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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유기 화학에서 Aromatic 화합물은 내부 전자의 비편재화로 인해 부가적인 

에너지적 안정성을 얻는 화합물을 일컫는다. 이러한 화합물의 aromaticity를 

판단하는 보편적인 기준으로는 Huckel’s rule이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Huckel’s rule은 복잡한 화합물에서는 적용이 어려울 뿐 아니라 최근에는 

Huckel’s rule에서 벗어난 aromatic 화합물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uckel’s rule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aromatic 화합물의 에너지적, 

구조적, 자기적 성질을 계산화학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수의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CnHn 

형태의 annulene 또는 annulene 라디칼과 이들의 이온을 계산 대상으로 

설정하여 homodesmotic stabilization energy (HSE), C-C결합 길이, nucleus-

independent chemical shift (NICS)를 산출해내기 위한 density functional theory 

(DFT) 계산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aromatic 화합물은 공통적으로 0보다 큰 

HSE 값을 가지며 C-C결합 길이가 비교적 일정하고 0보다 작은 NICS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론  

Aromaticity라는 개념의 흔적은 1825년 

Faraday가 쓴 benzene 기체를 분석한 논문에

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1]. 초기에는 특정 화합

물들의 향기에 주목하여 이를 강조하는 이름인 

aromaticity가 생겨나게 되었다. 후에 연구가 

진행되면서 aromatic 화합물은 향기라는 단순

한 겉보기 성질이 아닌, 화학적 측면에서 에너

지적으로 특이적인 안정성을 갖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초기의 aromaticity는 Huckel’s 

rule-(1) 고리 화합물일 것, (2) 탄소 고리를 따

라 conjugated 되어 있을 것, (3) 평면 구조일 

것, (4) 4n+2개의 π전자를 가질 것-[2]을 통해 

설명되었다. 이 법칙은 실제로 aromaticity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나 보다 복잡한 화합

물에 대한 적용이 어렵고, 평면 구조가 아닌 

화합물의 aromaticity를 새로이 정의하는 연구

들이 등장하면서[3] aromaticity의 근본적인 정

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4]  

Aromaticity의 근본적인 특징은 고리 내부의 

전자 비편재화이다.[5] 우리가 흔히 다루는 유기 

화합물에서는 p orbital의 특이적인 배열이 π 

전자를 비편재화시킨다. 이로 인해 aromatic 

화합물에서는 에너지, 구조, 자기, 반응성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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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특이적인 성질이 관찰되며 이를 확인

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6]–[8].  본 연구

에서는 계산화학적 방법을 쉽게 적용할 수 있

는 에너지, 구조, 자기적 측면에서의 계산을 통

해 다양한 크기와 전하를 갖는 annulene을 분

석 대상으로 삼고, 이들 중 aromatic 화합물의 

공통된 특징을 규명하였다. 

이론 및 계산방법 

1.  에너지 

Aromatic 화합물이 동일한 수의 탄소 수를 

갖는 선형 분자에 비해 안정한 것은 널리 알려

진 사실이다. 그러나 고리 분자와 선형 분자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면 전자의 수, 결합 상태, 혼

성화 상태 등의 변수가 에너지 차이 값에 영향

을 미친다. 따라서 순수한 aromaticity에 의한 

에너지 기여도를 계산하기 위해 Wheeler et al.

이 정의한 homodesmotic 반응[9]을 모델로 설

정하였다. Figure 1에서와 같이 homodesmotic 

반응은 반응 전후의 결합 상태, 혼성화 상태 

등이 동일하여 순수한 aromaticity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데 이상적인 반응이다. Figure 1의 

benzene과 같은 짝수 탄소 고리의 경우, 

homodesmotic 반응이 잘 알려져 있으나[10] 본 

연구에서는 홀수 탄소 고리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homodesmotic 반응을 설계하

였다. 설계된 이들 반응의 에너지 차이를 

homodesmotic stabilization energy (HSE)라 하

며 이 값이 0보다 클 때 annulene이 보다 안

정하여 aromatic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Figure 1. benzene의 homodesmotic 반응 

2. 구조 

Aromatic 화합물은 구조 측면에서도 평면성

과 결합 길이 단일화 부분에서 특이적인 성질

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평면성은 이미 

Huckel’s rule에서 제시된 조건으로, 평면 구조

일 때 탄소의 p orbital이 평면에서 수직으로 

배열되어 효율적인 겹침이 일어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평면성과 orbital 겹침 여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화합물의 구조와 분자 

오비탈을 조사하였다. 마찬가지로 고리 내 전

자의 비편재화는 탄소 골격의 C-C 결합 길이

를 일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따라

서 최적화된 각 구조들의 결합 길이를 수치를 

통해 나타냄으로써 결합 차수의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3. 자기 

Aromatic 화합물에서는 전자의 비편재화에 

의해 외부 자기장 존재 하에 탄소 고리를 따라 

고리 전류가 형성된다.[12] 따라서 이 고리 전류

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aromaticity를 판단

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NMR 분

석을 사용할 수 있는데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nuclear-independent chemical shift (NICS)[13] 값

을 비교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비교의 용이함

을 위해 shielding 값에 -1을 곱한 값을 사용

한다. NICS는 평면 고리 화합물에서 이용해 온 

개념으로 고리 평면 내부의 한 점, 일반적으로 

중심에서 NMR shift를 측정해 사용한다[14]. 평

면이 아닌 고리의 경우 고리를 이루는 탄소 원

자들의 3차원 좌표의 중심에서 NMR shift를 

측정하여 NICS로 명명하였으며 이 값 또한 평

면 고리와 마찬가지로 aromaticity와의 상관관

계를 나타내는 경향성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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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짝수 고리 annulene (C2nH2n), 홀수 

고리 annulene 라디칼(C2n-1H2n-1)(n 은 자연수). 

탄소 수는 3~14, 16, 18, 22, 26, 30, 34이다. 

모든 계산은 density-functional theory (DFT)

에 기반한 Becke, three-parameter, Lee-Yang-

Parr (B3LYP) 함수와 6-31g(d)의 basis set을 사

용하여 수행되었다. Genaral Atomic and 

Molecular Electronic Structure System (GAME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Figure 2와 같이 

annulene과 라디칼, 이온 분자에 대해 구조최

적화 계산과 진동수 계산을 통하여 최적화된 

구조를 얻었다. 이후 최적화된 구조에 대하여 

HSE, 평면성, C-C결합길이, NICS 값을 조사하였

다.  

본 연구에서 계산한 화합물은 aromaticity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구조들이며 이

를 위한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우선 

aromaticity의 기본 조건인 고리 전체의 

conjugation을 위해 고리의 모든 탄소는 p 

orbital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홀전자, 즉 

라디칼의 존재는 화합물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홀수 annulene의 라디칼 이외의 홀수 

개의 π전자를 갖는 화합물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짝수 탄소 고리의 경우 

annulene과 dication, dianion을, 홀수 탄소 고

리의 경우 annulene 라디칼과 cation, anion을 

계산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탄소 수가 많은 

annulene의 경우 많은 이성질체를 가지고 있

는데 이 경우, 이성질체 중 가장 안정한 것으

로 알려진 구조를 선택하였다. 

결과 및 논의 

1. 에너지 

HSE를 통해 annulene의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Figure 3에서와 같이 짝수 및 홀수 

annulene에 대하여 각각 homodesmotic 반응

을 설정하였다. 이 반응의 에너지 계산은 생성

물과 반응물의 에너지 차이로 구할 수 있다. 

Figure 3의 반응을 homodesmotic 1 (HD1), 계

산한 에너지를 HSE 1이라 하고 Table 1에 나타

내었다.

 

Figure 3. 짝수 annulene과 홀수 annulene의 

Homodesmotic 반응. a: 중성, 2+, or 2-, b: 라

디칼, +, or - 

Table 1을 보면 [22]-annulene, [26]-annulene, 

[30]-annulene은 에너지적으로 안정한 반면에 

[10]-annulene, [14]-annulene, [18]-annulene, 

[34]-annulene은 에너지적으로 불안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π전자가 4n+2개

인 것이 aromaticity에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Table 1에서 탄소 수가 5개 이하인 작은 

탄소 고리의 경우 큰 탄소 고리 화합물에 비해 

에너지적으로 더욱 불안정한 경향을 보였다. 

특히 [3]-annulene cation의 경우 선행 연구

[15],[16]와는 반대로 에너지적으로 불안정한 결과

가 나왔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작은 탄

소 고리의 HD1에는 에너지적 안정화에 기여하

는 전자의 비편재화와 함께, 불안정성을 증가

시키는 다른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이론적으로 sp2 혼성화 상태의 이상적인 결합

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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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홀수 annulene의 라디칼 이외의 홀수 

개의 π전자를 갖는 화합물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짝수 탄소 고리의 경우 

annulene과 dication, dianion을, 홀수 탄소 고

리의 경우 annulene 라디칼과 cation, anion을 

계산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탄소 수가 많은 

annulene의 경우 많은 이성질체를 가지고 있

는데 이 경우, 이성질체 중 가장 안정한 것으

로 알려진 구조를 선택하였다. 

결과 및 논의 

1. 에너지 

HSE를 통해 annulene의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Figure 3에서와 같이 짝수 및 홀수 

annulene에 대하여 각각 homodesmotic 반응

을 설정하였다. 이 반응의 에너지 계산은 생성

물과 반응물의 에너지 차이로 구할 수 있다. 

Figure 3의 반응을 homodesmotic 1 (HD1), 계

산한 에너지를 HSE 1이라 하고 Table 1에 나타

내었다.

 

Figure 3. 짝수 annulene과 홀수 annulene의 

Homodesmotic 반응. a: 중성, 2+, or 2-, b: 라

디칼, +, or - 

Table 1을 보면 [22]-annulene, [26]-annulene, 

[30]-annulene은 에너지적으로 안정한 반면에 

[10]-annulene, [14]-annulene, [18]-annulene, 

[34]-annulene은 에너지적으로 불안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π전자가 4n+2개

인 것이 aromaticity에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Table 1에서 탄소 수가 5개 이하인 작은 

탄소 고리의 경우 큰 탄소 고리 화합물에 비해 

에너지적으로 더욱 불안정한 경향을 보였다. 

특히 [3]-annulene cation의 경우 선행 연구

[15],[16]와는 반대로 에너지적으로 불안정한 결과

가 나왔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작은 탄

소 고리의 HD1에는 에너지적 안정화에 기여하

는 전자의 비편재화와 함께, 불안정성을 증가

시키는 다른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이론적으로 sp2 혼성화 상태의 이상적인 결합

각은

제6회 EDISON SW 활용 경진대회 

 

n 전하 π전자 HSE 1 HSE 2 HSE 3 입체구조 △CC NICS 

3 

1 2 4n+2 -34.89 -5.53 13.38 평면 0.001 -22.37 

0 3 - -62.19 -22.42 -3.51 평면 0.151 -21.51 

-1 4 4n -100.31 -41.13 -22.22 - 0.314 -14.36 

4a 
2 2 4n+2 -67.43 -39.22 -63.87 - ~0 -6.82 

0 4 4n -84.02 -50.24 -42.48 평면 0.244 25.81 

5 

1 4 4n -25.8 -48.15 -57.32 평면 0.225 93.68 

0 5 - 4.89 0.98 -8.2 평면 0.111 -17.37 

-1 6 4n+2 23.2 23.28 14.10 평면 ~0 -17.35 

6 

2 4 4n 19.82 - - - 0.071 -11.25 

0 6 4n+2 21.72 - - 평면 0.000 -9.65 

-2 8 4n -7.02 - - - 0.129 23.64 

7 

1 6 4n+2 60.61 - - 평면 ~0 -6.68 

0 7 - 18.1 - - 평면 0.089 38.85 

-1 8 4n -0.08 - - - 0.147 77.82 

8 

2 6 4n+2 80.08 - - 평면 ~0 -6.68 

0b 8 4n -22.08 - - - 0.131 5.63 

-2 10 4n+2 71.81 - - 평면 ~0 -18.01 

9 

1 8 4n 9.47 - - - 0.039 -12 

0 9 - -4.49 - - - 0.106 1.80 

-1 10 4n+2 29.82 - - 평면 ~0 -15.78 

10 
0b 10 4n+2 -35.77 - - - 0.08 -12.27 

-2 12 4n 45.62 - - - 0.057 -15.36 

11 0 11 - -70.62 - - - 0.094 -3.53 

12 0b 12 4n -30.51 - - - 0.104 -6.85 

13 1c 12 4n 33.64 - - - 0.015 -14.53 

14 0b 14 4n+2 -12.88 - - - 0.014 -14.96 

16 0b 16 4n -14.4 - - - 0.097 11.01 

18 0b 18 4n+2 -0.94 - - 평면 0.016 -14.68 

18 -2 20 4n 147.33 - - 평면 0.064 79.65 

22 0b 22 4n+2 3.73 - - 평면 0.014 -15.41 

26 0 26 4n+2 7.51 - - 평면 0.012 -15.96 

30 0b 30 4n+2 11.21 - - 평면 0.046 -12.39 

34 0 34 4n+2 -3.25 - - - 0.059 -6.24 

Table 1. Annulene 화학종들의 에너지, 구조, 자기 분석 표. HSE 의 단위는 kcal/mol, 결합 길이 

차이 (△CC)의 단위는 Å, NICS 의 단위는 ppm. a 4annulene 의 dianion 은 평면 구조가 아니며 

aromatic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17],[18] b 분자 구조는 Pubchem 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c 선행 

논문에서 사용된 구조를 적용하였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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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인데,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고리의 경우 

내각이 작기 때문에 큰 각 무리가 발생한다. 

Figure 3에서 반응물에는 고리 분자가 있지만 

생성물에는 각 무리가 없는 선형 분자만 있고 

고리 분자가 없다. 즉 전자의 비편재화로 인한 

에너지적 안정성의 기여 외에도 각 무리로 인

한 불안정성 또한 결과값에 기여하게 된다. 이

러한 각 무리로 인한 불안정성은 거의 모든 화

합물에서 존재하지만 n이 6 이상인 annulene

의 경우 모든 결합각이 120˚에 가까워 각 무리

가 상대적으로 작다. 따라서 n ≥ 6인 경우는 

제외하고, n=3~5인 annulene과 이온, 라디칼 

분자의 경우 각 무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반

응물과 생성물 양쪽에 모두 고리 화합물이 관

여하는 또 다른 homodesmotic 반응을 설정하

였다. 이 반응 또한 짝수 탄소 고리와 홀수 탄

소 고리의 반응식이 다르며 이 반응을 통틀어 

Homodesmotic 2 (HD2)라 칭하고 결과값은 

HSE 2라고 하였다. 대표적으로 [3]-annulene 

라디칼과 [4]-annulene, 그리고 이들의 이온의 

homodesmotic 반응을 Figure 4와 Figure 5에 

나타내었다.

 

Figure 4. [3]-annulene 라디칼과 이온의 

homodesmotic 반응 

 

Figure 5. [4]-annulene (cyclobutadiene)과 이온

의 homodesmotic 반응. HSE = E1 of E2 + E3이

다. E3=-0.19 kcal/mol 

각 무리를 보정한 결과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5]-annulene의 경우 경향성에 있어 큰 

차이가 없었지만 [3]-annulene과 [4]-annulene

의 에너지적인 불안정성이 약간씩 해소되어 

HSE 값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3]-

annulene cation의 경우는 여전히 에너지적으

로 불안정한 값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HD2의 한계 

때문이다. HD2에서 생성물의 경우 반응물과 달

리 라디칼이 존재하는 고리를 포함하고 있다.  

즉 고리구조만 보았을 때 반응물과 생성물 골

격 탄소들의 혼성화 상태가 다르다. [4]-

annulene의 homodesmotic 반응에서 반응물 

고리의 경우 C(sp2) 4개로 구성되어 있지만 생

성물 고리의 경우 각각 2개의 C(sp3)와 C(sp2)

로 구성되어 있다. 고리의 내각이 작을 경우 

sp3와 sp2의 이상적인 결합각(각각 109.5˚, 120˚)

의 차이 때문에 여전히 각 무리에 의한 에너지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혼성화 상태 차이

로 인한 각 무리를 homodesmotic 반응을 사

용하지 않고 보정하였다.[20] [3]-annulene 라디

칼, [4]-annulene, [5]-annulene 라디칼의 보정 

반응을 Figure 6, 7, 8에 나타내었다. 이온 분자

의 경우에도 중성 분자 구조의 각 무리 보정값

을 사용하였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최종 결

과값을 HSE 3이라 하고, Table 1에 나타내었다. 

 

Figure 6. C3H3의 각 무리 보정 반응. 각 무리

로 보정해야 할 값은 E2-E1이다. 



59

제6회 EDISON SW 활용 경진대회 

 

120˚인데,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고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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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의 경우 각 무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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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odesmotic 반응을 Figure 4와 Figure 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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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4]-annulene (cyclobutadiene)과 이온

의 homodesmotic 반응. HSE = E1 of E2 + E3이

다. E3=-0.19 kcal/mol 

각 무리를 보정한 결과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5]-annulene의 경우 경향성에 있어 큰 

차이가 없었지만 [3]-annulene과 [4]-annulene

의 에너지적인 불안정성이 약간씩 해소되어 

HSE 값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3]-

annulene cation의 경우는 여전히 에너지적으

로 불안정한 값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HD2의 한계 

때문이다. HD2에서 생성물의 경우 반응물과 달

리 라디칼이 존재하는 고리를 포함하고 있다.  

즉 고리구조만 보았을 때 반응물과 생성물 골

격 탄소들의 혼성화 상태가 다르다. [4]-

annulene의 homodesmotic 반응에서 반응물 

고리의 경우 C(sp2) 4개로 구성되어 있지만 생

성물 고리의 경우 각각 2개의 C(sp3)와 C(sp2)

로 구성되어 있다. 고리의 내각이 작을 경우 

sp3와 sp2의 이상적인 결합각(각각 109.5˚, 120˚)

의 차이 때문에 여전히 각 무리에 의한 에너지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혼성화 상태 차이

로 인한 각 무리를 homodesmotic 반응을 사

용하지 않고 보정하였다.[20] [3]-annulene 라디

칼, [4]-annulene, [5]-annulene 라디칼의 보정 

반응을 Figure 6, 7, 8에 나타내었다. 이온 분자

의 경우에도 중성 분자 구조의 각 무리 보정값

을 사용하였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최종 결

과값을 HSE 3이라 하고, Table 1에 나타내었다. 

 

Figure 6. C3H3의 각 무리 보정 반응. 각 무리

로 보정해야 할 값은 E2-E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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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4H4의 각 무리 보정 반응. 각 무리

로 보정해야 할 값은 E3+(E3-E2)-E1이다. 

 

Figure 8. C4H4의 각 무리 보정 반응. 각 무리

로 보정해야 할 값은 E3+(E3-E2)-E1이다. 

두 차례의 각 무리 보정을 거친 [3]-

annulene cation의 HSE 3 값은 13.38 kcal/mol

로 0보다 큰 값을 나타내었고, 따라서 선행 연

구와 마찬가지로 에너지적으로 안정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15],[16]  

 2. 구조 

[5]-annulene anion, [18]-annulene 등 

Huckel’s rule의 4n+2 rule을 만족시키는 대부분

의 화합물은 평면 구조를 나타내었지만, [34]-

annulene과 같이 큰 고리는 평면이 아닌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10]-annulene, [14]-

annulene은 그보다 작은 고리임에도 불구하고 

고리 내부의 수소원자들 사이의 steric effect로 

인해 평면구조가 깨져 Huckel’s rule을 만족시

키지 못한다. [4]-annulene dication의 경우 또

한 정사각형 평면이 아닌 뒤틀린 형태를 띤다. 

이들은 에너지적 측면에서도 HSE가 0보다 작

아 불안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합 단일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대상으로

는 선행 연구와 같이 탄소 골격의 C-C 결합의 

최대 길이와 최소 길이의 차이(∆CC)[21]를 계산

하여 이 값이 0.06Å 미만인 경우 결합이 단일

화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 값은 결합 길이 차

이의 분포를 통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값을 

추론한 것이다. Huckel’s rule과 같이 4n+2 rule

을 만족시키는 대부분의 화합물에서 결합 길이

의 단일화가 일어나며 이에 어긋나는 화합물은 

Figure 9. Mobius aromaticity를 갖는 (a) [9]-annulene cation, (b) [10]-annulene dianion, (c) [13]-

annulene cation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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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annulene뿐이다. [9]-annulene cation, [13]-

annulene cation, [10]-annulene dianion의 경우 

4n개의 π전자를 가지지만, Huckel aromatic 화

합물과 마찬가지로 0.06Å 미만의 △CC값을 나

타내었다. 9-annulene cation, 13-annulene 

cation, 10-annulene dianion의 경우는 평면성

을 갖지는 않지만, C-C 결합 길이가 일정하며, 

에너지적 측면에서 0보다 큰 HSE 값을 나타내

었다. Figure 9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의 구조

를 보면 골격 탄소가 Mobius 띠 형태를 이루

고 있으며 p orbital들이 이 띠를 따라 회전해

가며 배열되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의 

aromaticity 여부를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 이 

화합물들과 Huckel aromatic, antiaromatic 화합

물의 HOMO를 함께 나타내었다(Figure 10). 

Huckel aromatic (benzene, Figure 10-(a)), 

antiaromatic 화합물([4]-annulene, Figure 10-(b))

은 분자 orbital이 탄소 평면에 수직으로 놓여

서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9]-annulene 

cation (Figure 10-(c))의 경우 Mobius 띠를 따

라 orbital들이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비록 이 화합물은 Huckel aromatic 화합물 등

과 비교해볼 때 탄소 고리의 형태와 그로 인한 

orbital의 겹침의 형태에 차이가 있지만 이 또

한 p orbital의 겹침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라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Huckel’s rule의 평면성과 π전자 규칙에 어긋나

지만 aromaticity를 가지고 있으며 이전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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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a) benzene의 HOMO. (b) [4]-annulene 의 HOMO. (c) [9]-annulene cation의 HOMO 

Figure 11. 고리 내부를 향하는 수소가 존재하는 볼록한 다각형 형태의 annulene. (a) [10]-

annulene, (b) [18]-annulene, (c) [30]-annul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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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annulene뿐이다. [9]-annulene cation, [13]-

annulene cation, [10]-annulene dianion의 경우 

4n개의 π전자를 가지지만, Huckel aromatic 화

합물과 마찬가지로 0.06Å 미만의 △CC값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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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정의한 명칭에 따라 Mobius aromatic 

화합물로 명명하였다.[22]–[24] 

3. 자기 

Aromaticity를 판단하는 보편적인 자기적 기

준은 NICS의 경향성으로, NICS 값이 0보다 작

은 화합물은 자기적 측면에서 aromatic하다고 

판단된다.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4n+2개

의 π전자를 갖는 화합물은 모두 NICS가 0보다 

작은 값을 나타냈으며 Mobius aromatic 화합

물 또한 0보다 작은 NICS 값을 나타냈다. 

한편 탄소 수가 많은 다각형 고리의 경우 각 

무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CCC 결합각이 120˚에 

가까워지고, 일부 탄소가 고리 안쪽으로 들어

가는 볼록다각형 모양을 띠며 고리 내부를 향

하는 수소 원자가 존재한다(figure 11). 고리의 

안팎은 각각 다른 방향의 유도 자기장의 영향

을 받으며, 이는 양성자들의 shielding 값에 영

향을 미친다. 즉 안쪽 수소와, 바깥쪽 수소의 

shielding을 확인하여 aromatic 화합물의 특징

을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한

해 각 수소, 즉 양성자들의 NMR 값을 비교하

여, aromaticity와의 상관관계를 예측해보았다. 

그 결과 Table 2와 같이 4n+2개의 π전자를 갖

는 화합물은 바깥 수소의 NMR shift 값이 안쪽 

수소의 값보다 크지만 4n개의 π전자를 갖는 

화합물은 그 반대의 경향을 나타내었다. Shift  

값이 크다는 것은 유도 자기장이 양성자를 보

다 덜 가린다는 뜻이므로 Huckel’s rule에 기반

한 aromatic 화합물은 고리 안쪽에서 외부 자

 π전자 바깥 H 축퇴 안쪽 H 축퇴  π전자 바깥 H 축퇴 안쪽 H 축퇴 

C10H10 10 

7.15 2 0.93 2 
C18H18

-2 20 
-21.02 8 101.92 2 

6.78 2 - - -21.25 4 99.12 4 

6.64 2 - - 

C22H22 22 

13.19 2 -14.81 4 

6.47 2 - - 12.3 4 -15.16 4 

C14H14 14 

8.81 4 -7.14 4 12.22 4 - - 

8.37 4 - - 12.12 4 - - 

8.24 2 - - 

C26H26 26 

14.82 4 -16.22 2 

C16H16 16 

3.44 4 16.75 4 13.59 4 -16.95 4 

3.38 4 - - 13.41 4 -17.68 4 

3.3 4 - - 13.28 4 - - 

C18H18 18 10.79 12 -12.28 6 C30H30 30 
14.42 6 -14.5 12 

13.39 12 - - 

Table 2. 볼록다각형 형태의 annulene의 바깥쪽, 안쪽 양성자의 Chemical Shift (ppm) 표. Shift 값의 

기준은 TMS B3lyp/6-311+g(2d, p) GIAO 이며 두 peak 값의 차이가 0.05ppm 미만이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축퇴 수치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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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에 대해 더 많이 가려지지만, 반대로 

antiaromatic 화합물은 덜 가려진다는 것이다. 

앞서 에너지적, 구조적, 자기적 측면에서 살

펴본 결과 aromatic 화합물은 0보다 큰 HSE 

값, 일정한 C-C 결합길이, 0보다 작은 NICS 값

을 나타내었다. 이를 바탕으로 판단한 

aromatic 화합물은 다음과 같다. 

C3H3
+, C5H5

-, C6H6, C7H7
+, C8H8

2+, C8H8
2-, 

C9H9
+, C9H9

-, C10H10
2-

, C13H13
+, C22H22, C26H26, 

C30H30 

이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Huckel’s rule은

aromaticity를 완벽히 설명하기에는 불완전한 

것을 알 수 있다. Huckel’s rule은 한정적인 경

우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며, 이로는 설명

이 되지 않는 화합물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 예를 들면 C9H9
+

, C13H13
+, 그리고 

C10H10
2-의 경우 4n개의 π전자를 가지고 있으

나 aromaticity의 세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한

다. 구조 항목에서 언급한 Mobius aromaticity

가 에너지, 자기 항목에서도 확인된 것이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DFT 계산을 통하여 단일 탄

소 고리 화합물인 annulene의 aromaticity를 

판단하기 위한 에너지적, 구조적, 자기적 기준

을 성립하였다. 그 결과 aromatic 화합물은 

HSE가 0보다 크고, C-C결합 길이가 일정하며, 

NICS가 0보다 작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짝수 탄소 고리뿐 아니라 홀수 탄소 고리의 에

너지적 안정성을 계산하였으며 기존의 

Huckel’s rule의 평면성이 aromaticity의 절대적 

기준이 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Huckel’s rule로는 파악하지 못하는 

aromaticity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다른 적합한 기준을 제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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