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외선 분광법
(Infrared Spect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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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광학과 전자기 스펙트럼

1.전자기 복사선 구성

파장:연속되는 파의 봉우리 사이의 거리
(λ :lambda)

진동수:단위초당 고정된 점을 통과하는 최대

파의 수 (ν:nu)(herz 1Hz=1s-1)

진폭:중심점부터 봉우리까지 측정되는 파의
높이

주기(s):1/진동수(s-1)





광속도: 보통 3.00 x 108m/s

파장 x 주기 =  속도

λ (m) x ν (s-1) =  c(m/s)

λ= c/ν

ν = c/λ



2.양자



2).유기분자의 적외선 분광법

1.흡수 스펙터럼

유기화합물이 전자기 복사선에 노출되면
어떤 파장의 에너지는 흡수되며 어떤 파장
은 통과

결국 시료를 여러가지 다른 파장에서 쪼이
면 흡수하거나 통과하는 파장이 결정

->그 화합물의 흡수 스펙트럼 결정





2.왜 유기분자는 적외선의 특정 파장만을 흡수
하고 다른 파장은 흡수하지 않을까?

->분자가 전자기 복사선에 의해 조사 될 때 진
동하는 분자의 진동수와 복사선의 진동수가
일치할 경우에 에너지가 흡수됨.

->분자에 의해 흡수된 진동수는 특정한 분자운
동과 일치하므로 그 분자의 IR 스펙트럼을 측
정함으로써 분자 운동의 종류를 알수 있다. 

3.IR 스펙트럼->어떠한 분자인가->어떠한작용
기인가



3).적외선 스펙트럼의 해석

대부분의 작용기는 독특한 IR 흡수띠를 가
짐-> 특정 작용기가 어디서 흡수하는지를
앎으로써 IR 스펙트럼으로부터 유용한 구
조적인 정보를 얻음

용어: 지문 영역(fingerprint region)-독특
한 지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러한 복잡성은 유용하다.(1500cm-1〜
400cm-1 )



IR 영역내의 특정 파장은 주로 마이크로미터(1μm = 
10-6m)로 주어지며, 진동수는 Hz보다는 파수(wave 
number)로 나타냄

따라서 유용한 IR영역은 4000cm-1로 부터 400cm-
1까지이다













4).탄화수소의 적외선 스펙트럼





5).그외 작용기의 적외선 스펙트럼





문제
다음 그림 12.15는phenylacetylene
의 적외선 스펙트럼이다. 어떠한 흡
수띠를 확인할 수 있는가? 



답 : 1450-1600cm-1: aromatic ring

2100cm-1: C ≡ C

3300cm-1: C ≡ C-H



예제
미지 화합물의 IR 스펙트럼을 그림
12.16에 나타내었다.이 화합물에 들
어있는 작용기는?



답 : 카보닐기(1725cm-1)

방향족 화합물(1800-2000cm-1)

C-H (3030cm-1)



정리

적외선 분광법에서는 분자와 전자기 복사선의
상호작용이 포함

유기분자가 적외선 노출시 특정 진동수의 빛
이 분자에 흡수

모든 작용기는 특정한 형태의 적외선 흡수를
가진다.

어떤 진동수의 빛이 흡수되거나 흡수되지 않
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한 분자에 포함된 작용
기를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