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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 중의 라디칼 분자는 용매와의 상호작용에 의 

한 분자운동이 빠르게 일어나므로 홀전자가 갖는 상 

호작용 내에서 이방성의 성분은 시간적으로 평균화되 

므로 등방성의 성분만이 스펙트럼 상에 나타난다• 그 

러므로 용액 ESR에서는 등방적인 g값이나 초미세 결 

합상수(hyperfine coupling constants; hfcc)만 고려하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용액 ESR 스펙트럼은 단순화 될 

수 있기때문에 많은 등방적인 hfcc를 한꺼번에 동시에 

측정할 수 있게 되어 홀 전자의 분자내 분포 상태를 

알 수 있게 된다.

홀전자 간의 상호작용에는 쌍극자 상호작용과 교환 

상호작용이 있다. 이방적 상호작용인 쌍극자 상호작용 

은 용액 상태에서는 역시 평균화되어 전혀 관측되지 

않는다. 진한 농도의 용액에서는 쌍극자 상호작용의 

영향이 선폭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초미세구조(hy- 
perfine structure; hfs)를 나타낼 정도의 묽은 농도의 

용액에서는 쌍극자 상호작용의 영향은 무시할 수 있 

다. 한편, 둥방적인 상호작용인 교환 상호작용은 평균 

화되어 “zero” 로 되지는 않지만, 용액의 농도를 저 

농도로 함으로써 그 영향을 잃게 할 수는 있다. 하지 

만 biradical의 경우에는 그런 저농도 에서도 교환 상 

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Venkataraman, Reitz오倒 Khakhar 등은 용액중에서 

p-benzoquinone(p-BQ)등이 환원반응에 의하여 생성되 

는 p-benzosemiquinone(BSQ ,) 라디칼에 대하여 hfcc 
를 측정하였고」Bersohn은 분자궤도 이론을 이용하여 

hfcc를 계산하였다.2 1986년 Suga3 등은 p-BQ와 

BSQ 음이온 라디칼 사이의 전자교환 반응속도를 삼 

중항 이온의 형성에서 기인됨을 열역학적인 방법으로 

해석하였다.4
본 연구는 음이온 라디칼의 특별한 생성 방법으로 

1,2-Dimethoxyethane(DME) 용매 하에서 Na금속의 

산화에 의하여 생성된 durosemiquinone anion radical 
(DSQ・ -)에 대한 용액 ESR 스펙트럼을 X-band ESR 
분광기 로 측정 하였 으며,5 그 스펙트라에 서 나타난 

chemical exchange 효과에 의한 선폭교대 (line width 
alternation: LA) 현상으로부터 이 DSQ 음이온 라디 

칼의 동적 분자구조를 예측하였다.

실 험

분해능이 좋은 용액 ESR 스펙트럼를 얻기위하여는 

시료액중의 용존산소를 제거하여 라디칼을 안전하게 

보존하여야 한다그러므로 진공라인을 이용한 "gas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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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pparatus for the sample preparation; 
Breakable sealing.

거법 "으로 용존산소를 제거했다. 즉 용매 DME와 측 

정시료 Duroquinone을 각각 진공라인에 연결하여 동 

결•진공-융해를 반복함으로서 용존 산소를 완전히 제 

거시킨 후 용매를 e.s.r.시료측정관(Fig. 1)으로 이동시 

켜 진공 봉입한 후에 Breakable sealing의 join를 깨 

뜨려 Na 금속과 혼합한다.

결과 및 고찰

이온쌍 착물의 구조변화는 중심금속과 음이온라디 

칼 간의 결합세기의 강약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데 중 

심 금속 이온의 직경이 증가할수록, 용매의 유전 상수 

가 감소할수록, 그리고 온도가 증가할수록 그 결합세 

기는 증가한다고 E. de Boer 등이 밝혔다.，본 실험 

에서 사용된 용매인 DME의 유전 상수는 D=6.09 정 

도이고 이온쌍 착물의 결합세기는 이온의 크기에 따 

라 Li<Na <K 순으로 증가하며 본 연구에서는 Na를 

사용하여 실온에서 durosemiquinone의 용액 ESR을 

측정하였다.

DME 용매하에서 만들어진 알칼리 금속 양이온 

(Na+)과 DSQ 음이온 라디칼의 이온쌍 회합에 대한 

측정된 ESR스펙트럼은 Fig. 2의 (b)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DME 용매하에서 생성된 Na+과 

DSQ • -의 이온쌍 라디칼의 측정된 스펙트럼(Obs)과 

모의실험에 의한 스펙트럼(Sim.)을 Fig. 2의 (b)와 (c) 
에 각각 나타내었다. 먼저 이 이온쌍 라디칼의 계산에

恥 恥。恥，iiL« IlL 血

Fig. 2. (a): Reconstruction, (b): Observed first derivatives 
and (c): Simulated (A„=1.879G, ANa=0.383G) X-band ESR 
spectra for durosemiquinone anion radical in DME with 
sodium as counter cation at 298K.

의 한 Fig. 2의 Reconstruction 피 이 크 (a)를 보면 

DSQ - -의 12개의 등가 양성자는 Pascal's triangle에 

의하여 13개의 피크로 분리된 다음 그 피크 각각에 

대하여 금속 나트륨의 영향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등 

간격인 자기적 부준위 (magnetic sublevels)에 대한 4개 

의 분리된 피크(1=3/2, 1:1:1:1 )들이 나타난다. 하지만 

실제로 측정된 스펙트럼은 완전하게 피크로 모두 분 

리되어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첫째로, DSQ •-의 13 
개의 피크 강도는 1:12:66:220:495:792:924:792:495: 

220:66:12:1로 나타나야 하지만 Fig. 2(b)에서 실측된 

3그룹의 피이크 강도비 (1:1.8:1)는 Fig. 2(a)에서 

DSQ•헤 대한 양성자의 hfs에서 자기양자"수(양성자 핵 

스핀각운동량의 전체 Z요소에 대한 자기양자수) M„ 
가 -2, 0, +2 인 가운데 3개의 그룹 만에 대한 계산 

강도비 495:924:495(1:1.9:1)와 잘 일치하였고 금속나 

트륨에 의한 2차적으로 분리된 4개의 피이크도 잘 실 

측되었다. 그러나 양쪽 날개의 1, 12 및 66의 약한 

강도의 피이크는 중심의 924 강도에 비하여 매우 약 

하므로 실제 스펙트럼에서 뚜렸이 실측되지 않았다.

둘째로 금속 나트륨에 대한 분리 피크들도 DSQ •- 
에 의해 분리된 피크 각각에 대하여 나타나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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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폭증가로 인하여 NBNBN 형태로 나타났다. 여기서 

N는 narrow의 약자이고 B는 broaden의 약자이다. 

DSQ •「에 대한 hfcc는 1.879 G, 금속 나트륨에 

대한 Na 초미세결합상수(sodium hyperfine coupling 
constants: shfcc)는 0.383 G로 각각 측정되었고, 이 

값을 이용한 모의실험 스펙트럼(...NNNINNNN..형 

태로 계산) 은 중심부의 5개 그룹을 비교했을 때 

N 는 변화가 없으나 N 그룹은 선폭 증가가 일어나 

측정한 스펙트럼은 NBKBK 형태로 측정 되었음을 

알 수 있다.

ESR스펙트럼 상에서 이와같은 형태로 나타난 것은 

몇 개의 특정 부분의 자기장에서 흡수선의 선폭 증가 

가 일어나는 경우를 선폭교대 라고 하는데, 이러한 선 

폭교대가 생기는 원인은 중심금속 이온과 음이온 라 

디칼 사이에서 만들어진 이온쌍 착물의 입체적 전자 

적 구조가 주기적으로 시간에 따라 회전이나 전자 이 

동 등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스핀 준위 내에 

서 핵스핀 배열에 따라 준위의 상대적 에너지 변화를 

일으키는 전이 주파수의 요동인 횡완화시간CB)의 변 

조가 선폭증가의 원인으로 되어 ESR스펙트럼에서 선 

폭교대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 시료로 사용한 Durosemiquinone은 아 

로마틱 고리에 두 메틸기의 6개 등가 양성자 한조가 

고리의 아래 위에 대칭으로 결합한 구조라 볼 수 있다.

6개의 등가 양성자의 자기양자수는 M«=0, 1,.......... ,
土6이며 그 중 중심 부근의 M。가 스펙트럼이 잘 분 

리된 0, 土2 일때와 선폭교대로 말미암아 분리되지 않 

은 M/가 土1에서의 자기양자수에 따른 선폭(TJ)의 

영향을 살펴본다J
영년 스펙트럼 밀도함수(secular spectral density func

tion)^ 다음과같다.

△(T「')=J(0)(MlM), 여기서 Ma=M,+M2,

함수에서 M과 M가 모두 0일 때 M。가 07} 되는 

경우와 M과 M가 모두 +1이거나 -1 일 때 M« 가 

짝수인 +2혹은 -까 되는 경우만 항이 까 

되어 △(T「l) 가 0가 되므로 선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 M。가 홀수인 Ma=±l인 경우 즉 M]과 M?가 

각각 +1과 0, 0와 +1 일 때 M«=+l이 되는 경우와 

M 과 M가 긱각 -1 과 0, 0와 -1일 때 Mc-1 이 되 

는 경우는 △(!■「') 는 0로 되지 않고 선폭 증가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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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각각 1J(O)로 2J(0＞의 선폭증가의 효과를 가져온 

다. 결국 자기양자수 M 과 M가 모두 0, +1, -1 로 

같아 Mi과 Mz의 합 M가 0와 짝수인 경우는 △(%') 

은 0가 될 수 있어 선폭교대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M가 홀수인 경우는 △(TU)이 0가 될 수 없어 선폭 

증가가 더 많이 일어난다.

이와 같은 현상은 DME 용매하에서의 pyracene 음이 

온의 초미세구조에 대한 실험 결과와 잘 일치 하였다爬

결국 본 연구에서의 스펙트럼도 DME 용매하에서 

의 Na+-DSQ • - 이온쌍 착물과 같이 M＜기• 짝수(±6, 
±4, ±2, 0)위치 에서는 Fig. 2(b)에서와 같이 4개선인 

迎 잘 분리되어 나타났고, Ma가 홀수(±5, ±3, ±1) 
위치에서는 분리없이 B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선폭교 

대 효과로 스펙트럼에서 나타난 결과는 Durosemiqu- 
inone의 두 산소 원자 부위 간에 Na 금속이온의 빠른 

동적 이동에 따른 두 조의 등가 양성자들 간에 스핀 

밀도의 요동(spin density fluctuation)0] 일어나 횡완 

화시간에 따른 등방적 초미세 상호작용 상수가 시간 

에 따라 변화하는 Fig. 3과 같은 두가지 가능한 이온 

쌍 형태 사이에서 분자내의 동적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용액 ESR 에서의 온도 변화는 물리화학적 특성을 

구하는 것 외에도, 분해능이 좋은 스펙트럼을 얻는데 

이용된다. 온도변화에 따라 hfcc가 변화하므로 최적의 

온도조건을 찾을 수 있다. 온도가 낮아지고 용매의 점 

성이 증가하면 gY)；이나 초미세구조의 이방성이 스펙

Fig. 3. Intramolecular exchange reaction of durosemiquinone 
anion radical in DME with sodium as counter 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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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 상에 나타나고, 동결법에 의해 동결 무질서 배향 

으로부터 주축 방향의 g-값(取, g„, g.)과 A-값 

(A„, AQ을 구하여 g*나 A*와 비교하는 것도

자주 이용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앞으로 다양한 온도 변화, 용매 및 중심금속의 변 

화 등의 실험을 통해 선폭을 측정하여 Bloch 방정식 

과 Arrehenius 방정식을 이용하여 교환 속도 k(=l/x) 
및 겉보기 활성화 에너지(E)를 구할 것이며 그 값을 

기초로 하여 화학 교환구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고찰할 예정이다.

결 론

진공상태에서 Na 금속의 산화에 의하여 생성된 

Durosemiquinone 음이온 라디칼의 ESR스팩트럼을 X- 
band ESR 분광기로 얻었다. 그 결과 DSQ • -에 대한 

hfcc는 1.879 G, 금속 나트륨에 대한 shfcc 는 0.383 
G로 각각 관찰되었고, 이 값을 이용한 모의실험 스펙 

트럼은 측정 스펙트럼과 잘 일치하였다.

이와같이 측정된 ESR스펙트럼을 검토해 본 결과 화 

학교환 효과에 의한 선폭교대 현상을 일으키는 것으 

로 해석되었다.

즉 DME 용매하에서 만들어진 알칼리금속 양이온 

(Na+)과 DSQ • -의 이온쌍 착물에 대한 완화과정에서 

의 ESR 스펙트럼의 초미세 구조는 Semiquinone의 

두 산소원자 간에 양이온의 빠른 주기적 이동에 의하 

여 전기장에 의한 스핀밀도 분포의 변화와 분자내 교 

환반응에 의한 선폭증가를 일으켜 스펙트럼의 등방적 

hfc가 시간■의존성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측정 스펙트럼은 자기양자수 M。가 짝수 위 

치에서 잘 분리되어 나타났고, 흘수 위치에서는 분리 

없이 선폭증가로 나타나는 이 교대효과는 두 가지 가 

능한 이온쌍 형태 사이에서 분자내의 동적 평형을 이 

루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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