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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ressibility and expansibility of activation,欠 and 必，are defined with the use of general pnn- 

cig that an activation parameter is the difference in partial molal quantmes of the parameter for the trysmon 

and initial state. Ywo related parameg （契叫心 and 加"（="川），旳 also derived. Sunpier mt- 

erpretation of the existing kinetic data are possible with these activation parameters, while other denvaions 

lead to complicated expressions of no practical significance.

서 론

반응속도상수 측정의 정밀도가 높아 짐에 따라 반응 

기구 해명 에 사용되는 pseudothermodynamic parameter 

의 수도 늘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활성화엔탈피 사?* 

의 온도에 따르는 변화, （由는 활성화열용량 

（heat capacity of activation）, /C/5 라 정의되 며 이미 

Robertson^ 과 KohnstamS둥에 의하여 실용화되었고 

반응기구 구뎡에 활용되고있다' 이와같이 반응속도상 

수 M사실은 蛆 *）의 2 차미분계수가 의미를 가지 기 위 

해서는 를:비교적 정밀하게（적 어도유효수자 네자리） 

결정해야 되나 실험기구, 기술의 발전으로 二. 정도의 

정밀도롤 얻는것은 과히 어렵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 

X 반웅기구 구명에 더 많온 활성화 파라메터가 도입 

員 수 있으리 라 생각된다. 본보에서는 * 에 대한 압력효 

과로 도입되는 몇가지 활성화 파라메터를 유도하고 그 

실용성올 간단히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Compressibility of activation,
일반적으로 활성화파타게터 4P* 는 파라메터 P의 

transition state 와 initial state 의 분몰랄양（pania】 m이al

quantity）의 차이다.

JP=Ft—Pr ①

예를들어 활성화부피 4广는 transition state 의 분몰 

랄부피 7, 와 initial state 의 분몰랄부피 Hl 차이 다, 

즉 .

4侄=乂顷 （2）

식 （2）를 압력 ?로 미분하면

（毋以=쀼）厂傍）T ⑶

여기서 partial molal gBprZbi的의 정의⑴에 따라 

R三一를 도입하면 compre^bili切 of activa- 

tion 올 다옴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必三＜■으麝L）r （4）

따라서 식（3）은 -

_Kt （5）

즉 식 （D의 일반형이 된 것이다•

반응속도상수 * 와 압력 P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2 차함수꼴로 표시된다

In k=A+BP+CP* （6）

여기서 A=ln 知 （P=l atm 에서의 In & 값）이고 B 

= _（4V*/RT）,C=（4K*/2RT）이다. 따라서 

一 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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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血丄一尸관계로부터 값과 함서 구해진다.

실례로서 ethanobwater 흔함용엑 속에서외 benzyl 

chloride golvoly血 반응에 대한 Hysetd 의 실험치 

是 Table 1에 적었다.

T*ble 1- High preaswre of beazyl chlorid*
solTolysis in eth*Bol*watar mixture &t 
5“25P"

mole fraction
a 20 0.30 0.40xEtOH 0-00 0-10

-8±1 -17±1 -20-3±a2 -22-9 
±U2

—17.9
±0-9

+3±1' -4±1 T・9±L3 -7-2±l -3.2 
±Q6

이 결과는 transition state 와. initial state 외 partial 

molal compressibility K* 와 Kg 가 용매에 따라 어 떻게 

변하느냐를 고려 해 봄으로서 설명이 가능하다. 우선 

물의 구조를 생각해 볼 때 세가지 극한형의 구조로 나 

눌 수 있 다傍）즉, ① 어 롬의 구조와 비숫한 （ice-like con- 

figuration） 구조，② 아무런 분자간의 결합（주로 수소 

결합）이 없는 free water, 혹은 unbonded water, ③ 물 

속에 surface charge 가 강한 ion 이 있율 경 우 electrost- 

rict 된 물이 다. 이 세 가지 구조의 compresability 순위 

는 ③〈〔①〈②이 다⑹. 반면 도证가 큰 讪온 물구조 ① 

을 파괴하여 ② 구조를 중가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 

은 Frank and Wen⑺이 제안한 후 여러 실험으로 입중 

되어있다. 또 size7[ 아주 큰 tetraalkyl ammonium 

cation 은 이온의 성질보다는 hydrophobic property 가 

강하며 오히 려 물구조 ①을 증가시키는 경 향이 있다⑸. 

Benzyl chloride 는 중성 분자（initial state）인 징 우 어 느정 

도 물구조 ①을 증가시키고 어느 정도 이온화된 상태 

（transition state 에 서 어 느 정 도 이 온쌍 형 성 이 진 휭 되 

었다고 본다면）에서는 ①구조의 파괴를 가져을 것이 예 

상된다. 즉 KVR，마라서 4K노느0일 것이므로 Table 

I의 결과 중 순수한 물 속에서 4K촉＞0임을 설뎡 핱 

수 있다. 다음에 용매의 조성이 에타늘의 중가로 닽라지 

면 둘구조는 0. 3 mole fraction 에서 거의 완전히 가괴 

되어 electrostriction 효과도 이 조성에서 가장 강하게 

일어난다⑴. 즉 물구조는 거의 ②의 구조를 가지며 ① 

구조는 완전히 파괴된 상태이다，따라서 initial state 

의 압축을온 0. 3 m이e fraction부근에서 최대가 될 것이 

며, electrostriction 이 최 대 이 므로 transition state 의 압 

축율온 여기서 최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는 이 

조성에서 최소가 듼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허서긔 타당성은 耳 값을 실측하여 火, 

瓦등의 변화를 二르 다르 샅펴봄으로서 확宅할 수 

있■多 것이다. 이거은 coeiHcient of isothermal compre

ssibility, g 와 apparent molal volume, 和를 측정하여 

apparent molal compressibility, 如 흘 구하고 infinite 

dilation 에서의 h갎 ©F 률 구하면 가능하다

©L•卩羿（A电】+晶加 ⑶

여기서 Po 는 용매의- 8간아1%

机=如？ （9}

여기서 & 는 limiting slope이며 蚯。아다- 실제로 

benzyl chloride 는。값 측정 중 반응을 일으킬 것이므로 

toluene마위 를 대용하여도 문방핱 것이 主 또 K；의 측 

정 도 Et*NCI 률 transition state 에서의 charge effect 를 대 

표하는 한 mod아로 사용하면＜*» 가능할 것이 다. Golin 

ken etal网은 反를 사용치 않고。률 사용하여 Q4V 

/aP）T 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였다.

\ 3P ）t
---- ---------------- ------------- （10）

이와같은 복잡한 식으로는 （初f”/aP）T의'참 뚯을 

이혜하기 어 럽고 activation parameter로 사용하기는곤 

란하다.

2. Expansibility of activation, 4E=

Partial molal expansibility, E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 

다也

(11)

(12)

odS-
(⑶

瓦三（普）'

그러므로 transition state 와 initial 就ate 의 partial 

molal expansibility, 瓦 와 & 의 차는 expansibility of 

activation, JE푸 （Arrhenius activation en으rgy 와 혼 

동하지 않도록 주의 를 요함）이 라 정의 할 수 있으며 이것 

은 바로』卩与의 온도에 대한 변화이다.

.（聲）-（*）=（普）.\ oT Ip \ o 1 Jp \ o 1 ff

&二毎=』E*

또 （邳흐） =_（ 負*） 
亠\儿 \ bP It 

이므로 르서 entropy of activation «（]

어떨게 변하는 가룰 알아볼 수 있을것이다. 丄厅는 싣 

제로 두개 미상의 온도에서 dV*를 측정하므로서 구할 

수 있다. 수용억에서의 b은nzyl chlor거e solvolysis 븐응 

에 以甚여는 5俨C 이하에셔 "户＜0이다少. 겻든

K느 의 부흐으 W 반대 이 뎌 cation 勻 si£e 가 클수르 / 

갈은 飞?스츠-'-二 hydrophobic property 7＞ 강할수昌 E . 

은 증가 착는 것 으로 보。以⑵ 옿은 결과라 핱 수 인 다、 

타늘一들 혼차응억에서의 실척늣 는 아직 없으므로 비 三 

적 블가능든'나 小履=의 ＜ 짙르 H 루어 보0. 3 mo

압력 에 따라



VoL 0 g 2 1968 새로운 활성화 파라게터의 유도

fra成g 부근에서 처대의 ZE* 플 나타내리라 예상된다.

Coefficient of isopiectic thennal expansibility, a 를 촉 

정하므로서 apparent molal expansibility, 如률 결정할 

수 있고 （9）식과 같은 Empolation 으로 虹° 가 죽 E 

값의 결정이 가능하고 따라서 Eg，■ 분리하여 따 

로 따로 검토해 볼 수 있게 된다.

2鬧），. <14）

局驚' 3）

용매의 a값올 %이라 하면 •

如 - '썰'（a-七） + 山如

如=如°+&/2~ （或卜

瓦를 사용하지 않고 a를 사용하여 （如广/87》를 정 • 

의하면

（E等）=3）-愆皿

=4（0）노 3）

즉 而呉에 비하여 쉽게 이해할 수 없W activation par- 

ameter가 되어버린다.

Enthalpy of activation,』H호 의 압력에 마르는 변화 

는 다음과 같이혹와 位户로 표시할 수 있다

4HJ4G  노+T4S 호 （19）

（19）식을 F로 미분하면

（쯔畧） =』侄+了（礬C20）

\ 3P ）t \ aP ”

（13）식에 의하여

u华n 置侄-끼聲-）

\ oP Jt \ aT Ip

="萼一 T』E牛 C21）

실제로』£戶는 여러 압력, 온도에서 为를 측정해야 결 

정할수 있으므로 顶V혹, （負H=/aP）"는 함께 얻어진다. 

따라서 이 쳐 파라메터간의 관계는 결과검토의 한 방 

법이 될 수 인을 것이 다. lcal/bar=4L84cc/mole 이므로 

（cal/bar） x 41- 84=cc/mole 이 다.

Transition state 에서 cycle을 형성다는 Claisen 및 

Cope rearrangements, Diels-Alder reaction, poljnneriz- 

aiion등 반옹이서는 G"와 "，가 등잍부호를 가지 

며 （技） 서 트 상쇠되 어부/의 절대 칪:은 작아진 

다. 이와같壬 반응에서는 혼히 \TJE-\> 치이더 

는 JV^<0 일 퍼 posiiive 값을 갖는다•

01 綫은 바윽去도의 긍가이 三三）가 주트」s= 

•O? T키는 甘럴 言과（（13） 신 K 으; 흔:0、E 둔。' 라는 代 

으 土』즈•二 L

(24)

Moss이는』E%=0 이라는 가겅 아래 다음식（22） 

를 유도하였다. 즉

（一으的）尸W* 이므로

（22）

：!러나 4E*=0 이 라는 조건이 성 립 하는 반응온 흔하 

지 않으며 오허려 위에서 말한 바 여러 반옹에서는

（흐義r =o 이며 다음 관계가 성립한다•
V or IT

（%）

4. Work of activation,』W*

글으로 constanl-voltone parameter constant-pres- 

' sure parameter 의 차에서- 유도되 는 parameter 를 二러 해

보기로 한다.

열역학에서, 8顽ant-v시ume에서의 에너지변화 

는

二L런태』（卩吒广=）삐4一尸邛%이며 P七 p° 는 각각 

transition state 와 initi쇼 state 의 total pressure P 이 다 

액체에 대해서는 P 는 internal pressure a와 external 

pressure P이외에 ion이 작용하는 effective pressure 

' i>*로 되어있다.

P==K-\-p （non-iomc） 

（ionic） 

그러므로 ionogenic isctig 에서는

（25）

yr값온 dilute solution 에서 는 거의 용매의 兀o 값으로 대 

치 할 수 있을 것이 다. Nonionic reaction 이나 力£° 인 

반응에서는 P^=F0=jP=jr+? 이며

j（p 卩）녹=F4 卩노=/ （26）

（26） 식과 같이 work of activation, JW정의가 가P 

하다.、따라서

호=4榆一』W혹 （2对

Whalley^는 水F 卩）』T우』U녹 라 놓았고 % & 의 

값은 반응 종류에 관계 없이 dilute solution 에서는 용 

대의 값 ⑶, 由 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 나，

了읍（28） 

이므로 언제나 化를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 실제로 

이온이 관여하는 반웅어서 Z값을 무시할수 있을런지 

는 의문이다. 二러나 Whalley 의 가거이 옿다면 （27） ' 

巴은 언제나 성립 핱 것이며 P 를 잍점혼七거 유기둠「견 

_”=（心em ⑵）

f 三트 * 드 "T* 鼻다 专于E 돝 犬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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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anol-water 혼합액의 再 는 0.3 mole fraction 부근에서 

maximum 올 나타내 며, benzyl chloride solvolysis 반웅 

의 값은 negative 이 며 0.3 mole fraction 에서 

血nimum 을 나타낸다. 따라서 4W흫는 0.3 mole fra- 

ction 에서 minimum -g- 나타낼 것이며 ethanoLwater혼합 

액의 건 영역에서가 직선 후은 적선에 가까운 

변화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결 론

새로이 덫겿 activation paramet리•를 도입하므로서 지 

금까지 복잡하게 생가되었던 여러 parameter 를 간단화 

할 수 있고 실험치가 얻어지는대로 반옹기구 구명에 

도움이 되리 라'밈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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