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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족 니트릴 화합물은 염료, 농약, 제약, 그리고 전자
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될 수 있는 중요한 기초 물
질이다.1 방향족 니트릴을 얻기 위한 기존의 합성방법은
아릴할라이드(arylhalide)와 시안화구리(CuCN)의 화학량

활성화에 있어서 반응의 허용범위가 넓다.6b 따라서 Ar-X

론적 반응(Rosenmund-von Braun),2 아닐린(aniline)을 출발
물질로 사용하는 Sandmeyer 반응, 그리고 대량생산의 산
업용 제조 규모로는 톨루엔의 ammoxidation 반응이 있다.4

을 이용하여 아릴할라이드의 촉매적 시안화반응에 의한
방향족 니트릴의 합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처음으로 소개
한 이후,8 촉매반응에 의한 생성물의 합성방법과 화합물

이러한 반응계들은 화학량론적 량의 CuCN의 사용과 고
온(150~550 oC)에서의 반응조건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또한 아릴기의 치환체에 대한 입체적 및 전자
적 허용범위도 제한적이어서 다양한 치환체를 가진 방향

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 분야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촉매반응계와 관련하여 촉매반응의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인들이 그동안 연구
되었다. 알려진 중요한 요인 중에 한 가지는 반응물질로

족 니트릴의 합성에는 문제가 있다. 반면에 전이금속 착
물을 촉매로 이용하여 아릴할라이드와 가격이 저렴한 시
안화(CN-) 원료인 NaCN, KCN, 혹은 Zn(CN)2 등을 이용하

사용되는 시안화이온(CN-)의 농도가 반응수율에 크게 영

의 촉매적 시안화반응에 있어서도 팔라듐 촉매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1d,5~7
1973년에 Takagi와 그의 공동연구자들이 팔라듐 착물

3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반응용액에서 시안화이온의 농도
가 높으면 수율은 크게 떨어진다.9 이것은 팔라듐 착물이
용액에 존재하는 과량의 시안화이온과 반응하여 촉매활

여 비교적 온화한 반응조건에서 다양한 치환체를 가진
방향족 니트릴을 직접 합성하는 방법은 상기의 반응들과
비교하여 큰 장점과 매력이 있다(Scheme 1).5,6 촉매반응

성이 없는 Pd(II)- 혹은 Pd(0)-시안화 착물을 형성하기 때
문이다.6a,10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반
응계에서 시안화이온의 적정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시
안화 시약, 첨가제, 그리고 반응조건(용매와 반응온도 등)

에서 촉매 전구체로 사용되고 있는 전이금속 착물은 팔
라듐과 니켈 착물이 대부분이며, 지금도 이 분야에 대한
많은 연구가 두 금속 착물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최근
에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탄소-탄소 교차 짝지움
반응(cross coupling reactions: Heck, Stille, Suzki, Sonogashira
등)에 있어서의 이 두 금속 착물, 특히 팔라듐 착물에 대

에 대하여 촉매반응의 효율과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연
구가 진행되었다. 예를 들면, NaCN(혹은 KCN)의 농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첨가제로 ZnCl2를 사용하거나,11 용해도

한 많은 연구와 무관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팔라듐 착물
은 니켈 착물에 비하여 보다 용이하게 보조 리간드를 조
율할 수 있음으로서, 다양한 기능기를 가진 Ar-X 결합의

Me3SiCN14 등)를 사용하는 반응계가 알려져 있다. 또한
반응물 Ar-X(할라이드)의 아릴기의 치환체의 성질과 위
치 그리고 할라이드(X)의 종류 (I>Br>Cl 순으로 감소)에

가 낮은 시안화 원료(acetone cyanohydrin,12 K4Fe(CN)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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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1. Pd-catalyzed aromatic cyanation.

따라서 반응성이 현저히 달라진다.15 촉매 전구체의 보조
리간드는 촉매 수율 및 반응의 선택성과 관련하여 대단

Scheme 3.

히 중요한 역활을 하며, 여러 가지 질소(N) 및 인(P) 주게
리간드, 그리고 입체적 혹은 전자적으로 조율된 여러 가지
한자리 또는 킬레이트 리간드에 대하여 기질의 종류와
치환체에 따른 반응한계 그리고 유효한 반응조건 등과 관
련하여 그동안 많은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6b,16,17 예를 들
면, 입체적 장애가 큰 킬레이트 포스핀 리간드, dpcb(1,2diphenyl-3,4-bis(2,4,6-tri-tert-butyl-phenylphosphinidene)cyclobutene), dppf(1,1'-bis(diphenylphosphino)ferrocene), dppb
(1,4-bis(diphenylphosphino)butane), 그리고 dpppe(1,5-bis
(diphenylphosphino)pentane)를 보조리간드로 사용한 팔라
듐 촉매는 아릴기의 다양한 위치에 여러 가지 치환체를
가진 Ar-Br와 Ar-Cl 기질에 대한 시안화반응에 있어서 다
양한 촉매 활성을 보여 준다.16,17 또한 이 촉매반응은 환

은 안정도에 기인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반응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방향족 시안화
촉매반응에 대하여 팔라듐 착물 Pd2(dba)3을 촉매 전구체
로 사용하여 DMA(dimethylacetamide) 용매에서 보조리간
드(삼차포스핀)의 종류, 염기 그리고 반응온도 등 촉매반
응에서의 최적 반응조건을 연구하였다(Scheme 3). 본 연
구에서 사용한 기질 Ar-X (X = Br, Cl)는 aryl 기의 para-위
치에 불소(F) 및 CHO 기를 가지고 있는 1-bromo-4fluorobenzene과 4-chlorobenzaldehyde이며, 그리고 시안화 시

원제로 고용된 염기의 종류와 사용량,18 심지어는 가하는

약으로 Zn(CN)2를 사용하여 촉매반응의 결과로 얻은 각각의
방향족 니트릴에 대하여 관측된 화학(chemo) 및 위치
(regio) 선택성과 촉매수율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자 한다.

cyanide 시약의 결정도의 크기에 따라서도 민감하게 반응
결과가 달라진다.17 따라서 아주 간단하게 보이는 반응도

Table 1의 entry 1~3 실험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bromo4-fluorobenzene의 시안화반응에서 촉매전구체 Pd2(dba)3

표와는 달리 본 촉매반응계는 여러 가지 반응조건과 변
수에 아주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반응계이다.

에 보조 리간드로 트리페닐포스핀([Pd] 대비 3몰 당량: 알
려진 연구결과와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자리 리간드

최근 본 연구실에서는 biphasic solution(n-heptane/water)
에서 수용성 팔라듐 착물, PdX2L2(L = PPh2(C6H4-p-SO3K))

L의 경우, [Pd] : L = 1 : 3, 그리고 두자리 킬레이트 리간
드의 경우, [Pd] : L-L = 1 : 1 일 때 최적 촉매효율을 나타
냄)20을 사용했을 때 동일한 반응조건(Zn(CN)2, 염기의 사
용량, 반응온도)에서 환원제(염기)의 종류에 따라 결과가

을 이용한 aromatic iodide의 촉매적 시안화반응에 대하여
연구하였다(Scheme 2).19 본 반응에서 iodobenzene과 KCN을
반응물로 사용했을 때, 물과 혼합되지 않는 이상(biphasic)
촉매반응계의 장점(생성물의 용이한 분리 및 촉매의 회
수 등) 뿐만 아니라 높은 수율(>99%)로 시안화생성물
benzonitrile을 합성하였다. 그러나 iodobenzene과는 달리,
입체적 장애가 큰 ortho-치환체를 가진 aromatic iodide를
기질로 사용하였을 때는 화학(chemo) 및 위치(regio) 선택
성이 낮고 촉매수율도 낮았다. 이것은 수용성 이상용액
(biphasic solution)이 가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반응온도
(100 oC)의 한계뿐만이 아니라 수용성 삼차포스핀을 보조
리간드로 가진 팔라듐 착물의 분해 등 활성 촉매종의 낮

현저히 달랐다. entry 1 실험에서 Zn(120몰%)을 환원제로
반응시간 4시간 후 목적생성물 4-fluorobenzonitrile을 81%
수득율로 얻었다. 이 경우 부생성물로 benzonitrile이 7%,
그리고 4,4'-difluorobiphenyl, 4-fluorobiphenyl, biphenyl 등
Ar-Ar coupling 생성물도 11% 생성되었다. 같은 반응조건
에서 24시간 후(entry 2), 목적생성물 4-fluorobenzonitrile
의 수득율은 61%로 오히려 떨어진 반면 coupling 생성물
이 39%로 현저히 늘어났다. 반면 염기로 Na2CO3를 사용
하였을 경우(entry 3), 반응시간 4시간 후 목적생성물 4fluorobenzonitrile을 99%이상 높은 수득율로 얻었으며,
hydrodefluorination 생성물인 benzonitrile이 미량 (<1%) 생
성되었다. 이 반응에서 24시간 후의 반응결과도 거의 동
일하였으며 높은 화학 및 위치 선택성을 유지하였다. 상
기의 반응에서, PPh3을 보조리간드로 사용했을 때, 염기
로서 Na2CO3가 Zn보다 더 좋은 수율과 선택성을 보여주

Scheme 2. Pd-catalyzed aromatic cyanation in n-heptane/water
biphasic solution.

었으며, hydrodefluorination와 Ar-Ar coupling 반응도 거의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 arylhalide의 시안화 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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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lladium catalyzed aromatic cyanation of 1-bromo-4-fluorobenzene and 4-chlorobenzaldehyde.a

Entry Substrate Temp. (°C)
1
1
120
2
1
120
3
1
120
4
1
120
5
1
120
1
150
6f
1
150
7f
8
1
120
9
1
120
10
1
120
11
1
120
12
1
120
13
1
120
14
1
150
15
1
150
16
1
150
17
2
120
18
2
120
19
2
120

R.T. (h)
4
24
4
4
24
4
24
4
24
4
24
24
24
24
24
48
24
24
24

L (equiv.)b
Zn(CN)2, mol%c
PPh3 (3)
60
PPh3 (3)
60
PPh3 (3)
60
dppe (1)
60
dppe (1)
60
60
60
dppf (1)
60
dppf (1)
60
dppf (1)
60
dppf (1)
60
PPh2(C6H4SO3K) (3)
60
60
PPh2(C6H4SO3K) (3)
60
PPh2(C6H4SO3K) (3)
PPh2(C6H4SO3K) (3)
60
60
PPh2(C6H4SO3K) (3)
PPh3 (3)
60
dppf (1)
60
dppf (1.5)
KCN(180)

Base (mol%)c
Zn (120)
Zn (120)
Na2CO3 (120)
Zn (120)
Zn (120)
Zn (120)
Zn (120)
Zn (120)
Zn (120)
Na2CO3 (120)
Na2CO3 (120)
Na2CO3 (120)
Zn (120)
Na2CO3 (120)
Zn (120)
Zn (120)
Zn (120)
Zn (120)
Na2CO3 (40)

A (%)d
81
61
>99
<0.1
>99
>98
>98
34
58
97
97
2
3
<2
53
73
44
57
87

B (%)d Remark, (%)d
7
11e
4
39e
<1
<1
<2
<2
<0.1
13e
2
37e
3
3
6g
4
49h
i
2
13h
13
-

a

Reaction condition: aromatic halide (0.25 mmol, 100 mol%), employed Pd2(dba)3 is solvated with benzene, Pd2(dba)3(C6H6) (5 mg,
0.005 mmol: 2 mol% of Pd2(dba)3(C6H6) = 4 mol% of Pd). bMolar equivalent to Pd (for example, Pd : PPh3 = 1 : 3). cMol% to substrate.18 dGC-based yield, average of 2 experiments. eAr-Ar coupling products such as 4,4'-difluorobiphenyl etc. fPd(dppe)Cl2 (4
mol%) was employed for catalyst precursor. g4-fluorobenzylamine. h4-methylbenzonitrile. iBenzaldehyde (4%) was also formed.

반응에서 hydrodehalogenation은 Zn을 환원제로 사용했을
때 흔히 관찰되는 결과이며 수소의 근원은 용매에 포함
되어 있는 물이 Pd 촉매 하에서 Zn과 반응하여 생성됨이

(entry 4). 그러나 반응 24시간 후에는 99%이상의 수율과
선택성으로 목적화합물 4-fluorobenzonitrile을 생성하였
다(entry 5). 그런데 반응온도 150 oC, 반응시간 4시간 후

알려져 있다.21 또한 Zn이 존재할 때 Ar-Ar coupling 반응이

(Ar)CN으로부터 Ar-CN의 제거반응과 경쟁적으로 Ar-Ar

Pd(dppe)Cl2를 촉매 전구체로 사용하였을 때는 98%이상
의 수율과 선택성으로 반응이 완결되었으며 동일조건에
서 24시간 후에도 동일한 결과가 관찰 되었다(entry 6,7).
dppe를 보조 리간드로 가진 팔라듐 촉매종의 경우, 상대적으

coupling이 촉진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반응의 선
택성과 수율은 dppf (diphenylphosphinoferocene)를 보조리
간드로 사용했을 경우(entry 8~11)와 유사한 결과를 주었다.
즉 Na2CO3를 염기로 사용하였을 경우, 4-fluorobenzonitrile

로 낮은 반응온도(120 oC)에서 반응 유발시간(induction
period)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었고, 이러한 장벽은 반응
온도를 150 oC로 높임으로서 극복할 수가 있었다. 상기의
실험결과는 본 촉매반응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을 97%, 그리고 benzonitrile을 3%로 얻었으며, 반응시간
4시간과 24시간 모두 동일한 결과를 주었으며, 높은 수율
과 선택성을 보여 주었다.
반면에 dppe(1,2-bis(diphenylphosphino)ethane)를 보조리

제공한다고 사료된다. 팔라듐 촉매에 의한 방향족 시안화
촉매반응에 있어서 알려진 반응메카니즘은 Pd(0) 활성종
에 의한 Ar-X의 산화성 첨가반응의 결과로 Pd(Ar)X 종이
형성되고, CN과의 치환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Pd(Ar)CN

간드로 사용했을 때(entry 4~7), Zn은 효과적인 환원 첨가
제로 높은 수율과 선택성을 보여 주었다. 촉매 전구체
Pd2(dba)3에 dppe를 1당량 첨가했을 때, 120 oC에서 처음 4

으로부터 환원성 제거반응에 의하여 목적 생성물 Ar-CN
과 촉매 활성을 가지는 Pd(0) 촉매종이 다시 생성되는 반

촉진되는 것은, 산화성 첨가반응물로 형성되는 LnPd(Ar)Br
와 Zn(CN)2의 리간드 교환반응에 의하여 생성되는 LnPd

시간 동안의 반응에서는 반응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2012, Vol. 56, No. 1

응 단계를 거친다(Scheme 4).6,22 여기에서 산화성 첨가반
응이 반응속도 결정단계이며 cyanide 치환반응과 환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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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성이 높은 치환체이기 때문에 생성물 4-cyanobenzaldehyde의 공업적인 응용성을 고려를 한다면 흥미 있는 반응
이다. 그러나 예상했던 바와 같이, 보조리간드 PPh3와
dppf를 사용했을 때, Zn 존재 하에서 선택성이 낮았으며,
부생성물로 4-methylbenzonitrile이 각각 49%와 13%의 수
율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시안화 원료를 KCN(180 몰%)로
사용하고, 보조 리간드와 염기를 각각 dppf(1.5 당량) 및
Na2CO3를 사용하였을 때, 120 oC 24시간 반응에서 4-cyanobenzaldehyde를 87% 그리고 benzonitrile이 13%로 형성되
었으며, 4-methylbenzonitrile은 형성되지 않았다.
팔라듐 착물에 의한 1-bromo-4-fluorobenzene의 시안화
촉매반응과 관련하여 본 과제에서의 연구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dppf를 보조 리간드로 사용한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반응이 진행되었으나, Zn보다는 Na2CO3
Scheme 4. A plausible reaction pathway for Pd-catalyzed aromatic cyanation of 1-bromo-4-fluorobenzene and 4-chlorobenzaldehyde.

를 염기로 사용하였을 때 높은 수득율과 선택성을 보였
으며, dppe를 사용한 경우에는 Zn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
내었다. 전체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용하는 보조리간
드와 염기의 선택은 촉매반응계의 수득율과 화학 및 위

제거반응은 상대적으로 빠른 반응단계이다. entry 4,5의
경우, 반응온도 120 oC에서 사용한 촉매 전구체는 Pd(0)

치 선택성에 크게 영향을 주었으며, 반응기질의 성질에
따라서도 반응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민감한 반응계이
다. 따라서 화합물의 중요성과 산업적 응용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

착물 Pd2(dba)3로서 dppe를 가했을 때 리간드 치환반응이
용이하게 일어나며, 즉시 촉매활성을 지닌 Pd(0)-dppe 착
물을 형성한다. 따라서 이 반응에서 관측된 반응 유발시
간은 촉매활성 종인 Pd(0)-dppe의 형성과는 무관한 것으

된다.

실

로 생각된다. 또한 entry 6 실험에서, Pd(dppe)Cl2의 환원에
의해 Pd(0)-dppe 착물의 생성 단계가 반응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entry 4 실험결과와 비교하
여), 상대적으로 높은 반응온도(150 oC)에서 관측된 생성
물 4-FC6H4CN의 빠른 형성속도는 속도 결정단계인 산화
성 첨가생성물 (dppe)Pd(Ar)Br의 형성 속도와 관계가 있
다고 사료된다. 또한 Zn을 환원제로 사용하였을 때, dppe
착물의 경우 PPh3과 dppf 착물과는 달리 Ar-Ar coupling
생성물이 전혀 관찰되지 않았으며 촉매수율과 선택성이
뛰어났다.
한편 수용성 한자리 리간드 PPh2(C6H4SO3K)를 보조 리
간드로 사용하였을 때(entry 12~16), 반응온도 120 oC에서는
환원제 Zn이나 Na2CO3에 관계없이 24시간동안 반응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150 oC에서 첨가제 Na2CO3는
효능이 없었으나(entry 14) Zn의 경우는 시간에 따라 점차
적으로 반응이 진행되어 48시간 후 73%수율로 Ar-CN을
생성하였으며 선택성 또한 나쁘지 않았다(entry 15,16).23

험

촉매반응의 일반적인 실험과정
팔라듐 착물에 의한 1-bromo-4-fluorobenzene의 시안화
촉매반응. Schlenk flask(10 mL)에 교반에 필요한 자석과
함께 Pd2(dba)3C6H6(5 mg, 0.005 mmol), PPh3(7.9 mg, 0.03
mmol), Zn(19.7 mg, 0.3 mmol), 1-bromo-4-fluorobenzene(0.028
ml, 0.25 mmol), 그리고 Zn(CN)2 (17.7 mg, 0.151 mmol)을
넣고 DMA(3 mL)를 가한 후, 질소 기압에서 120 oC, 4시간
동안 저어주었다. 혼합용액을 실온으로 식힌 후, Pasteur
pipette을 이용하여 용액을 vial에 옮겨 담은 다음 알루미
나를 약 1 cm 채운 짧은 유리관(0.7×15 cm)을 통과시키면서
diethyl ether로 용출하여 노란색의 맑은 용액을 얻었다.
이 용액을 GC/MS(MS/FID detector)로 분석하였다. 4-fluorobenzonitrile(81.4%), 부생성물인 benzonitrile(7.0%) 그리고
4,4'-difluoro-1,1'-biphenyl(11.2%)이 각각 생성되었다. For
4-fluorobenzonitrile(C7H4N1F1): GC/MS: m/z = 121, 106, 94,

Ar-Cl의 시안화반응과 관련하여, 모델 화합물로 기질
4-chlorobenzaldehyde에 대한 반응의 수율과 선택성에 대
하여 실험결과를 Table 1의 entry 17~19 실험에서 나타내

75, 63, 50, 37, 26, 14.

었다. para-위치에 있는 aldehyde 기능기는 상대적으로 반

구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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