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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겐화 1-아다만틸 [I]의 친핵성 치환반응은 기 

질에 대한 친핵체의 배후공격이 불가능하고, 3차 할 

로겐화 알킬이지만 제거반응이 일어날 수 없으므로 

가용매분해반응의 메카니즘 연구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L2 또한, 낮은 반응성 때문에 염화 1-아다만틸 

대신 브롬화물이 주로 이용되었고, 그 유도체인 토 

실화 1-아다만틸은 더욱 많이 이용되어 왔다. 토실화 

유도체는 표준 제조법3, 즉 할로겐화 알킬과 톨루엔 

술폰산을 피리딘 촉매 하에서 가열하는 방법으로는 

만들 수 없는 거의 유일한 물질이다. 대신에 이것은 

요오드화물과 벤젠술폰산의 은염과의 반응4으로 만 

들 수 있다. 따라서 시판품이 아닌 요오드화 1-아다 

만틸을 염화 또는 브롬화물로부터 제조하는 방법의 

기초를 연구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 

미 본 연구실에서는 열린 사슬 할로겐화 알킬의 치 

환반응을 알루미나에 흡착된 친핵체를 이용하여 그 

목적을 수행하여 보고한 바 있다.5 또한, 열린 사슬 

할로겐화 알킬의 할로겐 교환반응을 친핵 체 MX(M= 

Na, K and X=C1, Br)가 흡착된 알루미나(이하 MX/ 

알루미나로 약기함) 시약으로 반응시키면 알루미나 

에 화학흡착 내지 물리홉착된 물로 인해 가수분해 

생성물인 알코올이 많이 생성되는데, 대신 LiX/알루 

미나를 사용하면 높은 수율로 교환이 일어남을 보고 

한 바 있다.6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할로겐 교환반응 

을 요오드화물을 포함하여 1-아다민틸계에 적용하고 

자한다.

(X=C1, Br, I)

[I]

실 험

시약 및 기기. 알루미나는 Merck사제 칼럼크로 

마토그래피용 Aluminium Oxide 90(Neutral, activity 

I, 입자크기 : 0.063-0.200 nm, 70-230 mesh ASTM)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친핵체 Li, K염과 할로겐화 1-아 

다만틸 유도체는 시제품을 정제하지 않고 이용하였 

다. 알루미나에 염을 흡착시 킨 시료는 전보顎의 방법 

에 따라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생성물의 함량 조사를 위한 Gas chromatograph는 

Varian Star A를 이용하여 기록하였으며, 이때 칼럼은 

2 m X 1/8” ss, 10% SE-30/Chromosorb 80/100을 충진 

제로 사용하였다. 또한, 열무게 측정분석(TGA; ther- 

malgravimetric analysi아은 SETARAM, TGDTA92를 

이용하였고, 열 분석법 (DSC; differential scanning calo

rimetry)^- Mettler TC 11 TAProcessor를 시용하였다.

교환반응. 반응의 한 예로 브롬화 1-아다만틸 2 

mmol 과 AI2O3 1 g 당 2 mmol의 Lil가 홉착된 알루미 

나 시료 4 g을 Cold-finger형의 용기에 넣고 막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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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으로 저으면서 100°C에서 반응시 켰다. 4시간 반응 

후 소량의 물을 알루미나에 가한 후 에테르로 유기 

물을 2회 추출하였다. 에테르 용액을 농축시키고 기 

체크로마토법으로 생성비를 측정하였다（수율: 요오 

드화 1아다만틸; 88.7%, 브롬화 1아다만틸; 3.1%, 

1아다만탄올; 7.8%）.

결과 및 고찰

할로겐화 1-아다만틸을 KI 와 Lil를 써서 요오드 

화한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Lil는 아세톤이 

나 다른 극성 용매에 잘 용해하므로 알루미나에 홉 

착시키지 않은 Lil와 반응한 결과와 LiX/알루미나와 

의 반응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브롬화 및 염화 1-아다만틸은 Lil/알루미 

나와 쉽게 반응하여 요오드화 함을 알 수 있다. 동일 

한 출발물을 알루미나 없이 반응시키면 25% 이하의 

수율을 보인다. 반면, KI/알루미나를 같은 조건하에 

서 반응시킨 경우의 반응율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낮았다. 이것은 알루미나 지지체가 Lil뿐 아니라 할 

로겐화 알킬도 활성화시킨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 

고, 지지체에 흡착시킨 시약들이 그렇지 않은 것과 

비교하여 반응성이 높다7는 것을 입증해 준다. 알루 

미나에 의한 할로겐화 1-아다만틸의 활성화는 다른 

문헌아］서 이미 입증되었지만 양쪽성인 티오시안화 

제를 쓰면 티오시안화물과 이소티오시안화물이 생 

긴다는 사실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 생성 이유는 활 

성화로 생긴 1-아다만틸 양이온 또는 이온쌍이 

SCN「에 의해 두가지 형태로 공격받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 또한, KI/알루미나가 Lil/알루미나에 비교가 

안될 정도로 낮은 반응성을 띠는 이유는 아직 정설 

이 없지만 알루미나에 있는 극소량의 물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 물은 Lil의 이온화에는 도 

움을 주지만 상대적으로 용해도가 낮은 K 또는 Na 
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

Table 1에서의 전환율과 수율 값과의 차이는 부산 

물인 1-아다만탄올의 생성량이다. KI/알루미나와의 

반응을 오랜 시간 실시할 수 있겠지만 이미 반응 전 

반에 10%를 넘는 알코올이 관찰되므로 더 이상 반 

응을 수행하지 않았지만, LiU알루미나는 높은 수율 

로 요오드화 1-아다만틸을 제조하는데 쓰일 수 있다. 

요오드화 1-아다만틸은 할로겐 교환반응을 통해 

105-130 °C로 가열하여 HI로부터 만들 수 있고,‘° 1- 

아다만탄올과 HI로 부터도 만들 수 있다” 이 방법 

들은 모두 밀봉관을 사용해야하고 복잡한 후처리를 

요한다. 그러나 Lil/알루미나와의 반응에서는 반응 

후 용매로 추출한 뒤 건조시켜 쉽게 생성물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듯 할로겐화 리튬이 알루미나 상에 

서 좋은 친핵제가 될 수 있고, 특히 LiBr이나 CaBr2 

를 알루미나에 흡착하여 염화 1-아다만틸로부터 각 

각 67와 77%의 브롬화물을 얻을 수 있다는 본 실험 

실에서의 결과w를 바탕으로 하여 1아다만틸 구조 

에서 일어나는 할로겐 교환반응을 더욱 확대시켜 조 

사해 보았다. 이를 Table 2와 3에 종합하였다.

알루미나에 흡착한 무기염 친핵체의 친핵성은 물 

의 함량에 영향을 받으며 이는 여러 문헌에서도 지적 

된 바 있다.” 알루미나에 흡착된 시료를 만들기 위해 

서는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료 제조 후에는 탈수 

즉 건조과정을 잘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실험에서는 120°C에서 24시간 건조시키는 방법, 

350 °C로 강열 처리하는 방법, 50°C에서 진공건조시 

키는 방법, 그리고 micro oven에서 수분간 건조호｝는

Table 1. Iodination reactions of 1-adamantyl halides with MI (M=K or Li) at 100 °C°

substrate
MI loading, 

mmols
time, 

hr
conversion 

(%)
yield 
(%)

remarks

KI, 2(4 g) 4 38 25
1-adamantyl KL 2(4 g) 4 36 29

chloride Lil, 8 4 03 02 b
Lil, 2(4 g) 4 98 90

1-adamantyl Lil, 2(4 g) 4 96 89
bromide Lil, 8 4 30 25 c

",Substitution reactions of 1-adamantyl halides (2 mmols) with MI adsorbed on alumina dried under vacuum at 50 °C for 
4hrs. “Reaction of 1-adamamtyl chloride with Lil in the absence of alumina in heptane. "Reaction of 1-adamamtyl bro
mide with Lil in the absence of alumina in ace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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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romination reaction of 1-adamantyl chloride with LiBr adsorbed on Rumina at 100°C"'

substrate
LiBr loading, 

2 mmols
time, 

hr
conversion product

(%) yield (%)
remarks

1-adamantyl 
chloride

8)
8)
8)
g)G
3
 

4
 
4
 
4
 
4
 
2
 

zl\ /l\ /I- /lx z<\ 

2
 
2
 
2
 
2
 
2

g)
8)
8)
g)
8)
8,
8)

2
 
2
 
2
 
6
 
8
 
4
 
4
 

ZIV zt\ r
x
 

z(\ 

f
x

3
 
4
 
5
 
2
 
2
 
2
 
2

3.5
6.3
5.1
5.0
2.5
3.4
1.0
7.0

卯
73

財
916

8

8

8

7

7

 
8

9

8

 

8
 
9

6
 
6
 
6
 
6
 
6

6
 
6
 
6
 
6
 
6
 
6
 
6

5
 
6
 
4
 
6
 
3

9
 
9
 
9
 
9
 
8

2
 
5
 
4
 
6
 
7
 
3
 
6

9
 
9
 
9
 
9
 
9
 
9
 
9

g
 
g
 
g
 
g
 
g
 d
 
-
/

The reaction was carried out by 2 mmols of the substrate in the presence of several drops of heptane. LiBr adsorbed 
per gram of alumina is 2~5 mmols and numbers in parenthesis indicate the t아al weight of alumina reagent. ^Alumina 
reagent was prepared in absolute ethanol. cLiBr/alumina was dried with microwave oven before use. dLiBr/alumina was 
dried with oven at 120 °C. ^LiBr/alumina was heated at 350 °C. ^iBr/alumina was vaccum dried. gLiBr/alumina was dri
ed with oven and microwave oven.

방법들을 이용하였다. 마지막 방법은 본 연구에서 처 

음 시행해 본 예로써, microwave irradiation 방법을 통 

해 유기합성을 보고한 문헌'3을 활용한 것이다.

Table 2에서 보듯 염화 1-아다만틸의 브롬화의 경 

우도 LiBr/알루미나를 이용할 때 전반적으로 잘 일어 

남을 알 수 있다. 비교 검토를 위해 반응시간을 6시간 

으로 한정했지만 90%선의 전환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미 보고한 결과61'와 비교할 때 약 10%를 상회하는 

수율의 차이가 관찰되어 재현성의 문제가 약간 있다. 

그러나 알루미나에 흡착된 시료를 보다 세심하게 제 

조함에 따라 수율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이 반응법 

은 HBr과 Fe®를 이용하여 염화 1-아다만틸로부터 

77%의 브롬화물을 얻은 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훨 

씬 우수하다고 생각되고, 이치환 생성물이나 자리옮 

김 반응 생성물도 없으며, 후처리도 간편하다. 본 실 

험에서 알루미나 시료를 건조하는 방법을 달리해 보 

았지만 특기할 만한 .사항은 관찰되지 않았다. 단지 

Microwave irradiation 건조 방법은 3분밖에 걸리지 않 

고, 다른 방법으로 건조한 것과 비교해도 수율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빠른 방법의 시료 건조법으 

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2의 중반 이후의 값들은 알루미나에 홉착시 

킨 친핵제의 양을 달리하거나 같은 양을 흡착시킨 

후 사용량을 달리하여 실험한 결과이다. 알루미나에 

2~5mmol의 LiBr을 흡착하여 반응시키면 흡착량이 

많을수록 수율은 약간씩 증가하지 만 5 mmol에서는 

약간 감소하였다. Table 3에 있는 브롬화 1-아다만틸 

에서도 비슷하게 관찰되었다. 또한 같은 양의 친핵 

체 염을 흡착하고 사용량을 4 g에서 8 g으로 늘려도 

수율은 계속하여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한다. 

즉 반응율을 높이기 위해 알루미나에 흡착시킬 수 

있는 최적량이 존재하는 것을 암시해 준다（대체로 g 

당 3 mmol이고 염의 종류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고 

보고한 결과도 있다”）. 이 실험에서는 그 양이 3내지 

4 mmol로 나타났다. 그리고 같은 양을 흡착시 킨 시 

료를 반응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양을 사용해 보아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 경우는 1一아다만타놀이 

많이 생길 뿐이다. 염화 1-아다만틸의 브롬화는 알루 

미나 1 g 당 2-4 mmol을 흡착하고 주물질의 4배 몰에 

해당하는 양을 쓰면 반응성이 매우 낮은 염화 1-아다 

만틸의 브롬화를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Table 2의 

결과와는 대조적으로 Table 3에서 브롬화 및 요오드 

화 1-아다만틸의 염소화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cr 

가 BL와「에 비해 낮은 친핵성을 가진다는 이유가 

주원인이겠지만 현재로서는 알루미나 상에서 염화 

금속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한편, 알루미나에 흡착된 무기염은 극소량의 물이 

존재할 때 활성화되는더】, 이 양은 무기염의 양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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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lorination reactions of 1-adamantyl bromide 
and iodide with LiCl adsorbed on alumina at 100 气平 b

LiCl loading, time, conversion product 
mmols hr (%) yield(%)

substratea

2(2 g) 6 55 50.0
3(2 g) 6 71 52.4 25

1-adamantyl 4(2 g) 6 57 47.4
bromide 2(4 g) 6 67 61.1

2(6 g) 6 78 71.1
2(5 g) 6 96 34.2 24

l-ad 囂侦 6 61 28.1

“Reaction was carried out by 2 mmols of the substrate. 
"LiBr/alumina reagent was dried with oven and microw
ave oven before use.

과 음이온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브롬화 n-옥틸은 

OAc「와의 반응에서 HQ/KOAc의 비가 0.4일 때 가 

장 높은 수율이 나타난다고 보고된 바 있다.'2 이와 

같은 극소량의 물을 알루미나에 임의대로 주입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아 본 실험에서는 일관되게 제조 

한 LiX/알루미나의 물 함량 조사를 TGA와 DSC법 

으로 해석해 보았다. 이러한 조사는 거의 없고, 

Ando와 Clark折의 연구진들이 행한 KF/알루미나에 

대한 해석이 큰 도움이 된다.

UX/알루미나 시료는 TGA 그림(Fig. 1)에서 보듯이

7
 

6

2
 

2
 

」【曾H
q

#

23

80 180 280 380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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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GA diagrams of LiX adsorbed on alumina. (A: 
LiBr/alumina, B: LiCl/alumina, C: Lil/alumina).

약 500°C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감량되는데 여기 

서 감량되는 물질은 오직 물뿐이다. Fig. 2는 순수한 

LJBr와 알루미나에 흡착된 LiBr의 DSC를 합친 것인 

데 170 °C에서 중요한 초기 탈수가 관찰된다. 뿐만 아 

니라 170°C 이전에도 물의 탈수가 있음을 두 분석 그 

림을 비교하여 알 수 있다. 그리하여 200°C 이하까지 

만 고려해 볼 때 TGA로 부터 산출한 물의 양은 최소 

약 0.8 mg(0.044 mmol), 그리고 26.5 mmol의 시료(Fig. 

Fig. 2. DSC thermograms of pure LiBr (A) and LiBr/alumin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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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시료 채취량）에 있는 LiBr의 양이 0.053 mmol（알 

루미나 g당 2 mmol의 염）임을 산출 할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LiCl에서는 염대 물의 몰 비가 0.048 : 0.03 

그리고 Lil시료에서는 0.047 : 0.（泌8임을 산출할 수 있 

었다. 그러나 이들로부터 알루미나에 흡착된 친핵제 

시료의 특성을 단정하기는 힘들다. 다만 LiX와 H2O 

의 몰 비가 대략 1이란 점이 관찰되며 이는 염이 1 수 

화물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수화도 중요하 

지만 극소량의 물이 알루미나에 흡착된 친핵제 시료 

에 골고루 분산되어 LDX의 활성에 기여한다고도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실험에서 제조한 LiX/알루미 

나는 대략 1:1의 몰 비로 LiX가 물을 함유하는 알루미 

나 시료이며, 아다만틸의 브롬화와 요오드화에 효과 

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친핵성 시약임을 알 수 있다.

결 론

브롬화 1-아다만틸을 Lil/알루미나와 반응시켜 높 

은 수율의 요오드화 1-아다만틸을 제조하였다. 이는 

HBr과 FeBn를 이용한 기존의 결과와 비교할 때 매 

우 우수한 방법이었다. 반응성이 특히 낮은 염 화 1- 

아다만틸도 LiBr/알루미나를 사용해서 브롬화를 달 

성 할 수 있었다. 대체로 알루미나 g당 LiX가 2~4 

mmol 홉착된 시약이 반응률을 높이는 최적량이었 

다. 이와는 반대로 브롬화나 요오드화 1-아다만틸의 

염소화는 잘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실에서 오랫동안 실시한 알루미나 

시료를 반응성과 연관시키기 위해 TGA와 DSC 분 

석을 시도한 결과 알루미나에 흡착된 친핵제 Li염 

시료에는 Li염 1몰 당 최소 1몰의 물이 함유되어 있 

음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는 단국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 

어 졌으며 이 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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