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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쩨 목 : 방사션을 이용환 생물학적 비분혜성 물질의 처리에 관

한 연구

II.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생물학적으로 처리 곤란한 유기성 독성물질을 방사선을 이용하여

처리함으로써 기폰의 처리방식으로 해컬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컬하

고 슬릿지의 발생을 막아 이차 오염물철의 발생을 억체시킬 수 있는

혜액처리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I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쟁물학척으로 처리가 곤란환 유기성 독성불철을 처리하기 위하여

방사션을 조사함과 동시에 오존과 반웅시킴으로써 최종 분해생성물로

분혜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써 제 1 단계 연구에

포함된 1.lJ용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선 조사선량에 따른 Toe 변화

2) 방사전 조사에 따른 난분혜성 물질의 구조변화 연구

3) 난분혜성 물철의 분해 메차니즘 규명

IV. 연구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생물학적으로 처리곤란한 유기성 목성 오염물철로 알여진 t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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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틸알코올을 대상으로 방사선과 오존올 병행하여 쳐리했을 경우 상

당량의 tert- 부틸알코올이 분혜되어 유기산으로 천환되었으며， 일부는

완전히 분해되어 50%의 Toe를 감소시켰다. 이때 방사션은 tert-부틸

알코올이 분해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환 O2 - 라디칼을 생성시

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활을 하였다. 따라서 방사선을 이용환 쳐리

방법은 생물학척으로 처리 곤란환 유기생 물철을 처려하는데 있어 유

용한 방법이 될 수 았슴으로， 여에대한 충분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훨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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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Project Title

A study on the treatment of non-biodegradable wastewater by

using radiation

II. O'이ective and Importance of Proje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for the development of a technique

which can solve the problems existing in treatment of non

biodegradable wastewater with conventional treating method ,

such as activated sludge treatment and ozone only, by using the

radiation combined with ozone.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As part of research activities on the treatment of non

biodegradable wastewater by using the radiation, the first year

study was confmed to the following scope :

1) TOC variation with radiation dose

2) The variation of structure of pollutant with radiation dose

3) The examination of decomposition of non-biodegradable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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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From the experimenral results, it was confinned that 삼le tert
butanol could not be decomposed by ozone only. However, when
tert-butanol was 0성dized by ozone combined with irradiation, a

large mount of tert-butanol could be not only easily converted
into by-products, such as organic acids , but also oxidized to final
product. The irradiation acts an important role of production of

O2- radical which is essential in decomposition of tert-butanol.

So, it was 단lought that 야le study on the treatment method for
wastewater by using radiation have to be continued because it
can be become good technir '- l1e in treatment of non-biodegradable
waste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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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정 및 필요성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수원의 수질오염은 오염원이 다양해지고 악

성으로 변함에 따라 상수처리강에서는 이미 웅집， 모래여과 및 활생탄

홉착 그라고 염소살균 풍으로 구성되는 기존의 처려방식으로는 완전

혀 처리하기 어려워 오존처리와 같은 포 하나의 새로운 처리공정을

추가혜야 되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

오존공정은 탈색， 멸균， 생분해성 향상 몇 악취체거 둥을 포함한

여러가지 장첨때문에 이미 몇몇 나라에서 상수처리에 적용되고 있으

며， 이들의 사용정험에 의해 오존의 유기물에 대한 강력환 산화능력이

업중되었다. 그러나 오존은 유기물을 산화시키는 반웅에 선택성이 았

다， 측， 불포화컬합이 있는 유71 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산화력을 나타

내지만 포화된 탄화수소에 대해서는 산화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

올 지니고 있어 오존처리공정 역시 완전환 쳐려방식이 될 수 없슴을

시사하고 있다.

Hoigne[l]에 의하면 tert-부틸알코올은 오존과 반웅시 오폰에 의

한 연쇄산화반웅이 일어나지 않아 분해되기 어려운 물철로 알려져

있다. 이유로써는 Fig. 1 에서 볼 수 있듯이 오존파 반웅시 물과 오존

의 반웅에서 발생되는 OH 라디칼이 자체에서 소모될 뿐만아니라， 오

존에 의한 연쇄반웅에 중요한 O2 - 라디칼이 생생되지 않음므로 연쇄

반웅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한편 메틸알코올의 경우 Fig.l 과 같은

반웅에 의하여 O2- 라디칼을 형성하고 이들은 다시 0 3 와의 반웅에 의

하여 OH 라디칼의 생성을 촉진합과 아울러 연쇄반웅을 유발시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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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지속적인 유기물 분해반웅을 유지시킨다. 따라서 오존애 의한

tert-부틸알코올의 분해논 오폰의 분해에 펼요한 O2 -라디칼의 형성이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환청보존을 위한 방사선의 이용은 최근들어 환갱문제의 심각성과

이의 해철을 위환 새로운 기술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점차적으로 관심

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았으며 [2-5] 몇몇 연구결파[6，7]는 기존의

수처리방식에서 해컬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쉽게 해철활 수 있는 가농

성을 보여주고 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존만으로는 처리가 곤란환 tert-부틸알코

올의 분해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방사션을 도업하고， 오존과 방사션

을 병행하여 처리하였을 경우예 대환 방사선의 영향， 즉， tert- 부틸알

코올의 분해양상 몇 분해메카‘ |즘 풍의 규명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 2 철 이론적 고찰

1. 생물학적 비분혜성 물질

생물학적으로 분해곤란한 물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1) 분차구조중에 산소원자를 포함하져 않은 것

2) 알킬기가 분해되어 화합물에서 알파산화， 베타산화가 곤란한 것

3) 제4급탄소를 갖는 화합물 및 에대르결합， 불포화결합， 아민기(

NH2), 이민기 (=NH) ， 니트로기(-N02) , 활로첸 둥을 함유한 화합물.

이들의 성분은 거의 모두가 폐수를 통하여 상수원에 유업되어 인체로

홉수될 가농성이 높은 물질틀로써 이플이 인체에 홉수되었을 때는 언

체에 치명적언 영향을 줄 수 있논 위험한 물질로 되어 았다.

2. 방사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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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의 방사선 처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방사선원으로써는 고에녁

지 전자와 감마선이 이용될 수 있다. 캄마선원으로 이용되는 동위원소

는 Co-60와 Cs-137이 있다. Co-60의 반감기는 5.26년이며 에너지는

각각 1.33 MeV와 1.17 MeV이다. Cs-137 의 경우 반감기는 30년이고

에너지는 0.66 MeV 이다. 고에너지전자를 이용할 경우에는 에너지가

2-10 MeV 이상을 사용함으로써 처리대상물질에 대한 침투효율을 높

이고자 할 경우에 사용한다.

3. 물의 방사화 분해

물을 방사선을 이용하여 조사시키면 물분자중의 일부는 excite 되

거나 이온화되어 라다칼을 생성삭킨다. 물이 분해되어 라디칼석 생생

되는 반웅은 Table 1과 같다 [8,9J. 산소가 폰채하는 정우와 존째하

지 않는 정우 모두 물이 방사선에 의하여 조사될 경우 방사화 분해되

어 H, OH, eaq로 되고 이중에서 H와 eaq는 다시 HO와 02로 되어 오

염풀을 분해할 수 있는 라디컬을 쟁쟁시킨다. 그러나 여러 라디컬중에

서 H02와 02는 H와 eaq에 비교하여 훨씬 덜 강력한 반웅을 한다. 따

라서 산소를 공급하는 반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반웅은 OR라디컬

과 오염물질과의 반웅이며 이때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발생되는

peroxy 라디컬의 계속적 생성을 위하여 계속척인 산소의 공급이 중요

하다.

4. 방사선의 분해효율에 대한 영향인자

4.1. 방사선량

생물학적 난분해생 물질의 분해에 대한 방사선 세기의 영향은

Piccinini[10] 의 염잭폐수의 분혜에 관한 연구와 Peter[llJ 의 음료수

로 부터의 Chlorinated ethylenes 제거 에 관한 연구에서 잘 나타나

었으며 그의 결과는 Fig. 2，3과 같다. Fig. 2，3에서 얄 수 있듯이 방

사션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오염물질의 분해효율은 뚜렸히 중가하고

있슴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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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농 도

생물학적 비분해성 물질의 농도에 대한 영향은 Getoff[12] 의 상수

중의 생물학적 비분혜성 물질의 방사선 분해에 관한 연구로 부터 잘

알 수 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Fig. 4，5와 같이 오염물의 농도 중7t

는 분혜속도를 낮추어 제거효융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었

다.

4.3. 산 소

산소의 영향으로써는 Kawakami[13]의 염잭폐수의 분혜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잘 알 수 있다. 그의 연구애 의하면 Fig.6에서 보여주

는 바와같이 산소가 없는 청우와 비교해서 뚜렸한 분해속도의 차이가

잊슴을 밝혀주고 았다. 이것 E 산소가 peroxy 라디컬의 계속척 생쟁

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슴을 보여주는 직접적언 중꺼이기도 하다.

4.4. C03, N03

C03와 N03이 영향은 Glaze 와 Staehelln[ 14，15] 에 의하면 C03가

라다컬의 Scavenger로 작용하여 Carbonate가 OR라디컬파 반용하여

Carbonate 라디컬을 형성시켜 안정화되므로 오염물철의 분혜에 사용

되는 OR라디컬의 형성을 억제하게 된다고 알려져 었다.. 따라서 오

염물의 제거효율은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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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 론

제 1 철 연구내용 및 방법

1. 용액 빛 설협조건

실험에 사용된 용액은 tert- 부틸알코올의 경우 중류수로 혼합하였

을때 총 유기탄소량 (TOC) 이 각각 122 mg/L 와 34 mg/L이 되도록

하고 메틸알코올은 총 유기탄소량 (TOC) 이 34 mg/L 되도록 하여 사

용하였다. 이경우 각각 용액의 pH는 6.4 -6.6 야었다. 실협조건으로써

는 방사선의 영향을 규명할 목적으로 1) 캅마선반 조사한 정우， 2) 오

존만을 사용하여 반웅시킨 경 우， 3) 오존과 감마션을 겸용하여 반웅시

킨 정우의 3가지로 나누어 tert-부틸알코올 용액파 때틸알코올 용액에

대하여 각각 수행되었다. 사용된 방사선은 약 50,000 Ci 코발트의 감

따션을 이용하였으며， 방사션의 선량률은 4.1 kGy/hr 이었다. 오존은

순산소를 이용하여 발생시켰으며， 산소공급의 유속은 190 mL/min
이었다. 이때의 오존농도는 1.3 wt%이었다. 모든 질험은 실온에서 수

행되었다.

2. 실험방법

모든 실햄은 회분식으로 수행되었으며 실험장치는 Fig. 7과 같다.

약 250 mL의 tert-부틸알코올을 반웅용기에 각각 넣은 후 실험조건

에 따라 오존을 반응기의 하부에 절치된 산기관을 통하여 공급하면서

동시에 방사전조사를 질시하였다. 정해진 시간동안 방사선을 조사환

후 일청량의 시료를 채취하고， 오존을 사용한 질혐의 경우는 시료중의

잔류오존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료내에 질소개스를 폭기시켰다. 질험결

과를 상호 비교하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떼털알코올 용액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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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동일조건에서 질험이 수행되었다.

3. 분 석

TOC 값은 TOC 측정기기 (Dohman model DC80)에 의하여 측정

되었으며， 분해생생물의 성분 및 농도는 GC (PEG 1000 25% coated
Unipor‘t R 60/80 columns) 와 RPLC (KC-811, 8 mm dia. x 300
mm ,‘ Waters ALC-GPC, Showa Denko K.K)를 사용하여 분석하였

다.

제 2 절 연구결과 몇 고찰

1. 전유기탄소량 (TOC) 변화

Fig. 8과 Fig. 9은 tert-부틸알코올과 메틸알코올에 대하여 여러

가지 실험조건에서 조사시간에 따른 Toe 캄소경향을 보여주는 설혐

결과이다. Fig. 8 에서 볼 수 있돗이 초기 TOC 농도 36 mg/L의

tert- 부틸알코올의 경우， 방사선만을 조사시켰을 경우나 오존만을 이

용하여 단독으로 처리했을 경우에는 조사시간 1시간의 청과에도 불

구하고 TOC 값은 약 2% 정도 밖에 캄소되지 않옴을 알 수 있다. 이

것은 서론에서 언급된 것과 얼치되는 절과로써 역시 오폰만으로는

tert- 부틸알코올이 분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방사선만

을 조사했을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TOC를 감소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녔다. 이러한 결과는 Hoigne[l] 에 의한 연구결과와 일치되는 철

파로써， 방사선조사에 의하여 물이 분해되어 생성된 OR 라디칼이

tert-부틸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tert-부틸알코올의 OR 라디칼

제거반용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더 이상의 반용어 진행되지 않기 때

푼이다. 따라서 Toe의 감소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된다. 그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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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과 방사선을 병용하여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Fig.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시간의 반웅시간이 경과했을때 Toe 값이 약 50% 정도의 감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오존의 분해에 방사선이 중요환 역할을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로써， 서론에서 언급된 바와같이 tert- 부틸알

코올의 분해반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오폰을 분해할 수

있는 O2- 라디칼의 생성이 중요하다. 오존이 유기불과 반웅시 O2- 라

디칼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02- 라다칼이 연쇄반웅을 유도하지만，

tert-부틸알코올 만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02- 라다칼여 생성되지 않

16아 반웅은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나 방사선과 병용하여 처리했을

경우 50%의 Toe 제거효율을 보인것은 50%의 Toe가 제거될 수 있

도록 충분한 OR 라디칼이 방사선과 오존의 반용에 의 하여 공급되었

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경우 OH 라디칼 생성은 불어 방사션에 의하

여 분해될때 생정된 H+ 이온이 물중의 용존산소와 결합하여 Hydro

peroxide(H02)을 형성시킨 후 생성된 O2- 라디칼파， 역시 물이 방사

선에 의하여 분해될때 생생된 전자(eaq ) 가 물중의 용폰산소와의 직 접

반웅에 의하여 형성된 O2 - 라디칼이 오존과 반웅함으로써 생성된 것

으로 생각된다.

Fig. 9는 메틸알코올의 경우에 대한 것으로써， 방사선조사만에

의한 Toe 제거효율은 11%, 오존만에 의환 경우는 25% , 그리고 방사

션파 오존의 병행에 의한 경우는 약 94% 에 다달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메틸알코올의 경우， 방사선 또는 오존 단독으로 방사선의 세기

나 오존량에 따라 충분히 분해황 수 있슴을 보여주는 결과로써 서론

애서 언급된 사항과 일치한다. 오존파 방사선의 병용처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방사선용 병행처리 했을 경우， 오존만을 이용하여 처려환

경우와 비교하여 볼때 아주 큰 체거효율의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이것

은 방사선이 오폰의 분해를 촉진시쳐 줄 수 있는 개시물질 (Initiator) ,

즉， OH 라디칼 및 O2 - 라디칼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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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잘 뒷밭침 하고 었다.

2. 분해생성물

Fig. 10은 방사선과 오존을 병행한 실험에서 tert-부틸알코올이

분해되어 생기는 여러가지 분해생성물의 반웅시간에 따른 농도변화를

나타낸 결과이다. 본 실험에서 방사선 딴을 사용한 경우와 오폰만을

이용하여 tert-부틸알코올을 분해시키고자 환 경우에는 분해생성물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Fig. 10에서 볼 수 있는 바와같이 방사선과 오폰

을 병행하여 tert-부틸알코올과 반웅시켰을 경우 방사선 조사시간의

증가와 함께 tert- 부틸알코올의 농도는 거의 선형적으로 감소함을 보

여 주었으며， 감소된 tert-부틸알코올은 Fig. 10에 나타난 바와같이

여러종류의 부산물로 전환되었유을 보여주고 있다. Fig. 10에 나타난

분해생성물의 농도는 방사선f 조사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양

의 tert- 부탈알코올이 분해생성물로 전환훨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일부의 분해생생물은 이미 최종생성물인 이산

화탄소와 물로 완전히 분해되었슴을 의미할 수 있다. 이것은 Fig. 8에

서 보여준 바와같이 방사선의 조사시간이 길어절수록 Toe 값이 갑소

되고 있다는 사설로 부터 잘 뒷받침 될 수 있다. 따라서 방사션의 역

할은 오존과 병행할 경우 tert-부틸알코올의 분해 및 분해생생물로의

전환， 그리고 다시 분해생성물의 최종생성물로의 분해에 중요한 역활

을 하고 있슴을 알 수 있다.

Fig. 11은 Fig. 10에서 얻은 여러가지 분해생성불과 Toe 감소를
고려하여 tert-부틸알코올이 분해될때 분해생성물로 전환되면서 최종

생성물인 CO2와 H20로 전환되어 가는 주요경로를 표현한 것이다. 즉，

tert-부틸알코올은 먼저 아세톤과 락틱산으로 분해되고 아세톤은 다시

아셰틱산으로 분해된다. 락틱산의 일부는 펴루빅산으로 그리고 다른

얼부는 아세탁산을 거쳐 개미산으로 분해되어 최종생성물인 cO2와

H20로 분해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Table 2는 각각의 질협조건에 있어서 60분의 방사선 조사시간에

서 분해부산물의 농도를 나타낸 결과이다. 방사선만을 조사한 갱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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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만을 반웅시킨 경우는 모두 미량의 아셰톤과 개미산 만이 생성되

었을뿐 다른 분해생성불은 전혀 생생되지 않았다. 반면 방사선과 오존

을 병행한 시스댐의 경우 많은 종류의 유기산이 생생되었다. 특히 분

해생성물의 진행정로를 고려해 볼때 최종생성물의 전단계인 개미산파

피루빅산의 다량생성은 tert-부틸알코올의 일부가 주어진 방사선량 조

건하에서 최종생성물로 분해되거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았

다. 이 결과는 서론부분에서 언급된 바와같이 오존으로는 tert- 부틸알

코올의 분해가 어려운 이유가 O2- 라디칼의 미생성이라는 점을 고려

해 본다면 오폰만의 반웅시스댐에 방사선을 도입할 경우 방사선의 도

움에 의하여 O2 - 라디칼을 쉽게 공급할 수 있슴을 알 수 있다.

3. Toe 감소 메카니즘

오존과 방사선을 병행한 반웅에서 tert- 부될알코올의 분해메카니

즘은 방사선에 의한 물의 방사화 분혜반웅과， 이것에 어환 오폰의 분

해， 그리고 tert- 부틸알코올의 분해 둥의 순서로 생각할 수 있다. 물은

방사션에 의하여 방사화 분해될때 다음의 식 (1) 과 같은 반용에 의하

여 개시채인 eaq와 유기물을 산화시킬 수 있는 OH 라디칼을 생성시

키고 식 (2)와 같은 반웅에 의하여 02 - 라디칼을 생성시킨다.

Hz 0 --Jχ~ eaq , -OR, H+ , etc (1)

e효q + O2

eaq + O2

~ -0;

• O~

(2)

(3)

생성된 O2-라디칼은 식 (4)을 통하여 오존과 반용하며 식 (5)와 석 (6)

을 거쳐 유기물 즉， tert-부틸알코올을 분해시키는데 훨요한 OR 라디

칼을 발생시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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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H+ ~ HOJ-

H03- ~ ·OR + O2

쟁성된 OR 라디칼은 식 (7)을 통하여 유기물(RH2)을 산화시켜 중간

생성 라디칼과 최종생성물언 H20를 생성시킨다.

·OH + RH2 ~ RH· + H20 (7)

한편， 물의 방사화 분해에 의하여 발생된 H+ 이온은 (8)식파 같은 반

응을 거치면서 Hydro superoxide 로 전환되고 중간생성 라다칼은

(9)식과 같이 산소와 결합함으로써 한충 더 산화된 형태의 중간생성

라다칼을 생성하쩨 된다.

H+ + O2 ~ H02• (8)

(9)RH· + O2 ~ RH02•

마지막으로 식 (8) 에서 생성된 RH02 라디칼은 식 (10)과 식 (11)을 통

하여 최종생생 산화물화 되면서 식 (12)와 같이 H02 라디칼을 형생하

거나 일부는 O2 - 라디칼로 남아 오존과 다시 반웅함으로써 연쇄반웅

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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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02• ~ R- + Hot + O2 - (10)

또는 R- + H02-

H+ + O2 - 느 H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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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혈룰 및 건의사항

쩨 1 철 컬론 및 활용전망

오존만으로는 산화가 되지 않는 tert-부틸알코올을 방사선과 함째

처리했을 경우에 대한 연구컬과 다음과 같은 컬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방사선을 오존과 함께 병용하여 사용했을 경우 방사션은 tert- 부

틸알코올이 쉽게 분해생생물로 산화되로록 촉진역할을 할 뿐만아

니라 산화되어 생성된 분해생성물 즉， 유기산이 쉽게 산화되도록

함으로써 Toe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였다.

2. 방사선은 tert- 부틸알쿄올이 분해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02-라디칼을 생성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오존과 방사선을 이용한 방법은 거폰의 오폰처리만으로는 분

해서키기 어려운 물절을 분해활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 2 철 건의사항

방사션화학의 산업적이용은 공해처리산업， 고분자공업， 의료잔업

동 많은 많은 산업계에 그의 이용도가 매우 높은 기술로써 선진국은

물론 후발개도국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정하여 많온 언력과 연구벼률

투자하고 있다. 또한 이 기술들은 원자력산업의 PA 측면에서도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이 분야률 육성하고 저변을 확대하는데 있

어 많은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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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adiolysis of water 라ld some pIimary re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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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centrations of various by-products at the 60 min irradiation
in each experimental system

Concentration ( m mol L-1 )

System

tert- butanola ) acetone formic acetic lactic pyruvic acid

gamma 1.68 0.40 0.075 0.015 0.015 nd

gamma/ozone 0.35 0.99 0.15 0.18 0.81 0.16

ozone 2.38 nd 0.02 nd nd nd

a) : the remaining concentration
nd :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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