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5

제6회 EDISON SW 활용 경진대회 

[1] Adelene Y. L. Sim, Thomas Joseph, David P. Lane, 

and Chandra Verma J., Chem. Theory Comput. 10, 

1753−1761 (2014) 

[2] Christopher J. Brown, Sonia Lain, Chandra S. 

Verma, A. J., Nat., 9, 862-873 (2009) 

[3] Verdine, G. L.; Walensky, L. D. Clin. Cancer Res., 

13, 7264−7270. (2007) 

[4] Bock, J. E., Gavenonis, J., Kritzer, J. A. ACS Chem. 

Biol., 8, 488−499. (2013) 

[5] Sohee Baek, Peter S. Kutchukian, Gregory L. 

Verdine, J. Am. Chem.Soc.,134, 103−106 (2012) 

[6] Garima Tiwari and Chandra S. Verma, J. Phys. 

Chem. 121, 657–670 (2017) 

[7] Adelene Y. L. Sim and Chandra Verma, J Comput 

Chem, 36, 773–784 (2015) 

[8] Christian E. Schafmeister, Julia Po, and Gregory L. 

Verdine J. Am. Chem. Soc., Vol. 122, 24 (2000) 

[9] OLEG TROTT, ARTHUR J. OLSON, J Comput 

Chem. 31, 455–461 (2010) 

[10] Paul H. Kussie,Svetlana Gorina, Vincent 

Marechal, Brian   Elenbaas, Jacque Moreau, Arnold 

J. Levine, Nikola P. Pavletich, science, 274 8 (1996) 

제6회 EDISON SW 활용 경진대회 

Diels-Alder 반응에서의 치환기 효과에 관한 연구 

주은정, 임종현†, 남연식†, 이진용*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서부로 2066, 성균관대학교 화학과, 16419 

E-mail: lizjay@skku.edu, jinylee@skku.edu 

Diels-Alder 반응은 고리형 탄소화합물을 만드는 유기 합성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반응이다. 이 반응은 중간생성물 없이 오직 1 step으로 진행되는데, 

diene이나 dienophile에 결합한 치환기의 electron donating 및 electron 

withdrawing 성질에 따라 반응성이 달라진다고 알려져 있다. 이 때 반응물인 

diene과 dienophile의 분자 오비탈 및 전이 상태의 에너지 변화를 계산화학을 

통해 분석한다면 Diels-Alder 반응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DFT 계산을 통하여 치환기에 따른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와 diene의 nucleophilicity 및 dienophile의 electrophilicity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electron withdrawing group의 경우 분자의 electrophilicity를 

증가시키고, electron donating group의 경우 nucleophilicity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Diels-Alder 반응이 일어날 때 dienophile의 

경우 치환된 electron withdrawing group에 의해 electrophilicity가 증가함에 

따라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져 반응이 잘 일어나고, 반대로 diene의 경우 

electron donating group이 치환되어 있을 때 nucleophilicity의 증가에 따라 

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론 

Diels-Alder 반응은 육각형 고리 모양의 탄

소화합물 합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

진다. 촉매나 압력을 높이는 등의 작용이 필요 

없이 단순히 열을 가하는 것만으로도 반응이 

쉽게 일어나며, 반응 시 에너지의 효용도 매우 

좋다는 점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가

치를 지닌다. 대표적으로 Gates가 제안한 

Morphine의 합성법[1], Woodward의 Resperine 

합성법[2] 등은 모두 Diels-Alder 반응을 이용

한 유기 합성 방법이다. Diels-Alder 반응은 

conjugated된 이중결합이 두 개 이상 존재하

는 diene과 alkene이 서로 전자를 주고받으며 

일어난다.[3] 가장 간단한 Diels-Alder 반응의 

매커니즘은 Figure 1과 같다. 

Figure 1. Diels-Alder 반응의 반응 매커니즘 

그림1에 나타난 것처럼 Diels-Alder 반응에

서 diene은 전자를 내놓는 nucleophile로 작용

하고 dienophile은 전자를 받아들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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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phile로 작용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electron-rich한 diene의 Highest Occupied 

Molecular Orbital (HOMO)의 전자가 

dienophile의 Lowest Unoccupied Molecular 

Orbital (LUMO)로 이동하면서 Figure 2와 같이 

두 분자 간 결합이 일어난다. 

Figure 2. Diels-Alder 반응에서의 Molecular 

Orbital 에너지 

이 때 electrophile로 작용하는 dienophile에 

electron withdrawing group이 치환기로 결합해 

있을 경우 dienophile이 더욱 electrophilic 해

짐에 따라 dienophile의 LUMO 에너지가 낮아

져 두 분자간 반응이 더욱 쉽게 일어날 수 있

게 된다. 반대로 electron donating group이 

dienophile에 결합해 있을 경우에는 LUMO 에

너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반응성이 작아지게 된

다.  반면 nucleophile로 작용하는 diene의 경

우 electron donating group이 치환기로 결합해 

있을 때는 HOMO 에너지가 높아져 반응성이 

커지고, electron withdrawing group이 결합했을 

때에는 HOMO 에너지가 낮아져 반응성이 작

아진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

각의 치환기에 따른 반응성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비교하기 위해 Figure 3과 같이 diene 혹

은 dienophile에 치환기를 달아 반응성을 비교

하였다. 이를 위해 Figure 4에 표시된 electron 

donating 혹은 withdrawing 경향성이 알려져 

있는 6가지의 치환기(CF₃, Cl, CH₃, OCOH, OH)

를 사용하였다. [4] 기존에 알려진 이들 치환기

들의 성질을 토대로, 치환기가 결합한 diene과 

dienophile의 Diels-Alder 반응에서의 에너지 

계산을 통해 반응에서의 활성화 에너지 비교를 

통해 반응성의 변화 양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Figure 3. (a) Diene에 치환기(R)가 결합되어 있

을 경우의 Diels-Alder 반응 매커니즘 (b) 

Dienophile에 치환기가 결합되어 있을 경우의 

Diels-Alder 반응 매커니즘 

Figure 4. 다양한 치환기의 electron 

withdrawing/donating 경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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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및 계산방법 

Diels-Alder 반응에서 치환기가 반응성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1,3-butadiene을 

diene으로, ethene을 dienophile로 사용하였다. 

이 때 diene의 경우 치환기의 위치는 두 가지

로 나뉠 수 있는데, Figure 5의 (a)에서와 같이 

2번, 3번 탄소에 결합할 수도 있고, Figure 5의 

(b)와 같이 1번, 4번 탄소에 결합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steric effect의 영향을 게 받는 

Diels-Alder 반응의 특성을 고려하여 bulky한 

치환기로 인한 steric effect를 최소화하기 위해 

2, 3번 탄소에 치환기가 결합된 Figure 5의 (a)

와 같은 구조를 사용하였다. [5] 

Figure 5. (a) 치환기(OH)가 2번 탄소에 결합된 

형태의 1,3-butadiene (b) 치환기(OH)가 1 번 

탄소에 결합된 형태의 1,3-butadiene 

Diels-Alder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계산하

기 위하여 Quadratic Synchronous Transit (QST) 

방법 중 하나인 QST3 계산을 수행하였다. 이 

때 Figure 3의 Reactant Complex와 Product를 

각각 QST3의 초기구조와 최종구조로 사용하였

고, 중간구조로는 기존에 알려진[6], [7] 1,3-

butadiene과 ethene 사이의 거리 값을 이용하

였다. 이후 QST3 계산을 통해 얻어진 전이상

태 구조를 바탕으로 Intrinsic Reaction 

Coordinate (IRC) 계산을 수행하였고, 계산결과 

얻어진 Reactant Complex와 전이 상태에서의 

에너지와 반응물의 에너지를 비교하여 Figure 

6와 같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구하였다. 

이 때 모든 계산에 대해 DFT 방법 중 하나인 

B3LYP 함수와 6-31g(d,p) basis set을 사용하였

다. 또한 반응물의 electrophilicity 및 

nucleophilicity를 구하기 위해 diene 과 

dienophile의 HOMO, LUMO의 에너지를 계산

하였다. 이 때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6-311++g(d,p) basis set을 사용하였다. 

Figure 6. 1,3-butadiene과 ethene의 Diels-Alder 반응에서의 전이 상태 구조와 에너지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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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enophile에 치환기가 결합되어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에너지 단위: kcal/mol)

결과 및 논의 

1. Dienophile (ethene) 치환기

 먼저 치환기에 따른 dienophile의 반응성

의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반응의 활성화 에너

지를 계산하고 이를 Table 1과 Figure 7에 나

타내었다.  

OH OCOH CH3 H Cl CF3

15.5

16.0

16.5

17.0

17.5

18.0

18.5

19.0

19.5

Ea
 (k

ca
l/m

ol
)

-R

Figure 7. Dienophile 에 치환기가 결합되어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비교 

  Table 1과 Figure 7에서와 같이, 각각의 반응

에서 치환기의 종류에 따라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구체

적으로, OH가 결합된 dienophile일 경우 활성

화 에너지가 가장 컸고, OCOH와 H, CH₃, Cl로 

갈수록 활성화 에너지는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

였으며 CF₃가 가장 작은 값을 나타냈다. 이렇

듯 치환기가 electron withdrawing한 성질을 띨

수록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가 대체적으로 증가

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이는 이미 알려진 치환기 효과의 경향성

(OH < OCOH < H < CH₃ < Cl < CF₃)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기존에 알려진 바

와 달리 ethane (R=H)에서의 활성화 에너지가

propene (R=CH₃)에서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H에 비해 크기가 

큰 CH₃로 인한 steric effect 때문인 것으로 예

측해볼 수 있다. 

  이러한 활성화 에너지의 경향성이 정말로 치

환기의 electrophilicity와 관련이 있는지를 알

아보기 위해 치환기에 따른 각 dienophile 분

자의 frontier molecular orbital energy를 계산

하였다. 선행 연구[8]에 따르

면, electrophilicity(ω)는 분자의 HOMO, LUMO 

에너지와 관련된

 chemical potential (μ), chemical hardness (η)를

 이용해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값들은 µ = (EHOMO + ELUMO)/2 , η =

(ELUMO − EHOMO) , ω = (µ2/2η)와 같은 관계식

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라 μ, η, ω를 

계산하고 그 값을 Table 2와 Figure 8에 나타내

었다.

치환기 OH OCOH CH3 H Cl CF3 

ERC -194394 -265513 -171867 -147196 -435595 -358691 

ETS -194374 -265494 -171849 -147179 -435579 -358676 

EP -194438 -265560 -171906 -147244 -435646 -358735 

Ea 19.409 19.064 17.369 17.602 15.970 15.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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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 -194438 -265560 -171906 -147244 -435646 -358735 

Ea 19.409 19.064 17.369 17.602 15.970 15.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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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치환기가 결합한 dienophile의 electrophilicity (단위: kcal/m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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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치환기가 결합한 dienophile의 

electrophilicity 비교 

  계산된 electrophilicity의 경향성은 OH < 

OCOH이고, CH₃ < Cl < CF₃로 대부분의 경우 

선행 연구를 통해 알려진 Figure 4와 비슷한 

경향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가지의 예외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CH₃의 

electrophilicity 값이 H의 것과 역전된다는 것

이고, 둘째는 OCOH와 H 사이에서 

electrophilicity의 경향성이 끊겨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H와 CH₃의 

electrophilicity 값은 거의 비슷하거나 경우에 

따라 H에서의 electrophilicity가 더 크게 나타

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 [3] 본 연구에서도 

두 치환기의 electrophilicity 차이는 다른 치환

기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확

인할 수 있었고 따라서 경향성의 예외로 보기

는 어렵다. 두 번째로 OCOH와 H 사이에 경향

성이 끊기는 현상에 대해서는 추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알아보기로 하였다. 

  Figure 7와 Figure 9에 나타난 계산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결합된 치환기가 electron 

donating group에서 electron withdrawing 

group으로 갈수록 dienophile의 

electrophilicity가 증가하면서 활성화 에너지가 

감소하여 반응성 또한 점점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Diene 치환기

다음으로 치환기에 따른 Diene의 반응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Dienophile에서와 마찬가지로 

diene에서도 치환기에 따른 Diels-Alder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계산해 Table 3와 Figure 10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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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Diene 에 치환기가 결합되어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비교

치환기 OH OCOH CH3 H Cl CF3 

ELUMO -11.58 -22.85 -6.83 -2.92 -15.24 -30.02 

EHOMO -154.52 -154.52 -154.52 -154.52 -154.52 -154.52 

μ -83.05 -88.68 -80.68 -78.72 -84.88 -92.27 

η 142.93 131.67 147.68 151.59 139.28 124.50 

ω 24.13 29.86 22.04 20.44 25.86 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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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ene에 치환기가 결합되어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에너지 단위: kcal/mol)

 Figure 10에서 볼 수 있듯이 활성화 에너지

의 크기는 OH < OCOH < CH₃ < H < Cl < CF₃ 

의 순서로 나타났다. Dienophile의 경우와는 정

반대로 OH의 경우가 가장 낮고 CF₃의 경우가 

가장 높았다. 이는 이미 알려져 있는 치환기 

효과의 경향성과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경향성과 치환기의 연관성을 설명하기 

위해 electrophilicity와 반대되는 개념인 

nucleophilicity (Nu)을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Nu은 Nu = (EHOMO,Nu − EHOMO,El) 의 관계식을 

통해 얻을 수 있었다. 이 때 EHOMO,Nu는 반응

에서 nucleophile로 작용하는 diene의 HOMO 

에너지를 의미하며 EHOMO,El 은 electrophile로 

작용하는 dienophile의 HOMO 에너지를 의미

한다. 계산한 결과는 Table 4와 Figure 11을 통

해 나타내었다. 

OH OCOH CH3 H Cl C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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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치환기가 결합한 diene의 

nucleophilicity 비교 

 각 분자의 nucleophilicity는 Table 2에서 구

한 electrophilicity 결과와 마찬가지로 Figure 4

와 같은 이미 알려져 있는 경향성과 흡사한 결

과를 나타내었다. OH의 Nu값이 가장 크고, CF₃

에서 가장 작으며, OH > OCOH, CH₃ > H > Cl 

> CF₃의 경향성을 보이는 등 대부분의 경우는 

잘 들어맞으나, 마찬가지로 OCOH와 CH₃ 사이

의 에너지 차이가 예외로 나타났다. 이처럼 

electrophilicity와 nucleophilicity 모두 동일한 

예외 현상을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 연

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각각 전기적 성질이 다른 치환기와 결합한 

diene이 동일한 dienophile과 Diels-Alder 반응

을 할 경우 strong electron donating group이 

결합되어 있을수록 활성화 에너지가 낮고, 

strong electron withdrawing group이 결합되어 

있을수록 활성화 에너지가 높으며, 그 세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활성화 에너지 크기가 증가하

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계산 결과를 통

해 strong electron withdrawing group이 있을

수록 반응성이 증가하는 dienophile과는 반대

로, diene에서는 strong electron donating 

group이 있을수록 반응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치환기 OH OCOH CH3 H Cl CF3 

ERC -194389 -265511 -171867 -147196 -435599 -358693 

ETS -194377 -265497 -171850 -147179 -435581 -358675 

EP -194445 -265564 -171914 -147244 -435648 -358741 

Ea 12.383 13.856 16.458 17.602 18.093 18.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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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ene에 치환기가 결합되어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에너지 단위: kcal/mol)

 Figure 10에서 볼 수 있듯이 활성화 에너지

의 크기는 OH < OCOH < CH₃ < H < Cl < CF₃ 

의 순서로 나타났다. Dienophile의 경우와는 정

반대로 OH의 경우가 가장 낮고 CF₃의 경우가 

가장 높았다. 이는 이미 알려져 있는 치환기 

효과의 경향성과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경향성과 치환기의 연관성을 설명하기 

위해 electrophilicity와 반대되는 개념인 

nucleophilicity (Nu)을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Nu은 Nu = (EHOMO,Nu − EHOMO,El) 의 관계식을 

통해 얻을 수 있었다. 이 때 EHOMO,Nu는 반응

에서 nucleophile로 작용하는 diene의 HOMO 

에너지를 의미하며 EHOMO,El 은 electrophile로 

작용하는 dienophile의 HOMO 에너지를 의미

한다. 계산한 결과는 Table 4와 Figure 11을 통

해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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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치환기가 결합한 diene의 

nucleophilicity 비교 

 각 분자의 nucleophilicity는 Table 2에서 구

한 electrophilicity 결과와 마찬가지로 Figure 4

와 같은 이미 알려져 있는 경향성과 흡사한 결

과를 나타내었다. OH의 Nu값이 가장 크고, CF₃

에서 가장 작으며, OH > OCOH, CH₃ > H > Cl 

> CF₃의 경향성을 보이는 등 대부분의 경우는 

잘 들어맞으나, 마찬가지로 OCOH와 CH₃ 사이

의 에너지 차이가 예외로 나타났다. 이처럼 

electrophilicity와 nucleophilicity 모두 동일한 

예외 현상을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 연

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각각 전기적 성질이 다른 치환기와 결합한 

diene이 동일한 dienophile과 Diels-Alder 반응

을 할 경우 strong electron donating group이 

결합되어 있을수록 활성화 에너지가 낮고, 

strong electron withdrawing group이 결합되어 

있을수록 활성화 에너지가 높으며, 그 세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활성화 에너지 크기가 증가하

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계산 결과를 통

해 strong electron withdrawing group이 있을

수록 반응성이 증가하는 dienophile과는 반대

로, diene에서는 strong electron donating 

group이 있을수록 반응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치환기 OH OCOH CH3 H Cl CF3 

ERC -194389 -265511 -171867 -147196 -435599 -358693 

ETS -194377 -265497 -171850 -147179 -435581 -358675 

EP -194445 -265564 -171914 -147244 -435648 -358741 

Ea 12.383 13.856 16.458 17.602 18.093 18.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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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치환기가 결합한 diene의 nucleophilicity (단위: kcal/mol) 

결론 

본 연구에서는 DFT 계산을 통해 치환기의 

전기적 성질에 따른 Diels-Alder 반응의 반응성 

변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electron withdrawing group이 치환된 

dienophile의 경우 dienophile의 

electrophilicity가 증가하여 반응성이 증가하였

으며, electron donating group이 치환된 경우 

electrophilicity가 감소하여 반응성이 감소하였

다. 반면에 diene에 electron withdrawing 

group이 치환되어 있을 때에는 diene의 

nucleophilicity가 감소하여 반응성이 감소하였

으며, electron donating group이 치환된 경우 

nucleophilicity가 증가하여 반응성이 증가하였

다. 이러한 계산 결과는 dienophile에 electron 

withdrawing group이 결합해 있을 경우에, 그

리고 diene에는 electron donating group이 결

합해 있을 경우에 Diels-Alder 반응이 더 잘 일

어난다는 이론상의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

를 통해 치환기에 따라 반응성이 어떠한 경향

성을 띠고 변화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실제로 Diels-Alder 반

응을 통해 육각형 고리 형태의 유기물을 합성

할 때 더욱 효과적인 반응을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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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환기 OH OCOH CH3 H Cl CF3 

ELUMO -26.926 -36.339 -22.628 -27.692 -35.090 -42.464 

EHOMO -146.687 -159.318 -151.468 -154.518 -161.621 -171.216 

N 29.926 17.294 25.144 22.095 14.991 5.3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