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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쩨 목

금속 몇 유기물의 광촉매반웅‘ 연구

II. 연구의 목적 빛 중요성

훨자력발전소어 l셔는 증기발생기의 건전생을 유지하기 와해 척절한 시거에

증기발생기 내부에 축적된 슬라지 및 부착 챔전붙융 제거하고 있다. 셰갱법에는

물리적인 방법(blow-down 또는 sludge lancing) 파 화학세청 방법이 있는 데

물리적인 방법만으로는 슬러지의 왕전체거가 불;’}능하므로 화학세정을 하게

된다.

중기발쟁기의 화학쩨청시 급속 야온(철， 구리와 니캘 풍)과 착화체(chela디ng

ag없) 륨 함유한 제정폐액이 다량으로 발생하게 휩다. 폐액중의 EDTA와 EDA

퉁의 확화제는 펴l액의 지중처분시 방사생 핵종의 확산을 증가시키므로，미국 등

선진외국윤 착화쩨 함유 폐수를 A급 폐기물(NRC 10 CFR 61 .55)로 구분하여

분랴처분토록 규갱하고 었다.

세정폐액의 처려가술로 소각， 증발농쭉， 이온교흰· 빛 막분리 기술 등의 방법이

연구되고 았으나 유기물 처리 및 경처l성 문제 등으‘료 처리기술이 확렵되지 않아

세청폐액을 수거보판하고 있다. 그러나 세청폐액량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새로운 처리기술 개발이 매우 시급한실쟁이다

본 연구에셔는 현재 기술션진국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논 광촉매반응

(phot않atalysis)융 이용하여 쩨청폐수중의 금속어온을 회수쳐리함과 아울려 이때

사용된 유기생 착화체를 불과 이산화탄소퉁으로 완전분해함으로셔 원자력 관련

폐수 처리기술 확렵여l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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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의 내용 및 방법

Dialog, Patent, INIS, E&E, Uncover 등의 Data Base 의 문현검색을 통해

션진외국에서 광촉매반응에 대한 연구가 매년 급증되고 있읍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하나밖에 없는 지구톨 공해로 부터 지키려논 자구적언 노력과 환경보전

기술분야에셔 기술적인 우위를 차지하려는 선진외국의 보이지 않는 치열한

연구경챙에 기언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촉매반웅의 기초이론을 상펴보았으며 광촉매， 광원，

광촉매반웅치의 륙생 및 그 활용분야에 대한 연구현황을 기술하였다.

증기발생기 세정시 발생되는 폐액의 생분과 그 발생량을 살펴보았으며 현재

펴I액의 처리기술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점차 세청폐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새로운 처리공갱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또 이 처리공정으로

광촉매반응콩정 이 유망함올 알 수 있었다.

초읍파분무 열분해에 와해 2nO， Ti02 와 TiOi2nO 의 광촉매를 시제하고 아의

생농실험융 수행하였다. 원전 세쟁펴l액에는 금속이온과 착화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모텔 금속이온으로 닙·읍 선쩡하고 납제거애 대한

작화쩨의 영향애 대해서 팡촉때반웅 실험을 수행하였다. 초기 pH, 착화제의

종류 착화쩨의 농도 학화쩨와 금속이온의 농도비를 실험변수로 하여 용액중의

납체꺼 속도를 연구하였다

IV. 연구결과 빛 활용에 대한 건의

가. 냐노미터크기의 T102 광측배를 시체하고 TeE 의 광분해 반응실험을

하였다. 시제 광촉매는D맹ussa p-25 Ti02광촉매보다 반웅생능이 다소 떨어짐을

보였다. 이는 시제 팡촉매의 흡착점 세기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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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백급으로 탐지된 티타니아를 이용하여 광촉매 현상을 통하여 용액충의

납을 첨척 제져하는 실험을 수행하여 다읍과 같은 쩔론을 얻었다-

킬레이트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Pb+ 의 흙학이 용액의 pH 에 영향을

받으며 이에 따라 반응속도도 달라지게 된다. 책화쩨제를 사용 할 경우， 납

CItrate 보다는 납'-EDTA 가 표변 홉착량이 많게 펙고 따라서 보다 빠른 반용

속도를 나타내었다. 당량버 이상의 EDTA 를 첨가한 경우에는 자유 EDTA 와

Pb+와의 경쟁척언 홉착 산화 현상윷 보였으나， 10 배 이상의 EDTA 조건하에서는

아무헌 납제거 반웅도 일어나지 않았다. 당량비 이하의 EDTA툴 첨가한

경우에는 초기 납-EDTA 학화물의 농도가 감소되므로 1:1 냥'-EDTA의 정우 보다

낮은 속도를 나타내었으며 착화물의 분해 이후에는 킬돼이트제를 첨가 하지

않율 때와 칼은 속도를 나타내었다. 용액중의 납을 제거 할 때 킬레어트제로

EDTA를 1·1 당량버로 첨가하면 가장 빠른 청적 제거 반웅속도흘 나타내었다.

다. 광촉매반웅 분야는 선진외국에서도 아직 가본연구 단계이고 실용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션깐각국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광촉매 현상의 활용분야가 공기정화，

폐수처리， 급속회수， 수소제조 등 과학기술 전분야에 대해 그 파급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는 완천세청폐액의 처리를 위한 기본연구로 수행되었으나 연구결과는

폐수처리 기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뽕 아니라 환경보전을 위한

신기술에도 적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환경보전뜰 위한국가적인 장기 대책에

의거 환경보전 판련 신기술 연구에 적극적 지왼어 절실히 요망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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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A Study on the Photocatalytic Rea따ion ofthe Metals and Organics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o maintain the integnty and to prevent life time reduction of 양earn generators in

nuclear power plants, sIll'훨ε and deposit acc파nulated on the tube 양1않t and tube of

generators should be rernov혀. A chemical cl없피ngm려hod is used for removaJ because

physical meth때s such as water lancing and blowdown are limit응d in effectiveness.

Al없ge amount of cl앓파ng solution is reI않sed as w;월te 짧er chemi혜 cl않ning. It

cont따nsm많at ions such as iron, copper and nickel and chelating agents such as EDTA

and EDA. Chelating agents in wast응 solution 뼈.ve the charateristic of increasing the

띠짧lSI까ty of radioactive nuclides when disposed of by land burial method. Therefore m

dev응loped countries waste cont려ning chelating agent is dis따19uished as A grade waste

(NRC 10 CFR 6 1.55) and r'맺ulated for separate dispos외 from others.

Technologies like incineration, evaporation, ion exchange and membrane separation

have been studied for treatment of waste de없파19 solu1ion, but those are not effective

where proM야18 of organics d，맺~t1on 뻐de∞<DOffilCS ‘are concerned. New technology

for disposal is required to distroy the organics and to resolve the problem concemmg for

waste disposal.

Photocatalysis, which has been studied in te야nieally developed countries, can be one

ofthe promising meth여s to recover metal lons as well as to decompose the used organic

chelating agent to water and혀rbon dioxide gas for establishment of treatment technology

ofwaste solution relating to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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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It was found that papers about ph야oca:때lytic reaction 뼈d mer，없sed drastically

according to the paper survey by 없tabase of Dialog, Patent, lNIS, E&E, and Uncover.

까US might have res비ted from severe competition of research to 때엉 the technical

advantages in the environmental industry and to protect the earth from pollution among

the developed countries.

In this work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the application 윈elds of photocatalysIs

were discuss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photoca따Iyst， light source, and photocatalytic

reactor were also re까ewed.

Photoc없alysts such as ZnO, TI02. and Ti02/ZnO 、vere prepared by the ultrasonic

spray method and tested for their performances in trichloroethane photodegradation

Lead metal ion was selected as the model one in another experiment for photocatalytic

r않따ion containing EDTA. Disappearance rate of lead ion in solution was analyzed

with control variables of initial pH value, concentration of chelating agent, and

concentration ratio ofmetal ion and chelating agent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A. Ti02 P따ticles of nanometer size were prepar빼 b} thermal dε'composi낀。n ofITIP

in the aerosol reactor and weTε e뼈mined for the photocatalytic degradation ,of

TCE(않trachloroe앙lylene). The prepar혀 Ti02 shows lower photocatalytic acti찌，ty than

that ofO떻Jsa P-25 TiOz The eli짧renee m ac디vity is proposed to be related to the

str없햄1 ofadsorption site.

B. With platinized titanium dImade (l↓ j빠.% Pt). photocatalytic depositon and removal

of lead in solution없s exanun빼. Our data are consistent with the following picture:

2+With no EDTA, Pb 때sorp디on is dictated by initial pH

-8-



W펴1 stoichiometnc EDTA:Pb ratio, the neutral complex may be adsorbed at

appreciable coverages, and a re떠디v망 rapid removal 13t~ occurs. With excess EDTA,

the free EDTA competes with Pb for oxidation, and at a ten fold excess, no lead oxidation

(hence removal) occurs. With insu뻐Cl하It EDT~ the corresponding initIal

concentration of Pb-EDTA is decr，앓sed; after its destruction, the r하naining Pb2+ is

removed more slowly, at 13않s found with lead 미trate solutions.

The net result is that the maximum rate of lead deposItion occurs at the stoichiometric

2+ratio of I: I EDTA: Pb

C. Phot，아요따lysis represents an emerging prα:ess chemisσY， but it is not currently an

industrial water treatment pra따lee‘ Heterogene아15- photocatalysis is not Y'εt in

commerce, 려thou양 many collOπies， such as the United State, Japan, France, Italy, and

China have initiated development of water purification devices or eataly안s based on the

use of near-UV light with a titanium dioxide photocatalyst. This technology provides

extensive applications such as air purification, liquid waste treatment, and m않al

reω，very， as well as hydrogen or oxygen production, and has propagating effects on

various areas of science and technology.

This basic research on treatment of waste cl않피ng solution 한om nuclear power plants

짧nonstrates the new process for the waste treatment and that tl휠se results can be applied

to the technology of environmεn없1 prot앓tion. Particular suppoπ in technology

development for a clean εnvironmetmust be ∞nsidered as a nationallong-term pr에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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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1장 서 론

1. 개 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환경은 스스로의 자정작용에 의해 유지되어 왔으나

혀근 인구증가와 산업악 발말로 지구의 자정능력이 포화상태에 달하였고， 이

한계를 넘은 양의 폐 7)볼은 공해물질로서 오늘의 환경문체를 야기하체 되었다.

지구의 환경보존윤 우션 물의 오염방지툴 통하여 시작되는태 현재의

처리방법 보다는 획기적인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고 여를 방법은 각 단계벌로

처해진 위치에서 환경에 충격이 가장 작은 방향으로 자연계에 되돌려 놓거나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이 가장좋은 방법을 채택하여 산업계로 순환시키는 길이

모색되어야활것아다.

이러한 관점에서 AOP (Advan뼈 Oxidation Processes,고급산화공정)은 물 청화

및 산업폐수 처리에 가장 척절한 방법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1910년 후반에

수용액충의 저농도 오염물을 분해하기 위해 이산화티탄늄 (Ti02) 은 반도체

업자블 사용한 일련의 공정개념을 통하여 적절한 조건하에서 식수 또는 가정용과

산업폐수중의 오염물로 발견되는 유가화합물 할로겐 유기물 그리고 유기

금속화합물 등을 완전히 파괴활수 있융을 보여 주고 았다.

이와 같이 hydroxyl radicals (수산화라디칼)과 같은 반웅생 이 아주 콘

oxyr때i대k 을 형성하는 상온 화학공쟁을 AOP 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오존과

과산화수소의 혼합산화반웅 (mixed oxi뼈nts ozone and hydrogen peroxide), 광분해

오존화반웅 (photolytic ozonation, UV light plus ozone), 광분해 과산화반응

(photolytic peroxidation, W light plus hydr앵，en peroxide), 그리고 광촉매현상

(photocatalysis, n-UV light plus photocatalyst and 0，0없n샤 등을 이용한 물처리 기술을

총체적으로 지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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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는 아주 다양한 조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오염물질중에 EPA

(En띠ronment때 Protection Agency) 는 129 종을 主要폼榮物 (pnority pollutants) 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유기물틀을 물로 부터 체거하는 기술은 현재 공기 또는

증거할거， 활생탄 또는 다공생 고분차수지에악 홉착， 그라고 생물학적 처리방법

둥이 사용되고 있으나 단순한 相轉移에 불과하기 때문에 회수된 오염물의 처분

등에 많은 문쩨점이 있게 된다 AOP 관련 가술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유망공정으로최곤틀어 각광을 발고 있다.

다양한화합물에대한 AOP 관련기술은이체연구가시작되고있다. 이들중

光觸媒現象은촉매를활생화셔커기 위해햇빛의 1 -2 %를차지 하는 300 - 360

m 영역의 빛을 사용하게 되는데 일차척으로 흰색 도료로 사용되고 있는

이산화티타늄과 용존산소를 이용하여 오염물을 분해하는 반응에 대해 연구되어

왔다. 이 결과에 의하면 수중의 Ti02 (때atase) 부유입자는 식수중에 존채하체

되는 TeE (trichloroethylene) 등을 완전히 분해시키게 된다 이러한 광촉매현장은

현재 장업적으로 활용도l고 있지는 않으나 미국 풍지의 많윤 회사에서

이산화티타늄 광촉매와 n-UV (곤자외션)를 이용한 물 정화장치와 촉매개발을

시작하고 있다. 여기에서 처려수중에서 촉매를 영속척으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촉매 고정화기술도 연구가필요하다.

광촉매현장은팡촉매로사용되는 n 형 반도체가 빛에 의해 여기되어 생성되는

자유전자와 정공으로 인한 싼화-환원반웅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유기물의 경우

산화에 의한 분해 금속이온의 경우 환원에 의한 재생 또는 분리흘 통하여

불처리률할수 있으므로유기물과금속이온혼합폐수블동시에 처리할수 있다.

용액 중의 급속이온은 자외션 조사툴 통하여 극장촉매로 사용되고 있는 반도체

업자 표변에서 환원 되게 되며 이를 물리적 또는 화학척 방법을 통하여 회수 할 수

았다. 이빼유기화합물은산화과쟁을통하여물 이산화탄소등으로완천분해

되게된다.

- 20-



광분해나 오존화 또는 과산화불만올 이용한 1칸순공정은 오염물을 완전히

분해할 수 없으나 광촉매현상은 이를 완전분해활 수 있어서 물의 정화와 유해

오염물 분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유해 오염물의 분해는 기존의

상전이 방법 (활생탄 홉착 또는 공기탈거 등) 떼서 야기되는 위험 오염물

처분과쟁을 없애는 아주 획기적인 륙생올 갖고 었을 뿔 아니라 중급속 처리에

활용할 경우 산업폐수 중의 뀌금속 성분을 션별적으로 회수할 수 있어 자원의

재활용에 크게 71여활수 있는유망한공정으로 연구가시급하다할 수 있다.

2. 연구와 필요성

-현재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증기발생기의 건전성 유지흘 위하여 적절한 시지에

증기발생기 내부어! 축적된 슬러지 및 부작 챔전될을 체거하고 있다. 이때

물리척 셰정방법 (blow-do빼 또는 sludge lancin;찌 아 이용되고 있으나 완전

제거가 불가능하므로 화학째정 방법으로 KWU 광쟁과 EPRl SGOG 공쟁 이

확립되어 있으며 이륨 이용하여 고라 원자력 I 호가에 대해서 화학셰정아 실셔

되었다.

이때 생성된 폐액은계통의 재질에따라급속 여판의 성분이 변하게 되나 고려

l 효기의 경우 철，구리 및 니켈등이 함유되어 었다. 이 공쟁에 사용되는 EDTA,

EDA 등과같은 착화제는 폐액의져중처분시방사성핵종의확산을증가시키는

것으로알려져 었다.

이 공정 중 발생하게 되는 폐액에 대한 처리기술로 소각 증발농축， 이옹교환

몇 막분리 기술 등의 방법이 연구되고 있으나 유기물· 처리 빛 경제성 문제 등으로

현재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화학세정에

따른 생생불 처분용량을 고려하여 왈 때 새로운 처리기술 개발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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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현재 미국 등 기술 션진국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폐수중의

금속처리 기술인 광촉매반용(photocatalysis)을 이용하여 세청폐수중의 금속

이온을 회수처리함과 아울러 이때 사용된 유기생 착화제틀 완전분해함으로서

원자력폐기물 처리기술 확렵에 기여하고자 한다.

3. 국내외 연구현활

광촉매률 이용한 금속 환원방법은 희귀뀌곰속 (platinum, palladium, gold,

rb여ium， silver 등} 회수 뿔 아니라 산업 폐기불중의 유독성 급속 (mercury ， l않d 등)

처리에 이용하기 위해 미국 카나다 및 일본 등지에서 활발히 연구되고있다

반도체 물질언 광촉매는 초기에 태양 에너지툴 활용하여 물로 부터 수소를

체조하기 위해 연구되었으나 최근들어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망한 방법으로 언정되고 있으며 특히 수중의 난분해생 유기화합불 (phen이，

TCE, PCB 동) 처리에 탁월한 성능을 보입으로서 산업 폐기물 처리뿔 아니라 대기

줌의 유가오염물 처리도 가능하여 우주선 (space shuttle) 에서의 이용겨술도

연구되고았다.

광촉매 반용을 이용한 급속환원 기술은 현재 미국 에너지성 (DOE) 산하에

위원회를 설치하여 광범위한 계획하에 국랍연구소를 중심으로 많은 대학에서

연구과제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원자력산업에 용용한 사례는

현재까지 발표되어 있지 않으나 화학세정액과 비슷한 생분을 갖는 오염수에

대한광촉매 반응 연구결과가발표되고 었다.

국내에서의 팡측매 연구는 초기단계로서 일부 논문이 발표되기 시착하고

있으며 산업 폐수중의 유기화합물 분해 (TeE 등)와 광천기 화학을 이용한

수쇼쳐l조와 같은 연구가 진행되고 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기본기술의 교류가

가능하려라 생각된다. 그라나 착화체와 금속이온이 함유된 폐기물 처리를 위한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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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책 I 쩔 연구내용및방볍

1. 광촉매반웅

가. 팡촉매반웅개요

후김L 효료
'-- 'L-

수장 생태계에서와 광화학반응(photochenu않] reaction)야 최근 들어 많은

관심을 끝고 있다. 해수나 답수는 생물학적인 기질과 콜로이드장웅집체 뿔

아나라 무거 및 유기 용존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이들이 햇빛을 받으면

다양한형태의 화학반웅과물리적인 현장이 나타나페 된다. 태양은빛을 체흥함

뽑만 아니라 되어 있는 환경에셔 발생하는 광반응얘 대한 에너지원의 역할을

하게된다.

태양팡애 의한 광화학 현장은 져구환청의 자정작용(self-purification)의 주

반웅이며 스모그 (smog) 등과 칼은 대기현상의 한 원인으로 판명되고 었다[I ， 2].

1 이러한 광화학반응은 반도체 물질 (serruconductor rna빼als)에 의해 크게 촉진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특히 흰색 도료에 사용되는 꾀타니아는 햇빛이 쪼여질 때

광화학반용을 촉진시킴으로서 결합제로 사용되는 유기물을 분해， 얼화

시킴으로서 페인트가부스러지계하는 것이 혼하 캡활수 있는대표척언 예라할

수있다.

이와같이 반도체’ 물질에 의해 광화학반응이 촉진되게 되는 광촉매현상

(photoc없lysis)윤 1972년 Fujis뻐na 등[3]에 의해 빛에 조사된 단일 전극율

이용하여 불융 분해시켜 산소나 수소를 제조힐- 수 있음이 발표된 이 후

태양에너지 이용을 위한 연구가 체계척으로 시작 되었다. 이후 n 형 반도체

(n-양pe s빼conductor)에 band-gap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벚율 조사하면 안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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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나 이온틀을 활생화시킬 수 있음이 많이 발표되었고 이릎 환경 유해물

체거에 활용하기 위해 많은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유기물 분해의 경우， Formenti 등[4] 이 기존의 고온， 고압 조건이 아닌 장온，

상압하에서 때탄과 에탄을 완전 산화시킬 수 있읍을 발표하였으며 Oliver 등[5]은

수종의 방향족 화합물， p-dlC삐orobenzene， 을 분해서킬 수 있읍을 보여 주었다 또，

Kraeutler 등[6]은 수중 용존 급속이 광촉매 환원에 의해 첨척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틀은 현채까지 사용된 상전이 (p뼈se t때lSfer)에 의한 대표척인

수처랴 기술들， 즉 액장에서 고상으로의 전이 형태언 활생탄 홉착， 액상에서

겨강으로의 전이 형태인 휘발생 오염불뜰의 공기탈거 (air stripping) 와는 달리

화학적인 파괴(chemic려 de앙mαion)를 유발셔켈 뽑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처리가

어려운 난분혜성 유기물들까지 쳐리할 수 있어서 물 갱화흘 위해 현채 많은

연구가진행되고있다.

나. 광촉매 현상의 반응구조

자연수는 생불과 무생불 형태의 유기물 뽑아니라 무기 광물질과 같은 많은

입자들과 콜로이드틀 함유하고 있다. 이라한 엽자틀과 수중에 존채하는 이온

또는 용존 유가화합물틀칸의 홉학과 용해와 칼은 상호작용에 의해 조사된 벚에

대한 서로 판이한 광활성을 나타내게 된다. 이들 수중의 입자애 의한 광활성을

이용하여 유기물을 분해 또는 변환시키거나 용폰급속을 첨척제거하는 반웅을

이용홉F는 것을 팡촉매 현상이라말하고 었다. 이러한 현장은 용액에서 뽑 아니라

공기중에서도 발생하게 된다.

반도쩨 물질은 빛에 조사되어 여기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광촉매로서 좋은

활성을 나타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다음의 과정을 통하여 반웅을 일으카거l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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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절한 에너지(band-gap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벚의 조사에 의한 천자-쟁공

쌓의형생

2) 전자-정공의 재결합속도 보다 빠른 포획속도를 핫는 포획제에 의한 전하의

분리

3)홉작된물질과분리된 정공 전자에의한 산화， 환원 반웅

4) 생생물의 탈확 많 촉매똘질 표변의 재생

이러한과정들과더불어 일반적인 촉매 현장에서 나타냐는 물질전달， 홉.탈확

퉁이 포함되게 되는데 이들도 또한 빛의 조사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광촉돼 현상은 열반촉매현상과같으나훌매로 사용되는반도체물질이

빛애 의해여겨되어 생생되는 정공-전자쌍의 천하가분리되고그 표변에서 각각

산화-환원이 일어나제 되는 것으로 그 반응구조를 산화-환원 구조(redox

mechanism) 라말할 수 있다.

이러한 반웅들윤 입자장 또는 롤로이드상 등 다양한 형태의 반도체풀질들을

이용활 수 있으며 기체-고처l 또는 기체-액체 영역에서 얼어날 수 있다- 여러

광촉매 현장에 대한 특생 빛 반웅구조틀이 현재까지 완전히 밝혀지지 않고‘ ’

있으며 현재 많은 연구[7]가 전행되고 었다.

(1) 광전기화학

각종 분자들의 빛의 홉수 스펙트렴은 잘 알려져 있는데 이들이 고체

표면얘 홉착되어 있을 때는 그 홉수스펙트렴이 바뀌게 되어 분자로 자유롭게

존재할 때애 비하여 크거나 작은 파장을 갖는 빛윷 홉수하게 되는데 이를 청색

또는 적잭 변이(blue or red shift)라고 부론다. 이러한변이는 전하의 이동효과에

의한것으로 알려져 았다.

만일 보다 높은 파장으로의 홉수를 야동시키는 적색변이가 얼어날 경우， 특히

조사 스펙트렴내의 가시광선 영역에서나 곤적외션쪽으로 변이가 얼어날 때어l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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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작된 물질이 빛에 의해 여기되어 화학적인 변환과정을 나타낼 수도 었다.

이때애 고체는 홉착제로서의 역합만 하고 빛이 홉합 물질을 여기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현장을 단순환 팡분해(photolysis) 라고 한다.

한펀， 반도체 물집장에 홉학된 유기물들어I 벚이 조사되변 단순한 광분해와

더불어 산화-환원반응(redox reaction)이 더불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러한

반웅구조에 대한 활성은 홉착제와 홉착질의 상호작용 특정 및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된다

태양광은 근적외션， 가시광선， 그리고 근자외션풍으로 그 애너지가 광자

(photon)당 0.9-32 eV (87-308 kJ/mole)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블

전기적인 또는 화학적인 에너지자원으로의 활용가치가 매우 코다. 이 태양광을

전기적인 또는 화학적인 (산화-환원)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은 전자펌프(electron

pump)로 작용활 수 있는 파장의 빛을 이용하게 된다[8] ‘

한 원자나 분카f등에 의해 광자(photon)가 흡수되게 되면 낮은 궤도(1，뼈er

orbit떠)로 부터 높은 폐도(higher orbital)로 전자가 떠오르게 된다 이와같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빛의 파장은 무 궤도의 에너지 차이φand-gap energy, Eg)와

같거나보다큰 에너지를 강어야한다 이러한어떤 분자 S 내 펌핑에 의해 전자

정공쌍(electron-hole pair)이 나타나게 되므로 여기된 상태， S*，가 형상되거}

된다(Fig. 1-lA).

이 전자-정공쌍은 전자(e)가 적절한 전자받거l(electron acceptor), A，쪽으로

흐르게 되거나(식 1-1) 전자주게(elecσon donor), D, 에의해 제공된 전자가

갱공(h+)을 채우게 되면(식 1-2) 전자와 정공이 분리되게 되고 비록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산화-환원 화학에너지(redox chemical energy)로 빛에너지가 처장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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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nductor bands and electron-hole pair formation mh방It absorption

-27-



s* + A • S+ + A- (1-1)

S* + D • S+~ U~

s+ 와 A- 간 또는 s- 와 n+ 간의 반웅은 자발적으로 열어나게 되고 이때에

에너지를 방출(발열)하게 된다. 만얼 전자가 어떤 션을 따라 흐르게 할 수 있다변

빛 애너져률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겨상태는 아주

짧은 시간동안(액상에서는 10-9_10-6 초 정도} 만 유지되어진 후 전자-정공쌍은

채결합하게 되어 홉수된 빛 때너지가 열로 발산되거나 언광(phosphorescence)과

같이광자로방출되게된다.

따라셔 빛을 열어l너지 이와의 다른 형태로 사용하기 위해셔는 전자-갱공의

재결합이 일어나가 전에 분러시켜야 한다. 전하의 분리는 전기장(eleαric field)

어나 A 나 D 등이 존재함으로셔 나타나는 화학적인 포멘셜의 차이， 즉

화학장(ch야tical field)에 의해 촉진된다. 이렇게 생생된 s+ 와 A" 칸 또는 s· 와 A+

간의 반용， 즉 (1-1)과 (1-2)의 역반웅이 아주 느라지 않다면 역전자이동이 띨어나

S 와 A 또는 S 와 D 로 변하논 반웅이 아주 빠르게 일어나서 중간생생물간 전자

갱공 재결합애 의해 열이 발생하게 된다.

화학척언 에너지가 산화 또는 환원총(oxidized or reduced speci않)의 형태로

보존될 수 있으려면 이들의 재결합과쟁에 대한 활생에너지가 아주커서 역반용이

아주 느려거나， 산화 또는 환원생성물들이 반응하기 전에 분리됩 수 있을 정도로

셔로간의 거리를두고형생되어야한다

반도체에서의 벚의 흡수도 유사한방법으로 일어나게 된다(Fig. 1-18). 반도체

물질들에서는 에너지 차이， Eg, 만큼 분리되어 았는 대부분 채워진 생꽤인

원자가대(v싫ence band)와 거의 비워진 상태인 전도대(conduc디on band) 내에

꽤도틀이 존재하게 된다. 반도체가 용액중에 담겨져 었을 경우， 전자를 앓고

얻으려는 경향， 즉 전자친밀도 또는 전기화학적언 포탠셜이 두 상간에 다르기

때문에 그 계변에셔 전하의 이동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반도체 표면 약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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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정도의 깊이까지 전기장이 형성되게 된다. 야 전기장의 방향은 반도체와

용액의 상대적인 전자친밀도에따라변하게 된다.

n 형 반도체의 경우 전자주게들이 혼입되어 있겨서 전도대에 약간의 전자가

존재하체 되므로 전기장이 보통 반도체 본체로 부터 계변쪽으로 형성되게

된다(Fig. 1-2A). 그러므로 빛이 계변에서 홉수되어 반도체의 콩간전하영역 (space

charge region)에셔 전자-정공 쌍이 형생된다변 젠자들은 반도체 본체쪽으로，

청공은 표면으로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계변에서 자발척으로 형성된 전기장에

의해 전자-청공의 분리가 일어나게 되므로 Fig. 1-2A 에서 처험 띠의 구부러집

현상이 나타나재 된다. 이 Fig. 1-2A 에서 나타난 에너지 준위는 전기척인

애너지를 나타내는것으로 전자들은 아래쪽으로 청공들은 위쪽으로 자발척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분라된 전자와 청콩은 용액내에 존재하게 되는 어떤 종 D 가 표면

정공의 에너지 준위보다 위쪽인 용액내 산회"-환원 포텐셜(s이ution redox

potential)을 가질 경우， 전자이동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D + h+ • D+ (1-3)

전도대까지 도달할 수 있논 에너지를 갖는 여기전자는 반도체에 연결된

회로를 따라 광활정을 핫지 않는 전극으로 이통될 수 있고 여기에서 어떤 산화된

형태， 0，툴 환원시킬 수 있게 된다.

o + eO • R U~

n 형 반도체와 비활성 전극을 전해용액내에셔 조합시키게 되면 Fig. 1-2B 와 1

2C 에서 보이논바와 같이 광전기화학 전지(photoelectrochemical c해)를 구생하게

되는데 여기애서는 벚에 의하여 다읍과 랑은 전반응을촉진시키게 된다

o + D • R + n+ (1-5)

만일 0 와 D 가 모두 물이라면 (1 -5)식은 물이 :당분해에 의해 산소와 수소가

발생하는 반응을 나타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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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H10 • 0 1 + 2H1 (1-6)

이러한 반웅은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사용된 반도체 물질

(예를 들변 Ti02 나 SrTi03 등)에 태양광과 같은 빛을놓 사용할 경우 그 효율이 아주

낮다.

p 형 반도체로 구성된 천지는 Fig. 1-3 과 갈이 나타낼 수 있다 p 형 반도체눈

천자받게(electron acceptor)가 혼입되어 있어 원지가대에 정공을 만들게 된다.

반도체의 band gap내약 산화-환원 에너지를 갖는 불질율 함유한 용액에 p 형

물질이 접촉되게 화떤 전기적인 펑형으로 언하여 반도체 본체쪽을 향하게 되는

천기장을 갖는 공간전하영역(space charge region)을 만들게 된다.

이 영역에서 빛애 의해 생성된 전자-정공쌍은 다시 분리가되는데 이때 전자는

계변쪽으로 이동하여 용액내의 전자받게 물질， A，이 환원되게 되고， 정공은

반도체 내부로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빛이 조사되었을 때 p 형물질에서는

광환원반용이 n형물질에서는 광산화반응야 촉진되게 된다.

반도체와 용액의 계면애서 전가장내 전차와 정좋-외 분려는 Si 냐 GaAs와 같은

고체 광전지의 p·n 접합에서 얼어나는 현상과 유사하게 보인다. 그러나

고체천지가 외부회로를 통해셔 전자룰 퍼올렬 수는 있지만 아무런 화학척인

현장이 얼어나지 않는데 야러한 점에서 많은 차이짐을 갖게 된다 액체접합천지

(liquid junction cells)에서 전자나 정공 그 자체가 용·액매질내에셔 안청하지 않기

때문에 액상올 통한 이똥은 전묵표변에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틀 이용하면 조사펀 에너지를저장할수 있도록 화학물질로

직접 변환시킬수 있다.

천극표변에서 화학반응여 얼어난다는 사실은 반도체 자체가 반응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함유하게 된다. 이와같이 n 형 반도체에서 벚에 의해 생생펀 정콩이

반도체 표변을 산화시켜 차단층을 만들거나 전극을 용해시킬 수도 있다. 따랴서

빛의 조사에 대한 반도체 전극의 안정성 이 광전기화학 전지에서는 주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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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용핵의 산화-환원쌍 또는 용매를 잘 션청하거나

전극표면을 개조하므로서 전국의 안정생을 유지 시낄 수 있다.

고체첩합천지에 비하여 액체접합전지가 갖는 가장 중요한 장점은 용액내어I

반도혜를 담가줌으로셔 접합야 이루어진다는 사실야다. 더구나 빛이 계변에서

바로 홉수되고 이로인해 생성된 천자-청꽁이 반응-전에 이통하는 거리가 매우

짧게 된다· Si(p-n)전지에서 p 형 물질층을 통과하여야만 하고 빛에 의해 생성된

전하운반체 대부분은 접합점까지 확산되어야분리가 얼어날수 었다.

이러한 여건하에셔는 고가의 단결청물질(single crystal mate디all이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전하의 분리가 있기전에 업계(grain boundary)에셔

’확산종들의 재결합이 일어나서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반도체-액체 계변에셔는

이러한 것툴여 벌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중착이나 화학적인 표면 처리등

여러가지 방법에의해 쟁생된 다결쟁물질(Polycrystalline rna빼at)도 수처리를 위한

광촉매로셔 성공적으로 이용되고 었다.

(2) 정공-천자의 포획

광촉배반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셔는 생생된 전자-정꽁 쌍의 재결합을

억제활 수 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방법줌의 하나가 광여기에 의해 생성된

전자나 정공 또는 그 둘 모두를 잡아주는 것이다. 광촉매 륙히 Ti02 장에셔의

광여기 전자-정공쌍 재결합은 10-9 초 쟁도의 시간내에서 일어나므로[9] 홉수훤

광자를 화학적으로 저장 가능한 형태의 산화-환원쌍으로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계변 천하운반채(전자나 갱용) 포획속도가 아주 빨라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포획제로 작용할 수 았는 종들이 활생광자가 도달하기 전에 미리 광촉매표변에

부확되어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공포확은 분해가능한 홉착질이나 희생제(sacrificial r않g맑lt)를

사용하게 된다 T디해lY뻐띠ne이나 hydroquinone 갈윤 것이 CdS 를 이용한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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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환원시에 희생 전자공여체(sacrificial electron dono깨로셔 작용[10]하여 청공을

포획하게 되며 그러므로써 전도대 전자가 전자.정공 재결합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정공포획은 전기영동창 (electrophoretic field) 내에셔 마치 이온처렴

움직일 수 있도록 업자상에 충분한 하전이 형성되게 되변 아주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2-propanol 이 존재할 때 Ti02 (Degussa P-25)

장에셔 형생된 전자의 수명이 연장되게 되는데 이는 표연 수산화라디칼의 형태로

존재하는 정공을 포획해준 때문으로 생각되고 있다.

전자포획도 마찬가지로 천자-쟁공의 재결합을 억제시카게 된다 Ti02 의

전도대는 비활생용매내에 존재하는 산소의 산화-환원포벤첼과 거의 같은 에너지

준위를 갖기 때문에 여러 불균일 광촉매 반용에서 촉매상에 홉작된 산소가 전자

포획쩨로 작용을 하게 되며 산소농도가 광촉매 반응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산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계면 전자의 역이동에 의해 광측매

활쟁이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많이 있다. 유기물분해에 있어서 산소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촉매표면에 대한 산소흡착능에 따라 촉매 물질의

활생야변하게된다.

Ti02 의 경우 루타일(rutile) 형태가 아나타쩨(때.awe) 형태보다 광촉매 활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루타일형태에서 산소의 홉착능력이 보다 낮아

천자-청공 재결합 속도가 보다 빠르기 때문인 것으로 셜명되고 있다. 산소가

전자를 포획하여 생성되게 되는 초과산화물(superox.ide)， O2-, 은 아주 콘 활성읍

가지고 있어셔 유기분자나 홉착된 중간생성물틀에 작용하거나， 양생자

첨가(protonation)애 의해 표변에 부착된 수산화라디칼을 형성시켜서 팡촉매

반응에작용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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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산화라디칼의 형생

Ti02 툴 광촉돼로한 유기물의 분해반응중 접하게 되는 중간생성물들은

대부분 수산기를 갖게 펀다. 이들은 주로 수산화라디칼의 작용에 의해서거나

산화된 중간생생물의 수화(hydration)에 의해 생성된다. 물과 접하게 되는 Ti02가

벚에 조사되면 수산화라디칼이 형성된다는 사실운 직접적인 EPR(electron

paramagnetic resonance) 검출[11 ， 12]이나 속도론적인 고찰[13]을 통하여 간접적

으로 밝혀쳐 었다. 수산화라디칼은 광촉매 표변에서 포획된 정공과 화학적으로

동일시 된다.

이러한 수산화라디칼의 형쟁은 주로 촉매상 정공의 포획에 의한 것으로

용액충으로 확산되기 전얘 표변에 부학된 물질의 일차척인 산화작용을 일으키게

되고 용액중으로 확산되어셔는 산화체로 작용을 하게 된다.

(4) 홉학의 영향

분자풀이 륨촉산화물과 같은 반도체물질 표변에 홉착될 때에 다양한

결합강도틀 나타내게 된다. 강한 결합은 전자나 정공의 이동이 필요하고 약한

결합은 이온-분자， H2+ 와 같은 단전자결합(monoclectronic bonds)과 유사하다.

흡착분자툴 N 이라고 표시하면 강한 결합 형태툴 N- (전자받게)와 N•

(전자주게)로， 약한 결합 형태을 N> 로 나타낼 수 있다[14]. 단위 표면적당

홉착량을 이들 각각에 대한 몰분율로 나타내면 다읍과 같다.

x- + x+ + X O = 1 (1-7)

빛이 조사되지 않은 조건에서 홉착이 얼어나변 표변어l 전자적얀 평형이

이루어지게 되고 홉착량은 Fig. 1-4 파 같이 페르'.:1 1 준위 (Fermi level)에 대한

상대적인 엎 와 6-S 값에 의해 결쟁이 되게 된다[1 5]. 여기에서 e+S 는 페르머

춘위로부터 원자가대의 맨위짜자의 거리이고 s-s 는 폐르미 준위로부터 전도대

땐아래까지의 거려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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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을 보면 Eg 가 band-gap 에너지， FF 는 패르며준위의 위치， A 와 D 는

전자주제와 받게의 준위， 덮 와 앙 의 합은 Eg 와 같고， V’ 는 전자받게 A 의

준위에서 부터 전도대 맨아래까지의 거리로서 전가에 대한 찬화도률 나타내고

w 는 천자주게 D 의 준위에셔부터 원자가대 맨 쉬까지의 거려로 정공애 대한

친화도블 냐타내고 있다. 페르미 준위가 전도대쪽으로 움직 엄에 따라 x- 의

상대척인 양은 증가하게 되고 r 는 감소하게 된따.X<> 형태의 경우 그 양이

변하는데 패르며 준위가바핍에 따라한최대점을 지나게 된다.

반도체에 빛이 조사되게 되면 전자-정콩의 펑형 ')1 달라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X-, r , x.o 의 상대척인 값도 바뀌게 된다. 이들 세가지 형태의 홉착량은 띠의

휘어점 갱도와관련이 었으며 그의존도는 Fig. 1-5 과갈이 나타낼 수 있다. Vs 가

증가하면， 즉 떠가 위쪽으로 휘어지게 되면 음전하 형태의 상대적인 양이

증가하게 되고 양전하형태에 대해서는 그 반대의 흰상을 나타내게 된다. 중생의

천하를 갖는 형태의 상대적인 양은 띠가 반듯하게 훨 때 최대에 도달하게 된다.

실제로 띠가 반듯하게 되면 셔1가지 형태의 상대적인 양은 모두 같게 된다. 결국

벚의 조사는 Vs의 값에 따라서 양의 효과(광홉칙) 또논 융외 효과(광탑착}를

나타낼수있움을알수있다.

빛의 조사에 의해 생성되는 전자와 쟁공의 재결합이 아주 빠르게 일어나므로

계변에셔의 전자이동이 있으려면 광분해천에 표변에 관련 물질이 미리 홉학되어

있어야 한다. 수중 금속산화물 현탁액내에서는 표변에 부착된 수산기나

물분자가정공의 포획제로서 작용을 하게 되고 수선·화라디칼로표면에 홉착되게

된다. 금속산화물률은 mn2 당 대략 수산기 4-57 1정도의 표면밀도를 갖으며

홉학펀 표변 수산기들은 다양한 산도(acidity)흘 나타내게 환다 [8].

광촉매현상을 이용한 유기물 산화공정중 대개외 유기물들이 칙접 또는 표변

수산기를 매개체로 하여 홉착된 상태에서 청공 포.획체로 작용을 하게 되므로

홉착중이나 홉착양 등이 광촉매 효율에 영향올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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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H 의 영향

수용액중에 현탁되어 있는 금속산화물 또는 반도체 업자상에셔 얼어나는

광촉매 반웅의 일반적인 륙칭종의 하나로 용액 pH 에 대한반응속도의 의존성이

약하다는 사실을 틀 수 있다 Ti02 의 입자크기， 표면전하， 띠끝 (band edge)의

위치 등은 pH 에 비하여 아주 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속에 폰재하는 TI02 의

풍천점 (isoelectric piont)의 pH 는 약 6 청도[16]로 표변의 천하가 6 이하에서는

양으로 6이장에서는 읍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험에도 불구하고 광촉매활생은 전

pH구간에 걸쳐 크게 변하지 않아반웅속도변화가대개 10 배를 념지 않는다.

그러나 질산윤(silver nitrate) 용액에 현탁된 Ti02 (아나타쩨와 루타일) 업자를

、이용한 광촉매 반웅에서는 산소와 은의 생생속도는 pH 에 영향을 받고 있다[17]

이러한 pH 의존생은 Ag+ 흡착이 표면천하의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pH 가

감소하면 표변의 O· 와 수산71 풍에 양성자가 첨가꾀게 되어 Ag+ 의 표면 홉착율

방해하꺼l 된다. 이와같이 금속의 광환원 청척 반웅에셔는 pH 가 큰 영향을

미치게된다.

(6) 온도의 영향

대부분의 광반용에서와 갈이 광촉매반웅또 온도의 변화에는 그다지

민감하치 않다. 팡촉매 반웅구조풍 온도에 영향읍 받을 수 있는 단계는 홉착，

탈작， 표면 야동과 재배열 등을 들 수-있는데 이들이 속도결정단계로 작용하지는

않는것으로보인다.

(7) 엽 (잃l돼)의 영향

TiOz 률 광촉매로 하여 유기화합물을 싼화시키는데 미치는 공통

무기이온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Abdullah 풍[18]운 양성， 중생， 읍생의 전하툴

갖는 려131101 ， aniline, salicylic acid 등을 이용한 CO2 생생속도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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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hlorate 냐 질산염 (nitrate)는 광산화속도애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suI꿇te， chloride, phosphate 등은 촉매에 의해 빠르게 흡착되어 산화속도를 20-70%

청도 감소시키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무71읍이온이 유기물들과 표면활성점에 대해 경쟁적으로

작용하거나 입자 표면 근처에 강한 극쟁을 형성시켜 활성점에 대한 확산이나

유기물들의작용을차단시키기때문으로보인다.

다.광촉매

파장이 390 nm 야하의 자외션(ultraviolet radiation)은 물속에 떠있는 Ti02

입자내의 원자가 전자 (valence band electrons)를 여기(excitation) 샤커게 완다.

이렇게 하여 생성된 전자와 정공쌓 (electron-hole p히r)은 열을 내며 재결합

되거나， 외부환경과 연관되어 작용하게 된다(Fig. 1-6 참조). 이때 나타나는

반도체물질인 Ti02 의 띠위치 (band position)는 pH 가 증가함에 따라보다 환원이

가능한쪽으로이동하게되며 이툴 Fig. 1-7 에 나타내 었다.

그러나 띠틈(band gap) 그 자체는 3.2 eV 쟁도로 일쩡하게 유지되게 띈다.

이것은 광여기현상 (photoexcitation) 은 항상 390 nm 야하의 광자 (photon)를

필요로 하지만， 산화-환원 반응을 수행하기 위한 전자-정공의 능력은 pH 를

이용하므로서조절될 수 었읍을의미하고었다.

광여기에 의해 생생된 정공은 물과 OH' 와 반응하여 수산화라디칼 (hydroxyl

radical, OH)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것은 강력한 산화제로서 용존유기물을

공격하여 그것을 물 이산화탄소， 그리고 다른 무기물로 변환시키게 된다. 이때

전자는 용존산소와 반웅하여 초과산화읍이온 (superoXlde 때ions ， O2)을 형생

시키게 되는데 이것도 몇 단계틀 거쳐 수산화라디칼(hydroxyl r때Ie때， OH)을

‘형생시키게 된다. 다시 말하면 전자는 적절한 환원전위 (redu다ion potentIal)을

갖는 용존금속을 환원시키 게 된다 (Fig. 1-6, 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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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E뼈mples of some photochemical reactions 반tat ,:;an occur on a particle ofTi02

suspended in contaminated water and Illuminated with solar ultraviolet 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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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D~로 사용되는 Ti02 의 띠틈 (band gap)과 더불어 환원시킬 여러 금속과

용존산소(02)， OK 의 표준 환원전위 (앞an뼈rd redu따ion potentials)틀 Fig. 1-7 에

나타내었다. 이론적으로 TI02 의 전도띠 (conduction band) 보다 양의 값의

환원전위를 갖는 물질은 광촉매에 의해 환원휩 수 있다. 그러므로 Fig. 1-7 에서

보면 Ag(l), Cd(Il), Cu(m, Hg(II)~ Ni(II)~ er(VI) 등운 전도띠 전자애 의해 환원될 수

있다. 또， 천도떠와 금속간의 전위차는 환원을 위한 열역학적인 기력

(therm여m따nic dri때18 force)이 기 때문애 Fig. 1-7 에 의하면 각 급속약 환원속도는

다읍순서로감소하게된다.

Cr(VI) > Hg(lI’> Ag(1) > Cu(II) > Ni(II) > ed(ll)

광촉매반웅의 효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은 천자-정공의 재결합반응

(electron-hole recombination)이다. 재결합속도는 전자와 정공농도의 곱에 선형적

으로 비례하여 증가하게 된다. 그려므로 환원반웅에 의해서 전도대 전자의

농도가 굽격히 감소하게 되면 전자-정공의 재결합속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고

전체적인 산화효율은 증까하게 된다.

바꾸어 말하변， 원자가대 정공 (valence band holes)이 산화반용에 의해서 빠른

속도로 채워지게 되면， 환원효율은 증가하게 된다. 즉， 금속의 환원반웅온

유기물의 산화룹 증가시커게 되고 이컷의 역도 생렵되게 되지만 산화반웅에

참여하는 수산화라디캅(hydroxyl r때Ie삶s) 때문에 보다 복잡하게 된다.

라. 광촉매반웅기

광촉.배반웅기 져l조시 제얼 먼저 해야 할 일은 촉매의 션갱아다. 촉매의

선정시 다읍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낮은 photode:짧뼈!ion

(2) 낮은 band gap energy

(3) 고온어I셔의 안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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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촉매기능의 오랜 수명

(5) Charge transfer excited cαnplex 형 생의 용이성

이러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광촉매를 선택한 후 반응기의 제작에 들어간다.

광촉매 반웅은 표변반웅이므로 가능한 촉매의 표면적이 넓을수록 반응속도는

증대된다. 또한 광촉매 반웅은 radiant energy 툴 흡수하여 화학반웅을 일으키는

연속적인 공정으로 간주될 수 있ξ므로 반용애 미치는 scattenng 효과가 매우

중요하다고불수있다.

Scatte마핑 이 많융수록 전체적인 전환율은 감소하며 이 효과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유체의 흐름을 completely segregated flow 로 만들거나 높은 투과도를

지닐 수 있도폭 반응기의 두께를 조절해야 한다. 지금까지 쩨안되고 있는 사용펀

반웅기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Slurry반응기

우전 촉매와반용하는 용액을 혼합하는 slurry 형태의 반응기이다(Fig. 1-8)

이 반웅기는 촉매와 오엽풀이 혼합된 액이 충분한 체류시간을 가지고 많은 빛을

받아야 한다. 반웅 속도가 빨라 반웅의 효율이 가장 높은 반웅기의 제조가

수월한 장점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촉매의 회수가 어렵고 반응가 벽에 촉매가

참전되어 불투명해지면 반웅속도가급격히 떨어지는 단점이 았다.

(2) Catalyst - co와ed reactor

Slurry 형태의 반웅기의 단점을 극복하기 의하여， 반응기의 벽에 촉매의

업자를 고정화한C와외y안- coated [I짧tor 이다(Fig. 1-9). Sonicator 틀 이용하여 촉매

입자를 미세한 입자로 분쇄하여 반웅기 내벽에 균델하게 도포한 후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건조시킨다. 일반적으로 pyrex 나 수쟁의 딴웅기를 제조하며 ∞ating 된

변의 빛의 투과도가반웅의 정도에커다란영향을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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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Slurry type photocatal)tlc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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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의 효율이 slurry 반웅기에 비하면 낮은 단점이 았지만 오염물을

재순환시켜 반웅시키기 쉽고 유속을 빠르게 할 수도 있다 Slurry 반웅기에서

생기는 촉매 회수의 분체도 없으므로 대용량의 오염불을 처리할 수 았다.

실험실에서 만들71 쉬우므로 이 반응기를 이용한 실험결과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3) Optocal fiber 반웅기

셰번째 반웅겨는 빛의 작진성을 이용한 fiber 형태의 반용기이다.

반웅기의 내부 혹은 외부에 촉매가 입혀진 optIcal fiber 다발을 정착시킨 후 다른

벅으로 반응물용얘을흘러 보내주는방식이다(Fig. I-lOA, B).

대규모로 처리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소규모 처리에 용이하다

반웅기의 재질은 빛의 투과성이 우수하며 기계적 강도가 바교척 강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광섬유 얀으로 빛이 통과하면셔 반응물이 홉착된 촉매 필름에

전달되어 반용이 얼어난다.

광섬유의 가장큰 장캠은 부피당표면척이 매우 커서 촉매의 active site 가매우

많아지는 효과흘 가져온다. 그런데 빛을 수반하는 촉매 반웅속도는 다른 보통

다공생 촉매와는 달리 촉매충이 받는 벚의 강도에 영향을 받는다. 광샘유내로

빛이 진행되면셔 벚의 캉도가떨어지져않고 계속 유지되는 첫이 이상적이겠지만

광섬유의 거철기라든지 광샘유내에 이물질이 있요면 산란이 일어난다. 또한

촉매입자크기와펼림의 두계에 따라서도 산란하는 정도가 달라서 빛의 강도가

광섬유의 길이에따라셔점차감소한다고보아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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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0 Photocatalytlc reactor with optical fiber

(a) Coated single fiber: (b) FJbcr bu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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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화학반응공정

광촉매현상은 물속의 중금촉읍 광촉매 환원 (photocatalytic reduction)애 의해

효과척으로 체거활 수 있는 것으로 잘 알펴져 있다[19-24]. 이 공정중 양의

原子價狀態 (posi디ve valance state)인 용존금속 (dissolved me빼1)은 환원되어 보풍은

금속형태(m앙allic form)로 변하게되고 이것이 광촉매장에 도금이 되게 된다.

이 공정은 전기적인 중생 (electroneutrality) 을 유지하기 위하여 嚴化作用이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 결과척으로 두가지 일이 일시에 얼어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유기물들이 광촉매산화 (photocatalytic oxidation)에 의해 파괴되고

금속은:환원에 의해 처l거된다. 이러한 전기화학적언 산화와 환원에 의한 것

외에 유기와 무기 동 많은 오염물들이 단순한 홉학에 의해 용액으로 부터 제거될

수 있다. Fig. 1-6은 이러한셰가지 공쟁의 예를보여주고 있다.

，광촉매현상은 일반적으로 잘 연구되어 있으나 이러한 기술율 폐기물처리，

특히 금속제거에 이용하기 위해셔는 실질적인 척용을 위환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여기에셔는 물속의 여러 금속생분의 제거에 광촉매현상이 얼마나

효과적이며 유기물이 환원속도의 결정에 얼마나 충요한가를 설명하고자 1한다.

또， 반대로 산소대신 금속을 환원시킴으로셔 유기물 분해효율융 증가시킬 수

있읍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유기금속 화합물(organom앙allic complexes)처리에

광촉매현장 이용의 효과를 폐닐수은(phenyl mercury)율 예로 설명하는데 여치얘셔

유기물은 산화되고 수은은 Ti(h표변에도곰이 된다‘

가.금속의환원반웅

팡촉매로는Ti02, ZnO, CdS, W03 등 많은 n""빼g 반도체가 활용훨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귀금속 풍을 촉매장에 환원형태로 계속척으로 적출 (d￠posihdn}

시킬 수 있는 현상이 많은 연구결과로 나타나 었다[21]. 이중 Ti02가 왕수 (aq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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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멜a)에 안청하다는 사실[25]과 일반 귀금속의 회수연구가 진행됩에 따라 이에

대한관심이 고조되고 았다.

금속의 제거 및 회수공정중 일어냐는 光反應、은 물에 용해퇴는 금속화합물을

환원시키는 것으로， 대표적인 형태로 각 금속에 대한 chloroaquo metal complex,

MClx(H20)6-x [21]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귀금팍 물질인 Pt, Au, Rh 혼합물

중에셔 Ti02 를 이용하여 각 생분을 션별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연구결과에 대해

셜명하고자한다-

광촉매상인 Ti02 상에 광여기에 의해 생생되는 청공(holes)과 천자의 재결합을

억제하기 위해 메탄올을 사용하면， Table 1-1 에서와 같이 광촉매상에 pH 에

민감하고 아주 강하게 결합된 Pd와 M 급속의 석출물이 생기게 된다. 특히， 이틀

귀금속 적출물은 모두 약 3 정도의 pH 애서 생기게 되는데， 이 것은 Au 와 pt 에

대해서도마찬가지이다.

다성분 혼합물에 대한 광촉매현상연구는 그리 많지 않으나， Pt(IV), Au(lII),

Rh(Ill)으로구성된 혼합용액으로부터 Fig. 1-11 에서와 같어 이들을 순차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아주 흥미좁다. 여기·혜서 보는바 와 같이 조사된

광촉매에 의해 제거되거나 회수되는 현상은 여러가지 조건 즉 수용액중에

존재하는 금속화합물의 구조， pH, 용존산소나 떼탄올과 같은 정공 제거제(hole

trapping agents)의 존재여부 등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반용에 대한

속도론적 연구나 션핵생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많은 부분이 정확히 규명되어야

하지만， 촉매장에 석출되고 이첫틀을 차례대로 회수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다방변으로활용이가능하리라보인다.

산업현장에셔 많이 나타나는 사안화용액중애서 급을 회수하는데 광촉매

현상을 이용하기 위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상당히 확잡하지만 실용화가

가능한공정으로 인정되고 있다[26]. 도금산업에서 냐타나는용액은 시안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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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M，와al (RH(UI) or Pd(IO cone하ltrations rem없피ng following

illumination with AM I-simulated SID괴ight

(a) Rh어ium as Rh(Ill)

PH

o.

3.23

5.16

6.74

Initial

52.0

55.0

56.1

48.5

hv

52.7

49.6

31.7

21.0

After2h(hv+ethanol)

O.

30

lo5

1.9

(b) Palladium as Pd(lI)

PH hv After 45 min(hv +

m않없not)

69

12

O.

3.16

5‘ 13

Initial

견

n”
”“

까

뼈

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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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IV) (45 ppm) on TI02 (2 g L-I) AM I simulated sunhght. air-equi lIbrated

solu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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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빠ide， 400 - 2600 gIL CN"), 금 (IOO gIL) 뽑만 아니라 구리， 은， 아연 등을

포함하는데 다읍의 방법으로 거의 모든 금울 회수할수 있었다.

<D 30 vol% 의 파산화수소따202)를 첨가하여 CN-를 없앤다 (35 • C).

@ 이때 생기는 부분적인 금속 침전물은 왕수에 녹여 용액중에 려해진다.

@ 광촉매 작용에 의한 곰의 체거는 용존 메탄올과 함쩨 일어나게 한다.

광촉매상에 적출된 물철융 다시 녹여 보면 급에 대해 상당히 좋은 션택도를

나타내고 있읍을 알 수 있다 (Table 1-2 참조). 이때 금과 함께 석출되는 구리의

양읍줄이거 위해서는 메탄올농도를 4vol% 로제한하는등의 방법이 있다[26].

Table 1-2. Photocata1ized g'이d recovery from conunercial plating solution (J.J g L-I)

M앙al Initial Concentration Supemantant짧erhv- R뼈issolvedM，않al

Ti02 Metal Deposit
Deposition

AU 97. O. 78.

eu 95. 56 ‘ 26.

‘ Ag 3 ‘ 4 1.4 0.7

zn > 120. > 120. O.
’

‘-
qJIu



냐.유겨물의싼화공정

현대에서 야기되는 난쩨들줌의 하나는 공해물질의 폭증애 대한 대처능력 이

장대적으로 미홉하다는 점이며 수자원 오염에 대한 불안감의 급증도 그 범주에

속환다. 수권(hydroshere)의 오염방지를 위한 수처리 방법틀은 얼반적으로， (1)

오염된 식수와 지표수 몇 지하수의 화학적 처리， (2) 생물독이나 비생물열화성

(nonbiod떻때able) 생분틀이 함유된 폐수의 처려로 대벌된다. 정부의 규체치툴

만족시키기 위한 식수 중 오염물질의 제거기술로는， (1) 웅집， (2) 여과， (3) 멸균，

(4) 화학적 처리 (수산기 래디칼 생성조건애서도 안정한 몇가지 화학물질들을

precusor로 사용하는 기술) 등어 있다. 오염수나 생물독/버생물열화정 폐수에

대한 화학척 처리는 사용수를 자연순환계로 방출하기 전단계에서 독물질들을

처I거하므로써 식수원의 수질을 향상시키려는 장기 정책분야종의 한 방법이다

토양이 오염되었을 경우 오염된 토양의 회복은 통상적으로 생물학적및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된 물을 흘혀서 여과시키므로써 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용수가 재래의 생물학척 처리시설에서도 효율척으로 처리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시셜들은 점차 도시화되어가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위생측면에서와

품질을 보지하는 파수문 역할을 하어오고 있었으냐 현대에는 자연적 열화반웅의

속도는 폐기물의 방출속도(용척몇 함유된 유기물의 양)에 비해서 훨씬 미홉하다.

지역 인구밀도와 일인당 물소비량이 급증하는 추세에 즈읍하여 폐수의 화학적

처리는， 생물학적 처리시설의 규모로는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틀에 대해서도

척용이가능하다.

최근 화학적 수처리분야의 발달은 수용생 매질내에 용해되거나 분산된

유기화합물들에 대한 산화생 열화과정에 광촉매화학적 방법이 적용되는 방

향으로 주도되고 있으며， 대부분은 고급산화공청 (AOP, Advanced Oxidation

Pro않sses)으로서의 웅용측변에 중섬을 두고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

개발에서 요구되는 주요한 요소틀은 새로운 광원과 광화학 반웅기 빛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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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촉매와답체의 설계와제작에 대해서 큰 영향을주는공정인자들야다.

AOP 에 관한 것들은 대체척으로 전자주엽(광화학적 전자.이동 공정)을

쩨외하고는 유가질의 광분해나 수산화 래디칼반응에 의해 유기 래디칼들이

생성되는 산화성 열화반용에 의지하며， 이들 래디칼 중간체들은 용해된

분자산소에 의해 포획확게 되고 과산화 래디촬틀과 과산화물틀로의 변형을

거쳐서， 총팔열화콩정을 증대시키면서， 최종척으로는 염화(때neralization)를

완결시키게된다.

현재 기술개발단계에 있는 AOP 는 수산거 래뎌칼들과 같은 산화성 열화의

개시쩨로고려되는매우반용생이큰자유래디찰들의 생생에의폰한다.

H20 ;;UV, O:JUV 몇 H20 1/1JV 공갱온 H20 2 빛 또는 0 3 의 uv 팡분해에서는

HO' 래디칼들을 생생하며， 광촉매 산화-(Ti021UV)에셔는 반도체가 uv 광선틀

홉수하여 홉착된 H20 및 수산화물 이온들로부터 HO' 래디칼들읍 생생하고，

반면에 vuv 광분해애서는 불과 효율적으로 작용하여 HO' 와 H' 래다칼 틀을

일차로생생활수있는 고에너지를사용한다，

(1) H20 :z/UV 공청

잠재력을 가진 다수의 수처리용 공갱들 중에， 유기오염물의 완전산화를

보장하는 것들은 가장 낮은 준위의 오염 이 요구되는 경우에 관심의 대장이 된다.

AOP는 용해되거나 분산된 유기오염물들에 고효율로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쟁상상태의 농도뜰에서 HO' 래디칼들의 생생을 포함하게

된다. 이들 과쟁틀은 H20 2, 0 3 빛 다른 광활생 산화제틀과 같은 다읍의

단순반용틀을 포함한다.

(가)H202 팡분해

C

나

Fh
u



,H20 2 의 광분해에 대해서 가장 혼히 쓰여지 는 반웅기구은 홉수된 복사선

한 양자당 형생되는 두 HO· 래디칼의 양자수율을지니는 한 분자의 두 수산가

래디칼틀로의분열이다(Table 1-3)

hv
HZ0 2 • 2HO (1-8)

수용액상 HZ0 2 의 광분해속도는 pH 의존성이며， 알카리조건이 중가하면 증가

한다[27，28，29]. 이는 아마도 253.7 nm에λ꽤 과산화물 음이온이 지니는 더

높은 폴홉수계수(8)애 우전척으로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Table 1-4).

한펀， 수소 과산화물은 pKa 값 11.6 의 pH 에서 최대속도인 dismutation 반응(식

1-9)에 의해 분해된다.

H20 2 + H02- • H20 2 + O2 + HO (1-8)

유기기질 존재하에셔 생생되는 수산기 래디칼들의 반응들은 세가지의 다음

반웅기구들로 구분된다.

:수소분리

HO + RH

:천전자성부가

HO + PbX

:전자-이동

HO + RX

• R + H 20

• HOPhX

- RX-++ HO-

(1-10)

(1-11)

(1-12)

래디칼-래디칼재결합도 고려하여야한다.

280 • H202 (1-13)

Table 1-3. π1∞，retical 없nounts (m이) of oxi없nts and photons f'때ured per mole of

hydroxylrndi해sform빼 in the H20lUV and OjUV reaction[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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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H20 :JUV

OfUV

03
w
-5

5

It

-pL

pt

o-5

T

U씨
-
。

Q
1.5

8 Hydrogen peroxide fonned in situ

Table 1-4. Molar absorption c‘:>effiClents, theoretic.ll 앙oichiom많ry， and ~ quantum

efficiency of the fonnation of hydrox'{J r때icaJs from photolysis of

hyde야웰 peroxide and ozone

£;(253.7 run) stoichiornetry8 φ(HO .)

(M-1cm-1

-
H20 2 18.6b H20 2 • 2HO· 0988

H02- 240.b

0 3 3300.a 303 • 2HO' 2.00b

a: [Ref.28], b: [Ref.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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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수소분리

유거기질의 산화를 위해 사용되는 H20 21UV 공쟁에서 얼어나는 일련의

순환반웅틀은 Fig. 1-12 와 같다. 수소 과산화물 광분해에 의해 생생되는 수산기

래디캅틀(a， 식 1-8)틀은 우선적으로 수소분리에 의해 유기화합물 (HRH)과

반웅하여 유기래디칼(RH . )(b, 식 1-10)을 생생하며， 이 래디칼틀은 용해된

산소와 재빠르게 반웅하여 유기 과산화 래디칼(RR02 • )(e, 식 1-14)을 만들며，

후속의 열척 산화반웅들을 개시된다.

R +02 • R02 (1-14)

P양ton 등[32]의 제안으로는， 과산화 래다칼들이냐 그들의 tetraoxide dimers에

의해 수반될 셰가지 반웅로로는， (1) 초과산화물 읍이온(d)과 마찬가지인

유기양이온의 불균질분해 및 생생， (2) 수산기 래~칼들과 카르보닐화합물로의

1 ，3-수소 shift와 균질분해， (3) RH . 및 02(t)로의 back 반용이 있다.

그랩에도 불구하고 RH02 • 에 의한 수소분리한 한 계열의 열적 산화반응

들(g)읍 개셔하는 공정으로서 사용되브로 버릴 수 없다. 수용액계들에서는，

양이온들이 solvolysis 에 의해 반응되며， 초과산화물 용이온들은 쉽게

disproportionate 되어 H202를 만든다. (i) 이것은， 오폰을 이용하는 고급

산화공정들에셔 초과산화물 읍이온이 우선 오존고.- 반응하여 수산기 래디칼읍

생생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Fig. 1-12 에서는 산화생 열화공정들에서 산소포화의 중요성을 보이고 있다.

산소가 없을경우 유기 래디칼틀는 반웅계에 폰제하거나 dismutation 애 의해

생생되는 포화유기기질의 중합율 개시한다.

(다) 래디칼-래디칼반응

수산기 래뎌칼들은 (국부적으로) 높은 농도에서 생생될 때 H20 2 (식 1

12)로 쉽게 중합되며， 과잉량의 H202 가사용될 때는 HO· 래디칼들은 훨씬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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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2. Reaction system for the H20:lUV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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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웅쩍이어셔 유기기질들의 산화성 열화애 기여하지 않는 과산화수소

래디칼틀을 생생활 것이다. (식 1-13) HO' 의 농도는 반용계들의 pH 에 의해

조절되며， 이로서 초과산화불 dismutation 효율이 조철된다.

HO + HO

H20 2 + HO

• Hz0 2

• H20 + HOI

(1-15)

(1-16)

(라)친전자생부가

유기 π-systems 에 대한 HO' 래뎌칼들의 친전자생 부가는 그

후속반응들이 Fig. 1-3 에서와 유사한 유거래디칼들융 형성한다.(식 1-17)

R R
\ /

‘ + HO
/ \

R R

R R
\ . I

--• --OH
/ \

R R

(1-17)

(1-18)

OH

천전자성 부가는 염화물 이온틀을 만드는 염소화된 페놀틀의 빠른 탑염

소화에 대한 반웅기구척 쉴명에셔 특히 관심의 춧점이 된다. 가능한 경로는

ar않@ 계에 대한 수산거 래디찰의 친전자생 부가 빛 중간체 chlorohydro 의 후속i

분열화로 구성되는 것이다. (식 1-18)

디 HO Cl 9.

뤘 + H<f• 평→싫 Hel

‘ OH OH

《마)천자-이동반웅

유기기질들에외한수산화물음이온들로의 수산기 래디칼의 환왼{식 1

19)은 수소분리나 친전자성 부가반웅들이 복합적인 수소치환이나 입체적 장애에

의해셔 적용되지 않을때 고혀할필요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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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 + RX • 80- + RX-+ (1-19)

(바) H20 21UV공정 :장점과 웅용한계

수용핵계뜰 내에 용해 또는 분산된 유기오엽물들의 산화성 열화을 위해

H20 z/UV 공정를 사용하는 연구들에 있어셔， 수소 과산화물을 산화제로 사용하는

것은 다른 화학척 또는 광화학적 수처리 방법틀에 1페교할때 다음과 같은 많은

장점들을 지니고 있다 : 산화쩨의 상엽적 유용생 열적 안갱생 및 현지 저장 물애

대한우한대의 용해도， 기체들과 연결되는 물질.어풍 상의 문제가 없융 , 광분해된

각 H202 분자에의해 생성되는두재의 수산기 래디펠틀， 대부분의 유기기질틀에

대한HO' 공격 후 생정하는 과산화돼디칼틀 1수반펴는 열척 산화반웅들 최소의

자본루자， 수산기 래디 칼들에 대한 아주 비용효과적인 제원， 단순한 가동절차.

여효}튼， H20iUV 공정에셔 걸리는 장애요소는 오염물질들의 화학척 산화

속도가’수산기 래디칼를의 생생속도에 의해 제한된다는 점과 254 run에셔의

H202의 홉수단변적이 더 작고 륙히 유기기질들이 내부 여과체들로 작용할

경우에 파생하는 큰 결정 등으로 요약된다 HO' 대디칼 생생속도가 머 크다는

점은 H20 2 가 210 - 240 ron 범위에서 더 높은 몰흡수채수를 보이는 강한 방출을

보인다는의미이다. ‘

공갱및 반응71 셜계에서 륙히 주의활 사항은 3E사된 반웅기 용적내에셔와

곤처에셔 최척의 산소농도를 보장하여야한다는 점이다.

수산기 래디칼들의 반응생에 곤거하는 산화생 열화공정틀의 주된 단점은

여하븐 HC03- 와 C03
2
- 이온들에 의해 HO' 래디칼들이 효율적요로포획된다는

점이다 (식 1-20 빛 1-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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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 + HCOl- • H20 + COl - (1-20)

RO' + col- • RO- + COl - (1-21)

비록 생생된 카보네이트 래디촬 음이온이 스스로 산화제일 것으로 보이지만，

그의 산화 포탠셜이 HO' 래디칼보다 덜 positive하므로서， 열화될 화합풀들이

관여한다면，그 선택성이고려되어야한다[33].

대부분의 보고틀운 실험 복합성과 공정효율을보장하는 언자들의 중요도툴

찰 인식하고 있으며， 임의의 명가률 위한 필수인자들로는，처리 계통에서 사용한

총괄 액체용척， 단잭광 조사몇 불균질반응계둡의실제 양 자수율들， 소모 전력，

기질농도에 대한 특수실험 자료 및 또는 결과틀， 설험중의 dissolved아나 total

organic carbon (DOC or TOC)에 관계되는 결과들 둥이다.

(2) 오존fUV공쟁

심하게 오염된 찌꺼기 물및 식용수 져l조에서의 제엽의 목표는 유기물질

체거방법으로서~ uv 광션를 매개로 하는 오존의 사용이며， 이어l 대한 기술적

개발이 수행되어오고 있다.

OJUV 공정논 현채까지 폭넓은 화합물들애 대해 가장 자주 적용되고 있는

AOP 로 명가된다. 왜냐하변 오존화는 수화학때서 잘 알려진 방법이며

오존화제들은 대개 식용수 처리시설에 쉽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광화학자의 시각에서 보면 오폰의 홉수분광운 H202보다 훨씬 높은 254 nm

애셔 훨씬 높은 홉수단면적을 제공하며， 방향족 등의 내부여과기 영향들로 부터

영향을 털 받는마. 여하튼 많은 의푼들야 자유 래디칼생성 및 수반되는 유기기질

산화에 대한 반용기구들에 남아었다. 실체로는 푼헌들의 보고가 셔로 모순일

경우가 많은 데， 이는 고효율을 지난 오존의 용해와 광분해에 대한 숙제일 쁜만

아니라， 반응기구상의 문제들과 연결되는 이 산화방법의 효율에 관한 것들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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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붙균얼(기/액) 매절내에서의 흡수된 광띄 비율틀을 정량화하는 문

제틀과 더불어 대부분의 불포화 유가화합물들에 대한 오존의 반웅생에

관련지어서 양자효율들의 결정을 위한방법틀은 계속 강구해야할것이다.

(가)오존광분해

수용액척l내 오존의 팡션-유도 분해와 관련되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30，31 ，34，35] . 그 중애서 0 3 의 광션 ..유도 균질분해， 및 OeD)의

물과의 반용에 의한 HO· 래디칼틀의 후속 생생꿇 포함하는 두-단계 공정이

다융과갈이 제안되었다(식 1-22 및 1-23)[31]

bv <310mn

0 3 • 0 1 + OeD) (1-22)

O(lD) + H20 - HO + DO (1-23)

여하폰， 물속에 녹아있는 0 3 의 광분해는 반웅과쟁에서 수소 과산화물의 생생

(식 1-24)융 유도하는 데， 여가셔에서 수산기 래디칼틀이 생생된 후에， 용매

격자구조흘 빠져 나오지 않는다‘

hv

0 3 + H:zO • 8 10 1 + O:z (1-24)

최근， Peyton 및 Claze[30，34]의 입증자료에 의하면， 수소 과산화물은 실체로

오폰팡분해의 일차생성물이며， 그 O~ 공청에 의한 HO· 래디찰들의 생생애

포함되논 화학과정을 Fig. 1-13 에 요약하였다. 이 일련의 반응에셔는 물속에

었는 유기기질들에 대한 장호작용이 포함된다는 검(')1제딴되었다[32].

또한， 반웅와 개시는 오존의 HO- 냐 H02- 와꾀 반웅에 의하거나， 수소파

산화물의 팡분해에 의해 일어날 수 있융도 체시되었고， 이것은 오존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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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포화 유기화합불들과의 반용으로부터 뽕만 아니라 오존광분해에 의해 형

생된다. 상술한 바같이 HO' 래디칼틀은 유기 기질틀과 반웅하여 유기 래

디칼틀을 생생하므로서， 효율적으로 분차산소를 부가하여 유기 과산화 래디

칼틀을 만툴게 한다. 이들 과산화 래디칼틀은 산화성 기질열화 및 산화쩨

소모에 대한 열적 연쇄반웅의 전파제로고려될 수도 었다(32)

(나) 오존따V 꽁쟁 :용용사례

OJUV 공쟁은 향상된 수처리 방법의 하나로서 물속의 유폭생의 다루기

어려운 유기물들， bacteria 몇 viruses 에 대한 효과적 싼화와 파괴가 가능하며 또한，

;쩨지공업에서 bleac뻐19 수의 탈색에 사용된다[36].

다른 HO' 래디칼생생 열화콩정과 같이 0파N는 부분책으로 할로젠화되고

(여I: 업소화된) 불포화된 활로젠화 탄수화물들응을 비롯한 쪽넓은 법위의

유지화합물들읍 산화시킨다. 이 공정은 batch 단속적 또는 연속적 mode 에서

운전될 수 였고， 특벌한 측정 (monitoring) 이 필요하지 않다.

대규모와 오촌생산과 요존용도에 대한 기술 및 얀전수칙운 공공수요블 위한

물 생산과정에 적용되고 있는 멸균과정에서부터 찰 알려져 있고， 반변 물에 대해

낮은 오존 용해도 및 이로 인한 물질-이통 한계는 OIUV 공쟁의 기술개발면에서

가장 심각하고도 특수한 문쩨이다[37]. . Pn하19le et al 및 Glaze et aL 의 권고에

의하면， 불절-이동에셔 더 ;좋은 결과들을 얻는 동시에 scale-up 상의 기술적인

문제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반식 광화학 반웅기·울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38].

여하튼， 광화학 반웅기들의 다른 기화구조들 (tubuJ값， mtemallmp, 둥}도 좋은

결과틀을 보이고 었는 것은 사실이다. 오염물질 저l거효율을 해치는 다른

문제접들은， 대부분 이카보너I이드 [39] 및 h따rue 물질 [40]과 갈야 자연수생분틀에

의해 자유 래디컬을 포획하는 것 등의， 산짜생 중간체들의 참재적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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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zO:z + H20 • 8 30+ + 80:z-

0 3 + H:zO:z • O:z + HO + HC’2
0 3 + H01- --+ HO

.
+ O2 -+ + O2

0 3 + O2-+ ‘ • 0
3

e+ + O2

0 3 e+ + H20 --+ 80 + no· + O2

이차반웅틀과 연판되며 이는 수처리 과쩨상의 륙수한 실험조건플에 의폰하게

된다.

(3) 오존1H20iUV 콩정

열적 OJH202 공정화학에 대한 Peyton[32]어 의하면， HO· 의 생성을

주도하는반웅으로는식 1-25 - 1-29와 칼다

(1-25)

(1-26)

(1 -27)

(1-28)

(1-29)

HO· 래뎌칼들은 네가지 반용기구 중의 하나에 외해서 유기화합물들의 산

화정 열화을 개시하는 가장 중요한 중간체이며， 그 대웅하는 속도상수는 대개

108 ~ 1010 M 1
S·1 의 order이다[41}. 오폰이 유기오염물틀과 열적반웅할 때에

관찰되는 산화성 열화속도에 버교하면 우세환 HO· 래디칼들생성에 기인해서

수소과산화물 부가가 최종적으로 증강하게 되며， 더 나아가서 이공정은

HO' 래디칼들의광화학적 생성에 의해서 더 증강된다[29].

새로운ι 결과들에 의하면， .031H202'따V 공정에 관계되는 실험연구틀이 주로

산업적 개발에 7l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았으며， 이에 따라 pdot

반웅가들이 기술적 규모로체작되어오고 었다[42].

(4) TiOiUV공정

이산화티타늄 분산물의 조사를 과정으로 하는 폐수내 유기오염물들의

열화는 기초및 웅용연구분야중에서도빠르게 생징·하는 분야이다. 이 공정은

유기오염물틀을완전하게 염화시키기 위해셔 아주 다양한화학물질을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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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폭넓게 시험되고 있다. 그렴에도 불구하고 pilot 큐모의 실험들은 놀라울

청도로적다.

Carey [43]이 이산화티타늄와의 biphenyl 및 chlorobiphenyls 의 광촉매분해에

의한 열화에 대해 보고한 1976년 논문이 발표된 이후， TI0JUV 공정에 대한

웅용연구가 많다. 이산화티타늄과백급화된 이산화티타늄온 수중의 다양한

유기물틀을 분해활 수 있는 능력을 보이고 있다 백굽화된 이산화티타늄이

대부분의 경우에 더 효율적인데，왜냐하면용해펀 분자산소로더 빠르게 전자가

이동하는 데에 기인된다. 다른 종류의 반도체 분산틀도 오염물의 광촉매분해

열화에사용되고있다[44].

불균질 광촉매분해 71술들은， 또한 환경으로푸터 부기물질들 (귀금속)올

변형시켜회수하는데에 사용되고 있다[45].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수용액상 Ti02 현탁들의 사용은 유독한 폐수의

태양광선 해독의 효율을 증진시킨다.

수용생 매질의 염소화 benzenes, phenols, naphthalmes, dibenzofur:없IS 및 dIb때zo

p냉ioxins 의 광촉매분해 열화가 수년전에 현황분색된 바 있다. 수공급차원에서

여러가지 통상적인 오염물질틀을 완벅하게 염화하끼 위해서 광촉매분해 열화를

사용하여 컬과가 보고되었다[46].

{가)Ti02 촉매화산화생 옐화반웅기구

수용액계들내의 유기물철을 파꾀하기 위한 반도체-촉매화된 산화성

열화의 반웅기구에 관한 셜명을 위해서 띠톰(band-gap) 모멜이 입증되어 매우

유용하께 사용되고 있다.

Ti02 의 분광홉수특생은 UV-C, UV-B 벚 UV-A 댐역에서의 자체-여기툴 허용

하기 때문에， 고-전력의 중간압력 수은 아크등의 사용은 대단한 관심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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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전자적으로 여겨된 Ti02 는 (식 1-30) 전자-결핍 현자가띠 (정공， h+)의 강한

산화포댄절틀을 나타낸다.

hv

Ti01 • Ti02 (e- +h) (1-30)

제시된 두 산화반응틀은 (1) 흡착된 기질 RX로뿌터의 전자-이동 (식 1-31)과

(2)홉작된 용매분자들(H20 및 HO-)로부터의 전자-이동 (식 1-32 및 1-33)이다.

’I‘i01 (h) + RX뼈 • Ti01 + RXad"+ (1-31)

Ti01 (h) + H:zOad • TiO:z + H10 11d + H- (1-32)

두째번 반웅의 반웅기구는 산화생 열화공정흘에 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데， 왜냐하면 아마 업자표변에 홉학된 H20 및 HO- 분자들의 농도에 높다는 접에

기인된다. 분자산소은 모든 산화성 열화과정뀔애 존재해야 하는돼， 이는

광촉매의 전도띠로부터 산소로의 전자-이동 반용에 셔 수용하는 화학종으로 되기

때문이다.(식 1-34) 초과산화물 음이온과 그의 양생자화된 형태는 결과적으로

dismutate하여 수소 과산화물나과산화물 읍이온을 만든다[33].

Ti02(h) + ORad- • Ti02 + HOa‘
I (1-33)

Ti02(페 + O2 • TiO:z + O2-+ (1-34)

수소 과산화물의 부가는 현저하게 광열화속도활 증강시키는 데， 그 이유는

아마 대부분 반응식 1-35 을 통하거나 H20 2 의 표변-측매화된 dismuta피on 에

기인될것이다.

Ti01(e-) + H10 1 • TiOz + OH- -- HO (1-35)

이산화티타늄 업자표면애 홉착된 유기오염물툴판다음과정에셔 HO' 래디칼

틀에의해산화된다‘

이 불균질 광공정들은 pH 에 의존함이 발견되었고[47] 고-액 계변 (예: 천기적

이충충)의 생질들은 용액의 pH 가 변함에 따라서 변동되며， 결과적으로 홉착

탑착 공정흘의 효율과 더불어 전자-청공 쌍틀의 분리가 크게 영향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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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곤 연구에 의하면 phen이 빛 rlltrophenol 의 렬화에 대해셔 광반웅도는

- 알카리매질에서 증가한다‘

{나)공청장치 요구조건

많융 연구들이 잠입형(뻐mersion-type) 광화학 반응기툴 내에서 TI02 의

수용액 현탁들을 매우 거철거I 교반하면서 실험되었는 데， 여하튼 첨가된

광촉매의 업자크기는 처리된 액체로부터 분려하기 위해 초원심분리 또는

미셰여과기술을 요구하게 되며 어점은 향후 개발면에서 심각한 기술적 경체적

문처I를 야기시킬 것여다. 이러한 난캠은 극복이 가능한 대 야는유동층형

반응기내에서 Ti02 피복 지지대틀융 사용하거나[48] glass[49]나 teflon[50] ,

fiberglass[51]나 wov，하1 fibers[52]의 tube 안쪽에서 beads 위에 촉매를 고정화시키는

수단으로가능하다.

(다') TiOAJV공쟁의 효율

TiO,;uv 공청은 중요한 장점을 많이 지니고 있는 데， 특히 이중에서도

수중에녹아있거나분산된다수의 유기화합붙이환천하게탈염된다는점， 촉매의

표면적이 넓으면，반응속도가장대적으로높다는 점， 촉 배인 Ti02가 장대척으로

적합하며 기술적 규모에서도 재순환되는 점 핑-촉매 산화재시에 요구되는

분팡영역에서 방출하는 자외션 햄프들이 잘 알려X 있으며 여러가지의 크기로

생산된다는 점， 홉수단면적을 증가시키는 그리고 흡수의 분광영역을 넓히는

개발은 표면개질틀과 전이금속 이온 doping 에 의해 찾아진다논 점 등이다.

Glatzel 의 실험오로는 실제로 거치른 Ti02표면장에서의 홉수된 광의 버율이

매우 높았다- 한펀， 더 고효율의 산화성 얼화에 목표하는 연구는 현재까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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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z/UV 공청의 양자수율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φ~ 0.05)[53], 여하튼

수처리분야에셔외 이 방법의 적용은， 태양 복사션의 잠재척 용도를 고려할 때"

IN-A영역에셔 작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나[54] ， 광촉매척 산화성

열화속도가 홉수된 광들의 비율에 대해서 비선형적으로 거동 @외f power

의존성)[55]한다는 첩은 태양응집기틀에의한광증폭의 효과를체한시키게 된다.

(라)TiOJ{JV공정개발의문제챔

불균철 광촉매반웅에 곤거하는 실용척 처리계통의 개밥윤 아직

성공하고 있지 못한 데， 왜냐하면 고려해야 할 다·강한 계통운전인자들이 많71

때문이며， 특허 팡반웅기 형태와 기하구조 광촉대， 복사션의 에너지와 파장

최적화가판건이다. 장업규모의 설계에셔 고려될 주요내용은 산란및 홉수하는

불균질 때질내의 조사분야이다. 부언하면， 반웅속도는오히려 느리나， 촉매들의

조합생률(예: TiOiPt)은 어떤 잠재적 가능성을 제샤하고 있는 데， 그 근거로는

산화성 열화의 총괄속도가 반도체의 전도띠로부티 전자-어동 반응에 의해서

지배될수 있기 때문이다. 궁극에는 유동충 빛 고정충 반응기틀의 효율을

명가하기 위해， 반응속도론에 대한 실험자료틀이 필요하케 되며， 나아가서

광촉매적 처리계통에서의제한요소들에대해셔는 수동태화"(passivation)및 오염에

대한자료틀이유용하나거의가없기때문에더 상세하게 고찰화어야할것이다.

일반척으로 광촉매화된 산화성 열화공청은 아적도 개발중이지만 수처리에

대한 대체방법으로셔 71대할 만하기에는 개발속도가 너무 느려다는 감이 있다.

여하튼， 이 공정은 오염된 지하수의 처리를 위한， 또한 제약 및 전자산업에

쓰이는 초순수의 생산을 위한 소규모내지는 줌규모 단위공정에서는 기술적

활용도툴지니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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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정효율명가

금속몇 유기물등의 팡촉매분해공정에 대한 기술현황분적애서는 AOP

(고급 산화공갱들)에 대한 기술개발에 시각을 둔 실험틀 및 다른 공쟁의 기술척

잠재력 평가에 필요한반웅기구적 갤명틀과 기초연꾸들읍중섬으로하였다

일반적 수처리를 위한 가장 효윷적 공정 또는 공쟁조합에 위한 결정인자

틀로는 오염물질의 정칠 홉수분광 농도몇 반웅도 오염물질억 혼합물들의

방해효과들[56]， 가장 중요한 인자언 래디칼 포획체들의 존재 등이다: 공쟁

개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책은 광화학적 기술r5기과 기질 반응

성에셔의 기본법칙틀에 준해서 적용 몇 또는 조뺨가능한 모둘화된 설버들읍

사용하모로셔 엄어질 수 있다.

대체쩍으로 실험결과들중 많은 것들을 션정하여 검토할때 미홉한 캠으로는

효율성과 up-scaling 잠재력에 때한 명가 및 동일형태의 오염물질에 대한 71타

공청 비교흘가능하게 하는 적합한기술청보들이 없다논 짐이다.

연구결과를 보고할 때에 필수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요소들로는 광원의 제

작과 전력， 반용71 용적， 모멜 오염물질들의 초기농도， 조사시칸， 반응기 기

하구조 및 재질， 초기 홉수분팡 및 조사시간 의존생， 약품률과 촉매들의 첨가

철차， 반응계의 온도 및 PH, 래디칼 포획툴(카.!i~네이트， 이카보네이트)이나

자외션 여과체(빠rates)의 폰재， 기질 용액의 유량 및 공급 기체 등이 있다.

공청효율 펑가를 위해서는 쩍합한 에너지 측정계의 사용 등에 의한 소요되는

에너지의 정량화가충요하다. 자외션에너지 효율에대한정의는

φe = Quv I .6. (mg C) (1-36)

단，Quv: 자외션영역내의 흡수에너지

산화된 탄소 1 mg 당 자외션영역의 홉수에너지아며， 여하튼， 절충되는

양자수율 분석이 방출된 에너지에 의해 만틀어진다. 실제적으로는 muJti

chromophore 반용겨l에서 고려 가능한 분광과 홉광갚 변화로써 흡수에너지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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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는 것이 매우 힘들며 대강의 방출된 에너지 계산은 댐프 생산업체의

생산품 사양들로 가능하다. 이러한 자외션 에너지 효율계산으로서 사용 가

능생의 최대한계치가 도출된다.

OJU\T얘 의한 산화성 열화의 효율은 때로 .6.TOe의 소요된 오존량에 대한

비율로 표시되는 데 이 때의 가정으로는 각 오존의 산소 한원자가 사용되고，

다른 두 산소원자가 O2 로 손실된다는 전체이다. 효율버 (efficiency ratio)는

공정애 공급된 오존의 볼당량애 대한 CO2 로 산화된 Toe 의 비율로

쟁의된다.(식 1-37) 이 때， ~TOC(total organic carbon)· mg CIl, 용적 : 1, [03]: mgll,

1/8: 산화된 유기탄소 1 mol (1 2 g)에 대한 오존 2 mol (96 g) 버율이다.

li.TOC x 전쳐l용적

효율벼 = (1-37)
118 X [OJ] x 소요환 기강 OJ 용척

공정효율 비교에셔는 광션 생산의 에너지비용에 비해서 오존 생성의 에

너자비용이 훨씬 크다. 에너지 소모에 대한 ~TOC의 비율은 보다 더 실용적인

의미를 지니며 작물-매질내 복사샘-에너지나 광-에너지의 결쟁에서의

곤난성에는 종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험실규모에서 기술규모까지의 임

의공정에 대한 최적반응기 설계 및 버용효과 등의 도출을 위해서는， 동일한

모멜-71 질에 대한 다른 AOP 들을 서로 비교하는 것은 가장 유용생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효율은통일한조사시간동안소모된 천력에 대한 ppm TOe의 버율로

정의할 수 있으며， 취급된 용액의 전체용척으로 곱하면， 사용된 장치크기에

무관한값이 되므로 이것이 장점이다.

6.TOCx 천체용적

φ = (1-38)
소모된 전력 (kWh)

기술듭의 잠재적 적용생을 위해서는 조사시깐 함수로서의 모델화합물의

농도 감소만이 충분한 인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산화성 열화의 정도들이 Toe

나 DOC(dissolved 0멍없ic carbo미 측청애 의한 분석으로써 청량화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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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한펀으로는， 조사시간， 댐프 크기 빛 전력소모가 판련되는 한， 에너지

소모에 대한 기질 소모속도의 비율윤 낙관척인 성벌융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용해되거나 분산된 유기물질의 완전한 염화는 겪체적 측면상으로 AOP 의

기술적 용용읍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데 왜냐하면 유기탄소 소모속도가 더

낮은 Toe 값에서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실칩적 해결잭은 대부분의 경우，

화학적 처리가 중단되고 처리된 용액이 생물학적 처리공쟁이나 직접 독생학적

피해없이 effiuent 내로 유입되는 경우에셔의， 산파의 예비셜쟁 청도 (불완천

산화)륭목적으로함때가능하다-

일반적으로， Toe 감소는 완전한 염화를 쩨공하는 큰 조사시간 분률에 대해셔

곁보기 영차-반웅속도룡을 따른다. 기질의 광렐해 조건하에셔 유사 일차

영역은 초기 기질농도가 매우 낮고 홉광도 변화들어 무시됩 때 발견된다.

매체화된 콩정들에셔는 모든 산화성 열화 반응속도는 개시제인 수산화 래디칼들

농도 몇 용해된 분자산소 놓도에 악존한다 Ti02-광-촉매화된 공청들에서는

Toe 의 감소에 대한 곁보기 영차-반웅속도론은 디음 조건아래서 관찰되는 데，

유가분자들에 의해 활생표면 부위가 완전하게 엎히거나 수산화 래디칼들의

정상상태 농도가조사된 T.Oz표변에서 생생됩 때이’과.

따라서， 고농도의 초기오염물 수용액계들의 불완전한 열화공정들어l 춧점올

맞훈 기술적용에셔는 Toe 감소속도의 결청은 어려 움없야 달생될 수 었다

농도가 1차나 2차의 크기로 급히 감소하는 모멜파합물의 실험에서는， 업장이

달라지는 데 곁보기 영차-반응속도의 감소는 대상공정에 따라 달라지는

저농도에서， 급격하게 일차， 이차 또는 중간차수 영역으로 변하게 된다 Ti02

광촉매화된 열화애서， 기질 엽화의 반웅속도론 모‘첼은 광촉배의 활생부위로의

용매 및 기질분자들 간의 경챙적 홉수를 고려한 개량된 Langmuir-Hinshelw∞d

식으로 잘설명되어진다[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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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이 광션-유도 반용에 와해서 합성과 파괴 및 파펀에대한 용도와 창출로 ‘

이 지구상 생명의 존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에 방대한 보고의

광화학반웅을 일관되게 연구하고 있는 연구팀이 적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사실이다. 한환 환경기술 영역에서의 광화학반응띄 응용운 극히 고려해 볼만한

흥미를 유발시키는 테 현재로서는 초창기 광화학적 태양 에너지 보존분야에서와

비슷하다. 즉‘ 실험쩍 결과틀은 황급하게 기술척 규모로 퍼져 나아가고，

기술개발에서 요구되는 다수의 기본법칙틀은 무시되고 있는 설정이다. 이번의

고찰로셔， 청생적 셜명과 일반화는 어느 청도 청리꾀었지만， 임의의 공정에 대한

기술적 경체적 타당성의 명가를 위 해서는， ~J.. 결과들은 기술적 수단에

도달되기까지는 대체적으로 문헌에 나타나지 않을， 윤곽이 명확하고 재생산척인

조건들하에서의 연속적인 실험들이 필요하다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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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전 셰정폐액 특성분적

가. 증기발생기세정

증기발생기의 수명은 원자력발전소 수명에 척결되므로 증기발생기의

건전생율 유지하기 위하여 2차측 수질관리를 철저하 하여야 하며 적절한 시기에

증기발생기 내부에 축적된 sludge 몇 부착 deposit 를 쩨거하여야 한다 sludge 는

blow down 이나 sludgε 밟lcmg 으로 일부 제거되냐 누적되는 sludge 의 양은

운전시간의 증가에따라 점차 누중장태에 었다.

증치발생기에 누쩍된 sludge 는 밀집된 쩨관， tube sh않t 또는 tube suppoπ plate

톰새부근에 퇴적되어 었으며 일부는 경화되어 았어 물리적 쩨청방법으로는

완전체거가불가능하므로 이의 효과척언 제거툴 위해 화학세쟁을 실시하게되는

데 이때 화학쩨정폐액이발생한다.

나. 셰정펴l액 생분 및 발생량[59]

고리 l호거의 증기발생기 화학세정시 발생3되는 폐액은 크게 除鐵廢滅，

除鋼廢被과水洗廢波와 셰가지로 구분휠 수있다. 제철폐액은 증기발생71내에

챔적되어 있는 sludge 져l 거시， 고농도의 EDTA (10 '" 20 %)와 -N2~ 의 환원

조건하에서 발생되는 폐액으로 다량의 EDTA-F‘e~mplex 롤 함유한 것을

일컬으며， 제동펴l액은 sludge 에 폰재하는 구리생분을 제거하기위해 약 5 %

정도의 EDTA 와 H20 2 산화제 존재하의 세청시 발생되는 폐액을 말한다 한펀

수셰폐액은 처l철 및 쩨동공정후 쩨척시 발생되는 펴l액으로 미량의 EDTA 와

EDTA-m와at. compteζ N214 H20 2, 극머량의 금속 I)1 온 빛 국저준위의 방사능

놓도를 함유한폐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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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동폐액

체통공청은 11변을 수행하게되며 매번 1160 g허 을 사용한다 따라서

이로부터 발생되는 펴l액총량운 25 ,520 gal 으로 추산되며 제동펴l액 저장탱크에

분리수집하게 되는 데 이의 특생은 Table 1-5 와 같다.

Table 1-5. Ch따aeteristics of spent copper solution

Volume 25,520 gal (96.5 m3
)

EDTA (free) <5%

EDA (free) <3%

EDTA (complex) 6 밍L copper

pH 9.5 with NH40H and EDA

C0-60 3.4£-7 μCi/ml

(2) 제철폐액

쩨철폐액은 20 o/o-EDTA, 15 ~←EDTA 및 10 ’'O-EDTA 함유 제철공정으로

부터 나오게되는 데 예상 총발생량은 6320 gal 이며 방사능농도는 제동폐액애

비해 높을 것으로 추청된다. 제철펴l액 역시 따로 분리수집하게 되는 데 Table 3-2

는 이의 특정을 기술하고 았다.

Table 1-6. Characteristics ofsp응nt iron solution

Volume 6,320 gal (240m3)

EDTA (free) <4%

EDTA (complex) 10 - 12 gIL JfOn

Hydrazine < 1 %

eel-801(inhibitor) <0.75 %

pH 8.0 with NH40H

Co-60 3.4E-5 μCj/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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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셰펴l액

수셔l펴l액은 초기 checkout rinse 펴l액과 제통 및 제철공정후의 제척폐액 및

final rinse/passivation 폐액등을종합한 것으로 29920 gal( 113 m3
) 정도로 추청된다

져l동 및 제철공쟁시 펴l액율 drain 시카고나면 증가딸생기 내에는 잔액이 약 30 

50 gal 어 남아 있게 되는 데， 이와 같은 체동 및 제전잔액은 다시 1300 gal 정도의

세척액으로 희씩세척되기 때문에 약 20 배 이상으로 희석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수셰펴1액의 경우는 방사능농도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10.7μ CiJm1

아하)， 용존유기물질 혹은 각종 금속이온의 농도도 대우 낮을 것므로 보인다.

다. 세청폐액처분거준

고리 1호기 증기발생기 화학쩨쟁의 경우 EDTA, EDA 등과 칼은 유기산

등의 착화제 (chela파19 agent)를 사용하게 되는폐 이틀·은 지중처분시 방사성핵종의

확산을 증가시키는 컷으로 알려져있다[60] 그 이유는 착화체가 방사생핵충과

결합하여 안정한 화합물을 생생활뽑아니라 야 화합물의 안정생으로 얀해

지충토양충내에 홉학농력을 감소시키는 한펀 수중에셔의 용해도도 크가

때문이다. 또한화학셔l청폐액은 유기물질함유폐액이므로즉 BOD Y- COD 등의

환경방출허용기준도고려의 대상이 되어야한다.

따라서 미국 NRC 및 각 처분장에서는 학화체쇠 함량 및 처분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데 화학세청공정에서 발생|되는 최종폐기물은 폐기물

처리기술과관쩨없이머국 NRC 10 CFR 61 55 에 의;과변 A급 폐기물로 분리한다.

즉 처분장에서 다른 등급의 폐기물로부터 분리처분되어야 하며 이의 형태와

특생은 10 CFR 61.55 애 명시된 최소요건을만족하σ|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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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세청폐액처리기술

일반 방사생폐액 혹은 산업폐수의 처리방법으로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직접고화 (s，이idifica낀on)， 열분해 (thennal degradation), 소각 (incineration), 증발농축

(evaporation), 탈염 (d앉따lera따ation) 빛 이용교환 (ioll exchange), 막분리 (membrane

separation) 등을 들 수 있다 증기발생기 화학셰첸사 폐액이 한번에 다량으로

발생되며 확화저l를 함유하고 있어 폐액처분시 칙·화체 함유 폐기물 처리기준

(NRC 10 CFR 6 1.55)을 만족셔켜야 한다.

위에 열거한 처리리방법중 열분해와 소각을 제외하곤 모두 한 상에서 다른

상으로 물질이동만 할 뽑 학화체와 같은 유기물을 분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착화제 함유 폐기물 처려기춘을 만족시키기에는미흡하다. 열분혜와 소각처리

기술은 다량의 세정폐액을 처리하기에는동력비가 많이 둡고， 또 소각처리법은

부수적인 여러가지 문체점이 었으므로별로 경체성이 없다.

그러나 현재 선진외국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광촉매반응에 의해

세정폐액을처리하게 되면 착화제와같은 유기물을 이산화탄소나물로 완전분해

산화시키므로 폐기물처리기준을 만족시킬 뿔 이·니라 처리공정에 따른 2차

폐기물도 거의 생생되지 않는다. 동서에 방λF능될 지닌 금속이옹을 처리하게

되므로증기발생기세청폐액의 처리공쟁으로매우유망한공정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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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촉때 제조 빛 생능실혐

가.광촉매제조실험

분무 열분해법은 적절한용액을 분무기에 의해셔 액적틀을 발생시키고 이를

고온에서 건조 및 열분해애 의해서 입자틀을 체조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분무

옐분해법은 submicron 코치의 구형입자들을 쉽게 쩨조할 수 있다. 제조되논

엽자들윤 발생하는 액적틀의 크기 및 크기분포， 반응온도， 용액의 농도， 처}류

시간， 반용 분위겨 등의 많은 변수률에 영향읍 받는디-[61 ，62].

이러한 분무 열분해법에 의해서는 액척들이 건조가 되면셔 표변에서 먼저

용질틀의 껴출이 입어냐고 용질들이 업자 내부로 확산이 얼어날 시간이 충분하치

않요므로 hollow 하거나 porous 한 업자들이 일반적으로 제조된다. 이러한 hollow

하거나 porous 한 입자들은 냐노미터 코기의 아주 작은 gram 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자 재료냐 구조재료 같은 s이id 한 업자룰을 요구하는 분야에서는 큰

단챔으로 작용을 하나， porous 하고 작은 결정 크기에 의해서 나타냐는 높은

반응생 때문에 입;1.}들의 이러한 특쟁율 이용한 촉매로셔의 응용가치가 아주

높다.

륙히 분무 열분해법은 용액의 농도를 변화시킴으로서 쩨조되는 입자들의

크기를 쉽게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반응생 연구에도 많은 용용이

가능하다. ZnO 와 Ti02 업자률은 빛을 이용한 유기물의 분해와 같은 광촉매

반용에 이용되는 촉매로서 많은 연구가 어루어지고 있다.

1) 광촉매쩨조장치

초융파 분무 열분해에 의한 업자 체조장치가 Fig. 1-14 에 나타나 있다. 이

장치는 크게 spray 발생 창치 인 초읍파 분부기， spray를 건조시키고 열분해시키는

furnace, 입자들을회수하기 위한 filter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있다. 초읍파분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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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4. Schematic <Ii쩔ram for ultrasonic spray pyro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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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분해 창치에 의해셔 제조되는 액척틀의 크기는 분무기의 진동수에 의촌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1.67 I빠iz 의 진동수를 갖는 초융파 분무 창치룹 이용하였다 Fig.

1-15 는 초읍파분무기에서 발생하는 액적틀을 Ii방It scattering 에 의해셔 얻은 크기

분포를 나타낸다. 가열 부분은 quarts로 만들었고 만들어진 입자틀을 회수하기

위해서 훌구에 작은 구슬들이 채워져 있는 유리관 부분이 물어l 참가도목

설계하였다. Sonication 에 의해셔 생기는 열에 의해서 용액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율 방지하기 위해서 13"{;의 찬물을 연속적으로 ::irculation 시켜 용액의 온도를

13"{; 로유져시켰다.

초음파 분무 얼분해 법애 의해서 제조되는 입자틀의 광분해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ZnO, Ti02 빛 ZnO 와 Ti02 의 복합체틀 제조하였다. ZoO 의 재료로는 깅DC

띠trate salt 툴 이용하였고， Ti02 의 제조에는 디taniUD1 tetraisopropoxide (TI1P) 를

이용하였다. ZnO 입자들을제조하기위해서 zmc 띠::rate salt 툴종류수에녹여 2M

의 농도를 유지하였으며 600 DC. 3 Vmm 의 운반 기체 유량의 조건에서 반응을

시켰다.

Ti02 륨 체조하는데 이용이된 TTIP 는 물과 캡촉하자마자 수화가 일어나

hydro찌de 를 일으키므로 200 ml 의 물에 0.5 M 를 헨기 위해서 일정량의 TIIP 를

첨가한 후 lO ml 의 질산을 첨가하여 10 분 정도 .iL반을 시켜 맑은 용액을 얻어

사용하였다- 이 용액은 공기중에 노출되어도 안쟁하였으며 분무가 잘되었다.

ZnO-Ti02 복합체는 왜Ie a않tate 를 증류수에 녹인 훈액에 ITIP 흘 첨가하여 최종

농도가 1M 가 되도록 하였다. 이 경우에도 수화가 일어난 TIIP 를 해교시키기

위하여 1000 의 질산을 첨가하였다.

2). 팡촉매제조 실험조건

반응의 원료로는 Aldrich 사의 97 % tetraisopropo잉d벼TIIP)를 사용하였다.

TrIP는 금속 알콕사이드로서 수분과 산소에 매우 단 감하게 반응하며 상온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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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장이다(비검 232 "c). πlP는 주입량이 마세하게 조절되는 마이크로 설린지

햄프에 의해 반웅기 앞의 가열부(1 70 °C)에 주사된다. 가열부에셔 lTIP는

증기압에 의해 기화된 후 수분과 산소가 쩨거된 불활성 운반기체에 의해

반응기로 유입된다- 운반기체는 TTIP외 응축융 방지하기 위해 가열되며 본

실험에셔는 헬륨과 알곤이 사용 되었다. 유입된 TI~IP는 5S0 °C 로 가열되고 있는

반웅기에서 혈분해애 의해 Ti02를 생생한다. TIIP띄 분해 반응식은 다읍과 광다.

Ti(OC3H7)4 (g) • TiO:z (s) + 4 C3H6 (g) + 2 1110 (g)

기상분해반웅에 의한 TiOz 의 쩨조에서 생생되는 입자의 크기흘 조절하는

방법으로는 유업되는 TrIP 의 농도 조절 반응온도의 변화， s뼈 입자의 첨가，

알콜의 첨가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입되는 TIIP의 농도를

조절하여 엽의 크기 변화를 주었다. 농도는 7.7 x 10-9 moJJmL 2.3 x 10-8 moUm1

7 ‘ 7 x 10-8 moUrnl 로 조절 되었으며 이로부터 생칭된 Ti02 촉매의 평균 업경은

각각 20, 40, 70 nm 이다. 제조된 Ti02 촉배는 반용기 출구에 셜치된 입자

포집장치에 포집된다. 재조된 촉때는 수거후 furnace 에서 상온부터 2 ‘Cl때n 의

속도로 600 ·c까지 가열한후 이 온도에서 5 시간 동안 얼처려를 하였다. Fig. 1-16

에 반웅에의해 생성된 Ti02 의 TEM사진을 보였다.

나. 광촉매정능설험

본 연구애서는 에어로솔 반응7]흘 이용하여 금속 알콕사이드인 tetraiso

propoxide πTIP)률 기상분해하여크기가나노미터 (1O-9m) 영역으로 조철된 Ti02

촉매를 제조하고 크기에 따른 광촉매 륙생을 연구하기 위하여 시험반용으로

수질오염원이며 발암물질의 하나인 trich1oroethytJene (TeE) 을 수용액상에서

광분해 반용읍 실행하였다. 수용액에서의 TeE의 광분해 반웅운 다읍과 같은

식으로표현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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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HCh + 3/2 0 1 + H10 - 3HCI + 2 COl

Fig. 1-17 에 광촉매 반용장치의 개요도를 보였다 장치눈 batch 순환식으로

크게 반용기와 resorvor로 나누어 진다. 반응기는 내부애 20 W UV lamp가

장착되싹전 2증 cyl피따ieal annulus reactor 로 전체 길이는 35 em이며 quartz 로

이루어잔 내부관은 직경 4 em, pyrex로 만들어진 외부관은 직경 5 em 이다

Reservor 는 변형된 둥근 플라스크형태로 부피는 5(’O mJ 이며 자기 교반기에 의해

slurry 반웅물읍 교반한다. Resorvor에는 TeE 의 분해 반용청도를측정하기 위한

cr이온전극과 온도계까 부착되어었다. Cl- 이온 천극은 TCE 의 분해에 의해

생성된 HCI 이 수용액상에서 cr 이온으로 존재하뜨로 이 양을 흑쟁하여 TCE 의

반용정도를측정하였다.

수용액상의 반웅물과 생생풀은 자기순환혐프에 의해 연속적으로 반웅기와

resorvor사이를 순환한다. 반웅부와 Reseπor의 연견은 유리 튜브륜 사용하였다.

광촉매 반응 사스댐은 외부의 광원이 차단되는 암실에 셜치되어 있으므로

반웅가에 부착된 uv 햄프의 빛만 반웅의 광원으로. 이용되었다. 광반응을 위해

500g 의 。I온체거 증류수에 0.2 g 의 Ti02 촉매블 첨가한후 2.23 x 104 gmol의 TeE

를 청가하였다.반웅온도는23 + 1 "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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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속 빛 유기물의 광촉매 반응집협

가. 금속제거 반웅이론

광촉매현상을 이용하여 수중의 용존금속을 광촉매 표면애 챔척 체거할 수

있융이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급， 백금‘ 팔라륨， 로륨， 수은， 그러고

납등을 회수하거나 이들의 혼합용액으로 부터 션별척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20，21 ，24，63]. 이러한 형태의 금속 함유 용액은

순환냉각계통의 셰쟁액으로 부터 많이 발생하는데， 특성상 아세태이트，

시트레이트， EDTA 와 같은 킬떼이트제를함유하게 된다

발전소 냉각재계동 쩨정시 발생되는 폐액도 역시 EDTA와 같은 킬래이트제틀

포함하게 펀다. 이들을 처리 하기 위한 팡촉매반웅율 이용할 경우 금속 생분과

유기착화제틀동시에 처리 할 수 있으므로아주 유망한공정으로생각되고 었다.

그러나 용존금속제거 빛 석출연구에서 착화체의 영향에 대한 실험은 거의

수행되어 있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수용액중의 금속쩨거에 대한 착화제의

영향에 대해셔 보다 자세한 실험을 하였다. 이를 워하여 현재까지 수용액중의

착화되지 않은 금속이온에대해 많이 연구되어온납[20，64]을 표본금속으로하여

실험을수행하였다.

납은 다나까 [20] 등은 10-3
-- 10-4 M 납 (lead 띠trate) 수용액내애 백급이 맙지된

티타나아 (rutile)에 벚을 조사하면 금속이 쩨거되고 촉매 표변에 갈색의 침적물야

생생됩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납 제거는 500 W의‘고압수은 램프(hi방1 pressure

mere따y lamp)흘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 lo-3 M 은 60 분， lO4 M 은 15분 후에 91 %

이상이 제거되었으며 이러한 제거 속도는 여러가지 염을 함유한 용액으로 부터

마그네슐(MnS04)， 탈륨(TIN03)， 묘발트(Co디2) 등의 쩨거속도보다상당히 빨랐다.

용폰산소가 수용액충에 폰재 활 경우 아르곤이나 칠소로 펴칭시킨 때보다

금속쩨거 속도를 증가 시켰다. 납의 경우， 백금 탐지 티타나아(rutile)에 첨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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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는 Pb02 염이 x-전 산란법(X-ray diffraction)에 의해 확인되었다. 이러한 납의

첨적은 광촉매가 빛에 조사되어 생생되는 장공(h이es)에 의한 다음 식과 같은

금속이혼의 산화에 의해 얼어냐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Pb1++ 2H20 + 2b+• Pb02 + 4H+ (1-39)

용존산소의 체거 속도를 측정한 결과 납의 농도가 높을 수톡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산소가 전자받거:l(eleαron accepto끼로 작용함을 나타내고 있다

촉배와 경우， 핵곰이 담지되지 않았을때 납의 체거 속도는 매우 느렸으며

촉매장에 첨적된 납이 Pb02 가 아니라 PbO 의 형태툴 띄고 있었다. 산소가

함유된 용액의 경우 납의 첨척은 다음과 같은 경로툴따르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201 + 2e- • 2()i (1-40)

Pb1+ +201- • Pb02 + O2 (1-41)

이렇게 참적된 납은 IN 의 염잔용액에서 30분내에 거의 전부가용해되었다.

Lawless 등 [예윤 백금 담자 티타니아 (ana짧)틀 이용하여 Pb(N03)2 용액으로 .

부터의 납 제거를 실험하였다 이 실험애샤는 pH 1.4에서 빛을 조사하지 않을

경우 촉매장에 납이온의 홉학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팡촉매반웅에의한 납쩨거 속도는 pH3.7에서 최대치를 나타내었다.

pH 3.7과 5.0얘서 납쩨거 속도식은 해리된 Pb연 에 l차로 냐타났다. 그리고

납농도에 따른 pH외 변화를 측청한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적인 pH

천여가나타났는꽤 이툴 바탕으로 반용 개요틀 추정하였논데 이는 반응 (1-40, 41)

뽑만아니라물이 칙접 산화하는 다음의 반웅들이 포함되어 었다.

2PbZ+ + 2920 + 0 1 • 2Pb01 + 4H+ (1-42)

이 들에 의하변 식 (1-39)과 같은 정공에 의한 직접 산화는 아칙 밝혀지지

않았으나， 수산화이온(hydroxyl ion)에 의한 다읍의 반응이 포함될 수 있으리라고

추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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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 + 2(OH") • 2(OH-) (1-43)

PbZ++ 2(OH-) • PbO:z + 2tr (1-44)

또 촉매장 빽급상에 답지된 납은 급속의 형태 즉 PhO 임을 관찰 하였는데

이러한반웅은다읍의 경로를따툴것으로셜명하였-=t.

PbZ++ 2e- • PbO (1-45)

2HzO +4b1" • 4W + Oz (1 -46)

이 실험에셔 발견된 최적 pH 언 3.7 에서 나타날수 있눈 천 71화학적인 반전지

반웅(elecσ뼈며nieal 跳:.cell TI강뼈ons)은 Fig. 1-18 에셔와 같으며 이러한 납제거

공정중 열역학적으로다융의 반용들이 포함될 수 있파고 셜명하고 있다

i 전도대(∞n.duction b없ld)로 부터의 전자이동에 의한 Pb2+ 의 PbO으로의 환원

- 천도대(conduction band)로 부터의 전자이동에 의한 Pb02 의 PbO 으로의 환원

-원자가대(val밍lee band)로의 적.간접 전자이동에 의한Pb2+ 의 Pb02 로의 산화

이러환젤명은 Pb2+툴 PhO 로 환원시커는 핵함을 할 수 있는 백급이 답지되어

있지 않은 티타니아만을 사용하였을 때 Pb02 의 환원에 의한 PbO 만이 관찰된

T뻐aka 풍의 결과와 잘 일치되고 있다 이러한 실혐에셔 pH 변화는 반웅구조에

대한많은 정보를추측하게해준다.

산소가존재 할 경우， 티타니아혐탁액를 조사하·였을 때 pH 가 4.65 에셔 6.3

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O2' 의 생성과 산성의 표면 수산71 (acidic surface

hydroxyl groups)와의 반웅에 의한 H02e 생성(pKa = 4.8)으로 셜명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백굽이 답지된 티타니아에 조사합 경우， pH 가 5.0 에서 1.95

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착화물애 대한 연구는 보다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다. Arnadelli 등[65]은

uranyl nitra않 용액으로 부터 티타나아틀 이용하여 uranium 0찌des 를 광챔쩍시키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홉작 실험 결과， 최대 홉작은 .,H 7 에서 일어 났으나， 낮은

pH에셔는 홉학야 거의 열어냐지 않았는데 이는 표면의 proto따，tion 애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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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uranyl nitr뼈 용액은 (lJ()2)2«)fI)22~ 와 ({]()2)3()Ii)S+

등이 포함된 UO건의 가수분해 생생물을 형성시키게 된다.

이 용액속의 티타나아틀 조사시키게 되면 U30 S ’챙태의 침척이 얼어나게 되고

이것은 물속에서 U()3 로 재산화되어 촉매상애 폰채‘하게 되는데 공기충에서도그

존재 형태를 수일간유지하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이 용액에 sodium formate

또는 s여iurn acetate 등을 청가시켜 때boxylate 와 uarnyl 을 complexation 시카변

홉학되는 uranyl 아온의 양이 장당히 증가하였다.

∞mplexation 운 uranyl 의 홉확량을증가시키며 이러한 홉작은 아마도 착화된

형태(complexed form)로 이루어 질것으로 예장하고 있다 또， 뎌rboxylate 이온야

존재하면 촉매상의 첨척도 상당히 빨리 진행 되었으며， 이때 carboxylate 이온이

1.2 X 10-3 mol빼-3 일때 quantum yield 를 계산해 보면 carboxylate 이온이 존재하지

않융 때의 0 ,052 에셔 0.1 M 의 acetate 와 formate 청가시 0.33 과 0.57 로 훨씬

증가퇴는것으로발표하였다.

여가에셔 q뻐ntum yield는 급속이온에 의한 천자의 포획과 ace않teo fom따te 또는

propan-2-이 등에 의한 정공의 쩨거풍의 반웅 촉진 속도의 합을 이들의 속도에

전자-정용의재결합속도를합한것으로 냐눈 값으로 나타댄 것이다.

또， 티타나아 전극올 이용한 광전기적인 측청법을 이용하여 반웅생생물약

축척으로 인한 표면 활생 저하를 나타내는 변천을? 보여 주었다'. 이 결과에

의하변 첨적된 UT，빼urn 0퍼des 가 재결합 촉친체의 역할올 하는데 이는 U(VI)이

전자틀 받아틀여 U(IV) 가 되고 이것은 다시 쟁공파 반웅하여 U(V)나 U(Vl)로

다시 산화되기 때문으로나타났다.

결국 carboxylate 는 금속산화물과 척은 전하의 학화물 또는 oxo-hy삶0잉de

확화물을 형성하여 표변에 보다 강하게 첩척이 되므로 표면 피복도툴 높이고

carboxylate에 의한 쟁공의 체거등으로 보다 높은 quantum yield를 나타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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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pone등[24]은 pH 10인 염기생 용액에서 금을 함유한 용액에 cyanide를

첨가하면 촉매 표면애 거의 흡착되지 않은 금-cyanide 착화물을 형성한다고

발표하고있다.

pH 가 보다 적은 염기성 용액에서는HeN 의 휘발올 막기위해셔 UVIH20 2 로

과량의 eN" 이온을 미리 분해셔킨 후 광촉매에 의한 침척을 연구 하였는데 이때

금-cyanide 작화물， Au(CNt 와 티타니아 표면은 모두 읍전하틀 띄게 된다

cyanide 분해 후 금의 첨적은 중성 또는 산생 pH 값에서 가능하였는데메탄올을

정공제거쩨로첨가하면그 속도가아주 증가됩을보여 주고 있다.

HgCh 와 CH핍:gCI 용액으로 부터 수은올 광촉매 환원에 의해 첨적시커는

반웅에대한 실험도 Serpone등[22]에 의해 수행되었다. 100 ppm의 methylmercury

chloride용액을 조사한 결과 75 % 의 금속이 제거 되고 5.7 에서 6.15 로 약간의 pH

변화가나타났으나20~μVN)의 메탄올을 첨가하면 전량의 금속이 체거되고 5.7

에셔 3.4까지의 pH변화가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앞의 경우 광촉매 반웅에 의한 첨적이 아닌 흡착에 의한

쩨거어며3 뒤의 경우에 실쩨로 팡반응어l 의해 환원 챔척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이러한반웅은잔소가존재하지않을때 보다효율적인것으로 나타났다.

앞셔 나타난 uranyl 0엄des 용액에서 처램 methylmercury 도 CH:J1gOH,

(CH핍ghOIr， CH3Hg+, CH:J-{gCl 등과 같은 여러가지악 hydroxylated complexes 틀

형생할 수 있논데 이들의 상대적인 비는 pH 에 따라 변하며， 금속의 환원

반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러한금속 착화물에 대한

연구는현재까지 많이 수행되어 있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납-컬레야트착화합물의광촉매반응륙성을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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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실험방법

광촉매반웅은 Fig. 1-17 과 같은 실험장치를 이용하여 순환 회분식

(recirculating batch type) 으로 수행하였다. 석‘경으로 만든 때뻐lar 형태의

photoreactor 는 길이 36 em, 내부반청 1.7 em, 외부반경 2.3 cm 로 내부에 광원을

장확할 수 있도톡 쩨작하였다‘

광원은 상용의 "black-Ii방lt" fluoresc며1t bulb (nUV, GE FISTB, 18")를

사용하였는데 팡파장 영역은 320 - 400 nm 이다 촉매로 사용된 백급탐지

티타니아 (pIa빼빼 Ti02)는 De믿lsa P-25(，뻐a.tas'~)에 1 wt%-Pt 의 백금을

담지하도륙 제조하여 사용하였으며， 납용액은 Pb(N03)2 를 100 ppm(따)으로

용해시켜 HN03 와 NaOH 틀 이용하여 용액의 pH 를 조절하였다.

실험윤 1000 cc 의 용액에 2 gil .의 촉배틀 현탁시켜 조사한 후 각 시간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원심분리와 0.22 μm 의 MSI Filter Membrane (Mixed e따eπ 。f

cellulos려움 이용하여 현탁촉매툴 분리한 후 급속의 농도를 분석하였다. 납농도

촉청은 Perkin-Elmer 403 Atomic Absorp디on Speetromξer 를 이용하였다. 착화제로

사용된 EDTA(벼S어lUffi 앓It， dihydrate, J.T Baker Chemical)와 citric acid (없hydrous，

F양her Sci하1tific)는 전처리 없이 사용되었다. 모든 실험은 25 - 30 DC 의

온도에서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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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결과빛고찰

1. 제조광촉매 생능젤험 결과

제조된 Ti02 광촉매는 뻐atase로 Ti02 의 다른 질 청 phase 에 비해 높은 광촉매

활성을 보인다고 보고되어 었다. Fig. 2-1 빛 2-2 에 Ti02 업작의 크기에 따론 TCE

분해 속도틀 보였다. 제조된 Ti02 촉매의 반웅생 티교를 위해 Degussa p-25 Ti02

흘사용하여 동일한조건에서 실험읍행하였다.

Fig.2-1 에서 Ti02 업자의 크기가커질수록 TeE꾀 체거속도가 증가함을 알 수

었다. 50nm 이상의 입자의 경우는반웅생이 Degussa p-25 Ti02 와 거의 갈다. 이

결과에서 크기가 50nm 이상되는 업자들은홉착점꾀 홉착력이 거의 같음을 유추

해불 수 었다. 한면 표면적이 더 커서 반웅생이 좋을것으로 예상되는 20 빼

크기의 촉매에셔의 반웅생은 더 큰 업자에서띄 반응에 비해 장대척으로

떨어전다.

따라셔 본 실협 조건에셔의 TCE 광분해 반응은 촉매구조에 민감하지 않다고

볼수있다. 이들변화에대한정확한원인규명은 lPD등을이용하여 입자크기에

따른 흡작력의 측쟁과 같은 보다 조직쩍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20 nm

크기의 업자는 약 105 개의 원자흘 까지고 있다 이렌 크기의 업자에셔는

quantum size 효과같은 분자수준의 현장은 중요하지 않다. 나노미터 크기의

업자에셔는 격자 거라 또는 결점(defect)의 수와 잘은 표면특성이 달라지기 때푼에

업자크기에따론반웅생의 변화가냐타난다고예상:쾌 볼수 있다.

-95-



--‘

ι

」
-----‘

-----’

J

)

,
J

、

‘
-J;

;’
J

*
이‘
‘

ι

/

-
π

:

r

-’

?
「-,

“
--r

a

:

i,
‘•

---

‘‘

3
‘
」
‘
ι
rf

--(

J

”

ε

‘
i

i

?

r
-:

j
r”

-
-
」

-h

-i

f

i

,

‘

,
•

~

，
、‘‘
---

‘J

、
i
r

t

i

?

•

、
‘

---r

--‘

,

ι

,

{

v

l

·
，
「

·i

-‘

ι

‘r
s‘

•

>

「
.、J1Jri

-
η

{‘

---‘

‘‘
r

r
r,

「

-
η•‘

.?

--

-‘
1rr

--”•

~

-’

’
J
L

*

‘
’

”

*

·
ν
-
-
!

ι

-,

‘
r

,

t

-

-~

ν
/

4

’

/

ι

‘

‘

··,

‘?

~ ,;

;; ~

i ι ~ ..... J-< .::

•f
-D야\lit빼

. 톨-훌률

Fig. 2-1. Change in InItIal removal rate ofTCE w1th size ofTI02 particle

mm



3025:20151050
.6

1.0
~\-i

Cl Ti02

9 t- 행」
• ZnOITi02

-
••‘@

팅’ ZnO

【버
ε

o

←]〔버~ .8

u
뇨

.7
당... .

.양 .. -

Time (min)

Fig. 2-2. Comparison ofvarious cataly:앙5 performance on TCE decomposition

-97-



2. 금속 빛 유기물의 광촉매반응 실험결과

가. 초기 pH 의 영향

공기에 노출된 약 100 ppm의 용액에 촉매를 현탁시킨 다움 pH를 조절한 후

반응기에서 조사시키면 Fig.2-3a 와 2-3b 에서 처럼 초기 pH 3.85 와 4.8 에서는

반응시간 150 분 이내에 거의 모든 납이 첨척되었으나， pH 1 72 와 0.69 에서는 15

% 이하로 챔척되었다. 이때 반웅이 진행됨애 따라 pH 가 다소 감소하였다가

장서간조사후에는다시원래의 pH로되돌아왔다.

냐. 용존산소의영향

촉매가현탁된 약 100 ppm의 질화납 용액에 공기중에 노출(au헥uIlibrated)

시커거나 질소， 공기， 산소등을 흘리면서 조사한 결과 Fig. 2-4a 와 같이 공거노출

또는 공기나 산소의 퍼정에 의해 산소가 존재하는 경우 150 분 이내에 거의 모든

납이 제거 되었으나 질소퍼정애 의해 산소가존재하져 않을 때는 아주 느린 제거

속도툴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따른 pH 변화는 Fig.2-4b 에서와 같이 약 0.5 정도

산성화되었으며 산소가 존재활 때의 전체적인 변화속도가 질소퍼징 때보다는

빠르게나타났다.

다. 착화체의영향

EDTA와 Citric aCId와 같은 등몰의 킬레이트체가존재 할때， 공가에 노출된

용액에서의 납의 첨적 제거속도 및 pH 변화는 Fig. 2-5a 와 2-5b 에 냐타나 있다.

EDTA블 사용할 경우 금속의 첩척 속도가 상당히 촉진된 반면 Citric acid틀 사용할

경우 초기에는 상당히 느린 반응속도를 나타내다가 약 80분 이후애서 빠르게

첨적됩을 보여주고 있요며 모든 착화체에 대해서 장시간의 조사로 모든 납이

첨적체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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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EDTA 용액으로 부터의 챔척 동안 용액의 pH는 3.4 에서 55 까지 빠르게

염가화되는변화를보여주고 었으며 납-Citrate 용액에서도 3.0 애서 3‘8로 엽기화

된 후 납첨척이 빠르게 진행휩에 따라 산성화 되었다. 이러한 pH 변화는 6 X 10-4

M 과 8 X 104 M의 염기생생을 나타내는 것으로 거의 비슷한 엽기화 경향을

나타내었다. 작화제가 없을 경우에는 아무런 영기화도 나타나지 않았다

라. EDTA 농도의 영향

100 ppm 의 납에 대해서 0.18 gil 의 EDTA는 1 : 1 의 착화비를 나타낸다.

이러한 당량바 이상， 즉 EDTA의 농도룰 증가 시키면 FIg 2-6a 에셔와 갈야 납의

첨적체거가 나타나기까지 지연현상이 나타났으 1.+ 이후의 제거속도는 10 배

정도의 과량 EDTA릅 쩨외하고 조사가 진행됩에 따라 버슷한 제거 속도툴

나타내었으며 이 속도는 EDTA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셔 보다는 상당히 빠르게

내타났다

이에 따른 용액의 pH 변화는 Fig. 2-6b 와 같t’1 pH 상승 변화에 있어서도

제거와유사한 지연현장읍 나타내였으며，납이 칩척쩨거될 때 최종 pH는 과량의

EDTA 가 존재활 때 보다 높게 나타났다. 당량벼 이하， 즉 EDTA의 농도를

감소시키면 Fig.2-7a 와 갈이 납의 첨척 쩨거속도논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조사

시간이 증가 하면서 EDTA를 사용하지 않을 때의 속도와 비슷해 졌으며 이에

따른 pH 변화는뀐g.2-7b 에서와같야 염기성화경형:이 감소하였다.

아러한 여러가지 EDTA 농도에 대해 초기의 납농도 100 ppm에 대한 50 %

납제거 시간을 보면 1 : 1의 당량비에서 최소에 도달함을 알수 있다.

마. 납-EDTA 학화물에서의 용존산소의 영향

납-EDTA 용액에셔의 조사에 의한 용존산소의 영향을 보기 위해 흉기에

노출된 것과 질소펴정의 경우툴 비교하여 Fig.2-8 애 나타내었다 공기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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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된 1 : 1 당량벼의 납-EDTA 용액에서는 빠른 납침적 속도를 보였으며，

현탁액의 색이 갈색으로 변하였다. 질소퍼징으로 산소를 제거하였을 경우， 납

제거 속도는 어느청도 유지 되었으나 산소가 존재할 경우에 비해서 100 ppm 의

납을 제거 하는데 3-4 배의 시간이 소요 되었고 현탁액의 색이 혹갈색으로

변하였다. 이때의 pH의 변화는 두 경우 모두 첨척되는 동안에는 상당히 빨리

엽기생화되었는데 산소가 존재하지 않을 때 보다 큰 엽기성화 경향을

나타내었다.

바. 결과에대한고찰

pH의 영향은 pH 1.4 얘셔는 챔적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3.7 과 5.0 에셔는

즉시 첨적되는 Lawless 등[64]의 결과와 잘 일치되고 있다 또， 처읍 6개의

실험치를 직션으로 보아 1차반웅속도 상수틀 계산하여 보면 3.0 X 10-2 min-I (pH =

3.85), 2.1 x 10-1 min-2 (pH := 4 80)으로 1.8 X 10-:2 min-I (pH = 3.7), 6.2 x 10-3 m피-I (pH

=5.0) 으로 나타난Lawless[64]의 결과와정생적으로잘 일치되고 있다

pH 변화의 경우 산성화 된 후 다시 원래의 값으로 되돌아 오는 우리의

결과와는 달려 Lawless 등의 겹파는 150 분 조사 후 최종 pH 195 로 계속

산생화되는 것으로 발표 되었다. 이러한 pH의 영향은 Kormann 등[66] 에 의해

검토된 티타나아 표변의 평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티타니아의 pKa는‘ 2.4

와 8.0 으로 티타니아표면 S 상반웅에 따라다음과 같이 변하게 된다.

s-TiOH2+ •• S-TiO" + H+ (2-4a)

S-TiOH •• S-TiO' + H+ (2-4b)

이 설험 결과에 의하면. pH 2.4 야하에서는 양전하를 띈 Pb+ 의 홉착량은

무시될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셔 보았을 때 0.69와 1.72의 낮은 'pH 에셔 납의

쩨거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결과와 잘 알치되고 있다. 그러나 Lawless의 결과와

달리 냐타난 pH 변화의 원인은현재까지는분명히 알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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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굽당지 광촉매를 이용하여 Pb(N03h용액에서 납을 챔척 제거하기 위해서는

용존산소가 필수객임을 알 수 었었다 질소똘 홉릴때 pH 가 4.5-4 .3 이었기

때문에 표면 평형 (2-4a)에 따르면 표면애 Pb+가 부족하지는 않았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산소에 의한 전자의 포획 반웅(2-2a) 야 일어냐지 않기 때문에

납 첨쩍 체거반응이 얼어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

납여온과의 1 : 1당량비로 쩨를 첨가하였을 때， 초기 pH는 착화체툴 넣지 않을

때의 3.4 에 비해 Ciσic acid 의 경우 3.0, EDTA 의 경우 35 로 촉매 표변의 납

Citrate 착화물 홉학량 보다 적게 되며 따라서 EDTA 첨가나 착화제률 첨가하지

않올 때보다 늦은 체거 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은

pH변화와 제거속도를 비교해 보면(Fig. 2-5a와 2-5b) 용액이 최대 pH 를 보이는

100 분 청도의 조사시에 최개속도와 첨적 저1거속도흘 보이는 점에서 입증이 되고

있다. 이러한 착화체 첨가는 결국 모든 납의 첨적 쩨거가 일어난다는 사실도

매우충요한결과였다-

납'-EDTA착화물 형태에서 이들의 파괴와 납 첨객 제거로 언한 pH 변화 몇 그

속도에 의하면 다음과 갈이 중간 반웅 생생물로 암모니아가 형성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EDTA + O2 • CO2 + NH3 (2-5a)

~ + H20 • NH/ + OH- (2.5b)

이러한 질소함유 화합물(pyridine， piperi뼈le， nitrob않짧Ie 등)의 광촉매반응에서

암모니아가 형생되어 결국 질화물(nitrate)로 재산화됩이 Low 등[67]에 의해

발표된 바 있으며 그 반응은 다읍과 갈다.

Nitrobenzene + 0: • COz + NHζ (2-6a)

NH..+ + 20:z • HNOJ + H20 + H+ (2-6b)

이 중 (2-6b) 반응이 EDTA를 1 : 1 당량바로 첨가합 때(Fig. 2-7b), 40 분후 부터

더 이상 염기성화를 멈추게 하는 컷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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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TA툴 캡가할 경우 산소의 존재 여부에 관켜l ‘없이 납의 침적 제거반용이

얼어났다(Fig.2-6). 용존산소가 존재할 때는 용액의 색여 갈색으로 변하였는데

여는 촉매의 색 변화에 의한 것으로 침적된 형태가 칼잭의 Pb02 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용존산소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용액의 색이 혹회잭으로

나타났으며 이로부터 금속상의 납 즉 PbO 으로 챔적됨을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흘 종합하여 보면 납은 환원되고 EDTA는 촉매표변에 의해 직접

산화되는 것으로 생각활 수 있는데 이러한 학화쩨의 산화는 용존산소가 존재

하지 않을 때도 얼어날 수 있는데 이는 용폰산소가 유기물의 산화시 일반적으로

초기에 전자포획체로만 작용을 하게 되는데 납-EDTA 존재시애는 Pb2+이 이

역할을 수행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용존산소 폰재시 질소함유 유가화합물의

산화는 암모니아의 초키 생생과 이틀이 질화물로 다시 산화 되는 것으로 발표

되어 었다[67].

납-EDTA 용액에셔 용존산소의 영향을 나타내는 실험에 나타나는 pH의

변화(Fig.2-9)에 의하면 암모니아의 형생이 타당생읍 찾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EDTA의 산화에 의해 암모니아가 형생되어 용액이 계속적으로 염기생화 되냐，

대부분의 납이 환원쩨거된 후에는 암모니아의 산화가 시작되제 된다.

용존산소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2-6b)의 반응이 일어날 수 없으나 암모니아

생생반웅은 계속되게 된다. 이러한 거동은 납-EDTA 용액융 질소로 퍼칭활 때

나타나는 pH 변화에서 잘 나타나 았다. 즉 용존산소가존재하는경우 보다 훨씬

더 염기생화되는것으로부터 확인되고 았다.

초기의 납-EDTA의 당량비를 1 : 1이하나 이상으로 EDTA블 첨가하였을 경우 각

조건에셔 납 챔척 쳐l거속도가 떨어졌으냐 10 배 이상의 EDTA초과 당량비에서는

아무헌 납쩨거반웅이얼어나지 않았다. 과량의 EDTA틀 첨가할경우，증가량예

따라제거 지연셔간이나타눴는데이는킬꽤어링되어 았지 않은 EDTA가 Pb+ 와

경쟁적으로흡착산화되기때문으로생각되며 이러한자유 EDTA 의 반웅이 끝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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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착화쩨툴 첨가하지 않을 때의 속도보다 빠른 납제거 속도를

나타내었으나， 당량비 야하의 EDTA률 첨가할 경우에는 이러한 증가된 납 제거

속도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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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창 결론및건의사항

1. 결 론

가. 제조광촉매 생능실험 결과

나노미터크기의 Ti02 업차로 TeE 의 광분해 반웅을행하였다. 작은 입자의

경우 큰 업자에 비해 반웅정이 떨어짐융 보였다. 반웅생의 차이는 촉매의

홉작점의 째기가 다른데 겨언한 것으로 추론해 불 수 있으나 정확한 이유에 대해

추후 연구가 진행될 예쟁이다.

나. 광촉매 현상을 이용한급속의 제거

백급으로 담지된 티타니아를 이용하여 광촉매 현상을 통하여 용액중의

납을 첩적 제거하논 실험올 수행하여 다읍과 칼은 결론을 얻었다.

착화쩨훌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Pb+ 의 홉착이 용액의 pH 에 영향율 받으며

이에 따라 반웅속도도 달라지게 된다. 작화쩨를 사용합 경우， 납-citrate 보다는

납-EDTA 가 표면 홉착량이 많게 되고 따라셔 보다 빠른 반용 속도를 나타내었다.

당량버 이상의 EDTA 흘 챔가한경우에는 자유 EDTA 와 Pb+ 와의 경쟁쩍인 홉학

산화 현상을 보였으나 10 배 이상의 EDTA 조건하에서는 아무헌 납제거 반웅도

얼어나지않었다.

당량비 이하의 RDTA를 첨가한 경우에는 초기 납-EDTA 학화물의 농도가

감소되므로 1:1 납'-EDTA 의 경우보다 낮은 속도틀 냐타내었으며， 학화물의 분해

이후여l는 학화제툴 첨가하지 않을 때와 같은 속도를 냐타내었다. 용액중의 납율

제거활 때 학화제로 EDTA 톨 1:1 당량비로 첨가하면 가장 빠륜 챔적 제거

반웅속도를 냐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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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의 사항

광촉매반웅 분야는 전진외국에셔도 아직 기본연구 단계이고 실용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각국에서 이애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됩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광촉매 한상의 활용분야가 공기정화，

폐수처랴， 급속회수， 수소제조 등 과학기술 전렐야에 대해 그 파급효과가

엄청냐기 때문일 컷이다.

본연구는원전셰쟁폐액의 처리를위한기본연구로수행되었으나 연구결과는

폐액처리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뿔 아니라 환경보전을 위한 신기술애도

적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적인 장기 대책에 의거

환경보전 관련 신기술 연구에 적극적 지원이 절실히 요망되는 시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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