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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다방향족탄화수소로 오염된 퇴적토를 위한 개질제로서 바이오차를 이용

한 정화방법은 유효하다고 알려져 있다. 반면, 바이오차에 흡착된 다방향

족탄화수소의 제한된 생물학적 이용성은 생물학적 처리에 어려움을 준

다. 본 연구는 바이오차 흡착된 Phenanthrene의 탈착과 생분해를 증대시

키기 위해 작은 입자크기와 계면활성제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00C로 열분해 된 Rice husk와 Sewage sludge 바이오차를 준비시켜

Phenanthrene을 흡착시켰다. 약 80일 동안 탈착()은 아무 처리하지

않은 Rice husk, Sewage sludge 바이오차(Un-BC) 순으로 0.264와 0.303

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탈착 Activation energy가 존재하지 않을 때

< 250 m 크기 아래의 바이오차(250BC)를 사용하여 증대되었다. 게다

가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Tween 80을 투입 시 임계미셀농도 아래에서

Monomer 형태의 계면활성제가 많을 때 임계미셀농도(CMC) 이상보다

더 많이 탈착이 증대 되었다. 생분해도()는 Rice husk와 Sewage

sludge 바이오차 순으로 Un-BC에서 0.191과 0.077로 나타났다. 두 바이

오차 모두 생분해가 저해되었다. 이러한 저해는 250BC에서도 존재하지

만 좀 더 적게 관찰되었다. 이는 바이오차로부터 중금속이나 다른 독성

물질 유출에 따른 독성영향 때문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계면활성제의 적

용은 이러한 바이오차의 독성영향을 막고 Phenanthrene의 탈착과 생분

해 모두 증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어 : 바이오차, 생분해, 탈착, 입자크기, 계면활성제

학 번 : 2016-2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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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다방향족탄화수소(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PAHs))는 두 개

이상의 벤젠고리가 다양한 형태로 결합한 상태로 이루어져 있는 유기오

염물질로서 그 종류가 다양하다. 이 물질의 발생은 크게 화산 및 산불

등과 같은 자연재해를 통해, 미생물의 합성과정을 통해, 그리고 화석 연

료와 같은 탄소 기반 물질의 불완전 연소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이 물질은 소수성 물질로 물에 대한 용해도가 굉장히 낮으며, 매우

안정적으로 자연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 다방향족

탄화수소 중 몇 물질들은 암과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특성

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생태계 및 인간 생명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어 처리가 필요하다. 특히나, 퇴적토에 존재하는 다방향족탄화수소는

장시간동안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오염 퇴적토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이를 퍼내거나 불투수 매질의

덮개로 덮어두는 방법(Dredging and Capping) 등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현재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고, 에너지 및 경제적

으로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양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기존 정화방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Monitored

Natural Attenuation(MNA) 방법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 방법은 오랜

시간 자연적인 분해나 고정화에 의지하여 긴 시간동안 정화하는 방법이

다.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 원위치(In-situ) 정화방법을 적용시키고 있는

데 가장 주된 방법은 흡착제를 퇴적토 개질제(Amendments)로 투입하여

흡착을 통한 오염물질의 생물학적 이용성을 줄이는 것이다. 특히나, 다양

한 유기물질을 무산소 고열 분해하여 만들어진 바이오차는 높은 탄소 함

량과 넓은 비표면적을 가진 소수성 흡착제로서 다방향족탄화수소를 흡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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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퇴적토에 존재하는 다방향족탄

화수소에 대한 흡착 친밀도가 높은 바이오차를 추가함으로써 이들의 생

물학적 이용성을 감소시켜 고정화 할 수 있다. 더불어 미생물에 의한 생

물학적 정화(Bio-remediation)는 이러한 오염물질을 완전 무기물화 하여

이산화탄소로 배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유해부산물에 대한 우려를

없앨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또 다른 원위치In-situ 정화방법으로 고려되

고 있다(Samanta et al., 2002; Wasi et al., 2013). 흡착-생분해를 통한

오염 퇴적토 정화는 각각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하

지만, 흡착제에 의해 다방향족탄화수소의 수중포화농도 즉, 생물학적 이

용성이 감소하게 되면 미생물에 의한 생분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

문에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바이오차에 흡착된 다방향족탄화수소 중

한 물질인 Phenanthrene에 대한 탈착과 생분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탈

착은 생분해가 일어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이를 평형적으로 알

아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제한적일 거라 기대되는 흡착 Phenanthrene의

탈착 및 생분해를 증대시키기 위해 바이오차의 입자크기를 작게 하거나

계면활성제를 투입하여 이들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미세공극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차에 Phenanthrene이 흡/탈착되는 과정은 입자 내에

서의 분산Intra-particle diffusion이 주된 요인이기 때문에 입자크기를 작

게 함으로써 이의 분산길이를 짧게 만든다면 탈착이 더 용이해지고, 생

분해 또한 증가 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Ahn et al., 2005). 또한, 계면활

성제는 소수성과 친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물질로서 토양에 흡착된

소수성 오염물질들의 탈착을 증대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를 바이오차에 흡착된 물질에도 적용시키고자 하였다(Kim et

al., 2001; Zhu and Aitken, 2010). 단, 계면활성제는 그 자체로 오염물질

이 될 수 있고, 미생물의 생분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용량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Laha and Luthy, 1992; Rosen et

al., 2001). 계면활성제의 농도에 따라 탈착과 생분해가 유의미하게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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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지 확인하고자 임계미셀농도(Critical Micelle Concentration (CMC))

를 기준으로 두 가지 농도로 주입하여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미셀

을 형성하지 않은 계면활성제 즉 임계미셀농도보다 낮은 농도에서 계면

활성제가 활용되더라도 Monomer나 Hemi-micelle형태로 흡착 물질의 용

해도를 높이는 등 탈착을 증진 시킨다고 알려져 있다(Adrion et al.

2016).

추가로, 탈착과 생분해를 비교하여 그 둘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하

였다. 기존 문헌연구에 따르면 토양이나 퇴적토의 흡착된 유기오염물질

의 생분해는 이의 탈착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바

이오차에 흡착된 경우는 알려져 있지 않다(Cornelissen et al., 1998;

Mulder et al., 2001; Rhodes et al., 2010). 바이오차는 토양과 퇴적토와

다른 물성을 가지고 있으며, 미생물의 생물학적 활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줄여서, 본 연구의 목적은

1) 바이오차에 흡착된 Phenanthrene의 탈착과 생분해를 구하고 2) 이

를 증대시키기 위한 작은 입자크기와 계면활성제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3) 또한, 흡착 Phenanthrene의 탈착과 생분해에 관한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탈착 이외에 생분해에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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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범위

앞서 언급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상 바이오차는 Rice

husk와 Sewage sludge로 생성한 바이오차로 선정하였다. 또한, 바이오

차의 입자크기와 계면활성제 투입이 Phenanthrene 흡착 바이오차의 탈

착과 생분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를 다음과 같이 구

성하여 진행하였다.

1) 바이오차 물성분석

두 가지 전구물질로 이루어진 바이오차에 대해 물리화학적 특성을 분

석하였다. Moisture, Mobile matter, Resident matter, 그리고 Ash의 함

량을 분석하였고, 산소, 탄소, 수소, 그리고 질소 함량, 공극크기, 비표면

적, 공극률, 그리고 Skeletal density를 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바이오차

내 중금속 함량을 측정하였다.

2) Phenanthrene 흡착 바이오차의 탈착 Kinetics 분석

Phenanthrene이 흡착된 바이오차의 탈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Tenax beads를 이용한 탈착 Kinetics 실험을 수행하였고 바이오차의 크

기를 작게 해보거나 계면활성제를 투입시켜 탈착의 변화정도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3) Phenanthrene 흡착 바이오차의 생분해 Kinetics 분석

Phenanthrene이 흡착된 바이오차의 생분해를 알아보기 위해

Pseudomonas putida를 접종하여 생분해 Kinetics 실험을 수행하였고 탈

착 실험과 마찬가지로 바이오차의 크기를 작게 해보거나 계면활성제를

투입시켜 생분해의 변화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 5 -

제 2 장 문헌 연구

2.1 퇴적토 오염

2.1.1 다방향족탄화수소PAHs

다방향족탄화수소는 다양한 탄소기반 물질의 불완전연소로 생기는 2

개 이상의 벤젠고리를 보유하고 있는 물질로 다양한 환경에 널리 존재하

고 있는 물질이다. 다방향족탄화수소의 주 생성경로는 자동차 매연가스,

석탄연소, 화력발전소, 기름유출, 도로포장재, 타이어 마모 등이 있다(그

림 2-1). 그림 2-2는 미국 환경부(US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US EPA))에서 지정한 주요 다방향족탄화수소를 나타내고 있으

며, 이 외에도 더 많은 다양한 물질이 이 군에 속하게 된다. 그 중

Benzo[a]pyrene와 같은 몇 물질들은 발암을 일으키거나 노출 시 돌연변

이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 유해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를 처리해주어야 한

다. 다방향족탄화수소는 자연계에서 안정적으로 존재하며 휘발성이 낮기

때문에 퇴적토에 축적되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그림 2-1 다방향족탄화수소의 주생성경로 (시계방향으로) 자동차

매연가스, 석탄연소, 화력발전소, 자동차 기름유출, 도로포장재, 자동차

타이어 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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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US EPA에서 지정한 16개 주요 PAHs

2.1.2 퇴적토 오염정화방안

퇴적토는 현재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다방향족탄화수소,

그리고 중금속 등 과 같은 다양한 잔류성 유해화학물질이나 미생물로 오

염되어 있다. 이러한 유해물질들이 수계로 나와 노출되거나 생물들이 섭

취함으로써 그 농도가 축적되면 상위 먹이사슬의 물고기 등에서 유해한

정도의 물질이 노출 될 수 있다. 특히나 소수성유기물질(Hydrophobic

organic compounds(HOCs))는 퇴적토에 잔류해 있을 때 기존 미생물 군

집을 변화시키고 유기물 생산을 저해시키는 영향을 가지고 있다

(Bünemann et al., 2006). 이러한 위험요소 때문에 오염된 퇴적토들은 적

절히 처리되어야 한다. 현재 미국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오염 퇴적토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 유효한 정화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준설

(Dredging)과 캐핑(Capping) (그림 2-3), 그리고 Monitored Natural

Attenuation(MNA)이 있다. 이 중 준설은 오염 퇴적토를 원위치에서 꺼

내어 화학용매 등으로 처리한 뒤 돌려 놓는 방식으로 경제성이 낮고 기

존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지양되고 있으며, 캐핑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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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궁극적인 오염물질 제거가 아닌 임시적 처리에 가까운 것으로 추가

오염노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MNA는 장시간동안 오염물질의 저감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으로 장시간 분해, 새로운 퇴적토로의 묻힘, 그리고 생

물학적 이용성 감소를 통해 오염물질의 노출을 저감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Agents를 투입시키는 원위치 정화로

개선될 수 있는데, 크게 흡착제를 적용하여 오염물질을 고정화시키거나

미생물을 접종을 시켜주어 오염물질을 무해화시켜 제거하는 방법이다.

특히나 소수성유기물질에 대한 친밀도가 높은 흡착제를 퇴적토에 사용하

였을 때 이의 생물학적 이용성이 크게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Ghosh

et al., 2011).

그림 2-3. 퇴적토 정화방법인 준설과 캐핑(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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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흡착

2.2.1 흡착 정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대표적인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으로 한 물질이 다

른 물질에 강하게 달라붙은 현상을 말한다. 여기서, 물리적으로 강하게

붙는 흡착과 두 물질 사이에 강한 결합이 생기는 화학적 흡착이 있다.

이러한 흡착을 통해 오염물질은 흡착제에 강하게 들러붙게 되고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이를 통해, 수계에 고농도로 존재하는

오염물질이 흡착제와 공존하게 된다면 평형상태에서 수중평형농도는 감

소하게 되고, 흡착제에 흡착된 오염물질의 농도는 증가하게 된다. 흡착의

정도는 흡착물질과 흡착제 간의 물리화학적 친밀도에 의해 결정되게 된

다. 예를 들어, 친수성이 강한 물질은 소수성의 흡착제와는 친밀도가 높

지 않기 때문에 흡착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수중에서 양전하를 띄

는 물질은 표면에 음전하를 띄는 흡착제에 의해 강력히 제거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흡착은 제거하고자하는 물질과 흡착제의 물리화학적 특성

이 중요한 요인이 되며, 이러한 특성들을 분석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흡착에 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해 활성탄과 같은 세공

이 많고 비표면적이 넓은 물질을 많이 사용한다. 그림 2-4는 활성탄의

입자내 공극 모식도와 이에 흡착되는 화학물질들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

다. 실제로 흡착제 개질을 통한 퇴적토 내 다방향족탄화수소의 생물학적

이용성 감소의 사례가 있다(그림 2-5, Zimmerman et al. (2004)). 활성

탄을 퇴적토에 추가하였을 때 이 물질의 수중평형농도는 유의미하게 감

소했음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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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활성탄의 흡착 모식도

그림 2-5. 퇴적토 내 다양한 개질제 투입으로 인한

다방향족탄화수소의 수중평형농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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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흡착제 공극 내에서의 흡착, Intra-particle diffusion

효과적인 흡착을 위해서는 입자 내 미세 공극이 많은 흡착제들이 많이

쓰인다. 그림 2-6는 이러한 물질이 미시적으로 흡착제 내 공극으로 단계

적으로 분산되어 흡착되는 모식도를 나타내고 있다. 물질의 미세공극으

로의 분산은 크게 3단계로 Bulk diffusion, Film diffusion, 그리고

Intra-particle diffusion이 있다. 그리고 Intra-particle diffusion은 다시

표면에 붙는 Surface diffusion과 공극 내에서 움직이는 Pore diffusion으

로 나눌 수 있다. Bulk와 Film에서의 분산은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일

어나기 때문에 흡착 기작에서 Rate-limiting 요인은 Intra-particle

diffusion이다. 물질이 공극으로 들어가게 되면 1)표면으로 분산, 2)공극

사이 공간(Pore or void)으로 분산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공극 내로

들어가게 된다.

그림 2-6. 입자내 공극으로 단계적으로 분산되어

흡착되는 물질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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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바이오차

바이오차는 다양한 유기물질을 무산소 또는 제한된 산소조건에서 높은

열(Pyrolysis)을 가해주어 만들어진 딱딱한 탄화 물질로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많이 연구되고 있다. 어떠한 유기물질도

전구물질로 사용하여 바이오차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유기성 폐자원

의 자원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바이오차는 다른 유기물질보다

쉽게 분해되지 않아서 탄소 고정화(Carbon Sequestration)의 효과를 가

지고 있다. 때문에 바이오차를 생산함으로서 대기 중 탄소를 저감시킬

수 있어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많이 제시되고 있다. 바이오차는

높은 탄소함량뿐 아니라 미세공극과 넓은 비표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유기오염물질뿐 아니라 다양한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흡착제로서 특히

나 많이 활용 및 연구되어지고 있다(Ahmad et al., 2014; Inyang et al.,

2016; Mohan et al., 2011; Upamali et al., 2016). 예를 들어, 최근

pentachlorophenol (PCP)로 오염되어 있는 퇴적토는 볏짚을 전구물질로

한 바이오차로 정화되었다고 밝혀졌다(Sopeña et al., 2012). 그리고 높은

pH를 띄고 있기 때문에 산성화 토양을 중화시키는 역할뿐만 아니라 농

업에서 사용 시 토양에 수분 및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토양 개량제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생산 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산화탄소를 많

이 배출한다는 단점을 지닌 활성탄과는 달리 폐자원을 자원화하면서도

추가적인 오염물질 배출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바이오차는

수많은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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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생분해

2.3.1 생분해의 이점

박테리아, 균류, 다른 생물 등은 다양한 분해효소를 통하여서 수많은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제거방법은 이러한

미생물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면 효과적인 오염물

질 정화방법이 될 수 있다. 물리화학적 처리와는 달리 생분해는 부산오

염물질에 대한 우려가 없이 이산화탄소로 최종 무기물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Samanta et al., 2002; Wasi et al., 2013).

특정 오염물질에 대한 분해능을 가진 미생물 균주들을 파악하고 이 수를

키워 접종시킴으로 정화하는 생분해는 경제적으로 다른 정화방법에 비해

우위를 가지고 있다.

2.3.2 다방향족탄화수소의 생분해

다방향족탄화수소는 안정성이 큰 벤젠고리가 여러 개가 존재하기 때문

에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 이러한 물질들을 분해시키기 위해 특정효소를

생성시킬 수 있는 미생물만이 이를 제거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표

2-1은 다방향족탄화수소를 분해시킬 수 있는 미생물 균주의 예시들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미생물들이 다방향족탄화수소를 분해시킬 수 있다고

밝혀져 있다. 그림 2-7은 미생물에 의한 벤젠고리의 분해 및 무기물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호기조건과 혐기조건에서 모두 이들이 분해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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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다방향족탄화수소의 벤젠고리분해 및 무기물화 과정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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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H compound Bacterial strain

Phenanthrene Brevibacillus sp.

Pyrene
Alphaproteobacteria ( Rhizobium )

Betaproteobacteria (Hydrogenophaga)

Phenanthrene, Pyrene,

Benzo(a)pyrene
Rhodococcus sp. P14

Fluorene, Phenanthrene, Fluoranthene,

Pyrene
Pseudomonas aeruginosa DQ8

*15 PAH mixture Pseudomonas putida

Phenanthrene, Pyrene,

Benzo(a)anthracene

Staphylococcus warneri

Bacillus pumilus

Anthracene, Fluorene, Phenanthrene,

Pyrene, Naphthalene
Serratia marcescens L-11

Phenanthrene, Benzo(a)pyrene

Halobacterium piscisalsi

Halobacterium salinarum

Halorubrum ezzemoulense

Haloarcula hispanica, Haloarcula sp.

Haloferax sp. Halorubrum sp.

Pyrene
Enterobacter hormaechei

Pseudomonas pseudoalcaligenes

Benzo(a)pyrene
Cupriavidus spp.

Luteimonas spp.

Benzo(k)fluoranthene Sphingobium sp. KK22

Anthracene, Pyrene Klebsiella pneumonia PL1

Phenanthrene Pseudomonas xanthomarina

표 2-1. 다방향족탄화수소 분해능을 보유하고 있는 미생물 균주

*Deka and Lahkar (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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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는 긴 탄소 가지로 이루어져있는 소수성 부분과 친수성 부

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물질로서 한 용질이 용매에 대한 용해도가 낮

을 경우 이를 높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계면활성제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임계미셀농도(Critical Micelle

Concentration(CMC))이다. 그림 2-8은 임계미셀농도에 도달했을 때의

Micelle을 형성하는 계면활성제의 모습이다. 이렇게 Micelle을 형성하게

되면 소수성 물질들은 이 Micelle 안쪽에 들어가게 되고 계면활성제의

소수성 부분인 탄소가지들이 중심을 향하여 물질을 둘러싸게 된다. 이러

한 원리로 물에 잘 녹지 못하는 소수성 물질도 계면활성제의 도움으로

물에 녹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된다.

그림 2-8. 계면활성제 모식도와

임계미셀농도에서의 미셀 형성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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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험재료 및 방법

3.1 실험재료 및 바이오차 물성분석

본 연구에서 쓰인 다방향족탄화수소는 벤젠고리가 3개 있는

Phenanthrene(그림 3.1)이다. 화학식은 으로 분자량은 약 178 g

mol 이며, 용해도는 1.1 mg L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벤젠고리

사이에 그림 3-1과 같이 형성되는 Bay-region은 암을 유발시키는 결정

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림 3-1. Bay-region과 K-region를

가지고 있는 다방향족탄화수소,

Phenanth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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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용매로는 헥산과 아세톤(Fisher Scientific Co. ,Hampton, NH)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생분해 실험을 위한 미생물 배지로는

Bushnell-Haas (BH) minimal media(Cheng et al., 2017), Nutrient

broth (NB), 그리고 Phosphate buffer solution (PBS)가 사용되었다.

PBS의 조성은 다음 표3-1과 같다.

Salt Concentration (g L )
 8.00

 0.20

 1.42

 0.24

표 3-1. Phosphate buffer solution(PBS)조성

모든 용액들은 사용 전에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121C로 15분

동안 Autoclave시켜준다. 생분해에 의한 이산화탄소 발생량 정량을 위해

적정방법을 하였는데 이를 위해 0.2 M의 와  용액을 사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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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착 실험을 위해서 흡착력이 강한 다공성 Polymer 레진인 Tenax®

TA Beads(150 - 250 μm)(그림 3-2)를 사용하였으며 계면활성제로는 미

생물활동에 영향이 적다고 알려진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Tween 80(그림 

3-3)를 사용하였다(Li and Chen, 2009). Tween 80의 밀도는 1.06 g

mL  . 분자량은 1,310 g mol 이며, 임계미셀농도(CMC)는 0.012 mM이

다.

그림 3-2. Tenax® TA Beads

그림 3-3. Tween 80의 분자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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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차는 두 가지 전구물질 Rice husk와 Sewage sludge로 만들어

진 바이오차를 강원대 바이오차 센터에서 획득하였다(그림 3-4). 두 바

이오차 모두 500C에서 열분해(Pyrolysis)되어 생산되었다.

그림 3-4. 본 연구에서 사용된 두 바이오차

왼쪽부터 (Sewage sludge, Rice husk 바이오차)

각 바이오차에 대한 수분함량, Mobile matter, Resident matter, 그리

고 재의 함량을 구하였고, Elemental analyzer를 이용하여 산소, 탄소, 수

소, 질소 함량을 분석하였다. 공극 크기, 비표면적, 공극률, 그리고

Skeletal density는 모두 수은흡착법 또는 수은압입법(Mercury Intrusion

Porosimetry)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는데, 수은압입 압력에 따른 입자에

붙는 수은 흡착량을 측정하여 기공크기 및 공극크기를 구하는 원리이다.

Skeletal density는 그림 3-5과 같이 Particle 부피와 Skeletal 부피의 차

이를 통하여 구할 수 있다.

추가로, 바이오차의 중금속 함량을 분석하였다. US EPA의 3052

Method에 의거하여 산 용액을 통한 Microwave digestion method로 중

금속을 바이오차로부터 추출하였고, 이 추출액을 iCAP 7000 series

inductively coupled plasma equipped with an optical emission

spectroscopy (ICP-OES)로 구리Cu, 니켈Ni, 아연Zn, 비소As, 카드뮴Cd,

납Pb, 크롬Cr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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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압력에 따른 수은 흡착 부피측정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SEM))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두 바이오차의 사진을 획득하였다(그림 3-6). 두 바이

오차 모두 미세공극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딱딱한 탄화물질임을 볼 수

있다.

그림 3-6. Rice husk, Sewage sludge 바이오차의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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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크기가 다른 바이오차를 구하기 획득하기 위하여, 바이오차를

약사발로 부드럽게 갈면서 250 m 크기의 체로 그 크기 아래의 입자들

만 걸러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원상태의 바이오차를 Un-BC, 250 m

크기의 체로 거른 바이오차를 250BC로 명명하였다. 250 m 크기의 체

를 선택한 이유는 입자의 상태 Granule과 Powdered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각각의 입자크기가 다른 바이오차에 대해 여러 크기의

체를 통해 질량기반의 입도분포를 실시하였다(그림 3-7). Un-BC에 대하

여는 4, 2, 1 mm, 500, 250, 150, 그리고 75 μm 의 크기를 가진 체를 사

용하였고, 250BC에 대하여는 200, 150, 그리고 75 μm 크기를 가진 체를

사용하였다.

그림 3-7. 바이오차

입도분포분석을 위한 체

입도분석을 한 결과를 토대로 바이오차의 대표입자크기를 구하여 비교

하였다. 대표입자크기를 구하는 방법은 식 1과 같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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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바이오차로의 Phenanthrene 흡착

탈착 및 생분해 실험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Phenanthrene을 바이오차

에 흡착시켰다. 먼저, 바이오차의 수분포화를 위해, 1 g의 바이오차를 20

mL의 0.01 M  용액과 함께 Teflon-lined tube에 넣어 4시간을 교

반시켜준다. 그 후, 바이오차가 가라앉게 정치시킨 후, 상진액 18 mL를

유리피펫으로 제거시켜준다. 제거된 양만큼의 18 mL 의 1:5

(volume:volume) 아세톤:증류수 용액을 Phenanthrene (약 3 mg)와 함께

넣어준다. 아세톤용액은 용해도가 낮은 Phenanthrene을 용해시키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렇게 교체된 용액과 바이오차를 함께 180 rpm으로 4일

동안 교반시켜준다. 4일 후, 다시 샘플을 정치시킨 후 상진액을 빼낸다.

회수 된 상진액에 남아있는 Phenanthrene양을 측정하기 위해 헥산을 이

용해 Liquid-Liquid 추출을 하였다. 상진액에 5 mL의 헥산을 넣어주고

2분 동안 교반시켜 준뒤 헥산을 회수한다. 위 방법을 3번 반복하면 약

15 mL의 추출된 Phenanthrene이 담긴 헥산을 얻게 된다. 이를 질소가스

에 부드럽게 노출시켜 1 mL 용액으로 농축시켜준다. 1 mL의 헥산용액

을 Flame Ionization Detector를 가진 Agilent model 7890B Gas

Chromatograph (GC-FI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분리를 위한 컬럼은

DB-5MS capillary column, 30 m 길이, 0.320 mm)(그림 3-8). 바이오차

에 흡착된 Phenanthrene의 양은 아세톤:증류수 용액 투입 시 넣은

Phenanthrene양에서 헥산추출을 통해 측정된 양을 빼주어 물질수지

Mass balance를 통해 얻어지게 된다. Phenanthrene이 흡착된 바이오차

는 흄후드 안에 밤새 넣어주어 건조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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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탈착 실험

Phenanthrene이 흡착된 1 g의 바이오차를 입자크기가 다른 Un-BC와

250BC에 대하여 각각 구하였다. 각 바이오차를 Teflon-lined tube에 20

mL의 증류수와  (0.1 g L
)와 함께 넣어준다. 는 미생물의

활동을 저해시켜 탈착 실험에 불필요한 생분해를 차단하고자 넣어주었

다. 1 g의 Tenax beads를 추가로 넣어 주고 180 rpm에 교반시켜주어

탈착실험을 시작한다(그림 3-9). Un-BC와 250BC 이외에 계면활성제

Tween 80를 Un-BC에 넣어주어 탈착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투입

농도는 0.010과 0.020 mM로 정하여, 하나는 임계미셀농도보다 작게, 다

른 하나는 이보다 크게 투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0.010 mM과 0.020

mM의 농도로 투여해준 샘플을 각각 Un-BC(S)sub과

Un-BC(S)above라고 각각 명명하였다. Tenax beads는 사용 전에

1:1(v:v) 헥산:아세톤 용액으로 깨끗이 씻어주어 잔여화학물질들을 모두

추출하여 제거하고 말린 뒤에 사용하였다. Tenax beads는 강력한 흡착

력이 있는 Polymer resin이기 때문에 흡착 Infinite sink역할을 하여서

바이오차에서 탈착되어 나오는 수중 Phenanthrene을 빠르게 흡착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바이오차와 수중 농도구배를 유지시켜 주어 지속적 

탈착실험이 가능하도록 한다(Harwood et al., 2015). Tenax beads를

활용한 탈착 실험과정은 기존 문헌을 참고하였다(Cornelissen et al., 

1997). 미리 정해진 Sampling 시간마다 교반 중이던 Tube를 Centrifuge

에 8000 g의 속도로 3분간 교반시켜주어 바이오차와 Tenax beads를 분

리시켜준다. Tenax beads는 수중위로 떠오르게 되는데 이를 회수하고

깨끗한 1 g의 Tenax beads를 새로 갈아준다. 회수된 Tenax beads에 흡

착되어 있는 Phenanthrene(바이오차로부터 탈착되어 나온)은 1:1 헥산:아

세톤 용액 20 mL와 교반시켜주어 추출시킨다. 위 방법을 3번 반복하여

서 나온 Phenanthrene이 추출된 헥산:아세톤 용액을 다시 질소 가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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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럽게 흘러주어 1 mL로 농축시켜준 뒤 GC-FID를 통해 양을 측정해

준다.

위와 같이 Tenax beads를 정해진 시간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Tenax

beads로 갈아주고, 회수된 Tenax beads에 흡착된 Phenanthrene 양을 측

정함으로써 시간에 따른 누적 탈착량을 계산 할 수 있다. 모든 샘풀

(Un-BC, 250BC, Un-BC(S)sub, 그리고 Un-BC(S)above)에 대하여

Triplicate로 실험이 84 ± 2 일동안 진행이 되었다. 초기 흡착

Phenanthrene양 대비 탈착 양을 계산해주어 탈착 fraction( )을 구하

고 이를 시간에 따른 그래프로 만들어주었다. 80일을 기준으로 탈착

fraction을 로 정의하였다(모델값, 3.6.1 참고).

그림 3-8. Agilent model 7890B Gas

Chromatograph (GC-FID)

그림 3-9.

탈착실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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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생분해 실험

생분해 실험을 위해서 사용된 미생물은 다방향족탄화수소의 분해능을 

가졌다고 알려진 Pseudomonas putida (P. putida, 그림 3-10)를 배양

하여 사용하였다(Prabhu and Phale, 2003). 탄소원이 없는 BH 배지에

10 mg 정도의 Phenanthrene를 넣어주어 P. putida의 유일한 탄소원이

되도록 유도하여 배양하였다. 장기간 보관을 위하여 1 mL의 용액을 1

mL의 글리세린과 함께 Vial에 담은 뒤 –60C에 보관을 해준다(그림

3-11). 미생물 접종 시, 1% (volume)의 BH 배지를 영양분이 풍부한 NB

에 넣어 준 뒤 25C에서 교반시켜주고 성장곡선에서 Stationary phase

에 도달할 때까지 수를 키워준다.

그림 3-10. Pseudomonas putida(P. puttida) 그림 3-11. 미생물 냉동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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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은 시간에 따른 P. putida의 성장곡선이다. 본 성장곡선은

UV-spectrometer로 측정할 수 있는데 자외선 600 nm의 파장을 쏘아주

었을 때 흡광도를 재는 원리이다. NB에 배양했을 때를 기준으로 24시간

정도가 되었을 때 성장이 어느 정도 멈추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결과를 토대로 24시간 후의 Colony-forming unit (CFU)의 측정하였다.

CFU는 Petri dish에 NB agar를 깐 후, 그 위에 배지가 PBS로 치환된

미생물을 여러 배수(×∼× )로 희석시켜주고 NB Agar 위에 접

종시켜 Colony-forming 개수를 세서 구할 수 있다. 이 방법을 통하여 24

시간 후의 CFU는 ~× CFU mL정도로 수렴함을 확인하였다(그림

3-13).

그림 3-12. P. putida 성장곡선 그림 3-13. P. putida의 CFU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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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바이오차 흡착 Phenanthrene 생분해 회분식 실험

미생물의 수를 NB를 통해서 키운 뒤에 20 mL의 NB를 Conical tube

에 담은 뒤 Centrifuge(× 1200 g, 8분간)를 통하여 상진액을 제거하고

BH 배지와 약 1 mg 정도의 Phenanthrene을 넣어주어 다시 4시간 정도

교반을 시켜준다. 이는 P. putida를 접종시켜주기 전에 Phenanthrene을

분해하기 위해 순응Acclimation시간을 주며 분해효소 생산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순응시간을 준 뒤 다시 Centrifuge를 동일

한 조건에 돌려준 뒤, 상진액을 PBS로 갈아주고 다시 Centrifuge를 돌려

준다. 위 과정을 2-3번 거쳐 수용액에 남아있을 수 있는 Phenanthrene을

모두 제거해준다. 500 mL 크기의 Amber 보틀에 1 g의 Phenanthrene이

흡착된 바이오차와 30 mL의 BH 배지를 Magnetic bar와 함께 넣어주고

1% (volume, 300 L)의 PBS 속 미생물을 접종하여 준다. 각 보틀은

Teflon tape으로 밀봉시켜주고 입구 쪽에 10 mL의 0.2 M의  용액

이 담긴 Vial을 거치시켜준다. 보틀은 교반기로 180 rpm의 속도로 실온

에서 교반시켜준다. 탈착 실험과 같이, Un-BC와 250BC의 입자크기가

다른 바이오차에 대하여 실험을 진행하였고, 계면활성제는 임계미셀농도

아래인 0.010 mM 농도를 적용시킨 실험만 진행하였다(Un-BC(S)sub).

각 샘플에 대하여 실험은 Duplicate로 진행되었다(그림 3-14,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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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에 의해 Phenanthrene이 분해가 되어 무기물화 되면 이산화탄

소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포집하기 위해  용액을 사용하였다. 일

정기간 동안 발생한 이산화탄소에 의해 가 소모되면 이를 회수해주

어 0.2 M의  용액을 사용하여 적정을 진행하였다. 적정 전에 용액

속에 존재할 수 있는 탄산염을 제거시키기 위해 를 미량 넣어주게

된다. 적정 시, 검출한계를 높이기 위하여 Titrette® bottle-top 뷰렛(그

림 3-15)을 BRAND사에서 구입하여 사용을 했다. 이 뷰렛은 일반 피펫

과 달리 최소 0.01 mL의 용액까지 쉽게 조절하여 투입할 수 있다.

Phenanthrene의 분해시 발생 이산화탄소 발생량과 적정을 통한 이산화

탄소 발생량 계산은 다음 식 (2)-(5)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Phenanthrene 무기물화 (2)

  →  KOH를 통한 이산화탄소 포집 (3)

  → 탄산염 제거 (4)

 → KOH-HCl 적정 (5)

또한, 적정 시 소모 양을 통하여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계산하는

식은 아래 (6)과 같다.

    ××× (6)

  (g)는 이산화탄소 발생량;  (M)는 의 몰농도;

 (mL)는 적정 시 소모된  부피;  (g mol
)는 이산화

탄소의 분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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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Titrette® bottle-top 뷰렛

흡착 Phenanthrene를 통한 이론적 이산화탄소 발생량 대비 시간에 따

른 누적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본 연구에서는  로 정의하였고, 종료시

점을 시준으로 누적 생분해도를 로 정의하였다(실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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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P. putida의 Phenanthrene 분해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바이오

차 없이 수중 Phenanthrenre을 위 미생물을 이용해 분해하고자 하였다.

300 mL의 BH 배지에 10 mg의 Phenanthrene을 넣어주고, 1% (volume)

의 위 같은 방식으로 준비된 P. putida를 접종해준 뒤, 이산화탄소 발생

량을 측정하였다. 그림 3-16에서 보듯이 수중 Phenanthrene은 60일 정도

시간 안에 100% 모두 분해되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이는 P. putida의

Phenanthrene 분해능을 입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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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P. putida에 의한 수중 Phenanthrene 생분해

측정(Tripl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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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는 Phenanthrene의 무기물화뿐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 및 포집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우선적으

로 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한 를 치환할 때 생기는 Bottle내부의

Background 이산화탄소를 고려해주기 위해 동일한 바이오차와 미생물배

지에 미생물 접종을 하지 않은 Blank를 준비하여 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정량화하여 이 값을 보정해주었다.

문헌연구에 따르면, 미생물에 의해 Phenanthrene 뿐만 아니라 바이오

차와 계면활성제(투입 시)도 분해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Bruun et

al., 2014; Zimmerman, 2010). 때문에 Phenanthrene이 흡착된 바이오차에

미생물을 접종 할 시 발생 이산화탄소는 Phenanthrene으로부터 뿐 아니

라 바이오차나 계면활성제(투입 시)로부터 올 수 있다. 이를 적정이라는

방법으로 구분하기는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산화탄소 발

생량을 고려해주기 위해 바이오차와 계면활성제(투입 시)만 있는 상태에

서 미생물을 접종해주어 이들을 통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구하여서 반

영하였다.

그림 3-17. P. putida에 의한 생분해 실험 모식도



- 32 -

3.5 Microtox 실험

바이오차가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고상 Microtox 독

성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실험을 위해서 Microtox® 500 analyzer(그림

3-18) (SDI, Carlsbad, CA)를 사용하였다. An et al. (2012)에 따르면,

독성 실험은 토양과 같은 고체의 독성영향을 알기 위해 Aliivibrio

fisheri (A. fisheri)라는 형광을 발하는 미생물을 고체에 15분 동안 노출

시켜주고 얼마나 형광도가 저감이 되는지 측정하는 원리이다. 본 연구에

서는 7 g의 바이오차와 35 mL의 2.0% 용액(고액비, S/L = 0.2)를

30분간 교반시켜주고 2 mL의 부유용액을 회수시켜주었다. 그리고 이 부

유용액을 9단계 희석을 시켜주고 각 희석용액들의 형광 저감도를 측정하

였다. 고액비와 형광 저감도에 대한 Sigmoidal dose response 그래프를

Fitting하여 구하여서 어느 정도의 고액비에서 독성영향이 있는지를 평

가하였다(Haanstra et al., 1985).

그림 3-18. Microtox® 500 analy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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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모델링

3.6.1 Phenanthrene 탈착 Kinetics 모델링

바이오차로부터 Phenanthrene 탈착속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양과 준

설도로부터 소수성유기물질의 탈착을 잘 반영하는 기존 Intra-paricle

diffusion model을 적용하였다(Werner et al., 2006). 탈착은 크게 2개의

다른 속도(빠른 탈착과 느린 탈착)으로 이루어진다고 받아들여진다. 이

러한 탈착의 지배방정식은 다음 식(7)과 같다.

  





∞

exp
 

 








∞

exp
 
 



(7)

 (unitless)는 해당 시간에 탈착 fraction; (unitless)는 천천히

탈착되는 비율; (cm

s
)는 유효분산도; (cm)는 흡착제의 반지름;





(s
)는 빠른/느린 탈착속도

탈착모델에는 총 3개의 Parameter가 존재한다.

 ,,
 


,

 


실험을 통해 구한 실험값들과 위 모델식을 Fitting하여서 최소제곱법

을 이용하여 최적의 Parameter 값들을 도출해내고, Mathworks

MATLAB/SIMULINK software (ver. R2016b)을 활용하여 Simulation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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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탈착 기반의 Phenanthrene 생분해 Kinetics 모델링

바이오차에 흡착되어 있는 Phenanthrene의 생분해는 2가지 단계로 이

루어질 것이다. 1)바이오차로부터 수중으로 탈착되는 과정 그리고 2)수중

에 있는 Phenanthrene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과정. 이러한 점을 반

영하여 수중에 존재하는 상태, 바이오차에 흡착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상태로 Phenanthrene의 3가지 상을 만들어 지

배방정식을 만들었다. 이 지배방정식의 미분 형태는 다음 식 (8)과 같다.














 








   (8)

(

)는 수용액의 부피; (g cm

)는 물질의 수중 농도; 

(g)는 흡착제의 질량; (g cm
)는 흡착제의 Skeletal density; (unitless)

는 Intra-particle 공극률;  (cm)는 흡착제의 반지름; (g cm
)

는 중심으로부터 거리 r 만큼 떨어진 곳의 흡착제 부피단위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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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지배방정식에서 흡착되어 있는 물질의 탈착은 두 다른 속도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적분 형태는 다른 문헌연구에서 제시되었던

Intra-particle diffusion model을 사용하여 해석학적 풀이가 가능하다

(Ahn et al., 2005; Wu and Gschwend, 1988). 공극이 있는 흡착제에 대

해 소수성유기물질의 흡/탈착 Kinetics는 다음 식 (9)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9)

  
′ ′ (10)

경계조건




  흡착제의 중심에서 (11)

   흡착제의 표면에서 (12)

 ′(g g)은 흡착제에 붙은 질량기반 물질농도;  ′(g cm)는

공극수에 존재하는 수중 물질농도; (cm

g
)는 흡착제와 수용액간의

분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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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식(9)와 같은 Intra-particle diffusion model의 수학적 표현은

  과 를 이용하여 non-dimensionalization하면 식 (13)과 같

이 간단히 표현 할 수 있다.





 



 

(13)

경계조건

    흡착제의 중심에서 (14)

그리고 흡착제의 표면에서     

 값은 같은 바이오차 시료를 가지고 흡착 Kinetics 실험을 한 기존

문헌에서 얻은 값을 인용하였다(Kang et al., 2018). 전체 지배방정식(식

(8)을 보면 탈착은 빠른/느린 속도 2가지 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탈착 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세 최적화된 Parameter ,





, 그리고




를 식 (8)에 맞춰 적용을 시켰다. 추가로 생분

해 부분에서는 1차 분해반응을 가정하였으며, P. putida에 의한 수중

Phenanthrene 분해 상수는 문헌에서 동일한 BH 배지조건에 얻어진 겉

보기 1차 생분해 속도상수를 인용하였다(Bautista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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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Fitting한 탈착 Parameters와 문헌에서 인

용된 생분해 분해상수를 적용하여 탈착 기반의 생분해 모델링을 제시하

였고, Mathworks MATLAB/SIMULINK software (ver. R2016b)을 활

용하여 Simulation 하였다. Simulation 후, 시간에 따른 바이오차에 흡착

된 Phenanthrene의 생분해도 모델값은 다음과 같은 식(15)를 통해 구할

수 있다.

 


(15)

(g g
)는 시간에 따른 Phenanthrene 흡착 바이오차 농도

위 식을 통하여 얻어진 생분해 모델 Kinetics을 실제 생분해 실험값과

비교하여 차이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바이오차 흡착 Phenanthrene의 생

분해와 탈착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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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결과 및 분석

4.1 바이오차 물성분석

표 4-1은 바이오차의 물성을 분석한 결과표이다. 공극크기, 공극률, 비

표면적, Skeletal density는 수은흡착법을 통해 측정하였는데, 바이오차의

경우, Micro한 공극보다는 Macro한 공극이 많기 때문에 Micro한 공극

범위(<2 nm – 50 nm)에 적합한 질소흡착을 통한 공극측정보다 더 적

절하다고 알려졌다(Brewer et al., 2014; Giesche, 2006). 250 m 체로 거

른 250BC와 Un-BC의 입도분석을 한 결과는 그림 4-1에 나타나 있다.

그림 4-1. Rice husk, Sewage sludge 바이오차의 입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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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stock Rice husk Sewage sludge

Temperature(C) 500 500

Moisture(wt. %) 21.22 2.80

Mobile matter
(wt. %)

14.78 14.88

Resident matter
(wt. %)

34.33 33.92

Ash(wt. %) 29.67 48.40

Particle type Un-BC 250BC Un-BC 250BC

Mean pore size(nm) 221 631 324 331
Specific surface
area(m g)

24.34 10.78 9.45 11.99

Porosity(%) 41.71 35.88 22.10 19.10
Skeletal density

(g cm)
1.69 1.63 1.57 1.31

C(%) 47.82 34.77

O(%) 8.98 14.47

H(%) 1.46 1.56
N(%) 0.43 5.42

O/C ratio 0.14 0.31
H/C ratio 0.37 0.54

(O+N)/C ratio 0.15 0.46

표 4-1. Rice husk, Sewage sludge 바이오차에 대한 물성

Rice husk 바이오차의 경우 250 m보다 큰 입자가 95.9%로 주를 이

루었으며, 반면에 Sewage sludge 바이오차의 경우 상대적으로 66.6%로

적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Rice husk 바이오차는 Granule에

가깝고 Sewage sludge 바이오차는 Powdered에 가까운 입자형태를 가지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바이오차의 경우 모두 대표입자크기를 계산해

서 비교했을 시 Un-BC가 체로 거른 250BC보다 크기가 큰 걸로 나타났

다. Rice husk 바이오차의 경우 Un-BC와 250BC 순으로 806.9 and

106.8 m로 Sewage sludge 바이오차의 경우 동순으로 692.7 and 97.7

m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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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바이오차 흡착 Phenanthrene의 탈착

본 연구에서 아세톤:증류수로 4일간 흡착시킨 바이오차의

Phenanthrene 농도는 1500 – 3500 g g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그림

4-2와 4-3은 바이오차에 흡착되어있는 Phenanthrene의 탈착 fraction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이다(그림 4-2: Un-BC와 250BC, 그림 4-3:

Un-BC(sub)와 Un-BC(above)). 실험은 80여 일간 진행이 되었다. 실험

값 모두 Intra-particle diffusion model에 근거한 탈착 모델링로 잘 설명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탈착 모델에 Fitting시킨 Parameter들은 기존 문

헌에서의 활성탄에서 PCB 탈착 Parameters 단위범위와 유사하게 나왔

다(표 4-2)(Werner et al., 2006).

모든 경우 80일여일 동안의 탈착량의 상당부분이 첫 10일안에 탈착되

는 것으로 관찰되었고, 이를 통해 탈착이 빠른 속도와 느린 속도 두 속

도로 이루어진다는 탈착 Intra-particle diffusion model에 합당하다고 판

단된다. Rice husk와 Sewage sludge 바이오차는 80여 일 동안 탈착된

양의 각 65-78%와 55-76%의 10일 안에 탈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모델

링을 통한 탈착 Kinetics이 실험값을 잘 설명한다는 근거아래 80일 동안

의 탈착 모델값 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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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시간에 따른 흡착 Phenanthrene의 탈착 fraction과 Fitting된

모델링 곡선 (Un-BC와 250BC)

그림 4-3. 시간에 따른 흡착 Phenanthrene의 탈착 fraction과 Fitting된

모델링 곡선 (Un-BC(sub)와 Un-BC(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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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stock Rice husk Sewage sludge
Particle type Un-BC 250BC Un-BC 250BC

Slow desorption fraction

 (unitless)
0.85 0.90 0.90 0.75

Slow desorption rate





(s)

2.9 4.1 7.8 7.4

Fast desorption rate 





(s)

23.6 15.0 20.0 2.4

Particle type Un-BC(sub) Un-BC(above) Un-BC(sub) Un-BC(above)

Slow desorption fraction

 (unitless)
0.74 0.83 0.86 0.78

Slow desorption rate




(s)
7.3 3.3 22.2 25.3

Fast desorption rate 




(s)
10.0 15.5 12.0 1.5

표 4-2. 바이오차 흡착 Phenanthrene의 탈착 모델 Fitted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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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입자크기의 영향

표 4-3은 80일간 바이오차에 흡착된 Phenanthrene의 탈착 모델값 

을 나타낸다. Un-BC의 경우, Rice husk와 Sewage sludge 바이오차의

는 각각 0.272와 0.310으로 많은 양의 흡착 Phenanthrene이 80일 동

안 탈착되지 않고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 문헌연구에서는 약 0.650

정도의 바이오차 흡착 Phenanthrene이 탈착된 것과 비교하여 더 많은

양이 탈착 Resistance를 가지고 있다(Marchal et al., 2013).

이를 증대시키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입자크기를 달리하여 탈착

되는 양을 비교하였는데 Rice husk 바이오차에는 그 효과가 미미한 반

면, Sewage sludge 바이오차에는 큰 효과를 보인 것을 알 수 있었다.

Un-BC와 250BC Rice husk의 경우 는 각각 0.272와 0.259로 둘의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Un-BC와 250BC Sewage sludge의 경우는

0.310와 0.421로 입자크기를 작게 했을 때에 35.8%가 증대되었다.

Feedstock
Particle type Rice husk Sewage sludge



Un-BC 0.272 0.310

250BC 0.259 0.421

Un-BC(sub) 0.430 0.459

Un-BC(above) 0.303 0.531

표 4-3. 80일간 바이오차 흡착 Phenanthrene의 탈착 모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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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입자크기를 작게 함으로써 기대했던 결과는 Intra-par-

ticle diffusion의 길이를 상대적으로 짧게 만들어서 바이오차 입자 밖으

로 탈착되어 나오는 것을 더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Rice

husk 바이오차의 경우 이러한 영향이 작았는데, 이는 길이가 짧아졌음에

도 Phenanthrene 자체가 Rice husk 바이오차에 강력하게 흡착되어 있어

서 탈착 Activation energy가 크게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

다. 때문에 입자 내에서 Diffusion 자체가 쉽게 일어나지 않아 길이가 짧

아져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Sewage sludge 바이

오차는 상대적인 탈착 Activation energy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입자 내에

서 Diffusion이 활발히 일어나고 Intra-particle diffusion 길이가 짧아지

게 되어 더 용이하게 입자 밖으로 탈착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탈착의 Rate-limiting 요인은 1) 탈착 Activation energy 그리고 2) 입

자의 분산(molecular diffusion)이다(Pignatello and Xing, 1996). 바이오

차가 주로 Glassy한 흡착제라고 생각하면 흡착은 주로 Partitioning이 아

닌 Pore-filling인 Entropic interaction이다. 이러한 흡착은 van der

Walls(dispersion), dipolar action, 수소 결합 등의 기작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흡착이 강하게 이뤄지게 되면 탈착의 Activation energy가 높게

형성이 되어 탈착이 잘 안 일어나게 된다. 탈착의 Activation energy는

그림 4-4와 같다.

탈착 Activation energy는 크게 열역학적 흡착 Energy인 물리적 흡착

과 화학적 결합에 의해 형성된 흡착 Activation energy 즉, 화학적 흡착

의 합으로 나타난다(식 (15)).

  (15)

은 탈착 Activation energy, 은 열역학적 흡착 energy, 그리고

은 흡착 Activation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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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물리적, 화학적 흡착에 의해 형성된 탈착 Activation energy

결과를 통해 Rice husk 바이오차의 탈착 Activation energy가 Sewage

sludge 바이오차보다 클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물리적 흡착(열역학적

흡착)으로만 흡착되어 있는 물질(i.e. =0)이 표면에 붙어있는 시

간은 ≤ (Adamson and Gast et al., 1999)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이

며, 탈착이 즉각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하지만 이나 이 클

경우 탈착이 용이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이는 아마 흡/탈착에 대한

Steric hinderance에 의한 의 증가이거나 흡착물질에 의한 흡착

제 구조의 변화로 인한 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Rice husk 바이오

차의 인 Specific interaction이 Sewage sludge 바이오차보다 높

게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은 각 Rice husk와 Sewage sludge 바이오차의 Aromaciti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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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극성에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이들은 간접적으로 표 4-1의 H/C

나 (O+N)/C의 비율로 볼 수 있다(Chen et al., 2008). Rice husk 바이오

차의 H/C는 0.37, Sewage sludge 바이오차의 H/C는 0.54로 Rice husk

가 더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H/C가 작으면 작을수록 Aromaticity가 크

다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또한, (O+N)/C는 Rice husk, Sewage

sludge 바이오차 순으로 0.15와 0.46으로 Rice husk의 바이오차에서 더

낮은 값이 나왔다. 이는 Rice husk의 극성이 더 낮다고 볼 수 있다. 이

러한 지표들을 통해 Rice husk 바이오차는 소수성 유기오염물질인

Phenanthrene와 강하게 흡착 되어있는데 방향족이 많고 무극성에 가까

운 물질이기 때문에 비슷한 구조를 가진 Phenanthrene(벤젠고리 3개)와

화학적 결합  interaction이 가장 주요한 원인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요약컨대, 바이오차에 흡착된 Phenanthrene의 탈착의 경우 탈착

Activation energy가 크다면 Intra-particle diffusion의 길이의 영향은 미

비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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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계면활성제의 영향

계면활성제는 토양 및 준설토의 오염물질에 대한 탈착을 증대시키는데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어 많이 연구되고 있는 물질이다. 계면활성제의 주

된 기능은 Micelle을 형성하여 물질의 용해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

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Micelle을 형성하지 않더라도 다방향족탄

화수소의 탈착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계

면활성제는 물질의 분산도(Diffusivity)를 증가시킬 수 있고, 무극성 흡착

제와 결합하여 흡착제의 Matrice의 변화(Wetting, 확산 등)을 가져와 흡

착제 경계표면적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Adrion et al., 2016). 계면활성제를 많이 투입시킬 때에 그 자체로 환경

오염물질이 될 수 있고, 경제성 측면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적게 쓰고

효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계면활성제

를 적용할 때, 임계미셀농도CMC보다 낮은 농도에서의 탈착 효과를 알

아보고자 하였고, 비교대상으로 CMC보다 높은 농도를 설정하여 동시에

탈착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4-3은 계면활성제를 적용한 탈착 Kinetics 그래프이다

(Un-BC(sub)와 Un-BC(above)). 두 바이오차 모두 계면활성제를 사용했

을 때 탈착이 유의미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Rice husk 바이오차는

Un-BC에 비해 임계미셀농도 이하일 때 58%만큼 증가한 반면 이상일

때는 단 11%만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계면활성제를 사용했

을 때 탈착증대효과는 있지만 임계미셀농도 이상의 양을 투입시켜줄시

오히려 효과는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Micelle로서의 영향보다

Monomer나 Hemi-micelle과 같은 형태의 계면활성제가 탈착시키는데 더

용이 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반면에 Sewage sludge 바이오차는

Un-BC에 비해 Un-BC(sub)와 Un-BC(above)  모두 유의미하게

0.459과 0.531로 증가하였다. 이 둘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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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임계미셀농도 이하에서는 Monomer 또는 Hemi-micelle의

형태가 우세하게 존재할 것이고, 임계미셀농도 이상에서는 Micelle 형태

가 많이 있고 Monomer 형태는 적을 것이다. Un-BC(above)에서(i.e.

Monomer가 적을 때) Rice husk 바이오차는 탈착증대 효과가 작았지

만, Sewage sludge 바이오차는 많을 때가 크게 다르지 않게 증대효과를

보였다. 이는 계면활성제의 Monomer형태가 탈착의 Activation energy를

낮추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탈착 Activation energy가

큰 Rice husk 바이오차의 경우 Monomer 계면활성제가 많아야 하는 반

면 Sewage sludge 바이오차는 적은 양이라도 충분한 비슷한 효과를 보

이는 것이다.

요약컨대 계면활성제를 이용한 탈착은 Micelle 형태의 계면활성제보다

Monomer형태가 탈착 Activation energy에 더 큰 영향을 미쳐 임계미셀

농도 이하에서 탈착증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49 -

4.3 바이오차 흡착 Phenanthrene의 생분해

4.3.1 다른 경로에서의 이산화탄소 발생

흡착 Phenanthrene의 생분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Phenanthrene이 무

기화될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정량화하는 방법을 진행하였

다. 이외에, 바이오차는 탄화물질로 난분해성이라고는 하지만 미생물에

의해 미량이나마 분해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실험에서 쓰인 계

면활성제 Tween 80도 고분자물질이긴 하지만 미생물에 의해 분해될 수

있다.

계면활성제의 생분해 반응은 다음 식 (16)와 같다.

→ (16)

생분해 실험은 임계미셀농도 아래인 0.010 mM의 Tween 80을 투입시

켜주었는데, 이 계면활성제가 모두 미생물에 의해 무기물화 된다고 가정

을 하면 이론적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0.91 mg정도가 된다. 반면, 흡착

Phenanthene(1500–3500 g)이 모두 분해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론적 이

산화탄소 발생량은 5.19 – 12.11 mg이다. 따라서 Tween 80 분해를 통

해 최대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흡착 Phenanthrene의 이론적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약 7.5-17.5%이다. 계면활성제가 바이오차에 흡착이 상당수 되

어있다고 가정을 하면 결국 계면활성제로부터의 이산화탄소의 비율은

10% 내외가 될 것으로 예측 된다. 이는 적은 양이지만 무시할 정도의

비율은 아니므로 이들을 측정하여 Phenanthrene 생분해 실험값에 고려

하여 보정 시켜주어야 한다.

실제 바이오차와 계면활성제의 분해 Kinetics을 얻었고 결과는 그림

4-5와 같다. Un-BC, 250BC, Un-BC(sub)에서의 바이오차와 계면활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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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로부터의 발생 이산화탄소는 흡착 Phenanthrene의 이론적 이산화탄

소 발생량 대비 Rice husk 바이오차는 8%, 0.3%, 그리고 3.4%, Sewage

sludge 바이오차는 4.9%, 9.9%, 13.6%로 나타났다. 각각 바이오차와 계

면활성제의 분해 Kineitcs를 1차 반응으로 가정하여 모델링을 하고 이에

대한 모델값을 구하여 생분해 Kinetics에 보정을 해주었다.

Rice husk biochar (and surfac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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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시간에 따른 바이오차와 계면활성제(투입시)의 생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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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탈착 기반 생분해 모델링과 실험값의 불일치

흡착 Phenanthrene의 생분해는 탈착과 비슷한 기간인 약 80일 동안

진행이 되었다. 그림 4-6는 Un-BC, 250BC, 그리고 Un-BC(sub)에서의

흡착 Phenanthrene 생분해 Kineitcs를 나타낸다. 그래프 안의 곡선들은

탈착을 기반으로 한 생분해 모델 그래프이며, 이와 실험값들의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탈착의 경우 모델이 실험값과 유사하여 모델 값 을

구하여 비교하였지만, 생분해 모델은 그렇지 않아 생분해도()는 실험

값인 각 생분해 실험 종료시점에서의 이론적 Phenanthrene 분해에 의한

이산화탄소 발생량 대비 누적 실제 Phenanthrene 분해에 의한 이산화탄

소 발생량으로 정의하였다. 각 경우에 생분해도 결과는 표 4-4에 나타나

있다.

그림 4-6. 시간에 따른 흡착 Phenanthrene의 생분해도와 탈착 기반

생분해 곡선 (Un-BC, 250BC, Un-BC(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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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Kinetics에서 초기 약 5-10일정도 Phenanthrene이 분해되지 않은

Lag phase가 관찰이 되었다. 반면, 그림 3-16와 같이 수중에 존재하는

Phenanthrene을 분해할 때는 이러한 Lag phase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

는 초기 바이오차에서 Phenanthrene이 탈착되더라도 대부분이 공극

(Pore or void) 내에 잔류해있기 때문에 미생물이 잘 접근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측 할 수 있다. 표 4-1에서 두 바이오차의 평균공극 크기는

<1 m이지만 P. putida는 크기가 대략 1 m으로 바이오차 대부분의

공극내부로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외에도, 탈착을 통한 제한된

Phenanthrene 노출은 미생물의 초기 분해효소를 생산시간을 지체 시킬

수 있다.

Feedstock
Particle type

Rice husk
(discrepancy with model data)

Sewage sludge
(discrepancy with model data)



Un-BC 0.191
(±0.139)

(-29.8%) 0.077
(±0.050)

(-74.8%)

250BC 0.348
(±0.074)

(+37.5%) 0.325
(±0.047)

(-22.2%)

Un-BC(sub) 0.889
(±0.092)

(+105.8%) 0.638
(±0.071)

(+37.2%)

표 4-4. 80일간 바이오차 흡착 Phenanthrene의 생분해도 와

탈착기반 모델링 값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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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에 의하면 Rice husk 바이오차의 Un-BC와 Sewage sludge 바

이오차의 Un-BC와 250BC의 경우, 두 바이오차에서 실험값이 모델 예측

값보다 낮게 측정됨을 알 수 있다. Phenanthrene이 탈착이 되더라도 미

생물의 분해활동이 저해되어 이를 온전히 분해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

다. 이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Microtox를 이용한 바이오차의 독성을

평가하였다. A. fisheri의 발광의 저해를 바이오차의 농도에 따라 관찰한

결과는 그림 4-7에 나타나 있다. 생분해 실험에서의 S/L 비는 0.034로

(1 g 바이오차와 30 mL의 BH 배지) 바이오차의 독성영향은 Rice husk

와 Sewage sludge 바이오차 순으로 10.7과 69.0%로 나타났다. 두 바이

오차 모두 어느 정도 독성을 나타냈으며, Sewage sludge 바이오차에서

더 많은 독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탈착 기반 생분해 모델값과 실제 실험

생분해도와의 차이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낸다. Rice husk 바이오차는 모

델 값과 비교했을 때 Un-BC에서 29.8%의 감소폭을 보인 반면 Sewage

sludge 바이오차는 Un-BC에서 더 큰 74.8% 감소폭을 보였다(표 4-4).

이는 Microtox의 독성영향과 유사한 것을 확인 하였다. 또한, 두 바이오

차 모두 입자크기가 작을수록 독성영향은 있지만 저해도가 줄어드는 것

을 알 수 있다. Rice husk 바이오차는 250BC에서 모델값 보다 37.5%만

큼 실험값이 많이 생분해 되었다고 측정 되었고, Sewage sludge 바이오

차는 250BC에서 22.2% 저해되어서 저해정도가 많이 준 것을 확인하였

다. 이를 통해 바이오차에 의한 미생물 독성영향으로 인해 생분해가 저

해되고, 입자크기가 작을수록 이러한 저해영향이 적다는 것을 확인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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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바이오차에 의한 A. fisheri의 발광 저해

바이오차에 의한 미생물 독성영향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바이오차의

중금속 함량을 분석하였다. 표 4-5는 여러 중금속함량을 분석한 결과이

다. Microtox와 유사하게 Sewage sludge 바이오차가 Rice husk 바이오

차 보다 여러 중금속에서 상당한 비율로 많은 함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 되었다. 구리Cu와 아연Zn 같은 경우에는 Sewage sludge 바이오차

의 함량이 676.90와 2616.58 mg kg로 Rice husk 바이오차 보다 각각

63.59와 33.81배가 많은 함량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문헌

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하수처리에 쓰인 농축 Sewage sludge는 상당한

양의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Pritchard et al., 2010). 이

러한 Sewage sludge를 전구물질로 만든 바이오차는 중금속 함량이 많을

가능성이 크다. Liu et al. (2014)에 따르면 이러한 바이오차 내 중금속은

식물에게 노출되지 않아 독성을 나타나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바이오차 내 중금속이 미생물에 악영향이 있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Miller et al. (2009)에 따르면 Minimal salts medium (MSM)

에서 자라는 P. putida는 수중 중금속 농도가 100 mg Cu L and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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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Cd L일 때 성장저해가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Sewage

sludge 바이오차에서 Cu는 676.90 mg kg의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지

때문에 충분히 우려수준의 농도가 수중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 추가

로, 3 mg Cd kg으로 오염된 토양에서 미생물의 활동이 상당히 저해

된다고 알려져 있다(Vig et al., 2003). 반면에, Rice husk 바이오차는 우

려수준의 함량을 가지고 있는 중금속은 있지 않다. 하지만 Rice husk 바

이오차에서도 미생물 독성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금속 이외에 확

인되지 않은 물질이 유출됨으로써 미생물 활동을 저해시키고 생분해를

저감시키는 효과를 나타냈을 것이다. 최근에는 바이오차 내에 존재하는

휘발성 유기물질이 미생물에 독성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Buss et al., 2015).

Un-BC와 250BC의 경우와 달리 계면활성제를 적용 시(Un-BC(sub))

이러한 미생물 활동저해는 일어나지 않았으며 탈착에 기반한 생분해 모

델값보다도 더 많은 생분해도가 실험으로 관찰되었다. 첫째로, 바이오차

로부터 독성물질이 유출되더라도 계면활성제가 미생물의 접근성을 낮추

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계면활성제는 토양 및 퇴적토

에 흡착되어 있는 중금속의 유출을 증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Dean et

al., 2001; Mulligan et al., 2001). 하지만, 이렇게 증대된 중금속 탈착은

대체로 친수성을 띄는데 계면활성제와 결합한 미생물은 표면이 소수성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Brown and Jaffé, 2006). 때문에 미생물과 유출된

중금속은 서로 잘 붙지 않아 중금속에 의한 미생물 독성영향이 감소할

것이라고 추측된다.

또한, 이렇게 계면활성제의 도움으로 바이오차로부터의 독성영향을 벗

어난 미생물은 자체적으로 Biosurfactant를 생성해내어 탈착과 생분해를

더 증대시킬 수 있다. 이는 Abiotic 한 탈착만을 고려한 탈착 기반 생분

해 모델보다 더 많은 양의 흡착 Phenanthrene이 생분해 될 것이라고 판

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Congiu and Ortega-Calvo (2014)에 따르면

Pseudomonas aeruginosa에 의해 생성된 Biosurfactant, rhamnolipi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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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향족탄화수소의 생분해를 증대시키는 영향이 있다고 알려졌다. 또한

Biosurfactant는 이와 결합한 다방향탄화수소의 직접 이동을 용이하게

하여 탈착과 생분해 모두 효과적으로 증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Makkar

and Rockne, 2003).

미생물이 관여하지 않은 탈착(Abiotic desorption)보다 미생물에 의해

탈착이 증대(Biotic desorption)되어 생분해 또한 자연적으로 증대될 수

있다. Adrion et al., (2016)에 따르면, 미생물이 흡착제에 붙어있음으로써

흡착 다방향족탄화수소의 탈착을 증대시킬 수 있다. 다방향족탄화수소에

서 미생물 세포나 biofilm으로의 물질 이동 속도가 bulk 수중으로 이동

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계면활성제를 적용했을 때, 바이오차로부터 생기는 미생물 독

성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을뿐더러 미생물 활동을 도와 흡착

Phenanthrene의 탈착 및 생분해를 증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eedstock Rice husk Sewage sludge

Cu 10.65 (±7.5) 676.90 (±26.62)

Ni 7.13 (±1.02) 57.59 (±3.20)

Zn 77.38 (±4.91) 2616.58 (±135.90)

As 3.72 (±0.43) 5.97 (±0.53)

Cd 0.30 (±0.07) 3.14 (±0.36)

Pb 33.89 (±1.88) 69.78 (±1.11)

Cr 14.94 (±0.70) 108.95 (±5.40)

표 4-5. Rice husk, Sewage sludge 바이오차의 중금속 함량(mg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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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방향족탄화수소로 오염된 퇴적토를 정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바이오차라는 흡착제를 적용했을 때에, 이의 생물학적 정화를

위한 흡착 다방향족탄화수소의 탈착 및 생분해를 확인하고 이를 개선시

킬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쓰인 다른 전구물질의 두 바이오차

에 대표 다방향족탄화수소 Phenanthrene을 흡착 시켰을 때에 상당수의

흡착 Phenanthrene이 탈착 및 생분해가 되지 않은 것을 관찰 할 수 있

었다. 이를 증대시키기 위해, 바이오차의 입자크기를 작게 하거나 계면활

성제를 투입시켜 주어 변화를 관찰하였다. 입자크기가 작아지면 바이오

차의 Intra-particle diffusion 길이가 짧아져 탈착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

를 하였고, 계면활성제를 투입시켜주면 흡착 Phenanthrene의 탈착과 생

분해가 증대될 것이라 기대하였다.

탈착의 경우, 입자크기의 영향은 바이오차와 Phenanthrene간의 강한

탈착 Activation energy가 존재할 때 미미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바이오

차의 Aromaticity와 무극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비슷한 성질을 가진 물질

인 Phenanthrene과의 화학적 흡착이 강하게 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

는데, 이러한 바이오차에서는 탈착 Activation energy가 크게 형성되어

입자크기가 작아져도 탈착의 변화가 크게 관찰 되지 않았다. 반면, 계면

활성제를 투입시켰을 때 유의미하게 탈착이 증대된 것을 관찰 하였는데

이는 탈착 Activation energy가 계면활성제에 의해 감소했을 것이라 판

단된다. 계면활성제를 통한 증대 효과는 투입 농도에 따라 많이 달라지

는데 임계미셀농도 이상을 투입하면 계면활성제는 주로 Micelle 형태로

존재하고, 임계미셀농도 이하로 투입하면 주로 Monomer나 Hemi-mi-

celle형태로 존재한다. 여기서 임계미셀농도 이하 일 때 즉, Monomer나

Hemi-miclle의 형태일 때 탈착의 효과가 증대됨을 확인하였다.

생분해의 경우, 바이오차에 의한 미생물의 독성영향이 관찰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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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이오차로부터 유출되는 중금속과 같은 독성물질 때문인데 바이오차

의 전구물질이 이에 결정적인 원인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계면활성제를

투입시켰을 때 이러한 바이오차의 독성영향은 크게 감소한 것을 관찰 할

수 있었고, 미생물 활동에 의한 추가적 탈착과 생분해가 일어남을 확인

하였다.

요약컨대, 제한된 바이오차 흡착 Phenanthrene 탈착과 생분해를 증대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작은 입자크기와 계면활성제 투입을 평가하였다.

탈착은 바이오차와 Phenanthrene간의 강력한 탈착 Activation energy가

중요한 인자임을 확인하였다. 입자크기를 작게 하는 것보단 Monomer

형태의 계면활성제를 투입할 때 이러한 탈착이 크게 증대됨을 알 수 있

었다. 생분해는 탈착과 마찬가지로 제한적인데, 이는 바이오차의 미생물

독성영향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독성영향은 계면활성제를 투입함

으로써 유의미하게 감소될 뿐 아니라 미생물의 분해활동에도 도움이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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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se of biochar as an amendment for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 contaminated soil and sediments proves promise. Meanwhile,

limited bioavailability of PAHs sorbed to biochar is a hurdle for its

mineralization by microorganisms. The present study aims to enhance

desorption and biodegradation of phenanthrene sorbed to biochar using

smaller particle size of biochar and surfactant application. We

prepared the phenanthrene-spiked biochars derived from two different

feedstock; rice husk and sewage sludge pyrolyzed at 500C. For

around 80 days, the mass fraction desorbed () was 0.264 and 0.303

in the order of rice husk and sewage sludge biochar without any

process (Un-BC). This was enhanced when the biochar < 250 m in

size (250BC) used unless high desorption activation energy exists.

Besides, nonionic surfactant Tween 80 application can also enhance

its desorption much significantly when monomer surfactant at

sub-critical micelle concentration (CMC) was employed than micelle

one at above-CMC was. We found that the mass fraction

biodegraded () was 0.191 and 0.077 in the order of rice husk and

sewage sludge Un-BCs. Both were inhibited due to the biochar’s

toxicity which might be attributed to heavy metal contents.

Surfactant application seems to prevent its toxicity and enhance

phenanthrene desorption and biodegradation.

Key words: Biochar; Biodegradation; Desorption; Particle size;

Surfac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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