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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 stablization energies by interconjugations at the transition states in various Diels-Alder 

reactions were calculated. It has been found that the stablization energies are inversely proportional 

to resonance energies of isolated molecules of polyene and heterocyclic system before reactions.

It has been noted that the resonance energies of dienes are smaller than those of dienophiles in 

two different molecules. Therefore, the possibility of charge-transfer from dienes to dienophiles is 

hinted.

序 論

Diels-Alder型 附加反應의 反應機構는 아직 分 

'明하지 않고 現在도 이 反應이 라디칼(radical) 

的 反應이냐 혹은 이온(ion)的으로 進行되느냐, 

그리 고 同時附加的이 냐 二段階附加냐하는 點에 

대하여 理論的 實論的으로 많은 論議가 進行되 

고 있다.

Browns은 이 機構를 라디칼反應이라 생각하 

고 이 反應에 對한 遷移狀態의 模型을 생각하여 

소위 파라국재 화에 너 지 (para localization energy) 

라는 量을 導入하여 實驗事實을 說明하고져 하 

였다.

이 外에도, 靜的方法, 局在化法3等으로 diene 

의 어느 位置가 dienophile 의 攻擊을 받느냐를 

잘 豫言해 주고 있다.'

-啓明大學

그리고 Fukui氏는 이 Diels-Alder反應은 基質 

(substrate)이나 試藥(reagent)이 모두 共純系이 

므로 反應位置사이에 相互關聯이 있으리 라 생각 

하고, 이들 두 "電子系 化合物의 相互作用에 依 

한 非局在化에너 지 (delocalization energy)를 求 

해서 Diels-Alder反應理論에 適用하였다%。.

Fukui氏는 diene의 最高被占軌道와 dienophile 

의 最低空軌道사이에 對稱性이 存在함을 밝히고, 

이와 같이 對稱이 되도록 하면 反應이 일어다는 

原子사이의 非局在化 에너지가 크게된다는 事實 

을 밝혔다.

그러나 위에 열거한 方法들로서 는 反應이 일 

어날 位置는 豫測할 수 있으나 反應機構를 明確 

히 밝히기는 어렵다. 換言하면, 위의 어떠한 方 

法의 尺度로서도 라디칼反應이냐 또는 이온反應 

이 냐를 決定하기 란 不可能하다.

一般的으로 芳香族置換反應은 試藥이 라디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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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洪永錦•朴柄 표

이냐, 혹은 이온이냐에 따라서 分類되지만, 

Diels-Alder反應올 일으키는 化合物은 라디칼도 

이온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芳香族！暨換反應에서 

처 럼 간단한 分頰는 不可能하다. 따라서 本 論 

文에서는 Diels-Alder反應의 機構를 규명하기 위 

한 첫 段階로서 diene과 dienophile의 性質을 파 

악하기 위하여 反應遷移狀態에서의 安定化에너 

지와 孤立系의 共鳴에너지를 對應시킨 結果, 이 

들 두 에너지사이에 明確한 相關關係가 였음을 

發見하였으며, 몇가지 새로운 事實을 알게 되었 

다.

計 算

많은 共純系化合物들이 Diels-Alder反應에 依한 

附加反應올 일으키지만, 그 가운데서도 1-3- 

butadiene, 1.3.5-hexatriene, furan, pyrrole 및 

benzene 둥의 polyene 系化合物과 hetero고리型化 

合物, 그리 고 ethylene, acrolein 및 maleic 

anhydride등 간단하면서도 興味를 주는 化合物 

에 對하여 調査하였다. 다만 polyacene 系化合物 

에 對한 硏究는 本論文에서는 除外되 었으나 계 속 

해서 實施하고져 한다.

分子의 電子狀態의 計算 本 論文에서의 모든 

計算은 單純 Hiickel法에 依한 計算이며 furan, 

pyrrole 및 acrolein의 固有値 및 그 係數는 각각 

Table 1 에 나타내었으며, maleic anhydride,7 

ethylene, 1.3.5-hexatriene, benzene 等은 文獻 

에서 발취하여 利用하였다.

Table. 1. The eigen values and eigen vectors of furan, pyrrole and acrolein 
(1) furan*

eigen value

eigen vector -f
2.4580 1. 4110 0.7662 -0. 6690 一 1. 5662

0.8367 -a 4803 0.0000 0. 2631 0.0000

a 3193 0.2358 0.6153 -0.5852 -0.3484

0.2190 0. 5737 0.3484 0. 3506 0.6153

0.2190 0.5737 -0.3484 0.3506 -0. 6153

0.3193 0. 2358 0.6153 -0.5852 0.3484

* parameters: coulomb integral of atom O, a°=a+20
resonance integral of bond C—0, /3c_o=0. 6/3 요nd
coulomb integral of atom C bonded to atom 0, ac“/=a+0. 20

(2) pyrrole**

eigen vector '
2.3001 1. 0000 0.6199 -1. 3001 -1.6199

G 0.6498 0. 5799 0.0000 0.4898 0.0000

c, 0.4296 0.0000 0.6014 一0. 5695 -0.3697

G 0.3301 -0.5799 Q 3697 0.2397 0-6014

C* 0.3301 -0.5799 -0. 3697 0. 2397 一 0.6014

G 0.4296 0.0000 -0.6014 -0. 5695 0. 3697

** parameters; aN—a+^t 얘, a”尸a

(3) acr이ein* 히‘

------- - eigen value 

eigen vector ' -—.
2. 8250 1.1152 -1. 3850 一 L 5920

a 0705 0.6046 0.6854 0.3994

0.1993 0.6967 -0.2642 -0.6363

0.4929 0.1983 -0.5835 0. 6140

0.8439 -0.3310 0.3459 -0. 2417

*** parameters; at=*a+2ft 缶：・《产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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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定化에너지 計算 두 几 電子系化合物의 相互 

作用 에 依한 非局在化에 너지 를 求해서 이 를Diels- 

Alder 反應에 利用하였다.

Fig.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 두 共和系 

化合物이 두 位置(r.s 原子와 r', s'原子)사이 에 

서 相互作用해서 力 電子의 非局在化가 일어난다 

고 생각하고 이 때 두 共郭系化合物에 縮重準位 

가 없다고 가정하면, 非局在化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攝動論으로 求해진다. 여기서 diene (R分 

子)와 dienophile(S分子)사이에서 두 位置 r-s, 

r'-s'는 各各 相互共＜5하고, 이 때 그 사이의 共 

嗚에너지 는 組=糾로 한나.

S—尤 electron system at the transition state

두 非攝動系의 分子 의 分子軌道 에너지 

를 各各 跖 Es,라 하면, 그 分子軌道는 式(2) 

와 같다.

气=咨％饱 

奶＞=0如。*
(2)

여기서 山는 R分子의 i번째 原子軌道函數이 

며 如는 S分子의 "번째 原子軌道의 函數이다.

攝動은 原子 /■와 s 및 r'와 s'사이의 共嗚積分 

이 零에서 8“(=&，,，)까지 增加한다는 것으로 代 

表시킬 수 있으며, 섭동 Hamiltonian을 if 라하 

면 一次攝動에너지는 同一分子內의 攝動에너지, 

H'..，이므로 모두 0이되고 R分子 및 S分子의 

二次섭 동에 너 지 를 각각 다음과 같이 얻 는다.8

况» —(a“方”+%,力,,')帑％

"， Er厂 E”
(4知方,,”

Esf—Eur

孤立分子 R 및 s의 全 ”電子에너지는

攝動項의 Hamiltonian을 H'라하고 非攝動系 

의 波動函數 및 에너지를 各各 0! 및 E：라 하 

면, 섭 동계의 에너 지 (EQ는 式(1)과 같이 表示 

된다.

E=E：+H " + ¥ 움瘴广 (1)

여기서

邨* H'Mdz

이고, 上式에서 實 波動函數, 實 가역연산자 

(Hermite)이면 「，이다. 그러므로 式

(1)을 式(1)'로 고쳐 쓸수 있다.

E'=5•서温¥碧 (】')

E=2E ■£«；.+2S Es， (4)

이므로 遷移狀態인RCSCFig. 1 참조)의 全 ”電 

子에너지 E'는 式(1)'와 式(3) 및 (4)를 利用하 

면 다음과 같이 式(5)를 얻을 수 있다.

E,=2E£\＜.+2S£,.»

E5EL +2 S^+2 S

=e+2S s(w，uy，,，形丄一

* * 巳 巳 R。

+2完 W (务"•丄 $+%& * 一 応)
，* E “一 Er*

여기서 危盘“+이昂，,)8'”一 =g，“ 루 정의하 
Er 旷-Esp

면, 式(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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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洪永修•朴柄迁

E £：G”一 »：G”)

Z SG„ + E E G„)-(E SG„ + E E G,,)]

=2(E E G„-Z 切 G“) (6)

가 된다. 그리고 E”一E”=(2“一爲,);3이므로 이것을 式 (6)에 代入하면

g=2(* .專'-鴛' 幻 籍:况，此■(읍*) ⑺

이 된다.

結果 및 考察

上記 式(7)에서 산출된 4E 값이 非局在化에너 

지로서 躍移狀態에서의 安定化에너지에 해당된 

다. 이 安定化에너지는 活性化에너지와 關係가 

있고, 安定化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活性化에너 

지는 적어진다.

이와같은 方法으로 計算된 AE 値와 孤立分子의 

共鳴에너지를 Table 2에 記載하고 있다. 이때의 

값은 diene의 最高被占軌道와 dienophile의 最低 

空軌道가 對稱을 이루도록하여 얻은 값이다.

Table 2 의 各 反應型은 다음 反應式에 準한다.

Table. 2. The stabilization energies of Diel齐Alder reaction at the transition and the resonance 
energies of the isolated dienes and dienophiles

groups diene dienophile
stabilization 

energy 
任牛nit)

resonance eenergy 
(in kcal/mole)

diene dienophile

1.3-butadiene 1.3-butadiene 1.7439 3.5 3-5
1. 3. 5-hexatriene 1. 3. 5-hexatriene 1. 6474 7.4* 7.4*

Gl. furan furan 1.5161 23 23

pyrr이 e pyrrole 1.1247 31 31
benzene benzene 1. 0382 37 37

ethylene 1. 7888 0
1. 3나)utadiene 1. 7439 3.5
1. 3. 5-hexatriene 1. 7365 3.5 7.4

1. 3-butadiene furan 1.6380 23
pyrrole 1.4437 31
benzene 1.3335 37

-G-2. ethylene 1.6858 0
1.3-butadiene 1. 6718 3.5

1. 3. 5-hexatriene 1. 3. 5-hexatriene 1. 6474 7.4 7.4
furan 1.5877 23
pyrr 시e 1.3664 31

1. 3-butadiene 1.7439 3.5

1.3.5-hexatriene 1.6718 7.4

furan 1.3-butadiene 1.6274 23 3.5
pyrrole 1.3280 31

benzene t
1.2862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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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sonance energy value of 1. 3. 5-hexatriene is the delocalization energy calculated from §=1、and the 
obserbed resonance energy (3- 5kcal/mole) and the deloc근liz증energy of 1. 3-butadiene.

1. 3-butadiene
1. 3. 5-hexatriene 
furan 
pyrrole

1

: maleicanhydride

2. 1692
2. 0441
1- 8057
1.6404

3.5 !
7.4 :
23 :
31 ：

1. 3-butadiene 1. 7552 3-5 i
1. 3- 5-hexatrieme 1. 6642 7.4 j
furan : acrolein 1. 6353 23 i —

pyrrole 1. 4939 3i i

[1. 3-butadiene : 1. 3. 5-hexatriene 1. 7366 3-5 5 7.4
[1. 3- 5-hexatriene : 1.3-butadiene .1. 6718 7.4 : 3.5
卩.3-butadiene :furan 1.638Q 3.5 i 23
[furan :1.3-butadiene 1. 6274 23 5 3.5
[1. 3-butadiene : pyrrole 1.4437 7.4 j 31
[pyrrole : 1.3-butadiene 1. 3280 31 i 7.4
(1. 3-butadiene ! benzene 1.3335 3-5 : 37
(benzene :1.3-butadiene 1. 2862 37 : 3.5
[L 3. 5-hexatriene ! furan 1. 5877 7.4 : 23
|furan i 1. 3- 5-hexatriene 1. 5775 23 ; 7.4
[1. 3. 5-hexatriene : pyrrole 1. 3664 7.4 ； 31
[pyrrole : 1. 3- 5-hexatriene 1.3476 3i ： 7.4
(1. 3. 5-hexatriene i benzrne 1.2847 7-4 ； 37
(benzene : 1. 3. 5-hexatriene 1. 2786 37 ； 7.4
[furan : pyrrole 1.3836 23 : 31
(pyrrole :furan 1. 3386 31 : 23
ffuran : benzene 1. 2594 23 : 37
ibenzene • furane 1. 2129 37 : 23
(pyrrole : benzene 1. 1215 31 i 37
Ibenzene ； pyrrole 1. 1165 37 1 31

+

'
彳k
J

+A

 
o +

그리고 Table 2의 여러 反應型의 大部分이 實際 

實驗的으로 가능한 것들이나 pyrrole과 benzene 

은 이 反應을 일으키기 상당히 어렵다는 事實이 

여러 文獻% "，"，12- H에 報吿되어 있다.

上記의 여러 反應型의 遷移狀態에서의 安定化 

에너지와 孤立分子의 共鳴에너지를 比較함에 있 

어 , Table 2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 이 들 

反應을 네개의 그룹(group)으로 區分하였다.

G1 群은 diene과 dienophile이 같은 化合物인 

경우, 즉 二量體(dimer)를 이루는 경우이다. 共 

鳴에 1지가 클수록 安定化에너지는 감소하여 

Diels-Alder反應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 

내고 있다.

Vol 16, No. 1,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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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2 群은 一定한 dien에 여 러 가지 다른 dieno

phile^- 바꾸어 가며 組合시킨 경우다. dieno

philes! 共鳴에 너 지 가 클 수륵 安定化에 너 지 는 감 

소하고 있다.

G 3 群은 一定한 dienophile에 여 러 가지 diene율

Table 22] 各 反應型은 다음 反應式에 準한다. 

바꾼 경우이다. 이 亦是 diene의 共鳴에너지가 

클수록 反應이 일어나기 어 려움을 나타내고 있 

다.

G4 群은 特定한 diene과 dienophile끼 리 를 서 로 

바꾸어 比較한 경우이다. 여기서 볼수 있는 바 

와 같이, 서로 比較된 두 反應中에서 diene의 共 

鳴에너지가 dienophile의 共鳴에너지 보다 적은 

쪽이 安定化에너지가 크다는 것을 알수 있다.

G1 群에 서 G4 群끼 리 의 모든 反應을 總括的으 

로 살펴보면,

첫째, 反應遷移狀態에서의 安定化에너지와 反 

應物質들의 孤立系에서의 共鳴에너지는 서로 逆 

比關係가 있음을 알았다. 換言하면, 反應하기 

前의 孤立分子의 공명에너지가 크면, 그 化合物 

自體는 安定(resonance stabilization)하기 때문에 

遷移狀態에서의 두 分子間의 相互作用(相互共貌) 

에 의한 非局在化가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므로 

安定化에너지가 적어질 것이다. 이 두 에너지간 

의 逆比關係는 F£g.2 에 잘 나타나고 있다. 實際 

로 butadiene은 比較的 溫和한 條件下에서 反應 

이 일어나며, benzene이나 Pyrrole이 相當히 激 

烈한 條件下에서도 反應을 일으키지 않는데 反 

하여 furan은 쉽게 重合을 일으킨다고 보고한 

文獻“과도 一致한다. 特히 遷移狀態에서의 安定 

化에 너 지 가 매 우 갖온 benzene은 一般的인 Diels- 

Alder 反應의 溶媒로使用할 程度로 非反應的이 

다% 또한 dienophileS. maleic anhydride를 使 

用했을 경우의 pyrrole의 反應은 正常的인Diels- 

Alder反應이 아닌 一種의 置換反應을일으키 며

A 12 그리 고, pyrrole과 同一한 共鳴에 너 지 (31 

屁al/mole) 를 갖고 있는 thiophene도 이 物質自 

體외 共鳴에 依한 安定化때 문에 maleic anhydride 

와도 反應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報文이 있다"，16.

둘째로, Table 2의 G4群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共鳴에너지가 적온 쪽이 diene으로 큰 쪽이 

dienophile로 作用할 경우가 安定化에너지가 크

10 a 30 40

---- Resonance sneigt^—* Kcal</m01®

Fig. 2.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tabilization 
energy and the resonance energy of dimeri
zation by Diels-Alder reaction.

기 때문에 優先反應일 것 이 라는 點이다.

이 事實은 dieneS] 이온化電位 (ionization 

potential)가 dienophile의 그것보다 적 다는 事實 

과 相通한다.'

反應遷移狀態에서 두 反應分子의 相互共範에 

의한 ”電子의 非局在化가 共鳴에너지 및 이온 

化電位가 적은 쪽에서 容易하게 일어날 수 있다 

는 뚯이다. 바꾸어 말하면, diene이 dienophile 

보다 反應位置에서의 k 電子雲의 柔軟性(soft

ness) 이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diene에서 

dienophile 쪽으로 電荷移動 (charge transfer) 의 

可能性을 어느程度 暗示하고 있지 않나 생각된 

다.

이 사실 은 diene에 電子反撥基(electron releasing 

group)가 있고 dienophile에 電子吸引基(electron 

attracting group)가 있으면 反應이 더욱 容易하 

다는 實驗的 事實”과 어 떤 關聯이 있 을 것 으로생 

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과 Diels-Alder反應 

이 進行하는 途中에 反應混合物속에서 一時的으 

로 색 갈(transient color)이 나타난다는 實驗的 사 

실18들로 미루어 보아서, 이 反應은 遷移狀態에서 

擬似分子錯物 (pseudo molecular complex)의 形 

成을 거쳐서 進行된다고 생각된다.

遷移狀態의 安定化에 너 지, 』瓦, 는 反應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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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虹 Alder 反應에 對한 理論的 硏究(第一報). 遷移狀態의

度에 直接的으로 關係가 있는 量으로서 反應速 

度를 取扱할때는 溶媒効果 (solvent e任ect)를 考 

慮해 주어야 하지만, 本 論文에서는 相對的인反 

應의 可能性을 調査하는 것이므로 isolated 

approximation으로서 5J5*=0 즉 由 

라는 가정하에 이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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