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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60 갬마|t에 依한 Methanol 및 Methanolic S❹hiticm 의 Radio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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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FRw 의 에너지가 吸枚되베을 낵에 V긴 希寳 또는 

反車。物質의 分子數 또는 radical 數를 G 간이 라고 祉다.

Radiolysis of Metlianol itiid MethanoHc Solutions 
by Co-60 Gamma-Rays

By Sang Up Choi
Departncst of Chemistiy. Yonsei University

•专y

Yields of hydrogen, methane, carbon Bonoxide. formaldehyde and ethylene glycx»l by gamma；ra-^^^ 
dkrfy^s of methanol have been detennined M room temperature and compared with values reported 
in the literature. The G-valocs olrtaiDed by the present studies are as fcdlows: G(Hz)=4.98, G(CH<) 
=0-28. G<CO)=M9. G<HCHt»=히4 and GC이HM=3.07.

The effects of v>terH mediyl bcnte and aftali halMes atMed to methanol prior to radiolysis have 广 
also been investigated. It 诘 obacrved that alkali iodides and bnmudes affect the G-values, partiqr^ 
larljr, of hydrogou formaldehyde an^/or ethylene glycoL whereas alkali chlorides and fluorides have 
less pronoonced effects.

近年에 이르러 有■化合物의 敞阳綻化學배! ■한 硏 

究가 많이 進行되고 얬다. 既旳 食单한好于핸 me- 
thanW의 radWy血도 여러 跚竞者들베 依해여 硏究 

되어 왔다3=3 매 中의 두 硏究는가 *W한 见

과 몇爱 methanol^ sointig을 C6~fiQ갬파雜흔로竪 

射하엇을 매렙 일어나는 化學獎化휼 岬하여 edb 
lysis 對한 mecgnisin을 提案한 것비'1i 最；&이 한 

硏究는3 純样한 methane 뺯 여뢔 蘆质희 methanolic 
에it血!！의 radiWynis 볰 ■한 廣範圍반 皿楮果흘 

報告，고 있다. 그러나 미들 며레 硏魔結果가 純样반 

methamH 의 radiolysm 의 主生废物멘 HCHO.
(OlaOHhH 對한 G 갈••외 T률 보여줍재 않을 룬 

만알니라 比幌的 少量으로 생게는 CO 및 CH.-I W 
한 G 가이 精密하게 M定되에 햎지 St다.

도 最近에 著者는 B«Cn,a) L? 反應레서 4기뇬 

recml 케 依한 methanol 외 radiolysis 률 硏究한 結果 

琅 HGHOJC曲恥 CO.CHi들의 G 차이 Co-60 
겡마檀°1 依한 radMJysis 패와 笋異함을 알았다.心 이 

뜰 두 境遇를 叢苗허 比蛟하기 菖헤서는 B(OCH호)3豊 

methanol 에 녹인 湖没예 對한 Co-60 gamma ra- 
di이ysis를 詳紐히 H査할 必耍가 있다.

本硏究에서는 (1) 純粋한 methanol의 gamma ra- 
diolysis 률 硏究함으로써 H2, HCHQ(CHzOH)g헤 對 

한 G 갈을 樗密혀 測定하여 앞서 다른 사람들이 報吿 

한 結果와 比校하고 또 CO 및 CH< 에 對한 G 간을 

確責허 하려고 企贸하였다- 그리고 (2) B1OCH0編 

HzO, 할로겐化알칼리 等을 metMn이에 녹인 溶液의 

gamma radiolysis > 養査하여 이 들 濬質이 radiolysis 
에 미치는 玲轡을 究明하려고 하였다.

責 ・

A. 物賣왹 糖拨
쵸血han어 은 Lichtin 敎授가 使用한 方法做에 依하 

여 鶴發하몄다. 即 Fish히: 會藏製의 "Certified ^Rea- 
gentM methanol Todd column 에서 分溜한 다음 

眞空裝置안에서 金属 Mg(Dow Chemicals Co.)로 脫 

水하고 녹아있는 氣證叠 除去［degassing)’하여 眞空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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置안에 그태로 保管하였다. BCOCHjJjCMetal Hy- 
drides.Co.）는 glass helices률 充塡한 40cm. 길이의 

column 으로 分溜한 다음 適當한 最을 vacuum trans- 
fer法에 依하여 그림 1과 갑은 뱀풀（A）에 넣고 眞 

空으로 한채 constriction 部 （C）롤 加熱하여 封하였 

다. degassing, vacuum transfer, vacuum seal 其他 

眞空안에서 의 여 러 實驗方法은 一赃 vacuum technique 
에 依하였다.財> 本實驗에서 使用한 固體試料는 A.R. 
grade 률 말리 기만 하고 그대로 使用하였다.

Fig. 1—Ampoules for BVOCH^j.

B. 照射試料의 作成• 一 •

(1) Irradiation cell
Irradiation cell (外徑 約：土如皿의 Pyrex 유리管) 

엑는 그팀 2 엥 圖示한 바와 찰이 break off seal 이 불

Fig. 2—Irradiation cell.

con;

- 1 寸

어 있고 side arm 은 T.S. joint 에 [ 依하여 眞韻着 

에 連結할 수 있게 돠어 있다: eg!] 에 試料를 充塡한 

다음 Vacuum seal 을 하기 爲하여 side aim 에는 

istric^>n 을 만들어 둔다.

（호矿藏粹한 methanol 充塡

純粹한 methanol 올 cell 에 充塡하는 方法은 Lichtin 
敎綬가「使用한 바에3）依하였다. 即 irradiation 從11

BCO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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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眞空裝置에 連結하고 degassing 울 完全히 끝낸 타 

음 適當한 量의 methanol읗 vacuum transfer 法에 

依하여 irradiation（引로 보낸타. 그 뒤에 cell을 

vaeui血 seal 하였으며 안에 플어以는 methanol 의 

蔓은 cell 의 무게 의 增加로서 알아내 었 다.

여） methanolic wHutig 의 充損

固휹 物質이 녹은 溶液試翳量'만드는 魇遇에는 固 

施試料률 完全히 말린 다음 必耍한 童을 재 어 cell 에 

넣고 眞空裝置 만에 서 dega路ing 을 完조히 하고 그. 다 

음엥 必要한 量의 methan어 을 transfer 하고 vacuum 
蹌融울하였다.

HzP 가 들어 있는 溶液을 먄돌 때 에 

는 r定量의 蒸溜水률 제 어 3卩예 넣 

은 다믐 眞空안에서 degassing 을 하 

고 •所霁最의 methamd 을 trai協fer 한 

뒤에 vacuum seal 하였다.

B3CI北）효가 녹은 溶液試料륳 만믈 

떄에는 B（OCHa* 가 들어 外는 엠풀 

을 구림 3과 갈은 管에 넣고 眞空裝 

置이 連結하여 degassing 을 한 다음 

유리管에 封入된 鐵의 막대 （B）률 磁 

石으로 上下시 킴으로씨 엠풀（A） 와 끝 

을 꺼 뜨리고 안에 들어 있는 BCOCHDs 

를 全部 irracfiation cell 로 transfer 
하였오며 이 B（OCHD* 위 量은 앰풀 

의 무게의 差異로부터 알아 내었다.*  

그 다음에 所定量의 methan어을 위 

* 이 方法은 aluminum bromide 오卜 감은 吸濕性物質을 
眞空안에서 태룰 때와 같은 方法이다（refwence6參篇

에서 말한 方法에 依하여 irradiation cell 5. 보내교 

vaciiuin &eal 을 하였다.

C. Co-60 갬마糠읙 舰M
Co~60 갬 마線源으로서는 美國 Brookha^q Natioo- 

이 Laboratory 放射線化學硏究室엥 演寧어 있는 

것 을 使用하였다.7）이 線源은 圓筒形으뢰 딀어 있오 

며 地下에-호"马 尊臂안에 貯藏되어 이으면-離賞에 플 
어있忐 一定蹲窿溫）의 물이 放射線을'*蔽하도록

- 되어았다.「匚£一 3*  \
虹岬毗网 中i 안에 둘어 있 는 試舅雨罚 地 

下의 所定位置에 넣 어 갬 마線을 照赫為苛，이 페에 就 

料가 받는 do史는 上記硏究室에서 이미 測定한바 있 

는 Fricke dosimetH 에 對한 dose rate（Sv./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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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에후더음과 같은 factor 믈**  곱해서 언은 數値에 

照射時間을 곱함으로써 算出하였다.

* Fricke dosimeter 다음과 같은 紐成을 가진 묽은 

水溶液이 며 Co-60 갬 마線에 對한 G 값은 15.6 이 다. 
(reference 8)

H2SO4: 0.8 N
FelNHQKSOQgHzO : 0-1388 g. /1G0 ml.
NaCl : 0.0295 g./100 ml.

갬마線照射애 依하여 酸化된 Fe+十을 定量Sm=2.24 
Xlfpat 3050A0) 합으로써 所定의 geometry °|] 놓여 

있 는 Fricke dosimeter 가 任意의 Co-60線源으로 부 

터 받는 dose rate는 上記한 G 간, 15.6을 써서 算 

出할 수 있다.

** 이 factor 는 methanol 과 田0 의 電子密度(elecrons 
/cm3)의 比를 나타낸다. 式에서 0.790 및 L021 은 各 

各 methanol 및 Fricke dosimeter solution 의 密度이 

다. methanoic solution 에서는 濃度가 작으므_로 갬 

마線애 녀 지의 거 의 全部가 溶媒인 methan시 에 依해 

서 吸收된 다고 暇定한다. Fricke dosimeLer 도 묽은 
水溶液이므로 마찬가지 로 溶媒인 물이 갬마線에너지 

의 거의 全部를 吸收한다고 假定한다.

갬 다線의 energy dissipation 은 一般的으로 Compton 
散組, 光電効果 및 pair production s] 세 가지 에 基因 

홍!■지 만 Cb60이 내 는 갬 마線의 에 너 지 範圍 (Co-60은 

L17Mev 와 L33Mev 의 갬 마를 낸 다)에 서 는, 그리 고 

原子番聽가 比較的 작은 元素로 稱成된 物質이 吸收 

할 때에는 Compton 散亂만을 考慮하여도 줗다.

18X(0.790/32.04)_ 
10x(1.021/18.02)'

D・ 生成物의 定量

(1) 策體生成物의 分離 定*

照射가 끝난 뒤 에 cell 을 眞空裝置에 連絡하고 氣髓 

生成物을 methanol 로 부터 分離하여 全體量을 定量 

한 다음 H2. CO 및 CH4를 各各 分離 定量하였다.。] 

方法은 Lichtin 敎授가 使用한 것과3)같다, 그러나 

氣體生成物의 全量을 McLeod gauge 에 依하여 定量 

한 다음 各 成分氣體는 改良된 Saunder-Taylor micro- 
manometric analysis1'^] 依하여 定量하였다. 即 

Saunder-Taylor 裝置안에 L3%(重拈)의 를 包

含하는 CuO롤 넣고 그 위에 生成氣禮의 一部를 넣은 

다음 295。예 서 5 分間 加熱하여 压 와 CO 를 燃燒시 키 

고 그때 생 긴 HsO 와 CO?를 Mg(ClQ)2 및 “AscaHte” 
에 各各 吸收시 킴 으로써 H2 및 CO 를 定量하였 다. 이 

定量이 끝난 뒤 예 남은 氣體를 다시 CuO 위 에 넣고 

510° 예 서 約 20分間 加熱하여 CH, 롤 ’ 燃燒시 키 고 그 

때 생 긴 COz 와 田0의 量을 測定하여 CH& 를 定扯하 

였다.

(2) HCHO 및 (CH?。!!)?의 定毋

I1CHO 및 (CH?아1)2의 定帯:도 Lichtin 敎授가 使 

用한 方法에 " 依하였 다. 即 氣船生成物을 分離한 다음 

試料를 眞空裝置로 부터 꺼내고 그 一部에 chromo- 
tropic acid 를 加하여 나타난 色을 spectrophotometry 
에 依하여 測定함으로써 HCHO 의 量을 定最하였다. 

Bausch and Lomb, Spectronic 20 Col이imeter 를 

써 서 5700AC 에 서 測定하였 다. 試料의 또 다른一部를 

꺼내어 그 안에 들어 있는 HCHO와 CHQH를 完全 

히 除去한 다음 HI0를 써서 (CH2OH)2롤 HCHO 로 

酸化시키고 이때에 생긴 HCHO 의 量을 위에서 말한 

方法으로 測定하여 (CH2OH)2< 定最하였다.

實聴精果及討■

A. 純悴费 methanol 외 严値.

純粹한 methanol 의 radiolysis 에 康한 本實驗結果 

를 綜合하면 表 1 과 같다. 그리고 이 結果를 다른 硏 

究者들의 結果와 比較하면 表 0 와 같다.

Table I
Yie서s of Products from Radiolysis of Methanol 

by Co60 Gamma Rays

Energy absorbed 1G-values (molecules/100ev)for
(ev/ml)xl0~】8 H； ch4 CO HCHO (CH2OH)2

1.75 4.77 0.32 0.07 2.08 342
10.5 4.77 0.25 0.10 2.13 2-91
10.5 5.14 0.21 0.08 1.99 3.06
19.3 5.20 0.30 0-09 2.35 342
29.8 547 0.29 0-08 2.27 3-20
42.1 4.82 0.33 0-10 2-01 2.99

Table | 
Comparison of Present Results on Gamma Radiolysis 

of Methanol with Other Authors*  Data

G-values
Product-------------------------------------------- 一、

This report Ref.3 Ref.2a Ref.2b Ref-lc

h2 4.98±0.19 4.57土0.08 5.39 4.1 4.0
ch4 0.28土0.04 一* 0.54 1.23 0.24
co 0.09±0.01 _* 0.11 0.15 0.16
HCHO 2.14±0-13 1.91±0-06 1.84 2-05 1-3
(CH2OH)2 3.07 土 0.09 2.91±0.11 3.63 3.1 3.0
* The sum of G(CHQ and G(CO) was determined 

to be 0.36±0.04.

이 實驗에 서 水素의 G 값에 對한標準偏差는 比較的 

크지 만 다른 사람들의 實驗値中 Lichtin 敎授(ref.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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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結果에 가깝다. m히hanol 試藥을 여 러 種類 使用 

하고 또 精製方法을 달리 하여 實驗하였으나 아무런 系 

統的인 影響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의 偏差 

는 實驗誤差로 밖에 認定할 수 없다.

methane 과 一酸化炭素의 G 값을 合하면 0.37이 되 

며 이 값은 Lichtin 敎授의 結果와 完全히 一致한다. 

(Lichtin 敎授의 實驗에서는 CH# 와 C。의 分離定旗 

이 完全하지 않다). 本實驗에서는 重量으로 하여 L3 
%의 FezQ 를 包含하는 CuO 를 使用 함으로써 Saun- 
der・Ta이or 分析法을 改良하고 이 에 依하여 CH# 와 

CO 를 分離定量하였다. 이 分離定量法의 再现性이 좋 

다는 것을 旣知의 H2i CH4, CO 混合氣體를 使用함 

으로써 確認하였다.

HCHO 와 (CH2OH)2의 定量法도 이미 濃度를 알고 

있는 試料를 分析함으로써 그의 再現性을 調查하였 다. 

그 結果 ±2% 以內의 再現性을 確認하였다, HCHO 
와 (CH2OH)2에 對한 G 값은 Lk:htin 敎授의 實驗結果 

와 實驗誤差範圍內에서 一致함을 알 수 있匸h

이 와 같이 本硏究에 서 는 純粹한 methanol radi
olysis 反應으로 比較的 少量 생기 는 CI%와 CO 를 完 

全히 分離 定量할 수 있었고 그들에 對한 G 값이 各 

各 0.28 및 0.09 임 을 알았다. 그리 고 H2, HCHO 및 

(CH夕H)2에 對한 G 간은 各各 4.98, 2.14 및 3.07 이 

며 이들 값이 Lichtin 敎授의 結果와 完全히 一致하지 

는 않으나 比較的 가깝다는 것을 볼 수 있다.

methanol 의 radiolysis 反應에 서 還元生成物과 酸 

化生成物 間의 material balance 보면 G(Red) = 
G(H2)+G(CHQ=5.26, G(Ox)=G(CO)+G(HCHO) 
+(泌京氏02)=5.30이며 이 둘은 서로 一致한다,

B. methanol 溶液의 radiolysis
여 러 가지 溶質을 methanol 에 녹인 辭液의 radio- 

lysis 의 實驗結果를 綜合하면 表 ■과 같다. 이 表에 

서 보는 바와 같이 各 生成物의 G 값에 對한 溶質의 

濃度의 影響은 어뗜 體系的인 傾向을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實驗誤差가 比校的 큰데 基因하는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가지 結論을 내린 수 

있다

물을 加한 溶液에서는 大體로 와 CH4의 G 갑은 

純粹한 methanol 의 境遇보다 작고 HCHO 오｝ (CH- 
OH)2 의 G 값은 反對로 크다고 할 수 있 다. 即 G 
(Red)는 減少하고 G(Ox)는 增加한다. 그러므로 

methanol 에 물이 들어 있으면 理由는 明確하지 않으 

나 radiolysis 時에 물이 methanol 와 醯化를 돕는다고

Table 日

Yields of Products from Radiolysis of Al비han이ic 
Solution by Co60 Gamma-Rays

識〃 G(H2) G(CH4) G(C이 G(H(、H이 G(C2H6O2)

1120 0.040 4-67 049 0.07 2.35 3.20
0.13 4-80 0.27 0.10 2.05 3.04
0.17 4.71 0.31 0.09 2.39 3.26
0-17 4.37 0.22 0.06 2.38 2.76
C.25 4.53 0.22 0.03 2.22 3.14

E(OCH3)3；0.17 4.40 0.37 0.08 2.69 2.77
0.23 4.39 0.24 C-06 3.03 2.93

KI 0.031 3.99 0.30 0.C9 3.32 1.00
0.046 3.84 0.35 0.10 3.25 1.12

KBr C.0057 4.07 041 0.07 2.17 3.07
0.0073 4.05 C.54 C.09 2.10 2.37

KC1 C.C14 4-29 0.35 0.09 2.16 2.79
0.053 4.21 C.21 0.C3 2.02 2.93

Nal 0-0030 4.25 (.33 0.05 3.80 1.36
0.011 4.03 0.21 0.08 4.03 1.09

NaBr C.0070 4.35 0.28 0.06 2.38 3.05
C.018 4.65 0.35 :.07 2.31 3.35

NaCl I .019 4.36 0.35 0-06 2.49 3.09
0-021 4-28 0.3 J 0.04 2.38 2.97

NaF (.014 4-11 0.37 0.09 2.17 3-26
0.016 4.08 C.3Q 0.06 2-1) 3.11

LiCl 0-019 4.41 0.31 0.05 2.29 2.49
0.046 4-26 C.31 0.11 2.17 2.67

LiF 0-011 4.57 0.35 0.07 2.36 3.32
0.035 4-47 0.30 0.05 2.56 2.93

結論할 수 있다.

B(OCH/3가 녹은 溶液에 서는 田와 (CH2OH)2의 G 
값은 減少하고 反對로 CH』와 HCHO 의 G 값은 增加 

한다. 이 때에도 G(Red)와 G(Ox)의 均衡이 成立하 

지 않는다. G(Ox) = 5.7가 G(Red)=4.7의 差異는 

B(OCH3)3 自徵의 還元에 基因할 것으로 推测된다.

알칼리金屬의 할로겐化物을 녹인 濬溶에 對하여서 

도 뚜렷한 相關性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大體로 

보아 요드化物과 브름化物은 生成物 特히 h2, hciio 
또는 (CH?OH)2의 G 값에 比較的 큰 最齊을 미치지만 

欝化•物과 弗化物은 ■고리 큰 影。悻을 주지 않는다고 結 

論할 수 있다.

附 記

本硏究는 著老가 在壬時 Boston University 에 시 

實驗한 祜果이며 同大學 Lichtin 曹投에게 沬甚한 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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芯를 表하는 마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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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on of Gallium Bromide with Hydrogen Bromide and 
Methyl Bromide in Nitrobenzene and in 1,2,4 Trichlwobenzen机

By Sang Up Choi
Department of Chemistry, Yonsei University

The solubilities of hydrogen bromide and methyl bromide in nitrobenzene and in 1,2,4-tric비or。- 

benzcne have been measured in the presence and absence of gallium bromide. When gallium bro
mide does not exist in the system, the solubilities of HBr and MeBr in nitrobenzene are greater 
than in 1,2,4-trichlorobcnzene, indicating the greater basicity of nitobenzene than 1,2,4-tric비orb 
benzene. When there exists gallium bromide in the system, the addition compounds, GaBrs • HBr 
and GaBr3 • CHsBr, have been found to exist in solution. The addition compound of GaBr3 - HBr is 
stable in nitrobenzene but uiistablc in 1,2,4-trichlorobenzene. On the other hand the addition coin
pound of GaBrs • CHaBr is unstable in both solvents. AU of these unstable addition compounds dis
sociate into components to large extents according to one of the following equilibria or both:

GaBrs - RBr 厂二츠 GaBra+R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