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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Anthraquinone 치환체인 1,4-DHAQ, 1,5-DHAQ, 1,8-DHAQ 및 1,8-DCAQ 등을 2-propanol 

(PrOH)과 triethylamine(TEA)의 혼합용매에 녹여 레이저 광환원 반응에 의하여 생성되는 세미퀴논의 음이온 

라디칼을 ESR 분광기로 측정하였다. 또한 이들 치환체 라디칼의 초미세 구조선으로부터 초미세 분리상수를 

얻어, 그 값을 이용한 컴퓨터 모의실험에 의하여 초미세분리상수(hfsc)를 결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측정된 

ESR 스펙트럼의 초미세 분리상수를 지정하기 위하여 EHMO법으로 n 스핀밀도를 계산하였다.

ABSTRACT. Substituted anthrasemiquinone radical anions, which were formed by laser flash photo

reduction of the substituted anthraquinone (1,4-DHAQ 1,5-DHAQ, 1,8-DHAQ, 1,8-DCAQ), were studied 

by the electron spin resonance spectroscopy in the mixed solvents of the 2-propanol and the triethylamine. 

Hyperfine splitting constants (hfsc) were determined by simulating the ESR spectra. Extended Hiickel 

Molecular Orbital (EHMO) calculations were performed to obtain n spin densities for these quinones. 

The hyperfine splitting constants could be assigned to specific protons on the basis of n spin densities.

서 론

Anthraquinone(AQ)은 염료학 분야에서 잘 알려진 

물질이며, 그 치환체는 모직물의 염료나 고급염료 

합성의 전구체가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우주선 재 

료의 도색염료의 기본물질로 알려져 있다. AQ 및 

그 유도체는 염료로 많이 쓰이는 관계로 광화학과 

염색공학 분야에서 관심이 높은 물질이다%

AQ에 관한 ESR 연구로서는 DMSOCdimethylsul- 

foxide)와 DMF(dimethylformamide) 용매에서 알카 

리 금속에 의해 생성된 음이온 라디칼에 관한 연구가 

보고되었다2~气 최근에는 AQ와 phenanthraq나inone 

(PQ)에 대한 시간분해 ESR법에 의한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5~7. AQ 유도체의 광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자유라디칼에 관한 분광학적 연구결과는 보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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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umbering of atoms in the anthraquinone 

(AQ) and substituted anthraquinone (XAQ).

AQ : Anthraquinone

XAQ : X = 1,4-OH, 1,5-OH 
1,8-OH, 1,8-Cl

있으나8T2, ESR법에 의한 연구는 보고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SR법에 의하여 AQ 치환체 

(substituted anthraquinone: XAQ)로서 Fig. 1과 같 

은 AQ 분자의 두 카르보닐기와 분자내에서 직접 

상호작용이 예상되는 1, 4, 5, 8 위치 가운데 두 위 

치에 히드록시(X=-OH)기가 치환된 1,4-dihydroxy- 

anthraquinone(l,4-DHAQ), 1,5-DHAQ, 1,8-DHAQ 

및 라디칼이 생성될 때 AQ 분자내의 n 전자밀도에 

영 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되는 염소원자(X=C1)가 두 

위치에 치환된 l,8-dichloroanthraquinone(l,8-DCAQ) 

을 택하여, 이와 같은 염료들이 광반응에서 생성되는 

라디칼의 종류와 그들 양성자에 대한 초미세분리상 

수(hyperfine splitting constant: hfsc)를 측정하여 

그 특성을 밝히고 EHMO법으로 n 스핀밀도를 계 

산하여 ESR 스펙트럼에서 얻은 초미세분리상수를 

지정하고자 한다.

실 험

용매는 2-propanol(PrOH)과 triethylamine(TEA) 

의 혼합용매를 사용하였으며, 이 용매에 이들 치환체 

용질을 포화시켜 광환원 반응에 의하여 생성하는 

자유라디칼 의 ESR 스펙트럼으로부터 초미세분 리상 

수를 측정하였다. 이때 사용한 용매는 WAKO사 특 

급시약을 재증류한 다음, 탈수제를 넣어 진공장치에 

서 진공동결건조(vacuum freeze dryer)하여 수분과 

공기를 충분히 제거시켜 보관하였다. 탈수제로서 2- 

propanol에는 calcium hydride-f- triethylamine에는 

sodium metal를 각각 넣어서 진공 중에 보존하였다. 

AQ와 XAQ 등은 벤젠용매에서 재결정한 다음 사용 

할 때마다 ESR 셀 내에서 진공승화하여 사용하였다.

시료 조제는 ESR 셀에 용질을 넣고, 진공장치계 에 

보관되어 있는 2-PrOH와 TEA을 진공증류법으로 

10 ：1의 혼합비로 넣어 진공 봉입하였으며7, 용질의

Fig. 2. Block diagram of electron spin resonance spe

ctrophotometer.

농도는 포화용액이 약 1Q-3M 정도이므로 모든 용 

액은 포화용액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ESR 분광기는 Fig. 2와 같다. 

마이 크로파 분광기 , 자동주파수조절 기 (automatic 

frequency controller), 자기장변조기(magnetic field 

modulator) 및 고정위상 증폭기 (lock in amplifier) 

등은 본 연구실에서 직접 제작하였으며, 전자석과 

전원은 일본 다마카와(玉川) 제작소에 주문 제작하 

였다. 전자석의 균일도는 pole tip내에서 1(厂5이며 

최대 발생자기장은 7,330gauss(G)이고 마이크로파 

의 안정도는 약 1(厂6이다. 장치의 특징은 고속 esr 

측정용으로 조립되었으며, 마이크로파 회로는 ho

modyne 검출기법을 사용하였다. 광원으로 사용한 

질소레이저는 본 연구실에서 제작하였다.

ENDOR 스펙트럼은 외부자기장을 ESR 스펙트 

럼의 중심자기장에 고정해 두고 자기장 변조 대신에 

주파수 변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ESR 스펙트 

럼은 실온에서 측정하였으며, ENDOR 스펙트럼은 

-12°C에서 측정하였고, 광원은 질소레이저를 사용 

하여 공동(cavity)내의 시료셀에 충분히 조사한 다음 

측정하였다. 그리고 실측된 초미세분리상수는 컴퓨 

터 모의실험 (simulation)으로 확인하였다.

계 산

본 연구에서 택한 AQ 및 XAQ 분자의 기하학적 

구조를 분자역학(Molecular Mechanism 2: MM2) 

법을 이용하여 최적화시키고 최적화된 구조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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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rameters used for the extended Hiickel 

calculations

Orbital H泊[eV] Exponent

H IS -13.60 1300

C 2S -21.40 1.625

2P -11.40 1.625

0 2S -32.30 2.275

2P -14.80 2.275

Cl 3S -30.00 2.033

3P -15.00 2.033

3d -9.00 2.033

얻은 파라마터를 사용하여 확장분자궤도함수법으로 

각 분자들에 대해 M0를 계산하였다. 라디칼이 될 

경우 한 개의 비공유 전자는 각 분자의 LUMO 궤 

도함수에 채워지므로 각 위치 원자의 n 스핀밀도(p,) 

는 다음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虻=(必脚°)2

본 연구에서 최적화된 구조는 모든 분자에서 평 

면구조로 나타났으므로 각 위치의 n 스핀밀도는 분 

자평면(지，면)으로부터 수직인 원자궤도(Pz)의 LUMO 

계수의 제곱으로 취하여 계산하였다. EHT 계산*은 

수정된 Wolfsberg-Helmholtz 식"을 사용하였으며 

계산에 사용된 파라미터를 Table 1에 요약하였다.

한편 실험적으로 얻은 초미세분리상수로부터 널리 

알려진 McConnell 식如을 사용하여 스핀밀도를 계 

산하였다.

결과 및 고찰

등가 수소의 초미세분리상수

실험적으로 측정한 초미세분리상수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각 분자내의 원자 위치는 F液.1 

에 나타낸 배치에 의한 위치이다.

대부분의 경우 분자내 원자 위치에 대한 분리상 

수의 지정은 실험적으로는 측정이 불가능하고 이론 

적으로 결정될 수 밖에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EHMO법으로 n 스핀밀도를 계산하여 분리상수를 

지정하였다.

AQ(Anthraquinone). 2-PrOH와 TEA 10 ： 1 혼 

합용매에 포화용액을 만들어 질소레이저의 광을 충

Table 2. Hyperfine splitting constants (hfsc) for anth

raquinone (AQ) and the substituted anthraquinones 

(XAQ)

Anion radical Carbon position A* hfs^(G)

AQ 1,4,5,8 &扣 0.499 ⑷

2,3,6,7 ^Hb 0.981 (4)

1,4-DHAQ Arq 0.525 (2)

0.525 (2)

^■Hb 1.052 (2)

^■Hc 2.269 (2)

1,5-DHAQ A枷 0.376 (2)

Am LQ80 ⑵

1 쇼 56 ⑵

1.903 (2)

1,8-DHAQ &册 0.217 (2)

1.039 (2)

1.042 ⑵

A・Hc 1.425 (2)

1,8-DCAQ 2, 7, 4,5 0.665 ⑷

Awb 1.330 (2)

"Symbols of hyperfine splitting constants for the pro

ton species. "Values in parenthesis represent the nu

mbers of equivalent hydrogens.

분히 조사한 다음 최종 생성된 라디칼을 cwESR(co- 

ntinuous wave ESR)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Fig. 3 

(A)와 같이 11개 선의 스펙트럼을 얻었다. 스펙트 

럼의 초미세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ENDOR 스펙 

트럼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Fig. 4와 같이 Ha 및 

瓦의 hfsc가 각각 1.40 MHz(0.499G)와 2.75 MHz 

(0.981G인 두 종류의 등가수소㈤, 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AQ의 수소원자가 두 종의 등가수 

소를 가진다면 분자의 대칭성으로 보아 1, 4, 5, 8과 

2, 3, 6, 7 위치의 수소임을 알 수 있다. 이는 Gendell 

등'•에 의하여 보고된 hfsc로부터, 용매극성의 영향 

으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4%는 1, 4, 5, 8의 수소이고, 

4版는 2, 3, 6, 7 위치의 수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hfsc를 이용하여 선폭을 0.1G(gauss)로 하여 컴 

퓨터 모의실험한 것이 Fz£3(B)이며, 실측된 스펙트 

럼과 잘 일치하고 있다.

스펙트럼에 대한 초미세 구조선의 강도 비와 선의 

수를 생각하면, 첫번째 등가수소 4개에 의하여 

hfsc가 (，인 1：4：6：4：1의 강도비로 분리되고 

두번째 등가수소 4개에 의하여 처음 5개로 분리된

1994, Vol. 38, No. 1



16 洪大一 •金庚燦•金昌鎭•李甲龍

Fig. 3. The ESR spectra of the anthrasemiquinone 

radical anion in the mixture of the 2-propanol and 

the triethylamine (10 :1) at the microwave power of 

1.41 mW. A: Observed ESR spectrum of AQT, B: Si

mulated ESR spectrum of AQT.

구조선은 각각 4%인 5개의 선으로 다시 분리된다. 

따라서 스펙트럼의 최대 선의 수(MLS: maximum 

possible number of line in the spectrum)는 25개 

이나, 4血가 A&의 약 두 배이기 때문에 분리선이 

서로 중첩되어 이론적인 강도비가 1 ： 4 ： 10 ： 20 ： 31 

: 40 ： 44 ： 40 ： 31 ： 20 ： 10 ： 4 ： 1인 13개의 선으로 나 

타날 것으로 생각되었다. 실측된 스펙트럼이 11개 

선으로 나타난 것은 가장 높은 자기장과 낮은 자기 

장의 양 끝 스펙트럼의 강도가 약하여 각 한 개씩 

측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실측된 스펙트 

럼과 이론 스펙트럼이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l,4-DHAQ(Quinizarin). 2-PrOH 4 nd와 TEA 

0.4 m/의 혼합용매와 0.00332 g의 1,4-DHAQ를 녹인 

용액(3.1X10-3M)에 질소레이저 광을 충분히 조사 

하여 cwESR을 측정한 스펙트럼은 F讶. 5(A)와 같다.

l 2.75 MHz.

Fig. 4. The ENDOR spectrum of the anthrasemiqui- 

none radical anion in the mixture of the 2-propanol 

and the triethylamine (10 :1) at — 12°C.

1,4-DHAQ의 입체구조를 고려하면 4종류의 등가 

수소가 있으므로 4종류의 hfsc로 스펙트럼의 MLS는 

81개로 예상된다. 그러나 실측된 스펙트럼에서 

hfsc를 계산하면 4h°(2)=&*，(2) = 0.525G, &也(2) = 

1.050G 및 4以2) = 2.269G의 3개의 값이 얻어지며,

는&切의 두 배이고 &와는 자기적 등가로써 

같은 hfsc를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측정된 스펙트 

럼에서 얻은 hfsc를 이용하여, 이론 스펙트럼을 나 

타내면, 중심선까지 초미세구조(hyperfine structure: 

hfs)의 강도비는 1 ： 4 ： 8 ： 12 ： 14 ： 2 ： 12 ： 8 ： 8 ： 16 ： 

4：24：1：28이고 MLS는 27개 선이다. 실측된 스 

펙트럼이 17개 선으로 나타난 것은 선폭이 작거나 

가깝고 강도가 약한 선은 서로 겹쳐졌기 때문이다. 

실측 스펙트럼과 일치하게 하기 위하여 선폭을 0.3 

G로 넓게 하여 컴퓨터 모의실험하면 Fzg.5(B)의 스 

펙트럼을 얻을 수 있으며, 이 스펙트럼은 실측 스 

펙트럼과 잘 일치하고 있다.

l,5-DHAQ(Anthranifin). 2-PrOH 4 m/와 TEA 

0.4 m/의 혼합용매에 0.0033 g의 1,5-DHAQ를 녹인 

용액(3.11><1(厂3的에 레이저광을 충분히 쪼인 다음 

cwESR을 측정하였다. 측정한 ESR 스펙트럼은 Fig. 

6(A)와 같으며, 이 스펙트럼으로부터 계산한 hfsc는 

&g(2) = 0.376G, &0(2)=LO8OG, &从2)=1.456G, 

&,(2) = 1.903G이다. 등가수소의 수를 이용한 이론 

스펙트럼의 MLS는 81개의 선이지만, 4%와 4%의 

합이 质의 값과 같으므로 측정한 hfsc값을 이용하여

Joum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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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ESR spectra of the l,4~dihydroxyanthra- 

semiquinone radical anion in the mixture of the 2- 

propanol and the triethylamine (10 :1) at the micro

wave power of 1.41 mW. A: Observed ESR spectrum, 

B: Sim니ated ESR spectrum.

Fig. 6. The ESR spectra of the 1,5-dihydroxyanthra- 

semiquinone radical anion in the mixture of the 2- 

propanol and the triethylamine (10 :1) at the micro

wave power of 1.41 mW. A: Observed ESR spectrum, 

B: Simulated ESR spectrum.

계산한 이론 스펙트럼의 MLS는 57개로 나타난다. 

즉 이 스펙트럼의 이론적 강도비를 중심선까지 나 

타내면 1：2：1：2：6：6：2：1：2：4：6：2：10：4： 

6：12：2：1：12：1：6：2：4：2：6：12：1：2： 20의 

29개 선으로 전체 선은 57개이다. 그러나 선폭을 03 

G로 하여 컴퓨터 모의실험하면 ER6(B)의 스펙트 

럼을 얻을 수 있으며 이것은 실측된 27개 선의 스 

펙트럼과 잘 일치하고 있다.

l,8-DHAQ(Chrysazin). 같은 방법으로 6mZ의 

2-PrOH와 0.6 m2의 TEA 혼합용매에 1,8-DHAQ 

0.0025g을 녹여 만든 시료를 레이저 광 조사 후 

cwESR을 측정한 결과 的?. 7(A)와 같다. 스펙트럼 

에서 얻은 hfsc는 &，(2)=0.217G, 4&(2)=1.039G, 

&也(2)=1.042G, &*(2)=1.425G 이다. 이들 hfs 의 강 

도비는 1：2：1：4：8：2：4：4：2：6：12：8：6：16： 

1：8：2：4：1：8：12：4： 24의 23개 선으로서 모두 

45개 선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실측된 hfs가 33개의 

선으로 나타난 것은 &話斗 AHi 두 개의 hfsc의 값이 

비슷하여 서로 인접한 선이 겹쳐져 나타났기 때문 

이다. 이 hfsc를 이용하여 선폭을 0.1G로 한 컴퓨터 

모의실험 스펙트럼은 FzR7(B)와 같으며 실측한 스 

펙트럼과 잘 일치하고 있다.

l,8-DCAQ(l,8-dichloroanthraquinone). 3 nV의

1994, Vol. 38, No. 1



18 洪大一•金庚燦•金昌鎭•李甲龍

Fig. 7. The ESR spectra of the 1,8-dihydroxyanthra- 

semiquinone radical anion in the mixture of the 2- 

propanol and the triethylamine (10 :1) at the micro

wave power of 1.41 mW. A: Observed ESR spectrum, 

B: Simulated ESR spectrum.

2-PrOH와 0.3 m/의 TEA 흔합용매에 0.004 g의 1,8- 

DCAQ를 녹여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만든 시료를 

광조사 후 cwESR를 측정한 결과 及g. 8(A)와 같다. 

스펙트럼의 hfs는 9개 선이였으며 hfsc는 4赤4)= 

0.665G와 &从2)=L330G으로 얻어졌다. &/»의 값이 

4%값의 2배이므로 이 값을 이용한 이론적 스펙트 

럼의 hfs의 강도비는 1 ： 4 ： 8 ： 12 ： 14 ： 12 ： 8 ： 4 ： 1 

로서, 컴퓨터 모의실험 스펙트럼 Fzg.8(B)와 실측 

스펙트럼 R£8(A)를 비교하여 보면 강도비와 선의 

수가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미세분리상수의 지정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미세분리상수의 지정 

은 실험결과만으로는 결정이 불가능하다. 즉 이론적 

근거하에서 결정되어야만 하는데 여기에는 MO법心

Fig. 8. The ESR spectra of the 1,8-dichloroanthrase- 

miquinone radical anion in the mixture of the 2-pro- 

panol and the triethylamine (10 :1) at the microwave 

power of 1.41 mW. A: Observed ESR spectrum, B: 

Simulated ESR spectrum.

과 Valence bond superposition 이론”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EHMO법으로 각 분자에 대해 수 

소가 결합된 원자의 n 스핀밀도를 계산하였으며 Mc

Connell 식福에 의해 계산된 실험적인 스핀밀도와 

함께 Table 3에 요약하였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EHMO법으로 계산된 n 

스핀밀도가 실험적인 스핀밀도와 정성적으로 일치 

한다.

1,5-DHAQ의 경우 4(8) 위치의 양성자 초미세분 

리상수 및 스핀밀도는 3(7) 위치의 1.3배가 되는데, 

계산된 n 스핀밀도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또한 

Table 3의 결과로부터 게산된 n 스핀밀도와 초미세 

분리상수간에 비례관계가 성립한다는 일반적인 이론 

”이 본 연구에서도 잘 성립됨을 알 수 있다. 이제 

각 분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초미세분리상수를 지정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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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alculated and experimental spin densities 

for the anthraquinone (AQ) and the substituted anth

raquinones (XAQ)

Anion 

radical
Position Calc. Exptl.®

Exptl./ 

Calc.

AQ 1,4,5,8 0.038 0.021 0.6

2,3,6,7 0.043 0.041 1.0

1,4-DHAQ 0(H) 0.015

5,8 0.033 0.022 0.7

6,7 0.041 0.044 1.1

2,3 0.066 0.096 1.5

1,5-DHAQ 0(H) 0.009

3,7 0.042 0.046 1.1

4,8 0.055 0.061 1.1

2,6 0.061 0.080 1.3

1,8-DHAQ °(H} 0.008

3,6 0.035 0.0438 1.3

4,5 0.059 0.0440 0.7

2,7 0.066 0.060 0.9

1,8-DCAQ 2,7 0.029 0.028 1.0

4,5 0.027 0.028 1.0

3,6 0.043 0.056 1.3

0Calculated using the McConnell equation ＜蝴=아^ p" 

where Q?=23.7% aH=hyperfine splitting constant.

먼저 비치환된 AQ의 경우 분자구조의 대칭성으 

로부터 2종류의 등가수소를 예상할 수 있으며 실제 

계산에 의해 최적화된 분자구조에서도 1, 4, 5, 8 위치 

및 2, 3, 6, 7 위치의 등가수소를 갖는 대칭평면구조로 

나타났다. 대칭구조에서 n 스핀밀도는 Table 3에서 

알 수 있듯이 각각 0.038과 0043이었다• 이 경우 1(4, 

5, 8) 위치에서 계산된 n 스핀밀도와 McConnell 식에 

의한 실험값이 용매의 극성으로 다소 치•이를 보이나 

2(3, 6, 7) 위치의 계산값과 실험값이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2(3, 6, 7) 위치의 스핀밀도가 1(4, 

5, 8) 위치의 스핀밀도보다 실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모두 크게 나타나 정성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아울러 1,4-DHAQ에서 알 수 있듯이 1과 4 위 

치에 히드록시기가 치환됨에 따라 치환기로부터 멀 

리 떨어진 5(8) 및 6(7) 위치의 스핀밀도는 비치환된 

AQ의 5(8) 및 6(7) 위치의 스핀밀도와 비교해 볼 때 

실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모두 거의 변하지 않는데 

비해, 치환기에 인접한 2(3) 위치는 치환기의 영향 

으로 초미세분리상수가 0.981(스핀밀도, pcn=0.041) 

에서 2.26%泌=0.096)로 이론적으로 계산한 n 스 

핀밀도가 0.043에서 0.066으로 모두 증가한 결과로 

부터 안트라퀴논의 경우 0.499 및 0.981 의 초미세 

분리상수에 해당하는 등가수소는 각각 1(4, 5, 8) 및 

2(3, 6, 7)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결과는 1,4-DHAQ와 같이 2개의 히드록시기가 

각기 다른 위치에 치환된 1,5-DHAQ 및 1,8-DHAQ 

에서도 치환기에 인접한 위치(2, 6과 2, 7)의 양성자 

초미세분리상수가 각각 1.903 및 1.425로 치환기로 

부터 먼 위치의 분리상수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계 

산된 n 스핀밀도도 치환기에 인접한 위치에서 최대의 

값(각각 0.061, 0.(蹌6)을 보인 결과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모든 치환 안트라퀴논에서 치환기 -0H 

는 가장 작은 n 스핀밀도(1,4-DHAQ ： 0.015, 1,5- 

DHAQ : 0.009, 1,8-DHAQ : 0.008)를 갖는데 이로부 

터 치환 안트라퀴논의 분리상수 가운데 OH 에 의한 

분리상수는 최소의 n 스핀밀도를 갖는 위치의 등가 

수소임을 알 수 있으므로 1,4-DHAQ, 1,5-DHAQ, 

1,8-DHAQ에서 히드록시기에 의한 분리상수는 각각 

0.525, 0.376, 0.217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n 스 

핀밀도의 비가 1:0.6： 0.5로 초미세분리상수의 비 

1： 0.7： 0.4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4-DHAQ의 

6(7) 탄소는 치환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치환 

기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있으.电루., n 스핀밀도 

(AQ : 0.043, 1,4-DHAQ : 0.041) 및 분리 상수(AQ： 

0.981, 1,4-DHAQ : 1.052)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 

로 해석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1,4- 

DHAQ의 경우 초미세분리상수 2.269, 1.052, 0.525에 

해당하는 등가 양성자는 각각 2(3), 6(7) 및 5(8)와 

산소 위치의 수소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1,5-DHAQ의 경우 치환기에 인접한 2(6) 위치의 

n 스핀밀도가 치환기의 영향으로 최대값을 나타내 

었으며 다른 -0H 치환분자의 결과와 같이 히드록 

시기 산소의 n 스핀밀도가 최소값을 나타내었다. 

아울러 3(7), 4(8), 2(6) 위치별 71 스핀밀도의 비가 

1:1.3 ： 1.5로서 실험적 인 스핀밀도의 비 1 ： L3 ： 1.7 

과 거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또한 치환기에 따라 

파라 위치인 4(8)의 분리상수 및 7T 스핀밀도가 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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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인 3(7)에서 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Dehl 

등"의 cyclic ketyl과 semiquinone의 ESR 연구결과 

카르보닐기에 대한 파라 위치가 메타 위치보다 카 

르보닐기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아 분리상수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L5-DHAQ의 경우 초미세분리상수 L903, 1.456,

1.080,  0.376은 각각 2(6), 4(8), 3(7) 및 치환기 OH의 

4종류의 2개 등가수소들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8-DHAQ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치환기-OH는 n 스핀밀도 및 분리상수가 각각 0.008, 

0.217로 모두 다른 위치에 비해 매우 작은 값을 나 

타내었으며, 치환기에 인접한 2(7) 위치의 n 스핀밀도 

및 분리상수가 최대로 나타났다. 아울러 1,5-DHAQ 

의 경우와 같이 치환기에 대한 파라 위치가 메타 

위치보다 n 스핀밀도가 더 크게 나타났으므로 초미 

세분리상수 1.042가 파라 위치인 4(5)의 2개 등가수 

소 그리고 1.039가 메타 위치인 3(6)의 2개 등가수 

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1,8-DHAQ 

의 경우 초미세분리상수 1.425, 1.042, 1.039, 0.217에 

해당하는 것은 각각 2(7), 4(5), 3(6) 및 치환기 OH의 

산소에 결합된 등가수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 

다.

마지막으로 1,8-DCAQ의 경우에는 분자구조로 

보아 2, 7과 4, 5 및 3, 6 위치의 3종류의 초미세분 

리상수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나 ESR 스펙트럼에 

서 4개의 등가수소에 의한 분리선과 2개의 등가수 

소에 의한 분리선의 2종류로 나타났다. 이는 n 스 

핀밀도의 계산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치환기 염소는 

전자를 미는 히드록시기와는 반대로 전자를 당기는 

원자이므로 치환기에 인접한 2(7) 위치 및 파라 위 

치인 4(5) 위치의 K 스핀밀도를 크게 감소시켜 두 

위치에서 거의 같은 적은 n 스핀밀도(각각 0.029, 

0.027)를 가지므로 적은 초미세분리상수 0.665는 2 

(7)와 4(5) 위치의 4개 등가수소에 기인하며 큰 초 

미세분리상수 L330은 3(6) 위치의 2개 등가수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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