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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Quinoline계 화합물의 미시적 비선형 광학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반경험적인 AM1 방법을 사 

용하여 초분극률을 계산하였다. Quinoline 고리에서 이차 비선형 특성에 기여하는 전자공여체, 아미노기와 

전자수여체, 니트로기의 반응 위치를 변경하여 미시적 비선형 상수에 대한 이론적 영향을 조사해 보았다. 

이차와 삼차 비선형 주쇄고분자로서 물리적, 기계적 성질이 우수한 polyquinoline계 고분자를 이용하기 위해 

polyquinoline계 반복단위와 유사한 단분자 quinoline들을 설계하여 각각의 미시적 비선형 상수 및 바닥상태의 

쌍극자 모멘트 등을 유한 전기장하에서 계산하여 서로 평가 비교해 보았다.

ABSTRACT. The microscopic origin of nonlinear optical properties of quinoline derivatives have 

been investigated theoretically using M0PAC-AM1 method. In order to prepare promising nonlinear 

optical active polymers of polyquinoline derivatives, the optimized positions of strong electron donor 

and electron acceptor are determined in the heterocyclic ring for the energetically favorable structures. 

For each compound, the effect of the substituted positions on the microscopic nonlinear coefficients 

were investigated. Polyquinoline was already evaluated to have outstanding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so that its monomeric analogues were designed and synthesized for developing new second 

and third order nonlinear optical main chain polymers. Using the MOP AC-AMI method, properties calcu

lated include the intrinsic ground-state dipole moments, the polarizabilities, first and second hyperpolari

zabilities under the condition of finite-field (co = 0).

서 론

비선형광학 특성은 laser와 같은 강한 광전자장 

하에서 고체물질의 유전분극(dielectric polarization) 

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상물 

질의 특성에 의해 크게 좌우 되므로 새로운 고성능 

비선형광학재료의 개발이 많이 연구되고 새로운 응 

용분야가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비선형광학 장치에 응용하기 

위한 새로운 유기고분자물질을 설계 및 합성하기 

위해 그들의 이차와 삼차 비선형 성질 및 분극 효 

과에 대한 계산을 이용하고자 한다. 유기 단분자의 

경우 이차와 삼차 비선형 효과에 대한 기여도를 

예측하기 위한 양자역학적 계산방법 등이 많이 알 

려져 있으며, 이미 실험적 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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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도 유기 •단분자물질이 무기물질에 비해 비 

선형 광학 효과가 뛰어나다고 보고되어 있다IF 그 

러나 이들 단분자로는 광학장치에 응용성이 미치지 

못하므로 그들의 특성을 고분자에 부여하여 새로운 

비선형 유기 고분자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13.

유기 고분자물질의 비선형광학 성질은 그를 이루 

고 있는 단분자 혹은 부분적 활성체 등의 미시적 

비 선형광학 특성 에 의 해 좌우된다고 알려 져 있다. 

그러므로 각 분자구조에 의존하는 미시적 효과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근본적 

으로 전자기장 내에 놓여있는 유기물질의 분극 현 

상은 전기장에 의해 유도되는 쌍극자의 생성과 그 

크기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존 

성은 다음 식으로 나타내어진다.

17(E) = [/°- —^oEiE； Z BEtEjE*

i 2 ij 3 i.jrk

--- 2 yEjEjEkEr''

4

윗 식에서 는 무전장 상태에서의 에너지, 卩°는 

영구 쌍극자 모멘트이 다. a는 분자의 분극Xpolari- 

zability)이라 하며 광전계에 대한 에너지의 이차 

도함수 값, 또는 쌍극자 모멘트의 일차 도함수 값 

으로 나타내어 진다. 그 다음 고차항에 나타나는 8와 

Y는 각각 일차, 이차 초분극 싱-수(molecular hyper

polarizability)^ 하며, 이들은 이차, 삼차 비선형 

효과의 분자구조적 근원으로 정의된다.

전자 공여체와 수여체를 갖는 유기 화합물에서 

뛰어난 비선형 특성이 나타남으로 이들 분자구조를 

갖는 고분자의 합성이 촉진되고 있다. 이들 비선형 

활성 고분자들은 우수한 기계적, 물리적 성질뿐 아 

니라 설계의 용이성 그리고 대량 생산성 등 많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응용도는 기대할만 

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 앞서 순수 polyquinoline을 합성하여 

그의 열적 안정성 및 우수한 제막성, 물리적 성질을 

확인하였다. 제조된 필름은 가시광선 영역에서 매우 

투명하고, 그리고 열분석 결과 결정의 용융현상이 

550°C까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유리상 고분자로서의 특성도 나타내 임의의 광원 

사용시 미세결정에 의한 빛의 산란 현상을 배제할 

수 있는 좋은 고분자 매질이라 할 수 있다.

Polyquinoline 고유의 삼차 비선형 특성을 가정 

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비선형 고분자를 

설계함에 있어서 단분자 quinoline 구조에 있는 방 

향족 고리의 어떤 위치에 전자 공여체와 전자 수 

여체를 치환하여 이차 비선형 특성을 나타내는 주 

쇄형 고분자를 합성할 수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각각의 다른 위치에 니트로기와 아미노기를 배열하 

여 양자역학적인 계산방법으로 그 특성을 가장 최 

적화 할 수 있는 구조를 규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각기 다른 두 가지 quinoline 구조를 바탕으로 니 

트로기와 아미노기의 대체 위치에 따른 분극률을 

고차항으로 확장하여 그 비선형 상수들의 값과 각 

각의 쌍극자 모멘트 둥을 반경험적인 AM1 방법으로 

계산하여 서로 비교하여 보았다.

계 산

분자 역학적 계산방법으로 기하학적으로 최적화된 

분자구조를 입 력하여 MOPAC 프로그램 내 에서 AM1 

방법으로 에너지 최소점을 구하였다. 이때 사용되는 

탄수소, 질소, 산소 각각의 계산 상수 등 참고 

사항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MOPAC-AM1 으로 

계 산에 이용된 quinoline oxide(QO) 화합물을 F讶. 1 

에 나타내었다. 두번째 quinoline 화합물은 실제로 

polyquinoline 유사체를 합성시 도입할 수 있는 확 

장된 유형으로 니트로기와 아미노기 각각의 치환 

위치를 변화시키면서 위의 방법과 같은 형식으로

Fig. 1. Chemical structures of quinoline oxide deri

vatives used in this study.

Vol. 37. No. 1, 1993



64 柳雄植-崔東勳-金珞中•李允燮

(Q S)

Fig. 2. Chemical structures of quinoline derivatives 

used in this study.

계산해 보았다(F讶.2). 모든 구조는 AMI 방법의 

에너지 극소점으로 유한 전기장을 도입하여 바닥 

상태의 쌍극자 모멘트, 분극률, 그리고 일차 및 이차 

초분극률을 에너지의 도함수를 사용하여 계산하였 

다. 본 연구의 계산은 AM1 대신 PM3법을 이용할 

수도 있으나 일부 대상 분자로 시험해 본 결과 같은 

경향성이 예상되므로 계산 결과의 신뢰도에 관해서 

는 최근 PM3 계산 값과 실험 값의 비교를如 참조할 

수 있다.

새로운 비선형 유기고분자 물질을 개발하는 일련 

의 방법으로서 Fig. 1과 尸讶.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quinoline계 화합물을 설계하여 그들의 미시적 

비선형 상수들을 전자기장 또는 주어지는 광의 파 

장에 관계없이 계산한 결과를 Table 1과 Table 2에 

보였다.

여기서 사용된 quinoline 화합물들은 순수 방향족 

화합물에 비해 광학흡수띠가 단파장쪽으로 이동하 

므로 통상 이차 비선형효과 등을 조사할 때 쓰이는 

near-IR 레이저인 경우 그 반파장 영역에서의 고유 

의 공명 효과로 나타나는 비선형 효과를 배제할 수

Table 1. Calculated results for quinoline oxide deri- 

vatives

Q01 QO2 QO3 QO4 QO5 QO6

卩 9.16 9.02 8.98 9.45 9.80 4.90

a 3.78 3.89 3.74 3.90 3.87 3.81

一 0.02 4.62 2.82 948 7.70 6.05

9.90 16.7 11.0 22.1 22.7 21.3

-0.28 41.67 25.32 9259 75.46 29.64

0.60 0.37 0.71 0.47 0.50 0.51

卩：dipole moment (debye), a： polarizability (X IO-23 

esu), p: first hyperpolarizability (X10-30 esu), Y： se

cond hyperpolarizability (X10-36 esu), AE: HOMO- 

LUMO energy gap.

Table 2. Calculated results for quinoline derivatives

QI Q2 Q3 Q4 Q5 Q6 Q7 Q8

M 0.91 7.12 7.03 5.21 5.54 7.62 6.80 7.34

a 4.46 5.44 5.41 5.42 5.31 5.45 5.33 5.38

P 2.32 6.91 6.00 6.51 4.67 8.77 356 3.32

Y 15.2 32.6 28.3 33.5 24.5 34.3 20.0 24.5

邱 2.11 49.20 42.18 33.92 25.87 66.83 24.21 24.36

AE 0.40 0.74 0.69 0.68 0.79 0.36 0쇼2 0.33

H： dipole moment (debye), a: polarizability (X10-23 esu), 

p: first hyperpolarizability (X10*30 esu), Y： second hy

perpolarizability (X 10-3fi esu), AF: HOMO-LUMO ene

rgy gap.

있으므로 그 응용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겠다. 그 

리고 N-oxide 그룹의 전자의 push-pull 효과에 의 

하여 이차 비선형효과에 요구되는 비점대 칭(nonce

ntrosymmetry) 결정으로서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어 이들의 미시적 비선형상수들을 양자역학적 

방법으로 계산해 보았다. 특히 이 계산에서는 파장이 

무한대인 경우를 가정하여 그 경우의 값을 벡터평 

균양을 구해 각각의 계수를 나타내었다＜7沥" 1, 2).

이 계산의 주요목적은 가능한 quinoline 치환체 

로부터 이차 비선형 효과를 지배하는 0값과 쌍극 

자모멘트(卩)가 큰 유도체를 찾아내는 것이다. 대체 

적인 이차비선형 효과의 평가방법은 의 값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들 구조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정성 구조를 밝혀낼 수 있었다. 먼저 Table 1 의 qui

noline oxide 계 화합물중。값에 대해 살펴보면 Q0 

1, QO 2, Q0 3과 Q0 4, Q0 5, QO 6 등으로 두 

유형으로 분리시켜 비교할 수 있었다. 이때 Q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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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 2, Q0 3에 비해 Q0 4, Q0 5, Q0 6의 0값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Q。4, Q0 5, Q0 6의 

구조가 conjugation이 일어날 경우 공유할 수 있는 

길이가 더 길어 n 전자의 비편재효과가 더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Q0 1인 경우 니트로기가 N-oxide기와 입체적으로 

방해되어 다른 방향족 고리와 같은 평면에서 어긋나 

있어 자체고리 안에서 conjugation이 에너지적으로 

일어나기 힘들므로 Q0 2, Q0 3, Q0 4, Q0 5, Q0 

6에 비해 0가 매우 작게 계산되었다. HOMO나 

LUMO의 에너지 차이(AE)를 살펴보면 Q0 2, Q0 

4, Q0 5, Q0 6들이 Q0 1과 Q0 3보다 작음을 볼 

수 있고 two state model로 생각해 보면 conjuga- 

tion이 일어나기 힘든 Q0 2, QO 3의。값이 작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QO6의 경우 아미노기의 수소와 

니트로기의 산소 사이에 결합길이는 2.4A으로 미 

약하나마 수소결합을 예측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 

구조는 아미노기에서 니트로기까지 안정한 공명구 

조를 가질 수도 없으며 이 수소 결합에 의해 결정이 

생길 경우 미시적 비선형상수가 서로 보강되어 실 

제보다 더 커질 수가 있다.

그리고 Q0 5와 Q0 6의 경우는 아미노기가 약 

간의 파라미드 모양을 가진다. 아미노기가 방향족 

고리와 conjugation할 경우 아미노기가 같은 평면에 

있어야 n 전자가 비편재되기 쉽다. 따라서 Q0 4의 

B값은 Q0 5, Q0 6들의 것보다 클 것으로 설명된다. 

그 전자의 비편재 현상은 F讶.3의 전자전이 공명구 

조로 설명될 수 있다.

6값에 비해 고유 분자구조의 쌍극자 모멘트를 

살펴보면 예측한대로 Q0 4와 Q0 5가 가장 큰 값을 

나타냄을 보였다. 이는 N-oxide에 전자가 편재되어 

산소에 음이온이 형성 가능하여 자체내에 쌍극자 

모멘트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니트로기와 같이 어떤 

동일 벡터방향으로 전자수용 능력이 증가하여 분자 

내 전체 쌍극자 모멘트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Q。6은 아미노기의 전자공여 

능력으로 말미암아 N-oxide의 쌍극자 모멘트를 상 

쇄하여 가장 낮은 쌍극자 모멘트를 나타내었다.

모든 계산된 상수를 종합해 볼 때 N-oxide와 니 

트로기가 서로 근접해 있어 고유 쌍극자 모멘트를 

증가시켜 주는 경우와 n 전자의 비편재 현상이 탁

(QO6)

Fig. 3. Ground-state and lowest energy polar resona

nce forms of quinoline oxide (QO 1, QO 4, QO 5, 

QO 6).

월하게 나타나는 QO 4와 QO 5를 유망한 구조로 

들 수 있는데 이 둘 중 Q0 5에서는 수소결합의 

가능성과 전자전이 공명구조상에서 니트로기 와 N- 

oxide의 산소의 음전하간의 정전기적 반발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값이 가장 크게 나오고 HOMO와 

LUMO의 에너지차(AE)가 가장 작은 Q0 4구조가 

가장 에너지적으로 안정하고 이차 비선형 특성이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丫값에 의존하는 삼차 비 

선형 계수도 매우 높게 나와 이 물질은 이차, 삼차 

비선형 효과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구조로 평 

가되었다.

다음은 조금 더 확장된 quinoline계 구조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시적 비선형효과를 고찰해 보았다. 

먼저 Table 2에서 보면 Q 2와 Q 6의 卩乂。값이 Q 

1, Q 3, Q 4, Q 5, Q 7, Q 8들보다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Fzg.4에 보이는 아미노기에서 니트로기까지 

의 긴 전자 비편재 현상에 따라 설명될 수 있다. Q 

1, Q 3, Q 4, Q 5, Q 7, Q 8 구조에서는 n 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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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

Fig. 4. Ground-state and lowest energy polar resona

nce forms of quinoline (Q 2 and Q 6) derivatives.

비편재에 의한 전하이동 공명구조가 형성될 수 없다. 

일단 아미노기가 벤젠 고리에 ortho나 meta 위치에 

있을 경우 naphtyl 고리를 통해 전자의 이동이 용 

이하지 않아 니트로기까지 에너지적으로 안정한 공 

명구조를 형성할 수가 없으卫로 Q 7과 Q 8은 conju- 

gation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에 의한 8와 

丫값이 작아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들 중 역시 전 

자의 긴 비편재 현상이 일어나고 안정된 공명구조를 

이루는 Q 2와 Q 6가 역시 유망한 구조로 추측되며 

이 두 구조에서는 바닥 상태의 쌍극자 모멘트가 크고 

HOMO와 LUMO의 에너지 차이가 가장 작아 구조 

적으로 안정한 Q 6 구조가 더욱 유리한 것으로 판 

명되 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 구조를 생각해 볼 

때 6, 12 위치에 각각 강전자공여체와 수용체가 있는 

것이 이 구조를 효과적으로 이차, 삼차 비선형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고 예상되었다. 그러므로 앞에서 

살펴본 quinoline oxide 경우와 같이 전자공여체와 

수용체는 이들이 이루는 쌍극자'벡터와 N-oxide

1

자체의 쌍극자 벡터와 동일 방향에 놓여 있어서 전체 

쌍극자 모멘트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긴 공유결합을 

형성하고 그 상태가 에너지적으로 안정할 때 높은 

비선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위의 모든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적절한 위치에 

강한 전자공여체와 전자수용체 분자구조기를 갖는 

quinoline계 유도체를 설계하고 합성하여 이를 기 

존의 유리상 고분자에 혼합시켜 응용하는 방법이 

고안되어질 수 있다. 특히 polyquinoline의 뛰어난 

물리적, 열적성질을 이용하여 전자공여체와 전자수 

용체를 공유 결합시켜 비선형 주쇄고분자로 이차, 

삼차 비선.형 효과를 기대하는 방법 또는 적절한 

위치에 이차 비선형 측쇄기를 입체적으로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결합시켜 주쇄는 삼차 비선형 효과에 

측쇄는 이차 비선형 효과에 기여할 수 있게 설계할 

수 있다. 특히 이들 polyquinoline계 고분자들은 우 

수한 열적 안정성으로 이차 비선형 효과의 시간에 

따른 쇠퇴현상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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