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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액 상에서 β-cyclodextrin에 2,4'-dibromoacetophenone (8)을 반응시켜 착물을 형성한 후 arylidenethiosemicarbazone 7a-f
를 가하여 2-arylidenehydrazinyl-4-arylthiazole 유도체들 9a-f를 70∼88% 수율로 합성하였다. 합성한 새로운 화합물들 9a-f의 
구조를 IR과 1H-NMR 스펙트럼 자료로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실험결과 β-cyclodextrin의 역할은 반응물 7 및 8의 활성화로 
반응을 촉진시켜 반응시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Arylidenehydrazinyl-4-arylthiazole derivatives (9a-f) were prepared by the in situ formation of β-cyclodextrin complex of 
2,4'-dibromoacetophenone (8) in water followed by the addition of arylidenethiosemicarbazones (7a-f) in 70∼88% yield. The 
structures of the compounds 9a-f were elucidated by IR and 1H-NMR spectral data. The role of β-cyclodextrin appears to 
activate the compound 7 and 8 and promote the reaction to complete in reduced reac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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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헤테로고리 화합물인 1,3-thiazole 고리를 중심골격으로 합성한 많

은 화합물들이 생리적 활성뿐만 아니라 항균제 및 살충제로서 넓게 

이용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1-3]. 특히 phenolic 1,3-thiazole 유도체 1
은 신경보호에 활성을 보였고[4], sulfanyl 1,3-thiazole 유도체 GW 
501516, 2는 심장혈관 병의 방어제로 생리학적 활성을 나타내었다[5].

  최근에는 thiopeptide의 항생물질로 활성을 나타낸 micrococcin P1, 

3과 amythiamicin D, 4를 합성하여 그 구조도 확인 보고되었다[6]. 

  또 다른 화합물로 2-amino-5-[thiomethyl)aryl]-1,3-thiazole 유도체, 5
는 선택적인 interleukin-2-inducible T-cell kinase(Itk) 억제제로서 효능

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7].

† 교신저자 (e-mail: skbae@kunsan.ac.kr)

  이와 같이 다양하게 이용되는 1,3-thiazole 고리 유도체의 합성은 대

부분 Hantzsch 합성법으로 α-haloketone 형태의 화합물인 bromopyr-
uvic acid나 ethyl bromopyruvate를 thioamide계 화합물과 반응시켜 합

성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었다[8-9]. 특히 혈압상승 물질의 항체합성

에 중요한 중간체로 이용되는 2-aminothiazole-5-carboxylate는 β-eth- 
yl acrylate를 이용하여 α-formyl-α-bromoacetate hemiacetal을 형성시

킨 후 thiourea를 반응시켜 합성하였고[10], KSCN/SiO2-RNH3OAc/ 
Al2O3의 혼합물을 지지체로 이용하여 α-bromoketone을 반응시켜 2- 
aminothiazole을 합성하는 무기물을 이용하는 방법도 보고되었다[11]. 

Benzthioamide에 ethyl 3-bromo-4-methyl-2-oxo-butanone를 반응시켜 

화합물 합성의 중간체로 이용할 수 있는 4-halomethyl-5-methyl-2-
aryl-1,3-thiazole을 합성하였다[12]. 그러나 위와 같은 합성반응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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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반응시간이 길고 여러 단계를 거치므로 생성물의 수율과 순도

가 높지 못하였다.
  최근에 methyl- 및 phenyl thioamide와 α-haloketone의 반응에 거대

분자인 β-cyclodextrin (β-CD)을 촉매로 이용하여 1∼2.5 h 반응으로 

1,3-thiazole 고리를 합성하는 새로운 합성법을 보고하였다[13].
  본 연구에서는 Scheme 1에서 보듯이 새로운 thioamide계 화합물로 

arylidenethiosemicarbazone 7을 출발물질로 수용액 상에서 β-CD를 

촉매로 사용하여 2,4'-dibromoacetophenone (8)을 반응시켜 보고된 바 

없는 2-arylidenehydrazinyl-4-arylthiazole 유도체들(9)의 합성반응을 

조사하였고 합성한 새로운 화합물들의 물리적 특성과 구조를 IR 및 
1H-NMR 자료로 확인하였다.

2. 실    험

  2.1. 시약 및 기기

  녹는점 측정은 Electrothermal 910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적외선 

스펙트럼은 JASCO FT-IR 460 plus 분광광도계에서 KBr Pellet을 만

들어 측정하여 기록하였고, 1H-NMR 스펙트럼은 JEOL-EX 600 (600 
MHz)에서 DMSO-d6와 CDCl3 용액에 tetramethylsilane을 내부 표준물

질로 이용하여 기록하였다.
  합성반응에 이용한 대부분의 시약은 Aldrich Co. 제품을 사용하였

으며, 반응결과 얻은 화합물의 분리와 정제를 위하여 재결정하였다.

  2.2. 2-Arylidenehydrazinyl-4-arylthiazole 유도체 9a-f의 합성

  [일반적인 합성]: 60 ℃ water bath 상에서 30 mL 플라스크에 β- 
CD (1.134 g, 1 mmol)을 넣은 후 증류수 10 mL를 가하여 녹인다. 이
용액이 투명해지면 화합물 8 (0.28 g, 1 mmol)을 아세톤 1 mL를 가하

여 녹인 후 가하여 균일용액이 되도록 저어 준다. 이 반응용액에 문헌

에[14] 의하여 합성한 화합물 7a-f 각각을 아세톤 1 mL 녹여 천천히 

적가하고 반응의 진행여부는 TLC로 조사하며 반응종결 후 처리하여 

생성물을 얻는다.

  2.2.1. 2-(2-Benzylidenehydrazinyl)-4-(bromophenyl)thiazole(9a)의 

합성

  일반적인 합성방법에 따라 60 ℃ water bath 상에서 β-CD 및 화합

물 8을 가하여 반응용액을 만든 후 저어 주면서 화합물 7a (0.18 g, 
1 mmol)을 아세톤 1 mL에 녹여 천천히 적가하여 반응시키고 TLC로 

반응진행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20 min 만에 출발물질의 반점

이 사라지고, Rf = 0.2 (n-Hex : EA = 9 : 1)를 나타내며 220∼223 ℃
에서 녹는 옅은 주황색 고체 화합물을 0.25 g (82%의 수율) 얻었다. 
mp 220∼223 ℃; Rf = 0.20 (n-Hex : EA = 9 : 1); IR (KBr) cm-1 3146 
(N-H), 3096 (C-H), 1563 (C=N), 1050 (S-C); 1H-NMR (DMSO-d6) δ 

7.42∼7.59 (m, 5H, Ar-H), 7.61∼7.82 (dd, 4H, J = 4.5 Hz, Ar-H), 
7.80 (s, 1H, thiazole 고리), 8.04 (s, 1H, -CH=N-), 12.21 (s, 1H, =N- 
NH-).

Scheme 1. Preparation of 2,4-disubstituted 1,3-thiazole 9a-f.

  2.2.2. 4-(4-Bromophenyl)-2-[2-(4-chlorobenzylidene)hydrazinyl]thiazole 
(9b)의 합성

  일반적인 합성방법에 따라 화합물 7b (0.22 g, 1 mmol)를 아세톤 1  
mL에 녹여 반응시키고 TLC로 반응여부를 조사한 결과 30 min 만에 

출발물질의 반점이 사라지고, Rf = 0.4 (n-Hex : EA = 3 : 1)를 나타내

며 224∼226 ℃에서 녹는 미색의 고체 화합물을 0.32 g (84%의 수율) 
얻었다. mp 224∼226 ℃; Rf = 0.4 (n-Hex : EA = 3 : 1); IR (KBr) 
cm-1 3219 (N-H), 3105 (Ar-H), 1605 (C=C), 1558 (C=N), 1080 (C-S), 
768 (C-Cl): 1H-NMR (DMSO-d6) δ 7.45∼7.62 (dd, 4H, J = 3.5 Hz, 
Ar-H), 7.59∼7.62 (dd, 4H, J = 4.5 Hz, Ar-H), 7.82 (s, 1H, thiazole 
고리), 8.00 (s, 1H, -CH=N-), 12.05 (s, 1H, =N-NH-).
 
  2.2.3. 4-(4-Bromophenyl)2-[2-(4-methylbenzylidene)hydrazinyl]thia- 

zole(9c)의 합성

  일반적인 합성방법에 따라 화합물 7c (0.19 g, 1 mmol)를 아세톤 1 
mL에 녹여 반응시키고 TLC로 반응여부를 조사한 결과 30 min 만에 

출발물질의 반점이 사라지고, Rf = 0.5 (n-Hex : EA = 2 : 1)를 나타내

며 235∼250 ℃에서 녹은 주황색 고체 화합물을 0.32 g (87%의 수율) 
얻었다. mp 235∼250 ℃: Rf = 0.5 (n-Hex : EA = 2 : 1): IR (KBr) 
cm-1 3297 (N-H), 3015 (Ar-H), 2955 (C-H), 1581 (C=N), 1038 (C-S), 729 
(C-Br): 1H-NMR (DMSO-d6) δ 2.58 (s, 3H, -CH3), 7.40∼7.59 (dd, 
4H, J = 3.5 Hz, Ar-H), 7.60∼7.80 (dd, 4H, J = 4.5 Hz, Ar-H), 7.81 
(s, 1H, thiazole 고리), 8.00 (s, 1H, -CH=N-), 12.12 (s, 1H, =N-NH-).
     
  2.2.4. 4-(4-Bromophenyl)-2-[2-(4-methoxybenzylidene)hydrazinyl]- 

thiazole(9d)의 합성

  일반적인 합성 방법에 따라 화합물 7d (0.21 g, 1 mmol)를 아세톤 

1 mL에 녹여 반응시키고 TLC로 반응여부를 조사한 결과 30 min만에 

출발 물질의 반점이 사라지고, Rf = 0.4 (n-Hex : EA = 2 : 1)를 나타

내며 220∼225 ℃에서 녹은 진한 주황색의 고체 화합물을 0.34 g 
(88%의 수율) 얻었다. mp 220∼225 ℃ : Rf = 0.40 (n-Hex : EA = 2 : 
1): IR (KBr) cm-1 3297 (N-H), 3027 (Ar-H), 2995 (C-H), 1604 (C= 
C), 1563 (C=N), 1055 (C-S), 758 (C-Br): 1H-NMR (DMSO-d6) δ 3.82 
(s, 3H, -OCH3), 7.33∼7.60 (dd, 4H, J = 2.3 Hz, Ar-H), 7.65∼7.82 
(dd, 4H, J = 3.5 Hz, Ar-H), 7.79 (s, 1H, thiazole 고리), 8.02 (s, 1H, 
-CH=N-), 12.04 (s, 1H, =N-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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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icient Synthesis Compound 9 in the Presence of β-CD 
with Water

Compound β-CD (equiv.) Reaction time (min.) Yield (%)a

9a 1 20(90b) 82(62b)

9b 1 30(90b) 84(68b)

9c 1 30 87

9d 1 30 88

9e 1 30 88

9f 1 30 70
aYields of isolated products
bThe values in parentheses from the reaction in ethanol without β-CD

  2.2.5. 4-(4-Bromophenyl)-2-[2-(3-nitrobenzylidene)hydrazinyl] 
thiazole(9e)의 합성

  일반적인 합성 방법에 따라 화합물 7e (0.23 g, 1 mmol)을 THF 1 
mL에 녹여 반응시키고 TLC로 반응여부를 조사한 결과 30 min만에 

출발 물질의 반점이 사라지고, Rf = 0.3 (n-Hex : EA = 2 : 1)를 나타

내며 227∼232 ℃에서 녹은 진한 노란색 고체 화합물을 0.35 g (88%
의 수율) 얻었다. mp 227∼232 ℃: Rf = 0.30 (n-Hex : EA = 2 : 1): 
IR (KBr) cm-1 3305 (N-H), 3011 (Ar-H), 1558 (C=N), 1334 (N-O), 
1048 (C-S) 731 (C-Br): 1H-NMR (DMSO-d6) δ 7.40∼7.59 (dd, 4H, 
J = 4.2 Hz, Ar-H), 7.68 (s, 1H, thiazole 고리), 7.81∼7.95 (m, 4H, 
Ar-H), 8.02 (s, 1H, -CH=N-), 12.02 (s, 1H, =N-NH-). 

  2.2.6. 4-(4-Bromophenyl)-2-[2-(4-nitrobenzylidene)hydrazinyl]  
thiazole(9f)의 합성

  일반적인 합성방법에 따라 화합물 7f (0.23 g, 1 mmol)를 아세톤  

1 mL에 녹여 반응시키고 TLC로 반응 진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15 
min 만에 출발 물질의 반점이 사라지고, Rf = 0.3 (n-Hex : EA = 2 : 
1)를 나타내며 260∼263 ℃에서 녹은 다홍색의 고체 화합물을 0.28 g 
(70%의 수율) 얻었다. mp 260∼263 ℃: Rf = 0.20 (n-Hex : EA = 2 : 
1): IR (KBr) cm-1 3301 (N-H), 3055 (Ar-H), 1605 (C=C), 1580 (C=N), 
1052 (C-S), 1338 (N-O), 752 (C-Br): 1H-NMR (DMSO-d6) δ 7.45∼

7.68 (dd, 4H, J = 4.5 Hz, Ar-H), 7.65 (s, 1H, thiazole 고리), 7.75∼

7.95 (dd, 4H, J = 3.5 Hz, Ar-H), 8.04 (s, 1H, -CH=N-), 12.12 (s, 1H, 
=N-NH-).

3. 결과 및 고찰

  3.1. 화합물 9a-f의 구조 확인

  화합물 7a-h를 출발물질로 2,4'-dibromoacetophenone(8)을 β-CD와 

수용액에서 반응시킨 결과 20∼30 min 만에 TLC 상에서 출발물질의 
반점이 사라지고 2-arylidenehydrazinyl-4-thiazole 유도체들인 화합물 
9a-f를 70∼88%의 수율로 합성할 수 있었다(Table 1 참조). 
  합성한 화합물 9a-f의 구조 확인을 위하여 IR 스펙트럼을 조사한 결

과 화합물 9a-f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N-H의 흡수 피크가 3146∼

3305 cm-1 사이에서, 벤젠고리의 C-H에 의한 흡수 피크는 3011∼3096 
cm-1 사이에서 나타났다. C=N의 흡수 피크는 1558∼1581 cm-1 사이

에서 나타났으며, C-S의 흡수피크는 대부분 1038∼1080 cm-1 사이에 

서 나타났다. 또한, 구조 확인을 위하여 1H-NMR 스펙트럼을 조사한 

결과 화합물 9a-f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N-H의 한 개 수소가 12.02 
∼12.21 ppm 사이에서 단일 선으로, -CH=N-의 한개 수소가 8.00∼

Figure 1. IR Spectrurn of 4-(4-bromophenyl)-2(2-(4-nitrobenzylidene) 
hydrazinyl)thiazole (9f).

Figure 2. 1H-NMR Spectrum of 4-(4-bromophenyl)-2(2-(4-nitrobenzyl- 
idene)hydrazinyl)thiazole (9f).

8.04 ppm 사이에서 단일 선으로 나타났으며, 벤젠고리의 수소는 대부

분 7.20∼7.95 ppm 사이에서 나타났다. 특히 화합물 9b-d 및 9f는 벤

젠고리의 A2B2 수소에 의한 4개의 수소가 겹 이중선으로 7.40∼7.95 
ppm 사이에서 나타났으며 1,3-thiazole 고리의 한개 수소는 대부분 

7.65∼7.82 ppm 사이에서 단일 선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합물 9c의 경우 벤젠고리의 -CH3에 의한 3개의 수소가 단일 

선으로 2.50 ppm에서 나타났고, 화합물 9d의 경우 -OCH3에 의한 3개

의 수소가 3.82 ppm에서 단일 선으로 나타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

다. 화합물 9f의 IR스펙트럼(Figure 1 참조)과 1H-NMR 스펙트럼

(Figure 2 참조)을 나타냈다.

  3.2. β-Cyclodextrin이 반응에 미치는 영향

  β-CD는 7개의 glucose가 연결되어 고리를 이루고 있는 거대분자

로 내부는 소수성으로 동공의 크기가 6 Å 정도이며 이 크기에 적합

한 분자와 내포 착물을 형성할 수 있고, 외부는 -OH기를 갖고 있어 

친수성인 분자와 착물을 형성함으로써 물에 대한 용해도를 증가시킨

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갖은 β-CD를 첨가하였을 경우 Figure 3에 나타

낸 바와 같이 화합물 8이 안정한 착물을 형성하여 수용액에서 용해도

를 증가시키고, 화합물 8의 C=O기가 활성화되어 반응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3]. 또한 반응물 7과 β-CD에 대한 연구가 

남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반응물 7의 -NH2와 C=S기의 공격이 빠르

게 일어나 반응속도가 빨라지며 생성물의 수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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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proposed β-CD complex of compound 7 and 8.

4. 결    론

  새로운 1,3-thiazole 고리 합성방법의 일환으로 arylidenethiosemi- 
carbazone 7과 2,4'-dibromoacetophenone (8)의 반응에 수용액 상에서 

β-cyclodextrin을 첨가제로 반응시켜 2,4-disubstituted-1,3-thizole 유도

체 9를 70∼88%의 수율로 합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다.
  합성한 화합물 9의 합성여부와 구조를 IR과 1H-NMR 스펙트럼 분

석에 의하여 확인하였으며, β-cyclodextrin은 반응물과 내포착물을 형

성하여 물에 대한 용해도를 증가시키고 반응물의 작용기가 활성화되

도록 촉진시켜 반응시간이 단축되고 수율이 높은 것으로 메카니즘을 

제시하였다. 
  거대분자인 β-cyclodextrin이 반응물과 내포착물을 형성하여 반응

시간을 단축하고 수율을 증가시키는 메카니즘을 밝히기 위하여 다 치

환되거나 bulky한 치환기를 갖는 화합물 7의 유도체를 합성하여 

1,3-thiazole 고리 형성과정을 연구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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