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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톤화합물의 빵효모 환원은 천연화합물의 합성에 

필요한 chiral building block들을 얻는데 매우 유 

용한 방법으로 알려져 왔다 12. 여러 종류의 기능기를 

갖는 케톤 유도체들 중케토술포닐 유도체들은 

일반적 기질을 빵효모로 환원시킬 때 얻는 장점 

이외에도 환원물인 伊히드록시술포닐 유도체들은 

UW에 민감하여 분리 정제가 용이하며, B-히드록시 

에스테르화합물3과 달리 직접 재결정함으로써 손쉽 

게 순수한 단일 광학이성질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伊케토술포닐 유도체들은 n- 

BuLi, LDA와 같은 염기로 손쉽게 a-carbanion을 

통해서 a 위치의 알킬화 또는 아실화가 용이하며, 

페닐술포닐기는 온화한 조건하에서 dissolving 금속 

환원 방법 (6% Na amalgam5, Raney Ni) 으로 간단히 

제거되는 장점을 갖는다眠

또한 8-케토술포닐 유도체들은 벤젠술핀산 Na염 

과 할로겐화 알킬 케톤들과 반응시켜 간단히 얻을 

수 있으며, 용매를 사용한 결정화를 통해서 쉽게 

정제가 되는 이점을 갖고 있다. 즉, 기질인 伊케토 

술포닐 유도체들을 빵효모 환원시켜 얻은 환원물질 

인 8-히드록시술포닐 유도체는 공급성과 이용성이 

매우 뛰어난 화합물이다.

이러한 8-케토술포닐 유도체들 중 1-페닐술포닐 

프로판-2-온을 Ridley 등‘跆이 빵효모로 환원시켜 

(S)-환원물을 100% enantiomeric excess(ee)와 수 

율 95% 이상의 아주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Kozikowshi 등’°이 탄소 하나가 증가한 1-페 닐술포닐 

부탄-2-올(2a)을 얻으나, 광학적 순도가 63% ee이며 

낮은 수율과 환원물 2a의 구체적 분석자료를 보고 

하지 않아 광학활성 화합물의 합성에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하였다. 이와 같이 카르보닐의 알킬기가 메 

틸보다 커지면 ee가 낮아지며, 화학적 수율이 감소in 
하는 이유는 빵효모의 효소들이 기질의 큰 부분과 

작은 부분을 잘 구별치 못하여 선택적 enantiotopic 

face를 공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12.
그러나 빵효모 환원는 여러 인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환원물의 생산이 크게 변하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1-페닐술포닐 부탄-2一온(1)을 기질로 하고, 

효모로는 일반적 미생물 실험방법인 Ridley 등의 

방법과 달리 건조 v^S-3-(Saccharomyces cerevisiae, 
조홍화학공업 주식회사)를 시장에서 구입, 사용하 

였다. 또한 증류수와 기질에 대해서 빵효모와 설탕을 

고농도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벤젠술핀산 Na염(염화 벤젠술포 

닐과 NajCOs/Zn 분말로 수율 65%로 얻음)와 1-브 

로모-부탄-2-온을 반응시켜(DMF) 기질 1을 얻은 후 

메탄올로 결정화시켜 하얀색 결정상으로 이용하였다 

(수율 80%). 빵효모 환원방법은 다음과 같이 행하 

였다. 빵효모(20 g), 증류수(100 m/)와 설탕(20 g)을 

잘 교반하여 301에서 활성화시킨 뒤 기질 1(10 
mmol) 을 첨가하였다. 상기 발효액을 이틀 동안 발 

효시킨 후, 규조토와 염화메틸렌를 넣고 격렬히 교 

반하여 (2000 rpm) 여과하였다. 물층과 고체층을 유 

기 용매로 두번 더 추출하고 얻어진 유기층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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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TPA = (S)-(-)-a-nethoxy-a-(trifluoromethylJphenyl acetate

Scheme 1

소금물 순으로 세척한 후 건조, 농축하였다. 상기 

농축물을 실리카 겔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하 

여(전개용매, 헥산 : 에틸아세테이트=5： 1) 엷은 

미색을 띄는 고체인 (S)-2a를 L7g(수율 79%) 얻 

었다. 환원화합물 (S)-2a를 에테르-석유에테르 혼합 

용액으로 결정화시켜 하얀색의 판상 구조의 결정으 

로 (S)-2a를 1.5 g(수율 70%)을 얻었다［＜1盼= + 

12.3° (c= 1.3, MeOH) ； IR(KBr) 3450, 3050, 2960, 
1440, 1280, 1240, 1165, 1075 cm-' : 1H-NMR(200 
MHz, CDC13) 8 0.9(t, 3H), 1.5(m, 2H), 2.8(br, 
1H), 3.2(d, 2H), 4.1(m, 1H), 7.55~7.9(m, 5H)］. 
(S)-2a를 MTPA 유도체화“한 2b를 1H-NMR(270 
MHz)와 HPLC(n-Porasil)로 분석한 결과를 통해서 

(S)-2a의 광학적 순도가 99% ee 이상임을 확인하 

였다［MTPA 에스테르 유도체 2b : 1H-NMR(270 
MHz, CDC13) 8 0.72(t, 3H), 1.73(m, 2H), 3.24〜 

3.54(m, 2H), 3.56(s, 3H), 5.44(m, 1H), 7.25-7.96 

(m, 10H) ； HPLC (卩-Porasil, 30 cm X 3.9 mm I.D., 
UV detector 254 nm, eluent ； 헥산 : 염화메틸렌 = 2

: 1, 유속 ； 0.5m〃min, Rt 21.72, area%—99%1
그리고 (S)-2a의 절대구조와 광학적 순도를 재 

확인하기 위해서 (S)-( + )-3-옥탄올(4)을 합성하였 

다. (S)-( + )-4는 Crematogaster castanea Forel, C. 

liengmer F. Smith와 같은 종류의 개미들의 경보 

페로몬 흔합체의 주요 성분이며, 그 입체 특이성이 

페로몬 활성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5)-(+ )-4 
는 Fujiwhara와 Mori"가 (S)-3■■히드록시펜탄산 메 

틸 에스테르로부터 합성한 바 있으며 그 외 여러 

합성법以18이 있으나, chiral building block을 얻는 

방법이 번거롭거나 비효율적이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다음 Scheme 1 과 같이 간단하게 (S)-( + )- 

3-옥탄올(4)을 합성하였다.

환원화합물 (S)-2a를 염기(n-BuLi)로 이중 음이 

온화시켜서 알킬화하여 (n-BuBr) 화합물 3을 수율 

71% 얻었으며([a：呼 =+0.60°, c=1.34, CHC13), 3 
의 술포닐기를 환원적 방법[6% Na(Hg)]으로 제거 

하여 독특한 냄새를 갖는 (S)-( + )-4를 수율 30% 
로 얻었다. (S)-( + )-4의 IR, W-NMR 스펙트럼과 

[a啥은 Fujiwhara와 MorF*5의 결과와 동일하였다. 

따라서 환원화합물 (S)-2a의 절대구조가 S 형태임을 

재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물과 기질에 대하여 고농도의 빵효모 

와 설탕을 사용하여 알킬기가 상대적으로 큰 기질 

1을 입체선택적으로 환원시켜 99% ee와 수율 70% 
이상으로 환원화합물 (S)-2a를 얻었다. 그리고 (S)- 
2a를 이용하여 (S)-( + )-4를 간단한 방법으로 합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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