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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C6H5YCH2Cl(Y=None, -CH2-, -O-, -S—, -CO-, —SO?—) 에 대하여 EHT 및 

CNDO/2 MO 계산을 행하고 이 에 bond index 해석 법 을 적용하여，분자내의 하전분포v T로 원자가 

비활성 전자의 이'동에 기인되며, _。一〉一S一〉一CH?一〉一SOl의 순서로。-전자받게의 특성과 

打-전자주게의 특성을 나타내며 一CO—는전자주게, X-전자받게로 작용함을 밝혔다.

또한 C6H5YCH2CI 의 Sv2반응성 이 현저한 용매효과가 없을 때 一O_R_CO_〉〉一s—.None〉 

—CH?—의 순일 것으로 제 안하였으며 실험 사실과 거 의 일치 함을 알았다. 이 로 부터 형 반응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용매효과를 제외하면 반응중심의 양(+)하전 크기，c—ci 결합에 대하여

반결합성인 비점유궤도함수의 에너지 및 그 준위에서의 c—C1 간 반결합성이 경쟁적으로 작용할 

것임을 밝혔다.

Abstract. Extended Huckel Theory and CNDO/2 MO calculation methods have been applied to 

C6H5YCH2Cl(Y=None, —CH2—, -O-, -S—, —CO—, —SO?—).
It has been shown that charge distributions in molecules are mainly controlled by the migration 

of valence inactive electron, giving the order ofacceptor and kdonor effects —0—>—S—>

—CH2_〉—SOz—•
The —CO— group exceptionally acts as ff-donor and ^-acceptor. It was also predicted that, SN2 

reactivities of C6H5YCH2C1 would be in the order of -O-«-CO-»-S-«None>-CH2-, 

neglecting solvent effect.
From the results of our studies, we conclude that the structural factors influencing re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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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be:

(1) positive charge developments on reaction center carbon atom

(2) energy level of <r-antibonding unoccupied MO with respect to C—Cl bond.

(3) <7-antibonding strength of C—Cl bond at that level.

서 론

분자궤 도 (MO) 이 론을 적 용해 서 유기 화합물의 

전자구조와 반응성을 설명하는 시도는 많은 연 

구자1에 의하여 다각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이 

러한 연구에 의하여 주어진 결과들이 다수의 실 

험정 사실들을 비교적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었 

음에 비추어 다른 대부분의 화합물에 대하여도 

적절한 해석방법만을 확립한다면 실험 사실을 

설명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예측할 수 있을 것 

임을 확신할 수 있게 해 준다.

특히 본 연구자들은 전보에서 할로겐화 알킬 

에 대 하여 Hoffmann3의 EHT 및 Pople, Santry4 
의 CNDO/2 MO 계산 결과를 Mulliken 의 popu

lation 해석법 5 및 bond index 해석법 &을 적 용하 

여 알킬기의 변화에 따른 전자구조의 변화나 Sn 

형의 반응성을 설명한 바 있다.

Sv2 형의 반응에서

Nu： +RX-+Nu…R…X ->RNu++X-

일반적인 염기로 작용하는 Nu：은 한쌍의 전자를 

RX 에 제 공하는데 , 이 때 RX 의 비 점 유궤 도함수 

(UMO)와 Nu：의 최 고점유궤도함수(HOMO) 간 

의 상호작용이 위의 반응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UMO 가 C—X결합에 대하 

여 b-반결합 (b-antibonding)의 성향을 가져야 

하고 또한 전자쌍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용량이 

커야 될 것이다%

본 저자2 및 다른 연구자7의 결과에 의하면 RX 
의 M0 특성 에 의하여 알킬기 (R-) 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RX 의 최 저 비 점 유궤 도함수 (LUMO) 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 즉 RX 의 LUMO 

와 Nu：의 HOMO 상호작용을 다음과 같이 도해 

할 수 있다. .

이 러한 상호 작용 때문에 할로겐화 알킬의 Sn2 
반응은 정전기적 효과가 아닌 순 전자구조적 효

과에 의 하여 Walden Inversion 으로 특정 지 어 지 

는 입체화학적 효과를 가져야 되는 것으로 설명 

하였다.

뿐만 아니 라 알킬기의 변화에 따르는 반응성 

의 변화 역시 Nu： 의 전자쌍이 제공될 때 C—X. 

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의 크기와 C—X결 

합의 반결합성향의 크기에 의하여 좌우될 것이 

므로 본 저자들은 전보2에서 LUMO의 부분전자- 

밀도 및 C-X 결합에 대한 LUMO의 반결합성 

향의 척 도인 부분결 합지 표 (partial bond Index) 를 

이 반응의 반응지표로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제안은 Fukui^의 frontier orbital 이 론과도 일치 

하며 primary>secondary〉tertiary 할로겐화 알- 

킬 순의 Sn2 반응성 순서와도 아주 잘 일치되 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할로겐화 알킬과 전자구조가， 

현저히 다르고 전자효과 및 heteroatom 의 효 

과를 포함하는 할로겐화물에 대하여 바닥상태 

전자구조와 반응성 효과를 EHMO 및 CNDO/ 2' 
M0 법 을 적 용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계는 C6H5YCH2Cl(Y=None, -CH2-, 
—O—, 一S—, 一CO—, —SO2—)로 취한다.

이 들 화합물 또는 이 와 유사한 화합물에 대한， 

실험적 연구는 그리 많지 않으나 최근에 몇 보. 

고서에서 그러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다.

T. Fueno, 등은 ring substituted phenyl vin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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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er 및 술피 드에 대 한 PMR 및 " NMR 연구 

로 부터 바닥상태 전자분포에 대한 실험적 사실 

을 보고하고 있으며 , HayamiM 등은 아세토니트 

릴 용매중에서 X_〈_〉_YCH2C1（Y=—CF&—, 

—0—, —S—）에 대한 염소의 동위원소 교환 

반응에 대한 반응속도론적 결과를 보고한 바 있 

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얻을 수 있는 논의는 대 

체로 고전적 유기화학 개념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广'M0 이론 연구로 부 

터 위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론적 배경에서 새로운 현상에 대한 개념의 확립 

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계 산

1） 분자의 좌표 계산. C6H5YCH2CI 의 좌표는 

Hildebrandt11^ 좌표계 산 program 을 개 량하여 

IBM 1130으로 계 산하였으며 이 계 산에 이 용된 

계산변수는 보고된 값 중에서 가장 적합한 평균 

치를 취하였으며 그 값들은 다음과 같다'2
&-C〔aromatic〉=L 395 A.

=L 54 A
日505 A.
dc-H=L 084〜L 09 A
He（”勺-o=L 405 A.
dc(“2)-s=L 77〜L 775 A. 

dc(”2)-cc〉c=o)=L 485 A 
&(必-o=L 5 A

dccspb -s=L 77〜L 80 "

dc=o(〉c=o)=L 25 A

ds-o=L 43 A
&-ci=L76 A
ZHCC=ZCCC (in benzene ring) =120°

ZCSC (in Y=〉SO2)=107。

ZC1CO-ZC1CS=ZC1CC=109.5°
ZCCC (phenethyl chloride) =-109. 5°
Z.CSC (thiophenoxymethyl chloride) =104°

ZOCC (phenacyl chloride) =120°
ZCOC (phenoxymethyl chloride) =115° 
匕 CSO (benzenesulfonylmetyl chloride) 

=106. 5°
계산의 편의상 C6H5YCH2C1 은 비수소원자에 

다음과 같이 번호를 표기한다.

여기서 w—X-W'는 Y기이다. 예를 들면 Y 
가 —s（）2-일때 W와 W는 산소이며 X는 S 원 

자이 다.
2） EHMO 계산. EHT 계 산은 QCPE 에 서 입 

수한 program 을 이 용하여 IBM 360/50 을 써 서 

계산하였으며, 이 계산에 이용된 slater 지수와

Table 1. Slater exponents怎)and coulomb integrals(H') used in the calculation of EHMO"._______

=======
H c O S Cl

H。奶（就s）
HM（时）

-13. 60

1.0

-21. 010
-11. 270

1. 590

一 36.07
一 18. 530

2. 240

一 20. 08 
-13. 32 

1.970

-15.030
-24. 020

2.2 
__________ _____

Table 2. Atomic & bonding parameters:sed in CNDO/2 calculation.

• =一一 — 一H c 0 S Cl

.(L+As) 7.176 14.051 25. 390 17. 650 21. 591

*(•»+&) 一 5. 572 9. Ill 6.989 & 708

一階 9 21 31.000 18.150 2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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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lomb 적 분은 Table 1. 에 수륵하였다,

3) CNDO/2 MO계산. QCPE 에 서 입 수한 

pro응ram 을 이 용하여 CDC 6400 으로 계 산하였 

다. 이 계산에 이용된 원자변수와 결합변수는 

Table 2. 에 수록하였 다.

4) 유도된 MO양. MO 결과를 해석하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은 M。양을 계산하였다.

EHMO 계 산 결과에 대 하여 는 Mulliken 의 pop
ulation analysis5 를 적 용하였 다. 부분원 자점 유도 

/V 는 j 번째 MO 에서 주어 진 A 원자의 전자점 

유도를 뜻하며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A OCC
/a^'=2E £ C心空“ (16)

r s

원자점유도 也项는 A 원자의 전자점유도를 나 

타낸다.

丄质=芸九卩 (17)
J

j• 번째 MO 에서 A와 B원자간의 부분원자결 

합점 유도 M^a-b 는

A B
M京5=4】习3如歸 (18)r s

4—B 원자간 결합의 원자결합점 유도 M丄b 는

垃口=4云山京B (19)

CNDO/2 MO계산 결과에 대해서는 결합지표 

(bond index) 해석법을 응용하였다為& A와 B 

원자간의 결합지표 "丄b는

A B
(20) 

r s

여기서 力rs 는 尸과 S원자궤도함수간의 결합차 

수 (bond order) 이다.

OCC
/>ri = 2SCr-,CJJ (21)

그런데 계수의 기본적 인 성질때문에 한 원자 

간에 대한 결합지표 기여의 합은 그 원자의 전 

자밀도 把 2배가 된다. 즉

Wa-b+WA.A=2q^ (22)
B 5(*4)

따라서

%4==**Wa-b +志"a-x (23)

여기서 원자의 전자밀도가 두가지 항의 기여 

로 주어지게 되며 첫번째 항은 화학결합만에 참 

여하는 전자밀도, 즉 원잣가활성 전자밀도 (VA 

ED)이고 두번째 항은 화학결합에 기여하지 않 

는 나머지 전자밀도, 즉 원잣가 불활성전자닐도

(VIED) 이다. 다시 말하면

VAED=4- S Wa-b (24)

VIED=-^-W74-4 (25)

고전적인 전하의 개념과 이를 비교하기 위하 

여 다음의 양을 정 의 한다. 하전밀도 乙!는

ZA=^A~qA (26)

여기서 巳4 는 원 자번 호이 다.

원자가활성 흐卜전밀도(VACD)는

VACD=을—VAED (27)

원자가불활성 흐卜전밀도 (VICD) 는

VICD= 伝-을) -VIED (28)

이때 "는 고전적 인 전자쌍 결합의 수를 뜻한 

다. 丿•번째 MO 에서 부분결합지표 "妇_b 는

A B
叨 a_b=XW(夕「J (29)

r s

이때 M,=2C/CJ로 정의되는 부분결합차수 

이 다. 顶 번째 M。에 서 전자밀도 丄卩 는

以，=芸(源)2 (30)
r

이며, 이는丿번째 M。가 A원자의 전자밀도에 

기여하는 양을 의미하게 된다.

결과 및 고찰

1) 바닥상태 전자구조. GH5YCH2CI 의 바닥 

상태 전자구조는 염화알킬에 비해서 뿐만 아니 

라 Y一기의 변화에 따라서도 상당한 변화를 보 

인다.

T沥"3 에 Y一기 의 변화에 따른 총하전의 분 

포를 각 원자에 따라 요약하였다.

T沥"3 에서 (a)와 0)의 결과를 비교하면 전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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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NDO/2 calculation

Y

Table 3. Atomic charge density,

Position
None ----- —0— —S— —CO— 一SO2一

G 291 391 1759 687 -112 一464

G -13 -139 -512 -151 -411 207

C, 112 133 269 174 17 200

C4 28 -2 -140 -18 212 189

c= 116 132 262 172 一 32 120

G 一46 -97 -391 -88 236 207

C、 1033 1140 2218 1211 592 一 96

CL -1567 -1656 -1333 -1333 -1439 一 696

x7 一 -44 -2199 -719 2280 8827

WIG — — — — -2705 -4761

ring 48S J 418 1247 776 -90 459

(b) EHT calculation

Position

Y

None -CHl J -s- 1 ------ -- ---- —

G 936 1028 2009 一 734 633

G —1494 -1816 一 1739 3172 -971

G -862 861 -808 -78 一 849

C4 一 1234 -1277 -1339 -2751 一 948

c. 一 866 -844 _844 -1035 一 849

c -1379 -1436 -1435 -2227 一 971

X- — 一 1932 -2254 2733 28005

c. 1718 1756 3148 1529 -342

Cls —3729 -3823 -3689 4153 -1676

WL0 一 一 — -15069 一14492

* values are Z^XIO4

반적 으로 EHT 계 산에 근거 한 하전분포가 CNDO 
계산결과에 비하여 훨씬 현저함을 볼 수 있다. 

EHT 계산에 따르면 이와 같이 하전분리가 훨씬 

크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에 대하여도 훨씬 큰 

값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런데 Lee, " 况. 의 결과 

에 따르면 염화알킬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은 마 

찬가지 였다. 또한 CNDO/2 계산에 의한 쌍극자 

모멘트도 알킬기의 변화에 따른 정성적 변화의 

양상에 대해서는 실험치와 일치하지만 절대값은 

실험치 에 비하여 거의 0.5 debye 단위 만큼 크게 

Vol. 18, No. 2, 1974

나타남을 보여 주었다. 이런 점에서 CNDO/2 하 

전이 실제 분자에서의 하전분포보다 과장되어 

나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EHT 하전보다는 실제 

분자에 훨씬 가까운 결과를 줄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대부분의 전자구 

조적 성질을 CNDO/2 계산에 근거를 두고 논의 

할 것이다.

염화벤질과 염화펜에틸은 염화메틸과 염화에 

틸에서 수소원자 하나를 페닐기로 치환시킨 것 

이다. 본 저자의 이 연구에 앞서 발표된 결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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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염화메틸은 a-탄소와 염소원자에서 각각 

+0. 0747, 一 0.1289 의 하전 분포를 가지 며 염 화 

에틸은 a-탄소와，탄소 및 염소원자에 각각 

+ 0.1128, -0. 0253, 一0.1510 의 하전 분포를 가 

지는 것으로 보고 되 었다. 이 결과를

에서의 염화벤질과 염화펜에틸에 대한 것과 비교 

하면 페닐기가 치환됨으로써 a-탄소에 양( + ) 

의 하전이 증가되어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하전의 

분리를 더 크게 유발시켜 쌍극자 모멘트를 증가 

시키고 있다. 그러나 페닐기가 전자받게의 역할 

은 하지 못하고 단지 a-탄소와 C1 간의 상대적인 

전기 음성도의 차이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沥"3 에서의 Y一기의 변화에 따른하전분포 

를 비 교해 보자. Y—기 가 어 떤 관능기이 건 모두 

전자를 끌어내어 자신의 하전을 음(一)으로 만 

드는 성 향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지며 그러한 성 

향은 정성적으로 다음의 순서를 갖는다.

—O一〉一S一〉一SO2一〉一CO一〉一CH2一

이에서 특기할 것은 카르보닐〉c=。기의 중 

심 탄소원자가 전기적으로. 큰 양(+)의 하전을 

띠고 있으나 산소의 큰 음(一)의 하전이 이를 보 

상하고 전체적으로 카르보닐기가 음(一)의 하전 

을 가지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c=。기 

가 다음과 같은

\ \ + -
C = O <~, C-0

/ /

공명 효과를 갖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SO?—기도 이러한 효과를 갖지만 카르보닐기 

에 비하여 훨씬 현저한 성향을 갖는다.

그러나 술포닐기의 산소는 분자의 다른 부분

O (-0.48)
\/

( + 0.88) S
/\

O (-0.48)

과 동일 평면성을 갖지 못하므로 카르보닐기에 

서 보이 는 공명 효과의 기 여 가 아닌 순 유발효 

과일 것으로 기대듼다.

벤젠고리와 Y—기 사이의 상호작용도 이와 비 

슷하다. 一o—〉一s一〉一SO2一〉一CH2一 순으 

로 Y—기가 벤젠고리에 대하여도전자를 끌어내 

는 쪽으로 작용하지 만 카르보닐기 만은 그 자신이 

갖는 성질과 반대로 벤젠고리에 대해서 대단히 

약하지만 전자주게로 작용함을 볼 수 있다.

a-탄소와 Y—기 사이의 상호작용은 위의 작 

용과 현저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a-탄소가 

—SO?一의 경우에 음(一)의 하전을 띠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양( + )의 하전을 띠나 염소원 

자의 전기 음성도 효과를 제외한 알짜 효과는

Table4. Charge (C), valence active charge (VAC), and valence inactive 
chaise (VIC) density at various positions based on CNDO/2. *

Position
Y

None ------- -- -O- -S— -CO- —SQj一

c 488 418 1247 776 —90 459
令 ring VAC 43 46 224 118 69 223

VIC 445 372 1023 658 -159 236

c 1033 1140 2218 1211 592 -96
c8 VAC 36 175 233 155 31 99

VIC 997 965 1985 1056 561 -195

C — -44 -2199 -719 2280 8827
X7 VAC — 一2566 -2083 175 2052

VIC -55 367 1364 2105 6775

*Valgs are CXI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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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0一기만이 a-탄소의 양( + )의 하전을띠게 함 

으로써 a-탄소를 강한 친전자적 중심으로 작용 

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와같은 하전의 효과는 결합지표 해석법을 

적 용하면 원잣가 활성인 전자의 효과와 원 잣가 

비 활성인 전자의 기 여로 나눌 수 있다. Table4 
에 벤젠고리와 a-탄소 및 Y-기의 중심원자에 

대하여 하전밀도(CD),원잣가 활성하전밀도(VA- 
CD) 및 원잣가 비활성하전밀도 (VICD) 를 수록 

하였다. T湖"4의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흐卜 

전의 분포가 원잣가비활성 하전분포와 평행하게 

변화되 며 그 크기 또한 VICD 에 의 하여 결정 됨 

을 알 수 있다. 이 로부터 C6H5YCH2CI 형 의 화 

합물에서 하전 분리의 효과는 그 대부분이 유발 

효과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一0—와 一S—기는 주위의 원자나 관능 

기의 원잣가비활성 전자밀도를 감소시키는 반면 

자기 자신에 있어서는 이렇게 끌어 당긴 전자를 

•주로 원잣가 활성 전자밀도의 증가로 충당하고 

있음이 특기할만하다. 이와같은 작용이 특별히 

一0—, 一S一를 포함하는 화합물의 안전성 을 높 

■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T沥"5 에 원잣가비 활성 하전밀도를。-형 전 

자의 기여와『형 전자의 기여로 분리하여 C6H5- 
YCHQl 의 중심틀 원자 부분에 대하여 수록하 

였다.

Y-기가 벤젠고리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형 

상호작용과『형 상호작용이 서로 역행되어 나 

타난다. Y—기가 벤젠고리에 대하여 카르보닐기 

를 제외하고는 <7-전자받게와 力-전자주게로 작용 

하고 있다. 벤젠고리와의 상호작용에서 벤젠고리 

쪽으로。-전자받게로 작용하는 Y—기의 성 향은

전자받게의 세기

—0—〉一S—〉一CH?—〉一SO?—

(—CO一는 <7-전자주게)

의 순서이며 X-전자주게로 작용하는 Y-기의 성 

향은

전자주게의 세기

一0一〉一S—〉一CH2一〉一SOl

(―C。一는 X-전자받게)

의 순서이다. 또한 a-탄소와 Y—기의 상호작용 

은 一SQ—기 만을 제외 하고는 Y一기 의전자받 

게 특성을 나타낸다. 그 세기의 정성적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전자받게

—0 --〉一S—W—CH2—〉—co—

(―SO?—는 약한전자주게

이 는 C6H5YCH3와 C6H5YCH=CH2 계 에 대 한 

PMR 과 ,3C NMR 실험 의 chemical shift 자료로 

부터 Fueno9 등이 얻은 결론과 아주 잘 일치하 

고 있 다. 이 들은 C6H5YCH3 에 서 Y 를 一。一, 

―S—, 一CH?—로 변화시 킬때 chemical shift 가 

―CH2-〉一S—〉一0—의 순이며 이것이 丫一기

Table 5. a- and x-type valence inactive charge density at various positions based on CNDO/2*.

Position

Y

None -CH2- —0— —S— -CO- ----------

(T
©-ring

x7 
ce

528

997

525 
-306

965

1613 
-1039 

1987

960
659

1056

一 589
529
561

313
7926

— 195

©-ring 一 83 -153 —589 一 302 430 -77

x^ 251 1406 708 1576 -1151

a ©-ring 445 372 1024 658 -159 236
+
7T x7 -55 367 1367 2105 6775

*Values are CX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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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a-탄소에서 전자를 끌어내기 때문인 것으 

로 설명하고 있다. 이들이 취한 연구 대상이 우 

리 연구대상과는 염소치환체라는 점만을 빼고는 

꼭같기 때문에 우리가 M0 연구 결과에서 얻은 

결론과 일치한다. 즉 a-탄소에 대하여 <7-전자 

받게로 작용하는 Y—기 의 세기 에 대한 순서가 위 

의 실험적 사실을 잘 재현해 주고 있다. 이에서 

우리 는 chemical shift 에 영 향을 가장 크게 미 치 

는 효과가 원잣가비활성 전자밀도에 의한 것임 

을 부연할 수 있다. 위의 현상은 또한 C6H5YCH3 

의 메틸 탄소에 대 한 13C NMR chemical shift 의 

자료에 의해서도 뒷받침 된다.

Fueno9 등은 또한 C(5H5YCH=CH2 의 에틸렌 

기 의 0-탄소에 대 한 13C NMR 의 chemical shift 

가 정성적 으로 一0—〉一S—〜一CH?—의 순서 

임을 보이 고, 앞의 결과와 아울러 一0—는 <7-받 

게 와 7T-주게로 작용하며 一S一는 <7-받게 , X-받 

게로 작용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실험 

결과도 또한 우리의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정 

당화 시 켜 준다. 만일 丫一기 가 에 틸렌기 와 7L상호.

and atom bond population,

(a) TVa-b (CNDO/2)

Table 6. Bond index, WA_B,

Bond
Y

None —ch2— —O- 一S— -CO— -SO2-

Ci----- 1. 4054 1. 4118 1.4129 1. 4371 1. 3900 1. 4422
G—C3 1. 4548 1. 4516 1.4501 1. 4439 1. 4556 1. 4428
C3—C4 1. 4426 1. 4452 1.4444 1. 4450 1. 4399 1. 4441
c-c5 1. 4435 1. 4415 1. 4427 1. 4441 1. 4398 1. 4441
C5—c6 1. 4539 1. 4559 1. 4507 1. 4439 1. 4589 1. 4428
C6—Ci 1. 4039 1. 4105 1. 4129 1. 4366 1. 3925 1. 4422
G—X7 1. 0411* 1.0073 0. 9796 0. 9488 1. 0393 0.8662
x-c8 1. 0417 0. 9987 1. 0056 1. 0470 0. 9240
x-w10 — — 一 一 1. 8194 0. 8257
C8—ci9 0. 9504 0.9509 0. 9716 0. 9806 0. 9466 0. 9984

*ClC8

(0) Ma—b (EHT)

Y
Bond

None -------- -S- —CO一 —SO2一

Ci—C2 1.1115 1.1216 1.1070 X. 0617 1.1087
----- 1. 0941 1. 0882 1. 0892 1.1519 1. 0910
c3—c4 1. 0934 1. 0960 1. 0934 1. 0015 1. 0940
ClG 1. 0935 1. 0907 1. 0911 1. 0566 1. 0940
c3-c6 1. 0949 1. 0980 1. 0951 1.1378 1. 0910
ClG 1.1132 1.1120 1. 0999 0. 9457 1.1088
XlG 0. 8132 0. 8089 0. 7589 1. 0916 0. 7471
ClX, — 0. 7431 0. 6714 0. 7791 0. 6469
x7-w1Q — 一 — 0. 5159 0. 5382
X-WH — 一 一 — 0. 5382
C8一Cig 0. 5501 0. 5504 0. 5581 0. 5969 0. 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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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을 하는 정성적 성 향이 벤젠고리와 Y—기 사 

이의 方-상호작용과 유사하다고 가정하면 一0— 
〉一S—W—CH2—의 순으로 주게의 세기가 

감소한다는 우리의 결론이 타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 라 一s—가 一0—와 달리 

7b받게로 작용하리 라는 결론은 그들의 실험 적 

사실만으로는 정당화되기 힘들며 오히려 약한 

"주게로 작용한다고 보는 우리의 견해가 주기 

율적인 성질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다고 주 

장할 수 있다

T沥"6 에 고전적 화학결 합에 대 한 결합지 표 

Wa_b(CND0/2 M0 에서 유도)와 원자결합 점유 

도Mx-b(EHMO 에서 유도)를 수록하였다.

하전 분포에 서 도 언급하였지 만 EHM。에 근거 를 

두고 얻어낸 전자구조적 특성은 자칫 실제 현상 

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음을 여기서도 또한 볼 

수 있다.

Table 6 (a) 에 서 결 합지 표의 수치 를 보면 , 벤젠 

고리 에 서 의 C-C 결 합은 Kekule 구조에 서 확인 

되 듯이 L5 결합에 가까움이 명백하다. 그리 고 

염화펜아실의 경우를 보면 C=0 결합지표가 

1.82정도로 2보다 작은 것은 C=0 결합이 부분 

적으로 비편재화 되 어 있음을 뜻하며 앞에서 언 

\+ _
급된 C C — 0］의 공명구조 기여가 20 % 내외임

/
을 암시해 준다. 또한 염화벤젠술포닐메틸에서 

는 c (벤젠고리)一，결합이 대단히 약하며 S—。 

결합도 단일결합 이하로 약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그러 나,   , —S—, —SO2— 등이 c1 
C1 결합에 미치는 영향은 염화알킬보다는 물론 

이지만 염화벤젠이나 염화펜에틸에서 보다도 약 

간씩 결합세기가 증가되고 있다.

2) Sn 반응성. Ingold 鸟M 와 Hughes 에 의 하 

여 확립된 고전习 개념에 따르면 포화탄소중심 

의 친핵성 반응은 반응 중심의 탄소원자의 양 

( + )의 하전이 크게 전개될 수록 빨리 진행된다 

는 정전기적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시 된다姑. 이 

와같은 관점에서 볼때 Y—기가 a-탄소에 미치는 

하전효과는 꽤 다양한 편이 다. Ta况e3 에서 a- 
탄소의 양(+)하전의 크기는 一。一〉一S—〉 

—CH2—〉None〉一CO一〉一SQ一의 순서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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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되 며, 특히 一0—는 다른 기 에 비 하여 a- 
탄소에 현저히 큰 양( + )하전을 유발시키고 있 

고, 一S一, -CH2-, None 등은 염화알킬에서와 

거의 같은 정도의 하전유발효과를 가지는 반면 

—CO—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현저히 감소하고, 

—SO?一는 오히 려 a-탄소를 친전자적 중심의 성 

격을 띄게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결과로 

부터 만일 다른 효과를 모두 고려하지 않는다면 

—O—기가 현저 히 큰 Sn 반응성 을 가질 것이 며 

一$。2一는 친핵성 치환반응을 억제하는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Lowe'"와 Dedieu 및 Veilard"” 등의 ab-initio 
계산 결과 및 본 저 자들의 MO-이론적 연구결과 

에서 확인된 바 있지만 Sv2 형의 반응에서 Wal

den Inversion 으로 특정 지 어 지 는 입 체 효과는 

단순한 입체장애의 효과가 아닌 MO-특성에 의 

한 것임은 거의 명백하다. 특히 ,泌형 반응 

에서 친핵자와 가장 큰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substrate 의 MO 는 C—C1 결합에 대하여반결 

합성이 큰 비어 있는 궤도함수로서 가능한한 그 

에너지 준위가 낮은 것일수록 바람직하다는 결 

론을 Lee, el aZ. 2의 결과에서 추론할 수 있다七 

그런데 염화알킬에서는 a-탄소에 대한 양( + )하 

전의 전개가 +0.1~0.15 정도로 하전효과가 거 

의 일정하게 되므로 위와같은 MO 상호작용이 

가장 큰 기여일 것으로 고려되었다. 이 상호작 

용 중의 가장 큰 기여는, 또한, 친핵자인 염기 

의 최고점유궤도함수의 전자쌍이 친핵성 중심에 

전달될 때 C—C1 결합이 파괴되는 방향으로 반 

옹좌표의 이동이 일어나야 되므로, C—C1 결합 

에 대하여 尸인 비점유궤도함수에서 C—C1 결합 

영역에 전자를 수용할 수 있는 용량과 이것이 

C—C1 결합을 파괴시키는 정도에 있어야 한다. 

이때 물론 염기와 일반적인 산 사이의 주게준위 

와 받게준위간의 에너지 차이도 확율적인 기여 

를 하게 될 것이다. 이 를 부분적 으로 Klopman 
의 Perturbation 이 론'，과 Nagakura 의 하전 이 전 

이론18으로 부터 확인되는 것이다.

C6H5YCH2CI 의 MO 특성을 살펴보면 RC1 의 

MO 특성 과는 현저한 차이 를 준다. RC1 에 서 는 

R-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HOMO 는 C—C1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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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Energy, partial electron density for «-carbon, chlorine, and X-atom, 
partial bond index, in(t*-UMO with respect to C一Cl bond.

Y (A.u) 十 Q Ca 矿*이 q°*x w气 - 이

None 0.1176 0. 2882 0. 2746 一 0. 0683
0. 4300 0. 8240 0. 5214 — 0.1657

—CHl 0.1559 1. 0728 0. 7840 0. 0180 0. 8410

—0- 0.1379 1. 0298 0. 7710 0. 0650 0. 7942

0.1112 0. 6698 0. 2840 0. 6458 0.1902
—s一 0.1639 0. 3512 0. 1072 0. 7218 0. 0377

0.1814 1.1022 0. 4470 0. 4274 0. 4924

—co- 0.1294 1. 0928 0. 7694 0. 0102 0. 8404

0. 0392 0. 4946 0.1038 0. 6420 0. 0459

一SO2一 0. 0999 0. 0502 0. 0218 0.1540 0. 0012
0.1257 0. 7020 0. 4964 0. 2434 0. 3484
0.1425 0. 7274 0. 2768 0. 5848 0. 2015

+Atomic unit

합에 대하여 중첩되었거나 가까이 중첩된 X-반 

결합이며 LUMO 는 °-반결합이어서 이 <z*-LU  

MO 가 R—기 의 변화에 따른，沱 반응성 변화를 

좌우하였다. 그러나 C6H5YCH2CI 에서는 Y—기 

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MO 특성 에 일관성 이 없 

으며, 비록 에너지 준위 는 RC1 의 LUMO 보다 

낮을지라도 C—C1 결합에 대한 <7-반결합성인 

MO 가 LUMO 가 아니 고 더 높은 빈궤 도함수로 

바뀌 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Sn2 반응성 에 

미치는 MO 상호작용은 LUMO 에 의해서가 아 

니더라도 C—C1 결합에 대하여。-반결합성을 띄 

며 가능한한 에너지 준위가 낮은 비점유궤도함 

수(0*-UMO) 에 의하여 조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Table 7. 에 CND0/2 계산에 근거한 a*-UMO  
의 에너지 준위와 a-탄소, 염소원자 및 X-원자 

에 대한 부분전자밀도 및 C—C1 결합에 대한 부 

분결합지표를 요약하였다2.
이 표에 요약한 o*-UM 。는 앞에서 언급한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나마 기여할 수 있을 만큼 

비교적 낮은 에너지 준위 (대 체로 0.25 Au 이 흐｝) 

와 W"*c-ci 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을 만큼의 준 

위에 대해서만 수록한 것이다.

T沥"7 에서 볼 수 있듯이 C6H5YCH2CI화합 

물을 Y—기 에 따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一CH2—, -O-, —CO—기는 时준 

위 가까이에서는 유일한 기여로 주어진다는 점 

과 친핵자인 염기에서 받아들이는 전자쌍이 

대부분 a-탄소와 C1 원자에 집중된다는 점 및 

”c-cf* 가 거의 비슷한 정도의 크기를 갖는다 

는 점이다. <r*-UMO 준위의 에너지면에서 보면 

—CH?—기가 붙어 있는 염화펜에틸은 염화펜옥 

시메틸과 염화펜아실에서 보다 에너지면에서 불 

리하다. 순서는 一CO—〉一0—〉〉一CH?—이다.

두번째로 C—C1 결합파괴효과가 크면

Nu …C ,,,Cl

\ Rs ，

의 활성화 착물이 정전기적 반발의 최소화로 인 

하여 안정화될 것이므로% 13 I矿a*c-ci 이 큰 순서 

대로 반응성이 커지는 방향으로 될 것이다. 이 

효과의 순서는 一CFL_=—CO一〉一O—로 나 

타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논의한 하전효과에 

의한 기여는 一O—〉〉一CH2—〉一C。一이 므로 

이와 같은 세가지 효과의 합은 —0—CO— 
〉〉一CH2—의 순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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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Y-기 등은 모든 b*-UMO  준위 에서 받 

아들인 전자쌍이 a-탄소와 C1 에 편재화되지 않 

고 벤젠고리 또는 S-원자에 많이 분산되는 것이 

특징 이 다. 따라서 ***c-ci  또한 앞의 그룹에 비 

하여 현저히 작아지고 있다. 그러 나 이 들은 «■*-  

UMO 준위의 에너지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효과 

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두가지 효과를 모두 

고려하면 一SO?—〉一S—RNone 의 순서로 S^2 
반응성 이 감소할 것으로 기 대되나 하전효과 때 

문에 一SC>2一를 가지는 벤젠술포닐염화메 틸에서 

의 a-탄소는 약한 친핵성 중심이거나 오히려 친 

전자성 중심 으로 작용하므로 Sv2 반응성 에 미 치 

는전체적인 기여는 一S—RNone〉一SC)2—의 

순으로 반전될 것이다. 두 그룹의 반응성 을 비 

교하면 처음 그룹의 一O—, —CO—를 갖는 염 

화물은 친핵성 반응에서 두번째 그룹의 염화물 

보다 훨씬 큰 반응성을 가질 것이다. 그 이유는 

두번째 그룹이 전체적으로 에너지면에서는 유리 

하지만 하전효과와。*-반결합성의  기여가 작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종합하면 결국 Sn2 반응성 

은 一O——CO—〉〉一S—RNone〉一CH?—의 

순서로 나타나리라 예상된다. 물론 여기서 내린 

결 론은 용매 효과를 제 외 하고 substrate 의 고유한 

전자적 효과만으로 논의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야 한다.

* 반응속도상수, * (Z mole-i seL) 는 Y-기 가 None,
一CO一일 때 아세 톤용매 중에서 각각 9. IXlOf 2.4 
이며 Y-기가 一CHl, -S-, —0-일 때 아세토

니트릴 용매중에서 각각 9.4X10F, 4.6X10T 및 

1.4이다. 이들 값은 문헌 (10), (19), (2(》의 자료 

를 이 용 Arrhenius plot 로 부터 40 °C 로 외 연 장하여 

얻었다.

Hayami, et 汶. 은 C6H5YCH2CI 에 대한 염 

소동위 원 소 교환반응을 아세토니트 릴 용매 중에 

서 수행하여 Y—기를一。一, 一S-, —CH2-로 

■변화시켰을때 염화펜에틸에 비하여 一O•—는 IO, 

〜1俨, —S—는 1()2〜103배만큼 반응성을 증가 

시킨다는 보고를 발표하였다. 이 들은 이 결과를 

산소와 황원자의 전자주게로서 의 작용때 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우리의 논의를 여기에 작용시키 

면 Hayami 등이 내린 결론과는 동떨어지나 그 

들의 순서와 아주 좋은 일치를 볼 수 있으며 따 

라서 그들의 결론이 너무 피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아세톤 용매 중에 서 염 화펜 아실의 염 소이 

온 교환반응에 대 한 C.H. Parkz 의 결과 및 염 

화벤질의 염소이온 교환반응에 대한 Lee, et. 
况2。의 반응속도 자료를 비교하면 우리의 결론이 

극히 타당함을 입증할 수 있다. 아세토니트릴 

용매중에서 이러한 형의 반응은 대체로 아세돈 

용매 중에 서 보다 2〜3 배 정 도 느리 다이 러 한 

점을 고려하더 라도 Y—기 변화에 따른 Sn2 반 

응성의 실험적 순서는

_0—r_CO=!>—S—«iNone>—CH2—

로 요약된다. 이러한 실험적 경향성*은  우리의 

0-MO 이론에 의한 결론과 아주 잘 일치하고 있 

는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1973 년도 과학기 술처 연구 

조성비로 이루어 졌으며 이에 대하여 사의를 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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