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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lectrocoagulation-Flotation (ECF) process has great potential in wastewater treatment. ECF technology is effective in 
the removal of colloidal particles, oil-water emulsion, organic pollutants such as microalgae, and heavy metals. Numer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ECF; however, many of them used a conventional plate-type aluminum anode. In this study, 
we determined the effect of changing operational parameters such as power supply time, applied current, NaCl concentration, 
and pH on the turbidity removal efficiency of kaoline. We also determined the effects of different electrolyte types (NaCl, 
MgSO4, CaCl2, Na2SO4, and tap water), as well as the differences caused by using a plate-type and mesh-type aluminum 
anode, on the turbidity removal efficienc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optimal values of ECF time, applied current, NaCl 
concentration, and pH were 5 min, 0.35 A, 0.4 g/L NaCl in distilled water, and pH 7, respectively. The results also revealed 
that the turbidity removal efficiency of kaoline in different electrolytes decreased in the following sequence, given the same 
conductivity: tap water > CaCl2 > MgSO4 > NaCl > Na2SO4. The turbidity removal efficiency of the mesh-type aluminum 
anode was significantly greater than  the plate-type aluminum a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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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면서 수질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게 되

었다(Mollah et al., 2004). 폐수처리 공정 중 수중의 

부유물질, 중금속, 조류 등과 같은 미세한 입자를 처리

할 때 중력식 침전을 이용하여 고액 분리를 시키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중력식 침전은 원수의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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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처리조건에 따라 침강성이 변화하기 때문에 문제

가 있다(Kim et al., 2005; Merzouk et al., 2009; Wu et 

al., 2015).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분리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원심분리 공정, 막분리 공정, 용존공기

부상 공정, 전기응집/부상 공정(Chen, 2004; Shuman 

et al., 2016) 등의 다양한 분리 공정이 연구 및 이용되

고 있다. 그러나 원심분리 공정과 막분리 공정은 대규

모로 처리하기가 곤란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 문제점

이 있다(Uduman et al., 2010). 용존공기부상 공정은 

가압 공기 중의 용존공기를 이용하는 공정으로 슬러

지 팽화가 없고, 중력식 침강법에 비하여 농축율이 높

고 적은 크기의 반응조에서도 처리율이 높아 최근 정

수장 등에서 조류 제거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처리대상 입자의 크기가 10-2000 μm 범위에 있을 때 

효과적인 공정이다. 또한 부상조 외 기포의 용존을 위

한 반응조, 컴프레셔와 같은 부대 설비가 필요하고, 고

압 유지를 위한 동력비가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Park 

et al., 2003; Kim and Park, 2007; Park, 2010) 

전기응집/부상 공정은 알루미늄이나 철 등 용해성 

양극에 전위를 인가하면 양극에서 Al3
+, Fe2

+와 같은 

금속이온이 산화되어 용출되고 산소 가스가 발생하며 

음극에서 수소 가스가 발생되며 이들 가스가 수중의 

입자를 부상시킨다. 또한 음극에서는 물의 전기화학 

반응에 의해 OH-가 발생되어 용출된 금속이온과 반응

하여 응집제 역할을 할 수 있는 Al(OH)3, Fe(OH)3와 

같은 불용성 금속수산화물이 생성된다. 응집제 역할

을 하는 불용성 금속수산화물들은 응집, 흡착 특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Gao et al., 2005; Park, 

2010). 이들 금속수산화물들이 수중의 콜로이드 물질

과 접촉하여 음전하를 중화하여 전기적 반발력을 줄

이고 플록(floc)을 형성한다(Song et al., 2001; Park 

and Kim, 2009; Han and Chang, 2011). 따라서 전기

응집/부상 공정에서는 전기응집 과정과 전기부상 과

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수중에 설치된 전극에 전기

를 통하여 전극 표면에서 생성되는 미세한 산소와 수

소의 기포를 이용하여 응집반응에 의해 생성된 플럭

을 부상시켜 고액분리를 한다. 

전기응집/부상 공정에서 생성되는 기포는 크기가 

용존공기부상 공정보다 작고 기포의 분포도 특정 범

위에 집중되어 있어(So et al., 2003; Chen, 2004), 생

성된 미세 기포와 미세 입자 간의 충돌로 부상 성능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Park, 2010).

따라서 최근에는 응집과 부상 성능이 우수한 전기

응집/부상 공정의 특성을 이용하여 염색 폐수 처리, 침

출수, 오일과 물의 혼합물, 중금속 폐수의 처리 등과 

같은 폐수처리뿐만 아니라 음용수 처리 등 다양한 분

야에 적용하기 위하여 전기응집/부상 공정에 대한 연

구가 진행하고 있다(Song et al., 2001; Chen, 2004; 

Kobya et al., 2006; Liu et al., 2014). 

본 연구는 메시형 알루미늄 양극을 이용하여 

kaoline의 탁도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목적으로 전기

응집/부상 공정을 적용하여, 전원 공급시간, 전류, 전

해질 농도, 전해질 종류, pH 변화에 따른 탁도 제거율

과 기존의 전극 형태인 평판형 전극과의 탁도 제거율 

비교를 통하여 최적의 전기응집/부상 조건을 구하자

고 하였다.

2. 실험재료 및 방법

2.1. 실험방법

실험에 사용한 반응기의 크기는 6.0 × 5.5 × 60.0 

cm이며, 회분식으로 운전되었다. Kaoline 0.30 g/L을 

사용하여 탁도가 400 NTU인 시험수 1 L를 만들었다. 

양극으로 크기가 5.5 × 5.5 cm(반응 면적 : 24.75 cm2), 

두께는 1 mm인 알루미늄을 사용하였다. 알루미늄 양

극은 직경이 3 mm인 구멍을 연속하여 뚫었으며, 구멍

간 간격은 2 mm이었다(Fig. 1(b)). 음극은 opening 간

격이 1.61 mm인 메시형 스테인리스 전극을 사용하였

다. 전극은 반응기 바닥 1 cm 상부에 수평으로 배열하

였으며, 전극 간격은 6 mm이었다. 직류 공급은 DC 전

원공급장치(GPR, 11H30D)를 이용하였다. 전기응집/

부상에 미치는 전기전도도의 영향을 고찰하기 위하여 

수돗물(복합 이온성분)의 전기전도도를 기준으로 단

일 이온성분(NaCl, Na2SO4, MgSO4, CaCl2)을 수돗물

의 전기전도도에 맞게 제조하여 실험하였다. pH 조절

은 NaOH와 HCl를 이용하였고, 알칼리도는 NaHCO3

를 사용하여 조절하였다. 샘플은 반응기 하부 10 cm 

지점에 설치된 샘플 배출구에서 채취하였다. 전원을 

공급하여 전기응집/부상 후 부상(rising) 시간은 3~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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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actor  (b) Aluminium anode

Fig. 1. Schematic diagram of electrocoagulation/flotation equipment and anode.

으로 변화시키면서 실험하였다.

2.2. 분석 및 측정방법

수돗물 중 양이온(Ca2+, Mg2+, Na+, K+, Fe2+) 농도

는 Perkin Elmer사의 ICP-OES(Optima, 7300 DV), 

음이온(Cl-, SO4
2-)은 Dionex사의 ion chromatography 

(ICS-2100)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시험수의 탁도 

측정은 탁도계(HACH, 2100P Turbidimeter)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PH는 pH미터(ORION, 410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탁도 제거율에 미치는 전원 공급시간의 영향

수돗물을 이용하여 초기 탁도가 400 NTU인 시험

수(pH 6.75, 전기전도도 223 μm/cm-232 μm/cm)를 

만들었다. 전원 공급시 알루미늄 전극에서 알루미늄

이 용출되어 응집에 이용되고, 산소와 수소 기포가 발

생하여 부상에 이용된다. 전원공급기의 전원을 끄면 

발생한 기포 중 부상하지 못한 잔류 기포가 부상한다. 

전원공급시간 동안 Al이 용해되어 응집제가 형성되고 

전기분해시 발생하는 기포에 의해 부상이 발생하므로 

‘전기응집/부상’으로, 전원 공급을  중단 후 부터는 응

집제는 더 이상 생성되지 않고 미 부상한 기포가 부상

하면서 kaoline을 부상시키기 때문에 ‘부상시간’이라

고 명명하였다. 전원공급기의 전류를 0.40 A로 유지

하면서 전원 공급시간을 3분에서 6분까지 1분씩 변화

시켜 실험하고, 잔류 기포의 부상시간의 변화에 따른 

kaoline의 탁도 제거율에 대한 결과를 Fig. 2에 나타내

었다. 

양극인 알루미늄 전극을 사용한 전기응집 공정에

서는 전기분해 반응 중에 양극에서 용출된 Al3
+ 이온

과 물의 전기화학적 반응에 의해 OH-이 반응하여 응

집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산화물인 Al(OH)3을 생성

하고(Park and Kim, 2009), kaoline 입자와 응집 반응

하여 플럭이 생성된다. Fig. 2에서 보듯이 전원이 공급

되는 동안 알루미늄 전극의 알루미늄이 용해됨과 동

시에 전극에서 발생하는 산소와 수소 기포 방울에 의

한 전기응집/부상 작용에 의해 kaoline과 알루미늄의 

응집 플럭이 부상되면서 탁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3분의 전원 공급시간에서는 전원공급이 끝난 직

후 탁도를 측정한 결과 탁도 제거율이 25.8%, 4분에

서는 38.0%가 제거되었으며, 5분과 6분에서 잔류 탁

도는 112 NTU, 88.6 NTU로 감소되어 제거율이 

72.5%, 77.4%로 전원 공급시간의 전기응집/부상에 

의해 탁도가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원 공

급을 중단한 후 전원 공급시간동안 전기분해 반응에 

의해 발생한 잔여 기포의 상승을 위한 부상시간이 증

가함에 따라 탁도 제거율이 증가하였다. 전원 공급시

간이 3분과 4분의 경우 4분의 부상시간에서 각각 

60.9%와 72.3%의 탁도 제거율을 얻었으며, 15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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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시간에서는 제거율이 각각 67.3%와 83.2%로 증

가되었다.

5분과 6분의 전원 공급시간 후 부상시간이 4분일 

때 탁도 제거율은 각각 94.1%와 94.3%로 대부분의 

탁도가 제거되었으며, 15분 동안의 부상시간에서 최

종 탁도 제거율은 각각 98.3%와 99.3%로 나타났다. 

반응기를 육안 관찰한 결과 모든 전원 공급시간에서 

부상시간이 4분이면 큰 플럭은 많이 부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탁도가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10여분의 부상시간동안 부상하지 못한 잔류 미세기포

에 의해 kaoline 입자가 제거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전원 공급시간이 5분으로 증가하면서 전기분해에 

의해 발생한 응집제가 kaoline과 반응하기에 충분한 

양이 생성되어 전기응집 공정이 적절히 운전되고 발

생하는 기포의 양도 증가하여 전기부상 공정도 적절

히 운전되기 때문에 1차 처리인 전기응집/부상에 의한 

탁도 제거율이 높고, 전원 공급에 의한 기포발생량이 

많아 잔류 기포도 많이 존재하는 2차 처리인 잔류 기

포에 의한 부상 공정에서의 탁도 제거율도 높은 것으

로 판단되었다. 전원 공급시간 5분과 6분의 경우 전원 

공급시간동안 초기 탁도 제거율만 차이나고, 잔류 기

포에 의한 탁도 제거율은 차이가 나지 않아 5분의 전

원 공급시간이 본 실험에서 최적의 전원공급 시간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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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power supply time on turbidity removal of 
kaoline (Current, 0.40 A; Tap-water; Conductivity, 
223-232 μS/cm; pH, 6.75).

3.2. 탁도 제거율에 미치는 전류의 영향

전류는 전기응집 공정에서 양극에서 발생될 수 있

는 금속 이온의 생성량과 기포발생량에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전기응집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인자 중의 

하나이다(Chen, 2004; Chou et al., 2010). Kaoline 제

거에 대한 전류의 영향을 고찰하기 위하여 탁도 400 

NTU의 시험수를 대상으로 알루미늄 전극에 인가되

는 전류를 0.15 A-0.40 A로 변화시켜 실험하여 Fig. 3

에 나타내었다. 5분의 전류 공급시간에서 전류가 0.15 

A에서 0.30 A로 증가됨에 따라 초기 탁도 제거율이 

26.8%에서 68.5%로 증가하였다. 0.30 A에서 0.40 A 

구간에서는 전원 공급을 끊은 직후, 탁도 제거율은 

68.5%에서 69.2%로 차이나지 않았다. 모든 인가 전

류에서 1차 전기응집/부상 공정이 끝난 후 2분의 부상

시간 이후 대략 17-26% 정도의 제거율 증가가 나타났

다. 그러나 2분의 부상시간 이후 15분까지 부상시간

이 증가하면 초기 인가 전류가 낮은 경우 추가로 제거

되는 탁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0.15 A와 0.20 A

의 경우 각각 18.3%와 12.81%의 탁도 제거율 증가). 

반면 0.35 A와 0.40 A의 경우 3.9%와 3.8%로 나타나 

초기 인가 전류가 낮을수록 2차 부상시간동안 제거되

는 잔류 탁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류가 높은 경

우는 발생하는 응집제 농도와 기포 발생량이 많기 때

문에 1차 전기응집/부상 공정에서 탁도가 많이 제거된 

후 2분의 2차 부상 공정에서도 잔류한 다량의 기포가 

대부분의 탁도를 제거하기 때문에 2분-15분의 부상시

간에서는 탁도 제거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초

기 탁도 제거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0.30 

A~0.40 A의 경우 0.35 A와 0.40 A는 탁도가 제거되

는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0.30 A의 경우 2차 

부상부터 제거율이 낮아졌다. 이는 발생한 응집제 양

이 kaoline과 반응하기에 모자랐을 수도 있고, 낮은 전

류로 인해 발생한 기포의 양이 적어 2차 부상 때 잔류 

탁도를 부상시키지 못하였을 수도 있기 때문으로 판

단되었다. 이 현상에 대해 정확한 규명을 위해서는 알

루미늄 전극에서의 기포발생량, 기포크기, 알루미늄 

용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0.35 A와 0.40 A의 경우 초기의 전기응집/부상과 2차 

부상에 의한 처리율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 최적 전

류가 존재하며, 최적 전류는 0.35 A인 것으로 판단되

었다. 추후 실험은 전원 공급시간을 5분, 전류를 0.35 

A로 유지한 조건에서 실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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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l dosage (g/L) 0.1 0.2 0.3 0.4 0.5 0.6

Electric Conductivity (μm/cm) 213 315 401 526 726 1212

Power (W) 4.375 2.87 2.205 1.785 1.61 0.92

Table 1. Change of electric conductivity and power with NaCl dosage

Rising time (min)

0 3 6 9 12 15

T
u
rb

id
it
y 

re
m

o
va

l e
ff

ic
ie

n
cy

 (
%

)

0

20

40

60

80

100

0.15 A 

0.20 A

0.25 A

0.30 A

0.35 A

0.40 A 

Rising time (min)

0 3 6 9 12 15

T
u
rb

id
it
y 

re
m

o
va

l 
ef

fi
ci

en
cy

 (
%

)

0

20

40

60

80

100

0.1 g/L

0.2 g/L

0.3 g/L

0.4 g/L

0.5 g/L

0.6 g/L

Fig. 3. Effect of current on turbidity removal of kaoline 
(Power supply time, 5 min; Tap-water, pH 6.68; 

Conductivity, 225-230 μS/cm).

Fig. 4. Effect of NaCl concentration on turbidity removal of 
kaoline (Current, 0.35 A; Power supply time, 5 mins; 
Distilled water; pH 6.70).

3.3. 탁도 제거율에 미치는 전해질 농도와 전해질 종류의 

영향

난분해성 물질의 제거나 소독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기화학 공정은 보통 전해질로 NaCl을 사용하고 있

다(Merzouk et al., 2009). 전기응집 공정에 NaCl과 같

은 전해질의 사용은 전기전도도를 높여 일정한 전류 

조건에서 전압을 줄여 에너지 사용량도 줄여 주는 역

할을 한다(Park, 2006). 수돗물에 있는 이온들의 영향

을 받지 않기 위해 1차 증류수에 NaCl을 첨가하여 전

해질 농도의 영향을 고찰하였다. Fig. 4에 전원 공급시

간 5분, 전류 0.35 A으로 유지한 조건에서 NaCl 농도

를 0.1 g/L-0.6 g/L로 변화시켜 실험을 하였다.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NaCl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소

모되는 전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전

도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aCl 첨가량은 직

선적이지만, 이에 따른 전기전도도는 지수적으로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식으로 표현하였다. 전기

전도도(y)의 경우는 NaCl 첨가량(x)이 증가함에 따라 

아래 식(1)과 같이 지수형으로 나타났으며, R2
은 

0.9854로 나타났다. 

y = 152.9e3.2771x                                                    (1)

Fig. 4에서 보듯이 NaCl 농도가 0.1 g/L에서 0.4 

g/L로 증가하면서 초기 탁도 제거율이 증가하였다. 

NaCl 농도가 0.2 g/L인 경우 0.1 g/L보다 훨씬 높은 

초기 탁도 제거율을 나타내었으나 0.3 g/L부터 초기 

탁도 제거율의 증가가 둔화되었다. 0.4 g/L의 NaCl 첨

가량에서 가장 높은 최종 탁도 제거율을 보였으며, 0.5 

g/L는 0.4 g/L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최종 탁도 제

거율을 보였다. 0.6 g/L의 NaCl 첨가량에서는 최종 탁

도 제거율이 0.2 g/L보다 낮게 나타났다. NaCl 0.5 g/L 

경우는 부상시간 15분 때 측정한 최종 탁도는 32.8 

NTU 이었고 탁도 제거효율은 91.9%로 나타났으며, 

NaCl 0.6 g/L에 최종 탁도는 135 NTU, 제거효율은 

67%로 나타났다.

전기응집 실험시 NaCl 첨가량이 증가하면 Cl-도 많

이 발생한다(Keshmirizadeh et al., 2011). 용액 중에 

Cl- 농도가 높으면 전극의 부동태화(passivation) 층을 

파괴하고 전극에 국부적인 부식을 시키는데 특히 Al, 

Fe 등을 비롯한 용해성 전극이 비교적으로 큰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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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ou et al., 2010). 그러므

로 NaCl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극의 부동태화를 

방지하고 금속 양이온 용해를 증진시켜 탁도 제거율

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전해질 농도가 

증가하면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같은 전력이 감

소한다. Kim and Park(2007)는 전해질 농도가 증가하

면 기포 크기가 20%정도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Zheng et al.(2015)은 전해질 농도가 증가함에 따

라 작은 크기의 기포와 평균 크기와 유사한 크기의 기

포 분포가 줄어들고 큰 크기의 기포 분포가 증가하여 

평균 기포 크기가 커진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비교적 

균일한 기포 크기분포를 가지고 기포 크기가 작기 때

문에 기포-입자 충돌효율이 높은 전기분해 방식의 기

포 발생법의 특징과 장점을 충분히 이용할 수 없게 된

다(Lee, 2004; Yoon, 2005) 따라서 NaCl 농도 증가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동시에 존재하고 

어느 범위를 넘어서면 부정적인 효과가 더 커지기 때

문에 일정 농도이상의 전해질 농도에서 더 이상의 탁

도 제거율이 증가하지 않고 임계치를 넘어가면 탁도 

제거율이 감소하는 이유라고 판단되었다. 0.6 g/L의 

NaCl 첨가량에서 낮은 제거효율을 고찰하기 위하여 

반응기에서 일어나는 kaoline과 응집제로 이루어진 

플럭의 부상현상을 육안 관찰하였다. NaCl 0.5 g/L 이

상에서 반응기에 난류 현상이 관찰되어 생성된 플럭

이 균일하게 규칙적으로 부상하지 않았다. 위의 사실

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일한 반응기에서 Al 전극을 이

용한 기포 발생에서 기포 발생량을 측정한 결과 NaCl 

농도에 따라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ucero et al., 2017). NaCl 첨가량에 따른 기포의 크

기를 측정한 결과 NaCl 0.1 g/L에서 평균기포 크기는 

46.8 μm, 0.5 g/L에서는 47.3 μm, 1 g/L에서는 57.4 μm

로 나타나 NaCl 농도가 증가할수록 기포 크기가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6 g/L이상에서는 큰 기포로 

인하여 플럭이 깨어지고 플럭이 부상하는 것을 방해

하기 때문에 처리율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

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기포 크기, 기포 발생량, 

난류 현상 중에서 기포 발생량과 난류 현상이 NaCl 첨

가량 증가에 따른 최적 부상에 영향을 주는 인자인 것

으로 판단되었다.

비슷한 탁도 제거율을 보인 NaCl 0.4 g/L과 0.5 g/L

의 소비 전력은 1.785 W와 1.61 W로 비슷하고, NaCl 

0.4 g/L 경우 탁도 제거율은 NaCl 0.5 g/L보다 약 4% 

높기 때문에 최적 NaCl 농도는 0.4 g/L로 나타났다. 

그러나 Fig. 3의 수돗물(전기전도도, 225 ~ 230 μS/cm)

을 사용하고 0.35 A인 조건에서 최종 탁도 제거율은 

98.3%를 나타내었으나, 증류수에 NaCl을 첨가한 경

우 실험한 모든 NaCl 농도에서 전원 공급시간동안의 

탁도 제거율과 최종 탁도 제거율이 수돗물을 사용한 

경우보다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수돗물의 전기전

도도와 유사한 NaCl 첨가량은 식(1)에서 구한 결과 약 

0.125 g/L로 나타났다. Fig. 4에서 0.1 g/L와 0.2 g/L의 

탁도 제거율 결과로 유추해볼 때 총 탁도 제거율은 

60%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같은 전기전도도를 가지더라도 전해질 종

류에 따라 탁도 제거율이 달라진다고 판단되어 같은 

전기전도도를 가지면서 다른 종류의 전해질이 탁도 

제거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수돗물의 전기

전도도를 기준으로 수돗물과 같은 전기전도도를 가지

도록 음이온이 Cl-와 SO4
2-이고, 양이온이 1가인 Na+, 

2가인 Ca2+, Mg2+인  NaCl, CaCl2, MgSO4, Na2SO4 

4종류의 전해질을 각각 첨가한 증류수와 수돗물을 선

택하여 kaoline 탁도 제거율에 미치는 전해질 종류의 

영향을 실험하였다. 이때 각 전해질의 전기전도도는 

각각 226, 226, 229, 227, 229 μS/cm이었다. Fig. 5에

서 보듯이 최종 kaoline의 탁도 제거율 순서는 수돗물 

> CaCl2 > MgSO4 > NaCl > Na2SO4의 순서로 나타났

다. Na2SO4과 NaCl 경우 전원 공급시간 동안의 탁도 

제거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상공정에

서 지속적으로 탁도 제거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나 다른 전해질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본 실험에서 

양이온의 경우 1가의 양이온인 Na가 존재하는 전해질

의 처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음이온의 경우 Cl-

을 가진 전해질이 SO4
2-보다 높은 탁도 제거율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중에서 전기분해에서 생성되는 응집제외 수중에 

존재하는 양이온과 음이온도 kaoline 제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gSO4, CaCl2의 경우 전원 

공급시간동안 일정 부분의 탁도가 제거되고 부상시간

동안 추가 제거되는 양상이 수돗물과 비슷하였으나 

초기 탁도 제거율과 최종 탁도 제거율 모두 수돗물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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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ion (mg/L) Anion (mg/L)

Ca2+ Mg2+ Na+ K+ Fe2+ Cl- SO4
2-

22.12 5.110 13.56 3.270 0.019 21.38 21.67

Table 2. Analysis of kinds and concentration of cation and anion in the tap water of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낮게 나타났다. CaCl2가 MgSO4보다 탁도 제거에 유

리한 것으로 나타나 Na2SO4과 NaCl 경우처럼 음이온

으로 Cl을 가진 전해질의 탁도 제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돗물은 증류수에 다른 전해질을 첨가한 

것보다 전원 공급시간 동안 높은 탁도 제거율을 보였

으며, 최종 탁도 제거율도 가장 높았다. 

Chen(2004)은 용액에 존재하는 염화물 이온(Cl-)은 

부동태화를 일으키는 음이온(HCO3
-, SO4

2-)의 부작용

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Chou et al.(2010)은 Cl-은 

다른 음이온과는 다르게 부동태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여 전류의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인다고 하였

다. 양이온과 음이온의 연구와 타 연구자의 결과를 종

합해보면 음이온으로 Cl-, 양이온으로 2가인 Ca2+가 

존재하는 CaCl2의 탁도 제거율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CaCl2과 같은 전기전도도를 가지는 수돗물의 

경우 CaCl2보다 20%이상 높은 제거율을 보여 다른 이

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돗물의 양이온과 음이

온 성분을 분석하였다.   

시험수로 사용한 수돗물의 양이온과 음이온을 분

석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수돗물은 다양한 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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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kinds of electrolyte on turbidity removal of 
kaoline (Current, 0.35 A; Power supply time, 5 mins; 
Conductivity, 226-229 μS/cm; pH, 6.68~6.71).

온과 음이온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erzouk 

(2009)는 용액 중에 다양한 양이온이 공존하면 여러 

종류의 수산화물을 생성할 수 있으며, 단일 양이온에 

의해 생성되는 단일 수산화물보다 탁도과 중금속의 

제거효율이 높았다고 하였다. 또한 증류수는 알칼리

도가 없는데 수돗물에는 알칼리도가 있기 때문에 알

칼리도는 응집공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류수에 NaHCO3을 첨가해서 알칼

리도(as CaCO3)를 0, 50 mg/L, 100 mg/L, 200 mg/L, 

400 mg/L의 시험수를 만들어 알칼리도가 kaoline 제

거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였다(Fig. 6). 알칼리도가 

있는 조건이 증류수에 비해 탁도 제거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알칼리도가 50 mg/L에서 200 mg/L로 증가

됨에 따라 탁도 제거율이 증가하였으며, 알칼리도 200 

mg/L 이상에서 탁도 제거율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일정 농도의 알칼리도가 존재하기까지 탁도 

제거율은 증가하지만 일정 농도 이상의 알칼리도에서

는 알칼리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

반적으로 수돗물에는 알칼리도가 존재하고, 다양한 

종류의 양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에(Naver Wikipedia, 

2016) 증류수에 동일한 전기전도도를 가지는 단일 전

해질보다 탁도 제거율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

에서 순수한 알칼리도의 영향을 고찰하였으며, 수돗

물의 알칼리도는 측정하지 못하였다. 이온과 알칼리

도 및 탁도 제거율의 상관관계는 향후 정밀하게 고찰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3.4. 탁도 제거율에 미치는 pH의 영향

전기응집 공정에서 전기응집 메커니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처리수의 화학적 특성과  전기전도도 

및 처리수 중의 미세입자나 콜라이드 물질의 특성과 

농도 등 여러 화학적 요인이 있다(Mollah et al., 

2001). 수용액의 초기 pH도 알루미늄 전극을 이용한 

전기응집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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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 of alkalinity(as CaCO3) on turbidity removal 
of kaoline (Current, 0.35 A; Powert supply time, 5 

mins; pH, 6.68~6.71).

Fig. 7. Effect of pH on turbidity removal of kaoline (Current, 
0.35 A; Power supply time, 5 min; Tap water).

(Lin and Chen, 1997; Idil et al., 2009; Solak et al., 

2009). 

Kaoline 제거에 대한 pH의 영향을 고찰하기 위하

여 수돗물에 0.1 M HCl, 0.1 M NaOH를 사용하여 pH

를 3, 5, 7, 9, 11로 조절하였다. Fig. 7에서 보듯이 pH 

3에서 pH 11까지 탁도 제거율은 각각 84.6%, 90.6%, 

99.1%, 99%, 74.9%이었고 pH가 3에서 7까지 증가함

에 따라 탁도 제거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pH 

7과 9는 거의 비슷하였으며 pH 11에서 가장 낮은 탁

도 제거율을 나타냈다. 

3.5. 탁도 제거율에 미치는 알루미늄 전극 형태의 영향

탁도 제거율에 대한 전극 형태의 영향을 고찰하기 

위하여 메시형과 평판형으로 전극의 형태가 다를 때

의 탁도 제거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Fig. 8에 나타냈다. 

메시형 알루미늄 양극을 이용한 탁도 제거율은 평판

형 양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원공급을 끊은 

직후 메시형 전극의 탁도 제거율은 68.3%이었으며, 

평판형의 경우 40.2%로 나타났다. 15분의 부상시간

동안 메시형과 평판형 전극의 탁도 제거율은 

7.8~8.9%으로 지속적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평판형 

전극의 탁도 제거 성능이 낮은 이유를 파악하기 위하

여 전극 사이에서 생성하는 기포를 관찰하였다. 평판

형 전극의 경우 전원공급시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발

생한 기포 중에서 일부 큰 기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전극 표면에서 큰 기포가 발생하는 것이 아

니라 발생한 기포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blocking

되고 기포가 합체되어 기포가 커진 것으로 판단되었

다. 이들 큰 기포로 인해 평판형 전극을 사용한 공정의 

제거율이 낮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메시형 전극의 경

우 전류가 고정된 상태에서 인가되는 전압은 12.3 V

로 일정하게 나타났다. 반면 평판형 전극의 경우 고정

된 전류에서 전압이 12.3 V에서 22.9 V까지 변동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 현상은 기포의 blocking 현상이 

발생할 때 발생하였으며, 전극 사이에 blocking된 기

포의 양이 많아지면 기포 때문에 전류의 흐름이 원활

하지 못하여 전압이 상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기

포로 인하여 변동 전압이 인가될 경우 전원공급기나 

전극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에너지의 소비량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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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ffect of electrode type on turbidity removal of Kaolin 
(Current, 0.35 A; Power supply time, 5 min; 

Tap-water; Conductivity, 229-231 μS/cm; pH, 6.73).



메시형 알루미늄 전극을 이용한 전기응집/부상 공정에서 Kaoline의 탁도 제거에 대한 연구 

할 수 있기 때문에 탁도 제거율, 에너지 소비량 및 공

정의 안정성을 고려하면 메시형 전극이 평판형보다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는 전기응집/부상 공정에서 메시형 알루미

늄 전극을 이용하여 전원 공급시간, 전류, 전해질 농

도, 전해질 종류, pH 변화에 따라 최적 운전조건을 고

찰하였고, 평판형 알루미늄 전극과 탁도 제거율을 비

교한 결과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1) 전원 공급시간이 5분인 경우 알루미늄 응집제가 

kaoline과 반응하기에 충분한 양이 생성되고, 발생하

는 기포의 양도 증가하여 전기응집/부상 공정이 적절

히 운전되기 때문에 1차 처리인 전기응집/부상에 의한 

탁도 제거율이 높고, 기포발생량이 많아 2차 처리인 

잔류 기포에 의한 부상 공정에서의 탁도 제거율도 높

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2) 모든 인가 전류(0.15-0.40 A)에서 1차 전기응집/

부상 공정이 끝난 후 2분의 부상시간 이후 대략 

17~26% 정도의 제거율 증가가 나타났다. 초기 인가 

전류가 낮을수록 2차 부상시간동안 제거되는 잔류 탁

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인가 전류가 높은 경

우는 발생하는 응집제 농도와 기포발생량이 많기 때문

에 1차 전기응집/부상 공정에서 탁도가 많이 제거된 

후 2분의 짧은 부상 시간에서도 최종 탁도 처리율이 높

게 나타났다. 최적의 인가 전류는 0.35 A로 나타났다.

3) NaCl 농도가 0.1 g/L에서 0.4 g/L로 증가하면서 

탁도 제거율이 증가하였으나, 0.5 g/L 이상에서 반응

기에 난류 현상이 발생하여 규칙적으로 부상되지 않

고, 큰 기포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상이 방해받아 탁도 

제거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4) 같은 전기전도도를 가지는 수돗물과 증류수에 

NaCl을 첨가한 시험수의 경우 수돗물의  탁도 제거율

이 높게 나타나 같은 전기전도도를 가지는 4종류의 전

해질을 첨가한 kaoline 탁도 제거율에 미치는 전해질 

종류의 영향을 고찰한 결과 탁도 제거율은 수돗물 > 

CaCl2 > MgSO4 > NaCl > Na2SO4의 순서로 나타났

다. 수돗물 경우 다양한 양이온이 포함되어 있고, 알칼

리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응집반응을 잘 이루어져 탁

도 제거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5. 중성 부근의 pH의 경우 탁도 제거율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전극 형태에 대한 탁도 제거율과 에너

지 소비량을 비교하여 mesh 형 Al 양극은 plate 형 Al 

양극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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