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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기화학적 미소수정진동자저울은 전극표면에서 발생하는 나노그램 수준의 질량변화를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이다. 역압전효

과를 가진 수정진동자 양면에 형성된 금속전극에 교대로 전계를 가하면 진동자의 두께에 따라 특정 공진주파수를 나타낸다. 공진주파수
는 전극표면에서 발생하는 질량변화에 반응하며, 전극표면의 금속이 용해될 때는 증가하고 석출될 때는 반대로 감소한다. 공진주파수와 
질량변화의 상관관계는 Sauerbrey 식으로 나타내고 이를 이용하여 금속의 침출반응때 발생하는 질량변화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 

특히 용해 후 침출액에서 침전, 휘발, 기타 화합물 형성 등 부반응으로 실험 후 발광분광분석이나 원자흡광분석 등이 용이하지 않은 금속
의 침출 반응기구 및 속도 연구에 매우 효과적이다. 그러나 수정진동자의 공진주파수는 질량변화 외에도 용액의 점도, 수압, 온도, 스트레
스, 그리고 표면거칠기 등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실험 시 이들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전기화학적 미소수정진동자저울의 응용 예로
서 염소를 이용한 백금의 침출 시 용해속도를 실시간 측정하고 이로부터 활성화에너지를 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소개하였다. 침출에 사용
된 백금시료는 수정진동자 양면에 형성된 1000 Å두께의 백금전극 중 침출액에 노출된 한쪽 면을 활용하였으며, 전해생성된 염소를 염산 
침출액에 주입하여 침출 시 용존 염소농도를 조절하였다. 실험결과로부터 염소에 의한 백금의 용해반응은 활성화에너지가 83.5 kJ/mol

로 화학반응율속임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전기화학적 수정진동자저울, 공진주파수, 질량 변화, Sauerbrey, 백금, 염소, 침출

Abstract

Electrochemical Quartz Crystal microbalance is a tool that is capable of measuring nanogram-scale mass change on electrode 

surface. When applying alternating voltage to the quartz crystal with metal electrode formed on both sides, a resonant frequency 

by inverse piezoelectric effect depends on its thickness. The resonant frequency changes sensitively by mass change on its 

electrode surface; frequency increase with metal dissolution and decrease with metal deposition on the electrode surface. The 

relationship between resonant frequency and mass change is shown by Sauerbrey equation so that the mass change during metal 

dissolution can be measured in real time. Especially, it is effective in the case of reaction mechanism and rate studies accompan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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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금속의 침출반응은 산 또는 알칼리용액에서 해당 금속
이 금속이온으로 용해되어 나오는 과정을 따르고 필요에 
따라 산화제를 첨가할 수도 있다. 이때 침출 반응기구나 
속도연구를 위해서는 침출액을 일정 시간 간격으로 채취
하고 이를 발광분광분석이나 원자흡광분석 등의 방법으
로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법이다. 그러나 침출액의 
금속이온 농도가 매우 낮거나 침출액의 양이 적어 샘플채
취가 실험 자체에 영향을 줄 때, 또는 침출된 금속이 침출
액에서 침전, 휘발 등 부가적인 반응을 일으킬 때는 상기
의 분석법 적용이 어렵고 침출반응을 동시에 관찰하는 실
시간 분석(In-situ Analysis)이 필요하다.

근래에 전자 및 광학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다양한 
실시간 분석법들이 개발, 소개되고 있고 전기화학적 미소
수정진동자저울(Electrochemical Quartz Crystal Micro-

balance, EQCM)도 그 일례이다. 원래 미소수정진동자저
울(QCM)은 진공증착기술 분야에서 증착박막의 두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해 오던 것을 용액 속에서 일어나는 나
노그램(10-9 g) 수준의 질량변화를 측정하는 연구에 도입
하면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초창기에는 일부 연구자들
이 자작하여 사용하던 QCM이 전자기술의 발달과 함께 
1970 년대 초에 상용 장비가 선을 보이며 그 적용이 급속
이 퍼졌다1). 그러나 진공 또는 기체 분위기에서 적용되던 
QCM을 용액 속으로 도입하려는 초창기 시도는 많은 어
려움을 겪었다. 진공 또는 기체와 달리 용액이 가지는 점
성, 수압, 복잡한 계면 현상 등은 안정적인 장비의 운용 및 
얻어진 데이터의 해석을 어렵게 하였다. 1982년 Nomura

와 Okuhara에2) 의해 유기용액에 수정진동자를 넣었을 때 
발생하는 주파수 이동이 최초로 보고되었고 Kanazawa3), 

Brukenstein4) 등에 의해 QCM의 본격적인 용액에서의 응

용 탐색이 시작되었다. 이후 용액 내에서의 QCM의 거동
에 대한 이론적, 실험적 연구와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 
용액 내 화학반응에 대한 QCM 적용 연구결과들이 보고
되었다. 특히 전기화학과 결합되어 전기화학반응이 진행
되는 동안 전극에서의 질량변화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것을 ‘전기화학적 미소수정진동자저울(EQCM)’이라고 하
고 일반적인 QCM과 구분하고 있다.

본 총설에서는 EQCM의 개요를 소개하고 이를 이용한 
전기화학 실험 예와 통상의 분석방법 활용이 곤란한 유가
금속의 침출실험에서의 적용 예를 소개하고자 한다. 

2. EQCM의 기본원리 및 구성

2.1. EQCM의 기본원리
2.1.1. 압전효과 (Piezoelectric Effect)

압전효과는 1880년 프랑스 물리학자 퀴리에 의해 발견
되었으며, 어떤 결정체에 기계적 압력이 가해지면 특정 
방향으로 전기분극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수정이나 
로셀염 등이 대표적인 물질이며, 압력을 가할 때 전압이 
발생하는 것을 압전직접효과라 하고 반대로 전압을 걸면 
결정체가 변형을 일으키는 현상을 압전역효과 또는 역압
전효과(Converse Piezoelectric Effect)라고 한다5). 

2.1.2. 수정진동자
수정은 역압전효과가 현저한 결정체인데 결정축에 일

정한 각도로 자른 판상의 수정 양면에 금속전극을 형성시
키고 전압을 교대로 가하면 특정방향으로 진동을 하게 된
다. 이때 가해주는 전압의 주파수가 전극이 형성된 수정
진동자의 고유 공진주파수에 도달하게 되면 공진현상에 
의해 진동의 진폭이 최대가 된다. 수정진동자의 진동은 
길이, 측면, 전단, 비틀림 방향 등 절단 방향에 따라 여러 

by precipitation, volatilization, compound formation, etc. resulting in difficulties on ex-situ AA or ICP analysis. However, it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during EQCM experiments that temperature, viscosity, and hydraulic pressure of solution, and 

stress and surface roughness can affect on the resonant frequency. Application of EQCM was shown as a case study on leaching 

of platinum using aqueous chlorine for obtaining activation energy. A platinum electrode of quartz crystal oscillator with 1000 

Å thickness exposed to solution was used as leaching sample. Electrogenerated chlorine as oxidant was purged and its 

concentration was controlled in hydrochloric acid solution. From the experimental results, platinum dissolution by chlorine is 

chemical reaction control with activation energy of 83.5 kJ/mol.

Key words : electrochemical quartz crystal microbalance, resonant frequency, mass change, sauerbrey, platinum, chlorine, l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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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형태로 진동하게 되는데 특정 모드 진동만을 유발
하기 위하여 수정을 특정 방향으로 가공하게 된다. 이 중 
EQCM으로 활용시 질량변화에 가장 민감한 형태는 수정 
진동자의 두께 방향에 대한 전단진동모드(thickness-shear 

mode)(Fig. 1)이고 대표적인 예로 rotated Y-cut 족의 AT- 

cut 과 BT-cut이다(Fig. 2)6).

2.1.3. Sauerbrey 식
공진주파수와 수정진동자에서 발생하는 질량 변화의 

상관 식은 1959년 독일의 Sauerbrey7)에 의해 제안되었다. 

식 (1)은 수정진동자의 공진주파수 변화와 전극표면에서 

발생한 질량변화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Δf = -
 







Δm = -Cf Δm (1)

f0 Resonant frequency (Hz)

Δf frequency change (Hz)

Δm mass change 

ρq density of quartz (2.648 gcm-3) 

μq (shear moduus of quartz ( 2.947×1011 gcm-1s-2)

n harmonic number parameter (for the first harmonic 

n=1)

Cf mass sensitivity factor or calibration constant

위의 식에서 질량변화를 나노그램 단위로 바꾸면 10 

MHz 수정진동자의 Cf는 0.2264 Hzcm2/ng의 이론값을 가
진다. 이로부터 식 (1)은 10 MHz 수정진동자 전극을 사용
할 경우 100 ng/cm2의 질량증가 시 22.6 Hz의 공진 주파
수 감소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Sauerbrey 식은 유
도시 적용된 가정에 의해서 질량변화를 유발하는 대상이 
균일하게 분포하고 단단해야 하며, 공진주파수 변화 범위
가 Δf/f < 0.05이어야한다8). Sauerbrey 식이 적용되지 않
는 경우 주파수-질량 변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 또한 진
행되었고 현재는 다양한 분야에서 EQCM 적용연구가 보
고되고 있다9-12). 

2.2. EQCM의 구성 
EQCM은 질량변화 측정과 동시에 전기화학적 실험을 

위한 작업전극(working electrode)으로 수정진동자 전극
을 사용하고 공진주파수로 발진시키기 위한 발진회로 및 
이를 구동하기 위한 정밀전원공급기, 그리고 주파수변화
를 측정하기 위한 주파수측정기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전기화학적 실험을 위한 포텐시오스테트(Potentiostat)가 
수정진동자에 형성된 금속전극 중 용액 노출면을 작업전
극으로 공유한다. 이때 포텐시오스테트와 발진회로의 전
기적 신호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구성된다. 또한 근
래에는 이들을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탑재된 컴퓨터
는 일반적인 선택이 되었다(Fig. 3). 

Fig. 1. The thickness-shear mode of vibration of quartz 
crystal. 

Fig. 2. The assignment of axes to q quartz crystal: AT-cut 
and BT-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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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수정진동자 전극
EQCM의 수정진동자 전극은 수정진동자의 양쪽 면에 

전기화학 실험을 위한 전극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용도에 
따라 특정 금속박막이 증착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금(Au) 과 백금(Pt)이며, 수정진동자
와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수십 Å내외의 크롬(Cr)이나 
티타늄(Ti) 사이층(interlayer)이 형성되어 있다. Fig. 4의 
왼쪽은 사이층으로 Ti, 전극으로 Pt를 사용한 10 MHz At- 

cut이고 오른쪽은 사이층으로 Cr, 전극으로 Au를 사용한 
6 MHz AT-cut의 예이며, 전극에 연결된 리드선 없이 공
급되기도 한다. 금 전극의 경우 티타늄은 균일한 사이층
을 형성하는데 비해 크롬은 Cr-Au 합금을 형성하는 차이
가 있다13). 사이층의 금속재질은 실험 용도에 따른 적절한 
선택이 필요하다. 한편 전극층은 일반적으로 1000~2000 

Å의 두께를 가지며. 표면은 경면처리(polished)된 것을 
주로 사용한다. 사용되는 공진주파수의 범위는 대개 5~10 

MHz 범위가 가장 많다. 공진주파수가 높을수록 Sauerbrey 

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질량변화 분해능은 높아지지만 사
용가능한 실험물질량은 적어진다.

2.2.2. 발진회로 
발진회로는 수정진동자 전극이 공진주파수에서 지속

적으로 진동하게 하며, 측정된 공진주파수 값의 출력도 
담당한다. 발진회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한 역사에 비
례하여 여러 가지 종류가 개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용
액의 점성에 의한 댐핑(damping) 효과가 큰 EQCM 활용 
환경에서는 발진이 약해지는데, 발진회로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구성이어야 한다. EQCM용 발진회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트랜지스트, TTL gate IC, 그리고 
differential video amplifier를 사용하는 발진기가 있다. 

많이 사용되는 것은 두, 세 번째 형태로 TTL gate IC를 사
용한 대표적인 것은 Bruckenstein 회로가 있다. Brucken-

stein에 의해 소개된 이 발진회로는 TTL 7404 HEX inverter

를 사용하여 수정진동자 전극을 공진주파수로 발진시킨
다. Gate IC를 이용한 발진회로는 용액과의 접촉 시 오버
톤 발진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LC 튜닝회로를 추가한다. 

Differential video amplifier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것은 
Buttry 회로인데, 강한 전류 귀환을 위해 고이득 차동증폭
기(high-gain differential amplifier)를 사용하였으며, 작
업전극의 실제 접지가 가능하여 Wenking-type 포텐시오
스테트 사용이 가능하다14). 연구 초기에는 연구자들이 기
본회로를 바탕으로 자작하여 연구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
았으나 최근에는 전기화학 장비 전문공급업체들이 EQCM

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EQCM 시스템을 선택하
고 사용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용액의 점도 등 전기화학
계의 특성에 따라 수정진동자 전극의 발진에 큰 차이가 발
생하므로 이를 세심히 고려해야 한다. 최근 시중에서 구
입 가능한 상용 EQCM 시스템은 아주 소량의 용액을 사
용하는 업체공급 셀 어셈블리에서만 안정적인 발진이 되
어 다양한 셀과 용액 환경에서 실험 시 한계를 가진 것들
이 많아 선택에 주의하여야 한다.

2.3. 수정진동자 전극 공진주파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EQCM 활용 시 용액 속에서 수정진동자 전극의 공진

주파수는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 전극에서의 
질량 변화 외에 수압, 용액의 점도, 온도, 전극 표면거칠

Fig. 3. Schematic of EQCM system.

Fig. 4. Quartz crystal electr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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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그리고 전극 반응 시 발생 가능한 스트레스 등이 있다. 

식 (2) 는 공진주파수 변화와 이러한 요인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 식이다15).

Δf = Δfm + Δfv + Δfp + ΔfT + Δfr + Δfs (2)

Δf   resonant frequency change

Δfm  mass change effect

Δfv  viscosity effect

Δfp  pressure effect

ΔfT  temperature effect

Δfr  roughness effect

Δfs  stress effect 

용액실험 시 질량변화 외의 주요한 요인들은 온도와 점
도이고 실험 시 주의해서 살펴야 할 것은 온도와 스트레스 
효과이다. 점도와 수압16), 그리고 전극 표면거칠기17) 등은 
실험 전에 어느 정도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고 그 영향의 
정도를 문헌이나 실험을 통해 파악, 통제 가능하다. 그러
나 온도와 스트레스는 실험동안 실시간 변동 가능성이 높
아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고려하여야 할 수준의 영향
을 받게 된다. 

2.3.1. 온도의 영향
Fig. 5는 AT-cut 수정 진동자 전극의 절단각도에 따른 

공진수파수의 온도 의존성을 나타낸 것이다14). 표준 AT- 

cut 절단각도가 35°15‘이며, 상온 부근에서는 온도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약 1°C의 온도변화에 대해 1 ppm 

정도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공진주파수 10 MHz의 경우 
10 Hz 정도에 해당 된다18). 그러나 온도가 40°C 이상 높
아짐에 따라 그 변화정도가 커지므로 용액을 가열해야하
는 경우가 대부분인 침출실험에 EQCM을 적용할 때는 온
도조절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또한 수정진동자의 표준 
절단각도로부터 조금씩 벗어남에 따라 주파수변화의 온
도의존성이 더 커지게 되는 것도 유의하고 이의 보정을 시
행하여야 한다. 

2.3.2. 점도의 영향
Kanazawa3) 등은 용액 속에서 수정진동자 전극의 공진

주파수가 용액의 밀도(ρ)와 점도(η)에 (ρη)1/2의 형태로 비

례해서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Muramatsu19) 등은 마찰
손실(motional resistance)로 표현되는 공진감쇄(resonance 

damping) 또한 (ρη)1/2에 비례해서 증가한다고 하였다. 달
리 말하면 수정진동자 전극이 용액 속에 놓이게 될 경우 
진동모드의 에너지 손실 비율을 의미하는 dissipation 

factor(DF)의 변화가 발생하고 이 역시 (ρη)1/2에 비례한다
는 것이다. AT-cut 수정진동자 전극을 용액에 노출시키면 
두께 전단 모드(thickness shear mode)로 진동하는 전극 
표면의 진동이 용액쪽으로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 전
단파를 만들게 된다. 5 MHz의 공진주파수를 가지는 경우 
공진주파수와 dissipation에 영향을 주는 용액층의 두께
는 대략 0.3 μm로 알려져 있다20). 이는 수정진동자 전극
표면에 질량 증가가 생기면 두께 전단 모드 진동이 더 힘
들어지고 공진주파수 감소가 일어나듯이 전극이 용액과 
접촉할 때도 유사한 현상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DF의 역
수인 Q-factor(Q)는 공진주파수(f0)와 진동출력이 공진주
파수 출력의 절반보다 큰 주파수대역 넓이인 반값전폭
(resonance width, Δf)의 f0/Δf로 정의되고 이 값이 클수록 
공진주파수에서 안정적으로 발진된다. 그러나 용액 속에서
는 댐핑에 의한 영향으로 Q-factor의 감소가 발생하고 점도
가 매우 높을 경우에는 공진이 안되는 상황이 발생한다21).

Fig. 5. The dependence of cutting angle on the frequency- 
temperature curves of AT-cut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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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스트레스의 영향
대부분의 경우 발생하는 스트레스 효과는 미미하다. 

그러나 전극 표면에 형성된 전착금속이나 기타 필름에서 
전기화학적 실험 시 고려해야할만한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수정진동자 전극의 공진주파수에 영향을 
준다. 스트레스가 발생할 경우 수정진동자 전극의 radial 

sensitivity function이 변하게 되고 이는 심각한 오차를 유
발하게 된다22). 실험적 육안 관찰로는 시료에서 스트레스
가 발생하였는지 알기 어렵고 스트레스에 의한 영향을 배
제하기 위해 SC-cut 수정진동자 전극을 사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는 스트레스에 대해 정반대의 주파수 변화 거동
을 나타내는 AT-cut과 BT-cut 수정진동자 전극을 사용해
서 실험적으로 전체 주파수 변화 중 스트레스 기여부분의 
분리가 가능하다. 이는 EerNisse에 의해 “double resonator 

technique”으로 제안되었다23). AT-cut과 BT-cut의 스트레
스 계수의 크기는 각각 –2.75×10-11 m2/N, 2.65×10-11 m2/N

이다24). 

3. EQCM의 적용 예

3.1. 은 전착(electrodeposition)을 이용한 
교정(calibration)

EQCM을 질량변화 측정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Sauer-

brey 식에 의한 주파수-질량변환 관계가 유효한지 먼저 

검증하여야 한다. 즉, 실험적으로 식(1)의 Cf 값을 구하고 
이 값이 이론적으로 계산된 값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EQCM의 교정에는 전
착 시 전류효율을 100 %로 가정할 수 있는 은(Ag), 구리
(Cu) 등의 금속이 사용된다. Vatankhah15) 등은 은의 전착
을 이용하여 전기화학적 전착기법에 따른 Cf 값의 신뢰도 
차이를 조사하여 7~16 원자층 정도의 전착을 정전류 또는 
정전압법으로 할 경우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보고를 참조하여 황산은 용액에서 
정전류법에 의해 금으로 형성된 수정진동자 전극 위에 은
을 전착하는 방법으로 교정상수(Cf)를 구하였다.

3.1.1. 실험 방법
본 실험에서는 Autolab 포텐시오스테트 302N과 Maxtek 

사의 RQCM 모델을 사용하여 EQCM 시스템을 구축하였
다.(Fig. 6) 수정진동자 전극으로는 금이 증착된 Quartzpro 

사의 10 MHz AT-cut을 사용하였다. 교정상수를 구하기 위
한 은 전착 용액은 0.5 mol/L 황산 용액에 황산은(Ag2SO4, 

kojima)을 용해하여 1.5 mmol/L 농도로 제조하였다. 전
기화학셀은 워트자켓이 달린 200 mL pyrex 반응조에 Sat. 

KCl Ag/AgCl 참고전극과 백금 대전극을 사용하여 삼전
극(3-electrode) 시스템으로 준비하였다. 실험 전 고순도 
질소(99.999 %)를 24시간 이상 주입하였고 용액온도는 

Fig. 6. Apparatus of EQCM and potentiostat for Ag de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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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 항온조를 이용하여 25°C로 유지하였다. 수정진동자 
전극이 마운트된 아크릴 전극 홀드를 용액 속에 장입하고 
32 μA/cm2 정전류를 인가하여 은을 전착시켰다. 이때 전
착된 은의 질량은 전류효율이 100 %라는 가정하에 이론
적으로 계산하였다.

3.1.2. 실험 결과 및 고찰
Fig. 7은 정전압 인가에 따른 은 전착 시 전극전위와 공

진주파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정전류가 인가됨에 따
라 전극전위가 0.56 V에서 떨어지기 시작하여 0.45 V 정
도에서 유지되었다. 수정진동자 전극의 공진주파수는 직
선적으로 감소하였다. Fig. 8은 은 전착 시간에 따른 공진
주파수 변화로부터 Sauerbrey 식에 의해 계산된 Cf 값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전착이 진행됨에 따라 약간 작아
지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전착이 60, 120, 180 초 동안 
진행됨에 따라 0.229, 0.226, 0.225 Hzcm2/ng의 값을 나
타내었다. 10 MHz 수정진동자 전극의 이론적 값은 0.226 

Hzcm2/ng이며, 이론값을 나타낸 전착 시간은 120 초이었
다. 전착층이 두꺼워짐에 따라 Cf는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Vatankhah15) 등에 의해 보고된 결과
와 비슷하였다.

3.2. 백금 염소침출의 속도론적 연구
EQCM의 효과적인 응용 예는 유가금속이 침출 시 용

액 내에서 부가적인 반응을 통해 용해된 양의 측정이 용이
하지 않은 경우나 용액 샘플링이 실험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경우 등이 있다. 백금족 중 Ru은 산화제로 염소를 사용하
여 염산용액에서 침출이 가능하나 침출과 동시에 휘발되
는 반응도 가능하므로 용액 샘플링 후 ICP 분석 시에는 큰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백금족은 고가이므로 침출
용액의 부피를 샘플링이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크게 연
구를 진행하기 어려울 경우도 있다. 이때 전기화학적으로 
전압, 전류를 인가하거나 또는 OCP(open circuit potential)

만을 측정하는 등 전기화학적 자극없이 공진주파수의 변
화만을 관찰하는 침출실험을 실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염소를 산화제로 사용하여 실험시의 안전상 최소규
모의 실험 장치를 이용한 백금의 침출 연구에 대해 EQCM

을 적용한 예를 소개하였다.

3.2.1.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산화제로 염소를 실시간으로 전해생성

하여 침출조 내로 공급하였고 침출액은 염산용액을 사용
하였다. 침출시료는 International Crystal Manufacturing 

사의 10 MHz AT-cut 수정진동자 전극의 용액노출면 백
금 전극을 사용하였다(Fig. 4의 왼쪽). 이때 사용된 수정
진동자 전극의 측정값 Cfmeasured와 이론값 Cftheoretical의 비 
Cfmeasured/Cftheoretical은 1.02±0.03이었다. 침출조는 340 mL 

용량의 워터자켓이 달린 pyrex 반응조이며, 실시간으로 
전해생성된 염소를 주입하기 위한 가스 버블링 장치가 구
비되어 있다(Fig. 9). 침출시 침출액의 온도는 순환항온조
를 사용하여 ± 0.1°C 이내로 조절하였고 용액내 용존 염
소의 농도는 요오드 적정법(Iodometric titration)25)으로 
확인하였다. 실험은 5 mol/L 염산용액의 온도가 설정값에 

Fig. 7. Change of quartz crystal electrode potential and 
resonant frequency during Ag deposition in 0.5 
mol/L H2SO4 with 1.5 mmol/L Ag2SO4 at 25°C.  

Fig. 8. Calibration constant vs. deposition time during Ag 
deposition in 0.5 mol/L H2SO4 with 1.5 mmol/L 
Ag2SO4 at 2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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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하면 염소주입을 정지하고 15 mmol/L로 정해진 염
소농도를 적정법으로 확인하였다. 용액 온도와 용존 염소
농도가 목표값에 도달하면 수정진동자 전극을 침출조에 
장입하고 백금의 용해에 따른 공진주파수 변화를 측정하
였다.

3.2.2. 실험 결과 및 고찰
Fig. 10은 용액온도에 따른 백금의 용해에 따른 공진주

파수 변화로부터 Sauerbrey 식에 따라 계산된 질량감소를 
나타낸 것이다. 전극을 용액에 장입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백금의 용해에 따른 질량감소가 측정되었으며, 질량
감소 기울기는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커졌다. 이로부터 

백금용해의 활성화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 동일 조건 반복
실험을 실시하여 실험오차를 줄였고 질량감소가 직선적
인 구간을 해당 온도에서의 용해속도로 선택하였다(Fig. 

11). 이로부터 Arrhenius plot을 구해보면 Fig. 12와 같고 
이때 기울기에 해당하는 활성화 에너지는 83.5 kJ/mol이었
다. 이는 백금의 침출 반응이 화학반응율속임을 의미한다.

4. 결    론

EQCM은 역압전효과를 나타내는 수정진동자의 공진
주파수 변화를 이용하는 미소질량변화측정 시스템이다. 

특히 실시간으로 해상도 nanogram 수준의 질량변화 분석

Fig. 10. Mass change vs. leaching time in 5 mol/L HCl with 
15 mmol/L Cl2. Fig. 9. Apparatus for Pt chlorine leaching using EQCM.

Fig. 11. Maximum dissolution rate of Pt vs. solution tem-
perature in 5 mol/L HCl with 15 mmol/L Cl2. Fig. 12. Arrhenius plot obtained from Fig.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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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여 금속의 용해와 전착, 다양한 유, 무기 막특성 
연구, 센서로서의 응용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공진주
파수 변화를 질량변화로 변환하는 원리는 Sauerbrey에 의
하여 식으로 제시되었으며, 질량변화 외 온도, 용액 점도, 

수압, 스트레스 등등의 이유로 공진주파수가 변하는 원인
들에 대해서는 실험 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제어할 필
요가 있다. EQCM의 활용 예로 은의 전착과 백금의 염소 
침출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였다. 은의 전착은 Sauerbrey 

식 적용에 필요한 calibration constant를 측정하는데 널리 
활용되며, 본 연구에서는 정전류법에 의해 10 MHz At-cut 

수정진동자 전극에 대해 평균 0.2267 Hzcm2/ng로 이론값
에 가까운 값을 얻었다. 또한 백금의 염소침출 시 수정진
동자의 전극 물질로 증착된 백금을 실험시료로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용액 온도에 따른 백금의 용해속도를 측정하
였다. 이로부터 염소침출 시 백금용해의 활성화에너지는 
83.5 kJ/mol이고 화학반응율속임을 밝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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