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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ses of the composition xNa2 O-B2 O3 -yCuO (x = Na2 O mol% / B2 O3 mol% and y = CuO
mol% / B2 O3 mol%) with x = 0.1, 0.3 and y = 0.01 – 0.07 were prepared using the conventional
melt quenching method. EPR (electron paramagnetic resonance) spectral studies of Cu2+ ions
in the glasses were carried out. From the EPR spectra, the spin Hamiltonian parameters were
obtained at room temperature, and the structural variation around Cu2+ ions with CuO content
were analyzed. EPR data indicate that the ground state of the Cu2+ ions in the glass samples
is dx2 −y2 orbital (2 B1g state) and that the Cu2+ ions are located in the distorted octahedral site
(D4h ) with tetragonally elongated symmetry along the z-axis. Values of ∆g and ∆g∥ /A∥ with
increasing CuO content in the samples with x = 0.1 and 0.3 slightly decreases, indicating that
the tetragonal symmetry distortion of the ligand field around the Cu2+ ions in the octahedral
[CuO6 ] complex decreases. With increasing in CuO content, the values of the optical basicity
(Λth ) slightly increase, which seems to be related with the creation of non-bridging oxygens
(NBOs) around the Cu2+ ions as Cu2+ ions are introduced in to the glass network.

With

increasing Na2 O content, the values of the spin Hamiltonian parameters change and the ∆g and
the g∥ /A∥ values decreases which leads to a decrease the distortion of the ligand field around the
Cu2+ ions. The values of the optical basicity increase as the Na2 O content in the glasses is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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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2 O-B2 O3 -CuO 유리의 CuO 함량에 따른 Cu2+ 이온에 관한 EPR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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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이 x = 0.1, 0.3 과 y = 0.01 – 0.07 인 xNa2 O-B2 O3 -yCuO (x = Na2 O mol% / B2 O3 mol%
과 y = CuO mol% / B2 O3 mol%) 유리를 통상적인 급냉 방법으로 준비했다. 유리안에 존재하는
Cu2+ 이온에 대한 EPR (전자 상자성 공명) 스펙트럼 연구를 실행했다. EPR 스펙트럼으로부터 스핀
해밀토니안 상수들을 상온에서 구했으며, 유리 시료 안의 CuO양의 변화에 따른 Cu2+ 이온 주위의 구조
변화를 분석 하였다. EPR 값들에 의하면 시료 안의 Cu2+ 이온의 바닥상태는 dx2 −y2 궤도 (2 B1g 상태)
이며, Cu2+ 이온들은 z-축 방향으로 늘어나 변형된 정방 대칭을 하는 8면체 자리 (D4h ) 에 위치하고 있다.
∆g 와 ∆g∥ /A∥ 값들은 x = 0.1 과 0.3 계열 유리시료 모두 CuO양이 증가함에 따라 약간 감소하며,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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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면체 [CuO6 ] 복합물에 있는 Cu2+ 이온 주위의 리간드 장의 정방대칭 변형의 감소를 나타낸다. CuO
양이 증가하면 광학 염기도 (Λth ) 값들이 약간 증가하는데 이것은 유리망에 Cu2+ 이온이 들어와 생성되는
Cu2+ 이온 주위의 비가교 산소들 (NBOs) 의 증가에 관계되는 것으로 보인다. Na2 O양이 증가하면 스핀
해밀토니안 상수 값들이 변화하여 ∆g 와 g∥ /A∥ 값들이 감소하며, Cu2+ 이온 주위의 리간드장의 정방
변형이 감소한다. 유리에 Na2 O가 증가하면 광학 염기도 값들이 증가한다.
Keywords: EPR, 유리, 구리 유리

I. 서 론
천이 금속 이온 (예 : Cu2+ , V4+ , Fe3+ , Ni2+ 등) 이 유
리에 도입되면 유리의 미세 구조에 특이한 영향을 주기 때
문에 천이 금속을 포함한 유리는 다양한 응용분야 (예 : 고
체 레이저, 태양에너지 변환장치, 파이버-광학 정보기기)에
적용 할 수 있어서 많은 관심을 끄는 물질이다 [1–5]. 천이
금속 이온을 포함한 물질은 EPR(Electron Paramagnetic
Resonance : 전자 상자성 공명) 실험에서 공명신호가 잘
관측되며, 이들 EPR스펙트럼 모양은 다양한 조성비를 가
진 유리 시료와 결정 등의 구조 변화에 대단히 예민한 반응
을 보인다. 이들 시료에 관한 EPR실험에서 상자성 이온
이 주위 리간드들과 이루는 국지구조의 대칭성, 결합 특성
(binding nature)등의 변화에 스핀 해밀토니안 상수 값 (예
: g 값과 초미세 상호작용)들의 변화가 예민하게 감지된다.
따라서 EPR공명 신호 연구는 유리 안에 존재하는 상자성
이온 주위의 구조 분석과 구조변화 연구 등에 중요한 기술로
이용되고 있다 [6–10].
B2 O3 는 대단히 중요한 유리 형성 물질이며, 여기에 유리
수식자 (modifier)(예 : Na2 O, Li2 O, BaO 등) 가 유리에

천이 금속 물질 CuO는 유리 안에서 두 개의 가전 상태
Cu+ 와 Cu2+ 로 존재한다. Cu2+ 이온은 유리 그물망 구조
에서 CuO4 와 CuO6 복합물(complex)로 존재하며 유리구
조 안에 CuO가 첨가되면 유리는 반도체 또는 초 상자성을
띄게 되며, 유리에 들어가는 Cu2+ 이온의 변화는 유리의
전기적, 광학적, 자기적 특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18,19].
따라서 CuO를 포함하는 금속 산화물 유리에 관한 구조와
특성, 응용성 연구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지금까지 보고
된 논문은 유리에 CuO양을 소량 도입하고, 알카리(알카리
토류) 금속 산화물의 성분비를 변화 시켜가면서 유리의 구
조와 특성, 응용성을 연구한 것이 많았다. 우리의 연구에서
는 알카리금속 산화물 Na2 O가 포함된 붕소 산화물 유리에
CuO양이 많이 포함하도록 x = 0.1과 0.3으로 고정하고,
y = 0.01 – 0.07인 시료를 만들었다. 그리고 EPR기기를
이용하여 유리에 들어가는 CuO와 Na2 O양의 변화에 따른
g∥ , g⊥ 값과 초미세 상호 작용 상수 A∥ 과 A⊥ 값 등을 구하
여 Cu2+ 이온 주위의 구조와 대칭성을 알아보고, 이들의
변화를 연구 하였다. 유리에 도입되는 CuO와 Na2 O양의
변화에 따른 광학 염기도 값들을 구하여 Cu2+ 이온 주위의
리간드 장과 산화이온의 편극율 변화등을 알아보았다.

도입되면 B2 O3 구조에는 비가교 산소 (NBO) 결합 구조가
나타난다 [11]. 즉, B2 O3 유리에 알카리 또는 알카리 (알카
리토류) 물질이 도입되면 유리에는 [BO3 ] 와 [BO4 ] 단위의
구조가 나타난다. [BO3 ]는 붕소 주위 산소들이 평면 삼각형
구조, [BO4 ]는 산소가 사면체 구조를 한다. 이 두 개의 B-O
구조 단위는 유리 안에서 다양한 종류의 결합 단위 구조를
형성 한다 [12,13]. 이것은 붕소 유리의 물리적 성질, 유리
형성 범위, 습도에 대한 안정성, 녹는점 등을 크게 변화시
키며, 이 점을 이용하면 붕소 유리를 이용하는 응용기기
성능을 개선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 최근에 B2 O3 를 기반
으로 하는 유리는 적외선 투과 장치, 자외선 광학 스위치,
광 자기기기 등의 응용 분야 개발 연구에 많은 진전을 보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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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실 험
xNa2 O-B2 O3 -yCuO(x = Na2 O mol% / B2 O3 mol%
및 y = CuO mol% / B2 O3 mol%) 유리시료는 x = 0.1,
0.3으로 고정하고, y = 0.01 – 0.07까지 변화시켜가면서
급냉 (melt quenching) 방법으로 만들었다. 처음 시작 시약
은 미국 Aldrich사의 특급시약 Na2 CO3 와 H2 BO3 , CuO
를 이용했다. 모든 시료는 Table 1에 있는 성분비에 따라
반응식을 세우고, 이에 따라 전자 천평을 사용하여 정확하
게 평형 한 후 미세분말을 만들고 잘 섞었다. 이것을 백금
crucible에 넣어 전기로 (Lindberg사 제작) 속 1000 – 1150
◦
C에서 완전히 녹인 후 30분간 두었다가 꺼내어 stainless
강판 위에 붓고 다른 강판으로 빨리 덮어 급랭시켰다. 이렇
게 만든 모든 유리들은 투명하고, 푸른색을 띄었다. 유리의
푸른색은 유리 안에 존재하는 Cu2+ 이온 때문이다.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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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in-Hamiltonian parameters, ∆g, g∥ /A∥ and optical basicity of xNa2 O-B2 O3 -yCuO glasses.
Glass
Composition
y=0.01
0.03
x=0.1
0.05
0.07
y=0.01
0.03
x=0.3
0.05
0.07

g∥ (±0.001)

g⊥ (±0.001)

2.372
2.371
2.369
2.367
2.332
2.323
2.321
2.315

2.059
2.060
2.061
2.063
2.050
2.051
2.054
2.055

A∥ (×10−4 cm−1 )
(±0.05)
133.1
133.9
134.4
134.9
148.5
153.8
159.1
164.4

유리는 300 ◦ C의 진공 오븐 속에서 3시간 동안 열처리를
하여 유리의 strain을 방지했다. 모든 시료들은 X-ray 회절
분석기 (Rigaku사 기기)의 Cu Kα 선 (λ = 1.54 Å) 을 이용
하여 만든 유리 시료들이 비정질임을 확인했다.
EPR실험을 위해서 유리시료는 막자사발을 이용하여 미
세분말로 만든 후 0.1 g을 수정 유리관(ϕ 3 mm)에 넣어 밀
봉했다. EPR스펙트럼은 상온에서 JEOL JES-2000 실험
기기를 이용하여 관측했다. EPR실험은 X-band(ν0 ≈ 9.14
GHz), 변조 진동수 100 kHz, 자기장 영역 200 – 400 mT
에서 실험했다.

III. 결과 및 논의
1. EPR
EPR기기는 상자성 이온을 포함하는 물질의 분석연구에
서 연구대상 물질의 국지 구조와 대칭성 등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서 이것을 이용하면 유리 안에 있는 상자성 이온의 바
닥상태와 전자 배치, 주위 물질간의 상호 작용에 관한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다. 연구대상 유리시료에 상자성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유리구조에 관한 EPR공명신호는 나타나
지 않는다. 따라서 유리물질에 Cu2+ 이온이 들어가면 EPR
공명신호가 보이며, 이 신호에는 Cu2+ 이온 주위의 리간드
(ligand) 들이 축 대칭의 변형된 (distorted) 8면체 자리에
위치하는 Cu2+ 이온 특유의 공명선 모양이 나타난다 [20].
Cu2+ 이온은 스핀 S = 1/2, 핵스핀 I = 3/2이며, 두 개
의 동위원소 63 Cu(자연존재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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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자연존재 31%)가

있다. 두 원소의 핵 모멘트는 대단히 비슷해서 EPR신호
는 거의 분리되어 보이지 않는다. EPR실험에서 관측되는
초미세 신호는 (2I + 1) 개가 관측 되므로 Cu2+ 이온 (I =
3/2) EPR실험에서 4개의 수직 및 평행선이 각각 관측될
것으로 예상된다 [21]. Figure 1에서 xNa2 O-B2 O3 -yCuO

A⊥ (×10−4 cm−1 )
(±0.05)
40.2
45.9
46.7
47.9
37.5
41.6
43.8
45.0

∆g

g∥ /A∥

Λth

0.313
0.311
0.308
0.304
0.282
0.272
0.267
0.260

177.7
177.1
176.3
175.5
157.0
151.0
145.9
140.8

0.667
0.673
0.675
0.679
0.715
0.718
0.722
0.725

유리들에서 보인 공명 신호를 볼 수 있다. 이 그림에서 낮은
자기장 영역에서 4개의 초미세 구조 평행 공명신호가 보이
고, 약간 높은 자기장 영역에서 수직 신호들을 볼 수 있다.
이들 EPR공명 스펙트럼 모양은 y 값이 증가할수록 공명
선 모양이 부드러워지고, 넓힘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유리 안에 도입되는 CuO양이 증가함에 따라 Cu2+ 이온들
간의 dipole-dipole 자기 상호 작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22, 23]. x = 0.1 과 0.3 시료들의 공명 스펙트럼 모양을
보면 x 가 증가 (Na2 O양이 증가) 함에 따라 선모양의 변화
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축 대칭의 공명선 안에 평행 및
수직 신호의 모습은 비교적 잘 보이고 있다. x = 0.1과 0.3
의 두 계열 시료들은 모두 x값 변화보다는 y 가 증가할수록
(CuO양이 증가할수록) 공명선 모양은 부드러워지고 넓힘
현상이 증가하는 것을 볼 때 선모양의 겉 모습은 Cu2+ 이온
의 dipole-dipole상호작용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Na2 O양의 변화에 따라 스핀 해밀
토니안 상수 값은 변함을 볼 수 있어서 Na2 O양의 증가는
Cu2+ 이온 주위의 국지구조 (local structure) 변화에 영향
을 준다. Figure 1에서 보는 EPR선 모양은 Cu2+ 이온이
도핑된 산화물 유리계에서 나타나는 축 대칭 모양을 하고,
공명선에 2I + 1(Cu의 경우 I = 3/2) 개의 평행 및 수직
공명피크가 보이는 특성 모양과 비슷하다. 이 경우 유리
안에 존재하는 Cu2+ 이온은 주위의 리간드 산소들과 CuO6
복합물 (complex) 구조를 이루며, Figure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Cu2+ 이온주위의 산소들이 8면체 배위를 한 늘어난
정방 대칭(tetragonally elongated symmetry)구조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4–27].
제작된 모든 유리 시료의 Cu2+ 이온에 관한 EPR실험선
분석에서 g-텐서의 g∥ , g⊥ 성분값과 초미세 텐서 (hyperfine
tensor) A∥ , A⊥ 성분값은 다음과 같은 축대칭 스핀 해밀토
니안(axial symmetry spin Hamiltonian)을 이용해 구했다
[26,28].
H = βg∥ Hz Sz + βg⊥ (Hx Sx + Hy Sy )
+ A∥ Sz Iz + A⊥ (Sx Ix + Sy Iy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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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 및 수직성분을 나타낸다. 이 식에서 핵 Zeeman과 핵
사중극항은 무시된다. 식 (1) 의 스핀 해밀토니안의 해는
평행 및 수직 초미세 피크 위치와 주 (principle) g-텐서 및
A-텐서와 관련된 식으로 아래와 같이 나타낸다 [29,30].
)
(
hν = g∥ βH∥ + mA∥ + 15/4 − m2 A2⊥ /2g∥ βH∥

(2)

hν = g⊥ βH⊥ + mA⊥ + (15/4 − m2 )(A2⊥ + A2∥ )/4g⊥ βH⊥
(3)
여기서 m 은 구리 핵의 핵자기 양자수, 3/2, 1/2, – 1/2,
– 3/2 이며, ν 는 공명 진동수이다. 식 (2)와 (3)을 이용하여
구한 스핀 해밀토니안 상수 값들을 Table 1에서 볼 수 있다.
알카리 및 알카리토류족 산화물 유리에 천이금속 (TM)
이온이 도입되면 TM이온의 기본 배위는 8면체 배위를 한다
[6,31,32]. Cu2+ 이온의 전자 배치는 3d9 이며, 바닥상태는
2D이다. 자유 Cu2+ 이온이 산화물 유리에서 주위의 결정
상태가 변하면 EPR실험에서 구하는 g-텐서 값들과 Cu2+
이온의 대칭 관계는 다음과 같이 된다 [26,27]. (i) g-텐서의
성분 값들이 g∥ > g⊥ > ge (ge = 2.0023 : 자유전자 g 값)
인 경우 Cu2+ 이온주위 배위는 늘어난 정방 대칭형이며,
바닥상태는 dx2 −y2 이다. (ii) g⊥ > g∥ > ge 이면 압축된 정
방 대칭 배위이며, 바닥상태는 d3z2 −y2 이다. Cu2+ 이온의
에너지 준위 분리를 Figure 3에서 볼 수 있다. 자유 Cu2+
Fig. 1. (Color online) EPR spectra for the samples of (a)
x = 0.1 series and (b) x =0.3 series as a function of y in
xNa2 O-B2 O3 -yCuO glasses.

이온은 8면체 장에서 2 Eg 와 2 T2g 로 분리되며, 이것이 정
방 대칭 변형(distortion)에서 2 Eg 는 2 B1g 와 2 A1g 로, 2 T2g
준위는 2 B2g 와 2 Eg 로 분리된다. 여기서 바닥상태는 2 B1g
이다. 이 경우 Cu2+ 이온의 배위는 늘어난 정방 대칭의 8
면체 배위(D4h )를 하며, g∥ < 2.4, A∥ < 170 × 10−4 cm−1
범위 값을 가진다 [26,27,33]. Table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xNa2 O-B2 O3 -yCuO 유리 시료에서 구한 g∥ 값은 2.315 –
2.372, A∥ 값은 133.1 – 164.4 × 10−4 cm−1 이다. 지금까지
보고된 천이금속 구리를 포함하는 알카리 및 알카리토류족
산화물 유리의 g∥ 값은 2.34 – 2.43, A∥ 값은 97 – 177 ×10−4
cm−1 범위에 있으며, 나머지 다른 종류의 상수 값들과 함께
이 값들은 이번 실험에서 구한 EPR상수 값들과 비슷하다
[26, 27, 33–37]. Figure 4에서는 x 의 변화에 따른 g-값과
초미세 상호작용 값 A∥ 의 변화 관계를 볼 수 있다. 이 그림

Fig. 2. Local structure of the ideal [CuO6 ]complex.

에서 유리시료의 CuO양이 증가(x가 증가)하면, x = 0.1과
x = 0.3계열 시료의 g∥ 값은 약간 감소하며, A∥ 값은 약간

여기서 z-축이 대칭축이며, β 는 Bohr magneton,
Hx , Hy , Hz 는 정 자기장 성분이다. Sx , Sy , Sz 는 전자 스핀
연산자성분, Ix , Iy , Iz 는 핵 연산자 성분이며, g∥ 과 g⊥ 는
g-텐서의 평행 및 수직성분, A∥ 과 A⊥ 는 초미세 A-텐서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x = 0.1계열의 g∥ 값들은
x = 0.3계열의 값들보다 낮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A∥ 값은
x = 0.3의 값들이 0.1의 값들보다 높은 값을 보인다. 즉,
시료에 있는 Na2 O양이 많을수록 g∥ 값은 낮아지고 A∥ 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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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nergy splitting levels of Cu2+ ions in different
configurations [32].

Fig. 4. (Color online) Variation of g∥ and A∥ of Cu2+
ions with y at constant x = 0.1 and 0.3.
높아진다. Cu2+ 이온을 갖는 산화물 유리에 관한 EPR실
험에서 상자성 이온 Cu2+ 의 스핀 해밀토니안 상수들의 변
화는 Cu2+ 이온과 리간드 사이의 리간드 장 (Ligand field)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8].
리간드 장의 변화는 두 가지 요인을 생각할 수 있다. 첫
째 리간드 산소가 유리 구조에서 유리의 조성 변화에 따라
이루는 구조 변화에 관계된다. 이때 붕소-산소의 결합은 유
리의 결합구조에서 [BO3 ] 또는 [BO4 ] 단위 구조를 하면서
가교산소 (BO) 와 비가교산소 (NBO) 가 나타난다. 이것이
Cu2+ 주위에 존재하면서 리간드 장 변화에 작용한다. 둘
째는 유리망 구조에 들어가는 알카리 (알카리토류) 금속 산
화물 (여기서는 Na2 O) 의 금속 이온 (Na+ 이온) 의 증가에
따라 Na+ 는 Cu2+ -리간드 산소의 장 변화에 영향을 준다.
즉, 붕소-산소 유리망 사슬구조에 Na+ 등의 이온이 들어와
사슬구조를 변화시키고, 이들 변화된 사슬구조 사이에 존
재하는 Na+ 이온 등이 Cu2+ -리간드 산소구조에 장 변화를
만든다.

567

한편 이들 상수 값들이 모든 유리 시료의 실험에서 g∥ >
g⊥ > ge 임을 보면 우리가 연구한 유리시료에 존재하는
Cu2+ 이온은 Cu2+ 이온 주위의 리간드 산소가 6개 배위를
한 CuO6 복합물 (complex) 을 하고 있으며, z-축 방향으로
늘어난 8면체 (elongated octahedron) 배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Fig. 2) 그리고 Cu2+ 이온의 바닥상태는 dx2 −y2
궤도 (2 B1g 상태) 임을 알 수 있다.
Table 1에서 �g = g∥ − g⊥ 값과 g∥ /A∥ 값을 볼 수 있다. x
= 0.1과 0.3계열 시료모두 y 를 y = 0.01에서 0.07로 증가시
키면 �g 와 g∥ /A∥ 값들은 약간 감소함을 보인다 (Fig. 5). x
= 0.1 계열과 0.3계열에 속해있는 시료들의 ∆g 값과 g∥ /A∥
값들을 비교해 보면 x = 0.3계열에 속한 시료들 값이 0.1
시료들의 값보다 작다. 즉, Na2 O 양이 많아지면 ∆g ∥와
g∥ /A∥ 값들이 감소한다. 이것은 유리시료에 CuO양이나
Na2 O양이 증가 하면 Cu2+ 이온 주위의 리간드들이 만드는
8면체의 정방대칭성에 변화가 있음을 암시한다. 앞에서
설명 했듯이 알카리 및 알카리 토류족 금속이나 CuO등이
산화물유리에 들어오게 되면 스핀 해밀토니안 상수 (SHP)
들, 예로써g∥ , g⊥ , A∥ 값들이 변화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상자성이온 Cu2+ 주위에 있는 리간드에 의한 장 변형(field
distortion) 에서 오거나 수식 (modifier) 이온인 알카리금속
등이 들어옴에 따라 일어나는 유리 구물망 구조 변화에 기인
한다 [26,36]. 즉 붕소산화물유리에 수식물이 도입되면 붕소산소 유리구조에는 변화가 일어나 metaborate, pyroborate,
orthoborate, diborate등 변형된 붕소-산소단위들이 나타
난다. 이들은 전자들이 느슨하게 묶인 비가교 산소 (nonbridging oxygen: NBO) 를 포함한다. 유리 안에 도입되는
Cu2+ 이온들은 유리 그물망 사이에 존재하게 되고, Cu2+
이온 주위에는 가교 산소(bridging oxygen: BO)뿐 아니라
NBO도 위치하게 된다. 이들 NBO들은 산소들을 느슨하
게 묶어 놓으며, Cu2+ 이온 자리 부근에 높은 전자 밀도를
만들고, 이에 따른 SHP 변화가 관측된다 [26,27,36]. EPR
상수의 변화는 위에서 설명한 원인뿐 아니라 유리에 들어
오는 양이온 (cation) 의 종류에 따라서 이들이 만드는 장의
강도(field strength)와 양이온의 편극성(polarizability)이
Cu2+ 이온에 관한 EPR상수 변화를 가져온다 [36]. 알카리
및 알카리토류 금속 등의 혼합물 유리에서 이들의 함유량에
따라서 나타나는 g∥ 값의 감소는 Cu2+ 이온주위 리간드의
장 변화에 따라 일어나는 [CuO6 ] 복합물의 정방형대칭의
감소를 의미한다 [27, 38, 39]. C, C, Ding 등 [40]은 CuO
가 함유된 산화물유리의 Cu2+ EPR연구에서 상자성 Cu2+
이온의 국지 구조형태인 8면체 복합물 [CuO6 ] 의 정방대
칭의 늘어나기 변형은 g-텐서의 비등방성 ∆g = g∥ − g⊥
로 나타낼 수 있으며, ∆g ∝ ρ(ρ : 정방 대칭 변형 비율)
임을 밝히고 있다. 구리 산화물 유리에 관한 다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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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ependence of g∥ /A∥ and ∆g for Cu2+ ions as a
function of y at constant x = 0.1 and 0.3.
9

는 EPR실험에서 구하는 g∥ 과 g⊥ 값들은 3d Jahn-Teller
Cu2+ 이온의 배위산소가 8면체를 이루고, z-축 방향으로
늘어난 정방대칭 형태의 특성을 말해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41,42]. 이들은 비율 g∥ /A∥ 은 Cu2+ 이온과 8면체를 이루는
주위 산소 이온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정방 대칭성
의 z 축 방향으로 늘어난 정도를 추측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35]. Table 1(Fig. 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시
료들은 x = 0.1과 0.3으로 고정하고 y 값이 증가하면 ∆g 와
g∥ /A∥ 값들이 약간 감소함을 보인다. 이것은 CuO함량이
증가하면 Cu2+ 이온 주위 리간드들이 이루는 정방대칭성의
늘어나기 비율이 약간 감소하는 것을 말해준다. 유리시료에
Cu2+ 이온이 증가하면 이들은 유리안에서 전기적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유리망 구조를 이루는 B-O결합 구조에서 가
교 산소(BO)일부가 비가교 산소(NBO)로 변한다. 이것이
Cu2+ 이온 주위에 위치하여 리간드 장의 변화를 가져오며,
따라서 SHP의 변화를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43]. 이 결과
Cu2+ 이온의 정방대칭의 변화를 가져오며, ∆g 와 g∥ /A∥ 의
값들이 변한다고 할 수 있다. 유리시료의 Na2 O 양이 증가할
때는 x = 0.3계열에 속한 시료들의 ∆g 값과 g∥ /A∥ 값들이
x = 0.1에 속한 시료의 값들보다 감소하는 경향이 크다.
이것은 Na2 O 양이 증가하면 붕소-산소 결합이 만드는 유
리망 사슬구조에서 BO구조를 한 [BO3 ] 단위구조가 NBO
를 갖는 [BO4 ] 단위의 붕소결합 단위들이 만들어지고, 이들
단위구조들과 Na+ 이온들이 유리에 존재하여 Cu2+ 이온
주위의 리간드장에 변화를 준다. 이것은 [CuO6 ] 복합물의
z 축 방향을 기준으로 하는 정방대칭성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2. 광학 염기도 (Optical basicity)

Duffy 와 Ingram의 제안 [44]에 의하면 광학 염기도는 매
개물(medium)을 구성하는 산화물의 평균 전자주기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이며, 산화물이나 유리, 합금 등의 산염기특
성 (acid base property) 의 정도를 나타낸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광학 염기도는 산화물 유리 안에 존재하는
산소가 음전하를 줄 수 있는 척도를 나타내며, 산소가 운반
하는 전자 밀도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산화이온(acid ion)의
전자 편극율과 광학 염기도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들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바에 의하면 산화이온의 전자
편극율이 감소하면 산화이온의 전자 주기능력이 감소한다
[34]. 이론적 광학염기도 Λth 는 아래 식을 이용하여 구했다
[45].
Λth = X (Na2 O) Λ (Na2 O) + X (B2 O3 ) Λ (B2 O3 )
+ X(CuO)Λ(CuO)

(4)

여기서 X (Na2 O) , X (B2 O3 ) 와 X(CuO) 는 유리를 구성
하는 산화물의 각각의 비율이다. Λ (Na2 O), Λ (B2 O3 ) 와
Λ(CuO)는 구성 산화물 각각의 광학 염기도이며, 발표된 문
헌에서 얻은 값들을 이용했다 [46,47]. 산화물 유리 안에 들
어있는 산화이온의 전자 편극율 (electronic polarizability)
αO2− 와 산화매개물의 광학 염기도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관계가 있다 [48].
(
)
1
Λ = 1.67 1 −
(5)
αO2−
이 관계식은 산화물 유리의 광학 염기도가 증가하면 산화
이온의 전자 편극율이 증가함을 말해준다. Equation (4)를
이용하여 구한 xNa2 O-B2 O3 -yCuO 유리의 광학 염기도를
Table 1에서 볼 수 있다. 이 표에서 보면 Λth 값은 0.667 –
0.725이며, 이들 값은 이미 보고된 알카리 및 알카리토류
유리의 값들과 비슷한 값이다 [35,43,49–51].
그리고 유리시료에 들어있는 CuO의 양을 증가시키면
x = 0.1과 0.3 계열의 유리시료의 Λth 값들이 모두 약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화물 유리에 관한 Dinitrov
와 Komatsy의 연구 [52]에 의하면 식 5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유리 안에 존재하는 산화이온의 전자 편극율이 증가
하면, 이 이온의 전자 주기능력 (electron donor ability) 이
증가하고, 광학염기도가 증가한다. 이때 이온-산소 (예 :
Na+ -O, Cu2+ -O) 의 친화력은 감소하고, 이들의 공유성
(covalency) 이 감소한다. 이것을 우리의 유리에서 보면 유
리시료의 CuO양이 증가하면 도입되는 Cu2+ 이온은 수식
자 (modifier) 로써 유리 그물망 안에 존재하면서 유리 안의
NBO(비가교산소) 를 증가시킨다. NBO는 BO(가교산소)
보다 전자 편극율이 크며, Cu2+ 이온 주의에 존재하여 Λth
의 값을 약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Cu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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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과 주위 산소간의 결합 구조에서 보면 CuO양이 증가
하면 이들 사이의 공유성이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 이것은
이번에 연구한 EPR 결과와 앞으로 실험 예정인 UV/IR 분
광기를 이용한 광 흡수스펙트럼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하는
Cu2+ 이온 주위의 산소 결합 구조에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IV. 결 론
알카리 붕소 산화물 유리에 도핑되는 CuO의 양을 다양
하게 변화시키고, 함유량을 최대한 포함하도록 x = 0.1과
0.3으로 고정하고 y = 0.01 – 0.07의 범위를 갖는 두 계열
시료를 제작했다. 유리시료의 CuO양과 Na2 O양의 변화
에 따른 Cu2+ 이온 주위의 국지 구조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Cu2+ EPR실험을 진행했다. 이 실험에서 CuO양과 Na2 O
양의 변화에 따른 스핀 해밀토니안 상수, Cu2+ 이온 주위의
국지구조와 리간드들이 이루는 8면체 자리의 대칭성 변화
와 이론적 광학 염기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유리 시료에 존재하는 Cu2+ 이온의 바닥
상태는 dx2 −y2 궤도 (2 B1g 상태) 이며, Cu2+ 이온은 리간드
산소들과 [CuO6 ] 복합물을 이루고, z-축 방향으로 늘어난
변형된 8면체 자리(D4h )에 위치한다. x = 0.1과 0.3계열의
유리시료 모두 유리의 CuO양이 증가하면 스핀 해밀토니안
상수 값들은 변화하여 ∆g 값과 g∥ /A∥ 값들이 약간 감소한
다. 이것은 [CuO6 ] 복합물의 정방대칭성이 약간 감소함을
의미한다. Na2 O양의 변화에 따른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Na2 O양이 더 많은 x = 0.3계열 시료의 ∆g 과 g∥ /A∥ 값
들은 Na2 O양이 작은 양의 x = 0.1계열 시료의 값들보다
작음을 보인다. 이것은 유리시료에 Na2 O양이 증가하면
유리 그물망 안에 존재하는 Na+ 이온이 Cu2+ 주위 리간드
장의 변화를 가져오고, Cu2+ 이온 중심의 국지구조의 정방
대칭성이 감소함을 말해준다. 유리시료에 도입되는 CuO
양이 증가하면 광학염기도가 약간 증가한다. 이것은 Cu2+
이온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Cu2+ 이온 주위에 NBO가 증가
하고, 산화 이온의 전자 편극율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Na2 O양이 증가하면 유리 시료들의 광학염기도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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