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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hiazoline-azetidnone⑺ 화합물은 CH2C12-H2O 용매에서 요9드-와 반응하며 직접 

3-iodo-3-methylcepham⑷을 준다. 이 반응은 상이동 촉매를 사용하면 훨씬 빨라지며 0.1당량의 요金 

드를 사용하면 약산성 조건하의 가수분해 반응과 비슷하서］ thiazole(lO)이 주생성물이었다. 고리화 버I응 

과 가수분해 반응차이는 사용되 요오顼턍 및 thiazoline-azetidinone 화합물에 따라 설명될 수 있다.

ABSTRACT. The reaction of thiazoline-azetidinone (7) with I2 in CH2CI2-H2O gave directly 
3-iodo-3-methylcepham (4). A phase transfer catalyst considerably increased the reaction rate. Similar 
to 나le hydr이ysis of thiazoline-azetidinone (7) under a weak acidic condition, thiazole (10) was given as 
major product in the treatment with 0.1 eq. of iodine. The difference between cyclization reaction and
hydrolysis could be explained in terms of solvents, 
azetidinones (7).

서 론

페니실린으로부터 세파로 스 포린을 얻는 과정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으며 대부분 penicillin 
sulfoxide (1)가 중요한 중간체다】. 이 sulfoxide 
1 에 2-mercaptobenzothiazole (BTSID-t- 가하 

면 물이 빠지면서 dithioazetidinone(2) 이 되고 

여기에 halogen을 가하면 2戶-halomethylpenam 
⑶이되며이 penam 은다시평형을 거쳐 3^-halo 
-3-methylcepham ⑷으로 변한다七 다른 방법은 

sulfoxidem] SO2C12 등을 가하여 chlorgjl- 
fenylazetidinone(5) 을 얻고 SnCL 을 가하여 

the amount of iodine and the nature of thiazolfne-

exomethylene cepham (6)을 형 성 하는 것 이 다， 

(Scheme 1).
또 다른 방법은 sulfoxide 1에 trimethyl 

phosph辻e 를 가하여 thiazolineazetidinone(7)-t- 
얻은 후 2-benzothiazole sulfenyl chloride (BT- 
S-Cl)을 가하여 dithi°azetidinone(2)을 합성하 

여 4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cephalosporine 으로 

전환하거나, thiazoline-azetidin아ie(7) 을 산 촉 

매 하에 서 가수분해 하여 mercaptoazetidinone (8) 
을얻고여기에 halogen을가하여 2Q-halomethyl- 
penam ⑶을 만들어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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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1.

cephalosporine으로 변환하는 것이다七 또한 

thiazoline-azetidinone(7a)에 물 존재하에서 요 

오드를 가하여 직접 cepham4a 을 얻을 수 있다. 

이 반응의 메카니즘을 보면 우선 penam 3a (X= 
I)가 되고 염소나 브롬화합물과 달리 실온에서 

시간이 지나면 쉽게 cepham 45- 변한다6 (Sc
heme 2).
우리는 요오드가 물에 일부 녹으면 약산성 조건 

이므로 산 촉매하의 가수분해 반응도 일어날 것으 

로 예상하며 여러 조건에서 고리화반응과 가수분 

해반응의 경쟁관계를 연구하고, thiazoline- 
azetidinone 화합물의 N-alkenyl 원자단에 all- 
yic chlorination 된 화합물 7b，에 요오드를 가하 

여 고리형성반응을 시도한다.

결과 및 고찰

물 존재하에서 thiazoline-azetidinone (7a)에 

요오드를 가하면 보고된 바와 같이 20-iodometh- 
ylpenam(3a)°| 되고 시간이 지나면 3^-iodo-3- 
methylcepham(4a) 으로 변한다七 보고에 의하면 

R，이 benzyl 일 때 반응이 잘 진행되지 않으므로 

여기서 R'은 penicillin V 유도체인 phenox
ymethyl 원자단을 사용하였다. 화합물 7a 에서 R 
이 diphenylmethyl (DPM) 때 1 ： 1 CH2CI2 
-H2O 혼합용매에서 1.5당량 이상의 요오드를 사 

용하면 24시간 안에 TLC에서 출발물질과

(::船)

Scheme 2.

penam 이 확인되지 않고 cepham 만 검출되었다. 

요오드의 당량을 1.0으로 줄이면 반응이 천천히 

진행하여 cepham 뿐만 아니라 penann과 출발물 

질도 NMR 과 TLC 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日 이 

》-nitrobenzyl(PNB) 일 경우 요오드의 당량을 2. 
0 이상으로 증가시켜야 반응이 완결되었다. 

Benzyl ester 경우는 DPM ester 와 비슷한 경 향 

을 나타내므로 ester 원자단에 따라 요오드의 양과 

반응시간이 약간씩 차이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CH2O2-H2O 혼합용매에서 penam 형성은 보 

고된 바와& 같이 빨라 2〜3시간 내에 태반의 출발 

물질이 없어지지만 이 조건에서 cepham의 형성 

은 천천히 진행하여 24시간 정도에 penam 이 없 

어지고 대부분 cepham을 얻을 수 있었다. 

cepham 으로 가는 반응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CH2C12-H2O 혼합용매 같은 섞이지 않는 용매 대 

신 동일상을 유지하는 aqTHF나 aqDMF를 사 

용해 보았다. aqTHF를 사용할 때 실온에서 6시 

간, 환류조건에서 1시간만에 출발물질이 없어졌으 

나 원하는 cepham 이외에 부산물이 생성되었다. 

aqDMF에서도 실온에서 2시간이면 출발물질이 

없어졌으나 역시 부산물이 많이 생성되었다. 부산 

물 중의 하나는 dimer 9a 로 확인되었다. 또한 aq 
THF에서 요오드 당량수가 1.0 이하로 떨어지면 

戶-lactam 고리가 깨진 thiazole (10)卜】。이 주 생 

성물로 얻어졌으며 HzO 의 양이 THF 에 비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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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작을 때도 이 화합물의 양이 증가하였다.

1으
또한 화합물 10은 mercaptoazetidinone(8) 을 

Silica gel 로 rearrange 반응을 시 켜 얻을 수도 

있다七 CH2C12-H2O 혼합용매에 tetra-w-but- 
ylammonium hydrogen sulfate > 상이동 촉매 

로 사용하니 cepham으로 진행하는 반응이 빨라 

6시간 내에 완결되었으며 이 경우 상이동 촉매의 

역할은 분명하지 않았다. 한편 같은 용매에서 요 

오드 대신 브롬을 사용하면 여러가지 물질이 생성 

되며 NMR로 확인해 보니 원하는 cepham은 얻 

어지지 않았다.

Chlorinated-thiazoline-azetidinone(7b) 의 합 

성은 Cooper■의 문헌을 참조했는더〕7 DPM ester 
경우는 allylic chlorination 이 잘 진행하였으나 

PNBester는 그 반응의 수율이 떨어지고 부산물 

제거도 용이하지 않았다. 화합물 7b 를 CH2C12 
-H2O 혼합용액에서 1.65 당량의 요오드와 반응시 

키면 cepham 은 발견할 수 없고 penam 과 더 극 

성이 큰 불순물이 생성되었으며 이 penam은 

DMSO 중에서 cepham 으로 변하지 않았다吃 이 

경우도 aqTHF 나 aqDMF 에서 출발물질이 빨 

리 없어 지 지 만 dimer 9b 가 생 성 되 며 원하는 

penam 이 나 cepham 은 관찰할 수 없었다. 화합 

물 7b 에 N” 를 가하여 요오드 화합물로 바꾸고 

가수분해하여 exomethylene cepham 을 얻었다 

고 보고되어 있는데", 이 반응조건에서는 exo
methylene 화합물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상을 종합하여 반응 메카니즘을 추론하면 

thiazoline-azetidinone(7) 고!* 요오드가 반응하여 

착화합물(11)을 형성하고 물이 공격하면 iodostd- 
fenyl azetidinone(12)를 거 쳐 penam(3)°l 나 

cepham ⑷이 되지만& 요오드가 물과 반응하여 약 

산성 조건이 되 었다고 가정 하면 화합물 7이 가牛 

분해하여 mercapto 화합물 8이나 thiazole(10) 
이 생성되어 요오드와 반응할 때 쉽게 고리화반응

이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SW. 따라서 CH2C12-H2 
0 용매에서는 반응이 CH2C12 층에서 일어나 착화 

합물을 형성한 후 물과 반응하여 고리형성 반응이 

쉽게 진행하지만, aqTHF나 aqDMF에서는 요 

오드가 잘 녹아 용액의 산도가 증가하므로 가수분 

해 반응과 고리형성 반응이 경쟁을 이루어 penam 
이 나 cepham 의 양도 작고 dimer 9 등 불순물도 

더 많이 생성될 것이다(S血海 3).
그리고 chlorinated-azetidinone(7b)의 경우는 

고리화반응이 느리기 때문에 다른 부반응이 증가 

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이 chlorinated- 
azetidinone(7b)로부터 cepham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모색하였다. Torri는 thi- 
azoline-azetidinone(7) 에 BTS-CF이나 산 족매 

하에서 (BTS)2를 가하여 '4 dithioazetidinone (2) 
를 얻고 NH3-DMF 용액과 반응시켜 cepham 13 
을 얻을 수 있었다“七

■ W ■2 2 血) i~f [
or J—丄丫只7"'

£0,11

13

작접 penam 이나 cepham으로의 고리변환이 

힘드므로 화합물 7b로부터 dithioazetidinone(2) 
를 얻은 후 염기조건에서 고리형성을 이루는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물 존재하에서 요오드를 사용 

하여 dithioazetidinone (2)를 얻을 수 있었다. 즉 

화합물 7a 나 화합물 7b 에 1당량의 요오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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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2를 얻는다. 이 경우(BTS)2가 CH2-CL에 

녹지 않아 THF 나 DMF를 용매로 사용하였으며 

반응시간은 일반 산 촉매반응보다七 약간 길었지 

만 (BTS)? 대신 BTSH도 사용할 수 있었으며 

Silica gel column을 이용한 불순물 제거가 더 용 

이했다.

실 험

IR-spectrum 은 Shimadzu IR-435 를 사용하 

였으며 rH NMR Spectrum 은 Varian EM 360 I 
을 사용하여 얻었다. TMS 를 내부표준물질로서 

사용하였으며 화학적 이동은(y(ppm) 단위로 나타 

나〕었다. 녹는점은 Yamat。사의 MODEL MP-21 
측정장치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보정하지 않았 

匸匕 TLC 는 0.2 mm Silica gel 60 F254 (E- 
Merck) 판을 사용하여 전개하였으며 관크로마토그 

래피는 Silica gel 60(70-230mesh ASTM, E. 
Merck)을 사용하여 전개하였다. 용매는 1급 시약 

을 사용하였으며 출발물질은 알려진 방법에 의하 

여 합성하였다.

Diphenylmethyl 3^-iodo-3 a-methyl-8 
-oxo-7-phenoxyacetamido-5-thia-1-azabicy- 
clo[4. 2.0]octane-2-carboxylate(4a)S| 합 성.

Diphenylmethyl 2- (3-phenoxymethyl-2-thia- 
6-oxo-4,7-diazabicyclo[3.2.0] hept-3-en-7-yl)-3- 
methyl-3-butenoate (7a) 200 mg (0.401 mmol) 고+ 

I2 168 mg (0.662 mmol) 을 methylene chloride 3 
m/에 녹인 다음 凡031輩를 가하여 RT 에서 

May 동안 교반한다. Methylene chloride 30 m/ 
를 가하여 반응 용액을 희석하고 aqueous 
sodiumthiosulfate (2X 15 m/)와 brine(1 x 15 
m/) 으로 유기증을 씻은 다음 MgSQ로 건조한 

匸卜. 감압하에 용매를 제거하면 연노란색 foam으 

로 생성물 210mg(81%)을 얻을 수 있다.

NMR(CDCk) SL99(s, 3H), 2.81 (ABq, 2H, J 二 

14Hz), 4,61 (s, 2H), 5.05(s, 1H), 5.33(d, 1H), 5. 
72(dd, 1H), 6.97-7.56(m, 16H) ； IR(KBr) 3380 
(NH), 1775 (/?-lactam C=O), 1735 (ester C-O), 
1690(amide C-O) cm-1.
상 이동촉매를 이용한 화합물 4a 의 합성. 화합 

물 7a 200 mg(0.401 mmol)과 I2 168 mg (0.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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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ol)을 methylene chloride 3 mZ 에 녹 이 고 

H2O3m/를 가한 다음 Tetrabutyl ammonium 
hydrogen sulfate 14 mg (0.0401 mmol) 을 가하여 

RT 에 서 6 hr 동안 교반한다. Methylene chlo- 
ride30m/를 가하여 반응용액을 희석하고 aque
ous NaHSO3(2xl5m/)와 brine(1X15m/)으로 

씻은 다음 유기층을 MgS0로 건조시키고 감압하 

에 용매를 제거하면 노란색 foam 으로 cepham 
22Dmg(85%)을 얻을 수 있다. 스펙트럼은 전과 

동일함.

Diphei：y)methyl 3-methyl-2-[[[2-phenox- 
ymethyl-4-thiazolyl] carbonyl] amino]-3 
-butenoate(lO) 의 합성. 화합물 7a 200 mg 
(Q.401mmoD과 L 10mg(0.0401 mmol)을 THF 
5m/에 녹인 다음 H2O lm/> 가하여 Ihr 동안 

가열환류한다. 실온으로 냉각시킨 후 methylene 
사iloride(2x20rW)로 추출한 다음 유기층을 

aqueous NaHSO3(lx20m/), 증류수(3x20 
m/)와 brine(IX 20 mZ)으로 씻은 다음 MgSO4 
로 건조한다. 감압하에 용매를 제거하면 흰색 

foam으로 생성물 180mg(90%)을 얻을 수 있다. 

EtOAc/n-Hexane 용매에서 재결정하여 횐색고 

체 를 얻 었 다. mp. 94-95°C : 】H NMR(CDC13) 
dl.76(s, 3H), 4.93-5.47(m, 5H), 6.87-7.45(m, 
16H), 7.93(s, 1H, thiazole) : IR(KBr) 3470 
(NH), 1740(/?-lactam C=O), 1760 (ester C=O) 
cm-1.

Diphenylmethyl 2-(3-phenoxymethyl-2 
-thia-6-oxo-4, 7-diazabicyclo[3.2.0]hept-3 
-en-7-yl)-3-chloromethyl-3-butenoate(7b)^l 
합성. 화합물 7a 2 g (0,04 mmol) 을 methyl for- 
mate50n立 에 녹이고 propylene oxide 2 m / -fr 
가한다. 얼음물로 0—2 °C 냉각하고 tert-butyl 
hypochlorite 를 0,2m7 씩 15분 간격으^ 

5회 적가하고 동온도에서 6 hr 동안 교반한다. 실 

온에서 용매를 감압 제거하고 잔사에 methylene 
chloride 50m/를 가하여 완전히 녹인 다음 brine 
(3x30m/)으로 세척등]고 MgSQ로 건조시긴다. 

용매를 감압에서 완전히 제거하면 미황색의 생성 

물을 1.967g(92%) 얻는다, 「HNMR(CDC，) 
d3.86(s, 2H), 4.82(s, 2H), 4.89(s, 1H), 5.2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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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 J = 4Hz), 5.76(d, 2H, J=4Hz), 5.90(d, 2H, 
J=4Hz), 6.92-7.50 (m, 15 H) ； IR(KBr) 3415 
(NH), 1774 (^-lactam C=O), 1743 (ester C=O) 
cm=

2-iodometh이-2 chk>methyl penam(3b)^| 
합성. 화합물 7b 200mg(0.375mmol)과 I2 157 
mg(0,169 mmol)를 methylene chloride 3 m/ 에 

녹이고 玦031前를 가하고 2hr 동안 RT에서 

교반한다. 반응용액을 methylene chloride 30 m/ 
에 희석한 디음 aq NaHSO3(2xl5m/), brine 
(lx 15m/)으로 씻은 다음 MgSQ에 건조한 후 

용매를 감압하에서 제거한다. EtOAc/n-Hexane 
(2 : 8)을 전개용매로 사용하여 반응생성물을 관크 

로마토그래피로 분리하면 七二0.31 인 penam 65 
mg(26%)와 R尸0.05 인 dimer 90mg(22 %)을 

각각 foam고｝ oil로 얻을 수 있다. 】HNMR 
(CDC13) : penam(3b) d3.2-4.03(m, 4H), 4.5(s, 
2H), 5.06(m, 2H), 5.4-5.8(m, 2H), 6.76-7.43(mf 
16H), dimer (9b) 4.16 (s, 4H), 4.51 (s, 4H), 5.0-5. 
67(m, 10H), 6.85-7.55(m, 32H), IR(KBr)； 
dimer(9b) 3390 (NH), 1775 (^-lactam C=O), 
1735 (ester C—O), 1680 (amide C=O) cm-1.

Diphenylmethyl 2-(2-benzothiazolyldithio) 
-a-( 1 -methylethenyl)-4-oxo-3-phenox-  
yacetamido-1 -azethidineacetate(2a) 의 합 성 ・ 

화합물 7a 200mg(0.401mmol), I2 101mg(0.401 
mmol) 과 2-mercaptobenzo나liazole 67 mg(0. 
401mmol)을 THF6m/에 녹이고 乩() 3仃立가 

하고 RT 에서 5 hr 동안 교반한다. methylene 
chloride(2X20mV)로 주줄한 다음 유기 증을 

aqueous NaHSO3(lx20 m/), 증류수 (3 x 20 
m/), brine(1x20m/)으로 씻은 다음 N^SQ로 

건조한 후 감압하에 용매를 제거한다. EtOAc/ 
乃-Hexane(3 ： 7)를 전개용매로 사용하여 반응생 

성물을 관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하면 R广」).25인 

생성물을 연노란색 foam으로 120mg(45%)을 

얻을 수 있다.「H NMR(CDCL) 典97(s,3H), 
4.55(s, 2H), 5.02-5.75(m, 5H), 6.85-7.45(m, 
16H), 7.6-8.0(mt 4H) : IR(KBr) 3410(NH)t 
1777("-lactam C=O), 1744 (ester C=O), 1680 
(amide C=O) cm*1.

Diphenylmethyl 2-( 2-benzothiazolyldithio) 
-^-[l-(chloromethyl)ethtenyl]-4-oxo-3-phen- 
oxyacetamido-1-azetidineacetate(2b)^| 합성. 

화합물 7b 200mg(0.375mmol), I2 90mg(0.375 
mmol)과 2-mercaptobenzothiazole 62mg(0. 
375mmol)을 THF6m/에 녹이고 HQ 3m/를 

가하고 RT 에서 5 hr 동안 교반한다. Methylene 
chloride (2 x 2。前)로 추출한 다음 aqNaHSO3 
(lx 20mZ), 증류수 (3x20mZ) 와 brine (lx 20 
mZ)으로 씻은 다음 N&SO4로 건조한 후 감압하 

에 용매를 제거한다, EtOAc/死-Hexane(3： 7)을 

전 개 용매 로 사용하여 반응생 성 물을 관크로마토그 

래피로 분리하면 R广=0.25 인 생성물 횐 foam 으 

로 125mg(47%)을 얻을 수 있다. 】HNMR 
(CDCI3)《54.33 (s, 2H), 4.63 (s, 2H), 5.15-5.77 (m, 
5H), 6.85-7.55(m, 16H), 7.65-8.03(m, 4H) ； IR 
(KBr) 3410(NH), 1780(/3-lactam C=O), 1745 
(ester C=O) 1670 (amide C=O) cm-1.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의 목적기초연구비에 의 

해 이루어졌으며 동 재단에 감사의 뜻을 표합니 

다. 또한 실험에 도움을 준 김형태군과 NMR 측 

정에 도움을 준 한국과학기술원의 김중협 박사님 

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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