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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soluble catalytic electrodes were fabricated by RF magnetron sputtering of Pt on Ti substrates and the performance

of seawater electrolysis was compared in these electrodes to that is DSA electrodes. The Pt-sputtered insoluble catalytic

electrodes were nearly 150 nm-thick with a roughness of 0.18 µm, which is 1/660 and 1/12 of these values for the DSA

(dimensionally stable anodes) electrodes. The seawater electrolysis performance levels were determined through measurements

of the NaOCl concentration, which was the main reaction product after electrolysis using artificial seawater. The NaOCl

concentration after 2 h of electrolysis with artificial seawater, which has 3.5% NaCl normally, at current densities of 50, 80 and

140 mA/cm2 were 0.76%, 1.06%, and 2.03%, respectively. A higher current density applied through the electrodes led to higher

electrolysis efficiency. The efficiency reached nearly 58% in the Pt-sputtered samples after 2 h of electrolysis. The reaction

efficiency of DSA showed higher values than that of the Pt-sputtered insoluble catalytic electrodes. One plausible reason for

this is the higher specific surface area of the DSA electrodes; the surface cracks of the DSAs resulted in a higher specific surface

area and higher reaction sites. Upon the electrolysis process, some Mg- and Ca-hydroxides, which were minor components in

the artificial seawater, were deposited onto the surface of the electrodes, resulting in an increase in the electrical resistances of

the electrodes. However, the extent of the increase ranged from 4% to 7% within an electrolysis time of 720 h.

Key words seawater, electrolysis, NaOCl, RF magnetron sputtering, Pt thin film.

1. 서  론

해수의 전기분해는 친환경적으로 수소와 산소, 알칼리

류 및 차아염소산나트륨(NaOCl)과 같은 관련 부산물을

생성할 수 있는 유용한 공정이다.1,2) 대부분의 화력발전

소나 원자력발전소는 해안지역에 위치하여 대량으로 필

요한 냉각수로서 해수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해수는

박테리아, 해조류나 패류 등의 다양한 미생물을 함유하

고 있어서 발전소 냉각수로 사용 시, 냉각수 순환 계통

내부에 부착, 서식하게 되어 열 전달 및 유량 감소로 인

한 냉각효율 저하 및 부식 촉진 등으로 여러 장애를 초

래한다.3) 이러한 생물학적 유기 부착물에 대한 경제적인

해결책은 염소처리법4)이며, 염소화합물은 박테리아나 바

이러스와 같은 병원성 미생물이나 부패균 등에 대한 사

멸능력이 있으며, 차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

NaOCl)은 저농도에서도 강한 살균력과 산화력으로 물의

소독 등에 사용되는 대표적 물질이다.3) 그러나 차아염소

산나트륨은 매우 부식성이 강하고 상온에서도 자발적인

분해 경향5,6)이 있으므로 다량을 저장하여 해수에 희석

하여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의

발전소에서는 냉각수용 해수를 직접 전기분해하여 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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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산나트륨(NaOCl)을 제조하여 냉각수에 주입시키는 방

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해수를 직접 전기분해하는 해수전해 장치에서

의 전극반응은 다음과 같으며 양극에서는 염소가 발생

하는 데, 염수 농도가 낮은 경우나 분해전압이 높으면

하기의 (2) 반응식에 나타낸 바와 같이, 산소도 발생되

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양극은 염소와 반응하지 않는

불활성이어야 하고 염소과전압이 낮고 산소과전압이 높

은 재질이 바람직하며, 백금족 원소는 이에 적합한 특성

을 가지고 있으며, 티탄이나 티탄합금을 기판으로 Pt, Ir,

Rh, Pd, Ru, Os등의 백금족 금속이나 합금의 산화물을

코팅한 DSA (Dimensionally Stable Anode)와 같은 금

속전극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1965년 H. Beer가 특

허를 출원한 바 있다.7) 또한 해수는 많은 양의 마그네

슘(Mg, 약 1,300 ppm)과 칼슘(Ca, 약 410 ppm)을 함유

하고 있는데, 이들 성분이 해수전해 시에 음극 표면에

전기적 절연성을 가지는 수산화물 막을 형성하여 전극

성능 저하를 초래하므로,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전극 표

면의 평탄화 등의 형상 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

-양극반응 : 2Cl−→ Cl2+ 2e− (1)

2H2O→ O2+ 4H++ 4e− (2)

-음극반응 : 2Na+ + 2e−→ 2Na (3)

2H2O + 2Na+→ 2NaOH + H2↑ (4)

2NaOH + MgCl2→ Mg(OH)2 (5)

2NaOH + CaCl2→ Ca(OH)2 (6)

현재 기존의 DSA (Dimensionally Stable Anodes) 전

극은 제조 단가 저감을 위하여 루테늄(Ru), 이리듐(Ir) 등

과 같은 백금(Pt) 계열의 소재의 금속염화물 수용액을 금

속 Ti을 기판 상에 브러쉬나 스프레이로 코팅하여 350~

450oC의 비교적 고온에서 열처리하는 공정을 반복하여 금

속산화물을 코팅하는 방식8-11)을 채택하고 있는데, 코팅재

의 부착력 및 성능 향상을 위하여 두텁게 코팅을 하므

로 제조 단가가 상승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코팅물의 막두께를 줄이는 성막법의 일환으로

서 진공증착, CVD (chemical Vapor Deposition), 스퍼

터링과 같은 박막 형성 공정을 들 수 있으나, 부착력 면

에서는 진공증착이나 CVD의 경우보다 높은 10~50 eV

정도의 높은 에너지로 코팅물을 가속시켜 성막하는 스

퍼터링 방식이 유리하다.12) 물론 스퍼터링 방식은 진공

계를 요하는 공정으로서 공정단가의 상승이 예상되지만

스퍼터링 공정은 LCD, 터치패널 등과 같은 평판 디스

플레이 분야에서 양산공정으로 채택되어 활용되고 있는

공정으로서, 본 불용성 촉매전극의 제조단가의 저감 차

원에서는 귀금속 산화물의 코팅량 저감의 기여가 보다

결정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전극의 내산화성을 고

려하면, Ir 이나 Ru 귀금속의 산화물의 코팅 보다는 Pt

금속의 코팅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금속 Ti 기판 상에 코

팅하는 고가의 백금족 코팅량의 저감과 부착력 향상을

위하여 RF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방식으로 Pt를 코팅한

불용성 촉매 전극을 제조하여 해수전해 특성을 상용의

DSA 전극과 비교 평가하였다.

2. 실험 방법

코팅용 타겟으로는 순도 99.99% 이상의 Pt 타겟과 버

퍼층 용으로 Ti타겟을 사용하였고, 코팅 기판으로는 상

용 Ti 판재를 6 cm × 6 cm로 가공한 순도 99.5% 이상의

Ti 기판을 별도의 표면 가공을 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전

술한 Ti 타겟을 RF magnetron sputtering (JLSS-01, J&L

Tech, Korea)에 장착하고, 아세톤과 알코올에 이어 증류수

로 세정 전처리한 Ti 기판 위에 버퍼층으로 Ti을 성막하

고, Pt타겟을 사용하여 기판은 가열하지 않고 12.75 Hz의

속도로 회전시키면서 성막하였다. 성막 전 챔버의 진공

도는 6 × 10−4 Pa 이하로 제어하였고, 성막 중에는 2.6 Pa

압력의 Ar 분위기를 유지하였다. 성막 시의 출력과 기

판-타겟 거리는 예비 실험을 통하여 최적 조건으로 도

출된 1 W/cm2 과 7 cm로 고정하였다. 성막은 Ti 기판의

양면에 대하여 행하였고, 성막 후 코팅층과 기판과의 부

착력 향상을 위하여 챔버 내부에서 400oC 에서 1 시간

열처리를 행하였다.

RF마그네트론 스퍼터로 성막한 박막의 결정상 분석은

X-Ray diffractometer (D/max 220V/pc, Rigaku, Japan

- 40 kV, 30 mA/Cu Kα1)을 이용하여 행하였고, 박막의

두께 및 조도는surface profiler (alpha-step 500, Tencor,

USA)를 이용하여 50 µm/sec의 속도로 12.4 mg의 인가압

으로 측정하였다. 해수전해 특성 평가는 아크릴로 제작

된 5 리터 용량의 분해조에서 전극모듈을 전력분석기에

연결하여 컴퓨터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였다. 전

극 모듈은 전술한 6 cm × 6 cm 크기의 Ti 기판 총 6 장

을 한쪽 극 3 장씩으로 구성하였고 전극 간격은 약 1 mm

로 하였다. 이러한 전극 모듈에 전류밀도가 50~140 mA/

cm2 범위에서 정전류를 인가하여 전압 값을 측정하였다.

전기분해용 모의해수는 Kester 등의 보고13)에 따라서 제

조하였고, 분해조에 3 리터를 채우고 전기분해를 행하여

30분 간격으로 전기분해한 모의해수 용액을 25 mL씩 채

취하여 실시간으로 NaOCl 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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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Fig. 1에 본 연구에서 Ti 기판 상에 RF 마그네트론 스

퍼터링으로 백금을 성막한 불용성 촉매 전극과 상용 DSA

전극 표면의 X선회절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Ti 기판 상

에 Pt를 스퍼터링한 전극 시료의 경우, 기판인 금속 Ti의

결정상(JCPDS No. 44-1294) 외에 Pt 의 결정상(JCPDS

No. 87-0646)을 관찰할 수 있었다. 상용 DSA 전극은 주

로 Ir 산화물과 기판으로 사용된 금속 Ti 외에 Anatase

상을 가진 Ti 산화물로 결정상이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Anatase 결정상의 Ti 산화물은 전극 제조 공

정 상, 코팅된 Ir 염(Ir 염화물)의 열처리 과정에서 금속

Ti 기판의 표면이 산화된 것으로서, 이러한 Ti 산화물은

전기저항이 높이므로 전극 반응의 전력 효율에 불리할 것

으로 예상된다. 

Table 1 에 Ti 기판 상에 Pt를 스퍼터링한 전극과 상용

DSA 전극의 표면 조도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Pt

성막 기판의 표면 조도는 약 0.18 µm (표준편차 0.017

µm) 를 나타내었고, 상용 DSA 전극의 표면 조도는 약

2.25 µm (표준편차 0.76 µm) 로서 Pt 성막 기판의 표면

조도에 비하여 약 12배 이상의 높은 조도를 나타내었는

데, 이는 전기분해 시에 반응 생성물의 부착을 용이하게

하고 전극 표면에서의 전류밀도의 불균일화를 초래할 수

있다.

Fig. 2 에 Pt를 스퍼터링한 전극과 상용 DSA 전극의

표면 및 단면 SEM 사진을 나타내었다. Pt를 스퍼터링한

전극의 표면은 매우 평탄한 면을 나타내는 것에 비하여

Fig. 2. SEM photographs of (a) surface, (b) cross section of sputtered-Pt on Ti, (c) surface and (d) cross section of commercial DSA

electrodes.

Fig. 1. X-Ray diffraction pattern of commercial DSA and Pt-sputtered

Ti electrode; (a) commercial DSA and (b) sputtered Pt on Ti.

Table 1. Surface roughness of DSA and sputtered-Pt on Ti electrodes.

Classification DSA(IrO2 on Ti) Sputtered-Pt on Ti

Ra (µm) 2.25 0.181

Standard Deviation 

(µm)
0.76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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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DSA 전극의 표면은 전극 제조 공정 상, Ir 염(Ir

염화물)의 산화물 층을 형성하기 위한 열처리로 인하여 촉

매층에 존재하는 다수의 균열이 존재함을 알 수 있고, 이

러한 균열에 의한 기판인 금속 Ti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

하여 필연적으로 촉매층을 두텁게 조성해야 하므로 Ir 산

화물 활성층의 두께가 약 100 µm 에 이르는 것에 비하

여 Pt 스퍼터링 코팅 전극의 촉매층의 두께는 150 nm 의

약 불과하여 촉매 귀금속의 두께를 1/600 이상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어 제조 단가의 획기적 저감을 실현할

수 있다.

전극 및 전류밀도별 시간에 따른 해수 전기분해 성능

을 Fig. 3에 나타내었는데, 전류밀도가 50 mA/cm2 인 경

우, 해수 전기분해반응 2 시간 경과 후에 생성된 NaOCl

의 농도는 Pt를 스퍼터링한 전극이 0.76%, 상용 DSA 전

극이 0.86% 로서 각각 이론 생성량의 21.7% 와 24.6%

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상 해수에 함유되어 있는

미생물이 냉각수 계통을 순환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활동

을 정지시키고 냉각수 계통을 통과한 후에 바다로 다시

방류된 후에 다시 활동을 개시할 수 있도록 차아염소산

나트륨(NaOCl)의 농도는 1,300 ppm 전후로 관리되고 있

다.14) 또한 전류밀도가 80 mA/cm2 인 경우, 해수 전기

분해반응 2 시간 경과 후에 생성된 NaOCl의 농도는 Pt

를 스퍼터링한 전극이 1,06%, 상용 DSA 전극이 1.12%

로서 각각 이론 생성량의 30.3% 와 32.0%를 나타냈으

며, 전류밀도가 140 mA/cm2 인 경우, 해수 전기분해반응

2 시간 경과 후에 생성된 NaOCl의 농도는 Pt 스퍼터링

전극이 2.03%, 상용 DSA 전극이 2.79% 로서 각각 이론

생성량의 58.0% 와 79.7%를 나타내어 Pt 스퍼터링 전극

과 상용 DSA 전극 모두 전류밀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해

수전해 효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실험 조

건인 전류밀도 50~140 mA/cm2 의 모든 범위에서 상용

DSA 전극의 NaOCl 생성 효율이 Pt 스퍼터링 전극 보

다 5~13% 정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Fig. 2 에 나타

낸 각 전극의 미세구조 관찰에서 확인되었듯이, 상용 DSA

전극의 무수히 많은 균열과 표면 요철로 인한 Pt 스퍼

터링 Ti 전극 보다 매우 높은 비표면적으로 인한 전극

반응 사이트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

한 균열 등으로 인한 넓은 표면적으로 단기간의 반응속

도는 높아지나 장기간의 열화 특성에는 바람직하지 못

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극의 내구성 평가를 위하여 정전류 (전류밀도 50 mA/

cm2)를 인가하여 720 시간 동안의 전압의 경시변화를 관

찰한 결과를 Fig. 4 에 나타내었다. 모의해수의 전기분해

시험 중에 전극 표면에 스케일이 부착되어, 점차적으로 전

극의 저항(정전류 하에서의 전압)이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스케일은 모의해수 중에 함유되어 있는

비교적 다량의 마그네슘과 칼슘 이온(Mg, 약 1,300 ppm,

Ca 약 410 ppm)이 수산화물 상태로 전극 표면에 부착15)

Fig. 5. X-Ray diffraction pattern of Pt- sputtered Ti electrode after

seawater electrolysis.

Fig. 4. Time dependence of cell voltage and current of sputtered-

Pt on Ti, and commercial DSA electrodes.

Fig. 3. Performance comparison of seawater electrolysis according

to the types of electrodes and current den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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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으로서 모의해수에 의한 전기분해 후의 전극 표

면 부착물에 대한 결정상 분석 결과를 Fig. 5 에 나타내

었는데, 대부분이 수산화마그네슘(Mg(OH)2)으로 침착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NaCl 은 전기분해 직후 세척을 하지

않고 그대로 건조하여 결정상으로 검출된 것으로 사려되

며, 일부 미지상은 칼슘이나 불소를 포함하고 있을 것으

로 추측된다. 정전류 (전류밀도 50 mA/cm2) 인가 하에서

720 시간 후의 전극에 인가되는 전압을 모니터링한 결

과, 전압 상승률은 Pt 스퍼터링 Ti 전극은 약 6.8%, 상

용 DSA 전극은 약 4.5% 로서 전극의 저항 상승은 그

다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금속 Ti 기판 상에 Pt 박막을 RF 마그

네트론 스퍼터링으로 성막하여 해수전해용 불용성 촉매전

극을 제조하여, 기존의 상용 DSA 전극과의 해수전해 특

성을 포함하여 조도, 미세구조 등의 제 특성을 비교하였

다. 본 연구에서 RF 마그네트론 스퍼터링으로 Ti 기판 상

에 Pt를 성막한 전극은 상용 DSA 전극에 비하여 불용

성 촉매 귀금속 층의 두께가 약 150 nm 두께로서 1/660

정도를 나타내었고 조도는 0.18 µm (표준편차 0.017 µm)

로서 약 1/12 의 평탄한 표면을 나타내었다. 

해수전해 성능에 있어서는 반응 2 시간 경과 후에 생

성된 NaOCl의 농도로부터 전류밀도가 50~140 mA/cm2

로 높아질수록 해수 전기분해 효율은 21.7~79.7%로 Pt

스퍼터링 전극과 상용 DSA 전극 모두 전류밀도가 높아

짐에 따라서 해수전해 효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전

류밀도 50~140 mA/cm2 의 모든 범위에서 상용 DSA 전

극의 NaOCl 생성 효율이 Pt 스퍼터링 전극 보다 5~13%

정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상용 DSA 전극의 무수히 많

은 균열과 표면 요철로 인한 Pt 스퍼터링 Ti 전극 보다

매우 높은 비표면적으로 인한 전극반응 사이트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성능 발현에 있어서 비표면

적의 효과를 고려하면, Pt 코팅을 위한 Ti 기판의 비표

면적 향상을 위한 형상 설계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또한 모의해수의 전기분해 진행에 따라서 전극 표

면에 마그네슘과 칼슘 이온(Mg, 약 1,300 ppm, Ca 약

410 ppm)이 수산화물 상태로 전극 부착되어, 점진적으로

전극의 저항(정전류 하에서의 전압)이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720 시간에 걸친 내구성 시험 결과 전극 저

항의 상승은 약 4~7% 로서 전기분해에 따른 전극의 열

화는 그다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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