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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배추좀나방의 성 페로몬을 새로운 방법으로 합성하여 EAG 감응반응을 수행하였다. 프로파길 

알코올의 이중음이온을 알킬화하여 2-도데신-I-올을 얻고 이를 아세틸렌 - 지퍼반응에 의해 11-도데신 T 

_올로 전환시킨 다음, 다시 이중음이온 알킬화반응에 의해 11-헥사데신 -1-올을 얻었다. 이를 수소환원 

시켜 헥사데센 -「올(3)을 얻었고 이 알코올을 산화시켜 (Z)-ll-헥사데센-1-알(1)을, 아세틸 

화시켜 (Z)-11-헥사데센」-일 아세테이트(2)를 각각 얻었다. 이렇게 합성히여 얻어진 화합물 각각 또는 

혼합물에 대해 배추좀나방의 EAG 감응반응을 측정하였다.

ABSTRACT. New synthesis and electroantennogram (EAG) responses of the pheromones of the 
diamond back moth Plutella xyl^stella L. are described. Lithium dianion of propargyl alcohol was 
alkylated with 1-bromononane to give 2-dodecyn-l-ol, which was converted to 11-dodecyn- 
l-ol by acetylene-zipper reaction. Dianion of 11-dodecyn-l-ol was alkylated with 1-bromobu- 
tane to provide 11-hexadecyn-l-ol, which was in turn reduced over Pd/BaSQ to afford (Z)-ll- 
hexadecen-l-ol (3). (Z)-ll-Hexadecen-l-ol was oxidized and acetylated to (Z)-ll-hexadecen 
_l_al (1) and (Z)-ll-hexadecen -1-yl acetate (2), respectively. The electroantennogram (EAG) 
responses of the diamond back moth to the pheromone compounds thus synthesized were measured.

서 론

배추좀나방 (the diamond back moth, Plutella 
xyiostella L.) 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각지에 

서 평지과에 속하는 채소들에게 가장 심각한 피해 

를 주는 해충 중의 하나이다. 1974년 Chow 등2에 

의해 확인되어 실리카겔로 분리 정제되었으나 

1977년 Tamaki 등，에 의해 (Z)-ll-헥사데센-1- 
일 아세테이트⑴와 (Z)-ll-헥사데센-1-알(2)의 

혼합물로서 그 구조가 확인되었다 (F酒 1). 이 두 

화합물의 혼합비 8： 2에서 4： 6 사이의 혼합물에 

대한 야외생물활성시험이 Koshihara 등，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혼합비 1 ： 1의 lmg이 5마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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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녀암컷에 해당되는 유인작용이 있다고 보고되었 

다 1979년 Ando 등，에 의해 제 3의 화합물 (Z) 
-11-헥사데센一1一올⑶(博1)이 활성을 높히는 

공력작용을 함을 밝혀냈으며, 화합물 1：2：3의 

비율이 5 ： 5 ： 0.1일 때 가장 활성이 크다고 보고 

되 었다. 1983년 Chisholm 등&은 제 4의 성분으로 

서 (Z)-9- 테트라데센 일 아세테이트를 ° °]%

첨가시키면 야외에서 유인효과가 뛰어나다고 h 
하고 있다.

성 페로몬의 활성은 화합물의 혼합비에 따라 그 

유인력이 다르므로 본 연구에서는 배추좀나방의 

성 페로몬의 세 가지의 성분들을 화학적으로 합성 

하여 이 합성된 화합물 각각 내지는 혼합물에 대日 

배추좀나방의 EAG 감응을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화학적 합성. (Z)-ll-헥사데센-1-알은 벼의 

이 화명 충의 성 페로몬의 한 성 분으로 알려 졌으며7

Fig. 1.

(Z)-ll-헥사데센 일 아세테이트는 담배나방 

등의 성 페로몬으로도 알려져 있다七

문헌을 살펴보면 이중결합을 Wittig 반응을 이 

용하여 ⑵-알켄을 구축한 합성으로서는 Horii- 
ke 등의 방법”。, D가lemilev 의 방법气 Best- 
mann 의 방법“ 등이 알려져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서 통상적으로 페로몬 합성에 

많이 쓰이는 방법으로서 삼중결합을 환원시켜 

(Z)- 알켄을 얻는 아세틸렌 경로의 합성방법13이 

있匸데, 본 연구에서는 아세틸렌-지퍼반응과 이 

중음이온 알킬화반응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배추 

좀나방의 성 페로몬을 합성하였다. 쉽게 구할 수 

있는 兰로파길 알코올을 출발물질로 하여 4단계에 

(Z)-ll-헥사데센丄올⑶을, 5단계에 (2)一11_ 
헥사데센-1- 알(1)과 (Z)-ll_ 헥사데센_1_ 일 아 

세테이트(2)를 각각 합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파길 알코올⑷을 과량의 

如-BuLi으로 처리하여 이중음이온을 형성시킨 다 

음 1-브로모노난으로 알킬화시켜 2-도데신-1-올 

⑸을 71% 수율로 얻었다. 이를 KAPA(KH+1, 
3-디아미노프로판)로 처리하여 즉 아세틸렌_지퍼 

반응“에 의해 삼중결합을 맨 바깥 위 치로 옮겨 J】 

-도데신-올⑹을 80% 수율로 얻었다. 이 화합 

물 6을 다시 *BuLi 과 1-브로모부탄으로 처리 

하여 이중음이온 알킬화반응을 수행하여 11_헥사 

데신-1-올(7)을 67% 수율로 합성하였다. 이를

Synthesis of Pheromone of the Diamond Back Moth:

=「nBuLi, THF, HMPA.、
〜八〜，、〜、〜스

4 71% k

KAPA

80%

6

nBuLi, THF, HMPA

67%

Schem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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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으로수소환원시켜 (Z)-알켄인 (Z)-ll-헥 

사데센一올(3)을 87% 수율로 얻은 다음 산화, 

그리고 아세틸화시켜 (Z)-ll-헥사데센-1-알(1) 
과 (Z)-11-헥사데센-1-일 아세테이트(2)를 각각 

77%, 85% 수율로 합성하였다 (Sc膈”佗 1).
EAG 감응축정”. EAG 장치는 조립된 기기로 

서 페로몬에 대한 곤충의 감응을 세포레벨에서 측 

정하는 기기이다. 이는 AgCl/Ag 미세전극, D.C. 
증폭기, 오실로스코프(기록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페로몬을 수컷 곤충의 안테나(촉각)에 뿜

EAG 장치 . 
amplifier

insect 
antenna

dish 
polystyrene 4- 

support

ground electrode

Fig. 2.

pheromone injection
* paper towel
(wet with Ringer solution)

capiliary tube
Ringer solution

oscilloscope 
input electrode

었을 때 기록전극과 기준전극과의 전압차이에 의 

해 곤중의 감응을 즉정하는 기기이다(『*.2). 수 

컷의 배추좀나방은 농촌진흥청 농기연 곤충과에서 

사육하였다. 이 곤충의 안테나를 잘라서 (약 2~3 
mm 정도 크기) 미세조정기 (micromanupulator) 
에 부착된, 이미 Ringer 용액으로 채워진 미세한 

모세관의 한쪽 끝에 끼운다. 이 때 미세조정기와 

현미경을 이용하였다. 10以의 헥산을 곤충의 안 

테나에 뿜었을 때 그 자극을 기록한 다음 화합물 

1,2, 3에 대해 각각 10〃g을 10/〃의 헥산에 녹 

여서 그 감응을 즉정하였다. 화합물 2에 대한 상 

대강도를 50 %로 하였을 때 헥산 자체 (blank test 
용)는 28%(약 0.24mV), 그리고 1,2,3 화합물 

은 각각 59%(0.50mV), 50%(0.42mV), 36% 
(0.30 mV) 였다. 화합물 1 과 2의 1: 1 혼합물 10 
/zg 을 10“，의 헥산에 녹인 용액의 배추좀나방에 

대한 감응측정치는 약 0.80mV(상대강도 94%)였 

고 1, 2, 3 화합물이 5 ： 5 ： 0.1인 혼합물 10“g을 

10/兀의 헥산에 녹인 용액에 대해서는 약 1.29mV 
(상대강도 152%)를 나타내었다. 이를 도표로 표 

시 하면 다음과 같다 (Fig. 3).

Fig. 3. EAG responses of male plutella xylostella L. antennae to synthetic 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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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배추좀나방의 성 페로몬인 (Z)-ll-헥사데센-1- 
알⑴, (Z)-ll-헥사데센-1-일 아세테이트⑵, 

그리고 (Z)-ll- 헥사데센-1-올 (3)을 프로파길 알 

코 올을 출발물질로하여 이중음이온 알킬화반응과 

아세틸렌-지퍼반응을 이용하여 보호기도입 및 탈 

보호기 단계를 거치지 않고 효과적으로 합성하였 

다.

EAG 감응즉정 결과 (Z)-ll-헥사데센-1-알 

(1)이 주성분임이 밝혀졌으며, 화합물 1과 2의 

1 : 1 혼합물에서 활성이 커짐을 알 수 있었으며 또 

한 보고된 바와 같이 s 화합물 3은 큰 공력작용을 

함을 알 수 있었다.

실 험

IR 스펙트럼은 Shimadzu IR-440 으로 NMR 
스펙트럼은 기준물질을 TMS 로 사용하여 Bru- 
ker WP 80 SY (80 MHz) 분광기로 측정하였으며 

모든 시약과 용매들은 사용하기 전에 증류하여 건 

조시켰으며, 기구들은 완전히 건조시켜 사용하였 

다.

2-도데신-1-올(5)의 합성. 건조된 THF(15 
mZ) 와 HMPA(13nH) 에 프로파길알코올0) 
(1.00g, 18mmol)을 녹인 후 질소 하에서 一为〜 

— 30°C로 냉각시킨다. 이 온돈에서 K-BuLi(1.6 
M 헥산, 24 mZ, 38.4 mmol)을 30 분간에 걸쳐 서 

서히 적가한다. 적하가 끝난 후 온도를 op로 올 

리고 30〜40분간 계속해서 교반한 후 건조된 

HMPA(lOmZ)에 녹인 브로모노난(3.73g, 18
mmol) 을 0〜_5 °C 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50 분간 

에 걸쳐 적가한 후 실온으로 올리고 다시 30분간 

더 교반한다. 반응이 끝난 후 20mZ의 찬물을 넣 

어서 quenching시키고, 10분간 교반한다. 다시 

물을 가한 다음 에테르로 추출한 후 물, 포화 

NaCl용액, 50% NaHCOs 등으로 세척한 후 무 

수 MgSO,로 건조시킨 다음 농축시키면 생성물이 

얻어진다. 이를 칼럼으로 분리하여(용매 : 〃-헥 

산 : 에틸초산=3： 1, R,= 0.48) 원하는 2-도데신 

-1-올⑸ (2.32g, 71 %)을 얻었다. IR(neat) : 
3300, 2950, 2250,1050 cm-1 ； 'H-NMRlSOMHz, 

CDCL) ； J0.90(t, 3H,/ = 6.0Hz), 1.10'1.70(m, 
14H), 2.00~2.40(m, 2H), 4.20(t, 2H, / = 2 0 
Hz).

11-도데신 -1-올(6)의 합성. 35% KH 1.0g 
(25mmol)을 2구 플라스크에 넣고 질소 하에서 

건조된 初-펜탄으로 3번 씻은 후 펜탄을 다시 넣은 

후 약 40°C로 가열하여 펜탄을 제거한다. 여기에 

1,3- 디아미노프로판(23m/, 275mmol)을 질소 하 

에서 상온에서 1시간 반응시키면 녹갈색으로 변색 

된다. 온도를 一5°C로 냉각한 후 2-도데신 -1—올 

(5) (0.50g, 2.75mmol)을 한번에 가한 후 서서히 

실온으로 올려 2시간 교반한다. 반응액을 다시 

0°C 이하로 냉각한 후 물 20mZ를 가하고 얼음조 

에서 6N-HC1 용액을 넣어 pH 7로 조절한다. 에 

테르 150m/를 넣어 추출한 후 물, 2N-HC1, 포 

화 NaHCQ용액 그리고 NaCl 용액으로 씻고 무 

수 MgSO,로 건조시킨 후 농축하면 11-도데신 

-1-올⑹ (0.40g, 80%)를 얻는다. IR(neat) ； 
3300, 2950, 2150,1460,1380 ； 1H-NMR(80MHz, 
CDCL) : <J1.10-~1.80(m, 16H), 1.90(t, 1H, J=2 
Hz) , 2.00〜2.20(m, 2H), 3.65(t, 2H,/=6Hz).

11-헥사데신 -1一올(7)의 합성. 건조 THF(2.0 
mZ)와 HMPA(1.7m〃에 녹인 11-도데신 -1-올 

(0.35g, 1.92mmol)을 질소 하에서 一40〜一30°C 
로 냉각한다. 이 온도에서 M-BuLi(1.6Af 헥산, 

3.0mZ)를 20분에 걸쳐서 서서히 넣어준 후 조의 

온도를 0〜5 °C로 하여 60분간 교반한다. 건조 

HMPA(l.OmZ) 에 녹인 1-브로모부탄 (o.27g, 
1.96mmol)을 30분에 걸쳐 적가한 후 실온에서 2 
시간 교반시킨다. 반응이 완료된 후 5 m/의 찬물 

을 넣은 후 THF를 증류시키고 에테르로 추출한 

다. 에테르층을 물, NaCl 용액, 5% NaHCO3, 
그리고 NaCl 용액으로 씻고 무수 MgSO,로 건조 

시킨다. 에테르층을 농축시키면 생성물이 얻어지 

는데 이를 실리카겔칼럼을 통해 (용매 : 헥산 : 에틸 

초산=2：1, Rz=0.26) 분리하여 원하는 생성물 

11-헥사데신 -1一올⑺ (0.30g, 67%), IR(neat) 
3300, 2950, 1460, 1380, 1300 cm-1 ； 1H-NMR(80 
MHz, CDC13) d0.90(t, 3H), 1.00〜1.90(m, 
20H), 2.00~2.30(m, 4H), 3.60( t, 2H).

(Z)-11-헥산데센-1-올 (3) 의 합성. 메탄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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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Z)ofl 11-헥사데신-1-올 (0.25 g, 1.05 mmol) 
을 녹인 용액에 5% Pd/BaSO,(10mg)과 퀴놀린 

(2방울)을 가하고 1기 압의 수소 하에서 16 시간 

반응시킨 후 Celite 를 통해 여과하여 촉매를 제거 

시킨 후 메탄올을 감압 하에서 증류하여 날려보낸 

다. 얻어진 물질을 에테르로 추출한 후 6N-HC1, 
물, 포화 NaCl 등으로 차례로 씻은 후 무수 

MgSO,로 건조시키고 용매를 날린 후 Kugelrohr 
로 증류하였다(125°C/4mmHg, 0.21g, 87%) ； 
IR(neat) 3300, 2900,1460, 1050, 960, 720 
cm-1 ； 1H-NMR(80 MHz, CDC13) tf0.98(t, 
3H), 1.2〜2.2(m, 24H), 3.6(t, 2H), 5.3(m, 2H).

헥사데센-1-알(2)의 합성. PCC(0.27 
g)을 디클로로메탄(2nW)에 녹인 용액에 (Z)-ll 
-헥사데센-:！-올⑶ (0.35g, 1.5xl0-3mol)을 천 

천히 가한 다음, 2시간 동안 상온에서 반응시켰 

다. 반응용액을 florisil 에 통과시켜 여과한 후, 

용매를 제거하고 Kugelrohr 로 증류(128 °C/4 
mmHg) 하여 (Z)-ll- 헥사데 센 -1- 알 (2) (0.27 g, 
77%)을 얻 었 다 ; IR(neat) 2900, 2700, 1720, 
1460, 1230, 970, 720cm-1 : 1H-NMR(CDC13) 
覆).98(t, 3H), 1.2~2.2(m, 24H), 2.4(m, 2H), 9.7 
(s,lH).

(Z)-11-헥사데센-1-일 아세테이트(1)의 합성. 

(Z)-ll-헥 사데 센-1-올⑶ (0.35g, 1.5X10-3 
mol)을 건조시킨 피리딘(ImZ) 용매에 녹인 다 

음, 초산 무수물(0.16mZ)을 가하여 상온에서 30 
시간 반응시킨 후, 에테르로 추출하고 5% 염산용 

액, 탄산수소나트륨용액으로 씻어주고 무수 황산 

마그네슘으로 건조한 후, 용매를 날리고 Kugelro- 
hr 로 증류(132 °C/4 mmHg)하여 (Z)-11-헥사데 

센-1_일 아세테이트⑴ (0.35g, 85%)를 얻었다 ; 

IR(neat) 2900, 1740, 1460, 1360, 1240, 1040, 
970, 720, 600 cm-1 ； 1H-NMR(CDC13)(沧92(t, 
3H), 24H), 2.1 (s, 3H), 4.1 (t, 2H),
5.4(t,2H).

이 연구는 학술진홍재단 1988년도 자유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하였으며, 이에 감사드립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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