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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방사성 제염폐액 전기흡착 처리기술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핵주기시설의 원활한 유지보수나 자원재활용 및 처분량 저감을 위해서는 제염

기술이 필요하며, 특히 전해제염기술이나 화학제염기술이 효과적이다. 이들 제

염기술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전체 제염소요 비용의 약 40%이상을 차지하는 

이차폐기물의 완전한 처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습식제염 폐액은 제거된 방사

성 부식생성 핵종인 Co, Cs, 및 Sr 등이 단독 혹은 혼합되어 존재하며, 제염단

계에서 용해공정조절을 위해 투입된 약품으로 인해 산도나 염기도가 높은 특성

을 갖고 있고 특히 전해제염 폐액의 경우 중성염(Na2SO4, NaNO3, Na2C2O4) 이나 

산성(H3PO4, HNO3) 등의 다양한 종류의 전해질을 함유하므로 폐액특성에 적합한 

처리기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염후 발생하는 이차폐기물의 처리기술로는 이온교환이나 침전, 증발

농축법 등이 기존기술로 사용되고 있으나 각각의 단점과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기술로 전기화학적인 방법의 기술개발에 집중적인 연구/개발 투

자가 이루어지는 추세이다. 전기화학적인 방법중에서 전기흡착기술은 기존의 흡

착․이온교환기구에 전기적인 추진력이 부가된 기술로서, 이차폐기물이 발생치 

않고 가역적이기 때문에 농축과 제거의 조절이 용이한 새로운 선진기술이다.

  이 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제염기술의 효율성제고와  핵주기 폐기물의 처리

기술로 활용가치가 큰 기술이며, 특히 일반환경 폐액의 처리분야에 전기흡착처

리 기술의 활용 여지가 매우 높을 것이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가. 방사성 제염폐액 처리 전기 흡 탈착 소재 개발

     - 탄소체 전기흡착재의 물리 화학적 특성

     - 질산처리에 의한 탄소체 전기 흡착재의 열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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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적 전기 흡ㆍ탈착 공정 및 장치 개발

     - 폐액 처리 전기흡착 및 폐액 농축 전기탈착 최적 조건 도출

       ㆍ 전극재의 무게

       ㆍ 가용전위 및 전류

       ㆍ 폐액 pH

       ㆍ 전해질 농도 변화 등 

     - 다성분계의 분리특성

     - 연속식 방사성 제염폐액 전기흡착 처리 장치

다. 전기 흡착전극재의 재생특성   

     - 역전 가용전위에 의한 사용 흡착재의 재생 특성 

     - 폐액 pH 등

Ⅳ. 연구개발 결과

  화학제염이나 전기화학제염을 통해 발생된 방사성 폐액을 정화처리 할 수 있

는 새로운 방법으로, 다공성 활성탄소섬유 전극을 사용하여 폐액중 Co(Ⅱ), Sr

(Ⅱ)와 U(Ⅵ) 이온의 batch 및 column 전기흡ㆍ탈착 연구와 Co(Ⅱ)와 Sr(Ⅱ)의 

전기적 분리연구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ㆍ 회분식 전기ㆍ흡탈착 실험

1.  활성탄소섬유 전극을 사용하여 수행한 전기흡착에 의해 Co(Ⅱ)와 Sr(Ⅱ) 이

온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었다. 0.5mM Co(Ⅱ) 수용액으로부터 Co(Ⅱ)의 흡착량

은 미가용전위(OCP)에서는 1.5mgcobalt/gACF인 반면, 음의 전위에서는 Co(Ⅱ)는 

100% 흡착되었고 흡착량은 6시간째에 22.8∼36.3mgcaron /gACF 이었다. 미가용전

위에서는 Sr(Ⅱ)의 흡착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지만 -0.2V를 제외한 모든 음의 

가용전위에서 초기 흡착속도만 약간 차이가 날뿐 100% 흡착이 이루졌고 모두 

유사한 전기흡착 거동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Co(Ⅱ)와 Sr(Ⅱ)의 흡착은 쿨롱 

상호작용에 의한 전극전위 의존성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용액의 pH가 증가할수록 Co(Ⅱ)와 Sr(Ⅱ)의 흡착속도가 증가하 다. 이는 

활성탄소섬유 표면에 형성된 산성관능기가 해리되어 Co(Ⅱ)나 Sr(Ⅱ) 양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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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온교환 되기 위해서는 용액중 OH
-
 이온이 증가할수록 유리하기 때문이다.

2.  같은 pH에서 양의 전위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같은 전위에서는 pH가 낮을수

록 Co(Ⅱ)와 Sr(Ⅱ) 이온의 탈착이 더 잘 일어났다. 이는 탈착시에는 활성탄

소섬유 관능기에 흡착된 Co(Ⅱ)나 Sr(Ⅱ) 양이온이 H
+
 이온과 이온교환에 의해 

용액중으로 탈리되기 위해서는 용액중에 H
+
 이온이 증가될수록 유리하기 때문

이다.

    같은 전위에서 pH 감소에 의해 탈착 속도가 증가하긴 하 지만 100% 탈착이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더 높은 전위에서는 더 높은 pH에서도 쉽게 탈착이 이

루어짐으로서 pH 보다는 가용 전극전위가 탈착 거동에 지배적 인자임을 확인

할 수 있다. 

3.  활성탄소섬유의 전기이중층 충전에 의한 3회의 주기적 흡ㆍ탈착 공정을 통

해 재생된 활성탄소 전극이 초기 흡착 능력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서 전기이중

층 충전에 의해 활성탄소섬유 전극이 직접 재생되어 연속 흡ㆍ탈착 공정이 가

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Co(Ⅱ)와 Sr(Ⅱ)의 혼합 용액에서 Co(Ⅱ)는 Sr(Ⅱ)의 존재에 무관하게 단일

성분계와 동일한 거동은 보 고 Sr(Ⅱ)의 흡착은 Co(Ⅱ)의 흡착이 완료된 후 

진행되었다. Co(Ⅱ)가 Sr(Ⅱ)에 비해 경쟁적이며 전기흡착 공정에 의해 두 성

분의 분리가 용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ㆍ 고정층 전기흡ㆍ탈착 실험

1.  고정층 흡착탑을 통해 Co(Ⅱ)와 U(Ⅵ)가 효과적으로 제거되었고 가용 음전

위의 증가에 따라 유출 Co(Ⅱ)와 U(Ⅵ)의 농도가 감소하 으며, -0.9V(vs. 

Ag/AgCl)전위에서 1000 mg/L 공급용액으로부터 99.9%의 우라늄이 제거되었고 

1.5guranium/gACF 이상의 흡착용량이 관찰되었다. 

2.  흡착된 Co(Ⅱ)는 쉽게 탈착 됨으로써 다른 이차 액상 폐기물이나 슬러지의 

처리가 필요없다. 

3.  고정층 전기흡착 셀을 통해 Co(Ⅱ)와 Sr(Ⅱ)의 혼합 용액으로부터 Co(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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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분리가 가능하 다. 

4.  흐름 속도 증가에 따라 누적 Co(Ⅱ)의 전기흡착량이 감소하 다. 내부 Co

(Ⅱ)의 더 짧은 체류 시간에 의해 전기흡착 속도가 저하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따라서 전기흡착 공정은 탄소 표면 내로 Co(Ⅱ) 이온의 물질전달에 의해

서가 아니라 표면반응에 의해 조절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0.2V(vs. Ag/AgCl)의 전위에서의 Co(Ⅱ)의 제한된 전기흡착은 활성탄소섬

유 표면 작용기에 Co(Ⅱ) 이온의 이온교환 흡착과 이중층 충전의 결과로 고려

되어진다. 더 큰 음의 전위가 가용될 때, 전기흡착용량의 증가는 주로 Co(OH)2

의 형태의 침전에 기인한다. 

Ⅴ.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및 건의사항

가. 활용분야

   - 다성분의 유기혼합물이 혼성된 폐액이나 유.무기 혼성폐액의 처리 혹은 선  

     택분리에 이용할 수 있음

   -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액체 폐기물의 처리에 직접 효과적으로 이용  

     될 수 있으며, 현재 심각하게 거론되는 산업 폐기물의 처리기술로도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음. 

나. 활용방안

   - 향후 습식제염연구 시 제염폐액 정화처리 연구에 단위기술로 직접 활용가  

     능.

 

   - 고농도의 salt가 혼재된 우라늄 변환시설의 Lagoon 슬러지 폐액은 일반 폐  

     액처리기술로 처리하기에는 기술적 및 경제적 타당성을 찾기 어려움. 전기  

     흡착기술은 이러한 난분해성 폐액처리의 대안 기술로 적용연구를 통해 직  

     접 활용가능.  



- 6 -

S U M M A R Y

Development of Electrosorption Technology for the Treatment of 

Radioactive Decontamination Liquid Waste

Radioactive solid waste arising from a normal oper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or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can be recycled, and the amounts 

of final disposal waste can be reduced significantly by the application of 

wet chemical decontamination technology using chemicals (chemical 

decontamination or electrochemical decontamination technology). But it is 

necessary to treat the secondary waste effectively to increase the 

decontamination efficiency. From a safe and economical point of view, the 

radionuclides, which have different half lives and are contained in liquid 

radioactive waste, should be separated and managed respectively. 

Decontamination liquid waste contains various radioactive ions such as Co, 

Sr and Cs ions and have a high acidity or alkalinity in a neutral salt 

(Na2SO4, NaNO3, Na2C2O4) or acidic salt electolyte(H3PO4, HNO3). Conventional 

methods, such as ion exchange, chemical precipitation and evaporation, 

have been used in efficient treatment and radionuclides separations. But 

many of these technologies have limited applications because of limited 

capacity and high investment cost. An alternative to conventional methods 

is electrosorption, which is related to the ion adsorption phenomena on 

the electrical double layer of adsorbent and is suggested as a minamally 

polluting, energy efficient, and cost effective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electrosorption technology as a new method in 

treatment of decontamination liquid waste and radionuclides s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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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is as follows.

A. Development of electrode for electrosorption

  - Investigation of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carbon based 

electrode

  - Effect of oxidation treatment on degradation of carbon based 

electrode

B. Development of optimun processes and equipments for electrosorption 

  - Investigation of optimum operating conditions for electo-adsorption 

and electro-desorption

  - Investigation of Radionuclides separation techniques in 

multi-component systems  

  - Design of electrosorption systems in continuous mode

C. Regeneration characteristics of electrode for eleectrosorption

  - cycling experiments consisting of adsorption and desorption steps 

 In the batch electrosorption system, 100% of cobalt is removed from a 

solution when a negative potential is applied to the carbon electrode. The 

adsorbed cobalt ions could be released into the solution by reversing the 

applied potential, showing the reversibility of the process. The 

electrosorption process using an ACF electrode was confirmed to be 

effective in the removal of cobalt ions, and an ACF electrode could be 

continuously used in the purification of liquid waste. 

  In the column electrosorption system, above 90% of cobalt is rem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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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a 29mg/l feed solution by a single pass through the electro- chemical 

remediation cell under suitable potentials(e.g., -0.35 to -0.7V vs. 

Ag/AgCl). A sorption capacity of over 112mgcobalt/gACF is observed. The 

adsorbed cobalt is easy to strip from ACF electrode by using an applied 

potential of +1.2V and passing a 1.0N NaCl solution through the cell. 

Selective removal of cobalt from a mixed solution of cobalt and strontium 

is conducted at a potential of -0.7V. Cobalt removal is not affected by 

the presence of strontium. Nearly perfect separation of cobalt and 

strontium is possible by electrosorption. Limited electrosorption of 

cobalt at potentials of -0.2V is considered to be the result of double 

layer charging and ion-exchange sorption of cobalt ions on surface 

functional groups. When more negative potentials are applied, the 

significant increase of electrosorption capacity is caused by the 

surface-induced cobalt precipitation mainly in the form of Co(OH)2.

  The electrosorption process as a new technology without producing 

secondary waste, appears to be a promising separation technique in liquid 

waste treatment.

 Above results would be applied in following fields: 

 - selective separation of specific component and effective treatment of 

mixed waste containing organic and inorganic components

 - treatment of radioactive liquid waste for nuclear power plants

 - effective removal of contaminants in liquid waste for non-nuclear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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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핵주기시설의 자원재활용 및 처분량 저감 효과가 큰 고체폐기물 재활용 기술, 

특히 금속성 폐기물 재활용 기술로는 전해제염기술이나 화학제염기술이 효과적

임이 입증되었으나, 이들 제염기술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전체 제염 소요비

용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는 이차폐기물의 완전한 처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습식제염 폐액은 제거된 방사성 부식생성 핵종인 Co, Cs 및 Sr 등이 단독 혹은 

혼합되어 존재하며, 제염단계에서 용해공정조절을 위해 투입된 약품으로 인해 

산도나 염기도가 높은 특성을 갖고 있고 특히 전해제염 폐액의 경우 중성염

(Na2SO4, NaNO3, Na2C2O4)이나 산성(H3PO4, HNO3) 등의 다양한 종류의 전해질을 함

유하므로 폐액 특성에 적합한 처리기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염 후 발생하는 이차폐기물의 처리기술로 이온교환이나 침전, 증발

농축법 등이 기존기술로 사용되고 있으나
1∼3)
 경제성이나 처리 효율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기술로 2차 폐기물량이 적고 조작조건과 공정제어

가 보다 단순할 뿐만 아니라 장치투자비와 운전비용이 보다 저렴한 장점을 가진 

전기화학적인 방법의 기술개발에 집중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4∼6)

  전기흡착, 전기부상/전기응집법, 전기여과법, 전기삼투법, 전기투석, 전기화

학적 이온교환, 전착법 및 전기화학적 침전법 등의 여러 가지 전기화학적 방법

들이 폐액의 특성에 맞게 선택ㆍ이용될 수 있다. 일부 기술은 입증된 기술로 상

용화되어 있으며, 일부 기술은 기존 기술의 성능향상을 위해 기술개선에 연구개

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 가지 전기화학적 처리기술중 전기흡착기술은 기존의 흡착ㆍ이온교환기구

에 전기적인 구동력이 부가된 기술로서, 오염물의 흡착제거에 의한 폐액의 정화

와 탈착에 의한 오염물의 농축이 용이한 가역적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탈착

과 동시에 사용된 흡착제는 재생될 수 있으므로 이차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장

점이 있다. 이 기술은 세계적으로 기술개발 초기단계의 기술로, 연구개발을 통

해 제염기술의 효율성 제고와 핵주기 폐기물의 처리기술로도 활용가치가 큰 기

술이다.  

  전기흡착의 주요 구성요소 중 하나인 전극은, 가용 전압범위에서 안정하여 흡

착전극의 열화나 부생성물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폐액처리 환경에 

적합한 재료특성을 갖추어야 하고 전기적 접촉이 연속적이고 전기전도성이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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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전기화학적 활성종이 전극기공에 접촉하거나 기공으로 

유체가 쉽게 침투할 수 있도록 다공성의 높은 비표면적을 가져야한다. 이와 함

께 상용화 설비에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흡착제 전극의 취급 및 조작 

그리고 가공이 용이하여야 하며 가격이 저렴하여야 한다
7)
. 이러한 재료특성을 

갖춘 전극소재로는 탄소체 전극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탄소체는 전기 전도도가 크고 내화학성과 내열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본 연

구의 주요 처리 대상인 방사성 폐액에 특별히 요구되는 방사능에 대한 내구성이 

높은 특성을 갖는다. 탄소체중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활성탄은 입상이나 분

말상임으로 취급이 불편하고, 비표면적이 비교적 낮아 새로운 타입의 탄소 다공

체가 요망되기 시작하 다. 최근에 개발된 섬유상 활성탄소섬유(Activated 

Carbon Fiber, ACF)는 비표면적이 입상활성탄 보다 월등히 클 뿐만 아니라 미세

공만으로 이루어진 구조적 특성 때문에 흡착속도가 크고 재생성이 우수하며, 전

기화학적 활성종이 전극기공에 접촉할 수 있는 접촉면적이 넓고 기공으로 유체

가 쉽게 침투할 수 있으며, 취급 및 조작이 간편하고 가공성이 좋은 장점이 있

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활성탄소섬유는 기존 탄소체보다 기공특성이나 전기전

도성이 우수하므로 전기흡착의 흡착전극재로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는 ACF 부직포 전극을 사용해서 Co(Ⅱ), Sr(Ⅱ), U(Ⅵ) 이온에 대

한 회분식 실험과 column 실험을 수행하 다. 가용전위, 전해질 농도, pH 그리

고 유량변화에 따른 흡착거동을 조사하고 전위를 가용하지 않은 흡착 거동과 비

교하 으며, 흡착시와 반대의 정전압을 가용하여 탈착 거동을 조사하 다. 음의 

전위에서 흡착 후 바로 양의 전위로 역전시켜 탈착하는 실험을 주기적으로 하여 

흡착과 재생의 순환을 관찰하 다. 제염폐액에 함유된 반감기가 다른 여러 가지 

방사성 핵종은 핵종별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안전하고 경제적이므로 핵종 

분리기술로 전기흡착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Co(Ⅱ)와 Sr(Ⅱ)이 

혼합된 용액에서 단일 성분의 선택적 분리 실험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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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 현황

 국외의 경우,  방사성 제염폐액의 처리기술로 상용화되어 있는 이온교환이나 

침전, 및 증발법 등은 경제성이나 처리 효율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효

율적인 기술로 2차 폐기물량이 적고 조작조건과 공정제어가 보다 단순할 뿐만 

아니라 장치투자비와 운전비용이 보다 저렴한 장점을 가진 전기화학적인 방법의 

기술개발에 집중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

다. 

 전기흡착, 전기부상 및 전기응집법, 전기여과법, 전기삼투법, 전기투석, 전기

화학적 이온교환, 전착법 및 전기화학적 침전법 등의 여러가지 전기화학적인 방

법들이 폐액의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일부 기술은 입증된 

기술로 상용화되어 있으며, 일부 기술은 기존기술의 성능향상을 위해 기술개선

에 대한 연구개발이 부단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 가지 전기화학적 처리기술 중 전기흡착기술은 기존의 흡착․이온교환기구

에 전기적인 추진력이 부가된 기술로서, 이차폐기물이 발생치 않고 가역적특성 

때문에 오염물의 흡착제거에 의한 폐액정화와 탈착에 의한 오염물의 농축이  용

이할 뿐만 아니라 탈착과 동시에 사용된 흡착제가 재생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

는 새로운 선진기술이다. 

  이 기술은 세계적으로 기술개발 초기단계의 기술로, 미국의 ANL,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 Israel의 Negev Nuclear Research Center, 러시아의  

Academy of Sciences, 프랑스의 CNRS, 일본의 국립금속재료연구소 등이 90년대 

초부터 전기흡착 소재의 개발, 전기흡착공정 및 장치개발에  연구노력을 집중하

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기흡착공정과 다른 물리화학 기술이나 전기화학적인 

기술과 함께 다단계로 적용하는 복합기술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고 세계적인 추

세인 나노 기술 개발이 시작됨에 따라 전기흡착 전극재로 나노 탄소체의 적용을 

위한 소재연구와 함께 전기흡착 공정의 반응 메커니즘의 규명 등에 대한 연구가 

가 활성화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방사성 제염폐액의 처리기술로서 이온교환이나 침전, 및 증발법 

등만을 적용하고 있으며, 전기흡착기술을 이용한 방사성 폐액처리 실적은 없는 

실정이며, 본 연구소 당 분야에서 전착공정에 의해 제거되기 어려운 Cs과 같은 

핵분열 생성물의 전기흡착에 의한 제거나, Cs과 Co 등이 혼합된 폐액중 이들 핵

종의 분리에 전기흡착 기술의 이용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ACF felt 전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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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해서 Co이온에 대한 회분식 실험을 유일하게 기초연구 성격으로 수행한 실

적이 있다.  

 폐액의 처리기술로 상용화된 이온교환법, 침전법 및 증발법 등은 경제성이나 

처리 효율성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처리 후 2차폐기물의 발생 및 오염의 확산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존 상용화된 처리법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로 판

단되는 전기흡착기술은, 처리 후 2차 폐기물량이 적고 조작조건과 공정제어가 

단순할 뿐만 아니라 장치투자비와 운전비용이 저렴한 특징을 가진 기술로서, 폐

액처리에 이 기술의 적용타당성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으나, 전기흡착현

상의 메카니즘, 대상 폐액에 따른 전기흡착공정의 최적화 및 전기흡착장치 특성

에 대한 연구는 극히 초기단계에 이르고 있는 현실이다. 이 전기흡착기술은 이

차폐기물이 발생치 않고 가역적특성 때문에 오염물의 흡착제거에 의한 폐액정화

와 탈착에 의한 오염물의 농축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탈착과 동시에 사용된 흡

착제가 재생되어 연숙적으로 흡착제의 사용이 가능한 환경친화적인 특징을 갖는 

새로운 기술로서 제염기술의 효율성 제고차원에서 제염폐액처리 기술로서 확보

해야할 필요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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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이론적 배경

1.  전기흡착 특성

  전기화학적 공정은 오염문제를 방지하고 복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적용 대상의 다양성, 에너지 효율, 자동화 용이성, 환경에 대한 

친화성 등 좋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폐액 처리를 위한 전기화학 공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전착공정을 전기흡착공정과 비교해서 살펴보았다.  

가. 전착공정

  전착법은 전기도금 산업 및 환경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적용성이 증가하고 있는 

공정이다. 이 공정의 기초는 전기화학적 환원공정을 이용하는 것이다. 폐수처리

에 있어서 유해한 금속이온을 제거하는 공정이 환원 공정의 중요한 예이다. 일

반적으로 화학 공정 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배출수의 금속이온 농도는 10
5 
ppm 

정도로 고농도일 수 있지만 최대 배출 허용 농도는 전형적으로 0.05∼5 ppm 정

도이다. 전기화학적 방법은 금속이온을 그것이 지니고 있는 원소 상태, 즉 버려

지거나 회수할 수 있는 침적물로 환원시키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이다.

  제염폐액중의 용출금속 이온의 농도가 높은 경우 직접 이온교환 수지로 처리

하게 되면 수지의 소모량이 증대되며, 중화처리 하게되면 슬러지량이 많아서 여

과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폐액 전처리로 전

기투석법을 고려할 수 있으며, 동일한 견지에서 금속이온을 cathode로 환원시켜 

전착 석출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Cathode에 전착된 금속은 회수하여 처분

하거나 전기도금욕의 금속 anode로 재사용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전착 공정 및 

장치의 개략도를 Fig. 1과 2에 각각 수록하 다. 이 공정의 장점은 금속의 회수

를 위해서 hydroxide와 같은 다른 화학제를 첨가할 필요가 없다는데 있다. 그러

나 단점으로는 금속의 회수와 관련한 조업 비용이 비싸고 용출된 금속을 모두 

회수하기 위해서는 희박해진 용액의 재농축 단계가 요구된다는데 있다.

  금속이온의 전착효율은 초기 금속 이온종의 종류 및 농도, 전류 도, 용액의 

산도 및 전극의 특성에 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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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cept Diagram of Electrodeposi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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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Typical Electrodeposition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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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착법에 의한 금속의 회수 및 제거는 전기도금 산업 및 폐액처리와 같은 환

경산업에서 적용성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전착법에 의한 금속의  

회수는 금속이온의 농도가 높을때 만이 타당성이 있다. 희박한 용액은 cathode  

주위 용액내의 금속이온의 결핍을 가져오고 그에 따라 음극 분극으로 알려진 현

상을 나타내어 금속이온이 전극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해한다. 용액내에 금속이

온의 농도가 감소할수록 금속 회수 효율은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

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로써, 순환 용액 및 높은 표면적을 갖는 전극을 사용하는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은 음극 분극 현상을 최소화하므로 희

박 용액(<100 mg/L)으로부터 금속의 회수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이

온교환이나 막분리와 같은 전단계 농축 공정이 때로 전착공정과 조합되어 사용

될 수 있지만, 이 시스템은 고농도 금속이온을 포함한 용액으로부터의 전착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나. 전기흡착 공정

  1) 전기흡착의 원리

  기존 흡ㆍ탈착공정이 농도(기상흡착의 경우 압력)과 온도를 변화시켜 유발되

는데 비하여 전기흡착은 제 3의 제어인자로 용액중 전극의 전기전위를 이용하

며, 높은 표면적의 전극에 이를 적용하는 새로운 분리공정 기술이다. 기본원리

는 전극표면에 생성된 전기이중층을 하전하거나 방전하는 것이다. 계면에서의 

전기 전위가 용액으로부터 이온종의 흡착에 향을 주며 비이온성 화학종 역시 

계면에서의 전기적 성질에 향을 받는다. 이러한 전위 가용하에서의 흡착현상

인 전기흡착에서는 전기전도성 탄소체를 분극하여 계면전위 즉, 결과적으로 표

면 흡착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비교적 간단하다.

  일반적으로 전기전도체에 전기를 통하면 폐액중의 이온종은 상변화 없이 전극

의 전기이중층에 정전기적으로 흡착될 수 있으며, 이온종이 환원될 수 있는 환

원전위를 가용하면 전자가 전극-용액의 계면을 가로질러 이동한다. 이온종이 상

변화를 일으키는 반응은 홰러데이의 법칙을 따르므로(즉, 전류흐름에 의해 발생

된 화학반응의 양이 통과 전류의 양에 비례) 홰러데이 과정(Faraday process)이

라 부르며, 홰러데이 과정이 지배적으로 일어나는 공정을 전착이라 한다. 

  흔히 전기흡착과 전착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나 전극 전위의 조절에 의해 

순수한 전기흡착 현상만이 발생토록 할 수 있다. 전기흡착에서는 비 홰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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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Non Faraday process)이 일어난다. 즉 어떠한 조건에서는 주어진 전극-용

액 계면은 이러한 반응이 열역학적으로 그리고 속도론적으로 적절치 않기 때문

에 전하이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어떤 범위의 전위를 띤다. 그러나 흡ㆍ탈착

과 같은 공정은 일어날 수 있으며 전극-용액 계면의 구조는 가용전위나 용액조

성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흡착제에 가용되는 전기화학적 전압에 의해 흡착량이 결정되는 용액내 화학종

의 흡착은 전기장 변화에 따른 이동현상이 아니라 평형 현상으로 이온성 화학종 

뿐만 아니라 유기화합물과 같은 무극성 종도 전위가용에 따라 흡착량이 결정된

다. 실제 전위 의존 흡착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메커

니즘이 보고되었다. Frumkin 등
8)
은 전기흡착에서 전위의 향을 흡착질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의 배향과 유전상수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발표하 다. Boklis 등
9)

은 전기흡착의 향을 물분자와 경쟁흡착으로 최적전위가 얻어지는 것으로 설명

하 다. 그러나 탄소체에 대한 여러 가지 유기화합물의 전기흡착연구는 다른 메

커니즘을 제안하고 있다. 즉 방향족 화합물의 흡착 증가 경향으로부터 전위 의

존은 π-결합에 기인한다고 하 다.
4)

    

  2) 전기흡착의 특징

  전기흡착의 특징은 흡착제 표면전하의 극성 조절에 의해 흡착제의 흡착용량이

나 흡착질에 대한 선택도를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경우 작업전

극인 흡착제는 전기 전도성이어야 하며, 전도성 흡착제의 경우 전위 조절에 의

해 표면 전하의 제어가 가능하다. 또한 적절한 전위 조절에 의해 혼합물로부터 

단일 성분의 선택적 분리 제거가 가능하고 작업전극과 보조전극사이의 전압을 

역전시켜 원폐액이나 다른 용액중으로 탈착, 제거시킬 수 있는 가역성이 있다. 

이 흡ㆍ탈착의 가역성에 의해 용액의 정화나 오염물의 농축과 동시에 흡착제의 

재생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전기적 접촉이 연속적이고 전기전도

성이 우수하며, 재생성이 뛰어난 활성탄소섬유가 전극소재로 적합하다.

  전기흡착의 경우 전하는 흡착제와 용액계면을 가로질러 이동하지 않으며, 고

체와 액체사이에 전자의 전달이 없다. 이 경우 계면은 전기 축전기로 작용해서 

전하와 물질 이동에 관계한다. 외부 전기회로에 의해 계면의 두 양단간의 전기 

전위를 제어함으로써 계면에서 임의 화학종의 농축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따라

서 벌크 용액의 조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전기흡착은 분리공정이다. 전

기흡착의 특징은 전극재에 의한 폐액중 화학종의 흡착제거를 통한 폐액정화와   



- 24 -

 

Fig. 3. Schematic diagram for reversibility of electrosorp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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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극재에 흡착된 화학종의 탈착에 의한 화학종의 농축과 흡착 전극재의 재생으

로 구성되는 가역성에 있다고 앞에서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흡착과 탈착공정을 

한 주기(cycle)로 하여 전기흡착의 개념도를 Fig. 3에 나타내었다. 폐액인 전해  

액으로부터 화학종의 분리는 흡착제에 가용되는 전위를 주기적으로 바꿈으로써 

가능하다. 흡착량이 증가되는 전위가 가용되는 첫 번째 반주기 동안 흡착전극을 

통해 흐르는 용액으로부터 제거하고 하는 화학종이 제거된다. 그 후 흡착이 거

의 일어나지 않는 전위로 변화시킨 후 두 번째 반주기 동안 새로운 용액을 통과

시킨다. 이 용액은 오염 화학종이 농축된 상태로 분리공정으로부터 배출된다. 

이때 주기적 전기흡착공정의 가장 매력적인 특성의 하나인 흡착제의 직접재생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전기흡착에 긴 히 관련되는 전기이중층의 구조는 흡착평형관계를 나타내는 

흡착등온선, 전극으로 작용하는 흡착제의 등전전위, 표면관능기, 흡착용량 및 

화학종의 흡착형태 등에 향을 미치므로 전기이중층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

다. 

다. 전기이중층 이론

  전기이중층 생성은 고체-액체 계면부근의 전하 분포에 기인한다. 탄소와 같은 

전도체가 전해액에 잠기면 용액중 일부 이온들은 계면부근에 더 많이 존재하게 

된다. 만약 전도체가 전하를 띠고 있지 않다면 계면 부근의 이온 전하는 확산

역의 반대이온에 의해 전기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적합한 기준전극에 대

한 미전하 전도체의 전위를 전하 전위(potential at the point of zero 

charge)라 하며, 이 전위에서 전기이중층은 순 중성전하를 띠게된다. 전극이 전

하를 띠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전하 전위는 무전류 전위(open-circuit 

potential)가 된다. 이상분극 전극의 무전류 전위는 표면전하에 따라 변한다. 

전해질에 잠겨진 탄소체는 표면이 하전되는 어떠한 무전류 전위 값에 도달할 것

이다. 전하점으로부터 양으로 분극 되는 전도체는 용액측에 순 음의 전하를 

띠게 하여 양으로 하전된 전도체에 전기적으로 균형이 되게 할 것이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전기이중층에 관한 이론은 Gouy & Chapman 및 Sterm

에 의해 제안된 이론이다.
10)
 이들은 전기이중층을 전기적 인력과 열 분사력 사

이의 균형으로 해석하여 표면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농도가 지수적으로 감소하

는 Boltzmann 분포식을 따른다. Stern은 이를 분자가 전극에 접근할 수 있는 내

부의 가장 가까운 곳에 국한된다고 하 다. 용매화 분자는 외부 Helmholz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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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er Helmholtz plane, OHP)이라고 부르는 면까지만 접근할 수 있다. 이 OHP 

바깥쪽에서 Gouy-Chapman 확산이중층 이론이 적용된다. OHP 내부에서 분자는 자

신의 용매화층을 버리고 내부 Helmholtz면 (Inner Helmoltz plame, IHP)이라고  

부르는 내부면으로 이동한다. 이때 이러한 이온들은 특이흡착(Specific 

adsorption)되었다고 한다. 용매분자 또한 이들 역에 침투할 수 있다. 전체 

이중층 역은 용액의 이온강도에 의존하면서 표면의 10∼100Å 이내에 존재한

다. 이 거리는 보통 100㎛까지 확장되는 확산층에 비해 매우 짧다. 활성탄소 전

극과 용액 계면에서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 Fig. 4에서 활성탄소 전극은 음으

로 분극되어 OHP에서 용액상까지로 확장되며 과잉 양전하를 띠게 된다. IHP의 

이온들은 전도체 물질, 전도체 물질의 전위, 이온화학, 이온강도 및 수화도에 

의존하는 흡착력을 나타내며, 이들 이온들은 특이 흡착된다. 수은상에서의 특이

흡착은 보통 음이온으로 제한된다. 활성탄소에 음으로 하전된 표면기는 양이온

을 특이흡착 되게 한다. Fig. 4는 활성탄소 전극으로부터 전자기적 척력을 이겨

낼 수 있는 음이온의 특이흡착력을 보여준다. 따라서 쿨롱힘만을 고려하고 특이

흡착을 무시한 경우보다 더 많은 양의 양이온이 확산 역에 존재하게 된다. 

  Fig. 5는 Fig. 4의 전하에 해당하는 전위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라. 순환전압전류법

  순환전압전류법(cyclic voltammetry, CV)은 많은 전기화학측정법 중에서 전극

표면 또는 전극표면 근방에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가장 직접적으

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CV는 전기화학적으로 활성인 산

화ㆍ환원 화학종의 전극반응의 “초기진단법”으로 유용하여, 다른 전기화학적 측

정법과 조합하여 이용하고 있다. 얻어지는 전류-전위곡선을 순환전압전류곡선

(cyclic voltammogram)이라 부르는데, 이것은 전위주사의 함수로서 산화ㆍ환원 

화학종에 관한 정보를 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Fig. 6에 1M H2SO4 및 1M NaOH에

서 열분해 흑연전극의 순환전압전류곡선의 예를 들었다. Fig. 6으로부터 불순물

로서 탄소체전극에 포함되어 있는 퀴논-히드로퀴논의 신호를 볼 수 있는데, 이 

신호는 pH가 증가함에 따라 대부분 Nernst식에 의해 (-)전위방향으로 이동한다. 

전기화학 이외에도 무기화학, 유기화학, 고분자화학, 생화학 등의 분야에서 빈

번히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산화ㆍ환원쌍의 형식(formal)산화ㆍ환원 전위, 

평형 상수, 농도, 전극반응에 관여하는 전자수, 화학반응의 속도상수, 흡착현

상, 전자이동반응의 속도론적 파라미터 등도 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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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rge distribution in the electrical double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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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otential profile for the charg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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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yclic voltammogram for pyrolytic graphite.
11)

                    (a) 1M H2SO4              (b) 1M NaOH

                    * : Oxidation/Reduction of Quinone-Hydroqui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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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조건에는 매우 주의해야 한다. 정성적 및 반정량적 측정에는 매우 편리한 측

정법이지만, 정량적 측정에는 펄스법, 스텝법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1) 이중층 정전용량 (Double-Layer Capacitance: DLC)

  이중층 정전용량은 가용단위 전위당 이중층에 보유한 전하의 양으로서, 전기

이중층 흡착에 의한 금속이온 제거 특성은 이중층 정전용량에 긴 히 관계된다. 

전기이중층 미분용량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C = (
∂q M
∂U

)
μ,T

                        (1)

여기서 qM : charge density on the solid side of the double layer

        U : potential of working electrode relative to a reference

            electrode reversible to the anion in solution

       μ : chemical potential ( constant composition )

전하, q는 또한 표면장력, γ에 다음과 같이 관계된다.

                            q M = - (
∂γ
∂U
)
μ,T

                       (2) 

이 관계식은 계면에서의 열역학적 분석식인 Lippmann 식으로부터 얻어진 것이

다. 식 (1), (2)를 조합하면, 

  q M = - (
∂
2
γ

∂U
2 )

μ,T

                      (2)

이로부터 전기이중층 용량은 전위에 따른 표면장력 결과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적하수은전극 같은 액체금속 전극은 전위의 함수로써 표면장력을 측정할 수 있

다. 표면장력은 수축력이지만 존재하는 전하는 쿨롱 척력 때문에 결합력을 약하

게 할 것이므로 따라서 표면장력은 전하점에서 최대가 된다.12)

  고체 전극에서의 표면장력은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기이중층 용량은 직

접 측정하여야 한다. 만약 고체전극의 전하-전위 관계를 안다면 식 (1)은 유용

하여 이상분극 전극의 정상상태 전위에 적은 양의 전위나 전류를 가용하여 전기 

이중층 용량을 측정할 수 있다. 만약 훼러데이 반응이 안 일어난다면, 결과적으

로 변한 전류는 전기이중층 정전에 기인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전하점은 

모르더라도 전위의 함수로서 전기이중층 용량은 알 수 있다. 식 (1)을 적분하면 

전하점은 미지의 적분상수이다. 따라서 중금속 양이온 제거 시 최적 전위범위

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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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위 주사법에 의한 이중층 정전용량

  이상분극전극에 전위를 주사하면, 단지 이중층정전(double-layer charging)에 

기인한 전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전위 주사 분석법은 원래 Bard에 의해 연구

되어 왔다.
13)
 그는 전위차가 시간에 따라 주사되는 이상적 RC 회로를 다루었다. 

탄소페이스트 전극의 이중층 정전용량을 결정하기 위해 Evans
14)
는 전위주사 실

험을 하여, 전극이 이상분극 전극으로 작용하는 전위범위에서는 탄소체의 전기

이중층 용량은 전위에 따라 변하지 않음을 보고하 다. 

  이상분극 전극은 가용전위에 무관하게 전하가 계면을 가로질러 이동하지 않는 

전극이다. 실제의 전극은 어떤 전위범위에서만 이상분극 전극으로 거동할 수 있

다. 수은 전극은 높은 수소발생 과전압을 가지므로 적당한 전해액내에서 넓은 

전위범위에 걸쳐 이상분극 전극으로 거동한다. 본 연구에서 처럼, 염전해질과 

염화코발트 용액내의 탄소전극은 수소발생전위와 산소발생 전위사이에서 이상분

극 전극으로 거동해야 한다. 

  Fig. 7은 이러한 계에서 여러 가능한 반응의 열역학적 전위를 pH의 함수로 표

시한 Pourbaix diagram을 나타낸 것이다.
15)
 산소발생선과 수소발생선 사이의 전

위창내에서 아무런 전하이동반응 없이 용액은 열역학적으로 안정할 것이다. 만

약 수소 및 산소 발생 속도가 탄소체상에서의 반응에 대해 큰 과전압을 필요로 

한다면, 이 전위창은 더욱 커질 것이다. 

  용액내에서, 이상분극전극은 Fig. 8과 같은 전기적 RC(resistive-capacitive 

circuit) 회로에 따라 거동할 것이다. 여기서 CT는 작용전극의 총 이중층 정전용

량이고 R은 작용전극과 기준전극 사이의 용액저항이다. 기준전극은 분극되지 않

기 때문에 기준전극에서의 이중층 정전용량은 무시될 수 있다. 기준전극이 무한

히 멀리 떨어진 RDE의 경우, Newman은 용액상의 저항은 다음과 같다고 보고하

다.
16)
 

                               R =
1
4kr 0

                             (4)

여기서 r0 : disk radius, cm

       k  : solution phase conductivity, Ω
-1
ㆍcm

-1

기준전극에 대한 작업전극의 전위 (ΦWE - ΦRE)는 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할 

것이다. 

                     ΦWE - ΦRE = V = V0' + ν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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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ourbaix diagram of cobalt chloride-water system at 25℃.

             a. oxygen evolution     b. hydrogen evolution



- 33 -

Fig. 8. Resistive-capacitive circuit for an ideally polarizable 

              electr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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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ν : sweep rate (주사속도)

         t : time

       V0' : initial system potential relative to open-circuit potential

RCT 회로에 대한 분포 전위는 다음과 같다.

V' 0+ ν t = IR+
Q
CT
                        (6)

Q = ∫I dt 이고 다음과 같은 초기 조건을 적용하면, 

I =
V 0
R

at t = 0                      (7)

시간에 대해 Laplace 변환을 통해서 식 (6)을 풀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I = νCT+ (
V 0
R
- νCT) exp(

- t
RCT

)               (8)

괄호항은 시간상수, RCT를 갖는 decaying transient이다. 만약 시간상수 RCT가 

충분히 짧다면, 전위의 함수로서 CT를 측정하는데 정상상태 항을 사용할 수 있

다. 0.1M 염용액 (k=0.01 S/cm)에서 disk 반경이 0.25cm이고 이중층 정전 용량

이 30μF/cm
2
인 경우, RCT는 약 0.59 msec가 된다. 전위주사 초기의 수 msec내에

서, 전체 이동은 무시할 수 있으며 정상상태로 흐르는 전류는 어떤 전위에서 이

중층 정전용량에 관계될 것이다. 

마. 다공성 전극 이론

  다공성 탄소 물질은 보통 g당 수백 m
2
의 거대한 표면적을 갖고 있다. 다공성 

탄소의 이중층 정전용량은 매우 커서 약 30㎌/cm
2
이다. 매우 큰 비표면적과 이중

층 정전용량 때문에 많은 양의 이온이 다공성 탄소의 전기이중층에 저장될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한 탈이온화는 흡착으로 인한 농도변화에 의해서만 일어난다. 

  Garaham
17)
에 의해 수은 계면에서의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Fig. 9의 결과를 보

면, 전하곡선은 전극전하와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인 총 용액측 전하를 나타

낸 것이다. sodium 및 chloride 곡선은 흡착이온 농도곡선으로 생각할 수 있다. 

총 전하곡선의 변화는 반드시 전류흐름이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전하곡선의 기

울기가 이중층 정전용량이 된다. 전하 전위점은 약 -0.55V에서 일어난다. 이 

전위보다 음의 전위에서 이중층은 양의 전하를 띠며, 이 전위보다 양의 수은 전

위에서 이중층은 음의 전위를 띤다. 만약 수은 계면을 사용해서 sodium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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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harge and adsorption of sodium and chloride ions

                 at mercury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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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면, 두 가지의 유용한 전위범위를 알 수 있다. 첫 번째, 공정은 

-0.4V와 0.0V나 다이아그램에는 나타나지 않은 양의 전위 사이에서 가동될 수 

있다. 두 번째는, -0.8V와 이 보다 음의 전위 사이에서 가동될 수 있다. 두 번

째의 경우에서, chloride의 표면농도는 비교적 변화하지 않고 전류는 주로    

sodium에만 사용된다. 이는 수소발생과 같은 부반응이 무시되면서 sodium 흡착

에 있어 가장 높은 전류 효율을 보이는 역이다. 이 역의 보다 큰 음의 전위 

에서는 수소 발생이 중요하게 될 수 있다. 약간 작은 음의 전위에서는 Cl
-
 이온

농도는 급격히 변하며 전류 또한 그렇게 필요하게 된다. 여기에서 chloride 곡

선은 총 용액 이중층 전하보다 음을 띤다. 이는 쿨롱인력에 부가해서 chloride

의 특이흡착을 나타낸다. 이에 상응한 sodium 흡착은 총용액 전기이중층이 중성

을 유지하게 한다. 따라서 예상된 수은 전하보다도 더 많은 이온이 전기이중층

에 보유된다(Fig. 4). 

  다공성 탄소에 의한 중금속 양이온 제거는 수은에 의한 sodium 흡착과 유사하

다. 그러나, 고체 전극에 있어서 표면장력을 측정할 수가 없고 전하 전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Fig. 9와 같은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이온이나 음이온의 흡착도가 전위변화에 따라 변하는 역이 탄소체나 어느 

다른 고체 전극상에도 역시 존재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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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ber diameter

(㎛)

tensile

strength

(MPa)

elastic

modulus

(kg/min
2
)

true density

(g/cc)

bulk density

(g/cc)

10∼15 100∼250 300∼700 1.5∼1.8 0.01∼0.2

제 2 절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1. 실험방법 및 장치

가. 흡착전극 및 시약

  1) 흡착전극

  실험에 사용한 흡착전극은 두께 3∼7mm의 핏치계 활성탄소섬유 부직포(일본 

Osaka Gas 회사 제품 FN-200PS-15)이다. Table 1에 이 활성탄소섬유 부직포의 

인장강도와 탄성률 등 물리적 특성을 정리하 다. 구조적, 화학적 특성은 결과 

및 고찰에서 Table 4에 정리하 다. 산 처리에 의한 활성탄소섬유의 전기흡착용

량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둥근플라스크에 35% HNO3 용액 1L와 활성탄소섬유 5g을 

넣고 105℃의 온도범위의 항온조에서 서서히 교반하면서 3시간 처리하 으며, 

처리된 활성탄소 섬유는 증류수로 세척하고 70℃로 건조하 다.

       Table 1. Physical properties of activated carbon fiber

 

  2) 시약

  실험에 사용된 용액들은 NaCl (Junsei Chemical Co.), CoCl2 (Merck Co.), 

SrCl2 (Junsei Chemical Co.) 그리고 UO2(NO3)2ㆍ6H2O (Merck Co)를 16MΩ-cm이상

의 저항값을 갖는 탈염수와 희석하여 사용하 다. 전해질로 0.1∼1.0N NaCl 용

액을 사용하 고 용액속 CoCl2와 SrCl2, UO2(NO3)2ㆍ6H2O의 농도는 0.1∼5.0mM로 

제조하 다. 혼합용액의 pH는 미량의 0.1N NaOH 또는 HCl을 첨가하여 조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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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장치

  1) 순환전압전류법

  전하이동 반응이 무시되는 전위범위는 유리탄소 회전원판전극(rotating disk 

electrode: RDE)을 사용해서 측정하 다. Fig. 10에 표시한 바와 같이 실험에 

사용한 장치는 potentiostat(EG&G M273), 작업전극 회전기(EG&G PARC Model 

616), 및 1L 플라스크(EG&G G00960)셀로 구성된다. 상대전극으로는 가스발생에 

비부식성을 나타내는 pt wire를 기공크기 40Å인 vycor 튜브(Vycor No 7930)내

에 설치하여 작업전극과 분리시켰다. 기준전극은 Cl이온과 Cl용액에 대해 가역

적인 포화칼로멜전극(Saturated Calomel Electrode, SCE)을 사용하 다.

  2) 회분식 실험 장치

  Fig. 11에 표시한 바와 같이 회분식 전기 흡ㆍ탈착 실험에 사용한 장치는 RDE 

대신 활성탄소섬유 부직포를 작업전극으로 사용한 외에는 RDE 실험장치와 동일

하다, current collector로 사용된 흑연봉(EG&G PARC M-G0091)에 전기전도성 

carbon cement (Leit-C)로 활성탄소섬유 부직포를 접착시켰다. 

  3) 고정층 실험 장치

  고정층 셀로 전류 흐름과 용액 흐름이 평행한 flow-through cell이 사용되었

다. 실험장치의 구성은 Fig. 12에 도식한 바와 같다. 고정층 컬럼의 내부 직경

은 2∼3cm이고 흡착재로 사용된 ACF 부직포가 백금망과 여과지 사이에 놓여졌

다. 이 백금망은 ACF 전극과의 전기전도가 효과적으로 일어나게 current 

collector로 사용되었다. 기준 전극은 전위의 재현성이 좋고 취급이 용이한 

Ag/AgCl(with saturated KCl) 전극을 사용하 고 pt wire를 상대전극으로 사용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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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chematic equipment of RDE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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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chematic diagram of batch adsor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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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Schematic diagram for electrosorption experiment in fixed 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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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험방법

  1) 활성탄소섬유의 특성

  가) 구조적 특성

  활성탄소섬유는 미세공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공구조를 조사하기 위

해 측정하고자 하는 상대압력 범위를 0.005∼1.0으로 선정하 으며, 측정온도에

서 비교적 넓은 상대압 범위로 측정할 수 있는 N2를 흡착가스로 하여 부피측정 

기상흡착장치( Quantachrome Model Autosorb-1 MP )로 N2 흡착등온선을 구하

다.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 약 20∼50mg을 470K에서 하루 동안 탈기하여 진공도

가 10
-4
Pa 이하가 되게 하 다. 이때 470K 까지의 승온속도는 10℃/min 이었고, 

탈기 후 상온까지 자연냉각 시킨 후 시료의 무게를 재고 77K의 액체 질소 용기

에 시료 용기를 넣고 77K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상대압력에 해당하는 질소를 소

량씩 주입하고, 각 상대압력에서 2분 이상의 흡착시간을 주어 평형상태가 되도

록 함으로써 흡착량을 구하 다. 비표면적은 질소 흡착 등온선으로부터 BET( 

Brunauer- Emmett-Teller )식
18)
을 이용하여 구하 고, 미세공이 차지하는 비표

면적과 미세공부피는 t-method
19)
를 이용해 구하 다. 또한 실린더형 기공으로 

가정하여 총 기공부피와 피표면적 값으로부터 평균기공반경을 구하 다.
20-21)

  나) 화학적 특성

  ① FT-IR

  활성탄소섬유의 표면에 형성된 산소함유 관능기의 정성적 확인과 구조 분석을 

위해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FT-IR) 방법을 이용하 으며, 

이때 분석기기는 Perkin Elmer Model 1725X를 사용하 다. 이 적외선 분광법은 

화학반응에 덜 민감하여 감도와 분리도가 우수하여, 관능기의 확인 및 구조적 

분석이 신속하며, 오차가 적은 장점이 있다. FT- IR 측정을 하기 위해 활성탄소

섬유를 미분쇄한 후 KBr 분말과 혼합하여 압축한 후 얇은 투명판으로 만들어 활

성탄소섬유와 프리즘사이의 광학적 접촉성을 증가시켰다. 

  ② pH

  수용액상에서의 흡착제의 pH를 측정하기 위해 시료를 미분쇄하여 0.01N HCl에 

세척하여 다시 증류수로 수 차례 수세한 후 110℃의 건조기에서 24시간 건조시

켰다. 건조시료 0.5g과 100℃에서 끓여 냉각시킨 2차 증류수 20ml를 50ml의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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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플라스크에 담아 항온조에서 12시간 이상 진탕한 후 membrane filter( 

Corning syringe filter, 0.45㎛ nylon )로 여과하여 상등액의 pH를 pH 측정기( 

Metrohm Titroprocessor Model 682 )로 측정하 다. pH 측정 시 O2의 존재로 인

한 pH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N2 gas를 통과시키면서 측정하 다.  

  ③ 표면산도

  활성탄소섬유의 표면에 형성된 산소화합물의 정량적 분석을 위해 표면산도를 

Boehm의 선택중화법
22)
으로 측정하 다. 이 선택중화법은 강도가 다른 여러 가지 

염기성용액의 선택중화성질을 이용한 방법으로서 산소화합물의 정량분석이 가능

하다. 즉, pKa가 6.37인 sodium bicarbonate( NaHCO3 )는 강산성 carboxyl기를 

중화하며, sodium carbonate( Na2CO3, pKa=10.25 )는 carboxyl기와 약산성 

carboxyl기인 lactone기를 적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sodium hydroxide( 

NaOH, pKa=15.74 )는 carboxyl기, lactone기 및 phenol기를 중화할 수 있다. 또

한 pK가 20.58인 sodium methoxdie( NaOC2H5 )는 상기 세 종류의 산성관능기 외

의 carbonyl기를 중화할 수 있으므로, NaOC2H5에 의한 염기중화능이 흡착제 표면

에 형성된 총 산도를 나타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탄소체의 표면에 형성되는 

산성관능기는 carboxyl, lactone 및 phenol기 등이며 이러한 사실은 사전 FT-IR

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NaOH에 의해 중화된 산도값을 이들 표면관능기의 산

도로 나타낼 수 있다. 이들 각 염기에 의한 적정값 차이로부터 ACF표면에 생성

된 표면 산소화합물 양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표면 산소화합물의 측정절차

는 다음과 같다. 

  강도가 다른 세 종류의 0.1N 염기용액 ( NaHCO3, Na2CO3 및 NaOH )을 제조한 

다음 pH 측정 시와 동일하게 준비한 ACF 1g을 기제조한 세 종류의 염기용액 각 

100ml가 채워진 250ml 삼각플라스크에 첨가한다. 용기를 항온조에 48시간동안 

기계적 진탕을 한다. 이때 O2의 존재로 인해 염기가 촉매로 작용하여 활성탄소섬

유가 자동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N2 gas를 통과시킨다. 용액을 정치한 후 

membrane filter ( 4.5㎛, nylon fiter )를 사용하여 여과한 후 상등액을 0.1N 

HCl로 역적정한다. 0.1N HCl에 의한 역적정은 pH 측정장치가 장치된 적정장치 ( 

Metrohm Titroprocessor Model 682 )를 사용하 다. 

  2) 순환전압전류법

  순환전압전류법을 사용하여 RDE가 이상 분극으로 거동하는 전위범위를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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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하는 전위한계 사이에서, 일정속도로 작업전극의 전위가 주사되도록 

potentiostat의 내부전위발생기를 고정하 다. 가용전위범위와 주사속도 범위는 

각각 ±1Volts(vs SCE), 2∼10 Volts/min로 하 고 RDE의 회전속도는 900∼

3600rpm으로 변화시켰다. 

  3) 회분식 전기흡ㆍ탈착

  활성탄소섬유 전극에 의한 Co(Ⅱ)와 Sr(Ⅱ) 이온의 회분식 반응기에서의 흡착 

거동 실험을 Fig. 11의 장치를 이용하여 수행하 다. 농도와 pH가 조절된 용액 

일정량을 반응기에 넣고 활성탄소섬유 부직포를 흑연봉에 접착시킨 후 용액속에 

담궈 전기흡착실험을 시작하 다. 교반속도는 약 300rpm으로 유지하여 외부 물

질전달 저향을 최소로 하 다. 전기흡착이 진행되는 동안 흡착에 따른 용액의 

pH를 동시에 측정하 고, 피펫을 이용하여 일정 주기로 시료를 채취하여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를 분석하 다. 페러데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용

전위, 용액 pH 그리고 전해질 농도 변화에 따른 흡착 거동을 조사하고 전위를 

가용하지 않은 흡착 거동과 비교하 다. 또한 일정가용전위에서 충분한 시간동

안 흡착평형에 도달한 ACF 전극에 흡착시와 반대의 정전압을 가용하여 시간에 

따라 시료를 채취, 분석하여 탈착거동을 조사하 다. 핵종 분리기술로 전기흡착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Co(Ⅱ)와 Sr(Ⅱ)이 혼합된 용액에서 단일 

성분의 선택적 분리 실험을 수행하 다. 

  4) 고정층 전기흡ㆍ탈착

  활성탄소섬유 전극의 실제 폐액 처리공정에의 적용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를 

위하여 Co(Ⅱ)와 U(Ⅵ)의 고정층 흡착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활성탄소섬유를 실험용액에 1시간 정도 담지시킨 후 고압진공펌프를 사용하여 

탈기함으로써 활성탄소섬유가 충분히 wetting 되도록 하 다. 세공내 존재하는 

air는 액상흡착시 용액의 접촉을 방해하며 특히 전기흡착의 경우, 흡착제의 정

전거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기이중층의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상과 같

이, 활성탄소섬유를 고정층에 주입하고 층내에서 용액의 흐름이 plug flow가 되

도록 하 다. 공급 용액은 연동 펌프를 사용하여  l.0∼2.5 ml/min의 유량으로 

셀을 통해 공급하 다. 유출액은 10min∼1hr의 간격으로 100ml 비이커에 채취하

으며, 각 비이커 속 용액은 시간 간격에 대해 유출액의 평균 농도로 나타내었

으며 시간에 따른 pH 변화 또한 측정하 다. 이상과 같이 수행한 U(Ⅵ)의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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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onditions

Bed length ( cm ) 1 ∼ 2 

Bed diameter ( cm ) 2 ∼ 3

Applying potential ( V )
  Adsorption : -0.2 ∼ -0.7

  Desorption : 1.05 ∼ 1.2

Flow rate ( ml/min ) 1.0 ∼ 2.5

Input solution conc. ( ppm )
 ① Co : 6 ∼ 29

 ② Co/Sr 이성분 : 29/43

층 실험시 주요 변수를 Table 2에 정리하 다.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s for fixed bed runs

라. 흡ㆍ탈착 농도 분석

  Co(Ⅱ) 이온과 Sr(Ⅱ) 이온의 초기와 평형농도의 분석은 각 이온의 기준농도 

범위에서 원자흡수 분광광도계(Atomic Absorption Spectrophometer, Perkin 

Elmer 1100B)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U(Ⅳ) 이온의 농도 분석은 Marcenko가 제

안한 비색분석법을 이용하 는데, 발색시약은 Arenazo Ⅲ로서 λ=655 nm 파장에

서 UV-VIS 분광광도계 (Spectronic 1201, Milton Roy)를 사용하 다. 용액의 pH

는 pH meter (Metrohm titroprocessor M682)로 측정하 다. 

          

2. 결과 및 고찰

가. 활성탄소섬유 전극의 구조적ㆍ화학적 특성

  1) 활성탄소섬유의 구조적 특성

  흡착제 세공의 크기와 분포에 따라 흡착질의 흡착에 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세공의 크기 분포를 통한 흡착제의 구조적 특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활성탄

소섬유는 내부세공이 대부분 미세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
23-24)
, 

본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활성탄소섬유 역시 미세공으로 구성되어 있으리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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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Adsorption isotherms of N2 at 77K on A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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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나 정확한 크기분포를 알기 위해서는 미세공을 측정할 수 있는 상대압력 값에

서의 질소흡착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본 실험에서는 0.005∼1.0의 상

대압력( P/P0 )에서의 질소흡착량을 측정하여 흡ㆍ탈착등온선을 구하 으며, 특  

 히 낮은 상대압력에서의 거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실험실에서 사용된 활성탄소섬유의 흡착등온선은 분석결과 낮은 상대압력에서 

상당량의 질소를 신속하게 흡착하고 곧 이어서 상대압력을 높여도 흡착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흡착평형에 도달함으로써 type Ⅰ의 흡착 등온선을 보 다

(Fig. 13). 일반적으로 흡착제를 분류하는 6가지 흡착등온선 중 type Ⅰ 등온선

의 초기 낮은 압력부분은 미세공 채움( micropore filling )을 나타내며, 높은 

상대압 부분에서 나타나는 평평한 부분( plateaue )의 기울기는 흡착제 외부표

면에서 일어나는 다분자층 흡착에 관여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25)
, 활성탄소섬유

에는 미세공들만 발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탄소섬유를 활성화함에 있

어서 burn-off를 증가시키면 흡ㆍ탈착 등온곡선 knee의 굽음 정도가 완만해지고 

상대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고압부 평평한 직선의 기울기가 다소 증가함을 볼 수 

있다. Rodriquez-Reinoso등
26)
은 탄소물질의 활성화에서 처음에는 narrow 

micropore가 발달하여 흡착 포텐셜이 강화되므로 높은 상대압에서는 흡착량이 

증가하지 않고, 그 후 wider micropore가 발달하면 미세공의 크기 분포가 넓어

져서 knee가 둥근 모양을 보이게 되며, mesopore가 발달하게 되면 기울기가 증

가하게 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표면적이 큰 시료의 경우 burn-off가 증

가함에 따라 narrow micropore의 일부가 wider micropore나 mesopore로 확장되

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mesopore가 많이 발달하면 흡ㆍ탈착 곡선에

서 이력( hysteresis )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활성탄소섬유의 경

우 이력 현상이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발달된 mesopore의 양은 micropore 양에   

비해 무시할 만 하 다. 

  Table 3에 활성탄소섬유의 기상흡착 특성 결과를 정리하 다. 총 기공부피에

서 micropore가 차지하는 비율은 97%로 나타났으며, 기공의 평균 반경은 7.1Å 

이었다. IUPAC 분류
27)
에서 기공직경 20Å 이하는 미세기공으로 분류되므로 흡착

등온선이 Type Ⅰ임을 함께 고려할 때 활성탄소섬유에 발달된 기공은 대부분 미

세공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Shmidt 등
28)
은 30% 미만의 burn-off일 경우 10∼12

Å 크기의 기공이 우세하며 30∼67%의 burn-off일 경우 17∼20Å 크기의 기공이 

우세하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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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property Electro/chemical property

Specific S/A

(m
2
/g)

1680
Conductivity

(ohm.cm)
-1

7.2

Total pore vol.

(cm
3
/g)

0.86 pH 6.4

Micro pore vol.

(cm
3
/g)

0.84
Surface acidity

(meq/g)
0.38

    Table 3. Physical and chemical characteristics of ACF felts

  2) 활성탄소섬유의 화학적 특성

  흡착제의 기공크기, 비표면적, 세공도 등의 구조적 특성과 함께 흡착제 표면

의 화학적 성질 또한 흡착공정에 중요한 향을 미친다. 흡착제의 화학적 성질

은 흡착제 표면에 형성된 관능기의 화학적 성질에 의해 좌우되는데, 활성탄소섬

유의 표면화학특성은 제조공정 중 활성화공정에 의해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활성탄소섬유의 표면 관능기를 조사하기 위해 FT-IR 스펙트럼

을 분석하 으며, 활성탄소섬유를 수용액에서 부유시킨 후 상등액의 pH를 측정

하고, Boehm의 중화 적정법으로 표면 관능기의 정량적 측정을 하 다.

  Fig. 14에 활성탄소섬유에 대한 FT-IR 측정결과를 나타내었다. 비교적 넓은 

흡수대 한 개와 좁은 흡수대 두 개가 나타났는데, 3445cm
-1
 파장에서의 피크는 

phenol기(-OH)
29)
로 공기중 수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1650cm

-1
 부근의 피크

는 carboxyl기로 분석되어지며, 1459∼1561cm
-1
에서의 좁은 피크는 공기중 CO2나  

lactone기(>CO2)로 판단된다. 총 산도는 0.3meq/g-ACF로 나타났고 carboxyl기, 

lactone기 및 phenol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7%, 83%, 0%로 lactone기가 가장 

많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활성탄소섬유의 pH는 6을 나타내었다. 그러

나 활성탄소섬유의 총 산도값과 pH 값으로부터, 존재하는 산성관능기의 양은 극

히 적은 양임을 알 수 있다.
30)

나. 순환전압전류법(대류전압전류법)

  전극과 용액 사이에 일정한 상대운동을 일으켜 용액쪽에 반응물질의 정상확산

상태를 얻게하는 방법을 총칭하여 대류전압전류법(hydrodynamic or convective 



- 49 -

voltammetry)이라 한다. 이 방법은 정상상태를 신속히 얻을 수 있고 측정 감도

도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대류전압전류법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회

전원판 전극(rotating disk electrode, RDE)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RDE의 회전

으로 층류를 일으켜 물질이동속도를 매우 빠르게 하여 확산층을 엷게 하는 것으

로 물질이동에 의한 전류의 기여를 크게 한다. 이 때 전극면의 어느 부분이나 

물질전달이 균일한 상태로 된다. 

  전기화학적계의 특성 조사를 위해 RDE를 사용한 순환전압전류법의 기초실험을 

수행하 는데 일정한 회전속도를 유지하면서 일정 주사속도로 주사하여 전위변

화에 따른 전류 도를 살펴보았다. 본래 이 실험의 목적은 컬럼실험의 설계변수

인 이중층 정전용량과 전하이동 반응이 무시되는 전위 범위를 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위주사 속도 변화에 따른 전류 도를 도시한 결과를 선형화하

여 그 직선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이중층 정전용량을 구하 으며 순환전압전류도

로부터 전하이동 반응이 무시되는 전기흡착의 전위 범위를 구하 다. 이 전위 

범위는 다공성 전극에서의 전위 범위와 비교되었다.  

  순환전압전류법에 의한 RDE 실험결과는 홰러데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glassy carbon에서의 전위범위를 알 수 있다. Fig. 15는 RDE의 회전 속도를 달

리하면서 전위의 변화에 대한 전류 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으로부터 순환

전압전류곡선의 수평부분은 전기이중층 충전만이 중요한 이중층 정전용량 역

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 역은 -0.4 V에서 +0.4 V까지 걸쳐져 있다. 양과 

음의 주사선 사이의 거리는 이중층 정전용량에 비례한다. 정전 역이 전류축에 

대해 대칭되지 않기 때문에 glassy carbon disk는 정전 역에 있다고 가정될 때 

이상적인 RC회로를 유사하게 따르는 것 같다. Fig. 15는 음의 전위에서의 전류

는 수소발생전위에서의 전하이동 환원반응에 기인해서 나타난 것이다. -1.0 V에

서의 전류 크기는 disk의 회전속도에 따라 변하 다. 이로부터 수소발생과 같은 

전하이동반응의 특성인 벌크로부터 계면으로 물질전달 공정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RDE에서의 물질전달 경계층 두께는 회전속도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반응

이 RDE에서의 물질전달에 의해 지배된다면 전류는 회전속도의 제곱근에 비례할 

것이다.
13)
 그러나 정전전류는 Fig. 15에 보여지는 것처럼 회전속도에 따라 변하

지 않아 흡착반응은 물질전달의 제한없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

기이중층 흡착은 벌크 대류가 향을 미치지 않는 전극 부근에서 일어나므로 이

러한 결과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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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FT-IR. spectral of A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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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Cyclic voltammogram for glassy carbon in a solution:

                0.1M NaCl, 0.5mM Co
2+
 at pH 5, a sweep rate of 

                33.33 mV/s, various RDE rotation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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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The capacitive currents with respect to sweep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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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이중층 정전용량값은 주사속도에 무관해야 하며, 주사속도가 0에 접근할

수록 정전전류값 역시 0에 근접할 것이다. 주사속도를 변화시키면서 전위에 따

른 전류 도 결과로부터 각 주사속도에서의 홰러데이 반응이 무시된 정전전류

도를 구하여 Fig. 16에 주사속도에 따른 전류 도변화를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

서 직선을 0의 주사속도값으로 외삽하면 전류값이 거의 0임을 알 수 있고 직선

기울기로부터 홰러데이 반응이 무시된 정전용량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glassy 

carbon 전극에 의한 정전용량값은 매우 높은 87.7μF/cm
2
임을 알 수 있다.

   

다. 회분식 반응기에서 Co(Ⅱ), Sr(Ⅱ)의 전기흡ㆍ탈착 거동

  흡착 분리공정에 주로 사용되는 고정층 흡착탑의 설계 인자를 도출하기 위해

서는 제거 대상물과 흡착제의 흡착평형 및 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다공성 흡착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크게 세 단계로 흡착이 진행되는 데, 먼

저 bulk solution으로부터 흡착제의 표면까지의 외부 물질전달(external mass 

transfer), 기공 내부에서의 확산(internal diffusion), 실제 흡착이 일어나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내부 확산단계는 크게 기공확산(pore diffusion) 

및 표면확산(surface diffusion)으로 구분되며, 실제 흡착이 일어나는 단계는 

매우 빠르므로 흡착공정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율속단계는 내부 확산으로 볼 

수 있다.
31)
 따라서 회분식 반응기를 이용하여 활성탄소섬유에 의한 Co(Ⅱ)와 

Sr(Ⅱ) 이온의 흡착성능을 평가하 다. 

  1) 전기흡착에 대한 전위의 향

  가) Co(Ⅱ) 이온의 전기흡착

  ACF 부직포에 Co(Ⅱ)이온의 전기흡착을 다양한 전위에서 수행하 다. 약 0.5g

의 흡착제를 사용하여 초기 pH 5에서 가용전위 변화에 따른 흡착거동의 결과를 

Fig. 17에 나타내었다. 결과는 모든 음의 가용전위에서 전기흡착에 의해 Co(Ⅱ)

이온이 효과적으로 제거됨을 보여준다. 음의 전위를 가용한 경우, 용액 내 Co

(Ⅱ) 이온이 100% 제거되었으며, 음의 전위가 증가할수록 흡착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0.3V(vs. SCE)의 경우 -0.2V의 경우보다 초기 흡착속도가 

약간 빠르긴 하지만 흡착평형에 도달한 시간은 약 7시간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에너지 효율면에서 -0.2V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Co(Ⅱ)의 최적 흡착 전극전위로 

-0.2V를 선택하 다. 미가용전위(Open-Circuit Potential)에서의 일반흡착의 경

우, Co(Ⅱ) 이온은 거의 제거되지 않았고 흡착제의 질량에 비례해서 흡착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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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ed potential

 (vs. SCE)
OCP -0.05V -0.1V -0.2V -0.3V

 Amount of adsorbed

 (mgcobalt/gACF)
1.5 22.8 31.2 34.7 36.3

증가하 지만, 흡착용량이 1.5mgcobalt/gACF로 일정하 다.  

  Table 4는 6시간 흡착 후에 여러 가용전위에서 얻은 Co(Ⅱ)의 흡착량을 비교

한 것이다. 미가용전위(OCP)에서와 가용전위 -0.05V에서의 흡착량 차는 21.3 

mgcobalt/gACF 이다. 분명히, 활성탄소섬유에 가해진 외부 음 전위가 탄소섬유의 

흡착용량에 큰 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양이온에 대한  흡착용량

의 증가는 쿨롱 상호작용에 의한 정전기적 인력에 기인한다. 전위가용하에서 탄

소체상의 흡착량의 증가는 다른 연구들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32-34) 

   Table 4. Data for adsorption of Co(Ⅱ) on ACF electrode

            at various potentials

  나) Sr(Ⅱ) 이온의 전기흡착

  폐액중 함유된 또 다른 주요 금속이온중 하나인 Sr(Ⅱ)에 대한 미가용전위에

서의 일반흡착 실험결과 흡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Fig. 18은 가용전위 

변화에 따른 Sr(Ⅱ)의 전기흡착 거동을 나타낸 것이다. -0.2V를 제외한 모든 음

의 가용전위에서 초기 흡착속도만 약간 차이가 날뿐 100% 흡착이 이루어지며, 

거의 유사한 전기흡착 거동을 나타내었다. -0.4V의 경우 흡착평형 도달 시간이 

길기 때문에 Sr(Ⅱ)의 최적 흡착 전극전위로 -0.5V를 선택하 다. 

  2) 전기흡착에 대한 pH의 향

  이온교환수지나 무기흡착제에 의한 중금속 이온의 액상 흡착시 용액의 pH가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많은 연구 결과에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Co(Ⅱ) 

이온의 전기흡착에 대한 용액 pH의 향을 명확하게 조사하기 위해, 용액 pH 변

화에 따른 흡착거동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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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Electro-adsorption % of Co
2+
 with variation of potentials

              at 0.5g A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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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Electro-adsorption % of Sr
2+
 with variation of potentials

              at 0.5g A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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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Co(Ⅱ) 이온의 전기흡착

  -0.1V와 -0.2V의 전위에서 용액의 pH 변화에 따른 Co(Ⅱ)의 전기흡착 거동을 

Fig. 19에 나타내었다. 초기 pH가 5 이상인 경우에는 거의 유사한 거동을 보

으나, 초기 pH가 3.5인 조건에서는 Co(Ⅱ) 이온이 100% 제거되는데 보다 긴 시

간이 필요하 고, 음의 가용전위가 낮을수록 pH 변화에 따른 흡착 속도의 차이

는 더 커졌다. 이러한 이유는 음의 전위 가용시 수소이온은 음으로 하전된 활성

탄소섬유 표면에 선택적으로 흡착되고,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활성탄소섬유는 

염기성을 띠게 되며, 활성탄소섬유의 부분적 염기성 분위기는 벌크 용액내의 양

성자 농도의 감소로 산성기를 이온화 시키게되고, 코발트 수용액으로부터 Co
2+
의 

제거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더 낮은 수소이온 농도 분위기일수록 흡착이 용이하

기 때문이다.  

  나) Sr(Ⅱ) 이온의 전기흡착

  -0.5V의 전위에서 용액의 pH 변화에 따른 Sr(Ⅱ) 이온의 전기흡착 거동을 

Fig. 20에 나타내었다. 초기 pH 증가에 따라 흡착 속도가 증가하 고,  초기 pH 

5에서 pH 7로의 증가는 처음 6시간 동안 흡착 속도가 약간 더 빠른 것을 제외하

고는 동일한 거동을 보 다. 

  3) 전기탈착

  가) 전위와 pH의 향

  Co(Ⅱ)와 Sr(Ⅱ)의 가장 유리한 흡착 조건인 -0.2V와 -0.5V의 전위에서 각각 

포화흡착 시킨 다음 흡착전위를 역전시켜 탈착을 진행하 다. 탈착변수인 가용

전위와 초기 pH 변화에 따른 Co(Ⅱ)와 Sr(Ⅱ)의 탈착거동을 Fig. 21과 Fig. 22

에 각각 나타내었다. 이 결과로부터 같은 pH에서 양의 전위가 증가할수록, 그리

고 같은 전위에서 pH가 낮을수록 탈착이 더 잘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탈착 전위 +0.5V, 초기 pH 3.5인 경우 같은 전위, pH 6.5일 때 보다 Co(Ⅱ)의 

탈착율이 증가하긴 했지만 100% 탈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0.7V의 전

위에서는 보다 높은 pH 조건인 pH 6.7에서도 쉽게 탈착이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음의 가용전위 조건하에서 흡착을 하면 흡착된 Co(Ⅱ) 이온이 활

성탄소섬유 표면에만 분포해 있는 것이 아니라 활성탄소섬유의 기공내에도 분포

하므로 더 높은 탈착전위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pH 보다는 가용 전

극전위가 탈착거동에 지배적 인자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Co(Ⅱ)의 최적 탈착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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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Electro-adsorption % of Co
2+
 with variation of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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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Electro-adsorption % of Sr
2+
 with variation of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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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Desorption % of Co
2+
 with variation of pH and potent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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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Desorption % of Sr
2+
 with variation of pH and potent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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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전위와 초기 pH로 각각 +0.7V와 5를 선택하 다. 

  Sr(Ⅱ)의 경우 탈착 전위 +0.3V에서 초기 pH에 따라 초기 탈착 속도만 약간 

변할 뿐 100% 탈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0.75V의 전위에서는 5시간만

에 100% 탈착이 이루어졌다. Sr(Ⅱ)의 최적 탈착 전극전위와 초기 pH로 각각 

+0.75V와 5를 선택하 다. 

  4) 흡착제 재생

  Hazourli등
35)
은 DARCO 활성탄을 사용하여 클로로포름에 대한 전기흡착 주기 

실험을 수행하 다. 그 결과 6주기 동안 전기흡착이 안정되었음을 확인하 고, 

10주기 후 23% 정도의 약간의 손실만을 확인하 다. 또한 음의 전위를 가용시키

면 클로로포름 흡착을 증가시키며, 양의 전위는 이전(previous) 효과를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상쇄시킴을 보고하 으며, DARCO 활성탄의 mesopore의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전기흡착의 연속적인 주기는 전위의 부과 없이는 접근하기 

힘든 역들에 클로로포름이 도달할 수 있도록 그것들의 점진적인 이동을 도와

준다고 가정하 으며, 새로운 역의 양이 주기의 수와 함께 감소하므로 이러한 

가정 하에서 전기흡착량의 감소를 실험으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도 활성탄소섬유의 연속 재생능을 확인하기 위해, Co(Ⅱ) 용액

에 대해 -0.2V 전위조건에서의 전기적 흡착과 +0.7V 전위조건에서의 탈착 단계

로 구성된 주기적 실험을 수행하 다. Fig. 23에 세 번의 실행 주기동안 각각의 

주기에서의 흡착과 탈착 시 잔류농도 변화를 나타내었는데 세 번의 주기동안 실

험 주기의 진행에 따라 흡ㆍ탈착 속도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평형 흡ㆍ탈

착량에는 변화가 없이 세 번의 주기동안 흡ㆍ탈착 거동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첫 번째 주기 후 활성탄소섬유의 표면 관능기들이 일부 반응으로 인해 제

거되어 전극표면의 성질이 변화하 거나 전해질이 활성탄소섬유의 기공내에 흡

착된 후 완전히 탈착되지 않아 기공내 구조변화를 가져왔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흡ㆍ탈착 후 활성탄소섬유의 표면산도

와 BET 측정 등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보완 실험 방법이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위의 결과들로부터 활성탄소섬유 전극의 전위를 역전시킴으로서 전극에 흡착된 

흡착질 이온을 전기적으로 탈착시킴과 동시에 탄소체 전극이 직접 재생되는 사

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와 같은 흡착과 탈착 재생공정은 3회 이상 여러 주

기동안 실행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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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Electro-adsorption and regeneration behaviors of ACF electrode 

            for Co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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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Electro-adsorption % of Co
2+
 and Sr

2+
 with variation 

                 of potentials at binary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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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성분계에서의 전기흡착

  방사성 액체폐기물 내에는 다양한 핵종들이 존재하므로 실제 흡착공정은 다성

분 경쟁흡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상 제거물질의 흡착 선택도와 효율 중 

어느 사항을 고려하느냐에 따라서 운전 조건이 달라지게 된다. 즉, 특정 성분의 

분리/농축을 고려하여야 할 경우에는 흡착 선택도가 중요하며, 제거 개념을 고

려하여야할 경우에는 흡착효율이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활성탄소섬유를 이용

하여 코발트와 스트론튬이 혼합된 용액에서의 이성분계 전기흡착 실험을 수행하

다. 

  Fig. 24는 Co(Ⅱ)와 Sr(Ⅱ)의 혼합용액(용액의 pH는 5.0, Co와 Sr의 농도는 

각각 0.5mM)으로부터 Co(Ⅱ)의 선택적 제거 실험을 -0.2V와 -0.4V의 전위에서 

수행한 결과이다.

  Co(Ⅱ)는 Sr(Ⅱ)의 존재에 전혀 향을 받지 않고 순수한 Co(Ⅱ) 용액에서의 

전기흡착과 동일한 거동을 보 다. 그러나 Sr(Ⅱ)의 흡착은 Co(Ⅱ)의 흡착이 완

료된 후 진행되었다. 이성분계에서의 실험 결과 Co(Ⅱ)가 Sr(Ⅱ)에 비해 더 경

쟁적이며, 전기흡착 공정에 의해 두 성분의 거의 완전한 분리가 가능함을 확인

하 다.

  6) 회분식 전기흡ㆍ탈착 메커니즘

  가) 회분식 전기흡착 거동

  활성탄소섬유는 다양한 산성 관능기들을 갖고 있으므로 관능기의 양쪽성을 근

거로, 양이온 교환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이온교환 용량은 용액 pH의 함

수이다. 한편, 가용된 전위는 희석 수용액으로부터 탈염화를 유발할 수 있다. 

이 공정은 가역적이고 산성관능기를 갖는 활성탄소섬유에 큰 향을 미친다. 

  양쪽성 산화관능기가 함유된 표면상에서 표면전하 발달을 설명하는 데 일반적

으로 사용되는 양성자화와 탈양성자화의 평형식은 NaCl 전해질을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다.

                    M * OH 2
+ ⇄ M *OH + H+                      (9)

                    M *OH  ⇄  M *O- + H+                      (10)

여기서 M *OH는 탄소체 표면에 산화된 표면 관능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탄소체 

표면의 성질이 M *OH기에 의존한다면, 수용액의 주어진 pH에서 탄소체의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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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는 양성, 중성 또는 음성일 것이다.

  전기흡착 시, 수소이온은 음으로 하전된 탄소표면에 선택적으로 흡착된다.
36)

                   2H 2O + 2e
-  ⇄  2Hads + 2OH

-                (11)

여기서 Hads는 탄소표면에 흡착된 수소원자이다. 음극에서의 부분적 염기성 분

위기는 벌크 용액내의 양성자 농도의 감소로 산성기를 이온화시킬 수 있다. 그

러므로

               2M *OH + 2OH-  ⇄  2M *O- +2H 2O               (12)

여기서 M *OH는 중성기를 나타낸다.

반응식 (12)의 M *OH는 코발트 수용액으로부터 코발트 이온을 제거하며 반응식

은 다음과 같다.

                  2M *O- + Co 2+  ⇄  (M
*
O ) 2Co                 (13)

한편, 상대전극에서의 반응식은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

                       Cl-  ⇄  
1
2
Cl 2 + e

-                       (14)

                   H 2O  ⇄  H
+
+

1
2
O 2 + e

-                    (15)

  나) 회분식 전기탈착 거동

  전위가 역전되었을 때, 탄소체는 다음과 같이 양극으로 거동하며

                       2Hads - 2 e
-  ⇄  2H+                 (12)

그 결과 부분적으로 낮은 pH가 되고 다음과 같이 반응한다.

               (M *O ) 2Co + 2H
+  ⇄  2M *OH + Co 2 +         (13)

반면, 상대전극에서의 예상되는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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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 e-  ⇄  Na                   (14)

                    H 2O + e
-  ⇄  Hads+ OH

-               (15)

Evans와 Hamilton
36)
은 탄소전극상에서의 물의 탈염화에 대해 상기와 같은 반응

기구로 설명한 바 있다.

라. 고정층 반응기에서 Co(Ⅱ), U(Ⅵ)의 전기흡ㆍ탈착 거동

  용액에서의 흡착은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흡착제와 용액을 함께 교반하는 회

분식 공정으로 수행되지만, 실제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속조작을 할 수 

있고, 흡착제의 선택흡착 성질을 이용하여 고정탑 내의 흡착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 고정탑 흐름으로 흡착공정을 조작하는 것이 유용하다. 고정층에서의 흡착

공정은 분리 및 정제/회수 등을 위하여 산업시설에서 많이 응용되고 있으며, 아

울러 환경산업에서도 유해물질을 제어하기 위하여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액상에서의 이온성 물질을 제거하는 흡착공정은 매우 복잡한 표면현상을 동반하

며, 흡착제의 성능평가를 위해서는 고정층에서 흡착실험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

야 하며, 이로부터 흡착공정 설계인자를 도출할 수 있다.
37-39)
 고정탑에서의 흡

착은 흡착 메커니즘, 폐액의 유입조건(흡착질의 농도, pH, 온도 등) 및 고정탑 

조작조건(흡착제 층의 길이, 유량) 등에 의해 결정되는 복잡한 공정으로 이들 

인자 각각이 독립적으로 파과곡선의 형태에 향을 준다. 따라서 공정의 최적 

조업조건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변수들에 대한 실험이 필요하다. 본 항에서는 

활성탄소섬유를 이용한 Co(Ⅱ)와 U(Ⅵ) 이온의 고정층 전기흡착실험을 수행하

다.

  1) Co(Ⅱ) 이온의 전기흡ㆍ탈착 

  가) 전위 변화에 따른 전기흡착 거동

  활성탄소섬유 부직포에 Co 이온의 전기흡착 거동을 다양한 전위에서 조사하여 

Fig. 25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로부터 폐액 중 Co(Ⅱ) 이온이 전기화학 셀을 통

과함으로서 효과적으로 제거됨을 알 수 있다. 미가용전위(OCP)에서의 일반흡착

과 비교실험 결과, OCP에서는 5시간만에 활성탄소섬유 부직포가 포화되었다. 반

면, 모든 음의 가용전위에서는 전기흡착에 의해 Co(Ⅱ)의 제거 효율이 일반흡착

에 비해 향상되었으며, 흡착효율 증가의 정도는 전위의 크기에 크게 의존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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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Electro-adsorption of Co
2+
 with variation of potentials 

               at 1.0g A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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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Cumulative electro-adsorption of Co
2+
 with variation 

                 of potent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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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었다. -0.2V(vs. Ag/AgCl)에서의 전기흡착의 경우, Co 공급 용액으

로부터 약 80%정도의 Co(Ⅱ)만이 제거되었다. 그러나 전위가 -0.35V 이하일 때, 

Co(Ⅱ)의 농도 곡선은 큰 변화를 갖는다. Co(Ⅱ)의 농도는 연속적으로 감소하고 

실험 시간 내에서 매우 낮은 준위를 유지하 다. -0.7V에서의 전기흡착에 의한 

Co(Ⅱ)의 제거 실험은 매우 우수하여 거의 완전한 제거가 30분 안에 이루어졌

고, 이러한 경향은 실험 시간동안 계속 유지되었다.

  Co(Ⅱ)의 흡착 반응 속도를 조사하기 위해 Fig. 26과 같이 전기흡착 결과를 

시간에 대한 누적 Co(Ⅱ) 흡착량으로 재도시하 다. 음의 전위를 가용한 경우, 

누적 코발트 흡착량 곡선은 직선을 나타내어 실험 시간 내에서 흡착속도가 일정

함을 알 수 있다. 보다 긴 흡착시간 동안 일정한 흡착 속도의 연장을 예상할 수 

있으며, 탄소전극에 가용된 음 전위의 크기가 Co(Ⅱ)의 흡착 속도를 조절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나) 전기흡착 용량

  Fig. 25는 -0.35V ∼ -0.7V에서의 전기흡착이 12시간의 실험시간동안 Co(Ⅱ)

의 농도를 낮게 유지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러한 낮은 농도의 지속시간과 이 

활성탄소섬유의 전기흡착용량을 평가하기 위해 -0.7V에서 0.5mM Co 용액을 사용

해서 40시간 이상의 장시간 전기흡착 거동 실험을 수행하 으며, Fig. 27의 결

과에서 보듯이 파과곡선은 나타나지 않았다. 40시간 동안의 누적 Co 흡착량은 

약 112mgcobalt/gACF이다. 일반적으로 이온을 흡착하기 위한 다공성 탄소 전극의 

흡착용량은 이중층 정전용량, 비표면적, 그리고 가용 등전위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 2000m
2
/g의 비표면적과 20μF /cm

2
의 이중층 정전용량을 갖는 1g의 다공성 

탄소 전극은 1V의 전위 변화에 대해 약 4*10
-3
mol의 이온을 흡착할 수 있으므로 

Co(Ⅱ) 이온의 경우, 240mgcobalt/gACF의 흡착용량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실제 

흡착량은, 정전용량을 기준으로 한 흡착량의 약 1/2 미만이다. 이는 본 실험에 

사용한 활성탄소섬유 전극의 평균 기공크기가 14.2Å으로, 전기이중층 정전용량

시 최소 기공크기 20Å보다 작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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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Long term test of cobalt electro-adsor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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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흐름속도의 향

  셀을 통과하는 공급액 흐름 속도의 향을 조사하기 위해 -0.35V에서 흐름 속

도를 변화시켜 실험을 수행하 다. Fig. 28의 결과로부터 예상한대로 흐름 속도

가 증가함에 따라 유출 Co(Ⅱ)의 농도가 증가했으며, 흐름 속도의 변화에 따라 

흡착 속도 또한 변하 다. 용액 처리량에 대한 누적 Co(Ⅱ) 흡착량으로 재도시

하여 분석한 Fig. 29의 결과, 흐름 속도 증가에 따라 누적 Co(Ⅱ)의 전기흡착량

은 감소하여 내부 Co(Ⅱ)의 더 짧은 체류 시간에 의해 전기흡착 속도가 저하됨

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로부터 전기흡착 공정은 탄소 표면 내로 Co(Ⅱ) 이

온의 물질전달에 의해서가 아니라 표면반응에 의해 조절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라) 활성탄소섬유 산화의 향

  산 처리에 의한 탄소의 산화가 흡착용량을 증가시킨다고 많은 연구자들에 의

해 보고되었다.
40)
 본 연구에서도 산 처리에 의한 활성탄소섬유의 전기흡착용량 

증가를 확인하기 HNO3 처리한 활성탄소섬유를 가지고 -0.35V에서 Co(Ⅱ) 이온의 

전기흡착 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Fig. 30에 나타내었다. 예상과는 달리 산처리 

하지 않은 활성탄소섬유보다 흡착용량이 낮았다. 이는 HNO3 용액에 의한 산처리

에 의해 활성탄소섬유의 표면관능기 증가와 더불어 미세기공이 더 커질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미세기공이 HNO3 용액 처리에 의해 전기이중층 형성에 이용가능한 

기공의 일부가 막히게 되어 흡착용량이 감소한 것으로 여겨진다. HNO3 처리한 활

성탄소섬유의 BET 분석 결과 비표면적이 14m
2
/g이었고, total pore volume 

0.014cc/g으로 크게 줄었다.

  마) 전기탈착 

  -0.35V에서 30시간동안 흡착 평형에 도달시킨 후 흡착된 Co는 양의 전위를 가

하고 셀을 통해 1M NaCl 용액을 통과시켜 활성탄소섬유로부터  탈착하 다. 탈

착 용액에서 Co(OH)2의 형태로 판단되는 파란색을 띠는 침전물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탈착 용액에 0.1N HCl 용액 50㎕를 넣어 침전물을 완전히 녹인 후 탈

착량을 측정하 다. 전위변화에 따른 탈착거동을 Fig. 31에 나타내었다. 가용전

위 증가에 따라 탈착량이 증가하여 +1.2V에서는 약 25시간의 전위가용에 의해 

100% 탈착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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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Electro-adsorption of Co
2+
 with variation of feed flow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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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Cumulative sorption of Co
2+
 with variation of flow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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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0. Effect of oxidation of the activated carbon fiber on 

                the efficiency of Co
2+
 electro-adsorption at -0.35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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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Desorption of Co
2+
 with variation of potent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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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Selective electrosorption of Co
2+
 from a mixed solution 

               of Co and 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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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금속 혼합물로부터 Co(Ⅱ)의 선택적 제거

  Co(Ⅱ)와 Sr(Ⅱ)의 혼합용액(pH 5.0에서 각 0.5mM)으로부터 Co(Ⅱ)의 선택적 

제거 실험을 -0.7V의 전위에서 수행하 다. 그 결과를 Fig. 32에 나타내었다. 

Co(Ⅱ)의 제거는 Sr(Ⅱ)의 존재에 전혀 향을 받지 않았다. 순수한 Co(Ⅱ) 용

액에서의 전기흡착과 같이 거의 100%의 제거가 빨리 이루어졌다. 그러나, 혼합 

용액으로부터 Sr(Ⅱ)는 제거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전기흡착 셀을 통해 Co(Ⅱ)

와 Sr(Ⅱ)의 거의 완전한 분리가 가능함을 나타낸다. 

  2) U(Ⅵ) 이온의 전기흡착

  가) 전위 변화에 따른 전기흡착 거동

  활성탄소섬유 부직포에 U(Ⅵ)의 전기흡착이 여러가지 전위에서 수행되었다. 

이러한 실험의 유출액 샘플 속 우라늄의 농도가 Fig. 33에 보여졌다. 이것은 

350 mg/l의 우라늄 공급 용액이 전기화학적 셀을 통과함으로서 효과적으로 제거

됨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0.9V의 전위에서 유출액 샘플 속 U(Ⅵ)의 농도는 1

시간에 1.5mg/l로 감소되었다. 이것은 공급액으로부터 99.5%의 우라늄이 제거된 

것과 일치한다. 그 후 실험 시간동안 유출 우라늄 농도는 1.5mg/l 이하로 유지

되었다. 그러나 -0.3V의 전위에서는 3시간 이후부터 유출 우라늄의 농도가 증가

하기 시작하 다. 

  나) 전기흡착 용량

  1000mg/l 우라늄 용액을 가지고 -0.9V의 가용 전위에서 또 다른 실험을 수행

하여 그 결과를 Fig. 34에 나타내었다. 15시간의 실험동안 우라늄 농도의 

“break-through"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유출액 농도는 3시간 이후 1mg/l 이하로 

계속 유지되었다. 실험동안 공급액으로부터 total 859mg의 우라늄이 제거되었

다. 이것은 1.5guranium/gACF의 전기흡착 용량과 일치한다. 흡착제에 상관없이 다른 

이온교환 흡착 공정에 의해 얻은 것보다 훨씬 높다. 다른 연구자들의 결과와 이 

연구로부터의 우라늄 전기흡착 용량의 비교를 표 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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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Electro-adsorption of U
6+
 with variation of potent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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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Long term test of uranium electrosor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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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Electro-adsorption of U
6+
 with variation of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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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Comparison of uranium sorption capacity

  다) pH 변화에 따른 전기흡착 거동

  위에서 보여진 우라늄 전기흡착 실험의 경우, 유입액의 pH는 4로 유지되었다. 

우라늄 제거 효율에 대한 용액 pH의 향을 명확하게 조사하기 위해, -0.9V의 

가용 전위에서 유입액의 pH를 3으로 하여 실험을 더 수행하여 그 결과를 Fig. 

30에 나타내었다. pH 3의 경우, 처음 30분 동안 유출 우라늄 농도가 약간 더 높

을 것을 제외하고는 pH 4의 경우와 동일한 거동을 보 다. 

마. 생성물 분석과 메커니즘

  탄소 전극 위에 금속 이온의 전기흡착에 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메커니즘

이 제안되어져 왔다. (ⅰ) 탄소 전극의 이중층 충전에 의한 전기흡착 (ⅱ) 이온 

교환 형태의 흡착.

  이중층 메커니즘은 전해질 용액과 다공성 탄소 전극 사이의 계면에 전기적 이

중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탄소 전극 위의 과잉 전하는 용액 면의 음이온

이나 양이온의 초과에 의해 균형을 유지한다. 이러한 과잉 이온들은 전극 표면

에 흡착되거나 전극 표면에 근접한 확산 이중층에 존재한다. 이온을 흡착하기 

위한 다공성 탄소 전극의 용량은 이중층 정전 용량, 계면적, 그리고 가용 전위

에 의존한다.

  두 번째 메커니즘은 아래 반응에 의해 설명된 것처럼 양이온과 표면 산성 그

룹 사이의 이온교환 형태로 다공성 탄소 전극 위에 양이온이 흡ㆍ탈착 된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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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양성화 반응 : > COOH + OH
-
 → > COO

-
 + H2O

   전하 평형     : > COO
-
 + M

+
 → > COO

-
M
+

   용출          : > COO
-
M
+
 + H

+
 → > COOH + M

+

  코발트 이온의 흡착이 Co
2+
와 표면 산 그룹 사이의 이온 교환이나 활성탄소섬

유의 이중층 충전에 의해 확실히 향상될 수 있으나, -0.35V와 더 음 전위에서 

관찰된 코발트 전기흡착의 결과를 이 두 메커니즘으로 잘 설명할 수는 없다. 이  

온 교환이 전기흡착 속도와 전기흡착용량에 대해 가용된 전위의 중요성을 설명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중층 충전이 단독으로 관찰된 것처럼 높은 흡착용량을 산

출할 수는 없다. 흡착이나 착물화 같은 몇 가지 반응이 전기흡착 동안 발생하는

게 틀림없다.

  1) Co(Ⅱ)의 침전 가능성

  -0.35V(vs. Ag/AgCl)의 가용 음전위는 홰러데이 반응에 불충분하고 Co(Ⅱ) 환

원의 평형 전위는 더 낮은 음전위가 요구된다. 이것은 평형 환원 전위가 코발트 

환원의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주된 원인

은 열역학적 생각이 전기화학적 반응의 slow kinetics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

다.

  일반적인 Co(Ⅱ) 흡착동안 침전은 염기성 용액에서 발생한다. 전기흡착동안 

중성 용액에서 Co(Ⅱ)의 침전이 일어나는 한 가지 가능성은 활성탄소섬유 표면 

근처의 용액 조건이 bulk 용액의 조건과 다소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활성탄소

섬유 표면에 음 전위가 가용될 때, 많은 코발트 이온들이 활성탄소섬유 표면으

로 끌려가고 그렇게 해서, 표면에서 Co(Ⅱ)의 국부 농도는 bulk 농도보다 훨씬 

높게 되고 Co(OH)2가 침전된다. 다른 한편으로, 수소의 농도는 감소될 것이다. 

코발트 용액을 완충용액으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pH는 특별한 표면 조건에 

의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2) Co 전기흡착과 탈착 메커니즘

  위에서 논의된 결과들에 기초해서, 코발트 전기흡착에 대한 메커니즘을 제안

하기에는 여전히 어렵다. 전기흡착동안 코발트 형태의 변형에 대한 더 많은 연

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흡착된 코발트의 형태에 관한 제한된 

정보와 수용액에서 코발트의 성질에 대한 제한된 지식으로부터 코발트 전기흡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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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예비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다른 금속 이온의 전기흡착처럼, 전기이중층 충전과 이온교환에 의한 코발트 

흡착이 초기 전기흡착에 있어서 두 가지 주요한 공정으로 여겨진다. 전위가 

-0.2V(vs. Ag/AgCl)보다 덜 음일 때, 두 반응은 유력하고 전기흡착 용량은 표면

적이나 활성탄소섬유 표면의 관능기 수에 의해 결정된다. 전위가 -0.35V로 낮아

지거나 더 음일 때, 강한 음 전하에 의해 생긴 활성탄소섬유 표면 조건은 

Co(OH)2의 형태에서 주로 코발트의 침전과 가수분해에 더 좋다. 흡착과는 달리, 

침전은 가수분해된 코발트 이온의 농도가 너무 높아서 용해도곱의 값이 초과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표면 그룹 위에 코발트 흡착이 침전 전에 일어나기 때

문에, 활성탄소섬유와 침전물 사이의 표면 복합물의 형태로 흡착된 코발트 종의 

층이 있을 것이다. 탈착하는 동안 양 전위가 활성탄소섬유 전극에 가용될 때, 

표면 코발트 복합체는 전극으로부터 탈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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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결 론 

  화학제염이나 전기화학제염을 통해 발생된 방사성 폐액을 정화처리 할 수 있

는 새로운 방법으로, 다공성 활성탄소섬유 전극을 사용하여 폐액중 Co(Ⅱ), Sr

(Ⅱ)와 U(Ⅵ) 이온의 batch 및 column 전기흡ㆍ탈착 연구와 Co(Ⅱ)와 Sr(Ⅱ)의 

전기적 분리연구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ㆍ 회분식 전기ㆍ흡탈착 실험

1. 활성탄소섬유 전극을 사용하여 수행한 전기흡착에 의해 Co(Ⅱ)와 Sr(Ⅱ) 이

온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었다. 0.5mM Co(Ⅱ) 수용액으로부터 Co(Ⅱ)의 흡착량

은 미가용전위(OCP)에서는 1.5mgcobalt/gACF인 반면, 음의 전위에서는 Co(Ⅱ)는 

100% 흡착되었고 흡착량은 6시간째에 22.8∼36.3mgcaron /gACF 이었다. 미가용전

위에서는 Sr(Ⅱ)의 흡착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지만 -0.2V를 제외한 모든 음의 

가용전위에서 초기 흡착속도만 약간 차이가 날뿐 100% 흡착이 이루졌고 모두 

유사한 전기흡착 거동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Co(Ⅱ)와 Sr(Ⅱ)의 흡착은 쿨롱 

상호작용에 의한 전극전위 의존성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용액의 pH가 증가할수록 Co(Ⅱ)와 Sr(Ⅱ)의 흡착속도가 증가하 다. 이는 활

성탄소섬유 표면에 형성된 산성관능기가 해리되어 Co(Ⅱ)나 Sr(Ⅱ) 양이온과 

이온교환 되기 위해서는 용액중 OH
-
 이온이 증가할수록 유리하기 때문이다.

2.  같은 pH에서 양의 전위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같은 전위에서는 pH가 낮을수

록 Co(Ⅱ)와 Sr(Ⅱ) 이온의 탈착이 더 잘 일어났다. 이는 탈착시에는 활성탄

소섬유 관능기에 흡착된 Co(Ⅱ)나 Sr(Ⅱ) 양이온이 H
+
 이온과 이온교환에 의해 

용액중으로 탈리되기 위해서는 용액중에 H
+
 이온이 증가될수록 유리하기 때문

이다.

   같은 전위에서 pH 감소에 의해 탈착 속도가 증가하긴 하 지만 100% 탈착이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더 높은 전위에서는 더 높은 pH에서도 쉽게 탈착이 이

루어짐으로서 pH 보다는 가용 전극전위가 탈착 거동에 지배적 인자임을 확인

할 수 있다. 



- 86 -

3.  활성탄소섬유의 전기이중층 충전에 의한 3회의 주기적 흡ㆍ탈착 공정을 통

해 재생된 활성탄소 전극이 초기 흡착 능력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서 전기이중

층 충전에 의해 활성탄소섬유 전극이 직접 재생되어 연속 흡ㆍ탈착 공정이 가

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Co(Ⅱ)와 Sr(Ⅱ)의 혼합 용액에서 Co(Ⅱ)는 Sr(Ⅱ)의 존재에 무관하게 단일

성분계와 동일한 거동은 보 고 Sr(Ⅱ)의 흡착은 Co(Ⅱ)의 흡착이 완료된 후 

진행되었다. Co(Ⅱ)가 Sr(Ⅱ)에 비해 경쟁적이며 전기흡착 공정에 의해 두 성

분의 분리가 용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ㆍ 고정층 전기흡ㆍ탈착 실험

1.  고정층 흡착탑을 통해 Co(Ⅱ)와 U(Ⅵ)가 효과적으로 제거되었고 가용 음전

위의 증가에 따라 유출 Co(Ⅱ)와 U(Ⅵ)의 농도가 감소하 으며, -0.9V(vs. 

Ag/AgCl)전위에서 1000 mg/L 공급용액으로부터 99.9%의 우라늄이 제거되었고 

1.5guranium/gACF 이상의 흡착용량이 관찰되었다. 

2.  흡착된 Co(Ⅱ)는 쉽게 탈착 됨으로써 다른 이차 액상 폐기물이나 슬러지의 

처리가 필요없다. 

3.  고정층 전기흡착 셀을 통해 Co(Ⅱ)와 Sr(Ⅱ)의 혼합 용액으로부터 Co(Ⅱ)의 

선택적 분리가 가능하 다. 

4.  흐름 속도 증가에 따라 누적 Co(Ⅱ)의 전기흡착량이 감소하 다. 내부 Co

(Ⅱ)의 더 짧은 체류 시간에 의해 전기흡착 속도가 저하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따라서 전기흡착 공정은 탄소 표면 내로 Co(Ⅱ) 이온의 물질전달에 의해

서가 아니라 표면반응에 의해 조절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0.2V(vs. Ag/AgCl)의 전위에서의 Co(Ⅱ)의 제한된 전기흡착은 활성탄소섬

유 표면 작용기에 Co(Ⅱ) 이온의 이온교환 흡착과 이중층 충전의 결과로 고려

되어진다. 더 큰 음의 전위가 가용될 때, 전기흡착용량의 증가는 주로 Co(OH)2

의 형태의 침전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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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기흡착공정은 이차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흡착제를 연속적으로 재

생하는 동시에 제거하고자 하는 흡착질을 소량으로 농축할 수 있는 새로운 기

술로서 난분해성 폐액의 처리에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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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 연구결과 달성도 (%)

제염폐액 전기 흡 탈착 

 처리 기술개발

• 방사성 제염폐액 처리

   전기 흡 탈착 소재  

   특성 조사

• 방사성 제염폐액 처리 전기 흡

  탈착 소재의 특성 조사

   - 탄소체 전기흡착재의 물리 화   

    학적 특성

   - 질산처리에 의한 탄소체 전기    

   흡착재의 열화 특성

100

•최적 전기 흡착  

  공정․장치개발

  - 전기흡착 

  - 전기탈착 

• 폐액 처리 전기흡착 및 폐액       

 농축 전기탈착 최적 조건 도출

   - 전극재의 무게

   - 가용전위 및 전류

   - 폐액 pH

   - 전해질 농도 변화 등 

100

• 전기 흡 탈착 소재의 재생특성    

    - 전위 역전에 의한 사용         

       흡착재의 재생 특성 

100

• 흡착소재의 기공크기와            

 정전용량의 흡착거동의 상관성

100

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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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결과는, 다성분의 유기혼합물이 혼성된 폐액이나 유.무기 혼성폐액의 

처리 혹은 주요 고부가 성분의 선택분리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액체 폐기물의 처리에 직접 효과적으로 이용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심각하게 거론되는 일반 산업 폐기물의 처리기술

로도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활용방안으로는, 향후 습식제염연구 시 제염폐액 정화처리 연구에 단위기술로 

직접 활용이 가능하며, 고농도의 salt가 혼재된 우라늄 변환시설의 Lagoon 슬러

지 폐액은 일반 폐액처리기술로 처리하기에는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타당성

을 찾기 어려운 반면, 전기흡착 기술이 이러한 난처리성 폐액처리의 대안 기술

로 적용연구를 통해 직접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기술은 폐액처리기술 확보를 계획하고 있는 국내 원자력 보수분야 전문업체

로부터 수탁연구를 수주하여 실규모의 공정장치 설계 및 적용 연구를 수행하거

나 성과 이전사업으로 기술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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