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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3 차 알릴알코올을 산화하여 a,g-불포화카르보닐 화합물을 얻는 일반적인 방법을 검토 

하였다. 비교적 간단한 화합물의 경우 우수한 수득율로 작용기가 이동된 카르보닐 화합물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 반응은 유용한 합성 수단이 될 수 있다•

ABSTRACT. A general synthesis of a, /3-unsaturated carbonyl compounds has been developed by 
oxidation of i-allylic alcohols. In simpler system, pyridinium chlorochromate oxidation affords the 
functionality transposed carbonyls in excellent yields, making the reaction a useful and versatile 
synthetic method.

서 론

작용기를 한 탄소로 부터 다튼 탄소로 옮기는 

것은 유기합성 전략상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 다. 

이러한 reactivity umpohmg은 지난 10여년간에 

있 었던 유기 합성 의 “난폭한 발전 (violent deve-

lopment)” 과 그 맥 을 같이 하고 있다. 】 이 러 한 전 

략의 한 예로 카르보닐기를 3-위치로 이동시켜 

a, 伊불포화 카르보닐 화합물을 합성한 것을 들 

수 있다(식 I)2.
우리들은 pyrethroid 합성의 중간체로 3~me- 

thyl-crotonaldehyde 를 만들 필 요성 이 있 어 서 이 

러 한 reactivity umpolung 전 략으로 2-methyl-3~ 
butene-2-ol 을 산화와 동시 에 functionality 를 3- 
위치로 이동시킴으로써 이 알데히드를 우수한 

수득율로 합성할 수 있었다. 이것은 문헌에 알

0
. !■ 0H

十 RLi -----* /=二「只

1 [0； 

♦o]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1983년도 연구비 지원 

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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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진 다단계 합성보다 훨씬 간편하다，

t-AIlylic alcohol 은 식 2 에서 처 럼 알돌 축합 

생성물을 alkyl lithium 과 반응시켜 쉽게 얻을 

수 있으므로 이것을 산화하여 functionality 7} 
동된 카르보닐 화합물을 합성하는 것은 유용한 

방법 이 될 수 있는데 비 하여 이 반웅이 문헌에3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자들은 

이 반응을 더 발전시켜 보았다•

결과 및 고찰

알돌 축합반응으로 여 러 가지 a, 0-불포화 케톤 

을 합성하였다. (.Table 1). 대표적인 예로 (E)-2 
-benzylidenecyclohexanone (lb) 의 경우 ben

zaldehyde 5} 약간 과량의 cyclohexanone 을 알 

칼리존재하에서 3시간 정도 reflux하여 62%의 

수득율로 얻 었 다. Nmr spectrum 에 서 vinyl 수소 

가 aromatic proton 과 함께 나타나고 289nm 에 서 

강한 흡수가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4,5 E-isomer 
만이 생성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유사한 반응 

조건에서 acetone 및 methyl ethyl ketone 으로 

부터 tra«s-4-phenyl-3-buten-2-one(lc) 및 trans 
l-phenylT-penten-3-one (Id) 을 각각 얻었다•

이들 불포화 케톤과 ”-BuLi 을 반응시켜 고리 

및 비 고리 t-allylic alcohol 을 합성 하였다. 일반 

적으로 수득율은 우수한 편이 었다(T沥"2). 대 

표적인 예를 아래에 보였다.

1

Methyl vinyl ketone 을 헥산 용매 속에서 약간 

과량의 本-BuLi 과 一78。(3에서 반응시켜 3-me- 
thylheptene-3-ol (2a) 을 89% 수득율로 얻을 수 

있 었 다. 이 물질 의 구조는 nmr spectrum 으로 확 

인할 수 있었다.

이 렇게 해서 얻은 t-allylic alcohol 을 과량의

Table 1. Synthesis of a, j3-unsaturated ketones

饵迫”板此北 Yieid(%) Product bp ex rrp(°C) 

CH3 mp 37 (lit.3 39)
i 八 bp« 123-865 (lit% bPQ|576>

V“ ■' Trans-!scner( ic '

、 ' mp 36
: .. 」了 o人/'(lit,7

、 mn5-;somerild<

Table 2. Alkylation of a, ^-unsaturated Ketones

pyridinium chlorochromate (PCC) 오卜 반응시켜 

functionality 가 3-위치로 이동된 카르보닐 화합 

물을 얻을 수 있었고, 그 결과를%诳。3에 실었 

다(단 entry 6〜9는 문헌에서 인용한 것임).

2 3

이 방법은 문헌에 알려진 합성보다 훨씬 간편 

할뿐 아니라 그 수득율의 면에서도 월등히 우수 

하였고 (entry 1,2), 화합물 6b, 6c 및 6d (entry 
3,4,5)는 처음 만들어진 물질이다.

예컨대 이 방법 으로 2-methyl-3-butene-2-ol 
⑷과 2.5 당량의 PCC 를 methylene chloride 용 

액에서 실온에서 반웅시켜 3-methyl-2-butenaI 
⑸을 98% 수득율로 얻었다.

문헌에 알려 진 합성 방법 은 3,3-dimethylacry- 
lie ester (식 3)나 혹은 切切s-4-chloro-3-butene- 
2-one (식 4)으로 부터 2 단계 반응을 거쳐 그 

수득율이 각각 44%17 및 60%"로써 본 방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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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Oxidation of f-allylic ale사｝ols

ER? Substrate Yield!%) Product bp or mp(°C)

2

3

4

5

6

7

8

9

bp 138-141
(lit.10 bp73ol33)

mp of DNP 165 
(lit," mp 167) 
(E：Z = 7：3)

1 단계 반응을 거쳐 98% 수득율인 것과는 비교 

가 되지 않는다.

0
RSH
아「

0

t-CH3-C-CH=C HSR

결 론

Migration terminus 에 치환기가 없는 경우 즉 

알데히드_가 생기는 경우에는 1위치의 알킬기 종 

류에 무관하게 일반적 으로수득율이 우수하였다. 

(entry 1, 2) . 단 페닐기가 1 위치에 있을때는 

entry 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수득율이 51% 
로 좋지 못하였다. 이 경우 부산물로써 acetop- 
henone이 35% 생기는 것으로 미루어 alcohol 
group 이 3 위 치 로 이 동하여 vinylbenzene 이 생 

기고 이 vinyl 기가 다시 쉽게 산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Migration terminus 에 한개 의 알킬 혹은 페 닐 

기가 있을 경우 수득율이 좋지 못하였다(entry 
4, 5) . Tertiary cyclohexyl alcohol 의 -y- mi
gration terminus 에 alkyl group °] 있 는데 도 불 

구하고 수득율이 우수하였다. 이것은 전이함에 

따라 입체적 장애가 해소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 

각된다(entry 8). 2위치 에 알킬기가 치환된 경 

우 수득율에 는 별 영 향이 없었고 (entry 3), 
cisoid a, /3-unsaturated 케 톤이 생 기 는 경 우는 이 

들의 입채적 장애로 반응이 진행되지 않았다 

(entry 9).

실 험

다음의 일반적 인 방법 이 모든 실험 에서 사용 

되었다.

Infra-red spectra 는 Shimadzu 440 을 사용하 

여서 얻었다.

NMR spectra 는 Bruker WP 80 SY spectro
meter 를 사용하였으며 내 부 표준물질 로 tetrame- 
thylsilane 을 사용하였다.

Ultraviolet spectra 는 Shimadzu UV 240 을 사一 

용하였 고 gas chromatography 는 Varian model 
3700 을 사용하고 recorder 는 Varian model 9176 
을 retention time 과 peak 면적 은 Varian model 
CDS ILL 로 계 산하였다. C시umn 은 10% carbo
wax 20M chrom W-HP 로 길이 2m, 직경 1/8인 

치를 사용하고 FID 로 측정하였다.

frans-4-phenyl-3-buten-2-one (lc). 전형적 

인 방법 % acetone 63.5g (L 09mole) 과 benzal- 
dehyde 을 42g (0.40mole) 물 40mZ 에 가하고 이 

혼합액 에 10% 가성 소다 수용액 10mZ 를 dropping 
funnel 로 천천히 가한다. 반응용기 를 water 
bath 를 써서 냉각시킨다. 알카리를넣어주는 속 

도를 조절하여 온도를 25〜31°C에 유지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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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시간 상온에서 저어준 후 여기에 묽은 염 

산을 가해서 산성화시킨다. 이때 두층으로 분리 

되는데 아래의 물층을 벤젠으로 추출하고 위층 

에 합한다. 이 위층을 물로 씻은후 벤젠을 증류 

제거하고 남은 액을 감압증류해서 (120-130°C/ 
7 mmHg) crude product 를 얻은 다음 재 중류 

(123〜："C/8mmHg)하였다. 이 것을 pet. ether 
에서 재결정하여 ld38g 을(수득율65%)얻었다: 

mp37°C (Lit. & 39°C), nmr 및 ir 은 문헌치 ”와 

완전 일치함.

E-2-Benzylidenecyclohexanone (lb). 앞에 기 

술한 전형 적 인 방법 으로 cyclohexanone 으로 부 

터 합성 하였다 : 수득율 62%, mp 54°C(Lit.4 55 
-56°C) ； 파卜nmr(CDCk)0 1.9 (m,4H, 2CH2), 
2.55(t, 2H, CH2C-C, J=6), 2.9(t, 2H, CH2CO, J 
=6), 7.45(m, 6H, PhH and=CH); UV(EtOH), 
208,220,286nm; IR(neat), 1680 (conj. C=O), 
1600cm-1 (C—C).

typms-l-phenyl-l—penten—항一one (Id). 앞에 

기술한 전형적인 방법으로 methyl ethyl ketone 
으로 부터 합성 하였다 : 수득율 47%, mp 36°C 
(Lit.7a 38°C) ； lH—nmiKCDCL), 8 1.15 (t, 3H, 
CH& J=7 Hz), 2.6(q, 2H, CH2, J=7 Hz), 6.75 
(d, 1H, CH=C, J=17 Hz), 7.3(m, 6H, PhH 
and BzH=C); UV (EtOH), 206, 219,286nm; IR 
(neat), 1665(conj. C=O), 1610 cm-1(C=C)

irans-3-methyl-l-phenyl-l-hepten-3-ol
(2c). 전형적 인 방법 ： w-buthyl lithium-hexane 
용액 16mZ(25.6m mole) 에 dry hexane 25mZ 에 

ketone(lc) 3.50g (24m mole) 을 녹인 용액을 

—78°C로 유지하면서 조금씩 가한다. 一78°C에 

서 약 VC로 올린 후 L5시간 더 저어준 후 

potassium carbonate 수용액 을 가해 서 두층으로 

분리 시 킨후 유기 충을 무수 magnesium sulfate 로 

3시간 건조한 후 용매를 감압 제거하였다. 무 

색의 oil 2c 4.17g (85 % 수득율) 을 얻었다.

Column chromatography 로 정 제 하였 다: ^-nmr 
(CDCL), SO. 95 (t, 3H, CH3), 1.3(m, 4H, 2H2), 
1.35(s,3H, H3CCO—), 1.6(m, 3H, CH2COH), 
6.3(d,lH,HC=, J=16Hz), 6.6(d,lH, PhCH 
=,J=16Hz), 7.25(m, 5H, PhH); IR(neat), 

3400(s, OH), 1600(m, Ph), 1150(s, C—0), 970 
cmT(HC=); UV (EtOH), 219,243nm.

3-Methyl-l-hepten-3-ol(2a). 앞에 기 술한 전 

형적인 방법 으로 methyl vinyl ketone 으로 부터 

합성하였다. 수득율 89%, bp b340〜72。C(Lit.9 
b. 153〜155°C),】H-nmr (CDCL) & 0.9(t, 3H, 
CH3), L25(s, 3H, H3CCO—), L35(m, 6H, 
3CH2), L7(s, 1H, OH), 5.1(ABof ABX, 2H, 
H2C=, Jab=2, Jax=17, Jbx=UHz), 5.9(X of 
ABX, 1H, HC=R, Lx=17, Jbx=11Hz), IR 
(neat), 3400 (s, OH), 3100 (m, H2C=), 1640 
(w, C=C), 1460 and 1370(s, CH), 1160(s, C— 
O), 1000 and 920cm-1 (s, vinyl)

E-2-Benzylidene-l-n-butylcyclohexanol (2b)・ 
앞에 기술한 전형적인 방법으로 benzylidene- 
cyclohexanone (나*)으로 부터 합성하였다. 무색 

의 oil 수득율 80%； iH-nmr (CDCI3), d 1.0(t, 
3H, CH3), 1.2~2.0(m, 13H, 6CH2 and -OH), 
2.7(two t, 2H, CH2 near to Ph), 6.6(s, 1H, HC 
=),7」〜7.5 (m,5H,PhH); UV(EtOH), 209, 
240 nm; IR (neat), 3500 (s, OH), 1600 (s, Ph), 
1140 (s, C一O), 980 cm-1 (w, HC=).

Trans-3-ethyl-l-phenyl-l-hepten-3-ol (2d). 
앞에 기술한 전형적인 방법으로 ketone id로 부 

터 합성하였다: 무색의 。认 수득율 84%, 
1H-nmr (CDC13), 5 0.9 (t, 6H, CH3), L 1 〜1.9 
(m, 9H, CH2 and OH), 6.2(d, 1H, HC=,J=16 
Hz), 6.6(d, 1H, HPhC=, J=16Hz), 7. l~7.4(m, 
5H,PhH) ； UV(EtOH),205, 283 nm； IR(neat), 
3450(s, OH), 1600(m, Ph), 1140(m, C一O), 
970cmT(HC=)

Allylic alcohol 의 산화 (3«?). 전형적인 방 

법 : 건조한 PCC 2.98g(약 13.8m mole) 을 CH2 
CI2 14mZ 에 녹이 고, 3 차 allylic alcohol (4m 
mole) 820mg 을 9ml CH2C& 에 녹인 용액 을 한 

번에 가하고실온에서 20 시 간 저 어준다. 반응도 

중 검은색의 중합체가 생긴다. 반응을 멈추고 

반응 혼합물에 건조된 에테르 약 30mZ를 가하고 

상층액만 조용히 따타낸다.

생성물로 알데히드가 생기는 경우에는 에테르 

층을 Florisil column 을 통과시 킨후 포화 소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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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씻고 sodium sulfate(무수)로 건조시킨 후 용 

매를 제거하여 생성물을 얻고, 케톤이 생기는 

경우에는 에테르충을 2N NaOH 수용액으로, 다 

시 2N HC1 수용액으로 씻은 후 포화 sodium 
bicarbonate 수용액으로 씻는다. 에테르충을 무 

수 magnesium sulfate 로 건조시키고 용매를 제 

거한 후 찌꺼지를 Kugelrohr■로 중류해서 생성물 

을 얻었다.

3-Methyl-2-butenal (5). 2-methyl-3-buten-2 
-。1 로 부터 96% 수득율로 얻 었다. bp 138-141 
°C(Lit.10 bp730 133°C), nmr14, ir15, uv16 값은 

문헌치와 완전히 일치함.

3-Methyl-2-heptenal (6a). 3-methyl-l~hep- 
ten-로 부터 90% 수득율로 얻었다(E：Z = 
7 : 3 의 혼합물)mp of DNP 165°C(Lit. n167°C) ； 
UV (MeOH), 200, 234nm; IR (neat), 2820 (s), 
2720 (m) (both from aldehydic hydrogen), 1670 
(s, conj. C=O), 1625Cm_1 (m, C=C); NMR 
(CDCL), 3 0.9(t,3H,CH3), 1.15-1.7(m,6H, 
3CH2), 2.0 and 2.2 (singlet from Z-and E- 
isomer, E:Z=7：3), 5.9(d, 1H, HC=, J=8Hz), 
10(d, 1H, HC=O, J=8Hz).

2- n-ButylcylcIohexene-l-ylphenone (6b).
3b 로 부터 62% 수득율로 얻었다. NMR(CDCL) 
心〜3. 0 (m, 17H, 7CH, CH3) 7- 0〜8. 0 (m, 5H, 
PhH) ; IR (neat), 1670 (s, conj. C—O), IGOOcm^1 
(m, C=C), UV (EtOH), 202, 250nm.

3- Methyl-2-heptenophenone(6c). 3c 로 부터

57 % 수득율로 얻 었다. NMR (CDCI3) 分 0.9 (t, 3H, 
CH3), 1.15-1.7 (m, 6H, 3CH2), 1.6 and 2.1 
(singlet from Z- and E-isomer, E : Z=7 ： 3), 
7.05〜& 0(m, 6H, PhH and HC=) ； UV(EtOH), 
211,244 nm； IR(neat), 1670 如一'(& conj, C=O)

3-Ethyl-2-heptenophenone(6d). 3d 로 부터 

51% 수득율로얻었다. NMR(CDCL)涉 0.8〜 1.7 
(m, 10H, 2CH2 and 2CH3), 2.1 〜2.7(m, 4H, 2= 
CCH2), 7.1~8.0(m,6H,PhH and HC=); UV 
(MeOH), 202, 245nm； IR (neat), 1670cm-1 (s, 
conj.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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