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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lubility of ethyl bromide in nitrobenzene and in 1, 2, 4-trichlorobenzene has been measured 
at 19。in the presence and absence of gallium bromide When gallium bromide does not exist in the 
system, the solubility of ethyl bromide in nitrobenzene is greater than in lt 2, 4-trichlorobenzene, 
indicating the stronger interaction of ethyl bromide with nitrobenzene than with 1, 2. 4-trichlorobenzene. 
When there exists gallium brom거e in the system, an unstable 1 : 1 com그lex, CzHsBr - GaBrs, of gallium 
bromide with ethyl bromide is formed in the solution. The 1 : 1 complex in solution dissociates into the 

components to a large extent according to one of the following equilibria or both:
C2H5Br - GaBr3^C2H5Br+GaBr3
CzH5Br - GaBr3^=±C2H5Brd- l/2Ga2Br(i

The stability of the 1 ： 1 complex of ethyl bromide with gallium bromide is compared with that of 

the corresponding complex of methyl bromide.

序 論

브롬化갤륨과 브롬化水素 또는 브롬化메칠이 니트로 

벤진 溶液 또는 1,2,4一트리클로로벤젠 溶液內에서 어 

띠한 相互作用을 하는가에 대 하여 著者는 이 미 硏究한 

바 있다】) . 19°에서의 實驗結果 다음과 같은 平衡이 

溶液內에 存在함을 알았다•(R=H 또는 CHQ

RBr • GaBrBRBr+GaBn (또는 -yGa2Br6) 
브롬化갤륨과 브롬化알킬사이의 相互作用을 더욱 詳細 

히 究明하기 위 하여 는 이 硏究믈 브롬化에칠에 延長시 킬 

必要가 있다. 本 硏究는 이 目的을 위하여 니트로벤젠 

또는 1, 2, 4-트리클로로벤샌에 대한 브롬化에칠의 溶 

解度를 브롬化갤륨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두 경우에 

測定힘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he Molec니ar Complexes II. (I: This Journ시 6, 

77(1962)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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物質의 精製. 브롬化갤뮴의 合成 빛 精製方法은 前 

에I)記述하였으므로 여기서는 省略한다• 니트로벤잰 

멏 1,2,4—트리클로로벤샌의 精製法도 前述한바 있 

다;) . 브롬化에칠은 無水 CaSQ로 脫水한 다음 Todd 
column 을 써 서 分溜하여 (reflux ratio=約 15 ： 1)精 

製한 다음 眞空裝置안에 保管하였다•

實驗裝置 및 落解度測定方法一本 硏究에 使用한 實 

驗(眞空)裝置는 前에° 記述한바와 같다 • 니트로벤진 

또는 1, 2, 4-트리클로로벤 젠에 대한 브롬化에칠의 溶 

解度测定方法 및 브롬化갤븅이 이들 溶媒에 녹은 溶液 

에 대 한 溶解度測定方法도 前에° 詳述하였으므로 여 

기서는 省略한다.

結果 및 討議

니트로벤젠 밎 1, 2, 4-트리클로로벤젠에 대한 브롬 

化에칠의 溶解度-니트로벤젠 및 1,2,4-트리클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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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셴에 대한 브롬化에칠의 溶解度틀 19。에서 測定하였 

다. 即 一定量의 溶媒에 브롬化에칠을 加하여 가면서 

그 系외 壓力을 測定하고 브롬化에칠의 分壓을 溶液 

中외 브름化에칠의 몰分率에 대하여 黙示함으로씨 

Henry's law con아ant 롤 求하였다. 그 結果룰 Fig. 1 
및 2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實驗値가 Henry's law 
를 满足함을 볼 수 있다. 各 溶媒에 대한 브롬化에칠 

의 Henry's law constant 의 實測値 Kabs. 와 理想溶 

液에 대 한 計算値 Kid. 그리 고 그의 比 Kobs./Kid.를 

Table I 에 실었다. Kid의 값은 브롬化에칠이 그 溫 

度에서 갖는 蒸氣踱과 갈다. * Kobs./Kiq. 의 比가

*文獻 2에 報吿된 간으로부터 브롬化에칠의 蒸氣壓을 
算出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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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olubility of ethyl bromide in nitrobenzene at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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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olubility of ethyl bromide 
in 1, 2, 4-trichlorobenzene at 19° 

작을수록 브롬化에칠 이 그 溶媒에 더 잘 녹는 것 을 

意味하머 따라서 브름化에칠과 그 溶煤사이의 相互 

作用이 더 세다는 것올 뜻한다. 그러므로Table 1의 

實驗結果豊 보아 알수 있는 바와 같이 브롬化에칠이 1, 
2,4-트리블로로벤센보다 니프로 벤잰과 多少 더 센 相 

互作用을 한다고 結論할 수 있 다.

Table I Henry's law constant for ethyl bromi
de over nitrobenzene and over 1,2,4—trichloro-

_benzene at 19°____________

Solvent Henry's law 
const., mm. 
Kobs, Kid.

Kobs,/Kid.

GHNA 552 369 1.50
C詛 3CI3 560 369 1.52

이 實驗結果를 브롬化메칠에 대한 前의 實驗結果와1) 
比較한것울 Ta비e II 에 실었다. Table H 에서 보는바와 

같이 니트로벤젠은 1, 2, 4-트리클로로벤젠보다 브롬化 

메칠 및 브롬化에칠과 多少 더 센 相互作用을 함을 알수 

있다• 이 相꼬作用을 溶蝶와 브롬化알킬間의 electron 
donor-acceptor interaction 即 酸一鹽基作用 队⑸으로 

假定하면 니트로벤젠이 1, 2, 4-트리클로로벤젠보다 센 

鹽基라고 할 수 있다.

Table II H이辽y's law constants for methyl brom- 
거e and ethyl bromide over nitrobenzene and 
1,2,4-trichlorobenzene at 19°

Solvent CH3Bra Kobs./Xid. C2H5Br*  Kobs./Kid 
Kob& mm Aobs. mm. 一~

C6H5NO2 L79X1 여 L34 552 L50
GH3CI3 L96X10、 1.46 560 1.52

a Reference 1. 즈 The present study.

브롬化갤븀의 니트로벤젠 溶液에 대한브害化에치의 

溶解度.一 브롬化갤븀을 니트로벤젠에 녹인 溶液에 

19°에서 브롬化에칠을 加하여 가면서 그 溶解度믈 測 

定하였다. 브롬化에칠을 加함에 따라 元來의 연노란色 

溶液이 차차 붉은 色을 띄게 됨을 보았다. 代表的인 

實驗結果를 Fig. §에 나타내었다. 이 實驗結果로부터 

알수 있는 바와 같이 브롬化갤븀을 녹인 溶液에서의 

브롬化에칠의 溶解度가 純粹한 溶媒에 대한 溶解度보 

다 크다. 이것은 溶液內에서 브롬化갤븀과 브롬化에칠 

사이 에 complex 를 形成하기 때 문이 라고 생 각된 U. 

그러 므로 브롬化메 칠의 경 우。와 비 숫하게 생 각하여 

溶液內에 1 ： 1 complex, CzHsBrGaBn 이 생 기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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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組成을 가진 complex 를 假定하고 그의 instability 
constant 算出 하여 보앗으나 k 간이 一定치 않고 넓 

은 範圍에 퍼져 있음을 보앗다・

것이 다음의 두 式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解離한다고 

假定하고 그 各各에 대한 complex 의 instability 
constant Ki 및 K? 를 前에 쓴 方法으로 計算하였다

CzHsBr • GaBrariCzHsBr+GaBrs (1)
C2H5Br - GaBr34^CzH5Br-Fl/2Ga2Br6 (2)

計算結果를 Table III 에 綜合하였 다• 表에 서 K, 및 K2 
의 간이 比較的 一定함을 볼수 있다.*  挪 위에 말한

67

假定이 妥當함을 알수 있나, complex, CzH^Br • 
GaBn이 生成한다는 假定은 브롬化메칠과 브름化갤듐 

사이에 形成되는 1:1 complex。와 갈을 룬만 아니 라 

브름化알킬과 브름化알미늄과 사이의 1 : 1 complex6) 
및 鹽化알킬과 3鹽化갤븀間의 1 ： 1 complex7- 
一致한다.

Table III Instability constants of CzH5Br-GaBr3 in nitrobenzene at 19°. (Eqns. 1 and 2)

GaBra.
initial, mole 厂七 pEtig mm.

M이e fract. of
.CH^BrxlOO—

C2H5Br/ 
free, mole

1 : 1 complex, 
______ _Ki,_ mole Z~1 Kz. m시e” *

0-193 52.0 9-62 0-959 0-020 8.3 14
0-191 58.5 10.9 1.08 0.028 6.3 11

0486 71.0 13-4 1-32 0.053 3.3 6.5
0.184 79.0 14.8 1.47 0.050

av.
3.9
54

7.6 
~w

°C2H5Br, free=C2H5Br, total in

O d.C5 0.1 O-XS
Mole fract. of CzH5Br

Fig. 3 Solubility of ethyl bromide in nitrobenze 
ne at 19° in the presence and absence of gallium 
bromide
Solid line:

C2 H5Br—C6H5NO2—GaBr3 (Ca. 0.2mole/l).
Broken line: C호HsBr—CeHsNOz

】iq. phase——complexed.

브롬化갤륨의 1, 2, 4-트리클로벤젠 溶液에 대한 브 

롬化에칠의 溶解度. 一브름化갤륨을 L 2, 4-트리 클로로 

벤젠에 녹인 溶液에 19°에서 브롬化에칠을 加하여 가 

면서 그 溶解度를 測定하였다. (Fig. 4) 브롬化에칠을 

加함에 따라서 元來의 연노란色 溶液이 차차로 붉은 

色을 띄게 됨을 보았다. 이때에도 그 溶解度가 純粹한 

溶媒에 대한 溶解度보다 큼을 알수 있으며 이것도 니 

트로벤젠 溶液애서 와 마찬가지 로 생 각하여 1 : Icomp- 
lex, C2H5B1" GaBr3 이 溶液內에 생기기 때문이라고 

생 각하고 1: 1 complex 가 上記한 두 式의 어 느 하 

나에 의 하여 解離한다고 假定하여 그 complex 의 

instability constant K, 및 K? 를 算出하였 다 (Table 
IV). Table IV 에 서 Kt 및 玲의 값이 比絞的 一定함 

을 볼수 있다. 따라서 위의 假定이 妥當하다고 할수 

있다.

1,2,4—Trichlorobenzene at 19°. (Eqns.l and 2)Table IV Instability Constants of CzH5Br*GaBr：i in

GaBra, Mole fract, of C2H5Br/ 1 :I 1 complex,
initial, mole PeiBl mm. C 고 HsBrXlOO free,mole L _ mole 厂 2 电 moleL Kj, mole l

0.072 45.0 8.19 0.722 0.013 3.3 9.4

0.070 58.0 10.6 0.938 0.022 2.0 6.8

0.069 71.0 12.9 1.15 0.020 2.8 9.2

0.068 79.0 14.5 1.30 0.034 1.3 5.0

av. 2.4 7.6

히:阳*" free-C2HsBr, total in liq. phase—CzHsBr, complex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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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olubility of ethyl bromide in 1,2.4— 
trichlorobenzcne in the presence and absence of 
gallium bromide.
Solid line: C2H5B* —CgHsCh—GaBra

(Eqns. 1 and 2) 
Solvent Ki, mole/-1, for K2, moleV for 
---------- CH3Br * C2H5BL CHsBr • CaHsBr 

Ga 百口 GaBr3 GaBra GaBn

(Ca. 0.0 7 mole/i')
Broken line: CzH^Br—CgHaCh
브홈化알킬과 브唇化갤튬사이에 形成된 complex 의 

安定度•一本 實驗結果와 브롬化메칠에 대한 前의 實驗 

結果n 를 綜合하면 가able V 와 같다. Table V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니트로벤젠 또는 1,2.4—트리클로로벤 

젠의 어느 것을 溶媒로 썼을 때에도 CRsBr ・ GaBn 가 

C阳5政 • GaBn 보다 安定하다. 이 事實로 미 루어 

carbonium ion의 安定度가 이들 l：lcomplex의 安 

定度에 矽鷲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C2H5+이 CH3+보다 安定하기 때문이다.

브롬化알킬과 브롬化갤튬 사이에 形成되는 1：1 
complex, RBr-GaBn의 構造는 브롬化알킬과 브롬

Table V Comparison of instability constant at 
19°of Ci：H5Br • GaBra with that of CHaBr • GaBra 

GH5NO2 4.3 5.4
CMC財 0.8 2.4

5.5 10
1.8 7.6

化알미늄과사이외 l：lcomplexQ 및 鹽化알킬과 3鹽 

化캘뮴間의 l：lcomplexz 力와 비숫하게 생각하여 다 

음과 갈다고 생각된다.

Br

-------- -- -- --------
I 

Br

1:1 complex, RBr ・ GaBra 의 安定度에 대 한 溶媒 

의 影響을 Table V에서 찾아 블수 있다. 即 니트로 

벤젠 溶液에서 보다 1. 2, 4-트리 클로로벤젠 溶液에서 

이들「Icomplex 외 安定度가 코다. 이 것은 니트로 

벤젠이 1, 2, 4-트리클로로벤셴 보다 브름化알킬과 더 

센 相互作用을 한다는 實驗的事實•吏부터 說明할 수 있 

다. 即 니트로벤젠 溶液에서는 溶媒와 브롬化알킬間에 

1, 2, 4-트리클로로벤젠 溶液에서 보다 더 센 相互作用 

이 있으므로 上記한 두 解離平衡이 더욱 바른 편으로 

기 울어 지 고 따라서 1: 1 complex 가 더 욱 不安定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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