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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pherical harmonic의 전개방법과 쌍극자모멘트의 행렬요소를 Mullikeri의 overlap 

integ脾1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여 쌍극자모멘트의 행렬요소를 계산하는 두가지 방법을 발전시 

켰다. 이 두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쌍극자모덴트행렬요소의 값은 서로 일치하였다.

ABSTRACT. Two methods for evaluation of the dipole moment matrix elements are developed, 

■one using the expansion method for spherical harmonics and the other the transformation method 

-of the dipole moment matrix elements into overlap intergrals for Mulli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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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reement with each other.

1. 서 론

쌍극자모멘트의 연산자(dipole moment oper- 

:ator) 에 대 한 양자역 학적 인 평 균치 (quantum me

chanical expectation valqe) 를 쌍극자모멘트의 행 

렬요소라고 부른다% 쌍극자모멘트의 연산자는 

전자에 대한 변위 벡타(displacement vectoi) 로서 

공간좌표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 

다.

r=ix+jy-Jr^z (1)

한개 이상의 전자를 카진 계의 경우쌍극자모 

멘트의 연산자는 개개'전자의 쌍극자모멘트연산 

자의 합이며 LCAO, MO 를 사용하면 분자궤도 

함수에 대한 쌍극자모멘트의 행렬요소는 식 (2) 

가 된다.

eI 榆 = SSZC'CtQ시r,-1Q> (2)
> H V：

여기에서 〈?시七|机〉는 원자궤도함수에 대한 

쌍극자모멘 트의 행 렬 요소이 다.

및 z 축 방향의 쌍극자모멘트의 행 렬요소 

는 쌍극자모멘트의 연산자 r 를 및 z로 바꾸 

어주면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쌍극자모멘 

트의 행렬요소는

«시찌如〉,〈如《시z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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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쌍극자모멘트의 행 렬 요소를 계 산할 수 있 는 두 

가지 방법을 본 연구에서 발전시켰다. 첫째 방 

법은 spherical harmonic 의 전개방법?을 적용하 

여 쌍극자모멘트의 행렬요소를 계산하는 방법이 

며 둘째 방법은 쌍극자모멘트의 행렬요소를 

Mulliken 의 two center overlap integral’로 전 

환시 켜 서 쌍극자모멘 트의 행 렬 요소를 계 산하는 

방법이다.

쌍극자모멘트의 행렬요소를 계산하기 위하여 

좌표계에 있어서 기준점을 택하는 것이 필요하 

다 4

2. SPHERICAL HARMONIC'의 전개방법에 

의한 쌍극자모멘트 행렬요소의 계산

F/g. 1 에 나타난 것처럼 B점에 위치한 Slater 

원자궤도함수5를 기준점 /에 대하여 전개하면 

다음의 두 전개식을 얻을 수 있다气

I 如〉=Nr，exp （ - 阶）

=4珈去S 2, S （T）蝴（人+心）

｛商端쁘贡｝ 如如”시 g”〉
五如（n, r2） £匕，广（S,由）Yg （夕1,3

bk=0 n=—m

匕话（眞,如）y如“（务，饱） （4）

I 姒〉=N사*1exp （一 街） Yim 애,

=4^2 S s S （一 1W0+ZM）
t--0 =0 ml——/i m2=—Ii

｛我滯%一｝ 払如쩨如，〉 

此）0 S 谯（伉,3
*기） A= —H

KwMS,山）物）"，，，”（国饱）（5）

여기에서 0，2血四시人"，”〉는 Clebsch Gordan의 

계수이며,

bg r2） = （尸＞/尸＜）板2］奸눌（伽〈）琰술（彻》） 

一（〜/r＞）板紐一手（街 ＜）&+*（&•＞）

奁S, 厂호） = （l/rir2） 侦죠 ｛（r^+rf） 4+|-（^r＜） 

瓦"〉）-忐击*-g 

»（阳）7쓰*-「四心 

（伽V）瓦+을 （防〉）｝

이다. 여기에서 〜는 广1과「2의 직게, r＞ 는 rx 

과 危 의 크게 이 고, I„, K“ 는 modified Bessel 함 

수이다.

Spherical harmonic 의 전개 방법 에 의 하여 쌍 

극자모멘트의 행렬요소를 계산하기 위하여 쌍극 

자모멘트의 연산자를 spherical harmonics 꼴로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다.

z= （2混3）1/2「〔丫1（0,但-Yn（0,相 

y= （2阳3）1/2访〔”t（8, 8） + Yn（e,切〕 

z = （4rc/3）1 z 2rYio ｛6, （6）

방정식 （3）에 （6）을 치환하면 z, y 및 z 축방 

향의 쌍극자모멘트의 행렬요소는 다음이 된다.

〈如 M 1。3〉= （2히 3） 侦2＜由41「2〔丫1一1 （02, ©2）

一玲（。2,相〕1如〉

= （2时3）侦2｛＜0시 了2丫1-1（。2,〈財） \＜险

一@山2玲（危旗）0B〉｝ （7＞

〈如 I 이 血） = （2z /3） ｛〈©시 r2y it （。2, 妫 I 加〉

一〈由山2珏（&闻）1如〉｝ （8＞

〈。시이。b〉= （3z/4） 1/2＜.Mr2Ylo（02,。2）I如〉

（9＞

여기에서〈"技出（。渺2）如〉는 A 점을 기준 

으로 잡았을 때 쌍극자모멘트행렬요소의 허수꼴 

（imaginary form） 이 다 （Ffg. 1 참조）.

Slater 원자궤 도함수의 두개 의 전개식 （방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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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및 (5))올 쌍극자모멘트행렬요소의 허수꼴에 

치환하면 쌍극자모멘트의 행렬요소에 대한 일반 

식을 얻을 수 있다.

〈如1尸2】”(即饱)1如〉=海 S SSSSSS 
1* h mi is

SSS5 (h + Z2,Z) (- 1) h-m+K+m.+m^ y 
n« K

(L ©i)

尸2)尸2'서"아%xp(—a 尸2)(2Z+1) (2«+1)

(必+1) {3(2Z3+1)(2Z4+D仞翌씡痂}s

(h & ^\(n 代 姑(서 1
伽 2—m/\—K mynJ'Km? nt5/\—gP 一 mJ

& 婭“3 1/-tn's 
kO 0 OAO 0 0八0 0 0丿

여기에서 ©A=M、exp(—£&成502, 妫) 및

P=±l, 또는 0임.

<Mr2Y1P(&2, h)\^B>=NM 2 k SSSS 

ii=0 Zi=0 n=0 /4 1$ mi

£££2P(Z1+Z2, S) (-l)“r"+K+f+”g&路“ 
m *4 MS X

(务,向)j：% (广 1, F2)r2Za+3+*exp (—ar2)<Zra

(2Z+1) (2«+l)⑵5+1)(3(2Z3+1)⑵4+1)

一(22)! I" i2 t\in Z1 /a

(%)!(2&)! J 侦红她一例八一K部us丿

M h h 1 h h 1^X(^ hls\
\Km2 \0 0 0/\0 0 0/

//3IZ5

\0 0 0,
(11)

여 기 에 서 0a=Mr^ exp ( 一 ar2) Ylsmi (、M 饱) 및

P-±lt 또는 0 임.

쌍극자모멘트행렬요수의 허수 꼴의 일반식에 지 

름척 분 (radial part” integral)과 주어 진 llt l2t l3, 

儿 如, 彻2, 師3, 小4, 小5 및 尸 에 대웅하는 3-/ 

symbol및 Clebsch Gordan 계수의 값을 넣어준 

후 쌍극자모멘트의 행 렬요소의 허 수꼴올 실수꼴 

로 바꾸면 7泌"1 에 주어진 쌍극자모멘트의 행 

렬 요소의 식을 얻을 수 있다.

Table 1. The dipole moment matrix elements derived by the expansion method for spherical harmonics.

<181 히 3%曲ZJ§

<ls ］ z| Is〉=4 (a/8) 흐/숴nHc險 Z1/8

<ls|y| ls> —4 (a/P) 3/2sin^sin^Zi/j9

倒히 ls〉= 閉“("驴/2瑚皿©

〈2s|끼 ls〉= (孕)"2((〃泸2 血伽娜卩1/8

<2s \y I ls> = ^y/2(a/j3)5/2sin^sin^ Vi/^

<2pJ 히 Is〉= (.) (a/§) 5/2 (Vo +〔2cos阳 一sin勒 V2} /g

<2Pxl^|ls>=(y) (a/ 0) g (卩0 _ I을 (2cos2^—s in2^) — -|-sin2^cos2^ /£

<2円 I 이］矽 = (言) (a/ B) 5” {IS 住 (2cos2 6 —sin2 ff) + ^-sin2^cos2^J 吋 /8

(2p«|^|ls>= (a/p) 5/ 2cos^sin^cos^ =<2p, I z | ls>

<2p盘이 ls〉= J 毛 (a/a)5/2c0sin%iWV2/8=〈2pJ히 1$〉

<2sl 이 2s〉= (*)(a/8)5/2cos如昨

<2s［이 2s〉= 傍) (a/jS)5/2sWcos^Bi//S

<2s|시2矽 = (言) (a/£)5/2gii血叫 Bi/p

<2pJ 히 2s〉= (-^>)L/2(a/g)5/2 {Bo 4- QcosW—sin明)B2} /R

〈2pJ 외 2s〉= (으)" 허 (a/£) Seo"成嵌 W&/0= <2pJ 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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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2^cos

sin2^cos 2<

〈2p」，12s>=（釘以 0/0） AJos館価in 由&/g=〈2py| z|2s〉

〈3sl 히 2$〉=儀广偽/E大 化购班也勺

〈3W 찌 2砂=（羔）”허 S/所/2 回+（2*华 _血的故}/g

<3p」이 2s〉= （a/0） “2co"sin8cos^H2/Q=<3pg I z 12$〉

<3pJ 히 2砂 = （蓋）'" （a/F） 7/2cos0sin0sin^H2/^=<3ps］> 12s>

<2p」g〉=（-*）'"（a/E）5” {瓦一住（2海헤位祐）-•芸鈿2從o$2히이/0 

〈2pJ이 2矽 = （-专知'”（a/"/2 {&一［書 （2心0一前咿）+우留in明cos晒찌 /# 

<3pxl^|2s> = （羔）"（히'）修 网-传（2cos2（9-sin2^ 一如萨叙区祈써 

佃如|2$〉= （羔）s（a/R）〃2 {反0—（2海2涉一曲"） +우湖血씨씨/R 

③恆이；z|2s〉=（籌）'"（a/B）”2 （2cosHHi+3」2cos珀_3加2從渤）・씨/8 

<3d„|z|2s） = （讎备）1'2 0/B） " 2 {si崩으瑯 Hi — （4c。辎—sin3^） cos^H3} /8 .

<3dys I z 12s） = Z 2（a/^7/ 2 {sin^sin^Hi— （4cos2^—sin3^） sin^Hg} /0

例丄心〉=（矗）'％/朋2 {&_修（2c睫¥ — 3血2血9）+亨瑚Wcos列风/月 

〈3山由 12s） = J蓋）'" 0/05一 ［3 （2cos3 S -3河佻in 0} - 吳皿in8co$2하삐 J8 

〈3d宀 寸 I ；히 2$〉二 （ 盘 ）'" （a/0） 7 / 2 |sin^cos^Hi — （4cos2^sin^—sin3^） cos©+言 sii例cos씨■쩌 /A

<j3d^|y 12s〉= （「^豪）1” （a/g）7/2 |sin^sin^Hi - ［手 （4cos2^sin^—sin3^） sin© + 乎血华血勘］쐬 /R 

<2由히2p》= （言）（a/§）5/2 ［읗cos0Wi +으 （2cqs20—3cos0sin2。） W3—耳，%—（을co必+#（2海2。£_加嚴加华））1지}/0 

〈2由히2p»= （査） （a/0）M ”故物朋+ （4cqs線in6-sin¥）cos"3-"sin叙部 + （4*华成刷一细3加顺 卩日 /0 

<3s I z 12pz> = （-羔）”2 （a/8） 7" {&+ （2cos2^—sin%） &—이:1 + （2cos2^—sin明）〕W" /日

〈3时회2p»=（矗）'"（"幻“ （울（*Si+g（2c御_&庭血明）S3_£lVo—（」*8M+g（2海¥—3瑚錦勒）

<21盘이26〉= （言）（"8）5/2 ［cosOWi — ［务（2*3涉一3cos6sin20）+우cos涉sin明cos2히昭一웅acos硏九

+4耳cos0+. （2cos 明一3cosHsin"）+辱8娴己從淑히이/0

〈3g|2p）=（一蒜）'"（a/铲‘2 {海仇Si — B（2cos阳一3sin6sin祐）蓦瑚sin绡cos싸S3—응acosSW。

+4*coW + * ⑵淑一&皿也绍）+ 우瑚血2仇:os2 히 빼/3

細刼2诫〉= （業）"0/" 外 oMSi—陽 伽詡_3瑚细华）_울她加2從时하&•一音 g期电 

+』史淑 十 .（2cos明一 3co觇in明）一 으cqs知糾淑히 빼/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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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싀히 2p,〉= （矗）"허（狄）〃2网+윽§（2她1也2。）&+옸 （35c" — 30海如3）& '

-"2+2（2cos2Iin2涉）〕Wl［끇J2c。刷-血祐） +요35ccW_3o海明+3）］찌/0 -

〈3d』히2p〉=G顎”（"6）”2 枷+停（2*祐_加诺） +쁨鈿2必2히$2_ ［齢5咬비9_30海2 0+3）&

一吾一血华（7c"—l）cos2하SlQ〔1+ （2cos2^-sin2^）） W4 +［욦（海华一血明）

+ 盘 （35cos4^—30海明+3） — -与 血明 （7cos2^—1） cos2©〕］a 빼 / 3

〈2p：上이2pD = 億） （"8）5/2 海2奶1一俘 （40翼2加抽_加3切朝_彳昜hSin^cos찌 0，3—5sin曲s妞Vq

一傷 siW—9（4cos明sinlin切c 險七梟场3蜘3邛이/0

<3引끼 2印〉= （羔）"气腴"호 枷_修 （2海히伽） 一우sin明cos찌&一［1一•志 （2海辺一血祐） +3- singes씨 

a 삐/8

<2sE2p,〉= （陽）'"（"3）5/2 忡0-［勇（2cos祐-血祐）-务也2從聲히%-［1-.（2次祐_细明）

+ 우 sin25cos2 하Z 卩寸 / g

<伽山如〉= （矗）'"（a/0）〃2{9sin從險 S"［号 （cos明sinJsin明）海©—点Tin阳co§3하STsinOco咖 电

— ^-^-sin^cos^ — （4cos2^sin0 — sin3^） cos^—읗Tin 흐。（乂对讪”卩,/3

<3如|药26〉= （暴）"허（功沪2 （一乩+［粧個cos2°—으~（2co$2Jin2짜&一儘（35cq"— 30c"+3）

+ （7cos2^-1）点하& + ［1-§（次*&-sin2饥 -亮加2涉cos씨a呸 -［옸（2cos20

—sinW） — 으（35c" —30cos明+3） _加也2從《翎+-斜in%（7cos明T）cos2히此日 /$

<3dm k히 2缶〉= 咅）"2（a/g）”2 {曾0渤细位炽俏2_气鈿3°。0故：33。&_-쁦・sinH（7eos3°_3co必） cos由Sl%）"

"sin 加 Wi 一 ［聳coMsi畝一쁘sin。（7海华 - 3瑚） c險一零sin明海。cos3히 m끼 /8

⑶宀川이26〉= （爲）"（。銜/2{&-3（28刼_血2瞒+敵 35c"-30曬豹+3）&-41-£（28翎-血明）

—3海2|处os씨 Wi-［佥（2*明_细华） _亲（眦"一30c"+3）-3血2必2妇孕in纽cos4히a삐/早

<2py 以 阪〉= （損 （a/泸2 切也灿渺W，-言 ⑷翩曲仍-3加3%泌打易场垩錦3히 V/3-5sin（9sin^V0

_ ］우 $叫 — ¥ （4sin%in^—sin3^） sin© + -“유iin 明 sin3©］a 叫/g

<2山〕2p,〉=（쁘）"（成 5/2忡0_［专 （以剧一錦繼） 蓦泗從應加小吟一卜吉 ⑵淑一sin從） —导也2知s2初

<3山〕2pv> = （羔）"2 （a/g） 7/2 {& — "志 （2cos2 0—$静 0） + 우航独泌佃— ［1 一 . （2c翊一成刷） 一 |sm^coS2^］

' a 찌 7R

<釦少2円〉= （矗）侦20/8）7/2 §si血siw［*4co跚此一sin明）成碰_日으Tin明sin3하炙_5加貓如恥

Vol. 22, No. 4,. 197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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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sin(9si再 一 오 (4co8%in＜?-sin35) sin妇•日으=血喉 in 翎宁 찌 /g 

〈34巾，|2%〉= 矗)1%/8)〃2(_，%+(孕血12如1璘_-攀(2＜:＜冽_姑勒)］$2—［오(358旳_30＜:＜渤+3)

+ 쓰如华(7co的9T)sin쐬& + ［1_}(2＜：8祐_血2夕)一亮 血明血 찌，卯一 ［요 (2cos20 •-sin") 

一오 (35cos，8-30cas%+3) —旱编布血2。+쓻血节(7＜:婭_1)血2却째/fl

°5临〉=(-滁)‘%彻/2 {쑤coMWsin姆一贾sin^coSsin龄4一-으河n0(7＜y_3c°s0)sin姻_3cos°sin0 

sin加 Wi 一憚coSsinOsin©—一쯚成物 (7cos¥—3cos。) sin© — 暴淑顽血찌째 / g

〈3d鉗硏 2p,〉=( -으)'“0/仞〃2何＞一辛(2＜：。刼一血勒$2+亲(35＜:"_30＜:＜渤+3)$4_［1.一一’(2＜：8%_血勒

一3*2疝씨，期一 儀 (2cos祐_血2。)_豪(358"_30冲%+3)_3血2独2好剽的:。8씨°찌/8

＜3s| 히 3p.〉= (会) (a/F)〃2{Zo+ (2cos25-sin2^) Z2 -a (1 + (2cos2^-sin2i?)) 饵

〈3pJ히3p》=(会)(a//3)〃2 (우cWi+으(2cos华-3她细叫3一＜俱-傍cos어噜(2cos阳-3cos＜9sin繼)任)}/0

〈3d』히3p〉=(-湍甘) ' (a/g)〃2(2저-쁘(2cosW-sin叫2+옸(35coW-30cos%+3)&

-a(2+2(2cos25-sin2^)Hi-a^-|Z_(2cos2^-sin25)+^(35cos45-30cos2(9+3)J//3}/iS

〈3缶|이3p» = (蟲)'"(a/£)〃2 {知故御&-侈(4cos絕血。-岫)＜河_湯찌‘TsinOcos妈 

-［3■血。8旳-? (4cos%sin0-sin30)cos妇z&sin%cos 찌써 /g

処Ih 13Px＞ = (与矗)(a/8)7/2 {T + ［꾸靴＜:醐--응|-(2cos2Jin勒］ 12一［오(35cos纽-3()＜淑+3) + 45 

dn20(7cos20-l)cos 씨& +［1 — §(2攻祐 一sin") 一亮sin%cos 찌

一［옸 QcosSsin华)一옳 (35c*仁30好 瑚+3)_為啊汹2奸賽in^cosSDcos씨 u째/£

⑶이 3p=〉= G爲)'"(a/0)〃2 擀cos%in0cosW2—贸sin华c°s3此一쁘 sin9(7cos华一 3coM)cosM

_ ［우瑚sin(9 cos。一쓿sin。(7cos3(?-3cose)cos© — 务in¥cos0cos찌点一蜘知伉os如삐 /g 

°妃이이3已〉=(矗)%/8)7/2 ［z0 一3(2c"-sin彻2+*(35＜:"_30＜:＜的+润_卜느(2＜：婭_血%)

一 細艮馭^邵由耳一［佥 (2COS纽一 sin窃一盘 (35cos华一goes 絕+3) ―&澎伉烬 勘+^sin华cos4이

Where a is the Slater constant for atomic orbital in bra vector which is chosen as the reference point and B the 

S［at：r constant for atomic orbital in Ket vector. The alphabets that are used to represent the radial part integrals 

the general expansion formulas were defined in the previous report.2

3. 쌍극자모멘트의 행렬요소■ MULLIKEN 
의 OVERLAP INTEGRAL 로 전환시키는 방법

이미 설명한 것처럼 원자궤도함수에 대한 쌍 

극자모멘트의 행 렬요소는 다음 식 으로 기 술할 수 

있다.

〈指시 W，〉 (12)

命 y 및 z 축 방향의 쌍극모멘트의 행렬요소를 

spherical harmonics 꼴로 바꾸고 쌍극자모멘트 

의 bra 벡 타 （bra vector,〈如 |） 를 Slater 궤 도함수 

로 치환하면 쌍극자모멘트의 행렬요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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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Q시씨 如〉= NK{G如exp （—ar）

yi-i （。,。） 饥〉+ 3니exp （—ar） YW, ©）

丫11（们。）0y> （13）

〈如 I이 饥>=NKx（<r/+1exp（•一ar） Yim（6, §、） 

匕7（们。）I+ <rz+1exp（— ar）Yla（0, ©、） 

Yit （。的）I如〉 （14）

0시 히 S〉=시K‘ <rH1exp （- ar） Ylm （伉 ©） 

Yio（仇 ©）IS〉 （15）

여기에서 K=（2刀/3）i/2, 그리고 Xz = （4^/3）1/2 

임.

방정식 (13), (14),및 (15)로 나타낸 overlap 

integral 을 일반식으로 바꾸면 다음이 된다.%&

서fp(F•心(。，硏侦脂)|如〉=，효: 

思 T쯔土以广(-切(二驀) 

(0 0 噸)〈尹+顷(一ar)ys(Q。) |Q> (16)

여기에서 P=±l, 또는 0임.

주어진 m'및 F 에 대응하는 3-J sym 

b이 의 값을 방정식 (16)에 대 입하여 얻은 Overlap 

integral 의 일반식을 방정식 (13), (14) 및 (15) 

에 치 환하여 주면 X, y 및 z 축 방향의 쌍극자모 

멘트 행렬요소에 대한 전환 overlap integral 

(transformed overlap integral) 얻을 수 있다.

쌍극자모멘트 행렬요소를 overlap integral 로 

전환시킨 부분 (transformed part of dipole 

moment matrix element), 〈如", 을 Table 2 

에 나타내었다. Ket vector, IS〉에 쌍극자모멘 

트의 overap integral 로 전환부분을 연산해 주 

면 쌍극자모멘트의 전환 overlap integral 을 얻 

을수 있다.

보기 로서〈3却Iz\零农〉의 overlap integral 로 

전환부분, <3也시2를 |2化〉에 연산해 주면 다음 

과 같이〈3*|z]2Q의 전환 overlap integral 을 

얻을 수 있다.

〈辺 I 히 咨〉=恥膘广* 咨〉+(? 广

〈4兀3|2力"

Table 2. The transformed part of the dipole moment matrix elements.

<lsU=l/a<2r，|

<2巾=（으广徐<3已|

〈2pjz=（¥）s/a<闾 +（•志）"2 /«勇쇠

〈2p山= （¥）】/2/a<3 妇

<2円【富그 （釘”/蛎3顼

〈3s|z = （¥）"%iY4pj

③山 = （孕）S/g4$ I + （흠）” 偽 v虬

<3Px 12 =（普）"/Rd I

<3p, I z = （W'/a <4d” I

〈3必 I z=（普）"2/a〈4p, J + （j）1/2/a<4h I 

饱m=（¥）"/Y心+ （뿜）S/a<4W 

〈3d” I （¥）%V4py I + （普）”"a。顼 I 

<如项£= /27a〈4f心项

〈3d 由,]z= /27a<：4jl

VoL 22, No. 4, 1978

<ls|x=l/a<2px|

= （우）" 2/（欠 <3pj

<2Pt|x=（|）1/2/a<3d„|

〈2pja:=l/a{（우） <3s| -：슈<3d』

+ （對〃<3d~4

<3 이 #=（ 苧）"2/a<4i시

〈3p」a:=（普）/a〈4ds|

〈3务Iz=l/a[（我”〈4sI -（善）寸<4d*,J

+（¥）"<4心一사 “ " 

〈3dm=l/a{-（븜）”<4pj +（晋）'"<4f』} 

〈3<LJh=1씨（¥）"2<4p,| _（으）''2<4f』

+ J2<4f心-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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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危尹 I*1 써（聲）"匕3「I - （#）"2V4氐21

,+ "8<4£q j,2），

<3由山：=1씨闇'"<4흐y I -信）"2<4f抨 I

<ls|>=l/a<2p,[

〈2$ |y =僂广偽〈如I

<2pz\y =（釘'"/《YE明

〈2由, =1씨（우）1"V3s| -（｝）'"<〔3d시

-（후）"호<3危』

〈3山=（亨）'"/a〈4W

<3pz\y =（晋）S/a〈4dyM I

〈Wi이（飢%-（쓰）气g|

’ 杰）%4必시

〈3dm = 1써 - （쓶）"2<4p, I + （肾）"<4f, 事 ||

<3（侦3=1씨（¥）s〈4pz I -（움）"2<4&|

i " 2 <\4fs（za— y2） I I

〈3d危=1써（¥）“2<4p」一信一广2<4fr시

4. 쌍극자모멘트의 항렬요소를 계산하는 

두 방법의 비교

몇 개의 쌍극자모멘트의 행렬요소를 spherical 

harmonic 의 전개방법 을 사용하여 계 산하였고, 

이에 대응하는 전환 overlap integral,을 .M니li

ken 의 overlap integral 의 기 본식 을 써서 계산 

하여 T沥姑 3에 나타내 었다.

T새屁 3 의 보기에 나타난 것처 럼 spherical 

harmonics 의 전개방법 을 사용하여 계산한 쌍극

자모멘트의 값이 Mulliken 의 방법에 의하여 계 

산한전환 overlap inter응]■시의 값과 일치한다.

주양자수 笹24인 Slater 원자궤 도함수에 대 하 

여 spherical harmonic 의 전개방법에 의하여 계 

산한 쌍극자모멘트의 행 렬요소가 rounding error 

때문에 너무 큰 값을 가진다气 그러나 쌍극자모 

멘트의 행렬요소를 Mulliken 의 overlap inte- 

gral 로 전환시킨 다음 쌍극자모멘트의 행렬요소 

를 계산해도 花느4 인 Slater orbital 에 대해서 정 

확한 쌍극자모멘트의 행렬요소의 값을 얻을 수

Table 3（a） The numerical results for 나le dipole moment matrix elements and 나】e corresponding transformed 

overlap integrals （r=l. 5A）.

Dipole moment matrix 
elements Numerical value Transformed overlap integral

Numerical 
value

〈Is 1 히 Is〉 0.0783740 :-^-<ls|2ps>
0. 0783740

〈2s J 히 2s〉 -0.3064773 （3）'"/a〈2이 3p=〉 0.3064774

<2s|^|ls> 0. 2036565 ■（釘”/a〈ls 施〉 0. 2036565

<ls|^|2s> 0.1260920 .^<2s|2p=>
0.1260920

〈2s| 끼 3p» -0.2396521 （3）/2/a〈2pJ3p；〉 '-0. 2396519

.⑵시 히 2p〉 0.3573951
'（4）1/2/a|<2p,|3s> +-?=<2pj3d^>）

-0. 3573949

<2p」히 2p» 6.1422311 ，（3）'"/a〈2pJ3dq〉
0.1423310

Calculation of the above dipole mom리it matrix elements are carried out for a hypothetical molecule of NO whose 

Slater constants for the oxygen and nitrogen atoms are 2,275（a） and 1.625（^） respectively. The oxygen atom is 

chosen as the point A of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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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 3(b). The numerical results for the dipale moment matrix elements and the corresponding transformed 

everlap integrals.

The 서pole moment 
matrix element

Numerical 
Value

The transformed 
overlap integral

Numerical 
value

''r(A)

<3s[jz:|2s>* 0- 9978
(y)1/2/« <P«|2s>

0.9978 2.13

<3s|z；2p2>* -0. 2997 (啓)'"/a〈2p』4p》
-0.2997 n

〈3pJ 히 2s〉* 1. 5390

(y)1/2/a <4s|2s>

+ (56/15) 1/2/a<4dJ| 
2s>

1. 5390 n

<3由 히 2p“〉* 0. 4907 (y)1/2/a〈4d,|2p，〉
0.4907

<5s|z|2s>** 1.1881 僂)'"/a〈5pj2s〉
1.1881 2. 25

〈5s|zl2p》** -0.1486
(V)"/a <5pj2ps>

-0.1486 rt

* The dipole moment matrix elements for Mg-C bond whose Slater constants for Mg and C are 1.1025 and

1. 625, repectively； **The dipole moment matrix elements for Cd-C bond whose Slater constants for Cd 

and C are 1.10 and 1. 625, respectively.

있기는 하지만9 Euler transformation matrix】。를 

사용하여 주어진 분자에 있어서 원자의 좌표계 

를 쌍극자모멘트의 방향으로 좌표변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좌표변환이 복잡하기 때 문에 때 로는 오 

차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 Spherical harmonics 

의 전개방법에 의한 쌍극자모멘트의 행럴요소를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한 분자" 및 천이원소의 

R-diimine 착물德의 쌍극자모멘트, 그•리 고 간단 

한 분자의 편극률텐서】3를 계산하는데 사용하였 

으며 쌍극자모멘트의 행렬요소를 Mulliken 의 

overlap integral 로 전 환시 키 는 방법 은 mercapto 

-0-dikehme 의 전이원소착물 및 〔Se-SalenN 

(R')R〕2M(II)착물14의 쌍극자모멘트를 계산하 

는데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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