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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메탄올 속에서 여러가지 치환기를 가진 아닐린과 염화메탄술포닐의 반응을 속도론적으 

로 연구한 결과 Sn2 반응메카니즘으로 진행됨을 알았다.

아닐 린의 치 환기 효과를 Br^nsted plot 와 Hammett plot 로 검 토한 결 과 직 선관계 를 얻 었 다，8 값 

(戶=0・84)과 0값(p=—2.46)으로 보아 전이상태에서 bond formation 이 보다 진행된 상태 임을 짐작 할 

수 있었다.

오르토 메틸아닐린의 반응속도는 아닐린의 오르토위치의 입체효과 때문에 아닐린의 머】타, 파라치 

환체를 바탕으로 얻어진 Br由!머ed plot 에서 벗어 남을 보여주었다.

파라치환체에 있어서는 치환기의 electron donating ability 가 증가함에 盾따라 气의 값은 감소하고

4砂의 값은 음의 값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ABSTRACT. Rates of reactions of methanesulfonyl chloride with various substituted anilines have 

been measured in methanDl.
Substituent effects in aniln? are found to be linearly correlated 卜 with pKa (Br^nsted relation with 

月=0. 84) and p (Hammett equation with 日=一2. 46) respectively.
The results are interpreted in terms of degree of bond-formation at the transition state, which was 

found to have progressed relatively further.
The rates for o-methylaniline deviated from the Br^nsted plot established by meta and para substi

tuted anilines because of a steric effect of ortho position in aniline. Activation parameters, and 

专 have also been determined.
The enthalpy of activation showed a regular variation in that electron donating substituents in the 

^-substituted aniline decrease 8H녹 and increase the negative value of 4S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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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포화탄소 원자와 카르보닐탄소, 원자에 대한 

친핵성 치환반응은 널리 연구되어 왔다% 그러 

나 황 중심 원자에 대해서는 할로겐술포닐의 

가용매 분해 반응에 관한 것과 % negative nucleo- 
phile 의 direct substitution 에 관한 약간의 연구 

보고% 그리고황 중심 원자의 친핵성 치환반응 

에 대한 몇편의 보고가 있을 뿐이다 1
Tetra co-ordinated sulfur 에서 친핵 성 치 환반응 

을 할 때의 반응성에 미치는 구조의 영향을 연 

구하기 위하여 Rogne 는 메 탄올 속에서 몇몇 ar
omatic sulfonyl chloride 와 일련의 치환아닐린과 

의 반응에 대한 속도상수를 측정하였다 5. 이 때 

의 반응은 식& (1)에 따라 일 어 난다고 하였다.

RSO,C1 + 2H2NR, = RSQNHR'
-+ h3nrz + cr (1)

이와같은 홯 중심의 친핵성 치환반응에 대하여 

aromatic sulfonyl chloride 와 친핵성 물질과의 반 

응에 서 는 반응메 카니 즘이 Sv2 라고 하는 Rogne 
5』등과 addition-elimination (S^N) 이라고 하 

는 Ciuflarine 8 등의 주장이 맞서 논난을 벌 이 

고 있다. 그러나 염화 알칸술포닐류의 친핵성 

반응에 관해서는 아직 연구되어 있지 않다. 

본 실험은 지금까지 보고되어 있지 않은 이 반 

응메카니즘에 대하여 속도론적으로 연구한 것이 

다.

포화탄소 원자의 여 러가지 화학반응에 있어서 

그 반응메카니즘을 구명하기 위하여서는 일반적 

으로 식 ⑵의 모양을 갖춘 직선 자유에너지 관 

계 9 의 식 들이 쓰이 고 있다.

log 为log 為)(2)

여기서 k 및 崗는 치환기를 가진 물질 및 치환 

기를 가지지 않은 물질의 평형상수 혹은 반응속 

도상수이 며 a 와 3 는 상수이 다.

본 실험에서는 이들 직선적 자유에너지 관계 

의 식 들 가운데 서 Br^nsted 관계식 物및 Hammett 
관계식 n을 황 중심 원자의 친핵성 치환반응에 

적용하여 직선관계 성립 여부를 검토하여 반응 

메카니즘을 구명하기로 했다.

Vol 19, No. 3, 1975

곧 여러가지 유기 용매 속에서 여러가지 ali
phatic sulfonyl chloride 와 친핵체간의 반응을 속 

도론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전자주는 

기의 하나인 메틸기와 전자반는기인 클로로기 

및 니트로기들의 치환기를 메타 또는 파라위치 

에 갖고 있는 아닐린과 염 화메 탄술포닐을 메 탄올 

속에서 각각 주어진 다른 온도에서 반응시켜 그 

반응속도를 측정하고 열역학적 파라미터를 결정 

하였다. 그리 고, Br^nsted plot 와 Hammett plot 
에 서 직 선 관계 를 얻 어 , sensitivity parameter 戶와 

。의 값을 구하여 전이상태를 검토하였다. 또한 

오르토-메틸아닐린에 대한 반응속도를 결정하여 

입체장애를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위 에서 결정 

된 열역학적 파라미 터 4H* 맟 4肾를 검토하였다.

실 험

시약과 기기. 염화메탄술포닐 (MSC)은 Wako 
Pure Chemical Ind. Ltd. 제 시 약을 재 증류 하였 

고, 所-메틸아닐린, 아닐린,Z-클로로아닐린등 

은 1 급시 약을 재 증류 하였 다. 니 트로아닐 린

은 메탄올에서 재결정 하였고 力-메틸아닐린, p- 

클로로아닐 린은 1 급시 약을 그대 로 사용하였다. 

메탄올은 Katayama Chemical 제 시 약 특급을 재 

증류하여 사용하였다.

전도도 측정 장치 로는 conductivity bridge model 
type RA—18 (Beckman) 을 사용하였으며, cell 
constant 는 0.2 cm'1 이 었 디-. 항온조는 type BH— 
2(Yamato) 를 사용하였다.

반응속도 측정. 주어진 온도로 유지되는 항 

온조 속에 장치된 conductivity cell 속에서 반응 

을진행 시 켰다. 반응온도는 오차士0. 05。(3의 범 

위에서 15, 25, 35°C로 각각 고정했다.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 고 있는 항온조속에 장 

치된 conductivity cell 속에 아닐린의 메탄올 용 

액 을 넣고 항온이 되도록 10분간 유지해 두었다. 

여기에 0. 05 ml 21 염 화술포닐-아세톤용액을 가一 

하여 전도도를 측정하였다. 이때의 염화슬포닐의 

최종 농도는 약 5X10TM이다. 메탄올 속의 아 

닐 린의 농도는 최저 0.01 M, 최고 0.5M사이에 
서 변화를 시켰다. 반응의 결과로 이온(氏血, 

C「) 이 생 기 므로 반응용액 의 전도도가 증가한다_ 



158 李錫琪

반응속도는 전도도 人의 증가로써 측정하였다. 

아닐린의 농도는 항상 substrate 의 농도보다 월 

등하게 크므로 pseudo first-order rate constant 
는 Guggenheim 식 12 ⑶에 의해 구하였다.

定+In (人一*) = const. (3)

이 때 ;!는 £시 간에 있어 서의 전도도이 고 人'는 

시 간에 있어 서의 전도도이다. / 는 상수이 

다. 2차 반응속도 상수는 아닐 린의 농도의 변 

화에 따라 실측된 1차 반응속도 상수의 plot 에 

에서 얻어지는 직선의 기울기로 부터 계산하였 

다. 염화술포닐과 아닐린에서 얻어진 sulfonanili- 
、de의 생성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으므로 생성 

물은 유리시키지 않았다. MSC와 여러종류의 

아닐린 치 환체와의 반응에 대한 전도도를 주어 

진 온도에서 측정할 때, 아닐린의 농도를 바꾸 

「어가면서 이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중에서 대표 

적인것 하나만을 Table 1 에 나타내었다.

위 의 data 에 서 반응시 간에 따른 log (兀+l" 

의 변화를 plot 한 것을 Fig. 1 에 나타내 었으며

위의宓g. 1 에 나타난 기울기에서 1 차 반응속도 

상수를 구하였다. 즉 RSO,C1 에 관하여 1 차이 

다. 또한 아닐린 농도의 변화에 따른 이들 1차 

속도 상수의 값을 plot 하니 직선이 얻어 졌다.

Iiye，:二三：1；

Fig, 1. Plot for the reaction of anilin은 with MSC 
in methanol at 25 °C.
〔MSC〕=5X10T M, C^NH2) =0. 02474 M.

Table 1. The conductometrical data for the reaction 
of MSC with aniline in methanol at 25 °C. 
[CH3SO2Cl]-5X10-4M 
(dNH2)=0. 02474 M J = 120 min.

Time 
(min.)

차 
HE) 总+4 为+4—确

_ log \
(，‘+』一爲)

0 56.7 195.4 138.7 2.1422
1 58.9 196.2 137.3 2.1377
2 61.0 196.7 135.7 2.1326
3 63.1 197.4 134.3 2. 1281
4 65.2 198.0 132.8 2.1232

5 67.2 198.7 131.5 2.1189
6 69.0 199.3 130.3 2.1149
7 70.8 199.9 129.1 2.1109
8 72.6 200.5 127.9 2.1069
9 74.4 201.1 126.7 2.1028

10 76.2 202.6 125.4 2. 0983
11 77.9 202.1 124.2 2. 0941
12 79.7 202.7 123.0 2. 0899
13 81.4 203.2 121.8 2. 0857
14 83.2 203.8 120.6 2. 0823
15 84-9 204.3 119.4 2. 0770

(
*
0
1
X
 
-

-■1  드°
§

rlK 
*
'•

10. c

Aniline concentration(M/l)

Fig. 2. Plot of the observed first-order rate constants 
against the aniline concentration for the reaction 
of MSC with />-chloroaniline ia methanol at 
35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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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ate constants and activation parameters for the reaction of methanesulfonyl diloride with aniline 
in methanol at 15, 25 and 35 °C.

Aniline Substituent 
pKa 15 °C

lOU/z
25 °C 35 °C

/H호/kcal mol*1 jSVcal mol'1 K-1

/»-Methylanilne 5. 08 48.5 84.5 111 6. 70 一45. 5
w-Methylaniline 4.71 20.2 44-4 75.0 10-9 -34.8
Aniline 4. 59 18.8 36.5 54.6 8. 70 -40.4
/>~Chloroaniline 3. 98 5. 08 9. 78 20.3 11.5 -35.7
m~ChloroaniIine 3.52 3. 06 5. 27 8.10 7.9 -48.9
??z-NitroaniIine 2. 46 0. 388 0. 536 1.17 9.0 -49.9
o-Methylanilire 4. 39 2. 29 8. 70 17.0 14.7 -25.1

이 직 선의 기 울기 로부터 2 차 반응속도상수를 

구하였다.

이것은 이 반응이 아닐린에 관하여도 1차임 

을 말해 준다. 대 표적 인 예 를 Fig- 2 에 나타내 

었다. 활성 화 파라미 터 는 T-i 에 대 한 ln(〃T) 
의 변화를 최소 자승법으로 계산하였디-.

결과 및 고찰

실측된 반응속도상수는 F/g. 1 에서 보듯이 

1 차 이었다. 아닐린의 농도에 대한 실측된 반 

응속도상수값의 plot 도 또한 Fig. 2에서 보인바 

와 같이 모든 경우에 직선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 반응은 전형 적 인 2차 반응이 다. 15, 25, 
35 °C 에 서 구한 2 차 반응속도 상수와 이 로부터 

계 산된 활성 화 파라미 터 들을 Table 2에 종합하 

였다.

MSC 의 가용매 분해의 1 차 반응속도 상수는 

25°C에서 庇=3.18x10-5이었다. 따라서 가용 

매 분해 속도는 nz-NC&gNH? 이외의 경 우에 는 

본 반응속도에 큰 영 향이 없 었으며 보정 을 요하지 

않았다. 보정치는 모두 실험오차 이내에 들어갔 

다. 加-NO2©NH2 의 경 우, 가용매 분해 반응속 

도상수를 보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반응은 각 물질 즉 RS6C1 와 rznh2 에 의 

하여 각각 1차이므로 반응속도식은 (4)로 표시 

된다.

Rate=^(RSO2Cl] (H2NRZ) (4)

여기서 & 는 2차반응속도상수이다.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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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Br^nsted plot for the reaction of substituted 
anilines with MSC in methanol at 25°C.

로 반응속도는 염화벤젠술포닐의 경우에 비하 

여 느린 편이다.

예컨데, 25°C에서는 아닐린과의 속도상수값이 

염 화벤젠술포닐의 경 우 6.86x10'2 I mor1 sec-1 
°1 다.

이것은 MSC의 경우보다 약 20배 빠르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와같은 현상은 비록 친핵체가 아닐린의 경 

우만이 아니고 halide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임이, 

보고되고 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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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종류의 치환 아닐린과 MSC 의 반응에 대 

한 속도상수는 Fig. 3 에 나타낸 바와 같이 Br°ns- 
ted plot 즉, 값에 대한 log 如의 변화를 나타 

낸 직선의 기울기와 선상관계수는 최소 자승법 

에 의 해 계 산했다. 단》Ka 값은 인용문헌 14에 

서 발췌하였다.

J7g. 3 에서 직 선의 기울기 Brcinsted slope 伊는 

0- 84 이 었다. 선상관계수 7• 는。. 997 이 었다.

이 Fig. 3 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친핵체의 

염 기 도에 대 한 반응의 sensitivity 의 척 도로 쓰 

이는 Br^nsted slope 는 염 화술포닐의 치환기 의 

electron attracting power 에 의 한다고 보고되 어 

있다5. 이 0의 값은 bond formation 의 정도를 

나타내어 주는 것으로 완전한 bond formation 의 

값은 1.5정도의 값을 가진다는 것이 알려져 있 

다. 따라서 본 실험의 결과는 MSC와 아닐린간 

의 반응에 서 는 전이 상태 에 서 5약 반정 도의 bond 
formation 이 진행되 고 있음을 시 사한다.

염 화벤젠술포닐의 경 우보다 MSC 의 경 우가 전 

이 상태에서 bond formation 이 더 진행된 것 임을 

나타내 준다.

오르토-메 틸 아닐 린의 속도상수가 Fig. 3에 나 

타난 직선의 식 (5)에서

log &=0.84/&Z—6.30 (5)

크게 벗어남을 (6)에 의해 계산하였다.

Jlogk=log^o (calculated) 一 log& (observation) (6) 

/log 如의 값이 0.43 이 었다. 이 러한 벗어 남은 아 

닐린이 친핵적 공격을 할때 아닐린의 치환기가 

오르토위 치 에 있으므로 입 체장애 를 받기 때 문 

이 다.

MSC 와 여러 종류의 아닐린 치환체와의 반응 

속도상수와 0■ 값과를 plot 한 Hammett plot 를 

F/g.4에 나타내 었 다. 이 직 선의 기 울기 P 는 

—2.46 이었다. 선상관계수，는 0.945 이었다. 

아닐린을 중심으로 볼 때는 MSC가 친전자 반 

응을 하는 것 이 므로 negative slope 가 나오는 까 

닭을 이해할 수가 있다. 즉 아닐린 질소 원자 

의 전자밀도가 크면 클수록 황 중심을 쉽게 공

Fig. 4. Hammett plot for the reaction of substituted 
anilines with methanesulfonyl chloride in 
methanol at 25 °C.（7=0.945）

격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직선 자유에너지 관계는 탄소원자 

에서 적용될 뿐만 아니라 황원자에서도 잘 성립 

함을 알 수 있다.

Table 2 에 서 보여 주는 열 역 학적 피-라미 터 JZ7* 
와，S*를 검토해 볼 때, 파라치환체에 있어서 

는 치 환기 의 electron donating ability 가 증가함 

에 따라 4?笋의 값은 감소하고 /S* 의 값은 부 

값이 커지고 있다.

메타치환체에 있어서는, 이와같은 亓척성이 

성 립 하지 않고 있 다. 이 것은 Rogne 도 이 미 발 

견한 바이며 여러가지 단순한 치환기효과 이외 

에도 요인이 있기 때 문에 이 와 같은 현상이 일어 

난다고 설명하고 있다混.

오르토치환체에 있어서는 2优户와 4S*의 값이 

증가하고 있다. 이 것은 bulk effect M 보다 오히 

려 용매 화의 steric inhibition 을 나타내 는 것으로 

서 steric interferance 가 직 선 자유에 너 지 관계 식 

으로 부터 벗어난다는 원인이 된다는 일반적인 

관찰 * 과 일치 하고 있다.

aromatic sulfonyl chloride 오｝ 아닐 린의 여 러가 

지 치 환체 에 관한 반응은 황에 서 2분자 친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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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환 반응이 일어 나는 Sn 2 형 반응이 다. 염 화알 

칸술포닐에 속하는 MSC 와 아닐린의 여러가지 

치환체와의 반응에서도 속도론, 활성화 파라미 

터 등으로 황 위 에서 아닐린이 친핵적 공격을 하 

고 있음을 짐 작할 수 있다. 물론 Ciuffarin 이 주 

장하는 바" addition elimination （S財N） mechanism 
에서 처럼 다음 （7）과 같은 중간체을 거쳐 반응 

한다고 설명 할 수도 있으나, Rogne 가 말하였듯 

이 구태 어 그와 같은 복잡한 단계 를 가정 할 필 

요는 없는 것으로 본다.

실제로 이 두 메카니즘은 본 실험에서와 같은 

열 역 학적 data 만으로는 구별 이 곤란하다.

Br^nsted plot 나 Hammett plot 와 같은 직 선 자 

유에너지 관계의 성립은 메카니즘이 치환체의 종 

류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므로, 아 

닐린의 치환체들은 모두 같은 메카니즘으로 염 

화 메탄 슬포닐과 반응한다고 할 수 있다.

0.84 라는 Bronsted 기 울기 로 보아 전 이 상태 에 서 

bond formation 이 보다 진행 된 상태 이 다. 이 것 

은 친핵체 의 치 환기 효과 즉 pc plot 에 서 꽤 큰 

음의 10값3=—2.46）을 보인 것으로도 짐주!■이 

된다.

본 연구를 지도해 주신 부산대학교 李億石교 

수와 인하대학교 李益春교수, 그리고 실험을 도 

.와 주신 부산대 학교 강경태 전 임 강사에 게 감사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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