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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금(Au) 전극 위 에 전해 석줄한 철족 원소(Fe, Co, Ni)를 전극으로 phthalate 완중 용액에서 철족 원 

소의 부식과정을 조사하였다. Phthalate 완충용액의 pH의 변화에 대한 부식전위와 부식전류를 측정하여 각 원 

소(Fe, Co, Ni)전극의 산화반응과 환원반응에 대한 Tafel 기울기를 구하였으며 Tafel 기울기를 포함한 정량적인 

전기화학 인자를 측정하여 전극의 산화반응과 환원반응에 대한 반응 메커니즘을 제안하였다. Phthalate 완충 용 

액에 존재하는 화학 종의 흡착은 철족 원소 전극의 산화반응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인다.

주제 어: Anodic dissolution, Fe, Co, Ni, Phthalate buffer

ABSTRACT. The anodic dissolution of electrodeposited iron group elements (Fe, Co, Ni) were studied in phthalate 
buffer solution. The pH dependence of the corrosion potential, the corrosion current and Tafel slope was measured for 
each element. Based on the electrochemical parameters including Tafel slopes, we proposed the redox mechanism of the 
corrosion and the passivation. The adsorption of various phthalate species on the electrodeposited iron group elements 
seemed to be affected the corrosion mechanisms.

Keywords: Anodic Dissolution, Fe, Co, Ni, Phthalate Buffer

서 론

철족 원소(Fe, Co, Ni)의 부식 에 관한 연구는 철족 

원소의 효용성 때문에 광범위하게 연구되었다上4 철 

에 대한 부식 과정 연구들은 주로 산성 수용액과 염 

기성 수용액에서 수행되 었으며 여러 경로의 반응 메 

커니즘이 제안 된 바 있으며 염화 이온과 같이 금속 

표면에 흡착이 잘되는 음이온은 부식을 촉진시켜 공 

식(pitting corrosion)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최 

근에 Seo5 등은 EQCM(electrochemical quartz crystal 

microbalance) 실험 기법을 이용하여, 인산-완충용액 

에서 철이 부식되는 반응 메커니즘이 pH 5.0 부근에 

서 달라짐을 보고한 바 있다.

코발트 (Co)의 부식과 부동화에 관한 전기화학 연 

구는 1900년대 초에 Byers6, Grube와 Feucht7에 의하 

여 처음으로 보고된 이래, 현재까지 많은 연구자들 

의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주로 산성 수용액 

과 염기성 수용액에서 일어나는 부식 반응 메커니즘 

과 부동화(passivation) 현상으로 생성되는 피막의 성 

질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이4 아울러서 염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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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C「) 등의 할로겐화 이온의 첨가에 따라 일어나는 

공식 (pitting corrosion)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 

었다.E7 그러나 다른 철족 금속인 철(Fe)과 니켈(Ni) 

보다는 연구의 관심도가 부족하였다. 이는 Co와 Co- 

관련 물질의 상업적 응용도가 Fe와 Ni에 비하여 낮 

았기 때문이다. 최근에 우주항공 기술 개발의 일환 

으로 Co의 초 합금(s叩er alloy)이 개발되 어 '*" Co의 

부식과 부동화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 지면서 Foelske 

는 X-선 광전자 분광법에 의하여 Co의 부동화 피막 

이 일차적으로 낮은 전위에서 Co(Il)-oxide가 생성되 

고, 더 높은 전위에서는 Co(III)-oxide가 생성된다고 

제안한 바 있다?1

다른 철족 금속보다 화학적으로 안정한 니 켈은 재 

료의 부식을 방지하는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공업 

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니켈을 도금한 재 

료는 자동차 공업에 사용되는 부품을 제작하거나 공 

구 류를 제작할 때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산성 및 염 

기 성 수용액에서 니 켈의 부식 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2心, 최근에는 더 좋은 방식효과를 

얻기 위한 부식 억제 제에 관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22-24

본 연구에서는 금(Au)에 철족 원소(Fe, Co, Ni)를 

도금한 전극을 이용하여 phthalate 완충 용액에서 일 

어나는 부식에 대하여 Tafei 기울기를 포함한 정량적 

인 전기화학적 인자의 pH의 의존도를 조사하여 각 

원소의 산화 환원 반응 메커니즘을 제안하였다. 

실 험

구성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 표시한 전위는 포화 

Ag/AgCl 기준 전극에 대한 값이다. 모든 전기화학 

실험은 Ar 대기 아래에서 수행하였으며, 개인용 컴 

퓨터로 조정하는 EG&G PAR model 273 Potentiostat/ 

Galvanostat와 model 377A Coulometric cell system을 

이용하였으며 software는 동일 회사의 M352를 사용 

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시약은 시중에서 구입한 

분석 급(AR grade) 시약들이고 이온세기는 0.10 心 

하였다. 금전극에 도금하기 전과 후에 No. 1000의 사 

포(emety paper)에 이 어서 0.1 um alumina 곤죽으로 

덮인 emery clotl로 연마한 후 증류수로 씻은 다음에 

실험하였다.

결과 및 고찰

Phthalate 완충용액에서의 Tafei 기울기와 부식 전위 

그리고 부식 전류

pH 2.11〜7.06의 phthalate 완충용액에서 약 -1.1 V 

에서 -0.4 V 까지 전극전위를 5 mV/sec 속도로 변화 

시키면서 측정한 전해 석출한 철 전극의 전류밀도로 

부터 얻은 Tafei plot을 Fig. 1에 나타내었다. 철뿐만 

아니 라 코발트와 니 켈에 대하여 산화용해 반응이 일 

어나는 영역과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영역에서 각각 

linear fitting을 적용하여 Ta企1 plot으로부터 얻은 Ta企1 

기울기를 Table 1에 요약하였다.

Table 1을 개괄적으로 볼 때 Fe의 电 £는 pH와 무 

관하게 ~35 mY ~42 mV로 일정하나 Co의 경우 傷 

의 경우 pH와 무관하게 〜120 mV이나 辅는 pH < 4.0

기기 및 시약

작업전극은 BAS(bioanalytical system)사 제품으로 

직경이 2.0 mm인 원판 형 금(Au-DISK)전극에 철의 

경우 황산염 전해 ^(Fe(NH4)2(SO4)2.6H2O; 350g/lL, 

H2SO4 pH=3.0)에서 60 mA/crr?의 전류밀도로 환원 

분해에 의하여,코발트의 경우황산염 전해 셀(sulfate 

bath: COSO4.7H2O+H3BO3)에서 1.2 mA/cn?의 전류 

밀도로 환원분해로, 니 켈은 복염 전해 셀(double salt 

bath: NiSCU+NFUCl+FUBCh)에서 60 mA/cm의 전류 

밀도로 환원 전해에 의하여 석출하였다.% 도금의 기 

질로 금을 사용한 이유는 부식실험 중에 철족 원소 

가 벗겨 질 때 육안으로 쉽 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 

다. 기준전극은 포화Ag/AgCl, 보조전극은 Pt-wire로

-1.0 -0.8 -0.6 -0.4

Electrod으 Potential, Volts vs Ag/AgCl

Fig. 1. Typical Tafei plots for the Fe-disc electrode in phtha
late buffer solutions (scan rate: 5 mV/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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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afel slopes obtained from the Tafel plots m phthalate buffer s시uhons. 伐： anodic Tafel slope, 艮; cathodic Tafel slope.

pH

------- Elements Fe Co Ni
x^JIafel^Slopes^^ PoV 所V PoV 伉,V 队V

2.11 0.035 0.043 0.103 0.112 0.114 0.093
2.89 0.032 0.042 0.131 0.106 0.116 0.076
4.02 0.035 0.042 0.124 0.092 0.130 0.060
5.03 0.037 0.041 0.092 0.119 0.120 0.064
6.02 0.035 0.043 0.058 0.126 0.130 0.091
7.06 0.034 0.040 0.065 0.147 0.119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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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pH dependence of the corrosion potential in 
phthalate buffer solutions.

■ Co. d(logl)/dpH 드 - 0.33 -* - 0.12
• Ni , d(logl)/dpH = -1.00 -* ~ 0.00
★ Fe, d(logl)/dpH = -0.41

2 4 6 8

PH

Fig. 3. The pH dependence of the corrosion current in phtha
late buffer solutions.

에서는 〜 120 mY pH > 4.0에서는 〜60 mV 임을 알 

수 있다. Ni의 경우 辅는 -120 mV, 傷는 120-60 mV 

사이의 값이 관찰 되었다. 이러한 Tafel 기울기들은 

다음에 논의할 부식 메커니즘의 중요한 단서가 될 것 

이다.

Fig. 2와 3은 phthalate 완충용액의 pH의 변화에 따 

라 철족 원소의 산화와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두 영 

역의 Tafel 선이 만나는 점으로부터 얻은 부식전위 

(EG와 부식전류(ly)의 값을 아1의 변화에 따라 나 

타낸 것이다.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硏 Fe와 Co의 

부식 전위는 pH가 증가하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 

만 Ni은 pH가 증가해도 거의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부식 전위의 pH 의존도 역시 전극의 산화과정 

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Fig. 3은 phthalate 

완충용액의 pH의 변화에 대한 부식 전류의 상용로 

그 값을 도시한 것으로 Fe의 경우 pH 영역에 무관하 

게 dlo잉/dpH = -0.41 의 값을 보이고 있으나 Co와 Ni 

의 경우 pH 4를 기점으로 dlogl/dpH의 값이 크게 변

1 2 3 4 5 6 7

pH

Fig. 4. The pH dependence of the various phthalate chemical 
species.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phthalate 완충용액을 구성하 

고 있는 화학 종의 성분 변화와 일치하고 있다. Fig. 4 

의 pH에 따른 각 phthalate 화학 종의 몰 분율(mole 

fraction)^- 평형상수로부터 열역학적으로 계산한 것 

이다.%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pH<4.0 일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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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T와 HPT가 주 화학 종으로 존재하는 완중 용액 

게이나, pH>4.0 일 때는 HP「와 PT」의 비율이 pH를 

결정하는 완충 용액이다. Fig. 3에서 HP/의 분율이 

최대값을 보이는 pH 4.0를 기 점으로 Co와 Ni의 d(logl)/ 

dpH 기;이 크게 변하는 것으로 보아 HIT■와 PT」의 

흡착이 전극의 산화나 환원반응 속도에 영향을 끼 침 

을 알 수 있다.

Phthalate 완충용액에서 Fc 의 산화 환원 반응

Table 1을 개괄적으로 볼 때 와 &는 pH와 무관 

하게 각각 ~35 mV ~42 mV로 일정하며 Fig. 2와 3에서 

보는 바오} 같이 dEEn/dpH=-54.5mV이며 dlogWdpH = 

-0.41 이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phthalate 완 

중용액에서 Fe 부식은 1-전자이동의 산화반응을 속 

도결정단계로 다음과 같은 반응 메커니즘으로 설명 

할 수 있다.

산화반응

Fe + H2O ^Fe(OH)a*+H++e- (1)

Fe(OH)ads -> FeOH++e~ (rds) (2)

FeOH++H+ Fe2++H2O (corr) (3)

이 경우 산화전류 Id*는 속도 결정 단계(rds: rate 

determining step)인 반응식 (2)에 의해서 결정되며 다 

음과 깉'이 나타낼 수 있다. 평 형 상태 ⑴에 대하여

ki+( l-0)exp (aaiFE/RT}=k|.0[H+]exp (-aCiFE/RT) 

6/(1 -O)=(k"ki-)( 1 /[H+])exp((aal+acl)FE/RT}

=K|(1/[H+] )exp((aai+aci )FE/RT)

여기에서。는 co verage 를 나타내며 부식전류 Id*s는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ldiss=2Fk20exp (a^FE/RT} (4)

낮은 coverage 즉 0가 zero에 접근하면 부식전류 

1姦는 식 (5)가 된다.

ldiSS=2FK|k2(l/[H+])exp((aai+aCi+aa2)FE/RT)

=FK!b( l/[H+])exp (3FE/2RT} (5)

식 (5)로부터 얻어지는 anodic Tafid기울기, dE/dk)g] 

=~40mV로, 이는 실험에서 얻은 〜35 mV와 근접하 

고 있다(이 논문에 나타나는 %과 a<는 반응의 전이 

계수 또는 대칭인자로 일반적으로 1/2이며 K는 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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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k는 속도상수, 日은 기체상수, f는 Faraday 상 

수, T는 절대온도, E는 전극전위이다.)

환원반응

H++e~ (6)

H讪H2 (rds) (7)

반응식 (6)으로부터

ks+[H+]exp (-acf,FE/RT}=k^[Hads]exp (aa6FE/RT} (8)

환원전류 Iwi는 반응식 (7)o|] 의해서 결정되며

lcath=2Fk7[Hads][H+]exp (-ac7FE/RT}

=2FK6k7[H+]2exp(-(aa6+aC6+aC7)FE/RT)

=2FK6k7[H+]2exp (-3FE/2RT} (9)

식 (9)로부터 얻어지는 cathodic Tafcl 기울기, dE/ 

dlogl£atb=~40 mV로 이 역 시 실험값과 일치하고 있다.

부식전위(E=I膈J에서 (5)식 卜과 (9)식 為!은 같다. 

따라서 exp{3FE/RT}=constant*[H+?가 성립하므로 이 

론적으로 얻어지는 부식전입의 pH 의존도 dEcon/dpH 

=-59.2 mV로 이는 실험에서 얻은 -54.5 mV에 근접 

하고 있다. 부식전압에서 흐르는 전류는 부식전류이 

다. 부식전류의 pH 의존도를 구하기 위하여 l<olI=ldiss

를 이용하면 1歸 =1仙*】3峪constant*[H“가 된다. 

이 식으로부터 얻은 이론적인 부식전류의 pH 의존 

도 dlogLg/dpH=-0.5이다. 이는 실험값 -0.41 과 약간 

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차이는 Fe 전극에 

足0이 흡착되는 과정(반응 1)에 足PT와 HPT가 영 

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Phthalate 완충용액에서 Co 의 산화 환원 반응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Co가 용해되는 영역 

의 Tafcl 기울기는 pH의 변화에 크게 의존하며 부식 

전류 역시 pH 의존도를 보인다. Table 1을 개괄적으 

로 볼 때 傷는 pH와 무관하게 ~120mV이며 의 경 

우 pH < 4.0에서는-120 mV, pH > 4.0에서는 ~60 mV 

라 할 수 있으며 Fig. 2와 Fig. 3에서 보는 바오} 깉，이 

dEemr/dpHu-51 mV이며 dlogl/dpH의 경우 pH <4.0에 

서는 -0.30, pH >4.0에서는 -0.12이다. Phthalate 완충 

용액에서 Co의 부식이 pH 4.0을 기점으로 다른 양 

상을 보이는 이유는 Fig. 4에서 보는 바와 깉'이 pH 

4.0 부근에서 용액의 주성분이 H.PT, HPT에서 H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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叩2로 변화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phthalate 

완충용액에서 Co의 부식반응은 pH 4.0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반응 메커니즘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pH <4.0 일 경우

산화반응

Co+H^O —> Co(OH)aiis+H++c- (rds) (10)

Co(OH)讪 t CO++OH- (corr) (11)
2Co+t Co"+Co (corr) (12)

이 경우 산화전류 1姦는 반응식 (10)에 의해서 결 

정되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diss=Fk|l>exp (aai0FE/RT) (13)

식 (13)로부터 얻어지는 anodic Tafcl 기울기, dE/dlogl 

=~120 mV로, 이는 실험 에 서 얻은 〜120 mV와 오차 

범위 안에서 잘 일치한다.

환원반응

H++e" t Hms (rds) (14)

Hads+e~+H+-> H2 (fast) (15)

환원전류 1睥在는 반응식 (14)에 의해서 결정되며 식 

(16)이 될 것이다.

l£ath=2Fkl4[H+]exp (-a£l4FE/RT} (16)

식 (16)으로부터 얻어지는 cathodic Tafid 기울기 역 

시 〜120 mV로, 이는 실험에서 얻은 〜120 mV와 오 

차 범위 안에서 잘 일치하고 있다.

앞 절 Fe의 산화 환원 반응에서 적용했던 것과 같 

은 방법으로 부식 전위와 부식 전류를 구하면 부식 

전입의 pH 의존도 dE3„/dpH=-59그 mV로 이는 실험 

에서 얻은 -51 mV에 근접하고 있다. 식으로부터 얻 

은 이론적인 부식전류의 pH 의존도 dloglcon/dpH= 

-0.5이다. 이는 실험값 -0.33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차이는 Co 전극에 足0이 흡칙되는 과정(반 

응 10)에 FLPT와 HPT가 영향을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pH >4.0 일 경우

이 경우에 cathodic Tafel 기울기 食는 pH < 4.0에 

서오} 같은 〜120 mV 이지만 anodic Tafcl 기울기 伤 

는 pH <4.0일 경우와 다르게 〜60 mV에 접 근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산화반응 과정을 제안하였다.

산화반응

Co+H：Q u스 Co(OH)«is+H++e- (17)

Co(OH)讪 t Co++OH- (rds) (18)

반응 (18)에 대한 속도식은 다음과 같다.

k+i7(l -0)exp (aa 17FE/RT} =k_i 70[H+]exp (-«<, 7FE/RT) 

0/(1 -0)=(k+i7/k-i7)(l /[H+] )exp ((aa, 7+ac, 7)FE/RT)

=K| 7(l/[H+])exp((aa, 7+ac i7)FE/RT)

여기에서。는 coverage를 나타내며 부식전류 l=k0 

에 의하여 얻을 수 있다. 낮은 coverage 즉 0가 zero 

에 접근하면 부식전류 1応는 식 (19)이 된다.

ldiss=ki sK|7(l/[H+])exp ((aai7+aCi7)FE/RT}

=k|8Ki7(l/[H+])exp(FE/RT}(aai7=ac,7=1/2) (19)

식 (19)로■부터 얻어지는 anodic Ta创 기울기, dE/dbg] 

=~60mV로 실험에서 얻은 〜60 mV와 오차 범위 안 

에서 잘 일치한다. 반면에 환원 반응의 경우는 pH< 

4.0의 경우와동일하다.

앞과 같은 방법으로 부식 전위와 부식 전류를 구 

하면 부식 전입禅 pH 의 존도 <1膈„仙申=~-80 mV로 

이는 실험에서 얻은 -51 mV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 

며 식으로부터 얻은 이론적인 부식전류의 pH 의존 

도 dlogLWdpH 역시 -0.5로 이는 실험값 -0.33과 차 

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차이는 Co 전극에 H2O 

가 흡착되는 과정에서 pH가 증가할수록 HPT는 감 

소하고 PL는 증가하여 Co전극에 足0가 흡착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Phthalate 완충용액에서 Ni 의 산화 환원 반응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Ni가 용해되는 영역의 

Tafcl 기울기는 pH의 변화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한 

값을 가진다. Fig. 2에서 보는 부식 전위 역시 pH의 

변화와 관계없이 거의 일정한 값을 가지며 이는 Fe 

과 Co의 경우와는 확연히 다르다. 그러나 부식 전류 

의 경우 pH 의존도를 보인다. Table 1을 개괄적으로 

볼 때 P，는 pH와 무관하게 -120 mV이며 食는 60 mV 

-120 mV 사이의 깂을 가지며 Fig. 2와 3에서 보는 

바와 깉,이 dEE„/dpH=〜0mV이며 dlogl/dpH의 경우 

pH <4.0에서는 -1.0, pH >4.0에서는 〜0이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하여 phthalate 완충용액에 

서 Ni의 부식은 phthalate 화학종의 흡착 평형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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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는 1-전자이동의 산화반응(CrEi 반응구조)을 속 

도결정단계로 다음과 깉은 반응 메커니즘을 제안하 

고자 한다.

용액의 평형

H2PTIH++HIT Kai=1.12＞：10"3 (i)

HmH++PT」 Ke=3.90,10项 (ii)

산화반응

Ni+HIT 스 [Ni(HPT)Ris (20)

[Ni(HPT)「讪[Ni(PT)]-ads+H++e- (rds) (21)

[Ni(PT)「讪나「t Ni^+HI^T+e- (ftst) (22)

화학적 평형반응이 일어난 후에 전자이동이 일어 

난다고 생 각하면 위 반응식 에 대하여 다음과 깉은 식 

을 쓸 수 있다.

k+m(l-0)[HPT-]=kq>0 

0/(l-0)=(k+*kq>)[HFT]

=Kq>[HPr]=KqKWH2PT]/[H+] (23)

여기서 (关는 coverage를 나타내며 부식전류 1姦는 

식 (24)로 주어진다.

ld*=2Fk強xpgFE/RT} (24)

pH < 4.0인 경우 흡착에 침I여하는 [HPT]의 농도 

가 낮아 coverage 즉 0가 zero에 접근한다고 생각하 

면 식 (23)에서 아이며 이 경우 부

식전류 식 (24)로부터 식 (25)를 얻는다.

ldiss=2Fk2lK20Kal([HPrr]/[H+]}exp(aa2lFE/RT}(25)

이 경우 P，는 120 mV로 실험값과 잘 맞는다.

pH > 4.0 일 경우 흡착에 영향을 주는 [HIT]와 

[PT」]의 몰 분율의 합은 일정해진다. 이 경우 0가 1 

에 접근하는 full coverage 상태가 되는 것으로 보이 

며 부식전류 식 (24)는 식 (26)으로 나타낼 수 있다.

ld*=2Fkgp{(WE/RT} (26)

식 (26)으로부터 얻어지는 anodic Tafel 기울기 伤 

역시 120 mV로 실험값과 일치한다.

환원반응

실험에서 얻은 측정값은 60 mV~120 mV이나 Ni 

의 경우 정류 상태(stationary)에서는 130 mV, 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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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nor卜stationary) 상태에서는 67 mV로 다양한 cathodic 

Tafel 기울기가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논 실험의 

결과를 120 mV로 간주하여 산화반응과 유사한 반응 

식을 쓰면 다음과 같다.

Ni+Hm[Ni(HPT)「讪 (20)
[Ni(HPT)]-ads+e- NiH讪+PT」(rds) (27)

2NiHads t 2Ni+H. (fast) (28)

산화반응과 같은 개념을 도입하여 pH <4.0에서 환 

원전류를 구하면 식 (29)와 깉다.

]cath=2Fk279 exp(aC27FE/RT)

=2Fk27K2,)Kal {[HP『]/[H+]}exp{-oe7FE/RT} (29)

식 (29)로부터 얻는 cathodic Tafel 기울기 食는 120 

mV이다. pH > 4.0인 경우 산화반응과 마찬가지로 0 

가 1에 접근한다고 생긱하면 환원전류 1%)는 식 (30) 

으로 쓸 수 있다.

Idg=2Fk次;xp{-a"E/RT} (30)

이 경우 cathodic Tafel 기울기 食 역 시 120 mV이다.

부식전위 (E=I膈>•)에서는 1曲과 1睥0은 깉다. 따라서 

pH에 무관하게 exp,Kaqi+oe^FEE/RT^constant가 

성립하므로 부식전위의 pH 의존도는 dEcorl/dpH=0 이 

되며 이는 Fig. 2의 결과와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1歸=1姦*患을 이용하여 pH<4.0에서 식 (25)와 (29) 

로부터 구한 이론적 인 부식 전류의 pH 의존도 dlogl£01I/ 

dpH=-1.0으로 이는 Fig. 3에서 pH가 4.0 이하일 때 

의 결과와 일치하며 pH>4.0인 경우 식 (2切과 (30)으 

로부터 얻은 이론적 인 부식전류의 pH 의존도 dlogl£01I/ 

dpH=0으로 이는 Fig. 3에서 pH가 4.0보다 클 경우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결 론

Phthalate 완충용액에서 철족 원소(Fe, Co, Ni)의 산 

화 용해 반응은 서로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서 진행 

되는 것으로 보인다. Fe의 경우 fV와 食는 pH와 무 

고4하게 거의 일정하였으며 dE即dpH와 dlogl即dpH 

역시 일정하였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Fe 부식이 

Fe(OH)«ds->FeOH++e-로 이루어지는 1-전자이동의 산 

화반응이 속도 결정 단계일 때 잘 설명할 수 있었다. 

Co의 산화반응의 경우 体는 pH에 의존하지 않았으 



20 천정균 ■ 김연규

나 电와 dlogleg/dpH은 pH 4.0을 중심으로 서로 다 

른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Co 부식의 속도 결정 단 

계가 pH의 변화에 따르는 phthalate 화학종의 농도에 

따라 변함을 보여 주고 있다. Ni의 경우 I"와 dEeon/ 

dpH는 pH에 대한 의존도를 보이 지 않았으나 dlogUn/ 

dpH은 pH 4.0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값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Ni의 부식은 phthalate 

화학종의 흡착 평형이 선행되는 1-전자이동의 산화 

반응（CrEi 반응구조）을 속도 결정 단계로 하는 반응 

메커니즘을 제안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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