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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매 극성도의 이론  측 연구

An ab Initio Predictive Study on Solvent Po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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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investigated molecular polarity by using theoretical means and comparing empirical solvent polarity.  

Our approach employed electrostatic potentials at the molecular surface calculated by density functional 

methods. A number of molecular descriptors related to molecular polarities were computed from molecular 

surface electrostatic potentials. Among computed molecular descriptors, the most positive electrostatic 

potential provided the best correlation with the empirical solvent polarities. A regression equation was 

developed in order to predict molecular polarities of molecules whose experimental solvent polarities were 

unknown. The new regression equations were utilized in estimating solvent polarities of cubane derivatives 

which are considered important precusors of high-energy density meterials.

주요기술용어(주제어) : Molecular Polarity(분자 극성도), Electrostatic Potential(정 기 ), Density Functional 

Theory( 도 함수 이론), Molecular Descriptor(분자설명인자)

1. 머리말

  일반 화합물 분자의 극성도를 정확하게 악하는 

작업은 매우 요하다. 화학/화공 분야에서 직 인 

화학반응을 포함하여 여러 제반 상들이 분자들의 

기 인 극성도에 따라 많은 향을 받고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유기반응  재결정 작업에서 

한 용매의 선정, 화합물의 용해 상, 크로마토그라피 

실험에서의 한 운반 매체 등 다양한 화학공학  

연구에서 가장 기본 인 작업이 물질의 극성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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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는 작업으로 가장 우선 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이다[1∼3].

  본 연구에서는 실험실 으로 리 알려져 있는 용

매 극성도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재까지  알려

져 있지 않는 물질이나 실험실 으로 극성도 값을 획

득하기 곤란한 물질들에 하여 이론 인 방법을 이

용하여 그 극성도를 측하는 작업을 수행하고자 하

다. 본 연구 결과가 성공 인 결과를 도출하는 경

우에는 많은 물질들을 직 으로 합성하지 않아도 

합성되었을 경우 는 합성 작업 과정에서 한 용

매를 선정하거나 는 재결정 작업이나 분석 과정에

서 한 용매를 선정하는 일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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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  계산 방안

  본 작업의 모든 과정은 일차  원리(first principle)

를 이용하여 재 알려져 있는 화합물 뿐 만 아니라 

재까지 실험 결과가  없는 분자들에게도 용 

가능하도록 고안되었다. 분자의 화학식과 이차원 인 

원자들의 연결만 제시되면 양자역학  방법으로 분자

의 최 화 작업을 수행하여 가장 안정된 형태의 분자  

구조을 획득하고, 분자 에 지를 계산한다[4]. 분자 구

조와 에 지 계산에는 가우시안-03(Gaussian-03)을 

사용하며, 최종 삼차원 인 분자 구조의 디스 이 

작업에는 GaussView를 사용하 다[5]. 양자역학 로

그램 계산 작업은 CRAY에서 진행하 으며, 포스트 

로세싱은 SGI사의 Octane 워크스테이션에서 진행

하 다. 양자역학 로그램 계산은 각 분자 구조를 

symmetry 제한을 두지 않고 완 히 최 화하 으며, 

본 계산에는 비교  정확한 분자 구조를 계산할 수 

있는 도함수의 한 방법인 B3LYP/6-31G* 계산을 

이용하 다[4]. 최 화 분자구조가 획득되면, 그 구조의 

분자표면을 형성하고, 각 분자표면의 삼차원  좌표

에서 정 기 를 계산하 다. 분자표면 정 기

(MSEP : Molecular Surface Electrostatic Potential)

가 계산되면, 이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이론  분자설

명인자들을 계산하 다[6,7]. MSEP는 화학반응  여

러 화학/화공 인 상들을 설명하기 해 리 이용

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용매 극성도 측

가. 용매 극성도에 한 실험치

  화학 반응  련 제 상에서 한 원료를 선정

하는 가장 요한 요소 의 하나는 분자 극성도이

다. 용매는 단분자들의 집합으로 구성된 집합체이므

로, 용매 극성도는 분자 극성도와 동일한 상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분자의 극성도는 물질의 혼합  

용해도 등 물질의 혼합이나 혼화 과정에서 매우 요

한 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이들 분자 극성도를 규

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들  가장 간단

한 방법은 물질의 물리  특성 에 극자 모멘트

(dipole moment, μ) 값으로 추정하기도 하며, 몰 편

극(molar polarization) 등으로 추정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들 물리  특성치들은 분자 체 내에서의 

일차원 인 양성과 음성의 두 부  사이의 기 인 

차이만을 추정하는 수치이므로 화학물질 내에서의 극

성도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

로 측된다.

  화학 실험 인 추정 방법으로는 1966년 Dimroth 

등이 개발한 ET(30)이 있으며, Kamlet과 Taft가 개발

한 π* 라메터가 있다[1]. 이들 두 라메터 모두 어

떤 물질을 용매에 넣었을 경우 용매들의 기 인 특

성으로 인해 정해진 물질의 흡  스펙트럼의 치가 

변화하게 되는데 이들 변화를 정량화하여 나타낸 수

치이다. 이들 변화값은 용매의 극성도와 매우 요한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들을 통하여 물질

의 극성도를 정량화한 수치이다. ET(30)은 베테인 지

시약인 2,6-diphenyl-4-(2,4,6-triphenyl-1-pyridino) 

phenoxide를 매우 소량 정해진 물질(용매)에 가한 뒤 

하 달과 련된 가장 장 장의 피크를 측정하여 

값을 실험 으로 획득한 결과이다. 본 물질은 사용한 

여러 지시약 에서 30번째 물질이어서 30이라는 호

칭을 사용하고 있다. 본 물질에 한 실험 결과는 약 

몇 백종에 달하며 이들 결과들은 문헌 1의 표 4.3에 

잘 정리되어 있다. ET(30)은 인 수치이므로 이

들 값의 물리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불가능하

므로 이들을 비교 인 수치로 변환한 것이 ET
N이다. 

ET
N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T
N = [ET(물질)-ET(TMS)] / [ET(물)-ET(TMS)]

    = [ET(물질)-30.7] / 32.4

여기서, ET(물질) : 물질의 ET(30) 측정치

ET(TMS) : Tetramethylsilane(TMS)의 

ET(30) 측정치, 30.7

ET(물) : 물의 ET(30) 측정치, 63.1

  상기 ET
N은 TMS가 가장 비극성 인 화합물이며, 

물이 가장 극성치가 큰 화합물로 규제하고, TMS를 

0, 물을 1로 규정한 뒤에 각 물질의 ET(30) 측정치에 

따라 극성도를 규정한 비교치라 할 수 있다. 그러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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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ET(30)와 ET
N은 동일한 수치로 해석해도 좋다. 본 

연구에서는 최  비극성을 0으로 정의하고 가장 극성

인 용매를 1로 규정하여 사용자에게 단순한 수치를 

제공하는 ET
N를 이용하여 분자 극성도를 규정하고 사

용하 다. 본 실험에서 사용되었던 일반 으로 리 

사용되는 18종의 용매들의 ET(30)과 ET
N값은 표 1에

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용매들의 ET(30)과 ET
N값

번호 화학명 원료명 ET(30) ET
N

1 Isopropanol IPO 48.4 0.546 

2 Cyclohexanol CH 47.2 0.509 

3 Diethylether DEE 34.5 0.117 

4 Cyclohxane CHN 30.9 0.006 

5 Acetone ACT 42.2 0.355 

6 Ethanol EtOH 51.9 0.654 

7 1,2-Dichloroethane DCE 41.3 0.327 

8 1-Hexanol HXL 48.8 0.559 

9 2-Butanol BTOL1 47.1 0.506 

10 1-Butanol BTOL2 49.7 0.586 

11 Diethylamine DEA 35.4 0.145 

12 Ethanolamine EOA 52.5 0.673 

13 2-Butanone MEK 41.3 0.327 

14 n-Butylamine NBA 37.6 0.213 

15 Triethylphosphate TEP 41.7 0.324 

16 Trimethylphosphate TMP 43.6 0.398 

17 Tetramethylsilane TMS 30.7 0.000 

18 Water WAT 63.1 1.000 

나. 용매 극성도의 이론  측 결과

  재 부분의 용매에 해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ET(30)과 ET
N값 등 여러 다양한 실험  극성도

가 제공되고 있다. 한 실험  차가 비교  간단

한 편이어서 새로운 물질이 개발되면 실험 으로 값

을 결정할 수가 있다. 하지만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기 

에도 이들과 련된 용매 선정 등에 해서 용매 

극성치를 측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하

여 이론  용매 극성도를 측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 의 계산  차에 따라 상기 18

개 용매에 하여 분자 구조를 최 화하고 MSEP를 

이론 으로 계산하 다. 그리고 계산된 MSEP 하에서 

다양한 분자설명인자들을 계산하 다. 이들 분자설명

인자들은 음성 분자표면(NMSA : Negative Molecular 

Surface Area), 양성 분자표면(PMSA : Positive 

Molecular Surface Area), 음성 정 기 의 최

[표 2]  MSEP와 련된 분자설명인자들의 계산 결과

번
호
표면
[1]

부피
[2]

MNEP
[3]

MPEP
[3]

AEP
[3]

APEP
[3]

ANEP
[3]

Ω
[3]

1 103.91 67.38 -48.02 40.55 6.24 10.91 -17.50 9.15

2 149.23 106.18 -49.82 39.69 7.01 10.39 -14.34 6.96

3 127.55 84.03 -44.11 24.03 4.84 8.33 -12.58 6.47

4 139.20 99.03 1.32 14.02 5.75 5.75 0.00 2.08

5 93.87 60.57 -46.33 35.31 9.86 16.61 -21.01 11.91

6 81.22 50.87 -49.25 41.30 5.37 11.43 -16.23 10.32

7 108.77 76.00 -12.32 37.45 17.22 23.35 -7.48 11.79

8 173.14 116.77 -49.65 40.52 7.85 10.23 -18.47 6.12

9 127.28 83.88 -49.52 40.63 7.94 11.35 -18.28 7.50

10 125.05 83.76 -49.05 39.85 6.99 11.03 -15.39 8.18

11 133.48 88.56 -54.27 26.70 6.01 8.75 -13.77 6.24

12 98.33 62.75 -61.81 44.24 9.85 18.30 -18.64 14.74

13 116.43 77.00 -46.42 35.94 8.26 14.05 -18.67 10.96

14 133.75 88.48 -63.67 26.50 7.56 10.10 -20.52 6.34

15 196.90 138.72 -63.11 35.88 8.92 13.68 -26.33 10.42

16 128.85 89.18 -63.31 38.14 11.56 17.98 -44.05 12.75

17 150.97 104.23 -5.10 15.12 5.33 6.13 -1.61 3.79

18 34.48 17.59 -53.83 44.06 7.10 25.24 -27.53 24.48

[1]단  : Å2, [2]단  : Å2, [3]단  : kcal/m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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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MNEP : Most Negative Electrostatic Potential), 

양성 정 기 의 최고값(MPEP : Most Positive 

Electrostatic Potential), 정 기 의 평균값(AEP : 

Average Electrostatic Potential), 양성 정 기

의 평균값(APEP : Average Positive Electrostatic 

Potential), 음성 정 기 의 평균값(ANEP : 

Average Negative Electrostatic Potential), 정 기

의 평균오차(Average Deviation of ESP, Ω), 양

성 정 기 의 variation(σ+
2), 음성 정 기 의 

variation(σ-
2), 체 정 기 의 variation(σtot

2), 

balance parameter 등의 12개 라메터들을 계산하

다[6]. 이론 으로 추정한 각 용매의 분자표면 과 

부피를 포함하여 상기 분자설명인자들  본 연구에 

용된 MNEP, MPEP, AEP, APEP, ANEP와 Ω를 

표 2에 정리하 다.

  이론  차로 계산한 12개의 분자설명인자들  분

자표면의 부호  차이에 따른 NMSA, PMSA와 비교

 부차 인 분자설명인자로 해석이 가능한 variation

과 balance parameter를 제외한 6개의 분자설명인자

들에 해 용매 극성도의 차이를 조사하기로 하 다.  

먼  이들 6개의 분자설명인자와 실험 인 용매 극성

도인 ET
N값과의 선형 인 상 계를 조사하여 그림 

1과 같이 도시하 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이론 으로 도출

한 분자 극성도와 련된 분자설명인자들이 시험 으

로 도출한 ET
N값과의 매우 다른 상 계를 나타내

었다. 특히 AEP는 ET
N값과 거의 무상 으로 나타

났다. ANEP도 상 계수(r2)가 0.14 정도 으며, APEP

는 ANEP보다는 약간 높은 편이지만 r2는 0.37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들 체 인 정 기

나 각 부분 인 정 기 의 평균값은 용매 극성

도와는 좋은 상 계수를 나타내는 훌륭한 분자설명인

자가 아닌 것으로 사료되었다. 반면 정 기 의 표

편차인 Ω는 상 계수가 0.57 정도로 정 기 의 

평균값들 보다는 다소 높은 상 계이었다. 정 기

의 극단치인 MPEP와 MNEP도 의외로 상당히 

다른 상 계수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

와 같이 MNEP는 매우 조한 상 계수를 나타내는 

반면, MPEP는 상 계수가 0.8에 가까운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한 그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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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SEP에서 계산한 분자설명인자들과 실험  

용매 극성도와의 상 계들((a) MPEP, (b) 

MNEP, (c) AEP, (d) AMEP, (e) ANEP, (f) Ω)

형의 계에서도 ET
N값의 양극단을 제외하고는 비교

 넓은 범 에서 좋은 상 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

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많은 용매들이 기음성도가 

높은 원자들을 포함하고 있어,  다른 형태의 원

자가 도입되면 MNEP 값은 상당히 변화하는 반면 

MPEP의 값은 새로운 원자 형태의 도입에 직 인 

향을 받지 않으며 체 인 분자표면 정 기 의 

변화를 잘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

로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독립변수 하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MPEP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합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림 1의 상 계를 개선

하는 방향으로 부차 인 다른 분자설명인자들을 조합

하는 다  변수들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재로

서는 MPEP를 제외한 다른 분자설명인자들의 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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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성도와의 상 계수가 무 낮아 다  변수를 채택

하는 작업을 시도하지 않았다. 반면 독립변수의 2차

원  3차원  보정곡선을 작성하기로 하 으며 그 

결과식은 다음과 같으며, 보정 곡선은 그림 2와 같다.

(이차원 보정곡선)

    분자 극성도 = -1.240×10-2×(MPEP) +

    6.525×10-4×(MPEP)2

(삼차원 보정곡선)

    분자 극성도 = 1.154×10-2×(MPEP) -

    9.416×10-4×(MPEP)2 +

    2.407×10-5×(MPEP)3 

most positive potential (kcal/m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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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용매 극성도의 보정 곡선(실선은 2차원 보

정곡선, 선은 3차원 보정곡선)

다. 이론  용매 극성치 측 결과의 응용

   새로운 화합물을 개발하는 작업에는 재까지 

리 사용되지 않는 분자 골격을 지닌 화합물을 합성

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림 3은 큐반(cubane)계 

화합물로서 일부는 기합성 되었지만 그 용매 특성치

들이 알려져 있지는 않다. 이 외에도 이와 유사한 

 알려져 있지 않은 화합물을 개발하기 해서는 이

들의 용매 특성 뿐 만 아니라 체 인 분자 극성도 

악이 매우 요한 선행 작업일 수도 있다. 이런 작

업에 용하기 한 목 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그

림 2의 보정 곡선들을 통하여 그 용매 극성도를 측

하기로 하 다.

  본 연구의 응용 상으로 큐반  큐반의 알코올 

치환체인 cubanol, cubanediol, 산  아민 치환체인 

cubanoic acid와 cubanyl amine을 조사하 다. 큐반

은 다  고리를 포함하는 분자 구조 때문에 탄화수소 

화합물 에서 매우 높은 도를 지니는 분자 구조로 

측되어, 고 도 화합물을 합성해야 하는 고에 지

물질계에서는 매우 우수한 분자 골격으로 해석된다. 

실제 인 연구에서 큐반에서 출발하여 고에 지그룹

인 나이트로기나 아자이드계를 치환하여 매우 훌륭한 

고에 지물질들이 많이 합성되었다[8∼10]. 본 연구에서 

조사한 큐반계 화합물들의 분자 구조들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cubane

OH

COOH NH2

OH

HO
cubanol cubane-1,4-diol

cubanoic acid cubanylamine

[그림 3]  본 연구의 용 상 물질들인 큐반계 화합

물들

  이들 분자 구조들을 2항의 차 로 최 화하고, 

MSEP를 계산하 다. 큐반계 화합물들의 계산된 

MSEP의 형상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는 큐반계 화

합물들의 분자표면에서 정 기  형태를 잘 보여주

고 있다. 큐반 자체는 거의 성 인 정 기 를 

보여주지만, 큐반에 OH, COOH,  NH2 등의 기

음성도가 다른 원자들을 포함하는 그룹이 치환되면 

각 원자들의 뒷부분에 붉은 색의 음성  정 기

가 발생하며, 헤테로원소들에 부착된 수소 쪽에 란

색의 양성  정 기 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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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그림 4] 큐반계 화합물들의 계산된 MSEP 형상((a) 

cubane, (b) cubanol, (c) cubane-1.4-diol, 

(d) cubanoic acid, (e) cubanyl amine). 스

일에 보이는 단 는 hatree(=627.51 kcal/ 

mol)임.

[표 3]  큐반계 화합물들의 용매 극성도 측 결과

화합물명
MPEP

(kcal/mol)

ET
N

이차원

보정곡선

삼차원

보정곡선

cubane 14.60 -0.04 0.05

cubanol 43.00 0.67 0.72

cubane-1,4-diol 43.93 0.71 0.78

cubanoic acid 43.99 0.72 0.79

cubanyl amine 28.81 0.18 0.15

  상기 계산 결과에서 MPEP 값을 추출하고, 이들 

값을 이용하여 보정곡선에 따른 용매 극성도를 측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보정곡선에 따르면 cubane은 

거의 0에 가까운  극성도가 없는 비극성 분자이

다. 하지만 이차원 보정곡선으로 추정한 용매 극성도

가 음으로 나타나는 모순을 보이고 있어 삼차원 보정

곡선을 사용하는 것이 더 합할 것으로 측된다. 

cubanyl amine도 거의 비극성 분자이다. 반면 OH기

를 치환하면 극성도는 상당히 높아져 0.67～0.72 정

도이며, OH기를 1개 더 치환한 cubane-1,4-diol에서

는 0.71～0.78로 약간 더 극성화된다. cubanic acid의 

경우도 0.72～0.79 정도로 cubane-1,4-diol과 비슷한 

극성도를 지니는 것으로 측되었다.

4. 맺음말

  분자 극성도를 이론 인 방법으로 정확하게 측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분자

의 용매로서의 극성도를 이용하여 이론 인 방법으로 

측하는 방법을 개발하 다. 분자표면에서의 정 기

를 이론 인 방법으로 계산하 으며, 이들과 

련된 여러 분자설명인자들을 계산하 다. 선형 상

계를 추정한 결과 양성 정 기 의 최고값과 가

장 높은 상 계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론

 용매 극성도의 측력을 높이기 해 실험  ET
N

값과 양성 정 기 의 최고값의 상 계를 이차원

과 삼차원 인 보정 곡선을 획득하 다. 이들 보정곡

선을 이용하여 고에 지물질의 구체로 사용 가능한 

큐반계 화합물의 용매 극성도를 측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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