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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팔라듐 촉매를 이용하여 할로겐화 비닐의 co 첨가반응과 짝지음 반응을 동시에 진행시키는 co 
첨가 호모 짝지음 반응을 실시하여 비교적 좋은 수득률로 대칭 디비닐케톤 및 디비닐 a-디케톤을 합성하 

였다. 촉매로는 palladium(II) acetate에 2mol%의 리간드를 사용하고 염기는 3당량의 

tributylamine, 극성 용매를 사용하여 10기압의 일산화탄소 존재 하에 100°C에서 반응을 실시한 경우 디 

비 닐 a-디케톤을 가장 좋은 수득률로 얻을 수 있었으며 , 일산화탄소 상압 하에서는 주로 디 비 닐케톤이 합 

성되었다. 또한, 여러가지 할로겐화 비닐에 대해 위와 같은 반응조건으로 반응을 실시해 본 결과 예상한 

대로 순조롭게 반응이 진행되어 여러가지의 디비닐케톤 및 디비닐 a-디케톤을 선택적으로 합성할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ABSTRACT. Symmetrical divinyl ketones and divinyl a-diketones were synthesized in moderately 
good yields through palladium catalyzed carbonylative homocoupling reaction of vinylic halides. Divinyl 
a -diketones were obtained in the highest yield in the presence of 10 atm of carbon monoxide, using 2 mol% 
ligand added to palladium(II) acetate as catalyst and three equivalents of tributylamine as base in polar sol
vent at 100 °C. Di vinyl ketones were synthesized mainly under atmospheric pressure of carbon monox
ide. The react on was also proceeded to several other vinylic halides under the above reaction condition. 
Thus, divinyl ketones and divinyl a-diketones were synthesized selectively as expected.

서 론

대칭형 및 비대칭형의 a-디케톤은 유기합성에 

서 유용한 중간체 it로 전이상태에 따른 기하구 

조3, 스펙 트럼 의 연구，, 광 화학S, 광 개 시저仲 및 

Diels-Alder 반응? 등에 이용된다. 이외에도 입체 

화학적 인 고리화합물의 합성시 이 중 친전자 시 약2 
으로도 사'？되며 cyanide ion 과의 반응,에 의해 

여러가지 유용한 유기 화합물을 얻는데 이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a-디케톤의 합성으로 

금속촉매를 이용한 짝지음 반응에 의한 방법8~瞼과 

산화반응에 의한 방법卓1~“ 등이 있다. 이상과 같 

이 대칭 및 비대칭 a-디케톤의 합성방법은 1970 
년대 초반부터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으 

며, 또한, 본 연구에서 이용하려는 팔라듐 촉매를 

이용한 CO 첨가반응에 대한 예로는 에스테르화% 

아미드화I*% a-케토아미드류의 합성& 및 

a-hydroxy aicd 류의 합성 방법 이 발표된 바 있 

다. 그리고, 최근에는 팔라듐 촉매를 이용하여 요 

오드화 방향족 화합물과 올레핀과의 CO 첨가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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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듐 촉매를 이용한 디비닐케톤과

과 비닐화 반응을 일단계적으로 진행시키는 co 
첨가 비닐화 반응에 의한 비대칭 아릴비닐케톤 및 

아릴비 닐 a-디케톤의 합성 방법"과 요오드화 방향 

족 화합물의 CO 첨가 호모 짝지음 반응에 의한 대 

칭 디아릴케톤 및 디아릴 a-디케톤의 합성방법" 

등이 발표된 바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팔라듐 촉매를 이용 

하여 할로겐화 비닐의 CO 첨가반응과 짝지음 반 

응의 예는 아직 발표된 바 없다. 최근에는 Stille23 
등이 팔라듐 촉매를 이용하여 요오드화 비닐과 비 

닐 주석 화합물의 CO 첨가 짝지음 반응을 통한 대 

칭 및 비대칭 디비닐케톤을 합성한 바 있으나, 반 

응성이 요오드화 방향족 화합물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브롬 화합물에 대해서는 연구 

된 바 없고, 이 중 CO 첨가반응에 의한 디비닐 

a-디케톤도 합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팔라듐 촉매를 이용하여 각종 할로겐화 비닐 

의 CO 첨가 호모 짝지음 반응을 일단계적으로 진 

행시킴으로써 비닐계 화합물에 대한 새로운 반응 

경로를 제시함과 동시에 이 중 CO 첨가반응에 의 

한 디비닐 a-디케톤의 최적 합성조건을 규명하고 

자 한다.

실 험

시약. 반응에 사용된 시약 중 l-bromo~2-meth- 
yl-l-propene, catecholborane (Aldrich Chem. 
Co.), 1-brom-triphenylethylene(Janssen Chi
mica) ,methyl-metaacrylate,cinnamicacid(Jun- 
sei Chem. Co.), 일산화탄소 (Union Carbide Co.) 
와 촉매로 사용된 palladium (II) acetate, pallad
ium (II)chloride(Aldrich Chem. Co.) 염기로 

사용된 triethylamine, tributylamine (BDH 
Chemical Co.) MgO, CaO, K2CO3 (Junsei Chem. 
Co.)은 특급 시약을 구입하여 그대로 사용하였고, 

용매 인 w-hexane, ethylacetate, THF, DMF, 
toluene, DMSO, benzene, acetonitrile, chloro
form, acetone, 그 외에 히드라진 • 수화물(Junsei 
Chem. Co.) 등은 1 급시약을 구입하여 정제한 후 

사용하였다. 리간드로 사용된 triphenylphos- 
phine(Fhika)은 특급시약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dichlorobis (triphenylphosphine) palla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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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24, dichlorobis (acetonitrile) palladium 
(II)2S, tetrakis (triphenylphosphine) pal
ladium (0)26 및 triorthotolylphosphine"은 문헌 

에 따라 합성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외의 반응물 

인 ZraMS-^-bromostyrene28,29 및 trans-^-iodo- 
styreneM히은 문헌에 따라 합성하여 사용하였다.

측정. 핵자기공명 스펙트라는 tetramethyl- 
silane 을 내부 표준물질로 하여 Varian Model 
S-60T spectromether 를 사용하여 얻었고, 적 외 

선 분광 분석 스펙트라는 Nicolet 5-DX FT IR 
spectrophotometer -f- 사용하여 얻었다. 녹는점 

측 정 은 Fisher-Johns Electrothermal Melting 
Point Apparatus 5- 했으며 온도 보정은 하지 않 

았다. TLC 분석은 미 리 코팅 된 silica gel plates 
(0.2 mm, 60F 254 E. Merck)을 컬럼크로마토그 

래피에는 silica gel (Kiesel gel 60,70-230 mesh, 
E. Merck)을 사용하였다.

디비닐케톤의 일반적인 합성. (E.E)-1,5-Di- 
phenyl-1,4-pentadien-3-one (dibenzylideneace- 
tone)의 합성을 대표적인 합성 방법의 예로 제시 

하였다.

자석 젓게 막대를 넣은 100m2 의 1구 플라스크 

에 0.92 g (5 mmol) 의 该ms-夕-bromostyrene, 
2.78g(15mmol)의 tributylamine, 0.058g(l 
mol%) 의 tetrakis (triphenylphosphine) pal
ladium (0) 및 5.0mZ의 DMF 용매를 주입한 다 

음 플라스크 내부를 일산화탄소로 여러번 흘린 뒤 

일산화탄소를 채운 고무풍선을 septum 과 주사바 

늘을 연결시켜 100 °C 에서 계속 교반하면서 24시간 

동안 반응시킨다. TLC 분석에 의하여 반응이 완 

결되면 반응화합물을 상온으로 서냉시킨 다음 에 

테르와 20%-염산 수용액을 가하여 3회 정도 추출 

한 후 증류수로 유기용매 층을 2〜3회 세척한다. 

에테르 층을 무수 황산마그네슘으로 하루 동안 건 

조시킨 다음 감압하에 에테르를 제거하고 컬럼크 

로마토그 래 피 (舛-hexane/ethylacetate=3/l(v/ 
V))로 분리하여 순수한 (E.E)-l,5~diphenyl-l, 
4-pentadien-3-one 0.78 g (67.0%)과 부산물로서 

흔적 량의 cinnamic acid 를 얻었다.

(E.E)-1,5-Diphenyl-1,4-pentadien-3-one :
NMR(CDC13) dppm 6.84 (d, 7=14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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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H), 7.3-7.53 (m, 10H), 7.71(d, J=14Hz, 2H)
IR (KBr) i，c=o 1651 cm-1
mp 108-110°C
디비닐 a-디케톤의 일반적인 합성. (E.E)-1, 

5-Diphenyl-l,5-hexadien-3,4-dione  (distyryl 
a-diketone)의 합성을 대표적인 합성방법의 예로 

제시하였다.

자석 젓게 막대를 넣은 100m/의 스텐레스 스 

틸고압반응기에 0.92 g (5 mmol) 의 trans-j3-brom- 
ostyrene, 2.78g(15mmol)의 tributylamine, 5.0 
mZ의 DMF, 0.011g(lmol%)의 palladium(II) 
acetate 및 0.026g(2mol%)의 PPh3-i 넣고 가 

압 반응장치의 내부를 일산화탄소로 여러번 흘린 

다음 상온에서 반응기에 일산화탄소를 10기압의 

압력으로 가한 후 100-C에서 계속 교반하면서 24 
시간 동안 반응시킨다.

반응혼합물을 상온으로 서냉시킨 다음 일산화탄 

소를 서서히 방출시키고 질소가스로 흘린 뒤 TLC 
로 반응의 종결을 확인한다. 그리고, 그 다음의 

모든 과정 및 방법은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 

여 순수한 (E.E)-l,6-diphenyl-l,5-hexadien-3, 
4-dione 0.67g(51.0%)을 얻었다.

(E.E)-l,6-Diphenyl-l,5-hexadien-3,4-dione :
]H NMR(CDCh) <Jppm6.55(d,/=14Hz, 

2H), 7.25-7.65 (m, 10H), 7.9(d,/=14Hz, 2H)
IR(KBr) vc=0 1769,1702 cm-1
mp 113~115°C

결과 및 고찰

팔라듐 촉매 존재 하에서 할로겐화 비닐과 일산 

화탄소와의 CO 첨가 호모 짝지음 반응이 순조롭 

게 진행되어 상압의 일산화탄소 하에서는 일산화 

탄소가 한 분자 첨가된 대칭 디비닐케톤이 생성되 

고, 10기압하에서는 일산화탄소가 두 분자 첨가된 

대칭 디비닐 a-디케톤이 비교적 좋은 수득률로 합

"N/X + co ---------------->

+

X ! Br or 1 (顷』一丄。<3

Scheme 1

Table 1. The effect of catalysts3 (n-Bu3N)

+ CO + n-Bu3N 1 mol% “Pd”
DMF, 100 °C, 24hr

•어、◎ . ◎pX© , ◎0CO2H

Entr¥ Catalyst P(CO) Product (% Yi이d 沪

atm 1 2 3

1 Pd(OAc)2 1 trace 45 —

2 Pd(OAc)2 + 2 mol% PPh3 1 35 50 —

3 Pd(OAc)2 + l mol% PPh3 1 22 46 _

4 Pd(OAc)2 + 2 mol% P(o-t이)3 1 28 52 10
5 Pd(OAc)2 10 trace 37 34
6 Pd(OAc)2 + 2m이% PPh3 10 51 12 trace
7 Pd(OAc)2 + 2 mol% P(o-t이)3 10 45 7 30
8 PdCl2(PPh3)2 1 18 36 —

供 PdC^PPh^ 1 trace 10 —

20 PdC12(CH3CN)2 1 trace 55 —

11 PdCl^PPh"? 10 25 38 13
12c PdCl2(PPh3)2 10 15 43 trace
13 PdCyCHsCN^ 10 trace 70 —

14 Pd(PPh3)4 1 -67 trace
15 Pd(PPh3)4 10 trace 68 trace

General conditions; 5 mmol of trans bromostyrene, 
15 mm시 of n B113N, 5 m/ of DMF, 0.05 mmol of 
catalyst. b% Yield of isolated product. c0A mmol of 
catalyst.

성되는 새로운 합성 경로를 얻었고, 그 반응식은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할로겐화 비닐의 co 첨가 호모 짝지 

음 반응 중 이중 co 첨가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디 

비닐 a_ 디케톤의 최적 합성조건을 규명하기 위하 

여 촉매의 종류 및 그의 양, 염기의 종류 및 그의 

양, 용매, 반응온도 등에 따른 디비 닐 디케톤의 

수득률의 변화를 조사하였으며 아울러 브롬화 비 

닐과 요오드화 비닐과의 반응성을 비교 검토하였 

다. 또한, 팔라듐 촉매를 이용한 할로겐화 비닐의 

CO 첨가 호모 짝지음 반응을 통하여 합성된 대 

칭 디비닐케톤과 디비닐 이디케톤의 물리적 성질, 

■HNMR IR 및 스펙트라를 Table 7에 제시하였 

다. 우선, 브롬화 비닐을 이용한 디비닐케톤과 디 

비닐 a-디케톤의 합성에 있어서 촉매의 영향으로 

입체장애가 비교적 큰 tributylamine 과 같은 3차 

아민을 사용한 경우의 촉매의 종류 및 그의 양에 

따른 디비닐케톤과 디비닐 a-디케톤의 수득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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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effect of catalysts0 (w-Et3N)
fKZ _ i moi^o ra 、

Br + CO+ w-Et3N DMFj lom, 24 hr

I◎广3星7带&%© * ◎涕c&h

0General condition: 5 mm이 of trans -y^-bromostyrene, 
15 mmol of n-Et^, 5 mZ of DMF, 0.05 mmol of catalyst. 
»%Yie너 of isolated product. f0.1 mm이 of catalyst.

Entry Catalyst P(CO) 

atm

Product (% Yield)*

1 2 3

1 Pd(OAc)2 1 trace 30 —

2 Pd(OAc)2 + 2mol% PPh3 1 36 38 —

3 Pd(OAc)2 + 2 mol%P(o-t이)3 1 38 47 —

4 Pd(OAc)2 10 13 40 —

5 Pd(OAc)2 + 2 mol% PPh3 10 38 21 —

6 Pd(OAc)2 + 2 mol% P(o-tol) 10 41 trace 44

7 PdCl2(PPh3)2 1 8 27 14

8C PdCl2(PPh3)2 1 trace 31 26

9 PdC12(CH3CN)2 1 trace 35 29

10 PdC 顷 PPh3)2 10 16 41 trace

11 PdC12(CH3CN)2 10 12 33 19

12 Pd(PPhj4 1 trace 40 14

13 Pd(PPh3)4 10 6 32 36

변화를 Table 1 에 제시하였다. trans-fi-bromos- 
tyrene 의 반응을 모델 반응으로 하여 CO 첨가 호 

모 짝지음 반응을 실시했을 경우 상압의 일산화탄 

소 존재 하에서 palladium (II) acetate 촉매만을 

사용하므로 디비닐 a-디케톤은 흔적량만 얻을 수 

있었으며 (entry 1, Table 1) palladium (II) ace
tate 촉매에 2 mol%의 PPlx와 같은 리간드를 사 

용하여 비교적 좋은 수득률로 디비닐 a-디케톤을 

얻을 수 있었다 (entry 2). 리 간드의 양을 반으로 

줄이므로 수득률은 감소되었고, 또한, triorth- 
otolylphosphine 과 같이 비교적 입체장애가 큰 

리간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수득률은 감소되었다 

(entry 3). 10기 압의 일산화탄소 존재 하에 촉매 

로 palladium (II) acetate+2mol%의 PPh3-a 
사용하여 반응을 실시한 경우 디비 닐 a-디케톤을 

가장 좋은 수득률로 얻었다 (entry 6). 그러나, 

dichlorobis (triphenylphosphine) palladium (II) 
이 나 dichlorobis (acetonitrile)palladium (II)과 

같은 이가 촉매를 사용하므로 디비닐 a-디케톤의 

수득률은 매우 낮았으나, 일산화탄소가 한 분자만 

첨가된 디비닐케톤은 비교적 좋은 수둑률로 합성 

되었다(entry 8—13). Tetrakis(triphenylphos
phine) palladium (0)A 같은 영가 촉매를 사용하 

여도 디비닐 a-디케톤은 거의 합성되지 않았고, 

디비닐케톤만이 합성되었으며 (entry 14,15) 그리 

고, 촉매의 양을 두 배로 증가시켰으나 오히려 

(1)의 수득률은 감소되었다 (entry 12). 그것은 촉 

매의 양의 중가로 인하여 일산화탄소가 첨가되지 

않고 호모 짝지음되는 부반응이 촉진되기 때문이 

라고 생각된다. 또한 염기로서 tributylamine 보 

다 입체 장애가 비교적 작은 triethylamine 을 사 

용한 경우 촉매의 종류 및 그의 양에 따른 디비닐 

케톤과 디비닐 a-디케톤의 수득률의 변화를 

에 나타내었다. 상압의 일산화탄소 존재하 

에서 palladium(II) acetate 만을 사용하여 디비 

닐 a-디케톤을 흔적 량만 얻을 수 있었으며 (entry 
1, Table 2), 앞에서 가장 좋은 촉매로 확인된 

palladium (II) acetate+2mol% —PPhs를 1。기 

압의 일산화탄소 중 반응하였을 때 염기로서 

tributylamine 을 사용한 경우보다 수득률이 낮았 

으 나 (entry 5), palladium (II) acetate+2 
mol%—triorthotolylphosphine 촉매를 사용흐!•므 

로 오히려 수득률은 향상되 었다 (entry 6). 이 것은 

입체장애가 심하지 않는 triethylamine 중에서는 

리간드의 입체장애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Palladium(II) 촉매를 사용한 경우 

7}"席2 에 표시된 바와 같이 수득률이 낮았으며 

(entry 7-11), palladium(0) 촉매에서는 디비닐 

a-디케톤이 거의 합성되지 않았다(entry 12,13). 
앞에서 가장 좋은 촉매로 확인된 palladium (II) 
acetate+2mol%-PPhs를 사용할 때 염기에 따 

른 반응성의 영향을 R况e3 에 제시하였다.

염기의 작용은 이용하는 팔라듐 촉매를 활성인 

영가 촉매로 전환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3차 

지방족 아민 중에서 입체장애가 비교적 작은 

triethylamine 보다는 큰 tributylamine 의 경우 

생성물 (1)의 수득률이 높았는데, 이는 trieth- 
ylamine과 같이 입체장애가 비교적 작은 염기의 

질소원자가 팔라듐 촉매와의 배위로 인하여 촉매 

의 활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Tributylamine 의 양을 감소시켰을 경우 생성물 

(1)의 수득률은 남았으며 (entry 2, Table 3) py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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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effect of base0
◎>〜Br + CO 1 m이% (Pd(OAc)2 七2mol%PPh2
J DMF, 100°C ' 후

0 o o
◎◎u+ + ◎〜CQH

⑴ ⑵ (3)

Entry Base P(CO) Time(hr) Product!% Yield? 
atm 1 2 3

1 M-BU3N 10
2c m-Bu3N 10
3 『EqN 10
4 Pyridine 10
5 Pyridine 10
6 Quinoline 10
7 Morpholine 10
8 Morpholine 10
9 K2CO3 10

10 I&CO3 10
11 K2CO3 1
I2d K2CO3 10
1手 K2CO3 10
14 MgO 10
15 CaO 10

24
24
24
24
40
釦24
48
24
48
48
48
48
48
48

--68

51 12 trace
38 33 26
38 21 30

trace 16 23
trace 31 44
trace 9 28
— 37 —
— 38 —
— — 77
— — 70
— — 69
— — 87
— — 76
—— — 76

12General condition: 5 mm이 of trans-fl- bromostyrene, 
15 mmol of base, 5 mZ of DMF, 0.05 mmol of catalyst. 
“％ Yield of isolated product. c10 mmol of m-Bu3N was 
used rfCH3CN was used as solvent. fBenzene was used 
as solvent.

dine 이나 quinoline 4 같은 3차 방향족 아민을 

사용하였을 경우 디비닐 ■디케톤은 혼적량만 얻 

어졌다(entry 4~6). 또한, morpholine 과 같은 

2차 아민을 人)용하므로 디비닐 皿 디케톤이나 부반 

응으로 생성되는 cinnamic acid 는 전혀 얻을 수 

없었으며, 다만 일산화탄소가 한 분자 첨가된 디 

비닐케톤만이 생성되었다(entry 7, 8).
Morpholine 을 사용한 경우 a-ketoamide33^] 

생성 유무를 관찰하였으나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 

고, 무기 염기 중에서 CO 첨가 호모 짝지음 반응 

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며 부산물인 cinnamic 
acid 만이 생성되었다 (entry 12,13).
또한, palladium (II) acetateH- 2 mol% - PPh3 

에 염기로 tributylamine 을 사용할 때 용매에 따 

른 수득률의 변화를 Table 4 에 제시하였다. 용매로 

는 DMF, acetone, acetonitrile 과 같은 극성 용 

매를 사용하므로 생성물(1)의 수득률이 높아졌으 

며 (entry 1~3, Table 4) benzene, toluene 과 같

Table 4. The effect of solvents0
◎"MBr+CO + ”

村 1 mol% (Pd(OAc)2 + 2mol % PPhj)
3 100 °C, 24 hr *

O O o
◎七&-任何 + + ◎〜CQH

⑴ (2) (3)

General condition: 5 mmol of transbromostyrene, 
15 mmol of base, 5 ml of solvent, 0.05 mmol of catalyst, 
P(CO) = 10 atm. 히%) Yield of isolated product.

Entry Solvent Product (% Yield)6
31 2

1 DMF 51 12 trace
2 Acetone 50 15 —
3 Acetonitrile 53 18 —
4 Benzene 11 36 —
5 THF 14 39 21
6 Toluene 10 44 17
7 DMSO 6 14 9

Table 5. The effect of temperature0
+ CO + ”一岫스쯔鷲擊。"2PP 哽 

J b DMF

+ + <§^co2h
⑴ ⑵ ⑶

Entry Temp(oC) Time(hr) Product (% Yield)*
1 2 3

1 r.t. 110 trace 11 7
2 50 48 3 37 43
3 100 24 51 12 trace
4 150 48 17 28 39
5 200 24 trace 24 45

aGeneral condition: 5 mmol of trans-fi- bromostyrene, 
15 mm이 of w-BuaN, 5 ml of DMF, 0.05 mmol of 
catalyst, P(CO) = 10 atm. »% Yield of isolated product.

은 비극성 용매를 사용한 경우 (1)의 수득률은 감 

소하였다 (entry 4〜 6). DMSO 와 같은 극성 용매 

는 팔라듐 촉매와 DMSO 의 술폭시기의 배위로 

인하여 비교적 안정한 착화합물을 형성하므로써 

촉매의 활성이 저하되어 (1)의 수득률은 감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에서 확인된 최적 반응조건 

하에서 반응 온도에 따른 수득률의 변화를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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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ynthesis of various divinyl ketones and divin
yl a diketones42

Entry Vinyl halide Time (hr) Product (% Yie서)”

O O
1 Ph^X^Br 24 Ph^C—C-VPh (53X65)f

0
Ph/~ I 24 Ph^EPPh (70)

Ph、 ’Ph Ph ‘Ph Ph ’Ph
2 C = C 24 、C=C、 C = 6 (13)

Ph『、& Ph^ C—CZ 、Ph
6 6

Ph、 ，Ph Ph、 ，Ph
)C = C、/C = C (5)

PhZ Q Ph 

4-pentadien-3-one 과 부산물인 cinnamic acid 는 

흔적량만 얻어져 브롬화 비닐보다 반응성이 좋은 

요오드화 비닐을 사용할 경우 디비닐 a-디케톤의 

새로운 합성 경로가 예상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얻어진 최적 반응조건으로부터 할로겐화 비닐의 

CO 첨가 호모 짝지음 반응을 통한 대칭 디비닐케 

톤과 디비닐 a-디케톤의 수득률의 변화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CO 첨가 호모 짝지음 

반응을 통한 디비닐케톤과 디비닐 a-디케톤의 합 

성에 대한 반응메카니즘은 아직 확실하게 규명되 

지는 않았지만, 디아릴 a-디케톤의 반응메카니즘 

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되며 다음과 같은 경로를 거 

쳐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⑴

3 ->== 24 J —< (38)
H3C(原厂F h3co2c/ * CO2CH3

0

(12)

aGeneral condition: 5 mmol of vinyl halide, 15 mmol of 
w-BuaN, 5 m/ of DMF, 0.1 mmol of catalyst, 10 atm. of 
CO. 6% Yield of isolated product.Yield of isolated 
product using trans-fi- ioclostyrene.

5 에 나타내었다. 상온에서 긴 반응시간을 가졌으 

나, ⑴은 거의 합성되지 않았으며 (entryl 1, 
Table 5), 100。게서 가장 좋은 수득률로 ⑴ 이 

합성되었다. 또한, 150P 이상으로 가열시킨 경우 

오히려 생성물 (1)의 수득률은 감소되었다(entry 
4, 5). 그 이유는 저온에서는 비균일상으로 반응이 

진행되지 않고, 또한, 고온에서는 열적으로 불안 

정한 palladium (II) acetate 및 triphenylphos
phine 등이 분해되어 촉매의 활성을 잃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한편 요오드화 비닐의 대 

표적인 반응물로서 切aws-Q-iodostyrene 을 선택 

하여 앞에서 제시한 최적 합성조건 하에서 CO 첨 

가 호모 짝지음 반응을 실시해 본 결과 65%의 수 

득률로 (E.E) -1,6-diphenyl-l ,5-hexadien-3, 
4dione 을 합성할 수 있었다. 특히, 일산화탄소가 

한 분자 첨가된 (E.E)-l,5-diphenyl-l,

Scheme 2. The mechanism of carbonylative homocoupl
ing reaction of vinylic halides

먼저 활성 촉매인 영가의 팔라듐 촉매가 비닐기 

중의 탄소와 할로겐 간의 C-X 결합에 산화성 첨가 

(oxidative addition) 가 일어나 vinylpalladium 
halide 중간체가 형성되며 (1), 이러한 중간체에서 

일산화탄소가 팔라듐의 vancant site 에 배위되었 

다가 Pd-C 결합으로 migratory insertion 되 어 

vinyloylpalladium halide 중간 체 가 생 성 된 다 

(2).
(3) 과정 은 (2) 과정 에 서 생성된 vinyloylpal- 

ladiumhaHde 중간체 두 분자가 호모커플링되어 

디비닐。-디케톤이 생성되는 과정이다. 커플링이 

일어날 때 (1)과정에서 생성된 vinylpalla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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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pectral data of divinyl ketones and divinyl a diketones

Compound mp(oC) 1HNMR (ppm) IR(cm-i)

° O —
◎kJ*©) 113-115 6.55(d,J=14Hz, 2H) 

7.25-7.65(m, 10H) 
7.90(dJ= MHz, 2HXCDCI3)

1769 
1702(KBr)

108-110 6.84(d,J=14Hz, 2H)
7.30-7.53(m,10H)
7.71(dJ= MHz, 2HXCDCI3)

1651(KBr)

Ph、/Ph Ph、/Ph 222 7.32-7.60(mXCDC13) 1755
,c = c C = c、

PhZ SC-CX 、Ph 1701(KBr)

0 0

Ph ’Ph Ph、 .Ph
A". 110-114 7.30-7.49(mXCDC13) 1793

Ph，、 Ph 1734(KBr)
O

〉==\/=K 27 1.88(s,bH) 1700(KBr)
II 2.12(s,bH)
0 5.91(bs,2HXCDC13)

H3CO2C>==Zf'~^CO2CH3 oil 1.95(d,6H)
3.72(s, 6H)
7.03(d, J = 4Hz, 2H) (CDCI3)

1783
1722

halide 와 (2) 과정 의 vinyloylpalladium halide 
가 커플링되면 디비닐케톤이 생성되는 것으로 생 

각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팔라듐 촉매를 이용한 할로겐화 

비닐의 CO 첨가 호모 짝지음 반응을 통한 대칭 

디비닐케톤 및 디비닐 디케톤의 새로운 합성방 

법을 제시하였으며, 동시에 디비닐 4-디케톤의 최 

적 합성조건을 규명하였다. 한편, 브롬화 비닐과 

요오드화 비닐의 반응성을 비교한 결과 요오드화 

비닐이 보다 나은 반응성을 나타내었다. 디비닐 

a-디케톤의 최적 합성조건은 lmol%의 palladium 
(II) acetateH- 2 mol% — PPh3 촉매를 사용하여 

극성 용매인 DMF 중, 3 당량의 tributylamine 
과 io기압의 일산화탄소 존재 하, io(rc 에서 반응 

을 실시한 경우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의 1988년도 기초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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