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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l,2,3,4,5,6・hexaalkyl-l,4-dibora・2・cyclohexeDe은 BKU로부터 제조할 수 있었으나, 보통실험실에서는 

이것을 제조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법에 의한 생성을 시도하였다. 즉 l,4-dimethyl・2,3・diethyl-14dibora-2-cy・ 
clohexene, 1 유도체를 potassium과 methyl iodide에 의한 환원 • 산화반응을 시켜주므로 2,3-diethyl-l,4,5,6- 
tetramethyl-1,4-dibora-2-cyclohexene, 纟를 얻을 수 있었다. 또 이 유도체와(1仁C5H5)Co(C2H4)2를 반응시켜 코발트 

sandwich 착물인 두 종류의 double-decker, 6 그리고 ； 또 한 종류의 triple-decker, 邑을 생성하였다.

ABSTRACT. l,2,3,4,5,6-Hexaalkyl-l,4-dibora-2-cyclohexene was not produced by the general preparation 
method in our laboratory because of difficulties in the preparation of B2CI4. 2,3-Diethyl-l,4,5,6-tetramethyl-l,4-dibora- 
2-cyclohexene, 2 was synthesized by the reduction-oxidation reaction of potassium and methyliodide from 1,4- 
dimethy 1-2,3-diethy 1-1,4-dibora-2-cyclohexene, 1 as a substrate. Cobalt sandwich-complexes, 6, 7 and 8 were synthes
ized by the reaction of 2,3-diethyl-1,4,5,6-tetramethy 1-1,4-dibora-2-cyclohexene with (1仁GHMb (C2H4)2.

서 론

본 연구진은 B2CI4와 2-butse을 반응시켜 2,3-bis 
(dichlon)boryl)butane을 생성하였으며, 이 화합물의 

dichloroboryl 부분을 diiodoboryl로 치환 반응시키기 

위하여 BL을 작용시켜 2,3-bis(diiodoboryl)butane을 

좋은 수율로 얻었다. 이 생성물을 출발물질로하여 

alkynes(2-butyne 또는 3-hexyne)를 반응시키면 1,4- 
diiodo-5,6-dimethyl-2,3-dialkyl-2-cyclohexene'i- 얻을 

수 있었다. 계속해서 AlR.AlMe。과 반응시키면 메 

칠화반응에 의해 1,2,3,4,5,6-hexa-alkyl-l,4-dibora-2- 

cy어ohexene을 생성하였다특히, 이들 전 합성 

(total synthesis) 반응은 각 단계마다 힘드는 실험절 

차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만 각 단 

계를 거치면서 얻어지는 수율은 대체로 80% 이상을 

상회하기 때문에 상당한 량의 수율을 얻을 수도 있 

다. 상기의 반응에 꼭 필요한 B2CI4는 생성과정이 너 

무 힘들고 특수한 반응장치를 필요로하기 때문에 일 

반실험실에서는 생성할 수가 없다.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B2ci4 없이 1,2,3,
4,5,6-hexaalkyl-l,4-dibora-2-cyclohexene-4*  생성하는 

방법을 모색하며, 또 이렇게 얻어진 이 유도체로부터 

코발트 착물을 합성홍卜고자 한다.

실 험

시약 및 기기.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반응과 조작은 Schlenk 기술을 이용하였으며 , 건조된 

질소와 Ar(건조제는 미국 W.A. Hammond사 제품과 

탈산제는 독일 BASF사 제품 BTS•촉매°를 이용) 기 

류 하에 행하여졌다. 용매는 Aldrich사, Merck사 및 

국산제품을 Ar가스를 불어 주면서 potassium, so
dium, 그리고 CaH?와 benzophenone을 가한 후 장시 

간 증류하여 정제한 것을 사용하였다. NMR기기는 

Bruker AC-200, Bruker WX-360, “B-NMR은 Je이 

FX-90Q, mass-spectral Varian MATCH 7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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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측정하였고, ESR 확인은 Variant Instruments ESR 
spectrometer EE3을 이용하였으며, 원소분석은 Car
lo Erba Elemental Analyzer CHNS-O EAU08로 

부터 결정되었다. 각 생성물의 융점은 영국제 Gal
len Kamp. M.P. apparatus 기기로 측정하였다. 본 연 

구에 사용된 시약은 Aldrich사, Strem사, 그리고 

Merck사 특급 제품으로 대부분 정제하여 사용하였 

으며, 생성물 분리를 위하여 사용한 크로마토그래피 

용 충진제는 silica gel 60(독일 Merck사 제품)을 

160°C 감압하에서 충분히 건조시킨 후 Ar가스를 채 

워 사용하였다.

2,3-Diethyl-l,4-dimethyl-l,4-dibora-2-cyclohe- 

xene(D의 생성. 식(1)과 같은 방법으로 합성했으며 

NMR결과가 문헌치와 일치하였다.M

수율 : 75%, nB NMR(C6D6) 8 : 78 ppm

화합물 [의 환원 •산화 반응에 의한 23-Diethyl-lA
5,6-tetramethyl-l,4-dibora-2-cyclohexene(2)2|  합성. 

Ar gas로 채운 50 mL Schlenk tube 에 potassium 375 
mg(9.2 mmol)을 넣고 감압하면서 K-m血ror를 만든 후 

화합물 1을 500 mg(2.63 mmol) 넣고 THF를 20 mL를 

채우면서 즉각 -60 °C로 차게 한 후 교반해주면 약 

20분 후 용액은 짙은 오렌지색으로 변한다. 온도를 

-30 °C로 서서히 올리면서 Mel 1.375 g(9.7 mmol)를 

가해주면서 반응시킨다. 반응용액을 실온까지 서서히 

올린 후 1시간 더 •교반해 준다. 용매를 제거한 후 찌 

꺼기(residue)를 21.5 °C/1 torr에서 증류하여 생성물(?) 

로 하였다.

수율 : 225 mg(1.2 mmol: 35.4%)
!H NMR(C6D6) 8 : 0.71(s, B-CH3), 0.81(t, CH3), 

0.95(d, CH3), 1.50(q, CH-), 2.42(q, CH2)
nB NMR(C6D6) 8 : 76.8(cis), 85.3(trans)

MS(EI): m/e(%) = 190(M*, 51), 175[(M-CH3)+, 18.
7], 161[(M-C2H5)+ 74.7]

이 생성물은 다른 방법으로 합성한 결과와 일치하 

였다. 心

화합믈 으의 코발트 Sandwich 착믈 생성. Ar gas 
로 치 환한 50 mL Schlenk tube에 고리 화합물 £를 

200 mg(1.05 mmol), 그리고 CpCo(CzH4)2 216 mg(1.2 

mmol)을 넣고 석유에테르 25 mL를 채우고 실온에 

서 Ar gas를 불어주면서 24시간 동안 반응시 켰다. 반 

응 혼합물은 짙은 갈색용액으로 변했으며 TLC 결과 

세 종류의 생성물을 확인하였다. 실온에서 silica gel 
관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해 석유에테르를 용매로 하 

여 생성물을 분리하였다. 첫 번째 분리되는 부분은 

짙은 오렌지색이었으며, 두 번째 부분은 진한 보라 

색으로 분리되었고, 세 번째는 짙은 녹색을 나타내 

었다. 이들 생성물은 실온에서 비교적 안정하며 석 

유에테르 속에서 재결정한 후에 다시 크로마토그래 

피에 의해 각각 한번 더 정제한 것을 최종생성물로 

하였으며 spectrometer에 의해 분석하였다. 생성물 

纟은 이미 합성되었던 것과 동일물질임이 확인되었 

다.'

수율 : 오렌지 색 결정 (double-decker, 6); 72 mg(0. 
231 mmol, 22.0%)

보라색 결정(다른 종류의 double-decker, 7); 67.2 
mg(0.214 mmol, 21.4%)
녹색 결정 (triple-decker, 8); 55.8 mg(0.128 mmol, 

12.8%)
'H NMR (C6D6) : 8 6 4.02 (s, 5H), 2.48 (q, 4H), 

1.85 (s, 6H), 1.28 (t, 6H), 1.12 (s, B-CH,) 7 4.13 (s, 
5H), 2.50 (q, 4H), 2.06 (q, 2H), 1.42 (d, 6H), 0.82 (t, 
6H), 0.54 (s, B-CH3) 으 paramagnetic

nB NMR(C6D6) : 8 6 24.8 ppm 7 43.6 ppm 으 para

magnetic
원소분석 : 6 C17H27B2Co(311.954) calcd.: C 65. 

454 H 8.723 found: C 65.790 H 8.588
MS(EI) : 6 m/e(%) = 312(M+, 100), 283[(M-Et)+, 29. 

7], 268[(M-EtMe)+, 3.0], 188[(M-CpCo)+, 3.7], 98[(M- 
CpCoMe6)+, 10.5], 156(M2+, 6.4), 124[(CpCo)+, 54], 

65(Cp+, 20.8), 59(Co+, 27.7), 55[(EtMeB)+, 10.1], 
41[(Me2B)+, 47.4]

7 m/e(%) = 314(M+, 39.7), 285[(M-Et)+, 100], 
269[(M-HEtMe)+, 46], 241[(M-Et2Me)+, 19.2], 230[(M- 
HBEt2C2)+, 16.1], 190[(L-CpCo)+, 7.5], 124[(CpCo)+, 
51.8], 109[(L-EtMeBGH?)*, 8.4], 65(Cp+, 11.7), 59(Co+, 
20.7), 41[(Me2B)+, 48]

8 m/e(%) = 43g, 4.1), 312(6+, 100), 297[(M- 
CpCoMe)*, 6.8], 283[(M-CpCoEt)+, 22.2], 124[(CpCo)+, 
12.6], 65(Cp+, 4.0), 59(Co+, 6.6), 41[(Me2B)+, 8.3]

mp: 6; 127.3 °C 7; 234.7 °C 8; 208.5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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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l,2,3,4,5,6-Hexaalkyl-l,4-dibora-2-cyclohexene^

cy시ohexene佳)의 생성.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일반실험실에서 l,4-dibora-2・cyclohexene의 유도 

체인 화합물 丄을 생성시킬 수가 있다. 그렇지만 특 

수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일반실험실에서는 B2C14 
를 생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화합물 z와 같은 유 

도체는 제조할 수가 없다J” 유도체 ［은 -60 °C의 

저온에서 THF 용액 속에 potassium에 의해 환원시 

켜주면 radical anion이 생성되어 이것을 ESR로 확 

인할 수 있었다.1 如 이 용액을 서서히 온도를 올려 

주면 오렌지색에서 서서히 갈색으로 바뀌는 것을 

관찰할수 있으며, 여기에는 어떤 화학적인 변화가 일 

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0°C 때 methyliodide를 

과량 가하고 서서히 실온까지 온도를 올려주면 용액 

은 무색으로 바뀐다. Radical anion에서 계속 환원되 

는 과정과 수소 이탈이 일어나는 과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하였다. 다만 

potassium 에 의한 환원과 methyliodide 에 의한 산화 

과정을 다음 식(2)와 같이 진행되는 것으로 표시할 

수 있다. 부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위해 1시간 

후에 수은을 넣어 생성되는 iodide를 제거하였다. 여 

과후에 용매를 제거하고 찌꺼기(residue)는 21.5°C/ 
1 torr에서 증류하여 얻어지는 부분을 생성물로하 

였다.

h3c-bx ^b-ch3

Er^i
:B-CH3 也 2CH#

악板 r 액j JCH,

H3C-B^ CH3；b-CH3 ^B-CH3 ……⑵

식(2)에서 methyliodide로부터 메칠화반응이 일어 

날 때 cyclohexene 고리를 중심으로 같은 쪽으로 결 

합이 되는 cis와 반대쪽으로 결합되는 trans 형의 이 

성체가 동시에 얻어지는데 이것을 UB NMR로 확인 

했으며 , ”B의 6값이 76.8 ppm(cis), 85.3 ppm(trans) 

으로 각각 측정되었으며 그 존재비는 1:1로 나타났 

다. 이 값은 BKU로 부터 생성된 것과도 비슷한 결 

과를 나타내었다J

코발트 Sandwich 착믈의 생성. 1,4-Dialky 1-1,4- 
dibora-2-cyclohexene 유도체 @ 또는 g)의 가장 큰 성 

질중의 하나는 식 (3)과 같이 금속과 배위 결합하여 착 

물을 생성하는 것이다.解 이 반응 메커니즘은 고리 

의 이중결합과 금속과 兀-결합을 형성한 후에 수소 

두 원자를 이탈시키면서 다시 이중결합과 ”-결합을 

형성하여 4개의 71-전자를 제공하게 된다.寫"

h3c-b： 애「丝쯔끄브 $의〈타 E 

cqiq h3c-b^ ^b-ch3 

CH, CH# 
1

6

HjCjJ—<CH3
+ 里A 애3

O 
8

본 연구에서는 ligand가 alkyl 기를 여섯 개 가지고 

있으므로 입체장애가 커서 수소를 이탈시키기 어려 

워 하나의 이중결합과 71-결합을 형성하므로 16개의 

가전자(valence electron, VE)를 갖는 double-decker 
착물, Z이 얻어졌다. '수소를 이탈하고 두 개의 이중 

결합과 7C-결합을 형성하므로 18개의 VE를 갖는 다 

른 한 종류의 double-decker, 6 그리고 역시 두 개의 

이중결합과 it-결합을 형성하고, 32개의 VE를 갖는 

세번째의 착물인, triple-decker, 8 모두 세 종류의 화 

합물을 얻을 수 있었다. 이들 착물은 으을 제외하고는 

NMR, 원소분석, 그리고 mass-spectrum에 의해 쉽게 

확인이 되었다. 특히 화합물, 纟은 이전에 다른 방법 

으로 생성된 것과 동일 화합물로 판명되었다.'~割2 착 

물 §은 상자성체 (paramagnetic)로써 'H-, 그리고 nB- 

NMR에 작용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VE 32개를 갖는 

sandwich 착물의 특성이다."2-13 따라서 이 화합물의 

확인은 mass-spectrum과 ESR, alkynes와의 반응 등* 

의 방법과 이전의 실험과 비교하여 결정하였다.'心 

화합물, 纟의 cyclovoltammogram의 결과는 다른 유도 

체의 값과 비슷하였고, 또 환원에 의한 radical anion 
의 ESR 결과는 착물, 으이 분해하여 얻어진 것과 
값이 동일하게 나타났日.'办° 이들 triple-decker 착물 

의 반응성은 곧 연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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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assium (reduced) potassium (decomposed) 
6 ------------------  6 radical anion -----------------------8

-30 °C -30 °C
<g>=2.056 gi=2.136 g2=2.044 g3=1.987 
<a>=79.2 ai=142.5 a?드40 33=55
free electron=2.0023 [G]

본 연구과정에서 가장 홍미있는 것은 착물, Z의 생 

성이다. 이 화합물은 ligand가 수소 두 원자의 이탈없 

이 탄소 두 원자, 붕소 두 원자가 코발트와 결합하므 

로 이미 많이 생성하였던 62] 유사형이 아니며 nB- 

NMR의 6값이 43.6 ppm으로 유리상태의 ligand와 

double-decker 착물의 사이에 존재함을 볼 수 있다”” 

그 색깔도 짙은 보라색으로 특징적이었고, 또 이 화 

합물은 비교적 안정한 상태로 분리할 수 있었다. 이 

화합물에 대한 자세한 성질은 곧 밝혀질 것이다. 이 

상의 확인 내용과 이전에 밝혀진 결과를 비교하여 

이들 화합물의 예상되는 구조는 식(3>의 7, 그리고 

으이다.'212 화합물, 纟의 경우에는 이미 이전에 생성 

되었던 것과 동일물질이었고 그 분자구조도 결정되 

었다.'

결 론

2,3-Diethyl-l,4-dimethyl-l,4-<libora-2-cyclohexene 

에서부터 potassium과 Mel의 환원■산화반웅에 의해

1.2.3.4.5.6- hexaalkyl-l,4-dibora-2・cyclohexene인 2,3- 
diethyl-1,4,5,6-tetramethyl-1,4-dibora-2-cyclohexene^- 
생성시켰다. 이것을 ligand로중卜여(Tf-cyclopentadieHyl) 

di(ethylene)cobalt와 반응시켜 두 종의 double- decker 
착물인, (Tl5-cyclopentadienyl)-|i-[ii6-2,3-diethyl-l,4,5,6- 
tetramethyl-l,4-dibora-2,5-cyclohexadiene]cobalt^|- (if- 
cyclopentadienyl)-니]U2,3-diethyl-L4,5,6-tetramethyl-l, 

4-dibora-2-cyclohexene]cobalt, J고리고 한 종류의 triple- 
decker인 bis(T]5-cyclopentadienyl)-|i-[T|6-2,3-diethyl-l,4,

5.6- tetramethyl-l,4-dibora-2,5-cyclohexadiene]dicobalt-f- 

생성하였으며 이들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계명대학교 대학원 '97학년도〈학생 •교 

수 공동연구 특별장학금〉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이 

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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