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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요소와 니트로벤젠으로부터 4-니트로소아닐린을 제조하는방법

요약

 본 발명은 4-니트로소아닐린을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요소와 니트로벤젠을 염기와 함께 극성유기용매 
중에서 상온~150℃의 온도에서 반응시켜 4-니트로소아닐린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방법은 저가의 요소와 니트로벤젠을 원료로 하고 또한 저가의 염기류를 사용하므로 제조비용이 
낮아지고, 아민공여체로 사용한 요소는 염기조건하에서 니트로벤젠에 대한 반응성이 우수하며 불안정한 
반응 중간체는 4-(4-니트로페닐)벤자미드에 비해 불안정하여 4-니트로아닐린과 4-니트로소아닐린으로 쉽
게 분해되기 때문에 반응 시간 및 공정이 단축되는 이점이 있고 또한 환경에 유해한 반응폐기물을 부생하
지 않는다는 효과가 있다. 

색인어

요소, 니트로벤젠, 디메틸술폭사이드, 4-니트로소아닐린, 4-니트로아닐린, 방향족 수소 친핵 치환 반응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요소(urea)와 니트로벤젠을 염기와 함께 극성 유기 용매중에서 반응시켜 4-니트로소아닐린(4-
nitrosoaniline)을 선택적으로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4-니트로소아닐린은 염료, 염색약(hair dye)의 중간체와 광안정제(light stabilizer)로 일부 사용이 되나 
제조방법이 어려워 그 응용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니트로소아닐린의  제조방법으로는  아닐린을 아질산나트륨(NaNO2 )과  반응시켜 N-니트로소아닐린(N-

nitrosoaniline)을 합성한 다음 산성 조건하에서 피셔-헵 전이반응(Fischer-Hepp rearrangement)을 거치
거나(＆Tetrahedron＆, 1975, 31, 1343-9; USP 제 3,338,966호), p-니트로소페놀(p-nitrosophenol)을 암
모니아 또는 염화암모늄과 반응(＆J. Chem. Soc.＆, 1955, 2049)시켜 제조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다.  전
자는 피셔-헵 전이 반응과정중에 탈니트로소화(denitrosation)가 일어나며 환경에 유해한 니트로소(NO) 
화합물이 함유된 폐기물을 다량 발생시킬 수 있으며, 후자는 4-니트로소아닐린의 반응 수율이 너무 낮다
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 고무 노화방지제(antiozonant)의 출발물질로 사용되는 4-아미노디페닐아민(4-aminodiphenylamine, 
이하 4-ADPA라 한다)의 전구체인 4-니트로디페닐아민(4-nitrodiphenylamine, 이하 4-NDPA라 한다)을 방향
족 수소 친핵 치환 (Nucleophilic Aromatic Substitution for Hydrogen, 이하 NASH라 한다) 반응을 이용
하여 환경에 유해한 물질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공정이 개발된 바 있다.  이 공정을 이용하여 4-NDPA
를 제조하는 경우, 기존의 공정에 비하여 독성의 염소를 사용하는 염소화 과정과 2-클로로니트로벤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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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클로로니트로벤젠을 분리하는 공정이 필요없게 되며 최종 생성물의 순도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반응중에 발생하는 부식성 강한 염소이온 및 다른 유·무기 화합물을 포함한 폐기물의 발생량을 90이상 
감소시킬 수 있는 환경친화적 공정이라 할 수 있다.  

NASH 반응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아닐린과 니트로벤젠을 테트라메틸암모늄 하이드록시드
(tetramethylammonium hydroxide, 이하 TMA(OH)라 한다)와 같은 염기의 존재하에서 직접 반응시켜 4-NDPA 
및 4-니트로소디페닐아민(4-nitroso- diphenylamine:이하 4-NODPA라 한다)을 제조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
다.(J. Am. Chem. Soc., 1992, 114(23), 9237-8; USP 제5,117,063호, 제5,252,737호, 제5,331,099호, 제
5,453,541호, 제5,552,531호, 제5,633,407호)  

상기 반응의 생성물인 4-NDPA와 4-NODPA에 대한 선택성 결정에 중요한 인자는 니트로벤젠에 대한 아닐린
의 몰비율로 알려져 있다.  예를들면, 아닐린/니트로벤젠의 몰비가 약 1인 경우에 4-NODPA와 4-NDPA의 생
성수율은 각각 15mole와 80mole로 나타난 반면, 아닐린/니트로벤젠의 몰비가 50정도에서는 4-NODPA와 4-
NDPA를 각각 86mole와 9mole를 얻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선택성은 아닐린과 니트로벤젠으로 
형성되는 첨가생성물(intermediate adduct)의 수소화 이온(H-) 이탈 경로를 분자내 반응(intramolecular 
reaction)과 분자간 반응(intermolecular reaction)에 의해 최종 생성물이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다.

상기의 NASH  공정을 이용하여 니트로벤젠과 벤자미드로부터 안정한 중간체인 N-(4-니트로페닐)벤자미드
(N-(4-nitrophenyl)benzamide)를 합성한 후 물(또는 암모니아)을 첨가하여 4-니트로아닐린과 벤조산(또는 
벤자미드)으로 분해하는 2단계 반응을 거쳐 4-니트로아닐린을 제조하는 방법도 알려져 있다.(＆J.  Am. 
Chem.  Soc.＆,  1992,  114(23);  ＆J.  Org.  Chem.＆,  1993,  58,  6883-6888;  USP  제  5,436,371호,  제 
5,380,946호, WO 제 93/24447호)  상기 방법에서 수분이 완전히 제거된 경우에는 N-(4-니트로페닐)벤자미
드을 약 98를 얻었으나 수분을 제거하지 않고 산소분위기에서 반응을 한 결과는 20정도만이 얻어지는 것
으로 보아 무수상태의 반응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반응에
서는 4-니트로소아닐린은 생성되지 않으며 4-니트로아닐린만이 합성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4-니트로소아닐린은 수소화 공정을 거쳐 파라-페닐렌디아민(p-phenylenediamine, 이하 PPD라 한다)을 제
조할 수 있다.  PPD는 화장품, 산화방지제 원료, 연료 첨가제 및 쉽게 산화하여 착색제를 형성할 수 있는 
특성으로 염료분야에도 그 활용도가 높으며, 가장 큰 수요처는 내약품성, 내열성, 고강성을 갖는 기능성 
섬유인 아라미드(aramid)의 기초원료와 폴리우레탄 원료인 페닐렌디이소시아네이트(phenylene 
diisocyanate)를 생산하는 등 그 응용범위가 매우 넓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자들은 4-니트로소아닐린을 제조함에 있어서, 반응후 환경에 유해한 니트로소 화합물이 부생되고 
반응조건이 복잡할 뿐 아니라 반응수율이 낮아 만족스럽지 못하였던 종래 방법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던 중 
염기조건하에서 요소와 니트로벤젠을 직접 반응시켜 4-니트로소아닐린을 제조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고, 이때 염기류로서 알카리금속 또는 알카리토금속을 사용하고 저가의 요소와 니트로벤젠의 양을 적절
히 조절하므로써 높은 수율과 선택율로 4-니트로소아닐린을 제조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본 발명을 완성하
게 되었다.

본 발명의 방법은 2-니트로아닐린 및 2-니트로소아닐린과 같은 오르토화합물의 부산물이 거의 생성되지 
않고 고순도의 PPD를 생산하기에 유리하고 반응이 수분함량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무수상태를 위한 반
응장치가 필요 없으며, 중간체가 형성된 후 분해하는 2단계 반응을 거치지 않으므로 한 반응기에서 짧은 
시간내에 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일반적인 염기를 사용하여 극성 유기용매 중에서 요소와 니트로벤젠으로부터 4-니트로소아닐린
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NASH 반응을 이용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저가의 알카리 염기류 존재하에서 요소와 니트로벤젠을 
반응시켜 종래의 방법보다 용이한 조건에서 선택적으로 4-니트로소아닐린을 제조할 수 있다.

아민 공여체로 사용한 요소는 염기조건하에서 양성자를 쉽게 잃을 수 있으며 니트로벤젠에 대한 반응성이 
좋고 반응이 수분함량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특성을 나타낸다.  또한, 요소와 니트로벤젠의 반응첨가
생성물은 불안정하여 반응중에 수분 등에 의하여 4-니트로아닐린 및 4-니트로소아닐린으로 쉽게 분해되므
로 기존의 방법에 비하여 반응시간 및 공정을 단축할 수 있었다.  

니트로벤젠/요소의 몰비율을 적절히 조절하므로써 최종생성물에 대한 선택성을 높여 줄 수 있었고 니트로
벤젠/요소의  몰비율을  1  이상의  과량을  사용한  경우  4-니트로아닐린과 4,4'-디니트로디페닐아민(4,4'-
dinitrodiphenylamine, 이하 DNDPA라 한다)이 주로 생성되었으나 1 당량 미만에서는 4-니트로소아닐린을 
주생성물로 얻을 수 있었다. 

본  발명에서는  염기와의  혼성화를  고려하여  극성유기용매인  디메틸술폭시드(dimethylsulfoxide,  이하 
DMSO라  한다),  디메틸포름아미드(N,N-dimethylformamide,  이하  DMF라  한다), N-메틸-2-피롤리디논(N-
methyl-2-pyrrolidinone, 이하 NMP라 한다) 등과 같은 유기용매를 사용하였으나, 이들 용매만으로 제한되
는 것이 아니다.  이 중에서도 DMSO에서 반응성과 수율이 가장 높았다.  용매의 사용량은 요소에 대해 무
게비로 1:50∼1:1을 사용하였으나 1:30∼1:1이 적당하였다.

염기로서 수산화나트륨(NaOH),  수산화칼륨(KOH),  수소화나트륨(NaH),  t-부톡시칼륨(t-BuOK)과 같은 알카
리 및 알카리 토금속류 염기 및 TMA(OH) 등을 요소에 대해 몰비로 1:1∼1:10을 사용하였으며, 1:1∼1:4의 
몰비가 가장 적당하였다.

니트로벤젠의 양은 최종 생성물에 대한 선택성에 크게 영향을 주었으며, 요소에 대해 1 당량 이상의 니트
로벤젠은 4-니트로아닐린에 대한 선택성을 높였고 부산물인 DNDPA의 생성을 촉진시켰으나, 1 당량 이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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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경우에는 4-니트로소아닐린에 대한 선택성이 뛰어났다.  반응온도도 생성물의 종류에 크게 영향을 
주었으며, 20∼150℃의 온도범위가 적절하나 70∼120℃ 에서 4-니트로소아닐린에 대한 선택성이 더 좋았
다.

반응 용액에서 반응 초기 또는 반응 중에 생성되는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진공 증류를 하거나 건조제를 
사용하였다. 건조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로는 무수 탄산칼륨, 무수 황산나트륨, 무수 황산마그네슘, 수
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수소화나트륨, 분자체(molecular sieve) 등이 있다.  그러나, 본 공정은 반응 
중 수분의 양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건조제를 사용하거나 연속증류하여 용액중의 수분을 제거할 경
우 수율이 다소 증가가 되었고 염기 사용량에 대하여 3 몰비 이상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응속도가 느려졌
다.  반응 분위기는 질소 또는 산소를 통과시키면서 반응시켰으며, 질소분위기에는 아조벤젠, 아족시벤젠 
등 부산물이 생성되나 니트로벤젠의 양이 요소에 대하여 1 당량 이하이면 반응분위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질소분위기에서도 아족시벤젠이 1이하 생성되었다.

본 발명에서 생성물들은 핵자기공명(NMR) 스펙트럼과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검출기(GC-MSD)를 이용
하여  분석·확인하였으며,  기체크로마토그라피(gas  chromatography)와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
C)를 이용하여 정량분석을 하였다.

DNDPA를 제외한 모든 물질은 기체크로마토그라피로 정량분석을 하였으며, 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Capillary column: ULTRA2 (Crosslinked 5Ph Me Silicon) 50m×0.2㎜×0.33㎛

Carrier gas: nitrogen

Head pressure: 20 psig

Oven: 150℃(2min) to 280℃, β=10℃/min

Detector and temperature : FID (280℃)

Split ratio : 30:1

Make up gas flow-rate : 38ml

DNDPA는 비점이 높아 기체크로마토그라피를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물질이므로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
피를  사용하여  정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라피는  L-6200  지능형  펌프(intelligent 
pump)와 L-4200 UV-VIS 검출기로 구성된 히타치(Hitachi)사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모든 정량은 파장 254
㎚에서 측정하였으며 용리액의 전개속도는 1㎖ /min.로 하였고, 코스모실 5시18-에이알(Cosmosil 5C18-
AR, 4.6×150㎜, packed column) 칼럼을 사용하였고,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용매 조건은 아래의 
표 1과 같았다.

[표 1]

HPLC의 용리 조성비

용매 경사 용리비

용매 A 용매 B

시간(분) 증류수 아세토니트릴 

0 65 35

25 0 100

33 65 35

생성물을 정량하기 위하여 파이렌(pyrene)을 내부 표준 물질로 사용하였으며 파이렌 면적을 기준으로 하
여 각 물질의 농도에 대한 면적비를 구하여 표준 검량을 하였다.  검량곡선으로부터 생성물의 몰농도를 
계산하였으며 수율은 니트로벤젠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이하 본 발명을 실시예를 들어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이 하기 실시예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
니다.

(실시예 1)

냉각기와  온도계가  부착된  3구의  100㎖  반응기에  요소(3.60g,  60mmol),  탄산칼륨(1.50g), 수산화칼륨
(3.96g,  60mmol),  파이렌(0.3034g),  그리고 DMSO(25g)를 넣은 후, 산소분위기하에서 교반하면서 온도를 
90℃까지 가열하였다.  반응온도가 90℃에 도달하면 니트로벤젠(2.48g, 20mmol)과 DMSO(5g)가 혼합된 용
액을  주사기로  5∼10분에  걸쳐  서서히  적가하였다.   이때  반응기내의  온도가  90±4℃를  넘지  않게 
하였다.  정량분석을 위해 소량의 물을 함유한 2.5㎖ 에틸아세테이트에 시료를 녹인 다음 황산마그네슘염
(MgSO4)으로 용액내의 수분을 제거하였다.  생성물을 정량분석 한 결과 니트로벤젠에 대하여 4-니트로소아

닐린과 4-니트로아닐린을 각각 87 mole와 12 mole로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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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예 1)

냉각기와 온도계가 부착된 3구의 100㎖ 반응기에 벤자미드(7.32g, 60mmol), 탄산칼륨(1.50g), 수산화칼륨
(3.96g, 60mmol), 파이렌(0.3034g), 그리고 DMSO(25g)를를 넣고 산소를 통과하면서 교반 후 서서히 온도
를 90℃까지 가열하였다.  반응온도가 90℃에 도달하면 니트로벤젠(2.48g, 20mmol)과 DMSO(5g)가 혼합된 
용액을 주사기로 5∼10분에 걸쳐 서서히 적가하였다.  반응 2시간 후에 시료를 채취하여 2.5㎖ 에틸아세
테이트에 시료를 녹인 다음 황산마그네슘염(MgSO4)으로 용액내의 수분을 제거하고 G.C로 정량분석을 한 결

과, 니트로벤젠에 대하여 4-니트로소아닐린과 4-니트로아닐린를 14 mole와 1 mole와 중간체 N-(4-니트로
페닐)벤자미드를 얻었다.  N-(4-니트로페닐)벤자미드의 생성량을 확인하기 위해 헥산으로 반응용액을 처
리한 후 물(5g)과 DMSO(30g)을 첨가하여 80∼90℃에서 8시간을 반응한 후 시료를 채취하여 2.5㎖ 에틸아
세테이트에 시료를 녹인 다음 황산마그네슘염(MgSO4)으로 용액내의 수분을 제거하고 정량분석을 한 결과, 

니트로벤젠에 대하여 26 mole의 4-니트로아닐린을 얻었다.

(실시예 2)

반응온도를 제외하고는 실시예 1과 동일한 조건에서 반응을 실시하였다.

[표 2]

반응온도

(℃)

전환율(mole) 생성율(mole)

니트로벤젠 4
-
니
트
로
소
아
닐
린

4-니트로아닐린 DNDPA
*

50 65 2
8

18 -

70 97 7
5

12 9

90 100 8
7

12 -

130 35 4 2 -

* 액체크로마토그라피를 이용하여 얻은 수율

(실시예 3)

  요소에 대해 니트로벤젠의 양을 몰비로 변화시킨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과 동일한 조건에서 반응을 
실시하였다.  

[표 3]

니트로벤젠/요소 전환율 (mole) 생성율 (mole)

니트로벤젠 4-니트로소아닐린 4-니트로아닐린

1/5 100 87(18)
* 12(2)

1/4 100 86(22) 13(3)

1/3 100 87(27) 12(5)

1/2 98 59(29) 13(6)

1 64 18(18) 8(8)

 * 요소를 기준으로 한 생성수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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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4) 

염기의 종류를 달리 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과 동일한 조건에서 반응을 실시하였다.  표 3은 염기종
류에 따른 반응성과 선택성을 나타냈다. 

[표 4]

염기 전환율(mole) 생성율(mole)

니트로벤젠 4
-
니
트
로
소
아
닐
린

4-니트로아닐린 DNDPA

수산화나트륨 100 6
2

14 5

수산화칼륨 100 8
7

12 -

tBuOK 100 3
5

16 -

TMA(OH) 100 9
4

6 -

(실시예 5)

냉각기와 온도계가 부착된 3구의 100㎖ 반응기에 요소(1.20g, 20mmol), 탄산칼륨(2g), 파이렌(0.1011g), 
DMSO(25g) 그리고 요소에 대해 몰비로 KOH의 양을 변화시켜 넣은 후, 산소분위기하에서 교반하면서 온도
를 90℃까지 가열하였다.  반응온도가 90℃에 도달하면 니트로벤젠(0.83g, 6.7mmol)과 DMSO(5g)가 혼합된 
용액을 주사기로 5∼10분에 걸쳐 서서히 적가하였다.  이때 반응기내의 온도가 90±4℃를 넘지 않게 하여 
2시간을 반응한 후,  정량분석을 하였다.

[표 5]

KOH/요소 전환율 (mole ) 생성율(mole )

니트로벤젠 4-니트로소아닐린 4-니트로아닐린

1 94 44 13

2 100 76 14

4 100 70 17

6 100 73 16

(실시예 6)

용매의 종류를 변화시킨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과 동일한 조건에서 반응을 실시하였다.  

[표 6]

반응 용매 전환율(mole) 생성율(mole)

니트로벤젠 4-니트로소아닐린 4-니트로아닐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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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SO 100 87 12

NMP 90 5 2

DMF 0 0 0

자일렌
* 60 19 4

디옥산
* 71 32 8

* 자일렌, 디옥산은 DMSO에 대해 무게비로 1:1로 혼합한 혼합용매임.

(실시예 7)

반응용매의 양을 변화시킨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과 동일한 조건에서 반응을 실시하였다.

[표 7]

DMSO

(g)

전환율(mole) 생성율(mole)

니트로벤젠 4-니트로소아닐린 4-니트로아닐린

5 100 73 10

10 100 87 12

20 100 86 14

30 88 49 9

(실시예 8)

반응계내의 수분함량의 차이를 변화시킨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과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표 8]

수분함량 

및 건조제

전환율 (mole) 생성율(mole) 비고

니트로벤젠 4
-
니
트
로
소
아
닐
린

4-니트로아닐린 DNDPA

건조제 불사
용

100 72 11 - 시판되는 용매를 
정제없이 사용

K2CO3 100 87 12 - 건조제를 사용하
여 반응계내의 
수분 제거

진공 100 75 11 5 진공조건하에서 
수분을 제거하면
서 반응하는 방
식

물(1몰) 100 77 13 5 KOH에 대한 물의 
사용량 

물(3몰) 82 60 8 2 상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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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9)

반응계의 분위기를 질소, 산소, 공기로 변화시킨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과 동일한 조건에서 반응을 실
시하였다.

[표 9]

전환율(mole) 생성율(mole)

니트로벤젠 4
-

니
트
로
소
아
닐
린

4-니트로아닐린 DNDPA

산소 100 8
7
12 -

질소 100 7
7
10 -

공기 100 7
5
10 -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방법은 저가의 요소와 니트로벤젠을 원료로 하고 또한 저가의 염기류를 사용하므로 제조비용이 
낮아지고, 아민공여체로 사용한 요소는 염기조건하에서 니트로벤젠에 대한 반응성이 우수하며 불안정한 
반응 중간체는 4-(4-니트로페닐)벤자미드에 비해 불안정하여 4-니트로아닐린과 4-니트로소아닐린으로 쉽
게 분해되기 때문에 반응 시간 및 공정이 단축되는 이점이 있고 또한 환경에 유해한 반응폐기물을 부생하
지 않는다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4-니트로소아닐린을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요소와 니트로벤젠을 염기와 함께 극성유기용매 중에서 상
온~150℃의 온도에서 반응시켜 4-니트로소아닐린을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니트로벤젠을 요소에 대하여 1 몰비 이하를 사용하는 4-니트로소아닐린을 제조하는 방
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극성 유기용매가 디메틸술폭시드(DMSO), 디메틸포름아미드(DMF), N-메틸-2-피롤리디논
(NMP) 또는 자일렌, 디옥산 중에서 선택된 유기용매와 디메틸술폭시드를 혼합시켜서 된 혼합용매 중에서 
선택되는 4-니트로소아닐린을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염기가 수산화나트륨, 수소화나트륨, 수산화칼륨, t-부톡시칼륨 또는 테트라메틸암모늄 
하이드록시드 중에서 선택되는 4-니트로소아닐린을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염기를 요소에 대하여 1∼10 몰비 사용하는 4-니트로소아닐린을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질소, 산소 또는 공기의 반응분위기 중에서 반응시켜 4-니트로소아닐린을 제조하는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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