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1-

J. of the Korean Radioactive Waste Society                                                                                           
Vol.9(3), PP. 121-129, Sept. 2011.

The Removal of NOx by Mediated Electrochemical Oxidation Using 
Ag(II) As a Mediator

Ag(II)를 매개체로사용하는전기화학적 매개산화에 의한NOx 제거

Min-Woo Lee, So-Jin Park*1), Kune-Woo Lee and Wang-Kyu Choi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Daedeokdaero 1045, Yuseong-gu, Daeje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deokro 79, Yuseong-gu, Daejeon

이민우, 박소진*, 이근우, 최왕규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전시 유성구 대덕대로 1045

*충남대학교,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로 79

(Received April 12, 2011 / Revised May 18, 2011 / Approved June 28, 2011) 

Abstract

The effects of the applied current density, the AgNO3 concentration, the scrubbing liquid flow rate and the NO-air

mixed gas flow rate on the NO removal efficiency were investigated by using Ag2+ mediated electrochemical

oxidation (MEO). Results showed that the NO removal efficiency increased with increasing the applied current

density. The effect of the AgNO3 concentration on the NO removal efficiency was negligibly small in the

concentration of AgNO3 above 0.1 M. When the scrubbing liquid flow rate increased, the NO removal efficiency was

gradually increased. On the other hands, the NO removal efficiency decreased with increasing the NO-air mixed gas

flow rate. As a result of the treatment of NO-air mixed gas by using the MEO process with the optimum operating

condition and the chemical absorption process using 3 M HNO3 solution as a scrubbing liquid, the removal

efficiency of NO and NOx was achieved as 95% and 63%,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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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기화학적으로 생성되는 Ag2+를 사용하는 MEO 공정에 의한 NO 제거에 전류 도, AgNO3 농도, 세정

용액의 유속 및 NO-공기 혼합가스 유속이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전류 도가 증가할수록 NO의 산화

반응 속도 및 제거 효율이 증가하 으며, 0.1 M 이상의 AgNO3 농도 조건에서 AgNO3 농도가 NO의 제거

효율에 미치는 향은 무시할 만 하 다. 세정용액의 유속이 증가할수록 NO의 제거효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한 반면에 NO-공기 혼합가스의 유속이 증가할수록 NO의 제거효율은 점진적으로 감소하 다. 실험

범위 내에서 도출한 최적조건을 적용한 MEO 공정 및 3 M 질산 흡수 공정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NO-공

기 혼합가스를 처리하 으며, NO 및 NOx의 제거 효율은 각각 95% 및 63%를 얻었다.      

중심단어 : 일산화질소, 전기화학적 매개산화, 전류 도, 제거효율, 가스 세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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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질산을 함유하는 TBP/n-dodecane 유기 혼성폐액이 수 톤

발생되어 있다[1]. 이를 처리하는 공정으로 소각, 열분해 및 수

증기 개질 가스화 등의 고온 분해 처리공정이 일부 실용화 되

고 있으며, 이러한 고온의 분해처리 과정에서 질소산화물이

발생한다[2]. 질소산화물은 산성비와 광화학스모그의 원인이

되고 있고, 현재 대기오염 제어에 있어 가장 중요한 대상물질

로 인식되고 있다. 

질소는 고온 공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질소산화물을 생성하

는데, 일산화질소(NO), 이산화질소(NO2), 삼산화질소(NO3),

아산화질소(N2O), 삼산화이질소(N2O3), 사산화이질소(N2O4),

오산화이질소(N2O5) 등 7가지 종류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

다. 이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NO와 NO2를 질소산화물(NOx)이

라고 하며, NO는 공기 중에서 NO2로 쉽게 산화하고, 물에 녹

으며 질산이 되므로 황산화물과 마찬가지로 산성비의 원인이

된다. NO는 무색·무취이며, NO2는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적

갈색 기체이다. 

NOx를 제거·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며,

그 첫 번째는 NOx 제거를 위한 산화, 흡수 및 환원 등의 공정

중에 용액을 사용하지 않는 건식 처리 공정으로서 촉매 분해

법, 선택적 촉매 환원법, 선택적 비촉매 환원법, 비선택적 촉

매 환원법, 방사법, 흡착법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3-5]. 두번째

로는 NOx 제거 공정 중에 용액을 사용하는 습식 처리 공정으

로서 흡수-산화법, 흡수-환원법, 산화-흡수법, 산화-흡수-환원

법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습식공정은 건식 제거 공정에 비해

배가스의 분진농도에 비교적 향을 덜 받는다는 장점을 지니

고 있으나, 이차적으로 수질 오염의 문제 등으로 적용성에 제

한을 받는다[6-9].

습식 처리 공정 중 전기화학적으로 생성되는 산화제에 의하

여 질소산화물을 산화시켜 처리하는 전기화학적 매개 산화법

(MEO, Mediated Electrochemical Oxidation)은 80°C 이하의

온도 및 상압의 비교적 온화한 조건에서 가동된다. 따라서, 적

용 및 장치의 설치 등이 비교적 쉬우며, 원격 조작 및 반응속

도의 제어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10-13]. 또한 MEO 공정은 전

기화학적 반응기를 통해 질산 또는 황산 전해용액 내에서 매

개체를 산화시킨다. 그리고 산화된 매개체는 기-액 접촉이 원

활하게 이루어지는 충진탑 등을 사용하여 수용액 내에서 유해

성 가스들을 산화 및 흡수 시킴으로써, 2차 오염물질의 배출

이 없으며 NOx를 연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MEO 공정에 있어서 매개체로는 비교적 산화력이 큰

Ce(III)/Ce(IV), Fe(II)/Fe(III), Mn(II)/Mn(III), Co(II)/Co(Ⅲ)

및 Ag(I)/Ag(II) 등을 포함하는 금속 이온 전극쌍이 사용되고

있으며, 전해질 용액으로는 금속 이온 전극쌍의 특성에 따라

HNO3, H2SO4 또는 HClO4 등이 사용되고 있다[6-8]. 이들 금속

이온 전극쌍 중 Ag(I)/Ag(II)는 다른 이온 전극쌍들에 비해 산

화·환원 전위가 높아 현재까지 무기물 및 유기물의 산화에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10,13-16].

본 연구에서는 질산을 함유하는 TBP/n-dodecane 유기 혼

성폐액의 증기개질 처리 시 발생 할 수 있는 NOx 가스의 처리

공정을 개발 할 목적으로 산화제로 Ag(II)를 사용하여 NOx를

처리하는 전기화학적 매개산화 공정의 성능을 평가하 다. 이

를 위해서 MEO 공정에서 제어 가능 인자인 전류 도, Ag(I)의

농도, NO-공기 혼합가스 유속 및 세정용액의 유속 변화가 NO

가스의 제거율에 미치는 향을 고찰하 다. 

MEO 공정은 전해조의 양극에서 반응식 (1)과 같이 매개체

를 산화시키고, 산화된 매개체는 전해질의 bulk 내에서 반응

식 (2)와 같이 반응물을 산화시키는 수용성 공정으로써, 그

원리를 Fig. 1에 도식적으로 나타내었다. 

Mn+ → M(n+1)+ + e- (1)

M(n+1)+ + Reactants → Mn+ + Products (2)

반응물이 유기물인 경우, 유기물은 반응 (3)과 같이 산화된

매개체에 의해 거의 완전히 파괴되어 궁극적으로는 유기물중

의 탄소와 수소가 이산화탄소와 물로 전환되어 거의 대부분

무기물화 되며[17], 반응물이 무기물인 경우에는 더욱 산화된

무기물로 전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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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cept of mediated electrochemical ox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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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1)+ + Organics (or Inorganics) 

→ Mn+ + Inorganic Products (3)

질산 전해질에서 산화제로 Ag2+를 사용하는 MEO에 대한

화학반응은 다음과 같은 양극 및 음극반응으로 나타낼 수 있

다. 먼저 Ag2+는 Ag+의 양극 산화반응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생성된다[18].

Ag+ → Ag2+ + e- (4)

Ag+/Ag2+ 전극쌍의 산화환원 전위는 표준 수소전위에 대

해서 1.91∼1.98 V로서 매우 강력한 산화력을 지니고 있다

[19]. 이렇게 높은 전극전위는 Ag2+가 유기성 또는 무기성 반

응물을 공격하여 궁극적으로는 유기물중의 유기탄소를 이산

화탄소로 전환시키거나 무기성 반응물을 더욱 산화된 무기물

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질산용액 내에서

Ag2+는 반응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암갈색의 착화물인

AgNO3
+로 존재하게 된다[20]. 

Ag2+ + O3
- → AgNO3

+ (5)

양극 표면에서 생성된 Ag2+는 상온의 산성 용액 내에서 비

교적 안정하며, 반응물 및 물과 반응하여 Ag+로 환원된다.

Po 등[21]은 Ag2+/H2O 반응의 속도론적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반응에 따라 Ag2+에 의해 물이 산화되어 산소가 발생되

면서 천천히 분해된다고 보고하 다.

4Ag2+ + 2H2O → 4Ag+ + O2 + 4H
+ (6)

질산 전해질 내에서 전기화학적으로 생성되는 Ag2+에 의

한 NOx의 산화는 기체-액체 계면 부근의 다양한 평형과 관련

된다고 알려져 있으며[22], NO와 NO2는 다음과 같은 총괄적

인 화학양론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2NO + 5Ag2+ + 3H2O 
→ HNO3 + NO2 + 5Ag

+ + 5H+ (7)

NO2 + Ag
2+ + H2O → HNO3 + Ag

+ + H+ (8)

질산 전해질 내에서 전기화학적으로 생성되는 Ag2+ 매개

산화제에 의한 습식 세정 공정을 적용하여 유기성 폐기물의

고온 분해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가스인 NO 및 NO2

의 제거 실험을 수행하 다. 이를 위하여 Ag2+ 산화제가 연

속적으로 생성되는 전해 공정과 NO 및 NO2 기체를 산화시

켜 처리하는 세정 공정으로 이루어진 장치를 사용하 으며,

개략도를 Fig. 2에 수록하 다. 대부분의 실험은 전해셀에서

전기화학적으로 제조된 Ag2+ 매개산화제가 연속적으로 공

급되는 가스 세정기 I (Fig. 2의 Gas Scrubber I)에서의 NO

제거 특성 파악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하 으며, 일부는 가

스 세정기 I에서 처리된 가스를 다시 3 M의 질산이 연속적

으로 공급되는 가스 세정기 II (Fig. 2의 Gas Scrubber II)를

통과시켜 NOx의 제거 거동을 조사하 다. 본 실험을 위한

실험 조건은 Table 1에 수록하 다. 

NOx 처리를 위하여 가스 세정기 I에 공급되는 Ag2+ 매

개산화제는 양극 전해용액 저장조, 음극 전해용액 저장조

및 흐름식 전해셀로 구성된 전해 공정 계통에서 제조하

다.

흐름 전해셀은 Nafion 117 양이온 교환막에 의해 양극

실과 음극실로 분리되는 평판형 구조이며, 규격은 0.05 m

×0.14 m×0.005 m 이고, 양극 및 음극의 재료로는 면적

이 0.7 dm2 (0.05 m × 0.14 m)의 백금을 사용하 다. 양

극 전해용액은 Table 1에 수록한 실험조건 농도 범위의 질

산은이 포함된 질산용액을 사용하 으며, 음극 전해용액

으로는 3 M의 황산 용액을 사용함으로써 질산 전해용액을

사용하 을 시 질산이 아질산으로 환원되는 음극반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 다. 양극과 음극 전해용액은 Pan

world CO., LTD사의 마그네틱 테프론 펌프(NH-30PX-N)

The Removal of NOx by Mediated Electrochemical Oxidation Using 

Fig. 2. A schematic diagram of MEO process for NOx removal.



를 사용하여 1 L/min으로 흐름 전해셀을 순환시켰으며,

흐름 전해셀의 양극과 음극사이에 일정한 전류를 흘려주

는 정전류 방식으로 Ag2+ 매개산화제를 연속적으로 생성

시켰다.

NOx 제거 계통은 NO 실린더, 공기압축기, 유량 제어기

(Mass Flow Controller, MFC) 및 NO-공기 혼합기로 이루

어진 가스 공급 장치부와 NO를 산화시킴과 동시에 NO2를

제거하기 위한 가스 세정기 I 및 가스 세정기 I에서 제거하

지 못한 NO2를 더 제거하기 위한 가스 세정기 II로 이루어

진 가스 세정 장치부로 구성되어 있다. 가스 세정기 I 및 II

는 내경 0.055 m 높이 1.4 m의 Pyrex 유리로 제작하 으

며, 기-액 접촉을 위해 Teflon Tube (Ø=12 mm, L=20

mm) 링을 충진하 다. 

가스 공급 장치부에서는 NO 실린더와 공기압축기에서

공급되는 가스의 유량을 MFC로 조절하여 가스 혼합기로

보냄으로써 NO 농도가 조절된 혼합 가스를 제조하 다.

NO 실린더 내에는 약 10%의 NO2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가스 혼합기를 통해 제조된 NO-공기 혼합

가스는 가스 세정기 I의 하단에서 공급하 으며, 흐름식

전해셀에서 정전류 방식에 의해 연속적으로 제조되는

Ag2+ 매개산화제 용액을 가스 세정기 I의 상단에서 공급함

으로써 혼합가스와 산화제 용액이 향류로 접촉되도록 하

다. 또한 일부 실험에서는 혼합가스를 Ag2+ 매개산화 용

액이 공급되는 가스 세정기 I을 통과시킨 후 3 M의 질산

용액이 공급되는 가스 세정기 II를 연속적으로 통과시켜

이때의 NOx 제거 성능을 평가하 다. NO-공기 혼합가스

및 세정 용액은 상온(25 ℃) 및 상압의 조건으로 공급하

다.

NOx의 제거 실험은 Table 1에 수록한 바와 같이 전류

도, AgNO3 농도, 세정 용액의 유속 및 NO-공기 혼합가스

의 유속을 변화시켜가며 수행하여, 각각의 인자가 NOx제

거 효율에 미치는 향을 고찰하 다. 

NO,  NO2 및 NOx의 농도는 가스분석기(350-XL,

TESTO)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NOx의 제거율을 평가하

기 위해 세정 용액이 공급되지 않는 조건에서 가스 세정기

를 통해 배출되는 혼합가스의 초기 농도와 세정 용액이 공

급된 후 가스 세정기를 통해 배출되는 혼합가스의 시간 경

과에 따른 나중 농도를 측정하여 NO, NO2 및 NOx 제거율

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 다.

(9)

(10)

여기서, [NO]inlet 및 [NO2]inlet는 각각 NO 및 NO2 가스

의 초기 농도이며, [NO]outlet 및 [NO2]outlet는 각각 NO 및

NO2 가스의 반응시간 경과에 따른 나중 농도이다.

(11)

여기서, [NOx]inlet는 NO 및 NO2 가스의 초기 농도 합이

며, [NOx]outlet는 NO 및 NO2 가스의 반응 시간 경과 후 나

중 농도 합이다.

전기화학적으로 생성되는 Ag2+ 매개산화제 용액이 연속

적으로 공급되는 충진탑 형태의 가스 세정기 I에서 NOx의

거동을 조사하기 위하여 전류 도, AgNO3 농도, 세정용액

의 유속 및 NO-공기 혼합가스 유속의 향을 고찰하 다.

①① 전류 도의 향

매개산화제로 사용하는 Ag2+의 생성 속도의 변화가 NO

제거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전류 도를 2.4∼

80.1 mA/cm2의 범위 내에서 변화시켜가며 NO 제거 거동

실험을 수행하 다. 이를 위하여 전류를 흘려주면서 양극

전해용액으로 사용하는 0.1 M AgNO3가 포함된 5 M

HNO3 용액을 3 L/min의 유속으로 가스 세정기 I의 상단

에 공급하 다. 이와 아울러 NO 가스의 초기농도가 400

ppm이 되도록 공기와 혼합한 혼합가스를 10 L/min의 속

도로 가스 세정기 I의 하단에서 연속적으로 공급하 으며,

동시에 가스 세정기 I을 통과하여 나오는 혼합가스의 농도

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Fig. 3 및 Fig. 4에 수록하 다. 

Fig. 3의 결과로부터 전류 도가 증가할수록 Ag2+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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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 for NOx removal

실험변수

양극용액

음극용액

전류 도

온도

NO 공급농도

가스유량

액체유량

조건및범위

HNO3 : 5 mol/L

AgNO3 : 0.005 ∼ 5 mol/L

H2SO4 : 3 mol/L

2.4 ∼ 80.1 mA/cm2

25 ℃

200 ppm, 400 ppm

10 ∼ 19 L/min

2 ∼ 5 L/min



성 속도가 증가됨으로 인해 NO의 산화반응 속도가 증가하

여 NO의 제거효율이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전류 도가

2.4 mA/cm2에서는 거의 NO가 제거되지 않는 것으로 보

이며, 5 mA/cm2 이상에서도 반응 초기의 약 30초까지는

NO의 제거 속도가 완만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제

거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정한 농도로 공급되는

NO-공기 혼합가스 내에 약 10% 정도 함유되어 있는 NO2

가 반응초기에 질산 용액에 흡수된 후 반응식 (8)에 따라

NO와 경쟁적으로 Ag2+에 의해 질산으로 산화된 결과로

생각된다. 즉, 전류 도가 2.4 mA/cm2에서는 생성되는

Ag2+가 거의 NO 및 NO2와의 반응으로 소모되고 전해용액

중에 거의 축적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NO를 지속적으로 산

화시킬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5 mA/cm2 이상에서

도 반응 초기에는 혼합가스 중에 존재하는 NO2와 NO가

Ag2+와 경쟁적으로 반응하여 소모됨으로 NO의 농도 변화

가 완만하다가 Ag2+가 전해용액 내에 축적되어 농도가 증

가됨에 따라 NO의 제거 속도가 전류 도의 크기에 의존하

여 증가된다. Fig. 4는 NO2의 거동을 도시한 결과로, Fig. 3

의 결과를 통해 고찰한 바와 같이 전류 도 2.4 mA/cm2에

서의 혼합가스 중 NO2의 제거 거동 및 5 mA/cm2 이상에서

의 NO 제거 거동과 일치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2.4 mA/cm2에서는 혼합가스 중 NO2는 반응식 (8)에 따라

Ag2+와 반응하여 질산으로 전환됨으로써 초기 농도 약 40

ppm에서 약 20 ppm까지 감소되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5 mA/cm2 이상에서는 반응

시작 후 약 30초 까지는 반응식 (8)에 따라 NO2 농도가 감

소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반응식 (7)에 따라 NO의 제거속

도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다시 NO2 농도가 급격하

게 증가되어 일정한 값에 도달하는 경향을 보인다.

전류 도가 증가할수록 Ag2+의 생성속도가 빨라짐으로

인해 세정용액 내에 축적되는 Ag2+의 농도가 빠르게 증가

하면서 NO의 제거 속도 및 제거 효율이 증진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0.1 M AgNO3가 함유된 5 M HNO3 전해용액을

전류 도 80.1 mA/cm2에서 5분 동안 전해셀을 가동하여

사전에 일정 농도의 Ag2+를 제조한 후 가스 세정기 I에 공

급함과 동시에 80.1 mA/cm2으로 전류를 지속적으로 가해

주는 조건에서 NO 제거 거동을 조사하 다. 이 결과를 사

전에 Ag2+의 축적이 없는 조건으로 수행한 실험 결과와 비

교하여 Fig. 5에 수록하 다. 사전에 Ag2+를 제조한 후 기-

액 접촉을 시킨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실험

초기부터 급격하게 NO가 제거되었고 10분 후 NO 제거 효

율이 약 90%로써 5% 이상 효율이 증가되었다.

②② AgNO3 농도의 향

Ag2+ 매개산화제의 출발 물질인 AgNO3 농도의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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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hanges in NO concentration and NO removal efficiency
with respect to time under the condition of scrubbing liquid with
and without an accumulation of Ag(II) before commencing the gas
removal experiment.

Fig. 3.  Changes in NO concentration with respect to time as a
function of current density.

Fig. 4.  Changes in NO2 concentration during the removal of NO
with respect to time as a function of current density.



NO 제거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AgNO3 농도

를 0.05∼0.4 M의 범위 내에서 변화시켜가며 NO 제거 거

동 실험을 수행하 다. 이를 위하여 전류 도가 80.1

mA/cm2인 조건에서 전류를 가하여 주면서 5 M HNO3 용

액 내에 적절한 농도의 AgNO3가 포함된 세정용액을 NO

의 초기농도가 400 ppm이 되도록 공기와 혼합한 혼합가

스와 가스 세정기 I에서 기-액 접촉시켰다. 이때 세정용액

및 혼합가스의 유속은 각각 3 L/min 및 10 L/min이 되도

록 조절하 으며, 가스 세정기 I을 통과하여 나오는 혼합

가스의 농도를 분석하여 NO 제거효율을 산정하여, 그 결

과를 Fig. 6에 수록하 다. AgNO3의 농도가 0.05 M에서

0.1 M로 증가함에 따라 NO의 제거효율은 약 10% 이상 증

가하 으나 0.1 M 이상에서는 AgNO3 농도의 증가에 따른

NO의 제거효율 증가가 미미하 다. 따라서 Ag2+를 사용

하는 MEO 공정에 의한 NO 제거 시 AgNO3의 농도는 0.1

M이 효율적임을 알 수 있었다.

③③ 세정용액 유속의 향

NO-공기 혼합가스와의 기-액 접촉을 위한 세정용액의

유속이 NO 제거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5 M

HNO3 용액 내에 0.1 M AgNO3가 포함된 세정용액의 유속

을 2∼5 L/min의 범위 내에서 변화시켜가며 NO 제거 실

험을 수행하 다. 이를 위하여 전류 도가 80.1 mA/cm2

인 조건에서 전류를 인가함과 동시에 세정용액을 NO의 초

기농도가 400 ppm이 되도록 공기와 혼합한 혼합가스와

가스 세정기 I에서 기-액 접촉시켰다. 이때 혼합가스의 유

속은 10 L/min이 되도록 조절하 으며, 가스 세정기 I을

통과하여 나오는 혼합가스의 농도를 분석하여 NO 제거효

율을 산정하 고, 그 결과는 Fig. 7에 수록하 다. 세정용

액의 유속이 증가할수록 기-액 간에 접촉효율이 증가됨에

의하여 NO의 제거효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며, 유속이 2 L/min에서 5 L/min으로 증가함에 따라

약 10% 정도의 제거효율이 상승되었다.

④④ NO-공기 혼합가스 유속의 향

혼합가스의 유속이 NO 제거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NO의 초기농도가 400 ppm이 되도록 공기와 혼

합한 NO-공기 혼합가스의 유속을 10∼19 L/min의 범위

내에서 변화시켜가며 NO 제거 실험을 수행하 다. 이를

위하여 전류 도가 80.1 mA/cm2인 조건에서 전류를 인가

함과 동시에 5 M HNO3 용액 내에 0.1 M AgNO3가 포함된

세정용액을 3 L/min의 유속으로 가스 세정기 I에 공급하

여 혼합가스와 기-액 접촉시켰다. 가스 세정기 I에서 세정

용액과 접촉한 후 통과하여 나오는 혼합가스의 농도를 분

석하여 NO 제거효율을 산정하 으며, 그 결과는 Fig. 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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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 of AgNO3 concentration on NO removal efficiency.

Fig. 7. Effect of scrubbing liquid flow rate on NO removal efficiency.

Fig. 8.  Effect of gas flow rate on NO removal efficiency.



-127-

수록하 다. 실험 결과로부터 혼합가스의 유속이 증가할

수록 가스의 체류시간이 감소됨으로 인한 기-액 간의 접촉

효율 감소에 의하여 NO의 제거효율이 점진적으로 감소하

는 경향을 보 으며, 유속이 10 L/min에서 19 L/min으로

증가함에 따라 제거효율은 약 15%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O의 농도가 400 ppm으로 조절된 NO-공기 혼합가스를

Ag2+ 매개산화제가 포함된 5 M HNO3 용액이 공급되는 충

진탑 형태의 가스 세정기 I과 3 M HNO3 용액이 공급되는

가스 세정기 II를 연속적으로 통과시켜 처리하는 복합 공정

에서의 NO 및 NOx 제거 거동을 조사하 다. 이를 위하여

이미 앞에서 고찰한 결과를 토대로 가스 세정기 I에서의

Ag2+ 매개산화제를 사용하는 MEO 공정에 의한 NO 제거

효율에 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고려하여 실험 범위 내에

서 최적 조건을 도출하 으며, 이들 조건에서 NO 및 NOx

의 제거 효율을 평가하 다. 실험 조건으로 전류 도는

80.1 mA/cm2, AgNO3 농도는 0.2 M, 세정용액의 유속은 5

L/min, 혼합가스의 유속은 10 L/min을 선정하 고, 혼합

가스 처리 실험 전에 전류 도 80.1 mA/cm2 조건으로 5분

동안의 전해셀 가동을 통해 미리 Ag2+를 생성시킨 세정용

액을 제조하여 실험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는 Fig. 9에

수록하 다. 가스 세정기 I에서는 NO가 NO2로 대부분 산

화되며, NO2가 일부 질산으로 산화되어 제거되고, 가스 세

정기 I에서 제거되지 않은 NO2는 가스 세정기 II를 통해서

화학적으로 흡수 제거된다. 가스 세정기 II에서 세정용액으

로 순수를 사용하는 경우와 순수에 질산을 첨가하여 질산

농도를 1 M, 3 M, 5 M의 범위 내에서 변화시켜가며 NOx

제거 실험을 수행 하 으며, 그 결과는 Fig. 10에 수록하

다. 가스 세정기 I를 통해 산화된 NO2는 가스 세정기 II에

서 다음과 같은 반응에 의해 제거 될 수 있다.

6NO2 + 2H2O 4HNO3 + 2NO                   (12)

NO2가 수용액 내에서 흡수되는 반응은 가역반응으로서

질산의 농도에 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질산 농도

3 M 일 때 가장 좋은 제거 효율을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서 NO의 제거 효율은 95% 정도로 비교적 높

은 성능을 보 으나, NOx의 제거 효율은 63% 정도로 다소

낮은 성능을 나타냄으로써 NOx 제거 성능 향상을 위하여

NOx 제거와 관련된 물질전달 및 반응 속도론적 연구 등

체계적인 연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The Removal of NOx by Mediated Electrochemical Oxidation Using 

Fig. 9.  Changes in NO, NO2, and NOx concentrations with respect
to time and the removal efficiencies of NO and NOx through gas
scrubber II.

Fig. 10.  Effect of HNO3 concentrations on NOx removal efficiency
in gas scrubber II.



전기화학적으로 생성되는 Ag2+를 사용하는 MEO 공정에

의한 NO 제거에 전류 도, AgNO3 농도, 세정용액의 유속

및 NO-공기 혼합가스 유속이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전류 도가 증가할수록 Ag2+의 생성속도가 증가함으로 인

해 세정용액 내에 축적되는 Ag2+의 농도가 빠르게 증가하

여 NO의 산화반응 속도 및 제거 효율이 증가하 으며, 미

리 제조된 충분한 농도의 Ag2+ 함유 세정용액을 사용함에

의해서 NO 제거 효율이 더욱 증진되었다. MEO 공정 변수

의 하나인 AgNO3 농도는 0.1 M 농도까지 농도 증가에 따

라 NO 제거효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0.1 M

이상의 AgNO3 농도에서는 NO의 제거효율에 미치는 향

이 무시할 만 하 다. 또한 세정용액의 유속이 증가할수록

기-액 간에 접촉효율이 증가됨에 의하여 NO의 제거효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한 반면에 NO-공기 혼합가스의 유속이 증

가할수록 가스의 체류시간이 감소됨으로 인한 기-액 간의

접촉효율 감소에 의하여 NO의 제거효율이 점진적으로 감

소하 다.

이상과 같이 실험범위 내에서 도출한 최적 NO 제거 조건

을 기반으로 MEO 공정 및 질산 흡수 공정을 복합적으로 적

용하여 NO-공기 혼합가스를 처리한 결과, NO 및 NOx의 제

거 효율은 각각95% 및 63%를 얻을 수 있었으며, NOx 제거

성능 향상을 위하여 NOx 제거와 관련된 물질전달 및 반응

속도론적 연구 등 체계적인 연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생각

되었다.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

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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