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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파라니트로 염화벤질0NO2), 염화벤질3-H) 및 파라메털 염화벤질3-CH。과 피리딘 

사이의 반응을 메 탄올용매내 에서 반응시 켜 이 들의 반웅 온도를 40°와 5俨。로 하고, 압력 은 

2000bar 로 변화시켜 전기전도도법으로 측정하여 유사 1 차 반응속도 상수와 2 차반웅속도 상수를구 

하였다. 이 때 반응속도 상수는 Z»-NO2<kH〈力-CH3 의 순으로 증가됨을 알았다. 염화벤질류와 피 

리 딘의 반응속도상수는 온도, 압력 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피 리딘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 

였다. 상기 반응속도 상수로 부터 활성화부피，활성화 압축율 계수，활성화엔탈피，활성화 엔트로 

피 및 활성화 자유에너지를 구하였다. 활성화 부피와 활성화 압축율 계수는 모두 음의 값이며，활 

성화 엔탈피는 양의 값올 활성화 엔트로피는 큰 음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치환체 

및 압력에 따른 초기상태와 전이상태를 비교 검토하여 반응메카니즘을 고찰한 결과 전체반응은，展 

반웅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Sv2 반응성이 약화됨을 알았다.

ABSTRACT. Rates of the reaction for />-nitro benzyl chloride, benzyl 사)loride and />-methyl 
benzyl chloride with pyridine in methanol solvent have been measured by an electric conductivity 
method at 40°C and 50°C under various pressures (l~2000bar). Pseudo first-order rate constants 
and second-order rate constants were determined. Rates of these reactions were increased in the 
order />-NO2</>-H</>-CH3 and increased with temperature, pressure and concentration of pyridine. 
From those rate constants, the activion parameters were evaluated. The activation v시ume and the 
activation compressibility coefficient are both negative values, but the activation enthalpy is 
positive and the activation entropy is large negative value. From the evaluation of the ground 
state and transition state which was resulted from substituents and pressure, it was found that this 
reaction proceeds through SN2 reaction, and S^2 fashion is slightly disappeared as pressure increases.

ternary salt 로 되 는 Menschutkin 반응이1 이 루어

서 론 진 이래로 중성반응물을 이온성 생성물로 전환

Tertiary amine과 Alkyl halide를 써서 quar- 시키는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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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kes7,8 Tokura"°등은 Lewis산염기 개념을 

이 용하여 Menschutkin 반응을 체 계 적 으로 연 구 

하였고, Marcus" 는 Gibbs 자유에너지 를 반응에 

대한 전자전이와 양성전이에 대하여 연구 고찰 

하였다.

이와같이 모든 반응이 거의 대기압하에서 이 

루어지던 것을 높은 압력을 장시간 유지할수 있 

는 문제점이 해결됨에 따라 압력 파라미터를 이 

용하여 초기상태와 전이상태간의 부피변화를 결 

정 함으로써 반응메카니 즘 규명 에 많은 도움을 얻 

게 되었다*

Evans 와 polanyi 등 여 러 연 구자姑〜姑들은 활 

성화 부피의 성질을 반응분자 자체의 부피 변화 

와 반응분자와 용매분자 사이의 부피변화를 가 

지고 상세히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압하에 연구된 바가 없는 염 

화벤질류와 피리딘 사이의 반응을 메탄올 용매 

내에서 압력 l~2000bar하에서, 온도 40°C와 

50°C 에서 각각 반응속도상수를 구하였다. 이로 

부터 활성화 부피, 활성화 압축을 계수, 

厶質, 활성화 엔탈피, 頌*, 활성화 엔트로피, 

4S* 및 활성화 자유에너지, ZG# 를 산출하여 압 

력변화와 치환체에 따른 반응메카니즘을 연구하 

고, 치환체에 따른 용매의 효과 및 압력의존성 

을 열역학 관계식에 적용 검토하였다.

실 험

염 화벤질 (GR grade, Kanto, Japan), 파라메 

틸 염화벤질 (GR grade, Tokyo Kassei, Japan) 

은 무수 염화칼슘으로 채워진 column 을 통한 다 

음 일반적인 분별증류법에 의하여 정제하였고, 

파라니 트로 염화벤질 (GR grade, Tokyo, Japan) 
은 에틸에테르에 용해시킨 다음 재결정하여 사 

용하였 다. 피 리 딘 (GR gnade, Merck, Germany) 
은 3 회 증류하여 사용하였고, 메 탄올도 같은 방 

법으로 분별증류하였다.

용액의 제조방법 은 반응기질(염화벤질, 파라 

니트로 염화벤질, 파라메틸 염화벤질)을 순수한 

용매인 메탄올에 녹여 용량 플라스크에 채운후 

증발에 의한 농도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Lab. 
sealing film(whatman)으로 밀폐시키고 4~5°C 
에 서 보관했으며 사용할때 마다 pipette 을 이 용하 

여 필요한 양을 취했다.

염화벤질류의 용액은 본 연구실에서 제작한 

용량 5mZ 고압전도도 셀내 에 주사기 (1001, Gil- 
son)를 사용하여 피 리 딘의 농도 2.365, 2.548, 
4.230X10-2 mole/1를 각각 일정 량 취하여 고압 

셀에 주입하여 반응 용액으로 사용하였다. 실험 

장치 및 실험방법은 이미 발표한 바가 있다.16
반응속도 측정 은 Menschutkin 반응의 결 과로 

이온이 생성됨으로 반응용액의 전도도가 증가한 

다. 본 반응에 서 피 리딘의 농도는 염 화벤질류의 

농도에 비하여 과량으로 취하여 유사 일차반응 

으로 진행시켰다. 이때 재연성있는 정확한 측정 

이 곤란하므로 Guggenheim plot 에 의 하여 구하 

였다.17 이 렇 게 하여 구한 반응속도 상수 屬 을 다 

시 피 리 딘의 세농도에 따라 plot 하여 그 기울기 

로 부터 2 차 속도상수 前 를 구할 수 있다.

Table 1. Rate constants for the reaction of benzyl chlorides with pyridine in methanol at 40°C and 50°C under 

various pressures

Benzyl chlorides
Temp.

(°C)

iaX K^Cl-mole-1 - sec-1)

Pressure (bar)

1 200 500 1000 1500 2000

40 1.81 2.03 2.21 2.30 2.59 2.80

50 4.91 5.80 6.60 7.10 8.34 9.26

p-H 40 2. 39 2.49 2.79 3.04 3.20 3.37

50 5.89 6.52 7.46 8.30 9.11 10-2

/>-ch3 40 3. 01 3.28 3.60 3.85 4.01 4.11

50 6.58 7.50 8.48 9.37 10.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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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여러 압력, 온도 및 치환체에 따라 측정된 2 
차 반응속도 상수를@2)최소자승법으로 구하여 

T泌"1 에 종합하였다.

Te"el 에 서 2 차 반응속도 상수값은 온도와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중가하고, 치환기에 따라 

서는 />-NO2</>-H</>-CH3 순으로 증가함을 알 

수가 있었다.

Fig. 1. Pressure dependence of In 岛 for the reaction 

of benzyl chlorides with pyridine in methanol at 40° 

and 50°C under pressures.

활성화 부피,는 다음과 같이 속도상수 

의 압력 의존성에 관계된다.

(31n k/dP)T=-^V^RT (1)

또한 속도상수는 압력에 따라 다음과 같은 2차 

함수꼴로 변환되 므로 식 (2)를 (1)식 에 대 입 하면 

다음과 같다. (Fig. 1).

In k=a+bP+cP2 ⑵

W=_RT°+2次) (3)

여기서 a,b,c는 일반적인 상수이다. 활성화 압 

축율 계수는 다음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18

Jj3*= - (3J V/dP) t=2RTc (4)

식 ⑵로 부터 상수를 구하여 식 (3) 및 (4)에 대 

입함으로써 활성화 부피 JV* 및 활성화 압축율 

계 수 邓* 를 구할수 있 다. 이 결 과를 7幼" 2 에 

종합하였다.

여기서 4V*는 압력에 따라 감소하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치 환기 에 따라서 는 声- 

NO2</>-/Z</>-CH3 순서로 증가하였다. 또한 

2於*가 모두 음의 값을 가지 고 있 으므로 압력 이 

증가함에 따라 4护의 변화율이 감소하고 있음 

을 뜻한다. 염화벤질류와 피리딘과의 반응에서 

일어나는 부피변화는』V*= 卩'一卩；로 정의된 
다. 19

여기서 卩'는 전이상태의 분몰랄부피이고 Vi 
는 초기상태의 분몰랄부피를 나타낸다. 본 연 

구에서 활성화 부피가 모두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초기상태의 분몰랄 부피가 전이상

Table 2. Activation volume parameters for the reaction of benzyl 사Hordes with pyridine in methanol at 40°C 

and 50°C under various pressures

Benzyl chlorides
Temp.

(°C)

—J V* (mZ • mole-1)

-J^XIO3

(mZ-bar-1* 

mole'1)

Pressure (bar)

1 200 500 1000 T500 2000

ANO2 40 7.31 6.93 6.25 5.13 4.01 2.89 2. 24

50 12.0 11.1 9.87 7.75 5.64 3.53 4.22

40 9.39 8.75 6.61 6.16 4.55 2.93 3. 23

50 12.1 11.3 9.98 7.85 5.72 3.59 4.26

p-ch3 40 10.7 9.96 8.87 7.04 5.21 3.39 3.65

50 13.5 12.5 11.0 8.61 6.19 3.76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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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분몰랄 부피보다 큼을 의미하고 있다. 이 

러 한 결 과를 여 러 압력하에 서 고찰하여 보면 반 

응기질 3-NO2, ?-H, p-CHQ 이 전이상태에서 

C 원자와 C1 원자간의 결합 길이가 늘어 남에 따 

른 부피 증가보다는 쌍극자 상태를 이루면서 주 

위 의 용매 를 끌어 당기 는 electrostriction 현상에 

의한 부피 감소가 더 큰 영향을 나타낸다고 생 

각된다. 이를 활성화 압축율 계수 4铲 로 고찰 

하여 보면 온도가 낮고, 치환기가 전자 흡인체 

인 물질이 압력에 따라 부피의 변화율이 적음을 

알 수가 있다. 이는 온도가 낮고, 전자 흡인체 

인 물질 이 electrostriction effect 가 제 일 작음을 

알 수가 있다. 즉 전기적 억 압상태가 약함을 암 

시해 준다.

또한 활성 화 파라미 터 4H*, JS*, ZG* 는 전 

보에서 사용한 이론식들로 부터 계산하여 Table 
3에 종합하였다.

T沥"3 에서 값은 압력이 증가할수록 증

Table 3. Activation thermodynamic parameters for the reaction of benzyl chlorides with pyridine in methanol 

under various pressures

Activation 

thermodynamic 

parameters

Benzyl 

chlorides

Pressure (bar)

1 200 500 1000 1500 2000

A-NO2 19.4 20.5 21.4 22.0 22.8 23.4

(kcal/mole) 力-H 17.2 18.7 19.1 19.5 20.4 21.6

P-CH3 15.2 15.8 16.6 17.2 18.0 19.4

一 p. N03 13.8 10.2 7.13 5.03 2.06 1.02

(e. u.) 20.4 15.4 13.9 12.3 9.43 5.54

/>-ch3 26.2 23.5 21.4 19.2 16.7 11.6

4G* @-N()2 23.7 23.6 23.6 23.6 23.5 23.7

(kcal/mole) p-H 23.2 23.5 23.4 23.4 23.4 23.6

/>-ch3 23.2 23.1 23.0 23.0 22.9 23-8

Fig. 2. The relationship of activation thermodynamic 

parameters versus pressures in methanol. .----- -

NO?, —△—； 0一H,—O——；CH3).

Fig. 3. Plots of 4F* versus for the reaction of 

benzyl chlorides with pyridine in methanol under 

various pres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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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함을 알 수 있었고, 치환기별로는 0-NO〉 

0-H〉/>-CH3의 순서로 값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또한 一ZS* 값을 보면 압력이 증가할수록 작 

어지며, 치환기별로는 /1NO2〈AHV》CH3 순 

으로 커짐을 알수가 있다. 4G*값은 압력에 따 

라 거의 변화가 없지만 미소한 차이로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상기 전체적인 반 

응에서 4G* 값은 엔트로피 4S* 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F£g.2 이다. 

이 그림에서 보면 Gibbs 자유에너지는 엔트로피 

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전 

연구자들에 의하면 주로 Sn2 메카니즘의 반응이 

라는 것을 입 중해 주고 있다. 如 또한 엔탈피값은 

압력이 중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엔트로피는 감 

소하고 있으므로 압력 이 중가함에 따라 Sn2 메 

카니즘성이 약화된다고 할 수가 있다. 즉 낮은 

압력에서 이 반응은 전이상태에서 C-N 결합형 

성에 의해 속도가 결정되는 전형적인 Sn2 메카 

니즘이나, 고압하에서는 C“・C1 결합 분열이 지 

배적으로 증가함을 의미한다.

활성화 엔트로피 4S* 와 4V* 값을 플로트하 

여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F，g.3).
이 그림에서 저압에서 고압으로 진행될 수록 

4V*값과 4S*값의 절대값이 작어짐을 알 수가 

있다. 이는 압력이 증가할수록 전기적 억 압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즉 다시말하면 불안정한 요 

소가 증가함을 뜻한다.

이 반응에 대한 메카니즘을 더욱 뒷받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인용하였다.幻

8AH^=T6AS* (5)

여기서 T를 등속온도(isokinetic temperature) 
라 하고 이 값으로 부터 반응 메카니즘을 예측 

하게 된다.

식 (5) 를 이 용하기 위 하여 와 /S* 를 플 

로트하면 F，g.4 와 같다. 이 그림으로 부터 최 

소 자승법을 이용하여 기울기를구하면 각각의 

치환체의 등속온도는 다음과 같다.

P-NO2, Tin. =320K
*H,幻g.=29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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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isokinetic relationship of the reaction in 

methanol for pressure change (O：》-NC>2, T=\ao,= 

302K, ▲: p-H,幻，。.=29釘K, •: />-CH3,幻，。.= 

294K).

p-CHs, T&o. =294K

이들의 등속온도와 실험온도를 비교하여 반응메 

카니즘을 알 수가 있는데 본 실험에서는 등속온 

도가 실험온도보다 작으므로 이 반응은 엔트로 

피조절 반응이다. 이는 전 연구자들에 의하면 

실험온도가 등속온도보다 크면 엔트로피 조절반 

응이고, 그 반대이면 엔탈피 조절반응이 라고 보 

고된 바가 있다. "，22
이 상의 결 과로부터 이 반응의 전 이상태 는 저 

압에서는 Sn2형인 전형적인 C-N 결합형성이 

며, 고압에서는 C“・C1 결합분열이 지배적인 현 

상을 지니고 있다. 또한 고압으로 진행될수록 

electrostriction effect 가 Z>-CH3〉0-H〉?-NC)2 순 

서로 약화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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