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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디 피 로메 텐 (1, oxodipyrromethene) 은 제 

일 좋은 단일 상태 산소。。2)trapping agent 로 알 

려져 있다. 1 이에 관하여 연구하던중 산소와 과 

산화물 존재하에서나 산소 존재하에 가시광선을 

쪼여 주면 옥소디 피 로메 텐 간에 자체 축합반응이 

일 어 나 쉽 게 tetrapyrrole 유도체 가 된 다는 사실 

을 발견하였다.

T여:rapyrrole 을 합성 하는데 는 dipyrrole 을 죽 

합하는 방법 과 porphyrin 고리 를 열 어 만드는 방 

법 이 있다. * 여기 서는 dipyrrole에 서 Tetrapy- 

rr사 을 합성하는 경우만 생각하겠다. 일반적으 

루 formyl oxodipyrromethene 에 5-unsubstituted 

oxodipyrromethene 을 죽합하는 법 과 oxodipyrro

methene 이 나 oxodipyrromethane 과 trimethoxy- 

methane 을 축합하는 방법 등이 있 다/ 이 들 방법 

과는 달리 알데 히드 그룹이 없는 oxodipyno 

methene (IjS^-oxo-S7,4, 4z~triethyl-3, 5-dimethyl 

-1, 5—dibydro- (2, 2Z) -dipyrromethene) -g； 라디 칼 

이 존재 하는데 서 나 가시 광선 을 쪼여 주며 산소를 

통과시 켰더니 Tetrapyrrole(2,3,8,12,17,18-He- 

xaethyl-7, 13-dimethylT, 19-dihydroxy-22, 24- 

dihydro-21-H-biline,2) 유도체가 생성되었다. 

500mZ 2 구 플라스크에 사염 화탄소 200mZ ox

odipyrromethene (I)1 200mg (0- 74mmole) 및 

benzoylperoxide 10mg 을 넣고 환류하면서 산소

를 통과시켰다.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황색에서 

진한 청색으로 변하였다. 8시간 반응후 용매를 

제거하고 TLC(용매 w-hexane/ethylether=1 : 1) 

로 분리 하였는데 , 출발물질외 5가지 화합물이 

생겼다(Rf =0.8, 0.67, 0.53, 0.31, 0.22, 0.15). 

Rf 0.53이외에는 수득량이 적어 동정하지 못하 

였다. 진한 청색 화합물(Rf=0.53)을 분리하여 

메탄올에서 재결정을 하였더니 녹는점이 252°C 

이었다. 수득률은 43mg(22%)이었다. 스펙트럼 

데이타는 다음과 같다. Nmr：认CDCL) 1.080 

6H, J=7.5, CH3-CH2), 1.24 (t, 12H, J= 

7.5, CH3~CH2) 2.07(s, 6H, CH3—sp2), 2.28 

(q, 4H, J=7.5, CH2-CH3) 2.55 (q, 8H, J = 

7.5 CH2—CH3), 5.90(s, 2H, =CH), 6.64(s, 

1H, =CH); Mass spectra, (m/e) ； 528(M+2, 

8.5%), 527(M+1, 38.7%) 526 100%)

497 (M—CH2CH3, 25.5%), 269 (26.8%), 263 

(54.9%) UV and visible spectra； (CHC13, 2max, 

£), 620~630mm, £=1.2X103； 370mm, e=4-1 

X104). IR spectra; (KBr),匕如心=1704, 1690, 

1625, 1590cm-1. 이상과 같은 스펙 트라를 이용 

하여 tetrapym)le(2) 를 동정할 수 있었다£

위의 반응에서 모든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것 

을 알았다. 위의 반응에서 benzoyl peroxide 대 

신 빛을 쪼여주어도 같은 생성물이 생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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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 헌이들 반응의 메카니즘은 연구중에 있다.

Fig. Formation of tetrapyrrole deriv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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