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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극성용매에서 전자의 용매화과정을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보기 위하여 테트라히드로퓨란 

(THF)-물 이 성 분계의 메디 움효과를 측정하였다. 이 메디 움효과는 P비玦(2, Q, HC1, THF, H2O|| 
KCl|Hg2Cl2|Hg(Pt) 셀로 수용액과 다른 용액 (THF-HQ)에 서 결정된 H+ 이 온에 대한 자유에너지 

변화의 차를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여기서 1&Q와 Q 는 히드로퀴논과 퀴논을 각각 나타낸 

다. 자유에너지 변화의 차와 용매화된 전자의 최대흡수 에너지에 대한 용매의 유전상수 영향을 고찰 

하기 위하여 THF에서 의 회합정도를 관찰하였다. H2O의 회합정도는 玦0의 근적외선 스펙트럼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들 실험결과로부터 이성분 혼합용매에서 전자나 다른 이온의 용매화는 

용매의 특정성분과 선택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았다.

ABSTRACTS. In order to further elucidate the process of electron solvation in polar liquids, the 
medium effect, 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free energy of H+ in aqueous and non-aqueous states 
(JJGo), of THF-water mixtures has been investigated. JJGo were determined by electromotive 
force masurements of the cell P비 H2Q, Q, HC1, THF, H2O| |KC1| Hg2Cl21 Hg (Pt), where H2Q and 
Q are hydroquinone and quinone respectively. The effect of dielectric constant on the difference of 
free energy and the absorption energy of solvated electrons have been studied. For the 
consideration of these effect the polymerization of water in THF has been studied. Near infrared 
spectrum of O-H stetching energy has been used to measure the extent of water aggregates. The 
expermental results indicate that at least in some composition of binary mixtures the electrons or 
other ions are solvated preferentially with one component of solvents.

1. 서 론

전자의 용매화 과정에 대한 연구는 방사선 분 

해법에 의하여 생성한 용매화된 전자 (e「)와 이 

미 용액속에 포함하고 있 는 알칼리 금속이온이 

e「+M+rM+・e「혹은 M와 같은 반응으로 회 합 

하여 나타나는 금속의 원자성 (atomic charucter) 
을 분석 하는데서 비 롯되 어 졌다. " 전자의 용매 

화가 선택적으로 일어 나지 않고 종래의 주장대 

로3 유전상수에 만 의 존한다면 이 성 분 혼합용매 에 

서도 전자의 용매화를 결정하는 파라미터는 용 

매의 유전상수에 따라 일정한 변화를 보여 주어 

야 한다. 그러 나 이 에 관한 연 구 결 과들 중에% 

에틸아민-에틸렌디아민 혼합용매에서 측정한 es~ 

의 hyperfine splitting constant (hfs) 는 용매의 

조성비에 따라 거의 선형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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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테 트라히 드로퓨란-디 그림 (DG) 계 에 서 는 

DG의 몰분율이 증가할 수록 처 음에 는 급격 히 

감소하다가 곧 순수한 DG에서의 hfs와 비슷하 

였다. 따라서 전자의 용매화가 단순히 용매의 유 

전상수만의 함수라하기는 곤란하며 오히려 혼합 

용매의 조성 에 따라 나타날 구조 변화에 서 오는 

어떤 특성 때문에 선택적으로 용매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 대 된다. 더 욱이 esr 의 hfs와 선형관계 

가 성립하는 e「의 최대흡수 에너지 측정에서도 

e「의 선태 적 용매 화를 뒷 받침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한 어떤 실험에서도 전자의 용매 

화는 선택 적 이라고만 언급되 어 있을뿐4 선택 성 에 

있어 근본적인 원인을 구체적으로 연구한 보고 

서는 어디서나 찾아볼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의 용매화과정을 지배하는 

특성 을 조사하기 위 한 보충실험 으로서 , 먼저 er 
의 최 대 흡수에 너 지 를 즉정 할때 이 미 이 용한 바 

있는 테 트라히 드로퓨란(THF)-물 혼합용매의 용 

매효과를 전위차 측정법으로 알아 보았다. 용질 

이 전자일 때 농도에 따른 전위차는 지 금까지 알 

려진 실험방법으로 아직 측정이 불가능하므로 

THF-물의 메디움효과의 척도가 되는 자유에너 

지 변화를 H+ 이온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용매 

효과와 자유에 너 지 변화 관계 를 보면 다음과 같 

다. 물을 포함하는 혼합용매에서 기준용매는 물 

(W)로 하는 것이 관례이며 두 용매에서의 H+의 

몰랄농도가 동일할 때 7和叫了仃 를 바로 메디 움 

효과로 정의 할 수 있다5. 여 기서 7切w 와 7h.s 는 

기준 용매인 물과 다른 혼합용매 (THF-물)에서 

H+의 활동도 계수를 나타낸다. 이에 해당하는 

각 용매 에 서 자유에 너 지 변화를 각각 /Go"'와 

JGOS 라 할때 활동도 계 수와 관계 는 아래 와 같다.

JGow=-7?Tln ZH-W (1)
JGos=-2?Tln 7-hs (2)

⑴과 ⑵식에서

如 Go=RTln/H. (3)

이므로 용매 효과/7切=海%茕은 //Go 에 의 

하여 고찰할 수 있다.』4G()를 표준전위차 JE0 
로• 나타내 면 ⑷ 식 과 같다.耳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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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JGo=n F (JEow—^£os) (4)

와』£济는 기준용매인 물과 다른 용매에서 

H+이온의 표준전위차를 의미한다. THF-물혼합 

용매 에 서 이 미 측정 한바 있는 e技의 최 대 흡수에 

너지와 (4)식에 따라 얻어지는 //G。의 용매영 

향을 고찰하기 위하여 THF에서 玦0의 O-H 진 

동에너지에 해당하는 근적외선 스펙트럼을 또한 

분석하였다. 여 기서 측정한 스펙트럼의 데이타 

와 의 농도관계식을 유도하였고 이 식을 이 

용하여 THF 에서 수소결합에 의한 H& 의 화학 

종변화를 관찰하여 THF-물 혼합용매에서 일어 

나는 몇가지 현상을 해석하여 보고저 한다.

2. 실 험

1. H+ 이온의 전위차측정. 2化G。를 결정하기 

위하여 히드로퀴논 (H?Q)-퀴논 (Q) 을 전극으로 

하는 (5)와 같은 셀을 H형으로 구성하여 H+이 

온의 몰랄농도에 따라 전위차를 측정하였다.

Pt| H2Q, Q, HC1, THF, HoOIIKCll Hg2Cl2| Hg (Pt)
(5)

H2Q-Q 전극과 기 준전극으로 사용한 감흥전극의 

반응식은 아래와 같고 一

H2Q 淀 Q + 2Ht + 2e~ (6)
Hg2Cl2 + 2e-二 2Hg + 2C1~ (7)

반응 (6)에서 H2Q와 Q는 거의 1 ： 1로 존재하 

므로7 셀 (5)의 전위 차(4E) 는 (8)식 으로 된다.

充=押)+쓸#n 知2处「 (8)

g 는 표준전 극전 위 차, 知, 와 处「는 H+과 Cl- 
이온의 활동도를 각각 나타낸다. 포화 KC1 용액 

을 사용하였으므로 를 상수라 생각하면 (8) 
식은 (9)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4E=zLEo'+書 In (9)

(9)식에서 4&/=』Eo+R77・F(lnac「) 이고, 여기 

에 aH" —7h*otH* 대 입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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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E=E)+ R； In 海-Wh*

mip=dEo, ~i~(10) r r

H+의 농도가 대단히 묽을 때는 毎 R1이고 이때 

』E—RT/」F(ln”z田)는 丄&>'가 되므로 측정 한 淮 

를 이용하여 얻어지는 ^E-RT/F(\nmw)^： m' 

에 따라 도시 하여 외 삽하면 4政 가 결정 된다. 

0E는 HP-DC-power supply 를 연결시 켜 서 DC 
(YEW) -potentometer, 그리 고 항온조절 이 비 교 

적 쉬운 26°C에서 측정하였다. HC1 용액의 농 

도는 NaOH 표준용액으로 결정하였고, 물은 3 
차 증류시킨 전도도수를 사용하였다. 이외에 

H2Q, Q 등 사용한 시 약은 모두 일급과 특급을 

이 용하였다.

2. THF 에서 HzO의 흡수스펙트럼. 무극성인 

CC14에서 H2O의 근적외선 스펙트럼은 4개의 

최대흡수파장(2760, 2700, 1900, 1390 nm) 을8 가 

지며 이 중에서도 1390 nm 와 1900 nm에서 O-H 
흡수스펙트럼은 유기용매에서 물의 상당한 농도 

범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흡광계수를 가진다. 

THF에서 O-H 진동에 의한 H?。의 흡수스펙트 

럼은 1300〜1650 nm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 

파장범위에서 HK)의 농도에 따라 흡수스펙트럼 

변화 측정은 전 과정을 통하여 실온 (25°C)에서 

수행하였고, 여기에 이용한 기기는 Cary-17 re
cording spectrophotometer 였 으며 , 광학셀은 근 

적외 선까지 사용이 가능한 10 mm 석 영셀을 이 

용하였다. 스펙트럼 측정에서 물은 전도도수였 

으며 , 이 때 물의 용매 로서 THF 는 분광분석 용 

(Merck Co.)을 더 이상 정제하지 않고 사용하 

였다. 용액제조중에 H2O 의 농도가 대단히 묽은 

경 우에 는 마이 크로피 펫 을 이 용하였 다.

3. THF 에서 1翌0의 회합도 결정방법.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흡광도 테이타와 반응의 평형상 

수간에 관계식을9 인용하여, (11)식으로 나타낸 

물의 회합반응에서

n(H2O) = (H2O)b (11)

회합도, 〃은 r&o 의 전농도, Cw에 따라 측정한 

흡광도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전농도, a。에 의한 흡광도 厶와 이에 상당하는 

용액에서 H2O의 흡광계수 em 과의 관계식 (12) 
은 다른 물질에 서와 마찬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yl=iZsobsCw (12)

d는 광학거리이며 (12)식을 바꾸어 쓰면

+ (13)

이 되고 电과%은 단량체로된 물분자와 〃개 분 

자로 회 합된 물의 흡광계 수를, 그리 고 G 과 Cn 

은 해 당하는 화학종의 농도를 각각 의 미 한다. 반 

응 (11) 의 평 형 상수, K” 는 (14)식 으로 표현할 

수 있고

K尸 으： (14)

또 q 는 G 과 C“ 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Cw=Ci + nCn (15)

(15)식을 (14)식에 대입하면 (16)식이 된다.

K*=0吝)一 (16)

(13) 과 (15) 식 을 이 용하여 K” 을 电, 와 汹로 

표현하민 (16)식은 다음과 같이 된다.

& = 鱼二의!5八으二틈)"二 c"-" (17)

&坛= 气그牛7摆 佃” 一 制)1/"Cw<1^n)/"+廟 

" (18)

는 Cw 에 따라 측정 한 A 를 이 용하면 (12)식 

에 의 하여 계 산할 수 있 다. Cw 가 대 단히 적 을 

때 물분자는 거의 대부분 단량체로 존재하기 때 

문에 如〉—%가 되어 力은 쉽게 얻어진다. (18) 
식에서 알 수 있듯이 弘와 (%—以«)皿為<5/” 
는 일차 함수이므로 를 Cw^O 까지 의삽하여 

如이 결정되면, " 을 변화시키면서 (勺一弘D侦”• 

(為。"/”에 따라 话를 도시하여 ”에 따라 

(压0) * 의 농도 Gv 를 추적 한다. 또 이 관계 식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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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lectromotive force,and dE-2.30RT/F logwin*, of the cell HzQ-Q； HCl(m), KCl(sat.)； 

HgzCL, Hg in THF-H2O mixtures at 26 °C.

volts volts
4E, 宓，
volts volts

彻中
volts

班y 
volts

in H2O 
(W = 0.414V)

in 41. 96w % THF 
(W-0.425V)

in 56. 71w% THF 
(』E/ = 0. 432V)

0.09050 0- 3633 0. 4252 0. 09527 0. 3910 0. 4516 0. 07958 0. 4030 0. 4630

.07010 .3605 .4290 . 07410 . 3830 .4501 .07600 .3924 .4588

.05620 .3558 .4299 . 05923 .3760 ,4488 -06067 .3865 .4587

.03988 .3444 .4274 .04201 .3663 .4480 .04410 .3757 .4561

.02345 .3300 .4269 .02378 .3508 .4471 .02707 .3547 .4477

.01103 .3054 .4215 -01190 .3272 .4414 .01219 .3315 .4451

.00575 .2859 .4188 — — — .00606 .3080 .4396

— — .00296 .2800 .4300 .00303 .2888 .4382

in 80- 10w%THF 
(JEo7-0.459V)

in 85. 53w % THF 
(W-0.482V)

in 97. 74w % THF 
(W-0. 530V)

.09963 .4240 .4834 .10026 .4417 -5010 一 — —

.07791 .4143 .4801 .08102 . 4346 .4994 一 一 —

.06195 .4050 .4767 .06233 .4263 .4978 .06348 .5080 .5790

.04520 .3912 .4710 .04601 .4187 .4980 .04801 .5006 .5788

.02763 .3830 .4755 .02781 .4040 .4963 .02832 .4825 .5743

.01244 -3560 .4690 .01252 .3832 .4961 . 01275 .4522 .5646

— — — .00623 .3637 .4946 .00634 .4170 .5474

. 00309 .3131 .4620 -00311 .3420 .4908 .00317 .3900 .5383

서 （HR）”. 흡광도계수 가 절편에서 결정될 

수 있으므로 기울기 伝烏） 3-1）（诚頌）-侦"에서 반 

응 （11）의 평형상수 K” 도 계산된다.

3. 결과 및 고찰

Table 1.에서 기전력은 셀을 완전히 항온시킨 

후 15분 동안 4 〜 5 회 측정 한 평 균치 를 수록하 

였다. 셀의 안정은 THF의 함량이 증가할 수록 

감소하였는데 이 현상은 THF 에 의해 전극으로 

사용한 H2O-Q 의 포화용액 농도가 증가하여 기 

준전극이 오염된 결과로 생각된다. 7‘沥"1 의 

두번째 항에 있는』2,303RT/F（logmH・） 

를 0H, 에 대 해 외삽하므로서 /E（/ 를 결정 하였 

다. RT/F （InwD는 용매조성에 상관없이 일정 

하므로 위에서 얻어진 각 용매에서의 g' 값은 

（4）식 에 서 4E（）대 신에 /zlG（）를 계 산하는데 이 용 

할 수 있다. ⑷식에 따라 계산한』zJG（）을 용매 

의 유전상수에 따라 Fig. 1에 도시한 결과 유전 

상수가 증가할수록 즉 THF의 몰%가 감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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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처음에는 예리한 감소현상을 나타내었으나, 

유전상수 약 20 이하에서 감소현상은 현저히 줄 

었다. 여기서 인용한 유전상수는 문헌치에서1。 

온도계 수를 고려 한 값을 외삽하여 얻 었 다.

JJG0 변화와 10nsec 레이저를 이용한 광분해 

（KOCH3 类匝뜨- K++CH3+e「） 법 으로 측정한 

용매화된 전자, 의 최대 흡수파장을 유전상수 

에 따라 도시한 J7g.2 의 변화모양을 비 교하여 

볼 때 일정 치에 도달하는 용매 조성 이 정 확하게 

같지는 않지만, 변화되는 모양이 비슷한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용매효과 （“為） 를 전자에 

대하여 직접 측정할 수 없는 것이 유감스럽지만 

본 실험에서 선택 한 H+이 온의 하전 량과 크기를 

전자에 대 한 상대 치와 비 교하고 THF-물 혼합용 

매에서 H+이온과 용매의 상호작용과 전자와 용 

매의 상호작용을 서로 비교할 때 물에 대하여 전 

자가 훨씬 더 예민한 반응을 나타낼 것이다. 이 

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실험적으로는 측정이 

아직 불가능하지만 THF-물에서 예상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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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lectric Constant
Fig. 1. Differences between change of standard free energy for H* ion, JJGo in aqueous and non-aqueous 

(THF-H2O) solutions as a function of dielectric constants at 26 °C.

전자의 JJG0 값 변화는 F/g. 1 에 나타난 H+이 

온에서 변화보다 훨씬 더 작은 량의 물을 포함 

하는 용매조건에서 2亿(爲는 이미 일정치가 될 것 

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예상을 감안할 때 e「의 

최대흡수에너지를 지배하는 용매의 특성과 용매 

효과의 척도로서 용매화과정에서 일어나는 표준 

자유에 너지 변화의 차,를 지 배하는 용매의 

특성은 동일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이 특성은 

유전상수가 아니라 혼합 용매의 조성에 따라 변 

하는 다른 파라미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분 

명 하다.

THF-물 혼합용매에서 의 최대흡수에너지 

나 H*의 JJGq 를 지 배 하는 파라미 터 를 고찰하 

여 보자. THF 에서 물의 농도에 따라 측정한 

근적외선 흡수스펙트럼의 최대흡수파장은 농도 

가 증가할수록 장파장쪽으로 이동하였다. 이 현 

상은 THF에서 물의 농도가 변할 때 玦0의 새 

로운 화학종이 생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3). 氏。의 농도 (0. 01 的 가 낮은 경 우에 도 O-H 
의 최대흡수파장은 CCL 용액 (1390 nm) 보다 약 

간 낮은 에너지 영역인 1420nm에서 나타났다. 

이것은 물분자와 THF의 상호작용이 CC»에서 

보다 강하기 때문에 O-H의 결합힘의 상수가 자 

연 감소하게 되어 진동은 더 낮은 에너지에서 

일어나게 된다. 또 물의 농도증가에 따라 흡수 

스펙트럼이 장파장쪽으로 이동하는 것도。-H의 

결합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라 할 수 있으므로 물의 농도가 증가할 때 수소 

결합에 의한 H2O 화학종이 변하고 있음에 틀림 

없다. 여기서 O-H의 흡수파장 이동과 결합강도 

관계는 온도에 따라 측정한u O-H의 흡수스펙트 

럼 변화 경 향과 일치한다.

THF에서 压0의 수소결합을고찰하기 위 하여 

1420 nm 에 서 물의 농도에 따라 측정 한 흡광계 

수, eg의 변화를 F也.4에 도시하였다. 1420 nm 
에서 e。" 는 물의 농도 증가에 따라 예상할 수 

있 는 수소결 합 때 문에 감소하였 으며 약 20~25 몰 

% 물에서부터 거의 일정치에 도달하였다. 실험 

실 사정 으로 물의 함량이 45몰 % 이 상에 서 는 

em 를 측정 할 수가 없었지만 이 미 25몰% 부근 

에서부터 J&O 화학종의 변화는 발견되 지 않으므 

로 (18)식을 이용하여 물의 회합도, 〃을 계산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물의 화학종 변 

화가 일어나는 이 부분은 용매조성에 따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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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aximum absorption wavelengths of the spectrum of solvated electrons as a function of dielectric 

constants in THF-water mixtures at 23 °C.

Fig. 3. Infrared absorption spectra of solutions of HgO in THF. —： 5沏％ H20,----- : 20M% H20t ——:45

M% HQ at 25 °C

하였는 %-의 최 대 흡수파장 변화와, H十이 온의 

자유에 너 지 변화의 차, zUGo의 변화경 향과 비 슷 

하다. 따라서 THF에서 물의 회 합도는 용액내의 

전자의 용매화 과정이나 용질의 활동도 계수변화 

에절대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이 

러한 특성을 결정하는 물의 회합도一, 力을 알기

Vol. 24, No. &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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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7. of H20 in THF-H20

4. Apparent extinction coefficients of H2O in THF at 1420nm and 25 °C.

위하여 물의 전분자당 농도, Cw에 따라 측정한 

e血 변화를 외 삽하므로서 얻 은 电=0. 243 MTcm-i 
을 （18）식에 대입하여중에 

儿를 변화시 키 면서 F/g. 5 에 도시 한 결과 "=3 일 

때 HK）의 농도, Cw가 상당히 묽은 부분까지 eob3 
와 （电-%油）侦"＜爲卢-"/" 관계는 일차함수가 되 었 

다. *=3은 순수한 물에서 계산하여 얻어진 전 

자주위의 물분자수 （4） 보다는12 작다. 그런데 

F/g.5를 가만히 보면 Cw 가 2.5〜3M （약 20 M 

%） 이상, 즉 （处一3）1/传妒5”三0.16〜0.20 
에 서 H2O 화학종은 （H2O） 3 이 외 에 알코올에 서13 

HQ의 회합도와 비슷한 （压0）4와 （玦0）5가 존 

재하고 이 농도이 하가 되면 이들 종은 서서히 없 

어진다. 물과 THF 에서 화학종의 변화와 

（F/g.5） e广의 최대흡수에너지 변화 （F/g.2） 경 

향을 자세히 관찰할 때 （玦0）4나 （压0）5가 없 

어지기 시작하는 물의 함량과。「의 최대흡수파 

장이 변하는 물의 함량 （약 20M%）은 거의 일 

치한다. 따라서 물의 회합도, 즉 力=5나 4가 

되 는 용매조건까지 e「의 퍼 텐셜 에너지 는 용매조 

성에 상관없이 순수한 물에서 퍼텐셜 에너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THF-DG에서 실험조건
Fig- 5. Plots of cobs. against (e-e。*，.)VC/f/，， 

accordingto equation (18) at a peculiar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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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측정 방법 이 다르기 는 하지 만, 최 대흡수에너 

지와 선형 적인 관계가 있는* esr 스펙트럼 연구에 

서 4 측정 한。「의 hfs 가 유전상수변화에 따르지 

않는 것도 THF-물계에서와 마찬가지로 혼합 용 

매의 구조변화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 전자보 

다는 하전밀도가 적은 H+이온에 대한 연구결과 

라 하지 만 활동도계 수 변화 도마찬가지 로 

물의 회 합도, n=4 이 하가 되 는 용매조건에 서 급 

격하게 변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 花g.5에 

서 얻어 즌! 為오卜 长3는 각각 0.182과 2. 58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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