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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广부탄, 比부틸 라디 칼, 그리 고 테 트라메 틸 렌 디 라디 칼 （3중항） 의 여 러 기 하학적 구조에 

관하여 STO-3G 방법으로 얻은 고유값 및 고유함수 성질들을 반경험적인 MO 계산으로 얻은 결과 

와 비교하여 보기 위하여 EHT, CNDO/2, MIND0/3, 그리고 MNDO 계산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7广부탄의 여리 형태에 대한 안정성 순서는 모든 방법에서 같았으며 일전자에너지항에 의존하였고 

广오비탈에너지 변화는 반경험적 계산에서 훨씬 중요함을 알았다. 3一时）贝袂에서 （就一K）血로 구 

조가 바뀔때 수반되는 hyperconjugation 에너지 변화는 EHT, CNDO/2, MIND0/3 계산에서 작게 

계산된 반면에 MNDO 계산에서는 크게 계산되 었다. 주로 3-产）切g의 구조에 수반되는 매우 큰 핵 

간 반발에너지 때문에 （刀는 알짜 불안정화 효과를 나타내었다. Through-space 상호작용으 

로 디 라디 칼의 및 如 오비 탈간의 에너 지 차이 包爲 및 众=5—J를 작게 함을 알았다 : through- 
space 상호작용은 through-bond 상호작용과 반대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비교적 심하지 않은 NDO 

근사를 사용한 MNDO법에서는 이러한 에너지 차이가 작아지는 효과가 확대되어 나타났다. 특히。 

-<7* 및 筮一时 상호작용이 수반되 는 경 우에서 는 일반적 으로 반경험적 방법 으로 계 산한 오비탈 성질 

들은 STO-3G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와 만족스럽게 일치 하였으나 고유값에 관여된 성질들은 만족스 

럽지 못함을 알았다.

ABSTRACT. Semi-empirical MO calculations, EHT, CNDO/2, MINDO/3, and MNDO met
hods, were performed on various geometries of 转一butane, n-alkyl radical and tetramethylene dira- 
cal （triplet） in order to compare eigenvalue and eigenvector properties with those obtained by 
STO-3G method. All methods predicted the same relative order of stabilities of various geomet
ries for 〃一butane ； geometrical preferences were found to be dominated by one-electron factor,勿一 

orbital energy changes being more important in the semi-empirical methods. The hyperconjugat- 
ive energy changes accompanying structural changes from trans to （〃一<产）攻 were undere
stimated in the EHT, CNDO/2 and MINDO/3, whereas those were overestimated in the MNDO.

— 195 —



196 李益春•全容求•梁奇烈•金旺起

The net destabilizing effect of («—structure was mainly due to the large internuclear ene

rgy involved in the structure. Through-space interaction between 心 and n2 orbitals of diradical 
caused energy gap narrowing of JEsp and Je = f0—c.v ； through-space interaction had opposing 
effect to that of through-bond interaction. Due to the less severe neglect of differential overlaps 
in the MNDO, this energy gap narrowing effect appeared amplified in the MNDO. In general 

orbital properties were found to be reproduced satisfactorily, but eigenvalue properties were not, 
in all the semi-empirical methods especially when a—a* and n—a* interactions were involved.

1.서  론

분자형태의 안정성과 그 요인을 검토하기 위하 

여 z-비 결 합 상호작용, through-bond 그리 고 

through-space interaction에 대 한 분자궤 도론적 

인 연구가 널리 진행되어 오고 있다2. 이러한 연 

구를 위 한 한가지 방법 은 형 태변화에 따르는 

Hartree-Fock 전체에너지 변화（2伍技를 살펴보 

는 것으로써 이것은 일전자에너지항, 22膜,・, 과 

입 체인자항, 의 변화로 나누어 검 토된

다. 우리는 간단한 포화탄화수소（탄소수=3〜5） 
와 그들의 라디칼 및 디라디칼, 그리고 고립전자 

쌍을 포함하는 분자들（아민류）에 대한 泌 initio 
（STO-3G） 계산3 결과로서 力-비결합 상호작용 

과, 몇가지 분자를 제외하고는 through-bond 
interaction이 중요함을 밝혔으며 hyperconjuga- 
tive interaction으로서는 （o’一。*）”亦 및 （n—a*） 

tran, 안정 화효과가 각각 （。一户） 场 및 （”一。*） 

g 효과보다 큼을 보였다. 이러한 ？: 및 a-con 
jugation 효과는 Hartree-Fock 에너지식에서 주 

로 일전자 에너지항에 반영 되어지고4 이로 부 

터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전자에너지항 못 

지 않게 입 체인자항도 분자의 안정 성 에 크게 기 

여할 수 있다. 즉 라디칼이나 아민에서 n-a* 
안정화 상호작용이 더 큰 （〃一。*）&“ 구조가 전 

체에너지에 대해서는 겉보기에 오히려 불안정화 

효과를 주게 되는것을 보아 왔으며, 이것은 핵 

간 반발에너지가 cis 구조 일때보다 切做s 구조일 

때 더 크기 때문임을 밝힌 바있다. 또한 디라디 

칼 계에 대해서는 두개의 말단 비결합궤도함수 

및 "2가 공통된 하나의 반결합 궤도함수 （尸） 

와 상호작용을 일 으키 며 반대칭조합 궤 도함수,

=/勇（払一如） 가 대칭조합 궤도함수, n+= 

占31+力2）보다 낮은 에너지 준위를 점유할 

수도 있다5는 것을 알았으며 이것은 또한 간단한 

orbital pattern을 이용하여 예측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찰 결과들을 토대로 

”-부탄, 4-부틸 라디칼, 그리고 테트라메틸렌 

디라디칼에 대하여 여러가지 반경험적 분자궤도 

함수 계산을 실시하고 전보에서 논의한 여러 효 

과들이 계산 방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2. 계 산

사용된 계산법들은 EHT, CNDO/2, MINDO 
/36, 그리고 MNDO?이며 모두 QCPE에서 얻은 

프로그램 을 써서 계 산하였 다. 분자의 기 하학적 

변수들은 모두 표준값8을 사용하였고 말단 라디 

칼 탄소에 대해서 메틸렌기의 결합각, ZHCH 
는 Borden과 Davidson。이 사용한 값 116.4°와 

또 탄소골격 평면에 대해 22°로 피 라미드화한 값 

을 사용하였다. 메틸기나 메틸렌기 중에서 탄소 

골격 평면에 각각 상하로 위치한 2개의 수소를 

하나의 71 궤도함수로 생각하여 메 틸기 나 메 틸렌 

기를 90°씩 강체 회전 했을때 만들어 지는 3찌 

所） 구조들 및 표기 방법은 전보들과 동일하다. 

즉 이중결합으로 본 메틸렌기의 수소들과 중앙 

탄소에 붙은 메 틸렌기의 수소들간에 （5^/5） 구 

조를 만들때는 （90）, （4히4） 구조를 만들때는 

（一90）으로 하고 메틸기 중의 하나의 수소나 라 

디칼 lobe가 탄소골격 평면에 수직인 때를 （0）으 

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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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lative energies (in kcal/mol) and overlap populations for various geometries of n-butane.
(a) Calculated by EHT and CNDO/2 methods.

Conformer Composite 
『structure

EHT CNDO/2

0Et 』Et 的

(90, 90) 2X (5兀/5) 0.0 0-0 0.0 0.0 2X(0. 0002)
(90, 0) (5”/5) 1.5 1.2 1.4 7.8 0.0002
(0, 0) 2.9 2.5 3.1 15.5

(90, -90) (5 兀/5) 
(4?r/4)

3.0 2.5 2.9 15.5 0.0002
-0.0131

(-90, 0) (4尤/4) 4.4 3.7 4.5 23-2 -0.0131
(—90, —90) 2 X (4兀/4) 5.9 4.9 5-7 30.9 2x(—0.0131)

(b) Calculated by MINDO/3 and MNDO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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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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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DO/3

g 22长 4Et 球& AVnn

0.0 0-0 o.o 0.0 0-0 0.0
0-7 0.6 4.9 0.8 0.5 5.2
1.4 1.3 9-8 1.7 0.9 10.5
1.4 1.3 9-7 1.7 0-9 10.4
2.1 1.9 14.6 2.5 1.4 15.6
2.9 2.5 19.4 3.3 1.8 20.8

Table 2. Relative 兀-and zr-one electron energies and 
repulsion energies (in kcal/mol) obtained by various 
methods.

Methods Conformer 42玄泊疗q

EHT
(90, 90)
(-90, 90)
(-90, -90)

0.0 0.0 — —
1.2 1.8 一 —
2.4 3.5 — ■—

CNDO/2
(90, 90)
(-90, 90)
(-90, -90)

0-0 0.0 0.0 0.0
1.3 1.6 15.9 15.5
2.6 3-1 31.7 30.9

MINDO/3
(90, 90)
(-90, 90)
(-90,-90)

0.0 0.0 0.0 0.0
0-9 0.4 9.6 9.7
1.8 0-7 19.0 19.4

MNDO
(90, 90)
(-90, 90)
(-90, -90)

0.0 0.0 0.0 0.0 
0.5 0.4 9.6 10.4
0.9 0.9 19.3 10.8

STO-3G
(90, 90)
(-90, 90)
(-90, 一90)

0.0 0.0 0.0 0.0
3.4 10.1 29.8 20.0
6.7 20.3 59.6 39.9

3. 결과 및 고찰

几-부탄. A부탄에 대한 계산방법 별로의 결과 

가 Ta况e 1에 요약되어 있다. T泌"에서 볼 수 

있듯이 (90,90)형에서는 (5混5)구조가 2개 그 

리고 (-90, -90) 형에서는 0지4) 구조가 2개 

로 각각 가장 안정한 형과 가장 불안정한 형을 

나타낸다. 모든 T湖Ze에서 형태들의 순위는 泌 

initio 계 산의 안정 성 순위 이 며, To况e의 위 에 서 

아래 로 갈수록 불안정 한 형태 이 다. Table 1을 보 

면, 부탄에 서 는 모든 계 산 방법 이 ab initio 결 

과와 잘 일치되는 안정성 순위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찌tn) 구조가 주는 효과를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구조를 구성하는 양 말단 원자 

들간의 ff-overlap population (罚)을 조사하면 

알 수 있으며, (5〃5) 구조에서는 P3값이 양의 

값으로 비결합 중심들간에 서로 인력이 작용하 

여 안정화 되고있다. 한편 0찌4) 구조를 가진 

형에서는 값이 음의 값을 가지고 있어서 반 

발력이 작용하며 불안정화 요인이 되고있다. 이 

러한 효과들은 일전자에너지항에 반영되어 있 

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같은 메틸수소의 勿참여 

현상은 최근에 와서 분자궤도함수론1。뿐만 아니 

라 electron transmission spectra로도“ 확인이 되 

어지고 있다. 여기서 일전자에너지를 더 세부 

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분자궤도를 궤도 및

<7-궤도로 나누고 각각의 일전자에너지를 계산 

하였으며 T况辰2에 그 값들을 요약하였다. 

T泌"에서 볼 수 있듯이 일전자 안정화요인은 

반드시 方-컨쥬게이션 효과만은 아니며。-컨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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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 효과도 크게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것은 Weinhold"，12나 Epiotis13 그리 고 Bartell14 

등이 보고한 바와 같이 vicinal 위치에 있는 a 
와 <产 결합 간의 컨쥬게이션 효과에 기인되고 있 

는 것으로생각할 수 있다. 즉 (90,90) 형에서의 

trans 및 (os—犬c)切玖s 컨쥬게이션 

효과가 (一90, —90) 일때의 cis 컨쥬게이션 효과 

보다 크게 작용함을 볼 수 있다. 각 C-H 및 

C-C 결합간의 상관관계는 Fig. 1의 4-부탄에 대 

한 Newman type 의 투사도로 vicinal trans 및 

cis 관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

한가지 공통적인 구조적 특성은 항상 안정화 

(5混5)구조에는 안정화 (。一。*)切咖 구조가 따르 

고 불안정화 0찌4) 구조에는 덜안정한 (。一尸) 

cis 구조가 동반되어 서 로 보강하는 관계 에 있 다.

핵간 반발항도 안정 성 의 순서 를 따르고 

있으며 일전자항이 유리하지 못할때는 역시 큰 

입 체 효과를 가지 고 있 다. 한편 ab initio 계 산에 서 

는 |/卩시〉|加%|이었는데 반하여 반경험적 

NDO 근사 계 산에 서 는 항 속의 적 분을 일 부 무

시하는 까닭으로 = 으로 나타나고 

있으며，卩“가 작게 계산되어 상대적으로 AVnn 
이 크게 계산되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또한 

T泌"2에서 보면 STO-3G 계산에서는 J(2Se,-) 

로써 o-orbital에너지 효과가 z-or 
bital 에너지 효과보다 월등하게 크게 나타나지만 

본 연구에서 계산된 반경험적 분자궤도함수 계 

산의 결과는 MNDO를 제외하면 그런 큰 차이 를 

찾아볼 수 없다. 즉 이 방법들은。-에너지를 

underestimate 하고있 고, 상대 적 으로 7T-에 너 지 가

(90,90) (-90, -90)
Fig. 1. Newman type projections illustratin응 the (90, 
90) and (—90, —90) geometries of n-butane. 

overestimate되는 결과를 주고있다. 또 J Vw = 
■小Km이어서 /Et는 거의 /(2ZG만으로 결정 

되므로 이 항들이 무시되어 있는 EHT 계산도 

각 구조들에 대하여 좋은 상대적인 안정성을 주 

고있다. “-alkane에서는 따라서 일전자 효과가 

형태결정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며 그중에서도 

전자에너지의 중요성이 크므로 3지饥) 구조 

들이 전체에너지에 기여하는 겉보기 에너지는 

매우 작은오차(士 0.01kcal/mol) 이내에서 좋은 

additivity■> 보이고 있다. (5^/5)구조의 에너지 

기여는 모두 안정화 경향이며 EHT( —1.46kcal/ 
mol), CNDO/2 (一 1.23), MNDO (一0.84), 

MINDO/3 (一0. 71)의 순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 

편 (4混4) 구조는 불안정화로 기여하고 있으며 

역시 EHT(1.50kcal/mol), CNDO/2(1.24), 

MNDO(0.84), MINDO/3(0.72) 로 그 기 여 가 감 

소하고 있다. 결국 zz-alkane에 대해서는 계산 

방법에 구애됨이 없이 일치된 상대적인 구조들 

의 안정성을 주고 있으므로 형태 연구에서는 어 

떤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 하더라도 무방할 것이 

다.

”-부틸 라디칼. 계산 결과들이 Table 3 및 4 
에 요약 되어 있다. 라디칼 lobe의 존재로 인하 

여 부탄에서 논의 되었던 요인외에 3—<产)구 

조가 추가된다.

우선 전체에너지에 대한 안정성 순서는 ab initio 

계산 결과와는 잘 일치하지 않고 있으나 3—时) 

효과가 반영되는 일전자 에너지의 값들은3— 

Outruns 상호작용이 (耸一。*)“•，상호작응 보다 큼* 

을 알 수 있으며 n—o* hyperconjugative effect 
는 b-일전자 에너지에 직접 반영될 것이 예상된 

다. 즉 ”■做S에 서 cis로 변 화될 때의 <7-일 전 자 

에너지는 다음 식에서 계산될 수 있다.

(90, 90) + (90, -90) = (90, -90) + (90,90)

』(22*;) transacts =L 7 kcal/mol (E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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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0 kcal/mol (CNDO/2) 

-6.3kcal/mol (MINDO/3) 
=20.9_kcal/m시e (MNDO) 
= 10. 2 kcal/mol (STO-3G)

vicinal 위치의 兑와(产가 片沏$에 서 cis 관계 로 

바뀔때 orbital energy는 불안정화 됨을 알 수 있 

으며 STO-3G 계산 결과(10.2kcal/mol)와 비 교 

하면 EHT, CNDO/2 및 MINDO/3는 이 에너 

지 차이 를 underestimate하고 MND。방법 에 서 는 

오히 려 overestimate함을 보여 준다. 이것은 전항 

의 a부탄에서 ©-orbital에너지 차이가 전자■의 방 

법에서는 크게 underestimate되어있는 경향과 잘 

부합된다. 7사，"4에서 보면』(2寸§)는 STO-3G 

에서처럼，(2玄©와 비교하여 크지는 않으나 o 

一尸상호작용 뿐이었던 戎-부탄 (T湖"2)에서 보 

Table 3. Relative energies (in kcal/mol) for various 
geometries of n-butyl radical.

(a) Calculated by EHT and CNDO/2 methods.

Conformer
Composite 
01*) 

structure

EHT CNDO/2

』Et 4Et 班2k AVnn

(90,90) trans 0.0 0.0 0.0 0-0
(90,0) 3.8 2.9 13.5 一 97.4
(0,90) trans 1.4 1.2 1.5 7-7
(90, -90) cis 3.7 1.7 7.8 -244.8
(0,6) — 5.2 4.1 15-0 —89.6
(-90,90) trans 2.9 2.5 2.6 15.2
(0, -90) cis 5.2 3.0 9.2 -237.1
(-90,0) — 6.8 5.4 16.3 -81.9
(-90, -90) cis 6.7 4.3 10.6 -229-4

다는 커졌음을 볼 수 있다. 즉。一尸 상호작용 

보다는 我一尸 상호작용이 크게 부각되어 나타났 

음을 보여 준다. 물론' 이것은 STO-3G에서 도 그 

러 하다.

또한 이러한 trans (筮一时) 상호작용이 cis 보 

다 강화 된다는 것은 다음 사항들에 의해 직접 

확인될 수 있다0 즉 비결한 궤도함수 笈이 Ci 
—C2 결합을 지나서 C2—c3 반결합 궤도함수 

(尸C2-C3)로 컨쥬게이션됨 에 따라 (i) G-C2결합 

간의 overlap population, PCiC2> 는 증가 하여 야 

하고, 반결합 궤도함수에 전자가 채워짐으로 해 

서 반결합성 이 강화, 즉 尸Ch%는감소되 며 ,(① 

nonbonding orbital이 있던 (爲의 atomic popula
tion^ 감소하고 C3의 atomic population^ 증가 

하여 야 한다. 그러 나 정 확하게 이 두가지 조건을 

만족시 키는 것은 MNDO 뿐이 며 나머지 세가지 

방법 은 앞에 서 본대 로(7~orbital 에 너 지 의 un- 

Table 4. Relative it- andone electron energies and 
repulsion energies (in kcal/mol) obtained by various 
methods.

Methods Conformer 见 AVnn

(90,90) 0.0 0.0 一 —

(90, -90) 0.9 2.9 一 —
EHT (-90,90) 1.2 1.7 — —

(一90, 一90) 2.1 4.6 — —

(90,90)
(90, -90)

CND0 (-90,90)

(-90, -90)

0.0
2.2
1.3
3-6

0.0 0.0 0.0
5.6 -238.7 -244.0
1.6 15-3 15.2
7-0 -223.1 -229.4

(b) Calculated by MINDO/3 and MNDO methods.

Conformer
MINDO/3 MNDO

』Et^Vnn 』Et

(90,90) 0.0 0.0 0.0 0.0 0.0 0.0
(90,0) ------ ----2 ----------- -0.1 18.7 -86.0
(0,90) 0.7 0.5 4.8 0-8 0.4 4.7
(90, -90) -1.0 8.8-206.9 -0-9 29.9-210.1
(0,0) 0.4 11.8 一 80.1 0.8 19.1 -80.7
(-90,90) 1.4 1.0 9-5 1.7 0.8 9.4
(0, -90) —0.3 14.0-202.0 -0.1 30.4-204.9
(-90,6) 1.1 12.3 -75.3 1.6 19- 5 —75- 6
(-90, -90) 0.5 9.9-197.2 0-8 30.8-199.7

(90,90)
(90, -90)

MINDO/3(-90,90)

(-90, -90)

(90,90)
(90, -90)

MNDO (-90,90)

(-90, -90)

0.0 0.0 0.0 0.0
1.7 7.1 -197.1 -206-9
0-9 0.1 9-1 9.5
2.7 7.2 -187.8 -197.2

0.0 0.0 0.0 0.0
8.5 21.4 -179.3 -210-1
0.4 0-4 9-4 10-2
9.4 21.4 -169.7 -199.7

STO-3G

(90,90) 0.0 0-0 0.0 0.0
(90, -90) 6.2 20-3 -307.2 一 33L 6
(-90,90) 3.2 10-2 29.6 19.8
(-90, -90) 9.7 30-3 -277-4 -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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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estimation으로 이런 조건이 만족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에너지에 대한 trans 및 cis (n—a*) 구조 

가 주는 겉보기 에너지 기여는 다음식에 의해 

계산되어지며 앞에서의 논의와 반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90,0) + (90,90) = (90,90) + (90,0) 

(0,0) + (0,90) = (0,90) + (0,0)

(-90,0) + (-90,90) = (-90,90) + (-90,0)
J£av. for(n—a*) (raB3 = l. 00(0. 90) ±0.01 kcal 

/mol for MINDO/ 

3(MNDO)

(90,0) + (90, 一90) = (90, -90) + (90,0) 

(0,0) + (0, -90) = (0, -90) + (0,0) 

(-90,0) + (-90, -90) = (-90, -90) + (-90,0) 
for (n—<7*)nj= —1. 38(—1- 68) ±0. 01 

kcal/mol for MINDO/ 

3(MNDO)

이러한 상반점을 찾기위해 T泌"4를 살펴보면 

cis 구조일때 안정화되는 주 요인은 입체인자항 

이며 그중에서도，1항 임을 볼 수 있다. trans 
에서 *로 변할때 핵간 배치의 변화는 라디 칼 

탄소에 붙은 수소들 冋压)뿐이며 이 두개의 수 

소와 비교적 영 향이 있는 핵들 (C3,C“ H34 그리 

고 H56)과의 반발 변화를 직접 조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站에서 trams로 바뀔때 먼저 수소 

원자들간의 반발은 -万丄—에서 —5^—로, 다음 
尺12,34 ^-12,56

에 수소원자와 탄소원자들 간의 반발은 A j?c K12,C3 
및 4-/c_.로 생각할 수 있다.

K12,C4

奶，出«如 즈 (蓦厂- £打)

\ K121C3 / Cis^trans \ ^-12, Ci / cis-trans 

=(0. 7381-0. 8017) + (1. 4885-1. 2809) 

4-(0.9902 -0.9212)
=-Q. 0636 + 0.2076 + 0. 0690= 0- 2130 (a. u) 

= 133.6(kcal/mol) for MINDO/3

EHT

MINDO/3

MNDO

CNDO/2

Fig. 2. Atomic and bond populations for n-butyl 
radical obtained by various methods.

계산값들 중에서 볼 수 있듯이 큰 기여는 任 

瓦와 C3와의 반발 변화임을 볼 수 있다. 이식에 

서 탄소의 핵하전, Zc은 반경험적 계산법에서는 

가전자 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Zc=4이며， ab 
initio 계산에서는 Zc=6으로써 AVnn{cis-^trans') 
의 값은 ab 函前0 의 대 략 을•값을 가지 고 있 다. 

이와같이 trans («—c*) 컨쥬게이션 효과는 핵 

간 반발에너지에 가리워져 불안정한 겉보기 변 

화를 준다. 그러나 C-C 반결합이 충분히 극성을 

띈 C-X 반결합으로 바뀌면 trans (.n—a*) 컨쥬 

게이션 효과가 핵간 반발력보다 우세할 것으로 

기대되며 실제 그러한 결과들이 보고되어 있 

다 15. 또한 반경험적 분자궤도함수 계산에서는 

”-부탄에서의 논의처럼 overlap이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무시되어 /V”，，이 과대평가 되었기 

때문에 의 큰 변화를 구조적으로 동반하고 

있는 구조에 대한 겉보기 기여도가 n~
부탄에서 보아왔던 3찌m) 구조의 기여도 보다 

큰 값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라디칼의 계산에 

서는 ab initio 결과에 따르는 각 형태들 간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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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lculated by EHT and CNDO/2 methods.

Table 5. Relative energies (in kcal/mol) for various 
geometries of tetramethylene diradical.

Conformer
EHT CNDO/2

JjEt

(90,90) o.o 0-0 0-0 0.0
(90,6) 0.7 0.5 8.9 -92.1
(90, -90) 1-5 0.2 3.4 -232.7
(0,0) 4.2 3.3 22.8 -182.5
(-90,0) 4.3 2.4 36.4 一327.9
(-90, -90) 4.6 1.4 11.1 一473.2

(b) Calculated by MINDO/3 and MNDO methods.

Conformer
MINDO/3 MNDO

J£t J2Se(- Z22k AVnn

(90,90) 0.0 0-0 0.0
(90,0) 0.8 2.4 -80.1
(90, -90) 0.2 —2.8 ---------
(0,6) 0.8 11-5 -158.6
(-90, 0) 0.2 9.1 一27용 6
(-90,-90) -0.6 6.7 -398.5

0.0 0.0 0.0
0.2 13.8 -81.0

一 0.8 24.6 --------8
0-2 30.5 -160.6 

-0-7 42.7 一282.8 
-1.7 54.6 一404.9

Table 6. Relative ir-and tr-one electron energies and 
repulsion energies (in kcal/mol) for tetramethylene 
diradical.

Methods Conformer AVnn

EHT (90,90) 0.0 0.0 — 一

(90, -90) 0.9 0-6 一 一

(-90, -90) 1.7 2.8 一 一

CNDO/2 (90,90) 0-0 0.0 0.0 0.0
(90, -90) 1.3 2.1 -229.5 -232.7
(-90, -90) 3.9 7.2 -463.5 -473.2

MINDO/3 (90,90) 0.0 0.0 0.0 0.0
(90, -90) ---- 3 -2.5 -198.6 -195.6
(-90, -90) 2-2 4.5 -391.2 -398.5

MNDO (90,90) 0.0 0.0 0.0 0.0
(90, -90) 7.6 17-0 -173.4 -198.8
(-90, -90) 17.2 37.4 -348.6 -404.9

STO-3G (90,90) 0.0 0.0 0.0 0-0
(90, 一 6o) 5.8 18.2 一 299.0 -319.5
(-90, -90) 12.7 39.6 -597.3 一640.8

정성 순위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이 

들 3히而) 및 구조들의 전체에너지에 

대한 additivity는 잘 유지된다.

테트라메틸렌 디라디칼(삼중항). Single con- 
Eguration을 이용한 디라디칼의 단일 항 계산에 

대한 어려움은 이미 보고16 되어 있으며 일반적 

으로 MC-SCF&H법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삼중항 상태에 대해서 계산하였 

으며 EHT에서는 최 고점유 궤도함수 2개에 전 

자 1 개씩을 채워서 디라디칼로 하였다.

계산 결과들이 T沥"5와 6에 요약되어 있다. 

3찌 m) 및 (n-a*) 구조에 따르는 겉보기 기여 

는 앞에서와 같이 취급하였으며 일전자에너지의 

변화도 같이 취급하였다. 그러 나 力-부탄이 나, 

부틸라디칼에서 볼 수 있었던 만큼의 좋은 addi- 

tivity를 가지지 못하였다.

디라디칼계에 있어서는 두개의 말단 비결합 

궤도함수 衍과 如가 공통된 하나의 반결합 궤도 

함수, 尸와 상호작용을 일으킬때 이를。IT-N- 
B18 (Orbital Interaction Through-N-Bonds) 라고 

하며 최 근에 와서 photoelectron spectroscopy 
의 18b 개발로 이에대한 활발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 

다. 이 렇게 N개의 결합들을 통하는 orbital in
teraction에서는 대칭성이 고려된 두개의 궤도함 

수 n+=、/专(如+旳) 및 n-=이 공통 

된 a* 궤도함수와 상호작용 하게 된다. 디 라디 

칼에서는 如=他이므로 상호작용 에너지는 다음 

과 같다外.

W de 2

여기서 &=<7“1尸〉兰妃爲2*로서 overlap &는 

행열요소 耳紀와 항상 반대 부호를 가지고 있으 

므로 k는 음의 상수이 다. &및 S2의 부호에 따라 

서 다음의 두가지 경우가 있다* Si=S?이면 AE 

= 2h이며 S=—S2이면 ，E=0이다, 이때 纟= 

/笋 이 며. 그 크기 는 s에 비 례 하고 龙에 역 비 
0€

례 한다. 이러한 OIT-N-B의 결과로 보다높은 

에너지 준위, 6(』E=0), 및 낮은 에너지 준위, 

q(/E=2r), 로 나누어지게되며 이때 갈라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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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泸는 로써 각각의 분리된 두개의 

(n-a*) 상호작용의 합과 같다. 또한 두 에너지 

준위의 평균값, 椭느$如 ="匸은 하나의 

W-C7* 상호작용, &)= & + * 와 같은 준위가 될 

것이다. 전보에서와 같이 vicinal trans overlap 
이 vicinal cis overlap 보다 크기 때문에 S에 비 

례하는，瓦p의 크기는 (90,90)>(-90,90)>(- 
90, 一曲)의 순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방법 

별로의 위의 값들에 대한 계산 결과들이 Table 7 
및 8에 요약되어 있으며 모든 방법에서 그경향 

성이 ab initio 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다.

Table 7 에 서 g&s-c/s 에 대 한 는 trans 및 

여斯에 대한 气의 평균값으로 하였다. T湖"에서 

볼 수 있듯이 라디칼에서 한개의 (筮一<产) 상호 

작용에 대한 W와 두개의 3—(产) 상호작용이 있 

을때의 J를 비교하면 如가 항상 낮고 또 trans 

일때가 <出일때 보다 항상 더 낮다. 이것은 OIT 

-3-B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안정화 됨을 뜻하며 

그 크기는 all-mss인 (96,96)에서 가장크고 all 

-*인 (一90, -90)에서 가장 작다. 이것은 

overlap이 cis overlap 보다 크기 때문이다.

과 建2가 직접 작용하는 Orbital Interaction 
Through-Space (OITS)에서는 n+ 준위가 항상 

lower level46, 允, 이 된 다. 따라서 OITS는 0口- 

3-B와 반대로 작용하여 仪인 再를 낮추어 주고 

勺인 我-를 높혀주어 결과적으로 ,丘叩=以一3을 

감소 시켜준다. OITS는 allFs, (—9‘0,—9‘0)에 

서 가장 클 것이 므로 이 런 J£sp narrowing effect 

Table 7- Energies of basis level, €0 (for radical), averages of two levels due to energy splitting, eav (for 
diradical) and 놔leir differences, (€时一位)) (in kcal/mol) obtained by various methods.

€ (n—a*) EHT CNDO/2 MINDO/3 MNDO STO-3G

&) trans 一 256. 6 一 268.9 -96.3 -103.0 -210-4
j (trans-}-cis) -257.7 -272.5 -98.3 -103.4 -213.5
cis -258.7 -276-1 -100.2 一 103.7 — 216- 6

&v trans-trans 一258.3 -280.9 -101.0 -106.1 -220-3
trans-cis -258.9 -281- 8 -101.3 -105-3 -218.0
cis-cis 一258.2 一 279.9 -102.4 -104.6 -219.3

(€av —f) trans-trans -1-6 -12.0 -4.7 一3.0 -9.9
trans-cis — 1.2 -7.4 一 3.0 ~1.9 一 4. 5
cis-cis 0.5 -5.7 一2.2 -0.9 —2. 8

Table 8- Level orderings (level energies in a. u) and J£ap values (in kcal/mol) in tetramethylene diradical for 
various methods.

Conformer Symm. EHT CNDO/2 MINDO/3 MNDO STO-3G

(90, 90) 从 n+
n-

-0- 394
-0- 429

-0.404
-0.491

-0.137
-0.185

-0.156
-0.182

-0- 315
-0- 388

22.0 54.6 30.1 16.3 45.9

(90, 一90)
(1

n-
n+

—0.400
一0.422

-0- 416 
-0.476

-0-153
-0-169

-0.161
-0-175

-0- 329
-0- 366

gp 13.8 37.6 10.0 8.8 23.6

(-90, -90) J n+
n~

-0.407
-0.418

-0.426
-0.472

-0.162
-0.165

-0.163
-0.170

-0. 337
-0. 362

6.9 28.8 1.9 4.4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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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任将를 더욱 작게 해주는 결과를 주게 된다.

Table 7과 8 에서 볼 수 있는 한가지 특이 한 결 

과는 MNDO 방법에서 얻은 (값이나 血馬 

값이 가장 작게 나타나며 특히 STO-3G 값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다. 이 것은 앞서 말 

한 <7-0* 및 "一<产효과가 이 방법에서 다른 방 

법 들에 비 하여 overestimate 되어 있 다는 것 에 

비 추어 홍미있는 일 이 다. 이 것은 Differential 
Overlap을 무시하는 정도의 순위가 CNDO/2> 
MINDO/3〉MNDO로 감소하므로 g과 死간의 

overlap은 MNDO에서 가장 크게 고려 되어 있 

는 셈 이 다. 따라서 OIT-3-B 효과, 즉 를 勺로, 

”+를 J로' 하는 것과 상반되는 OITS 효과, 즉 

耸+를 e로, 如를 句로 하는 경향이 커지기 때문에 

energy narrowing0! MNDO에서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冬 및 勺을 결정하기 위하여서는 s과 s2 

의 부호를 보면되며 이때 같은 부호를 가질때가 

낮은 levelo] 된다. 이것은 F，g.3에서와 같이 소 

위 "뒤쪽의 꼬리”에 대한 부호와 주 궤도함수와 

의 overlap 부호를 생각하여 간단한 orbital pat- 
tem을 그리면 쉽게 에너지 준위를 결정할수 있 

다. 이 방법으로 얻은 耸+와 ”-의 에너지 준위 

순서는 모든 방법에서 얻은 결과와 잘 일치한다. 

이와같이 오비탈에 관계되는 성질들은 EHT 및 

모든 NDO근사 계산방법들에서 비경 험적 ab ini

tio 계산결과들과 잘 일치하고 있어서 이런 성질

Fig. 3. Level ordering by overlap patterns for tetra
methylene diradical: Lower patterns have 5i =S? 
while upper patterns have S=—5g. Arrows —* *— and 
<--------- ^indicate positive and negative overlap respec
tively.

에 관계된 분자궤도함수론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위의 모든 방법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음을 시사 

한다.

본 연구는 문교부 기초과학 연구비 및 한국 

이론물리및 화학연구회의 지원하에 수행된 것이 

며 이에 대하여 감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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