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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철(III) protoporphyrin 과 망간(II) tetrakis(4-N-carboxyphenyl) Porphyrin을 polystyrene divinyl- 

benzene 공중합체 수지와 반응시켜 고분자결합 금속포피린을 합성하였다. 고분자와 결합된 포피린은 공명 

라만분광기를 이용, 합성과정에서 포피린과 중심금속의 산화상태 등 여러가지 화학적 성질이 변화되지 않 

았음을 확인하였다. 합성된 고분자결합 금속포피린은 싸이토크롬 P-450과 같은 산화촉매효소의 모형화합 

물로서 과산화수소에 의한 olefin의 epoxidation과 alkane의 oxidation의 촉매로서 사용이 가능하였다. 그 

효율은 고분자와 결합하지 않은 동종의 포피린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되었으며, 특히 포피린이 산화제에 의해 

분해되지 않아 재사용이 가능하였다. 실제 효소에서와 같이 imidazole 유도체와 같은 전자주게 배위자가 

포피린 중심금속에 배위한 경우 촉매효과가 더욱 향상되었다.

ABSTRACT. Polymer bonded metalloporphyrins are synthesized by reaction between Fe(III) protopo
rphyrin or Mn(II) tetrakis(4-N-carboxyphenyl)porphyrin with polystyrene divinylbenzene copolymer. The 
spectroscopic properties of synthetic polymer bonded metalloporphyrins are investigated by using resona
nce Raman spectrometer. By synthetic polymer bonded metalloporphyrins as catalyst, which are model 
of cytochrome P-450 and peroxidases, epoxidation of olefins and oxidation of alkanes are achieved with 
H2O2 as oxidant. The catalytic efficiencies with polymer bonded metalloporphyrins are improved on that 
with corresponding nonpolymer bonded metalloporphyrins. Especially those can be reused because of 
stability against oxidant. Electron donating imidazole derivatives, which are attached in 5th position 
of central metal of metalloporphyrins, enhance the catalytic efficiencies.

서 론

과거 10여년동안 싸이토크롬 P-450과 같은 mono
xygenase 효소들은 생체내에서 과산화수소를 제거 

하고, 또는 과산화수소의 산소를 떼어내어 유기물의 

산화（산소화） 반웅을 촉매하는 등의 다양한 촉매 

효과로 인하여 화학자들로 부터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이들 효소들이 촉매하는 효소 반응중 유기물의 

산소화 반응은 알칸의 히드록시화, 방향족 화합물의 

히드록시화, 알켄의 에폭시화, 아민의 산화, 황 화 

합물의 산화, 헤테로 원자의 산화성 탈알킬화 반응 

등이 있다

실제로 많은 화학자들이 효소를 이용하여 실험실 

에서 유기물의 산소화 반응 등의 촉매로 활용하여 

그 반응 기 구（reaction mechanism）을 규명 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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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시도하였으나, 효소단백질의 정제의 어려움 

과 실온에서 극히 불안정하고 생체외에서는 산화제 

에 의한 쉽게 분해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효소의 

중심 활성 물질인 heme 단백질에 대한 합성된 모 

형화합물인 포피린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件

그러나 일반적으로 heme 단백질의 모형화합물로 

많이 사용되는 포피린의 meso 위치의 탄소에 결합된 

수소들이 페닐기와 치환된 tetraphenylporphyrin 
(TPP)류나 포피린 8 위치의 탄소에 결합된 수소들이 

에틸기로 치환된 octaethylporphyrin(OEP)류 등을 

이 효소반응의 모형화합물로 사용하기에는 수용액 

중에서 난용성이라 유기산화제를 사용하여야 하고 

실제 효소중의 활성 중심으로 존재하는 protoporphy

rin IX(PP)과도 화학적 성질이 다른 문제점이 있다. 

또한 금속 PP는 산화제에 의해 쉽게 분해되고 촉 

매효율도 실제 효소에 비하여 무척 낮아 정확한 

촉매효과를 조사할 수 없었다. 최근 문헌들에 의하 

면, TPP류의 모형 화합물중 예를들어 tetrakis(2,6-di- 

chlorophenyDporphyrin이나 tetra mesitylporphy- 
rin과 같이 구조적으로 반응의 중간체인 금속의 옥 

소배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기를 가지고 있으면 

모형 화합물이 산화제로부터 안정화되고 촉매효율도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5. 그러나 이런 종류의 포피린 

역시 수용액 중에서 난용성이고, 화학적 성질의 차 

이로 인하여 실제효소의 모형화합물로서 문제가 있 

었으며, PP는 평면적인 포피린 구조를 가지고 있어 

보호기능기를 합성, 결합시 키 기가 불가능하였다I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모형화합물로 

는 활성 중심물질이 PP이고, 주위에 반응중간체의 

옥소배위자를 보호할 수 있는 화학기능기들이 위치 

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모형화합물로서, 최근에 소개된 고 

분자 지지체에 PP 등의 포피린을 화학반응으로 결 

합시킨 고분자결합 금속포피린이 주목을 받고 있다. 

Rollman?은 다공성 고분자를 결합시킨 금속포피린 

으로 thiol류의 산화반응에 촉매로 이용하였고, Ya- 
makita8와 공동연구자들은 고분자에 결합시킨 코발 

트 PP를 이용한 hydroquinone의 촉매반응을 보고 

하였으며, Kojima。와 그의 공동연구자 그리고 Ka- 
mogawamu와 그의 공동연구자들은 고분자에 지 지된 

포피린을 촉매로 하는 광화학반응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에 기존 포피린 등이 가 

지고 있었던 촉매효소의 모형화합물로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용성이고 또한 포피린에 carbo- 
xyl 기를 포함하고 있는 금속 PP와 금속 tetrakis(4- 

N-carboxyphenyl)porphyrin(TCPP)의 carboxyl 기 와 

화학적으로 비활성인 다공성 고분자수지인 XAD-2 
수지간에 ketone 결합이 형성되어 화학적으로 결합 

되게 합성하였다. 이렇게 합성된 고분자결합 금속 

포피린은 활성중심 물질이 수용성이라 수용액중에서 

压6와 반응할 수 있으며, 그 주위에 화학적으로 

비활성인 수지의 화학 기능기들이 위치하므로서 반 

웅중간체인 Fe(III) 포피린(옥소배위자를 가지고 있 

는 철 포피린)을 보호 안정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실제로 촉매수율이 동종동량의 고분자에 결합하지 

않은 금속포피린을 사용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뚜렷 

한 증가를 보였으며, 금속포피린 촉매의 분해율이 

현저히 감소하여 반복 사용이 가능하였다. 특히 효 

소내에서 실제 존재하는 철(IID PP이 바로 반응에 

참여하므로 반응 기구를 규명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되며, 실제 효소와 같이 전자주게 배위자인 imi

dazole 유도체들을 배위시켰을 때, 촉매수율이 증 

가됨을 보였다.

실 험

금속포피린 및 고분자결합 금속 포피린의 합성

TCPP의 결정은 Adler 드2의 방법에 따라, 정제된 

pyrrole과 4-carboxybenzaldehyde 각 0.1 mole씩을 

200 m2의 propionic 산에서 1시간 동안 환류하여 

합성하였다. 여과된 결정은 재결정 방법으로 정제 

하고, 이미 보고된 분광 결과와 비교 확인하였다 13. 

합성된 TCPP에 금속을 결합시키는 반응은 문헌에 

따라 합성하였다". TCPP lg에 염화망간(MnCL) 0.4 
g을 Dimethylformamide(DMF) 100 mZ 에 녹이고, 

30분간 환류시킨 후, 반응물질의 일부를 취하여, 장 

파장의 자외선으로 금속과 결합하지 않은 TCPP만이 

가지고 있는 적색 형광이 소명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만일 반응이 완전하지 않으면 MnCL를 0.1 g 정도 

더 가하고 환류를 계속한다. 합성이 완결된 후 여 

과하여 얻어진 결정은 하루정도 진공 건조시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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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나를 채운 c이umn chromatograph법에 의하 

여 정제하였다皓. PP는 Aldrich Chemical Co.에서 

Fe(III) PP(hemin)은 Sigma Chemical Co.에서 구 

입하여 정제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XAD-2(Amberite Co.) 고분자 수지와 금소포피린 

과의 결합 반응은 Rollman'의 방법에 준하였다. 

MnTCPP 0.3 g을 thionyl chlorideCSOClz) 2 ng] 
가하여 잘 교반하고, 가스의 발생이 끝나면, XAD-2 

수지 2 g과 1,1,2,2-tetrachloro ethane 6 m/를 첨가 

하고 13此로 가열하여 과량의 SOCL를 제거한다. 

반응용액을 10笔 까지 냉각한 다음 염화알루미늄을 

0.3 g 가하고 16시간 동안 실온에 방치한다. 반응된 

수지를 여과하고 메탄올, tetrachloroethane, 염기 

수용액 등으로 반복 세척하여 남아있는 반응물을 

0
제거하면, 고분자결합의 Mn-(Res-C-TCPP)가 얻어 

진다. TCPP의 경우는 4개, 그리고 PP의 경우는 2 
개의 carboxyl기가 각각 있으므로 수지와 여러개의 

Ketone 결합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각 

포피린당 몇개의 결합이 고분자와 결합하였는지는 

조사하지 않았으며, 대표적으로 TCPP의 carboxyl 
기중 1개가 고분자 수지와 ketonel- 형성하여 결 

0
합된 예를 F谊.1 에 나타내었다. Fe-(Res-g-PP)는 

MnTCPP 대신에 FePP를 동량 가하여 같은 과정을 

거쳐 합성하였다.

이 실험에 사용한 시약들과 용매는 분석용 특급 

시약을 구입 사용하였으며, 물은 Millipore Q를 통 

과한 초순수를 사용하였다.

고분자 결합 금속포피린 합성 반옹수올

고분자수지에 결합된 금속 포피린의 양은 X-선 

형광분석기 (Rigaku model 3070)를 사용하여 포피 

린에 포함된 금속의 양을 측정, 환산하였다. 정량은 

절대 검량선 법을 이용하였고 검량선 작성을 위한 

표준물로는 고분자결합을 하지 않은 해당 금속포피 

린을 사용하였다. 시료는 고분자결합 금속포피린을 

0.03 g 정도 정확히 평량하여 막자사발에서 잘 갈 

아준 후, 2.0 g의 sodium borate와 0.5 g의 starch-f- 

섞어 가압, 원반형의 시료를 제작한 후 바로 X-선 

형광분석기에 적용, 금속함량을 측정하였다. 고분자 

결합 금속포피린의 합성실험 조건에서 반응시킨 포

c-o

Mn-(Res-C-TCPP)

Fig. 1. Manganese complex of polymer-bonded por
phyrin.

피린중 FePP의 경우 73.6%, MnTCPP의 경우 70.3 
%의 포피린이 고분자에 결합되었음을 확인하였다一 

이때 MnTCP의 경우 고분자결합 금속포피린 1.0 g은 

0.13 mmol의 금속포피린에 해당되었다.

고분자결합 금속포피린의 공명라만 스펙트럼

합성된 고분자결합 금속포피린중 금속포피린이 

실제로 고분자에 결합하였으며, 고분자와 결합한 

후에도 본래의 성질을 유지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 

하여 시료의 전처리가 필요없고 고체상태에서 측정 

이 가능한 공명라만 분광법을 이용하였다. 공명라만 

스펙트럼은 Spex사의 1403 Double monochromator 
system을 이용하여 얻었으며, 결과의 조작은 Spex 
사의 DM1B computerized 장치를 이용하였다. 시 

료는 유리 NMR tube에 고체시료를 3 cm 높이로 

채워준 다음, NMR spinner를 이용하여 회전시켜 

laser에 의한 시료의 열분해를 방지하였다. 이 실험 

에 사용한 광원으로는 Coherent사의 Kr ion laser 

(innova 100-k3)에서 나오는 406.7 nm 보라색 빛을 

10내지 30mW의 세기로 사용하였다. Methyl기가 

없는 imidazole은 고체시료이므로 고분자결합 금속 

포피린과 잘 섞은 후 DMF를 소량 가하여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준 후, 질소 기체로 건조시키고, 

NMR tube 에 채워 고체상태에서 공명라만 스펙트 

럼을 측정하였다.

유기산소화 반응에서의 산화촉매 효과

산화촉매반응. 금속포피린 MnTCPP, FePP 0.05 
mmol을 각각 평량하여, DMF와 증류수의 혼합용액 

(1:1) 50m/에 녹인 후, 이중 10 m/를 취하여 cy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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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xane을 ImZ(약 0.01 mmol) 가하고, 서서히 과산 

화수소를 가한 후, 2시간 동안 잘 교반하면서 반응 

시켰다. 같은 방법으로 cyclohexane 대신 m-hexane, 
styrene, cyclohexane, 혹은 n-hexane을 1 m/ 가하여 

실험하였다. 한편 고분자결합 금속포피린은 0.01 

mmol에 해당되는 양(약 80 mg)을 평량하여 10m； 
DMF, 증류수 혼합용액(1:1)에 넣어 상기 요령으로 

실험하였다. 산소화반응에서 촉매의 농도변화에 따 

른 촉매효율을 비교하기 위하여, 유기물에 대한 포 

피린의 몰비를 1000： 1, 500： 1 그리고 100：1로 

변화시켜 같은 실험을 시도하였다.

반응생성물의 정량. 반응에서 생성되는 물질은 

2중결합을 가진 styrene 혹은 알켄의 경우 epb 

xide기가 주로 형성되고 소량의 alcohol(hydroxide 
기)이 생성되며, 알칸의 경우, alcohol과 aldehyde가 

생성된다. 그러나 이 실험에서는 촉매수율을 산정할 

때 생성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생성된 반응생성물의 

총량(conversion %)으로 계산하였다. 촉매수율값은 

같은 실험을 10회 이상 실시하고 그 평균값을 취 

하였는데 모든 실험에서 상대표준편차는 5% 미만 

이었다.

반응생성물질의 측정에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Hewlett Packard HP 5890A)을 사용 분리 정량하 

였으며, 불꽃 이온화 검출기와 적분기(Waters 746)을 

사용하여 크로마토그램을 얻었다. 분리 column은 

모세관 column HP-20M, (carbonax 25mX0.3mX 
0.7 呻 film thickness)을 사용하였으며, 주입온도, 

오븐온도, 검출기 온도는 각각 210, 40, 200t： 에 

맞추어 놓고 사용하였다.

크로마토그램의 계산은 봉우리 면적을 이용하였 

으며, 1-decane을 내부 표준물질로 하는 내부표준 

법으로 정량하였다.

과산화수소와 포피린의 농도 측정. 산화제인 H2 
。2의 분석은 간접 요오드적정 법을 사용하였다'I 포 

피린의 농도 측정은 자외 및 가시광선 흡광법을 

이용하여 각 포피린의 Soret 흡수띠에 해당되는 파 

장에서 흡광도를 측정, 농도로 환산하였다• 반응 후 

에 포피린농도의 감소율을 다음 식으로 구하여 반 

응도중 산화제인 氏。2에 의한 포피린의 자연 파괴 

정도를 측정하였다.

반응전 포피린의 농도一반웅후 포피린의 농도vw”、 
—....... ............................................................ . — X

반응전 포피린의 농도

고분자결합 금속포피린의 산화촉매 반응에서 배 

위자의 영향. Cyclohexane의 산화촉매 효과를 조 

사하는 실험에서, 상기의 조건에 imidazole 혹은 

imidazole의 유도체인 2-methylimidazole이나 4- 
methylimidazole을 80 mg 가한 후 imidazole을 첨 

가하지 않은 실험 결과와 비교 배위자들의 배위에 

따른 영향을 조사하였다.

고분자결합 금속포피린의 재사용에 의한 촉매효 

과. 고분자결합 금속포피린의 1차 사용 후, 여과 

하여 감압 건조시키고 본 유기물의 산소화반응 촉 

매로 재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고분자결합 금속포 

피린을 2차에 걸쳐 반복 사용하고 촉매효과를 비 

교하였다.

결과 및 고찰

고분자결합 금속포피린의 공명라만 스펙트르h 
공명라만 분광법을 이용하여 고분자결합 금속포피 

린에 있어서 고분자와 금속포피린과의 결합을 관찰 

하였다. 이를 통하여 고분자수지에 금속포피린이 

흡착되어 생성되었는지 포피린과 수지사이에 화학 

결합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포피린의 파괴나 산화상태 변화 등을 면밀히 조사 

하였다. 이 공명라만 분광법은 고체상태의 시료를 

전처리 없이 직접 측정할 수 있으며, 금속 및 포피 

린의 화학적 성질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ig.

Fig. 2는 Mn(TCPP)Cl (a)와 고분자결합 Mn 
(TCPP)C1 (b)의 공명라만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 

다. Fig. 2(a)에 있는 1368 cmband는 로 중심 

금속의 산화상태 및 포피린의 n 전자밀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보고되어 있다龙 /의 나타난 위치로 

보아 망간은 2가읜 높은 spin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분자 결합이 이루어진 화합물의 공명 

라만 스펙트럼 (F0 2(b))에서도 v4 band는 1366 
cm-'에서 나타나며, 이는 F讶.2(a)와 비교하여 볼 

때, 공명라만 스펙트럼간에 也가 거의 변화되지 않 

았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금속의 산화 및 s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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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0 1500.00 1700.00
Raman shift (cm-1)

Fig. 2. Resonance raman spectrum of manganese- 
porphyrin. a. Mn(TCPP)Cl, b. Polymer-bonded Mn 
(TCPP)Cl.

상태가 고분자 결합 이후에도 변화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두 공명라만 스펙트럼간에 다만 다른 점은 

1499cmT(V3)band가 F*" 2(b)에시는 마치 사라지 

는 것(1533cmT band쪽으로 이동)처럼 보여지는데 

이는 포피린이 고분자와 결합되므로서 인한 포피린 

의 symmetry의 변화에 기인된 것으로 사료된다.

Fig. 3은 FePPCl (a)와 고분자결합 FePPCl (b), 
리고 두 개의 imidazole 배위자를 가지고 있는 

고분자결합 FePP(lm)2의 공명라만 스펙트럼이다. 

F讶.3의 (a)와 (b)를 비교하여 보면, v4(1372 cm1), 
V3(1497cn「') 그리고 Vio(1632cmT) band읜 경우 

거의 이동하지 않았으나, V2(1571 cmT—1582cn「i) 

는 크게 높은 에너지 방향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다. 포피린의 내부 크기와 금속의 spin 상태에 

민감한 V3와 %。band가 전혀 이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금속의 spin 상태와 포피린의 성질에는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v4 band가 변화되 지 않음은 

중심 금속의 산화상태에도 변화가 없음을 시사한다. 

결국 V2의 이동은 V2 band가 포피린의 내부크기나 

금속의 spin 변화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포피린의 성질변화에 기인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V3와 Vio°l

1300.00 1500.00 1700.00
Raman shift (cm-1)

Fig. 3. Resonance raman spectrum of manganesepor- 
phyrin. a. FePPIXCl. b. Polymer-bonded FePPIXCl, 
c. Polymer-bonded FePPIC(Im)z.

pyrrole 내부의 a 위치의 탄소와 meso 위치의 탄 

소와의 대 칭신축진동에 기 인하며, V2가 포피린의 

위 치의 탄소간의 대 칭신축진동에 기 인한다는 사실 

이다. 즉, 고분자와 포피린간의 결합위치가 P 위치의 

탄소에 치환되어 있는 propionic 산의 carboxyl기이 

므로 고분자와 포피린간의 결합으로 P 위치의 탄 

소간의 진동운동이 더 많은 에너지를 요하게 되고, 

이 탄소들간의 진동운동에 기인하는 공명라만 ba- 
nds를 높은 에너지쪽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사료된 

다. 그러나 결합으로 인하여 포피린이나 중심금속의 

성질에는 변화를 주지 않았으므로 결합위치와 떨어 

져 있는 탄소들간의 진동운동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사실로서 포피린이 

고분자에 흡착되지 않고 화학결합을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결합 이후에도 포피린이나 중심 

금속의 성질은 변화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울 수 있 

었다.

실제적으로 금속의 5번째 위치에 배위하는 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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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성질에 따라 촉매효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고분자결합 FePP에 imidazole을 

결합시켰다. 廊.3(c)에서 V,가 4cmT 높은 에너지 

방향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FeTPP에서 

imidazole이 한개 배위되어 있는 5 coordinate 상 

태에서는 철의 spin 상태가 변화되지 않으나, imida- 
zole이 5번째와 6번째의 배위자 위치에 배위할 때 

중심금속의 spin 상태가 낮은 spin 상태로 변화된 

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이 경우 V4를 높은 에너지 

방향으로 이동시킨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弟 배위 

자가 5번째와 6번째에 모두 배위되어 있는 6 coordi

nate 형태인 FePP(lm)2를 이루었을 가능성이 많다. 

또한 V3가 1502 cmT로 7 cm-' 이동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동의 크기가 작아 금속의 산 

화상태가 변화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3와같이 

중심금속인 철의 spin 상태가 변하였다는 사실은 

효소 중간체들이 imidazole과 같은 배위자(histidine 
아미노산 등)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중심금속이 낮은 

spin 상태 임을 미루어보아, 전자주게 배위자들이 

반응을 빠르게 진행시키도록 도와주는 특성"과 아 

울러 촉매수율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사료되 

었다.

고분자결합 금속포피린에 의한 유기물의 산화촉 

매반응. 일반적으로 금속포피린은 과산화수소 등의 

산화제에 반응하여 높은 산화수로 중심금속이 산화 

되고 옥소배위자와 배위하는 형태의 반응중간자를 

형성한다2。~22 이 반응 중간자의 옥소배위자가 유 

기물질을 공격하여 산소원자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 

행한다. 산소가 유기물에 전달되면 금속포피린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와 상기의 반응을 반복하게 된다. 

그러므로 금속포피린이 없이는 유기물과 과산화수 

소사이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본 실험에서 금 

속포피린이나 고분자결합 • 금속포피린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1시간 이후에도 과산화수소가 거의 분 

해되지 않았으나, 금속포피린이 나 고분자결합 금속 

포피린이 공존할 때는 1시간 이내에 대부분 분해 

되었다. 또한 imidazole이 존재할 때는 산화제의 

분해가 더 빠르게 진행되었다.

MnTCPP나 hemin과 같이 옥소배위자를 구조적 

으로 보호할 수 있는 화학기능기가 없는 금속포피 

린은 예상과 같이 산화제에 의하여 공격을 받아 

분해하였다. 본 실험에서 MnTCPP와 hemin이 모두 

1회 실험에서 95% 이상 분해되었다. 그러나, 고분자 

결합 금속포피린은 한번 반응시 분해율이 20% 미 

만이었다. 이 실험결과로 미루어 보아 고분자의 화 

학기능기들이 TPP류의 phenyl기에 치환된 보호기 

능기처럼 반응중간체의 옥소배위자를 보호하고 산 

화제에 의하여 금속포피린이 분해되지 않고 안정화 

되게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고분자결합 금속포피 린과 금속포피 린의 촉매수을 

비교. 고분자결합 금속포피린과 동종의 금속포피 

린과의 촉매수율을 측정한 값을 Table 1에 실었다. 

FePP는 실제 효소에 존재하는 금속포피린이므로 

선택하였으며, 일반적으로 금속포피린중 Mn 포피 

린의 촉매 수율이 가장 우수하며, TCPP는 고부자에 

결합시킬 수 있는 TPP류의 포피 린이므로 MnT-

Table 1. Influence on the nature of the metalloporphyrin or polymer-bonded metalloporphyrin catalyst on the 
oxidation of organic substances

Conversion (%)

Mn-TCPP

0

Mn-(Res-C-TCPP) Fe-Protoporphyrin

0
II

Fe-(Res-C-Protoporphyrin)

Cyclohexane 47 65 36 56
m-Hexane 45 61 41 63
Styrene 38 65 52 88
Cyclohexane 76 84 65 78
1-Hexene 50 80 67 79

Using an excess of organic substance, addition of H2O2 to an organic substance/Metalloporphr in mixture (100 :1) 
in dimethylformamide. Yields based on starting organic substance after 2 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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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I (),1)2 Mol Ralio

Fig. 4, Effect of concentration of metalloporphyrin 
or polymer-bonded metalloporphyrin to epoxidation 
reaction of cyclohexane. O Fe-protoporphyrin, • 

0
Fe-Res-C-protoporphyrin. Using an excess of organic 
substance, addition of H2O2 and Metalloporphyrin mi
xture in dimethylformamide. Yields based on starting 
organic substance after 2 hrs.

CPP를 이 실험에 적용하기로 하였다. 실험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알칸이나 알켄의 경우 모두 고분자결합 

금속포피린 촉매에서 반응효율이 현격하게 중가되 

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예상처럼 포피린의 종류 

와는 크게 상관없이 Mn의 경우 높은 촉매수율을 

보였다. 또한 산화반응에서 촉매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산화율이 증가됨을 알 수 있었는데 그 결과는 

Fz£.4에 나타내었다.

이 실험 결과를 통하여 고분자결합 금속포피린의 

경우 고분자의 화학기능기들이 금속포피린을 산화 

제로 부터 분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촉매의 재 사 

용율이 커지며, 또한 옥소배위자를 포함하는 반응 

중간체가 보호기능기가 없는 경우 매우 불안정하여 

그 존재시간이 분광학 방법으로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짧으나, 보호기능기가 있는 경우 실온에서 

장시간 존재할 정도로 안정하여5 쉽게 선택적으로 

산소 원자를 유기물에게 전달하므로서 반응수율이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2. Oxidation of organic substances with H2O2 catalyzed by polymer-bonded metalloporphyrin with or 
without imidazole

Substance Catalyst Nitrogen base Conversion (%)

Cyclohexane

0

Mn-(Res-C-TCPP) — 65

0
il

Mn-(Res-C-TCPP) Imidaz 이 e 87

0

Fe-(Res-C~Protoporphyrin) 一 56

(J

F e-(Res-C-Protoporphyrin) Imidazole 78

Zraws-Stilbence

0
II

Mn-(Res-C-TCPP) 一 67

0
II

Mn-(Res-C-TCPP) Imidazole 87

0
II

Fe-(Res-C-Protoporphyrin) — 78

0
11

Fe-(Res-C-Protoporphyrin) Imidazole 91

Using an excess of organic substance, addition of H2O2 to an organic substance/imidazole/Metalloporphrin mix
ture (1000 :100 :1) in dimethylformamide. Yields based on starting organic substance after 2 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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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Oxidation of 1-hexane or cyclohexane with 
H2O2 catalyzed by Fe-(Res-C-protoporphyrin) in the 
presence of imidazoles A

Substance Nitrogen base Conversion (%)

1-Hexene —
Imidazde

2-Methyl Imid
“ 4-Methyl Imid

Cyclohexane —
<* Imidaz 시 e
々 2-Methyl Imid

4-Methyl Imid

■°
-6
-0
-8
-0
-7
-0
-6

9
44

6

67

46

너
 7
9
6
어

Using an excess of organic substance, addition of 
H2O2 to an organic substance/imidazole/Metallopor- 
phrin mixture (1000 :100 :1) in dimethylformamide. 
Yields based on starting organic substance after 2 
hrs.

고분자결합 금속포피 린의 산화촉매 반응에서 imi・ 
daz이e의 영향. 효소의 활성중심인 금속포피린은 

peroxidase류의 반응 histidine 아미노산에 의하여 

그리고 싸이토크롬 P・450의 경우 cysteine 아미노 

산에 의하여 효소 단백질에 연결되어 있고 이들 

아미노산들이 전자주게 의 역할을 수행하Y로 histi

dine 아미노산의 모형으로 imidazole을 첨가하여 

전자주게 배위자의 효소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하여 Table 2에 실었다. Imidazole의 첨가시 고분 

자결합 금속포피린의 촉매수율이 현저하게 증가됨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전자를 제공하는 성질을 가진 

배위자인 imidazole이 중심금속에 전자를 제공하므 

로서 중심금속의 전자밀도를 증가시키며,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산화수소의 0-0 결합이 끊어짐을 

가속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F上 

II 
0

R
결과적으로 옥소배위자를 갖는 반웅중간체를 안정 

화시킬 뿐 아니라 같은 전자주게 배위자인 옥소배

Table 4. Catalysts destruction ration on the oxidation 
of organic substance by H2O2

Substance Conversion (%) Destruction (%)
1st 2nd

Cyclohexane 56.5 48.0 15
Styrene 88.4 72.3 18

Cyclohexene 79.7 62.8 21

Using an excess of organic substance, addition of HQ 
(30% in HQ, diluted 10 Times) to an organic subs- 
tance/Fe-(Res-C-protoporphyrin) mixture (1000 :1) in

0
dimethylformamide. Yields based on starting organic 
substance after 2 hrs.

위자의 유기물로의 전달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현상을 proximal base effect라고 한다叫 

이와같은 가정은 imidazole 유도체를 교대로 첨 

가하여 그 촉매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므로서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Table 3에 실었다. 실제 hi- 
stidine과 가장 유사한 모형이기도한 2-methyl imi

dazole^ imidazole 유도체중 전자를 제공하는 능 

력이 상대적으로 크며, 그에 따라 산화촉매 효과가 

가장 큰것으로 미루어 배위자의 전자주게 능력이 

촉매수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5 
번째 위치의 imidazole 배위자가 유기물의 산소화 

반응이 일어나는 6번째 배위자 위치와는 포피린을 

중심으로 반대쪽에 위치하므로서 steric hindera- 
nce의 역할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고분자결합 금속포피린의 재사용에 의한 산화반 

응의 촉매효과. 고분자결합 금속포피린의 산화반 

응에서 이의 재사용에 대한 실험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고분자결합 금속포피린은 산화제로 부 

터 분해가 방지되어 한번 실험 후 분해되는 양이 

20% 미만이라고 이미 언급하였다. 보호기능기가 

없는 금속 TCPP나 PP가 한번 실험에 95% 이상 

분해되는 경우 뿐 아니라, 보호 기능기가 있는 금 

속포피린의 경우 분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회수가 

매우 복잡하여, 재사용이 어려웠던 것과는 달리 쉽게 

회수 재사용이 가능하였다. 또한 촉매수율이 20% 
미만만이 감소됨을 보여 분해되지 않은 고분자결합 

금속포피린이 다시 산화촉매 반응에 완전히 사용되 

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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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결합 금속포피린을 이용한 유기물의 산화 

촉매작용을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고분자결합 금속포피린을 사용하였을 때 산화 

촉매효과가 증가하였다.

2. 전자주게 배위자를 첨가하였을 때 산화촉매효 

과가 증가하였다.

3. 고분자결합 금속포피린은 산화제로부터 안정 

하여 분해되지 않고 쉽게 회수할 수 있어 용이하게 

재사용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고분자결합 금속포피린은 고분 

자수지가 보호기능기를 수행하므로서 결합된 금속 

포피린이 산화제로부터 보호가 되어 촉매의 재사용 

율의 중가에 따라 촉매효율이 증가되었으며 특히 

옥소배위자를 포함하는 반응 중간체가 실온에서도 

장시간 존재할 정도로 안정화 됨에 따라 반응 기 

구이나 반응중간체의 연구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1991년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연구조 

성비에 의하여 일부 지원되었으며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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