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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금속이온의 d2sp3 혼성궤도함수와 리 간드의 single basis set 궤도함수를 사용하여 팔면체 

〔m(ii)O3S3〕형태 착물의 쌍극자모멘트를 계산하는 원자가결합법을 발전시켰다. 〔M(m)=v(m), 
Cr(III), Mn(III), Fe(III), Co (III), Ru(III), Rh(III) 및 Os(IH)〕.

이 새 로운 방법 에 있어 서 금속이 온의 valence basis sets와 리간드 궤 도함수사이의 혼성 계수가 같다 

고 가정 할 필요가 없으며 이것.이 근사분자궤도함수법 에 의한 팔면체 전이원소 착물의 쌍극자모멘트를 

계산하는 방법과 다른 점 이다. 원자가결합법 에서는 근사분자궤 도함수법 에서 보다도 훨씬 쉽게 팔면체 

착물의 쌍극자 모멘트를 계산할 수 있으며 계산한 쌍극자 모멘트의 값이 또한실험치 범위 에든다.

ABSTRACT. A valence bond method of calculation of the dipole moments for octahedral (M 
(III) O3S3) type complexes are developed, using d2sp3 hybrid orbitals of the central metal ions and 
the single basis set orbital of ligands. (M(III) =V (III), Cr (III), Mn (III), Fe (III), Co (III), 
Ru(III), Rh(III) and Os (III) J.

In this method the mixing coefficient of the valence basis sets for the central met시 ion with 
the appropriate ligand orbitals is not required to be the same, differently from the molecular 
orbital method.

The valence bond method is much more easier to calc니ate the dipole moments for octahedral 
complexes than the approximate m시ecular orbital method and the calculated remits are also in the 
range of the experimental va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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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 원자의 두 궤도함수 중 다른 원자의 궤도 

함수와 크게 overlap할 수 있는 원자궤도함수가 

다른 원자와 강한 결합을 형성하며 그 결합은 

궤도함수가 크게 overlap 하는 방향으로 배향한 

다는 Pauling1 의 암시 에 따라 간단한 화합물의 

물리적 성질을 설명하기 위하여 혼성궤도함수를 

이용한 방향성 공유결합 이론이 발전되었다J，3 
전이원소 착물에 대한 리간드와 중심이온 사이 

의 원자가결합 이론이 발전되었고, 또한 리간드 

로부터 중심이온으로 전이된 전자가 리간드에 

남아 있는 비공유전자와 원자가 결합을 하여 착 

물이 형성된다고 보고되었다J 그런데 리간드로 

부터 전이된 전자는 중심 이온의 혼성궤 도함수가 

받아들이 며 금속이온이 가지 는 빈 궤 도함수 및 

배위수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여러 형태의 기하 

학적인 구조가 제시되었다.4
군론을 적용하여 K개의 리간드에 배향하고 

있는 규격화된 K개의 혼성궤도함수가 배위수 

2〜8인 금속착물에 대하여 제시되었다.5
본연구에서는 배위 수가 6 인 mercapto-g-di- 

ketone의 전이 원소 착물에 방향성 공유결합 이 론 

을 적용하여 전이원소 착물에 대한 원자가결합 

분자궤 도함수를 얻고, 이 분자궤도함수를 사용하 

여 팔면체〔M(m)O3S3〕형태 착물의 쌍극자모 

멘트를 계산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전시켰다. 

[M(III)=V(III), Cr(III), Mn(III), Fe(III), 
Co (III), Ru(III), Rh(III) 및 Os (III)].
근사분자궤도함수 이론을 사용하여 팔면체 

〔M(III)O3S3〕형 태 착물의 쌍극자모멘트를 계 산 

하였으며 두 방법 에 의하여 계산한 결과를 비교 

검토하였다.

원자가결합 이론에 의하여 팔면체〔M(m) 
。3. S3]형 태 착물의 쌍극자 모멘트를 계 산하기 위 

하여 쌍극자모멘트를 핵기 여 분과 전자기 여 분으 

로 나누어 생각하였다.6

“=四+彻 (1)

여기에서 缶=一宓〈如이©;〉, 彻=疚冰&：이 I K
며 必는 착물의 원자가 분자궤도함수. ”K 맟 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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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각 리 간드 K원자의 원자가전자수, 착물에 

있어서 착물의 중심으로부터 K리간드까지의 거 

리이다. 원자가결합 이론에 의하여 팔면체 

CM(III)O3S3J 형태 착물의 쌍극자모멘트를 계산 

하기 위하여 다음의 가정을 택하였다.

(1) 금속이 온을 중심 으로 리 간드가 대칭인 배 

열을 하고 있으므로 쌍극자모멘트의 핵기여분은 

상쇄 된다.

(2) 금속이온과 직접결합에 참여하는 리간드 

원자의 원자가궤도함수만이 금속착물의 원자가 

결합 분자궤도함수형성에 크게 참여한다. 쌍극 

자모멘트의 행 렬요소는 쌍극자모멘트의 행 렬요 

소를 Mulliken 의 overlap integral 로 전 환시 키 

는 방법7을 사용하여 계 산하였다.

2. 원자가결합법에 의한팔면체〔M(III)O3S3〕 

형태 착물의 쌍극자모멘트의 계산〔m(iii)=v 

(III), Cr(in), Mn(III), Fe(III), Co (III), Ru 
(III), Rh(III) Os (III)〕

Fig. 1 에 나타난것 처 럼 6개의 가능한 乙 

<7 결 합이 basis vector 가 되 는。점 군의 repre
sentation 은

T^Ai+E+Ti

이 므로 irreducible representation 에 대 응하는 금 

속원자의 «s, npx, npy, npz, 및 (n-1)
d 宀蛆 궤도함수를 일차 결합하여 (V(III), 
Cr(III), Mn(III), Fe(III) 및 Co (III) 의 경 우 

n=4이고 Ru(III), Rh(III)에 있어서 7i=5 그 

리 고。s(III)에 대하여 儿=6임 ) 팔면체의 꼭지 

점을 향해서 배향하고 있는 6개의 혼성궤도함 

수를 얻을 수 있다.飛

岛=焉*+焉如 p「스 (D 奏

+专3-1)<1宀『

妫=翥“S+為” P, 一务 3—1)

方3= 寿 T严-湍(”T)心

+ -g-(« —l)d?-y2 (4)

(2)

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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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为”S—

+*S—l)d/_y (5)

岛=一暮施H■-暮四+习亏(H)d$2 (6)
V 6 V 2 V 3

膈=焉”1느冲+为(”T)d/ ⑺

이 상의 혼성 궤 도함수가 리 간드의 single basis set 
궤 도함수(산소원자의 2队와황원자의 3p*) 와 일 

차 결합하여 얻을 수 있는 팔면체 착물의 분자 

궤도함수는 다음이 된다.

焉吶-焉(D 히 물의 쌍극자모멘트행렬요소에 대한 다음의 일반 

식을 유도하였다.

«知|이©1〉= ]%2{或2/ 丿3〈飪| 씨”缶〉

+2臨1 - 8) “C 烘女 IX13Pl>

•焉〈(儿 一 l)d『| 씨 3Pq〉

©i=】Vi{Cm知+ (1 —Cm2)1/2C3p»} 

。2=M {Ca冼2 + (1—Cm2) 1'22px} 

©3=M{Cm 龙 3+ (1 —Cm2)1/2C3Px)

{Ca血 + (1—Cm2)“2pJ 

^=NACMh5+ (1-Cm2)1/2C3Pi} 

©6=M {(方而+ (1 —Cm2) 1/22pz}

⑻ 

⑼

(10)

(11)

(12)

(13)

+*〈(，，一 1) d/-g x\3pa〉〕+ (1 — Cm2) C2R}

(17)
〈。시：yI饱〉= 一M2{Cm2/ V~3<ns\y\wp?>

+2Cjif (1—Cm2)'"〔―焉灿 I y\ 2p»〉
V o

+ v号〈叩,1 y 12%〉+ 丿느〈(处—1) d*2

I y 12py) + *〈 3—1) d/r 21 y\2py〉〕

+ (1 —Ca/2) R] (18)

여기에서 N는 규격화상수이며 Ballhausen10 및 

Bedon" 의 좌표변환법 을 적용하여 유도한 다음 

식으로부터 계산하였다.

〈。3母I 么〉= - N/ {CM2/ i/3"Rs I 시 nPx>
+2CM (1—Cm2) 1 /2〔二爲:〈* I 어 2px> 

v 6

+^=<»Pxl 卫 12px> + 3—1)

|x|2px>+-^-<(n-l)d^_/|x|
厶

Ni= {Cm2+2Cm(1 一 Cm2) ^C^<ns\ 3px> 
v b

+:스〈如시 3p》+ 2為 <(n-l)dx2

眼〉〕+ (1-(即2尸/2 (14)

N2= (Cm2+2Cm(1-Cm2) 1/2C-4r<»s 12Pl> 
v 6

+-寿 <«Pzl 2pz>+£专〈(n-Dd^l 2p》〕
v 2 2v 3

+ (1 —3)}-S (15)

2p9〕+ (l-G?)R} (19)

C 는 리간드의 산소 및 황원자가 분자궤도함수 

에 참여하는 크기의 차를 기술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이 정의한 상수이다.12

c= 황원자의 
산소원자의

전기음성도 
전기음성도

=0.7671 (16)

팔면체 착물의 좌표변화법13을 이상의 분자궤 

도함수에 적용하여 팔면체〔M(III)O3S3〕형태 착

<^4l5,l^4> = M2{Cm2/ /3pzs|이?ZPy〉

+2Cm (1—Cm2) 1Z 2C〔二点=〈洞)13円〉

+；&= S이이 3円〉-p느〈 이)心

I 丁13py>+-g-<(n-l) d— I y\3py〉〕

+ (1 - G?)C2R} (20)

@5l끼。5〉=A"(Cm2/ V 3"<ns|z|npz>

+2Cm(1 —*2)板勺兀身〈洞이3%> 
v 6

+島驾"01시 213P>+匚*富〈(# 一 1)

I 끼 3p)+(l — *2)C2R} (21)

@6】 히©6〉= 一 M2 {CM2/1/3〈源 Izgp》

+2Cm(1 — Cm2)'气冬〈加Iz\2p=> v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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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위수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여러 형태의 기하 

학적인 구조가 제시되었다.4
군론을 적용하여 K개의 리간드에 배향하고 

있는 규격화된 K개의 혼성궤도함수가 배위수 

2〜8인 금속착물에 대하여 제시되었다.5
본연구에서는 배위 수가 6 인 mercapto-g-di- 

ketone의 전이 원소 착물에 방향성 공유결합 이 론 

을 적용하여 전이원소 착물에 대한 원자가결합 

분자궤 도함수를 얻고, 이 분자궤도함수를 사용하 

여 팔면체〔M(m)O3S3〕형태 착물의 쌍극자모 

멘트를 계산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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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III), Ru(III), Rh(III) 및 Os (III)].
근사분자궤도함수 이론을 사용하여 팔면체 

〔M(III)O3S3〕형 태 착물의 쌍극자모멘트를 계 산 

하였으며 두 방법 에 의하여 계산한 결과를 비교 

검토하였다.

원자가결합 이론에 의하여 팔면체〔M(m) 
。3. S3]형 태 착물의 쌍극자 모멘트를 계 산하기 위 

하여 쌍극자모멘트를 핵기 여 분과 전자기 여 분으 

로 나누어 생각하였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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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缶=一宓〈如이©;〉, 彻=疚冰&：이 I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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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다음의 가정을 택하였다.

(1) 금속이 온을 중심 으로 리 간드가 대칭인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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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모멘트의 행 렬요소는 쌍극자모멘트의 행 렬요 

소를 Mulliken 의 overlap integral 로 전 환시 키 

는 방법7을 사용하여 계 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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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节号〈如니 이 2p》+島舄＜(”_1) dz2

I히 2p》+(1 — Cm2)R} (22)

이상과 같은 쌍극자모멘트행 렬요소에 대한 일반 

식을 사용하여 계산한 쌍극자모멘트를 Table 1 
에 나타내었다.

3. 근사분자궤도함수론에 의한 팔면체 

〔MQIDQjS』형태 착물의 쌍극자모멘트의 계산

근사분자궤 도함수법 을 사용하여 팔면체〔M 
(111)。3,3〕형태 착물의 쌍극자모멘트를 계산하기 

위하여 이미 보고한 가정 을 택하였다. 里，13
Fig. 1 으로 나타낸 팔면체〔M(HK)3S3〕형 태 

착물에 대하여 리간드와 금속이온 사이에。결 

합을 가정 하면 금속이 온의 valence basis sets 와 

리간드 궤도함수에 대한 irreducible representa-
Fig. 1. The basis vectors for a MLq bonds in 

octahedral 皿(111)°3&〕type complex.

Table 1. Orbital transformation scheme for octahedral [M(111)0383) type complex.

Where C~

Representation M(III) orbital 
5(M)) Ligand orbital ("(Z))

ai ns 焉(C3p,i+C3pj+2P'3+2p『+C3p/+2p*6)

e
(n —1)(1,： :為(2C3p户+22pf—C3pF—C3pJ - 2px3—2p；)

(« —l)dp-,2 ^-(C3pt1-C3Pz24-2p?-2pt4)

npx 为(C3pJ—2度)

冲 为(C3p/-2pJ)

npt 凫=(C3p,5-2p,6)

Electronegativity of S atom
Electronegativity of 0 atom

tioif 은 7%况el 에 나타내었다.

여 기 에 서 리 간드 궤 도함수는 금속이 온과 직접 

결합하는 리 간드의 산소 및 황원자의 single basis 
set (2pz 또는 3p9 의 SALC (symmtery adapted 
linear combination) 로서 택하였다."

O 대칭연산을 하였을 때 같은 변환성질을 갖 

은금속이온의 원자가궤도함수와 리간드궤도함 

수를 일차 결합하여 팔면체〔M(III)O3S3〕형태 

착물의 분자궤도함수를 얻었다.

0(MO) =M(CmA(M) + (1—G旳切,.(/)} (23) 

由・*(M0)=M* {(1 —GF)打‘,•(씨 (24) 

여기에서 N；는 규격화상수이며 Ballhausen의 

group overlap integral 을 사용하여 계 산하였다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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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7671)-
Table 2. The calculated dipole moments for octahedral〔M(III)O3&〕type complexes (Cm=0- 7071,

Complex M (111)-0 VB p(D) MO ”D) Expl. values

〔Fe(IH)O癌〕facial 1.90 2.19 3,401 4,434 2.46〜7.0(广
(Fe(111)0383) meridional 1.90 2.19 1, 936 2.56 3.52~7. 00’

[Mn(III)O3S3] facial 1.90 2.19 3,144 4, 503
(MnCniJOsSJ meridional 1.90 2.19 1,815 2.60
(Cr(III)O3S3)facial 1.91 2.20 2,668 4,339 3.93~7.07*

(Cr (IH)O3S3)meridional 1.91 2.20 1,540 2,506
(V(in)O3S3)facial 1.95 2.24 2,490 4,479
(V(III)O3S3)meridioal 1. 95 2.24 1,437 2,657
[Co(ni)03S3)facial 1.89 2.18 3,549 4,533 3. 29 〜7.36c
(Co(in)O3S3)meHdional 1.89 2.18 2,049 2,617 2.88~7. 14*

6.54〜8.5”
[Ru(III)O3S3] facial 1.98 2.27 4,099 4,201 4. 55~6.91rf
(Ru(in)O3S3] meridional 1.98 2. 27 3,347 3,430
(Rh(ni)O3S3] facial 1.98 2.27 3,182 4,495 6.52 〜8.14z
[Rh(IH)O3S3)meridional 1.98 2.27 2, 598 3,670 4.19"

[Os(in)O3S3] facial 1.99 2.28 3,335 4,274
(Os(111)0383) meridional 1.99 2.28 2,723 3,490

c19: (RC(SH) = CHCOCFg)3C0(III)

a, &15 : R R， Fe（n） Co (II) H
R C R'

Me Ph 4.81 3.27 \ / \ /
Ph Ph 4.29 3.84

Me cf3 5.40

아琐- cf3 7.00 7.14 \ /
M

Ph cf3 6.03 6.54 I-

/j-MeCgHi cf3 5. 74 6.15

力-BrCah cf3 2.46 2.88

Ph 6.54

R R R

/>-MeCeH4 7.36 wx—CICgHi 5.11 p-ClC^k 3. 72

C詛3S 7.14 m-BrCgHi 5.08 jn-BrCfiHi 3.62

M-MeCeH4 6.79 />-FCeHi 3.79 3.29

d*： [RCCSH) =CHCOCF3) 3M(II)

R

Fe(in)

卩

Ru(III)

口

Rh(III)

卩 R
Fe(IH)

P，

Ru(III)

A

Rh(III)

C4H3S 7.00 6.91 7.19 4.91 4.83
/>-MeC6H4 6.85 6.91 7.16 BrCgHq 4.70 4.55

6.09 6.69 6- 76 會-FCEH4 3.68 4.13
m-MeCsHi 6.62 6.20 P-CIC^U 3.52

Ph 6. 03 6.11 6.52 3- 59
双：〔RC(S)=CH8R，〕3Cr(III)

R R， R R， R R， 卩
Ph Ph 3.9 C4H3S cf3 7. 07 CFa 6.19
Ph cf3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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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RC(SH) =CHCOCF3]3M(ni)

Table 2. continued.

Co Rh Co Rh
R 卩 P- R P- A

Z—MeOCgH^ & 57 8.14 m-MeOCeHj 6. 91
m(/>-Me2C6H3 7. 75 m-MeC*% 6. 79

Z—MeCcH# 7- 36 7.16 Ph 6.54 6. 52
力-(MeO)2(*H3 6. 89 7.04

이상의 분자궤도함수에 대한 쌍극자모멘트행 

렬요소의 일반식은 다음이 된다. (자세한 식은 

부록에 기술하였음).

〈如 이 但〉= N? ｛2Cm(1 - C釘 奴，「,• (M)|rl L Q) > 

+ (1—*2)〈广心)|이/将)〉｝ (25)
〈海*| 이 |山*〉= ］晔｛一 2Cm(1 —%/)侦2

〈广,・(M)| 이，; (Z)〉

— CmW,(Z)| 이几 (Z)〉｝ (26)
V(III), Cr(III), Mn(III), Fe(III), Co (HI), 

Ru(III), Rh(III) 및 Os (III) 이 온은 d】~6 전 자배 

치를 하고 있으므로 이들 이온의 3d 전자는 팔 

면체〔M(III)O3S3〕형태 착물의 비결합궤도함수 

를 채우며 반결합궤도함수는 비어 있다.

쌍극자모멘트행렬요소의 일반식에 팔면체 착 

물에 대한 좌표변환법13을 적용하여 팔면체 

〔M(III)O3S3〕형 태 착물에 대 한 쌍극자모멘트행 렬 

요소의 값을 계산하였고 이로부터 계산한 팔면 

체 〔M(III)C)3S3〕형태 착물의 쌍극자모멘트를 

T沥"2 에 나타내 었다.

4. 결과 및 고찰

T泌"2 에 나타난것 처 럼 금속이온의 혼성궤 

도함수와 리 간드의 single basis set orbital 를 일 

차 결합하여 얻은 원자가결합분자궤도함수를 

사용하여 계산한 쌍극자모멘트의 값이 근사분자 

궤도함수를 사용하여 계산한 쌍극자모멘트 값보 

다 약간 작다. 뿐만 아니라 두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Meridional15 이성체의 쌍극자모멘트가 

facial15 이성체의 쌍극자모멘트 보다 작은 값을 

가진다.

〔FedIDdS』형태 착물에서 금속이온의 혼성 

궤 도함수를 사용하여 원자가 결 합분자궤 도함수 

로부터 계산한 쌍극자모멘트의 값과 근사분자궤 

도함수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쌍극자모멘트의 값 

이 모두 실 험 치以16 안에 든다.

〔Cr(III)O3S3〕형태 착물의 경우 원자가결합법 

을 사용하여 계산한 쌍극자모멘트의 값은 실험 

치17보다 약간 작지 만 근사분자궤 도함수법 에 의 

하여 계산한 쌍극자모멘트의 값은 실험치 안에 

든다.

CCo(III)O3S3J, CRu(III)O3S3J 및〔Rh(IH) 
O3-S3〕형태 착물에서도 원자가결합법 및 분자궤 

도함수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쌍극자모멘트의 값 

이 모두 실험치19 안에 든다.

T泌Ze 2에 나타난것 처 럼 근사분자궤 도 함수 

법 에 의 하여 계 산한〔MCHDORQ 형 태 착물의 쌍 

극자모멘트가 원자가결합법에 의하여 계산한 

쌍극자모멘트의 값이 실험치에 가깝긴 하지만 

근사분자궤 도함수법 에 서 금속이 온의 valence 
basis sets (ns, np 및 (w-l)d 원자궤도함수)가 

。결합 분자궤도함수들 형성에 참여하는 크기가 

모두 같다는 가정을 택하였다. 그러나 원자가결 

합법에서는 6개의 방향성 혼성궤도함수가 모두 

동등하기 때문에 분자궤도함수법에서 처럼 이상 

과 같은 가정을 택할 필요가 없다.

근사분자궤 도함수법 에서 는。결합만을 가정 하 

였고 리간드의 ”결합 원자궤도함수는 비편재되 

어 있으며 "결합 분자궤도함수 형성에 참여하 

지만 금속원자를 중심으로 리간드가 대칭인 배 

열을 하고 있으므로 착물에 있어서 한 쪽에 위 

치한 리간드의。결합 궤도함수가 착물의 쌍극 

자모멘트에 기여하는 크기는 반대 쪽에 위치한 

리간드의 z결합 궤도함수가 쌍극자모멘트에 참 

여하는 크기와 같기 때문에 쌍극자모멘트의 TC 

결합 분자퀘도함수기여분 (龙 bonding molecular

Vol. 23, No. 4, 1979



204 安商雲•고정 수

orbital part)은 서로 상쇄된다는 가정을 택해야 

만 했다. 그려나 원자가결합법에서는。결합 궤 

도함수에 대한 가정이 필요없으며 6개의 원자 

가결 합 분자궤 도함수에 대 한 쌍극자모멘트행 렬 

요소를 계 산하므로써 분자궤 도함수법 에 서 보다 훨 

씬 쉽게 분자의 쌍극자모멘트를 계산할 수 있고 

이로부터 용액내의 분자에 대한 입체적인 구조 

를 예측 또는 확인할 수 있다. 팔면체〔Fe(III)- 
O3S3〕，CCo(III)O3S3J,〔Cr(III)O3S3〕，〔Ru(HI)- 
O3S3〕및〔Rh(UI)C)3S3〕형태 착물은 benzene 용 

액에서 facial 구조를 가지고 있음이 보고 되 었으 

며 본연구에서 이들 착물의 facial 및 meri
dional 구조에 대하여 계산한 쌍극자모멘트의 

값을 비교하여 볼때 facial 구조의 쌍극자모멘트 

의 값이 실험 치에 가까우므로〔M(III) O3S3〕형 

태 착물은 benzene 용액 에 서 facial 구조를 가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결  론

금속이 온의 혼성 궤 도함수와 리 간드의 single 
basis set 를 linear combination 하여 얻 은 방향 

성 분자궤도함수를 사용하여 팔면체 구조를 가 

진 착물에 대한 쌍극자모멘트를 계산할 수 있음 

을 알았다.

부 록

팔면체 皿(111)。3$3〕형 태 착물의 쌍극자 모멘 

트의 행 렬 요소〈如이 如〉

〈如 ㈤ I 히 饥 (勾)〉= * ｛ (읔一) 匕"(1 一 財) + 

C<ns| z| 2p£> 一 C<ns| z\3p«5>] 

+ *(1 - Cm2)〔# — C2R〕｝

(矽 I 研 福 (。)〉= 지2호 ｛(等) 고Cm (1—Cm호)T 

〔〈 一 1)(L 기히 2px8> —C< (n—1) dj 

I 히 3pD〕+§(l —8)〔R-C2 끄〕｝

@也 0) [히©hr (fi)〉= 지3이 顷(1—Cm2) 2

C<npt| z\2ps6> 一 C<npt | z \ 3pzs>〕 

+*(1—Cm2)〔R—C2R〕｝

〈姒虹)0|如伝i)〉=M2{(W)*Cm(1 — Cm* 
o

C<ws| 硏 2p/〉-C<ns| x\3p/〉〕

+*(1-w)〔r-cm}

〈M(e) I쐬血(e)〉=M2{CM(l 一成2)打 VI 

〔〈3—i)dj|e|p/〉一 C〈3—i)d4•히 

3 財〉〕+部 1—3)CR—C*〕}

〈如(e) klfe(e)> = N22(CM(l-CM2)^

t<(n—l)d.x2_j,2| x\2p/〉一 C〈 (n—1) dx2_/
S13P『〕+ 专(1 — Cm2) CR—C2R'〕}

어m G) I 이 8珀 (Q〉=N32 {J 2* (1—CA?)7 
〔〈冲」* 12p?> - C<npx| x\3Pxs>J 
+专(1—3)〔R—Cm}

M = [Cm2 + J 6 Cm (1 — Cm，) 2〔 Gzs 12p*〉

+CWs|3p》〕+ *q—Cm2)(1+C2)}* 
厶

M= {Cm2 + V 3Cm(1_Cjif2) l)dz2|2pe)
+C〈 3—1) dx2 J 3pz〉〕+3-(1 一 Cm2)

(1 + C2)}*
M= (CM2+ VTCM(l-CM2)^<nPzl2Pl> 

+8曲3队〉〕+3-(1-8)(1廿2)广/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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