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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emical properties such as heat of formation and density of methylnitroimidazole derivatives were

predicted and analyzed by using density functional theory (DFT). Successive addition of energetic nitro groups

into an imidazole ring increases both the heat of formation and the density. Using the chemical property values

computed by DFT, explosive performance was analyzed with the Cheetah program, and compared with those

of TNT, RDX, and HMX, which are currently used widely in military systems. When both C-J pressure and

detonation velocity were used as explosive performance, methyldinitroimidazole derivatives show better

performance than TNT, while methyltrinitroimidzole is almost close to RDX. Since methylnitroimidazole

derivatives have a good merit, i.e. low melting point for melt loading, they are forecasted to be used widely

in various military and civilian application.

요 약: 밀도함수 이론을 이용하여 메틸나이트로이미다졸 유도체의 생성열, 밀도 등의 화학적 특성치들

을 예측하고 분석하였다. 이미다졸 링에 나이트로기를 계속적으로 치환하면 생성열과 밀도값은 증가한

다. 예측된 화학적 특성치들을 이용하여 치타 프로그램으로 화약적 성능을 분석하고, 현재 널리 사용되

는 TNT, RDX, HMX 등과 비교하였다. C-J 압력과 폭발 속도 등을 사용하여 화약 성능을 분석하면 메

틸다이나이트로 유도체들은 TNT 보다는 성능이 약간 우수하며, 메틸트라이나이트로이미다졸은 RDX에

거의 버금가는 수준이다. 메틸나이트로이미다졸계 화약들은 용융점이 낮아 용융 충전이 가능하다는 장

점이 있으므로 군수나 민수 등 다양한 방면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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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에너지물질의 제반 특성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작

업은 새로운 화약 및 추진제 원료들을 개발하는 과정

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1-3 새로운 물질을 도출하

는 연구에서 처음에는 매우 유망해 보였던 후보물질

이 시험 평가 단계에서 의외로 저조한 성능을 보여

그때까지의 많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허

다하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에는 분자

모델링이나 조합화학 등의 새로운 유형의 학문들을

신물질 개발 연구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많이 되고 있

다. 또한 반응산물들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이용하려

는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신규 고에너지물질 개발에 방향성 질소고리화

합물들을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분자군의 장점은 방향성 화합물로 충격 등에 안

전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하며, 벤젠이나 사이클로펜타

디이엔 등에서 고리 내의 탄소들이 질소들로 치환됨

으로서 생성열과 밀도가 높아질 것으로 추정되며 궁

극적으로는 성능이 우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한 분자 내에 질소함량이 높아져서 폭발이나 연소 등

의 화학적 반응으로 분해되는 경우에 이산화탄소 대

신에 질소 분자를 주분해물로 배출하여 환경친화적인

고에너지물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4-6 방향성 질

소고리화합물은 고리 내의 질소가 최소 1 개에서 최

대 5 개까지 포함될 수 있다. 질소가 적게 포함된 분

자에서는 상기에서 언급한 여러 효과들이 미미할 것

이며, 질소가 많이 포함되면 효과가 높게 나타날 것

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질소가 치환되면 치환된 질

소 위치에서는 추가적으로 나이트로기나 아자이드기

처럼 고에너지를 포함하는 치환체를 도입할 수 없다

는 단점이 있다. 그런 연유로 초기 연구에서는 질소

가 2-3개 포함된 분자들을 이용하려는 연구가 많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방향성 질소고리화합물로서 질소가

1,3번 위치에 2개 치환된 이미다졸을 골격으로 하고,

1번 위치에 메틸기가 치환된 메틸나이트로이미다졸계

화합물을 기반으로 화약 성능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메틸나이트로이미다졸계 화

합물들 중 일부는 용융점도 낮아 현재에 널리 사용하

는 2,4,6-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2,4,6-trinitrotoluene,

TNT)을 대체할 수 있는 신규 고폭화약 대상으로 각광

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물질들은

Fig. 1에 소개되어 있다.

2.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기존에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으

로 약칭)에서 개발한 ADD method-1에 따라 계산을

진행하였다.7 본 계산에는 양자역학 프로그램의 밀도

함수이론을 이용한 안정된 삼차원 분자구조 계산, 안

정된 분자구조에서의 밀도 및 생성열 예측, 그리고 이

러한 화학적 특성치들을 사용하여 자유에너지 최저화

방법으로 반응생성물을 예측하여 C-J 압력 및 폭발속

도 등의 화약적 특성을 예측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2.1. 안정된 삼차원 분자구조 계산

PC 내의 Chem-3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자들을

스케치 한 뒤, Chem-3D에 내장된 반실험적 계산 엔

진을 사용하여 기본적인 최적화 작업을 진행하고 본

계산에 필요한 입력자료를 작성하였다. 계산은 가우시

안-03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8 안정된 구조들을 밀

도함수이론(density functional theory, DFT)을 사용하

여 B3LYP/6-31G* 수준으로 계산하였다. 분자구조를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어떠한 symmetry도 가하지 않았

으며, 계산 최적화 과정도 cartesian coordinate 하에서

진행하였으며, Z-매트릭스는 사용하지 않았다.

2.2. 화학적 특성 예측 작업

가장 안정된 분자구조가 확인되면 이들 분자구조에

서 화약성능 계산 작업에 필요한 밀도와 생성열을 예

측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생성열 예측은 B3LYP/6-

31G*로 최적화된 분자구조에서 출발하여 DFT 계산의

BP86/6-31G** 수준으로 구조 최적화 및 에너지 계산

을 재진행하였다. 본 DFT 계산결과를 이용하여 기존

에 Politzer 교수가 개발한 방안에 따라 계산을 진행하

였다.9,10 Politzer 교수 계산법은 고에너지물질에 적용

할 수 있도록 실험적인 보정치를 각 원소의 형태에 따

라 기 진행하였으며, 이들 방안에 대해 국과연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고에너지물질에 적용한 바 상당히 우수

한 결과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11

보편적으로 학계에서 화약 분자들의 밀도를 ‘그룹

영향력의 합’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있지만 본 연

구에서는 국과연과 인하대학교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분

자표면 정전기 전위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12,13

일반적인 양자역학적인 분자 표면 계산 방법은 양자

역학적으로 계산한 전자운(electron cloud)의 밀도가

특정치 이상 되는 지점을 연결하여 분자 표면으로 구

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김찬경 교수팀에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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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분자표면을 사용하는 대신 분자역학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구형의 반데르발스 직경을 사용하였으며,

이들을 봉합하는 분자 역학적 프로그램으로 삼차원적

인 분자 표면을 구성한 뒤, 이들 위치에서 정전기 전

위 값을 계산하였다.12 이들 분자 표면 정전기 전위가

계산되면 반데르발스 표면적과 분자 표면 정전기 전

위 값의 평균 오차를 변수로 하는 새로운 QSPR 관계

식을 사용하여 고체 화약 분자들의 밀도를 예측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기존의 계산 결과에 비하여 우

수한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확인하였다.13

2.3. 화약 성능 예측 작업

일단 각 화약 분자에 대한 고체 상태에서의 생성열

과 밀도값이 정밀하게 예측되면, 화약 성능을 진행할

준비가 완료된 상태이다. 본 실험에서의 화약 성능 예

측 작업은 미국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의 프라

이드 박사가 개발한 치타 프로그램 버전 2.0을 사용하

여 진행하였으며,14 그 결과를 기존에 널리 사용되는

화약들인 TNT, RDX, HMX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토론

3.1. 안정된 삼차원 분자구조 분석

밀도함수 이론인 B3LYP/6-31G* 방법으로 Fig. 1에

제시된 분자들을 최적화한 결과 Fig. 2와 같이 안정된

분자구조들을 획득할 수 있었다. 양자역학적으로 계산

된 구조들은 큰 이상적 징후없이 안정된 형태로 계산

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다졸은 방향성 구조로 6개

의 추가적인 파이전자들이 고리 전체에 잘 비편재화

되어 있어 평면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본 계산에서도

모든 구조들이 평면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치환된 나이트로기들은 이미다졸 링과 파

이전자들을 나누기 위해 서로 평면으로 유지되는 것

이 가장 안정된 구조이며, 이런 형태는 주변의 다른

복잡한 치환체가 없는 경우에 잘 유지된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노나이트로 치환체들인 1A, 1B, 1C

에서의 나이트로기는 이미다졸 링과의 이면각이 비틀

림없이 거의 0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이

나이트로에서도 나이트로기가 떨어져 있는 2A에서도

나이트로기의 이면각이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이다. 하

지만 2B의 경우는 메틸기를 사이에 두고 나이트로기

가 양 옆에 위치하여 구조적인 복잡성을 유발하고 2C

의 경우에는 4,5위치에 이웃하는 나이트로기들 간의

상호 척력이 작용하여 심하게는 42o까지의 높은 비틀

림이 있음을 볼 수 있다. 트라이나이트로 유도체인 3

에서는 모든 나이트로기들이 이미다졸 고리로부터 적

게는 20o, 많게는 36o까지의 비틀림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비틀림으로 인해 분자의 내부 응력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를 가지게 되어 생성

열이 높이지며, 분자 간의 배열에도 영향을 미쳐 밀도

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3.2. 화학적 특성 분석

안정된 삼차원 분자구조들을 획득하면 이들 분자구

조에서 화학적 특성치들을 계산한다. 화약적 특성을

정확하게 예측하려면 고체상태에서의 생성열과 밀도
Fig. 1. Chemical structure and naming scheme for methy-

lnitroimidzole derivatives.

Fig. 2. Optimized molecular structures of methylnitroimidzole
derivatives calculated at B3LYP/6-31G*. The values in
parentheses are dihedral angles of nitro groups twisted

from the imidazole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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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상기 기술한 방법에 따

라 분석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각 결과는 Table 1에 정

리한 바와 같다. 그리고 생성열과 밀도의 나이트로기

가 치환된 위치와 개수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Fig. 3과 Fig. 4에 도시하였다.

본 계산으로 진행한 생성열은 모노나이트로 유도체

들에서는 12.1-14.9 kcal/mol로 계산이 되며, 다이나이

트로 유도체에서는 13.2-18.5 kcal/mol로 계산이 된다.

트라이나아트로 유도체인 3에서는 24.8 kcal/mol로 분

석된다. 각 나이트로기가 모노나이트로에서 다이나이

트로, 다이나이트로에서 트라이나이트로로 추가적으

로 치환됨에 따라 약간씩 증가하는 현상을 Fig. 3에서

볼 수 있으나 증가폭은 미미한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같은 나이트로기가 치환된 이성질체들의 생성열 변화

도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다이나

이트로 유도체들의 이성질체에서는 나이트로기의 비

틀림 현상에 따른 응력 증가가 그대로 생성열 값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이트로기의 비틀림 현상이 있는 2B, 2C

의 생성열 값이 비틀림 현상이 전혀 없는 2A보다 3-5

kcal/mol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본 계산 결과는

Su 등이 분석한 수치에 비해 개략적으로 15-25 kcal/

mol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15 이는 Su 등이 유사한

계산 작업을 진행해서 보고한 내용으로 기체 상태에

서의 생성열을 산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계산에서

산출한 승화열의 예측 결과가 18-27 kcal/mol로 이들

값을 기체 상태에서의 생성열 수치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본 계산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추정되므

로 본 연구에서의 생성열 수치는 매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분자 표면 정전기 전위 계산으로부터 산출한 밀도

값들은 모노나이트로 유도체의 경우는 1.48-1.58 g/cc

로 계산이 되며, 다이나이트로 유도체에서는 1.66-1.73

g/cc로 증가한다. 나이트로기가 이미다졸 링이 1개 치

Table 1. Chemical formula, oxygen balance, heat of formation (in solid phase), and density of methylnitroimidazole derivativesa

Compounds Chemical Formula
Oxygen Balance

(%)

∆Hf
o 

(kcal/mol, solid)

Density

 (g/cc)

1A C4H5N3O2 -107.0 14.9(29.4b) 1.517

1B C4H5N3O2 -107.0 12.1(27.5b) 1.582

1C C4H5N3O2 -107.0 12.7(28.7b) 1.483

2A C4H4N4O4 -55.8 13.2 1.730

2B C4H4N4O4 -55.8 16.3(32.6b) 1.661

2C C4H4N4O4 -55.8 18.5(36.0b) 1.721(1.637c)

3 C4H3N5O6 -25.8 24.8(42.1b) 1.830(1.768c)

aValues in parentheser are from the literatures. bRef. 14. cFrom Cambridge crystal structure database, refcodes RUGJUZ for 2C, VAHFIU

for 3.

Fig. 3. Heats of formation of methylnitroimidazole derivatives. Fig. 4. Densities of methylnitroimidazole deriv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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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된 경우와 2개 치환된 차이에서 밀도가 상당히 증

가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나이트로기가

3개 치환된 트라이나이트로이미다졸에서는 1.83 g/cc

로 상당히 높은 밀도를 가지게 된다. 본 계산을 수행

한 후 캠브리지 결정구조를 조사하여 기존에 2C와 3

에 대해서는 결정 밀도가 알려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 값들과 본 연구에서의 결과치를 비교한 결과 차

이가 0.1 g/cc 이내로 매우 잘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3. 화약적 성능 분석

밀도함수 이론으로 분석된 밀도와 생성열을 입력자

료로 사용하여 분석한 화약 특성치인 C-J 압력과 폭

발속도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계산에는 결정 밀도

의 97%를 실질적인 밀도로 재산정하여 치타 프로그

램에서 분석 작업을 수행하였다. 97%의 실질적인 밀

도를 사용함으로써 밀도에 매우 민감하게 변화하는

화약 분자의 성능을 과다하게 추정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다양한 화약 물질들을 추가하여 고체 입자들

을 압축 제조하는 화약의 성능 추정에도 유사한 결과

를 유지할 수 있다. C-J 압력과 폭발속도 계산 결과들

은 Fig. 5에 도시하였으며 군용 화약으로 널리 사용되

는 TNT, RDX, HMX 등의 값들과 비교하였다. 치타

프로그램으로 분석된 모노나이트로 유도체들의 C-J

압력은 12.6-14.9 GPa 정도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TNT의 C-J 압력인 21.0 GPa에 상당히 떨어지는 수치

이다. 반면 다이나이트로 유도체의 C-J 압력은 12.4-

23.5 GPa로 TNT 보다는 약간 높은 수치이지만 예측

오차를 생각한다면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메틸트라이나이트로이미다졸의 경우 31.6 GPa로 분석

되며 이 수치는 RDX 수치인 33.8 GPa에 거의 도달

하는 수치로 나이트로기가 추가할수록 성능이 높이짐

을 알 수 있다. 폭발속도를 사용하여 화약 성능들을

분석하면 모노나이트로 유도체들의 폭발속도는 16.12-

6.48 km/sec로 추정되며 TNT의 폭발속도인 6.93 km/

sec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로 분석된다. 반면 다이나

이트로 유도체들의 폭발속도는 7.33-7.53 km/sec로

TNT 성능 보다는 우수한 것으로 예측된다. 3은 8.47

km/sec로 RDX의 폭발속도인 8.70 km/sec에 거의 육

박하는 수치이다. TNT, RDX 등과의 비교적 분석은

폭발속도로 추정한 비교치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

나지만 전반적인 경향성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다.

Ravi 등이 추정한 3의 C-J 압력과 폭발속도는 33.9

GPa과 8.66 km/sec로 본 연구에서 수행한 결과와 잘

일치하는 수치이다.16 이들의 수치가 약간 과다하게

추정되는 것은 밀도 추정의 문제이거나 화약 성능 추

정을 단순한 Kamlet-Jacobs 식을 이용하여 추정한 것

이므로 오차가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C-J pressurea and detonation velocitya of methylni-
troimidazole derivativesb

Compounds
C-J Pressure

(GPa)

Detonation Velocity

(km/sec)

1A 13.54 6.266

1B 14.94 6.482

1C 12.64 6.116

2A 23.43 7.525

2B 21.40 7.327

2C 23.50 7.536

3 31.56(33.92c) 8.468(8.66c) 

aEstimated at Cheetah 2.0 program. Estimation performed with the

density values assumed to be packed with 97% of crystal density.
bValues in parentheses are from the literatures. cRef. 16

Fig. 5. C-J pressures (top) and detonation velocities (bottom)
of methylnitroimidazole deriv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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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DFT를 이용하여 메틸나이트로이미

다졸 유도체들의 화학적 특성치인 생성열, 밀도 등을

예측하고 분석하였다. 이미다졸 링에 나이트로기를 계

속적으로 치환하면 생성열과 밀도값은 증가한다. 반면

나이트로기의 위치 변화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는 것

으로 추정된다. 예측된 화학적 특성치들을 이용하여

치타 프로그램으로 화약적 성능을 분석하고, 현재 널

리 사용되는 TNT, RDX, HMX 등과 비교하였다. C-J

압력과 폭발속도 등을 사용하여 화약 성능을 분석하

면 모노나이트로 유도체들의 화약 특성은 TNT에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메틸다이나이트로 유도

체들은 TNT 보다는 성능이 약간 우수하지만 큰 차이

는 없는 실정이다. 나이트로기가 3 개 치환된 3 은

RDX에 거의 버금가는 수준으로 분석된다. 메틸나이

트로이미다졸계 화약들은 용융점이 낮아 용융 충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군수나 민수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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