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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압 임펄스 기술을 활용한 경도 제거에서 경수의 e기부피와 

인가시간이 칼슘이온 농도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Initial Volume of Hard Water and Contact Time on the Reduction of Calcium 

Ion Concentration using High Voltage Impulse Technique

조 승 연* ․ 김 태 희* ․ 장 인 성 ․ 홍 웅 기** ․ 이 준 호** 

(Seung-Yeon Cho ․ Tae-Hui Kim ․ In-Soung Chang ․ Woong-ki Hong ․ June-Ho Lee)

Abstract – Recently high voltage impulse (HVI) technique has been extensively studied for desalting processes to control the 

CaCO3 scale formation in industrial water practices such as power plant, boiler, and heat exchange operations. Investigation of 

the operational parameters for the HVI is important, however, those had not been reported yet. In this study, the effect of 

initial feed volume and contact time on reduction of calcium ion concentration by the HVI technique was investigated. Initial 

feed volumes of artificial hard water which contained 100 mg/L of Ca2+, were set to 1, 2, and 3 L respectively. After 24hr of 

HVI contact with 12kV, Ca2+ ion was reduced to 50, 29 and 19 % of their initial concentration, indicating that calcium removal 

increased as initial feed volume decreased. This implies the applied HVI pulse energy per unit mass of calcium is important 

parameter determining overall desalting efficiency. A series of extended operations of HVI up to 30 days verified the long 

term stability of the HVI system. The calcium ion declined to 40 mg/L after 2~3 days, and further reduction of calcium was 

not achieved, indicating that optimum operation time could be 2~3 days under these experimental conditions. Consequently, it 

was confirmed that the important operational parameter of HVI technique is initial feed volume and contact time as well as 

the applied voltage that was already proven in the previou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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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발전시설을 포함한 대부분의 산업시설에 사용되는 용수는 경

도를 제거하여야 한다. 경수(hard water)는 주로 Ca2+ 이온과 

Mg2+이온을 과량 포함한 물로 열교환기(heat transfer)나 보일러 

배관 내부를 지나며 스케일(scale)을 형성한다. 용수 내 용존 물

질이 배관 및 밸브 등에 침전·침착되는 스케일 형성의 문제점은 

열교환기의 열전달 효율을 감소시켜 장비의 유지 및 관리비용 증

가를 유발하며 이는 곧바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 

열교환기에 발생한 스케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볼이나 브

러쉬를 이용하여 내부를 세정하는 방법, 모래를 고속으로 분사시

키는 샌드블라스트법, 고압의 물을 분사시키는 방법 등이 있으나 

관 벽의 마모와 부식에 의한 배관설비의 수명단축을 야기하며, 

작업 시 시설가동을 중단해야하는 문제점이 있다[1,2]. 따라서 스

케일 형성을 저감하거나 방지하기 위해서 원수에 포함되어 있는 

Ca2+ 이온이나 Mg2+ 이온을 물리/화학적인 방법으로 제거하여 경

수를 연수로 변환하는 연수화(softening) 공정이 수행되어야 한

다. 화학적 연수화 공정으로는 석회—소다 연수화 공정, 이온교환

(ion exchange), 산(acids) 또는 스케일억제제(anti-scalants)를 

투입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공정은 

슬러지 및 2차 오염물질이 발생하며 약품의 사용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추가 안전 비용이 차츰 증가하는 추세이어서 화학적 처

리 공정의 수행이 지양되고 있다[3]. 물리적인 연수화법으로는 

나노여과(nano-filtration) 또는 역삼투(reverse osmosis) 공정을 수

행하는 방법이 있으나 막대한 에너지 사용이 문제점으로 지목되

고 있다. 

따라서 스케일 형성을 저감하는 물리·화학적 처리 공정의 단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 탈염기술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자기장(magnetic field)을 이용한 CaCO3 스케일 결정 생성을 f

진시키는 방법[4], 고주파 전계(High-frequency electric field)를 

이용하여 CaCO3 스케일 형성을 유도하는 연구[5], 플라즈마 방

전을 이용하여CaCO3 입자를 형성시켜 여과막 표면의 CaCO3로 

인한 막 오염 현상을 완화시켜 막의 성능을 증가시키는 연구결과

[6,7] 등이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에서는 고전압임펄스(High Voltage Impulse, 

HVI) 기술을 활용하여 수중의 Ca2+ 농도를 감소시키는 연구를 수

행하였다[8]. HVI란 수 kV의 고전압을 ns-μs 범위로 짧은 펄스

(pulse) 형태로 방전시켜 전기장을 형성시키는 기술이다. HVI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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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HVI 시스템의 개념도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HVI system

Parameter Unit Value

Voltage kV 5, 8, 12

Pulse width us 4

Pulse frequency Hz 100

Electrode gap mm 10

Material of Electrode - SUS306

Electrode type - plate to plate

표    1 HVI 의 동작조건

Table 1 Operating condition of HVI 

Parameter Value Unit

Eluent 
composition

Nitric acid 1.7 mmol/L

Dipicolinic
acid

0.7 ml/min

Input flow rate of eluent 0.9
℃

Column Temperature 30

표    2 이온크로마토그래피의 동작조건

Table 2 Operating condition of ion chromatograph 

술은 식품산업 분야의 비열살균(non-thermal sterilization) 공정

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다[9]. 

본 연구에서는 HVI 기술을 활용하여 수중의 Ca2+을 CaCO3로 

석출시켜 제어하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e기 시료 부피에 따른 

Ca2+ 농도의 저감 효과 및 CaCO3로 석출되는 반응속도론에 대하

여 고찰하였다. 아울러 HVI에 의해 석출된 CaCO3의 결정 구조를 

확인하여 스케일 형성 메카니즘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2. 실험장치와 방법

2.1 실험장치

2.1.1 HVI system

HVI 시스템은 30kV까지 전압을 발생할 수 있으며, 펄스길이

는 4-40μs, 주파수는 100~300Hz로 조절 가능하게 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HVI 시스템의 개념도를 그림 1에 나타내었

다. 전압프로브(PVM-6 1000:1, NORTH STAR, USA)와 전류프

로브(CP150, LeCroy current probe, Teledyne Lecroy, USA)를 

HVI에 연결하여 발생된 전압과 전류를 오실로스코프(104xi-A, 

Teledyne Lecroy Inc., USA)로 관찰하였다.

반응기는 아크릴로 제작되었으며 직경 150mm, 높이 250mm, 

최대용량 3L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전극의 재질은 스

테인리스(SUS 306)이며 전극 간 간격을 10-30mm로 조절이 가

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전극은 직경 35mm인 평판형 전극으

로 서로 마주 보고 있는 판 대 판(plate-to-plate) 방식으로 운

용하였다. 

반응기내 시료가 전극 사이의 전기장에 균일하고 일정하게 노

출시키기 위해 정량펌프(L/S Digital standard drive, Msterflex, 

USA)를 사용하여 반응기 외부로 유출시킨 후 반응기 내부로 재

순환되게 하였다.

HVI의 운전 조건은 표 1에 나타내었다. 전압세기 12kV, 주파

수 100Hz, 펄스길이 4μs로 동일한 조건에서 시료 부피 및 접f

시간에 따른 Ca2+ 농도 변화를 관찰하였다.

2.1.2 시료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CaCO3를 스케일의 주성분 대상으로 선정하였

다. 따라서 시료 중 Ca2+의 농도를 측정하여 스케일 형성 정도를 

평가하였다. 스케일 형성을 위한 시료는 Calcium chloride(CaCl2, 

95%, Junsei Co., Japan)와 Sodium bicarbonate(NaHCO3, 95%, 

Junsei Co., Japan)를 e순수(ultrapure water)에 용해시켜 Ca2+

의 e기농도가 100 mg/L가 되도록 제조하였다. 즉 HVI를 인가

한 후 시료의 칼슘이온을 CaCO3 형태로 석출시키고 잔존하는 

Ca2+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Ca2+ 농도는 이온크로마토그래피(Ion 

Chromatogr aphy, IC)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시료는 일정시간 마다 반응기에서 10ml씩 분취하여 e순수로 

10배 희석하고 공경(Pore Size) 0.45μm 여과지(membrane filter, 

Advantec Inc., Japan)로 CaCO3를 여과하여 투과된 여과수의 

Ca2+ 농도를 정량하였다. IC 장치(881 Compact IC pro, 

Metrohm Inc., Switzerland)에 양이온분석 전용컬럼(Metrosep 

C4, Metrohm, Inc., Switzerland)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조건은 

표 2에 나타내었다.

2.2 전극코팅

HVI 인가 실험을 수행하기 전 반응기 내 시료의 e기 전기전

도도 (electric conductivity) 값이 1,000 μs/cm 내외로 비교적 

높기 때문에 전극 사이에 전류가 통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인가

전압이 높은 경우 전류가 흐르게 되면 줄열(joule heat)이 발생하

게 된다. 이로 인해 펄스 파형이 불완전해지며 반응기 내부의 온

도가 상승하게 된다. 온도 상승은 Ca2+ 농도 감소에 직접적인 원

인이 되기 때문에 전극을 코팅하여 줄열 발생을 제어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공이 용이하고 절연성이 뛰어난 에폭시(Epoxy) 

재질로 전극을 코팅하여 전극 사이의 전류를 차단하였다. 코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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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HVI에 인가된 전압 크기에 따른 전압과 전류의 파형: (a) 

5kV, (b) 10kV, (c) 20kV

Fig. 2 Voltage and current waveform according to the applied

voltage: (a) 5kV, (b) 10kV, (c) 20kV

그림 3 시료부피에 따른 Ca2+농도 변화 

Fig. 3 Ca2+ concentration profile as a function of initial 

sample volume

균등하지 않을 경우 전계가 전극의 일부분에 집중되는 현상이 일

어나 코로나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극 코팅 두께를 균등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마이크로미터를 장착한 몰드를 제작하여 

전극 코팅 두께를 300-400μm로 조절하면서 전극을 코팅하였다. 

3. 결과와 검토

3.1 전압과 전류 파형 및 인가 에너지

HVI 시스템의 펄스발생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인가전압을 5, 

10, 20kV로 증가시키며 발생 파형을 관찰하였다. 전압 크기에 따

른 전압과 전류의 파형을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고전압 펄스는 

지수감소형 (exponential decay wave)과 구형파 (square wave)

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된 HVI 시스템에

서 발생한 펄스는 구형파이다. 고전압 임펄스가 인가되면 전압이 

빠르게 상승하여 최대 피크값(peak voltage)에 도달하고, 일정 시

간 동안 구형파의 형태를 유지한다. 이후 지수적으로 감소한다. 

전류는 전극코팅의 효과로 흐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만 전압 인가 e기에 서지전류 (surge current)로 인하여 순간적

으로 증가하였다가 바로 0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 e기 시료부피에 따른 Ca2+ 농도저감 효과

반응기 내 시료의 e기부피를 각각 1, 2, 3L로 조절하고 각각 

HVI 인가실험을 수행하였다. HVI인가 후 24시간 동안 Ca2+ 농도 

변화를 관찰하여 그림 3에 나타내었다. Ca2+ 농도는 e기 시료 

부피에 관계없이 모든 시료에서 감소하였으나, e기부피 1L에서

는 Ca2+ e기농도의 50%, 2L에서는 29%, 3L에서는 19%로 감소

하였다. 즉 e기시료 부피가 작을수록 Ca2+ 농도가 더욱 크게 감

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피가 각각 다른 세 가지 경우의 Ca2+ 

e기농도는 모두 100 mg/L이었으므로 반응기 내에 존재하는 

Ca2+의 질량은 각각 100 mg, 200 mg, 300 mg이다. 즉, 동일한 펄

스를 동일한 시간으로 인가하더라도 e기에 존재하는 Ca2+의 질

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쉽게 그 농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본 HVI 시스템에서 소요되는 전기적 에너지를 계산하였다. 우

선 1개의 펄스 당 투입되는 전기적 에너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실험과정에서 전압과 전류 신호를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하여 수치

데이터로 각각 저장하였다. 그리고 후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식 (1)로 한 개의 펄스 당 에너지를 계산하면 11.8 mJ 에

너지가 나온다. 

          




               (1)

  여기서 V는 인가전압, I는 전류이고, 적분구간은 펄스의 폭에 

해당하는 4 μs를 대입하였다. 그리고 1e에 가해지는 펄스의 횟

수(주파수 f)가 100Hz이므로 24시간(1일)동안 인가되는 z 에너

지는 다음 식과 같이 계산된다. 

∴ 일투입되는에너지  ××     (2)

인가된 에너지를 시료의 부피로 나누어주면 단위부피당 가해

지는 에너지의 양을 알 수 있다. 즉, 1L 시료의 경우에는 약 

101kJ/L의 에너지가 가해진 반면에, 2L 및 3L 시료에서는 1L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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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 가해진 에너지의 1/2 및 1/3 만큼의 에너지만 인가된 셈이

다. 즉 시료의 부피가 작을수록 시료에 전달되는 에너지의 양이 

증가하여 높은 제거율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Ca2+ 농도는 계

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으로 보아 24시간보다 인가시간을 증가시

키면 Ca2+농도는 더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3.3 HVI 인가시간에 따른 Ca2+ 농도 저감 효과

HVI의 인가시간을 증가시키면 위에서 보인 Ca2+농도보다 더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인가시간을 41시간부터 최장 720

시간 동안 증가시켜가며 Ca2+농도 변화를 관찰하였다(그림 4). 

인가시간이 40시간일 경우 실험종료 후의 Ca2+농도는 e기농

도의 60%, 90시간일 경우 58%, 120시간일 경우 62%, 160시간일 

경우 69%, 30일인 경우 62%까지 감소하였다. HVI 인가 e기에

는 Ca2+ 농도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2∼3일 지나고 나면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일정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실험결과는 

평균 Ca2+ 농도가 62%로 감소율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HVI 시스템에서 e기 시료부피와 인가시간이 Ca2+ 농도변화의 

주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4 장시간 HVI 인가에 따른 Ca2+ 농도 변화

Fig. 4 Long term Ca2+ concentration profile 

3.4 HVI 인가에 의해 형성된 CaCO3의 결정 구조

HVI 인가에 의해 생성되는 CaCO3 결정의 구조를 알아보기 위

해 주사현미경(SEM)으로 관찰한 결과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펄스전압을 인가하지 않은 대조군과 펄스전압을 인가한 실험군을 

각각 공경 0.45μm 여과지로 여과시킨 후 여과지 표면을 SEM으

로 관찰하여 촬영하였다. (a) 대조군과 (b) 실험군 모두 CaCO3 

결정이 관찰되었다. 

일반적으로 CaCO3 결정의 구조는 Calcite, Vaterite, 또는 

Aragonite의 세 종류로 분류된다. Calcite는 큐빅(cubic) 형태, 

Vaterite는 구형(spherical) 형태이며 Aragonite는 바늘(needle)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CaCO3의 결정구조

는 90%가 실온에서 Calcite로 존재한다. Vaterite는 고온에서 

spherical 구조로 생성되며, Aragonite는 needle 구조에서 Mg2+ 

이온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10,11]. 본 

연구에서 생성된 CaCO3 결정을 관찰한 결과 큐빅 구조로 이루어

져 있는 Calcite의 구조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HVI 인가 시 생

성되는 CaCO3 결정이 특별한 다른 메카니즘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3.5 CaCO3 생성 반응속도론 고찰

경수의 스케일 생성은 반응식 (3)과 같이 Ca2+ 이온과 CO3
2- 

이온이 반응하여 생성된다. 

Ca2+ + CO3
2- ⇄ CaCO3 (s)                      (3)

HVI 인가에 의한 CaCO3 생성 반응속도를 알아보기 위해 반응

차수, n과 반응속도상수, k를 산출하였다. 즉, 시간에 따른 Ca2+ 

농도 변화를 반응속도론(kinetics)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반응차수는 0차, 1차, 2차 반응으로 나타낼 수 있다. 

0차 반응(zero order reaction)은 반응속도가 반응물질의 농도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반응이며, 1차 반응(first order reaction)은 

반응속도가 반응물질의 농도에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반응이다. 

또한 2차 반응(second order reaction)은 반응물질에서 생성물이 

만들어질 때 반응속도가 반응물질의 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반

응이다.

그림 5 주사현미경(SEM)으로 관찰한 CaCO3 결정 사진 (a) 대조

군 (b) 실험군

Fig. 5 SEM images of CaCO3 precipitates obtained from 

membrane filter surface (a) control (b) HVI treated

CaCO3 생성되는 반응속도, rc = dC/dt = -kCn 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때 t=반응시간, k=반응속도상수, n=반응차수이다. 반응

차수 n은 식 (4)을 통하여 구할 수 있다. 즉 평형상태가 되기 전

까지의 시간에 따른 농도변화 자료를 식 (4)에 대입하여 n을 구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n값은 평균 2.2로 계산되어 2차 반응

을 따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4)

log log
log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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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반응의 반응속도상수, k는 x축을 시간(t)으로 하고 t축은 

1/(농도)로 하여 실험 자료를 대입하여 그래프를 그린 후 나오는 

일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된다. 본 연구의 반응속도상수, k를 구

하기 위해 대조군과 실험군의 실험 자료를 플롯한 그래프를 그림 

6에 제시하였다. 대조군의 k=0.095L/(mmol∙day), 실험군의 k= 

0.242L/(mmol∙day)로 나타났다. 대조군의 k값에 비해 실험군의 

반응속도 상수가 2.5배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펄스전압을 

인가한 실험군의 경우 CaCO3 반응이 대조군보다 빠른 속도로 나

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HVI에 의해 CaCO3 반응이 f진된

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림 6 대조군과 실험군의 반응속도 상수(k)

Fig. 6 Comparison of the reaction rate constant (k) of the 

HVI treated and control reaction

4. 결  론

본 연구는 고전압 임펄스 기술을 활용하여 용수 중 Ca2+을 

CaCO3 형태로 석출시켜 제거하는 공정의 확립을 위하여 중요 운

전변수 중 하나인 e기시료 부피와 운전시간이 Ca2+농도 저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e기 시료부피를 1, 2, 3L로 달리하여 HVI를 인가한 결과 1L

에서 가장 높은 제거율을 나타내었다. 시료부피가 작을수록 

전달되는 펄스의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높은 제거율을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2) 30일 동안 HVI를 인가하는 장기간 실험을 통해 Ca2+ 농도는 

e기농도의 60~69%까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기에는 

빠른 속도로 농도가 감소하지만 2~3일 후에는 더 이상 감소

하지 않고 일정해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최적의 HVI 인가시

간을 책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3) 생성된 CaCO3을 SEM으로 관찰한 결과 열역학적으로 안정 상

태인 Calcite 구조임을 확인하였다.

4) HVI를 인가하였을 때 발생하는 CaCO3의 반응속도상수, k를 

구하여 대조군의 k 값과 비교해 본 결과 2.5배 반응속도가 큰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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