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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a-(w-Butyl)-N-phenylnitrone 유도체들의 가수분해 반웅속도상수를 25紀의 수용액에서 자외선 

분광광도법으로 측정하여 넓은 pH 범위에서 잘 맞는 반응속도식을 구하였다. 반응속도식, 가수분해 생성물, 

일반염기(general base) 및 치환기 효과 등의 결과로부터 가수분해 반응메카니즘을 제안하였다. 즉, pH 4.5 

이하에서의 가수분해는 양성자가 첨가된 nitnme의 a■탄소에 물분자의 공격에 의해 진행되며, pH 10.0 이 

상에서는 a-탄소에 히드록시 이온의 직접 첨가에 의하여 가수분해가 진행된다. 卩日 4.5~10,0에서는 港1工0眼에 

물분자가 첨가되는 것이 속도결정단계임을 알았다.

ABSTRACT. The rate constants of hydrolysis of a-(M-butyl)-N-phenylnitrone and its derivatives have 
been determined by UV spectrophotometry at 25t? and a rate equation which can be applied over a 

wide pH range was obtained. On the basis of rate equations derived and judging from the hydrolysis 

products obtained and from general base and substituent effects, plausible mechanisms of hydrolysis 

in various pH range have been proposed. Below pH 4.5, the hydrolysis was initiated by the protonation 

and followed by the addition of water to a-carbon. Above pH 10.0, the hydrolysis was proceeded by 

the addition of hydroxide ion to a-carbon. In the range of pH 4.5~ 10.0, the addition of water to nitrone 

is rate controlling step.

서 론

Azomethine N-oxides（보통 nitrones으로 알려져 

있음）는 탄소-질소에 쌍극성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 

으며, 3가지의 공명 혼성구조를 가진다. nitrone 의 

산소원자에는 친전자성 반웅이, 탄소원자에는 친핵 

성 반응이 일어난다〔I.

）一*— V一► -一
/ I / I II

C厂 （T 0

Jenks와 Cordes^는 Schiff base의 가수분해 반응 

속도상수를 측정하여 pH에 따르는 속도상수의 대 

수값을 그래프로 나타내어 종모양의 곡선을 얻었 

고 이러한 연구로부터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의 

가수분해 반응메카니즘을 밝힌 바 있다. Kim과 Lee 

등9〜11은 a,N너iphenylnitrone의 가수분해 반응과, 

cysteine 및 thiophenol의 첨가반응에 관한 연구로 

부터 산성에서는 히드로늄 이온이, 중성에서는 물 

분자가, 염기성에서는 히드록시 이온의 공격에 의해 

반응이 진행된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설명하였다.

일반적으로 nitrone은 질소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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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원자 때문에 염료, 의약, 감광제 및 유기합성의 

중간체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정량적인 반응속 

도론적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a-탄소에 페닐기 대신 부틸기로 

치환된 a-(”-butyl)-N-phenylnitrone의 유도체를 합 

성하여 넓은 pH 범위에서 가수분해 반응속도를 측 

정하고, 실험사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반응속도식을 

유도하고, 반응속도에 미치는 pH의 영향, 치환기효 

과 및 최종 생성물의 확인 등의 결과로부터 이 화 

합물의 가수분해 반응메카니즘을 밝히고자 한다.

실 험

Kammi2의 합성법에 따라 염화암모늄과 니트로 

벤젠으로 N-phenylhydroxylamine 을 만든 다음 

Wheeler"의 방법에 따라 N-phenylhydroxylamine 

에 "-butyraldehyde를 가하여 노란색 액체인 a-(«- 

butyD-N-phenylnitrone을 합성하였다. 같은 방법으 

로0>-methoxy)-N-phenylhydroxylamine, (/>-methyl)- 

N-phenylhydroxylamine, (/>-chloro)-N-phenylhyd- 

roxylamine을 ”-butyraldehyde와 반응시켜 각각의 

nitrone 유도체를 합성하였다. 반응속도 측정에 사 

용된 용액은 pH 3.0 이하에서는 HC1 을 pH4.0~ 

6.0 사이에서는 acetate buffer을, pH 7.0에서는 pho

sphate buffer를 pH 8.0~10.0에서는 boric acid와 

NaOH를 사용하였다. 모든 반응용액은 NaCl을 가 

하여 이온세기가 0.1 이 되도록 조절하였다. 100m/ 

메스플라스크에 완충용액 99 m2를 넣고 25t 항온

Fig. 1. The plot of log absorbance vs. time for the 
hydrolysis of a-(w-butyl)-N-phenylnitrone at pH 5.0 
and 25°C.

조속에 담그어 미리 온도평형이 되게 한 다음 시간에 

따른 nitrone의 농도변화 즉, 흡광도 변화를 자외선 

분광기로 최대 흡수파장에서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가수분해 반응속도상수. 여러 pH에서 nitrone의 

농도를 7.0><10一5肱로 일정 하게 하고 시 간에 따르는 

농도변화, 즉, 흡광도 변화0)를 측정하여 logA를 

시간에 대해 그려본 결과 전형적인 일차반응임을 

알았다. 한 예로 pH 5.0에서 a-(n-butyl)-N-phenylni- 

trone을 245nm에서 흡광도 변화를 측정한 결괴는 

Fig. 1과 같으며, 이 기울기에서 구한 일차 반:응속 

도상수 加电는 3.278 XlO^secT이다. Table 1은 같은 

방법으로 여러 pH에서 구한 일차반응속도상수 값 

들이다. 이 扇牌의 log값을 여러 pH에서 그려본 결 

과는 Fig. 2와 같다.

Nitrone의 가수분해 반응 속도식. a-(”-Butyl)-N-

Table 1. Rate constants for the hydrolysis of a-(w-bu- 
tyl)-N-phenylnitrone at various pH and 25^

pH Buffer solution
^X107(sec-1)

Z?obS(sec-1) ^i(sec-1)

1.0 HC1 3210.00 3500.00
1.5 1144.10 1129.00
2.0 375.30 357.70
2.5 320.90 314.80
3.0 75.32 65.73
3.5 44.30 41.98

4.0 HAc+NaAc 44.06 34.47
4.5 34.78 32.09
5.0 32.78 31.34
5.5 31.27 31.03

7.0 KH2PO4+K2HPO4 31.00 31.00

8.0 H3BO3+NaOH 31.34 31.02
9.0 32.69 31.20

10.0 35.43 33.00
10.5 37.27 37.55

11.0 NaOH 64.58 51.72
11.5 93.30 96.52
12.0 251.10 238.20
12.5 683.00 686.20
13.0 1930.00 2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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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H dependence of the first order rate cons
tant for the hydrolysis of a-(n-butyl)-N-phenylnitrone 
at 2SD； points are experimental, the solid line repre
sents values calculated from the equation(2).

phenylnitrone^l 가수분해 반응은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정한 pH에서는 그 속도가 nitrone의 

농도에 비례하는 일차반응이었으^며, Fz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pH에 따르는 속도상수 知檢는 수소이온 

농도 및 히드록시 이온 농도에 비 례 하는 부분과 pH에 

무관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반응 

속도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ate =
—dLNitrone] 

dt
^^obsENitrone]

={总+如[H3O+] +编h[OH-] } [Nitrone]

蛔哉。냐心%0+]+知[OHC (1)

여기서 她는 pH에 무관한 속도상수값 물의 촉매작 

용에 의한 속도상수이며 如 및 縮h는 수소이온 농도 

및 히드록시이온의 촉매작용으로 인하여 진행되는 

가수분해 속도상수이다,

如는 pHZO에서 극소수값인 3.10X10Y을 취하 

였고, 如값은 pH 3.0과 pH 4.0에서 직선의 기울기 

값인 3.47X10—3을 얻었고, 如h값은 pHILO과 pH 

12.0으로부터 기울기 값인 2.07X10-3을 얻었다.

위에서 구한 모든 상수를 (1)식에 대입하면 pH에 

따르는 전체 반응속도상수 由此는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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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ammett plots for the hydrolysis of a-(«-bu-
tyl)-N-phenylnitrone.

碇s=3.47 XIOHH3O+ ] + 3.10 X IB

+ 2.07X10~3[OH-] (2)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치와 이론치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a-(«-butyl)- 

N-phenylnitrone 유도체에 대해서 구한 가수분해 

반응속도상수는 다음과 같다.

a-(M-Butyl)-N-p-chlorophenylnitrone
上=2.72 X10-气氏0+] + 3.10 X ]峪

+ 1.55X10-2LOH-]

a-(M-Butyl)-N-p-methylphenylnitrone

編 s=7.30 X10-气氏0* ] + 7.38 X10~7

+ 6.40X10-4LOH-]

a-(M-Butyl)-N-p-methoxyphenylnitrone

血*，=4.76 X 10^4EH3O+] + 4.38X10-7

+ 3.71X10-4LOH-]

치환기 효과. 가수분해 반응속도에 미치는 치환 

기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pH 2.0, pH 7.0, pH 12.0 

에서 치환기 상수에 대한 logfeobs값을 Hammett 

plot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이 직선의 기울기로 

부터 Hammett의 p값을 구해보면 pH 2.0에서 p= 

0.60, pH 7.0에서 p=0.61, pH 12.0에서 p=0.기이다.

따라서 이 반응은 전자를 끄는기에 의해서 촉진 

됨을 알 수 있다.

가수분해 반응메카니즘. a-(M-Butyl)-N-phenyl- 

nitron 의 속도상수는 Fig.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산성과 염기성에서는 각각 수소이온 농도와 

히드록시이온 농도애 비례함을 알 수 있었고 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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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0.1 0.2 0.3 0.4 0.5 0.6
{CH3COC厂} [M]

Fig. 4. Effect of general base concentration on the 
rate hydrolysis of a-(M-butyl)-N-phenylnitrone pH 4.78 
and 25’匕

즉, Fig. 4에서 본 바와 같이 산성 용액에서는 gene

ral base（：B） 농도에 의해 반응속도가 촉진되지 않 

으므로 3단계는 속도결정단계가 아니고, 1단계도 

전자주는기에 의해 반응이 촉진되어지므로 속도결 

정단계가 아니다. 따라서, 전자끄는기에 의해 반응이 

촉진되는 2단계가 속도결정단계이다.

한편, 염기성에서 가수분해 속도는 히드록시이온 

농도에 비례하므로 다음과 같은 메카니즘을 생각할 

수 있다.

H
 

o
 

+
 

?

+

부근에서는 물이 첨가되므로 거의 일정한 값을 가 

짐을 보여주었다. 전술한 치환기 효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모두 p>0이므로 전자 

를 끄는기에 의해 반응이 빨라짐을 알 수 있었다.

한편, a,N-diphenylnitrone'°과 페닐기 대신 부틸 

기를 붙인 본 실험의 a-3-butyl）-N-phenylnitrone에 

대하여 넓은 pH 범위에서 측정한 가수분해 반응속 

도상수 값을 비교하면, 부틸기로 치환된 화합물이 

약 10배 정도 느리게 나타났다. 이것은 페닐기가 

전자를 끄는기이고, 부틸기가 전자를 주는기라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가수분해 생성물로 

如-butyraldehyde와 N-phenylhydroxylamine°] 확인 

되었다. 따라서 산성용액에서의 가수분해 메카니즘 

은 [H+] 이온이 먼저 nitrone에 첨가된 후 중성의 

물분자가 a-탄소를 공격하는 순서로 진행되리라 예 

상된다.

X
 

&

〕
 

o
t
N

H6

H,o
fast

H
 
-

O
I
N

H

C
I
O

-x
stfa

0H

CH3(CH2)2CHO + NH-

0
CH3(CH2)2CH=N-<Q)-X + HQ-

음하전을 가진 산소원자에 양성자가 결합되는 제 

2단계는 빠르게 진행되므로 히드록시이온이 a-탄소 

에 직접 첨가되는 단계가 속도결정단계가 될 것이다. 

이 사실은 직접 히드록시이온이 공격되는 반응속도 

상수인 如h는 산성에서의 반응속도상수 如 보다도 

빠르게 반응함을 보여준 실험결과와 잘 일치한다 

（pH 2.0에서 p=0.60, pH 12.0에서 p=0.71）.

중성에서의 가수분해 반응은 산과 염기에 무관한 

부분으로써 다음과 같이 물분자의 공격으로 시작되 

는 메카니즘을 생각할 수 있다.

OH
CH3(CH2)2CH-N-<Q>-X + h2o

o-
CH3(CH2)2CH - N-/o)-X + h2o

+ \一/ slow

ko

OH
CH3(CH2)2-CH-N-/q\-X 

slow A+ \一/ fast
7 X 

H H

아fast
BH+ + CH3(CH2)2CH-N-/O)-x ---->

OH
OH

CH3(CH2)2CHO + &H-(©〉-X

左2 B+
0-

CH3(CH2)2CH-N-(o}-X

顶弋
H H

CHgCH卷)-X 쯔 

fast 6h 、_' fast

h2o

OH
CH3(CH2)2CH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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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 부분에서는 산성용액에서와 같이 general 

base에 영향이 없으므로 general base에 의해 양성 

자가 제거되는 단계는 속도결정단계가 아니므로 a- 

탄소에 물분자가 공격하는 단계가 속도결정단계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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