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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염화탄소 속에서 티오프로피온아미드(TPA)와 triethylphosphine oxide(TEPO), triphenylphos
phine oxide(TPPO), trimethylphosphate(TMP), 그리고 tributyl phosphate(TBP)간의 수소 결합에 대한 열 

역학적 상수들을 근적외선 분광법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TPA의 vfl+amide II 조합띠는 TPA 단위체 및 수소 

결합을 이룬 TPA의 띠로 이루어져 있음이 확인되어 이 띠를 두 개의 Lorentzian-Gaussian 곱함수의 띠로 

분해하였다. 온도 및 농도의 변화에 따른 이 조합띠의 변화로부터 TPA의 수소 결합에 대한 평형 상수 및 

열역학적 함수를 구하였다. TPA와 TEPO, TPPO, TMP, TBP의 수소 결합 엔탈피는 각각 一2L4, -16.8, 
-12.8, —12.9kJ/mol이었다. 이 결과는 치환기의 inductive effect 및 steric effect로 설명할 수 있다,

ABSTRACT. Thermodynamic parameters for the hydrogen bonding between thiopropionamide(TPA) 
and proton donors such as triethylphosphine oxide(TEPO), triphenylphosphine oxide(TPPO), trimethyl- 
phosphate(TMP), and tributyl phosphate(TBP) in dilute carbon tetrachloride solution have been measured 
by near-IR spectroscopy. The va + amide II combination band of TPA has been resolved into two Lorent
zian-Gaussian product components which have been identified with monomeric TPA and 1:1 hydrogen 
bonded complex. The equilibrium constants and thermodynamic parameters for the formation of 1 ： 1 
hydrogen bonded complex have been obtained by the analysis of concentration and temperature dependent 
spectra. The standard enthalpies for the 1:1 hydrogen bonded complex formation of TPA with TEPO, 
TPPO, TMP, and TBP in CC14 have been found to be —21.4, —16.8, —12.8, and —12.9 kj/mol, respecti- 
v사y. The results are explained by the inductive and steric effects of substituents.

서 론

생화학계에서는 아미드기의 수소 결합이 단백질 

및 폴리펩티드의 구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백질과 폴리펩티드의 화학적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이에 대한 모델 화합물로서 아미드 

기의 수소 결합에 대한 연구가 여러 방향으로 진행 

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수소 주개 물질로서 thiopropion- 
amide(TPA)를, 수소 받개 물질로서 triethylphos
phine oxide(TEPO), triphenylphosphine 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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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O), trimethyl phosphate(TMP), tributyl phos- 
phate(TBP)를 사용하였으며, 용매로는 용매와 용질 

간의 상호 작용이 거의 없는 비극성인 사염화탄소를 

사용하였다. TPA는 농도의 변화에 따라 수소 받개 

분자와 1 ： 1 혹은 1 ： 2 복합체 형성이 가능하나, 본 

실험에서는 1：1 복합체만 존재할 수 있도록 낮은 

농도에서 실험을 했다.

수소결합의 열역학적 값을 구하는 분광학적 방법 

으로 근적외선 영역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IR의 경우 N-H 신축 진동은 N-H 굽힘 진동의 배 

(overtone) 진동에 의해 Fermi resonance2?} 일어나 

매우 복잡한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며, C-H 신축 진 

동과 0-H 신축 진동에 의해 방해받기 쉽고, 흡광 

도가 크기 때문에 짧은 용기 길이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KBr cell과 같이 다루기 힘든 용기를 사용해야 

하므로 정량성이 떨어진다. 이에 반해 근 적외선 

영역에서는 많은 배진동 또는 조합 진동 띠(combi
nation band)가 나타나며, 스펙트럼 분리가 잘되므로 

필요에 따라 흡수 띠의 선정이 용이하고, 흡광도에 

따라서 용기 길이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특수 

수정 용기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정량성이 좋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 적외선 영역 중에서 방해 

띠가 매우 적은 N-H 비조화 신축 진동과 Amide 
II의 조합 띠를 사용하여 TPA와 TEPO, TPPO, 
TMP, 그리고 TBP 간의 열역학적인 파라미터를 구 

하였다.

실 험

실험에 사용한 시약으로 TPA(TCI, 99%)는 벤젠을 

사용하여 재결정한 후 실온에서 감압하여 건조시켜 

사용하였다. TEPO(Alfa) 및 TPPO(Aldrich, 98%)는 

실온에서 24시간 감압하여 건조시킨 후에 사용하였 

고, TMP(Sigma, 98%)와 TBP(Sigma, 98%)는 그대 

로 사용하였다. 물은 여러 가지 수소 받개 또는 수소 

주개와 수소 결합을 할 수 있고 두 용질사이의 상호 

작용에 영향을 미치므로 용액내에 존재하는 물을 

제거하기 위해 Merck HPLC 급의 사염화탄소에 4A 
분자체를 가하고 24시간 후에 사용하였다.

시료 용액은 TPA와 TEP는 1：1 몰 비율로 

TPPO와는 1:1.7, TMP와는 1: 4.3, TBP* 1: 3 

몰 비율로 녹여 만들었다. 시료 용액 제작시 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조작을 질소로 

채워진 장갑 상자내에서 하였다. 시료 용액의 부피는 

온도에 따라'변화하므로 각 용액은 10 mL 비중병 

(pycnometer)을 사용하여 각 온도에서 밀도를 측정 

함으로써 온도에 따른 TPA와 수소 받개의 농도를 

계산하였다. 스펙트럼 측정시 대조 용액 (reference 
solution)으로 TPA-수소 받개 용액 대신에 수소 받 

개만을 동량 첨가하여, 실험 파장 영역에서 생기는 

수소 받개의 약한 흡수띠를 보상하였다.

사용한 기기는 근 적외선 스펙트럼 측정 기기로 

Cary Model 17DX(Varian)를 사용하였으며, 용액 

측정 용기는 10, 5, 0.5 cm 길이의 원통형 측정 용 

기를 사용하였다. 온도 조절 장치는 Polyscience사의 

Poly Temperature(온도 조절 편차 土 0.11) 항온 

순환조를 Cary 17DX에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각 

온도에서 시료 용액을 완전히 열적 평형을 만든 후 

(30분에서 1시간)에 스펙트럼을 얻었다.

결과 및 고찰

TPA와 수소 받개 사이의 수소 결합에 대한 정량적 

연구를 위해 근 적외선 영역에서 TPA의 적당한 흡수 

띠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Fig.l은 사염화탄소 

에 서 3mM TPA 용액을 1920-2160 nm 사이의 영 

역에서 얻은 근 적외선 홉수 스펙트럼이다. Kriko- 
rian 등은 acetamide(AA)의 N-H 배 진동과 조합 

띠에 관한 흡수 띠를 지정하였는데,3 AA의 C=O 
작용기가 TPA의 C = S 작용기로 바뀜 에 따라 크기가 

큰 황 원자가 진동 방식을 방해하므로 TPA의 N-H 
진동 띠가 다소 장 파장에서 나타나는 것을 고려할 

때 각 띠의 지정이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F沮 1에서 

표시된 TPA의 띠 A는 N-H 비대칭 신축 운동(V。)과 

Amide II의 조합 띠 이고, 띠 B는 N-H 대 칭 신축운동 

(V)과 Amide II의 조합 띠이며, 띠 C는 %와 Amide 
III의 조합 띠이며, 띠 D는 V，와 Amide HI의 조합 

띠이다(단, Amide II는 60% N-H 굽힘 진동과 40% 
C-N 신축 진동의 조합이고, Amide III는 30% N-H 
굽힘 진동과 40% C-N 신축 진동과 20% CH3-C 
진동의 조합이다). 본 실험에서는 흡광도가 크고 다 

른 조합 띠에 의해 방해를 받지 않아 해석이 용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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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near IR spectrum in the range of 1920— 
2160 nm for 3 mM TPA in CC14 solution. A: N-H 
asymmetric stretching (vj4-Amide II, B: N-H sym
metric stretching (v,) +Amide II, C: +Amide III, 
D: vs+Amide III.

1970 nm 근방의 비대칭 신축 진동과 Amide II의 

조합 띠 A를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TPA-수소 받개 복합체가 1 ： 1 뿐만 

아니라 1 ： 2도 생길 가능성이 있고, 또 단위체와 1:1 
복합체의 띠가 근접된 위치에서 겹쳐져 있으므로 띠 

분해를 통하여 단위체와 1:1 복합체의 양을 구하는 

방법으로는 몰 흡광 계수나 진동수 이동 대신에 몰당 

면적(molar area)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측정 방법과 

혹은 온도에 따른 평 형 이동으로 생기는 농도 변화에 

의해 Beer의 법칙으로부터 생기는 기계적 편차와 

화학적 편차를 줄이고 농도 변화에 따른 굴절률의 

변화로 인한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Pitha와 Jo- 
nes，는 적외선 흡수 띠는 Lorentzian 형태로 나타 

나고, 기계적 물리적 원인에 의한 2차 요소들이 이 

띠에 Gaussian 섭동을 일으키므로 적외선 흡수 띠는 

Lorentzian 함수와 Gaussian 함수의 곱 함수로 나 

타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근적외선 흡수 

띠를 Lorentzian와 Gaussian 함수의 곱 함수로 보 

아서 겹쳐진 흡수띠를 개개의 흡수 띠로 분해하였 

다.

Lorentzian-Gaussian 곱 함수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处，)=秫1+无(기—粉勺-】 exp[-无(v—%)勺 (1)

A(v): 진동수 기에서의 흡광도Xi： 丄에서의 흡광도, 

X2: 최대 흡수 진동수, X3: Lorentzian 반-높이 선 

나비(妃의 역수(=1/&)-七: 1成/頌如 Gaussian 반-

Fig. 2. (A) The absorption spectrum of vN_H +Amide 
II combination band of TPA(8.9 mM)/TPP0(15.1 mM) 
/CC14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B) Resolved spe
ctra of vN_H +Amide II combination band of 5.3 mM 
TPA with 15.9 mM TBP in CCL 간 351. Unfilled 
squares A, thin line C, and dashed line D represent 
the measured absorption spectrum, resolved band of 
monomeric TPA, and resolved band of hydrogen bon
ded TPA, respectively. The thick line B is the sum 
of C and D.

높이 선 나비)

두 개의 Lorentzian 함수와 Gaussian 함수의 곱 

함수로 근 적외선 흡수 띠를 맞추는 방법으로 simp
lex search method를 사용하였다f 본 실험에서는 

이론치와 실험치의 차를 제곱하여 더한 합(入2)이 

0.000006 이하인 경우에 반복을 멈추도록 하였다. 

흡수 띠의 면적은 단순히 파장을 미세하게 나누어 

파장이 곡선과 만나는 점들과 사다리꼴의 형태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 각 사다리꼴의 합으로 구하였다. 

반 띠 나비는 A(v)l_g=1/2 爲 즉 為蜒에서의 흡광 

도의 반이 되는 V의 값을 컴퓨터로 구하고 △入1/2 = 2 
(V—X?)의 식으로부터 구하였다.

Fig. 2(A) 는 TPA(8.9 mM)/TPP0(15.1 mM)/CCl4 
용액의 온도를 변화시켰을 때 v„+Amide II 띠는 

뚜렷한 등흡광 점(isobestic point)을 보이는 것은 

용액내에는 1:1 복합체만이 형성됨을 의미한다.F沮 

2(B)는 35t 에서 TPA(5.3 mM)/TBP(15.9 mM)/CCl 
4의 시료 용액에서 얻은 스펙트럼을 컴퓨터로 분해한 

것이다. 계산에 의한 곡선과 측정한 곡선이 잘 일 

치한다. 따라서 띠 형태 함수를 Lorentzian 함수와 

Gaussian 함수의 곱으로 보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

평형 상수를 구하기 위해 다음의 식 (2)를 이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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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C"=K・Cr (2)

여기에서 G&는 수소 받개 단위체의 농도로서 총 

수소 받개의 농도에서 TPA: 수소 받개 1 ： 1 복합 

체의 농도를 제외시킨 것이고(方는 1：1의 TPA와 

수소 받개의 복합체의 농W C，，，은 TPA 단위체의 

농도이다. 평형 상수를 구하는 식에서는 활동도 표 

현을 사용하는 것이 옳지만 본 실험에서 측정한 TPA 
농도 범위는 묽은 농도 영역 이므로 몰 농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위의 (2)식을 이용하여 C，用에 대한 Q 
/C，”을 도시하면, 이때 얻어지는 기울기가 평형 상 

수가 된다. 평형 상수의 온도 의존에 대한 관계식 

으로부터 TPA와 수소 받개간의 수소 결합 세기를 

나타내는 표준 엔탈피 (M°)를 구할 수 있다. 아래의 

van't Hoff 식으로부터 RlnK를 1/T에 대하여 도시 

하여 心을 구할 수 있다.

—d(lnK)/d(l/T)=△日。(1/R) (3)

여러 수소 받개에 대해 온도 범위(5~55t)에서 구한

Fig. 3. The plot of RlnK vs. 1/T for the hydrogen 
bonding formation of TPA with several proton accep- 
ters.

평형 상수를 사용하여 R・lnK 대 1/T을 도시한 결 

과를 F讶.3이 보여주고 있다. 실험치는 오차내에서 

직선으로 맞추어지며, 기울기와 절편으로부터 AW0 
와 AS°를 얻었다. 구한 와 AS°값을 Table 1에 

수록하였다.

Table 1에서 열역학적 상수들을 비교해 보면, 

TEPO>TPPO>TBP>TMP 순•으^ 수소 결합 능력 

이 약해짐을 알 수 있다.6 먼저 TEPO와 TPPO를 

비교해 보电 TPPO의 phenyl기는 TEPO의 ethyl기 

보다 p=0의 전자를 세게 끌어당기므로 0의 전자 

밀도가 감소하여 수소 결합 능력이 감소된다. 또한 

phenyl기는 ethyl기 보다 입체 장애 효과를 더 나 

타내므로 수소 결합이 어려워 작은 K 및 一값을 

나타내리라 예상된다. TPPO와 TMP를 비교해 보면, 

TMP 의 methoxy 의 산소는 TPPO 의 phenyl 기의 탄 

소보다 전자를 더 잡아당기므로 P=0의 0의 전자 

밀도를 감소시켜 TPA와의 수소 결합 능력을 감소 

시킨다.' TBP와 TMP에서는, buthoxy기가 me- 
thoxy기 보다 전자를 주는 능력은 약간 더 크지만 

TPA와 수소 결합을 할 때 입체 장애가 약간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K 및 는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최근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염화탄소 

용액에서 thioacetamide(TA)에 대한 수소 받개로 

TEPO와 TPPO를 사용하여 一AH°를 구하였는데 

그 값은 각각 22.9kJ/mo과 18.2kcal/mol이었다.8 
TPA가 수소 주개로 사용되어진 경우가 TA가 사용된 

때보다 작은 값을 갖는데 이것은 TPA의 propyl기가 

TA의 ethyl기 보다 전자를 주는 능력 이 더 커 N-H의 

극성이 감소하고 따라서 수소 결합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Table 1. Thermodynamic parameters for the hydrogen bonding formation of thiopropionamide with several phos
phines in CCI4 ___________________________

Proton acceptor -
K (心

(kj/mol) -AS° U/mobK)
5t 151 251 351 451 551

TEPO 437.5 318.6 230.1 169.7 134.2 109.4 2L4 26.4
TPPO 278.5 207.4 167.9 130.4 110.9 90.4 16.8 13.9
TMP 49.0 40.9 32.6 283 24.8 20.9 12.8 13.7
TBP 49.8 41.7 34.3 28.5 25.1 21.3 12.9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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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1. TPA의 근 적외선 1970nm 근방의 비대칭 신 

축진동과 Amide II의 조합띠를 온도와 농도를 변 

화시켜 얻어, 사염화탄소 용액에서의 TPA와 여러 

수소 받개 사이의 수소 결합에 대한 정성 정량적인 

정보를 얻었다.

2. 사염화탄소에서 TPA와 TEPO, TPPO, TMP, 
TBP간의 수소 결합 생성 엔탈피는 각각 一21.4, 
-16.8, -12.8, -12.9 kJ/mol이었는데 이는 치환기 

의 inductive effect 및 steric effect로 설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교육부 기초과학연구소의 연구비 지원 

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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