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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約 LiH, BeH, BH, CH, NH 및 OH 등의 heteronuclear diatomic molecules의 quadratic force 
constants 를 Bishop 등의 일점전개 함수에 의하여 계산하였다. 계산의 master form니a 는 본 저 자들 중 

의 한 사람에 의하여 이미 제안된 거卜 있다. 계산 결과는 실험치와 잘 일치하였다. 일점전개함수의 

전개중심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원자핵의 주위에서의 전자분포는 실제에서 비교적 벗어나며, P2 

(cos^/r3의 전개 중심을 이 원자핵에 잡으면 제안된 식으로부터 그릇된 결과가 얻어지는 것을 발견 

하였다.

ABSTRACT The cubic force constants of the binary hydrides, LiH, BeH, BH, CH, NH and 
OH are evaluated by use of the one center function of Bishop et. al. The 호esults are reasonably 
good. The master formula suggested in the previous report of the present author is found relatively 
insensitive to the crudities of the wave function.

L 서 론

많은 종류의 분자에서 분자진동의 force cons- 
tants 와 bond lengths 사이에 잘 들어맞는다고 

생각되는 Badger의 법칙이나 그외의 rule 2■이들 

및 force constants 및 dissociation energies5^ 
사이에 알려져 있는 실험적인 상호관계는 force 
constants 의 실 용적 인 계 산방법 의 고안을 촉구 

하여 왔다. 그런데 특히 전자수가 비교적 많은 

분자에서는 이용 가능한 파동함수란 거의가 변 

분법 으로 얻 어 지 는 근사함수 뿐이 고 보면 E-ver- 
sus-R 상의 및 점을 계산하여서 force constant 
들을 계산한다는 것은 한정되고 비능률적이며 

번 잡한 approach 일 뿐 아니 라, 여 러 분자들 사 

이에서 찾아보고 싶은 공통점을 관찰하기 힘들 

다. 반면, 원자핵에 작용하는 힘이나 이 힘의 

핵간거리에 관한 미계수를 구한다는 것은 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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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쉬운일이로되 파동함수의 세부구조에 심히 

예 민 하다는 것이 알려 져 있다. 이7 예 컨대 Hell
mann-Feynman Theoem 을 직접 적용하여 force 
constants 를 계산하는 방법은 전자수가 비교적 

적은 분자들에서 약간의 흥미있는 시도가 있 

기는 하였으나, 일반적인 실지 적용에는 이상적 

이 못 된다

우리는 평형핵간거리에서 원자핵들 사이에 작 

용하는 힘을 미 분하였으되, 좌표계 를 적 절하게 

세움으로써 여기서 얻어지는 여러 항들 사이에 

많은 상쇄가 있는 것을천명한 바 있다. " 이 러한 

(서로 항등적으로 상쇄되는) 항들은 그대로 놓 

아두면, 근사파동함수의 결함에 예민하게 반응 

을 보여서 error 를 가져 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 하여 우리 는 Bratoz et. al. 福의 근사식 을 보 

완하여 새 로운 근사식 을 제 안한 바 있 다.13 이 근 

사식 을 써서 우리 는 H2 분자의 quadratic 및 cubic 
force constant 를 성공적으로 평가한 바 있으며 

binary hydrides 인 LiH, BeH, BH, CH, NH 
및 OH 의 quadratic force constants 의 계산에 

적 용한 바 있다M. 우리 는 일점전개 함수를 썼으 

며, 함수의 전개중심이 P』cos(9)/『+i 의 좌표중 

심에 너무 근접하여 있으면 실험치와 심히 어긋 

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도 발견하고, 이에 

관하여 정성적인 분석을 한 바 있다. 이 보문에 

서 우리는 이들 binary hydrides 의 cubic force 
constants 를 평가하려고 한다. cubic force con- 
stants 는 전자포텐 샬 커一브의 곡률의 변화율 이 

어 서 분자진동의 anharmonicity 항에 기 여 한다. 

따라서 근사파동함수의 결함이 quadratic force 
constant 의 경 우보다 더 욱 두드러 지 게 나타날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면 이러한 결함을 분 

석하고 천명할 수 있다면, 이는 앞으로 force 
constants 의 이 론적 평 가에 서 지침이 되는 것이 

기 때문에 의의가 있는 일이라 하겠다. 그러므 

루 여기서도, 앞서 quadratic force constants의 

계산에서 사용하였던 Bishop et. al. 의 일점전개 

함수를 계속 사용한다.

2. 계 산

저자가 앞서 제 안한 바에 의하면, ” cubic force

constant 는

E⑶三秦=职3>+砂〉 (1>

로 표시되며, 여기서

%⑶三-6^移

瓜<3>三6孩 席 (2)

이다, A 및 3는 각각 厶원자 및 3원자의 핵 

하전이며, R,는평형핵간거리이며, p3G)는• 

first order density matrix 이고, 좌표계의 원점 

은 4 원자의 핵에 두고 있다. 方 瓦/3〉는 순전히 

핵과 핵의 반발에 기인하는 항이고, 따라서 이 

용하는 파동함수의 근사성에 무관하게 언제나 

정확한 값을 준다. 이에 반하여 E,⑶는 전자분 

포에 의 존하는 항이 어 서 사용하는 파동함수에 

예민하게 좌우된다. 이제 Bishop 의 함수16를

質=1©1(1)。2(2)"¥如(3)I (3)'

라 쓰면

8(3)=6録》二妇 (4)
t=i

가 되며, 여기서〔如如는

泌成〕三队&) P3(臂)物(M (5)

로 정의된다. eq (5) 의 적분은 Pitzer et. al.17 
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였으며, 적분 자체를 

위한 좌표계는 Fig. 1 과 같이 세웠다. 그리 

고 H atom 과 heavy atom 의 핵 을 각각 A 로 하 

여서 계산하였다. Exact wave function 과 force
constant 의 exact formula 를 사용한다면 A 를 

어떤 원자의 핵으로 취하는 가에 따라서 물리적 

성질인 force constant의 값이 다를 리는 없다.

그러 나 one center function 은 diatomic molecule 
에 있어서 양쪽 핵 근처에서 실지의 전자분포를 

똑같은 정도의 근사성을 유지하면서 묘사하지는 

못하리라는 것이 예측되며 더우기 우리의 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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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ordinate system. The origin is located at 

the expansion center of the one center function.

식이 무시하는 전자분포는 pD （핵간 거리의 변화 

에 따라 쉽게 변화하거나, 또는 厶 및 B 핵 주 

위에서 spherically symmetric 하지 않은 charge 
들以） 만의 일부 뿐이므로, E*⑶ 의 계산에서 R 
（co財）/？'4의 원점을 핵에서 하느냐, heavy atoms 
의 핵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값은 달라짐이 

당연할 것 이 다. 诟 우리 는 앞서 의 quadratic force 
constants 의 계산以에서 이미 이 사실을 확인한 

게■ 있 다. Eq、（5） 의 working formula 는

⑷，见 =川二씨*W（骨）奇r
P（cos（兀一矽）｝如左

项저고가씨*S

i쯔 成으次J 瓦）｝妍

+J[仁이그*©令
R（cosS - 0））｝如我「

가 되며 , 여기서 3（尸一瓦） 는 Dirac 의 delta func
tion 이 며 , Pi 은 Legendre" s polynomial 이 고, 

R는 one center function의 전개중심에 대한 厶 

원자핵의 위치 vector•이다. 실지 계산은 IBM 
1140전자계산기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필요한 

subprogram 은 앞서 의 quadratic force constants 
의 계산에 사용하였던 것들이다. H atom의 핵 

을 4로 하였을 때의 결과는 Table 1에 수록하 

였다, H atom의 핵을 8로 하였을때는 실험치 

와 order of magnitude 조차도 다른 결과를 얻 

었다. 이는 eq.（l）의 矽©가 무시하는 term들 

西로 부터의 기여가 실지에 있어서 적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즉 Qd⑶ （무시된 term들의 합） 

에는 delta function의 term들이 있으며 이는 ?! 

점 （이 경우 heavy atom 의 핵） 근처 에서 의 전자 

분포에 지 극히 예 민할 것인데, 우리의 one center 
function 이 바로 이 근처에서 전개되므로 전자 

밀도가 과장되어온 결과라고 하겠다. 그 결과 

eq. （1） 의 瓦⑶는 비현실적으로 큰 값을 나타낸 

다. 우리가 사용한 one center function 을 계산 

한 Bishop 는, 그의 보문에서16 E-versus-R 상의 

3점 만을 보고하고 있으므로 polynomial 에 fitting 
시켜서 cubic force constant 를 계 산함으로써

Table 1. Cubic force constants of the binary hydri

des (a. u.)

calc, value '• exp. value 2*

LiH 一 0. 0319 -0.122

BeH 一 0. 1124 -0. 337

BH -0. 3120 -0. 540

CH -0. 5745 -0.907

NH -0. 9519 -1. 346

OH -1. 3037 -1.840

1. H atomic nucleus is taken as A (see Fig. 1.)

2. D. R. Hers사】bach et. al., University of Califor

nia, Rept. UCRL 9694, 1961.

Table 1 의 계 산값과 비 교할 수는 없으나, quad
ratic force constants -S] 경우14에서 유주하여 대 

체로 대동소이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A 점에서 

FKcosf%）와 결합하는 s九 또는 pad„ 성분이 적 

절하지 않음을 뜻하고 있다. 수치의 계 량을 위 

하여 는 예컨대 configuration interaction 이 된 파 

동함수를 쓴다는 것도 한가지 방법 이 될 것이 다. 

그러나 현재로 확실한 것은 △ 점이 함수의 전개 

중심에 너무 근접만 되어 있지 않은한, 제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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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ce constants 의 근사식 弟은 파동함수의 crudit- 
ies 에 대 하여 는 비 교적 insensitive 하다는 것 이 

다. 끝으로 이 연구를 뒷받침하여 준 과학기술 

처 당국에 사의 를 표명 하며 보문을 쓰는데 애 써 

준 이영경 양에게 감사하는 바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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