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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光光度法에 依한 Iodine의 Pyridine 및 Quin이me 溶液의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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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3. 10 受理)

Spectrophotometric Studies: of the Solution of 
Iodine in Pyridine and Quinoline

by Chong Hoc Park

Dept, of Chemistry^ College of Liberal Arts and Science, Chungnam University

Spectrophotometric studies have been made on the s시u흐ions of elementary iodine in pyridine and 
quinoline, in the absence of light. The results shown that triiodide ion is produced in both solutions 
with different rates, and that triiodide ion behaves dif血en히y in both solutions. Iodine reacts 
slowly with pyridine, giving rise to triiodide iont which is relatively stable in this solvent, hereas, 
iodine reacts rapi히y with quinoline, forming triiodide ion, which interacts further with the medium 
at slow rate. It has been thought that the difference of the behavior of triiodide ion in both solu
tions may be due to the stronger basicity of quinoline than pyridine.

序 険

本報文은 Iodine 파 pyridine 및 quinoline고「의 反 
應을 分光光度法을 利用하여 硏究한 것이다，

그結果 各溶液에서는 모두 I厂이온의 生成이 確認되 

었다. 또한 各溶液에 있어서의 L-의 生成速度는 서로 

다르며 , 生成된 I厂이 온과 pyHdine 혹은 quinoline 과 

의 反應에 도 顯著한 差異가 있 음이 確認되었 다•

Iodine 은 pyridine 과 徐徐히 反應하여 k-이 온의 濃 

度가 增加하며 이 I厂이 온의 溶媒인 pyr너2속에 서 

比較的 安定하다. 一方 quinoline 과는 急速히 反應하 

여 k一이온을 生成하고 同時에 이 生成된 I厂이온은篋 

彷히 나마 다시 溶媒인 quinoline 과 反應하게 된다

끝으로 上記의 두가지 溶液이 나타낸 吸收曲線을 說 

明하기 爲하여 各溶液內에서의 L 의 反應機構에 對하 

여 論議하여 보았다.

實 驗

1.吸收 spectra1,2>3)
모든 吸收曲線은 Beckman B 型의 分光光度計를 使 

用하여 測定한 것 이 다. 各 實驗마다 純粹한 溶媒의 吸 

光度를 0으로 하고 이것에 對한 溶液의 吸光度를 測 

定, 吸收曲線을 作成하였다. 測定한 波長範圍는 上記 

分光光度計의 性能波長範圍全部를 使用하였으며 따라 

서 320m“ 보다 短波長쪽은 測定할 수 없 었 다. 一方 

520m*  보다 長波長範圍는 論議할만한 吸收가 없 었 으므 

로 本報文에는 記述하지 않았다•

波長눈금의 補正은 元來 水素放飛管을 利用하여 

H-a 線에 마추어 補正하여 야 하나 裝置의 未備로 因 

하여 補正하지 않고 使用하였 다• 다만 KMnO< 플 비 

롯한 特性 spectra 가 알려 저 있는 物質의 吸收曲線 

을 測定하여 比較하므로써 滿足하였다•

2.物 質

a) pyridine; H. Hayashi 會社의 製品 約 100ml 를 

黑色병 에 넣 어 CaClz 乾燥器內에 넣어 서 暗處에서 約 

2週日間 乾燥시킨後 이것을 aspirator 를 使用하여 減 

遂蒸溜하였으며 100°C 附近의 分溜物을 回收하였다. 

이 方法을 다시 反復하여 서 얻 은 pyridine 의 常壓下에 

서의 沸騰煞을 測定하여 文獻上의 것과 比較하여 純 

度를 檢討하였 다. 이 것 올 濕氣, CO2 等의 不純物이 混 

入하지 않도록 잘 乾燥된 黑色병 에 녛 어 實験에 使用 

할 때까지 乾燥器內에 넣어 暗處에 保管하였다•

b) quinoline; 東京合成會社製品을 約 100ml 를 黑 

色병 에 넣 고 여 기 에 純度가 높은 KOH 錠을 糸勺 20個 

넣어서 CaClz乾燥器內에 넣어 約 1週日間 嗜處에서 

乾燥시 키 다가 다시 KOH 錠을 갈아넣 고 一週日 間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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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燥시 켰 다. 그 後 眞空 pump 를 使用하여 30mm Hg 
로 減擊하여 砂浴 上에 서 加热, 125°C 附近의 分溜物 

을 收集하였 匸k 이方法을 다시 反復하여 서 얻은 qui・ 
noline 의 B.P. 를 測定하여 文獻上의 것 과 比較하여 

純度에 對한 檢討를 한 後 그것을 亦是 不純物이 混 

入하지 않도록 잘 乾燥된 黑色병 에 넣어 乾燥器內에 

넣어서 實驗에 使用한 때까지 暗處에 保管하였다.

c.) Iodine; E.R. Squibb & Son's 會社製品을 再精 

製하여 使用하였다.

3. 溶液의 調製

溶液을 調褻함에 있어서는 本實驗의 目的에 適合한 

濃度를 擇하지 않으면 안되 므로, 爲先 若干 濃厚한 것 

을 調製하여 數次의 豫備實驗을 通하여 漸次 稀釋시 

켜 適合한 濃度를 選擇하였다. 또. 溶液의 保管에 있

Fig. 1—Iodine 의 pyHdine 溶液에 있 어 서 의 

濃度別吸收曲線

止하기 爲하여 分光光度計에 依한 測定時를 除外하고 

는 絕對로 光線에 露出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이 

것 은 溶液을 光線露出下에 保管하게 되 면 溶液의 色이 

곧 變化하여 分光光度法的硏究에 큰 支障이 있 음을 經 

驗했기 때문이匸h
a) Iodine pyridine 溶液의 調製; 처 음에 0.001M 의 

溶液을 調製하여 即時 吸光度를 測定해 본 結果 Fig. 1 
의 曲線(D이 나타내는 바와같이 波長 400〜360m“의 

範圍에서 녀무 强한 吸收가 일어나, 吸收極大黯의 位 

置를 알아 볼수 없었다. 漸次 稀釋하여 0.0005M 에서 

測定해본 結果 Fig.l의 曲線(II)를 얻었으나 이溶液은 

時日이 經過함에 따라 漸次 吸光度가 增加하는 現象 

을 나타내므로 좀더 稀棒할 必要를 느껴 結局 0.0002 
M 의 濃度로 稀釋하여 Fig.l 曲線(III)을 얻었으며 이 

것 을 本實驗에 使用하였 다. (385m/z 의 波長範圍에 서 

吸光度 0.28의 吸收極大黙을 가짐 ).

b) Iodine 의 quinoline 溶液의 調製; 上述한 Iodine 
의 pyridine 溶液의 調製法과 同一한 方法으로 여 러 

차례 의 豫備實驗結果 0.0001M 의 濃度의 溶液을 本實 

驗에 使用하기 로 하였으며 이 溶液은 375m/z 의 波長範 

圍에서 吸光度가 L0이 되는 吸收極大黙을 나타냈다.

實驗結果

本實驗에 서 Iodine 의 pyridine 溶液 및 quinoline 

溶液에 對한 實驗値를 圖表로서 나타낸 것이 Fig.2와 

Fig.3 이 다.

實驗菇果의 比载檢討

前記한 實驗値 및 吸收曲線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Iodine 의 pyridine 溶液에 있어서는 520m“에서 400 

m“ 에 이 르는 동안 吸收는 현저 하지 않으며 波長이 

짧아짐에 따라 漸次 吸收가 .强하여져 400m兴을 지 

나 385〜380m/z 근처에서 吸收極大黙을 나타낸다 

(Fig. 2).

R.S. M니likeu 氏의 硏究結果4)및 其他의 文獻不 

에 依하면 分子狀態의 12 또는 不活性溶媒中의 12 가 나 

타내는 特性吸收曲線은 520m“ 附近의 波長範圍에 大 

端히 銳利한 吸收極大域을 가찬다는 것이 발려저 있 

다. 이 것과 比較하면 Iodine 의 pyridine 溶液에 있어 

서는 그 吸收極大黙이 短波長쪽으로 移動하였고 또 吸 

收带全體가 넓 어져 있다. 이 事實은 pyridine 이 lo- 
dine 에 對한 活性溶媒임 을 말해 줄 뿐만 아니 라, 이 

溶液內에는 Iodine 의 어떤 錯化合物이 生成되 었으리 

라는 것을 말해준다・

文獻에 依하면 CsH^NL 의 benzen 溶液은 어 느程度 

의 双極子能率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고& 또 Iodine 
의 pyridine 溶液은 溶媒인 純粹한 pyridine 보다 큰 

電氣傳導度를 가진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7 이런 黙 

으로 보아 이溶液內에는 PyL型의 錯化合物과 더부러 

이것의 極性化된 構造의 Py+I2- 或은 Pyv：= 等의 젓 

도 同時에 生成된 까닭이라고 볼수 있다.

Iodine 의 pyridine 溶液은 時日의 經過에 따라서 吸 

收曲線이 顯著하게 變化해 가고 있으며 그중에서 가 

장 重要한 事實은 다음의 두가지이 다.

(1) 吸收帶의 吸光度가 全體的으로 繼續하여 增加 

한다. (Fi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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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k-이온« 生成에 宙因한다고 뷸 수 있다.

Iodine 의 quinoliiie 溶液엑 있어서는 그 

調靈即後의 噸收曲線의 모양은 pyridine 溶 

液에있어서의 그것과 매우類似하다. 그려나

03

0-4

10

Fig. 3—Iodine 의 quinoline 溶液（以10~<）의 時間的 

變化에 따르는 吸收曲線의 變化

520 500 U0 460 440 420 400 380 360
nip

時間的 變化에 따라 變化하는 모양에는 願 . 

著한 差異가. 있으며 그中 重耍한 것 은 다음 

의 두가지 이 다. （Fig.3）
（1） 溶液을 調製한 後 3時間 동안은 全證 

的으로 袈光度가 急激히 增加한다.

（2） 3醇問 後부터는. 吸光度가 徐徐히 诚 

少하는 同時에 吸收極치！!（은 短波悬쭉으로 

移動하여 3日後이면 巷히 355m/« 의 波長 

範圍에 到達한다..

이 4같이 lodind과 quinoline . 은 Iodine 

과 pyridine보다는 ■ 応鼠하는 速度가 배 단히 

나르다. 厠 Iodine 의:: pyridine 溶液엥 있 어 

서는 그희 吸收極치畐이【3-이온 의 吸收極 

大黑인 37<kn“의' 液畏範圍에' 到逹함에 約 

20日 以上의 時日이'所要되는데 比하여 lod- 

ice의 qu谊olinc溶液세 "있어서는 溶液쿼腰 

'即後에 이미 375;呼외 位置에 吸收極大然 
'을 가지며 그 吸免度뉵 吸收桂大!恥이 移動 

:함이 언이 '3時間통안 '急激히 增加한다. 

«Fig.3 A.B.C 參照） 이 375m“ 의 吸收極大 

長은 Io血ie읜 pyridiae 溶液의 境遇에 서와 

같이 I「이온의 生成에 ,起因한다고.생각할수 

있다. 따라서 이濬旗言 調整即後부터 13- 
이온이 生成되고 그.,生：成速症는.대단히 나 

르다는 것올 알수「있耳;

（2） 吸收柢大JS灣 位置가 徐徐1. 短波長蓦으로 移 

鬼하다. （Fig.2의 I脂線）
°］ 두가지의 事責은 JoXine 과 .pyridine 은 서로 繼 

績的으로 反陸하어 새로운 吸光物質을稔箱 生成하 

고 있음을 意味한다. 또 이 事實은 Iodine 의 pyridine 
溶液에［있어서 遊艇 lodiae을 時間的®t'에 따라 St 
定한 結* Iodine의 浪度가 渐次: 減少혜 가는,事實8、 

과도 잘 二致한다•.

러면 375m“의 '波長範圍內에서 吸收極大無을 나 

타내는 吸收物質에 對하여 考察해 보기로 힌다. 文獻 
에 依하면 L-이온의 吸收曲線이 370n必附近에서 吸 

收極大黑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으며 , 또, 上述한바. 

와 같이 이溶液이 時日이 輕過함예 따라서 極性이 增 

加한다는 事實로• 미 루어 보아 375m# 의 吸收極大煞 

다음 이 Iodine 의 quinoline 潘液의 吸收曲線은 調 

美한 3時関陸부터는 G-이온의 特性吸收極大黑인 375 
m“ 의 密夫黑은 浦｛次 그 •높이도 減少하거 니 와 그 位 

置도 •變化하여 2日後에는 完全히 335m/z 의 波長範圍 

로 移動한다. 이 願著한 變化는 肉眼으로도 그色이 稀 
薄헤지는 것을 識別할 수 必을 程度이다. 이 現象은 

Clinberg*  엣 依하여 硏究뇐 tetra-n-butyl-anunoniu- 
m-tri.iodide 의 quinoline 溶液 »f ；잉 句 서 生成된 I「이 

溶媒와 反應한다는 事實과 一致*다.  結局 이 現象은 

溶液內에서 生成된 】3-이온。］ 다서: 溶媒인 quinoline 
과 反應하여 새 로운 種類의 吸收初鮑 Iodine 誘導體 

를 生成한다고'說明할수 効 다. 『 *

다음 이 두가지 溶液속에 서 의 Jodine 의 反應揽構에 

對하金 考察핼 보기로 한다. 1般的으로 pyridine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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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quinolin은과 같이 孤立電子對를 가지고 있는 溶喋、 

는 L에 회하여 活性落摞가 딜수 있다는 것은 곧 생 

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溶液에서 I「이온이 發七하는 

機儔를 面單하게 說明할수 없다. 일 찌기 Audrieth 氏 

와 Bin■氏는 Iodine 의 Pyridine 濬液에 鬭하여 電氣

化學的으로 硏究한 牯果7 이 溶液이 時日의 經過에 

따라 電気傳通度가 增如하는 現象을 說明하기 爲하여 

IPy+이은의 存在를 假定하였고. 그後 R.A. Zingaro 
氏 外의 몇사람들도 IPy+의 各種食에 초上한分光光度法 

的硏究結果와 1＜너inre 의 pyridine 溶液에 對한 硏究結 

果를 比較檢討하여 IPy* 이온의 存在를 唾潔한바 히 

다91. 이런累i에서 Iodine 과 pyridine 이 서로 反應하여 

V 및 IPy* 이온을 生成하는 反塵흔

L+Py = PyL（Py可旷.Pyl-I* ）
Py 板十L 二二츠 PyI+I3-

의 平衡式으로 表示할수 있다. 또 文獻에 나타나있는 

結果인 chloroform 中에 서 & 와 pyridine 의 反匯에서 

3 iodo~p호ridine 및 3. 5-diiodo-pyridine 을 生成分離 

하였 다는 事實］。'과 比較하여 考察한다면 上記와 反應 

은 pyridine 核이 Iodine 에 依하여 親電子性反窶을 當 

하였 음이 分明하며 Py 核에 一種의 置換反靈이 일 어 

났다는 겆 을 말한다. 그리 고 이와 같은 置渙反奪이 光 

化學的反應의 防止下에 常溫에서 일어날수 있다는 弊 

實은 溶液內 에 存在하고 있는 Iodine 이 大器히 큰 亟 

性을 가지고 있는 까닭이라고 더부거 랄헤 즌다.

.同一•한 考察 下■에 서 ［。血的 의 quinoline 咨淺네 있 어 

서의'&-이온의 生成은

2&+Qu=IQu++l3~
의 平衡反應으로써 表示할 수 있을 것이며 이 反痙의 

速度는 Iodine 의 pyridine 溶液의 境遇보다 大攜혀 •타 

르다• 다음에 여가서 生成된 I「이온이 溶疼인 quino- 
line 과 다시 反殖하여 涓滅듸는 反應의 炭構네 盟해 

서는 매우 推施어 困離하나. 고것은 첫께로 本實驗에 

서도 그 生成物에 對한 究明을 하지 못하였고 또光化 

學的反應을 防止한 詮件下에서 %「이온과 落傑와의 反 
應에서 生成되었다고 생각되는 새로운 Iodine 誘導豈 

를 分離確認한다는 것은 大端한 難熟이 있을 것이 落 

想된다. 또 本人이 調査한 바에 依하면 아직 여기에 

處한 硏究結塁가 文獻에 나타나 있는바도 어다. 다만 

J Kleinberg 氏 事릐 몇사랕捷同硏究에 依한 分光 

光度法的 硏:究拮果하，Io血此의 q血니ig 濫族의 第二 

吸收極大然이 I「이론이 滄溥한 復의 355叫«의 數收 

爾大黯에 近接하고 있는 益果를 提示칸바 잎다. 이것 

으로 미루어브면 이 35蝴의 毀畋晨大密은 實은 I广 

이 온이 生成되기 前에 淺存我흐리라고 뺟砰지는 Qu氐 

型의 配位錯化物에 ｛长한걸떼라교 채각놘다.

以上 孟議간 바와같에 歸鑫喋에 헜떠서 포두 I「이 

3이 生成되기만 이 I「이온아 pyrhiine 속케서는 어 

느程度 安定하지만 quinWinc 콰는 耳 로 反逐한다는 

것 은 quin이ine 비 pyridine 베 比하여 昭星性기 큰 짜 

닭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本實•읉 驾하여 撬専휴여주& 廷世大學佼 
沈汶澤博士에4 諸/률 表하는 바이다.

引用妞

1) W.R. Brode. 아리ni이 Spectrosa^jy. 2nd. EL 
J. Wiley & Sons' Inj New Yc吐 1952- pp_ 
239-268

2) H.H. Willard, LL Merritt, and J.A.以皿

Instrumental Methods of Analysis. 2nd Ed.. 
D. Van Nostra&d Co. Inc., Xew York, 19S2L 
pp. 2 〜& '

3) Beckman Instruments Iiistniction Manual Bu
lletin 2S1-A- Printed by Beckmaa Inst. Tnr- 
California. 1954. pp. 4T0.

4) RS MulliKeB, J.A.C.S.,住 600 C19S2)
5) J. Kleinberg, and A_W_ Davidson. Chem. Re~ 
叽 42, 601 (1948)

6) Y.K. Syrbin, and K_M. AnMimgd. Doklady 
A噸.Naurk. S.S.S.R. 59. 1457 (IMS)

7) Audrieth, and Birr. J.A C.S..电 6昭典933) 
응) J Kleinberg, E. Calt皿 J. Sattizahn, and C.

A. Vander Werf, J.A.C.S., 75, 444 (1953)
9) R.A. Zingaro, C.A. Vander Werf, and J. Kl- 

einberg. J.4-C.S., 73, 89 C1951J
10) ibid., 72, 534, <1950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