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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야 H^XwOGH (X=C or Si, n=1~5)의 소중합체 화합물에 대하여 고분자로서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 

하여 각 중합체 (oligomer) 들에 대한 분자 구조, 진동 주파수 그리고 절대에너지를 바탕으로 중합에너지를 계산 

하였다. B3LYP/cc-pVTZ 이론 수준까지 분자구조를 최적화 하였으며, 조화 진동주파수가 모두 실수로 확인되 

었기에 최적화된 모든 분자가 안정한 최저 에너지 (true minimum) 를 갖는 구조임을 확인하였다. 분자구조의 계 

산결과 분자량이 매우 큰 고중합체가 되더라도 링 5개의 분자구조에서 크게 다르기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중 

합에너지는 H(S爲Os)H (n=1~5) 의 경우 -103.1 kcal/mo로 수렴하여 중합반응이 매우 큰 발열반응으로 예측 

되었으며, HXG+QQH (n=1~5) 의 경우에는 상당히 큰 흡열반응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실리콘-산소 중합체, 범 밀도 함수이론, 고리형태 소중합체

ABSTRACT. The theoretical calculations for H2(Xn+! Ox)!% (X=C or Si, n=1~5) have been considered at various lev
els of theory to compare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optimized geometries, harmonic vibrational frequencies, and 
polimerization energies are evaluated to elucidate the possibility to become a polymer. The harmonic vibrational fre
quencies for the molecules considered in this study show all real numbers implying true minima. We also confirmed that 
the extended molecules can not affect fundamental structures. We may conclude that H2(SwiOn)H (n=1~5) can be 
polimerized with the addition of SiO monomer from the result of large polimerizaton energy of -103.1 kcal/mol.

Keywords: Silicon-Oxide Oligomer, DFT, Cyclic Oligomer, H?(Si而 OQH.

서 론

우주에는 수많은 원소들이 존재하며 그들이 이루는 

분자형태 및 물리적 성질은 다양하다. 이런 분자들이 

반응하여 새로운 화합물들을 형성한다. 그런 화합물 

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실험에 의해 존재 여부 

가 확인된 1,2-dioxetane 은 산소-산소 결합을 품는 4 
원자 고리구조로 ethene 결합에 활성화된 산소분자가 

반응하여 4원자 고리 형태의 분자 구조를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유사한 화합물인 1,3- 
dioxetane은 실험적으로 그 존재 여부가 확인되진 않 

았지만 특수한 조건하에서 구조적으로 1,2-dioxetane 
보다 더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지 

금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ethene과 산소 분자가 결 

합하여 반응을 흐｝면 1,3-dioxetane  이 아닌 1,2-dioxetane 
이 생성된 후 열에 의하여 분해되어 두 분자의 카르 

보닐 화합물인 알데하이드를 생성하고, 이중에 한 분 

자는 들뜬 상태로 생성되므로 발광을 수반한다고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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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져 있다.財

실험적으로 합성된 물질들인 수소 대신 Mes, t-Bu 
등의 커다란 치환기들이 치환된 화합물은 대기압 조 

건에서 합성되어, XRD 등에 의해 그 분자 구조가 확 

인되 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치환기를 갖는 1,3- 
cyclodisiloxane의 분자구조 및 분광학적 성질에 관한 

실험연구는 미약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이들 화합물 

들이 대기압, 실온 조건에서 열역학적으로 매우 불안 

정하기 때문에 실험적으로는 규명이 힘들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들 화학종들 가운데 R=CH, OCH인 화 

합물들에 대해서만 진공 상태에서 열분해를 통해 합 

성하고, 질량 분석 분광기에 의해 그 합성 여부를 관 

찰하였다.証

이러한 이유들로 1,3-cycolsiloxane 화합물들에 대해 

서는 실험적인 연구보다 이론적인 연구가 보다 더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1975년 Dewar 연구 

진은 반 경험적 방법에 의하여 1,2-dioxane의 분자 구 

조와 열역학적 성질 등을 발표하였으며, 1980년에 

Skancke 연구진은 3개, 4개의 원자를 포함하는 고리 

분자들의 구조적 성질들에 흥미를 가지고 순 이론적 

연구를 통해 계산하였다. 그 중에서 4원자 고리구조 

인 cyclobutane을 계산하였고, cyclobutane의 1번과 3 
번의 -CH 그룹을 산소로 변환시킨 분자 구조인 1,3- 
dioxetane 에 대해서도 계산을 하였다. 1,3-dioxetane의 

구조는 기저 상태에서 완벽하게 최적화되었으며,1,3- 
dioxetane의 결합각과 결합 길이에 대해서도 언급하였 

匸卜. 그리고 1985년 Kudo와 Negase의 논문에서는 Si=O 
이중결합 화합물인 silanone에 지속적으로 결합하는 

시리즈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cyclodisiloxane의 유사 

화합물로써 1,3-dioxetane을 계산하여 결합각과 에너 

지를 비교하였고, 고분자 물질의 형성 가능성에 대해 

서도 언급하였다.9 그리고 1989년 Kumer 등은 1,2-와
1.3- dioxetane 에 대하여 HF/6-31G* 수준에서 C^와 Da 
대칭를 이용하여 계산을 하였으며, 이 분자들 사이의 

에너지 값을 비교하여 볼 때 1,2- 보다는 1,3-dioxetane 
의 전체 에너지가 약간 더 안정하다고 보고하였다.,。

1.3- dioxetane의 평면형 사각형 고리 구조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1987년 Grev 오｝ SchaefeF '는 Si와 Si 사이에 

。-결합이 아닌 n 결합과 유사한 ‘dibridged-n-complexs’ 

로 Si-Si 결합을 설명하였으며, 1991년에는 Liang과 

Allen* 이。-bridged-n 결합을 가지고 설명하였다. 한 

편 2000년에 발표된 J. Ma 등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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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현상을 “cyclic(n, d, d) interaction” 모델로 설명 

하고 있다.,3

한편 사각형 고리 화합물로서 H(Cn+Q2n)H의 n=2 
이상의 소 중합체에 관한 연구는 2000년에 와서야 이 

루어졌다. 즉 Frapper와 Saillard 등은 n=4 인 분자구조 

에 대하여 범 밀도 함수론 (density functional theory, 

DFT)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발표하였다.,说 탄소 

대신 규소가 치환된 H(S^,a„)H 시리즈의 분자구 

조에 대해서는 n=1-2에 대하여 2005년 Kim技 등에 의 

하여 이론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n=3 이상인 중 

합체에 대해서는 분자구조 및 분광학적 성질에 관한 

연구는 보고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1,3-cyclodisiloxane과 이들의 고중합 

체 형태인 [HSeOsH, n=1-5]에 대하여 DFT 방 

법을 사용하여 분자구조, 에너지 그리고 조화진동주 

파수를 계산하였으며, 중합 에너지를 계산하였다. 또 

한 1,3-cyclodisiloxane의 유사 화합물로써 규소 (Si) 대 

신 탄소 (C)로 치환된 [H(Cn+Q2n)H2, n=1-5] 에 대해서 

도 분자 구조를 예측하고, 열역학적 안정성을 조사하 

였다. 즉, 중합체인 1,3-cyclodisiloxane, 1,3-dioxetane 
과 silicon dioxide, carbon dioxide들이 각각 삼중합체, 
사중합체, 오중합체 등의 소중합체 (oligome)를 형성할 

때 그 중합 에너지를 계산하여 단량체 (SiO 또는 CO) 
증가에 따른 중합에너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고 외 

삽(extrapolation) 하여 고중합체의 열역학적 안정성을 

예측하였다.

계산 방법

본 논문에 사용된 기본적인 계산방법은 범 밀도 함 

수 이론 (density functional theory, DFT)을 사용하였다. 
DFT는 기존에 알려져 있던 준 실험적 방법의 장점인 

큰 분자의 응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순 이론적 (ab intio) 
계산방법의 장점인 실제 시스템과 거의 동일한 계산 

값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들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 

는 방법으로서 최근에 들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 

이다. DFT 방법 가운데 일반적으로 가장 에러가 적 

다고 알려져 있는 B3LYP를 본 논문에서는 사용하였 

다. B3LYPW는 Becke, Lee, Yang 그리고 Parr 네 사 

람■이 만든 함수들을 조합함으로써 exchange correlation 
을 첨가한 함수이다. 또 basis set로는 double zeta(DZ), 
correlation consistent polarized valence double zeta(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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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DZ), augmented correlation consistent polarized 
valence double zeta(ang-cc-pVDZ), correlation consistent 

polarized valence triple zeta(cc-pVTZ) 롤 사용하였다. 
DZ는 Huzinaga，'와 Dunning "의 standard basis set으로 

수소에 대해서는 (4s/2s), 산소와 탄소에 대해서는 (9s5p/ 
4s2p), 그리고 규소(Si)에 대해서는 (11s7p/6s4p)의 

contracted gaussian 함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cc-pVDZ 
의 경우에는 탄소와 산소에 대해서는 (9s4p1d/3s2p1d), 
규소에 대해서는 (12s8p1d/4s3p1d) 그리고 수소에 대 

해서는 (4s1p/2s1p)을 사용하였다. 이 basis set의 

polarization 함수로는 탄소와 산소 그리고 규소에 대 

해서 d-함수를 사용하였고, 수소에 대해서는 p-함수를 

사용하였으며, orbital exponents는 ap(H)=0.55, a(O)= 
1.185, ai(Si)=0.275, a(S)=0.479, 그리고 %(H)=0.727을 

사용하였다. 한편 cc-pVTZ는 Dunning의 표준 basis 
set에 근거한 탄소와 산소의 (10s5p2d1f/4s3p2d1f), 규 

소는 (15s9p2d1f/5s4p2d1f), 그리고 수소는 (5s2p1d/ 
3s2p1d)의 contracted gaussian 함수를 사용호］였다. 또 

한 pVTZ 에서 사용된 polarization 함수는 탄소, 산소, 
규소에 대해서 2개의 d-함수와 하나의 产함수를 사용 

하였으며, 수소에 대해서는 2개의 p-함수와 하나의 d- 
함수를 사용하였다. 한편 cc-pVTZ 의 orbital exponents 
는 a(C)=1.097, 0.318, a(C)=0.761, a(O)=2.314, 
0.645, a(O)=1.428, a (Si) =0.159, 0.481, a(Si)=0.336, 

그리고 a (H)=1.407, 0.388, a<i(H)=1.057을 사용하였다.
H2(Xn+Q2n)H2 (X=C or Si, n=1~5)에 대하여 B3LYP/ 

cc-pVTZ 수준까지 분자구조를 최적화하고 에너지를 

계산하였다. 또한 진동주파수를 계산하여 최적화된 

분자구조가 안정한 최저 에너지 (true minimum) 갖는 

지를 판단하였으며, 중합에너지를 계산하기 위하여 

단량체인 HiSiO와 HCO 그리고 SiO와 CO 에 대해 

서도 위에서 언급한 모든 수준에서 분자구조를 최적 

화 하였다. 그 결과를 실험값 및 CCSD(T) 수준의 이 

론 결과와 비교하여 이론 수준의 적정성을 판단하였 

다.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계산들은 Guassian 03 프로 

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계산용 컴퓨터 시스템으로는 

Linux system 하에서 Beowulf PC cluster들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2。

결과 및 고찰

분자구조

Table 1에는 단량체인 HSiO와 HCO 에 대하여 여 

러 이론 수준에서 분자구조를 최적화하고 실험값과 

비교하였다. 계산 결과 cc-pVTZ와 aug-cc-pVTZ basis 
set 에서 최적화된 분자구조는 거의 차이가 없이 나타 

났으며, 결합길이 및 결합각에서 실험치와 잘 일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able 2에는 여러 basis set 
에서 B3LYP 방법으로 최적화된 SLOH와 COH의 

분자구조에 대한 결합길이 및 결합각을 보여주고 있 

다. 일반적으로 결합길이는 basis set 이 커질수록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결합각의 경우에도 basis set。］ 

커질수록 그 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cc-pVTZ와 aug-cc-pVTZ basis set 에서는 결합길이와 

결합각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basis set 한 

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며, 기존에 계산된 CCSD 및 

CCSD(T) 계산결과와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결과를 보 

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H2(Xn+Qn)H2 (X=C or 
Si, n=2~5)의 분자구조가 실험적으로 보고되진 않았 

지만 이론적인 연구 측면에서 B3LYP/cc-pVTZ 수준

Table 1. Optimized geometrical parameters of HSiO, H2CO, HCS at various levels of theory

DFT(B3LYP)
Exp.

DZ cc-pVDZ aug-cc-pVDZ cc-pVTZ aug-cc-pVTZ

R(Si-O) 1.597 1.551
HSiO

1.555 1.526 1.527 1.517,
R(Si-H) 1.492 1.497 1.494 1.484 1.483 1.475，

匕 H-Si-H 113.4 112.0 112.6 111.7 112.0 112.4，

R(C-O) 1.241 1.204
HCO

1.207 1.199 1.200 1.203'
R(C-H) 1.106 1.120 1.114 1.107 1.106 1.101
匕 H-C-H 116.2 115.1 116.3 115.7 116.1 116.5

Bond distance (r) and bond angles (0) are in A and degree (°). 
,Ref. [21]. bRef.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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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ptimized geometrical parameters of SUOH and C2O2H at various levels of theory

B3LYP CCSDa CCSD(T)a
DZ cc-pVDZ aug-cc-pVDZ cc-pVTZ aug-cc-pVTZ cc-pVTZ cc-pVTZ

R(Si-O) 1.770 1.721 1.720
SbOH

1.688 1.688 1.676 1.681
R(Si-H) 1.484 1.491 1.488 1.478 1.478 1.471 1.473
R(Si...Si) 2.598 2.451 2.444 2.394 2.397 2.375 2.377
R(O...O) 2.403 2.417 2.421 2.379 2.378 2.365 2.378
匕 H-Si-H 112.2 111.4 111.8 110.8 110.9 110.8 110.6
Z Si-O-Si 94.5 90.8 90.5 90.3 90.5 90.2 90.0

R(C-O) 1.484 1.428 1.435
C2O2H

1.428 1.430 1.418 1.424
R(C-H) 1.096 1.108 1.103 1.095 1.095 1.088 1.090
R(C.C) 2.064 1.965 1.979 1.967 1.971 1.951 1.957
R(O.O) 2.133 2.073 2.078 2.072 2.072 2.058 2.070
Z H-C-H 112.6 110.2 111.4 110.9 111.2 111.1 111.2
Z C-O-C 88.1 87.0 87.2 87.0 87.1 86.9 86.8

Bond distance (r) and bond angles (0) are in A and degree (°). 
흖Ref [15].

Fig. 1. Optimized structures of H(S^iOn)H, n=1~5 at the 
B3LYP/cc-pVTZ level of theory.

Table 3. Optimized geometrical parameters of H(^iOn)H2 
(n=1~5) at the B3LYP/cc-pVTZ level of theory

HS2O2 HSiQ HSUO HSiQ HSiQ
R(Si-O) 1.688 1.693 1.695 1.696 1.697
R(Si-O)* 1.666 1.662 1.661 1.660
R(Si-O)** 1.671 1.673 1.675
R(Si-O)*** 1.667 1.665
R(Si-O)**** 1.669
R(Si-H) 1.478 1.475 1.474 1.474 1.474
R(Si.Si) 2.394 2.382 2.380 2.379 2.379
R(Si...Si)* 2.370 2.368 2.367
R(Si...Si)** 2.366
R(O.O) 2.379 2.367 2.367 2.368 2.367
R(O...O)* 2.356 2.356 2.356
R(O...O)** 2.355
Z H-Si-H 110.8 112.0 112.2 112.4 112.5
Z Si-O-Si 90.3 90.4 90.3 90.3 90.3
Z Si-O-Si* 90.3 90.3 90.3
Z Si-O-Si** 90.2

Bond distance (r) and bond angles (0) are in A and degree (°).

에서의 데이터를 신뢰 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하고 

이 수준까지 계산을 수행하였다.
H(SwiOn)H, n=1~5 의 기저상태 구조

Fig. 1에 H(SwiOn)H, n=1 〜5의 최적화된 분자구 

조를 나타내었다. SiRzH의 구조는 마름모꼴이 평면 

을 이루고, SiO가 추가될 때 그 평면에 대해 다른 마 

름모꼴의 면이 직각을 이루면서 링이 증가하는 구조 

를 나타낸다. Table 3에는 B3LYP/cc-pVTZ 수준에서 

최적화된 H(SwiOn)H, n=1〜5의 분자구조를 크기가 

증가되는 순서로 나타내었다. 결합길이는 angstrom(A), 
그리고 결합각은 degree(°)이며, 스타 (*)표시는 단량체 

들이 중합반응을 이룬 화합물에서 바깥쪽 링에서 안 

2008, Vol. 52, No.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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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링으로 하나씩 들어온 것을 의미한다. 링이 하나 

에서 다섯까지 늘어남에 따라 각 위치에서의 결합길 

이는 크게 변하지 않으나, 링이 증가할수록 Si-O 결 

합길이는 약간 증가하며, Si...Si와 O...O의 길이는 약 

간 감소하는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링이 증가 

함에 따라 그 결합길이의 변화는 점차 작아지며 거의 

안정된 값으로 수렴되는 것으로 보아 링이 더 증가하 

여 고중합체가 되더라도 링 5개의 분자구조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계산 결과에서 Si.Si 길이 (2.37-2.39A)는 일반적인 

Si-Si 단일 결합길이 (2.38A)와 크게 다르지 않게 예측 

되었는데, 이처럼 Si.Si가 비교적 강한 결합을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Fink는 산소들의 비 공유 전자쌍 

들의 반발에 의해 Si-O 의 결합길이가 길어지고, Si-O- 
Si의 결합각이 작아짐에 의해서 Si...Si의 결합 길이 

가 짧아진다고 설명하였다I 그러나 1987년 Grev 와 

Schaefer는 Si와 Si 사이에 G-결합이 아닌 n 결합과 유 

사한 ‘dibridged-p-complexs’로 Si-Si 결합을 설명하였 

다.11 이는 산소의 ^ 오비탈과 Si-Si 사이의 n 및 n 전 

자들 사이에 g 또는 n-like 결합이 존재할 것으로 추 

정한 이론이다. 또한 1991년에는 Liang과 Allen이 

G-bridged-n 결합을 가지고 설명하였다가 그들은 

cyclobutane 등과 같이 비 평면구조와 달리 완전 평면 

구조의 경우에는 비록 4원자 고리 화합물이라 하더라 

도 산소의 비 공유 전자쌍들과 Si-H의。결합을 형성 

하는 전자들 사이에 약한 n 결합 효과가 나타나고 이 

에 따라서 결합길이가 짧아지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2000년에 발표된 J. Ma 등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러한 현싱을 “cyclic (n, d, d) interaction” 모델로 설 

명하였다.'3
Si-O 의 결합길이는 링의 안쪽으로 가면서 감소와 

증가가 반복되는데 링이 증가하면서 그 변화폭은 감 

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HSiq (의 가장 바 

깥쪽 Si-O 결합길이는 1.697A에서 바로 안쪽에는 

0.037A 감소하며, 그 다음 링에서는 0.015A 증가, 다 

시 그 안쪽에서 0.010A 감소, 그리고 가장 안쪽에서 

는 0.04A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Si...Si와 

。.••。의 경우에도 링이 증가 할수록 결합길이의 변화 

폭은 감소하여 안정한 값으로 수렴하며 HSiq 0에서 

가장 바깥쪽 링의 결합길이는 각각 2.379와 2.367A으 

로 계산되었으며, 가장 안쪽 링의 결합길이는 각각 

2.366과 2.355A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중합

Fig. 2. Optimized structures of H(^iOn)H, n=1~5 at the 
B3LYP/cc-pVTZ level of theory.

체 형태가 되더라도 이 값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 

로 예측된다. 한편 결합각은 링이 증가하거나 위치에 

상관없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H^G+iOjH, n=1~5의 기저상태 구조

Fig. 2에 나타낸 H/Cn+QJH의 구조 또한 앞에서 

언급된 H2(Sin+Qn)H2의 구조와 마찬가지로 마름모꼴 

이 평면을 이루고, CO가 추가될 때 그 평면에 대해 

다른 마름모꼴의 면이 직각을 이루면서 링이 증가하 

는 구조를 보여준다. B3LYP/cc-pVTZ 수준에서 H 
(G*O2n)H2,n=1〜5의 최적화된 결합구조 및 결합각에 

대한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아직까지 이 화합 

물 또한 실험적인 데이터는 보고된 바는 없지만 이론 

적 인 연구는 2000년 Frapper 등에 의하여 B3LYP/6- 
31G** 수준에서 계산된 결과를 보고되었다. 즉 

H2(G*O2n)H2, n=4에 대해서 C-O, C...C의 결합길이 

는 1.437A(안쪽 링으로 가면서, 1.389, 1.414, 1.400A) 
1.945A(안쪽 링에서 1.947A)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번 

논문의 계산 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rapper는 실제 결합이 아닌 C...C의 상대적인 짧은 

거리에 대해 1991년에 Allen2이 4원자 고리화합물의 

짧은 C...C의 거리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G-bridged- 
n 결합을 가지고 설명하였다m

계산결과들을 분석해 보면 H2(Sin+lO2n)H2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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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Optimized geometrical parameters of H(^iOn)H2 
(n=1〜5) at the B3LYP/cc-pVTZ level of theory

Bond distance (r) and bond angles (0) are in A and degree (°).

H4C2O2 HC3O4 HC4O6 HC5O8 HCO10
R(C-O) 1.428 1.431 1.434 1.436 1.437
R(C-O)* 1.399 1.389 1.385 1.383
R(C-O)** 1.408 1.413 1.416
R(C-O)*** 1.397 1.393
R(C-O)**** 1.402
R(C-H) 1.095 1.090 1.090 1.089 1.089
R(C...C) 1.967 1.958 1.948 1.945 1.944
R(C...C)* 1.953 1.945 1.943
R(C...C)** 1.937
R(O.O) 2.072 2.043 2.043 2.042 2.042
R(O...O)* 2.028 2.028 2.027
R(O...O)** 2.027
匕 H-C-H 110.9 112.6 112.9 113.1 113.2
匕 C-O-C 87.0 87.6 87.3 87.2 87.1
匕 C-O-C* 87.9 87.6 87.6
匕 C-O-C** 87.4

경향성을 나타내는데 즉 링이 증가하면서 각 위치에 

서의 결합길이는 크게 변하지 않으나, C-O 결합길이 

는 약간 증가하며, C...C와 O...O 의 길이는 약간 감 

소하는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링이 증가함에 

따라 그 결합길이의 변화는 점차 작아지며 거의 안정 

된 값으로 수렴되는 것으로 보아 링이 더 증가하여 

역시 고중합체가 되더라도 링 5개의 분자구조에서 크 

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HCOi 0의 가장 바 

깥쪽 C-O 결합길이는 1.437A에서 바로 안쪽에는 

0.054A 감소하며, 그 다음 링에서는 0.033A 증가, 다 

시 그 안쪽에서 0.023A 감소, 그리고 가장 안쪽에서 

는 0.09A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고중합체 

에서 C-O결합길이는 1.400A 정도로 예측할 수 있겠 

다. 한편 C...C와 O...O 의 경우에도 링이 증가 할수 

록 결합길이의 변화폭은 감소하여 안정한 값으로 수 

렴하며 HSi6Oi °에서 가장 바깥쪽 링의 결합길이는 각 

각 1.944과 2.042A으로 계산되었으며, 가장 안쪽 링 

의 결합길이는 각각 1.937과 2.027A으로 수렴하는 것 

으로 계산되었다. 역시 결합각은 링이 증가하거나 위 

치에 상관없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동주파수 및 영점에너지 (ZPVE)
H2(Xn+Qn)H2 (X=C or Si, n=1〜5)의 최적화된 구조 

에 대하여 B3LYP/cc-pVTZ 수준에서 조화진동주파수

Fig. 3. Harmonic vibrational frequencies(in cm시) and infra
red intensities (in km/mol) of HS^^> at the B3LYP/cc- 
pVTZ level of theory.

Fig. 4. Harmonic vibrational frequencies(in cm」)and infra
red intensities (in km/mol) of HCOw at the B3LYP/cc- 
pVTZ level of theory.

를 계산한 결과 모두 실수값을 나타내어 안정된 최저 

에너지 (true minimum) 구조인 것을 확인하였다. 계산 

결과 가운데 가장 큰 소중합체인 HSiQ (과 HCQo 
에 대한 조화진동수를 피크 (peak)의 세기 (intensity)를 

고려하여 Fig. 3과 4에 나타내었다. HSiQ °의 조화 

진동수를 살펴보면, 2250 cm” 근처 에서 Si-H 스트레 

칭 모드 (stretching mode) 가 관측될 것으로 예측되고, 
1000 cm” 근처에서 SiH 벤딩 모드(bending mode)가 

강한 피크로 그리고 900 cm” 근처에서 Si-O 스트레 

칭 모드가 역시 강한 피크로 관측될 것으로 예측된다. 
영점 진동 에너지는 B3LYP/cc-pVTZ 수준에서 55.3 
kcal/mo로 계산 되었다. HCQ o의 조화진동수를 살 

펴보면, 3000 cm" 근처 에서 C-H 스트레칭 모드가 관 

측될 것으로 예측되고, 1400 cm" 근처에서 CH 벤딩 

모드, 1000 cm" 과 1200 cm" 에서는 C-O 스트레칭 모 

드가 강한 피크로 관측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고 

리의 뒤틀림 모드 (torsional mode)는 200-300 cm” 에서 

매우 약한 피크로 관찰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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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bsolute (in hartree) and relative energies (in kcal/mol) for H2(X-iOn)H2, (X=C or Si, n=1〜5) at various levels of theory

HSiO

B3LYP/DZ -365.858008

B3LYP/cc-pVDZ -365.910302

B3LYP/cc-pVTZ -365.965772

HCO一

B3LYP/DZ -114.484124

B3LYP/cc-pVDZ -114.507641

B3LYP/cc-pVTZ -114.549408

HSbO(AE)a SiO2 HSha(AE)b HSuO(AE)b HSisO(AE)b HSiOo(AE)。

-731.856815
-439.877862

-1171.874656 -1611.886670 -2051.897460 -2491.907602
(-88.4) (-87.8) (-84.2) (-83.4) (-83.0)

-731.985069
-439.946315

-1172.093044 -1612.197202 -2052.300896 -2492.404329
(-103.2) (-101.4) (-99.0) (-98.8) (-98.6)

-732.100999
-440.033877

-1172.302939 -1612.501741 -2052.700122 -2492.898285
(-106.3) (-105.5) (-103.5) (-103.2) (-103.1)

HGO(AE)a CO2 HQOi(AE)b HaO(AE)b HCsOs(AE)11 HCQoE

-228.964869
-188.541219

-417.463363 -605.948795 -794.433106 -982.916403
(2.1) (26.8) (35.0) (35.7) (36.3)

-229.013608
-188.598469

-417.571123 -606.118637 -794.665717 -983.212233
(1.1) (25.7) (32.0) (32.2) (32.6)

-229.092783 -188.660568 -417.706119 -606.309558 -794.912566 -983.515005
(3.8) (29.6) (35.8) (36.1) (36.5)

dimerization energies(AE): AE = E(HShO) - {2 x E(HSiO)}.
^Relative energies(AE) per XO (X=Si or C) repeat unit of the oligomers with respect to the free XO monomer (Ex.) HS^O4 
(AE) = ECHSimOQ - {E(HSLO2)+ E(SiO)}

점 진동 에너지는 B3LYP/cc-pVTZ 수준에서 77.1 kcal/ 
m이로 계산 되었다. 고리의 뒤틀림에 대한 진동주파 

수가 매우 작은 것은 4각형 평면구조의 열역학적 불 

안정성 때문으로 생각된다.
절대에너지 및 중합에너지

Table 5에는 H2(Xn+Qn)H, (X=C 또는 Si, n=1~5)에 

대한 절대에너지 및 단량체 (XO,X=Si 또는 C) 의 증 

가에 따른 중합에너지를 여러 이론 수준에서 계산하 

여 그 결과를 나열하였다. 이중합체 (H4X2O) 의 중합 

에너지 (E)는 이중합체가 두 단량체 (monomer)로 해리 

될 때 이 단량체들의 에너지 합과 이중합체의 에너지 

값의 차이로 구하였으며, 삼중합체 이상의 중합에너 

지는 XO(X=Si or C) 단량체의 증가에 따른 결합에 

너지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즉 예를 들어 HSbO4 

의 경우 상대에너지는 △E=E(H4Si3O)-{E(H4Si2O)+ 
E(SiO)}로 구할 수 있다. HSBO의 중합에너지는 

B3LYP/cc-pVTZ 수준에서 -106.3 kcal/m이로 계산되 

었는데 이는 CCSD(T)/cc-pVTZ 수준에서 계산된 

-107.0 kcal/m이과 잘 일치하는 결과로서 이 수준에서 

의 상대에너지의 신뢰도를 매우 높다고 하겠다.技 한 

편 삼중합체 이상에서 SiO 단량체의 증가에 따른 중 

합에너지는 n=2일 때 -105.5 kcal/m이에서 n=5일 때 

-103.1 kcal/m이로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되었 

다. 이는 중합반응이 매우 큰 발열반응이며, 단량체에 

서 두 개의 Si=O 이중결합 보다 고리에서 4개의 단 

일결합이 열역학적으로 더 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하 

며, 결국 안정한 고중합체의 가능성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소중합체에서 단량체 (SiO) 의 증가에 따른 열역 

학적인 안정화 추세는 고분자로의 가능성을 보여주 

며, 실제로 H(SiOXSiH 고중합체 화합물에 대한 가 

능성은 오래 전에 제안된 바가 있으나 아직 실험적으 

로 관찰되어지지는 않고 있다.3
HG+QmH 의 중합에너지는 B3LYP/cc-pVTZ 수 

준에서 3.8 kcal/m이로 계산되었는데 이는 약한 흡열 

반응으로서 결국 단량체에서 두 개의 C=O 이중결합 

이 고리에서 4개의 단일결합보다 열역학적으로 더 안 

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삼중합체 이상에서 CO 단 

량체의 증가에 따른 중합에너지는 n=2 일 때 29.6 kcal/ 
m이에서 n=5 일 때 36.5 kcal/m이로 약간씩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흡열반응으로서 단량체가 

증가할수록 분자 구조의 열역학적 안정성이 떨어지 

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H2(Cn+iOn)H2의 경우에는 

고분자로서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하겠다.

결 론

본 연구는 [H(Xn+Q2n)H2, X=Si or C, n=1~5] 의 분 

자 구조, 진동주파수 그리고 에너지를 계산하여 열역 

학적 안정성과 분자 분광학적 성질 또 중합에너지를 

계산하여 고분자로서의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범 밀도 함수론(DFT)적은 방법을 이용하여 분 

자 구조를 최적화 하였으며, 에너지 및 조화진동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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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였다. 그 결과 조화진동수에서 모두 양의 값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연구에 사용된 모든 화합물들이 

열 역학적으로 안정 한 최소에너지 (true minimum) 구조 

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분자 구조를 보면 모두 고리 

형태의 평면구조를 가지며, 하나의 평면 구조에 다른 

하나의 평면 구조가 90。의 회전각을 가지고 결합된, 
즉 선형 결합(Si...Si...Si 의 각이 180。)을 갖는 구조로 

확인되었다. H(S^,O„)H 와 H2(Cn+Qn)H2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링이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의 결합길이의 변화량은 점점 작아지며 결합각은 거 

의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 

성으로 보아 분자량이 매우 큰 고중합체가 되더라도 

링 5개의 분자구조에서 크게 다르기 않을 것으로 예 

상된다.
한편 이상적인 기체 상태 하(0 K) 에서의 중합 에너 

지를 보았을 때, H2(C+Q2n)H2의 경우 중합반응이 흡 

열반응으로서 단량체가 하나씩 증가할 때 마다 점점 

더 불안정한 상태의 구조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H2(Sin+Q2n)H2의 경우에는 매우 큰 발열반응으로서 단 

량체에서 두 개의 Si=O 이중결합 보다 고리에서 4개 

의 단일결합이 열역학적으로 더 안정하게 됨으로서 

고분자로서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일 

반적으로 고체 Sio의 격자 구조는 널리 알려져 있으 

며 반도체나 광학 응용물질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하 

지만 CO의 격자 구조에 대해서는 1999년 이론 계산 

에 의하여 높은 압력 하에서의 존재 가능성을 제시하 

였다.23 이와 같이 여러 조건하에서 다양한 형태의 구 

조가 예즉되며, 새로운 형태의 Silicon oxide 고분자 

물질이 실험적으로 합성될 수 있다면 이는 반도체 및 

광학분야의 응용 면에서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2005년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 

조성사업비)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KRF-2005- 
041-C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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