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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4-치환 또는 2,4,6-치환아니솔유도체들의 핵자기공명스폑트라를 조사하여 벤젠고리 수 

소의 화학적 이동 값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2-치환기에 인접된 고리 수소의 화학적이동 값이 그 

치환기의 안가려 막기효과(Deshielding effect)에 의하여서 영 향을 받고 있으며 그 정도가 치환기의 

Van der Waals 반경에 비례하여 증가함을 관찰하였다. 이들 관찰결과를 종합 고찰하여 서 2-치 환기 

가 인접된 고리 수소의 반응성에 입체적인 방해효과를 미치고 있는 한가지 근거로서 해석하고자 하 

였다. 핵자기 공명스펙트라에서 얻은 자료를 제시 하였으며, 그 결과를 위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ABSTRACT. The NMR spectra of 2,4-disubstituted or 2,4,6~trisubstituted anisole derivative 

were examined to study the chemical shift of the ring proton signal. It was found that the che

mical shift of the ring proton nearest to the 2-substituted group was influenced by the deshielding 

effect of the neighbouring substituted groups in order of the Van der Waals radii of those groups. 

These observations were interpreted as a steric influence of 2-substituted group on the reactivity 

of the neighbouring ring proton itself. The spectroscopical data were presented and the results 

were discussed with views of the above conceptions.

서 론

'본 연구실험실에서 진행시켜온 할로겐 치환 

아니 솔유도체들의 간편한 합성 법 연구과정 에서1 

2,4-디 할로겐 및 2,4,6-트리할로겐 유도체 들의 

친전자 치환반응이 벤젠고리의 7T 전자 밀도 보 

다도 그 입체적인 구조에 의하여서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이 관찰 된 바 있다. 즉, 2,4-디클로 

로아니 솔, 2-브롬 4-클로로아니 솔, 등은 염 소화 

반응이 순조롭게 진행되나 2-요오드-4-클로로 

아니 솔의 경 우에 는 염 소화반응이 순조롭지 못 

하고 사염소화 유도체를 얻지 는 못하고 있다. 

한편 2-시 아노-4-클로로아니 솔, 2-카르보메 톡 

시-4-클로로아니솔 등에서는 염소화반응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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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sequence of exhaustive chlorination of anisole 
derivatives

Type of compounds Chlorination 
sequence Final product

=\
F

Three steps

Cl Cl
\_z

C1_〈_》OCH3

Cl F

ci—O—oc%

\
Cl

One steps

Cl Cl
\_/

C1—《=〉_OCH3

C1Z、ci

C1O—0CH3

Br

One ste흐s

Cl Cl
\_/ 

cY=〉—OCH3

Cl Br

二A。。1%

\
I

Many steps

Cl Cl
\_/ 

ci-^_\-och3
c】/、ci

Cl
Ci_^~C-OCH3

\
F

Two steps

Cl Cl
\_z

C1_《_〉_OCH3

/ \
Cl F

Cl
_/

Cl_〈_〉_0CH3

\ 
Cl

One steps

Cl Cl
、_/

/ \
Cl Cl

CI
_/

C1Y_〉-OCH3
=(

Br

One steps

Cl Cl
\_/

.c筋 ^-och3
、、:=/
/ \

Cl Br

Cl
_/

Cl_《》一0CH3

\

Many steps

Cl CI
\_/

〔cY_〉-0CH3〕
=\

I

OCH3
=( 

CN

Many steps N. R.

\
coochs

Many steps N. R.

혀 진행되지 않음이그실험적으로 관 

찰 되었다（T沥Zel참조）. 이들결 

과는 2-위치에 치환된 할로겐 또는 

기타 치환기들의 입체적인 방해효 

과 에 기인한다고 추정하지 아니하 

고서는 설명되지 못한다. 일반적으 

로。-효과라 하는 현상이벤젠치 환 

체에 대하여서2 논의되고 있으나 

염소화반 응에 관하여서는 그 효과 

가 실험적 으로 관찰되 지 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유도체들의 핵자기공 

명스펙트라를 조사하여 보고자 하 

였다.

벤젠고리 평면 위에서 z 전자들 

은 환전류장 （環電流場）을 이루고 

있고 고리 치환 양성자들은 그 안 

가려막기 효과를 크게 받고 있어 

핵자기공명 시그날은 t=2.83에 나 

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양성자가 평면고리 

바로 위 또는 밑에 존재할 때는 가 

려 막기 효과를 받으며 그 예로서 

1,4-폴리메틸 벤젠에서 양성자 시 

그날이 강자장편으로 이동되는 형 

상이 관찰되고 있다.

아세토페논과 같은 치환기가 있 

는 경우 그 오르토 위치에 있는 양 

성자는 카르보닐기의 강력한 안가 

려 막기 효과를 받아 그 양성 자 시 그 

날은 저자장에 이동되고 있다.

이번 실험 대상인 2,4-치환 또는 

2,4, 6-치 환아니 솔유도체 들에 있 어 

서 그 벤젠고리의 양성자를 그 화

학적 환경 및 자기적 환경에 따 

라서 F，g. 1 에서 보여 주드시 Ha, 

氏, 瓦로 구분하여 고찰한 다면 

Ha, Hj, Hc 등의 핵자기 공명 시 

그날은 2,4,6 위치의 치환기들에 

의 한 가려 막기 또는 그 안가려 막기 

효과를 받을 것이며 그'크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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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oton chemical shifts referred to CH4 in 
ppm for gaseous monohalo-alkanes.

F C1 Br I

h3c-x -4. 00 -2. 71 -2. 32 -1.85
III [I
HqCHoC-XItt 一 4. 25 -3. 22 -3.12 —2. 97

-1.14 -1.29 一 L 47 一 L 66

Fig, 1. Assignment of proton dn the benzene ring 
in anisole derivatives.

라서 이동 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 예상 

된 다. 지 방족 할로겐 화물에 있 어 서 는 Table 2 에 

보여주드시4.C一X （X=F,C1, Br, I） 결합에서 

플루오르 원자는 그전기 .음성도가 다른 할로겐 

원자보다 월등히 크지만 그 핵자기공명에서의 

안가려막기효과는 전기 음성도가 약한 I 보다 

도 먼거리에는 미치 지 못하고 있 다.

이 현상은 풀루오르 원자의 크기가 요오드 보다 

작고 따라서 그 전기장의 영향이 요오드의 경우 

보다 먼거리에 미치지 못함을 뜻한다고도 설명 

된다. 따라서 아니솔 유도 체내에서도 벤젠고리 

양성 자들은 환전 류 효과에 의 한 가려막기 효과 

이외에 2-할로겐 또는 2-치환기들의 전기적 특 

성과 입체적인 여건에 의하여서 안가려막기 효 

과를 받게될 것이 예상된다. 할로겐 치환기들 

엔 공명현상이 있고, 벤젠 고리의 전자밀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나 아니솔 유도체내에서의 할 

로겐 원자의 벤젠고리에 대한 공명효과는 아니 

솔치환기 에 비 하면 미 약함으로 환전류장에 상대 

적으로 큰 효과를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치환된 벤젠 유도체들이 용매에 용해되 

어 있는 상태에서는 희석도에 따라서 벤젠고리 

의 환전류가 고리 양성자에 미치는 안가려막기 

효과에 차이 를 보여 주고 그 차이 는 그 분자 전 

체의 입체적인 공간 즉, 그 분자의 분자용（分子 

容）에 역비례한다는 결과가 알려져 있다 I

裕 善

만일 이 들 유도체 들의 핵 자기 공명 스펙 트라에 

서 Ha, HA1 瓦의 화학이동 값이 그 치환기들의 

전기적인 특성 또는 희석 효과들에 인한 안가려 

막기효과만으로서는 설명되기 어려운 값을 보 

여준다면 그 이유의 하나로서 치환기의 입체적 

인 여건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들 수 있을 것 

°1 다.

저 자는 이 러 한 관점 에 서 2,4-치 환 또는 2,4, 

6-치환아니솔유도체들의 핵자기 공명 스펙트 

라를 조사 검토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를 검토 

함으로서 2-치환기의 입체효과를 해석 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고자 하였다.

.싩 험

1. 아니솔유도체. 2,4-디할로겐 및 2,4,6-트 

리할로겐 아니솔유도체들은 저자의 실험실에 

서 합성한 것을 재결정법에 의하여 정제 사용하 

였다. 아니솔은 시판품을 （Merck 제품） 4-클로로 

아니 솔은 力-아니 시 딘으로 부터 합성 한 것을 각 

각 정제 사용 하였다.

용매 인 사염화 탄소는 시판품 （Merck 제）을 

재증류하여 정제 사용하였다.

2. 핵자기공명스펙트럼의 검사. 본 연구소에 

설치되어 있는 핵자기공명 분석기 （JEOL C- 

60 H） 를 사용하여 TMS 표준, 사염화탄소 용매 

로 핵자기공명스펙트럼을 취하고, 벤젠고리의 

양성자 시그날（H。, Hj 및 瓦）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각각 문헌의 아니 솔 표준치 （標準値） 및 4- 

클로로아니솔의 측정치와 비교하여 그 값을 

정 한다. 스펙트럼 자료는 T沥"3 에 企값의 계 

산치 는 Table 4 에 각각 표시 되 어 있 다. 4:값을 

2-할로겐，원 자의 Van der Waals 반경 에 대 하여 

도시 한 결 과가 Figs. 2, 3 에 표시 되 어 있 다.

3. 희석실험. 아니솔, 4-클로로아니솔 및 2- 

요오드-4-클로로아니솔들의 각각 다른 농도의 

사염화탄소 용액을 만들고TMS를 표준으로 

삼고 핵자기공명스펙트럼을 취한다. 이들 스펙 

트타를 조사하여 각 화합물 분자내의 메톡시기 

및 벤젠고리 양성자의 농도에 따르는 화학이동 

의 차이 를 정 한다. Tables 5, 6 에 측정 결 과가 

종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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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chemical shift of the aromatic protons on NMR spectra of dihalogen 
anisole derivatives. (T. M. S. Standard, Solvent: CCL, 60 Mcps. J EOL).

and trihalogen substituted

Type of compounds
r Value of proton signal

Type of compounds
r Value of proton signal

Ha Hc 1

-Cl-^2/-OCH3 3- 35 2. 92 —— —— — ——

F
_/

C1_〈_〉—OCH3 3. 30 3.00 2. 85

F
_/

이一＜=〉一。如3

\
Cl

2. 83 2. 97

Cl
_/

©_《_〉一0如3 3. 35 3. 00 2.85

Cl
_/

OCH3
=、、、

Cl

2.77 2. 77

Br
_/

C1-V_〉-OCH3 3. 33 2. 95 2. 55

Br
_/

OCH3
=\

CI

2.63 ' 2. 55

I 
_/ 

C1_(_〉_IOCH3 3.40 2.88 2.48

I 
_/ 

C1Y=〉_0CH3 2.65 2. 33
\

Cl

CN 
_/ 

CS〈_〉_0CH3 3.15 2. 63 2. 47

CN

（用
=〈、

Cl

3.17 2. 55

COOCH3
_/

CI_〈 /-OCH3 3. 20 2.75 2. 37

cooch3
C1_《_»_OCH3 

i\
2. 45 2. 32

Cl

*Aromatoc hydrogenes in a molecule of anisole derivatives were assigned as follows:

OCH3 OCH3 OCH3I I I
H-/& Cl_f*—X
瓦一 前 瓦」"/!—瓦

Cl X Cl

**Values of the aromatic proton signals of the anisole itself were as follows: 3. 31, 3.15 and 2. 85,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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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difference in chemical shift (in pjmi)j of ' the- aromatic prdtbh^ on NMR spectra of dihalogen 
and trihalogen substituted anisole derivatives referred to the 2-halogen atom.

Ar (ppm) of aromatic proton H& and] Hc 
signal as compared to that of

Type of compounds 2-Halogen atom ciC》OCH3 Remarks

任 瓦

©Y〉-eg — 0 0 Standard

C1_《=〉_0CH3

-\
F

F +0. 08 -0.07

C1_〈=〉_OCH3

Cl

Cl +0.08 -0. 07

C1_《=〉_OCH3

~\ 
Br

Br +0.03 -0. 37

C1_〈=〉_OCH3

I

I -0.04 -0. 44

Cl

C1_《=〉_OCH3

F

F(C1) —0. 09 +0.05

Cl
_/

Cl_《一〉—0CH3

一\
Br

Br(Cl) -0. 29 -0. 37

Cl
一 /

Cl_《一〉_0CH3

一\
I

I (Cl) -0. 27 -0. 59

Cl
=/ 

C1_《J〉_0CH3

Cl

Cl (Cl) -0.15 -0.15

*The aromatic proton Hb and He was designated as follows：

OCH3
1

OCH3 OCH3
1J

Hl#、一氏 
瓦一*丿一

1 

hT\x & Cl—一x 
瓦一t丿一氏 ,respectively.

Cl Cl Cl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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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n der WaaLs Radii of 2-halogen 저toE (A)

Fig. 2.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ifference of chemical shift (in ppm) of aromatic proton H?배* and Van. 
der Waals radii of 2一halogen atom in halogenated anisoles.
*The cress marks on the curve were designated for the system of 2, 4, C-trihalogenated anisoles : **Referred to the 
chemical shift of the corresponding arorratic preton of the 4-chlcrcanisc!e. : ***The assignment
was 흥iven in the Talle. 3.

(ci)—(蚤 2.5 丄)
•■羊•二I. •------- »■ Van der Waal s Radii of 2-halogen atom. (A J

Fig. 3.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ifference of 사lemical shift (in ppm) of aromatic proton .[*** and Van 
der Waals radii of 2-halogen atom in halogenated anisoles.
*The dots on the curve were designated for the system of 2, 4-dihalogenated anisoles, whereas cross marks for 2, 
4t 6-trihalog은nated anisoles. ; **Referred to the chemical shift of the corresponding aromatic proton of 4-chloro- 
anisole. ; ***The assignment was given in the Table 3.

결과 및 토의

7F况e3 에 표시되어 있는 핵자기공명스펙트 

라의 자료를 살펴보면 아니 솔유도체내의 벤젠 

고리의 양성자의 화학이동 값이 치환기의 수가 

증가되 0i 감에 따라서 저 자장편으로 이 동되 어 있 

음을 관찰 할 수 있다. 한편 각각의 유도체에 

있어서 메 톡시기의 © 값을 표준치 （즉 아니 솔자 

체의 메토옥시기 z값）와 비교 검토하여 본 결 

과 山： 값은 큰 차이가 없고 거의 같았다. 따라 

서 벤젠고티의 치환기들은 벤젠고리 수소에 대 

하여서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관찰 할 수 있 

었다. T湖"3의 각 양성자의 t 값을 4-클로로 

아니솔의 것과 비교하여 一血•값을 구한 것이 

에 표시되어 있다. 이들 값을 살펴서 2- 

치환 할로겐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그 Van der 

Waals 반경 과 연 관시 켜 도시 한 바, Ha 양성 자의 

경 우에 는 Fig. 2, 瓦양성 자의 경 우에 는 Fig. 3 

에 보여주는 바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Fig. 3, 

의 결 과는 2,4-디할로젠 아니 솔유도체1분자내 에 

서 벤젠고리의 2-치환기 에 인접 된 양성 자 H。에 

대하여 그 一』: 값이 Van der Waals 반경 에 비 

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떨어져 있는 양 

성 자 Ha 에 대 하여 서 는 큰 차이 가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F/g. 2 의 결과를 보면 2,4, 6-트리 할 

로 겐 아니 솔 유도체 분자내 에서 는 2-치 환기 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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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된양성자 H。의 一，,에서는 역시 같은 경 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떨어져 있는 양성자 의 경 우 

에 는 一/，값의 변화가 2,4-디할로겐 유도체 의 

경우보다는 완만하다.

위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플루오르치환기는 

미 소한 一2万 값을 보여 주고 있을 뿐더 러 작도상 

의 직선에서도 훨씬 벗어난 편이된 값을 나타내 

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분석 한다면 2-치환기에 의한 

안가려막기 효과（一血값）은 2-치 환기 에 인접 된 

양성자의 경우에는 그 치환기의 Van der Waals 

반경 즉, 그 크기 에 비 례 하는 관계 를 가지 며 6 

위치에 치환기가 있는 경우에는 떨어진 양성자 

H&에 대하여서도 완만 하지만 역시 같은 경향 

을 보여줌을 뜻하고 있다.

Tables 5, 6 에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아니 솔, 4- 

클로로아니솔, 2-요오드-4-클로로아니솔들의 사 

염화탄소 용매계에서의 희석에 따르는 血,값들 

은 2,4-디 할로겐 아니 솔의 경 우 미 소하며 Tables 

3, 4에서의 血■ 값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Table 5. Dilution effect in CC1< solvent on the 
•chemical shift （ppm） of methoxy proton signal in ani- 
sole derivatives.

Type of 
compound Anisole 2스 Chloroa- 

nisole
2-Iodo-4- 
chloroanisole

rValue 지:PPm) £(PPm) c(ppm)

10* 6. 20 6. 24 6-18
20* 6. 30 6. 30 6.18
40* 6.40 6. 34 6.18
80* 6. 50 6.50 6.18

*Concentration (% v/v).

관찰결 과는 2, 4-디 할로겐 아니 솔 유도체 내 에 서 

메 톡시 기밑 벤젠고리 양성 자들이 인접 된 다른 

분자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있음을 뜻하 

고 있으며 따라서 Tables 3, 4의 결과는 같은 

분자내의 인접된 치환기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해석 된다. 아니솔 및 4-클로로아니솔의 경우에 

관찰된 희석에 따르는 血：값의 변화는 종래 문 

헌에 설명된 바와 같이 인접 분자로부터의 영향 

에 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종전문헌3을 참고 하여서 벤젠고리 평면에서 

의 " 전 자환전류 （環電流）와 치 환기 의 안가려막 

기효과의 상호관계를 도시하여 보면 Fig. 4 

와 같다.

이 그림에서 2-치환할로겐 원자는 그 극성 

（결 합쌍극자모멘트 : C-F; 1.41, C-C1; 1.46, 

C-Br; 1.38,C-I; 1.19.C-H; 0.4） 의 쌍극 음 

성부분의 영역이 그 Van der Waals 반경에 비 

례하여 분포되고 있고 （一） 부분 영역내에 있는 

（즉 안가려막기효과를 나타내는 영역） 인접된 

양성 자 瓦및 H5 에 각각 안가려 막기 효과를 미 

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할로겐치환기들의 

벤젠고리와의 공명효과에 의한 영향도 고려대 

상이 될 것이나. 아니솔유도체내에서는 메톡 

시기에 의한 공명효과가 월등이 크고 따라서 상 

대적으로 할로겐 원자들의 공명효과는 NMR 스 

펙트럼 에 큰 영 향을 줄 수 없으며 미소한 효과 

에 끝일 것으로 보인다.

환언한다면 2-치환기의 할로겐들의 안가려 막 

기효과가 그 쌍극자모멘트의 크기에만 의존한 

다면 Hc 또는 H&에 미치는〔一값은 F>C1 

〉Br> 의 순서로 증가 되어야 할 것이지만

Table 6. Dilution effect in CCI4 solvent on the chemical shift (ppm) of aromatic proton signal in anisole 
derivatives.

Type of compound Anisole 少-Chloroanisole 2-Iodo-4-chloroanisole

T Value % 氏 Ha 瓦 Hs Hr

10* 3. 22 2. 87 2.72 3.12 2. 70 3. 30 2.75 : 2. 22
20* 3. 30 2. 90 2.75 3. 22 2.78 3. 32 2.75 2.24
40* 3. 30 2. 92 2.80 3. 30 2. 85 3, 35 2.80 ! 2. 29
80* 3. 35 2. 97 2. 85 3. 35 2. 93 3.40 2.80 ! 2. 27

* Concentration (% V/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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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eshielding area of 2,4-dihalogen anisole 
derivatives ((—) indicates the deshielding zone.)

Tables 3, 4 에서 보듯이 그 순서 는 로

Van der Waals 반경에 비례하여 증가되어 있 

다. 따라서 2-치 환기 의 안가려막기 효과는 그 

전기 장의 공간적 분포 즉, 그 Van der Waals 

반경에 비례하여서 변화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으며 Figs. 2, 3에서 도 이 경 향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경우 C—X결합은 벤젠고리 평면과 같은 평 

면 위에 있음은 물론이다. 6-위치에 치환기가 

있는 경우에는 6-치 환기에 의한 안가려 막기 효 

과와 2-치환기의 것이 중첩됨으로 Hd의 경우

값은 2-치환기의 Van der Waals 반경 즉, 

그 쌍극자 음성 부분의 영향이 크지 못하나 Hc 

의 경우에는 2-치 환기 의 영 향을 주로 받고 있 

다. C&g. 2, 3참조). 플루로오르의 경우에는 

그 쌍극자모멘트는 크지만 Van der Waals 반경 

이 작고, 즉 그 쌍극자 음성 부분의 영역이 입 

체 적 으로 넓 지 못하여 서 미 소한 一값을 보 

여주고 있는 것이며 이 결과는 T沥Ze2 에 표시되 

어 있는 종전의 결과와도 일치되고 있다. Figs. 

2,3 작도상에서 편이된 값을 보여주고 있음은 

플루오르의 Van der Waals 반경 이 다른 할로겐 

원자에 비하야 월등이 작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경향은 2-치환기가 할로겐 원자가 아 

닌 경우, 즉 2-CN, 2-COOCH3 의 경우에도 관 

찰되고 있다(T沥"3). 벤젠고리의 -CN 또는 

-COOCH3 치환기가 벤젠고리와 동일 평면상에 

있음은 종전의 연구 결과로 알려져 있으므로 2- 

치환기의 입체적인 여건이 양성자 Hc 및 H, 에 

대한 안가려막기 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현재까지의 실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2,3-디할로겐 , 2,4,6-트리할로겐 

유도체 분자내에서 2-할로겐 원자는 벤젠고리 

평면에 있어서 인접된 양성자에 입체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핵자기공명 스펙트라의 一/伝 

값의 검토 결과로서 관찰한 것이 된다.

더 많은 예를 갖추어서 실험 을 하여 야만 보다 

더 확실한 정량적 곁론을 지을 수 있을 것이며, 

벤젠고리 양성자들의 2"• 값의 해석에 있어서 

외 부 자장에 대 한 결 합의 극부적 인 비 등방성 효 

과6에 관하여 서 도 세 밀 한 관점 에 서 고찰하여 야一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결과만으로서도. 

정성적인 관점에서는 T沥"1 에 표시된 실험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간접적이지만 크게 도 

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지견을 얻었다고 사료- 

된다.

본 연구과정에서 헥자기공명스펙트라를 취 

하는데 협조해준 본 연구소 박경배씨 및 김은;中 

씨에게 각각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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