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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4급 염화 암모늄염, {alkyldimethyl-[5-(2-phenylthiazol-4-yl]-1,3,4-oxadiazol-2-ylmethyl]quaternary ammonium chlorides 
(ADOQACs): 6}을 화합물 5와 몇 가지 N,N-dimethylalkyl amine을 반응시켜 합성하였다. 합성한 화합물들의 구조와 
물리적 특성을 조사하였고 계면활성을 측정하였다. 화합물 6의 표면장력(γcmc)과 최소저해농도(MIC)는 알킬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화합물 6c와 6d가 좋은 항균력과 계면활성을 보였다.

New quaternary ammonium chlorides, [alkyldimethyl-[5-(2-phenylthiazol-4-yl]-1,3,4-oxadizol-2-ylmethyl]quaternary ammo- 
nium chlorides (ADOQACs): 6] were obtained with high yields by the reaction of compound 5 with N,N-dimethylalkyl 
amines in isopropyl alcohol. The structures and physical properties of the synthesized compounds were investigated and 
those surface-active properties were measured. The surface tension (γcmc) and the min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of compound 6 were found to be influenced by the number of alkyl chain carbon. Especially, compounds 6c and 
6d exhibited high anti-bacterial activities and good surface-active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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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헤테로고리 화합물의 하나인 1,3.4-oxadiazole 고리의 2-와 5- 위치

가 치환된 화합물의 합성과 이용에 대하여 많은 연구결과가 보고되었

으며[1-5] 특히, 고분자의 열 안정제[6]와 electroluminescent[7]로 이용

할 수 있는 물질로도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화합물 중에서 2,5-bis(2,4-dichlorophenyl)-1,3,4-oxadiazole 
(DCPO) 유도체들은 파리류에 대하여 효과적인 살충제로 확인되었으나 

극성용매에 잘 녹지 않아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못하였고[8], 치환기를 다

르게 합성한 2,5-bis(2,4-dichloro-5--fluorophenyl-1,3,4-oxadiazole (DCFPO) 
유도체들은 탁월한 살충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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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N-alkylated-2-amino-1,3,4-oxadiazole 유도체들은 양파 뿌리에

서 일어나는 세포분열 저지의 활성을 보였으며[10], 2-(5-trifluoromethyl) 
pyridy-loxymethyl)1,3,4-oxadiazole (TFPOMO) 유도체들은 항균성을 

나타내었다[11]. 또 다른  1,3,4-oxadiazole의 유도체 화합물로 macro-
cyclic phosphoramide 화합물은 분자인식 화합물로 조사되었고[12], 
cyclodextrin과의 혼합물 상태에서 nanotube의 특성이 있음을 확인하

였으며[13], H2PO4
-와 F-에 선택적으로 반응하여 분석에 이용할 수 있

는 anion chemosensor로 보고되었다[14]. 특히, 약리적 활성에 관한 연

구로 2-[4-(4-methyoxybenzoyl-amino)-phenyl]-5-substituted phenyl) 
amino-1,3,4-oxadiazole 유도체들을 합성하여 이들에 대한 생리학적 

활성을 조사하였으며[15], naphthol을 출발물질로 합성한 2-amino-5- 
(1-/2-naphthoxymethyl)-1,3,4-oxadiazole (ANOMO)은 antimicrobial 및 

anti-inflammatory 활성에[16], pyrimidine 유도체 고리에 1,3,4-oxa-
diazole 고리를 연결시킨 2-(6-methyl-2-substituted-4-pyrimidinyloxy-
methyl)-2,3-dihydro-1,3,4-oxadiazol-2-thione과 3-morpholimomethyl 유
도체들(MPMOM)은 항염증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7]. 
  최근에 Almasirad와 공동연구자들은 2-amino-5-[2-(2-fluorophenoxy) 
phenyl]-1,3,4-oxadiazole (AFPO)의 새로운 유도체들을 합성하여 이들의 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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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lots of surface tension (mN/m) vs log c for ADOQACs 6 at 
20 ℃.

적 활성을 조사한 결과 경련억제에도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18].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2,5-disubstituted-1,3,4-oxadiazole 유도체를 합성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는 항균성을 나타내는 새로

운 계면활성제를 합성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Schem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thiobenzamide (1)에 bromo-
pyruvate를 에탄올에서 가열 반응시켜 1,3-thiazole 고리에 -COOEt 기
가 결합한 화합물 2를 합성하였다[19].
  화합물 2에 hydrazine hydrate를 가하고 가열 반응시켜 -COOEt 기
가 -CONHNH2로 전환된 화합물 3을 합성하고, 클로로포름 용매 하에

서 0 ℃로 유지하면서 ClCOCH2Cl를 반응시키고 발생하는 HCl은 

Et3N과 반응하여 triethylammonium chloride가 되어 여과 후 처리하였

으며 amide 형의 화합물 4를 얻은 후  POCl3를 용매량 가하고 150 ℃로 

환류 반응시킨 결과 고리화반응으로 1,3,4-oxadiazole 고리에 -CH2Cl
가 결합된 2-chloromethyl-5-(2-phenylthiazol-5-yl)-1,3,4-oxadiazole (5)
를 합성하여 구조를 확인하였다[11,20]. 이 화합물 5에 몇 가지 

N,N-dimethylalkyl amine를 각각 반응시켜 헤테로 고리화합물이 골격

을 이룬 새로운 4급 암모늄 양이온 6을 합성하였다. 또한, 합성한 화

합물 6의 물리적 특성을 조사하고 IR 및 1H-NMR로 구조를 확인하였

으며, 계면활성제로서의 이용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계면물성과 

공시 균주에 대한 최소저해농도(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를 조사하였고, alkyl 사슬의 탄소 수가 살균력에 어떤 영향을 주

는지 그 경향을 조사하여 보았다.

Figure 2. Effect of alkyl chain length on the bactericidal activity of 
ADOQACs 6 at 20 ℃.

Scheme 1. Preparation of ADOQACs 6a-d.

2. 실    험

  2.1. 시약 및 기기

  녹는점 측정은 Electrothermal 9100을 사용하였고, 적외선 스펙트럼

은 JASCO FT-IR 460 plus 분광광도계에서 KBr pellet을 만들어 측정

하여 기록하였고, 1H-NMR 스펙트럼은 JOEL-EX 400 (400 MHz)에서 

CDCl3 용액과 DMSO-d6 용액에 (CH3)4Si를 internal standard로 사용하

여 기록하였다. 화합물의 합성에 이용한 시약은 국내는 동양화학과 

Aldrich 및 Merck사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분리와 정제는 재결정 및 

silica gel 60 (Merck Co.)을 이용하여 column chromatography에서 분

리하였다. ADOQACs 6의 표면장력 측정은 Digital-Tensiometer K10S- 
T (KRŰSS-K10ST, Hamburg)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2. 중간체의 합성

  2.2.1. 2-Phenylthiazole-4-carboxylic acid ethylester (2)의 합성

  둥근 플라스크에 thiobenzamide 13.7 g (100 mmol)와 ethyl bromo-
pyruvate 19.5 g (100 mmol)를 넣고 에탄올 100 mL를 가하여 3 h 환
류 반응시키고 에탄올을 제거한 후 SiO2로 채운 짧은 column에서 

ethyl acetate로 전개하여 투명한 노란색의 액체를  0.9 g (90%의 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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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합성하였다.
  1H-NMR (CDCl3, δ, ppm): 8.08 (s, 1H, thiazole 고리 4-H), 7.37～
7.94 (m, 5H, 벤젠고리의 수소), 4.38 (q, 2H, -OCH2-), 1.36 (t, 3H, 
J=6.7 Hz, -CH3). IR (KBr, cm-1): 3118, 2981, 1731, 1466, 765, 690. 

  2.2.2. 2-Phenylthiazole-4-carboxylic acid hydrazide (3)의 합성

  화합물 2 (11.6 g, 50 mmol)에 에탄올 30 mL를 가하여 녹이고 

hydrazine hydrate 5.0 g (100 mmol)를 가하고 5 h 환류한 후 감압하여 

용매를 제거하였다. 고체 화합물에 100 mL의 증류수를 가하여 24 h 
교반시키고 여과한 후 증류수로 수 회 씻어주고 건조시킨 다음 에탄

올에서 재결정하여 136～138 ℃에서 녹은 백색의 고체를 9.3 g (85%
의 수율) 합성하였다.
  즉 1H-NMR (DMSO, δ, ppm): 9.78 (s, 1H, NH), 8.28 (s, 1H, thiazole 
고리의 4-H), 8.06～7.52 (m, 2H, 벤젠고리의 수소), 4.59 (s, 2H, -NH2). 
IR (KBr, cm-1): 3417, 3318, 3099, 1678, 1620, 1472, 770, 689.

  2.2.3. 2-Phenylthiazole-4-carboxylic acid-N´-(2-chloroacetyl)hydrazide 
(4)의 합성

  화합물 3 (4.38 g, 20 mmol)을 둥근 플라스크에 넣고 Et3N 3.04 g 
(30 mmol)와 CHCl3 20 mL를 가한 후 고무풍선에 넣은 질소가스로 

공기를 제거시킨 다음 0 ℃에서 chloroacetyl chloride 2.48 g (22 
mmol)를 적가하였다. 이 반응물을 1 h 정도 교반 후 산성화하여 추출

하고, 다시 NaHCO3 용액을 가하여 중화시켜 추출하였으며 유기 층을 

MgSO4로 건조시킨 후 SiO2로 충진한 column에서 CH2Cl2 (2) : 
n-hexane (1)의 부피 비 용액으로 전개하여 178～179 ℃에서 녹은 흰

색의 고체를 5.32 g (90%의 수율) 합성하였다.
  1H-NMR (CDCl3, δ, ppm): 9.68 (d, 1H, J=5.1 Hz, NH), 9.44 (d, 
1H, J=4.7 Hz, NH), 8.15 (s, 1H, thiazole 고리의 4-H), 7.93～7.44 (m, 
5H, 벤젠고리의 수소), 4.20 (s, 2H, -CH2Cl). IR (KBr, cm-1): 3295, 
3093, 1665, 1697, 1468, 763.

  2.2.4. 2-Chloromethyl-5-(2-phenylthiazol-4-yl)-1,3,4-oxadiazole (5)의 

합성 

  화합물 4 (5.9 g, 20 mmol)를 100 mL 둥근 플라스크에 넣고, POCl3
를 가하여 녹인 다음 150 ℃에서 5 h 환류하였다. 반응종결을 확인 

후 얼음물로 급속 냉각시키고 CH2Cl2에 녹인 후 NaHCO3 용액을 가

하여 pH 7 이상으로 하여 추출하였다. 이 용액을 MgSO4로 건조시고 

CH2Cl2를 제거한 후 SiO2로 충진한 column에서 n-hexane (1) : ethyl 
acetate (3)의 부피 비 용액으로 전개하여 181～183 ℃에서 녹은 투명

한 고체를 3.88 g (70%의 수율) 합성하였다.
  1H-NMR (CDCl3, δ, ppm): 8.12 (s, 1H, thiazole 고리의 4-H), 7.9
6～7.41 (m, 5H, 벤젠고리의 수소), 4.74 (s, 2H, -CH2Cl). IR (KBr, 
cm-1): 3119, 3022, 2964, 1580, 1564, 1490, 1228, 764. 

  2.3. ADOQACs 6의 합성

  2.3.1. Nonyldimethyl-[5-(2-phenylthiazol-4-yl)-1,3,4-oxadiazol-2-ylmethy] 
quaternary ammonium chloride (6a) 

  화합물 5 (2.77 g, 10 mmol)를 isopropyl 알코올에 녹인 후  N,N- 
dimethylnonyl amine (1.88 g, 11 mmol)을 가하여 80 ℃에서 72 h 
교반하여 회색의 고체를 얻었다. 이 화합물에 n-hexane을 가하여 

상온에서 교반시키고 24 h 냉동보관한 후 여과하여 건조시켜 

124 ℃에서 분해하는 회색의 고체를 4.26 g (95%의 수율) 합성하

였다. 
  1H-NMR (CDCl3, δ, ppm): 8.32 (s, 1H, thiazole 4-H), 7.98～7.46 (m, 
5H, 벤젠고리의 수소), 5.82 (s, 2H, -CH2-), 3.75 (s, 8H, 
-N+(CH3)2CH2-), 1.22 (m, 14H, 지방족 수소), 0.85 (t, 3H, J=6.8 Hz, 
-CH3). IR (KBr, cm-1): 3014, 2918, 2852, 1593, 1467, 775, 700.

  2.3.2. Decyldimethyl-[5-(2-phenylthiazol-4-yl)-1,3,4-oxadiazol-2- 
ylmethyl] quaternary ammonium chloride (6b)

  화합물 5 (2.77 g, 10 mmol)를  isopropyl 알코올에 녹인 후 N,N- 
dimethyldecyl amine 2.03 g (11 mmol)를 넣고 80 ℃에서 72 h 교반하

여 고체 화합물을 얻었다. 이 화합물을 6a를 얻은 방법과 같이 처리하

여 점성의 황갈색 고체를 4.43 g (96%의 수율) 합성하였다.
  1H-NMR (CDCl3, δ, ppm): 8.31 (s, 1H, thiazole 고리의  4-H), 7.9
7～7.45 (m, 5H, 벤젠고리의 수소), 5.83 (s, 2H, -CH2-), 3.70 (s, 8H, 
-N+(CH3)2CH2-), 1.22 (m, 16H, 지방족 수소), 0.85 (t, 3H, J=6.8 Hz,  
-CH3). IR (KBr, cm-1): 3015, 2918, 2857, 1593, 1467, 776, 700.

  2.3.3. Undecyldimethyl-[5-(2-phenylthiazol-4-yl)-1,3,4-oxadiazol-2- 
ylmethyl] quaternary ammonium chloride (6c)

  화합물 5 (2.77 g, 10 mmol)를 취하여 isopropyl 알코올에 녹인 후  

N,N-dimethyundecyl amine 2.19 g (11 mmol)를 넣고 80 ℃에서 72 h 
교반하여 회색의 고체를 얻었다. 이 화합물을 6a를 얻은 방법으로 처

리하여 89～92 ℃에서 분해하는 회색의 고체를 4.48 g (94%의 수율) 
합성하였다. 
  1H-NMR (CDCl3, δ, ppm): 8.30 (s, 1H, thiazole 4-H), 7.97～7.46 (m, 
5H, 벤젠고리의 수소), 5.85 (s, 2H, -CH2-), 3.71 (s, 8H, -N+(CH3)2CH2-), 
1.22 (m, 18H, 지방족 수소), 0.87 (t, 3H, J=6.5 Hz, -CH3). IR (KBr, 
cm-1): 3013, 2918, 2855, 1593, 1467, 700.

  2.3.4. Dodecyldimethyl-[5-(2-phenylthiazol-4-yl)-[1,3,4]oxadiazol-2- 
ylmethyl]quaterrnary ammonium chloride (6d)

  화합물 5 (2.77 g, 10 mmol)를 isopropyl 알코올에 녹인 후 N,N- 
dimethyldodecyl  amine 2.34 g (11 mmol)를 넣고 80 ℃에서 72 h 교
반하여 고체를 얻었다. 이 화합물을 6a를 얻은 방법으로 처리하여 

66-68 ℃에서 녹은 미색의 고체를 4.56 g (93%의 수율) 합성하였다.
  1H-NMR (CDCl3, δ, ppm):  8.31 (s, 1H, thiazole 고리 4-H), 7.97～
7.47 (m, 5H, 벤젠 고리의 수소), 5.83 (s, 2H, -CH2-), 3.70 (s, 8H, 
-N+(CH3)2CH2-), 1.22 (m, 20H, 지방족 수소), 0.86 (t, 3H, J=6.8 Hz, 
-CH3). IR (KBr, cm-1): 3018, 2918, 2852, 1593, 1467, 778, 700.

3. 결과 및 고찰

  3.1. 중간체 2, 3, 4, 및 5의 구조 확인

  화합물 6의 합성 중간체로 이용하기 위하여 합성한 중간체들의 구

조를 확인한 결과 화합물 2는 IR 스펙트럼 조사결과 특성 피크로 방

향족 화합물의 C-H에 의한 흡수가 3118 cm-1에서 나타났고, 알킬기의 

C-H에 의한 흡수가 2981 cm-1에서, 에스테르의 C=O에 의한 흡수가 

1731 cm-1에서 나타났으며, 1H-NMR 스펙트럼 조사 결과 -CH2CH3의 

CH3에 의한 3개의 수소는 1.36 ppm에서 삼중선으로 -CH2-에 의한 두 

개의 수소가 4.38 ppm에서 4중선으로 나타났으며, 8.08 ppm에서 

thiazole 고리 4-H 한 개의 수소가 나타났고, 7.37～7.94 ppm 사이에서 

5개의 벤젠고리의 수소들이 다중선으로 나타나 화합물 2의 구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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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IR spectrum of dodecyl-dimethyl-[5-(2-phenylthiazol-4-yl)-
1,3,4-oxadiazol-2-ylmethyl]quaternary ammonium chloride (6d).

Figure 4. 1H-NMR spectrum of dodecyl-dimethyl-[5-(2-phenylthiazol-4-yl)- 
1,3,4-oxadiazol-2-ylmethyl]quaternary ammonium chloride (6d).

이 가능하였다. 
  화합물 3은 화합물 2의 -COOEt가 -CONHNH2로 치환된 것으로 IR 
스펙트럼에서 N-H의 흡수피크가 3417과 3318 cm-1에서 나타났고, 
C=O에 의한 흡수피크가 1678 cm-1에서 나타났다. 1H-NMR 스펙트럼

에서는 -CONH-의 수소가 단일 선으로 9.78 ppm에서, -NH2의 수소는 

4.59 ppm에서 나타났다.
  화합물 4는 IR 스펙트럼에서 특성 피크로 2차 아민의 N-H 흡수가 

3295 cm-1에서 나타났으며 1697과 1665 cm-1에서 두개의 C=O 흡수피

크를 확인하였다. 1H-NMR 스펙트럼조사 결과 -CONHNHCO-의 2개 

수소가 9.68과 9.44 ppm에서 각각 겹 이중선으로 나타났으며, 4.20 
ppm에서 단일 선으로 -CH2Cl의 2개의 수소가 나타나 확인되었다.
  화합물 5는 IR 스펙트럼에서 화합물 4에서 나타났던 N-H 와 C=O
의 흡수피크가 사라지고 방향족 고리의 C-H에 의한 흡수가 3079 cm-1

에서, thiazole 고리의 C=N에 의한 흡수가 1596 cm-1에서, oxadiazole 
고리의 C-O에 의한 흡수가 1090 cm-1에서 나타났으며, 알킬기 C-H에 

의한 흡수가 2914 cm-1와 2857 cm-1에서 나타났다. 1H-NMR 스펙트럼 

조사결과 벤젠고리의 5개 수소가 7.41～7.98 ppm에서 다중선으로 나

타났으며, thiazole 고리의 4-H 수소가 8.12 ppm에서 단일 선으로 나

타났으며 -CH2Cl의 2개의 수소가 4.74 ppm 부근에서 단일 선으로 나

타나 구조가 확인되었다.

  3.2. ADOQACs 6의 구조 확인

  화합물 6의 구조 확인을 위하여 IR 스펙트럼을 조사한 결과 공통적

으로 나타나는 방향족 고리의 C-H에 의한 흡수가 3013～3084 cm-1 

사이에서, alkyl 사슬의 C-H에 의한 흡수가 2918과 2852～2857 cm-1 

Table 1. Physical Properties of ADOQACs 6

Compound
ADOQAC

Status Yield
(%)

Mp
(℃)

Foam volume (cm)

0 min 5 min

6a brown solid 95 124(dec.)    4.3 0.6

6b viscid dark yellow 96 - 12 9.0

6c brown  solid 94  89(dec.) 17 5.0

6d white solid 93  66～68 18 7.0

Table 2. Surface-Active Properties for ADOQACs 6 at 20 ℃
Compound
ADOQAC

cmc
(M) 

γcmc

(mN/m)
MIC

(ppm)

6a 2.5×10-5 41 25

6b 2.0×10-5 40 20

6c 7.0×10-6 32    7.0

6d 7.5×10-6 36    7.5

사이에서 나타났으며, 1593 cm-1에서 C=N의 흡수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1H-NMR의 스펙트럼을 조사한 결과 -(CH2)n-의 

alkyl 사슬의 수소들이 0.81～1.30 ppm 사이에서 다 중선으로 넓게 나

타났으며, -N+(CH3)2CH2-의 8개 수소가 3.69 ppm에서 나타났고 

-CH2N-의 두 개의 수소가 단일 선으로, thiazole 고리의 4-위치의 수소

가 8.30 ppm에서, 7.41～7.98 ppm 사이에서 벤젠고리의 5개 수소가 

나타나 화합물 6의 구조를 확인할 수 되었다. 화합물 6d에 대한 IR스

펙트럼(Figure 3 참조)과 1H-NMR 스펙트럼(Figure 4 참조)을 나타냈다.

  3.3. ADOQACs의 계면활성과 항균성조사

  3.3.1. ADOQACs 6의 물리적 성질 측정결과

  ADOQACs 6의 물리적 성질을 측정하여 Table 1에 나타냈으

며, 기포력 측정은 각각의 시료 0.1% 수용액 시료를 100 mL 실린더

에 넣고 20회 흔든 다음 10 sec 내에 거품의 길이를 읽고 5 min 후에 거
품의 높이를 측정하였으며 기포력은 6c와 6d가 높게 나타났다.

  3.3.2. Critical Micelle Concentration (cmc)와 γcmc (mN/m)의 측정

결과

  임계미셀농도는 Figur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20 ℃에서 ADOQACs 
6의 각각의 농도변화에 따른 log c 값에 대한 표면장력(γcmc)을 구하

여 그래프로 그려 얻었으며, 그 결과를 Table 2에 기록하였다. Table 
2에 나타 낸 바와 같이 alkyl 사슬의 탄소 수에 약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였으며 탄소 수가 11 및 12 개인 경우 6c와 6d의 표면장력

은 각각 32와 36 N/m으로 측정되었다.

  3.3.3. Min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MIC)의 측정결과

  공시 균주(Escherichia coli, Staphylococcus aures, Pseudomonas 
aeruginosa, Bacillus subtilis)에 대한 최소저해농도(MIC) 측정은 96 
well plate에 화합물 ADOQACs 6의 각 시료를 1/100 희석농도

부터 2배씩 serail dilution하여, 미리 배양한 공시 균주를 각 

well에 106 cfu/ml 농도로 접종하고, 35 ℃의 incubator에서 정치 

배양하여 균체 증식에 따른 배양액의 탁도 변화를 측정하여 증식

이 나타나지 않는 최초의 농도를 MIC 값으로 하였다. Table 2에 나

타낸 바와 같이 ADOQACs 6 중에서 alkyl 사슬의 탄소수가 11 및 

12 개인 6c와 6d가 가장 살균력이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살균력은 

alkyl 사슬의 탄소 수에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다. 



290 배선건․연영흠

공업화학, 제 17 권 제 3 호, 2006

4. 결    론 

  헤테로고리 화합물인 1,3,4-oxadiazole의 2-와 5-위치에 치환기가 도

입된 4급 암모늄염 (ADOQACs: 6)을 5 단계 반응을 거쳐 93 ~ 96%의 

수율로 합성하였고, 이들에 대한 물리적 성질과 구조를 확인하였다. 
또한, 합성된 ADOQACs 6이 계면활성제로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

기 위하여 계면물성을 측정한 결과 기포력은 6c가 가장 우수하였고, 
임계미셀농도는 6c와 6d가 7.0 × 10-6 ~ 7.5 × 10-6 M 범위의 낮은 

농도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표면장력은 32과 36 mN/n을 보였다. 공
시 균주에 대한 최소저해농도를 조사한 결과 ADOQACs 6 모두가 우

수한 살균력을 보였으며 특히 alkyl 사슬의 탄소 수가 11개와 12 개인 

6c와 6d가 7.0～7.5 ppm으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헤테로고리 화합물의 4급 암모늄 ADOQACs 6
을 합성하여 계면활성제로서의 이용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계면

활성과 최소저해농도를 조사하여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ADOQACs 6에 대한 독성과 의․약학적인 

활성에 대한 광범위한 실험을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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