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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핵자기공명분광법으로 일련의 알코올 용액에서 N-에틸아세트미드(NEAA) NH-기의 'H-NMR 

스펙트럼을 310-350K 온도 영역에서 찍어내었다. 써屮핵에 짝짓기를 한 】H-스펙트럼의 선모양을 분석하여 

NEAA의 재배향 상관관계시간 q를 얻었다. 용질과 용매의 상호작용은 용매의 사슬 길이가 증가하면서 감 

소하는 것을 실험 데이타는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알코올 용매에서 재배향 운동은 실험한 온도영역에서 

용매의 WT에 거의 선형적으로 비례하였다. 그 결과를 subslip 현상으로 고찰하였다.

ABSTRACT. The 'H-NMR spectra of the NH-group were obtained for N-ethylacetamide (NEAA) 

in the series of w-alcohols over a temperature range of 310~350 K by using NMR spectroscopy. The 

'H-NMR lineshape coupled to 14N nucleus were analyzed to obtain the reorientational correlation times 

of NEAA. The data indicate that the coupling of solute and solvent decreases as the chain length 

of w-alcohols increases. But in the w-alcohols the reorientational motion depends almost linearly on 

WT of solvents over our temperature range. The results are discussed in the context of the subslip 

phenomenon.

서 론

최근 본 연구진은 아미드 화합물 용액에서 아미 

드-용매 상호작용을 연구하면서 아미드-NHz기의 양 

성자 핵자기공명 스펙트럼의 선 모양이 용매의 종 

류에 따라 크게 변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I 이러 

한 현상을 분석하여 아미드 분자의 분자 뒹구르기는 

용매의 동력학과 어떠한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분자 뒹구르기와 같은 분자 운동은 용매와 용질 

사이의 마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여러 가지 분 

광학적 방법을 응죽 상에서 분자 회전을 연구하는 

도구로 사용하면서6, 최근 많은 연구진들은 회전하 

는 분자가 경험하는 마찰의 이론과 실험을 홍미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15. 마찰은 기계적 및 유전적적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이 논문에서는 기계적 마찰, 

즉 유체역학적 마찰을 우선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세트아미드와 같은 일차 아미드 

보다 에틸기의 입체 효과에 기인한 C-N 내부회전 

장애가 더 클 것이며 질소 원자의 염기도도 더 커서 

양성자 교환이 대단히 느릴 것을 가상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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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hylacetamide(NEAA)을 선택하여 이 아미드의 

"N-핵을 통해서 살필 수 았는 회전이완 행동을 n- 

알코올 용매에서 양성자 핵자기공명법으로 조사하 

였다. C-N 내부회전과 양성자 교환 효과가 아미드 

질소 핵의 전기장 기울기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 

는다면 질소 핵에 스칼라 짝짓기를 한 양성자가 

스펙트럼 선 모양의 온도에 따른 변화는 NEAA 질소 

핵의 이완속도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양성자 핵자기 공명 스펙트럼의 선모양을 분석하여 

NEAA 14N 스핀-격자 이완속도를 구할 수 있고 이들 

속도에서 분자 뒹구르기 시간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극성 표면을 지닌 NEAA의 알코올 용액에서 용 

매의 극성이 변하면 용질 아미드가 경험하는 마찰도 

다를 것이며 그 영향이 "N-핵 이완에 나타날 것이다. 

Tetracene과 같은 비극성 용질의 분자 뒹구르기는 

알코올의 종류와는 무관하며 용매 구조의 질서가 

중요하게 관여하면서 Stokes-Einstein-Debye 이론 

으로 예상하는 행동에서 벗어나고 있다电 본 연구 

에서는 NEAA와 같은 분자도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가를 밝히면서 그 행동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실 험

시약과 기기. 본 연구에서 사용한 N-ethylacet- 

amide(NEAA)는 TCI-GR급 제품으로 무수 황산나 

트륨으로 건조시킨 후 진공에서 분별 증류하였다. 

용매로는 Aldrich 사의 Spectrophotometric급 메탄올 

(MeOH), 에탄올(EtOH), 如-부탄올(BuOH)과 펜탄 

올(PeOH), Merck사의 Chromatographic급 프로 

판올(PrOH), Aldrich사의 99% ”-헥산올(HeOH) 및 

역시 Aldrich사의 98% 耸-헵탄올(HpOH)을 사용하 

였다. Fluka사의 GR급 盛짜리 분자체를 용매에 넣 

어 수분을 제거하여 사용하였다. NEAA 용액의 농 

도는 0.5 몰랄로 마추었다.

양성자 핵자기공명 스펙트럼은 Bruker사의 WP80 

CW인 80 MHz 'H-NMR 분광기에 ±0.1°C까지 항 

온이 가능한 온도조절기 B-VT 1000을 부착하여 5°C 

간격으로 고온에서는 마른 질소 기체를, 저온에서는 

액체 질소를 사용하여 온도를 조절하여 가며 용액의 

스펙트럼을 얻었다. Lock 신호로는 TMS의 양성자 

봉우리를 사용하였다.

용매의 점도는 조절된 각 온도에서 Ubbelohde 

점도계를 사용하여 보통의 물리화학 실험법으로 측 

정하였으며 문헌에 보고되어 있는 값과 좋은 일치를 

보였다.

'H-NMR 스펙트럼으로부터 Q/T[)n의 계산• Po- 

ple은 사극자 핵과 짝짓기를 한/=1/2핵의 스펙트럼 

선모양의 이론을 제시하면서 "NH3에서 실험적으로 

관찰된 양성자 스펙트럼과 일치함을 보였다". 스핀- 

1/2인 양성자가 질소와 같은 사극자핵(7=1)과 짝 

짓기를 한 분자에서 1H-핵자기공명 스펙트럼은 스 

칼라 짝지움상수 /曲와 동일한 선갈라지기를 한 3 

개의 선으로 구성된다. NHJ와 같이 분자의 대칭이 

대단히 크면 "N-핵 이완은 대단히 느려져 높이가 

동일한 완전하게 갈라진 삼중선을 관찰한다. 그러나 

아미드와 같은 화합물에서 "N-핵 이완은 대단히 

빠르기 때문에 보통 넓은 단일선으로 관찰된다. 14N- 

핵의 이완이 중간 정도인 경우 Pople은 다음과 같은 

iH-NMR선 모양에 관한 식을 유도하였다.

M 23)__________ 45+晚&2+1)_____________
京妙지 n/NH 1225T2+2<o2(17x4 -X2+2)+wVfx2 - D2

(1)

여기서 cohIOttTJnh이며, *=(v—Vh)〃nh이다. 아 

미드의 NH-기는 양성자 교환에도 참여하기 때문에 

실제로 관찰되는 양성자 스펙트럼은 (1)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중성 수용 

액에서 일차 아미드인 아세트아미드의 NH2 양성자 

교환 속도는 질소핵의 이완속도에 비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작으며W9 알코올 용액에서는 

더욱 작을 것이다. 본 실험에서 사용하는 C-N 부 

자유회전 장애가 대단히 큰 NEAA에서는 아세트아 

미드보다 양성자 교환효과가 더욱 작게 기여할 것 

이기 때문에 관찰된 스펙트럼의 변화는 질소핵의 

이완에 의해서만 지배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了「'》丿而인 경우 (D식은 더욱 간단하여져 g(x)는 

Lorentz형이되어 그 선나비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 

으로 표현할 수 있다.

挤(/京琮

3
(2)

1
△Vi〃=—— 

n/ 2H

따라서 /nh을 알면 선나비로부터 질소핵의 스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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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 이완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NEAA의 Jnh값이 아세트아미드의 값(64 Hz)20과 동 

일하다고 가정한다.

/=1 인 질소 핵의 재배 향상관관계 시간 q는 ext

reme narrowing 한계에서 전기장 기울기의 비대칭 

성을 무시하면 질소 핵의 스핀-격자 이완속도에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부터 계산된다.

여기서 e2qQ/h = XS. 사극자짝지움상수이다. X값은 

포름아미드의 값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가정 

하고 그 값(2.54 MHz)을 사용한다%

이론의 배경

재배향상관관계시간 %은 용질이 경험하는 미시 

마찰에 대단히 민감한 탐침으로 사용된다. L를 마 

찰계수와 정량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용질 분자 

의 모양과 그의 운동을 설명하는 모양을 도입해야 

한다. 보통 용질을 구형 또는 타원체로 모형화하고 

있다21~气 이러한 모형은 물론 대략적인 것이나 유 

체 역학적으로 예측한 결과를 시 험 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거시적 유체역학적 이론은 많은 실험 결과와 

좋은 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材는 그와 관련된 마찰 계수。에 비례한다28. 즉

&=B。 (4)

여기서 8는 용질분자의 부피와 모양 및 용질과 

용매 분자와의 “stick” 및 “戒姑” 경계조건으로 설 

명되는 유체역학적 상호작용이 내포되어 있는 계수 

이다. 마찰 계수。는 如T로 나눈 용매의 shear 점 

도에 비례한다2气

여기서 는 미시 마찰계수가 거시 값에서 얼마나 

벗어나는가를 나타내는 계수이다. 거시 유체역학에 

서는 ?=1로 가정한다. (5)식을 (4)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된다.

만약 B를 stick 경계조건에서 구형 용질의 부피 

라고 한다면 (6)식은 Stokes-Einstein-Debye식이 된 

다. 따라서 B는 용질의 실 부피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비구형 입자의 모양과 일반적인 경계조 

건이 함유된 파라미터로 취급할 수 있다. B값은 

용매와 무관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으로 &를 n 

/T에 대해 도시하면 직선이 얻어질 것이며 직선의 

기울기도 용매의 성질과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 실험 

결과가 그러한 선형 관계에서 벗어난다면 거시 유 

체역학적 가정은 더 이상 맞지 않으며 미시 용매화 

환경에서 비 유체역학적 효과가 중요해진다는 사실 

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결 과

여러 알코올 용매에서 NEAA의 아민기 양성자 

스펙트럼을 311K에서 찍은 것을 F沮 1에 도시하였 

다. 알코올 용매의 알킬기가 커질 수록 스펙트럼 

선나비는 좁아지고 있다. 용매의 점도가 증가하면 

수소 핵과 스칼라 짝짓기를 한 질소핵의 이완시간이 

짧아지는 것을 (2)식으로부터 예상할 수 있다.

F讶.2는 ”-PeOH 에서 온도를 311K에서 343 K까 

지 올려가면서 아미드 아민기의 양성자 스펙트럼 

선모양을 대표적으로 보인 것이다. 온도 증가에 따라 

봉우리의 높이가 뚜렷하게 줄어들면서 선나비는 증

Fig. 1. 'H-NMR spectra of 0.5 m NEAA amide proton 

in w-alcohol solvents at 313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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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H-NMR spe간ra of 0.5 m NEAA amide proton 

in w-pentanol solvent at various temperature.

Fig. 4. Molecular structure of N-ethylacetamide. The 

solid ellipse represents outlines of the prolate ellip

soid used to model the solute shape.

r/r x I어, [cP/K]

Fig. 3. Dependence of the reorientational correlation 

time & of NEAA on viscosity i](cP) divided by abso

lute temperature T(K) in w-alcohol solvents. The solid 

line represesnts the linear best fit up to the w-PeOH 

data. The stick and slip predictions are shown by 

dashed lines.

가하고 있다. 용액의 온도가 증가하면 그 속에 녹아 

있는 용질의 분자 뒹구르기 운동은 활발하여 질 

것이며 이에 따라 "N-핵의 이완은 느려지게 된다. 

용매의 점도가 증가하고 계의 온도가 내려가면 분자 

운동이 둔해지는 것은 예상되는 바로 위의 두 그림은 

이 현상을 그데로 반영하고 있다.

NEAA의 분자 재배향상관관계시간 匚를 (2)와 ⑶ 

식을 사용하여 실험에서 얻은 스펙트럼으로부터 계 

산하였다. 이 결과를 용매의 점도를 절대온도로 나눈 

값의 함수로 F讶.3에 도시하었다. MeOH에서 n- 

PeOH까지는 용매의 종류와는 거의 무관하게 좋은 

선형관계(户=0.99)를 보이고 있다. 如-HeOH는 위의

Table 1. Comaparison of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parameters

Parameters Solute (NEAA)

Axial ration 0.49

Volume, [A3] 115A

The ratio (slip/stick) of

the friction coeffient for 0.24

pro-late ellipsoid

stick slop, [ns*K/cP] 13.9

Theory

slip slop, [ns-K/cP] 3.3

Expl. in m-ROH

slop, [ns*K/cP] 1.9

flThe ratio of the monor and major semiaxies, feVo- 

lume was calculated using van der Waals increments 

from Ref. 30.

선형관계에서 벗어나고 있다. 측정한 q를 유체역학 

이론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기 위하여 

NEAA의 모양을 장축 타원체로 Fz：g.4와 같이 모형 

화하였다. 주축은 용질의 모형에서 예상되는 길이의 

반이며, 단축은 용질의 van der Waals 부피와 주 

축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용질의 부피는 Bondi30에 

의해 표의 형태로 정리된 van der Waals 증수(incre

ments) 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이 타원체에 관한 

파라미터를 Table 1에 수록하여 놓았다. NEAA의 

기하구조를 이용하여 stick과 slip 한계에 해당하는 

용질의 %를 n/T의 함수로 예상할 수 있다. stick 

예상은 비구형 용질에 적용되는 일반 Stokes-Eins

tein-Debye 식을 사용하였고"'I slip 예상은 Hu와 

Zwanzig3?가 역시 동일한 비구형 용질에 대하여 표로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알코올 용액에서의 N-에틸아세트아미드의 재배향 운동 47

작성하어여 놓은 마찰계수의 값으로부터 계산하였 

다. 이들 이론치를 실험에서 얻은 결과와 함께 Table 

1에 함께 수록하여 놓았고 stick과 slip 예측으로부터 

얻은 내용을 F讶.3에 점선으로 나타내 보였다.

논 의

如-알코올 용매에서의 NEAA의 재배향시간 &의 

점도 의존성을 나타내는 F讶.4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결론을 추출할 수 있다. 첫번째 것은 점도 의존성이 

알코올의 개별 특성과는 거의 무관하게 선형적 변 

화를 보이면서 n/T가 0인 점에서의 절편값이 양의 

어떤 값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 양의 절편 값을 

용질 분자의 이론적 자유회전시간33과 비교하여 볼 

가치가 있다. 용질의 자유회전시간은 회전체의 관 

성모멘트 I를 알면 다음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NEAA의 세 주축에 대한 관성모멘트를 분자역학 

계산(MMPMI；QCPE 395+318)으로 구하였고 이 

값을 사용한 세 주축의 자유회 전시 간을 계 산하여 

실험 절편 값과 비교하기 위하여 Table 2에 함께 

수록하여 놓았다. NEAA의 end-over-end 회전에 

해당하는 자유회전시간 0.8ps와 비교하여 실험적으 

로 얻은 절편 값은 그것의 3배인 2.4 ps이다. 이와 

같이 큰 자유회전 시간에 대한 이유는 절편에 관한 

이론이 정립되어야 가능하다. 점도 0에서의 절편 

값이 양의 값을 보이는 현상들이 여러 실험에서 

관찰되고 있으나辨% 이에 관한 이론적 근거는 아 

직도 논쟁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35,36. 그래도 WT=0

Table 2. The moment of inertia and the free rotation

times with the principal axes of NEAA

Axes Moment of 

Inertia0

I, Eg-cm2]

Free Rotation 

Time 

TO, [ps]

Expl.

S [ps]

X 11.02X1(厂 39 0.36

y 43.03X10 39 0.71 2.4

z 51.81X10'39 0.78

^Calculated with the MMPMI (QCPE 395 + 318).

에서의 절편을 허용한다면 (6)식을 다음과 같이 변 

형하여 표현할 수 있으며 이 식은 본 실험에서 관 

찰된 행동을 잘 설명한다.

Fzg.3에서 추출할 수 있는 두번째 내용은 알코 

올에서 NEAA의 재배향시간이 유체역학의 이론으로 

예상되는 slip 경계조건보다 빠르다는 것이며 ”-헥 

산올 이상에서는 위의 선형관계에서 벗어난다는 사 

실이다. 如-알코올 용액에서 비극성용질의 회전시간 

은 많은 경우 slip 예상 값보다 빠르게 용질이 회 

전하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16路37 이러한 현상을 

subslip 효과라고 한다.

S. Kim과 G. R. Fleming은 纳”zs-stilbene의 재 

배향에 관한 온도 의존 연구에서 ”-알칸 용매의 사슬 

길이가 길어질수록 용질의 재배향이 빨라지는 것을 

관찰하였다38. M. J. Wirth와 S.-H. Chou는 ”-알코올 

용매에서의 tetracene의 형광 비등방 소멸 실험으 

로부터 역시 subslip 회전 확산을 관찰하면서 이 

현상은 용매 구조의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电 알킬 사슬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용매에는 구조적 질소가 존재하는 것은 실험적으로 

도 확인되었다3940.

D. Ben-Amotz와 그의 공동 연구진도 알코올 

용매에서 p-quaterphenyl과》-terphenyl의 회전확산 

이 subslip 효과를 보이는 것을 관찰하고 이를 미시 

회전 관찰에 관여하는 비 유체역학적 행동의 결과 

라고 설명하고 있다". 비록 如-알코올의 점탄성 이 

완시간이 아직 측정된 바 없으나 如-알코올은 비교적 

긴 유전이 완시 간(ethanol = 200 ps~w-decanol = 2 

ns)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밝혀진 바 있다"华 

이러한 긴 유전이완은 수소 결합으로 연결된 용매 

분자 뭉치의 운동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으로, 용매의 긴 시간 운동이 용질 분자의 재 

배향 운동에 영향을 주리라고 예측할 수 있다.

용질의 재배향 과정이 일어나기 전에 액체에는 

요동하는 힘 때문에 Brown 운동이 있게 마련이다. 

재배향과정이 용매의 요동과 비교하여 느리다고 한 

다면 용질은 용매의 shear 점도를 모두 경험할 것 

이며, 용질 재배향과정이 대단히 빠르다면 B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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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 힘을 경험하지 못하여 용질 분자의 운동은 

용매에 의해 둔해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용매의 

요동보다 빠른 속도로 재배향을 하는 용질 분자는 

미시 마찰을 덜 경험하리라 예측된다. 이러한 현상이 

본 연구 결과에도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교육부의 기초과학지원연구비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당국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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