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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effect of cathode from electrolysis reactor for treating ballast water. We are going to 
select a suitable cathode for seawater electrolysis after considering the effect on the generation of the oxidant of 
cathode and the electrode deposition materials adhering to the surface of cathode. Anode is Ru-Ti-Pd electrode and 
cathode are Ti, Pt, JP520 (Ni-Pt-Ce) electrodes. Using the cathode of the three types,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s of TRO (total residual oxidants) generation concentration and RNO (N, 
N-Dimethyl-4-nitrosoaniline, indicator of the generation of OH radical) degradation concentration (in 1, 35 psu), 
ohmic drop, FESEM(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observation of cathode surface and EDX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measurements of attached fouling material. The results showed that TRO generation 
concentration and RNO degradation concentration in according to each type of cathode are not different. The attached 
fouling materials were observed on the surface of Ti and the JP520 electrode by the observation of SEM after 
electrolysis for two hours, but it was not observed on the surface of Pt electrode. When considering the surface ohmic 
drop of cathode and the attached fouling materials, Pt electrode was judged as the excellent cath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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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최근 국가간 경제활동의 증가에 따라 해상물동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선박의 규모도 대

형화되고 운항횟수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선박 자체 

또는 선박 운항으로 발생하는 해양 환경의 오염 및 피해

가 급증하고 있다. 선박 자체 또는 선박 운항 때문에 발생

하는 오염의 주요 원인은 유기주석 화합물(TBT, 

tributyltin) 함유 방오 도료, 대기오염물질, 선박평형수

(ballast water)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연간 

100억 톤 이상 사용된다고 추정되는 선박평형수에 포함

된 박테리아, 원생동물, 콜레라와 같은 병원균 및 외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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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생물종 등은 해양환경 및 토착 생태계에 심각한 경향

을 주고 있다(Seo 등, 2006; Yoon 등, 2005).

해사 안전 및 환경에 관한 유엔 전문기관인 국제해사

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서

는 ‘선박평형수의 배출에 의한 외래 생물종의 유입을 금

지하는 지침’을 체결하였다. IMO는 선박평형수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4년 `평형수 관리 협약`을 마

련하여, IMO의 인증을 받은 선박평형수 처리시설을 의

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였다. 2014년 말경부터는 평형

수 관리 협약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14년 이후

엔 시설을 장착하지 않고는 운항할 수 없는데, 전 세계적

으로 6만 8000여 척의 선박이 대상이다. 따라서 여러 가

지 방법을 이용하여 선박평형수 내에 존재하는 해양생물

을 제어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Jung 등, 2012; MK 

news, 2013).

선박평형수 처리에 사용할 수 있는 처리기술은 크게 

물리적 처리기술과 화학적 처리기술로 분류할 수 있다. 

물리적 처리기술은 여과 또는 막 분리, 원심분리, 자외선 

조사, 가열, 초음파 처리, 캐비테이션(cavitation), 탈산

소 등의 기술이 있다. 화학적 처리는 염소와 오존 처리, 

그리고 과산화수소, 이산화염소 등 화학약품으로 처리하

는 기술이 있다. 화학적 처리법 중에는 염소, 오존, 이산

화염소 등을 현장에서 처리하는 in situ 처리기술과 미리 

조제된 화학약품을 처리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Han 

등, 2009).  

이들 방법 중 해수의 전기분해를 이용한 전기화학적 

산화 공정은 해수에 18,000 mg/L 이상 포함된 염소이온

으로 살균효과가 높고 잔류성이 있어 지속적인 살균효과

를 가지고 있는 chlorine(HOCl/OCl-) 등의 산화제를 생

성한다(Jung 등, 2012). 전기분해 공정은 염소계 산화제 

이외에도 과산화수소, 활성수소, 전기적 에너지 등도 살

균에 이용된다(Drogui, 등, 2001; Park과 Kim, 2004).  

전기분해에 사용하는 양극과 음극 중 오염물질을 파

괴하기 위한 주요 산화제가 양극(anode)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양극 산화가 전기응집 공정과 같은 다른 전기산

화 공정보다 더 관심을 끌고 있으며, 이 중에서 양극 산화 

공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양극의 재료와 성분이다

(Chen, 2004). 양극에서 중요한 성질은 전극의 활성도와 

전기적 안정성인데, 이들 두 성질은 모순되는 점이 있어 

두 인자들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전극 물질을 선정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Chen, 2004; Kim과 Park, 

2009). 전기산화를 위한 전기분해 공정에서 양극(anode)

은 Pt, Ru, Ir, Pd 및 혼합 성분 전극, BDD(boron 

doping diamond) 전극 등 다양한 물질을 이용하여 산화 

성능과 내구성을 높이고자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Chen, 2004;  Panizza 등, 2007; Park과 Kim, 2009). 

반면, 음극은 수소발생이 일어나고 환원되는 전극이기 

때문에 산화를 담당하지 않아 양극에 비하여 관심이 상

대적으로 적었으며, 지금까지 스테인리스 스틸(Kim 등, 

2012), Pt(Jin과 Lee, 2010) 또는 연철(Kim, 2006) 등이 

주요 음극으로 사용되어 왔다. 최근 수소 발생을 촉진하

기 위한 DSA 음극(Permelec Electrode LTD., 2013)이 

개발되는 등 음극의 영향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나타나

고 있다. 

본 연구는 선박평형수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기분해 반응기에서 음극의 영향을 고찰하였다. 음극이 

산화제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 음극 표면에 부

착되는 전극 부착물질을 조사함으로써 해수의 전기분해

에 적합한 음극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실험재료

반응기는 유리로 제작한 2 L 반응기를 사용하였으며, 

전극 사이의 간격은 4 mm이었다. 양극은 모재인 티타늄

에 Ru-Ti-Pd 3성분이 코팅된 메시형 전극을 사용하였다. 

음극은 메시형 티타늄, Pt 코팅 전극, 수소발생전극(활성

음극)용으로 개발된 JP520(Ni-Pt-Ce) 전극을 사용하였

다(Permelec Electrode LTD., 2013). 양극과 음극 모두 

6.3 cm × 11 cm 크기의 전극을 사용하였다. 직류 전원

공급기(Hyunsung E&E, 50 V 20 A)를 이용하여 정전

압 조건에서 전극에 전원을 5 A (전류밀도, 0.072 

A/cm2)로 공급하였다. 산화제 생성 실험은 모두 교반기

를 이용하여 완전혼합되는 조건에서 실험하였다. 실험은 

해수와 1 psu(practical salinity unit, g/kg sea water)에 

대해 실시하였다. 해수는 경남 창원시 장천항에서 채취

하였으며, 염도 측정결과 28 psu로 나타나 시판용 천일

염을 첨가하여 해수 농도를 평균 해수농도인 35 psu로 

농도를 조절한 후 실험하였다. 1 psu는 증류수에 시판용 

천일염을 첨가하여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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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electrochemical reactor.

2.2. 분석 및 측정

․OH(OH 라디칼)의 생성량을 직접적으로 측정한다

는 것은 어려우므로, ․OH과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것으

로 알려진 N, N-dimethyl-4-nitrosoaniline (RNO)의 표

백효과에 의해 ․OH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Li 등., 

2009). RNO 농도는 UV-Vis spectrophotometer 

(Genesis 5, Spectronic)를 사용하여 RNO의 최대 흡수

파장인 4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농도로 계산하

였다. 

TRO (total residual oxidant)는 잔존하는 전체 산화

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TRO 농도는 수질분석기 

(DR2800, HACH)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TRO는 

DPD (N,N-diethyl-p- phenylenediamine)을 분광광도

법(US EPA method 316)에 의거 530 nm에서 Br2를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정량범위는 0～4.5 mg/L이며 정

량한계는 0.02 mg/L이었다. SEM은 FESEM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HITACHI, 

S-4300)을 이용하여 전극의 표면을 촬영하였으며, 전극

의 표면 물질은 EDX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HORIBA, 6853-H)를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음극 종류에 따른 TRO 생성능과 RNO 분해능

현재 일부 선박평형수 처리를 위한 전기분해 공정에

서 티타늄(Ti)을 사용하고 있으며, Ti 사용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세 종류의 전극을 선택하여 음극 종

류가 TRO 생성과 RNO 분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

였다.

Fig. 2에 양극으로 Ru-Ti-Pd 전극을 사용하고, 음극

으로는 Ti 전극과 내구성이 우수한 Pt 전극, 활성음극 전

용으로 사용하는 JP520 전극을 사용하여 35 psu의 해수 

농도에서 TRO 생성량을 측정하였다.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응 2분까지 Ti 음극에서 발생하는 TRO 생

성농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5분경 세 전극의 

TRO 생성량은 470～480 mg/L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

났다. 5분의 전기분해에 정전류를 인가하기 위한 평균 전

압을 계산한 결과 Ti는 평균 20.8 V, 백금은 22.31 V, 

JP520은 22.1 V로 나타나 Ti의 전압이 가장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각 전극의 전기분해에 소요되는 전력은 각

각 104 W, 111.6 W, 110.5 W로 나타나 Ti에 적용되는 

전력이 가장 낮았으나 그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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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cathode type on the TRO generation at 35 
psu.

Fig. 3에 음극의 종류에 따른 RNO 농도의 변화를 나

타내었다. Fig. 3에서 관찰된 것처럼 1.5분과 2분에서 Ti

의 RNO 분해 경향이 다른 음극보다는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시간에서는 비슷하였으며 음극의 종류

에 따른 RNO 분해 경향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RNO 분해 농도와 TRO 생성 농도를 비교

한 결과 전극 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아 Fig. 2에서 Ti 전

극의 TRO생성 농도 실험에서 반응 1～2.5분의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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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 생성농도는 실험 오차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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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cathode type on the RNO degradation at 35 

psu.

1 psu의 농도에서 전극별 생성된 TRO 농도의 변화를 

Fig. 4에 나타내었다. 1 psu에서 전기분해 시간에 따라 

각 전극에서 TRO 생성농도는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고  전극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5분 경과시 

전극의 TRO 생성농도는 234～250 mg/L 범위인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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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cathode type on the TRO generation at 1 

psu.

1 psu에서 RNO 분해능을 관찰하여 Fig. 5에 나타내

었다. 1 psu에서 RNO 분해능은 TRO 생성 농도와 유사

하게 전극별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4와 반응 1분경 JP520 전극의 TRO 생성농도와 Fig. 5

에서의 Ti 전극의 낮은 RNO 분해농도는 Fig. 4와 Fig. 

5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실험 오차인 것으로 판단

되었다. 

35 psu와 1 psu에서 TRO 생성능과  RNO 분해능을 

고려해 볼 때 음극의 종류에 따른 성능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Yoo와 Kim(2011)은 전기분해 반응

에서 NaCl 첨가량이 증가하면 유리 염소와 ClO2 등의 

염소계 산화제 생성 농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과산화

수소와 오존과 같은 산소계 산화제가 더 많이 발생하여 

OH 라디칼 생성지표인 RNO 분해도 증가한다고 보고하

였다. 같은 전류밀도에서 35 psu와 1 psu에서 생성되는 

TRO 농도와 분해되는 RNO 농도가 차이나는 것은 

NaCl 농도 차이로 인한 생성 산화제 농도 차이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전기분해에서 산화반응을 담당하는 

것이 양극이며 음극은 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수산화이온

이 발생하기 때문에 같은 양극을 사용하고 음극이 다른 

본 실험에서의 음극별 생성 TRO 농도나 분해되는 RNO 

농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Kim,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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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cathode type on the RNO generation at 1 

psu.

3.2. 음극의 표면 분석

  NaCl을 첨가한 해수 조건(35 psu)과 증류수에 NaCl

을 첨가한 1 psu 조건에서 각각 실험한 후 음극 표면을 

SEM으로 촬영한 사진을 Fig. 6에 나타내었다. 전극별 

총 전기분해 시간은 2시간 이내였다. 전극 표면을 육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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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JP520 (x 350) (b) JP520 (x 1,000) (c) Ti (x 150)

(d) Ti (x 350) (e) Pt (x 1,000)

Fig. 6. Photographs of cathode after electrolysis experiments.

로 관찰한 결과, 활성음극인 JP520 전극은 군데군데 하

얀 점들이 부착된 것이 관찰되었다. Fig. 6(a)의 SEM 사

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JP520 전극 표면에 하얗게 보이

는 점들이 전극 표면에 부착한 이물질들이다. 크기는 보

통 10 μm이며, 큰 것은 폭이 100 μm에 이르는 것도 발

견되었다. Fig. 6(b)는 이를 1,000배로 확대한 사진으로 

편평한 표면과는 다르게 하얗게 부착된 물질들이 관찰된

다. Fig. 6(c)는 Ti 전극 표면을 150배 촬영한 것으로 

JP202 전극보다는 훨씬 많은 부분에서 이물질들이 부착

된 것을 볼 수 있었으며, 폭이 20 μm, 길이는 40～50 μm

인 것이 대부분이었다. Fig. 6(d)는 Ti 전극 표면을 350

배 확대한 사진으로 다양한 크기의 부착 물질들이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6(e)는 Pt 전극을 1,000배로 

촬영한 사진으로 부착된 물질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육안 관찰에서도 부착물질의 거의 보이지 않았다. SEM 

촬영을 위해 샘플을 채취한 지점이 전극의 끝 부분이라

서 부착물질이 관찰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육안으로 

전체 전극을 관찰한 결과 부착 물질이 보이지 않았기 때

문에 Pt 전극의 표면은 이물질이 아직 부착되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되었다. 부착 물질의 표면 덮임 정도는 육안과 

SEM 관찰결과 Ti > JP520 >> Pt의 순서로 나타났다.

음극에서 물질이 석출되는 원리는 오래전부터 금속 

회수 (metal recovery) 공정에 활용되어 왔다(Fleet, 

1989). 전기 도금 공정에서는 불용성인 양극을 사용하고 

음극에 도금할 금속을 넣고 도금액을 투입한 뒤 전기분

해하면 음극에 도금 성분이 석출(deposition)되어 도금

이 이루어진다(Yeum, 2013a). 음극에서의 물질 석출 현

상을 이용하여 Zn이나 Mg 등의 금속을 희생 양극

(sacrifice anode)으로 이용하여 전기분해를 하면 양극이 

소모되면서 음극인 철판에 달라붙어 피막을 형성하여 방

식(anticorrosion, 防蝕)효과를 얻을 수 있다(Song 등, 

2006). NaCl 등의 함유된 전해액에서 전기분해도 음극

에 전해질 성분이 석출될 수 있다. 따라서 음극은 금속회

수, 전기도금과 방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기분해 시 수

중의 물질이 부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Fig. 2～5를 

보면 음극의 종류에 따른 TRO 생성농도나 RNO 분해는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2시간이라는 짧은 전기분해시간

에서도 음극 표면에 이물질이 부착되는 전극이 나타났다.

3.3. 음극 표면 저항 분석

일반적인 전기 테스트기를 이용하여 음극과 양극을 

임의로 7.5 cm 간격으로 두어 물질이 부착되는 양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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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 보고 있는 음극 표면의 저항을 측정하였다. JP502 

전극은 평균 2.3 Ω으로 나타났으며,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은 음극의 뒤편은 0.5 Ω으로 나타나 전극이 오염되기 

시작하여 전극의 표면저항이 변화되기 시작하였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Pt 전극은 부착물이 부착되지 않은 쪽의 

저항은 0 Ω으로 나타났으며, 오염물이 부착된 곳은 0.1 

Ω으로 나타났다. 반면 Ti 전극은 음극 뒤쪽은 0.4 Ω으로 

나타났으나 부착물이 부착된 곳은 over load(MΩ)로 나

타나 전극의 표면이 부착물로 덮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i 전극의 경우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은 한쪽은 전극 저

항이 적어 통전에 문제가 없었으나, 양극과 마주 보고 전

기분해가 일어나는 쪽은 불과 2시간 정도의 전해시간에

서 전기저항이 높아져 이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났다. 

3.4. 음극 표면의 EDX 분석

전기분해 실험 전의 JP520 전극 표면과 전기분해 후 

JP520 전극의 표면에 부착된 부착물 표면을 EDX 측정

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 전기분해 전, 원래 JP520 

전극의 EDX 분석표에서 전극 성분으로 여겨지는 물질

은 Ni, Ce, Pt이고 O는 이들 전극 물질이 전기로에서 소

성되어 제조할 때 발생하는 산화물, S는 불순물로 판단

된다(Kim 등 2002). JP520 전극에서 전기 분해 후 전극 

표면에 생성되었던 부착물 표면을 EDX로 분석한 결과

를 보면 원래 JP520 전극에서 관찰되지 않았던 성분이 

새로이 검출되었는데 Mg, Al, Si, Cl, Ca, Zn, Zr 등이었

다. 산소의 질량비는 원래 JP520 전극보다 증가하였고 C

도 원래의 전극은 검출되지 않았는데, 8.82%나 검출되

었다. 이 중에서 해수의 성분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Mg, 

Al, Si, Cl, Ca, Zn, C이며, O의 경우 가장 큰 성분의 변

화를 나타내었다(Naver, 2013). Zr의 경우 전극 성분도, 

해수 성분도 아니므로 유사 성분이 중첩되어 Zr 피크로 

나타난 것인지 1회의 EDX 측정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성분들

이 부착한 것은 음극 실험이 시약용 NaCl에서 행해진 것

이 아니라 해수+천일염에서 실험이 행해졌기 때문이라

고 판단되었다. 전극 부착물에서는 전극 성분으로 추정

되는 Pt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Ni와 Ce만 검출된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기분해에 따른 전극 표면에서 해

수 성분이 부착될 뿐만 아니라 전극 자체에 영향을 주어 

전극 성분을 들뜨게 하고 결국 전극 성분이 모재인 Ti와 

분리되어 전극이 부식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Liu 등, 

2011). 

 
Table 1. Composition of JP520 and attached materials on 

JP520 electrode

Element
Before electrolysis After electrolysis

Weight% Weight%

C 13.49

O 23.53 54.43

P 0.69 0

Mg 3.53

Al 0.48

Si 4.72

S 0.44 0.39

Ca 0.18

Ni 7.05 10.55

Zn 2.01

Zr 5.83

Ce 26.78 4.38

Pt 41.51 0

Totals 100.00 100.00

Pt 전극의 전기분해 실험 전 전극 표면과 실험 후 전극 

표면의 EDX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전기분해 전

의 Pt 전극표면의 경우 질량비는 O가 5.60%, Ti가 

0.50%, Pt가 93.90%로 나타났다. 전기분해 후 해수 성

분중의 하나인 C, Ca, Mg가 검출되었으며 O와 Ti의 질

량비가 증가하였으며, Pt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극 표면에 다른 물질이 부착되었기 때문에 Pt 질

량비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극 표면의 육안 관찰

과 SEM 관찰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전극 부착물질이 Ti

나 JP502 전극과는 다르게 아직 입체의 형태를 띠지는 

않으나 전극 표면에 막처럼 존재하며 시간이 더 경과하

면 다른 전극처럼 볼록한 형태의 부착물질이 생성될 것

으로 판단되었다. 

Ti는 다른 물질이 코팅된 것이 아니라 100% Ti이기 

때문에 전기분해 전의 Ti 전극의 EDX는 측정하지 않았

으며, 전극 표면에 형성된 부착물질만 측정하여 Table 3

에 나타내었다. JP520 전극과 같이 C, O, Na, Si, Cl, 

Ca, Sb 등이 새로이 검출되었으며 O 성분이 가장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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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량비를 나타내었다. Ti 성분은 29.03%로 감소하였다. 

Table 2. Composition of Pt and attached materials on Pt 
electrode

Element
Before electrolysis After electrolysis

Weight% Weight%

C 0 12.93

O 5.6 12.78

Ca 0 0.2

Mg 0 0.97

Ti 0.50 0.55

Pt 93.90 72.33

Totals 100.00 100.00

Table 3. Composition of attached materials on Ti electrode

Element
After electrolysis

Weight%

C 5.78

O 53.84

Na 1.77

Si 0.37

Cl 4.80

Ca 3.39

Ti 29.03

Sb 1.02

Totals 100.00

백금 전극을 제외한 JP520 전극과 Ti는 다양한 성분

들이 전극 표면에 부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JP202 

전극에 부착하는 물질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극 

표면에 부착된 물질 중 비금속 성분이 많이 부착되는 경

우 3.3절의 음극 표면 저항 측정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전기의 흐름을 막아 부도체를 형성하므로 결국 양극과 

음극이 단락되어 단락부를 통해 다량의 전류가 흘러 고

열이 발생하고 전극이 용융되는 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험한 세 음극 중 백금의 이물질 부착량이 가

장 적고 활성음극인 JP520 전극도 이물질 부착물이 발생

하고 Ti의 경우에는 몇 시간도 되지 않는 전기분해 시간

에서 전극 표면에 심각할 정도로 많은 전극 부착물이 생

성되기 때문에, 백금 전극을 사용하는 것이 전극 제조비

는 비싸지만 장기간의 운전시 오히려 경제성이 더 높다

고 판단되었다. 

음극의 종류와 전극 부착물에 대한 연구는 해수 조건

에서 전기분해 시간을 동일하게 하는 조건에서 전기분해 

시간에 따른 부착무게 변화와 성분 변화 및 전기저항을 

전극의 수명이 종결되는 시점까지 측정하여 경제성을 최

종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4. 결 론

선박평형수 처리를 위한 전기분해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한 산화제 생성에 미치는 음극의 영향을 관찰하고 해

수 성분과 전기분해가 음극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1) 35 psu의 해수 농도에서 Ti, Pt, JP520 세 음극의 

TRO 생성능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5분의 전

기분해에 정전류를 인가하기 위한 평균 전압을 계산한 

결과 티탄은 평균 20.8 V, 백금은 22.31 V, JP520은 

22.1 V로 나타나 티탄에 인가되는 전압이 가장 낮게 나

타났다. 음극의 종류에 따른 RNO 분해 경향은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2) 2시간여의 전기분해 후 전극 표면을 SEM으로 관

찰한 결과 JP520 전극(폭, 10 μm～100 μm)과 Ti 전극

(폭, 20 μm; 길이, 40～50 μm) 군데군데 점들이 부착된 

것이 관찰되었다. 백금 전극을 촬영한 결과 부착물질이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전극 표면의 저항을 측정한 결과 전기분해 후 

JP502 전극은 평균 2.3 Ω(전기 분해 실험 전, 0.5 Ω), Pt 

전극은  0.1 Ω(전기 분해 실험 전, 0 Ω)으로 나타났다. Ti 

전극은 over load(MΩ)(전기 분해 실험 전, 0.4 Ω)로 나

타나 전극의 표면이 부착물로 덮여 있어 전기저항이 높

아져 이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였다.

4) JP520 전극에서 전극 표면 부착물을 EDX로 측정

한 결과 C, Mg, Al, Si, Cl, Ca, Zn, Zr 등의 성분이 검출

되었으며, 산소의 질량비는 원래 JP520 전극보다 증가하

였다. Ti 전극도 부착물질에서 다양한 성분들이 검출되

었으며, Pt 전극의 경우 SEM 관찰에서는 뚜렷한 부착물

질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전극 성분의 변화가 나타나 전

극의 주성분인 Pt 표면이 다른 성분들로 덮이기 시작하

였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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