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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imulated wastewater containing the dye Rhodamine B (RhB) was electrolytically treated using a three-dimensional

electrode reactor equipped with granular activated carbon (GAC) as particle electrode. The effect of type of packing

material (GAC, ACF, Nonwoven fabric fiber coated with activated carbon), amounts of GAC packing (25-100 g), cur-

rent (0.5-3 A) and electrolyte concentration (0.5-3 g/l) was evaluated.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performance for

RhB decolorization of the 3 three-dimensional electrodes lie in: GAC > Nonwoven fabric fiber > ACF. When con-

sidered RhB decolorization, oxidants concentration and electric power, optimum GAC dosage was 50 g. Generated con-

centration of 3 oxidants (ClO2, free Cl, H2O2) was increased with increase of applied current, however optimum current

for RhB degradation was 2.5 A. The oxidants concentration was increased with increase of NaCl concentration and opti-

mum NaCl dosage for RhB degradation was 1.5 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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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전기화학적 처리공정은 물과 폐수로부터 유기물과 무

기물을 제거하기 위한 공정이다. 폐수처리에 대한 전기

산화(EO, electrooxidation)에 대한 최초 연구는 시안화

물의 전기화학적 분해에 대해 연구한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전기산화 기술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는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전기화학적 처리는 효율이 높고 처리량이 폭 넓고,

자동화가 용이하고, 장치가 간단하고 설치비가 저렴하

며, 공정이 간단하며 운전이 쉬운 장점이 있어 지난 20

여 년간 연구되어 왔다.1) 

많은 연구자들이 다른 종류의 전극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오염물질의 산화 효율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연

구하였으며, 전기촉매 활성도와 전극재료의 전기화학적

안정성의 개선과 공정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인자와 오

염물질 분해에 대한 제거기작과 동력학에 대해 연구하

였다.2,3) 

전기화학적 공정에서 오염물질은 직접 산화나 간접

산화 공정에 의해 파괴된다. 직접 산화 공정에서 오염

물질은 양극 표면에 흡착되고 양극의 전자전달 반응에

의해 파괴된다. 간접 산화 공정에서는 hypochlorite/

chlorine, 오존과 과산화수소와 같은 강한 산화제가 전

기화학적으로 발생한다. 오염물질은 생성된 산화제에

의해 벌크 용액에서 파괴된다. 모든 산화제들은 반응기

내(in situ)에서 생성되어 바로 이용된다.4,5) 

그러나 전기화학적 공정은 본질적으로 전해질 용액에

서 고체 전극과 이온 종 사이의 불균일 전자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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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terogeneous electron transfer)을 포함하는데, 전기화

학 반응의 속도는 전자전달속도(electron transfer rate)

에 영향을 받는다. 즉, 반응속도는 전극의 비표면적에

직접 비례한다. 그러나 표면적을 넓히는 것은 종래의 2

차원 전극 반응기에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6) 

또한 적용 전위(applied potential)는 주로 전극 사이

의 거리에 영향을 받는다. 전극 사이의 거리를 줄이는

것은 전해질을 통하여 저항 강하(ohmic drop)을 줄이고

셀 전압을 줄여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 3차원 전극의

사용은 양극과 음극 사이의 거리를 줄이고, 전극의 표

면적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3차원

전극은 2차원 전극과는 달리 많은 작은 입자들이 3차

원 전극 반응기에 사용된다. 적절한 전압에서의 전기장

의 영향 아래에서 이들 입자들은 분극화되어 전하를 띈

미소전극(microelectrode)을 형성한다. 전극의 비표면적

이 증가하고 반응물과 전극 사이의 거리는 짧아져 전

기분해 효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8) 

본 연구에서는 기본 전극으로 Pt와 스테인리스 스틸

(Sus)을 선정하고 3차원 전극을 위한 충전 물질로 입상

활성탄(GAC, granular activated carbon), ACF(acti-

vated carbon fiber) 및 활성탄을 코팅한 부직포(non-

woven fabric fiber)를 충전하여 기본 전극과 충전 물질

을 선정하여 일반적인 전기분해를 이용한 반응과 3차

원 전극을 이용한 반응의 성능을 비교하여 3차원 전극

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 운전인

자의 변화가 RhB 제거 성능과 생성 산화제 농도에 미

치는 영향을 같이 고찰하였다.

II. 연구방법

1. 실험 재료 및 실험 방법

분해대상 물질은 양이온성 염료인 Rhodamine

B(RhB)를 사용하였으며, RhB 분해 실험과 산화제 생

성 실험에 사용한 반응기는 회분식으로 제작하였다. 반

응기의 부피는 1 l이며(Fig. 1). 양극과 음극으로는

63×115 mm 크기의 메시형 Pt, Sus를 사용하였다. 양

극과 음극 사이의 충전 물질은 GAC, ACF 및 활성탄

이 코팅된 부직포(fab)를 이용하였다. GAC은 양극과

음극 사이에 100 g을 충전하였고, 이때의 양극과 음극

사이의 거리인 26 mm를 기준으로 ACF와 활성탄이 코

팅된 부직포를 충전하였다. 직류 전원공급기(Hyunsung

E&E, 50 V 20 A)를 이용하여 전극에 전원을 공급하였

다. 3차원 전극은 실험 전 흡착에 의한 분해를 막기

위하여 실험 농도와 같은 농도의 RhB 용액에 하루 동

안 함침시킨 뒤 실험하였다.

2. 분석 및 측정

RhB의 농도는 UV-VIS spectrophotometer(Genesis

5, Spectronic)를 사용하여 RhB의 최대 흡수파장인

554 nm를 측정하여 검량선을 사용하여 농도로 나타내

었다. Free chlorine 및 ClO2 농도는 HACH pocket

colorimeter와 free chlorine 및 ClO2 reagents를 사용

하여 DPD 방법(N, N-diethyl-p-phenylendiamine)으로

측정하였다. H2O2 측정은 1 M NaOH 50 µl를 첨가하

여 phenol red를 알칼리 용액으로 발색시켜 UV-Vis

spectrophotometer(Genesysis 5, Spectronic)를 사용하여

596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고, 과산화수소 표준용액

으로 작성한 검량선과 비교하여 농도를 구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RhB 분해와 산화제 생성에 미치는 전극의 영향

충전물을 충전하지 않은 2차원 전극 3종류(Pt-Pt, Pt-

Sus 및 Sus-Sus)와 3종류의 충전물을 충전한 5 종류의

3차원 전극(Pt-GAC-Pt, Pt-GAC-Sus, Pt-Fab-Pt, Pt-

Fab-Sus 및 Pt-ACT-Pt)의 시간에 따른 RhB 농도 변

화를 Fig. 2에 나타내었다. 2차원 전극의 RhB 분해 성

능은 Pt(+)-Pt(−) > Pt(+)-Sus(−) > Sus(+)-Sus(−) 전극의

순으로 나타났다. 양극이 같은 Pt-Pt 전극과 Pt-Sus 전

극의 성능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극이 Sus인 Sus-Sus 전극의 경우 RhB가 분해 되지

않고 40분 이후 색도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

났는데 이는 양극에서 Sus가 분해되어 용출되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3차원 전극 실험에서는 양극을

Fig. 1. Schematic diagram of 3-dimensional electrode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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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만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3차원 전극의 경우 Pt-ACF-

Pt 전극만 2차원 전극보다 초기 반응속도가 낮고 최종

RhB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전극은 충전

물 종류에 관계없이 2차원 전극보다 초기 반응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전물에 따른 RhB 분해는 음극의 종류에 관계없이

GAC >활성탄이 코팅된 부직포 > ACF로 나타났다. 각

2차원 전극과 3차원 전극은 전극 재질이 달라 1 A의

전류를 흘려주기 위한 전압이 달라져 적용 전력

(W=A.V)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비교를 위하여 단위 W

당 시간당 제거된 RhB 농도를 Fig. 3에 나타내었다. 2

차원 전극보다 3차원 전극의 RhB 제거량이 많았으며,

충전물에 따른 RhB 분해도 GAC >활성탄이 코팅된

부직포 > ACF로 나타났다. 양극과 충전물이 같고 음극

Fig. 2. Effect of electrode and filling material on the RhB

concentration (Current, 1 A; NaCl conc., 1 g/l; air

supply, 1 l/min).

Fig. 3. Effect of electrode and filling material on the removed

RhB concentration per min and W (Current, 1 A; NaCl

conc., 1 g/l; air supply, 1 l/min).

Fig. 4. Effect of electrode and filling material on the oxidants formation (Current, 1 A; NaCl conc., 1 g/l; air supply, 1 l/min). (a)

ClO2, (b) free Cl, (c) H2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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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Pt와 Sus인 경우 Sus보다 Pt가 RhB 제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최적의 전극 배열은 Pt-GAC-Pt로 사

료되었고 이후 실험은 이 전극배열을 이용하여 실험

하였다.

각 전극 배열에서 발생하는 산화제를 비교하기 위하

여 2차원 전극 중 성능이 우수하였던 Pt-Pt 전극과 Pt-

Pt 전극에 GAC, ACF 및 활성탄이 코팅된 부직포를

충전한 전극의 산화제 발생 농도를 Fig. 4에 나타내었

다. 오존도 측정하였으나 실험한 모든 전극 배열에서

발생농도가 낮게 나타나 그림에 나타내지 않았다.

2차원 전극인 Pt-Pt 전극과 3차원 전극의 산화제 발

생 경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Pt-Pt 전극에서는 유

리 염소와 과산화수소 농도가 3차원 전극에서 발생하

는 농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이산화염소

농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0분에서 Pt-Pt

전극과 Pt-GAC-Pt 전극의 이산화염소 농도는 각각 7.5

mg/l와 33 mg/l, 유리 염소 농도는 각각 5.32 mg/l와

0.48 mg/l, 과산화수소 농도는 7.5 mg/l와 0.49 mg/l로

나타나 총 산화제 농도는 20.32 mg/l와 33.97 mg/l로

나타났다. 생성된 산화제 중 전위차가 가장 높은 과산

화수소의 전위차는 1.77 V, 이산화염소의 전위차는 1.57

V이기 때문에,2) 전위차는 다소 낮지만 생성 농도가 높

은 이산화염소 생성량이 많은 Pt-GAC-Pt 전극의 RhB

분해성능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었다. 그러나 OH 라디

칼과 같은 라디칼도 유기물 분해에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정확한 것은 다른 산화제나 라디칼 분석 및 직접

산화 효과도 같이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2. RhB 분해와 산화제 생성에 미치는 GAC 충전량의 영향

실험한 2, 3차원 전극 중에서 단위 W당 시간당

RhB 제거율이 가장 높았던 Pt-GAC-Pt 전극을 이용하

여 GAC 충전량에 따른 RhB 농도 변화를 Fig. 5에

나타내었다.

GAC 충전량이 50 g 이상에서 RhB 분해속도는 차이

는 크지 않았다. 60분 후 최종 농도는 25 g의 경우

3.2 mg/l, 50 g은 1.6 mg/l, 75 g은 1.5 mg/l, 100 g은

0.5 mg/l로 나타나 최종 농도로 판단할 경우 100 g의

GAC를 충전한 경우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6에 전력을 고려한 단위 W당 시간당 RhB 농

도 감소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단위 W당 시

간당 RhB 제거량은 50 > 25 > 75 > 100 g로 나타나 가

장 성능이 우수한 GAC 충전량은 50 g로 사료되었다.

났다. GAC 충전량이 50 g이상에서 단위 W당 시간당

RhB 농도가 감소하는 것은 GAC 충전량이 증가할수록

양극과 음극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 1 A의 전류를 흘려

주기 위해 필요한 전압이 높아지게 되어 적용 전력량

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Fig. 7에 GAC 충전량에 따른 산화제 생성 농도 변

화를 나타내었다. 이산화염소의 경우 GAC 충전량이 많

을수록 생성되는 이산화염소의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나, 유리 염소의 경우는 25 g의 경우만 높게 나

타났으며 50-100 g의 경우 생성 농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산화수소의 경우 유리 염소와 같은

거동을 나타내었다. GAC 충전량에 따른 전체적인 산

화제 농도는 유리염소와 과산화수소의 경우 25 g의 농

도가 높지만 이산화염소 농도가 GAC 충전량 100 g에

서 가장 높기 때문에 Fig. 5에서의 가장 높은 RhB 제

거율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그러나

GAC 충전량에 따라 전력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종적

Fig. 5. Effect of GAC dosage on RhB concentration (Current,

1 A; NaCl conc., 1 g/l; air supply, 1 l/min). 

Fig. 6. Effect of GAC dosage on the removed RhB

concentration per min and W (Current, 1 A; NaCl

conc., 1 g/l; air supply, 1 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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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충전량 선정은 Fig. 5와 7의 RhB 분해성능과 산화

제 생성농도는 물론 Fig. 6과 같이 전력량도 같이 고려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3. RhB 분해와 산화제 생성에 미치는 전류의 영향 

Pt-GAC-Pt 3차원 전극에서 GAC의 충전량을 50 g로

유지하면서 전류를 0.5-3 A로 증가시켰을 때의 RhB 농

도변화를 Fig. 8에 나타내었다. 전류가 증가하면서 RhB

농도감소폭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5 A와 3 A

의 RhB 농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3차원

전극에서도 2차원 전극을 사용한 일반적인 전기분해 반

응과 같이 주어진 조건에서 최적 전류조건이 나타났

다.9) 또한 양극(스테인리스 스틸)과 음극(구리)에 GAC

를 충전한 3차원 전극을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배출수

처리에서 일정 전하 부하량 이상에서는 오염물질 제거

효율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한 김 등10)의 연구와 같

은 결과를 얻었다. 스테인리스 스틸 전극에 GAC를 충

전한 반응기에서 페놀을 처리하였을 때 COD 제거율은

일정 전력량 이상에서는 처리율이 비슷해지는데, 이는

전류효율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보고한 Xiong 등11)의

보고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GAC를 50 g 충전한 Pt-GAC-Pt 전극에서 전류의 변

화에 따른 산화제 생성 경향을 Fig. 9에 나타내었다.

실험한 모든 전류 범위에서 전류 증가에 따라 생성되

는 산화제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Ru-

Sn-Sb 전극을 이용한 전기분해 반응에서 전류를 1-3 A

로 변화시켰을 때 생성 유리 염소, 이산화염소, 과산화

수소 및 오존 농도와 RhB 분해능과의 상관과계를 고

찰한 결과 전류 증가에 따라 생성 산화제 농도가 증가

하지만 일정 전류 이상에서는 RhB 색도 감소율이 증

가하지 않아 최적 전류는 2 A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박

Fig. 7. Effect of GAC dosage on the oxidants formation (Current, 1 A; NaCl conc., 1 g/l; air supply, 1 l/min). (a) ClO2, (b) free Cl,

(c) H2O2.

Fig. 8. Effect of current on the RhB concentration (GAC

dosage, 50 g; NaCl conc., 1 g/l; air supply, 1 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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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12)의 결과와 비교할 때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GAC

충전량의 경우와는 다르게 RhB 제거에 대한 최적 전

류 이상에서는 산화제 생성 농도와 RhB 제거율의 상

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정 전류이상

에서는 산소와 수소 방출이 증가하고 열이 발생하는 등

부반응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보고한 Xiong 등11)과

Kong 등13의 보고와 비교할 때 전류가 증가할 때 간접

산화를 담당하는 산화제 생성농도가 높아지지만 전류

효율이 감소하고 부반응으로 인해 직접 산화 부분이 감

소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되었으나 직접 산화와 간접 산

화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은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4. RhB 분해와 산화제 생성에 미치는 NaCl 농도의 영향

2차원 전극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전기분해 반응에서

전해질의 농도는 중요한 운전인자이다. 3차원 전극에서

전해질인 NaCl 농도가 RhB 분해에 미치는 영향을

Fig. 10에 나타내었다. NaCl 첨가량이 0.5 g/l에서 1.5

g/l로 증가함에 따라 NaCl 첨가량이 증가하면서 RhB

분해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1.5 g/l 이상의

NaCl 첨가량에서는 RhB 분해율 증가가 적어 최적

NaCl 첨가량은 1.5 g/l로 나타났다.

Xiong 등14)은 스테인리스 스틸 전극에 GAC를 첨가

한 3차원 전극 반응기에서 전해질로 Na2SO4를 첨가할

경우 전기전도도가 약간 증가하지만 Acid Orange 2

염료의 탈색율은 일정하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Pb 전극

에 5 mm 지름의 Pb ball을 충전한 3차원 전극 반응기

에서 화학약품 폐수 처리시 NaCl을 17-154 mM을 첨

가하였을 때 NaCl이 53 mM 첨가시까지 무첨가한 경

Fig. 9. Effect of current on the oxidants formation (GAC dosage, 50 g; NaCl conc., 1 g/l; air supply, 1 l/min). (a) ClO2, (b) free Cl,

(c) H2O2.

Fig. 10. Effect of NaCl dosage on the RhB concentration

(GAC dosage, 50 g; current, 2.5 A; air supply, 1 l/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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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다 COD 제거율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한 Yoon 등15)

의 자료와 전극의 종류는 다르지만 같은 결과를 얻었

다. 2차원 전극에서도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보고

되었는데, Bejankiwar 등16)은 stainless steel 전극을 이

용한 1,2-dichloroethane (DCA) 제거에서 최적 NaCl

농도 이상에서는 제거율이 일정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와 비교하면 Na2SO4의 경우 염소 이온계 전해

질과는 다르게 불활성 전해질이기 때문에 반응에 미치

는 영향은 적으며,17) 염소계 전해질인 NaCl의 경우

RhB 분해율이 증가하는 것은 염소계 산화제 발생과 관

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NaCl 첨가량이 다른 조건에서 각 산화제 생성 농도

변화를 Fig. 11에 나타내었다. 모든 산화제 농도가

NaCl 첨가량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hB 분해에 대한 최적 NaCl 농도인 1.5 g/l 이상의

NaCl 농도에서는 산화제 생성 농도 증가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0의 RhB 분해와 Fig. 11의 산

화제 생성 경향을 종합하면 최적 NaCl 농도까지는

RhB 분해와 산화제 생성 경향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적 NaCl 농도 이상에서는 산화

제 생성은 속도는 느려지지만 계속 증가하였으나 RhB

분해율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NaCl 첨가량이 증가되면서 염소, 차아염소산 및 염소

산 등의 발생량이 증가하여 PVA 처리율이 높아지지만

일정 첨가량 이상에서는 식 (1)과 같은 부반응이 일어

나 처리율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Kim

등18)이 2차원 전극을 사용한 실험에서 보고하였다.

2HClO + ClO−

3→ClO−+ 2H+ + 2Cl− (1)

Yoon 등15)은 3차원 전극에서 최적 NaCl 농도가 존재

하는 것은 NaCl 첨가시 염소계 산화제 생성량이 증가

하여 간접 산화에 의한 분해율이 증가하지만 농도가 높

아지면 전기전도도가 높아지고 반응기 내의 전압은 감

소하지만 전위 구배가 작아져 입자 충전 전극 반응기의

특성인 복극성(bipolar)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제거효

율 증가 효과가 줄어든다고 보고하였다. 위의 내용을 종

합해 볼 때 3차원 전극도 2차원 전극과 같이 최적 전

해질농도가 존재하며 일전 농도 이상에서는 부반응 발

생과 복극성 효과 감소가 산화제 생성 증가로 인한 반

응속도 증가를 상쇄하기 때문에 RhB 분해속도가 더 이

상 증가하지 않으며 대상 물질의 분해가 높은 조건에서

최적 전해질 농도를 찾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난분해성 염료인 RhB의 완전 처리를 위한

Fig. 11. Effect of NaCl dosage on the oxidants formation (GAC dosage, 50 g; current, 2.5 A; air supply, 1 l/min). (a) ClO2, (b) free

Cl, (c) H2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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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전극의 적용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2차원 전

극과 성능을 비교하고, 운전 인자의 변화에 대한 RhB

제거와 산화제 생성 경향에 대해 연구하여 다음의 결

과를 얻었다.

1. 2차원 전극의 RhB 분해 성능은 Pt(+)-Pt(−) >

Pt(+)-Sus(−) > Sus(+)-Sus(−) 전극의 순으로 나타났다.

3차원 전극은 Pt-ACF-Pt 전극만 2차원 전극보다 초기

반응속도가 낮고 최종 RhB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나 다른 전극은 충전물 종류에 관계없이 2차원 전극

보다 초기 반응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차원 전

극의 충전물 종류에 따른 RhB 분해는 음극의 종류에

관계없이 GAC >활성탄이 코팅된 부직포 > ACF로 나

타났다. 

2. GAC 충전량이 50 g 이상에서 RhB 분해속도는

차이는 크지 않았다. 단위 W당 시간당 RhB 제거량은

50 > 25 > 75 > 100 g로 나타났다. GAC 충전량이 높을

수록 생성되는 이산화염소와 과산화수소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리 염소의 경우는 25 g의 경우만

높게 나타났다. GAC 충전량에 따라 RhB 분해성능,

산화제 생성농도, 전력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종적인

충전량 선정은 이들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

단되었다.

3. 전류를 0.5-3 A로 변화시켰을 때 최적 전류는 2.5

A로 사료되었다. 실험한 모든 전류 범위에서 생성 산

화제 농도는 전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 최적 전류 이상에서는 RhB 제거율과 산화제 생

성 농도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NaCl 첨가량이 0.5-1.5 g/l까지 변할 때 1.5 g/l 이

상의 NaCl 첨가량에서는 RhB 분해율 증가가 적어 최

적 NaCl 첨가량은 1.5 g/l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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