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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분자 수용체들에 관한 연구가 막 운반제의 

모사물이나 효소 활성자리로서 널리 연구되고 있 

는데 璀 대부분이 수용성 인 cyclodextrin 이나 

cyclophane 수용체들의 cavity 안에 방향족탄화 

수소가 끼어든 수용체들3"이고 소수의 합성 수용 

체들만이 외각의 친유성과 비극성 매질안에 극성 

물질이 밀집되어진 친수성 cavity를 형성하고 있 

다7~七 모든 척추동물의 간에서 다량으로 얻을 수 

있는 cholic acid는 (1) 스테로이드 틀이 견고하 

기 때문에 cavity 형성에 알맞고, (2) 한쪽면 

(a-face)이 수소결합을 하는 3 개의 히르록시기를 

가진 친수성인 반면에 다른쪽면。-face) 은 소수성 

이다. (3) 닫힌 이합체의 고리구조 (cz's-form)가 

스테로이드 고리에 굴곡인 구조를 이루면서 3개의 

히드록시기 모두가 중심부를 향하고 있으며 (4) 
곁사슬의 카르복실기를 유도체화 할 수 있으며 

(5) cholic acid 가 키랄성이고 쉽게 구할 수 있는 

화합물이어서 분자 수용체로 이용하기에 아주 적 

당한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Burrows，。의 보고에 의 하면 cholic acid 의 디 

아미드 이합체가 분자 수용체로서 메탄올과 같은 

극성분자들에 용해하고 수소결합을 형성하는 아주 

좋은 수용체라 할 수 있지만 수소결합을 이루는 용 

매에 의해 닫힌 구조가 분자결합구조의 자유회전 

으로 인한 상호변화에 아주 민감하다는 것이다.

Diamide

우리는 클로르포륨용액에서 극성인 나그네와 결 

합을 하며 구조가 더 견고한 cholic acid 유도체를 

만들고 이 유도체를 사용해서 새로운 분자 수용체 

를 합성하였다. Cholic acid 유도체 I 은 먼저 

cholic aicd 의 3 개의 히드록실 산소를 포르밀산으 

로 보호시킨 다음에 수용체의 구조적 불안정을 적 

게하기 위해서 cholic acid C-17 사슬에서 2 개의 

탄소를 떼어낸 화합물을 잘 알려진 방법을 이용해 

서만들었고 기기분석적 방법으로 확인하였다 

(전체적 수율 60%, m.p. : 174-176°C). 분석결 

과는 'H-NMRWOOMHz, CDC13) 스펙트라의 경

-215-



216 咸喜錫• Cynthia J. Burrows

Scheme

우 acid 수소 피크가 10.6 ppm 에서 넓게 나타 

났고, 13C-NMR(75MHz, CDCL)의 경우, 181 
ppm 에서 ac记 탄소 피크가 나타났으며 cholic 
acid에서 제거된 C-22,C-23 피크가예상대로 32.4 
와 32.0 ppm 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Diamide 이합체 III은 Scheme 에서와 같이 

Kunitake’s의 monoamide 합성방법과 비슷한 방 

법으로 합성하였으며 보호 포르밀기는 NaOH/ 
acetone 의해 제거하고 새로운 분자수용체 IV 
를 합성하였다.

합성된 IV는 백색결정으로 에탄올에 의해 재결 

정하였으며 기기분석에 의해 확인하였다(수율 

60%, m.p.； 225-228°C). 분석결과는 'H-NMR 
(300 MHz, CDCl3 + 2% CD3OD) 스펙트라의 경 

우 Burrows"의 결과(2% CD3OD)와 거의 같은 

3.40, 3.78과 3.90ppm에서 3 개의 히드록실기에 

인접한 수소(H3, H?과 Hu)의 multiplets 이 나 

타났으며 benzylic 수소는 Burrows 의 결과 4.42 
ppm 보다 약각 up field 된 4.30 ppm 에서 du- 
plets 이 겹쳐서 나타났다. I3C-NMR(75MHz) 
스펙트라의 경우 벤젠의 탄소 피크가 129와 135 
ppm 에서, 카르보닐 탄소 피크가 178 ppm 에서 

나타났다. Mass (high resolution) 스펙 트라의 경 

우는 생성물의 분자식 GzHsoNzOs의 계산된 분자 

량 861.1800(MH+)과 분자량 861.1876 이 거의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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