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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제염폐액에 존재하는 난분해성유기물 분해처리공정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원자력시설의 가동 년 수가 증가함에 따라 시설로부터 방사능에 오

염된 금속 폐기물이 발생하게 된다. 금속 폐기물의 오염 준위가 극히 낮

다면 이들로부터 방사성 핵종만을 제거함으로써 금속재료를 재사용할 수 

있다. 방사능 오염 금속 폐기물을 제염하는 데에는 저 농도 유기산을 사

용하는 화학제염법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화학제염법을 사용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제염폐액 중에 난 분해성 유기물이 존재하게 된다. 이들 

난분해성 유기물을 최적 분해반응을 통해 제거함으로써 2차폐기물의 양을 

감소시키며 환경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화학제염공정별 제염특성 조사 

     - 저 농도 화학 제염 및 고 농도 화학제염 공정으로 나누어 각 공정

별 특성 조사   

    ● COD, ferrous 이온 농도, hydrogen peroxide 농도 분석 실험

     - UV 분광기 및 적정법에 의한 분석방법 수립  

    ● 난 분해성 유기물 종류 별 분해실험

     - 실험장치 제작 

     - 유기물 단일 성분(oxalic acid, ascorbic acid, EDTA) 및 혼합 성

분에 대한 Fenton 분해 실험 및 평가 



    ● 초음파 및 자외선에 의한 유기물 분해 공정 개선 실험

     - 광분해 실험장치 제작

     - 초음파의 유기물 분해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실험

     - 유기물 단일 성분(oxalic acid, ascorbic acid, EDTA) 및 혼합성

분에 대한 UV/ TiO2 계 광분해 실험 및 평가 

    ● 모의 제염폐액을 사용한 분해/처리 공정 최적화

     - Fenton 반응과 UV/TiO2 계 광분해 반응을 조합한 실험에 의한 

유기물 분해도 평가  

      

Ⅳ. 연구개발결과 

   ● 화학제염공정별 제염특성 조사 

     - 각 공정별 적용온도, 적용대상, 제염 계수, 발생되는 폐기물량 파

악

    ● COD, ferrous 이온 농도, hydrogen peroxide 농도 분석 실험

     - UV 분광기 및 표준분석 용액 사용 oxalic acid, ascorbic acid에 

대한 분해율 측정용 COD 분석법 수립

     - O-phenanthroline 및 UV spectrometer에 의한 ferrous ion 농

도 분석법 수립  

     - Iodine back titration 법에 의한 hydrogen peroxide 농도 분석

법 수립

     - Copper ion 및 PAN 지시약을 사용한 chelate titration에 의한 

EDTA 농도 분석법 수립 

   ● 난 분해성 유기물 종류 별 분해실험

     - 0.013 M EDTA, 0.024 M 옥살산, 0.0057 M 아스콜빈산에 대한 

Fenton 분해실험 결과 96, 85 및 97 % 분해율 도출

     - 과산화수소수 첨가 및 반응 시간 연장에 의해 분해율 향상 가능성 

파악 

     - EDTA, 옥살산 및 아스콜빈산 혼합용액에 대한 Fenton 분해실험 

결과 83 % 분해율 도출

    ● 초음파 및 자외선에 의한 유기물 분해 공정 개선 실험

     - 본 실험 영역에서 초음파가 유기물 분해에 미치는 영향 없음 확인



     - 광분해 장치를 이용한 단일 성분계에 대한 실험 결과, 분해속도는 

oxalic acid, EDTA 및 ascorbic acid 의 순서로 감소하였으며 모두 95 

% 이상의 분해율 도출

      - 모사제염용액인 3성분계의 광분해로 6시간 만에 97% 이상 분

해율 도출

    ● 모의 제염폐액을 사용한 분해/처리 공정 최적화

     - Fenton 시약으로 2시간 반응에 의해 80%의 TOC가 감소, 이후 

광분해반응으로 8시간 더 분해시켜 95% 이상 분해율 도출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원자력 시설의 가동 중에 발생되는 다량의 방사성 금속 폐기물 제염 

및 원자력발전소 2차 측 화학 세정 시 발생되는 세정 폐액의 처리에 본 

기술을 활용할 계획 임 



SUMMARY

Ⅰ. Project Title

    Decomposition Technology Development of Organic 

Component in a Decontamination Waste Solution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Radioactive metal waste is generated from the nuclear facilities 

as the increase of the operation period. Contaminated metal can be 

reused after the decontamination of the radioactive metal waste 

when the radioactivity of metal is extremely low. Dilute chemical 

decontamination method which uses the organic acids is known as 

the effective one to decontaminate the radioactive metal waste.  

After the application of chemical decontamination method, a hardly  

decomposable organic compound is remained in the spent 

decontamination solution. It is important to reduce the amount of 

secondary waste and to conserve the environment safely by the  

decomposition of these organic compounds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 Investigation of decontamination characteristics of chemical 

decontamination process 

     - dilute chemical decontamination and high concentration 

chemical decontamination 

    ● Analysis of COD, ferrous ion concentration, hydrogen 



peroxide concentration 

     - establishment of analytical methods by UV spectrometer and 

titration   

    ● Decomposition tests of hardly decomposable organic 

compounds

     - fabrication of test equipment  

     - Decomposition tests and evaluation of single component 

organic acids(oxalic acid, ascorbic acid, EDTA) and a mixture of 

organic acids by Fenton reagent 

    ● Improvement of organic acid decomposition process by 

ultrasonic wave and UV light 

     - fabrication of light decomposition test equipment 

     - evaluation of the effect of ultrasonic wave on the 

decomposition of organic compounds 

     - light decomposition tests and evaluation  of single 

component organic acids(oxalic acid, ascorbic acid, EDTA) and a 

mixture of  organic acids in UV/ TiO2 system 

    ● Optimization of decomposition process using a surrogate 

decontamination waste solution 

     - evaluation of the decomposition performance of organic 

compounds by the combination of Fenton reagent and UV/TiO2 

system

Ⅳ. Result of Project

   ● Investigation of decontamination characteristics of chemical 

decontamination process 

     - understanding of application temperature, application target, 

decontamination factor and the amount of generated waste  

according to the variation of decontamination process 

    ● Analysis of COD, ferrous ion concentration, hydrogen 

peroxide concentration 



     - establishment of COD analytical method applicable to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oxalic acid and ascorbic acid by using UV 

spectrometer and a standard analytical solution 

     - establishment of quantitative analytical method of ferrous 

ion concentration by O-phenanthroline and UV spectrometer

     - establishment of quantitative analytical method of hydrogen 

peroxide concentration by  iodine back titration

     - establishment of quantitative analytical method of EDTA by 

chelate titration using copper ion and PAN indicator

   ● Decomposition tests of hardly decomposable organic 

compounds

     - 0.013 M EDTA, 0.024 M oxalic acid and 0.0057 M ascorbic 

acid solutions were reacted with Fenton reagent, respectively. The 

decomposed portion of the organic acids was 96, 85 and 97 %, 

respectively 

     - a mixture solution of EDTA, oxalic acid and ascorbic 

solution was reacted with Fenton reagent. The decomposed portion 

of the organic acids in a mixture solution was 83 %.

    ● Improvement of organic acid decomposition process by 

ultrasonic wave and UV light 

     - ultrasonic wave did not influence the decomposition of 

organic acids in the experimental range 

     - the decomposition rate was decreased in the order of oxalic 

acid, EDTA and ascorbic acid  All the tested organics were 

decomposed more than 95 %. 

      - Organic component in a surrogate solution which contains 

oxalic acid, EDTA and ascorbic acid was decomposed more than 

97 % in 6 hours by UV/TiO2 

    ● Optimization of decomposition process using a surrogate 

decontamination waste solution 

     - 80 % of organic component was decomposed in 2 hours, 

and then more than 95 % of organic component was decomposed 

in 8 hours by UV/TiO2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technology is planned to apply to the treatment of 

decontamination solution of radioactive metal waste largely 

generated from the operation of nuclear facility and to the 

treatment of waste solution generated from the chemical cleaning 

of secondary side of a nuclear pow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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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방사능을 포함한 난 분해성 유기 폐액을 분해 처리하는 공정은 다양하게 

발 되어 왔으며, 이들 공정의 최종 목표는 유기물질을 무해한 기체  액체로 

환시키는 것이다. 이들 유기 폐액은 한 분해 처리공정을 용시킴에 의해 

비교  소량의 안정한 무기 방사성 폐액으로 환되어 진다[1]. 난 분해성 유기 

폐기물의 분해 시 고온 공정 에서 소각 공정이 통 으로 용되어 왔으나, 

소각은 고온에서 운 되기 때문에 장치의 부식과 같은 문제 이 있으며 배기체 

안에 존재하는 방사성 입자를 기에로 유출되지 않도록 여과시키는 배기체 처

리 장치가 필요하다. 고온 공정과 마찬가지로 온 공정도 다양하게 발 되어 왔

지만, 이들 공정 역시 자체 인 문제들을 안고 있다[2]. 

  화학  분해법은  농도 유기폐기물 분해에 효율 이라고 알려져 있다. 

재 부분의 연구는 이 속 매, 과산화수소수 는 오존을 함께 사용함에 의

한 상승효과  세 가지 모두 (UV , 과산화수소수 는 오존, 속 매)의 연

속 인 사용에 의해 분해효율을 증진시키는 고도 산화처리 공정 개발에 목표를 

두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외에도 생물학  처리에 의한 분해법이 있으나 

이 방법은 분해 속도가 느린 단 이 있다. 이들 공정의 체 공정으로써 과산화

수소수를 사용하는 습식산화공정은 난분해성 유기 폐기물의 처리 시간을 감축하

고 폐기물 내 유기물의 감소를 통해 방사성폐기물의 직 인 안정화  포장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습식산화분해 공정은 이 속 매 하에서 산화제로써 과산화수소수를 사용하

는 Fenton 공정이 표 이며 다양한 종류의 유기화합물 분해에 용되고 있다. 

이 속 매에 의해 OH 라디칼을 생성시키고, 이 라디칼이 유기물과 매우 빠

르게 반응하여 유기물의 분해를 일으키는 습식산화 공정은 근본 으로 상온 상

압에서 가동됨으로써 안 하며 회분식으로 2～3 시간 이내에 유기물의 높은 제

거효율을 얻을 수 있는 장 이 있어서 원자력  련 산업에서 발생하는 다양

한 폐기물처리에 용할 수 있는 효과 인 공정임이 입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난분해성 유기 화합물인 EDTA, oxalic acid  ascorbic acid 

의 안 한 분해 처리를 한 상기술로 습식산화분해기술과 분해 처리 기술

을 선정하 으며 다양한 조건하에서 분해성능을 악하 다. 이를 바탕으로 습식

산화분해기술과 분해 처리 기술을 조합하여 이들 난 분해성 유기 화합물의 분

해율을 향상시키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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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1  난분해성 유기폐액 분해 황

1. 서문

   다량의 유기성 폐기물을 은 비용으로 일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 분해 공정은 미생물에 해 난분해성 

물질 는 치명 인 물질이 함유되는 경우 그 활용에 제한을 받는다.

  이에 한 체기술로 다양한 습식산화 분해법이 개발되어 왔다.  습식산화 분

해법은 용량ㆍ고농도 폐수의 생물학  처리를 한  단계, 시안화물이나 착

염과 같은 생물학  처리가 곤란한 폐수 처리, 생물학  처리 후 독성 감소를 

한 후처리  오염된 지하수와 같은  농도 유해 유기물질의 처리 등에 활용되

고 있다. 

  재까지 사용되어 온 습식산화 분해법으로는 과산화수소, 오존  자외선만의 

단독 처리와 혼용 처리, 이 속 이온의 첨가를 통한 분해 효율 향상   음

를 활용한 산화분해가 있다. 그리고, TiO와 같은 반도체 물질과 자외선을 사

용하는 화학  분해법이 유기물의 분해공정에 활용되고 있다. 

  본 에서는 각각의 습식산화 분해법에 해 특징  황을 기술하 다. 

 

2. 습식산화 분해기술 

  가. 과산화수소, 오존  UV의 단독처리 

      과산화수소는 표 1에 수록된 바와 같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범 하게 

용되어 왔으며 여러 가지 문제 들을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반응속도가 낮아 

과 염소계 방향족 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시안계 화합물)과 같은 고농도의 난분

해성 물질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산화수소에 비해 산화력이 높은 오존은 pH가 낮을수록 반감기가 매우 길기 

때문에 pH의 향을 많이 받는다. 그 원인은, 오존이 수산기와 쉽게 반응하여(식 

1) 라디칼에 의한 연쇄반응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생성된 O
  라디칼은 식 2와 

같이 오존과 선택 으로 반응하며, 식 3과 같이 O 
ㆍ은 H

+
 이온과의 반응에 의

해 HO3ㆍ라디칼을 생성한다. 이 HO3ㆍ라디칼은 다시 분해되어 ㆍOH 라디칼을 

형성하며 이 ㆍOH 라디칼 의해 유기물이 산화 분해된다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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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  OH
   → O

   +  HOㆍ                                  (1)

    O   +  O
   → O 

  + O                                         (2)

    O 
  + H

+ 
⇄  HO3ㆍ  →  ㆍOH  + O                            (3)

  자외선은 유기물의 화학  구조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비교   농도 유기 

오염물질의 처리에 합하다. 자외선에 의한 산화분해는 자외선에 의해 여기된 

유기탄소(식 4)가 산소에 의해 양이온 라디칼을 형성한다(식 5). 이 라디칼 양이

온은 유기화합물을 분해한다. 는 동종분해로 생성된 유기라디칼에(식 6) 산소

가 결합되어 산화반응을 거치는 것으로(식 7) 알려져 있다. 참고로 아주 안정한 

결합 형태인 C-F 기는 190nm 이하의 VUV (vacuum ultraviolet) 범 에서 여기

되어 질 수 있다[6].

          C    
ν
→      C∗                                         (4)

      

           C∗  + O     ⇄  C
+
 + O

                                  (5)

      

          RX      
ν
→    Rㆍ +  Xㆍ                               (6)

  

          Rㆍ  +  O   →  ROㆍ                                    (7)

 한 물 분자를 VUV 분해에 의해 반응성이 높은 OH 라디칼을 발생(식 8)시

켜 유기물을 산화 반응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HO   
ν
→     



H   +  ㆍOH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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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주요 산업시설  HO에 의한 문제해결

탈취, 탈색, 침식방지

 ◦ 오폐수 처리시설

 ◦ 펄프ㆍ제지 공장

 ◦ 방직 공장

 ◦ 음식 처리시설

 건강 위해 요소(HS)

 재생지 황화와 저광택

 콘크리트 침식

산소 공급
 ◦ 오폐수 처리시설

 ◦ 음식 처리시설

 생물학적 폐수처리의 과부하

 저장조의 혐기조건

Fe→Fe
 ◦ 철강 산업

 ◦ 도금 공장

 ◦ 광천수 집수

 pH 저하 

 철 침강

방부성 밀봉  ◦ 음식 처리시설  부패조건 형성 및 유지

제거:

Sulfite

Hypochlorite

Nitrite

Cyanide

Formaldehyde

Phenols

Sulfides

Sulfur Dioxide

Nitrogen Oxides

Chlorine

Fat, Oil, Grease

Suspended Solids

etc.

 

 ◦ 정유 공장

 ◦ 인화 완성

 ◦ 제지 공장

 ◦ 금속 가공, 판공

 ◦ 폐수 처리

 ◦ 폐기물 소각시설

 ◦ 수지 공장

 ◦ 전력 시설

 ◦ 피혁 공장

 ◦ 방직 공장

 ◦ 기타

 과량의 용존 산소

 어패류 독성

 부식

 독성

 악취

 산성비

 한계 COD

 기타

Table 1. Example for the application of hydrogen peroxide

  

  나. 과산화수소, 오존  UV 의 혼용처리

    1) HO/UV

       200 ～ 280 nm의 자외선을 이용하며, 아래에 나타낸 것처럼 과산화수소

가 빛을 받아 OH 라디칼을 생성하여(식 9) 유기물을 산화 분해시킨다[3, 8]. 

한 HO는 pH가 높을수록 HO
ㆍ농도가 증가(식 10)하여 OH 라디칼과 반응(식 

12)할 뿐만 아니라 HO와도 반응(식 13)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즉 과산화

수소의 분해 속도는 pH에 민감하여 염기성 조건에서 잘 일어난다. 한 HO

ㆍ나 OH 라디칼 등이 자가 반응하여 산소를 발생(식 14, 16)시키며 유기물 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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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식 17)과 경쟁 반응을 한다. 주요 변수로는 과산화수소의 기 농도, 폐기물 

처리량, 량자 발생량, 균일 반응계의 여부, 사용한 기 에 지, 유기물의 종류 

등이 있다. 과산화수소의 기 농도는 OH 라디칼을 빨리 생성시키는 개시제로 

작용하지만 필요 이상의 과산화수소는 OH 라디칼의 반응 억제제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HO       

→      2 ㆍOH                                       (9)

  HO      ⇄  HOO   +  H
+
                                        (10)

  ㆍOH  +  HO    →  HOOㆍ +  HO                              (11)

  ㆍOH  +  HOO   →  HOOㆍ +  OH                               (12)

  

  HO   + HOO
    →  HO   + O   + OH

                          (13)

  2 HOOㆍ  →  HO   + O                                          (14)

   2 ㆍOH  →  HO                                                 (15)

   HOOㆍ + ㆍOH  →  HO  + O                                   (16)

    RH +ㆍOH  →  HO + R ㆍ ⇒ further Oxidation                 (17)

 이 방법은 비용이 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오염물질을 처리 할 수 있으며 

활성탄소에 의한 흡착보다도 우수하다. 그리고, 설비 시설을 이동시키며 활용할 

수 있고 1년 이하에 설치 가능하다. 그러나 오염토양에 용시, 처리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하며, 칼슘이나 철염 같은 무기화합물에 의한 UV 램 의 피복 

가능성이 있고, 부유물질이나 색도에 의해 산화분해 효과가 어들 수 있다. 따

라서 ppm 수 의 농도 오염물질 처리에 주로 이용되며 고농도 폐기물 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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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합 가능성이 높다. 

    2) O/UV

      이 방법은 18식과 같이 오존이 빛에 의해 물과의 반응으로 과산화수소를 

형성하고 이 과산화수소가 오존과 반응하여 식 19와 같이 산화력이 높은 OH 

 OH 라디칼을 만들어 산화반응 시키는 방법이다. 용존 오존의 분해 반응 기

구는 Taube 와 Peyton, Glaze 등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두 단계의 반응이 제안되

고 있다[8, 10].

  O   + HO    
ʋ
→      HO    +   O                             (18)

     

  O   + HO    →  O   +  OHㆍ  +  HO                            (19)

 이 방법은 OH 라디칼의 발생이 빠르기 때문에 4-chloronitrobenzene 이나 

nitrobenzene 같은 유기물 분해에 있어서 HO/UV에 비해 더 효과 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오존은 용해도가 낮고 불안정한 기체이기 때문에 오존 발생 

 장 장치가 필요하다는 과 오존  장치가 필요하며, 오존의 물질 달

속도가 낮다는  때문에 큰 규모의 산업폐기물 처리에 용하기 어렵다는 단

이 있다. 

    3) HO/O/UV

      과산화수소와 오존간의 반응(식 21)은 매우 느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러나 pH가 높을수록 HO
  농도가 증가(식 20)하고, 이 HO

  가 오존을 분해할 

수 있는 개시제로 작용하여 OH 라디칼을 빠르게 생성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4, 5]. 그리고, 자외선은 과산화수소  오존 한 유기물에 직  반응하여 산화

반응을 더욱 진시키는 기능을 한다. 한 오존은 과산화수소와 함께 사용하면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물질 달속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HO   +  HO   ⇄  HO
  + HO

                                       (20)

  O   +  HO   →  O  + ㆍOH  + HOㆍ(very slow)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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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  HO
   →  ㆍOH  +  O

ㆍ  + O                                 (22)

  O   +  O
ㆍ →   O

ㆍ  +  O                                          (23)

 

  O
ㆍ +  HO  →  ㆍOH  +  OH   + O                                 (24)

  이 혼용 방법은 다양한 경로의 산화성 라디칼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반응기작

의 억제 가능성이 있는 복합 폐수에 합하며, 유식  혼탁한 폐수에서도 우수

한 효과를 나타내며 용할 수 있는 pH 범 가 넓다. 

  다. Fenton 반응에 의한 처리 

      Fenton 반응에 한 연구는 HO/Fe
  계에 해서 뿐만 아니라 HO/ 

Fe/UV와 같이 자외선을 복합 으로 이용한 공정에 해서도 다양하게 진행되

었다. DelaMare 등[11]은 Fe    Fe  와 HO의 반응을 연구하여 아래와 같

은 반응 기작을 제안하 다. Fe  와 HO  간의 반응에 의해 OH 라디칼을 만드

는 반응(식 25)과 생성된 OH 라디칼이 Fe와 반응하여 소실되는 반응(식 28)이 

있다. Fe  도 HO와 반응하여 Fe
  와 HO  라디칼을 만들고(식 26), 다시 HO

  라디칼과 반응하여 산소를 발생시킨다(식 29). 이 반응계에 유기물이 첨가되면 

OH 라디칼과 반응하여 산화 반응이 진행된다(식 27, 30～32). 

  Fe  + HO   →  Fe  + OH  + ㆍOH                                   (25)

 

  Fe  + HO   →  Fe  + HOㆍ + H
                                    (26)

  RH + ㆍOH → HO + Rㆍ                                                (27)

   

  Fe  + ㆍOH  →  Fe  + OH                                            (28)

  Fe  +  HOㆍ →   Fe   + H + O                                     (29)

  Rㆍ  +   Fe   →  Fe   +  products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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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ㆍ  +  ㆍOH  →   ROH                                                (31)

   

  Rㆍ  +   HO   →  ROH  +  ㆍOH                                      (32)

  ㆍOH  + HO    →  HOㆍ +  HO                                      (33)

  이 반응계에 구리 이온을 첨가하면 유기 라디칼과 Fe에 의한 산화반응(식 

30)보다 효과 으로 유기물을 산화시킬 수 있음(식 34)이 알려져 있다[11, 12]. 유

기라디칼과의 반응으로 환원된 Cu 이온은 Fe  이온과  반응하여 Cu  이온으

로 산화된다(식 35).

  Rㆍ  +  Cu   → Cu + products                                        (34)

  Cu  +  Fe    ⇄  Cu  + Fe                                         (35)

 자외선 하의 반응에서는 수화된  Fe  가 빛을 받으면 환원되어 Fe(OH)  

가 생성되고[13], 이 착물에 빛을 쪼이면 OH 라디칼이 생성(식 36)되어 유기물과 

반응한다. 한 유기물과 형성된 철염은 빛을 받아 산화반응이 일어난다(식 37).

  Fe(OH)            →  Fe  + ㆍOH                                    (36)

 Fe∐  - Complex         →  Fe∐  -  Complex                              (37)

 상기 반응은 염색폐수 탐색에서처럼 생물학  난분해성 물질에 효과가 있으며, 

유색 유기화합물 처리에도 가능하다. 그러나 최 의 pH가 2 ～ 4로 pH 조정을 

한 처리가 필요하며 철염을 형성하는 단 이 있다.

  Fenton 반응에 한 사례는 암반응 (UV 조사가 없는 반응)  명반응(UV 조

사 복합반응)에 의한 Fenton 반응과 유사 Fenton 반응으로 나 어 독립된 에

서 더욱 상세히 기술하 다.  

   hʋ
    

   h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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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TiO/UV에 의한 처리

      TiO  표면에 380mm 이하의 자외선을 조사하여 아래와 같이 속  입

자 표면 는 용액상에서 산화 반응이 진행되도록 하는 반응이다. 이 반응 기구

는 매우 복잡하지만 band gap 모델이 일반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14]. Band 

gap 에 지보다 큰 에 지(hʋ)가 TiO에 조사되면 valence band의 자(e)가 

여기되어 conduction band로 이되고, valence band에는 자 부족상태인 공

(h)이 생성되어 이들이 TiO  입자 표면으로 이동하게 된다(식 38). 이때 TiO  

입자 표면에 있는 물이나 OH  등이 h 와 반응하여 OH 라디칼을 생성하게 되

고(식 40, 41) 이들이 입자표면에 흡착되어 있는 유기물을  산화 분해시킨다(식 

39). Conduction band로 이된 자는 O   HO와 반응하여 라디칼을 발생시

킨다(식 42, 43).

  TiO    
ʋ
→    TiO  (e

  + h)                                     (38)

  TiO(h
)  +  RX   →  TiO  +  RX

ㆍ                            (39)

  TiO(h
)  +  HO   →  TiO  +  HOㆍ +  H

                    (40)

  TiO(h
) + OH

    →   TiO   +  HOㆍ                          (41)

       

  TiO(e
) + O   →  TiO  + O

ㆍ                                  (42)

 

  TiO(e
) + HO  → TiO   +  OH

  + HOㆍ                         (43)

 

  TiO(h
) +  TiO(e

)  →  heat                                     (44)

   상기 반응은 완만한 반응조건에서도 반응속도가 빠르므로 다양한 오염 물질

을 제거할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로 완  산화 분해시킬 수 있다. 최 흡수 장

이 340nm인 유색 유기물을 분해시킬 수 있으며, 유기물과 속에 오염된 폐수

처리에 합하다. 그러나 고농도의 산업폐수나 큰 규모의 오염토양에 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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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는 용이하지 않으며, 음이온과 양이온에 의한 간섭으로 분해 속도가 감소

하여 효율이 어드는 단 이 있다. 한 염소계 화합물을 분해할 때 

dichloroacetic acid와 같은 독성 부산물이 형성되며, 분해 반감기가 길어 방향족 

화합물에 부 합한 단 이 있다. 

   마. 음 에 의한 처리

      이 반응은 두 가지 반응 기작으로 설명된다[15]. 하나는 기포 내부  표

면 온도가 음 에 의해 고온ㆍ고압(2000 ～ 2500 K, 약 100 atm)을 형성하여 

유기물을 열분해 시키는 것으로 설명된다. Ar 과 같은 불활성 기체를 첨가하면 

온도와 일산화탄소의 발생이 높아지고 이산화탄소 발생은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다른 기작은 아래와 같이 HO가 열분해 되어 여러 라디칼을 생성하여 

유기물을 산화 분해시키는 것으로 설명한다. 

  HO → ㆍH + ㆍOH                                               (45)

         

  2ㆍOH → HO                                                     (46)

  2ㆍH  →  H                                                       (47)

  O    →  2ㆍO                                                     (48)

  ㆍO  +  O   →  O                                                (49)

  ㆍH  +  O   →  HOㆍ                                                  (50)

  상기 반응은 수화 자(solvated electrons)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 조건

의 제약이 다른 반응보다 덜 하지만 기포의 발생이 없이는 완 한 산화반응이 

어렵고, 이산화탄소 발생이 음 에 의한 화학반응의 억제 요소로 작용하여 분

해반응을 하시킬 수 있다는 단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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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Fenton 반응에 의한 유기폐액 분해기술

1. 해외의 기술 개발 황

   일반 산업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유기성 폐기물뿐만 아니라 원자력 산업에서 

발생하는 유기 방사성 폐기물의 습식 분해처리를 한 Fenton 산화 련하여 다

양한 연구가 진해되고 있다. 본 에서는 고 인 Fe/HO, 고도 처리 기술의 

하나인 Fe/HO/UV  철 착물 는 철 산화물 등을 사용하는 유사 Fenton 

반응에 의한 사례 등을 정리하 다.

  먼  일반 사업에서 발생하는 독성 유기폐기물에 한 Fenton 산화와 련된 

다양한 연구 사례를 표 2～4에 수록하 다. 

 

 Organics Variables Final Products Remarks Ref.

 - 분말상 양이온

   교환수지(PCH)

- Fe


 농도

- PCH/HO

- PCH 이온형태

- pH

- mineralization

-PCH 분해율에 근거한 최적 

 조건 모색

-Fe


의 재이용 가능성조사

 16

 - benzene

- 


O
- CH/HO

- Fe


/HO

- phenol

- benzoquinone
-benzene의 가수화 반응에 

 있어서 산소의 역할
 17

- pentachlorophenol - pH - mineralization
-오염 토양 표면의 현장 분해 

 처리
 18

- chorobenzene
- O 유무

- pH

- clorophenols

- dichloeobiphenyls

- phenolic polymers

-chlorobenzoquinone

- 염소화 방향족 탄화수소의

  분해 기작

- 완전 광물화는 미관찰

 19

- polychlorinated

  biphenyls(PCBs)

- pH

- 반응 시간

- 비할로겐 부위에 

   OH기 첨가
- PCBs 소멸 기작  20

- 염색 폐수

- pH, 온도

- HO 양

- Fe


 양

- 탈색과 COD 제거 효류의 

  최적 조건
 21

- 이온 교환수지

- 온도, pH

- HO 양

- Fe


 양

- 반응시간

- 최적 조건  22

- atrazine
- Fe


/HO

- pH
- CAAT외 다수

- degradation을 위한 최적

  조건
 23

- pentachlorophenol
- 미생물과

  biomimetic

- tetrahydroquinone

-tetrachlorocatechol

- 중성의 pH에서 미생물에

  의해 유도되는 Fenton 반응
 24

Table 2. Literature review on the oxidation of toxic and hazardous organics

         using Fe  - HO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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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산업 분야의 화학공정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유기 방사성 폐기물들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들 유기성 폐기물에 한 습식산화 연구가 범 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 1980년  에 미국의 Savannah River Laboratory, 스웨덴의 

ASEA-ATOM  일본의 NAIG 등에서 이 속 매와 과산화수소수를 사용하

는 습식산화분해가 divinylbenzene이 가교된 polystyrene 형태의 양이온  음이

Organics Variables Final Products Remarks Ref.

- 2,4-D

- 2,4,5-T

- Fe


또는 Fe


- UV 유무
- mineralization 

- Fe의 산화상태와는 무관

- mathanol 또는 chloride, 

  sulfate에 의해 반응 억제

    25

- 2,4-D
- UV 유무

- O 유무
- mineralization

- 40% 정도의 광물화는 주 

  로 OH 라디칼 반응에 의해,

  60%는 Fe(Ⅲ) 착물의 광

  분해 및 decarboxylation

   26

- phenol

- UV 유무

- Fe


/Fe


- hydroquinone의

  투입여부

- degradation
- 1,4 또는 1,2 hydroquinone 

  의 역할
   27

- 4-trichloro-

  phenol

- electro-Fenton,

  photoelectro-

  Fenton, peroxi-

  coagulation

- degradation

-4-chloro-1,2-

 dihydroxybenzene

- maleic acid

- photoelectro-Fenton에서만

  완전히 광물화
   28

- cyclohexane

- 염소화 탄화

  수소 

- HO의 양

- UV 유무

- 라디칼 억제제의

  유무 

- cyclohexene

- chlorinated

  acetic acids

- 유기화합물 산화에서 ㆍOH

 이외의 high-valent oxoiron

 complex(ferryl)가 관여

   29

Table 3. Literature review on the oxidation of toxic and hazardous organics 

         using Fe/HO/UV system.

 

온 교환수지를 상으로 기술이 용되었다[37～39]. 이 결과 20～30 ppm 농도

의 구리  철 매를 사용하고 교반되는 반응조 내로 과산화수소수를 공 함에 

의한 발열반응으로 인해 거의 100℃를 유지하면서 2～3시간 이내에 부분의 탄

소가 분해  용해되었다. 

 한 1980년  말부터   유기방사성폐기물로써 슬러지 폐기물(양이온 

 음이온 Powdex 수지, 속산화물, 소석회, Pu, Co-60, Cs-137 등이 혼재)의 

습식산화분해에 한 일럿 실증연구가 국에서 수행되었으며, Winfrith에 

batch 당 200kg의 슬러지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가동 에 있다[1].

 일본의 Toyo Engineering에서는 Cs-137, Mn-54  Co-60로 오염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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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방사성폐기물을 상으로 이 속 매로 약 500ppm의 구리를 사용하고 산화

제로 산소를 용하는 기포탑에서 다양한 유기성 고체폐기물(polyethylene, 고무

장갑, 이온교환수지)을 분해하는 연구를 수행하 으며, 이 공정을 통해 80% 이상

의 분해효율을 얻었고, 1985년에는 60L 규모의 일럿 실증을 수행하 다[40].

  이와 같이 이 속 매로 철 이온을 사용하고 산화제로 과산화수소수를  

Organics Variables Final Products Remarks Ref.

- formaldehyde
- CHO/ HO 

- Fe


,Fe


- mineralization - formaldehyde waste 제거 30

- 2,4-D

- 유ㆍ무기

  polydentate

  chelators

-2,4-Dichlorophenol

- mineralization
- at higher pH, Fe


의

  solubilization 
31

- 2,4-D

- 2,4,5-T

- artazine

- trifluralin

- picloram

- baygon 등

- Fe(Ⅲ) 착화물

- UV 유무 
- detoxification

- 제초제와 살충제 분해

- UV에 의한 charge-

  transfer photoreduction

32

- pentachloro

  phenol(PCP)

- PCP 상태

- Fe


 및 철광

  (geotite) 사용

 - degradation

- 토양에서 처리 가능성

- 표준 Fenton 반응과 Fe 및 

  HO의 지속적인 첨가간의 

  비교

33

-chlorobenzens - HO 농도 - drgradation

- hematite에 흡착 후 반응 

- 흡착은 분해속도, 농도는 반 

   응 기작에 영향 

34

- quinoline - 철산화물 종류 - degradation - geotite가 가장 우수 35

- perchloro-

  ethane

- hexachloro-

  ethane

-pentachlloro-

 ethane

-1,1,2-trichloro

  ethane

- 1,2-dichloro-

  ethylene 

- 1,1,1,2-tetra-

 chloro ethane등

- HO 농도

- scavenger

   유무

 - degradation

- 소수성 화합물 대상

- silty loam soil에서 지방족 

  염소화합물의 탈착 기작   

  연구

36

Table 4 Literature review on the oxidation of toxic and hazardous organics 

        using Fenton-like reaction systems.

 

용하는 습식산화분해공정(100℃, 100~200 kPa)을 통해 이온교환수지  슬러지를 

95~98% 까지 분해시킬 수 있음이 보고되었고, 재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TBP/OK 화합물로부터 TBP의 분해 시에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41, 44]. 한 원자력 시설의 화학 제염으로부터 발생하는 제염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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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의 옥살산, 구연산  EDTA 등과 같은 착화제 역시 비교  쉽게 분해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2, 43].

  일본의 JGC Corporation에서 수행한 odourless kerosene의 분해는 TBP의 경

우보다 훨씬 어려웠으며, 이는 과산화수소수/ 매/소수성 물질과의 물리  

이 어려운데 있음을 제시하 다[39]. 

 2. 국내의 기술 개발 황

    Fenton 산화에 한 국내연구는 일반 환경 분야의 폐수 처리에서 많은 연구

가 이루어졌다. 반응 조건을 달리하여 폐수 처리 효율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거

나[45],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난분해서 유기물과 색도 제거에 한 연

구가[46] 주로 이루어졌다. 한 쓰 기 매립지 침출수에서 Fenton 반응에 의한 

부식질의 분자량 분포 변화를 찰하고, 산화반응보다는 응집  침 에 의한 제

거 효과가 더 크다고 하 다[47]. 이에 따라 침출수를 상으로 황산철 주입량과 

pH 변화로 최 의 응집조건을 찾는 연구가 이루어졌다[48]. 심 등[49]은 염색폐

수를 상으로 Fenton 반응에 음 를 용하여 산화력을 증 시키는 실험을 

하 다. 폐수의 특성 규명 방법 의 하나인 COD 분석에서 HO가 향을 다

고 언 [29, 50]하 지만, 그 들의 결과가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이론 으로 해

석하기 어려운 실험결과를 나타냈기에, 조 등[51]은 HO농도에 따른 COD 분석

의 향을 측정하고 고농도의 HO에서도 용할 수 있는 실험식을 제안하 다. 

김[52]은 photo-Fenton 반응으로 쓰 기 매립장의 침출수를 분해하 다. 그는 

UV 강도, pH, Fe(Ⅱ)의 농도 그리고 HO의 농도를 달리하면서 유기물 산화에 

미치는 향을 고찰하 으며, 순수한 Fenton 반응에 비해 photo-Fenton 반응으

로 8배나 높은 TOC 제거율을 얻었다. 

  한편 원자력 산업으로부터 발생되는 폐액의 습식산화에 한 연구는 90년 

에서 반에 걸쳐 한국원자력 연구소에서 농도 화학제염폐액(EDTA)  재생

성 LOMI 제염폐액(Picolinic acid, Formic acid)을 상으로 수행되었다. 이때 사

용한 습식산화 반응계는 Fenton 반응계로써, EDTA의 습식산화결과 Fe-Fe

-Cu를 조합한 매를 사용하여 온도 95℃ 이상에서 95% 이상의 분해율이 얻

어졌으며, 최  분해효율이 얻어지는 매의 농도  과산화수소수의 첨가속도가 

결정되었다[42]. 한 LOMI 제염폐액의 Fenton 산화 시에는 Fe-Cu를 조합

한 매를 사용하여 온도 80℃에서 98% 이상의 분해율을 얻었으며, 매의 농

도, pH, 과산화수소수 공  속도 등에 한 최 분해조건이 도출되었다[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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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술개발 사례 조사에 한 평가

    해외에서는 이 속 매로 철  구리를 사용하고 산화제로 과산화수소스

를 사용하여 ~100℃에서 이온교환수지  슬러지와 같은 고형 유기폐기물을 분

해 처리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재 일럿 규모의 실증단계에 있다. 이와 아울러 

TBP, 옥살산, 구연산, EDTA등을 포함하고 있는 제염폐액과 같은 극성 유기물을 

상으로 Fenton 반응을 이용한 습식산화 분해 연구가 부분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이 기술을 비극성 물질에 용하려는 연구가 진해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농도 화학제염폐액(EDTA)  재생성 LOMI 제염폐액(Picilinic 

acid, Formic acid)과 같은 수용성 유기 폐기물을 상으로 Fenton 시약을 사용

하는 습식산화분해 연구를 수행하여 최  공정 조업조건을 도출하 으며 재 

기술실증단계에 있다. 

 이상과 같은 국내외 기술개발 황을 보면, 재 극성 유기방사성폐기물에는 본 

습식산화공정이 실용화 단계에 있으나 비극성 유기용매에 하여서는 기술검증 

기단계에 있는 것으로 단된다. 

 한 임계수 산화는 난분해성 유기화합물의 분해를 한 공정으로 각 받고 

있다. 연속반응기에서 온도 387~500℃, 압력 250 bar의 임계수 조건하에서

(EDTA 분해효율) 체류시간 15.9~88.9 의 범 의 EDTA 분해효율을 측정 하

을 때 산화제로는 과산화수소(H2O2)를 사용하 다. EDTA의 분해효율은 온도  

산화제 투입량의 증가에 따라 상승하 으며, 반응물 도입유속의 감소 즉, 체류시

간의 증가에 따라서 상승하 다.  그러나 조건이 까다롭다는 단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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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Condition Remarks

저농도 화학제염

(계통 유지보수)

구 분 산 화 환 원 정 화

-저농도 제염제 사용

-재질 보호 특성 필요

-고온공정이며 낮은 제염계수 
 (DF 10  이하)

-착화제 분해로 폐기물 저감화

-부식율:허용한계의 2.7-3.3%  

온 도 95℃ 90-120 
℃ 60℃

농 도 0.1-1 g/l 0.1-1.5g/l 0 g/l

제염제
HMnO4

Or AP

EDTA 
Citrox -

시간 5-10 Hr 5-10 Hr -

고농도 화학제염

(부품 및 계통해체)

구 분 산 화 환 원 분 해
-고농도 제염제 사용

-고온 또는 저온이며 초음파

  등  교반 반응  활용

-짧은 제염시간

-제염효과 높음 (DF=30이상)

-재질부식에 무관

-폐기물 다량 발생

온 도 60℃ 70-90℃ 90℃

농 도 5 g/l 10 g/l 0 g/l

제염제 HNO3-KM
nO4등

무기산, 

구연산, 

옥살산,

EDTA등

H2O2 

Fenton

시 간 8 hr 8 hr -

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결과

제 1  화학 제염 공정별 제염 특성 조사

1. 화학 제염 공정  특징

 Table 5. 화학제염 공정별 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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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난 분 해 성  유 기 폐 액  습 식 산 화  분 해 공 정  연 구

1. 이론  고찰 

 

  가. 습식산화반응

     습식산화반응에 의한 유기폐액의 분해는 반응성이 크고 강한 산화제인 

OH 라디칼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Hydroxyl radical은 hydroxy 첨가, 수

소추출  자이동의 세 가지 반응 기구에 의해 유기물과 반응한다. 한 OH 

라디칼은 반응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거의 모든 무기물과도 반응할 수 있다. 

 OH 라디칼은 이 속과 같은 한 매 하에서 HO로부터 효과 으로 

생성될 수 있다. 이러한 한 가지 가 바로 Fenton 반응계로써, 이 반응에는 이

미 앞에서 언 했던 바와 같은 여러 가지 반응 기작을 포함하고 있다. 즉, Fe

와 HO간의 반응에 의해 OH 라디칼을 만드는 반응(식25)과 생성된 OH 라디칼

이 Fe와 반응하여 소실되는 반응(식 28)이 포함된다. 한 Fe도 HO와 반

응하여 Fe  와 HO  라디칼을 만들고(식 26), 다시 HO  라디칼과 반응하여 산

소를 발생시킨다(식29). 이 반응계에 유기물이 첨가되면 OH 라디칼과 반응하여 

분해 반응이 진행된다(식 27, 30 ～ 32).

         Fe  ＋ HO  →  Fe   ＋  OH  ＋ ㆍOH                  (25)

         Fe  ＋ HO  →  Fe   ＋  HOㆍ ＋ H
                   (26)

         RH ＋ ㆍOH  →   HO  ＋ Rㆍ                            (27)

         Fe  ＋ㆍOH →  Fe   ＋  OH                            (28)

  

         Fe  ＋ HOㆍ  →  Fe   ＋   H  ＋  O                  (29)

         Rㆍ ＋ Fe  → Fe  ＋ products                            (30)

         Rㆍ ＋ㆍOH →  ROH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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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ㆍ ＋  HO   →  ROH  ＋  ㆍOH                        (32)

     

         ㆍOH  ＋ HO   → HOㆍ  ＋   HO                       (33)

   이 반응계에 구리 이온을 첨가하면 유기라디칼과 Fe에 의한 산화반응(식 

30)보다 훨씬 효과 으로 유기물을 산화시킬 수 있음(식 34)이 알려져 있다[11, 

12]. 유기라디칼과의 반응으로 환원된 Cu는 Fe와 반응하여 Cu로 산화된다

(식 35).

 

       Rㆍ ＋ Cu  →  Cu  ＋  products                  (34)

       Cu ＋ Fe   → Cu  ＋  Fe                      (35)

   체 으로 Fe 만의 매로 사용될 경우보다 Fe와 Cu가 매로 공존하는 계

에서 유기물의 산화분해 속도가 빠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나. Fenton 산화반응에 의한 난분해성유기물의 습식산화분해

      Fenton 산화반응계인 Fe/ HO  계에서 난분해성 유기물의 습식산화 분

해에 한 총  양론 반응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

   CHO(X) ＋ (2x＋1/2y-z)HO  → xCO  ＋ (2x＋y-z)HO ＋ (X) (51)

   Na2EDTA + 17 H2O2 → 10 CO2 + 22 H2O  + (X)                  (52)

   OA + H2O2 → 2 CO2 + 2 H2O  (OA=Oxalic Acid)                  (53)

   CA + 9 H2O2 → 6 CO2 + 13 H2O (CA = Citric Acid)               (54)

   AA + 10 H2O2 → 6 CO2 + 14 H2O (AA = Ascorbic Acid)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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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X)는 functional group을 나타낸다.

 

  다. 습식산화 분해공정 인자

    1) 이 속 매

       Fenton 반응계에 의한 유기물의 습식산화분해 시 이 속 매로서   

Fe, Fe   Cu  를 단독 는 조합함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다. 오 등[42]은 

1.5 mM로 농도가 동일한 Fe, Fe   Cu  매의 조합을 사용하여 온도 95 

~ 99 ℃ 에서 2 mM의 EDTA (COD=350 ppm)를 97.3% 이상 분해시킬 수 있음

을 보 다. 한 오 등[42]은 LOMI 제염용액의 분해 시 Fe   Cu의 농도가 

각각 3 mM인 조건에서 폐액 의 유기 탄소를 99% 이상 제거할 수 있음을 보

다. Fe  농도  Cu  농도가 3 mM 보다 증가하면 오히려 반응진행 도 의 

분해효율은 하되더라도 최종 으로는 동일한 분해효율을 얻을 수 있었으나 최

종 폐액 에 무기 이온의 농도가 증가함으로써 정화처리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보고하 다. 

    2) 용액의 pH 

       Fenton 반응은 용액의 pH에 매우 강하게 의존한다. Fenton 반응에서 강

한 산화제로 작용하는 OH 라디칼은 산성분 기에서 우세하게 존재하는 반응성 

산화제로 알려져 있다. 이와 아울러 매로 사용되는 이 속 이온, 특히 철 이

온이 가수분해에 의해 순화물로 되지 않고 이온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용액의 

pH 조 이 요구된다. 용액 에 Fe 이온종이 약 10 mM 정도로 존재하는 경우 

Fe  는 pH = 7 ～ 8, Fe  는 pH = 2 ～ 3 정도에서 수산화물이 되므로 반응

용액의 pH는 3 이하로 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 등[42]은  HO/Fe
-Fe-Cu계에서 EDTA의 분해효율은 용액의 pH가 

2.4에서 최 가 됨을 보 으며, V  이온이 존재하는 LOMI 제염폐액은 바나듐 

이온과 피콜린산의 착물의 생성 분율이 낮도록 pH를 1.5 정도로 조 함으로써 

습식산화 분해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었다[53]. 

 

    3) 온도 

       부분의 유기물들은 Fenton 반응에 의해 100℃ 이하에서 매우 빠르게 

분해되며, 형 인 습식산화분해 공정의 온도는 80~90 ℃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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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등[42]은 60℃ 이상에서 EDTA의 습식산화분해 효율은 온도의존성이 크지 

않음을 보 으며, LOMI 제염 폐액의 분해 시[53]에서 80 ℃에서도 분해성능이 

우수함을 입증하 다. 

    4) 과산화수소수의 첨가 속도

       유기물을 효과 으로 산화 분해시키기 해서는 유기물과 반응할 수 있

는 hydroxyl radical을 지속 으로 생성 유지시켜야 하며, hydroxyl radical이 소

모되는 반응을 억제시켜야 한다. 

 오 등[53]은 LOMI 제염폐액  formate와 picolinate의 습식산화분해 시 

formate의 분해속도는 과산화수소수의 공  속도에 무 하 지만 picolinate는 공

 속도가 낮을수록 분해효율이 증가함을 보고하 다.  

2. 분석 방법 개발

  

  가. COD, ferrous 이온 농도, hydrogen peroxide 농도분석  

    1) COD 분석

      옥살산과 아스콜빈산의 경우 COD(화학  산소요구량)를 이용하여 분해효

율을 측정하 다. 실험 후 2 ml 씩 채취하여 COD 측정 ample에 넣은 뒤 150 ℃

에서 2시간동안 반응시킨 후  620 nm에서 UV-spectrometer 로 흡 도를 측정

하고 검정곡선을 작성하여 계산하 다. 옥살산과 아스콜빈산의 흡 도와 검정곡

선을 다음에 도시하 다.



- 21 -

y = 0.001x +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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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  Calibration curve of oxal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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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2. Calibration curve of ascorb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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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errous ion 농도 분석

       철 이온을 암모니아 알칼리성으로하여 수산화제이철로 침 분리하고 침

을 염산에 녹여서 염산히드록실아민으로 제일철로 환원한 다음, O-페난트롤린

을 넣어 약산성에서 나타나는 주홍색 철착염의 흡 도를 510nm에서 측정하는 

방법이다. 식 (56)에서 3 가의 철 이온을 용해시키고 식(57)에서 철 3가를 2가로 

환원하여 식(59)에서 페난트롤린과 반응하여 착물을 형성 하게 된다.

     Fe(OH)3 + 3 H
+ 
→ Fe

3+
+3 H2O                                   (56) 

    4 Fe
3+ 
+ 2 NH2OH → 4 Fe

2+
+ N2O + H2O + 4 H

+
                  (57)

    O-phenanthroline  + Fe
2+
 → [주홍색착물]

2+           
              (58)

   정량범 는  0.02 - 0.5 mg/100mL, 즉  0.2 - 5 ppm 까지 가능하며 아래에  

흡 도와 농도사이의 계를 수록하 다.

Table 6. 철 성분 흡 도와 농도사이의 계.

흡광도
            농도

            ㎍/100mL      mg/L

0.000

0.013

0.045

0.129

0.190

0.258

                0            0.00

               50            0.05

              100            0.10

              200            0.20

              300            0.30

              400            0.40

    3) Hydrogen peroxide 분석법

       과산화수소는 요오드 역 정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티오황산나트륨은 

표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Na2S2O3용액은 공기 의 CO2가 용해되어서 생성되

는 H2CO3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해한다.

     Na2S2O3 ＋ H2CO3 → 2H2S2O3 ＋ Na2CO3                       (59)

     H2S2O3 → H2SO3 ＋ S↓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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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S는 백색침 이 된다. 한, 공기  수 의 O2가  Na2S2O3를 서서히 산

화시킨다.

2Na2S2O3 ＋ O2 → 2Na2SO4 ＋ S↓                                 (61)

따라서 Na2S2O3 시약을 용해시키기 한 물은 끓여서 용존하는 O2와 CO2를 제

거시킨 후 사용한다.

  Na2S2O3표정은 0.1N K2Cr2O7표 액을 사용하여 HCl과 KI를 과잉으로 가하여 

요오드를 유리시킨 다음에 분용액을 지시약으로 해서 요오드를 약 0.1N 

Na2S2O3용액으로 정한다.

    K2Cr2O7 ＋ 6 KI ＋ 14 HCl → 2 CrCl3 ＋ 8 KCl ＋ 7 H2O ＋ 3 I2 (62)

                 I2 ＋ 2Na2S2O3 → 2NaI＋ Na2S4O6                   (63)

   

  H2O2 농도 변화는 과량의 H2O2를 가하 을 때 Fe
2+
와 반응하지 않고 잔류하는 

H2O2의 농도는 (식 2-64) 요오드 역 정법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다.

              2 Fe
2+
 + H2O2 + 2 H

+
 → 2 Fe

3+
 + 2 H2O               (64)

              H2O2 + 2 H
+
 + 2I

-
 → 2H2O + I2                        (65)

              I2 + 2S2O3
2-
 → 2I

-
 + S4O6

2-
                             (66)

  나. EDTA 농도  TOC 분석

    1) EDTA  농도 분석

      EDTA 1 mol 은 속이온의 산화수와 계없이  속이온 1mol과 착물을 

형성하는 강력한 킬 이트 결합을 한다. 이를 이용하여 분해하고 남은 EDTA의 

양을 정량하기 해 EDTA와 결합을 하는 일정량의 황산구리 용액을 넣어 착화

물로 만들고 PAN 지시약을 이용하여 EDTA 로 역 정 하 다. 식 (67, 68)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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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식으로 표 하 다.

                   Mn
+
 + Y

4-
 → MY

(4-n)-                            
(67)

                   Cu
2+
 + Y

4-
 → CuY

2-                              
(68)

정량 시 완충용액을 사용하여 변하는 pH를 최소화 하는 것이 요하다. 

    가) 시약  시약제조법

      ① CuSO4·5H2O (FW: 249.69)

         0.001 M - 1000 ml 둥근바닥 라스크에 0.25g을 넣고 묽은 황산(1:8) 

H2SO4 0.5㎖를 넣고 증류수로 표선까지 채운다. (제조 시에는 물을 먼  넣고 

간에 황산을 넣는다) 

      ② 0.001M EDTA 표 액

         1000 ml 둥근바닥 라스크에 0.372g을 칭량하여 넣고 증류수로 표선

까지 채운다.

      ③ PAN 지시약 

        분말 0.1g 을 에탄올 100ml 에 녹인다. 암 색 분말이고 물에 약간 용해

한다. 자색에서 황색으로 변색된다.

      ④ CH3COOH-CH3COONa 완충용액

         CH3COOH 8ml 와 CH3COONa 50g 을 500ml 라스크에 넣고 증류수

로 표선까지 채운다.

      ⑤ Cu
2+
는 pH 2.5～10의 범 에서 EDTA와 정량 으로 반응하고, Cu

2+
에 

해 민하게 변색하는 지시약의 종류도 많다.

 PAN(pH 2.5 ～ 6)을 이용하고 반응식  EDTA 이온은 Y
4-
로 나타내며 식(68)과 

같다.

  

      Cu
2+
 + Y

4-
 → CuY

2-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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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실험 방법

      ① 0.001 M 시료 EDTA 10 ml를 채취하여 100 ml 비이커에 넣는다.

      ② CH3COOH-CH3COONa 20ml 완충액을 가해서 pH 2.5 ～ 6의 범 로 

만든다.

      ③ PAN 지시약 3 방울을 가하여 노란색을 확인하고 0.001 M 황산구리용

액 15ml 넣는다. 용액을 넣었을 때 자색이 되는지 확인한다.

      ④ 0.001M EDTA 표 액으로 정한다.

         (종말 의 변색 : 색 → 황색)

    2) TOC 분석

       TOC (Total Organic Carbon)을 측정하여 유기물 세 가지의 혼합용액의 

분해율을 측정할 수 있다. HACH 사의 DR4000 TOC 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분해 실험 용액을 채취 후 농도를 10 ～ 100배로 희석(측정 농도 조정) 

하고 용액의 pH를 2로 고정 후 0.3ml 를 Hach사에서 제공한 vial 에 넣어 따로 

제공된 ample 지시약 자체를 vial 에 넣어 고정 후 반응기에 넣고 2시간 가열 반

응시킨다. DR4000 TOC meter 를 이용하여 농도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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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습식산화에 의한 난분해성 유기물 분해 실험

1. 난분해성 유기물 분해 실험 내용

  가. 시약  기기장치

      Fig. 3에  실험 장치를 도시하 다. 난분해성 유기물로 EDTA, 옥살산, 아

스콜빈산을 상으로 습식산화분해 특성을 조사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옥살

산, 아스콜빈산, EDTA 은 Junsei Chemical Co. Ltd. 의 특 시약을 사용하 으

며, 습식산화제인 HO는 Ducksan Chemical Co. Ltd. 제품의 순도 30 ～ 35 % 

용액을 사용하 다. 한 Fe 매로는 Showa Chemical Co. Ltd. 제품의 특 시

약인 FeSOㆍ7HO를, 습식산화분해  옥살산의 분해율은 COD분석기(HACH 

DR2000 COD meter)을 이용한 COD 측정과 혼합 시료  잔류 총 유기탄소 농

도를 TOC 분석기(HACH DR4000 TOC Meter)로 측정하여 평가하 다.  

H2O2

Magnetic Stirrer

Thermostatic 
Water bath

Reflux Condenser

Oxidation 
Fl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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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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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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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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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c Compounds

EDTA back titration
COD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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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xperimental apparatus for the wet oxidation of organic

          comp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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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난분해성 유기물 습식산화 분해실험 내용

    

    1) EDTA 분해

       0.013 M 로 제조하여 분해실험에 사용하 으며 산화제로 H2O2 30% 시

약을 사용하 다. 매로 FeSO4를  0.00001 M 로 제조하여 사용하 으며 반응

조건별로 과산화수소 투여량, 매투여량, 온도 변화, 각각 투여에 따른 분해속

도변화를 120분 까지 실험하 으며 과산화수소의 분할첨가에 따른 분해율 변

화도 확인하 다. pH는 3.5 로 고정하 으며 EDTA의 농도 분석은 EDTA 역

정법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2) 옥살산 분해

        0.024 M 로 제조하여 100ml 씩 분해실험에 사용하 으며 산화제로 

H2O2 30 % 시약을 사용하 다. 매로 FeSO4를 0.0001 M 로 제조하여 사용

하 다. 과산화수소 투여량, 매 투여량, 온도변화, 투여에 따른 분해속도는 

최  120분 간 측정하 고 pH는 3.5로 고정실험 하 다. 분할 첨가 실험을 통

하여 과산화수소의 한 투여시기도 고찰하 다. 옥살산의 농도는 COD측정

으로 분석하 다.

    

    3) 아스콜빈산 분해

       0.0057 M 로 제조하여 100 ml씩 분해실험에 사용하 으며 산화제로 

H2O2 30 % 시약을 사용하 다. 매로 FeSO4를 0.0001 M 로 제조하여 사용

하 다. 반응 조건으로 과산화수소 투여량, 매 투여량, 온도 변화, 투여에 따

른 분해속도는 최  120분간 측정하 고 pH는 3.5로 고정실험 하 다. 분할 첨

가 실험을 통하여 과산화수소의 한 투여시기도 고찰하 다. 옥살산의 농도

는 TOC 측정으로 분석하 다.

   

    4) 유기 혼합물의 분해 

       EDTA 0.5 %(13 mM), 옥살산 0.3 %(24 mM), 아스콜빈산 0.1% (5.7 

mM)를 제조하여 각각 50ml 씩 채취하여 분해실험에 사용하 으며 산화제로 

30% H2O2 용액을 사용하 다. 매로 0.0001M FeSO4 용액을 제조하여 사용

하 고 90℃로 고정하 다. pH는 3.5로 고정하여 분할첨가로 최  분해율을 도

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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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고찰

  가 EDTA 의 분해

    1) 과산화수소 최  첨가 조건

       EDTA와 과산화수소에 의해 분해되는 반응은 아래식과 같다.

 

       Na2EDTA + 17 H2O2 → 10 CO2 + 22 H2O  + (X)        (52)

  EDTA 0.013 M 100mL 당 과산화수소의 첨가량을 알아내기 해 농도와 

고농도 실험을 Fig. 3의 반응용기 내에서 수행하 다. EDTA의 잔류농도 분석

은 역 정법을 이용하 다. 이때 실험 조건의 pH는 3.5로 고정하 다. Fig. 4는 

0.5, 1, 3 % 로 과산화수소의 양을 증가시키며 분해율을 나타낸 것이다. 보다 

높은  농도로 해도 일정량 분해가 되고 더 이상 분해되지 않았다. 과산화수소

의 경우 자체 분해되는데 상온 조건에서 일정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 과산화수소 5 ml 첨가 시  36 %의 분해율을 나타내었고 가장 

효과 임을 알 수 있었다.  보다 고농도의 과산화수소 소량을 이용함으로써 보

다 효과 으로 EDTA를 분해할 것으로 기 되었다. Fig. 5는 고농도 과산화수

소를 이용하여 EDTA의 분해능을 나타낸 것이다. 고농도의 실험의 경우 과산

화수소를 3, 15, 30 %를 첨가하여 분해한 결과 과산화수소 30%의 경우 54% 

까지 분해율을 상승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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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Decomposition percentage of EDTA against the addition of low

          concentration hydrogen per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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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e
2+
 매 최  첨가 조건

       Fenton 반응은 아래의 식으로 알려져 있다.

         Fe  ＋ HO  →  Fe   ＋  OH  ＋ ㆍOH                  (25)

         Fe  ＋ HO  →  Fe   ＋  HOㆍ ＋ H
                    (26)

         RH ＋ ㆍOH  →   HO  ＋ Rㆍ                             (27)

   

         Fe  ＋ㆍOH →  Fe   ＋  OH                              (28)

   Fenton 반응의 효과를 알아보기 해 상온조건에서 0.013 M EDTA 100ml

당 3 % 과산화수소 최  투입량이었던 5 ml를 첨가하고 Fe2+의 첨가량을 변

화시키며 실험하 다. 이때 실험 조건의 pH 는 3.5로 고정하 다. Fig. 6은 

Fe2+의 농도를 0.0001 M로 고정하고 투입량을 0.5 ～ 2 ml 로 변화시키며 시

간에 따른 분해율을 나타낸 것이다. 매를 넣지 않았던 EDTA 분해율 보다 

증가된 45 %의 분해율을 보 다. 분해속도는 25분까지 속도로 반응되다가 

더 이상 반응이 진행되지 않았다. 2 ml  3 ml의 Fe2+ 매를 넣었을 때 분해

율이 거의 변화하지 않았으므로 최  첨가조건으로 2ml 로 결정하 다.

    3) 최  온도 조건

       0.013 M EDTA  100 ml 당 최  조건인  30 % 과산화수소 2ml 와 

0.0001 M Fe2+ 이온 2 ml 를 넣고 온도변화에 따른 분해실험을 수행하 다. 

이때 실험 조건의 pH는 3.5로 고정하 다. Fig. 7은 25 ～ 90℃ 까지 변화시켜

가며 온도에 따른 EDTA의 분해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90℃에서 최  80%까

지 분해되었으며 분해속도 한 25 ～ 30 분 까지 속도로 분해되다가 그 이

상 분해되지 않았다. 온도의 변화를 통해 상온에서 보다 90 ℃에서 30 % 이상

의 분해율 향상을 볼 수 있었다. Fig. 8은 Fe2+ 이온의 유무와 온도조건에 따른 

EDTA의 분해율을 비교한 것이다. 각 온도에 따른 상승효과와 Fe2+ 매의 효

과로 분해율이 증가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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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6. Decomposition percentage of EDTA with respect to the amount of 

the additional ferrous ion at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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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Decomposition percentage of EDTA  at various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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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8. Decomposition percentage of EDTA at various temperatures.

    4) 과산화수소의 분할첨가

       20 ～ 30 분 사이에 모든 분해반응이 완료된다는 으로부터 불안정한 

상태의 과산화수소가 자체 분해됨을 알 수 있었다. 지속 인 분해효과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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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과량의 과산화수소를 분할첨가 하여 실험 하 다. 30 % 과산화수소 9 ml

를 5분 간격으로 3 ml 씩 첨가하는 방안과 9 ml 를 일  첨가하는 방안에 

한 비교 실험을 수행하 다. 90℃ 와 0.0001 M Fe
2+
 이온 2ml 를 첨가하 다.  

실험 결과를 아래 표에 수록하 다. 

Table 7. 분할 첨가 조건에 따른 EDTA 분해율.

측 정 시 간 10분 20분 30분 60분 120분

분할 첨가(분해%) No.1 18.6 47.8 83.3 92 96.3

일괄 첨가(분해%) No.2 42 65 75.7 79.7 80.3

   계속 인 과산화수소 첨가는 분해반응이 계속 인 분해반응을 유도 할 수 

있었으며 기 분해율은 일 으로 과량을 투입했던 No.2가 빠른 분해율을 

보이며 상승하 다. 그러나 No.1 은 5분 간격으로 계속 인 과산화수소 투입

으로 자체 분해되는 과산화수소의 양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30분부터는 분

해율이 역 되는 것을 Fig. 9에 나타내었다. 보다 많은 분해율을 높이기 해

서는 지속 인 과산화수소의 존재가 필요하며 분할 첨가한 결과 분해율을 80 

% 에서 96 % 까지 높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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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cles of hydrogen per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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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옥살산의 분해

  

    1) 과산화수소의 최  첨가조건

      옥살산이 과산화수소에 의해 분해되는 반응은 아래 식과 같다.

      OA + H2O2 → 2 CO2 + 2 H2O  (OA=Oxalic Acid)         (53)

  0.024 M 옥살산 100 ml 당 과산화수소의 최  첨가량을 알아보기기 해 

30 % 과산화수소 1  0.5 ml를 이용하여 60 ℃에서 최  분해 실험을 하 으

며 COD 측정으로 분해율을 간  계산하 다. pH는 잘 알려져 있는 분해조건 

3.5로 고정하 다. 120 분간 분해속도를 측정하 으며 Fig. 10에 나타내었다. 

매를 사용하지 않은 순수 과산화수소와 옥살산의 상태에서 과산화수소 1ml

에서 최  36%, 0.5 ml 에서 20 % 분해되었다. 30분이 경과될 때까지, 두 조

건 모두 격한 분해 상을 보인다. EDTA와 마찬가지로 기에 분해되고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데 과산화수소의 자체분해에 의함 것임을 알 수 있다. 한 

과산화수소의 첨가로 COD 측정이 용이하지 않았고 일정하지 않은 값을 보

다. TOC 의 정 한 분석이 필요하여, 0.024 M 옥살산 100 ml 의 분해조건으

로 과산화수소 30 % 1 ml를 사용하기로 하 다.

    2) Fe
2+
 이온  최  첨가 조건

      옥살산 0.024 M 100ml 에 30 % 과산화수소수 1 ml를 첨가 후, 60℃에서 

pH를 3.5 로 고정하 다. 이 용액에 0.0001 M Fe
2+ 
이온을 0 에서 8 ml 까지 첨

가하며 120분간 반응시켰으며 그 결과를 Fig. 11에 나타내었다. Fe
2+ 
이온을 2 

ml 첨가했을 때 45 %,  4 ml 첨가 시 70% 까지 분해되었다. 그 이상 첨가했을 

때 더 이상의 분해율 상승은 일어나지 않았다. Fe
2+ 
이온의 첨가량은 0.0001 M, 

4 ml 로 결정 하 다. Fenton반응에 의한 분해속도를 알아보기 해 60 ℃에서 

매인 Fe
2+
이온을 사용하여 0.5  1 ml 를 넣어 분해 속도를 측정한 결과를 

Fig. 12에 나타내었다. 30 ~ 40 분에서 최  분해율 70% 이었으며 시간이 경과

되어도 더 이상 분해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매 미사용 실험의 결과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30분 시 부터 분해율이 평형을 이룬 것은 온도상승에 

의한 과산화수소의 자체 분해효과에 의한 것으로 상된다. 과산화수소가 반응용

기 내에서 분해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분해 효과는 증진될 것으로 사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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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Decomposition percentage of oxalic acid against the addition of    

             low concentration hydrogen per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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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1. Decomposition percentage of oxalic acid with respect to the 

             amount of the additional ferrous ion at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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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Decomposition percentage of oxalic acid with respect to the 

            amount of the additional hydrogen peroxide at 60℃. 

    3) 최  온도 조건

      옥살산의 분해온도는 상온보다는 보다 높은 온도에서 격한 분해율을 나

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Fenton 효과가 온도에 미치는 향을 실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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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에 나타내었다. Fe
2+ 
이온 0.0001 M 4ml 를 첨가하 고 30 % 과산화수

소 1 ml 를 첨가하여 실험하 다. 상온에서 30 % 정도의 분해율을 보인 것에 비

해 60 ℃ 이상에서 40 % 증가된 70 % 의 분해율을 보 다. 과산화수소의 소진

에 의해 분해속도는 30 ~ 40 분 사이에서 일정해졌고. 60 ℃이상에서 보다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과산화수소의 분할첨가

       옥살산의 분해율을 높이기 해 과산화수소를 분할 첨가하여 반응조 안

에 보다 긴 시간동안 머물게 하 다. 온도는 60 ℃로 유지하 고 매 Fe
2+
 이온

도 0.0001M 4ml를 첨가하 다. 과산화수소도 30 %를  5분 간격으로 1 ml 씩 3

회 분할 첨가하 고 다른 하나는 3 ml를 일  첨가하여 실험하 다. 그 결과를 

아래 표와 Fig. 14에 나타내었다.

 Table 8. 분할 첨가 조건에 따른 옥살산 분해율.

측 정 시 간 3분 6분 10분 30분 60분 120

분할 첨가(분해%) No.1 14 29 38 64 84 85

일괄 첨가(분해%) No.2 37 46 55 64 74 75

  3 ml를 일  첨가한 No.1은 과산화수소를 과량으로 투입하자 반응은 격히 

일어났고 기 1ml 씩 분할 첨가한 것에 비해 분해율이 훨씬 높았다. 그러나 30

분 경과 때부터는 No. 2 에서 잔류되는 과산화수소의 양으로 분해율 역 이 일

어났고 일 첨가 때보다 10% 이상 증가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과산화수

소가 존재하는 최 시간인 30분경 까지 No. 1 에서의 격한 반응은 종결 지만 

No. 2 에서 과산화수소를  분할 첨가하고  30 분 이후 시 까지 존재함에 따라 

계속 인 Fenton 반응이 일어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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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3. Decomposition percentage of oxalic acid at various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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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4. Decomposition percentage of oxalic acid against time under two

            injection cycles of hydrogen peroxide  at 60 ℃.

  다. 아스콜빈산의 분해

    1) 과산화수소의 최  첨가조건

      아스콜빈산이  과산화수소에 의해 분해되는 반응은 아래 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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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 + 10 H2O2 → 6 CO2 + 14 H2O  (AA=Ascorbic Acid)       (55)

  0.0057 M 아스콜빈산 100ml 당 과산화수소의 최  첨가량을 알아보기기 해 

30 % 과산화수소 1 ～ 3 ml를 각각 첨가하여 상온에서 최  분해 실험을 수행

하 으며 COD 법으로 분해율을 계산하 다. pH를 3.5로 고정한 상태에서 120 

분간의 분해율을 측정하 으며 이를 Fig. 15에 나타내었다. 매를 사용하지 않

은 상태에서 과산화수소 3 ml 일때 최  57 % 분해되었으며 2 ml 에서는 46 %, 

1 ml 에서는 28 % 분해되었다. 30분까지 세 경우 모두 격한 분해곡선을 보이

고 있으며 EDTA  옥살산과 마찬가지로 기에 부분 분해되고 이 후 아스

콜빈산이 더 이상 분해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과산화수소 농도 비율로 양을 조

하여 투여하여 그 분해율을 측정하 으며 그 결과를 Fig. 16에 나타내었다. 이 

실험도 pH를 3.5로 고정한 상태에서 상온에서 120분간 분해 시켰다.  농도의 

많은 양보다 고농도 소량이 보다 효과 으로 분해율을 높일 수 있었으며 최  

57 %까지 분해됨을 확인하 다.

    2) Fe
2+
 이온 최  첨가 조건

      0.0057 M 아스콜빈산 100 ml 에 30 % 과산화수소 3 ml를 첨가하고 상온

에서 pH를 3.5 로 고정한 상태에서, 0.0001 M Fe
2+ 
이온을 1 에서 8 ml 까지 첨

가하며 120 분간 분해시켰다. 그 결과를 Fig . 17에 나타내었다. Fe
2+ 
이온을 1 

ml 첨가했을 때 42 %가 분해되었고 2 ml 첨가 시 65% 까지 분해되었다. 그러나 

이 그 이상 첨가했을 때 더 이상의 분해율 상승은 일어나지 않았다. Fe
2+ 
이온의 

첨가량은 0.0001 M, 2 ml로 결정 하 다.

    3) 최  온도 조건

       0.0057 M 아스콜빈산 100 ml 에 0.0001 M Fe
2+ 
이온 3 ml를 첨가하 고  

30 % 과산화수소수 3 ml 를 넣어 실험하 으며 그 결과를 Fig. 18에 도시하

다. 25 ℃ 에서 46 %의 분해율을 보인 것에 비해 90℃이상에서 35 % 증가된 80 

%의 분해율을 보 다. 과산화수소의 소진에 의해 분해속도는 30분 경과 후 일정

하게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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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5. Decomposition percentage of ascorbic acid against time under 

             various amount of  hydrogen per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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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0 2 4 6 8
0

20

40

60

80

100
D

ec
om

po
si

tio
n 

of
 a

sc
or

bi
c 

ac
id

 (%
)

 Amount of Iron(II) ion solution, ml

  Figure 17. Decomposition percentage of ascorbic acid with respect to the

            amount of the additional ferrous ion at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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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8.  Decomposition percentage of ascorbic acid  at two temperature

              conditions.

    4) 과산화수소의 분할첨가

       아스콜빈산의 분해율을 높이기 해 과산화수소를 분할 첨가하여 반응조 

안에 보다 긴 시간동안 머물게 하 다. 온도는 90℃로 유지하 고 0.0001 M Fe
2+
 

이온 4 ml를 첨가하 다. 30 % 과산화수소를 5분 간격으로 2 ml 씩 3회 분할 

첨가하 고 다른 조건에서는 6 ml를 일  첨가하여 실험하 다. 그 결과를 아래 

표와 Fig. 19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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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분할 첨가 조건에 따른 아스콜빈산 분해율.

측 정 시 간 5분 10분 20분 30분 60분 120

일괄첨가(분해%) No.1 35 41 69 83 84 85

분할첨가(분해%) No.2 15 32 78 94 95 97

  6 ml를 일  첨가한 No.1은 과산화수소를 과량으로 투입하자 반응은 격히 

일어났고 기 5 ~ 10분 까지는 2 ml 씩 분할 첨가한 것에 비해 분해율이 10% 

가량 높았다. 그러나 20 분 경과 때부터는 No. 2 에서 잔류되는 과산화수소의 양

으로 인한 Fenton 반응으로 분해율 역 이 일어났고 일 첨가 때보다 10% 이상 

증가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과산화수소가 존재하는 최 시간인 30분경 까

지 No. 1 에서 격한 분해가 일어났지만 No.2 에서 과산화수소를 분할 첨가효

과로 분해율이 보다 증가하며 20 분 경과 후에도 계속된 분해가 일어남으로 보

다 많은 분해가 일어났다. 이는 계속 인 과산화수소의 존재가 Fenton 반응을 지

속시키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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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9. Decomposition percentage of ascorbic acid against

          time at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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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유기 혼합물의 분해

     EDTA 0.5 %, 아스콜빈산 0.1 %, 옥살산 0.3 %를 제조하여 각각 50ml 씩 

혼합하여 사용하 고, 30% 과산화수소 3ml 를 3회 분할첨가 하 다. Fe
2+
 이온은 

0.0001M로 제조하여 4 ml 를 첨가 하 으며 pH는 3.5로 고정하 다. 90℃에서 

120분간 분해시킨 뒤 TOC 측정으로 분해율을 계산하여 그 결과를 Fig. 20에 나

타내었다. 일반 정량 인 방법보다 보다 정확한 방법인 TOC 측정은 분자구조가 

깨지면서 그 화합물의 특징을 잃어버리는 시 이 아닌 모든 탄소들이 소모 을 

때를 나타내므로  실험 결과들과 다소 다른 몇 가지 특징을  알 수 있었다. 가

장 공통 인 특징은 분자구조가 가장 간단한 옥살산의 경우 COD 측정에서 나타

난 결과보다 보다 높은 결과를 보인다. 이는 과산화수소의 농도가 COD에 조  

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복잡한 구조의 EDTA 와 아스콜빈산의 경우 90% 

이상의 결과를 상했지만 TOC 분석의 결과는 약 85%의 분해율을 보 다. 분자

구조가 복잡하고 탄소양이 많은 화합물일수록 보다 낮은 분해율을 보 다. 혼합

물의 경우 체 으로 균형 인 83% 의 분해율을 확보할 수 있었다. 가장 효율

으로 2차 폐기물이 생성되지 않는 고농도의 과산화수소의 Fenton 반을 이용한 

분해 조건은 과산화수소의 자체 분해 효과를 막고 첨가 횟수의 늘림으로써 보다 

나은 분해 효율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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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Comparison of decomposition percentage of organic mixture 

           and various organic acids at 90℃(EA-EDTA, OA-Oxalic acd,

           AA- Ascorbic acid, OM -Organic m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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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문

   난분해성 유기물의 고농도로 존재하는 유기폐액을 모사하여 EDTA, 옥살산, 

아스콜빈산  세 유기물의 혼합용액에 하여 습식 산화 분해 공정 조건을 확

립하기 한 연구를 수행 하 다. 0.013 M EDTA, 0.024 M 옥살산, 0.0057 M 아

스콜빈산을 제조하여 Fenton 반응에 한 분해실험을 수행하 으며 분석방법으

로 EDTA의 경우 황산구리와 PAN지시약을 이용한 EDTA 역 정법과 COD 법

을 이용하 다. 옥살산과 아스콜빈산은 COD를 분  도법으로 측정하여 분해

율을 계산하 다. 세 가지 유기혼합물의 경우 TOC를 통하여 총 탄소함유량을 

계산하 다. Fenton 반응을 이용하여 분해한 결과 각각 96, 85  97 %를 분해

시켰다. Fe
2+ 
이온 매는 0.0001 M 농도로 2 ～ 4 ml 에서 정 사용량을 나타

냈으며 매 사용으로 분해율은 30 %이상 증가하 다. 한 상온보다는 고온에

서 보다 높은 효율을 보 으며 90℃에서 모든 혼합물 분해실험을 실행했을 때 

최 의 조건을 확립할 수 있었다. 과산화수소의 첨가량은 30 % 용액을 사용하

을 때 EDTA 100 ml 당 3ml , 옥살산 100 ml 당 1ml , 아스콜빈산 100 ml 당 

3ml 이었다. 분해되기에 가장 소량을 사용한 것이므로 보다 효율을 높이기 해 

분할첨가 방법을 채택하 다. 최  첨가량의 3 배를 3 번에 걸쳐서 5 - 10분 간

격으로 넣어주었을 때 높은 분해효율을 얻을 수 있었으며 과산화수소의 자체 분

해 상을 최소화함으로 Fenton 반응을 지속 으로 일어나게 할 수 있었다. 유기

혼합물 분해실험 결과 10 % 의 탄소 성분이 잔존함을 알 수 있었다. 분자구조가 

단순하고 분자량이 작을수록 TOC 분석에서 우세한 분해율을 보 다. Fenton 반

응과 함께   분해법을 함께 사용한다면  보다 향상된 결과를 보일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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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UV/TiO2 계를 이용한 난분해성 유기물의 분해  

         실험

 

1. 난분해성 유기물의 분해 실험 방법

  가 시약  기기장치

    Ascorbic acid는 Junsei Chemical Co. Ltd.의 특 시약을, EDTA  Oxalic 

acid는 Ducksan Chemical Co. Ltd. 일 시약을 사용하 다. 원으로 General 

Electric Co.의 BLB fluorescent lamp를 사용하 는데 길이 18 inch, 출력 

15watt,  λmax가 365nm인 F15T8/BLB 이다. 매는 Nippon Aerosil Co. Ltd.

의 Degussa P25를 사용하 다. 분해율은 COD와 TOC 분석을 통하여 측정하

다. 분석 장비는 HACH사의 COD Reactor Model 45600과 DR4000 

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 다. 음  발생기는 DURASONIC사의 ULTRA- 

SONIC CLEANER 821OR-DTH를 사용하 으며 50/60Hz, 117V, 8.1A이다. 

음  주 수는 100 KHz 이었다. Black light 형  램 를 이용하는 분해 장

치를 제작하 고 Fig. 21에 나타내었다. 반응기 컬럼은 원통형으로 내경 43mm, 

외경 47mm, 길이 300mm이고 내부 앙에 UV 램 를 둘러싸는 내경 27mm, 외

경 30mm, 길이 400mm의 석 을 설치하 다. 반응기 용량은 200mL이며 시료

의 분산  용존산소 공 을 해 기체 주입구와 시료 채취를 한 배출구  

시료 주입구가 있다.

  나 실험 방법

    1) 음 에 의한 유기물 분해

       EDTA 0.5%, 옥살산 0.3%, 아스콜빈산 0.1% 용액( 각각 13, 24, 5.7 

mM )을 제조하여 각 용액 200 mL에 하여 8시간 동안 분해 실험을 수행하

다. 반응 8시간동안 1시간 간격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TOC를 분석하여 각각의 

분해특성을 알아보고자 하 다. 

    2) 매 사용량 변화에 따른  분해 성능

       매는 Degussa-P25(BET 표면  : 50±15㎡/g, 평균 입자 크기 : 

30nm, 80% anatase, 20% rutile)로 반응기에 따라 최  사용량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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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UV/TiO2 system for the photo-decomposition of organic compounds.

매의 양이 증가할수록 빛의 투과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진다. 

한 매의 양이 감소하게 되면 유효반응회수가 어들어 반응효율이 감소하게 

되며 따라서 반응 조건에 맞게 매의 양을 조 하면 반응효율을 극 화 시킬 

수 있다[54]. TiO2의 한 사용량을 결정하기 해 세 물질  분자식이 가

장 간단한 Oxalic acid를 상으로 TiO2의 사용량을 변화시키며 분해 실험을 

수행하 다. 

    3) EDTA, 옥살산, 아스콜빈산 농도 변화에 따른 분해

       농도에 따른 분해 특성을 알아보기 해 EDTA 0.5%, 옥살산 0.3%, 

아스콜빈산 0.1% 용액(13, 24, 5.7mM)과 용액의 50%와 150%에 해당하는 농도

로 시료를 비하여 8시간 동안 분해반응을 실험하 다. 

    4) 2 성분 혼합물에 한 분해

      고농도 화학제염제의 세 가지 유기물질의 조성에서, 각각 한 가지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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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거한 것과 동일한 농도로 제조하여 분해 특성을 고찰하 다. 

    5) 3 성분 모사 제염 용액의 분해

      3 성분 모사 제염 용액은 고농도 화학제염제의 조성으로 세 가지 물질

의 혼합물이다. 16시간 동안 분해하여 제거효율을 알아보았다. 

    6) Fenton 분해 용액에 한 분해

      고농도 화학제염제와 동일조성의 모사 제염용액을 제조하여 Fenton 반

응 후 반응으로 분해하는 실험을 통하여 두 반응의 효율성을 비교하고, 난분

해성 유기물의 분해공정을 개선하고 최 화하 다. 

     

2. 결과  고찰

   분해 상 유기물질이 UV 에 의해 직  분해되는지 알아보기 해 수용액

의 UV-Vis 스펙트럼과 실험에 사용한 원램 의 방출 스펙트럼을 비교하 다

(Fig. 22). 유기물질의 흡수 스펙트럼을 보면 320nm 이하의 빛을 흡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램 의 방출 스펙트럼은 λmax가 370nm로 램 의 빛을 상 유

기물질들이 직  흡수하여 분해되지 못함을 간 으로 확인 할 수 있다. 

  가. 음 에 의한 유기물 분해

     EDTA 0.5%, 옥살산 0.3%, 아스콜빈산 0.1% 용액(13, 24, 5.7mM)을 제조

하여 각 용액 200mL를 삼각 라스크에 넣고 음  발생기에서 8시간 동안 분

해 실험을 수행하 다. 8시간 동안 1시간 간격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TOC를 분

석하여 잔류유기물의 농도를 결정하 으며 Fig. 23에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 8시

간 반응 후에도 모든 유기물질의 농도 변화는 없었으며, 음 에 의해서 난분해

성 유기물의 분해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나 매 사용량 변화에 따른 분해 성능

     매 반응의 변수는 크게 내부 변수와 외부변수 두 가지로 나  수 있다. 

내부변수는 매에 한 것으로 매의 결정구조, 표면   결정 입자의 크기 

등이며 본 실험에서는 상용화된 매를 이용하기 때문에 내부변수는 모두 결

정된 상태다. 외부변수는 원의 강도, 반응 온도, 반응용액의 pH  매의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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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UV-Vis spectra of organic materials and emission of F15T8

            BLB lamp.

도 등이다. 원의 강도는 원과 장치의 구성에 의해 결정이 되며, 반응 온도는 

매 반응의 낮은 활성화 에 지 때문에 크게 향을 받지 않는다. 매의 

농도는 반응 활성  증가  자의 효율 인 달에 향을 주는 요한 변수

가 된다[55-56]. pH는 3 ～ 4 범 로 시작하여 분해가 진행되면서 차 증가하여 

기 농도에 따라 pH 7이상이 된다. 추가 인 오염을 막기 해 본 실험에서 

기 pH 변화에 한 실험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요 변수는 

매의 사용량이다.  반응은 원과 시료의 거리가 증가하면서 량이 감소하

게 되고 반응속도에 직 인 향을 미친다. 한 매의 농도가 클수록 활성

이 증가하므로 높은 반응속도를 나타내며, 반 로 매가 원의 빛을 산란

시켜 에 지 달을 차단하게 되므로 반응속도는 감소하게 된다. 여기서는 일

정한 반응기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과 시료간의 거리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매의 한 사용량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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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23. Decomposition of organic materials by ultrasonic wave.

정하기 한 실험을 하 다. 

  분해 상 물질로 분자식이 단순한 oxalic acid를 30 mM 농도로 제조하여 

반응  1시간 단 로 시료를 채취하여 시료의 농도를 분석하 다. Fig. 24에 

매 TiO2의 양에 따른 Oxalic acid의 분해 실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2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유기물질의 분해 반응속도

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매 농도에 비례하여 분해속도가 

증가하지는 않으며 어느 정도 농도에서 매 농도 증가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5에 매 농도에 따른 유기물의 분해 진행률을 시간에 함수

로 나타내었다. 기 분해는 매농도가 증가 할수록 빠른 반면, 80% 후반의 

분해는 차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기에는 유기물의 농도가 크

기 때문에 많은 반응 활성 을 갖을 때 분해가 쉽지만, 유기물의 농다가 차 

낮아지면서 분산된 매가 빛을 차단하는 효과가 커져 후반 분해속도가 감소

하는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이 반응기의 한 매의 농도는 2 ～ 3 g/L 

로 단하 으며 매의 사용량을 최소인 2 g/L로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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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DTA, 옥살산, 아스콜빈산의 농도 변화에 따른 분해

     분해 상인 세 가지 물질의 분해 특성을 알아보기 해서 먼  단일

성분의 분해 실험을 하 다. 먼  각각의 물질을 13, 24, 5.7mM(EDTA, 옥

살산, 아스콜빈산-고농도 화학제염제 조성)의 농도로 제조하고, 50  150 %에 

해당하는 농도로 시료를 비하여 농도 변화에 따른 분해 특성을 찰하고자 

하 다. 8시간동안 UV를 조사하면서 1시간 단 로 시료를 채취하여 TOC 분

석으로 농도 변화를 찰하 다. Fig. 26, 27, 28에 각 물질(EDTA, 옥살산, 아

스콜빈산)의 기농도에 따른 분해율을 반응시간에 하여 나타내었다. Fig.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EDTA의 기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분해율이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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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25. Photo-decomposition rate of oxalic acid as a function 

             of [TiO2].

고 있다. 6.5, 13  20 mM에 한 8시간 반응 후 분해율은 각각 90, 80  65 

%이며 기농도가 높을수록 분해율이 감소하 다. 그러나, 분해되는 유기물질

의 양은 기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옥살산의 분해는 Fig. 27과 같

이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기 2 시간 동안 분해율이 선형으로 증가하며 모두 

99 % 이상 분해됨을 알 수 있다. 고농도 화학제염제의 옥살산 조성은 3%로 

24 mM에 해당하며 3 ～ 4 시간 안에 모두 분해 된다. Fig. 28에 아스콜빈산

의  분해 반응에 의한 분해율을 도시하 다. 5.7  8.6 mM의 기농도를 

갖는 아스콜빈산은 자외선 조사 8시간 까지도  분해되지 않았다. 기농도 

2.9 mM의 아스콜빈산이 자외선을 조사한 후 2시간부터 분해를 시작하여 7 ～ 

8시간 만에 99% 이상 모두 분해되었다. 아스콜빈산의 분해 반응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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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Decomposition of EDTA irradiated by UV light; 

           [TiO2]=2.0g/L.

요한 것은 아스콜빈산이 TiO2 에 흡착되어 황색을 띄게 된다는 이다.

 자외선 조사가 시작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탈색이 진행됨과 동시에 분해되

어 TOC가 감소하게 된다. 세 가지 물질의 분해를 비교하기 해 화학 제염

제의 조성 농도를 갖는 시료를  조사 시간에 따라 분해율을 Fig. 29에 나타

내었다. Fig. 29에서 옥살산의 분해가 가장 빠르고 분해율도 99% 이상으로 

가장 양호하 다. EDTA는 반응 8시간에 약 80%의 분해율을 보이며 서서히 

농도가 감소하 다. 반면 아스콜빈산의 농도는  감소하지 않았으며 분해되

지 않거나 반응시간이 짧은 것으로 단된다. 아스콜빈산은 TiO2표면에 흡착

되어 황색을 띠게 되며, UV에 의해  dehydro-ascorbic acid로 산화된 후에 탈

착 된다고 보고되었다[57]. 농도가 크면 모든 아스콜빈산이 dehydro-ascorbic 

acid로 산화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어 실제로 높은 농도에서는 아스콜

빈 산의 분해를 찰할 수 없었던 것이다. Fig. 28에서 5.7  8.6 mM에서는 

탈색되지 않았지만 2.9 mM 아스콜빈 산의 분해 실험  2시간이 지나면서 용

액의 탈색이 찰되었다. 즉 두 시간동안 dehydro-ascorbic acid로 된 후 TiO2

에서 탈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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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27. Decomposition of oxalic acid irradiated by UV 

              light; [TiO2]=2.0g/L.

어 2시간 이후 본격 으로 산화분해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라. 2성분 혼합물의 분해 실험

      두 가지 이상의 유기물질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 분해반응 특성을 알

아보기 해 두 가지 유기물질을 혼합한 수용액의 분해반응을 수행하 다. 

먼  일정농도의 유기물에 매의 양을 변화시켜가며 흡착 후 원심분리 하여 

상등액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각 물질의 흡착성을 알아보았다. Fig. 30

을 보면 아스콜빈산과 옥살산이 비슷한 수 으로 TiO2에 잘 흡착되며, EDTA

의 흡착률은 아주 작은 편이다. 

 세 가지 유기물질에서 각각 두 가지 물질을 취하여 분해 반응을 하여 그 

결과를 Fig. 31에 나타내었다. 혼합물의 경우 각 물질의 농도를 따로 알 수 없

기 때문에, TOC 720ppm을 기 으로 각각의 물질을 TOC 360ppm이 되도록 

농도를 조 하여 실험하 다. 물질의 흡착 특성으로 인하여 여러 물질이 공존 

할 경우 경쟁이 일어나게 되며,  각 물질간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다. Fig. 

31에서 AA+EA의 경우 처음 세 시간 정도 일정한 TOC 농도를 유지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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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28. Decomposition of ascorbic acid irradiated by UV 

              light; [TiO2]=2.0g/L.

볼 수 있는데, 아스콜빈산의 흡착력이 EDTA보다 강하기 때문에 아스콜빈산이 

TiO2 표면에서 dehydro-AA로 탈착되기까지 EDTA의 분해는 일어나지 않았

다고 생각할 수 있다. 4시간 이후 TiO2와 아스콜빈산의 흡착물의 색인 황색이 

탈색되었다. 그 후 dehydro-AA와 EDTA가 산화분해 되면서 TOC가 감소가 

일어나는 것으로 단된다. 아스콜빈산과 옥살산 혼합용액의 분해는 반부터 

TOC 농도가 감소하여 6시간에 약 50% 감소한 후 분해속도가 었다. 그러다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 는데 반응 12시간까지 TiO2-AA 흡착물의 색도 감소를 

찰하기 힘들었다. 혼합용액  각 물질의 TOC를 같이 맞추었기 때문에 

기에 옥살산의 분해가 이루어 졌으며, 옥살산이 모두 분해된 후에 아스콜빈

산의 분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기 혼합액의 흡착물 색깔도 

EDTA-AA 보다 었다. 여기서 매와의 흡착이 분해속도와 한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스콜빈산과 옥살산 혼합용액의 경우는 두 물질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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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29. Decrease of concentration of organic material.

TiO2 에 잘 흡착되기 때문에 경쟁 으로 흡착되어 반응이 진행된다고 단

된다. EDTA와 옥살산의 시료는 아스콜빈산처럼 두 단계반응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산화분해 되는 물질로만 구성되어져 처음부터 산화 분해되어 격한 

TOC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Fig. 31 (a)와 (b)에서 아스콜빈산의 농도가 일정

하고, EDTA 보다도 옥살산의 분해가 더 잘되는데도 (a)의 분해가 더 빨리 일

어났다. 시료 (a)에서 아스콜빈산은 EDTA보다 매흡착력이 좋기 때문에 반

응 기에 부분의 매를 아스콜빈산이 유하고 (b)의 경우 아스콜빈산과 

옥살산의 매 흡착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경쟁 으로 흡착이 되어 반응이 진

행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a) 시료의 아스콜빈산의 농도는 5mM로 단독

으로 존재 할 때보다 EDTA와 함께 있을 때 아스콜빈산의 1차분해가 빨리 진

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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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30. Adsorption of organic materials on TiO2.

  마. 3성분 모사 제염 용액의 분해

     분해 상 유기물질 세 가지를 모두 혼합한 용액의 분해 특성을 조사

하 다. 각각 TOC 720에 해당하는 농도로 제조된 세 용액을 같은 부피로 혼

합하여, 모사 제염용액을 비하고 분해 실험을 통해 TOC로 농도변화를 

찰하 다. 한 실제 고농도 화학제염제와 같은 조성의 시료를 비하여 같은 

실험을 하 다. Fig.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가지 물질의 혼합액인 모사제

염제의 분해는 반응 6시간 만에 97% 이상 분해되었다. 분해 패턴은 가장 농

도가 큰 옥살산의 패턴과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실제 제염용액은 EDTA0.5%, 

OA 0.3%, AA0.1%의 구성을 가지며, 몰 농도로 환산하면 각각 13.43, 23.76  

5.67 mM이 된다. TOC는 약 2589이며, Fig. 32의 (a)모사제염제보다 약 3.6배 

큰 농도이다. 반응 6시간에 약 68% 분해되었고, 16시간에 95 %가 분해되었다. 

실제 제염 용액에서 각 성분의 TOC 기여는 EDTA, 옥살산, 아스콜빈산이 각

각 1611, 570, 408로 EDTA가 가장 크다. 분해 패턴도 EDTA의 단독 분해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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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31. Photocatalytic degradation of (a) Ascorbic acid+EDTA, 

               (b) Ascorbic acid +Oxalic acid and (c) EDTA+Oxalic acid 

               by UV light; [TiO2]=2.0g/L.

과 비슷하게 차 으로 TOC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바. Fenton 분해 용액에 한 분해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분해공정 개선으로 고농도 화학제염제와 같은 조성

의 모사 제염 용액을 Fenton 반응으로 먼  분해하고 잔류하는 유기물을 

UV/TiO2계의 반응으로 분해하는 공정을 시험하 다. Fig. 33에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 

  Fenton 시약으로 2시간 반응하여 약 80%의 TOC가 감소하 고, 이후 분

해반응으로 8시간을 더 분해시켜 95% 이상의 분해율을 얻을 수 있었다. 총 10

시간동안 순수하게 반응만을 시킨 시료와 비교하면, Fenton 반응이 단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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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Photocatalytic degradation of Ascorbic acid + EDTA + 

           Oxalic acid by UV light; [TiO2]=2.0g/L.

에 높은 효율로 유기물을 분해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이상 Fenton 반

응으로 감소하지 않던 TOC가 분해 반응을 통하여 잔류 유기물을 추가 분해

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 다. Fenton 반응과 반응을 조합하여 유기물을 분해

하면 서로의 장단 을 보완하여 더 좋은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으리라 단된

다. 

3. 결문

   원자력시설의 부품이나 계통의 제염에 사용되는 고농도 화학제염제의 주요 

난분해성 유기물질인 EDTA, oxalic acid  ascorbic acid에 하여 분해 특성

을 조사하 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분해 장치의 매 최  사용량은 2 ～ 3 

g/L로 확인되었다. 이 분해 장치를 이용한 유기물질의 분해 결과, 분해속도

는 oxalic acid, EDTA  ascorbic acid 의 순서이며 분해율은 모두 95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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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Photocatalytic degradation of Ascorbic acid+EDTA+Oxa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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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2성분 혼합물에서 ascorbic acid의 분해는 2 단계로 진행된다. 특히, 

ascorbic acid는 EDTA 보다 흡착력이 좋아 ascorbic acid가 1차 분해되기까지 

EDTA는 분해되지 않았으며, oxalic acid는 ascorbic acid와 같은 흡착력을 보이

며 꾸 히 분해되었다. EDTA와 oxalic acid의 혼합용액은 2성분 혼합용액의 분

해  가장 빠르게 일어났다. 2성분 계의 분해 실험을 통해 ascorbic acid의 농도

가 분해속도에 큰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다. 3 성분계 혼합용액의 분해는 

95 % 이상 높은 분해율로 5시간에 모두 분해되었다. 고농도 화학제염제와 같은 

조성의 모의 제염폐액 한 16시간에 95 % 분해되었다. 제염제의 주요 난분해성 

유기물질은 TiO2/UV 계에 의한 반응으로 모두 완  산화될 수 있으며, 첨가되

는 시약이 없고, 2차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장 을 가지고 있다. 매로 사

용된 TiO2는 원심 분리하여 회수한 후 재사용이 가능하며 반응장치는 UV 

만 지속 으로 공 된다면 반 구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폐수처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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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고농도 유기물을 빠르게 산화시키는 특징을 가진 Fenton 반응의 장

을 이용하고 최종 분해율이 낮은 단 을 가진 반응으로 보완할 수 있는 

Fenton-TiO2/UV 시스템을 실험한 결과, 고농도 유기물을 빠르게 산화시켜서 높

은 최종 분해율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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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외기여도

 

      난 분해성 유기물이 존재하는 유기폐액을 모사하여 EDTA , 옥살산, , 아

스콜빈산  세 유기물의 혼합용액에 하여 습식 산화 분해 공정 조건을 확립

하 다. 분석방법으로 EDTA의 경우 황산구리와 PAN지시약을 이용한 EDTA 

역 정법과 COD 법을 이용하 다. 옥살산과 아스콜빈산은 COD를 분  도법

으로 측정하여 분해율을 계산할 수 있었다. 세 가지 유기혼합물의 경우 TOC를 

통하여 총 탄소함유량을 계산하 다. Fenton 반응을 이용하여 분해한 결과 각각 

96, 86  97 %를 분해시켰다. Fe
2+ 
이온 매는 0.0001 M 농도로 2 ～ 4 ml 에

서 정 사용량을 나타냈으며 매 사용과 과산화수소수의 분할 첨가로 분해율

을 35 % 이상 증가시켰다.  

  난분해성 유기물질인 EDTA, oxalic acid  ascorbic acid에 하여 분해 특

성을 고찰하 다. 본 분해 장치를 이용한 유기물질의 분해 결과, 분해속도는 

oxalic acid, EDTA  ascorbic acid 의 순서이며 분해율은 모두 95 % 이상으로 

나타났다. 3 성분계 혼합용액의 분해는 95 % 이상 높은 분해율로 5시간에 모

두 분해되었다. 고농도 화학제염제와 같은 조성의 모의 제염폐액 한 16시간에 

95 % 분해되었다. 제염제의 주요 난분해성 유기물질은 TiO2/UV 계에 의한 반

응으로 모두 완  산화 분해시 킬 수 있으며, 첨가되는 시약이 없이, 2차 폐기물

이 발생 하지 않는 장 을 가지고 있다. 매로 사용된 TiO2 는 원심 분리하여 

회수한 후 재사용이 가능하며 반응장치는 UV 만 지속 으로 공 된다면 반

구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폐수처리가 가능하다.

   Fenton 반응의 장 인 고농도 유기물의 산화를 이용하고 단 인 낮은 최종 

분해율을  분해반응으로 보완하는 Fenton-TiO2/UV 공정을 용함으로써 본 

연구의 최종 목표이었던 난 분해성 유기물 분해율 90 % 이상을 단 시간에 달성

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방사성 제염 폐액 내 유기물의 안 한 분해에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기물이 함유된 생활  공장 폐수의 안 한 처리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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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계획

재 국내 원자력 발 소의 가동 기수  가동 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명을 

다하여 교체된 증기발생기와 형기기의 유지 보수 시 다양한 형태의 방사능 

속 등이 폐기물로 발생하고 있다. 이들 방사성 오염 속물을 처리, 처분하는 

신 이들을 최 한 제염하여 청정구역으로 반출함으로써 처분할 방사성 폐기물량

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속 오염물의 제염 시 부산물로 생

성되는 제염 폐액에는 통상 으로 유기산이나 EDTA 같은 난분해성 킬 이트제

가 함유되어 폐액 에 함유된 킬 이트제를 최 한 (TOC로 200ppm 이하) 제

거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므로, 본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을 직  활용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원  증기발생기의 수명연장을 해 증기발생기 2차 측 산 세정을 향후 주기

으로 시행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 이 산세정시 생성되는 폐액은 미약한 방사

성을 함유하고 있으며 유기산 등 많은 량의 킬 이트제가 함유되어 있어 이 킬

이트제의 분해처리가 필요하다. 이 경우 본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이 효과 으

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일반 산업체에서 생성되는 폐액의 성상과 물량은 사업체별로 다양하다. 이  

비교  고농도의 난분해성 유기폐액이 생성될 경우 이들 폐기물 처리에 본 과제

에서 개발된 기술을 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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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모의 제염폐액을 사용한 분해/처리 공정 최적화

주 제 명 키 워 드
 화학제염, 분석, COD,Fenton, 분해, 옥살산, EDTA, Ascorb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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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rough the project of "Decomposition Technology Devel- 

 opment of Organic Component in a Decontamination Waste

 Solution", the followings were studied.

  1. Investigation of decontamination characteristics of chemical decontamination 

     process 

  2. Analysis of COD, ferrous ion concentration, hydrogen peroxide concentration

  3. Decomposition tests of hardly decomposable organic compounds

  4. Improvement of organic acid decomposition process by ultrasonic wave and 

     UV light 

  5. Optimization of decomposition process using a surrogate decontamination 

     wast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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