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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물一메탄올, 물一에탄올, 물一아세트니트릴, 물一아세톤 및 아세트니트딜一메탄올의 2 성 

분 혼합용매에서 2-염화테노일 및 2-염화퓨로일의 가용매분해 반응을 속도론적으로 연구하였다. 반 

응 속도는 반양성자성 용매에서 보다 양성자성 용매에서 더 빨랐으며 이것은 양성자성용매의 수소결 

합능력이 이탈기의 결합의 파괴를 돕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세트니트릴一메탄올 혼합용매에서는 특 

수용매화가 일어 나며 , 메 탄올 몰분율 0.8 부근에서 최 대속도를 나타낸다. 또한 이 반응은 염 화벤조 

일보다 느리며 그 속도 순서는 염화벤조일〉2-염화테노일〉2-염화퓨로일이며 이 중에서 퓨란고리의 

전자홉인성이 제일 강함으로 전이상태에서 결합의 파괴가 어려워져서 반응속도가 늦어지는 것이다. 

반응메 카니 즘은 전이 상태 에 서 결합의 파괴 가 결합의 형 성 보다 많이 진행 된 dissociative SN2 반응이 기 

는 하나 2-염화테노일은 물 함량이 많은 부분에서는 SN1 성격이 꽤 크고 Sn2 성격이 약화된다.

ABSTRACT. The kinetics of the solvolysis of 2-furoyl chloride and 2-thenoyl chloride in 
MeOH-H?。，EtOH-H?。，（Me）2CO-H2。，MeCN-H^O and MeCN-MeOH has been investigated.

The rates were faster in protic solvents than in aprotic solvents. This was caused by the bond
breaking of leaving group through hydrogen-bonding solvation of protic solvents. In MeCN-MeOH 
the rate in MeOH rich solvents was faster than in MeCN rich solvents by the specific solvation 
of alcoholic hydrogen and there was a maximum rate of reaction at MeOH mole fraction of 0. 8. 
The reaction rates of solvolysis were considerably slower than those of benzoyl chloride owing to 
the electron withdrawing effect of thienyl and furyl groups. It was concluded that solvolytic 
reaction proceeds via a dissociative S^2 mechanism in which bond-breaking precedes bond-formation 
at the transition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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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른

카르보닐탄소 원자에 대한 친핵치환반응이나 

가용매 분해반응에 관한 연 구는 이 미 많이 보고 

되어 있다. 특히 벤젠유도체의 카르보닐탄소 원 

자의 반응싱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염화벤조일의 

친핵 치환반응 및 가용매 분해반응에 관한 연구 

는 Archer1-3 들에 의 하여 여 러 가지 관점 에 서 보 

고되 었고 Kim4 등에 의하여 속도론적으로도 연 

구되어 여러가지 형의 반응메카니즘이 제안되 

고 있다£ 그러 나 벤젠유도체보다 구성원자가 흐卜 

나 적은 5원자로 된 헤테로고리 화합물인 티오 

펜이나 혹은 퓨란유도체의 카르보닐탄소 원자의 

반응에 대한 연구는 그 수가 적다. 예를들면 반 

양성자성용매인 벤젠 속에서 2-, 3-염화테노일 

및 염화쥬로일과 치환된 아닐린과의 친핵치환반 

응에 관한 Arcoria5 등의 연 구와 최 근 Lee*5 에 의 

한 퓨란, 티오펜 및 피 롤카르보닐화합물의 2-치 

환체의 형태에 관한 분자궤도함수론적 연구등 

이다. 특히 가용매분해에 관해서는이미 보고한7 
물-에탄올 및 물-아세톤혼합용매에서의 2-염화 

테노일의 가용 매분해와 Kim8 에 의한 물-에탄 

올 및 물-아세트니트릴 혼합용매속에서 2-염화 

테노일의 가용매분해반응에 관한.속도론적 연 

구가 있고 Lee。에 의 한 물-에 탄올 혼합용매 속에 

서 2-염화퓨로일의 가용매분해반응에 관한 속 

도론적인 연구등이 알려져 있으며 이들 보고에 

의하면 2-염화테노일 및 2-염화퓨로일의 가용매 

분해반응은, 염화벤조일의 가용매분해와 동일 

한 Sn 형 반응메카니즘으로 진행하며 반응속도 

는 좀 느리 다고 했다. 이 와 같은 형 반응메 카 

니즘을 만족스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 

험으로 용매효과를 고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러므로본 논문은 5 가지의 혼합응매계 즈:, 이 

성분수용액인 물-메탄올, 물-에탄올, 물-아세트 

니트릴 및 물-아세톤 혼합용매계와 아세트니드 

릴-메단을 혼합용매계의 조성변화에 따라， 2- 
염화테노일（2-티오펜 카르복실산염화물）과 2-염 

화퓨로일（2-퓨란카르복실산염 화물） 을 10〜40 °C 
온도범위 에서 가용매분해시 켜 그 반응속도를 전 

기전도도법에 의하여 결정하고 반응속도상수 및 

활성 화파라미 터 를 계 산하였으며 여 러 가지 용액 

파라미 터 와 자유에 너 지 의 직 선관계 식 으로 실험 

결과를 검토하여 이들 카르보닐탄소 원자의 반 

응성에 미치는 용매효과와 가용매 분해반응메카 

니즘을 연구하였다.

실 험

1. 시약 및 기구. 2-염화테노일은 일본Tokyo 
Kasei（주）제 특급 시약을, 2-염화퓨로일은 일본 

Wako 순약（주）제 특급시약을 각각 감압증류하 

여 사용하였으며 이것을 무수아세톤에 녹여 각 

각 2.855 X10-1 mol/1, 2. 232 X10-1 mol/1 농도 

의 용액을 만들어 기질원액으로 사용하였다. 무 

수아세 톤은 일 본 Shimakyu 약품 （주） 제 특급시 

약, 무수에탄올은 서독 E. Merk 제 특급시 약, 

메탄올은 Wak。순약（주）제 특급시약 그리고 아 

세트니 트릴은 일본 Hayashi 순약（주）제 특급시 

약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물은 재증류한 증류 

수를 다시 이온교환수지에 통과시켜 비전도값이 

IX10-6cm-1 이하인 것을 사용하였디-. 전기 전 

도도는 Digital conductivity meter （일본 TOA 
Electric Co. LTD. CM-2A 형）로서 측정하였 

고 이때 사용한 전기 전도도용기의 용기상수는 

0. 990x1cm-1 인 것이 었다. 항온기 는 일본 MRK 
（주）제 순환식정밀항온기 （士0.03°C） 를 사용했 

다.

2. 바응속도상수의 결정. 반응은 유사1차로 

진행시켜 이미 보고八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속 

도 상수를 구하였다.

3. 활성화 파라미터의 계산. 4以*와 4尹 는 

다음식에 의하여 계산하였다.

AH^=Ea-RT

厶 S*=Rn（h 히 kT） +4H+IT

결과 및 고찰

1. 바응속도에 대한 용매효고!•. 메탄올-아세트니 

트릴 혼합용매를 제외한 물-메탄올' 믈-에탄올, 

물-아세트니트릴 및 물-아세톤 혼합용매계의 4 
가지 용매계에서 는 Table 1, 2에 수록된 바와 

같이 공통적으로 물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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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중가하고 있다. 이러한현상은 기질과물 

에 대한 cosolvent 의 종류에 따라 비 록 차이 는 있 

을지라도 친핵성인 가용매분해반응에서 물의 함 

량이 증가함에 따라 속도상수가 커지는 사실은 

SnI 형 반응에서는 일반적으로 관측되는 현상이 

며 이것은 Hudson1 및 Kim10 등이 보고한 염화 

벤조일의 가용매분해반응의 경우와일치되고있 

다. 용매계의 종류에 따른 속도차이는 다음 순 

서 CH3OH〉CH3CH2OH〉CH3CN〉CH3COCH3 
오卜 같고 유전상수 (Q) 크기순서 " CH3CN (36.2) 
>CH3OH (32.6)>CH3CH2OH (24.3)>CH3CO

CH3 (20.7) 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반양성자성 용매에서보다 양성자성 용매에서 속 

도가 큰 것은 전이상태에서 용매의 수소결합 능 

력이 이탈기의 결합의 파괴를 돕기 때문이며 

Swain 의 Push-Pull 메 카니 즘이 적 용됨 을 뜻한 

다. 알코올의 수소원자가 염소와 수소결합을 이 

룸으로써 염소원자에 형성되는 음전하를 분산시 

켜 주는 구실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 효과는 정 

도의 차이는 있어도, dissociative Sn2 메카니즘 

에 의한 전이상대 안정화 효과이다. 이러한 현 

상은 카르보닐탄소 원자뿐만 아니 라 Lee13 등이

Table 1. The rate coiiEtant for solvolysis reaction of 2-thenoylchloride in binary mixtures*

S 시 vents
H2O 

constant 
(V/V%)

Temp. (°C)

10 15 20 25 30 35 40

MeOH- 10 4.03 6.63 10.4 17.7
20 7.75 12.6 21.3 35.9
30 8.78 15.4 28.2 49.6
40 23.3 39.7 75.4
50 53.8 93.9 184

EtOH 10 1.42 2.30 3. 59
20 2. 81 4.49 7.80
30 6.78 11.3 19.2
40 21.3 37.3 63.6
50 52.8 93.0 162

MeCNa 10 0.622 0.886 1.14
20 2.67 3.91 5.78
30 3.87 6.89 11.1 18.18
40 10.4 18.1 32.9
50 28.5 4&8 90.8

(Me)2C0 10 0.312 0.390 0.586
20 1.30 1.81 2.92
30 1.88 3.35 5.60 7.65 16.9
40 5.28 9.60 16.1
50 18.3 32.1 56.9

MeCN-MeOH 10** 0.477 0.676 0.847
30 2.19 2.96 4.02
50 4.05 6.26 8.69
70 6.19 9.26 13.7
90 5.37 8.43 121

100 5.15 8.20 11.7

♦Accuracy of 人=士3%, **MeOH content (V/V%), Mata from re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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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良 2. The rate constant for solvolysis reaction 서 2-furoyI chloride in binary mixtures* Qxi。sec-1).

Solvents
H20 

content 
(V/V%)

Temp. (°C)

10 15 20 25 30 35 40

MeOH6 10 6・49 9.59 13.7 21.6
20 & 97 13.4 20.2 29.5
30 6.72 11.1 16.5
40 8.06 13.8 20.3
50 8.75 14.6 21.5

EtOH 5 1.65 2.38 3. 55
10 2.17 3.08 4.75
20 2.86 4.13 6.36
30 3.38 5.07 7.55
40 4.11 6.23 9.24
50 5.18 8.09 11.8

MeCN 10 0.957 1.24 1.53
20 1.86 2.45 3.11
30 2. T7 3.18 4.10
40 2.69 3. 79 5.28
50 3.13 4.98 7.23

(Me)2CO 10 0.763 1.08 1.52
20 1.43 2.07 3.00
30 1. 01 1.55 2. 33 3.44 5.18
40 1.54 2- 41 3.65 5.39
50 2.40 3.76 5.72 8.54

MeCN-MeOH 10** 0.823 1.36 1.87
30 2.58 4.28 6.09
50 4.74 8.18 11.5
70 7-26 12.4 17.9
90 8.01 12.1 17.5

100 7. 73 11.9 16.9

♦Accuracy of k=±3%, **MeOH content (V/V%)» 번ata from ref. 9.

보고한 RSOQ의 황원자에서의 Sn2 반응메카 

니즘과 잘 일치하고 있다. 한편 2-염화테노일과 

2-염 화퓨로일의 속도상수 값을 비 교하면, 4 가 

지 이성분수용액에서는 2-염화테노일의 값이 2- 
염화퓨로일보다 전반적으로 약간 크게 나타났다. 

이 것은 Taft 삭의 극성치 환기 상수 濟값m (C4H3O； 
1.06, -C4H3S; 0.92)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C4H3O 이 큰 값이 므로 -C4H3S 보다 

전자끄는 힘이 강하므로 반응중심의 전자밀도가 

낮아 전이상태에서 결합의 파괴가 어려워져서 반 

응속도가 늦어진 것이다.

또한 -C4H3S 는 헤 테 로고리 구성원 자인 탄소 

의 2p궤도와 황원자의 덜 채워진 3py, 3pz 궤도 

에 당긴 전자를 비편제화 시킬 수 있는 공명구 

조가 -C4H3O 보다 안정 하기 때 문에 (공명 에 너 지15 

벤젠 36, 티오펜 28,퓨란 22kcal/mol) 카르보닐 

탄소의 양전하를 안정화시켜 이탈기의 결합의 파 

괴 를 도움으로 반응속도가 빠른 것이 다. 또한 이 

들 염 화물들과 염 화벤조일의 가용매분해반응속 

도와 비교하면 같은 조건에서 측정된 &값이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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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벤조일이 좀 빠르며 속도차이는 다음 순서와 

같다.

염화벤조일〉2-염화테 노일〉2■■염 화퓨로일

이 것은 Taft 의 <产값의 순서 0.60<0. 92<1.06 
와 정반대로서값을 보면 퓨로일이 가장 크고 

벤조일이 가장 적다. 이것은 <7*값이 클수록 전 

자흡인 성 이 강하므로 전 이상태 에 서 결 합의 파괴 

가 어려워지며 그 순서가 반응성순서와 반대임 

을 알 수 있다. 즉 전자밀도가 반응 중심에 클 

수록 반응속도가 크다는 것은 dissociative S,v2 
메 카니 즘이 거 나 SN1 성 격 이 강한 반응임 을 암시 

해 준다. 40 (V/V) % 물-아세 톤 혼합용매 계 에 25 
°C 에서 가용매분해시킨 이들 염화물의 반응속 

도를 T泌"3 과 같이 비교하였으며 이 산염화물 

의 카르보닐탄소에 대한 치환기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C6H5, -C4H3S 및 -C4H3O 의 Taft 의 극 

성 치 환기 상수 濟에 대 한 log为 와의 관계 를 Fig. 1 
에 나타내었다. 직선관계 (r=0.9914)가 성립되 

며 음(一)의 기울기 값인 반응상수 p*=-1.6 
，이 ■ 구해졌다.，따라서 물-아세톤 혼합용매에서는 

반응중심의 전자밀도가 클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므로 음(一)의 기 울기 가 없어 지 며 전이상태 

에서 결합의 파괴가 결합의 형성보다 많이 진행 

된 상태이다. 한편 P* 값이 산염화물과 아닐린 

과의 친핵치환반응에서의 값보다">6 약간적은 

음의 값이라는 것은 역시 같은 친핵치환반응일 

지라도 전이상태에서의 결합의 파괴정도가 작음 

울 말해준다.

한편 아세트니트릴-메탄올 혼합용매계에서. 

가용해 분해 반응속도는 이성 분수용액 의 경 우와 

는 다르게 양성 자성 용매인 메 탄올의 함 량 증가

Table 3. Comparison of solvolysis rate constant for 
RCOC1 in 30 vol% aqueous acetone at 25 °C.

Substrate 10项 
(sec-1)

Substituent 
(R-COC1) (7*

Benzoylchloride 10. 2* ~CgH5 
(phenyl-) 0. 60

2-Thenoylchloride 3. 35 -C4H3S 
(thienyl-) 0. 92

2~Furoylchloride 1. 55 -C4H3O 
(furyl-) 1. 06

*Data from ref. 1.

Fig. 1. Taft plot for the solvolysis of RCOC1 in 30 
vol. % aqueous acetone at 25° C.

에 따라 약 70 (v/v) %정 도까지 는 증가하지 만 그 

이상에서는오히 려 감소한다. 여기서 아세트니트 

릴의 유전상수(D=36.02)가 메탄올(D=32.63) 
보다 큰 값임 에도 불구하고 메탄올의 함량증가 

에 따라 속도가 빨라지는 현상은 Lee 등直이 보 

고한 바와 같이 아세트니트릴과 메탄올의 유전 

상수의 차가 매우 근소함으로 이들 이성분혼합 

용매 계 는 isodielectrics 로서 특수 용매 화를 일 으 

킨다. 즉, 메탄올의 수소원자와 이탈기인 염소 

원자간의 수소결합에 의한 전이상태 안정화 효 

과 때 문에 속도가 증가한다. 또한 Fig. 2 에서 

메 탄올의 몰 분율과 log 为 와의 관계 를 보면 메 탄 

올의 몰 분율 (XmcOh) 이 크게 될 수록 반응속도는 

증가한다. Xmcoh=0. 8 부근에 서 최 대 속도를 나 

타내고 그 이상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며 특히 낮 

은 온도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와같이 혼 

합용매계에서 최대속도 현상은 Foon 과 Ham- 
bly18 및 Ciu任arin^ 등과 Arcoria20 들에 의하여 

관측된 바와 같이 낮은 온도에서 양성자성 용매 

인 메탄올만의 조성 (100(V/V) %)에서는 메탄 

올 분자가 가장 잘 회 합된 구조 (The most or
ganised structure) 를 가짐으로 이탈기 원자와의 

수소결합력이 강화되어 반응속도가 감소하나, 

cosolvent 의 첨가로 말미암아 반양성자성용매인 

아세 트니트릴분자가 메탄올의 용매구조를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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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olymerises) 시 킴 으로서 이 탈기 원자와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메탄올 분자수가 증가하게 되 

므로 반응은 빨라져서 최대속도를 나타내게 되 

는 것이다. 더 이상 반양성자성 용매를 첨가하 

면 메탄올의 친전자적 용매회의 힘이 약화되어

Fig. 2. Plots of log k vs. mole fraction of CH3OH 
in CH3CN-CH3OH mixtures for the solvolysis of 2- 
furoyl and 2-thenoylchloride.

Fig. 3. Grunwald-Winstein plots at 25 °C for the 
solvolysis of 2-furoyl and 2-thenoylchloride.

반응속도가 늦어지게 되므로 70(v/v)% 이하부 

터 차차 그 값이 작아지는 것이 다

2. 바응메카니즘에 대한 검토. 실험치를 Grun- 
wald-Winstein 그림표로 나타내면 Ffg.3 과 같 

으며 모두 다 양(+)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직선 

에 가깝다. 이에 직선의 기울기에서 얻어진 m 

값이 인 경 우는 SnI형 반응성, ,

경 우는 Sn2 , 반응메 카니 즘으로 진행 된다는 판 

단기준2에 의하면 검토해 보면 각 용매계에 대 

한 % 값의 크기 순서 는 2-염 화테 노일은 (Me) 2CO 
>EtOH>MeOH 이 며, 2-염 화퓨로일 은 (Me) 2CO 
>MeOH>EtOH 로서 반응속도순서와는 맞지 

않는 경향이다. 그러나 그 값은 염화테노일이 

%W0.7이며 염화퓨로일이 彻W0.5이므로 모두 

이고 Sn2 반응이기는 하나, 2-염화테노일 

은 SnI 성격이 꽤 강하다. 또한 이 미 알려 진7' 

식인

log h=n log〔H2。〕+ constant

에 의 거 하여 전이상태 에 서 활성 화착합물형성 예 

관여하는 물 분자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1。"에 

대한 log〔H2。〕를 Fig. 4과 같이 나타내면 모두 

곡선 으로서 약 30 (v/v) % 물-혼합용매 계 에 서 굽 

어지는 두 직선으로 나타나므로 물 분자의 참여 

수가 바뀜을 의미하여 메카니즘의 변화가 있었 

음을 의 미 한다. Kivinen" 의 판정 에 의 하면 n 7\- 

1〜2이면 Sn2형, 6〜7이면 SnI 메카니즘이라 

함으로, 2-염화테노일은 혼합용매의 물함량이 

적은 부분에서 芯1 이므로 Sn2 반응인 성격이 

강하나, 물 함량이 큰 부분에서 nW4 이 므로 SnL 
성격이 꽤크고 &2 성격이 약화된다. 2-염화弄 

로일은 모두 力冬1~2 이므로 Sk2 형 반응메카니 

즘으로 진행됨을 확실하게 해준다. 또한 각용매 

계에 따른 "값의 경향은 现 값과 거의 같은 순 

서로 나타났다. 또한 물합량이 적은 혼합용매인 

경 우, 이 미 알려 진22 식 尾!» = 崗 + 炳 다<2。〕의 하卜 

여 Fig. 5와 같이 나타낸바 반양성자성용매인 

아세트니트릴 및 아세톤의 경우 곡선의 외연장 

점은 거 의 모두가 원점에 모임으로 知=0 이 되 

며 SnI형 반응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곡선은 일반적으로 이차곡선식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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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수 있고 이 때 물은 친핵체로서

砧=知+潁田0〕+頌H02

작용할 뿐만 아니라 전이상태를 안정화 시켜주 

는 일반염기로도 작용한다는 제안을 잘 뒷받침 

하고 있 다22~24. 또한 극성 을 나타내 는 Z 값25과 

log互와의 관계에 대해서 물-메탄올 혼합용매인 

경우를 나타내면 F，g. 6과 같으며, 2-염화퓨로 

일은 직 선관계를 나타내 지 만, 2-염 화테 노일의 경 

우는 역시 물 함량 20〜30 %에서 굽어지는 곡 

선을 나타내므로 여기서도 또한 그 반응메카니 

즘의 변화 가능성을 입증해 준다.

Kirkwood26 식의 직선 관계를 검토코자 물-아 

세 트니트릴 혼합용매 의 유전상수27 에 대 하여 반 

응속도상수를 나타낸 결과는 F，g.7 과 같으며 용 

매의 유전상수가 클수록 속도상수가 커지는 직 

선관계가 성 립되며 이것은 중성 극성 분자간의 반 

응으로서 극성이 강한 전이상태의 형성을 예측 

할 수 있다. 그러나 Ffg.8에 나타낸 아세트니

Fig. 4. Plots of log k vs., [HQ] at 25° C for the 
solvolysis of 2-furoy and 2-thenoylchloride.

트릴-메 탄올 혼합용매의 경 우는 유전상수28와 속 

도상수간에 는 직 선 관계 가 성 립 하지 않고 Fig. 7 
과는 반대로 유전상수가 작을수록 속도는 빨라지 

며 역시 최대속도현상을 나타낸다. 이것은 앞에 

서 말한 바와 같이 아세트니트릴-메탄올 혼합용

Fig, 5. Plots of k vs. [H2O] at 25° C for the sol
volysis of 2-furoyl and 2-thenoyl chloride.

Fig. 6. Dependence of logon ionizing power, Z 
for the solvolysis of 2-furoyl and 2-*'thenoylchloride in 
aqueous meth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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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의 용매 효과는 bulk solvent effect 7\ 아니고 

메탄올의 수소원자가 이탈기인 염소원자와 수소 

결합을 형성하는 특수용매화 효과로서 전이상태 

를 안정화시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결합 

의 파괴가 속도 결정 탄계가 되는 disociative 
Sn2 반응메 카니 즘의 가능성 을 의 미하는 것이 다. 

77泌Ze 4의 이성분수용액에서의 활성화파라미터 

를 보면 양성자성용매인 물-메탄올 및 물-에탄 

올 혼합용매에서의 4;尹값이 반양성자성 용매 

인 물-아세톤 및 물-아세트니트릴 혼합용매에서 

보다 더 크고 -WS*값은 반양성자성 용매에서 

더 크다. 이것도 양성자성 용매에서의 초기상태 

안정화효과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초기 상태 

에서의 용매화가 크면 전이상태로 옮겨갈 때의 

용매화 분자수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므로 활성화엔트로피 감소（一』S*）는 작아지 

고 또 한편 용매화는 초기상태를 안정화 시키므 

로 친핵체의 접근이 어려워져서 4法는 커지는 

경향을 나타낼 것이다.

또한 혼합용매계 모두 물 함량이 클수록 倒 

값은 증가하며 一』S*값은 순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경 향은 물 함량이 증가할수록 

형의 반응성이 증가하는 것이며 물 함량이 적은 

용물계 에 서 는 Sn2 형 반응의 특징 으로 알려 진바29 
와 같이 J77* 값은 비교적 작은 편이 고 — 여，값 

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예로서 F也.9 를 보면 물 함량의 증가와 더불 

어 /G*는 감소하며 4H*는 증가한다. 그러나 

of 2-furoyl and 2-thenoylchloride in binary aqueousTable 4. Activation parameters for the solvolysis 

mixtues. *

Activation Substrate h2o Solvents
content

parameters R-COC1 (V/V%) MeOH EtOH MeCN' (Me)2CO

10 16.4 15.8 10.3 11.3
20 17.6 17.4 13.3 14.6

c4h3s- 30 18.7 17.8 17.7 14.7
40 18.8 18.7 19.7 19.2
50 19.6 19.2 19.8 19.4

皿(kcal)
5 — 12.9 一 —

10 12.0 13.3 8.0 13.0

C4H3O 20 12.1 13.5 8.8 13.3
30 13,1 13.6 11.0 13.9
40 13.7 13.7 11.7 14.4
50 13.9 13.9 14.6 14.5

고 0 23.0a 22. 2ft 43.0c 41. 9C
20 13.0 15.5 30.2 28.2

C4H3S- 30 6.3 12.3 13.6 24.9
40 4.3 6.9 4.9 8.1
50 -0.5 3.4 2.4 4.8

-J5- (e. u) 5 一 31.8 一 一

10 31.3 29.9 50.1 34.6

C4H3O- 20 30.6 28.7 46.1 32.3
30 26.2 28.0 3&3 29.3

40 24.2 27.2 35.6 26.8
50 23.1 26.1 25.5 25.6

♦Accuracy of £成노=士 0. 3 kcal, JS±?=±leu: Calculated value at 293°K, 4at 298° K, e30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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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5* 값은 물 함량증가와 더불어 감소하므로 

/G*의 변화는 一4S#의 변화로결정된다. 즉 반 

응속도는 엔트로피에 의해 조절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세트니 트릴-메탄올 혼합용매 

계에 있어서의 활성화파라미터의 변화는 이성분 

수용액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메탄올 함량이 증 

가에 따라는 증가하고 一/s* 값은 감소하 

며 4G*는 역시 근소하게 감소하는 경향이지만

I - %
Fig. 7. Dependence of log k on the deilectric con

stant of aqueous acetonitrie for the solvolysis of 2 
fur-oyl and 2-thenoylchloride at 2 5°C.

메탄올 함량 70(v/v)% 이상에서는 염화테노일 

은 거의 변화가 없으며 염화퓨로일은 오히려 반 

대경향이 일어나 은 감소하고 一/S* 는 증 

가하나는 거의 일정하다. 또한 4/疔와 4S* 
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면 Fig. 10과 같은 직 

선이며 이 직선의 기울기 인 등속온도，는 2-염 

화테 노일의 경 우 이 성 분수용액 에 서 j6MeOH：136°K, 
^EtOH： 180°K, /3(Me)2CO： 219°K, ^MeCN : 233°K 이 며 

아세 트니 트릴-메 탄을 혼합용매 에 서 는 jSMeCN-MeOH 
：235°K 이 다. 2-염 화퓨로일의 경 우는 이 성 분수 

용액에서 戶MeOH： 233°K /3e2h： 158°K, 0MeCN：

Tabel 5. Activation parameters for the solvolysis 
of 2-furoyl and 2-thenoylchloside in CH3CN-CH3OH 
binary mixturs. *

MeOH 
content 
(v/v%)

JH* (kcal) -J5*(e. u)

C4H3S- C4H3O- c4h3s- C4H3O-

10 9.9 14.3 44.9 29.1
30 10.5 15.0

15.5
40.1 24.5

50 13.3 29.3 21.5
70 13.9 15.9 26.6 19.4
90 14.2 13.6 25.8 27.0

100 14.3 13.7 25.5 26.7

•accuracy of JH*= +0. 3 kcal,호 = 1 e. u., calcu
lated value at 303°k

Fig. 8. Dependence of log k on the dielectric 
constant of CH3CN-CH3OH binary mixtures for the 
solvolysis of 2-furoyl and 2-thenoyI chloride at 25° C.

H2O content (“ %)

Fig. 9. Variation of activation parameter at 30°C 
in aqueous acetonitri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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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Plots of AH^vs. 厶S놓 for the solvolysis of 
2-furoyl and 2-thenoylchloride in binary aqueous 
mixtures.

268°K, &Mmco：168°K 이며 아세트니트릴-메탄 

올 혼합용매 에 서 는 ^MecN-MeoH : 163°K 이 다. 이 와 

같이 실험한 혼합용매계에서 모두 RCTe，인 관 

계 이므로 전 반응은 엔트로피조절반응이며, 

일 반적 인 가용매 분해 반응에 있 어 서 나타나는 등 

속관계와 같은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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