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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수은 pool 전해조를 사용하여 (5： 3) EtOH/4N-HC1 용액계에서 선택적인 ・N-N = O기의 전기 

화학적 환원에 의해 N'-phenyl・N-(2・chloroethyl)-N・nitrosourea로부터 N'-phenyl-N-(2-chloroethyl)-N-ami- 
nourea를 합성하였다. 전기화학적 환원에 앞서 반응의 최적조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몇 가지 N,-aryl-N-(2- 
chloroethyl)-N-nitrosourea 유사체에 대하여 pH변화에 따른 환원전위를 순환전압전류법으로 조사한 결과 

pH에 따라 耳값이 “一허쪽으로 이동하였으며 aryl기의 치환기 효과는 ・N・N = O기의 환원 전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액계의 pH에 따른 반응성을 조사한 결과 강산성 용액(pHVI)에서 반응이 

가장 잘 진행되며 一0.7 V vs. As/AgCl 4N・HC1 에서 N-N = O기의 선택적인 4전자 환원반응에 의해 N-NH?가 

생성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N,-phenyl-N-(2-chioroethyl)-N-aminourea has been prepared from Nz-phenyl-N-(2-chlo- 
roethyl)-N-nitrosourea by means of the electrochemical reduction with the mercury pool electrolytic cell. 
In order to find out 나le optimum condition of the reaction, 나】e v이tammetric behaviors for N'-aryl-N- 
(2-chloroethyl)-N-nitrosourea derivatives have been investigated by the cyclic voltammetry and polarogra- 
phy. The peak potentials was shifted to the negative direction as the pH value of the solution decrease. 
The substituent effects of phenyl ring on the peak potential were not observed in this case. (5:3) EtOH/4 
N-HC1 mixed solution was employed for the electrolysis. The applied potential was -0.7 V vs. Ag/AgCl/4 
N-HC1 electrode. The number of electrons participated to the reduction process was 4, respectively. 
The product was identified by FT-IR, NMR, mass and/or elemental analysis data.

서 론

1950년대 이후 지방족, 환지 방족 및 방향족 N-nit- 
rosamine 유사체에 관한 연구가 여러 방면에서 활 

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예를들면 이들의 분석적 특성 

뿐만 아니라 생화학적 특성, N・N = 0기의 전기화학 

적 메카니즘 및 이러한 작용기의 환원성에 미치는 

분자구조의 영향 등에 관하여 연구되어 왔다-气 N- 

N = O기의 전기화학적 거동에 관한 연구에서 Lund7 
는 N-dinitrosopiperidine, N-nitrosomorphorine, N- 

nitroso-N-methylaniline 등에 대하여 여러가지 다른 

pH조건하에서 얻은 폴라로그라피에 바탕을 두어 

전기화학적 유기물의 합성을 행한 결과 산성용액에 

서는 4전자 환원반응이 진행되어 히드라진유사체가 

생성되며 염기성 용액에서는 2전자 환원반응을 통 

하여 NR생성과 함께 2차 아민이 생성됨을 확인하 

였다. 또한 Holleck응 등은 10% EtOH/H2O 용액에서 

여러가지 지방족 N-nitrosoamine에 대한 전류■전압 

곡선법을 실시하여 환원반응에 대한 메카니즘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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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이러한 전기화학적 반응들은 화학적 제 

법보다 간편하고 인체에 해가 적은 동시에 부생성 

물이 적게 생기는 이점이 있으므로 nitroso기나 ni- 
tro기의 환원에 의한 amine기의 제법에 널리 이용 

되고 있다ad.

Magee와 Barnes" 에 의하여 N-nitrosoamine 유 

사체가 강력한 발암물질로 알려지면서 생화학적 반 

응성이 활발히 연구되어져 왔으며 1963년 Mongo- 
mery14 등에 의하여 N-nitrosourea 유도체의 일부가 

항암작용을 나타낸다는 사실이 발견된 후 새로운 

항암제의 개발을 위하여 이 유사체들이 수없이 합 

성되었고 그 구조와 활성관계가 계속 연구되어져 

왔다. 실제로 Mongomery 등이 초기연구에서 합성한 

몇 가지 N-nitrosurea 유사체는 최근 항암제로서 

암치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I"®. 이 화합물들은 

혈관-뇌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낮은 이온화도, 작은 

분자크기, 그리고 강한 지질 용해도 등의 물리적 

특성으로 뇌종양에 선택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 

어 있다. 항암성에 필수적인 작용기는 methyl nitro- 
soureido기와 2-chloroethyl nitrosoureido기 임이 밝 

혀졌고 R-기는 운반기(carrier group)로 밝혀졌다龙 

본 실험실에서는 새로운 함암제의 개발을 위하여 

Mongomery 등이 항암제로 개발한 N-nitrosourea 
유사체와 비슷한 분자구조를 가진 N'-aryl-N-alkyl- 
N-nitrosurea 유사체들을 합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화합물들의 환원성을 조사 

하기 위하여 2-chloroethyl nitrosoureido기를 가진 

몇 가지 화합물들에 대하여 폴라로그래피 및 순환 

전류-전압법으로 전기화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그 

리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분리형 수은 pool 전 

해조를 사용하여 대표적인 화합물로 N'-phenyl-N- 

(2-chloroethyl)-N-nitrosourea-i- 택하여 전기화학적 

환원반응을 행하여 N'-(2-chloroethyl)-N-aminou- 
rea를 합성하였다.

실 험

시약 및 기기. 2-chloroethyl isocyanate와 ani- 
line은 Aldrich Chem. Co.제 특급시약을 사용하였 

으며 NaN02 및 용매로 사용한 CH2C121 CHC13> 

EtOH 및 완충용액의 제조에 사용한 다른 시약들은 

시약용 특급시약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Mattson사의 

Polaris FT-ir spectrometer로 IR 스펙트럼을 얻었 

으며 Bruker 300 MHz FT nmr spectrometer로 

NMR 스펙트럼을 얻었다. 질량 스펙트럼은 Kratos 
25-RSA mass spectrometer를 사용하여 얻었다. 폴 

라로그래피는 Yanaco P-8형 DC 폴라로그래프를 

사용하였고 순환 전류-전압 곡선법 및 전기량 측정 

법은 EC & G사의 Model 273 Potentiostat/Galva- 
nostat를 사용하였으며 전기적 환원시에는 분리형 

수은 전극 전해조를 사용하였다.

실험방법. 1. P、r-aryl-N-(2-chlorc>ethyl)-N-nitro- 
sourea 유사체의 합성은 아닐린 유도체를 CH2C12 
용액에 녹인 후 이를 얼음 수조상에서 교반시키면서 

당량의 2-cloroethyl isocyanate를 천천히 적가하여 

N,-aryl-N-(2-chloroethyl) urea 결정을 얻어낸 후 

재결정하였으며 urea들을 HCOOH에 녹인 후 얼음 

수조상에서 교반시키면서 NaNd를 소량씩 첨가하 

여 N'-aryl-N-(2-chloroethyD-N-nitrosourea들을 합 

성하였다的.

2. 각 물질들의 폴라로그램 및 순환 전류-전압 

곡선 측정 시 Ag/AgCl/4 N-HC1 을 기준전극으로, 백 

금선을 대극으로 사용하였으며 작업전극으로는 

DME 및 유리탄소전극을 사용하였다. 4 N-HC1 및 

Robinson-Britton 완충용액으로 용액의 액성을 조 

절하여 pH변화에 따른 각 물질들의 반응성을 조사 

하였다.

3. N'-phenyl-N-(2-chloroethyl)-N-nitrosourea의 

전기화학적 환원시 0.3g의 화합물을 EtOH 100 m/에 

녹이고 4N-HC1 60 m/을 첨가하여 용액을 제조하 

였다. 이 용액을 실험실에서 제조한 분리형 수은 

전극 전해조에 넣고 얼음 수조상에서 질소를 통기 

하면서 一0.7 volts vs. Ag/AgCl/4N-HC1 의 일정 전 

압하에서 전기화학적 환원을 행하였다. 전류값이 

바탕값이 될 때까지 반응시킨 후 순환 전압-전류 

곡선으로 NO기의 환원파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여 

반응을 멈추었다. 회전 진공 증발기를 이용하여 용 

매를 날려 보낸 후 TLC로 분리하여 생성물을 얻 

었다. 이때 사용한 용리액은(10 : 1) CHQQEther을 

사용하였으며 Rf치는 0.40이었다. 회수한 물질은 

EtOH-H2O 흔합 용매로 재결정하여 mp, IR, NMR, 

mass spectra 및 원소분석 결과로 구조를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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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결과 및 고찰

몇 가지 N,-aryl-N-(2-chloroethyl)-N-nitrosourea 
유사체를 합성하였으며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mp, IR 및 NMR 스펙트라로 확인하였다.

N'-aryl-N- (2-chloroethyl) -N-nitrosourea 유사체 

의 환원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폴라로그라피 및 순환 

전압 전류법을 이용하였다. N-nitrosourea들의 환원 

반응에서 aryl기의 치환기가 반응성에 미 치는 효과와 

pH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N'-phenyl-N-(2-chlo- 
roethyl)-N-nitrosourea ； PCNU, N'-(3-methylphe- 
nyl)-N-(2-chloroethyl)-N-nitrosourea ； 3-methyl 

PCNU, N'-(3-bromophenyl)-N-(2-chloroethyl)-N- 
nitrosourea ； 3-bromo PCNU 및 N'-(4-methoxy- 
phenyl)-N-(2-chloroethyl)-N-nitrosourea ； 4-me- 
thoxy PCNU에 대하여 순환 전압-전류법을 행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2에서와 같이 aryl기의 

치환기 효과는 환원전위의 변화에 일정한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이러한 현상은 환원이 일어나는 

N-N0기와 aryl기의 치환기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pH 5 이하인 용액에서는 pH가 높아짐에 따라 

각 물질에 대한 환원전위는 "一”쪽으로 직선적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pH 6 이상이 되면 직 

선성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파의 높이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 용액의 액성이 산성이 강할수록 

H~ 이온의 제공이 용이해지므로 산성용액에서는 

환원반응이 쉽게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pH 
6 이상의 용액에서는 물질의 분해반응이 서서히 

진행되며 PCNU의 경우 pH 7 이상에서는 분해반응 

이 거의 완결됨을 폴라로그라피에서 확인할 수 있 

었다.

Table 2에 나타낸 결과로부터 N-N0기의 환원에 

의한 N-NH2 합성을 시도하였으며 기초 작업으로 

페닐기에 치환기가 없는 PCNU를 택하여 순환 전압

선류 곡선법 및 폴라로그라피를 행하여 전기화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Fig. 1에 (5 : 3)EtOH : 4 N-HC1 
용액에서 얻은 PCNU의 순환 전압-전류 곡선을 나 

타내었으며 작업 전극은 유리 탄소 전극을, 기준 

전극으로는 Ag/AgCl/4 N-HC1 을 사용하였다. -0.51 

V vs. Ag/AgCl/4 N-HC1 전극의 환원파는 N-N0기 

의 4전자 환원에 의해 나타나는 비가역적인 파이며 

이때의 전자수는 실제로 행한 환원반응의 전하수로 

부터 확인하였다. PCNU의 pH변화에 따른 폴라로 

그래피를 행한 결과 순환 전압-전류 곡선에서와 같 

이 pH 5 이하의 용액조건에서 E/은 pH에 따라 

직선적으로 "一”쪽으로 이동이 일어났으며 Ew= — 

0.304-0.074 pH의 관계식을 얻었다. 이 관계식으

Table 2. Dependence of Epc of N'-aryl-N-(2-chloroe- 
thyl)-N-nitroso urea on pH. Concentration; 5X10-4 
M, Scan rate; 100 mV/sec

Em

pH

Compounds

PCNU 3-methyl 
PCNU

3-bromo 
PCNU

4-methoxy
PCNU

1.5 -0.54 -0.54 -0.61 — 0.60
2.4 —0.58 -0.57 -0.67 -0.71
3.3 -0.62 -0.66 -0.75 —0.82
4.0 -0.73 -0.72 -0.83 -0.91
5.0 -0.83 — 0.83 -0.86 -0.92
6.0 -0.84 -0.85 -0.87 — 0.91
7.0 -0.89 -0.86 — -0.94

PCNU, N-phenyl-N-(2-chloroethy)-N-nitrosourea; 3- 
methyl PCNU, N'-(3-methylphenyl)-N-(2-chloroethyl)- 
N-nitrosourea; 3-bromo PCNU, N'-3-bromophenyl)-N- 
(2-chloroethyl)-N-nitrosourea; 4-methoxy PCNU, N'-4- 
methoxyphenyl)-N-(2-chloroethyl)-N-nitroso-urea.

Table 1. IR, mp and 'H-NMR data of N'-(2-chloroethyl)-N-nitro soureas

G recrystn, mp (t) IR (cm-1) NMR (CDCI3)
CO NO -NH- Ar- -CH2CH2-

-H hexane 94.0 1730 1545 8.72 7.68-7.00 4.38-3.38
3-CH3 hexane 98.2 1730 1550 8.64 7.40-6.78 4.32332
3-Br hexane 111.2 1735 1535 8.75 7.80-6.70 4.31-3.38
4-OCH3 — 89.0 1735 1505 8.55 7.48-6.70 4.3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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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2 -0.4 -0.6 -0.8 -1.0

E(Vvs,Ab/A8CI)

Fig. 1. Cyclic voltammograms of IXIO^3 M PCNU 
in (5:3) EtOH/4 N-HC1 solution (pH= —0.32), a) be
fore electrochemical reduction, b) after electrochemi
cal reduction at —0.7 V vs. Ag/A잉Cl/4 N-HCL

로부터 환원반응에 참여한 H+의 수는 4-5개임을 알 

수 있었다. pH 값이 7 이상이 되면 전류치가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으로부터 염기성 용액에서는 알킬 

N-nitrosourea의 분해반응이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 

된다.

대표적인 폴라로그램을 2에 나타내었다. 전

기화학적 환원반응은 완전한 비가역과정에 의하여 

일어나는 반응에 쉽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화학반응보다 반응이 간편하고 인체에 해가 적고 

반응시 가해주는 전위에 따라 기능기를 선택적으로 

환원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전기화학적 반응의 

장점을 이용하여 앞에서 조사한 PCNU의 전기화학 

적인 거동을 바탕으로 N=0기의 선택적 환원반웅을 

행하였다. 전기화학적 환원시 가해준 전위는 수은 

전극표면에서 수소가 발생되지 않는 최대 전위인 一 

0.70 V vs. Ag/AgCl/4N-HCl이며 용해도 및 반응성 

을 고려하여 0.3~0.5g 정도의 양을 (5 : 3) EtOH/4 
N HC1 에 녹여 사용하였다. 전류치가 바탕용액의 

값으로 되면 1(b)에서와 같이 一0.51V의 파가 

사라졌으며 이러한 현상으로부터 N =。기의 환원이 

완전히 일어났음을 확인하였다. 이 때의 전자수는 

4.6〜4.8이었다. 반응 후 생성물은 회전 증발기를 

이용하여 용매를 날려 보내고 EtOH/dO로 재결정

0.0 -0.2 -0.4 -0.6 -0.8 -1.0

EIVvs,As/A,CI)

Fig. 2. Polarogram of IX10^3 M PCNU in (5:3) 
EtOH/4 N-HC1 solution.

하여 횐색의 환원 생성물을 72± 5%의 수율로 얻었 

다. mp.는 였으며 IR, NMR 및 mass
스펙트라, 그리고 원소 분석 결과로부터 생성물을 

확인하였다. IR 스펙트라에서 3350 cm"1 및 3310 
cmT의 두개 강한 파는 NR의 신축 진동에 의한 

것이며 c = 0 신축 진동파가 1730cmT에서 1680 
cmT로 이동되었으며 NMR 스펙트라에서는 CDC13 
를 용매로 사용한 경우 3.3~3.5에서 나타나는 2개 

의 수소는 -N-NH2에 의한 것이고 3.6~3.8에서 다 

중으로 나타나는 4개의 수소는 -CH2CH2-의 수소이 

며 6.8~7.4의 phenyl기의 수소 및 8.3~8.5에서 

aryl-NH-를 확인하였다. 질량 스펙트라에서 질량 94 
봉우리는 M + 2에 상대강도가 32.5%인 봉우리를 

가지므로 -N-(NH2)(CH2CH2CD의 조각 무늬라 볼 

수 있으며 GHs에 의한 질량 77 봉우리, C6H5NH 
(CO)N(NH2)-CH2CH2에 의한 질량 177 봉우리 및 

분자량 213으로부터 N-N = 0의 선택적 환원에 의 

하여 N-NH2가 생성되어 N'-phenyl-N-(2-chloroe- 
thyl)-N-aminourea가 합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원 

소 분석 결과에 의하면 C ： 51.25%, H : 7.70%, N : 
18.74%로 나타났으며 계 산치는 C : 50.59%, H : 5.66 
% 그리고 N : 19.67%이다. 그리고 부생성물로 N'- 
phenyl-N-(2-chloroethyl)urea(mp. : 123~125M)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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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from the electrolytic reduction of 
PCNU at the different pH on a mercury electrode

reduction product 
pH

PCAU PCU

0.0 72.5% 8.3%
3.0 46.4% —
8.0 — 68.5%

*at pH=0.0, Eapp, = — 0.5 volts; pH=3.0, E여◎드 一 1.0 
volts; pH=8.0,E^=—L7glts; **PCAU, N^phenyl- 
N-(2-chloroethyl)-N-aminourea; PCU, N,-phenyl-N-(2- 
chloroethyl) urea.

Table 4. The yields of PCAU according to the reduc
tion time and the applied voltage in the (5:3) EtOH/4 
N-HC1 solution

time 
(hr.)

applied voltage (V vs. Ag/AgCl/4 N-HC1)
-0.3 V -0.5 V -0.7 V

2 14.2% 15.0% 42.4%
4 15.9% 17.1% 72.0%
6 16.9% 20.8% 73.6%
8 18.7% 31.8% —

10 19.2% 48.0% —

소량 생성됨을 IR 및 NMR 스펙트라로 확인하였다. 

IR ； 3370 cm~l(-NH, s), 1640 cm*1(C = 0), 1570(- 
NH, b). lH-NMR(CDCl3) ； 3.4~3.6(4H, m, -CH2 

CH2-), 6.6~7.3(5H, m, Ar-), 8.30( 1H, s, Ar-NH-).
확인된 환원 생성물과 전기적 환원시에 행한 전 

기량법에 의하여 계산된 전자수 4.6으로부터 반응의 

경로는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으며 유사한 반 

응경로가 N-nitrosoamine의 환원반응에 대하여 적 

용된 바 있다幻.

N-C-N-CH-CH2Cl .t.,6 4H . h-c-n-ch3ch2ci
H II I 1 H II I

O NO o NH2

I+2H+

N-C-N-CH2CH2Ci 4- NHa +초2 N - C - NH-CHPCH2 CI
H II H 4 H II I

O O NHq
9 3

반응조건의 검토를 위하여 용액계의 pH변화에 

대한 반응성 및 촉매로 전이금속을 사용하였을 경 

우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전이금속 존재하에서 

PCNU의 환원 전위를 조사하였다. 첫째, 용액계의 

pH변화에 대한 반응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아세트산 

완충계로 용액의 pH를 3.0 및 8.0으로 조절하여 

전기적 환원을 행한 후 생성물을 확인하고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염기성 용액 (pH 8.0) 에서 N'-phenyl-N-(2-chlo- 
roethyl) urea가 생성되는 것은 아래와 같은 메카

N-VNYH2CH2 이 + 아N-C-N-CH2CH2Cl
H II I 22 H II H

O NO O
*

N2O + 4 OH-

니즘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반응에서의 전자수는 

전기량법에 의하여 확인하였다.

pH 3.0 인 용액에서는 N'-phenyl-N(2-chloroe- 
thyl)-N-aminourea의 수율이 낮아지는 반면 N'- 
phenyl-N-(2-chloroethyl) urea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서도 위에서 제시했던 강산성 용액에 

서의 반응메카니즘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금속이온이 N-nitrosourea의 전기적 환원에 미치 

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과잉의 Cd(II), Cu(II) 
및 Fe(II)를 용액계에 첨가하여 &/2을 측정한 결과 

강 산성조건하에서 물질의 환원 전위에 아무런 영 

향을 미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반응시간에 따른 생성물의 비율을 조사하기 위하 

여 一 0.3 V, -0.5V 및 一 0.7 V vs. Ag/AgCl/4 N- 
HC1 의 전위에서 환원반응을 행하면서 2시간마다 

생성물을 확인하여 Table 4에 나타내었다. °.3g의 

PCNU를 환원시 가해준 전위가 “一”쪽으로 증가할 

수록 반응성이 좋아졌으며 一0.7V의 전위에서 실 

험을 행했을 경우 반응 시작 후 4시간이면 전류가 

감소하여 바탕전류값에 도달하여 반응이 거의 완결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 론

(5 : 3) EtOH/4N-HC1 용액계에서 분리형 수은 

전극 전해조를 사용하여 N'-phenyl-N-(2-chloroe- 
thyl)-N-nitrosourea 로부터 N'-phenyl-N-(2-chl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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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yl) -N-aminourea< 합성하였다. — 0.7 V vs. Ag 
/AgCl/4N-HCl 전위에서 0.3g 정도의 반응물을 4 
시간 정도 반응시키면 N-N=。기의 선택적인 4전자 

환원반응에 의하여 N-NH2기가 생성되었으며 수율은 

72± 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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