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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치환나프톨류 (4-C1-l~Naphthol, 6-Br-2-Naphthol, 8~NH2-2-Naphthol) 해리 상수를 온 

도(25〜40°C)와 압력 (1〜2000 bar)을 변화시키면서 분광학적 방법으로 측정했다. 이들의 해리상수 

는 치환기가 들어가므로서 모두 감소했다. 이것은 치환기의 I-효과로서 설명이 가능했으며 또 온도 

와 압력이 증가하면 해리상수도 증가하였다. 이들 해리상수로부터 반응의 열역학적 성질을 계산하 

，여 반응의 성질을 알아보았다.

ABSTRACTS. The dissociation constants of ^Cl-l-naphthol, 6-Br-2-naphthol and 8-NH2~2- 
naphthol in aqueous solution were measured by spectroscopic method in the temperature range from 
25 to 40°C and pressure up to 2000bar. The dissociation constants were decreased as the substituents 
were inserted in naphthol from 4.4X IO"10 to 5.82X10'11 as chloride compound and 2.5X IO-10 to 
3.44X 10-11 or 4.21X10"11 as bromine or amino compounds, respectively. This decrease can be 
explained with the I- or R-efifects of substituents. From the dissociation constants various thermo- 

-dynamic properties were calculated and discuss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sociation reaction.

서 론

산과 그 공액 염기의 흡수파장이 서로 다른 

영역에 있고 분광기의 흡수파장 범위에 있으면 

흡수파의 강도를 측정함으로써 그 산의 해리상 

수를 측정할 수 있다. 분광학적 방법에 의한 해 

리상수의 측정은 전도도법에 비하여 그의 응용 

은 늦었으나, 여러가지 보완책이 강구되어 고압 

하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1941년에 Gibson 과 LoefHeF 는 지시 약을 사용 

하여 고압에서 산과 염기의 강도를 측정하였고 

1950년 에 Sager 와 Siewers2 은 4-aminobenzophe- 
none 의 해 리 상수를측정 하였다. 이 외 에 Bate3, 
Biggs4,5, Robinson6 둥에 의해서 계속 연구되었 

으며 그 중에서도 BatS 등은 분광법으로 많은 

완충용액 의 acidity function 을 측정 하여 실 용에 

편리한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1973년에 Neuman8 등은 Loeffler 의 방법을 개 

량하여 지시 약법으로 고압에서 분광법 으로 몇 가 

지 완충용액의 해리상수를 측정한 바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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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ann9'10 등은 aniline 류, phenol 류 및 naph- 
thol류에 대해서 1〜3,000bars 범위에서 해리상 

수를 결정 하였다. 이 미 측정 된 naphthol 류는1~ 
naphthol, 2-naphthol, 2,4-dinitro-l-naphthol 

및 l-hydroxy-2, 4-dinitro-naphthalene-7-sulfon- 

ate 등이 다.

이와같이 치환나프톨류의 해리상수는 위에 열 

거한 몇가지 치환체외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 

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그의 

해리상수가 알려져 있지 않은 몇가지 치환 나프 

톨류의 해리상수를 온도와 압력 을 변화시키면서 

측정하였고 이들 해리상수를 이용하여 해리반응 

의 열역학적 성질을 계산하여 반응의 성질을 알 

아보았다. 측정에 이용한 치환체는 4-chloro-l- 

naphthol, 6-bromo-2-naphthol 및 8-amino-2- 
naphthol 로서 halogen 치 환체 와 나프톨의 OH- 
위치에 따른 변화를 보았으며 치환기가 NH2 기 

일때의 영 향을 감안하여 위 의 3가지 종류를 택 

하였다. 또 온도는 25에서 40°C 까지 5°C 간격 

으로 측정 했고 압력 은 1〜2,000bar 까지 500bar 
간격마다 측정하였다.

이 론

나프톨 계열의 화합물은 대부분 UV 영역의 

빛을 흡수하므로 고압에서 분광광도법으로 실험 

하려면 제한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고압용 분광 

용기는 사파이어창을 이용하는데 사파이어는 파 

장 260nm 이하의 빛을 흡수하므로 측정이 곤란 

하다. 물론 다이아몬드창을 사용하면 더욱 단파 

장까지 측정 이 가능하지 만 고가이 므로 애 로가 있 

다. 본 실험 에 서 도 사파이 어 창을 이 용했으므로 

파장 260nm 보다 단파장의 흡광은 측정 할 수 없 

었다.

본 실 험 에 사용한 3가지 치 환나프톨은 모두 

260nm 보다 긴 파장의 빛 을 흡수하므로 측정 이 

가능하였다.

측정 법 은 Stenstrom 과 Reinhard12 가 개 발하 

고, Hammett^ 등이 적용한 방법을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치환나프톨의 해리반응은 산으로서 작용할때 

식 (1)과 같이 반응한다고 생각하면 일반식 은 식

Oh 0

(1)'과 같이 되고

BH 5 B- + H* (])-

강산성 용액에 서 는 산성 형 (BH)이 주종을 이 루 

며 염기성용액 중에서는 염기성형 (B-)이 주종을 

이 룬다.

임의의 완충용액에서의 흡광계수 为는 식 (2)와 

같다.

卜一logT/CZ (2)

여 기 서 C는 나프톨의 전체 농도이 고 z 는 측정 용 

기의 길이이다. 완충용액 중에서 나프톨은 산성 

형과 염기성형으로 존재할 것이며 전체농도 c 

는 식 (3)과 같다.

C=Cb*+Cbh (3)

한편 염기성형과 산성형의 흡광계수를%厂와 ”BH 
로 나타내면 식 ⑵은 식 ⑷로 표시 할 수 있다.

— log T=(为 b-Cb- + 如 hCbh) I (4)

식(2), (3) 및 (4)를 이용하면 산성형과 염기성 

형의 농도비는 식 (5)로 표시된다.

Cbh/Cb- = Q—为 b-) /(為 h - ⑸

나프톨의 해리상수는 식 (1)을 이 용하면 식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敦=_으旺쓰己=_오으土 . 主口鱼 (6)
《BH Lbh T BH

=頒Ch+ . 7頌 ⑹，
5h

여기서 7b-,7h+ 및 7bh는 각각 B-,H+및 BH의 

활동도 계수이다. 또 了土는 평균활동도 계수이 

다.

또 위의 관계를 pK° 로 나타내면 식 (7)과 같 

다.

pK尸pH+log普--21。計± (7)

식 (7)에 삭 (5)를 대입하면 식 (8)과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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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瓦＞=pH+log쓰云胃—21。豺± ⑻

실제 나프톨의 경우는 용해도가 대단히 작아 

서 7± = 1로 둘 수 있으며 모든 측정을 같은 나 

프톨농도 용액에 대해서 수행하였으므로 흡광계 

수는 흡광도A로 바꿀 수 있고 식 (8)은 식 ⑼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5H+1。跌去 ⑼

식 (9) 를 이 용하여 산성, 염기 성 및 완충용액 에 

서의 흡광도 Abh, Ab- 및 A 와 완충용액의 pH 
를 측정하면 P& 를 구할 수 있다. 고압하에서 

(9)식을 적용할 때 고압하에서의 pH값을 대입 

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완충제로 사용한 약 

산의 해리상수의 압력의존성을 알고 있어 야 한 

다.

실 험

1. 시약. 실험에 사용한 치환나프톨류는 T. 
C.I. 사 (Japan) 제 특급시약을 그대로 사용하였 

다. 염 산과 수산화나트륨도 특급시 약을 그대 

루 사용하였으며 완충용액으로 사용한 탄산나트 

륨과 탄산수소나트륨도 특급시 약을 그대 로 사용 

하였다. 용액 은 3차증류수를 용매 로 사용하였 

다.

2. 완충용액. 완충용액의 선정은 지환나프톨 

의 pK。와 비슷한 pK, 값을 가진 것을 선정 함을 

원칙으로 하나 나프톨류의 PK 가 알려 져 있지 

않는 것은 흡광도 분리가 잘되는 완충용액을 사 

용해 야 한다. 또 고압하에 서 의 pKa 즉정 은 완 

충용액으로 사용한 약산이 나 약염기의 해리상수 

의 압력 의존성을 알고 있어 야 고압하에서의 정 

확한 P& 를 구할 수 있다. 상압에서 이미 측정 

된 나프톨류의 p& 값을 감안할 때 즉 1-naph- 
thol 의 p瓦 값은 9.36 이 고 2-naphthol 의 pKa 
값은 9.60이 므로 중탄산 완충용액이 완충액으로 

적당하며 또 중탄산이온의 고압하에서의 해리상 

수도 구할 수 있다. 완충용액의 pH 는 pKz 값에 

서 계산되며 pH-meter 로 측정하여 보정하였나- 

즉 중탄산이온의 압력에 따른 해리상수의 변화 

는 문헌치14를 이용하였다.

완충액으로 사용한 중탄산 이온의 온도와 압 

력에 따른 해리상수는 Table 1과 같다.

완충액은 탄산나트륨과 탄산수소나트륨을 같 

은 비율로 넣어 만든 용액으로 실험하였다.

3. 실험기구 및 실험방법. 흡광도의 측정은 

Beckmann DU-spectrophtometer 를 이 용하였다. 

고압용 분광셀은 사파이 어와 특수강철을 이 용하 

여제작하였으며 내부용적은 약 5cc 정도이고 광 

길이는 약 7cm 정도이며 압력은 3000bar의 압력 

까지 가능하다. 광학셀의 개요도는 Fig. 1과 

같다.

Fig. 1. Optical cell for high pressure experiment.

Table 1. Dissociation constants of bicarbonate ion in various temperatures and pressures

* cited from reference (14) .

Press, (bar)
Temp. (°C)

25 30 35 40

1 4.68Xld 5.18X10-11 5.75X10-11 6. 31X1Q-11

500 1.31X10* 1.45X10-1° 1.62X1O-10 1.78X1O*10

1000 2.14X10 너。 2.34X10-1° 2.63X1O-10 2. 88 X IO"10

1500 2.98X1O-10 3. 24X1O-10 3.55X10* 3.89X10*

2000 3.82X1O-10 4.17X1O-10 4.68X10-如 5.13X1O"10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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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diagram of optical density measure
ment apparatus at high pressure, a； oil tank b； pressure 
valve, c； pressure generator d； pressure gauge, e； 
separator f； detector g； spectrophotometer, h； ther
mostat. i； optical cell.

260 280 300 320

， X (nm)

Fig. 3. Absorption spectra of 4-chloroT-naphthol in 
acid^1 (a) base (c) and bicarbonate buffer (b) solution 
at 30°C

실험온도는 25〜40°C 범위에서 5°C 간격으로 

측정 했고 온도유지 는 순환식 항온(HAAKE Type 

F4391)법을 써서 士0.1°C 범위로 유지하였다.

Vol. 30, No. 2, 1986

260 280 3 0 0 3 20
---------- * X (nm)

Fig. 4. Absorption spectra of 6-bromo-2-naphthol 
iaacid ' (a) base (c) and bicarbonate buffer (b) solution 
at 30°C.

260 280 300 320
—*■ X (n rn)

Fig. 5. Absorption spectra of 8-amino-2-naphthol in 
acid (a) base (c) and bicarbonate buffer (b) s시ution 
at 30°C.

실험압력은 1^2,OOObars 범위에서 500bar 간 

격으로 측정하였으며 유압펌프에서 가압된 압력 

을 액분리기를 거쳐 측정액에 가압되도록 하였 

고 압력측정은 Burdon게이지를 이용하였다. 실 

험장치의 전체 개요도는 Fig-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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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액 은 치 환나프톨류의 용액 은 30°C 에 서 포 

화수용액을 만들고 이것을 묽혀 각각 같은 농도 

로 산성형, 염기성형 및 완충용액으로 된 용액 

을 만들었다. 산성형은 0.1N HCI용액에서, 염 

기성형은 0.1N NaOH용액중에서 측정하였으며 

산성형과 염기성형의 흡광은 F，g. 3,4 및 5에 

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분리가 잘되므로 흡광 

도 차이가 비교적 크고 안정한 파장에서 측정하 

였다. 즉 4-chloro-l-naphthol 은 270nm, 6- 
bromo-2-naphthol은 295nm, 8-amino-2-naphthol 
은 290nm 에서 각각 측정하였다.

8-amino-2-naphthol 은 수용액 에 서 산과 염 기 

로도 작용할 것이다(10식). 그러나 그의 스펙트 

럼을 보면 290nm에서의 흡광은 산성용액에서 

염기로서의 작용을 하지 않았다고 해석되므로 

⑴식반응만의 값 (KD임을 짐작할 수 있다.

결과 및 고찰

산성과 염기성용액 중에서 치환나프톨류 용액 

의 홉광도를 측정 하고 이 들 값과 완충용액의 pH 

를 식(9)에 대 입 하면 나프톨류의 pK” 값이 얻에 

진다. 이 pK“ 값은 이온강도가 0이 아닌 상태 

의 P& 값이 나 사용한 용액 의 이 온강도는 0.015 

정도로 대단히 낮은 값이므로 보정하지 않고 그 

대로 나타내었다.

Table 2, 3 및 4 는 가 치 환나프톨의 해 리 상수 

를 나타낸 것이다.

온도나 압력이 증가하면 해리상수는 커지며 

치환기 효과는 비교적 작은 편이 다. 압력이 증 

가할 때의 약산의 해리상수가 증가하는 것은 해 

리시 부피가 감소할 때이고 보통 하전을 갖지 

않는 산이 해리하여 하전을 가지는 이온으로 되 

면 용매화작용에 의해서 부피가 감소하기 때문 

이다0 측정한 나프톨류는 치환되지 않은 나프 

톨류 즉 l-naphthol(Ka=4.4X10T°)과 2-nap- 
hthol(Ka=2.5X10T°)보다 해리가 감소되었다. 

이 들 치 환기는 모두 전자를 밀어 주는 치 환체 로 

서 해리를 억제하지 않나 생각된다.

이 들 해 리 상수로 부터 나프톨류의 해 리반응의 

열 역 학적 파라미 터 를 식 (11) ~ (15) 을 이 용하여 

구한 것을 Table 5에 나타내 었다.

血°1瞄器乳 ⑴)

Table 2. Dissociation constants of 4-chloro-l-naphthol at various temperatures and pressures

Press, (bar)
Temp. (°C)

25 30 35 40

1 5.82X10-11 6. 92 X Id 7.69X10'11 8. 79X10'11
500 1. 51X1O-10 1.74X1O-10 2. 01X10-10 2. 30〉＜10니°

1000 2.47X1O"10 2.86X10* 3. 3OX1O-10 3. 78X10^°
1500 3.46X10T° 4.02X1O-10 4.65X10-1° 5. 33X1O-10
2000 4. 67X10* 5.41X10-3 6. 28X1O-10 7. 21X1O'10

Table 3. Dissociation constants of 6-bromo-2-naphthol at various temperatures and pressures

Press, (bar)
Temp. (°C)

25 30 35 40

1 3.44X10-11 3. 65X10T1 3.86X10~u 4. 09X10-11
500 8. 26X10* & 77 X10-11 4. 35X10'11 9. 89X10-11

1000 1. 23X1O-10 1. 31X1O-10 1. 39X10* 1.48X10-10
1500 1. 51X1O-10 1. 53X1O-10 1.8OX1O-10 L 83X10T0
2000 1. 74X10* 1.90X10* 1.94X10—2 2. 09X10—1°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유기산의 해리평형에 미치는 치환기 효과와 그의 온도 및 압럭의 영향(2) 157

Table 4. Dissociation constants of 8-amino-2-naphthol at various temperatures and pressures

Press, (bar)
Temp. (°C)

25 30 35 40

1 4. 21X10-11 4. SOXIO'11 4.69 X IO"11 4. 92X10'11
500 9.73X10"11 9. 84 X Id 1.O6X1O-10 1.14X1O'10

1000 1.32X1O-10 1. 36X10* 1. 47X10* 1.56X10*
1500 1. 58X10~l° 1. 68X1" 1- 79X10-1° 1.89X1O'10
2000 1.80X10~10 1.92X1O-10 2. O5X1O-10 2.17X1O'10

Table 5. Thermodynamic properties of the dissociation reactions of substituted naphthols

Sub. Press, 
(bar) (Kcal/mole)

JS° 
(e. u/mole) (Kcal/m 이 e)

Temp.
(°C)

JV° 
(cm3/mole)

1 4.98 —29. 8 13.96 25 -24.8

4-chloro- 500 5.19 —27. 2 13.40 30 -24.9

1-naphthol 1000 5. 26 -26.0 13.11 、35 -25.8

1500 5.32 -25.4 12.91 40 -26.6

2000 5.38 -24.6 12.73 6 = 198K

1 2.17 一 40. 80 14. 27 25 -19.1

6-bromo- 500 2. 24 -38.60 13.75 30 -19.5

2-naphthol 1000 2. 25 一 37.40 13.52 35 -19.9

1500 2.34 -35.60 13.40 40 ~ 20. 3

2000 2. 40 一 35. 26 13.31 g=61K

1 1.92 -41.40 14.15 25 -16.9

8-amino- 500 2.06 —39. 20 13.66 30 -17.4

2~naphthol 1000 2-15 一 37. 60 13.48 35 -17.9

1500 2. 24 -37. 20 13. 37 40 -18.1

2000 2. 29 一 36. 60 13. 29

(12)
/契G。

dT }p

』V—RT普)

(13)

(14)

(15)

압력에 따른 AH° 값은 一 InK。와 (1/T) 관계 

를 도시 하여 얻었으며 Fig. 6 과 같다. 실험온도 

범위에서는 비교적 좋은 직선관계가 성립하였 

다. 6-bromo- 및 8-amino-2-naphthol 의 경우도 

비슷한 관계가 얻어졌다.

또 압력 에 따른 g 값을 도시 하면 Fig. 7 과 

같고 압력에 따라 p& 값은 곡선을 나타낸다. 

압력에 따른 해리상수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서 pK* 값을 압력의 함수로 표시하면 (16)식과 

같은 2차식 이 된다. (16)식 을 압력 으로 미 분하 

면 반응에 따른 부피 변화를 계 산할 수 있 

다.

pKa=a+bP+cP2 (16)

奶。=2.3O3RT(0+2cP) (17)

예 로서 25°C 에 서 4-Cl-l-naphthol 은
pXa=10.22 - 7- 98 X10-4P +1.82 X 10~7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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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plots of InKa vs. 1/끄 for 4-chloro-l- 
naphthol at various pressures.

Fig. 7. Thejplotsjof pK厂vs. pressure at 25°C
7\a»H-naphthol. b； 2-naphth시. c； 4-chloro-l-naph- 

thol. d； 8-amino-2-naphthol. :e； 6-bromo-2-anph- 
thol.

이고 LOOObar에서의값은 —24.8cc/mole 
이 다. 이와 같이 계산한 LOOObar 에서의 /V。값 

을 T成e5 에 나타내 었다. 1-naphth이 와 2-naph- 

thol 의』卩。값은 1-naphthol 이 17.1 이 고 2- 
naphthol 은 17.2cc/mole 로써 큰 차이 가 없는 것 

으로 알려지 고 있다값은 나프톨에 대한 

값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phenol 유도체의 경우 

5Kcal/mole 정도로 4-Cl-l-naphthol 의 값과 비 

슷하나 6-Br 와 8-NH2-2-naphthol 의 경우는 약 

2Kcal/mole 정 도의 작은 값을 가진다. 한편 JS° 
값은 비교적 큰 값을 가진다. 그래서 치환 나프 

톨의 해리반응은 모두 흡열과정이고 부피가 감 

소하는 반응과정이며 비교적 엔트로피 변화가 

큰 변화과정이다. 또 (15)식에 따라 isoequilib
rium temperature 를 계산하면 치환기에 따라 다 

르나 56〜 198°K 범위에 있으며 이 온도는 실험 

온도보다 낮은 값이다. 즉 실험온도 범위에서 

해리반응은 엔트로피 지배반응 (WS°〉』H°) 임 

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1983년도 문교부 기초과학 육성 연 

구비의 지원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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