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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기 용매 인 2-propanol, 2-pentanol 또는 benzene에 triethylamine을 혼합시켜 phenanthrenequi- 
none을 포화시킨 용액에 Excimer laser(XeCl)를 쪼인 광환원반응에서 생성된 음이온 라디칼의 초미세 분 

리상수를 전자스핀 공명분광법과 시간분해 전자스핀 공명분광법을 이용하여 얻었다. 그 결과 초미세분리상수 

Ahi과 在2는 2-propanol에서 1.662, 0.378, 2-pentan이에서 1.602, 0.361 G이었고, benzene에서는 Ahi은 1.518 
이었다. 이와같이 혼합용매의 극성이 감소함에 따라 초미세 분리상수는 감소하였고, 비극성인 벤젠 혼합용 

매하에서는 자기적 등가양성자에 의한 작은 초미세분리(在2)는 측정할 수 없었다. 특히 2-pentan이과 triethy- 
lamine과의 3 :1 혼합용매하에서 triethylamine radical(TEA*)°] 0.15^-0.30 jjs 시간범위의 시간분해 전자 

스핀공명 스펙트럼에서 phenanthrenequinone 음이온 라디칼과 함께 측정되었다. 이와같은 용매효과의 시 

간분해 전자스핀공명 스펙트럼의 측정 결과로부터 불안정한 짧은 수명의 반응중간체인 스핀편극된 phenanth
renequinone 음이온 라디칼(*PQ・-)의 존재를 알 수 있었고, 각 혼합용매에서 초미세분리상수를 얻었다.

ABSTRACT. The hyperfine splitting constants of phenanthrenequinone anion radical have been dete
rmined for the solution of triethylamine with 2-propanol, 2-pentanol or benzene by cwESR and time- 
resolved ESR methods. The radical anion was produced by photolysis using a pulsed excimer laser. 
The resulting hyperfine splitting con가ant and 4H2 are 1.662, 0.378 in 2-propanol, 1.602, 0.361 in 
2-pentanol and 1.518 in benzene respectively. The hyperfine coupling constants decrease with the decrea
sing of polarity of the mixed solvent. The tendency of the variation depends on the polarity of the 
solvents, thus, making it in impossible to observe the magnetic equivalent proton in a mixed solvent 
of nonpolar benzene. Particularly, time-resolved ESR spectrum of triethylamine radical (TEA*) has been 
observed in 0.15^0.30 ps from the solvent of 3 ： 1 with 2-pentanol and triethylamine. Thus from the 
results of solvent effect, we can suggest that the identification of the unstable short-lived spin polarized 
phenanthrenequinone anion radical(*PQ- proceed through photo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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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화학반응 중간체가 반응개시 직후 열적 평형상태 

에 도달하기 전에 스핀편극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CIDEP(chemically induced dynamics electron po- 
larization)라하는데, 특히 광화학 반응에서 광조사 

직후에 생성하는 스핀편극된 라디칼의 CIDEP 현 

상을 시간분해 전자스핀공명 (time-resolved electron 
spin resonance; TRESR) 분광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시간분해 ESR의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는 반 

응과정에서 생성되는 상자성 중간체의 확인과 그들 

의 동력학적 정보를 스핀편극 현상의 측정으로부터 

얻는 것으로 처음 Fessenden과 Schuler에 의해 수 

행되 었다J

Phenanthrenequinone(PQ)은 A.R. Meier가 PPP 
(Parier-Parr-Pople) 분자궤도법으로 n-n* 전자전이 

에너지를 계산한 결과, 321 nm(£=4XIO-5cm3/mol) 
에서의 전이는 두 케톤기와 평행인 Czv 축으로의 Z- 
편극성분에 의한 것이며% 아주 낮은온도(15K)에서 

삼중항상태의 전자구조를 연구한 결과 에틸알코올과 

같은 극성용매에서는 작은 영자기장분리상수(zero
field splitting constant; Z)=0.1002cm-')를 나타내 

므로 3n-n* 특성을 가진다고 하였다3. 뿐만 아니라 

Czv 대칭축을 가진 PQ는 Bi 대칭을 갖는 들뜬 단 

일항(1听*) 준위로부터 C2v 축과 평행인 Z 부준위 

로의 계간교차(intersystem crossing : ISC)가 일어나 

Tz 부준위의 점유수가 크다는 것이 CNDO/S-CI 계 

산으로부터도 알려져 있다1 또한 실험적으로도 퀴 

논류는 들뜬 삼중항 상태에서 아민이나 알코올 등과 

반응하여 들뜬 삼중항의 중간체 라디칼을 생성한다 

고 잘 알려져 있다5.
K. Maruyama는 환원제로 diethylamine/water를 

사용하였을 경우는 PQ 음이온 라디칼의 g값이 

2.0049이고 분리상수(Ah)값의 크기가 서로 다른 3 
종류의 분리를 볼 수 있었다6. 그 이후 그는 액체 

암모니아 용매하에서 칼륨금속에 의하여 환원된 음 

이온 자유라디칼의 ESR 스펙트럼을 측정한 결과 

역시 3종류의 분리상수를 얻었다L
J. K. Kochi 등은 trimethyltin/benzene 계에서는 

PQ 라디칼의 g값은 2.0042이고 초미세분리상수(hy- 
perfine splitting constant; hfsc)는 AHi(1, 3,6,8) = 

1.87G, 4h2(2,4,5,7) = 0.41G 이었음으로 PQ 음이 

온라디칼 중에 2종류의 4개씩의 등가양성자가 있음 

을 밝혔다87。

또한 PQ는 전자를 받아 음이온라디칼의 두 케톤 

기 사이에 비편재화된 올전자가 용액에서 산소 핵 

과의 Fermi contact interaction(isotropic hyperfine 
interaction)을 일으킴으로서 PQ의 탄소원자 위의 

7T-전자밀도에 영향을 주어 hfsc값이 달라진다고 하 

였다".

우리들은 Anthrenequinone(AQ) triethylamine 
과 2-propanol 혼합용매계에서 광환원 반응에 의하 

여 생성된 반응중간체의 스핀편극된 음이온라디칼 

(*AQ・-)과 케틸라디칼(*AQH・)를 확인하였고, 또한 

이들의 스핀 격자 완화시 간(spin-lattice relaxation 
time; 7\)과 일차 소멸 속도상수(加)를 측정한 바 

있다吃

스핀편극된 들뜬 단일항 상태의 1PQ*는 계간교 

차를 거처 스핀 점유수(population)가 가장 큰 들뜬 

삼중항 상태의 Tz 부준위에서 스핀편극이 유발된 

'PQ*가 전자주게에 의하여 환원되어 스핀편극된 

PQ의 음이온라디칼《PQ.-*)이 생성될 것으로 기대 

된다. 뿐만 아니라 전자주게의 종류나 용매의 극성 

점성도 및 용매와 전자주게와의 혼합비에 따라 반 

응중간체 라디칼로부터 수명이 서로 다른 종의 라 

디칼이 생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 

에서는 PQ의 전자주게인 triethylamine(TEA)이 존 

재하는 광환원 반응과정에서 2-propanol(2-PrOH), 
2-pentanol(2-PnOH) 및 benzene(Benz.)과 같은 3가 

지 용매의 극성에 따른 PQ의 hfsc값의 변화와 중간 

생성물인 자유라디칼의 종류를 추적하고자 했다.

실 험

본 실험에 사용한 ESR 장치는 시간분해 ESR을 

측정할 수 있는 고분해능의 개량된 장치로서 Fig. 1 
과 같다. 또한 사용한 시 약은 Wako사 특급시 약 trie
thylamine, 2-propanol, 2-pentanol 및 benzene 등에 

탈수제를 넣어 진공장치(vacuum line; 10torr)에서 

탈기 탈수시켜 보관하고, PQ는 benzene으로 재결 

정하여 사용했다.

ESR의 측정. 용질 PQ를 Fig. 2(a)와 같이 제 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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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lock diagram of ESR and TRESR spectro
photometer for Laser-flash photochemical reaction. (A) 旧)

ESR 측정용 진공봉입 시료용기 (d) 위치에 넣은 후 

(b) 위치를 봉입한다. 이때 사용한 용질의 양은 포 

화용액(〜10-3mol〃)이 되도록 충분히 넣었다. 시료 

용기를 진공장치에 연결하여 미리 준비해 둔 용매를 

진공증류법에 의하여 2-PrOH(3mZ)와 TEA(0.5 ml) 
를 6：1의 혼합비로 정확하게 측정하여 (e)에 넣은 

후 충분히 탈기시킨 다음 (c) 위치를 봉입하여 준 

비한다.

측정하기 직전에 PQ를 혼합용매에 용해시켜 측정 

시료액을 만든다. 시료관을 ESR의 공진기(cavity)에 

진동이 없도록 삽입 고정한 후 펄스레이저를 쪼이 

면서 20dB의 마이크로파 출력 (microwave power) 
하에서 초미세 구조선이 나타나는 전 영역(약 11 
Gauss)에 걸쳐 cwESR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이때 사용한 광원은 Lambda Physik Lasertech- 
nik 사 제품의 LPX-10 인 308 nm 의 Excimer laser 
(XeCl; 110 mj/pulse)로 7.5 Hz의 반복 펄스(repea
ting pulse) 광이었다.

TRESRSI 축정. CIDEP 발광스펙트럼은 Fig.l 
과 같은 TRESR 분광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TRESR 분광기는 수명이 짧은 자유라디칼을 순간 

적으로 측정하므로 신호세기가 약하기 때문에 S/N 
(signal/noise)비를 높이기 위하여 자기장변조(field 
modulation)를 하지 않고, Homodyne형 검출기에서 

직접 증폭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개량하였다• 이 

검출기는 시간분해능과 응답시간을 스핀격자 완화 

Fig. 2. (a); Apparatus for the sample preparation by 
vacuum sealing method, (b); Flow system for the flo
wing of sample solution used at TRESR method.

시간(7")보다 짧은 시간에 측정할 수 있도록 개량한 

것이 특징이다. 이때 신호세기가 아주 약하므로 

Wide-band preamplifier(NF Electronic Instrument 
Model BX-31)로 증폭하고, 복스카적분기 (boxcar in- 
tegrator)로 신호세기를 256회 반복 적산처리하여 

평 균화된 신호응답을 디 지 탈메 모리 에 기 록한다.

측정시간(sampling time)은 레이저를 쪼이는 동안 

가장 많이 라디칼이 생성하는 시간영역으로 조절했 

다. 또한 레이저를 쪼이면서 TRESR 스펙트럼을 

측정할 때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많은 시료가 필 

요하기 때문에 시료유통장치 Rg. 2(b)를 사용하여 

질소기류 하에서 시료를 흘리면서 측정했다.

시료의 유속과 반복펄스 속도를 조절하여 TRESR 

신호의 S/N 비가 가장 좋은 조건을 찾아 UG 및 

60G의 자기장 범위에 걸쳐 0.625G/min의 이동속 

도로 TRESR 스펙트럼을 측정했다.

이때 사용한 혼합용매는 2-propanol 혹은 ben- 
zene의 triethylamine과의 혼합용매는 혼합비를 6 : 
1로 하고 2-PnOH과 TEA과의 혼합용매는 12 ： 1, 6 ： 
1, 3 ： 1의 3가지 혼합비로 혼합하여, 광조사 후 0.4~ 
0.8 |is 및 0.15~0.30 [is의 시간범위에서 TRESR 스 

펙트럼을 측정했다.

2-PrOH와 TEA의 혼합용매 (v/v; 6 ： 1)로 PQ의 

포화용액 (10-3 mol)을 만들어 FZg.2(a)의 ESR 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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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The ESR spectrum, (b) The TRESR spect
rum of spin polarized phenanthrenequinone radical 
anion (*PQ_) at 0.4~0.8 卩s after laser-flaser in the 
mixture (v/v%; 6 ： 1) of solvent with 2-propanol and 
triethylamine.

봉입 시료용기에 넣고 ESR 공진기에 장치시킨 다음 

펄스 레이저를 충분히 조사시켜 cwESR을 측정했다. 

이때 사용한 마이크로파의 출력은 20dB이며, 측정 

자기장 범위는 DPPH(l,l-diphenyl-2-picrylhydra- 
zyl)의 중심 자기장을 기준으로 하여 약 ±5G의 

영역이었다. 그 결과, F讶.3(a)와 같은 초미세구조 

(hyperfine structure; hfs)를 가진 cwESR 스펙트 

럼을 얻었다.

측정된 초미세 분리상수는 Ahi =L661, AH2=0.387 
G 이었으며, 이와같이 중심 자기장으로부터 완전 

대칭이고 두 종류만의 초미세분리를 나타낸 ESR 
스펙트럼이 측정된 것으로 보아, 생성된 라디칼은 

*PQl 임을 알 수 있다".

또한 F讶.2(b)의 시료 유통기구를 사용해 시료를 

일정속도로 흘리면서 레이저를 조사시켜 광조사 직 

후에 생성되는 스핀편극된 자유라디칼의 신호를 복 

스카 적분기에서 얻은 CIDEP 스펙트럼이 Fig. 3(b) 
이다. CIDEP 스펙트럼은 cwESR 스펙트럼처럼 완 

전히 분리되지 않고 5개 선으로 나타났으며, 작은 

값의 hfsc에 의한 분리는 측정되지 않았다. 이 스 

펙트럼은 전체가 방출스펙트럼이고 그 세기비가 1: 
4：6：4：1인 것으로 보아 삼중항 상태에서 스핀편 

극된 라디칼(*PQ・「)이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Mm. 
위의 2-PrOH-TEA 혼합용매계에서 Fzg.3(a)에서 측 

정된 ESR 스펙트럼이 PQ의 음이온 라디칼의 스펙 

트럼으로 생각했을 때, PQ는 구조적 등가인 양성 

자가 2개씩 4종류의 8개 양성자를 가지고 있으나, 

이들 양성자들은 4개씩 2종류의 양성자가 자기적 

등가를 가지므로, 사실상 hfsc는 2종류인 것과 같다. 

따라서 한 종류의 4개의 수소 원자에 의해 세기가 

1 ： 4 ： 6 ： 4 ： 1로 분리되고, 다시 다른 종류의 4개의 

수소 원자에 의해 같은 비율로 분리되어 1：4：6：4： 
1, 4 ： 16 ： 24 ： 16 ： 4, 6 ： 24 ： 36 ： 24 ： 6, 4 ： 16 ： 24 ： 

16 ： 4, 1 ： 4 ： 6 ： 4 ： 1과 같은 25개 선의 스펙트럼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心.

CIDEP에서는 전체의 세기 비가 16 ： 64 ： 96 ： 64 ： 

16으로 나타나며, 이는 이론치와 잘 일치하고 있다.

cwESR의 hfsc와 CIDEP 스펙트럼에서 얻은 hfsc 
는 서로 잘 일치하며, 또한 이들 스펙트럼으로부터 

얻은 hfsc를 이용하여 2종의 4개 등가인 hfsc를 컴 

퓨터 시뮬레 이 션한 4와도 잘 일 치 한다. 또한 Fig. 
3, 5, 6은 2-PrOH-TEA, Benz.-TEA 및 2-PnOH- 
TEA의 6 ：1의 혼합용매에서 광조사 직후에 생성하 

는 *PQ• 을 복스카적분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CI
DEP 스펙트럼 이다. 스펙트럼의 선폭을 비교하면 2- 
PrOH, 2-PnOH, Benz. 용매의 순서대로 선폭이 좁게 

나타났으며, hfsc도 조금씩 감소하였다. 이는 각 용 

매의 극성이 감소함에 따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benzophenone의 광환원 반응에서 

나타난 사실과 유사하다"”.

반면에 2-PrOH보다 훨씬 무극성 용매인 벤젠을 

사용한 Benz.-TEA 혼합용매에서는 진공봉입 시료 

용기를 사용하면 아주 짧은시간 동안 레이저를 쪼 

이드라도 생성된 음이온 라디칼이 즉시 소멸되어 

변색된 생성물로 되기 때문에 봉입 시료용기를 사 

용하지 않고 시료 유통장치를 사용하여 측정한 cw
ESR 스펙트럼은 F讶.5(a)와 같은 *PQ•「의 ESR 
초미세구조가 측정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측정된 

초미세 분리상수 Am은 1.518 G로 감소하였고, 작은 

값의 초미세분리상수 Am는 2-PrOH 혼합용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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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reconstruction of an ESR spectrum by 
computer simulation of *PQ* radical anion at 0.4—0.8 
卩s after laser-flash in the mixture (v/v%; 6 :1) of 
solventt with 2-propanol and triethylamine.

Fig. 6. (a) The ESR spectrum, (b) The TRESR spect
rum of *PQ」radical anion at 0.4—0.8 ps after laser
flash in the mixture (v/v%; 6 ： 1) of solvent with 2- 
pentanol and triethylamine.

二in  .q
j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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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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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Fig. 5. (a) The ESR spectrum, (b) The TRESR spect
rum of *PQ~ radical anion at 0.4—0.6 ps after laser
flash in the mixture (v/v%; 6 ： 1) of solvent with ben
zene and triethylamine.

보다 아주 불안정하여 측정할 수 없었다. 이는 무 

극성 용매에 의한 PQ의 n 전자밀도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PQ와 벤젠은 같은 평면구조로 벤젠고리를 

갖는 용매에서는 PQ의 벤젠고리로의 n 전자의 비 

편재화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이라 생각된다3.

그 결과 다른 용매에 비하여 *H1 의 값이 감소하 

였으며, 4储의 값에 대한 CWESR 스펙트럼의 분리 

도와 감도가 떨어져 어께띠의 곁가지가 측정되었으 

나, 작은 AH2에 의한 예리한 분리는 측정할 수 없 

었다. 뿐만 아니라 *PQ.- 라디칼의 생성에 의한 CI- 
DEP 현상을 나타내 주는 Fig. 5(b)의 TRESR 스펙 

트럼이 측정되었는데, 이 스펙트럼에서는 벤젠보다 

점성도가 4배 혹은 8배 정도 큰 2-PrOH나 2-PnOH 
용매하에서는 볼 수 없었던 중심 자기장의 좌우 즉 

저자기장과 고자기장 측의 스펙트럼 세기가 비대칭 

으로 나타난 것은 무극성 용매에서는 순편극(Net 
polarization)에 의한 완전발광의 스펙트럼에서 단일 

항과 삼중항 상태 간의 S-To 혼합에 의한 약간 E*/，4 
형의 CIDEP 스펙트럼으로 변화되어 나타났기 때 

문으로 생각된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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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variation of resolution for the TRESR 
spectra of *PQ_ radical anion according to gate-width 
at (a) 0.0~0.2 ps, (b) 0.2~0.4 卩s, (c) 0.4~0.8 ps after 
laser-flash in the mixture (v/v%; 12 :1) of solvent 
with 2-pentanol and triethyla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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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change of TRESR spectra for the spin 
polarized *PQ_ radical anion and triethylamine radi
cal (-TEA) according to the polarity in the mixture 
(a) 12 ： 1 at 0,4~0,8 ps, (b) 6 ： 1 at 0.15—0.30 ps, (c) 
3 ： 1 at 0.15—0.30 ys of solvent with 2-pentanol and 
triethylamine.

2-pentaiu)l을 사용한 6 :1 의 2-PnOH-TEA 혼합 

용매 계 에 서 0.4 ~ 0.8 jis 시 간에 측정된 Fig. 6(a) 의 

ESR 스펙트럼과 F讶.6(b)의 CIDEP 스펙트럼의 세 

기는 완전한 대칭을 나타냈고, 초미세분리상수 Ahi 

의 값은 1.602 G, 작은 초미세분리상수 知2의 값은 

0.361 G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2-PnOH의 경우는 벤젠이나 2・PrOH보다 

점성도와 극성이 매우 크므로 스핀편극한 라디칼이 

완화되어 바닥상태의 라디칼로 방출될 때의 스핀스 

핀 교환속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약간 ESR 선폭이 

넓게 나타났다幻. 뿐만 아니라 2-PnOH와 TEA의 

혼합비가 12:1인 높은 점성도의 혼합용매에서 측 

정된 CIDEP 스펙트럼 Fig. 7(c)는 0.4~0.8 卩s의 늦은 

시간에 측정한 것으로 들뜬 삼중항의 *PQ*" 라디 

칼의 생성이 가장 많아 (a)와 (b) 스펙트럼보다 세 

기가 강하고 분리가 좋은 시간분해 CIDEP 스펙트 

럼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혼합용매 중의 

TEA의 농도를 높여 2-PnOH과의 혼합비를 6 ： 1과 

3：1로 하여 용매의 극성과 점성도를 낮추어 같은 

실험을 하였다. 이때 60G의 넓은 자기장 영역에서 

12:1의 혼합용매에서 보다 광 조사 후 짧은 시간 

(0.15~0.303)에 측정한 CIDEP 스펙트럼은 Fig. 8 
의 (b) 및 (c)와 같은 형태로 변하였다. 이는 *PQ•- 
라디칼의 수명보다 2~3배 더 짧은 새로운 라디칼이 

넓은 자기장 영역에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약한 세기의 스펙트럼을 정확히 추적하기 위하여 

용매의 혼합비를 6：1로 하고 강도를 높여 0.15- 
0.30|均의 짧은 시간에 측정했을 때, 혼합용매의 

TEA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PQ・「라디칼의 다 

섯개의 CIDEP 피이크 중에 F沮 8(b)와 같이 방출 

세기가 강한 세개의 피이크와 더불어 중심 자기장 

으로부터 약 20 Gauss의 저자기장 영역에서 *PQ•- 
라디칼의 방출세기보다 아주 약한 7개선의 스펙트 

럼이 측정되었다.

같은 시간 범위에서 더욱 더 TEA의 농도를 높인 

3：1의 혼합용매에서 감도를 6：1의 혼함용매에서 

보다 2배 정도 더 올려 측정한 (c)의 스펙트럼은 중심 

자기장의 좌우 5 Gauss의 범위내에서 측정되었던 

*PQ・- 라디칼의 CIDEP 스펙트럼은 아주 높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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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yperfine splitting constants (G) of *PQ-~ 
and TEA- radicals in mixed solvent with triethyla- 
mine and solvents

Solvent 
hfcs 2-PrOH 2-PnOH Benz.

(-
U

n  

q

느
)
-
흐
I
-
U
I

Fig. 9. The stick plot is based on the mixed hyper
fine structure of phenanthrenequinone anion radical 
and triethylamine radical.

출세기를 가져 분리되지 않은 단일 스펙트럼으로 

변하였다. 동시에 고자기장 측에서도 저자기장 측에 

측정된 것보다 조금 약한 세기의 스펙트럼이 나타난 

것은 TEA의 농도가 더욱더 증가한 결과 극성이 

감소하여 역시 S-To 혼합에 의한 약한 라디칼쌍 

메카니즘의 기여로 인한 E*/A형의 스펙트럼이라 볼 

수 있다2°.
이와같은 사실로 미루어보아 F讶.8의 (c) 스펙트 

럼은 PQ 음이온 라디칼의 CIDEP 스펙트럼에 중 

첩되어 측정된 TEA•라디칼(CHsCHzBNCHCH)의 

스펙트럼일 것으로 해석된다.

왜냐하면 자기장 중심으로부터 厶邯에 의한 약 土 

20.4 G의 저자기장과 고자기장에서 4鸟에 의한 2.67 
G의 초미세분리와 20：29：32：31：31：22：24의 

세기비로 측정된 尸议.8(c)의 7개의 방출 피이크는 

TEA 라디칼을 &血⑴ =14.7, &坦(3) = 20.4, AN(1) = 
5.6 및 Ahy(4) = 2.67G의 분리상수 값과 PQ 음이온 

라디칼의 분리상수 XHi= 1.602, Ah2=0.361G로 시 

뮬레이션 한 尸讶.9의 초미세 구조와 잘 일치한다.

이들 두 라디칼의 시뮬레이션 스펙트럼 F讶.9에서 

중심부의 점선으로 나타낸 PQ 음이온 라디칼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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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bracket is number of equivalent protons.

도가 실선으로 표시한 TEA 라디칼의 초미세구조 

선에 중첩될 때, 한쪽 자기장 끝에서 중심 자기장 

까지의 강도비는 1：4：7：8：1：7：4：4：10：1：20 
：29 ： 32 ： 31 ： 28 ： 3 ： 22 ： 12 ： 12 ： 24 ： 3 ： 36 ： 45 ： 

48이다. 그러나 F讶.8(c)의 측정된 스펙트럼에서는 

TEA 라디칼의 자기장 중심에서의 분리는 PQ 음이 

온 라디칼의 아주 강한 방출세기의 단일 피이크와 

중첩되어 분리되지 않았으며, 또한 중심자기장으로 

부터 약 ±25G보다 넓은 자기장 부근에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는 피이크는 세기가 아주 약하여 분 

리가 좋지 않아 도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benzophenone을 cyclohexane 
이나a acetone을 benzene 용매하에서23 TEA에 의 

하여 광환원반응 결과 생성되는 benzophenone의 

케틸라디칼과 함께 TEA 라디칼이 나타내는 CIDEP 
현상과 매우 유사하며, D.E. Wood 등이 alkyla- 
mine을 adamantane matrix에 트렙시켜 X-선을 쪼 

임으로서 생성시킨 TEA 자유라디칼의 EPR 연구 

결과와도 잘 일치한다24. 본 연구의 실험 장치와 측 

정조건으로서는 두 라디칼의 ESR 강도의 차가 아주 

크고, 수명과 자기장 중심이 거의 비슷한 이들 라 

디칼의 혼합으로 말미암아 TEA 라디칼만의 분리 

검출은 못하였으나, 우리들의 측정 조건에서 TEA 
라디칼이 존재하여 PQ 음이온 라디칼과 함께 검출 

되었다. 본 연구의 각 혼합용매에서 얻어진 PQ 음 

이온 라디칼과 TEA 라디칼의 초미세 분리상수 값은 

위의 표와 같다.

이상과 같은 해석으로부터 phenanthrenequi- 
none의 광환원 반응에 의한 ESR 및 TRESR 스펙 

트럼에서 측정된 중간체 자유라디칼의 생성반응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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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3PQ—>3PQ*—>3[PQ- - •十 TEA]*
TEA Charge transfer complex

3[PQ- • ・ +TEA]* — *PQT -t PQ； +TEA -느 Prod.

본 연구를 위하여 시설의 이용에 협조해 주신 

일본 대판대 이학부 桑田敬治 교수께 감사를 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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