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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텅스텐을 작업 전극으로 사용하여 순환 전압-전류법으로 합성한 폴리아닐린 막의 전기화학적 

임피던스를 0.1 M 황산 용액에서 측정하였다. 전기 전도성을 갖는 퍼텐셜 영역에서는 고분자 막의 큰 축전- 

용량과 작은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전기화학 쎌이 관측되었다. 순수한 텅스텐에 입혀진 폴리아닐린은 접촉 

저항을 무시할 수 있었으나, 산화 전극 막이 입혀진 텅스텐의 경우는 산화 전극 막의 저항과 접촉 저항이 

관측되었다: 측정된 임피던스 데이터로부터 전극의 등가 회로를 추정하였으며, 이 등가 회로를 토대로 하여 

폴리아닐린■막 안에 혼입된 이온의 물질 이동 파라미터를 산출하였다,

ABSTRACT. The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a of polyaniline film coated on tungsten electrodes 
by cyclic voltammetry have been measured in 0.1 M aqueous sulfuric acid solution. An electrochemical 
cell composed of large redox capacitance and low resistance of PANI-film in series was in agreement 
with the conductive behavior reported at these potentials. When the PANI was coated on bare tungsten, 
the electrolytic resistance was only observed. However, on the oxidized tungsten instead of bare tungsten, 
the resistance of tungsten oxide and the contact resistance between PANI and tungsten oxide were 
additionally observed. Equivalent electrical circuits have been deduced from the impedance data. It was 
therfore possible to obtain the parameters of the ionic mass transport within the film.

서 론

많은 전도성 고분자는 퍼텐셜에 따라 산화 상태가 

변하며 산화 상태에 따라 전도도가 크게 다르므로, 

응용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 

도성 고분자에 대한 대부분의 전기화학적 정보는 

순환 전압-전류법 (cyclic voltammetry, cv), 정전위 

(potentiostatic) 또는 정전류(galvanostatic) 측정법과 

같은 직류(de) 측정법으로 조사되었으며, 비교적 근 

래에 교류 임피던스(ac impedance) 측정법을 적용 

하여 연구하고 있다.A，

폴리아닐린(PAND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가 

장 폭 넓게 연구된전도성 고분자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임피던스 측정에 의한 연구는”주로 백 

금이나 금 전극에 입힌 PANI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저자는 황산 용액에서 백금과 텅스텐 전극을 

사용하여 아닐린의 전기화학적 중합에 관한 연구 

보고를 하였으며,” 이 보고에서 저자는 아닐린의 

초기 단계 산화 환원 반응 구조, 폴리 아닐린(PANI)의 

성 장 구조와 분해반응 구조, 그리고 산화 상태에 따른 

구조 모형(structural model)과 산화-환원 기구(re- 
dox scheme)를 제안하였으며 백금 전극에 대한 전 

기화학적 임피던스 특성도 보고하였다.21 텅스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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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에 입혀진 PANI는 백금 전극의 경우와 달리 아 

닐린 단위체의 산화에 의해서만 성장하였으며, 이렇 

게 성장된 PANI는 백금에 입혀진 PANI보다 촘촘한 

구조(compact structure)를 갖는 것으로 보고하였 

다.'如 아울러서 표면을 연마하여 바로 사용하는 텅 

스텐과 공기 중에서 산화된 텅스텐의 경우에 생성 

되는 PANL의 cyclic voltammogram이 다르게 측정 

되었으며, 산화된 텅스텐의 경우는 전해질 용액에서 

부동화(passivation)시킨 텅스텐의 경우와 일치하였 

다.따라서 텅스텐 전극 위에 형성된 PANI의 임 

피던스 정보도 백금의 경우와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텅스텐 전극에 입혀진 PANI의 전기 

화학적 임피던스(electrochemical impedance) 정보 

를 측정하고, W/PANI-fikn과 WO/PANI-film의 전 

기화학적 거동을 규명하기 위한 등가 회로(equiva

lent circuit)!- 제안하였다.

실 험

본 연구에 사용된 아닐린은 Fluka사 제품을 두 

번 진공 증류한 후에 질소 대기압 하의 어두운 곳에 

보관하였다. 지지 전해질로 사용된 황산은 분석급 

시약으로 더 이상 정제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모든 

전해질 용액은 전도도가 10-7 S/cm 이하인 이차 탈 

염수를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PANI-film은 겉보기 

면적이 len?인 텅스텐 전극을 사용하여 0.1 M 아 

닐린을 포함한 1.0M 황산 용액에서 순환 전압-전 

류법 (cv)으로” 제조하였다. 이 때 사용한 텅스텐은 

Aldrich사의 99.9% 이상의 순도인 텅스텐 판이었다. 

텅스텐은 공기 중에서 쉽게 WO3의 피막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전처리를 안한 전극을 산 

화-텅스텐(WO) 전극, 연마제(최종적으로 1 pm dia
mond slurry)로 표면을 연마한 전극의 겉보기 면적 

(apparent area)을 실제 면적 (real area)으로 간주한 

텅스텐을 전극으로 사용하였으며, 각각 40회 순환 

하여 PANI를 입혔다. 저자가“© 앞서 보고한 결과와 

EQa^=(*74)(CNy] Stilwell 등이" 보고한 결과에 

[두께 = (7.2±L5)Qnod」의하면 생성된 PANI의 두 

께는 W의 경우 (4.2± 0.8) 呻, WO의 경 우 (4.6± 0.8) 
呻이었다.

모든 전기화학 실험은 3-전극 쎌인 EG&G사의 

Princeton Applied Research(PAR) Model 377A 

Coulometric Cell System을 부착한 PAR Model 273 
Potentiostat/Galvanostat 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기준 전극은 Luggin 모세관을 통한 포화 카로멜 전극 

(SCE)을 사용하였으며 본 논문에서 나타낸 모든 

퍼텐셜은 이 기준 전극에 대한 값이다. 모든 실험은 

상온 질소 대기압 아래서 수행하였다.

임피던스 측정은 potentiostat에 연결된 Solatron 

1255 Frequency Response Analyzer를 통하여 10 
mV의 교류 신호(ac signal, 0.05 Hz<f<100 kHz)를 

걸어 주면서 측정하였다 이 때 사용한 프로그램은 

EG&G사의 M398이었다.

결과 및 고찰

Complex-plane plots. —0.4V에서 0.9 V까지 40 
회 순환하여 W/PANI 전극과 WO/PANI 전극을 제 

조하였다. 1.0M 황산 용액에서 일정한 퍼텐셜(Egp, 
一0.2~0.9V)을 걸어준 전극의 임피던스를 측정하 

였다. W/PANI 전극의 대표적인 Nyquist plots와

Fig- 1- Typical Nyquist (A) and Cole-Cole plots (B) 
of W/PANI in 1 M H2SO4. Film thickness L=4.6± 0.9 
pm, surface area A =1.0 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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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rc, kobm-cm2 I。이Freq), Rad/8

Fig, 2. Typical Nyquist plots of WO/PANI in 1 M H2 
S04. Film thickness L=5.0土 1.0 卩m, surface area A= 
1.0 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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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ypical Cole-Cole plots of WO/PANI in LM 
H2SO4. Film thickness L=5.0±L0 卩m, surface area 

1.0 cm2.

Cole-Cole plots을 F£g. 1(A)와 (B)에 표시하였으며， 

WO/PANI 전극에 대한 plots는 F谊. 2와 3에 각각 

나타냈다.

W/PANI의 경우(Nyquist plots, Fig. 1(A), 4, 및 '7 
참조), PANI의 전도성이 나쁜 영역으로 알려진'4 

퍼텐셜(EV0.2V, 玲0.7V)에서는 전하-이동 저항 

(charge transfer resistance, 砌과 이중층 전기 용량 

(double layer capacitance, C次)이 병 렬로 연 결된 R广 

G회로에 의한 반원(semicir지e)을 보이고 있다，이 

반원의 억 제 각(depression angle)0] — °.9~ — 1° 
deg.로 억제된 반원이 측정되는 것은 생성된 PAN】' 

film의 다공성(porosity)에 의한 표면적 증가로 알려 

졔8.20 있으나, 백금의 경우(一 10~ — 20 deg.)幻보다 

작은 것으로 보아 백금 위에 입혀진 PANI보다 더 

초촘한 구조일 것이라는 제안과 일치하고 있다，Fig.

• • ■ —0.2* >•« Ov * • • 0.4 » • ■ ■ O.Bv

Fig, 4. Typical Bode plots of W/PANI in 1 M H2SO4. 
Film thickness L=4.6+0.9 gm, surface area A=1.0 
cm2. Impedance (A) and phase (B) vs. frequency.

1(B)와 같은 Cole-Cole plots에서도 높은 주파수 

(high frequency)에서 반경이 10~100piF/cm인 반 

원이 나타나는 것은 C必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전도성이 좋은(conductor) 영역으로 알려진'‘ 

중간 퍼텐셜(0.2V<E<0.7V)에서는 Nyquist plots 
에서 반원이 나타나지 않고 90deg.에 가까운 기울 

기 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C”보다 PANI의 산화-환원 

축전용량(capacitance, C/)이 훨씬 커서 RC 직렬 회 

로의 특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Cole-Cole 
plots에서 반경이 mF/cm2 이상인 반원이 관측되거 

나, 낮은 주파수에서 유한 확산(finite diffusion) 현 

상처럼 기울기가 거의 90 deg.에 가까운 G에 대한 

G”의 증가 현상 역시 이를 입증하고 있다

WO/PANI의 경우에도 Nyquist plots(花g. 2)와 

Cole-Cole plots(F£g.3)의 모양이 W/PANI의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Bode plots. Eg에 따른 대표적인 &>de plots은 

W/PANI의 경우 Fig. 4(A) \2 vs. <o] 및 (B) [phase 
応.(詩와 같고, W이PANI의 경우 Fig. 5와 같이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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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 었다.

높은 주파수에서의 임피던스(Z『8)는 W/PANI의 

경우 2.2±0.03ncm2, WO/PANI의 경우 28.8±0.6 

ncm2 로 각 경우에 £泗에 무관하게 거의 같은 값을 

보이고 있다. PANI를 입히지 않은 각각의 전극중 

W/전해질의 경우는 PANI를 입힌 전극(W/PANI)과 

동일한 값이 측정되었으나, WO/전해질의 경우에는 

4.8± 0.05 Slcm2로 측정 되 었다. 더 욱이 이 미 보고한2】 

Pt/PANI의 경우<2.7 ncm2)4 비교할 때, W/PANI의 

경우에 측정된 값(码)은 용액의 저항(R)를 가리키고 

있으나, WO/PANI의 경우에 측정된 값(&)은 용액의 

저항(徵, WO 전극의 저항(Rwo), 및 WO와 PANI의 

접촉 저항宙n)이 직렬로 연결된 값으로 보이며 WO/ 
전해질의 此은 R와 Rwo가 직렬로 연결된 값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사용한 WO 전극의 산화 

텅스텐 피막의 두께는 측정하지 못하였으나 Rwo= 
2.6flcm2인 WQj의 피막이 입혀진 텅스텐으로 생각 

되며, 心은 24J1CI子일 것이다. Rel+Rcl 값을 나타 

내는 낮은 주파수에서의 임피던스는 Nyquist 
plots에서 반원이 관찰된 PANI의 전도성이 나쁜 

퍼텐셜 영역에서만 관측할 수 있었다.

축전기 성질에 의하여 나타나는 중간 주파수(inte
rmediate frequency) 영역에서 d[log(Z)]/d[log(a>)] 
는旦叫에 따라 一0.85에서 一 0.95 사이에서 관측되어 

儿의 경우(一 0.5) 보다는 순수한 축전 용량(capacita- 
nce)의 경우(一 L0)에 가까운 값으로 분포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한 Nyquist plots에서 병 렬의 RC 회로를 

보이는 반원이 관측된 퍼텐셜 영역에서는 한개의 

이완 시간 상수(relaxation time constant, r, r=

Fig. 5. Typical Bode plots of WO/PANI in 1 M H2SO4. 
Film thickness L=5.0± 1.0 pm, surface area A= 1.0 
cm2.

RC = l/a>e=max) 값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F讶.4(B) 
와 Fig. 5 참조). 이는 병렬로 연결된 R,와 C*이 존 

재함을 입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전극의 등가 회로. 일반적으로 Nyquist plots에서 

나타나는 높은 주파수의 반원은 병렬로 연결된 RC 
회로, Cole-Cole plots 에서 높은 주파수의 반원은 

직렬로 연결된 RC 회로에 기인한다. 완전히 환원된 

상태(£油 0.1 V)나, 산화된 상태(Ea*0.7V)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관측되었다. 그러나 Nyquist plots의 

반원 이후에 낮은 주파수에서 Warburg 임피던스(Z”) 
에 의하여 나타나는 기울기가 45 deg. 인 비례 관계, 

또는 유한-확산(finite diffusion)에 의하여 나타나는 

90 deg.에 가까운 비례 관계는 관측되지 않았다. 따 

라서 전도성이 나쁜 완전 산화 또는 환원된 상태의 

등가 회로(equivalent circuit)로 Fig. 6(A)와 같이 일 

반적인 전기화학 계의 R(C)R 회로를 제안하고 각 

구성 성분은 Table 1과 2에 요약하였다.

전도성이 좋은 퍼텐셜 영역(0.2~0.6 V)에서는 Ny
quist plots에서 높은 주파수에서도 반원이 관측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유한-확산 현상과 유사하게 기울 

기가 큰 비례 관계가 관측되었으며 Cole-Cole 
plots에서는 직렬의 RC에 의한 반원이 관측되었다. 

전도성 영역에서는 PANI-film 자체의 축전 용량©) 

이 크고 저항(&)이 작아 PANI와 전해질 사이의 계 

면에서 일어나는 현상보다 PANI 기질 안에서 일어 

나는 분극자(polaron)와 쌍분극자｛bipolaron) 사이의 

가역적인 불균등화(disproportionation) 반응‘仙> 이 

지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Eg. 6(B) 와 

같은 등가 회로를 제안하고 각 구성 성분을 Table 

1과 2에 요약하였다.

전해질의 저항(R。, W/PANI의 경우. Nyquist

凹 WO I PANI

°싼刊3 新&3虹
Fig. 6. Proposed equivalent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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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mpedance data of a WO/PANI electrode in 
1.0 M H2SO4

Table 1. Impedance data of a W/PANI electrode in 
1.0 M H2SO4

"mA.

Eapp 
(Volt)

Re 
(d 
cm2)

Rft
(kC・

cm2)
(gA)

cdl
(pF/
cm2)

cL
(mF/ 
cm2)

Rl
(O .
cm2)

Eapp 
(Volt)

Rel
(O- 
cm2)

孩
(kQ・

cm2)
(gA)

d
(pF/
cm2)

Cl 
(mF/ 
cm2)

Rl 
(n. 
cm2)

-0.2 2.3 5.1 10 206 0.33 —0.2 27 >30 <2 750 0.75
-0.1 2.2 2.6 20 134 0.22 -0.1 28 7.1 7.2 440 0.78

0.0 2.2 1.3 40 105 0.42 0.0 29 0.33 160 470 6.5
0.1 2.2 165 20 0.1 29 0.005 W 50 25 15
0.2 2.2 193 1.1 0.2 29 35 5
0.3 2.2 174 1.0 0.3 29 30 5
0.4 2.2 203 0.8 0.4 29 30 5
0.5 2.2 219 0.9 0.5 29 32 4
0.6 2.2 196 2.0 0.6 29 31 4
0.7 2.2 0.09 570 12 64 0.7 29 2.7 19 11 4.4
0.8 2.2 0.85 60 10 12 0.8 29 3.5 15 10 2.9
0.9 2.2 1.2 43 10 16 0.9 29 3.5 15 10 3.4

(av.) = (av.)=
2.2± 0.03 28.8± 0.6

plots(F讶. 1(A))의 반원에서 실수 축(ZQ과 만나는 

높은 주파수의 저 항, 또는 Bode plots (F讶.4(A))에 서 

높은 주파수의 임피던스 데이타로부터 凡,을 측정하 

였다. 본 실험에서 걸어준 Eapp의 범위(一0.2~0.9V) 
에서는 일정한 값 2.2± 0.03 ecm?이었다(如伽 1 

참조). PANI-film의 산화 상태에 상관없이 일정한 

】侖값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film의 저항(%)이 포一 

함되지 않은 순수한 전해질 용액의 저항으로 생각 

된다. 이는 flim의 저항이 산화 상태에 따라 다르지 

만, film의 두께가 매우 얇은데 반해 표면적이 넓어 

(겉보기 면적 = 1 cm2) R*에 비해 &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일 것이다.

전해질의 저항(凡,), WO/PANI의 경우. W/ 
PANI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여 己泗에 무 

관하게 28.8± 0.6 ricm?을 얻었다. 그러나 W/PANI의 

경우와 동일한 전해질이므로 乩은 2.2Qcm2일 것이 

므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 렬로 연결된 /侖(2.2 
Ocm2)+7?w0(2.6 Qcm2)+7?n(24 Qcm2) = 28.8 ficm2 
이 측정되었을 것이다.

전하-이동 저항(&,)와 교환 전류(exchange cur
rent, i。). R”는 Nyquist plots(F谚 1(A)와 2)의 반 

원의 직경과 Bode plots(尸议. 4(A)와 5)에서 낮은 주 

파수의 임피던스 데이타로부터 산출하여 Table 1과 

2에 나타내었다. 그러나 전도성이 좋은 퍼텐셜 영 

역에서 측정된 Nyquist plots들은 직렬 RC회로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유사하여 값을 측정할 수 없 

었다. 이는 Pt/PANI의 경우에 다른 연구자들의 보 

고16~危20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값으로부터，。는 i0=RT/(HanFA) 관계식을 이 

용하여 계산하였으며 Table 1과 2에 표시하였다. 

여기서 T=298°K를 가정하면 RT}F는 0.0257V이고 

A는 사용한 텅스텐 전극의 겉보기 면적인 lcn?이 

었다. PANI의 산화-환원 반응은 이미 보고된 바 

와5~" 같이 0.2 V 부근에서는 leucoemeraldine-> 

emeraldine, 0.8V 부근에서는 emeraldine — perni- 
graniline의 변화일 것이다. 따라서 아닐린 단위체 

(monomer) 한 개당 이동하는 전자는 0.5e이므로 ” = 

0.5로 취하였다."

이중충 전기 용량G,), Film의 redox 축전 용량(号 

과 저§(辱. PANI-fihn과 전해질의 계면에 형성되 

는 C山은, Nyquist plots에 서 반원이 나타나는 경우에, 

이에 대웅하는 Cole-Cole plots의 높은 주파수쪽 

반원의 직경으로부터 구하였으며 Table 1과 2에 나 

타내었다. PANI-film의 겉보기 면적은 사용한 텅스 

텐 전극의 겉보기 면적과 같다고 가정할 때,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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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W이 PANI

o 0-2 0.4 0.6 o.e
Volt* v* SCE

Fig. 7. Potential dependance of Cf and Rf.

산화된 상태로 보이는 0.7 V 이상의 퍼텐셜 영역에서 

W/PANI와 W0/PANI의 경우 모두 10-12 gF/cm?로 

측정되었으며, 저자가 앞서 보고한幻 Pt/PANI의 (爲 

값(26± 3 uF/cm?)과 비교하면 약 1/2에 해당되며, 

표면적 차이에서 오는 결과로 생각된다. 이는 저자가 

다른 연구 보고蛾＞에서 보고한, '텅스텐 전극에서 

형성되는 PANI는 백금 전극의 경우보다 촘촘한 구조 

(compact structure)를 갖는다.'는 것과 정성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완전히 환원된 상태로 보이는 0.1 V 
이하의 경우(為은 100〜&XNF/cm2로 측정되었다. 

Pt PANI의 경우에 Pistoia17 등이 보고한 360 pF/cm2, 

저자가 보고한' 150pF/cm2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 지만 아직 그 원인은 규명하지 못하였다. 산화된 

상태보다 환원된 상태의 C*이 약 10배 이상 큰 이 

유는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환원 상태 

에서는 PANI 기질(matrix) 안에 음이온이 혼입되지 

않았으므로 음이온의 흡착이 산화 상태보다 잘 일 

어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Nyquist 반원이 지난 후에 주파수의 감소에 따라 

다시 乙”가 증가하는, 즉, Z,” = l/(o©와 같은 관계 

식이 성립하는 낮은 주파수 영역에서 축전 용량(C)를 

구할 수 있다. 전도성 고분자의 경우 이 값은 고분 

자의 산화-환원 축전 용량(C/)에 의하여 나타난다.23 

Nyquist plots에서 RQ의 직렬 회로처럼 나타나는 

낮은 주파수 영역에서 최대의 가 실수 축과 만 

나는 Z” 값을 R이라 할 때 &=兄+码+&의 관 

계식에서 R을 계산하여23" Table 1과 2에 표기하 

였다. 아울러서 퍼텐셜에 따라 변하는 C/와 Rf를 Fig. 
7에 나타냈다. 0.2~0.6V 사이에서 PANI는 pola

ron/bipolaron 구조를 가지며, 이 때 전도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 졌다. Fig. 7의 결과도 잘 일치하고 

있으며 동시에 축전 용량도 가장 큼을 보이고 있다.

PANI 기질 안에 혼입된 이온의 확산계수를 D, 
film의 두께를 匕이라고 할 때, RQ는 유한 확산의 

경우 RQ/=L2/3D의 관계를 충족한다." PANI의 두 

께가 4.2〜4.6)im이고 V일 때, 이 관

계식을 적용하여 혼입된 이온의 확산계수를 구하면 

W/PANI의 경우 £)=(3.3±0.8)*10-7cm2s, WO/ 
PANI의 경우 £) = (5.0± 0.8) *1(广(：111%이다. 백금이 

나 금을 전극으로 사용하여 합성한 PANI-film의 

경우에 여러 연구자들이 보고한 확산 계수는"~以21 
10-6~10_10cni2s 범위 안에 분포되어 있으나, 이 

실험에서 산출한 값은 Glarum*의 결과 

cn^s)와 일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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