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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 約. 非線型 Hammett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서 XC6H4CH2C1 (X=H, p-CU3, ^-NO2) 

와 benzyl radical, cation, anion 에 대해서 CNDO/2 계산을 행하였다. 이로부터 얻은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염화벤질은 C-C1 결합과 고리의『system 간의 o-it conjugation _으로 기 인되는 borderline 성 질 

을 나타내고 있다.

2 Mutual conjugation 程度는 z-charge 와 bond alternation, ji interfrontier level separation 

narrowing 효과로 확인된다,

3. 전자공여 파라치환체는 벤질탄소의 HOMO A0 계수를 감소시키는 반면, 전자흡인 파라치환 
체는 벤질탄소의 LUMO AO 片수를 감소시킨다.

ABSTRACT. CNDO/2 calculations on XC6H4CH2C1, where X=H, ^-CH3, />-NH2 and A-NO2, 

and on benzyl radicals, cations and anions have been carried out in order to investigate nonlinear 

Hammett behavior.

Main conclusions reached are：

1. Benzyl chloride exhibits borderline behavior due to(7」兀 conjugation between C-Cl bond and 

the ring-system.

2. The extent of mutual conjugation can be judged by ^-charge and bond alternation and inter

frontier level separation narrowing effects.

3. The electron donating para substituent reduces the HOMO AO coefficient of the benzylic 

carbon, while the electron withdrawing para substituent reduces the LUMO AO coefficient of the 

benzylic car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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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序 論

Hammett式, （I） 은 구조와 반응성 을 관계 짓는 

잘알려진 경험식이다.

logQ“o）=qo （1）

이 式은 원래 벤젠고리 의 메 타나 파라치환체 가 

side chain의 반응중심탄소에 미치는 영향을 나 

타내는 직선관계식이었으나 최근 반응중심이 S, 

N, 및。等 非炭素인 경우에도 적용되며1 평형 

성질, 반응성 및 스폐트럼 성질2등에 폭넓게 적 

용됨 이 밝혀 졌다. 그러 나실험 오차, 불순물의 반 

응, 단일반응의 분리不可能 또는 副반응에 의한 

복잡성 등으로 직 선에서 벗어 나는 경우가 생긴다. 

어떤 경우에는 分極作用이나 공명효과를 따로 고 

려하는 별도의 치환기효과를 사용함으로서 직선 

성 （直線性）의 유지 가 가능해진다% 그러 나 非線 

型 Hammett 관계 의 가장 큰문제 는 Fig. 1 에 

서 보는 두가지 型이며 대부분의 경우 이들은 

borderline 化合物의 친핵성 치환반응에서 速度 

결정 단계 가 bond breaking 에 서 bond formation 

으로 변하기 때문에 생기며 （B형）, 완전한 메카 

니즘의 변화로 생기는 경우도 （A형） 있다七 

염 화벤질 , C6H5CH2C1, 대 표적 인 borderline 

화합물로서5 친핵성 치 환기가 electron donating

(7

Fig. 1. Two typical nonlinear Hammett plots. 

에 서 electron withdrawing 으로 변 할때 속도결 

정 단계 가 bond breaking 에 서 bond formation 

으로 변하여 Fig. 1의 B 꼴 Hammett 관계를 

나타낸다는것이 널리 알려져있다. Dewart 섭 

동분자궤도법 （PMO） 에 의하면 phenyl 기는 士 

E 活性을 가진 치환체이므로 벤질炭素의 SnI 
및 Sn2 반응성을 모두 증가시키게 된다. 이 간 

단한 이론에 따르면 士E 치환기는 벤질系와 같 

은 odd alternant hydrocarbon （odd AH） 의 陽이 

온, 라디 칼, 및 陰이 온을모두 安定化 시 켜 주며 , 

+E 치 환기 는 odd AH 陰이 온을, —E 치 환기 는 

odd AH 陽이 온을 크게 安定化 시 켜 준다. （Table 

1 참조）. Phenyl 기는 士E 치 환체이지만 파라위 

치 에 강력한 electron donating group 인 — NH2 

기 가 붙으면, 力-aminophenyl 기 는 一E 活性의 

기 가되 고 강력 한 electron withdrawing group 인 

—NO? 기 가 치 환되 면 /mitrophenyl 기 는 +E 活 

性의 기가 되며 각각 SnI 반응성 （천이상태에서 

bond breaking 이 bond formation 보다 더 많이 

진행되어 陽이온의 성격을 띤다）과 S&2반응성 

（천이상태에서 bond formation 이 더 많이 진행되 

어 陰이온의 성격을 띤다）을 증가 시키게 된다. 

Streitwieser 는? 치 환기를.가진 벤질 陽이온들의 

에너지를 MO 法으로 계산하여 SnI 반응성과 직 

선관계를 가졌음을 확인한 린卜 있고 Davidson 과 

Williams* X로 치 환된 X-C6H4CH2CI厂형 의 陰 

이 온 （Sv2 반응의 천 이 상태 모형 ） 의 에 너 지 를 

M0 法으로 계산하여 活性化에너지를 산출하고 

Hammett 의 치 환기 상수。와 직 선관계 가 있음 

을 확인하였다. 이 두가지 연구의 결과는 SN1 

반응성의 모형으로는 벤질陽이온이, SQ반응성

Table 1. Relative stabilyzing effects of E subs

tituents on odd AHs. 6

Substituent
odd AH 

cation
odd AH 
radical

odd AH 

anion

士 E medium medium medium

+E (a) medium strong

-E strong medium (b)

(a) Effect is complex ； (b) Weak destabiliiz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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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형으로는 벤질陰이온이 적절한 것임을 보 

여 준다. 한편 Fukui 의 frontier MO (FMO) 이 

론9에 의하면 반응성 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궤 

도는 최고점유궤도(HOMO)와 최저 비점유궤도 

(LUMO) 등의 frontier orbital 이 다. Henri- 

Rousseau 와 Texier"는 간단한 Hiickel MO-FMO 

로서 Hammett관계를 설명할 수 있으며 Fig. 1 

의 B 형 非線型 Hammett 관계도 FMO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밝혔다 (Fig. 2). 즉 두 반응 

물 R 과 S 가 있을때 S 에 electron donating 

group 이 치환되면 S 의 FMO 들을 높이므로 

HOMO(S)-LUMO(R) 간의 간격이 줄어들어, 

이들간의 상호작용이 반응속도를 결정하며 ^<0 

이 고, 반대 로 electron withdrowing group 이 치 

환되 면 S 의 FMO 들을 낮추므로 LUMO(S)- 

HOMO (R) 간의 상호작용이 커 져 반응속도를 

결정하여 p〉0 로되어 결국 B 형 C&g. 1)의 

Hammett 관계를 준다는 것이 정성적으로 설명 

된다. 이상의 천이상태 모형및 FMO 연구는 모 

두 에너지 만을 고려한 것이었다. 본연구에서는〕 

대 표적 인 electron donating group 인 및

/>-NH2 기 와 대 표적 인 electron withdrawing group 

인 p~N()2 기 로 치 환된 benzyl system 의 中性分 

子 (benzyl chloride), 陽이 온, 라디 칼, 陰이 온 

및 X-C6H4CH2C12- 錯體에 데하여 CNDO/2 계 

산을 실시하고 eigenvalue성질 (에너지) 보다는 

eigenvector 성 질 (궤 도함수) 을 조사 검 토하여 非

LUMO

HOMO

Fig. 2. Change of the favored FMO interaction with 

increasing a values.10

線型 Hammett 관계를 논의 해보고자 한다. A> 

형 Hammett 관계 를 주는 대표적 인 화합물로서 는- 

benzalehyde -f- 택 하였다.

2. 계 산

CNDO/2 계산에 사용된 geometry 는 standard 

bond length 및 bond anglQ】을 사용하여 계 산한 

것이 었으며 X-C6H4CH2CI厂에서 C-C1 간의 간 

격은 표준 결합길이에 10 % 를 가산한 길이 12로 

하였다.

3. 結果 밒 檢討

벤젠고리를 통한 치환기효과는 주로 几-전자에 

기인되는 것이므로 CNDO/2 계산 결과에서 冗一 

전자의 기여분만을 분리하여 고려하였다. Table 

2을 보一면 치 환된 벤칠 系들의 atomic charge와 

overlap population 0] 요약되 어 있다. 우선 benzyl： 

chloride 를 볼때 electron donating group (X— 

NH2) CHQ은 G,C3 및 C5에 陰電荷를 C2및 C4 

에 陽電荷를 주며 electron withdrawing group 

(X=NO2)은 Cl, c3 및 展에 陽電荷를 c2 및 c4 

에 陰電荷를 주어 부호가 뒤 바뀐다. 이것은 

—CFLCl 기 가 파라위 치 의 치 환기 에 따라 electron 

acceptor 로도 또는 electron donor 로 작용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즉, 어떤 성질의 基이 

건 C7과 direct (mutual) conjugation 가능해 

진다. 이와 같은 conju용ation 은 overlap popula- 

tion 에 도 反映되 며 C「C7 및 C2-C3 결 합의 兀一 

overlap population 의 증가로 나타나고 C「C2 및 

C3-C4 결합의 overlap population 을 감소시 킨 

다. 결국 ^-atomic charge 와 兀一bond population 

의 alternation 이 뚜렷 해지 며 分子는 安定化된 

다. °1 러 한 mutual conjugation은 C7-C1 간의 

결합과 고리의 勿-전자 사이의 o-% conjugation. 

( I )에 기 인된다0 띠라서 CLo 결합은 7T- 

acceptor 로도 작용하고 ©-donor 로도 작용함을 알 

수 있다. (borderline성질). 그러 나 陽이온의 경 

우는 X=NH2 일때 가 또 陰이 온의 경 우는 X = 

NO2 일떼가 압도적으로 강한 charge 및 bond 

altemation 을 보이 고 있 어 강한 mutual conju 

gation, (II) 및 (III)이 일어나 큰 安定化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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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써e 2. CNDO/2 Calc니ations of ^-'formal charges and ^-overlap populations for benzyl systems.

atomic charges Overlap population

C7 Ci C2(Ce) Cs(Cs) C4 C1-C7 C1-C2 C2~Cs C3-C4

Benzyl chloride

X=H 4-0. 09 -0- 01 +0. 01 0.00 0.24 0.65 0.67 0.66

x=ch3 +0.09 0.00 0- 00 一0. 02 +0.03 0.24 0.64 0.68 0- 65

x=nh2 + 0.09 -0. 04 + 0.02 -0.06 +0.06 0.24 0.64 0-68 0-63

x=no2 + 0.08 +0.05 一 0. 02 +0.04 -0.07 0.24 0.64 0- 68 0.64

Benzyl radical

X=H -0. 03 + 0. 03 0.00 0. 00 0.00 0.43 0.60 0.68 0.65

x=ch3 -0-04 +0.01 —0.02 + 0. 03 — 0.04 0.43 0. 59 0. 69 0. 63

x=nh2 -0-05 0. 00 +0. 02 -0.05 +0. 05 0.44 0- 59 0. 69 0.63

X=N6 -0.01 + 0.05 一0. 01 + 0. 03 -0. 07 0.44 0.59 0- 69 0.62

Benzyl cation

X=H +0.60 -0. 07 +0.15 -0.02 +Q 21 0.63 0. 53 0.72 0.62

x=ch3 +0.56 -0. 08 +0.15 -0.05 40.25 0.66 0- 50 0.74 0. 59

x=nh2 +0.52 -0.08 +0.15 -0. 07 +0- 25 0.68 0.49 0. 75 0.56

X=N6 +0.62 -0. 06 +0.15 0.00 +0.15 0.62 0. 53 0- 71 0.61

Benzyl anion

X=H —0.68 +0.15 -0.16 4-0.03 -0. 21 0.59 0.53 0. 71 0.63

x=ch3 -0. 67 +0.15 -0.15 +0. 02 -0.19 0.60 0.53 0. 72 0.61

x=nh2 —0. 68 +0.14 一 0.15 -0- 01 一0.16 0.58 0.54 0. 70 0- 62

x=no2 -0.58 +0.15 -0.15 +0. 06 一 0.28 0.66 0- 49 0. 79 0- 56

C6H5CH2C1厂
X=H + 0.19 +0.09 ~0. 04 4-0.01 -0. 06 0. 25 0.63 0.68 0.66

x=nh2 + 0. 20 +0.03 0. 00 一 0.08 +0.02 0. 25 0.63 0.68 0.63

X=NO2 +0.18 +0.15 -0- 05 +Q 05 -0.13 0. 27 0.61 0. 70 0.61

져옴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PMO 이론에서 말하는 一E 치환 

. 체 (/>-aminophenyl 기)와 +E 치 환체 (/)-nitro- 

phenyl 기 ) 에 해 당된다. Radical 의 경우 X=NO2 

일때 약간 더 뚜렷 하게 charge 및 bond alternation 

이 일어나기는 하나 X=NH2, CH3 에서도 

.charge 및 bond alternation 을 볼 수 있고 따라서 

모든 치환체에서 mutual conjugation (IV)이 일 

•어나 安定化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Table 1 

의 PMO 이론에서 예측되는 士E activity 이다. 

林 2 반응의 천이상태 모형 인 XC6H4CH2CI厂에 

서는 역시 기대되는대로 X=NO2 일때가 강한 

charge 및 bond altemation 을 일 으키 며 따라서 

安定化된다 ( V) 7话" 2에서 charge 및 bond 

alternation 의 강도 즉 mutual conjugation 强 

度를 보면 다음 순위로 증가한다.

이와 같은 charge 및 bond alternation 의 결과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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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门반응의 친이 상태 모형인 陽이온에서는 

electron donating group 의 安定化가 크고, 5^2 

반응의 천이 상태 모형 인 陰이 온이 나 X-C6H4CH2 

C1 厂에서는 electron withdrawing group 의 安定 

化 효과가 큼을 보여 줌으로서 benzyl chloride 치 

환체들의 반응에서 Fig. 1 의 B 형 Hammett 

plot의 가능성을 해명해준다. 즉 electron dona- 

ting group 이 있 을때 는 陽이 온 형 성 이 용이 해 

짐으로서 bond breaking 이 촉진되고 electron 

withdrawing group 이 붇어 있 으면 陰이 온 형 성 

이 용이해짐으로 bond formation 이 촉진되어 前 

者에서는 bond breaking 이 앞서고 後者에서는 

bond formation 이 앞서 게 됨 을 알 수 있다. FMO 

에너지와 FMO 간의 에너지差를 보면 Table 3 

고卜 같다. Electron donating group 인 /)-CH3 이 나 

/>-NH2 는 FMO 들을 모두 상승시 키 나 상대 적 으 

로 HOMO 가 더 상승되 며 electron withdrawing 

group 인 @-NC)2 는 FMO 들을 모두 下降시 키 지 

만 상대적으로 LUMO를 더많이 下降시키고 있 

어 치환된 염화벤질의 FMO 간격은 줄어든다.

이 것 은 모든 치 환기 가 CHgCl 기 와 mutual con

jugation 0] :가-능하여 conjugation chain 0] 길어 지 

기 때문이며", 上記의 population analysis 결과 

와 잘 一致한다. 즉 C7-C1。결합이 고리의 7C- 

system 과 conjugation conjugation)^- 일으 

키기 때문이며 이것이 또한 염화벤질이 borderline 

성질을 가지는 원인이다. />-NH2 치환채 陽이온 

과 AN02치환체 陰이온에서는 이러한 inter

frontier level separation narrowing 현상이 

현저하게 커진다, 이것은 물론 강한 mutual 

conju용ation 의 결과이며 위의 population analysis 

의 결과와 부합된다. 다음에 Table 4 를 보면 

FMO 의 AO coefficient i\ 요약되어 있다. 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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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兀-FMO energies (in Hartrees) for benzyl 

systems calculated by CNDO/2 method.

HOMO LUMO JE(LU-HO>

Benzyl chloride

p~H 一 0.4723 0. 0798 0.5521

p~ch3 -0.4460 0. 0821 0.5281

/>-nh2 -0. 4182 0. 0872 0.5054

/>-no2 -0. 5029 0.0347 0.5376

Benzyl radical

p-H -0. 3806 0.1406 0.5212

p-ch3 -0.3671 0.1407 0. 5078

Z-NH2 -0.3556 0.1383 0- 4939

ANO2 -0.4120 0. 0527 0.4647

Benzyl cation

-0. 7267 -0.2843 0- 4424

p~ch3 -0.7219 -0.2696 0.4523

y>-NH2 -0. 6703 -0.2631 0.4072

力-NO? -0. 7527 -0- 3125 0.4402

Benzyl anion

p-H 一0.0590 0. 3565 0.4155

ACH3 -0.0611 0. 3498 0.4109

/)-nh2 -0. 0538 0. 3478 0.4016

p-NO2 -0.1065 0.2421 0. 3486

벤즐;에서는 /-NO2치환체가 LUM。의 C7 AO 

c眼伍cient 를 현저 하게 감소시 키 고, Q-NH? 치 환 

체 는 HOMO 의 C7 AO coefficient 를 현 저 하게 

감소시킨다. 이들은 인접원자 G의 변화와 대조 

적인 것이다. 즉 力-NO?의 경우 LUMO의 AO 

coefficient G 에 서 증가하고 C? 에 서 감소하며 

/)-NH2 의 경 우 HOMO 의 AO coefficient 가 Cj 

에서 증가하고 C7 에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4-치환된 butadiene 에 대 한 FMO 특징 을 

일반화한 Houk 의 보고와 일치 한다 15. 한편 陽이 

온의 FMO는 ANH2치환체의 것만이 유독 큰차 

이를나타낸다. QNH2기의 HOMO는 C’의 AO 

coefficient 가 一 0.350 으로서 그 절대 값이 염 화벤 

질에서 (0.150) 보다 크고 다른 치환체의 것들 

(모두 0.00) 보다 크다. 이 와 같은 뛰 어 나는 MO 

의 변화는 />-NO2 치환체의 radical 및 陰이온의 

LUMO 에서도볼수있다. 염화벤질에서 陽이온 

이나 陰이온으로 변할때 C7 의 FMO AO(:眼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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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t 는 상대 적 으로/1NH2 와/>-N02 에 서 각각 

가장 크게 증가한다. 염 화벤질의 HOMO 는 陽 

"이온의 LUMO 가 되고, LUMO 는 陰이온의 

WMO 가 됨 을 참작한다면 陽이 온의 경 우 y>-NH2 

에 서, 陰이 온의 경 우 /»-NO2 에 서 AO coefficient 

가 가장크게 자라남을 알 수 있다. 즉 FMO 

《oefficient 로서 볼때도 /lNH? 치환체의 陽이온 

化, AN02 치환체의 陰이온化에서 C7 FMO 

Activity 의 가장 큰 증가를 동반하여 각각 SN1 

반응성 과 Sn2 반응성 의 증가를 가져 옴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C7 에서의 FMO AO coefficient 

의 growing 은 앞서 언급한 interfrontier orbiljal

separation 의 narrowing 으로 인한 인접 orbital 

들의 mixing 효과 일것으로 예상된다比. 마지막 

으로 A 형 (Fig. 1 )의 Hammett plot 를 주는 화합

Table 4. AO Coefficients of frontier orbitals for benzyl systems (CNDO/2).

HOMO LUMO

C7 Ci c2 c3 c4 c? Ci C2 C3 C4

Benzyl chloride

X=H 0.222 -0. 443 ~0.286 0.195 0.454 0. 383 0.266 -0.213 -0.106 0. 289

x=ch3 0.191 -0.467 -0.262 0.254 0.459 0- 375 0.269 一 0.213 一 0.114 0.305

x=nh2 0.150 -0.461 ~0.216 0.300 0.397 0.386 0.241 一 0.213 一0. 085 0.289

x=no2 0- 232 -0. 421 -0. 285 0.177 0.451 0- 236 0.383 -0.193 -0.243 0.363

Benzyl radical

X=H 0.729 -0.218 T). 347 0.088 0.406 0. 000 0.000 0.473 -0.526 0. 000

x=ch3 0.689 -0.239 T). 335 0.122 0.414 0. 000 0.000 0.477 -0.522 0.000

x=nh2 0.652 一 0.258 -0- 320 0.158 0.402 0- 000 0.000 0.481 -0. 518 0. 000

x=no2 0- 724 一 0.181 — 0.344 0.055 0.401 0.181 -0- 371 0.038 0.322 ----

Benzyl cation

X=H 0. 000 0.000 -0. 501 —0.499 0. 000 0.793 一 0.056 -0.345 0.020 0.360

x=ch3 0. 000 0. 000 -0.495 -0. 503 0. 000 0.776 -0.075 -0.342 0.044 0.363

x=nh2 -0- 350 —0. 363 0. 029 0. 346 0- 239 0.767 -0.091 一 0.340 0.069 0. 357

x=no2 0. 000 0. 000 -0.498 -0.502 0. 000 0.772 -0.015 -0. 340 0-020 0.364

Benzyl anion

X=H 0. 793 0. 010 -0. 347 -0. 004 0.361 0.000 0.000 0.497 -0. 503 0. 000

x=ch3 0. 779 0. 004 -0. 345 -0- 004 0. 367 0. 000 0. 000 0.500 -0- 500 .0.000

x=nh2 0. 774 -0. 016 -0.344 0.029 0.362 0.000 0.000 0. 503 -0.497 0.000

x=no2 0.762 0.061 -0. 338 -0. 061 0. 367 0.266 -o. 258 -0.076 0.2Q5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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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 알려진 benzaldehyde17^ eigenvector•성질 

들을 Table 5 및 6 에 요약하였다. "Atomic 

charge 分布로 볼때 우선 CHO 기 는 강한 electron 

withdrawing group 임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p~ 

NH2 의 경 우는 강한 mutual conjugation 에 의 한 

-charge 및 bond altemation 이 강하게 일어 나 安 

定化되 나 />-NO2 의 경 우는 conjugation 이 매 우 

작다. 즉 CHO 기 는 -CH2CI 기 와는 달리 border- 

line성질을 주지못하며 따라서 이때 phenyl 7] 

도 士E 치 환체 로 작용하지 못한다. ^-NH2~ 

卫henyl기는 염화벤질에서와 같이 一E치환체로 

작용한다. Benzaldehyde 에 서 는 bond breaking 

이 앞서는 SnI형 반응성을 상상하기 어려우므 

로 bond formation 만이 반응성을 결정하게 된 

다. p-NHa 기 를 mutual conjugation 에 의 한 安 

定化로 initial state가 安定하게되어 반응성의 

감소가 예상된다. 물론 />-NH2 (electron donat- 

ing)기에 의한 FMO 특히 LUMO 의 上昇에 따 

라 반응성의 감소가 예상된다 18. 따라서 Hammett 

plot 는 p〉0 인 직 선형 이 예 상되 므로 이 化合物 

의，/ 반응성 에 서 A형 의 Hammett plot 를 얻 었 

다는 것은 electron donating group 과 electron 

withdrawing group 의 치 환체가 각각 다른 메카 

니즘으로 즉, 다른 단계에서 반응속도가 결정됨

Table 5. CNDO/2 calculations of formal charges (it) and “一overlap populations for benzaldehydes.

Table 6. AO coefficients of frontier orbitals for benzaldehydes (CNDO/2).

Atomic charges Overlap population

C7 Ci C2 C3 C4 C1-C7 CH》 C2-C3 C3-C4

X=H 0.22 -0.02 0.02 0- 00 0- 02 0.30 0.64 0.67 0.66

X=CH3 0.23 -0.03 0.03 -0. 02 0.06 0.30 0.63 0. 68 0.65

x=nh2 0.22 -0.07 0.06 -0. 07 0.19 0.31 0.62 0.69 0- 61

X=N02 0.22 0. 01 0.02 0. 02 0-04 0. 29 0.63 0.68 0.64

HOMO LUMO

C7 Cl C2 C3 C4 c7 Ci C2 C3 C4

X = H -0.190 0.495 0. 296 -0- 214 一 0.490 -0. 405 -0. 406 0- 320 0.173 -0. 451

x=ch3 -0.138 0.484 0. 245 -0. 266 -0.463 -0. 391 一 0.398 0- 313 0.175 -0. 458

X=NH2 ~0. 076 0. 458 0.162 -0. 329 -0. 338 一0. 371 -0.371 0. 323 0.129 -0- 454

x=no2 -0. 200 0.470 0. 295 -0.194 -0. 482 -0.272 -0.406 0.236 0.259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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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뜻한다 18. 이러한 사실은 물론 실험적으로도 

잘알려 져 있 다. Table 6 을 보면 benzaldehyde 의 

FMO coe伍cient 가 요약되어 있다.

여기서도 C?의 상대적인 AO크기는 염화벤질 

에서와 일치한다. 즉 electron donating group 은 

C7 의 HOMO AO coe伍cient 를 크게 감소시 키 고 

electron donating group 은 LUMO 의 AO coe伍- 

cient 를 크게 감소시 킨다. 이 것은 benzylic

carbon 에 대한 일반법칙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염 화벤질은 t7-?r conjugation 으로 border

line 성격을 갖는다. 이것은『charge 및 bond 

alternation 과 interfrontier orbital separation 

narrowing 효과로서 확인된다.

(2) Mutual conjugation 효과가 강할 수록 x- 

charge 및 bond alternation이 현저해지고 inter- 

FMO separation narrowing 효과가 크다.

(3) />-NH2-phenyl 기 와 p-NO?-phenyl 기 는 

각각 벤질陽이온 및 陰이온에서 一E 및 +E치환 

체로 작용하고 radical 에서는 둘다 士E치 환체로 

작용한다.

(4) 벤질 탄소 C7, 의 AO coefficient electron 

donating group 이 파라에 치 환되 면 HOMO 에서 

크게 감소되 고 electron withdrawing group 이 

파라에 치환되면 LUMO 에서 크게 감소한다.

(5) Svl형 반응에서는 陽이온 천이상태를 이 

룰때 ?一NH2 치 환체의 C7 FMO AO coefficient 7} 

상대적 으로 가장 크게 자라고 Sn2 형 반옹에서 는 

陰이온 천이상태를 이룰때 ANQj치환체의 c7 

FMO AO coefficient 7} 상대적 으로 가장 크게 자 

란다.

(6) B형의 Hammett 관계는 boM formation- 

’ bond breaking 의 중요성의 변화로 생기지만 A

형의 plot는 완전한 메카니즘의 변화에 기인된 

다.

謝 意

본 연구는 理論物理 및 化學硏究會 (Center for 

Theoretical Physics and Chemistry) 의 연구비로 

수행되 었으며 이 에 대하여 謝意를 表한다.

REFERENCES

1. (a) O. Rogne, J. Chem. Soc.t (B), 1855(1971),

727 (1970) ； E. Ciuffarin and L. Senatore, 

Tetrahedron Lett., 1635 (1974).

(b) I. Lee, T. Uhm and E. S. Lee, J. Korean 

Chem. Soc.t 22, 281 (1978).

(c) E. J. Behrman, J. Amer. Chem. Sac., 85, 

3478 (1963).

2. J. Niwa, Bull. Chem. See. Japan, 42, 192& 

(1969) ； J. P. Idoux and C. K. Hancock, J. Org. 

Chem., 32, 1935 (1967)； J. G. Traynham and 

G. A. Knesel, ibid., 31, 3350 (1966)； T. W. 

Beutley, R. A. W. Johnstone and D. W. Paylingr 

J. Amer Chem. Soc.t 91, 3978 (1969)； R. S. 

Drago and T. D. Epley, ibid.y 91, 2883 (1969).

3. C. D. Johnson, “The Hammett Equation”，Chapt-

3, Cambridge Univ. Press, Cambridge, 1973.

4. B. M. Anderson and W. P. Jencks, J, Amer^ 

Chem. Soc.t 82, 1773 (I960): J. O. Schreck, J. 

Chem. Educ., 48, 103 (1971).

5. R. Fuchs and A. Nisbet, J. Amer. Chem. Soc., 

81, 2371 (1959).

6. M. J. S. Dewar and R. C. Dougherty, “PMO 

Theory of Org. Chem.”，Chapters 4 and 5, 

Plenum Press, N. Y., 1975.

7. A. Streitwieser and R. G. Jesaitis, “Sigma MO 

Theory,w Ed., P. 197, O. Sinanoglu and K. B. 

Wiberg, Yale Univ. Press, New Haven, 1970.

8. R> B. Davidson and C. R. Williams, J. Amer. 

Chem. Soc.t 100, 73 (1978).

9. K. Fukin, "Theory of Orientation and Stereos- 

election”，Springer Verag, Heidelberg, 1970.

10. O. Henri-Rousseau and F. Texier, J. Chem, 

Ed*., 55, 437 (1978).

11. L. E. Sutton, Ed., “Table of Interatonic Distance 

and Configuration in Molecules and Ions”，The 

Chem. Soc.» London, 1965.

12. N. L. Allinger, J. C. Tai and F. T. Wu, J. 

Amer. Chem. Soc., 92, 579 (1970) ； A. Gambar 

G. Morosi and M. Simonetta, Chem. Phys. Lett.r 

* 20 (1969).

13. P「A. Scherr, M. D. Glick, J. H. Siefert and 

R. D. Bach, J. Amer. Che. Soc., 97, 1782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MO 理論에 依한 反應性의 決定 （第13報） 285

(1975).

14. A. Stertwieser, "MO Theory of Organic Chemists", 

John-Wiley and Sons, N. Y., 1961.

15. I. Fleming, “Frontier Orbitals and Organic 

Chemical Reactions", Chapt. 4, John-Wiley and 

Lons, London, 1976.

16. H. Fujimoto and R. Hoffmann, J. Phys. Chem.v 

78, 1874 (1974).

17- G. M. Santerre, C. J. Han rote, Jr. and T. L 

Crowell, J. Amer. Chem. Soc.t 80, 1254 (1958)-

18. R. Sustmann, Pure Appl. Chem., 40, 569 (1974) °

VoI.2X No. 5, 19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