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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Ammonium dinitramide(ADN)은 최근에 개발된 고체 산화제로 ammonium perchlorate(AP)나 am
monium nitrate(AN) 등을 대체할 수 있다. Bis(2・cyanoethyl)amine에 니트로화 반응을 시킨 후 염기 처리하여 

cyanoethyl기를 제거하고 NO2BF4< 사용하여 두번째 니트로 기를 도입하면 ADN 합성에 중요한 중간체인 3- 
N,Mdinitraminopropanitrile을 얻을 수 있으며 알려진 방법에 따라 ADN을 합성할 수 있다. 그리고 3-A^-nitro- 
bis(2-cyanoethyl)amii)e은 A^-nitroso 화합물의 산화반응으로 얻을 수도 있다.

ABSTRACT. Recently ADN was disclosed to replace AP or AN as a solid oxidizer. 3W,A^-Dinitram- 
inopropanitrile, a key intermediate in the preparation of ADN, was synthesized from bis (2-cyanoethyl)amine by 
the sequence: nitration of bis (2-cyanoethyl)amine followed by decyanoethylation by base and the second ni
tration with NO2BF4. 3-7V-Nitro-bis (2-cyanoethyl)amine could also be obtained by the oxidation of the cor
responding 7V-nitroso compound.

서 론

안정성에 있어서 액체 산화제에 비하여 우수한 것 

으로 판명된 고체 산화제는 그 동안 로케트 추진제 

등의 주성분으로 많이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목적 

으■로* 시■된 ammonium perchlorate, potassium perch
lorate 등이 있었으나 염소를 포함한 고체 산화제는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한 smoke trail을 발생하며 또 

한 염소 원자의 존재가 오존층에 치명적 인 피해를 입 

힐 개연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고 

체 산화제의 개발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이러한 대 

체물들은 perchlorate compound/]- 가지고 있는 에너 

지 밀도와 안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am
monium nitrate(AN) 등을 포함하는 nitrate compound 
들이 우선적으로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다. AN 
은 비교적 높은 폭발성과 안정성, 손쉬운 합성 등이 

장점이나 흡습성이 크고 온도 변화에 따른 상변화가 

나타나는 등 저장상에 문제점이 있다. 한편, 이와 병 

행하여 보다 안정하고 산소 함량이 증가된 새로운 물 

질의 개발이 추진되었으며 이 결과 dinitramide ion을 

포함하는 ammonium dinitramide 합성이 공개되었으 

며 이들의 물성, 분해 메카니즘 등이 연구되고 있다. 

이들의 실용화에 있어서는 아직 요원할 것으로 추정 

되지만(10・20년 후로 예상) 식별 가능한 smoke trail이 

없으며 오존층 파괴의 가능성이 없다」

ADN의 분자 모델을 살펴보면 디니트로 음이온의 

N-N02기가 비틀어진 프로펠러 같은 모양으로 반 평 

면을 이루고 있으며2 분자단위 배열은 Fig. 1에 나타 

난 바와 같다.

Fig. 1. Model Diagram of A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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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N의 합성연구는 구소련에서 1970년대부터 비 

밀리에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1991년 미 

국이 공개한 후3 몇 가지 방법이 발표되었다. Am- 

monium carbamate에 NO2BF4를 첨가한 후 암모니아 

를 반응시켜 ADN을 얻거나 nitramide에 NO2BF4를 

첨가한 후 암모니아를 반응시켜 ADN을 얻을 수 있 

다. 또한 2-trimethylsilylethyl isocyanate 에 NO2BF4- 

HNO3를 반응시켜 2-trimethylsilylethyl dinitramine을 

제조한 후 플루오르화 금속 염이나 암모늄염을 첨가 

하여 dinitramide 염을 만든다? 이와 비슷하게 urea 

에 H2SO4-HNO3를 반응시켜 mononitrourea를 만든 

후 NO2BF4와 반응시키고 암모니아를 첨가하여 

ADN을 제조한 방법도 있다.4 한편 구소련에서는 미 

국이 특허 출원한 이후 문헌에 발표하였는데, 3-N, 
y-dinitraminopropanitrile(4) 에 암모니아를 첨가하여 

제조하였으며5 ADN과 관련된 유기반응에 대한 연구 

도 상당한 양에 달한다.& 이후 각 나라에서 ADN과 

dinitramide의 염들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繇 

본 논문에서는 구소련의 ADN 제조방법에 관한 자 

세한 정보가 미약하므로 추정된 방법에 따라 합성법 

을 고안하고 각 단계별로 연구한 내용을 서술할 것 

이다.

결과 및 고찰

ADN(l)의 전구물질로 S-A^TV-dinitraminopropani- 
trile(4)을 사용하였으므로 3-2V-nitraminopropanitrile 

(3)이 화합물 4의 전구물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화 

합물 3은 ADN 만드는 방법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Mnitro-bis(2-cyanoethyl)amine(2)부터 출발하면 합성 

이 가능하리 라 추정 된다(Sc/间把 1).
N-Nitm-bis(2・cyam)ethyDamine(2)의 합성. 강염 

기성이 아닌 경우 HNO3를 이용하여 아민으로부터 

nitramine을 얻을 수 있지만, 비교적 강염기성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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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1. Synthesis of A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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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2. Nitration of Bis(2-cyanoethyl)amine.

우에는 암모늄염을 형성하므로 쉽지 않다. Bis(2- 
cyanoethyl)amine (5)의 니 트로화반응에 NO2BF4를 

사용하면 수율이 62-87% 라는 보고가 있다.° 또한 

소량의 염소음이온을 첨가하여 HNO3/AC2O 와 반응 

시 켜 77% 까지 화합물 2를 얻을 수 있다.s 일반적 인 

니트로화 시약에 대한 반응성을 알아보기 위해 

HNO3, HNO3-H2SO4, HNO3-AC2O를 사용하니 니트 

로소 6”과 acetamide 형태 7의 불순물이 동반되었다 

(Scheme 2).

니트로 2와 니트로소 6의 비율은 HNOa/AcjO의 당 

량에 따라 변하는데 AcQ를 적게 사용하면 니트로소 

6이 증가한다. 니트로소 6은 아민 5에 액체 N2O4를 

0°C에서 반응시켜도 높은 수율로 얻을 수 있다 ” 일 

반적으로 Mnitroso 화합물은 peroxytrifluoroacetic acid 
나 TFAA-HNO3를 이용하여 ^-nitro 화합물로 산화시 

킬 수 있다.'2 화합물 6경우 TFAA-HNO3, H2O2) PDC 
등을 사용하여 산화반응을 시도하였으나 잘 진행되 

지 않았다.

한편 N-acetyl 화합물의 니트로 분해반응도 잘 알 

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화합물 7을 HNO3-TFAA 

와 반응시키니 화합물 2와 화합물 6이 1:1 비율로 얻 

어졌다. 니트로화반응에서 촉매효과를 보기 위하여 , 

화합물 5에 AcCl이나 B&를 첨가하고 HNO3-AC2O나 

HNO3-TFAA를 니트로화반응시약으로 사용하니 니 

트로소 6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으며 약 80% 수율로 

니트로 화합물을 얻을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촉매로 

서 HC1 을 첨가한 경우와 거의 대동소이하다. 또한 

화합물 6에 할로겐을 소량 첨가한 HNCh-TFAA를 

산화제로 사용하니 니트로 2의 수율이 90% 이상으 

로 증가하였다.

3-N-Nitraminopropanitrile(3)의 합성.“ 실온에 

서 KOH를 물에 녹인 용액을 N-nitro 화합물 2에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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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3. Retro-Michael Reaction of JV-Nitro-bis(2-cya- 
noethyl)amine.

가하고 교반하면 TLC 상에서 출발물질보다 아래쪽 

에 spot가 나타난다. 이 반응의 메카니 즘은 retro-Mi- 
chael 반응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강염기에 의해 CN 
의 a위치 수소가 떨어지고 acrylonitrile이 이탈되는 

伊분해를 일으킨 다음 가해준 물이나 산에 의해 양성 

자화가 진행된다(Sc/ieme 3). 한편 가해준 염기와 시 

간에 따르는 수율은 다음과 같다. 1.2 당량의 KOH 
를 사용하고 반응시간을 1시간, 2시간, 3시간 증가시 

키면 수율은 91%에서 74%로 감소하며 , 부산물도 증 

가한다. 또한 1.2 당량의 NaOH를 사용하면 1시간만 

에 89% 수율로 얻어진다.

3-N,N-Dinitraminopropanitrile(4) 의 합성. 1차 

니트로아민이나 니트로아민의 알칼리 및 암모늄 염 

들은 NO2BF4에 의해 dinitramine으로 전환될 수 있 

다 " 이 반응의 용매는 대부분 CHKN를 사용하는 

데 이 실험에서는 아세트산 에틸이 더 적합하였다. 

너무 낮은 온도에서는 반응속도가 느리며 -5 °C가 

적합하고 반응 시간도 짧아 10분만에 70% 수율로 

화합물 4를 얻을 수 있었다. 대체적으로 반응 온도가 

높으면 미지의 불순물이 생성되며 반응 온도가 낮으 

면 수율은 떨어진다. 이외의 니트로화 시약으로 

HNO3, HNO3-TFAA 등을 시도했으나 원하는 화합물 

을 얻을 수 없었으며 대부분 구조를 알 수 없는 불순 

물이 생성되었다.

ADN⑴의 합성.5 염기를 가하면 화합물 2에서 화 

합물 3을 얻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retro-Michael 반응 

이 진행할 것이다. 알코올에 암모니아를 녹인 용액 

을 가하면 ADN이 생성된다. 이 반응의 수율은 암모 

니아의 농도, 알코올의 종류, 반응 시간과 온도에 따 

라 차이가 있다. 2-4 M 정도의 암모니아 용액을 가 

하면 60% 정도의 수율로 얻어지는데 순도는 MeOH 
를 사용할 때가 높고 수율은 EtOH 를 사용할 때가 가 

장 높다. 불순물은 NH4NO3가 대부분인데 암모니아 

를 기 체 상태로 계속 주입하면 NH4NO3가 주 생성물 

로 얻어진다. 재결정 용매로는 汨uOH, ZPrOH- 
EtOAc 등이 적합하며 , 디옥산을 사용한 소련방법과 

수율이 거의 비슷하였다. 지금까지 전자 받개 원자 

단으로 CN을 사용한 경우를 서술하였는데 C6Et를 

사용할 때도 세부적으로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전반 

적으로 거의 비슷한 반응성을 보였다. 구소련이 

ADN 제조 방법으로 공개한 것은 Scheme 1의 마지 막 

단계인 화합물 4에 암모니아를 첨가하여 반응시킨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Scheme이 Scheme 1과 동일 

한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나 본 연구에서는 

Scheme 1에 따라 ADN을 제조할 수 있었다.

실 험

수소 핵자기공명 스펙트럼(’H NMR)은 Varian 

Gemini 2000 Spectrometer(200 MHz)를 사용하여 얻 

었고 적외선 스펙트럼(IR)은 Nicolet impact 410을 사 

용하여 얻었다. 그리고 녹는점은 Electrothermal IA- 
3100을 사용하였다. 디클로로메탄, 알코올 등의 반 

응 용매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정제 사용하였다. 또한 

bis(2-cyanoethyl)amine, nitronium tetrafluoroborate 등은 

Aldrich Chem. Co.에서 구입하였다. 관크로마토그래 

피는 Snica gel 60 (70-230 mesh)를 사용하였고 액체 

NO?는 구입한 기체를 액화시켜 사용하였다.

N-Nitro-bis(2-cyan0ethyl)amine(2)의 합성. Ace
tic anhydride(69.9 mL, 0.741 mol)에 100% 질산(50.0 
mL, 1.11 mol)과 acetyl chloride(5.3 mL, 74.1 mmol) 
을 넣고 30분간 교반시킨 후 syringe pump를 이용하 

여 bis(2-cyanoethyl)amine(45.6 g, 0.37 mol)을 10분간 

적가하였다. 그후 1시간 30분 동안 교반하고 과량의 

찬물을 넣은 후 생성된 횐색 고체를 여과하고 찬물 

로 씻어준다. 데시케이터에서 습기를 제거하여 42.6 
g(수율 68%)의 흰색 고체를 얻었으며 이때 고체는 

거의 순수하고 더 이상 정제 없이 다음 반응에 사용 

할 수 있다. mp 54-55 °C; *H NMR(CDC13) 8 4.14 

(t, 4H), 2.98 (t, 4H).

N-Nitroso-bis(2-cy anoethy l)amine(6) 의 합성.

Bis(2-cyanoethyl)amine(0.48 g, 3.93 mmol)을 0 °C에 

서 디 클로로메 탄(4 mL)에 넣고 10분간 교반 후 액 체 

N2O4(0.5 mL, 7.85 mmol)을• 넣고 포화 Na2CO3<- 가 

해 pH=7~8로 맞춘 후 디클로로메탄으로 추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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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 Na2SC)4로 건조 후 감압하에 용매를 날려 0.6 g 
(수율 97%)의 노란 고체를 얻었다. mp 47-48°C; 
NMR(CDC13) 5 4.57(t, 2H), 3.86(t, 2H), 2.98(t, 2H), 
2.65(t, 2H).

N-Nitroso-bis(2-cyanoethyl)amine 의 산화반응.

Trifluoroacetic anhydride(3.3 mL, 23.4 mmol｝을 0 °C 
에서 100% 질산(1 mL, 23.4 mol)과 혼합하고 교반한 

다음 Br2(0.01 mL, 0.2 mmol)을 가하고 10분 더 교반 

한다. 이 혼합 용액에 N-nitroso-bis(2-cyanoethyl)am- 
ine(0.5 g, 3.3 mmol) 고체를 디클로로 메탄에 녹여 

천천히 가하고 실온에서 2시간 교반 후 과량의 찬물 

을 넣고 포화 Na2CO3-S- 가해 pH=7~8로 맞춘 후 디 

클로로메탄으로 추출한다. 유기용액을 무수 Na2SO4 
로 건조하고 용매를 날려 0.53 g(수율 99%)의 화합 

물 2를 얻었다. 이 고체는 원하는 물질과 동일한 화 

합물이었다.

3-N-Nitraminopropanitrile(3) 의 합성. Potassium 
hydroxide(4 g, 71.3 mmol)를 40 ml 물에 녹여 15분간 

교반하고 7V-nitro-bis(2-cyanoethyl)amine(10 g, 59.5 
mmol)을 첨가하여 1시간 교반한 다음 1 N HC1 을 넣 

어 pH=l로 맞춘다. 아세트산 에틸로 추출하고 무수 

NazSQ로 건조하고 용매를 감압하에 제거한 후 톨루 

엔(20 mg 넣고 감압하여 물을 완전히 제거하여 고 

체를 얻고 CHgCN/CHClj로 재결정하여 횐색 고체를 

6.23 g(수율 91%) 얻었다. mp 53.7 °C; 'H NMR(CDC13) 

5 11.5(s, 1H), 3.86(t, 2H), 2.81(t, 2H), 2.67(t, 2H).
3-N，MDinitraminopropanitrile(4) 의 합성. Nitro

nium tetrafluoroborate(2.4 g, 18.1 mmol)를 Glove box 
에서 취하고 아세트산 에틸 30mL를 가해 녹인 용 

액 에 3-N-nitraminopropanitrile(1.04 g, 9.01 mmol)을 

첨가한다. 10분 동안 - 5°C에서 교반 후 실리카겔을 

이 용하여 클로로포름으로 short filter 하고 감압하에 

용매 를 날리고 column하여 노란색 액 체 1.10 g(수율 

69%)을 얻었다. ]H NMR(CDCh) 8 4.48(t, 2H), 2.91 

(t, 가I).
ADN(l)의 합성. 암모니아를 에탄올에 녹여 4.2 

M 용액을 만들고 이 용액 0.3 mL(12.5 mmol)을 0°C 
에서 3-W,Af-dinitraminopropanitrile(100 mg, 6.2 mmol) 
에 첨가하고 2시간 동안 교반한다. 감압하에서 용매 

를 날려 노란 고체를 얻었다. 이 고체를 butanol-ch- 
loroform으로 재결정하여 44.5 mg(수율 57.8%)를 얻 

었다. mp 89.8-91.9 °C (lit.5 89-94 °C); 'H NMR 

(DMSO-8 7.08(bs); IR(KBr) 3130, 1342, 1206, 
1022.

결 론

Bis(2-cyanoethyl)amine으로부터 ADN을 만들 수 

있다. 첫번째 니트로화 반응이 잘 진행되지 않지만 

촉매를 첨가시키면 반응이 잘 진행된다. 두 번째 니 

트로화 반응에서 NO2BF4 같은 홉습성이 강한 시약 

을 사용하므로 대량 생산에 단점이 될 수 있다. 대체 

적으로 중간 물질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 합성 

법의 장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초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 졌으며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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