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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초음파 (50KHz) 가 상온 상압하에서 BaMnO4 및 KMnQ-CuSOKHzO 를 이용한 1 차, 벤 

질, 2차 알코올의 알데히 드 및 케톤 생성 반응을 가속 완결시켰으며 고속교반이 나 가열 환류반응보 

다 높은 산화율을 주었다.

ABSTRACT. Sonic waves (50KHz) was accelerated the oxidation reaction of primary, benzyl 
and secondary alcohol with BaMrQ and KMnQ-CuSOK H2O to give the corresponding aldehyde 
and ketone at 30°C/l atm. in high yields compared to stirring or refluxing condition.

서 론

초음파를 액체인 매질에 통과시킬때 매질내에 

는 “cavitation”이라고 하는 “cold boiling" 현상 

이 일 어 난다. Cavitation 이 란 초음파에 의 한 액 

체내에서의 순간적인 기포의 생성 및 소멸현상 

을 말한다. 그 원인은 소밀파인 초음파에 의하 

여 매질내에는 고압인 부분과 저압인 부분이 교 

대로 발생 전파되어 나가며 이때 저압인 부분에 

서 기포가 생성되는 것으로 믿어진다. 기포는 공 

기 , 증기 등으로채워지거 나 또는거의 완전한진 

공의 상태로 되며 cavitation에 의해 생성된 기 

포가 파괴될 때에는 그 주변 특히 인접한 고체 

의 표면에 역학적인 힘을 미치게 된다.

이상적인 조건하에서 cavitation 에 의해 생긴 

기포가 파괴될 때 수백 기압의 압력이 발생됨이 

알려져 있고1 또한 ElTineK 둥의 연구에 의하면 

압축된 기 포내 의 순간적 인 온도는 2000 °K 이 상 

된다고 보고 한바 있다. 이 와같이 cavitation 에 

의해 생긴 기포가 파괴되면서 발생되는 순간적 

인 고온 고압에 의한 화학반응은 일반적인 반응 

에 있어서 요구되는 교반이나 가열 등의 조건을 

필요하지 않게 해주며 반응시간의 단축과 수율 

의 향상을 기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초음파조 

사에 의하면 일반적인 고속교반 환류방업에 의 

해 서 일어 나지 않는 반응도 관찰할 수 있다는 예 

도 보고되어 있다3. 80년대 초 부터 본 연구자가 

보고해 오고 있는 상온 상압하에서 유기용매를 

이 용한 불균일 유기 초음파반응4은 고전적 방법 

인 고속교반이나 가열환류반응 조건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최근 화학반응에서의 초음파 이용에 관한 연 

구6가 급증하고 있으며 같은 조건하에서 초음파 

를 조사할 경 우 다른 생 성 물을 주는 보고 3C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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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대 부분 높은 생성율 온화한 반응조건 부 

반응의 감소 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장 

점을 이용하여 알코올의 초음파적 산화반응을 

연구하였다.

알코올의 산화반응은 MnO27, KMnO48 CrO39 활 

성탄에 흡착시킨 활성 MnO210, 분자체 KMnO?1, 
실 리 카겔 H2CrO412 Cu2O13, Ferrate ion14 등이 대 

체로 높은 산화력을 보여주고 있고 K2FeO4- 
A12O3-CuSO4-5H2O 등이 선택적으로 알코올을 

산화시킨다는 연구가 보고* 된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반응이 완결되지 않아 알데 

히드 및 케톤을 알코올에서부터 분리해야 함으 

로 합성 특히 다단계 합성의 경우에 애로가 있 

고 비교적 격렬한 반응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온화한 반응조건에서의 초음파조사에 의한 알코 

올의 산화반응을 연구하였다.

실 험

시약 및 기기

초음파 반응기 구는 보통 실험실에서 사용해 오 

고 있는 초음파세척기 (Bransonic Model 220, 
117V, 125W, 50KHz, 50/60 Hz) 를 사용하였고 

반응시 수조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Fig.l과 

같이 수조안에 유리 냉각관을 설치하여 사용하 

였다.

반응에 사용한 알코올은 수입 화학상회를 통 

하여 구입한 후 단순증류 하였으며 BaMnC>4 와 

KMnCMCuSOgHzO는 이미 알려진 방법応"에 

의하여 제조하여 진공건조기에 보관하고 사용하 

였다.

생 성 물의 확인에 사용한 NMR 은 varian EM 
360 A Model 로써 CDC13, CC14 등을 용매 로 하 

고 TMS 를 internal standard 로 하였 으며 IR 은 

Jasco A-l Model 을 이용하였고 반응 생성물질 

의 물리 화학적인 비교는 Aldrich Library of 
Infrared Spectra (3rd, edition) 및 NMR spec
tra, Merck Index(10th edition), The dictionary 
of Organic Compounds Volume I (5th edition, 
Chapman and Hall, 1982) 둥의 자료를 기 초로 

확인하였다.

실험 방법

Fig. 1. Ultrasound Laboratory Cleaner.

(1) BaMiiQ 에 의 한 알코올의 산화

잘 건조된 100 mZ 둥근바닥 one neck 플라스 

크에 dichloromethane 30 m2, BaMnO4 0.02mole 
(5- 08g), benzylalcohol 0.01 mole (L08g) 을 차 

례 로 넣 었다. Heating mantle 을 이 용하여 끓는 

점까지 반응물올 가열하여 환류시키면서 고속교 

발하여 반응시키거나 상온에서 sonication 하였 

다. 여기에서 sonication이 라 함은 그림Fig. 1.과 

같이 초음파 발생기 내에서 반응물의 액면의 높 

이를 sonicatoi■의 수면과 일치시킨 후 반응 플라 

스크의 위치를 조절하여 최대의 agitation이 일 

어 나도록 초음파를 조사하는 것이 다. 시 간별로 

반응을 점검하여 더 이상의 반응이 진행되지 않 

올 때까지 반응을 시켰다. 반응 종료후 반응물 

을 여과하고 여액올 회전 증발기를 이용하여 감 

압증발시켜 용매를 제거하였다.

NMR로써 생성물올 확인하고 수율을 결정하 

였다.

1-octanol 에 대 해 서 도 동일 하게 실 시 하였 고, 

2-butanol 에 대해서는 2-butanol 0.005 mole 
(0.30 g), BaMnO4 0.02 mole (5.08 g), 용매로써 

dichloromethane 30m l 를 사용하였 고 力-methoxy 
benzylalcohol 에 대 해 서 는 />-methoxybenzylal
cohol 0.01 mole (1.38 g), BaMnO4 0.02 mole 
(5.08g), 그리고 용매로써 벤젠을 30mZ를 사 

용하였다. 이들의 반응조건과 생성물의 분리 및 

확인은 benzylalcohol 의 경 우와 동일하게 실시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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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Ultrasound promoted oxidation of alcohols with BaMnO, and with KMnQ-CuSQ 5H2CH

Alsh 시 s Oxidant4 Solvent Condition Time (hr)c Yields(%)d

Benzylalcohol BaMnO4 CH2C12 Ultrasound 0.5 90

Benzylalcohol BaMnO< CHaCh Reflux 1.5 90

2-Butanol BaMn04 CH2C12 Ultrasound 3 20

2-Butanol BaMnO< ch2ci2 Reflux 3 5

2-Butanol KMnO4+CuSO45H2O C6H9 Ultrasound 3 100

2-Butanol KMnO4+CuSO45H2O C6H6 Reflux 3 82

2-Butanol KMnO4+CuSO45H2O C6H6 Stirring 3 54

Benzylalcohol KMnO2+CuS()25H2() c6h6 Ultrasound 3 100(95)*

Benzylalcohol KMiQ+CuSCMHQ c6h6 Stirring 4 75

Benzhydrol KMnQ+C11SO45H2O c6h6 Ultrasound 3 100

Benzhydrol KMnO4+CuSO45H2O c6h6 Stirring 4 80

2-Octanol KMnO4+CuSO45H2O CHQ2 Ultrasound 3 67

2-Octanol KMnQ+CuSQSHzO CH2C12 Stirring 3 44

1-Butanol KMnO4+CuSO45H2O CH2C12 Ultrasound 3 100

1-Butanol KMnO4+CuSO45H2O CH2C12 Stirring 3 44

p-Methoxybenzyl KMn04+CuS045H20 c6h6 Ultrasound 3 100(95)

力-Methoxybenzyl 
alcohol

KMnO4+CuSO45H2O C6H6 Stirring 3 44

/>-Methoxybenzyl 

alcohol

BaMnOi c6h6 Ultrasound 1 100

Z>-Methoxybenzyl 

alcohol

BaMnO< C*6 Stirring 1 50

/>-Methylbenzyl 

alcohol

BaMn04 c6H6 Ultrasound 1 100

/>-Methylbenzyl 

alcohol

BaMnO* c6h6 Stirring 1 60

<■ All alcohols above are oxidized to their corresponding aldehyde or ketone. " The exact preparation and 

reaction condition are presented at the experimental section. ' Reaction times are not optimized. d NMR 

yields. , Yields are in parentheses are is이ated ones.

(2) KMnO4-CuSO4・5H2。에 의한 알코올의 산 

화

잘 건조된 100 mZ 둥근바닥 one neck 플라스크 

에 용매로써 벤젠을 15mZ 를 넣고 KMnO4- 
CuSO4-5H2O 1 : 1 혼합물 0.0158 mole (5g) 을 가 

하고 benzylalcohol 0.005 mole (0.54 g) 을 가하였 

다. 상온에서 고속교반 하거나 sonication 하면서 

반응시켰다. 시간별로 반응을 점검하여 더 이상 

의 반응이 진행되지 않을때까지 반응을 실시하 

였다. 반응 종료후 반응물을 여과하고 이때 여 

액에 갈색이 나타나면 활성탄소 1g을 여액에 

가하여 탈색한 후 다시 여과하였다. 이후의 과 

정은 BaMnCU 에 의한 산화반응의 과정과 동일 

흐！게 흐')■였다. 2-butanol과 />-methoxybenzylalc- 

ohol 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실시하였고 1-butanol 
과 2-octanoI 에 대 해 서 는 용매 만 dichloromethane 
으로 바꾸어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 초음파를 조사시킨 여러가지 알코올의 산화반 

응의 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Ta保el 과 같다. 

BaMnQ에 의한 알코올의 산화반응에서 초음파 

조사에 의한 반응은 환류 조건에서의 반응에 비 

해 간편하면서 더 높은 수율을 보여주었다.

즉 Firouzabadp6 에 의 하면 BaMnQ 를 사용한 

benzylalcohol 의 산화반응에 서 환류반응에 의 해 

서 1.5시 간에 90%의 반응수율을 보였으나 본 초 

음파 반응에서는 0.5시간 동안에 90%의 반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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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보여 주었다. 이 경 우 산화제를 활성화시 

킨 Mn()2 를 쓰면 3시간의 환류반응에서도 오직 

16.3%의 반웅수율을 보일 뿐이다".

?-Methoxybenzylalcohol 에 대 해 서 도 산화제 로 

써 BaMnQ 를 사용할 때 초음파 반응에서는 1 
시간의 반응으로 100%의 반응수율을 보였음에 

비해 일반적인 교반방법에 의한 반응에서는 같은 

시간에 오직 50%의 반응수율을 보였을 뿐이다.

1-Octanol, 2-butanol 등을 BaMnO4 에 의 한 

산화반응이 잘 진행되지 않았으나 이들 경우에 

도 초음파 반응은 일반적인 반응방업에 비해 높 

은 반응수율을 보여 주었다.

한편 KMnQ 는 역 시 강력 한 산화제 이 나 그 

이용에 있어서는 용해도 문제와 관련하여 큰 제 

약을 받고 있 었 다. 최 근에 들어 와서 KMnQ 가 

dicyclohexyl-18-crown-618 등과 안정한 착화합 

물를 만들고 이 는 많은 유기용매에 대해 서 상당 

한 정 도의 용해 도를 보여 줌으로써 이 용도가 증 

대되어 왔다. 그러나 균일반응에서는 생성물의 

분리가 항상 문제가 된다.

이 에 대 응하여 분자체 에 흡착시 킨 KMnO4 가 

KMnO4 단독으로 사용될 때보다 알코올의 산화 

에 있어 더 높은 반응성 을 보인다는 연구가 Regen 
에 의해 보고 되 었고19 이때 미 량의 H2O가 필수 

적 이 라는 사실이 밝혀 져 분자체대 신 CuSOr5H2。 

와의 착화합물을 사용하면 산화제로써의 효율성 

이 더욱 증대된다는 사실도 연구보고 되었다"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응성은 만족할 만한 것 

은 아니다. 즉 환류조건에서의 반응, 긴 반응시 

간 등은 여전히 반응을 지루하게 한다. 그러 나 

그러한 반응에도 초음파를 사용하면 그 반응조 

건을 완화시킬 뿐 아니라 반응의 수율을 향상시 

킬 수 있었다. 즉 KMnO/CuSQjWl&O 에 의한. 

산화반응에 서 2-butanol 이 3 시 간의 반응으로 초 

음파반응일 경 우 100% 의 반응수율을 보였으나 

일반적인 교반의 반응에서는 53.9%의 낮은 반 

응수율을 보였다. 또한 力-methoxybenzylalcohol 
은 초음파반응으로 1시 간에 100% 산화되 었으나 

교반반응에서는 1시간에 오직 44%의 낮은 반 

응 수율을 보였다. 이외에 benzylalcohol, 1- 
butanol, 등에 대해서도 초음파반응이 일반적인 

교반반응에 비해 온화한 반응조건에서 짢은 반 

응시간에 높은 반응수율을 보여 주었다.

한편 2-octanol 는 방향족 알코올에 대해서 

BaMnQKMnQ-CuSOrSHQ 는 지 방족 알코올 

에 대해서 각각 보다 높은 산화력을 보여 주고 

알코올에 상응하는 알데히드 또는 케톤으로 산 

화시 키 지 만 더 이 상의 산화는 보여 주지 않았다.

초음파를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하여 유기반응 

에 조사시 유의 해 야 할 점은 sweet spot (strong 
cavitation mount area) 에 반응용기 를 설 치 해 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조건에서의 반응결과가 다 

른 이유는 반응중 sweet spot 의 이동 때문이며 

최근 Boudjouk 및 본 연구자가 개발"，11한 3상 

초음파반응*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Probe 형 

반응기로 앞으로 유기 초음파반응은 초음파세척 

기 를 이 용하는 방법 에 서 전 환하는 경 향이 학계 

의 추세이다.

본인도 이미 알려진 산화제의 probe 을 이용한 

알코올의 초음파 산화반응이나 새로운 산화제의 

개발과 초음파를 이용한 작용기의 전환 그리고 

진동수-watt 에 따른 유기 초음파반응 등에 집중 

연구를 진행중에 있다.

이 연구는 1985년도 한국과학재단의 연구지원 

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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