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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Pairwise Energy Model(PEM冷 A+BCtAB+C(여기서 昭 C는 수소의 동위원소) 반응의 반응 cross 
sectio^r A와 "卜이의 pairwise energy Es에만 의존 한다고 가정한다. PEM은 지금까지 O(3P)+HD, Ar++(H2, D2, 
및 HD：등 여러 반응에 대한 동위원소 효과를 이론적으로 설명污］는데 이용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quasiclassical 
trajectory 방법을 이용하여 C1+H2와 C1+HD 반응을 계산하였고 높은 충돌에너지에서 이들 반응들의 결과를 PEM을 

이용하여 잘 설명할 수 있었다. PEM을 이용하여 C1+H2 반응의 cross section 값으로부터 높은 충돌에너지에서 

C1+HD 반응의 동위원소 효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생성물의 내부에너지 분포 

도 P(Em)를 조사 했다. 생성물의 내부에너지 분포도 P(Emt)는 고정된 충돌에너지 E에서 동위원소 조합에 따라 다르지 

만 고정된 Es 값에서는 동위원소 조합에 대해서도 근사적으로 같다. 이것이 바로 PEM으로 이들 반응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이유이다. 여기서 도출된 결론은 높은 충돌에너지에서 여러 A+BC 반응에 또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동위원소효과, 고에너지

ABSTRACT. The pairwise energy model (PEM) assumes that the cross section for the reaction cross section for the 
reaction A+BCtAB+C, where B and C are isotopes of hydrogen, depends on only the pairwise relative energy Es 

between A and B. Until now, the PEM has been used to interpret theoretically the isotope effect for the reactions such 
as O(3P)+HD and Ar++(H2, D2, and HD). In this paper we carry out extensive quasiclassical trajectory calculations for 
the three possible reactions Cl+H2 and HD and show that the PEM works very well at high energy. In particular we are 
able to accurately predict the intramolecular isotope effect at high energy for the reaction of Cl+HD using only the cross 
section data for Cl+田 To understand that the PEM works so well at high energy, the internal energy distributions for 
the products are examined. The distributions for three reactions are different at a fixed relative collision energy E but 
are approximately same at a fixed pairwise energy Es. This suggests that the PEM works very well at high energy. We 
believe the conclusions reached here will apply to other A+BC systems.

Keywords: Pairwise Energy, Isotop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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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Quasiclassical trajectory(QCT) 방법을 이용하여 

높은 충돌에너지에서 간단한 화학반응의 메카니즘을 이 

해하고자 연구해왔다.1-9 A원자와 이원자 분자 BC와 반 

응은 높은 충돌에너지에서 생성물을 만드는 4가지 중 

요한 경로가 있다.

A + BC T A + BC (1)

T AB + C (2)

T AC + B (3)

T A + B + C (4)

브卜응■ (4)F collision-induced dissociation (CID)리■하며 

충돌에너지가 BC 결합에너지 (또는 해리에너지)의 약 

두 배가 넘으면 반응 (4尹卜 주된 반응경로가 된다. 높은 

충돌에너지에서 안정한 AB 또는 AC 생성물을 만들려 

면 특별한 충돌 조건이 필요하다.

CID가 주된 반응 경로인 높은 충돌에너지에서 원자 

또는 이온원자 A와 수소원자 동위원소 HD와 반응에 

대한 분자내 동위원소 효과에 대한 많은 이론적 연구가 

되어왔다.1,6-37 또한 많은 실험도 수행되어왔고, 특히 

Armentrout 실험실에서 많은 실험을 했다.38,39 상당히 

높은 충돌에너지에서 거의 예외 없이 AH 생성물이 AD 
생성물보다 많이 생성됨을 이론과 실험 결과에서 나타 

난다. 이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다.40 충돌에너지 E=600 
kcal/m이에서 Cl+HD 반응을 생각해 旦자. 이 경우 Cl 
과 D의 상대적 에너지는 약 400 kcal/m이인 반면 Cl과 

H 사이는 단지 약 200 kcal/m이이다. 참고로 ClH오]" ClD 

의 결합에너지는 약 106 kcal/m 이이다. 이원자 분자 생 

성물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분자의 내부에너지가 분자 

의 결합에너지보다 작아야한다. 그러므로 ClDb 생성 

하기 위해서 H 원자는 약 300 kcal/m이이 넘는 운동에 

너지를 가지고 떨어져 나가야하는 반면 ClH를 생성하 

기 위해서 D 원자는 단지 약 100 kcal/mol 정도만 가 

지고 떨어져 나가면 된다. 그러므로 ClH의 cross section 
이 더 크게 될 것이다.

이 러한 간단한 논리를 좀 더 일반적 반응에 적용하기 

위해 본 실험실에서 Pairwise Energy Model(PEM厝 제 

시 했다.7 A+BCtAB+C 반응의 반응 cross sectio^r A 
와 日사이의 pairwise energy에 의존 한다는 것이 PEM 
이다. 여기서 pairwise energy Es는'

sm、 1 mAmB 2 
財B)=2mA+m了。 (5)

이고, 여기서 mA와 m起 각각 A와 B의 질량이며 v。 

는 상대충돌속도이다. 충돌에너지 E는

E = 2狎쁠-끄으 M = mA+mB + mc (6)

이다. 이때 E«AB)와 E 사이의 관계식은

Es(AB)=
MmB

-E
(mA + mB)(mB + mC)

(7)

이다. mA » mA and mC의 경우 ES(AB) =[mB/(mB + mC)]E 

로 된다. 이 모델이 많은 원자이온과 HD와의 반응 또 

는 H와 D2 반응을 포함하는 다른 작은 분자와의 반 

응에서 잘 적용될 수 있음을 입증해 왔다. 그러나 이 

모델은 낮은 충돌에너지에서 반응을 설명하는데 자주 

모순을 보여 준다.38-53

PEM은 600 kcal/m이에서 C1+HDtC1H+D 반응의 

cross sectio佬 300 kcal/m이에서 C1+HDtC1D+H 반 

응의 cross sectio两 (400 kcal/m이에서 CI+H2TCIH+H 
반응의 cross section] 반) 같다고 예측한다. 세 경우 

모두에서 떨어져 나가는 원자 (H 또는 D*卜 적어도 100 
kcal/mol 이상의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달아나야 안정한 

ClH 또는 ClD가 생성될 수 있다. 질량이 두 배 차이 나 

는 H와 D가 똑같이 100 kcal/mol 이상의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달아나는지 명백하지 않았지만, 본 실험실에서 

O(3P)+HD와 O(3P)+H2 반응의 생성물에 대한 내부에너 

지 분포도를 분석한 결과 이를 입증하였다.7 이러한 입 

증은 높은 충돌에너지에서 O(3P)+HD 반응의 동위원소 

효과를 PEM을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PEM에 대한 최초의 이론적 검증이 

었고 이후 PEM은 발열 반응인 이온-이원자분자 반응 

N；+(H2, D2, 및 HD)와 Ar++(H2, D2, 및 HD)에 대한 

동위원소 효과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데 이용되었다.54 

또한 PEM을 확장하여 H+H반응과 그 동위원소간의 

반응8 및 반응 (4)와 같은 서로 다른 반응에서의 CID를 

연구하는데도 이용되어 왔다.55

본 논문에서는 높은 충돌에너지에서 Cl+HD 반응의 

분자내 동위원소 효과를 PEM을 이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의 반응들을 연구했다.

C1+H2(v=0,J=0) t ClH+H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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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D(v=0, J=0) T ClH+D (9a)

T ClD+H (9b)

여기서 此 진동양자수이고 •冬 회전 양자수이다. QCT 
방법을 이용하여 전 범위 충돌에너지에 걸쳐 실제 

Potential Energy Surface(PES)에서 이들 반응에 대한 

계산을 실행하였다. 반응 (8)과 (9)의 반응 메커니즘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Hard Sphere Models에서 2 사 

용한 빙법을 이용하였다. Hard Sphere Models에서는 

A+BC 반응에서 A, B, 및 C 원자들을 Hard Sphere로 

가정하는데 이때 생기는 한 가지 의문은 만약 A가 처 

음 B와 충돌할 때 AB+C로 반응이 끝나느냐 아니면 

AC+股 반응이 끝나느냐이다. Hard Sphere Models에 

서는 생성물이 AB+C 이면 “direct” 반응이라 하고 AC+B 
이면 “knockout” 반응이라 정의한다. QCT 계산에서도 

A가 처음 昭 충돌하는지 아니면 g 먼저 충돌하는 

지 적절히 정의 한다면 반응을 위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 반응 메카니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PES는 선형 배열의 경우가 에너지 장 

벽 이 최저 이고원자가 분자에 직각으로 접근할 때 에너 

지 장벽이 가장 높다. 따라서 낮은 충돌에너지에서는 

단지 “direct” 반응만 가능하다. 그러나 높은 충돌에너 

지에서는 “knockout” 반응이 중요한 반응 경로임을 이 

미 발표한논문에서1-4,7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knockout” 
반응이 충돌에너지를 생성물의 운동에너지로 변환시키 

는데 “direct” 반응보다 더 효과적 이다. 그러므로 에너 

지 변환을 좀 더 잘 이 해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반 

응을 “direct”와 “knockout” 두 가지 반응으로 분리하여 

다룬다.

이 론

Hase와 공동 연구자가 개발한 VENUS 프로그램을56,57 

이용하여 QCT 계산을 하였고 그 계산 과정은 본 실험 

실에서 이미 발표한 논문에 설명되어 있다.1-6 각각의 

trajectory에 대한 초기 조건을 Standard Monte Carlo 
Sampling Procedural-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모든 경우 

에서 최대 충돌 변수를 2.5A으로 하여 각각의 충돌에 

너지에서 2000g의 trajectory를 계산했다. 계산에서는 

Persky의 PES를58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생 

성물의 내부에너지 P(Em) 분포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Fourier Expansion Techniqu^-59-62 사용하였고 각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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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분포도는 단위 면적으로 정규화 하였다.

모든 충돌 반응을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direct” 
반응으로 A가 日와 먼저 충돌하고 A成卜 생성되는 경 

우이고 다른 하나는 “knockout” 반응으로 A가 日와 먼 

저 충돌 했지만 생성물은 AC 인 경우이다. Hard Sphere 
Models에서는 이러한 분류가 단순하지만 QCT 계산에 

서는 A가 日와 또는 C와 처음 충돌한다는 의미가 무엇 

인지 정의해야만 한다. 여기서 사용한 PES는 선형 배 

열에서 활성화 에너지가 가장 낮다. 반응이 전이 상태 

에 도달 했을 때 선형 saddle point에서 R*(Cl-H)= 
1.398A이다. 본 QCT 계산에서는 모든 trajectory에서 

반응 동안 A-B와 A-C 거리를 조사하고 만약 A-B 길 

이가 R*(Cl-H问 A-C보다 먼저 도달하면 A가 먼저 B 
와 충돌 한다고 가정하며 그 역이면 A가 用 먼저 충 

돌한다고 정의한다. (A-® A-C 길이 둘 다 임계 길이 

R*(Cl-H网 도달하지 못하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그 

trajectory는 제외된다.) 이러한 과정으로 모든 반응을 

“direct”와 “knockout” 반응으로 명백히 분류할 수 있다.

결과 및 토의

반응 (8) (壬 나눔), (9a), 및 (9b：厝 QCT 방법으로 

계산한 cross section을 충돌에너지 E의 함수로 하여 그 

림 1에 도시하였다. Fig. 1에서 상단은 direct 반응의 

cross sectio^-, 가~운데 는 knockout 반응의 cross section 
을, 그리고 하단은 두 반응 cross sectio 辎 합을 보여준 

다. 낮은 충돌에너지에서는 direct 반응이 주로 일어나 

고 40 kcal/mol 이상에서 knockout 반응이 일어나기 시 

작한다. 반응 (9b), Cl+HDTClD+H에 대한 knockout 반응 

의 threshold는 약 40kcal/m이이고 반응 (8), Cl+HzClH+H 
의 그것은 60 kcal/mol, 그리고 반응 (9a), Cl+HDTClH+D 
의 그것은 약 80kcal/m이이다. 이 그림에서 가장 두드 

러진 부분은 반응 (9)에 대한 동위원소 효과로 충돌에 

너지가 150 kcal/mol 이하 일 때 direct와 knockout 반 

응 둘 다에서 ClD 생성물이 ClH보다 훨씬 더 잘 생성 

된다는 것이다(direc伺] 대해 threshold 부근은 제외). 이 

러한 동위원소 효과는 본 실험실에서 이미 발표한 논문 

에서 토론했다.1,3,9 ClD가 더 잘 생성되는 이유는 Cl 이 

HM] 접근함에 따라 강력한 반발력으로 가벼운 H 원 

자가 쉽게 가속되어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다. 즉 수소 

원자 H가 Cl로부터 회전하여 멀어지고 Cl이 D 원자와 

더 자주 충돌하여 Cl이 D斗 더 잘 결합하게 된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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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배향 효과는 반응 (9a：에서 C1H를 생성하는 knockout 
반응의 threshold가 제 일 높고 반응 (9b问서 가장 낮은 

이유를 설명해준다(반응 (8＞은 둘 사이에 있다). C1 원 

자가 D와 먼저 충돌 할지라도 3원자 중간체로부터 수 

소원자 H가 달아나기 전에 C1 원자가 D 원자 주위를 

돌아 H 원자와 반응할 만큼 충분히 빠르지 못하다. direct 
반응들에 대한 threshold 부근에서 세 반응 모두 cross 
section이 비슷한 것은 threshold 부근에서 이원자 분자 

의 진동효과와 재배향 효과가 서로 상쇄하여 나타난 결 

과로 보인다. 본 실험실에서 이미 발표한 논문에서9 보 

여주듯 낮은 충돌에너지에서 C1 이 H원자 쪽으로 접근 

할 때가 W으로 접근 할 때보다 HD] 진동에너지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HD 분자가 

진동할 때 H 원자가 D 원자보다 더 길게 그리고 더 빠

4

1
10 100 1000

E (kcal/mol)

Fig. 1. Various reactive cross sections for CI+H2 and Cl+HD 
calculated by the QCT procedure plotted against the relative 
collision energy E. The top panel gives the results for direct 
reactions, the middle panel shows knockout reactions, and 
the bottom panel shows the total reactive cross sections. The 
solid circles show the reaction cross sections fbr CI+RtCIH+H 
divided by two. The results for Cl+HD are shown as inverted 
triangles for the ClD product and as open circles for the ClH 
product.

1 10 100

Es (kcal/mol)

Fig. 2. Various reactive cross sections for Cl+H? and Cl+HD 
calculated by the QCT procedure plotted against the pairwise 
energy Es defined in Eqs. (5) and (7). Further details are 
given in the caption for Fig. 1.

르게 운동하기 때문이다. 높은 충돌에너지에서 동위원 

소 효과는 역纟로 되며 그 이유는 서론에서 설명했다. 

Fig. 1에서 세 반응 (8), (9a), 및 (9b贸 cross section들 

의 모습은 서로 상당히 다르다.

똑 같은 cross section들을 식 (5)와 (7)에 정의한 

pairwise energy Es 함수로 도시한 것이 Fig. 2이다. 바 

로 위에서 설명했듯 direct 반응들의 threshold 에너지 

는 이원자 분자의 진동에너지를 에너지 장벽을 극복하 

는데 얼마나 효과적纟로 이용하는가에 의존한다. 그래 

서 그 순서는 반응 (9a), (8), 그리고 (9b炉 된다. direct 
반응들의 cross sectio憶은 150 kcal/mol 이상에서 cross 
section 이 영으로 떨어지는 Es=250 kcal/m이까지 세 곡 

선은 거의 같은 값을 갖는다. knockout 반응들의 cross 
section들은 전 에너지에 범위에서 아주 유사하다. Es=100 
kcal/mol 부근에서 약간의 차이는 재배향 효과 때문이 

다. 세 반응 모두 knockout 반응에 대한 threshold 에너 

지는 Es 값으로 약 25 kcal/m이이고 cross section들|은 

Es=500 kcal/mol 부근에서 영2로 떨어진다. 총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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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 section(direct^W과 knockout 반응 cross section 
의 합＞을 보면 세 곡선이 높은 에너지에서 아주 유사한 

값을 갖는다. threshold 부근에서 ClH가 ClD보다 많이 

생성되는 이유는 앞서 설명했듯이 반응물 분자가 진동 

하기 때문이며 중간 에너지에서 ClD가 ClH보다 많이 

생성되는 이유는 재배향 효과 때문이다. 세 곡선 모두 

Es=250 kcal/mol 이상에서 거의 같다는 사실은 높은 에 

너지에서 반응 cross section 이 단지 Es 에만 의존한다는 

사실을 강력히 지지해준다. 즉 Pairwise Energy Model 
이 반응 (8)과 (9)를 이해하기위한 적합한 모델임을 입 

증하는 것이다.

QCT 계산2至. 얻어진 세 반응의 cross section 곡선 

들이 Es 함수로 도시 될 때 높은 에너지에서 아주 비슷

Fig. 3. Product internal energy distributions plotted against 
Eint/De, where Eint is the internal energy of the product ClH 
and De is the dissociation energy of the product ClH, com
puted at fixed relative collision energies E=300 kcal/mol using 
the QCT procedure. The area under each curve is one. The 
top panel shows the results for direct reactions, the middle 
panel for knockout reactions, and the bottom panel shows the 
results for all reactions. The solid curve gives the results for 
Cl+Hz^ClH+H, data for Cl+HD are 아iown as a dashed curve 
for the ClD product and a dotted curve for the ClH product.

하다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계산에서 얻어진 생성 

물의 내부에너지 분포도 P(Eint)를 조사하였다. E=300 
kcal/m이에서 direct, knockout, 총 반응 cross section에 

대한 QCT 방법으로 얻은 결과를 Fig. 3에 도시 하였다. 

direct 반응들에 대해서는 세 반응의 곡선들은 아주 다 

르다. Cl+HD로부터 생성된 ClD 분자는 거의 해리 한 

계까지 여기되어 있고 약간 더 높은 충돌에너지에서 이 

생성물 경로는 사라질 것이다. 대조적으로 Cl+HD로부 

터 생성된 ClH 분자의 내부에너지는 평균적으로 더 낮 

고 Cl+H2로부터 생성된 ClH 분자의 내부에너지 분포 

는 위 두 곡선의 사이에 나타난다. knockout 반응에 대 

해서는 세 반응 모두에서 내부에너지가 훨씬 낮게 나타 

난다. 이것이 왜 높은 충돌에너지에서 knockout 반응이 

주로 일어나는 이유이다. knockout 반응에서는 direct 
반응에서보다 더 많은 원자간 충돌로 충돌에너지를 생 

성물의 운동에너지로 좀 더 효과적으로 전환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반응에 대해서는 두 ClH 곡선이 

비슷하고 ClD 생성물은 훨씬 더 높은 내부에너지 분포 

도를 나타낸다. 이것이 ClD 생성 경로가 E=300 kcal/ 
m 이에서 가장 작은 cross section을 갖는 이유이다 (Fig. 

1 참조).

Fig. 4는 Es=154 kcal/m이에서 계산된 내부에너지 분 

포도 P(Eint)이다. 이 에너지는 Cl+氏 반응에 대해서 

E=300 kcal/m이에 해당하여 내부 에너지 분포도는 Fig. 

3과 같다. Es=154 kcal/m이에 대응하는 C1+HDtC1H+D 
반응列서 E값은 438 kcal/m이이고 C1+HDtC1D+H 반 

응에서 E값은 225 kcal/m이이다. 그림에서 보듯 세 반 

응에서의 내부에너지 분포도는 실질적으로 같다. 따라 

서 이 에너지에서 (Es=154 kcal/mol) 세 반응의 cross 
section 이 같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Fg. 2참조). 

direct 반응으로 생성된 생성물의 내부에너지 분포도는 

매우 높다. 그래서 이 생성물의 경로가 Es=250 kcal/mol 
에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대조적으로 knockout 반응에 대한 내부에너지 분 

포도는 EintM0.2De(Eint는 생성물의 내부에너지이고 De 

는 ClH] 해리에너지) 범위를 제외하고 거의 평평하다. 

이 이유가 Fig. 2에서 알 수 있듯이 더 높은 충돌에너 

지에서도 knockout 반응에 의해 계속 안정한 생성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A가 H2 또는 HD와 반응하여 AH(또는 AD)를 생성 

하는 반응 cross section이 A와 H(또는 A와 D) 사이 

pairwise energy Es 에만 단지 의존함을 Pairwis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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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roduct internal energy distributions plotted against 
Eint/De, where Eint is the internal energy of the product ClH and 
De is the dissociation energy of the product ClH, computed 
at fixed relative collision energies ES=154 kcal/mol using the 
QCT procedure. The area under each curve is one. Further 
details are given in the caption for Fig. 3.

Model로 알 수 있다. 이것은 또 A+H의 반응 cross section 
을 이용하여 A와 HD가 반응하는 분자내 동위원소 효 

과를 예측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한다. 한 예로서 E=300 
kcal/m이에서 Cl+HD 반응을 생각해 보자. 이 에너지에 

서 ClD 생성물에 대해 Es=205 kcal/m이에 ClH 생성물 

에 대해서는 Es=106 kcal/m이에 해당한다. Es=205 kcal/ 
mol(106 kcal/mol哓 Cl+压 반응에 대해서 충돌에너지 

E=399 kcal/mol (206 kcal/mol)과 같다. 따라서 E=300 
kcal/m이에서 C1+HDtC1H+D(C1D+H) 반응의 cross 
section은 E=399 kcal/mol(206 kcal/mol)에서 CI+H2 반 

응의 cross section, Qr과 같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렇 

게 하여 C1+H2 반응의 cross section 값으로 Cl+HD 반 

응의 반응 cross section 값들을 예측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동위원소 효과도 예측할 수 있다. Cl+压 반응 

의 cross section 값2로부터 예측한 동위원소 효과와 

Cl+HD 반응을 QCT 방법2로 계산하여 얻은 동위원소

(
丁=
으
으
(
°
_
으
0

200 400 600 800
E (kcal/mol)

Fig. 5. The intramolecular isotope effect QR(ClD)/QR(ClH) 
plotted against the relative collision energy E. The solid cir
cles show the exact results computed for the Cl+HD reaction 
using the QCT procdure. The uncertainty in each isotope effect 
is approximately twice the size of the symbol. The open cir
cles show the isotope effect calculated from the cross sec
tions from Cl+H? using the pairwise energy model as described 
in the text.

효과를 비교하여 E=150 kcal/mol 이상에서 도시한 결 

과가 Fig. 5이다. E=250 kcal/mol 이하에서는 둘 사이 

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것같이 동 

핵 이원자 분자에서는 仕%) 재배향 효과가 중요하지 않 

지만 이핵 이원자 분자에서는 (HD) 매우 중요하기 때 

문이다. 재배향 효과는 Cl 원자가 이원자 분자에 접근 

하는 속도가 높을수록 작아지므로 높은 충돌에너지에 

서는 거의 무시 될 수 있다. 따라서 충돌에너지가 커질 

수록 PEM으로 예측한 동위원소 효과는 실제로 계산한 

값에 근접하게 된다. 그림 5에서 보듯 E=450 kcal/mol 
이상에서 PEM으로 예측한 동위원소 효과와 QCT 방 

법으로 계산한 결과가 거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위 반응들을 설명하는데 PEM이 매우 유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높은 충돌에너지에 

서 안정한 이원자 분자를 생성하기 어렵다. A+BCtAB+C 
반응을 생각해 보자(여기서 분자 BC는 충돌 전 정지해 

있다고 가정한다.) 원자들이 상호작용하기 전에 A와 B 

사이의 상대적 에너지는 식 (5)와 (7问 정의된 Es(AB) 
로 주어지고 원자 C는 lab frame에서 거의 또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만약 반응이 일어나고 C가 아직도 움 

직이지 않으면 이것을 Spectator Stripping Model 이라14,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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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때 Eim(AB)»ES(AB) 이다. 그러나 QCT 계산이 

나 실제 상황은 AB 분자와 원자 C 사이 에는 상당한 반 

발력이 작용하고, 상호간 반발력으로 생성물의 내부에 

너지 분포도 P(EM가 완만하게 된다. Fig. 4에서 보듯 

세 반응 모두에서 내부에너지 분포도 P(Eint)가 근사적 

으로 같은 정도로 완만하게 분포한다. 이것은 A+BC 반 

응의 아주 일반적 모습이고 높은 충돌에너지에서 다른 

A+BC 반응에 대해 PEM이 잘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요약하면, QCT 방법을 이용하여 Cl+H寻 Cl+HD 반 

응을 계산하였다. 높은 충돌에너지에서 이들 반응들 결 

과를 PEM을 이용하여 잘 설명할 수 있었다. PEM의 이 

용하여 Cl+氏 반응의 cross section 값으로부터 높은 충 

돌에너지에서 Cl+HD 반응의 동위원소 효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생 

성물의 내부에너지 분포도 P(Eint)를 조사 했다. 생성물 

의 이원자 분자와 떨어져나가는 원자 사이의 상호 반발 

력 작용으로 내부에너지 분포도 P(Eint：는 완만하게 되 

고 이러한 완만한 정도는 고정된 Es값에서 (Fig. 4참조) 

모든 동위원소 조합에 대해 근사적으로 같다. 이것은 

바로 반응 cross section이 PEM에 의존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도출된 결론은 여러 A+BC 반응에 또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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