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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pyrrole과 benzaldehyde 및 그 유도체로부터 meso-tetraphenylporphyriNTPP) 과 그 유도체 다섯 

가지를 합성한 후 이를 Co(II), Cu(II), Zn(II)의 염화물과 반응시켜 각각의 metalloporphyrin 착화합물을 

만들고, 이 중 meso-tetra(p-aminophenyl)porphyrin(TNPP)다공성 polystyrene 수지와 반응시킨 후 여 

기에 Cu(II)의 염화물을 작용시켜 고분자결합 metalloporphyrin 착화합물 ; Cu(Res-NH・TPP-NH2)을 만들蟾 

었다. 합성한 porphyrin 화합물들은 가시광선, 적외선 및 전자스핀공명 스펙트럼으로 확인하였고 금속함량은 

원자흡광 분광광도법으로 측정하였다. 합성한 porphyrin 화합물을 benzoquinone 광환원반응에 촉매로 이용한 

결과, 일반적으로 유리 porphyrin보다 metalloporphyrin0], metalloporphyrin 중에는 Cu-TNPP의 촉매효과가 

높았으며, 이에 고분자를 결합시키는 경우 효과가 더욱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Six free base porphyrins were synthesized by reacting pyrrole with benzaldehyde or 
its derivatives and then reacted with metal chlorides to prepare corresponding metal complexes. In 
addition, polymer-bonded porphyrins were synthesized by treating chloromethylated styrene-divinyl ben
zene (1%) copolymer beads with me옹o.t아ra (p-aminophenyl)porphyrin (TNPP) solution and then treated 
with cupric chloride to obtain Cu(Res-NH-TPP-NH2). The porphyrin compounds were characterized by 
visible, infrared and electron spin resonance spectral analyses. The metal contents of metalloporphyrins 
were determined by atomic adsorption spectrophotometry. The synthesized porphyrin compound옹 were 
subsequently examined for their catalytic 아rength and found the activity to increase in the Allowing 
order: free base porphyrins; metalloporphyrins; polymer-bonded metalloporphyrin. Among metalloporphy
rins, Cu-TNPP showed the greatest catalytic power.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 론

meso-tetraphenylpophyrin(TPP) porphyrin 화 

합물 중 합성이 비교적 간단하며 phenyl 치환체에 

따라 중심금속의 전자밀도가 달라지므로 실제로 연 

구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以 또한 유리 porphyrin은 

두 개의 pyrrole 양성자가 제거되어 一2가 음이온을 

생성하고 이것이 +2가 금속이온과 쉽게 반응하여 

metalloporphyrin 착화합물을 만드는데”. 금속이온 

은 lanthanoids와 actinoids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 

입이 가능하다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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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porphyrin 화합물들은 생물학적 환원계의 

산소운반체 인 헤모글로빈과 광화학적 산화환원반응 

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클로로필의 기능을 

바탕으로하여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한데, C시L 
man들% Almog들&은 인공적 산소전달체를 합성하 

였고, Hasegawa들7은 고분자결합 metalloporphyrin 
을 합성하여 산소분자와의 반응을 고찰하였으며, 

RollmaS은 다공성 고분자를 결합시킨 metallopor- 
phyrin을 thi이류의 산화반응에 촉매로 이용하였고, 

Yamakita들9은 고분자결합 cobalt protoporphyrin을 

hydroquinone 산화반응에 촉매로 이용하였다. 또한, 

Harbour들은 bacteriochlorophyll과 quinone 간의 

광유도성 전자이동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Kamo- 
gawa-S-11'12 Kojima들13은 고분자로 지지된 porphy- 
rin의 광환원반응에 대한 촉매효과를 보고하였고, 

Maruyama들"은 porphyrin과 quinone간의 광유도 

성 교차결합 반응의 새로운 형태를 개발하여 그 me
chanism^ 연구한 결과, phenol성 porphyrin에서 

양성자가 이동하여 porphyrin 양이온 라디칼과 qui
none 음이온 라디칼을 형성하고 이들 라디칼 이온 

쌍은 안정한 중성 라디칼쌍이 되어 결국 내부에서 

교차 결합반응이 진행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yrrole과 benzaldehyde 및 그 

유도체들로부터 서로 다른 phenyl 치환기를 갖는 

여섯 가지 porphyrin 고리를 합성하고 여기에 Co 
(II), Zn(II), Cu(II) 염화물을 반응시켜서 생성된 

metalloporphyrins과 고분자를 결합시킨 metallopo- 
rphyrin의 benzoquinone 광환원반웅에 대한 촉매 

효과를 비교 검토해 보았다.

실 험

시약 및 기기. pyrrole과 benzaldehyde는 Fluka 
의 일급시약을 분별증류하여 사용하였고, 그 외의 

benzaldehyde 유도체는 Fluka 일급시약을, Co(II), 
Zn(II), Cu(II) 염화물은 Wako 특급시약을, 다공성 

고분자는 Fluka의 merrifield polymer(200~400 
mesh, 1% DVB, 1.6 mmol Cl/g) 를 사용하였으며, 

그 밖의 시약과 용매는 Fluka 및 Junsei의 일급시 

약을 사용하였다.

UV-visible spectrophotometer^ Hitachi 200-20, 

IR-spectrophotometer^ Shimadzu IR-435, ESR 
spectrometer는 Varian E-line,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는 Instrumentation Lab aa/ae 
Mod이 251 이었으며, 광환원반응에 사용된 Xe- 
lamp는 Elevam MFT 118이었다.

Porphyrin 고리의 합성. Adler들尚의 방법에 따 

라서 정제된 pyrrole과 benzaldehyde 각 0.1 mol씩 

을 200 W의 propionic acid 중에서 환류시켜 meso- 
tetraphenylporphyrin(TPP)의 결정을 얻고, 유사한 

방법으로 pyrrole과 4-carboxybenzaldehyde, 4-hyd- 
roxy-benzaldehyde, 4-acetamidobenzaldehyde 및 2, 
3,4,5,6-pentafluorobenzaldehyde로부터 각각 meso
tetra (p-carboxyphenyl) porphyrin (TCPP) ,meso- 
tetra(p-hydroxy-phenyl)porphyrin(THPP), meso- 
tetra(p-acetamidophenyl)porphyrin(TAPP) 및 

meso-tetrapentafluorophenyl) porphyrin(TFPP) 을 

합성 하였고, meso-tetra(p-aminophenyl) poqjhyrin 
(TNPP)을 TAPP를 가수분해하여 합성하였으며, 이 

화합물들은 가시광선 및 적외선 스펙트럼으로 확인 

하였다.

Met이1이)orphyin의 합성 및 금속함량의 측정. 

합성한 각 porphyrin 고리를 Co(II), Zn(II), Cu(II) 
염화물과 반응시켜 각각의 metalloporphyrin 착화 

합물들 M-TPP, M-TCPP, M-THPP, M-TAPP, M- 
TNPP 및 M-TFPP로 나타냄)을 만들었는데1&17, 그 

일례로 Co-TPP(meso-tetraphenylporphyrinatoco- 
balt(II))의 경우는 TPP 1 g과 CoC12,6H2。0.4g을 

DMF 100 mZ 중에서 약 5분간 환류시킨 후 장파장의 

자외선 혹은 가시광선 스펙트럼 상에서 유리 porph- 
yrin의 적색형광 소실여부를 확인하고, 반웅이 완전 

하지 않으면 CoC12-6H20 0.1g 정도를 더 가하여 

반응시킨 후 반응완결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합 

성하였다. 유사한 방법으로 그 외의 metalloporphy- 
rins를 합성하였으며, 이 때 반응시간은 화합물에 

따라 30분에서 3시간까지 연장하였다. 생성된 화합 

물의 금속함량은 각각의 metalloporphyrins 일정량 

을 테프론 병에 넣고 발연질산, 과염소산을 가해 125 
t 고압솥에서 3시간 동안 분해시킨 후 순수로 희 

석하여 원자흡광 분광광도법으로 측정하였다.

고분자결합 metalloporphyrin2| 합성. TNPP 0.2 
g을 DMF 40 ml 중에 용해시킨 용액에 chlorom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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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lated resin 2 g을 가하고 100C에서 2시간 동안 

저어주면서 가열한 후 냉각, 여과하고 DMF와 N- 
HC1 로 여액이 무색 투명해질 때까지 세척한 다음 

0.1N NaOH로 중화한다. 생성된 고분자결합 porph
yrin 1g을 CuC12'2H2O 0.2 g과 함께 DMF 20 ml 
중에서 저으면서 100b로 가열한 후 냉각, 여과하 

고 N-HC1 로 세척한 다음 0.1 N NaOH로 중화하여 

고분자결합 metalloporphyrin ； Cu(Res-NH-TPP- 

NH，을 만들었다.

Benmquin 이此의 광환원반옹. benzoquinone 의 

광환원반응에서 촉매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합성한 

porphyrin 화합물을 사용하였다. 각 porphyrin 화 

합물을 90% DMF/H2O 60即에 녹여 3.0X10-6M 
porphyrin과 5.55X10-4M benzoquinone^] 혼합용 

액을 준비하고 이것을 다섯 개의 실린더형 튜브에 

나누어 넣은 후 5cm 거리에서 1분 동안 110회 단 

속하도록 조절된 200 W XeAamp로 일정시간 조사 

하였다, 광환원반응 과정은 540 nm에서의 홉광도 

변화로 관찰하였다.

결과 및 고찰

Porphyrin 화합물의 합성

합성한 porphyrin 화합물은 가시광선, 적외선 스 

펙트럼에 의해 확인하였으며 metalloporphyrin 
금속함량은 원자흡광 분광광도법에 의해 측정하였 

고, 고분자결합 metalloporphyrin은 전자스핀공명 

스펙트럼에 의해 검토되었다. porphyrin 화합물은 

공액화된 7T .전자계에 의해 각각 특징적인 색깔을 

나타내므로 확인이 용이하다18〜的. 본 실험에서 합 

성된 5X10-5M porphyrin 벤젠용액의 가시광선 

스펙트럼을 측정한 결과 이들 porphyrin이 쉽게 합 

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때 유리 porphy- 
rin의 경우는 대칭성이 결여되어 여섯 개의 흡수띠를 

나타내지만 이 porphyrin 고리에 금속이 도입되면 

축대칭이 이루어져 Q band의 네 개의 띠가 두 개의 

띠로 되거나 혹은 새로운 띠가 생기기도 하는데, 

합성한 화합물들의 가시광선 스펙트럼은 Dorough 
들8의 그것과 일치하였다. 합성한 유리 porphyrin의 

치환기에 의한 적외선 스펙트럼을 FZg.l과 2에 나 

타내었다. TPP의 경우 1000〜800cn3에서 pyrrole 

및 다양한 방향족의 홉수띠를, TCPP의 경우 1700 
cm—】에서 ・CO■의 흡수띠를, THPP의 경우 3300〜 
36gcmT에서 -0H의 넓은 흡수띠를 나타내는 것을 

F讶.1 에서 볼 수 있다. 또한 Fig.2를 보면 TAPP, 
TNPP 및 고분자결합 porphyrin의 경우 모두 3300 
cm-1 부근에서 amine에 의한 흡수띠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고분자와 amine linkage를 이룬 

고분자결합 porphyrin의 경우는 이 흡수띠가 다른 

흡수띠에 비하여 약하며, TAPP의 경우는 amide에 

의한 -CO-의 흡수띠가 1700cm-1 부근에서 나타난 

다. 이상의 결과는 간단한 porphyrin 유도체의 스 

펙트럼队과 기본적으로 같은 양상을 보여준다. meta
lloporphyrin 착화합물의 금속함량은 원자흡광 분광 

광도법으로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에 나 

타내었다. 이들 금속함량은 촉매효과와 일정한 상 

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특히 고분자결합 me- 
taHoporphyrin의 경우는 극히 작은 금속함량을 나 

타내었다. Fig. 3은 합성한 Cu(Res-NH-TPP-NH2)> 
고체상태로 25M 에서 측정한 전자스핀공명 스펙트

Fig. 1. Infrared spectra of free base porphyrins, 
(a) TPP, (b) TCPP, (c) THPP.

《
*

》8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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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Infrared spectra of free base porphyrins, 
(a) TAPP, (b) TNPP, (c) Res-NH-TPP-N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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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tal extents of metalloporphyrins

Met기 content in porphyrin (%)
TPP TCPP THPP TAPP TNPP TFPP Cu(Res-NH-TPP-NH2)

Co 8.00 6.87 8.70 8.07 8.01 2.96
Zn 9.85 7.53 8.96 7.28 7.10 3.89Cu 9.06 7.25 8.86 8.70 7.32 4.29 0.21

Fig, 3. ESR spectrum of Cu(Res-NH-TPP-NH2) at 25 
t.

럼을 나타낸 것이다. 이 스펙트럼에서는 질소와 구 

리의 초미세구조가 명확히 나타나는데, 이는 porph- 
yrin이 고분자의 내부에 잘 분산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또한 수평 및 수직 방향에 각각 구리 

공명 및 질소를 포함하는 구성성분들이 나타나 있 

으며, 이 때의 g값은 DPPH(a, "서iphenylf-picry- 
Ihydrazyl) signal과 비교하여 계산한 결과 幽 = 2.18, 
g丄 =2.05로 Rollmarn"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Benzoquinone 광환원반응에 대한 촉매효과 

금속이 도입되지 않은 porphyri点 촉매효과.

Fig. 4는 합성 한 유리 porphyrin의 촉매효과를 나타 

낸 것이다. 이 결과는 공액화된 TT-전자계에 대한 

치환기의 영향을 반영하는데, 친전자성 방향족 치 

환반응에 서 제 일 활성 이 강한 전자공여 기인 ・NH2가 

존재하는 TNPP가 가장 높은 효과를, 불활성 전자 

흡인기인 -COOH가 존재하는 TCPP가 가장 낮은 

효과를 나타냈다. THPP와 TAPP는 각각 활성 전 

자공여기인 -0H와 -NHCOCH3를 가지고 있어서 

TCPP보다는 효과가 높으나 phenyl에 치환기가 없 

는 TPP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henyl의 2, 
3,4,5,6 위치에『가 치환되어 있는 TFPP는 -F가 

친전자성 방향족 치환반응에서는 불활성 전자흡인

rphyrins. At and Aa are absorbances at 540 nm when 
irradiation time t and o respectively. Concentrations 
of porphyrins and quinone were 3.0X10-6M and 5.55 
X10T 心 in 54 血 of DMF and 6 m/ of H2O. O: TPP, 
•: TCPP, 그 THPP, ■: TAPP, ▲: TNPPt △: 
TFPP.

기에 해당되지만 이 반웅계에서는 비교적 높은 효 

과를 나타내고 phenyl의 para 위치에만 치환기가 

존재하는 다른 화합물과는 차이를 보였다.

Met이loporphyriii의 촉매효과. Fig. 5는 합성 한 

porphyrin 고리에 Co(II), Zn(II), Cu(II)을 각각 

도입시킨 metalloporphyrin-^1 촉매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 metalloporphyrins는 전반적으로 금속이 

도입되지 않은 porphyrin보다 높은 촉매효과를 보 

이는데, 이는 촉매효과에 금속이 미치는 영향이 중 

요하며, 유리 porphyrin이 metalloporphyrin보다 광 

화학적 산화반응의 생성물인 7T-라디칼 양이온의 생 

성이 어렵고 또한 이 양이온은 metalloporphyrin의 

그것보다 덜 안정하다는 사실22과도 일치홍｝는 결과

Joum시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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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pectral change by irradiation: metalloporphyrins. At and Ao are absorbances at 540 nm when irradiation 
time t and o respectively. Concentrations of porphyrins and quinone were 3.0X10~6M and 5.55X10-4M in 
54 mZ of DMF and 6mZ of H2O (a) Co-porphyrins, (b) Zn-porphyrins, (c) Cu-porphyrins. O: MTPP, •: MTCPP, 
□ : MTHPP, ■: MTAPP, ▲: MTNPP, △: MTFPP.

irradiation time, min.

Fig. 6. Spectral change by irradiation: metalloporph
yrins, polymer-bonded metalloporphyrin. At and Ao 
are absorbances at 540 nm when irradiation time t 
and o respectively. Concentrations of porphyrins and 
quinone were 3.0X 10~6Af and 5.55X 10~4Af in 54 m/ 
of DMF and 6 m/ of H2O. O: CuTNPP, •: Cu (Res- 
NH-TPP-NH2).

이다. 이들 metalloporphrin 착화합물의 안정성 순 

서는 주로 중심금속의 전기음성도에 의해 좌우되는 

데, +2가의 Co, Cu, Zn와 porphyrin0] 생성하는 

착화합물의 안정성은 Cu2+>Co2+>Zn2+ 순으로, 이 

는 metalloporphyrin의 전반적인 촉매효과의 순서가 

Cu-porphyrin > Co-porphyrin > Zn-porphyrin 이 라는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이 결과는 전자흡인기가 

치환되어 있는 M-TCPP와 M-TFPP의 경우 차이를 

나타내었다. 지금까지의 결과로 보아 porphyrin에 

전자공여기나 전자흡인기가 치환됨에 따라 공액계의 

전자밀도가 달라지므로 汁라디칼 양이온의 안정성에 

차이를 가져올 뿐 아니라, 금속의 도입으로 서로 

다른 분자궤도를 형성하여 촉매효과 간에 많은 차 

이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고분자결합 metalloporphyrinSJ 촉매효과. 같은 

반응조건 하에서도 반응물의 종류에 따라 촉매효과 

에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 

촉매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반응조건은 변화시키 

지 않고 반응물을 안정화시켜 촉매효과를 측정하였 

다. 즉 유리 porphyrin 중 가장 촉매효과가 큰 

TNPP에 다공성 고분자를 작용시켜 고분자결합 po- 
rphyrin을 만들고 여기에 가장 안정한 착화합물을 

생성하는 구리를 도입하여 Cu(Rea-NH-TPP-NH2) 
를 만들어 이 촉매효과를 metalloporphyrin 중 가장 

높은 효과를 나타낸 CuTNPP와 비교하여 그 결과를 

F讶. 6에 나타내 었다. 이 결과는 porphyrin 화합물에 

고분자를 결합시키는 경우 촉매효과가 향상됨을 보 

여주는 것으로 Harrimarr들23이 porphyrins와 qui- 
nones의 광환원반응에서 반응조건 안정화를 위해 

quinone 에 고분자를 결합시킨 것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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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pyrrole과 benzaldehyde 유도체로부터 meso-tet- 
raphenylporphyrin(TPP), 그리고 phenyl기에 각각 

-COOH, -OH, -NHCOCH3, -NH2 및 다섯개의 -F가 

도입된 TCPP, THPP, TAPP, TNPP 및 TFPP 등 

여섯 가지 porphyrin 고리를 합성하였다. 이들을 Co 
(ID, Zn(II), Cu(II)의 염화물과 반응시켜 각각의 

metalloporphyrin 착화합물들을 합성하고, 그 중 

TNPP를 chloromethylated resin과 반응시켜 고분 

자결합 porphyrin을 합성한 후 Cu(II) 의 염화물과 

반응시켜 고분자결합 metalloporphyrin; Cu(Res- 
NH-TPP-NH?)을 합성하였다. 합성한 이들의 por
phyrin 화합물의 촉매효과를 benzoquinone의 광환 

원반응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일반적으로 metallopor- 
phyrin이 금속이 도입되지 않은 porphyrin보다 높 

은 촉매효과를 나타내었으며, 그 중에서 Cu(H)가, 

도이된 porphyrin의 치환기에서는 전자공여기 중 - 

NH2가 도입된 CuTNPP의 촉매효과가 가장 높았다. 

한편, CuTNPP에 고분자를 결합시킨 Cu(Res-NH- 
TPP-NH2) 는 광환원반응에 대한 더욱 큰 촉매효과 

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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