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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Lippincott의 실험적 퍼텐셜을 사용하여 결정상내의 수소결합을 나타내는 간단한 1차원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에 의하여 압력의 증가에 따른 내부 대칭 신축진동수의 변화를 NHJ에 대하여 계산하였다. 

계산 결과는 실험치와 정성적인 일치를 보였다. 낮은 압력에서는 압력의 증가가 수소결합의 세기를 증가시켜 

N-H 진동을 약화시키고, 높은 압력에서는 이온 내의 원자간의 거리의 감소에 의하여 척력의 증가 때문에 

진동수가 증가함을 보인다.

ABSTRACT. A simple one dimensional model was proposed to describe a hydrogen bonding in 

crystals, which was based on the Lippincott's empirical potential. The model was used to calculate internal 

stretching vibrational frequencies of NH4I crystal at high pressures. The calculated results were in agree

ment with Raman experimental results qualitatively. At relatively lower high pressures, as pressure 

increases internal stretching vibrational frequencies shift lower due to increase of the hydrogen bonding 

effect. At higher pressures, the frequencies shift higher due to the repulsive contribution of interatomic 

potential induced by the reduction of interatomic distance as pressure increases.

서 론

압력을 증가시키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 사이 

의 거리가 감소함에 의하여 입자간 상호작용의 변 

화에 의한 물질의 성질의 점차적인 변화와 물질의 

구조가 바뀌는 상변화가 진행된다. 압력에 의한 물 

질의 변화는 회절법, 분광법 등 여러가지 물성측정 

방법에 의하여 관찰될 수 있다. 이러한 실험 결과 

로서 고압에서의 물질의 구조, 성질, 에너지 변화에 

대하여 많은 고압상 연구가 있었다求. 적외선흡수분 

광법 또는 라만산란법에 의해 진동스펙트럼의 압력 

에 의한 변화를 측정하여 고압상을 연구할 수 있다. 

압력이 증가하면 같은 고압상내에서는 진동수가 연 

속적 인 증가 또는 감소의 변화를 보이고 물질에 따라 

스펙트럼의 세기의 연속적인 변화도 관찰된다. 그 

러나 상변화가 진행되면 진동수나 세기의 불연속적 

인 변화가 관찰되고 특히 구성분자의 점군대칭 또는 

결정의 공간군대칭의 변화에 의한 적외선 또는 라만 

활성 진동방식의 변화는 스펙트럼 전체의 급격한 

변화로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고압의 진동스펙 

트럼의 변화로서 상변화의 관찰과 각 상의 정성적인 

구조를 예측하기 위하여 많은 실험적 연구가 진행 

되었다3. 또한 고압상태에서 진동수의 압력의 증가에 

따른 변화는 입자간의 퍼텐셜의 변화를 나타내 주는 

실험 결과로서 원자간, 분자간, 이온간 또는 분자내 

의 원자간 퍼텐셜곡선을 시험하는 좋은 예가 된다.

외부 또는 격자 진동수(external or lattice vibra

tional frequency)는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적 

으로 증가하는데, 이는 압력증가에 의한 입자간 거 

리의 감소로 증가된 반발력의 기여에 의하여 퍼텐 

셜곡선의 곡률이 증가함에 의하여 관찰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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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全勝

분자성 고체의 경우 내부 진동수(internal vibratio

nal frequency)는 압력 증가에 의하여 물질에 따라 

다른 변화를 나타내는데 이는 분자간 상호작용과 

분자내 상호작용의 상대적인 기여도에 의하여 변화 

형태가 결정된다. 상대적인 기여의 정도가 압력의 

증가에 따라 변화되어지는 경우, 압력에 따른 진동 

수의 변화 기울기 (dv/dp)가 압력을 증가시키면 변 

화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결정상 

내의 분자가 수소결합을 하는 경우 관찰되어지기도 

하는데 압력의 증가에 의하여 수소결합의 세기가 

변화하고 이러한 분자간 상호작용의 변화가 분자내 

의 원자간.상호작용에 영향을 주어 내부 진동수의 

변화 기울기의 변화를 보인다1

이러한 분자성 고체의 압력 증가에 의한 내부진 

동수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이론적연구가 있었지 

만 주로 이원자분자성고체와 같은 단순한 구조의 

고체에 국한되었다5. 본 연구에서는 수소결합을 갖고 

있는 더 복잡한 구조의 분자성 결정고체에서 이러한 

내부진동수의 압력 증가에 따른 변화양상을 계산에 

의하여 예측해 보려고 한다. 모형을 간단히 하기 

위하여 결정상 내의 수소결합을 1차원적으로 나타 

내었는데 이를 위하여 3개 파라미터 실험적 퍼텐 

셜곡선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모형을 가장 

비슷한 형태를 고압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다. 고압 

에서의 X-선회절법에 의한 상태방정식&과 내부진동 

수에 대한 실험 결과"가 발표되어 있는 NHA에 

대하여 계산하였다. NHJ는 0.12 GPa에서 100 

GPa의 압력까지 CsCl 형의 결정구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결정 단위 세포내의 각 원자들의 배치는 F谊. 

1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N, H, I가 

일직선상 위에 놓이게 되므로 수소결합이 있을 것 

으로 예측할 수 있고 이는 1차원적 결합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실험적퍼텐셜곡선에 의한 수소결합 모형

모형을 위하여 사용된 3개의 파라미터 실험적 

퍼텐셜곡선은 이원자분자뿐 아니라 다원자분자에 

대하여 잘 적용되고 있고 수소결합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다음의 Lippincott 퍼텐셜곡선을 

사용하였다皿.

Fig. 1. The CsCl-type structure of NH4I.

exp{ -n(r—r0)2/2r}] ⑴

여기서 D는 결합 해리 에너지이고 九는 평형에서의 

두입자간 거리, 代=晩시D로서 扁는 힘상수를 의미 

한다. 이를 사용하여 N-H—T의 수소결합의 퍼텐 

셜을 표시한다.

N——---------

— R—r -스

J R ->

이때 N-H 사이의 결합은 일반적인 공유결합에서 

수소결합에 의하여 약간 늘어난 형태로 가정하고 

H—I 결합은 길이가 많이 늘어난 약한 수소 결합 

으로서 가정한다. 이때 늘어난 양은 각각 尸一九와 

로서 尸0, 尸。*는 각각 free N-H, HT의 결 

합길이이다, 그리고 이때 NH广와「는 이온으로 

전하를 띄고 있으므로 N+와 I"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과 반발력을 고려하는 N——사이의 퍼텐셜의 

기여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면 이 모형의 전체 퍼 

텐셜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V(N-H)=Z>E1—exp{ —n(r—r())22r}]

7(H—I)=£>*El-exp{-M*(7?-r-r0*)W-r)}]

—D*
=-7)*Eexp{ -n*(R—r- r0*)2/2(7?—r)| ]

(2)

F(R)은 정전기적 쿨롱 인력과 Born-Mayer 형의 

반발력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는 오직 R만의 

함수로서 이 모형에서 N-H 진동을 계산하는데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식에서 각 파라미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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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位)타湖와 刀叨*=歸%*의 관계가 성립된다. 

N-H 결합의 n, D, r은 free NH广에서의 파라미터 

값을 사용해야 하는데 1기압의 고체속에서의 NH<+ 

는 free NH「와 거의 유사한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m 爲는 실험결과로부터 얻어진 

값을 사용하였고" 〃값은 free NH/의 ab inito 계 산 

결과12를 사용하였다. H—I 결합은 수소결합으로 

free H——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비록 상당한 오차가 예상되지만 이를 위해 

공유 결합성 H-I 결합의 실험결과를 사용하기로 하 

였다. 그래서 r0*(H—I)=r0(H-I)s}V(H—I)=V 

(H-I)로 가정하면 V(H—Dr0*(H—I)=*o*(H-I)ro* 

(HT)의 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如*J9*=爲*/‘의 

관계가 있으므로 n*(H—I)D*(H—— 

(H-I)가 되는데 H-—I의 수소결합의 결합 해리에 

너지는 N-H 공유결합의 결합 에너지보다 적을 것 

으로 예상되고 이 비율을 g라고 하면 Z)*(H—1)= 

D*(H-I)々가 되고 ”*(H-一I)=g，z*(H-D이 된다. 따 

라서 g만 결정되면 전체 퍼텐셜에너지식의 모든 파 

라미터가 결정되어 진다.

1기압으로 부터 압력이 증가하면 N-H—— 결 

합은 각 압력에서 다음 조건이 항상 만족된다.

@y/an=s=o (3)

02V/M)『广如一 H (4)

여기서 如 H는 N-H 진동의 힘상수로서 진동수와 

다음의 관계를 갖는다.

/?N-H(dyne/cm)=47T2 nC^Ccm"1)2

= 5.8883X10-2 |i3(cmT)2 (5)

卩는 환산질량이고 co는 cm一'로 표시된 진동수를 

의미한다.

결과 및 고찰

압력이 증가함에 따른 퍼텐셜곡선의 변화와 진동 

수의 변화를 모형에 의하여 계산하였다. 앞의 (1)식 

은 V-V(R)을，만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고 (2)식과 

(3)은 (1)식의 퍼텐셜을 대입하여 계산하면 다음 식 

들을 얻게 된다.

V-y(Z?)=D[l-exp|-n(r~r0)22r}]-D*

Table 1. Parameters for calculation

N-H bond - --- bond Unit

为 그 L034。 r0*=1.61a 10~8 cm

Z) 그 69,412》 Q*=〃*(H-I)々=51,301 伊 10~16 erg

如-h 드 5.46" jfe*H--i = 3.14a 105 dynes/cm

处= 8.13 m*=^*(H-I) = 9.85 g 1俨cm

"Reference 11, 'reference 12.

X[exp{-M*y?-r-r0*)72(/?-r)} J (6)

(dV/dr) = («Z)/2)(1 一 roV^Eexpt - M(r-r0)2/2r[] 

-(«*Z)72){l-r0*7(Z?-r)2l

X[exp{-n*(R~r-r0*)W-r)U ⑺

(aV/az2)=(沥/户)仇 2 -nCr2-階)2/&) 

rexp{-»X(r-r0)2/2r}] 

-(n*D*/(R-r)3} 

X Er0*2 -n*{(R-r)2- r0*2} 74(2? - r)] 

X Eexp{-M,(7?-r-r0*)72(^-r)}]

(8)

계산을 위하여 쓰여진 파라미터들이 Table 1에 

요약되어 있다. 이 식에서 ”*와 D*는 각각 g"*(H-I) 

와 Z>*(H-I)/g을 대입하였는데 g의 값을 결정하기 

위하여 NHiI 결정이 CsCl 형의 구조를 갖기 시작 

하는 0.12 GPa의 압력에서 진동수의 실험결과를 

이용하였다I ⑺과(8)식을(3), (4), (5)의 조건을 

사용하면 端와 g의 두 미지수를 두 식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결정된 g의 값은 2.10으로서 free 

H--I 수소결합의 결합해리에너지는 H-I 공유결합 

의 결합해리에너지의 약 반 정도에 해당하는 결과 

이다. 고압에서 각 압력의 R값을 구하기 위하여 고압 

X-선 회절 실험에 의해 구해진 값으로부터 구성된 

실험적 고압 상태방정식을 사용하였다 I

압력이 중가함에 따라 퍼텐셜곡선 형태의 변화는 

주어진 압력에서의 人의 값에 대하여 V-V(幻을 r의 

함수로서 얻을 수 있다. 몇 개의 고압에서의 퍼텐 

셜곡선의 형태가 F讶.2에 보여주고 있다. 0.12 GPa 

압력의 퍼텐셜곡선은 N-H 결합의 퍼텐셜 우물과 

H—I 수소결합에 의한 퍼텐셜 우물을 가진 이중 

우물형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압 

력이 증가됨에 따라 이중우물형 곡선은 단일우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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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全勝

Fig. 2. The potenti지 curves of NH4I at high pressu

res. At minimum the solid lines from top

to bottom represent the potential curve at 0.1, 11, 

21, 33, 47, 68 99 GPa, respectively.

곡선으로 변하는데 이러한 변화는 30 GPa의 압력 

근처에서 일어난다. 이러한 변화는 압력이 증가하 

면서 수소결합 세기의 변화가 있음을 의미한다. 상 

압근처에서는 H원자는 N—I 직선상에서 N쪽에 

치우쳐 있고 N과 I로부터 받는 퍼텐셜에너지의 차 

이로서 N으로부터의 깊은 우물과 I와의 거리에 약한 

수소결합에 해당하는 얕은 우물의 이중우물형 곡선 

을 보이게 된다. 낮은 압력에서 압력증가 효과에 

의한 입자사이의 거리 감소 영향이 H—I 거리가 

N-H 거리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측될 수 있다. 즉 

압력이 증가하면 낮은 압력에서는 NH4+ 이온내의 

N-H 거리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먼저 분자성 

이온（NH：）-이온（1一） 사이의 결합이 가까워지면서 

H—I 사이의 수소 결합의 세기가 증가할 것이다. 

수소결합의 증가는 H를 I쪽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N-H의 결합은 길이가 길어지면서 약화된다. 따라서 

압력이 증가되면서 N-H 결합세기의 약화와 H—I 

결합세기의 증가는 이중우물형 퍼텐셜곡선을 점차 

적으로 단일 우물형곡선으로 변화시키게 된다. 높은 

압력에서의 계속적인 압력의 증가는 N-H 결합과 

H—I 결합의 길이를 동시에 감소시키게 되고 퍼 

텐셜곡선은 단일 우물형을 유지하면서 깊이가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F2g.3에서 

압력의 증가에 따른 N-H 결합 길이의 그림에서도 

보여지고 있다. N-H 결합길이는 낮은 압력에서는 

압력의 증가에 따라 계속 증가함을 보이다가 50 

GPa의 압력 근처에서 반전되어 압력의 증가는 결합

1.20

1.15
W 1.10 
'—✓

*1.05

1.00

0.95
0 20 40 60 80

Pressure (GPa)
Fig. 3. Pressure dependence of N-H distance.

Pressure (GPa)
Fig. 4. Pressure dependence of N-H stretching vib

rational frequency. The solid line represents the pre

sent calculated results. The solid triangles represent 

the experimental results in the reference 8.

길이의 감소함을 나타내고 있다.

Fig. 4은 압력증가에 따른 N-H 진동수의 상대적 

이동값（&v/vo）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낮은 압력에서 

는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진동수가 감소함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30 GPa의 압력을 전후해서 진 

동수의 변화 경향이 반전하여 그보다 높은 압력에 

서는 압력 증가에 따라 진동수가 증가함을 보여주어 

70 GPa의 압력 근처에서는 상압에서의 진동수와 

거의 비슷함을 보인다. 그림에 NH」내에 NHJ 이 

온의 대칭 신축진동을 실험적으로 구해진 값도 표 

시되어 있는데, 실험치가 본 연구의 계산결과와 경 

향이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진동 

수의 감소에서 증가로 변화하는 압력이 실험의 결 

과에서 약 30 GPa 의 압력에서 나타나는데 계산 

결과에서도 거의 비슷한 압력에서 변환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진동수의 변화량은 계산결과가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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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비해 10배 이상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형이 진동수의 정확한 값을 얻기에는 너무 단순한 

모형이고 free H—I 결합에 대한 파라미터의 부 

정확성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 모형에 의하여 

진동수의 변화경향을 정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낮은 압력영역에서 압력의 증가에 따른 N-H 진동 

수의 감소는 N—I 사이의 거리가 감소함에 따라 

H—T의 거리만이 주로 감소하면서 수소결합의 세 

기가 증가하고 이는 H를 I쪽으로 잡아두는 경향이 

커지므로 퍼텐셜곡선의 孔 근처에서 곡선이 벌어지 

고 一즉, 곡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坦g. 2에서 보여 

주었고一 이것은 힘상수의 감소로 인해 진동수의 

감소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반면 30 GPa의 압력 

보다 높은 압력 영역에서 N-—I의 감소는 N-H 결 

합과 수소결합쪽에서 모두 H를 N원자 방향으로 

미는힘이 커지면서 퍼텐셜 곡선의 々 근처에서 곡 

선은 닫혀지는 형태가 되고 이는 곡율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힘상수가 증가하여 진동수가 계속 증가함을 

보이는 것이다. 수소결합을 분자간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분자내 진동 스펙트럼의 압력에 의한 변 

화를 낮은 압력에서는 압력이 증가하면 주로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증가하여 분자내의 진동을 약화 

시키게 되고 더욱 압력을 가하여 분자내 원자사이의 

거리가 감소하면 척력의 기여가 증가하면서 진동수 

가 증가함을 보인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에서 Lippincott의 퍼텐셜을 사용하여 결 

정상내의 수소결합의 1차원적 모형을 제시하고 이 

모형에 의하여 압력의 증가에 따른 퍼텐셜곡선의 

변화와 내부 대칭 신축진동수의 변화를 NHJ에 대 

하여 계산하였다. 계산 결과는 실험치와 정성적인 

일치를 보였는데 이는 낮은 압력에서는 압력의 증 

가가 수소결합의 세기를 증가시켜 N-H 진동을 약 

화시키고 높은 압력에서는 이온내의 원자간의 거 

리의 감소에 의하여 척력의 증가 때문에 진동수가 

증가함을 보이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지원된 교육부 기초과학연구소 

학술조성연구비에 감사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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