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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epare the aluminum electrode coated with activated carbon for removing air pollu-
tion dust. The experiments were studied on the selection of optimal polymer for binding aluminum plate with powdered activated 
carbon, preventing the pore blocking of activated carbon from polymer binder, and the dust treatability for the prepared activated 
carbon electrode. The optimal adhesive for coating activated carbon on an electric aluminum plate was polyvinyl acetate (PVA) 
with vinyl functional group. For the opening of the blocked pore with polymer, it was very effective to embed polymer solvent 
in pore of activated catbon firstly before mixing activated carbon with PVA, and then to devolatilize the embedded solvent of carbon 
pore at high temperature. The mass of trapped dust on aluminum electrode coated with activated carbon was about double of the 
trapped one on just aluminum electr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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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알루미늄판에 활성탄을 얇게 박판으로 코팅하여 분진제거를 위한 활성탄 전극을 제조함에 있다. 
전극을 제조하기위하여 알루미늄판에 활성탄을 부착시키기 위한 적정 결합제 선정 그리고 결합제 사용에 따른 활성탄 세공의 
막힘방지 그리고 제조된 제극의 분진제거능력 등을 알아보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알루미늄판에 활성탄 부착을 위한 결합제
로는 비닐계의 PVA (polyvinyl acetate)가 적정하였고, 결합제 사용에 따른 활성탄 세공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활성탄 세공에 결합제의 용매제를 충진하고 나중에 결합제와 활성탄을 혼합 후 고온에서 휘발시키는 방법이 적정하였다. 그
리고 활성탄이 코팅된 전극판은 알루미늄 전극판보다 약 두배의 분진부착능력을 보여주었다.
주제어 : 알루미늄전극, 활성탄, 폴리비닐아세테이트, 분진제거

1. 서 론

산업의 발달로 도시화 및 공업화가 심화됨에 따라 자동

차 및 공장의 매연은 주변 실내생활공간 뿐만 아니라 터널, 
지하철 역사, 극장 등 공공 생활공간에서도 대기오염물질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점차 대두되고 있고 최근 들어 빈번

한 황사의 발생은 대기오염제어에 대한 국민의식의 공감대

를 더욱 가속화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구성 물질은 분진, 휘발성 유기물질 등이다.1)

전기를 이용한 분진의 대표적인 제거방법은 전기집진방

법이며 코로나(corona) 방전을 일으켜 분진에 하전을 띄게 

하는 대전실과 대전된 분진을 전극판에 부착시켜 제거하는 

분진제거실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코로나 방전에는 고

압의 직류전류가 요구되어 많은 전기가 소요되고2,3) 전극판

은 통상 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철판 등을 이용하나 통상의 

철판은 분진이 부착되는 비표면적이 낮고 전류밀도가 전극

판의 엣지(edge)에만 집중되어 전극판 표면에 고르게 부착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전기집진장치는 코

로나 방전 시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오존(O3)이 발생

하여 분진제거실 후단에 오존 제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제거 대상물질도 분진만 가능하지 벤젠, 톨루엔과 같은 휘

발성 유기물질 등의 제거는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종래의 전극판을 이용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제

거하는 기술의 문제점을 극복하기위해서는 전극판의 비표

면적을 증가시켜서 분진의 부착면적을 넓히고, 또한 전류

밀도를 전극판에 고르게 분배시켜서 분진의 부착이 한곳에 

편중되지 않고 균일하게 부착되도록 하여야 하며, 동시에 

휘발성 물질도 제거 가능한 전극개발이 필요하다. 무정형 

탄소인 활성탄은 다공성으로 비표적은 약 1,000 m2/g로 매

우 높고, 미세기공(이하 세공)은 대기오염물질을 흡착하는 

물리적 화학적 특징이 있다. 활성탄 제조 원료는 야자각, 톱
밥 등과 같은 식물계 활성탄과 역청탄, 갈탄 등과 같은 석

탄계 활성탄 그리고 부직포와 같은 섬유로 제작하는 섬유계 

활성탄이 있다.4) 활성탄을 전극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순

수한 탄소성분만 함유하여야 하며 불순물인 철, 망간, 마그

네슘 등의 금속염이 있을 경우 전극의 저항값이 커지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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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있어서 통상 섬유계 활성탄을 사용한다. 하지만 섬유

계 활성탄은 kg당 약 십만원으로 매우 고가라서 값이 매우 

싼 자연계 또는 석탄계 활성탄에서 금속이온을 제거한 후 

사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5) 그리고 도체표면에 활성탄을 

박판으로 코팅(coating)하기 위해서는 활성탄 입자와 도체표

면과의 부착을 위한 결합제(binder)가 필요하며 활성탄에 결

합제 혼합 시 활성탄의 세공이 막히면 오염물질 제거능력이 

상실됨으로 결합제와 혼합 후에도 세공을 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6)

본 연구에서는 터널 내에서 분진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활성탄 전극을 개발하기위하여 기초실험으로 알루미

늄판에 활성탄을 부착하기 위한 적정 결합재 선정, 결합제

와 활성탄을 혼합 시 활성탄 세공의 개공 그리고 활성탄 전

극의 분진부착능력 등을 알아보았다.

2. 실험방법

2.1. 활성탄의 전처리 

통상의 활성탄에는 금속이온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7) 전극

판 제조 후 전류가 흐를 때 저항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

서 전처리를 한 후 사용하였다. 우선 활성탄에 묻어 있는 타

르성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100℃ 물에 여러 차례 세척하고 

약 1 N의 염산용액에 넣고 끓인 후 증류수로 세척하여 건

조시킨 후 사용하였다.

2.2. 결합제와의 배합

분말활성탄과 결합제와의 적정 배합비율 및 적정 결합제

를 알아보기 위하여 결합제로는 불소계인 PTFE (polytetra-
flouoroethylene), PVdF (polyvinyllidene fluoride), NMP (n- 
methyl-2-pyrrolidinone) 등을 이용하고 각각의 배합비는 기

존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수행하였다.8,9) 본 연구에

서는 비닐계인 PVA (polyvinylacetate)를 사용하여 기존 연구

결과와 비교하였다.
배합방법은 분말활성탄 1 g을 기준으로 결합제와 무게비

로 혼합하였다. 결합제는 활성탄과의 무게비를 고려하여 용

매제에 녹인 후 분말활성탄과 슬러리 상태로 혼합 후 알루

미늄 박판에 부어서 일차적으로 상온에서 용매제를 휘발시

킨 후 다시 100℃로 유지된 건조기에서 약 2시간 정도 건조

시켰다. 이는 갑자기 고온에서 휘발 시 코팅된 활성탄에 균

열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각 결합제에 사용된 용매제는 각 결합제에 적당한 용매제

인 에탄올, 아세톤, 메탄올 등을 이용하였으며 Table 1은 본 

실험에서 수행한 배합비율을 나타내었다.

2.3. 활성탄 세공의 개공 및 활성탄 박판전극 제작

활성탄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박막의 필름이 제조되어도 

활성탄의 기공이 막혀 있으면 활성탄 전극의 역할이 저하

됨으로 이를 개공시킬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였다.

Table 1. Mixing ratios of adhesives to activated carbon 

Adhesives Solvent
Mixing ratios

(activated carbon (g) : adhesive (g))

PTFE Ethanol

1 : 0.03

1 : 0.05

1 : 0.1

1 : 1

PTFE + NMP Ethanol

1 : 0.03

1 : 0.05

1 : 0.1

1 : 1

PVdF Acetone

1 : 0.03

1 : 0.05

1 : 0.1

1 : 1

PVA Methanol

1 : 0.1

1 : 0.15

1 : 0.2

1 : 0.5

* PTFE (polytetraflouoroethylene), NMP (n-methyl-2-pyrrolidinone), 
PVdF (polyvinyllidene fluoride), PVA (polyvinylacetate)

우선 세정활성탄을 200℃의 건조기에 두어서 세공의 기

체 및 휘발성물질을 날려버린 후 분말활성탄을 밀폐된 용

기에 넣고 접착제에 사용된 것과 같은 용매제를 주입한 후 

상부에서 약 1기압의 압력을 가하여 강제로 세공에 용매제

를 주입하였다. 본 방법에서는 약 1 L의 아크릴용기에 분

말활성탄 및 PVA 접착제의 용매제로 사용한 메탄올을 넣

고 상부에서 질소가스가 충전된 봄베의 압력으로 상부에서 

가하였다. 약 1일간 메탄올을 충진 후 여과시킨 활성탄은 

접착제와 혼합 후 메탄올 휘발점보다 훨씬 높은 약 100℃
에서 건조시키면 활성탄 기공에 갖혀 있던 메탄올은 휘발

되어 기공은 그대로 살아 있고 외부의 접착제는 굳어짐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활성탄 박판을 제작하였다. 활성탄 전

극의 제작은 두께 약 0.5 mm, 그리고 약 지름 φ 5 cm의 알

루미늄 판위에 PVA, PVA와 활성탄, PVA와 활성탄 그리고 

전도체인 카본 블랙(black carbon)을 각각 주입하고 각각에 

대한 전기 저항값을 알아보았다.

2.4. 전압변화에 따른 분진부착 실험

활성탄 전극의 전압 별 분진부착무게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 장치는 전극거치대, 전극, 그리고 전류공급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하고 전극 거치대는 부도체인 스타이렌 폼에 

Fig. 1과 같이 양전극(②) 및 음전극(①) 전극판이 설치할 

수 있도록 홈을 내고 양전극 및 음전극의 간격은 약 2 cm
를 두고 수평으로 설치하였다. 그리고 양전극 하부에는 부

도체로 종이판(③)을 두고 그 위에 1-8 um 크기의 카오린

(kaorine)분말을 분진으로 사용하였다. 실험은 종이판위에 

카오린을 약 1 mm 두께로 도포하고 전압을 1.5 kV-8 kV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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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arranged electrods for dust remo-
val (①: negative, ②: positive, ③ dust holder).

위에서 순차적으로 변화시켜서 대조 전극판으로는 활성탄

을 코팅하지않은 알루미늄판을 이용하고 실험용으로는 알루

미늄판에 PVA, 활성탄, 카본블랙을 혼합하여 박판으로 제

조하여 비교실험을 수행하였다. 

2.5. 연속실험

Fig. 2는 활성탄 박판에 분진의 부착량을 알아보기 위한 

연속실험장치이다. 실험 장치는 분진발생기, 전극판 거치대, 
전류공급장치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진발생장치는 

지름 약 20 cm, 높이 30 cm 크기의 아크릴통 하부에 카오

린을 충전하고, 분진을 조성하기 위해 부러쉬가 달린 브레

이드를 교반속도 약 200 rpm로 회전시킴으로서 회전력에 

의한 바람으로 분진이 발생되도록 하였다. 발생된 분진은 

양극으로 대전된 활성탄 극판을 통과하면서 제거되도록 하

였다. 사용한 전극은 알루미늄판 전극은 대조 전극판으로 

사용하고 실험전극은 알루미늄판에 활성탄 및 PVA, black 

Fig. 2. Photograph of dust removal equipment installed with ac-
tivated carbon electrode.

Fig. 3. Photograph of aluminum plate coated with activated 

carbon.

carbon을 1 : 0.3 : 0.2로 혼합하여 제작한 전극을 사용하고 전

기부하량은 5 kV로 고정시키고 수행하였다. Fig. 3은 실험을 

위해 사용된 전극을 나타낸 것이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적정 접착 바인더제 선정

활성탄 전극판을 제조하기위해서는 분말활성탄에 결합제

를 주입하여 알루미늄판에 고정시킬 수 있는 접착제가 필

요하다. 접착제에 의해 활성탄이 고정된 후에는 탄소분말

이 묻어나거나 알루미늄판과 탈리가 없어야 하며 표면의 

균열도 생기지 않도록 내후성이 커야 한다. 
Table 2는 분말활성탄 1 g을 기준으로 각 접착제와의 배

합비를 다르게 하여 접착특성을 알아본 결과를 나타낸 것

이다. PTFE의 경우 초기에는 부착력이 어느 정도 있으나 활

성탄과의 배합 무게비를 1 : 1로 하여도 건조 후에는 분말

형태로 부스러졌으며, 보조제로 NMP를 주입한 경우는 부

스러짐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부착력이 약하여 칼날이나 손

톱으로 긁힐 정도로 강도가 약하여 매우 쉽게 탈리되었다. 
PVDF의 경우는 활성탄과의 배합비가 증가할수록 접착력은 

증가하였으나, 건조 후에는 마찬가지로 부스러지고 탈리되

었다.
통상 수처리 공법에서 탈염을 위해 활성탄 또는 실리케이

트 전극을 제작할 경우 대부분 접착제로는 PTFE 및 PVDF
를 사용하여 왔으며 수중에서 사용 시 발생가능한 문제점

Table 2. Cohesion observation of activated carbon attached to 
alumium plate at different adhesives

Adhesive Solvent
Mixing ratios (acti-
vated carbon (g) : 

adhesive (g))

Cohesion 
condition

Observation

PTFE Ethanol

1 : 0.03 x

Cohesion loss 
after drying

1 : 0.05 x

1 : 0.1 x

1 : 1 x

PTFE + 
NMP

Ethanol

1 : 0.03 x Cohesion 
improving after 
adding NMP to 

PTFE but cohesion 
loss after drying

1 : 0.05 x

1 : 0.1 △

1 : 1 △

PVdF Acetone

1 : 0.03 △

Cohesion loss 
after drying

1 : 0.05 △

1 : 0.1 △

1 : 1 △

PVA Methanol

1 : 0.1 △
Excclent cohesion 
more than mixing 
ratio of 1 to 0.2

1 : 0.15 △

1 : 0.2 ○

1 : 0.5 ○

* x : Change to the powder, △ : Possible to adhere but peeled, 
○ : Excclent cohe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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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lectric resistance at different mixing ratios of activated 
carbon : PVA : black carbon 

Mixing ratios (g)
(AC : PVA : B.C.)

Initial plate 
weight (g)

Plate weight 
after coating (g)

AC + BC 
dosage (g)

Resist-
ance (Ω)

Aluminum plate 1.0176 1.0176 0 0.1

0 : 0.2 : 0 1.0407 1.1612 0.1205 ∞

1 : 0.2 : 0 1.047 1.3734 0.3264 437

1 : 0.2 : 0 1.0539 1.4342 0.3803 480

1 : 0.3 : 0 1.0431 1.4709 0.4278 552

1 : 0.3 : 0.2 1.0084 1.3709 0.3625 26

1 : 0.3 : 0.2 1.0302 1.547 0.5168 16

1 : 0.3 : 0.5 1.0472 1.5055 0.4583 25

1 : 0.3 : 0.5 1.055 1.6982 0.6432 15

은 지적된 바가 없으나7~9) 본 연구 결과에서는 대기오염제

어를 위해 건조 상태로 사용 시 전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 때

문에 사용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비닐계인 PVA의 경우는 활성탄과의 배합비를 1 : 

0.2만 하여도 건조 후에는 부스러지거나, 묻어나거나 긁힘

도 없이 알루미늄 전극판과의 부착력이 매우 우수하였으며 

이후의 모든 활성탄 전극판의 접착제로는 PVA를 사용하였

다. 결과적으로 대기 중에 노출시켜서 건식 전극판 제조 시 

적정한 부착제는 비닐계 접착제가 적당함을 알 수 있었다.

3.2. 활성탄 박판의 전기저항

Table 3은 알루미늄판에 활성탄, PVA, 카본블랙을 배합비 

별로 혼합하여 건조시킨 후 활성탄 박판의 전기저항을 측

정한 것이다.
알루미늄판의 경우 전기저항은 0.1 Ω으로 매우 낮았으

나, 알루미늄판에 PVA만 박판으로 만든 것은 거의 부도체

에 가까울 정도로 저항값이 무한대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PVA에 활성탄을 배합하여 박판으로 만든 경우 저항값은 

400-500 Ω의 범위로 낮아져 본 연구에서 활성탄을 염산으

로 세척하여 사용한 분말활성탄소는 탄소전극으로 사용하여

도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분말활성탄에 카본블

랙을 전도체로 추가한 경우는 15-25 Ω으로 낮아져10) 알루미

늄판에 활성탄 박판 전극제조시 블랙카본의 주입이 반드시 

필요하며 각각의 배합비는 1 : 0.3 : 0.2의 무게비율이 적당함

을 알 수 있었다. 

3.3. 활성탄 기공의 개공

Fig. 4는 분말 활성탄에 PVA 결합제를 주입하기 전의 세

공을 관찰한 것이고, Fig. 5는 분말환성탄이 PVA에 의해 기

공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위하여 기공에 메탄올을 주입하

고 PVA와 혼합한 후 약 100℃에서 건조시킨 후 세공의 상

태를 관찰한 것이다.
Fig. 4에서 바인더 제를 주입하기 전 활성탄의 표면은 매

끄럽고 깨끗하고 발달된 세공을 보여주었으며, 바인더 주입 

후에는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면은 결합제에 의하여 

Fig. 4. Observation of activated carbon pore before mixing pow-
dered activated carbon with PVA binder.

Fig. 5. Observation of activated carbon pore opened through 

heat drying for devolatilizing solvent in pore of actvated 
carbon.

거칠고 두터워 졌으나 여전히 세공은 개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결합제 주입 전 휘발성이 큰 메탄올을 기공에 넣

은 후 결합제를 주입하여 열을 가하는 방법이 활성탄의 기

공을 유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원료활성탄의 비표면적은 약 800 m2/g을 나타내었으

며 개공 과정을 거친 후에는 약 500 m2/g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결합제가 주입 된 활성탄의 단위 g 당 결합제가 포함

되어 산정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3.4. 활성탄 박판의 전기량 별 분진 부착량 회분실험

Table 4는 전극판에 전압 별 카오린의 부착량을 측정한 결

과를 나타낸 것이다. 
활성탄을 부착하지 않은 순수 알루미늄판의 경우 전류 1.5 

kV에서는 약 0.02 g, 3 kV에서는 0.3 g, 5 kV에서는 1.1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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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ass of attached dust on electrical plate coated with activated carbon at different voltages

Mixing ratio 
(AC : PVA : B.C. )

Initial plate 
weight(g) 

1.5 kV 3 kV 5 kV 8 kV

Plate weight 
after attaching 

dust (g)

Mass of 
attached 
dust (g)

Plate weight 
after attaching 

dust (g)

Mass of 
attached 
dust (g)

Plate weight 
after attaching 

dust (g)

Mass of 
attached 
dust (g)

Plate weight 
after attaching 

dust (g)

Mass of 
attached 
dust (g)

only aliminum plate 1.02 1.04 0.02 1.32 0.3 2.09 1.07 2.53 1.51

1 : 0.2 : 0 1.43 1.48 0.05 2.16 0.73 3.42 1.99 4.41 2.97

1 : 0.3 : 0.2 1.55 1.59 0.04 2.36 0.81 2.85 1.3 4.53 2.98

Table 6. Mass of attached dust according to the operating times under 5kV of electrical power

No. of 
electrode

Mixing ratio (g)
(A.C. : PVA : 

B.C.)
Electrode

Initial 
electrode 
weight (g)

Electrode weight (g) Mass of attached dust (mg) 
Mass of attached dust/

area of electrode (mg/cm2)

After operating 
1 hr 

After operating 
2 hr 

After operating 
1 hr 

After operating 
2 hr 

After operating 
1 hr 

After operating 
2 hr 

1

1 : 0.3 : 0.2

- 1.5025 1.6765 1.737 174 235 8.8 12

2 + 1.5029 1.6963 1.788 193 285 9.8 14.5

3 - 1.4670 1.5968 1.690 130 223 6.6 11.4

4 + 1.4475 1.5843 1.714 137 266 7.0 13.6

5 - 1.4885 1.5683 1.641 80 153 4.1 7.8

Table 5. Mass of attached dust per area of electrode coated 

with activated carbon at different voltages

Mixing ratio (g)
(AC : PVA : B.C.)

1.5 kV 3 kV 5 kV 8 kV

Mass of attached dust/area of electrode (mg/cm2)

Only aliminum plate 1 20 50 80

1 : 0.2 : 0 2 40 100 150

1 : 0.3 : 0.2 2 50 70 150

8 kV에서는 1.5 g으로 전압이 높을수록 분진부착량은 비례

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알루미늄판에 활성탄 박판을 

입힌 전극의 경우 각각의 전류량에서 0.05 g, 0.73 g, 2 g, 3 
g으로 활성탄으로 표면을 코팅한 전극의 경우가 단순 알루

미늄판보다 약 2배 정도로 부착능력이 증가함을 알 수 있

었으며 이는 활성탄의 많은 기공으로 전류밀도가 매우 균등

하게 이루어져 활성탄 박판 어느 곳이나 분진이 고루게 부

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활성탄 박판의 

저항을 낮추기 위하여 블랙카본을 주입한 활성탄 박판의 경

우 분진부착량이 더 클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Table 4에서 보

는 바와 같이 활성탄만 주입한 경우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Table 5는 활성탄 전극 단위면적당(cm2) 카오린 부착량을 

나타낸 것으로 최대 150 mg/cm2까지 부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5. 활성탄 박판의 분진 부착량 연속실험

Table 6은 활성탄과 PVA, 불랙카본의 배합비를 1 : 0.3 : 0.2
로 배합하여 알루미늄 판에 조제한 활성탄 전극의 양전극

과 음전극에 약 5 kv의 전류를 공급하는 경우 시간에 따른 

분진 부착량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극의 무게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다. 

Table 4 및 5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순 알루미늄전극은 전

극의 가장 자리만 분진의 밀도가 높음을 관찰할 수 있었으

나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활성탄 전극의 경우는 시간

이 갈수록 부착량은 전극 전면에 걸쳐서 점점 증가하는 경

No.1 (negative) No.2 (positive)

No.3 (negative) No.4 (positive)

No.5 (negative)

Fig. 6. Observation of attached dust after running time of 1 hr 

at different positive and negative electr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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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음전극보다는 양전극에 부착량

이 많으며 이는 분진의 하전이 음이온으로 대전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2시간 경과 후의 전극 단위면적 

당 최대 부착량은 약 14 mg/cm2임을 알 수 있었다. Fig. 6
은 운전 1시간 후 각 전극 별 분진 부착량을 나타낸 것으로 

2번 및 4번 양전극에 부착된 분진의 밀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5. 결 론

알루미늄판에 활성탄을 박판으로 부착시켜 제작한 활성탄 

전극의 특성 및 분진제거 실험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알루미늄 판에 활성탄을 부착시키기 위하여 바인더제

로서 불소계 및 비닐계를 사용한 결과 불소계 결합제는 활

성탄과의 여러가지 배합비에서 건조시 강도 및 부착성이 급

격히 감소되었으나 비닐계인 PVA의 경우는 활성탄과의 배

합비(무게비)가 1 : 0.2 이상이면 부착성이나 강도 등이 매우 

우수하고 박피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2) 활성탄 결합제인 PVA에 의해 활성탄 기공이 막히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휘발성이 매우 높은 메탄올을 압력으

로 활성탄에 주입 후 결합제와 배합하고 약 100℃로의 건조

과정에서 열을 가하면 원래의 비표면적으로 회복되었다.
3) 알루미늄판에 최적의 활성탄 박판제조방법 및 절차는 

활성탄의 산 세척, 개공제인 메탄올 압력주입, PVA 및 활성

탄, black carbon과의 무게비는 1 : 0.2 : 0.2 무게비로의 배합 

그리고 약 100℃에서의 건조 순이었다. 활성탄 전극의 저항

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black carbon 주입 시 활성탄 박판

의 전기저항은 급격히 감속시킬 수 있었다. 
4) 분진제거를 전극판을 음극과 양극을 교대로 병열로 배

열하고 전압을 약 3kV 이상으로 유지하여 수행한 결과 전극 

단위면적당 부착가능한 분지량은 14 mg/cm2이었다. 

사 사

본 연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기관고유임무형사업 “(2013- 
0048) 폴리머 기반 경량 방음벽 및 활성탄 박판 전극을 이용한 

분진 제거 기술 개발(2)”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

니다. 

참고문헌

1. Chae, J.-O. and Seo, K.-W., “Collection of High Resistivity 
Ash using Superimposed Pulse Corona Discharge,” J. Kor. 
Soc. Environ. Eng., 21(7), 1263~1271(1999).

2. Mazumder, M. K., Sims, R. A., Biris, A. S., Sriram, P. K., 
Saini, D., Yurteri, C. U., Trigwell, S., Dea, S. and Sharma, 
R., “Twenty-first century research needs in electrostatic pro-
cesses applied to industry and medicine,” Chem. Eng. Sci., 
61, 2192~2211(2006).

3. Chai, M., Lu, M., Keener, T., Khang, S.-J., Chaiwatpong-
sakorn, C. and Tisch, J., “Using an improved electrostatic 
precipitator for poultry dust removal,” J. Electrostat., pp. 1- 
6(2009).

4. Vasile, V. and Obrej, N., “On the performance of superca-
pacitors with electrodes based on carbon nanotubes and car-
bon activated material-A review,” Physica E, 40, 2596~2605 
(2008).

5. Boudou, J. P., “Surface chemistry of a viscose-based activated 
carbon cloth modified by treatment with ammonia and ste-
am,” Carbon, 41, 1955~1963(2003). 

6. Mangun, C. L., Benak, K. R., Economy, J. and Foster, K. 
L., “Surface groups and pyrone-type groups. chemistry, pore 
sizes and adsorption properties of activated carbon fibers and 
precursors treated with ammonia,” Carbon, 39(12), 1809~ 
1820(2001).

7. Sharma, P. and Bhatti, T. S. “A review on electrochemical 
double-layer capacitors,” Energy Conversion Manage., 51, 
2901~2912(2010).

8. Park, N. S. and Choi, J.-H., “Fabrication and Characteriza-
tion of porous Carbon Electrod for Electrosorption,” J. Kor. 
Soc. Environ. Eng., 30(4), 409~414(2008).

9. Yang, C.-M., Choi, W.-H., Cho, B. W., Cho, W. I., Yun, K. 
S. and Han, H. S., “Application of Porous Activated Carbon- 
Silica Gel Composite Electrodes for Capacity Deionization 
Process,” Kor. Chem. Eng. Res., 42(6), 748~753(2004).

10. Bard, J. and Faulkner, L. R. “Electrochemical methods, fun-
damentals and applications,” 2nd ed.. John Wiley & Sons, 
Inc., pp. 12~13(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