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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산자법을 사중극자모멘트행 렬요소를 계 산하는데 응용하였다.

Spherical harmonics 의 전개방법과 사중극자모멘트행렬요소를 Mulliken 의 overlap integral 로 전 

환시 키 는 방법 을 사용하여 Slater 궤 도함수쌍에 대 한 사중극자모멘트행 렬 요소의 기 본식 을 유도하였 

다.
두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사중극자모멘트행렬요소의 값이 일치하였으며 바닥상태의 HC1 분자叫 

대하여 계산한 사중극자모멘트의 값이 Nesbet 의 값과 일치하였다.

ABSTRACT. Operator technique has been applied for calculation of the quadrupole moment matrix 
-elements. Master formulas for the quadrupole moment matrix elements for pairs of Slater type 

orbitals are derived, one using the expansion method for spherical harmonics and the other the 

transformed of the quadrupole moment matrix elements into overlap integrals for Mulliken. The 

numerical values of the quadrupole moment matrix elements evaluated by two methods are in 

agreement with each other and the calculated quadrupole moment for the ground state of HC1 

molecule is also in agreement with that of Nesbet.

1. 서 론

Fig. 1 에 나타난 것처럼 원점에서 Z\ 및 Z2 

떨어진 점에 위치하는전하 幻 및 疔로 인하여 임 

의의 점 P에 생기는 퍼텐셜에너지는 다음 식으 

로 기 술할 수 있다」

U=q©L ftaFa - ■払0跖-去1為以爲 （1）

여기에서

q='神

I

0얘=-亘 Z 幻（3尸让I尸 3&板）

QajSy = ~志£门〔5尸讪尸邙尸if

' — 丁+?3展於 + 了初"쨔）〕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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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_ ---------------- - ----------- Z2------------------------ *

Fig. 1. The position of the arbitrary P relative to 
the origin 0 and the point charges ei and

이며 % 佐, 项 및 Q얘；•는 각각 계의 전하, 

짱극자모멘트, 사중극자모멘트 및 팔중극자모 

멘트를 나타낸다.

Spherical harmonics^] 전개방법과 쌍극자모 

멘트행렬요소를 Mulliken 의 overlap integral 로 

변환시 키 는 방법 에 의 하여 쌍극자모멘트행 렬요 

소를 계산하는 방법 은 이 미 보고 되 었다.

사중극자모멘트는 전하에 대한 제이의 모멘트 

(second moment)이 며 9 개의 성 분을 가진 tensor 

이지만 이 tens이•는 대칭이고 또 트레이스가 없 

으므로 (symmetrical and traceless) 일반적으로 

다음의 5개의 독립적인 성분만을 가진다%

财斗 1 (3)
仇心=2二泡aa = 0 I I丿

a=x.y,z J

冷球 6xy exy '

0ag=. & = e h, Oyy & * '(4)

= 0zy=0yz 0n=—0xZ-6yy.

그러 나 a+洎 이면 (編3=0 가 되도록 서로 수직 

인 3개의 축 {x,y 및 z)을 택하는 것이 가능하 

며 이 경 우 3 개의 주 사중극자 모멘트 0xx, 0yy 

및 Ozz 만이 남게된다气

。8=늘畐・〔3球—,『〕 (5)

。广岑斗施子一七勺 (6)

。%=늘跆〔阮2—疽〕 (7)

만일 전하의 분포가 연 속적 이라면 식 (5) ~ (7) 

에 있어서 전하의 합을 다음과 같이 전체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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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전하밀도 P(r)의 적분으로 바꿀 수 있다.

°“=”(3£2一产)p(r)Jr (8>

%广=*/(3寸一「2)p(%r (9).

n=*J(3zJ2)p(r) (io>

선형분자(대칭축으로서 z 축을 가진 분자)의 경 

우

A*=—솔%(11)' 

이 므로5 이 들 분자는 하나의 사중극자모멘트만을 

가진다.

양자역학적으로 분자의 사중극자모멘트를 계 

산하기 위하여 분자의 사중극자모멘트를 핵기 

여 분 (nuclear part of the quadrupole moment) 과 

전자기여분 (electronic part of the quadrupole 

moment) 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편리하다..

。"户=志(3Z『—死2)

+(女2—r2)p(r)dr

=十 Z： e； (3X：2—R2)

+ 2 J(狩一r2)p{r)dr

奴‘=±7 «(3 y? ~ R2) 

+^^(3y2-r2)p(r')dr

(12)식의 첫째 항이 사중극자모멘트의 핵기여 

분이며 기준점으로 부터 원자핵 까지의 거리 Ri； 

의 성분 Xh 및 匕・와 각 원자핵의 전하 eir 
를 알 수 있으므로 사중극자모멘트의 핵기여분 

은 쉽게 계산할 수 있다.

(12)식의 둘째 항이 사중극자모멘트에 대한 전. 

자기여분이며 분자내의 전자전하의 분포가 균일 

하므로 사중극자모멘트의 전자기 여분은 전자전 

하밀도 p(r) 의 분포로 부터

jo(r) = -eSil^-(r) |2 (13>
I

계산할 수 있다. 6"

전자전하의 밀도를 계 산하기 위하여 Slater 원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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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궤 도함수와 Gaussian orbitals 을 basis sets 로 

사용하여 얻은 SCF 분자궤 도함수가 사용되 었다.4

근래 에 Gaussian basis functions 을 사용한 ab 

initio SCF 계 산, CNDO 계 산為10 Refined Extend- 

,ed Hiickel 계 산n등에 의 하여 전자전하의 밀도 

가 계산되었고 이로부터 분자의 사중극자모멘트 

.의 전자기여분이 계산되었다.

본연구는 aA邛 인 경우 〃邳=0가 되도록 서로 

-수직인 좌표축을 택할수 있는 분자게 대하여博 

'연 산자법 （operator technique） 에 의 하여 Slater 궤 

도함수에 대한 사중극자행렬요소를 계산하는 새 

로운 방법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2. 연산자법에 의한 사중극자모멘트행렬요소 

°| 계산

. 양자역학적으로 분자의 사중극자 모멘트 텐서 

는 :그 분자에 대한 사중극자 모一멘트 텐서 연산

. 자의 기 대 값 （expectation value） 이 다.

徐=一鸣〈찌*3必一匝〉

+扣Nk的-段） （14）

厶= —e"〈끼 七 （跖2 - 疽） 四〉

+专 eZNK（3X#—磴） （15）

繍=一吗 ＜饥传細2—W）四〉

+专空以（3睽一段） （16）

，여 기 에서 Nk 는 K원자핵 의 전하이 고 ZK, 

Xk, 旅 는 각각 원자핵 K 의 刀 j, z 축 좌표이 

「며 矿，• 는 원자궤 도함수를 basis function 으로 사 

.용하여 얻은 분자궤도함수이다.

浦* （17）
1

•따라서 r, y 및 z 축 방향의 사중극자모멘트는 

:다음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12

如=一eZZZUVM十（跖2—凌）|九〉

+ *ZNk（3X—段） （18）

妇=—e£££C折C次如仔（3”-那）0〉
* ft V 乙

+3s£]&（3X£—R 으） （19）

奴’=—a z z c小 c以시 4- （如 2 - 厂广）I 机〉 
i fl » 匕

+ *2Wk（3 玲—玲） （20）

여기에서 〈（이*「（3劣一门2） \饥〉, 〈如修「（既2 一 

门2） |的〉및〈如|奇-（3：好一尸『） 0〉을 % 夕 및 之축 

방향의 사중극자모멘 트행 렬요소라고 부른다.

Spherical Harmonics 의 전개 방법. Spherical 

harmonics 의 전개 방법 에 의 하여 사중극자모멘 

트행 렬요소를 계 산하기 위 하여 사중극자모멘트 

연산자를 spherical harmonics 의 꼴로 바꾸는 것 

이 편리하다.】4

么능 （狩一 户） = 停） 7V2720（（9, °） （21）

房” = 身 （3工2_产） = 一壹 （32—2） +옹 （宀疗

T（郭腿s）+（矿

肮丫2-2 /。）+&2（仇包〕 （22）

爲=*" 一户）

一推- （飢2

产〔丫2-2（。,。） + 丫22（仇。）〕（23）

따라서 기준점 A.에 있어서 （Fig. 2） 工, :y 및 

z 축 방향의 주 사중극자모멘트행렬요소는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涉"=«시 房盘如〉

= C〈。시广22 丫20 渺2,。2）1如〉 （24）

Fig. 2. The coordinate system for the two center 
integ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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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4시 房盘如〉

—一玄C〈©a| 尸22 丫20（。2】©2）1如〉 

+（只由11厂22〔丫2-2（。2, 92） 

+ ^22 （。2,饱）〕I 如〉

=一 ¥~C〈如 I T2 Y2Q （02, ©2）I 如〉

+ C｛〈0d ,*丫2-2泌2,饱）1 如〉

+〈©시 他2Y22 （总 饱） I 如〉｝ （25）

8yy =〈饱4.1 爲:y I

= -^C^A\r^Y2^e2,饱）1 如〉

—C〈如 I r22〔我-2 （。2, 02）

+ 均2 （。2。2）〕I ©B〉

=一 3-（只如 | 尸22 丫20（。2,。2）I 如〉

— C｛〈0,시 苛 ：丫2-2（。2, 02）1 如〉

+〈如【广寸 丫22 （。2, ©2）I ©B〉｝ （26）

여기에서 c=（幻이며〈如I尸专丫方游备 饱） I如〉는 

사중극자모멘 트행 렬 요소의 허 수꼴이 다. 식 （27） 

로 정의한와 점 B 에 위치한 如 를 기준점 

』에 대하여 전개한 식을 사중극자모멘트행렬 

요소의 허 수꼴에 넣 어 주면 사중극자모멘트행 렬 

요소의 허수꼴에 대한 일반식을 얻을 수있다・

©A=M%xp（—a「2）丫為质3（& 杭） （27）

I 如〉=Nr^exp （一 有）Ytm （5,。）

=4丸N皀 S S S （一D"（爲+시） 
/1-0 Jj = O ml m2

f 47t（2Z+1）I U/2
I （2/1+1）⑵2+I）J

〈弘彻1" Irhml） S fn （rb r2）尸土渺 
n=0

力匕舟（们,山）跖，"（务，如
h=~n
匕知2,但）丫饥*2，物） （28）

여 기 에 서 K= Z 이 면 九 （n, r2） = bn （n, r2） 이 고K= 

Z+l 이면 ・£,（，宜2）=2如（广1, 广2）이 며 K=Z+2 이면 

fn （ri, r2） =hn （n, r2） 이 다.15'16）

<Mr^Y2p（但,但）I如〉=Ml龙 S SSSS
*1 = 0 I2—0 >1=0 li ls tni

S S S £ 分（人+&, z）&f*+叱+“5m2 mi «5 ji

（务,（rb 广2）尸2&*+4

exp （-g 心2（以+1） （24+1） （2Z5+1）

! 5⑵3+1）（必+1）⑵）！ [I”払 /2 I \
1 （2爲）！ &2）! J \mim2—m/

（3 h ,4）（n I2 蜀 I & 2 Z5） S li IA 
\—h mg \h m2m5/ \-m3pm5） \0 0 0/ 
（n I2 M （I3 2 Z5）
\0 0 0/W 0 0 丿

여기에서 2=0, 또는 ±2이다.

사중극자모멘 트행 렬 요소의 허 수꼴에 지 름적분 

과 주어진 li, mt, n, » 및 0에 대응하는 3-j 

symbol 값을 넣 어 주면 사중극자모멘트행 렬 요소 

의 기본식을 얻을 수 있다. 이 기본식은 Table 1 

에 나타내었다.

사중극자모멘트행 렬요소를 Mulliken 의 Over
lap Integral 로 전환시키는 방법. 사중극자모멘 

트 연산자를 spherical harmonics 의 꼴로 바꾸고 

사중극자모멘트행렬요소의 bra 벡타 〈©』를

Table 1. Master formulas for the quadrupole moment moment matrix elements.

< I s 10시 ls=2 (a/3)3/2 [2 cos2 0—sin2 0} Va/^2

<2s|0zz\ ls> = (3j'"(a/B)5/2〔2cos2 sin26} W2/^

<2pz I §xz I ls〉= (言-) (a/B)5'2 (2 cos。必 + * (2 cos허 0—3 cos 6 sin2 涉)【卩3) /阮

<3s成」ls〉= (오)”(a/铲Kg"—* 册艘

<3px II ls> =(一誤 j"2(a/j9)"2〔2 cos 们Si + 3 (2 cos3 0—3 cos 6 sin2 0)S』/育

〈2pM I Ml ls〉= (*) (a/j6)5/2{2 sin 0 cos。Wl을(4cos2 0 sin sin3 cos tj> W3) /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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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py| #M1S〉= (*)(矽£)5/2{2$in&in© I卩i+*(4 cos20sinsin3&)sinWz\

③니* ls〉= (矗) '호어/£)"2{s°+오 (2 cos2 妇血2 加서嚎 (35 cos< 0-3 陌 瞄项/炉

IMI ls> = 一’('糸)/(〃£)5 {2 sin 8 cos 6 cos § 52+3 sin 0(7 cos3 0-3 cos H) cos § S4} /烂

<2s| 0』2s> = (金)(히會 5/2〔2 cos2 0- sin"〕瓦/烂

<2p 也 J 2$〉= (■矗)z 2 (跡) 5/2 {2 cos 8 Hl+著 (2坎 0 - 3 cos &ii" j%} 力요

〈3s 10시 2s〉= (f으) (a/fi)7/2 (2 cos2 0—sin2 &} 矽皆

〈3p*[ M]2s〉= ( ]；窟 ) (a/0)7/2{2co$6Ii+을(2 cos2 sin2 ff)Z3)/fi2

S1 §zx! 2s> = (쁘)J/B)5/2(2 sin 8 cos © 耳一著 (4 cos2 0 sin 涉一sin3(9)cos^ H3j 修 

〈电 I §gt 12s> = (一*흐) (a/8) 5/2 (2 sin H sin。耳 + * (4 cos2 0 sin 0 - sin3 &) sin § Hg 倒 

<3p』2s> = (-澧5 ) / 愆/附'혀 {2 sin 0 cos © Ix~ * (4 cos2 8 sin ^-sin3 &) cos^Z3} {皆 

〈3心班] 2s〉=( 飞焉)(%彻/2{扁+3(2 cos2 0-湖 0)互+오(35 cos4。一30 cos2(?+3)Z4} 修 

⑶;理 I 如 12s〉= 一 (-輩一)(a/仞 7/2 {2 sin 8 cos 6 cos。左+3 sin 0 (7 cos3 6-3 cos 0) cos ° &}曆

〈2이〃시2p» = (葢) (a/g)5/2 {2品+碧一(2 8s"-血“)+욨(358어涉一30 海逆+3) -2"1+ (2 cos2^-sin2^))

Q
一也지:3(2 cos2 ^-sin2 0) + (35 cos4 0—30 cos20+3)] 环사/炉

③시笊 |2p=〉= (^舞-) (a/fi) 7/2 (2Xo4—(2： cos2 0- 血習)X?+욨 (35 co와。一30 海2 "4)X4

一2〔1+ (2 cos2 0 -sin2。)〕成一요〔3(2 cos2^-sin26) + (35 cos4 0-30 cos20+3)〕사矿3}I皆

〈2由 么| 2p,〉= 一 (솧) (a/泸2号斗 6 sin 0 cos。S2+ -普sin 6(7 妳 6-3 cos 0)cos 风+海 0 sin ff cos ，成】

— 흘 (4 cos3 0 sin。一 cos 0 sin3 &) cos g TVg) /供

〈3pJ 如2p〉=-(-編-广2(a/g)〃2 骨cos。sin0cos'0・"]|Tin0(7cos3，_3cos5)c"&+coWsin8cosSzHi

—* (4 cos3 6 sin 0—cos 6 sin3 O') cos § aH^ /阳

〈3d祯丿2p》= (嘰一)i/2(狄)7이¥海 涉 Xi+(2 cos3 6-3 cos 6 sin2 ^)X3+^(63 cos570 cos315 cos/?)X5

~cos 6 屹一으 (2 cos2 ^-sin2 ^)cos fl52-~(35 co유 (9-30 cos2。+3)cos 0 쎄 /皆

〈3d球 10시 2p=〉= — (-蒜 j (a/B) ”2 {으 sin。海 © 長+晋(4 cos2 g sin 0—sin3 0) cos ^X3+쁘成n 6 ⑵ cos4 0 

一14 cos2^4-1)co2 处 in 6cg X5—%。ss 如S2—쁘 (4 cos^ 6 sin 0—海0血3 0)cos 編闵/烂

〈2pJ 如2pQ = (*) (a//3)5/2150-(5(2 cos2 tf-sin2 -2 sin cos 2 52+^(3(35 cos4 ^-30 cos2^+3)

-5 sin2 0(7 cos3 ^-3cos ^)cos2^)S4-〔1 一志 (2 cos2 ^-sin2 8) - 으血헝 0 cos 2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분자의 사증극자모멘트의 계산 （제 1보） 301

+蟲〔12 (2 cos2 sin2 H) —3(35 cos4 6—30 cos2 H+3) +5 sin2 6(7 cos3 6—3 cos &)cos 2 卩3}(82

⑶总聞〉=(矗)”朝)7/2修coMXi+*(2cos3Q—3c"sii"X3_^〔(63 cos^0-70 cos^^4-15 coS0

— 悴 (2 cos3 0—3 cos 8 sin2 0) +^sin2 ^(3 cos3 cos ^)cos2。4사 /0 허

4-5 sin2 ^(7 cos3 cos 0)cos2©〕S4— [l—*-(2 cos2 0— sin2 涉) 一으血2 q Cos2 aW\

+^{12(2 cos2。一瞄 0) — 3(35 co와 0—30 cos2 6+3)-5 sin2 8(7 cos 0-3 cos ^)cos 2 令 aW^ 潛 

〈3遍危|2處=(一畿)"(狄)7/2〔*一&〔5(2 cos3^-sin2 6) +2 sin2 ^cos ^)%2+^(3(35 cos4^-30 cos2 ^+3)

+5 sin2(7 cos3 ^—3 cos 6) cos 2^X4 — [1—专 (2 cos2 sin2^) —으 sii" cos 2 妙侷

+殮〔12(2 cos2 sin2 0) —3(35 co요 Q—30 cos2 g+3) — 5 sin2 0(7 cos3 ^—3 cos ^)cos 2 渔癌}/皆

〈3奴|M|2p,〉=(議-)(病)"2侈cos Xi+*(2 cos3。一3 cos d 湖-淑63 cos5 6—70 cos3 5+15 cos 0)

+21 sin2 0(3 cos3。一cos ^)cos 2 ^)X5-y (2 cos 8 — (2 cos흡 H—3 cos Q sin2 &)-5 cos 0 sin2 cos 2 伽&

一5[* (2 cos3 3cos 0 sin2 ^) —-j-sin2 ^(3'cos3 cos 6)海 2 汕zS#} /好

<3s| 3s> =(爲)(a/8)s[2 cos2^-sin26} Y2

<3pzl 0시 3s) = &島元)'"(허8)"2〔2 cos 疗1+욜 (2 cos3 0-3 cos 8 sin2 0) *] 母

<3】시*3s〉= (-j籌§)"(a/£)7/2〔2siMcos© Vi—응(4cos2&inH—sin")cos § 丫£牌

〈3d 이允 |3s〉= (~^=)“2(矽6)7/2{嵐+으(2 co 崩一血호。) 丫2+오③她^一的吹勺+幻崩贤

《3d시0指3s〉= -(-桔으)'/2色/£)7/2{2sin(?cos0cosY2+3sin^(7cos3^-3cos 卩)cos© 对/§

〈2{시毎131)>=(-聽一)'"(矽仞5/2 {以汗豊(2海2。_如明)/2+요(35cos4(9_308sW+3)J4

-2a (1+ (2 cos2 0一 sin2 5)〕Hi—욨〔3 (2 cos2 0 - sin2。) + (35 cos4。一30 cos2 H+3) ] aH3] /伊

<3pJ 0£M【3p》=(-2&-) (a/g)"2 I {2E04-(2cos2(9—sin2^)E2 +%(35 cos4 0—30 cos2 8+3)E4

-2(1+ (2 cos2 ^-sin2 涉)〕履1 一요〔3(2 cos2 ^-sin2&)+ (35 cos4 0-30cos2。+3)〕쌔 1 {皆

<3由*36〉= 一(으) (a/F)〃2 ^cos 0 sin 6 cos ^£2+^-sin 0(7 cos3 ^—3 cos ^)cosE4+cos sin cosall

— £■ (4 cos3 sin —cos 6 sin3 0) cos 匕씨/乡

<3dz*10xt 13p«> = (' 3^5 )1/2 7/2 {学8財 E』(2 cos3。一3 cos & sin2^)E3+^(63 cos5 0—70 cos3 5+15 cos 0)Es

—cos^aJo—y(2 cos2 sin2 0)cos。医&—오 (35 co 유 g—30 cos2 6+3) cos Oal^ / 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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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10tz 13p> = - (j矗)”(a/0)7이弟如 8 cos © &+貲 (4 cos? 0 sin 0 - 挪 0) cos © E3

+ -旦-sin 0(21 cos4&—14 cos2。+l)cos。£5—^cos2 0 sin 8 cos <p al2
14 z

—-書- (4 cos3 G sin cos 6 sin3 O') cos 令血。/伊

<2p」*3pQ = (-翁广％験5/2枷_部5(2婚1也祐)-2sinHcos2妍+如3(35 W30好奸

一 5 sin2 0 (7 cos3 ^-3 cos 0) cos 2 ©〕爲一〔1 一土 (2 cos2 0 - sin2 6,一弟 sin2 0 cos2 切邳，

+ 爲〔12(2 cos2 (9-sin2 涉) -3(35 cos4 但-30 c* 0+3) +5 sin2(9(7 cos3 ^-3 cos ^)cos 2 切 食써 修 
Zo

—5 sin2 0(7 cos3—3 cos &)cos 2 奶风一 (1— .(2 cos2 H—sin切 — 오sin? 0 cos 2 ©W

+ 熹02(2 cos2 ^-sin2 &) -3(35 cos4 (9-30 cos2 0+3) +5 sin2^( 7cos3 ^-3 cos (9)cos 2 句 al2 /阱 
2o

钏시笊|3皿〉= (-：黑£)”2 (%43)"*海으(2co"一3cos ^sin2 0)El最〔(63 cos5 ^-70 cos3 (9+15 cos。) 

一21 sin2 0(3 cos3 ^-cos 0)cos2 ^£5-7〔2 cos。一(2 cos3 ^-3 cos (9 sin2 0)+5 cos 0 sin2 0 cos 2 由al2 

一 [y (2 cos3 涉一 3 cos。sin2 0) + 學抑 8 (3 cos3 0 “cos &os 찌 씨 } 濟

<2卩盘0』30〉= (一蒜一广%/£)5씨扁_苦[5(2 cos - sin2 d)+2 sin2 0 cos 2 Z2+(3 (35 cos4 ^-30 cos2 ^+3)

+ 5 sin2 0(7 cos3 H-3 cos G) cos2 ^4 — [1— (2 cos2 sin2 O') — sin2 8 cos 2 ^aHi

+贪〔12(2 cos2 ^-sin2 0) -3(35 cos4 £一30 cos2 H+3) —5 泗 8(7 cos3&~3 cos H)cos 2 © a깨 /平 

<3pM」3pQ = (斜(矽仞7/2 {耳一我〔5(2 cos2 (9-sin2 0) +2 sin2 0 cos 2。〕E2+爲〔3(35 cos^ 0-30 妳 0+3)

+ 5 sin2 ^(7 cos3 (?-3 cos ^)cos2。〕&一〔1 一 *(2 cos2<?-sin2 Q)-옥 si* cos 2 戒耶

+贪〔12(2 cos2 涉一sin2 扒-3(35 cos4 (9-30 cos2^+3)-5 sirW cos2。一3 cos 0)cos 2 访R讶孑/烂

<3(侦底|3py〉= (j影s)"(a/0)"2修c"Ei +壹(2cos"_3cos&in逆)E3 -으〔(63 海"-70 cos3^+15cos^) 

+21 sin2 涉(3 cos3。一cos (9)cos 2 ©〕E5—弟〔2 cos。一 (2 cos3 0-3 cos 6 sin2 6)

-5cos0 sin2 0 cos 2 见诚2-5 [志(2 cos3 0-~3 cos 6 sin2 涉)一*in?。(3 cos3 0—cos &)cos 2 加由 /爭

<ls[§aa\ ls> =2 /6(a/y9)3/2 sin2 cos 2 卩2/皆

〈2sI§aai2s> = (*) (a/£)5/2 sin2 cos 2 H2/^2

<2 이初妃Is〉=2 JZ (a/B)5/2 Sin2(9cos2^ W^2

<2p」%시 Is〉=2 /& (a/£) 5/2 cos 0 Sin2 (9 cos 2 W3/^2

<2p」(％a〕2s〉=2 J2 (a/jS)5/2cos 0 sin2 0 cos 2 们㈤样
<2p*|0g| ls〉= (書)/(a/"” (2 sin 0 cos © 叭+专 (5 sin? &os 3。一 (4 cos2 6 sin 6-Arfi 0)cos 材 I시 /供 

<2Pl I em 12s> = (糸) (a/8) 5/2 {2 Bin 0 cos。S + 专〔5 sinW cos 314 cos2 d sin 9-sin3 6) cos 切 봐 / /& 

<2sI§aa 12ps>=2 g(a//9)5/2{cos 0 sin2 6 cos 2 ©〔S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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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sI§aa\2p》= (쁨)”%s)7/2{cos 0 Sin2 hos 2 ©〔X3F3〕}/供

“⑵시0g 12p〉= (号*-) (a/g)5/2 {sin2 cos 2。Sg—sin2 8(7 cos2 —l)cos 2。S4 — ^/Ycos 0 sin2 0 cos 2© 이矿3} //S2 

<2方 成시2?〉= (-鴛-) (a/0)”2 {2 cos 0 sin 0cos <f)S2+ *〔7 sin2 0 cos 6 cos3 <j)— sin 5(7 cos3 0—3 cos 0) cos 灿 S.

— 晋cos 0 sin 0 cos。시矿七一*〔7 sin3 0 cos ^cos 3。一을cos 0 sin ^cos(/> —sin cos3。一3 cos H)

• cos © a 电} /j82

<3s|0aa\3p〉=(選-)'"色/仞7/2 Ms Q Sin2 g Cos2 如遍一心〕}辱

, <2pr| §aa\3px> =(器)/2(<〃仞5/2 (sin2 H cos 2 W2+sin2 9(7 cos2 〃-])cos 2 %- J7cos 0 sin2 cos 2 aH^ /jS2 

，〈3pz I庆시3p〉= (一§言寿一) /2(a//9)7/2{sin2 cos 2 ^£2+sin2 (?(7 cos2^—l)cos 2。E* — VTcos 0 sin財 cos 2。技3}/伊 

<3p」在电|30〉= (一§?言弓一)(a/Q)7/2 (2 cos 0 sin 6 cos^Ez+ * (7 sin2 0 cos 0 cos 3 sin 0(7 cos3 ^—3 cos d}cos

灣
— 爵os 6 sin 6 co師 all — — [7 sin3 ^cos 0 cos3。— 을 cos 0 sin 0 cos。

—sin 6 (7 cos3 〃 一 3 cos 0) cos °〕4/3} /阱

,<2p"gl2p》= (亲)'％/明牛 我一〔2(cos2 0—sir? 0) + 亨s2 &os 2 加2+ 泰〔3(35 cos* 5-30 cos2 0 + 3)

一 10 sin2 0(7 cos2 0—1)cos ©〕S4 —〔2 — (2 cos2 0—sin2 5)+6 sin2 0 cos 2 (fiaWi

—*〔1 —乎(35 cos4。一30 cos2 +24 sin2 0 cos2 5 sin2 6(7 cos2 l)cos 2 ^}aWz/fi2

3p〉= (-日으)"(a/#)"华扁一 [2(2 cos?。一sir? 8、)+쭈特 0 cos 2 捌 I?.+ 如3(35 cos* (9-30 cos2 0+3)

—10 sin2 0(7 cos2—1)cos 2^) L一 (2 — (2 cos2 sin2 O') +6 sin2 0 cos 2 aHy 
1 Q

—歹〔1 —富(35 cos4 涉一30 cos2 ^4-3) +24 sin2 6 cos 2。一5 sin2 0(7 cos2 ^ — 1)cos 2 /曾

Y3pMa眼〉=(五森{2耳一 (2(2 cos"一sin2 0) H号sin2 6 cos 初 E?+志〔3(35 cos* 5-30 cos2 0+3) 

—10 sin2 5(7 cos2 1)cos2^]E4—〔2 — (2 cos2 6 — sin2 涉)+6 sin2 0 cos 2 al\

— 〔1 一 * (35 cos4 0—30 cos2 0+3〕+24 sin2 8 cos 2 ©—5 sin2 0 (7 cos2 涉一l)cos 2 见 a지 修

■<2p,| 0描 2p’〉=(房)'"(a/B)“2 {_2So+ [2(2 cos2。一泗 9) 一亨汨 cos 型 52-^(3(35 cos4 °一30 cos2。丄3)

+ 10 sin2 0(7 cos2 8—l)cos2 ^)514- (2—(2 cos sin2 0) —6 sin2 0 cos 2 少〕

+ *〔1 一* (35 cos4 0—30 cos明+3) — 24 sin2 0 cos 2。+5 sin2(7 cos2 —1)cos 2^aW^/P2

<3pMJ 3p,〉=(互矗)'"(a/F)〃2 {_2E°+ (2(2 cosJiiQ 0) 一峯 in? 6 cos 2 材 E?—备〔3(35 co" 0-3Q cos? 0+3) 

+ 10 sin2 0(7 cos2^—l)cos "M4+〔2—(2 cos2 sin2 0) —6 sin2 6 C0S2 <j>}al\

+ *■〔1 —*(35 cos4 £—30 cos2 ^+3) —24 sin2 cos 2 4-5 sin2 0(7 cos2。一l)cos 2 p)al^\ /^2

where 0皿=（쯰'%〔丫2一2（。2, 饱） 十 丫22（& 饱）〕

•Vol. 23, No. 5, 1979



304 安商雲•高正秀

Table 2. The transformed part of the quadrupole 
moment matrix elements into overlap integrals for 
Mulliken.

〈1$底=（을）"2/泌 ⑶』

«소成= a/21/«2<4<1^ I

〈2p 项如 = 杀｛/21<4$|+（쎨） <4f』

<2P血F條）""-（飢钮可 

〈2미笊숣］（끝）”镉이一（普广2〈4세 

〈3s 庞=3 " 7 /a2<5d231

<3p« I总=訊听广扁I +3（罰"〈5f” |｝ 

<3队底=斜—（글） 吳 p.|+3（을）/〈5f나 

〈3%,底 = 斜_（*）'"标| +3（음）'"〈5숴 

⑶』笊=土（3〃〈5이+6（을）次5烦+18修）*

<5f.l｝

〈3d* I M=느］3（으）”I +3（^）1/2<5U I）

〈3d* 10"능 机孚），"〈5d* I +3（ 郛%氐, |j 

〈3烦飮螺-2（利”〈5d打丄僧）吳頌』｝ 

〈3歸一시笊=斜_외으）5<做顼| + （夠5〈5卜项｝ 

〈ls|0g=（ 용） /a2〈3dj-』

〈2s|&产그 "互/狎<4d宀쇼

・〈3s|0aa=3" 7/另〈5七2_숴
^2pE 10aa ~ " 9 /a2〈4fzd）z|

<2Pxl 0g=3 /37政4f心r시 +3（흐广2

/a2<4px I - （을）"2/°2<4 畠 21

〈2pMa = 3 i/S7政시 +3（貲）"2

/«2<4p> 1 一 （올）S/a2〈4f狎 I

<3p* I 6aa = 3 J 3 /£2必〈5氐宀尹）I

<3% 庇a=9/a2〈5f*_；y시 +3（笔） %〈5卩」一3（*） 气5R시 

聞|*=9/旳,宀시+3（警）*〈51京 —3（*）汶 5馈이 

where 笊盤= （쯤）'" |*20 或） + %。,。）〕 

Slater 원자개도함수로 치 환하먼 사중극자모멘드,一 

힝럴요소에 디］흐］; 다음과 같은 일반식을 얻을 수 

있다.

<0시玄（3妒-,2）|如〉=

NC〈产％xp（—ar） 丫成0 ©） Y2q（fi, ©） |如〉（30）

〈©시 ~2（3卫2—r） I 如〉=

-y2VC<rz+2exp（-ar） Ylm｛Q9 &）Eo0, ©） |^b>

+ ArC（<rz+2exp（-ar） Ylm （（?,审）Y2-2 （仇 ©） I 如〉 

+ <rz+2exp（-ar） 丫以（们们 丫臨饥。）泌b〉｝ （31） 

〈4시*기彻2-产） I 血〉=

i*NC〈, ％xp （—ar） YiM。） Eo（们 &） 1 饱8〉

X 一 NC 时％xp（一。广）Ylm （（?, ©） 丫2顼”,©）〉

+ G，+2exp（—a厂）*） &2（仇包 I如〉｝ （32） 
방정식（26）,（27） 및 （28）의 overlap integral'

을 일 반식 으로 바꾸면 다음이 된 다.27

<rz+2exp （ - ar） Ylm （Q «5） Y2fi （H,由 | 如〉

（一 1）/ I2lf\（l2l!\
-' 7 ［一舛伽/八0 0 0/

<?+2exp（-ar）珞疽（仇 ©） | 死〉 （33）' 

여기에서 2=0 또는 士2임.

주어진 Z, m, 및 0 에 대응하는 3-J 

symbols 의 값을 방정식（29）에 대입하여 얻은 

overlap integral 의 일반식을 방정식 （26） ~ （28） 

에 치 환하여 주면 X, ；y 및 e 축 t 방향의 주 사 

중극자모멘트•행럴요소에 대한 전환 overlap- 

integr 시을 얻을 수 있다. 사중극자모멘트행 

렬요소를 overlap integral 로 전 환시 킨 부분 

（transformed part of the quadrupole moment 

matrix element）,〈如【0皿, 을 7泌" 2 에 나타내 

었다.

3. 결과 및 고찰

Table 1 및 2 에 기 술한 기 본식 을 사용하여 가 - 

상적인 NO 분자의 Slater 원자궤도함수에 대 하여 

사중극자모멘 트행 렬요소를 계산하여 T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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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 3- The calculated values of the quadrupole moment matrix elements for a hypothetical No molecule whose 
Slater constants are 1.95 (N) and 2.275 (0), respectively (r=l. 5A).

Quadrupole moment 
matrix Expansion method Transformed overlap 

integral Mulliken

〈Is 匯 J Is〉 0. 025197 （을）板2/02〈3烦1砂 0.0251934

<2s|^„|ls> 0- 079984 (21)1/2/a2<4dlS|ls> 0. 079898

〈Is 应,|2p) -0.025422 (욜)'"/吼이 2p» -0.025452

<1s|(92J2s> 0. 029510 （으）'"〈3d』2s〉 0.029568

〈2s吃」2s〉 0.090842 (21)1/s/a2<4dx!|2s> 0. 090995

〈씨 初』2p*〉 -0.0561235 (21)i/2/a2〈4d」2p,〉 -0. 056590

-나타내었다. T사，"3 에 나타난것 처럼 사중극자 

모멘트 연산자를 spheric시 harmonics꼴로 바꾼 

다음 spherical harmonics 의 전개방법에 의하 

여 계산한 사중극자모멘트행렬요소의 값이 사 

중극자모멘 트행 렬 요소를 Mulliken 의 overlap 

:integral 로 변환시킨 사중극자모멘트행렬요소의 

전 환 overlap integral 의 값과 소수점 이 하 네 째 

자리까지 일치하였다.

사중극자모멘 트연 산자를 spherical harmonics 

꼴로 바꾼 다음 연산자법에 의하이 분자의 사중 

극자모멘트는 Table 1 및 2 에 주어 진 기 본식 을 

사응하여 각 원자궤도함수에 대한 사중극자모멘 

트행 렬 요소를 계 산하고 분궤 자도함수의 basis 

佻ts 에 대 한 사중극자모멘트행 렬 요소의 값을 방 

정식 （18）〜（21）에 넣어주므로서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이상의 연산자밥은 간단한 분자의 사중극자모 

멘트를 계 산하는데 사용되 었으며 18 Ncsbet*의 

Hartree Fock 분자궤도함수를 사용하고 본 연구 

의 연산자법에 의하여 바닥상태의 HC1 분자에 

대한 사중극자모멘트를 계산하였을때 본연구 

의 방법에 의하여 얻은 사중극자 모멘트의 값이 

3. 457 X10-26 esu 皿2 전자전 하밀 도의 계 산으로부 

터 얻은 꼭같은 분자궤도 함수에 대한 Nesbet의 

값 3. 46X1(广%esucm하과 일치하였다. 이상의 연 

산자법에 의한 사중극자모멘트행럴요소의 계 

산은 전자전하밀도의 분포로부터 또는 Bloor 및 

Maksic*의 방법에 의한 계산과 달리 많은 전산 

시 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소형 전자계산기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본 연구의 일부는 호주 New South Wales 

대학교 물리화학과에서 행하여 졌으며 본 연구 

를 도와 주신 R. M. Golding 교수에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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