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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테로다중산과 알코올의 광화학 반응을 조 

사하는 중에 알코올의 탈수소와 탈수가 함께 일 

어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중 탈수소는 광화 

학적으로, 탈수는 열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보 

이다. 그러나 헤테로다중산 중 HaPMsWgCg와 

같이 산화력이 강한 것은 알코올을 열적으로도 

산화하였다. 탈수소반응과 탈수반응의 생 성 물들 

을 구별하기 위하여 우리는 산화력이 약한 헤테 

로다중산을 사용하여 순수한 열적 반응들을 조 

사하였다.

여러가지 알코올들을 H’SiW교Oq 와 열적으로 

반응시키니, 에테르, 올레핀 및 분자량이 큰 탄 

화수소가 얻어졌다. 이 탄화수소는 생성된 올레 

펀이 중합하여 생긴 것으로 보인디-. 벤질알코올 

을 같은 방식으로 반응시키니, 벤질에테르를 거 

쳐 다중벤질 (polybenzyl) 중합체로 변하였다. 

본 보문에서는 헤테로다중산과 1-헥산올 및 벤 

질알코올과의 반응을 자세히 기술하고자 한다.

실 험

이하 다중산이라 부름) 는 Kauff
man 등의 방법으로 합성하였다'. 이 산의 수용 

액에 KC1 을 가해 침전 시킨후 1N 황산에서 재 

결정하여 KqSiWiQo 를 합성하였다. 칼륨을 제 

거하기 위해, 신코닌 용액을 가해 침전 시키고, 

침전을 30분간 익힌 후 820°C에서 태워 SiO2+ 

WO3 의 무게로 정 량하였다. HQ 는 시료를 200 
°C 에서 2시 간 동안 유지하여 감소된 무게로부 

더 정량하였다. K4SiWi2O"12H2。에 대한 계 

산 : SiO2+WO3 87.5, H2O6". 실측 : SiO2+ 
WO3 87. 6, H2O 6.9. 유기 화합물들은 상품을 

증류하여 사용하였다.

1-헥산올과의 반응. (1) 1-헥산올 10 g 에 다 

중산 0.4g을 녹이고 200°C에서 5시간 동안 

환류하였다. 생성된 수분을 제거하고 분별 증류 

하여 얻은 첫 증류분은 주로 반응하지 않은 헥 

산올이었으며, 그 중에서 브롬 시험으로 올레핀 

을 검출하였다. 기체크로마로그래피로 1-헥센을 

확인하고 정 량하였다. 2 잔류분을 decant 하여 침 

전으로 가라앉은 다중산으로부터 분리하고, 물 

로 몇번 추출하여 다중산을 제거하였다. 다시 

분변 증류하여 얻은 증류분은 적외선 스펙트럼 

과 굴절 률로서 헥실에 테 르 S-C6Hi3)2。임 을 확인 

하였다. "詩2 = 1.4209(문헌치 1.4204). 잔
류분은 그 적외선 스펙트럼이 nujol의 스펙트럼 

과 흡사하고 굴절 률이，虹＞2。= 1.4585 이 므로 탄화 

수소의 혼합물로 추측된다.

무게 % 로 나타낸 생성물의 수득률은 다음과 

같았다. 헥실에테르 20%, 1-헥센 1 %, 탄화수 

소 1.5 %.

(2) 위에서와 같은 시료의 혼합물을 증류장치 

에 넣고, 생성되는 물을 저】거하며 150 °C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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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동안 가열하였다. 알코올과 올레핀을 분 

별증류한 뒤, 잔류분을 (1)에서와 같이 분리하 

였다. 생성물의 수득률은 다음과 같았다. 헥실 

에테르40%, 탄화수소1%.
(3) &&啓2。40를 촉매 로 사용하고 ⑵ 와 같 

은 조건하에서 반응시켰으나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

1-옥텐과의 반응. 1-옥텐 10 g 에 가루로 만든 

다중산 0.5 g을 가하고(다중산은 옥텐에 녹지 

않음), 200°C에서 1시간 동안 환류하였다. 분 

별증류하여 1-옥텐을제거하고, 잔류분을 decant 
하여 다중산으로부터 분리하였다. 생성물의 적 

외선 스펙트럼은 nujol 의 스펙트럼 과 흡사하였다. 

수득률 17 %.
벤질알코올과의 반응. (1) 벤질알코올 10 g 에 

다중산 0.4g을 가하고, 180°C에서 가열하였다. 

처음에는 서서히 반응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는 

격 렬히 반응하여 적 갈색의 수지 (resin) 같은 물 

질이 생성되었다. 이것은 벤젠, 사염화탄소, 디 

옥산 등에 용해하였다. 이 들 용매로부터 결정 

화를 시 도하였으나, 언제나 비결정질의 (amor- 
phous) 물질이 얻어졌다.

(2) 위와 같은 시료의 혼합물을 증류장치 내 

에서 생성되는 물을 제거하면서 130°C에서 약 

30분 동안 가열하였다. 용액이 흐려지면 (벤질 

알코올에 녹아있던 다중산이 벤질알코올이 반 

응해서 사라짐에 따라 석출하기 때문) 가열을 

중단하고 생성물을 decant 하여 다중산으로부터 

분리한 후 녹아 있는 다중산을 제거하기 위해 

묽은 NaOH 용액으로 여러번 추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남아 있던 벤질알코올도 제거되었다. 

생성물의 적외선 스펙트럼은 벤질에테르의 스펙 

트럼과 흡사하였으니-, NMR 스펙트럼에는 벤질 

에테르의 두 띠 0=7.2 및 4.4) 외에 불순물의 

약한 띠들이 보였다. 굴절률도 也静0=1. 5630으 

로서 문헌치 3 1.5591 보다 큰 값을 나타냈다.

이 중간생성물을 진공증류하는 중에 130°C 에 

서 반응이 일어나 대부분은 (1)의 생성물과 같 

은 중합체로 변하고 (전체적 수득률 60 %), 소 

량이 증류되어 나왔다. 이 증류된 물질로부터 

수분을 제거하고 적외선 스펙트럼을 조사하이 

보니, 주로 벤질알코올과 벤질에테르로 구성된 

혼합물이었다.

중합체를 벤젠에 녹인 뒤 물로 여러번 추출하• 

였다. 물을 제거하고 벤젠을 증발시킨 뒤, 일정 

량을 벤젠에 녹여 Cottrell 끊는점 장치 로 중합 

체의 평균 분자량을 측정한 결과 1080 을 얻 있 

다. 이 중합체를 사염화탄소에 녹여 NMR 을 측， 

정하였더니, 8=7.0 및 3.8에서 나비가 비교적 

큰 두 띠가 2.1 : 1.0의 비로 나타났다. 이것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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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 스펙트럼은 Fig. 1과 같았다.

(3) I&SiWiQo 를 촉매로 사용하여 ⑵와 같 

은 조건하에서 반응시켰으나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

측 정. 적외선 스펙트럼은 Beckman IR 33 
분광기로 기록하였다. 액체 탄화수소와 중합체 

는 NaCl 판 위 에 막을 만들어, 기 타는 액 체 

cell 에 넣 어 스펙 트럼 을 측정 하였다.

NMR 스펙트럼은 Varian T60 NMR 분광기 

로 기록하였다. 벤질알코올과의 반응에서 생긴 

중간 생성물은 시료 자체의 스펙트럼을, 그리고 

중합체는 사염화탄소 용액의 스펙트럼을 측정하 

였다. 내부 기준물질로 TMS 를 사용하였다.

기 체 크로마토그램 은 Carbowax 20M 관을 써 서 

F.M. 720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장치로 측정하였 

다.

결과 및 고찰

알코올이 산엔 의해 탈수되 는 것은 이 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1 차 알코올은 대 

칭 에테르로 잘 변하나 2차 및 3차 알코올은 

올레 핀으로 변하는 경 향이 크다. 헤 테 로다중산의 

존재하에서도 알코올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였 

다. 1-헥산올의 경우에는 에테르가 올레핀보다 

훨씬 많이 생겼으나, 2-프로판올의 경우에는 대 

부분이 올레 핀으로 변하고 이 소프로필에 테 르는 

소량만 얻을 수 있었다. 2-펜탄올과 护부틸알코 

올의 경우에는 에테르를 얻을 수 없었다.

J&SiWuQo 를 촉매로사용했을 때 1-헥산올이 

탈수되지 않은 것은 탈수 반응이 산성수소 때문 

에 일어나는 것임을보여준다. 다중 이온과비슷 

한 구조를4 갖고 있는 MoO3・2H2。의 존재하에 

서도 1차 알코올은 탈수되지 않는다.5 二■러나 

2차 및 3차 알코올은 탈수되어 올레핀으로 변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
소량의 탄화수소는 탈수반응에 의해 생성된 

올레핀이 중합하여 된 것으로 보인다. 올레핀이 

산의 존재하에서 중합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 

으며, 1-옥텐과의 반응에서도 헤테로다중산이 

효과적인 중합 촉매로 작용하였으므로, 1-헥산 

올로 부터 생긴 1-헥센이 중합하여 탄화수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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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을 것이다. 헤테로다중산이 알코올 중에서 

다음과 같이 해리한다고 가정하면,

H4SiWi204o ■一> H+ + HsSiWi2O40~

중합반응의 메카니즘은

CH2=CH + H+, H3SiW12O40-

C4H9
HI

CH3 — C+, H3SiW1204o'I
C4H9,

(A)
(A) + nCH2=CH —>I

C4H9

H

H- (-CH2—CH-) n-CH2- C +, H3SiW12O40-

C4H9 c4h9

H- (-CH2—CH-)厂 CH=CH+HqSiW 12O40I I
C4H9 C4H9

(B)

로 생 각할 수 있다. 이 중결 합을 무시 하면 (B) 는 

nujol 과 같은 형의 적외선 스펙트럼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벤질알코올로부터 얻은 중합체의 NMR 스펙 

트럼은 보고된 다중벤질의 스펙트럼 (0=7.05와 

3.80, 세기 2： I/과 일치한다. 이 생성물의 적 

외 선 스펙트럼 {Fig. 1)은 디 페 닐메 탄의 스펙 트 

럼 7 과 비 슷하게 페 닐 고리 와 메 틸 렌 기 에 속하는 

띠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1300cmT 이하 

의 자세한 스펙트럼은 보고된 선형 다중 벤질의 

스펙트럼들과 일치하지 않는다.&9 따라서 이 중 

합체는 가지가 있는 다중벤질로 주측된다.

한편 130 °C 에서 가열하다가 용액이 흐려지는 

점에서 얻은 중간 생성물의 NMR 스펙트럼을 

보면, §=7.2 및 4.4의 두 강한 띠는 벤질에톄 

르의 페닐고리 수소와 一CH*—의 화학적이동과 

일치한다. 이 띠들 외 에 &=3. 8 및 3. 9 에 두 약 

한 띠들이 나타나는 데, 이들의 세기의 합은。= 



90 白建鎬•蘇玄秀

4. 4띠의 세기의 약 10분의 1이 있다. 이 작은 

띠들이 마지막 중합체에서와 같이 두 페닐기 사 

이에 있는 一ch2一로부터 생긴다면, 불순물 중 

에 PhCHAHQHzOCHzPh 와 같은 물질이 들어 

있음을 암시한다. 띠가 두 개로 분리된 것은 벤 

질기가 에테르의 페닐고리에 첨가될 때 오르토 

및 파라 위치에 붙기 때문일 것이다.

이 중간생성물을 계속 가열하면 마지막 중합 

체가 얻어지는 것을 보아, 벤질알코올의 탈수로 

일단 벤질에 테르가 형 성되 고, 벤질에테 르로부터 

벤질 양이온이 생겨 페닐 고리를 공격하는 다음 

고卜 같은 반응 메카니즘을 생각할 수 있다.

：2PhCH2OH PhCHsOCHaPh + H2O (1) 
PhCH2CX：H2Ph + H+

—一> PhCHQH + PhCH2! (2)
PhCH2++PhCH2OH
―> PhCH2C6H4CH2OH + H+ (3)

PhCH2+ + PhCH2OCH2Ph
> PhCH2C6H4CH2OCH2Ph + H+ (4)

'반응 (1) 은 산의 존재하에서 알코올이 탈수되어 

에테르가 되는 이미 잘 알려질 반응이다. 반응 

(2)는 벤질 양이온이 생기는 과정이다. 벤질에 

테르로부터도 다중벤질이 생성되므로1。, 이러한 

반응이 일어남에 틀림없다. 또한 벤질에테르가 

주성 분인 중간 생 성 물을 진공증류할 때 120°C 에 

서 받응하여 증류되어 나오는 벤질알코올은 물 

로 추출할 때 제거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으나 

반응 (2) 에 의해 에테르로부터 생성되었을 가능 

성도 있다. 반응 (3)과 (4)는 벤질 양이온이 페 

닐 고리를 공격하는 반응으로써, 이러한 형의 

반응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u

(3)과 (4)와 같은 반응이 계속되면, 다중벤질 

에테르나 다중벤질 알코올이 형성될 것이다. 

Shriner 등은 벤질알코올과 진한 황산을 반응시 

켜 얻은 다중벤질 알코올이 선형인 것으로 가정 

하였으나", 우리가 얻은 중합체는 위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그 적외선 스펙트럼을 보아 선형 

중합체가 아닌 것 같다. 이 중합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자세히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중간 생성물인 벤질에테르의 수득률이 

좋으므로, 이것으로 부터 다중산을 쉽게 분리할 

수 있으면 벤질에테르의 합성법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 나 아직 분리법 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끝으로 이 연구를 지원하여 준 산학협동재단 

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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