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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l-Benzyl-4-iodome比yl-2-azetidii«me(BIMA)을 합성하여 iodomethyl기에 대한 전기화학적 환원 

을 direct current, differential pulse polarography, cyclic voltammetry 그리고 controlled potential coulome
try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BIMA의 환원과정은 1단계(-1.35 volts vs. Ag・AgCl)에서 완전비가역과 2전자이동 

후에 양성자가 첨가되는 EEC 반응기구로 진행되었으며 l-benzyl・4・methyl-2-azetidinone이 생성되었다. 양이 

온 계면활성제(cetyltrimethylammonium bromide)의 농도가 진하여질수록 양전위 이동이 있었으나 음이온 

계면활성제(soduim lauryl sulfate)의 경우에는 2단계로 세분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pH변화에 따른 전 

극환원과정과 생성물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기화학적 반응기구를 제안하였다.

ABSTRACT. l-Benzyl-4-iodomethyl-2-azetidinone(BIMA) was synthesized and its electrghemical re
duction was investigated by direct current, differential pulse polarography, cyclic voltammetry and contro
lled potential coulometry. The irreversible two electron transfer on reductive dehalogenation of iodo 
group proceeded to form l-benzyl-4-methyl-2-azetidinone by EEC electrode reaction mechanism at the 
first reduction step( —1.35 volts vs. Ag-AgCl). The polarographic reduction waves separated into two 
reduction steps due to anionic surfactant (soduim lauryl sulfate) effects, while the waves were shifted 
to the positive potential as the concentration of cationic surfactant (cetyltrimethylammonium bromide) 
increased. Upon the basis of results on the product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polarogram with pH 
variable, EEC electrochemical reaction mechanism was suggested.

서 론

최근에 발견되고 있는 비고전적 베타-락탐 항생 

물질 중에서 carbapenem계열(1)과 penem계열(2) 
은I? Gram( —)와 Gram( + )균에 대하여 강한 항 

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상용 유기화학적 전 

합성의 연구가 활발하다. 이들 화합물의 2-, 3- 
및 4-위치를 연결하는 부분은 Scheme 1과 같이 자 

연계에 많이 존재하는 L-aspartic acid(3)의 구조와 

유사한 입체배열을 하고있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L-aspartic acid(3)로부터 

시작하여 1차 고리화 반응으로 베타-락탐 유도체를 

만들고 베타-락탐고리의 4-위치 유도체를 이용하여 

carbapenem 및 penem 계열 유도체를 합성하는 연 

구들을 진행하여 오고 있다件 그러나 보다 항균력이 

강하고 안정하며, 내성이 적은 penem 및 carbape- 
nem계열 항생제를 개발하기 위하여서는 베타-락탐 

구조의 4-위치에 있는 곁사슬의 특성과 다양화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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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Peneis)

Scheme 1. L-Aspartic acid unit of carbapenems and 
penems.

Me 애
Et3N

Scheme 2. Synthesis of P-lactam derivatives from L- 
N-benzylaspartic a가］ydride hydrobromide.

본 연구에서는 Scheme 2에 따라 L-N-benzylas- 

partic anhydride hydrobromide(4)< 출발물질로 

하여 carbapenem과 penem계열의 중간물질의 일 

종인 l-benzyl-4-iodomethyl-2-azetidinone (］］이충｝ 

BIMA)을 합성하였다. 합성된 중간물질 4-위치 곁 

사슬의 베타•락탐 유도체 BIMA(ll)에 대하여 di

rect current(DC), dfferential pulse (DP) 폴라로그 

래피 및 순환전압전류법 등으로 전극반응을 조사하 

였고 조절전위 전기량법으로 탈할로겐화 반응을 시 

킨후 생성물을 분석하여 반응기구를 제시하였다.

실 험

시약 및 용매

lodomethyl기가 치환된 버］락탐 BIMA(ll)은 

C. H. Lee5 등의 방법으로 합성하였고 지지전해질 

lithium chloride는 Wako제 특급시약을 사용하였다. 

계면활성제로서 sodium lauryl sulfate(NaLS), cet

yltrimethylammonium bnnoide(CTABr) 등은 Al- 
drich제 특급시약을 정제하지 않고 stock solution 

으로 만들어 희석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하 

였다• 용매로 사용한 ethanol은 Aldrich제 HPLC급 

을 사용하였고 pH조절용 시약은 Aldrich제 특급 hy

drochloric acid와 sodium hydroxide# 사용하였다.

한편，지시전극과 전기분해용 수은은 Aldrich제 

99995% 순도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시료의 합성

a・Methyl-L-N・benzylaspartate(5)의 합성. L-N- 
benzylasp제tic anhydride hydrobromide(4) 2.7g 
(10 mmol) 에 메탄올 36 ml, triethylamine 1.02g(10 

mm이)을 가하여 mp가 156〜 158t：인 횐색 결정의 

생성물 8.7g(수득률 73%)을 얻었다.

1H-NMR(CF3COOH) : 5(ppm) = 7.00(s, 5H, 

Phenyl), 6.05(s, 2H, -CH2N-), 3.85(t, J그5Hz, 1H, 

-NCHCO-), 3.55(s, 3H, -OCH3), 2.95ppm(d, J = 5 
0 
II

Hz,2H,-CCH2-) ； IR(KBr) : v(cmT) =3100~2500 
(broad, carboxylic acid), 1740(ester carbonyl), 

1610,1575 (carboxylate).

a-Benzyl-L-N・benzylaspartate( 6)의 합성. L-N- 
benzylaspartic anhydride hydrobromide(4) 2.7g 
(10 mmol) 에 benzyl alcohol 40 m/< 실험 (5)와 

같은 방법으로 가하여 mp.가 128~130t：인 휜색결 

정의 생성물 2.22 g(수득률 75%)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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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MRCCFaCOOH) : 8(ppm) =7.00(s, 10H, phe

nyl), 5.00(s, 2H, -OCHr), 4.20(s, 2H, -NCH2-)( 3.95 
(t, J=5Hz, 1H, -COCH-), 3.10 ppm(d, J —5 Hz, 2H, 
0 
II

-CCH2-) ； IR(KBr) : v(cm-1) =3100—2500(bro- 

ad carboxylic acid), 1760(ester carbonyl), 1650, 
1550(carboxylate).

l-Benzyl-4-methoxycarbonyl-2-azetidinone(7)S| 
합성. a-Methyl-L-N-benzylaspartate (5) 2.37g( 10 
mmol) 에 potassium hydrogen carbonate 4.0g(20 

mmol), tetrabutyl ammonium hydrogen sulfate 0.4 
g(1.17 mmol) 을 가한 후 methane sulfonyl chloride 

2.29g(20mmoD-fr 서서히 가하여 무색기름상 생성 

물 1.50g(수득률 68%)을 얻었다.

1H-NMR(CF3COOH) : 8(ppm) = 6.95(s, 5H, phe

nyl), 4.30, 40.5(each s, 2H, -NCH2-), 3.95(t, J=4Hz, 
o _

1H, -CCHN-), 3.45(s, 3H, -OCH3-), 3.05〜2.80 ppm 
O 一

(m, 2H, -CCH?-) ； IR(KBr) : v(cm~= 1745(p-lac- 

tam carbonyl), 1740(ester carbonyl).
l-Benzyl-4-benzyloxycarbonyl-2-azetidinone(8)H| 

합성. a-Benzyl-L-N-benzylaspart간e(6) 3.13g(10 
mmol)을 사용하여 실험(7) 과 같은 방법으로 m.p.가 

55~57也인 흰색결정의 생성물 2.10g(수득률 72%) 
을 얻었다.

'H-NMR(CDC13): 8(ppm) = 7.15(s, 5H, phenyl), 

7.05(s, 5H, phenyl), 4.95(s, 2H, -OCH2-), 4.50, 4.10 
O

/ Il
(each s, 2H, NCH2), 3.70〜3.95(m, 1H, -CCH-), 3.00 
ppm(dd, J = 5 Hz, 1H, -COCH2-), 3.45(s, 3H, -OCH3), 

o —
II

3.05-2.80 ppm(m2HrCCH2-) ； IR(KBr) : 니(cm^) 
—1780(p-lactam carbonyl), 1730(ester carbonyl).

l-Benzyl-4-hydroxycarbonyl-2-azetidinone(9)S| 
합성

방법］. l-Benzyl-4-benzyloxycarbonyb2-azetidinone 
(8)로부터 합성. 1 -Benzyl-4-benzyloxycarbony 1-2- 
azetidinone(8) 2.95g(10 mmol) 에 sodium borohy- 
dride 3.78g(10 mmolX 가하여 흰색 결정 1.47g(수 

득률 76%)을 얻었고 m.p.는 83〜85t：이었다.

방법 2. l-Benzyl-4-methoxycarbonyl-2-azetidinone
(7)로부터 합성. l-Benzyl-4-methoxycarbonyl-2- 

az은tidinone(7) 2.19g(10 mmol)을 방법 1 과 같이 처 

리하여 L32g(수득률 69%)을 얻었으며, m.p.는 83〜 
85°C 이었다.

1H-NMR(CDC13 ) : 8(ppm) = Z15(s,5H, phenyl), 

440, 4.20(each s, 2H, ・N아坛), 3.55(s, 2H, -OCH2-),
— O

3.80~3.60(m, 1H, -NCH2-), 2.85(s, 2H, -CCH2-), 
2.45 ppm(m, 1H, hydroxyl) ； IR(KBr) : vCcm*1) 
—3420(hydroxyl), 1725( p-lactam carbonyl)

l-Benzyl-4-mesyloxymethyl-2-azetidinone(10)2j 
합성. l-Benzyl・4-hydroxymethyl-2・azetidinone(9) 
1.91g(10mmol) 과 triethylamine 2.00g(20 mmol) 을 

혼합한 후, methane sulfonyl chloride 1.20g(ll 
mmol)을 가하여 m.p.가 100~103t：인 흰색결정 2.30 
g(수득률 84%)을 얻었다.

lH-NMR(CDCl3) : 8(ppm)=7.25(s,5H, phenyl), 

4.50~3・60(m, 5H, -NCH2-, 旦厂，-NCH-), 2.95(&
O ~O
II II

3H, -SCH3-), 3.00~2.50ppm(m, 2H, -C아坛); 

IR(KBr) : v(cm-l) = 1725((3-lactam carbonyl), 1350 
(sulfone).

l-Benzyl-4-iodomethyl-2-azetidinone(ll)H| 합성. 

l-Benzyl-4-mesyloxymethyl-2-azetidinone(10) 1.00 
g(4mmol) 과 sodium iodode 2.70g(20mm이)을 가 

하여 m.p.가 68~69t?인 노란색생성물 L75g(수득률 

65%)을 얻었다.

HNMR(CDC13): 8(ppm) = 6.40(s, 5H, phenyl), 

3.85(q, 2H, geminal coupling N-CH2-ph), 3.10(m,

O 
II 

1H, N-CH-), 290〜2.40 ppm(m, 4H, -CH2-I, -CH2-) 
；IR(KBr) : v(cm-1) = 1730(p-lactam carbonyl).

기기 및 장치

EG & PARC model 303A SMDE(static mercury 
drop electrode ； ohmic drop 보상을 위한 3전극형) 

를 PARC model 174A polarographic analyzer에 

연결시키고 PARC model RE-0074 X-Y recorder를 

사용하여 DC 및 DP폴라로그램을 얻었으며 P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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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175 Universal Programmer# 이용하여 cyc

lic voltammogram을 얻었다. 전기분해에서 PARC 
model 173 potentiostat/galvanostat와 model 179 
digital coulometer를 사용하여 정전위 전기량법으로 

환원생성물을 얻었으며 IR(Jasco J-33)과 NMR(Va- 

rian EM-360)방법으로 확인하였다. 한편, pH측정 

에는 Orion Research digital pH/millivolt meter 

61 형을 사용하였고, 적하수은전극 모세관은 dime

thyl dichloro silane용액으로 silliconizing하여 사용 

하였다. 반응용액 중의 용존산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시판질소를 구입하여 vanadous chloride 용액과 염 

기성 pyrogallol 용액에 통과시킨 후 ethanol 용액에 

통과시켜 정제된 질소기체가 미리 ethanol 용액에 

포화되도록 하였다.

실험방법

PARC 의 3전극형 SMDE system 을 사용하여 

Ag-AgCl 기준전극과 백금선 대조전극 그리고 적하 

수은 작업전극을 반응용기에 연결하였다. O.lMLiCl 

지지전해질의 ethanol 용액에 시료를1(厂3丄材 정도 

되도록 하고 계면활성제를 가하여 액성을 변화시키 

거나 pH를 조절하면서 질소기체 분위기에서 폴라 

로그램과 cyclic voltammogram을 얻었다. 조절전위 

전기분해에서는 고인수은 작업전극, 백금선 대조전 

극 Ag-AgCl 기준전극을 장치하고 electrometer 
probe로 전위를 일정하게 유지한 다음 synchronous 

stirring moter로 저어주면서 전기분해하였다. 전기 

분해시간에 따라 전극반응용액의 DC와 DP polaro- 

gram을 얻어가면서 전극반응 경과를 추적하였으며 

전해반응이 끝난용액은 감압증류하고 형광물질이 

혼합된 실리카겔 관크로마토그래피 방법으로 생성 

물을 분리하고 분광학적방법으로 성분을 확인하였 

다

결과 및 고찰

전류유형. 0.1 M LiCl이 지지 전해질로 된 etha
nol 용액속에 l-benzyl-4-iodomethyl-2-azetidinone 
(11 : BIMA)에 대한 폴라로그래피 결과 BIMA 분 

자의 iodo기는 -1.35 volts 근방에서 1단계 전극반 

응으로 환원되는 것을 알았으며 그 전형적 DC 및

Potential, volts vs. Ag-AgCl
Fig. 1. Typical polarograms of BIMA(11 ； 1X1O~3M) 
in 0.1 M LiCl ethanol solution.

Fig. 2. Concentration dependence on the limiting cur
rent of BIMA(ll) in 0.1 M LiCl ethanol solution.

DP 폴라로그램을 Fig. 1 에 보였다.

이 환원파가 확산전류인지 어떤지를 알기위하여 

반응물의 농도증가에 따른 한계전류의 변화를尸以 2 
에 나타내였고 전하시간에 따른 한계전류의 변화는 

F讶. 3에 나타내었다.

Fig. 2와 3에서 환원전류는 대비해주는 조건들의 

변화에 대하여 직선비례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아 

확산지배적인 전류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역성 고찰. 전극반응과정의 가역성 여부를 조 

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DC 
폴라로그램&과 cyclic voltammogram，의 해석을 통 

하여 고찰하였다.

BIMA의 폴라로그램에서 전위변화에 대한 log。 

/祐一/)값의 도시결과는 F谚 4에 보였고 Fzg. 4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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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ariation of limiting current with a drop time 
of BIMA( 11) in 0.1 M LiCl ethanol solution.

Potential, Volts vs. Ag-AgCl
Fig. 4. A plot of log i/ij-i vs. potential from BIMA(ll) 
polarogram.

얻어진 기울기와 전자이동수는 조절전위 전기분해 

법으로 얻어진 전자수와 함께 Table 1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전압에 대한 log（沂4一，）의 관계를 나 

타낸 직선의 도표에서 기울기의 값이나 丨 E3/i-Ew I 
의 전위차 값이 59/” mV에 가까운 값을 가질수록 

가역성에 가까운 전극반응이다. 이들 기준에서 많이 

벗어날수록 비가역적인 반응으로 판정하며, 이 때 

비가역과정에서의 기울기 값은 54.2/cs mV 그리고

Table 1. Polarographic data for the reduction of BIMA 
(11) in 0.1 M LiCl ethanol solution

— Eg 
Volts vs.

Ag-AgCl

Slope

(—mV) (mV)

Polarographic 
electron 
transfer

Coulometric 
electron 
transfer 

(«)

1.35 180 160 0.30 2

Potential, Volts vs. Ag-AgCl
Fig. 5. Cyclic voltammograms on the BIMA(ll) in 
0.1 M LiCl ethanol s이ution at sweep rate 20, 50, 100, 
200 and 500 mV/sec.

I E3/4—E1/4 I 값은 51.7/aw mV에 적용시킨다. Cyc

lic v이tammogram에서는 頌/毎값이 1에 가까워지 

거나 I 孩一珏 I 값이 56.5压 mV에 접근하면 가 

역과정으로 보고 丨 E厂0〃 丨 의 전위차 값이 47.7 

/a« mV이고 주사속도가 10배 증가에 따라 环값이 

-30/aw mV 정도 이동되면 비가역과정으로 판별 

하게 된다七

Table 1에서 정전위 전기량법으로 전기분해 하면 

서 얻어진 전자이동수3 = 2）를 실제로 전극반응에 

관여한 전자수로 볼 때 기울기가 180 mV이고 I E3/4 
—Ei/4 丨 값은 160 mV인 것은 전극반응이 완전 비 

가역과정으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때 a값은 

약 0.15 정도이었다.

BIMA의 전극반응에 대한 전형적 cyclic v이tam- 
mogram을 5에 보였고 Fig. 5에서 얻어진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Cyclic voltammogram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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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yclovoltammetric data for the reduction of 
BIMA(ll) in 0.1 M LiCl ethanol solution

Reduction Sweep Peak potential Current 毎卜时 

step rate (volts) (pA)
(mV/sec) —E” -E" 3如―i~

1st wave 500
200 
100 
50 
20

■58
-47
'40
-34
'32

•6
-6
-8
-2oq

6
 
7
 
8
 
6
 
7

1A 
1
 
1
 
1
 
1

에서 粉값들이 주사속도의 감소에 따라 일정한 

것으로 보아 iodo기의 환원파는 확산전류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说에 대응되는 说가 나타나지 않고 丨 Ep— 
Ep시 값은 약 160 mV가 되면서 주사속도의 10배 

증가에 따라 E”값은 약 150/cs mV만큼이나 음전 

위쪽으로 이동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BIMA의 

전극환원반응은 완전 비가역과정인 것을 알 수 있 

었다.

pH의 영향. 폴라로그래피에서는 pH의 변화에 

대한 환원전류와 반파전위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반응과정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0.1 
M HC1 과 0.1 M NaOH 용액을 사용하여 pH 2에서 

pH 11까지 변화시 키면서 DC polarogram을 얻었으 

며 pH에 따른 파형의 변화와 반파전위의 변화모양을 

Fig. 6에 나타내었다. 반파전위는 전체적으로 pH 변 

화에 무관하고 환원전류도 변화에 무관하지만 pH 5 
이하로 갈수록 환원파만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Zu- 
man，의 이론에 따라 이들 결과와 Table 2의 cyclic 

voltammogram 내용을 비교한 결과 BIMA 분자의 

iodo기는 중성영역에서 2개의 전자이동 후에 양성자 

이동이 되는 E.E.C. 반응기구에 의해 탈요오드화 

반응이 진행되며 pH5 이하의 산성영역에서는 양 

성자가 전자와 경쟁적으로 이동되는 것을 알았다.

계면활성제 영향. 폴라로그램에 나타나는 극대 

현상의 억제제로 gelatin이나 TX-100과 같은 거대 

분자 화합물을 사용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미 셀을 형성하는 계 면활성제를 사용하여도 gelatin의 

경우와 비슷하게 polarogram의 환원파를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河. 용액 중에 미셀이 존재하면 

점도, 전도도, 굴절률 등의 액성을 변화시키고 조건

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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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s of pH change on half wave potentials 
and limiting current of BIMA(ll) in 0.1 Af LiCl etha
nol solution.

에 따라서는 촉매ux로도 작용하는데 이들의 존재가 

전극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이 되어 

있지 않다. 저자들은 BIMA의 환원에 대하여 잘 

알려진 계면활성제 CTABr과 NaLS의 영향을 조사 

하였으며 CTABr의 영향은 F讶. 7에 NaLS 의 영향은 

F讶. 8에 나타내었다. Fzg7에서 양이온 계면활성제 

CTABr은 농도가 증가 될수록 반파전위를 양전위 

이동시킬 뿐 아니라 환원전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양전하를 띄우고 있느 CTABr의 

미셀이 전극활성물질인 BIMA 분자와 상호작용하여 

전극표면에 같이 흡착되거나 혹은 전극표면 주위의 

이중층에 다량존재하면서 BIMA 분자를 끌어당겨 

전자의 이동을 쉽게하는 전달체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음이온 계면활성제 NaLS는 Fig. 8 
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하나의 환원파를 두개로 

분리시키며 두번째 환원전류를 증가시키었다. 이것 

은 CTABr과 달리 음전하를 많이 가진 NaLS 미셀이 

전극표면과 반발하여 전극이중층을 채우고 전극활 

성물질인 BIMA 분자의 입체구조적 배양에 작용하여 

입체장애를 일으키거나 혹은 BIMA 분자를 미셀이 

stacking하여 전자이동을 보다 선택적으로 제어한 

다고 설명할 수 있다.

조절전위 전기분해. 전기화학반응에 관여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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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entialf Volts vs. Ag-AgCl
Fig. 7. CTABr addition effects on DP polarogram 
BIMA(ll) in 0.1 M LiCl ethanol solution (pH 8) 
(a)CTABr 0M, (b)lX10^4M, (c)lX10"3Af, (d)lX
10"山

Potencial, Volts vs. Ag-AgCl
Fig. 8 NaLS addition effects of DP polarogram in 0.1
M LiCl ethanol s이ution (pH 8) 
(a)NaLS 0M, (b)lX10-4M, (c)5X10-4M, (d)lX 
10'3M. (e)2X10-3M, (f)4X10~3M

자수를 아는 방법에는 DC 폴라로그램으로부터 전 

위에 대해 전류값의 변화를 도시한 기울기로부터 

쉽게 구할 수 있으나(7/况e 1), 이 방법은 비가역적 

반응이나 여러 전자가 이동하는 전극반응에는 잘 

맞지 않는 단점이 있어서 복잡한 전극반응에는 주로 

조절전위 전기분해를 행하고 그 결과로 얻어지는 

전기량으로부터 전자를 구하는 방법이 보다 합리적 

이다. 본 실험에서는 Fig. 1에 나타낸 BIMA의 폴라 

로그램으로부터 iodo기가 충분히 환원된다고 생각 

되는 -1.80volts-f- 택하여 전위를 조절하고 고인

Fig. 9. Variation of DC polarogram on the electrolyzed 
BIMA(ll) BIMA(ll) in 0.1 M LiCl ethanol solution, 
(a)before electrolysis, (b)for 30 sec. (c)for 10 min. 
(d)for 15 min. (e)after electrolysis.

수은 작업전극상에서 synchronous motor로 저어 

주면서 전기분해하였다. LQgari比mic digital coulo- 
meter와 X-Y 기록기로 전해과정을 추적하면서(尸谚 

9) 전극반응이 완결될 때까지 2시간 이상 행하였 

으며 이 때 얻어진 전기량으로부터 계산된 전극반응 

전자수(龙 = 2)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전기분해 

시작 즉시 환원파가 낮아지기 시작하여 약 30분 

이후에는 一 1.80volts 이전의 음전위 영역에서는 

환원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으로서 iodo기가 환원 

되어 가는 과정을 확인하였다.

생성물의 확인 및 반응기구. 전기분해가 완결된 

용액을 여과한 뒤 chloroform층을 분리하여 증류수 

로 씻어준 후 무수 ma卽esium sulfate로 건조하고 

감압 농축하였다. 농축된 기름상의 물질을 silicagel 

chromatography로 분리하여 IR과 ]H-NMR 방법으 

로 분석하였다.

'H-NMR(CDC13): 8(ppm) =7.18(s, 5H, phenyl), 

4.25(q, J = 13 Hz, 2H, geminal coupling, N-CH2 
ph), 3.50(m, 1H, N-CH-), 2.40(d, J = 4Hz, 2H,- 
COCH2), 1.20(d, J=5Hz, 3H, -CH3) ； IR(CDC13)
:vCcm'1) = 1730 (p-lactam carbonyl)
이미 알려진 유기합성 방법弱으로 얻어진 동일한 

물질의 분광학적 특성과 비교하여 BIMA의 전기화 

학적 환원은 P-lactam ring은 그대로 둔채 iodo 기 

만이 환원이탈된 것을 확인하였다.

BIMA의 전극환원은 pH<5에서 반파전위가 변 

함이 없으면서도 환원전류가 크게 증가 되는 것으로 

보아 일부 양성자화된 분자가 같은 전위에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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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3. Electrochemical reduction mechanism on 
the iodo group of BIMA(ll).

적으로 환원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반파 

전위와 전류가 모두 일정한 pH>5 영역에서의 반 

응기구가 더 일반적이기 때문에 Scheme 3과 같이 

비가역 2전자반응 후에 양성자 이동이 따르는 전 

자이동-전자이동-화학반응 (E.E.C.) 과정으로, 1-ben- 

zyl・4-m&hyl・2・azetidinone이 생성되는 것을 제안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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