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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tyryldiphenylphosphine oxide(SDPC>)의 가수분해 속도상수를 자외선 분광법으로 측정하여 넓 

은 pH에서 잘 맞는 반응속도식을 구하였다. 까!에 따르는 속도상수의 변화, 가수분해 생성물의 확인, 일반염 

기 및 치환기 효과 둥으로부터 실험 결과에 잘 맞는 반웅 메커니즘을 제안하였다. 즉 pH 4.5 이하에서는 

phosphine oxide기의 산소에 양성자가 첨가된 다음 탄소 이중결합에 물의 첨가가 일어나 가수분궁］)가 진행되 

며, pH 4.5-8.0 사이에서는 물분자와 수산화 음이온의 첨가가 경쟁적으로 일어나 반웅이 진행되었고, pH 8.0 
이상에서는 반응속도 상수가 수산화 음이온의 농도에만 비례함을 알았다.

ABSTRACT. The rate constants for the hydrolysis of styryldiphenylphosphine oxide(SDPO) were deter
mined by ultraviolet visible spectrophotometric method and rate equation which can be applied over wide pH 
ranges was obtained. On the basis of pH-rate profile, hydrolysis product analysis, general base catdysis and 
substituent effect, a plausible hydrolysis mechanism is proposed: Below pH 4.5, the hydrolysis reaction is pro
ceeded by the attack of water to carbocation after protonation at (he oxygen of the phosphine oxide group, and 
in the pH range of 4.5-8.0, the addition of water or hydroxide ion occurs competitively. Above pH 8.0, the rate 
constants are dependent only upon the concentration of hydroxide ion.

서 론

탄소탄소 이중결합 화합물은 일반적으로 친전자성 

첨가반응이 일어나지만, 이중결합 옆에 전자를 당기는 

원자나 원자단이 결합되어 있으면 친핵체가 먼저 첨가 

되는 이른버卜, Michael형의 반응이 일어난다.' Michael 
형 반웅의 반응성은 친핵체의 염기도와 탄소-탄소 이 

중결합의 극성에 달려 있으며 일반적으로 polyhalo 

olefin, 니트릴', 에스테르, 케톤의 순으로 반옹성이 중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일찍이 Patai’의 arylmethylene ■ malonitrile의 가수분 

해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Ogata，의 methylvinylke- 

tone에 대한 aniline의 첨가반응 메커니즘 연구 및 

Tsuruta，의 a-alkylacrylic acid와 lauiyl mercaptan과 

-429 -



430 •鍊麟.申甲澈-卞麻湧.铜熙

의 Michael형 첨가반응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나, 이것 

들 모두 염기성 용매속에서 반웅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들이며 넓은 pH범위에서, 그 중에서도 특히 산성 용 

매속에서의,메커니즘에、관한 연구는 볼 주가 없었다. 

그러나 Crowell 둥"은 g-nitrost瑚rene의 가수분해 반옹 

을 연구하여 종전에 염기성 용액에서만 진행된다고 생 

각되었던 Michael 반응이 중성 및 산성에서도 복잡한 

메커니즘에 의해 반응이 진행됨을 반응속도론적으로 밝 

혔다. 특히 Kim 등7은 탄소탄소 이중결합에 cysteine, 
thioglycolic acid 및 잉utathione 등의 mercaptan 
(RSH)을 첨가시켜 생성물을 분리 확인하였으며 염기성 

용액 뿐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산성 용액에서의 

메커니즘도 반응속도론적으로 규명 하였다. 위 예와 같 

이 활성화된 이중결합에 대한 친핵성 첨가반응으로 시 

작되는 가수분해반응, 친핵성 첨가반응 및 생성물의 분 

리는 많이 이루어 졌다.

한편 탄소-탄소 이중결합 옆에 인이나 황을 포함하 

는 전자당기는 기를 갖는 화합물에서도 Michael형의 

친핵성 첨가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것의 화학반응은 잘 규명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RCH=CHP(O)RiR2 구조식을 갖는 vinylphosphine 
oxide는 BaUey 등，에 의하여 오래 전에 합성되어 맗 

은 연구가 이루어 졌다. 최근 이에 관련된 연구는 주 

로 위 화합물에 amine이나 thiol 등의 친핵체가 첨가 

된 반옹에 관한 것들이며, 특히 divinylphenylphos- 

phihe oxide에 이차아민의 첨가물은 동물실험 결과 비 

아편성 합성 진통제인 methadone 과 약효가 비슷하다 

는 연구 결과가 보고' 되어 있다.9 또한 농화학 분야에 

서도. 여러가지 인을포함하는 비닐단위체에 amine이나 

thi아을 반응시킨 첨가물들이 제초제로써 중요한 의의가 

있다는 것이 식물실험 결과 밝혀졌다

Maerkl 둥''은 diphenylvinylphosphine oxide와 L- 
prolinol을 반응시켜 그의 첨가물을 분리 확인하였다. 

또한 그들은 diethoxyvinylphosphine oxide와 키랄성 

을 갖는 (-)-bome아을 반웅시켜 화학적으로 활성을 갖 

는 첨가 생성물을 합성하였다.”

한편 vinylphosphine oxide 구조식을 갖는 비닐단위 

체 [organophosphdne vinyl monomer; OPM]의 중합반 

웅에 의하여 얻어진■중합체들이 열 저항성이나 내연성 

의 유용성이 알려짐에•따라 인이나 황을 포함한 단위 

체의 혼성중합 맟 구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13

위와 깉■이 vinylphosphine oxide는 넓은 웅용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화학반응은 잘 규명되어 있 

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t河Idiphenylphos- 

phine oxide유도체의 '가수분해 반옹속도를 자외선 분광 

법으로 측정하여 반응속도에 미치는 pH 영향, 일반염 

기 효과, 치환기 효과 및 가수분해 생성물의 확인 등 

을 고려하여 '반웅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한다.

실 험

시약 및 기기. 실험에 사용한 모든 시약은 특급시약 

을 정제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합성물질과 가수분해 생 

성물의 확인에 사용한 기기는 적외선 스펙트럼은 

Perkin. -Elmer spectrophotometer 735B형, 'H NMR 
스펙트럼은 Wian Model V-4390(l00 MHz)을 사용 

하여 얻 었으며，기체크로마토그래피는 Pye Unicam 
Series 304 기기를 사용하였다. 또한 반웅속도 측정은 

Varian Cary UV/Vis spec侦)photometer를 사용하였다.

기질의 합성. Styryldiphenylpho叩hine oxide(SDPO) 
유도체는 Aguiai의 방법”에 따라 합성하였다.

Styryldiphenylphosphine oxide의 합성. Triphenyl
phosphine 22.0g(0.084moi)을 무수 THF 50mL에 

용해시키고 질소하에서 리븀 조각 L17g(0.f68mol｝을 

넣었다.■리튬조각이 모두 사라진 후 적갈색을 띄는 용 

액에 20P에서 10mL의 IHF로 희석시킨 比i烦diloride 
7.78 g(0.084 mol)을 dropping fhnnel을 통해서 서서히 

가한 다음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이 용액을 환류 상 

태로 유지한 후 THF 20mL로 희석시킨 0-bromos- 

tyrene 15.4g(0.0?4mol＞을 가한 후 48시간 동안 환류 

시켰다. 질소분위기의 감압하에서 용매를 제거한 후 

10% H2O2 50mL를 가하였다. 반응물을 실온까지 냉 

각시키면 흰색결정이 석출되었다. 결정을 여과하여 

diethyl ether로 2회 씻어 주었다. 에탄올로 재결정하여 

건조시켜 styryldiphenylphosphine oxide 13.0 g(수득률 

: 51%)을 얻었다. 같은 방법으로 유도체(p-CH,, p- 

OCH3 및 P-C1)도 합성하였으며, 각 생성물의 수득률 

(%), mp(°C), IR(cmT), 'H NMR 및 원소분석 결과 

는 다음과 같다.

Styryldiphoi^pho^pliine oxide: yield 51%; n叩 166

168 166°C); IR(KBr) 1600(C=C), 1120(EM));
'H NMR(CDCla) & 6.2-7.2(q, 2H, 7=18.6 Hz, CH= 

CH), 73-8.0(111, 15H, fteiyl); Anal. Calcd. for (肅侦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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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78.95; H, 5.59. Found: C, 79.28; H, 5.62.
j>-MethyIstyryldiphenjip]wsphine oxide: yield 66%; 

mp 166-168 T; IR(KBr) 1580(C=C), 1160(묘=0); 'H 

NMR(CDC13)6 2.8(s, 3H, CH), 7882(q, 2H, J=16.5 

Hz, CH=CH), 8.4-9.3(m, 14H, [iienyl); Anal. Calcd. for 
GHgOP： C, 76.83; H, 5.79. R)und: C, 76.95; H, 5.85.

p*N姒ho跡s切I꿔!坷)henj如he｝面ne oxide: yidd 64%; 
I叩 174-175 °C; IR(KBr) 1580(C=C), U80gO); 'H 

NMR(CDQ3) 8 3.8(s, 3H, OCH3), 6.5-6.8(q, 2H, J= 
16.4 Hz, CH=CH), 8.3-8.9(m, 14H, phenyl); Anal. 
Calcd. for C21H1Q2P: C, 75.45; H, 5.69. Found C, 
75.59; H, 5.73.

p*Chl倾astyryldiphenylphosphhie oxide: yield 68%; 
mp 188-189 °C; IR(KBr) 1590(0=0, H70(P=O)； *H 

NMR(CDC13)86.8-7.2(q, 2H, J=19.1 Hz, CH=CH), 

75-8.(Xm, 15H, jfc以 1); Anal. Calcd. for C2oH16C10P 
C, 70.80; H, 4.72. Found: C, 71.00; H, 4.82.
반옴속도 측정. 반옹속도 측정에 사용한 용액은 pH 

3.0 이하에서는 HC1를, pH 4.0-6.0 사이에서는 acetate 
,buffer를, pH 7.08.0에서는 phosphate buffer를, pH 
9.0-11.0에서는 boric acid와 NaOH를 사용하여' 만들 

었고, pH 12.0 이상에서는 NaOH만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완충용액은 NaCl을 가하여 이온세기가 0.1 이 되 

도록 하였다.

.반옹속도는 100 mL 메스플라스크에 99 ml의 완충 

용액을 넣고 25 °C로 유지된 항온조에 담그고 20분 

동안 기다린 후 여기에 3.25X10-3M SDPO의 메탄 

올 용액 1 mL를 가한 다음(3.25X 1(T5M) 잘 섞고 시 

간에 따른 SDPO의 농도변화 즉 흡광도의 변화를 측 

정하였다.

가수분해 생성믈의 확인. SDPO의 가수분해 생성물 

올 확인하기 위하여 반응속도 측정시와 같은 조건하에 

서 3일간 환류시켰다. 벤젠으로 추출하여 기체크로마토 

口뢔피로 분석한 결과 benzaldehyde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용매를 제거한 다음 여기에 2,4r.dinitro 
phenylhydrazine을 가한 다음 HCI를 가하여 용액을 

산성 pH로 맞추어 오렌지색의 침전물을 얻었다. 침전 

물을 물로 세척한 다음 건조시켜 확인한 결과 녹는점 

이 232-234。。이었으며 이 결과는 benzaldehyde와 

2,车dinitrophenylhydrazine을 반웅시 켜 얻은 2,4-dini- 
tfophenylhydrazone의 녹는점(234 °C”)과 잘 일치흐'(였 

다. 그러므로 styiyldiphenylphosphine oxide를 가수분 

해하면 최종 생성물의 하나로 benzaldehyde가 얻어짐 

을 알았다.

결과 및 고찰

가수분해 반옴속도상수. 여러가지 pH에서 SDPO의 

농도를 3.25X10-5 m로 일정하게 하고 시간에 따르는 

농도변화 즉 흡광도(A)의 변화를 측정하여 log A를 

시간에 대해 도시한 결과 전형적인 1차 반응임을 알았 

다. 한 예로 pH 4.0에서 SDPO의 흡수 파장인 264 nm 
에서 시간에 따르는 log A의 변화는 Fig. 1과 같고 

이 기울기에서 구한 일차반응속도상수 Ag는 1.657X 

10V1 이었다.

같은 방법으로 여러 pH에서 구한 가수분해 반옹속 

도값을 pH에 대해 도시한 결과는 Fig. 2에 나타내었

Time(x108sec)
Fig. 1. Plot of log absoibance vs. time for the hydrolysis of 
SDPO at pH 40 and 25 °C.

Circles are experimental points and the solid line is di部访] 

according to the equation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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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 Rate constants for the hydrolysis of SDPO at vanous 
pH and 25

k, (sec-1) 10,0
pH Buffer Solution ----------------------------------

Observed Calculated

HC1 3,960 3,576
389.3 361.6

>i 48.20 40.28
HOAc+NaOAc 10.15 8.145

11 5.613 4.931
it 4.574 4.614

KHg+NaiHPQ 4.796 4.621
4.533 5.004

H出O什NaOH 10.46 8.873
ii 57.15 47.56
n 563.1 463.5

NaOH 4.862 4.303
» 42.360 42,990

으며, 이때 구한 SDPO의 가수분해 반응속도 상수값들 

을 Table 1에 실었다.

일반염기 효과. 이 반웅이 general base에 의해 촉 

진되는지 알기 위해 CICHQOOH와 ClCHQOONa의 

농도비를 1:1로 하여 (pH=2.85) acetate 이온의 농도 

변화에 따른 반옹속도 상수를 측정한 결과는 Fig. 3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반웅은 

general bas쎄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치환기 효과. 반응속도에 미치는 치환기의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해 pH 3.0, 7.0 및 12.0에서 SDPO유도체 

의 가수분해 속도상수에 대한 log fc*“값을 Hammett 
의 c값에 대해 그려본 결과는 Fig. 4와 같다. 이 직

Fig. 3. Effect of general base concentration on the rate of 
hydrolysis of SDPO at pH 2.85 and 25 °C.

으

 

七룽

》6

으

0.1 0.2 0*3 04

Fig. 4. Hammett plots for the hydrolysis of SDPO derivatives 
at pH 3.0, 7.0 and 12,0.

•0.3 0.0

선의 기울기로부터 p값을 구한 결과 pH 3.0에서 

4.28, pH 7.0에서 4.68 및 pH 12.。에서 5.24를 얻었 

다. 따라서 이 반응은 모든 pH에서 전자끄는기에 의 

해 가수분해 반웅이 촉진됨을 알 수 있다.

반응속도식과 반응메커니즘. SDPO 가수분해 속도는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pH에 따라 세부본으로 나 

누어 생각할 수 있다. 즉 pH 4.0 이하에서는 hydronium 
이온, pH 8.0 이상에서는 hydroxide 이온 농도에 각 

각 비례하지만 pH 5.0 8.0 사이에서는 pH에 거의 무 

관하게 일정한 값을 가졌다.

비교적 낮은 pH에서의 반응속도가 hydronium 이온 

농도에 비례하는 경우에는 pH에 따른 속도상수 변화, 

일반염기 효과, 치환기 효과 및 가수분해 생성물로부터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에 의해 반응이 진행된다고 생각 

된다(Scheme 1).

위 메커니즘에서 제 3단계는 일반염기에 의해 반응 

속도가• 촉진되지 않음으로 반응속도 결정단계가 아니 

다. 만약 제 1단계가 속도결정 단계라면 전자주는기에 

의해 평형상수가 커져 p가 음의 값을 가질 것이며, 

제 2단계가 속도결정단계라면 물의 첨가는 전자끄는기 

에 의하여 반옹이 촉진됨으로 p가 양의 값올 가질 것 

이 예상된다. Fig. 4의 Hammett plot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낮은 pH에서 p값이 양(p=4.28)의 값을 가 

지므로, 이로써 2 단계가 속도결정 단계임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정한 pH珂 

서 가수분해 속도는 SDPO 농도의 일차에 비례하며, 

또한 任0+이온 농도에 비례한다. 따라서 낮은 pH에서 

반응속도식을 유도하여 정리하면 다음 식 ⑹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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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1. Scheme 3.

나타낼 수 있다.

Rate = 頌/"]闻只가广] (1)

聞 = 쯔您业의 ⑵
\SDPO}[H3O^}

灿“hl域滞緡包 (3)
{n2U\

식 (3)을식 ⑴에 대입하면

_ I^KedlH^lSDPO] [H2O]
= 」顽] (4)

= k„[H3O+][SDPO] (5)

식 (»에서 知는 hydronium 이온 농도에 비례하는 속 

도상수이다. 따라서 낮은 pH에서 직접 측정할 수 있 

는 반응속도상수 즉 心는 다음과 같다.

人姫日出国。] (6)

중성.pH부근에서 가수분해 속도상수 知는 pH에 거의 

무관하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을 가정하였다 

(Schetne 2).
이때 SDPO에 첨가되는 화학종은 물 분자외에 0H- 

이온을 고려할 수 있으나 그 농도는 매우 작음으로 

무시 할 수 있으며, 또한 H30+ 이온 농도도 매우 작

Scheme 2.

옴으로 촉매작용을 할 수 없다. 또한 2단계 반옹은 일 

반염기에 의해 촉매작용이 일어나지 않음으로 속도결 

정 단계가 아니며, 음이온 중간체 [H]는 hydronium 

ion과 같은 강산으로부터 proton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대단히 빠르기 때문에 속도결정 단계가 아니다 J。따라 

서 반응속도 결정단계는 [3-탄소에 물이 첨가되는 제 1 
단계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성부근에서 

Hammett plot의 p값(4.68)과도 잘 일치한다.

중성 pH豌서의 반응 속도식은 다음과 깥이 나타낼 

수 있다.

Rate = k[SDPO][H2O]

-k^SDPO] (8)

식 (8)에서 知는 pH에 무관한 속도상수이다. 따라서 직 

접 측정할 수 있는 廟』는 다음과 같다.

fcobsd=Ao (9)

한편 높은 pH 영역에서는 가수분해 속도상수가 hy
droxide 이온에만 비례하므로 센 친핵체인，hydroxide 
이온이 伊탄소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다음과 같은 메 

커니즘이 진행된다고 생각된다(Sc/jeme 3).
위 반응에서 반웅속도는 0H-이온 농도에 비례하고 

높은 pH영역(pH=12.0)에서 치환기 효과에 의한 p값이 

양의 값(p=5.24)을 가지므로 반응속도 결정단계는 제 

1단계가 될 것이다. 또한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산 

성 영역에서는 제 1단계의 양성자 첨가는 전자 주는기 

에 의해 평형상수가 커질 것 이며 친핵체가 첨가되는 2 
단계는 전자 끄는기에 의해 촉진됨으로 치환기 효과가 

상쇄된다. 그러나 높은 pH영역에서는 이와 같은 상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낮은 pH영역에서 얻어진 p값 

보다 클것이 예상된다. 실제로 Fig. 4의 Hammett 

plot 결과는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pH=3.0: p= 

4.28, pH=12.0: p=5.24). 그러나 산성용액에서 예상보 

2000, Vol. 44, No. 5



434 金泰嶙.申甲澈•卞斉臟.李«

다 큰 양의 p값이 나타난 것은 제 1단계의 강한 산 

으로부터 양성자를 받아들이는 속도는 매우 빠르므로 

치환기의 영향을 적게 받기때문으로 생각된다.

위 반옹의 속도식은 hydroxide 이온 농도에 비례하 

므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ate=kOII[0ir][SDP0] (10)

식 (10)에서 瑚는 hydroxide 이온 농도에 비례흐]는 

속도상수이고, 여기서 직접 측정할 수 있는 반응 속도 

상수 如는 다음과 같다.

Ud=*oH[0/T] (11)

따라서 전체반웅속도상수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必=加+飼貝3。*]+&函[(泪-] (12)

앞의 반응속도 상수값으로부터 구한 心.57X15'。, 

貽=3.57＞〈1(尸 및 訪h=4.30X1()t 값을 (12)에 대입하 

여 정리하면 전체 반응속도상수 k는 다음과 같이 나 

타낼수있다.

j&=4.57X 10T°+3.57X 1(汽氏0+]+4.30＞〈 10一5[0須]

(13)

Table 1에 있는 계산치는 식 (13)쎄 의해 각각 계산 

된 값들이고 Fig. 2의 실선도 위 식에 의해 그려진 

것이다. 앞의 표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치와 

계산치가 잘 일치함을 잘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방 

법으로 구한 각 유도체의 가수분해 속도상수 k는 다 

음과 같다.

p-Methylstyryldiphenylphosphine oxide:
Z=8.62X 1。니'+L42X 10一6[瓦0切45(以 1(汽 OH]

p-Methoxystyiyldiphenylphosphine oxide:
k=3.65X 10서'+2.76〉＜ 10세HQ”+L40X 1(尸'[OH—]

p-Chlorostyryldiphenylphosphine oxide:
心.00X lbM429X 1(尸[瓦0+]+5.78＞＜ 10-3[OH-]

위 실험 결과들은 vinyldiphenylphosphine oxide에 

친핵성 시약이 첨가될 때의 반응메커니즘과 친핵성 첨 

가물의 합성 및 고분자 반응의 웅용 등에도 장차 폭 

넓게 이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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