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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MeOH-MeCN, MeOH-Me^CO의 이성분 혼합용매계에서 치환 페나실토실레이트류의 가용 

매 분해반응을 55°C에서 전기 전도도법으로 연구하였다. 기질의 치환기가 전자받개 이거나 전자주개가 모 

두 페나실토실레이트 보다 반응속도를 증가시켰으며 m-NOz의 경우는 80% MeOH-20% MeCN에서, 

나머지 기질은 90% MeOH-10% MeCN에서 최대 반응속도를 나타내었다. 전이상태 파라미터의 비인 

값으로부터 기질의 치환기가 전자받개에서 전자주개로 변함에 따라 전이상태는 기질과 친핵체의 결합 

형성이 감소되고, 기질과 이탈기의 결합파괴가 증가되는 dissociative SN2 반응메카니즘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었으며 이 결과는 PES 모형과 QM 해석 방법에 의한 전이상태 구조변화의 논의와도 일치하였다.

ABSTRACT. The solvolysis of substitued phenacyl tosylates was studied in binary solvent mixtures 
of methanol-acetanitrile and methanol-acetone at 55°C. Except for m-nitrophenacyl tosylate, the rate 
constants were increased with both of electron-donating substituents and electron-withdrawing ones 
and its rate constants were the largest in the binary solvent mixtures of 90% MeOH-10% MeCN. The 
results 아low that the reactions were changed with dissociative SA-2 mechanism judging from the 
magnitude of 1/m values going from the electron-withdrawing group to the electron-donating one of 
the substrate. And above results were consisted with the account for the PES model and QM approach.

서 론

페나실 유도체의 친핵성 치환반응은 반응중심 

탄소에 인접한 카르보닐기의 영향으로 2- 페닐에틸 

유도체보다 상당히 큰 반응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보고된 바 있 

다페나실 유도체의 경우, 이탈기가 할로겐화 

이온인 경우와 아렌술포네이트（ArSO「）인 경우 

가 대부분이며 최근 치환 브롬화페나실과 퀴놀린。,

*°1 논문을 회갑기념으로 이익춘 교수님께 바칩니다. 

치환 페나실토실레이트와 피리딘1。과의 친핵 치환 

반응에 대한 연구에서 이들 반응은 모두 s«2 메카 

니즘으로 진행되며 concave upward 한 Ham
mett 도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페나실 유도체의 가용매 분해반응에 대한 연구 

는 비교적 적으며 이탈기를 할로겐 원자로 하여 수 

용성 이성분 혼합용매계를 사용한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次1. 그러나 페나실 유도체의 가용매 분해반 

응에서 비수 혼합용매계에서 Extended Grunwal- 
d-Winstein 식1을 적용하여 반응메카니즘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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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 切쓰으如 애◎哼1 舛“5 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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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ver-all scheme of the syntheses of substrate.

Table 1. Physical properties of substituted phenacyl 

tosylates

Subs. mp (°C) (lit」mp (흐 C) Yield (%)

/>-ch3o 119 (119-120) 37

m-CHs 113-114
_ * 34

H 99-100 (99) 45

p-CX 125 (125-126) 47

/»-Br 131-132 (130-131) 49

W-NO2 112-113 (112-113) 32

,Analytical data were presented in experimental sec

tion.

한 연구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이탈기가 -OTs이온인 치환 페나실토실레이 

트류를 합성하여 메탄올-아세토니트릴, 메탄올- 

아세톤의 이성분 혼합용매계에서 가용매 분해반응 

(1)에 대한 속도상수를 측정하여 Extended 
Grunwald-Winstein 식을 적용, 반응속도의 정량 

적 해석과 메카니즘의 변화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Potential Energy Surface (PES) 모형과 

양자역학적 해석 방법으로 전이상태의 구조변화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Z-C6H4COCH2OTs+MeOH/ 
MeCN(Me2CO)-*

Z-C6H4COCH2OMe+-OTs (1)
Z=/>-CH3O, w-CH3, H, p-F, p-C\, 

p-Br, m-NOz

실 험

시약 및 기기. 용매로 사용한 메탄올과 아세톤 

은 Wako 특급시약을 재증류하여 사용하였으며 

아세토니트릴은 증류 후 무수 탄산칼슘을 넣어 3 
이간 방치 후 재증류하여 사용하였다. 전도도 기 

기는 Metrohm 660 Conductivity meter 를 사용 

하였고〔H-NMR은 Varian 60-MHz Spectro- 
photometer를 사용하였으며 원소분석은 Per- 
kin-Elemer Model 240 CHN analyzer 사용 

하였다.

기질의 합성. 반응기질인 치환 페나실토실레이 

트류의 합성과정을 Fig. 1에나타내었다. 일례로서

-methyl phenacyl tosylate 의 합성은 다음과 

같 다. Emmon's method^에 의 해 />-methyl 

benzene sulfonic acid 로부터 silver 0-methyl 
benzene sulfonate-fr 합성하였으며 500mZ 의 아 

세토니 트릴에 silver /(-methyl benzene sul
fonate 14.6 g (0.055 mole) 을 녹인 후 w-meth
yl phenacyl bromide 15.29 g (0.05 mole)을 가 

한 다음, 50 °C에서 15시간 교반시킨 후 침전된 브 

롬화은(AgBr)을 여과하고 용액을 감압증류한 후 

결정을 얻었다. Benzene-isopropyl alcohol S. 

재결정을 하여 mp.62-63°C의 흰색 결정을 얻었다 

(yield 34%). Anal. Calcd. for C^HgQS ： 
C, 63.14 ； H, 5.29, Found : C, 63.38 ； H, 5.16, 
'H-NMR(CDC13), 5.3(s, 2H, CH2), 7.3~ 
8.1 (m, 8H, aromatic), 2.4(S, 6H, CH3).

w-N02, p-Br, p-C\, H, />-CH2O phenacyl 
tosylate 도 같은 방법으로 합성하였으며 물리적 

성질 및 수득률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반응속도의 측정. 반응속도는 전기 전도도법으 

로 측정하였으며 실험에 사용한 혼합용매의 조성 

은 MeOH-MeCN, MeOH-MeQ。에서 메탄올 

에 대 해 각 각 100〜 50 % (v/v) 이 고 80% 
EtOH-20% H2O 혼합용매를 사용하였다. 반응온 

도는 55±0,05°C 범위에서 일정하게 조절하였으 

며 반응기질은 5x10-3〃 농도로 하여 사용하였 

다. 반응결과 생성되는 proton과 tosylate 이온 

증가에 따른 전기전도도 변화를 측정하여 Gug- 
genheim 식13에 의해 유사 1차 반응속도 상수를 

구하였다.

결과 및 고찰

MeOH-MeCN 및 MeOH-Me2CO 혼합용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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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ate constants (幻 x IO"4 M'1) for solvolysis of substituted phenacyl tosylates in MeOH MeCN and MeOH 

Me^COat 55 °C

Solv. (v/v赫 力-CH3O m-CH3 H p-a />-Br m-N02

MeOH 2.46 2.17 1.57 2.20 2.11 1.52
90 MeOH-10 MeCN 2.56 2.32 1.72 2.63 2.12 1.67
80 MeOH-20 MeCN 1.89 1.83 1.09 1.83 1.85 1.74
70 MeOH-30 MeCN 1.48 1.39 0.89 1.13 1.14 1.13
50 MeOH-50 MeCN 0.90 0.72 0.38 0.74 0.64 0.52
90 MeOH-10 Me2CO 1.28 1.22 0.97 1.33 1.39 1.02
80 MeOH-20 Me2CO 1.07 0.95 0.41 0.96 0.90 0.73
70 MeOH-30 MegCO 0.82 0.68 0.29 0.67 0.54 0.50
50MeOH-50 Me2CO 0.30 0.21 0.11 0.40 0.23 0.30
80 EtOH-20 H2O 2.47 2.18 1.85 2.53 2.45 2.16

Fig. 2.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reaction profile.

에서 치환 페나실토실레이트류의 가용매 분해반응 

에 대한 반응속도 상수를 Table 2에 요약하였다.

치환기 및 용매효과. 100% MeOH에서 

w-nitrophenacyl tosylate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전자받개 치환기나 전자주개 치환기 

모두 반응속도를 증가시켰으며 이러한 결과는 이 

미 보고된 바 있는 치환 페나실브롬과 퀴놀린9, 치 

환 페나실토실레이트와 피리딘1。과의 반응에 대한 

치환기 효과와 일치한다.

즉, 전자주개 치환기의 경우 Fig. 2에서와 같이 

양하전을 갖는 전이상태를 안정화시켜 줄 뿐만 아 

니라 양하전에 대한 기질의 수용능력을 증대시킴 

으로써 결합파괴를 보다 용이하게 하여 주며 전자 

받개 치환기의 경우 음하전에 대한 기질의 수용능 

력을 증가시킴으로써 결합형성을 보다 용이하게 

해줌을 알 수 있다.

혼합용매의 조성에 따른 반응속도 변화는 

”z-N°2 치환기의 80%(v/v) MeOH-MeCN 에 

서의 최대 반응속도를 제외하고는 90%(v/v) 
MeOH-MeCN 에서 최대 반응속도를 나타내며 메 

탄올의 함량이 적을수록 반응속도도 감소함을 보 

여준다. MeOH-MeCN 혼합용매계에서 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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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

Table 3. Results of Extended Grunwald Winstein Cor- n r* x"

p-CH3O M-CH3 h p-a. />-Br m-N02

m 0.61 0.68 0.81 0.48 0.61 0.44

I 0.81 0.95 1.23 0.87 1.11 1.12

SA 0.061 0.046 0.075 0.096 0.043 0.052

0.938 0.992 0.986 0.949 0.993 0.986

l/m 1.33 1.40 1.52 1.81 1.82 2.55

astandard deviation. 4correlation coefficient.

지 물리 - 화학적 이상성이 80-90% 메탄올 조성 

에서 나타남은 이미 보고된 바 있으며“이는 

메탄올의 고분자 사슬 구조가 아세토니트릴의 첨 

가에 의해 파괴됨으로서 자유 메탄올 분자가 증가 

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최근 Lee 
등은W 메탄올-아세토니트릴 혼합용매에서의 

/-butyl halides 의 가용매 분해반응에 대한 연구 

에서 80〜90% 메탄올 조성은 용매의 수소결합 주 

게효과와 용매의 극성 - 편극성 효과가 중요하게 작 

용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Table 3에는 

Extended Grunwald-Winstein 관계식 (2)로부 

터 구한 m 및 / 값을 요약하였다.

\ogk/ko=mY+lN (2)

식 ⑵에 사용한 반응속도 자료는 Table 2의 용매 

조성 전체를 사용하였으며 용매의 이온화능 척동 

인 丫 값과 친핵성의 척도인 N 값은 이미 보고된 

값谊들을 이용하였다. 여기서 折은 용매의 이온화 

능 丫 에 대한 감도 1은 용매의 친핵도 N 에 대한 

감도를 나타내며, 따라서 m, Z 값의 크기는 전이 

상태에서 기질과 이탈기 사이의 결합파괴, 친핵체 

와 기질의 결합 형성의 정도를 각각 나타낸다. 치 

환기 변화에 따른 m, /값의 변화는 기질의 치환 

기가 전자주개에서 전자받개로 갈수록 전반적으로 

n 값의 감소와 Z 값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phenacyl tosylate 와 p-bromophenacyl 
tosylate 의 경우 불규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m, /값 자체로서 메카니즘을 해석하기에 

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전이상태에서 친 

핵체 -기질 사이의 결합형성의 척도인 /값과 기질 

- 이탈기 사이의 결합파괴의 척도인 m 값의 비 (〃 

m)로서 고찰을 한 결과 값이 점 차적으로 증

N R-X Bond formation (H-R) +n-r_x-

Fig. 3. A More OTerrall plot for the solvolysis of sub

stituted phenacyl tosylates.

가함을 보였다.

즉, 니 m 값은 力-methoxy 치 환기 의 1.33에서 

w-nitro 치환기 의 2.55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기질의 치환기가 전자받개로 갈수록 전이상태에서 

친핵체-기질 사이의 결합형성이 증가하며, 전자 

주개로 갈수록 기질 -이탈기 사이의 결합파괴가 증 

가함을 나타내주고 있다.

PES 모형과 양자역학적 해석. 치환 페나실 유 

도체의 친핵성 치환반응은 诳2 메카니즘을 따르며 

기질의 치환기에 따라 associative SN2 또는 

dissociative SN2 메카니즘으로 전이상태가 이동 

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본 반응의 결과를 

PES 모형에 적용하기 위하여 Fig. 3의 &2 반응 

경로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반응의 전이 상태는 극단적인 -early" (F) 또 

는 ulate"(H) 전이상태를 제외한 S«2 반응 경로 

상의 어느 한 점에 위치할 것이다. 만일 전이상태 

가 반응 경로상의 중간지점인 A 에 있다고 가정한 

다면, 기질의 치환기가 전자받개로부터 전자주개 

로 갈수록 Fig. 3의 왼쪽 윗모서리가 안정화될 것 

이며 따라서 전이상태 A 는 Thornton 규칙”에 

따라 B 방향으로 이동될 것이다. 새로운 전이상태 

B는 용매 (친핵체)-기질 사이의 결합형성이 감소 

되고 기질 -이탈시 사이의 결합파괴가 증가한 느슨 

한 전이상태가 될 것이다. 실험결과를 보면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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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V지ence bond description of donor-acceptor configuration and their structural effect on the reaction complex후

configuration
valence bond description structural reaction effect on complex

primary secondary N-R R X

DA

D+A-

DA*

N:R - X N:R+ : X- loose tight

N+ R：X- N+R：- X tight loose

N: R+: X- N:R- *X loose loose

*A. Pross and S. S. %aik, J. Am. Chem. Soc.t 103, 3702 (1981).

3에서 〃»1 값이 w-N02 치환기의 2.55로부터 

Z>-CH3O 치환기의 1.33으로 작아지고 있어 실험 

결과와 잘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만일, 전이상 

태가 "early” 전이상태인 E 에 있거나 “late" 전이 

상태인 G에 있을 경우 기질의 치환기가 전자주개 

로 됨에 따라 왼쪽 윗모서리가 안정화되며 이 경 

우, Hammond 효과"에 의해 전이상태가 각각 

F, H 방향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며 이 경우들은 

실험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반응은 

Sn2 반응 경로상의 중간 부근에 위치할 것으로 예 

상된다. 용매 조성에 따른 전이상태의 변화를 보 

면, 메탄올 함량의 중가에 따라 용매의 이온화 능 

력이 증가하게 되고 Fig. 3의 윗쪽 모서리를 안정 

화할 것이므로 전이상태 A 는 Hammond 규칙에 

의한 C 방향과 Thornton 규칙에 의한 B 방향의 

합벡터 방향인。방향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며 전 

이상태 D는 친핵체 -기질 사이의 결합이 감소되 

고 기질 -이탈기 사이의 결합의 변화는 별로 없는 

상태이다. 또, 이 경우를 양자역학적인 해석방법 

에 적용하면, 기질에 전자받개 치환기가 도입됨에 

따라 D+Ar 배치는 안정화되고 DA+ 배치는 불안 

정해 질 것이며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D+ 
A- 배치가 안정화 되면 친핵체와 기질 사이의 결 

합은 단단해 지고 기질 -이탈기 사이의 결합은 느 

슨한 전이상태가 될 것이다. 기질에 전자주개 치 

환기가 도입되면 DA* 배치를 안정화시킬 것이며 

친핵체 -기질 기질 -이탈기 모두 느슨한 전이상태 

를 예상할 수 있다.

Table 3에서 기질의 치환기가 전자주개로 갈수 

록 값은 감소하고 있으며 전이상태에서 친핵 

체 -기질 사이의 결합형성은 감소되며 기질 -이탈 

기 사이의 결합파괴는 점차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 

다. 따라서 기질의 치환기 변화에 따른 양자역학 

적 해석과 Table 润 실험결과는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기질의 치환기 변화 및 용 

매 변화에 따른 반응성 파라미터 m, I 그리고 〃 

m 값과 PES 모형 해석 및 QM 해석으로부터 치 

환 페나실토실레이트류의 가메탄올 분해반응은 기 

질의 치환기가 전자받개로부터 전자주개로 갈수록 

친핵체 -기질 사이의 결합형성은 감소되고 기질 - 

이탈기 사이의 결합파괴는 증가되는 dissociative 
&2 메타니즘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으로 수 

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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