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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나와 같은 표면적이 큰 지지체에 시약을 

흡착시켜 여러 부류의 유기물질과 반응시키면 반응 

성을 중대시킬 수 있고 후처리도 간편함이 알려진 

후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 그 중에서 할로겐화 알킬의 

친핵성 치환반응에 관한 반응의 부류들 로는 티오 

시안화,1 시안화,2T 아지드화,5 요오드화의 상대적 

반응속도6 아세트산음이온화7T1 및 황화반응12 등을 

들 수 있다.

알루미나를 이용한 친핵성 치환반웅 연구는 궁극 

적으로는 알루미나의 존재로 인해 메카니즘이 어떻 

게 달라지는지, 또는 어떤 물리화학적 인자가 반응을 

촉진시키는 요인인지를 파악하는 것이지만, 현재까 

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반응의 촉진만을 

믿고 다양한 조건에서 여러가지 규격의 알루미나를 

이용하는 산발적인 연구 결과 때문에 일관된 경향을 

검토하기가 어렵다. 이미 문헌에 지적된 바'3와 같이 

앞으로의 이러한 반응 연구는 알루미나의 규격을 

명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Regen"은 1-브로모옥탄과Cl", CN", OA<T 
등의 친핵제와의 반응성이「>CN->C「>OAc「 

순으로 감소한다코 보고한 바 있다. 이 실험은 친 

핵제를 알루미나에 흡착시키지 않고 단순히 흔합 

가열하여 알루미나, 친핵제 염, 톨루엔-출발물질이 

관여하는 소위 triphase catalysis로 취급하여 얻은 

결과이다.

균일용액 반응과는 달리 알루미나와 같은 지지체 

가 존재하는 비균일상의 친핵성 치환반응에서 친핵 

성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조사하는 것은 이러한 

반응에서 알루미나의 역할을 규명하는 중요한 한 

부분일 것이라 여겨진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친 

핵성도는 용매가 양성자성인지 또는 비양성자성인 

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친핵성 치환을 촉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인 상이동 촉매 반응에서도 HQ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친핵성 순위는 일반적으로 비양 

성자성 용매에서 관찰되는 경향을 따른다.W7

본 연구에서는 1-브로모와 1-클로로옥탄을 출발 

물질로 하여 이를 알루미나에 흡착된 SCN-, CN-, 
N3一,「, Br~ (또는 CD, OAc" 등과 반응시켜 반 

응율을 조사하여 이들의 친핵성도를 비교 고찰하고 

자 한다.

실 험

시약 및 기기. 알루미나는 Merck사제 컬럼크로 

마토그래 피 용 Aluminium Oxide 90(Neutral, acti
vity I, 입자크기: 0.063~0.200 nm, 70~230 mesh 
ASTM)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친핵제 염은 시제품을 

정제하지 않고 이용하였으며, 1-브로모옥탄과 1-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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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옥탄은 1회 단순증류하여 사용하였다.

Gas chromatograph는 Varian Star 3400 A를 이 

용하여 기록하였으며, 이때 컬럼은 2mXl/8" ss, 10 
% SE-30/Chromosorb 80/100을 충진제로 사용하 

였다.

친핵제 염을 알루미나에 흡착시키는 방법은 문헌5 
에 따라 실시하였다. 즉, 잔류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단순 흡착, 회전 증발기로 감압하에서의 수분제거, 

120M에서 24시간 건조시키는 순서로 친핵제 시약이 

흡착된 알루미나 시료를 제조하여 사용하였는데, 이 

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친핵 제는 1.5mmol/lg alu- 
mina가 되게 혼합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일반적 친핵성 치환반응. 1-할로옥탄 3 mmol을 

친핵제가 흡착된 알루미나 6g(9mmol의 친핵제에 

해당)와 혼합하여 80t： 에서 가열 교반하였다. 헵탄 

10mL를 가해 반응시킬 때에는 둥근 바닥 플라스 

크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몇 방울의 헵탄을 

써서 거의 마른 상태에서 반응시킬 때는 자체 제작한 

Cold-finger형의 반응기를 이용하였다. 이것은 일정 

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건조된 상태에서 발생 

하는 흩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일정시간 반응 

후 내용물을 분액 깔대기에 넣고 소량의 물을 가한 

뒤 에테르로 3회 추출하였다. 반응율은 크로마토그 

램에 나타나는 모든 피이크의 신호 세기와 생성물의 

신호세기와의 비를 계산하여 얻었다.

결과 및 고찰

알루미나에 흡착된 시약은 흡착량에 따라 반옹성 

이 다르다. SCN-과 N3「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l~3mmol/lg alumina가 최적이고, 10 
mmol 이상이면 효과가 없었다.W 본 실험에서는 

기존의 방법에 따라 1.5 mmol의 시약이 흡착된 것을 

이용하였다.

1-브로모옥탄 3 mmol과 9 mmol의 친핵제를 흡 

착시킨 6 g의 알루미나를 10mL 의 헵탄에 가한 후 

80@에서 막대자석으로 교반하여 2시간 후 반응 

내용물을 처리하고, 미반응 출발물질과 생성물의 비 

를 GC로 구하였으며 이를 Table 1에 실었다.

Table 1은 통상적인 수득률이나 반응이 완결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여러 친핵제의

Table 1. Reactivity of nucleophiles supported on alu
mina toward 1-bromooctane in heptane at 80 V

Nucleophile 
(Nu)

Reaction 
time (hr)

C8H17-Nu
Yield (%)

C8H17-OH
Yield (%)

cpw- 2.0 71.6 —
2.0 69.5 6.6
2.0 489 14.0
2.0 32.5 12.2
2.0 29.3 8.9

OAb 2.0 —C —

°1-Bromooctane (0.6 g, 3.1 mmol) was reacted with 6 g 
of nucleophilic salt adsorbed alumina (9 mmol) in 10 
mL heptane. ^Reaction of 1-bromooctane with KI in 
heptane in the absence of alumina gave 5% 1-iodooc
tane. "Negligible.

상대적 친핵성도을 비교하기 위해 임의로 미완결된 

반응을 상호 비교한 것이다. GC를 이용하여 최종 

수득률을 조사하려면 내부 기준시약을 첨가하여 단 

리된 생성물(isolated product)의 수득률과 근접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생성물과 출발물질이 공존하면 

이러한 번거러움 없이도 여러 친핵제를 상호비교할 

수 있다.

NaSCN, NaM는 헵탄을 용매로 한 반응에서 알 

루미나를 이용하면 4〜5시간 내에 반응을 완료할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이 반응을 용매없이 실시하면 

더욱 빠른 시간내에 반응을 완결할 수 있다. 친핵제는 

모두 Na염을 이용하였지만, 알루미나에 흡착된 

Nal는 1201에서 24시간 건조할 시에는 Nal가 산 

화되어 착색되므로 친핵제「의 경우는 KI를 흡착 

시킨 알루미나를 이용하였다. K+, Na+의 염 종류에 

따라 반응성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되나 K+와 Na+ 
염간의 반응성이 친핵성도가 바뀌어질 정도로 크지 

않을 것이라 보고 KI를 흡착시킨 알루미나를 이용 

하여 같은 조건에서 헵탄 용매내에서 반응시킨 결과 

KI만의 경우는 2시간내에 불과 5%의 1-요오도옥탄 

이 생기지만, 알루미나에 흡착된 KI의 경우는 동일 

시간 반응에 수득률은 거의 50%에 가깝다. 따라서 

알루미나에 흡착된 시약의 반응성이 훨씬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예측과는 달리 NaOAc가 흡착된 알루미 

나와 1-브로모옥탄의 반응에서는 4시간의 반응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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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생성물을 감지하기가 어려웠다. SCN-올 위시 

한 모든 친핵제와 똑같은 조건하에서 비교하기엔 

친핵성도가 너무 낮았다. OAb의 경우, 톨루엔을 

용매로 사용하고 92시간을 반응시킨 결과 66% 생 
성물을 얻었다는 보고“가 있으며, 용매없이 실시하면 

더 빠른 반응을 한다는 논문이。도 있다.

Table 1 에서 친핵성의 세기 순서는 SCN-＞N「 

＞「＞CN-＞C「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C「이다. 이 순서는 치환반응이 양 

성자성 용매에서 일어나는 순서와 같다. 흡착된 알 

루미나와의 반웅에서 H2O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보통의 방법으로는 제거되지 않는 잔류 수분이 예 

상될 뿐이다. 이 밖에도 알루미나의 표면은 IR올 

이용한 연구로 알려진 바와 같이 —A1-OH 부분이 

존재한다.也83 알루미나의 역할을 지적하는 물리화 

학적 파라메타는 없는 실정이지만 본 실험의 결과는 

알루미나 표면에서 일어나는 치환반응에서 히드록 

실기와 친핵제와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추정하게 

한다.

다음으로, 1-브로모옥탄과 1-클로로옥탄의 친핵성 

치환을 헵탄 용매없이 실시할 때는 실험조작이 단 

순치 않다. 막대자석으로 교血시 일어나는 알루미나 

의 훝날림과 온도조절이 재혁성을 떨어트리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헵탄 수 

방울을 첨가하였다. 이를 heptane-wet condition이 

라 일컬었고 그 치환반응의 결과를 Table 2에 나타 

냈다.

Table 2를 Table 1과 비교해 볼 때 지적할 수 있는 

점은 친핵성 치환반응이 용매없이도 더 빠르게 진 

행됨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강한 친핵제인 

SCN-의 경우를 살펴보아도 1-브로모옥탄은 헵탄 

에서 최소 4시간을 요하면서 티오시안화되지만 hep
tane-wet 조건에서는 한두 시간 사이 반응을 종결할 

수 있었다. 1-클로로옥탄도 용매없이 4시간이 넘으면 

수득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향상된 반응성은 

이 두 반응물이 알루미나의 극성 표면에서 가까이 

인접해 있을 때 가능하며, 이것은 알루미나의 역할 

이라는 .가설20을 본 실험 결과가 뒷받침한다고 본다.

친핵성도의 상대적 비교도 Table 1에서 얻은 결 

과와 같이 SCN-＞N「＞「＞C「＞OAcr＞]a, 1-클 

로로옥탄의 반응에서「＞Br-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Table 2. Reactivity of nucleophiles supported on alu
mina toward 1-halooctane under heptane wet condi
tion at 801丁

c8h17-x 
(X=Br,Cl)

Nucleophile Reaction C8H17-Nu c8h17-oh 
Yield (%) Yield (%)(Nu) tim整(hr)

CgHn-Br SCN- 1.0 〜95 —
n3- 1.0 90.1 9.9
r 1.0 72.0 14.0
CN- 1.0 845 7.2
cr 1.0 16.0 16.0

C8H17-C1 SCN- 4.0 90.7 45
n3- 4.0 87.4 6.0
r 4.0 62.5 14.0
CN- 4.0 32.5 8.5
Br- 4.0 22.7 27.0

"Reactions were carried out with several drops of added 
heptane to prevent the possible condensation of reactant 
on the condenser. Even under this condition, alumina 
was free-flowing.

의외로 1-브로모옥탄의 반옹에서는 CN-이「보다 

약간 강한 친핵제로 나타났다.

1-할로옥탄의 친핵성 치환에서 치환반응 생성물 

외에 해당하는 알코올이 GC로 확인되었다. 齢2형의 

반응에서는 수용액을 용매로 쓰지 않는 한 무수용 

매에서는 해당하는 알코올은 관찰되지 않거나 무시 

된다. HzO는 상기한 친핵제에 비해 친핵성이 낮기 

때문이다. 알루미나를 지지체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잔류 수분이 존재하고 이것은 알루미나의 역할에 

의해 무시되지 않을 정도의 가수분해 생성물을 만 

든다고 본다. Ando 둥'은 1-브로모옥탄과 Ac。-와의 

반웅에서 잔여 수분에 의한 알코올 생성은 10% 정 

도라고 기술한 바 있다.

1-브로모옥탄과 NaNd 의 반응은 NO「의 낮은 

친핵성 때문에 OAc-와 마찬가지로 다른 친핵제와 

상호 비교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NQ-는 양쪽자리 

성으로서 두 가지 화합물 니트로옥탄(CsHwNQ)과 

니트로소옥시옥탄(CsHiQNO)를 생성하는데, 후자는 

열적 안정성이 낮아 에서는 분해한다. DMSO를 

사용하여 60% 정도의 니트로옥탄을 만든 Komb- 
him의，연구2後를 개선하기 위해 알루미나를 이용한 

실험을 계속 진행중에 있다.

1995, Vol. 39, No. 7



朴永勳•金昌培588

결 론

1-브로모옥탄,「클로로옥탄과 여러가지 친핵제를 

흡착시킨 알루미나와의 치환반응을 헵탄 용매에서와 

무용매 상태에서 실시하였다. 친핵성 치환은 용매없 

이도 빠르게 진행되었으므로 실험실 제조 방법에 

응용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반응율을 관찰한 결과 친핵성도의 순위는 SCN- 
＞N「＞「으 CIS「＞C「（또는 B「）＞OAL이고 CN" 
는「와 순서가 뒤바뀌기도 하였다. 이 순위는 치 

환반응이 양성자성 용매에서 일어날 때의 순서와 

일치한다. 따라서 이 친핵제의 세기는 용매화가 없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알루미나 표면에서 一A1- 
0H의 히드록실기가 적극 참여하는 메카니즘에 영 

향을 받는다고 여겨진다.

또 한편으로는 흅착된 잔류 瓦0가 친핵성에 영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헵탄을 사용했을 때의 

반웅보다는 무용매 상태에서 더 빠른 반응이 일어 

난다는 것은 알루미나의 표면에서 두 반응물이 근 

접할 수 있고, 이러한 근접을 가능케 하는 것이 알 

루미나의 역할임을 뒷받침한다고 본다.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 연구비（과제번호 931- 
0800-029-2）의 일부로 이루어졌으며,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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