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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여러 가지 용매에서 phenylvinylketone에 대한 아민(piperidine 및 diethyl・amine)의 친핵성 

첨가반응 속도상수를 25t：에서 분광광도법으로 측정한 결과 그의 첨가반응 속도상수는 용매의 극성에 비 

례함을 알았고 이것은 Kirkwood식으로 잘 설명할 수 있었다. 즉, 이 반응은 고리형 구조의 zwitter ion 
중간체를 거쳐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또 phenylvinylketone에 대한 아민의 첨가반응에서 3차 아민은 1차 

및 2차 아민에서 보다 반응이 훨씬 느리 게 진행되었으며 이것은 1차 및 2차 아민에 서는 고리형 구조의 zwitter 
ion 중간체를 형성할 수 있고 또한 음전하의 비편재화 및 엔올형의 구조까지 가능하지만 3차 아민에서는 

위의 구조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차 및 2차 아민에서 보다 느리게 진행된다고 생각된다.

ABSTRACT. The rate constans of the nucleophilic addition reaction of amines (piperidine and diethy
lamine) to phenylvinylketone in various solvents have been determined by UV spectrophotometry at 
25tL On the basis of the high sensitivity of the rate to the polarity of the medium, it may be concluded 
that the reaction intermediate has zwitterionic character. The effect of the solvents on the rate of the 
bimolecular nucleophilic addition reaction is described well by the Kirkwood equation: The transition 
state of the reaction has a cyclic structure formed through an intramolecular hydrogen bond. The addition 
reaction of primary and secondary amines to phenylvinylketone in all solvents take place considerably 
faster than that of tertiary amine and this results also can be explained by the intermediate products 
in the reaction have a cyclic structure formed through an intramolecular hydrogen bond for the primary 
and secondary amines but not for the tertiary amine.

서 론

활성화된 탄소-탄소 이중결합에 대한 친핵성 첨 

가반응의 연구는 많이 보고되어 있고 현재도 계속 

하고 있다-A

Ogato 등4은 일반염기 촉매하에서 methylvinylke- 

tone에 대한 an山ne의 첨 가반응 메 카니즘을 밝혔고, 

Rapport 등5은 arylmethyienemalonitrile고｝ trin-bu- 
thylphosphine이 반응하면 중간체로 zwitter ion이 

생성됨을 또한 보고하였다.

한편, Markisz 등&은 염기성 용매속에서 acryl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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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le과 ethylacetoacetate와의 반응을 속도론적으로 

연구하였으며 Shemher 등，은 CH2 = CHX와 mor- 
pholine과의 친핵성 첨가반응에서 X의 치환기 효과 

를 반응속도론적으로 연구한 결과 그 반응성의 순 

서는 다음과 같음을 보고하였다.

COPh > SO3Ph >CHO>COCH3>COOPh > SO2C6 
H4CH3-/>>COOCH3>CN>CONH2>PO(COC2H5)3 

X6H4NO2-2
Titski 등8은 용매의 성질에 따라 친핵성 첨가반 

응의 속도 의존성을 얻을 수 있었으며 또한 이와 

같은 자료로부터 transition state의 구조 및 성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Kim 등°은 아직까지 잘 밝혀지지 않았던 산성에 

서의 복잡한 친핵성 첨가반응 메카니즘도 속도론적 

으로 규명하였다. 그러나 가수분해 및 첨가반응 과 

정에서 가정한 zwitter ion의 구조에 대한 연구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속도론적으로 친핵성 첨가반응의 메카니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첨가반응 속도에 미치는 여러 

인자(기질의 구조, 용매의 성질, 온도 등)들의 영향 

을 각각 연구하고 여기서 얻은 정보로부터 전이상 

태의 구조를 예측하고 이것으로부터 가능한 전체반 

응의 메카니즘을 제안하는 것이다. 즉, 전이상태 구 

조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는 방법 중의 하나는 

반응계에서 용매의 영향을 조사, 관찰함으로써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용매의 극성에 따르는 

phenylvinylketone과 아민(piperidine, diethylamine 

및 triethylamine) 과의 친핵성 첨가반응 속도상수를 

측정하여 그의 전이상태의 구조를 예측하고 최종 

생성물의 확인 등으로 반응의 메카니즘을 더욱 자 

세히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일차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실 험

Phenylvinylketone(PVK) 은 Denis，。의 방법에 의 

흐！］ 합성하였고, bp.는 65〜67°C(lmm)［문헌치nF 

60~70°C(lmm), 74~76t：(4mm)］였으며, IR(Be- 

ckman), NMR(Bruker, 25 OMHz/CDClQ 및 Mass 
(Hewlett-Packard GC/MS) spectrum으로 이것을 

확인하였다. 용매로 사용한 acetonitrile은 흡습성이 

강하므로 사용하기 바로 전에 Coetzee14 방법에 따라 

정제하여 사용하였으며, 아세톤, 클로로벤젠, 시클로 

핵산 및 >1-핵산 등은 Aldrich사 제품을 정제하여 

사용하였다节. 그리고 친핵제로 사용한 diethylamine, 

piperidine, triethylamine 및 也-butylamine은 시약 

급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반응속도의 측정은 100 m/의 용량 플라스크에 98 

m2의 용매화 친핵제로 사용한 piperidine(2.55X 
10 'M) 또는 diethylamine(2.36X10 'M)! m/f- 
넣어 25°C로 유지되는 항온조 속에서 항온이 되게한 

후 5.O2X］0fM의 PVK lmZ를 가하여 최대 흡수 

파장(240 nm) 에서 시간에 따르는 PVK의 흡광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위의 실험은 친핵제로 사용한 

아민의 농도가 PVK의 농도보다 약 50배 이상의 큰 

농도조건에서 행하였으며, 최소자승법에 유사 1차 

반응속도상수 값을 구하고 이것으로부터 2차 반응 

속도상수 값을 구하였다.

결과 및 고찰

위의 친핵성 첨가반응에서 최종 생성물의 확인은 

20 mg(1.5X 10'4 mol) 의 PVK를 3 m/의 acetonit- 

rile에 녹이고 25.7 mg(3X 1(厂"* mol) 의 piperidine 
또는 22mg(3X107mol)의 diethylamine을 넣어준 

다음 25t：에서 교반시킨다. 반응 혼합물을 감압증 

류한 후 preparative TLC를 이용하여 분리 확인한 

결과 다음 반응에 의해 첨가물이 생성됨을 알았 

다 • O

(◎广 C 一 CH = CH2+R2NH t Transition state 

0
—> — CH ~2 CH ~2 NR?

이 때 수율은 95%였으며 &-(H"/EtOAC = 5:5) 
값은 0.11, 그리고 IR, NMR 및 UV로서 이 첨가반응 

생성물을 확인하였다.

한편 극성이 다른 여러 가지 용매속에서 PVK에 

대한 diethylamine과 piperidine의 친핵성 첨가반응 

을 25t?에서 연구하였으며 한 예로 Fig. 1 은 acetoni

trile 용매에서 PVK와 piperidine 사이의 친핵성 

첨가반응에 대하여 시 간에 다른 홉광도0)의 대수값 

즉, k)g(A/4)를 나타낸 것이며, 최소자승법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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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유사 1 차 반응속도상수Qobs) 를 구하였고, 2차 

반응속도상수(如)는 유사 1차 반응속도상수를 그 

때의 아민의 농도로 나누어 줌으로써 구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유전상수(Q 가 다른 여 러 가지 

용매 속에서 PVK에 대한 diethylamine 및 piperi
dine^ 첨가반응 속도상수를 구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비전하 분자간의 반응속도에 미치는 용매의 유전 

상수의 영향은 다음과 같은 Kirkwood 식으로 나타 

낼 수 있다.

(
w
 

x

으

+
1

Fig. 1. The plots of log An/A vs. time for the nucleo
philic addition of piperidine to phenylvinylketone in 
acetonitrile at 25t.

Log k = U)g k0+g ― (1)
Ze+1

여기서 为와 稣는 각각 용매의 유전상수 e와 기체상 

伝=1.0)에서의 속도상수이고 g는 용매의 극성이 

반응에 미치는 감도를 나타낸다.

Table 1의 결과를 log 炬에 대한 Kirkwood 함수 

方(£一1/宓+1)으로 plot하면 Fig. 2와 같다.

F讶.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 결과는 Kirk-

2.0

0.5

1.5

&c
7 i.o
cn

0
1 2 3 4 5

10-A( = e-l/2e+l)
Fig. 2. The effect of solvents on the reaction of phe
nylvinylketone with diethylamine and piperidine at 
251二 The number of the points is that in Table 1; O ； 

piperridine, Q ; diethylamine.

Table 1. Second order rate constants (^2) for the reaction of phenylvinylketone with amines in various solvents 
at 25t

No Solvents Diethylamine Piperidine
k2 (10一 M'■ s-1) k2

1 w-hexane16 1.89 1.54 3.32
2 Cyclohexane16 2.02 1.76 3.91
3 Cyclohexane(lO) + Chlorobenzene(l)17 2.34 2.70 6.01
4 Cyclohexane(3)+Chlorobenzene(l)17 2.83 5.31 11.5
5 Chlorobenzene16 5.62 10.3 23.0
6 Chlorobenzene(4) + Acetonitrile(l)18 11.6 16.6 38.5
7 Chlorobenzene(2) + Acetonitrile(l)18 15.1 21.3 45.6
8 Acetonitrile16 37.5 32.3 74.8

*Dielectric con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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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식에 잘 일치하며 실험결과들을 대입하여 정 

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Diethylamine에 대해서는 Log k2- —3.57+4.23

e— 1
——T-(刀=8,户=0.992) (2)

Piperidine에 대해서는 Log k2= -3.24+4.28

g — 1
———.3 = 8, 0.993) (3)

1

여기서 〃은 극성이 다른 8개의 용매에서의 실험횟 

수를 나타내고 7은 그 실험에 대한 선상관계수이다.

Kirkwood식에 실험자료들을 도입해서 계산해 보 

면 용매의 극성이 반응에 미치는 감도(g)는 diethy- 
lamine에서는 4.23이^, piperidine에서는 4.28로서 

별차이가 없었으며 일반적으로 비전하 분자간 친핵 

성 첨가반응에서 1차 및 2차 아민의 첨가반응에 대한 

반응의 감도 g값은 2.4〜 4.2 사이의 값을 가지며 3차 

아민의 첨가반응에 대한 g값은 약 9~13의 값을 

갖는다고 보고하고 있다W。.

이 실험에서는 PVK과 M-buthylamine 사이의 반 

응에서는 g값이 2.52[(4)식]이고 diethylamine에서 

는 g는 4.23[(2)식:], piperidine의 경우는 4.28[(3) 
식]인 반면 trie比ylamine과의 반응에서는 g값이 

8.99[⑹ 식].

여러 가지 극성용매에서 PVK와 아민의 친핵성 

첨가반응에서 2차 반응속도상수의 변화를 조사해 본 

결과 transition state의 구조는 비교적 큰 전하분 

리가 이루어져 있으리라 예상되며 그래서 극성이 큰 

용매에서 반응속도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Litvinenko21 및 Kostenkc严의 연구결 

과인 phenyl-8-halogenovinyl-ketone과 아민과의 친 

핵성 첨가반응에서 얻은 결과와 유사하며 이 사실은 

본 반응의 transition state가 phenyl-0-halogenovin- 
ylketone과 1 차 및 2차 아민과의 반응에 대한 tran

sition state의 반응에서 제시한 구조와 상당히 닮 

았음을 암시한다. 즉, 연구된 반응의 비촉매과정에 

대한 카르보닐기의 산소원자와 중간생성물에 있는 

암모늄(11私)의 수소원자 사이에 분자내 수소결합을 

형성한다고 제안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반응의 

메카니즘은 최소한 두 단계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활성화기에 연결되어 있는 0-탄소원자에 

아민이 먼저 공격하면 zwitter ion 중간체가 생기며 

그후 최종 생성물로 가는 경로인 보편화된 경로I를 

따라 진행된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연구된 반응의 

메카니즘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H=*CH, ____ . I /Eh—앳*+
Z-須 + R.NH JZZ* *r-C 冲＜--- ►

% I O----- H
I

Type II의 고리형 구조의 형성은 산소원자와 아 

미노기의 양성자와의 분자내 수소결합 때문에 아민 

의 친핵성도의 증가로 인해 속도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고 또한 용매의 극성때문에 아민의 sensitivity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음전하의 비 

편재[극한구조(II扑)] 및 엔올형의 형성가능성 때문 

에 반응의(정반응 및 역반응 에너지 장벽을 감소 

시킬 것이다. 이것은 arylvinylketone과 아민과의 

반응은 가역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대신 arylvi- 
nylketone과 아민과의 반응은 가역성이 있음을 나 

타내고 있는 대신 arylvinylsulfone과 아민과의 반 

응은 여기서는 구조 li 및 III는 불가능) 정량적이고 

비가역적으로23 일어남을 나타낸다.

한편, PVK에 대한 1차, 2차 및 3차 아민의 친핵 

성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M-buthylamine, diethyla
mine 및 triethylamine과 PVK 사이 의 반응속도상수 

값을 Table 2에 나타내었으며 Fig. 3은 이 결과를 

(1)식에 대입한 것이다.

각 아민에 대한 결과를 (1)식에 대입하면 각각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buthylamine : Log k— —3.32 + 2.5

£ — 1
,3 = 4,厂二 0.995) (4)

Z£+ 1

Diethylamine : Log k= —357 + 4.23

(n = 7, r= 0.992) (5)
2e+ 1

triethylamine : Log k~ 一7.03+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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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econd order rate constants 腿)for the reaction of phenylvinylketone with amines in various solvents 
at 25°C

No. Solvents £25 w-butylamine 
k2 (lO^M-'-s-1)

Diethylamine 
k2 (lO^M^-s-1)

Triethylamine 
k2 (lO^M-'-s-1)

1 w-Hexane 1.89 1.42 1.54 0.421
2 Cyclohexane 2.02 — 1.76 —
3 Cyclohexane(3) + Chlorobenzene(2) 2.83 1.83 5.31 1.31
4 Chlorobenzene 5.62 4.66 10.4 260
5 Chlorobenzene(4) + Acetonitrile(l) 11.6 5.72 16.6 540
6 Acetonitrile 37.5 一 32.3 2440

-
s
 +
 s

1.5 3.0
0 0

4.5

如

应 u
q

+
9

o
 

o

2
 

L

10-/. ( = e- l/2e+1)

Fig. 3. Log 加 vs. Kirkwood function丿认=£一 1/2e+1) 
on the reaction of phenylvinlyketone with amines at 
25t： ； ® : «-butylamine (left scale), d : cGethylamine 
(left scale), C): triethylamine (right scale).

----------,3 = 5, r=0.995) (6) 
2e+l

이 결과도 Litvinenko21 및 Kostenk/2의 연구결과인 

phenyl-P-halogenovinyl ketone과 1 女卜 ■민 및 

아민成=24〜4.2)에서 얻은 결과와 유사하며, 특히 

3차 아민에 대한 결과(£=9〜13)와도 아주 유사하 

기 때문에 PVK와 3차 아민과의 반응에서 얻어진 

transition state 구조는 비고리형 화합물이고 높은 

극성물질이라고 생각된다. 즉 여기서 얻은 결과는 

1 차 및 2차 아민은 분자내 수소결합인-0-H-古 

-type를 형성함으로써 고리구조를 예측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중간체의 구조는 극성용매일 수록 용매

화가 잘되어 반응의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3차 아민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첨가반응이 일어 

난다. 즉, 1차 및 2차 아민보다 훨씬 작은 값이 나 

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다. 

_즈

(IV)에서 카르보닐의 산소와 아미노기의 수소 

사이에 수소결합이 형성되고 고리구조를 형성함으 

로써 전이상태의 구조가 두 공명구조를 이룰 수 있어 

상당히 안전한 중간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3차 아 

민에 비해 1차 및 2차 아민에서 상당히 큰 속도상수 

값을 나타낸다. 즉 PVK와 1차, 2차 및 3차 아민과의 

반응속도에 미치는 용매의 영향을 조사해보면 그들 

사이에는 반응메카니즘이 같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 ［차 아민과 3차 아민의 속도상수의 크기비를 

비교하여 보면 큰 유전상수 값을 갖고 있는 w-He- 

xane에서의 속도상수비는 다음과 같다.

Chlorobenzene(4) + acetonitrile(l) 혼합용매 (e 
= 11.63) 에서는

/?2(«-buthylamine)
/f2(triethylamine)

=20

한편 小Hexane(£= 1.89) 에서는

^2(w-buthylamine) 
加(triethyla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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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인 바와 같이 1차 아민인 w-butyla- 
mirie의 PVX에 대한 속도상수 값이 3차 아민인 trie- 
thylamine에서의 값보다 low polarity에서 아주 크게 

되는데 1차 아민은 낮은 극성의 용매에서 다음과 

같이 s시f-association24을 일으켜 아민의 친핵성도를

8- H 8+
I

증가시키기 때문에 즉R-N-H…N —R와 같은
I I 
H H

diemeric molecule의 참여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반응속도상수 값을 얻을 수 있었고 이 self-asso
ciation21-^. 1차 및 3차 아민에 대한 낮은 극성에 

서의 속도상수차를 잘 설명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1989년도 교육부 학술연구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 연구수행에 도움을 준 미국 플로 

리다 주립대학 화학과 D.F. Detar 교수께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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