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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4r-[Ar-(9-acridinyl)]-l,-(7V-methanesulfonyl)-3,-methoxyquinonediimide(AMQD)-^| 수2■분공H 
속도상수를 25의 수용액속에서 자외선 분광법으로 측정하여 넓은 pH에서 잘 맞는 반응속도식을 구하였다. 

pH에 따르는 속도상수의 변화, Bronsted plot, 가수분해 생성물의 확인, 일반염기 및 치환기 효과 둥으로부터 

실험 사실에 잘 맞는 반응메카니즘을 제안하였다. 즉 pH 3.00 이하에서는 acridinyl기의 질소에 양성자가 

첨가된 다음 quinonoid의 4'-위치에 물의 첨가가 일어나 가수분해가 진행되며, pH 3.00〜9.00 사이에서는 

물분자와 수산화 음이온의 첨가가 경쟁적으로 일어나 반응이 진행되었고, pH 9.00 이상에서는 수산화 음이온의 

농도에만 비례함을 알았다.

ABSTRACT. The rate constants for 사｝e hydrolysis of 4,-[A^-(9-acridinyl)]-r-(JV-methanesulfonyl)-3,- 
methoxyquinonediimide(AMQD) were determined by ultraviolet visible spectrophotometer in water at 
25 °C. The rate equation which could be applied over wide pH ranges were obtained. On the basis of 
pH-rate profile, Bronsted plot, hydrolysis product analysis, general base catalysis and substituent effect, 
the plausible hydrolysis mechanism was proposed : Below pH 3.00, the hydrolysis reaction was proceeded 
by the attack of water to 4'- position of quinonoid after protonation at nitrogen of acridinyl and between 
pH 3.00 and 9.00, the addition of water and hydroxide occurred competitively. However, above pH 9.00, 
the rate constants were dependent upon only the concentration of hydroxide ion.

서 른

탄소-질소 이중결합으로 이루어진 azomethine^l 
는 탄소-탄소 이중결합과 카로보닐기의 중간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써1 azomethine의 탄소원자에 전자를 

끄는기가 결합되어 있으면 탄소원자에 대한 친핵성 

치환반응이 일어난다. 이와 같은 azomethine은 헤 

테로 고리화물의 중간체로 많이 응용2〜4되고 있으며 

특히 의학적으로 유용하게 쓰이는 quinonediimide는 

여러가지 작용기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 다양한 반 

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이와 같은 

quinonediimide는 Willstatter6?} 최초로 力-amino

phenol 과 />-aminoaniline^- A^O로 산화시켜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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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로 지금도 많은 관심있는 학자들에 의하여 능 

률적인 방법으로 여러가지 작용기를 갖는 quinoni- 
nediimide를 얻고자 하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화합물의 구조적인 특성은 quinonoid 고 

리가 전자밀도가 감소된 비방향성을 갖기 때문에 

친핵체의 공격을 쉽게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알킬 

thiol이나 아릴 thiol 등의 친핵체를 첨가시키면 의 

학적으로 유용한 항암제를 합성할 수 있는 의약품의 

중간체로 사용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7 특히, 질 

소에 알킬기가 치환된 quinonediimide는 안정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용도가 더욱 크다.煎 한개의 탄 

소-질소 이중결합을 갖는 imine의 반응성에 대해서 

는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져 있다. Jencks 등如은 

schiff base의 가수분해 반응에서 질소에 양성자가 

먼저 첨가된 다음 수산화 음이온이 첨가가 일어나 

최종생성물로 케톤과 아민이 얻어짐을 보고하였다. 

역시, Kim 등"은 탄소-질소 이중결합을 가진 여러 

가지 화합물을 반응속도론적으로 연구하여 넓은 

pH영역에서 잘 맞는 반응속도식을 얻었으며, 특히 

종전에 알려진 바 없는 산성용액에서의 반응메카니 

즘도 규명하였다.

또한, 두개의 탄소-질소 이중결합을 가진 quinone- 
diimide에 대한 가수분해 반응의 연구는 Tong* 에 

의하여 처음으로 연구되었으며, 그 결과 예상과는 

달리 높은 pH영역에서도 거의 수산화 음이온의 농 

도에 무관하게 반응이 진행됨을 밝혔다. Glesmann 
등 13"은 수용액속에서 quinonediimine이 가수분해 

반응에 의하여 탈아미노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은 

수산화 음이온이 imine의 탄소를 공격하여 첨가생 

성물인 중간체가 생성된 다음 다시 반응하여 quino
nemonoimine0] 최종 생성물로 얻어짐을 정성적으로 

밝혔다. 그리고 이 반응에서 생성된 중간체의 질소에 

결합된 알킬기의 阡위치에 hydroxy기가 있으면 탈 

아미노화 반응이 진행되지 않고 분자내 수소결합으 

로 인해 안정한 spiro 화합물이 얻어짐을 밝혔다.

위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quinonediimide의 가 

수분해 반웅은 1개의 탄소-질소 이중결합을 가진 

imine보다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반응이 진행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 quinonediimide의 가수분해 반응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도 잘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quinonediimide의 4*  위치에 전자밀 

도가 높은 acridinyl기가 치환된 4'-[N-(9-acridi- 
nyl)]T'-(N-methanesulfonyD-3'-methoxyquino- 

nediimide(AMQD)의 가수분해 속도를 자외선 분광 

법으로 측정하여 반응속도에 미치는 pH의 영향, 

Bronsted plot, 가수분해 생성물의 확인, 일반염기 

및 치환기 효과 등을 바탕으로 실험사실에 잘 맞는 

가수분해 반응메카니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실 험

시약 및 기기. 실험에 사용한 모든 시약은 1급 

또는 특급시약을 정제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AMQD 
의 합성에 사용한 2-methoxy-4-nitroaniline, 9-ac- 
ridone, methanesulfonyl chloride, pyridine, thionyl 
chloride 및 철 분말 등은 일본 동경화성제를, 그리고 

그 외 시약은 Tokyo사제를 사용하였다.

합성물질과 가수분해 생성물의 확인에 사용한 기 

기는 적외선 스펙트럼은 Perkin-Elmer spectropho
tometer 710B형, 녹는점 측정은 Buchi 510형, 'H 

NMR 스펙트럼은 Varian Model E.M.360(90 MHz) 
과 Perkin-Elmer R-32(90MHz)를 병행하여 사용 

하였다. 또한, 반응속도 측정은 Hatachi Recording 
spectrophotometer 200-20 자외선 분광기를 사용하 

였다.

기질의 합성. 4'-[N-(9-Acridinyl)]-l'-(N-metha_ 

nesulfonyl)-3'-methoxyquinone diimide(AMQD)는 

알려진 방법月'®에 따라 합성하여 사용하였다.

반응속도 측정. 반응속도 측정에 사용한 용액은 

pH 3.00 이하에서는 HC1 를, pH 4.00-6.00 사이에 

서는 acetate buffer를, pH 7.00에서는 phosphate 
buffer를, pH 8.00~ 10.0에서는 boric acid와 NaOH 
를 사용하여 만들었고 pH 11.0 이상에서는 NaOH 
만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완충용액은 NaCl을 가하여 

이온세기가 0.1 이 되도록 하였다.

반옹속도는 100 mL 메스플라스크에 99mL의 완 

충용액을 넣고 251로 유지된 항온조에 담그고 여 

기에 1.0X 1(厂3 M AMQD의 dioxane용액 ImL를 

가한 다음(1.0X10*M)  시간에 따른 AMQD와 AM- 

QDH+의 농도변화 즉 흡광도의 변화를 기질의 최대 

흡수파장인 246nm에서는 가수분해 생성물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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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noacridine의 흡수파장과 겹치기 때문에 300 
nm에서 자외선 분광기로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가수분해 반응속도상수. 여러가지 pH에서 

AMQD의 농도를 LOXIO^M로 일정하게 하고 시 

간에 따르는 농도변화 즉 흡광도(A)의 변화를 측정 

하여 logA를 시간에 대해 도시한 결과 전형적인 1차 

반응임을 알았다. 한 예로 pH 1.50에서 AMQDH+의 

흅수 파장인 300nm에서 시간에 따르는 log/l의 변 

화는 FZg.l과 같고 이 기울기에서 구한 일차반응속 

도상수 加"는 2.17X10-5 st이었다.

같은 방법으로 여러 pH에서 구한 가수분해 반응 

속도값을 pH에 대해 도시한 결과는 F沮 2에 나타내 

었으며, Table 1은 이때 구한 AMQD와 AMQDH* 의 

가수분해 반응속도 상수값들을 실었다. 한편 Table 
1의 산성용액에서 실험값과 계산값을 보면 염기성 

pH에서의 값보다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기질이 산성용액에서는 AMQDH+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AMQD의 흡수파장과는 다른 283 

nm와 300nm에서 다소 작게 흡수가 일어나 흡광 

도의 변화가 작아서 생기는 실험오차로 생각된다. 

그러나 두 영역에서 반응속도를 측정한 결과는 비 

숫하였다.

가수분해 생성믈의 확인. AMQD의 가수분해 생 

성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산성, 중성 및 염기성에서

0.27

0.36

7 0.33

<s
i 0.30

0.0 0.3 0.6 09 1.2

1.2x104(sec)

Fig. 1. The plot of log [A] vs. time for the hydrolysis 
of AMQD at pH 1.5, 25 °C and 0.1 ionic strength.

8

 
+
 b

-

 5

 으

Fig. 2. pH-rate profile for the hydrolysis of AMQD 
at 251：. Circles are experimental points and the curve 
is drawn according to equation (7).

Table 1. Rate constants for the hydrolysis of AMQD 
at various pH and 251?

pH Buffer solution -
Wsec-1)X106

Observed Calculated

0.50 HC1 197 191
1.00 HC1 64.1 61.3
1.50 HC1 21.7 20.2
2.00 HC1 7.85 7.19
2.50 HC1 3.64 3.08
3.00 HC1 1.78 1.78
3.50 HOAc+NaOAc 1.89 1.38
4.00 HOAc+NaOAc 1.79 1.28
4.50 HOAc+NaOAc 1.89 1.35
5.00 HOAc+NaOAc 2.15 1.65
5.50 HOAc+NaOAc 2.48 2.56
5.80 HOAc+NaOAc 3.60 3.68
6.00 HOAc+NaOAc 3.84 4.70
6.20 KH2PO4+K2HPO4 5.10 6.06
6.50 KH2PO4+K2HPQ 6.90 8.30
6.80 KH2PO4+K2HPQ 9.21 10.5
7.00 KH2PO4+K2HPQ 11.4 11.9
7.20 KH2PO4+K2HPO4 13.5 13.2
7.50 KH2PO4+K2HPQ 15.3 15.1
7.80 KH2PQ+K2HPO4 19.9 17.6
8.00 H3BO3+NaOH 22.2 20.3
8.20 H3BO3+NaOH 27.0 24.4
8.50 H3BO3+NaOH 36.5 35.1
8.80 H3BO3+NaOH 56.3 56.4
9.00 H3BO3+NaOH 81.5 81.4
9.20 H3BO3+NaOH 121 121
9.50 H3BO3+NaOH 227 227

10.00 H3BO3+NaOH 690 689

1996, Vol. 40, No.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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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속도 측정시와 같은 조건하에서 반응시켜 얻어 

진 생성물을 메탄올로 정제하여 분석한 결과 가수 

분해 생성물온 9-aminoacridine과 2-methoxy-A^- 
methyl sulfone-^-benzoquinoneimine 알았다.

9-Aminoacridine: TLC analysis(ethyl acetate) Rf 
= 0.50; mp. 229〜230t7(문헌치20; 2301); IR(KBr 

pellet, cm-1): 3300~3500(amine), 1640(C=N); 

NMR(DMSO-d6, 6) 7.40~8.98(m, 8H, acridinyl), 
2.60(s, 2H, NH2).

2-Methoxy-^V-methylsulfone-/>-benzoquinonei- 
mine: IR(KBr pellet, cm-1): 1715(C=O), 1600~1640 
(C=C, C=N), 1150, 1320(SO2);】H NMR(DMS0- 

禹，5) 6.05~7.10(m, 3H, />-benzoquinoneimine), 4.10 
(s, 3H, OCH3), 3.15(s, 3H, SO2CH3).

Table 2. The rate constants for the hydrolysis of 
AMQD at various acetate ion concentrations at pH 
4.78 and 251

[CH&Ob] (M) ^Usec-^XIO6 蝠/seK)X 1俨

01
02
04
06
08
10
20
30
40
50

Q

Q

°°
189

5

7

1

O

6

8

9

&

l

l

2

3

1

1

1

1

1

1

1

1

일반웜기 효과. 이 반웅이 general base에 의해 

촉진되는지 알기 위해 CHROOH와 CHROONa의 

농도비를 1:1로 하여(pH = 4.78) acetate 이온의 농 

도 변화에 따른 반응속도 상수를 측정한 결과는 Ta

ble 2와 F讶.3에 나타내었다. FZg.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반옹은 general base에 의해 촉진되 

기는 하지만 acetate 이온의 농도가 0.06-0.08M 
영역에서 극대값을 갖교 그 이후에는 일정한 속도 

상수를 갖는다.

또한 이 반응이 염기의 세기에 영향을 받는지 알 

아보기 위하여 AMQD의 농도를 1.0><1(厂51^로 일 

정하게 하고 염기의 세기가 다른 general base의 

농도를 LOXIO^M로 하여 반응속도를 측정한 결 

과를 Table 3과F讶.4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염기의 

세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반응속도가 증 

가함을 알았다.

반응속도식과 반웅메카니즘. AMQD의 가수분해 

속도는 F讶.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pH 3.00 이하에

Table 3. pKa and catalytic constants of bases for hyd
rolysis of AMQD at 251：

Base pKa k/ki2°/knf(sec~l)

h20 -1.70 232X1(厂 8
C1CH2COO- 2.82 3.17X10-5
ch3coo~ 4.75 9.88 X10~4
Pyridine 5.36 1.59X10-3
Lutidine 6.64 6.40X10-3
h2po4- 7.21 1.92X10-2

Fig. 3. General base catalyzed hydrolysis of AMQD 
at pH 4.78 and 251

6
 

5

8

 +-

OTO-

3

2

1

0

-2 0 2 4 6 8
PKa

Fig. 4. Bronsted plot for the hydrolysis of AMQD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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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5O,-CH, N-50t -CHi

[AMQD] [AMQD-HV [AMQD' -Hj,

N-SO.-CH, N-$O,-CH,

[AMQD-H^OJ
〔AMQD-(기 U

[AMQD-HX)r [AMQD-OIir

上马 OQO * 애"心 *HB

NH, N-$O,-CH,

NH, N-SO,-CH,

Scheme 1.

서는 hydronium 이온에, pH 8.50 이상에서는 hyd
roxide 이온농도에 각각 비례하지만 pH 3.00-8.50 
사이에서는 복잡한 곡선을 나타낸다.

비교적 낮은 pH에서의 hydronium 이온 농도에 

비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메카니즘에 의해 반응이 

진행된다고 생각된다(Sc/zeme 1).
Bacon 등&에 의하면 9-aminoacridine에 있는 9 

위치의 작용기는 imino형보다 amino형태가 더 안 

정하다고 보고하였으며, 또한 Albert 등汕은 10 위 

치의 방향족 고리안에 있는 질소는 공명화 안정화에 

의하여 전자밀도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따라 

서 산성 pH에서는 강한 염기성을 띄는 10번 위치의 

질소에 먼저 양성자가 첨가된 다음 공명효과에 의 

하여 전자밀도가 작아진 quinonediimide의 4' 위치 

에 친핵체인 물분자가 공격하여 가수분해 반응이 

진행되리라 생각된다. 이때 제 1단계는 산 염기 반 

응이므로 질소에 양성자가 첨가되는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평형을 이룰 것이며, 또한 가수분해 

속도는 hydronium 이온 농도에만 비례하므로 물이 

첨가되는 2단계가 속도결정단계가 될 것이다.

pH 3.00-8.50 사이의 복잡한 곡선을 나타내는

Scheme 2.

반응메카니즘은 다음과 같이 생 각할 수 있다. 즉 qui- 

nonediimide기의 4' 위치의 탄소에 친핵체인 물이 

공격한 다음 general base에 의해 탈양성자 반응이 

일어난 다음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 생성물로 분해 

되리라 생각된다(Sc岫e 2).

위 반응에서 반응속도 결정단계는 1, 2단계가 될 

것이며, 만약 2단계에서 general base의 농도가 매우 

클 경우에는 반응이 빨리 일어나 1단계가 반응속도 

결정단계가 될 것이다. 한편, 2단계가 반응속도가 

빠르고 3단계가 느릴 경우를 가정하여 보았다. 이 

경우에는 1단계와 3단계가 반응속도 결정단계가 될 

것이며 이때 general base의 농도가 클 경우에는 3 

단계가 빨리 일어나 1단계가 속도결정단계가 될 것 

이다. 그러나 중성부분의 반응메카니즘을 두 과정으 

로 가정하여 생각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AMQD-OH] 또는 [AMQD-H2O] 중 어느 하나만 

을 분리하여 확인할 수 있는 실험적 방법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이다.

pH 8.50 이상의 영역에서는 가수분해 속도상수 

h는 hydroxide 이온에만 비례하므로 물대신에 친핵 

성이 큰 hydroxide 이온이 quinonediimide기의 4' 
탄소에 직접공격하는 다음과 같은 메카니즘을 생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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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QD-OHP [AMQD-OH]

4 CQO + 어°寸

HH, N-SO,-CHi

Scheme 3.

위 메카니즘에서 반응속도 결정단계는 반응속도가 

OH 이온에만 의존하므로 친핵체가 첨가되는 첫단 

계가 될 것이다. AMQD의 가수분해속도는 FzR 2에 

서 보는 바와 같이 pH 3.00 이하에서는 hydronium 
이온에, pH 8.50 이상에서는 hydroxide 이온 농도에 

각각 비례하지만 pH 3.00-8.50 사이에서는 氏0+나 

OH「이온 농도에 무관하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전체 가수분해 속도상수 屁는 다음 (1)식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庇=扁+/시:H。] 냐아』6「] (1)

여기서 扁는 pH 3.00-8.50 사이에서 일어나는 속 

도상수값이며, 如와 扁h는 각각 H0와 OH「이온 

농도에 대한 가수분해 속도상수값이다. 식 (1)에서 

如값은 hydronium 이온 농도에만 비례하므로 pH 
0.00-1.00 사이에서 측정한 속도값의 기울기에서 

6.01X10TsT를 얻었다. 또한 중성 pH영역의 속도 

상수값인* 0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얻을 수 

있다. 즉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 2단계가 반응 

속도 결정단계에 참여하므로 중간체인 Zwitter 이 

온에 대해 steady-state approximation을 적용시키면 

다음과 같이 속도식을 나타낼 수 있다.

Rate= FMQD] =HAMQD]
dt

(2)

=* 2b[AMQD-H2O]E[B]

_暨丝奥— 

/时孕°+如空留]
[AMQD]

또는

1 _ 建#°-냐須 

又_理2°源£留] (3)

식 (3)에서 general base인 B의 농도가 커지면 如)는 

砂2。가 될 것이며 이때 加값은 F/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극대값인 1.39X102厂1을 취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pH영역에서 촉매작용을 하는 general 

base로는 물과 hydroxide 이온만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3)식은 다음 (4)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I 1_______________
b~ 加电。丁 feH2O、

1 ( 흡可)妙。[H0+妒H[oh-]}

(4)

pH 3.00 이하에서는 OH- 이온의 농도가 매우 

적어 矽 H[OH-] 는 矽2。|卫20]에 비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으므로 (4)식은 (5)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1 1

(才衫)殍。任&0]
(5)

pH 3.00 이하에서는 H3O+ 이온농도는 무시할 수 

없으므로 일반염기 효과의 극대값에서 얻은 为*。= 

1.39X10-5sT값과 가수분해 속도상수 屬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如=血＞+6.01X10T[H3()+] 
식에서 측정된 屁값으로부터 扁는 1.18X10-6sT를 

얻었다. 이 값을 (5)식에 대입하여 (知助。/妃V3).矽2。 

IHO]는 1.29X I时 广임을 알았다. 한편 식 ⑷에 

서 OH- 이온의 농도가 비교적 커서 general base의 

촉매작용을 무시할 수 없는 경우를 생각하여 보자. 

한 예로 pH 6.00에서 崗=3.8X1()Ys= 妒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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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0"5s-1 및 (酣°/诰°)•矽2。任&0] = 1.29X10-6 
st을 ⑷식에 대입하여 殍2。/»写。.矽h는 5.77X102 

를 얻었다.

위에서 구한 모든 상수값을 식 (4)에 대입하면 加는 

다음 식 ⑹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丄=1 +_____________1_____________
k0 1.39X10"5 1.29 X 10^6+5.77X l^EOH-]

_ L79X10ti + 8.03X1(厂3[oh「]

k°~ 1.52 X10-5+5.78 X 6

pH 8.50 이상에서의 반응속도 상수는 hydroxide 
이온 농도에만 비례하므로 pH 10.0에서 4=6.90X 
10-4s-1, EOH ] = 10-4M 및 血＞=1.39X10TsT을 

⑴식에 대입하면 如는 6.75L의 값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구한 如, kQ 및 扁h를 식 ⑴에 

대 입하면 pH에 따르는 전체반응 속도상수 k는 다음

(7)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屬=6.01X10气氏0+]

L79X l" + 8.03X IOHoh-]

5.77X102 s= [OH~>6.03X10 10M 및 [CH3- 
COOr=0.2M일 때의 尾 =1.30X102를 대입하 

여 (/뱌2。刀바* *。).矽ac=9.88〉〈1()TsT를 얻었다. 위 

값들을 (8)식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 식 (9)와 

같다.

1.52 X IO-5+5.78 X l^LOH]

+ 6.75EOH-] (7)

Table 1 에 있는 계산치는 식 (7)에 의하여 계산된 

값들이고 F也.2의 곡선도 이 식에 의하여 그려진 

것이다. 앞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치와 

계산치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general base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한 

계산치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구하였다. 이때 gene
ral base로서 작용하는 물, hydroxide 이온 및 ace
tate 이온을 고려하여 전체 반응 속도상수는 k는 다음

(8)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_ 1
厂酣。

* ]____________________
( 첲｛牌氏0]+瑚[OHP +曲。Ac』

(8)

식 (8)에 앞에서 구한 髙 =1.39X10-5 s= (財12。/ 

普。)•殍。任&0] = 1.29X10-6或,甲〉/妃罗•矽“=

J__ 1.55X10f+9.88X10T[OAcr
k0~ 2.27X +1.37XI/[OAc「]

2.27 X10-11+1.37 X10 ^OAc-]
°- 1.55 X IO"5+9.88 X 10-4COAc^ ] '

Table 2의 계산치는 식 (9)에 의해 계산된 값들이고 

F讶.3의 곡선도 이 식에 의해. 그려진 것이다. 대체로 

실험치와 계산치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넓은 pH 범위에서 일어 

나는 AMQD의 가수분해 반응을 반응속도론적으로 

연구하여 실험값과 계산값이 잘 일치하는 반응속도 

식을 얻었으며, 또한 반응메카니즘도 정량적으로 설 

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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