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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P，P^Diethoxycarbonylstyrene 유도체 (H, p-OCR, 3,45 (OCHd, 3, 4~methylenedioxy) 에 

대한 3-mercaptopropionic acid의 친핵성 첨가반응 속도상수를 자외선 분광법으로 측정하여 넓은 pH범 

위에서 적용될 수 있는 속도식을 구하였다. pH에 따르는 속도상수의 변화, 일반염기촉매작용등을 바탕 

으로 이 첨가반응 메카니즘을 제안하였다• 즉 pH 6.0 이하에서는 중성 인 3-mercaptopropionic acid 분자 

의 첨가로 이 반응이 시작되며 pH 6.0〜&0영역에서는 이 중성분자와 황화음이온의 첨가가 경쟁적으로 

일어나며 , pH 8.0 이상에서는 황화음이온에 의해서만 첨가반웅이 진행된다.

ABSTRACT. The rate constants of the nucleophilic addition reaction of 3-mercaptopropionic acid to 

the p, p-diethoxycarbonylstryene derivatives (H, p-OCH3, 3,4,5-(OCH3)3, 3,4-methylenedioxy) were 

determined by ultraviolet spectrophotometry, and rate equation which could be applied over a wide pH 

range was obtained. On the basis of pH-rate profile and the presence of general base catalysis, a plau

sible mechanism of this addition reaction was propound:Below pH 6.0 the reaction was initiated by the 

addition of neutral 3-mercaptoprpionic acid molecule, and in the range of pH 6.0~8.0, a neutral 3-mer

captopropionic acid molecule and a sulfide anion competitively attacked to the double bond. Above pH 

8.0, the reaction proceeded through the addition of a sulfide anion.

서 론

탄소一탄소 이중결합에 대한 첨가반웅은 보통 

친전자성이다. 그러나 이중결합 옆에 전자끌게 

가 있으면 친핵성 첨가반응, 이른바 Michal 반 

웅이 일어난다'

Esterba나er등은% 体。一불포화 알데히드와 cy- 

steine과의 반응에서 2분자의 cysteine이 첨가되 

어 thiazolidine 유도체를 만든다는 사실을 밝혔 

고, a,。一불포화 카르보닐화합물과 glutathion 

사이의 반응을 반응속도론적으로 연구한 결과 

정 반웅은 이 차반웅이 며 첨 가생 성 물이 분해 되 는 

역반웅은 일차반응임을 알았다.

Ecksteim 등은' 트리에틸아민 존재하에 p-nit- 

rostyrene에 티오페놀 유도체를 반응시켜 첨가 

생성물을 분리 • 확인하였으며 이 첨가생성물들 

은 살균, 살충 및 구충효과가 있음을 밝혔고, 

a, B 一 불포화 카르보닐 화합물과 sulfhydryl화합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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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의 반응에서 생성된 첨가생성물 역시 항종 

양성 및 항균성 을 가지 고 있음을 알았다.时

Markisz둥은' 염기성 용매 속에서 acrylonitrile 

과 ethylacetoacetate와의 반웅을 반옹속도론적으 

로 연구하였으며, Patai둥은a styrene과 morpho- 

line과의 첨가반응에서 벤젠고리의 치환기 효과 

를 반응속도론적으로 연구하였다.

Kim등은° mercaptan의 탄소一탄소 이중결합 

에 대한 친핵성 첨가반응을 반응속도론적으로 

연구하여, 염기성 용액에서 뿐만 아니라 잘 알 

려져 있지 않는 산성용액에서의 복잡한 메카니 

즘도 정량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Truce둥의mercaptan 첨가반웅의 입체화학 

적인 연구와 중간생성물에 대한 분광학적 연구 

가 있으나 모두 염기성 용매속에서 일어나는 

반옹들이며 Michael형의 일반적인 반응 메카니 

즘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또 Bernasconi 둥의 benzylidene Meldrums 

acid 와 piperdine 또는 morpholine과의 반옹, 그 

리 고 1, l-dinitro-2,2-diphenylethylene에 대 한 

amine류의 반옹 및 기타 activated double bond 

에 대한 친핵성 첨가반응에 대한 일련의 반응 

속도론적 보고가 있다.m3

위와같이 친핵성 첨가반응은 정성적으로는 잘 

규명되고 있고 염기성에서의 정량적 연구는 많 

이 보고되어 있으나 산성용매 속에서의 복잡한 

첨가반응 메카니즘은 잘 이루어져 있지 않다.

°1 연구에서는 p, P-diethoxycarbonylstyrene 

(DECS) 유도체를 합성하여 이에 대한 3-mer- 

captopropionic acid의 친핵성 첨가반응 메카니즘 

을 반웅속도론적으로 규명하려고 한다.

실 험

반응속도 측정에 사용한 완충용액은 pH 3.0 

이하에서는 염산을 그대로, pH 3.5~6.0사이에 

서는 초산완충용액올, pH 6.5~7.5사이에서는 

인산완충용액를, pH 8.0〜 10. 5사이에서는 붕산 

와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해서 만들었고 pH 11.0 

이상에서는 수산화나트륨만을 사용하였다 . 모든 

반응용액은 NaCl을 가하여 이온세기가 0.1 이 

되도록 하였다.

100m/ 들이 메스플라스크에 완충용액 98mZ을 

넣고 25t 항온조 속에 담그어 미리 251가 되 

게 한 다음 여기에 1.0X10-3M DECS의 알코올 

용액 1.0m/와 1.0〉＜10』4 3-mercaptopropionic 

acid 수용액 1. OmZ올 가하여 각각의 농도가 1.0 

xiofm이 되게 한 다음 시간에 따른 decs의 

농도변화 즉 흡광도의 변화를 자외선분광계 

(Pye Unicam SP 500 Series 2) 최대흡수 파장 

에서 측정하였다.

결 론

이 반응이 이차 반응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간에 따른 DECS의 농도변화를 이차반웅 속 

도식에 대입하여 직접 구한 반응속도 상수와 3- 

mercaptopropionic acid의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유사일차 반웅으로 간접적으로 구한 반옹속도 

상수값을 비교하여 보았다. 한.예로 pH 3.0에 

서 DECS의 농도를 일정하게 하고 여러 다른 

농도의 3-mercaptopropionic acid를 각각 반웅 시 

킨 다음 시간에 따른 DECS의 농도변화를 그려 

본 결과 전형적인 유사일차 반옹임을 알았다.

이 유사일차 반옹속도 상수를 3-mercaptopro- 

pionic acid의 농도에 대하여 그려보면 직선이 

되며CF诃. 2), 여기서 구한 기울기 力 = 1.60X

Fig. 1. The plot of log absorbance of 3-mercaptop
ropionic acid vs. time at pH 3.0 and 2立 and 0.1 
ionic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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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seudo-first-order rate constants(kr) for 
the reaction of P，p-diethoxycarbonylstyrene with 3- 
mercaptopropionic acid at pH 3.0, 25笆 and 0.1
ionic strength

Cone, of 3-mercaptopropionic acid(7) 狄sec。)

2. OX 105 1.20X107
3. OX 105 1.63X107
5. OX 105 3.80X107

10. OX 105 10.2 X107
20.0X105 23.0 X107

tants vs. concentratioin of 3-mercaptopropionic acid.

10~2 M-1 • se(「'는 DECS과 3-mercaptopropionc 

acid의 초기농도를 같게 하여 구한 이차반웅 속 

도상수 为 = 1.60〉〈10-2虬： . seM와 (Fig. 3) 잘 

일치함올 알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넓은 pH 

에서 첨가반웅 속도상수를 구한 결과는 Table 

2 및 Fig. 4에 나타내었고, Table 3은 같은 방 

법으로 측정한 DECS 유도체에 대한 3-mercap- 

topropionic acid의 첨가반웅속도 상수값이다.

한편 이 반웅이 일반열기에 의해 촉진되는 

지를 알기위해 CHbCOOH와 CHQOONa의 농도비 

를 1:1(이때 pH 는 4.78)로 하여 초산음 

이온의 농도변화에 따른 반웅속도 상수를 측정

Table 2. The rate constants for the addition reac
tion of 3-mercaptopropionic acid to p,p-diethoxy- 
carbonylstyrene at various pHs and 2訖

pH
Buffer

solution

sec^1)

Obs Calc

0.0 HC1 2.01x10+2 2.00x10-2

1.0 <- 1.68 X102 2.00X10-2
2.0 -> 2.01X10-2 2.00X103

3.0 1.68X10” 2.00X10-2
4.0 HAc+NaAc 2.35x10-2 2.08X10"2
5.0 2.68 X IO'2 2.74X10 2
6.0 6.00X10-2 6.10 X 1(岸

7.0 KH2PO4+K2HPO4 14.7 "广 14.5 X10 2
8.0 H3BO3+NaOH 76.2 X10-2 75.1 X10"2
9.0 826X10 2 677X10"2

10.0 6700 X10 2 6700X10-2

11.0 NaOH 66067X110*2 66908X10-2

Fig. 3. The plot of 1/[A] of p, p-diethoxycarbonyl- 

styrene vs. time at pH 3.0 and 25笔.

하였다 (Table 4 및 Fig. 5). 여기서 이 반웅은 

처음에는 일반염기에 의해 촉진되었지만 일반염 

기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한 극대값을 

가지게 됨올 보여주고 있다 (Fig. 5).

고찰 및 결론

첨가반웅속도 상수는 Fig.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pH 3.0 이하에서는 거의 일정한 값을 가

V이. 33, No. 1,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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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rate constants for 나le addition reac- 
tion of 3-mercaptopropionic acid to 博 P-diethoxy- 
carbonylstyrene derivatives at various pH and 25t：

pH
Kiobs(M-1 sec

3,4-Methylenedioxy 3,4,5-Trimethoxy p- Methoxy

0.0 1.90X10"2 3.69 X10 ■3 1.39 X102
1.0 1.52X10 2 3.72X10 3 0.93X10 2
2.0 2.09X10* 3.72X103 1.39X102
3.0 1.52XW2 3.88X10 3 1.39X10 2
4.0 1.90X10 2 3.88X10'3 1.53X10 2
5.0 2.66X10—2 6.OOXIO-3 1.63X10 2
6,0 5.80X10-2 25.9X10 3 2.79XW 2
7.0 8.53XW2 131.5 X10-3 7.10X10"
8.0 13.14X102 677 XW3 34.5X10"
9.0 14.9X10 2 4670X10"3 488X10-2

10.0 116.5X10 2 33200X10 3 3020X10 2
11.0 1083X10 2 332100X10 3 30204X10 2
12.0 10083X10"2

tyrene at 25C, : Circles are experimental points 
and curve is drawn according to equation (10).

Table 4. Addition rate constants (kJ vs. ECHsCOO-] 
at pH 4.78 and 25t

Cch3coo](m) kh)bs.(M 1 sec 1) kcaic.CM-^ec-1)

0.01 6.27X10 2 5.53X10 2
0.02 6.58X10 2 6.26X10"2
0.03 6.90X10 2 6.77X10-2
0.04 7.14XW2 7.06 X10 ■2
0.05 7.32XW2 7.27 XW2
0.06 7.51X10 2 7.42X10"
0.10 7.58X10 2 7.58 X10'2
0.15 8.03X10-2 7.96X10*
0.20 8.09X10-2 8.11X10-2
0.25 8.20X10 2 8.19X10-2
0.30 8.25XW2 8.23X10-2
0.35 8.3 X10-2 8.27X]03

腿 5. General base catalyzed addition reaction of 
3-mercaptopropionic acid to & p-diethoxycarbonyls- 

tryrene at pH 4.78 and 25°C. Circles are experme- 
ntal points and curve is drawn according to equa
tion (13).

지며 pH 3.0~8.0사이에서는 복잡한 곡선을 나 

타내고, pH 8.0이상에서는 pH에 따르는 log 电 

의 기울기가 L0이 되어 血는 수산화 이온의 농 

도에만 비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체 반 

웅속도상수, 也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虧=虧。+加아"[OH-] (1)

(1)식의 오른쪽 두번째 항 즉, 수산화 이온 

농도에 비례하는 부분은 염기성 용액에서 음이 

온이 먼저 첨가되는 이른바 Michal 첨가반응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如는 나머지 복잡한 곡선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3-Mercaptopropionic acid는 pH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리하므로 넓은 pH영역에서 DECS 유도 

체에 첨가될 수 있는 첨가재의 종류로는 HSCH2 
CH2COOH，HSCH2CH2C06 및 SCH2CH2COO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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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세가지 화학종을 생각할 수 있다. 이것들의 

산해리 상수는 다음과 같다.

HSCH2CH2COOH 鸟 H®+ HSCH2CH2COO3

:K1 = 0.46X10 4

HSCH2CH2COO 生 H + SCH2CH2COOe

:K2 = 2.9X10~11

또 친핵체로 SCH2CH2COOH도 생각할 수 있 

겠으나 Ki과 K의 큰 차이로 미루어 SCH2CH2- 

C00H의 농도는 매우 작음으로 무시해도 좋을 

것이다. 비교적 높은 pH에서 볼 수 있.는 수산 

화 이온의 농도에 비 례하는 경우주로 sch2ch2-
㊀ &

C00가 첨가되는데 一C00쪽 보다는 친핵성이 

큰 §一쪽이 첨가되어 다음과 같은 메카니즘에 

의해 반웅이 진행된다고 생각된다.

© ki ㊀
SHCH2CH2COO+C旧 于二 SCH2CH2COO+HQ

/ COOEt e e slow
G〉CH= C + SCH2CH2COO —一一-

、COOEt 2

&
[DECS] [RS]

AA-CH-c^COOEtV-/ I J COOEt

I e
SCHCHzCOO

，_、 3/COOEt 厂一、、 /COOEt
—C +H2O------- -〔3丫 CH - CH、

I J X COOEt J COOEt

SCH2CH2COO ㊀ SCH2CHzCOO°

위 반웅속도식은 다음 ⑵식과 같이 hydroxide 

ion의 농도에 비례함을 알 수 있다，

Rate = k2 [DECS] [RS：

= kt/k klDECSl [RSH1 LOH-] 

=k' [DECS] [RSH] [OH ]

즉 如广如 [OH ] (2)

이것은 전형적인 Michael형 반응이다•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낮은 pH범위에서 

의 첨가반응 속도상수는 수산화 이온 농도에 

비례하지 않으므로 위와는 다른 과정을 거쳐 

반웅이 진행되리라고 예상된다. 첨가되는 친핵 

체로서는 HSCH2CH2COOH, HSCH2CH2COO, H2O 

및 0H등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낮은 pH에 

서는 0H 농도를 무시할 수 있고 물분자가 첨 

가되는 속도도 매우 느리므로 무시할 수 있 

다.” pH L0~3.0사이에서 HSCH2CH2COOH와 

HSCH2CH2COO의 농도비는 다르지만 속도상수 

»는 거의 일정한 것으로 미루어 이들의 반웅성 

은 비슷하다고 보고 3-mercaptopropionic acid의 

중성분자와의 반웅만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은 

메카니즘을 가정해 보았다.

rr /COOEt k, a .COOEt

<^)-CH=C +CH£H£OOH：씐hOcH-C：
'COOEt I k-' J 、COOEt

SH HSCHaCHzCOOH
'.f

(I)

./COOEt k2 COOEt &

〈흐"CH-C +B----CH-C， +BH

I COOEt 1 X COOEt

HSCHaCHzCOOH SCH2CH2COOH

(II)

,一. o /COOEt 田？叔 >一•、 /COOEt
<(®yCH-C +BH-一O CH-C， +B

I ''COOEt I 、COOEt

SCHtHzCOOH SCH£H£OOH

여기서 B 는 일반염기이다.

(I)과 같은 쯔비터 이온의 존재는 아직 실증 

할 수 없으나 산성용액에서 B-nitrostyrene의 가 

수분해 때에도 이와 유사한 쯔비터 이온을 가 

정함으로써 실험결과를 잘 설명할 수 있었다.” 

중간체(II)와 같은 음이온이 히드로늄 이온과 

같은 센산으로부터 양성자를 받아 들이는 속도 

는 대단히 빠르므로 전체 반응속도를 지배하는 

것은 제1단계와 제2단계 반웅이 될 것이다. 

극단적 인 경 우를 생 각하면 일반염기 의 농도가 

매우 큰 •경우에는 제 2 단계 반웅이 빨리 일어나 

제 1단계가 반웅속도 결정단계가 되며 반웅속도 

상수(如>)는 일정한 값 加을 갖게 된다. 이것은 

Fig. 5에 서 보는 바와 같이 pH 4.78에 서 일반염 

기인 초산 음이온의 농도가 커짐에 따라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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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가 일정한 값을 가진다는 실험적 사실과도 

일치한다.

반대로 낮은 pH에서나 일반염기의 농도가 매 

우 묽으면 제2단계가 반응속도 결정 단계가 되 

며 중간농도에서는 제 1단계와 제2단계가 다같 

이 전체 반응속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 

리가 측정할 수 있는 반응속도상수（加。）는 여러 

가지 상수를 내포하게 된다.

위에서 가정한 반응 메카니즘과 같이 일반적 

으로 ■제1단계가 가역반응, 제2단계가 비가역 

반응이고 중간체（I）가 대단히 불안정하며, 반 

웅중 농도는 변하지 않고 미량으로 존재한다면 

중간체（I）에 대해 steady-state approximation을， 

적용시키면 실체 측정할 수 있는 반응속도 상 

수 »河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ate=A10EDECS] [RSH]

—奴.威DECS] [RSH]
匚m顽司 ~ （3）

•加/ 的t+丿获[B]） （4）

또는 1/ kio =
•加E[B]

— +------------
kt kJk-Y •

식（5）에서 일반염기의 농도가 커지면 瞄工妇 

이 됨을 곧 알 수 있다. 산성에서는 촉매작용 

을 하는 일반염기로서는 물과 수산화 이온을 

생각할 수 있으므로（5）식은（6）식으로 다시 쓸 

수가 있다.

J_+ __________________ 1_________________
加。_ 加 im/妇） 时2。[压0]+加애-[（汨-刘 ⑹

pH 3.0이하에서는 수산화 이온의 농도는 매 

우 작으므로（6）식은（7）식으로 유도할 수 있 

다.

J_ =丄 +__________1____________
如 妇 险呵压0]｝（时妇）｝ （7）

식 （5）에서 일반염기의 농도가 커지면 如는

극대값 加을 취하게 되는데 극대값 知을 취하게 

되는데 극대값 h、은 Fig. 5에서 나타난 것처럼 

PH 4. 78에서 8.30X103 • sec「i이 된다.

pH 3.0이하에서는 수산화 이온의 촉매작용은 

무시 할 수 있으므로 名=8.30X10「2 M-1 - sec 1 

값과 pH=0에서의 血=2.01X]（厂2（M-i . sec-i） 

값을 식（7）에 대입해서 （加/妇） 姐負 EH2O]= 

2.65X10 2의 값을 얻었다. 식（6）의 （化/如°.舟「 

[OH「]는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비교적 커서 

일반염기로서의 촉매작용을 무시할 수 없는 경 

우에 나타난다• 한 예로 pH 5.0에서 b=8.30X 

10*, *t=2.68X10~2,（后/妇）砂2。[也0]=2.65 

XlO" 및 [OH「]=10「9M을 （6）식에 대입해서 

（Z/妇） 如°H-=L33Xl（y을 얻었다. 위에서 .구 

한 모든 상수 값을（6）식 에 대 입하면如는（8）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J_= L10X10TXL33Xl（y[OHr
kw 2.20X 10*3+ 1.10X ⑻

즉

,_ 2.20X10-3X1.10X106EOH-]
10 ' ，一 / Q\

1.10 XIO^X 1.33 XIOTOH^J

（1） 식의 知0如-는 높은 ^旧에서의 측정값인 血 

와 如의 극대값 8.30X10*, 수산화 이온의 농 

도를 각각 （1）식에 대입하면 W51" =6.69X105을 

얻을 수 있다 위에서 구한 모든 상수 값을 

（1）식에 대입하면 pH에 따르는 전체 반응속도 

상수 由는 다음.（10）식과 같이 쓸 수 있다.

由=如+妒HoHr

2.20X10-3〉＜ i.iox 1（）6[0成]
-1.10X10-'X 1.33X10气OH「] + 6,69X1。切H

（10）

Table 3에 있는 血의 계산값은 식（如）에 의해서 

계산된 값들이고 Fig. 4에 나타난 곡선도■ 이 식 

에 의하여 그려졌으며 이론값과 실험값이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식（10）에 의하면 넓은 

pH범위에서 3-mercaptopropionic acid의 첨가반 

응，즉 특히 잘 규명되지 않았던 산성에서의 

친핵성 첨가반웅 메카니즘도 정량적으로 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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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5는 pH 4.78에서 么의 변화를 초산 음이 온 

의 농도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일반염기로서 

H20, OH 및 CH3COO「를 고려하면 如는 다음 

(11)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1 1----- =-----
kt kl

_______________________ ]
卜 (加샤I){矿2。[瓦0]+加°H「[oHr+加°al[oac-]}

(11)

여기서 앞에서 구한 如 (Wfe 1) 加&°1卫20丄 

(加/八)• 如애 — , "质, [OHr=3.16〉〈103, 

COAc^ = 1.00X10 이때의 如)=7.58X10-2를 

식 (11)에 대입하면 (知/如I • 砂z = & io을 얻 

을 수 있다.

위에서 구한 모든 상수를 (11)식에 대입해서 

(12)식과 (13)식을 얻었다.

]_ 1.52><1(尸 + 8.10[0&「]

k10 5.69 X IO3 + 6.72 X IO^LOAc^

= 5.69Xl()T+6.72X10-i[()Acr
■' 10 - ―1.52XE + 8.10[OAcr—

_ 5.69X10T + 6.72Xl()7|：OAcr

" 1.52X10TX8.10[OAc-]

+ 6.69X105[OH「] s、

Fig. 5의 곡선은 식 (13)에 의해 계산된 값이며 

실험값과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여러 DECS 유도체에 대한 3- 

mercaptopropionic acid의 첨가반웅 속도 상수식 

은 다음과 같다.

P. P-Diethoxycarbonyl-3, 4-methylenedioxysty- 

rene:

kx~
2.20X10 ^l^XlO^OH ] "一 - 
----------------- - ——；+1.07 X 10W「] 
1.16+1.35X 10，[OH「]

B，p-Diethoxycarbonyl-3,4,5-trinethoxy styrene:

4.14 X 10 4 + 2.37 X 105EOH ] 寸 一、
kr=-------------------------------- -- ——- + 3.32X105COH^

4.38X10 2+ 7.9 X106[OH1

P. P-Diethoxy carbonyl-p-methoxystyene:

8.97 X10"4 + 2.43 X 105[OH^ / _

k' _ 6.44X1(厂2+5.52xioToh「]+ 3'02X10 0H

위와 같이 DECS 유도체에 대한 3-mercaptop- 

ropionic acid의 친핵성 첨가반응도 그 반응 메 

카니 즘을 반웅속도론적으로, 정량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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