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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학 실험시, 셀내의 전극 가까이에서 일어나 

는 농도 변화 속도（ac/at）를 서술하는 농도의 동적 

방정식（dynamic equation）은 Fick의 제이법칙에서 유 

래한 편미분 방정식이다. 디지틀 시뮬레이션（DS）은 

순환 전압-전류법（CV） 실험에서 처럼 （경계조건이 

비선형이므로） 닫힌 해석적 해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에 수치해를 얻는 강력한 수단이다.I Runge-Kutta 

적분법（RK 법）5은 상미분 방정식을 수치적으로 푸 

느 유한 차분법 （finite difference method） 중에서도 

명시법（ Explicit）에 속한, 방법의 하나다. EX Euler 

법에 비하여 안정성 범위가 넓고 수렴이 빠르며 불연 

속화 （discretization） 과정에 수반되는 생략오차 （tnm- 

cate error）가 적다는 장점 때문에 가장 애용되는 방법 

이다.

확산항에 짝지어 빠른 화학반응이 진행할 때但C 
mechanism） 재래식 유한 차분법의 한계가 지적되고" 

그 대안으로 RK 법 이 암시되 었다.8 그리고 한참후에 

（14년） 이 RK법을 화학반응 항에만 적용하였다J 비 

교적 최근에야 Britz，에 의하여 확산항과 화학반응항 

을 함께 묶어 처리하는 ooupled algorithm 이 소개되 

었으나 RK 적분법 자체의 오차 및 상대적 효율성（표 

준 EX법에 비하여 주어진 정확도를 얻기 까지의 

CPU시간） 문제만을 취급하였다. 즉 몇가지 수행능 

력특성의 평가에만 국한 되었는데 그것도 전위 점 

프, 대시간 전위차, 대시간전류법, 및 선형 훑음 전 

압-전류법에만 적용하였다. 본 단신에서는 제 3차 

RK 적분법을 사용하여 구형전극에서 전기화학 반응 

（A + e「B）에 이어 환원생성물의 농도가 균일 화학 

반응（일차 반응속도 상수 k）에 의해 감소하는 경우 

（EC罔 CV 응답을 여러 가지 k값에서 디지틀 시뮬 

레이션 하였다.

환원제 B 에 대하여 무단위 동적방정식은

3C/dT=dB （死/泗+2-RdC/dR） - KC

이며 각 변수 들（대문자들）은 통상적 의미를 갖는 변 

수（소문자）들을 규격 변환한 것으로 무차원이다. dB는 

A, B의 확산계수의 비（Db/DQ, 日은 원통 또는 극좌표 

의 방사 방향 축（횡축）의 변수「을 규격화한 것（r/VD© 

이며, C=c/c*A, T=t/t, K=kc이다. 여기서 T는 실험에 

소요된 시간이다. 괄호 속의 두 번째 항은 모양에서 

일반화된 전극으로 구형전극에 대한 확산항을 나타 

낸 것으로 지름이 크면 평면전극에 해당한다.

점-방식 （point method） 분포（거리간격 h, 시간계단 

&）면에서 불연속 점들, r=0, h, 2h,... 間（6孑（D©）에 

서의 농도를 Co, Ci, 勿, … c/mh^ax/h）라 하고 한 점 

G에서 위 식의 오른편 만을 불연속화（semidiscre

tization） 하여 상미분 방정식을 얻어 3차 RK 적분법 

（RK3）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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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imulated cyclic voltammograms for a large spher
ical electrode (linear diffusion) showing the effect of homo
geneous rate constant (K) on the curve shape. Inset shows 
those for large rate constant, K=100.0 (upper) and 1000.0 
(lower).

dB=l, ST/H2=X=0.4, time counter j（NX）=1000, 

space index i（NX）=380（8T=10-3, H=0.05, 여기서는 

T가 전위를 한쪽으로 switching potential 까지 훑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10 P unit 임）등으로 설정하였다. 

다섯•점 （five-point） 근사법으로 전류값（G 값; 전극표 

면에서의 기울기, G-Approximation）을 구했다. 이러 

한 흐름도에 의 하여 FORTRAN 언어로 coding 한 프 

로그램 m을 pc（486）를 써서 double precision 계산을 

실행하였다.

&）를 irs（평면전극）에 고정하고, K를 10~3~103 

범위에서 변화시킨 결과로 얻어진 순환 전압전류 그 

림 중에서 대표적 인 것（구형전극）을 Fig. 1에 실었다. 

K값이 0.001 일 때 AEp=Ea-Ec 값이 58.0 mV, 전류 비 

GJ& 값은 0.972 여서 순수 확산 지배 영역임（pure 

diffusion controlled zone; DP）을 알 수 있다. K값을 

1이하에서 자세하게 나누어 시뮬레이션 하여 Ga가 

영이 되는 K값, 즉 순수 속도론적 영역 （pure kinetic 

zone; KP）은 0.7이었다. zone analysis 결과는 다음과 

같다.

DP Mixed Control KP 
---------------- 1 1一_kf 

0.01 0.7

여기서 경계값들이 Nicholson과 Shain의 값"（0.02 

및 1.5）의 절반인 것은 T의 정의가 반이기 때문이다.

Fig. 2. Working curve, ratio of anodic to cathodic peak 
current (G) as a function of K.

LOG K

Fig. 3. Working curve for the estimation of the K in 
KP zone from the cathodic peak potential (Ec) shift.

Fig. 2 및 3은 실험결과로 부터 속도상수 K값을 추 

정해 낼 수 있는 작업 곡선을 보여준다. 모든 파라미 

터 .값들은 프린트되어 나온 데이터에서 읽었다. 6 

값들은 전압전류 그림（양극성 ）의 처음 평 평한 부분 

에 위치하는 세 개의 점을 봉우리 전위（旦）까지 수치 

적으로 외삽하여 이를 바탕선으로 잡고 얻었다. 이 

작업 곡선들은 RK적분법을 사용하지 않은 기존의 

수치적분법," orthogonal oollocation법,'? 및 재래식 

EX 법览3 등에 의한 결과와 잘 일치할 뿐 아니라 균 

일 화학반응 속도（K값）가 약 100배 더 빠른 반응까 

지 확장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본 simulation 에서 짜놓은 FORTRAN program은 

저자중 한 사람에게서 구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본 논문은 서울산업대학교 교내 학술연구 

비 지원에 의해 마련된 바 이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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