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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알코올 용매에서 티오아세트아미드(TA)의 아미노 양성자의 nmr 화학적 이동과 선모양이 

온도를 변화시켜가면서 구하였다. 아미노 양성자의 화학적 이동변화를 용매의 극성 파라미터 중에서 

Reichardt의 &(30)과 연관지어 고찰하였으며, 그들 사이에는 다음의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fi-obs=a-£'T(30) + b-(Er{3O)y

여기서。는 알코올 용액에서의 용질의 고유한 특성이며, 3는 용질-용매 분자간 상호작용의 특성을 나타내 

고 있다. 또한 선모양 분석에서 얻은 N-C(S) 결합 주위로의 부자유 회전 장애도 아미노 양성자의 화학적 

이동의 행동과 유사하게 Er(30)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았다.

ABSTRACT. E-ninr chemical shifts and lineshapes of amino-protons of thioacetamide in m-alcohols 
were determined. The chemical shifts are discussed by the Reichardt's solvent polarity parameter, ET(30). 
The following relationship between 8-obs and Et(30) was obtained,

&>bs = aET(30) + MET(30))2

where a is a characteristic constant for the protons of thioacetamide in n-alcohol solutions and 6 is a cons
tant for the solute(TA)-solvent (w-alcohols) interactions. The barrier of the hindered rotation about the 
N-C(S) bond in TA was obtained by analysis of the lineshape of the amino-protons in TA. The behavior of 
the hindered rotation as well as chemical shifts of the amino-protons in TA has been found to be closely 
related to the Et(30) of h-alcohols.

서 론

용질과 용매 분자간의 상호작용은 용액의 구조 

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분자간 상호작용을 여러 분광학적 방법을 이용하 

여 연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핵자기공명법은 특 

히 중요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七 용질에서 흥미 

대상이 되는 핵의 가리움상수와 짝지움상수는 용매 

효과를 받는다. 이러한 용매효과의 원천은 두 가지 

분자간 상호작용으로 고찰되고 있다. 즉 "비특성 

적”인 반응장이나 van der Waals 이동과 같은 

것과 “특성적”인 수소결합이나 방향족 용매와 극성 

용질 사이에서 나타나는 배향효과 같은 것으로 고 

찰되고 있다.

용질 분자의 'H, 13C, 19F, 23Na 및 31P 등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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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핵들의 화학적 이동 변화를 용매의 극성과 관련 

시키려는 연구는 흥미로와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T. 많이 사용되는 용매의 극성 파라미터로는 

유전상수, 쌍극자 모우멘트, 굴절률, 열용량 등을 

들 수 있다s. 그러나 이들 파라미터들은 용매의 본 

체 성질 (bulk property)의 측정에서 얻어진 것으 

로, 이들로 복잡한 용질-용매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에는 부족함이 인식되었다. 그후 많은 실험학자들 

은 측정이 용이하고 용매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는 

실험 파라미터를 열량측정법, 반응속도법, 자외 

선/ 가시선 분광법 등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현재 

용매의 특성을 나타내는 파라미터가 약 35종 알려 

져 있다七 이들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파라미터로 

는 Gutmann의 주개수 (donor number, DN)7. 
Winstein의 용매 친전자성 (solvent electro
philicity, Y)8, Kosower의 Z스케일七 Kamlet와 

Taft의스케 일및 Reichardt ErOO)11'13 등이 

있다.

Reichardt 의 Er (30) 값은 pyridinium N 
-phenol 况妇nes의 solvatochromic band의 

전이, 즉 beta-ine dye가 여러 용매에서 분자내 

E* 전하이동흡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25°C에 

서 kcal/mol로 나타낸 것이다. 이 파라미터는 용 

매의 극성과 수소결합능력의 척도로서 쌍극자-쌍극 

자 및 쌍극자-유발 쌍극자 상호작용, 분산상호작용 

과 양성자성 용매와의 수소결합이 어떠할 것인가 

를 정성적으로 알아내는데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Urea 등과 함께 단백질 변성제로 

알려진 아미드계 유도체“q 중에서 티오아세트아 

미드(thioacetamide, TA)의 두 아미노 양성자 

에 대한 화학적 이동을 耸-알코올 용매에서 관찰하 

여 우선 TA의 두 아미노 양성자의 화학적 이동과 

〃一알코올 용매의 극성 파라미터인 Er (30) 사이의 

관계와 TA의 N-C(S) 결합 주위로의 회전장애에 

미치는 알코올의 효과를 조사하고, 이들 결과로 

부터 TA와 社-알코올 사이의 분자간 상호작용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용매로서 徃_알코올만을 상용하여 TA와 알코올 사 

이의 분자간 상호작용을 연구하기 때문에 비특성 

적인 상호작용과 특성적인 상호작용의 분리는 시 

도하지 않고 두 종류의 상호작용을 합쳐서 다룬 

다.

실 험

시약 및 시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TA는 

Sigma사 제품으로 30°C 의 진공오븐에 넣어 완전 

히 건조시킨 후 사용하였고, MeOH는 Aldrich사 

의 Spectrograde급, EtOH는 Riedel사의 GR 
급, PrOH는 Merck사의 GR급, 勿-BuOH는 

Mall Chrodt사의 GR급, 卯-PenOH는 Junsei사 

의 EP 급, 徃-HexOH 는 Wako 의 GR 급, 

小HepOH는 Fluka의 GR급을 사용하였다. 각각 

의 알코올에 4 A의 분자체를 넣어 수분을 제거하 

여 사용하였으며, 시료는 모두 0.2 몰랄 (mj) 의 

TA-알코올 용액이다.

기기 및 장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기기는 

Bruker사의 WP 80CW인 80 MHz 'H-nmr 분광 

기이다. 시료 쎌의 온도조절은 ±0.1°C까지 항온 

이 가능한 같은 회사의 B-VT 100G를 분광기에 

부착시켜 수행하였다. 내부 기준물질로는 테트라 

메틸실란 (TMS)을 사용하여 TA의 아미노 양성 

자의 화학적 이동을 조사하였다.

결 과

Fig. 1은 TA를 여러가지 알코올 용매에 녹 

였을 때 관찰된 TA의 아미노 양성자의 스펙트럼

Fig. 1. 1H-nmr spectra of 0.2m TA amino protons in 5 

alcohol solvents at 309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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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spectra of 0.2m T A amino protons in 3 

alcohol solvents at various temperatures.

을 309K에서 얻은 것이다. 메탄올 용액에서는 삼 

중선이 겹친 넓은 공명선이 관찰되고, 에탄올 용 

액에서는 넓은 단일선, 프로판올 용액부터는 용매 

의 알킬 사슬이 길어질수록 뚜렷하게 구별되는 이 

중선이 관찰되며 선 나비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용매의 알킬 사슬이 길어질수록 

전기 사극자 모우멘트를 갖는 TA의 N(，=l)과 

양성자의 짝지움이 풀리고 N-C(S) 결합 주위로의 

회전 장애가 점점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Fig. 2는 아미노 양성자 스펙트럼의 온도변화에 

따른 선모양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메탄올, 프 

로판올, 如-헵탄올 용액에서 얻은 것을 대표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메탄올 용액에서는 온도가 낮아짐 

에 따라 삼중선이 단일선으로 바뀌면서 선 폭도 줄 

어들고 있다. 프로판올 용액에서는 온도가 낮아짐 

에 따라 회전 장애가 관찰되나 온도를 더 낮추어 

주면 다시 단일선이 되고 있다. 이는 TA의 시스- 

와 트란스-양성자의 화학적 이동의 온도의존성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혭탄올 용 

액에서는 供-프로판올 용액에서보다 분명한 이중선 

이 관찰되고 있는데 이것은 小헵탄올 용액에서 회 

전 장애가 더 큼을 보여준다. 온도를 더 낮추면 화 

학적 이동의 온도의존성이 다른 두 양성자의 스펙 

트럼이 프로판올 용액에서처럼 합쳐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의 시스와 트란스 지정은 

비등방성으로 인한 가리움을 많이 받는 양성자를 

트란스로 정하였다

Fig. 3과 Fig. 4는 온도변화에 따른 화학적 이 

동의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인 것으로 

TA-MeOH계와 TA-PrOH계를 대표적으로 나타 

내었다. 온도가 내려갈수록 화학적 이동이 증가함 

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TA의 두 아미노 양성자 

Vol. 33, No. 2, 1989

Fig. 3. Plot of chemical shift variation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for TA in MeOH.

210 250 300
Temp. (K)

Fig. 4. Plot of chemical shift variation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for TA in PrOH.

와 알코올의 히드록시 산소와의 수소결합이 강해 

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Fig. 4는 위에서 설명한 두 양성자의 화학적 이동 

의 온도의존성 차를 보여주고 있다.

고 찰

TA 아미노 양성자의 화학적 이동과 码(30) 사 

이의 관계. Fig. 5는 알코올 용액에서 TA-아미 

노기의 두 양성자의 화학적 이동을 여러알코올 

용매의 Ep(30)과 연관시켜본 그림이다. 화학적 

이동을 용매의 耳(30)으로 직접 도시하는 대신에 

화학적 이동(#)을 曷(30)으로 나눈 값이 용매의 

Er(30)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를 도시하였 

다. (〃吕(30)과 £r(30) 사이에 좋은 선형관계가 

성립하며 최소 자승법을 이용하여 얻은 관계식을 

상관계수와 함께 식 (la)와 (lb)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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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lot of £t(30) vs. ^/£t(30) for amino protons of 

TA in 1; w-HepOH, 2:w-HexOH, 3:m- PenOH, 

4:«-BuOH ，5:PrOH, 6:EtOH, 7:MeOH.

勿g/&(30) =0.386 - 3.99 x 10~& (30);
r=-0.998 (la)

如g/&(30) =0.283 - 2.13 x 10f，&(30);
r= -0.976 (lb)

각각의 상관계수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d/Er(30) 
과 Er (30) 사이에는 좋은 선형관계가 얻어졌으며 

위의 식은 여러 알코올 용매 분자에 의해 유발된 

TA의 아미노 양성자의 화학적 이동이 용매의 극 

성 파라미터인 (30)의 1승 항과 2승 항의 합으 

로 잘 설명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1은 

298 K에서 측정한 값에서 얻은 Fig. 5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용질-용매 사이에 여러가지 상호작용이 존재할 

때 연구대상이 되는 용질 핵의 가리움상수 0■는 다 

음과 같다:

。=%増+ 吋卜 "+ 아. b+% (2)

여기서 O&s는 용질 분자가 기체상태로 존재할 때, 

즉 용매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용질 핵의 고유한 

가리 움상수이다. <*는 외부 표준물질을 사용할 때 

용액과 외부 표준물질 사이의 본체 자기 자화율 차 

이에서 생기는 것으로 보정을 하여 주어야 한다. 

以는 용매 분자의 자기 자화율의 비등방성으로 인 

해 생기는 효과다. 하*B는 수소결합과 같은 특수한 

상호작용에 의한 효과로 다음에 설명할 6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특수한 경우로 볼 수 있어서 이 항

Table 1. Chemical shift/ET(30) for TA amino protons m 

w-alcohol solvents at 298 K

Solute Solvent 8cJ>血何"如/ 外/go)
MeOH 55.5 9.08 0.164 9.08 0.164

EtOH 51.9 9.23 0.178 9.08 0.175

PrOH 50.7 9.34 0.184 8.93 0.176

TA n-BuOH 50.2 9.33 0.186 8.83 0.176

M-PenOH 49.1 9.32 0.190 8.80 0.179

M-HexOH 48.8 9.30 0.191 8.74 0.179

M-HepOH 48.5 9.26 0.191 8.68 0.179

a £t(30): kcal/mol, 6ppm.

은 아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London력에 

의해 약하게 •나타나는 효과로 O-H.B 효과가 있는 경 

우에는 이를 무시할 수 있다2°. 아는 용매와 용질 

상호작용에 의해 생긴 전기 장 효과로 용매의 극성 

과 관련이 있다.

기준물질로 내부 기준물질을 사용하거나 외부 

기준물질을 사용할 때라도 보정을 하여주면(”는 

제외할 수 있고, 아에 아.b와 효과가 적은 %를 

포함시키면 (2)식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 以는 알코올 용액에서는 무시된다”.

<7 = O«as + 아 (3)

즉 용질의 연구대상 핵의 가리움상수는 용질 핵의 

고유한 값과 용매의 극성과 관련이 있는 아의 합 

으로 주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용질 핵의 가 

리움상수는 전기장 효과에 의해 크게 영향 받을 것 

으로 생각할 수 있다.

Onsager는 용질-용매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생 

긴 전기장 효과를 반응장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 

였다”. 반응장은 영구 쌍극자모우멘트를 갖는 용 

질 분자 주위에 등방성이며 균질의 편극 가능한 용 

매가 둘려 싸여 동공을 형성할 때 생기는 전기장으 

로 정의되고 있다. Lovell은 동공이 구형일 때 반 

응장과 용매의 유전상수와의 관계를 유도하였다23. 
즈

&=法그顶兮 ⑷

여기서 a는 용질의 편극도, e는 용매의 유전상수 

이며 “는 용질 분자의 쌍극자모우멘트이다.

Buckingham"은 반응장 人을 전기장 효과에 

기인한 b와 연관시켜 다음의 관계식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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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 cos 8- b'・R' (5)

여기서。는 반응장과 관심이 있는 X-H 결합 사이 

의 각도이고, s = 2X10T2, b' = 10T8이다. (4) 

식을 (5)식에 대입하면

a= — of , 丄 ： 口 , 으- cos。- U 2c + 2.5 a

•成느"(河 ⑹

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용질 핵의 화학적 이동 

을 용매의 유전상수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즉 

화학적 이동은 2：羊; 5 의 스 2승 및 고차항의 
합에 비례한다. 哥러하 결과는 본 연구에서 수행 

한 TA/如-ROH계에서 얻은 아미노 양성자의 화 

학적 이동이 岳(30)에 의존하는 경향과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
£ — 1

Fig. 6은 각 알코올의 Er(30)과 2e + 2.5 사 
이에 비교적 좋은 선형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따라서 TA-아미노■기의 양성자 화학적이동은 

용질의 극성을 나타내는 파라미터인 曷(30)과 밀 

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았으며, (1)식의 내용을 

일반화한 다항식 형태로 정리하면 (7)식과 같다.

凯加=时研(30) +編畠(30)) (7)

여기서 a의 의미는 Fig. 1에서 찾아낼 수 있다. 

dobs/£r(30) vs. & (30) 도시의 절편은 a의 값을 

제공한다. a는 용매의 극성 파라미터 名(30)이 0 
에 접근함에 따라, 즉 용매의 극성이 존재하지 않 

는 가상 상태에서의 용질의 화학적 이동값으로 그

4:PrOH, 5:EtOH, 6:MeOH.

양성자의 알코올 용매에서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Er (30) 의 자승 항은 전기 장의 자승 

항에 비례함으로 (7)식의 두 번째 항이 영이 아니 

라면 이 효과는 분자 사이의 van der Waals 힘 

이나 수소결합과 같은 분자간 상호작용의 원인 때 

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수 b 
를 용질-용매 상호작용의 특성으로 고려할 수 있는 

데 이것에 비특성적 및 특성적 분자간 상호작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상수 a와 3에 관한 이론적 

고찰이 현재 본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고 있는 중이 

다.

TA의 N-C(S) 결합 주위로의 회전장애. 이중 

결합 성격을 띤 아미드의 탄소-질소결합 주의로 

의 부자유회전에 관한 연구는 nmr을 이용한 동적 

특성 연구에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 

여 왔다蹈伽. TA의 N-C(S) 결합 주위로의 회전 

장애도 N-C(S) 결합이 갖는 이중결합적 성질에서 

생기는 것으로 회전과정에 대한 바닥상태와 들뜬 

상태를 나타내면 아래 그림과 같다.

H S°㊀
、、胞d

N--'C/ \
H CH3
Ground state

H厂、S°㊀
\ s㊉/

N-C 
/ \

H CH3
Excited state

것은 수소결합과 같은위의 구조에서 알 수 있는 

용질-용매 상호작용이 바닥상태보다는 들뜬 상태에 

서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TA/，z-ROH계에서 알킬 사슬이 길어질수록 용액 

의 점성도는 증가하며 용매의 극성은 줄어든다. 

그러므로 알킬 사슬이 길어질수록 내부 회전은 방 

해를 받게 되며 아울러 극성이 작아져 회전과정의 

들뜬 상태를 안정화시키는 정도가 줄어들게 되어 

△G*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줄 것이다.

TA/n-ROH계에 대한 회전장애 AG*는 온도변 

화에 따른 아미노기의 양성자 스펙트럼을 분석하 

여 스펙트럼의 뭉게짐 온도에서의 회전속도상수를 

구하여 다음의 Gutowsky-Hohn식河에 넣어 구하 

였다. 그 결과를 Table 2에 수록하였다. 앞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알킬 사슬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 

라 AG*는 증가하고 있다.

厶G*= 19.14・7> <9.97 + log(4/z侦)} Q-mol-1)

여기서 3는 두 양성자의 공명진동수 차(Hz)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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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otational barrier/Ei、(3이 for 0.2m TA in 

various w-alcohol solvents

Solute
Solvent !et/(30)° 厶淤 Tc 厶 G。"如(30)

MeOH 55.5
EtOH 51.9 16.8 310 66.7 1.29

PrOH 50.7 34.5 325 68.1 1.34

TA
h-BuOH 50.2 40.8 333 69.4 1.38

w-PenOH 49.1 44.0 342 71.1 1.45

n-HexOH 48.8 45.6 353 73.4 1.50

m-HepOH 48.5 46.5 355 73.7 1.52

a Et(30): kcal/mol, 必G: kj/m이,。厶卩: Hz.

며 4는 뭉게짐 온도(2이다

회전장애에 대한 AG*를 알코올의 Er(30)의 함 

수로 조사하여 Fig. 7에 도시하였다. 시스 및 트 

란스-양성자에 대한 화학적 이동의 결과와 유사하 

다. 즉 회전장애에 대한 활성화 자유에너지 변화 

도 화학적 이동의 변화와 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 

다. 이와 같은 사실은 본 실험계와 같은 분자간 상 

호작용이 뚜렷한 계에서 용질내의 내부 회전장애 

는 화학적 이동이 보이는 행동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Fig. 8은 시스-양성자의 화학 

적 이동 冬加/耳仔。)과 활성화 자유에너지 변화 

△G?Er(30)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좋은 선형관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위의 설명 

을 뒷받침하고 있다.

Fig. 7. Plot of £y(30) versus rotational barrier/Er(3이 

for TA 1 :w-HepOH, 2:w-HexOH, 3:w-PenOH, 

4:m-BuOH, 5:PrOH, 6:EtOH.

院卷"£「(30) *

Fig. 8. Plot of ^Et<30) versus S G*/Et(30) for TA 

l:«-HepOH, 2:w-HexOHt 3:w-PenOH 4:『BuOH, 

5: PrOH, 6: EtOH.

본 연구는 문교부의 기초과학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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