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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황산칼륨(K2SO4) 포화용액으로부터 증발법으로 K2SO4 단결정을 최적조건에서 생성시킨 

다. 이 단결정은 약 12X106 렌트켄의 广선에 조사시키면 그 결정내에 상자성 중심 또는 상자성 결 

함을 형성한다. 이 상자성 중심들의 전자스핀공명 (ESR) 스펙트라를 상온에서 X-띠 전자스핀 공명 

분광분석 기 로 얻는다. 상자성 종들의 ESR 피 이 크들은 무둥방성 을 보이 지 만 SO厂 기 만은 g=2.0036 
인 가우스형 등방성 피이크이었다. 무등방성피이크들의 각도 의존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서로 직교 

하는 a, b,。결정축으로 단결정을 회전시키면서 여러 각도에서 ESR 스펙트라를 기록하였다. 무등 

방성 피 이크들과 등방성 피 이크의 선위 치 관계 로부터 g 값들을 계 산하고 각 상자성 중심 에 대 응하는 

g-값의 9매트릭스 원소들을 대각화 시켜 주 疔값과 방향여현을 얻는다. 이들 특성 주 g-값과 방향 

여현을 사용하여 모든 상자성 결함구조를 확인하였다.

ABSTRACT. Single crystals of Potassium Sulfate (K2SO4) have been grown from the saturated 
solution by the evaporation method at the optimum conditions. Radiation damages in the crystal 
by /-irradiation of about 12 X106 Roentgen have given rise to paramagnetic centers or paramagnetic 
defects. Electron spin resonance (ESR) spectra of the centers are obtained with the X-band EPR 
spectrometer at room temperature. The ESR peaks of the paramagnetic species are found to be 
anisotropic but the peak of SO3- radical is an isotropic of Gaussian shape at g=2. 0036. A num
ber of ESR spectra of the crystal for angular variation of the anisotropic peaks are recorded at 
various orientations of rotation about a, b, and c crystallographic axes respectively. The g-values 
are calculated from the line position between anisotropic peaks and the isotropic one and then 

principal g-values and its direction cosines of the species are obtained by diagonalization of 9 
matrix elements of the corresponding ^-values. All the paramagnetic defects are identified by the 
characteristic principal g-values and its direction cosines.

1. 서 론

전자스핀공명분광학(ESR spectroscopy)의 특 

성은' 자장의 변화에 따라 공명에너지의 준위가 

달라지는데 있다. 방사선에 조사된 중황산칼 

륨*3, 황산암모늄4, 알칼리 티 오황산염 5W 및 중 

황산암모니움7 둥의 단결정에 대한 전자스핀 공 

명 연구를 통하여 이들 황산염내에 SO-4, SO-3, 

SO-2 및。一3등의 기 들이 존재 하는 것 을 확인 하 

였다. 자외선과 X-선에 조사된 황산칼륨단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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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전 자스핀 공명연 구8가 수행 된 바 있 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높은 에너지 방사선에 해당 

되는 广선에 조사시켜 보다 선명한 ESR 스펙트 

라를 얻는다. 그 스펙트라의 각도 의존성을 분 

석하여 각 상자성종들을 분리하고 이들의 주 g- 
값과 방향여현을 구함으로써 상자성결함 구조를 

규명하였다.

2.실  험

단결정 생성 및 분석. Merck 제 초순도의 K2
S04 를 이 온을 제 거 하고 증류시 킨 증류수에 

용해시켜 약 50 °C 에서 포화수용액을 만든다. 

이 용액을 몇 개의 용기에 갈라 넣은 후 증발법 

으로 단결정 을 생성 시 킨다. 대 기 압하에 서 용기 

부근에 동요가 없어야 하고 약 18°C정도의 온 

도로 실온을 고정시켜 온도의 변화가 작아야 한 

다는 것이 최적 조건이다. 이와같이 생성된 결 

정마저 몇 개의 단결정부분이 불규칙한 면으로 

서로 접촉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그대로 시료를 

사용할 수 없었다. 날카로운 메스로 개개의 단 

결정부분을 절단하여 전면이 단결정인 부분만을 

시료로 사용하였다. 이때 전면이 단결정인 것은 

Leitz (Wetzlar) 700422 German, 편광현미경 

(polarized microscope； 배율 100배 및 63배 공 

용)으로 소광현상을 비교함으로서 확인할 수 있 

었다. 다시 말하면 전면이 단 결정인 부분을 절 

단분리할때 편광현미경 위에서 결정의 회전각이 

2。이내에서 소광현상이 동시에 예리하게 일어나 

는 부분만을 단결정시 료로 택하였다.

실험방법. 시료단결정을 약 12X106 Roentgen 
의 7•-선을 조사시 키 면 K2SO4 단결정 내 에 각종 상 

자성 중심 (paramagnetic center) 에 대 응하는 기 

(radical)들이 생성된다. 이 와 같은 자유기 (free 
radical) 들에 의하여 전 자스핀 공명 피이 크 (ESR 
peak)들 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广선에 조사시키지 않은 단결정에서는 자유기 

들이 양자화되지 않기 때문에 ESR 피이크를 기 

대 할 수 없다. 상온에서 Varian E-line EPR S- 
pectrometer (X-band) 로 7-선을 쪼인 단결정에 

서는 ESR피이크를 얻을 수 있었으나 7-선을 조 

사시키지 않은 결정에서는 아무런 피이크도 기 

록할 수 없었다. SQ「의 등방성 피 이 크는 DPPH 

(2,2' -dipheny 1-1-picryIhydrazy 1)9 피 이 크와 동 

일한 자장에서 보이므로 본 실험과정에서 DPPH 
를 별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시 료는 각도 

기에 연결된 회전봉에 부착시켜 자장중심부의 

캐비티내에 고정시킨다. 이때 사용된 회전봉이 

나 접착물질둥은 ESR 피이크에 전혀 영향을 주 

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EPR 분광분석기 조작 

지침에 따라 본 실험에서의 최적조건은 다음과 

같다.

Scan Range : 200 Gauss, Field Set : 3383. 5 
Gauss, Time Constant : 0. 5 sec, Scan Time : 
4 min, Modulation Amplitude : 3. 2 Gauss, Mo
dulation Frequency : 100 KHz, Receiver Gain :

3. 2 X104, Temperature : room temp., Microwa
ve Power : 20.0 mW (10 dB) 및 Microwave Fre- 
quency : 9.48 GHz 등이 최 적 조건이 다. 등방성 

인 SO3-기의 기준 피이크에 대한 무등방성 피 

이 크들의 자장방향 의 존성 을 알아야 각 상자성 종 

을 구별할 수 있다. 서로 수직인 결정학적인 % 

b 및 c 회 전축에 대 하여 시 료를 0°에 서 180°까지 

15°간격으로 각도기로 회전시키면서 얻어진 피 

이크들을 ESR charts 에 기록하였다.

3. 실험결과

상온에 서 Scan Range： lOOGausss 오｝ Microwa

ve Power 5 mW 만 달리 하고 나머 지 는 실험 난 

에서 밝힌 최적조건과 같이 조절하고 7-선에 조 

사된 K2SO4 단결정내에 존재하는 SO3-기의 등 

방성피이크의 기록은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 

다. g-값이 2.0036 으로 DPPH 의 피이 크와 동 

일한 자장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한편 Scan Range： 40 Gauss 로 하고 다른 조 

건은 위 조건과 같이 하고 등방성 SOU피이크 

의 포화효과 (saturation effect) 를 보기 위하여 

0. 2 mW 로부터 8. 0 mW 까지 microwave power 
를 변화시키 면서 그 피이크를 기록한 것은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2.0mW 이상의 micro
wave power 에 서 포화효과를 보이 지 만 피 이 크의 

선폭확장(line broadening)현상이 나 선의 강도(in
tensity) 가 줄어드는 현상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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广선에 조사된 K2SO4 단결 

정내에 포함된 상자성 중심들 

의 피이크들이 잘 나타나도록 

EPR spectrometer 를 최 적 조건 

으로 조절하고 얻은 ESR 스펙 

트라의 실례가 F，g. 3에 기록 

되어 있다. 각 상자성 종들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이 종들의 피 이 크를 A, B, C, D 

및 E로 표시하였다. 중심부에 

가장 강도가 큰 피 이 크는 S03~ 
의 피이크를 나타낸다. A, B, 
C, D 및 E의 피이크들이 모두 

무등방성이므로 0-축을 회전축 

으로 하고 方-축과 자장과의 각 

도를 각각 0, 30, 60, 90, 120 
및 150°로 회전시킬때 각종의 

피이크들이 변위되는 모양을 

볼 수가 있다.

결정 학적 인 a, b, c 축을 회 

전축으로 하고 자장과 제 3 축 

과의 각도를 0°에서 180°까지 

15° 간격으로 시료를 회전시키 

면서 각각 모든 종들의 ESR스 

페트라를 기 록하였다. 그러 나 

이 기록들을 모두 본난에 실을 

수가 없으므로 각 피 이크의 선 

위 치 (line position) 만을 그래 프 

용지 에 옮겨 그린 것은 F/g.4, 
Fig. 5 및 Fig. 6 에 서 보는 바 

와 같다.

각 상자성 종의 피 이 크들이 회 

전각도에 따라 주기성을 가지

고 변위하기 때문에 회전축을 달리하고 결정의 

자장에 대한 방향이 변할지라도 주어진 피이크 

가 어느 상자성 중심의 종에 해당하는가를 구별 

할 수 있었다. SO3一기의 등방성 피 이 크의 선위 

치 와 각 상자성 종의 피 이 크들간의 거 리 로부터 

g-값을 계 산하여 Table 1, Table 2 및 7遂"3 에 

수록하였다.

g2-값을 회전각(涉)에 대하여 도시하면 Fig. 7, 

Vol. 25, No. 6, 1981

Fig. 1. Isotropic peak of the power unsaturated SO3一 radical coinciding 
with the DPPH at 5 mW microwave power.

Fig. 8 및 Fig. 9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들 곡 

선의 주기 성 으로부터 Schonland 법 으로 각 상 

자성 종들에 대 응하는 幻값의 9 가지 matrix ele- 

ments 를 각각 얻을 수 있다. 다른 방법 으로는 0 

가 45, 90 및 135。등인 경 우의：史-값을 얻어 (g，)2 

= (g2)m cos20+2(g2)s，sin 9 cos (9+ (g2)yy sin2<9 
등의 식 ”에 대 입 하여 9 가지 matrix elements를 

각 상자성종들에 대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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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G

Fig. 3. ESR spectra of the /-irradiated K2SO4 crystal at room temperature : the angles between b-axis and 
the magnetic field (or bH) in b-c plane with the rotating a-axis are (a) 0°, (b) 30°, (c) 60°, (d) 90°, 
(e) 120°, (f) 150°.

matrix elements 를 콤퓨타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대 각화(diagonalization)】。하면 각 상자성 종들의 

주 g-값(principal g-value)과 방향여 현 (dire- 
ction cosine)을 얻을 수 있으며 이들 결과는 

Table 4에 수록한 바와 같다.

4.고  찰

약 50°C에서 &SO4포화수용액을 만든 후 약

18 °C 의 실온으로 고정시킨 후 온도의 동요가 

작고, 그 용액을 넣은 용기부분의 진동이 없고,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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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ngular variation of the ESR line positions 
of the paramagnetic species relative to the isotropic 
straight line of S03^ radical for ratation about tz-axis 
starting from and c丄H in b-c plane-

Fig. 5- Angular variation of the ESR line positions 
of the paramagnetic species relative to the isotropic st
raight line of S()3~ radical for rotation about 6-axis 
starting from and c±H in a-c plane.

용매의 증발이 빠르도록 공기의 유통이 잘 되어 

야 한다는 것등이 단결정생성의 최적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온도가 강하할수록 엔트로피가 감소되어 단결 

정생성에 좋은 조건이지만 이에 반하여 온도가 

낮을 수록 용매의 증발속도가 낮아져 단결정생

Fig. 6. Angular variation of the ESR line positions 
of the paramagnetic species relative to the isotropic 
straight line of SOg" radical for rotation about c-axis 
starting from a夕H and b丄H in a-b plane.

Table 1. Angular variation of g-values of the para
magnetic species of the 7-irradiated K2SO4 crystal for 
rotation about a-axis from b夕H and a-c plane 丄 H.

Angle (°) gA gB gc gD gE

0 2. 0227 2.0128 2.0107 1.9986 1.9866
15 2 0200 2.0107 2-0116 1.9995 1.9866
30 2.0186 2.0089 2. 0125 2.0003 1.9906
45 2.0176 2. 0069 2.0128 2.0001 1. 9915
60 2. 0182 2.0063 2. 0134 1.9983 1.9912
75 2.0197 2.0075 2. 0125 1.9965 1-9895
90 2.0215 2.0089 2.0116 1.9992 1.9866

105 2.0236 2.0113 2-0101 1.9959 1.9837
120 2.0258 2.0134 2.0089 1-9959 1.9845
135 2.0261 2.0146 2.0086 1.9962 1.9828
150 2.0254 2.0152 2. 0083 1.9965 1.9837
165 2.0248 2.0146 2. 0098 1.9971 1-9848
180 2.0227 2.0128 2. 0116 1.9983 1.9863

성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고 이에 따라 단 

결정생성조건의 변화가 수반될 가능성이 있어 

역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이때 생성된 k2so4 결정은 부분적인 단결정들 

이 서로 인접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 편광현미 

경으로 결정의 회전각 : 2°이내에서 소광현상이 

동시에 예민하게 일어나는 부분만을 절단하여 

단결정 시 료로 사용하였다. ®Co의 방사선 （广선）

Vol. 25, No. 6,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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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gular variation of g-values of the para
magnetic specices of the /-irradiated K2SO4 crystal for 
rotation about 3-axis from and b-c plane A.H.

An이e(。) gA gB gc gD gE

0 2.0254 2. 0107 2.0140 1.9956 1.9816
15 2.0261 2. 0119 2.0137 1.9953 1.9813
30 2.0258 2. 0128 2.0125 1.9953 1.9822
45 2.0251 2.0131 2.0104 1.9953 1.9837
60 2.0230 2. 0128 2.0095 1.9959 1.9851
75 2.0218 2. 0119 2. 0095 1.9962 1.9869
90 2- 0212 2.0116 2. 0101 1.9962 1.9877

105 2. 0218 2.0110 2.0113 1.9965 1.9872
120 2. 0230 2.0107 2.0134 1.9968 1.9854
135 2.0245 2.0104 2.0149 1. 9971 1.9837
150 2.0258 2. 0107 2.0152 1.9965 1.9816
165 2. 0258 2. 0110 2-0149 1.9962 1.9813
180 2. 0261 2. 0113 2.0143 1. 9956 1.9811

3.9^

45 ~90 f35
0(°)--------------=

Table 3. Angular variation of g-values of the para
magnetic species of the 了一irradiated K2SO4 crystal for 
rotation about c-axis from and c-b plane 丄 H.

Angle (°) gA gB gc gD gE

0 2.0255 2.0101 2.0146 1.9962 1. 9816
15 2.0261 2.0113 2.0143 1.9968 1.9819
30 2.0253 2. 0134 2.0137 1-9974 1. 9826
45 2. 0244 2.0146 2.0122 1.9980 1. 9845
60 2. 0230 2.0146 2.0107 1-9983 1. 9869
75 2.0224 2. 0137 2.0107 1-9986 1.9883
90 2. 0221 2. 0119 2. 0116 1.9983 1. 9886

105 2. 0224 2. 0089 2.0137 1.9983 1. 9877
120 2. 0233 2. 0078 2.0146 1.9980 1. 9866
135 2.0239 2. 0078 2.0149 1.9971 1.9840
150 2. 0251 2. 0089 2.0152 1.9968 1.9825
165 2. 0258 2. 0090 2. 0149 1.9968 1.9819
180 2.0261 2.0101 2. 0146 1.9965 1-9816

방출기 에 서 나오는 약 12. 0 X106 Roentgen 의 了- 

선을 그 단결정에 조사시킨다. 广선 방사는 투 

과력 이 강하므로 시 료를 유리 병 (vial) 에 넣은채 

조사시 켜 도 무방하다. 한편 广선은 자외 선과 X- 

선보다 더욱 높은 에너지 양자(higher energy 
quanta) 를 갖기 때 문에 본 연 구에 서 조사시 킬 

방사선으로 택하였다.

K2SO4 단결정 에 广선을 조사시 키 면 자유기 가 

형 성 트랩 되 어 불연 속적 인 방향 (discrete oHenta-

Fig. 7- Plot of g2 ps. 0 for rotation about a-axis.

45 90 135
e(。)--------- --

Fig. 8. Plot of g2 vs. 0 for rotation about A-axis.

tion)을 갖인 결정내에 잡혀 양자화되고 전체결 

정에 균일하게 분포된 손상중심들 (damage cen- 
ters)】2을 생 성 한다. 이 때 짝을 짓는 트랩 핑 (pair 

-wise trapping)은 생기지 않고 상자성 종들은 쉽 

게 그 결정 전체에 균일한 용액을 만들게 된다. 

이는 ESR 스펙트라 탐지를 민감하게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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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rincipal ^--values and direction cosines of the paramagnetic centers of the /-irradiated K2SO4 single 
crystal.

Center Principal g-values Direction cosines

A 2.0261 2- 0257 2.0172
1-0000
0- 0000
0.0000

0.0000
0.8409

-0- 8409

0.0000
0.8409
0.8409

B 2.0118 2.0118 2. 0118
-0.5735
-0.8799
-0.7352

-0.4068
0.7815
0.8799

0.9642
-0- 4066
-0- 5736

C 2. 0123 2. 0123 2.0123
0.9958
0.2147
0.3460

-0.2280
0.9988
0.2147

0.3425
-0.2278

0.9958

D 1.9972 1.9972 1.9972
-0. 5736
-0.8800
~0.7351

0.7351
0.5612
0.8833

0. 8800
0.7408
0. 5612

E 1.9847 1.9801 1.9889
1.0000
0.0000
0.0000

0.0000 
0-8408 

-0- 8410

0.0000
0- 8410
0.8408

45 90 135
9 (°)---------------

Fig. 9. Plot of g2 vs. 0 for rotation about c-axis.

는 필요한 조건이며 또한 7-선 방사법은 결정내 

의 자기 적 희 석 (magnetically dilution) 현 상의 

난점을 무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다시 말하 

면 단결정 내 에 양자화된 자유기인 상자성 중심 

들이 거의 영구적으로 안정하다는 것이다.

Fig. 1에서 SC#一 기의 등방성 피이 크의 g 는 

2. 0036 으로 DPPHP의 피 이 크와 일치 될 뿐만 아 

니 라 Fig. 2 에 서 보는 바와 같이 포화효과가 나 

타난 후에도 그 피 이 크의 강도가 줄어 드는 효과 

는 보이지 않으므로 표준피이크로 사용할 수 있 

다. 다시 말하면 DPPH 를 사용하기 위 하여 이 

중 캐 비 티 (double cavity) 를 사용할 필요가 없 

다. 7-선에 조사된 k2so4 단결정중 sc>3■■ 기 이 

외 의 상자성 중심 들의 스펙트라를 분석 하기 위 

하여 20 mW (10dB) 의 microwave power 에 서 

기 록한 ESR 스펙 트라를 Fig. 3 에 서 볼 수 있다. 

Fig. 3 (a) 는 a-c 면 과 자장이 수직 이 고 3-죽과 

자장이 나란한 경우의 스펙트라이고 (b)는 4一축 

을 회전축으로 弘축과 자장의 각도가 30°인 경 

우의 스펙트라이다. 같은 방법으로 각도를 60〜 
180°로 회전시켰으나 180°에서의 스펙트라는 완 

전히 0°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표시할 필요가 없 

다. 상자성 중심들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 

문에 낮은 자장범위부터 A, B, C, D 및 E등 

기호로 표시하고 중심부의 등방성 SC)3•'기의 피 

이크만 기호로 표시하지 않았다. Fig. 3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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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e) 및 (f)등의 스펙트라를 자 

세히 비교하면 A, B, C, D 및 E둥의 상자성 

종에 대응하는 피이크들이 회전각의 변화에 따 

라 이동(shift)하는 모양을 볼 수 있다. e-축을 

회전축으로 죽과 자장간에 이루는 각도를 0° 
에서 180°까지 15°간격으로 회전시키면서 기록 

한 ESR 스펙 페 트라의 피 이 크선위 치 (peak line 
position)만을 그린 것은 Fig. 4에서 보여준다. 

회전축이축과 c-축인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Fig. 5 와 Fig. 6 에 각각 표시 하였다. 이 들 선위 

치들의 회전각 변화에 따른 이동의 주기성을 사 

용하여 각 상자성종들에 대응하는 피이크군들을 

구별할 수 있다. 각종에 해당하는 피이크군을 

살펴보면 최소자장에서 나타난 피이크와 최대자 

장에서 나타난 피이크간에는 회전각 90°에 대응 

하는 주기성을 갖는다. 둥방성 SO3-기의 피이 

크와 무등방성피이크간의 거리로부터 자장의 차 

이를 구할 수 있고 이 자장의 값을 다음식에9 
대입하여 각 상자성 종들의 疔값을 계산할 수 

있다.

g=2. 0036(1+ 耳%严) (1)

여기서 는 SO「기의 피이크가 나타난 자

장이 고 ]% 는 다른 종들의 피 이 크가 나타난 자장 

의 세기이다. 종이 나타난 자장의 세기가 낮을 

수록 g-값이 크고 이 는 자유기의 가려 막기 효과 

가 작은 것을 의미한다.

T沥"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A종의 g-값(gA) 
는 45°에 서 2. 0176으로 최 소값을 갖고 135°에 서 

2.0261로 최대값을 갖는다. 이와 같이 gB,gc,gD 
및 gE들도 90° 간격으로 최대값과 최소값이 주 

기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T湖Ze2와 

T沥Ze3에서도 각각 나타나고 있다.

Fig. 7, Fig. 8 및 Fig. 9에서 보는 바와같이 

g2 을。에 대 하여 그린 결과와 실험 결과난에 서 

보인 식 ”을 사용하여 9 matrix elements 를 얻을 

수 있다. 한편 실험적으로 구한 g2-값은 다음과 

같은 일반식3에 들어 맞는다.

g2=a+/3 cos 2 6+y sin 2 9 (2)

여 기 서 a, 및 7 는 최 소자승 파라메 터 이 다. 

실제로 한면에서 g-값의 최대치 g+와 최소치 g- 
및 최대 g-값을 갖는 각。+로부터 다음 식과 같 

이 a, 0 및，를 얻을 수 있다.

2a=g+2+g_2

20= (g+2-g-2)cos 2。+

2/ = (ff+2- g-2) sin 20+ (3)
이 때 g-값의 9 matrix element12^- 다음과 같 

이 세워진다.

旳+ 03 
地一岛

73 72

73
的+61

(4)

72 73 (地+炀

俄一&2

(4)식에 따라 구해진 9 matrix element 와 실 

험결과 난에 표시한 식에 대 입하여 구한 것과는 

내용상으로 일치 함을 수학적으로 알 수 있다. 

모든 상자성 종들에 대 하여 각각 9 matrix element 
들을 얻을 수 있는데 콤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이 들을 대 각화시켜 주 g-값(幻", gyy, g次) 

과 방향여현 얻었다.

각 상자성 중심들의 주 g-값과 방향여현은 

에서 보는 바와 같다.

상사성 중심 A 는 주 g-값의 평 균치 인 gw 가 

2. 023 으로서 SO「기 8,13이 며 B 는 가 약 2.0 

12인 것으로 보아 SO?-기14로 각각 분석하였다. 

상자성 중심 C 는 ga▼ 가 2. 012이 며 등방성 주 

g-값을 갖는 것 으로 미 루어 볼 때。3■■■기 M에 해 

당한다. 。중심은 자연에 존재하는 0.74 %의 

33SO3■•기 와 33S 핵 스핀(”々= 斜의 초미 세 상호작 

용 (hyperhne interaction) 에 의하여 2Z+1 개 즉 

4개로 갈라진 (splitting)15 스펙트라의 마지막 

피이크에 대웅한다. 나머지 3개의 피이크들도 

SO厂기의 등방성 피이크 좌우에서 발견할 수 있 

다. E 중심 은 전자형 중심 (시ectnm type center) 
으로 이는 산화물 계내에 전자들이 트랩된 상태 

로 양자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음이온 베이칸 

시 같은 결정 격자결함 (lattice defect) 이나 전자 

를 쉽게 트랩할 수 있는 불순물 금속이온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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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전자가 트랩 되 어 전자과잉 중심 (electron ex
cess center) 2을 형 성 하는 것으로 생 각할 수 있다.

A 상자성 중심 주위에 노■이스 (noise) 와의 비 
가 5 ： 1 정도로 나타난 피이크들은 4iK(»w= 으) 

핵 스핀 과 SO厂 기 간에 초미 세 갈라짐 (hyperfine 
splittin용)에 의한 4개의 초미세선들에 해당한 

다. 4】k핵의 스핀해 밀토니 안 (spin Hamiltonian) 8 

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沈=创，」匕&+%」％&+务瓦&〕+% A, S.

여기서 S=3•로 전자스핀이고，==응으로 핵스 

핀을 나타낸다. 첫 항의 £는 보一어 마그네톤, 

H는 자장 및 S는 전자스핀을 나타낸다. g-값 

은 전 자스핀 의 양자화된 에 너 지 준위 가 자장에 

의하여 갈라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상수이다. 다 

시 말하면 자장의 가려막기 효과가 작은 상자성 

중심일 수록 g-값은 크고 공명조건은 낮은 자장 

에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ESR 피이크는 낮은 자 

장에서 나타난다.

두 째항의 A는 핵스핀과 전자스핀간의 초미 

세짝지 음상수 (hyperfine coupling constant) 를 나 

타낸다. 4】k동위원소는 자연에 7 % 정도 포함 

되 어 있으므로 그 초미세선들(hyperEne lines) 
의 강도가 약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 

서는 7-선에 조사된 K2SO4 단결정내의 상자성 

중심들의 초미세선들까지도 선명하게 볼수 있 

는 스펙트라를 제시하고 이들을 분석하여 각 상 

자성종들의 본질을 확인하였다. 이와같이 특성 

주 g-값과 방향여현 또는 gav 를 고려 하여 ESR 
스펙트라의 분석과 확인은 K2SO4 단결정내의 안 

정한 상자성 결함구조를 규명한 것으로 상자성 

결함의 물성에 관한 좋은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广선 조사를 도와 

주신 원자력연구소와 EPR Spectromenter 를 쓰 

도록 허 락해주신 과학원 

연구진행에 조력하신 이 

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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