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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아닐린과 부틸, 헥실, 옥틸기를 가진 飾-알킬 알코올류로부터 6*lkylbenzofuroxan류를 합 

성하고, 이들과 1, 3,5-trihydroxybenzene-fr 반응시켜 7-alkyl-l, 3-dihydroxyphenazine_5,10-diox- 
ide 류를 합성하였다, 그리고 benzofuroxan 1, 3, 5-trihydroxybenzene -g： 반응시켜 1,3-dihydroxy- 
phenazine-5,10-dioxide합성하였다. 이들 phenazine dioxide 유도체의 수용액에 대한 표면장력을 

측정하였는데 알킬기의 탄소수가 증가할수록 표면장력이 저하됨을 알았다. 또한 항균성을 희석법에 의하 

여 조사하였는데 알킬기의 탄소수가 4개인 부틸유도체의 경우가 가장 항균성이 강했으며, 알킬기가 없는 

phenazine dioxide 유도체보다는 알킬기가 치환된 phenazine dioxide 유도체의 항균성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았다.

ABSTRACT- 7-Alkyl-l, 3-dihydroxyphenazine-5, 10-dioxides were synthesized by the reaction of 
1 f3,5-trihydroxybenzene with 6-alkylbenzofuroxans wMch had been obtained from aniline and n-alkyl 
alshols bearing butyl, hexyl and octyl group. l,3-Dihydroxyphenazine-5( 10-dioxide was also prepared 
by the reaction of 1,3,5-trihydroxybenzene with benzofuroxan. The surface ten용ion of aqueous solutions 
of these phenazine dioxide derivatives was determined by surface tensiometer and it was found out that 
나此 surface tension decreased with an increase of the number of carbon in 바蛇 alkyl group. The antimicrobial 
activities of these phenazine dioxide derivatives were investigated in terms of minimum inhibitory con
centration by the common twofold dilution te아mique. The derivative bearing butyl group showed the 
highest activity among these derivatives examined. It was observed that the antimicrobial activity of these 
alkyl substituted phenazine dioxide derivatives was stronger than that of the unsubstituted phenazine 
dioxide derivative.

대부분의 경우 Ps仑icdomonas 속의 대사산물에 의 
A 론 해서 생산된다. 그리고 몇 개의 미생물이 같은 페

미생물에 의하여 생산되는 페나진 유도체에 대 나진 유도체를 생산하는 즉, 생산양식이 겹치는

한 보고】~5가 많이 있는데, 이들 페나진 유도체는 경우도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같은 미생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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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개의 페나진 유도체를 생산하기도 한다. 예 

를들면 P. 加哗汤os/에 의해서는 pyocyanine, 
phenazine-l-carboxylic acid 그리고 oxychlo- 
roraphine °] 얻어지며, P. fluorescens26^ 의 

해서는 phenazine-1-carboxylic acid, P. au- 

阳四（反e死s'에 의해서는 phenazine- 1-carboxylic 
acid 와 2-phenazinol-1-carboxylic acid, P. ch- 

k片omphiV에 의해서는 oxychlororaphine, 그리 

고 P,仞에 의해서는 iodinin 이 각각 얻어 

졌다.

페나진을 모핵으로 하는 여러 유도체들에 대한 

항균작용 및 구충작용 등의 연구가 광범위하게 진 

행되어 왔는데 griseolutein A와 B 는 강한 항균 

성 &을 나타내고 pyocyanine1% oxychlororaph- 
ine\ iodinirf과 비교했을 때 보다는 독성이 낮 

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특히 grise이utein B 
는 Ehrlich 복수암에 대한 항종양작용으이 확인 

되었으며, phenazine dioxide 류는 Ehrlich 복 

수암을 접종시킨 쥐의 생존일수를 연장시켰으나, 

몇 몇 유도체들은 독성도 강하였다七 그리고 페나 

진과 6-methoxy-l-phenazinol-5,10-dioxide 는 

구충작용山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1, 6-dihy- 
droxyphenazine 은 효모, 식물병원균의 밭육을 저 

지하는 작용을 나타내며”, phenazine-l-carboxy
lic acid 는 고등식물의 성장은 저해하지만 곤충, 

어류, 동물에 대해서는 그다지 독성을 나타내 

지 않기 때문에 제초제로 사용 가능12하다는 보고 

도 있다. 그리고 치환된 2-amidophenazine-5,10- 
dioxide 류는 항암성이 있다고 보고卩되어 있으며, 

1,2,3,4-tetrahy drophenazine-5,10-dioxide 는 

가축의 만성호홉질병의 치료에 사용되며% iodi- 
nin 은 고혈압 치료제 % 3,6-dihydroxyphenazine 
-1-carboxylic acid는 저혈압 치료제*로 사용된 

다는 보고도 있다.

또한 페나진 유도체의 생합성에 관한 연구도 

pyocyanine17, phenazine-l-carboxylic acid18, 
oxychlororaphine19, 2-hydroxyphenazine36 그 

리고 iodinin2M 대하여 행하여져 있오•며, 페나진 

유도체를 화학적으로 합성한 여러가지 방법이 오 

늘날까지 많이 발표되어 있다2七 저자들도 3 
-nitroalkylbenzene 류와 anthranilic acid 의 반

COOH 으

E) 匚3애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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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ructures of (A) 7- alkyl-1-carboxyphenazine, 

(B) 7-alkyl-2-hydroxyphenazine-5,10-dioxide, (C) 

7-alkyl-2-aminophenazine-5,10-dioxide, and (D) 

7-substituted 2-aminophenazine-5,10-dioxide.

R» H, CiH» t C«Hq t 아h
Fig. 2. Structures of 7-alkyl-l,3-dihydroxyphen- 

azine-5,10-dioxide.

응으~로 7-alkyl-l-carboxyphenazine 을 합성 한 

바 있으•며, 페나진 고리에 있는 질소원자를 4차 

암모늄염과 같은 구조의 화합물로 합성하면 보다 

강력한 항균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여 7-alkyl-2 
-hydroxyphenazine-5,10-dioxide 류, 7-alkyl-2 
-aminophenazine-5,10-dioxide 류 및 7-sub- 
stituted 2-aminophenazine-5,10-dioxide 류 를 

각가 합성하여 본지에 보고22하였다.

본 연구는 항균성을 가진 헤테로고리 화합물을 

합성23하던 중 우선 전보 22C에 이어서 아닐린과 

알킬 알코올류를 출발물질로 하여 알킬화반응, 아 

세틸화반응, 니 트로화반응, 가수분해 및 디 아조화 

반응을 거 쳐 6-alkylbenzofuroxan 류를 합성 한 

다음 1,3, 5-trihydroxybenzene 과 반응시켜 새로 

운 phenazine dioxide 유도체인 7~alkyl-l, 3 
-dihydroxyphenazine-5,10-dioxide 류를 합성 하 

였 으 며 , 또 한 benzofuroxan 과 1, 3,5-trihy- 
droxybenzene 을 반응시 켜 1, 3-dihydroxyphen- 
azine-5,10~dioxide 를 각각 합성하였다.

그리고 합성한 phenazine dioxide 유도체에서 알 

킬기의 종류에 따른 물리적인 성질과 항균성간의 

Joitm시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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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실 험

시약 및 기기.

본 실험에서 사용한 시약은 전보次와 같으며, 

다만 전보에서 사용하지 않은 1,3,5-trihydrox- 
ybenzene 은 Aldrich 제 특급품을 사용하였다. 그 

리고 합성한 화합물을 확인하는데 사용한 기기도 

전보22C와 동일하였다(단 녹는점 측정 기 는 온도보 

정없이 사용하였다).

화합물의 합성.

아닐린과 "-알킬 알코올류를 출발물질로 하여 

5단계를 거쳐 6-alkylbenzofuroxan 류를 합성하 

였는데, 이의 합성방법은 전보22c와 같으므로 기술 

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6-alkylbenzofurox- 
an 류와 1, 3, 5-trihydroxybenzene 을 반응시 켜 7 
-alkyl-1, 3-dihydroxyphenazine-5,10-dioxide 
를 합성 하는 방법 과 benzofuroxan 과 1,3,5 
-trihydroxybenzene 을 반응시켜 1,3-dihydrox- 
yphenazine-5,10-dioxide< 합성하는 방법을 기 

술하였다.

(1) 7-Alkyl-1,3-dihydroxyphenazine-5,10 
-dioxide 류의 합성. 6-alkylbenzofuroxan 류에 

서 알킬기는 耸-부틸, 勿-헥실, 如-옥틸기를 가지 

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6-octylbenzofuroxan 
으로 합성한 것을 기술하였다.

냉각기와 교반장치를 구비한 100mZ 플라스크에 

6-octylbenzofuroxan 3. 72 g (0.015 mole) 과 1, 
3, 5-trihydroxybenzene 2. 43g(0. 015mole)을 

메탄올 50mZ에 녹인 다음 0.81g(0.015mole)의 

메톡시화 나트륨을 가하고 저으면서 실온에서 24 
시간 반응시켰다. 반응물에 IN HC1 용액 20mZ 
를 가하여 산성화시키고 분별깔때기로 옮긴 다음 

클로로포름으로 추출하였다 . 추출한 클로로포름용 

액을 물 50m/로 3차례 세척한 다음 무수 황산나 

트륨으로 건조시켰다. 건조제를 여과 분리하고 클 

로로포름을 증발 제거시킨 다음 관 크로마토 

그래피 (충진제 ； 실리카겔, 전개용매 ； EtOH : 
CHC13 = 1: 20)로 정제하여 자주색의 7-octyl-l, 3 
-dihydroxyphenazine-5,10-dioxide 2. 79 g (수득 

율 52.3%)을 얻었으며, mp는 106~107°C였다. 

Vol. 33, No. 5, 1989

IR(KBr, cm-1) : 3360, 2925, 2855, 1615, 
1350, 1158, 1055, 815 ；NMR ①MSO-也， 

tf) : 0.85(/, 3H), 1.10~l.96(w, 12H), 2. 
83(/, 2H), 6.63(s, 1H), 7.20(s, 1H), 7. 
63—8.56(m, 3H) : Anal. Calcd. for C2oH24 
N2O4 : C, 67. 42 ； H, 6. 74 ； N, 7. 87. 
Found : C, 67.21 ； H, 6.76 ； N, 7. 91.

(2) 1,3-Dihydroxyphenazine-5,10-dioxide 
의 합성. 냉각기와 교반장치를 구비한 100mZ 플 

라스크에 benzofuroxan 1.63g(0.012 mole) 과 

1,3,5-trihydroxybenzene 1.95 g(0. 012 mole) 
을 테트라히드로푸란 15mZ와 메탄올 15mZ의 

혼합용매에 녹인 다음 0.65 g(0.012 mole)의 메톡 

시화 나트륨을 가하고 저으면서 실온에서 24시간 

반응시켰다. 반응물에 IN HC1 용액 20mZ를 가 

하여 산성화시키니 보라색의 고체가 석출되었다. 

이 고체를 감압여과하고 물 30mZ로 3차례 세척 

한 다음 에탄올로 재결정하여 1.62g(수득율 55. 
3 %) 의 1, 3-dihydroxyphenazine-5,10-dioxide 
를 얻었으며, mp 는 218 °C 였다.

IR(KBr, cm-1) : 3290, 1610, 1340, 1185, 
1052, 805 ；NMR(DMSO-d6> d) : 6.56(s, 
1H), 7.13(s, 1H), 7.56~8.60(m, 4H)； 
Anal. Calcd. for Ci2H8N2O4 : C, 59.02 : H, 
3.28 ； N, 11.48. Found : C, 58.85 ； H, 3. 
34 ； N, 11.29.
물성조사

(1) 표면장력의 측정. 합성한 phenazine 
dioxide 유도체들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나트 

륨염에 대하여 표면장력을 측정하였다. 2차 증류 

수를 사용하여 IO"〜 10-6 mole//의 각종 수용액 

을 만들고 용매의 증발을 막기 위해 페트리접시에 

넣고 약 30분간 방치하여 표면층을 안정화시킨 다 

음 표면장력을 측정 (측정온도 27°C)하였다.

(2) 항균성 시험. 전보 22W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합 성. 각 단계별 합성경로는 Scheme 1에 

나타내었다.

Scheme 1에 의하면 2- 니트로-4- 알킬아닐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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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1. Overall scheme for synthesis of 7-alky 1- 

1,3-dihydroxyphenazine -5,10-dioxide.

부터 6-alkylbenzofuroxan류의 합성에서는 아미 

노기를 디 아조화시키고, 아지드화나트륨을 사용한 

Sandmeyer 반응으로서 아지드화시킨 다음 톨루 

엔 용매하에서 열분해 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그 

러나 이 방법 외에도 차아염소산 나트륨으로 산화 

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방법을 피한 이유는 유독 

한 염소가스의 취급에 대한 위험 뿐만 아니라 벤젠 

핵에 결합된 알킬기가 산화될 가능성을 우려하였 

기 때문이었다.

6~alkylbenzofuroxan류의 적외선 스펙트럼에 

서는 1348-1350 cm-1 및 1008-1012 cm-1 부근 

에서 N — O 신축진동띠26가 나타났는데 , 이 흡수 

띠는 최종 화합물인 phenazine dioxide 유도체들 

에서도 1340-1350 cm-1 및 1045-1055 cm'1 부 

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phenazine 
dioxide 유도체의 경우 3290-3400 cm"1 부근에 

서 수소결합한 O-H 신축진동띠를 볼 수 있었다. 

특히 phenazine dioxide 유도체들은 805—815 
cm-1 부근에서 phenazine 고리계의 골격진동에 

해당하는 홉수띠沙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면장력. 합성한 phenazine dioxide 유도체 

들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나트륨염의 경우에만 

표면장력을 측정하였는데 Fig. 3에 phenazine 
dioxide 유도체들의 표면장력과 농도와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Fig. 3에 의하면 부틸유도체의 경우 10-2mole/ 
，에서 47.5dyne/cm까지 표면장력을 저하시켰으 

나 critical micelle concentration (CMC) 을 나 

타내는 굴곡점은 확실히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곡

20-
*................................................................

B io-5 io'* io's io1 

CONCENTRATION (M)
Fig. 3. Con*이ation between concentration and surface 

tensior. of 7-alkyl-l,3-dihydroxyphenazine-5,10-diox- 

ide sodium salt.

선의 경향으로부터 미셀형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 

진 것으로 추측하였는데, 이것은 부틸유도체가 헥 

실이나 옥틸유도체의 경우보다 소수성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다. 헥실 및 옥틸유도체의 경 

우는 10Tmole/7 에서 CMC 를 나타내는 굴곡점 

이 관찰되었기 때문에 미셀형성이 이루어진 것으 

로 판단되었다. 이들 phenazine dioxide 유도체 

의 표면장력 저하능력은 lOTmole/Z에서 부틸기 

는 50.8 dyne/cm, 헥실기는 42.5 dyne/cm, 옥 

틸기는 28.4 dyne/cm 로서 알킬기 의 탄소수가 증 

가할수록 표면장력 저하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1, Adihydroxyphenazine-5,10 
-dioxide 의 경우에는 농도에 따른 표면장력의 저 

하를 볼 수 없었다.

항균성. phenazine dioxide 유도체들의 그람 

양성균과 그람음성균에 대한 MIC 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에 의하면 7-alkyl-l, 3-dihydroxy- 
phenazine-5,10-dioxide 에서 알킬기가 부틸, 헥 

실, 옥틸기로 바뀌어짐에 따라 이들의 MIC는 그 

람양성균인 Staphylococcus aureus ATCC 25923 
에 대해서는 6.25, 12.5 및 12.5Ag/mZ, Ba

cillus subti為에 대해서는 3.13, 6.25 및 6.25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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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timicrobial spectrum of 7-alkyl-l,3-dihy- 

droxyphenazine-5J0-dioxide

Sample

7 -alkyl-1,3-dihydro-

Organisms xyphenazine-5J0-dioxidefl

H C4H9 C6H13 CsH17
St. aureus ATCC 25923( + )力 25』 6.25 12.5 12.5

B. subtilis (+ ) 12.5 3.13 6.25 6.25

E. coli ATCC 25922" 50 12.5 12.5 25

P. aeruginosa ATCC 50 12.5 25 25

29853(-)

Sal. typhi (-) 50 12.5 25 25

flalkyl group; H, C4H9, C6H13C8H17, "Gram positive, 

cGram negative, rfMIC (minimum inhibitory concentra

tion); ug/m/.

“g/mZ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람음성균인 Es- 

cherichia coli ATCC 25922에 대해서는 12.5, 
12.5 및 25“g/mZ, Pseudomonas aerugino

sa ATCC 29853과 Salmonella typi 에 대해 

해서는 각각 12.5, 25 및 25“g/m/로 나타났는 

데, 알킬기의 탄소수가 적을수록 항균력이 세어진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의 MIC 를 

알킬기가 없는 1,3-dihydroxyphenazine-5,10 
-dioxide 의 MIC 와 비교할 때 알킬기가 있는 경 

우가 항균력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Escheri

chia co步에 대한 1,6-dihydroxyphenazine 의 

MIC 가〉75"g/mZ 인 경우如와 히드록시기의 위 

치가 조금 다르지만 본 실험에서 합성한 1,3 
-dihydroxyphenazine-5,10-dioxide 의 MIC 가 

50“g/m/인 경우를 비교할 때 phenazine dio- 
xide 가 일반적인 페나진고리를 갖는 유도체보다 

항균력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 

리고 전보2gc와 비교할 때 phenazine dioxide 유 

도체에서 알킬기 이외에 전자를 주는 치환기가 1 
개 치환되어 있는 경우보다는 본 연구에서 합성한 

7-alkyl-l, 3-dihydroxyphenazine-5,10-dioxide 
류와 같이 알킬기 이외에 전자를 주는 치환기가 2 
개 치환되어 있는 경우가 항균력이 더 강하다는 사 

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phenazine dioxide 유도체의 경우 N — 0 결합부 

분이 항균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7-alkyl-l, 3-dihydroxyphenazine-5,10 
-dioxide 류의 경우 그람음성균보다 그람양성균에 

대하여 항균력이 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합성한 

phenazine dioxide 유도체들의 항균성 시험에서 

는 알킬기가 없는 phenazine dioxide 유도체와 

같이 계면활성이 없는 경우보다는 알킬기가 있는 

phenazine dioxide 유도체와 같이 계면활성이 있 

을 때가 항균력이 더 강하였다. 그리고 알킬기가 

부틸, 헥실, 옥틸기인 경우에서 탄소수가 적은 부 

틸유도체가 가장 강한 항균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표면장력 저하능력과 항균성과의 

관계에서는 계면활성이 큰 옥틸유도체의 경우가 

항균력이 약한 반면에 계면활성이 작은 부틸유도 

체가 가장 강한 항균력을 가졌다. 또한 미셀이 형 

성되는 것보다 훨씬 낮은 농도에서도 항균성을 나 

타내므로 계면활성에 의해서만 항균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일반적으로 계면활성 

제의 항균작용은 세포표면에 흡착하여서 정상적인 

세포활동을 방해하여 일어남으로 그 계면활성도가 

항균성과 병행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항 

균성 화합물의 항균작용 메카니즘을 살펴보면 세 

포벽이나 세포막 기능의 방해气 해당 및 호흡반응 

의 저 해3。, 핵 산합성 의 방해31 등을 들 수 있는데 

항균작용을 발휘 하는 인자는 여 러 가지이 므로 계 면 

활성이 크다고 하여 반드시 항균력이 강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7-alkyl-l, 3 
-dihydroxyphenazine-5,10-dioxide 류의 알킬유 

도체들은 모두 계면활성을 지니나 그 항균성이 계 

면활성과 병행성을 보이지 않음은 계면활성 이외 

다른 인자가 항균성에 더 크게 기여한 때문이라고 

생각되었다.

결 론

아닐린과 "••알킬 알코올류를 출발물질로 하여 

6단계를 거쳐 새로운 phenazine dioxide 유도체 

인 7-alkyl-l, 3-dihydroxyphenazine-5,10-diox- 
ide 류를 합성 하였고, benzofuroxan 과 1, 3,5 
-trihydroxybenzene 을 반응시 켜 1,3-dihydrox- 
yphenazine-5,10-dioxide 도 합성 하였다.

합성한 phenazine dioxide 유도체들은 물에 녹 

지 않기 때문에 나트륨염의 경우에 표면장력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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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결과, IMmole//에서 부틸유도체는 50.8 
dyne/cm, 헥실유도체는 42.5dyne/cm, 옥틸유 

도체는 28.4 dyne/cm 까지 표면 장력을 저하시켰

口-루 이들 phenazine dioxide 유도체들은 계면 

활성을 나타낸다고 생각되었으며, 알킬기의 탄소 

수가 증가할수록 표면장력 저하능력이 커진다는 

것을 알았다.

Phenazine dioxide 유도체들의 항균성을 조사 

한 결과, 그람음성균보다 그람양성균에 강한 항균 

력을 나타내었으며, 알킬기가 없는 경우보다는 알 

킬기가 있는 경우가 항균력이 더 강하였다. 그리 

고 페나진고리의 질소원자에 산소원자가 배위되어 

4차 암모늄염과 같은 구조를 갖는 phenazine 
dioxide는 일반적인 페나진 고리를 갖는 유도체보 

다도 항균력이 더 강하였다. 또한 도입된 알킬기 

가운데서도 옥틸기나 헥실기보다 부틸기를 갖는 

편이 강한 항균력을 나타낸다는 사실도 알았다. 

그리고 알킬기 이외에 전자를 주는 치환기가 1개 

치환되어 있는 경우보다는 2개 치환되어 있는 경 

우가 더 강한 항균력을 나타낸다는 사실로서 

phenazine dioxide 유도체의 경우 N — O 결합부 

분이 항균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 

하였다.

따라서 이들 phenazine dioxide 유도체에서 표 

면장력 저하능력은 옥틸기를 갖는 편이 크고, 항 

균력은 부틸기를 갖는 편이 더 강하므로 표면장력 

저하와 항균력의 세기 사이에는 반드시 병행관계 

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 

여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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