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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N4-polydentate 리간드(彻[14]-ane, rac-Me6-L14]-ane, 및 cyclam)의 Ru(III), Ni(II), 
Cu(II), 및 Pd(II) 금속이온 착물을 합성하여 NaOCl, H2O2, Z-BuOOH, 및 PhlO 등의 산화제를 사용하므로서 

몇가지 올레핀 산화반응에서 각 착물의 촉매적 활성과 선택성을 연구하였다. substrate(cyclohexene, l~he- 

xenet cyclooctene, 1-octene, 및 styrene)의 산화반응 생성물질은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방법으로 확인하였다. 

Ru(III)-N4 착물은 올레핀의 촉매적 산화반응에서 산화제로 NaOCl을 사용하였을 때, 생성물질 epoxide에 

대하여 상당히 높은 선택성을 나타내었다. Ru(III)~N4 착물의 촉매적 활성도는 N4-polydentate 리간드의 flexi
bility, Ru(III)-Cl의 결합 상호작용, 및 산화제의 입체적 효과에 따라 고찰하였다. Ni(II)-, Cu(II)-, 및 Pd(II)- 
(meso-Me6-E14]-ane) 착물의 촉매적 기능은 산화제로 PhlO를 사용한 l-octene의 산화반응에서 살펴 보 

았으며, 이 산화반응에서 Pd(II) 착물이 Ni(II) 및 Cu(II) 착물들보다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ABSTRACT. The Ru(III), Ni(II), Cu(II), and Pd(II) complexes of N4-polydentate ligands(me50-Me6- 
[14]-ane, rar-Me6-[14]-ane, and cyclam) have been prepared and their catalytic activity and selectivity 
in the oxidation of olefins in the presence of oxidant such as NaOCl, H2O2, Z-BuOOH, and PhlO studied. 
The oxidations of cyclohexene, 1-hexene, cyclooctene, l-octener and styrene as substrates have been 
investigated gas chromatographically. The Ru(III)-N4 complex葵 showed high s이activity for epoxide in 
the catalyzed oxidation of olefins with NaOCl. The catalytic activities of Ru(III)-N4 complexes were discus
sed in terms of the flexibility of N4-polydentate ligands, the Ru(III)-Cl bond interaction and the steric 
effect of oxidants. The oxidation of 1-octene using PhlO as oxidant was carried out to verify. The Pd(II) 
complex turned out to be more active catalyst than the Ni(II> complexes.

Ru(III) 이온이 amine이나 phosphine(혹은 phos-
Ru(III) 이온은 주로 배위수가 6인 낮은 spin phite) 리간드와 착물을 이룰 때 이들 착물은 유기

state의 팔면체 착물을 형성한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화합물 합성과정에서 높은 촉매적 활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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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에 Ru(III)-amine과 같은 착물은 탄화수소 

화합물을 반응물질로 하는 여러 반응에서 촉매제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특히 pg, 등如은 Ru(IV) 이온이나 Ru(V) 

이온과 같은 high-valent Ru 금속이온의 mono- 및 

dioxo- 착물을 합성하므로서 탄화수소 화합물의 촉 

매적 산화반응에서 이들 금속착물이 포함된 중간체 

를 확인한 바 있다.

질소원자를 결합원자로 하는 polydentate 리간드 

의 Ru(III) 이온 착물은 일반적으로 styrene과 같은 

올레핀 산화반응에서 역시 높은 촉매적 활성을 나 

타내며, 생성 물질에 대한 선택성도 아주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J 이 반응에서 촉매제의 활성종은 

Ru-oxo 착물을 포함한 metal-oxo-olefin 형태이며% 

이 중간체가 에폭시드와 알데히드와 같은 생성물질 

과 금속물질로 분해되는 과정을 속도결정 단계로 

보고 있다7. 이와같은 착물의 촉매적 활성이나 선택 

성은 착물을 구성하는 리간드나 금속이온의 성질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porphyrin과 같은 N4 
형의 테트라아자 거대고리 리간드의 착물은 강한 

사각평면장을 형성하므로, 금속이온의 Z축 쪽의 반 

응성을 상당히 높게 한다. N,형 리간드 착물은 강한 

사각평면장에서 오는 이러한 높은 반응성(Z축) 이 

외어】, 치환기에 따른 입체적 효과 및 전자적 효과도 

함께 나타내므로 착물의 촉매적 활성은 착물을 구 

성하는 조성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 

거대고리 리간드의 이와 같은 몇가지 효과는 Ru 
(IID-N,형의 거대고리 착물을 촉매제로 한 올레핀의 

산화반응에서도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도 몇가지 oxidant을 사용하여 올페핀 

(styrene, 1-octene, cyclooctene, 1-hexene, cyclohe

xene 등)의 산화반응에 N,형의 테트라아자 거대고리 

리간드를 포함하는 금속착물의 촉매적 활성과 생성 

물질에 대한 선택성을 고찰하였다. 촉매제인 착물의 

합성에서 리간드는 14-membered ring의 1,4,8,11- 
tetra-azacyclotetradecane(cyclam), meso-5,7,7,12, 
14,14-hexamethyl-l,4,8,ll-tetra-azacyclotetrade- 

cane(«ieso-Me6-[14]-ane) 및 rac-5,7,7,12,14,14- 
hexamethyl-l,4,8,ll-tetra-azacyclotetradecane 

(rac-Me6-[14]-ane)을, 그리고 금속이온은 주로 Ru 
(III) 이온을 사용하였다. 이들 착물은 substrate 특 

성을 따라 촉매제의 기능에 대한 리간드의 입체적 

및 전자적 효과를 비교하는데 이용하였다. meso- 
Me6-E14>ane 리간드의 경우에서는 Ru(III) 착물 

이외에 Ni(II), Cu(II), 및 Pd(II) 착물도 합성하여 1- 
octene의 산화반응에서 이들 착물의 촉매적 기능을 

비교 관찰하였다. 올레핀의 산화반응에서 착물의 촉 

매적 활성 조사와 함께 sodium hypochlorite, hydro
gen peroxide, butylperoxide와 iodosylbenzene 
등을 사용하여 oxidant의 영향도 함께 관찰하였다. 

용매는 착물의 용해도와 착물에 대한 용매의 배위 

능을 각각 고려하여 acetonitrile 이나 dichloroe- 
thane을 선택하였다.

실 험

촉매제의 합성. 촉매제의 합성에 이용한 거대고 

리 리간드, l,4,8,ll-tetraazacyclotetradecane(cyc- 
lam)은 Aldrich사로부터 구입하였고, 5,7,7,12,14,14- 
hexamethyl-l,4,8,ll-tetraazacyclotetradecane 
(Me&-[14]-ane)은 문헌에 따라 합성하였다. meso와 

racemic 이성 질체의 혼합물(50 ： 50)로된 Me6-[14]- 
ane은 메탄올 용액에서 환류시킨 다음 수용액에서 

다시 격렬하게 교반한 후 서서히 냉각시키면 meso 
이성질체(meso-Me6-[14]-ane)인 미세한 분말의 백 

색 침전물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수율을 

가장 높게 할 수 있는 온도는 약 40t 이었다. 이 

과정을 여러번 반복하여 meso 이성질체를 완전히 

분리한 다음 rotatory evaporator-f- 이용하여 농축 

시키면 역시 백색 분말의 racemic 이성질체(nzc- 
Me广口妇-ane)를 얻을 수 있었다. 이들 N,형의 거 

대고리 리간드의 금속착물 LRu(cyclam)Cl2]Cl, [Ru 

(meso-Me6-[14]-ane)CL]Cl, [Ru(rac-Me6-[ 14]- 
ane)CL]Cl, ENi(weso-Mee-[ 14]-ane)](C1O4)2, [Cu 
(«!eso-Me6-L14]-ane)](ClO4)2 등은 역시 문헌卜"에 

따라 각각 합성하였다. 합성된 모든 Ru(III) 착물은 

두 개의 cr 이온이 거대고리 리간드 면에 대하여

로 결합된 착물들이다. [Pd(meso-Me6-[14]- 
ane)](PF6)2 착물도 합성방법检이 알려져 있으나 이 

방법보다는 [Ni(weso-Me6-E14]-ane)](ClO4)2 착물 

합성과정을 개량하여 적용했을 때 수율을 훨씬 높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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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한 리간드와 금속착물은 원소분석을 한 후 1 

H-NMR 및 전자 흡수 스펙트럼의 특성을 문헌치와 

비교하므로서 확인하였다.

시약 및 기기. 리간드와 금속착물의 합성에 사 

용한 시약으로 에틸렌디아민, 무수아세톤, Ni(II)- 

acetate, Cu(II)-acetate, Pd(II)-acetate, K2RuCI5-H2 
0, 60% 과염소산, P2O5, NaC104f NH4PR와 산화반 

응에서 이용한 substrate 등은 모두 Aldrich와 St- 
rem에서 구입한 일급 혹은 특급이었다. PhlO는 문헌 

*에 따라 합성하여 사용하였다. 이외에 methanol, 

ethanol, 1,2-dichloroethane, 및 acetonitrile같은 

용매는 정제14하여 사용하였다. 합성한 물질의 확인에 

사용한 NMR과 UV/vis spectrometer는 각각 

Bruker FT-NMR(300 MHz) 및 Shimadzu UV-265 
이었고, C, H, N 원소분석은 Carlo Erba Strumenta- 
zione 1106을 사용하였다. 촉매 산화반응의 생성된 

물질의 수율 확인은 Hewlett Packard 5980 Gas Ch- 

romatographl- 사용하였다,

착물의 촉매적 기능. 착물의 촉매적 기능성은 

몇가지 oxidant를 이용하여 올레핀의 산화반응에서 

조사하였다.

\ / cat
C=C > products (1)

/ \ L。」 (epoxide, aldehyde 등)

반응 (1)에서 substrate로 사용한 올레핀은 sty

rene, 1-octene, cyclooctene, 1-hexene, cyclohexene 
등이었고, oxidant [O]는 NaOCl, H2O2, t-BuOOH, 
및 PhlO이 었다. 모든 반응은 50 mZ 플라스크에 mag

netic bai•로 교반시켜서 약 30분 가량 질소를 통과 

시킨 후 oxidant를 주입한 후 환류 또는 일정 온도 

에서 반응시켰다. 시료용량은 Ru(III) 착물을 촉매 

제로 할 때는 거의 전 과정에서 10m/의 1,2-dichlo- 

roethane에 3.3X10-3mol^ substrate를 넣고 oxi- 

dant는 용해도에 따라 3.5X10-4〜8 0x10—4 mol로 

하였다. hypochlorite 이온과 같은 oxidant는 수용액 

상에서 1,2-dichloroethane과 같은 유기용매 상으로 

이동속도가 아주 느리므로, phase transfer agent로 

benzyldimethyltetradecylammonium chloride# 사 

용하였다. Ni(II), Cu(II), 및 Pd(II) 착물이 촉매제일 

때 용매는 acetonitrile(10 m/), 및 oxidant는 PhIO(8 

X10-4mol)-i- 사용하였다. microsyringe로 시료용 

액을 취하여 HP 5980 Gas Chromatograph^- 이용 

하여 생성물질의 수율을 계산하였다. 여기서 co- 

himri은 50 m HP-FFAP와 20 m Carbowax 20 M 
capillary cohimn이었고 c이umn 온도는 80t —150 
t 까지 programming하였다. 생성물질은 표준물질을 

구입하여 확인하였다.

결과 및 고찰

Ru(IH) 착물의 촉매적 특성. 반웅 (1)에서 금속 

착물이 없을 경우 생성물질로서 알데히드나 에폭시 

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극성을 나타내는 테트 

라아자 거대고리 리간드의 Ru(III) 착물을 촉매제로 

하였을 때 올레핀의 산화반응 결과를 몇가지 oxi- 
dant의 영향과 함께 Table 1과 2에 수록하였다. Table 
1이나 2에 나타낸 substrate 의 conversion(%)은 

{([S]厂[S%)/[S],}X1(X)(%) 식에 따라 계산하였다. 

여기서 [S丄와 [S]/는 기질의 초기 농도와 반응 후 

남은 농도를 각각 나타낸다.

반응 (1)에서 사용한 substrate가 1-octene, cyc

looctene, 1-hexene, 및 cyclohexene일 때 주요 생 

성물질은 에폭시드나 알콜이었으나(T사伽 1), sty- 
rene에서는 Ru(III)-phosphine이나 Pd(II)~diohos- 
phine 착물과 같은 다른 촉매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에폭시드와 알데히드이었다히e 2). Ru(III) 착물의 

촉매적 활성은 oxidant나 기질의 성질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지만 전반적으로 [Ru(协蹈 

[14]-ane)Cl2] + >ERu(rac-Me6-E14]~ane)Cl2] + > 
[Ru(cy신am)C12「순서로 활성도의 감소 현상을 나 

타내었다. 이러한 촉매 특성을 가지는 이들 착물의 

charge transfer 에너지伽―出*：如는 Cl~ 이온궈 

도함수)待는 *3〜370 nm와 323〜314 run에서 나타 

났다. 이 에너지가 [Ru(me5O-Me6-E14]-ane)Cl2]+ 
(370 nm) < [Ru(rac-Me6- L14] ~ane)Cl2]+(366 nm)< 
[Ru(cyclam)Cl2y (360 nm) 순서로 증가한 것은 Ru 

0rr)—T C「Qnr)의 상호작용이 거대고리 리간드 

meso-Mee- [ 14]-ane <rac~^A^~ [ 14] -ane <cyclam 
순서로 증가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dn <一 

간의 상호작용이 강할 수록 RrC「의 결합이 더욱 

강하게 되어 cr 이온의 해리는 더 어렵게 된다. 이에 

따라 촉매반응 과정에서 cr 이온의 해리 후에 형

1994, Vol. 38,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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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atalytic activities of Ru(III)-Macrocyclic complexes for olefin oxidation

Olefin Oxidant Cat.
Conversion0 Product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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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yclohexene NaOCl LRu(w^-Me6-L14]-ane)Cl2]Cl

HQ

Z-BuOOH

CRu(nzc-Me6-[14]-ane)Cl2]Cl
[Ru(cyclam)Cl2]Cl
[Ru(w«so-Me6-[14]-ane)Cl2]Cl
[Ru(rac-Me6-E14]-ane)Cl2]Cl
[Ru(cyclam)Cl2]Cl
[Ru(mes<?-Me6- [ 14] -ane)Cl2]Cl
[Ru(nzc-Me6-[ 14]-ane)Cl2] Cl
[Ru(cyclam)Cl2]Cl

2. 1-Hexene NaOCl

皿

[Ru(/Meso-Me6-[14]-ane)Cl2]Cl
ERu(rac-Me6-[ 14]-ane)Cl2]Cl
[Ru(cyclam)Cl2]Cl
[Ru(w«so-Me6-[14]-ane)Cl2IICl
[Ru(rac- Me6- [ 14] -ane)Cl2]Cl
[Ru(cyclam)CI2]Cl

3. Cyclohexene NaOCl [Ru(m^so-Me6-[14]-ane)Cl2]CI 
LRu(rac-Me6- [ 14] -ane)Cl2]Cl 
ERu(cyclam)Cl2]Cl

4. 1-Octene NaOCl [Ru(m^s<j-Me6-E14]-ane)Cl2]Cl
[Ru(ra(?-Me6-r 14]-ane)Cl2]Cl
[Ru(cyclam)Cl2] Cl

Experimental Condition: substrate (3.33 mmol), catalyst (5 pmol), benzyldimethyltetradecylammonium chloride 
(0.1 mmol), and oxidant (6 mmol) in 10 m/ 1,2-dichloroethane at 83t： for 3 hr. ^Conversions were based on 
initial substrate concentration, "A: cyclohexene oxide (1), 1-hexene oxide (2), cyclooctene oxide (3), 1-octene 
oxide (4), CB: cyclohexenol (1), 1-hexenol (2), cyclooctenol (3), 1-octenol (4).

성되는 중간 활성종인 Ru-oxo 착물의 생성이 어렵게 

되고, 또 촉매활성은 자연히 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외에도 6개의 CH3기를 가진 weso-Me6- 
[14]-ane이나 rac-Me6-E14]-ane 리간드는 촉매반 

응에서 착물이 Ru-ox。형의 중간체를 형성했을 때 

Ru-N4의 평면이 더욱 찌그러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생긴 입체적 장애는 촉매 활성이 거의 없는 metal- 

0x0의 dimer를 형성할 수 없도록 한다. 즉, 이 두 

리간드는 Ru-oxo 종이 형성된 후 촉매활성이 유지 

되는 monomer 상태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같이 Ru-Cl의 결합강도, Ru-N4 평면 

의 찌그러짐 등으로 meso-Me厂이나 rac~ 

Me6-[14卜ane의 Ru 착물은 촉매반응의 cycle에서 

terminal oxidant로부터 기질로 산소 전달을 용이 

하게 하므로, 이들 리간드 착물의 촉매적 활성은 cyc- 
lam 착물에 비하여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찬가 

지로 substrate7} styrene 경우(Table 2) [Ru(cyc- 
lam)Cl2]+ 착이온의 활성(88%)이 다른 Ru(III) 착물 

에 비하여 약간 떨어지기는 하지만 cyclooctene 등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대단히 높은 활성(>90%)을 나 

타내었다. styrene 산화반응에서 Ru 착물의 이러한 

촉매적 활성은 동일한 거대고리 리간드의 Ni 착물인, 

[Ni(次S0-Me&-[14]-ane)]2+와 [Ni(mc-Me厂[14卜 

ane)]2+에서의 수율(〉90%)과 대단히 유사하다帰. 

Table 1과 2를 보면 Ru(III) 착물의 epoxide에 대한 

촉매적 선택성도 styre眼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대단히 높은 70〜95% 범위임을 알 수 있다. Ru- 
phosphine(P)rP=/»i5(diphenylphosphine)propane 

(dppp), diphenylphosphinopyridylethane(dppe)] 착 

물의 경우 styrene과 1-octene^] conversion(%)^ 
각각 7%(dppp)오} 12%(dppe), 그리고 l%(dppp와 

dppe)로 촉매제의 활성은 대단히 낮다“. 산화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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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실험조건이 다른 상태에서 conversion(%) 
만으로 착물의 촉매적 기능성을 간단하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styrene 산화반응에서 주요 생성물질인 

에폭시드의 선택성은 Ru-N4 착물과 Ru-phosphine 
에서 각각 >70%와 35%이므로 이들 착물의 촉매적 

기능성을 어느 정도 비교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m^so-Me6- C14] -ane, rac-Me6-[14]-ane, 및 cyclam 

과 같은 거대고리 리간드의 Ru(III) 착물은 본 실험에 

사용한 올레핀의 산화반응에서 촉매제로서의 이용 

가치가 비교적 높다고 생각된다.

촉매반옹에 대한 terminal oxidant의 영향. N4 형 

의 거대고리 리간드나 schift-base 리간드의 착물을 

촉매제로 하는 올레핀 산화반응 즉 epoxidation이나 

hydroxylation 등에서 산화제는 PhlO나 ROOH를 

많이 사용한다】8. 그러나 이들 착물을 이용한 촉매적 

산화반응에서 일반적으로 NaOCl이 우수한 산화제로 

알려져 있다呪 Table 1과 2에 수록된 반응 ⑴의 

결과에서도 Ru(III) 착물의 촉매적 활성은 cyclooc- 
tene이나 1-octene에서 다소 떨어지기는 하지만 산 

화제가 NaOCl 일 때 전반적으로 다른 산화제에 비 

하여 비교적 높았다. Table 1과 2에 포함된 각 subst- 

rate에서 산화제의 효과는 대체로 NaOCl>/- 
BuOOH>H2()2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산화제가 H2O2 
일 때 Ru(III) 착물의 촉매적 활성은 거의 발견할 

수 없었다. 이들 중에 cyclohexene(TtzftZ^ 1)과 sty- 

reneCF”况0 2)의 산화반응에서 산화제가 좀 더 bu- 

Iky한 f-BuOOH일 때는 NaOCl일 때와는 반대로 

LRu(cyclam)Cl2]2+ 착이온에 비하여 비교적 더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현상은 올레핀 산화반응 

에서 oxidant와 착이온으로부터 형성되는 Ru-oxo 
종의 생성과정이 산화제 자체의 입체적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에 따라 반응 (1)에서 Ru(III) 
착물의 활성은 기질의 특성과 함께 착물을 구성하고 

있는 거대고리 리간드의 flexibility, Ru-Cl의 결합 

강도, oxidant의 입체적 장애 등의 의하여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Ni(II)-, Cu(II)-, 및 Pd(n)-(meso-Me6- [ 14] -ane) 
착물의 촉매적 활성. 사각평면 착물인 Ni(II)-, Cu
(II) -, 및 Pd(II)-(w^so-Mee-[ 14]-ane) 거대고리 착 

물은 6배위체인 Ru(III) 거대고리 착물의 촉매적 특 

성과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었다(7况说 3).
반응 (1)에 따라 이들 금속이온의 彻0%-Me矿 

E14]-ane 거대고리 착물을 촉매제로 한 1-octene의 

산화반응 결과(7云히。3)와 Ru(III)-(meso-Me6-[14]- 

ane) 착물을 촉매제로 했을 때의 결과沥血 1)를 

비교하면 생성물질에서부터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Table 1과 3에서 가장 많이 생성된 물질은 모두 1,2- 
epoxyoctene 이었으나 Ni(II)-(Mi^so-Me6~[14]-ane) 

과 같은 사각평면 착물에서는0况屁 3), 팔면체인 Ru
(III) 거대고리 착물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Aheptyla- 

Idehyde가 l-octanal보다 더 많은 양으로 생성되었 

다. 1-octene의 conversion(%)은 ENi(w^so-Me6-

Table 2. Catalytic activities of Ru(III)-Macrocyclic complexes for styrene oxidation

Oxidant Cat.
Conversion Product distribution*

(%) A(%) B(%) C(%)

NaOCl LRu(m^so-Me6-E14]-ane)Cl2I]Cl 99.8 51.3 7.6 41.1
[Ru(rac-Me6-E14]-ane)CI2]Cl 99.7 57.3 7.1 35.6
ERu(cyclam)Cl2]Cl 88.3 50.5 7.4 41.2

H2O2 [Ru(m^5o-Me6-[14]-ane)Cl2]CI 0.3 100 0 0
[Ru(rac-Me6-[14]-ane)Cl2]Cl 0.4 50 0 0
rRu(cyclam)Cl2]Cl 0.1 100 0 0

f-BuOOH [Ru(w^so-Me6-[ 14]-ane)Cl2] Cl 22.9 68.6 2.2 29.3
[Ru(rac-Me6-L14]-ane)C12]Cl 21.1 72.0 0.5 27.5
[Ru(cyclam)Cl2]Cl 38.7 43.2 1.3 55.6

Experimental Condition: substrate (3.33 mmol), catalyst (5 卩mol), benzyldimethyltetradecylammonium chloride 
(0.1 mmol), and oxidant (6 mmol) in 10 mZ 1,2-dichloroethane at 83t for 3 hr. “Conversions were based on 
initial substrate concentration, ftA: benzaldehyde, B: styrene oxide, C: phenylaldehy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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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atalytic activities of [me5(?-Me6- [ 14]-ane] complexes for 1-octene oxidation

Cat.
Products (X102 mmol) Conversion^ Product distribution^1

A B C (%) A(%) B(%) C(%)

Ni 0.4 0.8 4.3 28 7.3 14.5 77.2
Cu 0.8 2.0 3.1 30 13.6 33.9 52.5
Pd 1.2 1.8 3.8 34 17.6 26.5 55.9

Experimental Condition: 1-octene (2 mm시), catalyst (0.062 mm이), and PhlO (0.8 mmol) in 10 ml acetonitril at 
50t： for 5 hr. “Conversions were based on formed Phi, "A: 2-octanone, B: heptanal, C: 1,2-epoxyoctane.

E14]-ane)]2+<ECu(meso-Me6-[14]-ane)I!2+<[Pd 
(weso-Me6-C14]-ane)]2+ 순서로 증가하였는데 이 

러한 촉매제의 활성 경향성은 furanone 이나 carbo- 

nate의 생성반응为이나 styrene의 산화반응》에서 사 

용한 Ni(II)이나 Pd(II) 금속이온의 diphosphine 착 

물의 촉매적 특성 경향성돠 일치한다. Table 3에서 

1-octene^] conversion(%)(28~34%)5- 보아 대체로 

이들 착물의 촉매적 효능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Ru- 
phosphine 착물의 촉매적 활성(1%严보다는 높다. 

생성물 epoxide의 선택성을 보면 Cu(II)~나 Pd- 
(meso-Me6_E14]-ane) 착물(〈60%)에서는 Ru-pho
sphine 착물(>65%)에 비하여 다소 떨어지나, ([Ni 
(weso-Me6-[14]-ane)](ClO4)2 착물의 선택성(>77 
%)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14-membered 거대고리 

착물은 금속이온의 크기와 고리 리간드의 cavity를 

비교할 때 금속이온이 Ni(II) 이온일 경우 가장 안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Ni 

(meso-Me6-E14]-ane)] (C1O4)2 착물의 활성 °1 Cu 

(11)=나 Pd(II)~伽。soTMB-에 비하여 떨어 

지는 것은 사각평면 거대고리 착물의 안정도가 증 

가할 수록 금속이온의 Z축 방향으로 산화제인 

마110나 substrate인 l-octene의 접근이 더욱 어려 

워지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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