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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치환。xiranes의 C-C 결합 절단에 의한 알켄의 고리첨가 반응의 반응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치환기 -CN, -OCH3, TCH3 에 대하여 (1) 치환기가 C-C 고리열림 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 

치고 있는지(2) 치환기가 전이상태와 중간체의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3) carbonyl 

ylides의 이성화장벽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4) 고리첨가 반응의 반응성에 치환기가 어떤 효과 

를 미치는지를 MNDO-SCF-MO 법 계산에 의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분자의 기하학 

적 구조를 optimize 하였으며 반응경 로, 전 이 상태 , 중간체 의 계 산을 실시 하여 반응성 과 치 환기 효과를 

논하였다.

ABSTRACT. The electronic structures and geometries of model substituted oxiranes, and carbo

nyl ylides containing cyano, methoxy and thiomethoxy substituents were investigated by MNDO- 

SCF-MO method. Stabilization and geometries caused by substituents, the ease of formation of 

■carbonyl ylides from oxiranes and the reactivities of the cycloaddition of substituted carbonyl ylides 

were investigated.

L 서 론

삼원소고리 (three membered cyclic) 화합물의 

고리열림 (ring opening) 반응의 입체화학적 연구 

는 최근 흥미있는 연구과제중의 하나이며1 생성 

된 이 가라디 칼 (1, 3-biradical) 의 구조에 관한 논 

의는 상당한 주의를 끌고 있다43.

1965년에 Linn 과 Benson 은 사시 아노옥실 란 

(tetracyanooxirane) 의 C-C 결합이 끊어 지 면 서 

알켄과 고리 첨가반응을 일으킴을 알게 되었고, 

속도론적 연구 결과로 반응중간체로서 carbonyl 

yhde 가 형 성 됨 을 알게 되 었 다£ 이 보다 앞서 

Ullman 과 Milks 는 indenone oxide 가 열, 또는 

광분해 를 할때 비 교적 안정 한 고리모양의 car

bonyl ylides 가 형 성됨을 관찰하였다朽 1967년에 

는 Gri伍n 과 그의 . 공동 연 구자들이 oxirane 의 

광화학적 분절 (fragmentation) 반응을 발견하였으 

며I 이 어서 oxirane 의 광분해의 중간체로서 

carbonyl ylides 가 확인되 었다財. Huisgen 및 그 

공동연 구자들도 oxiranes 고리 첨 가반응을 열적 으 

로 진행 시켜 carbonyl ylides 가 중간체 임 을 제시 

하였다 9.

Oxianes 에 서 carbonyl ylides 가 형 성 되 는 과 

정에 관한 몇가지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있다. 

Bibot, Sevin 및 Devaquet 는 oxirane 이 carbonyl 

y!ide 를 거 쳐 carbonyl 과 carbene 으로 변 환하는 

과정 을 ab 讪沥0 법으로 연구 보고하고 있으며 

0U, Houk 및 그 공동 연구자들은 STO-3G12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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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G13 basis set 를 사용한 db 诅沥? 법과“ 3X 

3CI15 계산을 통하여 치환기가 에너지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였다 16.

Carbonyl ylide 의 구조에 관해 서 는 Houk"와 

그 공동 연구자에 의해서 MINDO/2, MIND0/3 

법으로 optimize 한바 있고, Leroy 와诟 그 공동 

연구자는 STO-3G 로, 그리 고 Yamaguchi 팀 “은 

UMIND0/3 법으로 연구 보고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서는 아직도 연구의 여지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MINDO/320,21 에 이어서 현재 

Dewar 교수팀 에 의하여 연구개 발되고 있는 MN- 

D0 법22~26을 사용하여 반응 경 로, 바닥 상태 , 전 

이상태, 중간체에 대한 계산을 통하여 oxirane 

의 고리열림 반응과 고리첨가반응을 연구하고자 

한다. MNDO 법 은 uab 诚冷”법 과 같은 정 도로 

정확히 분자의 바닥상태의 성질을 재현시켜주는 

방법임이 알려져 있고, 또 반응 경로 연구에도 

유용함이 알려져 있다27. MNDO 법은 분자의 기 

하학적 구조를 Davidson-Flecher-Powell 법 28~30) 

을 사용하여 모든 기하학적 변수(결합길이, 결 

합각, 이면각)를 조절하여 최저 에너지 상태를 

발견하고 있어 conformation 결정에 도 우세할뿐 

아니 라, 계 산 시 간이 단축되 어 유기반응 메 카니 

즘 규명에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 서 는 oxirane 의 모체 및 치 환기 로서 전 자 

끄는 기 (electron with-drawing group) 인 -CN 

기 와 전 자주는 기 (electron donating group) 인 

-OCH3 및 -SCH3 기의 치환체에 대해 계산하여 

(1) 치환기가 C-C 고리열림반응에 어떠한 영향 

을 미 치고 있는지 , (2) 치 환기 가 전이상태 또는 

중간체의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3) carbonyl ylides의 이성화장벽에 어떠한 기 

여 를 하고 있 는지 , 그리 고 (4) 고리첨 가반응의 

반응성에 치환기가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2. 계 산

2.1 분자구조. 치 환。xiranes 의 3 차원 공간 

좌표를 계 산하기 위 하여 각 원자에 Fig. 1과 같 

이 원자에 번호를 붙였으며, 입력에 필요한 

oxirane 의 결 합길 이, 결합각은 표준값紅을 사용

Fig. 1. Numbering scheme of parent oxirane atoms.

Table 1. Optimized bond parameters used in atomic 

coordinate calculation

Bond length ( A ) Bond angle (° j

d (Ct - Cx ) 1.511 匕C1C2O3 57.83

d (Cx - 03 ) 1.418
NC2O3CI 64,35

Z-03C1H5 116,66
d (C - H ) 1,102

匕 H6C 가【7 111.53

Dihedral ElRl 巳 C ) ZC1C2H6 121.75

Z-H5O1O3C2 112.32

하였다. MNDO program 계산에서 geometry 는 

optimize 시켰다.

Table 1 에는 MNDO 법에 의하여 optimize 된 

bond parameters 표시 하였다.

2.2. MNDO 계산22〜牛 MNDO 법은 MINDO/ 

3법에20,21 이어서 Dewar팀의 MO 법중에서 새 

로 개발된 방법으로서 비교적 큰 유기분자의 이 

론적 연구에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MINDO/3 법 은 INDO 법 의 적분값 계산에 많 

은 parameter 도입 하여 그 값을 재 평 가하고, 

분자에 대한 관측값을 재현하도록 parameter > 

수정한 결과 생성열, 힘의 상수, 분자의 이온화 

퍼텐셜이 분자내의 원자간 길이에 대응하여 양 

호한 결과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Radical 과 같 

은 open shell 계산에는 반전자법 (half electron 

method) 허2을 사용한다.

Fock 의 matrix element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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玲f = +志P叩(叫,函+至:Fs,〔(网,vv)

一~§(俱 卻)〕一£二(Pbb~^b)Tab (1) 
厶 B^A

F 常=£以。一湖Hb (3)

(a) 咨는 일중십일전자 에너지이며 원자 A의 

AO (atomic orbital)에서의 전자운동에너지와 

원자 A의 core에 의한 반발퍼텐셜에너지의 합 

을 나타낸다.

(b) AO “ 와 » 사이 의 쿨롱적 분 危“, ig=g"u 

와 교환적 분 (ftv, nv)-h[iv 등은 일중십 이 전 

자적분이다.

UfJ.fl, g捌 [및 如少의 값은 0辰廿법3*34으 

로 계산한다. 여기서는 원자의 원자가상태의 

이론적 에너지를 원자 또는 이온에 대한 분광 

학적 값으로 대치시켰다.

(c) 이중 심일전자 core 공명적분 宙;£는 겹침적 

분 S以 와 원자가상태의 이온화퍼 텐셜 丄 맟 k 

의 합에 비례한다35,36.

饥 c=S*(/“+心)⑷

위에서 B施는 원자 A와 B의 특성에 기인하 

는 parameter 이 고, S以 는 Slater-Zener 의 AO를 

사용하여 계 산하고 있다. 분자의 총에너 지 (E以) 

는 총전 자에 너 지 (EQ 와 총 core 간 반발에 너 지 

(E) 의 합이 된다.

Esf=E"+Ec (5)

风=2二 2二瓦。r严 (6)
A<B

Core-core 간 반발에 너 지 Ecore 仙는 Rab^ 와 Tab 

의 함수이다.

E 蒙=Z&Zb〔mb + ^Rab-1 一 tab) e-aAABR}

(7)

N-H 와 H-0 결합에서는

E臨=ZAZB (tAb + (康4广—了處)任皿亦*

(8)

o] 다. 분자의 생 성 열 (heat of formation) JWfmo1 

은 총에 너 지 에 서 전 자에 너 지 (JEZ) 를 뺀 다음 

실험적으로 얻어진 분자내의 원자의 생성열 

(，为勻의 합을 가하여 얻는다36.

刀 H宵=E 脂 一 AEetA +XJ (9)

원자 A의 如如 분포속에 있는 전자와 원자 B의 

core 사이의 core-전자간 인력 적분(卩伊, B)는 다 

음과 같다.

V"B=—Zb(『vA,sbsb) (10)

%史=*3也气 sbsB) (11)

〔1+厂"班&+厂阳曲이 (12)

와 (細 는 조절 가능한 parameter 들이 다. N-H 

와 O-H에서는 다음 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 

다.

E^=ZaZb(SaSa, SbSb)
(1+RAB~aAABR+e~aBABR) (13)

(A=N,0 그리고 B=H)

또

阶블宙+紀瞞 (14)

泌와 段는 원자 A의 AO 如와, 원자 B의 

AO 勿 의 특성에 따라 조절 가능한 parameter 

이 다. Slatei■ 의 basis AO 간의 겹 침 적 분은 AO 

지수를 조절가능한 parameter 로 취급하여 해석 

적으로 계산한다.

MNDO 법 은 Dewar 의 MO 법 중에 서 새 로 개 

발된 방법으로 NDDO (Neglect of Diatomic Di

fferential Overlap)^370]] 기초하고 있다. 여기서 

는 diatomic differential overlap 은 무시 되 고 있 

다.

(*4闭以C江))=0, CMZ)) (15)

Fock 의 matrix element 는 다음과 같다.

F 会f= I/必+ 心 b+ ；"£〔(阳”,卬)

I B
-哥(即，伴)〕+ £二£二宵(倒，切(16)

厶 B 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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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
+ £二口7%(伊,祯 (17)

B功

院="一3毛#珏(」妈初 (18)

U呻 鹹 및 媪는 MINDO/3 와 같은 방법으

로 계산한다.

원가 A에서의 전하분포 e©泌a와 원자 B에서 

의 분포 e如⑶사이의 상호작용 에너지를 나타내 

는 이 중심 반발적 분 3,初) 은 반경 험 적 인 다극- 

다극 상호작용(multipole-multipole interaction)38 

을 적 용하여 확장하였다. MIND0/3 법 과 MNDO 

법은 생성열, 쌍극자능률 및 분자의 conformation 

을 실험적 결과를 재현할 수 있도록 parameter 

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실험결과를 이론적으로 

설명 하는데 성 공적으로 적용되 고 있으며 , MNDO 

법은 방향성 이 중요시 되는 분자의 이론적 연구 

에 MIND0/3 법보다 효과적이며 계산시간에 대 

하여 경제적이다.

전이상태 및 중간체의 확인 계산에는 다음식39 

을 사용하였다,

g—dE(q) Idqi, i—1, 2,....... 3N (19)

E(qM2"W3N)는 N개 원자계의 직각좌표에 의 

존하는 potential energy function °] 5L, g는 그 

gradient 를 나타내는 column vector 이 다.

勾=死心)/術，,•初 (20)

4夕는 force constant matrix 이다.

전이상태를 나타내는 점 尸는 다음과 같은 판 

단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a) qT 는 stationary point 여 야 한다.

q(q7) =0

(b) 전 이 상태 에 서 의 force constant matrix AT 

는 오직 한개의 음의 고유값을 갖어 야 한다 

(saddle point 특성 의 고유값들은 成의 

고유벡터에 대응하는 각 방향에 따르는 퍼 

텐셜 에너지면의 곡율을 나타낸다). 전이상 

태영역에서의 minima점은 force constant 

matrix 가 음의 값을 갖지 않으며 이는 안정 

한 중간체로서 TX, TY, TZ, 와 RX, RY, 

RX의 여섯 항의 값이 영이 된다.

여기서 丁는 병진운동, R은 회전운동을 

나타낸다.

만일 한개 이상의 음의 고유값을 기•지면 

보다 낮은 saddle point 가 또 있음을 나타 

낸다.

(C)qT는 반응물질과 생성물질 사이의 최고 

에너지점이다.

3, 결과 및 고찰

3.1. Oxirane 의 반응 경로. Oxirane 의 C-C 

결합의 절단에 의하여 생기는 carbonyl ,ylide와 

고리 첨 가반응의 반응 경 로를 반응 물질 의 바닥 

상태, 전이상태 및 중간체의 구조를 구분하여 

계 산하였고, 고리 첨 가반응은 에 틸렌을 알켄으로 

택하여 계산하였다.

ring 

opening

3.1.1 반응물질 Oxirane 의 바닥상태

Oxirane 의 바닥상태의 기하학적 상태, 생성 

열 , 힘 상수 matrix 의 고유벡 터 및 진동의 normal 

modes 및 진동수에 대한 MNDO 계산 결과를 

Table 2에 요약하였다.

Table 2의 계산값은 실험값如 및 계산값22과 

비 교적 잘 일치 한다. C1-C2 의 길이는 본 계산 

결과가 1.5111 인데 대하여 실험값은 L470이고,

Table 2. Results of reactant calculation of oxirane 

(MNDO)

Eigen Vectors of Cartesian Force Constant Matrix.

-0.000063,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14, 0.000116

Normal Modes and Vtbra버。nal Frequencies, CM-】.

28.230059, 0.046097, 0.045402, 0.091 니5, 9.901144. 28.366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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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논문에 보고되 어 있는 계 산값은 1.513이 다. 

C2-O3길이는 L418에 대하여 각각 1.435, 1.417 

이고 C-H 길이는 1.102에 대하여 각각 1.084, 

1.102이다. 결합각 ZH6C2H7 의 본 계산값은 

11L5인데 대하여 실험값은 116.3이고, 전의 계 

산값은 UL7이다. 바닥상태에서는 RHF, UHF 

계산이 일치하여야 하며, 이 상태가 최저 에너 

지 상태 인지 를 알아보기 위 하여 cartesian force 

constant matrix 의 eigen vectors -f- 계산한 결과 

처음 여섯개 항의 값이 거의 영에 가깝다. 그리 

고 CM-1 의 값도 처음 여섯개값이 영에 가까운 

작은 값을 (0에서 수십정도) 나타내므로 본 바 

닥상태의 계산은 최저에너지 상태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

H5C1O3C2 의 값 112.32 는 면 H5CiO3 와 CQ3C2 

사이 의 dihedral angle 을 나타낸다.

Table 3. Results of reaction path calculations o£ oxi

rane

八 ------------------- )
fl2C——CH2 II2C- .CH2

(Reaction R H F U H
cord(A ) 새 f gradient 厶Hf Gradient

1.5125 -15,54378 0.09448 -15.54375 0,06298

1.6 -12.70266 60,10285 -12.70306 60.09690
1.7 -4.48047 99,53735 -4.48147 99,55380

1,8 6.51191 116,99605 6,51076 116,9741；
1.9 18.47104 120.08364 ia.i7008 120.07792
1.925 21. 46961 119.57677 21. 46830 119.4386(
1.93 13,25004 7.5119?
1.94 13.28401 3,68732
1.942 13,28725 2.12504
1.944 13.29(138 1,32294

\ .946 13.29274 0.40634
1.948 13.29304 -0.32190
1,95 24,44169 118.18175 13.29256 -0.79794
1.955 13.28341 -2.50916
1.965 IL 2 k, 7 9 -6.C0919
1.975 27.38256 116,87927 13.15396 -9.56959
2.0 30.27911 115,06033 12.82766 -15,87799
2.1 41.35112 106.32700 10.49507 -26,9^110
2.2 51.51930 97.65751 7.9619C ~i2.15805
2.3 60.94259 91.47005 6.3118 -7,90831

2.32 62,77147 91.47805 6.32695 -3.82014
2,34 64,5&936 90.64019 6.23305 0.C4S21
2.36 17,13397 15.32774 6.32788 4.06383
2,4 IB,06889 31.25401 6.66019 12.63190
2,45 20.11035 50.08446 7.50626 24.59637
2,5 9.1285 37.65165

1.9481 (transition state) 13.29296

2.34 (intermediate state) 6,26608

3.1.2 Oxirane 의 carbonyl ylide 형 성

Oxirane 의 C-C 고리 열 림 반응에 의 하여 전 이 

상태 및 중간체의 기하학적 구조를 규명하려면 

reaction path 계산이 필요하다. Table 3 에 re

action path 계산 결과를 요약하였다. Closed 

system 에 서 carbonyl ylide biradical system 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주정하기 위해서는 C-C 결합깉 

이를 변화시 켜 가면서 RHF (restricted Hartree- 

Fock) 및 UHF(Unrestricted Hartree-Fock) 계 

산이 필요하며, energy extrema 를 찾는데는 gr- 

adient 을 이 용하는 것 이 편 리 하다.

Table 3 의 결 과를 RHF 와 UHF 로 구별 하여 

에너지의 변화하는 모습을 도시하면 Fig. 2와 

같다.

Fig. 2 를 보면 carbonyl ylide biradical 이 형 

성되기 시작하면서 RHF 계산 결과가 UHF 결과 

와 갈라지게 된다. C「C2의 길이가 1.948 부근 

이 전이상태 영역이고 2.34 부근에 중간체가 존 

재할 것이 예상되므로 전이상태를 구하는 prog- 

ram 과 힘의 상수를 구하는 program (NDTS, 

NDFOR) 을 사용하여 정 확히 전 이 상태 와중간체 

의 geometry optimization 한 후, optimized

Fig. 2. Energy profile for RHF and UHF calcula

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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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rdinate 를 사용하여 cartesian force constant 

matrix 의 eigen vectors 와 vibrational frequencies 

를 계산하여 전이상태와 중간체를 확인하였다.

3.1.3 Oxirane 의 전이 상태

Oxirane 의 전이상태에 대한 계산 결과를 

Table 4에 요약하였다.

전 이 상태 의 기 하학적 구조는 Table 4 에 서 보

Table 4. Results of transition state calculations of 

oxirane by NDTS, NDFOR and UHF

Transition State Geometry

-0.19631&. -0,000059, -Q.M30；£, -C.C030C：, C.OOQOQO. O.OOCCC： 

0.000007

harmal Mode and Vibrational Frequencies,

£78.29249：, 2：.585316, 15.324372, 2.C315CS. C.055425, 2.

8.892105 

는 바와 같이 匕 CQ3C2 가 90”이 고 Ci 원자와 Cz 

원자 사이의 길이는 L9481A 인때 이 고 이때 -CH? 

기는 거의 SP2 혼성궤도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 

으며 HofFmarm의 명명법에 의하면 90°, 90° 형 

태 인 때이 다. cartesian force constant matrix 의 

eigen vectors 를 보면 첫항은 큰 음의 값을 가 

지며 다음 여섯개 항은 영에 가까우므로 이 점 

은 energy maxima 이 므로 전 이 상태 임 을 확인 할 

수가 있다. CM-1 의 값도 이와 일치한다.

3.1.4 Oxirane 의 중간체

Oxirane 의 중간체확인을 위한 계산 결과를 

Table 5와 Table 6 에 요약하였 다.

반응 경로 계산에서 얻어진 중간체일가능성 

이 있는 C-C 길이 2.34에 해당하는 분자좌표계 

를 대입하여 계산한 결과가 Table 5에 요약되 

어 있다.

Table 5에 의하면 eigen vectors 의 값아 

처음 두개항이 큰 음의 값을 가지므로 이점 은 유 

일한 energy minima 인 점 이 아니 고 이 부근에 

다른 extrema 가 있음을 암시 해 주고 있다. CM- 

1 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 고 있다. 새 로운 energy

Table 6. Rus니ts of second intermediate calc니ations 

of oxirane (II) by NDTS, NDFOR and UHF 

Table 5. Results of intermediate calculations of oxi

rane (I) by NDTS, NDFOR and UHF

-O.GO?53!, -C.OD2368, O.COOCOO, O.OODCOO, 0.000000, 0,000007

hariR} h:ce and Vibrational Frequencies, CM-1.

「
針가

—

7

시
미
기

9C° , 90°

Intermediate Geometry

Heat of Formation

NDTS A 七 a 1.70606 kcal/rrol

NDrOP. - 1.770375

Eigen Vectors of Cartesian Force Constant Matrix.

-0.000409, -0.000337, -C.COOQ28, 0.000000, O.OOCOOO, 0.000000

Normal Node and Vibrational Frequencies. CM-1.

55.970341, S1.2B405. 15.26S585, 0.04 9348, 0,024593, 0.1827372S?.O?8iCD, 243.730637, 1.22879B, 0.2C3571, 0.057083, 8.134716

〈2.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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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ema 를 찾기 위 하여 carbonyl ylide 의 isom

erization birrier 를 찾아 CH? 기를 회전시키면 

Table 6과 같은 결과가 얻어진다.

Table 6를 보면 Hoffmann 명명법으로 0°, 0° 

인 평면 구조가 중간체로서 안정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CH2 회전에 따르는 이성화 장벽을 비 

교하면 거의 비슷한 값, 약 4.43 kcal/mole 의 값 

을 나타내 나 disrotatory 인 경 우가 0.3kcal/mole 

정도 더 안정하다. Force constant matrix와 vi

brational frequency의 계산결과는 이점이 중간 

체임을 확인케 한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car

bonyl ylide 의 구조를 이미 보고된 내용과 비교 

해보면 Fig. 3에 표시한바와 같다.

Caramelia, 및 그 공동 연구자들에 의하여 

MINDO/2 와 MINDO/3 를 이용하여 계산"한 

바에 의하면 MIND0/2 법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준평면 구조가 안정하나 MINDO/3에서는 CH 

결합이 평면에서 각각 42°, 6°의 각을 이루고 

있을때가 안정하다. 즉 MINDO/3 인 경우에는 

CH2 기가 약간 피 라미 트형 을 이 루고 있 을때 가 

안정하다.

Leroy 와鶴 그 공동 연구자들이 STO-3G 법을 

사용하여 연구한 바에 의하면 ZCOC 가 129°인 

준 평면구조가 안정하다. Hibertym의 STO-3G 

+6X6CI법 계산에 의하면 C-0의 결합길이는 

L342A 이고, 바닥상태에 기여하는 여러가지 

VB (valence bond) 구조의 통계 적 무게 (statis

tical weight) 가 바닥상태 파동함수의 55%가 <3- 

O-C 과 같은 biradical VB 구조임 을 알게 되 었 

다. Yamaguchi 와 그의 공동 연구자들의 연구的

STO-3G+6x6CI

UMND0
(present work)

Fig. 3. Previously reported" geometries of carbonyl 

ylide.

(UMINDO/3) 에 의 하면 carbonyl ylide 는 불안 

정 한 상태 이 기 때 문에 UHF (Unrestricted Hartree 

Fock) 계 산이 필요하며, biradical 특성 이 현저 

하나 치환기의 종류에 따라 closed-shell zwitte- 

의 특성으로 전환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UMNDO 계산 결과에 의하면 C-0 

결합길이는 정밀한 계산법인 CI 계산결과와 잘 

일치한다. ZCOC의 값도 STO-3G 및 UMIN- 

DO/3 의 결과와 잘 일치한다.

3.1.5 고리첨가반응

Oxirane 에 알켄 (에 틸렌)을 첨 가 시 킬때 얻어

Table 7. Results of product (tetrahydro furan) calcu

lations (MNDO)

Eigen Vectors of cartesian Force Constant Matrix, 

-0.000102, -0.000068, 0.000000, 0.000000 0.000014, 0.000]OB

Normal modes and Vibrational Frequencies, CM-1.

25.309937, 22.237892, 0.056721, 0.008394, 8.995387, 33.466712

Heat of formation

RHF 厶％ =-59.27469 kcal/mc而

UHF =-59.28064

FC △ H, =-59.31032

Ref. (data) J. Y. Beach. , J.Chem. Phy. , 9,54(1941)

Table 8. Comparison of conformation of tetrahydro 

furan

J
\ « /‘ 亠七十거-- 

a) ref. 18.

R曲 Z.COCC) m eo ECd,u)

1.4 97 1.4] 1.54 113 0 106 107

a)

1.491

2.000

1

1.39

I. %

1.49

106

120

n

0

110

111

110

11!

-228.M

-22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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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사수소화푸란 （tetrahydro furan） 의 바닥상 

태의 계산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 의 optimize 된 바닥상태 의 형태 를 보 

면 C3-O4의 계산길이 L41 은 괄호속의 실험값 

1.43, 그리고 C2-C3 의 계 산길 1.55 는 실험값 

1.54 와 잘 일치한다.

Leroy 18가 STO-3G로 계산한 결과와 본 계산 

결과를 비 교하면 Table 8과 같다.

본 계 산결과 Z 축의 좌표는 Q 인 경 우에 

0.0001 로서 이는 평면구조가 안정 함을 표시 한 

다. Leroy 의 계산에 의하면 w 의 값이 33과 0 

인 영역에 안정한 형태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데 Optimize 된 ZCOC 의 값이 113°로서 106°와 

120°사이이므로 거의 평면구조가 안정하리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3.2. 치환 Oxirane 의 반응 경로

3.2.1 계산

연 구 대 상 oxirane 의 치 환치 는 다음 9 가지 

（oxirane 포함）이다.

Oxirane 의 8 가지 치 환체 에 대 하여 바닥상 

태, 반응경로, 전이상태, 중간체 및 에틸렌의 

고리첨가 생성물에 대하여 oxirane 의 경우와 같 

은 방법으로 MNDO-SCF-MO 계산을 실시하였 

다.

玷 n2 叽 symbol

H H H N EO

CN CH CN CN TCEO

0 
/ \

CN H H CN UCEOT

“ / \
-- ''頌1勺

R2 %

CN CN H H DCEOO

H H H dch3 MEO

H H H sch3 THEO

H H och3 ocg DMEOO

CN och3 och3 CN DC 바!£0

CN CN OCHj VCHj DC 바 IE。。

3.2.2 Oxirane 치환체의 반응 경로

Oxirane 치환체의 C-C 결합의 절단에 의하여 

생기는 carbonyl ylide와 고리첨가 반응의 반응 

결로를 반응 물질의 바닥상태 , 전이상태 및 중 

간체의 구조로 부군하여 계산하였고, 고리첨가 

반응은 알켄으로 에틸렌을 택하여 계산하였다.

Table 9. Summary of heat of formation, 4H，(kcal/ 

mole), of reaction path calculation

Holeeulc Ground State Transition S匸ace Intemedtce *roduct

FO

/\ 

H—C — ■—C—H 
丫 'h

RHF
•15.54

UHF
-15«54 13.29 6.29

-59.27

-59,2S

TCEO

/\

NC - C ''C~ CN
NCZ 、CN

RUF
136.05

UHF
135.29 148.26 131.80

99,55

99.55

DCEOT 

0 
/\

NC —C - 1 C —4 
丫 、CN

RHF

54.19

UHF
53.78 74.17 55.23

14,5S

14.58

DCEOO 
0

KC-C^—''c-ci

NC '

RHF
56.93

UHF
56.54 77.33 67.13

18.45

18.47

MEO

/°\

H-C-----C-H
/ '。아%

RHF
-57.72

UHF

-58.X2 -33.92 ■A9.19

-100,52

-100.43

THEO 
0

H—C*—
/ 宴七

RHF 
-19.86

UHF 
-20.21 sas -10,79

-62.54

■62.53

DMEOO 
0

/\

H-C — C-OCH,
H 'OCH：

RHF
-98.39

UHF
-9B.39 -76,07 -93.82

-lil.Cl

■141.04

CCDMEOC 

0
NC /\
NJc — c—och7

RHF 

-20,67

UHF
-9.55 -26.55

DCDMEOO 
0

NC 一匕'K勺

HCZ '5

RHF

UHF
■24.83 -12.75 -30.25

Table 10. Stabilization enerOies (kcal/mole) of substi

tuted carbonyl ylides relative to the parent

-------------- ■

nolecule 4七（1町） MfQNTZHf(CS)
relative 

stabilization

E0 6.29 -15.54 21.83 0.0

TCEQ 131.80 135.29 •3.49 -25.32

DCEOT 55.23 53.78 2.« -19.38

DCEOO 67,13 56.54 10,59 -11.2ft

MEO -49.19 -58.12 8.93 -12,90

THEO -10.79 -20,21 9,42 -12.^1

DMEOO -93.82. -98.39 4.57 -17.26

DCDHEOC -26.55 -20.14 ■6.41 -23.24

DCUHECC -30.25 -2^,83 -5.42 -27.25

Vol. 30, No. 2, 1986



256 金 時 俊

치환체의 바닥상태, 전이상태, 중간체 및 첨가 

생성물의 4H/(kcal/mole) 을 요약하면 Table 9 

과 같다.

치 환기 에 의 한 안정 화 에 너 지 를 oxirane 모체 

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치환체의 .중간체의 AHf 

(INT) 와 바닥상태의 或MGS) 와의 차 AAHf 

값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AAHf2\ 값을 Table 10에 요약하였다.

Table 10에 의 하면 electron withdrawing group 

인 -CN 기 나 electron donating group 인 -OCH3 

기 및 ~SCH3 기 의 치 환은 carbonyl ylides 를 다 

같이 안정화 시킴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현상 

은 push-pull stabilization theory*、32로 설명 된다.

-CN 기가 2개 치환된 DCEOT 와 DCEOO를 

비교하면 상대적인 안정화 에너지는 각각 一 19. 

38, —11.24kcal/mole로서 각각의 -CN 기가 서 

로 다른 탄소에 치환된 DCEOT 가 같은 탄소에 

2 개 가 치 환된 DCEOO 보다 약 8.1 kcal/mole 

정도더 안정하다. -CN기 4개가치환된 TCEO 

에서의 안정화 에너지 는 一25. 32 kcal/mole 로써 

DCEOT 와 DCEOO 의 안정 화 에너지 를 합한 것 

보다 훨씬 적은 값을 나타내는 사실로 보아 

DCEOT 나 DCEOO 에 2 번째로 들어 가는 2 개 

의 -CN 의 안정화 효과는 처음보다 감소함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Houk 및 그 공동 연구자들 

이 보고16한 내용과 일치한다.

그러나 DCEOO 보다 DCEOT 의 안정화 에너 

지가 약 8.1kcal/mole 더 큰 것은 Houk 등이 

ab 访旃。법 으로 계 산 보고된 결과와는 일치 하지 

않는다. 이들은 2개의 -CN기가 같은 탄소에 

치환되었을 때가 약 3kcal/mole 정도 더 안정하 

다고 보고하고 있다 16.

MEO와 TMEO의 안정화 에너지를 비교하면 

거 의 비 슷하나 MEO 가 약 0.5 kcal/mole 정 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것은 -OCH3 기 의 안 

정화효과가 -SCH3 보다 약간 큰 것이 아닌가 생 

각되나 이 점은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DCEOO와 DMEOO의 안정화 에너지를 비교 

하면 거 의 비 슷하나 DCEOO 가 약 6.02kcal/mole 

정 도 작은 것으로 보아 OCI% 기의 안정화 효 

과가 CN 기 보다 크다고 생각된다.

DCDMEOO 와 DMEOO 및 DCEOO 의 안정 화 

에너지를 비교하면 DMEOO와 DCEOO의 안정 

화 에너지의 합보다 DCDMEOO의 안정화 에너 

지가 약 0.25 kcal/mole 정도 작게 나타나 있으 

나 그 차이는 극히 작다.

DCDMOC의 안정화 에너지가 DCDMEOO의 

그것보다 약 Ikcal/mole정도 큰데 이것은 DC- 

EOT 와 DCEOO 와의 비교에서와 같은 경 향을 

나타낸다.

이 상과 같은 결과는 perturbation model 로써 

이론적으로 설명 이 가능하다. Fig. 4 에 MNDO- 

SCF-MO 법 으로 계 산된 carbonyl ylide 모체 와, 

관련되는 두 치 환기 -CN 및 -OCH3 그리고 여 

러 가지 치 환 carbonyl ylides 의 MO 를 표시 하였 

다.

Carbonyl ylides 는 높은 energy level 의 HO

MO 와 낮은 energy level 의 LUMO 를 갖고 있 

는 물질이다". CH3CN 의 LUMO 는 비교적 낮 

은 energy level 의 z* orbital 로서 carbonyl ylide 

의 MO 에 주로 반발적 인 효과를 나타내 는 orbital 

로서 치환기 CN 기의 효과를 설명 할 수가 있 

다. -CN 기 의 LUMO 에 의 하여 carbonyl ylide 

의 HOMO 와 LUMO 는 그 energy level °] 낮아 

질 것 이 나 LUMO 가 HOMO 보다 상대 적 으로 더 

낮아질 것 이 다. -CN 기 의 전 자받게 orbital 은

애『N (CH3)2O E0 TCEO DCEOT DCEOO MEO THEO DMEOC

3.5B3

1.599
1,367

0.103 -0.517

1.570
1. 10«
1___

1.613
3
2
1

0
_ 1

-2

-4
-5
-6
-7
-8

一9
-10

-11 
-12 
-13

-14

_____  -9.069
-10.037

:展796

______  -8.690

-同5 —7
-8.923

Fig. 4. Frontier molecular orbitals of several carbonyl 

ylides and substitu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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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lide 의 LUMO 로 하여금 안정화 효과를 증가 

시키는 방향으로 치환기가 있는 쪽에서 HOMO 

에 혼입되어 들어가게 하고 HOMO 는 안정화효 

과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LUMO 에 혼입되어 

들어 간다. Fig. 4 에 frontier molecular orbital 의 

energy level 를 표시 하였다.

珂g. 4에 의하면 -OCH3 기 는 -CN 기와는 반 

대의 효과를 frontier molecular orbital energy 

level에 미치고 있다.

-CN 기 의 LUMO 는 TCEO, DCEOT, DCEOO 

의 LUMO energy level 를 크게 감소시 키 고 있 

다. 이와 같이 낮아진 DCEOT, DCEOO 의 LU

MO 는 HOMO 에 너 지 를 parent oxirane 의 그것 

보다 낮아지게하나 그 효과는 LUM。의 경우보 

다 작음을 Fig. 4에서 알수 있다.

-OCH3 의 전자주게 orbital 은 MEO, TMEO, 

DMEOO 의 HOMO energy level 을 parent car

bonyl ylide 의 HOMO 보다 높은 energy level 

을 갖게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CN 기 나 -OCH3 기는 모두 

carbonyl ylide 의 HOMO-LUMO gap 을 감소시 

켜 안정 화에 기 여 하고 있음을볼수있다. TCE。 

의 HOMO energy level 이 높이 올라가 있는 현 

상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결 론

이상의 고찰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MNDO-SCF-MO 법 은 바닥상태와 반응경 

로 계산에, 그리고 전이상태와 중간체의 구조 결 

정에 효과적이며 계산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치환 oxirane 의 바닥상태, 치환 carbonyl 

ylides 의 전이상태, 중간체의 기하학적 구조를 

결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여러가지 보고된 내용 

과 일치한다.

(3) 고리첨가 반응 생성물의 구조를 확인하여 

계산에서 얻어진 최적화된 MO 양에서 반응 에너 

지를 비교하였다.

(4) 치환기가 C-C 결합 절단에 의한 고리 첨가 

반응의 반응성에 미치는 효과를 frontier orbital 

의 perturbation 으로 설명 하였 다.

(5) 전자주계기 와 전자 받게 기는 다같이 HO- 

MO-LUMO energy gap 을 줄이 는데 기 여 하고 있 

다. 이 것은 전 자주게 기 에 서 는 HOMO 가, 전 자받 

게 기 에 서 는 LUMO 가 oxirane 의 carbonyl ylide 

의 frontier orbital 에 효과를 미 치 기 때 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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