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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5% dioxane 수용액 속에 서 a-nitrobenzaldehydephenylhydrazone 여 러 유도체 (/)一N。?, 

P-Cl, m-NO2l 力-CI%)에 대해 pH 의 변화에 따르는 가수분해 속도상수를 25°C 에서 자외선 분광광 

도법으로 측정하여 넓은 pH에서 잘 맞는 반응 속도식을 구하였다. 가수분해 속도에 미치는 치환기 

효과를 고려하고자 Hammett의 식을 정용한 결과 pHLO에서는 p~Q. 18, pH7.0에서는 p=0.06을 

얻었다. pH의 변화에 따르는 반응속도상수의 변화, 용매효과, 치환기효과, 산해리상수 측정 등으로 

부터 a-nitrobenzaldehydephenylhydrazone 가수분해는 pH 3. 0 이 하에 서 는 5^1, pH 4. 0 이 상에서 

는 1,3-dipole을 거치는 반응이 pH3.0과 pH4.0 사이에서는 이 두 반응이 경쟁적으로 일어남을 알 

았다.

ABSTRACT The kinetics of hydrolysis of a-nitrobenzaldehydephenylhydrazone derivatives (/>- 
NO2, m-NC)2, />-Cl,力一CH3) have been investigated by UV spectrometry in 25 % dioxane-water at 
25 °C and a rate equation which can be applied over wide pH range was obtained. From the rate 
equation and the effect of solvent, substituent and pKa on the rate equation, the following reaction 
mechanisms were proposed. Below pH 3. 0 the hydrolysis of a-nitrobenzaldehydehydephenylhydra- 
zone proceeds by SnI mechanism, while above pH 4- 0 the hydrolysis proceeds through 1,3-dipole 
ion mechanism. In the range of pH from 3. 0 to 4. 0 these two reactions occur competitively.

1. 서 론

Azomethine 의 탄소-질소 이중결합은 탄소-탄 

소 이중결합과 같이 약한 한개의 兀-bond 를 갖고 

있지만 탄소-탄소 이중결합과는 달리 극성이 세 

므로 반응성이 크며 치 환반응은 탄소 원자에서 

는 치환과질소원자의 치환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탄소원자에 전자끄는기가 결합되어 있으 

면 탄소원자에 대한 친핵성 첨가반응이 일어나 

며 전자밀도가 큰 질소원자에는 친전자성 치환 

반응이 잘 일어난다. 이러한 반응은 헤테로고리 

화합물의 합성에 대한 중간체로 많이 이용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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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메카니즘도 정성적으로 설명되고 있다E.

Scott，는 산성용액에서 N-arylbenzhydrazidic 
bromide 의 가수분해 반응이 azocarbonium 이온 

을 거치는 SN1 반응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을 밝 

혔다.

한편. 염기인 triethyl amine속에서는 중간체 

로서 1,3-dipolar 이 온이 생 긴다는 사실은 Smith， 
가 처음 밝혔으며 그 후 Huisgen"의 연구로 더 

욱 그 보편성이 인정되었다.

Ugi, Beck 및 Fetzer8 는 아세톤 수용액에서 

여러 가지 imidoyl chloride 유도체의 가수분해 

속도상수를 측정한 결과 탄소 혹은 질소에 결합 

된 페닐기에 전자를 끄는기가 결합되어 있으면 

가수분해 반응속도는 감소하며 반면에 전자를 

주는기는 반응속도를 증가시켜 줌을 알았다. 이 

리 한 사실로 부터 nitrilium ion pair 을 거치는 

두 단계 반응이 SnI 메카니즘에 의해 반응이 

일어남을 알았다.

또한, 김 9 등은 N- (2,4-dinitrophenyl) benzimi
doyl chloride 의 가수분해 반응메카니즘은 pH 
7. 0 이 하에 서 는 carbonium ion 중간체 를 거 쳐 

진행되는 SnI 반응이며 pH8.5 이상에서는 hy
droxide ion과 imidoyl chloride 농도에 비례하 

는 Sn2 반응메카니즘에 의해 진행 됨을 알았 

다.

Hegarty^。는 70 % dioxane 수용액 속에서 a- 
itro-N-(0-nitro-phenyl) benzaldehydephenylhy- 
ydrazone 이 가수분해 될 때 pH 에 따르는 반응 

속도상수의 변화를 그려본 결과 pH 3.0 이하에 

서는 수소이온농도에 무관하나 pH 5.0 이상에서 

는 pH 에 따라 급격 히 증가함을 알았다. 산성용 

매에서 일어나는 hydrazidic halide의 가수분해 

는 중성 및 염기성에서 일어나는 반응과는 달리 

매우 복잡하여 용매의 성질과 치환기가 전자를 

끄는 힘에 따라 또는 입체적인 영향에 의해 그 

반응메카니즘이 변화함도 알았다.

김“ 등은 60% dioxane수용액 속에서 잘 떨어 

져 나가는 -Br 기 가 결합된 benzohydrazonyl bro- 
mide 의 가수분해 반응메카니즘을 연구한 결과 

pH 2.0 이하에서 는 반응속도가 pH 에 무관하나 

pH 4.0 이상에서는 hydroxide 이온농도에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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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알았다. 용매 효과와 치환기 효과와 mass
law effect 둥으로 부터 pH 2. 0 이 하에 서 는 car

bonium 이온중간체를 거치는 SnI 반응에 의해 

진행 되 나 pH 4. 0 이 상에 서 는 hydrazonyl bromide 
에 직접 hydroxide 이온이 반응하는 SN2 반응 

이, pH 2.0과 pH 4.0 사이 에서 는 이 두 반응이 

경쟁적으로 일어남을 알았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hydrazonyl 유도체의 

가수분해 는 SnL Sn 2 혹은 1,3-dipole 이 온 메 

카니즘이 제안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란도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탈성이 좋지 않 

은 니 트로기 가 결 합된 a-nitrobenzaldehydephen- 
ylhydrazone 의 arylidine 고리 에 각종 치 환체 가 

결합된 여러 유도체들을 합성하여 반응속도에 

미치는 치환기효과 및 용매효과를 고려하여 아 

직 잘 알려지지 않은 산성 및 중성과 염기성용 

매 에서의 가수분해 반응메카니즘을 정 량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2.실 험

a-Nitrobenzaldehydephenylhydrazone 및 유도 

체의 합성은 Bamberger 와 PemelV，" 의 방법에 

의해 합성하였다.

가수분해 반응속도 상수 측정 은 dioxane-HjO 
25% 혼합 용액 을 사용하였고 NaCl 을 가하여 이 

온세기를 0.1 이 되도록 조절하였다. 반응속도는 

25 °C 의 항온조 속에서 100 mZ 들이 메스플라스 

크에 96〜98 前 의 완충용액 을 넣어 25 °C로 한 

후 여 기에 1. OX 10-3M의 a-nitrobenzaldehyde- 
phenylhydrazone 의 dioxane 용액 을 2 〜 4 mZ 넣 

어 100 mZ 로 하고 시 간에 따르는 시 료물질의 농 

도 즉 흡광도를 분광광도계 (Unican SP 500) 에 

의하여 일정한 파장 (力-H : 為*=413nm, p- 
NO2 : max—407 nm, m-N02 :人y=405nm,
0-C1 : 爲g=425nm, />-CH3 : 爲山：=420 nm) 에
서 측정하였다.

3. 결 고卜

a-Nitrobenzaldephydephenylhydrazone 을 

dioxane-H?。혼합용액 에 넣 어 그 농도가 3Xl()f 
“이 되도록 하여 일정한 pH 에서 시간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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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irst-order rate constants for the hydrolysis 
of a-nitrobenzaldehydephenylhydrazone in 25 % dioxane 
at 25 °C.

pH 尾 M(secT)X107 ^Caic(sec-1) X107

0.00 9.25 9.25
0.50 8.75 9.25
1.00 9.67 9.25
1.50 9.57 9.25
2.00 9.50 9.25
2.50 9.28 9.25
3.00 9.24 9.25
3.50 11.5 9. 26
4. 00 15.1 9. 28
4.50 15.7 9.34
5.00 17.9 9.54
5.50 24.5 10.2
6.00 29.3 12.1
6.50 35.2 l&l
7.00 41.7 34.9
7.50 47.0 74.4
8.00 57.1 136
8.50 84.2 217
9.00 96.0 229
9.50 121 232

10.00 143 234
10.50 159 234
11.00 189 234
11.50 213 234
12.00 210 234
12.50 215 234
13.00 220 234
13.50 211 234
14.00 224 234

^obsCsec-1) X107
pH

Table 2. First-order rate constant for the hydrolysis 
of a-nitrobenzaldehydephenylhydrazone derivatives in 
25 % dioxane-HaO at 25 °C.

/>-NO2 m-N02, p~Cl />-CH2

0.00 8. 31 9.02 9.12 10.3
0.50 8.42 9. 05 9.21 10.9
1.00 8.49 9.22 9.48 10. 8
1.50 8.60 9.07 9. 20 10.7
2.00 8.21 9.08 9. 00 10.4
2.50 8.51 9,28 a 90 10.6
3.00 9.40 9.45 9. 21 10.7
3.50 11.6 9.82 11.1 11. G
4.00 13.1 10.2 14.0 14.4
4.50 15.6 17.3 17.9 15.6
5.00 16.6 21.2 19.3 19.1
5.50 21.5 24.3 21.2 21.1
6-00 25.0 34.8 29.8 25.3
6.50 33.9 37.2 34.3 32 4
7.00 45.8 43.6 43.2 39.9
7.50 52.1 66.7 52.1 4&L
&00 64.3 83.2 72.1 51.7
8.50 68.7 95.6 89.1 66.3
9.00 82.1 120 98.6 82.9
9.50 98.0 199 151 94.3

10.00 122 243 192 118
10.50 146 297 210 172
11. 00 201 321 275 149
11.50 286 335 280 147
12.00 475 347 273 151
12.50 476 349 295 146
13.00 426 353 298 147
13. 50 479 359 301 148
14. 00 455 376 299 150

Fig. 1. plot of log (ODJ vs. time for the hydrolysis 
of a-nitrobenzaldehydephenylhyrazone at pH 4. 00, 25°C 
and 0.1 ionic strength.

Fig, 2. pH-rate profile for the hydrolysis of a-nitro- 
benzaldehydephenylhydrazone at 25 °C and 0.1 ionic 
strength.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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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농도의 변화 즉 흡광도(A)의 변화를 측정하 

여 log 厶 값을 시간에 대해 그려본 결과 전형적 

인 일차반응 임을 알았다.

한 예 로 pH 4. 0에 서 a-nitrobenzaldehydephen- 
ylhydrazone 을 413nm 에서 시 간에 따르는 흙 

광도를 측정한 결과는 珂g.l과 같으며 이 기울 

기에서 구한 일차 반응속도상수 知m 는 1. 51X 
10一囁(厂1이 다. Table' 은 같은 방법 으로 여 러 

pH에서 구한 일차반응 속도상수 값들이다, 이 

如搦 의 log 값을 여 러 pH 에 서 그려 본 결과는 Fig. 

2와 같匸L Table 2 는 a-nitrobenzaldehydephen- 
ylhydrazone 의 여러 유도체들에 대해 각 pH 에 

서 같은 방법으로 구한 일차반응 속도상수Qm) 
을 나타낸 것이다.

4.고  찰

가수분해 속도상수에 미치는 용매효과를 살 

펴보기 위해서 a-nitrobenzaldehydephenylhydra- 
zone 의 가수분해 반응속도상수를 pH 2. 5와 

6.0에서 dioxane 의 혼합 비율을 달리하여 측정 

한 결과는 7部"3 과 같다. T泌"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pH 6. 0과 25에 서 의 용매 효과는 약 

간의 차이 는 있지 만 둘다 H2O 양이 증가할 수록 

반응이 빨라짐을 알았다. 이것은 Svl 반응 때 

와 같이 전이상태에서 전하의 분리가 반응 물질 

보다 더욱 크게 일어남을 말해 주고 있다.

반응속도에 미치는 치환기효과를 고려하기 

위해서 pHl.O과 20에서 log知K 값을。에 대해 

그려 본 결과는 Fig. 3 및 4와 같다. pHLO에서 

는 반응 속도가 ©값에 반비레하여 직선의 기울 

기로부터 0 값은 一0.18임을 알았다. 이 부의 

기울기를 갖는다는 것은 치환기의 전자를 주는 

힘이 클 수록 이 반응속도는 점점 증가함을 말 

해 준다. 그러 나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pH
2. 0에서의 Hammett plot한 결과는 낮은 pH 애 

서와는 달리 p=+0.06 값을 나타낸다. 이것은 

치 환기가 전자를 끄는 힘 이 클 수록 반응이 빨라 

짐을 의미하며 이때의 P값이 매우 작기 때문에 

치환기의 영 향은 별로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P값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높은 pH에서와 낮은 pH 에서와는 다른 메카냬 

즘으로 가수분해 반응이 진행됨을 암시해 주고 

있다.

한편, a-nitrobenzaldehydephenylhydrazone 을 

pH 4.0, 5.0, 6.0, 13.0, 14.0에서 가수분해 시 

키 면서 UV-Spectrum 을 관찰한 걸과 Fig. 5을 

얻었다. 여기서 365 nm 와 432 nm 에서 isobestic

Fig. 3 Hammett plot for the hydrolysis of the a- 
nitrobenzaldehydephenylhydrazone at pH 1. 0 and 25 °C 
in 25 96 dioxane (p= —0.18).

Table 3. Rate constants for the hydrolysis of a- 
nitrobenzaldehydephenylhydrazone in mixed solvents at 
pH 2.50, 6・ 00 and 25 °C.

pH 2. 50 pH 6.00
Dioxane-HgO

(%)
j^(sec-1) X108 Dioxane-H2O

(%) ^(sec'1) X108

95 1.9 95 4.8
85 1.3 85 4.0
75 0.93 75 2.9
55 0.82 55 2.2
35 0.79 35 1.9
15 0. 76 15 1.5

Fig. 4 Hammett plot for the hydrolysis of the a— 
nitrobenzadehydephenylhydrazone at pH 7. Q and 25° C in 
25 % dioxane (p=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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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가 생기며 이것은 다음과 같이 두 화합물 

이 평형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X=Y+H+

Isobestic point7\ 한 개 이상 존재할 경우 실 

험적으로 산이온화 상수를 구할 수 있다. 실험 

적 으로 구한 a-nitrobenzaldehydephenylhydra- 
zone 의 산이 온화 상수는 Ka=2. 25X10-8 이 었으 

며 같은 방법 으로 力-C1 및 m-N02 에 대한 & 

값은 각각 3.23X107 및 2.74X10-8이 었다.

pH 에 따르는 가수분해 속도상수의 변화, 용 

매효과 치 환기효과및 실험적으로 구한 산이온 

화 상수값 등으로 pH 3.0 이 하 즉 幻“ 가 pH 에 

무관한 부분에 서 는 가수분해 반응은 다음과 같 

이 carbonium 이온중간체를 거치는 SnI 반응 

이라고 생각하였다.

(HS+)

卷X妲謨+胛=X妲心*©

이 가수분해 과정에서는 C-NO2 결합이 끊어 

져 azocarbonium 이온이 생기는 과정이 속도결 

정 단계이고 이 carbonium 이온은 물과 반응하 

여 enol form 을 거 쳐 곧 안정 한 keto form 으로 

된다. 이 반응 메카니즘에서는 azocarbonium 이

Fig- 5 UV Spectrum of a-nitrobenzaldehydephenylhy- 
drazone at various pH in dioxane-water.
KD pH=14. 0, (2) pH=13.0, (3) pH=6. 0, (4) pH 
=5. 0, (5) jH=4. 0. 

온이 생기는 단계가 속도결정 단계이므로 전자 

주는기에 의해 반응이 빨라질 것이며, 치환기 

효과를 조사한 F/g. 3의 실험적 사실과 잘 부합 

된다. 이러한 메카니즘을 뒷받침해 주는 또 하 

나의 실험적 사실은 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용매효과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물의 함 

량이 증가할 수록 다시 말해 용매의 이온화 능 

력이 커짐에 따라 반응속도가 빨라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FainbergM가 지적한 바와 같이 속 

도 결정 단계 에 서 carbonium 이 온 생 성 반응과 

같은 전하증가 반응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일반 

적인 현상으로 설명되고 있다.

pH4.0 이상에서는 pH가 커짐에 따라 尾* 값 

도 증가하지만 F，g.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知" 

와 pH 사이의 기울기가 1이 아니 기 때문에 반 

응 속도가 hydroxide 이온농도의 일차에 비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용매효과, 

치환기효과, 산이온화 상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과 같은 1,3-dipole 이온이 형성되는 메카니즘을 

제안하였다.

+ 砖若으X紛加"*◎ + H®

=］寮5@>

즉 a-nitrobenzaldehydephenylhydrazone〔HS〕 

에 서 proton 이 이 탈되 어 conjugated base와 

평 형 상태 를 이 루며 이 conjugated base 에 서 다 

시 C-NO2 결합이 끊어져 1,3-dipole 이온〔S土〕 

이 생기는 과정의 속도결정 단계가 되며 이 1,3- 
dip시e 이 온에 물이 첨 가되 면 곧 enol form 을 거 

쳐 안정 한 keto form 인 hydrazide 로 된 다.

이 반응은 1,3-dipole 이 생기는 과정 이 속도 

결정 단계이므로 산해 리상수 K 는 치 환기가 전 

자를 끄는 힘이 클 수록 커지며 즉 (p<o), 니트 

로기가 떨어져 나가는 과정은 전자주는 힘이 클 

수록3〉0) 잘 일어나게 됨으로 치환기효과는 

서로 상쇄되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FVg. 3과 宓g.4에서 보는 바와 같이 SnI 반응으 

로진행되리라 생각되는 낮은 pH에서는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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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0.18이지만 dipole 이온중간체를 거치는 pH 

7.0에 서 는 p 값이 +0. 06인 작은 값을 갖는다. 이 

정 (正)의 값은 conjugated base 가 생기는 제 1 단 

계가 dipole 이온이 생기는 제 2단계보다 치환기 

효과를 더 욱 크게 받기 때 문이 라 생각할 수 있다. 

만약 이 반응이 수산화 음이온과 반응하는 Sn2 
에 의해 진행된다면 물의 함량이 증가 할수록 반 

응속도상수는 오히 려 작아져야 하며 F，g.2 에서 

기울기가 1이 되어야 하고 높은 pH에서 반응 

속도 상수가 pH 에 무관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 

아야 한다.

또 pH 3. 0과 4. 0 사이 에 서 는 SN1 반응과 1,3 
-dipole을 형성하는 반응이 경쟁적으로 일어날 

것이 예상된다.

위 반응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수분해 반응 

메카니즘은 두가지 메카니즘에 의해 진행된다. 

즉 pH 3.0 이 하에 서 는 속도상수가 pH 에 무관하 

며 중간 pH 4. 0 이 상에 서 는 hydroxide 이 온농도 

가 증가함에 따라 반응속도상수는 커지나 log 
知와 pH 사이의 기울기가 1°1 아니기 때문에 

반응속도 상수가 hydroxide 이온농도의 일차에 

비레하지 않는다. 전체 반응속도상수는 일반적 

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砧=加+屬S〕 (1)

여기서 岛는 낮은 pH에서의 무관한 부분이며 

如은 pH 에 따라 변화하는 부분의 속도 상수를 

나타낸다.

한편 가한 HS 의 전체 농도를〔HS〕t 라 하고 

평형 상태에 있는 HS 의 농도를 다玲〕“ 그의 

conjugated base 의 농도를〔S。라 하면 다음 식 

이 성립된다.

〔HS〕T=〔HS〕e+〔S-〕 ⑵

여 기서 HS 의 이 온화상수를 & 라면

g _〔h+〕〔s-〕
2 任痢厂

(3)

A S〕=
〔HSkKa 

lH+〕+ Ka

한편

Rate=如JHS〕t=崗〔HS〕t+屬 S]

=〔爲*K去酱町〕다1%

頌=爲+忐储⑷

위 반응속도식에 있는 각 상수값은 다음과 걑 

이 구하였 다. 한 예 로 a-nitrobenzaldehydephen- 
ylhydrazone 에 대 한 血) 값으로는 pH 0.0의 가수 

분해 속도상수값을 취하였으며 知의 값은 pH 
14. 0의 값을 취 하여 (4)식 에 대 입 하였다. 이 것 

은 높은 pH 에서는 &〉〉〔H+〕이라고 생 각할 

수 있으므로 (4)식의 제 2향은 如이 듸기 때문 

이다. (4)식에 각 상수값을 대입하면

砧=9. 25 X 1直+으普湾善으 (5)
LtiTJ +

중간 pH 에서 碇，값을 (5)식에 대입하여 a- 
nitrobenzaldehydepheynylhydrazone 의 Ka 값을 

게 산한 결과 1.70X10-B 이 었다. 이 것은 앞의 

F，g. 5의 isobestic point 에 서 구한 為=2.25 X 
10-8과 잘 일치한다. 이것은 위 반응메카니즘야 

옳다는 것의 한 증거가 될 것이다.

위에서 구한 k0, 屬, Ka 값을 (5)식에 대입하 

면

砧=9.25 W+顽辯眦岳(6)

T沥"1 의 屁。값은 식 (6)에 의해 계 산된 값 

이며 실험치와 이론치가 잘 맞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반응메카니즘과 반응속도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benzohydrazonyl 유도체에 대한 반응메카 

니즘에는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이탈기의 종류에 

따라 가수분해 반응이 달라지므로 일반적인 반 

응메카니즘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며 좋은 이 

탈기 인 -Br 기 가 치 환된 화합물은 김12 등에 의 해 

SnI 및 Sn2 반응 메카니 즘에 의하여 가수분해 

가 진행 되 나------- ------  치 환된 화합물

은 낮은 pH 에서는 SnI 반응에 의하여 가수분 

해 반응이 진행되지만 pH4.0 이상에서는 Sn2가 

아닌 1,3-dipole 이온중간체를 거쳐 반응이 진행 

되며 이 두 pH 사이에서는 SnI 과 1,3-dipole 
이온메카니줌이 경쟁적으로 일어남을 알았다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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