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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Coerulescine에 대한
효율적인 비대칭 전합성 연구

Efficient Enantioselective
Total synthesis of (+)-Coerules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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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Coerulescine은 1998년 Pharalis coerulescens으로부터 최초로 분리된
물질이다. 핵심 구조로 spirooxindole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런 구조를
갖는 alkaloid들은 항암효과, 국소마취효과 등의 다양한 생물학적 활성이
보고된 바 있다. 하지만 coerulescine에 대하여 의약화학적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음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했으며 먼저 coerulescine에 대한 효율적인 전합성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합성 과정에서 상전이촉매 (Phase-Transfer Catalyst,
PTC)를 활용한 α,α-dialkylmalonate 비대칭 합성법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PTC

촉매인

(R,R)-3,4,5-Trifluorophenyl-NAS

Bromide를

이용한 asymmetric alkylation을 key step으로 하여 (+)-coerulescine
전합성법을 개발하였다. key step의 기질인 diphenyl-methyl tert-butyl
malonate로부터
수율(overall

in-situ

yield

coerulescine을

step을

16%)

합성하였다.

과
이

포함해
높은

총

9 step으로

광학수율(>99%

방법을

통해

ee)

높은

전체

로

(+)-

(+)-coerulescine

및

유도체들을 높은 광학수율로 합성할 수 있게 됐으며 이에 대한 생물학적
활성을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주요어 : (+)-Coerulescine, Phase-Transfer Catalyst, Asymmetric Allylation
학

번 : 2018-27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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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자연계에 존재하는 3,3‘-pyrrolidinyl-spirooxindole 알칼로이드 물질
Tryptamine
alkaloid는

구조를

포함하고

있는

협죽도과(Apocynaceae)와

3,3‘-pyrrolidinyl-spirooxindole
꼭두서니과(Rubiaceae)

유래

식물에서 최초로 분리됐다.[1] 분자구조적으로 oxindole 구조 3번자리에
spiro 형태로 pyrrolidine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추가적으로
pyrrolidine이나 oxindole구조에 다양한 치환기들이 붙어 있다. 놀랍게도
이런 heterocycle motif를 갖고 있는 몇가지 천연물에서 중요한 생물학적
활성이 보고된 바 있다. (Figure 1)

[2]

Figure 1. Representative pyrrolidinyl-spirooxindole natura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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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991 년에 분리됐던 horsfiline (1)은 spirooxindole 의 core 주변에
다른 치환기가 많지 않은 단순한 구조여서 화학자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았고

다양한

시도로

합성법들이

보고됐다.[3]

비슷한

구조의

coerulescine (2)은 더 간단한 구조로 1998 년에 분리됐으며 horsfiline
전합성 논문에서 자주 같이 등장한다.[4] Altonisine (3)은 1972 년
Elderfield 와 Gilman 에 의해 Alstonia muelleriana 에서 최초로 분리된
물질이며

이

물질의

biomimetic

transformation

에

대한

연구는

LeQuesne 과 Garnick 에 의해 보고됐다.[5][6] Chitosenine (4)은 또 다른
흥미로운 구조를 갖고 있으며 쥐와 토끼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신경절을
통한 신경전달을 억제하는 생물학적 활성이 보고됐다.[7][8] Strychnofoline
(5)은 mouse melanoma B16, Ehrlich, hepatoma HW165 를 포함한 여러
cell

line

에서

체세포

분열을

억제하는

항암활성이

보고됐다.[9][10]

Spirotryptostatin A 와 B (6 과 7)는 Aspergillus fumigatus 의 fermentation broth 에서 분리된 물질로 mammalian tsFT210 세포의 G2 / M 기
진행을 완전히 억제하는 활성이 보고됐다.[11][12]
우리 연구팀은 이들 중 coerulescine 의 의약화학적 연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음을 파악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했으며 본 연구를 통해 적절한 coerulescine 비대칭 전합성을 우선
확립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우리 연구팀에서 주목하고 있는 상전이촉매
(Phase-Transfer Catalyst, PTC)를 활용한 asymmetric reaction 을 통해
coerulescine 을 높은 광학수율로 합성하고자 했다.
9

Figure 2. Configuration and optical rotation of coerulescine

1998 년에 분리된 coerulescine (2)은 2014 년이 되어서야 Hayashi
group 에 의해 optical rotation 과 절대 배열에 대해서 정리가 됐다.
(Figure 2)[13][14] 절대 배열이 R 인 경우 (-)로 측정되고, 절대 배열이 S 인
경우 (+)로 측정된다. 그리고 최초로 coerulescine 이 분리됐던 문헌에서
natural form 의 optical rotation 이 [α]20D = -0.77 (0.022, MeOH)인
것으로 보아 horsfiline (1)과 마찬가지로 (-)인 경우가 natural form 이다.[4]
본 연구자는 natural form 이 아닌 (S)-(+)-coeruelscine (2-S)을 목표로
합성해서 다음의 두 가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첫째, 앞서 보고된 바 있던
phase-transfer catalysis 를 key step 으로 하는 (-)-horsfiline (1-R) 전합성
방법[15]과 비교하여 PTC method 가 (S)-(+)-form 합성에도 활용될 수
10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둘째, 천연물이 아니어서 이전 연구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coerulescine (2-S)에 대한 생물학적 활성 연구의
가능성을 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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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전에 보고됐던 coerulescine 비대칭 전합성
2.1 Chiral substrate 를 이용한 (S)-coerulescine 합성
2007 년 Danishefsky group 은 Phalarine 이라는 alkaloid 에 대한
전합성법을

보고했는데 이

진행됐다.

그들의 합성법은 1994 년 Borschberg group 이 보고했던 (-

[16]

과정에서

(S)-coerulescine

의

전합성이

)-horsfiline 의 비대칭 전합성 방법과 비슷하다.[13] (Scheme 1) Chiral
substrate 인 L-tryptophan 으로부터 8 step 을 거쳐서 약 50% 수율로
합성됐다. 이 문헌에선 (S)-coerulescine 이 반응중간물이었기 때문에
chiral-HPLC 를 통한 직접적인 ee 값이 측정하진 않았으나 12 에 대한

ee 값은 >95% ee 이므로 높은 광학수율로 합성했을 것이라 추측된다.
Key step 은 광학적으로 pure 한 tetrahydro-β-carboline 유도체
8 에서 diastereo-selective oxidation rearrangement 로 spirooxindole 의
core

구조를

합성하는

것이다.

합성과정은

다음과

같다.

L-

tryptophan 에서 4 step 을 거쳐서 carboline 유도체 (8)로 69% 합성했다.
다음은 key step 부분으로 8 에 NBS, acetic acid 를 넣어서 oxidation
rearrangement 를 진행해 9 를 quantitative 수율로 합성했다. 그 후
NH3 를 넣어 ester 를 amide (10)으로 만들고 trifluoroacetic acid 를 넣어
cyanide (11)로 quantitative 수율로 합성했다. 이후 NaBH4 로 reductive
decyanation 을 통해서 73% 수율로 –CN 기를 제거했다. 최종적으로 (S)coerulescine 이 합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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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1. Synthesis of (S)-coerulescine by Danishefsky group

하지만 이 실험에서 절대 배열이 S 로 합성됐다는 사실은 이후
생성물인 12 에 대한 X-ray crystallography 결과와 이들이 참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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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schberg

의

실험결과를

통해

추측할

수

있다.

Optical

rotation 측정값은 어떤 용매에서 측정했는지 표기돼있지 않고 결과도
[α]20D = -0.55 (c = 2.0)로 음수다. 이는 추후에 절대 배열과 optical
rotation 값을 정리하면서 정정되는 내용이지만 이 당시엔 최초로
coerulescine 을 asymmetric 하게 합성한 것이었기 때문에 비교 데이터가
없었다. 그래서 이 문헌에선 (S)-coerulescine 의 optical rotation 을 (-)로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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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Organocatalyst 를 이용한 (R)-(-)-coerulescine 합성
2014 년 Y. Hayashi group 에서는 three one-pot sequential synthesis 를
포함한 방법으로 (-)-coerulescine 전합성을 보고했다.[14] 이때 three onepot synthesis 의 개념은 추가 purification 없이 3 step 을 in-situ 로
반응시키는 것으로 purification 과정을 줄여서 반응의 편의성을 높이고
chemical waste 를 줄이는 방법이다. Achiral 한 isatin 유도체 13
으로부터 in-situ 과정 포함 6 step 으로 진행됐고 총 46% 수율로 합성을
완료했다. ee 값은 94%로 높게 나왔다. 절대 배열은 다음의 방식으로
확정됐다.

Asymmetric

Michael

addition

step

생성물인

16

에서

aldehyde 기는 alcohol 로 환원, nitro 기는 환원 후 Cbz protection 해서
이전에 보고된 물질로 합성하고 문헌에서 기재한 optical rotation 결과와
비교했다. [17] 그 결과 16 의 절대 배열이 (R) 임을 확정했다.
Key step 은 one-pot sequential synthesis 의 첫 반응인 chiral
organocatalyst 15 를 활용한 asymmetric Michael addition 이다. 이때
nitromethane 을 사용했고 α,β-unsaturated carbonyl 에서 β 위치에
asymmetric 하게 도입돼 16 을 합성한다. 이 반응에서 특이한 점은
additive 로 H2O 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H2O 가 들어갔을 때 반응속도가
크게 빨라지는 것을 관찰했기 때문인데, 문헌에선 그 이유를 catalyst
15 가 반응할 때 enal 14 와 iminium salt 를 형성하는데 Michael
addition 이 일어난 후 H2O 가 iminium ion 을 hydrolysis 하고 catalyst
재생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다른 특이한 점으로 3 step 을
15

one-pot 에서 진행시키는 동안 mixture 가 acidic 해지는데 중간체
17 구조는 acidic 조건에서 retro-Mannich reaction 이 일어나기 쉽다.
그로 인해 ee 가 낮아질 수 있는데 다행히 coerulescine 의 ee 값은 16 과
비슷하게 유지됐다. Scheme 은 다음과 같다. (Scheme 2) Starting 인 isatin
유도체 13 에서 aldol reaction 으로 acetaldehyde 를 첨가하고 acidic
dehydration 을 통해 enal 14 (E/Z = 1:2.2)를 합성했다. 그 다음 one-pot
synthesis 를 진행한다. 먼저 asymmetric Michael addition 을 42h 반응
진행해서 16 을 합성했다. 그 후 purification 없이 reaction mixture 에
바로 acetic acid, H2O, Zn 넣고 nitro 기 reduction 반응을 1h 진행했다.
그러면

환원된

amine

기는

intramolecular

cyclization

을

진행해

pyrrolidine 구조 17 을 합성한다. 그 후 aqueous formaldehyde 를
넣어서 1h 동안 반응을 진행시켰다. 이때 intermolecular reductive
amination 이 일어나 pyrrolidine 의 N 에 methyl 기가 붙은 18 구조가
합성된다. 마지막 step 으로 oxindole 의 N 에 붙은 benzyl 기를 제거하기
위해 Birch reaction 진행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coerulescine 을
합성했다.
이 문헌에선 (-)-coerulescine 합성뿐만 아니라 coerulescine 에 대한
절대

배열과

coerulescine

optical
으로

rotation

보고된

에

대해

Danishefsky

정리했다.
group

의

첫

asymmetric

(S)-coerulescine

전합성에서 optical rotation 이 (-)로 나온 결과가 본 연구의 결과와
상충되어 Hayashi 연구진이 직접 같은 방법으로 (S)-coerulescine 합성을
16

진행했고 [α]27D = +1.0 (c = 2.4, MeOH)임을 확인했다. 따라서 S form 인
경우 (+)-coerulescine, R form 인 경우 (-)-coerulescine 으로 결론내렸다.

Scheme 2. Synthesis of (R)-(-)-coerulescine by Hayashi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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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Organocatalyst 를 이용한 (S)-(+)-coerulescine 합성
2015 년 Bisai group 에서 coerulescine 이 포함된 spiro(pyrrolidinyloxindole) alkaloid 와 hexahydropyrrolo[2,3-b]indole alkaloid 에 대한
asymmetric 한 전합성을 보고했다.[18] 핵심중간체 19 으로부터 (+)coerulescine 을 비롯해서 (-)-pseudo-phrynamine 270, (-)-esermethole
등 다양한 alkaloid 전합성을 보고했다. 시작물질로 indole 구조를 포함한
tyramine 으로부터 8 step 을 거쳐 16%대 수율로 합성했다. (문헌에선
coerulescine

에

대한

total

yield

는

언급하지

않아

supporting

information 참고하여 계산했다.) ee 는 직접 합성한 coerulescine 에
대해서 측정하지 않았지만 중간체 20 이 90% ee 임을 미루어보아 (+)coerulescine 에 대한 ee 도 90%라고 추측된다. 주요 step 은 Scheme
3 으로 표시했다.
Key step 은 cinchona alkaloid 의 9 번 자리에 thiourea 가 있는
bifunctional organocatalyst 21 를 촉매로 이용해서 19 의 oxindole
3 번자리에 asymmetric hydroxylmethylation 하는 반응이다. 기질은
paraformaldehyde 를 썼고 35h 반응해서 81% 수율 90% ee 로 20 을
합성했다. 그 이후 trifluoroacetic acid 를 이용해 boc deprotection
진행하고 도입된 hydroxylmethly 기에 mesylation 해서 22 를 83%
수율로 합성했다. 마지막으로 Pd reduction 으로 Cbz deprotection 하면
free 해진 2 차 amine 이 intramolecular cyclization 해서 pyrrolidine
구조를

만든다.

최종적으로

(S)-(+)-coerulescine
18

을

합성했다.

절대

배열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optical rotation 이 (+)고 2014 년 Hayashi
group 의 문헌을 참고했을 때 S form 이라고 추측된다.[14]

Scheme 3. Synthesis of (S)-(+)-coerulescine by Bisai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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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서론에서 언급했다시피 본 연구에선 chiral한 생성물을 얻기 위하여
PTC를 이용한 asymmetric reaction을 적용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diphenylmethyl tert-butyl α-alkyl malonate를 기질로 PTC 촉매 (S,S)3,4,5-trifluorophenyl-NAS

bromide를

이용한

asymmetric

alkylation

method에 관한 문헌을 참고했다.[19] 또한 (+)-coerulescine과 마찬가지로
spirooxindole alkaloid에 해당하는 (-)-horsfiline을 비대칭으로 전합성한
문헌을 참고하여 연구를 진행했다.[15]

Figure 3. Synthetic approach to (+)-coerulescine

합성전략은 다음과 같다. (Figure 3) 먼저 oxindole 구조는 nitro기를
환원시켜서 자연스럽게 intramolecular cyclization이 진행되어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4차 탄소를 enantioselective하게 얻기 위해서 PTC를
이용한 asymmetric alkylation 방법을 이용하고 이후 pyrrolidine 구조를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최종적으로 pyrrolidine과 oxindole구조가
spiro 형태로 결합된 구조가 합성되게 디자인했다.
20

1. 역합성전략
본 연구에서 (+)-coerulescine에 대한 역합성 전략은 다음과 같다.
(Figure 4) Oxindole 구조는 benzene에 붙어있는 nitro기를 환원시킨 후
intramolecular

cyclization으로

합성하고자

했다.

그리고

pyrrolidine

구조는 asymmetric한 S form 중간체 (S-25) 로부터 chemoselective
reduction, di-amination 등을 통해 합성하고자 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chirality는

앞서

언급한

바대로

PTC를

이용하여

asymmetric하게

allylation하고자 했으며 이때 S form으로 allyl기를 도입하고자 했다.

Figure 4. Retrosynthetic analysis of (+)-coerules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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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nantioselectivity 개선과정
첫 step인 PTC로 α-allylation하는 과정에 대해 최적화가 진행돼야
했다. 기질은 α자리에 nitro benzene이 치환돼있는 malonate 23으로,
PTC는

(R,R)-3,4,5-trifluorophenyl-NAS

bromide

(24)로

선정했으며

문헌을 참고하여 base는 50% KOH 수용액으로, 용매는 toluene으로
정했다.[19]
항목으로

변수로는
반응시간

‘사용되는
(time), 수율

촉매량’과

‘온도’로

(yield), 광학수율

선정했고
(ee)를

평가

선정하여

전합성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찾고자 했다.

Table 1. Optimization of PTC α-allylation of 23

온도조건을 보았을 땐 -20℃인 경우가 -40℃인 경우가 반응시간이 더
짧으면서도 수율은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Table 1, entry 2, 3) 또한
22

같은 -20℃ 경우에도 catalyst 양을 절반으로 줄였을 때 ee가 85%에서
86%로 소폭 상승하는 것을 관찰했다. (Table 1, entry 1)

catalyst 양을

덜 쓰는 경우 앞으로 의약화학적 연구를 진행하면서 유도체들을 합성할
때 훨씬 효율적일 것이었다. 또한 ee까지 더 높게 관찰됐으므로 PTC
반응조건을 -20℃, catalyst 0.05 eq로 최적화했다. (Table 1, entry 1)

Scheme 4. Recrystallization of 28 for the synthesis of (+)-coerulescine

Enantioselectivity를 높이기 위해 재결정을 진행하고자 했다. 하지만
allyl기가 도입된 25는 성상이 oily하여 적합하지 않아 이후 반응을 마저
진행했다. 이후 과정은 Scheme 4에 나타냈다. asymmetric하게 도입된
allyl기를 ozonolysis를 통해 aldehyde 26 으로 산화시켰다. 이후 sodium
borohydride

reduction을

diphenylmethyl기가

붙어있는

진행해서
ester로
23

alcohol기로
lactonization

환원시켰고

진행되어

27이

합성됐을 것이었다.

[15]

이후 in-situ 과정으로 CeCl3∙7H2O와 sodium

borohydride를 첨가하고 co-solvent로 tetrahydrofuran을 첨가해 Luche
reduction을 진행하면 비슷한 작용기인 lacton의 ester기와 tert-butyl기가
붙은 ester기 중에 선택적으로 lactone이 reduction되면서 di-ol 구조
28이 합성됐다.[20] (52%, from 26) 하지만 이때 4차 탄소에 붙어있는 –
CH2OH기가 retro-aldol reaction이 가능해서 side product가 생길 수
있다.[15] 이러한 이유로 yield가 낮게 나타났다. 28 물질은 성상이 고체고
결정이 잘 잡혀서 재결정에 적합한 물질이었다. 놀랍게도 hexane과
EtOAc를 5:1로 재결정을 진행했더니 ee값이 높아졌다. 결정으로 잡힌
28을 다시 녹여서 재결정하고, 이를 다시 녹여서 재결정하는 연속적인
재결정 과정을 진행해서 >99% ee가 될 때까지 진행했고 총 3번의
재결정을 통해 28 (86% ee)에서 28 (>99% ee)의 single enantiomer를 45%
수율로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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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erulescine 합성 나머지 부분

Scheme 5. Synthetic completion of (+)-coerulescine

높은 광학수율의 28(>99% ee)을 가지고 다음의 Scheme 5과 같이
반응을

진행했다.

28에서

methansulfonyl

chloride를

이용해

di-

mesylation 진행하여 good leaving group이 달린 29를 합성했다. 이후
ethanol에 녹아있는 methyl amine을 첨가해 di-amination을 진행하여
pyrrolidine

30을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tert-butyl기를

이후엔

acid조건에서 떼어내고 더 반응성이 높은 methyl 또는 ethyl ester로
치환하지만 30과 같은 pyrrolidine에 4차 탄소가 있는 경우 acid조건하에
retro-Mannich reaction이 보고된 바 있고 이에 따라 ee값이 낮아질 수
있다.[21] 따라서 direct로 lactamization을 진행했다. Pd/C으로 nitro기를
amine으로

환원시켰는데

진행되지

않고

31이

tert-butyl

ester에서는

합성됐다.[15]
25

이후

바로

cyclization이

Pd을

거르고,

dichloromethane용매에

silica

gel(SiO2)을

첨가했다.

이를

통해

cyclization이 진행됐으며 oxindole구조 (90%, from 30)을 합성했다. 이때
silica

gel이

ester에선

Lewis

acid

역할을,

amine과는

hydrogen

bonding을 통해 lactamization을 촉매한 것으로 생각된다. 최종결과 >99%

ee의 높은 광학 수율로 (+)-coerulescine을 합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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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본 연구는 malonate 기질 23 으로부터 in-situ 과정을 포함해서 총 9
step 에 걸쳐서 (+)-coerulescine 전합성을 진행했다. 전체 수율은 16%로
준수했으며 높은 광학수율 (>99% ee)로 합성하는데 성공했다. 이는
이전에

보고됐던

coerulescine

비대칭

전합성들에

비해

높은

광학수율이었고 achiral 한 기질을 시작으로 다음과 같이 합성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징적인 것은 앞서 보고된 coerulescine 비대칭
전합성에선

tyramine,

tryptophan

등

이미

indole

구조가

갖춰진

상태에서 pyrrolidine 구조를 합성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으나 이번에
개발된 합성법은 pyrrolidine 구조를 먼저 합성하고 oxindole 구조를
나중에 합성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이번 연구의 결과로 coerulescine
alkaloid 에 대한 의약화학적 연구가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PTC 를 활용한 asymmetric allylation 과정에서 PTC 촉매를 (R,R)
form (24)이 아닌 (S,S) form 으로 진행하면 allyl 기가 (R)-25 로 도입되어
마찬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면 최종적으론 (-)-coerulescine 을 합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19] 따라서 PTC 를 활용한 asymmetric alkylation
method 가 각각의 coerulescine enantiomer 전합성에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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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 험
Nuclear magnetic resonance (1H-NMR &

13

C-NMR) spectra 는 JEOL

JNM-ECZ 400S/L [400 MHz (1H), 100 MHz (13C)] spectrometer를
사용하였다. 1H-NMR &
77.23 in

13

13

C-NMR spectra 는 CDCl3 (δ 7.24 in 1H and δ

C)를 내부 기준으로 하여 측정하였으며, chemical shift는

ppm(parts per million) 단위로, coupling constant (J)는 Hz로 표기하였다.
Infrared (IR) spectra는 KBr pellet 사용했고 기계는 JASCO FT/IR-300E과
JASCO FT/IR-4200을 사용하였다. Low-resolution mass spectra (LRMS)와
high-resolution mass spectra (HRMS)는 JEOL JMS 700, JEOL JMS 600-W
spectrometer, or Agilent 6530 Q-TOF spectrometer로 측정하였다.
녹는점은 Büchi B-540 melting point apparaturs 를 사용하였다. Optical
rotations은 JASCO polarimeter P-2000 serie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HPLC 기계는 Instrument (Hitachi, L-2130)와 software (Hitachi, Version
LaChrom 8908800-07)를 사용하여 측정했다. 물질의 거울상 이성질체
과잉율 (enantiomeric excess, ee)은 4.6 mm x 250 mm Daicel Chiralpak
AD-H, Chiralpak AS-H columns를 사용하여 HPLC로 측정했다. TLC는
Merck precoated TLC plate (silica gel 60 GF254, 0.25 mm)를 사용했다.
Flash column chromatography은 E. Merch Kieselgel 60 (230~400
mesh)를 사용했다. MPLC는 Biotage Isolera one에서 SNAP Ultra 10g,
25g, 50g column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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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ation of 1-benzhydryl 3-(tert-butyl) 2-(2-nitrophenyl)malonate
(23)

이 물질은 PTC 촉매를 이용한 asymmetric alkylation에 쓰이는 기질로
합성은 참고한 논문과 같은 방법으로 합성했으며 이에 대한 spectral
data는 문헌과 일치하게 관찰됐다.[19]
1

H-NMR (400 MHz, CDCl3) δ 8.03 (dd, J1 = 8.0, J2 = 1.6 Hz, 1H), 7.49

(qd, J1 = 7.2, J2 =1.7 Hz, 2H), 7.27-7.37 (m, 11H), 6.97 (s, 1H), 5.34 (s, 1H),
1.39 (s, 9H) ppm

1-benzhydryl 3-(tert-butyl) (S)-2-allyl-2-(2-nitrophenyl)malonate (25)

반응용기에 23 (100mg, 0.22mmol)을 넣고 (R,R)-3,4,5-trifluoropenylNAS bromide (10.2mg, 0.011mmol)를 첨가한 후 toluene (0.75ml)에
녹였다. allyl bromide (0.096ml, 1.11mmol)를 첨가했다. 이후 -20℃에서
aq. 50% KOH (0.125ml, 1.11mmol)를 넣는다. 48h stirring 진행했다. 이후
용매를 제거하고 EtOAc로 희석한 다음 유기층을 물로 1회, brine으로
29

1회 씻어줬다. 이후 유기층을 MgSO4로 건조 및 필터했고 column
chromatography (silica gel, hexane : EtOAc = 20 : 1)로 정제하여 white
solid로 25 (95mg, 87%) 생성물을 얻었다.
광학적 선택성은 chiral HPLC로 분석했다. (DAICEL Chiralpak AD-H,
hexane : 2-propanol = 95 : 5), flow rate = 1.0 ml/min, 23 °C, λ = 254 nm,
retention time, R (minor) 11.5 min, S (major) 15.8 min, 86% ee. ; 1H NMR (400 MHz, CDCl3) δ 7.96-7.99 (m, 1H), 7.39-7.43 (m, 2H), 7.22-7.30
(m, 10H), 7.08-7.10 (m, 1H), 6.94 (s, 1H), 5.61-5.71 (m, 1H), 4.85-4.96 (m,
2H), 3.27-3.29 (m, 2H), 1.27 (s, 9H) ppm ;

13

C-NMR (100 MHz, CDCl3) δ

168.39, 167.00, 149.37, 139.33, 139.27, 133.23, 132.35, 132.15, 131.25,
128.33, 128.31, 128.23, 127.98, 127.94, 127.41, 127.20, 125.55, 118.86,
83.53, 78.46, 63.85, 39.57, 27.46 ppm ; IR (KBr) 2980, 1733, 1532, 1454,
1358, 1252, 1205, 1184, 1147, 986, 855, 744, 700 cm-1 ; HRMS (FAB) :
calcd for [C29H30O6N]+ : 488.2073, found : 488.2091 ; m.p = 88.9 °C ;
[α]20D = -30.3 (86% ee, c =1, CHCl3)

1-benzhydryl

3-(tert-butyl)

(S)-2-(2-nitrophenyl)-2-(2-oxoethyl)

malonate (26)

30

RBF에 25(538mg, 1.1mmol)을 넣고 EtOAc (17ml)에 녹인다. 이후 78℃에서 TLC로 반응이 완료 될 때까지 O3 가스로 mixture를 2 min동안
purging했다. 이후 마찬가지로 -78℃에서 O3으로 포화된 mixture를
파란색이 사라질 때까지 Ar 가스로 purging했다. (1h 30min) 이후 같은
온도에서 4당량의 triphenyl phosphine (1.2g, 4.4mmol)을 첨가하고 rt로
온도를 올렸다. 2h stirring후 반응을 종료했다. 이후 용매를 제거하고
바로 column chromatography (silica gel, hexane : EtOAc = 5 : 1)로
정제하여 pale yellow viscous oil 26 (501mg, 93%) 생성물을 얻었다.
1

H-NMR (400 MHz, CDCl3) δ 9.67-9.68 (m, 1H), 8.01 (dd, J1 = 8.0, J2 =

1.1 Hz, 1H), 7.46 (td, J1 = 7.8 Hz, J2 = 1.4 Hz, 1H), 7.37 (td, J1 = 7.5 Hz, J2
= 1.4 Hz, 1H), 7.24-7.30 (m, 10H), 7.00-7.02 (m, 2H), 3.35-3.58 (m, 2H),
1.26 (s, 9H) ppm ;

13

C-NMR (100 MHz, CDCl3) δ 198.50, 167.86, 166.13,

148.84, 138.56, 138.42, 132.94, 131.49, 130.44, 129.04, 128.38, 128.30,
128.15, 127.53, 127.08, 126.12, 84.89, 79.46, 62.08, 48.44, 27.23 ppm ; IR
(KBr) 3033, 2980, 2933, 2755, 1727, 1533, 1455, 1357, 1268, 1212, 1147,
1079, 956, 856, 744, 701 cm-1 ; HRMS (ESI) : calcd for [C28H27NO7Na]+ :
512.1680, found : 512.1702. ; [α]20D = -105.2 (86% ee, c =1, CHCl3)

tert-butyl (S)-4-hydroxy-2-(hydroxymethyl)-2-(2-nitrophenyl)
butanoate (28)

31

RBF에 26(488mg, 0.99mmol)을 넣고 ethanol (6.6ml)에 녹였다. 이후 20 ℃에서 sodium borohydride (45mg, 1.2mmol) 첨가 후 1h정도
stirring, 그 후 0℃로 올리면서 TLC로 중간체 27로 다 전환될 때까지
stirring 진행했다.[15] 이후 0℃에서 tetrahydrofuran (1.6ml), cerium(III)
trichloride heptahydrate (742mg, 1.99mmol) 첨가했다. 10min stirring후,
sodium borohydride (188mg, 4.98mmol)첨가, 다시 10min 후 sodium
borohydride (188mg, 4.98mmol)를 같은 양으로 또 첨가했다.[20] TLC로
반응양상 관찰하면서 27이 다 사라질 때까지 stirring 진행했으며 2h
stirring 후 반응을 종료했다. sodium borohydride를 quenching하기 위해
acetic acid (0.5ml)를 dropwise로 첨가했다. 용매를 날리고 EtOAc,
water로 묽혔다. 수층을 EtOAc로 2회 추출했고, 모은 유기층을 sodium
bicarbonate 수용액 1회, brine 1회로 씻어줬다. 이후 유기층을 MgSO4로
건조 및 필터하고 column chromato-graphy (silica gel, hexane : EtOAc =
1 : 1 → EtOAc only)로 정제하여 white solid 28 (161mg, 52%) 생성물을
얻었다. 이렇게 얻어진 물질을 hexane - EtOAc (5:1)로 3번 연속 재결정
진행해서 한쪽 enantiomer 28 (>99% ee, 74mg, 45%)를 얻었다.
광학적 선택성은 chiral HPLC로 분석했다. (DAICEL Chiralpak AD-H,
hexane : 2-propanol = 90 : 10), flow rate = 1.0 ml/min, 23 °C, λ = 254
32

nm, retention time, S (major) 16.2 min, R (minor) 18.7 min, >99% ee. ; 1H
-NMR (400 MHz, CDCl3) δ 7.88 (d, J = 8.2 Hz, 1H), 7.58-7.69 (m, 2H),
7.42 (t, J = 7.5 Hz, 1H), 4.36 (d, J = 11.9 Hz, 1H), 3.94 (d, J = 11.4 Hz, 1H),
3.77-3.83 (m, 1H), 3.62 (q, J = 5.6 Hz, 1H), 3.28 (s, 1H), 2.39-2.57 (m, 2H),
2.31 (s, 1H), 1.41 (s, 9H) ppm ;

13

C-NMR (100 MHz, CDCl3) δ 172.21,

149.90, 134.33, 132.74, 129.99, 128.07, 125.63, 83.53, 67.79, 59.04, 55.05,
37.81, 27.71 ppm ; IR (KBr) 3373, 2979, 1718, 1529, 1357, 1250, 1157,
1038, 853, 841, 787, 748, 712 cm-1 ; HRMS (FAB) : calcd for [C15H22NO6]+ :
312.1447, found : 312.1434 ; m.p = 140.8 °C. ; [α]20D = +110.8 (>99% ee,

c =1, CHCl3)

tert-butyl (S)-4-((methylsulfonyl)oxy)-2-(((methylsulfonyl)oxy)methyl)
-2-(2-nitro phenyl)butanoate (29)

RBF에 28(62mg, 0.2mmol, >99% ee)을 넣고 dichloromethane (3ml)에
녹였다.

이후

0℃에서

triethyl

amine

(139μl,

0.99mmol)

첨가,

methanesulfonyl chloride (46μl, 0.6mmol)을 dropwise로 첨가했다. 10min
stirring

진행했다.

이후

sodium

bicarbonate

수용액

10ml를

dropwise해서 quenching하고 dichloromethane으로 묽혔다. 이후 work33

up과정으로 수층을 dichloromethane으로 2회 추출하고, 유기층을 모아
water 1회, brine 1회 씻어줬다. 이후 유기층을 MgSO4로 건조 및
필터했고 column chromatography (silica gel, hexane : EtOAc = 1 : 1)로
정제하여 colorless oil 29 (88mg, 94%) 생성물을 얻었다.
1

H-NMR (400 MHz, CDCl3) δ 7.95-7.98 (m, 1H), 7.65-7.69 (m, 1H), 7.50-

7.54 (m, 2H), 4.96 (d, J = 10.1 Hz, 1H), 4.76 (d, J = 10.5 Hz, 1H), 4.10-4.23
(m, 2H), 2.95 (s, 3H), 2.85 (s, 3H), 2.62-2.84 (m, 2H), 1.45 (s, 9H) ppm ;
13

C-NMR (100 MHz, CDCl3) δ 168.45, 149.77, 132.92, 130.84, 130.25,

129.13, 126.02, 84.85, 71.98, 65.47, 52.83, 37.40, 37.19, 33.67, 31.49, 27.64
ppm ; IR (KBr) 2981, 2940, 1725, 1533, 1461, 1359, 1256, 1176, 961, 836,
789, 748 cm-1 ; HRMS (FAB) : calcd for [C17H26NO10S2]+ : 468.0998, found :
468.0986. ; [α]20D = +118.4 (>99% ee, c =1, CHCl3)

tert-butyl (S)-1-methyl-3-(2-nitrophenyl)pyrrolidine-3-carboxylate (30)

RBF에 29(82mg, 0.17mmol)을 넣고 methylamine 용액 (33 wt% in
absolute ethanol, 4.4ml)에 녹였다.[22] 48h동안 stirring 진행했다. 이후
용매를 제거하고 column chromatography (silica gel, hexane / EtOAc /
acetone / methanol = 20:16:4:1)로 정제하여 yellow oil 30 (54mg, 99%)
34

생성물을 얻었다.
1

H-NMR (400 MHz, CDCl3) δ 7.88 (dd, J1 = 8.3 Hz, J2 = 1.4 Hz, 1H),

7.77 (dd, J1 = 8.3 Hz, J2 = 0.9 Hz, 1H), 7.55-7.59 (m, 1H), 7.33-7.38 (m,
1H), 3.33 (d, J = 10.1 Hz, 1H), 3.02 (d, J = 5.5 Hz, 1H), 2.90-2.96 (m, 1H),
2.82 (d, J = 10.1 Hz, 1H), 2.55 (q, J = 8.6 Hz, 1H), 2.42 (s, 3H), 2.18 (s, 1H),
1.37 (s, 9H) ppm ;

13

C-NMR (100 MHz, CDCl3) δ 172.65, 148.21, 139.93,

133.05, 129.01, 127.17, 124.70, 81.75, 67.17, 57.22, 56.44, 41.84, 38.56,
27.55 ppm ; IR (KBr) 2976, 2939, 2841, 2788, 1731, 1607, 1575, 1528,
1479, 1455, 1357, 1251, 1154, 1085, 1045, 897, 853, 787, 749, 712 cm-1 ;
HRMS (FAB) : calcd for [C16H23N2O4]+ : 307.1658, found : 307.1656. ; [α]20D
= -114.1 (>99% ee, c =1, CHCl3)

(S)-(+)-Coerulescine

RBF에 30 (45mg, 0.15mmol)을 넣고 methanol (3ml)에 녹였다. 이후
Pd/C (11mg) 첨가하고 H2 가스로 purging후 1h stirring 진행했다. Celite
545로 filter 하고 농축하여 yellow oil 31을 얻었다.[15] 이를 RBF에 옮기고
dichloromethane (1.4ml)에 녹였다. silica gel (545mg) 첨가 후, 3h stirring
진행했다. methanol로 filter하고 column chromatography (silica gel,
35

dichloromethane : methanol = 20 : 1 → 8 : 1)로 정제하여 white solid의
coerulescine (27mg, 90%)을 얻었다. 그리고 참고문헌을 참고해 HPLC
data로 해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S)-(+)-coerulescine을 합성한 것을
확인했다.[14]
광학적 선택성은 chiral HPLC로 분석했다. (DAICEL Chiralpak AS-H,
hexane : 2-propanol = 90 : 10), flow rate = 1.0 ml/min, 23 °C, λ = 254
nm, retention time, R (minor) 30.1 min, S (major) 48.9 min, >99% ee. ;
1

H-NMR (400 MHz, CDCl3) δ 8.69 (s, 1H), 7.38 (d, J = 6.9 Hz, 1H), 7.18 (td,

J1 = 7.7 Hz, J2 = 1.1 Hz, 1H), 7.01-7.05 (m, 1H), 6.88 (d, J = 7.8 Hz, 1H),
3.00 (td, J1 = 8.0 Hz, J2 = 5.1 Hz, 1H), 2.76-2.90 (m, 3H), 2.46 (s, 3H),
2.37-2.44 (m, 1H), 2.06-2.13 (m, 1H) ppm ;

13

C-NMR (100 MHz, CDCl3) δ

183.47, 140.36, 136.11, 127.67, 123.11, 122.67, 109.70, 66.26, 56.73, 53.70,
41.80, 37.85 ppm ; IR (KBr) 3208, 2925, 2850, 2790, 1712, 1620, 1471,
1337, 1244, 1198, 1153, 1104, 1015, 754, 677 cm-1 ; HRMS (FAB) : calcd
for [C12H15N2O]+ : 203.1184, found : 203.1178 ; m.p = 122.6 °C. ; [α]20D =
+3.08 (>99% ee, c =1, MeOH), Lit. [Hayashi group. Chem. Eur. J. 2014, 20,
13583] [α]20D = +1.0 (>99% ee, c=2.4, Me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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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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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MR of compound 25 (400MHz, CDC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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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MR of compound 25 (100MHz, CDC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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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MR of compound 26 (400MHz, CDC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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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MR of compound 26 (100MHz, CDC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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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MR of compound 28 (400MHz, CDC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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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MR of compound 28 (100MHz, CDC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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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NMR of compound 29 (400MHz, CDC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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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MR of compound 29 (100MHz, CDC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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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NMR of compound 30 (400MHz, CDC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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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MR of compound 30 (100MHz, CDC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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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NMR of (+)-coerulescine (400MHz, CDC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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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LC Graph for racemic 25

HPLC Graph for chiral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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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LC Graph for racemic 28

HPLC Graph for chiral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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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LC Graph for (±)-coerules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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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LC Graph for (+)-coerulescine

48

Ⅶ. Abstract
Coerulescine is spirooxindole alkaloid that were isolated from Pharalis

coerulescens by Colegate’s group in 1998. The spirooxindole alkaloids
show a variety of biological activities such as anti-cancer and local
anesthetic. However, there have not been enough researches of
medicinal chemistry which are doing synthesis and exploring the
biological activity of the coerulescine derivatives. Therefore, our team
wanted to conduct a study on medicinal chemistry of this, and needed
to develop asymmetric synthesis that were synthesized with high yield
and high optical yield.
In this report, total synthesis of (+)-coerulescine was developed using
asymmetric alkylation by phase-transfer catalyst (PTC) as a key step.
From the diphenyl-methyl tert-butyl malonate, a substrate of the
asymmetric alkylation, the synthesis was carried out at a total of 9 steps
including in-situ steps. (+)-Coerulescine was synthesized with a totally 16%
yield and a high optical yield (>99% ee). We hope that this method will
help us to explore the biological activity of the (+)-coerulescine and
various asymmetric derivatives that have not yet been fully studied.

Key words : (+)-Coerulescine, Phase-Transfer Catalyst, Asymmetric
Ally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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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신코나 알카로이드 유래 유기촉매를 활용한
비대칭적 Sulfa-Michael Reaction 탐색

Asymmetric Sulfa-Michael Reactions via
Cinchona Alkaloid Derived
Organocataly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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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비대칭성

유기촉매

반응(Asymmetric

organocatalysis)은

친환경성,

온화한 반응 조건, 안전하고 저렴한 시약, 높은 광학 수율 등의 장점을
갖는 실용적인 method로 알려져 있다. 이를 활용한 Alkylation, Michael
addition

등

다양한

화학

반응이

연구되고

있으며,

상전이

촉매

반응(Phase-transfer catalysis) 등에도 응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비대칭성 유기촉매 반응을 이용해 생물학적
활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organosulfur compound를 합성하고자 했다.
그리고 ‘황(S)’을 도입하는 방법인 sulfa-Michael addition에 주목하여
이전에 보고됐던 method보다 더 효과적인 비대칭 반응을 찾고자 했다.
친전자체로

2-cyclohexen-1-one,

친핵체로

thiophenol을

선정하여

실험을 진행했고 최적의 반응 조건을 찾고자 염기, 온도, 촉매 종류에
대하여

screening했다.

그

후엔

적합한

촉매를

찾기

위해

여러

유기촉매와 촉매량에 대한 screening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82% 수율,
55%

ee의

광학

수율로

반응조건을

최적화하였다.

향후

추가적인

최적화과정을 통해 유기촉매를 활용한 높은 수율과 높은 광학적 수율을
내는 비대칭 sulfa-Michael reaction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Cinchona Alkaloid, Asymmetric Organocatalysis, Phase-Transfer
Catalysis, Asymmetric Sulfa-Michael Addition
학

번 : 2018-27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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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Asymmetric organocatalysis

Scheme 6. Two important examples of organocatalysis

Organocatalysis 란 용어는 2000 년 W. C. MacMillan 이 정의하였으며
촉매로 낮은 분자량의 유기물질을 사용한 organic reaction 을 의미한다.[1]
하지만

이렇게

유기물질을

촉매량

사용하는

반응에

대한

문헌은

이전에도 많이 보고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1912 년, Bredig 과 Fiske 는
cinchona alkaloid 를 사용하여 aldehyde 에 HCN 을 낮은 ee 값으로
addition 한 반응을 보고했다.[2] 이후 1960 년 Pracejus 는 keten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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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anol 을 asymmetric 하게 첨가하는 반응을 보고했고 최대 74%

ee 까지 나타났다.[3] 또 주목할만한 반응은 chiral amino acid 인
proline

을

촉매량

사용하여

intramolecular

aldol

reaction

을

asymmetric 하게 진행한 반응이다. 이는 제약회사 Hoffman-La Roche[4]와
Schering AG[5]에서 독립적으로 연구하여 보고했다. 그리고 이 반응은
Hajos-Parrish-Eder-Sauer-Wiechert reaction 이라고도 말하며 steroid 합성
및 다른 광학적으로 높은 순도의 물질을 합성하기 위해 많이 사용됐다.
(Scheme 6)
비대칭 반응관련해서 앞서 언급한 asymmetric organocatalysis 뿐만
아니라 asymmetric metallic catalysis, enzymatic catalysis 도 존재한다.
그리고 asymmetric organocatalysis 는 다른 두 분야에 비해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다. 반응에 사용되는 organocatalyst 는 전반적으로 nontoxic 하다. 또한 여러 종류의 유기촉매는 구하기 쉽거나 합성되기 쉽다.
반응 조건이 mild 해서 고온을 요하지 않고 공기나 수분이 있어도
촉매는 안정하다. 따라서 vacuum line 이나 glove box 등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organocatalyst 는 여러 functional group 들에 대해 내성이
있어서 protecting group 을 사용하며 반응을 진행시킬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medicinal industry 에서는 organocatalyst 를 쓰는 경우가
transition metal 을 사용하지 않기에 metal contamination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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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General classification of the activation mode in organocatalysis

Organocatalyst 반응에 사용되는 촉매를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기준은 촉매가 기질과 어떤 interaction 을 하는가 또는 ‘mode
of

action’이

무엇이가

이며

covalent

catalysis

와

non-covalent

catalysis 로 나눠 볼 수 있다. (Figure 5)[6] 먼저 covalent catalysis 는
기질과 촉매가 공유결합을 하면서 reagent 와 기질의 반응성을 높인다.
여기에 속하는 촉매로 aminocatalyst[7], carbene[8] 등이 포함된다. Noncovalent catalysis 의 경우 촉매와 기질은 수소결합 (e.g. thiourea[9][10],
squaramide[11], phosphoric acid[12]-[14])이나 이온성 결합 (e.g. chiral 한
base 로 작용하는 cinchona alkaloid[15], phase-transfer catalyst[16])으로
상호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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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촉매에 대한 작용기 치환이나 additive 를 통하여 두가지
이상의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

경우

bifunctional,

multifunctional catalyst 라고 말한다. 예시로 다음과 같은 반응이 보고된
바 있다.[17] (Figure 6) 이때 촉매의 amine group 은 cyclopentenone 과
enamine 을 형성하고 염기성이 있는 quinuclindine 은 ion form 이 되어
cycloheptenone 과 hydrogen bonding 을 형성하는 전이상태가 제안됐고
이를 통해 higher-order cycloaddition 인 [6+4] cycloaddition 이 진행된다.
이 반응에서 사용된 촉매는 각각의 기질과 2 개의 상호작용을 하므로
bifunctional organocatalyst 라고 말할 수 있다.

Figure 6. Example of bifunctional organocat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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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rbon – Sulfur bond forming reactions

Figure 7. Representative classes of valuable biologically active organosulfur
compounds present in nature and organosulfur drugs

탄소와 heteroatom 사이에 결합을 만드는 반응은 유기 반응에서
중요한 반응이며 여러 유기화학자들에게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다.
그중 탄소-황 (C-S) 결합 형성 반응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Organosulfur

compound

는

자연계

내에서,

체내에서 다양하게 존재한다.[18] 예로 cysteine (32), methionine (33)과
같은 아미노산, glutathione (34)과 같은 peptide, 단백질 cross-l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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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gent 로 쓰이는 biotin (35), bioinorganic 복합체 36 등이 있고 이들은
체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Organosulfur compound 는 약으로서 또한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예로

esomeprazole

(37),

duloxetine

(38),

rosuvastatin (39) 등을 들 수 있다.[19][20] 그리고 놀랍게도 2012 년 판매된
약들의 top 10 항목에 대부분이 organosulfur compound 였다고 한다.[21]
(Figure 7)
이러한 organosulfur compound 의 중요성 때문에 C-S 결합 반응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다양한 반응법, 전략들이 보고됐다.
(Scheme 7)[18] C-C double bond 에 다양한 sulfur nucleophile 이
첨가반응을 일으키거나 [Scheme 7, (1)], epoxide, aziridine, anhydride
등에서 thiolysis 하는 반응은 쉽게 C-S bond 를 형성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반응이다

[Scheme

7,

(3)].

최근엔

metal

촉매를

이용해

sulfur

nucleophile 이 C-C triple bond 에 선택적으로 첨가하는 반응이 보고된
바 있다 [Scheme 7, (2)]. 또 다른 전략으로는 sulfur electrophile 을
이용하는 sulfenylation 이 있다 [Scheme 7, (4)]. Aryl 또는 vinyl halide 에
metal 촉매 하에서 cross-coupling 을 하는 치환 방법과 [Scheme 7, (5)
와 (6)] sulfur nucleophile 이 halide, sulfonate 와 같은 leaving group 이
붙은 자리에 직접 치환을 하는 방법 등이 있다 [Scheme 7 (7)]. 이중 본
연구에선 Scheme 7 의 (1)에 속하는 sulfa-Michael addition (SMA) 에
주목했고 organocatalyst 를 이용한 SMA 로 sulfur 를 도입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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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7. General strategies for the catalytic generation of C-S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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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rganocatalytic asymmetric sulfa-Michael addition
Sulfa-Michael addition (SMA) 는 C-S bond 를 형성하는데 자주 쓰이는
방법이다. 이는 다른 반응들에 비해 친핵체, 친전자체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반응 생성물에 chiral center 를 만들기
때문에

비대칭

반응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반응이다.[22]

그리고

유기촉매를 활용한 비대칭 SMA 에 대한 연구도 지금까지 많이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다양한 비대칭 유기촉매가 비대칭 SMA 에 효과있음이
보고됐다. (Figure 8) 비대칭 SMA 에 보고됐던 비대칭 유기촉매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Lewis base 또는 Lewis Base - Brønsted
acid 유기촉매인 경우와 2 차 또는 1 차 amine 을 포함한 유기촉매인
경우다.[18]
먼저 Lewis base 또는 Lewis base - Brønsted acid 유기촉매를 사용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2001 년, Skarżewski et al. 은 cinchonine (촉매 I)을
촉매량 사용하여 α,β-unsaturated ketone 과 thiol 을 기질로 높은 수율
(65-99%)과 다양한 광학수율 (27-80% ee)의 비대칭 SMA 를 보고했다.[23]
[Scheme 8, (1)] 반응성이 높아 다양한 친핵체와 반응할 수 있는 기질인
nitroalkene 에 대한 연구결과도 있다. 2006 년, W. Wang 그룹은 3 차
아민과 thiourea 작용기를 갖는 촉매 II 를 이용해서 thioacetic acid 를
nitroolefin

에

비대칭

SMA

하는

반응을

보고했다.[24] 이때

짧은

반응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율 (91-98%)과 다양한 광학수율 (24-70%
ee)로 반응이 진행됐다. [Scheme 8, (2)] 2013 년, C.-J. Wang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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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들은 (E)-3,3,3-trifluoropropenyl phenyl sulfones 에 thiol 을 높은
수율 (82-99%)과 다양한 광학수율 (36-84% ee)로 도입하는 방법을
보고했다.[25] [Scheme 8, (3)] 촉매는 amine-thiourea-sulfonamide 를
포함한 촉매 III 이었다.
2 차 또는 1 차 amine 을 포함한 유기촉매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2 차
amine

을

포함한

유기촉매의

경우

α,β-unsaturated

aldehyde

를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킨다. 기질과 촉매가 iminium ion 을 형성하면서
반응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중간체에 다양한 친핵체가
Michael type addition 을 할 수 있게 된다. 2013 년, Y. Wang 과 Zhou
연구진은 유기촉매를 활용한 domino sulfa-Michael / aldol reaction 을
통해

2-mercaptoquinoline-3-carbaldehyde

의약화학적으로

중요한

와

enal

로부터

2H-thiopyrano[2,3-b]quinolone

구조를

합성했다.[26] [Scheme 8, (4)] 높은 수율 (84-98%) 과 높은 광학수율 (9099% ee)로 보고됐으며 촉매는 proline 유래 촉매인 diphenylprolinol TMS
ether (촉매 IV)를 이용했다. 2008 년, Melchiorre 그룹은 acyclic α,βunsaturated ketone 에 비대칭 SMA 를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27] [Scheme
8, (5), (6)] benzyl mercaptan 과 tert-butyl mercaptan 각각에 대해서
최적화했고 적당한 수율 (44-96%)과 광학수율 (54-96% ee)로 보고했다.
이때

촉매로

amino-(9-deoxy)-epi-hydroquinine

과

phenylglycine 유래의 catalyst salt form (촉매 V)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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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Boc-

본

연구에서는

위의

연구결과를

비롯한

다양한

SMA

문헌을

참고하면서 이를 통해 이전에 보고되지 않았던 유기촉매를 활용한
asymmetric SMA 를 개발하고자 했다.

Scheme 8. Examples of organocatalytic asymmetric S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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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Organocatalysts for asymmetric S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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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Organocatalyst를 활용한 sulfa-Michael addition을 연구하기에 앞서
친핵체와 친전자체를 선정해야했다. Sulfa-Michael addition관련 논문들을
참고한 결과 친전자체로 Michael reaction에 적합한 α,β-unsaturated
carbonyl compound을 고려했을 때 acyclic compound에 대해선 연구
결과가 많은 반면 cyclic compound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적었다.[18][20][22]
이에 착안해 cyclic compound면서 α,β-unsaturated carbonyl compound
인 2-cyclohexen-1-one을 선정했다. 친핵체로는 가장 단순한 구조로
다른 factor를 최소화하며 sulfa-Michael addition 연구에 많이 사용됐던
thiophenol로 선정했다.

Figure 9. Urea substituted cinchona phase-transfer catalyst

그

다음으로

catalyst를

선정했다.

똑같은

친핵체와

친전자체로

bifunctional organocatalyst를 활용한 sulfa-Michael addition을 연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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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Singh group의 문헌에선 cinchona alkaloid의 9번자리를 urea로
치환한

촉매가

가장

효과가

좋았다.[28] 여기에

quinuclidine의

N에

benzylation이 된 quaternary ammonium form 40은 phase-transfer
catalyst로서

nitro-Mannich

reaction,

aza-Henry

reaction

등이

보고됐다.[29]-[31] 따라서 촉매로 40을 선정해 이전에 보고된 바 없는 PTC
조건의 sulfa-Michael addition을 시도했다. 용매조성은 PTC 반응에 많이
쓰이는 부피비인 toluene : water = 4 : 1로 선정했고 이후 다른 조건들에
대해 screening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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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se와 온도조건 screening
먼저 25℃ 조건으로 base에 대한 screening을 진행했다. 여기서
base는

thiophenol의

hydrogen을

제거함으로써

반응을

시작하는

역할이다. 우리가 원하는 sulfa-Michael addition만 일으키는 base를
찾는다면 이후 다른 조건에 대해서 screening할 때 수월히 진행할 수
있어

가장

먼저

진행했다.

Base는

50%(w/v)의

수용액을

stock

solution으로 준비해서 당량에 맞게 덜어서 첨가했다. Base 종류로는
hydroxide계열 base인 NaOH, KOH, RbOH와 carbonate계열 base인
K2CO3, Cs2CO3에 대하여 실험을 진행했다. (Table 2, Entry1-5) 결과적으로
carbonate계열 base가 반응에 적합했다. Hydroxide계열 base인 경우 TLC
monitoring을 통해 side reaction이 많이 발생함을 알게 됐고, 그에 반해
carbonate계열 base는 원하는 product 41 spot만 관찰됐다. 따라서
carbonate계열에서 수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ee값에 대해서는
모든 base에서 미비했다. 최종적으로 carbonate계열 base로 선정했으며
구하기 쉬운 K2CO3로 선정했다.
이후 온도에 대한 screening을 진행했다. (Table 2, Entry 6-8) 온도를
낮출수록 reagent의 반응성이 낮아지면서 direct addition이 감소되고
대신

촉매와의

interaction이

증진되어

asymmetric

addition으로

우세하게 반응하여 41의 ee값이 높아지는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반응시간은 늘어났지만 이와 상관없이 ee값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그나마 가장 높은 ee를 나타내는 것이 -20℃인 것을 확인했다. 이에
66

대해서 선정한 기질들과 선정한 촉매 40이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고 다른 촉매에 대한 screening을 진행했다.

Table 2. Base and temperature scre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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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talyst에 대한 screening

Figure 10. Quaternary ammonium PTC condition screening

다른 cinchona-based PTC 촉매로 screening진행했다. (Figure 10) 먼저
cinchona

촉매

9번

자리에

thiourea로

치환된

PTC

촉매의

경우

기존보다 더 높은 ee값을 나타내지 못했다. [Figure 10, 42-44] cinchona
9번

자리에

amine이

붙은

촉매는

2-cyclohexen-1-one에

대해서

asymmetric aziridination이 보고 된바 있어서 이 촉매의 PTC 버전 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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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에 대해 실험했으나 41이 생기지 않았다.

[32]

[Figure 10, 45] 그 이유로

반응이 진행될 때 45와 2-cyclohexen-1-one이 iminium을 형성해서
반응이 진행된 후 다시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iminium
hydrolysis를

촉진하는

chiral

amino

acid

additive,

N-Boc-D-

phenylglycine을 첨가해봤는데 생성물은 얻었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32]

[Figure 8, 45+additive] 이 실험결과를 통해 sulfa-Michael

addition에 PTC condition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Table 3. Free amine bifunctional organocatalysis condition scre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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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free amine bifunctional organocatalyst에 대해 screening을
진행했다. (Table 3) 이 경우 cinchona 촉매의 quinuclidine의 N가
base역할을 하게 되므로 추가적으로 base를 첨가하지 않는 condition을
설정했다. 놀랍게도 cinchona alkaloid에서 9번자리가 squaramide로
치환된 촉매 47의 경우 ee가 유의미하게 나왔다. (Table 3, entry 2) 앞서
보고된 문헌에서 catalyst 양을 줄일수록 ee값이 높아졌다는 실험결과가
있었다.[28] 이에 착안해 촉매량을 0.1mol%로 기존의 1/100로 줄여서
첨가했을 때 ee값이 55%로 크게 향상된 결과를 얻었다. (Table 3, entry 3)
하지만 반응시간이 오래 걸리고 온도조건을 낮출 경우 오히려 ee값이
다시 낮아졌다. (Table 3, entry 4)따라서 ee값을 낮추기위해서 촉매량을
낮추는 것이 효과가 있지만 온도를 낮추는 효과와는 서로 상가작용 또는
상승작용을 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가장 높은 ee 값으로 나온 entry 3 의 41 에 대한 절대 배열을
확정하기 위해 2010 년 이번 연구와 같은 기질로 실험했던 Singh group
문헌의 HPLC data 와 비교해서 S form 임을 확인했다.[28]
최적화한 sulfa-Michael addition의 반응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이 상태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Figure 11) 촉매 47의
squaramide

부분에선

두

개의

amine기가

2-cyclohexen-1-one의

carbonyl기와 double hydrogen bonding을 이뤄서 기질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생각했다. 그 다음 염기성을 갖고 있는 47의 quinuclidine 질소
부분이 thiol을 활성화시켜서 quinuclidinium ion을 형성하고 생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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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olate와 이온쌍을 형성할 것이라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47의 입체구조
때문에 2-cyclohexen-1-one의 Si face로 thiolate가 접근하게 되고 따라서
S form의 41을 major하게 생성할 것이라 생각했다.

Figure 11. Proposed transition stat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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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Scheme 9. Optimization of organocatalytic asymmetric SMA

본 연구에선 화학반응에 여러가지로 이점이 있는 organocatalyst를
이용하여

생물학적으로도,

약학적으로도

유의미한

organosulfur

compound를 합성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sulfur group을 sulfaMichael addition 반응을 통해 도입하고자 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free
amine bifunctional organocatalysis condition으로 2-cyclohexen-1-one과
thiophenol에 cinchona alkaloid 계열 촉매 47을 0.1mol% 첨가하는
반응으로 최적화했다. (Scheme 9) 그 결과 수율 82%, 광학수율 55%

ee로 41을 얻을 수 있었으며 절대 배열은 S form 이었다. 하지만
반응시간이
남아있는

매우

긴

결과였다.

반응이었고
따라서

광학수율도

추가적인

개선의

최적화

여지가

과정으로

많이

catalyst

screening과 다양한 기질에 대한 screening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sulfa-Michael addition method 개발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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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 험
Nuclear magnetic resonance (1H-NMR &

13

C-NMR) spectra 는 JEOL

JNM-ECZ 400S/L [400 MHz (1H), 125 MHz (13C)] spectrometer를
사용하였다. 1H-NMR &
77.23 in

13

13

C-NMR spectra 는 CDCl3 (δ 7.24 in 1H and δ

C)를 내부 기준으로 하여 측정하였으며, chemical shift는

ppm(parts per million) 단위로, coupling constant (J)는 Hz로 표기하였다.
Infrared (IR) spectra는 KBr pellet사용했고 기계로는 JASCO FT/IR-4200을
사용하였다. Low-resolution mass spectra (LRMS)와 high-resolution mass
spectra (HRMS)는 JEOL JMS 700-2 spectrometer로 측정하였다. Optical
rotations은 JASCO polarimeter P-2000 serie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HPLC 기계는 Instrument (Hitachi, L-2130)와 software (Hitachi, Version
LaChrom 8908800-07)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물질의 거울상 이성질체
과잉율 (enantiomeric excess, ee)은 4.6 mm x 250 mm Daicel Chiralpak
AD-H columns를 사용하여 HPLC 기계로 측정하였다. TLC는 Merck
precoated TLC plate (silica gel 60 GF254, 0.25 mm)를 사용하였다. Flash
column chromatography은 E. Merch Kieselgel 60 (230~400 mesh)를
사용하였다. MPLC는 Biotage Isolera one에서 SNAP Ultra 10g column을
사용하였다. 반응용기는 100℃ dry oven에서 건조하여 사용하였으며,
모든 무수 반응은 Ar기체 하에서 시행되었다.

73

(S)-3-(phenylthio)cyclohexan-1-one (41)

본 연구에서 유기촉매를 활용한 sulfa-Michael addition에 관한 최적화
결과로 이 물질을 82% 수율, 55% ee의 light yellow caramel 물질로 41
합성했다. 절대 배열은 참고문헌과 비교하여 HPLC data를 해석한 결과 S
form임을 확인했다.[28]
광학적 선택성은 chiral HPLC로 분석했다. (DAICEL Chiralpak AD-H,
hexane : 2-propanol = 95 : 5), flow rate = 1.0 ml/min, 23 °C, λ = 254 nm,
retention time, S (major) 10.9 min, R (minor) 13.7 min, 55% ee. ; 1H-NMR
(400 MHz, CDCl3) δ 7.44-7.36 (m, 2H), 7.35-7.26 (m, 3H), 3.50-3.35 (m,
1H), 2.75-2.59 (m, 1H), 2.46-2.05 (m, 5H), 1.83-1.65 (m, 2H) ppm ;

13

C-

NMR (125 MHz, CDCl3) δ 208.53, 133.00, 132.86, 128.89, 127.60, 47.55,
45.91, 40.69, 31.01, 23.83 ppm ; IR (KBr) 2942, 1714 cm-1 ; HRMS (FAB) :
calcd for [C12H14OS]+ : 206.0765, found : 206.0766 ; [α]20D = -51.55 (55%

ee, c =1, CHCl3), Lit. [Singh group. J. Org. Chem. 2010, 75, 2089] [α]20D =
-85.2 (>99% ee, c =1, CHC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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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부 록
1

H-NMR of compound 41 (400MHz, CDCl3)

13

C-NMR of compound 41 (125MHz, CDCl3)

78

HPLC Graph for racemic 41

HPLC Graph for chiral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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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Abstract
The area of asymmetric organocatalysis grew rapidly and it had many
advantages. These catalysts have been reported to be effective in various
chemical reactions such as Alkylation, Michael addition and etc. They
were also applied to phase-transfer catalysis. (e.g. cinchona alkaloid
derivatives)
In this report, we tried to develop the synthesis of organosulfur
compound with the asymmetric organocatalysis. For this study, we
focused on sulfa-Michael addition and tried to find the efficient
organocatalytic reaction which have not been reported before. We
selected the substrate with 2-cyclohexen-1-one for the electrophile and
thiophenol for the nucleophile. We screened the reaction conditions
about bases, temperature, catalysts and amount of catalyst. Finally, we
found the condition with 82% yield and 55% ee. We hope that sulfaMichael reaction, which produces improved yield and ee, will be
developed through additional optimization after this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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