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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일산화탄소가 포화된 수용액에 굉촉매로서 산화아연을 용액 1 ml 당 0.4 mg의 양을 첨가한 다음, 25土 0.1 oC 
에서 253.7 nm] 자외선을 조사시켜 일산화탄소의 광화학적 변환반응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일산화탄소가 포화된 

수용액은 253.7 nm] 자외선에 의해 카르복실화반응과 카르보닐화반응이 진행되어 포름산, 옥살산, 글리옥실산, 포 

름알데하이드 및 글리옥살이 주로 생성되었다. 이들 화합물들의 생성은 용액의 pm에 영향을 받았는데, 산성용액에 

서는 포름알데하이드와 글리옥살의 생성 이 증가하였으나, 염기성용액 에서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하지만 유기산의 경 

우에는 산성용액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포름산의 경우에는 11.5 이상의 pH에서 급격히 증가하였다. 반응의 결과 

생성된 각 생성물들에 대한 초기 양자수득율을 계산하였으며, 이들 결과로부터 산화아연이 포함된 일산화탄소 수용액 

의 광화학 반응에 대한 가능한 반응메카니즘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일산화탄, 산화아연, 광촉매, 광화학반응메카니즘

ABSTRACT. The photochemical transformation of carbon monoxide in aqueous solution has been investigated at 
25±0.1 oC using ZnO as a photocatalyst. After irradiation of 253.7 nm UV light in the solution, carboxylation and car
bonylation processes were carried out, and the formation of formic acid, oxalic acid, glyoxylic acid, formaldehyde and 
glyoxal was observed. The formation of the products depended on the pH values in the solution. The yield of form
aldehyde and glyoxal increased in acidic solution whereas it decreased in basic solution. When the pH values in the solu
tion increased above 11.5, the yield of formic acid increased rapidly. The initial quantum yields of the products were 
determined and the probable mechanisms for the reactions were presented on the basis of the products analysis.

Keywords: Carbon Monoxide, Zincoxide, Photocatalyst, Photochemical Reaction Mechanism

서 론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많은 에너지원의 수요를 촉진 

시켰으며,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석연료의 

사용은 그 연소과정에서 질소 산화물, 황 산화물 그리 

고 탄소 산화물 등이 대량으로 방출된다. 이러한 물질 

들은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주된 기체들로써, 그 중에서 

도 화석연료의 불완전 연소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미, 무취의 기체로써 중독성이 있으며, 이산화 

탄소나 황산화물 또는 니트로산화물등의 다른 기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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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해시간보다 훨씬 긴 200일 정도의 분해시간을 가 

지고 있는 기체로써 인간이나 동물들에게는 산소의 체 

내 유입을 억제하여 산소대신에 헤모글로빈과 배위결 

합착물 (COHb)를 형성함으로써 체내 각 기관들의 손상 

에 따른 신체적 장애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1 따라 

서 이제 화학은 풍요로운 삶의 부산물로써 얻어진 이러 

한 오염물질의 제거에 노력해야하며, 그러한 방법중의 

하나로 비교적 반응을 간단히 처 리할 수 있는 광화학적 

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 일산화탄소의 광화학적 변환반 

응에 대한 연구는 대기오염물질인 일산화탄소를 제거 

하는 것 이외에 산업에서 다시 이용할 수 있는 원자재 

를 합성시킬 수 있는 두 가지 커다란 장점이 있어 폐기 

체의 재활용측면에서도 꾸준한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 

다. Steinbach2 나 그 이외의 다른 연구자들은3-5 기체상 

태의 일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해 일산화탄소의 광화 

학적 산화반응을 연구하였으나 반응의 결과 생성되는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므로 환경적 인 측면 

에서는 별로 큰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그러나 Holian6 

등은 일산화탄소가 수소원자와 결합해 CHO 라디칼을 

형성한다는 것을 발표하였으며 이 라디칼의 존재가 Marz 
등에7 의해 E.S.R. Spectroscopy를 통해 증명된 후, Arai8 

나 그밖의 다른연구자들은9,10 기체상태 일산화탄소의 

환원반응에 대해 관심을 갖고 꾸준히 연구하였다.

본인등은 단지 일산화탄소만이 포함된 물에 184.9 nm 
의 파장을 갖는 진공자외선을 조사시킨 결과 액체상에 

서 일산화탄소는 환원반응을 일으켜 carbonylation 생 

성물이 산화반응으로 carboxylation 생성물과 함께 생 

성되어지고 이들 생성물들은 pm 에 크게 의존한다는 

사실을 반응메카니즘과 함께 발표하였다.11 또한 환원 

반응의 결과 생성된 CHO 라디칼의 반응성을 연구한 

결과, CHO 라디칼이 물에 녹은 상태인 CH(OH)2 라디 

칼에 비하여 그 반응성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밝혔으며12 

이 라디칼은 다른 물질의 존재하에서 carbonylation 반 

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하였다.13-17 이러한 연구결과 

들은 대부분 진공자외선을 이용하여 수용액상태의 물 

을 직접 광분해 시켜 생성된 라디칼들의 공격에 의한 

광화학반응 연구로써 지구표면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 

를 직접 이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지구표면에 도달 

하는 태양에너지를 직접 이용하기 위해서는 광촉매를 

이용해야 하며, 광촉매로써 TiO나 Si등을 이용한 광화 

학반응들이 보고되어 있지만 대부분 광산화반응에 대 

해 연구하였다.18-20

광 화학반응은 조작은 간편하지만 아주 짧은 시 간동 

안에 반응이 다양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광 화 

학 반응메카니즘의 고찰은 반응생성물의 정량적인 분 

석에 의한 방법으로 유추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화아연을 광촉매로 선택하여 

일산화탄소가 포화된 수용액에 253.7 nm의 자외선을 조 

사시켜 생성된 생성물들의 초기양자수득율을 계산하고, 

이 값에 기초한 정량적인 결과로부터 산화아연이 포함 

된 수용액에서 일산화탄소의 광 화학적 거동에 대한 반 

응메카니즘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 험

광원 및 광량측정. 실험에 이용한 광원은 253.7 nm 
의 단색광만을 발생시키는 Osram HNS 10W/U OFR 
저압수은 램프를 사용하였으며, 광화학반응에 이용된 

반응용기는 막대형태 인 램프를 넣을 수 있도록 pyrex를 

이용해 원통형으로 제작하였는데, 광원과 반응물 사이 

의 벽은 253.7 nm] 빛이 통과할 수 있도록 석영관을 

이용하였다. 광원으로부터 발생되는 253.7 nm] 파장을 

갖는 빛의 세기는 monochloroacetic acid(ClCH2COOH) 
를 이용한 광량측정법 [Q(Cl-)=0.32 at 25 oC]21 으로 측 

정하였는데 25oC에서 4.29X1018 quanta • mL-1 • min.-1 의 

광량이 방출되었으며,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에 빛의 세 

기는 거의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시약 및 실험방법. 광촉매로 사용된 산화아연 (ZnO) 
은 powder형태로 99.99%의 순도를 갖는 Aldrich사의 

시약을 구입하여 그대로 사용하였고, 그 이외 본 실험 

에서 사용된 다른 시약들은 Aldrich사와 일본 Junsei제 

특급시약을 이용하였다. 일산화탄소는 99.999% 이상의 

순도를 갖는 한국가스를 사용하였다. 일산화탄소가 포 

화된 반응용액은 1차 증류수를 Barnstead(U.SA) Nanopure 
II Deionization System에 통과시켜 비저항이 18MQ-cm 
이상인 초순수증류수 일정량(80 mL)을 반응용기에 취 

하고 일산화탄소를 약 60분 동안 통과시켜 포화시킨 다 

음, 광촉매로써 산화아연을 첨가하여 제조하였다. 반응 

용액의 pH는 HClO4 나 NaOH를 이용하여 조정하였으 

며, 광화학반응은 순환항온조(EYELA model UA-10, 

Tokyo Rikakikai Co., Japan尾 사용하여 반응용기를 

25oC로 유지시켜 실험하였고 광반응시키는 동안에도 

일산화탄소를 계속 통과시 켰다. 광촉매로 사용한 powder 
형태의 산화아연은 물에 불용성 인 물질이기 때문에,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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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후에 반응용액중에 존재하는 산화아연은 원심분리 

기 (Model HA-300 Hanil, Science Industryal co. LTD) 
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순수한 용액만을 채취하여 분석 

에 이용하였다.

생성물의 분석. 생성물을 정성분석하기 위하여, 먼 

저 원심분리기에 의해 산화아연이 제거된 반응용액 50 
mL를 회전증발기를 이용하여 5 mL 정도의 양으로 농 

축시켜 시료용액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시료용액은 DB- 

5 Capillary column(ID:=0.32 |丄m, 60 m)이 장착된 Varian 
3700 기체크로마토二래피를 이용하여 (주입구 온도 250 oC, 
FID검출기의 온도 280 oC, columig] 온도; 60 oC에서 

270 oC까지 10 oC/mi辎 속도) 분리하였다. 따라서 분리 

된 피크들은 Varian saturn GC-MS system(EI method)을 

이용하여 생성물들의 질량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product; 
m/z(rel. intensity), formaldehyde; 28(10), 29(100), 30(35), 
glyoxal; 28(13), 29(100), 30(28), 31(70), 58(22), formic 
acid; 17(20), 29(100), 44(40), 46(60), oxalic acid; 18(20), 
28(60), 29(30), 45(100),46(80), glyoxylic acid; 28(40), 
29(100), 44(30), 45(60), 56(20)]. 각각의 피크에 대한 

질량스펙트럼의 fragmentation pattern을 library research 
와 비교한 결과 포름산, 옥살산, 글리옥실산, 포름알데 

하이드 및 글리옥살이 생성됨을 확인하였으며, 시판되 

는 시약들과의 retention tim籍 비교하여 재확인하였다. 

GC-MS system 에 의해 확인된 생성물들의 정량분석은 

열이나 증발에 따른 분석오차를- 줄이기 위해, 회전증발 

기를 이용하여 농축하지 않고 원심분리기에 의해 산화 

아연만을 제거한 반응용액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하지 

만 기체크로마토그레피법에 의한 정량분석에서는 재현 

성이 좋지 않아 유기산의 정량분석은 IC-RAKtm Ion
Exclusion column(waters, 50A, 7 |_lm, 7.8X300 mm)이 

장착된 액체크로마토그레피에서 (Young-Lin M930, 용 

매; 0.01N H2SO4, U用출기彊 이용하여 수행하였는 

데 , 내부표준물질로 시트릭산을 사용하여 각각의 실험 

조건에서 검 량선을 작성 해 분석 하였으며, 포름알데 하이 

드와 글리옥살은 각각 Hanz22와 Banks23 에 의해 발표된 

분광광도법을 이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한 다음, 정량분 

석 하였다.

결과 및 고찰

광촉매로 산화아연 (ZnO曜 용액 1 mL당 0.4 mg의 

비율로 첨가된 수용액에 일산화탄소를 포화시켜 253.7

L  

X2
) -

으
 p

은
 d °

*-드

！을<

Fig. 1. Formation of carboxylic acids after irradiation of 
aqueous carbon monoxide containing ZnO (0.4 mg/mL) as a 
function of the number of quanta; (•) is formic acid, (■) is 
glyoxylic acid, (▲) is oxalic acid.

0 브二一一I----------- '----------- ----------- 1---------- ■一一
0 0.5 1 1.5 2 2.5

Number of quanta ( quanta/mL x10-20 )

Fig. 2. Formation of aldehydes after irradiation of aqueous 
carbon monoxide containing ZnO (0.4 mg/mL) as a function 
of the number of quanta; (•) is formaldehyde, (■) is glyoxal.

nm] 빛을 조사해 광 반응시킨 결과, 포름산, 옥살산 그 

리고 글리옥실산등의 유기산과 포름알데 히드와 글리옥 

살이 생성되었다. 이들 생성물들은 Fig. 1과 Fig. 2에 나 

타낸 바와 같이 조사되는 빛의 세기가 증가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여 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광화학반응의 초기에는 빛의 세기에 비 

례하여 생성물이 생성되다가, 빛의 세기가 더욱 증가하 

면 생성물들이 계속되는 빛의 조사에 의하여 다시 광분 

해 되거나, 또는 광화학반응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중간 

체들이 생성물들을 공격하여 분해되는 이차적인 광화 

학반응이 12,24-25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생성물들의 생성을 정량적으로 고찰해 보기 위하여 반 

응초기의 수득율을 의미하는 초기 양자수득율 (Q问 값 

을 Fig. 1과 Fig. 2의 그래프에서 원점을 지나는 접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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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 of the products ( X 104) at pH
Products -----------------------------------------------------------------------------------------------------------------------------------

Table 1. Initial quantum yields (Qi) of the products after irradiation (X=253.7 nm) of the aqueous carbon monoxide containing ZnO 
(0.4 mg/mL) at 25 oC

1.6 2.1 3.2 4.5 7.0 9.6 10.3 11.6 12.3

Formic acid 2.25 2.28 2.32 2.34 2.41 2.87 3.35 5.37 10.3
Oxalic acid 0.073 0.081 0.087 0.101 0.109 0.115 0.118 0.121 0.123
Glyoxylic acid 1.23 1.22 1.24 1.31 1.34 0.93 0.34 0.21 0.02
Formaldehyde 3.87 3.78 3.81 2.86 1.91 1.25 0.45 0.18 0.03
Glyoxal 0.198 0.198 0.196 0.165 0.136 0.072 0.031 0.014 0.008

그리고, 이 접선의 기울기로부터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 

하여 생성물들의 초기양자수득율을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반응용액 중에 존재하는 세 가지 성분 중에서 일산화 

탄소와 물은 실험에 사용된 253.7 nm] 빛을 흡수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26-27 하지만 산화아연은 띠간격에 

너지 (band gap energy XI" 3.2 eV로써,28 이는 387 nm의 

파장에 해당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253.7 ng 빛을 

흡수할 수 있다. 따라서 산화아연이 포함된 수용액에서 

일산화탄소의 광 화학적 변환은 전자적으로 들뜬 산화 

아연에 의해서 개시되어 생성물들을 생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화아연과 같은 광촉매들은 빛을 흡수하게 

되면 전도띠 (conduction band) 에서 원자가띠 (valence 
band尽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홀 (h+着 생성한다고 알 

려져 있으며,29 253.7 nm] 자외선이 산화아연에 조사 

되면 전자적으로 들뜬 산화아연은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판단된다.

ZnO------vvVV ------A ZnO-----A(ZnO+ - e) (1)

전자적으로 들뜬 상태에서 생성된 홀 (h+과 전자들은 

용액중에 존재하는 물이나 일산화탄소에 의해 포획되 

어 광산화반응이나 광환원반응이 진행될 수 있다. 하지 

만 일산화탄소의 물에 대한 용해도는 20oC에서 “10T 
M정도로써27 물의 농도보다 훨씬 낮은 농도로 존재하 

고 있기 때문에, 빛에 의해 들떠진 산화아연표면에서 

생성된 홀 (h+)과 전자들은 일산화탄소보다는 주로 물에 

의해 포획되어 氏。+화학종이나 용매화된전자라고 불리 

는 e-aq(=H2O-舟 생성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포름산 

이나 옥살산과 같은 유기산의 생성은 아래 반응식에 나 

타낸 바와 같이 생성된 氏。+ 화학종이 물과 반응하여 

0H 라디칼과 하이드로늄이온을 생성하고, OH 라디칼 

은 용액중에 존재하는 일산화탄소와 결합하여 COOH 
라디칼로 변화한 다음, COOH 라디칼의 불균등분해반 

응이나 또는 이합체화반응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H2O+ + H2O———H+q + OH (2)
Oh + CO ———COOH(k=8.3x108L-mol-1 -s-1)26 (3) 
2COOH —-一— HCOOH + CO2 (4a)

——(COOH)2 (4b)

그러나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pH가 7인 중성 

용액에서 포름산의 초기 양자수득율은 옥살산보다 약 20 
배정도 더 큰값이 얻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COOH 
라디칼이 이합체화반응 보다는 불균등분해반응이 더 빠 

르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결과이다.

빛에 의해 전자적으로 들떠진 산화아연표면에서 홀 

(h+)이외에 전자 역시 물에 의해 포획되어 용매화된전 

자, e-aq(=H2O-)가 생성된다. 비록 용매화된전자의 수명 

은 25。回 수용액중에서 나노초 정도로 매우 짧지만30 
포름알데하이드와 글리옥살의 생성은 용매화된 전자가 

일산화탄소의 변환에 기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증거이다. 용매화된전자는 용액중에 존재하는 일산화탄 

소와 결합하여 CO-aq를 생성하거나 또는 반응식 (2)에서 

생성된 하이드로늄이온과 결합하여 수소원자로 변 할 

수 있다.

e-aq+CO ———CO-aq(k=1.0x109 L'mol-1's-1)31 (5)
e-aq+ H+| ———H(k=2.5x1010 L-mol-1-s-1)32 (6)

반응 (6网 의해 생성된 수소원자는 용액중에 존재하 

는 일산화탄소와 결합하여 CHO 라디칼로 변화하고, 

Cho 라디칼의 불균등분해반응이나 또는 이합체화반응 

에 의해 포름알데하이드와 글리옥살이 생성된다고 해 

석할 수 있으며, 글리옥실산의 생성은 Cho 라디칼과 

Cooh 라디칼과의 결합에 의해 생성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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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H——ACHO(k=3.8x101oLmol-Ls-1严27 (7)
2COOH —I一——HCHO + CO (8a)

———(CHO)2 (8b)

CHO + COOH ————CHO • COOH (9)

하지만 Table 1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pH가 

7인 중성용액에서 포름알데하이드의 초기양자수득율은 

1.91x10-4로써 글리옥살보다 약 10배정도 더 많이 생성 

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또한 CHO 라디칼은 이 

합체화반응 보다는 불균등분해반응이 더 빠르게 진행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결과이다. 특히 전자적으로 들 

뜬 산화아연표면에서 생성되는 홀 (h,贸 양만큼 전자들 

이 생성되며, 더욱이 CHO 라디칼을 생성하는 수소원 

자가 반응식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용매화된전자와 

하이드로 늄이온의 결합에 의해 생성되고, 하이드로늄 

이온은 반응식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CH 라디칼과 

같은 양이 생성되므로 유기산의 초기양자수득율의 합 

은 알데하이드의 초기양자수득율의 합과 같아야 한다. 

그러나 pH가 7인 중성용액에서 유기산의 초기 양자수득 

율의 합은 알데 하이드의 합보다 더 큰 값을 가지고 있 

다. 이러한 결과는 용매화된전자가 하이드로늄이온과 

결합하는 반응 (6)이 일산화탄소와 결합하는 반응 (5) 
와 서로 경쟁반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 생 

성물들의 초기 양자수득율은 하이드로늄이온의 농도에 

의존한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실제로 Fig. 3에서 보여 

주고 있는 바와 같이 포름알데하이드는 산성용액에서 

더 많이 생성되고 있다. 따라서 용액의 pH를 변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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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ormation of formaldehyde after irradiation of aque
ous carbon monoxide containing ZnO (0.4 mg/mL) at pH 
2.1(・)and pH 7.0 ( • ) as a function of the number of quanta

Fig. 4. Initial quantum yields (Q) of the products after irra
diation of the aqueous carbon monoxide containing ZnO (0.4 
mg/mL) as a function of the pH values in the solution; ( •) 
is formic acid, (■) is formaldehyde, (▲) is glyoxylic acid.

면서 각 생성물들의 초기양자수득율을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1에 종합하였다.

광반응의 결과 생성된 생성물들의 초기 양자수득율은 

용액의 pH에 의존하였는데 , Fig. 4에 나타낸바와 같이 

포름알데하이드의 생성은 산성용액에서 증가하였으나 

염기성용액에서는 감소하였으며 pH 11.5 이상에서는 

거의 생성되지 않았으며, 글리옥살에서도 비슷한 경향 

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광반응의 결과 생성되 

는 알데하이드가 CHO 라디칼에 의해서 생성된다는 사 

실을 지지해 주는 결과로써 산성용액에서는 하이드로 

늄이온의 농도가 증가하여 반응식 (6)에 의한 수소원자 

의 생성을 증가시켜 더 많은 CHO 라디칼을 생성하고, 

그 결과 CHO 라디칼의 불균등분해반응과 이합체화반 

응에 의해 생성되는 포름알데하이드와 글리옥살의 양 

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염기성용 

액에서는 반응식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氏。+화학종 

이 물과 반응하여 생성된 하이드로늄이온이 용액중에 

존재하는 하이드록시 이온(OH、q：과 결합하여 물로 변화 

되는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소원자의 생성을 억제 

하고, 그 결과 CHO 라디칼이 적게 생성되기 때문에 이 

들 생성물들도 적게 생성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포름산이나 옥살산그리고 글리옥실산의 경우에는산 

성용액에서의 초기양자수득율이 중성에서의 값들과 큰 

차이가 없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이는 이들 유 

기산들이 COOH 라디칼에 의해 생성된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으로, COOH 라디칼의 생성은 반응식 (2网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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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 바와 같이 용액의 pH와는 무관하게 H2O+ 화학종 

이 물과 반응하여 Ch 라디칼을 일정하게 생성하기 때 

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포름산의 경우에는 

염기성용액에서는 오히려 많이 생성되었으며, 특히 pH 
가 11.5 이상에서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염기성용 

액에서는 포름산의 생성 이 COOH 라디칼의 불균등분 

해반응 이외에 또 다른 반응이 기여하고 있음을 나타내 

고 있는 결과로써 , 반응식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용매 

화된전자가 일산화탄소와 결합하여 생성 된 CO-aq 화학 

종은 HCOOH- 화학종과 동일시 할 수 있으며, HCOOH- 

화학종은 염기성용액중에 존재하고 있는 하이드록시 이 

온 (OH-aq：과 결합하여 반응식 (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HCOO-와 e-aq를 생성하고, 생성된 e-aq 이 다시 반응식 

(5)에 의해 일산화탄소와 결합하여 CO-aq를 생성하는 연 

쇄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11

HCOOH- + OH-aq ——^ HCOO- + e-aq (10)

결 론

광촉매로 산화아연 이 포함된 수용액에서 일산화탄소 

의 광 화학적 변환은 전자적으로 들뜬 산화아연에 의 해 

개시되어 포름산, 옥살산 그리고 글리옥실산등의 유기 

산과 포름알데히드와 글리옥살이 생성되었다. 포름산이 

나 옥살산과 같은 유기산의 생성은 홀 (h+) 이 물에 의해 

포획되어 생성된 H2O+화학종이 물과 반응하여 Oh 라 

디칼과 하이드로늄이온을 생성하고, Oh 라디칼은 용액 

중에 존재하는 일산화탄소와 결합하여 Cooh 라디칼 

로 변화한 다음, Cooh 라디칼의 불균등분해반응이나 

또는 이 합체 화반응에 기 인하였으며 , 포름알데 하이 드와 

글리옥살의 생성은 용매화된전자가 용액중의 하이드로 

늄이온과 결합하여 수소원자로 변하면서 일산화탄소와 

결합하여 생성 된 Cho 라디칼의 불균등분해반응이나 

이합체화반응에 의해 생성함을 알았다. 생성물의 수득 

율은 용액의 pH에 영향을 받았는데, 산성용액에서는 포 

름알데하이드와 글리옥살의 수득율이 증가한 반면에 유 

기산의 생성은 감소하였으며, 염기성용액에서는 알데하 

이드의 생성은 감소하였으나 유기산의 생성은 증가하 

였다. 특히 pH가 11.5 이상에서는 포름산의 생성이 급 
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용매화된전자가 일산화탄소와 

결합하여 생성된 CO-aq화학종 (=HCOOH-) 이 염기성용 

액중에 존재하고 있는 하이드록시 이온(OH-aq：과 결합하 

여 HCOO-와 e-aq를 생성하고, 생성된 e-aq 이 다시 일산 

화탄소와 결합하여 CO-aq를 생성하는 연쇄반응이 일어 

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었다.

이 논문은 2001년도 전남대학교 연구년교수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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