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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아세토니트릴 용매 중에서 />-Methylphenacyl Arenesulfonate와 피리딘의 반응을 1—2000 bars 
및 35〜55*t에서 전기전도도법으로 측정하였다. 반웅속도는 온도와 압력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이 

탈기에 전자받개 치환기가 도입됨에 따라 증가하였다. 활성화엔탈피, 엔트로피 및 부피로부터 이 반응은 

전반적으로 気2 반응으로 진행되나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C・・・・O 결합분열이 더욱 진전된 dissociative 
반응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었다.

A효STRATS. Kinetics of the reaction of 力-methylphenacyl arenesulfonates with pyridine in acetonitrile 
were investigated by an electric conductivity method at 1—2000 bars and 35—55t. The rates of these 
reactions were increased with raising pressures and temperatures, The activation enthalpy (AH*), ent- 
ropy(AS*) 헤id activation volumeCAV*) of the reaction were obtained with the rate constants. Activation 
volume and entropy were both negative valued, and activation enthalpy was positive. The activation 
parameters (AV* and-AS너) wer은 decreased with increasing pressure. From all of the above results, 
it was found that this reaction proceeds on the in which C* * • *0 bond breaking is more advanced 
as pressure increases.

緒 M
상압에서 알킬할라이드와 벤질할라이드 등이 3차 

아민과 반응하여 4차 암모늄염을 형성하는 Mens- 
사nitkin 반응에 관하여는 많은 연구보고47가 되어 

있다. 최근에는 아세토니트릴 용매 중에서 치환 

Phenacyl Arenesulfonate와 치환 피 리 딘과의 반웅에 

관한 반응속도론적 연구가 수행하였으며8 또한, 고 

압하에서 Benzyl Benzenesulfonate, 2-Phenylethyl 
Arenesulfonate오｝ 피리딘과의 반응에 대한 연구보 

고를 한 바 있다. 이들 연구로부터 고압하에서의 

반응메카니즘이 상압하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변화 

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고압하에서의 

반응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고압 

하에서의 반응메카니즘의 변화를 연구하는 것도 매 

우 필요한 과제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세 토니 트릴 용매 중에서 p-Me- 
thylphenacyl Arenesulfonate와 피 리 딘의 반응을 

1—2000bars, 35〜55t?범위에서 전기전도도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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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여 Hammett 반응상수 및 열역학적 파라메 

타로부터 고압하에서의 메카니즘의 변화를 고찰하 

였다.

* 驗

藥品 및 機器. 실험에 사용된 시약은 Merck제 

특급시약을 사용하였으며, 피리딘은 NaOH로 탈수 

시킨 뒤 재증류한 후 갈색 앰플에 보관하여 사용 

하였으며, 용매로 사용한 아세토니트릴은 증류 후 

탄산칼슘을 넣어 3일간 방치한 후 재증류하여 사 

용하였다. 전도도측정은 Conductivity Bridge（YSI 
Model 34）를 사용하였다. 사용된 시료는 알려진 

방법8으로 합성 및 확인하였다.

測定裝置. 전도도의 측정장치9祯는 고압발생기, 

압력측정기, 항온조, 전도도브릿지 및 전도도셀로 

이루어 져 있다. 고압발생장치는 수동식 유압펌프이 

고, 여기에 사용한 압력전달액은 전기전도성이 없는 

파라핀유이다. 용기 내의 압력측정은 Burden제의 

압력계를 사용하였으며, 전도도셀은 Pyrex 유리에 

백금극을 봉입하고 두 개의 가지를 내어 Teflon관을 

연결하고 그 끝은 유리마개로 막아 압력에 따른 셀의 

체적 변화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이 Teflon관이 압 

력을 전달해 주며 전달액과 용액을 분리시킨다. 셀의 

체적은 2~3cm3이다.

反應速度의 測定. 아세 토니 트릴 용매에서 Phe

nacyl Benzenesulfonate와 Pyridine이 반응하여 

Phenacylpyridinium Benzenesulfonate의 전해질이 

다음과 같은 반응식에 따라 생성되므로 전도도법으 

로 반응속도를 측정하였다.

H H 0

이 반응에서 피리딘의 농도를 50배로 하여 유사 

일차 반응 조건으로 만든 후 시간에 따른 반응물의 

생성속도를 측정하였으며, 유사 일차 반응속도상수 

는 무한대법으로부터 구하였다. 즉 식 In（兀一入8）/ 

（入cl為） =T?obs t로 부터 In（馬-入8）와 £를 도시하여 

그 기울기로부터 底服를 얻고 다시 피리딘의 농도로 

나누어 2차 반응속도상수 加를 얻었다.

結果 및 考察

/>-Methylphenacyl Arenesulfonate와 피리딘의 아 

세토니트릴 용매 중에서의 반응에 대한 2차 반응 

속도상수를 온도와 압력에 따라 Table 1에 나타내 

었다.

반응속도상수는 온도와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증 

가하였으며, 이탈기의 전자받개능력이 증가함에 따 

라 증가하였다. 이는 전자받개능력이 증가됨으로써 

이탈기인 sulfonate 음이온의 산소 원자에게 partial 

negative charge-f- 가지게 함으로써 이탈기를 안정 

화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 전이상태에서 C---0 결

Table 1. Second-order rate constants, /&X Wd/mol 
min), for the reaction of p-methylphenacyl arenesul
fonates with pyridine in acetonitrile at various tempe- 
ratures and pressures

Substituent

(X)

P/bars

1 500 1000 1500 2000

4-CH3
35°C 1.93 2.82 3.61 4.55 5.48
45t 4.01 5.95 7.78 9.85 12.25
55<3 7.99 12.19 15.94 20.46 25.41

H
35t 3.05 4.11 5.37 7.10 8.87
45M 5.89 8.58 11.47 15.25 19.69
55(3 11.56 17.28 22.88 31.45 40.24
4-Br

35°C 7.99 11.90 15.98 21.65 27.67
45t 15.03 23.89 33.77 48.25 63.26
55t 30.31 48.44 72.99 105.25 138.53
3-NO2
35fc 33.52 55.23 85.15 121.42 161.41
45t 58.56 98.72 175.63 248.75 346.15
55°C 109.11 202.42 333.91 507.93 700.88*

Extrapolated value from other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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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분열이 잘 일어나게 한다. 전이상태이론“에 따르 

면 활성화 부피 产는 식 (1)과 같이 쓸 수 있다.

AVv = -J?7'(aln k/sP)T (1)

여기서 AV#를 계산하기 위한 In k대 P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2차식이 가장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 

다 12.13

In 卜A+BP+CF2 (2)

본 연구에서도 In 如대 F를 plot한 결과 Fig. 1에

P (bars)

Fig. 1. The plots of 나蛇 In k2 vs P for the reaction 
of />-methylphenacyl arenesulfonates with pyridine. 

서와 같이 2차 함수꼴로 나타남을 알았다. 4 B 및 

C는 상수이고 F는 압력을 나타낸다. 식 (2)를 일 

정온도에서 미분하여 식 (3)을 얻고, 식 (1), (3)으 

로부터 식 (4)를 얻는다.

(a \nk/aP)T=B + 2CP (3)

= -RTCB+2CP) (4)

식 (2)로부터 2차 최소자승법으로 계수 4 B 및 

C를 구하여 활성화 부피 를 계산하였다. 이 

계산한 값을 Table 2에 종합하였다.

활성화 부피에 대한 기여는 반응물의 핵간 거리의 

변화와 용매화에 의한 부피변화의 합으로 생각할 수 

있다. Table 2에서 활성화 부피는 전부 음의 값을 

가지며 그 절대값은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하고, 압 

력이 증가함에 따라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온도가 증가하면 전이상태에서의 부 

피를 더욱 감소시켜 핵간 거리의 변화에 기여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며, 압력이 증가하면 

반응물의 compressibility/} 감소하므로 electrostric- 
tion의 효과가 상대 적으로 감소하므로 활성화 부피 의 

절대값이 감소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S_v2형 반응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 

으로 하전을 띄지않는 반응물이 하전을 띈 활성화 

물을 형성할 때 △尸가 음의 값을 가지면 50반응 

으로 기대된다는 사실과 일치한다机 즉 △尸 가 음의 

값을 가진다는 것은 전이상태일 경우가 초기 상태일

trile at various temperatures and pressures
Table 2. Activation volumes(AV*) for the reaction of p-methylphenacyl Arenesulfonates with pyridine in acetoni-

Substituent
(X)

P/bars
------------—

1 500 1000 1500 2000
4-CH3 35°C -18.78 -15.88 -12.97 -10.05 — 7.14

45°C -20.04 -17.17 -14.28 -11.40 -8.52
55fc -21.87 -18.56 -15.24 一 11.92 -8.61

H 35t -15.58 -14.57 -13.55 -12.54 -11.52
45t 一 19.29 -17.44 -15.60 -13.75 -11.90
55t -20.87 -18.76 -16.65 -14.53 -12.42

4-Br 35t — 19.89 -17.74 -15.58 -13.42 -11.27
45t -24.27 -21.47 -18.67 -15.86 -13.06
55t 一 27.20 -23.87 -20.53 -17.20 -13.86

3-NO2 35t -27.22 -23.55 -19.87 -16.19 -12.51
45M -32.51 -27.94 -23.37 一 18.79 -14.21
55t 一 35.35 -30.17 -24.97 -19.78 一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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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 3. Activation enthalpy, entropy and free energy for the reaction of 少methylphenacyl Arenesulfonates 
with pyndme in acetonitrile at 45t and 1—2000 bars

Substituent P/bars

(X)

4-CH3 AZ/* (Kcal/mole)
AS*(e.u./mole) 
AG* (Kcal/mole)

H Z요1 노 (Kcal/mole)
AS*(e.u./mole) 
△G * (Kcal/mole) 

4-Br A//* (Kcal/mole) 
AS*(e.u./mole) 
AG* (Kcal/mole) 

3-NO2 AH* 사(cal/mo】e)
AS*(e.u./mole) 
AG* (Kcal/mole)

500

13.63 
-31.35

23.60
12.73

-33.43
23.36
12.74

-31.51
22.76
11.20

一 33.65
21.90

14.06 
-29.21

23.35
13.78

-29.37
23.12
13.44

-28.40
22.47
12.39

-28.87
21.57

1000

14.27
-28.02

23.18
13.92

-28.33
22.93
14.61

-24.03
22.25
13.09

-25.53
21.21

1500 2000

14.46 14.77
-26.95 -25.53

23.03 22.89
14.30 14.55

-26.57 -25.28
22.75 22.59
15.24 15.53

-21.35 -19.91
23.03 21.86
13.73 14.11

— 22.83 -20.97
20.99 20.78

rious pressures in acetonitrile.

때보다 더 극성인 상태이므로 주위의 용매를 끌어 

당겨 전기적 억압 상태가 증가된 상태를 의미한다. 

(△1产 = 匕一匕) AV* 이외의 다른 활성화 파라메 

타들은 아래 식들로부터 구하여 Table 3에 나타내 

었다.

,k2 厶H* 1
In— ------ — + Const. (5)

AG*=-7?T In 씀- (6)
k/

F祯.3. The Hammett plots for the reaction of /)-meth- 
ylphenacyl arenesulfonates with pyridine in acetonit- 
rile at 457二 The substituents included in this plots 
are the 4-CH3, H, 4-Br, and 3-NO2.

△S 녹 = (M 牛一 AG 초)/T (7)

여기서 활성화엔탈피는 식 (5)의 瓦(处/7)와 1/ 
丁의 도시에서 그 기울기로부터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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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Hammett p values for the reaction of 
/>-methylphenacyl Arenesulfonates with pyridine in 
acetonitrile 간 45t

P/bars

1 500 1000 1500 2000

p 1.353 1.424 1.581 1.634 1.686

Fig. 4. The isokinetic r이ationship for the reaction 
力-methylphenacyl arenesulfonates with pyridine in 

acetonitrile.

Table 3에 의하면 AH녹 값은 압력이 증가할수록 

증가했으며 - 값과 AG专 값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반응은 엔트로피 조절반응임을 

나타내고 있다圮I： 이를 戶独 2에 나타내었다. 또한 

이탈기의 치환기 효과를 고찰하기 위하여 Hammett 
plotw。를 r谚 3에, 반응상수 값을 Table 4에 나타 

내었다.

여기서 Hammett p값이 압력의 증가에 따라 증 

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압력의 증가에 

따라 C-, -0 결합의 분열정도가 증가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전이상태에서 partial charge가 압력에 따라 

커짐을 알 수 있다. 또 식 ⑻에 의해 등속온도(7括) 

를 구하고 이것을 尸谚 4에 나타내었다.

&播产=7" 8AS4 (8)

등속온도(7")가 실험온도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되어 여기서도 이 반응은 엔트로피 조절반응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 보면 이 반응은 전체적으로 Sn2 
반응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었고 이탈기에 전자받개 

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반응속도가 증가하고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丨 I 의 값과 丨 AS초 丨 의 값이 

감소하는 것을 보면 상압에 비해 압력이 커지면 

전이상태에서 이탈기의 partial 사｝arge가 크게 증가 

되어 C* - *0 결합분열이 우세해지는 dissociative 
Sn2 반응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1988년도 문교부 기초과학 육성 연구 

조성비에 의한 것으로 이에 감사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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