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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성기를 가진 azido기(-CH2N3), nitrato기(-CH2ONO2) 그리고 hydrazino기(-CH2N2H3)로 치환된 옥소란 고폭 화약류의 

산 촉매 하에서 중합반응을 반경험적인 MINDO/3, MNDO, AM1 방법 등을 사용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옥소란 

고폭 화약류의 친핵성 및 염기성은 옥소란 산소원자의 음전하크기로 설명할 수 있고, 중합하의 성장단계에서 옥소란

의 반응성은 옥소란의 반응중심 탄소원자의 양전하크기와 친전자체의 낮은 LUMO 에너지에 좌우됨을 알 수 있다. 

옥소란 고폭 화약류의 고리형 oxonium 이온형이 열린 carbenium 이온형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oxonium 이온과 carbe-

nium 이온 사이의 계산된 안정화 에너지(17.950∼30.197 kcal/mol)에 의하면 carbenium 이온이 더 유리함을 예측 할 수 

있다. 평형상태의 고리형 oxonium 이온과 열린 carbenium 이온의 농도 크기가 반응 메카니즘의 결정단계이며, 산 촉매

하의 형태와 계산을 기초로 하여 빠른 평형을 예상하여 볼 때 선폴리머(prepolymer) 성장단계에서 SN1 메카니즘이 SN2 

메카니즘보다 빠르게 반응 할 것으로 예측된다.

The cationic polymerization of oxolane high explosives which have pendant explosive groups such as azido, nitrato and hydra-

zino is investigated theoretically using the semiempirical MINDO/3, MNDO and AM1 methods. The nucleophilicity and basic-

ity of oxolane high explosives can be explained by the negative charge on oxygen atom of oxolane. The reactivity of prop-

agation in the polymerization of oxolane can be represented by the positive charge on carbon atom and the low LUMO energy 

of active species of oxolane. The reaction of the oxolane high explosives in oxonium ion form to the open chain carbenium 

ion form is expected by computational stability energy (17.950∼30.197 kcal/mol) of the oxonium ion and carbenium ion 

favoring the carbenium ion. The relative equilibrium concentration of cyclic oxonium ion and carbenium ion is found to be 

a major determinant of mechanism, owing to the rapid equilibrium of these catoinic forms. Based on calculation, in the prepol-

ymer propagation step, SN1 mechanism will be at least as fast as that for SN2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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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옥소란(tetrahydrofurane)은 1937년 Meerwein[1]에 의해 중합반응으로 

합성되었으며, 석유화학 공업의 발달과 때를 맞추어 대규모 생산이 

가능해졌고, 이러한 에폭사이드의 중합반응이나 소중합체 반응들은 

합성화학 공업에서 중요한 생산 방법 중의 하나로 계면활성제, 접착

제, 코팅제, 우레탄 합성고무 그리고 원자제 등으로 지금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고리형 에테르의 단량체(monomer)에 대한 고리

열린 선폴리머(prepolymer)반응 등을 고분자[2]에 접목시켜 에너지화 

결합제로 활용하게 되었다[3].

제5류 위험물에 속하며 에너지화 결합제 분야의 일부분인 치환체

저자 (e-mail: kjt7614@hanmail.net)

(-CH2ONO2, -CH2N3, -CH2N2H3)의 화합물들은 폭발성을 갖고 있으므

로 이러한 단량체의 고리 열린 선폴리머를 고폭 화약류의 결합제로 

응용하게 되었다[4].

고리형 에테르와 아세탈류를 산 촉매하의 고리 열린 공중합 반응시 

성장단계에서 반응메카니즘과 활성화학종 등이 중합반응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 단량체의 친핵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치환기의 입체

적 장애효과, 극성효과, 고리 뒤틀림의 열역학적 효과 등이 있다[5]. 

Penczek 등[6]은 산 촉매하의 중합반응에서 고리형 에테르와 아세

탈의 공중합반응은 양성자화된 단량체가 고분자에 반응할 때 정전기

적 효과에 의하여 부가하는 반응으로 설명하였다.

중합반응 과정의 반응속도와 성장단계의 활성화학종인 oxonium- 

carbenium 이온의 평형상태 등이 고분자 성장의 경쟁적인 반응에 따라 

SN1, SN2 메카니즘으로 고려하게 된다. Chien 등[7]은 2-치환체 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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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1. Species in propagation step. 

Table 1. Formal Charges of Oxolane High Explosives by CNDO/2, MINDO/3, MNDO, and AM1 Methods

Oxolanes
CNDO/2 MINDO/3  MNDO AM1

O C2 C4 O C2 C4 O C2 C4 O C2 C4

Oxolane -0.314 0.287 0.092 -0.439 0.368 0.106 -0.328 0.156 -0.051 -0.283 -0.023 -0.186

MNO -0.303 0.327 0.135 -0.444 0.668 0.322 -0.342 0.315 0.129 -0.277 0.094 -0.051

MAO -0.325 0.339 0.148 -0.487 0.7128 0.427 -0.362 0.331 0.176 -0.301 0.111 -0.025

MHO -0.360 0.369 0.159 -0.515 0.723 0.433 -0.376 0.354 0.188 -0.363 0.165 -0.047

탈인 2-butyl-3-dioxepane과 2-butyl-1,3,6-trioxocane 등에서 성장단계 

화학종인 α-oxycarbenium 이온이 반응 메카니즘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고 하였다. 또한 중합반응에서 두 단량체간의 반응성의 척도인 친

핵성 및 염기성을 IR과 NMR에서도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8].

한편, 에너지화 치환체 옥세탄(oxetane)류의 단량체를 산 촉매하의 

중합반응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연구 하였으며[9,10], 에너지화 옥세탄 

단량체간 중합반응의 반응성 등에 의한 BMMO/AMMO, NMMO/AMMO, 

BAMO/NMMO, BAMO/BNMO의 중합반응 비(reactivity ratio)가 각각 

γ1 = 4.37, γ2 = 0.33, γ1 = 0.35, γ2 = 2.73, γ1 = 0.79, γ2 = 1.42, 

γ1 = 2.97, γ2 = 0.17인 실험 결과를 얻었고[11], 이 단량체간 반응성

비의 곱이 1에 접근할 때(γ1γ2 ≃ 1) 이상적인 공중합이므로 가장 

정상적인 교대 공중합체(alternating copolymer)를 얻으며, 이로부터 

에너지화 치환체 옥소란의 두 단량체간의 반응성 척도인 친핵성 및 

염기성을 예측할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단량체들의 치환기 변화에 따른 공중합 반응성비의 

역(reactivity : 1/γ)을 비교하면, 치환기 변화에 따른 반응성 변화와 

단량체의 염기성 및 친핵성 특성을 예측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에너지화 결합제 물질들은 높은 에너지를 갖는 반면 기계적 

성질[12,13]이 취약하기 때문에 실용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 취약성을 

개선하는 문제가 연구되어야 한다. 또한 알려져 있는 에너지화 결합

제의 경우 화학 구조상 열이 축적되거나, 가연물과의 접촉, 화기, 습

기, 충격 혹은 마찰 등으로 인한 분해시 발열반응을 하므로 운반, 저

장시 폭발의 위험성 문제가 야기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5류 위험물에 속하며 폭발성기를 가진 

MNO, MAO, MHO 옥소란 고폭 화약류의 산 촉매 하에서 중합반응

을 반응성, 반응메카니즘 그리고 반응과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형식

전하, 생성열, 에너지 준위를 반경험적인 분자 궤도론적 방법인 

MINDO/3, MNDO, AM1 등을 사용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 계    산

본 연구에서 사용한 프로그램은 반경험적 방법인 AMPAC 프로그램

[14,15]에 포함된 CNDO/2 (complete neglect of differential overlap), 

MINDO/3 (modified intermediate neglect of differential overlap), 

MNDO (modified neglect of differential overlap)와 AM1 (Austin mod-

el 1)의 RHF (restricted Hartree-Fock)방법을 사용하였다. 

계산된 치환체 옥소란의 단량체들은 tetrahydrofurane (Oxolane),  

methyl nitrate oxolane (MNO), methyl azide oxolane (MAO), methyl 

hydrazine oxolane (MHO)이며, 특히 MNO, MAO, MHO 등은 폭발성

인 nitrato기(-CH2ONO2), azido기(-CH2N3), hydrazino기(-CH2N2H3) 등

을 포함한 옥소란 고폭 화약류의 단량체이다.

각 분자들의 단량체 구조는 표준값을 이용하여 에너지 최소적 조건을 

얻었으며, 이 구조를 고리 열린 화합물의 단량체 구조에 이용하였다. 

옥소란 고폭 화약류의 단량체는 normal 형, oxonium 이온형, carbe-

nium 이온형 등으로 계산하였으며, 단량체간의 정상상태의 구조에서

는 SADDLE routine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옥소란 고폭 화약류의 단량체에 대한 산 촉매하의 중합반응은 성장

단계의 화학종(species)인 고리형 oxonium 이온과 열린 carbenium 이

온의 농도에 따라 반응메카니즘이 달라지며, 치환기 효과에 따른 단

량체 반응중심원자의 전하변화, 입체적 장애효과 및 분자 궤도론적 

에너지준위 등이 반응성 결정에 지배적 요소가 된다[6].

성장단계에서 반응식은 (1), (2) 등으로 논란이 되었으며[6], 이들 

반응메카니즘을 규명하기 위해 AMPAC 프로그램의 MINDO/3, 

MINDO, AM1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옥소란 고폭 화약류의 단량체에 대하여 반경험적인 CNDO/2, 

MINDO/3, MNDO 및 AM1 방법으로 계산한 전하값을 Table 1에 요

약하였다.

고리형 단량체의 친핵성 및 염기성은 IR 및 
13

C-NMR 등으로 연구

가 가능하며[8], 이들 단량체들의 친핵성이나 염기성은 Table 1의 계

산결과 옥소란 산소 원자의 음전하 크기에 비례하며, 이들 단량체가 

친전자체의 공격을 받을 때는 중심 탄소원자의 양전하가 클수록 단량

체 반응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hard and soft acid and base 

(HSAB)[16] 원리에서 hard-hard형 반응이 지배적인 전하조절 반응이

기 때문이다. 옥소란 단량체들에 대한 전하값을 살펴보면 CNDO/2, 

MINDO/3, MNDO 등의 방법에서는 C2와 C4 탄소원자 전하가 양전하

로 나타났으나, AM1 방법에서는 음전하로 나타나는 모순이 있다.

Table 1에서 단량체간의 산소원자 음전하 크기는 치환기 변화에 대

하여 각 계산방법에 따른 변화도 작게 나타났으며, 단량체의 친전자

체 공격중심인 탄소원자의 양전하 크기는 MHO > MAO > MNO > 

Oxolane의 순서를 나타냄을 알 수 있고, 산 촉매하의 중합반응 과정에

서 단량체간의 친핵체 성질인 산소원자의 음전하가 클수록 분자간의 

정전기적 인력 상호작용이 크며 반응성도 비례하여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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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eats of Formation (ΔHf) of Oxolane High Explosives by 

MINDO/3, MNDO, and AM1 Methods 

Oxolanes
Heat of formation (kcal/mol)

MINDO/3 MNDO AM1

Oxolane -56.216 -62.148 -47.704

MNO -61.335 -9.951 3.054

MAO -46.717 42.225 61.618

MHO -26.845 111.474 131.296

Table 3. Formal Changes of Oxolane High Explosives by AM1 Method 

Oxolanes
Normal forms Oxonium ions Carbenium ions 

O C2 C4 O C2 C4 O C2 C4

Oxolane -0.268 -0.067 -0.068 -0.134 0.183 0.181 -0.293 0.161 0.167

MNO -0.277 -0.045 -0.045 -0.232 0.190 0.190 -0.304 0.172 0.176

MAO -0.275 -0.041 -0.044 -0.285 0.233 0.233 -0.311 0.219 0.219

MHO -0.281 -0.037 -0.037 -0.337 0.267 0.267 -0.319 0.246 0.247

Table 4. Formal Charges of Oxolane High Explosives by MNDO Method

Oxolanes
Normal forms Oxonium ions Carbenium ions 

O C2 C4 O C2 C4 O C2 C4

Oxolane -0.307 0.126 0.124 -0.139 0.154 0.154 -0.279 0.243 0.243

MNO -0.304 0.142 0.143 -0.145 0.198 0.198 -0.293 0.264 0.265

MAO -0.313 0.146 0.146 -0.176 0.243 0.243 -0.314 0.318 0.318

MHO -0.316 0.165 0.165 -0.202 0.261 0.261 -0.332 0.347 0.347

Table 5. Energy Levels (eV) of HOMO and LUMO of Oxolane High 

Explosives by AM1 Method

Oxolanes
Normal forms Oxonium ions Carbenium ions 

HOMO LUMO HOMO LUMO HOMO LUMO

Oxolane -10.873 2.856 -18.616 -5.751 -16.117 -8.534

MNO -12.328 -0.136 -16.022 -5.123 -13.565 -6.747

MAO -9.801 -0.151 -10.496 -3.641 -12.739 -7.501

MHO -8.139 -0.254 -9.727 -3.370 -10.589 -6.467

Table 6. Energy Levels (eV) of HOMO and LUMO of Oxolane High 

Explosives by MNDO Method

Oxolanes
Normal forms Oxonium ions Carbenium ions 

HOMO LUMO HOMO LUMO HOMO LUMO

Oxolane -11.013 3.115 -16.281 -4.612 -15.779 -7.021

MNO -11.387 -1.213 -13.357 -5.734 -11.852 -6.726

MAO -9.002 -1.564 -9.972 -5.136 -10.510 -6.859

MHO -8.834 -1.627 -8.873 -5.572 -8.576 -6.472

Table 2는 옥소란 고폭 화약류 단량체들의 생성열(ΔHf)을 조사한 

결과로, 생성열이 양의 값을 가질수록 에너지를 낼 수 있는 효과는 큰 

반면 분자 자체의 안정도는 떨어짐을 예측할 수 있다. AM1 방법에 의

한 생성열의 계산결과가 실험치와 근접함을 밝힌 바 있으며[15], 특히 

MAO와 MHO에서는 완전한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nitrato기

(-CH2ONO2)를 포함한 MNO 단량체에서는 생성열이 양의 값으로 전

환 가능성을 보여준다.

Table 3은 옥소란 고폭 화약류의 각 단량체에 대하여 AM1 방법으

로 계산한 전하값이고, Table 4는 MNDO 방법으로 계산한 전하값을 

비교 설명한 것이다.

Table 3과 4에서 각 화학종의 전하는 폭발성기(-CH2ONO2, -CH2N3, 

-CH2N2H3)로 치환된 탄소의 양전하가 뚜렷이 나타났으며, 양성자화

(protonated) 된 고리형 oxonium 이온과 열린 carbenium 이온과의 전

하 비교에서 고리형 oxonium 이온보다 열린 carbenium 이온에서 반응

중심 탄소의 양전하가 크게 나타났고, 치환기에 따른 화학종의 반응

성도 반응중심 탄소의 양전하 크기에 비례함을 보여준다. 열린 carbe-

nium 이온의 반응중심 탄소 양전하는 크게 발달되어 있으므로, 고리 

열린 상태에서는 SN1 메카니즘 가능성이 큼을 보여준다.

이는 전이상태의 두 화학종의 정전기적 인력의 반응성은 고리형 oxo-

nium 이온보다 열린 carbenium 이온의 친전자성 성질이 더 양호함을 

암시하며, AM1 방법보다는 MNDO 방법에서 더 발달되어 있음을 보

여준다. 

한편, Klopman[17]은 분자간의 반응성 즉 한 분자궤도와 에너지 준

위가 다른 분자와 중첩할 때 생기는 에너지 변화를 정전기적 인력항

과 섭동항을 포함하여 설명하였다.

산 촉매하의 중합반응에서 고리형 에테르 및 아세탈계의 반응도 치

환기 변화에 따른 고리 뒤틀림 에너지(ΔE)를 동일한 것으로 고려하면,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을 겸하므로 정전기적 인력항과 섭동항을 고려

한 식 (4)로 나타낸다.

∆E =





∙


 + 










∙


∙

(3)

첫째항은 정전기적 인력항으로 반응중심의 전하곱에 비례하고, 둘째

항은 섭동항으로 두 분자간의 에너지 준위차(ΔEj = EHOMO - ELUMO)에 

반비례하며, 반응중심 원자 궤도함수의 계수(C)인 matrix element와 

공명적분(β)의 크기에 비례한다.

섭동항에서 반응성은 두 궤도의 에너지 차 ΔEj가 작을수록, matrix  

element는 클수록 커진다. 반응물질 전하의 차에 의한 주반응은 전하 

조절반응이며, 섭동항의 두 요소 중에서 에너지 전위차가 비교적 작

을 때는 ΔEj의 효과가 월등하게 커져 ΔEj가 반응성을 좌우하는 에너

지 차 조절반응이고, 두 원자 궤도 함수의 계수가 클 때는 matrix ele-

ment가 반응성을 좌우한다.

옥소란 고폭 화약류의 highest occupied molecular orbital (HOMO)와 

lowest unoccupied molecular orbital (LUMO) 에너지 준위값을 AM1 

방법과 MNDO 방법으로 계산하여 Table 5와 6에 요약하였다.

중합반응 과정의 활성화된 고리형 oxonium 이온이나 열린 carbe-

noum 이온의 평형상태와 단량체와의 반응성은 단량체의 친핵성 성질인 

HOMO 에너지가 높을수록 유리하고, 성장단계의 활성화된 화학종인 

oxonium 이온이나 carbenium 이온의 친전자성 성질인 LUMO 에너지

가 낮을수록 에너지 차(ΔEj) 값이 작아 식 (4)의 섭동항의 값이 커져 

반응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oxonium 이온에서 보다는 carbe-

nium 이온에서, AM1 방법보다는 MNDO 방법에서 더 큰 반응성을 나

타내고, 치환체 옥소란은 MHO > MAO > MNO의 순서로 Table 2의 

생성열의 순서와도 비교적 잘 일치됨을 보여 준다. 

친핵체인 Oxolane, MNO, MAO, MHO 등의 단량체와 활성화된 두 

친전자체인 고리형 oxonium 이온과 선형 carbenium 이온 사이의 작용

을 비교하여 보면 열린 carbenium 이온의 반응성이 유리함을 예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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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rontier orbital interaction between HOMO and LUMO of 

monomer, oxonium ion, and carbenium ion of MHO by AM1 method. 

Figure 2. Frontier orbital interaction between HOMO and LUMO of 

monomer, oxonium ion, and carbenium ion of MHO by MNDO 

method.

Table 7. Heats of Formation (ΔHf) of Normal Forms, Protonated 

Oxonium Ions, and Opening Carbenium Ions of Oxolane High Explosives

by AM1 Method

Oxolanes

Heat of formation (kcal/mol)
ΔHf (ΔHc-ΔHo)

kcal/mol Normal forms 

(ΔHf)

Oxonium ions 

(ΔHo)

Carbenium ions 

(ΔHc)

Oxolane -110.784 161.632 170.151 -8.519

MNO 13.906 143.945 123.856 -20.089

MAO 78.162 239.178 211.032 -28.146

MHO 161.148 302.770 272.573 -30.197

Table 8. Heats of Formation (ΔHf) of Normal Forms, Protonated 

Oxonium Ions, and Opening Carbenium Ions of Oxolane High Explosives

by MNDO Method

Oxolanes

Heat of formatoin (kcal/mol)
ΔHf (ΔHc-ΔHo)

kcal/mol Normal forms 

(ΔHf)

Oxonium ions 

(ΔHo)

Carbenium ions 

(ΔHc)

Oxolane -117.483 144.195 139.432 -4.736

MNO 13.277 174.671 156.721 -17.950

MAO  46.906 225.206 203.219 -21.987

MHO 137.604 338.982 310.876 -28.106

Figure 3. C-O bond formation of MHO oxonium ion and oxolane.

수 있다. 따라서 옥소란 고폭 화약류에 대한 중합반응의 반응성은 반

응중심인 탄소원자의 양전하가 크게 나타나면 hard-hard 상호작용인 

정전기적 인력효과와 soft-soft 상호작용인 섭동항의 에너지 차(ΔEj) 

조절반응이 동시에 기여하는 HSAB 원리에 따름을 보여준다. 특히 

Tables 3∼6에서 폭발성기를 가진 단량체 MNO, MAO, MHO의 경우 

산 촉매하의 중합반응 성장단계 화학종인 oxonium 이온과 carbenium 

이온의 농도가 반응 메카니즘을 좌우하겠지만, 정전기적 상호작용인 

전하 조절반응과 에너지준위 조절반응에서 carbenium 이온형이 반응

에 유리함을 보여준다.

Table 5와 6의 분자궤도 에너지 중에서 MHO의 단량체와 활성화된 

화학종인 oxonium 이온 및 carbenium 이온 사이의 섭동에너지 상호작

용을 Figure 1과 2에 도시하였는데, 활성화된 화학종인 oxonium 이온

과 carbenium 이온은 친전자체 성질을 뚜렷하게 나타냈으며, carbe-

nium 이온이 oxonium 이온보다 HOMO 에너지와 LUMO 에너지의 차

가 작아 섭동에너지가 크게 작용하여 단량체인 친핵체와의 상호작용

이 더욱 유리함을 보여주고, AM1 방법보다는 MNDO 방법에 의한 에

너지 준위 값이 더욱 뚜렷함을 알 수 있다.  

Table 7은 AM1 방법에 의한 옥소란 고폭 화약류 단량체의 생성열

에 대한 계산 결과이고, Table 8은 MNDO 방법에 의한 계산 결과인

데, 옥소란 고폭 화약류의 oxonium 이온과 carbenium 이온사이의 평

형상태에서 폭발성기(-CH2ONO2, -CH2N3, -CH2N2H3) 등을 함유한 

carbenium 이온상태의 에너지(17.950～30.197 kcal/mol)가 낮아 더 안

정화됨을 알 수 있다. 즉 성정단계에서 폭발성기를 포함한 화학종인 

carbenium 이온이 oxonium 이온보다 더욱 안정화되었다는 증거이며, 

이는 SN2에서 SN1 메카니즘으로 전환됨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러한 방법들을 이용한 값들은 전 등[9]이 연구한 결과와 비교적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Figure 3은 옥소란 고폭 화약류의 단량체 중 생성열이 크고 반응성

이 가장 큰 MHO에 친핵체인 옥소란과의 C-O 결합형성을 대표적으

로 나타낸 것으로, 활성화된 고리형 oxonium 이온에 친핵체인 옥소란 

단량체의 C-O 결합형성에 따른 생성열 변화를 보여준 것인데, 고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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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O bond formation of MHO carbenium ion and oxolane.

oxonium 이온에 단량체가 공격할 때 C-O 결합의 전이 상태는 3.10 Å

에서 착물이 형성될 때 가장 안정한 형태임을 보여준다.

반면 Figure 4의 고리 열린 carbenium 이온에 친핵체 옥소란 단량체

의 부가반응 전이 상태는 C-O 결합길이가 2.40 Å일 때 가장 안정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C-O 결합의 길이는 분자 내의 C-O 결합길이 

1.43 Å보다 긴 길이이며[18], oxonium 이온에 단량체가 공격할 때의 

C-O 결합 길이 3.10 Å 보다는 짧다. 이것은 정상적인 부가반응에 의

한 성장단계의 선폴리머 형성을 의미한다. 즉 활성화된 고리형 oxo-

nium 이온에 단량체인 옥소란이 부가될 때 분자간의 안정화된 C-O 

결합길이는 3.10 Å이지만, 고리 열린 carbenium 이온 형태에서 단량

체와의 결합은 더욱 안정화된 2.40 Å이므로 이는 선폴리머 성장과정

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Table 7과 8의 결과에서 고폭 화약류로 치환된 MNO, MAO, 

MHO 등은 oxonium이온과 carbenium 이온 사이의 평형상태에서 car-

benium 이온이 17.950～30.197 kcal/mol 정도 더 안정함을 알 수 있다.

이들 중합반응 메카니즘은 화학종의 농도 크기인 안정화 에너지에 

좌우되므로 carbenium 이온의 농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SN1 메카니즘

으로 전환됨이 예측된다.

4. 결    론

제5류 위험물에 속하며 폭발성기를 가진 azido기(-CH2N3), nitrato기

(-CH2ONO2) 그리고 hydrazino기(-CH2N2H3)로 치환된 옥소란 고폭 화

약류의 산 촉매 하에서 중합반응을 반응성, 반응메카니즘 그리고 반응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형식전하, 생성열, 에너지 준위를 반경험적

인 MINDO/3, MNDO, AM1 방법 등을 사용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옥소란 고폭 화약류의 반응성은 CNDO/2, MINDO/3, MNDO, 

AM1 등의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경향성이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2) 옥소란 고폭 화약류의 반응성은 단량체인 친핵체의 산소원자 음

전하 크기에 비례하고, 성장단계에서는 친전자체 탄소원자의 양전하 

크기에 비례하는데, 이는 hard-hard전하조절 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으

며, 또한 soft-soft형 반응은 양성자화된 단량체 oxonium이온 및 carbe-

nium 이온의 에너지준위인 친전자체의 LUMO 에너지가 낮을수록 반

응성이 우세하다.

옥소란 고폭 화약류의 단량체 및 반응과정

3) 옥소란 고폭 화약류의 단량체에 대한 생성열을 반경험적인 AM1 

방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결과 에너지화가 증가할수록 생성열(ΔEf)의 

값이 양의 부호로 전환되며, 분자의 에너지화는 증가하나 분자의 안

정도는 떨어짐을 예측할 수 있다.

4) 폭발성기(-CH2ONO2, -CH2N3, -CH2N2H3) 등으로 치환된 옥소란의 

고리 열린 반응의 성장단계에서 화학종인 carbenium 이온의 안정화 

에너지가 17.950～30.197 kcal/mol이 더 안정화됨으로 oxonium-carbe-

nium 이온의 평형에서 carbenium 이온 농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SN2에서 SN1 메카니즘으로 전환될 것이다.

5) 옥소란 고폭 화약류의 oxonium이온과 carbenium 이온에 친핵체

인 단량체 공격에 의한 착물 oxonium 이온의 C-O 결합길이는 3.10 Å

이고, carbenium 이온의 C-O 결합길이는 2.40 Å이므로 carbenium 이

온에 단량체의 공격이 성장단계에서 선폴리머 생성을 더욱 더 쉽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옥소란 고폭 화약류 물질의 제조 과정에서 

oxonium 이온형태 보다는 carbenium 이온형태로 물질을 전환시켜 제

조하면 반응성뿐만 아니라 기계적 성질이 안정화되어 운반, 저장시 

보다 안전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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