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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디브로모알칸, AgF 및 tetrabutylammoniumbromide(TBABr)를 acetonitrile 용매흐｝에서 82 紀에서 

20분간 반응시켜 19~55%의 수율로 a-브로모-3-플르오로알칸을 합성하였다. 반응 조건은 가스 크로마토 

그라피를 이용하여 조절하였으며, 반응 생성물인 a-브로모-3-플르오로알칸, 디 플르오로알칸, 플르오로알켄 

및 브로모알켄을 *H NMR 및 19F NMR로 확인하였다.

ABSTRACT. a-Bromo-co-fluoroalkanes are synthesized in 19~55% yields from the reactions of dib
romoalkanes with AgF and TBABr in acetonitrile at 82 °C for 20 minutes. The reaction is monitored 
with gas-chromatography. 'H NMR and 19F NMR-Spectrometer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f a-bromo-w- 
fluoroalkane, difluoroalkane, fluoroalken and bromoalkene.

서 론

a-브로모-3-플루오르알칸은 플루오르알킬 화합 

물을 합성하는데 출발물질로 사용되고 있으며 플루 

오르알킬 첨가반응 및 치환반응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플루오르알킬 화합물의 합성에 대해 많은 방 

법들이 발표되어 있다.

Metalfluoride를 이용하는 방법은 가장 오래된 

방법으로 현재에도 많이 이용되는데 이때에 이용되 

는 금속으로는 알카리금속으로부터 전이금속에 이 

르기까지 여러 종류 금속이 이용되고 있다.9一小 많은 

경우 metalfluoride만을 사용하기보다는 상전이 촉 

매인 tetraalkylammonium염,'*" 왕관형 에테르,” 

aminopoly ether,16 등을 함께 사용하여 floride의 

활성을 증가시켜 플루오르 화합물을 합성하였다. 

Ya卸upol'skii比는 유기 metalfluoride, Zupan^는 폴 

리머 fluoride을 이용하여 benzodifluoride와 1-디플 

르오로-2-페닐프로판을 합성하였다. 이때 fluoride의 

반응성은 금속에 치환된 유기물의 종류 및 폴리머의 

종류 등에 의해 현저히 달라진다.

Fluoride는 치환반응 외에도 fluoride의 염기적 

성질을 이용한 제거반응과 축합반응의 촉매로 많이 

이 용되 고 있다. 브로모알칸이 나 디 브로모알칸으로부 

터 알켄이나 알킨의 합성, Michael 또는 aldol 축합 

등에 KF/A12O3 촉매가 이용되었다.林 이와 같이 

fluoride를 이용한 반응에서는 치환반응과 제거 혹은 

축합반응이 경쟁적으로 일어난다.

a-브로모-3-플루오르알칸은 디브로모알칸을 출 

발물질로 하여 합성하는데, 이때 디브로모알칸에는 

이탈기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제거반응 외에도 두 

개의 이탈기가 치환하는 반웅을 고려해야 한다. 즉 

fluoride의 친핵성 치환반응으로 생성된 a-브로모- 

3-플루오르알칸을 경쟁적으로 일어나는 제거반응과 

다시 fluoride와 반응하는 연속반응으로부터 보호해 

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1950년 Hoffmann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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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모-3-플루오르알칸을 반응중 반응 혼합물로부 

터 연속적으로 증류하여 분리하였다.2122 이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여 연속적으로 많은 양의 a-브로모- 

3-플루오르알칸을 생산할 경우 사용하나 수율이 낮 

고 알칸의 사슬이 길어지면서 a-브로모-3-플루오 

르알칸의 수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a-브로모-3-플루오르알칸이 최대로 생 

성되고 부산물이 가장 적게 생성될 수 있는 촉매를 

이용하는 것이 있다.幻~23 그 예로 Larson는 왕관형 

에테르와 KF를 사용하여 알킬 사슬의 길이가 4인 

a-브로모-3-플루오르부탄을 40%의 수율로 합성하 

였다.23 이 반응은 왕관형 에테르를 이용하여 metalf- 
luoride의 용해도를 높이고 fluoride와 양이온과의 

상호작용을 약화시켜 많은 fluoride 이온을 “naked 
ion”저으로 만들어 fluoride 이온의 반응성을 높인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수율은 비교적 좋은 편이나 

반응시간이 4주나 걸리고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이 a-브로모-3-플루오르알칸을 합성하는 

반응에서는 치환반응, 제거반응 및 연속반응이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율을 높이기 위한 최적반응조건 

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빠른 시간에 보다 높은 수율을 얻기 위하여, 촉매를 

이용하여 a-브로모-3-플루오르알칸을 합성하였고 

적합한 반응조건을 가스 크로마토그라피를 이용하여 

찾아 보았다.

실 험

시약 및 기기. 1,4-디브로모부탄, 1,6-디브로모핵 

산 및 tetrabutylammoniumbromide(TBABr)는 Me- 
rck사의 합성용 시약을 사용하였으며, 1,8-디브로모 

옥탄은 Fluka사의 97% 시약을, AgF는 Merck사의 

98% 시약을 사용하였다. 용매로 사용된 acetonit- 
rile은 최고 0.003% 물이 포함된 Merck사의 단백질 

합성용 시약을 사용하였으며,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는 Carolo Erba사의 열전도 검출기 HWD230가 부 

착된 Fratowap 230膾을 이용하였다. 컬럼의 크기는 

1.8 mX 4 mm 이고 Chromosorb G와 2% Carbowax 
로 충전된 것을 사용하였고 질소를 운반가스로 사 

용하였다. 유기물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H 

NMR은 Bruker사의 360 MHz WP 360와 80 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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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80 그리고 19F NMR도 Bruker사의 80 MHz WP 
80을 이용하였다.

반응 생성물 확인실험. 반응 생성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7.3mL(39mmol) 의 1,8-디 브로모옥탄, 4.95 g 
(39 mmol) 의 AgF 및 1.3g(4mmol) 의 TBABr을 10 

mL acetonitrile°1| 넣고 82 笔로 1시간 가열하였다. 

반응물을 식히고 여과한 후 여액에 디에틸에테르 20 

mL와 물 20mL을 넣은 후 생성물을 추출하였다. 

분리된 유기용매상을 다시 물 20mL로 두 번 세척한 

후 황산나트륨염으로 탈수하고 감압하에서 용매를 

제거하였다. 완전히 용매가 제거된 시료를 30 mmHg 

압력하에서 증류하여 4분획으로 분리하였다.

분획 1： 1201 까지, 분획 2： 120-1301, 
분획 3： 130-1401, 분획 4： 140-1451

각 분획들을 가스크로마토그라피와 'H NMR 및 19F 
NMR-스펙트로스코피로 생성물을 확인하였다.

가스크로마토그라피詈 이용한 1-브로모-8-풀르오 

르옥탄의 합성과정 분석. 일반적인 반응시간과 조 

건을 찾기 위해 7.3 mL(39 mmol)의 1,8-디브로모옥 

탄, 4.95 g(39 mmol)의 AgF 및 1.3 g(4 mmol) 의 

TBABr을 10 mL acetonitrile에 넣고 82로 가열 

하였다. 가열도중 10분 간격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가스크로마토그라피하여 생성물 및 부산물의 합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Table 1에 수록된 가스크로마토 

그래피 검출조건으로 각 물질의 머무름 시간을 구 

하였다.

1-브로모-4-플르오르부탄. 2.16g(10mmoD 의 1, 
4-디브로모부탄, 0.58 g(10 mmol)의 AgF 및 1.00 g의 

TBABr-g- acetonitrile에 넣고 20분 동안 가열하였다.

Table 1. GC Condition and retention time

GC Condition Substances
Retention 

time 
(min)

60t 3 min
60-1601 25 t/min

l,4_dibromobutane 5.8
l-bromo-4-fluorobutane 8.4

1601 5 min

801 2 min
60 〜160 W 30 t/min

1,6-dibromobutane 5.8
l-bromo-6-fluorobutane 9.4

200 °C 4 min

80-2401 25 W/min lt8-dibromobutane 6.6
2401 5 min l-bromo-8-fluorabutane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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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이 완료된 후 반웅물을 식히고 여과한 후 여액에 

디에틸에테르 20mL와 물 20mL을 넣은 후 생성물 

을 추출하였다. 분리된 유기용매상을 다시 물 20 
mL로 두 번 세척한 후 황산나트륨 염으로 탈수하고 

감압하에서 옹매를 제거하였다. 완전히 용매가 제거 

된 시료를 감압분별 중류하여 L03g(수율 55%) 생 

성물을 분리하였다.

mp 134〜1351(대기압)

*H NMR(360 MHz, CDCk): 8 1.2~2.2(m, 4H), 
3.4(t, 2H), 4.6(m, 2H)

19F NMR(80 MHz, CDCI3): 8 — 61.6 ppm(m, 2jHa- f 
= 47 Hz, 3Jh『f=26Hz, 기준물질 CF3COCF3)

1-브로모-6-플르오르핵산. 3 mL(20 mmol) 의 1, 
6-디브로모핵 산, 2.50 g(20 mmol)의 AgF 1.00 g 
TBABr을 acetonitrile에 넣고 20분 동안 가열하였다. 

식힌 후 반응 용액을 1-브로모-4-풀르오로부탄 합 

성시 사용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 후 분별 

증류하여 0.71g(수율 20%)의 생성물을 분리하였다.

mp 67~681(16 mbar)
'H NMR(80MHz, CDC13)： 6 1.4~1.8(m, 8H), 3.4 

(t, 2H), 4.4(m, 2H)

19F NMR(80 MHz, CDCk): 8 -61.63 ppm(m, 

2Jhlf=47Hz, 3Jh«-f=26Hz, 기준물질 CF3COCF3)
1-브로모-8-플르오로옥탄. 7.3 mL(39 mmol) 의 

1,8-디브로모옥탄, 4.95 g(39 mmol) 의 AgF 및 1.00 
g의 TBABr을 acetonitrile에 넣고 20분 동안 가열 

하였다. 식힌 후 반응 용액을 1-브로모-4-풀르오로 

합성시 사용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 후 분별 

증류하여 0.91 g(수율 19%)의 생성물을 분리하였다.

mp 140~143t(30 mbar)
XH NMR(360 MHz, CDCW： 8 1.3~1.4(m, 8H), 

1.6~1.8(m, 4H), 3.5(t, 2H), 4.4(m, 2H)
19F NMR(80MHz, CDC13)： 8 — 218ppm(m, 2JHa-F 

=47 Hz, 3Jh„-f=26 Hz, 기준물질 CFC13)

결과 및 고찰

a-co-디브로모알칸의 플루오르화 반옹에서는 여러 

가지 반응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1,8-디브로모옥 

탄의 플루오르화 반응중에 생성 가능한 물질들을 

F也 1에 도시하였다. 及冬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

디브로모옥탄은 fluoride의 친핵성 치환반응으로 

fluoride 가 한 개 치환된 1-브로모-8-풀르오로옥탄과 

fluoride가 연속반응에 의해 두 개 치환된 1,8-디플 

르오로옥탄이 생성되고, 다른 편에서는 fluoride의 

염기성의 영향으로 경쟁적으로 제거반응이 일어난 

다. 즉' 1,8-디브로모옥탄과 1-브로모-8-풀르오로옥 

탄의 제거반응 생산물인 8-브로모옥텐과 8-플르오 

로옥텐, 그리고 8-브로모옥텐의 제거반응물인 1,7- 
옥타디엔이 생성된다.

이와 같이 반응 중에 생성되는 생성물들을 확인 

하기 위하여 비교적 알킬 사슬이 긴 1-브로모-8- 

프르오로옥탄의 합성과정을 조사하였다. 1,8- 디 브로 

모옥탄을 출발물질로 하여 AgF와 상전이 촉매인 

TBABr를 이용하였다. 용매로는 극성 비양자성 용 

매25인 무수 acetonitrile을 사용하였으며 반응온도는 

용매의 끓는 온도인 821이었다. 1시간 반응 후 반 

응혼합물에서 용매를 제거한 다음 낮은 압력하에서 

분별 증류하여 4분획으로 분리하였다. 분획들의 中 

NMR 스펙트럼 중 3~5.5 pptn 구간과 가스 크로 

마토그램들은 Fig. 2와 같다.

E NMR 스펙트럼에서는 3-5.5ppm 구간은 옥 

탄의 a-와 3-위치 탄소에 bromide 또는 fluoride가 

치환된 경우 또는 이중결합이 있는 경우의 수소 피 

이크를 특성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어 생성물을 확인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NMR 스펙트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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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 FmctSn 3 N세R ― 
—一；一一 ~ 나

Fig. 2. Gaschromatogram and 360 MHz XH NMR spectrum of fractions.

5 ppm 부근에서 나온 “가”는 -C = CH2의 이중결합 

에서 마지막 탄소에 연결된 수소의 피이크이다. 이 

피이크는 치환반응과 경쟁적으로 일어나는 제거반 

웅에 의해 생성되는 8-브로모옥텐, 8-플르오로옥텐 

이나 1,7-옥타디엔을 나타내며, 수소 피이크들의 적 

분값들로부터 생성물들의 양을 추정할 수 있다. “나” 

는 -CH2-F 그룹의 전형적인 수소 피이크로 1-브로 

모-8-플르오로옥탄과 1,8-디플르오로옥탄에서 기인 

하며 수소와 풀루오르 사이의 짝지움상수가 크기 

때문에 두 개의 triplet형으로 떨어져 있다. "다”는 

-CH2-Br에서 나오는 수소 피이크로 1,8-디브로모 

옥탄, 1-브로모-8-플르오로옥탄과 8-브로모옥텐에 

서 기인한다.

이와 같이 NMR 특성 피이크 및 가스 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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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그램을 이 용하여 Fig. 2의 크로마토그램 에서 나 

온 반응생성물 “A”, “B”, “C”, “D”를 확인할 수 

있다. 분획 1의 가스 크로마토그램에서는 "C”는 가장 

큰 피이크를 이루고 있고, iH NMR 스펙트럼에서는 

“나”는 수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C”는 1,8-디 

플르오로옥탄을 나타내고 있다. 즉 1,8-디플르오로 

옥탄의 양끝에 있는 -CH2-F에 의한 피이크임을 알 

수 있다. 다의 피이크가 아주 적은 것은 -CH2- 
Br의 양이 분획 1에는 아주 적다는 것을 나타내며 

가스 크로마토그램에서 두번째 크기인 “D” 는 8-플 

르오로옥텐을 나타낸다. 분획 2와 분획 3의 가스 

크로마토그램의 비교에서는 "C"의 피이크 크기는 

증가하지 않고 “B” 의 크기만 증가하였으며, XH 
NMR 스펙트럼에서는 "가”와 ••다”의 피이크가 동 

시에 증가하였으므로 이중결합과 -CHz-Br기를 “B” 
가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B”는 8- 
플르오로옥텐으로 추정된다. 분획 4의 'H NMR 스 

펙트럼에서는 1-브로모-8-플르오로옥탄의 전형적 인 

피이크인 -CHz-F와 -CH^Br의 수소 피이크의 적 

분값의 비가 1：1임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가스 

크로마토그램의 "A”는 1-브로모-8-플르오로옥탄임 

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가스크로마토그램의 "A”, 
"B”, “C” 및 "D”는 각각 1-브로모-8-플르오로옥탄, 

8-브로모옥텐, 1,8-디플르오로옥탄, 8-플르오로옥텐 

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은 상전이 촉매로 사용된 TBABr의 이 반 

응에서의 역할을 도시하였다. 플루오르화 반응에서 

는 활성 fluoride 의 농도가 반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TBABr은 AgF 와 반응하여 용매에 잘 녹는 

이온쌍 TBAF와 녹지 않는 AgBr을 만든다. 이때 

용매에 녹아 새롭게 형성된 fluoride는 디브로모알 

칸과 반응하여 1-브로모-8-플르오로옥탄과 bro- 

mide을 생성한다. 이 bromide는 다시 AgF와 반응 

하여 fluoride오¥ AgBr을 형 성한다. 이로 인해 용매에 

잘 녹지 않는 AgF의 용해도를 증가시키므로 fluo
ride^ 농도가 증가하고, 반응 후 유리된 bromide와 

Ag 양이온은 AgBr 형태의 침천물로 남아 AgF의 

용해도를 더욱 중가시킨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fluoride의 농도가 증가하며 fluoride의 친핵성 치환 

반응은 가속된다.

반응 생성물을 확인한 후 1-브로모-8-플르오로옥

Fig. 3. Scheme for the reaction of aq-dibromoalkane 
with AgF in the presence of TBABr.

탄 합성시 최적반웅시간을 결정하기 위해 10, 20, 30, 
그리고 40분 반응 후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로 생성 

물을 분석하였다.F也 4는 이들의 크로마토그램이다. 

반응 10분 후 채취한 시료의 가스 크로마토그램에서 

1-브로모-8-플르오로옥탄의 피이크 "A”를 볼 수 

있으며, 20분 경과 후 “A”의 피이크가 두 배 이상 

으로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다. 반응시간이 30, 40 
분으로 증가함에 따라 피이크 "A” 의 중가는 아주 

적으나 부산물 피이크인 “B”, “C”, “D” 중에서 1,8- 
디플르오로옥탄의 피크인 "C”가 중가되어 반응시간 

을 더 이상 길게 하면 1,8-디플르오로옥탄이 생성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즉 반응시간이 20분이 

지난 후에는 1-브로모-8-플르오로옥탄이 최대가 되 

고, 20분 이상 반응시간을 연장하였을 경우에는 1- 
브로모-8-플르오로옥탄의 양은 증가하지 않고, 생 

성된 1-브로모-8-플르&로옥탄이 다시 fluoride와 

치환반응하여 1,8-디플르오로옥탄이 됨을 알 수 있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한 최적 반응 조건인 82 
笔에서 20분간 1,4-디브로모부탄, 1,6-디브로모핵산 

및 1,8-디브로모옥탄을 AgF/TBABr과 acetonitrile 
용매하에서 반응시켜 1■브로모-4-플르오로부탄, 1- 

브로모-6-플르오로핵산 및 1-브로모-8-플르오로옥 

탄을 합성하였으며 수율은 각각 55, 21, 19%이다. 

이러한 수율은 지금까지 보고된 방법보다 개선된 a- 
브로모-3-플르오로알칸의 합성 법 이며 반응시 간도 

현저히 짧다. 특히 알킬 사슬이 긴'1-브로모-8-플 

르오로옥탄의 수율은 널리 쓰이는 Pattison과 Ho
well 합성법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이다. 이 합성법은 

다른 방법으로는 현저하게 수율이 낮은 알킬 사슬의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가스크로마토그라피 분석을 통한 a-브로모-®-플루오로알칸의 효율적 합성 419

40min

一
•2J°
*J을M
~

스JE
S

Fig, 4. Gas chromatogram of the reaction mixture for the reaction of 1,8-dibromodctane with AgF m the presence 
TBABr after 10, 20, 30 and 40 minutes reation.

길이가 긴 a-브로모-3-플르오로알칸을 합성할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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