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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반응 매질의 부피가 촉매 반응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단순하지만 정확 

한 모델에 대한 연구로부터 촉매 반응의 반응 속도 계수는 매질의 부피가 줄어들 수록 증가함을 알게 되었다. 
평균 반응속도 상수 (average reaction rate constant) 는 Collins-Kimball 속도 상수의 일반화 된 형태로 얻어졌는데, 
속도 상수는 부피의 효과를 보정해주는 인자를 포함하고 있다. 조사한 모델의 반응물 농도는 전통적 화학 반 

응론에서 예측되는 지수함수적 감소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기존 화학 반응속도론에서는 무시되는 

반응분자 공간 분포의 비평형 확산운동 (non-equilibrium diffusive dynamics) 의 효과 때문이다. 반응 매질의 부피 

가 유한한 점을 고려하면, 반응 시간이 충분히 오래 지났을 때, 기존의 확산지배 반응에서는 예측 되는 않는 

지수 함수적 농도 감소가 얻어지는데, 그 속도 상수 역시 반응매질 크기에 의존한다.

주제어: 확산지배반응 속도론, 작은 반응부피, 크기효과, 촉매반응

ABSTRACT. We investigate the kinetics of d iffus ion-influenced catalytic reactions occurring in small reaction 
volume. From a simple exact model study, we find that the reaction rate coefficient decreases with the size of 
reaction volume. The explicit expression for the average reaction rate constant is presented, which can be 
regarded as a generalization of well-known Collins-Kimball rate constant into the reactions occurring in a small 
reaction volume. It turns out that the traditional diffusion influenced reaction dynamics is followed by a single 
exponential relaxation phase with a rate constant dependent on the reaction volume for the catalytic reactions 
occurring in small reaction volumes.

Keywords: Diffusion-Influenced Kinetics, Small Reaction Volume, Size Effects, Catalytic Reactions

서 론

생명을 유지해주는 각각의 단일 세포의 생체 반응 

들은 미시적 부피를 가지는 작은 세포막 안에서 일 

어나게 된다. 이러한 생체막에서는 반응물질들의 반 

응을 위한 충돌이 어떠한 외부의 힘의 전달 없이 확 

률적 열운동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생체 

내 유전자 반응물인 유전자 조절 단백질의 조절 반 

응2$。의 경우, 농도는 나노 몰 단위로 작은 경우도 

있다」이런 세포내의 환경은 반응분자를 혼합해주는 

일상적 실험실에서의 플라스크내의 환경과는 상당한 

차이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생체내 화학 반응속도 

는 일상적 거대 반응계를 기술하는 전통적인 화학 반 

응속도론의 예측과는 다른 흥미있는 특징들을 보여 

주게 된다.
한 가지 예로, 세포내 단백질 분자의 농도의 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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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ctuation)온 세포의 생물학적 행동에서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는 거대 반응계 (macroscopic 
reaction system) 또는 전통적 화학 반응속도론에서는 

무시될 수 있다. 이러한 반응물질의 농도의 요동을 

고려호，기 위해서 master equation과 Langevin equation7 
에 근거를 둔 화학 반응속도론의 일반화가 이루어졌 

다. 이러한 방법들은 박테리아 세포 M 의 생물학적 반 

응계를 설명하는데 이용되었으며, 최근의 발전된 실 

험적 기술들은 제한된 작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반응 

들을 조사하고 개발할 수 있게 해주었다.心

본 논문에서는 세포내의 반응속도의 또 다른 측면 

인 반응 속도에 미치는 반응 매질의 부피 효과에 초 

점을 두어 조사한다. 이 효과는 반응 용기의 부피가 

작아질수록 더 커지게 된다. 거시적 반응계를 다루 

는 기존의 화학 반응속도론에서 반응속도는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 용기 크기에 무관한 것으로 가정된 

다. 예를 들어 A+CtB+C와 같은 이분자 촉매반응 

의 반응 속도는 기존 화학 반응 속도론에 따르면 아 

래와 같이 기술할 수 있다.

g[A] = -k[C]°[A] ⑴
at

여기서 반응속도 상수 k는 반응물 A와 촉매 C의 미 

시적 분자성질에 의존하며 또한 용매 분자와의 미시적 

상호작용과도 관계를 가지게 되지만 반응 용기의 크기 

나 모앙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가정된다. 사실 

위의 수식 (1)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포함하고 있다.
1) 반응분자의 공간적 분포는 균일하다.
2) 반응 용기의 크기는 반응속도가 어떠한 경계효 

과 (boundary effect) 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 

큼 충분히 크다.

3) 반응 분자의 숫자는 충분히 크다.
하지만 생체 세포와 같은 미시적 반응 환경에서는 

전통적 반응 속도론에 내재된 위에서 언급된 가정들 

은 만족되지 않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간단한 모델 

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촉매 반응의 반응 계수가 반 

응 용기의 부피에 의존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촉 

매 반응의 반응 매질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반응 

속도는 더 커지게 되는 것을 보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고려하고 있는 모델에 대한 구 

체적 설명과 수식적 해답을 제시하고, 그 다음 3장에 

서는 2장에서 얻은 결과들에 대한 논의를, 그리고 마 

지막 4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제시할 것이다.

반응 모델 및 이론

반지름 日을 가지는 3차원 구형 공간으로 제한된 

용액상에서 일어나는 A+CtB+C와 같은 촉매반응을 

생각해 보자. Fig. 1에서 볼 수 있듯이, 촉매 C는 반 

응용기의 중앙에 고정되어 있다. 다수의 반응물 A는 

확산 방정식을 따라 이동한다.
반응은 A분자가 촉매 C 의 표면에 닿았을 때 일어 

나게 된다. 여기서 반응 분자의 공간적 분포에 영향 

을 주는 어떠한 외적인 섭동도 없다고 가정한다. 초 

기 반응 분자의 분포는 균일하며, 초기 반응물 농도 

는 [A]o로 주어진다. 시간에 따른 반응물 A 의 농도변 

화, [A] 느 하나의 촉매분자를 가지는 위의 간단한 모 

델의 경우 정확하게 얻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 결과 

는 여러 개의 촉매분자를 가지는 경우로 일반화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겠다.
위의 모델은 구형대칭 (spherically symmetric) 반응 

계이기 때문에, 시간 t 에 반지름「인 구의 표면에서 

의 반응물의 확률밀도함수 p(r,t)로 반응물질의 확률 

분포를 나타낼 수 있다. 확률밀도함수 p(r,t)는 다음 

의 반응-확산 방정 식 (reaction-diffusion equation)을 따 

르게 된다.

&P(r, t) = D 마p(、r, t) -/(―；)*, t) (2)
dt 4nc

수식 (2)식의 우변항의 첫번째 항은 열에 의한 반응물 

의 이동을 기술하며, 두번째 항은 반지름 ^를 가지는

Fig. 1. Reac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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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매의 표면에서의 반응에 의한 확률밀도의 감소를 의 

미한다. 두번째 항의 k는 반응물 A와 촉매 C의 반응 

의 고유속도상수 (inherent rate constant)를 의미한다. 
반응물 A의 생존확률(Survival probability) S(t)는 

[A](t)/[A]。로 정의되며 pr,t)와는 아래의 식과 같은 관 

계를 가지게 된다.

S(t) =「dr4nr'p(r, t) (3)

반응용기는 반지름 R 인 구형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경계 (r=R) 에서의 반응물의 흐름 (flux)은 0이 되어야 

한다.

D訓r, t)| =0
渺 lr=R (4)

또한 반응물은 촉매의 안쪽으로 침투할 수 없기 때 

문에 반응물의 확률분포는 아래의 식을 만족해야 한다.

얣侦 4

ir = b
=0 (5)

마지막으로 초기 반응물질의 분포는 균일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pr,t)의 초기상태는 아래와 같은 식을 따르게 

된다.

lim p(r, t) = 1/V (6)
t T0

여기서 V는 반응용기의 부피로써, V=4冗(R*3)/3와 

같이 주어진다. 수식 (2)에서 주어진 반응확산 방정식 

(reaction-diffusion equation)은 수식 (4)-(6)으로 주어 

진 경계조건(boundary condition)과 초기 조건(initial 
condition)의 경우 정확하게 해를 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라플라스 영역 (Laplace domain) 에서 다음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P(r，^) 瑚*쑩(岩비 (7)

여기서 f(s、) 는 f (t)의 Laplace transform [f(s) = 
£ dtexp(-st)f(t)]을 나타낸다. 수식 (7)에서 G(r, r°, s)는 

무반응 그린함수(reaction-fTee Green’s function)의 라 

플라스 영역 (Laplace domain) 표현인데, 아래 미분방 

정식과 경계조건으로 정의된다.

sG(r, ro, s) - DV2G(r, r°, s) = 으(스_?으) (8)
4nr°

D 으으으-G (스, r0,s) = 0
허‘ lr = R

D&G (r, r°, s) =0
dr lr = b

(9)

(10)

수식 (8)-(10)의 해인 G(r, r0,s) 는 아래와 같은 형 

태로 얻어진다.

G(r, ro,s)=

1 1 1 fe 的x xo + Jz -1 ^ 的x+xo 2)
4gDx "JZ， Jz +1 丿

1 + 四-허"--exp[-JZ(2p-x-X0 - |x-x0 )]

X P"리 으----------------------------- (11)

1-P*+1，Z-1expd(p-1)] 

pjz-\Jz + 1

여기서 x, X, p 그리고 z는 단위가 없는 변수로 rks, 
시g, R/g 그리고 s頒ID로 정의 된다. 수식 (7)과 

(11)로 P(r,s) 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가능하다. 이를 

수식 (3)에 대입하면 반응물 생존확률 (Survival 
-、 、一 、一 、- ,,,, __ " 亠

probability) S(t)에 대한 라플라스 영역 표현 S(s) 은 

아래와 같이 주어진다.

1「〔 1 Q V 1S(s) = -\ 1---------- ----------- (12)
sL s 1 + kG(g,g, s)」

여기서 G(o,o,s) 는 아래와 같이 간단히 표현된다.

G (O,G,s) = 으■丄으-F(z) (13)
4noD

식 (13)에서 F(z)는 아래와 같다.

1 + 써I브 exp[-jz(p-1)]

F(z) = —------ 으쓰으二1------------------------- (14)

1 +'1-의브네-exp[-2jz(p-1)]
pjz-11 +Jz

t를 t = t/左로 정의하면 (characteristic diffusion time 
scale tD=g/D), 수식 (12)는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 ，， … 3__
蒙 S(s) = 1. 1-K앗으)4쯰끄彳 (15)
D zL z 1+ (k/Kd)F(z)」 ' 丿

여기서 如는 스몰루코프스키 반응상수 (Smoluchowski 
rate constant)로 알려진 양으로 kD =4noD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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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15)에서 KkD, 4冗詩/乂 p, 그리고 此는 무단위 

변수들로서 반응동역학을 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수식 (12)와 수식 (14)은 반응물 생존학률(survival 

probability), S(t)(= [A](t)/[A]o) 의 라프라스 영역 표현 

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토 의

평균반응속도

반응확률(reaction probability) w(t)d는 S(t) - S(t+dt) 
로 정의되는데, 이것은 촉매반응에 의한 t와 什dt사 

이의 반응물 생존확률 (survival probability) 의 감소를 

의미한다. 정의에 따라서 반응 확률밀도(reaction 
probability density)함수 “(t)는(z(t) = [S(t) - S(t+dt)]/ 
dt = -dS(t)/dt로 주어지는데 이를 반응물의 농도 [A] 
로 표현하면 “(t) = [A]"(d[A]/dt) 이다. 반응 확률밀도 

함수 (Reaction probability density fUnction)(“(t))는 확 

률밀도함수이므로( £dt “(t) = 1)이다. 평균 반응시간 

(Average reaction time) <t>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t w(f) = -■「dt t (dS/df)

=-「dtS(t) = lim S(s) (16)
J0 s T 0

수식 (15)와 (16)으로부터 평균 반응시간(average 
rea ction time)〈t,〉를 아래와 같이 얻을 수 있다.

〈t'〉= 匸 + 厂冬시 V (17)
k kDC(p)_|

여기서 C(p)는〈弓)에 대한 reaction volume의 영향 

을 나타내며, C(p)는 다음와 같이 표현된다: C(p) =
3 2

(P - 1 ) (5 P + 6 P + 3 p + 1 ) . 만약 반응매질 크기 또는 

5(p2 + p + 1)2

p(=R/°)가 무한(infinite)하다면 C(p)의 값은 1이 되지 

만, 그 외의 경우에는 C(p)는 1보다 작은 값을 가지 

게 된다.
〈tr〉의 역수를 평균반응속도(average reaction rate) 

<。[。]<로 정의하면 ([C]o: 촉매의 농도) 평균 반응속 

도 (average reaction rate) <k>는 아래와 같이 얻을 수 

있다.

0 5 10 15 20
V

Fig. 2. 부피 의 변화에 따른 <k> 의 변화.

口 、、 KkD(p)
〈kr〉=--- :—

K + kDp
(18)

KkD(p) 는 k^C(p) 이다 p가 무한히 클 때는 limkD(p)
P TCQ

=奶이기 때문에 수식 (18)에 주어진 평균반응속도 상 

수는 Collins-Kimball 속도상수, [=聞(«+奶)]로

간단히 된다. 그러나 p가 유한한 경우에는 k〃(p)가 

Smoluchwski 속도상수인 k/보다 크기 때문에 average 
reaction rate <k>은 Collins-Kimball rate constant 
広k보다 크게 된다. 수식 (18)을 이용한 반응용기의 

부피에 따른 average reaction rate를 도시하면 아래의 

Fig. 2와 같은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
반응 용기가 작아질수록 평균반응속도(Average 

reaction rate) <k>가 증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무한한 크기의 3차원 공 

간의 반응 용기에서는 반응분자 A가 촉매 C와 영원 

히 만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있지만, 반지름이 R 
인 유한한 크기의 공간에서는 Reflecting boundary가 

존재하기 때문에 반응물질의 탈출 확률이 사라지며, 
따라서 모든 반응물질 A는 언젠가는 촉매 C와 만나 

게 된다. 그리고 반응 용기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반 

응물질과 촉매가 만나게 되는 평균 시간은 줄어들게 

되며 이는 반응속도의 증가로 귀결된다.

Long-Time asymptotic reaction rate
여기서는 반응시간이 충분히 오래 지난 후 반응물 

생존확률(survival probability) S(t)의 행동에 대해서 

논의하려 한다. 이는 수식 (15)에서 주어진 S(s) 에서 

S가 작은 경우를 생각하여 얻을 수 있다. 만약 f(T)가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작은 반응 매질에서 일어나는 촉매 반응 속도에 관한 얀구 221

수식 (14)에서 주어진 F(z)의 inverse Laplace transform 
일 때 f (t)의 long-time limit f 는 다음의 Tauberian 
theorem 에 의해서 얻을 수 있다.

"=lim f(T) = lim sF(s) = 4nb3/V (19)
TT0 S T0

、一、 T 、亠 _、、 ” -、 、、一、
수식 (19)를 이 용하면 S(s) 에 대 한 small s

expression을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S(s)=------- L-—(stD<<p2) (20)
z +——으쯔——

kD+KC(p)

시간 영역에서 Eq. (20)은 아래와 같다.

S(t)~ 떼-KD+쁞茶』('%>>p2) (21)

Eq. (19)를 Eq. (21)에 대입하면 아래의 식을 얻을 

수 있다.
S(t)~ exp[-〈사』 (22)

여기서〈幻 는 수식 (18)에서 주어진 평균 반응속도 

(mean reaction rate)이다. 본 논문의 reaction model 
에서는 하나의 촉매분자만 존재하기 때문에 촉매의 농 

도 [C]는 1/V이다. 따라서 수식 (22)는 아래오｝ 같이 

쓸 수 있다.

S(t)= exp[-〈k,〉[C]ot] (t>>P2tD) (23)

반응물 생존확률(Survival probability) S(t) 또는 

[A](t)/[A]o의 asymptotic long-time behavior가 전통적 

확산지배 반응 속도론에서 처럼 단순 지수적 감소를 

따른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 하다(수식 (1)의 해가 [A]/ 
[A]o= exp[-k[C]ot] 라는 사실을 주지하자). 기존 화학 

반응 속도론의 예측에 부합하여 지수적 감소를 따르 

긴 하지만 수식 (23)에서의 reaction rate〈kr〉가 전통 

적 반응 속도론에 등장하는 k와는 대조적으로 반응 

용기의 크기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주목하자.

Short-Time asymptotic reaction rate

이번 절에서는 반응초기의 반응물 생존확률 (survival 
probability) S(t) 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한다. 이것은 
、, 一、、一、、‘、 一、、 ,,..•、亠一 一、 
수식 (15)에서 주어진 S(s) 에서 s 값이 큰 경우를 생 

각하여 얻을 수 있다. st°>>普때 수식 (15)는 대략적 

으로 다음과 같은 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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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1 &、〜1 (K/kD)f《] (K/縮))
tD S(s)~ z-—7—〔1-切+(四)+1丿

(24)

여기서 f 는 수식 (19)에서 주어진다. 수식 (24)식의 

시간 영역 표현은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 1-씂 "
(响)2

(k+扁)3
[C]0tD

1-2[(K/kD)+ 니느却(K/kD)+ 니京 (25)

여기서 Q(x)는 이것 Q(x) = exp(X)erfc(x)으로 정의 

된다. 이 결과는 반응초기 즉 t/tD<<P 인 경우에 유효 

하다. 수식 (25)에서 주어진 S(t)는 반응 용기의 크기 

와 아무 상관이 없음을 주목하자. 반응용기가 충분히 

크면 수식 (25)가 모든 시간 에서 반응물 생존확률 

(survival probability) S(t)의 정확한 표현이 된다. 수 

식 (25)에서 주어진 반응물 생존확률(survival probability) 
S(t)는 지수적 감소나 전통적 반응속도론의 예상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는 반응물질의 분포를 

균일하게 만드는 어떠한 외적 섭동이 없을 때, 반응물 

의 비평형적 확산운동 양상이 반응 속도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시간이 매우 짧아 [1+ (K/kD)](t/tD)<<1 경우에 수 

식 (25)는 아래와 같이 더욱 간단하게 표현된다.

S(t)= 1-K[C]0t+ 4k[C]o《kV t) -ER-exp[-K[c]0t]

(26)

이 결과는 촉매분자 최근방에 있던 반응물의 반응에 

기인하는 것으로 반응 속도가 반응물 이송운동 

(transport dynamics) 또는 반응분자의 확산상수와 거 

의 관련이 없다. 초기상태 이후에는 반응분자의 확산적 

이송운동(diffusive transport dynamics)이 반응동력학 

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초기상태 이후 반응이 어느 정도 진행된 시간 영 

역 [1 + (K/縮)] 1t/tD<<p2 에서는 수식 (25)를 아래와 

같이 근사할 수 있다.

S(S)~ 1-쁪[。]0' +
(响)2

(K + 縮)3
[C]0tD

1-2[(k缶) +나会-[") + 1]丿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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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반응물 생존 확률 x축 시간의 단위는 顷=。2/。) 이다.

반응물 생존확률 (Survival probability)은 반응물질 

의 확산상수 (diffusion constant) 에 깅하게 의존하게 

됨을 주목하자. Fig. 3은 수식 (27)을 이용하여 반응 

물 생존확률 (Survival probability)을 k/Ld=10。와 kD [C]() 
tD =0.5 인 경우 시간에 대해서 도시한 것이다. 이 시 

간 영역에서 생존 확률의 시간 감소가 단순한 지수 

함수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결 론

본 논문은 촉매반응, A+CtB+C에서 반응물의 농 

도 [A] 가 촉매의 농도 [C] 보다 과량일 경우의 간단한 

모델을 통하여 반응 용기의 크기에 대한 효과를 연 

구하였다. 그 결과로 일반적으로 반응용기의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반응속도는 초기 반응물 농도가 일정 

하더라도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반응시간 초기 및 

중기의 반응물질의 농도의 감소는 전통적 반응속도 

론에서 예상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 

는 반응물질-촉매쌍의 비평형적 확산운동 때문이다. 
그리고 평균 반응속도 (average reaction rate)는 수식 

(18)에 얻어진 것과 같이 반응용기의 부피에 의존하 

는 Collins-Kimball 속도상수의 일반화된 형태가 됨 

을 보였다. 반응시간이 오래 지난 후의 반응물 생존 

확률은 기존 반응속도론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단순 

한 지수함수적 감소를 보이지만, 그 반응속도 상수 

가 반응용기의 크기에 의존함을 보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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