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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Cofacial bis-cobalt tetraphenylporphyrin(Co-TPP) 유도체 화합물들이 수식 된 유리 질 탄소 전 

극과 carbon micro이ectrode을 작업 전극으로 사용하여 여러가지 pH 용액에서 순환 전압전류법 및 시간 

전류법에 의해 산소의 환원반응을 조사하였다. 산성용액에서 monomer인 cobalt tetraphenylporphyrin 화 

합물이 수식된 전극에서 산소의 환원반응경로는 중간 생성물인 H2O2로 가는 2전자 반응으로, dimer인 cofacial 
bis-cobalt tetraphenylporphyrin 유도체 화합물들이 수식된 전극에서는 최종 생성물인 HQ로 가는 4전자 

반응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산소의 환원반응은 전체적으로 비가역적이며 확산지배적인 반응으로 주 

어졌다. pH 변화에 따른 산소의 환원전위는 pH 13에서 pH4까지는 직선관계가 성립하였으나 강한 산성용 

액에서는 이들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 산성용액에서 산소의 환원전위는 알몸 유리질 탄소전극에서 보다 

monomer Co-TPP 화합물이 수식된 유리질 탄소전극에서는 400 mV만큼, dimer Co-TPP 화합물이 수식된 

전극에서는 750mV만큼 더 양전위 방향으로 이동되었다.

ABSTRACT. The electrocatalytic reduction of oxygen is investigated by cyclic voltammetry and chro
noamperometry at glassy carbon electrode and carbon microelectrode coated with a variety of cobalt 
phenylprophyrins in various pH solutions. Oxygen reduction catalyzed by the monomeric porphyrin Co(II)- 
TPP mainly occurs through the reduction pathway resulting in the formation of hydrogen peroxide 
whereas electrocatalytic process carried out 4厂 reduction pathway of oxygen to H2O at the electrodes 
coated with cofacial bis-cobalt phenylporphyrins in acidic solution. The electrocatalytic reduction of oxygen 
is irreversible and diffusion controlled. The reduction potentials of oxygen in various pH solutions have 
a straight line from pH 4 to pH 13, but level off in strong acidic solution. The reduction potentials 
of oxygen shift to positive potential more 400 mV at the electrode coated with monomer Co-TPP com
pound than bare glassy carbon electrode while 750 mV at the electrode coated with dimer Co-TPP com
pound.

서 론

전이금속 착물들의 산소 환원에 대한 전기화학적 

촉매 역할에 대한 연구는 주로 연료 전지와 금속- 

공기 (met 亦 air) 전지와 같은 에너지 변환계에 이용 

하기 위하여 여러 연구자들 IT’에 의하여 널리 이 

루어져 왔다. 전기촉매반응에 대한 연구는 JasinskF 
에 의 하여 cobalt phthalocyanine 착물을 탄소와 

니켈에 흡착시켜 시도되었고, Kozawa 등&은 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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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발트 착물을 pyrolytic graphite 전극에 흡착시켜 

이들의 촉매적 성질을 연구하였다. 특히 Fe(II) 금속 

phthalocyanine이나 porphyrin 등은 산소의 전기화 

학적 환원에 대해 유용한 촉매로 작용함은 이미 

알려져 있다. 물에 녹는 Fe(II) tetramethyl-N-pyri- 
dyl porphyrin(Fe(II)-TMPP) 염이나 Fe(III) tetra
sulfonated phthalocyanine(Fe(III)-TSP) 를 이용한 

산소 촉매반응에 대한 연구皿도 발표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촉매를 이용한 산소의 환원반응에 대하여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작업전극으로써 유리질 탄소 

또는 탄소전극을 이용하였으며 이들 전극표면에서 

촉매적 순환과정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로로 진행 

된다고 보고하였다1wi.

M(III)complex+e —»M(II)complex 
2M(II)complex + O2 + 2H * —>

H2O2 + 2M(III)complex " 금속)

Appleby 등22은 거대고리분자의 중심 원자가 M- 

02 결합을 형성하므로써 산소의 환원이 쉽게 이루 

어지도록 촉매작용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산소의 환원메카니즘은 반응물의 중간체인 과 

산화수소까지 가는 것으로 알려 졌으나 금속 porphy- 
rin을 이합체로 만들어 촉매로 사용한 경우 산소의 

환원은 반응물의 최종 생성물인 물까지 가는 4전자 

반응으로 진행된다고 보고23辫된 바 있다. 따라서 많 

은 연구자들이 이와 같은 거대고리 분자 화합물들의 

유도체를 합성하여 이들 물질을 전극표면에 흡착시 

켜 수一직 전극을 제조하였으며 이들이 수용액 상태 

에서 산소와 환원메카니즘에 미치는 촉매적 영향을 

조사하였다新~”. 특히 Collman고｝ 공동연구자公容, 

Anson과 그의 공동연구자들以㉙ 및 기타 다른 연구 

자들은 Co(II) cofacial porphyrin 착물 유도체들을 

전극표면에 수식시켜 산소의 전기화학적 환원에 대 

한 촉매효과를 조사하였다. 또한 Jiang 등3"은 cobalt 

phenylporphyrin 화합물이 수식된 pyrolytic gra- 
phite를 사용해 여러가지 pH 용액에서 촉매 수식 

전극의 산소 환원전위를 측정하여 이들 전위를 알몸 

전극에서의 환원전위와 비교하였다. 이 밖에도 산소 

환원전위가 pH에 의존하는 경향을 알아보는 연구는 

많은 연구자들3母에 의해서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 

서는 cofacial bis-cobalt 5,10,15,20-tetraphenylpor- 

phyrin(Co(II)-TPP) 유도체들을 합성하여 촉매로 사 

용하였다. 이 촉매들이 수식된 유리질 탄소전극 및 

탄소 미소전극을 사용하여 여러가지 pH 용액에서 

순환 전압전류법(CV) 및 시간전류법(CA)으로 산소 

의 환원과정을 조사하였다.

실 험

본 실험에 사용된 피리딘(Fischer Scientific), K3 

Fe(CN)6(Mallinckrodt Chemical), KNO3(Merck), H2 
SO4(Fischer Scientific) 및 KOH(Alfa product's ul
tra pure)는 모두 더 이상 정제하지 않고 사용하였 

으며 모든 용액은 2차 증류수를 사용하여 제조하 

였다, 또한 pH 4에서 10 사이의 완충용액은 Fischer 

Scientific 회사제를 용액의 pH를 확인한 후 그대로 

사용하였다. Cofacial bis Co(II)-TPP 착물 유도체 

들은 이미 발표된 방법33에 의하여 합성하였으며 

이들을 촉매로 사용하였다. 순환 전압전류(CV) 측 

정은 삼전극법을 사용하였다. 기준전극으로는 K2SO4 
로 포화된 Hg/H&SQ 전극을, 보조전극으로는 백 

금전극을, 그리고 작업전극으로는 유리질 탄소전극 

(geometric area; 0.071 cm2) 및 Bioanalytical Sys- 

tems(BAS) 회사의 탄소 미소전극(직경 10呻)을 

사용하였다. 작업전극은 사용하기 전 매번 0.1 Al2 
O3로 거울처럼 연마한 후 전극표면의 고체 입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ultrasonic cleaning bath에서 30분 

동안 흔들어 증류수로 씻고 공기 건조하여 사용하 

였다. 촉매 수식전극들은 ImM Co(II)-TPP 착물 

유도체들이 용해된 피리딘 용액에 표면 처리된 전 

극을 30분 동안 담근 후 꺼내 증류수로 씻고 공기 

건조시켜 준비하였다. CV의 측정에 사용한 일정 

전위기는 EG&G의 PAR model 273 Potentiostat 
/Galvanostat-8- computer control］하였다. 모든 전 

해질 용액은 산소로 포화되었으며 바탕전류(backg- 
round current)를 보정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 질소 

포화하여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촉매로 사용한 Co(II)-TPP 유도체들의 구조를 

Scheme 1과 2에 나타냈다. Scheme 1은 monomer 
Co(II)-TPP를, Scheme 2는 cofacial bis-cobalt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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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2.

15,20-tetraphenylporphyrin(Co(II), dimer) 유도체들 

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착물들에 대하여 보고33된 

바에 의하면 결합된 작용기 R에 따라 Co(II) 금속과 

금속 사이에 결합 길이 및 면과 면 사이의 길이는 

달라지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인자들은 다음에 설명할 

산소의 환원반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러가지 

pH 용액에서 알몸 유리질 탄소전극에 대한 산소의 

환원전류곡선을 F沮1에 나타냈다. pHO의 H2SO4 
용액에서 산소의 환원 peak는 一 1.2 V 근처에서, pH 
4인 용액에서는 이 보다 더 음전위인 一 1.35V 근 

처에서 나타났으며, pH4 이상인 용액에서는 pH의

Fig. 1. Cyclic voltammograms of oxygen reduction at 
bare glassy carbon electrode in various pH solutions; 
(a) pH 0, (b) pH 4, (c) pH 7, (d) pH 10, and (e) pH 13, 
respectively. Scan rate was 20 mV/s.

Potential. V vs. Hg/HgjSO^

Fig. 2. Cyclic voltammograms of oxygen reduction at 
Co(II) monomer modified glassy carbon electrode in 
various pH s이utions; (a) pH 0, (b) pH 4, (c) pH 7, 
(d) pH 10, and (e) pH 13, respectively. Scan rate was 
20 mV/s. Co(II) monomer; Co(II)-5,10,15,20-tetrakis(a- 
bromo-m-tolyl) porphyrin.

증가에 따라 산소의 환원전위는 더 양전위 방향으로 

이동되어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산소의 환원반응은 

모든 pH 용액에서 비가역적인 반응으로 진행되었다. 

Co(II)-TPP monomer가 수식된 유리질 탄소전극에 

서 pH 변화에 따른 순환 전압전류곡선(CV)을 HR 2 
에 나타냈다. pHO의 H2SO4 용액에서 산소의 환원은 

알몸 전극에서 보다 약 400 mV만큼 더 양전위 방 

향으로 이동되어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 Co(II)-TPP 

monomer는 강한 촉매 역할을 한다고 본다. 그러나 

pH가 4〜10인 용액에서는 오히려 더 음전위 쪽으로 

이동되어 산소의 환원이 진행된 것으로 보아 이들 

pH 용액의 번위에서는 촉매 역할을 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F讶・ 3에 나타낸 Co(II)2-l dimer가

Vol. 37. No. 8,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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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yclic voltammograms of oxygen reduction at 
Co(II)2-l dimer modified glassy carbon electrode in 
various pH solutions; (a) pH 0, (b) pH 4, (c) pH 7, 
(d) pH 10, and (e) pH 13, respectively. Scan rate was 
20 mV/s. Co(II)2-l; Co(II)2-tetrakis[m,m-(methylene 
(m-pyridine sulfonyl)imino)methylene]-strati-bis(5,10, 
15,20-tetraphenyl porphyrin).

수식된 유리질 탄소전극에서는 그 양상이 크게 다 

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pHO의 H2SO4 용액에서 

산소의 환원반응은 알몸 전극에 서 보다 750 mV 만 

큼 더 양전위 방향으로 이동되었음을 볼 수 있다. 

동일한 pH 용액에서 알몸 전극과 Co(II)2-l dimer가 

수식된 유리질 탄소전극에서의 CV를 F谊.4에 나타 

냈다. 이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pH0에서부터 pH 

13까지 산소의 최대 환원전류에 해당하는 환원전위 

의 차 △£(£；血,:朝一EG는 점점 작아지고 환원전류 

는 알몸 전극에서 보다 다소 감소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pH 10에서 (a), (b)의 환원전류는 비슷하게 

나타났고 pH 13에서 전류 b)는 a)보다 더 큰 값으로 

주어졌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pH 변화에 따른 

환원전위를 F讶.5에 도시하였다. 尸濕 5의 b에서 볼 

수 있듯이 Co(II)-TPP monomer는 pH 13인 강한 

알칼리성 용액이나 pHO의 강한 산성 용액에서만이 

열역학적인 환원전위를 이동시킬 수 있을 뿐 pH 4 
에서 pH 10 사이에서는 오히려 a의 알몸전극에서 

보다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옴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가 어떤 현상에 의한 영향인지는 본 실험 

자료로서는 그 해석이 불중분하다고 사료되며 분광 

화학적 실험을 진행하여 그 중간 물질들을 확인하는 

다른 방법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CO(II)2의 

dimer들은 모두 pH 용액 중에서 상당한 정도의 

전위를 양의 방향으로 이동시키고 있으며 F谊.5의 

(a)와 (c)에서 볼 수 있듯이 용액의 pH가 산성쪽으로 

갈수록 환원전위의 차 AE는 더 큰 값으로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만약 연료 전지나 금속-공기 전지와 

같은 분야에서 이들 물질들을 촉매로 이용한 전극을 

개발하여 전지를 구성할 수 있다면 이는 전지의 

열역학적인 측면에서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이들 

Co(II)2의 dimer가 모든 전해질 용액에서 Co(II) mo- 
nomer보다 유용한 촉매로 작용하는 이유는 분명하 

지는 않지면, Schem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dimer의 

cofacial cobalt 금속착물에서 산소분자가 각각의 Co 
(II) 원자에 결합되어 환원이 진행될 때 동시에 일 

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거나, 

두 금속 원자 중심 사이에 산소분자가 결합되므로서 

。2가 氏0로 가는 반응경로를 갖는 4厂 환원과정이 

일어날 가능성에 의한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따 

라서 산소 환원반응의 경로가 氏。2로 가는 2厂 환 

원과정인지 또는 4e~ 환원과정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Co(II)2-l 수식된 탄소 미소전극에서 측정된 시간 

전류곡선(CA)을 F讶.6에 나타냈다. Fig. 6의 (A)는 

10mM K3Fe(CN)6 용해된 IM KNO3 용액에서의 

CA 곡선을, (B)는 산소 포화된 H2SO4 용액에서의 

CA 곡선이다. Fig. 6을 다음과 같은 Cottrell34 식에 

따라 厂昭에 대해 氾)를 도시하였으며 이들 결과를 

E玄.7에 나타냈다.

. nFADaV2Co
‘们=----苛房~ (1)

여기서 政는 환원전류, "은 반응에 관여한 전자수, 

0는 전극의 면적, D。는 확산계수(cm^/s), 그리고 

C,는 바탕농도를 나타낸다. Fig. 7의 직 선의 기울기 

(A), (B)는 모두 좋은 직선으로 주어졌으며 초기 

시간에는 충전전류의 영향에 의해 직선에서 벗어남 

을 볼 수 있다. 이들로부터 얻은 기울기 S와 及£ 6 
에서의 극한전류 么를 Baranski 등35이 제안한 다 

음과 같은 식에 대입하면 산소환원에 관여된 전자수 

如을 얻을 수 있다.

n _ S2 ixS Cs
-----=―„ , . „— (2) 
M.S Ss~ C

여기서 ns는 표준물질로 사용한 K3Fe(CN)6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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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기--- 1 ， ，----------- !------- 1----------- ， I
0.4 0.5 0.6 0.7 0.8 0.9 1 1.1

Potential. V vs, Hg,'Hg2SO4

Fig. 4. Cyclic voltammograms of oxygen reduction at bare glassy carbon electrode (a) and Co(II)2-l modified 
glassy carbon electrode (b) in various pH solutions; (a) pH 0, (b) pH 4, (c) pH 7, (d) pH 10, and (e) pH 13, 
respectively. Scan rate was 20 mV/s.

원 반응에 관여한 전자수,/은 미지물질인 산소의 

환원반응에 관여된 전자수를 Ss, S는 厂心에 대한 

氾)의 도시로부터 얻은 표준물질과 산소 환원전류에 

의한 기울기, Ls, I는 표준물질과 산소의 극한전류, 

Cs, C는 각각 K3Fe(CN)6의 바탕농도(10 mM)와 산 

소의 용해도新를 고려한 산소의 바탕농도(lmM)를 

나타낸다. 식 (2)에는 전극의 면적 뿐 아니라 용액의 

확산계수 D.7\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미소전극을 

이용하여 얻은 CA 곡선의 자료로부터 식 (2)를 이 

용해 전자수 ”을 구하고자 할 때는 상당히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값을 

Table 1에 나타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식35으로부터 

확산계수 力。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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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lots of Ep vs. pH obtained from the cyclic 
voltammograms at bare glassy carbon electrode (a), 
Co(II) monomer modified glassy carbon electrode (b), 
and Co(II)-l dimer modified glassy carbon electr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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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hronoamperometric results obtained at a Co 
(II)2-1 dimer modified carbon microelectrode in 10 
mM KFe(CN)6 contained 1M KN03 (a) and 1 mM 
oxygen in 1.0 M H2SO4 solution (b). The potentials 
stepped were —0.7 V (a) and -0.6 V (b).

4.52

0.2 0.4 0.6 - i 1.2 K4 1.6

(Time, seel" (-1/2)

Fig，Z A classical Cottrell plots for chronoamperome- 
tric results 아lown in Fig. 6.

Table 1. Kinetic parameters for oxygen reduction at 
catalysts coated electrodes in IM H2SO4 solution

Sample anfl k° 
(cm/s)

n _ Z)o
(cm2/s)a b

Bare 0.46 4.75X10-9 1.7 1.9 1.82X10-5
Co(iiy 0.47 5.20X10-9 2.8 2.9 1.82X10'5
Co(ii)2-M 0.49 7.22X10-9 3.5 3.6 1.82 X10~5
Co(II)2-2e 0.46 6.41X10-9 3.6 3.7 1.82 X 10~5
Co(II)2# 0.48 7.72X10-9 3.6 3.7 1.82X10*

"Number of electrons from cyclic voltammetry at glassy 
carbon electrode. ^Number of electrons from chronoam
perometry at carbon microelectrode. cCo(II)-5,10,15,20- 
tetrakis(a-bromo-m-tolyl)porphyrin. rfCo(II)2-tetrakis[m, 
m-(me 나】 y]ene(m-pyridinesulfQnyl)imino)methyleneLst- 
rati-bis(5,10,15,20-tetraphenylporphyrin). eCo(II)2-tetrakis 
[m,m-(methylene(formamido)imino)methylene]-strati~bis 
(5,10,15,20-tetraphenylporphyrin). 'Co(II)2-tetrakis[m,m- 
(methylene(m-pyridiniumsulfonyl)imino)methylenej-st- 
rati-bis(5,10f15,20-tetraphenylporphy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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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ential, V vs. Hg/Hg2SQj

Fig. 8. Cyclic voltammograms of oxygen reduction at 
Co(II) monomer modified glassy carbon electrode in 
1.0M H2SO4 solution; (a) oxygen saturation ((&), (b) 
nitrogen saturation (N2), and (c) O2-N2. Scan rate was 
20 mV/s.

Do _ i^Ss2 血、
了厂=——痍，一 °)
Ds iocs S

여기서 Ds, D。는 각각 표준물질과 산소의 확산 

계수를 나타낸다. 미소전극을 이용하여 윗 식을 사 

용할 경우 작업전극의 면적 A 또는 산소의 바탕농 

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울 경우에도 용액의 확산계수 

D。를 얻을 수 있다. 식 (3)에 표준물질 IGFe(CN)6의 

확산계수 Ds값을 3.8X10-6 cnF/s36을 사용하여 얻은 

H2SO4 용액속에 서 산소의 확산계수 £＞。를 Table 1에 

나타냈다.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산소의 확산 

계수는 전극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나 H2SO4 용액 중에서 1.8〜2.0X10T cm2/s의 

값으로 거의 일정한 값으로 주어진다고 본다. 이들 

값을 이용하여 순환 전압전류법에 의해 얻은 자료 

로부터 kinetic parameter를 얻을 수 있다. H2SO4 
용액에서 Co(II)-TPP 물질이 수식된 유리질 탄소전 

극에서의 순환 전압전류곡선을 F讶.8에 나타냈다. 

耳务 8의 (a)는 산소 포화한 용액에서의 CV를, (b)는 

질소 포화한 용액에서의 CV를 나타내고 있으며, (c) 
는 잔류 전류 (b)를 보정해 준 곡선으로서 단지 산 

소만의 환원에 의한 전압전류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전극표면 현상에 의한 잔류 전류를 보정한 전압전 

류곡선은 환원전류를 다소 감소시킬 뿐 환원전위의 

위치는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一L0V 근처에 

서부터는 수소의 환원이 진행되어 잔류 전류는 산 

소의 환원곡선 (a)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Co(II)- 
TPP monomer 및 Co(II)2 dimer가 수식된 유리질

(
■
흐
 W
®
E
£

<-U

 안
,-n
°

0.4- 夕
0.2- 丿/

°0 — -0^2 고^ ^6 ^1 二〔2

Potential, V vs. Hg/HgjSQj

Fig. 9. Voltammograms of oxygen reduction at Co(II) 
monomer modified glassy carbon electrode in 1.0 Af 
H2SO4 solution. Scan rates were (a) 5, (b) 10, (c) 20, 
(d) 30, (e) 40 and (f) 50 mV/s, respectively.

Potential, V vs. Hg/Hg-jSCt,

Fig. 10. Voltammograms of oxygen reduction at Co 
(II)2-1 dimer modified glassy carbon electrode in 1.0 
M H2SO4 solution. Scan rate were (a) 5, (b) 10, (c) 
20, (d) 30, (e) 40 and (f) 50 mV/s, respectively.

탄소전극에서 주사속도 변화에 따른 전압전류곡선을 

Fig. 9, 10에 나타냈다. 이들 전압전류곡선은 모두 

잔류 전류를 보정한 곡선으로서 monomer와 di- 
mer의 곡선의 모양이 다르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또한 monomer에서 전압전류곡선은 알몸 전극에서 

와 같이 회전원판전극을 사용한 모양처럼 환원전위 

의 위치가 불분명하나 dimer(FR. 10)에서는 그 환 

원전위가 뚜렷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들 곡 

선은 모두 주사속도가 빠를수록 산소의 환원전류｛诺) 

는 증가하였으며 환원전위(耳)는 더욱 음의 전위 

방향으로 이동되었으며 산소 환원반응들은 전체적 

으로 비가역적인 반응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들 

전압전류곡선의 모양으로부터 산소의 환원반응 경 

로도 달라지리라 예상할 수 있다. 산소의 환원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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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Plots of peak current vs. vv2 for Fig. 9 and 
Fig. 10; (a) Co(II)2-l dimer and (b) Co(II) monomer.

메카니즘과 반응속도인자를 알아보기 위해 잔류 전 

류를 보정한 산소의 환원전류 标를 다음과 같은 식34 

에 따라서 护龙에 대하여 도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Rg.ll 에 나타냈다.

讣=(2.99X l(f,')n(ana)V2ACo,Dal/2vy2 (4)

여기서 粉는 산소의 환원전류, "은 반응에 관여한 

전자수, a는 이전 계수, %는 반응속도결정 단계에 

관여된 전자수 A는 전극의 면적, G/는 산소의 바 

탕농도(mole/m7), Z)。는 산소의 확산계수(cnf/s), 그 

리고 V는 주사속도를 나타낸다. 亦2에 따른 환원 전류 

标가 직선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보아 유리질 탄소 

전극에서 진행되는 산소의 환원반응은 확산지배적인 

반응이 진행된다고 본다. Co(II)2-l의 dimer의 환원 

전류(F讶. 11 의 (a))는 각각 주사속도에서 Co(II) mo
nomer^ 환원전류®g. 11의 (b))보다 더 크게 나타 

났으며 그 기울기도 더 큰 값으로 주어졌다. 또한 

다음과 같은 식으로부터 耳에 대하여 ln(》를 도시34 

하여 Fig. 12에 나타냈다.

ip = 0.227nFACo°exp[ — (a”°F/RT)(E, -E°')] (5)

여기서 는 교환속도상수(cm/s) 그리고 E°'는 

산소의 형식 전위를 나타낸다. 식 (5)에 따라 도시한 

F如12의 직선의 기울기로부터 반응속도론적 인자 

(kinetic parameter) a佑를 얻을 수 있다. 이로부터 

얻은 a%와 Table 1에 나타낸 산소의 확산계수의 

값을 Fig. 11의 직선의 기울기에 대입하면 H2SO4 
용액에서 산소의 환원반응에 관여한 전자수 "을 

구할 수 있다. 또한 H2SO4 용액에 용해되는 산소의

-1 J . , , , ，竟 

-0.473 0.472 <471 -0,47 -0.469 3頒 京67

Peak potential, V vs. Hg/Hg2SO4

Fig. 12. Plots of ln(peak current) vs. peak potential 
for Fig. 10.

용해도를 고려한 C。*는 ImM"이었으며 이 값을 

Fig. 12로부터 얻은 丫축 절편에 대입하여 &를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들에 의해 얻은 electrokine- 
tic parameter들을 Table 1에 나타냈다. 이들 결과 

에서 볼 수 있듯이 a侃는 0.5 근처의 값으로 주어 

졌고, Co(II)-monomer가 수식된 전극과 Co(II)-di- 
mer가 수식된 전극들에서 교환속도상수 总는 알몸 

전극에서 보다 증가하였다. 또한 산성용액에서 산 

소의 환원반응에 관여한 전자수 如은 알몸 유리질 

탄소전극에서는 2전자반응 즉。2가 H2O2 로 가는 

반응경로를 나타내고 있으며, 촉매 수식된 전극에 

서는 monomer인 경우 HQ로 가나 dimer인 경우 

"값은 3.5~3.7 사이의 값으로 주어 지는 것으로 보아 

。2는 최종 생성물인 氏0로 환원되는 4전자반응경 

로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Co(II) dimer가 

4厂 촉매로서 유용한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dimer의 기하학적 구조로 인한 영 향으로 볼 수 있다. 

즉 산소분자가 dimer의 각각의 금속원자에서 2厂 

환원과정이 합동으로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거나, 두 금속원자 중심 사이에 산 

소분자가 결합되므로써 4厂 환원과정이 일어날 가 

능성에 의한 결과로 추정된다. 그러나 산소환원이 

진행되는 동안 생성된 중간 생성물의 반응메카니즘 

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in-situ 분광화학적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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