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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메탄올 및 에탄올 수용액내에서 1-adamantyl fluoroformate의 가용매분해반응슥도를 여러 압 

력 하에서 전도도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들 속도상수로부터 활성화부피 (△〃：), 활성화압축율계수 

(A3*), 활성화엔탈피(史尹), 활성화엔트로피(AS*), 그리고 활성화 착물에서의 charge development(AP)를 

구하였다. 또한 에탄올 수용액내에서 가용매분해반응으로 인한 생성물에 대한 selectivity!- GC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免와 △成의 값은 모두 음의 값을 는 양의 값을 △$*은 큰 음의 값을 얻었다.

이 현상을 용매구조변화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들 결과로부터 본 반응은 acyl carbon을 공격하는 이분 

자성반응과 가용매분해과정(S-D)인 용매-분리이온쌍반응으로 추정할 수가 있었다.

ABSTRACT. Specific rates of solvolysis of 1-adamantyl fluoroformate in hydroxylic solvents have 
been measured by an electric conductivity method under various pressures. The activation parameters 
(AVt, Ap*, A//*, AS*) and average pressure within the solvation-shell of activated complex (charge 
development) have been estimated from the rates. Also, the selectivities for the formation of solvolysis 
products in aqueous ethanol have been determined by response-calibrated GC. The values of AVI and 
Ap* are both negative, but A//* is positive and AS*. is large negative. This behavior is discussed 
in terms of electrostriction of solvation. From these results, it could be postulated that the solvolysis 
of 1-adamantyl fluoroformate have two major reaction pathway.

서 론

최근 고압하에서 화학반응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주된 원인은 고압하에서 반 

응속도를 측정하여 활성화부피 및 활성화압축율을 

결정함으로써 전이상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더욱이 반응메카니즘 연구에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대기압하에서 친핵체 역할을 하는 가용매분 

해반응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Gru- 
nwald-Winstein 등心。은 tert-butyl chloride를 기 

-3

준물질로하여 가용매분해 반응에 미 치는 용매효과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 Bentley11'14 및 Kevill”들은 

primary, secondary alkyl tosylate, 1-adamantyl ha
lide 및 1-adamantyl chloroformate의 가용매분해반 

응에 대한 Sn1-Sn2 borderline에 해당되는 메카니 

즘의 평기기준을 연구보고하였다.

이렇게 가용매분해반응에 대한 연구가 대기압하 

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높은 

압력을 장시 간 유지 할 수 있는 장치가 Bridgman%］】 

의해 고안됨에 따라 반응메카니즘을 논할 때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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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트로피(AS*)를 사용하는 것보다 압력을 변화시켜 

가면서 반응속도를 측정하여 얻을 수 있는 활성화 

부피(AVt)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직접적이고 더욱 

정확한 방법임이 잘 알려진 사실이다.

Buchann과 Hamann”은 고압하에서 tert-butyl 
chloride가 에탄올 수용액내에서 이온화할 때의 반 

응속도를 측정하여 그에 따른 이온 용매화 자유에 

너지를 고찰하였고, Sera들은'8 primary, secondary 
및 tertiary alkyl tosylate의 연구에서 치환체가 변 

화함에 따라 AVt가 변화하며, 이 시气를 Ham- 
mett식의 치환기상수와 비교함으로써 두 파라미터 

간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특히 화학반응메카니즘을 

보다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le Nobel과 그 공동 

연구자들은功2° 용액내에서 유기 및 무기반응을 고 

압하에서 측정하여 의 평가기준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ter

tiary alkyl fluoroformate 중 1-adamantyl fluorofor- 
mate의 가용매분해반응을 압력을 변화시켜가면서 

반응속도를 결 정 하고, 이 로부터 활성 화파라미 터 를 

산출하여 본 반응에 대한 전이상태구조 및 반응메 

카니즘을 논의하였으며, 또한 대기압하에서 본 반 

응에 대한 생성물에 대하여도 고찰하였다.

실 험

시약 및 기기. 1-adamantyl fluoroformate(l- 
AdOCOF, Aldrich)는 petroleum ether로 재결정하 

여 사용하였고, 이때 mp. 32~34°C(lit.21 mp. 31-32 
°C)로써 문헌치와 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에탄올, 

메탄올, 1-adamantanol, 1-adamantyl ethyl ether, 
1-adamantyl ethyl carbonate 및 1-fluoroadaman- 
tane은 전 연구자들2卜质과 같은 방법으로 정제 및 

합성하였다. 증류수는 이온교환수지를 통한 다음 

일반적인 방법에 의해 증류하였다. 반응용액은 실 

험하고자하는 혼합용매를 주사기를 이용하여 전도 

도셀대에 넣고, 기질 1-adamantyl fluoroformate를 

실험할 때마다 필요한 양만큼 화학천칭(Oertling, R 
42, U. K. digital)으로 달아 농도가 3.0X 10-3~4.0X 

1(厂3肱 정도되게 사용하였다.

각 압력에 따른 반응용액의 전도도는 이전에 실 

험했던 방법과 같이 행하였고区, 온도 유지는 항온조， 

Neslab, endocal, RTE-9DD를 사용하였다.

반응속도 및 활성화파라미터의 결정• 1-adaman- 
tyl fluoroformate의 가용매분해반응의 결과로 이온 

이 생성되므로 반응용액의 전도도가 증가한다. 본 

반응에서 혼합용매의 농도를 기질의 농도에 비하여 

과량으로 취하여 유사일차반응으로 진행시켰다. 초 

기전도도 秘와 무한 시간에서의 전도도 觴의 재연성 

있는 정확한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Guggenheim 
plot에" 의하여 속도상수 k를 측정하였다[InQ+A— 

A<)=—奶+constant].
또한 전이상태 이론에 따르면 활성화부피, △时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다.

1 / d\nk \“由M ⑴

여기서 厶仲를 계산하기 위하여 Ink대 F의 관계를 

고찰하면 속도상수 为와 압력 F간의 정확한 이론식 이 

정립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차식이 널리 

알려져 있다.

Ink^a + bP+cP (2)

식 ⑵를 식 (1)에 대 입하고 정리하면, 对= -RT 
0 + 2cP) 이고, 또한 대기압하에서의 활성화부피, 

△Vt와 활성화압축율, A質는 다음과 같다28〜”.

△汽=-RTb (3)

”=-( 으方 T(쁞)葺( 制

= 2RTc ⑷

여기서 0는 전이상태의 분몰랄부피이며, V,는 초 

기상태의 분몰랄부피이다. 식 (3), (4)의 값들은 식 

(2)의 계수로부터 얻을 수가 있다. 또한 활성화상태 

에서의 용매화껍질내의 압축율에 따른 charge deve- 
lopment(AP=R—R))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식 (5)를 도입하였다叫

( °시''—A 7*) + constant (5)
dP ,T AP

식 (5)에서 (aiVk/aF)?■와 (一 AVt)를 플로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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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직선의 기울기로부터 AP를 구할 수가 있다 그 

리고 z아尹 및 AS*값도 구하였다.

반응생성물분석. 에탄올 수용액(60〜100% EtOH) 
내에서 약 7.0X 10~3Af 1-adamantyl fluoroformate 
이 가용매분해반웅의 결과로 생성물이 얻어진다. 이 

생성물을 GC(Hewlett packard Mod시 430)에 의하 

여 이전에 연구한 방법is과 같이 분석하였다. 이때 

얻어진 생성물들의 머무른 시간(min)은 12.00에서 

1-fluoroadmantane, 14.30에서 1-adamantyl ethyl 
dher, 1980에서 1-adamantanol, 33.00에서 1-ada
mantyl ethyl carbonate가 각각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이용하여 이성분 혼합용매내에서 경쟁적 

반웅으로 인한 selectivity, S를 얻을 수가 있다旌33,财. 

S _ [ 1-adamantanol] Cethananol]
E 1-adamantyl ethyl carbonate] Ewater]

_ E 1-adamantanol] [ethanol]
Ss-D = Z— (6)

[1-adamantyl ethyl ether] [water]

결과 및 고찰

1-adamantyl fluoroformate의 가용매분해반응. 

1-adamantyl fluoroformate의 가용매분해반응의 결 

과로 이온이 생성되므로 반응용액의 전도도가 반응 

이 진전됨에 따라 증가한다. 본 실험에서는 90, 80, 

70, 60%인 에탄올 수용액과 90, 80%인 메탄올 수 

용액내에서 온도를 40°C와 50°C로 유지시키고, 압

력을 1, 200, 500, 1000 bar로 변화시켜가면서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가용매분해반응에 따른 전도도를 측 

정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InQ+A — AJ와 시간, t로부 

터 반응속도상수, k를 구하여 Table 1에 종합하였다.

Table 1에서 左값은 온도와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혼합용매내에서는 물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함을 알 수가 있었다. 또한 모든 조건하 

에서는 에탄올 수용액보다는 메탄올 수용액에서 약 

3배 정도 속도상수가 큼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가용매분해반응시 이온이 생성되므로 에탄올 

수용액보다는 메탄올 수용액의 용매화 이온화력 

(*g-w)이 일반적으로 큰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35.

가용매분해반응의 생성물 연구. 1-adamantyl 
fluoroformate의 가용매분해반응의 결과로 생성물이 

얻어진다. 본 실험에서는 100, 95, 90, 80, 70 60%인 

에탄올 수용액내에서 온도 50°C로 유지시키고, 반 

감기의 10배되는 위치에서 반응용액을 주사기로 약 

1世를 취하여 GC(FID)로 확인한 결과 생성물들은 

1-adamantyl fluoride, 1-adamantyl ethyl ether, 1- 
adamantanol 및 1-adamantyl ethyl carbonate0! 
있다. 그 결과를 Table 2에 종합하였다.

여기서 100% EtOH의 가용매분해반응에서 소량 

의 1-adamantanol이 생성된 것은 실험과정에서 습 

기와 기질의 반응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혼합 

용매의 물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1-adamantan이은 

증가하고, 1-adamantyl ethyl carbonate는 감소하였

Table 1. Rate constants of solvolysis of 1-adamantyl fluoroformate in binary solvents under various pressures

T(°C) P(bar)
105 k, sec-1

90%EtOH 80%EtOH 70%EtOH 60%EtOH 90%MeOH 80%MeOH

40 1 6.202 10.07 16.13 8.576 18.71
200 7.819 12.55 19.88 10.90 23.45
500 10.65 17.15 26.90 15.08 32.48

1000 16.05 27.55 43.06 23.50 54.03

50 1 5.414 11.47 19.12 25.23 15.44 34.50
(0,23 酬 (1.139r (3.422)“ (7.064)“
(5.i8iy (10.33y (15.70/ (18.17)4

200 6.941 14.85 24.67 31.75 20.21 44.38
500 9.466 20.57 34.25 43.11 29.11 62.18

1000 13.38 30.05 51.19 64.87 48.17 97.64

%ss： Values calculated by % of prouct via S-D (Table 2), bkaryl,: Values obtained by k—k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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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전 용매계를 통하여 1-adamantyl ethyl ether 
와 1-adamantyl fluoride는 적은 값으로 나타났다. 

이미 연구한'5 1-adamantyl chloroformate의 가용매 

분해반응에 대한 생성물과 비교하면 Ladamantyl 
chloroformate는 100% EtOH에서만 미량의 Lada・ 
mantyl ethyl carbonate(0.67%)7} 검출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들로부터 1-adamantyl fluoroformate 의 

가용매분해반웅을 Scheme 1과 같이 나타내었다，

위와 같이 LAd+厂로 진행(S-D)되는 과정과 acyl 
carb이!을 공격하여 1-adamantyl ethyl carbonate오+ 

1-adamantyl carbonic acid를 생성시키는 과정(acyl) 
、으一一루一 나뉜다. Scheme 1에서 acyl carbon을 통해서 

얻어지는 생성물 Ladamantan이과 1-Ad+F_ 과정을 

통해 생성물이 얻어지는 1-adamantanol 사이의 퍼 

센트, S"를 통한 전체 퍼센트 및 selectivity's切와 

S*D를 구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다. Table 3에 나

1-Ad-O-C-F
II

1 -Ad-O-C-O-H ] + HF

(-C02) (-CO2)
' H,0

l-Ad*F- t 1-AdOH + HF

/ 
1-AdF

ROH \
1-AdOR + HF

Scheme 1. Kinetics of the solvolysis-decomposition.

Table 2. Percentages of products in the solv시ysis of 
ca. 0.007 M 1-adamantyl fluoroformate in aqueous 
ethanol at 50.0°C

Solvent 
(%EtOH)fl

1-AdF 
(i2.ooy

1-AdOEt 
(1430/

1-AdOH 
(19.80/

1-AdOCOOEt 
(33.00)6

100 0.79 6.0 3.3 89.9
95 0.35 2.0 12.2 85.5
90 0.53 2.3 18.8 78.4
80 1.43 3.8 32.1 62.7
70 2.5 5.3 44.1 48.1
60 3.4 6.7 55.1 34.8

"Values obtained after solvolysis of 1-AdOCOCl at 25°C15, ^Values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1-AdOEt (Table
2) by the ratio in column 2, "The %1-AdCOOH is taken 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measured (Table 2)
%1-AdOH and the estimated %1-AdOH from S-D pathway, dSum of %1-AdOH via S-Df %1-AdF (Jable 2)
and %1-AdOEt (Table 2), divied by 0.967, "See eq. (6).

aOn volume-volume basis, ^Retention time(min) under 
the GC condition.

타난 Ss-p 값은 가용매분해반웅시 용매-분리이온쌍 

(R+|「X)이 우세한 selectivity 값들과 유사하몌536~驾 

S的값에 대한 경향도 이미 연구된 치환염화벤조일과 

유사하다39.

또한 반응속도와 용매이온화력, K产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Grunwald-Winstein 식七 log侬的<>)=，”匕을 

S-D 과정에 적용한 결과 0.649(상관계수, r=
0.996)로써 용매이온화력에 민감한 편이며, 확장된 

Grunwald-Winstein'식 log侬/0o)=〃V+”zY을 acyl 
반응과정에 적용한 결과 1=1.71, m = 0.643(상관계 

수" =0.976)으로써 용매친핵성도, N广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임을 알 수가 있다.

가용매분해반응의 압력 및 온도의존. 반응속도의 

압력의존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본 실험 데이터를 식 

(2)에 • 적용시켜 계수 a, b, c를 계산하여 이들 값을 

.식 ⑶과 식 ⑷에 대입하여 활성화부피 △袴와 활 

성화압축율계수 를 Table 4에 종합하였다. 여러

Table 3. Percentages of products formation for solvolysis-decomposition(S-Z>) and attack at acyl carbon in 
aqueous ethanol and selectivity values®

Solvent 1-AdOH- 1-AdOH 1-AdOH via attack % of prouct $$ 建 s /
(%EtOH) El-AdOEt] via S-Z/ at acyl carbon" via S-D1 2 * * S~D 쯔

95
90
80
70
60

29
58
-15
-80
-54

L
 
L

.58
,33
,37
,54
7.0

L
 
4

1

2
 
2
 
4
 
3
 
8

8-3
14
24
31
34

3
 

Q

 
3
 
9
 
o
 

3.0
4.30
9.9
17.
28.

3
 
4
 
7
 
5
 
3
 

•65
 
3
-21

IX 

1A 
IX 
IX

57
50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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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ctivation volume parameters of solvolysis 
of ca. 0.003 Af 1-adamantyl fluoroformate in aqueous 
organic solvents0

Temp.
(°C)

Solvent
-AVI 

(m/*mole-1)
-Ap^XlO2

(m”bar~im 이 ©7)

40 80%EtOH 31.7 1.38
70%EtOH 29.3 0.62
60%EtOH 27.7 0.43
90%MeOH 32.6 1.27
80%MeOH 30.0 0.46

50 90%EtOH 35.8 2.31
80%EtOH 37.0 2.22
70%EtOH 36.3 1.96
60%EtOH 34.3 2.22
90%MeOH 39 교 1.73
80%MeOH 35.4 1.49

*On volume-volume basis.

o
 

o
 

O

y

2
 

L

흐
a

玉
二므
르
X
S

垣

0. 31 37 43

혼합용매내에서 2撬气 값은 큰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압력증가에 따라 반응속도가 빨라짐을 

의미한다(Ta 况e 1).
또한 활성화부피는 반응물질자체의 변화에서 생 

기는 부피변화 △汽比와 반응물질과 혼합용매와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는 부피변화 AT赢의 합으로 나 

타내므로 식 (7)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다.

△汽=△/由+ △汽此 (7)

식 (7)은 이온의 생성이나 소멸이 일어나지 않는 

반응에서는 ■揣•.에 의하여 가 결정되고 이 

온이 관여하는 반응에서는 為。가 에 큰 영

향을 미친다고 전 연구자들은 보고하였다3印". 본 

연구에서도 △尤의 값은 주로 △尤血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전이상태에서 acyl carbon의 C원자 

와 F원자간의 결합길이가 늘어남에 따른 부피증가 

보다는 쌍극자상태를 이루면서 주위의 극성용매인 

혼합용매를 끌어당기면서 생기는 전기적 억압 현상 

에 의한 부피감소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 

진다. Table 4에서 물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I△卩칭의 

값은 감소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용매분해반응에 

대한 전기적억압 항(厶卩!血)은 전이상태에서 전하분 

산의 정도에 의존한다四编". 즉 발달된 전하가 전 

분자에 광범위하게 더 많이 분산되었을 때 전기적 

억압효과는 적게 나타난다. 따라서 본 반응에서도 

Fig. 1. The plot (5A7*/aP) vs. AVI (slope = 1.636 X 
IL, AP= 6.11 X102 bar).

수소결합에 의하여 전하분산이 일어나므로 물의 함 

량이 증가할수록 [△141 값은 감소현상이 일어난다 

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도 모두 음의 값을 나 

타내고 있는데 이는 식 (4)로부터 압력변화율에 따른 

분 몰랄부피의 변화율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활성화부피변화가 감소하는 것을 말 

한다. 이는 전이상태에서 결합깨짐 보다는 결합형 

성이 선행되는 조건을 의미한다. Sera18, le Noble43, 
Laidle产와 같은 연구자들에 의하면 0P힝 값이 

작은 반응에서는 일분자성향이, 仏t힝 값이 큰 반 

응에서는 이분자성향;으로 알려져 있다負.

본 반응의 solvation shell 에 대한 charge develop

ment AP를 알아보기 위하여 식 (5)와 Table 4를 

이용하여 Fzg. 1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으로부터 기울기를 구하여 역수를 취하면 

△F = 6.00X102 bar이었다. 일반적으로 약산과 물의 

해리에 대한 이온화반응은“ AP 4.61-103 bar, 여 

러 유기용매내에서 pyridine과 benzyl bromide의 

Menschutkin 반응은'AP - 8.92 X102 bar, DMF 

용매내에서 pyridine과 benzyl chloride의 Mens
chutkin 반응은" AP 2.26 X103 bar, 에 탄올수용액 

내에서 치환 benzyl chloride의 가용매분해반응은如

= LOBXl^bar로 보고되어 있다. 이와 같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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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 kcal-mole'K—AS*, cab mole

Table 5. Activation parameters for the solvolysis of 
1-adamantyl fluoroformate in aqueous organic solve
nts

P(bar) 80%
EtOH

70%
EtOH

60%
EtOH

90%
MeOH

80%
MeOH

1 11.7 12.3 8.36 11.2 11.7
(40.4) (37.8) (49.3) (41.5) (38.4)

200 12.3 13.0 8.78 11.8 12,2
(38.3) (35.1) (47.5) (39.1) (36.3)

500 12.6 13.3 8.85 12.6 .12.4
(36.6) (35.5) (46.7) (35.9) (34.9)

1000 12.0 11.8 7.61 13.8 11.3
(37.7) (37.2) (49.7) (31-2) (37.6)

"Values in parentheses are AS* at 40으C.

과들과 본 연구와 비교할 때 전이상태에서 charge 
development는 비교적 적은 값이므로 전이상태에서 

이온화반응, Menschutkin 반응 및 강한 가용매분 

해반응보다는 전하가 발달치 못한 상태이다.

반응속도의 온도의존을 고찰하기 위하여 Table 1 
의 반웅속도상수 豹값을 각 온도에 따라 절대반응 

속도식에 대입하여 활성화엔탈피, 2아尸 및 활성화 

엔트로피, AS#값을 구하여 Table 5에 종합하였다.

모든 조건하에서 AH*값은 전반적으로 적은 값을 

△S#값은 큰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경 

향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4Z49.50 엔트로피 인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보고되어 있다.

결 론

1-adamantyl fluoroformate오｝ 혼합용매간의 반응 

경로에는 기질의 acyl carbon을 공격하는 반응과 

일부분 CO2가 이탈되어 가용매분해반응＜ST))이 일 

어나는 두 가지 경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selecti- 
vity값의 결과로부터 S-D 과정은 용매이온화력에 

민감한 용매■분리이온쌍(LAd+||-F) 반응이며, acyl 
carbon 과정은 용매친핵성도에 민감한 이분자반응 

이다. 본 반응은 기질만의 AV詬. 효과보다 기질과 

용매간의 스汽血 효과가 전이상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AP값으로 보아 전이상태에서 일반 이온화 

반응 및 Mens사wtkin 반응보다 전하가 발달치 못한 

구조로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団% AS*값 

둥을 비교하여 볼 때 본 반응은 주로 이분자반웅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나 일부분 반응은 S-D 과정을 지 

나는 용매-분리이온쌍(solvent-separated ion pair) 
반응임을 알 수가 있었다.

본 연구는 한양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으로 이 

루어졌으며 이에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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