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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메탄올용매내에서 요오드와 테트라메틸주석 사이의 lododestannylation에 대한 반응속도를 분 

광학적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일시적인 전하이동착물의 흡수 스펙트럼이 관찰되었으며, 흡수 

스펙트럼의 후속적인 감소현상으로 요오드에 의한 테 트라메틸주석의 분해 반응임을 알았다. 따라서 iododesta- 

nnylation에 대한 속도상수를 온도 10, 25 및 35°C 압력을 1600bar까지 변화시켜 가면서 측정하였으며, 

이때의 반응속도상수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증가함을 알았다. 이 반응속도상수로부터 AV*, AP*. AW*, AS* 

및 AG*의 값을 구하였다. 활성화 부피와 활성화 압축율계수는 모두 음의 값이며, 활성화 엔탈피는 양의 

값을, 활성화 엔트로피는 음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들 값으로부터 전이상태의 용매구조변화 및 메카니즘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본 반응은 Se2 메카니즘이 지배적이며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Se2의 성격이 

약화됨을 알았다.

ABSTRACT. Ultraviolet spectrophotometric investigation has been carried out on the system of iodo- 

destannylation iodine and tetramethyltin in methanol. The transient CT absorption spectrum can be 

observed and the subsequent disappearance of CT absorption spectrum was accompained by the cleavage 

of tetramethyltin with iodine. From there, the rate constants for the iododestannylation were determined 

at 10, 25 and 35°C up to 1600 bar and the reaction rates were increased with increasing temperature 

and pressure. From these rate constants, the values of the activation parameters (A7*, Ap*, A//*, 

AS* and AG*) were obtained. The activation volulmes and activation compressibility coefficients were 

both negativity. The activation enthalpies were positive and activation entropies had large negative values. 

From these values discussed in terms of solvent structure variation of transition state and mechanism. 

From these results, it was found that the reaction is followed with SE2 mechanism and weakened Se2 
mechanism nature by increasing pressure.

서 론

전자주게인 요오드와 많은 유기화합물 전자받게들 

사이에 전하이동착물의 유형은 오래 전부터 알려져 

왔으며 이론적으로나 실험적으로 광범위하게 연구 

되어 왔다I* 이들 연구의 대부분이 영속적인 유기 

CT-complex의 물리적 특성만을 고려하였으며 일시 

적인 유기금속 CT-complex에 대한 관심은 화학적 

조작의 미비로 정성적인 논의로써 제한되었다. 그 

러나 최근에 와서 CT 현상과 반응속도론적 현상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화학적 조방법의 보완으로 

할로겐과 유기금속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연구 중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메탄올 용매내에서 테트라메틸 

주석과 요오드간의 iododestannyl妞ion을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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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메카니즘에 의해 진행된다고 보았다.

(CH3)4Sn + I2 于으스 [(CH3)4SnI2]

+ (CH3)4Sn

(CH3)3SnI + CH3I

Products

Scheme 1.

(1)

(2)

할로겐의 소멸에 따른 속도법칙 一次丄]/以={刼， 

+U(CH3)4Sn]} -XcrMECC^Sn]/) 1+W(CH3)4 

Sn가으로부터 테트라메릴주석의 농도를 IO"mol〃 

정도로 묽혀서 반응 ⑵를 무시한 一</[12〕/小=加大cr 

[(CH：mSn][l2]= 血归CH^SnHL]의 속도법칙을 사 

용하였다. 또한 반응속도의 압력의존성으로부터 전 

이상태의 구조를 파악하여 메카니즘을 규명하기 위 

하여 활성화 파라매터(△!", A。*, E、H*, AS* 및 

△G*)를 구하여 Hyne?과 Issacs® 등과 같아 이들 

활성화 파라미터를 사용하였다. 또한 이 값들로부터 

이미 보고된 전이 상태구조가 'two opened'인가, 혹은 

'four centered cyclic'인가, 즉 Se2 mechanism 인지 

Sf2 mechanism인지를 연구 검토하고자 한다.

실 험

시약 및 기기 테트라메틸주석(Reagent grade, 

E. Merck, Germany)는 1(厂'~1(厂5 torr의 진공 장 

치내에서 degassing한 다음 P2O5 column을 통하여 

정제하였다. 메탄올(GR grade, E. Merck, Germany), 

요오드(GR grade, E. Merck, Germany, containing 

less than 0.0005% chlorine and bromine)는 정제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반응용액의 홉수스펙트럼을 자외선 분광기 (SHI- 

MADZU 210-A, Japan)로 여러 온도와 압력하에서 

측정하기 위하여 고압 분광 cell과 고압장치 (Swiss, 

NOVA)'，。를 사용하였으며, 실험온도는 항온조(JU- 

LABO F20, Germany)를 이용하여 고압분광 cell의 

온도를 ±0.01°C 범위이내로 유지시키면서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반응조작을 통한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용액의 제조방법은 이미 만들어 놓은 요오드의 

저장용액 (LOX 10-2~1.0X10-3 mol“T) 으로 사용 

할 때마다 표준용액 2.145X10-5 mol 로 만들어 

용량 플라스크에 채운 후 증발에 의한 농도변화를 

막기 위하여 parafilm(American Can. Co.)으로 봉 

하고 4~5°C의 저온에서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테 

트라메틸주석의 농도는 본 연구실에서 제작한 용량 

0.62 m/의 고압분광 cell%。내에 요오드 용액을 넣고, 

micro 자동피펫(1~50 p/, FINLAND)으로 1~5 卩 

정도 주입시켜 조정하여 사용하였다.

반응속도의 측정. Scheme 1에서 iododestanny- 

lation의 속도법칙은 테트라메틸주석의 농도가 묽을 

때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d[I2]/d/=fe2[(CH3)4Sn]EI2] (3)

여기서 테트라메틸주석의 농도는 요오드의 농도에 

비해서 과량이므로 반응 후의 농도를 무시하면 식 

(4)가 된다.

-d[I2J/dt=/i(,bs 電 ⑷

이 때 유사일차반응속도상수 &>s는 Guggenheim 

법“으로 식 (5)를 이용하여 최소자승법을 사용함으 

로써 구할 수 있다.

In(&—4心)=一知g f+constant (5)

여기서 4는 시간 £에서 요오드의 흡광도이고, 

4+a는 f+A 시간에서의 흡광도이다. △는 constant 

increment로서 반감기의 2~3배 되는 시간을 나타 

낸다. 이렇게 하여 구한 반응속도상수 血血을 테트 

라메틸주석의 농도에 따라 plot하여 그 기울기로부터 

이차속도상수 血;를 구할 수 있으며, 밀도보정항을 

위한 식 (6严을 이용하여 고압에 적용할 수 있는 

몰분율 단위로된 이차속도상수 也'를 구하였다.

"(mol-fract- '• seL) = 프°归 ,様1 -mol- '• sec 
M

(6)

여기서 p, M은 용매의 밀도와 분자량이다.

반응속도의 압력의존과 온도의존, 초기상태와 전 

이상태간의 분몰랄부피의 차로서 정의된 활성부피 

AV*는 다음식에 의하여 실험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다.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Tetramethyltin과 Iodine의 친전자 치환반응에 대한 압력의 영향 557

△V*=-R7、(aink〃aF)T (7)

△V를 계산하기 위하여 In鬼'와 F의 관계를 고 

찰해 보면 일반적으로 식 (8)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으로 알려 졌다

Wm+BF+CF2 (8)

본 실험의 결과에서도 In局*대 F의 관계가 비선 

형임을 알 수 있으며(F讶. 1), 이상과 가은 근거에 

의하여 이차함수꼴인 식 (8)을 택하였다. 4, B 및 

C는 상수이고, F는 압력을 나타낸다. 식 (8)을 일정 

온도에서 미분하면 식 (9)가 얻어진다.

W \nk//dP)r=B + 2CP (9)

따라서 식 (7)과 (9)로부터 활성화부피 AV*와 

대기압(zero 기압) 하에서의 활성화부피 AK*에 관 

한 식이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以

△U*=-RT(B+2CF) (10)

NV『=—RTB (11)

또한 AV* 의 압력의존성은 압력에 관한 식 (10)을

Pressure(bar)

Fig. 1. Pressure dependence of In for the iodode- 

stannylation of tetramethyltin at various temperatu

res.

미분함으로써 얻어진다.

-AP* = (a A - 2RTC (12)

(10)~(12) 식의 값들은 식 (8)의 계수 A, B, C로 

부터 구할 수 있다. 또한 활성화상태에서의 solvation 

shell내의 압축률에 따른 charge development AP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도입하였다心.

(d^V*/dP')r— — ---(— AK*) + constants (13)
쇼P

또한 반응속도의 온도의존에 대한 식으로는 다음 

과 같다.

AG* = AH*-TAS* (15)

상기와 같은 활성화 파라미터들로부터 압력과 온 

도에 따른 용질-용매의 상호작용을 고찰하였다.

결과 및 고찰

활성화부피0戶)의 측정. 압력, 온도 용매 등의 

여러 조건에서 iododestannylation에 대한 이차속도 

상수를 밀도보정을 위한 식 (6)을 이용하여 고압하에 

적용할 수 있는 몰분율 단위로 된 이차속도상수 

履를 구하여 Table 1에 종합하였고, Table 1의 결 

과를 In 为 대 F로 plot한 그림을 Fig. 1에 나타내었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도와 압력이 증 

가함에 따라 반응속도값이 증가함을 알 수 있고, Fig. 

1로부터 직선이 아닌 이차함수꼴의 곡선임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로부터 이차최소자승법을 사용

Table 1. Second order rate constants Q讨 mol-fract-1 • 

sec-1) for the iododestannylation of tetramethyltin 

with iodine in methanol under various temperatures 

and pressures

Temp.

(°C)

Pressure (bar)

1 200 600 800 1200 1600

10 2.294 3.126 5.297 6.935 10.33 13.38

25 3.648 5.126 9.430 12.39 20.18 27.64

35 5.445 7.930 16.09 21.54 35.21 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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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ctivation volumes (AV*) and compressibility coefficients (Ap*) for the iododestannylation of tetrame-

thyltin with iodine in methanol under various temperatures and pressures

Temp. 

(°C) l(bar) 200

— AV* (m/* mol-fract-1)

600 800 1200 1600

■"Ap^XlO2 

(m/ • mol-fract ~1 *bar -)

10 38.81 35.66 29.35 26.20 19.89 13.58 1.577

25 45.09 41.73 35.03 31.67 24.97 18.26 1.676

35 52.69 48.49 40.07 35.87 27.46 19.04 2.103

Table 3. Comparison of iododestannylation with other reaction in charge development, AP

Reactions
Solvolysis0 

(mixed solvent)

Menschutkin6 

(pure solvent)

Iododestannylation

(pure solvent)

Ionization^ 

(pure solvent)

APX10-3(bar) 1.08 2.26 2.99 4.61

aRef. 18, 6Ref. 19, cRef. 20.

하여 식 (8)의 계수 4 8 및 C를 구하고 그것으로 

부터 A7* 및 △时를 계산하여 Table 2에 종합하 

였다.

테 트라메 틸 주석 과 요오드사이 의 iododestannyla- 

tion이 일어날 때 수반되는 부피변화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件二卩一匸 (16)

皿는 전이상태의 분몰부피, *는 초기상태의 분 

몰부피로 나타낸다. Table 1에 나타난 모든 활성화 

부피 △"는 음의 값을 갖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초기상태보다 더 극성인 전이상태에서 polar 또는 

p이arizable한 용매분자를 끌어당기는 전기적억압현 

상(electrostriction)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메 

탄을 용매에서 다른 용매들皿과 달리 반응속도가 

빠른 것은 테트라메틸주석의 Sn-C 결합이 d 궤도 

함수가 비어 있는 불안정한 dsp3 혼성 궤도함수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석 원자에 비어 있는 由 

궤도함수에 대한 메탄올분자의 친핵성 공격을 가능 

하게 한다. 따라서 Scheme 2에서와 같이 네탄올에 

의한 테트라메틸주석의 용매화가 쉽게 일어나면서 

활성화착물을 형성할 것이다.

8+ 8- 8+ 8-
(CH3)3-Sn CH3 I I

I 
MeOH

Scheme 2.

이는 주석의 penta csordinati아i에 의해 더욱 

진전될 것이며 메탄올내에서 전자이동에 의한 친전 

자체 요오드의 치환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아주 극성이며 양성자 용매로서 유전상수가 큰 메 

탄올과 같은 용매는 친전자체가 공격하기 이전에 

탄소원자로부터 이탈기(-Sn(CH3)3)가 쉽게 떨어져 

나가도록 외적 친핵성 보조를 해줄 것이다. 이는 

다른 용매心보다 더 효과적이며 친전자체의 메틸기 

의 탄소공격을 활발하게 도와준다. 그러므로 음으로 

AY"가 크게난 것은 Sn•…CH3 결합의 팽창에 의한 

부피증가보다 부분적인 전하에 기이하는 주위 용매 

의 수축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며, 이온 또는 

polar한 물질과 용매 분자사이에 정전기적인 상호 

작용이 일어남으로써 반응물질과 용매분자가 서로 

부착하거나 조밀하게 배열하여 안정화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활성화부피가 다른 다른 유형의 

반응보다 큰 것은 이온성이 큰 반응임을 알 수 있 

으며 특히 厶卩피값이 25~40m2• mol-fract-1 이상의 

값이 나타나는 반응은 Issacs 등"이 보고한 것처럼 

2분자반응이므로 본 연구가 친전자체에 의한 2분자 

치환반응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IAV치값이 10—20 m/• mol-fract -1 정도의 값 

으로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압력이 증가 

함에 따라 미소하나마 solvation의 부피변화가 일어 

남을 보여준다.

본 반응의 charge development를 알아보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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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식 (13)과 Table 2를 이용하여 Fz£ 2의 기울기를 

구해본 결과 평균압력 가 약 2.993X103 bar이었 

다. 이 값을 Table 3에서와 같이 여러 반응과 비교해 

보았다. Table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본'연구의 

iododestannylation은 전이상태에서 큰 charge de- 

velopment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仃는 반응물질 자체의 변화에서 생기는 부피변화 

(△**)와 반응물질과 용매와이 작용으로 일어나는 

부피변화(△**)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와같이 이온이 활발하게 생성되거나 소멸되어서 

charge development가 큰 값이 나오는 반응에서는 

전이상태에서 용매분자의 영향이 크게 좌우되며, 

따라서 용매에 의한 부피변화 를 동반한다. 이 

에 대한 Kondo 등“의 결과를 보면, charge develop 

ment가 큰 반응에서는 결합이 끊어지므로 AV*>0 

으로 예상되나, 실제로 △〃<()이 나타나므로, 이것 

은 기질자체만의 가 용매화에 의한 부피변화

△V了보다 작기 때문에 전 활성화부피 AV%는 

에 의해 좌우된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값이 음의 값을 나타냈을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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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alues of (d^V*ldP)r plotted against AV„*

fRef. 9, °Ref. 10). 

니라 charge development/} 상당히 크게 나왔으므 

로 전 활성화부피 AV*는 용매화에 '따른 AK*에 

의해 영향받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활성화 파라미터. 활성화 파라미터 AH*, AS* 

및 AG*는 전이상태이론22에 의하여 식 (14)와 (15) 

로부터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각각 구하였다0、沥Ze 

4). Table 4에서 메탄올 용매에 대한 △反*값은 모두 

비교적 적은 양의 값이며, AS*는 큰 음의 값을 이 

루고 있고, AG*는 에 의존하고 있다. 즉 이

반응은 엔트로피조절반응임을 알 수가 있다. 이를 

압력변화에 따른 그림 G谊.3)으로 나타내 보면 그 

경향성이 이분자반응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나타난 

다 16.23 이 반응에 대한 메카니즘을 더욱 뒷받침하기

Table 4. Activation parameters for the iododestanny

lation of tetramethyltin with iodine in methanol under 

various pressures

Parameter
Pressure (bar)

1 200 600 800 1200 1600

AH* 22.30 24.19 29.28 29.88 32.72 35.75

-A5* 158.9 149.8 127.5 123.1 109.8 96.88

AG* 69.68 69.84 67.28 65.43 64.63

AH*: KJ*mol-fract-1, AS*: J'mol-fracf^K'1, AG*: 

KJ-mol-fract1.

Pressure(bar)

Fig. 3. Variation of AG*, A//*, AS* with various 

pressure in iododestanny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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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isokinetic relationship of iododestannyla- 

tion between tetramethyltin and iodine in various so

lvents for pressure change (Ref. 9, "Ref. 10).

위하여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인용하였다再.

81요= (17)

여기서 丁는 등속온도라 하며 이 값으로부터 반응 

메카니즘을 정성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식 (17)을 

이 용하기 위 하여 와 AS"를 plot하면 Fig. 4와 

같다.

등속온도(isokinetic temp.)와 실험 온도(experime

ntal temp.)를 비교하여 7括＞為p이면 엔탈피조절반 

응인 단분자반응이며, 7"＜匸冲이면 엔트로피조절반 

응인 이분자반응으로 알려져 있다件 본 실험에서의 

7"는 메탄올 용매에 대해서 모두 실험온도(298 K) 

보다 적게 나왔으므로 이는 이분자 반응성을 더욱 

뒷받침해 주는 결과라 하겠다＜Se2, low pressure).

이상의 결과들로부터 전이상태의 분자모델은 

Scheme 3과 같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히, IAS피값이 감소하며

값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높은 압력에 

서는 Sn……C bond breaking0] .. ...... bond forma-

tion보다 선행되기 때문에 초기상태와 전이상태의 

(CH3)4Sn + I2 t스 (CH3)4Sn(-)-Solv.(+) 一능 

(CH^Sn-SolvL-CHs ㈠ 

k2

(CH^Sn-S시v.(+)-CH3()+l2 -一» 
6- 8+

rSolv.(^-Sn(CH3)3…CH3 I IV 

r\ r2 

I

(CH3)3SnI + CH3I

Low pressure

点2

(CHQSn-S아v」+，-CH")+L 一 
8- 6+

rSolv.,+)-Sn(CH3)3……CH3……I.........

rx 改'

(CH3)3SnI + CH3I

High pressure

n<n\ r2<r2r

Scheme 3.

부피차이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며, bond breaking에 

의한 반응열의 증가를 초래하는 것이다(Se2 border 

line, high pressure). 따라서 압럭이 증가함에 따라 

메카니즘이 미소하나마 변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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