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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50-100% CH3CN-CH3OH 혼합용매계에서 파라- 치환된 질산벤질과 아닐린과의 친핵성 치 

환반응에 대한 2차 속도상수를 전기전도도법으로 구하였다. 속도자료를 이용하여 Hammett 内과 处값, 

Br^nsted 戶값 및 용매화 파라미터 계수들을 구하였으며 이들을 PES 및 양자역학 모형에 적용하여 구조 

변화를 논의하였다. 연구결과 결합형성보다 결합절단이 비교적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치환기 변화에 따라 

결합절단의 진척이 결합형성을 촉진하는 동시적 Sn2 반응메카니즘으로 진행됨을 알았다.

ABSTRACT. Kinetic studies on the nucleophilic reactions of p-substituted benzylnitrates with 
substituted anilines have been conductometically carried out in 50-100% CH3CN-CH3OH mixtures. 
From the kinetic data, Hammett pc and pN values, Br^nsted B values, and solvatochromic coefficients 
were determined in order to examine the transition state variations caused by changes in substituents 
and solvent properties. It is concluded that the reaction proceeds via a synchronous SN2 mechanism in 
which bond formation is more advanced than bond cleavage.

서 론

벤질유도체의 가용매 분해반응 및 친핵성 치환 

반응은 유기분자의 반응메카니즘 연구를 목적으로 

널리 연구되어 왔다*. 치환기 및 용매변화에 따르 

는 전이상태 구조변화를 예측하기 위하여 PES 
( ootential energy surface) 모형，및 양자역학적 

모형이' 널리 적용되고 있다. 또한 유기반응의 용 

매효과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Taft 등에5 의하여 

제안된 용매화에너지 직선관계식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XYZ= XYZo+s^+aa+b/3 (D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형들을 적용하여 CH3 
OH-CH3CN 혼합용매계에서 진행되는 파라 치환 

된 질산벤질류와 아닐린 치환체간의 친핵성 반응 

의 치환기 및 용매변화 등에 따른 전이상태의 구조 

변화를 논의하였다.

Y-Q-CH2-NO3 + 2NH2-Q>- X

"為"黑야QH>「◎"CHkNH ⑵

■^-X+XhQ-NH3+NO3-

x=och3, ch3, H, Cl ； y=ch3, H, 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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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시 약. 용매로 사용한 아세토니트릴은 

Coetzee 법으로7 정제하였으며 아닐린 치환체들도 

보고된 방법에 따라 정제하여 사용하였다七 또한 

질산벤질류는 보고된 방법에 따라 합성한 후 IR 

및 TLC 로 확인하였다七

Y-Q>-CH2Cl+AgNO3 -아%으］

Y^O-CH2N03 + AgCl I (3)

반응속도의 측정. 질산벤질의 농도(5X10-3 

M)보다 아닐린 농도(0.2~0.6以)를 훨씬 크게 

유지시키면서 유사 1차로 반응시켜 이의 유사 1차 

반응속도상수를 전기 전도도법 으로 구하였다. 측정 

에 사용된 전기전도도 기기는 DKK Model AO-6 
디지탈 전도도계이었다. 유사 1차 반응속도상수 

&을 아닐린 농도에 대하여 도시하여 그 기울기로 

부터 2차 반응속도상수 底를 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좋은 직선성 3=0. 990±0. 009)을 보여주었다.

払=也〔아닐린〕 (4)

결과 및 고찰

CH3OH/CH3CN 혼합용매 중에서 질산벤질류 

와 아닐린 치환체간의 2차 반응속도상수 冷를 

Table 1에 요약하였다.

Table 1을 보면 반응속도는 아닐린의 치환기 X 
및 질산벤질의 치환기가 전자주개 일수록 증가함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용매의 ch3oh 함량이 증 

가할수록, 즉 용매의 극성이 커질수록 2차 반응속 

도상수는 증가한다. 본 반응의 2차 반응속도상수 

로부터 구한 Br^nsted 尸값과 Hammett 伽 및 

Pc값을 각각 Table 2, 3 및 4에 요약하였다.

戶값은 0.5〜0.7사이의 값으로서 기질치환기 Y 
가 전자받개 일수록, 그리고 용매의 CH3OH 함량 

이 증가할수록 커지는데 이는 전이상태에서 친핵 

체 -기질 사이의 결합형성이 중간정도 이루어져 있 

으며 결합형성의 정도는 Y가'전자받개일 때, 그 

리고 용매의 극성이 커질 때 증가함을 의미한다.

Table 3 및 4에서 반응상수 所과 所의 부호는 

모두 음으로서 친핵체의 반응중심인 질소원자 및 

기질의 반응중심인 벤질탄소원자에 양전하가 전개

Table 2. Br^nsted Rvalues at 55 °C

CH3CN(%v/v) Y
Cl H CH3

90 0.589 0.562 0.530
80 0.623 0.584 0.557
70 0.656 0.639 0.601
50 0.686 0.649 0.602

Table 1. Second order rate constants (*2 x lO4^/-^-1) 
at 55 °C

Y CH3CN(%v/v) X
och3 ch3 H Cl

90 4.47 3.20 1.86 0.920
Cl 80 5.31 3.56 1.99 0.960

70 5.99 4.13 2.24 0.980
50 7.01 5.37 2.69 1.09

90 5.37 3.98 2.40 1.20
H 80 6.31 4.55 2.63 1.26

70 7.76 5.43 2.91 1.34
50 8.72 6.91 3.54 1.51

100 4.65 3.53 2.40 1.28
90 6.17 4.47 2.75 1.40

ch3 80 7.41 5.26 3.16 1.58
70 9.12 6.28 3.61 1.72
50 10.3 8.71 4.68 2.04

Tatie 2. Hammett Rvalues

CH3CN(%v/v) Y
Cl H ch3

100 一 — -1.11
90 -1.37 -1.30 -1.28
80 -1.47 -1.40 - 1.33
70 -1.58 -1.52 -1.43
50 -1.64 -1.56 -1.47

Table 4. Hammett pc values

CH3CN
(% v/v)

X
och3 ch3 H Cl

90 -0.33 -0.36 -0.43 4).45
80 -0.36 -0.43 -0.50 -0.53
70 -0.45 4).46 -0.52 -0.62
50 -0.40 -0.52 -0.60 -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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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丨 伊丨 의 크 

기는 戶값의 크기와 마찬가지로 친핵체 - 기질간의 

결합형성의 척도를 나타내는데 戶값의 경향과 일 

치하고 있다.

한편, 0C값을 고려하여 보면 친핵체의 치환기 X 
가 전자받개일 때, 그리고 용매의 극성이 커질 때

시 값은 커지는데, 이는 결합절단이 진척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臣 丨外1기 Q시의 경향을 보이는것으 

로부터 벤질탄소원자가 친핵체의 질소원자보다 치 

환기의 영향에 더욱 민감함을 알 수가 있다. 반응 

상수 0C의 크기는 결합절단의 기여 (/%)와 결합형 

성의 기여(久)로 이루어져 있는데咯 例는 (厂)부 

호를 “는 ( + )부호를 가져야 하므로 의 기여가 

Q/의 기여보다 우세하여 전체적으로 以의 부호가 

음으로 주어진 결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즉 본 

반응의 전이상태는 결합절단이 결합형성보다 우세 

한 느슨한 구조를 가지는데, 이는 해리형 Sn2 반 

응메카니즘의 전이상태 구조에 해당한다.

冷+ S8S+ 8-
(X)N-------- -- ---------------------
친핵체 기질 이탈기

친핵체 치환기 X 가 전자받개일 때 I시 값이 

증가한 것은 벤질탄소원자에 양전하가 증가한 것 

으로서 기질-이탈기간의 결합절단이 친핵체-기 

질간 결합형성에 비하여 우세하게 일어남을 의미 

한다.

한편 Table 3과 4로부터 용매의 메탄올 함량이 

증가하면 丨 pc I 값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이 결 

과는 용매의 수소결합능력이 커질수록 벤질탄소원 

자의 양전하가 커지는 것을 나타내며 이 때 친핵 

체 기질간의 결합형성도 크게 일어나게 되어 

丨 加 丨 값의 증가를 보인다. 또한 丨 /% 丨 값을 보면 

일반적으로 X가 전자주개일 때보다 전자받개일 

때 메탄올 함량증가에 따른 丨 Qc 丨 값의 변화가 큰 

데, 이 결과도 용매의 수소결합 효과에 의해 느슨 

한 구조가 유리해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반응 

은 용매의 수소결합주개 성질에 의해 결합절단이 

진전됨에 따라 결합형성이 촉진되는 동시적 

(synchronous) SK2 메카니즘의 성격을 띠고 있다

Table 5. Solvatochromic coefficients a and s and their 
ratio a/s

Y
X

och3 ch3 H a

a 1.12 0.992 0.715 0.249
Cl s 2.52 0.839 0.660 0.250

a/s 0.444 1.18 1.08 0.996

a 1.40 1.20 0.751 0.430
H s 4.09 1.90 0.667 0.294

a/s 0.342 0.632 1.13 1.46

a 1.49 1.32 1.07 0.822
ch3 s 4.38 1.37 1.23 1.14

a/s 0.340 0.964 0.870 0.721

Correlation Coefficient —).996 ±0.002

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I. Lee 등의 염화벤질 

에 대한 연구의 결과와m 일치한다. 그러나 

Koshy9 등은 염화벤질 및 질산벤질의 가용매 분해 

반응에 대한 a-동위원소효과 연구로부터 C1-보다 

Nt#-의 이탈능력이 더 큼을 보였고, 따라서 질산 

벤질의 반응은 염화벤질의 반응보다 결합절단이나 

결합형성이 더 많이 진행된 전이상태를 가질 것으 

로 기대된다. 따라서 질산벤질의 전이상태의 구조 

는 할로겐화벤질의 전이상태 구조보다 더 큰 쌍극 

성을 보일 것이므로 용매의 수소결합주개 효과(a) 
뿐만 아니라 극성 -편극성 효과(〃*)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Lee 등은 메탄올-아세토니트릴 혼합용매계에 

대한 용매의 z*값과 a 값을 분광광도법을 써서 

구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 얻은 반응속도 자 

료와 이 들 “ *와 a 값을 이 용하여 multiple 

linear regression 법으로부터 식 ⑸ 의 용매 파라 

미터 계수 a와 s 를 구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5에 요약하였다.

!ogXs?r*+aa +상수 (5)

Table 5로 부터 치 환기 변화에 따른 a/s 값에는 

뚜렷한 일반적인 경향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a/s 
값이 1보다 작은 값을 보인다. 이것은 용매의 수 

소결합주개 효과 보다는 용매의 극성 - 편극성 효과 

가 전이상태 구조에 우세하게 작용하여 전하분산 

이 효과적으로 일어나 전이상태가 안정화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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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More OTerrall plot.

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결과는 본 반응 

의 혼합용매계가 아세토니트릴의 함량이 많도록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생긱되며 a/s 값의 크 

기로 보아 용매의 수소결합주개 효과 또한 큰 기여 

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X 
가 전자주개 (OCHQ 일 때 a/s 값이 작은 반면에 

X 가 전자받개 (C1) 일 때는 a/s 값이 큰 경 향을 보 

이고있다. 이는 X 가 전자주개일 때는용매의 "* 

효과의 기여가 커서 비교적 단단한 전이상태 구조 

를 유리하게 하고 X 가 전자받개일 때는 용매의 a 
효과의 기여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비교적 느슨 

한 전이상태 구조를 유리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된 

다.

기질과 친핵체의 치환기 변화 및 용매 변화에 따 

른 본 반응의 전이상태 변화를 PES 모형을 이용 

하여 논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할로겐화벤질의 

친핵성 치환반응에서와 마찬가지로 질산벤질의 친 

핵성 치환반응은 해리형 Sn2 반응메카니즘으로 진 

행되므로 Fig. 1과 같은 PES 모형의 SN과 Sn2 
반응경로 사이의 경로를 거쳐 반응이 진행될 것이 

다. Y 가 전자주개이면 Fig. 1의 왼쪽 위 모서리 

의 화학종이 안정화되므로 Thornton 규칙에" 따 

라 전이상태는 B방향으로 이동한다. 이것은 결합 

형성이 감소하고 결합절단이 증가하는 방향에 해 

당하므로 전이상태 구조는 더욱 느슨해질 것이다. 

이것은 본 실험에서 Y가 전자주개일 때 丨 所丨 과 

戶 값이 감소하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X 
가 전자받개일 때 오른쪽 두 모서리에 있는 화학종 

이 불안정화되므로 각각 Thornton 규칙에 의해 

B 방향과 Hammond 규-칙에" 의해 C 방향으로 

전이상태가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두 방향의 벡 

터합에 의해 전이상태는 결합절단의 정도가 증가 

하는。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는 본 실험에 

서 X 가 전자받개 일 때 "시 값이 증가하는 결과 

와 일치한다. 또한 용매의 메탄올 함량이 증가하 

면 a 효과에 의 해 이 탈기의 이 탈능력 이 촉진되므 

로 위 두 모서리의 화학종들이 안정화될 것이다. 

따라서 전이상태는 B 방향과 F 방향의 벡터합인 G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 방향은 결합형성이 감소하 

는 방향이므로 전이상태의 구조는 느슨해진다. 그 

러나 메탄올 함량이 감소하여 용매의 극성 - 편극■성 

이 증가할 때는 오른쪽 아래 모서리 화학종이 안정 

화될 것이므로 전이상태는 Thornton 규칙에 따라 

E 방향으로 이동한다. 즉 결합형성이 증가하고 결 

합절단이 감소해야 한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 아 

세토니트릴 함량이 증가할수록 丨 外 丨과 戶 값이 

감소하므로 결합형성이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본 반응에서 용매효과는 용매의 편극성만으 

로 해석할 수 없으며 용매의 수소결합 성질을 고려 

하여 본 반응이 용매의 a 효과에 의한 Upush- 
puir s“2형 메카니즘으로 진행된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한편, 양자역 학적 모형 에서 Y 가 전자받개 일 때 

는 친핵체 -기질 결합이 단단하고 기질 -이탈기 결 

합이 느슨한 D+A- 배치가 안정화되며, Y 가 전자 

주개일 때는 친핵체 -기질 결합과 기질 -이탈기 결 

합이 모두 느슨한 DA* 배치가 안정화되는데 이 

결과는 본 실험에서 Y가 전자주개일 때 戶와

I 队 I 값이 감소하는 결과와 일치한다. X 가 전자 

주개일 때는 D+A- 배치가 안정화되므로 본 실험 

에서 X 가 전자주개일 때 丨 p시 값이 감소하는 결 

과와 일치한다. 또한 메탄올 함량이 증가하면 이 

온화 능력이 증가하므로 DA* 및 D+A- 배치가 

안정화되어야 한다. 기질 -친핵체 결합은 두 배치 

에서 상반되지만 기질 -이탈기 결합은 느슨해져야 

한다. 그러나 Pross 등은' D+A~ 배치가 DA * 배 

치보다 더 큰 안정성을 가지므로 전이상태에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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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배치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실험에서 메탄올 함량증가에 따라 I 所 丨 과 

I Pc I 값이 모두 증가한 결과를 보이는 것은 결합 

형성과 함께 결합절단이 모두 많이 진척된 것을 의 

미하므로 본 실험의 결과는 Pross 등의 보고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CH3OH-CH3CN 혼합용매 

계에서 질산벤질과 아닐린과의 친핵성 치환반응은 

용매의 a 효과에 의해 이탈기 가 많이 이탈되어 있 

는 느슨한 전이상태 구조를 가지면서 치환기 변화 

에 따라 결합절단의 진척이 결합형성을 촉진하는 

동시적 S«2 반응메카니즘으로 진행된다고 결론지 

을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89년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감사드리며, 

아울러 본 논문을 李益春 博士님의 回甲 紀念論文 

으로 奉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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