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第32卷 第1B號 · 2012年 1月 − 79 −

環境 및 生態工學大 韓 土 木 學 會 論 文 集

第32卷 第1B號·2012年 1月

pp. 79 ~ 84

영가철(Fe0) 충진 복극전해조를 이용한 질산성질소의

연속식 제거 연구

Continuous Nitrate Removal using Bipolar ZVI Packed Bed Electrolytic Cell

정주영*·김한기**·신자원***·박주양****

Jeong, Joo-Young·Kim, Han-Ki·Shin, Ja-Won·Park, Joo-Yang

·····························································································································································································································

Abstract

Nitrate is a common contaminant in groundwater aquifer.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s the performance of the bipolar zero

valent iron (ZVI, Fe0) packed bed electrolytic cell in removing nitrate in different operating conditions. The packing mixture con-

sists of ZVI as electronically conducting material and silica sand as non-conducting material between main cathode and anode elec-

trodes. In the continuous experiments for the simulated wastewater (contaminated groundwater, initial nitrate about 30 mg/L as N

and electrical conductivity about 300 µS/cm), over 99% removal of nitrate was achieved in the applied voltage 600 V and at the

flow rate of 20 mL/min. The optimum packing ratio (v/v) and flow rate were determined to be 1:1~2:1 (silica sand to ZVI), 30 mL/

min respectively. Effluent pH was proportional to nitrate influx concentration, and ammonia which is the final product of nitrate

reduction was about 60% of nitrate influx. Magnetite was observed on the surface of the used ZVI as major oxidation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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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질산성질소는 일반적인 지하수 오염물질로서, 본 연구에서는 영가철을 충진한 복극전해조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조건에서

질산성질소 제거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전해조에는 양쪽 끝에 위치한 주 전극 사이에 전도체로서 영가철이, 비전

도체로서 규사가 혼합하여 충진되었다. 모의폐수(오염된 지하수를 모사하였으며 초기 질산성질소 농도 약 30 mg/L, 전기전

도도 약 300 µS/cm)를 이용한 연속식 실험에서 인가전압 600 V, 유입유량 20 mL/min으로 최대 99% 이상의 질산성질소

를 제거하였다. 최적 혼합비 및 최적 유입유량은 각각 1:1~2:1(규사:영가철), 30 mL/min으로 결정하였다. 질산성질소의 주입

농도에 따라 유출수의 pH가 비례적으로 거동하였으며, 질산성질소 환원의 최종산물로서 약 60% 정도가 암모니아로 유출되

었다. 실험이 끝난 후 영가철 표면에서의 산화철은 대부분 magnetite형태로 존재하였다.

핵심용어 : 암모니아, 복극전해조, 전기화학, 질산성질소, 영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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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하수에서의 질산성질소 오염은 최근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이다. 농업을 통한 지나친 비료의 사용은 많은 양

의 질산성질소가 지하수로 침투되게 하였다(Zhou 등, 2007).

세계적인 질산성질소의 음용수 기준에서는 50~100 mg/L 정도

가 적용되고 있으며(Choi 등, 2009), EPA에서는 질산성질소의

최대오염기준(Maximum Contaminant Level)을 10 mg/L as

N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침전이나 응집, 여과, 흡착과 같은

통상적인 음용수 정화 방법으로는 질산성질소 처리에 큰 효과

를 보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으며(Zhou 등, 2007; Paidar 등,

2002),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역삼투, 화학적 탈질, 전기투석과

같은 물리화학적인 방법과 생물학적 처리방법이 연구되고 있

다(Choi 등, 2009). 그러나 이들 처리방법은 설비의 소형화가

어렵고, 운용이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전기화학적 처리방법을

이용하였는데, 이 방법은 운전비용이 적게 들 뿐만 아니라 유

량변동에 적응하기 쉽고 독성물질의 부하에 영향을 받지 않는

다는 장점이 있다(정주영 등, 2011).

한편 전해 처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단극과 복극의 방법

으로 전극을 배치한다. 단극식 전해(Fig. 1a)라 함은, 일정한

간격으로 분리되어 있는 모든 전극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

법이다. 반면 복극식 전해(Fig. 1b)라 함은, 양 끝단의 전극

에만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법이다. 복극식 전해에서는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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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전극의 앞뒷면이 각각 양극과 음극으

로 대전되어, 하나의 전극에서 산화와 환원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Yen 등, 1991). 현재 복극전해는 산업에서 전기합성,

물분해, 연료전지 등으로 그 사용처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Loget and Kuhn, 2011). 복극전해의 장점으로는 주어진 공

간 내에서 반응 표면적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음극과 양극

이 가까이 위치하기 때문에 저항전압강하(ohmic drop)를 최

소화 시켜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효율적인 복극전

해를 위해서 전해질의 전기전도도는 낮게 유지시켜야 한다

(Juvekar 등, 2009). 지하수는 일반적으로 산업폐수에 비하여

전기전도도가 낮기 때문에, 복극전해를 이용한 방법이 지하

수 내 오염물질 제거에 적합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복극전해는 단극전해와 비교하여 더 높은 전압 조건에서

더 낮은 전류로 운전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Bonvin 등,

1994). 본 연구에서는, 600 V의 전압을 인가한 조건에서 영

가철을 충진한 복극전해조를 이용하여 질산성질소로 오염된

모의폐수를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조건에서의 연속식 실험을 바탕으로 복극전해조의 특성을 고

찰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운전조건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측정되는 전류값을 바탕으로 전류효율 및 에너지소

모에 관한 내용 또한 고찰하였다.

2. 실험 재료 및 방법

2.1 영가철 충진 복극전해조

본 연구에서는 복극전해조를 이용한 선행 연구(정주영 등,

2011)에서 사용된 시스템을 연속식 처리에 맞게 개량하여 적

용하였다. Fig. 2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영가철 충진 복극전

해조의 모식도와, 규사와 영가철 혼합물의 충진된 모습을 나

타내었다. 각각의 전도성 입자들은 충분한 전기적 에너지가

공급되었을 때, 복극으로 작용하게 된다(Kusakabe 등, 1986;

Kim 등, 1987). 복극으로의 작용을 위해서, 각각의 입자들은

비전도성 물질과의 혼합을 통해 서로를 분리시켜야 하며

(Kusakabe 등, 1982), 본 실험에서는 비전도성물질로서 주문

진규사를 사용하였다. 추가적인 특성으로, 충진 전극 혹은 공

극성 전극은 수중의 금속 이온을 아주 낮은 농도까지 침전

을 통해 제거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방식의

전극 배치는 내부 충진물이 궁극적으로 일체화됨으로서 반

응기 수명의 단축을 초래하기도 한다(Hadžismajlovic 등,

1996). 한편 영가철은 전도체로서 뿐만 아니라 전자 공여체

로서의 역할도 함께 가지며, 혼합재로서 비전도성물질로 사

용된 규사는 영가철의 질산성질소 환원작용에 방해요소로 작

용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Huang and Zhang, 2005).

실험에 사용된 복극전해조는 원통형 아크릴로 제작되었으

며(내경 8 cm, 높이 20 cm, 두께 1 cm), 내부 부피는 1 L이

다. 음극(cathode)은 반응기 상부에, 양극(anode)은 반응기

하단에 위치시켰으며, 각각의 전극은 코르크 재질의 가스킷

(gasket)으로 압착하여 반응조의 플랜지로 고정시켰다. 이 때

양극(anode)에서 생성되는 H+이 영가철의 산화를 촉진시켜

질산성질소로의 전자이동, 즉 환원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반응기 내부의 균일한 흐름을 위하

여 모의폐수는 연동펌프를 이용하여 상향류로 주입시켰으며,

지름 5 mm의 글라스비드를 주입부에 위치시켜 주었다. 

전류효율을 계산하기 위하여 패러데이의 전기분해법칙을

사용하였으며, 이것을 식 (1~2)에 나타내었다.

(1)

(2)

상기 식에서 m은 전기분해에 의해 환원되거나 산화된 물

질량(g), Q는 폐수에 흐르는 총 전기량(C), F는 패러데이상

수(96,485 C/mol), M은 오염물질의 분자량(g/mol), z는 처

리하고자 하는 물질의 원자가 수, τ는 총 전해 시간을 나타

낸다. 총 전하량 Q는 전류 I를 시간 τ에 대해 적분한 수치

이다. 측정된 전류를 이용하여 전류효율을 계산할 때, 이론

적인 값보다 작게 산출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물이 전해

되는 등의 부반응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2 시약 및 실험재료

모의폐수를 만들기 위하여 NaNO3(>99.0%, guaranteed

reagent, Junsei)와 NaCl(>99.0%, ACS reagent, Sigma-aldrich)

가 사용되었다. 전해조로 폐수를 주입하기 위해 연동펌프

(Easy-load II, Cole-Parmer Instrument Co.)와 튜빙(내경

4.8 mm, 96410-25, Masterflex)이 사용되었다. 충진 물질로

는 구형 영가철(Fe > 98.4%, 지름 0.6 mm)과 주문진규사

(D=0.3 mm, Joomoonjin silica sand Co.)가 사용되었다.

m
Q

F
----

⎝ ⎠
⎛ ⎞ M

z
-----

⎝ ⎠
⎛ ⎞=

Q I τd

0

t

∫=

Fig. 1 Schematic of an electrode arrangement monopolar (a)

and bipolar (b).

Fig. 2 Schematic of bipolar ZVI packed bed electrolytic cell



第32卷 第1B號 · 2012年 1月 − 81 −

전원공급기(DC power supply, XG600-2.8, Sorensen)를 이

용하여 전해조에 600 V의 전압을 인가하였으며, 동시에 전

류량도 확인하였다. 주전극이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

여 양극에는 백금도금한 니오븀 전극(platinum clad

niobium)이 사용되었으며, 음극에는 SUS304를 사용하였다. 모

의폐수는 질산성질소로 오염된 경기도 모 지역의 지하수를 바

탕으로 제작하였으며 pH는 6.8~8.0, 전기전도도는 249~369

µS/cm, 질산성질소의 농도는 28.5~32.2 mg/L as N, 수온은

17.3~25.1oC였다. 실험은 상온에서 수행되었으며, 모든 물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이상 deionized water가 사용되었다.

2.3 분석방법

모든 샘플은 분석을 위해서 0.45 µm membrane filter로

여과 후 사용하였다. 질산성질소, 아질산성질소, 암모니아의

분석을 위해 standard method(20th edition, 1998)에 적합하

게 분광광도계(HACH model DR-2800)를 사용하였다. pH

는 pH meter(Orion 8156BNUWP, USA)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입자 크기 및 형태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FESEM(SUPRA 55VP, Carl Zeiss)을 가속전압 2 kV 조건에

서 사용하였으며, 성분확인을 위하여 XRD(D8-Advance,

BRUKER MILLER Co.)를 사용하였다.

3. 결 과

3.1 충진물의 혼합 비율에 따른 영향

Fig. 3은 규사와 영가철의 혼합 비율에 따른 제거효율(C/

C0) 및 pH(a), 온도(b), 전류(c), 그리고 전류효율(d)을 나타

내었다. 최적의 혼합비(v/v)를 찾기 위해서 규사와 영가철을

4:1, 2:1, 1:1, 1:2의 비율로 혼합, 충진하여 실험을 수행하

였으며 단극식 대조군으로 규사만을 충진한 경우도 실험하

였다. 유입 유량은 10 mL/min이었다. 질산성질소 농도 30

mg/L as N의 모의폐수를 전해조 내에 주입한 결과, 혼합비

1:2(규사:영가철)에서 최대 84.4%의 제거효율이 관찰되었으

며(Fig. 3a), 최대 전류효율은 혼합비 1:1에서 16.7%로 나타

났다(Fig. 3d).

반응이 지속됨에 따라, 모든 혼합비에서 제거효율은

70% 정도로 수렴하였다. 영가철의 비율이 가장 높은 1:2

조건에서 초기 제거속도는 가장 빠르지만, 전력소모 또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c). 혼합물에 영가철이

포함되지 않은 조건, 즉 단극식과 같은 조건에서는 다른

혼합비와 비슷한 제거속도를 관찰하였지만 온도와 전류는

급격히 상승하였다(Fig. 3b, 3c). 이 경우 온도상승으로 인

하여 더 이상의 운전을 지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반응을

60 분에서 종료하였다. 한편 모든 경우에서 아질산성질소

는 0.5 mg/L as N 이하였으며, 총철은 1 mg/L 안팎으로

측정되었다.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높은 전류효율을 보여준 혼합비

1:1~2:1(규사:영가철)를 최적 비율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혼

합비에서는 4:1, 1:2와 같은 혼합비에 비하여 각각의 영가철

입자가 잘 분리되어 미세 복극전극으로서 작용하고 있기 때

문으로 보여지며, 이 값은 회분식으로 실험했던 선행 연구

(정주영 등, 2011)에서 얻은 결과와 동일하다.

Fig. 3 The removal efficiency (C/C0) and pH (a), temperature (b), current (c), and current efficiency (d) with different packing

rat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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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질산성질소 유입 농도에 따른 유출수의 pH 변화

주전극 음극이 반응기 상부에 배치됨으로서, 질산성질소의

주입 없이도 물의 전기분해로 인하여 유출수의 pH는

9.5~10으로 나타났다. 모의폐수의 질산성질소 농도가 약 30

mg/L as N 일 때 유출수의 pH는 10.8 정도로 측정되었으

며(Fig. 3a), 그림에서는 결과값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질산성

질소의 농도를 각각 90 mg/L 및 270 mg/L as N로 했을

때, pH는 각각 11.2 및 11.6으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식

(3~5)에서와 같이, 질산성질소의 환원으로 인한 수산화기의

생성이 유출수의 pH 상승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실

험에서의 충진비는 2:1(규사:영가철)이고, 유량은 10 mL/min

였다. 한편 질산성질소의 농도가 270 mg/L as N 일 때 전

기전도도는 약 2.5 mS/cm 였으며, 이러한 1 mS/cm 이상의

전기전도도 환경에서는 높은 전류로 인한 빠른 온도상승으

로 복극전해조의 운전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6NO3
− + 10Fe0 + 3H2O→ 5Fe2O3 + 6OH− + 3N2(g) (3)

2NO3
− + 5Fe0 + 6H2O→ 5Fe2+ + N2(g) + 12OH− (4)

NO3
− + 4Fe0 + 7H2O→ 4Fe2+ + NH4

+ + 10OH− (5)

3.3 반응조 유입 유량에 따른 영향

전해조 1개 셋트(1 L)가 처리할 수 있는 최대 허용 유량

을 알아보기 위하여, 유입유량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보았

다(10, 20, 30, 40 mL/min). 운전조건은 혼합비 2:1(규사:영

가철), 질산성질소 농도는 30 mg/L as N으로 하였다. Fig.

4은 각 유량에 따른 전해조에서의 질산성질소 및 pH의 변화

(a), 암모니아(b), 전류(c), 그리고 전류효율(d)을 나타내었다. 

공통적으로 유출수 pH는 10.8정도를 유지하였고(Fig. 4a),

전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Fig.

4c). 그래프로는 나타내지 않았지만, 온도의 변화는 전류의

변화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유량을 점진적으로 높이게 될 때,

상온인 모의폐수가 뜨거워진 전해조를 식혀주는 효과가 있

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하지만 40 mL/min 조건에서, 전해조

의 냉각효과 보다는 전류값의 상승으로 인해 오히려 온도가

올라가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는 유량이 증가할 때 처리할

물질의 부하가 증가하고, 전자의 이동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더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되는 까닭으로 보여진다.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유량은 30 mL/min으로 결정하

였다. 이 조건에서 유출수 내 질산성질소는 5 mg/L as N

이하를 유지하였고, 전류효율은 다른 유량조건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Fig. 4d). 유량이 40 mL/min

인 경우, 질산성질소의 제거수준은 비슷하였으나 전류가 빠

르게 증가하여 전류효율은 낮게 계산되었다.

3.4 산화철 생성 및 암모니아 측정

Fig. 5에서는 실험이 종료된 전해조 충진물 중에서 영가철

입자를 분리하여 FESEM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에서, 날카로운 판상형태의 green rust (a) 및 구

형태(b)의 산화철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가철의

주요 부산물로서 magnetite(Fe3O4), lepidocrocite(γ-FeOOH),

Fig. 4 The removal of nitrate and pH (a), ammonia (b), current (c), and current efficiency (d) at different flow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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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hemite(γ-Fe2O3), hematite(α-Fe2O3), green rust등이 존

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Huang and Zhang, 2005), 동일한

샘플의 XRD 분석 결과로는, 대부분 magnetite의 형태로 존

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수중에 존재하는 Fe2+ 이온은 영가철 표면에 magnetite

피막 형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것은 다음의

식 (6)에 나타난 것처럼 암모니아로의 환원을 촉진시킨다

(Huang and Zhang, 2005). 모든 실험의 결과로, 유입되는

질산성질소 농도의 60% 안팎이 암모니아로서 측정되었는데,

암모니아의 측정값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전해조내의 높

은 pH와 온도로 인한 자체적인 암모니아 탈기 효과로 사료

된다.

NO3
− + 2.82Fe0 + 0.75Fe2+ + 2.25H2O

→ NH4
+ + 1.19Fe3O4 + 0.5OH−

 (6)

3.5 산화철에 의한 질산성질소의 제거

질산성질소는 green rust 및 산화철 표면에서 흡착을 통한

제거(Hsia 등, 1994) 및 환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해조 내 충진된 영가철이 산화철 및 green rust 등으로

부식되면서 보여주는 질산성질소 제거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3.3에서 실험이 종료된 30 mL/min 조건의 전해조에서 전기

공급장치를 제거하고 10 mL/min으로 모의폐수를 주입하였

다. 실험결과, 전기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도 전해조는 60

pore volume(약 720 분)까지 질산성질소를 제거하였으며 이

것을 제거능으로 나타낼 시 약 0.43 mg nitrate as N per

g of ZVI로 나타낼 수 있다. Fig. 4a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제거효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경향

을 관찰 하였는데 이는 전해조 내부의 온도 상승으로 인한

암모니아로의 환원속도가 빨라진 원인 외에도, 영가철의 부

식으로 인해 생성되는 green rust와 같은 산화철 물질들이

질산성질소를 추가적으로 흡착 및 환원시켜 제거율을 향상

시키는 것으로도 보여진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조건에서의 영가철 충진 복극전해조

의 질산성질소 연속식 제거 실험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전해조 내에 충진물의 혼합비가 1:1~2:1(규사:영가철)일 때,

가장 좋은 전류효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충진물 내 영가

철의 비율이 그보다 높을 때, 빠른 초기 제거속도를 보였

지만 전류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전류효율은 감소하였다.

반면 충진물에 영가철 없이 규사만 존재할 경우 전해조는

단극식과 같이 거동하여 전류값이 높게 나타났다.

2.유입폐수의 질산성질소 농도를 높일 때, 유출수의 pH는

높아졌으며 이는 수산화기의 추가적인 생성으로 보여진다.

한편 1 mS/cm 이상의 높은 전도도에서는 높은 열 발생

으로 인하여 복극전해조의 안정적인 유지에 어려움이 있

었다.

3.충진물의 혼합비 2:1(규사:영가철), 질산성질소의 농도 30

mg/L as N인 조건에서, 유입 유량 30 mL/min일 때 가

장 높은 전류효율을 보여주었다. 유량을 더 높일 경우 전

류가 빠르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처리물질의 부하 증가 및

전자의 이동속도가 증가됨에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4.충진물 내에 영가철의 부식으로 인하여 green rust 및 산

화철 물질이 발견되었으며, 이것은 전기적인 에너지 없이

도 ZVI g당 약 0.43 mg의 질산성질소를 처리하였다. 이

러한 추가적인 제거기작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점진적

으로 증가하는 질산성질소의 제거효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질산성질소의 환원으로 인해 생성

되는 암모니아의 일부는 주변 환경에 의해 자체 탈기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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