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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여러가지 비대칭 벤질 에테르들과 벤질 알킬 에테르들올 CHEQEt-NaOCl수용액 (6.6 mol eq.)의 

2상 용매계에서 4-methoxy-2(2,6,6-tetramethylpiperidine-l-oxyl(0.03mol eq., 4-methoxy-TEMPO)을 이용 

하여 산화시키면 벤조에이트로 산화가 일어난다. 4-Methoxy-TEMPO는 2차 산화제인 NaOCl에 의하여 본 

반웅의 산화제 인 N-oxo-4-methoxyf2,2,6,6-tetramethyl-piperidium (JV-oxoammonium 염)으로 변환된다. 

7V-oxoammonium 염은 에테르를 산화시키고 _N~hydroxy-4-methoxy-2,2,6,6-tetramethylpiperidine(hydn)xy・ 
amine)으로 환원된다. Hydroxy-amine은 NaOCl에 의하여 2V-oxoammonium 염으로 순환 재생되므로 4-me- 
thoxy-TEMPQ는 촉매량 사용하였다. 이 반웅은 또한 조촉매인 KBr(0.03mol eq.)가 필수적이고 반응 중 

pH는 8.0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0~5紀의 반웅 온도로 2.5시간 반응시키면 대부분 벤조에이트로 산화 

되었다. 벤질 알킬 에테르들의 선택성 산화는 수소의 산도와 알킬기의 입체효과에 영향을 받음이 고찰되었다.

ABSTRACT. The oxidation of various benzyl ethers and benzyl alkyl ethers to benzoates has been 
studied in two-phase system of CH3CO2Et and aqueous NaOCl (6.6 mol eq.). The oxidant 7V-oxo-4-me- 
thoxy-2,2,6t6-tetramethylpiperidium bromide (2V-oxoammonium salt) was prepared in situ and recycled 
by addition of 4-methoxy-2^(6,6-tetramethylpiperidine-l-oxyI (0.03 mol eq., 4-methoxy-TEMPO), co*ca- 
talyst KBr (0.03 mol eq.) and second oxidant NaOCl. Thus the cat기ytic amount of 4-methoxy-TEMPO 
was used. An adjustment of the pH value of below 8.0 was also required for this reaction with 2.5 
hr of reaction time at 0—51. Under these conditions benzyl ethers were oxidized to benzoates. The 
selectivity of oxidation of benzyl alkyl ethers is dependent on the acidity of hydrogen and steric effect 
of alkyl group.

서 론

탄수화물과 뉴클레오사이드 화학에서 중요한 반 

웅인 에테르(R0R)의 산화반옹은 에테르를 에스터로 

산화시키는 반응卜9과 산화절단반웅으로 R과 R'으로 

해리되어 日과 꼬기가 이차 알킬기이면 케톤으로 산 

화되고 R나 끄기가 일차 알킬기이면 알데히드로 산 

화되고 더욱 산화가 진행되면 산으로 변환되기도 

한다.10〜32 중금속 화합물들이 이와 같은 산화반응에 

많이 이용되었으나 공해문제 때문에 비금속 산화제 

들의 개발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들 중 N-oxo-226, 
6^tetramethylpiperidium 염 (N-oxoammonium 염) 

이 좋은 산화제로 알려져33 알콜들,33〜* 디올들拦 hy
droxide 이온? 포스핀들,妃 페놀들,42 아민들,3MIT4 

enolizable 케톤36成과 诅出仙들의45 산화 반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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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이 수행되어지고 있다. N-oxoammonium 염 

을 웅용한 산화 방법은 다양하여 첫째로 N-oxoam- 
monium 염을 산화제로 이용하는 것과鸠~“ 둘째는 

N-oxoammonium 염을 매개체로 촉매량 사용하고 

제2의 산화제로 이를 재생 순환시키는 방법이 있 

다.“~53 세째는 2,2,6,6-tetramethylpiperidine-l- 

oxyl(TEMPO)를 산촉매에 의해서 불균형 분해시켜 

N-oxoammonium 염을 형성하여 산화반응에 이용 

하는 것이다.54

N-oxoammonium 염이 에테르의 산화반응에 이 

용된 방법은 이상에서 열거한 반응 중 첫째 방법으로 

에테르가 알데히드와 알킬 할라이드로 절단되는 연 

구만 보고되었다.55 이 반응의 중간체로 [PhCH+OR] 

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H2O와 반응하면 헤미아세탈 

로 변환될 수 있다. 헤미아세탈은 전기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벤질 에테르을 벤조에이트로 산화시키는 반 

웅에서 중간체로 보고된 화합물이다.56 따라서 두번째 

방법으로 수용액과 이상 용매계에서 반응시키면 에 

테르가 절단산화반응이 아닌 에스터로의 산화반응이 

가능한가를 검토한 결과 4-methoxy-2,2,6,6-tetra- 
methylpiperidine-l-oxyl(4-methoxy-TEMPO) 을 

촉매량 사용하여 실험실에서 용이하게 구할 수 있는 

산화제 NaOCl로 N-oxoammonium 염을 용기내에서 

순환 재생시키면 벤질 에테르들이 벤조에이트로 산 

화되므로 이를 속보로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반응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찰하여 최적 

반응 조건을 검토하고 이 반응 메카니즘을 이해하 

고자 한다.

실 험

시약 및 기기. 본 실험에서 사용한 4-methoxy- 

TEMPO는 4-hydroxy-TEMPO로부터 Endo의 방법 

으로 합성하였다.* 에테르들의 합성에 사용한 벤질 

알콜 유도체와 할로겐화 알칸들은 정제하지 않고 

사용하였으며, NaOCl은 사용하기 전에 요오드 적 

정법으로 농도를 측정하여 냉장고에 보관 사용하였 

다. 4-Methoxy-TEMPO의 합성에 필요한 DMF용매 

정제는 수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sodium wire를 가 

하고 3~4시간 환류시킨 후 단순증류하였다. 녹는점 

측정은 Electrothermal 1A 6304 녹는점 측정기를

사용하였으며 보정은 하지 않았다. Ir spectra는 JA- 
SCO A-1 분광광도계 NMR 과 aC NMR spec-

tra는 FT NMR Bruker AC-80 모델과 FT NMR 
Brucker AM-300 모델을 사용하여 얻었다. MPLC는 

Yamazen UV-detector prep UVTOA와 pump 540 
올, GC/Mass 분광광도계는 Jeol JMS-DX 303으로 

column은 SPB-5(0.25mmX30m, capillary)를 사용 

하였다.

에테르 유도체들의 합성.叫 얼음욕에서 100 mL 

삼구 플라스크에 질소를 주입하면서 무수 DME 50 

mL 에 95% sodium hydride 0.78 g(31 mmol) 을 가한 

후 벤질 알콜 유도체 25 mmol을 서서히 적하하고 

기포(& 가스)의 발생이 완료될 때까지 교반하였다. 

기포의 발생이 멈추면 할로겐화 알칸 유도체 31 
mmol을 역시 서서히 적하하였다. 이 혼합물을 실 

온에서 반응물에 따라 약 5~24시간 동안 교반하였 

다. 반응 후 플라스코에 50mL의 증류수를 가하고 

생성물을 CH2C12 또는 CCL로 추출하였다. 추출한 

유기충을 무수 MgSQ로 건조하고 감압 농축기로 

유기 용매를 제거하였다. Kugelrohr 증류, column 

chromatography 또는 MPLC로 합성된 에테르를 

분리하고 'H NMR과 IR로 표준 spectra와 비교 확 

인하였다. 합성 수율은 거의 90% 이상이었다.

벤질 메칠 에테르의 산화반응. 50mL 삼구 플 

라스크에 벤질 메칠 에테르 0.49 g(4 mmol)과 CH3- 
CO2Et 용매 13 mL, 4-Methoxy-TEMPO 0.02 g(0.12 

mmol)과 0.12 M KBr 용액 lmL를 넣었다. 반응 중 

pH를 8.0 이하로 유지하기 위하여 NaHSO4 1.0g(6.6 
mmol)을 가한 후 얼음욕을 사용하여 온도를 0〜5 
紀로 유지시 켰다. 1.29 M NaOCl 20.5 mL(26.4 mmol) 

을 2시간 20분 동안 적가하고 얼음욕을 제거한 후 

10분 동안 더 교반하였다. 반응 후 유기층과 물층을 

분리한 후 물층을 에칠 에테르로 3번 추출하였다. 

분리한 유기층과 추출한 에테르 용액을 무수 MgSO4 
로 건조 후 감압 농축기로 용매를 제거하였다. 또한 

추출하고 남은 물층은 6N HC1 로 산성화하여 에칠 

에테르로 3번 추출한 후 무수 MgSQ로 건조하고 

감압 농축기로 용매를 제거하였다. 유기층에서는 

methyl benzoate 0.35 g(64%), benzaldehyde 0.01 g 
(11%)과 반웅되어지지 않은 에테르 0.02 g(12%) 그 

리고 물층에서는 benzoic acid 0.02g(ll%)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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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매량의 Piperidine-1-oxyl과 NaOCl계에서 벤질 에테르 유도체들의 산화 반웅 659

이 수득율은 분리한 화합물의 무게와 *H NMR과 

gc/mass로 순도를 확인하여 계산으로 구한 것이다. 

Benzaldehyde 와 methyl benzoate 및 benzoic acid 의 

확인은 보고된 표준 XH NMR과 IR을 비교함은 물론 

시약과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파라메칠벤질 에칠 에테르의 산화반옹. 50 mL 
삼구 플라스크에 파라메칠벤질 에칠 에테르 0.60 g(4 

mmol), CH3CO2Et 용매 13 mL, 4-methoxy-TEMPO 

0.02g(0.12mmol)과 0.12 M KBr 용액 ImL를 넣었 

다. 반응 중 pH 를 8.0 이하로 유지하기 위하여 Na- 
HSO4 1.0g(6.6mmoD을 가하고 얼음욕을 사용하여 

온도를 0~5笔로 유지시켰다. 1.29 M NaOCl 20.5 
mL(26.4 mmol)을 2시간 20분 동안 적가하고 얼음 

욕을 제거한 후 10분 동안 더 교반하였다. 반응 후 

유기층과 물층을 분리하고 물충을 에칠 에테르로 3번 

추출하였다. 분리한 유기층과 추출한 에테르를 무수 

MgSQ로 건조 후 감압 농축기로 용매를 제거하였다. 

또한 추출하고 남은 물층은 6N HC1 로 산성화하여 

에칠 에테르로 3번 추출한 후 무수 MgSQ로 건조 

하여 감압 농축기로 용매를 제거하였다. 유기충에서 

는 ethyl 4-methylbenzoate 0.35 g(53%), 4-methyl
benzyl acetate 0.01 g(5%), 4-methylbenzaldehyde 
0.01 町%)과 반응되어지지 않은 에테르 0.03g(18%) 

그리고 물충에서는 4-methylbenzoic acid 0.01 g(7%) 
을 얻었다. 이 수득율은 분리한 화합물의 무게와 'H 

NMR과 gc/mass로 순도를 확인하여 구한 것이다. 

4-methyl benzoate, 4-methylbenzyl acetate, 4-me- 

thylbenzaldehyde와 4-methylbenzoic acid의 확인은 

보고된 표준 NMR과 IR을 비교할 뿐만 아니라 

시약과 비교함으로써 확인하였다.

고찰된 모든 벤질 에테르 유도체들의 산화 반응 

들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 확인하였다.

결과 및 고찰

본 산화반웅계에서는 촉매량(0.03 mol eq.)의 4- 

methoxy-TEMPO와 2차 산화제인 NaOCl에 조촉 

매인 KBr을 이용하여 2상 용매계에서 N-oxoammo 
nium 염을 형성시키고 결국 N-oxoammonium 염이 

벤질 에테르를 산화시키는 것이다. N-oxoammo- 

nium 염은 에테르를 산화시키고 자신은 N-hyd-

+ HBr 
Scheme 1.

roxy-4-methoxy-2,2,6,6-tetramethylpiperidine(hy- 

droxyamine)으로 환원된다. 이 hydroxyamine은 

NaOCl에 의해 다시 4-methoxy-TEMPO 및 N- 

oxoammonium 염으로 Scheme 1과 같이 재생 순환 

된다.

벤질 에테르의 산화 반응에 미치는 여러가지 영향 

에테르의 산화 반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 

하여 디밴질 에테르를 출발 물질로 반웅들을 시도 

하였다. 반웅은 얼음욕(0~5©에서 4-methoxy- 

TEMPO를 촉매량 가하고 NaOCl을 산화제로 이상 

용매계에서 수행하였다. 수용액 pH는 NaHSQ를 

첨가하여 조절하였다. 디벤질 에테르의 산화 반응에 

미치는 여러 반웅 조건은 다음과 같다.

4-Methoxy-TEMPO 및 용매의 영향. 디벤질 

에테르의 산화 반웅에서 4-methoxy-TEMPO^ 영 

향과 이상용매계에서의 용매 효과를 고찰하기 위하 

여 CH2C12, CH3CN, CHKC&Et와 CCl’ 용매를 사 

용하여 4-methoxy-TEMPO를 가한 경우와 가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 검토하였다《7况说 1).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4-methQxy-TEMPO를 

사용하지 않고 산화제인 NaOCl만을 사용하여 디벤 

질 에테르를 반응시켰을 때에는 사용한 4가지 용매 

에서 모두 벤조에이트로 산화되지 않고 대부분 반 

웅되지 않은 에테르만 회수되었다. 이에 반하여 4- 
methoxy-TEMPO 존재하에 NaOQ로 반응시킨 결 

과는 사용한 4가지 용매에서 모두 벤조에이트가 생 

성되었다. 즉 NaOCl도 산화제이지만 NaOCl 그 자 

체만으로는 디벤질 에테르를 벤조에이트로 산화시 

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4-methoxy-TEMPO는 본 

반응계의 필요한 산화 전구체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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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effect of 4-CH3O-TEMPO and solvents on the oxidation of dibenzyl ether

Yield (%/TEMPO Ether NaOCl Reaction
Solvent (m이 eq.) Cone. (M) (mol eq.) (M) time (hr.) Benzyl Benzal- Benzoic Unreacted

benzoate dehyde acid ether

CH2C12

ch3cn

CH3CO2Et

CCL

o
 
2
 
9
 
9
 
1
 
1
 
1
 
1
 

^

2

1

1

3

3

1

1

Q
Q

3.75 (0.73)
3.75 (0.84)
3.75 (0.73)
3.75 (0.73)
6.60 (1.29)
6.60 (1.29)
5.00 (0.83)
5.00 (0.83)

00
00
00
.00
.85
.17
.50
.50

320

41
0

800

6

166

6

7

3

o

3

6
 
9
 
6

202

83
33
77
31
840

99

o
 
9

^Reaction condition: dibenzyl ether (4 mmol), KBr (0.12 mmol), reacton temperature (0~5W) KHSO4 (5 mm이). 

^Isolated yi이d.

Table 2. The effect of the m시e equivalent of 4-methoxy-TEMPO on the oxidation of dibenzyl ether-1

4-Methoxy- Ether NaOCl Reaction 丫顽响

Solvent TEMPO Cone. (M) (ml eq.) (M) time (hr.) Benzyl Benzal- Benzoic Unreacted 
(mol eq.) benzoate dehyde acid ether

3
21

o
60

6
 
o

9

1674
80

2864

찌
3.00
2.50

\)- X
7
 XI/ x)z

2
 
3
 
9
 
9

9
 
&
 
2
 
8
 

0
 
0

6

44

0.09
8
 
0
 
9

0
 
3
 
2
 

a

CH2C12 0.01
ch2ci2 0.03
CH3CO2Et 0.03
CH3CO2Et 0.04

•"See correponding footnotes in Table 1.

용매의 효과는 동일한 반응조건에서 고찰한 것은 

아니지만 Table 1에서는 CHQ?과 CH3CN이 CH3- 
CQEt과 CCL보다 벤조에이트 수율이 저조함을 보 

여주며 Table 6에서는 CCl,가 CHQQEt보다 낮은 

벤조에이 트 수율을 보여 주므로 네가지 용매 중 CH3- 
CQEt 용매가 벤조에이트의 산화 수율이 가장 좋 

았다. 따라서 CH3CO2Et 용매를 에테르의 산화에 

미치는 반응 영향을 고찰하는데 사용하기로 하였다.

4-methoxy-TEMPO양이 반응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반응 조건은 약간 

다르게 설정되었을지라도 용매의 종류에 관계없이 

0.03 당량이면 양호한 수율로 벤조에이트가 얻어졌 

다.

KBr의 영향. N-oxoammonium 염을 직접 산화 

제로 사용하는 경우 방관이온에 따라 산화 능력의 

차이가 나타남이 보고되었고 특히 Br염이 C1 염보다 

반응성이 강함이 알려졌다.40 4-Methoxy-TEMPO와 

NaOCl계에서 알콜의 산화반응에서도 KC1 첨가시 

보다 KBr 첨가시에 반응이 월등히 잘 진행되었 

다.“,49~5i 또한 KC1 이나 KBr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대단히 저조한 산화력을 보여주었다.，어”51 따라서 

KBr의 양이 산화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Table 3). KBr의 양이 산화제로 사용한 4-methoxy- 
TEMPO와 같은 당량을 사용한 경우에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N-Oxoammonium 염보다 

과량의 KBr을 가하였을 때는 반응이 저조하다. 이는 

과량의 방관 이온이 존재하면 방관 이온들이 N- 

oxoammonium 염의 해리를 방해하는 공통 이온 

효과가 아닌가 사료된다.

NaSO’(pH)에 따른 영향. NaOCl의 산화력은 

반응액의 pH 에 따라 다르므로“酒，59 반응액의 pH를 

NaHSQ로 조절하였다. pH가 반응 중에 변화하므로 

NaOCl과 NaHSQ의 몰비에 따른 산화 반응성으로 

그 영향을 검토하였다. 또한 CH3CO2Et 용매에서 

CC14, CHQL와 CH3CN 용매에서 보다 높은 수율로 

에스터가 생성됨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CH3CO2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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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effect of the m이e equivlent of KBr on the oxidation of dibenzyl ether"

KBr Ether Cone. NaOCl Yield (砂

(mol eq.) (M) mol eq. (0.84 M) Benzyl benzoate Benzaldehyde Benzoic acid Unreacted ether

0.015 0.21 4 5 25 4
0.030 0.11 5 6 16 1
0.300 0.11 5 3 9 6
1.250 0.11 5 6 0 38

Tieaction condition: dibenzyl ether (4 mmol), 4-MeO-TEMPO (the same amount of KBr), KHSO4 (5 mmol) 
in CH3CO2Et and reacton temperature (0~51). "Isolated yield.

Table 4. The effect of NaHSO4 on the oxidation of dibenzyl ether0

Solvent

NaHSO4: NaOCl (M) 
mol eq. ratio

Ether Cone.
(M)

Reactionl 
time (hr)

Yield (%)。

Benzyl 
benzoate

Benzal
dehyde

Benzoic 
acid

Unreacted 
ether

CCL 0 :16.0 (0.92) 0.23 2.0 0 0 0 99
1:7.7 (0.92) 023 1.0 5 3 3 86
l：4.0 (0.92) 0.29 1.0 6 7 24
1：3.8 (0.84) 0.11 1.5 3 9 6
1：3.5 (0.84) 0.17 1.0 3 10 15

CH3CO2Et 1: 5.2 (0.92) 0.22 2.5 0 5 9
1：4.3 (0.92) 0.22 2.5 0 19 5
l：4.0 (1.29) 0.29 2.7 3 18 6
1:3.3 (0.92) 0.23 1.5 3 20 7

V : 1.4 (0.84) 0.22 5.0 2 15 21
CH2C12 0 :10.8 (0.73) 0.40 8.0 0 3 4 93

V : 1.4 (0.84) 0.22 5.0 32 16 9 33
ch3cn r : 1.6 (0.73) 0.19 5.0 41 6 20 31

,■Reaction condition: dibenzyl ether (4 mmol), KBr (0.12 mmol), 4-MeO-TEMPO (0.12 mmol) and reacton tempe
rature (0~51). 'Isolated yield. "NaHCOs was used instead of NaHSQ.

용매에서 NaOCl: NaHSQ의 당량비가 4 ： 1인 경우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냈고 이와 같은 반응액은 반응 

중 pH가 8.0 이하인 약산성으로 나타났다.

강산성 용액에서 4-methoxy-TEMPO는 N-oxoa- 
mmonium 염과 hydroxyamine으로 불균등화 반옹이 

일어나 4-methoxy-TEMPO가 산화 작용을 함이 

알려졌다.55 따라서 강산성에서는 불균등화 반웅이 

우세하여 본 반응 순환계에서 4-methoxy-TEMPO 

가 JV-oxoammonium 염으로의 산화 반응이 저조하 

게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그러나 약산성 

에서는 이와 같은 불균등화 반응보다는 반응순환계 

에서 NaOCl에 의한 N-oxoammonium 염의 생성이 

우세한 것으로 본다. 한편 이 반웅계는 알카리성 

용액에서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NaOCl의 당량비와 에테르의 농도에 대한 영향. 

NaOCl은 온도와 반웅조건에 따라서 쉽게 분해되므 

로 NaOCl 당량비는 산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친다. 또한 이 산화 반웅계는 이상 용매계이므로 

유기용매의 양과 수용액의 양 즉 유기용매와 수용 

액의 비율도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NaOCl의 

당량비와 에테르의 농도에 대한 수율을 고찰하였다. 

Table 5는 NaOCl의 당량비 및 에데르의 농도에 따른 

산화반응에 대한 영향이다.

CH3CO2Et 용매에서는 NaOCl의 당량비가 6.6이며 

디벤질 에테르의 농도가 0.27M일 때 가장 좋은 조 

건임을 보여준다.. 디벤질 에테르 농도에 따른 수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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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effect of concentration of ether and mole eq of NaOCl on the oxidation of dibenzyl ether*

NaOCl (129 M) Concentration of Yield (%)”

(m시 eq.) dibenzyl ether (M) Benzyl benzoate Benzaldehyde Benzoic acid Unreacted ether

50
30
40
23
15
39
29
27
30
.23
.18
,27
.19
.15
.34
.31
.31
.27

。。。

26
30
46
56
66
49
77
74
65
72
72
83
61
73
76
83
80
87

5
3

103

7

2

3

2

6

7

9

3

6

3

0

3

3

3

9

8

24
177

23
167

18
108

166

10
19
18
20
15

26
375

6

13
10
15
239

7

13
10
15
105

6

0

6

“Reaction condition: ether (4 mmol), NaHSO4 (5 mmol), 4-CH3O*TEMPO (0.12 mm이), KBr (0.12 mm이) in solvent 
CH3CO2Et at reaction temperature (0~5°C). °Is이ated yield. 'Solvent CCI4.

동일한 NaOCl의 당량비에서 디벤질 에테르의 농도 

가 진할수록 즉 용매의 양이 적어져 벤조산의 생성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CC14 용매에서도 CH3- 
CO2Et 용매에서와 마찬가지로 에테르의 농도가 진 

할수록 벤조산의 생성이 증가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에테르를 에스터로 산화시키는데 이론적으로 사 

용되는 NaOCl 산화제의 당량비는 3당량인데 CH3- 
CO2Et 용매에서는 6.6당량이 소모되었다. 이 소모 

량은 에테르의 산화반응에서 일어나는 부반응인 산 

화 분해반응으로 생성되는 알데히드나 알콜을 산까 

지 산화하는데 소요되는 양과 반응 중에 HC1O로 

변환되어 반응에 참여하지 못하고 파괴되는 양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디벤질 에테르를 에스터로 산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Table 1~5의 결과들로부터 밝혀진 다음 조 

건으로 치환기에 따른 벤질 에테르들의 산화 반응을 

검토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벤질 에테르의 산화를 

시도하였다. CH3CO2Et 용매에서 에테르의 농도 0.27 

M, 4-methoxy-TEMPO 0.12당량, NaOCl(1.29 M) 

6.6당량, aq. KBr 0.12당량을 사용하고 NaHSO4 1.7

府 0-5%, NaHSO, 2.다». X^j-COR

X 4-MeO-TEMPO (0.03 mot eq.)
NaOCl (6.6 响 eq.)
KBr (0.03 m머 aq.) ,CH3CO2Et

X = 4-OCHg 4-CI R = CHa
2-CI, 3-CI CH2CH3
2-NO2 4-NO2 아侦상%
4-CH3i 2-CH3

Scheme 2. Reaction conditions in oxidation of benzyl 
ethers to esters.

당량을 가하여 반웅 중 pH를 8.0 이하로 유지시켜며 

얼음욕(0~513)에서 2시간 30분 반응시켰다. 고찰된 

반웅 조건에 따라 산화를 시도한 에테르들은 Scheme 

2와 같다.

벤질 메칠 에테르들의 산화. 위의 반응 조건으로 

여러 가지 밴질 메칠 에테르 유도체들에 대한 산화 

반웅 결과는 Table 6와 같다.

벤젠 치환체에 따른 벤질 메칠 에테르 유도체들의 

벤조에이트로의 산화 반웅 영향을 살펴보면 H>4- 
CH3>4-C1=2-C1>4-N()2>4-OCH3>2-CH3으로 나 

타났다. 파라화합물 중에서는 4-OCH3 화합물이 가장 

낮은 수율을 보였다. 이는 벤질 알콜이 벤즈알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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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 산화되는 반응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46 

CH’기 화합물들의 에스터 생성 수율은 치환기의 

위치 즉 2 위치(50%)와 4 위치(71%)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났으나, C1 경우는 2와 4 위치 화합물들의 

에스터로 산화 수득율(68%)은 동일하였다. 이로 보아 

각 치환체에 공통적으로 관찰되지는 않지만 2 위치의 

화합물은 N-oxoammonium 염이 입체적으로 거대 

함으로 산화반웅시 입체적 장애는 배제할 수는 없 

으나 본 산화반웅은 치환기의 정전기적 효과와 입 

체효과가 서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효과들이 

각각 정량적으로 얼마나 큰가에 관하여는 좀 더 자

“Reaction condition: ether (4 mmol), NaOCl (26.4 mmol), 
KBr (0.12 mmol), 4-CH3O-TEMPO (0.12 mmol), NaHSO4 
(6.6 mm이) in solvent CHaCOjEt (15 ml), for 2.5 hr reac
tion time. 'Isolated yield. 'CCI4 solvent was used instead

Table 6. Oxidation of substituted benzyl methyl ethers0

X-C6H4CHQCH2-R Yield (%/

X R Benzyl 
benzoate

Benzal
dehyde

Benzoic Unreacted
acid ether

H (小5 88 3 12 0
H H 75 2.7 20 2.7

4-CH3 H 71 6 25 13
4-C1 H 68 0 6 19

4-NO2 H 62 6 20 8
4-OCH3 H 58 0 5 46

2-C1 H 68 0 20 19
2-CH3 H 50 2 31 14
2-NO2c H 23 0 2 74
3-CF H 55 4 7 18

of CH3CO2Et. 

세한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formate는 반응 생성 

물에서 검출할 수 없었다.

벤질 에칠 에테르 및 비대칭 디벤질 에테르의 산 

화. a, a'의 수소를 가진 벤질 에틸 에테르 및 비 

대칭 디벤질 에테르의 산화반응을 시도하였다(7祯血 

7). 벤질 에칠 에테르의 a와 a'의 수소는 벤질기와 

에칠기로 산도가 다른 수소가 존재하나 두 개의 수소 

모두가 산화 작용을 받아 벤질 위치의 수소가 산화된 

벤조에이트 유도체들과 에틸기가 산화된 아세테이트 

유도체들의 두 가지 에스터들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벤질 위치에 수소의 산도가 더 크므로 에틸기의 수 

소보다 선택적으로 더 잘 산화되었다.

벤질 에틸 에테르의 산화 반응에서도 벤젠 고리 

치환기의 위치에 따른 벤조 에이트로의 산화성은 4- 
CH3>4-C1>2-C1〉2-NQ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의 

벤질 메틸 에테르들의 산화에서와 같이 2 위치의 

치환기는 입체장애 때문에 N-oxoammonium 염의 

공격을 방해하는 것과 유사하다. 아세테이트의 수율 

에 미치는 치환기의 영향은 2-Cl>4-Cl>2-NO2>4- 
CH3으로 벤조에이트 형성의. 경우와는 대략 반대 

성향을 보여준다. 한편 아세테이트에 대한 벤조에이 

트의 선택성 비율은 4-CH3>4-Cl>2-NO2>2-Cl 순 

이다. 비대칭 디벤질 에테르의 경우는 두 가지의 벤조 

에이트가 형성되는데 치환기에 따라 벤질 수소의 

산도 차이는 있지만 두 벤조 에이트의 생성 비율은 

거의 유사하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반응 메카니즘 

연구로나 가능하리라 본다.

반옹 메카니즘. 얻어진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반응 메카니즘을 추론하

Table 7. Oxidation of substituted unsymmetric benzyl ethers*1

X-C6H4CH2OCH2-R Yield (%)*

X R Benzyl benzoate Alkyl ester Benzaldehyde Benzoic acid Unreacted ether

4-CH3 ch3 60 7 0 5 46
4-C1 ch3 53 16 2.7 20 2.7
2-C1 ch3 37 17 3 12 0
2-NO2 ch3 34 14 6 20 8
4-CH3 C6H5 33(26) 伊 & 15
4-C1 33(3b) 25， 13

aReaction condition: ether (4 mmol), NaOCl (26.4 mm이), KBr (0.12 mm이), 4-CH3O~TEMPO (0.12 mm이), NaHSO4 
(6.6 mmol) in solvent CH3CO2Et (15 mL), for 2.5 hr reaction time, isolated yield. "Yield of substitued benzoate. 
^Yield of mixture of two benzaldehydes. "Yield of mixture of two benzoic ac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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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속보에서 제안한 것과 유사하다尹 즉 촉매로 사 

용된 4-methoxy-TEMPO는 산화제 NaOCl에 의하 

여 산화되고 KBr에 의하여 2V-oxoammonium+Br- 
올 형성한다. 벤질 에테르가 벤즈알데히드와 알킬 

할라이드로 산화 분해시 N-oxoammonium 염은 one 
electron transfer reagent로 제안되었다.55 따라서 

에테르의 비공유 전자쌍이 N~oxoammonium 염에 

전자가 2회 전이된 후 탈양성자화 반웅이 진행되어 

oxonium 양이온(GH5CH=O+R)을 형성한다. 이 반 

웅은 N-oxoammonium 염에 의해서 알테히드와 알 

킬 할라이드로 산화절단되는 반웅에서 제안된 것이 

다. 그러나 이 과정 중 에테르로부터 7V-oxoammo- 

nium 염에 전자가 1회 전이되어 생성된 중간체 C6H5 
CH-O+RB厂가 탈양성자화 되고 다시 4-MeO-TE- 
MPO에 전자를 전이시켜 oxonium 양이온(。詛£11 

= O+RBr)과 4-MeOTEMPb(>N-b)를 형성 4- 
MeO-TEMPb 은 양^자화 되어 hydroxyamine0] 

될 수도 있다. 다음 oxonium 양이온은 玮0가 첨가 

되어 헤미아세탈 화합물이 된다. 혜미아세탈 화합물 

은 전기화학적으로 에테르가 에스터로 변환될 때 

중간체로 알려진 화합물이다.56 헤미아세탈의 산화는 

알콜 산화의 반웅 속도에 미치는 수소의 중수소 동 

위원소 영향의 실험 결과로37 제안된 N-oxoammo

nium 염의 질소 양이온이 헤미아세탈에 OH의 비 

공유전자쌍을 공격하여 입체적으로 안정한 다섯 고 

리를 형성하면서 산성도가 큰 벤질 위치의 양성자를 

떼는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이 반응도 역시 

oxonium 양이온(C6H5CH = O*R)의 형성과 같이 전 

자 전이 반응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즉 c6h5ch 
(OH)-OR의 전자가 N-oxoammonium로 전이가 일 

어나 C6HsCH(OH)-O+R과 4-MeO-TEMPO가 생성 

되고 C6H5CH(OH)-O+R의 탈양성자 반응 후 이 화 

합물의 전자가 4-MeO-TEMPO로 전이되어 C6H5C 

(OH) = O+R과 4-MeO-TEMPC厂(>N-b)를 형성 

한다. C6H5C(OH)=O+R-^ 탈양성자화되어 최종적 

으로 에스터가 생성되고 4-MeO-TEMPC厂은 양성 

자화 되어 hydroxyamine가 되는 것이다.

위에서 제안된 메카니즘으로 보면 탈양성자화 반 

응 과정이 존재하므로 벤질 위치나 알킬 수소의 산 

성도는 반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거대한N- 
oxoammonium 염이 전자 전이에 직접 관여하므로 

반응물의 입체적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이 반응 

단계들 중 속도결정단계는 특정한 어느 한 단계가 

아니고 서로 보완적 관계가 있지 않은가 사료된다.

KBr의 효과는 2V-oxoammonium+Br- 염이 N- 

oxoanunonium 이온과 평형을 형성하는데 Br 방관 

이온이 있을 때가 C1 방관 이온보다 2V-oxoammo- 
nium 이온으로 해리가 쉽지 않은가 사료된다. 또한 

Table 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KB1•이 과량일 때 

반웅성이 저하되는 것도 이 평형으로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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