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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특히, 개발도상국 국가들에서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하지 않은 먹는 물 문제로 고통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사망하는 

인구가 매년 150만 명을 넘는다.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등과 같은 

수인성 질병이 주로 문제가 되며, 이 경우 먹는 물 소독이 철저하지 

않은데 기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마을단위 또는 가정 단위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기화학적 염소 

발생 원리를 기반으로 개발된 휴대용 염소발생장치를 이용하여 

장치에서의 염소생성, 에너지 요구 및 염소계 소독부산물 생성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염소 발생 반응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염소계 

소독부산물(Chlorite(ClO2
-
), Chlorate(ClO3

-
), Perchlorate(ClO4

-
))에 대해 

조사하였고, 안정적인 관리 운영은 물론 휴대용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에 적용하고자 염소 생산에 요구되는 전기에너지와 전류 효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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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금, NaCl)농도, pH, 전압에 따라 살펴보았다. 주요 결과로, 500 L 

물탱크의 물을 소독하는데 필요로 하는 염소량(300 mg 가정)은 10 g 

정도의 소금으로 8분 작동 시 생성되며, 이때 염소 1 g을 생성하는 데 

5.5 Wh의 전기에너지가 소모되었고, 염 농도가 증가할수록 전류 효율이 

높아져 20 g/L 이상의 조건에서 85% 의 효율을 보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염소계 소독부산물의 경우 chlorite는 측정되지 않았고, chlorate는 먹는 물 

기준 40분의 1, perchlorate는 5분의 1 수준이었다 (먹는 물에서의 염소계 

소독부산물 chlorite와 chlorate 농도는 700 μg/L, perchlorate는 15 μg/L 

이하로 제한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휴대용 염소발생장치는 

마을 또는 가정단위의 작은 물탱크 소독에 필요로 하는 염소생산량 

생산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이때 소모되는 에너지는 180 W 출력 

태양패널(약 1.0 m
2
)을 2분 충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양으로, 본 

장치를 통해 에너지 효율적으로 물을 소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경우 생성되는 염소계 소독부산물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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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수인성 질병으로 인해 매년 80만 명이 사망하며, 사망인구의 88%가 

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의 개발도상국에 집중되어 있다[1]. 먹는 물의 

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소독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염소 소독제가 광범위하게 사용된다[2]. 그러나 액화 염소 또는 칼슘계 

염소정(Ca(OCl)2) 등은 보관과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어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액화염소는 위험하고 염소정의 경우는 보관과 정량 주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구매가 요구되어 경제적 부담이 된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먹는 물의 미생물학적 안전성이 취약한 마을이나 

가정이 많아 이를 해결하고자 소금물에 전기를 가하여 염소를 생성하는 

전기화학적 염소발생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On-site Electro-

chlorination System을 통해 소규모 마을이나 가정단위에서 직접 

차아염소산(HOCl)을 생산할 수 있어 기존 염소 소독제보다 안전,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다[3-5]. 이 시스템을 이용한 On-site Hypochlorite 

Generator에는 염소 생성에 적합한 DSA(Dimensionally stable anode)와 

반대전극이 장착되어 있어 염화 이온이 녹아있는 물에 전류를 흘려주면 

아래의 식 (1-2)을 통해 염소가 생성된다[6, 7]. 

2Cl
-
 ⟶ Cl2 + 2e

-
           E

0
 = 1.36 V  (1) 

Cl2 + H2O ⟶ HOCl + Cl
-
 + H

+
    Kh = 2   10

-4 
s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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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기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이러한 장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태양패널, 자가발전 등과 융합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8-10]. 

그러나 이때 생성된 염소는 자연유기물과 반응하여 

Trihalomethanes(THMs), Haloacetic acids(HAAs) 등의 부산물을 

발생하거나[11], 전기분해의 중간 물질로 Chlorite, Chlorate, Perchlorate 

등이 생성될 수 있다[12]. 특히 chlorate는 체내 백혈구를 산화시키는 

신경계 독성물질로, 먹는 물에서 농도가 700 μg/L 이하로 제한되며[13], 

chlorite, perchlorate는 갑상선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어 각각의 농도는 700 μg/L, 15 μg/L 이하로 제한된다[14].  

본 연구에서는 개발도상국에서의 먹는 물 소독을 위해 전기화학적 

염소발생공정을 활용하여 ㈜시온텍과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가 공동 

개발한 휴대용 염소발생장치를 사용하였다. 현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금을 물에 녹여 장치를 작동시키면 고농도 염소 소독제가 생성되며, 

별다른 설치 없이 마을 또는 가정 단위에서 사용하고 있는 500 L 

물탱크에 이를 주입함으로써 간편하게 물을 소독할 수 있다. 휴대용 

염소발생장치가 개발도상국에서 소독장치로 쓰이기에 적합한지 

알아보고자 넣어주는 소금 농도와 작동 시간, pH 등 다양한 조건에서의 

염소 발생 특성과 이러한 조건에서 전기에너지 요구 특성을 조사하였다. 

이는 장치의 에너지 효율성을 평가하고, 태양광에너지 적용,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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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장착 등 휴대용 염소발생장치를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염소 발생 반응에서 

생성될 수 있는 염소계 소독부산물(Chlorite(ClO2
-
), Chlorate(ClO3

-
), 

Perchlorate(ClO4
-
))의 생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본 장치를 통해 안전한 

수준에서 먹는 물을 소독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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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문헌 연구 

2.1 개발도상국 먹는 물 처리 

수인성 질병 유발 미생물을 처리하는 수처리 기술로는 화학 소독

제, 막 여과, 자외선 소독 등이 있다. 위와 같은 다양한 소독제는 처리하

고자 하는 물에 따라 소독 효율이 다르고 인체에 유해한 부산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소독제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Table 

1은 염소, 태양광 소독(SODIS), UV, 완속 모래 여과 시스템(Slow Sand 

Filtration) 등의 소독 기술에 대한 효과, 비용 등을 비교한 것으로, 처리 

환경에 따라 다양한 소독제를 적용할 수 있다[15]. 

 

2.1.1 염소를 이용한 소독 

 일반적인 개발도상국 가정, 마을 등에서는 우물에서 끌어올린 물

을 탱크에 저장하여 사용하며, 대량의 물을 미생물학적으로 안전하게 사

용하기 위해서는 0.2~0.6 mg/L의 잔류염소 농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액체 염소(NaOCl), 고체 염소정(Ca(OCl)2) 등이 사용되고 있으

며, 액체 염소의 경우 3개월 이상 보관할 수 없고, 두 경우 모두 지속적

인 구매와 배송이 요구된다는 단점이 있다. 

 Karen Levy는 염소 소독의 효과를 실험실에서 확인한 것과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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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재현하는 것을 비교하였다[16]. 탁도가 낮은 경우(<10 NTU) 38%의 

가정이 수질 기준에 적합했다면, 10 NTU이상의 높은 탁도에서 17%의 가

정만 수질 기준을 충족했다. 탁도 등의 처리수 특성, 염소 특성, 그리고 

집안 환경 등에 따라 소독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먹는 

물 개선을 위해 이러한 현지 환경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

한 염소 소독능에 관한 연구는 E. Coli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미생물이 자라는 현지 환경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2.1.2 태양광을 이용한 소독 

태양광 소독(SODIS)은 간단하면서도 적은 비용으로 물을 소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교적 적은 비용이 든다고 알려진 여과, 염소소독 등

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17]. 비용이 적게 드는 대신 

소독하는 데 많은 시간(>5 h)이 소요되어 마을, 학교 등 집단에서 사용하

기에 부적합하며, 부유물이 있는 경우 소독 효과가 현저히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다. 

SODIS 기술은 1980년대 초 Aftim Acra에 의해 처음 보고되었는

데[18], E. coli가 존재하는 물을 polyethylene 용기에 담아 태양광을 조사했

을 때 1 시간 후 E. coli가 사멸하였고, 이는 물의 온도상승 영향이 아닌 

태양광의 UV (300 – 400 nm)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또 E. coli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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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IS를 이용한 여러 종의 수인성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 불활성화가 

보고 되었다[19]. Table 2는 SODIS에 대한 A. Polyphaga(Trophozoites, Cysts), 

E. coli DH5α, P. aeruginosa, B. subtilis (spores), C. albicans, F. solani (conidia)의  

불활성화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와 같은 미생물 불활성화에 SODIS 

기술을 이용할 경우 원생동물 (protozoa) ((the trophozoite stage of 

Acanthamoeba polyphaga), 균류 (Candida albicans, Fusarium solani), 세균

(bacteria) (Pseudomonas aeruginosa, Escherichia coli)에 대해서 4 log 이상의 

불활성화가 이루어지며, 낭포 (Cysts) 에 대해서는 불활성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1.3 여과를 이용한 먹는 물 처리 

완속 모래 여과 시스템(Slow Sand Filtration)은 가장 오래된 수처

리 방법으로, 물리적으로 수중의 부유물을 제거할 뿐 아니라 생물학적 

세균 제거에도 효과적이다[15]. 10-20일 동안 모래 위 수 밀리미터 높이로 

bacteria, fungi, protozoa 등이 포함된 생물막이 형성되며, 필터 스킨(Filter 

Skin)이라 불리는 이 생물막을 통과함으로써 물속 유기물, 질소화합물 등

이 산화된다. 환경오염물질을 첨가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며, 처리법이 간

단한 반면, 급속 여과에 비해 넓은 면적이 요구되어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최근 가정용 소형 모래 여과기가 개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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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효과가 입증되었고, 비용 면에서도 우수하여 개발도상국에서 널리 사

용되고 있다[20]. 

      그 외 물리적인 막을 거침으로써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막여

과기술은 막의 공극 크기에 따라 물속의 콜로이드, 유기물, 미생물, 이

온 등을 여과해서 분리 제거할 수 있다. 역삼투막(Reverse Osmosis 

membrane, RO)을 이용하면 물속의 이온까지 제거할 수 있으며, 심각하게 

오염된 물도 초순수 수준의 물로 정수할 수 있다. 이러한 막기술을 이용

하여 에너지 공급이 제한된 지역에서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정수처리를 

하는 연구가 보고되었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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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the different disinfectants and their applicability[22] 

 Cl2 SODIS UV 
Slow Sand 

Filtration 
O3 ClO2 Minifiltration 

Efficacy 

·  Bacteria 

·  Viruses 

·  Protozoa 

·  Helminths 

 

H 

H 

L 

L 

 

H 

H 

L 

L 

 

H 

H 

L 

L 

 

H 

I 

H 

H 

 

H 

H 

I 

H 

 

H 

H 

I 

I 

 

H 

H 

H 

H 

Raw water influence on 

·  pH 

·  Turbidity 

·  Organic matter 

 

H 

I 

L 

 

L 

H 

I 

 

L 

H 

L 

 

L 

L 

L 

 

L 

H 

L 

 

L 

I 

L 

 

H 

H 

I 

Generated DBP YES NO NO NO L L NO 

Maintains protective 

residual 
YES NO NO NO NO NO NO 

Possible changes in 

water waste and odor 
YES NO NO NO NO NO NO 

Range of use flows L-I-H L L-I-H L-I L-I-H I-H I-H 

Equipment cost L L L-I I I-H I-H H 

Operating cost L L L-I L H H H 

Operator cost L-I L L-I L H H H 

Need for chemicals YES NO NO NO NO YES NO 

Need for electric power L NO I NO H H H 

 

H=High I=Intermediate 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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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activation for a variety of protozoan, fungal and bacterial pathogens in 

SODIS reactor[19] 

Pathogen Starting  

population 

Reduction 

 (log) 

Time  

(h) 

A. Polyphaga  

  (Trophozoites) 2.0×10
4
 -4.2±0.2 6.0 

  (Cysts) 4.0×10
4
 0.0±0.1 8.0 

E. coli DH5α 3.0×10
5
 -5.5±0.3 2.5 

P. aeruginosa 9.6×10
4
 -5.0±0.2 2.0 

B. subtilis (spores) 9.2×10
6
 -1.7±0.4 8.0 

C. albicans 2.5×10
5
 -5.4±0.2 6.0 

F. solani (conidia) 3.4×10
5
 -5.5±0.2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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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기화학적 염소 발생 

2.2.1 전기화학적 염소 발생 이론 

염소는 식 (1)과 같은 전기화학적 반응에 의해 생성된다. 1972년 

Erenburg et al.이 처음으로 전극 표면에 흡착(Clad)한 염소이온이 전자 

전달 반응을 통해 염소분자가 되는 메커니즘(식 (3))을 제시하였으며[23], 

1978년 Augustynski et al.에 의해 전극 표면의 RuO3이 발견되면서 전극 

표면이 산화되는 반응(식 (4)) 및 표면의 산소원자와 염소이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식 (5))에 대해 연구되었다[24]. 

 2Cl
-
 → Cl2(surf) + 2e

-    
(3-a) 

Cl2(surf) → Cl2(bulk)    (3-b) 

RuO2 + H2O → RuO3 + 2H
+
 + 2e

-
   (4) 

RuO3 + Cl
-
 → RuO2(ClOad)

-   
(5-a) 

(ClOad)
-
 + Cl

-
ad(or Cl

-
) + 2H

+
 → Cl2 + H2O  (5-b) 

 

1970 년대 IrO2, RuO2 등 전도성이 높은 전이금속 산화물을 

티타늄 기판에 올린 DSA(Dimensionally Stable Anodes)전극이 개발되었고, 

열적, 화학적으로 안정하여 수명이 길고, 산소 및 염소 발생에 대한 

과전압이 작아 대부분의 클로로알칼리 공정에서 양극으로 사용하고 

있다[25]. DSA 전극은 바닷물이나 고농도의 NaCl 용액에서 80%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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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전하효율을 보이며, 금속촉매의 특성, pH, 전해질 농도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염소발생 특성이 달라진다. 

 

2.2.2 염소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염소발생 메커니즘은 전체 반응의 속도 결정 단계, pH, 전극 

표면의 상태, 염소 발생의 중간물질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이러한 

인자들을 중심으로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왔다[26]. 

이렇게 다양한 요인은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염소 발생 효율에 

영향을 준다.  

 

2.2.2.1 반응물(염) 농도 

NaCl 농도는 용액의 전도도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염소발생반응

의 반응물 농도이기 때문에 염소발생반응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Choi 

et al.은 NaCl 농도가 1,000 mg/L에서 350,000 mg/L로 증가함에 따라 염소

발생에 대한 전류효율이 32%에서 ~90%로 증가함을 확인하였고[27], 높

은 염소발생효율을 요구하는 대부분의 클로로알칼리 공정에서 고농도의 

30 wt.% NaCl을 사용하고 있다[12] 

전기화학적 폐수처리공정에서 폐수에 녹아있는 저농도 NaCl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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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효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 Cho et al.은 BiOx/TiO2 전극을 개

발하여 생활하수처리에 적용해왔으며[9, 28], 그때 COD제거에 염화이온

의 농도가 주는 영향에 대해 보고했다. Figure 1은 염화이온 농도에 따른 

COD 농도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로, 염화이온이 없는 경우 COD가 제거

되지 않았고, 30 mM 이상 농도에서 6시간 후 COD가 완전히 제거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50 mM 일 때 30 mM인 경우보다 COD 제거 효과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극 근처의 pH 감소로 염소가 기체 형태로 존재하

여 염소 손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2.2.2.2 전류밀도와 전압 

전기화학적 염소발생공정의 다양한 조건에서 최고 효율을 얻음과 

동시에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해지는 전류밀도와 전압을 최

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저농도 NaCl (1,000 mg/L)을 사용하는 경우 물

질전달속도의 영향으로 전류밀도가 증가할수록(33 mA/cm
2 →167 mA/cm

2
) 

염소발생효율이 감소하며(40%→32%), 이때 전압 증가로 에너지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다[27]. 1972년 Kuhn과 Mortimer는 회전원판전극(Rotating 

Disc Electrode)을 사용했을 때 0.13 M의 낮은 NaCl 용액에서도 전류밀도

가 증가함에 따라 전류효율이 증가함을 확인했고, 전극 표면에서 염화이

온의 확산 속도가 속도결정단계가 되는 지점에서부터 전류효율이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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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29]. 

 

 

 

Figure 1  Time profiles of COD concentration under variable applied anodic 

potential (L: 2.2 V, H: 3.0 V NHE) and added Cl
−
 concentration (0, 10, 30, 50 mM) 

in electrolysis experiments using domestic wastewater samples[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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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 pH 

pH는 전극 활성물질의 산화 및 경쟁반응인 산소발생에 관여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염소발생반응에 영향을 주게 된다. 염소발생과정에서 

먼저 전극이 산화되는데, 이때 관여하는 산소종은 물분해를 통해 

발생한다. 1981년 Krishtalik이 물분해 시 수소이온의 발생으로 인한 

pH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염소발생 메커니즘을 제시하였지만[30], 최근 

연구를 통해 pH 영향이 전극의 표면 구조에 따라 달라짐을 알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다결정의 경우 pH와 염소 발생은 선형적 관계를 

보였고[31, 32], 단결정인 경우 RuO2(110) 표면에서는 염소 발생과 pH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33]. 

2003년 Cornell은 pH에 따라 달라지는 양극 전압을 통해 pH 

2~8와는 달리 pH 8이상의 NaCl 용액에서 산소발생이 활발히 일어남을 

확인하였다[34]. Figure 2는 pH에 따른 양극 전압을 나타낸 것으로, pH~10 

근처에서 0.8 V 이하의 전압이 걸림을 확인하였다. 이는 산소발생이 

활발히 일어나기 때문이며, 동시에 pH~10에서 염소발생반응이 줄어듦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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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node potential at 30 A/m
2
 at varing bulk pH; new anode rotating at 

3000 rpm. Chlorate electrolyte (550 g/L NaClO3, 110 g/L NaCl, 3 g/L Na2Cr2O7) 

and 200 g/L NaCl with and without 3 g/L Na2Cr2O7, 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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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염소계 소독부산물 

2.3.1 유기계 소독부산물 

염소는 물에 녹아있는 다양한 유, 무기 물질과 만나 250가지 

이상의 부산물을 형성한다. 1989년 Singer와 Chang은 TOC(or DOC)와 

THM, TOX 사이에 선형적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35]. 이렇게 물에 

녹아있는 유기물 혹은 Br
-와 같은 무기물은 부산물의 전구체가 되기 

때문에 소독 전 침전, 여과 등의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1993년 Watson은 소독제 주입 양, 반응 시간과 소독부산물 

형성의 관계를 밝혔고, 이를 통해 처리장에서 나온 물보다 배수 말단의 

소독부산물 농도가 높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었다[36].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 HAAs와 같은 염소계 소독부산물의 경우 배수 말단에서 

분해될 수 있음이 제안되었다[37, 38]. 1995년 Singer et al.은 각 부산물에 

따라 부산물 형성에 줄 수 있는 pH영향이 달라짐을 알아냈다[39]. 예를 

들어, pH가 증가함에 따라 THMs의 형성은 증가하는 반면, HAA5의 경우 

감소했다. 

위와 같이 부산물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부산물 형성을 예측하는 모델링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1983년 

Minear et al.은 Br- 농도, chlorine dose, pH, 온도, nonvolatile TOC를 이용하여 

TTHM을 예측하는 모델(식 (6))을 세웠으며[40], 같은 해 Urano et al.은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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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C, chlorine dose, 반응 시간을 넣어 TTHM을 예측하는 모델(식 (7))을 

제안했다[41]. 

TTHM(umol/L) = -3.91 + (Br
-
)

0.15
 + 0.23(log(Cl2))+0.24+10

(0.009T)
+0.26(NVTOC) (6) 

TTHM(umol/L) = 0.00082(pH-2.8)(TOC)(D)
0.25

(t)
0.36   

  (7) 

 

2.3.2 무기계 소독부산물 

클로로알칼리 공정의 양극에서는 염화이온이 염소로 산화되는 

반응과 동시에, chlorate도 발생된다. Chlorate 생성은 

차아염소산( HOCl/OCl
-
)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주된 반응으로 하며, 

염화이온이 직접 양극에서 산화되는 반응 및 OH 라디칼에 의해 

생성되기도 한다[42]. 

Chlorate는 주로 식 (8)을 통해 생성되며, [HOCl]:[OCl
-
]의 비율이 

2일 때 반응의 속도가 가장 빠르다.  

2HOCl + OCl
-
 → ClO3

-
 + 2H

+
 + 2Cl

-   
(8) 

pH = pKa - log2 (HOCl ↔ OCl
-
 + H

+
   pKa=7.4)   

즉, pH 7 에서 차아염소산이 빠르게 반응하여 chlorate 를 형성한다. 또한 

chlorate 산화(식 (9))로 인해 perchlorate 가 약 0.05%의 효율로 

생성되는데[43], 적은 양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높은 농도로 축적될 

수 있다. 

ClO3
-
 + H2O → ClO4

-
 + 2H

+
 + 2e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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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orate는 신경계 독성물질로서 체내의 적혈구를 파괴하여 용혈성 

빈혈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관 및 국가에 따라 700 ug/L[44], 800 

ug/L[45], 그리고 1,000 ug/L[46] 이하로, perchlorate는 2 ug/L[47], 6 

ug/L[48]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Snyder et al.과 Stanford et al.은 Onsite-generated hypochlorite 

system에서 발생되는 chlorate를 조사하였고, Table 2와 같이 염소주입량이 

10 mg/L인 경우 대부분의 시스템에서 chlorate 제한 수치(210 ug/L)를 

초과함을 확인하였다[31, 33] 

Onsite-generated hypochlorite system 마다 chlorate 발생 농도가 다른 

것은 장치마다 전극, 전도도, pH, 염화이온 농도, 장치의 사용 햇수 등에 

따라 chlorate 생성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2015 년 Yoon et al.은 

양극(Pt/Ti, RuO2/Ti, IrO2/Ti )에 따른 chlorate, perchlorate 의 발생에 대해 

연구했으며, 그 중 Pt/Ti 전극에서 chlorate 와 perchlorate 가 많이 생성되어 

나머지 RuO2/Ti, IrO2/Ti 전극이 먹는 물 처리에 더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22]. 2010 년 Jung et al.은 Pt/Ti 전극을 사용했을 때 산성 용액(pH 

3.6, 5.5)에서 염기성인 경우(pH 8.0, 9.0)보다 chlorate, perchlorate 가 적게 

생성됨을 확인하였다[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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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lationship between OSG hypochlorite systems and existing chlorate 

regulatory standards [32] 

Regulation (Source) 

MCL or  

Guideline Value  

(μg/L) 

Number of OSG Systems 

Exceeding MCL  

at 5 mg/L FAC Dose 

Number of OSG Systems 

Exceeding MCL  

at 10 mg/L FAC Dose 

Canadian 2008 

guidelines [46] 
1,000 1 of 12 3 of 12 

California 

notification level 

[45] 

800 1 of 12 3 of 12 

WHO guideline [44] 700 1 of 12 5 of 12 

USEPA HRL 

(USEPA, 2011b) 
210 6 of 12 10 of 12 

 

FAC-Free Available Chlorine, HRL-Health Reference Level, MCL-Maximum Contaminant 

Level, OSG-OnSite Gen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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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규모 염소발생장치 

개발도상국에서 혹은 비상시에 염소를 생성하여 물을 소독하도록 

다양한 방식의 염소발생장치가 개발되었다. 보급화된 염소발생장치의 

방식은 크게 염수에 원통형으로 제작된 전극을 담가 작동시키는 dip-type, 

염수가 주입되어 자동적으로 차아염소산을 생산하는 auto-type으로 나눌 

수 있다.  

 

2.4.1 Dip type 

Dip type의 장치들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아 설치가 간편하고, 

이동가능하며 전문화된 장치가 요구되지 않아 소규모 공동체 및 

개발도상국의 마을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다. 2001년 Zyl et al.은 

Dumay(Haiti) 공동체의 염소요구량에 맞는 Exceltec사의 SANILEC-6 

차아염소산 발생기를 연구하였고, 비용, 수명, 에너지효율, 사용의 용이함 

등의 기준에서 또 다른 dip type의 차아염소산 발생기(AC100, Equipment & 

Systems Engineering)와 비교, 평가하였다[50]. 이러한 dip type의 장치들은 

한 쌍의 전극으로 이루어진 셀, 변압기, 정류기, 컨트롤패널 등으로 

구성되며, Aquachlor사의 AC-5 Solar(5.5 g chlorine/hr), AC-25 Solar(25 g 

chlorine/hr)의 경우 태양광으로 작동되어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개발도상국, 응급상황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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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specifications of the SANILEC 6, AC100, and Envir-O-Cell 2.75 

 SANILEC 6[50] AC100[50] Envir-O-Cell 2.75[51] 

amount of available 

chlorine/day 
2.71 kg 2.4 kg 2.75 kg 

equivalent chlorine 

concentration 
0.8 % 0.6 % 0.8% 

salt consumption per 

24h cycle 
13.6 kg 12 kg 10.2 kg 

electricity consumption 

per kg chlorine 
5.5 kW 8.3 kW 5.5 kW 

generator weight 4.1 kg 7.7 kg 4.5 

generator dimensions 
17.8 cm diameter 

102.6 cm length 
112 cm length 97 cm length 

Cost $2000 $2450 $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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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Auto-dosing type 

Auto-dosing type은 dip type에 염수를 자동으로 주입하는 시스템을 

추가한 것으로 일정한 농도의 차아염소산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Key et al.은 양극과 음극 사이에  막이 존재하는 차아염소산 자동 

주입 시스템을 개발하였다[51]. 전극 사이의 막이 차아염소산 환원을 

막기 때문에 염소발생량이 두 배 많을 뿐만 아니라, 약 1/2의 에너지가 

소비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저장탱크 및 공급하는 물의 높이를 

높임으로써 에너지를 쓰지 않고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먹는 물 처리공정 외에도 온수를 재순환시킬 때 Legionella와 

같이 높은 온도에서도 잘 자라는 병원균을 처리하기 위해 소독공정이 

요구된다. 그 예로 독일의 AquaRotter GmbH와 G.E.R.U.S mbH 사에서 

제작한 ‘AQUADES-EL’은 물 재순환 시스템에 설치하여 소독제를 

주입하는 장치로, 전류를 측정하여 염소 농도를 감지할 수 있게 

제작되었다[52]. 그 외에도 냉각탑, 에어컨 등에서 사용되는 냉각수를 

재순환하기 위해 ‘Hypocell® B4’ (G.E.R.U.S. mbH, Germany)가 소독장치로 

사용되며, 4개의 파이프 반응기에는 IrO2과 RuO2이 혼합된 전극이 

장착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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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 방법 

3.1 휴대용 염소발생장치 

3.1.1 장치의 구성 

Figure 3은 주식회사 시온텍과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가 공동으로 

개발한 휴대용 염소발생장치이다. 본 장치는 1 L 부피의 원통형 반응 

용기, 하단부에 장착된 양극과 음극(Φ=8.5 cm),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전원 버튼으로 구성된다. 양극과 음극은 각각 DSA(Dimensionally Stable 

Anode)전극과 Pt전극으로, 메쉬 형태 티타늄판에 활성물질인 백금족 

원소(Ru0.4Ir0.6O2)와 백금을 코팅한 것이다. 상단의 전원 버튼을 터치하는 

횟수로 작동 시간을 조절할 수 있으며, 3분, 5분, 8분 후 자동적으로 

반응이 종료된다. 

 

3.1.2 작동 모드 

장치에 아답터(12 V, 6 A)를 연결한 후 작동시키면 전극에 3 A 

전류가 흐르게 된다. 정격전압을 공급하는 것과 동일하게 Power 

supply(WBCS3000M2, Wonatech)를 이용하여 3 A (53 mA/cm
2
)를 

흘려주었으며, 이때 NaCl 농도(3~30 g/L)에 따라 3~5 V의 전압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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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ortable Chlorine Disinfection Device jointly developed by Siontech 

Co., Ltd. and Scientists and Engineers Without B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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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d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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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 조건 

NaCl 농도(3, 5, 10, 15, 20, 30, 100 g/L)와 pH (6 - 10), 전압(3, 4, 5 

V)에 따른 염소발생 특성을 확인하였다. KH2PO4 용액(40 mM)에 HCl 

또는 NaOH를 주입하여 pH 6 & 7 반응 용액을 만들었다. pH 10.3의 경우 

인산 버퍼를 사용하지 않고 NaCl만 녹아있는 용액(pH 6.3)에서 반응이 

시작되면 약 2분만에 pH 10.3에 도달하여 유지되었다. 이때 염 농도가 3 

g/L에서 30 g/L로 증가함에 따라 pH가 10.3에서 10.5로 점차 증가했지만, 

차이가 미미하여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위의 조건 하에서 장치를 15분 동안 작동했을 때의 총 염소 

생성량을 측정하였고, 8분, 15분에 용액을 취하여 염소계 소독부산물을 

측정하였다. 본문에 나타낸 모든 염소계 소독부산물의 농도는 1 L의 

염소 소독제를 500 L 물탱크에 주입할 것을 가정하여 500 배 희석한 

결과값이다. 모든 실험에서 용액을 제조할 때 3차 증류수를 

사용하였고(Milli-Q®  Direct 8 system, Millipore, Bedford, MA, USA, <18 MΩ 

cm), 사용된 NaCl, KH2PO4 시약은 Sigma-Aldrich Co.에서 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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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분석 방법 

3.3.1 염소 생성량 및 이온 농도 측정 

총 염소 생성량은 USEPA DPD method 8167(N,N-diethyl-p-

phenylenediamine)로 DR/2010 분광광도계(HACH, USA)를 사용하여 530 

nm에서 측정하였고, 염화이온(Cl
-
), chlorite(ClO2

-
), chlorate(ClO3

-
), 

perchlorate(ClO4
-
)는 음이온 크로마토그래피(DX-120, Dionex)로 분석하였다. 

음이온 크로마토그래피의 분석 및 가드 컬럼은 각각 AS16, AG16 컬럼을 

사용하였고, 35 mM NaOH 용리액을 1 mL/min 속도로 흘려주었다. 

서프레서는 ASRS 300 4mm로 100 mA 전류를 가했으며, 이와 같은 

분석조건에서 각 이온의 검출한계는 50 μg/L 이다.  

 

3.3.2 전기화학적 전극 분석 

휴대용 염소발생장치의 전극과 동일한 DSA, Pt전극(2 cm x 2 

cm)과 Ag/AgCl 기준전극(1.97 V vs. NHE)을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Potentiostat (PARSTAT 2273, Princeton Applied Research)을 이용하여 각 

조건에서의 양극 전압(Ea)를 측정하였고, NaCl 농도와 pH를 달리하여 

순환전압전류그래프(Cyclic voltammogram)를 얻었다. 주사속도는 5 mV s
-1

 

였고, 0-2 V(vs. Ag/AgCl)의 범위에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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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에너지 요구량과 전류효율 계산 

에너지 요구량은 염소 1 g 생성에 사용되는 에너지(Wh/g)를, 각 

조건에서 전류, 전압을 통해 식 (10)를 이용하여 구했다. 또한, 염소 

생성에 대한 전류효율은 식 (1)을 고려하고 식 (11)를 이용하여 

구했다[53]. 

 

                          
         

       
   

 

       
  (10) 

 

                       
               

     
   

   

  
   (11) 

 

여기서 V는 평균 전압(V), I는 평균 전류(A), t는 반응 시간(min), Vol은 

용액 부피(L), C는 생성된 염소 농도(M), n은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 수, 

F는 패러데이 상수(96,485 C/equivalent)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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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 결과 및 고찰 

4.1 전극에서의 전기화학적 반응 

4.1.1 양극의 순환전압전류그래프 

Figure 4 는 염 농도에 따른 양극의 순환전압그래프로 염소 및 

산소발생에 따른 전류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각 염 농도에서의 onset 

potential 은 ~1.1 V(vs. Ag/AgCl)로 pH 6.3 에서의 O2/H2O 환원 전압(0.65 V 

vs. Ag/AgCl) 과 비교했을 때 산소발생 과전압이 0.45 V 였고, 기존에 

보고된 RuO2, IrO2 를 사용한 DSA 전극과 비슷한 값을 보였다. 이때 

염소발생에 따른 피크가 산소발생의 것에 의해 가려지기는 했지만, 

통상적으로 산소발생 정도와 비례하게 염소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54]. Figure 4 에서 염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류밀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염 농도가 염소발생반응의 반응물 및 용액 전체의 전도도를 

결정함을 알 수 있었다. 

염소발생반응의 한계전류밀도(Limiting Current Density)를 

대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식(12)을 사용하면 3, 5, 10 g/L 염 농도에서 

질량전달에 대한 한계전류밀도는 대략 5, 8, 17 mA/cm
2 로 예측할 수 

있다[49]. 따라서 이와 같은 염 농도 조건에서는 염소발생 반응에 

질량전달 제한이 있어 전류효율이 감소할 수 있다. 30 g/L 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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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전류밀도(49.5 mA/cm
2
)는 염소발생에 대한 전류(가해진 전류밀도(53 

mA/cm
2
)에 전류효율을 곱한 값)보다 약간 높아 저 농도에서와 같은 

전류효율 감소 영향이 거의 없음을 유추할 수 있다. 

JL = nF  
  Ccl

-
 (12) 

이때 n 은 Cl
-
 산화반응에 대한 전자 수(1), F 는 패러데이 상수(96485 C 

eq
-1

)   
  -
은 Cl

-의 물질전달 계수이며 10
-5 

m s
-1로 가정하였다[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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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yclic voltammetry of DSA anode under different concentrations of 

NaCl(3, 5, 10 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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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염 농도에 따른 전압 변화 

Table 4는 NaCl 농도에 따른 양극 전압을 나타낸 것이다. 

NaCl농도가 3 g/L에서 30 g/L로 증가함에 따라 양극 전압이 2.56 V에서 

1.41 V까지 감소하였고, 이는 전해질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반응에 대한 

과전압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염소 발생은 산소 발생과 경쟁하여 

일어나는 반응이므로 염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물질 전달 속도가 빨라져 

염소 발생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염 농도 증가에 따라 음극 전압이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였는데, 이 결과 염소가 염화이온으로 환원되는 반응이 억제된다. 

염화이온이 산화되어 생성되는 Cl2는 생성되자마자 pH 2 이상의 물과 

반응하여 용액의 pH에 따라 HOCl 혹은 OCl
-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HOCl/Cl
-
, OCl

-
/Cl

-의 표준환원전압은 각각 1.28 V, 0.61 V (vs. Ag/AgCl)로 

아래와 같은 음극 전압에서 유리염소가 환원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pH에 따라 유리염소 환원이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이는 

염소발생효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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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nodic potential(Ea), cathodic potential(Ec), and cell voltage(Ea-Ec) 

under applied current(53 mA/cm
2
) and added Cl

-
 concentration(3 g/L ~ 30 g/L) in 

Portable Chlorine Disinfection Device. 

No. 
[Cl]0 

(g/L) 
Ea (ΔEa) 

(vs. Ag/AgCl) 

Ec (ΔEc) 

(vs. Ag/AgCl) 

Ea-Ec 

(V) 

1 3 2.56(0.17) -2.93(-0.45) 5.1 

2 5 2.24(0.05) -2.124(0.05) 4.7 

3 10 1.74(-) -1.6(-) 4.1 

4 15 1.56(-) -1.59(-) 3.6 

5 20 1.41(-) -1.53(-) 3.2 

6 30 1.41(-) -1.3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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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염소 및 염소계 소독부산물 생성 특성 

4.2.1 염소 발생 특성 

Figure 5는 휴대용 염소발생장치를 a. pH와 b. 염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작동했을 때, 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총 염소 생성량을 

나타낸다. Figure 5. a 를 통해 알 수 있듯이, pH가 낮아질 때 총 염소 

생성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그 차이는 10% 미만으로 

미미하였다. pH가 낮아질 때 염소 생성량이 증가하는 경향은 기존 

문헌에 보고된 바와 같으며, 이는 반응이 진행되는 활성점, 반응의 

과전압 등에 대한 수소 이온 농도의 영향 때문이다[31, 55].  

Figure 5. b에서는 소금 농도가 증가할 때 총 염소 생성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각각의 소금 농도가 3, 5, 10 g/L일 때, 

평균적으로 분당 20.2, 33.8, 39.7 mg/L의 active chlorine이 생성되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NaCl 농도에 따른 전류 효율에 관한 Choi et al.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를 식 (1), (2)와 종합해볼 때 

전기화학적 염소 발생의 주요 요인은 Cl
-의 농도이고[56], 이 Cl

-
 농도와 

작동시간으로 장치의 총 염소 생성량을 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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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Formation of active chlorine affected by a. pH (current density = 53 

mA/cm
2
, salt concentration = 10 g/L, pH = 5 : [KH2PO4]0 = 40 mM with HCl, pH = 

7.3 : [KH2PO4]0 = 40 mM with NaOH) and b. salt concentration (current density = 

53 mA/cm
2
, [KH2PO4]0 = 40 mM with NaOH pH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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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염소계 소독부산물 생성 특성 

Figure 6은 Figure 5. a와 같은 pH 및 소금 농도 조건에서 시간을 

다르게 하여 장치를 작동했을 때 생성된 염소계 소독부산물 chlorate, 

perchlorate 농도 결과이다. 이때 모든 실험 조건에서 chlorite는 측정되지 

않았다. Figure 6. a에 따르면, chlorate는 최대 21.5 μg/L만큼 생성되었으며, 

이 값은 WHO가 제한하는 chlorate의 최대농도 700 μg/L 의 약 30분의 1 

정도로 낮았다. 또, Figure 6. b에서 볼 수 있듯이, perchlorate는 낮은 pH 

(pH6, 7)에서 측정되지 않았고, pH 10에서 8분 작동 할 때 기준치의 5분의 

1 수준인 2.9 μg/L 이 생성되었다. 하지만 pH 10에서 15분 작동 시 

기준치를 넘는 23 μg/L 가 생성되었는데, 이는 perchlorate가 생성될 때 

chlorate가 산화되어 perchlorate가 되는 반응을 주로 따르기 때문에 

chlorate의 농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57]. 이를 종합해보면, 

chlorate와 perchlorate 의 생성은 전기분해 중 pH가 높을수록, 작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한다. 

Figure 7는 또 다른 조건으로써 Figure 5. b와 같이 소금 농도를 

다르게 했을 때 생성된 chlorate 농도를 나타낸다. Figure 7에 따르면, 모든 

chlorate의 농도는 기준치 700 μg/L를 넘지 않았고, 발생한 최대 농도는 

먹는 물 기준의 40분의 1 수준이었다. 이때 chlorite와 perchlorate는 

측정되지 않았다. 그 중 소금 농도가 가장 낮은 3 g/L가 첨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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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서 가장 적은 chlorate가 측정되었는데, 이는 낮은 소금 농도로 

인해 염소계 소독부산물의 전구체인 HOCl/OCl
-가 적게 생성되었고(Figure 

5. b), 또한 반응하지 않은 Cl
-의 농도가 낮았기 때문이다[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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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omparison of formed a. chlorate and b. perchlorate by pH and 

operating time (Applied current density = 53 mA/cm
2
, salt concentration = 10 g/L, 

[KH2PO4]0 = 40 mM with HCl pH = 6, [KH2PO4]0 = 10 mM with NaOH pH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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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omparison of formed chlorate by salt concentration and operating time 

(Applied current density = 53 mA/cm
2
, [KH2PO4]0 = 10 mM with NaOH pH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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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에너지 요구 특성 

4.3.1 염 농도와 시간에 따른 에너지 요구 특성 

Figure 8. a와 b는 염 농도에 따른 염소생산 에너지 요구 특성과 

전류효율 그리고 반응시간에 따른 염소생산 에너지 요구 특성을 각각 

나타낸 결과이다. Figure 8. a에서 보면 염 농도 증가에 따라 염소생산 

에너지 요구량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염 농도가 10g/L일 때 

5.5 Wh/g이고, 30 g/L 녹아있을 때 2.7 Wh/g 정도였다. 이전에 보고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25-35 g/L 염 농도 조건에서 1 g 염소를 생성하는 데 

약 4-4.5 Wh 전기에너지가 요구되었다[27, 59]. 이는 문헌의 전류조건(167-

186 mA/cm
2
)이 휴대용 염소발생장치의 전류조건(53 mA/cm

2
)보다 높아 

많은 에너지가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염소발생장치는 3-5 

Wh/g만큼 에너지가 요구되며, 이러한 에너지 요구량은 180 W 출력 

태양패널(약 1.0 m
2
)을 2분 충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양이다. 

염 농도에 따라 염소 발생에 드는 에너지가 감소하는 이유로 

첫째, 염소생산 전압 감소를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염 농도가 3 g/L에서 

30 g/L으로 증가하는 경우 용액 저항이 낮아져 작동 전압이 약 5 V에서 

3 V로 낮아졌다. 두 번째 이유로는 높은 염 농도에서 염소 생성이 낮은 

염 농도의 경우보다 크기 때문이고, 이는 전류효율에서도 관찰되었다. 

Figure 8. a에서 보면 30 g/L 이상 높은 염 농도에서 89%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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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효율을 보이는 반면, 3g/L 낮은 염 농도에서는 33% 정도의 효율을 

보였다. 추가하여 낮은 염 농도에서 관찰된 낮은 전류효율은 더욱 

활발한 산소발생이나 차아염소산이온(HOCl, OCl
-
)의 분해 반응으로 

설명될 수 있고, chlorate 같은 염소계 소독부산물 생성에도 일부 

소모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4, 60-62].  

Figure 8. b는 염 농도가 아주 낮은 경우(3g/L)를 제외하고는 반응 

시간에 따라 염소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소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염 농도가 3 g/L로 낮을 때 8분 후 에너지 요구량이 

1 Wh/g씩 증가하였고, 이는 초기 염 농도(3 g/L)의 15% 이상이 사용되어 

용액 저항 및 염소발생 효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휴대용 염소발생

장치는 교반이 없는 시스템으로, 염 농도가 10 g/L 이하 조건일 때 낮은 

전류효율(60% 이하)로 에너지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으며, 시간이 흐름

에 따라 계속해서 효율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20 g/L 이상의 염을 사용할 때 80% 이

상의 전류효율을 보였으며, 전압 및 에너지 요구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

어 개발도상국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조건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많

은 염이 녹아있는 소독제를 사용하면 먹는 물에 녹아있는 Na
+
, Cl

-의 농

도를 높여 짠 맛이 나고, 마시기에 부적합할 수 있어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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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Energy consumption and average current efficiency for chlorine 

evolution as a function of a. concentration of NaCl and b. operating time by 

Portable Chlorine Disinfection Device (Applied current density : 53 mA/cm
2
, 

Reaction time in Figure 1. a : 8 min, pH 10.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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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pH에 따른 에너지 요구 특성 

Figure 9는 pH에 따른 염소 생성에 대한 에너지 요구량 및 

전류효율을 나타낸 것이다. Figure 9를 보면, 낮은 pH에서 에너지 

요구량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pH가 6일 때 8분 작동 시 

4.4 Wh/g 에너지가 요구되는 반면, pH 10인 경우 5.5 Wh/g이 요구되었다. 

낮은 pH를 유지할 수 있는 인산염 버퍼를 첨가했을 때 전기에너지 

소모가 20%(1.1 Wh/g)만큼 감소하였는데, 이렇게 반응물 외 염(KH2PO4)을 

첨가하고, 낮은 pH를 유지하는 것이 에너지 효율적인 조건임을 알 수 

있었다. 

낮은 pH에서 에너지 요구량이 적은 이유는 먼저 낮은 pH 

용액을 제조하는 데 사용된 인산 버퍼 농도가 작동 전압을 낮추는 데 

일부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Figure 9에서 pH가 낮을수록 염소 

생성에 대한 전류효율이 높았는데, pH가 6일 때 10의 경우보다 

전류효율이 10%만큼 높았다. 이를 통해, 낮은 pH에서 염소가 많이 

발생한 것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7, 63]. 

4.2.2의 결과에 따르면 휴대용 염소발생장치에서 염소계 소독부산물인 

chlorate와 perchlorate는 pH가 낮을수록 적게 생기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염소계 소독부산물을 적게 생성하기 위하여 염소 생성 시에 

레몬즙 혹은 식초 등을 첨가할 것을 권장하였다. 이렇게 첨가하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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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은 pH를 낮춰주는 동시에 용액 저항을 낮춰 염소 발생에 쓰이는 

전기에너지 양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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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Energy consumption and current efficiency for chlorine evolution as a 

function of pH by Portable Chlorine Disinfection Device (pH=6 : [KH2PO4]0=40 

mM with HCl, pH=7 : [KH2PO4]0=40 mM with NaOH, 10 g/L NaCl, Applied 

current density : 53 mA/cm
2
, Reaction time : 8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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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전압, 전류밀도에 따른 에너지 요구 특성 

Figure 10. a와 b는 작동 전압(3 V~5 V)과 염 농도(10 g/L~30 g/L)에 

따른 에너지 소비와 전류효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 중 Figure 10. a를 

보면 예상 할 수 있듯이 낮은 전압 조건에서 적은 에너지가 요구 되었고, 

전압이 증가할수록 에너지 요구량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일정한 

전압 조건에서는 염 농도가 높은 경우 에너지 요구량이 감소하였다. 

예를 들면, 3 V에서 운전시 염소 1 g 발생에 2.6~3.2 Wh가, 5V에서는 5~6.2 

Wh가 요구되었다. 또한, 3 V 조건에서 염 농도가 10 g/L 일 경우 3.2 

Wh/g인 반면, 염 농도가 30 g/L 로 증가하면 약 20%(0.6 Wh/g)만큼 

감소하였다. 

Figure 10. b는 전압과 염 농도에 따른 염소 발생의 전류효율을 

나타낸 그래프로, 같은 염 농도 조건에서 전압이 증가할수록 전류효율이 

감소하였다. Figure 10. b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염 농도 10 g/L 조건에서 3 

V 전압이 5 V로 증가할 때 전류효율이 71%에서 61%로 감소했다. 이는 

작동 전압을 높일수록 전류가 증가하며(12 mA/cm
2 

→ 92 mA/cm
2
), 높은 

전류에서는 염소발생에 대한 효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낮은 염 

농도에서의 전류효율 감소를 통해 Figure 10. a의 에너지 요구량 증가를 

설명할 수 있다. Figure 10. a에서 볼 수 있듯이 전압에 따른 에너지 

요구량 증가는 염 농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낮은 농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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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요구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예를 들어 전압이 3 V에서 4 V로 

증가할 때, 각각의 염 농도 조건에서 에너지 요구량은 1.4 Wh/g(10 g/L), 

1.2 Wh/g(20 g/L), 0.8 Wh/g(30 g/L)만큼 증가했다. 이를 통해 염소발생에 

대한 전류효율이 에너지 요구량 증가에 영향을 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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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a. Energy consumption and b. current efficiency for chlorine evolution 

as a function of applied voltage and concentration of NaCl (Cell voltage : 3, 4, 5 V, 

Concentration of NaCl : 10, 20, 30 g/L, Reaction time : 8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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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전압 측정을 통한 염소 생성량 예측 

Figure 11는 Figure 8. a에 나타낸 염 농도에 따른 염소생성 특성과 

그때의 염소생성 작동 전압의 선형적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결과 

4.3.2에 따르면, 용액의 pH 및 시간(염 농도 10 g/L 이하의 경우)에 따라 

염소발생 효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용액의 pH(10.3~10.5)와 작동 시간(8 

분)을 고정하였다. 염 농도가 3 g/L에서 30 g/L로 증가함에 따라 작동 

전압은 5.1 V에서 3.2 V로 감소하였고, 전류효율은 33%에서 89%로 

증가하여 염소 생성량이 178 mg/L에서 474 mg/L까지 증가했다. 기존 

휴대용 염소발생장치는 얼마만큼의 염소가 생성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하는 염소 농도를 얻기 위해서는 동일한 양의 염을 

첨가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다. 염소 생성시 작동 전압을 측정하여 위 

식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염소 생성량을 알 수 있으며, 염 농도가 전압을 

통해 반영되기 때문에 대략적인 염을 녹여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위의 결과에 따르면 용액의 pH에 따라 염소생성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식초, 레몬즙 등을 첨가한 경우를 반영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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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Linear relationship between operating voltage and chlorine evolution 

when constant current applied (i= 3 A, 8 min, pH 10.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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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염소발생, 에너지 요구 특성을 이용한 식 모델링 

 결과 4.2.1, 4.3.1에서 염 농도, 시간, pH에 따른 염소발생, 에너지 

요구 특성을 살펴보았다. 각 조건이 염소발생량, 에너지 요구량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여 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염 농도 및 

시간에 따른 총 염소 생성량, 에너지 요구량을 계산할 수 있다. 

 

4.5.1 총 염소 생성량에 대한 식 모델링 

 Figure 5. a, b에 따르면 염소발생은 시간에 따라(0 ~ 16 분) 직선적

으로 증가하였고, pH 6~10 범위에서 pH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를 다음과 같은 식 (13)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13) 

                    는 총 염소 생성량(mg/L), a는 시간에 따른 염소 생성량 

증가 속도(mg/L∙min), t는 작동시간(min)이다. 이때 염 농도가 증가함에 따

라 기울기 a가 증가하였다. Figure 8. a를 통해 염 농도가 20 g/L까지 증가

할 때 염소발생에 대한 전류효율이 80%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상의 염 

농도에서는 점차적으로 100% 효율에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위의 염소 생성량에 대한 기울기가 어느 선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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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2 는 염 농도에 따른 염소 생성에 대한 기울기를 나타낸 

것으로, 다음의 식 (14)로 나타낼 수 있다. 

                            (14) 

이때, a 는 시간에 따른 염소 생성량 증가 속도(mg/L∙min), x 는 염 

농도(g/L)이다. 식에서 알 수 있듯이, 염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울기는 60 에 수렴한다. 이를 위의 식 (14)와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식 

(15)를 얻을 수 있으며, 

                                                  (15) 

이때                     는 염소 생성량(mg/L), x 는 염 농도(g/L), t 는 

작동시간(min)이다. 

 또, 위의 식은 전극에 3 A 전류(53 mA/cm
2
)를 가했을 때 염소 

생성량으로, 전극에 가하는 전류가 증가할수록 증가하게 되며, 다양한 

전류에 따른 염소 생성량을 알기 위해 식을 변형하면, 식 (1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6) 

이때                     는 염소 생성량(mg/L), x 는 염 농도(g/L), t 는 

작동시간(min), I는 가하는 전류(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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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Slope of lines from Figure 5. b as a function of concentration of 

NaCl(3 g/L ~ 100 g/L) under applied current(53 mA/cm
2
) in Portable Chlorine 

Disinfection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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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에너지 요구량에 대한 식 모델링 

 에너지 요구량에 대한 식 (10)은 다음과 같다. 

                           
     

     
   

 

     
  (10) 

        
     

                    
 
    

  
  

                           (17) 

여기서 V는 평균 전압(V), I는 평균 전류(A), t는 반응 시간(min), Vol은 

용액 부피(V), C는 생성된 염소 농도(M), x는 염 농도(g/L)이다. Table 5에 

나타낸 작동전압(Ea-Ec)에 따라 이를 식 (17)로 나타낼 수 있고, 식 (16)과 

(17)을 각각 에너지 요구량에 대한 식 (10)의 V와                     에 

대입하면, 

                          
                  

                 
    

    

  
  

                    
        

             (18) 

염 농도에 따른 에너지 요구량에 대한 식 (18)을 얻을 수 있고, 이때 

                   는 1 g 염소 생성에 필요한 전기에너지(Wh/g), x는 염 농

도(g/L)이다. 

 Figure 8. a에 나타난 1 g 염소 생성에 요구되는 전기에너지는 염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다가 최소값에 수렴하게 된다. 이는 염 농

도가 증가할 때 작동 전압이 감소하고, 염소발생에 대한 전류효율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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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기 때문이며, 염 농도가 계속 증가하더라도 작동 전압이 ~3 V에 수

렴하는 것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또 Figure 8. b 는 시간에 따른 에너지 요구량을 나타낸 것으로, 

낮은 염 농도(3 g/L)에서만 15 분 후 약 2 Wh/g 의 에너지 요구량 증가를 

보였고, 그 이상의 염 농도에서는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이를 통해 

시간에 따른 에너지 요구량 변화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특성을 식 (18)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식 (19)를 얻을 수 있으며, 

                              
        

           
  (19) 

이때                    는 1 g 염소 생성에 요구되는 전기에너지(Wh/g), 

x 는 염 농도(g/L), t 는 작동시간(min)이다. 

 Figure 13. a 와 b 는 각각 식 (16)과 식 (19)로 부터 총 염소 

생성량과 에너지 요구량을 예측한 값과 실험을 통해 얻은 값을 나타낸 

것으로, 낮은 염 농도(3, 5 g/L)에서 오차를 보였다. 식은 염 농도에 대해 

기하급수적으로 변하여 특정한 값에 수렴하는 형태이므로 초기 

기하급수적으로 변하는 구간에서 오차가 생긴 것으로 판단되며, 10 

g/L 이상의 염 농도에 대해서는 대부분 실험값과 비슷한 값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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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Both of experimental and predicted values from modeling equation of 

a. chlorine production(                                                  

and b. energy consumption(                               
        

           
   in 

Portable Chlorine Disinfection Device (Applied current density : 53 mA/cm
2
, 

Reaction time in Figure 13. b : 8 min, pH 6~10, n=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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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개발도상국 먹는 물 소독을 위해 국경없는 

기술자회와 주식회사 시온텍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휴대용 

염소발생장치에서의 염소 생성, 그때의 에너지 요구량, 염소계 

소독부산물(Chlorite(ClO2
-
), Chlorate(ClO3

-
), Perchlorate(ClO4

-
)) 생성 특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500 L 의 물을 소독하는데 필요한 염소량 (300 mg 가정)은 10 g 

정도의 소금으로 8 분 간 운전할 때 생성되며, 이때 1 g 염소를 생성하기 

위해 5.5 Wh 전기에너지가 요구되었고, 다양한 변수 중 염 농도가 

전기에너지 요구량을 결정하는 주 요소였다. 전해질이자 반응물인 

염(NaCl)은 용액 저항 및 염소생성에 대한 효율에 영향을 주었고, 염 

농도로 연결되는 전압 및 염소 생성량이 직선적인 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염소계 소독부산물의 경우 chlorite 는 측정되지 않았고, chlorate 는 

15.9 μg/L (먹는 물 기준 40 분의 1), perchlorate 는 2.9 μg/L (먹는 물 기준 

5 분의 1)만큼 생성되었다. 완충용액을 첨가하지 않고 소금 10 g/L 로 

15 분 운전 시 23 μg/L 의 perchlorate 가 생성되어 먹는 물 기준(15 μg/L)을 

초과하였으므로, 이 조건을 피해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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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휴대용 염소장치는 마을 또는 

가정단위 작은 물탱크 소독에 필요로 하는 염소 생산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생성되는 염소계 소독부산물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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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ny people in the world, especially in developing countries, suffer from an 

unsafe drinking water and every year, over 1.5 million deaths occur from water-

borne diseases. Water-borne diseases, such as cholera, typhoid, dysentery, are 

mainly caused by inexhaustive disinfection of drinking water. To help solving these 

problems, we developed a Portable Chlorine Disinfection Device, based on the 

principle of electrochemical chlorine generation, which can be conveniently used 

in village or home uni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formation of chlorine and disinfection by-products (DBPs, chlorite(ClO2
-
), 

chlorate(ClO3
-
), perchlorate(ClO4

-
)) which could be produced during the chlorine 

generation process. To operate stably and applying portable battery or solar panel 

as a power source, we also studied the characteristics of energy requirement and 

current efficiency for chlorine evolution with respect to the salt 

concentration(NaCl), pH, and voltage.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amount 

of chlorine (assumed as ~300 mg) suitable for disinfecting 500 L of water can be 

generated by operating the Portable Chlorine Disinfection Device for 8 minutes 

with 10 g of salt. At this condition, in the case of DBPs generation, chlorite was not 

detected, concentrations of chlorate and perchlorate were one-fortieth and one-fifth 

of drinking water guideline values, respectively(The drinking water guideline 

values are: less than 700 μg/L for chlorite and chlorate, and less than 15 μg/L for 

perchlorate). Also, 5.5 Wh of electric energy was used to generate 1 g of chlorine, 



６５ 

 

which means that it can disinfect 1 m
3
 of water by charging with 180 W solar panel 

only for two minutes. Therefore, we confirmed that the portable chlorine 

disinfection device is applicable as disinfecting device for village or home unit, and 

its level of DBPs was not an issue of conc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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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hl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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