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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900년대 중반부터 과불화화합물의 넓은 산업적 사용으로 인해

환경 매질 내의 과불화화합물이 빈번하게 검출되고 있다. 과불화

화합물은 환원전위가 낮은 탄소-불소 결합을 다수 가지고 있어 매

우 안정되어 있으며 자연적 분해가 어려운 특성 때문에, 이의 효

과적인 처리가 필요하다. 과불화화합물 처리 방식 중 광분해 방식

은 도입이 간편하며 태양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과불

화화합물의 보다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광분해 방식의 연구가 많

이 진행되어 왔다.

기존의 광분해 방식은 물속에 다른 첨가물을 첨가하여 자외선을

조사, 이에 발생된 수화전자로 과불화화합물을 분해시키는 방식으

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새로 첨가된 물질이 또 다른 오염원으

로 작용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물속에 다른

화학 물질을 첨가하지 않고 과불화화합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식

을 고안하고, 이의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수화전자 공여 물질로 기존의 수계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페놀

류 물질을 사용하였으며, 대상 과불화화합물로 대표적이며 많은

과불화화합물의 최종 대사 산물로 알려진 PFOS

(perfluorooctanesulfonic acid)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로 자외선/페

놀 방식으로 PFOS를 분해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고, 두 번째로 여

러 페놀류 물질의 PFOS 분해 효율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외선

/페놀 방식은 PFOS를 분해할 수 있었으며, 실험에 사용된 여러



- ii -

페놀류 물질 중 페놀이 가장 효율적으로 PFOS를 분해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로, 여러 물속의 공존 물질이 자외선/페

놀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pH가 높을수록, 용존 산소

의 농도가 낮을수록, 질산염의 농도가 낮을수록, 유기 탄소의 농도

가 낮을수록 PFOS가 빠르게 분해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염소 이

온의 농도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공폐수 유출수 조건에서 PFOS의 분해를 확인하였고, 24시간 이

내에 97% 이상의 PFOS가 분해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험된 자외선/페놀 방식을 통하여 PFOS를 분해할

수 있고, 이를 적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방식의 직접적인 적용에 대해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과불화화합물, PFOS, 페놀, 수화전자, 광분해

학 번 : 2017-2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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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과불화화합물은 1947년에 3M사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 여러 산업계 전

반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기존 수처리 방법으로 쉽게 처리되지

않는 난분해성을 가진 과불화화합물은 최근 우리나라의 수돗물에서도 발

견되어 문제로 떠오른 바 있다. 기존의 수처리 방식으로 분해가 일어나

지 않는 특성 때문에 과불화화합물의 농도가 유입수보다 유출수에 더 높

게 측정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기존 연구된 과불화화합물의 처리 방법으

로는 광화학적, 초음파 화학적, 방사화학적,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열수작

용, 플라즈마 분해 등의 방식이 있는데, 이 중 광화학적 처리 방식은 적

용이 간편하며 태양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어 최근 주목받고 있다.

과불화화합물의 환원적 처리에 주로 쓰이는 수화전자는, 물속의 전자

가 물 분자에 둘러싸여 붙잡힌 형태로써 -2.9V의 매우 낮은 환원 전위

를 가지고 있어 탄소-불소 결합을 효율적으로 환원시킬 수 있다. 기존

연구된 수화전자를 이용한 과불화화합물 환원 처리 방식은 수화전자를

발생시키는 물질을 물속에 첨가하는 형태로서, 물속에 첨가한 물질이 또

다른 오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페놀류 물질은 물속에 다량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자연적, 산업과 가정

폐수, 농업 폐수 등의 다양한 유입처가 존재한다. 그림 1-1과 그림 1-2

에 따르면, 이런 페놀류 물질에 자외선을 조사하였을 때 수화전자가 발

생된다는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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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페놀에 자외선을 조사하였을 때의 반응 경로의 일부

(Gu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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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페놀류 물질에 자외선을 조사하였을 때의

ESR 스펙트럼 (Okazaki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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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물속의 페놀류 물질과 자외선을 이용하여

과불화화합물을 환원시키는 방식은 물속에 다른 첨가물을 첨가할 필요

없이 이미 물속에 존재하는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방식의 효율성과 물속에 존재하는 다른 물질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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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PFOS(Perfluorooctanesulfonic acid, 과불화옥탄술폰산)

의 자외선과 페놀류 물질을 사용한 분해 방식의 효율과 물속에 공존하는

물질의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또 폐수를 모사한 인공폐수에서

의 분해 효율과 적용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세부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자외선과 다양한 페놀류의 물질 종류에 따른 PFOS 분해 및 속도 비

교

2. 자외선/페놀 방식으로 PFOS 분해 시 여러 공존 물질의 존재가 반응

에 미치는 영향 분석

3. 폐수 조건에서의 적용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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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대상 과불화화합물은 PFOS이며, 자외선을 받아 수화전자를

발생시키는 물질로는 페놀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

다.

1. 자외선과 페놀류 물질의 PFOS 분해

- 페놀, 하이드로퀴논, 카테콜, 레조르시놀, 카페산, 갈산과 자외선의

PFOS 분해 효율 분석

2. 공존 물질의 영향

- pH, 질산염, 염소 이온, 유기 탄소, 용존 산소가 분해 효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3. 적용성 분석

- 인공폐수 조건에서의 분해 효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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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 연구

제 1 절 과불화화합물

1. 과불화화합물의 특성 및 유해성

과불화화합물은 –2.7V의 매우 큰 환원 전위를 가지며 가장 센 공유결

합으로 알려진 가장 큰 전기음성도를 가진 불소 원자와 탄소의 탄소-불

소 결합으로 인해 분해가 잘 일어나지 않으며 환경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특성을 가진다. 과불화화합물은 이런 탄소-불소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높은 표면 활성, 친수성, 친유성, 비접착성, 윤활성, 내열성, 내약

품성, 내후성 등의 물성을 가지며 산업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상업

적으로 사용되는 과불화화합물은 주로 중합체 첨가물, 금속 도금, 살충

제, 세정제, 계면활성제, 윤활제, 소방용 발포제, 음식 포장재, 방수 코팅

제 등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발암성, 발달독성, 면역 독성, 간 독성 등의 생물독성과 분해가

어려운 성질 때문에 일어나는 환경지속성과 생물 농축으로 인해 여러 부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그 중 특히 여러 과불화화합물의 최종 대사산물

중 하나로 알려진 대표적인 화합물인 PFOS는 2009년 스톡홀름 협약에

의해 신규 잔류성오염물질(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로 추가

되었는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란 환경 내에서 분해가 일어나지 않고

생물체 내에 먹이사슬을 통해 농축이 일어나는 유기화합물질을 뜻하며,

상위 단계로 올라갈수록 높은 농도로 존재하여 특히 사람에게 많이 발견

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PFOS의 농도가 물에서 0.67~415.67ng/L, 퇴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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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2000.2ng이 나타난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2007), 서해연안에서는 0.35~78ng/L가 존재하는 것이 보고

되었다(Naile et al. 2013).

그림 2-1. 한국 서해안에서 수집된 물속의

PFC의 상대적인 농도(Naile et al., 2010)

PFOS 및 그 염은 북미에서는 2002년부터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

였으며, 유럽연합은 2006년에 PFOS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제정하였

다. 중국과 일본 역시 PFOS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

국 역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을 2007년 제정하였으며, PFOS는 광

이미지, 비행기코팅, 금속세정, 반도체 코팅등의 용도로는 항구적 면제,

광마스크, 섬유, 가죽첨가제 등의 용도로는 최장 10년의 특정면제에 속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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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과불화화합물 처리 방식

불소화된 알킬 화합물의 미생물적인 분해는 알킬 사슬에서 일차 공격

이 발생하기 위해 최소한 한 개의 수소 원자를 필요로 한다(Prevedouros

et al., 2006). 불소 원자를 산화적으로 대체함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탄소

-탄소 결합을 둘러싼 조밀한 소수성 층의 형성에서 기인한다(Rayne and

Forest, 2009).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PFOS의 미생물적 분해는 많은 연

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초음파 분해는 초음파를 액체에 조사함으로써 음향 공동 현상을 통해

용액에서의 화학 반응을 이끌어내는 방식이다. PFOS의 반감기는 아르곤

대기 하에서 22분으로 보고되었고(Rayne and Forest, 2009), 초음파 분

해가 음이온 탄화수소 계면 활성제와 불소화된 양쪽 친매성 계면 활성제

를 포함한 불소화 화합물과 탄화수소 혼합물의 분해를 일으키며 120분의

초음파 조사 후 PFOS 초기 농도의 73%가 분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Vecitis et al., 2009).

화학적 분해는 산화적 분해와 환원적 분해로 나뉜다. 산화적 분해의

경우 수산화 라디칼이 과불화화합물의 탄소-불소 결합을 깰 만큼 센 에

너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도산화처리 방식이 주로 사용되며, 전

기화학적 산화, 광분해, 광촉매분해 방식이 있다. 나노버블 오존에 의해

발생된 히드로과산화물과 초산화물이 60분 이내에 99%의 PFOS를 분해

시킨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Kerfoot, 2013), 4가철과 5가철을 이용해

PFOS를 분해시킨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Yates et al., 2014). 환원적 분

해는 높은 전기음성도를 가진 불소의 존재 때문에 과불화화합물을 분해

하는 데 적합한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영가철을 사용하여 PFOS를 분해

한 연구와(Hori et al., 2008b), 비타민 B12 촉매를 이용한 PFOS의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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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된 바 있다(Ochoa-Herrera et al., 2008).

그림 2-2. PFOA와 PFOS의 최근 연구된 분해 기술 요약 모식도

(Wang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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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광환원 (Photoreduction)

1. 광화학적 방식의 이점

지하수 및 지표수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오염 물질의 정화를 위한 수

처리와 유기 합성, 재료 과학에 관해 광화학적 방식은 에너지 효율성, 신

속성 및 환경 안전성으로 인해 지난 20년간 연구되어 왔다. 다른 분해

방식이 고온의 조건을 요구할 때, 광화학적 방식은 실온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며 반응을 중단시키고 싶을 때 빛의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중단시

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리고 적용 과정이 비교적 단순하며 태양

에너지 역시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2-3. 다른 방식에 비한 광촉매 반응의 이점 모식도

(Kumar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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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도 환원 공정

고도 환원 공정(Advanced Reduction Processes; ARPs)은 KI, Sulfite

등의 환원제에서 생성되는 환원성 라디칼을 이용하여 대상 물질을 환원

시켜 처리하는 방식이며, 고도 환원 공정에서 생성되는 환원성 라디칼에

는 Sulfite radical, 수화전자(hydrated electron) 등이 있다.

수화전자는 –2.9V의 환원 전위와 매우 큰 반응성, 매우 센 환원성을

가지며 할로겐화 유기물질들과 쉽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uxton et al., 1988). 불소 원자의 가장 높은 전기음성도와 매우 센 크

기의 전자구인성 때문에, 친핵체가 과불화화합물을 공격할 시 불소 원자

가 환원적 반응 중심으로 작용할 수 있고 수화전자는 과불화화합물과 효

율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Blondel et al., 1989). 따라서 수화전자를 발생

시켜 과불화화합물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으며 자외선을 이용하여 수화전자를 발생시켜 처리하는 방식 역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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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chemical

catalyst

Light

Wavelengt

h

Power
Reaction

time

Degradation

ratio

KI 185nm 20W 3h 72%

KI 254nm 15W 14h 100%

Sulfite 254nm 10W 24h 100%

Oxalic

acid-mediates

TiO2

254nm 23W 3h 86.7%

β-Ga2O3 254nm 15W 3h 78.9%

β-Ga2O3 254nm 15W 3h 98.8%

SiC/graphene 254nm 5W 8h 58.5%

표 2-1. PFOA 환원 처리에 관한 광환원 공정 (Wang et al., 2017 참조)



- 14 -

그림 2-4. VUV/Sulfite 시스템의 가능한 PFOS 분해 반응 경로

(Gu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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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험 재료 및 방법

제 1 절 실험 재료

1. PFOS(Perfluorooctanesulfonic acid, 과불화옥탄술폰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상 물질은 PFOS로 탄소 골격이 여덟 개로 이

루어진 과불화화합물이다. 여러 과불화화합물의 최종 대사 산물이며, 자

연계에서 과불화화합물 중 비교적 높은 농도로 관찰되어 대상 물질로 선

정하였다. PFOS의 분자량은 500.13, 끓는점은 133°C이며 분자식은

C8HF17O3S이다. 실험에는 Sigma-aldrich사의 Heptadecafluoro-

octanesulfonic acid potassium salt를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3-1. PFOS의 분자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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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페놀류 물질

수화전자 공여 물질로는 페놀, 하이드로퀴논, 카테콜, 레조르시놀, 카페

산, 갈산을 사용하였으며, 각각 페놀 고리 구조를 한 개 가진 물질이다.

페놀의 분자량은 94.11, 녹는점은 40.5°C, 분자식은 C6H5OH이다. 하이드

로퀴논의 분자량은 110.11, 녹는점은 172°C, 분자식은 C6H6O2이며 카테콜

의 분자량은 110.11, 녹는점은 105°C, 분자식은 C6H6O2이고 레조르시놀의

분자량은 110.11, 녹는점은 110°C, 분자량은 C6H6O2이다. 카페산의 분자

량은 180.16, 녹는점은 225°C, 분자식은 C9H8O4이며 갈산의 분자량은

170.12, 녹는점은 260°C, 분자식은 C7H6O5이다. 위 시료는 모두

Sigma-aldrich에서 구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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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명칭 분자 구조

페놀

하이드로퀴논

카테콜

레조르시놀

카페산

갈산

표 3-1. 실험에 사용된 페놀류 물질의 분자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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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실험 재료

자외선 광분해 실험을 위한 자외선 램프로는 30W의 Philips TUV T8

을 사용하였으며, pH 유지를 위한 버퍼로는 pH 5에서 Acetate buffer,

pH 7에서 Phosphate buffer, pH 9와 11에서 Borate buffer를 각각

10mM 사용하였으며, 1M의 HCl과 NaOH 용액을 사용하여 pH를 맞추어

주었다. 질산염 농도는 Sodium nitrate(Sigma-aldrich)를 사용하였고, 염

소 이온 농도는 Sodium chloride(대정화금), 유기 탄소 농도는 Humic

acid(Sigma-aldrich)를 사용하였다. 인공 폐수 조성에는 glucose(Fisher),

ammonia는 ammonium chloride(대정화금), phosphate는 sodium

phosphate dibasic anhydrous(대정화금), calcium은 calcium

chloride(KANTO CHEMICAL), magnesium은 magnesium chloride(대정

화금)을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모든 화학물질의 용해 및 희석에는

Millipore사의 Milli-Q의 초순수가 사용되었다.

그림 3-2. 실험에 사용된 UV램프의 파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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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PFOS 정량분석 방법

PFOS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Liquid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LC-MS; Agilent model G6120B)를 사용하였다. 사용한

컬럼은 Agilent사의 ZORBAX Rapid Resolution High

Throughput(RRHT) SB-C18(2.1mmx50mm, 1.8um)이며 용매로는 2mM

의 Ammonium Acetate(Fisher) 수용액과 Methanol (Fisher)을 사용하였

다. 내부표준물질로는 1,2,3,4-13C4-PFOS(Wellington Laboratories) 2ppm

용액을 20uL씩 980uL의 시료에 주입하여 사용하였다. 분석 온도는 40°C

이며 유량은 분당 0.2ml, 유기 용매인 Methanol의 분율은 시작부터 1분

까지 10%, 8분에서 75%, 13.5분에서 90%로 15.5분까지 유지 후 16분에

10%로 돌아와 그대로 25분까지 유지하였다. MS는 ESI Negative ion

mode로 온도는 350°C, Drying gas는 7.0L/min, Capillary voltage는

4.5kV, Cone voltage는 70V로 하였고 SIM mode로 측정하였다. 분석

시에는 Autosampler로 시료를 컬럼에 10uL 주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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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PFOS 정량분석에 이용된 LC-MS(Agilent G612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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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광분해 실험

시간에 따른 자외선/페놀 시스템이 PFOS를 분해하는 과정을 관찰하기

위해 자외선을 이용한 광분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은 내경이

70.6mm, 외경이 75mm, 길이가 500mm인 유리관에 800ml의 PFOS-페놀

용액을 넣고, 물이 닿게 하지 않기 위해 내경이 30mm, 외경이 34mm,

길이가 510mm인 석영관 안에 든 자외선 램프를 실험 시작 30분 전에

미리 켜 둔 후 실험 시작 시 유리관 속에 설치하였다. 질소, 산소, 공기

등의 기체는 실험 시작 30분 전부터 유리관 속에 주입하여 실험 시작 시

에 평형에 이르도록 하였다. PFOS-페놀 수용액이 든 유리관 역시 물이

순환되고 있는 아크릴 수조에 30분 전에 넣어 실험 전반의 온도를 50°C

로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실험 시작 후 1, 3, 6, 9, 12, 24시간 시에 각각

10ml씩 유리관 속의 용액을 샘플링하여 LC-MS로 PFOS의 농도를 정량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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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광분해 실험조 모식도

페놀 농도에 따른 PFOS분해를 측정하기 위해 PFOS의 농도를 1mg/L

로 고정하고 페놀 농도를 1mM, 2mM, 5mM로 하였다. 페놀류 물질에

따른 PFOS 분해를 측정하기 위해 PFOS의 농도를 1mg/L, 페놀류 물질

의 농도를 5mM로 하여 실험하였다. pH에 따른 PFOS분해를 측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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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PFOS의 농도를 1mg/L, 페놀 농도를 5mM로 하였다. 용존 산소

농도에 따른 PFOS 분해를 측정하기 위해 자외선을 조사하기 전 30분동

안 질소를 퍼징한 실험군, 산소를 퍼징한 실험군과 공기를 퍼징한 실험

군을 비교하였다. 음이온인 질산염과 염소 이온 농도, 유기 탄소 농도에

따른 PFOS 분해를 측정하기 위해 PFOS 농도를 1mg/L, 페놀 농도를

5mM로 하고 질산염의 농도를 0.1mM, 0.5mM, 1mM, 염소 이온의 농도

를 0.5mM, 1mM, 유기 탄소 농도는 humic acid를 1mg/L, 2mg/L,

5mg/L으로 하였다. 인공 폐수 조건에서의 분해 실험은 폐수 배출수를

모사하여 2430mg/L의 glucose, 1.28mg/L의 ammonia, 2.63mg/L의

phosphate, 1.24mg/L의 calcium, 1.04mg/L의 magnesium의 조건에서

1mg/L의 PFOS와 5mM의 페놀을 넣고 PFOS 분해 효율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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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실험결과 및 분석

제 1 절 페놀 농도에 따른 PFOS 광분해

우선 페놀을 페놀류 물질 중 대표 물질로 설정하여 pH 11의 PFOS

1ppm과 페놀 수용액 조건에서 페놀의 농도에 따라 자외선을 조사하였을

때 PFOS의 분해 속도 상수를 측정해 보았다. 자외선/페놀 방식이 PFOS

를 분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페놀 농도를 각각 1mM, 2mM, 5mM

로 실험해 보았을 때 농도가 높아질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경향을

보였다(표 4-1, 그림 4-1).

표 4-1. 페놀 농도에 따른 PFOS 광분해 속도 상수

Phenol concentration 1mM 2mM 5mM

Reaction rate(h-1) 0.066 0.058 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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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페놀 농도에 따른 PFOS 광분해

이런 경향은 페놀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자외선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수화전자의 양이 많아져 수화전자가 일으키는 PFOS의 환원적 분해가

더 빠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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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페놀류 물질에 따른 PFOS 광분해

페놀류 물질 중 페놀, 하이드로퀴논, 카테콜, 레조르시놀, 카페산, 갈산

의 농도가 각각 5mM인 조건, 페놀류 물질을 아무 것도 넣지 않은 조건

과 자외선의 PFOS 분해 효율을 분석하였다. 페놀류 물질과 PFOS

1ppm 수용액의 pH는 10mM의 borate buffer를 사용하여 시작 pH를 11

로 하였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아무 첨가물 없이 자외선만 PFOS수용

액에 조사하였을 때 발생하는 수화전자가 PFOS의 분해에 주요한 요인

이며, 분해가 일어난다고 보고된 바 있다(Lyu et al., 2015). 그림 4-2에

따르면 첨가물 없이 자외선만 조사했을 때의 반응 속도가 가장 느렸으

며, 그 다음으로 카페산, 레조르시놀, 갈산, 카테콜, 하이드로퀴논, 페놀

순서로 반응 속도가 빠르게 나타났다.

표 4-2. 페놀류 물질에 따른 PFOS 광분해 속도 상수

Phenolic

compound
phenol

Hydro

quinon

e

Catech

ol

Resor

cinol

Caffeic

acid

Gallic

acid
None

Reaction

rate(h-1)
0.292 0.027 0.026 0.021 0.017 0.02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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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페놀류 물질에 따른 PFOS 광분해

이는 페놀이 수화전자를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페놀레이트로의 재순환

을 통해, 1몰의 페놀이 1몰의 수화전자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많

은 양의 수화전자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그

림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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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페놀에 자외선을 조사하였을 때의 반응 경로(Gu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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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pH에 따른 PFOS 광분해

PFOS 1ppm과 페놀 5mM 수용액의 시작 pH를 각각 5, 7, 9, 11로 맞

추어 PFOS 분해 효율을 분석하였다. pH 5에서 반응 속도가 0.075/h로

가장 느리게 나타났으며, pH가 높아질수록 반응 속도가 pH 7에서

0.107/h, pH 9에서 0.269/h, pH 11에서 0.292/h로 빨라지는 경향을 보였

다. 반응 종료 시에 수용액의 pH는 모든 실험에서 ±0.4의 범위를 넘지

않는 변화를 보였다.

표 4-3. 수용액의 pH에 따른 PFOS 광분해 속도 상수

Solution pH pH 5 pH 7 pH 9 pH 11

Reaction

rate(h-1)
0.075 0.107 0.269 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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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수용액의 pH에 따른 PFOS 광분해

이는 우선 pH에 따른 페놀(C6H5OH)와 페놀레이트(C6H5O-)의 몰 분율

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페놀에 비해 페놀레이트의 수화전자 수율이

훨씬 높으며(Gu et al., 2017), 페놀의 pKa값은 9.95로 염기성 조건에서

페놀레이트의 몰 분율이 높기 때문에(그림 4-5) 염기성 조건일수록 반응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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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수용액의 pH에 따른 페놀과 페놀레이트의 몰 분율

(Gu et al., 2017)

그 다음 요인으로는 수소 이온이 수화전자와 반응하여 수화전자를 제

거하는 반응의 영향을 받는데(식 4-1), 염기성 조건일수록 수소이온의

농도가 작기 때문에 염기성 조건일수록 반응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

으로 추측된다.

eaq-+ H+→ .H (식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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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음이온 농도에 따른 PFOS 광분해

pH 11의 PFOS 1ppm과 페놀 5mM 수용액 조건에서 질산염 농도에

따른 PFOS 분해 효율을 분석하였다. 질산염이 없는 조건에서의 반응 속

도가 0.292/h로 가장 빨랐으며, 질산염의 농도가 0.1mM일 때의 반응 속

도는 0.0954/h, 0.5mM일 때 0.0773/h, 1mM일 때 0.064/h로 질산염의 농

도가 높아질수록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경향을 보였다(표 4-4, 그림

4-6).

표 4-4. 질산염의 농도에 따른 PFOS 광분해 속도 상수

Concentration

of nitrate ion
0mM 0.1mM 0.5mM 1mM

Reaction

rate(h-1)
0.292 0.095 0.077 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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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질산염의 농도에 따른 PFOS 광분해

이는 질산염이 수화전자를 제거하는 반응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식

4-2), 질산염의 농도가 높을수록 물속의 수화전자가 적어져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eaq-+ NO3-→ (NO3)·2- (식 4-2)

그 다음으로는 pH 11과 PFOS 1ppm, 페놀 5mM의 동일 조건에서 염소

이온 농도에 따른 PFOS 분해 효율을 분석하였다. 표 4-5, 그림 4-7에

따르면 염소 이온 농도에 따라 PFOS의 분해에 큰 영향이 없거나 반응

이 약간 느려지는 현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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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염소 이온의 농도에 따른 PFOS 광분해 속도 상수

Concentration of

chloride ion
0mM 0.5mM 1mM

Reaction rate(h-1) 0.292 0.307 0.208

그림 4-7. 염소 이온의 농도에 따른 PFOS 광분해

이는 염소 이온이 PFOS와 수화전자의 반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

며, 수화전자 자체와도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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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NOM 농도에 따른 PFOS 광분해

pH 11의 PFOS 1ppm과 페놀 5mM, humic acid 수용액 조건에서

humic acid의 농도를 0mg/L, 1mg/L, 5mg/L으로 하여 PFOS 분해 효율

을 분석하였다. 표 4-6, 그림 4-8에 따르면 humic acid의 농도가 높아질

수록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을 보였다.

표 4-6. humic acid의 농도에 따른 PFOS 광분해 속도 상수

Concentration of

humic acid
0mg/L 1mg/L 5mg/L

Reaction rate(h-1) 0.292 0.127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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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humic acid의 농도에 따른 PFOS 광분해

이는 NOM이 자외선을 페놀과 경쟁적으로 흡수하여 페놀에서 생성되

는 수화전자의 수율을 낮추고, NOM과 자외선의 반응으로 활성산소종이

생성되어 수화전자를 제거하는 반응이 일어나 PFOS의 분해 효율이 낮

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 37 -

제 6 절 용존 산소 농도에 따른 PFOS 광분해

pH 11의 PFOS 1ppm과 페놀 5mM 수용액 조건에서 각각 질소, 공기,

산소를 지속적으로 퍼징해 주며 PFOS 분해 효율을 분석하였다. 표 4-7,

그림 4-9에 따르면 용존 산소 농도가 높아질수록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4-7. 용존 산소의 농도에 따른 PFOS 광분해 속도 상수

Concentration of

dissolved oxygen
1.32ppm 5.52ppm 17.83ppm

Reaction rate(h-1) 0.292 0.03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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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용존 산소의 농도에 따른 PFOS 광분해

이는 용존 산소가 수화전자를 제거하는 반응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식

4-3), 용존 산소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물속의 수화전자가 적어져 반응이

느려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eaq-+ O2→ O2·- (식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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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인공폐수 조건에서의 PFOS 광분해

pH 11.04, 2430mg/L glucose, 1.28mg/L ammonia, 2.63mg/L

phosphate, 1.24mg/L calcium, 1.04mg/L magnesium으로 구성된 인공

폐수에 PFOS 1ppm과 페놀 5mM을 넣고 자외선/페놀의 PFOS 분해를

분석하였다. 그림 4-10에 따르면 24시간 이내에 PFOS의 97% 이상이 분

해됨을 확인하였으며, 반응 속도 상수는 0.165/h로 나타났다.

그림 4-10. 인공폐수 조건에서의 PFOS 광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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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자외선/페놀 방식의 PFOS 분해를 확인하고 여러 공존

물질의 영향을 통해 폐수 처리 공정에서의 이용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

였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자외선/페놀 방식의 PFOS 분해를 확인하였

고, pH, 질산염, 염소 이온, 유기 탄소, 용존 산소가 분해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인공폐수 조건에서의 PFOS 분해를 통해 자

외선/페놀 방식의 적용성을 시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자외선/페놀 방식은 PFOS를 분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러 페놀류 물질 중 페놀이 가장 효율적으로 PFOS를 분해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 pH는 염기성 조건일수록 반응 속도가 빠르게 나타났으며, 질산염

농도가 높을수록 반응 속도가 느리게 나타났고, 염소 이온은 큰 영향이

없거나 반응 속도가 약간 느려짐을 확인하였다. 유기 탄소의 농도가 높

을수록 반응 속도가 느리게 나타났으며, 용존 산소의 농도가 높을수록

반응 속도가 느리게 나타났다.

(3) 인공폐수 조건에서 PFOS가 24시간 이내에 97% 이상 분해됨을 확

인하였으며, 이는 자외선/페놀 방식의 적용 가능성이 충분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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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좀 더 다양한 조건에서의 적용성이 후속 연구로 진행된다

면, 자외선/페놀 방식의 적용 가능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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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gradation of PFOS by

hydrated electrons generated

from UV/phenol

and the effects of other water

constituents

Jinyoung Song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mid-1900s, perfluorinated compounds has frequently detected

in environmental media due to its broad industrial use. Perfluorinated

compounds are highly stable because it has a large number of

carbon-fluorine bonds with a low reduction potential and is difficult

to decompose. Therefore, its effective treatment is required. Of the

perfluorinated compound treatment methods, the photolysis method is

easy to introduce and there is a possibility to use solar energy.

Therefore, many researches on photolysis methods have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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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ucted for more efficient treatment of perfluorinated compounds.

Conventional photolysis methods consist of adding other additives in

water like iodide and decomposing perfluorinated compounds by the

generated hydrated electrons. However, there is a drawback that

newly added material can act as another source of contamination.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method for treating perfluorinated compounds without adding

other chemicals to the water.

We used PFOS(perfluorooctanesulfonic acid), which is known as the

final metabolite of perfluorinated compound and representative

perfluorinated compound. First, it was confirmed that PFOS could be

decomposed by UV/phenol method. Second, PFOS decomposition

efficiency of various phenolic compounds was analyzed. As a result,

UV/phenol method was able to decompose PFOS, and among the

various phenolic compounds used in the experiment, it was confirmed

that phenol can decompose PFOS most efficiently. Third, the effects

of water constituents on UV/phenol system were examined. It was

confirmed that PFOS was decomposed rapidly as the pH was higher,

the concentration of dissolved oxygen was lower, the concentration of

nitrate was lower, the concentration of organic carbon was lower, and

the concentration of chlorine 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Finally, the decomposition of PFOS was confirmed under synthetic

wastewater effluent conditions and over 97% of PFOS was

decomposed within 24 hours.

PFOS can be decomposed by the UV/phenol method,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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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various factors on the application of PFOS were analyzed.

Therefore, we can support the direct application of this method.

keywords : Perfluorinated compounds, PFOS, Phenol, Hydrated

electron, Photo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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