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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트리플산에 의한 phenylsilane의 선택적 분해반응에서는 silyltriflate ester 결합을 형성하였다. 

1 혹은 2당량배의 트리플산에 의한 PhsSiH과 carbosilane 고분자(PhzSiCI&CHzCHz)样의 Ph기 치환반응에서는 

1 혹은 2치환 silyltriflate ester 결합을 형성하였으며 이들과 allylmagnesium bromide와의 반응에 의해 이에 

상응되는 화합물을 높은 수율로 얻었다. Carbosilane 고분자의 나무가지꼴 실란거대분자를 allylation과 hydro- 
silation법에 의해 제 3세대(G3)까지 합성하였다.

ABSTRACT. The selective cleavage of phenylsilane by triflic acid gives silyltriflates. The removal 
of phenyl groups in Ph3SiH and carbosilane polymer (Ph2SiCH2CH2CH2)H with one to two equiv of triflic 
acid leads to formation of mono- and disubstituted silyltriflate ester bonds. Reaction with allylmagnesium 
bromide produces corresponding derivatives with good yields. An organosilane dendrimer with allylated 
carbosilane polymer has been synthesized up to G3 using repetitive allylation hydrosilylation cycles.

서 론

나무가지꼴 거대분자(dendrime#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 소개되기 시작한 분야로서 그 구조가 규칙 

적이며 나무가 성장하는 것처럼 반복적인 성장과정 

을 경유하여 정 확한 분자량과 구조를 예측할 수 있는 

거대분자로의 성장이 가능하며 다양한 기능기를 도 

입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3 이러한 거대분자의 

제법은 대부분의 경우 유기물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으나4 최근에는 유기규소가 포함된 carbosilane 형 

나무가지꼴 실란거대분자의 제법도 소개되고 있다.5 
이러한 분자들의 일반적인 제법은 분자의 중앙에 

다기능성 기능기를 가진 단분자를 성장이 시작되는 

세대(zero generation)로 하여 성장세대와 정지세대 

를 반복적으로 경유하여 거대분자로 성장시키는 발 

산형 성장법(divergent growth method)。과 서로 다

른 두 종류의 거대분자를 발산형 성장법에 의해 일 

정한 크기로 성장시킨 다음 두 분자를 coupling시 

키는 수렴형 성장법(convergent growth method)，이 

알려져 있다. 나무가지꼴 실란거대분자(silane dend- 
rimer)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발산형 성장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van der Made,8 Seyferth,9 Masa- 
mune10 그리고 Lambert11 등에 의해 보고되었다. 

van der Made 의 경우 allylsilane(Si(CH2CH - CH2)4) 
을 성장핵으로 하여 allylmagnesium bromide오｝ hy- 
drosilanMHSiCL)을 이용하여 제 5세대(G5, Mw = 
73,912)까지 전개시켰으며 Seyferth의 경우 vinylsi- 

lane(Si(CH = CH2)4)을 성장핵으로 하여 vinylmag- 
nesium bromide오｝ HSiC%를 이용하여 제 4세대 (G4, 
Mw=9,432)까지를 전개시켰다. 이와 같이 발산형 

성장법을 이용한 나무가지꼴 실란거대분자의 제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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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이 정지되는 세대가 존재하며 그 이상의 전개 

에서는 마지막 성장세대(G“)가 다음 세대로 성장되는 

G„+1P 세대의 성장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마지막 세대((元)의 

표면적이 G„+1P 세대를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공 

간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으로 결론지었다肿 본인 

등이 시도했던 모델의 경우'®에서도 triallylsilane 

(MeSi(CH2CH = CH2)3)i- 성장핵 (GO)으로 하여 

HSiMeCl?와 allylmagnesium bromide를 이용한 전 

개에서 제 5세대(G5, Mw=ll,909)까지의 성장이 가 

능했으며 각 과정마다 NMR에 의해 성장세대와 정 

지세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저16세대 

성장을 위한 정지세대(G6P) 형성은 제 5세대의 allyl 
기능기가 완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30〜40% 정도 

남아 있었으며, Seyferth 등이 제시한 모델의 경우 

제4세대까지 전개가 가능했다고 보고하였다.' van 

der Made가 제시한 모델8의 경우 제 5세대까지만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나무가지꼴 실란거대분자의 제。 

세대 화합물(G0)을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다기능성 

단분자가 아닌 선상구조를 가진 carbosilane 고분자 

(PhzSiCHzCHzCH)를 이용하였다. 규소원자상에 치 

환된 phenyl 기는 트리플산을 이용하여 silyltriflate를 

형성시킨 다음 allylmagnesium bromide에 의해 CH2 
= CHCH2기를 규소원자상에 치환시켜 최초의 성장 

점(N=l과 2)으로 하였으며 정지세대(G.)와 성장세 

대(G”+iP)의 형성에 이용된 화학과정은 allylmagne
sium bromide을 이용한 alkenylation과 HSiC%를 

이용한 hydrosilylation 과정을 도입 하였으며 제 3세 

대(G3)까지의 화합물을 전개시켰다. 본인 등이 제시 

한 carbosilane 고분자를 이용한 나무가지꼴 실란거 

대분자의 형성은 cylinder type으로서 한개의 분자 

안에 고분자화된 단량체의 숫자만큼의 G0 기능기

Fig. 1. Schematic view of cylinder type of dendrimer.

3XG0)를 가질 수 있으며 FzZl에서와 같은 모형 

으로 전개될 수 있다. 본 모델의 경우(N = 2, Nb=3, 
Z = 3)는 G3세대까지의 전개가 가능했으며 G4P세대 

의 전개는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 험

본 실험은 건조 질소기류하에서 이루어졌으며 실 

험에 사용된 기구는 사용전에 진공하에서 가열 건 

조시켜 사용하였다. 본 실험 에 사용된 용매는 EtQ와 

THF의 경우 benzophenone ketyl 용액 (blule)을 금 

속 Na에 의해 형성시킨 다음 실험전 증류하여 사 

용하였다. 비극성 용매인 toluene, benzene 그리고 

pentane 등은 Na/K2.8 amalgam을 첨가시켜 환류시 

킨 다음 증류하여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시약 

Ph3SiH, CF3SO3H는 정제하지 않고 사용하였으며 

allylmagnesium bromide는 문헌에 의해 ether 용 

액에서 합성하였다.如 HSiCZ는 사용전 감압증류하여 

사용하였으며 본 실험에 사용된 촉매(Pt/C; Pt on 
activated carbon, 10% platinum content)는 사용전 

감압건조시켜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분석기기 

는 NMR(Bruker AC 200), Mass(HP 5972 MSD), 

원소분석기 (Carlo Erba 1108)였으며 원소분석의 경 

우 기초과학지원연구소(서울)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 

졌다. GPC의 경우 동주산업 Co(부산)에 의뢰하여 

이루어졌다.

각 반응과정은 반응도중에 반응용액을 채취하여 

'H NMR에 의해 반응정도를 확인하였으며 반응이 

완전히 진행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분리정제를 

시도하였다. 미량의 미확인 혹은 구세대(old gener
ation) 화합물이 존재할 경우 반응시간의 연장 및 

반응물의 첨가 등의 조작을 통하여 반응을 완결시 

켰다.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약어를 사용하였다.

G„(m = 0~3); 성장세대 (progressing generation) 
G„P(m = 1~3); 보호세대(protecting generation) 
N［； 성장핵의 다중도(initiator multiplicity)
Nb; 성장점의 다중도(degree of branching point) 
I; length of branch segment(규소오｝ 규소 사이에 

있는 탄소의 수; 본 실험의 경우 / = 3)

Ph2SiH(CH2CH = CH2) 6. 3.99 g(15.32 mmol) 
의 pl^SiH을 toluene(50 mL)에 용해시킨 다음 一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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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로 냉각시켜 약 30분 동안 감압증류을 이용하여 

용매속에 녹아 있는 용존기체를 제거시킨 다음(용 

존기체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산소와 CF3SO3H와 

의 반응에 의해 용액의 색깔이 황적색으로 변함) 

CF3SO3H(1.35 mL; 15.32 mm이)을 천천히 적가시켜 

一78 °C 에서 30분 동안 교반시킨 다음 상온에서 다시 

2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Allylmagnesium bromide 
(20 mL; 1.0 M solution in EtQ)를 다른 반응용기에 

넣고 를 감압증류하여 제거시킨 다음 10mL의 

pentane을 첨가시키고 위에서 합성한 3의 toluene 

용액을 천천히 첨가시켜 약 2시간 동안 상온에서 

교반시킨 다음 여과하여 Mg 염을 제거하고 용매를 

감압증류시켜 제거하였다. 진공증류(80torr) 
하여 247 g(10.99 mmol, 72%)의 6을 얻었다.

NMR(200MHz, CDC13)： 6(ppm) 2.25〜2.31(dd, 2H, 
CH2), 5.03(d, 2H, =CH2,/=6.2 Hz), 5.14(t, 1H, SiH,

1.0 Hz), 5.88~6.10(m, 1H, CH=), 7.47~7.73(m, 
10H, 2Ph). 13C NMR(50.32 MHz, CDC13)： 6(ppm) 

19.82(CH2), 114.80( = CH2)f 133.65(CH = ), 128.0(。- 

CH), 129.68(/)-CH), 135.20(/n-CH), 135.64(Cquart). 
Mass(70 eV), m/z(rel. Int,%): 224 (M\ 74), 183 

((M-CH2CHCH2)+t 100), 155((M-SiCH2CHCH2)\ 
41), 105((M-C6H6, CH2CHCH2)\ 80), 78((C6H6)+, 
71). Anal. Calcd. for Ci5H16Si(Mw=:224): C, 80.30; 
H, 7.19. Found: C, 81.50; H, 7.08.

Ph2Si(CH2CH= CH2)2 6a. 5.35 g(21.13 mmol) 
의 IhSiCb을 區0(50 mIXfl 용해시킨 다음 allyl
magnesium bromide(50 mL, 1.0 M solution in Et2O) 
를 천천히 첨가시킨 다음 12시간 동안 환류시켰다. 

EtzO를 감압증류하여 제거하고 pentane (100 mL)으 

로 여과한 다음 감압증류법(i05tyi()TtoiT)에 의해 

무색 투명한 액체 6a 4.46g(16.90 mmol, 80%)을 얻 

었다. NMR(200 MHz, CDC13): 8(ppm) 2.22(d, 4 
H, SiCH2t /=8Hz), 4.97~5.09(m, 4H, =CH2), 
5.82~6.04(m, 2H, CH = ), 7.44~7.65(m, 10H, 2Ph). 
13C NMR(50.32 MHz, CDC13): 8(ppm) 20.02(SiCH2), 
114.71(=CH2), 127.77((?-C), 129.43(CH=), 133.67 

(p~C), 134.02(Cquart), 134.97(m-C). Mass(70 eV), m/z 
(rel. Int,%): 264(M\ 1.3), 223((M-CH2CHCH2)+, 

100), 105((M-Phf 2CH2CHCH2广，40). Anal. Calcd. 

for C18H20Si(Mw^264): C, 81.76; H, 7.62. Found: 

C, 81.97; H, 7.33.

PhSiH(CH2CH= CH2)2 7. 1.41 g(5.41 mmol)의 

PhaSiH을 toluene(50 mL) 에 용해시킨 다음 一78t： 
로 냉각시켜 약 30분 동안 감압시켜 용매속에 녹아 

있는 용존기체를 제거시킨 다음 CFsSQHd.lOmL; 

10.82 mmol)# 천천히 적가시켜 一78乜에서 1시간 

동안 교반시킨 다음 상온에서 12시간 동안 교반하 

였다, Allylmagnesium bromide(15 mL; 1.0 M solu

tion in 區0)를 다른 반웅용기에 넣고 EtQ를 감 

압증류에 의해 제거시킨 다음 10mL의 pentane을 

첨가시키고 위에서 합성한 4의 toluene 용액을 천 

천히 첨가시켜 약 4시간 동안 상온에서 교반시킨 

다음 여과하여 Mg 염을 제거시키고 용매를 감압증 

류하여 제거하였다. 진공증류(35t：/10Ttoir) 하여 

무색 투명한 액체 7올 0.78g(4.15 mmol, 77%) 얻었 

匸L NMR(200MHz, CDCI3)： S(ppm) 1.98-2.04
(m, 4H, 2CH2), 4.40(t, 1H, SiH, 7=3.2 Hz), 4.49〜 
5.10(m, 4Hf 2 = CH2), 5.87~6.00(m, 2H, 2CH = ), 
7.46~7.68(m, 5H, Ph). 13C NMR(50.32 MHz, CDCI3)： 

8(ppm) 18.95(CH2), 114.42(CH2=), 127.85(CH=), 

129.50(p-C), 133.84(o-C)f 133.97(Cquart)f 134.70(w- 
C). Mass(70 eV), m/z(rel. Int,%): 188(M\ 2), 147 

((M-CH2CHCH2)\ 58), U0((M-C6H6)+, 9), 105 
((M-CH2CHCH3, CH2CHCH2广，100). Anal. Calcd. 

for Ci2H16Si(Mw= 188): C, 76.53; H, 8.56. Found: 
C, 77.04; H, 8.26.

(Ph2SiCH2CH2CH2)n 8. 1.50 g(6.68 mmol)의 

Ph2SiHCH2CH—CH2 6을 tohiene(10 mL) 에 용해시 

켜 0.03 g의 백금 촉매 (Pt on activated carbon, 10% 
Pt content)를 첨가시킨 다음 유리 bombe 에 넣고 

유리세공에 의해 진공 하에서 밀봉시킨 다음 200 
에서 24시간 가열시켰다. 여과하여 촉매를 제거하 

고 감압중류(80tyioTtoiT)하여 용매를 건조시켜 

점성이 큰 엷은 황갈색의 화합물 8을 L42g(6.35 
mmol, 95%) 얻었다. NMR spectrum에 의해 al-
lyl기의 흔적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남아있 

는 allyl(CH2=CH-)기와 phenyl기의 비는 약 1: 30 
으로서 약 10분자의 단량체가 고분자화되었음이 확 

인되었다. GPC에 의한 분자량 측정은 polystylene을 

기준물질로하여 측정한 결과 Mw = 1761, 1虬=3773, 
polydispersity=2.33으로나타나 NMR에 의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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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뒷바침 해주었다. 'H NMR(200 MHz, CDC13): 8 

(ppm) 0.62~1.38(m, SiCH2), 1.40~1.75(m, CH2), 
7.09〜7.70(m, Ph). 13C NMR(50.32 MHz, CDC13): 5 

(ppm) 17.14(SiCH2), 20.84(CH2), 113.46(Cquart), 127.65 
(o-C), 128.92(0-0, 134.52(w-C). Anal. Calcd. for 
(C15H16Si)„: C, 80.30; H, 7.19. Found: C, 79.46; H, 
7.15.

(Ph2SiCH2CH2CH2)„ 8a. 0.56 g(3.03 mmol)의 

PhzSiH?와 0.80g(3.03mmol)의 Ph2Si(CH2CH=CH2)2 
을 5mL의 benzene 에 용해시킨 다음 0.03 g의 백금 

촉매 (Pt/C)를 첨가시켜 유리 bome에 넣고 진공하 

에서 밀봉시킨 다음 200°C에서 3일간 가열시킨 후 

여과하여 촉매를 제거시킨 다음 감압증류(801/10-" 
torr)하여 용매를 제거하였다. 엷은 노란색의 점성이 

매우 큰 gel 형태의 화합물 8a를 1.22 g(5.45 mmol, 
90%) 얻었다. GPC에 의한 분자량 측정은 polysty- 
lene을 기준물질로하여 측정한결과 Mw=1107, Mz= 
1761, polydispersity =1.55로 나타났다. 'H NMR 

(200 MHz, CDC13)： 8(ppm) 0.70~1.25(m, SiCH2), 
1.30~1.72(m, CH2), 7.26~7.45(m, Ph). Anal. Calcd. 
for (C15H16Si)„: C, 80.30; H, 7.19. Found: C, 79.25; 
H, 7.96.

Me2SiHCH2CH=CH2 9. 4.57 g(48.29 mmol)의 

MezSiHCl을 25mL의 如0에 용해시킨 다음 allyl
magnesium bromide(50 mL; 1.0 M solution in Et2O) 
를 천천히 적가하여 2시간 동안 환류시켰다. 용매를 

감압증류(RT/300torr)하여 제거시킨 다음 pentane 
을 가하여 여과하고 감압증류(30P/200torr)하여 

무색 투명한 액체 9 3.03g(30.3mmol, 63%)를 얻었 

다. ]H NMR(200MHz, CDC13): 8(ppm) 0.01(d, 6H, 

SiMe2, /=3.8 Hz), 1.57~1.64(dd, 2H, CH2), 3.98(t, 
1H, SiH, 7=3.7 Hz), 4.99~5.09(m, 2H, =CH2), 5.84 
~6.12(m, 1H, CH=). 13C NMR(50.32 MHz, CDCI3)： 

8(ppm) -5.11(SiMe2), 21.73(CH2), 113.1(=CH2), 

134.59(CH=).
(PhSi(CH2CH= CH^C^CHzCHA 13(G0). 1.12 

g(4.99 mmol; 6을 기준으로 계산된 당량)의 8을 to- 
luene(50mL) 에 용해시킨 다음 — 78t： 로 냉각시켜 

약 30분간 감압하여 용매속에 녹아있는 용존기체를 

제거시킨 다음 CF3SO3H(0.44 mL; 4.99mmol)를 천 

천히 적가시켜 一78t에서 1시간 동안 교반시킨 

다음 상온에서 다시 3시간 동안 교반시켜 11을 합 

성하였다. Allylmagnesium bromide(10 mL; 1.0 M 

solution in EtQ)를 다른 반응용기에 넣고 EtQ를 

감압증류하여 제거시킨 다음 10mL의 pentane-g- 
첨가시키고 위에서 합성한 triflate toluene 용액 11 

을 상온에서 천천히 적가시켜 약 4시간 동안 교반 

시킨 다음 여과하였다. 미량의 증류수를 첨가시켜 

남아있는 Grignard 시약을 가수분해시키고 건조제 

(MgSQ)를 첨가시켜 건조시킨 다음 90t/10-1torr 

에서 용매를 건조시켰다. 'H NMRCDCl)에 의해 

확인해 보면 남아있는 phenyl기와 allyl기의 CH2 = 
CH의 면적비가 5:3으로서 13이 형성되었음을 확 

인하였다. 황갈색의 점성이 매우 큰 gel 형태의 화 

합물 0.74 g(3.94 mmol, 74%)을 얻었다. !H NMR(200 

MHz, CDCI3)： 8(ppm) 0.75~1.05(m, SiCH2), 1.30- 
1.60(m, CH2), 1.65~1.92(m, CH) 4.72~5.0(m, 

= CH2), 5.61~5.94(m, CH = ), 7.21~7.68(m, Ph). 
13C NMR(50.32 MHz, CDC13): 8(ppm) 18.04(SiCH2), 

19.68(CH2), 20.42(CH2), 113.47( = CH2), 128.87(o-C), 
129.21(/)-C), 134.02(w-C), 134.62(CH = ), 134.84 

(Cquart)- Anal. Calcd. for(C12H16Si)„: C, 76.53; H, 
8.56. Found: C, 73.38; H, 7.33.

((CH2= CHCH2)2SiCH2CH2CH2)„ 14(G0). 1.30 
g(5.80mmol)의 8을 toluene(40 mL)에 용해시킨 다 

음 一78乜로 냉각시키고 감압시켜 용매 중에 용해 

되어 있는 용존기체를 제거시킨 다음 CF3SO3H(1.30 
mL; 11.60mmol)를 천천히 적가하여 一781에서 1 

시간 동안 교반시키고 상온에서 12시간 동안 교반 

시켜 12를 합성하였다. Allylmagnesium bromide(15 

mL; 1.0 M solution in EtQ)를 다른 반응용기에 

넣은 다음 감압증류하여 EtQ을 제거시킨 다음 10 
mL의 pentane을 가하고 위에서 합성한 triflate 
toluene 용액 12를 천천히 적가시켜 약 2시간 동안 

환류시켰다. 여과하여 반응 중에 형성된 Mg 염을 

제거시킨 다음 미량의 증류수를 첨가시켜 남아있는 

Grignard 시약을 가수분해시킨 다음 건조제 (MgSQ) 
를 첨가시켜 건조시켰다. 여과하여 용매를 제거하고 

90t/l()7torr에서 모든 휘발성 성분을 제거시켰다. 

점성이 매우 큰 무색의 gel 형태의 화합물 0.71 g(4.62 
mmol, 80%)을 얻었다. 'H NMR(200 MHz, CDC13): 
8(ppm) 0.64~0.81(m, SiCH2), 1.48~1.69(m, C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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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86(m, CH2), 4.89~4.97(m, =CH2), 5.82- 
5.86(m, CH = ). Anal. Calcd. for (C9H16Si)„: C, 70.97;
H, 10.59. Found: C, 70.66; H, 10.05.

(Me2SiCH2CH2CH2)„ 10. 3.03 g(30.30 mmol)의 

Me2SiHCH2CH = CH2 9를 Et2O(10 mL) 용액에 용 

해시킨 다음 백금 촉매(Pt on activation carbon, 10% 

Pt content) 0.05 g을 첨가시켜 상온에서 24시간 교 

반시켰다. 촉매를 여과시켜 제거시킨 다음 80tyi()T 

torr에서 건조시켜 무색 투명한 10을 얻었다. 'H 
NMR에 의해 확인한 결과 두 종류의 Me2Si 기능기가 

형성되었으며 그 배율은 약 10 ： 1로 확인되었다. 'H 

NMR(200 MHz, CDC13): 8(ppm) 0.01(s, SiMe2), 0.03 

(s, end chain SiMe2), 0.60(t, SiCH2, /=8.4 Hz),
I. 27~1.37(m, CH2). 13C NMR(50.32 MHz, CDC13): 

8(ppm) — 3.63(end chain SiMe2), — 3.24(SiMe2), 
19.55(CH2), 20.14(Si-CH2).

15(G1P). 1.04 g(5.54 mmol)의 13(G0)을 toluene 
15mL에 용해시킨 다음 HSiCl3(1.5 g, 11.20 mmol)과 

0.03 g Pt 촉매(Pt/C)를 첨가시켜 24시간 환류시켰다. 

용매를 decantation하여 촉매를 제거시킨 다음 'H 
NMR에 의해 확인해 보면 allyl기의 특성 peak 

(4.72~5.97ppm)가 모두 없어지며 1.75-1.60ppm 사 

이의 범위에서 CJ&의 peak가 형성되었다. NMR 

(200 MHz, CDC13): 8(ppm) 1.29~1.15(m), 1.15~ 
2.12(m), 7.21~7.74(m, Ph).

16(G1). 1.79 g(5.04 mmol)의 15(G1P)를 10 mL 
의 Et2O 용액에 용해시킨 다음 allylmagnesium bro- 

mide(15 mL; 1.0 M solution in EtQ)를 천천히 첨 

가시켜 12시간 동안 환류교반시켰다. 정제과정은 14 
(G0)의 정제과정과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점성이 큰 

무색 의 gel 형 태 화합물 1.03 g(3.02 mmol, 60%)을 

얻었다. 'H NMR(200MHz, CDCl): 8(pPm) 0.35- 

0.80(m), 0.80~1.15(m), 1.30-1.78(m), 1.78-2.08 
(m), 4.71~5.18(m, =CH2), 5.58~5.98(m, CH=), 
7.19~7.70(m, Ph).

17(G2P). 1.84 g(5.54 mmol)의 16을 toluene(15 
mL)에 용해시키고 L68mL(16.68mmol)의 HSiC%을 

첨가시켜 0.03 g 백금 촉매 (Pt/C)를 가하여 5시간 

동안 환류시켰다. 정제과정은 15(G1P)의 제법과 동 

일하게 실시하였다. 점성이 큰 무색의 gel 형태의 

화합물 2.69 g(3.60 mmol, 65%)의 17을 얻었다. !H 

NMR(200 MHz, CDCI3): 8(ppm) 0.49~1.19(m), 1.20 
~2.02(m), 7.25~7.53(m, Ph).

18(G2). 4.14 g(5.54 mmol)의 17(G2P) 에 allyl

magnesium bromide(50 mL; 1.0 M solution in Et2O) 
를 첨가시킨 다음 12시간 동안 환류교반시켰다. 정 

제과정은 14(G0)의 정제과정과 동일하게 실시하였 

다. 점성이 큰 무색의 gel 형태의 화합물 2.20g(2.77 
mmol, 50%)을 얻었다. 'H NMR(200 MHz, CDC13): 

8(ppm) 0.25~0.74(m), 0.74-1.04(m), 1.04-1.70 

(m), 1.70~2.01(m), 4.71~5.09(m, =CH2), 5.59-5.95 
(m, CH = ), 7.21~7.60(m, Ph).

19(G1P). 0.30 g(1.97 mmol)의 14를 toluene 15 
mL에 용해시킨 다음 1 mL(9.91 mmol)의 HSiC%을 

첨가시키고 소량의 백금 촉매 (Pt/C)를 첨가시켜 6 
시간 환류시켰다. Dencantation하여 촉매를 제거시 

킨 다음 용매와 남아있는 HSiCL을 제거한 다음 'H 
NMR에 의해 14의 allyl기가 모두 제거된 것을 확 

인하였다. 점성이 매우 큰 gel형 화합물 0.52 g(1.23 
mmol, 62%)을 얻었다. *H NMR(200 MHz, CDC13): 

6(ppm) 0.39~ 1.08(m), l.ll~1.91(m).

20(Gl). 0.50 g(1.18 mmol)의 19(G1P)를 Et2O 15 
mL에 용해시킨 다음 Allylmagnesium bromide(10 
mL; 1.0 M solution in EtQ)를 천천히 적가하여 2 
시간 동안 환류시켰다. 기타 정제과정은 14(G))의 

정제과정과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H NMR(200 

MHz, CDCI3)： 8(ppm) 0.35~0.78(m), 0.78~1.10(m), 
1.10~1.48(m), 1.48~1.72(m), 1.72~1.95(m), 4.70- 
5.01(m, =CH2), 5.61~5.92(m, CH = ).

21(G2P). 0.22 g(0.48 mmol)의 2O(G1)을 toluene 
(15 mL) 에 용해시킨 다음 1 mL(9.91 mmol)의 HSiCl3 

과 미량의 백금 촉매(Pt/C)를 첨가하여 12시간 동안 

환류시켰다. 정제과정은 15(G1P)의 제법과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H NMR(200 MHz, CDC13): 5(ppm) 

0.27~0.81(m), 0.81~1.13(m), 1.13~1.70(m), 1.70- 
1.98(m).

22(G2). 0.61 g(0.48 mmol)의 21(G2P) Et2O 15 
mL에 용해시킨 다음 allylmagnesium bromide(50 

mL; 1.0 M solution in Et?。)를 적가시키고 8시간 

동안 환류하였다. 기타 정제과정은 14(G))의 정제 

과정과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H NMR(200 MHz, 

CDCI3): 8(ppm) 0.41~0.75(m), 0.75-l.ll(m),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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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m), 1.49~1.74(m), 1.74-1.95(m), 4.72-5.09 

(m, =CH?), 5.68~5.92(m, CH=).
23(G3P). 0.20g(0.15 mmol)의 22(G2)-f- toluene 

10 mL에 용해 시 킨 다음 1.5 mL(14.86 mmol)의 

HSiCh과 0.03 g의 백금 촉매 (Pt/C)를 첨가시 켜 유리 

bome에 넣고 진공하에서 유리세공에 의해 밀봉한 

다음 200◎에서 24시간 가열하였다. 정제과정은 15 
(G1P)의 정제과정과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H NMR 

(200 MHz, CDC13): 8(ppm) 0.40~0.80(m), 0.80~ 
1.26(m), 1.26~1.71(m), 1.71~2.00(m).

24(G3). 0.50 g(0.15 mmol)의 23(G3P)을 TFH 15 
mL에 용해시킨 다음 allylmagnesium bromide(15 
mL; 1.0 M solution in Et?。)를 첨가시 켜 6시 간 동안 

환류시켰다. 정제과정은 14(G0)의 정제과정과 동일 

하게 실시하였다. 점성이 큰 무색의 gel 형태의 화 

합물 0.44 g(0.12 mmol, 72%)의 24를 얻었다. 'H 

NMR(200MHz, CDCQ: 8(ppm) 0.40~0.80(m), 0.80 
~1.14(m), 1.14~1.49(m), 1.49~1.72(m), 1.72-1.98 

(m), 4.78~5.00(m, = CH2), 5.63~5.92(m, CH = ). 
Anal. Calcd. foKCzgH^Sis)”： C, 70.97; H, 10.59. 

Found: C, 68.20; H, 10.74.

결과 및 고찰

Pl^SiH과 트리플 산의 반응. Triphenylsilane 1 
은 트리플산(CF3SO3H)에 의해 silyltriflate ester 결 

합(3〜4)을 형성하며S3 이들의 형성반응은 낮은 

온도(一78©의 비극성 용매 중에서 매우 높은 선 

택성 12®을 가진다 즉 1당량배의 트리플산에 의 해서 

는 3(Ph2SiHOSC)2CF3)만을 그리고 2당량배의 트리 

플산에 의해서는 4(PhSiH(OSQCF3)2)만을 형성하였 

다(Scheme 1). 이러한 높은 선택성은 트리플산에 

의해 phenyl기가 치환된 1치환체(3)가 형성되었을 

경우 남아있는 나머지 2개의 phenyl기는 강한 전자 

끌림효과에 의해 같은 조건하에서는 2치환체를 형 

성하지 못하며 1치환체가 모두 형성된 후 2치환체의 

형성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观〉따라서 3의 형 

성과 4의 형성은 높은 선택성을 가지며 생성된 화 

합물들(6, 6a)은 높은 순도를 가질 수 있었다. 3과 

4의 형성은 toluene 용액 중에서 allylmagnesium 

bromide와 반응하여 거의 당량에 가까운 수율을

toluene
Ph3SiH + n CF3SO3H 78% > Pfi3.nSiH(OSO2CF3)n + n C0H6

1 2 3(nF)
4(n=2)

toluene/pentane
3 + CH2=CHCH2MgBr --------------------------- ・ Ph2SiH(CH2CH=CH2)

5 RT'reflUX 6

4 + 2 CH2=CHCH2MgBr 拍仙리1 으'p르rUane > phSiH(CH2CH=CH2)2

RT-reflux

5 7

Scheme 1.

나타내고 있었으며(NMR에 의한 확인) 이러한 결과 

는 Uhlig 등의 결과와도 잘 일치하고 있다.顺" 그러나 

이러한 반응을 극성 용매인 ether 혹은 THF 속에서 

진행시켰을 경우 많은 부반응 생성물을 형성하였으 

며 수율도 비극성 용매 중에서 보다 낮아짐을 확인 

하였다. 또 용매 중에서 녹아 있는 용존기체를 제 

거하지 않았을 경우도 같은 효과가 있었다. 즉 allyl
magnesium bromide의 ether 용액에 3 혹은 4를 

첨가시켰을 경우 Si-H 결합이 포함된 미확인 반응 

물의 형성이 NMR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용매 중에 

용해된 용존기체를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 silyltri
flate toluene 용액의 색깔은 노란색에서 점차적으로 

붉은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관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ilyltriflate 결합을 형성하기 전에 냉각 

시켜 감압하여 용존기체를 모두 제거한 후 TfOH와 

반응시켰으며 allylmagnesium bromide의 ether 용 

액도 감압증류에 의해 ether를 제거시킨 다음 3과 

4를 반응시켰다. 이 경우 부반응은 0 NMR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으며 감압증류법에 의해 6(72%)와 7 

(77%)을 얻었다.

6은 iH NMR에 의해 CH2=CH 결합의 특성 

peak가 5.03~6.10ppm 사이에서 그리고 Si-H 결 

합의 triplet peak가 5.17 ppm에 서 각각 확인되 었으 

며 7은 CH2 = CH 결합의 특성 peak가 4.49-6.00 
ppm에서 Si-H 결합의 quintet peak가 5.14 ppm에서 

각각 확인되었다. 화합물 6과 7은 GC에 의해 높은 

순도(99% 이상)를 가지고 있었으며 질량분석에 의해 

6(M\ 224) 그리고 7(M\ 188)의 분자량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6의 고분자화반응. Allyldiphenylsilane 6은 백금 

촉매 (Pt on activation carbon, 10% Pt conten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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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에서 200 M로 가열하였을 경우 'H NMR 

spectrum상에 95% 이상의 allyl 기능기가 단분자 

hydrosilylation 과정을 경유하여 8로 전환되었으며 

남아있는 allyl 기능기의 존재는 고분자화된 8의 형 

성이 사슬형 임을 나타내 주고 있었다. 즉 사슬의 끝에 

남아있는 allyl7](CH2=CHCH2)4 고분자화된 allyl 

(CH2CH2CH2) 기능기의 면적비가 약 1:10으로서 

중합도는 儿三10으로 확인되었다. GPC에 의한 확인 

에 의하면 Mw=1761, 虬 = 3773, polydispersity= 
2.33으로 나타나 NMR에 의한 확인을 뒷바침해 주 

었다. 사용한 백금 촉매의 량은 10-3~10~5mol/ 

double bond이였으며 반응용매는 toluene을 사용하 

였다. 6의 고분자화반응은 상온에서는 일어나지 않 

았으며 비교적 높은 온도(200 笔)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9의 경우 상온에서도 고분자화되어 10을 형 

성하였다. 10의 형성에서도 6의 고분자화반응에서와 

같이 사슬형 고분자를 형성하고 있음이 NMR에 의해 

확인되었다. 즉 NMR에 의해 0.01 ppm에서 고분자 

화된 사슬의 SiMe? 기가 1개의 signal로 나타났으며 

사슬의 끝부분에 존재하는 SiMe?기의 peak가 0.03 
ppm에서 확인되었으며 그 면적비는 약 10:1로 형 

성되고 있었다.

8a의 형성. Carbosilane 분자(8)와 같은 형태의 

화합물의 형성반응을 위한 이 분자반응으로서 dial- 

lyldiphenylsilane(6a)과 diphenylsilane(6b)의 반응 

을 같은 조건(200toluene 용액) 하에서 시도해 

보았으나 반응속도가 8이 형성되는 속도보다 늦었 

으며 중합도(如 = 4〜5)도 8의 경우보다 낮은 것으로 

*H NMR에 의해 확인되었다. GPC에 의한 확인에 

의하면 Mw=1107, Mz=1761, polydospersity = 1.55 
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8과 8a의 형성을 같은

6 WC 响球 些(Ph2SiCH2CHCH2)n 

8 

PVC
Ph2Si(CH2CH=CH2)2 + 旳序너2-------- > (Ph2SiCH2CH2CH2)ri

6a 6b 號 8a

Pt/C Et,O. RT
Me2SiH(CH2CH=CH2) ---------------------— (Me2SiCH2CH2CH2) 

조건하에서 비교하였을 경우 NMR에 의한 확인과 

거의 같은 결과을 나타내고 있었다.

Polycarbosilane 8과 트리플산의 반응. 8은 1당 

량배 U의 트리플산에 의해 11을 그리고 2당량배의 

트리플산에 의해 12를 형성하였다. 11과 12의 형성은 

silyltriflate ester 결합 3과 4의 형성반응과 매우 

유사한 방법에 의해 시도되었으며 allylmagnesium 
bromide 에 의해 13과 14가 각각 형성됨으로서 11과 

12의 형성이 확인되었다. 즉 13의 확인은 0 NMR에 

의해 남아있는 phenyl기와 치환된 allyl기(CHz= 
CH-)의 면적비가 5:3으로서 1개의 단량체를 기준 

으로 계산된 규소원자상에 1개의 phenyl기가 allyl 
기로 치환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3과 4의 경우와 

Uhlig12® 등의 제안과도 일치하였다. 8과 2당량배의 

트리플산에 의해 형성된 12의 형성은 같은 방법에 

의해 14를 형성하였으며 이 경우 8이 가지고 있던 

규소원자상의 모든 phenyl기는 allyl 기로 치환되었 

음을 "H NMR에 의해 확인되었다.

13의 나무가지꼴 거대분자. Carbosilane 고분자 

(13)를 이용한 나무가지꼴 실란거대분자의 제법은 

Scheme 4에 개괄적으로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oso7cf,
toluene, -78°C | °

8 + CF3SO3H -----------------・ (Si CH2 CH2 CH2)n

Ph

11

OSO2CF j 
toluene, -78°C I

8 + 2 CF3SO3H ----------------------------— ( Si CH2 CH2 CH2)n

OSO2CF3 

12

ch=ch2
Et2o, R丁〜reflux ^H2

11 + CH2=CHCH2MgBr ------------------ *- ( Si CH2 CH2 CH2)n

Ph

13

ch=ch2
El2O, RT-reflux 어2

12 + 2CH2=CHCH2MgBr --------------- ・ (Si CH2 CH2 CH2)n
|h2 
ch=ch2

14

Scheme 2. Schem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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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ICt3 in loluene. RT \ CH2=CHCH2MgBr
13(O0)------------ ------------------- * (^CH2CH2CH2-)n rlE" - (^CH2CH2CH2.)n

15(G1P) 16(G1)

HSiCI, In loluene. reflux f 다^가忙财旳라

6(G1) ------------------------------------------ (-SiCH0CH,CH,.)n -------------------------------- 1PVC p'h 2 2 n RT. Et2o

17(G2P)

(.이아氏아侦汩丁)c 

Ph

u(G2)

Scheme 4. Schematic representation of synthetic rou
tes for dendrimeric silanes (13~18).

carbosilane 고분자의 각 규소원자마다 도입된 1개의 

allyl기를 성장점(GO)으로 출발하여 HSiCL과 allyl
magnesium bromide를 도입하여 반복적인 방법에 

의해 전개되는 발산형 성장법(divergent growth 
method)을 이용하여 제2세대까지 성장시 켰다. 최 

초의 성장점(GO)은 1개의 가지(N = l)를 13의 각 

규소원자마다 가지고 있으며 각 세대마다 3개의 성 

장점(Nb = 3)을 가지는 형태로 출발하였다. 각 세대 

마다 규소와 규소 사이의 간격을 allyl기를 도입하여 

3개의 탄소。= 3)로 하였으며 제 2세대에서는 9개의 

allyl 기능기를 각 단위 사슬마다 가지고 있었다.

본 실험에 이용된 두번째 화학과정은 allyl기를 

가진 carbosilane 고분자를 백금 촉매 (Pt/C)를 이용 

하여 HSiCG과 반응시켜 각 단위 사슬마다 3개의 

성장점(Nb = 3)을 가지는 G1P세대 화합물을 합성하 

였으며 G1P에서 GL으로의 성장은 3당량배의 allyl
magnesium bromide를이 용한 a>-alkenylation법을 

이용하였다. G1P세대의 형성은 !H NMR에 의해 GO 
세대가 가지고 있는 allyl 기능기의 특성 peak가 모두 

없어질 때까지 진행시켰다. Hydrosilylation 과정은 

toluene 용액과 백금용매의 존재하에서 쉽게 진행 

되었으며 부반응의 형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co-Al- 
kenylation 과정에서는 GO세대 형성과 같이 3개의

(-SiCH2CH2CH2-)n

严
HSICk in toluene (

------------------- -- (SiCH,CH9CH,-)n
Pt/C reflux ’

CH2=CHCH3MgBr ?

和顽(^H2CH2CH2-)n

爪
2 이 G1)

14(G0)
SiClj

HSiClj 
PVC 
20n°c 
loluene

»(G3P) 二空악丝印 HS,% 一

티pg 海。이。心g

(not compleled reaction)

Scheme 5. Schematic representation of synthetic rou
tes for dendrimeric silanes (14—24).

allyl 기능기를 가지는 반응으로서 allyl 기능기, 즉 

CH2=CH 기능기와 CH2CH2CH2 기능기의 면적비가 

3: 4로 확인될 때까지 진행시켰다. 이러한 화학과정 

(G“tG”+iPtG”+i)은 같은 방법에 의해 G2세대 

까지 진행시켰다. G2세대까지의 화합물들은 흐름이 

정지된 gel 형태의 화합물로서 세대가 증가할수록 

점도가 증가하였다. G„ 세대 화합물(GO, G1 그리고 

G2)들은 공기 중에서 안전한 화합물로서 유기용제 

(benzene, toluene, ether, THF, CHC13 등)에 잘 

용해되는 성질을 가졌으며 G„P(GOP, G1P 그리고 

G2P) 세대 화합물들은 매우 쉽게 가수분해하는 성 

질을 가지고 있었으며 가수분해되었을 경우 유기용 

매에 불용성인 제리형태의 화합물을 형성하였다.

14의 나무가지꼴 거대분자. Carbosilane 고분자 

(14)를 이용한 나무가지꼴 실란거대분자의 제법은 

Scheme 5에 소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개의 al- 
lyl기를 유기규소 원자상에 가진 carbosilane 고분 

자를 성장이 시작되는 세대로 출발하여 발산형 성 

장법에 의한 전개에 의해 제3세대까지의 성장을 

시도하였다. 최초의 성장점(GO)은 polycarbosilan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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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7.0 6.0 S.0 4.0 3.0 2. 0 1.0 0.0
PPN

Scheme 6. Schematic view of dendrimeric silane for 
3rd generation (G3) and its 'H NMR spectra (G1 and 
G3).

각 규소원자마다 2개의 allyl 기능기(州 = 2)를 가짐 

으로서 13의 나무가지꼴 실란거대분자의 전개와는 

달리 두 방향에서 성장이 이루어졌으며 14(G0)t 15 
(G1P)로의 성장과정은 백금 촉매(Pt/C)의 존재하에 

서 각 단위 사슬마다 2당량배의 HSiCL을 첨가시킨 

hydrosilylation 과정을 이용하였다. 이 과정에 있어 

서의 전개방법은 15의 형성과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부반응의 형성은 'H NMR에 의해 관 

찰되 지 않았다. 19(G1P) t 2O(G1)으로의 전개과정 

은 PhzSiCHzCHzCH?을 중심으로 계산된 6당량배의 

allylmagnesium bromide에 의해 쉽게 20이 형성되 

었으며 6개의 allyl 기능기가 각 단위 사슬마다 첨 

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G“P세대를 형성하기 

위한 hydrosilylation 과정은 13의 나무가지꼴 실란 

거대분자의 형성과 동일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으 

며 G3세대까지는 당량에 가까운 수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2(G2)가 hydrosilation 과정을 경유하여 23 
(G3P)가 형성되는 과정은 toluene 용매속에서 2일간 

환류시켰을 경우 약 40%의 미반응 allyl기가 남아 

있었으나 진공하에서 유리세공에 의해 봉합된 

bombe에 넣어 2001로 24시간 가열시켰을 경우 

allyl기의 흔적은 NMR상에서 확인되지 않아 완전한 

G3P가 형성되었음을 나타내었으며 23(G3P)가 24(G 
3)로 전환되는 과정은 이와 동일한 조건에서 시행 

하였다. G3 -* G4P 과정에서는 G3의 각 단위 사슬이 

가지고 있는 54개의 allyl 기능기가 완전히 hydrosil
ylation 과정을 경유하여 G4P를 형성하지 못했으며 

일부의 G3세대만 G4P세대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G0세대로 선택된 모델 14는 저｝ 3세대까지는 

성장이 가능하나 그 이상의 세대로의 성장은 불가 

능함을 제시해 주고 있었다. G3세대의 평면 구조는 

Scheme 6과 같다.

결 론

1. Triphenylsilane은 triflic acidCFaSQjH) 에 의 해 

낮은 온도의 비극성 용매 중에서 silyltriflate ester를 

형성하며 이들의 형성반응은 매우 높은 선택성을 

가지고있었다.

2. Allylsilane(R2SiHCH2CH= CH2, R=Me, Ph)은 

백금 촉매 (Pt/C)하에서 고분자화되어 (RzSiCHzCH? 
CH》”을 형성하며 중합도는 « = 10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3. Phenyl기를 규소원자상에 가진 poylcarbo- 
silane은 CF3SO3H에 의해 낮은 온도의 비극성 용매 

중에서 silyltriflate ester 결합을 형성하였으며 반응 

생성물은 allylmagnesium bromide와 반응하여 al- 
lyl기가 첨가된 polycarbosilane을 형성하였다.

4. Allyl 기능기를 가진 poylcarbosilane-r- Pt/C 
촉매하에서 HSiCL에 의한 hydrosilylation 과정과 

allylmagnesium bromide에 의한 <i)-alkenylation 과 

정을 경유하여 나무가지꼴 실란거대분자로의 전개가 

가능했으며 이들은 성장이 멈추는 세대가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동아대학교 교비지원(1995)에 의해 이 

루어 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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