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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 수용액에서 아닐린(aniline)을 전기화학적으 

로 중합하면, 사용한 산의 종류에 따른 음이온이 혼입 

(doping)되면서 전기 전도성을 갖는 고분자 물질 

폴리아닐린(polyaninile)이 합성된다. 폴리아닐린의 

전기화학적 합성과 그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성질 

및 응용에 관하여 많이 연구된반면, 벤젠 고리에 

치환체가 있는 아닐린 유도체의 중합에 관한 연구 

보고는1。~15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특히 본 연구 

에서 취급하려는 오르토메톡시 아닐 린 (o-methoxy 

aniline, oMANI)의 중합은 유기 용매에 대한 용해도 

증가와m 부식 억제 효과에15 관한 연구 정도이다.

본 저자는 황산 용액에서 백금 전극을 사용하여 

아닐린의 전기화학적 중합에 관한 연구 보고를 하 

였으며,iw 이 보고에서 저자는 아닐린의 초기 단계 

산화 환원 반응 구조, 폴리아닐린의 성장 구조와 

분해반응 구조, 그리고 산화 상태에 따른 구조 모형 

(structural model)과 산화-환원 기구(redox scheme) 

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닐린 유도체인 

oMANI로부터 전기화학적 중합에 의한 전도성 폴리 

(0-메톡시)아닐린(poly(o-methoxy)aniline, PoMANI) 

이 생성될 때 PoMANI의 성장 기구"(growth mecha- 

nism)을 조사하였다.

실 험

oMANI는 Fhika사 제품을 두번 진공 증류한 후에 

질소 대기압의 어두운 곳에 보관하였다. 지지 전해 

질로 사용한 황산은 분석급 시약으로 더 이상 정제 

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모든 전해질 용액은 전도도가 

10-'ohmTcmT 이하인 이차 탈염수를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모든 전기화학 실험은 3-전극 쎌인 Princeton Ap

plied Research(PAR) Model 377A Coulometric Cell 

System을 부착한 PAR Model 273 Potentiostat/Gal- 

vanostat-f-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백금선(0.19cm?)을 

작업 전극으로, 백금 망을 대전극2로 Luggin 모세 

관을 통한 포화카로멜전극(SCE)을 기준 전극으로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 나타낸 모든 전위는 이 기준 

전극에 대한 값이다.

결과 및 고찰

1.0 M 황산 용액 중에서 oMANI의 순환 전압-전류 

곡선(cyclic voltammetry, cv)을 측정하여 Fig. 1과 2 

에 나타내었다. 에서 순환 회수에 따라 각각의 

피크 전류가 F讶.2처 럼 증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oMANI의 농도가 0.01 M 이하일 때는 전도성 고분 

자인 PoMANI가 성장되지 않는다는6 보고와 일치 

한다. 첫 순환에서 나타나는 0.8 V 부근의 산화 피 

크는 oMANI의 산화일 것이며, 이렇게 산화된 화학 

종이 이루는 새로운 물질의 가역적인 산화 환원이 

0.3V 부근에서 관측되었다. 아닐린의 경우로心 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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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ypical cyclic voltammograms for o-methoxy

aniline (0.01 M) in 1.0 M H2SO4. Potential range is 

— 0.2 to 0.9 volts vs. SCE with scan rate of 0.1 V/sec.

어 보아 oMANI가 산화되어 머리-꼬리(head나:o tail)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이중체(dimer)의 산화-환원인 

것으로 생각되나, 꼬리-꼬리(tail-to-tail) 결합에 의 

한 benzidine 구조를 갖는 물질의 산화-환원으로 

제안한 보고도& 있다.

F注 2에 서 0.2 V와 0.68 V 부근의 산화- 환원 전류 

가 순환 회수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전도성 

PoMANI-film이 성장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들 피 

크는 PoMANI의 산화-환원으로 생각된다. 0.45 V 

부근의 피크는 PoMANI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어 

나는 꼬리-꼬리(tail-to-tail) 결합에 의한 benzidine 

구조의 산화-환원으로 생각된다. 또한 깨끗한 백금을 

작업 전극으로 사용할 때 oMANI가 산화되기 시작 

하는 0.7V(Ep는 0.8 V) 이상에서 순환하여야 Po- 

MANI가 성장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그러나 이미 

백금 표면에 PoMANI가 입혀진 전극을 사용하면 

PoMANI의 두번째 산화가 시작되는 0.6V까지만 

순환하여도 PoMANI의 성장이 관측되었다. 이 현 

상으로 보아 PoMANI의 생성을 위하여 초기 단계 

(initiation reaction)에서 oMANI의 산화가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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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ypical growth curves for p시y(a-methoxy) 

aniline in 0.1 M o-methoxy aniline/1.0 M H2SO4. Pote

ntial range is —0.2 to 0.9 volts vs. SCE with scan 

rate of 0.1 V/sec.

이나 성장 단계(propagation reaction)에서는 oMANI 

보다 쉽게 산화되는 PoMANI의 산화에 의하여 성 

장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류상태 분극곡선(steady state polarization cu

rve, sspc)을 황산의 농도에 따라 측정하여 尸讶.3에 

나타내었다. Tafel-slope는 높은 분극(polarization) 

영역에서 50 mV, 낮은 분극 영역에서 80 mV로 측 

정되었다. 다른 Tafel-slope를 갖는 두 종류의 반 

응이 경쟁적으로 일어날 때 sspc는 한 점에서 교 

차하고 전류가 큰(속도가 빠른) 반응의 sspc만이 

나타난다.16" 따라서 3에 의하면 oMANI의 산

화와 PoMANI의 산화에 의한 성장 반응이 경쟁적 

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언급한 근거에 의하여 oMANI의 산화 과 

정과 PoMANI의 성장 과정에 대한 반응 구조(me

chanism) 를 Scheme 1 과 2로 제 안할 수 있다. o~Me- 

thoxy anilinium 이온(oMANIH*)의 pK。는 4.52°] 

다.19 따라서 용액 중에 존재하는 화학종은 oMA- 

NIH+일 것으로 보이나, 산화 전위가 걸려 있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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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nodic steady state polarization curves for 0.1 

M oMANI in aqueous H2SO4 solutions.

Scheme 1. Electrochemical oxidation mechanism of o~ 

methoxyaniline.

극에는 양의 하전(positive 아large)이 축적되어 이 

중층어ouble layer) 안에는 주로 중성인 oMANI로 

존재할 것으로 생각된다. oMANI의 산화 반응에서 

，이 속도결정단계(rate determining step, rds)라면 

측정되는 전류는 (1)식과 같다.

i = 2瑾(oMANI) exp(2 睥/时 (1)

여기서 g는 반응 /1의 포텐셜에너지도형(potential 

energy diagram)의 대칭 인자(symmetry factor), F 

는 Faraday 상수이다. 298 deg-K 수용액에서 (1)식 

을 상용 대수함수로 표현하면, 실험 조건에서 oMANI

Scheme 2. Electrochemical polymerization mechanism 

of o-methoxyaniline.

의 농도 변화는 무시할 수 있으므로 (2)식으로 표 

현된다.

log(0 = log(const.) + 2昭/0.0592 (2)

尸讶.1 에서 볼 수 있듯이 oMANI의 산화는 비가역 

반응이므로 8를 1/2로 가정하면2。Taf이-이ope는 59 

mV, pH-의존도는 0일 것이다. /海.3의 높은 분극 

영역에서 측정된 50mV의 Taf이-slope는 오차범위 

안에서 일치하고 있다.

만일 PoMANI-film이 oMANI와 PoMANI의 경 쟁 

적인 산화 반응에 의하여 성장한다면, 높은 분극 

영역에서는 oMANI의 산화 속도가 전체 반응속도를 

조절할 것이므로 kinetic parameter는 위에서 언급한 

Scheme 1과 거의 같을 것이다. 그러나 낮은 분극 

영역에서는 PoMANI의 산화 속도가 전체 반응속도 

를 조절할 것이므로 측정되는 전류는 (3)식과 같을 

것이다.

i = ?订%(PoMANI) exp(씨3FE/&7) (3)

Scheme 2의 propagation 1에서 rds 의 6를 1/2로 

가정하면 (2)식의 Tafel-slope 118/m mV는 刀값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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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없이 측정치 83mV와 일치하지 않는다. Po- 

MANI의 산화가 전극활성단(이ectroactive site) 당 

2一전자 이동에 의하여 일어날 것이므로 6는 0.36으로 

계산된다. 이 값은 폴리아닐린에 대한 보고W와 유 

사하며, potential energy diagram의 대칭성이 나쁠 

때 관측될 수 있다.如 앞에서 언급한 근거에 의하면 

PoMANI는 polyaniline의 경우와球 같은 경로를 

一 즉, 높은 분극 영역에서는 oMANI의 산화(S血次

1) 에 이어 propagation 2(Scheme 2)를 거치는 경로 

낮은 분극 영역에서는 이미 성장한 PoMANI가 산 

화되어 oMANI가 결합하는 propagation l(Scheme

2) 의 경로를一 따라 성장하며, 广methoxy의 전자를 

밀어내는(electron releasing) 성질이 oMANI의 산 

화를 아닐린의 경우】&보다 쉽게하여 polyaniline의 

성장 전위보다 낮은 전위(less positive potential)에 

서도 PoMANI가 잘 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의 연구비 지원(931-0300- 

019-2)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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