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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환반응을 이용하는 많은 유기 제조법에서 가장 

흔히 이용되는 할로겐화 알킬은 브롬화 알킬이다. 

염화 알킬류는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저렴하지만 반 

응성이 훨씬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염화 알킬로부터 

브롬화 알킬로 전환하는 효과적인 방법의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활용된 방법 중에서는 염화 

알킬과 금속 브롬화물을 극성용매에서 가열하는 방 

법'（Finkelstein 반응）이 가장 흔하게 이용되는 일반 

적인 반응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상이동 촉매를 

사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I 두 방법 모두 104 Na 

염이 주로 이용되지만 Ca나 Li 염이 더 효과적임을 

발표한 연구도 있다."

그리고 알루미나에 흡착시킨 금속 염도 치환반응 

에 매우 효과적임이 알려져 있다. 시안화,7 티오시 

안화,8 아지드화° 외에도 많은 다른 기능기와의 교 

환반응에 있어서 알루미나에 흡착시킨 시약의 이용 

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mu 그러나 할로겐화 알킬의 

치환반응 중 브롬-염소 이온의 교환반응에 관한 연 

구는 드문 실정이다. Regen과 Quic产는 알루미나 

상에서 1-브로모옥탄과 금속 염화물과의 반응을 실 

시하고 90t? 에서 68시간의 반응으로 15%의 1-클로 

로옥탄을 얻었다고 보고하였으나 이것의 역반응은 

시도하지 않았다. 또한, Tundo"는 두 가지의 유기 

할로겐 화합물의 혼합물을 기체상태에서 알루미나로 

채워진 관속에서 가열하는 실험을 실행하고 이때 

포스포늄 염이 첨가될 때 교환반웅이 더 잘 일어난 

다고 보고한 바 있다.

염화이온（C「）은 친핵성이 매우 낮은 화학종이다. 

그렇지만 알루미나에 흡착된 금속 염화물은 상이동 

촉매반응과 비견될 수 있을 만큼 쓸모가 있다는 것이 

1-브로모옥탄과의 치환반응에서 밝혀졌다." 그 대신 

약한 친핵제이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부산물로 가수 

분해 생성물이 생성된다는 사실도 지적한 바 있다.

할로겐화 알킬의 치환반응에서 주로 사용되는 염 

은 Na나 K 염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알루미나를 

이용할 때 지금까지 거의 사용한 적이 없는 LiBr를 

이용하고 이를 알루미나에 흡착시킨 시약（이하 

LiBr/AbQ로 표기함）을 이용하여 이 시약이 1-클 

로로옥탄을 1-브로모옥탄으로 전환하는데 매우 효 

과적으로 쓰일 수 있음을 보고하고자 한다.

실 험

시약 및 기기. 알루미나는 Merck사제 컬럼크로 

마토그래 피 용 Aluminium Oxide 90（Neutral, acti

vity I, 입자크기 : 0.063~0.200 nm, 70~230 mesh 

ASTM）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금속염은 시제품을 

정제하지 않고 이용하였으며, 1-클로로옥탄은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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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증류하여 사용하였다.

Gas chromatograph는 Varian Star 3400 A를 이 

용하여 기록하였으며, 이때 컬럼은 2 mX 1/8" ss, 10 

% SE-30/Chromosorb 80/100을 충진제로 사용하 

였다.

알루미나에 흡착시킨 염의 제조 방법은 문헌”에 

따라 실시하였다. 즉, 4.96g의 53% LiBr 수용액을 

20 g의 활성 알루미나에 가하고 소량의 물로 완전히 

적신 후 회전 증발기로 감압하에서 건조하였다. 이후 

추가로 진공펌 프로 건조시 키 고, 항온건조기 에 서 120 

로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치환반응. 1-클로로옥탄 3 mm이과 9 mmol의 

LiBr°] 흡착된 9 g의 알루미나 시약을 Cold-finger 

형의 용기에 넣고 막대자석으로 저어면서 lOOt：에서 

반응시켰다. 4시간 후 반응을 정지시키고, 소량의 

물로서 알루미나를 적신 후 에테르로 유기물을 2회 

추출하였다. 에테르 용액을 농축시키고 기체크로마 

토법으로 생성비를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클로로옥탄을 NaBr/AlQs와 100◎에서 가열하 

면 8시간 후에 출발물질은 완전히 없어진다. 그러나 

주 생성물은 예측한 1-브로모옥탄이 아니라 1■-옥탄 

올이 가장 많이 생성되었으며, 또한 상당량의 디옥 

틸에테르가 부산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와 유 

사한 다른 치환반응들의 실험 결과를 Table 1에 나 

타내었다.

Table 1의 치환반응은 원래 친핵제 염의 양이온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었다. 따라서 반 

응을 완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관찰하기 보다는 

모든 반응을 일정 시간내로 한정하였다. 1-클로로 

옥탄의 티오시안화는 알루미나에 흡착된 해당 금속 

염으로 용매없이도 쉽게 일어났다. 용매없이 일어날 

수 있는 치환반응은 본 실험실에서 1-클로로옥탄의 

아지드화” 연구에서 관찰된 바 있다. 두 반응의 경우 

금속 염 중의 금속이온의 영향은 크게 부각되지 않 

았지만 Li 염이 좋은 시약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다루어진 중요한 관찰은 Table 1의 

상단부에 나타나있는 1-클로로옥탄의 브롬화이 다. 

SCN-, N3- 등에 비해 BL은 약한 친핵제이고, 특히 

1-클로로옥탄의 염화이온은 좋지않은 이탈기이다. 

이와 같이 반응의 모든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1-클로로옥탄의 브롬화는 NaBr/AlM를 이용해서는 

치환을 도모할 수 없음이 관찰되었다. 아마도 이런 

관찰은 알루미나에 흡착된 시약의 활용에 한계를 

지적하는 실험일 수도 있다고 본다. 또 한편으로는 

NaBr/Al2O3 대신 LiBr/Ahd를 사용하면 부산물 없 

이 우수한 치환반응을 이룰 수 있음을 Table 1을 

통해 나타내 보였다.

염이 흡착된 알루미나에는 잔유 수분이 존재한 

다「6 알루미나에 흡착된 시약을 제조하는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잔유 수분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

Table 1. Nucleophilic substitution reactions of 1-chlorooctane and adsorbed reagents on alumina0

Products (%)

Nucleophile Temp. (© Time (hr)-------------------------------------------------------------
C8H17Clft C8H17Br C8H17SCN C8H17OH (C8H17)2O

LiBr

NaBf

NaBr* 4

"3 mmols of 1-chlorooctane with MBr (M=Na, K, Li) support (9 mmols of MBr) magnetically stirred in the 

absence of solvent. 'Recovered 1-chlorooctane. 'Conventional NaBr/Al2O3. "Pretreated NaBr/Al2O3 at 200 °C for

4 hours. eNaBr/Al2O3 vacuum dried for 6 hours under 3 torr and at 70 before use.

NaBf

KBr

LiSCN

NaSCN

KSCN

100
100
100
100
100
80
80
80

4 14.7 83.2 — —
4 10.4 14.8 54.4 20.0

4 6.0 8.1 70.0 15.9

4 8.1 8.4 66.6 16.8

4 37.8 17.3 36.8 8.4

2 17.5 82.5 — —
2(4) 23.0(14.0) 77.0(86.0) 一 —
2(4) 37.5 67.5(8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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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oduct analysis for the reaction of 1-chlo- 

rooctane and NaBr/Al2O3 as a function of time at 100

Time 

(hr)

C8Hi7C1 
(recovered %)

C8H17Br CgHpOH (C8H17)2O

(%) (%) (%)

0.25 58.5 26.6 14.3 0.6

0.5 46.1 27.6 23.1 3.8

1.0 35.9 25.1 33.3 5.5

2.0 23.9 22.2 39.9 14.1

3.0 20.1 20.1 46.8 13.0

4.0 10.4 14.8 54.4 20.0

6.0 8.1 11.6 61.3 19.0

그렇지만 치환반응에서 친핵제가 강하면 잔유 수분 

은 반응에 임하지 않으나, 약한 친핵제가 간여할 때는 

가수분해가 중요한 반응으로 나타난다. Ando17 등은 

「브로모옥탄과 KOAc/AbQ와의 반응에서 소량의 

가수분해 생성물을 관찰한 바 있다. 또한 Sukata는 

KCN/A1Q3와 염화벤질과의 반응에서도 비슷한 가 

수분해를 관찰한 바 있다. CN- 자체는 좋은 친핵 

제이지만 알루미나에 흡착된 것은 SCN-, N3-보다는 

훨씬 약하다.18

본 실험에서는 1-클로로옥탄과 NaBr/ALd와의 

반응에서 생성되는 1-옥탄올과 해당하는 에테르의 

생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시간에 따른 

생성물 분포를 조사하였다＜7况在 2）.

1-브로모옥탄의 생성을 조사한 결과 시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까지는 

증가하다가 그 이후는 오히려 감소함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1一옥탄올은 반응에서 생긴 초기 1-브로모옥 

탄이 가수분해되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1- 

클로로옥탄도 가수분해 되겠지만 두 물질의 반응성 

을 비교해 볼 때 1-브로모옥탄이 1-옥탄올 생성의 

주물질이다. 또한, 디옥틸에테르의 생성도 가수분해 

되어 생긴 1-브로모옥탄과 1-옥탄올과의 반응 생성 

물임을 알 수 있다. 즉「옥탄올 만을 NaBr/ALQj와 

같은 온도에서 가열했을 때는 디옥틸에테르가 전혀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알루미나는 고온에서 알코 

올류의 탈수에 사용되는 촉매제로 알려져있다户 한 

편, 1-클로로옥탄과 1-브로모옥탄은 잘 건조된 알 

루미나 상에서 lOOt로 가열한 결과 1-옥탄올 외 

에도 각각 9.5%, 17%씩 디옥틸에테르를 얻을 수

Fig. 1. Plot of reaction time vs. yield in the reaction 

of 1-chlorooctane and NaBr/Al2O3 at 1001 (■, yield 

of C8H17OH; □, yield of C8Hi7Br).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디옥틸에테르는 

1-옥탄올 두 분자간의 탈수로 안해 생긴 것이 아니라 

1-옥탄올과 1-브로모옥탄과의 반응으로 인해 생성 

되었음을 알 수 있다侦讶.1）.

결과적으로 저렴 한 1-클로로옥탄으로부터 반응성 

이 높은 1-브로모옥탄으로의 염소-브롬 교환반응에 

는 알루미나에 흡착된 친핵제 염의 이용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한계성을 해소하기 위해 

Li염을 사용한 결과 다행히도 매우 좋은 친핵성 치 

환반응을 도모할 수 있었다. LiBr/AL（）3는 수분의 

함량이 매우 낮은 조건에서 다른 알카리 금속 염보다 

치환반응에서 월등히 좋은 친핵제 역할을 한다고 

본다.

1-클로로옥탄은 Table 1에 지적한 실험 조건하에 

서 LiBr/Aiq와 6시간 이내에 반응이 종결된다. 이 

것은 Loupy 등이 같은 화합물을 상이동 촉매인 5% 

Aliquat-336을 사용한 반응과 거의 비슷하다f 

LiBr가 친핵제로서 효과가 매우 높은 것은 LiBr/ 

LiCl의 활동도계수가 큰 값을 가지며, 이 때문에 진한 

수용액에서 LiCl 이 석출되어 역반응에 관여하지 못 

하기 때문인 것이다.裁 또 다른 요인은 Li이 C-C1 

결합의 절단에 친전자성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의 

미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 연구비（과제번호 931- 

0800-029-2）의 일부로 이루어졌으며, 연구비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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