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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azomethine기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 

들은 vinyl기나 carbonyl기를 포함하는 화합물들에 

비하여 Schiff-염기로써 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반응성을 나타낸다.1 특히, 결합된 이탈기의 유형에 

따라서 좋은 이탈기인 경우에는 친핵성 치환반응이 

그리고 이탈기가 없거나 나쁜 이탈기인 경우에는 

사면체 중간체를 지나는 acyl전이 반응 등이 일어 

난다? 이들 화합물들의 가수분해 반응의 경우에는 

이탈기가 단계적으로 모두 이탈되는 친핵성 치환반 

응이 주로 우세하게 일어나지만,3 유기용매 중에서 

친핵체가 다를 경우에는 상이한 반응이 일어나기도 

한다.4 Azomethine 화합물들의 구조와 반응성에 대 

하여는 오래 전부터 많은 연구들이 보고되여 있으며5 

저자 등은 imidoyl chloride 유도체들의 가수분해 

반응 메카니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野

본 연구에서는 이탈기로 염소원자와 benzotria
zol 7] 7}- 결합된 N-(4-chlorobenzoyl)-C-(benzotria- 

zol)imidoyl chloride에 대한 50% methanol 수용액 

중에서의 가수분해 반응속도 상수를 측정하고 반응 

속도식, 생성물의 분석, 용매효과, 염효과, 일반 염 

기효과, 열역학적 활성화 파라미터 및 瓦 상수 등의 

다양한 실험결과&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반응 

메카니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실 험

시료의 합성에 쓰인 시약들은 대부분 Aldrich제 

(GR급)이였으며 용매는 정제하여 사용하였다. 합성 

된 시료물질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Varian EM- 
360A 'H NMR spectrometer(60 MHz) 및 JASCO 

IRA-1 IR spectrophotometei를 그리고 HP 5970 se- 
ries의 GC/Mass를 각각 사용하였다. 반응속도는 

Kontron UVICON 860 UV-Visible spectrophoto- 
meter■로 측정햐였으며 pH meter는 DPT35 mo- 

d이를 이용하여 조절하였다.

N-(4-Chlorobenzoyl)-C-(benzotriazol)imidoyl 
chloride의 합성. 4-chlorobenzoylisothiocyanate 
(bp 801, 0~lmmHg)9를 Ot?의 chloroform 용액 

50mL에 녹이고 6시간 동안 염소화 반응시켜 얻은 

기름상의 무색 액체인 4-chlorobenzoylcarbonimi- 
doyl dichlroride(bp 100^1051, 0— 1 mmHg) 0.53 
g(0.05 M)를 0.3 g(0.05 M)의 benzotriazole(l eq.)과 

함께 50mL의 무수 benzene에 녹이고 0.5 mL의 

triethylamine(0.34 g, 0.07 M)의 무수 benzene 용액 

을 저어주면서 천천히 첨가하여 생성된 triethylhyd
roammonium chloride를 여과한 다음에 여액을 진 

공증류하여 백색 고체인 시료(S) 물질(0.6 g, 75%)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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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하고 무수 benzene 용액으로 2회 재결정하였다.

Mp 132-1331, IR(KBr); 1700(C=0), 1600(C 
=N) cn「'，GC/MS, m/e(relative intensity); 139 
(100), 319(M+), 'H NMR(CDC13): 5 7.4~7.9(m, 4H, 

benzotriazole), 8.4~8.8(m, 4H, 4-chlorophenyl)

속도상수의 측정과 생성물의 확인. 일정 pH에서 

251로 조절된 50% 메탄올(v/v) 수용액(卩=0.1； Na- 

C104) 중의 시료(S) 물질에 대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흡광도(為就 265 nm, logs 6.10)의 변화(isosbes- 

tic point: 250 및 227nm)에 대한 직선관계의 기울 

기로부터 1차 반응 속도상수(sec-】)를 구하였다.

가수분해 반응 메카니즘이 서로 다를 것으로 예 

상되는 pH 2.0과 pH 8.0에서의 반응생성물을 확인 

하기 위 하여 50%(v/v) methanol 수용액(100 mL)에

1.5  g의 시료물질을 녹인 다음에 5시간 이상 환류하 

고 하루 동안 방치하였다. 용매를 감압증류하여 생 

성된 백색의 침전물을 증류수로 수차례 세척한 다 

음에 methanol로 2회 재결정하였다. 각 pH 조건에서 

얻은 반응 생성물을 GC/MS로 분석한 바, 생성물은 

공히, 4-chlorobenzamide(MS, m/e(relative inten
sity); 139(100), 155(M+)) 이었다.

결과 및 고찰

가수분해 반응속도식. pH에 따른 N-(4-chloro- 
benzoyl)-C-(benzotriazol)imidoyl chloride(S)에 대 

한 가수분해 반응 속도상수(log#)의 변화(sigmoid 
pH-rate profile)로부터 본 반응은 pH에 무관한 반응 

(知)과 hydroxide ion에 비례하는 특정염기 촉매반응 

(*oh)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속도식은 다음 (2)식과 

같이 쓸 수 있다.

Rate=------ ----  =ArobaES^ (1)
at

知 bs=Qi+如 h[OH-])[SH+] (2)

(2)식에서 加은 pH 변화에 대하여 반옹 속도상수가 

비의존적으로 진행되는 반응속도 상수로써 정류상태 

근사법을 적용하여 구할 수가 있으며 (3)식으로 정 

의된다.I。이 때 일반염기로 작용하는 물분자(B)와 

hydroxide 이온의 촉매상수는 각각 知/妃値也。]% 

O])=1.38X10~4sec 1 및 侬2아"[oh-] = 6.80

XlO-'secT 이었다.

k =
1- (3)

한편, pH 10 이상에서 반응속도가 일정한 값(々HR)을 

취하는 것은 기질분자의 Kb 상수가 관여(S+足。 

NSH++OHD하기 때문이며 KAHPAq이므로 

전체 속도식은 (4)식과 같이 쓸 수 있다. 여기서 는 

물의 이온화적이고 높은 pH에서 K丄H+]는 무시될 

정도로 작으므로 屬=加+脆h &가 되며 pH에 무관 

한 값을 갖게 된다.

知 bs = *" +
Kt,KOiiKw

K”+K认 H+]
(4)

높은 pH에서는 속도상수가 변화하는 pH 10.5에서의 

속도상수(2.10X10-2 secT)와 扁h = L40X103을 ⑷ 

식에 대입하여 &=1.84X10-5를 얻었다. 이 값은 

측정치(Obs. & = 3.6><1(厂5)와 잘 일치하는 값이므로 

Sc/je，*에 제안된 반응메카니즘으로 반응이 진행될 

것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며 전체 반응속도식은 다음 

(5)식과 같다.

, 7.39X10-8 + 3.64LOH^
E? h =-----------------------------------------

s 6.74 X10*4 + 6.80 X l^EOH-]

2.09 X 1(L
T---------------------------------------⑸

1X1O-14+1.84X1O-5[H"]

(5)식에 의하여 계산된 값化斗)과 관측값(知bs)을 비 

교한 바, 서로 잘 일치하였다.

용매 및 염 효과. 반응 메카니즘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두 pH(2.0 및 8.0)에서 반응 속도상수에 

미치는 용매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Grunwald- 
Winstein 식 (logML>= mY) 과 Kivinen 식 (log知 *=lo- 
gfe" + nlog[Nu])“에 적용한 결과, 두 pH에서 m = 

0.2 및 " = 1.2의 값을 각각 얻었다. m와 ”값의 크 

기에 따른 반웅 메카니즘의 판단기준에 의하면 SG 
반응에 의해 진행되는 반응에서는 ” = 5〜7의

값을 가지며, Sn2 및 AdN.E 반응에서는 m<l, ”<3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한편, Hughes- 

Ingold 이론에 따라 하전이 전이상태에서 생기면 

용매의 극성증가에 따라 반응속도가 증가하게 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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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두 pH에서 염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Na- 
CIQ의 농도를 변화시켜 본 결과, 속도상수의 변화가 

없었으므로 본 반응은 전하를 띤 중간체를 거치는 

Std보다는 Sn2 반응이나 AdN.E 반응으로 반응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두 pH에서 MgCL의 

농도별로 반응 속도상수의 변화가 대단히 작은 것 

으로 확인되므로써 공통이온의 영향은 거의 나타나 

지 않았다.8 그러므로 이상과 같은 공통 이온효과, 

용매효과 및 염 효과 등의 결과로부터 본 반응은 1 
분자적인 반응보다 2분자적인 반응으로 진행될 것 

으로 판단된다.

열역학적 활성화 파라미터. 본 실험에서 구한 

반응 속도상수를 Arrhenius식'5에 대입하여 활성화 

에너지宓効: pH2.0; 9.45 및 pH8.0; 9.00kcal/mol) 
를 그리고 열역학 관계식으로부터 pH 2.0에서는 

AH*=9.45 kcal/mol, AS* =—45.16 e.u.그리고 pH 

8.0에 서 는 = 9.00 kcal/mol, AS* = — 39.87 e.u.

를 각각 구하였다. 일반적으로 Sn2 및 AdN E 반응은 

SN1 반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A尸값과 큰 

음의 AS* 값을 가지며, AdN.E 반응의 값은 8~ 
10 kcal/mol, AS* 값은 —28~ — 40e.u& 값을 가지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的 그러므로 2분자적인 반응 

들은 1분자적 인 반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들 값이 

훨씬 작으며, 각 pH에서 측정된 값과 값 

으로 미루어 pH2.0과 pH 8.0에서 다같이 AdN-E 반 

웅이 진행되리라 예상된다.

일반염기 효과와 &상수. 반응속도가 일반염기 

(B)에 의해 촉진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pH 
4.75에서 acetate ion의 농도 변화에 따른 반응 속 

도상수의 변화로부터 0.015 M 이상에서는 일정한 

극대값(2.48X10T)을 갖게 됨을 알았다. 이와 같은 

사실로부터 pH에 무관한 반응속도를 보이는 pH 5.0 
이하에서 만약, 일반 염기의 농도가 크면 Sc/ieme에서 

제 2단계(妁의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 제 1단계가 반 

응 속도 결정단계가 되며 반응속도 상수는 물 분자에 

의한 일반염기(B) 촉매반응卩으로 일정한 값 加을 

갖게 됨을 잘 설명하고 있다.

한편, 분광학적 방법으로 측정된 몰 흡광계수("라 

pH와의 관계에서 시료물질의 函값은 9.5이었으며 

이 값으로부터 函=4.5를 구하였다.

가수분해 반응 메카니즘. pH에 따른 반응속도 

상수는 pH 에 무관한 부분과 pH에 비례하는 두 부 

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pH 5.0 이하의 산성과 pH 

7.0 이상의 염기성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용매효과, 

염효과, 공통이온 효과, 열역학적 파라미터 및 생성 

물의 분석 등, 일련의 실험결과로부터 2분자적 친 

핵성 첨가-제거반응(AdN-Ey800으로 진행되는 Scheme 

과 같은 반응 메카니즘을 제안하였다.

ph=4-chlorophenyl
(S)

pH에 무관한 반응 속도상수를 나타내는 pH 5.0 
이하의 낮은 pH에서 반응의 첫단계는 기질분자(S)의 

carbonyl group 에 대한 양성자화 반응으로 azocar
bonium 이온(SH*)이 생성되는 preequilibrium 단계 

(瓦=3.16X10一5)로써 반응속도가 pH변화에 무관한 

일반 산-촉매 반응이 일어나는 단계이다. 그 결과, 

2단계 반응은 양하전을 띄는 (SH+)에 대한 물 분 

자의 친핵성 반응이 일어나 (D를 생성하는後1龙T) 

속도결정 단계가 될 것이다.

(D의 생성은 용매효과(彻 = 0.2 또는 w = 1.2)와 열 

역학적 활성화 파라미터9.45 kcal/mol 및 

AS* =-45.16 e.u.) 뿐만 아니라, 염 효과 및 공통 

이온효과에서 속도 변화가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2 
분자적 첨가"제거 반응에 따른 결과임을 알 수 있다. 

2단계 반응02)은 ⑴에 대하여 물 분자가 일반 염 기 

(B)”로 작용하여 사면체 중간체(II)를 생성하며 다시 

물 분자에 의하여 imide기의 탈 양성자화로 염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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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이탈되므로써 토토머 현상과 분자내 회합으로 

cis-enol(III)과 케토형 화합물(IV)을 생각할 수 있다.8 

이어지는 반응으로 (IV)는 두 carbonyl기 사이에 위 

치한 imide기의 양성자가 일반염기에 의하여 매우 

용이하게 이탈되어 안정한 conjugate base(CB)를 

경유하는 E1CB 반응으로 benzotriazolyl 기가 이탈되 

면서 p-chlorobenzoylisocyanate(BIC)올 거쳐 생성 

물로/)-chlorobenzamide가 생성되는 것으로 설명된 

다.

한편, pH 7.0 이상의 높은 pH 영역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강한 친핵체인 수산화 음이온이 기질(S) 분 

자의 azomethine 탄소원자를 공격侬。旷)하여 불안 

정한 사면체 중간체(V)가 생성되는 단계가 속도 결 

정단계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V)는 활성화 파라미 

터 (AH* = 9.00kcal/mol 및 AS=—39.8 e.u.)와 용매 

효과및 筮《3)"에 따른 2분자적인 반응에 

의하여 예상되는 중간체이다.

2단계 반응은 (V)에 있는 질소 원자상의 음이온 

이동으로 탄소-질소 이중결합이 생성되면서 염소 

원자가 이탈되는 반응으로 pH 5.0 이하의 낮은 pH 
에서와 같은 공통적인 E1CB 반응微11〉에 따른 토오 

토메리 구조(III 및 IV)를 거쳐 (CB)를 생성하게 된다.

이어지는 반응은 Z，-chlorobenzoylisocyanate(PIC)을 

거쳐 4-chlorobenzamide7)- 생성되는 일련의 가수분 

해 반응이 예상된다. 그러나 반웅 메카니즘의 확인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더욱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 연구는 1995년도 교육부 기초과학 육성 연구비 

(BSRI-95-3433)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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