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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2형의 치환반응에서 친핵체의 친핵도는 친핵 

체의 구조와 용매에 따라 크게 변화한다는 것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친핵도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친핵체의 염기도% 입체장애 효과錦 및 용매효과% 

등의 기여로 분류되고 있으나, 이들 각 요인에 대한 

정량적 기여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로 알 

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요인에 대한 정량적 기여를 

결정하기 위하여 모형 친핵체를 아닐린(An), 1,으로 

정하고 입체장애 효과를 검증할 대상으로 아닐린의 

알킬화 유도체 인 N-methyl Aniline(NMA), 2, N,N- 
dimethyl Aniline(DMA), 3, 및 N,N-diethyl Aniline 
(DEA), 4,으로 선정하였으며, 용매화 효과 중 양성 

자성 유기용매 중에서의 수소결합에 의한 용매화를 

논의하기 위하여 유기용매를 메탄올(MeOH)로 선 

정하였다.

a<:

1 2 3 4

메탄올 용매 중에서 의 염기에 대한 분몰 용 

해열은 용매 메탄올 간의 수소결합 구조파괴를 수 

반하는 흡열적 인 공동생성 (cavity formation) 과정，과 

공동내에서의 염기와 용매 간의 발열적인 수소결합 

(hydrogen-bonding)8에 의한 용매화의 합으로 결정 

/CHs 广/이皿(/"、收 O"、어

된다. 이외에 작은 요인으로는 용질분자 간의 자기 

회합(self-association)8을 파괴시키는 약간의 흡열성 

요인이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순수한 MeOH 중에서의 용해열 만으로는 

이들을 요인별로 정량화시키는 방법을 확립시키기 

어려우므로 1-4의 아닐린 유도체와 구조 및 크기가 

비슷하면서 MeOH와의 수소결합성 상호작용을 무 

시할 수 있으며 MeOH와 유전상수가 비슷한 방향족 

유기용매를 조용매(cosolvent)로 이용하여 이 용매 

와 MeOH의 2성분 혼합용매의 혼합비를 변화시키 

면서 분몰 용해열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조용매로는 니트로벤젠(NB), 5,이 가장 적합한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아닐린처럼 염기중심에 미치는 

입체장애 요인을 갖지는 않으나 전체적인 분자 크 

기가 유사하며 염기도가 상당히 다른 방향족 아민인 

피리딘(Py), 6, 및 벤질아민(BA), 7,을 수소결합성 

용매화 에너지를 예측하는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MeOH-NB 혼합용매 중에서 이들의 혼합비에 따른 

각 용질의 분몰 용해열 측정값과 본 연구자들의 선행 

연구이。에서 보고된 측정치를 Table 1에 수록하였으 

며, 용해열 측정의 실험방법은 선행 연구에 상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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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trial Molar Heat of Solution, AHx/kJmol-1, of Nitrobenzene (NB), Aniline (An), N-methyl Aniline 
(NMA), N,N-dimethyl Aniline (DMA), Pyridine (Py), N,N-diethyl Aniline (DEA) and Benzyl amine (BA) in Metha- 
nol-Nitrobenzene Binary Mixtures at 25.0°C

MeOH 
v/v%

XmcOH NB° AnA NMA DMA P/ DEA BA6

100 1 4.074 -2.54 4.36 -3.98 4.94 -11.51
90 0.958 3.748 -2.17 3.62 -4.59 4.18 —11.67
80 0.910 3.259 -1.83 3.00 -5.19 3.44 -12.33
70 0.855 3.001 — 1.57 2.55 — 5.76 3.01 -12.56
50 0.717 2.070 -0.94 1.79 —6.63 2.04 —12.92
30 0.520 1.495 — 0.79 1.21 -7.50 1.43 一 13.91
20 0.388 1.152 — 0.90 — 1.12 —
10 0.219 0.684 0.21 0.58 -7.43 0.82 一 14.24
5 0.118 0.327 0.59 0.37 一 6.64 0.59 -12.57
0 0 0 1.95 0.25 0.39 0.35 1.12

pKa in Water" 4.60 4.85 5.07 5.23 6.57 9.34
flref. 9; "ref. 10; cref. 11 and 12.

—

Table 1 의 자료를 살펴보면 An, Py, BA과 같이 

염기중심에 입체장애 효과가 없는 아민은 메탄올 

함량이 증가할수록 큰 음(一)의 용해열을 보이고 

있으며, 주어진 용매조성에서 아민의 四가 증가함 

에 따라 용해열이 더 큰 발열적 성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수소결합을 통한 용매화가 공동생성을 

통한 용매화 보다 크게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DMA, DEA의 경우에는 MeOH의 

함량 증가에 따라 분몰 용해열이 NB의 경우와 거의 

비슷하거나 흡열적으로 증가되고 있음을 볼 수 있 

으며, 이는 pKa 증가에도 불구하고 H+ 보다 크기가 

월등히 큰 MeOH와의 수소결합이 N-alkyl기에 의한 

입체장애 효과를 받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NMA의 경우는 용매조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용 

해열이 작은 흡열성을 나타내면서 크게 변하지 않 

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수소결합에 미치는 입체 

장애 효과가 DMA와 An의 중간적 성향을 나타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MeOH-NB 혼합용매 중에서 MeOH 몰분율 

(Xmsh) 에 대한 각 성분의 분몰 용해열을 Fig. 1에 

도시하였다. Fig. 1에서 DMA와 DEA에 대한 분몰 

용해열의 Xmsh 의존성을 NB과 비교해 보면 전체 

용매 조성에서 0.35〜0.87kJm이t 정도의 용해열의 

차이만을 보이며, 극히 유사한 성향을 나타내는 것 

으로 보아 주어진 용매조성에서 이들 세 성분에 대한

Fig. 1. Plot of Heats of Solution (AHx/kJmoL) versus 
MeOH mole fraction (XMeOH)in MeOH-NB binary mi
xtures at 25.0fc (O NB; a An; ▽ NMA; ▲ DMA; 
■ Py; □ DEA; • BA).

공동생성 엔탈피는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순수한 메탄올 중에서의 그 값은 4.94 KJmor1 보다 

다소 큰 값을 가질 것이며, 이들과 MeOH 간의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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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lot of Heats of Solution (AHMeon/kJmor1) 
of Amines versus pKa of Amine in MeOH.

결합 효과는 매우 작을 것으로 기대된다.

순수한 NB에서 An, NMA 및 BA의 용해열이 

DMA, DEA 및 NB 보다 다소 큰 흡열적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순수한 액체상태에서 8 
과 같이 약한 수소결합에 의한 회합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평균 공동생성 에너지 0.3kJmolT에서 

그 값을 벤 나머지 값 一1.65, -1.43, -0.82kJmolT 
을 An, NMA, BA의 각각에 대한 자기회합 에너지로 

볼 수 있다.

8 9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면 순수한 MeOH 중에서 

각 염기의 용해열(Z\HMeOH)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공동생성 엔탈피 (AHc), 수소결합 엔탈피 (AHhb) 및 

자기회합 엔탈피(AHsa) 등의 세 가지 기여로 분 

류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식(1)의 관계가 성립 

된다.

AHMe0H = AHc + AHhb - AHSa (1)

이때 염기의 alkyl 치환기에 따라 입체장애 엔탈피 

(△Hsh)는 입체장애가 없을 때에 예상되는 △Hhb 

값에서 실제 AHhb값을 샌 차이가 될 것이다. 이들 

염기의 크기가 유사하므로 공동생성에너지가 동등 

하게 기여한다고 가정하고, 입체장애 효과가 없는 

염기에서는 수소결합 에너지가 匝에 비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위의 네 가지 요인을 정량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Fig- 2에 순수한 MeOH 
중에서 염기의 용해열을 区에 대하여 도시하였다. 

예상된 바와 같이 입체장애 효과가 없는 An, Py, 
BA의 용해열은 阻의 증가에 따라 다음 식과 같이 

직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직선 I).

AHmcoh =-1.87 pKa +5.94 (2)

그러나 An, NMA, DMA, DEA로 이어지는 곡선 

II에서는 AHMeOH 값이 N-alkyl 기의 크기와 수가 

증가함에 따라 P匕가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흡열적 

으로 변화되면서 그 극한값이 식 (1)에서 p& = 0일 

때의 AHMeOH의 예상치 5.94kJmoL에 접근함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분몰 용해열 측정시 염기용액의 

농도를 매우 묽은 조건을 만족하도록(0.01~0.02M) 
하였으므로 분자의 크기가 아닐린 유도체와 유사하 

면서 瓯=0인 가상적인 염기는 위의 농도조건에서 

98~99%이상 유리된 염기로 존재하게 되어 약한 

수소 결합 주게산인 MeOH와는 전혀 수소결합을 

이룰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직선 I에서 pKa=0 
일 때의 절편값과 곡선 II의 극한값으로 추정되는 

5.94kJmolT을 순수한 MeOH에서 이들 염기의 크 

기에 상응하는 공동생성 에너지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즉, AHC =+5.94kjmor1). 이 값과 실제 

용해열 간의 차이가 AHhb의 기여일 것이며, 입체 

장애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직선 I로부터 주어진 

讨&에서 예상되는 용해열과 용해열의 실측치간의 

차이를 AHsh로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결정된 용해열에 미치는 각 요인의 기여를 Ta

ble 2에 요약하였다.

Table 2에서 AHhb를 볼 때 An이 Py보다 函가 

다소 작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더 큰 음(―)의 수 

소결합에너지를 보이는 것은 9에서와 같은 수소결 

합에 의한 기여가 다소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상된 바와 같이 NMA, DMA, DEA로 갈수록 

△Hhb의 기여가 작은 것은 질소의 고립전자 쌍과 

MeOH간의 수소결합 형성에 입체장애 효과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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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mmary of Enthalpy of Cavity Formation 
(AHc), Enthalpy of Self-Association (AHsa), Enthalpy 
of Hydrogen-Bonding (AHhb), and Enthalpy of Steric 
Hindrance (AHSh) Contributing to the Partial Molar 
Heat of Solution for Various Aromatic Anilines in 
Pure Methanol

An Py BA NMA DMA DEA

AHC 5.9 5.9 5.9 5.9 5.9 5.9
AHsa -1.7 0 -0.8 -1.4 0 0
AHhb -10.1 -9.9 -18.3 -5.9 —1.6 -1.0
AHsh 0 0 0 3.2 7.9 11.3

내기 때문이며 이의 기여는 각각 3.17, 7.90 및 11.28 
kjm이t로 결정되었다. 이 자료로부터 DMA의 질 

소원자에 붙어 있는 두 개의 메틸기는 NMA의 질 

소원자에 붙어 있는 메틸기 한 개의 입체장애 효과 

보다 두 배 이상 강화되어 나타남올 알 수 있으며, 

예상되는 순서와 일치함을 보아 논의된 방법에 따라 

수소결합의 세기와 입체장애 효과를 결정하는 방법 

이 합당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현재 본 연구진에서 계속되는 calorimetry 실험에 

의하여 자료가 보완되는 데로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 

할 실험적 확증을 보충하고 응용예를 추가하므로써 

적용 폭을 넓혀 나가고자 한다.

본 연구를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신 인하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감사 드립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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