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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핵성 네자리 Schiff base Co(II), Ni(II), Cu(II) 및 Fe(II) 착물들을 촉매로 사용하여 몰리브데늄 

전극과 유리질 탄소 전극에서 SOC12의 전기화학적 환원반응을 조사하였다. 이들 전이금속(II) 착물들은 먼저 

전극 표면에 흡착된 후 촉매로 작용하였으며, 각각의 전이금속(II) 착물들의 촉매 화합물은 SOC12를 환원시킬 

수 있는 최적 조건의 농도를 나타냈다. SOC12의 환원반응에 대한 촉매 효과는 몰리브데늄 전극에서보다 

유리질 탄소전극에서 더 크게 나타났고, 환원 전류는 최고 120% 정도 증가하였다. 주사속도 증가에 따른 

SOCL의 환원 전류는 증가하였고 환원 전위는 음전위쪽으로 이동되었으며, SOC12의 환원과정은 확산지배적인 

반응으로 진행되었다.

ABSTRACT. Electrochemical reduction of thionyl chloride has been carried out at glassy carbon 
and molybdenum electrodes, the surface of which is modified by binuclear tetradentate schiff base Co(II), 
Ni(II), Cu(II) and Fe(II) complexes. The catalyst molecules of transition metal(II) complexes were adsor
bed on the electrode surface and reduced thionyl chloride resulting in a generation of oxidized catalyst 
molecules. There was an optimum concentration for each catalyst compound. The catalytic effects of 
SOCk reduction were larger on glassy carbon electrodes compared to molybdenum electrodes and enhan
cements in reduction current of up to 120% at the glassy carbon electrodes. The reduction currents 
of thionyl chloride were increased and the reduction potentials were shifted to the negative potential 
when scan rates became faster. The reduction of thionyl chloride was proceed to diffusion controlled 
reaction.

서 론

날로 심화되어가는 에너지 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태양에너지, 동위원소 분해에 의한 에너지, 그리고 

기존의 밧데리를 좀 더 강력한 힘을 갖는 밧데리로 

개발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들 전지 

중 납축전지나 알칼리 전지는 널리 일반화되어 대량 

생산되고 있으며, 근래에는 Ni-Cd 전지나 Ni-H2 
전지가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연료 전지와 금속

공기 (metal-air) 밧데리로 불리우는 전지와 양극을 

Li으로 사용하는 고성능 Li 밧데리에 대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I*.

Harris的의 보고에 따르면 전해질 용액의 용매로서 

물 대신 유기 용매를 사용할 경우, H/H+ 쌍보다 

훨씬 더 전기 양성을 나타내는 Li과 같은 금속들을 

Zn 아말감, Pb 및 Cd 등의 양극 대신으로 대체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이에 대한 연구가 알칼리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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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리토금속에 대하여 환원되지 않는 유기 용매속에 

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금속 중에 Li은 가장 가 

볍고, 높은 표준 전극 전위를 갖기 때문에 고성능 

밧데리로서 상당한 각광을 받고 있다. Li 금속을 

양극으로 어떤 액체나 고체를 음극으로 하여 구성된 

밧데리는 매우 높고 넓은 전위 영역(3.9~1.5V)을 

가지며 넓은 온도 범위에서 고에너지 밀도 및 높은 

power 밀도를 갖는다. 이와 같은 이유로 1960년대 

초기에 미국에서부터 Li 전지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시작되었다. 현재에는 세계 각국에서 특히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군사용, 우주과학용, 인체공학용, 전 

기자동차용, 전자공학용, 상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Li 전지 개발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Dey"는 아세토니트릴 용액에서 SOCL의 환원 

메카니 즘이

2SOCl2 + 4^- ->SO2+4Cr+S (1)

임을 순환 전압전류법, UV-visible 분광법, IR 분광법 

등을 이용하여 밝혔다. 또한 환원과정 중에 생기는 

중간체의 존재를 순환 전압전류법과 전기량법을 통 

해 제안하였다. 이들은 SOC12 용매에서 LiAlCl, 전 

해질 용액의 농도가 1.5-1.8M 농도에서 이상적이 

지만 이런 농도에서는 LiCl와 같은 물질들이 Li 전 

극에 흡착됨으로서 전극 반응을 짧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실제로 LiAlCl4 용 

액을 사용하는 Li/SOCl2 및 Li/SO2Cl2 전지에서 직 

면하게 되는 분극 현상은 LiCl와 같은 물질들의 

흡착과 이로 인한 탄소 음극의 비활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높은 온도에서 Li 전지를 보존할 

때에는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Li/SOCb 전지에서 

Li의 흡착량을 조절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전해질 

을 바꾸거나 흡착된 Li-film-fr 다시 녹일 수 있는 

물질이나 촉매작용을 하는 물질을 찾아내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心.

본 연구에서는 Co(II)2(TSBP)(H2O)4, Ni(II)2(TSBP) 
(H2O)4, Cu(II)2(TSBP)와 Fe(II)2(TSBP)(H2O)4^- 
합성하여 이들을 촉매로 사용하여 L5M LiAlClV 
SOC12 용매속에서 순환 전압전류곡선을 측정하여 

SOC12의 환원에 의한 반응속도상수와 확산계수를 

추정하고 촉매반응에 의해 증가된 전류밀도를 구해 

보고자 한다.

실 험

시약 및 기구

전기화학 측정을 위해 사용된 1.5M LiAlCVSOClz 
전해질 용액은 LiCl(Johnson matthey, Ultra dry, 

99.995%)와 AlCl3(Aldrich, Ultra dry, 99.99%)를 화 

학양론적으로 SOCl2(Aldrich, 99.9%)에 녹여 제조하 

였다. 촉매로 사용하기 위해 착물 합성에 필요한 

모든 시약들은 특급시약(Merk 및 Aldrich Co제)들 

을 사용했으며, 메탄올(Merk제), benzidine(Merk제) 

및 살리실 알데히드(Merk제)들은 더 이상 정제하지 

않고 시판품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CHN 원소분석은 CARLO ERBA EA-1108으로, 

금속정량은 Perkin-Elmer Model 603 AA-spectro- 
photometer로 측정하였다. IR-spectrum은 KBr-pel- 

let을 만들어 Perkin-Elmer 783(4000—400 crn ^S., 
UV-visible spectrum은 Hitachi-557(300~ 600 nm) 
로 TGA 측정은 Perkin-Elmer 2 series로 DSC는 

Schimadzu DT-40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산소 부재 

상태에서 전기화학 측정을 위해 LABCONCO glove 

box와 computer interface된 EG & G Princeton Ap

plied Research model M 273 Potentiostat/Galva- 
nostat를 사용하였다.

리간드 및 착물 촉매들의 합성

리간드 및 촉매로 사용하기 위한 전이금속(II) 착 

물들은 이미 보고된 방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합 

성하였다.

3,3',4,4'-tetra(salicylidene imino)-1,T-biphenyl 
(TSBPH4) 리간드 합성. 3,3'-diamino benzidine 
(Aldrich, 99.9%) 5 mmole을 100m/의 메탄올 용액 

에 질소기체를 통과시키면서 가온 용해시키고, 여 

기 에 salicylaldehyde(Aldrich, 99%) 20 mmole을 30 
m/의 메탄올에 녹인 용액을 서서히 가하고 1시간 

동안 환류시키면 황적색 침전이 얻어진다(수득률: 

96%, mp.: 189°C) 이를 80°C로 건조시키고 메탄올 

로 재결정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M(II)z(TSBP)(HQ)*의 합성 (M : Co, Ni, Cu 및 

Fe)
Co(II)2(TSBP)(H2O)4. TSBPH4 1 mmole을 50 

m/의 메탄올 용액에 질소 기체를 통과시키면서 가온 

용해하고 여기에 Co(NO3)2'6H2O 2 mmole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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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의 증류수에 녹인 용액을 서서히 가한 후 1N 
NaOH로 pH를 6.5로 조절하여 30~40분간 환류시 

키면 황적색의 침전이 얻어진다. 이를 메탄올 용액 

으로 재 결정한 후 80°C로 진공 건조하여 사용하였다.

Ni(II)2(TSBP)(H2O)4. 위와 같은 방법으로 1 

mmole의 TSBPH』와 2 mmole의 Ni(NO3)2,6H2。를 

반응시키면 적갈색의 침전이 얻어진다.

Fe(II)2(TSBP)(H2O)4. 같은 방법으로 TSBPH4 
1 mmole과 Fe(NO3)2,6H2。2 mmole비로 반응시키 

면 흑갈색의 침전이 얻어진다.

Cu(n)2(TSBP). 같은 방법으로 TSBPH4 1 mmole 
과 Cu(NO3)2-6H2O 2 mmole을 반응시 키 면 암혹색 의 

침전(pH = 7)이 얻어진다.

순환 전압전류법에 의한 전기화학적 측정

순환 전압전류 측정을 위한 실험은 Ar(99.99%) 
기체로 포화된 glove box에서 진행하였으며, 작업 

전극은 BAS electrochemistry 회사제 유리질 탄소 

전극(geometric area; 0.071 cm2)4 Mo wire(geome- 
tric area; 0.0225 cm2) 원판 전극을 사용하였고, 이들 

전극은 사용하기 전에 0.1 um AI2O3 가루로 매번 

연마하여 알코올로 씻은 후 말려서 사용하였다. 보 

조전극으로는 백금전극을, 기준전극으로는 Li-선(Al

drich, 99.995%)를 사용하였다. 전기화학 측정을 위 

한 전해조는 water jacket으로 된 실린더형을 사용 

하였다.

결과 및 고찰

합성한 [TSBPH」및 이들 전이금속(II) 착물들의 

조성과 원소분석 결과는 이미 전보*에 발표한 바 

있으며, 전이금속(II) 착물들의 원소분석치는 이론치 

와 잘 일치하고 있다. 이들 착물에서 [TSBPH』 

리간드와 금속들과의 몰비는 1： 2로 결합하고 다른 

schiff base 금속(II) 착물들과 같이 물에는 녹지 않 

으나 아세톤 및 피리딘 그리고 S0C12와 같은 비수 

용매에서는 잘 녹는다. 위와 같은 결과들로서 전보에 

보고된 것처럼 이들 착물들의 구조는 과 같은 

이핵성 착물 구조로 주어진다고 본다. 이 착물들의 

비수용매에서의 전기화학적 성질에 대한 연구는 이 

미 발표하였으며, Co(II)2-TSBP와 Fe(II)2-TSBP들은 

두 과정 네 단계의 4전자 반응으로, Ni(II)2-TSBP과

M2(TSBP)

Fig. 1. Schematic diagrams of TSBPH4 and M(II)2- 
TSBP (M; Co, Fe, Ni, Cu).

Cu(II)2-TSBP들은 두 과정 두 단계의 2전자 환원 

반응을 나타냈다*. 이들 결과로 볼 때 Fe(II)와 Co 
(II)는 용액상태에서 十3의 산화상태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금속-phthalocyanine(M-Pc)들의 촉매능에 대한 

연구는 앞의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보고되어져 

왔다25~31. Doddapaneni는 이들 금속착물 촉매의 

존재하에서 SOCb의 환원이 진행될 때 두 개의 환 

원전류 peak가 나타난다고 보고한 바 있다S. 또한 

LiAICk의 전해질을 포함한 SOCh 용액에 M-Pc를 

첨가할 때 이들이 먼저 음극전극 표면에 흡착되어진 

다음 S0C12와 결합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들 반응 

은 다음과 같이 연속적으로 빠른 2단계의 전자전이 

반응이 일어난다고 보고되고 있다.

M-Pc・SOCL+e- -^M-Pc-SOCl +Cr (2) 
M-Pc-SOCF +e- M-Pc+ 1/2S+1/2SO2 + C1 (3)

반응식 (2)에서 처럼 일전자 전이반응이 진행될 

때 첫번째 환원 peak가 나타나고 반응 (2)에서 생 

성된 M-Pc・SOCl.이 빠른 속도로 반응 (2)으로 진 

행될 때 두번째 환원 peak가 나타난다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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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yclic voitammogram recorded at the glassy 
carbon electrode for the SOC12 solution at a scan rate 
of 50 mV/s: after the electrode was wiped with a 
Kimwipe.

<

-'U

 은
 m
°

Fig. 3. Cyclic voltammograms recorded at the glassy 
carbon electrode for the SOC12 solution at first scan 
(a) and second scan (b). Scan rate was 50 mV/s for 
both cases.

Doddapaneni의 보고에 의하면 Pyrolytic graphite 
전극을 작업전극으로 사용하였을 때 촉매를 첨가하 

지 않은 경우에는 SOC12의 단계적인 환원반응이 

느리게 진행되어 2개의 환원 peak가 나타났고 촉매 

첨가에 의한 반응은 빠르게 진행되어 SOCh의 환 

원에 의한 전류 peak는 하나로 나타난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 작업전극으로 사용된 유리질 탄소전극과 

Mo 전극에서는 촉매가 첨가되지 않은 경우, 그처럼 

뚜렷한 2개의 환원전류 peak를 관찰할 수 없었고 

전극 표면을 깨끗하지 못한 상태로 처리한 경우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약한 wave peak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Doddapaneni의 결과와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SOC12의 환원은 

사용되는 작업전극 물질에 따라 다소 다른 현상을 

나타낸다고 본다. 최근에 Bernstein과 Lever3?는 1,2- 

dichlorobenzene에 Co(II)-Pc가 촉매로 작용할 때 

SOCL의 환원반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EC' 메카 

니즘을 갖는 촉매 순환과정을 보고하였다.

Q + ne 頌=스 R 
T
R+Z—>O + Y

따라서

Co(III)-Pc+ 2厂 b스 Co(I)-Pc (4)
T

SOcMco(DFc 亠歯奇Pc+ 1/2S+ l/2SO2+2Cr 

윗 식으로부터 Co(III)・Pc가 먼저 Co(I)-Pc로 환원된 

후 환원된 Co(I)-Pc가 자기자신은 다시 Co(IID-Pc로 

산화되면서 SOCL를 환원시키는 2전자 전이반응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ernstein들은 비수 

용매에서 묽은 SOC12 용액의 환원반응이 진행될 때, 

촉매로 사용된 Co(II)-Pc의 산화환원 전압-전류곡선 

을 관찰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금속-TSBP 
착물에서는 관찰하기 어려웠다. 이는 net SOCk가 

용매로서 뿐만 아니라 음극에서 환원되는 전기 활 

성물질로서 그 농도는 13.7 mole// 정도로 대단히 

진한 용액인 반면에 촉매로 사용된 착물의 농도는 

(SOCimi 녹음) ImM 이하의 묽은 용액으로서 착 

물만의 환원에 의한 전압-전류곡선을 얻기는 어려 

웠다. 유리질 탄소전극에서 SOC1? 환원에 대한 대 

표적 인 순환 전압전류곡선을 尸泌 3에 나타냈다. 尸议. 

3의 (a)는 전극 표면을 깨끗이 처리한 다음 촉매가 

첨가되 지 않은 용액에서 첫번째 주사한 곡선이며 (b) 
는 연속적으로 주사한 두번째 곡선이다.

이처럼 연속적으로 주사한 경우 SOCL의 환원전 

류는 크게 감소함을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SOCL의 환원이 진행되는 동안 생성된 LiCl와 같은 

물질이 전극표면에 강하게 흡착하므로서 고처］-전해 

질 경계면(solid-electrolyte interface, SEI)을 형성 

하게 되어 이들이 SOCL의 환원을 방해하게 되므 

로써 나타난 결과로 본다. 그러나 이와 같은 SEI는 

시 간이 경과됨에 따라 다시 SOC12 용액 에 녹게 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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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lots of CV the peak current vs. the concent
ration of M(II)2-TSBP for the reduction of SOCI2 at 
the gsassy carbon electrode. Scan rate was 50 mV/s.

Fig. 6. Cyclic voltammograms recorded at the Mo 
electrode for the reduction of the SOC12 solution con
taining: (a) bare, (b) Co(II)2-TSBP, (c) Fe(II)2-TSBP, 
어) Ni(II)2-TSBPt and (e) Cu(II)2-TSBP. Scan rate was 
50 mV/s.

Fig. 5. Cyclic voltammograms recorded at the glassy 
carbon electrode for the reduction of the SOC12 solu
tion containing: (a) bare, (b) Co(II)2-TSBP, (c) Fe(II)2- 
TSBP, (d) Ni(II)2-TSBP, and (e) Cu(II)2-TSBP. Scan 
rate was 50 mV/s.

------ a) Bare ——b) Co-TSBP ——c) Fe-TSBP

------ d) Ni-TSBP - 一 e) Cu-TSBP

Table 1. CV peak currents and peak potentials obser
ved in the presence of various M(II)-TSBP cataly
sts

Catalysts
Cone.
(mM)

Peak potential
(V)

Peak c나rrent
(A/cm2)

GO M时 GC Mo

— — 2.684 2.884 0.005394 0.008176
Co-TSBP 0.6123 2.742 2.920 0.006362 0.007966
Fe-TSBP 0.6170 2.860 2.926 0.006394 0.005544
Ni-TSBP 0.6127 2.698 2.898 0.006310 0.008527
Cu-TSBP 0.6055 2.684 2.894 0.005099 0.008597

"Area of GC electrode is 0.0710 cm2, "Area of Mo elect
rode is 0.0285 cm2.

본 실험에서는 F讶.3의 (b)률 측정한 후 약 2시간이 

지난 후 다시 BZ3의 (a)와 같은 현상을 재현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재현성있는 실험을 진행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비됨으로 본 실험에서는 매 측정마다 

전극표면을 처리하여 측정하였다. 전해질 용액에 

첨가한 Fe 및 Co(II)-TSBP 착물 촉매들의 농도에 

따른 SOCL의 환원전류를 月© 4에 나타냈다. 촉매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환원전류는 증가하였으나 일정한 

농도(약 0.6 mM) 이상에서는 오히려 감소되는 경향 

이 있었다. 본 실험 data로부터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정확한 반응메카니즘을 밝히기에는 무리가 따 

르며 이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다음 기회에 분광 

학적 방법 및 광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전극표면의 

흡착현상을 밝힐 예정이다. 촉매 첨가량에 따른 

SOC12의 환원전류는 각각의 촉매에 따라 다소 다 

르게 나타났으나 대 략 0.6mM 정도의 촉매를 첨 가할 

경우 최대 환원전류를 나타냈다. 주사속도 50 mV/ 
s에서 일정량의 촉매 첨가에 따른 순환 전압전류곡 

선을 Fig. 5와 6에 나타냈으며, 이로부터 얻은 SOC12 
의'최대 환원전류와 환원전위를 Table 1에 나타냈다. 

유리질 탄소전극에서는 Fe(II)2-TSBP 착물 촉매 첨 

가의 경우 환원전위는 180mV 정도 양전위쪽으로 

이동되었으며 환원전류는 약 120% 증가하였다. 반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S0C12의 전기화학적 환원 707

<-
u 응

---- 근)20eV/s -------- b)50mV/s --------c)100mV/s

------ d)200mV/s--------e)300mV/s

Fig. 7. Scan rate dependency of cyclic voltammog- 
rams recorded at the glassy carbon electrode for the 
SOCI2 solution containing 0.617 mM Fe(II)2-TSBP. 
Scan rate were (a) 20, (b) 50, (c) 100, (d) 200, and 
(e) 300 mV/s, respectively.

면에 Ni(II)z-TSBP와 Cu(II)2-TSBP 착물 촉매들의 

환원전류와 환원전위는 촉매가 첨가되지 않은 벌거 

숭이(bare) 전극에서와 비슷한 값으로서 이들 착물 

들은 촉매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o 
금속전극에서는 대부분의 착물들이 촉매 역할을 하 

지 못했으며 특히 Fe(II)2-TSBP 착물 촉매의 경우 

유리 질 탄소전극과는 대조적으로 환원전류는 오히려 

벌거숭이 Mo 전극에서보다 감소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Mo 전극표면에 schiff base 전이금속(II) 착 

물들이 쉽게 흡착되지 못하므로서 촉매능력이 나타 

나지 않으며 이러한 결과로서 환원전류 및 환원전 

위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들 결 

과로부터 알 수 있듯이 Li 금속과 유리 질 탄소전극을 

사용하여 Li/SOCL 전지를 제조할 경우 전해질 용 

액에 일정량의 Fe 및 Co(ID-TBSP 착물들을 촉매로 

첨가한다면 전지의 기전력 범위를 넓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강력한 power를 갖는 전지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Mo 금속 

전극에서 보다 유리질 탄소전극에서 촉매 효과에 

의한 전류밀도 증가량이 크게 나타났으며 유리질 

탄소전극에서 촉매능은 Fe(II)2-TSBP>Co(ID2-TSBP 
>Ni(II)2-TSBP>Cu(II)2-TSBP로 증가하였으며, 이 

는 Doddapaneni"와 Madou33들이 금속 Phthalocya
nine 촉매에 대하여 보고한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 

나고, 이와 같은 현상은 아마도 촉매로 사용되는

<
-
=
은
m
o

------ a)20mV/s — —b)50mV/s ——c) 100mV/s
------ d)200mV/s — —e)300mV/s

Fig. 8. Scan rate dependency of cyclic voltammog- 
rams recorded at the Mo electrode for the SOC12 
solution containing 0.617 mM Fe(II)2-TSBP. Scan rate 
were (a) 20, (b) 50, (c) 100, (d) 200, and (e) 300 mV/s, 
respective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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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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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 Rate ”、1 /2

「-- 히 Bare 匚—— b) Co・TS8P ； c) FaTSBP [

Fig. 9. Plots of ip vs. vw at the 이assy carbon of the 
SOCk solution containing; (a) bare, (b) Co(II)2-TSBP, 
and (c) Fe(II)2-TSBP.

schiff base 전이금속(II) 착물들의 전기적 촉매능이 

용액속에 존재하는 전기활성 화학종 뿐만 아니라 

작업전극의 물질 및 전극 표면현상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본다•

주사속도 변화에 따른 순환 전압전류곡선은 모두 

최대 환원전류를 갖는 촉매 첨가 상태에서 측정하 

였으며 대표적 인 곡선을 Fig. 7과 8에 나타냈다. Fig. 
7과 8에서 볼 수 있듯이 주사속도의 증가에 따라 

S0C12의 환원전류(粉)는 증가하였고 환원전위㈤)는 

더 음전위쪽으로 이동되었다. 또한 Mo 작업전극에서 

환원전위는 유리질 탄소전극에서보다 더 양전위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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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즉 사용된 작업전극에 

따라 SOC12의 환원은 서로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들로 미루어 보아 이 반 

응은 전체적으로 비가역적인 반응(totally irreversi

ble reaction)으로 진행된다고 본다.

SOClz의 환원전류 标들을 다음과 같은 식34에 따 

라서 I户2에 대하여 도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Fzg.9에 

나타냈다.

勺=(2.99〉＜ l(E)”(a 眼)"AC。力/勺刑 (6)

*/2에 따른 환원전류 粉가 직선으로 주어지는 것 

으로 보아 유리질 탄소전극과 Mo 전극에서 진행되 

는 SOCb의 환원반응은 확산지배적으로 진행된다고 

본다. 여기서 日는 SOC板의 환원건류, 如은 반응에 

관여한 전자수, a는 이전계수, 电는 반응속도 결정 

단계에 관여된 전자수, 4는 작업전극의 면적 C。•는 

SOCL의 바탕농도(0.0137 mol/cm，〃。는 SOCb의 

확산계수(cm〃s) 그리고 0는 주사속도를 나타낸다.

■ a) Bare * b) Co~TS8P *'—c) Fe-T$BP ]

Fig. 10. Plots of In(标)vs. Ep-E°' at the glassy car
bon of the SOC12 solution containing; (a) bare, (b) 
Co(II)2-TSBP, and (c) Fe(II)2-TSBP.

또한 다음과 같은 식와으로부터 耳에 대하여 血(粉)를 

도시한 것을 F讶. 10에 나타냈다.

if=0.227nFAC.'k°exp[_ — (anaF/RT)(Ep —E °')] (7)

여기서 总는 교환속도상수(cm/s) 그리고 E。，는 

SOCL의 형식전위를 나타낸다. 식 (7)에 따라 도시한 

FzZ.10의 직선의 기울기로부터 얻은 a伤를尸议. 9의 

직선의 기울기 식에 대입하여 SOC12의 확산계수 Do 
를 얻었다. 또한 net SOC12 용액의 바탕용액 C。•는 

0.0137 mole/cnF이 었으며 이 값을 F昶; 9로부터 얻은 

丫축 절편 ln(0.227泌KC。%)에 대입하여 교환속도상 

수 摩를 구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들에 의해 얻은 electrokinetic pa- 
rameter들은 Table 2에 종합하여 나타냈다. Fig. 9~ 
io의 기울기와 y축 절편으로부터 얻은 확산계수 

£＞。는 10一1。~ 10-u cm^/sec이고 교환속도상수 蛤는 

l()f~1(厂7 cm/sec로 주어졌다. Doddapaneni"는 

회전원판 전극을 이용하여 얻은 확산계수가 L8X 
102cm2/s로 주어짐을 보고한 바 있다. 반면에 Chiu 

등%은 순환 전압전류법에 의한 확산계수가 10-如〜 

10T2cm2/s로 상당히 작게 주어짐을 알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SOCL의 환원이 진행될 때 전극 표면에 

강하게 형성되는 부동화 현상에 의한 것으로 보고 

하였다. 본 연구자들이 순환 전압전류법에 의해 얻은 

확산계수값은 Chiu 등이 보고한 값과 잘 일치하였 

다. Table 2에서 보면, Mo 전극에서의 D. 및 左°의 

변화는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유리 질 

탄소전극에서는 Co(II)2-TSBP 및 Fe(II)2-TSBP 착 

물들이 첨가된 경우 D。와 는 약 10배 증가되었 

으며 Cu(II)2-TSBP 및 Ni(II)2-TSBP에서는 그다지 

변화량이 크지 않았다. 그리고 이들 schiff base 전 

Table 2. Kinetic parameters for catalysts coated electrode

Catalysts Cone. (mM)-
ana D°, (cm2/s) k°, (cm/s)

GCa GC Mo GC Mo

— — 0.17 0.24 5.72E-11 3.33E-11 2.74-08 5.44E-08
Co-TSBP 0.6123 0.18 0.25 4.03E-10 1.35E-10 1.36-07 6.51E-08
Fe-TSBP 0.6170 0.22 0.21 5.51E-10 4.24E-11 1.99-07 6.70E-08
Ni-TSBP 0.6127 0.21 0.23 3.03E-10 1.23E-10 4.77-08 6.83E-08
Cu-TSBP 0.6055 0.21 0.26 4.94E-10 8.99E-11 6.60-08 9.65E-08

"Area of GC electrode is 0.0710 cm2, 'Area of Mo electrode is 0.0285 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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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속(II)착물들의 전기활성 촉매 반응메카니즘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들 촉매의 결정구조를 조사하 

고 NNIRS system^을 이용한 in-situ 분광전기화학 

적 측정이 요구되므로 본 연구자들은 앞으로 이 

장치를 이용하여 SOC12 환원에 대한 전극 표면 변 

화의 현상 및 촉매첨가에 따른 반응 메카니즘을 

연구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실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결 론

1. SOC12 환원반응에서 schiff base 전이금속(II) 
착물들은 부분적으로 촉매로서 작용하며 촉매 분자 

들은 먼저 전극표면에 흡착된다.

2. 흡착된 분자들이 전극 표면에서 먼저 환원되고 

이들이 SOCL를 환원시키면서 자기 자신은 산화되 

므로서 촉매 순환과정을 완결시킨다.

3. 각 착물촉매들은 SOC12를 환원시킬 수 있는 

최적의 농도(Optimum concentration)를 갖는다.

4. 상대 적 인 촉매 영 향은 Mo 전극에 서보다 유리 질 

탄소 전극에서 匸］ 크며, Fe(II)2-TSBP, Co(II)2-TSBP 
착물 촉매에서 전류밀도는 약 120% 정도 증가하였 

다.

5. 주사속도 증가에 따른 S0C12의 환원전류는 증 

가하였고 환원전위는 음전위쪽으로 이동되는 이들 

환원반응은 확산지배적인 반응으로 진행됨을 알았 

다.

본 논문은 1993년 교육부 기초과학 육성 연구비의 

지원으로 수행된 너卜,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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