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적물질과만 반응하는 광화학(photochemistry) 분자기술

화학에서 목표물과만 반응시키는 것은 거의 환상과 같은 일이었지만, 최근에 이것이 현실화되
고 있다. University of Pittsburgh의 연구팀은, 표면굴곡을 이용하여 반응분자가 목표물과만 
반응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데에 성공하였다[Nature, 398, 591 (1999)]. 

연구결과는 광화학반응에서 표면배열(surface alignment)의 효과를 입증하는 것으로서, 표면
화학반응 메카니즘의 이해를 높일 뿐 아니라 분자전자(molecular-electronics)적 기법을 활
용하여 나노소자를 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한층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연구팀의 리더인 John T. Yates 교수는, 이미 1980년대에 University of Toronto의 화학과 
John C. Polanyi 교수에 의해 광화학반응에서의 표면배열 효과에 대한 개념이 제시된 바 있다
고 전하였다. Polanyi 교수는 "표면배열 효과는 결정표면이 반응 이전에 표면물질들의 위치와 
배열을 조절하여 어떤 반응이 발생되는가를 결정한다는 가설에 입각한 것"이라며 "촉매작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지능적 촉매개념"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개념을 입증하기 위하여 Polanyi 교수를 포함한 몇 연구자들이 기상반응과 표면반응이 
확률적으로 서로 상이하다는 것을 보고한 바 있다. 즉, 무작위적이고 불규칙한 기상반응과 달
리 표면에서 발생하는 반응은 특정한 방향성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Yates 교수에 따르면 이
러한 경향성은 일반적으로 광화학 반응생성물의 수율, 각분포, 반응속도 등의 연구를 통하여 측
정된 것이라고 한다. 

표면의 반응성을 기상의 반응성과 비교하는 기존의 방법과 달리, Yates 교수 연구팀은 표면위 
서로 다른 두 위치에 존재하는 물질의 반응확률 차이를 직접 비교하였다. 표면에서 탈착해 나오
는 생성물을 측정하는 한편, 각 위치에 존재하는 물질의 소멸되는 정도를 추적하였다. 

연구의 핵심은 표면의 굴곡구조(contoured structure)에 있다. 연구팀은 단결정 플래티늄을 
처리하여 표면이 계단 구조를 갖게 하였다. 이 계단형 표면은 주기적 반복성을 띄며 하나의 계
단표면의 폭은 4개의 원자줄(atomic rows) 또는 8개의 원자줄을 갖고 있으며 각 계단의 높이 
차이는 1개 원자 크기이다. 연구팀은 계단구조의 수평 부분을 "단(terrace)"으로, 수직 부분을 
"층계(step)"로 칭하였다. 

계단형 표면구조를 갖는 시료를 냉각한 후 정량의 산소에 노출시키자 산소분자가 층계 위치에 
있는 원자들의 절반에 선택적으로 부착되었다. 그 후 동위원소로 이루어진 일산화탄소를 표면
에 노출시키자, 우선적으로 층계부분에 남은 나머지 원자들에 13C18O분자가 부착되었고 이후 
단에 동수의 12C16O분자가 부착되었다. 연구팀은 CO 동위원소들을 표면민감(surface-
sensitive) 적외선분광분석 기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림. 자외선에 의해 분해된 산소원자(빨강)가 층계(step)와 나란한 방향으로 
이동하여 CO분자(탄소=노랑)와 충돌하여 CO2를 생성한다. 

층계에서 떨어져 있는 CO분자는 산소원자와의 결합정도가 낮다.

 
다음 단계로 특정 파장의 자외선을 시료에 조사하여 광화학반응을 유도하였다. X-ray 흡수법
을 이용하여 관찰한 결과 층계부분에 부착된 산소는 O-O 결합이 층계와 나란한 방향으로 누워
있었다. 즉, 자외선에 의해 광분해된 산소원자가 층계를 따라 재배열되어 13C18O와 맞닥뜨리
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산소원자는 그 주변의 13C18O와 결합하여 CO2를 생성하였으며, 멀리 

떨어진 단부분에 존재하는 12C16O와의 결합은 그 절반정도에 불과 하였다. 

광화학반응에서 표면배열의 효과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으로 Polanyi 교수는 평가하고 목표했
던 물질과의 반응이 선택적으로 발생했다고 언급하였다. 

Yates 교수는 배열된 표면과 그렇지 않은 표면간에 반응성이 더욱 차이날 것으로 예상하였으
며 한편, 자연발생적인 층계부분의 원자 굴곡으로 인하여 그 차이가 줄어들 가능성도 시사하였
다. 층계부분이 부드럽게 연속되지 않고 굴곡이 심하다면 산소원자가 인근의 단부분으로 흩어
져 애초에 목표하지 않았던 분자와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University of Virginia의 화학교수인 Ian Harrison은, 화학반응의 촉진 또는 저해를 표면구조
에 의해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은 여러가지 산업 기술에 중요한 지식이 된다고 평가하였다. 일
반적으로, 열적 활성에 의한 표면반응에는 갖가지 구조적 특성과 충돌에너지 및 반응위치가 영
향을 미치므로 반응 메카니즘과 동력학적 효과를 서로 분리해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
다. 그러나, 본 연구팀의 연구에서는 표면반응의 메카니즘이 명료히 관측될 수 있는 것이다. 

"더 자세한 사항이 발견됨에 따라 연구는 더욱 점입가경에 도달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촉매작용이 얼마나 간단하고 조절가능한 지를 입증하는 모범적 연구결과이다"라 Polanyi 교수
는 평했다. 

광화학의 적용대상이 촉매만은 아니다. 반도체 가공공정에서도 분자살 적층성장(molecular 



beam epitaxy), 식각, 그리고 금속·유전체·산화막 증착 등 표면공정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

다. "현재 반도체소자의 크기한계는 약 1,000Å 정도"라면 Yates 교수는 미래를 다음과 같이 
전망하였다. "소자가 더욱 작아져서 기존의 감광제나 가공기법을 사용할 수 없는 때가 20년 후 
또는 그 이전이라도 도래할 것이다. 이 극소 구조물은 분자조립(molecular assembly)에 의해 
생성될 수 있으며 이 때 표면배열에 의한 광화학반응이 극소 구조물을 제어하는 분자공학 기법
으로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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