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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돌의 유기 금속유도체는 두자리성 음이온으 

로 작응하여 친전자성 시약과 반응하면 탄소(3- 

위치) 및 짙소(1-위치)에 치환된 인돌 유도체들 

이 얻어지며, 이들 반응생성물의 수득율 비는 금 

속의 종류와 용매등 반응조건의 큰 영향을 받는 

다 1.2,3. . 인돌릴나트륨을 THF에서 요오드화메틸 

과 반응시키면 주로 N-메틸인돌이 얻어진다4. 같 

은 용매에서 브롬화인돌릴마그네슘의 반응에서 

는 3-메틸인돌만이 생성된다는 것이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으나% 여기에 헥사메틸포스포릭트리 

아미드 (HMPT) 를 가하면 HMPT 함량의 증가 

에 따라 N-/C-메틸인돌의 생성물비가 크게 증 

가한다6. 이 마그네 슘 유도체 의 구조는 THF에 서

(a, 血하 j (b)*MgBr

핵자기 공명법으로 I과 같이 이온성 공명형 1(b) 

의 기여도가 훨씬 크고 단단히 회 합된 이온쌍 임 

이 밝혀졌으며, 같은 방법으로 알카리 금속 염 

도 1(b) 의 구조와 비슷하되 덜 단단하게 회합된 

이온쌍 구조를 가졌음이 알려 졌다7. 비 양성자성 

극성 용매인 HMPT에서는 인돌 Grignard 시 약 

의 N와 MgBr 사이의 회합이 적어도 알카리 금 

속염의 경우와 같은 정도로 느슨하게 되기 때문 

에 HMPT의 함량이 커지면 N-메틸인돌의 수득 

울은 높아진다飛. HMPT에서의 탈양성자화 (de

protonated) 된 인돌 금속유도체는 일반적으로 에 

테르나 THF에서 인돌을 수소화물(NaH, LiH 

등) 또는 알킬금속 (PhNa, RLi, RMgX 등)과 반 

응시킨후 HMPT를 가하고 에테르나 THF를 증 

발시 켜 얻는다"•华 칼륨염의 HMPT 용액은인 

돌과 금속 칼륨을 이 용매에서 직접 반응시켜 얻 

을 수 있다.

본 실험실에서는 HMPT 용매에서 인돌과 금 

속 나트륨 또는 리튬을 직접 반응시키거나, 금 

속 마그네슘 또는 아연을 HMPT에서 요오드화 

.메틸과 반응시킨후 인돌을 가해 각각 인돌의 나 

"'트륨, 리튬, 마그네슘 및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 아연 유도체의 합성을 다음과 같이 시도하 

였고, 이들 금속염의 생성 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 

선 요오드화메 틸 과 반응시 켜 기 체크로마토그래 

프로 생성물을 분석하였다.

(1) 나트륨 유도체 : 인돌과 금속 나트륨(각각 

6mmoles씩 )을 HMPT (20 ml) 에 넣고 저 어 주면서 

가열하여 금속 나트륨이 완전히 반응하도록 하 

였다. 실온으로 식힌 다음 이 용액에 요오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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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duct distributions of reactions between 
•some organometallic derivatives of indole and methyl 

iodide in HMPT.

Reaction 
No. Cation

Product distribution, %

l-Meln* 3-MeIn* 1,3-Me2ln*

Na 98 nil 2
Li 100 nil trace «1)
Mgl 99 nil 1
Znl 4 92 4

*MeIn denotes methylindole

메 틸 (8mmoles) 을 넣 고 30시 간 반응시 켰 다.

(2) 리튬 유도체 : (1)과 같은 방법으로 하되 

•나트륨 대신 금속 리튬을 사용하였다.

(3) 마그네슘 유도체 : HMPT(20mZ) 에 요오드 

화메틸과 금속 마그네슘(각각 lOmmoles) 을 넣 

고 실온에서 이 금속이 모두 반응할때까지 저어 

•준 다음, 여기에 인돌(8mmoles)의 HMPT 용액 

(5mZ)을 가해 약 1시간 반응시켰다. 이 용액에 

.요오드화메 틸 (lOmmoles) 을 넣 고 실 온에 서 20시 

간 반응시켰다.

(4) 아연 유도체 : 마그네슘 대신 금속 아연을 

사용하여 (3)의 방법으로 반응시켰다. •

반응혼합물은 각각 물(1과 2) 또는 5% 염화 

암모늄 수용액 (3과 4)으로 처리하고 에테르로 

•추출하였 다. 에 테 르층을 무수 황산나트륨으로 말 

리고 5% Carbowax 20M 구리관(1/4''X6')을 사 

.용하여 Reinecke의 방법 &으로 분석 하였 다. 그 결 

과를 Table 1에 실었다.

인돌의 환원 생성물은 검 출되 지 않았다. 메 틸 

인돌의 총수득율은 (1)의 경우 90%, 그밖의 경 

우는 70% 또는 그보다 큰 것으로 보아, 각 반 

응에서 인돌의 금속 유도체가 상당량 생성되었 

음이 확실시 된다. 더우기 실험 (1)의 결과는 

HMPT에서 인돌과 수소화나트륨으로부터 나트 

륨염을 만든후 요오드화메틸과 반응시켰을 때와 

같은 결과°를 보여 주었으며, (2) 및 (3)의 경 

•우도 충분히 예측되는 결과이 다. 2,3-디 메틸 인 

돌의 생성은 인돌의 금속염에 3-메틸화가 일어 

난 다음 얻어지는 것임으로 기대 밖의 결과여서 

주의깊게 분석 확인하였다. 1-메틸인돌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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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득율이 극히 작기 때문에 이전의 분석에서는 

무시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뜻 

밖의 결과는 다른 실험에서와 달리 실험(4)에서 

3-메틸인돌이 압도적으로 많이 생성된 것이다.

인돌은 HMPT에서 다음과 같이 금속 나트륨 

또는 리튬과 반응하여 인돌염을 만들 것이 라고 

생각된다:첫단계는

M+0=P (NMe2) 3—>M++O=P (NMe2)「⑴ 

(M : K, Na, Li)

알려진 바와 같이 알카리금속이 HMPT에 전자 

를 주어 음이온 라디칼을 형성하는 것이다(식 

l)m. 그러 면 이 음이 온 라디 칼이 인돌과 반응하 

여 식 (2)와 같이 인돌릴 알카리 금속을 만들 것 

이다.

InH+M++O=P(NMe2)『一>

In-M++O=P(NMe2)3 + 1/2H2 (2)

(InH: indole)

실험 (3)에서 "MeMgl”으］ 생성을 확인하지 않 

았으나 이것을 중간체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이다. HMPT가 금속 마그네슘으로부터 전자를 

받아 음이온 라디칼이 생기고, 이것이 요드화메 

틸에 전자를 주어 Mel의 음이온 라디칼이 생긴 

다음, 알려진 메카니즘■으로 "MeMgl” 가 생성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돌의 아연 유도체에 대한 보고를 찾지 못했 

으므로 그 구조는 확실히 알 수 없지 만, “RZnX” 

의 합성 법 이 Grignard 시 약 제법과 거의 같고 

친핵체로서의 반응성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실험(4)에서 얻어 지 는 인돌의 아연 유도체 

는 Mg 자리 에 Zn이 있는 .구조와 비 슷할 것이 며 , 

HMPT 같은 비 양성자성 극성용매에서도 C-알킬 

화가 압도적인 것으로 보아(T湖" 1) 이 용매에 

서도 N와 Zn이 단단히 회합되어 있거나, 1(a)와 

비숫한 공명형의 기여도가 커서 질소와 아연 원 

자 사이에 상당한 공유결합 성질이 있을 것 같다.

본 실험에서 인돌의 유기금속유도체의 생성을 

요오드화메틸과의 반응으로 알아 보았으나 이를 

뒷받침 하려 면 핵자기 공명 을 포함한 분광학적 연 

구가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HMPT에서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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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아연유도체에 대해서는 Schlen止■형 평형등 연 

구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으나 우선 단신으로 발 

표하고저 한다.

과학기술처의 재정적 후원으로 이 연구가 이 

루어졌음을 알리며, 당국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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