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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MeOH-1,1, 2, 2-Tetrachloroethane 혼합용매 에 서 할로겐화삼차부틸 (宀BuCl,
Z-BiH)의 가메단을 분해반응을 속도론적으로 연구하였으며, 이온화에 미치는 용매효과를 고찰하기 

위하여 6가지 indicatoi■를 이용한 분광용매화비교법을 적용하였다. 이결과 할로겐화삼차부틸의 가 

메탄올 분해반음에 미치는 용매화의 작용은 용매의 극상-편극성에 기인되는 상호작용이 주된 것이 

긴 하지만 halide leaving group의 leaving ability 에 미치는 electrophilic assistancei-Butyl 양이 

온쪽에 대한 nucleophilic assistance 도 상당히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특히 hydrogen bonding 에 의한 

electrophilic assistance 는 basicity 가 믄 leaving group 일수록 커지며 (】」<出厂〈。1一), 탄소 중심에 

대한 nucleophilic assistance 는 palarizability 7} 큰 leaving group 을 가진 탄소 중심 일수록 커짐을 밝 

힐 수 있었匸土 a-BuCl<i-BuBr<?-BuI).

ABSTRACT. Kinetic studies for the methanolysis of ^r^-butyl halides (^-BuCl, ^-BuBr, i-BuI) 
were carried out in MeOH-1,1, 2, 2, -Tetrachlorethane mixtures. The solvatochromic comparison 
method was used with six indicators to analyze solvent effects on the ionizations of ^er^-butyl 
halides. It was shown that the cooperative effect of solvent polarity-polarizability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fluenced on the methanolysis rates of 訪尸古사)utyl halides, but the electrophilic 
assistance for halide leaving group and the nucleophilic assistance for ^erf-butylium ion were con- 
sidera비y influential, too. And it was found that the electrophilic assistance caused by hydrogen 
bonding and the nucleophilic assistance for carbon center were stronger for more basic leaving 
group (I-<：Br-CCl~) and more polarizable leaving group (*一BuClV〔宀-Bui), respectively.

오｝ Winstein 은 solvent ionizing power 인 Y 값】 
서 론 으로써 반응성에 미치는 용매효과를 논하고자하

가용매분해반응에 미치는 용매효과에 대한 연 였으나, 수소결합과 전자쌍주게 -받게 결합과

구는오래전부터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Grunwald 같은 기질 -용매간의 특성적인 결합은 단일용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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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로써 설명할 수 없으므로, 여러 파라미 

터 를 응용한 식들이 제시되 었다. 즉，Koppel 과 

Pal'm 등2은 용매 polarization Y, 용매 polariza
bility P, Lewis acidity E 및 Lewis basicity B 
둥의 4 가지의 파라미터 함수로, Krygowski 와 

Fawcett 등51은 특성적인 】기질一용매간의 결합만 

올 고려한 Dimroth's 와 Gutmann Dn의 2 
가지 파라미 터 함수로, Dougherty 둥4은 용매 이 

온화전위 (IP)와 용매전자친화력 (EA)에 입각한 

여러 파라미터들의 함수로써 용매효과를 논의한 

바있다

본 연구에 서 는 amphiprotic solvent 인 MeOH 
와 편극성 기여도가 큰 nonhydrogen bonding 
solvent 인 1,1,2, Atetrachloroethane 의 혼합용매 

에 서 할로겐 화삼차부틸 의 이 온화를 모형 반응으 

로 하여 이를 속도론적으로 연구하였으며, 반응 

성에 미치는 용매효과는 Taft 와 Kamlet 등이 제 

시한 solvatochromic comparison method5 > 이 

용한 linear solvation energy relationship (LSER) 6 
로부터 구한 solvato산iromic parameters 즉, R후 

(solvent polarity-polarizability)，a (hydrogen 
bond donor acidity) 및 g (hydrogen bond accep
tor basicity) 값들로부터 해석하였다.

이 와 아울러 여 러 반응속도상수 값들과 7产，以 

伊값들을 이용하여 통계적인 방법으로 구한 sol
vatochromic coefficient s, a, b 값과 a/s 와 b/a 비 

로부터 이탈기 변화에 따른 반응성의 차이를 논 

의하고자 한다.

실험 및 계산

1. 시약 및 기기

MeOH 는 Merck 제 특급 시 약을，L L 2, 2- 
tetrachloroethane 은 Fluka제 특급 시 약을，片 

BuCl 와 £-BuI 는 Wako 거】 특급시약을，그리고 

t-BuBr 은 Wako 제 1급 시 약을 3차 감압정제하 

여 사용하였다. solvatochromic comparison me- 
thod 에서 사용한 indicator 인 #-nitrophenol, p- 

nitroanisole, 1-ethyl-p-nitrobenzene, p-nitro- 

aniline, N, N-dimethyl-/>-aminobenzophenone 및 

N, N-dimethyl-/>-nitroaniline 은 Wako 제 특급 

시 약을 썼다.

Conductivity bridge 는 Bamstead/Sybron 제 

PM-80을, UV spectro-photometer 는 Simazu 
UV/Vis 150을 사용하였다.

2. 반응속도 상수 및 활성화 파라미터 계산

전기전도도법으로 전도도(人)의 증가를 측정 

하여 반응속도를 결정하였으며 , 이때 기질의 농 

도가 용매의 농도에 비하여 매우 작으므로, 유 

사일차반응으로 보고 Gugge솨ieim 식에 의하여 

반응속도 상수 Q) 를 결정하였다.

kt+ln (人'一人)=constant (1)

식 (1)에서 人는 시간 1,2'는 시간 t+4에서의 전 

도도이 며,，는 constant increment 로써 반감기 

의 2〜3배에 해당되는 시간간격이다.

반응속도상수의 온도 의존성에 대한 Arrhenius 
plot 의 기 울기 로부터 활성화에 너 지 (E。) 를 구하 

였고, 식 (2), (3)및 ⑷에서 활성화 엔탈피 

(2任广)와 활성화엔트로피 (4腎) 및 활성화 자유 

에너지 (4G*)를 계산하였다.

4H*=E°—RT (2)
I点 IT) =”z(Kb/A) +4S*/R—ZH*/R(W) (3) 

4G*=0HJT4S* (4)

3. Solvatochromic Parameter 2| 결정
Taft 와 Kamlet 등이 제안한 linear solvation 

energy relationship (LSER) 을 나타내 는 식 은 다 

음과 같다.

>M=Vo+sz*+aa+印 ⑸

여기서, &球는 최대흡수를 나타내는 파장을 

진동수로 환산한 값이며, 이에 적합한 조건의 

indicator 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X*, a 및 £값을 결정하는데 사용한 indicator 
는 ⑴ 2-nitrophenol, (2) />-nitroanisole, (3) 
l-ethyl-/>-nitrobenzene, (4) />-nitroaniline, (5) 
N, N-dimethyl-aminobenzophenone, (6) N, N- 
dimethyl-p-nitroaniline 이 다.

(1) 渺값의 결정

수소결합이 배제된 용매에서 식 (5)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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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or ⑵와 ⑶은 HBA-D, NHB 용매에 

대하여 수소결합 능력 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므로 

(0=6=0), 식 (6)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加.

v (2) *=34.120-2.343勿* (7)
y(3)max=37.760- 2.259^* (8)

(7)과 (8)을 본 실험조건에 맞게 다음과 같

변형하였다.

V (2) g=33.642- 2.376“* (9)
y (3)皿 x=38・ 044-4.392s* (10)

식 (9) 와 (10)에 측정 환산된 "2) 皿丽와 y(3)fflaz 
값을 대입하여 力*값을 구했다.

(2) a 값의 결정

Indicator (4), (5) 및 (6) 은 HBA 기 질로, Me 
OH-1,1, 2, 2-tetrachloroethane 혼합용매 는 HBD 
용매로 작용하여 type A hydrogen bond 를 형 

성하므로, 식 (5)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 

다.

vm^=vo+s7i:*+aa (11)

식 (11) 을 각각의 indicator 에 적 용하고, Taft 
등이 제시한 계수 s값訟을 대입한후, 본 실험 조 

건에 맞게 Q값을 계산하여 식 (12), (13) 및(14) 
를 유도하였다.

4

5)
6)

(

/(K 
-(. 

y 
V 
P

皿皿=29.835-3.138*—1.404a (12) 
max=29.728-2.0137T* 一 1.094a (13) 
max=27.777-3. 436tt*-0. 606a (14)

Specific effects 나 spectral anomalies 를 방지 하기 

위하여 z*의 평균값을 취하고, ”4) 皿* v(5)m„ 
및 »(6)皿“값을 각각 식 (12)-(14) 에 대입하여 

a 값을 결정하였다.

(3) £값의 결정

NHB 용매에서 indicator (1)와 (2)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旋.

卩⑴囈*=0・902卩⑵皿m+4.16 /成 (15)
QtK = Kilokayser=103cm-1)

Indicator (1)은 HBA 와 HBD 로서 작용할 수 

있으나, indicator (2)는 HBA 로서만 작용하므로 

⑵에 대한 ⑴의 bathochromic shift 로부터 § 

값을 결정하였다.

-2)Boh=”1)滯-火1)임쎠 (16)
一4如(1一 2)Boh=2.396Q+0.014 砥 (17)

(4) Solvatochromic coefficient s, a 및 3 의 계 산 

Taft 등의 total solvatochromic equation 은 다 

음과 같다.

— \.ogk=sic*+aa+bfi+c (18)

식 (18)) 에 25。(： 의 반응속도상수 값들과 z*, a 및 

3 값들을 대 입 한 후 computter 의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program 에 의 하여 s, a 및 b 

값들을 계산하였다.

결과 및 고찰

메탄올의 용매 조성과 온도변화에 따른 tert
butyl halides 의 가메탄올 분해 반응속도의 변화 

를 Table 1에 나타내었으며, Fig. 1에 도시하였 

다. 여 기 서 i-BuCl 의 경 우 MeOH v/v% 가 80~ 
90% 부근에 서 , t-BuBr 의 경 우90~95% 부근에 

서, t-BuI 의 경우 ;95〜98% 부근에서 각각 최 

대 반응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Arcoria 등°과 Stangeland 등*에 의하여 보고 

된 바 있는데, 메탄올이 수소결합에 의하여 

self-associated polymer 형태로 존재 하다가 cosol
vent 인 1,1,2,2-tetrachloroethane 이 첨 가되 면 

회 합체 구조가 파괴 되 어 기 질의 이 탈기 음이 온과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 자유 메탄올 분자수가 

증가하여 최 대 속도가 나타나지 만, cosolvent 인 

1,1,2, 2-tetrachloroethane °] 더 첨 가되 면, me
thanol 함량의 감소에 따라 electrophilic solvation 
power 가 감소되므로 반응속도가 감소하는 것 

이다.

또한 기질의 이탈기 변화에 따라 £-BuC1 에서 

t-BuI 로 갈수록 MeOH v/v%가 큰 곳으로 최 대 

반응속도가 이 동함을 볼 수 있다. self-associated 
H2O polymer 는 자유 H2O 분자보다 염 기 도가 

커진다는 Gordon 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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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seudo-first order rate constants and activation parameters for 左r£-butyl halides in MeOH-1,1, 2, 2- 
Tetrachloroethane mixtures

Compound MeOH 
vol. %

Rate constants (sec-1)
(kcal/mol)

一妗
(e. u.)

25°C 35°C 45°C 55°C

i-BuCl 100 0.87 3.59+0.09 12. 9±0.3 46.3±0.6 25.0 2. 23
(為 X106)

90 0.97 3.84±0.09 14.2±0.3 47.3+0.6 24.6 3. 56

80 1.06 3.99+0. 07 13.1+0.2 43.5±0.9 23.4 7.41

70 1.04 3.82 ±0.04 12.4±0.1 40.0+0.6 22.9 8. 86
60 1. 02 3. 67±0. 03 11.5±0.1 36.7+0.7 22.5 10.5
50 0.99 3. 48±0. 04 11.2+0.2 34.1+0.4 22.3 11.2
30 0.87 2. 98±0.02 10.1+0.1 2&4士 0.3 22.1 12.2

i-BuBr 100 3.88 14. 3 土 0.1 47.6±0.4 153+2.9 23.1 1.08
(^iX105) 95 4.01 14.7±0.2 48. 9±0.6 155+1.8 23.0 1.39

90 4- 36 15.3±0.1 48.4 士 0.6 148+3.6 22.2 4. 03
80 4.24 14.8±0.2 46.5±0.9 141 + 2.3 22.0 4. 56
70 4. 00 14. 5±0. 3 42 9士 0.6 126+2.7 21.6 5」92

60 3.87 12.8+0.1 40.6 士 0.5 115+3.6 21.4 6.95
50 3.53 IL 6 士 0.2 34. 6±0.5 99.2±3.1 20.9 8. 58
30 2- 52 7.71±0.08 23.4士0.3 60.6+1.2 20.1 12.2

f-BuI 100 1.29 4.48 士 0. 09 14.9±0.1 43.7 士 0.4 22.3 1.64
(A1X104) 98 1.39 4.79 ±0- 03 15. 2 士 0.1 45.4+0.4 21.9 2.48

95 1.40 4.74±0. 02 15. l±0.1 43.9+0.3 21.7 3.31
90 1.37 4.63±0.05 14.7 ±0.2 42.7+0.5 21.7 3.49
80 1.32 4.42 ±0.03 14.3 士 0.3 40.3±0.7 21.6 3.81
70 1.26 4.18±0.02 13.8 土 0.2 38. 0±0- 3 21.6 4.05
60 1.20 3.89±0. 01 12.9 土 0.4 34.2±0.2 21.2 5.23
50 1.16 3.72+0. 01 12.2 士 0.3 32.1 士 0.3 21.0 5.97
30 0.98 2.97±0.01 9.65±0.0 23.5±0.3 20.2 9.11

♦Errors shown are average deviations of duplicate runs. *Rate constants at 25°C are extrapolated values 
from Arrhenius plots.

self-associated MeOH polymer 는 자유 MeOH 분 

자보다 수소결합에 의한 '산소의 전자밀도가 중 

대된다는 사실과 이탈기 F■는 C广보다 편극성이 

커서 자유메탄올분자와 수소결합능력 이 작아 혼 

합용매의 음이온 용매화 보다는 ^-butylium ion 
에 대한 용매화가 주된 작용을 하는 사실로부터 

자유 MeOH분자가 적은 곳 즉, MeOH v/v% 
가 만은 부근에서 ABuI 에 대한 양이온 용매화 

가 증대 되어 최대 반응 속도를 나타내 는 위치가 

이동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는 반대로, G1- 
는 자유 MeOH 와 수소결합할 수 있는 능력 이 

크므로 메탄올의 함량이 보다 적은 부분에서, 그 

리 고 BL는 CT와 厂의 borderline property 를

가지 므로, 중간위 치에 서 최 대반응속도가 나타남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MeOH-MeCN혼 

합용매에서의 실험적 결과21와 비교해보면,

MeCN 은 dipolar aprotic solvent 이 므로 MeCN 
의 함량이 많아질수록 메탄올과의 수소결합에 

의 하여 halide leaving 흥roup 과 결 합할 수 있 

는 electrophilic solvation power 는 감소하며, 

nucleophilic solvation power 는 증가한다. 따근｝ 

서 electrophilic assistance 가 주된 작용을 하는 

dBuCl 의 경 우 MeOH 함량이 큰 부근에 서 , t- 

Bui 의 경 우 MeOH 함량이 작은 부근에 서 최 대 

속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 나 Honhydrogen- 
bondin흥 slovent 인 1,1, 2,2-tetracholoroethane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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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lot of In k vs. volume percent of methanol 
for the solvolysis of 比〃-butyl halides in MeOH-1, 
1,2,2-Tetrachloroethane mixtures at 35°C. (•择-BuCI,

-12 -10 -E -€ -4 -2 0
iJS*

Fig. 3. Plot of vs. Z1S노 for the solvolysis of 
切Abutyl halides in MeOH-1,1,2,2-Tetrachloroethane 
mixtures. （•; g-BuCl, ▲； i-BuBr, ■; NBuI）.

30 59 70 90 190
MeOHfvol.Z)

Fig. 2. Plot of JG*,厶H*, —TAS* vs. volume 
percent of methanol for the solvolysis of i-butyl halides 
in MeOH-1,1,2,2-Tetrachloroethane :mixtures. (•; 
i-BuCl, ▲； f-BuBr, t-BuI).

의 경우에는 MeOH와 수소결합을 형성치 않으 

므로, MeOH 의 함량이 줄어 들수록 자유 메 탄올 

분자의 증가에 따른 nucleophilic solvation power 
의 감소로 인하여 f-BuI 가 i-BuCl 보다 메 탄올 농 

도가 큰 부근에서 최대속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F£g. 2의 활성화 파라미터들을 보면, 전반적 

으로 큰 刀값과 작은 一，S#값을 나타내고 있 

는데, 이는 teri-butyl halides 의 가메탄을 분해 

반응이 전형적인 SN1 메카니즘으로 진행됨을 잘 

설 명 해 주며 12, amphiprotic solvent 인 메 탄올의 

함량이 많아질수록 疝*는 커지 고 一/S* 는 작 

아짐을 알 수 있었다.

F也.3에 활성화엔트로피 （4S*） 대 활성화엔탈 

피 （4/尹）를 도시한 결과 좋은 직선관계를 나타내 

며, Lefiler equation {8AH*=S] 관계 에 

서 구한 직선의 기울기인 등속온도 （isokinetic 
temperature） 는 t-BuCl 의 경우 g=297K （상관계 

수=0.999） 로서 실험온도 Tf=298K 부근에서 

2仏尹와 一 70S*가 서 로 상쇄 효과를 나타내 어 전 

반응이 유사한 속도로 진행됨을 알 수 있었으 

며% #-BuBr 의 경우 0=273K （상관계수=0.997） 
와 E-BuI의 경우 8=253K（상관계수=0.980）는 

실험온도 보다 낮기 때문에 4G*의 변화성향이 

-WS#의 변화에 의 해 좌우되 는엔트로피 조절 

반응이기때문에 엔트로피 감소에 의한 전반적인 

반응성의 감소를 설명할 수 있었다.

Table 2,3 및 4 에 MeOH-1,1, 2,2-tetrachlo- 
roethane 혼합용매조성 에 대한 ;!:*, a 및 戶 값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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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pectral data(kK) for />-nitroanisole (2) 
and l-ethyI-/»-nitrobenzene(3), and values in 
MeOH-1,1, 2, 2-Tetrachloroethane mixtures

MeOH 
vol. % "2)max 卩(3)max 져‘(2) 渺⑶ n*(av)

100 32. 25 35.47 0.586 0.586 0. 586
98 32.24 35.49 0.590 0. 581 0.586
85 32 20 35.51 0.599 0.577 0.588
90 32.18 35.55 0.615 0.568 0. 592
80 32.06 35.45 0.666 0.591 0.629
70 31.95 35.13 0.712 0.663 0.688
60 31.91 34.96 0.729 0.702 0.716
50 31.89 34.77 0.738 0.745 0.742
30 31.71 34.18 0.813 0.880 0.847
10 31.45 33.99 0.923 0.923 0.923
0 31.39 33.88 0.948 0.948 0.948

Table 4. Spectral data (kK) for />-nitrophenol (1), 
^-nitroanisole (2) and g values in MeOH-1,1,2,2- 
Tetrachloroethane mixtures

MeOH 
vol. %

，(')max

，(，)max

—A Av B
obsd calcd

100 32.25 31.75 33. 25 1.499 0- 620
98 32.24 31.77 33. 24 1.471 0.608
95 32.20 3 고. 79 33.20 1.414 0.584
90 32.18 31.83 33.19 1.356 0.560
80 32. 06 31.92 33.08 1.158 0.478
70 31.95 32.03 32.98 0.949 0.390
60 31.91 32.02 32.94 0.923 0- 379
50 31.89 32.02 32.93 0.905 0.372
30 31.71 32.16 32.76 0.602 0.246
10 31.45 32.29 32. 53 0.238 0.094
0 31.39 32.46 32.47 0.014 0.000

Table 3. Spectral data(kK) or />-nitroaniline(4), Nt Ar-dimethyl-/>-aminobenzophenone (5), N, AMimethyl- 
^-nitroaniline (6), and avalues in MeOH-1,1, 2, 2-Tetrachloroethane mixtures

MeOH 
vol. % V(4) max 】，(5)max y(6)mai a⑷ a (5) 끼 6) a(av)

100 26.62 27.48 25.17 0.980 0.980 0. 980 0.980
98 26.63 27.49 25.17 0. 972 0. 968 0.980 0. 973
95 26.64 27.50 25.16 0. 961 0.955 0.985 0.967
90 26.65 27.52 25.14 0.945 0.929 0.996 0.957
80 26.66 27.54 25.10 0.855 0.843 0.852 0.850
70 26.66 27. 58 24.94 0.724 0.700 0.781 0. 735
60 26.68 27.60 24.93 0.647 0.630 0.639 0.639
50 26.70 27.59 24.88 0.574 0.591 0.574 0. 580
30 26.76 27.64 24.67 0.297 0.351 0.325 0.324
10 26.77 27.63 24.51 0.120 0.129 0.158 0.136
0 26.86 27.82 24.52 0.000 0.000 9. 000 0. 000

화를 나타내었으며, Fig. 4에 이들을 도시하였 

다. 그림 을 보면 1,1, 2, 2-tetrachloroethane 의 쌍 

극자 모멘트(“=L32D)가 MeOH(^=1.70D) 보 

다 작음에 도 불구하고, 1,1,2, 2-tetrachloroethane 
의 함량이 많아질수록 서e값은 증가하고 있다.

Taft 등은 Dimroth's betaine (4-(2, 4,6-triphenyl- 
pyHdinium) -2, 6-diphenylphenoxide) 의 분광학 

적 data 와 7T* scale 간의 상관관계 가 별로 좋지 

않은 °] 유를 polychlorinated aliphatic solvent 와 

aromatic aolvent 에 대하여 증가된 편극성 효과 

를 고려하지 않는 까닭이라 했으며, 이들을 분 

리 하여 취급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标. Poly
chlorinated aliphatic solvent 인 1,1, 2,2-tetra
chloroethane 은 nonhalogenated aliphatic solvent 
보다 eletronic excited state 의 용매안정화에 의 

하여 hypsochromic shift 는 감소되 고, bathoch- 
romic shift 가 증가된 다. 즉, 1,1,2,2-tetrachlo- 
roethane 은 dip시e 의 축을 따라 전하 또는 전자 

밀도가 변위를 일으켜 multidirectional polari- 
zaticm 에 의한 편극성 효과가 증가하게 된 

다. 따라서 1,1, 2,2-tetrachloroethane 의 함량이 

많아질수록 이러한 편극성 효과가 증대되어 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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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lot of solvatochromic parameters vs. volume 
percent of methanol in MeOH-1,1,2,2-Tetrachloro
ethane mixtures. (•; 서'scale, ▲; a scale, ■； /3 
scale).

Table 5. Solvatochromic coefficients s, at b and a/s, 
비a values for reactions of ?^rt-butyl halides in 
MeOH-1,1, 2, 2-Tetrachloroethane mixtures

Reactant sab a/s b/a r

g-BuCl 2.889 0.652 0.918 0.226 1.408 0.961
i-BuBr 3.102 0.422 1.005 0.136 2.391 0.965
^-Bul 1.095 0.074 0.282(槌68 3.831 0.982

*r=correlation coefficient.

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용매의 

변화에 따라 편극성이 어느정도 기여하는가를 

나타내 는 용매 에 대 한 보정항의 계 산15은 아직 

연구과제로 남아있다.

MeOH 의 함량이 많아질수록 a 값이 점차적으 

로 증가하는 이 유는 1,1,2, 2-tetrachloroethane 
은 HBD 용매로써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다고 간주되 는 용매 이 므로 amphiprotic solvent 
인 MeOH 의 함량이 많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 

로 사료된다.

g 값은 1,1,2,2-tetrachloroethane 보다 HBA 
능력 이 큰 MeOH 의 함량이 많아질수록 증가한 

다는 설명이외에, 앞에서 언급한 메탄올의 구조 

변화와 밀접한 연관성 이 있다m. 즉 self-associa

ted MeOH polymer 에 1,1,2,2-tetrachloroethane 
이 첨가되면 메탄올의 intermolecular structure 
가 파괴되어 자유 MeOH분자가 생성되며, 산 

소의 전자밀도가 감소하므로, MeOH 함량이 줄 

어 들수록 HBA basicity 값은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T泌"5 에 반응속도 상수 값들 (25°C) 과 

solvatochromic parameter z:*, a, $ 값들을 이용 

하여 통계 적 인 방법 으로 구한 solvatochromic 
coefficient s, 값 및 계 수비 a/s 와 이 a 값들을 

각각 나타내었다.

이 계 수비 로부터 MeOH-1,1, 2,2-tetrachloro- 
ethane 혼합용매 에 ferf-butyl halides 의 전 이 

상태 안정화에 미치는 용매효과는 solvent pola
rity-polarizability ?r*의 기여도가 수소결합에 의 

한 의 기여도 보다 훨씬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t-BuI 와 t-BuCl 의 a/s 값이 각각 0.068 
고］• 0.226인 결과로부터, 혼합용매의 HBD 능력 

에 의한 electrophilic solvation 은 ion-pair 와 같 

은 구조의 전이상태17를 나타내는 t-BuCl 에 대 

하여 r-BuI 보다 더 우세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 

다錦. 따라서 혼합용매의 MeOH 함량이 줄어들 

수록 a 값의 감소에 따른 f-BuCl 의 반응성의 감 

소를 예상할 수 있다.

한편, HBA 능력 인 £ 값은 Lewis 의 basicity B 
값과 비례관계가 있고的 b값은 기질에 대한 

nucleophilicity 의 척 도를 나타낸 다. 본 혼합용 

매의 i-BuI, t-BuBr 및 t-BuCl 에 대한 HBA 와 

HBD 기 여 도의 상대적 비 값인 는 각각 3.831, 
2-291 및 1.408이라는 결과로부터, 편극화된 전 

이 상태 를 나타내 는 i-BuI 의 경 우에 는 본 혼합용 

매 의 HBD 에 의 한 1一의 electrophilic solvation 
보다 HBA 에 의 한 nucleophilic solvation 이 더 

우세한 효과임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1, 2, 2- 
tetrachloroethane 의 함량이 많아질수록 회 합체 

구조의 MeOH 절대함량이 줄기 때문에 0값은 

감소하고, 이에따른 $-BuI 의 반응성의 감소를 

예측할 수 있다. 이와같은 t-BuCl 와 厂Bui 에 

대한 예상은 본 실험 사실뿐만 아니라 MeOH- 
DMSO혼합용매에서의 결과20와도 잘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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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 으로, MeOH-1,1,2,2-tetrachloroethane 
혼합용매 에 서 ^eri-butyl halides 의 반응상에 미 치 

는 용매 효과는 solvent polarity-polarizability 즉 

기 질 —용매 간의 dipole-dipole, dipole-induced 
dipole 형 태의 상호작용이 주된 작용이지만, 

halide leaving 융roup 의 이 탈능력 에 미 치 는 elec
trophilic assitance 와 龙朮-butylium ion 에 대한 

nucleophilic assistance 가 상호 협 동적 으로 작용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solvatochromic coeffi
cient ratio 로부터, hydrogen bonding 에 의한 

electrophilic assistance 는 basicity 가 큰 leaving 
group 쪽에서, 탄소 중심에 대한 nucleophilic 
assistance 는 polarizability 가 큰 leaving group 
쪽에서 각각 우세하게 작용함을 밝힐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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