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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xo adduct between furfuryl derivatives (furan, furfuryl acetate and furfuryl alcohol) and maleic 
anhydride were prepared in the presence of ethyl ether. The bromination of the exo adduct of each 

derivatives gave a monobromolactone and dibromoacid when the reaction was done in the presence of 

water. The formation of the bromolactonc was proved to be dependent to the carboxylic participation to 

the incipient rearranged carbonium ion of a classical type, and the participation was sterically hindered 

by the steric structure of the substituents. The bromination of the furan-maleic anhydride adduct in the 
presence of organic solvent (CCI4, CH2CI2) gave the dibromide, whereas the photochlorination of the 

same adduct in the presence of carbon tetrachloride gave the tetrachloride. The procedures o£ the prepar
ation and the reaction path of the halogenation were described.

要 約

퓨란, 醋酸풀퍼 릴, 풀퍼 릴 알코올과 마레 인酸無水物을 에틸 에테르 存在下에서 附加反應시켜 家。附加物을 

만들고 이 化合物들에 對한 臭素化反應을 물 存在下에서 行한 바 各各 모노부롬化락톤 및 디 브롬酸을 生成하 

였으며 락톤의 生成收率은 轉位된 carbonium ion 에 對한 carboxylic acid 의 反應기 여 (participation)에 依 

하여 決定되며 化合物 自體의 立體條件(steric requirement”] 그 기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究明하였다 

퓨란附加物을 有機溶媒(四鹽化炭素, 메틸렌크로라이드)存在下에서 臭素化反應하면 二臭化物이 生成하 

고 光線 存在下에서 鹽素化反應하면 四鹽化反應物이 生成됨을 究明하였다.

各 化合物의 合成方式 및 反應過程에 關하여 論及하였다.

序 論 應附加物의 立體構造에 關하여서 는1，2,3)이 미 많은 論
W 文이 發表되어 있으며 此種 附加物 및 그 할로젠化合物

풀퍼 릴誘導體와 마레 인酸無水物의 Diels-A지er 反 은 Gmtharidin 等과 같이 昆蟲과 관련있는 것인 關係

Department of Chemistry, Ewha Woman's University. 로 많은 特許가 公吿되여 있다. 特히 Woodwar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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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Benson ©의 硏究에 依하면 마레인酸無水物과 퓨란 

의 Diels-Alder 反應 附加物은 ex。附加體이며 이 런 附加 

物을 물存在下에서 臭素化하면 分子內 轉位反應物인 모 

노부롬化락톤을 만든다고 報하고 있다. 이 反應의 反應 

中間體는 carbonium ion 이 며 隣接한 carboxylic acid 
의 end。日iping 이 한 役割을 하고 있다고 究明되어 있 

다幻. 그러 나 最近 Brown 等刀 많은 硏究者들이 Norbonyl 

系 化合物에서의 classical 및 non-classical carbonium 
ion 中間疆에 對하여 論議하고 있는 것과 比較한다면 

퓨란유도체 의 Diels-Alder 附加物은 endoxo-bridge 7} 있 

는 點이 Norbonyl 系와는 다르나 이 系에서 反應中에 

生成되 는 中間 carbonium ion 의 歸趨에 對하여 考察 

하여 볼 興味가 있다.

卽 classical carbonium ion(I)이 轉位이온(H)을 形 

成하는데 있어서는 이 系內에서의 新結合 生成이 重要 

한 役割을 하고 이 結合生成에는 隣接한 치환기 및 分 

子內의 立體與件이 영향을 미친다刀.

한편 醋酸풀퍼릴과 같은 유도체는 無水마레인酸과의 

附加反應에 다른 것 보다 徐徐히 進行되며 反應평 형점 

에 達하는 時間이 相當히 소요되는 것이 報吿되여 있 

는 바7,3)附加生成物中에 methyl acetato group ?]- 있음 

으로 因한 誘電効果(inductive effect) 와 함께 立體化學 

的 障碍가 있는 것이 豫測된다. 따라서 醋酸풀퍼坦과 

같이 치환기가 있어 立體妨害를 일으키는 反應系에서 

는 臭素化反應에 서 生成되 는 中間生成 carbonium ion 이 

分子內 Wagner-Meerwein 轉位를 할 때 新結合 形成에 

立體的 條件이 영향을 줄 可能性이 있다.

本硏究에 서 는 中間生成되 는 carbonium ion 의 溶媒 

化反應 (solvolysis) 에 關하여서는 硏究하지 않고 合成 

段階中에서 多臭素化物을 合成하는 過程으로 此種 化合 

物의 化學構造와 反應中間體의 關係를 硏究하였다, 이 

러한 硏究는 合成方式 發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生 

覺된다.

硏究過程에서 必要에 따라 放射性同位元素를 利用하 

였다.

한편 이 硏究를 土臺로 하여 exo 酸無水物 附加體를 

各種 有機溶媒 存在下에서 할로겐化하여 多할로겐化體 

를 만드는 合成方式에 關하여서도 硏究하였다.

X 驗

出發物質

풀퍼 랄(Furfural) (Wako試藥 1 級)로부터 Cannizzaro 

反應에 依하여 서 퓨로酸 (Furoic acid, m. p, 121°C), 풀 

퍼 릴 알코올 (Furfuryl alcohol, b. p. 79°C/12mmHg, Mp20 
= 1.4800) 을 各各 合成 하였음, 퓨란(Furan)은 퓨로酸 

으로 부터 合成 하였음如). 醋酸풀퍼 릴 (b.p. 77. 5°C/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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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Hg, 勺约=L 4605) 은 풀퍼 릴 알코올을 無水醋酸으 

로 아세틸化하여 合成함.

퓨란, 醋酸풀퍼 릴, 풀퍼 릴 알코올과 마레인酸 (Maleic 
acid) (Fisher Chemical)無水物과의 附加反應을 에틸에 

테르 存在下에서 室溫 또는 加溫下에서 反應시켜 그 

ex。附加物을1⑵ 合成함.

1) exo-cfs-3, 6~endoxo-J4-tetrahyd,rophthalic anhyd
ride^： m. p. 118—9°C, 酸의 中和價 ： 94

2) exo-cis-3,6~encloxo-3-carbinyl-J4~tetrahydrophth- 
alic anhydride： m. p. 80〜77°C(分解)

3. exo-方$-3, 6-endoxo-3-methylacetato-44~i-tetr£M 

hydrophthalic anhydride： m. p, 114°C

퓨란유도체一마레인酸無水物 附加物의 臭素化 反應

a) 알칼리 溶液에서의 反應 :

Benson 氏 方法3)을 따라 實驗하였다.

3 口플라스코에 分液깔때기, 冷却器, 교반기를 장치 

하고 퓨란一마레인酸無水物 附加物을 알칼리水溶液에 

(NaOH10.64g 을 증류수 336"에 溶解시 켜 만듬) 溶 

解시 키 고 分液깔때 기 로 부터 2當量의 臭素를 加하고 

反應物을 約 8°C 로 冷却한다. 臭素의 色이 없어질 때 

까지 反應混合物을 교반한 다음 使用한 alkali 에 해 당 

하는 量의 鹽酸으로 中和시키면 白色結晶*이  生成되는 

데 이것을 吸引濾過한다. 濾別된 結晶을 水洗한 다음 

40°C 의 물로 부터 再結晶하면 純粹한 모노브롬락톤을 

얻는다, 再結晶한 結晶母液을 滅壓下에서 濃縮하면 黑 

色殘渣가 生成하는데 이것을 벤젠으로 處理하면 디브 

롬酸을 얻는다**.

* 풀퍼 럴 알코올, 醋酸풀퍼 릴의 反應에서는 分解物만이 生成된 

다.

** 醋酸풀퍼릴, 풀퍼릴 알코올에 있어서는溶液 濃縮中 生成物 

의 分解가 일어 났으며 풀퍼릴 알코올의 경 우에 는 出發物質이 

混在하였다.

生成物의 收率은 第 1表에 記載되여 있고 物理恒數 

는 第 2 表에 記載되여 있다.

b) 水溶液에서의 反應 :

1)冷溫反應 : Benson 氏法。을 따라 實驗 하였다.

3 口플라스코에 分液깔때기, 冷去卩器, 교반기를 장치 

하고 퓨란一마래인酸無水物 附加物을 증류수에 溶解시 

킨 後(加溫) 이 溶液을 어름물로 冷却하고 分液깔때기 

로부터 2當量의 臭素를 徐徐히 滴下한다, 臭素의 色 

이 없어 질 때 까지 4°C 에서 교반하뎐서 反應시 킨다.

反應 終結後 反應液中에 析出하는 結晶을 吸引濾過 

하여 濾別하고 結晶을 水洗하여 40°C. 의 눌로 부티 再 

結晶하면 純粹한 모노부롬락톤을 얻는다,

再結晶의 結晶母液을 減壓下에서 濃縮시키면 黑色殘 

渣**가  生成하는데 이것을 벤젠으로 부터 處理하면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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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 Bromination of Furfuryl Derivatives-Maleic Anhydride Adduct in Presence of Water.

The product was not isolated because of the partial decomposition of the product during the condensation of the 
mother liquor of the crystallization of the crude product. This ratio was confirmed by an activation analysis of 
the bromine content in the mother liquor of the crystallization of the crude product. It was further confirmed that 
the mother liquor from the furfuryl alcohol contained some starting adduct unreacted.

'This is the calculated ratio of the molar yield ot product A and B calculated on basis of the product ratio.

R Amounts Reaction 
Temp.

(°C)

Solvent Gross 
yield 
(g-)

Product ratio 
in the definite amount of 
the crude product.

Remarks

A % B %

-H 20.0 0 Alkaline sol 27.2 66.3 *(33. 7)
-H 20.0 0 Water 26.4 58.1 C41.9) **(1.7：1.0)
-CH2COOCH3 2.5 50 〜60 Excess water 2.1 73.6 (26. 4) (3. 55： 1.0)
-ch2cooch3 •— 0 Alkaline 一 decomposed
-ch2oh 5.0 0 Water 2.2 55.0 (45) (2. 09:1.0)
~ch2oh — 0 Alkaline 一 decomposed
-ch2oh 6.7 60 Water 0. 72 62.5 (37. 5)

브롬酸을 얻는다. 生成物의 收率 및 物理恒數는 第1 
表 및 第2表에 記載되 여 있다.

」) 加溫反應 : 反應 및 分離方法은 위 와 같다.

但 反應物을 冷却시 키 지 않고 60°C 로 加溫한 것 을 

臭素를 加하여 反應시켰다. 生成收率은 第1 表에 記載 

되여 있다.

c) 有機溶媒 存在下에서의 反應 :

메틸렌크로라이드 溶媒中에서의 臭素化反應 : 

Benson 氏法3)을 따라 實驗하였다, 3 口플라스코에 

冷却器, 교반기를 장치하고 퓨란一마레인酸 無水物 

附加體 8. 4g(0- 05 mole)을 메 틸 렌크로라이 드(Fisher 
Chemical) 200cc 에 溶解시 킨 溶液을 加한 다음 이 것 

을 어 름물로 冷却하고 臭素 3.6cc 를 한꺼 번 에 加하고 

冷却시 키 면서 4 hr. 反應시 킨 다. 結晶을 濾別하고 結 

晶母液中의 溶媒를 減壓下에서 증발시 키 면 10. 5g(63.3 
%)의 生成物이 남는다. 이것을 Acetone-Chloroform 
混合溶液으로 再結晶시 키 면 純粹한 디 브롬化物 (m. p. 
159°C)를 얻는다.

이 化合物을 물과 함께 加熱하여 加水分解하면 該當 

한 酸(np. 158〜60°C, Lit. $ 163°C)을 얻 는다. 이 

酸의 中和價는 162(理論値 163)이다.

1_) 메틸렌크로라이드 溶媒中에서의 光臭素化反應: 

위와 같은 장치를 使用하여 퓨란一마레인酸無水物 

附加物 4. 2g(0.025mole)을 메 틸 렌크_로라이드 100cc 에

모able I Physical Constants of Halogenated Products.

Compounds M. P. N. E Br%*  Re- 
(°C)calc, found calc, found marks

* Br% was analyzed by activation method.

153 263 264 Standard 
(dec)

(24. 29)

146 294 289 27. 21 (32. S6)
(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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溶解시킨 溶液을 加하고 이것을 어름물로 冷却하고 臭 

素 L8cc 를 한꺼 번 에 加한다. 紫外線燈*  2個를 點燈 

하여 反應混合物을 照射시키면서 4.5 hr. 동안 교반시 

킨다. 反應液에서 析出하는 結晶(3.0g)을 濾別하고 濾 

液을 減壓 증발하면 4.9g(60%)의 디브롬化物을 얻는 

다. 아세톤一클로로포름 混合溶液으로부터 再結晶하면 

純粹한 結晶(m.p. 159°C)의 얻는다*,

* 赤外線 吸收스펙트라로 檢査하여 본 結果 反應生成物中에는 

未反應의 附加物및 三, 二塩素化物이 混在하고 이것이 分離 

되지 않은 것을 알았음.

** 디브롬酸의 放射化度를 試料中에 含有된 Br%로 乘하면 此 

種 化合物中에 含有된 皿의 非揮發性 放射化物 生成收率이 比 

放射能으로 算出된다.

*•* 此種 化合物中의 C-Br 結合，化合物의 구조 및 立體化條件이 

相互 煩似하다. 따라서 中性子線 照射에 依하여서 生成되는 

非揮發性 放射化物의 生成收率은 이러한 條件에 依하여서는 

크게 영 향되지 않는다고 假定하였다.

d) 酷酸풀퍼릴附加物의 有機溶煤中에서의 臭素化 反 

應：

같은 장치 와 같은 方法을 使用하여 醋酸풀퍼릴附加 

物을 醋酸에틸에 溶解시켜 反應시켰다. 이 反應에서는 

反應 終結後 反應液中에 析出되는 結晶이 없었으며 反 

應液을 減壓 증발시킨 殘渣는 혹색 시렆상이며 酸臭를 

가진 分解物이었다. 紫外線 照射下에서 行한反應도역 

시 같았다.

퓨란一마레인酸無水物 附加物의 光填素化反應

-I)四鹽化炭素溶媒：

250cc 들이 3 口 플라스코에 교반기 , 冷却器 및 鹽素 

流入口를 장치하고 四鹽化炭素 lOOcc 를 加한 다음 鹽 

素流入管을 거 쳐 鹽素가스를 30 min. 通하여 鹽素가스 

를 溶液中에 飽和시킨다.

이 溶液에 다 酸無水物 附加物 15.4g(0. 09 mole)을 현 

탁시키고 교반한다. 反應液을 플라스코 外部의 수조를 

使用하여 어름물로 冷却시키고 수조內에 장치한 紫外 

線燈(70W) 2個를 點燈하고 四鹽化炭素溶液의 色이 黃 

色을 維持할 때 까지 反應을 進行시킨다(7 hr.).
反應 終結後 反應液을 吸引濾過하고 濾別한 結晶을 

뜨거운 물과 알코올을 使用하여 加水分解 및 再結晶시 

키면 8史(收率 Conversion 55.0%)** 의 白色結晶을 얻 

는다. 純粹한 結晶은 m.p. 198〜이며 中和價는 

162(計算値 C3HsO5C14； 161)이다

分析8)Calc, for CsH6O5C14; C% 33-8, H% 1.90

Found; C% 35. 0, H% 2. 43 

l_) 메틸렌크로라이드 溶媒

3 口플라스코에 冷却器, 교반기를 장치하고 퓨란一 

마레 인酸無水物 附加物 4. 2g 을 메 틸 렌크로라이 드 lOOcc 
에 溶解한다.

反應液을 어름물로 冷却시키고 위와 같은 方法으로 

反應시킨다. 45 hr. 反應시킨後 反應液을 吸引濾過 

하면 2. 3g 의 結晶 (m.p. 134°C, 分解 140°C)을 얻었다.

이것을 물로 再結晶하면 微量의 四鹽化物의 白色 結

* HANUE； High-Pressure Mercury Lamp, PL-313, 70W
** 四塩化炭素液을 濃縮하면 褐色의 粘稠한 液을 얻으나 이것은 

分解物이였 다. 未反應의 附加物은 水溶性이 므로 再結晶 過程 

中에서 分離되였다. 따라서 收率(yield)온 80~90%에 해당 

한다. 

晶(m.p. 198°C)을 얻었으며 結晶母液을 減壓蒸發시켜 

얻은 結晶은 Q2g(m.p 150°)이였다. 反應液으로 부터 

얻은 生成物結晶을 벤젠으로부터 再結晶시키면 

(mp. 145〜 150°C)을 얻는다.

反應液을 濃縮시키면 L52g(m.p. 124〜 125°C)의 殘 

渣를 얻는다*.

모노부롬락톤의 再結晶母液의 放射化檢査

위의 實驗에서 모노부롬락톤을再結晶시키고 난 結晶 

母液을 一定量으로(250cc) 희 석 하고 그 中의 少量을 폴 

리에틸렌 管에 封入한다. 이것을原子力硏究所의 原子 

爐의 空氣수송장치 를 利用하여 (Pneumatic tube system 
neutron flux ; 1. 5 x 1012 n/cm2 sec) 5min. 照射한다.

Polyethylene tube 를 開封하고 2〜3 hr. cooling 한 

다음 內部物을 /-well type Scintillation Counter 로 計數 

하여 放射化 평형점에서 그 放射化度를 比較한다.

各 放射化度로 부터 증류수의 放射化度를 빼 낸 差를 

求하고 그 差를 標準物質(퓨란附加物)로 부터 얻은 母 

液中에 含有되여 있는 디부롬酸中의 Br 比放射能**과  比 

較하여 *** 各 母液中에 含有된 디부롬化物의 含量을 定 

한다. 結果는 第3表에 表示되 여 있다.

Table 피 Separation Scheme of the Bromination 

Product.
Reaction
products —*Mother  liquor----------------- ---- > Crude
40〜60°C condensed to paste
---------- a dryness

H2O 一，Crystal
(bromolactonc) benzene

V
Crystal 

dibromoacid 
and starting 

material

結果 및 討議

퓨란,醋酸풀퍼릴,풀퍼릴-알코올과 마레인酸無水物의 

exo Diels-Alder反應附加腰를 물 存在下에서 臭素化한 

生成物의 生成收率을 求하여 본 結果는 第2表와 같다.

此種 附加體의 臭素化生成物은 모노부롬락톤과 디브 

롬化 또는 多브롬化物을 함께 生成하였으며 이 事實은 

Woodward21 및 Benson3)이 報吿한 바와 一■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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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 附加體內의 生成物의 收率을 定하는데 있어서는 

Woodward 法2）에 따라 물에 對한 溶解度의 差를 利用 

하였 다. 이 때 生成物의 총수율 （第2表）이 反應條件 （溶 

媒로 使用한 물의 量이 各各 다름）의 變化에 따라서 

달라. 收率을 定하는데 難點이 있었다.

故로 퓨란, 醋酸풀퍼 릴 및 풀퍼 릴 알코을과 같은 濃度 

의 水溶液을 만들어서 臭素化시켜 본 結果 醋酸풀퍼릴, 

퓨란의 順序로 粗生成物이 生成되었으며 풀퍼릴-알코 

올의 경우에는 收率이 적었다（第4表）.

Table N Relative Formation of the Monobromolactone.

Adduct JMaximum yield 
of lactone*

Relative reactivity 
ratio**

%

Furan 41.7 7.4
Furfuryl acetate 43.0 (41.0) 9 (7.2)

Furfuryl alcohol 4. 04 1

* Yield of the reaction run done in the finest reaction 
condition.

** Molar ratio of lactone yield obtained from the reaction 
runs done at the same concentration in water.

가 소모 되였을 때 一次中和點을 나타냈다가 계속 알칼 

리 를 加하면 徐徐히 反應이 進行되 여 2當量에 該當하 

는 點에서 完全히 中和 되였으며 이러한 現象은 디브 

롬酸에서 는 볼 수 없었다. 故로 第 2 中和價는 락톤結晶 

이 알칼리와 作用하는 것을 示唆하여 준다.

化合物中의 臭素 含有量을 放射化 分析하여 본 結果 

化學構造의 差 및 counting error 等으로 因하여 若干 

높은 分析値를 나타내었으나 디브롬化物의 Br 含有量 

에 比較하여 본다면 그 含有量이 적고 따라서 거의 純 

粹한 락톤이 라고 볼 수 있다.

結晶母液中의 디브롬化 또는 多브롬化物의 含有量을 

檢査하기 爲하여 母液을 濃縮한 것의 殘渣를 結晶시키 

고자 노력하였으나 퓨란의 경우 少量의 디브롬酸이 析 

出하였을 뿐이며 醋酸풀퍼릴인 경우에는 大部分이 濃 

縮中 分解되였고 알코올인 경 우에 는 多臭化物의 混合 

物로 生覺되는 低融物이 析出되였을 뿐이다.

이 析出物은 그 量이 微少하여 定量的 考察을 하기 

에는 곤난 하였다.

Table V Bromination Mechanism.

反應液中의 퓨란誘導體의 濃度를 各各 다르게하여 

實驗한 것에서도 生成物 收率은 풀퍼릴醋酸〉퓨란〉풀 

퍼릴 알코올（第4表）의 順序로되여있다. 醋酸풀퍼릴의 

경우에는 第2表에 表示한 條件以上으로 濃度를 진하 

게 할 수 없어서（물에 難溶） 진한 濃度에서의 實驗은 

하지 못하였다.

알코올의 경우에는 後述하듯이 結晶母液中의 多臭化 

物이 存在한 것으로 보아 多臭化反應이 副生되고 이 生 

成物이 물에 잘 溶解하여 粗生成物의 全體的 收率이 

減少되고 있다고 生覺 할 수 있다.

以上과 같은 實驗結果에서 粗生成物의 生成收率과그 

중에 包含되여 있는 락톤의 量을 함께 考察한다면 醋 

酸풀퍼릴〉퓨란〉풀퍼릴 알코올의 順으로 되 여 있다. 

（第4 表） 이것은 臭素反應에 對한 附加疆 自體의 全體 

的 反應度를 나타내는 것이나 그 差가 그리 없고 한편 

反應시킨 條件이 서로 다른 關係로 比較에 큰 意義를 

갖지는 못한다. 같은 分子比로 反應시킨 것도 그 比에 

큰 差가 없었으며 알코올인 경우에는 收率이 낮았다.

一定量의 粗生成物中의 各 成分比는 醋酸풀퍼릴〉풀 ' 

퍼릴 알코올〉퓨란의 順序이다（第1表）. 그差가 激甚 

하지는 않다. 分離된 락톤의 化學構造는 赤外線스펙트

O
II

라로 檢査한 바 一C— stretching peak（5. 5—5. 8,”）가 두 

군데 에 나타났으며 （第 8 表） 따라서 lactone 임 이 確認 되 

었다. 生成物의 中和價를 測定한 結果 1 當量의 알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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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M Bromine Contents in the Recrystalization Mother Liquor of the Products Obtained by the 
Bromination Reaction of Furfuryl Derivatives-Maleic Anhydride Adduct Done in the Presence of 0 ater.

* This high value indicate that the liquor contained a polybrominated product.

Original 
adduct

Calculated
Recrvstai 以 of dibromo Mother

Counting 
period 
after 
irradi
ation.

hr.

Total 
activity

Net 
activity, 
c. p. m.

A

Activity 
calculated 
on the 
basis of 
column 3 %

B

A-B
Remarks

%

zation 1- 
yield %

compounds liquor B
contained 
in the 
solution

amounts 
g

Furan 50 50 0. 07360 2.0 120251 63717 standard

Furfuryl alcohol 69 31 0. 09535 2.0 118055 48253 8284 +482*

Furfuryl acetate 49 51 0.06635 2.0 62488 11146 9925 + 123

Table VH Halogention of Furfuryl-Maleic Anhydride
Adduct in Presence of Various Solvents.

Unreacted acid

故로 퓨란의 結晶母液中에 含有되였다고 生覺하는 디 

브롬酸의 量을 標準으로 하여 이것에 對한 各結晶母液 

中의 & 含有量을 放射化法으로 比較해 보았다.

그 結果는 第 6表와 같다.

이 結果에 依한다면 放射化法 및 化學構造의 差에 因 

한 誤差가 있기는 하지만퓨란의 結晶母液은 大部分 디 

브롬化物이고 醋酸풀퍼릴의 母液도 大部分 디브롬化物 

이며 알코올인 경우에는 多臭化物이 混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以上 結果를 종합하여 보면 Benson35, Woodward^等 

이 提議한 第 5 表에 表示한 carbonium ion 反應過程에 

서 中間體이온( I)이 (H)로 轉位하는 過程에서 立體

O
II

Table W Infrared Absorption of — C— Stretching 
of the Bromolactone.

Furan

Furfuryl acetate

Furfuryl alcoh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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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學的 關係를 明白히 할 수 있다.

卽 methyl acetato 및 carbinyl group 가 붙어 있는 (日) 

이온을 生成하는데 있어서는 이러한 group 에 依하여 

立體的 妨害가 있는가 하는 點을 考察할 수 있었다.

Carbonium-ion (I) 및 (U)는 퓨란의 경우 다 2級 

carbonium ion (secondary carbonium ion) 으로서 classical 

type 인 경 우에 는 그 安定度에 큰 差異가 없 다.

다만 이온(H)에서는 隣接한 酸素누릿지 (bridge)와의 

—C=。十一 공명화에 依한 安定化가 있어 (A)구조의 기 

여가 있다고 生覺되나刀 그 安定化는 그리 크지는 못 

하다.

(A)

다라서 lactone 을 形成하는 原因을 여 러 硏究者들이 考 

察한 라 있다. 이것에 依한다면 隣接한 2 個의 carboxyl 
基가 ion 轉位에 따라 exo 로부터 endo 로 그 構造가 바 

꾸어 지 고(fliping) 이 carboxyl 基가 反應에 참여 (partici

pation) 하여 反應誘發力 (driving force)을 構成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誘發力이 반드시 큰 作用을 한다 

고는 볼 수 없다는 例도 있다气

따라서 Brown 等刀이 觀察한 바와 같이 이러한 系에서 

形成되 는 carbonium ion 이 classical type 이 라면 lactone 

生成에 誘發力이 되 는 것은 Wagner Meerwein 轉位反 

應으로 生成된 카보늄이 온의 安定度에 依한 것 또는 다 

른 driving force 에 依한 것일 것이 다, 퓨란의 경우에 

lactone 과 디브롬酸의 比가 58：41 程度인 것은 ion( I ) 
및 (U)의 安定度의 差가 그리 크지 않은 것을 生覺한 

다면 上述한 ion( I )의 安定化 보다 carboxyl 基의 反應 

참여에 依한 힘이 더 重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內容을 더 詳細히 알려주는 것은 醋 

酸풀퍼릴 과 알코올의 附加體 臭素化反應이 였 다.

이 反應에 依하면 兩便 다 퓨란 때보다 lactone이 많 

으나 그 生成比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卽 이 경우에 中間이온(I)이 (H)에 轉位하여 生成 

되는 이온(H)는 3級이온이므로 대단히 安定化 되여 있 

고 이것은 隣接 一。一 結合에 依한 安定化로 그 安定 

度가 倍加 됨 으로 carbonium 如( U )의 安定度가& 問題 

視되었다면 lactone 의 生成量이 激增하여 야 할 것이 다.

一般的으로 2級이온은 3 級이온 보다 높은 에 너지 

를 含有하고 安定된 3級이온에서는 隣接基의 영향보 

다도 이 安定化 하는 힘이 커서 2級이온 때 보다 相當 

히' 促進하는 反應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點을 考察 

한다면 3級이 온(U)을 거 쳐 生成되 는 kictone 의 生成 

이 퓨란의 경우 보다 많아야 하며 그 많은 程度가 커 

야 하는데 實驗 結果에 依하면 反應度는 훨씬 크지만 

lactone 의 生成比는 그리 크지 못하였 다.

이 事實은 퓨란의 경우와 合쳐 生覺할 때 이 反應에 

서는 中間 carboniumiont』)의 安定化 問題 보다도 隣 

接 carboxyl 基의 反應참여 卽 carboxyl 基의 endo fliping 
이 더 重要한 役割을 한다는 것을 示唆하여 준다.

卽 methyl acetato 및 carbinyl 基가 있는 이온(H)에 

서 는 endo fliping 에 對하여 立體的인 妨害가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이 妨害가 carbonium ion 의 安定度에 依한 

反應 促進을 삭감하는 結果로 lacto眼의 收率이 그리 

많지는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러한 endoflip force 의 영 향은 퓨란附加疆를 유기溶 

媒中에서 反應시켰을 경우에도 알 수 있다. 퓨란附加瞪 

는 메틸렌크로라이드와 같은 極性이 弱한 無極性 溶媒 

中에서 作用시켰을 때는 디브롬化物이 좋은收率(63%) 
로 生成되나 醋酸에틸과같은 溶媒中에서 作用시켰을 

때 는 生成物이 分解되 여 酸臭를 가진 混合物을 만든다.

이것은 퓨란의 경우 극성용매 存在下에서 中間生成 

된 carbonium ion(H)가 endo Hip 된 anhydride group 

와는 反應이 되 지 않고 다만 Bl 과 이 온( I )과의 作用 

이 일어난 것이다.

特히 有機溶媒가 醋酸에 틸 인 경 우에 는 endoflip 된 

carbonium ion(U)와 anhydride group 基는 서 로 (乍用 될 

수 없으나 極性인 溶媒와 反應하여 복잡한 용매화反 

應(solvolysis)物을 生成 하였다는 것을 意味한다. 따 

라서 endo fliping 의 作用이 새로운 結合 形成과 함 

께 本反應에 重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一部 증명 

하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論議點은 本反應이 classical-carbonium ion-f- 
過程으로 하여 進行된다는 것을 示唆하여 준 것이며 隣 

接基의 反應참여가 더 重要한 役割을 한다는 것을 意 

味한다. 그러나 여기 考察하여야 할 것은 endoHiping 
의 推進力이 進行되는 것은 이온 전위와 함께 새로 만 

들어지는 結合(2, 6 結合, 第 5表)에 依한 것이며 이 結 

合을 만드는 힘 은 carboxyl 基의 反應참여 력 과 共存하 

는 bl 과 이 온( I )콰의 反應力의 差에 依하여 서 이 루 

어질 수 있다는 點이다.

이 點을 考察한다면 协과 ( I )과의 反應을 저해 할 

수 있는 立體條件과 carboxyl 基의 反應참여 를 妨害 할 

수 있는 힘이 서로 競合(competition)되는 경우 어떠한 

反應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이 興味로운 일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치 환기의 立體的 條件(steric requiremen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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差에 依한 反應過程을 檢討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反應系는 Norbonyl 系보다 복잡하고 한편 隣接基 

의 反應참여가 介在되여 이러한 硏究를 간편히 하기에 

는 곤난한 點이 있으나 치환기의 種類를 여러가지 달 

리하여 硏究하면 上記한 問題를 明確히 硏究 할 수 있 

을 것이며 따라서 此種 化合物中의 할로겐化反應 內容 

을 더 明確히 究明할 수 있을 것이다. 이 方向의 硏究 

는 앞으로 더 계속하여 報吿하고자 한다.

한편 多할로젠化合物의 合成은 앞서 論議한 바와 같 

이 無極性溶媒를 使用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ionic 
type 以外의 反應條件을 使用하는 것 이 유리 함을 알았 

으므로 퓨란附加體 鹽素化 反應 메틸렌크로라이드 및 

四鹽化炭素를 溶媒로 使用하여 硏究하였다.

反應을 촉진하는 方法으로는 紫外線燈을 使用하였다. 

그 結果 메틸렌크로라이드에서는 鹽素의 溶媒中의 溶 

解度가 적어서 卽 鹽素를 通하면 微量의 鹽素가 溶媒 

中에 도입 保持된 것이 卽時 反應되어서 鹽素의 色이 

순간적으로 脫色하는 것을 觀察하였다.

溶媒中에 鹽素의 色이 保持될 때 까지 長時間 反應시 

킨 後 分離하여 본 結果 低級鹽素化物의 混合物과 微 

量의 四鹽化物이 生或하였을 뿐이었다.

■ 한편 四鹽素炭素를 溶媒로 使用한 結果 反應液中에 

鹽素가 多量 保有되여 反應이 잘 進行되었으며 分離, 

實驗 結果 四鹽化物이 55% 以上의 收率로서 生成하였 

다. 이와같이 鹽素의 濃度에 따라 鹽素化 反應速度에 

差가 있을 수 있는 것은 혼이 經驗하는 바이다.

C

이 酸의 赤外線스펙트라를 檢討하여 본 結果 一O— 
O 

JI
stretching absorption 이 5.7“(普通 酸의 一C — stretching 

frequency 는 5.8〜6.0们인 것을 보아 酸基에 隣接한 곳 

에 음성기가 있는 것으로 生覺됨으로心 構造(B)와 같 

이 2個의 鹽素가 酸基에 隣接한 것으로 提議하였다.

0 0
f4-CO°H (引

O 71니 J J丄 co©니

結 論

퓨란誘導體와 마레인酸無水物의 附加醴를 물 存在下 

에서 臭素化시킬 때 中間에서 生成되는 carbonium ion 
( I )은 2-6 結合 形成에 따른 endo fliping 에 依하여 car 
boxylic 基가 反應에 참여 함으로서 이 온(U)로 전위 함 

을 알았다. 이때 重要한 것은 中間이온의 安定化 

보다도 carboxylic 基의 反應참여 이 며 立體的으로 妨害 

된 反應系에서는 이온의 安定度에는 關係없이 轉位生 

成物의 收率이 減少된다. 이 結果는 粗生成物의 收率, 

粗生成物中의 各 成分比 및 放射化法에 依한 結晶母液 

檢査로 結論 지을 수 있다. 같은 附加體를 有機溶媒中 

에서 作用시키면 多臭化物을 만들 수 있었다.

特히 光線 存在下에서는 四鹽化炭素와 같은 重溶媒 

(爾素를 多量 保持 할 수 있는 것)下에서 는 反應이 잘 進 

行되여 四顧化物을 만들며 메틸렌크로라이드와 같은 輕 

溶媒(light solvent, 鹽素를 少量保持하는 溶媒)에서는 

鹽素化 反應이 잘 進行되지 않고 복잡하여 微量의 四 

鹽化物과 低級鹽素化物의 混合物만을 生成 하였다.

本硏究의 硏究方式에 依하여 퓨란附加體의 할로겐化 

反應의 內容이 充分히 檢討되었다고 生覺된다. 그러나 

中間生成 carbonium ion 의 歸趨에 對하여 서 는 앞서 말 

한 바와 같이 더 硏究를 進行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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