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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te

Not only efficiency of chlorine evolution reaction (CER) but also durability namely service life is very important
property in dimensional stable anode for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BWMS) for marine ships. Many
researchers have been focused on improving efficiency of CER by controlling composition, phase and surface area
for a long time, but the efforts to increase durability was relatively small. In this study, we have investigated the
effect of TiO2 protective interlayers on efficiency and durability of DSA electrodes. TiO2 protective interlayers
were prepared by thermal oxidation at 500, 600 and 700oC on Ti substrate. And then the DSA electrodes consisting
of Ti/RuO2-PdO-TiO2 were prepared by thermal decomposition method on TiO2 interlayers. The efficiencies of
CER of DSA electrodes without TiO2 interlayer and with TiO2 interlayer grown at 500, 600 and 700oC were 94.19,
94.45, 84.60 and 76.75% respectively. On the otherhand, durabilities were 30, 55, 90 and 65 hours respectively.
In terms of industrial aspect, the performance of DSA is considered high efficiency and durability which can cor-
respond to total production of chlorine. If we considered the performance index of DSA as the product of efficiency
and durability, performance indices could be recalculated as 28.26, 50.85, 76.14 and 49.89 respectively. As the
thermal oxidation temperature increasing, life time were increased remarkerbly, while efficiency of CER was
decreased slightly. As a result, DSA electrode with TiO2 interlayer grown at 600oC has shown about 2.7 times
performace of original DSA electrode without TiO2 interlayer.

Keywords :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BWMS), DSA electrode, Chlorine evolution reaction, TiO2 oxide layer

1. 서 론

선박평형수 (Ballast Water)란 선박에 짐을 싣고 내

리는 과정에서 선박의 균형을 잡기 위해 선박 내로

유입하거나 배출하는 물을 말한다. 이 물은 대부분

정박한 위치에서 해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해역

에 존재하는 박테리아, 플랑크톤, 원생동물 등의 해

양생물이 타 해역으로 이동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이는 심각한 해양생태계 교란의 원인이므로 국제해

사기구 (IMO)에서는 2004년부터 ‘평형수 관리 협약

’을 체결하여 선박에 선박평형수 처리시설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이하 BWMS)을 의무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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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였다. 즉, 유입한 바닷물을 IMO 기준에 맞게

사멸시켜 외부로 배출해야 하며 사멸 방식은 크게

전기분해, 자외선 (UV), 오존, 캐비테이션 (cavitation),

화학약품처리 등이 있다. 이 중 전기분해 방식은 살

균력이 뛰어나고 지속적이며, 전력 소모가 작고 대

형은 물론 소형선박에도 설치가 유리한 장점이 있어

널리 채택이 되고 있다. 전기분해 방식은 해수를 전

기분해하여 염소가스 (Cl2)를 생성하고 발생한 염소

가스 (Cl2)는 곧바로 용액 중에서 가수분해를 통해 살

균 효과가 높고 지속성이 있는 유리잔류염소 (HOCl/

OCl-)를 생성하는 공정으로 아래 식 (1~4)의 반응으

로 표현된다 [1,2].

양극반응: 2Cl-→Cl2 + 2e-, E0 = 1.36V vs. NHE  (1)

용액내 반응: Cl2 + H2O

→ HOCl + H+ + Cl- (pH < 7)  (2)

HOCl + H2O

→ ClO- + H3O
+ (pH > 7)  (3)

음극반응: 2H2O + 2e-
→ H2 + 2OH-,

E0 = -0.83V vs. NHE  (4)

하지만 양극에서는 염소 (Cl2)뿐만 아니라 아래의

식 (5~8)의 다수의 부반응이 부가적으로 일어날 가

능성이 크며 이는 염소생산 효율을 제한한다.

2H2O → 4H+ + 4e- + O2, E0 = 1.23V vs. NHE  (5)

ClO3

- + H2O → ClO4

- + 2H+ + 2e-,

E0 = 1.19V vs. NHE  (6)

6ClO- + 3H2O → 2ClO3

- + 4Cl-+ 6H+ + 6e- + O2,

E0 = 1.14V vs. NHE  (7)

2OH-
→ H2O + 2e- + O2, E0 = 0.4V vs. NHE  (8)

이 때문에 공정에서는 이와 같은 부반응을 제한

하고 염소 발생의 정반응을 우선시되게 조정해야

하며 이는 크게 pH, 전해질 조성, 전해질 온도, 전

극 물질 등의 요소를 조절하여 제어한다 [1,2]. 이

중 전극 물질은 염소 발생 과전압이나 염소생성량

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이다. 일반적

으로 BWMS에 쓰이는 양극은 산업계에서 일반적

으로 DSA (Dimensionally Stable Anode) 전극이라

고 불리는 불용성 전극이 사용되고 있다.

DSA 전극이란 Ti 기판 위에 높은 활성과 전도성을

지닌 귀금속 및 전이금속 산화물 (transition metal oxide,

(ex) oxide, (ex) Ir, Ru, Ta, Pd, etc.)을 단독 혹은 혼합

하여 열분해 코팅한 전극으로 낮은 전기저항, 우수한

촉매능, 높은 열적·화학적 안전성 및 염소 발생 과전

압이 낮아 BWMS를 비롯하여 chloro-akali 산업, 전기

분해, 도금, 전기방식, 폐수처리 및 살균 분야에서 널

리 사용되고 있다 [1,3-5]. DSA 전극의 연구는 1971

년 Trasatti [6]를 시작으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

나, 크게 성능 면에서는 RuO2계, 수명 측면에서는 IrO2

계 복합산화물 전극 (Mixed metal Oxide, MMO)이 사

용된다. DSA 전극에 관한 연구는 염소 발생 효율 및

과전압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금속산화물의

종류 및 합성방법 [7-10] 또는 전극표면의 구조 혹은

기판의 구조 [7,11-13] 제어가 주를 이루고 있다.

BWMS에서 DSA 전극은 염소 발생 효율뿐만 아

니라 내구성 역시 중요한 성능이다. BWMS에서

DSA 전극이 손상되는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전해

질 내에서 전기분해 반응 시 DSA 전극 코팅층의

밀착력 혹은 코팅층의 mud-crack 등 구조적으로 취

약하거나 전류밀도가 집중되는 곳 혹은 결함이 있

는 곳 등에서 Ti 기판이 노출되어 전해질과 직접 접

촉을 하게 된다. 이것으로 인해 Ti 기판에 산화 반

응이 일어나 국부적인 절연층이 생겨나고, 지속해

서 성장하게 되면 실제 촉매층에 인가되는 전류밀

도는 점점 증가하게 되면서 과전압이 촉매층이 용

해되는 전위 이상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 결과 촉

매층이 침식 또는 용해되면서 전극의 손상을 초래

한다 [14].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간 보호층 삽입,

이온 도핑 (ion-doping), Ti 기판 표면 개질 등 여러

가지 접근법이 현재 연구되고 있다 [15-17]. 이 중

중간 보호층 삽입의 경우 전해질이 기판 내부로 침

투하는 것을 방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일

3

2
---

1

2
---

Fig. 1. The failure mechanism of the DSA electrode during chlor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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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얇은 금속층 혹은 질화물층이나 산화물층

을 추가하여 내식성을 향상한다.

본 연구에서는 DSA 전극의 내구성을 늘리려는

방안으로 기판과 촉매층 사이에 중간 보호층으로

TiO2층을 삽입하여 전해질이 직접 Ti 기판과 접촉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TiO2는 광촉매, 염료

감응 태양전지 등의 분야에서 촉매의 표면 보호층

으로 자주 채용이 되는 소재로 전기 전도도와 내구

성 측면에서 모두 우수한 성능을 보여왔다[18,19].

TiO2 보호층 형성 공정은 전형적인 DSA 전극 제조

공정인 열분해 코팅 공정에 연계하여 간단히 적용

할 수 있는 산화 열처리법을 이용하였고, 산화 열

처리 온도에 따른 전극의 염소 발생효율 및 내구성

변화에 대하여 관찰하였다.

2. 실험방법

2.1 DSA 전극 제조

DSA 전극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열분해법으로 제

조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DSA 전극의 촉매 전

극은 RuO2-PdO-TiO2계로 조성은 Ti:Ru:Pd=6:3:1 몰비

이다. 전처리 단계로 Ti 기판 (100 mm × 50 mm)을 샌

드블라스트 (sandblasting) 처리 후, 염산 (25%)에서 1

시간 에칭하였다. 촉매층 잉크의 경우 부탄올에 용해

된 RuCl3·3H2O (0.37 mol), HCl에 용해된 PdCl2

(4.51 mol), 티타늄 이소프로폭사이드 (Ti{OCH (CH3)2}4)

그리고 라벤더오일을 섞어 제시한 몰비에 맞게 합성

하였다. 조제된 잉크는 Ti 기판에 브러쉬 (Brush) 방식

으로 코팅하였으며 90oC에서 10분 건조, 500oC에서 10

분 소결한 후 10분 냉각하는 단계를 거쳤다. 이 과정

을 코팅층의 무게가 3 mg/cm2 될 때까지 반복한 후 최

종적으로 500oC에서 1시간 열처리하였다.

TiO2 중간보호층을 형성하기 위하여 촉매층 코팅

전에 Ti 기판을 0~700oC까지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대기 분위기에서 1시간 동안 열처리를 하였다.

2.2 특성평가

열처리로 형성된 TiO2 중간보호층의 결정구조 및

상 분석을 위해 XRD (X-Ray Diffraction D/Max-

2500VL, Rigaku)를 사용하였다. 산화층의 표면구조

및 촉매층의 형상을 비교하기 위해 FE-SEM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JSM-

7001F, JEOL)을 이용하였다.

RuO2-PdO-TiO2/Ti 전극의 전기화학적 특성 분석

을 위한 전기화학실험은 상온의 0.5M NaCl 용액에

서 수행하였다. LSV (Linear Sweep Voltammetry)법

의 경우 기준전극은 은-염화은 전극 (Ag/AgCl, (3M

NaCl)), 상대전극은 Ti mesh를 사용하였으며 전위주

사속도는 1 mV/sec이었다.

TiO2 산화층 여부에 따른 전극의 염소 발생효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BWMS 산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

하는 정전위 실험을 진행하였다. 염소 발생량은 전

류밀도 26 mA/cm2에서 1분간 정전위 실험을 한 뒤

잔류염소농도를 발색법을 이용한 Pocket Colorimeter

II (HACH)로 측정하였고 이론값과 비교하여 효율을

계산하였다. 또한, 전극의 내구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가속 수명시험은 정전류 법으로 진행하였다. 인

가 전류밀도는 1 A/cm2이었고 시간에 따른 전압 상

승을 모니터링하다가 셀 전압이 25 V에 도달되는 시

간을 파괴시간으로 간주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그림 2는 산화 열처리 조건에 따른 Ti 기판과 그

Fig. 2. Surface morphologies of Ti substrates (a) and catalyst coated DSA electrodes (b) after thermal oxidization at
various temperatures (1: as-blasted, 2: 500oC, 3: 600oC, 4: 7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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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촉매 코팅층 (RuO2-PdO-TiO2)을 형성한 뒤 표

면형상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이다. 샌

드블래스트 처리만 된 Ti기판의 경우 (a-1), 기본적

으로 샌드블라스트 처리 시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dimple 조직이 보인다. 이 기판에 열처리한 경우,

열처리 온도가 500oC (a-2) 에서는 큰 형상 변화는

보이지 않으나, 600oC 이상 (a-3, 4)에서는 표면 확

산에 의해 dimple이 평활해지는 현상이 보인다. 삽

입된 고배율 사진을 보면 온도가 증가할수록 평활

해진 표면에서 나노 크기의 결정립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재결정 현상이 일어나는 것

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표면 형상이

변화한 열처리 Ti 기판에서도 촉매 코팅 후에는 일

반적인 열분해 방식으로 얻어진 DSA 전극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mud-crack’이 관찰되었고 [20]

열처리에 따른 촉매층의 형상에는 상이점이 관찰되

지 않았다.

산화 열처리를 진행한 Ti 기판의 XRD 분석 결과

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Rutile, anatase 두 가지

TiO2 상 중에 구조적으로 안전한 상 (phase)인 rutile

상의 상변화 온도로 알려진 500oC에서부터 열처리

를 진행하였으며 [21], 얻어진 결과를 통해 anatase

상이 아닌 rutile상 만 존재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

인하였다. 염산 에칭 처리만 된 Ti 기판의 경우 Ti

peak만 관찰되었고 500oC 열처리 기판부터 2θ 값

이 26.98도에서 rutile 상의 (110) 면 peak이 관찰되

었다. 또한,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110) peak

의 강도가 증가하게 되며 2θ 값이 35.80o, 53.60o,

64.52o, 69.33o에서 각각 (011), (121), (221), (112)

면의 peak이 관찰되었다. 이는 열처리 온도가 증가

함에 따라 Ti 기판에서 rutile 상의 TiO2 산화층의

두께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TiO2 보호층 두께가 염소 발생효율에 미치는 영

향을 관찰하기 위해 동전위 양분극실험을 한 결과

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각 전극은 과전압이 증

가할수록 양분극 전류 밀도가 증가하는데 열처리

를 하지 않은 경우 동일 과전압에서 가장 큰 양분

극 전류 밀도가 흐르고 열처리 온도가 높아질수록

양전류밀도는 감소한다. 그러나 염소 발생 개시전

위의 경우 (onset potential)는 약 1.62 V로 열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유사하였다. 이는 열처리를 통해

생성된 TiO2 중간 보호층이 양분극 반응에 속도론

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열역학적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지만 분극곡선 실

험의 경우 양분극 전류밀도는 염소 발생 반응 이

외에 산소 발생 반응 등의 부반응이 동시에 일어

나며, 이를 구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추가적인 정

전위 분극 실험을 통해 염소 발생 성능을 잔류염

소 농도로 측정하여 이론값과 비교하여 효율을 측

정하였다.

26 mA/cm2의 전류밀도로 1분간 정전류 실험을 진

행하였고 실험 후 전해질 내부에 생성된 잔류염소

량을 측정하여 식 (9)의 이론값과 비교하여 효율을

측정한 결과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염소의 전기화학적 당량 (ppm)

 (9)

=
1.323g/A·hr ×인가전류 (A) ×반응시간 (hr)

×1000
전해질 용량 (L)

Fig. 3.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i substrates after
heat treatment at various temperature.

Fig. 4. Anodic polarization curves of the DSA
electrodes in 0.5 M NaCl according to different heat-
treatment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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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셀 전압이 증가하고 염

소 발생 효율은 감소하는 거동을 보였다. 각 전극

에서의 염소 발생 효율은 열처리하지 않은 전극

(bare)은 94%, 500oC에서 열처리된 시편은 92%,

600oC는 85% 그리고 700oC는 77%로 열처리 온도

가 증가함에 따라 거의 직선적으로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다. bare 전극의 효율을 기준으로 500, 600

및 700oC에서 열처리된 전극의 효율은 각각 2%,

9%, 17% 저하되는 셈이다. 이와 같은 효율의 감소

는 촉매층과 전극 사이에 산화물 형성으로 전극의

전기 저항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즉, 중

간 보호층 두께에 따른 전기저항의 증가로 인한 전

압강하로 인해 촉매 전극에 인가되는 실질적인 전

류밀도가 bare 전극보다 낮아져서 염소 발생 반응

량이 적어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전극의 내구성을 평가하기 위해 가속수명 시험

을 진행하였고 이를 그림 6에 나타내었다. 가속 수

명 시험 중 인가된 높은 과전압으로 인해 전극의

촉매 코팅 용해되면서 Ti 전극 표면이 노출되고,

이 부분은 양극 산화 반응으로 절연막이 생성되면

서 셀 전압이 서서히 증가하다가 25 V 근처에 이

르면 급격히 셀 전압이 커지면서 전극의 파괴가

일어난다. 이러한 이유로 전극의 수명은 셀 전압

이 25 V에 도달하는 시간으로 판정하였다. 그림 7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산화층 유무에 따라 셀 전압

이 25 V에 도달하는 시간이 매우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Bare 전극은 30시간인데 열처리가

500oC와 600oC에서 열처리된 전극의 경우는 각각

55시간과 90시간으로 수명이 현저하게 증가를 하

는 것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열처리 온도가 700oC

인 전극은 오히려 65시간으로 수명이 감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아마도 700oC에

서는 과도한 재결정이나 열응력 등의 원인에 의해

TiO2 보호층에 구조적 결함이 발생한 것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다.

산업적으로 판단해보면, 전극의 전 수명 동안 발

생하는 총 염소량이 전극의 성능이라고 간주할 수

있으므로 각 전극의 염소 발생 효율과 수명의 곱을

성능지수 (performance index)라 칭하고 이를 비교

Fig. 5. Monitoring of cell voltage during galvanostatic
CER at 26 mA/cm2 and efficiency of CER with respect
to oxidation temperature.

Fig. 6. Results of the durability test with respect to
oxidation temperature. (applied current density : 1 A/
cm2).

Table 1. Effect of oxidation temperature for TiO2

protective interlayer on efficiency of CER, lifetime and
total chlorine production (performance index) of DSA
electrodes

Bare 500oC 600oC 700oC

Effciency (%) 94 92 85 77

Lifetime (hr) 30 55 90 65

Performance 
index (a.u.)

28.2 50.6 76.5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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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성능지수는 28.2,

50.6, 76.5, 50.1로 열처리 온도 600oC에서 최대값

을 나타내었다. 즉 600oC에서 중간 보호층을 생성

시키면 염소 발생 효율은 약 9% 감소하지만, 수명

은 약 220% 증가하게 되어 결국은 전극 사용 전

주기 동안 생성하는 총 염소의 양이 2.7배 증가한

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600oC 열처리한 전극

이 가장 우수한 전극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 따

라서 DSA 전극에 TiO2 중간 산화물층을 보호층으

로 삽입한 결과 효율감소와 비교하면 내구성은 월

등히 증가함으로써, 사용 성능의 향상을 가져옴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BWMS용 DSA 전극에서 산화 열처리를 통해 Ti

기판과 촉매층 사이에 TiO2 중간 보호층을 형성시

킨 뒤, 염소 발생 효율과 전극 수명을 평가하여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TiO2 중간 보호층 생성을 위해 산화 열처리를

진행하였고 500oC에서부터 열처리한 결과 rutile상

의 TiO2 보호층만 형성되었다. 600oC 열처리에서부

터 재결정이 이루어지면서 표면에 나노 크기의 결

정립이 관찰되었다.

2. 열분해법으로 RuO2-PdO-TiO2 촉매층을 코팅한

후 표면은 전형적인 ‘mud-crack’ 모양으로 기판의

열처리에 따른 TiO2 중간보호층 형성은 촉매층의 표

면형상과 무관하였다.

3. 전극의 효율을 평가하기 위해 동전위 분극시

험 및 정전위 시험을 하였다. TiO2 중간 보호층 두

께에 상관없이 염소 발생 개시전위 (onset potential)

는 1.62 V로 같으나 산화층 두께가 증가할수록 효

율은 감소하였으며 최대 17% 감소하였다. 

4. 가속수명 시험결과 TiO2 중간 보호층을 삽입한

전극의 내구성이 더 뛰어났으며 TiO2 중간 보호층

두께가 증가할수록 유지시간이 더 길어졌다. 700oC

열처리 전극의 경우 과도한 재결정 혹은 열응력으

로 인한 TiO2층의 결함이 내구성 저하의 원인이라

추측되며 가장 내구성이 좋은 600oC 열처리 전극의

경우 내구성이 220% 증가하였다.

이것을 기반으로 전극의 성능지수 (performance

index)를 계산하였고 600oC에서 열처리한 전극이

Bare 전극보다 2.7 배 증가한 염소를 생산하였다.

따라서 TiO2 중간 보호층 삽입은 효율감소와 비교

하면 내구성이 월등히 증가하여 전극의 성능향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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