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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ASED-MO(Atom Superposition and Electron Delocalization-Molecular Orbital)이론을 이용하여 

Pt(lll)과 Y-Al2o3(lll) 표면 모델에 대한 계면간 결합 세기에 관해 연구하였다. AF卜의 환원 정도는 알루미나 

뭉치(cluster)에 대한 산소와 알루미늄의 비에 따라 달라진다. AN十의 환원 정도가 크면 클수록 Pt 원소들에 

대해 강한 결합 에너지를 가진다. 산소로 덮인 Y-A12O3 표면과 Pt 계면간 결합이 매우 약하지만 백금의 산화 

조건에서의 결합은 매우 강하다. 백금 표면에서 부분적으로 빈。-2p 띠(band)와 Al" dangling surface orbi- 

tal로 전하가 이동하는 전하이동(charge transfer) 메카니즘에 의해 백금과 알루미나 계면간 결합은 가능하다.

ABSTRACT. Cluster mod이s of the Y-A12O3(111) and the Pt(lll) surfaces have been used in an atom 

superposition and electron delocalization molecular orbital study of interfacial bond strengths between 

them. The reduced extents for Al3+ are due to the ratio of oxygen to aluminum atoms. The greater 

the reduced extent for Al" is, the stronger the binding energy is to Pt atoms in a cluster. The oxygen-co

vered surfaces of Y-A12O3(111) are 아lown to bind more weakly to Pt atoms, while the binding to the 

oxygen-covered surface formed under oxidizing conditions of Pt atoms is strong. The interfacial bond 

of platinum-alumina may be possible by a 샤】arge-transfer mechanism from the platinum surface to the 

partially empty O-2p band and Al3+ dangling surface orbital.

서 론

금속과 지지체 계면간 상호 작용력】~如은 지지체 

위의 금속에 대한 분산도(dispersion)를 결정하는 

중요한 성질이므로 최근 10여년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 상호 작용력을 소위 강한 

금속 담체간 상호작용(SMSI, Strong Metal-Support 

Interaction)?이라 부른다. Allen4 등이 백금과 알루 

미나 계면간 결합을 실험적으로 연구한 결과 백금의 

환원 조건에서 백금과 알루미나의 결합은 매우 약한 

결합이고, 백금의 융점보다 수백도 낮은 온도에서는 

강한 결합이 일어난다. 그리고 진공 조건에서 액체와 

같은 상(liquid like phase)은 단지 금속과 세라믹이 

접촉할 때 형성된다고 밝혔다. Ta나steK는 Pt와 같은 

전이 금속 입자가 Ti(&와 같은 지지체 위에 분산된 

다고 제안한 바 있다 Sadeghi’는 금속 산화물의 

Ti" 가 환원되 기 위 해 전이 금속이 금속 산화물 입자 

위에 분산되며, 그 결과 금속 산화물의 작은 결정 

표면에 전이 금속이 흡착된다고 믿었다. 계면 구조와 

모델에 관한 실험적 연구는 알루미나 지지체와 로듐 

구조에 관해 EXAFS(Extended X-Ray Absorption 

Fine Structure Spectroscopy)6,8# 사용하여 연구한 

바 있다. 금속과 세라믹 계면에 관한 이론적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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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면 Anderson'。"에 의해 니켈-알루미늄 합금 

표면 위에서 a-Al2O3 접착과 그 합금 표면 위에 이 

트륨이 존재할 때 a-Al2O3 접착 영향, 그리고 a-Al2O3 

(001)과 Pt(lll) 계면간의 결합 등에 관해 ASED- 

MO 이론을 사용하여 계산한 바 있다. 또 다른 방 

법의 연구는 다결정 니오브(Nb)가 알루미나 표면에 

축적될 때 계면간 전자구조 및 결합을 TBM(Tight 

Binding Method)으로 계산'한 바 있다. 그 결과 전이 

금속 표면으로부터 알루미나 표면에 부분적으로 빈 

O-2p로 전하이동(charge transfer)이 일어나며, 접착 

(Adhesion)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알루미나 표면에 

존재하는 산소와 알루미늄의 비라고 주장했다. 최근 

에는 P. Aelmany'가 EHM(Extended Huckel Me- 

thod)을 사용하여 a-AbWOOOD에 축적되는 다결정 

전이 금속의 계면간 상호 작용력을 계산한 바 있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산화물의 서로 다른 면에 대한 

금속 접착의 세기는 전이 금속과 산소 그리고 알루 

미늄과 산소의 상호 작용력이 주된 역할을 한다고 

여겨진다.

오늘날 금속재료와 신소재 개발에 대해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표면 활성으로부터 직접 금속과 세 

라믹 결합을 만들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미시적 관점에서 결합 메카니즘과 계면간의 성질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세라믹과 금속이 직접 접촉하는 계면들을 연구하는 

것이 반응성과 초기 결합 형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백금과 알루미나 계면의 전반적 구조와 

결합을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 

한된 구조와 조성 모델로써 Pt/Y-AbQj의 양자 화 

학적 연구를 하고자 하며, 이 모델로써 Pt(lll) 표 

면에 관한 결합을 시험한다. 연구를 위해 선택한 4 

개의 지지체 모델중 3개(F讶.2(a-b), (c-d), Fig. 3(a- 

b))는 2가 산소 음이온(。2一)으로 덮인 표면을 가지며, 

나머지 1개(花g. 3(c-d))는 알루미늄 양이온(AF+)으 

로 덮인 면을 가진다. Anderson 등의 연구에서 이 

2가 산소 음이온(O。)은 닫힌 원자가 전자 껍질(clo

sed valence electron shell)을 가지며, 전이 금속 

표면의 원자들은 거의 닫힌 껍질(closed shell)이다. 

따라서 이들 사이의 반발력 때문에 2가 산소 음이온 

(02 )으로 덮인 a-Al2O3 표면은 환원된 Ni(lU)과 

Pt(lll) 표면에 대해 약한 결합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Ni와 Pt 표면이 산소에 대해 전하이 

동(charge transfer)을 허용할 때 a-Al2O3 표면에 1가 

산소 음이온(。-)이 형성되며, 강한 결합을 형성한 

다고 제안했다.''1 이 결과는 산소 원자를 산화시킴이 

Ni과 Pt를 산화시키고 a-Al2O3 표면에 대해 Ni과 

Pt의 결합이 강화됨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ASED-MO10'16 이론을 이용하여 

공업적으로 유용한 丫-印2。3(111)과 Pt(lll) 표면의 

계면간 결합 세기를 전하이동(charge transfer), Al3+ 

의 환원 효과, Pt-Al 계면간 결합, 그리고 계면 특성 

등에 관련지워 설명하고자 함에 관심을 가지기 때 

문에 Anderson1014 등이 사용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백금의 적절한 산화 상태 생성을 위해 y-ai2o3 표 

면에 있는 산소 음이온의 산화 상태가 2-에서 1-

-에서 0-)로 되도록 산소 표면의 전자를 제거 

한다. 그리고 Al3+ 양이온의 환원정도에 따른 결합 

세기와 Al3+ 양이온으로 덮인 Y-AI2O3 표면 활성의 

전자적 성 질을 이론적으로 특징지우기 위해 Fzg.3과 

같이 알루미나의 산소를 제거한 모델을 선택한다.

이론 및 계산방법

ASED-M0 이론은 분자의 구조, 힘의 상수, 결합 

세기, 그리고 분광학적 연구 등을 위해서 이온화 

에너지 및 Slater orbital을 사용한 반실험적(Semi- 

empirical) 이론이다. 이 이론은 화학 결합 형성을 

두 에너지 항으로 나타낸다. 하나는 쌍쌍 원자-원자 

반발 에너지(pairwise atom-atom repulsion energy) 

인 ER이고, 다른 하나는 결합 형성에 따른 EMO] 

다. EM0는 전자의 비편재화(delocalization)에 따른 

인력 항으로 EHM의 해밀토니안(Hamiltonian)과 

비슷한 선형 해밀토니안으로 얻은 일 전자 분자 궤도 

에너지(one-electron molecular orbital energy)이다.

E=Er+Emo (1)

h%=—(vsipy, (2)

H%=0 (3)

H%=L125(H%+甘％)S% exp(—0.13R*) (4)

식 (2)에서 VSIP는 원자의 원자가 상태인 이온화

퍼 텐셜이고, 식 (4)에서 岛는 a와》원자의 i와，원자 

궤도들 사이의 혼성 적분(overlap integral)이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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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18-atom cluster mod시s of Pt(lll). Cluster is 

bulk superimposable with Pt-Pt nearest neighbor dis

tance of 2.77 A.

리고 R"»는 A 단위의 핵간 거리이다. 자세한 설명은 

문헌19에 잘 나타나 있다. 본 연구를 위해 ptl8(in) 

뭉치(cluster)와 Y-ALO3가 사용되었다. 1七8 뭉치 

(cluster)의 모형은 Fig. 1에 나타내었고 이 뭉치(이하 

"뭉치(cluster)”는 뭉치로 만 표기 함)의 Pt-Pt 원자간 

최근접 거리는 2.77A이다.

丫-印2。3은 격자 결함을 가지는 스피넬(spinel) 구 

조로, AI3O4+의 경우 6개의 산소로 둘러싸인 Oh(oc- 

tahedral)의 위치에 A1 이 2개 존재하고 4개의 산소로 

둘러싸인 Td(tetrahedral)^] 위치에 A1 이 1개 존재 

한다. 따라서 단위 세포는 32개의 산소와 21詩■ 개

Rg* 2. AIQ^ cluster models of Y-A12O3(111). (a) A top view of ALQ严 model which has oxygen on 

a surface. [There are fourteen oxygen anions in contact with the Pt surface. When the alumina 이uster is charged 

19 (AI7O27 ), fourteen electrons are removed from the top of O2 band, adsorption is much stronger because 

of charge transfer to reduce these holes (Fig. 6)丄(b) A side view of Fig. (a) rotated 20 degrees in reference 

t0 z-axis. (c) A top view of AI7O2733- model which has no & oxygen on a surface. [There are 나lirteen oxygen 

anions in contact with the Pt surface. When the alumina 이uster is charged 20- (AI7O2720 ), thirteen electrons 

are removed from the top of O2 band, adsorption is much stronger because of charge transfer to reduced 

these holes (fig. 6)1 (d) A side view of Fig. (c) rotated 20 degrees in reference to 2-axis; A difference between 

Fig、(a)and (c) depends on whether the A】 atom of 4-member oxygen ring is on a surface or not. O; Aluminium. 

O； Oxygen on the surface.⑪；Oxygen in the bottom.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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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17O147- cluster mod미s of Y-A12O3(111) [Thirteen oxygens are removed from 버。A17O2733- cluster model].

(a) A top view of A17O147- model which has Ai oxygen on a surface. [There are fourteen oxygen anions in 

contact with the surface. When the alumina cluster is charged 7+ (A170i47+), fourteen 이ectrons are removed 

from the top of O" band, adsorption is also much stronger because of charge transfer to reduced these hole].

(b) A side view of Fig. (a) rotated rotated 55 degrees in reference to z-axis. (c) A top view of A17O147- 시uster 

model [The surface has seven dangling aluminiums! (d) A side view of Fig. (c) rotated 55 degrees in reference 

to z-axis. O; Aluminium. O； Oxygen on the surface.詹；Oxygen in the bottom.

알루미늄으로 구성되며, 단위 격자당 2으 개의 알루 

미늄의 결합을 가진다.”邸 입방구조에 대응하는 스 

피넬 단위 세포의 길이, a는 7.5~7.9冷*8이다.

Y-A12O3(111) 면은 2개의 면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A1 이 Oh 위치에만 존재하는 면과 다른 하 

나는 A1 이 Oh와 Td 위치를 함께 포함하는 면이다. 

본 계산에서는• Oh 위치를 가지는 면만 선택했다. 

지지체 모델 A1Q舟- 뭉치를 F讶.2에서 보여준다. 

여기서 빗금친 원(circle)으로 표시되지 않은 산소 

원자는 표면에 존재하며, 빗금친 원으로 표시된 산소 

원자는 표면에 존재하지 않고 알루미나 뭉치의 밑 

바닥에 존재한다. Fz£.2(a)는 표면에 산소 14개가 

존재하고 F讶.2(c)는 표면에 산소가 13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Fig. 2(a, c)는 A17O2733^ 뭉치 

모델을 위에서 본 평면(Top view) 그림이고, Fig. 2(b, 

d)는 각각 이 모델들을 z축으로 20° 회전한 측면 

(Side view) 그림이다. 두 모델에서 4각고리 (4-mem- 

ber oxygen ring)의 산소중 Aj 산소가 표면에 존재 

하는 경우는 14개의 산소가 표면에 존재하며, Ai이 

표면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13개의 산소가 표면에 

존재한다. A1Q"33- 뭉치(F£g.2(a, b) 참조)에서 빗 

금친 원으로 표시된 밑바닥 산소 13개를 제거한 

A17O147- 뭉치의 그림을 F谊*에서 보여준다.F也.3 

(a)는 표면에 14개 산소가 존재하는 평면 그림이다.

1996, Vol. 40,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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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tomic parameters: principal quantum number n, slater exponents C, (au), ionization potential IP (eV), 

and coefficients C for the Double-Zeta for d orbitals

s P d

n Ip n Ip n Ip G G c2 C2

Pt。 6 9.00 2.5500 6 4.960 2.2500 5 9.6 0.5513 6.013 0.6334 2.696
Al* 3 12.62 1.5213 3 7.986 1.5041

2 26.48 1.7458 2 11.620 1.7266

“Ref. 10, "Ref. 12.

그리고 F讶.3(b)는 이를 z축으로 55° 회전한 측면 

그림이다. Fz須.3(c)는 표면에 7개의 dangling bond를 

가진 A1 이 존재하는 평면 그림이며, F讶.3(d)는 같은 

방법으로 이를 55° 회전한 측면 그림이다. 그리고 

빗금친 원으로 표시된 산소 원자 14개가 밑바닥에 

존재한다. 계산에 이용된 A1-0결합 길이는 1.90A 

이다.

계산방법은 결합에너지 (binding energy)및 계면간 

특성구조를 얻기 위해 백금 뭉치와 알루미나 뭉치 

사이의 거리를 0.01 A만큼 변화시키면서 최적치를 

계산한다. 그리고 사용된 파라미터 (parameter)는 

Table 1과 같다.

결과 및 논의

F谚.2(a)의 지지체인 A1Q財33— 뭉치의 알루미나 

표면과 Pt 표면이 접촉하는 계면의「당 평균 결합 

에너지는 0.1 eV 이하로 매우 약하게 흡착되며, Pt]8 

(111) 층과접촉면간의 계산된 거리는 3.6 A이다. 

그리고 계면에서 Pt 표면과 접촉하는 산소 음이온 

수는 14개이다. 백금의 산화 조건에서는。2- 띠 

(band)의 꼭대기로부터 14개 전자가 제거되어 알루 

미나 뭉치가 19- 전하를 가진다. 이때 생성된 이 

정공들(holes)을 감소시키기 위해 Pt로부터 O-2p 띠 

(band)로 전하이동(charge transfer)이 일어나기 때 

문에 흡착은 매우 강하다世沮 6 참조). 이 계면의 

단면은 PtPt+Cf-Al3^ -, 즉 백금 양이온과 산소 음 

이온 그리고 알루미늄 순서로 교차된 면을 나타낸다. 

이같은 논의는 Anderson 등이 a-알루미나에서도 

논의 한 바 있다.알루미나와 백금 뭉치의 흡착 

자리는 산소 음이온을 가진 알루미나 표면 구조를 

고려하여 A17O2719- 뭉치는 두개의 흡착 가능한 자 

리를 생각할 수 있다. 즉 알루미나 산소 4각고리(4- 

member oxygen ring) 중 산소 Ai이 백금 뭉치와 

접촉면에 있는 경우 두개의 흡착 가능자리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F讶.4(a)와 같은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이로부터 알루미나 뭉치를 가축으로부터 180° 

회전한 F讶.4(b)같은 모델이다. 이들은 백금 표면과 

접촉하는 알루미나의 산소 음이온으로부터 14개 전 

자가 제거되어 A17O2719- 뭉치로 될 경우, Pt18(lll) 

뭉치가 이 음이온을 통해서 이온적으로 강한 결합을 

한다. Fzg.4(a)에서는 지지체의 알루미늄이 백금 뭉 

치의 3-fold 자리 에 존재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Fig. 4 

(b)에서는 알루미늄이 백금 뭉치의 1-fold 자리에 존 

재함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편의상 F讶.4(a)와 같은 

경우를 1-site라 하고 F讶.4(b)와 같은 경우를 2- 

site라 한다. F谊.4(c)는 표면과 접촉하는 알루미나의 

산소 음이온로부터 13개 전자가 제거되어 A17O2720 

뭉치로 될 때 Pt18(lll) 뭉치에 대해 ai7o272°- 뭉치가 

음이온을 통해서 이온적으로 결합된 계산 모델이다. 

여기서는 지지체의 알루미늄이 백금 뭉치의 1-fold에 

위치하는 한 가지 (2-site) 모델만 가진다. 다시말해, 

알루미나 표면에 존재하는 13개 산소 음이온 모두 

Pt 표면과 접촉할 수 있는 자리가 2-site이고 백금 

뭉치가 l-site(3-fold)에서는 13개 산소 음이온과 결 

합할 수 없음을 뜻한다. 이 경우 Y-A12O3 표면의 

구조를 살펴보면 알루미나 산소 4각고리 (4-member 

oxygen ring) 중 산소 冬이 Pt18 뭉치와 접촉면에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4(a-c)에서 빗 

금친 원은 백금과 접촉하는 표면에 있지 않는 알루 

미나의 산소이 다. Table 2는 Pt18/Al7O2719" (1-site) 뭉 

치와 Pt18/Al7O2719~(2-site) 뭉치 그리고 PWAlQz严 

(2-site) 뭉치들의 계산된 산소 원자당 평균 결합 

에너지와 산소층위의 층간의 높이 등을 각각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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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0/AI7O2U" cluster models of Pt(lll)/Y-Al2O3(lll). (a) Pt18/Al7O2719~ 이uster mod이 that Pt18 cluster 

is bonded ionically through anions of A17O2719^ cluster model (1-site). (b) The model in which the alumina 

cluster is rotated 180° degrees in reference to x-axis of Fig. 4(a)(2-site). (c)卩顷仏项&舟一 cluster model that 

Pti8 cluster is bonded ionically through anions of A17O2720- cluster model(2-site): 1-site; The positions of Alumi

nium atoms are placed on the 3-fold of Ptlg(lll) cluster as 아｝own in Fig. 4(a). 2-site; The positions of Aluminium 

atoms are placed on the l-f이d of Pt18(lll) as 아lown in Fig. 4(b). Large circles are platiniums. Middle circles 

are oxygen anions in contact with the Pt surface. Hatched middle circles are oxygens in the bottom of the 

alumina. Small circles are the aluminium.

Table 2. Calculated binding energies (BE), heights (h), and valence electron population (VEP) in Pti/ALQU^(1- 

site), Pti8/Al7O27,9 (2-site), and PtWALQ严「

Molecules s P 十2： h (A) BE (eV)

PWA1Q/ (1-siteX Pt 0.773 0.176 1.744 1.712 5.049 0.546 1.81 1.553°

Al 0.587 0.993 1.420

0 1.869 5.560 -1.429

pGb/aiQzU， (2-site/ Pt 0.761 0.152 1.719 1.719 5.036 0.613 1.94 1.5236

Al 0.585 0.967 1.448

O 1.871 5.625 -1.496

PWAIQ 严 Pt 0.779 0.117 1.592 1.675 5.128 0.709 2.68 1.50V

Al 0.548 0.928 1.524

0 1.867 5.749 -1.616

"The summation of VEP in free atom-the summation of VEP in Pt 18/A17O2719 ~ (1 - site), Pt18/Al7O2719- (2-site) and 

Pt1H/Al7O2720 . bdxy+dx2+dyz. rl-site; The positions of Aluminium atoms are placed on the 3-fold of Pt18(lll) 

cluster as shown in Fig. 4(a). 2site; The positions of Aluminium atoms are placed on the 1-fold of Pti8(lll) 

cluster as shown in Fig. 4(b-c). 'This is mean value per oxygen.

내었다. 이들 중 Pt18/Al7O2719-(l-site) 뭉치의 결합 

에너지는 1.553 eV로 가장 큰 값을 가지며, 산소층 

위의 Pt층간 높이는 1.81 A로 가장 작은 값을 가진 

다. Pt18/Al7O27,9 (2-site) 뭉치의 결합 에너지는 

1.523 eV로써, Pt18/Al7O2719^(1-site) 뭉치보다 산소당 

0.03 eV 감소하고, 계면의 높이는 0.13 A 증가한다. 

Pt18/Al7O272°- 뭉치는 Ptm/ALQUFl-site) 뭉치보다 

산소 원자당 0.052 eV의 결합 에너지가 감소하고 

높이는 2.68 A으로 0.87 A만큼 증가한다. 계산에 사 

용된 세 모델에서 Pt18/Al7O2719-(1-site) 뭉치가 가장 

큰 계면간 상호 작용력을 가지는 이유는 Table 2 

에서 전자 주게인 백금 뭉치의 평균 알짜전하＜net 

charge, △)값이 상대적으로 가장 작은 0.546을 가 

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PWAIQ尸(2-site) 뭉치는 

0.613, Pt18/Al7O27272-site) 뭉치는 0.709의 알짜전하 

값을 가진다. 이 결과는 백금의 알짜전하가 가장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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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b)

Fig. 5. Pti/AlQu" 시uster mod기s of Pt18(lll)/Y-Al2O3 

(111) model, (a) Pti8/Al70i4 cluster model that Pt18 clu-. 

ster is bonded ionically through anions of A17O147+ 

cluster model(l-site) (b) The model in which the alu

mina cluster is rotated 180° degrees in reference to 

光-axis of Fig. 5(a)(2-site). (c) Ptis/A^Ou7- cluster mo

del that Pti8 cluster is bonded ionically through ca

tions A17O147 - 이uster model. Large circles are plati- 

niums. Middle circles are oxygen anions in contact 

with the Pt surface. Hatched middle circles are oxy

gens in the bottom of the alumina. Small circles are 

the aluminium.

Pt18/Al7O271971-site) 뭉치가 백금에서 알루미나로 

전하이동(charge transfer)을 가장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각각의 전하이동(charge transfer)의 정 

도에 의해 결합의 세기가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이는 

Anderson10 등의 논의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전자 

받게인 산소의 알짜전하는 가장 전하가 많이 이동된 

Pt18/Al7O2719 (l-site) 뭉치의 산소가 一 1.429의 값을 

가지며 가장 강한 계면간 상호 작용력을 가진다. 

알루미늄의 3p 띠 (band)는 산소의 2p 띠 (band)에 

비해 에너지 준위가 높으므로, 뭉치의 안정화에는

-9

-11

너 3

O2s

시7。2尸 이 W P<18/ Pha/ AI7O2 严 Phe

시7。27慎 시7。2广 시7。2严

(1-Sile) (2-site)

Fig. 6. Molecular orbital energy level correlation dia

gram 아｝owing calculated Pt, Al7O2719_(l-site)f A17O2719~ 

(2-site), and Al7O2720_ band structures based on the 

cluster models. Charge transfer from Pt to vacancies 

in the O-2p band gives rise to the charge transfer 

component of ionic Pt-0 bonds. Cross-hatched part 

of Pt 5d indicates electron unpairing to give half-filled 

orb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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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에너지 준위를 가진 백금의 5d 및 6s 띠 

(band)와 알루미나 표면에 있는 산소의 2p 띠 (band) 

가 주로 기 여 하게 된다. Fig. 6은 이 에 대한 분자 궤도 

에너지 준위 상관 도표(Molecular Orbital Energy 

level Correlation Diagram)이다. Pt의 5d 및 6s 띠 

(band)로부터 비어있는 0-2p 띠(band)에 전하이동 

(charge transfer)이 일어나서 이온성 Pt-0 결합을 

형성한다. 띠(band)의 빗금친 상단(cross나latched) 

부분은 반만 채워진(half-filled) 궤도들을 나타낸다. 

에너지 준위에 따른 안정화 정도는 Pt18/Al7O2719' 

(1-site) 뭉礼 Pt18/Al7O271972-site) 뭉礼 그리고 

Pt18/Al7O2720-(2-site) 뭉치의 순이다. 이는 Table 2 

에서의 계면간 결합 세기인 결합 에너지(binding 

energy, BE) 크기와 일치함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문헌''에서 논의한 접착(adhesion)의 가장 주요한 

요인이 알루미나 표면 위의 산소와 알루미늄의 비 

라고 제안한 것과 일치한다. 한편 AF+의 환원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Fig. 5의 지지체인 A17O147- 뭉치 모 

델을 瓦g.3에 나타내었다. AlQiJ- 뭉치 표면에는 

14개의 산소 음이온이 존재한다. 14개의 전자는 0" 

띠(band)의 꼭대기로부터 제거되어, 알루미나와 Pt 

뭉치가 접촉하여 전하가 7+이 될 때, 즉 지지체가 

A1Q/*와 같을 때, 전자가 제거된 정공을 감소시 

키기 위한 전하이동(charge transfer)에 의한 흡착이 

매우 강하다. Pt18/Al7O14 뭉치 모델에서 Fz05(a)는 

Pt® 뭉치가 A17O147+ 뭉치의 음이온을 통해서 이온 

적으로 결합한 모델이며, FZg.5(b)는 F讶.5(a)의 알 

루미나 뭉치를 *-축으로부터 180° 회전한 모델이다. 

여기서도 역시 알루미나 뭉치 면의 Ai에 해당하는 

산소는 백금과 접촉하며, 두개의 흡착 자리를 가진 

다. 尸沮 5(c)에서 빗금친 원인 산소는 백금과 접촉할 

표면에 있지 않고 알루미나의 밑바닥에 존재하므로 

Pt® 뭉치가 알루미나 표면에 존재하는 7개의 dang

ling 알루미늄을 가진 A17O147- 뭉치의 양이온을 통 

해서 이온적으로 결합된다. Pt18/Al7O147+(1-site) 뭉 

치와 Pt18/Al7O147+(2-site) 뭉치의 산소 한 개당 평균 

결합 에너지는 Table 3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2.018 

eV, 1.993 eV로 각각 계산된다. 이 계산 결과는 

Pt18/Al7O147+(l-site) 뭉치가 Pt18/Al7O147+(2-site) 뭉치 

보다 0.025 eV만큼 큰 결합에너지를 가지므로 Table 

2와 그 경 향이 같음을 알 수 있으나, Pt18/Al7O2719 (l- 

site) 뭉치와 Pt18/Al7O147+(l-site) 뭉치의 결합 에너 

지가 1.553 eV 그리고 2.018 eV로 결합 에너지에 큰 

차를 보인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Table 2와 3에서 

Pt18/Al7O2719- 뭉치와 A17O147+ 뭉치의 알짜전하를 

살펴보면 A1Q/+ 뭉치의 경우 A1 과 0의 알짜전하가 

Pt18/Al7O2719- 뭉치에 비해 절대값이 각각 0.6이과 

0.390(0.410)만큼 작다. 이 것은 A17O147+ 뭉치의 A1" 

양이온의 환원이 크고, 전하이동(charge transfer)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알루미늄과 금속간의 

상호 작용력이 상대적으로 크다. 지지체의 표면에는 

7개의 dangling 알루미늄이 존재할 때(F讶. 3(c-d)

Table 3 . Calculated binding energies (BE), heights (h), and valence electron population (VEP) in A17O147+(1-site)
Al7O147+(2-site), and ’

Molecules s P 曲―尹 撮 h (A) BE (eV)

Pt18/Al7O147+(l-site)c Pt 0.768 0.157 1.674 1.656 4.869 0.876 1.81 2018。
Al 0.856 1.325 0.819

0 1.860 5.179 — 1.039
Pt18/Al7O147+(2-site)</ Pt 0.759 0.143 1.670 1.648 4.873 0.907 1.86 1.993^

Al 0.859 1.294 0.847

0 1.862 5.224 -1.086
Pt18/Al7O147- Pt 0.879 0.135 1.631 1.599 5.291 0.465 1.98 3.4&y

Al 0.926 1.343 0.731

0 1.851 5.612 -1.463

“The summation of VEP in free atom-the summation of VEP in Al7O147+(l-site), Al7O147+(2-site), and AIQ/」 

礼+d“+dg '1-site; The positions of Aluminium atoms are placed on the 3-fold of Pt18(lll) cluster as shown 

in Fig. 5(a). 吃-site; The positions of Aluminium atoms are placed on the 1-fold of Pt18(lll) cluster as shown 

in Fig. 5(b-c). This is mean value per oxygen. zThis is mean value per Alumi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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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백금과 알루미늄이 직접 결합하는 계면도 역 

시 구조적 문제가 수반되므로 Pt18/Al7O147 (2-site) 

뭉치 한 가지 모델만 이룬다. 계산된 알루미늄 당의 

결합 에너지는 3460 eV의 큰 결합 에너지를 가진다. 

이 결과는 Pt의 5d 및 6s 궤도로부터 十의 empty 

dangling orbital인 3s 및 3p 궤도로 전하이동이 일 

어나므로 Pt-Al 계면간의 결합은 매우 강하다尸 그 

리고'이 결합은 결합 성질을 가지는 Pt-Al 합금m2의 

형태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Table 3에서 Pt18 

의 알짜전하 값 0465은 백금으로부터 알루미늄의 

빈 3s 및 3p 궤도로 전하이동이 많이 되었음을 뜻 

한다.

결 론

금속과 지지체간의 계면간 결합을 ASED-M0 이 

론으로 계산하여 다음 결론을 얻는다.

1. 전하이동(charge transfer) 메카니즘에 의해 금 

속 표면에 비어 있는 0-2p 띠(band)와 A1 의 s 및 

p궤도로 전하이동(charge transfer)이 일어나므로 

백금과 세라믹 계면간 결합이 가능하다.

2. 산화물의 알루미늄과 산소 비가 달라짐에 따라 

A1"의 환원 정도가 달라지며 AF+의 환원이 클수록, 

즉 AP+의 전하이동(charge transfer)이 많을수록, 

결합 에너지가 크다.

3. 알루미나 표면에 산소 A】이 존재할 때 2개의 

홉착 자리가 존재한다. 알루미늄이 백금의 3-fold 

자리에 존재하는 l-site 뭉치의 경우가 백금의 l-fold 

자리에 존재하는 2-site 뭉치(cluster) 경우보다 결합 

에너지가 크다.

4. Pt-Al 계면간 상호 작용력은 A1 의 빈 dangling 

surface orbital로 백금의전하가 이동되어 강한 결 

합을 형성한다.

이 연구는 인제연구장학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 

된 것으로 재단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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