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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거대고리화합물의 유도체들을 촉매로 사용하여 유리질 탄소전극과 탄소 미소전극에서 SOCL의 

전기화학적 환원반응을 조사하였다. 이들 유도체들은 먼저 전극표면에 흡착된 후 SOCb를 환원시켰다. 전해질 

용액에 전극이 담기는 시간과 촉매들의 농도의 변화는 SOC12의 환원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유리질 탄소 

전극에서 촉매효과에 의한 속도상수는 10배 증가하였고 Power 밀도는 최고 220%까지 증가하였다. 탄소 

미 소전극을 사용하여 시 간전류법 에 의 해 얻은 확산계 수는 유리 질 탄소전극을 사용하여 순환전압전류법 에 

의해 얻은 결과와 다소 다른 값으로 나타났다.

ABSTRACT. Electrochemical reduction of thionyl chloride has been carried out at glassy carbon 
and microelectrode that modified by macrocyclic compounds. The catalyst molecules of macrocyclic com
pounds were adsorbed on the electrode surface and reduced thionyl chloride resulting in a generation 
of oxidized catalyst molecules. The concentration of catalysts and electrode immersion time were found 
to affect the catalyst performance strongly. Significant improvements in cell performance have been 
noted in terms of both exchange rate constants of up to 10 times and power densities of up to 220% 
at glassy carbon electrode. The diffusion coefficients obtained at carbon microelectrode were slightly 
different from that determined at glassy carbon electrode.

서 론

날로 심화되어가는 에너지 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태양에너지, 동위원소 분해에 의한 에너지 그리고 

기존의 밧데리를 좀 더 강력한 힘을 갖는 전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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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로 불리우는 전지와 양극을 Li 
으로 사용하는 고성능 Li 전지에 대한 연구가 세 

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Harris】% 전해질 용액의 용매로서 물 대신 유 

기용매를 사용할 경우, H/H+ 쌍보다 훨씬 더 전기 

양성을 나타내는 Li과 같은 금속들을 Zn 아말감, Pb 
및 Cd 등의 양극 대신으로 대체시킬 수 있음을 보 

였다. 이에 대한 연구가 알칼리와 알칼리 토금속에 

대하여 환원되지 않는 유기 용매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금속 중에 Li은 가장 가볍고, 높은 표준 

전극전위를 갖기 때문에 고성능 전지의 재료로서 

상당한 각광을 받고 있다. Li 금속을 양극으로, 어떤 

액체나 고체를 음극으로 하여 구성된 전지는 매우 

높고 넓은 전위영역(3.9~1.5V)을 가지며 넓은 온도 

범위에서 고에너지 밀도 및 높은 power 밀도를 갖 

는다. 이와 같은 이유로 1960년대 초기에 미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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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Li 전지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시작되었다. 

현재에는 세계 각국에서 특히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군사용, 우주과학용, 인체공학용, 전기자동차용, 전 

자공학용, 상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Li 전지 개발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Dey”，는 아세토니트릴 용 

액에서 SOCb의 환원 메카니즘이

2SOC12+4e * S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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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AICU 전 

해질 용액의 농도가 L5〜 1.8M 농도에서 이상적이 

지만, 이런 농도에서는 LiCl와 같은 물질들이 Li 
전극에 흡착됨으로서 전극반응을 짧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실제로 LiAlCL 용 

액을 사용하는 Li/SOCh 및 Li/SO2Cl2 전지에서 직 

면하게 되는 분극 현상은 LiCl와 같은 물질들의 

흡착과 이로 인한 탄소 음극의 비활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높은 온도에서 Li 전지를 

보존할 때에는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Li/SOCk 전 

지에서 Li의 흡착량을 조절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전해질을 바꾸거나 흡착된 Li-film을 다시 녹일 수 

있는 물질이나 촉매작용을 하는 물질을 찾아내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92。.

본 연구에서는 거대고리 화합물인 Co-Phthalocy- 

anine(Co-PC), Co-tetramethoxy phenylporphyrin 

(Co-TMPP), Fe-tetramethoxy phenylporphyrin(Fe- 
TMPP), Co-tetrasulfonated phenylporphyrin(Co- 
TSPP) 및 Fe-tetra ortho amino phenylporphyrin 

(Fe-TAPP) 화합물들을 촉매로 사용하여 L5M LiA- 
ICI4/SOCI2 용매속에서 순환 전압전류곡선을 측정 

하여 SOCb의 환원에 의한 반응속도상수와 확산계 

수를 추정하고 촉매반응에 의해 증가된 power den- 

sity를 구해보고자 한다.

실 험

전기화학 측정을 위해 사용된 1.5M LiAlCk/SO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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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한 Co-TMPP(tetramethoxy phen
ylporphyrin), Fe-TMPP(tetramethoxy phenylpor
phyrin), Co-TSPP(tetrasulfonated phenylporphy

rin), 및 Fe-TAPP(tetra ortho amino phenylporphy- 
rin)는 이미 보고된 방법"'%에 의해 합성된 시료를 

Case Western Researve 대학 Dr. Scherson group 
으로부터 받아 사용하였으며, Co-PC(phthalocyanine) 
는 Eastman Organic 회사제를 사용하였다. 산소 

부재 상태에서 순환 전압전류 측정을 위한 실험은 

Ar(99.99%) 기체로 포화된 LABCONCO glove box 
에서 Computer interface된 EG & G Princeton Ap
plied Research Model M273 Potentiostat/Galvano- 
stat를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작업전극은 BAS Elec
trochemistry 회사제 유리질 탄소전극(geometric 
area: 0.071 cnf)과 탄소 미소전극(<p= 10 呻)을 사 

용하였고, 이들 전극은 사용하기 전에 0.1 jim AI2O3 
가루로 매번 연마하여 알코올로 씻은 후 공기 건 

조시 켜 서 사용하였다. 보조전극으로는 백 금전극을. 

기준전극으로는 Li-선(Aldrich, 99.995%)을 사용하 

였다. 전기화학 측정을 위한 전해조는 water jac- 

ket으로된 실린더형을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금속-phthalocyanine(M-Pc) 들의 촉매능에 대한 

연구는 앞의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보고되어져 

왔다예。. Doddapanei^는 이들 금속착물들의 존 

재하에서 SOCk의 환원이 진행될 때 두 개의 환원 

전류 peak가 나타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LiA- 
1CL의 전해질을 포함한 SOC12 용액에 M-Pc를 첨 

가할 때 이들이 먼저 음극전극 표면에 흡착되어진 

다음 SOCb와 결합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들 반응 

은 다음과 같이 연속적으로 빠른 2단계의 전자전이 

반응이 일어난다고 보고되고 있다.

M-Pc-SOCl2+e^ -*M-Pc-SOCl +Cr (2) 

M-Pc • SOC1 , + 厂 t M-Pc + 1/2S + 1/2SQ + C「⑶

반응식 (2)에서 처럼 일전자 전이반응이 진행될 

때 첫번째 환원 peak가 나타나고 반응 (2)에서 생 

성된 M-Pc・SOCl.이 빠른 속도로 반응 (3)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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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될 때 두번째 환원 peak가 나타난다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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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L의 환 

원에 의한 peak는 하나로 나타난다. 그러나 본 실험 

에서 작업전극으로 사용된 유리질 탄소전극에서는 

촉매가 첨가되지 않은 경우-, 그처럼 뚜렷한 2개의환 

원전류 peak를 관찰할 수 없었고 단일 peak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Doddapaneni의 결과와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SOCb의 환원은 

사용되는 작업전극 물질에 따라 다소 다른 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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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chlorobenzene에 SOCL가 용해된 용액에서 Co 
(II)-Pc가 촉매로 작용할 때 SOCb의 환원반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촉매 순환과정이 진행된다고 

보고하였다.

SOCI2 환원반응에 대한 이들의 촉매반응을 알아보 

았으며, 유리 질 탄소전극에서 촉매로 첨가된 Fe- 

TAPP 농도변화에 따른 SOCl2 환원의 전압전류곡 

선을 Fig. 1에 나타냈다. 1.5 M LiAlCl4/SOCl2 용액에 

첨가된 Fe-TAPP의 농도가 증가될수록 SOCL의 환 

원전위는 더 양전위쪽으로 이동되었고, 환원전류는 

증가되었다. SOC12의 환원에 의한 환원전위와 최대 

환원전류를 촉매의 농도변화에 따라 도시하여 그 

결과를 Fig.2와 3에 나타냈다. F讶.2에서 볼 수 있 

듯이 촉매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SOC12의 환원전위는 

증가하다가 0.8 mM 근처에서 최대 전위에 도달한 

후 농도가 증가되어도 환원전위는 일정한 값을 가 

짐을 보여 준다. 또한 F讶.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촉매 

농도의 증가에 따라 환원전류는 증가하다 0.8 mM 
이상에서는 급격히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정 농도 이상의 촉매를 첨가할 경우 

금속착물들이 전극표면에 과량으로 흡착되어 SOC12

Co(III)-Pc+2e —> Co(I)-Pc (4)
个

SOCl2+Co(I)-Pc - Co(III)-Pc+l/2S+ 1/2SQ+2C1

(5)
윗 식으로부터 전극표면에서 Co(III)-Pc가 먼저 

Co(I)-Pc로 환원된 후 Co(I)-Pc가 다시 Co(III)-Pc로 

산화되면서 SOC12를 환원시키는 2전자 전이반응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o-Pc 
뿐만 아니라 Co-TMPP, Co-TSPP, Fe-TMPP 및 F- 

TAPP를 1.5 M LiAlC" 가 용해 된 SOC12 용액에 녹여

0 0.2 0.4 os 0.8 1 1.2 14
Concentration, mM

Fig. 2. Plots of peak potential (E») vs. catalyst conce
ntration of SOC12 at the glassy carbon electrode; (a) 
Fe-TAPP and (b) Co-TSPP.

Fig. 1. Voltammograms of SOC12 solution containing 
Fe-TAPP at the glassy carbon electrode; (a) 0, (b) 
0.45, (c) 0.6, (d) 0.78, and (e) 1 mM, respectively. Scan 
rate was 50 mV/sec.

<
 

-
u 횐느0

0 0.2 0.4 0.6 0.0 1 1.2 1.4
Concentration, eM

Fig. 3. Plots of peak potential (粉)vs. catalyst concen
tration of SOCl2 at the glassy carbon electrode; (a) 
Fe-TAPP and (b) Co-T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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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ential. Vvs. U

Fig. 4. Voltammograms recorded at the glassy carbon 
electrode for the reduction of the SOCl2 solution con
taining 0.84 mM Co-TMPP. Immersion time of elect
rode were (a) 0, (b) 5, (c) 10, (d) 15, (e) 20, and 
(f) 30 min, respectively. Scan rate was 50 mV/sec.

환원반응이 진행될 때 LiCl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또 

다른 SEI（고체-전해질 접촉면, solid electrolyte in- 
terface）가 형성됨으로서 바탕용액의 SOCh를 전극 

표면으로의 이동을 저해함으로서 나타난 결과로 설 

명할 수 있다. Fig.2와 3에 나타난 또 다른 현상은 

사용된 촉매의 종류에 따라 SOCL의 환원전류와 

전위가 다르게 주어짐을 볼 수 있다. 즉 Fe-TAPP 
경우는 모든 촉매의 농도범위에서 Co-TSPP에서 

보다 환원전류도 클 뿐만 아니라 환원전위도 약 100 
mV만큼 더 양전위 방향으로 이동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보아 사용된 촉매의 

종류에 따라 SOC12를 환원시키는 촉매능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또한 Co-TMPP 착물이 첨가된 1.5 Af LiAlCL,/ 
SOC12 용액에 작업전극인 유리질 탄소전극을 전해질 

용액에 담구어둔 시간에 따라 측정된 전압전류곡선 

을 F讶.4에 나타냈으며, Eg. 4로부터 얻은 SOC12의 

환원전류와 환원전위를 담구어 둔 시간에 따라 도 

시하여 이들 결과를 Fig. 5와 6에 나타냈다. 이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환원전류와 환원전위는 일 

정시간까지는 증가하나 30분 이상 담군 후 측정한 

CV의 환원 전압 전류들은 서서히 감소되어짐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극표면에 흡착되는 

촉매량이 SOC12의 환원이 진행되는 동안 전극표면에 

부동화된 LiCl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촉매능을 제한 

시키는 어떤 현상에 의해 일정시간（본 실험에서는 

대략 30분 정도） 이상 담구어둔 경우는 촉매능이

Z63- 
0

72
7'
2'7
69
68
67
66
65.
64

2

2

 

2

2

2

2

2

2

 

寸。
囲오

丄
흐

亠
 

夂> - 흐

W

 응

Time, min

Fig. 5. Plot of peak potential (毎)vs. immersion time 
of the electrode from Fig. 4.

Fig. 6. Plot of peak current (标)vs. immersion time 
of the electrode from Fig. 4.

서서히 감소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각각의 촉매가 최대의 촉매효과를 나타내 

는 최적의 촉매농도를 포함한 1.5M LiAlCl4/SOCl2 

용액에 전극을 30분 동안 담군 후 순환 전압전류 

곡선을 측정하였다. 일정한 주사속도에서 각각의 

촉매들이 갖는 최적의 촉매농도를 갖는 1.5M LiA- 
1C14/SOC12 용액속에서 순환 전압전류곡선을 측정 

하였으며 이들 결과를 F讶.7에 나타냈다…尸议.7에 서 

볼 수 있듯이 촉매가 첨가되지 않은 전해질 용액 

에서보다 촉매가 첨가된 전해질 용액에서 SOClz의 

환원전류는 증가하였고, 환원전위는 양전위 방향으 

로 이동되었다. 여러가지 촉매들이 SOCL를 환원시 

키는 최적 농도에서 측정된 Fig.1 의 순환 전압전류 

곡선으로부터 얻은 환원전류와 환원전위를 Table 1

Vol. 37, No. 8, 1993



748 金佑成•崔容國•趙奇衡

Fig. 7. Voltammograms recorded of the SOC12 solu
tion at the glassy carbon electrode; (a) bare, (b) Co- 
TMPP, (c) Co-Pc, (d) Co-TSPP and (e) Fe-TAPP, res
pectively. Scan rate was 50 mV/sec.

Table 1. CV° peak currents and peak potentials obser
ved in the presence of various catalysts

Catalysts Concentration
(mM)

Peak 
potential 

(V vs. Li)

Peak 
current 
(A/cm2)

— — 2.676 0.004915
Co-TMPP 0.84 2.710 0.005028
Fe-TMPP 0.81 2.715 0.005127
Co-PC 0.85 2.732 0.010507
Co-TSPP 0.75 2.760 0.006986
Fe-TAPP 0.78 2.822 0.008197

"Cyclic voltammetry of LiAlCU/SOClz solution contai- 
nning catalysts at 25T. Scan rate was 50 mV/sec.

에 나타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SOC12를 환 

원시키는 각각의 촉매들의 최적농도는 다르게 나타 

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0.8mM 근처의 값으로 주 

어진다고 볼 수 있다.

Pyrolytic graphite 작업전극으로 SOC12 환원반응 

을 조사한 Doddapaneni에 의하면 1.0 Af LiAlCU/ 
SOCI2에 Co-Pc를 첨가한 경우 SOCk의 환원전위는 

100mV만큼 더 양전위쪽으로 이동되었고 환원전류 

는 130% 증가되어 나타난다고 보고한 바 있다財. 

그러나 본 연구에 사용된 유리질 탄소전극에서는 

이보다 더 적은 60 mV 정도 양전위쪽으로 이동되어 

나타나고 있으나 환원 전류는 약 200%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Doddapaneni의 결과와 다소 

다른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SOCb의 환원은 

사용된 전극물질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W < 트

/M

 -
M
s
u
e
p  m

M
o
d
Fig. 8. Power densities calculated from cyclic voltam
metric peak currents and potentials with catalyst mo
lecules present.

전해질 농도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고 생각된다. 

또한 Fe-TAPP 화합물이 첨가된 전해질 용액에서 

SOCL의 환원전위는 Co-Pc보다 더 많은 150 mV만 

큼 양전위 방향으로 이동되었으나 환원전류의 증가 

는 약 160%로 Co-Pc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촉매로 사용되는 거대고리 화합물들의 

전기적 촉매능이 용액속에 존재하는 전기활성 화학 

종 뿐만 아니라 이들 촉매들이 흡착된 작업전극의 

표면 현상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본다. 이들 착물들의 상대적인 촉매능을 비 

교하기 위하여 Table 1로부터 power 밀도를 구하 

였으며 이들을 F讶.8에 나타냈다. 환원전위와 환원 

전류로부터 예상된 바와는 달리 Co-Pc를 촉매로 

사용한 경우에 power 밀도는 220% 정도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Fe-TAPP에서는 180%의 

증가율을 보였고, Co-TMPP와 Fe-TMPP에서는 그 

증가율이 크지 않았다. 즉 power 밀도의 증가는 Co- 

Pc>Fe-TAPP>Co-TSPP>Fe-TMPP>Co-TMPP 순 

으로 증가되었다.

주사속도 변화에 따른 순환 전압전류곡선은 모두 

최대 환원전류를 갖는 촉매 첨가 상태에서 측정하 

였으며 대표적 인 곡선을 F也9에 나타냈다. Fig. 9 
에서 볼 수 있듯이 주사속도의 중가에 따라 SOCL의 

환원전류(粉)는 증가하였고, 환원전위(%)는 더 음전 

위쪽으로 이동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들로 미루어 

보아 이 반응은 전체적으로 비가역적인 반응｛tot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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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can rate dependency of cyclic voltammog- 
rams recorded of SOC12 solution containing 0.84 mM 
Co-TMPP at the glassy carbon electrode. Scan rate 
were (a) 20, (b) 50, (c) 100, (d) 200, and (e) 300 
mV/sec,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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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护72 at the glassy carbon elect
solution containing; (a) bare and

irreversible reaction)으로 진행된다고 본다. SOCb 

의 환원전류 毎들을 다음과 같은 식"에 따라서 〃相에 

대하여 도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F讶.10에 나타냈다.

ip = (2.99 X 105)M(awa)1/2/4Co-Z>o l/2vV2 (6)

户2에 따른 환원전류 가 직선으로 주어지는 것 

으로 보아 유리질 탄소전극에서 진행되는 SOCb의 

환원반응은 확산지배적으로 진행된다고 본다. 여기 

서 毎는 S0C12의 환원전류, 如은 반응에 관여한 전 

자수, a는 이전계수, 饥는 반응속도 결정단계에 관 

여된 전자수, #는 작업전극의 면적, C。•는 SOCL의 

바탕농도(mol/cif), 力。는 SOC*의 확산계수cm〃s) 

그리고。는 주사속도(V/sec)를 나타낸다. 또한 다음 

과 같은 식31으로부터 瓦에 대하여 所(标)를 도시한 

것을 Fig. 11에 나타냈다.

-a 6 4 -------- !------------ ------------ ------------------------ 1
2.5 2.55 2.6 2.65 2.7 2.75

Peak potential, V vs. Li

Fig. 11. Plot of In(标丿 vs. Ep at the glassy carbon elec
trode of the SOC12 solution containing Co-TMPP.

z；=0.227%E4G*矿exp[ —(a”《F/RT)(Ep —E °')] (7)

여기서 矿는 교환속도상수(cm/s) 그리고 E。'는 

SOC12의 형식전위를 나타낸다. 식 (2)에 따라 도시한 

F讶.11 의 직선의 기울기로부터 얻은 a褊를 F讶.10의 

직선의 기울기 식에 대입하여 SOCL의 확산계수 

£»。를 얻었다. 또한 SOC12 용액의 바탕용액 C。*는 

0.0137 M/cn?이었으며 이 값을 尸沮 11로부터 얻은 

丫축 절편 ln(0.227”E4C。酸)에 대입하여 교환속도상 

수 »°를 구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들에 의해 얻은 

electrokinetic parameter들은 Table 2에 종합하여 

나타냈다. Fig. 의 기울기와 丫축 절편으로부터 

얻은 확산계수 D。는 이고, 교

환속도상수 总는 1(厂 8~io-7cm/sec로 비가역적인 

전기화학 반응계에서 예측되는 값과 잘 일치하고 

있다.

또 유리질 탄소전극에서 1.5 M LiAlCl4/SOCl2 용 

액에 Co-Pc 및 Fe-TAPP 착물들이 촉매로 첨가된 

경우의 〃。와 »°는 첨가되지 않은 경우보다 약 10배 

정도 증가되었으며 Co-TMPP 및 Fe-TAPP에서는 

그 증가율이 다소 감소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1.5 M LiAlCl4/SOCl2 전해질 용액 

에서 S0C12가 환원될 때 생성되는 LiCl와 같은 물 

질들이 전극표면에 passivation 되므로서 유리질 탄 

소전극의 표면은 실제의 면적보다 훨씬 더 적은 ac
tive site를 갖게 되리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CV법에 의한 계산된 확산계수는 전극면적을 정확히 

알기가 어려우므로 그다지 정확한 값으로 추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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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Kinetic parameters for catalysts coated electrode

Catalysts
Concentration

(mM)
ana k°, (cm/s)

Do, (cm2/s)

a b

— — 0.18 3.89 X IO8 6.48 X1011 5.27X10-10
Co-TMPP 0.84 0.21 4.91X10-8 3.86X10-11 3.68X10-9
Fe-TMPP 0.81 0.20 4.97 X IO"8 5.75X10-11 4.92X10T
Co-PC 0.85 0.22 1.84X10-7 7.24X107。 6.27X102
Co-TSPP 0.75 0.21 l.ioxio7 6.45X10"10 6.05X10-9
Fe-TAPP 0.78 0.23 4.80X10—7 7.01X10-10 7.11 X10"9

"Diffusion coefficient from cyclic voltammetry at glassy carbon electrode. 'Diffusion coefficient from chronoampe
rometry at carbon microelectrode.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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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hronoamperometric results in 10 mM KiFe 
(CN)6 contained IM KNO3(A) and 0.0137 mM SOC12 
contained 1.5 M LiAlCU at the carbon microelectr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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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A classical Cottrell plots for chronoampero- 
metric results shown in Fig. 12.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정확성율 배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탄소 미소전극을 사용하여 시간전류법을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 사용된 10 mM K3Fe(CN)6 
에 용해된 IM KNO3 용액과 착물 첨가된 LiAlCL 
/SOC12 용액에서 각각의 시간전류곡선을 측정하여

Fig. 12에 나타냈다. Fig. 12을 다음과 같은 Cottell 
식*에 따라 厂1/2에 대해 氾)를 도시하였으며 이들 

결과를 Fig. 13에 나타냈다.

nFADol/2C^ 
氾)=西WL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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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讶. 13의 직선의 기울기 (A), (B)는 모두 좋은 

직선으로 주어졌으며 초기 시간에는 충전전류의 영 

향에 의해 상당히 벗어남을 볼 수 있다. F谊. 12와 

13으로부터 얻은 극한전류들과 직선의 기울기들은 

다음과 같은 식既에 대입하면 확산계수 D가 정확히 

알려진 표준물질을 사용한 경우 바탕농도와 전극의 

면적을 알지 못하더라도 미지 물질의 확산계수를 

구할 수 있다.

끄= 如箜— (9)
Ds Ls2S2

여기서 Qs와 Z)。는 표준물질과. 미지물질의 확산 

계수를 让s와 必는 표준물질과 미지물질의 극한전류, 

그리고 Ss와 S는 각각 Fig. 13으로부터 얻은 표준 

물질과 미지물질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이로부터 

얻은 확산계수。。를 Table 2에 나타냈다. Table 2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탄소 미소전극을 사용 

하여 얻은 炽는 CV법에 의한 값보다 10배 정도 

증가된 현상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순환 전압전류 

법과 탄소 미소전극을 이용한 시간전류법에서 얻은 

力。값이 다르게 주어지는 이유는 CV법에서는 SOCb 
의 환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성된 LiCl의 부동 

화에 의해 전극 면적이 연속적으로 달라지며 이로 

인해 실제 전극 면적과 기하학적 면적과는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전류밀도에 큰 오차가 발 

생하게 된다. 따라서 (6)식으로부터 구한 力。는 실 

제의 값보다 더 작은 값으로 주어지리라고 생 각된다. 

그러나 ⑼식으로부터 구한 1為는 전극면적을 고려 

하지 않게 되므로 CV법에 의한 오차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얻은。。는 탄소 미소전극을 

사용하여 얻은 값들이 CV법에서 얻은 값들보다 더 

정확한 값으로 주어진다고 볼 수있다.

결 론

1. 거대고리 화합물의 유도체들을 촉매로 사용하 

여 유리질 탄소전극과 탄소 미소전극에서 SOC12의 

전기화학적 환원반응을 조사하였으며, 이들 유도체 

들은 먼저 전극표면에 흡착된 후 SOC12를 환원시 

키는 촉매효과를 나타냈다.

2. 전해질 용액에 전극이 담기는 시간과 사용된 

촉매들의 농도변화는 SOC12의 환원전류와 환원전위 

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3. 유리 질 탄소전극에서 Co-Pc와 Fe-TAPP 촉매는 

SOC12 환원에 의한 power 밀도를 각각 220%, 180% 
정도 증가하였다.

4. 탄소 미소전극을 사용하여 시간전류법에 의해 

얻은 확산계수는 유리질 탄소전극을 사용하여 순환 

전압전류법에 의해 얻은 결과와 다소 다른 값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남대학교 학술진홍재단 연구비의 지 

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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