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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NaOH 수용액에서 과산화수소로 2-thiobiuret를 산화성 고리화 반응시켜 5-amino-2HT,2,4-thia、 

diazoline-3-onei- 합성하였다. 이 화합물에 대한 토오토머화 현상을 IR, NMR, 13C NMR 둥의 분광학적인 

방법으로 고찰하고 분자괘도함수에 의한 이론적 계산 결과와 비교 검토하였다. 이 결과 5-amino-2ff-1,2,4~ 
thiadiazoline-3-one^ 락팀형보다는 락탐형으로 존재한다. 알킬화 반응을 여러 염기로 DMF 용매와 이상 

용매계 I&O-THF에서 시도한 결과 N-2 위치에서 알킬화 반응이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알킬화 반응은 

할로켄화 알칸을 LidC/DMF의 조건하에서 반웅시켰을 때 가장 수율이 좋았다. N-2 위치에서 알킬화 반웅 

생성물의 확인은 IR, 'H NMR과 nC NMR 둥의 분광학적인 방법과 5-methyl-2-thiobiuret를 thiobiuret와 

같이 산화성 고리화 반응을 통하여 5-amino-2-methyl-l,2,4*thiadiazoline-3-one 표준 시료를 합성하여 알 

킬화 반웅 생성물과 비교 확인하였다.

ABSTRACT. 5-Amino-2£f-l,2,4_thiadiazoline-3-one has been prepared from 2-thiobiuret through a 
oxidative cyclization under basic hydrogen peroxide condition. Lactam-lactim tautomerism of 5-amino-2H' 
lt2,4~thiadiazoline-3-one has been examined by spectroscopic methods and ab initio molecular orbital 
calculation. These results were shown that 5-amino-2H-l(2,4~thiadiazoline-3-one exists as lactam form. 
Reaction conditions for alkylating S-amino-^-l^^-thiadiazoline-S-one with alkyl halides in the presence 
of various bases were studied in DMF and H20-THF two phase system. U2CO3 base in DMF method 
gave best result in this investigation. The alkylation has been taken place at N-2 position. The identifica
tion of the product is confirmed by spectral data of IR, 'H NMR and UC NMR and the comparision 
of authentic sample, 5-amino-2-methyl-l,2,4_thiadiazolidine-3-one, obtained from the oxidative cyclization 
of 5-methyl-2-thiobiuret.

서 론

자연에서 발견되는 피리미딘 화합물로 잘 알려진 

우라실, 시토신, 티민계 화합물들은 DNA, RNA에 

연관된 nucleotide, nucleoside 화학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중요한 화합물들이며 많은 연구가 수행 

되어 온 화합물들이다.'~4 5-Amino-2H~ 1,2,4'thia- 
diazoline-3-one(l)^ 시토신(2)의 탄소-탄소 이중결 

합이 2가의 황으로 치환된 것으로 치오펜과 벤젠의 

관계와 같다. 방향족 화합물에서 탄소-탄소 이중결 

합을 황 또는 산소로 치환하면 이 화합물 역시 방 

향족 성질올 갖게 되는 것은 잘 알려진 화학 이론 

이다. 화합물(1)은 따라서 시토신과 화학적 성질의 

유사성이 기대되며 나아가서는 생리활성의 가능성도 

예측된다. 이런 관점에서 화합물(1)은 매우 흥미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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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Amino-2H-1,2,4Thiadiaz어 ine-Xne (1) Cytosine (2) 

Scheme 1.

이종 원자 고리 화합물이다. 이 화합물의 연구는 

유도체들 합성으로 우레아 유도체들로부터 산화성 

고리화 반응으로 형성된다는 보고가5~14 있을 뿐 이 

화합물의 유도체들의 반웅성이나 토토머화 현상에 

대한 연구은 극히 미약하다.1°演

화합물＜1)의 대웅체인 cytosine(2)의 구조는 1903 
년 처음 알려졌으나 이 화합물의 토토머화 현상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도 ab initio quantum mecha- 
nics와 free energy perturbation,16 microwave spec
troscopy,17 AM 1 calculation18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많은 연구가 되고 있음을 볼 때 생리활성을 가지는 

모체 화합물의 구조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5-amino-2£7-l,2,4-thiadiazo- 

line-3-one의 화학적, 물리적 성질을 연구하고자 하 

였다. 즉 위의 평형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락탐- 

락팀 토토머화 현상을 분광학적 방법과 이론적 방 

법을 수행하여 비교 검토하였다. 이론적 방법으로는 

Gaussian 92 package를사용한 ab initio 계산으로 

3-21G basis set과 3-21G* basis set을加 사'용하였다. 

이 구조적 연구를 바탕으로 5-amino-2Af- 1,2,4-thia- 

diazoline-3-one의 알킬화 반응을 연구하여 구조적 

화학적 반응성 관계를 시토신과 비교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 험

시약 및 기기. 본 실험에 사용한 시약은 특급품을 

사용하였고 녹는점 측정은 electrothermal 1A 6304 
의 녹는점 측정 장치을 사용하였고 보정은 하지 않 

았다. IR 스펙트럼은 JASCO A-1 분광광도계로 KBr 
펠렛을 이용하였으며 진동수는 cm-】로 표시하였다.

NMR과 13C NMR 스펙트럼은 Varian EM-360과 

FT-NMR Bruker AC-80 분광계를 각각 이용하였 

으며 화학적이동은 TMS를 내부기준물질로 하여 

ppm(8) 단위로 표시하였다. 또한 2-D NMR은 FT- 

NMR Bruker AMX-500을 사용하였다. 원소분석은 

Perkin-Elmer 240 원소분석기를 사용하여 얻었다.

용매 정제. 본 실험에 사용한 용매들을 건조시 

키기 위하여 아세톤은 K2CO3로 메탄올은 CaOS, 
피리딘은 NaOH로 "헥산과 THF는 금속 나트륨 

조각을 넣고 환류시킨 다음 단순증류하여 사용하였 

고 DMF는 MgSQ를 가하고 감압증류하여 사용하 

였다.

1- benzoyl-2-thiobiuret(3)의 합성.” 600 mL 아 

세톤에 60 g(0.61 mol)의 KSCN를 40~50t?에서 가 

열, 용해시킨 후 68 mL(0.58 mol) 의 benzoyl chlo- 
ride를 1시간 동안 서서히 적하하였다. 30분旭간 더 

교반, 환류시킨 후 실온으로 냉각하여 반응 부산물인 

KC1 와 과량의 미반응 KSCN를 여과하였다. 여액에 

우레아 30 g(0.5 mol)을 첨가한 후 3시간 동안 환류 

시킨 후 감압 농축기를 사용하여 용매를 제거하였다. 

생성된 고체를 여과한 후 미반웅의 우레아는 증류 

수로 부생성물인 benzoyl thiocyanate는 力-헥산으로 

세척하여 58 g(수율 52%)의 화합물(3)을 얻었으며 

녹는점은 168~170笔(172^21)였다. lR(KBr, cm"1): 

3370, 3190(NH), 3050, 2900(CH), 1700(C = 0), 1670 
(C=O); % NMR(DMSO-d6, 8): 13.4와 11.3(b, 2H, 
2NH), 5.5(b, 2H, NH2), 7.3~8.0(m, 5H, Ph).

2- thiobiuret(5)의 합성.” 1L 둥근바닥 플라스크 

에 메탄올 600 mL와 화합물(3) 40g(0.18mol)을 가 

하고 1.5 mg 진한 염산을 가한 후 24시간 동안 

교반, 환류시켰다. 반응이 완결된 후 감압농축기를 

사용하여 용매를 제거하고 算-헥산으로 부산물인 벤 

조산 메칠을 추출해 내었다. 헥산에 녹지않는 고 

체는 증류수에 가열 용해시킨 후 활성탄으로 처리 

하여 여과하였다. 이 여액에서 석출된 고체를 모아 

다시 끓는물로 재결정하여 백색의 고체 생성물인 

화합물(5) 10.8《수율 50%)을 얻었으며 녹는점은 

187~190笔(189~191f)이었다. IR(KBr, cm *): 
3400, 3200(NH), 1690, 1660(C = O); "H NMR 

(DMSO-ds, 8): 9.8(b, 1H, NH), 9.5(b, 1H, NH), 8.7 
(b, 1H, NH), 6.5(b, 2H, NH2).

5-methy】-2-thiobiuret(6)의 합성. 화합물(3) 합 

성 방법으로 우레아 대신 메틸 우레아와 반응시켜 

l-benzoyl-5-methyl-2-thiobiuret(4) 와 1-benzoyl- 
3-methyl-2-thiobiuret의 혼합물을 얻어 화합물(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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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올 : DMF(4：1) 35mL로 재결정하여 화합물(9)을 

0.87g(수율 51%) 얻었으며 녹는점은 185〜187紀였 

다. IR(KBr, cm"1): 3280(NH), 3080(CH), 2890(CH), 
1640(C = O), 1530(C=N); 'H NMR(DMSO-d6> 8): 
8.2(s, 2H, NH2), 5.4~5.7(m, 2H, =CH), 4.0(d, 2H, 

CH，，1.8(d, 3H, CH3); 13C NMR(DMSO-dfo 8): 171.4 

(C=N), 165.4(C=O), 129.1, 126.4(6=0, 44.7(CH2), 
17.2(CH3).

알킬화반응에 의한 2-crotyl-5-amino-l,2,4-thia- 
diazoline-3-one(9)의 합성. 방법 B : 화합물(8)의 

합성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할로겐화 알킬을 

crotyl bromide로 하여 반응시 켜 0.98 g(수율 57%)의 

화합물(9)을 얻었다. 분석용 시료를 얻기 위하여 에 

탄올 : DMF로 재결정하여 화합물(7)을 0.77 g(수율 

45%) 얻었으며 녹는점은 185~187也였다. 분광학적 

데이타는 방법 A에서 얻은 화합물과 동일했다.

알킬화반응에 의한 2-propyl-5-amino-l,2,4-thia_ 
diazo】ine-3-one(10)의 합성. 방법 A： 화합물(8) 
의 합성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할로겐화 ,알킬을 

propyl bromide로 하여 반응시켜 화합물(10)를 0.38 
g(수율 24%)얻었다. 분석용 시료를 얻기 위하여 에 

탄올 : DMF(4：1)로 재결정하여 화합물(10) 0.26 g 
(수율 16%)을 얻었으며 녹는점은 181~183◎였다. 

IR(KBr, cm"1): 3200(NH), 2950(CH), 1650(C = 0), 

1540(C=N); NMR(DMSO-dfo 8): 8・2(s, 2H, NH2), 
3.5(t, 2H, CH2), 1.4(sextet, 2H, CH2), 0.8(t, 3H, 
CH3).

알킬화반응에 의한 2-propyl-5-amino- 1,2,4-thia- 
diazoline-3-one(10)2| 합성. 방법 B : 화합물(8)의 

합성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할로겐화 알킬을 

propyl bromide로 하여 반응시켜 화합물(10)을 0.1 g 
(수율 6.3%) 얻었으며 녹는점은 181〜1831：였고 분 

광학적 데이타는 방법 A에서 얻은 화합물과 동일 

했다.

알킬화반응에 의한 2-methyl-5-amino-1,2,4- 
thiadiazo】ine-3-one(7)의 합성. 방법 A : 250 mL 
둥근바닥 플라스크에 화합물(1) 2.34g(0.02mol)을 

120 이의 DMF에 가열 용해시킨 후 1.64 g(0.022 
mol)의 lithium carbonate를 가하고 1시간 동안 교 

반하였다. 온도를 35로 유지시킨 후 iodomethane 

186 mL(0.03 mol)을 가하여 12시간 동안 교반하였 

다. 화합물(8)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여 화합물(7) 
0.3 g(수율 15%)을 얻었다. 분석용 시료를 얻기 위 

하여 에탄올 : DMF(4 :1) 20mL로 재결정하여 화합 

물⑺ 0.23 g(수율 11.6%)을 얻었으며 녹는점은 210〜 
212 乜 였다. IR, NMR과 13C NMR는 5-methyl-2- 

thiobiuret을 산화성 고리화반응 얻은 생성물과 동 

일하였다. Anal. Calcd. for C3H5N3OS: C, 27.49%; 

H, 3.81%; N, 32.04%; S, 24.47. Found: C, 26.07%; 
H, 3.65%; N, 32.45%; S, 24.57%.
알킬화반응에 의한 2-methyl-5-amino-1,2,4- 

thiadiazoline-3-one(7)의 합성. 방법 B : 화합물 

(8)의 합성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할로겐화 알킬를 

iodomethane로 하여 반응 온도를 35로 하여 12 
시간 반응시켜 화합물(7) 0.1 g(수율 3.8%)을 얻었다. 

이 화합물의 녹는점은 210~212节였고 분광학적 

데이타는 방법 A에서 얻은 화합물과 동일하였다.

염기에 따른 알킬화반응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5-Amino-2H- l,2,4-thiadiazoline-3-one의 토토 

머화 현상. 5-Amino-2H-l,2,4_thiadiazoline-3- 
one(l)은 보고된 합성 방법“을 변형하여 좋은 수율로 

Scheme 2와 같이 합성하였다.

화합물<1)은 락탐-락팀 평형으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화합물의 구조에 관한 연구는

Scheme 2. Synthesis of 5-amino-2H(methyl)-1,2,4- 
thiadiazoline-3-one.

1995, Vol. 39, No.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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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C nmr 'h nmr
175.4 ppm 171.0 ppm 171.1 ppm

\件、 \ MM,—► 8.2ppm

? s a-2pp* I1 |l J* s

。/代/ 。사‘丿 。木
T " T r CHr-*-3.1 ppm

168.Sppm 1M.9ppm 166.1 ppm

(1) (2) (7)

IR (K&. cm-1):
Compound (1): 3400,3370例冷,3100 (NH), 1640(00), 1590(C»N) 
Compound (7): 3200(NH), 3000(CH), 1650(00), 1540(C-N)

Scheme 3. UC NMR,NMR and IR of an analogue 
and a derivative of 5-amino-2H- l^^-thiadiazoline-S- 
one.

이 화합물의 반응성 고찰에 중요하다. 5-Methyl-2- 
thiobiuret(6)를 산화성 고리화 반웅으로 확실한 락탐 

형태로 합성된 5-amino-2-methyl-l,2,4_thiadiazo- 
line-3-one(7) 고리 두 탄소의 13C NMR(DMSO-d6) 

는 171.1 ppm과 166.1 ppm에서 나타나는 한편 5- 
amino-2H-l,2,4-thiadiazoline-3-one⑴의 고리 두 

탄소는 175.4 ppm 과 168.5 ppm 에서 나타났다. 메칠 

치환기 효과를 고려하면 두 화합물의 화학적 이동은 

매우 유사함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시토신과도 화학적 

이동이 매우 유사하다＜Sc蜘e 3 참조). 따라서 화 

합물(1)은 락탐형으로 존재한다고 사료된다. 한편 

화합물(7)의 IR에서 1650 cmT의 lactam C=0 띠가 

확인되었고 이와 동일하게 화합물(。에서도 C=0 
띠를 1650cn「i에서 볼 수 있다. 화합물(1)이 락팀 

형으로 존재한다면 폭이 넓은 0H 띠를 보여주어야 

하나 3400와 3370cmT에서 전형적인 NH2 띠와 

3100cmT에서 락탐의 NH 띠를 보여 주므로 lac
tam^ 존재함을 더욱 뒷받침해 준다.

화합물0)의 락탐-락팀 토토머화 현상을 이론적 

으로 고찰해 보기 위해 沥 initio 계산을 수행하였다. 

두 가지 대표적인 락탐형과 락팀형에 대한 계산 결 

과만을 요약한 Table 1에서 락탐형이 락팀형보다 약 

7~10kcal/mol 정도 더 안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ab initio calculation 계산에서의 락탐의 

안정성은 분광학적 고찰과 일치하므로 화합물U)은 

락탐형으로 존재함을 확인해 준다.

5-Aroylamino-2日-l,2,4-thiadiazoline-3-one 도 

산화성 고리 화 반응으로 합성하여 락탐형인 5-aroy- 
lamino-2-methyl-l,2,4-thiadiazoline-3-one 과 13C 

Table 1. Relative energies of tautomers of 5-amino-2 
H- l,2,4_thiadiazoline-3-one at ab intio calculations 
(3-21G* basis set)0

Tautomers kcal/mol

0.00 (0.00)

6.84 (9.82)

"In parenthesis are 3-21G values.

Ar = C6H5 , p-MeO-C6H4

p-CI-CgH4

Scheme 4. 5-Aryl-3-hydroxy- 1,2,4-thiadiazoles.

NMR을 비교 검토한 결과 화합물(1)과 같이 락탐 

형태로 존재한다고 보고하였다.1咨
화합물(1)과 극히 유사한 화합물인 5-aryl-3-hyd- 

roxy-1,2,4-thiadiazole5] 구조에 관한 연구가 보고된 

바 있으나M 이는 IR 스펙트럼의 1645와 1650cmT 

흡수띠를 C=N 신축진동 흡수띠로 XH NMR 스펙 

트럼에서는 ll.5~13.8ppm에서 폭넓게 나타난 피 

이크를 히드록시기로 해석하여 락탐 형태보다는 락 

팀 형태로 존재한다 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고체상태에서 NH-C=0의 카 

르보닐 신축진동흡수띠가 1680—1630cm-1 영역에 

서 나타남을 감안하면 화합물 5-aryl-3-hydroxy-l,2, 

4-thiadiazole의 1645와 1650 cnL는 C=N 신축 

진동 흡수띠로 해석함은 타당한 것이 못되며 lH 
NMR 스펙트럼에서 11.5〜 13.8ppm은 일반적으로 

DMSO-ds 용매내에서 히드록시기 뿐만 아니라 아 

미드의 수소도 나타나는 영역이므로 히드록시기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화합물(1)의 IR 스펙 

트럼에서 나타나는 1640 cnL의 신축 진동 흡수띠도 

C=N의 흡수띠라기보다는 락탐형의 카르보닐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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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흡수띠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즉 IR 스펙트럼과 

XH NMR 스펙트럼의 해석만으로는 이 화합물들의 

구조 결정을 명백히 하기는 어렵다.

알킬화 반옹에 미처는 염기 및 용매의 효과 화 

합물(1)은 13C NMR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시토 

신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nucleoside 유사체 

합성에 중요한 2번 위치에 알킬화 반응을 시도하였 

다. 이는 시토신의 1번 위치의 알킬화 반응과 유사한 

것이다. 시토신의 1번 위치의 선택적 알킬화 반응은 

K2CO3같은 염기를 사용하여 DMSO에서 반응시킨 

예들과?卜껴 NaOH나 KOH 염기로 이상용매계에서 

adenine의 9번 위치에 선택적으로 알킬화시킨 예들 

이 있다.25-27

따라서 위 두 방법론을 이용하여 화합물(1)을 

DMF에 가열 용해시켜 반응시키는 방법 A와 염기성 

수용액에는 용해시켜 이상 용매계(H2O：THF)를 이 

용하는 방법 B를 통해 알킬화를 Scheme 5와 같이 

시도하였다.

알킬화 반응에 미치는 염기들 및 용매의 영향을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생성물들은 모두 N-2 알 

킬화 생성물이 얻어졌다. Table 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benzylation의 경우 사용된 염기에 따라 수율의 

차이는 많지 않지만 LizCOa/DMF에서 가장 좋은 

수율을 보여주었고 양이온이 안정한 crotyl bro- 
mide과의 반응에서도 유사한 수율로 반응하였다.

방넙 A

R = methyl (7) 

benzyl (8) 

crotyl (9) 

propyl (10)

nh2
A

\ 
R

Scheme 5. The methods of the alkylations of 5-amino- 
2H- l,2(4-thiadiazoline-3-one. 

Table 2. 7V-Alkylationfl of 5-amino-2H-l,2t4_thiadiazoline-3-one at 2-postion depending on various bases and 
medium

Solvent RX Base
Reaction time 

(hrs.) Yield (%)。
Unreacted thiadiazoline 

(%)

DMF benzyl bromide Li2CO3 6 67 12
NazCOa 6 54 21
K2CO3 6 58 21
:-Pr2NH 6 48 —
Et3N 6 46 —

propyl bromide Li2CO3 6 24 28
Kg 6 13 30
:-Pr2NH 6 5 9
Et3N 6 3 8

crotyl bromide Li2CO3 6 65 —
methyl iodide。 Li2CO3 12 15 —

H20 : THF benzyl bromide NaOH' 3 60 15
(2：1) /-Pr2NH 3 56 8

Et3N 3 52 5
propyl bromide NaOH" 3 6 22

z-Pr2NH 3 4 19
crotyl bromide NaOHd 3 57 —
methyl iodide。 NaOHd 12 4 —

^Reaction was carried out at 651 with 1.1 mol equivalent base. ^Isolated yield. ‘Reaction temperature was 35 
dl mol equivalent of NaOH wa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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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B에서도 비슷한 수율로 알킬화 생성물을 얻을 

수 있었다.

이와는 다르게 propylation은 염기에 따라 수율의 

차이가 대단히 크나 benzylation 보다 모두 낮운 수 

율을 나타냈고 Li2CO3/DMF를 사용할 경우 가장 

좋은 수율을 보여주었다. Propylation이 benzyla- 

tion보다 어렵기 때문에 5-amino-2H- 1,2,4-thiadia- 
zoline-3-one(l) 고리의 파괴 반응과도 경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가 사료된다. 즉 수율이 낮은 iodome
thane 와의 반응에서 고리의 파괴 생성물들을 모두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황 생성물을 관찰할 수 있 

었다. 모든 염기에서 benzylation6] propylation보다 

좋은 수율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Sn2 반응메카니 

즘으로 진행되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된다. 전체적으 

로 고찰하면 화합물(1)의 알킬화 반응은 방법 A가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2번 위치의 알킬화의 확인. 화합물0)은 락탐형 

으로 존재하므로 알킬화는 2위치 N-알킬화와 5위치 

N-알킬화가 가능하다. 이들 화합물들의 구별은 앞 

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5-methyl-2-thiobiuret를 

산화성 고리화 반응시키면 2위치에 N-알킬화된 2- 
methyl-5-aminoT,2,4-thiadiazoline-3-one 이 형성 

되므로 이 표준화합물(실험참조)과 화합물(1)의 메틸 

알킬화 반응에 의해서 합성되어진 화합물과 IR, 'H 
NMR과 13C NMR의 스펙트럼을 비교할 때 정확히 

일치하므로 본 반응 연구 조건에서는 화합물(1)은 

2번 위치의 질소에 알킬화 반응이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위치 N-알킬화합물인 2-methyl-5-amino-l,2,4- 
thiadiazoline-3-one(7)의 IR 스펙트럼에서 C = 0기 

의 신축진동 흡수띠와 C = N의 신축진동 흡수띠가 

1650cmT과 1540cmT에서 각각 나타났고 2-ben- 

zyl-5-aminoTL,2,4-thiadiazoline-3-one(8)의 IR 스 

펙트럼도 1630cmT의 카르보닐 신축진동 흡수띠와 

1520cmT에서 C = N의 흡수띠를 보여준다.

락팀형으로 존재할 경우 3위치의 0-알킬화의 배 

제는 2-benzyl-5-amino-l,2,4_thiadiazoline-3-one 
(8)과 유사한 화합물들의 NMR 화학적 이동들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벤질 알코올(11)과 벤질 아민 

(12)의 benzyl 수소의 화학적 이동은 각각 47 ppm과 

3.9 ppm이다. 그리고 화합물(8)과 유사한 1-benzyl- 

2-pyrrolidine( 13)^1 benzyl 수소의 화학적 이동이 

4.47 ppm이다. 화합물(8)의 benzyl 수소의 화학적 

이동은 4.7ppm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화합물(13)의 

벤질기의 화학적 이동과 벤질 알코올(11)의 치환기 

(5-amino- 1,2,4'thiadiazoyl) 유발효과를 사료하면 

0-벤질 화합물이라기에는 어렵다. 이와 같이 화합물 

(1)의 알킬화는 본 연구 조건에서 시토신의 N-1 알 

킬화와 유사하게 N-2 알킬화가 일어남을 보여준다.

앞에서 해석한 화합물(1)의 두 탄소에 대한 화학적 

이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2 - benzyl - 5- amino-112,4_ 
thiadiazoline-3-one(8)^]NMR-13C NMR corre

lation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0汉 이 

2-D 스펙트럼상의 Y축fH NMR)에서 4.7 ppm의 

benzyl 수소는 X축(% NMR) 에서 166.3 ppm의 탄 

소와 짝지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benzyl 
수소와 커플링하고 있는 166.3 ppm의 탄소는 카르 

보닐의 탄소이며 172.0 ppm의 탄소는 S-C=N의 

탄소임을 알 수 있다. 13C NMR 스펙트럼에서 benzyl 
proton과 커플링하고 있는 탄소의 화학적 이동은

I ! I I__________________ 丨 I 

of benzyl groups.

4.7 ppm 
f

3.9 ppm 
f

nh2

j s

4.47 ppm

顷애'IEm
(11) (12) (8) <7 ppm (13)

Scheme 6. Comparision of NMR chemic쟈 shifts Fig. 1. XH NMR and l3C NMR correlation spectrum 
of 2-benzyP5-amino-l,2(4-thiadiazole-3-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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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 ppm으로 전형적인 아미드의 화학적 이동 영 

역과 일치하므로 또한 벤질기가 2번 위치의 질소에 

치환되어 있음을 확인된다. 즉 N-2 알킬화 화합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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