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산( Carboxyl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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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aming Carboxylic Acid
열린 사슬 알케인류로부터 유도된 카르복실산.

 알케인명의 말단의 –e를 –oic acid로 바꾸어준
다.

 카르복실기가 붙은 탄소원자의 번호가 항상 C1
이 된다.

예)



고리형태의 화합물에 –COOH(카르복실기)가 붙
어 있을때.

 접미사로 –carboxylic acid를 사용하여 명명한다.

 카르복실기 자체에는 번호를 붙이지 않고,

–COOH가 결합된 탄소고리에 C1을 붙인다.

예)



•많은 카르복실산은 처음으로 분리되고 정제된 유기화합물이라는
이유 때문에 IUPAC규칙에 의해 많은 수의 관용명이 허용된다.

자주 쓰이고 잘
알려진 Formic 
acis 와 Acetic 
acid 정도만은
알아 두자.

Acrylic acid는
우리가 흔히 말
하는 나일론의
원료이다.



2. Structure And Physical 
Properties Of Carboxylic Acids.

카르복실 탄소는 sp2혼성이고, 수소결합으로
dimer(이합체)를 형성한다.

Boiling point 가 해당되는 알코올 화합물보다
훨씬 높다.





3. Dissociation Of Carboxylic Acid.
카르복실산은 산성이므로 NaOH와 NaCO3와
같은 염기와 반응하여 RCO2

-+M과 같은 금속
카르복실산의 염을 생성한다.

카르복실산을 수용액에 묽히면 약간 해리하
여 H3O

+와 카르복실 음이온인 RCO2
-가 생성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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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카르복실기가 또같이 –OH기를 포함하고 있음에
도 알코올보다 훨씬 더 산성일까? 

알코올이 해리되면 Alkoxide ion이 한 개의 전기 음
성적인 원자에 편재되어 있는 반면 Carboxilic acid
의 음전하는 두개의 산소 원자를 통해
Delocalized(비편재화)되어 있고, Carboxilic acid 
ion 은 두개의 동등한 공명혼성구조로 안정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 카르복실산 이온은 공명안정화 때문에 Alkoxide ion 보다
훨씬 안정하고 반응에너지 도표에 나타낸 것처럼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되고 평형에서 더 많은 양이 존재한다.



두 탄소-수소 결합길이는 127pm이고, 이 결합길이
는 Formic acid의 C=O 이중결합(120pm)과 C-O단
일결합(134pm)의 중간이다.

Formic acid ion의 정전기적 퍼텐셜 지도는 음전하
가 어떻게 동등하게 두 산소에 퍼져 있는지를 보여준
다.



4. Substituent Effects On Acidity.



전자-끄는 기 : 유도적으로 전자 밀도를 끌어
당기고, 따라서 음전하를 비편재화 시키며, 
카르복실산 음이온을 안정화 시켜 산도를 증
가 시킨다.

전자-주는 기 : 해리되지 않은 산에 비해 카르
복실산 음이온을 불안정화 시켜 산도가 감소
된다.



염소로 치환된 Acetic acid의 상대적인 산도 세기



문제 : 각 그룹의 산도 순서를 정하라.

CH3CH2COOH , BrCH2COOH , FCH2COOH

답. FCH2COOH > BrCH2COOH > 
CH3CH2COOH



5. Substituent Effects in Substituted  
Benzoic Acids.
방향족고리에 전자-주는 기가 치환되면 친전
자성 치환반응을 더 활성화 시키는 반면, 전
자-끄는 기가 치환되면 친전자성 치환반응이
비활성화 된다.

니트로와 같은 전자-끄는(활성감소)기는 카
르복실산 음이온의 안정화에 의해서 산도를
증가시키고, 메톡시기와 같은 전자-주는(활
성화)기는 카르복실산 음이온을 불안정화시
켜 Benzoic acid 의 산도를 감소시킨다.





6.Preparation of Carboxylic Acids.
치환된 알킬벤젠을 KMnO4 나 Na2Cr2O7 으로
산화시키면 치환된 Benzoic acid가 생성된다.

알케인에 최소한 한 개의 바이닐성 수소를 가
지고 있다면, 알케인의 KMnO4의 산화성 분해
반응으로 카르복실산이 얻어진다.



니트릴의 가수분해반응

 R-C≡N은 강한 산성 수용액 혹은 염기성 수용
액에 의해서 가수분해 되어 카르복실산을 형성



Grignard 시약의 카르복실화 반응
 Grignard 시약과 CO2와의 반응으로 카르복실산 금속염을 생성하고, 

이 염에 양성자 첨가에 의해 카르복실산이 형성된다.                           
<주의> 탄소수 증가



*<참고>* Grignard 시약 만들기
유기 할로젠화물, RX는 Ether나 tetratrahyrofuran(THF) 용매
하에서 마그네슘 금속과 반응하여 유기마그네슘 할로젠화
물, RMgX를 생성한다. 이들 생성물들은 발견자 Victor 
Grignard의 이름을 따서 Grignard 시약이라고 부르며, 이 시약
은 탄소-금속 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기금속화합물이다.

여기에서 은 알킬, 아릴, 알켄 이고

는 Cl , Br , I 이다.



7. Reactions Of Carboxylic Acids : 
An Overview



카르복실산의 환원반응.

환원반응은 LiAlH4에 의해 환원되어 일차 알
코올을 생성한다. 이반응은 어렵기 때문에
Tetrahydrofuran 용매속에서 가열해야만 한
다.



8. Spectroscopy Of Carboxylic Acids.
적외선 분광법.

 두개의 특징적인 IR 흡수를 나타낸다.

 O-H 결합은 2500~3300cm-1사이에서 흡수.

 C=O 결합은 1710~1760사이에서 흡수.

 Free 카르복실기는 1760cm-1에서 흡수되지만, 보
다 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이합체형 카르복실기
는 1710cm-1 부근에서 넓은 흡수띠로 나타난다.



<적외선 분광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