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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rmeable Reactive Barriers (PRBs) using zero valent iron (ZVI, Fe0) is a promising technology for in-situ remediation of

trichloroethylene (TCE) forming dense non aqueous phase liquid (DNAPL).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enhanced treatment method of trichloroethylene-contaminated groundwater using ZVI packed bed with direct current (D.C.). A

column experiment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degradation efficiency of TCE that was performed in three different com-

bination of control (only sand), ZVI column (ZVI:sand, packing ratio 1:2(v/v)) and bipolar column (ZVI:sand=1:2(v/v) with

electric current) in the test columns.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degradation efficiency of TCE was improved with simul-

taneous application of both bipolar column compared to that used ZVI column. Because ZVI particles are isolated and indi-

vidual particles act like small electrodes. In this experiment, it was indicated a basic material for application of bipolar packed

bed as electro-PRBs that was effective degradation of T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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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영가철을 이용한 투수성 반응벽체는 지하수를 처리하는 원위치정화기술로 국내외적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영가철을 이용한 투수성 반응벽에 직류전원을 공급하여 효율이 향상된 TCE 처리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문진규사로만 충진한 컨트롤컬럼, 영가철과 주문진규사로 충진한 영가철컬럼(영가철:주문진규사 = 1:2(v/v)) 그리고 영가철

컬럼에 직류전원을 공급한 복극전기분해컬럼, 이 세 컬럼의 운전을 통해 TCE 분해효율을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영가철를

충진하고 직류전원을 공급한 복극전기분해컬럼이 영가철만을 사용한 컬럼에 비해 높은 TCE의 환원효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영가철 입자가 미세전극으로 작용하여 전자의 이동을 촉진시킨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영가철이 반응매질로서의

역할만 할 때보다 반응매질의 역할과 동시에 전극으로서 작용했을 때, TCE 분해효율이 더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핵심용어 : 트리클로로에틸렌, 투수성 반응벽, 영가철, 전기화학, 복극전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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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TCE는 염소계 유기용매로 주로 금속 표면의 기름 제거

시에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의

지하수 조사 자료에 의하면 tetrachloroethylene(PCE) 및

trichloroethylene(TCE)에 의한 오염이 빈번히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하수처리 기술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선

진국에 비해 미진한 실정이며 현재까지 지하수내의 PCE 및

TCE 원위치제거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박후원 등,

2005). TCE는 독성이 강한 불포화 지방족 염소계 탄화수소

로서(Cotruvo 등, 1990) 몇 가지 중요한 물리적 화학적 특

성을 가지고 있다(Table 1). 

미국의 EPA에 의거한 음용수 TCE 최대허용농도(the

maximum contamination level, MCL)는 0.005 mg/L로 규

정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먹는 물(수돗물) 수질기준을

0.03 mg/L이하로 정하고 있다(2009, 먹는 물 수질기준). 일

반적으로 토양 및 지하수 정화를 위해 양수처리(pump and

treat), 토양트렌치공법(trench system), 토양증기추출법(soil

vapor extraction, SVE), 생분해(biodegradation), 물리적 벽

체(physical barriers), 투수성 반응벽(permeable reactive

barriers, PRBs), 전기화학적분해(electrochemical degradation)등

과 같은 여러 가지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TCE와 같이 짧

은 탄소 고리를 가지는 지방족화합물들은 지하수 내에서 응

고, 침전 또는 여과와 같은 기존 수 처리 기술로는 제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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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Wood, 1980). 반면에 탈기나 흡착

으로는 처리 가능하지만 이들 제거방법은 잠재적인 독성화

합물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차 오염의 가능성이

있다(Hugh 등, 1992). 최근 지하수 오염 처리기술 중 각광

받고 있는 기술로 투수성 반응벽 기술이 있는데, 지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투수성을 가진 반응매질을 벽체에 채

워 지하수가 흐르는 안 무해한 물질로 정화하는 기술이다.

이때 반응매질로 영가철이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EPA,

1998). 영가철을 이용한 환원적 탈염소화 반응은 대표적인 두

개의 기작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hydrogenolysis로 탄

소와 할로겐의 결합이 깨지면서 할로겐이 수소로 치환되는 것

과 다른 하나는 reductive elimination으로 수소와 염소가 탄소

로부터 떨어져나가 이 부분이 이중결합 및 삼중결합을 형성하

는 것이다(Arnold 등, 2000). 기존의 영가철을 반응매질로

사용한 투수성 반응벽에서 전자 및 양성자의 이동을 촉진함

으로써 TCE의 환원적 탈염소화를 향상시키는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투수성 반응벽에 직류전원을 공급

함으로써 오염물의 처리 효율을 증가시키고 반응벽체의 수

명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Roh 등, 2000; 문지원 등, 2001). 전기분해 공정의 장치에

서 전극을 연결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단일 전극들을 병렬 연결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이중 전극들을 직렬로 배치하는 방식(백운기 등, 2009)이 있

는데 기존에 연구되어진 기술은 단일 전극을 병렬로 연결한

방식으로 영가철을 이용하여 전극의 표면적을 넓혀 그 효율

을 증가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타 연구에서와 같이 직류전원을 공급하지만,

다른 형태의 전극배열을 적용하여 TCE 분해효율을 높이고

자 하였다. 따라서 반응매질로서 영가철의 TCE 분해 효율을

관찰하고, 또 여기에 전류를 공급해 영가철이 복극전극 형태

를 이루게 하여 반응매질의 역할뿐만 아니라 전극의 역할을

동시에 할 때, TCE 분해 효율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2. 실험재료 및 방법

2.1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된 반응컬럼은 pyrex 재질로서 길이 30 cm,

내경 4.6 cm, 두께 0.2 cm로 하였다. 모의 폐수의 휘발과

반응을 막기 위하여 반응성이 낮은 PVF(Polyvinyl fluoride)

재질로 된 10 L의 collapsable bag(SKC Inc.)에 보관하였다.

시약은 TCE(Sigma Aldrich, 99.5%)를 용해시키기 위한

methanol(J.T. Baker, 99.8%, HPLC grade)과 추출을 위한

hexane(J.T. Baker, 95%, HPLC grade)을 사용하였다. 주

전극인 anode와 cathode에는 백금으로 코팅된 니오븀 mesh

와 SUS 304 mesh가 각각 사용되었다. 영가철((주)상아기공,

지름 0.6 mm, Table 2)과 주문진규사((주)주문진규사, 유효직

경 0.8~1.2 mm, 균등계수 1.6 이하)를 이용하여 컬럼을 충

진하였다. 또한 컬럼 내에 전류를 공급하기 위해 D.C.

power supply(Sorensen)를 사용하였다.

2.2 실험방법

실험에 사용된 모의폐수의 초기농도를 0.25 mM(약 33

mg/L)로 하기 위해 TCE를 메탄올에 용해시킨 methanolic

용액(1,256 mM)을 일정량 증류수에 주입하여 이틀 동안 교

Table 1.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trichloroethylene

Formular C2HCl3 Density 1.46 g/mL (20oC)

Appearance Colorless liquid Odor Sweet smell

Melting point -73oC, 200 K, -99 oF Viscosity Less than water

Boiling point 87.2oC, 360 K, 189oF
Solubility 
(in water)

1,280 mg/L

Vapor pressure 95 mm at 30oC
M.C.L.

(U.S. EPA) 
0.005 mg/L

Source : Cotruvo 등, 1990; Hunh, 1992.

Table 2. The chemical composition of zero valent iron

Composition Fe C Si Mn P S

% 98.83~98.39 0.14~0.18 0.65~0.85 0.35~0.55 0.015 0.015

Source : (주)상아기공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experiment (a), reactor installation and tubing connectio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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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한 후 사용하였다. TCE 모의폐수는 10 L 용량의 PVF

재질의 collapsable bag에 담아 휘발 및 내부 표면에 흡착

되는 것을 방지하고 head space를 최소화하였다. 또한 실험

이 진행되는 동안 일정한 TCE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마이

크로 마그네틱 바를 bag 안에 넣고 자석교반기를 이용하여

교반해주었다. TCE의 특성상 실험자의 안전을 위해 모든 실

험은 후드 내에서 진행되었다. 전해질의 전기전도도는 경기

도의 한 지역에서 조사한 지하수의 전기전도도와 유사한 값

을 재현하기 위해 1 M의 NaCl을 이용하여 약 220~250

µS/cm로 조절하였다. 

본 실험을 위하여 세 개의 컬럼을 동시에 운전하였다(Fig.

1). 첫 번째 컬럼은 컨트롤로 주문진규사로만 채우고 운전하

였다(컨트롤컬럼). 두 번째는 영가철과 주문진규사를 번갈아

혼합하여 충진하여 운전하였다(packing ratio=1:2 (v/v), 영가

철컬럼). 세 번째는 전기분해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영

가철과 주문진규사를 두 번째 컬럼과 같은 비율로 혼합하고

200 V의 전류를 공급(복극전기분해컬럼, Fig. 2)하였다. 미주

전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전극 바깥쪽으로 각각 10

mm 두께로 주문진규사를 채웠으며, 유입수의 균등한 분산을

위해 하단부에 글라스울을 사용하였다. Peristaltic pump

(Cole-Parmer, Masterflex)를 이용하여 유량 2.3 mL/min으로

준비된 컬럼에 모의폐수를 공급하였다(Fig. 1(b)). 일정시간

마다 각각의 컬럼의 luer lock이 달린 T자형 샘플링 포트에

서 샘플을 gas-tight 주사기로 채취하였다. 채취한 샘플은

head space없이 분취하고 4,500 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를

한 다음, 분석에 이용하였다. 

TCE 농도를 분석하기 위해 50 µL의 샘플을 1 mL 헥산에

주입하여 추출하였으며, HP-5(30 m × 0.25 mm × 0.25 µm)

컬럼과 전자포획검출기가 장착된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

Shimadzu, GC-17A,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TCE

분해부산물인 에틸렌(ethylene), 아세틸렌(acetylene), 에탄

(ethane)의 측정을 위한 검출기로는 불꽃이온화검출기와 PLOT-

Q(30 m × 0.32 mm × 0.2 µm) 컬럼이 장착된 GC(Younglin,

YL6100, Korea)를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샘플을 각 분

취하여 교반믹서기로 200 rpm으로 5분간 교반한 후, 액체상

과 기체상이 평형이 이루어지도록 5시간 동안 정치시킨 뒤,

head space상의 기체를 gas-tight 주사기로 취하였다. 그밖에

Fe2+(1-10 Phenanthroline method, Hach), total iron(U.S.

EPA Ferrover method, Hach), chloride(Mercuric thiocyanated

method, Hach)를 측정하였고, pH와 전기전도도는 각각의 전

극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TCE 제거 효율

실험을 수행한 결과 Fig. 3과 같은 농도 변화를 나타냈다.

본 실험에서는 복극전기분해컬럼의 양 극판 사이에 보조 극

판 대신 입자형태인 영가철을 사용하였는데, 컬럼에 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각각의 영가철 입자가 미세전극과 같은 작용

을 하게 됨으로 유효 전극면적이 극대화 될 수 있고, TCE

의 이동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환원에 있어서 효과적일 것

으로 기대하였다. 컨트롤컬럼에서의 TCE는 실험동안

0.22~0.26 mM의 농도를 유지하였다. 영가철컬럼의 TCE 농

도는 0.20~0.23 mM로 나타났다. 영가철이 염소계 탄화수소

의 환원에 적용시킨 기존의 연구결과(Farrell 등, 2000;

Chen 등, 2001; Lin 등, 2005)와 다른 결과를 보인 것이다.

기존연구(Slater 등, 2002; Lin 등, 2005)에 따르면 영가철

표면의 상태에 따라 그 제거 효율이 차이가 나는데, 본 실

험에서 연마제로 이용되는 저렴한 영가철을 사용하여 그 표

면이 타 실험에서 사용된 영가철에 비해 이미 산화가 진행

되어 제거효율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직류전원을 이용

한 TCE의 분해제거 기작은 크게 철의 산화과정과 전기분해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컬럼에서의 반응은 아래의 식 (1)과

같다(문지원 등, 2002). 

본 실험의 복극전기분해컬럼에서 100시간까지 TCE농도는

At cathode side

2H20 + 2e− = 2OH− + H2

Fe0 + R-Cl + H+ = Fe2+ + R-H + Cl−

R-Cl + H+ = H+ + R-H + Cl− 

Electrolyte

R-Cl + H+ + 2Fe2+ = Fe3+ + R-H + Cl− (1)

At anode side

Fe0 = Fe2+ + 2e−

Fe0 = R-Cl + H+ = Fe2+ + R-H + Cl−

2H20 = 4H2 + O2 + 2e−

Fig. 2 Schematic diagram of a bipolar column Fig. 3 Changes of TCE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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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mM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철의 산화과정

과, 외부에서 가한 전기적인 힘으로 영가철의 Fe2+ 혹은

Fe3+로의 산화를 가속화시키고 더 많은 전자를 확보함으로

써 TCE의 환원을 촉진시킨 것으로 보인다. 500시간 이

후 TCE 농도는 약 0.20 mM로서 다시 증가하는 즉, 그

환원효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기존연구(Matheson

등, 1994)에 따르면 환원적 탈할로겐화는 철 표면에서 발

생하는 할로겐화 알킬(alkyl halide)과의 직접적인 전자이

동 등에 기인하는데, 외부 전원 공급에 의해 Fe0 입자표

면의 빠른 산화에 의해 반응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고,

전극의 표면에 불용성 산화피막을 형성하여 침전 및

clogging현상으로 인해 접촉 면적이 감소하기 때문에 복

극전기분해컬럼에서 TCE 환원효율이 감소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3.2 TCE 분해부산물

TCE 분해부산물의 결과로 발생하는 가스상 물질(에틸렌,

아세틸렌, 에탄)을 분석한 결과를 아래 Fig. 4, 5에 나타내었다.

영가철컬럼에서는 에틸렌, 아세틸렌, 에탄 모두 1.5 µM이하

로 검출되었다(Fig. 4).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에틸렌과 아세

틸렌의 농도가 약 0.4 µM에서 1.2 µM로 점차 증가하였으며,

350시간 이후부터 0.5 µM이하로 미량의 에탄이 검출되기 시

작하였다. 복극전기분해컬럼에서는 180시간 이후부터 4~5

µM의 에틸렌이 계속 발생하였고 에탄의 양이 급격하게 증

가하였으며, 낮은 농도의 아세틸렌이 검출되었다(Fig. 5). 기

존연구(Senzaki 등, 1988; Roberts 등, 1996)가 밝힌바와 같이

본 실험에서도 영가철을 이용한 TCE 탈염소화반응의 주요 분

해산물인 비독성의 에틸렌과 에탄이 생성되었는데, 복극전기분

해컬럼의 유출수에서 측정된 아세틸렌, 에틸렌, 에탄의 농도가

영가철컬럼의 유출수에서 측정된 농도보다 10배 이상 높게 나

타났다. 이는 전류를 공급해준 복극전기분해컬럼의 영가철의

산화와 외부 전자의 공급에 따라 TCE를 빠른 시간 내에 환

원시킨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3.3 Ferrous, total iron 변화

컬럼 운전하는 동안 Fe2+와 total iron를 측정하여 변화를

살펴보았다(Fig. 6, 7). 측정 결과, Fe2+는 영가철컬럼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복극전기분해컬럼에서는 약 0.1 mM

정도로 실험 동안 계속 발생하였다. 실험 초기에 두 컬럼에

서 total iron이 많이 발생하다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으며,

복극전기분해컬럼에서의 total iron 농도가 10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기존연구(Matheson 등, 1994)에서 ① 앞서 3.1에서 언급

한 철 금속 표면에서의 직접적인 전자 이동, ② 수중에서

철 산화로 발생한 Fe2+의 환원제로서의 작용, ③ 부식에 의

한 물의 환원으로부터 발생하는 H2에 의한 탈할로겐화(Fig.

8),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무산소 조건의 Fe0-H2O 시스템

에서 환원적 탈할로겐화의 경로로 제안하였다. 본 실험의 복
Fig. 4 The concentration of ethylene, acetylene and ethane

changes versus time in a ZVI column

Fig. 5 The concentration of ethylene, acetylene and ethane

changes versus time in a bipolar column

Fig. 6 The concentration of ferrous iron and total iron

changes with time using a ZVI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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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전기분해컬럼에서 영가철컬럼의 total iron의 농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위에서 설명한 경로 ②의 반응이 가속화로 인

한 것으로 보인다. 혹은 수산화 제일철이나 수산화 제3철과

같은 침전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Tratnyek

등, 1997).

컬럼을 운전하는 동안 영가철의 산화로 인하여 컬럼 내에

침전현상이 발생 될 것으로 사료된다. 사전연구(Liu 등,

2006)에서 밝힌 바와 같이, 컬럼 내에서 철산화물 표면에 산

세척을 통해 침전현상을 방지하여 TCE저감에 효과적일 것

으로 사료된다.

3.4 염소이온의 변화

Fig. 9는 염소이온의 변화 추이를 관찰한 결과이다. 컨트롤

컬럼의 염소이온 농도는 약 1.20 mM로 거의 일정하게 나

타났다. 영가철컬럼에서는 0.54~0.56 mM로 일정하게 유지

되다가 200시간 이후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기존연

구(J. Rohrs 등, 2002)에 따르면 오염 토양에 직류전류를

공급시킨 결과, 음극에서 염소계 탄화수소의 분해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복극전기분해컬럼에서도 초기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외부 전류공급에 의한 TCE의 환원반응이

촉진된 결과이다. 복극전기분해커럼은 영가철컬럼에서 측정

된 염소이온농도 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400시간 이후에는 1.8 mM로 염소이온의 농도가 일정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200~400시간 동안 염소이온의 양이 1 mM

로 유지되었다. 이는 복극전기분해컬럼 내부에 영가철 산화

물이 침전물로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연구(Podobaev,

2005)에 따르면, 낮은 농도(0.2 M 이하)의 염소이온용액에서

철의 용해로 Fe-Cl−

ads 침전물을 형성하고 염소이온이 철 표

면에 흡착되어, 염소이온농도가 감소된다. 또한 TCE 제거효

율도 감소(An 등, 2007)되는 연구결과로 Fig. 3이 이를 뒷

받침한다. 

3.5 전기전도도와 전류의 변화

본 실험을 수행한 600시간 동안 전기전도도의 변화 추이

를 관찰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10(a)에 나타내었다. 컨트

롤컬럼과 영가철컬럼 두 컬럼에서는 초기 약 220~250 µS/

cm와 비교하여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초기의 전기전도도와

거의 유사한 값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복극전기분해컬럼에서

의 전기전도도는 반응시간동안 약 250~300 µS/cm의 범위를

보이며 다른 두 컬럼과는 차이를 보였다(Fig. 10(a)). 복극전

기분해컬럼에서 영가철이 산화되어 나온 Fe2+, total iron 이

온의 양(Fig. 7)이 많아짐에 따라 전기전도도 또한 높게 나

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 Fig. 10(b)에 복극전기분해컬럼의 전류측정 결과 값

을 나타냈다. 실험을 하는 동안 전압은 200 V로 일정하게

인가하였다. 복극전기분해컬럼에서의 반응매질인 영가철이

TCE를 분해시키면서 발생된 분해부산물인 Fe2+, total iron,

염소이온 등의 양이 증가하게 되고, 전기전도도와 전류가 상

승하였다. 반응이 종료되는 시점 전기전도도와 전류가 다소

일정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Fig. 7 The concentration of ferrous iron and total iron

changes with time using a bipolar column

Fig. 8 Scheme showing proposed pathways for reductive

dehalogenation in anoxic Fe0-H2O systems : reduction

by Fe2+, which results from corrosion of the metal

(Adapted from Matheson L.J., 1994)

Fig. 9 The concentration of chloride changes versus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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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pH의 변화

Fig. 11은 컨트롤컬럼, 영가철컬럼, 복극전기분해컬럼의 pH

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이다. 컨트롤컬럼, 영가철컬럼에서의

pH는 초기와 비슷한 값인 약 6.5~7 범위로 나타났다. 반면,

복극전기분해컬럼에서 반응 초기에는 pH가 증가하여 약

9~10을 나타냈다. 복극전기분해컬럼 초기 pH의 증가는

Ritter 등, 2002이 제시한 무산소조건에서 철이 염소유기물

(식 (2)) 혹은 물(식 (3))에서 산화되어 pH가 증가하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때 영가철의 산화가 진행되고, Fe2+ 이

온이 증가하여 수산화이온을 소모한다(식 (4)). 따라서 많은

양의 수산화 제일철이 침전이 되고, pH는 다시 감소하게 된

다. 한편, 복극전기분해컬럼의 pH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데, 그 이유로는 침전된 수산화 제일철이 열역학적

으로 불안정하여, 수산화 제삼철로 산화가 진행되어 pH가

증가한 것(식 (5))으로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pH의 변

화에 따른 반응은 아래의 식 (2~5)와 같다(Liu 등, 2006). 

(2)

(3)

(4)

(5)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반응매질로서 영가철의 TCE 분해 효율을

관찰하고, 여기에 전류를 공급해 영가철이 복극전극 형태를

이루게 하여 반응매질의 역할뿐만 아니라 전극의 역할을 동

시에 할 때, TCE 분해 효율을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TCE의 초기 농도는 0.25 mM로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컨

트롤컬럼과 영가철컬럼의 농도는 0.20~0.26 mM로 유지되

었으나, 전류를 공급한 복극전기분해컬럼에서는 0.10 mM

까지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복극전기분해컬럼의

유출수에서 측정된 아세틸렌, 에틸렌, 에탄의 농도가 영가

철컬럼의 유출수에서 측정된 농도보다 10배 이상 높게 나

타났다. 이는 전류를 공급해준 복극전기분해컬럼의 영가철

이 Fe2+ 혹은 Fe3+로의 산화를 가속화시키고 많은 전자를

확보함으로써 TCE를 빠른 시간 내에 환원시킨 결과이다.

2.복극전기분해컬럼에서 실험초기에는 영가철이 산화되어

Fe2+, total iron의 농도가 증가하였고, 염소이온의 농도와

pH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영가

철의 산화로 발생한 Fe2+의 환원제로서의 작용이 가속화 되

고, 수산화 제일철이나 수산화 제삼철과 같은 침전물의 형

태로 존재하여 실험이 진행 되는 동안 pH와 염소이온,

Fe2+, total iron이 점차 감소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복극전기분해의 영가철이 반응매질 및

전극의 역할을 동시에 작용할 때, TCE 분해효율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투수성반응벽에 영가

철을 사용하여 지하수 내 유기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e
0

R CI– H
+

Fe
2+

R H– Cl
 –

+ +→+=

Fe
0

H2O+ F
2+

H g( )

+
2OH

 –
+ +→

Fe
2+

2OH
–

+ Fe OH( )2 s( )→

Fe OH( )2 s( ) Fe3O4 s( ) H2 g( ) 2H2O+ +→

Fig. 10 Electrical conductivity changes versus time (a) and electric current of the columns versus time (b)

Fig. 11 The pH of the effluent versus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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