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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환기 효과는 반응 메카니즘을 밝히는데 매 

우 중요하며 지금까지는 기질 1T。의 치환기 효과 

를 주로하고, 일부 친핵체의 치환기 효과도 고 

려하여 연구한 바 있다.

그러나 반응메카니즘은 기질 이외에 이탈기와 

친 핵체 의 치 환기 효과를 종합적 으로 동시 에 검 

토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저자들은 지금까지 전혀 그 예가 없는 

기질, 이탈기 및 친핵체의 치환기 효과를 3변 

수 계로 하여 그에 합당한 반응메카니즘을 고찰 

하려 고 하였다. 전보H에 서 아렌술픈산치환벤질 

과 피리딘 및 N,N-디메틸아닐린과의 반응메카 

니즘을 검토함에 있어 기질인 벤질부와 이탈기 

인 술포네이트부의 반응상수 Pz, 內를 검토 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보와 같이 아세튼 용매중, 

35。。에서 친핵체인 디메틸아닐린과의 반응상수 

伽를 구하고 Px, Py, Pz 를 3변수 계로하여 

그에 합당한 Sn2 반응 메카니즘을 상세하 고찰 

하였다.

아렌술폰산치 환벤질과 디메 틸아닐린을 35°C 
아세톤 용매에서 반응시켜 기질의 치 환기효과를 

검 토한 결과 仞와。丫 에 관한 연구“는 친핵 체 

의 치환기 상수가 양의 값으로 커짐에 따라 서 

서히 Pz의 값은 음으로 커져 林의 함수로 되 

어있었다. 이는 친핵체의 친핵력이 약할수록 C 
•••。의 결합이 약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Z（기 

질의 치환기） =H〜?-NC）2의 범위에서 ZY간의 

상호작용은 있으나 ZX 간에는 거의 없음을 확 

인 하였다.

결국 ZY 나 ZX 사이의 상호작용의 유무는 치 

환기변화에 의한 반응메카니즘의 변화 （Sn2-〉 

SU） 에 대응한다고 생각된다.

한편 이탈기부의 치환기효과 px 는 Y （친핵체 

의 치환기）가 0-MeO 에서 »i-NO2로 바뀜에 따 

라 양의 값으로 커져서 친핵체에 전자를 끄는 

기가 불어 있을수록 C-0 결합이 약해지고 있 

으며 Px 에 대 한 収의 도시 는 기 울기 0.7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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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rate constants for the reaction of benzyl 

m-nitrobenzenesulfonate with substituted N, N-dimet- 

hyl anilines in acetone

Sub. of 
anilines t°C

A2X10*
(ImolT sec'1) JH*(kcal) 4S*e.u)

/>-MeO 35 487 9.20 - 34.8

25 286

15 161

p-Me 35 240

H 35 116

/>-Br 35 56.2

加-NO? 35 14.2

/>—NOg 35 2. 55

Table 2. Substituent effect of nucleophiles (")

Sub. of 
sulfonate

(X)

Sub. of benzyl (Z)

?-Me H />-no2
H 一 1.94 -1.90

p-C\ -1.80

W-NO2 一 1. 37 -2.31

직선이 성립 되었다(Px는 衣의 함수).

본 보에서는 아렌술폰산 치환벤질과 치환 N, 
N-디메틸아닐린을 35%, 아세톤 용매에서 반응 

시켜 치환기 효과를 검토하였다. 그중 한 예를 

T澎Zel 에 나타내었으며 친핵체의 치환기가 전 

자주기 일수록 반응속도 상수가 큰 2분자 치환 

반응 이었다.

한편 친핵체의 치환기 효과 |內1는 7遂"2에 

서와 같이 Z=H 일때 X(이탈기의 치환기)가 

H, 0-C1, 仇项。2로 변함에 따라 감소하고 그_ 

기울기는 0.75였다0X 의 함수). 따라서 이 범 

위의 치환기에서는 전보와 관련지어 C“・O의 개 

열과 N“・C의 결합이 동시에 일어나는 협동 

(concerted) SN2 반응임을 알 수 있다. 이 순서 

로 X가 H, 2-C1, «z-NC)2로 변함에 따라 전이 

상태에서 C・”O 결합이 작아지며 Z=2-NC)2의 

경 우는 I Py I 는 증대 하나 p~Me 의 경 우는 거 의 

변화가 없다. 이러한 사실은 Swain, Thornton" 
그리 고 Harris13 둥이 주장한 Sv2 반응의 전이 상 

태 구조와 잘 일치한다.

그러면 이들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위하여 치 

환기 Z 를 일정하게 하고 치환기 X,Y 에 의한 

계의 자유에너지의 변화를 zfG*(XY)라 하고 X 
=Y=H를 임의의 기준으로 해서,G*(OO)로 

표시하기로 한다. ,G*(XY) 가 미분 가능한 함 

수라면 Taylor 전개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JG*(XY) =JG*(OO) + 議％/X+饗Y 

+!霧”WY+嚟与X2

+等g......

/G속(XY)一』(产(00)는 log 奴丫/血)。로 변형해 

도 좋다. JX, JY 를 ©X, g 라 두면,

互xy) =Px, 2：('＜帽 ^＜丫)=。丫로 놓 
을수 있다 • 带顼聲)는 警에상 

당하며 Px 의 X 치 환기 에 의 한 변화, 즉 Ham- 
mett 측으로 부터의 벗어남이다.

마찬가지로』籍는 內의 nY 치환기에 의 

한 변화에 상당한다.

본 연구에 서 는 어 느:경 우에 도 Hammett 측에 

잘 맞기때문에 踝율二 W耕의 2차 편미 분 

항은 무시된다.

나머지 2차미분항 豔;=£」碧)=程 

는 pY의 X 치환기에 의한 변화이 다. 같은 2 
차미분항-^유=糸弋籍)=一带는 四의 

y치환기에 의한 변화에 상당하며 교환성이 있 

o 口로 _으丝=으祭一가 되다 
一一도 ax 3Y 「电다、

따라서 츠-= 4鷺 가 된다

즉 內의 ©X 에 대한 의존성은 0X 의 內에디］ 

한 의존성과 같다. 다음식으로 일반화 시킬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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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奴y/^00 = KWx+ 內。Y + 0XY。X。Y

이 제 3 항 QxMxGy 는 XY 사이 의 상호작용 

항으로 그 크기는 상호작용의 크기를 나타낸다 

고 생각한다. .

또。XY가 일정한 값이 얻어지면 XY의 변 

동의 범위에서 일정한 반응메카니즘이 유지된다 

고 할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XZ,YZ 사이도 성립 될수 있 

으므로

log^XYZ / 庇)00 = Pxff X + PE Y + + pXYff xC「Y + p

XZ°X°z +內로 생각된다.

Pxx 는 X 와 Y, 즉 친핵 체와 이탈기 와의 N … 
。••。의 협동(concertedness)의 정도, 內z 는 N 
••( 결합성 정도, pxz는 이탈기 C・・・0 결합 

개열의 정도를 반영한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Taylor 전개 로 부터 伽丫内収 라고 하는 상호작 

용항이 분리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실험적으로 

분리하려고 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서 븐 

연구의 결과로 부터 Z=H 의 경 우 X,Y 간의 

상호작용항의 분리를 시도해본 결과 內와 ©X, 
QX와 OY와의 직선 관계로 부터 양쪽 모두 기 

울기가 0.75가 얻어진 것으로 부터 이와같이 일 

반화할 수 있 다.

상호작용항은 0. 75(7河\ 으로 정 량적 으로 표시 

할 수 있다. Z=H 일때 所丫가 0.75로 일정 

치를 갖는다는 것은 C…0 결합 개열과 N…C결 

합성이 동시에 일어남을 뜻한다. N위의 전하의 

변화는 0위의 전하의 변화로 상쇄되어 벤질 C 
위에는전하의 변화가 없음을 의미한다. 다음 

X,Z 간의 상호작용항을 분리 하면 Sn2 반응메 카 

니즘이 우세할 것이라 예상되는 Z=/iNO2〜H 
의 범위에서는 Qxzno.l로 계산되며 이 값은 

매우 작은 값으로 X와 Z와의 상호작용은 거의 

무시됨을 의미한다.

다음 Y,Z 간의 상호작용항을 보면 Sn2 메카 

니즘이 우세하다고 예상되는 Z=/>-NO2〜H 의 

범위에서는 Pyz= — L2의 큰 값이 얻어져 Y,Z 
간의 상호작용이 큼을 알 수 있다.

한편 SN1 메카니즘이 우세할 것으로 생각되는 

Z=»Me〜H의 범위에서는 거꾸로 ⑵口는 거 

의 0이 다. 따라서 기 질의 치 환체 Z 의 변화에 

의한 상호작용항 Pyz 의 변화는 유효한 반응메 

카니즘의 판별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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