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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80% acetonitrile-20% water(v/v) 용액에서 piperidine에 의한 aryl phenylacetate류의 가수분해 

반응 속도를 측정하였다. 이탈되는 phenol의 치환기가 전자받개인 경우, 가수분해는 일반 염기촉매로 진 

행되며 3이2에서 Hammett 阪；값은 528, Bronsted。값은 一2.72이었다. 이와 같이 매우 큰 Hammett 및 

Br6nsted값은 이 반응이 ElcB 메카니즘으로 가수분해됨을 나타낸다. 한편, 전자주개 치환기의 경우는 특수 

염기촉매에 의해 가수분해되며 B&2 메카니즘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Phenylacetic acid ester의 qKsh를 구 

하였으며, piperidine에 의한 ester 반웅의 가수분해 속도 상수 虹, 妃、妁도 계산하였다.

ABSTRACT. The rates of hydrolysis of 죠ryl phenylacetates have been measured in the presence 
of piperidine in 80% acetonitrile-20% water(v/v). For the electron withdrawing substituents of leaving 
group, the hydrolysis is catalyzed by a general base and the Hammett pLG and Bronsted p value are 
5.28 and —2.72 aF30으:, respectively. The멍e high senstivities of Hammett and Bronsted values are ElcB 
mechanism. But in the electron donating ones, the hydrolysis is catalyzed by a specific base and BAC2 
mechanism is predominated. pKsgs of phenylacetic acid ester and rate constants of hydrolysis kif k-it 
k2 were calculated.

서 론

a-phenylacetic acid 의 ester나 amide 의 경우 교ci・ 
die a■수소에 의해 B"2 메카니즘에서 ElcB 메카 

니즘으로 메카니즘의 변화가 일어난다（Sc杨* 1）.
이러한 메카니즘의 변화는 leaving group의 ®가 

기질의 a■수소의 산도보다 작거나 거의 비숫한 경우, 

더 잘 관찰되어 진다七 한편 교了꾀 치환 phenylben- 
zaate류의 알카리 가수분해 반응M 사•벤조산의 치 

환기에 따라 이탈되는 phenol의 Hammett p값이 

L18〜128로 벤조산의 치환기에 대개 거의 일정한 

값으로 나타났으며 이 경우 가수분해 반응은 B«2로 

진행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Bruice와 Holmquist는 

phenylacetic acid의 2-nitrophenyl ester의 경우' 

B"2 메카니즘을 따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phenylacetic acid 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aryl a-phe-

Schem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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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l methanesulphonate류의 가수분해 반웅”에서는 

ElcB 메카니즘에 의해 진행됨이 관찰되었다. 이들 

두 가지의 경우 그 구조적 유사성이나 산도의 비교 

등으로부터 ElcB 메카니즘에 관한 정보를 "Struc
ture-Reactivity Correlati이】”으로써 조사할 y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그러나 phenylacetic acid ester인 

경우 높은 ®로 인해 이런 가수분해 경로에 대한 

관찰이 용이하지 않았으며, acyl part에 p-nitro기를 

도입하여 그 区를 낮춘 후 가수분해한 결과 E1CB 
메카니즘이 관찰되었다이

이런 방법의 선택은 acetic acid의 ester에 있어서 

a-탄소에 acetyl8, ethoxylcarbonyl9, cyan"기 등을 

도입하여 ElcB 메카니즘을 조사한 일련의 연구와 

같은 결과라 하겠다. 그리고 Tagaki 등은 치환 

/>-nitrophenylacetate^-^] 가수분해 반응에서 cetylt- 
rimethylammonium bromide micelle의 조건에서 E 
lcB가 진행되나 micelle이 없는 조건에서는 &c2 
mechanism으로 가수분해한다고 보고하였다. 이 렇듯 

ElcB mechanism은 이탈기, 친핵체, 기질의 구조, 

용매의 환경 등에 따라 상호 경쟁적으로 나타난다.

한편， 4-(/^-substituted phenoxy)-2-butanonefl-^l 
B■제거 반응”은 일반 염기 촉매로써 진행되며 높은 

amine buffer의 농도에서 관찰된 반응속도는 ElcB 
메카니즘의 결과라 보고하였다. 그러나 4-methoxy- 

2-butanone^ 가亍북해 반응'?은 특수 염기촉매로 
진행되며 이 경旱 房0에서 염기촉매로 형성된 a- 

methylene proton의 교환 속도는 제거반웅의 속도 

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acidic a-proton0] 
있는 estei나 amide의 가수분해 반웅은 a■수소의 

区나 이탈기 흑은 염기의 종류나 조건에 따라 &c2 

와 ElcB 메카니즘이 서로 경쟁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본 실험은 aryl phenylacetate류의 염기촉매 가수 

분해 반응에 있어서 염기의 역할을 조사하고 이탈 

기에 대한 Hammett 및 Bronsted 도시로 본 반응의 

메카니즘을 조사하고자 한다.

실 험

시 약

용매로 사용한 아세토니트릴은 Merck제 특급 시

PhCH2CU2H * SOC12----------- PhCH2OXl

약을 정제없이 사용하였으며 물은 K1血。4로 3차 

증류 후 Milli Q™ Water-System(Millipore, U.S.A.) 
으로 탈 이온화하여 사용하였다. D2O는 Janssen 
Chemika(99.8%)를 사용하였다. Piperidine(Fluka, 
98%)은 KOH로 탈수 후 2차 증류(bp; 104.5-105t) 
한 후 사용하였다.

시료의 합성

Aryl phenylacetate류는 phenylacetyl chloride와 

치환 phen이로부터 합성하였으며, phenylacetyl ch- 
loride는 phenylacetic acid와 thionyl chloride의 반 

^(Scheme 2)으로부터 얻었다.

Phenylacetyl chloride의 합성. Phenylacetic acid 
13.6 g(0.1 mol)과 thionyl chloride 8.5 血(0.118 mol) 
을 (定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상온에서 염화수소 

기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방치하였다가 

감압하에서 증류하였다(bp; 105t at 25 torr).
Aryl phenylacetate류의 합성. Benzene이나 to 

luene 에 phenylacetyl chloride와 phen이을 같은 몰 

수 가하고 피리딘을 촉매량 정도 더한 후 반응물의 

종류에 따라 3〜5시간 환류시킨다 반응물을 분별 

깔대기예 옮긴 후 0.1 N Na2CO3 용액, 0.1 N HC1 
용액, 증류수 등으로 차례로 씻어 미반옹물과 촉매 

둥을 제거한 후 무수 NadQ로 랄수시키고 용매를 

제거하여 조결정을 얻고 chloroform-hexane으로 재 

결정하였다. Table 1은 합성한 ester의 물리적 상수 

로 문헌치와 잘 일치하였고 문헌에 없는 물질은 

NMR(Bruker A.W.-80 FT NMR)로 확인하였다.

m-chlorophenyl phenylacetate; NMR(CDCk) 8 
3.84(s, 2H), 7.00(m, 2H), 7.30(m, 7H)

^-chlorophenyl phenylacetate; NMR(CDC13) 8 
3.83(s, 2H), 7.00(m, 2H), 7.33(m, 7H)

m-methylphenyl phenylacetate; NMR(CDO 8 
2.32(s, 3H), 3.83(s, 2H), 6.85(d, J=7.3, 2H), 7.00(dF 
J=7.4H), 7.24(t, J=7.2, 1H), 732(m, 5H)

반응속도의 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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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lting points and rate constants for the 
hydrolysis of aryl phenylacetates in 80% acetonitrile- 
20% water (v/v) at 30t

Sub, mptflity ，어 " koHAryl 卩'r (nm) (nm)

力-NQ 60.5-61.6(62.6) 405
W-NO2 61-61(62) 400
m-Cl 50-51.5 290
P-C\ 50.5-51.5 290
H 41(40.5) 280
w-CH3 47~48 280
P-CH3 75.5-76(76)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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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HtU — BH+ ♦ 0H~

0 0
" k애. kt if

Ph€H2-C-Q-CdH4-X * B「 - PhCH-C-O-€6H4-X ■ BH*
KNOW. K~1

岫 k2
\ ,

PhCH퍼:=0 * -O-C6H4-X 
fast

PhCHiCOj- ♦ HO-C#H<-X ------- -----------------------------------
H20

Scheme 3

Reference 7. [OH-]； 4.0X 10^4—8.0X 10~3Mt LEs- 
terl； 1.5 X10-4 M.

Ester의 가수분해는 Shimadzu U/V-265 Spectro- 
photometer로 일정 시간 간격에 대한 흅광도의 변 

화를 조사하여 이탈되는 phenol의 흡수 봉우리중 

반응속도를 측정하기에 가장 용이한 파장을 선택하 

였으며, phenol의 치환기에 따라 선택한 파장을 항 

온조가 달려 있는 Beckman DU-64 U/V Spectro- 
photometer를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흡광도 변화를 

측정하여 반응속도를 구하였다. 반응 중의 기질의 

농도는 로 하고 piperidine의 농도는

0.003-0.3 M5. 하였으며, 반응 속도는 20, 30, 40 
t±0.2로 하였다. Piperidine 용액은 80% acetonit- 

rile-20% water(v加로 제조하였으며 ester stock-so- 
lution은 acetonitrile을 사용하였다. 가수분해 반응은 

1cm의 path-length를 가지는 4각 cell에 3mZ의 pi
peridine 용액을 넣고 20분 이상 항온시킨 후 3X 
1(厂2肱의 에스테르용액 比p/를 주사하고 용액이 

완전히 섞이도록 흔들어 준 후 반응을 시작하였다. 

각 반응을 2~3회 반복하여 구한 값의 평균값을 

반응 속도 상수로 하였으며 각 반응 속도상수는 

반응이 85% 이상 완결될 때까지의 data로부터 무 

한대 법으로 구하였다,

결과 및 고찰

Piperidine 촉매하의 ester 가수분해 반웅은 

Scheme 3과 같은 경로로 진행되어 지며 piperi
dine0!] 의해 생성된 hydroxide ion으로 가수분해 

되어질 수도 있으므로 0H-의 농도에 따른 가수분해

4.0 -

logkcN

3.5 -

Fig. 1- Log Koh vs. Hammett a plot of aryl phenyla
cetates in 80% acetonitrile-20% water(v/v) at 3(定.

0.2 0.4 0.5 0.S 1.0

반응도 조사해 보았으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Fig. 1은 log Roh와 Hammett 치환기 상수(cr) 의 

도시 결과인데 그 기울기가 0.839(r= 0.982)였으며 

이것은 hydroxide ion이 carbonyl carbon올 공격하 

는 B4C2 메카니즘일 때의 결과와 비슷하다眾3M. 그 

러나 3-, 4-nitro 치환기는 이들 직선관계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매우 큰 반응속도가 

관찰되는 것은 ElcB 메카니즘에 의한 결과로고 추 

측할 수 있다、

한편, ElcB로 진행될 때의 반응속도는

B + H2OUBH++ OH- (1)
k

SH + B$=±S-+BH+ (2)
k妇

S「一* I—>P (3)

의 식에서 

dp/dt-k^SH] ⑷

Jgs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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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정류상태 이론을 적용하면

心皿=£満云啊SH]

+耳KJ如[SH] (5)

加为2WBH+］琰 EB3 + kMH (6)

이며, 知》妃i[BH+]인 경우

+k0HKw/aH

이고 如丄曲+]》处이면

础［B］
临=1二奋商 얘。法"/如 (8)

瞄 vs. KJaH의 기울기에 해당되며, 식 (6)에서 

(虹TwK，仞f)T와 piperidine의 전체농도의 역수 

의 도시로부터 구한 기울기는 加t이 되고 그 절편은 

妇[BH+M血[B]가 된다. 또 [BH+]는 K，=[B] 
[H+]/[BH+]로부터 구할 수 있으며 SH + B*느 

S- + BH+로부터 Kk_\=K예K0 관계식이 성굽 

되므로 J眼과 Ksh, K를 알면 如I을 구할 수 있고 妃1 
仏2으로부터 处를 계산해 낼 수 있다.

Fig. 2는 80% acetonitrile-20% water(v/v) 에서 p- 
nitrophenyl phenylaoetate 의 가수분해 반웅 속도를 

piperidine의 농도와 도시한 것이며, 이 반옹을 pH와 

도시하면 Fig. 3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光축 

절편으로부터 [H+]의 농도를 구하였다.

Table 2는 80% acetonitrile-20% water(v/v)에서 

aryl phenylacetate류의 piperidine에 의한 가수분해 

반응 속도를 구한 것이며 Fig.4는 log 喝&와 이탈
가 된다. 한편, koH는 수소이온 농도에 의존하므로

Fig, 2. Plot of the pseudo-first-order rate constant 
for tpe reactions of ^-nitrophenyl phenylacetate with 
piperidine vs. molar concentration of piperidine, at 
30t in 80% acetonitrile.

PH

Fig. 3. Plot of the pseudo-first-order rate constant 
for the reactions of 力-nitrophenyl phenylacetate with 
piperidine vs. pH, at 30t in 80%-acetonitrile.

Table 2. Rate constants for the reaction of aryl phenylacetates with piperidine in 80% acetonitrile-20% water 
(v/v)

Sub. Aryl
喝讯广이 t) k\ X 1俨(0厂1 • min-1) hr協心

20t 30t 40t 20t 30t 40t 20t 30t 40t

ANQ 2920 — 1860 4820 — 0.196 0.012 —
m-N02 270 541 61.5 1290 2650 7.63 2.62 0.281
m-Cl 20.6 39.0 6.47 13.2 38.5 198 12.7 0,921
/>-Cl &21 11.7 4.64 10.3 19.9 1280 92.6 26.1
H 3.88 4.84 0.293 0.520 0.744 3530 243 42.8
m-CH3 2.02 2.76 0.254 0.489 0.635 5400 529 74.8
/»-ch3 1.05 1.76 0.237 0.479 0.658 12600 1100 428

V이. 36, No. x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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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Log koH vs. Hammett o plots of aryl phenyla
cetates hydrolysis with piperidine in 80% acetonitrile- 
20% water (v/v). (•； 20°C, ◊； 30t, ▲； 40t).

Tab* 3. Rate data for 나le piperidine catalyzed ex
change of a-protons of aryl phenylacetates in 80% 
acetonitrile-20% water (feH) and DQ(如)at 30料

Sub. kHX l^Crnin-1) foXlCFCmin-1) kH/kD
/>-NO2 

M-NO2 

m-Cl

P-C\ 
H 
m-CH3 

力-CH3

146
 

c。

42
36%

OCJd

-51
-08
12 

l

L

 

5
 
9

2

4
-98
-72
-16
-83
-76
-62
-63

L

L

 
L

aLPip] = 0.24M h[Pip] = 0.005 Af.

기의 치환기 상수茹의」도시이다.

의 log 如次에 대한 Hammett p는。一값과 

좋은 상관성을 나타냈으며 그 기울기는 온도에 따라 

2.12(200에서 278(40©로 1보다 매우 크며 이것은 

hydroxide ion에 의해 가수분해 될 때(7泌血 1) 이 

랄능력이 비교적 좋은/I와 wi-nitro 치환체를 제외한 

나머지 치환 phenyl phenylacetate류가 B«2 메카 

니즘으로 가수분해됨이 우세하게 나타난 것과는 달 

리 ElcB 메카니즘으로 가수분해되어짐을 알 수 있 

다.

한편, 妃1/知의 비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작아 

지며 그 값이 0.1 에서 10 정도의 작은 영역에서는 

일반 염기촉매로 반응이 진행되고 매우 큰 값일 경우 

특수염기 촉매반응으로 진행된다机 Table 3은 기질 

의 치환기에 따른 용매 동위원소 효과를 조사한 

것으로 기질의 치환기가 전자주개인 CH3에서 H까

F毎 5. L《暗 kz vs. Hammett o plots of aryl phenylace
tates in 80% acetonitrile-20% water (v/v). (•； 20t, 
O； 3g ▲； 40t). '

H* of 바mg]
Fig. 6. Bronsted plot of aryl phenylacetates in 80 
acetonitrile-20% water (v/v) at 30t.

지는 용매 동위원소 효과 값 临/扃가 1.62~2.63으로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전자받개 group인 力-NOj에서 

力-C1 은 0.72 〜 1.16으로 그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전자주개의 경우는 특수 염기촉매로 

전자받개의 경우는 일반 염기촉매로 가수분해 반응 

이 진행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결과는 妃休2의 

비에 대한 고찰의 결과와도 잘 일치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용매 동위원소 효과 값이 13 이하이면 

ElcB 메카니즘을 따르고 그 보다 매우 큰 값이면 

Eic2 메카니즘으로 진행皿되므로 본 반응의 경우, 

이탈기의 치환기가 전자받개인 경우는 E1cB 메카 

니즘으로 진행되며, 전자주개의 경우는 Bac2 메카 

니즘이 우세하게 진행된다.

Aryl phenylacetate류를 80% acetonitril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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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Ksh, A-i, and k2 for the reaction of aryl phenylacetate# with piperidine in 80% acetonitrile-20% water 
(v/v)

Sub. Aryl pK아f 20t 30t 40t 20t 30t 40fc

力-NO? 10.8 8.26 21.4 — 42.1 1780 —
m-N02 10.9 0.386 8.10 16.6 5.06X10-2 3.09 59.1
wi-Cl 11.6 0.194 0398 1.16 9.80 X10-* 3.13X10-2 1.23
p-Cl 11.9 0.284 0.630 1.22 222X10-4 6.80 X10-3 4.67 X IB

H 12.4 0.0529 0.0939 0.134 1.02X10-5 3.86 X10~4 3.13X10-3

m-CH3 12.5 0.0633 0.122 0.158 1.16X10-5 2.31 X IO-* 2.11X107

12.7 0.0960 0.194 0.266 7.62 X10~6 1.76 X10-4 6.22 X10-*

“pKsn's were evaluated from autoprotolysis of esters in 80% acetonitrile-20% water (v/v) at 25°C.

water(v/v)에서 자동 양성자 분해의 정도를 측정한 

결과 ester의 치환기가 전자받개에서 전자주개로 

감에 따라 讨3가 10.8에서 12.7로 중가하였으며 

이는 /(-nitrophenyl ”x-nitrophenylacetate의 pK。가 

9.8이라는 결과卩나, 본 실험에서 사용한 기질과 구 

조적으로 유사한 acetoaceic acid ethyl ester의 a- 
수소에 대한 pK값 12.59% 4-(/»-phenoxy)-2-buta- 
none의 pK. 14.4711 등과도 매우 잘 일치한다. Table 
4는 이들 pK■를 이용하여 ester 가수분해 반웅 속 

도상수 k-lr 統를 구한 것이며 Fig. 5, 6은 log 影에 

대한 Hammett 및 Bronsted 도시 결과이다. Ham
mett 도시 결과 30M 에서 이탈기의 치환기가 P-CH3 
에서 H까지는‘" =1.95였고 H에서 p-NOz까지는 
(&=5.28이었样. 그리고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 

기울기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매우 큰 P값은 

ElcB 메카니즘에서 잘 나타나는 경우로 ElcB 메 

카니즘으로 진행되는 aryl phenylmethane sulfo- 
nate류의 가수분해 반응에 대한 阪가 5.4로 矿와 

좋은 상관성을 보인 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다. 그 

리고 반응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같은 ElcB 
메카니즘을 더 잘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Brosted 班g는 如1^에서, 이탈기가 /»-CH3 
에서 H까지는 一 1.19이나, 力-Cl에서 />-N(&까지는 

一2.72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전이상태에서 이탈되는 

phenolate의 산소에 음이온이 매우 크게 하전되어 

있음을 나타내며 이러한 결과는 ElcB 메카니즘의 

한 특징林이라 할 수 있다.

Aryl phenylacetate류의 염기촉매 가수분해 속도 

상수 /《Table 2)과 k-lt 臨Table 4)를 이탈기의 치

환기에 따라 서로 비교해 보면 力-Nd인 경우 处가 

加과 为一1보다 크게 나타나고 m-NOz에서 力-C1 까지는 

klt 为-i이 加보다 우세하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k2 
가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ElcB 
메카니즘이 우세하게 진행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자주개인 />-CH3에서 H까지는 虹 妃1이 加보다 

매우 크므로 ElcB 메카니즘의 진행은 어려우며 따 

라서 B«2 메카니즘으로 반응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들 메카니즘의 변화를 기질과 

염기의 匝를 비교하여 고찰해 보면, 기질의 pKsh가 

piperidine의 pK&보다 작은 경우 즉, ester의 a-수 

소가 이탈이 용이한 경우, ElcB 메카니즘으로 진 

행되고 ester의 pKsh가 piperidine의 보다 큰

경우 Bac2 메카니즘으로 진행됨이 관찰되었다.

결 론

Aryl phenylacetate류의 piperidine 촉매 가수분해 

반응을 80% acetonitrile-20% water(v/v) 용액 중에 

서 조사한 결과 이탈기가 전자받개 치환기의 경우 

일반 염기 촉매 반응으로 진행되었으며 30t에서 

Hammett(&=5.28, Bronsted。源=一2.72로 매우 

큰 값을 나타냈다. 또한, 온도에 따른 반응 속도상 

수를 조사해 본 결과 E1CB 메카니즘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탈기가 전자주개인 경우는 특수 

염기 촉매로 진행되며 EkB보다는 &c2 메카니즘이 

우세하게 진행되었다

한편, 메카니즘의 변화에 대해 기질의 pKs”와 염 

기의 p&와의 관계를 조사해 본 결과 기질의 鸣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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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의 出보다 작은 경우 즉, 기질의(X■수소가 비 

교적 잘 해리하는 경우 ElcB 메카니즘이 나타나고 

기질의 pKs//가 염기의 p也보다 큰 경우는 &c2 매 

카니즘이 우세하게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경북대학교 학술진흥재단 및 한국과학 

재단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기에 이에 감사드립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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