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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푸리에 변환을 이용하여 100kHz의 주파수 범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전기화학적 임피던스 측 

정시스템을 제작하였다. 이 시스템은 신호 발생기, 특수하게 고안된 정전위기, 고속 자료수집 장치, 시스템 

제어기 및 컴퓨터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었다• 우리가 제작한 시스템은 lock-in amplifier를 사용하는 상품과 

성능이 비슷하였다. 측정에 소요되는 최소 시간은 사용된 최적 주파수의 한 주기에 해당하므로 상당히 짧 

아졌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부식 초기와 같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기화학적 계면현상을 임피던스 측 

정법으로 연구할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ABSTRACT. Electrochemical impedance measurement system using Fourier transform was construc
ted in the range of the frequencies up to 100 kHz. This system consists of pseudo-random noise generator, 
specially designed potentiostat, fast data acquisition system, system controller, and computer interface. 
The performance of the constructed system was found to be almost same as the commercially available 
system using lock-in amplifier. Measuring time was significantly reduced because the minimum time 
for the measurement depended on one cycle of the lowest frequency used. It would be possible to 
study time-varying electrochemical impedance systems such as the initial stages of corrosion processes 
using this syste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

서 론

전해질 용액과 전극 사이의 계면에 대한 임피던 

스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이지만 1970 
년대에 들어서서 임피던스 측정에 의한 연구가 보 

편화되기 시작하였다. 임피던스 측정법은 기기 구 

성이 복잡하고 정보의 해석이 까다로와 널리 사용 

되지 않았으나 전자 기기와 컴퓨터의 발달로 점차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임피던스 측정법은 전기화학 반응의 메카니즘 

(mechanism) 과 반응속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초기에는 임피던스 브릿지 (impedance bridge) 
를 사용하여 상당히 정밀한 측정을 할 수 있었으 

나it 교류 주파수를 20가지 정도 바꿔가며 측정하 

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상당히 지루한 작업이었다. 

이렇게 해서 얻은 데이타를 처리하여 용액저항과 

전기적 이중층(double layer)의 정전 용량(capacita
te) 을 제거하여 관심의 대상이 되는 파라데이 임 

피던스(faradaic impedance) 를 구하는데에도 매우 

많은 시간이 소모되었었다”J 경우에 따라서 강한 

흡착이 수반되면 전기적 이중층의 정전용량과 파라 

데이 임피던스가 서로 독립적이 아니어서 분리할 수 

없거나 상당히 복잡한 자료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다8.

1960년대에 전자산업의 발달로 3전극 정 전위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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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de potentiostat) 가 개발되고 lock-in ampli
fier (LIA), 신호 발생기 (signal generator) 등이 비 

교적 값이 싸게 상품화되기 시작하여 현대의 교류 

(AC) 폴라로그라피 (polarography) 가 등장하게 되 

었다. 더군다나 1960년대 후반에 들어 미니 컴퓨터 

와, analog-to-digital converter(ADC) 와 digital-to- 

analog converter(DAC) 와 같은 데이타 변환기가 

일반화되면서 종전의 지루한 작업을 컴퓨터가 대신 

하게 되었다. 따라서, 여러 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 

측정에 몇 시간 또는 수십시간 걸리던 일을 몇 분 

또는 수십분 안에 할 수 있게 되었다.

1965년 Cooley-Tukey fast Fourier transform 
(FFT) algorithm^이 발표된 이후 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FFT가 사용되게 되었다. 푸리에 변환 

(Fourier transform, FT)을 사용하면 시간 대역의 

데이타를 주파수 대역의 데이타로 바꾸어 주므로 각 

계산된 주파수에 디지탈 phase-sensitive LIA를 사 

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970년대에 

온라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기화학적 임피던스 측 

정에 FFT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여러 개 주파 

수가 섞인 가상 무작위 신호(pseudo-random noise, 
PRN) 를 사용하므로써 한번에 여러 주파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气 따라서, 측정시간이 

단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계 

면의 임피던스26도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기기의 구성이 복잡하여 넓은 주파수 범위에서 모두 

FFT를 사용하는 기기는 아직 시판되지 않고 있으며 

주로 LIA를 컴퓨터와 함께 사용하여 측정을 자동 

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물론, 10 Hz 이하의 저주파 

에서는 측정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FFT를 사용 

하는 상품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100 kHz까지의 전 

주파수 범위에서 FFT를 사용하여 전기화학적 임피 

던스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작하였으며, 이 

시스템의 성능을 Princeton Applied Research 
(PAR) model 378과 가상(dummy) cell을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시스템 구성

FFT를 사용하는 전기화학적 임피던스 측정시스 

템은 PRN 발생기, data acquisition system(DAS),

Fig. 1. Schematic block diagram of the electrochemi
cal impedance measurement system.

광역 정전위기와 이것들을 컴퓨터와 인터페이스시 

키고 PRN 발생기와 DAS를 동기 (synchronize) 시 

켜주는 제어장치 (controller) 로 구성하였다. 개략적 

인 시스템 구성도를 Fig. 1에 실었다. 이 시스템에 

사용된 컴퓨터는 IBM PC/AT이었으며 인터페이스 

는 IBM PC/AT prototype adapter를 8비트 mode 로 

변형시켜 제작하였다. 입출력과 FFT 소프트웨어는 

모두 Turbo C 언어로 작성되었다.

시스템 제어장치는 컴퓨터의 주소 버스를 deco- 
ding하여 기기의 각 입출력 port-t- 지정하고, 시스 

템에서 사용할 시간신호를 발생하여 시스템 전체가 

같은 시계를 사용하게 하므로써 시스템이 동기될 수 

있게 하였다.

PRN 발생기는 컴퓨터에서 합성한 PRN을 PRN 
발생기의 random access memory (RAM) 에 저장하 

고 이것을 DAC에 의해 analog 신호로 바꾸어 출 

력시키는 장치이다. PRN 발생기의 RAM 용량은 8K 

word block 4개 (32K word) 이며, 이 중 하나를 선 

택할 수 있게 하였다. PRN 발생기에서 사용한 시 

간신호는 시스템 제어장치의 2 MHz 시간신호를 차 

례로 2분주하여 최고 1 MHz, 최저 0.24 Hz의 신호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시간신호 

가 1MHz일 때 100 kHz의 analog 신호를 무리없이 

발생시킬 수 있으며, 시간신호가 0.24Hz일 때 최저 

주파수는 30nHz가 되므로 전기화학적 임피던스 

측정에 필요한 주파수 영역을 거의 모두 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PRN 발생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DAC는 정밀도가 12비트이며 전류 출력일 때 변환 

속도가 55 ns 인 Burr Brown(BB) DAC812CM을 

사용하였으며, 전류를 전압으로 바꾸기 위해 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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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폭기 (operational amplifier, OPA) 인 BB의 3554 

BM을 사용하였다. 출력의 크기는 ±5\"〕었다・

PRN은 정전위기에 입력되어 수mV 정도의 크기 

로 감쇠되어 전극 전위의 직류 전압과 합쳐져서 

전극에 가해지게 된다. 이때 흐르는 전류의 변화는 

정 전위 기 의 전류-전압변화기 (current-to-voltage(I/ 
E) converter) 에 의하여 전압신호로 바뀌며 이 전압 

신호는 DAS에 의하여 디지탈 신호로 바뀌게 된다• 

DAS는 이 디지탈 신호를 buffer memory인 RAM에 

일단 저장하였다가 적당한 때에 컴퓨터로 보내게 

된다. DAS에 사용된 ADC는 BB의 ADC803CM으로 

정밀도는 12비트이며 변환속도는 1.53이었다• ADC 
의 변환 작업 중에 아날로그 신호가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ADC앞에 BB SHC803BM sample/hold 
circuit(SHC)을 달았다. 이 SHC의 sampling 시 간은 

0.5 us로 하였으므로 ADC의 변환속도를 합쳐 DAS 
의 변환속도는 최고 2 ps, 즉 500 k sample/s이다 

따라서, FFT에 의한 aliasing을 고려할 때 최고 250 

kHz의 신호까지 처리할 수 있다•

정전위기 제작

정전위기는 3전극 시스템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 

용되는 회로7를 골격으로 하여 설계하였다. Fig. 2에 

기능면에서 본 정전위기 주요 부분을 도식적으로 

나타내었다. 직류 전위는 16비트 DAC(Ul)를 사용 

하여 디지탈 신호로 조절하였으며 1비트가 0.1 mV에 

해당하도록 가변저항기(VR1)로 조절하였다. PRN은 

modulation input으로 입력되어 Rl, R2, R3, R4, R5 
에 의해 신호크기가 나누어지며 relay(Kl에서 K5 
까지)에 의해 선택되게 하였다. 10Vp_p의 신호는 

1,2,5 또는 10mVp_p로 작아지게 된다. 정전위기의 

가장 중요한 증폭기 인 summing amplifier(S/A, U2) 

와 전류-전압 변화기 (U4) 에는 BB OPA600UW을 

사용하였다. 이 IC는 이득(gain) 이 1 일 때 gain-ban
dwidth product가 150 MHz이며 최대 줄력 전류는 

180 mA이다. 따라서, S/A의 이득이 1000일 때라도 

100 kHz까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었으며, booster 
를 따로 달지 않고도 본 설계에서처럼 100 mA까지 

쉽게 사용할 수 있었다.

기준전극과 연결되는 electrometer(U3)의 입력선 

을 electrometer의 출력으로 차폐시키므로써 잡음을 

방지 하고 차폐 cable의 정 전용량과 leakage를 최소화

Fig. 2. Schematic circuit diagram of potenti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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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ummy cell used for the test of frequency 
characteristics of the potentiostat.

할 수 있었다28. 전류-전압 변환기(U4)의 입력도 U5 
를 사용하여 차폐시켰다. 이렇게 하므로써 고주파 

영역에서 위상이 늦어지지 않게 되어 정전위기가 

안정하게 작동될 수 있었다. 측정된 전류는 직류와 

교류 성분이 섞여 있으므로 저역 필터(low・pass fil
ter, LPF) (U6, U7, U8)와 고역 필터(high-pass fil

ter, HPF)(U9, U10, Ull) 를 사용하여 각각을 분 

리시켰다. LPF와 HPF는 모두 3개씩이었으며 각각 

의 차단 주파수(cutoff frequency) 는 0.1, 1, 10 Hz 

이었다. 이 셋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거나 by-pass 
시켜 직류 성분과 교류성분을 각각 U12와 U13으로 

중폭시켰다.

주기판(main board)은 잡음을 최소화하고 발진 

(oscillation) 을 막기 위하여 양면 기판의 부품측을 

ground plane으로 하였다. 주요 IC의 전원을 각각 

분리하여 공급하므로써 고주파 영역에서 power su

pply rejection ratio의 감소로 IC간에 공진에 의한 

발진을 막았으며, 정전압 전원장치도 주기판위에 

설치하므로써 ground plane에 의한 one-point grou- 

nding이 될 수 있게 하였다.

정 전위 기 의 주파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Fig. 3 
과 같이 가상(dummy) c이1을 사용하였다. 기준전극 

(RE) 과 작업전극(WE) 사이의 저항(見)을 100 G 
으로 고정시켜 놓고 기준전극과 대전극(CE) 사이의 

저항(R)을 변화시켜서 가상 c이1에 의한 폐쇄회로의 

이득(closed loop gain)을 바꾸어 주었다. 폐쇄회로 

의 이득은 (R+R)/电이며, R가 0, 1, 10kC일 때 

이득은 각각 1, 11, 101이다. 정전위기가 주파수 특 

성은 폐쇄회로의 이득이 커질수록 S/A의 주파수 

특성에 주로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정전위기에 입 

력된 신호와 실제 c이1에 걸린 신호(electrometer 
output)를 비교하여 정전위기의 주파수 특성을 알 

아보았다. 주파수 특성은 PAR mod미 5208 Lock-In 
Analyzer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또, 상품으로서

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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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frequency characteristics of lab-made and 
commercial potentiostats.

널리 알려진 PAR model 273 정전위기의 주파수 

특성도 같은 방법으로 비교하여 보았다. Fig. 4에서 

주파수에 따라 신호의 크기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위와 같이 제작된 

정전위기의 주파수 특성이 PAR 273보다 월등히 

좋으며 100 kHz까지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물론 PAR 273의 경우 감쇠된 신호를 다시 

외부에서 LIA로 증폭하게 되지만 Signal-to-Noise 
(S/N) 비가 작아지게 된다.

시스템의 성능

우리가 제작한 임피던스 측정시스템의 성능을 상 

품으로 널리 알려진 PAR model 378 system과 비 

교하여 보았다. PAR 378 system은 정 전위기로 PAR 

273을 사용하였고 LIA로 PAR 5208을 사용하였으며 

컴퓨터로는 IBM PC/AT를 사용하였다. 주파수의 

사용 범위가 10Hz 이상일 때는 LIA를 사용하였으 

며, 주파수 범위가 10Hz 이하일 때는 우리가 제작한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FFT를 사용하였다. 이 시스 

템은 작업 전극에 걸어준 전위와, 그 때 흐른 전류를 

측정하여 임피던스를 구하며 LIA를 사용할 경우 각 

주파수마다 이 작업을 반복하며 FFT를 사용할 경 

우에도 전위와 전류의 양을 각각 측정하여 임피던 

스를 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전위를 측정하는 

회로와 전류를 측정하는 회로의 주파수 특성이 같

Jotmt이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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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bitrary Time

Fig. 5. Shape of a synthesized pseudo-random noise.

아야 한다.

우리가 제작한 시스템은 실험이 진행되는 도중에 

는 전류의 양만 측정한다. 같은 기기 setup에서 실제 

cell 대신 정밀저항을 사용하여 전류의 양을 측정 

하여 전위의 값과 측정 회로의 주파수 특성을 구하여 

임피던스를 계산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사용했을 

때의 장점은 측정시간이 반으로 줄고, 항상 같은 

회로를 사용하여 전위와 전류를 측정할 수 있어서 

신호의 성격에 따라 회로의 선택이 자유롭다는 것 

이다. 즉, 전류에 직류 성분과 교류 성분이 섞여 있을 

경우 임피던스 측정에 필요없는 직류 성분을 제거 

하고 교류 성분만 증폭시키기 위하여 HPF를 사용 

하거나 aliasing을 방지하기 위하여 LPF> 사용할 

수 있으며, 증폭기의 주파수 특성도 신호의 크기나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본 시스템에서는 sine wave 15개가 흘수 배수로 

조화(odd harmonic) 된 PRN을 사용하였으며, 이 

PRN의 모습은 Fig. 5와 같다. 기본 주파수(base fre- 
quency) 는 PRN의 한 주기에 해당하는 주파수이며, 

각 sine wave 의 주파수는 기본 주파수의 1, 3, 5, 

7, 9, 13, 17, 23, 31, 43, 59, 77, 107, 139, 205배의 

값을 가지며 크기는 모두 같고 위상은 무작위로 

합성되었다. 흘수 배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전류-전위의 관계가 선형이 아니므로 아무리 작은

C
R1 ------ II------

~4缽厂 R2 —

一VA—J
Fig. 6. Circuit of dummy cell used for the performa
nce test of impedance measurement system.

Table 1. Experimental parameters for system perfor
mance test

Dummy cell I II III

Cell components
Rl/Q 5.665 5.62 81.80
R2/n 82.96 81.80 10050
C/나' 0.2208 15.21 15.18

Ref. R/O 20.04 20.04 1990
PRN

Base Freq./Hz 488.3 7.629 0.0596
Acq. Rate/Hz 500000 12500 244.14
Data Acquisition
Acq. Time/s* 0.0082 0.524 67.11

Amplifier
Total gain 128 128 16384
Filter used — — <10 Hz

*4 cycles of base frequency (See text.)

값의 전위를 걸어준다 하여도 2배의 주파수(second 
harmonics) 를 가지는 전류가 조금이나마 흐르기 

때문에 이 신호가 주 신호에 섞이지 않게 하기 위 

함이다.

제작된 임피던스 측정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극 계면의 가장 일반적인 model로서 저 

항과 축전기를 이용하여 Fig. 6과 같이 가상 cell을 

구성하였다. 여기에서 R1 은 보정되지 않은 용액저 

항으로 기준전극과 작업 전극 사이의 저항을 뜻하며, 

R2는 전하 전달(charge transfer) 과 관련된 저항으 

로 반응속도와 역수관계에 있고, C는 전기적 이중 

층의 정전용량(double layer capacitance)을 의미한 

다. 이 회로에는 보정된 용액저항, 즉, 기준전극과 

보조전극 사이의 저항이 없으므로 기준전극과 보조 

전극은 서로 이어진 상태이다. 여러 주파수 대역에 

대한 성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세 가지 가상 cell을 

만들어 시험하였다. 가상 cell을 제작하는데 사용된 

소자와 기준이 되는 정밀저항의 정확한 값은 E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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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lex plane plot of the impedance corres
ponding to the dummy cell (a) I, (b) II, and (c) III.

Video Bridge 2150으로 측정하였다. 각 가상 ce"과 

실험 변수의 값을 Table 1에 실었다• FFT를 사용 

하는 본 시스템의 경우와 PAR 378에서 FFT-t- 사 

용하여 가상 cell III을 시험할 때에는 PRN의 4주 

기의 데이타를 수집하여 평균한 뒤 처리하였다. 따 

라서, 자료 수집 시간이 4배 길어진 반면 S/N비는 

2배 증가했을 것이다.

수집된 자료는 시간 대역 (time domain) 의 자료 

이며 이것을 푸리에 변환시켜 주파수 대역(freque
ncy domain) 의 자료로 만든 후 다음과 같이 임피 

던스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 Z는 임피던스, /는 주파수, E는 전위, 7는 

전류, R은 기준저항값, 队은 기준저항에 흐른 전류,

Table 2. Statistical comparison between Lab-made sy
stem and PAR 378

Dummy cell I II III

Frequency Range (Hz) 0.49 k 
-100 k 

Radius of Semicircle (Q)

7.6
~ 1.6 K

0.06 
-12.2

Theoretical 41.48 41.40 5.025 k
Lab-made 41.24 41.16 4.986 k
PAR 378

Standard Deviation
41.46 41.36 5.021 k

Lab-made (Q) 0.19 0.57 0.097 k
(%) 0.16 1.4 1.9

PAR 378 (O) 0.38 0.55 0.036 k
(%) 0.92 1.3 0.7

T는 증폭 회로 및 filter의 전달함수이며 7c는 가상 

cell 에 흐른 전류를 뜻한다.

이렇게 각 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를 구하여 복 

소수 평면에 점을 찍어 보면 Fig. 7과 같이 반원 

형태가 되며 이 반원의 지름은 가상 cell의 R2에 

해당되며 반원의 높은 주파수쪽(왼쪽) 이 X축과 만난 

곳이 R1 에 해당된다. 이 그림에서 동그라미는 우리 

가 제작한 시스템에 의하여 얻은 값을 나타낸 것 

이며, 네모는 PAR 378, 실선은 이론적인 값을 나 

타낸 것이다. 이 자료로부터 최소 제곱법으로 반원의 

반지름을 구하여 비교하여 보면 Table 2와 같다. 이 

표에서 보면 반원의 반지름값이 PAR 378로 구한 

경우가 제작된 시스템보다 정확했으나 각 점들이 

이론값에서 벗어난 정도를 통계 처리하여 표준편차 

를 구해 보면 높은 주파수 범위에서는 우리가 제작한 

시스템이 더 정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 

가 제작한 시스템은 낮은 주파수 범위에서 불안정 

했으며 그 이유는 주파수 대역을 높임으로 해서 

회로의 안정성이 희생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이 시스템의 오차가 정확도에 있어서 1% 
보다 작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 

시스템의 근본적인 장점은 전 주파수 구간을 FFT로 

처리하기 때문에 측정시간이 짧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상 cell I의 경우 PRN의 4주기를 측정하는데 

0.0082초 밖에 걸리지 않는데 비하여 LIA를 사용 

하는 상품의 경우는 수분이 걸리기 때문에 특히 

시간에 따라 계면의 상태가 변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제작한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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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지금까지 우리가 제작한 시스템의 성능을 알아보 

았다. 이 시스템은 전기화학적 임피던스를 측정하 

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계면의 임피던스가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LIA를 사용하여 장시간에 걸쳐 

측정했을 때 야기되는 데이타간의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와 같은 경우는 전기화학적 

임피던스 측정을 하고 있는 많은 실험실에서 경험 

했으리라 생각된다. 앞으로 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부식 초기에 시간에 따라 계면의 임피던스가 변화 

하는 것을 관찰하여 부식 초기의 반응메카니즘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결과는 1987〜1988년 과학기술처에서 시 

행한 일반 출연연구사업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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