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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니 트로벤젠용액내에서의 宀브롬화프로필의 용해 도를 10, 19, 25°C 에 서 브롬화갈륨이 

있을때와 없을때에 각각 측정하여 보았다. 브롬화갈륨이 존재할때에는 용액 내에서 f■브롬화프로필과 

브롬화갈륨의 1 : 1 complex, /-C3H7Br-GaBr3 7} 형성 된다. 이 complex 형 성의 instability constant 

K는 다음식으로 계산된다. i-C3H7Br-GaBr3 ；== t-C3H7Br+-i-Ga2Br6. 또한 이 complex의 해리에 

대한 엔탈피, 자유에너지 및 엔트로피도 산출하였다. 따라서 브롬화갈륨과 각 브롬화알킬간의 com- 
plex 형성의 안정도를 비교 검토한 결과 이들 브롬화알킬의 carbonium ion 의 안정도와 직접적인 관계 

가 있다고 본다.

ABSTRACT. The solubilities of 宀propyl bromide in nitrobenzene have been measured at 10°, 
19° and 25° C in the presence and absence of gallium bromide. In the presence of gallium 
bromide, 1 : 1 complex, z-C3H7Br-GaBr3 is formed in the solution. The instability constant K of 
the complex formation was evaluated from the following equilibrium equation： z-C3H7Br • GaBr3

=二 z-C3H7Br+^Ga2Br6. The change of enthalpy, free energy and entropy for the dissocia

tion of the complex were also calculated. From these result, it seems that the stabilities of the 
complex formation, gallium bromide with alkyl brom거e, are directly related with those of the 
carbonium ions of alkyl bromide.

서 론

브롬화 갈륨과 브롬화 알킬 (브롬화수소, 브롬 

화메틸, 브롬화에틸, 収-브롬화프로필 및 a브롬 

화부틸) 사이의 니트로벤젠 용액내에서의 상호 

작용에 관한 연구결과 19°C에서 다음과 같은 

평형이 용액내에 존재함이 알려졌다」"이

RBr-GaBr3 ;二二^ RBr+-^-Ga2Br6 

(R : Alkyl group)

브롬화갈륨과 브롬화알킬사이의 상호작용을 

더욱 상세히 규명하기 위하여브롬화프로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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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장보충실험을 하게 된 것이다. 즉 문헌 

에 나타난 알킬 구룹의 carbonium ion 의 안정 도 

와 이들계열의 브롬화갈륨에 대한 1 ： 1 complex 
의 안정도와 비교한 결과 상대적인 관계가 있음 

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CH3, C2H5 외에 n- 

C3H7, X-C4H9, Z-C3H7 간의 carbonium ion 의 안 

정 도와 complex 의 안정 도를 비 교검 토하기 위 하 

여 브롬화프로필에 대하여 연구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 목적을 위하여 우선 니트로 벤 

젠에 대한 扣브롬화프로필의 용해도를 브롬화갈 

륨이 있을때와 없을때의 두 경우에 대해서 각 

온도 (10, 19, 25°C)에서 측정하였다. 이 실험 

결과로부터 이 착물의 instability constant K 를 

구하였다.

K와 온도와의 관계로 부터 이 착물의 해리에 

대한 엔탈피 변화를 구하고 또 각 온도에서의 

자유에너지 변화 및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하였 

다. 이값을 이미 연구된 다른 브롬화알킬 착물 

과 비교 검토하였다.

실 험 '

물질의 정제. 브롬화갈륨은 금속갈륨과 액체 

브롬을 고 진공장치안에서 직접 반응시킴으로서 

합성하였다.5
니 트로벤젠 (Reagent grade, Merck, Germany) 

및 브롬화프로필 (Special grade, Wako, Japan) 
은 무수 염 화칼슘으로 탈수한 다음 Todd column 
(약 Im 길이 를 glass helix 로 채 운것)에 서 분별 

증류하여 정제하였다.

실험장치 및 용해도 측정방법. 본 연구에 사 

용한 진공실험 장치는 이미 발표된 논문에 기술 

되 어 있 는바와 같다.4 니 트로벤젠에 대 한 /-브롬 

화 프로필의 용해도 측정방법 및 브롬화갈륨이 

이들 용매에 녹은 용액에 대한 용해도 측정 방 

법 도 이 미 발표된 논문에 상술되어 있 으므로 여 

기서는 생략한다.

결과 및 고찰

니트로벤젠에 대한 扣브롬화프로필의 용해도. 

니트로벤젠에 대한브롬화프로필의 용해도를 

10, 19, 25°C 에 서 측정 하였다. 즉 일정 량의 

용매에 讣브롬화프로필을 가하여 가면서 그 계의 

압력을 측정하고브롬화프로필의 압력을 용액 

중의브롬화프로필의 몰분율에 대하여 도시함 

으로써 Henry's law constant 를 구하였다. 그 

결과를 여러 온도에 대하여 Fig. 1에 나타내었 

다.

그림 에 서 실험 치 가 Henry's law 를 만족함을 

볼 수 있다. 용매에 대한 J브롬화프로필의 

Henry's law constant 의 실험 치 K。*. 와 이 상용 

액 에 대 한 계 산치 Kid. 그리 고 그의 비 Kobs.

를 Table 1에 실었다.

K,a 의 값은 브롬화프로필의 그 온도에서 갖

는 증기 압과 같다. 6 Kob3. IKid. 의 비 가 작을수록 

브롬화프로필이 그 용매에 더 잘 녹는 것을 의 

미하며 따라서 브롬화프로필과 그 용매사이의

상호작용이 더 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실험결과를브롬화메틸, 브롬화에 틸, 〃-브 

롬화프로필, 7Z-브롬화부틸의 실험결과와 비교 

한 것을 Table 2에 실었다. T泌"2에서 보는 

바와같이 니트로 벤젠은 브롬화메틸, 브롬화에 

틸, 比브롬화프로필 브롬화부틸 및브롬화

Mole tract, of i-C^H-yBr

Fig. 1. Solubilities of /-propyl bromide 

benzene at various temperatures. 

in ni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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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역순으로 상호작용을 함을 알 수 있다. 

이 상호 작용을 용매 와 브롬화 알킬 간의 electron 
donor-acceptor interaction 즉 산一염 기 작용私9으 

로 가정하면 니트로벤젠이 비교적 센 염기라고 

할 수 있다.

브롬화갈륨의 니트로벤젠용액에 대한 扣브롬 

화프로필의 용해도. 브롬화갈륨을 니 트로벤젠에

Table 1. Henry's law constant for t-propyl bromide 

over nitrobenzene in the presence and absence of 

흠allium bromide

Solvent
Temp.

°C
GaB「3 

mole-Z-1

Henry's law constant, 
mm

■Kobs. Kid.

Kq**./
Km

C6H5NO2 10

19

25

0

0. 218

0

0.430

0

0. 377

av.

av.

av.

av.

av.

av.

255 

240 

232 

242 

212 

209 

207 

209 

372 

385 

364 

374 

352 

352 

340 

348 

445 

446 

444 

445 

432 

435 

421 

429

118

199

203

2. 05

2. 23

2. 29

녹인 용액에 각 온도 (10, 19, 25°C) 에서 /-브 

롬화프로필을 가하여 그 용해도를 측정하였다. 

J브롬화프로필을 가함에 따라 원래의 연황색 용 

액이 점차로 연갈색을 띠게 됨을 보았다. 각 

각의 온도에서의 실험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 

다.

이 실험결과로 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브 

롬화갈륨을 녹인 용액에서의 브롬화프로필의 

용해도가 순수한 용매에 대한 용해도보다 크다. 

이것은 용액내에서 브롬화갈륨과 J브롬화프로 

필 사이 에 complex 를 형 성 하기 때 문이 라고 생 

각된다.

그러므로 브롬화메틸, 브롬화에틸, 브롬화 

프로필 및 a브롬화부틸의 경우i~4와 비슷하게 

생 각하여 용액 내 에 1 ： 1 complex, «-C3H7Br • 
GaBr3가 생기고 그것이 다음 두식중의 어느 하 

나에 의 하여 해 리 한다고 가정 하고 그 각각에 대 

한 complex 의 instability constant K】 및 X； 를 

전 연구자가 쓴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i-C3H7Br • GaBr3^=^i-C3H7Br+GaBr3 (1) 

z-C3H7Br ■ GaB「3=成-。徂两 + -i-Ga2Br6 (2) 

계산 결과를 T泌 "3 에. 종합하였다. 그밖에 

다른 조성 을 가진 complex 를 가정 하고 그의 

instability constant 도 계 산하였으나 K 값이 일 

정하지 않고 넓은 범위에 퍼져 있음을 보았다. 

(표에는 기재하지 않았음).

W 및 孩의 표준편차를 계산하여 본 결과 & 

가 Ki 보다는 작은 표준편차 값을 가지므로 상 

기 (2)식에 의해서 해리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위에 말한 가정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1 : 1 
complex, «-C3H7Br• GaBr3 가 생 성 한다는 가정 은 

브롬화메틸, 브롬화에틸, 브롬화프로필 및 n- 

브롬화부틸과 브롬화갈륨의 사이에 형성되는

Table 2. Henry's law constants for alkyl bromide over nitrobenzene at 19°C

Solvent
CH3BK 

Kobs. K°bs. /Km. 
mm

Kobs. K°bs./Kid. 
mm

Kobs. K°bs./Kfj. 
mm

i-CaHyBr^ 
Kobs. Kobs./ 
mm

«-C4HgBrr 
K°bs. Kobs./K’d. 
mm

C6H5NO2 1.76 XI여 1.34 5.52 1. 50 165 1.56 374 2.23 70.7 2.12

a Ref. 1, 6 Ref. 2, £ Ref. 4, d Present study, e Ref.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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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e fract. of. M이e fract. of i-C3H?Br Hole fract. of 尹r

(a) ⑴ (c)

Fig. 2. Solubility of /-propyl bromide in nitrobenzene in the presence and absence of gallium bromide, 

(a) at 10°C, solide line: JC3H7B1JC6H5NO2-GaBr3 (m. 0.218 m시e•£-】), broken line: Z-CsH7Br- 

C6H5NO2； (b) at 19°C, solide line： t-C3H7Br-C6H5NO2-GaBr3 (m. 0.430mole• Z-1), broken line： 

t-C3H7Br-C6H5NO2； (c) at 25°C, solide line: :-C3H7Br-C6H5NO2-GaBr3 {ca. 0.377mole・")，broken 

line： z-C3H7Br-C6H5NO2.

Fig. 3. Temperature dependence of log K? 

for the interaction of gallium bromide with 

i-propyl bromide in nitrobenzene.

1 : 1 complex^와 같을 뿐만 아니 라, 브롬화 

알킬과 브롬화알루미늄과 사이의 1 : 1 complex10 
및 염 화알킬 과 3 염 화갈륨간의 1 : 1 complex11,12 
와도 일치한다.

브롬화알 킬과 브롬화 갈륨 사이에 형성된 com
plex 의 안정도. Table 3에 실은 data 를 이용 

하여 1。务&를 절대온도의 역수에 대하여 plot 한 

결과 좋은 직선관계가 있음을 보았다 (Fig. 3).
이 직선의 기울기로 부터 complex의 해리에 

따르는 엔탈피변화를 구하고 또 각 온도에 대한 

해리자유에너지 및 해리엔트로피를 구하였다. 

그 결과를 Table 4에 실었다. 각 온도에 대한

값으로 부터 이 complex 의 안성 도는 10, 
19, 25°C 순으로 감소해 간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 결과와 브롬화메틸, 브롬화에틸, 比브 

롬화프로필 및 九-브롬화부틸에 대한 전 연구자 

의 실험결과'야와 비 교하여 보면 Table 5와 같 

다.

따라서 이 들 브롬화알킬과 브롬화갈륨의 com- 
plex 의 안정도가 C2H5Br<CH3Br<«-C3H7Br< 
牌-CqHgBiya-CjHjBr 의 순으로 되어 있다. 브롬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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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stability constants o£ x-CgHyBr • GaBrg in nitrobenzene (Eqns. 1 and 2)

Temp.
°C

GaBg 
initial 

mole-1-1

P£-C3H7Br 
mm

i-C3H7Br 
mole-Z-1

Mole fract. 
of 2-C3H7Br

X100

CgHyBr 
free 

mole*/-1

1 : 1 complex 
mole-Z-1

Ki 
moleJT

电 r
mole 조 ♦宀

10 0. 218 6.6 0- 32 3.1 0. 28 0. 044 1.08 1.84

13.6 0. 70 6.5 0. 60 0. 097 0. 75 1.52

21.1 1.74 10.2 1.58 o.:⑹ 0. 55 1.65

0-344 6.9 0.34 3.2 0- 29 0.051 1.66 1.17

14.0 0. 73 6.7 0. 62 0.109 1.33 1.94

22.6 1.25 11.0 1.06 0.190 0.86 1.55

av. 1. 04 av. 1.61

(±11%) (± 7%)

19 0. 430 5.7 0.17 1.6 0.15 0.018 3.53 3.89

16.5 0.50 4.7 0.45 0.053 3.16 3.64

26.5 0.86 7.8 0.77 0.090 2.91 3.53

0.150 4.7 0.15 1.5 0.14 0. 011 1.89 3.59

13.0 0.50 4.7 0. 46 0. 031 1.80 3. 69

20.1 0.88 8.2 0.83 0. 049 1.69 3. 78

1.761 6.3 0.21 1.8 0.17 0. 044 6.66 3.59

13.5 0.46 3.8 0.36 0. 096 6. 30 3.46

21.2 0. 76 3.2 0.60 0.155 6.27 3.50

av. 3. 80 av. 3. 63

(±46%) (士 3%)

25 0.377 8.9 0.21 1.5 0.19 0.140 5.05 5.92

15.6 0. 37 3.5 0.34 0. 025 4.81 5. 73

24.4 0. 60 5.6 0. 56 0.041 4.67 5. 69

0.266 6.6 0.16 1.2 0.15 0. 010 4.41 6.14

14.8 0. 35 3.4 0.33 0. 020 4.13 5.88

24.6 0.62 5.9 0. 59 0. 034 3. 97 5.84

0.247 7.5 0.18 1.7 0.17 0. 010 4.18 6. 06

15.1 0. 36 3.5 0.34 0. 020 3.94 5. 84

25.4 0. 62 5.8 0. 58 0.034 3.61 5. 53

av 4.31 av. 5. 85

(±11%) (士 4%)

화알킬과 브롬화갈륨사이 에 형성되는 1 ： 1 com
plex. RBr・GaBr3 의 구조는 브롬화알킬과 브롬 

화 알루미늄사이의 1 : 1 complex10 및 염화알킬 

과 3 염 화갈륨간의 1 : 1 complex11-12^ 비 슷하 

다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다고 본다. 또한 Table 

5에서 보는바와같이 브롬화 알킬의 complex 의

Rd 十—ba……Ga—Br

안정 도는 니 트로벤젠용액내에서 C2H5Br-GaBr3 
<^CH3Br • GaBr3<^n-C3H7Br - GaBr3 V、ra-C^gBr ♦

Table 4. Summery of data obtaind for dissociation 

of complex

Solvent
Temp.

°C
AH 

kcal/mole
JG 

kcal/mole
AS 

cal/deg-mole

C6H5NO2 10 -0. 03 47.8

19 13.2 -0. 74 47.7

25 一1.04 47.8

Vol. 29, No.l, 1985



14 權五千•李東燮-李焕勘

Table 5. Comparison of instability constants of CHgBr-GaBra, CgHsBr - GaBrg, n-C^gBr • GaBrs, n-CgHyBr- 

GaBrg and f-CsHyBr - GaBrg at 19°C

Solvent

K, mole|*Z-|

CHgBfGaBrg3 “ CaHgBr-GaBra* n-CsHyBr* GaBrsc x-CgHyBr • GaBr/ w-C^gBr • GaBra*

C6H5NO2 6.5 10.9 4.5 3.6 4.0

a Ref. 1, b Ref. 2,。Ref. 4, d : present study, e Ref. 3.

GaBr3〈JC3H7Br・GaBr3 의 순으로 되어 있다.

전 연구자2는 브롬화메틸과 브롬화에틸 두 경 

우에 대한 complex의 안정도에 대해서 car
bonium ion 의 안정 도가 이 들 1 : 1 complex 의 

안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으나 

본 연구의 이들 계열의 계통 연구 결과, 브롬화 

알킬의 complex 의 instability constant 7} /-

순으로 되어 있어 CzHsBr을 제외한 브롬화알킬 

은 이들 carbonium iori의 안정도成以, CH3<C 
와 일치 하고 있 

다. 따라서 n-C3H7Br, w-C4H9Br 및 讣C3H7B】:이 

C2H5Br 또는 CH3Br 보다 안정 한 GaBr；rcomplex 
를 w-C3H7Br 이 w-C4H9Br 보다, z-C3H7Br 이 n- 

C3H7Br, 比C4H9位 보다 안정한 complex 를 형 

성 하는 경 향의 본실 험 결 과로보아 carbonium 
ion의 안정 도 이외에 다른 factor 도 complex 의 

안정도에 대하여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알킬 이 온의 안정 도가 이 들 complex 의 안정 도에 

대하여 중요한 구실을 한다고 생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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