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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로 전기화학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고부가 가치인 

탄소로 전환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4.0 V, 600℃의 실험 조건에서 은, 니켈, 백금, 이
리듐 전극을 사용하였다. 720분 동안 이산화탄소의 전환을 수행하였으며, 각 전극에서 생성된 탄소는 

열중량 분석 및 XRD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산화탄소의 전환 및 생성 탄소의 양은 은, 백금, 니켈, 이리

듐으로 나타났다. 열중량 분석을 통해 각 전극에서 생성된 탄소는 유사한 열 반응성을 가지며, XRD 분
석을 통해 전극의 반응성에 따라 탄소의 결정성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은 전극은 전기화학적 

전환 성능은 가장 높지만 약한 내구성을 보이며, 전극의 반응성 및 내구성을 고려하였을 때 백금이 4 
개의 재질 중에서 가장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electrochemical conversion of CO2 is one of the methods for reducing CO2. Four materials 
(Ag, Ni, Pt, and Ir) were selected as the electrodes. The electrochemical conversion was performed under a 
cell voltage of 4.0 V at 600°C. The amounts of CO2 reduction and carbon production were at the highest for 
Ag, followed by, Pt, Ni, and then Ir. The produced carbon samples were analyzed by thermogravimetric 
analysis and XRD. The thermogravimetric analysis results indicated that all the carbon produced at each 
electrode exhibited similar thermal reactivity. The XRD results showed that the crystallization of carbon was 
different depending on the electrode utilized. Although electrochemical conversion was the highest for the Ag 
electrode, a loss of material accompanied it. Therefore, for this study, the optimal electrode is Pt, taking into 
account reactivity and material losses.    

1. 서 론

급격한 산업화 및 경제 활동으로 인해 화석연료

의 사용량은 증가하였고,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이

산화탄소의 양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1~4) 이산화탄

소 배출의 증가는 지구 온난화 현상을 발생시켰으

며, 빙하 감소로 인한 해수면 상승 및 사막화 현상 

가속, 온도 상승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 등의 문제

를 일으켰다.(5~8)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고 있으며, 
규제 대응을 위한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9,10)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다양한 기술 중 이산화탄소를 유용한 탄소화합물

로 재자원화 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전환 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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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1) 이를 통해 온실가스의 감소와 고부가 가치

의 화합물 생성 및 신재생에너지의 저장 기술과 

연계가 가능하므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다.(12,13) 전환 방법은 생물학적 전환과  화학적 

전환으로 나누어지며, 화학적 전환은 에너지원에 

따라 열 촉매화학, 전기화학, 광화학 전환 등으로 

분류된다.(11) 전기화학적 전환은 전해질 및 전압 조

건에 따라 폴리카보나이트, 포름알데히드, 메탄올 

등 다양한 종류의 탄소화합물을 생성한다.(13,14)

리튬을 포함한 전해질을 사용하면 이산화탄소를 

고체 탄소로 전환 가능하며,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Yin 등은 Ni 환원극, SnO2 산화극으로 구성

된 전기화학 시스템을 통해 Li2CO3-Na2CO3-K2CO3 
전해질 조건에서 이산화탄소를 고체 탄소로 전환

하였다.(12) 이산화탄소는 용융 탄산염에 의해 효과

적으로 포집되며, 환원극에서 비결정성 탄소가 생

성되고 산화극에서 산소 가스가 생성됨을 밝혔다. 
Li 등은 Ti 환원극과 Pt 산화극을 사용하여 

LiCl-Li2O 전해질, 630℃ 조건에서 이산화탄소의 전

기화학적 전환을 수행하였다.(15) 이산화탄소는 생성

된 O2- 이온과 반응을 하여 탄산이온을 생성한다. 
산화극으로 확산된 음이온들은 산화반응을 통해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생성되고 0.05 A/cm2의 전류 

밀도 조건에서 이산화탄소와 산소 농도 비율은 

0.42 (CO2/O2)임을 보였다. Deng 등은 Graphite 환
원극, Ni 산화극을 이용하여, Li2CO3-Na2CO3-K2CO3 

와 LiCl-KCl을 사용할 때 생성 탄소의 특성을 비교

하였다.(16) 전해질의 조성이 이산화탄소 흡착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LiCl-KCl 전
해질에 Li2O와 CaO를 첨가했을 때 이산화탄소 흡

착 효율이 증가함을 밝혔다. 또한, Li2CO3-Na2CO3- 
K2CO3의 경우 매우 밀집된 구조의 탄소가 생성되

고, LiCl-KCl에 Li2CO3와 CaCO3를 첨가한 전해질

의 경우 나노입자, 유사 구형, 미크론 크기의 탄소 

시트가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전

극 재질을 사용하여 온도 및 전압조건에 대한 연

구 및 금속 전극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전해질 조

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향후 직접탄소 연료

전지와 연계를 위한 용융탄산염 전해질에서의 전

극 재질에 따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전극 재질에 따른 이산화

탄소 저감과 탄소 생성 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전극 재질은 은(Ag), 니켈(Ni), 백금(Pt), 이
리듐(Ir)으로 선정하였고, Li2CO3-K2CO3 전해질에서 

12시간 동안 환원실험을 수행하였다. 전극의 선정

은 탄산염 전해질에서 분극 현상이 잘 일어나는 

니켈과 산소 발생에 촉매 역할을 하는 백금과 이

리듐 및 직접탄소 연료전지에서 사용되는 은을 선

정하였다.(12,17) 환원극에서 생성된 탄소는 열중량 

분석(Thermogravimetric Analyzer, TGA)과 시차열분

석(Differential Thermal Analysis, DTA), X선 회절 

분석을 통해 열반응성 및 결정구조 특성을 분석하

였다. 이산화탄소 저감은 환원극의 배출 가스 조성

을 가스 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 GC)
를 통해 측정하고, 공급된 이산화탄소량과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산화탄소 저감 및 탄소 생성량 결과

를 통해 전극 재질의 반응성을 비교하고, 적합한 

전극의 재질을 선정한다.

 2. 실험 장치 및 방법

2.1 이론적 배경

환원극에서는 이산화탄소의 흡착 반응과 탄소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환원극으로 공급되는 이산

화탄소는 전해질의 음이온과 식 (1) ~ (3)과 같이 반

응한다.(12,15)

      →
                   (1)

   
    →

                 (2)


    →     

        (3)

이산화탄소는 O2- 이온과 반응하여 CO3
2- 이온을 

생성하고, CO3
2- 이온과 반응하여 C2O5

2- 또는 

C(n+1)O(2n+3)
2- 이온을 생성한다.(12) 생성된 음이온들

은 환원극으로 공급되는 전자와 환원 반응을 통해 

탄소와 O2- 및 CO3
2- 이온으로 전환되며, 다음의 식 

(4) ~ (5)와 같다.(12,15)


  →                       (4)

      
    → 

      (5)

음이온들은 4 mol의 전자와 반응하여 1 mol의 탄

소를 생성한다. 식 (1) ~ (5)을 통해 생성된 음이온

들은 농도 차에 의해 산화극으로 확산되고, 산화극

의 반응은 식 (6) ~ (7)과 같다.(15)

   →                           (6)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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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of the (a) three electrode system and (b) two electrode system

음이온들은 산화반응으로 2 mol의 전자를 발생시

키고, 음이온의 종류에 따라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2.2 실험장치 구성

전기화학적 전환 실험에 사용한 시스템은 Fig. 1
의 삼전극 시스템과 기준전극을 제외한 이전극 시

스템을 사용하였다.(17~20) 전해질의 녹는점을 낮추기 

위해 Li2CO3와 K2CO3를 62:38 mol로 혼합하여 사용

하였다.(19) 혼합된 전해질 분말은 수분제거를 위해 

건조로를 이용하여 24시간동안 80℃에서 건조시킨

다. 길이가 2.5 cm, 폭이 0.4 cm인 플레이트 형상의 

전극을 사용하였으며, 재질은 은, 니켈, 백금, 이리

듐이고, 은 와이어로 연결한다. 향후 직접탄소 연

료전지와의 연계를 위하여 은을 선정하였으며, 탄
산염 전해질에서 분극 현상이 잘 일어나는 니켈과 

산소 발생에 촉매 역할을 하는 전극 중에서 반응

성이 높은 백금과 부식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리

듐 선정하였다. 환원극은 알루미나 튜브에 의해 분

리되며, 50 ml/min의 이산화탄소가 공급된다. 산화

극은 생성가스의 제거를 위해 200 ml/min의 질소 

가스가 공급된다. 구성된 시스템은 5 ℃/min의 승온 

온도로 대기온도에서 600 ℃까지 가열된다. 

2.3 실험방법

각 전극 재질의 산화환원 반응은 순환전압 전류

법(Cyclic Voltammetry, CV)으로 측정하였으며, 은 

와이어 기준전극을 포함한 삼전극 시스템(Fig. 1(a))
을 통해 측정하였다.(21) -0.6 V에서부터 –1.8 V의 

전압까지 0.1 V/s의 전압 주사율로 수행하였다.(12)

이산화탄소의 전기화학적 전환은 기준전극을 제

외한 이전극 시스템(Fig. 1(b))을 통해 수행된

다.(15,22) Yin 등은 이산화탄소의 탄소로 전환 시 

2.8 V에서 5.0 V 전압 범위에서 실험을 수행하였

으며, 그 때의 전류 효율은 4 V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압조

건을 4 V로 선정하였다.(12) 실험은 600℃ 온도와 

4.0 V 전압 조건에서 12시간 동안 진행되고, 일정 

전위기인 VeraSTAT3(Princeton Applied Research, 
USA)을 이용하여 산화극과 환원극 사이에 일정 전

압을 인가한다. 이산화탄소의 전환 실험 종료 후, 
시료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환원극은 이산화탄

소 분위기에서 냉각된다. 환원극에서 생성된 탄소

를 추출하기 위해 환원극과 생성 탄소를 대기온도

에서 1 mol HCl 용액 속에 24시간 동안 담근다. 추
출된 탄소 시료는 증류수로 세척하고, 24시간 동안 

80 ℃로 건조시킨다.
환원극의 재질에 따른 생성 탄소의 물성 비교를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수행하였다. 생성 탄소의 

온도에 따른 열 반응성을 비교하기 위해 SDT- 
Q600(TA Instruments, USA)을 이용한 열중량 분석

을 수행하였다. 전환 실험으로 생성된 5 mg의 탄소 

시료는 100 ml/min으로 공급되는 질소와 공기 분위

기에서 10 ℃/min의 온도 상승률로 900℃까지 가열

한다. 생성 탄소의 내부 격자 구조를 확인하기 위

해 X선 회절 분석을 수행하였다. X'pert PRO MRD 
(Philips, Netherlands)를 이용하였으며, Cu-Kα 

radiation(0.154 nm) X선을 시료에 조사하여 내부 

격자 면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방사선 패턴의 분석

을 통해 내부 격자 구조의 특성을 분석한다.

 3. 결과 및 토의

Fig. 2는 600℃의 작동온도에서 4 V 전압을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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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urrent-time plots during conversion of CO2 
to carbon under 4.0 V at 600℃

Fig. 3 Digital photo after 12 hours electrolysis 
process using Ag electrode under 4.0 V at 
600℃ 

Ag Pt Ni Ir
Mean current

(mA) 234.7 205.0 93.1 18.26 

CO2 reduction
(ml/min) 0.82 0.73 0.50 0.24

Table 1 Mean current during electrolysis and CO2 
reduction measured by gas chromatography

Fig. 4 Coulomb-time plots of four electrodes during 
electrochemical conversion under 4.0 V at 
600℃

하여 이산화탄소 전환 시 환원극으로 흐른 전류를 

환원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은 전극을 

사용할 경우 다른 재질의 전극과 비교하여 많은 

전류가 흐른다. 이는 은 전극이 높은 반응성을 가

짐을 알 수 있다. 백금 전극은 전환 시간 초기에

는 은 전극과 비슷한 반응성을 보이지만, 전류가 

200분까지 220 mA까지 증가한 후에는 전류가 점차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백금과 은의 전환 시간에 따

른 경향 차이는 전해질 내의 부식의 차이 때문이

다.(23) 은 전극은 산화극에서 Ag+ 이온으로 용해되

고, 전해질 내의 음이온과 반응하여 침전물을 만들

거나 환원극에서 Ag로 환원된다. 은 전극의 부식 

전류 및 유효면적의 변화로 전환 전류가 점차 증

가한다. 백금 전극의 경우 용융탄산염에서 부식되

면 Li2PtO3를 표면에 형성하고, 전극의 유효면적을 

감소시킨다. 유효면적의 감소는 저항을 증가시켜 

전환 전류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전환 시간에 따라 

백금 전극의 전류 값은 감소하게 된다. 니켈 전극

은 은과 백금 전극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반응성으

로 전환 전류의 값이 작고, 전류는 전환 시간에 따

라 점차 증가한다. 전류의 증가는 은 전극과 같이 

산화극에 사용된 니켈 전극의 용해되는 부식이 발

생하기 때문이다.(12) 이리듐 전극은 사용한 전극 중

에 가장 낮은 전환 전류 값을 가짐을 알 수 있다. 
Yin 등은 용융탄산염 전해질에서 백금과 이리듐은 

산화극으로 사용 시 유사한 성능을 가짐을 보였

다.(12) 하지만 Fig. 2의 전류 결과를 통해 이리듐은 

백금보다 작은 전류 값을 보이고, 이는 이리듐의 

낮은 환원극 성능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리듐은 다

른 전극 재질과 비교하여 환원극으로 적합하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Fig. 3은 은 전극을 이용하여 전

기분해를 통해 생성된 탄소의 디지털 사진이다. 이
와 같이 생성 탄소는 물리 화학적 특성 분석을 위

해 열중량 분석과 X선 회절 분석에 사용하였다. 
Table 1은 Fig. 2의 720분 동안 각 전극의 평균 

전류량과 이산화탄소 저감을 나타낸 것이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 측정한 결과 은 전극에서 

0.82 ml/min으로 가장 많이 이산화탄소가 저감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어서 백금 전극에서 0.73 
ml/min, 니켈 전극에서 0.50 ml/min, 이리듐 전극에

서 0.24 ml/min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반응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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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oretical and measured amount of produced 
carbon by electrolysis in molten carbonate 
electrolyte at 600℃ 

Fig. 6 Cyclic voltammograms of four electrodes in 
molten carbonate electrolyte at 600℃ 

은 전극일수록 이산화탄소가 많이 저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는 CO2의 전기화학적 전환시간 동안 총 

흐른 전하량 결과를 나타낸다. 12시간 동안 각 전

극을 사용하였을 때의 총 전하량은 은 전극 10138 
C, 백금 전극 8855 C, 니켈 전극 4024 C, 이리듐 

전극 2949 C로 나타났다. 은 전극이 가장 큰 전하

량 값을 가지며 백금, 니켈, 이리듐 순으로 나타났

다. 이리듐 전극의 경우 500분 까지는 니켈 전극보

다 높은 전하량 값을 보이나 이후 전류의 감소로 

인해 전하량 값이 니켈 전극보다 낮아짐을 알 수 

있다.
Fig. 5는 실험을 통해 생성된 실제 탄소 생성량

과 총 전하량을 이용하여 계산한 이론적 탄소 생

성량을 나타내었다. 실험에서는 탄소의 추출과정에

서 손실의 발생으로 정확한 무게를 측정할 수 없

다. 따라서 생성 탄소량의 경향성 비교를 위해 식 

(4) ~ (5)와 다음의 식 (8)로 탄소의 생성 몰수

(Mcarbon)를 계산하였다.

 ·
· 

·
                (8)

q는 이산화탄소의 전기분해동안 흐른 총 전하량

이며, n은 탄소 1 mol을 생성하기 위해 반응하는 

전자의 몰수이다. 식 (4)~(5)를 통해 4 mol의 전자

가 반응하여 1 mol의 탄소를 생성함을 알 수 있다. 
F는 1 mol의 전자수를 의미하는 패러데이 상수이

며, 96485 C/mol이다. 식 (8)로 계산된 생성 몰수와 

탄소의 몰 질량 12 g/mol을 이용하여 생성 탄소의 

무게를 구할 수 있다. 전하량 결과를 통한 이론적 

생성 탄소량은 은, 백금, 니켈, 이리듐 순으로 나타

났으며, 계산 값은 각각 315.2 mg, 275.3 mg, 125.1 
mg, 91.7 mg이다. 각 전극에서의 탄소 생성 계산

치는 실허미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생성된 탄

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생성 탄소의 손실과 탄

소 생성량 계산에 사용된 전류 값이 이산화탄소 

전환 반응 이외에 전극의 부식전류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Fig. 5에서 은과 백금 전극의 경우가 

니켈과 이리듐 전극보다 오차가 큼을 볼 수 있는

데, 은과 백금 전극은 탄산염 전해질에서 각각 

AgO 또는 Ag2CO3와 Li2PtO3를 생성하는 부식반

응이 니켈과 이리듐 전극보다 크기 때문이다.(12,23)

이와 같이 탄소 추출 과정 및 전극 부식으로 인

한 이론적 탄소 생성량과 실제 탄소 생성량의 정

량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전극의 차이에 따른 탄

소 생성량의 경향은 이론치와 정성적으로 잘 일

치하고 있다.

Fig. 6은 네 전극의 순환전압 전류법의 결과 그

래프이다. 은 와이어를 기준전극으로 사용하였고, 
-0.6 V부터 -2.4 V까지의 전압범위에서 측정하였다. 
0 mA 값을 기준으로 전류 값이 음수로 측정되면 

환원극의 환원반응을 나타내며 양수로 측정된 값

은 산화반응을 나타낸다. 네 전극 모두 약 -1.5 V에

서부터 환원반응이 일어나고, 이때의 반응은 식 

(4)와 (5)의 CO3
2- 및 C2O5

2- 이온이 탄소로 환원되

는 반응을 통해 알 수 있다. 역방향 주사 시 -1.8 
V에서 -0.4 V 사이의 전압에서 산화반응이 일어남

을 알 수 있다. 이는 선행 연구를 통해 이산화탄소

의 전기분해 반응으로 생성된 탄소가 전해질의 음

이온과 반응하여 전자를 생성하는 산화반응이 일

어났음을 알 수 있다.(24)

Fig. 7과 8은 각 전극에서 생성된 탄소의 열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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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G results of produced carbon with electrode 
materials and graphite particle under air

Fig. 8 DTA profiles of produced carbon with 
electrode materials and graphite particle under 
air

Fig. 9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produced carbon 
with electrode material

분석 및 시차열분석을 공기 분위기에서 수행한 결

과이며, 흑연입자 분석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700℃ 

이상의 고온에서 연소하기 시작하는 흑연입자와는 

다르게 약 350℃에서 무게 감소가 시작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생성 탄소가 흑연입자와 다르게 결정성

이 크지 않고, 흑연입자보다 반응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jije 등은 백금 전극을 사용하여 본 

연구와 동일한 전해질에서 전기화학적 전환을 다

양한 전압과 온도에서 수행하였다.(25) 선행연구의 

실험 조건 및 결과 비교를 통해, 600℃, 4 V에서

는 판형의 탄소 입자가 생성됨을 알 수 있다. 
Fig. 9는 각 전극에서 생성된 탄소의 X선 회절 

분석 결과이며, 10°에서 80° 사이의 2θ에 대해 나

타내었다. 피크의 강도는 결정성을 나타내며, 약 

23°에서 측정된 탄소의 (002) 피크를 통해 생성 탄

소의 결정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리듐, 니켈, 백
금, 은 순서로 피크의 높이가 점점 낮아지며, 전극

의 반응성이 높을수록 다결정 구조의 경향성이 커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은 전극에서 생성된 탄소

의 경우 은과 염화은 성분이 검출됨을 알 수 있

다.(26) 이는 전해 셀의 전해질 성분이 용융탄산염이

고, 환원극 분위기가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은 전

극의 부식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23) 따라서 은 전

극의 경우 이산화탄소의 전환 효율은 높지만 부식

으로 인한 전극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는 네 종류의 전극의 재질을 사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전기화학적 전환을 통해 탄소로 전

환하였다. 전환 시간에 따른 전류 및 전하량 결과

와 순환전압 전류법을 통해 전극 재질에 따라 전

기화학적 반응성이 다른 것을 확인하였고, 반응성

은 은, 백금, 니켈, 이리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전극에서 생성된 탄소량과 이산화탄소 저감은 

전극의 반응성과 같은 경향을 보였다. 생성 탄소는 

열중량 분석 및 시차열분석을 통해 흑연 입자와 

같은 결정성 구조는 가지지 않고, 전극 재질에 따

른 차이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X선 회절 

분석을 통해 반응성이 높은 전극에서 생성된 탄소

일수록 결정성이 낮으며, 은 전극에서 생성된 탄소

는 은 성분이 검출되었다. 은 전극의 경우 탄소 생

성량과 이산화탄소 저감에는 가장 높은 성능을 보

였지만, 다른 전극 재질에 비해 화학적 내구성이 

약하다는 것을 X선 회절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따라서 전극의 반응성 및 내구성을 고려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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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재질에서 백금이 환원극 및 산화극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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