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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3,4-Methylenedioxyphenylmethylene malononitrile에 대한 cysteine의 친핵 성 첨 가반응 속 

도를 측정하여 염기성 및 산성용액에서의 반응메카니즘을 제안하였고 넓은 pH 범위에서 잘 맞는 반 

응속도식을 구했다. 이 반응속도식으로 부터, pH9.0 이상에서는 hydroxide ion 농도에만 비례하고, 

pH 6-0 이하에서는 cysteine의 중성분자만이 첨가하며, ^归7. 〜9・0에서는 cysteine 중성분자와 그의 

음이온이 경쟁적으로 첨가됨을 알 수 있었고 첨가되는 cysteine 중성분자와 음이온의 비도 계산할 수 

있었다.

ABSTRACT. The rate constants of the nucleophilic addition o£ cysteine to 3,4-methylenedioxy- 
phenylmethylene malononitrile were determined by UV Spectrophotometry and a rate equation 
which can be applied over wide pH range was obtained. On the basis o£ rate equation, it may 
be concluded that the rate constants were dependent upon only the concentration of hydroxide 
ion above pH 9.0, however, below pH 6. 0, the reaction were initiated by the addition of neutral 
cysteine molecule to carbon-carbon double bond and at pH 7.0~9.0, the additon of a neutral 
cysteine molecule and it's anion occurred competitively.

L 서 론

일 반적 으로 탄소一탄소 이 중결 합에 의 첨 가반 

응은 친전자체의 첨가로 시작되는 친전자성 첨 

가반응이다. 그러나 이중결합 옆에 전자를 끄는 

기가 있으면 친핵체가 먼저 첨가되는 친핵성 첨 

가반응, 이른바 Michael reaction이 일어난다.

일찌기 Ingold2, Stewart3, Walker4, Ogata5 
및 Kapalam6 등은 Michael 형태의 첨 가반응과 

화합물의 분해반응을 모두 염기성용액에서 연구 

하였을뿐 산성용액에서 첨가반응에 관한 연구로 

발표된 것은 몇가지 밖에 없다. 특히 Kamplet7-8 
은 중성 및 산성 조건에 서 babituric acid를 model 
compound로 선택하여 g-nitrostyrene에 대한 첨 

가반응속도를 연구하였고 Noyce。의 Ketol에 대 

한 분해반응도 연구된 바 있지만 반응을 정성적 

으로 설명하는데 그쳤다.

한편, 탄소一탄소 이중결합에 mercaptan의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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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반응에 관한 연구로 Fujio10, Truce11-12 등의 

입체화학적인 연구, Dmuchovskyi3의 분광학적 

인 연구, M&lliku의 반응속도론적인 연구가 있 

었으나 염기성 용매하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이며 

Micha시 ]"eaction의 일반적인 메카니즘으로 설 

명할 수 있었다.

최 근 Esterbauer15 등은 cysteine과 Conjugated 
aid사iyde와의 반응에 서 의 학적 으로 중요한 thia- 
zolidine 화합물을 확인한 바 있고 a, 불포화화 

합물과 효소 또는 glutathione과의 반응생성물들 

은 의학 및 생화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함이 밝혀 

졌다 1E8.

본연구에 서 는 3, 4-methylenedioxyphenylme- 
thylene malononitrile에 대한 cysteine의 친핵성 

첨가반응에 관해 정량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2. 실 험

3,4-MethylenedioxyphenyImethylene malo- 
nonitrile (MN) 은 piperonal과 malononitrile을 축 

합하여 만들었다완충용액은 일본 Cica 시 약 

을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pH 3.0 이하는 HC1 을 

pH 3.5〜6. 0은 acetate buffer를, pH 6.5〜7. 5는 

phophate buffer를, pH 8.0 이상은 boric acid와 

NaOH를 사용하였고 모든 반응용액은 NaCl을 

가하여 이온세기가 0.1 이 되게 하였다.

반응속도는 항온조 (25 °C) 속에서 100mZ들이 

플라스크내에 cystei眼의 농도를 1.5><10一5必로 

하여 여기에 MN의 methanol 용액 1.5mZ를 넣 

어 초기농도가 1.5X10-5M^. 일정하게 하고 시 

간에 따르는 MN의 농도변화 즉 흡광도(4)를 

Spectrophotomer (Beckmann Model DU2) 로 369 
nm에서 측정하였다.

3. 결 고卜

이 반응의 이차반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 간에 따르는 농도변화를 이차반응속도식에 대 

입하여 직접 이차반응 속도상수를 구한 값과 

cysteine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유사일차반응으로 

하여 간접적으로 구한 속도상수 값을 비교해 보 

았다. 한 예로 pH 4.50에서 cysteine 의 여러농 

도에 대 해 MN의 농도변 화인 흡광도 (厶)를 측 

정하여 시간에 따른 log〔&의 변화는 F/g. 1과 

같다. Fig. 1로 부터 이 반응은 전형적인 유사 

일차반응임을 알 수 있으며 각각의 cysteine 농 

도에 대한 기울기는 Table 1과 같다. Fig. 1의 

기 울기인 유사일 차반응 속도상수를 cysteine 농 

도에 대하여 그려보면 Fig, 2와 같은 직선으로 

나타나며 여기서 구한 기울기 (^=10.0X10-1 A/-1

Table 1. Pseudo first-order rate constants (矿)for the 
reaction of 3,4-methylendioxyphenylmethylene malono- 
nitrile with cysteine at pH 4. 50 and 25 °C.

Cysteine (M) k, (sec-1)

4.0X10-5 1. 76X10"
6.0X10-5 2. 01X10"6

10. OX 10-5 2. 46X10 邓
15.0X10-5 2. 83X10%
20.0X10-5 3.41X10"6
25.0X10-5 3. 85XM6
30.0X10-5 4. 50X10一6

Fig. 1. The plots of log [MN] vs. time at pH 4. 50 
and 25 °C.

Fig. 2. The plots of pseudo first-order rate contants 
vs. cysteine concentration.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3,4-Methylenedioxyphenylme나lylene Malononitrile에 대한 Cysteine의 친핵성 첨가반응에 관한 반응속도론적 연구 409

sec」1) 는 cysteine과 MN의 초기농도를 똑같이 

일정하게 하고 흡광도를 측정하여 이차반응속도 

식에서 구한 속도상수(辰=9・81X10T MT sec"1) 
와 잘 일치하므로 이 반응은 이차반응임을 알수 

있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 pH에서 직접 구한 

값의 한 예로 pH5.02에서 MN의 농도변화는 

Table 2와 같고 Fig. 3은 시 간에 대한 MN의 농 

도변화를 그린 것이고 Table 3과 Fig. 4는 MN 
이 cysteine과 반응할 때 각 pH에 서 측정 한 kt 

값과 뒤에 제시할 반응속도식 (11)을 사용하여 

계산한 이론치를 비교한 값이다.

다음은 이 반응이 general acid 및 base의 영

[Cysteine) = (MN) =1. 50X10-5 M

Table 2- The change of absorbance (A) of 3,4-me- 
thylenedioxyphenylmethylene malononitrile with at pH 
5.02 and 25 °C.

Time (h) A time (h) A

0 0.132 7-6 0- 240
1.2 0- 300 9-8 0. 227
2.8 0.285 12-7 0.230
4.6 0.268 16.2 0.180
5.8 0.255

malonoitrile at various pH and 25 °C.
Table 3. The rate constants for the additoin reaction of cysteine to 3,4-methylendioxyphenylmethyIene

pH Buffer soultion
kt (Af-1sec-1)

Observed pH Calculated

0.00 HC1 2.98X10-3 0.00 -2.98X10-3

0. 50 HC1 3. 83X10-3 0. 50 3. 06X10-3

0. 80 HC1 5.12X10-3 1. 00 3. 26X10"3
1-50 HC1 5.16X10-3 1.50 3.84X10*3
2. 00 HC1 5. 67X1/ 2. 00 5. 66X1/
2. 50 HC1 8. 78X10-3 2. 50 7. 51X10-3
3- 00 HC1 L 29X10-3 3. 00 1.72X10-3
3. 35 HAc+NaAc 3.15X10"2 3. 50 8- 56X10-2
3. 60 HAc+NaAc 6. 51X10-2 4. 00 2. 52X10-2
3.80 HAc+NaAc 1.43X10'1 4. 50 6. 90X10"1
4. 01 HAc+NaAc 2. 48X10T 5. 00 1.04
4. 30 HAC+NaAc 3. 29X10"1 5- 50 2. 60
4. 53 HAc + NaAC 6. 04X10"1 6. 00 3. 31
4.80 HAc+NaAc 7. 33X10"1 6- 50 3.64
5. 02 HAC+NaAc 1.17 7.00 3. 81
5. 32 HAc + NaAc 1.60 7. 50 4. 06
5- 52 HAc+NaAc 2.44 8. 00 4. 75
5. 80 HAc+NaAc 3-18 8. 50 6- 89
6.01 HAc+NaAc 3.63 9- 00 1.36X10
6. 30 HAc + NaAc 3- 64 9- 50 3. 50X10
7- 00 KH2PO4+K2HPO4 3- 77 10. 00 1.02X102
7- 52 KH2PO4+&HPO4 3.84 10- 50 3.15X102
7. 95 KH2PO4+K2HPO4 4. 25 11-00 9- 87X102
8. 70 H3BO3+NaOH 1.21X10
9. 53 H3BO3 + NaOH 3. 72X10
9.70 H3BO3+NaOH 5. 67X10

10. 02 H3BO3+NaOH L 26X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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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plots of 1/A vs. time at pH 5. 02 and 
25 °C.

C —1 2 3 4 5~, 6 7 8 Q —W 11
pH '

Fig. 4. pH-rate profile for the addition recation of 
cysteine to 3, 4-methylenedioxyphenylmethylene malon- 
onitrile.

Table 4. The rate constant for the addition reaction 
of cysteien to 3,4-methylenedioxyphenylmethylene 
malononitrile at various acetate ion concentration at 
pH4. 78 and 25 °C.

[CH3COO-1
(M) ^;obs (M~l sec-1) ^/calc(M~1sec~1)

0. 0015 3- 31X10"1 9- 26X10"1
0. 0025 4. 72X10T 1-02
0.005 6. 29X10"1 1.24
0.01 8. 43X10"1 1.87
0.02 2. 04 2.04
0.0025 2.36 2. 20
0.03 2.46 2. 34
0.04 2. 52 2. 54
0.06 2. 59 2. 80
0.1 2.99 3. 08
0.15 3-31 3. 25
0.2 3- 59 3.34
0.3 3. 78 3. 45

Fig. 5. General base catalyzed addition of cysteine to 
3,4-methylendioxyphenylmethylene malononitrile at 
pH 4.78 and 25 °C.

향을 알아보기 위해 CHROOH와 CH3COONa 
농도비를 1 : 1로 하여 (pH 4.78) acetate ion의 

농도변화에 따르는 반응속도상수를 측정한 결과 

는 Table 4 및 Fig. 5와 같다. Fig.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pH 4.78에 서 이 반응은 general base 
에 의해 촉진 되기는 하지만 반응속도는 二 농 

도에 비 례 하지 않고 acetate ion의 농도가 커 짐 

에 따라 일정한 극대값을 갖게됨을 알 수 있다.

4.고  찰

여 러 pH에 서 측정 한 MN과 cysteine의 첨 가반 

응 속도상수와 pH에 따르는 변화는 Fig. 4와 같 

이 낮은 pH에서는 상당히 복잡한 곡선을 나타 

내 고 pH 9.0 이 상에 서 는 log 丸의 기 울기 가 1 이 

되 어 届는 hydroxide ion 농도에 비 례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总는 다음과 같이 두 부분으로 생 

각할 수 있다.

处=如+妒气OH-〕 (1)

식 ⑴ 의 우측 제 2 항은 hydroxide ion 농도에 

비례하는 부분이며 은 복잡한 곡선을 나타내 

는 부분이 다. 따라서 pH 9.0 이상에서는 이중결 

합에 음이온이 먼저 첨가하는 Michael reaction 
에해당되며 비교적 높은 pH에서 볼 수 있 

는 hydroxide ion 농도에 비 례 하는 경 우는

/COOe
CH2—CH< (RS。) 가 첨가되며 COO。보다 

I XN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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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친핵도가 큰 S㊀쪽이 첨가하여 다음과 같은 

메카니즘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위 반응의 속도식은 다음과 같이 hydroxide 
ion 농도에 비례하게 되어 실험결과를 잘 설명 

해 주고 있다.

Rate = /&〔MN〕［RSe］
= •事以2〔MN〕［RSH］〔OH이

=E〔MN〕［RSH］〔OH㊀〕

尾*=知'〔OH—〕 (2)

식 (2)와 같이 hydroxide ion 농도에 비례하 

는 부분은 Michael형 첨가반응의 일종으로 잘설 

명할 수 있다. 그러나 낮은 pH에서는 반응이 전 

혀 다르게 진행듸리라 예상된다. Cysteine의 SH 
기 는 아주 약산 (成a=8.33) 이 므로 높은 pH에서 

는 완전히 음이온으로 존재하나 산성용매에서는 

대 부분 해 리 되 지 않는 cysteine 중성 분자로 존재 

할 것이며 이 중성분자가 MN에 첨가된다고 생 

각할 수 있다. MN에 첨가되는 친핵 체로 cyste
ine, H2O, OH㊀을 생각할 수 있으나 낮은 pH 
에서는 OH㊀은 무시할 수 있고 물이 첨가되는 

속도는 대우 느리기 때문에 cysteine과의 반응

CHg*흡흡、◎件3 

歸狀史片糸展式?

CN
。.◎財乜凶

「 2

0 Y--7 E £00H
HS-CH2-CKy

「이더 3

(I )

+ B 쓰 / 

o*느" I In cooh
以 5-다0

(id
/OVCH-CCN + BH 훈 只©K 너-허fN 
幷村汗侦POOH '理严OH
-0 S-K-다心号 L0 ACHE 어、州与

+ B

만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은 반응메 카니즘을 가 

정해 보았다.

(I) 과 같은 dipolar ion의 존재는 아직 실증할 

수 없지 만 이 반응속도는 산성 에서 general base 
에 의해 j3-nitrostyrene과 MN의 가수분해 경우 

와 유사한 dipolar ion을 가정함으로써 실험결과 

를 잘 설명할 수 있었다2。.

또한 力-methoxybenzilidenemalononitrile이 가 

수분해 될 경 우 높은 pH보다는 중성 에 서 entropy 
변화가 크게 나타난 실험 적 인 사실이 dipolar ion 
의 존재를 뒷받침하고 있다气

(II) 와 같은 음이온이 센산으로부터 양성자를 

받아들이 는 속도는 대 단히 빠르기22 때 문에 전 체 

반응속도는 제 1 단계 와 제 2 단계 반응에 의 해 

지배될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 general base (B) 
의 농도가 매 우 크면 제 2 단계 반응이 빨리 일 

어 나 cysteine 중성분자가 첨가되는 제 1 단계가 

반응속도 결정단계가 되며 반응속도상수(如］)는 

일정 값인 由을 갖게 된다. 이것은 Fig. 5 처럼 

pH 4.78에 서 acetate ion 농도가 커 짐 에 따라 속 

도상수가 일정한 값을 가진다는 실험적인 사실 

로 잘 설명할 수 있다.

반대로 낮은 pH에서 general base 농도가 매 

우 묽으면 제 2단계가 반응속도 결정 단계가 되 

며 중간농도에 서 는 제 1단계 와 제 2 단계 가 모두 

전체 반응속도에 영 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측 

정할 수 있는 apparent rate constant (如)는 여 

러가지 상수를 내포하게 된다.

위에서 가정한 반응메카니즘과 같이 제 1 단계 

는 가역반응이고 제 2단계는 비 가역반응이 며 중 

간체 (I)은 대단히 불안정하며 반응중 농도가 변 

하지 않고 미 량으로 존재한다면 중간체(I)에 대 

해 steady-state approximation을 적용시켜 실제 

측정할 수 있는 如를 다음 (3)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 ⑷에서 general base 농도가 크면 如은 

Rate=»u〔MN〕〔RSH〕

—屬饱〔mn〕〔rsh〕z〔b〕
史i+知Z〔B〕 ⑶

스—=스一+r一一 ----- ⑷
11 技 순「•紡〔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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宙이 됨을 알수 있다. 산성에서 촉매작용을 하 

는 general base로서 물과 0H。을 생각할 수 있 

고 식 ⑷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 一 1 I 1_____________
瓦—k十庇/切I｛砂。〔也0〕+A严〔0H-〕｝

⑸

pH 3.0 이하에서는 矽气0H-〕항은 무시할 수 

있고 따라서 식 ⑸는 식 (6)과 같고 각 항을 구 

성하는 속도상수는 실험적으로 구할 수 있다.

]=—1 . +------------1------------ (6)
kn h十知/，妇｛砂。〔田0〕｝ 2丿

식 ⑷에서 general base 농도가 크면 如은 극 

대치을 취하게 되고 屬은 Fig.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pH 4.78에 서 극한치 인 3.78 M"1 sec~i을 취 

하였고 础妃 1•砂。〔田。〕값은 다음과 같이 결 

정하였다.

pH 3. 0 이 하에 서 는 general base로서 ＞七0만이 

참여하는 식 (6)이 성립한다. 따라서 앞서 구한 

^ = 3.78과 그 pH에서 总=2.9X10-3을 식(6) 
에 대입하여 如/砧•繆。〔田0〕= 2.98X10-3을 얻 

었다. 魁加 값은 물의 효과를 나타내는 척 도가 되 

지만 분리하여 구할 수 없으며砧, 嫁。등은 별 

도 실 험 으로 알 수 있 으나 모든 족매 상수 속에 

么係T이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崗/切1 
.矽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식 ⑸의 知佬_1顼严〔OH-〕항은 OH" 농도가 

커 general base로서 촉매 작용을 무시 할 수 없는 

경우에 나타나며 pH4.01에서 屁=2.48X10T, 
为1 = 3.78, 知/切:以严〔玦0〕= 2.98X10-3 및 

〔。成〕를 식 (5)에 대입하여 知*tWM = 2.68X 
1伊을 얻을 수 있다. 이 값은 oh。의 촉매효과를 

나타내는 숫자이다. 이상과 같이 얻은 모든 상 

수를 식 ⑸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如은 다음과 

같다.

,_ 1.13X10-2+1.oixioio〔oh_]
11- 3.78+2.68X109[OH-] ( ｝

이 식에서 屬1과〔OH-〕은 단순한 직선관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식 (1)의 각항인 好*(높은 

pH에서 如값), 知I의 극대 치 (3.78) 및 OHe 농 

도를 대입하면 爲"=9.86X105을 얻을 수 있고 

식 (1)에 모든 상수 값을 대 입하면 pH에 따르는 

전체 반응속도상수를 식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j _ 1.13X10T+1.01XlC|i°〔OH_]
' 3.78+2.68X109[OH-]

X 9.86X105〔oh-〕 (8)

T湖"3의 总값은 식 (8)에 의해 계산한 값이 

며 Fig. 4는 식 ⑻을 도시한 그림 으로 측정 치 

와 비교하면 서로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한 

편 , 爲1*는 센 염 기 속에 서 일 어 나는 Michael re- 
action에 대 한 3차반응 속도상수로 서 MN에 RS8 
의 첨가반응에 대한 반응성을 나타내는 값이며 

앞으로 이 중결 합에 대 한 친 핵 체 의 첨 가반응성 을 

정량화함에 있어 중요한 기본자료가 듸리라 생 

각한다.

산성에서 반응데카니즘도 식 (8)로서 설명할 

수 있 다. 즉, pH 6.0 이 하에 서 는 중성 인 cys
teine 분자만이 첨 가되 며 general base로 물만을 

고려 하면 된 다. 그러 나 pH 7. 0〜9. 0에 서 는 제 2 
단계 인 양성 자 제거 반응을 촉진하는 촉매로서 물 

이외에 OH。도 고려해야 한다. OH^은 이러한 

촉매작용 이외에 cysteine 분자를 반응성이 더윽 

큰 음이온 (RS。) 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pH 부 

근에서는 중성 cysteine 분자와 그 음이온이 경 

쟁적으로 첨가되며 그 비율은 식 (8)로 계산할 

수 있다. 한 예로 pH7.0에서는 30 ： 1, pH8.0 
에 서 는 3 ： L pH 9.0에 서 는 1 ： 3이 되 며 그 이 

상에서는 음이온에 의해 반응이 진행됨을 알 수 

있다.

Fg. 5는 pH 4. 78에 서 log 如의 변화를 acetate 
ion 농도에 대 해 나타낸 그림 이 다. General base 
로서 H2O, OHe 및 CHROOe를 고려하면 식 

(4)에 의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 1
如 ki

+__________________ 1__________________
屁力妇｛砂。〔压0〕+矽*〔OH-〕-妒'1OA3｝

(9)
식 (9)에 知 =(3. 78), 知/砧•砂＞(2. 98X1(厂3), 

kJ 虹1砂*(2.68x109),为严(9.86X105), [OR-] 
(6.76X10F)〔OA：〕(2X10-2)및 이 조건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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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 1(2. 04) 을 대 입 하면 如/，-1• 矽*一 = 1.81X102을 

얻게 된다. 위에서 얻은 모든 값을 식 (9)에 대 

입하면 다음식을 얻을 수 있다.

1 __ 4.65+1.81X102[OAc~]
"liT- 3.57 + 6.66X102(OAc-J (10)

,_ 3.57+6.66X102〔OAc-〕
1 ~ 4.65-1.81 X 102[OAC-J +9.86X10-6〔OH-〕

(ID

Fig. 5의 곡선은 식 (ID에 의해 계산한 값이 

며 실험 치 와 계 산치가 잘 일치 함을 알 수 있다.

5.결 론

이 연구에 서 는 3,4-methylenedioxyphenylme- 
thylene malononitrile에 대한 cysteine의 친핵성 

첨가반응속도를 측정하여 넓은 pH 범위에서 잘 

맞는 반응속도를 구하였다.

(1) 전체 반응속도상수 (屁)는 일반형으로 나 

타낼 수 있었다.

(2) pH 4. 78에 서 testate ion 농도를 변화시 켜 

실험한 결과 이 반응은 general base에 의해 촉 

진되며 general base 의 농도가 커짐에 따라 일정 

한 如값을 취하는 복잡한 반응임 을 알았다.

(3)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산성에서의 반 

응메 카니즘을 정 량적 으로 설명 할 수 있 었다.

(4) 이상의 반응속도식을 토대로 낮은 pH와 

높은 pH에서 잘 맞는 반응메카니즘을 제안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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