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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아조벤젠 유도체의 시스t 트란스 열적 이성질화 반응을 연구하였다. 밀고-당기는 아조벤젠은 

이성질화 반응속도의 용매효과가 큼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현상으로 밀고-당기는 아조벤젠은 회전 메카니즘에 

의해서 이성질화 반응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밀고-당기는 아조벤젠이 아닌 화합물은 이성질화 반응속도의 

용매효과가 거의 없음이 관찰되었으므로 반전 메카니즘에 의해서 이성질화 반응이 일어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cis trans thermal isomerization of azobenzene derivatives has been studied. A 

sizable solvent effect on the rates for thermal isomerization of push-pull azobenzenes are observed. It 
is suggested that the isomerization proceeds via a rotational mechanism. For non push-pull azobenzenes, 

the lack of solvent effects on the rate of isomerization was observed. This suggests that the isomerization 

proceeds via an inversional mechanism for non push-pull azobenzenes.

서 론

아조벤젠 유도체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염료인 아조염료의 일종으로 질소-질소 이중결합 

(一N=N-)을 중심으로 양쪽에 치환된 페닐기의 위 

치에 따라 시스형과 트란스형의 기하 이성질체를 

.가진다. 이때 입체 장애에 의해서 트란스형의 이성 

질체가 더 안정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트란스형의 

아조벤젠 유도체는 자연광이나 자외선을 쬐어주면 

전자 들뜬 상태를 거쳐 불안정한 시스형으로 이성 

질화 반응이 일어난다. 그 후 가역적인 열적 이성질화 

반응에 의해서 안정한 형태인 트란스형으로 되돌아 

간다. 이때 시스형과 트란스형은 각각 다른 흡광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색상을 나타낸다. 따 

라서 아조벤젠 유도체는 광 이성질화에 의해 감광 

색성(photochromism)을 나타내는 감광염료이다. 감 

광염료인 아조벤젠 유도체는 섬유, 광학, 광 저장 

장치 등의 광범위한 응용성으로 인하여 비상한 관 

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it.
뿐만 아니라, 아조벤젠 유도체의 시스형 T 트란 

스형 열적 이성질화 반응은 다음의 두 가지 메카니 

즘에 대한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 많은 연구가 진행 

되어 왔었다(Sc/zeme 1). 첫째는 회전 메카니즘(rota- 

tional mechanism)으로서 N = N 이중 결합이 전이 

상태에서 N-N 단일 결합이 되면서 N-N 단일 결합의 

자유로운 회전에 의해서 시스형이 트란스형으로 이 

성질화되는 메카니즘이다. 둘째는 반전 메카니즘(in

versional mechanism)으로 N = N 이중결합 중 하 

나의 질소 원자가 전이상태에서 선형의 sp 혼성 궤 

도함수를 가지면서 치환기 위치가 시스 위치에서 

트란스 위치로 반전되는 이성질화 메카니즘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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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ational transition state

Scheme 1.

조벤젠. 유도체의 이성질화 반응에 대한 연구로서 

Whitten 등，은 이성질화 반응속도의 용매효과를 관 

찰하여 반응 메카니즘을 설명하였다. 회전 메카니즘 

의 경우 용매의 극성이 증가할 수록 이성질화 반응 

속도가 증가하며, 반전 메카니즘의 경우는 이성질화 

반응속도에 미치는 용매효과가 크지 않음을 예측할 

수 있다. Whitten 등은 4-diethylamino-4'-nitroazo- 

benzene을 관찰한 결과 이성질화 반응속도의 용매 

효과가 매우 큼을 확인하여 이 화합물은 회전 메카 

니즘을 선호함을 관찰하였다. Whitten은 4-diethyla- 

mino-4'-nitroazobenzene은 한 쪽에는 전자 끄는기 

가 치환되어 있고 다른 한 쪽에는 전자 주는기가 

치환되어 있는 밀고-당기는 아조벤젠 (push-pull 

azobenzene)이므로 전이상태가 공명구조에 의해서 

쯔비터 이온(zwitter ion) 형태를 가지게 되어 회전 

메카니즘이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4- 

diethylamino-4'-nitroazobenzene의 이성질화 반응 

의 활성화에너지가 용매가 극성이 증가할 수록 감 

소함을 관찰하였다.

아조벤젠 유도체의 반응 메카니즘을 규명하기 위 

해서 반응속도에 미치는 압력효과도 연구하였다. 이 

경우 아조벤젠 유도체가 회전 메카니즘의 경로를 

따라서 일어난다면 electrostrictive volume contrac- 

tion에 의해서 활성화 부피가 음의 값을 가질 것이다. 

이때 △戶 =—RTOln初。/为이므로 회전 메카니즘 

의 경우 압력이 증가할 수록 이성질화 반응속도가 

증가함을 예측할 수 있다. 반면 반전 메카니즘은 

활성화 부피가 거의 0에 가까우므로 이성질화 반응 

속도가 압력에 의해 큰 영향을 받지 않음을 예측할 

수 있다. Asano'는 4-diethylamino-4,-nitroazoben- 

zene을 여러 압력하에서 이성질화 반응속도를 측정 

한 결과 benzene 용매에서는 활성화 부피가 一22.1 

cm3/moL으로 회전 메카니즘을 선호하고 hexane 

용매에서는 활성화 부피가 —0.7 cm3/mol 반전 

메카니즘을 선호함을 관찰하였다. Whitten의 반응 

속도에 미치는 용매효과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Asano의 실험결과가 benzene과 hexane에서 모두 

활성화 부피가 매우 큰 음의 값이어야 한다. 특히 

Asano의 결과처럼 benzene이나 hexane0] 모두 비 

극성 용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메카니즘을 

선호한다는 것은 의문점을 유발한다.

Asano 등°은 또한 4-diethylamino-4, - nitroazobe- 

nzene의 이성질화 반응속도를 여러 용매하에서 실 

험한 결과 용매의 유전상수(e)값이 10 이하인 경우와 

유전상수(e)값이 10 이상인 경우가 서로 다른 반응 

속도의 경향성을 가짐을 확인하였으며 유전상수값이 

10 이하인 비극성 용매의 경우는 반전 메카니즘을 

선호하고 유전상수값이 10 이상인 극성 용매 경우는 

회전 메카니즘을 선호하는 이중 메카니즘(dual me- 

chanism)으로 설명하였다. 이 결과는 활성화 부피를 

측정하여 반응 메카니즘을 설명한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Whitten 등?은 여러 밀고-당기는 아조벤젠 

유도체의 이성질화 반응속도를 측정한 결과 화합물 

의 전자 주는기의 크기에 따라서 이중 메카니즘이 

가능함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4-diethylamino-4,- 

nitroazobenzene은 용매와 관계없이 회전 메카니즘 

을 선호하나 3,5-dimethyl-4-diethylamino-4'-nit- 

roazobenzene의 경우는 비극성 용매의 경우 반전 

메카니즘을 선호하고 극성 용매의 경우 회전 메카 

니즘을 선호하는 이중 메카니즘이 일어남을 관찰하 

였다. 이 결과는 Asano의 결과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Asano'는 또한 azobenzene 의 메카니즘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자 aza crown ether와 결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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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obenzene을 이용하였다. Aza crown ether와 결 

합된 azobenzene은 azobenzene의 시스 t 트란스 

이성질화 반응에서 회전 메카니즘이 거의 불가능하 

므로 반전 메카니즘의 대표적 화합물이 될 것이다. 

특히 이 경우의 사/*-AS* 관계식을 본 결과 반전 

메카니즘이 일어나는 아조벤젠 유도체의 AH*와 

AS* 관계는 일직선상에 있고 회전 메카니즘에 의 

해서 이성질화 반응이 일어나는 아조벤젠 유도체는 

의 관계식의 일직선에서 벗어남을 알 수 

있었다. Asano는 A£f*-AS* 관계식의 일직선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커질 수록 회전 메카니즘이 더 잘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Weiss 등°이 azobenzene 이 

성질화 반응의 와 AS*를 benzene 등 유기용 

매와 cholesteric liquid solvent 등에서 측정한 것을 

Asano의 A/7*-AS* 관계식을 이용한 결과 AH*- 

△S*는 모두 일직선상에 있었으므로 모든 용매에서 

반전 메카니즘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Weiss는 cholesteric liquid solvent에서는 AH*와 

△S*가 다른 용매보다 크기 때문에 cholesteric liquid 

solvent에서는 azobenzene0］ 회전 메카니즘이 일어 

난다고 설명했었다. 그러나 Asano의 결론에 의하면 

cholesteric liquid solvent에서도 azobenzene의 시 

스 t 트란스 이 성 질화 반응은 반전 메 카니 즘에 의 

해서 일어난다고 설명해야만 한다.

본 실험은 아조벤젠 유도체의 시스형 t 트란스형 

이성질화 반응속도에 관한 치환기 효과와 용매효과 

를 연구하여 이성질화 반응 메카니즘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Asano 등이 주장하는 와의

관계식도 비교할 뿐만 아니라 여러 용매에서의 활 

성화에너지도 측정하여 앞으로의 아조벤젠 유도체의 

이성질화 반응 메카니즘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데이 

타를 제공하고자 한다.

실 험

시 약. 일반 시약용 염료는 분산제 및 광 안정 

제와 같은 여러가지 첨가제가 첨가되어 있으며, 이들 

첨가제가 경우에 따라 반응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 

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반 시약용 염료를 사용할 수가 

없었匸］•. 화합물 1~3은 이미 알려진 합성방법에 따 

라서 합성하였다4-dimethylaminoazobenzene 합 

성은 다음과 같이 합성하였다.

(1) Aniline 9.3 g을 증류수 lOOm/에 녹인 후 얼음 

100g을 가하여 교반시킨다. 여기에 1.0 N HC1 25 

m/을 가하여 aniline을 완전히 용해시킨다.

(2) NaNQ 7.2 g을 증，루수 30 nd에 녹이고 이 액을 

(1)에 가하여 diazo화 시킨다.

(3) MV-diethylanilin 14.9 g을 증류수 100 mZ, 초 

산 200m/와 함께 가하고 여기에 얼음 100g을 가 

하여 0~5°C 로 유지시킨다. (2)의 diazo화한 액을 

서서히 가하고 나서, 0t 에서 2시간, 상온에서 10시 

간 가량 교반시킨 후 여과, 수세척하여 건조시킨다. 

4-diethylaminoazobenzene은 indicator급(Jassen 

Chemica, Japan)을 재결정하여 사용하였다. 유기용 

매는 HPLC 등급을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아조벤젠 유도체는 다음과 같다.

1) x=no2, y=nh(c6h5)

2) X=NO2, Y=NH2

3) X=NO2, Y=N(C2H5)(C2H4OH)

4) X=H, Y=N(CH3)2

5) X=H, Y=N(C2H5)2

기기 및 장치 분광광도계는 Shimadzu UV-Vis 

2100s< 사용하였고, 온도 조성은 Shimadzu CPS 

240 cell unit와 CPS unit controller-1- 이용하였다. 

분해 광원은 Xenon camera-flash lamp를 사용하였 

다.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는 아조벤젠 유도체의 시스형 t 트란스형 

이성질화 반응속도를 측정하였다. 전반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hv
트란스형 一> ［전자 들뜬 상태］ —> 시스형 

k 、
一一> 트란스형

여기서 为는 시스형 T 트란스형 이성질화 반응속도 

상수이다. 이성질화 반응이 일차반응속도 법칙을 만 

족하므로 아래와 같은 식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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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is} d\_trans~\ , r .,
— ---- =사qs」

dt

반웅속도 상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대한 

시스형이나 트란스형의 농도의 변화를 관찰하면 되 

나 트란스형의 홉광도를 측정하는 것이 시스형의 

흡광도를 측정하는 것보다 실험상 편리하므로 트란 

스형의 흡광도의 변화를 측정하여 농도의 변화량을 

계산하였다. 따라서 측정 파장은 트란스형의 흡수 

파장에 고정시킨 후 순간적으로 flash lamp를 쬐어준 

후 흡광도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이때 반응속도는 

온도에 영 향을 크게 받으므로 반응 용기 인 UV cell은 

온도가 평형에 도달하도록 충분한 시간 동안 cell 

unit내에서 방치한 후 flash lamp를 cell unit에 가 

까이 접근시켜서 순간적으로 빛을 쬐어준 후 흡광 

도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Xenon camera-flash lamp를 

人卜용•했다. Xenon camera-flash lamp의 入exc匸300 

nm의 UV 영역부터 Vis의 전 영역까지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트란스형의 구조가 어떤 

특정 파장에 의해서 전자 들뜬 상태를 거쳐서 일어 

났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시스t 트란스 열적 이성질화 반응속도는 트 

란스형에서 전자 들뜬 상태를 거쳐 시스형으로 일 

어나는 과정에 비해서 매우 느리므로 특정 Kxc 를 

사용함에 따라 시스 -■ 트란스 이 성 질화 반응속도에 

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Hash 

lamp의 入泗의 영역이 트란스 구조의 흡수파장을 

포함하면 본 실험의 flash lamp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게 된다.

반응속도 상수 Z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성질화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다른 반응이 일어 

나지 않으므로 트란스형의 농도가 감소한 만큼 시 

스형의 농도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O做sL 

= [.transh + 성립된다. [transit, [c/sL는

flash lamp를 쬐어준 후 시간 t에서의 트란스와 시 

스의 농도를 의미한다. [”는 빛을 쬔 후 시간이 

00만큼 흐른 후의 트란스의 농도이다. 다시 말하면 

이성질화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다른 반응이 일어 

나지 않으므로 반응이 시작한 후 시간이 t에서 시 

스형과 트란스형의 농도의 합은 결국 반응이 완전히 

끝난 후 안정한 트란스 형태로만 존재하게 될 때의 

농도와 같게 될 것이다. 앞의 두 식을 이용하면,

의쯔竺의-=아言诃广=引 [加次]00 — [/nzMs]o} 

dt

가 성립된다. 이것을 적분하면,

ln{ [trans}„ - {.trans}}=

- \_trans}tji

이 된다. 여기서 [切做는 빛을 쬐어준 직후의 트 

란스형의 농도이다. 본 실험에서는 아조벤젠의 농도 

가 10-5Af 정도이므로 Beer-Lambert법칙이 성립 

되며, 흡광도와 농도는 4 = e 加次s]가 되므로 앞의 

식은 ln(4»—&)=—(아+ln(4»-4>)가 된다. 여기서 

A는 트란스형의 특정한 파장에서의 홉광도이다. 따 

라서 InCAs-A,)를 시간에 대한 그림을 도시하면 k 

값을 얻을 수 있다.

Fig. 1은 THF 용매에서 4-anilino-4,-nitroazobe- 

nzene 의 트란스형 최대 흡수 파장 470 nmQm")에서 

시간에 따른 흡광도의 변화를 관찰한 것이다. 측정된 

data를 ln(A„ —?1() 대 시간을 도시하여 F2g. 2에 나 

타내었다. 좋은 선형 관계 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아조벤젠 유도체의 시스형 t 트란스형 반응이 1차 

반응임을 알 수 있었고, 이 직선의 기울기 一巾로부터 

반응속도 상수 »를 구할 수 있었다. Fig. 3은 4-ani- 

lino-4'-nitroazobenzene의 여러 용매에 대해서 시

Fig. 1. Plots of absorbance vs. time (sec) for the iso
merization reaction of 4-anilino-4,-nitroazobenzene 
in THF solution: ■, lOt; 口，15°C ; +, 20t; A, 25°C .

1994, Vol. 38, No.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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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형 T 트란스형 이 성 질화 반응속도 상수를 구한 

그림이다. Fig. 4는 4-anilino-4/-nitroazobenzene^l 

반응속도 상수 &를 여러 온도에서 측정하여 이를 Ar

rhenius 식에 의해서 In/? 대 1/T 도시하여 활성화 

에너지를 구한 그림이다. Table 1~3은 여러 용매와 

여러 온도에서 측정된 4-anililno-4-nitroazoben- 

zenet 4-amino-4,-nitroazobenzene 그리고 4니、N,N- 

ethyl-2- hydroxyethyl)amino-4, - nitroazobenzene^] 

반응속도 상수값이다. Table 4는 25t 의 여러 용매

Fig. 2. Plots of In。，。一&) vs. time (sec) for isomeri
zation reaction of 4-anilino~4'-nitroazobenzene in the 
THF at various temperatures: ■, lOt：; 0, 15t ; ▲, 
20°C ; X, 25°C ; +, 30°C ; X, 50t.

에서의 측정된 아조벤젠 유도체의 반응속도값이다. 

이때 측정된 반응속도값의 오차 범위는 ±10%이다.

4-anililno-4-nitroazobenzene, 4-amino-4,-nit- 

roazobenzene 그리고 4-(M/V、ethyi-2나lydroxye- 

thyl)amino-4,-nitroazobenzene^- 한 쪽에는 전자 

끄는기 (electron with-drawing group)가 치환되어 

있고 다른 한 쪽에는 전자 주는기(시ectron donating 

gr이ip)가 각각 치환기를 가지는 화합물이다. 이와 

같은 구조를 밀고~당기는 아조벤젠(push-pull azo- 

benzene)이라 한다. 이런 화합물은 전이상태가 공 

명구조에 의해서 쯔비터 이온｛zwitter ion) 형태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쯔비터 이온 형태는 N-N 

단일 결합을 형성하여 회전 전이 상태(rotatio기a tra

nsition state)가 가능하게 되므로 시스형 t 트란스형 

이성질화 반응 메카니 즘은 회전 메카니 즘(rotational 

mechanism)을 선호할 것이다. 회전 메카니즘의 특 

징은 쯔비터 이온 형태의 전이상태가 극성 용매에서 

안정화되므로 용매의 극성이 증가할 수록 반응속도 

가 중가하게 된다. Table 4에 의해서 밀고-당기는 

아조벤젠에 해당되는 4-anililno-4-nitroazobenzene, 

4-amino-4,-nitroazobenzene, 4-(M/V-ethyl-2-hyd- 

roxyethyDaminoM’Fitroazobenzene은 용매가 비극 

성인 hexane에서 약간 극성인 ethyl acetate로 

변해도 반응속도는 수 십배에서 수 백배 증가함을 

알 수 있다.

Fig. 4. Plots of In k vs. 1/T for isomerization reaction 
of 4^anilino-4,-nitroazobenzene in various solvents: 
▲, toluene; □, 刀나lexane; ■, benzene; X, THF; X, 
ethyl ether； +, ethyl acetate.

Fig, 3. Plots of ln0x —4) vs. time (sec) for isomeri
zation reaction of 4-anilino-4,-nitroazobenzene in va
rious solvents at 25t: X, cyclohexane; +, M-hexane; 
口, benzene; X, ethyl ether; ■, ethyl acetate; ▲, T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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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data for the first-order rate constants of isomerization reaction of 4-anilino-4 -nitroazobenzene 
in various solvents at various temperatures

Rate constant X103 (s-1)
°Ven 15t 20°C 25t 30t 35t 40fc 45t 50t 55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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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exane
cyclohexane 0.49
benzene 0.51
toluene
ethyl ether 1.55
ethyl acetate 3.85
THF 10.0
acetone

Table 2. The data for the first-order rate constants of isomerization reaction of 4-amino*4,*nitroazobenzene 
in various solvents at various temperatures

Rate constant X103 (s-1)

15°C 20°C 25°C 30t 35t 40t 45t 50t 55t

m-hexane 2.75 4.30 5.50 8.03
cyclohexane 2.60 4.30 5.20
l,4_dioxane 2.50 3.31 4.47 6.42 7.80 10.1
toluene 1.77 2.37 3.98 6.20 8.57
ethyl ether 16.0 23.0 34.0 52.4
ethyl acetate 53.0 68.2 90.4 112 135
THF 11.0 15.0 21.2 26.0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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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data for the first-order rate constants of isomerization reaction of 4-(XAr~ethyl-2-hydroxyethyl) 
amino-4,-nitroazobenzene in various solvents at various temperatures

Solvent
Rate constant X1Q3 (s i)

15°C 20fc 25t 30t 3眈 40t 45t： 50t 55t

hexane 2.47 4.16 7.12 9.50 15.0 20.0
cyclohexane 1.85 3.35 5.05 8.00 13.8 17.7 34.2 47.5
1,4-dioxane 15.0 23.0 30.0 48.0 79.1 100 190
benzene 26.4 33.0 53.3 66.1 93.0 107 145 169
toluene 15.3 23.0 37.0 51.0 76.0 115 143
ethyl ether 35.0 45.0 68.1 104 138
ethyl acetate 320 440 620 800

이에 반하여 4- (dimethyl)aminoazobenzene^]- 4- 

(diethyl)aminoazobenzene^- 한 쪽에만 전자 주는기 

(electron donating gr이jp)만 있으므로 밀고-당기는 

아조벤젠과 같이 쯔비터 이온 형태의 전이상태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이 성 질화 반응 메카니즘은 반전 

메카니즘(inversional mechanism)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는 전이상태가 N = N 이중결합 중

하나의 질소가 sp 혼성 궤도함수를 가질 뿐 쯔비터 

이온 구조와 같이 극성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용매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다. Table 4에 의하면 4-(di- 

methyl)aminoazobenzene^}- 4-(diethyl)aminoazo- 

benzene은 용매의 극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반 

응속도가 크게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Fig. 5는 

아조벤젠 유도체의 측정된 반응속도 상수를 m3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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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data for the dielectric constants and first-order rate constants in various solvents at 25°C

S 시 vent
Dielectric constant 一

(e) -

Rate constant X103 (s-1)

push-pull ABfl non push-pull AB

(1) (2) (3) (4) (5)

w-hexane 1.88 1.24 2.75 4.16 1.53 1.30
cyclohexane 2.02” 0.99 3.35
1,4~ dioxane 2.21 447 30.0
benzene 2.28 1.45 33.0 0.80 0.93
toluene 2.38 1.50 2.37 23.0 0.60 2.10
ethyl ether 4.34" 3.45 16.0 68.1 0.45 0.66
ethyl acetate 6.02 10.1 68.2 620
THF 7.58 21.5 15.0 0.13 0.37
sec-butyl alcohol 16.6 0.36 0.76
«-butyl alcohol 17.5 0.53 0.56
IPA 19.9 0.27 0.23
acetone 20.6 970
acetonitrile 35.9 0.07 0.09

"AB: azobenzene, (1) 4-anilino-4'-nitroazobenzene, (2) 4-amino-4,-nitroazobenzene, (3) 4-(A〃V-ethyl-2-hydroxy- 
ethyl)amino-4'-nitroazobenzene, (4) 4-dimethylamino azobenzene, (5) 4-diethylamino azobenzene, 'Dielectric co
nstant at 20°C.

용매의 유전 상수에 대하여 도시한 것이다. Table 

4에서 확인된 것처럼 밀고-당기는 아조벤젠의 경우 

는 용매의 극성이 증가함에 따라 반응속도가 비례 

적으로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으나 한 쪽 위치에만 

전자 주는 치환기가 있는 아조벤젠은 용매의 극성에 

따른 반응 속도의 증가를 볼 수 없으며 매우 불규 

칙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밀고-당기는 아조벤젠 유도체는 회전 메카니즘을 

선호하고 이에 반하여 한 쪽에만 전자 주는기만 있는 

아조벤젠은 반전 메카니즘을 선호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Whitten 등4이 주장한 결과와 일 

치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Asano 등6이 주장한 밀고- 

당기는 아조벤젠 유도체의 경우도 유전상수（e）값이 

10 이하인 경우도 반전 메카니즘을 유전상수（£）값이 

10 이상인 경우는 회전 메카니즘을 가진다는 이중 

메카니즘을 가진다는 이중 메카니즘을 확인하기 힘 

들었다. 그 이유는 극성용매인 acetone이나 etha- 

nol에서는 반응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기존의 UV-Vis 

분광기로 반응속도를 측정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F谊.5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본 실험의 결 

과는 용매의 유전상수佰）값이 10 이하인 경우도 3 

개의 밀고-당기는 아조벤젠 유도체와 2개의 한 쪽

Fig. 5. Plots of ln^ vs. dielectric constant (e) for va
rious azobenzene derivatives. ■: 4-anilino-4r-nitroa- 
zobenzene; +: 4-amino-4,-nitroazobenzene; X, 4-(N, 
A^-ethyl~2-hydroxyethyl)amino-4,-nitroazobenzene; 
□ : 4-dimethylaminoazobenzene; ▲: 4-diethylaminoa- 
zobenzene.

에만 전자 주는기만 있는 아조벤젠의 반응속도에 

미치는 용매효과가 뚜렷하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사용된 3개의 밀고- 

당기는 아조벤젠 유도체（화합물 1〜3）은 비극성 용 

매에서도 회전 메카니즘에 의해서 이성질화 반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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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Whitten 등7은 밀고-당 

기는 아조벤젠의 경우 전자주는기의 크기에 따라서 

비극성 용매에서는 반전 메카니즘을 선호하고 극성 

용매에서는 회전 메카니즘을 선호하는 이중 메카니 

즘과 비극성 용매와 극성용매 모두에서 회전 메카 

니즘을 선호하는 화합물로 분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밀고-당기는 아조벤젠 유도체(화합물 1〜3) 

은 비극성 용매와 극성 용매의 전 영역에서 회전 

메카니즘이 일어나는 화합물의 경우가 된다고 결론 

지울 수 있다. 특히, 밀고-당기는 아조벤젠의 경우 

용매의 극성이 증가하면서 반응속도의 증가하는 정 

도가 치환기인 N-alkyl group의 전자 주는 효과 및 

공명 효과에 따라서 큰 차이가 생김을 확인할 수 

있다. 용매의 극성이 커질수록 반응속도의 증가율도 

커지는데 그 증가의 크기는 4-(NN-ethyl-2-hydro- 

xyethyl)amino-4'-nitroazobenzene>4-amino-4'- 

nitroazobenzene > 4-anililno-4' - nitroazobenzene의 

순으로 나타난다.

Table 5는 밀고-당기는 아조벤젠의 활성화에너지 

를 측정한 값이다. 이때 측정된 활성화에너지는 오차 

범위는 土 10%이다. 이 경우 용매의 극성이 증가하면 

활성화에너지가 약간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으나 

뚜렷한 경향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4-(dimethyl) 

aminoazobenzene과 4-(diethyl)aminoazobenzene의 

경우는 반응속도가 매우 느리므로 여러 온도와 여러 

용매에서 반응속도를 모두 측정하지 못했다. 따라서 

활성화에너지의 용매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 

나 반응속도의 용매효과가 거의 없으므로 활성화에 

너지도 용매의 극성에 따라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AsanS는 azobenzene의 메카니즘을 정확히 규명 

하기 위해서 aza crown ether와 결합된 azoben- 

zene을 이용하였다. 이 경우도 aza crown ether와 

결합된 azobenzene은 시스t 트란스 이성질화 반 

응에서 완전히 반전 메카니즘으로 일어남을 확인하 

였다. 뿐만 아니라 A77*-AS* 관계식을 연구한 결과 

반전 메카니즘에 의해서 이성질화가 일어나는 것으 

로 알려진 아조벤젠 유도체는 의 관계에서

일직선상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Asano의 결론에 의 

하여 아조벤젠 유도체가 회전 메카니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는 반전 메카니즘에서 일어나는 경우 

Table 5. The data for the dielectric constants and acti
vation energy (&) in various solvents

Dielectric ______瓦(kj/mol)______
Solvent constant push-pull AB°

(e) (2) (3)~

n-hexane 1.88
cyclohexane 2.02*
l(4_dioxane 2.21
benzene 2.28
toluene 2.38
ethyl ether 4"
ethyl acetate 6.02
THF 7.58
acetone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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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식의 일직선상에서 벗어남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회전 메카니즘에 의해서 이성질화 반응이 일어나는 

밀고-당기는 아조벤젠(화합물 1~3)이 Asano가 주 

장한 AH*-AS* 관계식에 적합하게 설명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와 AS*를 계산하였다. AH* 

는 ln(〃T)를 1/T에 대해서 도시하였을 때 기울기 

(一로부터 구하였다. △(；*=—RTlnK*와 

K*=海/如T로부터 AG*를 구할 수 있고 NG* = 

ZES 관계식으로 이용하여 AS*를 계산하였다. 

Table 6은 밀고-당기는 아조벤젠 유도체(화합물 1~ 

3)의 여러 용매에서의 AH*와 값을 표시한 것 

이다. Fig. 6은 AsanS와 Weiss9 등의 데 이타를 포 

함하여 관계식을 나타내었다. F讶.6에서

볼 수 있듯이 완전히 반전 메카니즘에 의해서 이성 

질화가 일어나는 화합물은 A£f*-AS* 관계식이 일 

직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Asano의 데이타 

중 4-dimethylamino-4'-nitroazobenzene은 회전 메 

카니즘에 의해서 일어나므로 반전 메카니즘에 해당 

되는 일직선상에서 벗어남을 알 수 있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3개의 밀고-당기는 아조벤젠 유도체(화합물 

1~3)도 반전 메카니즘에 해당되는 일직선상에서 

벗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회전 

메카니즘이 일어나는 화합물은 A尹-AS* 관계식에

1994, Vol. 38, No.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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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rmodynamic parameters for the cis-to-trans thermal isomerization in various solvents

Compound No. X Y Solvent AH* (kcal/mol-1) AS* (eu)

1 no2 NH(C6H5) Benzene 18.7 一 8.9
1 no2 nh(c6h5) Toluene 17.8 -11.6
1 no2 nh(c6h5) Ethyl ether 16.5 — 14.5
1 no2 nh(c6h5) Cyclohexane 16.1 -18.3
1 no2 nh(c6h5) Ethyl acetate 15.4 -16.2
1 no2 nh(c6h5) m-Hexane 14.2 -24.5
1 no2 nh(c6h5) THF 14.0 -19.2
1 no2 nh(c6h5) Acetone 7.9 一 32.0
2 no2 nh2 THF 16.3 -12.6
2 no2 nh2 Toluene 14.9 一 20.5
2 no2 nh2 Ethyl ether 13.8 -20.5
2 no2 nh2 Cyclohexane 13.5 一 25.9
2 no2 nh2 Hexane 11.4 -32.1
2 no2 nh2 1,4 - Dioxane 9.7 — 36.8
2 no2 nh2 Ethyl acetate 7.5 -38.8
3 no2 N(C2H5)(C2H4OH) Cyclohexane 17.3 -12.3
3 no2 N(C2H5)(C2H4OH) n-Hexane 14.9 一 196
3 no2 N(C2H5)(C2H4OH) l,4_Dioxane 14.4 -17.1
3 no2 N(C2H5)(C2H4OH) Toluene 13.7 -19.9
3 no2 N(C2H5)(C2H4OH) Ethyl ether 12.1 一 23.5
3 no2 N(C2H5)(C2H4OH) Ethyl acetate 10.2 — 25.5
3 no2 N(C2H5)(C2H4OH) Benzene 9.8 -32.3

△S후 (eu)

Fig. 6. AH*-AS* compensation i■이ationship. +: 1 in 
various solvents; X: 2 in various solvents; □: 3 in 
various solvents; ▲: 4-dimethylamino-4,-nitroazobe- 
nzene in various solvents (cited from ref. 8); ■: cited 
from ref. 8, ref. 9.

서 새로운 직선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즉, 회전 

메카니즘은 3尹와 AS*가 모두 작은 경우에서 일 

어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4-dimethylaminoazoben- 

zene과 4-diethylaminoazobenzene의 경우 반응속도 

가 매우 느리므로 △反* 를 여러 용매를 측정하지 

못했다. 앞으로 이 화합물에 대한 연구를 더 진행할 

예정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용매효과가 

반응속도에 미치는 결과를 보면 이들 화합물은 반전 

메카니즘에 의해서 이성질화 반응이 일어나므로 

AH*-AS* 관계식에서 반전 메카니즘에 해당되는 

일직선상에 해당되는 와 AS*값을 가짐을 예측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와 

관계식으로부터 아조벤젠 유도체의 반응 메카니즘을 

설명하는 것이 단순히 반응속도 상수의 용매효과로 

부터 반응 메카니즘을 설명하는 것보다 더 타당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 론

아조벤 젠 유도체 의 시스 T 트란스 이 성 질화 반응 

속도를 측정하였다. 밀고-당기는 아조벤젠은 용매의 

극성이 증가할 수록 반응속도는 증가함을 확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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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밀고-당기는 아조벤젠은 전이상태가 쯔 

비터 이온 형태를 가지는 회전 메카니즘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관계식을 이용한 결과

밀고-당기는 아조벤젠은 회전 메카니즘을 용매의 

극성에 관계없이 선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밀고-당기는 아조벤젠이 아닌 화합물은 반응속도의 

용매효과가 거의 없음이 확인되었으므로, N=N 이 

중결합 중 하나의 질소가 sp 혼성 궤도함수를 가지는 

전이살태를 거쳐서 반전되어 이성질화가 일어나는 

반전 메카니즘을 선호함을 예측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과학재단의 핵심전문연구비(93A 

0300-015-2)로 수행된 것입니다. 이에 재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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