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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Electrochemical water treatment process as a useful treatment method for the removal of non-degradable matter has 
been consistently studied for several decades. Key process of electrochemical water treatment are oxidation reaction from an anode 
and reduction from a cathode. In this study, the effect of pre-treatment methods in the insoluble electrode manufacturing process 
for the water treatment has been evaluated for the life time of electrod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pre-treatment 
methods of a base metal such as surface roughness, clean method and interlayer formation influenced to life time of electrode when 
the same condition (catalyst electrode layer coating method and material system) was applied for pre-treatment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by using IrO2/Ti electrode In the test of sand-blasting process, an electrode manufactured by using sanding 
media of different sizes resulted in the most effective electrode life time when the size of alumina was used for 212~180 µm
praticle size (#80). The most effective method was considered using arc plasma in the additional roughness control and cleaning 
process, sputtering method to form Ta type interlayer formation process.
Key Words : Life Time, Catalyst Layer, Roughness, Interlayer, Sand-Blasting

요약 : 불용성 전극은 전기화학 공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소재이며, 이를 이용한 전기화학적 수처리 공정은 난분해성 물

질을 제거하는 유용한 방법으로서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 전기화학적 수처리 공정은 주로 산화

전극에서의 산화반응과 환원전극에서의 환원반응을 이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불용성 전극의 제조공정에서 전처리 방

법이 전극의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실험결과 촉매전극층을 코팅하는 물질계 및 코팅방법을 동일하게 하는 경우

에도 기판의 전처리 방법 즉, 기판표면의 조도, 세정방법, 중간층 형성 여부 및 방법 등에 따라 전극의 수명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험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극의 하나인 IrO2/Ti 전극을 대상으로 하였다. 샌드 블라스팅 공정의 경우 입

도를 달리하는 샌딩 미디어를 이용하여 전극을 제조하고 이에 대한 수명을 평가한 결과 #80알루미나(입도 212~180 µm)를 이

용하는 경우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판에 대한 세정 공정은 arc plasma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우수하였으며, 중
간층을 형성함에 있어서는 스퍼터링법을 이용하여 Ta 계열의 중간층을 형성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제어 : 수명, 촉매층, 조도, 중간층, 샌드블라스팅

1. 서 론

수처리 기술은 주로 물리화학적 공정 및 생물학적 공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물리화학적 공정은 화학약품 사

용, 다량의 슬러지 발생 등 2차오염의 문제와 설비투자비용

이 과다하다는 문제점이 있고, 생물학적 공정은 2차오염의 

문제는 어느 정도 감소하나 난분해성 물질의 제거에는 한

계가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전기

화학적 처리공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 전기화학적 처리공정은 전극을 사용하여 처리 대상수

에 대한 산화, 환원, 분해, 석출 등의 반응을 이용하는 것으

로서 가용성 전극을 사용하는 방법과 불용성 전극을 사용

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용성 전극을 사용하는 경

우에는 가용성 전극에서 용출된 금속이온과 처리대상 물질

이 전기적으로 결합하여 응집되거나, 용출된 금속이온이 금

속수산화물을 형성하고 여기에 처리대상 물질이 흡착되는 

반응을 이용하는 것이다.2) 불용성 전극을 이용한 처리공정

은 전극을 매개체로 한 반응에 의해 처리대상 물질을 제거

하는 방법이다. 불용성 전극을 매개체로 한 반응은 일반적

으로 직접산화반응과 간접산화반응으로 분류한다. 직접산화

반응은 식 (1)과 같이 산화물을 코팅하여 만들어진 산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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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ollutant removal pathways in electrochemical oxidation (indirect and direct).3)

극(MOX)이 전기분해 과정에서 더욱 산화된 상태(MOX+1)가 

되어 산화전극의 표면에서 유기물질(R)이 산화유기물(RO)
로 변환되거나, 식 (2)와 같이 전기분해 과정에서 산화전극

의 표면에 흡착된 수산화 라디칼(･OH)이 유기물을 이산화

탄소로 변환시키는 반응을 말한다. 간접산화반응은 전해액

에 산화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산화제가 산화전

극과 오염물질 사이에서 전자이동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반

응을 이용한 것이다. 예컨대 전해액에 염소가 포함되어 있

는 경우에는 전해과정에서 식 (3)과 같이 차아염소산(HOCl)
이나, 식 (4)와 같이 차아염소산 이온(OCl-)이 생성되고, 이
렇게 생성된 강력한 산화제인 차아염소산이나 차아염소산 

이온이 오염물질을 산화시키는 반응을 말한다. Fig. 1은 간

접산화반응 및 직접산화반응을 설명한 모식도이다.3)

R + MOX+1 → RO + MOX (1)

R + MOX (･OH)n → CO2 + nH+ + ne + MOX (2)

Cl2 + H2O → HOCl + H+ + Cl- (3)

HOCl → H+ + OCl- (4)

전기화학적 수처리 공정은 상온, 상압에서 운전이 가능하

고,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전기화학적 수처리 

공정을 이용하면 폐수에 따라서는 85% 이상의 높은 화학적 

산소 요구량(Chemical Oxygen Demand, COD) 제거율, 99% 
이상의 색도 제거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4)

전기화학적 수처리 공정에 사용되는 불용성 전극(Insoluble 
Electrode)은 주로 밸브금속(Ti, Nb, Ta, Zr, W 등) 기판에 

백금족 금속(Platinum Group Metals, PGMs)을 도포법으로 

코팅하여 제조되고 있다. 전극의 제조에 사용되는 각각의 

코팅 물질은 그 특성 및 수명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조합한 복합금속산화물(MMO, Mixed Metal Oxide) 전극을 

사용하기도 한다. 불용성 전극에 대한 연구는 주로 촉매전

극층의 전기화학적 특성 향상과 수명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5) 

불용성 전극은 수처리 공정이 진행되면서 촉매전극층이 
점차적으로 소모되어 코팅층의 일부에 부분박리가 일어나

기도 하고, erosion 및 chemical attack에 의해 계면에 부동태 

피막(TiO2)이 형성되기도 하여 이 때문에 종국적으로 코팅

층의 박리가 발생하면서 수명을 다하게 된다. 그런 까닭에 

불용성 전극의 수명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촉매전극층 물

질계와 운전조건에 대한 변수를 제외하면 기판과 촉매전극

층의 밀착력을 향상시키고, 전해액이 모재인 티타늄 기판

에 침투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전극의 수명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불용성 전극의 수명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는 촉매전극층을 코팅하기 이전에 탄탈륨 산화물(Ta2O5)을 

중간층으로 코팅하거나, 탄탈륨 또는 탄탈륨과 티타늄의 합

금을 물리적 기상 증착법(Physical Vapor Deposition, PVD)으
로 중간층을 형성하는 방법 등이 제안되어 있다. 본 연구는 

불용성 전극 제조를 위한 전처리 공정의 세부적인 처리 방법

을 달리한 전극을 제조하고, 그에 대한 수명평가를 실시하여 

불용성 전극 제조를 위한 전처리 공정의 세부적인 처리방법

이 전극의 수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불용성 

전극에는 이리듐 전극(IrO2/Ti), 루테늄 전극(RuO2/Ti), 복합금

속산화물(MMO, Mixed Metal Oxide) 전극 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산업현장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비교

적 높은 전류밀도를 인가하여 운전되고 있는 전극이 이리듐 

전극이므로 이리듐 전극(IrO2/Ti)을 실험대상으로 하였다.

2. 실험방법

2.1. 실험재료

실험대상 불용성 전극은 이리듐 전극(IrO2/Ti)으로 하였

으며, ①기판표면에 대한 조도 부여 ②샌드 블라스트 미디

어의 입자 크기, ③샌드 블라스팅 처리 후 산 세정 또는 ④ 

arc plasma를 이용한 기판 세정, ⑤중간층 형성 등의 변수

를 달리한 시편에 대해 가속수명평가장치를 이용하여 전극

의 수명을 측정하였다. 환원전극은 모든 시편에 대하여 티

타늄 메쉬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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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방법

2.2.1. 기판의 조도와 전극의 수명과의 관계에 대한 실험

기판표면 조도와 수명과의 상관관계를 평가하기 위하여 

①샌드 블라스팅 처리를 하지 않은 시편, ② #16알루미나

(동광연마, Brown Aluminum Oxide, 입도 1,400~1,180 µm) 
샌드 블라스팅 처리 시편, ③ #80알루미나(212~180 µm) 샌
드 블라스팅 처리 시편, ④ #150알루미나(106~75 µm) 샌드 

블라스팅 처리 시편 등 4종류의 티타늄 기판을 준비하였

다. 이렇게 준비된 기판을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기판 표면

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아세톤 용액에서 10분간 초음파 처

리한 후 알코올 용액에서 20분간 초음파 처리를 하고, 다
른 세정 처리나 중간층 형성은 하지 아니한 채 이리듐의 

양을 10g/m2 코팅한 이리듐 전극(IrO2/Ti)을 제작하여 이들

에 대한 수명평가를 실시하였다.

2.2.2. 기판의 세정과 전극의 수명과의 관계에 대한 실험

기판 세정여부와 수명과의 상관관계를 평가하기 위하여 

표면조도 실험 결과 가장 수명이 좋은 조도부여 조건을 선

택하여 표면조도에 대한 공정조건을 동일하게 처리한 티타

늄 기판을 준비하였다. 이렇게 준비된 기판에 대하여 ①아

세톤 용액에서 20분간 초음파 처리를 하고, 알코올 용액에

서 10분간 초음파 처리를 한 후 다른 세정처리는 실시하지 

않은 시편, ②아세톤 용액에서 10분간 초음파 처리한 후 

염산(20%, 90℃)에서 20분간 산 세정을 실시한 시편, ③ arc 
plasma를 이용하여 기판을 30분간 세정한 시편 등 3종류의 

시편에 대하여 앞선 실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리듐 전극

(IrO2/Ti)을 제작하여 이들에 대한 수명평가를 실시하였다. 
한편 arc plasma를 이용한 기판의 세정은 초기 진공도를 1.5 
× 10-5 torr까지 배기하고, Ar 가스를 주입하여 진공도가 3.5 
× 10-3에 도달하였을 때 바이어스 전압을 600 V, 인가전류 

100 A 조건에서 실시하였다.

2.2.3. 중간층 형성과 전극의 수명과의 관계에 대한 실험

중간층 형성 여부와 수명과의 상관관계를 평가하기 위하

여 앞선 실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정공정을 처리한 3종류

의 기판을 준비하였다. 이렇게 준비된 3종류의 시편에 대

하여 도포법(습식코팅)으로 Ta2O5를 중간층으로 형성한 후 

앞선 실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된 이리듐 전극(IrO2/Ti) 
3종류와, 스퍼터링법(건식코팅)으로 Ta-Ti (60 : 40 wt%)합금

을 중간층으로 형성한 후 앞선 실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

작된 이리듐 전극(IrO2/Ti) 3종류 등 모두 6종류의 전극에 대

한 수명평가를 실시하였다. 중간층은 도포법이나 스퍼터링

법 모두 2 µm를 코팅하였다. 스퍼터링법으로 Ta-Ti (60 : 40 
wt%)합금을 중간층으로 증착한 공정조건은 초기 진공도를 

1.5 × 10-5 torr까지 배기하고, Ar 가스를 주입하여 진공도가 

3.5 × 10-3에 도달하였을 때 DC 5kW의 전력을 인가하여 증

착하였다.

Table 1. Accelerated life test conditions

Current density 132 A/dm2

Anode IrO2/Ti (3 mm × 4 mm)

Cathode Ti Mesh (3 mm × 4 mm)

Electrolyte 10% H2SO4

Anode-Cathode distance 3 mm

Test end point 5.0 V

2.2.4. 가속수명평가

모든 전극에 대한 수명평가는 정전류 인가 방식으로 Table 
1과 같은 조건으로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불용성 전극의 수명은 사용 환경에 따라 수개월~수년에 

이르기 때문에 실제 사용 환경보다 가혹한 운전조건에서 수

명을 평가하는 가속수명평가(ALT, Accelerated Life Test)법
을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불용성 전극에 대한 가

속수명평가는 황산용액 등의 전해질 용액에 전극을 설치하

고 전류를 인가하여 초기전압보다 운전전압이 5~10 V 상
승하면 전극의 수명이 다한 것으로 평가하는 방안이 제시

되어 있다.6) 본 연구에서는 불용성 전극을 사용하고 있는 현

장에서 초기전압에 비하여 운전전압이 20~40% 상승하였을 

때 전극을 교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운전전압이 5 V에 

도달한 시점에서 전극의 수명이 종료하는 것으로 하였다. 
가속수명평가는 10% H2SO4 용액분위기에서 전류밀도 132 
A/dm2의 전류를 인가하여 실시하였다. 불용성 전극의 수명

을 전압상승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불용성 전극은 전

해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촉매전극층의 박리가 일어나기 시

작하고, 모재인 티타늄의 산화가 진행되면서 전극이 점차 부

동태화됨으로써 전압이 상승하고 전해효율이 크게 감소하

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2.3. 측정 및 분석

가속수명평가는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개의 시

편에 대한 수명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다채널 가속

수명평가장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다채널 가

속수명평가장치는 각 셀의 운전접압이 실시간으로 저장되도

록 제작한 것이다.

Fig. 2. Accelerated life tester used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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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M images of substrates treated various sand blasting.

샌딩 블라스트 미디어의 크기를 달리하여 제작된 시편의 

표면조도는 표면조도측정기(SJ-210, Mitutoyo, Japan)를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시편에 대한 표면분석은 주사전자현미경(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JSM-6510LV, JEOL, Japan)을 이용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기판 표면조도가 전극의 수명에 미치는 영향

티타늄 기판에 촉매전극층을 코팅하여 제조되는 불용성 

전극은 촉매전극층의 물질계, 전해액의 특성, 인가 전류밀

도 등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코팅된 촉매전극층과 

기판의 밀착력이 전극의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판과 

코팅층간의 밀착력은 기판의 조도, 기판 세정, 코팅공정상

의 제반 변수, 응력 등에 의해 좌우된다. 선행연구에 따르

면 기판에 조도가 부여되어 있으면 밀착력이 향상된다고 

알려져 있다.7) 그러나 기판의 표면이 너무 거칠게 되면 오

히려 밀착력이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전극 제조공정에서 기판의 표면에 적정한 조도를 부여하는 

것이 기판과 코팅층간의 밀착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된다. 기판 표면에 조도를 부여하는 것은 기판

과 코팅층간의 밀착력을 향상시킨다는 장점이외에도 코팅

된 촉매전극층의 표면적을 넓게 함으로써 전극의 수처리 성

능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전극은 표

면구조에 따라 실제 표면적이 달라질 수 있으나, 전기화학

적 활성면적은 전극의 표면구조에 따른 실제면적을 반영하

지 못한다고 한다.8) 그러나 기하학적 표면적이 넓으면 전기

화학적 활성면적도 상대적으로 넓을 개연성이 높아지므로 

Table 2. Surface roughness of electrode treated various sand 
blasting

Sand blasting
No sand 
blasting

#16 sand 
blasting

#80 sand 
blasting

#150 sand 
blasting

Surface roughness
(Ra, µm)

0.4 7.0 4.1 1.8

전극의 표면에 조도를 부여하는 것은 기판과 촉매전극층과

의 밀착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전극의 전기분해 

효율이 향상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샌드 블라스트 미디어의 크기에 따른 기판 표면조도의 측

정결과는 Table 2에 정리하였으며, Fig. 3은 샌드 블라스팅 

처리를 달리한 기판의 표면사진이다.
동일한 조건으로 3차례에 걸쳐 수명평가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에 정리하였다. 실험결과 샌드 블라스팅 

처리를 하지 않은 전극보다 샌드 블라스팅 처리를 한 전극

의 수명이 20~32%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

과는 기판의 표면에 조도를 부여하는 것이 기판과 코팅층

간의 밀착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

는 것이다.9) 샌드 블라스트 미디어 크기에 따른 효과는 #80
알루미나, #150알루미나, #16알루미나 순으로 우수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Table 2와 Fig. 3에서 보듯이 샌드 블라스트 

Table 3. Life time of electrode treated various sand blasting 
(hr)

Sand blasting Test 1 Test 2 Test 3 Average

No sand blasting 195 196 188 193

#16 sand blasting 235 221 238 231

#80 sand blasting 259 257 246 254

#150 sand blasting 239 240 241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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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nfluence of sand blasting on electrode life time.

Fig. 5. SEM images of substrates treated by acid cleaning (a) and arc plasma cleaning (b).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더욱 미세한 표면조도가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결과 기판의 표면적이 넓어짐으로써 

기판과 코팅층간의 접촉면적이 넓어져 밀착력을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80알루미나를 사용한 경우가 #150
알루미나를 사용한 경우보다 수명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불용성 전극의 수명향상을 위하여 기판에 조도

를 부여함에 있어 적정 수준의 조도부여가 필요하다는 것

을 확인해주는 결과이다. Fig. 4는 다채널 가속수명평가장치

를 이용하여 샌드 블라스팅 여부 및 샌드 블라스트 미디어 

입도에 따른 전극의 전압상승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3.2. 기판 세정 공정이 전극의 수명에 미치는 영향

기판 세정이 전극의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

여 세정방법을 달리한 3종류의 기판을 사용하여 중간층은 

형성하지 아니한 채 앞선 실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리듐 

Table 4. Life time of electrode treated various cleaning methode 
(unit : hr)

Cleaning methode Test 1 Test 2 Test 3 Average

No cleaning 242 251 255 249

Acid etching 324 321 327 324

Arc plasma 339 345 342 342

전극(IrO2/Ti)을 제작하여 이들에 대한 수명평가를 실시하였

다. 동일한 조건으로 3차례에 걸쳐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에 정리하였다.
실험결과 산 세정이나 arc plasma를 이용하여 기판 세정 

과정을 거친 전극의 수명이 30% 이상 우수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특히 arc plasma를 이용하여 기판 세정 과정을 거

친 전극은 단순히 초음파 처리만 실시한 전극에 비하여 37%
의 수명향상을 보였는데, 이는 arc plasma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Arc plasma는 arc의 특성상 다른 공정에 

비해 높은 이온화율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10,11) 여기에다 기판에 음의 전압(바이어스 전압)을 

가하면 전기장에 의해 이온이 가속되어 더욱 강한 에너지

를 가지고 기판에 충돌하게 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세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5는 산 세정을 한 기판

과 arc plasma를 이용하여 세정한 기판의 표면사진이다. 여
기에서 보듯이 arc plasma를 이용하여 기판을 세정한 경우

에는 샌드 블라스팅 처리에 의해 형성된 조도를 따라 추가

적으로 미세 조도가 부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rc 
plasma를 이용한 기판 세정의 부수적인 효과로서 발생한 

미세조도가 기판과 코팅층간의 접촉면적을 향상시켜 기판

과 코팅층간의 밀착력을 더욱 향상시킨 효과가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샌드 블라스팅 과정에서 알루미나 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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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Influence of cleaning methode on electrode life time.

가 기판에 박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밀착력 확보에 악영

향을 끼치게 된다. Arc plasma를 이용한 세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arc plasma의 영향으로 인하여 기판이 에칭되는 

효과가 산 세정에 의한 에칭효과 보다 높아서 산 세정을 하

는 경우보다 기판에 박힌 알루미나 입자를 제거하는 데 도

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플라즈마 화

학적 기상 증착(PECVD, 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Ion-gun Plating 및 Arc Plating을 이용하여 다

이아몬드상 탄소박막(DLC, Diamond like Carbon)을 증착

하였을 때 아크증착의 경우가 가장 밀착력이 우수하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12) Fig. 6은 다채널 가속수명평

가장치를 이용하여 기판의 세정조건에 따른 전극의 전압상

승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3.3. 중간층 형성이 전극의 수명에 미치는 영향

도금이나 진공증착 등의 방법으로 박막을 성막함에 있어

서는 모재와 코팅층간의 밀착력 및 수명을 향상시키기 위

한 방안으로 대부분의 경우 중간층(Interlayer)을 형성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13~15)

불용성 전극은 최종적으로 촉매전극층을 코팅하여 제조

되는 것으로서 이에 있어서도 다양한 물질계와 방법을 이

용하여 중간층을 형성하여 전극의 수명을 향상시키려는 시

도가 있어왔다. 불용성 전극 제조업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염화탄탈륨(TaCl5)을 용매에 용해한 

용액을 기판에 도포하여 열처리한 후 기판의 표면에 Ta2O5

를 형성하는 방법이다. 최근에는 아크 증착법을 이용하여 

Ta-Ti 합금을 증착한 후 열처리를 통해 탄탈륨 산화물을 비

정질화 하는 방법,16) 이리듐 산화물과 탄탈륨 산화물의 혼합

비율을 달리하여 보호층과 촉매전극층을 코팅하는 방법17) 
등이 제안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간층 형성여부와 수명과의 상관관계를 

Table 5. Life time of electrode treated various cleaning methode 

and interlayer coating methode (hr)

Cleaning and interlayer methode Test 1 Test 2 Test 3 Average

No cleaning + Ta2O5 321 316 311 316

Acid etching + Ta2O5 374 371 384 376

Arc plasma + Ta2O5 410 430 427 422

No cleaning + Ta:Ti (PVD) 314 323 310 315

Acid etching + Ta:Ti (PVD) 380 387 392 386

Arc plasma + Ta:Ti (PVD) 497 507 508 504

평가하기 위하여 6종류의 이리듐 전극(IrO2/Ti)을 제작하고 

이에 대한 수명평가를 실시하였다. 동일한 조건으로 3차례

에 걸쳐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에 정리하

였다.
실험결과 도포법으로 중간층을 형성한 전극은 중간층을 

형성하지 아니한 전극에 비하여 16%~27%의 수명이 향상

되었고, 스퍼터링법으로 중간층으로 형성한 전극은 19%~ 
47%의 수명이 향상되었다. Arc plasma 세정을 실시하고 도

포법으로 중간층을 형성한 전극은 산 세정 후 도포법으로 

중간층을 형성한 전극에 비하여 12%의 수명이 향상되었고, 
arc plasma 세정을 실시하고 스퍼터링법으로 중간층을 형성

한 전극은 산 세정 후 스퍼터링법으로 중간층을 형성한 전

극에 비하여 30%의 수명이 향상되어 같은 세정 조건에서는 

스퍼터링법으로 중간층을 형성한 전극의 수명이 더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해공정에서의 전극의 수명은 기판과 

촉매전극층간의 밀착력뿐만 아니라 전해액이 기판에 침투

하는 것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중간층의 형성은 기판

과 촉매전극층의 밀착력을 향상시키는 역할뿐만 아니라 전

해액이 기판에 침투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도 한다. 따라

서 중간층의 형성은 불용성 전극의 수명향상에 중요한 요

인으로 작용한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수명이 우수한 전극은 arc plas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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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Influence of cleaning and interlayer coating methode on electrode life time (Ta2O5 Interlayer (a), PVD Interlayer (b)).

세정-스퍼터링법 중간층 형성의 조합이었다. 이와 같은 결

과는 크게 네 가지 이유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는 arc plasma를 이용한 세정방법의 효과로 인해 밀착력이 

향상되는 것에 기인한다. 둘째는 arc plasma 세정- 스퍼터링

법 중간층 형성이 진공을 계속 유지한 상태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기판의 추가적인 오염가능성이 없다는 점

이다. 셋째는 스퍼터링법에 의해 중간층을 형성하는 경우에

는 도포법에 비하여 증착 플라즈마가 보다 더 높은 에너지

를 가진 상태에서 기판에 증착되기 때문에 보다 더 우수한 

밀착력이 확보된다는 점이다. 넷째는 스퍼터링법에 의해 형

성된 중간층은 모재와 같은 물질인 티타늄이 40 wt% 함유

되어 있기 때문에 밀착력 확보에 보다 더 유리할 것으로 판

단된다. Fig. 7은 다채널 가속수명평가장치를 이용하여 중

간층 형성 및 그 방법에 따른 전극의 전압상승 곡선을 나타

낸 것이다.
본 연구는 이리듐 전극(IrO2/Ti)을 대상으로 전해액을 H2SO4

로 한정하여 실험한 것으로서 루테늄 전극(RuO2/Ti)이나 복

합금속산화물전극 등 다른 물질계의 불용성 전극에 대하여

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불용성 

전극의 사용 환경 즉, 해수전해, 도금, 폐수처리, 정수처리 

등 다양한 전해액 분위기에 있어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불용성 전극의 제조공정에 있어 전처리 방법이 전극의 수

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처리 

방법을 달리한 전극을 제작하고, 이들에 대한 수명평가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불용성 전극을 제조함에 있어 #80알루미나를 이용하여 

기판표면에 조도를 부여하고, arc plasma를 이용하여 기판을 

세정한 후 스퍼터링법으로 중간층을 형성하는 방법이 불용

성 전극의 수명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샌드 블라스팅 방법을 이용하여 기판에 조도를 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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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극의 수명이 샌드 블라스팅 처리를 하지 아니한 전극에 

비해 19%~31% 수명이 향상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3) 샌드 블라스팅 처리를 함에 있어 샌드 블라스트 미디

어는 #80알루미나(입도 212~180 µm)를 사용할 때 수명이 

가장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기판을 샌드 블라스팅 처리한 후 기판을 세정함에 있

어 아세톤과 알코올을 이용한 초음파 세정에 비하여 산 세

정을 실시하는 경우에 30%의 수명이 향상되며, arc plasma
를 이용한 세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37%의 수명이 향상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5) Arc plasma를 이용하여 세정을 실시하면 기판 청정효

과와 더불어 기판에 미세조도가 추가적으로 형성됨으로써 

전극의 수명이 더욱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arc 
plasma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6) 중간층을 형성한 전극이 중간층을 형성하지 아니한 전

극에 비하여 수명이 16%~47%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중간층을 형성함에 있어 같은 세정조건에서는 도포법

으로 중간층을 형성하는 것보다 스퍼터링법으로 중간층을 

형성하는 것이 12~30% 수명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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