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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zoylcarbonimidoyl dichloride 와 para-치 환 

(X) N-methylanilines와의 반응으로 합성된 N-ben- 
zoyl-C-(N-methylanilino)imidoyl chloride (S)'들은 

N-methylanilino group의 para-위치에 여러 가지 

치환기 (X) (4-NO2(l), 4-Cl(2), 4-H(3), 및 4-OCH3 
⑷)가 결합된 carbonyl group%과 imidoyl chloride 
group"을 포함하는 3치환 amidine 유도체제로서 용 

액 중에서 주로 (我형의 평면성 구조를 가지는 반 

응성이 다양한 화합물이다I
실온의 비교적 진한 과염소산(L0~4.0M) 수용 

액속에서 일어나는 기질(S) 유도체(入=270~280 

nm, log £ = 4.54—4.64)-2] 산-촉매 가수분해 반응 

메카니즘을 검토하기 위하여 Hewlet Packard 845 

A형의 UV, spectrophotometer로 가수분해 반응속 

도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얻어진 가수분해 반응 

속도상수4는 산도함수(一Ho)에 의존적(Rate=—d 
[S]/dt=»[S]., log »=如(-H°)+0。)이었다.

각, 유도체 별 반응속도상수의 산도함수에 대한 

의존성 ((1) : log »=0.48(-瓦)一2.45, ⑵ : log k = 
0.54(-IL)-2.57, (3) : log » = 0.46(一 氏)一2.46 및 

(4) : log » = 0.45(-HD—2.43, r>0.95)으로부터 본 

반응은 (S) 에 양성 자가 첨가되는 특정 산-촉매 반응5 
이 일어남을 알았다.

산-촉매 가수분해 반응 메카니즘의 유형을 검토 

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산도함수에 대하여 반응 

속도가 의존적임을 설명하는 경험적 관계식인 Bun- 
nett 식 (log k +H<,=G)(log a HzO))。과 Bunnett-Ol- 
sen 식(log£ +Ho=e(H° + log[H+]))7에 적용 하여 

보았다. 그 결과 얻어진 유도체 별 hydration para- 

meter는 각각 o> = 5.90~6.86과 0 = 0.76~0.90 범위 

의 값이었다. 여기서 3값은 반응속도의 medium 
의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활성화 착물과 (S) 
사이의 hydration 정도 차이를 뜻하는 척도이며, 0 
값은 산 농도 변화에 대한 평형 계수의 감응을 특 

징짓는 파라미터이다6，.
본 연구 결과 얻은 반응 속도식과 m 및 0값으 

로부터 본 반응은 반응속도 결정 단계 (rds) 에서 ca- 
rbocation이 생성되는 AdE2와 A-1 반응 그리고 일반 

산-촉매 반응인 A-SE2 반응 등은 고려할 수 없으며 

Jc2형 반응과 유사한 A-2형의 반응이 일어날 것 

으로 생각된다.

헤테로 원자에 양성자화 된 기질(SH+)에 대한 

hydration parameter의 기준8(<o>3.3 및 <(>>0.58)에 

의하여 본 반응의 rds에서 물분자는 친핵체로서의 

성격보다는 양성자 전달체로서의 성격이 큰 A-2형° 

의 산 가수분해 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믿어진다. 

따라서 실험 사실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2 
분자적인 A-2 형의 산-촉매 가수분해 반응 메카니즘

-750-



N-Benzyol-C-(N-methylanilino)imidoyl Chloride 誘導體의 酸-觸媒 加水分解 反應 메카니즘 751

을 가정(Scheme) 하였다.

CND0/2방법 (OCPE 141严으로 (S) 의 모델 분 

자인 N-acryloyl-C-(N-methylvinyl)imidoyl chloride 

분자의 구성 원자들에 대한 일짜 전하를 CDC CY
BER 170〜140형 컴퓨터로 계산4한 니k 예상과 같이 

carbonyl group의 0원자(一 0.2906) 가 azomethine 
group 의 N 원자(一 0.2482) 오｝ N-methylanilino 
group의 N원자( — 0.1306)보다 큰 음하전을 나타내 

었다.

⑸虹,HO&-凡。⑴ 

fast

특히, log 如자 <? 压0에 크게 의존적(3》0)이란 

사실은 일반 염기로 작용하는 물 분자가 o-approach 
방법*으로 (I。)에 친핵 첨가된 물 분자의 수소원자를 

이탈 시킴으로서n 물 분자는 주로 양성자 전달체로 

작용하여& 분자내 회합된 전이상태(TS)를 형성하는 

2단계 반응이 rds가 될 것임을 잘 설명하고 있다.

(TS)
屈’①一明* >(H)

②氏0+&-1120

따라서 1단계(加) 반응은 hydronium ion에 의하 

여 oxygen protonation되어 Arrhenius complex 
(SH*) 인 oxonium ion(L)과 공명기여 구조인 acy

lium ion이나 amidinium ion (b)이 빠르게 생성되 

는 preequilibrium 단계가 될 것이다.

ph-C-4+=C—N(Hb)p»)X ------ > ph-夺긔邕二痢《Mo)phx
[Cl ui ii ,

(la) ( lb)

(X)의 변화에 따라 log 艇에 미치는 치환기 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Hammett 식(log Z = po)에 적용 

한 바, 치환기 효과(p=0)는 없었다. 이는 (S)와 

같이 반응 중심과 (X) 사이에 communicating sys

tem^ 구성하는 헤테로(N) 원자 때문이 아니라】既, 

(X)와 반응 중심 사이의 거리가 길며 평면 구조가 

아닌 syn-gauch 형태逐이므로 결합을 통한 transmi
ssion effect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lb)또한 (log 力+H。)와 물 분자의 활동도의 대수값 

(loga H2O) 사이에 좋은 직선성 (r>0.95)과 큰 기 

울기(co)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S)는 양성자를 

잘 받아들이는 염기성 화합물이며, 비교적 큰 e값 

(0>0・58)으로부터 1단계 양성자화 반응이 빠르게 

일어날 것&임을 예상 할 수 있다.

(Io)
(I) 쓰으크으 (TS) 

rds

2단계 반응@2)은 물 분자에 의한 (。의 탈 양 

성자화 반응과 azomethine carbocation (h) 에 대한 

친핵성 반응이 서로 경쟁적이므로 (ID에 대한 물 

분자의 친핵 첨가 반응이 느리게 일어나는 rds가 

될 것이다.

한편, 3단계 반응。3)은 (TS) 로부터 hydronium 
ion이 이탈된 다음, 2번째로 음하전이 큰 azomethine 
group의 N 원자에 대한 양성자화 반응으로 tautome
ric equilibria를 나타내는 azonium ion (II)들이 

빠르게 생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II)
为4, H2O 

一氏0+&—
(III)—(P)

(H)에서 (III)에 이르는 단계(知)의 반응은 (II)의 

oxonium ion으로부터 양성자가 용매인 물 분자에 

전달되는 protolytic 메카니즘으로 진행되어 carbo
nyl group으로 되면서 동시에 chloro group의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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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III)이 생성될 것이며 결국 N-methyl groups] 
N 원자에 대한 양성자화 반응과 다시 물 분자의 친 

핵첨가 반응 등의 몇 단계 반응을 거쳐 가수분해 

반응 생성물(P)로 전환되는 일련의 산-촉메 가수분 

해 반응을 가정하였다. (P)는 H/P 5985 GC/MS 

spectrometer^. 분석한 결과, 각각 N-methylaniline 
(m/e(%), M十 107(0.5)) 과 benzoylcarbamic acid(m 

/e(%)f M十 151(0.3))이었다.

(lb)

그러나 hydration parameter 이외에도 용매 동 

위원소 효과'3라든가 Bronsted a값" 또는 열 역학적 

활성화 파라미터15 등을 구하여 검토함으로써 제안 

(Scheme) 된 2분자적인 A-2형。의 산■촉매 가수분해 

반응 메카니즘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心 —쓰흐_!브으L브으 
fast 슨 (I) 0 2跋、z

----- ;--------- > (TS)F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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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t

Scheme, A-2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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