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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순수한 아세토니트릴용매에서 질산파라一치환 벤질과 파라一치환 아닐린간의 친핵성 치환 

반웅에 대한 2차반옹속도상수를 전기전도도법으로 구하여 Hammett pr와 仲값 및 Br(|)nste(i。값을 계산 

하였다. 이때 아닐电의 치환기 변화에 따르는 段는 음의 값으로 주어졌으며 기질의 치환기에 따라서는 

U자 모양의 비직선형 Hammett 도시가 얻어졌다. 포텐셜에너지표면 및 양자역학적 모형을 적용하여 치 

환기 변화에 따른 천이상태 구조의 변화를 고찰하여 본 결과 본 반웅은 기질의 치환기의 성질에 따라 

결합형성의 정도가 크게 변화하는 Sn2 반응메카니즘으로 진행함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e second-order rate constants for the nucleophilic substitution reactions of para-su- 
bstituted benzyl nitrates with para-substituted anilines in acetonitrile were conductometrically determi
ned. Hammett px and py values and Br(>nsted P values were obtained from these kinetic data. The 
reactions of Benzyl nitrates with the series of anilines showed linear Hammett plots with negative slo
pes. For the change of substituents in the benzyl nitrates, nonlinear Hammett plots with a concave up
wards curve were obtained. We applied the potential energy surface and the quantum mechanical mo
dels in order to examine the transition state variations caused by changes in substituents on the nuc
leophile and the substrat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reaction was proceeded via the S^-type reac
tion mechanism in which the extent of bond-formation was greatly changed depending on the property 

of the substituents in substrate.

서 론

벤질유도체의 친핵성 치환반웅은 유기분자의 

반응메카니즘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반옹 

계로서 많이 연구되어 왔다?t 치환기및 용매변 

화에 따르는 천이상태의 구조변화를 예측하기 

위하여 최근 PES[potential energy surface〕모델。 

과 QM〔 quantum mechanical〕모델'이 널리 적용 

되고 있다七

본 연구에서는 질산 파라치환 벤질과 아닐린

-31-



32 金旺起•孫昌國

Table 1. Observed pseudo-first order rate constants for the reactions of benzyl nitrates with substituted ani
lines in acetonitrile

Anilines、
<m시 分、、、

p-Chlorobenzyl nitrate 
l^iCsec1)

Benzylnitrate 
10$加(sec」)

p-Methyl-Benzylnitrate 
lO^iCsec1)

55 60 65 55 60 65 60 65

0.6 一 — - 一 — — 34.9 42.4
0.5 14.4 20.3 27.5 10.0 12.9 16.8 29.5 35.6/>-och3 0.4 11.0 16.3 22.0 8.48 10.8 14.0 24.7 29.3
0.3 8.93 12.6 16.8 6.82 8.70 11.1 — —
0.2 5.46 8.00 11.8 5. 28 6.40 8.10 — —

0.6 一 一 — — — 一 19.6 27.0
0.5 6.40 9.22 13.0 4.30 6. 35 9.56 16.3 20.9
0.4 4.98 7. 37 10.7 3.30 4.86 7.10 12.1 15.4
0.3 3.41 5.54 7.87 2.. 10 3.26 4. 86 — —
0.2 2.30 3.60 5.15 1.00 1.81 2.85 一 —

0.6 — — 一 — — — 12.2 16.9
0.5 2.71 4.38 7.91 2.45 3.86 5.84 9. 75 11.8

p-H 0.4 1.88 3.22 6.25 1.66 2.88 4.32 6.25 8.59
0.3 0. 97 2.18 4.63 0.89 1.84 2.81 — —
0.2 0.13 0.96 3.00 0.10 0.87 1.32 — —

0.6 0. 75 1.25 2.46 1.45 2.25 3. 72 9.93 12.8
0.5 0. 27 0.65 1.67 0.97 1. 51 2.66 6.11 7. 31

p-Ci 0.4 — 0.14 0.94 0.50 0. 79 1. 62 2.50 3.45
0.3 — — — — — 0.51 — —
0.2 — — — — — — - 一

치환체간의 친핵성 치환반옹 식 (니을 아세토니 

릴 용매에서 수행하여 Hammett p

Y-^^-CH2-NO3 + 2NH?•^切-X .앤3爵 ,

퍼2사归 X + X ~〈§〉~새呻0；

X-OCH3( 애3，H, Cl Y■애3・ H. C1

⑴

값과 Br^nsted 。값을 구하였으며 이 결과를 

PES모델 및 QM모델에 적용하여 친핵체 및 기 

질의 치환기 변화에 따르는 천이상태 구조의 

변화를 논의하였다.

실 험

용매로 사용한 아세토니트릴은 Coetzee 법으 

로9 정제하여 사용하였으며 치환아닐린도 보고 

된 방법©에 따라 정제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질산 벤질류는 보고된 방법“에 따라 합성한 후 

IR및 TLC로 확인하여 사용하였다.

厂"、 CH «割
~\Q/~CH2C1 + 樓眄 24卄 "■咛 Y-^O^-CH2N03 + AgCl

st irring
(2)

그리고 식 (1)의 반웅을 질산 벤질의 농도(5X 
10』M)보다 아닐린의 농도(O.2M~O.6M)를 훨씬 

많은 과량으로 유지하여 유사 1차로 반응시켰 

으며 전기전도도를 측정하여 Guggenheim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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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산기의 친핵성 치환반응 33

Table 2. Second order rate constants for the reac
tions of benzylnitrates with substituted anilines in 
acetonitrile(k2 X lO^M^S1)

Substrates Temperature 
(t)

Nucleophiles

&-OCH3 />-ch3 H />-CI

65 52.3 26.4 16.2 7.62
60 41.0 18.7 11.4 5.55
55 29.8 13.9 8.60 3.48

p-n 65 29.0 22.4 15.1 10.7
60 21.6 15.1 9.96 7.14
55 15.8 11.1 7. 83 4. 70

p~ch3 65 65.5 58.0 41. 6 31.2
60 51.0 42.5 29.8 24.8

Fig. 1. Hammett plots for three substituted 
benzylnitrates at 65t.

로 유사 1 차 반웅속도상수를 구하였다. 그 결 

과는 Table 1 과 같다. 유사 1차 반응속도 상수를 

아닐린의 농도에 대해 도시하여 그 기울기로 

, 부터 2차 반응속도상수 kz를 구하였으며 그 결 

과를 Table 2 에 요약하였 다.

k>b5 = k2Eanilines] (3)

식 ⑶에서 1g는 유사 1차 반응속도상수이 

다.

결과 및 고찰

Table 2를 보면 질산 벤질과 아닐린간의 친 

핵성 치환반응의 반응속도는 아닐린의 치환기 

X가 전자주개일수록 X = OCH3〉CH3〉H〉C1 의 

순서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질산 벤질 

의 치환기 Y에 대해서는 X가 전자주개 치환기 

일때는 Y=CH3〉C1〉H의 순서로서, X가 전자 

받개인 C1일때는 Y=CH3〉H〉C1 의 순서로서 반 

응속도가 증가하였다. 치환기 성질에 따라서 천 

이 상태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예측하기 위 

하여 치환기 X 및 Y의 변화에 따른 Hammett 
도시를 하여 각각 치환기 상수 px와 py를 구하 

였다. Fig. 1은 아닐린의 치환기 X의 변화에 

따른 각 질산 벤질치환체에 대한 Hammett도시 

로서 px=-l. 0-1.6 사이 의 음의 값을 가지 며

benzylnitrates with anilines at 65t.

기질의 치환기 Y 가 전자주개에서 전자받개로 

갈수록 px의 절대값은 크게 주어진다.

이 사실로 부터 천이상태에서 아닐린의 질소 

원자는 ( + ) 전하를 띠고 있으며 Y의 전자받개 

성질이 강해질수록 결합형성이 진전됨올 알 수 

있다.

Fig. 2는 log 加를 아닐린의 Pka값에 대해 도 

시 한 Br<j)nsted도시로서 0 = 0.4〜0.7인 값을 얻었 

다. 이 결과도 Hammett도시의 결과가 마찬가 

리로 치환기 Y가 전자받개일때 더 큰 값을 가 

지는 것으로 보아 Y가 전자받개일때 천이상태

Vol. 33, No. 1, 1989



34 金旺起•孫昌國

Fig. 3. Hammett plots for four substituted 
anilines at 65t; values increase in the or
der X=OCH3>CH3>H>CI.

에서 결합형성이 더 많이 진전됨을 알 수 있 

다.

Fig. 3은 기 질의 치환기 변화에 따른 아닐린 

치환체에 대한 Hammett 도시를 나타낸 것이 

다. X가 전자주개일때는 현저하게 U자 모양의 

비직선형 Hammett 도시를 보이고 있다.

Young과 Jencks는3 이 러한 모양의 비직선형 곡 

선이 천이상태에서 결합형성과 결합절단의 상대 

적인 양이 변화하므로써 생긴다고 보고하였다. 

즉 X=C1 인 경우를 제외하고 Y가 전자주개일때 

는 py〈0이고 Y가 전자받개일때는 py〉0인 경 

향을 보이는 것은 Y가 전자받개에서 전자주개 

로 변할때 천이상태에서 벤질탄소원자의 전하가 

( + )에서 (一)로 변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반웅중심의 전호｝•가( + )인 것은 기질과 이탈기간 

의 결합절단이 친핵체와 기질간의 결합형성보다 

우세한 느슨한 천이상태 구조의 특성이며, 반응 

중심의 전하가 (一)인 것은 결합형성의 정도가 

우세한 단단한 천이상태 구조의 특성이다.

Y가 ■전자주개일때는 기질一이탈기간의 결합 

절단이 일어날 정도보다 훨씬 작은 정도로서 

기질一아닐린간의 결합형성이 일어나며 이에 따 

라 벤질탄소원자에서 상당량의 ( + )전하가 전개 

된다• 이때 X가 전자주개 일수록 丨 py| 값은 

감소하므로 아닐린의 친핵성이 증가할수록 벤질 

탄소원자의 ( + )전하량이 감소. 즉 기질一이탈 

기간의 결합절단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고 할

Fig. 4. A More O'Ferrall plot for a nucleophilic 
substitution of benzylnitrates(RZ) with anilines(N).

수 있다.

그러나 Y가 전자받개로 치환되면 기질一친핵 

체간의 결합형성이 매우 큰 정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벤질탄소원자의 ( + )전하는 크게 감소할 

것이고, 특히 X가 전자주개일 때는 오히려 음 

의 전하를 가지게 될 정도로 결합형성이 증가 

하게 된다. Y가 전자주개 일때 보다 Y가 전자받 

개일때 丨 pyl 의 값이 훨씬 작고 Y가 전자받개 

일 때 치환기 X의 변화에 따라 py의 부호가 변 

하는 것으로 보아 치환기 Y의 변화는 결합형성 

의 정도에 큰 영향을 주지만 이탈기의 이탈정 

도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또한 Y가 전자받개일때 X가 전자주개 

이면 큰 py 값을 가지는데 이것은 X의 친핵성 

도가 증가 할때 결합절단이 감사하여 벤질탄소 

원자에 더 큰 음의 전하가 전개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치환기 Y의 성질에 관계없이 아닐린의 

친핵성도가 증가(감소) 하면 기질一 이탈기간의 

결합절단이 감소(증가)하는 본 실험결과는 벤질 

유도체의 친핵성 치환반응에서 일반적으로 보고 

되어 왔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이다.

PES모델을 적용하여 치환기 변화에 따른 천 

이상태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More 0' 
FerralL도형을 Fig. 4에 보였다.

Fig. 4 에서 N, R 및 Z는 각각 친핵체, 기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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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기를 의미한다. 먼저 Y가 전자주개일때 천 

이상태는 느슨한 구조를 가질것으로 예상 되므 

로 천이상태는 Fig. .4 에서 S.vl-SlV2 경 계반웅 

경로중의 점A에 놓여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 Y의 전자주개 성 질이 증가할수록 Fig. 4 의 

왼쪽 위 모서리에 놓여있는 중간체 (N + R- + 
Z「) 가 안정 화 될 것 이 므로 Thornton 규칙 (anti- 

Hammond 규칙)”에 의해서 천이상태는 B방향 

으로 이동하여 결합형성이 감소하고 결합절단이 

증가하는 천이상태 구조를 가지게 될 것이다. 

실험결과 Y의 선자주개 성질이 증가 할수록 px 

및 8값의 크기가 감소하였고. 이것은 결합형성 

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PES 모델에 의한 

예측과 일치한다. 또 친핵체에 전자주개가 치환 

되면 오른쪽 모서리의 화학종 (+N-R+Z-) 와 

(-n-R—z)가 모두 안정화 되므로 천이상태는 

Hammond 효과"에 의한 C 방향과 anti-Ham- 
mond 효과에 의한。방향의 벡터합으로 주어지 

는 E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것은 결합절단 

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천이상태 구조가 변화하 

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실험결과를 보면 X 
의 전자 주개성질이 커질수록 Ipyl 값이 감 

소하였고 이는 결합절단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실험결과는 PES 모델에 의한 예측과 일치한다.

다음 Y가 전자받개인 경우 결합형성과 결합 

절단이 모두 많이 진전된 단단한 천이상태 구 

조를 가질것으로 예상되므로 천이상태는 Fig. 4 
에서 S、2-$N 경계반응 경로증의 비교적 늦은 

천이상태(late TS)인 점 A，에 놓여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Y의 전자주개 성질이 강하여지면 반 

웅경로에 수직한 방향에 놓인 중간체 (N + R+ 
Z )가 안정화될 것이므로 천이상태는 D，방향으 

로 이동하여 결합형성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다. 

이것은 Y의 전자주개성질이 커질수록 |px| 값 

이 감소하는 실험결과와 일치한다. 또 이때 X 
가 전자 주개이면 Hammond 규칙에 의한 C，방 

향과 anti-Hammond 방향에 의한 B，방향의 벡터 

합인 E，방향으로 천이상태가 이동하여 결합절단 

의 감소를 초래한다. 이것은 X가 전자주개일때 

결합절단이 감소하여 큰 py 값을 가지게 되는 

실험결과와 일치한다.

Vol. 33, No. 1, 1989

그러나 천이상태가 매우늦은 A"에 놓이게 된 

다면 X가 전자주개일때 안정화 되는 오른쪽 모 

서리의 두 화학종은 모두 근사적으로 반응경로 

에 평 행한 방향에 있게되므로 각각 상반된 Ha- 

mmond효과에 의해 천이상태는 B"방향과 C"방 

향의 벡터합인。"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천 

이상태는 치환기 효과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 

게 되는데 이결과는 실험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다.

다음은 QM모델을 적용하여 S.v2 반응의 천이 

상태구조를 논의하여 보기로 한다. 식(4)와 같 

은 $必반웅을 궤도함수의 관점에서 볼때 반응 
o_

N(D)+RZ(A)—*NR + Z (4)

주로 반응물의 frontier orbital내에 있는 전자쌍 

들의 재편성에 의하여 일어난다고 할 수 있는 

데 주로 DA, D*A「및 DA*등 3가지 배치가 천 

이상태 구조에 기여한다고 보고되어 있다.7 DA 
배치는 친핵체 D에서 기질 A로의 전자이동이 

없는 배치로서 N — R결합은 느슨하고 R-Z결합 

은 단단한 배치이며, D*A~는 D에서 A로 전자 

이동이 있는 배치로서 N-R결합이 단단하고 R 

-Z 결합이 느슨한 배치이다. 끝으로 DA*배치 

는 기질자체내에서의 전자들뜸을 나타내는 배치 

로서 N — R과 R—Z결합이 모두 느슨한 배치이 

다. 따라서 기질의 치환기가 전자주개이면 DA* 
배치가 안정화될 것이고 기질의 치환기가 전자 

받개이면 D'A-배치가 안정화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은 앞서 논의한 px와 py 값의 변화와 일치 

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때 순수한 아세토 

니트릴용매에서 질산벤질에 대한 친핵성 치환반 

응은 기질의 치환기 변화에 따른 결합형성의 

정도에 의존하여 천이상태 구조가 결정되며 기 

질一이탈기간의 결합절단의 정도는 기질의 치환 

기 성질에 별로 영 향받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반양성자성 용매인 아세토니트릴에 의한 

이탈기 NQ의 용매화 효과가 거의 무시되므로 

아세토니트릴에서 기질 R-Z의 이온화능력은 

치환기 Y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생각할



36 金旺起•孫昌國

Table 3. Actvation parameters for the reactions of 
benzylnitrates with substituted anilines in acetonit
rile

Y X
AH*

(kcal/mol)

-AS*

(e.u.)

OCH3 11.7 39.2

Cl
ch3 13.8 34.4

H 15.3 31.1
Cl 16.6 29.4

OCH3 13.0 36.5

H CH3 14.8 31.7
H 16.9 26.4
Cl 17.4 25.5

OCH3 10.3 42.9

ch3 CH3 13.0 35.2
H 14.1 32.6
Cl 15.2 30.7

수 있다.

또한 Table 3 에 활성 화 파라미 터 ah*와 AS* 
값을 요약하였다.

대체로 치환기의 전자주개 성질이 증가할수록 

△H*값은 감소하고 丨 AS* I 값은 증가하고 있. 

으며 이는 극성을 띤 2분자반웅의 특성을 나타 

낸다. 따라서 본 반응,은 &N반응이 아니라 기 

질의 치환기 성질에 따라 천이상태에서 반응중 

심의 하전종류가 바뀌는 성질을 수반하는 Sn2 
류의 반응으로 진행함을 알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전남대학교 기성회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에 대하여 감사■하 

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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