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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드라진-금속 （Ni, Fe, Ru, Pd, Pt, Cu 둥）을 

이용한 방향족 니트로기의 아미노기로의 환원은 

널리 알려진 반응이다. 최근 본 연구자는 초음 

파 （50Khz） 조사 상태하에서 히드라진-팔라디움 

을 이용한 올례핀의 수소화반용% 히드라진-철- 

활성탄을 이용한 니트로기의 환원반응3"둥을 보 

고한바 있으며 특히 히든라진이 흑연에 의해 분 

해되 면서 방향족및지방족 니 트로기의 환원반응5 
은 흑연을 이 용한 유기 반응의 응용성 을 제시해 

주고 있어 앞으로의 연구가 기대된다. 또한 활 

성탄없이는히드라진-철을 이용한 니트로기의 

환원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실험결과4는 지 

금까지 유기실험에서 탈색제나 반용성이 큰 시 

약과 함께 섞어 사용되고 있는 종래의 목적과는 

달리 화학반응에 깊이 과여하는 예가 있음에 주 

목할 평요가 있다.

본 연 구에 서 는 활성탄-아연-히 드라진을 이 용 

한 초음파적 니트로벤젠의 환원반응을 아연, 무 

수히 드라진, 히 드라진 • 일수화물（NH2NH2 • h2 

O）, 활성탄에 의한 생성물의 변화등을 연구하여 

그 결 과를 Table 1 에 정리 하였 다.

활성탄 존재하에서는 아연의 양에 관계없이 

azoxybenzene 과 아닐린가 생성되며 （반응 2）, 
히드라진 • 일수화물을 반응시켰 경우에는 Phen- 
ylhydroxyamine 만이 8.5% 얻어 졌다（반응 3）. 
그러나 활성탄을 가하지 않고 아연-히드라진 • 

일수화물만으로 환원반응을 실시한 결과 아연의 

양을 증가 할수록 아닐린 생성율이 80%까지 증 

가하였고（반웅 5,6,7） 아연이 니트로벤젠의 1 

당량일 때 는 azoxybenzene 이 주 생 성 물이 었으며 

2 배 당량일 경우에는 azoxybenzene 이 45%로 감 

소되 고 1, 2 diphenylhydrazine 이 생 성 됨 을 알수 

있었다 （반응 6）.

그러나 아연을 10배까지 과량 가하여 반응시 

켜도 수율이나 생성물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 

다（반응7）. 아연-활성탄 또는 활성탄-히드라진 

（일수화물） 만으로는 니트로벤젠을 환원시킬 수 

없었으며 아연대신 염화아연을 사용하여 보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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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Ultrasound Accelerated Reduction of Nitr

obenzene to Aniline with NH2NH2, Zn and Activ

ated Carbon in Ethanol。

Entry 

No.

Activated
Carbon(g)

Zinc

(mm 이)
Products

Yield 
(%)&

1 1 0 No reaction

2 1 2.5f Azoxy benzene 60

Aniline 30

1 30 Phenylhydroxyamine 85

4 0 2.5 Aniline 7

5 0 10 Azoxybsnzene 70

Aniline 20(13)*

6 0 20 Azoxybenzene 45

Aniline 30

1,2-Diphenylhydrazine 20

7 0 30 Aniline 80

1, 2-Diphenylhydrazine 15

3d 0 30 Aniline 23

a All of our reactions were sonicated at 25~30°C 

for 1 hour in 5m/ of absolute ethanol by using 10 

mmol of Ph-NC)2 and lOOmmol of NH2NH2 (Sonic

ation； see reference 4). 4 Isolated yield. * Products 

including yield were not changed even increasing no. 

of mmol of Zn up to 30. d 100 mmol of NH2NH2. 

H2O were employed. * Stirring without sonication.

나 니트로벤젠만을 회수할 수 있었다.

또한 활성탄없이 아연-히드라진-일수화물을 

사용하였을 경우 단지 23%의 아닐린만을 얻을 

수 있었고 니트로벤젠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반 

응 8).
한편 초음파조사대신 고속교반반응은 단지 아 

닐린만을 소량 얻어졌으며 (최대 13%, 반응5주 

를 참조） 이러한 실험결과는 초음파조사에 의하 

여 다른 생성물을 얻을수 있다는 연구보고6~8에 

이어 또하나의 좋은 예라 믿어진다.

현재 같은 조건하에서 니트로벤젠의 치환체의 

환원 반응 및 메 카니즘, 히 드라진 을 이 용한 유기 

작용기의 변 환, 초음파적 수소화반용, 산화-환 

원반응, hydrosilation, metathesis, metalcarbo- 
nyls 과 일산화탄소를 이 용한 유기 물의 합성등의 

연구가 진행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곧 발표할 예 

정이 다.

이 연구는 1988년도 한국과학재단의 연구지원 

으로 이 루어 졌으며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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