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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 Study by U.V. Spectrophot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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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 and ^-isomer of 4-nitroazoxybenzenes have been separated by liquid chromatography and their 

U.V. spectra were examined. The n->%*  transition band of the compounds did not appear, likewise the 

cases of other compounds of the series. Transition bands of the new isomer were as usual as thse of 

other a^oxy-compounds, whereas the 丸——►筮*  transition band of the other isomer which is reported in 

the literature shown peculier hypsochromic shift and hypochromic effect. From the spectroscopic point of 

view it is very likely that the new isomer (m.p. 184-5°C) is a-isomer and the other one (m.p. 152°C) is 

/9-isomer contrary to the literature.

緖 論

Azoxybenzene 置換體들이 鹽基性 및 그 化合物들의 

强酸溶液中에서의 轉位反應等에 關한 筆者의 一連의 硏 

究와 連關하여 本硏究室에 서 는 4-nitroazoxybenzene 의 

두개 의 位置異性體 即 azoxy group 中의 酸素原子가 

NO2 置換基에서 부터 먼 窒素原子에 Semi-polar bond 

로 結合되어 있는 a•異性體와 또 反對로 가까운 窒素原 

子에 結合되어 있는 呂異性體의 合成 및 分離가 切迫한 

間題이었다. 文獻d예 의하면 *異性體외 融點은 152°

O 
^S-isomer

差가 4°밖에 안되는 두 異性體의 分離는 至難의 일이었 

으며 거듭된 여러 實驗段階에서 152°의 異性體를 分離하 

는데 成功하엱을 뿐 148°의 融點을 가진 文獻上외 住異性 

體는 分離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上記 數次에 걸친 實驗 

에서筆者들은 148°의 融點을 나타낸다는 異性體대신 

그 融點이 185〜6° 인 化合物을 分離하였다. 이와 같은 

實驗結果는 上記文獻의 眞否를 가린다는 點뿐만이 아니 

라 本硏究室에서 分離한 化合物이 4-nitroazoxybenzene 

의 한개 isomer 인지 ■리고 또한 그것의 構造를 «究明 

한다는 點에 있어서 興味있는 .問題이며 또한 4-nitro

azoxybenzene U.V. spectra 에 關한 硏究가 詳細하 

지 못하다는 點에 비추어 이 問題를 分光化學的인 方法 

에 의하여 추궁하였다.

« 驗
1) 化合物-- 4-Nitroazoxybenzene 아래와 같은

反應式에 合成하였다.

—No? 쁘CLZn

이고，異性體의 그것은 148° 로 報吿되어 있어서 Itttt 。-NH0H 嬢矛 U〉-N。

Z 一)-N0 + HzN—< 一〉—NOz in.Ac°旦.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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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trosobenzene.25-----------------------  g. （ca. 1/3

mole）과 llitei•외 물에 咨解시킨 25g.의 NH4 Cl 의 混 

合物에 約 60 g.의 亞鉛粉末을 攪拌시키면서 反應液의 

溫度가 85° 룔 넘지 않게끔 部分的으로 加한後 계속 攪 

拌하여 그 溫度가 50-55° 에 達하면 그 溶液을 걸르고 

礙化亞鉛의 殘滓는 뀷는 물로 씻었다. 滅液과 이 洗滌 

液의 합한 것에 充分히 많은 어롬을 넣어서 그 液의 溫 

度룔 零下로 유지시키면 phenylhydroxyl amine외 浮 

遊結晶이 생긴다. 이것에 冷却된 120mL 의 진한 硫酸 

溶液올 注加하고 다시 어롬으로 冷却시킨 다음 氷冷시 

킨 KzCrA 水溶液을 注加하면 진한 밤색으로 急變하 

는데 이것을 冷却시키면 밤색 沈澱이 얻어진다. 걸려 

서 물로 씻은 다음 水蒸氣蒸溜로 分離하면 淡綠白色의 

nitrosobenzene 結晶이 얻어진다. 收率 26%.

4-Nitroazobenzene3^ 4-nitroazoxybenzene4^- 위 

에서 얻은 14 g.의 nitrosobenzene-s] 當量에 該當하는 精 

製된 4Fitroaniline（Merc女 製品） 18 g. 의 大部分을 50 

ml. 의 氷醋酸에 溶解시 키 고 未溶解部分은 若干의 eth- 

auoK95%）을 注加하여 加溫함으로서 完全히 濬解시켰 

다. 여기에 nitrosobenzene氷醋駿濬液을 한번에 注 

加하였으며 coupimg* 의 完結을 위 하여 3 時間 reflux 시 

졌다. 冷却後 물을 加하여서 4-nitroazobenzene -S） 沈 

激生成을 促進시켜 그것을 걸른 다음 加溫으로 因하여 

淚生된 tar 狀의 分解生成物을 Alumina 吸着과 濾過로 

分離하였다. 粗生成物은 50% ethanol 水溶液으로 7回 

再結晶하였다. 赤褐色외 粒狀結晶, m.p., 133-5°. 收率 

60%. 精製된 15 g. 의 4-nitroazobenzene -Sj 氷醋酸溶 

液에 約 30 ml, 의 30% 過酸化水素를 加하여 5 時聞 

reflux 하였다. 冷却하여 얻어진 沈澱과 또 流液에 물 

을 注加하여 生成된 沈澱올 합하여 氷冷水로 中性을 나 

타낼 때 까지 （pH paper 로 試驗）씻고 어것을 ethanol 

로 再結晶하여 4-nitroazoxybenzene a. g 異性體의 

混合物을 얻었다. 混合物로서의 收率 約 65%.

4-Hydroxy-4-nitroazobenzene.5J-o] 化合物온 아래 

외 反應式에 따라서 合成하였다.

OzN〈 一〉NHz • HC1 + NaNOz + HC1 一►

어N 一〈二〉NzCl + NaCl + 2 HQ 

어 N—〈二〉一 NzCl +〈二>-0H—-

어=AN*-/ 一、、OH+HC1

反應溫度는 0°, 粗生成物온 20% ethanol 水溶液으로 

一定한 m.p.（218%））가 얻어질 때 까지 再結晶하였다. 

赤色의 粉末結晶, 收率 80%.

2） 4-nitroazoxybenzene 의 a,fl 異性體의 分離—- 

위에서 얻은 a.jfi-4-nitroazoxybenzene 混合物을 

benzene에 濬解시키고 이것을 AGO^Merck製 No. 

1076）吸着劑롤 사용한 chromatography column 에 

develop 시켰더 니 上下 두 fraction 으로 分離되 었다. 

下層을 benzene 으로 elute 하여 分離한 다음 그것을 

蒸溜濃縮하여 얻어진 結晶을 acetone 으로 4 回再結晶하 

였다. 黃色 針狀結晶, m.p. 184~5°（以下 化合物 A 로 

指稱）. Chromatography column 의 上層은 methanol 

로 elute 하여 淚縮하였고 再結晶도 methanol 5. 하였 

다. 淡褐黃色 粒狀結晶, m.p. 152-3° （以下 化合物 B 

로 指稱）. 어 分離는 數次 되 풀이 하였으나 같온 結果만 

을 얻었고 m.p. 148° 외 異性體는 얻지 못하였다. Ben- 

zene 대 신 ethanol 로 develop 하고 또 그것 으로 elute 

했을 때 上記化合物 A외 融點은 182°, 이것들 두 化合 

物의 混合融黙은 sharp 하게 183° 이었으며 그다지 크게 

降下하지 않았다.

3） U. V. Spectra 2| 測定.---■測定에는 Shimadzu

model QR-50 spectrophotometer < 사용하였다. 溶媒 

는 99-5% 一•級 試藥用 ethan이올 그대로 사용하였고 

cell 은 1cm. 의 silica 및 glass cell 을 共用하였 다. 測 

定溶液은 各各 10~3M stock solution 올 調製한 後 1： 

10 및 1：5 稀釋法에 의하여 10-4M 또는 2X10-5M 濬 

液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詰果 및 考察

文獻1）에 報吿되어 있지 않은 上記 A 化合物이 a 異 

性體이냐 또는 £異性體이냐의 問題에 들어가기 전에 먼 

저 이 것이 果然 azoxy 化合物이냐 아니냐의 問題에서부 

터 檢討할 必要가 있다, 萬一 이것이 宓oxy化合物이 

아니고 어떤 다른 것일 경우에 생각할 수 있는 化合物 

은 Ca） 未反應의 4-nitroazobenzene （b） starting ma

terial 로 사용한 p-nitroaniline 또는 （c） Wallach 韓 

位反應7）에 의하여 얻어질지도 모르는 ^hydroxy-^-nit- 

roazobenzene 의 세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化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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物 A 의 U-V spectrumCFig. 1-a）을 檢討하여 보건데 

A 가 azo 系化合物이 라면 우선 380 m〃~450 m“ 領域에 

서 나타나야 할 汚—transition band 가 Fig.l-a에는

/O-

全然없다. 이것은 azoxy-group —의 두개 窒

素原子들 中의 하나에 있는 lone pair 電子돌은 N->6의 

semi-polar bond-2] 窒素原子가 가진 （+） charge 로 

因하여 그 자리에 牽制를 받아서 n—f*  transition 

band 를 呈示하지 못한다는 筆者외 硏究& 및 Gore 와 

Wheelei■의 報吿9）에 의하여 確認되어 있는 事實과 一 

致하고 있다. 이것에 反하여 4-nitroazobenzene U. 

V spectrumCFig. 네에서는 azo化合物 系列의 다 

른 置換體에서와 같이 n—>兀*  band 를 428m/z 에서 나 

타내고 있으며 더욱이 特異한 事實은 같은 系列의 다론 

어 떤 置換體에 서 도 볼 수 없으리 만큼 그 n一一皿*  band가 

强한 intensity 를 보여준다는 點이다. 이와같은 顧着한 

hyperchromic effect 는 NOz group 외 强한 electron 

withdrawing 에 基因하는 lone pair electron 들의 

excitation frequency 의 増加에 緣由하는 것이다. 4- 

Nitroazobenzene 이 와 같이 特異하리 만큼 强한 

n—>%*  transition bind 을 나타내는데 反하여 全然 

n—小*  band 를 보여주지 않는 A 化合物을 azo-group 

의 化合物이 라고 할 수는 없다. 더욱이 main band 인

Fig. 1 U.V. Spectra of (a). A-Compound(m.p. 184~5°C) 

in EtOH(99.5%)； (b). 4-Nitro azoben zane in EtOH(99.5%)

Fig. 2 U.V. Spectra of (a). p-Nitro aniline; (b). 4-Hydr- 

oxy-4-Nitro azoben2ene; (c). A-Compound. Solvant; 99.5% 

EtOH.

n—*z*  transition band 에서 4-nitroazo- 

benzene 의 人max 가 334 m“ 인데 反하여 

A 化合物외 그것어 344mn 으로 bathchr- 

어nic shift 률 하고 있으며 또한 若干 higher 

intensity 의 hyperchromic effect 를 나타 

내고 있다는 事實은 A 化合物이 N+―^0- 

bond 의 存在로 因하여 azogroup 系列化合 

物보다는 餘分의 共嗚構造를 가졌음을 蹬明 

하여 주며 이것은 前記 硏究結果&9）와 더볼 

어 A-化合物이 決코 az。系列 化合物이 아 

니라는 斷定을 立證하여 주는 또 하나의 結 

果이라 할 수 있다. 'A—a'H transition 

band 가 置換基이 나 azo, azoxy 等의 cou

pling group 의 性質에 影馨을 받지 않는 

다는 事實1。）에 비추어 이 두가지 化合物 

들의—>'H 의 人max 가 各各 278 m卩, 

및 273m/z 과 같이 類似하다는 것은 조금도 

놀랄 것이 못되며 上記 斷定에 아무런 異論 

을 가저올 수는 없다. p-Nitroaniline 및 

4-hydroxy-4'-nitroazobei）zene 의 spectra 

（各 Fig. 2・a 및 Fig2-b）를 보건데 다 같이 

intense 한 n一一transition band i\ 375 

m点과 383m%4 에 나타나며 hyp으。chromic 

shift 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spectra. 를 

A-化合物의 그것 （Fig. 2c Fig. 1그 와 同-- 

한 것）과 比較하여 보건데 A-化合物에서는 

n—小*  가 400 m“ 보다 短, 長波長 어느 

領域에서든 全然 나타 나지 않고 있다. 이 

제 여기에 p-nitroaniline 의 人max. 375m/x 

과 4-hydroxy-4,-nitroazobenzene 의 2max. 

383 m“ 의 band 들이 册一一►丸*  가 아니 고 k 
―band 에 酸當하고 A-化合物의 그것 

이 344 m“ 에 나타난 것이 아1d 까 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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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생기지만 이 點은 全然 問題가 못 된다. 왜냐하면 

p-nitroaniline 에 서 는 NHz group 의 窒素原子가 가지는 

lone pair 가 NO? group 의 强力한 electron withdra

wing effect s. delocalize 하여 이루어진 transitiwi 

band 이며 benzene ring 自■內의 龙 electron의 exci- 

tation 은 이미 'A-»'H band 5. 久max=261m“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 나 nitro group 가 가지고 았는 冗 

electron 의 excitation 에 起因하는 x—transition 

이 全然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어느 程度의 

variation 이 있올 것 이 快想되는 바이다. 이것은 Fig. 

2•必률 詳細히 檢討하여 본다면 305m^~315 叫 領域 

에서 極히 弱하고 broad 한 band 가 若干 나타나 있 

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이 곧 置換基의 影専율 받지않는 

0—/H transiticm 以外외 NOz 基에 探由하는 咒—버产 

transition 에 該當하는 band 이며 이것 이 intense < 

n—>冗*  band 에 submerge 當하고 있음윤 볼 수 있다. 

4-hydroxy-4,-nitroazobenzene 외 spectrum（Fig. 2-b） 

에서도 n——a丸*  band 가 310330mju 領域에서 

intense 한 n—band 에 submerge 當하여 weak 하 

고 broad 하게 起伏되어 있으며 두개 benzene ring 自 

體의 丸 electron 외 excitation 은 'A—*'H  로 252叫 

에서 peak를 보여 주고었다. Fig. 2-a, Fig. 2-b에서 

x—*x*  가 submerge 當하고 있다는 段온 4-nrtroazo- 

benzene spectrum（Fig. l・b）를 檢討하여 보면 334 

m/z 에서의 %—►«*  band 가 428 叫 의 n—►咒* 에 比 

하여 엄청 하게 甚한 hypochromic effect < 받고 있다 

는 또 하나의 専實로서 立蹬되는 바이며 Fig. 2咆, b 의 

쇼一'H, af*  및 n—band 全部가 A•化合物 

외 그것들에 比하여 거의 規則的으로 hypsochromic 

아lift 를 나타 내고 있다, 이와같은 모든 spectroscopy 

의 諸事實둘은 A•化合物이 上記 세가지 可能性의 어느 

것에도 該當되지 않고 azoxy 化合物에 를림이 없다는 

것율 立證하여 준다. 이와같온 立證을 한층 더 確固하 

게 하여주는 決定的인 事實온 文獻上에 a-4-nitro-azo- 

xybenzene 으로 報吿되 어 있는 融點 152° 의 化合物（B・ 

化合物）의 spectrumCFig. 3・b）을 A•化合物의 그것（Fig. 

3咆, Fig. 1咆와 同一한것）과 比較함으로서 얻어진다. 即 

B-化合物의 spectrum에서도 n—transition band 

는 380m/« 以上의 ”長波長의 모든 窗域에서 全然 불 수 

없다는 點이 며 A-化合物의 spectrum 이 文獻上에 이 미 

報吿되 어 있는 azoxy 系列 全部의 化合物들의 spectra 

와 共通된 點올&9）가지고 있다는 事實로 미루어 A•化合

Table I Absorption Maxima and its Absorption 

Coefficients of 4-Nitroazoxybenzenes and 

the Compounds Cited**

Compounds
，A—■/H -- p.—-i

人 max.
（叫）

€X 
10*

人 max. ex 

(m/z) 104
2max.
(m»)

€X 
104

a-4-Nitroazoxy- 
benzene 278 1-27 344 1.53 — —

/9-4-Nitroazoxy- 
benzene 280 1-08 334 0.65 — —

4- Nitroazobenz
ene 273 1.54 334 1.30 428 2.36

4-Hydroxy-4,- 
azobenzene 252 1.88 Submerged 383 2.68

p-Nitroaniline 261 0.43 Submerged 375 1.56

♦•Solvent used; 99.5% ethanol

Fig. 3 U.V. Spectra of (a). a-Nitroazoxy bensene (A-C-

omp이md); (b). jS-Nitroazoxy benzene in 99.5% EtOH.

物이 외 어느 異性體에 屬할는지는 

뒤 에 檢討하기 로 하되 그것 이 az。系列 化 

合物임에는 를림이 없다고 斷定지울 수 있 

다. 便利를 위하여 以上에서 論議한 化合 

物들의 U.V spectra 의 最大吸收波長과 그 

吸出係數를 Table I에 收錄하였다

다음은 A-化合物이 4-nitroa2oxybenzene 

이라면 두개 異性體中의 어느것헤 酸當하는 

것인가 即 azoxy group 中의 酸素原子가 두 

캐 窒素原子中의 어느 쪽에 binding 되어 

있는 異性體인가의 問題이다. U.V소pectr-. 

oscopy 解釋上 原則的으로 higher order의 

resonance hybrid 는 transition energy 

level 율 depress 시 키 고 또한 crowding 시 

키는 것으로 알려저 있다.m 따라서 reso

nance hybrid -b electron 들을 excite 시 

키는데 더 적은 energy 를 所要하고 p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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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더 짧은 振動數 即 더 긴 波長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resonance 構造가 많으면 많올 수록 2. max는 長波長 

쪽으로 bathchromic shift 를 한다. 또 energy level 

의 crowding 으로 더 잦은 transition o] 可能하개 되 고 

따라서 absorption band 의 intensity 가 增大되 는 것 

이다. 이제 A-化合物의 spectrumCFig. 3-a: Fig. 1咆와 

同一한 것)과 文獻上 必異性體로 되어 있는 融黑 152° 

의 化合物(B-化合物)의 그것 (Fig. 3-b)을 比較하여 보 

건데 化合物 A 와 B 의 'A——>'H band 의 2 max 가 

各各 278 m/z 및 280m/z 으로 거의 同一 波長에서 peak 

가 나타나 있으며 또한 各各외 吸光係數는 1.27 X 10*  

및 1.08X1。으로서 같은 order 그다지 큰 羞異 

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反하여 map band 인 勿—小*  

transition 에서는 A•化合物외 人 max. 가 344m” 이고 

B-化合物의 그것이 334m/z 으로서 A-化合物의 兀一 

band 가 10 m“ 의 bathchromic shift 를 하고 있다. 더 

용이 特異한 事實온 A•化合物의 7T―”产 가 크게 

hyperchromic effect 률 나타내어 吸光係數가 增大하고 

있음에 比하여 B-化合物의 그것은 顯著한 hypochromic 

effect 를 나타내고 있다는 黑이다. 이것은 上述한 바 原 

則에 비추어 볼 때 A-化合物이 B-化合物보다 더 많은 

共嗚構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意味하여 주는 것이 

된다

이제 A 및 日의 共嗚構造를 檢討하여 보건데 A,B외 

어느 것이 a-,，異性髓이건 아래의 共嗚構造들은 다같 

하 가질 수 있다.

〈그 〜二〉=代:

_ + z0-
J〉小 o=y 

<=<k)N=<z>=C 

0~

U顼畝。-

/ 、=그/ 、0一

C厂
그러나 다음의 두가지 共嗚構造 (I) 및 이I)中&異 

性體는 (I) form을 가질 수 없다.

<二顼丄二>=崎

(I, possible)

J〉项'消=u>=蚌

0：

(I, impossible)

따라서 (I)과 같은 共嗚構造를 條分으로 가지는 異性僵 

의 U.V. spectrum 에 있어서만 bathchromic shift 및 

hyperchromic effect 를 나타낼 것이다. 그렇다면 結局 

Fig. 3-a 의 spectrum 을 나타내 는 化合物 A 가 a•異性 

體 即 (I) form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이것으 

로서 本硏究室에서 分離한 아직까지의 文獻에 未報吿의 

A-化合物을 筆者들은 a-4-Nitroazoxybenzene 이 라고 

確認하는 바이다.

結 論

融黑의 差가 妒 밖에 안되 는 文獻上에서의 이' 乡異 

性體는 完全한 分離가 안된 것에 起因하논 것 같으며 따 

라서 두 異性體의 構造도 錯誤인 것으로 認定된다. 筆 

者들은 4-nitroazoxybenzene 의 두개 位置異性體中의 

새로운 하나를 分離하여 그것의 U.V. spectra 를 解析 

한 結果 融點 184〜5° 의 새로운 것 이 a•異性體이 고 文 

獻上 a-異性僵로 알려져 있는 融點 152° 의 것이 3•具 

性體임을 報吿하는 바이다 古典的인 方法 即 degrada- 

tion에 의한 이 두 isomer 들의 構造決定온 第3報로 

미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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