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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실험실 주요 연구는?

catalyst)에 의한 베타-아릴 에텐설포닐 플루오라이드에 1차 아민 또는

배한용 교수님의 연구실은 2019년 UNIST에서 설립되었고, 같은

싸이올을 첨가하는 마이클-타입의 반응에 관한 연구는 전혀 시도되

해에 자리를 옮겨서 본격적인 연구를 성균관대학교 화학과에서 시

지 않았으나, 최근 본 연구실에서 성공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1 특히

작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촉매시스템을 기반으로 유기반응을 디

물을 반응의 매개로 이용한 조건에서 반응이 현격히 가속된다는 일련의

자인하는‘촉매유기반응 연구실’
로 추구하는 주요 연구방향은 균일

결과를 발견하여‘아쿠아촉매반응(aquacatalysis)’
를 새롭게 개척

계 유기촉매 반응의 연구 및 개발을 기초로 하여, 이를 토대로 나아

하는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베타-아릴 에텐

가 생리활성이 있는 유기분자의 합성, 재료과학 및 생명과학에의 응

설포닐 플루오라이드를 물에서 촉진된 광화학 촉매반응 방법으로

용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실은 현재 교수

성공하여 흥미로운 고리구조의 화합물을 얻는 반응도 개발 중에 있

님과 2명의 박사 후 연구원, 5명의 박사과정 학생, 4명의 석사과정

습니다. 설포닐 플루오라이드 작용기는 의약품의 가능성이 있는 여러

학생, 그리고 1명의 학부연구생으로 구성되어 열심히 연구를 수행

억제제 또는 배터리 첨가제로 쓰이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서

하고 있습니다.

펙스 반응(Sulfur (VI) fluoride exchange: SuFEx)에 활성을 지닌
화합물 구조로 사용되므로, 이를 고효율 및 친환경적으로 화합물들을

1. 아쿠아촉매반응(Aquacatalysis)에 의한 새로운 서펙스-활성
분자(SuFEx-active molecule)의 합성
우리 연구실은 첫째, Sulfur (VI)를 포함하는 물질, 특히 설포닐 플
루오라이드(sulfonyl fluoride) 작용기를 이용하여 기존에 보고된 바

합성하는 연구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2. 시너지 수퍼산 촉매반응(Synergistic Superacid
Catalysis)에 의한 다성분 결합반응

없는 전혀 새로운 화합물들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합성하며 응용하

소수성 브뢴스테드-수퍼산(Brønsted superacid)과 수소결합 공여

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퍼염기 촉매(Superbase

체의 시너지 활성화 작용을 이용하여 알파-3차 아민 또는 알파-2차

그림 1. β-아릴 설포닐 플루오라이드의
thia-Michael addition 반응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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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너지 수퍼산 촉매 시스템에 의한 페타시스 알릴화 반응

그림 3. N-TPT 분자의 개발과 군사용 신경작용제 센서의 응용

아민의 골격의 화합물을 합성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

표하였습니다.3 나아가 이들 구조를 바이러스 억제를 위한 생리활성

조는 다양한 천연 알칼로이드 및 의약품에서 필수적인 구조입니다.

을 지닌 리간드로의 응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그룹은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케톤과 하이드라자이드(hydrazide), 알릴보론 산 피나콜 에스터(allylboronic aicd pinacol

우리 실험실 연구원 생활은?

ester)를 이용한 다성분 페타시스 알릴레이션(Petasis allylation)이

올해로 성균관대학교 화학과에서 3년째를 맞이한 저희 실험실은

새로운 시너지 촉매시스템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결과를 발표

매주 금요일 그룹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연구원들은 본인의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새로운 수퍼산 촉매에 의해 촉진되는 화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룹미팅을 통해 서로의 연구 진

및 자리 선택적인 아민화 반응을 새롭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행상황을 공유하고 서로의 실험적, 연구적인 의견을 활발히 교환합

2

니다. 교수님께서는 실험을 진행함에 있어서 새로운 반응 시스템을

3. N-트리플릴 포스포릭 트리아마이드(N-TPT) : 촉매, 리셉터,
그리고 리간드로의 응용

시도해보면 좋겠다거나,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해 많은 의견을 주십니다. 또한 실험과 관련한 아이디어뿐만 아니

N-트리플릴 포스포릭 트리아마이드(N-Triflyl Phosphoric Tri-

라 발표를 하는데 있어서도 발표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면 청중과 잘

amide, N-TPT)라는 전혀 새로운 구조를 발명하였고, 이를 다양한

소통할 수 있는지, 발표할 때의 자세와 발표자료에서의 오류 등을

촉매, 리셉터, 그리고 리간드에서 사용되는 새로운 수소결합 공여체

바로 짚어 주시면서도 항상 잘할 수 있다, 발전할 수 있다고 격려하

물질로 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 그룹은 N-TPT 분자를

시며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그룹미팅을 통해 내가 하고 있는 연구

새로운 군사용 신경작용제 탐지센서로 활용하는 방법을 개발하였습

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

니다. 다중의 수소 결합 공여체를 가지는 탐지제 리셉터의 구조는

가는 과정을 매주 보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또한

아직까지 센서화학에서 적용된 결과가 없습니다. 이에 저희 그룹은

1~2주마다 저널클럽을 진행하여 1명이 자기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

3개의 수소 결합 공여체를 가지는 리셉터 구조를 합성하는 방법을

의 주제나 자유주제를 가지고 발표하여 연구분야의 지식을 넓히고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고, 우수한 탐지제로서 작동한다는 결과를 발

연구실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집니다. 연구를 함에 있

1. S. B. Lee, J. H. Park, H. Y. Bae*, ChemSusChem 2022, ASAP. doi = 10.1002/cssc.202200634.
2. P. Goswami†, S. Y. Cho†, J. H. Park†, W. H. Kim, H. J. Kim, M. H. Shin, H. Y. Bae* Nature Communications 2022, 13, 2702.
3. J. H. Park†, S. G. Song†, M. H. Shin†, C. Song,* H. Y. Bae* ACS Sens. 2022, 7,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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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구성원들과 학교 도서관 앞에서

연구실 구성원들과 함께 회식 모임

2021년 추계 대한화학회에서 기념 촬영

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분야의 논문을 많이 읽어보는 것인데,

습니다. 현대 유기촉매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인‘PPM(100만 분

저널 클럽을 준비하면서 관련 분야의 지식을 더 공부하면서 발표연

의 1) 이하의 촉매량으로 작동하는 비대칭 무카이야마 알돌반응’
을개

습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공식적인 랩미팅에서만 교수님께서

발하셨고 유기촉매의 효율성을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4 이

실험 관련해서 지도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프로젝트를 맡

러한 교수님의 성격과 연구경험들이 현재 저희 연구실이 계속해서 발

고있는 연구원들이 평상시에도 연구에 대해 질문 드리면 언제든지

전해 나가고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곤 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찾아가
서 실험에 대한 고민이나 인생에 대한 고민을 상담하러 찾아가면 항
상 반갑게 맞아 주시면서 진지한 조언을 해 주십니다.

마치며...
봄이나 가을이 되면 대한화학회에서 각자의 연구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학회에 가서 본인이 연구한 주제에 대해서 같은 화

우리 실험실 교수님은?

학계열의 대학원생들과 교수님께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고 반대로

지도 교수님이신 배한용 교수님께서는 연구뿐만 아니라 친절하시

여러 포스터들을 둘러보고서 본인에게 흥미로운 주제가 있다면 직

고 인자하신 성품으로 학생들을 대해주시는 것으로 학부생과 대학

접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집니다. 스스로가 연구한 내용을 다른 대

원생들 사이에서 유명하십니다. 실제로 학부연구생을 지원해서 같

학원생들에게 설명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가지

이 연구하는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유기화

면서 서로의 지식과 연구를 교류하는 시간이 됩니다. 학회가 끝나고

학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연구를 경험해보고 싶어서 온 친구들이 상

남는 시간에는 연구실 사람들끼리 모여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학회

당수이며 교수님께서 상담을 잘 해주시고 잘 챙겨주신다고 합니다.

장 주변을 여행하며 추억을 남기기도 합니다. 저희 연구실이 지향하

평소에도 저희에게 밥 먹었냐고 자주 물어보시며 실제로 밥도 자주

는 점은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서로를 믿고 도와가면서 최선의 결과

사주십니다. 교수님께서는 항상 모르는 것이 있으면 주변에 물어보

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저희 교수님께서 자주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

고 도움을 받고, 필요하면 도움을 주라고 하십니다. 짧다면 짧고 길

니다.“연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나가는 거야.”우리 연

다면 길게 느껴질 수도 있는 대학원 생활에서 실험실 사람들과 잘

구실 구성원들은 서로를 배려해주면서 의지하고 교수님과의 끈끈한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며 서로 활발한 토론을 하도록 격려하

신뢰와 함께 열정과 성의를 다하여 연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십니다. 저희 실험실의 장점 중 하나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하면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스스로가 최선을 다하면서 의지

수평적인 구조로 편하게 연구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궁금한 것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연구를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

을 물어보면 서로 잘 알려주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면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앞으로 배한용 교

배한용 교수님은 2021년도 노벨화학상 수상자이자 유기촉매분
야(Organocatalsysis)의 대가인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벤자

수님의 연구실은 더 발전할 일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글을 마
칩니다.

민 리스트(Benjamin List) 교수님과 박사 후 연구를 함께 수행하셨

4. (a) H. Y. Bae, D. Höfler, P. S. J. Kaib, P. Kasaplar, C. K. De, A. Döhring, S. Lee, K. Kaupmees, I. Leito, B. List* Nature Chemistry 2018, 10, 888.
(b) H. Zhou, Y. Zhou, H. Y. Bae, M. Leutzsch, Y. Li, C. K. De, G. Cheng,* B. List* Nature 2022, 605,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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