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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Anthraquinone0] 유기용매에서 광반응에 의하여 반응 중간체로 생성하는 짧은 수명의 중성 세 

미퀴논 라디칼과 음이온 라디칼을 시간분해 ESR법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2-propanol(PrOH)과 triethylamine 

(TEA) 10 :1 혼합 용매에서 광반응에 의하여 생성하는 중성 anthrasemiquinone 라디칼(AQH・)과 음이온 

라디칼(AQ?)의 CIDEP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생성한 AQH•은 반감기가 0.8 卩sec로 수명이 아주 짧았으며, 

AQh은 안정하여 cwESR의 측정이 가능하였다. 스핀분극된 음이온 라디칼(AQ；*)의 분극소멸 속도 상수는 

2.6X105 1이고, 음이온 라디칼의 소멸은 1차 반응으로 속도상수가 3.0X102 sec」이다. 혼합용매에 TEA가

2% 미만일 때 CIDEP가 일어나지 않았다. 벤젠과 TEA 혼합용매에서는 반감기 3*0|isec의 중성 anthrasemi

quinone 라디칼의 CIDEP가 측정되었다. 그러나, cwESR은 측정되지 않았다. PrOH, TEA 또는 벤젠만의 

용매로서는 CIDEP와 ESR을 측정할 수 없었다.

ABSTRACT. The measurments of neutral semiquinone radicals, which were formed from the laser 

flash photolysis of anthraquinone (AQ) in the mixed solvents were carried out by the time resolved 

electron spin resonance (trESR) spectroscopy. The chemically induced dynamic electron polarization (CI

DEP) spectra of the neutral semiquinone radical (AQH*) and semiquinone radical anion (AQ；) were 

successively detected in the laser flash photolysis of AQ in the mixtures of 2-propanol (PrOH) and 

triethylamine (TEA). The neutral semiquinone radical was short-lived with the half-life of 0.8 卩sec, where

as the semiquinone radical anion was relatively stable and then its cwESR could be observed. The rate 

constant of the spin-depolarization of semiquinone radical anion was 2.6 X105 sec-1 and the decay of 

the radical anion was the first order reaction with the rate constant of 3.0 X102 sec-1. No CIDEP of 

semiquinone radical anion was observed in the mixture of PrOH and the lower concentration of TEA 

than 2 percent. The CIDEP spectrum of the neutral semiquinone radical was detected in the mixture 

of benzene and TEA with the half-life of 3.0 psec. The neutral semiquinone radical could not be -detected 

by cwESR. Neither CIDEP nor ESR absorption could be observed in PrOH, TEA or benzene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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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퀴논류는 알콜 용매 중에서 알콜의 수소를 받아 

중성 세미퀴논 라디칼을 생성하는 예가 많다. 그 

중에서 anthraquinone(AQ)과 그 유도체들은 psec의 

레이저광 분해(laser photolysis)에 의하여 중성 세 

미퀴논 라디칼로 생성되는 것이 보고되어 있다.i~6 

카르보닐 화합물이 알코올과 아민류의 혼합용액에서 

광환원 반응이 일어날 때 카르보닐의 들뜬 3중항 

상태와 아민이 전하이동 착물(charge transfer com- 

plex)을 만든 다음 케틸라디칼과 아민라디칼로 생 

성되는 것도 보고되어 있다.J" 퀴논은 2-propanol 

(PrOHR triethylamine(TEA) 혼합 용매에서 광환 

원 반응을 시키면, 퀴논이 들뜬 삼중항 상태에서 

TEA와 전하이동 착물(charge transfer complex)을 

만든 semiquinone radicaK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唤3 한편, 본 저자들은 trESR법을 사용하여 

AQ가 PrOH와 TEA 혼합용매 중에서 레이저광에 

의해 생성하는 반응 중간체인 ACF에 관한 연구를 

이미 보고한 바 있다."間

본 연구에서는 AQ가 PrOH, benzene(Bz) 또는

PrOH와 TEA 혼합용매 중에서 레이저광에 의해 

생성하는 AQ；보다 수명이 아주 짧은 중성 세미퀴 

논라디칼(AQH・)의 측정을 trESR법으로 시도하였다. 

용매는 PrOH와 benzene 용매에 TEA의 혼합비를 

바꾸어 사용하였다. 이미 보고한 바와 같이 AQ가 

PrOH-TEA 혼합용매에서 AQ；이 생성하기 전에 

AQ와 TEA가 전하이동 착물을 형성한 다음 AQH•가 

AQ： 의 전단계로 생성하는 짧은 수명의 중성 라디 

칼임을 알았다. 따라서 시 간분해 ESR 분광기를 수정 

보완하여 nsec정도의 짧은 수명을 측정할 수 있도록 

시 간분해능을 향상시켰다." AQH • 가 PrOH-TEA(10 

: 1) 혼합용매와 benzene 용매에서는 측정되었지만 

다른 용매에서는 측정되지 않았다.

실 험

ESR분광기는 기존의 입체회로 12를 개량하여 sam

pling time과 time resolution올 20 nsec까지 짧게 

하여 FZg.l에 나타내었다. 신호의 강도는 광대역증 

폭기 (wide band preamplifier)를 사용하여 증폭한 

다음 digital storage oscilloscope에 기록하였다. CI-

Fig. 1. Block diagram of trESR spctr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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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의 감소곡선(decay curve)은 ESR 분광기에서 

A — B E — F 경로를 따라 자기장 변조(field mo- 

dulation)를 하지 않고 측정한다• cwESR 측정은 

ESR 분광기의 A —C를 통하여 recorder로 기록한 

다.

시료는 PrOH TEA 10 ： 1 혼합용매에 AQ 포화 

용액을 만들어 수분과 공기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 

초고순도 질소기체 분위기에서 유통법(flow method) 

归을 이용하였다. 시료의 유속을 1-35mL min-1, 레 

이저광 발진 간격을 4 sec로 하여 항상 새로운 시료가 

광 조사될 수 있도록 하였다. Sampling time은 50 

nsec, 적산회수는 20회로 하였다.

Bz-TEA 10:1 혼합용매를 사용할 때도 같은 방 

법으로 시료를 만들었다. 측정조건은 sampling 

time을 100 nsec, 적산회수는 10회, 시료의 유속은 

0.77mL min-1, 레이저 발진간격은 4sec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2-Propanol-triethylamine 흔합용매에서 CIDEP. 

이미 보고한 바 있는 시간분해 ESR어서 PrOH-TEA 

(10:1) 흔합용매에 AQ를 포화시킨 용액에 레이저 

광을 조사해서 생성하는 AQ： 에 대한 CIDEP 감소 

곡선은 정점이 Lljisec 부근에서 나타났다.* 측정 

시간을 50 nsec로 하여 시료의 유속을 빠르게 하면 

CIDEP 감소곡선의 정점이 광조사 직후 0.25 nsec와 

1.10 “sec 부근에서 두 개의 봉우리가 각각 나타났다• 

0.25iisec에서 나타나는 봉우리는 유속을 느리게 하 

면 신호강도가 약해지고 유속을 빠르게 하면 신호 

강도가 크게 되는 것을 알았다. 두 신호가 최대로 

나타나는 최적조건인 측정시간 50 nsec,'유속 1.35 

mL min--1, 광조사 간격 4 sec로 하여 CIDEP-f- 측 

정하였다. 측정 자기장 소인(field sweep)의 범위를 

AQ「의 hfs(hyperfine structure)의 중심 자기장어서 

높은 자기장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CIDEP의 시간변 

화를 尸沮1의 장치에서 AtBtEtF의 경로를 

따라 측정하여 3차원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Fig. 2와 

같다.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0.25 卩sec와 1.10 psec 

에서 두 개의 봉우리을 갖는 스펙트럼이 얻어졌다. 

레이저광 조사 후 1.10nsec에서 앞부분으로 잘 나

0.1 mT

Fig. 2. Three dimensional curve of 버e high-fi이d re

gion for CIDEP of the neutral anthrasemiquinone ra

dical and the anthrasemiquinone radical anion in the 

mixture of 2-propanol and triethylamine (10 : 1) at 

the microwave power of 0.36 mW.

타난 스펙트럼은 이미 발표한 바・ 있는 AQ：의 CI

DEP 스펙트럼의 3차원 그래프와 잘 일치하였다." 

L10 卩sec 에 나타난 스펙트럼의 hfs 는 AQ； 의 

cwESR과 일치하였고 초미세 분리 상수(hfsc; hype

rfine splitting constant)도 일치하였다F 광조사 직 

후에 0.25 卩sec 부근에서 봉우리를 나타낸 새로운 

스펙트럼의 신호 강도는 시료의 유속에 따라 크게 

변하였다. 시료의 유속을 빠르게 하면 두 개의 봉 

우리가 강하게 나타나며 유속이 느려지면 유속이 

빠른 부분에 나타난 새로운 신호가 사라지고 종전과 

같이 AQ「의 신호만 나타났다. 用속을 더욱 느리게 

하면 전체의 신호 강도가 약하여졌다. 이같은 현상은 

두 종류의 라디칼에 의한 신호가 함께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광조사 직후에 0.25 卩sec 부근에서 봉 

우리를 나타낸 새로운 신호에 대한 hfs를 보면 가 

운데 부분이 갈라져 있고 스펙트럼의 자기장 영역이 

넓은 것을 보아 AQH,의 신호임을 알았다.

AQ「의 hfs의 중심 자기장에서 높은 자기장 방 

향으로 세번째 선까지 자기장 소인을 조밀하게 움 

직이면서 측정하여 F海3에 나타내었다, CIDEP 스 

펙트럼에서 hfs의 마루 부분을 on resonance라 하고^ 

골 부분을 off resonance라 한다.”~西 面.3에서 

AQH •의 hfs는 분리도가 나쁘기 때문에 on resona- 

nce와 off resonance/} 구별되지 않았다• AQ5■에 

대 한 hfs의 off resonance0!! 나타난 신호는 AQH・*의 

CIDEP이며, off resonance0!) 나타난 신호는 AQ~* 

과 AQH・*의 CIDEP가 충첩되어 있다. AQ；의 off 

resonance 부분에서 AQH •의 신호는 보이지 않고

1995, VoL 39, Na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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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nlral Line 
x I of hfs

=
트
흐

Fig. 3. Three dimensional durve of three lines from 

the central line in the high-field region of hfs.

Torrey 진동만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다. Torrey 

진동의 세기는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내며 b가 크면 

클수록 크게 나타난다.14制

b = W - 1/4{ 7T 2 一 £ T } 2 + A（02] 1/2

일반적으로 Torrey 진동이 일어나는 것은 on re- 

sonance（Aco=0）에서 마이크로파 출력（（少）에 의하여 

일어나거나, off resonance（&M0）에서，Aa）에 의하 

여 일어난다. 그러나 마이크로파 출력이 0.36mW일 

때 AQ"1■의 CIDEP 감소곡선에는 Torrey 진동이 

나타나지 않았다그리고, AQH •의 hfs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스펙트럼 전체가 off resona- 

nce와 같게 된다. 따라서 AQH •에 의한 Torrey 진 

동은 마이크로파 출력이 약하여도 厶3에 의하여 일 

어날 수 있다.

Fig. 2의 CIDEP 스펙트럼에는 AQ?과 AQH• 의 

신호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기 위하여 

AQ； 의 hfs에서 가장 중심선의 이] resonance부터 

off resonance까지 4개의 감소곡선을 F£g.3과 같이 

나타내었다. 4번째 off resonance의 신호는 AQH- 

만의 신호이고 on resonance의 신호는 AQ； 과 

AQH • 의 신호가 겹쳐있다. 그러므로 on resonance의 

신호에 서 off resonance의 신호를 빼면 순수한 AQ~ 

의 신호가 된다. 그 결과를 Fig. 4에 파선으로 나타 

내고 이 감소곡선을 대수값을 취하였을 때 D와 같이 

직선을 나타내기 때문에 CIDEP의 감소곡선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얻은 스핀-격자 완화시간（spin-lat-

■-U
n  

A
」
D
」-

q
」D

、A-su0
4-드
 

o

0 2 4 t/p.s

Fig. 4. The decay curve of CIDEP signal at the cent

ral line of hfs for the anthrasemiquinone radical anion. 

Curve A, on resonance; curve B, off resonance; broc- 

ken line C, difference between A and B; straight line 

D, logarithmic plot of blocken line C.

tice relaxation time）은 3.0X 10一& sec이며, 이미 보 

고한 니卜 있는 AQ甘*의 스핀-격자 완화시간이 3.8X 

lO^sec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측정조건에 의한 

것이다. AQH・*의 스핀-격자 완화시간은 Torrey 진 

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측정할 수 없었다.

AQ：는 반감기가 2.7 卩sec이고 진공 상태에서는 

상당히 안정하였으며 cwESR 측정이 가능하였다. 

AQH•의 반감기는 0.8 卩sec이고 수명이 아주 짧아서 

cwESR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ESR 스펙트럼은 CI

DEP 스펙트럼에서 광조사 후 0.25 卩sec와 1.10 

卩sec의 단면으로서 Fig. 5의 실선과 같으며 점선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스펙트럼이다. 1.10 卩 sec 에서 

ESR 스펙트럼은 AQ「의 cwESR과 잘 일치하였 

다14,16 광조사 후 0.25 nsec에서 얻은 ESR 흡수 스 

폑트럼은 AQH•의 cwESR 스펙트럼임을 알 수 있다. 

이 두 라디칼의 ESR 스펙트럼과 컴퓨터 시뮬레이션 

스펙트럼의 시그날 강도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CIDEP 스펙트럼의 시간 의존성 때문이다. 여기서 

얻은 hfsc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Benzene과 triethylamine 혼합용매에서 CIDEP. 

AQH•가 PrOH와 TEA 혼합용매에서는 수명이 대 

단히 짧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어려웠다. PrOH와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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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Hfs's of the neutral anthrasemiquinone radical 

taken at 0.25 microsecond and the anthrasemiquinone 

radical anion taken at 1.25 microsecond after laser 

flash in the mixture of 2-propanol and triethylamine 

(10 :1).

A  늠

」-

q
」D

、크
을
으
드
 

O

° 2 속 6 8 10 t/g

Fig. 6. The decay curve of CIDEP of the neutral an- 

thrasemiquinone radical in the mixture of benzene 

and triethylamine (10 :1). Curve A, decay curve of 

CIDEP; straight line B, logarithmic plot of curve A.

Table 1. Hyperfine splitting constants

Solvent Radicals hfsc/mT

PlOH : TEA AQ： Ahi(1, 4, 5, 8): 0.049

(10 :1) ，顿(2, 3, 6, 7): 0.098

AQH- Ahi(1, 3, 6, 8): 0.136

A(2, 4, 5, 7): 0.049

UOH)；：0.090

Bz：TEA AQH- 」4hi(L 3, 6, 8): 0.189

(10 : 1) Ah2(2, 4, 5, 7): 0.054

Ah3(0H) :0.108

Fig. 7. Three dimensional curve for CIDEp of the 

neutral anthrasemiquinone radical in the mixture of 

benzene and triethylamine (10 : 1) at the microwave 

power of 0.17 mW.

TEA는 모두 극성용매이기 때문에 비극성용매인 be- 

nzene 을 용매로 사용하였다. AQ 를 benzene 과 

TEA의 10：1 혼합 용매에서 CIDEP를 측정하였다. 

이 CIDEP의 감소곡선은 PrOH TEA 혼합용매에서 

생성한 AQH•의 CIDEP와 비교하면 감소 속도가 

느리고 감소가 끝난 다음 흡수 현상이 나타났으며, 

Torrey 진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감소곡선은 광 

조사 후 예리하고 급격하게 증가하여 지수함수로 

감소하였으며 대수값은 F讶.6과 같이 직선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순수한 CIDEP의 감소 곡선임을 알았다. 

그러나 benzene만의 용매에서는 CIDEP가 전혀 측 

정되지 않았다.

CIDEP의 감소곡선을 3차원 스펙트럼으로 나타낸 

것 이 Fig. 7과 같으며 hfs가 분명 하게 분리 되 지 않 

았으나 광조사 후 0.25 卩sec에서 스펙트럼 의 단면은 

Fig, 8과 같다. hfs의 분리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중 

앙의 3개의 선과 양쪽의 신호를 이용하여 hfsc를 

측정하였다. hfs 전영역의 자기장 범위는 1.2mT로서 

PrOH TEA 혼합용매에서 측정한 AQH•의 ESR 스 

펙트럼의 자기장 영역보다 조금 넓으며 hfsc도 조금 

큰 값을 가진다. ESR 흡수스펙트럼에서 측정한 3 

종류의 hfsc를 이용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 한 것이 

£谊.8의 점선과 같다. 스펙트럼의 강도가 일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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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Hfs of the neutral anthrasemiquinone radical 

taken at 0.25 micro second after laser flash in the 

mixture of benzene and triethyl amine (10 :1) at the 

microwave power of 0.17 mW.

않는 것은 CIDEP의 시간 의존성 때문이다 Benzene 

용매에서 hfsc가 조금 큰 것은 benzene과 AQ 분자의 

n 궤도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Bz-TEA 흔합용매에 AQ를 녹이면 용액의 색깔이 

묽은 황색이 되나 레이저광을 쪼이면 진한 황색으로 

변하고, 이 용액을 공기 중에 방치하여 두어도 색깔이 

변하지 않았다. 이같은 현상은 AQH•가 중간 생성 

물로 짧은 시간에 존재한 다음 안전한 AQH2인 anth- 

rahydroquinone이나 oxanthrone으로 변하기 때문 

으로 생각된다.'2 그리고 Bz-TEA 혼합용매에서 

cwESR이 측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AQH •만이 순간 

적으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결 론

라디칼의 수명과 결합정수 hfs는 용매에 따라 다 

르다. PrOH-TEA 혼합용매에서 AQH •와 의 두 

종류의 라디칼을 측정하였다. AQH•의 반감기가 0.8 

nsec로서 수명이 아주 짧고 AQK는 수명이 길고 

안전해서 cwESR의 측정이 가능하였다. Bz-TEA 

혼합용매에서는 AQH•의 수명이 조금 길어지고 반 

감기가 3.02 psec 정도이나 cwESR은 측정되지 않 

았다. PrOH-TEA 혼합용매에서 생성하는 반응중간 

체인 스핀분극된 AQH・*와 AQ：*의 존재는 확인되 

었으나, 스핀격자 완화시간（TD은 AQ：*만 3.85 X 

10-6 sec로 측정되었다. AQH・*는 Torrey 진동 때 

문에 측정되지 않았다. 스핀격자 완화시간의 역수는 

분극의 소멸(depolarization) 속도이다.

Bz-TEA 혼합용매에서는 스핀분극된 AQH・*만이 

측정되었다. 이것의 스핀격자 완화시간은 8.85X10M 

sec이다. 이는 PrOH-TEA 혼합용매에서 생성된 

ACF*보다 생성속도는 빠르나 스핀분극이 소멸되는 

속도는 느림을 알 수 있다. 그러나, cwESR은 측정할 

수 없었다.

CIDEP의 흡수스펙트럼으로부터 초미세 분리상수 

를 측정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 ACF 의 hfsc는 

cwESR에서 얻은 것과 잘 일치한다.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의 협력연구과제 지원비에 

의하여 연구된 일부임을 밝히고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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