bruker사의 AscendTM 400 

기기를 사용하였으며, NMR 용매로는 DMSO-d6를 사용

하였다.

3. 결과 및 논의

  아자이드와 알킨의 1,3-쌍극자 고리첨가반응을 이용

해 1,2,3-트리아졸을 합성할 때 압력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벤질 아자이드(1a)와 프로피올릭 산(1b)
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Fig. 3). 본 실험에서

는 기존의 클릭 반응과 달리 구리(Ⅰ) 촉매를 사용하

지 않았기 때문에 생성물로 1-벤질-1H-[1,2,3]트리아졸

-4-카복실릭산(2a, 1,4-이성질체)와 3-벤질- 3H-[1,2,3]트

리아졸-4-카복실릭산(2’a, 1,5-이성질체) 혼합물이 생성

되었고, 생성비는 17:1로 얻어졌다.

  반응의 진행은 FT-IR과 1H-NMR, 13C-NMR로 확인하

였다. FT-IR 결과를 보면 반응이 점차 진행됨에 따라 

아자이드기에 의한 2096 cm-1의 피크 크기가 감소하다 

완전히 사라졌고, 반응 생성물에서 확인할 수 있는 

3115 cm-1, 1682 cm-1, 1050 cm-1에서의 피크가 관찰되

었으며, 각 피크는 각각 카복실기의 -OH, C=O 그리고 

C-N에 의한 것이다(Fig. 4).

Fig. 3. 1,3-Dipolar cycloaddtion of benzyl azide with 

propiolic acid

(a)

(b)

Fig. 4. FT-IR spectrum of (a) 2a/2a’(product) and (b) 1a(reac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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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물질의 1H-NMR은 Fig. 5에 나와있으며, 1,4-이성

질체와 1,5-이성질체의 피크가 함께 관찰되었다. 각 피

크의 적분값을 통해 트리아졸로의 전환율을 계산하였

는데 1,4-이성질체가 1,5-이성질체에 비해 약 17배 많

이 생성되었으며, 트리아졸의 특징피크는 1,4-이성질

체의 경우 8.78 ppm에서, 1,5-이성질체의 경우는 8.27 

Fig. 5. 1H-NMR spectrum of 2a/2a’(product)

Fig. 6. 13C-NMR spectrum of 2a/2a’(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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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m에서 관찰되었다. 반응 24시간 후 얻어진 1H-NMR 

스펙트럼에서는 미반응된 벤질 아자이드(1a)의 CH2 피

크가 4.34 ppm에서 미량 확인되었다. 생성물질의 
13C-NMR 스펙트럼은 Fig. 6에 나타냈다. 트리아졸의 

특징피크는 140 ppm, 129 ppm에서 관찰되었다.

  반응시간과 압력 변화에 따른 벤질 아자이드와 프

로피올릭 산의 1,3-쌍극자 고리첨가반응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1과 Fig. 7에 나와 있다.

  Table 1. Conditions and conversion yields of 1,3- 

dipolar cycloaddition

번호 시간
압력

(psi)

전환율a

(%)

1,4-이성질체 : 

1.5-이성질체

1 2h 15 57.9 17.2 : 1

2 2h 4300 61.6 17.2 : 1

3 4h 15 69.2 18.3 : 1

4 4h 4300 73.2 17.8 : 1

5 6h 15 76.7 16.0 : 1

6 6h 4300 83.3 17.1 : 1

a전환율; Conversion yields based on 1H-NMR

Fig. 7. Effect of pressure on the conversion yields

  대기압(15 psi)에서 보낸 반응과 4300 psi의 압력을 

가한 반응을 비교하면 예상한 바와 같이 압력을 가한 

반응의 속도가 더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기

압에서 보낸 반응과 압력을 가한 반응의 전환율 차이

는 반응 시간이 2시간일 때 3.7 %, 4시간일 때 4 % 

그리고 6시간일 때 6.6 %로 반응 시간이 길어질수록 

압력을 가하지 않은 실험과 압력을 가한 실험의 전환

율 차이가 커졌다. 한편, 압력이나 반응시간에 따른 

1,4-이성질체와 1,5-이성질체의 생성비는 큰 영향이 없

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원호 그룹[10]에서 아자이드와 알킨이 1,3-쌍

극자 고리첨가반응으로 1,2,3-트리아졸이 생기는 것을 

이용해 고체추진제를 경화하는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

에 본 연구 결과를 적용하여 반응속도를 높인다면 온

도조건(52 ℃ → 20 ℃)을 낮추고, 경화 시간도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본 실험을 통해 용매와 촉매 없이 압력만으로 알킨

과 아자이드의 1,3-쌍극자 고리첨가반응 속도를 증가시

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비록 1,4-이성질체와 

1.5-이성질체 혼합물이 생기지만 고분자를 반응물로 사

용할 경우에는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

압을 이용한 1,3-쌍극자 고리첨가반응은 고체추진제에 

사용되는 고분자 결합제를 합성하는 데 응용이 기대된

다. 또한, 본 실험에서는 비교적 낮은 압력을 가했지만 

고압장치를 갖춰 더 높은 압력을 가한다면 반응속도와 

선택성에서 더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용

매와 촉매 없이 압력만 가하는 반응은 별도의 정제과

정이 필요하지 않아 편리하므로 재료화학, 생화학 분

야에서 유용한 물질인 1,2,3-트리아졸을 합성하는 데 

널리 이용될 것이라 기대된다.

후        기

  논문작성에 도움을 주신 임영권 박사님과 신정아 연

구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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