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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합성을 쉽게 하기 한 소형 캡슐화 매에 해 동경 학 약학부의 Kobayashi 

교수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소형 캡슐화 기술은 식품이나 의약품을 보 하는데 있어

서는 이미 알려져 있는 것으로 이를 매에 용한데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 어

떤 시약을 고분자를 사용하여 물리 으로 함하고 담지하며 고정화하는 소형 캡슐화의 

가장 큰 장 은 비싼 매를 안정화하고 회수가능하며 재사용할 수 있게 해 다는 이다.

  Kobayashi 교수와 연구진들은 처음에 소형 캡슐화된 scandium 

trifluoromethanesulfonate [scandium triflate, Sc(OTf)3]를 개발하 다. 이 소형 캡슐화된 

루이스산은 제조하기 쉽고, 캡슐화되지 않은 Sc(OTf)3보다 활성이 높으며, 회수와 재사용이 

가능하고, 조합 합성에서 유용한 일련의 탄소-탄소 결합 생성 반응들을 효율 으로 매작

용한다 [J. Am. Chem. Soc., 120, 2985 (1998)].

  소형 캡슐화된 Sc(OTf)3는 캡슐화되지 않은 매와 비교하여 aldimine을 더 효율 으로 

활성화하며, imino aldol, aza Diels-Alder, cyanation, allylation 등을 효율 으로 매 작용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 소형 캡슐화된 매는 단순한 휠터링에 의해 정량 으로 회수

되고 재사용될 수 있는데, 회수된 매는 심지어 여러번 사용 후에도 기의 활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매는 한 생물학 으로 흥미로운 화합물들이 합성에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Mannich, Strecker, 그리고 퀴놀린 생성 반응에도 사용될 수 있고, 카보닐 활성화제로

서 Friedel Crafts acylation과 alkylation을 매작용한다.

  Kobayashi 교수와 연구진은 한 소형 캡슐화 osmium tetroxide (OsO4)를 개발하 는

데, 이 매는 조합 합성에서 리 이용되는 반응 형태인 올 핀의 비 칭 이수산화

(dihydroxylation)에 의한 디올의 합성을 매 작용한다 [J. Org. Chem., 63, 6094 (1998); J. 

Am. Chem. Soc., 121, 11229 (1999)]. 캡슐화하지 않은 OsO4는 독성이고 휘발성이며 비싸고 

회수할 수 없는데 반해, 소형 캡슐화 매는 오염성이 없고 훨씬 덜 휘발성이며 단순한 

휠터링에 의해 분리, 재사용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몇가지 다른 매들도 소형 캡슐화에 의해 고정화될 수 있는데, 를 들면, ytterbium 

triflate, Yb(OTf)3가 그 것으로, 아직 논문으로 발표되지 않은 결과이나, Kobayashi 교수에 

따르면 이 매는 aza Diels-Alder 반응을 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