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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활성을 나타내는 화합물중 많은 화합물이 헤 

테로원자를 포함하고 있어서 헤테로고리 화합물들의 

합성은 끊임없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연 

구실에서는 최근에 신농약의 개발을 위한 시도로서 

새로운 화합물인 옥사티인 1 및 이의 유사화합물의 

제조에 대해 보고한 바 있다.1 본 연구에서는 헤테 

로원자를 포함한 새로운 화합물의 합성과 1,4-옥사 

티인 유도체의 화학적인 성질에 관한 연구의 일환 

으克 1,4-옥사티인 1의 산촉매하에서의 가수분해를 

통한 자리옮김반응을 통하여 새로운 화합물 1,4-티 

아진-3-온 2의 생성을 보고하고자 한다•

1 1,4-oxa하 in 2 1,4-thiazin-3-one

R=CeH5

출발물질 1,4-옥사티인 1은 본 연구실에서 보고한 

방법2에 따라서 제조하였다. 1,4-옥사티인 1을 염산 

수로 처리하면 1,4-티아진-3-온 2와 함께 부산물로 

아세 토아세트아닐리드도 소량（4%） 생성되었다. 

Scheme 1에 나타낸 바처럼, 카르보닐기의 산소에 

양성자가 첨가（protonation） 된 1,4-옥사티인 3에 물 

의 공격에 의한 디엔올（dienol） 4의 생성은 두 가지 

경로를 고려할 수 있다. 즉, 1,4-옥사티인 3의 카르 

보닐기의 a,0-불포화이중결합의 P 위치의 공격（a 
경로）에 의하거나 C-5 위치의 공격（b 경로）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1,4-옥사티인 1과 유사한 구조의 디 

히드로옥사티인 5는 톨루엔 용액 중에서 80紀에서 

10% 염산수에 의하여 쉽게 阡히드록시 술피드 6으 

로 전환된다고 보고된2 바 있기 때문에（Sc蜘e 2）

1,4-옥사티인 3의 물의 부가는 b 경로보다는 a 경 

로로 진행되었다고 생각된다. 물의 공격에 의해서 

생성된 불안정한 디엔올 4의 토토머화tautomeriza
tion） 에 의해서 생성된 중간체 알데히드 7은 폐환형 

중간체 8로 전환된 다음, 이어서 산촉매존재하에서 

탈수되어 1,4-티아진-3■•온 2가 생성된 것으로 생각 

된다. 중간체 알데히드 7 및 폐환형 8 은 분리하지 

못하였다. 일반적으로 아미드（amide）기의 친핵성 공 

격은 질소 또는 산소원자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알 

려져 있으나3 중간체 알데히드 7의 알데히드의 탄 

소는 질소의 공격 （c 과정）을 받은 것으로 믿어진다. 

중간체 7의 아미드의 산소의 친핵적인 공격（d 과정） 

에 의하여 화합물 구조 10, 또는 11의 생성이 가능 

하지만 다음의 두 가지의 결과에 의하여 배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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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c6h5

0

COCH3

Scheme 1.

aq 너Cl

R=C6H5

Scheme 2.

첫째, 여러가지 스펙트럼에 의하면 1,4-옥사티인 1의 

염산처리에 의한 생성물은 10, 또는 11보다는 2의 

구조와 일치하였기 때문이다. 후술한 바와 같이 생 

성물의 'H NMR 스펙트럼에서 NH proton에 해당 

하는 선이 나타나지 않았고 또한 적외선흡수스펙트 

럼에서 아미드의 카르보닐기의 강한 흡수선이 1660 
cmT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구조 11은 배제되었다. 

둘째, 화합물 10의 카르보닐기에 인접한 methine 
수소는 트리에틸아민 존재하에서 토토머화하여 화 

합물 11로 전환될 것으로 믿어졌으나 1,4-옥사티인 

1 의 염산처리에 의한 생성물은 환류하는 벤젠용액 

중에서 트리에틸아민으로 처리하여도 안정하였기 

때문에 구조 10도 배제되었다. 1,4-티아진-3-온 2 
은 강한 산성용액중에서 서서히 분해하여 아세토아

Table 1. Synthesis of l,4-Thiazin-3-one 2 by the trea
tment of 1,4-Oxathiin 1 with aqueous HC1

Solvent aw. HC1
(%)

Temp.
(t)

rxn'time 
(h)

Yield
(%)

Benzene 10 80 20 22
Toluene 10 110 19 4
Dioxane 10 80 2 21

THF 10 80 10 8
CH3CN 10 80 1.5 47
ch3cn 35 80 5 min 70

세트아닐리드가 포함된 미지의 혼합물로 전환되었 

다. 1,4-옥사티인 1의 가수분해에서 산촉매로 10% 
염산수를 사용할 때에는 약 47%의 수율로 1,4-티 

아진-3■■온 2이 생성되지만 부산물인 아세토아세트 

아닐리드도 상당량（약 15%） 생성되었다（7、沥Ze 1）. 또 

산촉매로 황산을 사용하면 미지의 분리할 수 없는 

혼합물이 생성되었다. 용매로 벤젠, 톨루엔 등의 비 

수용성의 용매보다는 수용성의 극성이 강한 아세토 

니트릴을 사용하는 경우에 1,4-티아진-3-온 6의 생 

성수율이 가장 높았다.

생성된 새로운 화합물 1,4-티아진-3-온 2은 백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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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체였으며 그 구조는 원소분석 및 여러가지 스 

펙트럼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즉, 원소분석에서 분 

자식 CuHnNQS의 분자식을 만족시켰으며 질량분 

석스펙트럼에서 m/z 233의 분자이온을 나타냈다. 'H 

NMR 스펙트럼에서 C-6의 vinyl 양성자(proton)은 

8 5.56 ppm에서 이중선의 이중선을 나타냈으며 C-2 
의 methine 양성자와 long range 짝지음(coupling) 
(7= 1.74 Hz)하였고, C-5의 vinyl 양성자는 8 6.44 

ppm에서 C-6의 vinyl 양성자와 짝지음하여 이중선 

(7=7.23Hz)을 나타냈다. 13C NMR 스펙트럼에서도

1.4- 티아진-3-온 2의. 구조와 일치하였다. 즉, 26.98 
ppm에서 메틸기의 탄소, 51.25 ppm에서 C-2 탄소에 

해당하는 선이, 96.99 및 130.74 ppm에서 C-6 및 C-5 
의 탄소에 해당하는 선이 각각 나타났다. 또한 161.16 
및 199.50 ppm 에서 아미드기 및 아세틸기의 카르 

보닐 탄소에 해당하는 선이 각각 나타났다.4 적외선 

흡수스펙 트럼 에 서 아세 틸 과 고리 내 의 카르보닐 기 에 

각각 해당하는 1705 및 1660cmT에서 흡수선을 

나타냈다.

실 험

일반적인 사항. 녹는점은 Thomas-Hoover capi
llary melting point apparatus-g-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 핵자기공명스펙트럼(NMR)은 Varian Gemini 

300 스펙트로메타를 이용하여 tetramethylsilane 
(TMS)를 표준물질로 하여 얻었다. 적외선흡수스펙 

트럼 (IR)은 NICOLET MAGNA 750을 사용하여 얻 

었다. 질량분석스펙트럼(mass spectrum)은 HEW
LETT PACKARD 5972 GC/MSD를 사용하여 얻었 

다. 원소분석은 Fisons EA 1108 분석기를 사용하 

였다.

2-아세틸-4-페닐-2H-1,4-티아진-3-온 2의 제조

1.4- 옥사티인 1(852 mg, 3.66 mmol)의 아세토니트릴 

(20 mL) 용액에 진한 염산(10mL)를 가하곳 801： 의 

기름중탕에서 5분 동안 가열하였다. 반응혼합물을 

실온으로 식히고 염화메틸렌으로 묽힌 다음 찬물과 

포화중탄산소다수로 씻었다. 유기층을 건조(무수황 

산 나트륨)한 다음 용매를 감압증발로 제거하여 생 

성된 잔여물을 ”-헥산과 에틸 아세테이트(7/3), 그 

리고 실리카겔 60(GF254, 230〜400mesh)을 사용 

하는 flash 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하여 백색의 고체 

인 1,4-티아진-3-온 2(596 mg, 70%)를 얻었다. mp 
98-99 °C, 'H NMR(300 MHz)(CDC13) 8 2.41 (s, 3H, 

methyl), 4.14 (d, J= 1.74 Hz, 1H, 2-CH), 5.56 (dd, 
/= 7.23 Hz, J= 1.74 Hz, 1H, 6-CH), 6.44(d, _/= 7.23
Hz, 1H, 5-CH), 7.30~7.47(m, 5H, ArH); ,3C NMR 

(78.5 MHz)(CDC13)8 26.98, 51.25, 96.99, 127.29, 

128.58, 129.93, 130.74, 141.20, 161.16, 199.50; IR 
(KBr) 1705, 1660, 695 cm-1; mass spectrum (70 eV) 

m/z (relative intensity) 233 (M+, 44), 191 (M + - 
O=C = CH2+), 162(30), 104(33), 77(61); Anal. Cacld 

for Ci2HnNO2S, C, 61.78, H, 4.75, N, 6.00, Found, 
C, 61.99, H, 4.71, N,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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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13C NMR의 해석은 C-H COSY 스펙트럼에 의 

해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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