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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금속을 이용한 유기화합물 작용기의 산화 

는 주로 이산화 망간, 과망간산 칼륨, 또는 산 

화크롬(VI) 등을 강한 산성 매체에 녹여 실시되 

고, 반응 메카니즘도 잘 정리되어 있다璀, 그러 

나 금속산화물만을 사용하여 물 또는 유기용매 

에서 실시하는 예는 흔하지 않다3. 이 경 우 산화 

력의 약화로 소득율이 낮은 것이 보편적으로 알 

려진 결함이지만, 보완이 된다면 미량물의 산화 

또는 고가물의 산화에 유효하게 이용될수 있다. 

저 자들은 유기 용매 내 에 서 실 시 하는 산화금속에 

의한 유기물의 산화반응 연구의 일환으로 산화 

제 로 산화은 (II)을, 피 산화제 로 오르토-페 닐렌 

디아민을 택했다. 오르토-페닐렌 디아민은 산 

화은 (II)으로 산화되어 조건 에 따라 두가지 생 

성 물, °, o'-diaminoazobenzene (이 하 아조화합물 

이 라 칭 함) 또는 cis, cis-1,4-dicyano-l, 3~buta- 
diene (이 하 디 시 아노부타디 엔 이 라 칭 함) 이 된 

다는 보고가 있다气 후자는 아민이 오르토 구조 

를 가지기 때문에 생성되는 것이다. 또한 산화 

은 (H)과 비슷한 반응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는 

다른 산화제에 의한 오르토-페닐렌디아민의 산 

화결과들은 상호 연관되어 이해되지 않은 실정 

°1 다.

George 등5은 오르토一페 닐 렌 디아민을 이 산화 

망간으로 벤젠에서 산화시켜 35%의 아조화합물 

을 얻었다. 산화은 ⑴과 산화납 (IV)을 사용할 

때는 10%의 아조화합물을 얻었을 뿐이 다6. 이와 

는 달리 Nakagawa 등，은 산화니 켈 (IV) 을 산화 

제로 사용하여 오르토-페닐렌디아민으로 부터 

14%의 디시아노 부타디엔을 얻었다.

이 러 한 관찰들은 산화 생 성 물이 산화금속의 종 

류 내지는 산화력에 달려 있음을 지적한다. 본 

단신에서는 오르토-페닐렌디아민의 산화은 (II) 
에 의한 산화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여러가지 용매를 사용하고, 

산화제의 사용량 및 온도를 변화시켜 얻은 수득 

율을 Table 1 에 정 리 하였 다. 유기 용매 에 서 실 시 

하는 산화은 (II)에 의한 산화는 불균일 반응이 

므로 온도나 농도등 반응조건에 민감하다. Walls 
등4의 보고가 단신이 므로 정 확한 실험 조건은 알 

수 없다. 본 실험에서는 일정 량의 산화은 (II)을 

80 m乙의 용매에 넣은후 소정의 온도를 유지하 

고 4밀리몰의 오르토-페닐렌디아민을 서서히 가 

하면서 막대자석으로 교반시켰다. 교반속도, 질 

소기류하의 반응, 피산화물의 첨가속도등에 따 

른 변화는 본 실험에서 조사하지 않았다. 반응 

생성물은 고체 은화합물의 거르기, 농축의 순을 

거친후 활성 알루미나(Merck 사제, 염기성, 100 
mesh) 로 충진된 관크로마토 그래프법으로 분리 

수거 하였다. 용리액 을 벤젠으로 사용하여 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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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duct distribution from AgO oxidation of o-phenylenediamine in various solvents.

Solvent Equiv. AgO
Equiv. 

pyridine Temp. (C)
Product distribution (%) Reaction 

time (hr)ot o-Diamino 
azobenzene

1* 4-Dicyano-
1,3-butadine

ether 5 — 35 20 8 11
ether" 3 一 25 40 一 72
benzene 3 一 75 14 30 6
benzene3 4 — 72 一 30 4
cyclohexane 5 — 65 nil 17 17
decaline 5 — 65 nil 5 —

chloroform 5 — 65 4 22 一

ch3cn 5 -— 65 18 27 6
ch3cn 5 -—- 45 20 10 10
ch3cn 5 •— 25 35 10 15
ch3cn 3 — 65 nil 26 8
ch3cn 3 — 45 35 14 15
ch3cn 3 — 25 25 5 20
ch3cn 5 5 65 10 30 1.3
ch3cn 3 3 65 20 22 2.3
ch3cn 3 1.5 65 16 25 4.2

a Ref. 4.

아노 부타디엔을 먼저 얻었으며, 다음으로 에테 

르를 사용하여 아조벤젠을 얻었다. 용매를 증발 

시켜 얻은 고체들의 무게로 부터 수득율을 계산 

하였다. 수득율은 2~3 번의 결과를 평 균한 값 

이며, 놀랍게도 그 값은 잘 일치하였다. 아조화 

합물과 디시 아노부타디엔의 확인은 녹는점 , 적 

외선스펙트라와, 전자의 경우 자외선 스펙트럼 

그리고 후자의 경우 핵자기 공명 스펙트라로 각 

각 이 루워졌 다6~8.
Table 1의 벤젠에서 실시한 산화은 (II)에 의 

한 실험 결과는 보고된 값4과 비교할 때 온도의 

차이가 3。(3이지만 디시아노부타디엔의 수득율 

이 잘 일치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에테르를 용 

매로 쓸 경우는 10°C의 온도차에 따라 약 20% 
의 수득율의 차이를 보인다. 본실험에서는 아조 

화합물의 수득율이 낮았지만 대신 8 %의 보고 

되지 않은 디시 아노 부타디엔을 얻었다.

Walls 등4은 3 당량의 산화은 (II)으로 오르토 

-페닐렌디아민을 에테르에서 반응시키면 아조 

화합물이 , 4당량의 산화은 (II)으로 벤젠에 서 

반응시 키 면 디 시 아노부타디 엔이 생 긴 다고 지 적 

하였다. 두가지 화합물의 생성이 산화은 (II)의 

Vol. 26, No. 4, 1982

당량과 용매의 종류에 따라 선택적으로 결정되 

는 것임을 지적하는 것이라면 이는 본 실험의 결 

과와 일치하지 않다. 낮은 수득율을 감안하면 

산화은 (ID의 사용당량과의 연관성을 엄밀히 규 

명할 수 없다. 본 실험결과에 의하면 벤젠, 에 

테르, 아세토니트릴에 서의 산화로 두가지 화합 

물이 모두 생긴다. 그리고, 분포비는 온도에 따 

라 변 함을 가리 키 고 있 다. 아세토니트릴 을 용매 

로 사용하고 온도의 변화에 따른 분포비 의 변화 

를 중점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높은 온도 

에서는 디시아노 부타디엔이 주생성물이 되며, 

낮은 온도에서는 아조화합물이 우세하다.

벤젠, 에테 르, 그리고 아세토니 트릴 외에도 시 

클로헥산, 데칼린이 사용되었으나 수득율이 매 

우 낮으며 너무 장시간을 요하는 실험이었다. 

오르토-페닐렌디아민의 용해도가 낮은 것이 그 

이유의 하나라고 지적할수 있다. 그리고, 본 실 

험에서 사용한 모든 용매에서의 산화은 (II) 산 

화는 장시 간을 요하는 것이였다. 뿐만 아니 라 

레진성의 부산물도 관찰하였다. 부산물은 오르 

토-페닐렌디아민 라디칼(I)에서 디라디칼 (H) 이 

생기고, 오르토-퀴논디이민 (HI)으로 이성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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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며, 가수분해 를 거쳐 생긴 오르토-퀴 논 (IV) 
이 쉽게 고분자화 되는 것이라 알려지고 있 

다 5.

NHZ\Z

(HI)
NH

polymer

(IV)

오르토-페닐렌디아민의 산화은 (H) 에 의한 

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소량의 피리딘을 첨가하 

여 실 험 하였 다. 이 는 silver (II) picolinate 나 

Ag+와 bispyridine 간의 착물이 좋은 산화제 로 

이용된 점에%w 비추어 염기성 시 약이 산화를 도 

울것이라는 기대하에 사용한것이다. 산화은 

(II)이 피리딘과 작용하여 Ag(II) 착물을 형성 

한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 아세토니트릴을 용매 

로 쓰고 65°C 에 서 L5내 지 5당량의 피 리 딘을 

첨가하여 산화은(II)으로 산화시킨 결과에 따르 

면 두가지 가능한 생성물의 수득율이 산화은 

(II)만을 사용할 때와 거의 같다. 그러나 반응시 

간은 피리딘을 가했을 때 훨씬 단축되었다. 피 

리딘에 의한 산화시간의 단축현상은 적어도 산 

화금속에 의한 산화반응 연구에서 찾아 볼수 없 

다.

이 관찰은 반응 메카니즘 규명과 직결되며, 

부산물의 생성을 억제하는 실험이 성공되면 더 

욱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워질수 있다고 보고 현 

재 진행 중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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