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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과불화화합물은 인간 및 생태계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신종 미

량오염물질로 수돗물, 하천수 등 다양한 수자원에서 검출되고 있

다. 과불화화합물은 탄화수소의 수소가 불소로 치환된 형태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GenX는 현재는 사용이 금지된

PFOA의 대체물질로써 전 세계적으로 그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과불화화합물은 탄소-불소 결합의 강한 결합력으로 인해 자연

에서 거의 분해되지 않아 활성탄, 이온교환수지 등의 흡착제를 통

한 제거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과불화화합물의 흡착 제거율은

용존 유기물의 존재 여부에 따라 그 차이가 크다는 문제가 존재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enX 제거에 특화된 SILP 형태의 새로

운 흡착제를 개발했다. 이를 위해 첫 단계로 COSMO-RS 소프트

웨어를 통해 GenX 제거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는 이온성 액체 2

가지([EMIM][Tf2n] 및 [HMIM][Tf2n])를 선별한 뒤, 실험을 통해

각 이온성 액체의 분배계수를 측정했다. 이후 직접 담지법을 통해

여러 담지율로 SILP 형태의 흡착제를 개발하였고, SILP 흡착제의

특성분석 및 담지율 계산을 위해 SEM, 원소 분석 및 BET 분석을

수행했다. 최종적으로 증류수 및 용존 유기물이 존재하는 환경에

서 입상활성탄 및 SILP 각각에 대해 흡착실험을 수행한 뒤 두 결

과의 비교를 통해 새로운 흡착제의 성능을 평가했다. 흡착실험 결

과, 제작된 SILP 흡착제의 경우 기존의 입상활성탄보다 약 10%에

서 50% 이상까지 낮은 성능을 가졌다. 이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두 가지 이온성 액체가 모델 예측 결과보다 약 70배에서 700배까

지 낮은 분배계수 값을 가져, 기대한 효과보다 이온성 액체의 효

과가 미미했기에 발생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SILP 흡

착제가 실제 공정에서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이온성 액체

의 유실률을 평가했다. 그 결과 SILP 흡착제는 충분한 시간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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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이온성 액체가 유실되지 않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했다.

주요어 : GenX, 이온성 액체, SILP, 수착, 용존 유기물

학 번 : 2020-2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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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 배경

전 세계적으로 그 유해성 및 처리에 관한 연구가 지속해서 이루어지

고 있는 미량오염물질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그중에서도 과불화화

합물(PFAS, 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은 인간 및 생태계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미량오염물질로 수돗물, 하천수 등 다양한 수자원에

서 검출되고 있다.

과불화화합물은 탄화수소의 수소가 불소로 치환된 과불화사슬과 여러

작용기( ,  등)이 결합된 형태를 띠고 있으며 그 종류는

그림 1과 같이 다양하다.

Perfluoroalkyl

carboxylic acid

(PFCA)

Perfluoroalkane

sulfonic acid

(PFSA)

Perfluoroalkane

phosphonic acid

(PFPA)

Perfluoroalkane

phosphinic acid

(PFPIA)

Fluorotelomer

Perfluoroether

carboxylic acid

(PFECA)

Perfluoroether

Sulfonic acid

(PFESA)

Chlorinated

Polyfluorinated

(poly)ether compounds

Perfluoroalkane sulfonyl

fluoride-based substances

(PASF)

Perfluorinated aromatic and alicyclic

compounds

그림 1. 과불화화합물의 종류

과불화화합물은 계면활성제의 특성을 가지며, 물과 기름 모두에 저항

성이 있고 열에 강하기 때문에 여러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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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는 소방약제, 반도체 및 LCD 제조, 금속도금, 의류, 살충제 등이 있

으며 코팅 조리기구 등에 사용되는 불소수지 제조 시 가공보조제로 사용

되기도 한다(Labadie, Pierre, and Marc Chevreuil., 2011).

이렇듯 여러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과불화화합물은 탄소-불소

결합의 안정성에 의해 자연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아 자연계나 체내에 축

적될 가능성이 있으며, 여러 실험 결과를 통해 이들은 간, 갑상선 등에

독성을 나타낸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다.

다양한 과불화화합물 중에서도 GenX (HFPO-DA,

Hexafluoropropyleneoxide–dimer acid)는 PFECA의 한 종류이며 PFOA

의 대체물질로 현재 그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물질이다.

GenX 또한 인체에 독성을 나타내며 특히 간에 대한 독성이 크다고 알

려져 있다(Mullin, Lauren, et al., 2019).

이름 : GenX(HFPO-DA)

분자량 : 330.0489 g/mol

pKa : 3.82

그림 2. GenX의 구조식 및 정보

GenX를 물리화학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음이온 교환수지(Dixit, Fuhar, et al., 2020), 아민으로 개질

된 COF(Covalent Organic Framework)(Ji, Woojung, et al., 2018),

Cationic Poly hydrogel matrix(Ateia, Mohamed, et al., 2019) 및 활성탄

(Wang, Wei, et al., 2019) 등을 통해 수계에서 GenX를 제거하는 연구들

이 진행되었다. 또한 UV/과황산(Bao, Yixiang, et al., 2018) 및 전기화학

적 산화(Pica, Nasim E, et al., 2019) 등을 통해서 degradation을 진행한

연구도 있다. 하지만 위에 제시된 연구들은 GenX와 같이 탄소가 적은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제거율이 높지 않거나,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결합

력이 낮아 탈착률이 높다는 단점 등이 있다. 또한, 여러 연구를 통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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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유기물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활성탄에 의한 과불화화합물의 흡착 제

거율이 급격하게 감소된다는 사실 또한 알려져 있다(Gargliano, Erica, et

al.,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용존 유기물이 존재하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으

로 GenX를 제거할 수 있는 SILP 형태의 흡착제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

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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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은 PFOA의 대체품으로써 현재 그 사용량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GenX를 안정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흡착제를 개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세부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GenX를 제거할 수 있는 SILP 형태의 새로운 흡착제를 여러

가지 목표 이온성 액체 담지율로 직접 담지법을 통해 안정적

으로 제작하고자 하였다.

(2) 또한, 용존 유기물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제거율이 급격히 낮

아지는 과불화화합물을 안정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지 확인하

고자 하였다.

(3) 마지막으로 실제 수처리 공정에 SILP 흡착제의 적용성을 평

가하기 위해 SILP 내 이온성 액체의 유실률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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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 조사

2.1 이온성 액체

이온성 액체란 양이온과 음이온이 크기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결정체

를 이루지 못하고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을 말한다(Flieger, Jolanta,

and Michal Flieger., 2020). 이온성 액체는 보통 질소를 포함하는 거대

양이온과 보다 작은 음이온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염과는 다

르게 100℃ 이하에서도 액체로 존재한다.

이온성 액체는 이를 구성하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종류가 다양하며, 그

조합에 따라 수많은 이온성 액체의 합성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잘 알

려진 양이온과 음이온의 종류는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양이온

음이온

그림 3. 이온성 액체의 대표적인 양이온과 음이온

이러한 이온성 액체의 다양성에 의해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절한 이온

성 액체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 외에도 이온성 액체는 매

우 낮은 증기압, 열적∙화학적 안정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높은 용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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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가진다. 이러한 이온성 액체의 장점 때문에 리튬-이온 액체전지,

광전지, 균일계 촉매 반응 용매, 나노 촉매 및 분리 매체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이온성 액체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온성 액체는 매우 높은 점도를 가져 분배를 통한 평형에 도

달하는 시간이 매우 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온성 액체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공법이 SILP(Supported Ionic Liquid Phase) 공법

이다(Lemus, Jesus,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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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ILP

SILP(Supported Ionic Liqud Phase)란 실리카, 알루미나 등 고체 지지

체 내부 표면에 이온성 액체가 퍼져 막으로 존재하는 구조로 그림 4와

같은 구조를 갖는다. SILP는 microscopic 한 관점에서는 유동상이나

macroscopic에서는 고체상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SILP의 구조에 의

해 상대적으로 이온성 액체 내 물질의 확산 거리가 짧아져 효율적인 물

질교환 과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SILP는 이를 구성하는 이온성 액체의

낮은 증기압, 높은 열적·화학적 안정성에 의해 continuous process에 적

합하다는 장점이 있다(Lemus, Jesus, et al., 2011).

그림 4. SILP의 구조

SILP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촉매 분야에서

SILP 구조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촉매를 유동상인 이온

성 액체에 고정화하여, 촉매반응은 유동상에서 진행시키며 촉매의 회수

는 고체상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촉매의 회수 및 재사용성을 극대화하

였다. 또한, 분리 공정에서도 SILP 구조를 활용하여 SO2, NH3, CO2 등

을 정제한 연구도 있다(Lemus, Jesus, et al., 2011). 오염물질의 흡착에

대해서는 미량오염물질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없으나, congo red와

같은 염료를 제거하기 위해 SILP를 활용한 연구(Lawal, Isiaka A., et

al., 2017) 등은 있다

다공성 지지체에 이온성 액체를 담지시키는 것은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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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sorption) 또는 화학적(chemical binding)인 결합을 통해서 진행되

며 특히, 화학적인 결합의 경우, 이온성 액체를 구성하는 이온과 유사한

구조의 이온을(ex) imidazolium based ion) 지지체에 결합시킨 뒤 이온

성 액체를 담지시킨다. 이러한 SILP 제작법의 예로는 impregnation,

grafting, polymerization sol-gel method, encapsulation, pore trapping

등이 있다(Lemus, Jesus,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용매 내에 이온성

액체 및 지지체를 교반한 뒤 용매만을 제거하는 즉, 물리적 결합을 고려

하는 직접 담지법(direct impregnation method)을 통해 SILP를 제작하였

다.

SILP 흡착제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GenX 제거에 적절한 이온성 액체

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이온성 액체의 특성을 파악하여야 하는

데, 이온성 액체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모든 이온성 액체에 대한

정보가 알려지지는 않은 상태이며, 특히 본 연구에서 제거하고자 하는

GenX는 신종오염물질로써 이 자체로 알려진 정보조차 부족하므로 처리

를 위한 이온성 액체를 문헌 조사만으로 선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OSMO-RS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적절한 이

온성 액체를 선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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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COSMO-RS

COSMO-RS(COnductor-like Screening MOdel for Realistic

Solvents)란 양자 화학(QC, Quantum Chemistry) 기반의 열역학적 예측

모델로써, 용매 및 용질의 여러 물리화학적 특성을 예측할 수 있다

(Klamt, Andreas., 1995).

COSMO-RS의 원리를 간단히 살펴보면, 분자 주변에 유전상수 이

무한대인 유전체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며, 이때 발생하는 전기장 간의 상

호작용을 파악하여 분자 표면 내 각 조각(segment)의 전하밀도 를 결

정한다. 이후 분자 간 상호작용은 서로 다른 표면 전하밀도를 가지는 표

면 조각 간 화학 포텐셜을 통해 계산한다. 이때 분자 간 상호작용은 크

게 수소 결합, misfit energy 및 반데르발스 인력을 고려한다(Klamt,

Andreas., 1995).

즉 COSMO-RS는 양자화학 기반의 계산 과정을 통해서 2차원의 분자

구조식을 3차원의 분자 구조로 표현하며, 이 과정에서 분자 표면의 전하

및 표면 간 상호작용을 계산하는 모델이다. 이를 간단히 나타낸 그림이

그림 5이다.

그림 5. COSMO-RS 도식도

따라서 COSMO-RS를 통해 분자의 표면 전하를 계산하면 그림 5의

가장 오른쪽 그림과 같이 3D 형태로 나타난다. 이 그림에서 적색에 가까

울수록 COSMO-RS 상의 계산에서 양전하의 표면임을 나타내고, 녹색에

가까울수록 음전하의 표면임을 나타낸다. 이는 실제 상황과는 반대의 전

하를 나타내며, 실제 분자 표면에서는 적색에 가까울수록 음전하를, 녹색

에 가까울수록 양전하의 표면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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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3D 형태로 나타낸 분자 표면 전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sigma profile (그림6의 첫 번째 그래프)이라고 한다. Sigma profile 상에

서 가로축은 전하밀도( ), 세로축은 특정 전하밀도를 갖는 표면의 분

율을 나타낸다. COSMO-RS는 Sigma profile을 통해 화학 포텐셜()을

계산하고, 이를 통해 용해도, 분배계수 및 여러 열역학적 특성 등을 예측

할 수 있다(그림 6).

그림 6. 여러 화학적 특성을 COSMO-RS를 통해 구하는

과정(자세한 과정은 본문에)

이러한 COSMO-RS 소프트웨어는 2차원의 분자 구조식만 안다면 실

험을 거치지 않고도 다양한 분자들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알 수 있으며

계산이 빠르다는 장점(Klamt, Andreas., 1995) 때문에 이온성 액체

(Paduszyriski, Kamil., 2017)의 특성 계산에 있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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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다. 특히 이온성 액체에 대해서 COSMO-RS 기본 라이브러리

에 이온성 액체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양이온과 음이온의 특성이 저장되

어있어 이온성 액체의 여러 물리화학적 특성을 빠르게 알아낼 수 있어

본 연구에서도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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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흡착, 분배 및 수착

2.4.1 흡착 및 등온흡착모델

흡착이란 액체 및 기체 분자가 고체표면과의 접촉을 통해 부착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매우 낮은 농도의 물질에 대해서

도 흡착제를 통해 선택적인 제거가 가능하기에, 다양한 산업 및 환경 분

야에서 흡착제가 사용되고 있다.

이때 동일한 온도에서 용질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단위 흡착제량에

대해 흡착되는 용질의 최대량은 증가하는데 이를 나타내는 곡선을 등온

흡착선이라고하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등온흡착모델은

Langmuir 모델(Langmuir, Irving., 1916)과 Freundlich 모델(Freundlich,

Herbert., 1907)이다.

Langmuir 모델은 균일한 교체표면에 분자가 흡착되며, 흡착된 분자

간에는 상호작용이 없는 것을 가정한다. 또한, 한 흡착 site에는 하나의

분자만 흡착되며, 흡착된 분자는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 모델이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Manahan, Stanley., 2017).

  max


식 (1)

여기서,

 (mg/g)는 평형상태에서 단위 흡착제량에 흡착된 용질의 양;

max (mg/g)는 평형상태에서 단위 흡착제량에 최대로 흡착된 용질의 양;

b는 Langmuir 상수;

 (mg/L)는 평형상태에서의 수중 용질의 농도

Freundlich 모델은 주로 실험에서 얻은 값들을 수식화하는 데에 사용

되는 등온흡착모델이다. 초기에는 실험적으로 제안되었으나, 흡착 site별

로 흡착 에너지가 균일하지 않으며, 흡착된 용질의 양(표면덮임정도,

surface coverage)이 증가함에 따라 지수적으로 흡착 세기가 감소한다는

내용을 도입함으로써 이론적으로 유도되었다. Freundlich 모델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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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Manahan, Stanley., 2017).

 
 식 (2)

여기서,

 (mg/g)는 평형상태에서 단위 흡착제량에 흡착된 용질의 양;

k, n은 Freundlich 상수;

 (mg/L)는 평형상태에서의 수중 용질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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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분배 및 수착

분배(partition)란 일정한 온도 및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두 개의

섞이지 않는 액체상이 존재하는 환경에 어떤 물질 A가 두 액체상에 모

두 용해되어 두 용매에 대한 용해도에 따라 일정한 농도비로 두 용매에

분배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때, 각 액체상의 물질 A의 농도 간 비를 분

배계수라고 하는데 용질의 농도가 낮거나 중간 정도의 농도에서는 분배

계수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 분배계수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

다.




식 (3)

여기서,

K는 물질 A의 액체 1과 2에 대한 분배계수;

,  (mg/L)는 각각 액체 1, 2에서의 물질 A의 농도

수착(sorption)이란 일반적으로 흡착(adsorption) 및 흡수(absorption)

를 포함하는 용어로, 고체의 표면에서는 흡착이 일어나고 입자 내부로는

투과 확산을 통해 흡수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때 흡착은 위 2.4.1과 같

이 일어나고, 흡수의 경우 분배 과정과 같이 일정 농도비를 유지한 채

일어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작하는 SILP 흡착제의 경우 지지체로

사용되는 활성탄은 흡착 기작을 통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반면, 담지된

이온성 액체는 분배 기작을 통해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때문에 전체적으

로는 흡착도 분배도 아닌 이 둘이 결합된 수착 기작으로 오염물질을 제

거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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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험 재료 및 방법

3.1 실험 재료

본 연구에서 쓰인 GenX(HFPO-DA, Hexafluoropropylene

oxide-dimer acid, 99%)는 Angene사에서 구매했으며, LC-MS/MS 분석

에 사용된 GenX 표준용액(50 in methanol)은 wellington

laboratories에서 구매하였다.

SILP 제작에 사용되는 지지체로는 Calgon사의 FILTRASORB 400

(Calgon F400)을 사용했다. 이온성 액체는

[ E M I M ] [ T f 2 n ] ( 1 - E t h y l - 3 - m e t h y l i m i d a z o l i u m

bis(trifluoromethylsulfonyl)imide, ≥98%(HPLC)) 및

[ H M I M ] [ T f 2 n ] ( 1 - H e x y l - 3 - m e t h y l i m i d a z o l i u m

bis(trifluoromethylsulfonyl)imdie, ≥98%(HPLC))를 사용했으며 모두

Sigma aldrich에서 구매했다. 용매로 사용되는 에탄올은 Absolute

Ethanol(99.9%)을 사용했으며 Fisher Scientific Korea에서 구매하였다.

흡착실험에서 용존 유기물을 인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사용한 humic

acid는 Sigma aldrich에서 구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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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 방법

3.2.1 COSMO-RS를 통한 이온성 액체 선정

본 실험 단계에서는 COSMO-RS 라이브러리 상에 저장되어있지 않은

GenX 분자에 대한 양자화학적인 계산을 통해 sigma profile을 얻어낸

뒤, COSMO-RS에 저장된 이온성 액체 정보를 함께 활용하여 다양한 이

온성 액체의 GenX에 대한 분배계수를 계산하였다. 또한, 물에 대한 이

온성 액체의 용해도도 계산한 뒤 SILP 흡착제에 적용할 이온성 액체를

선정하였다.

첫 번째로, GenX 분자의 sigma profile 계산은 AMSinput 프로그램

(그림 7)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분자구조를 계산할 때는 계산 과정을 수

월하게 진행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분자구조를 결정하는 Geometry

optimization(LDA/scalar/DZ) 과정을 수행한 후에 COSMO-RS

compound(GGA:BP86/scalar/TZP) task를 수행하였다(그림 7).

이후, COSMO-RS 소프트웨어상에서 위 계산 과정을 통해 얻은

sigma profile 결과 및 기존 COSMO-RS 라이브러리 내 여러 이온성 액

체의 sigma profile을 활용하여 용해도 및 분배계수 값을 결정하였다. 이

때 COSMO-RS의 parameter는 ADF combi2005를 적용하였다(그림 8).

COSMO-RS로 계산한 분배계수 및 용해도 결과를 통해 적합한 이온

성 액체를 선정하였다. 분배계수는 물로부터 GenX를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이며, 분배계수 값이 클수록 SILP 흡착제의 성능이

향상될 것이다. 용해도는 공정이 운영되는 중에서 SILP 흡착제 내 이온

성 액체가 유실되지 않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운영될 수 있는지

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용해도가 낮을수록 SILP 흡착제를 안정적으로 오

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준들을 토대로 이온성 액체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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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Amsinput 구동 화면

그림 8. COSMO-RS 구동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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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선정된 이온성 액체의 분배계수 측정

GenX에 대한 이온성 액체의 실제 분배계수 값이 COSMO-RS를 통한

계산값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분배계수 측정에 앞서 분배 과정이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kinetic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과정은 다음과 같다. Conical

tube에 100 ppb의 GenX 용액 10 mL와 이온성 액체 1 mL를 넣고 ℃

shaker에서 횡방향으로 180 rpm으로 교반시킨다. 이때 샘플은 각각 0,

5, 10, 30, 60, 120, 240 분 동안 교반시켰으며 각 시간에 대해서

triplicate로 진행하였다. 각 샘플에 대해서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원심분

리기에서 6000rpm으로 5분 동안 원심분리(Zhou, Jingjing, et al., 2018)

를 시켜 물과 이온성 액체를 분리하고 분리된 물 내 GenX의 농도를

LC-MS/MS(Liquid chromatography-tandem mass spectrometry; API

3000, Applied Biosystems, USA)를 통해 측정함으로써 분배가 완료되는

시간을 결정할 수 있었다. 그 결과 10분 이후로는 분배 과정이 평형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배계수 측정 과정도 동일하게 100 ppb GenX 용액 10 mL와 이온성

액체 1 mL에 대해서 진행됐고 교반은 횡방향으로 180 rpm에서 10분간

진행하였다. 이후 5분간 원심분리를 통해 물과 이온성 액체를 분리한 뒤,

분리된 물 내 GenX의 농도를 LC-MS/MS로 측정하여 분배계수를 계산

했으며, 계산 과정은 아래와 같다.

   

   
 ∙ 

  ∙


  ∙ 
식 (4)

여기서,

는 GenX에 대한 이온성 액체–물 분배계수

 , (mg/L)는 초기 및 분배 후 GenX 용액의 농도;

 (mL)는 물의 부피 = 10 mL;

  (mL)는 이온성 액체의 부피 = 1 mL

계산된 분배계수 값은 COSMO-RS를 통해 계산된 값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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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SILP 흡착제 제작

SILP 흡착제 제작은 두 가지 이온성 액체 각각에 대해서 진행되며,

직접 담지법을(direct impregnation method) 통해 제작한다. 이때 지지체

는 입상활성탄(GAC, Granular Activated Carbon)을 사용하였다. 그 이

유는 수처리 공정에서 분말 활성탄(PAC, Powdered Activated Carbon)

은 주로 일시적인 오염 해결을 위해 사용되는 반면, 입상활성탄은 연중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데(Crittenden, John C, et

al., 2012), GenX는 지속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물질이기 때문이다. 즉

GenX 제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입상활성탄과 이를 지지체로 활용한

SILP 흡착제의 흡착능을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SILP 흡착제 제작 방식은 다음과 같다.(그림9) 우선 활성탄 내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질소 기체가 유입되는 환경에서 24시간 동안 200℃의

tube furnace에서 전처리를 진행한다. 이후 표 1과 같은 조건으로 활성

탄과 이온성 액체를 에탄올에 주입하고 24시간 동안 이온성 액체를 활성

탄에 분산시킨다. 분산이 완료되면 제작된 SILP를 제외한 에탄올을 제거

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rotary evaporator를 가동한 뒤 진공 오븐에 24시

간 동안 비치한 뒤 SILP 흡착제를 얻어낸다(Yu, Min, et al., 2019). 본

연구에서 제작된 SILP에 대해서 [EMIM][Tf2n]로 제작한 SILP는 SILP

(C2), [HMIM][Tf2n]로 제작한 SILP는 SILP (C6)로 명명하였다.

목표 담지율

(g IL/g AC*100)

활성탄 주입량

(g)

이온성 액체 주입량

무게(g) 부피(μL)

SILP (C2)

5%

5 g

0.25 g 168 μL
10% 0.5 g 336 μL
15% 0.75 g 503 μL
20% 1 g 671 μL

SILP (C6)

5%

5 g

0.25 g 191 μL
10% 0.5 g 382 μL
15% 0.75 g 572 μL
20% 1 g 763 μL

표 1. SILP 흡착제 제작 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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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SILP 제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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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제작된 SILP 흡착제의 특성분석

제작된 SILP 흡착제에 대해서 여러 특성을 확인하고, 담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EA(Elemental Analysis, 원소 분석) 및 BET(Brunauer-Emmett-Teller)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SEM 분석의 경우, 전계방출주사전자현미경(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ic Microscopy, AURIGA, Carl Zeiss, Germany)을 이

용하여 활성탄 및 SILP 흡착제의 표면을 관찰하였다. SEM 분석에 앞서

전처리 과정으로 진공에서 5 nm 백금 코팅을 진행하였다.

원소 분석은 Flash EA 1112(Thermo Electron corporation, USA) 기

기를 통해 진행했고, 그 결과로 지지체로 사용된 활성탄 및 SILP 흡착제

의 C, H, N 및 S 함량을 얻었다. 이때 SILP 흡착제는 Calgon F400과

이온성 액체가 혼합된 물질이므로 각 물질의 원소 함량들을 통해 이온성

액체의 담지율을 계산할 수 있다. 계산 과정은 아래와 같다.

1) SILP 내 이온성 액체의 질량비(%IL) =
 

 


 
 



× 식 (5)

2) 이온성 액체 담지율(%) = (%IL/(100-%IL))×100 식 (6)

여기서,

 
는 물질 j 내 원소 i의 함량(ex)

란 SILP 흡착제 내 황의 함량)

이때 SILP의 제작 과정 중에서 용매로 사용되는 에탄올은 rotary

evaporator 및 진공 오븐을 통해 제거하지만, 그 과정을 거쳤음에도 일

부 에탄올이 SILP 내에 잔류하며 탄소와 수소의 질량 백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담지율의 경우 에탄올 분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질소와 황의 함량을 통해 계산된 담지율만 고려하였다.

또한, BET 질소기체 흡착법을 통해서 활성탄 및 SILP 흡착제의 비표

면적 및 공극 분포를 측정하였다. BET 분석은 Automatic specific

surface area/pore size distribution analyzer(BELSORP-miniX,

MicrotraBEL Corp., Japen)를 사용했으며 시료 내 수분 등 불순물을 제

거하기 위해 200℃ , 진공 조건에서 12시간 이상 전처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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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GenX 흡착실험

제작한 SILP 흡착제가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GenX를 제거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크게 흡착 과정이 평형에 도달하는 반응시간을 파

악하는 흡착 kinetic 실험과 흡착제의 흡착능을 평가하는 등온흡착실험을

진행하였다.

흡착실험은 모두 제조한 100 ppb의 GenX 오염수를 가지고 모든 흡착

제 carbon dose에 대해서 triplicate로 진행되었다. 이때 용존 유기물이

존재하는 상황은 휴믹산을 통해서 묘사하였다. 25 ppm 휴믹산 용액의

DOC 농도가 약 10 ppm인 것을 Total Organic Carbon

Analyzer(TOC-VCPH, SHIMADZU, Japan)을 통해 확인하였고 해당 비

율을 토대로 오염수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오염수에 대해서는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을 따랐다(환경부, 2021).

흡착제의 kinetic 실험은 용존 유기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DOC=0

ppm)과 용존 유기물이 존재하는 상황(DOC=10 ppm)에서 진행하였다. 시

간 간격은 0, 0.25, 0.5, 1, 2, 4, 7일로 진행하였다. 실험과정은 다음과 같

다. 먼저, 1 L의 GenX 오염수를 pp bottle에 담은 뒤 흡착제(목표 담지

율 15%인 SILP 흡착제 2종 및 입상활성탄)를 각각 40 mg/L(DOC=0

ppm) 및 70 mg/L(DOC=10 ppm)의 농도로 주입하고 shaker incubator에

서 20℃ , 180 rpm으로 수평교반하며 반응시키고 정해진 시간마다 샘플

을 1 mL씩 채취한다. 채취한 샘플에 대해서는 0.2 

PES(polyethersulfone) 필터로 고액분리한 뒤 LC-MS/MS를 통해 흡착

이 진행된 뒤 남은 GenX의 농도를 측정한다(Mullin, Lauren, et al.,

2019).

흡착제의 등온흡착실험은 용존 유기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DOC=0

ppm)과 용존 유기물이 존재하는 상황(DOC=10 ppm)에서 진행하였다. 용

존 유기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과 용존 유기물이 존재하는 상황 모두

carbon dose를 0, 10, 20, 40, 70, 100, 150 mg/L로 진행하였다. 실험과정

은 kinetic 실험과 동일하게 진행하며 반응은 7일간 진행된다. 반응시간

을 7일로 결정한 이유는 kinetic 실험의 결과를 토대로 판단했을 때 7일

후에는 흡착과정이 평형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반응이 진

행된 후에는 kinetic 실험과 동일하게 0.2  PES 필터로 필터링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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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MS/MS로 남은 GenX의 농도를 측정한다(Mullin, Lauren, et al.,

2019).

흡착제의 kinetic 실험 결과를 나타내기 위한 흡착된 GenX의 양은 다

음과 같은 식을 통해 구하였다(Manahan, Stanley., 2017).

 

   식 (7)

여기서,

 (mg/g)는 GenX가 흡착제에 흡착된 양;

C0 (mg/L)는 오염수의 초기 GenX 농도;

Ct (mg/L)는 t 시간이 지난 뒤 오염수의 GenX 농도;

V (L)는 수용액의 부피;

m (g)은 흡착제의 질량

등온흡착실험의 결과를 나타내기 위한 흡착능은 다음과 같은 식을 통

해 구하였다.

Adsorption rate (%) =

  
× 식 (8)

여기서, Adsorption rate (%)는 흡착된 GenX의 비율;

C0 (mg/L)는 오염수의 초기 GenX 농도;

C1 (mg/L)는 흡착이 진행된 후 오염수의 GenX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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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SILP 흡착제 안정성 평가 실험

본 실험은 실제 공정에 SILP 흡착제가 적용될 때, 흡착제 내 이온성

액체가 외부로 유실되지 않고 얼마나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활성탄 내에

존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단계이다. 이때, 몇 가지를 미리 가정한 뒤

실험을 진행하였다.

(1) 실제 수처리 공정 내 입상활성탄 공정은 칼럼장치를 통해 진행되

나 현재까지 진행한 흡착실험은 batch test를 통해 진행되었기에 SILP

흡착제의 안정성 평가 실험 또한 batch test를 통해 진행하였다. 이때 실

제와 최대한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EBCT(공상체류시간, Empty

Bed Contact Time)가 14 분인 실제 입상활성탄 공정의 설계 값을 참고

했다. 해당 공정에서는 활성탄 0.5 g에 대해서 처리 수량이 약 1.15

L/day였기에, 본 실험에서는 약 2주간 활성탄 0.5 g을 통과하는 유량인

약 17 L를 1 L씩 17번에 나누어 그림과 같이 교체해주면서 batch test를

진행하였다.

(2) 실제 칼럼 공정에서는 물이 지속해서 활성탄을 통과하면서 칼럼

내 압력이 발생하나, batch test에서는 활성탄에 자체적으로 작용하는 압

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외부 자극을 인공적으로 활성탄에 가하기

위해 180 rpm으로 교반하였다. 또한, 교반시간은 30분으로 설정했는데

그 이유는 EBCT가 14분인 실제 입상활성탄 공정을 표현하기에 충분한

그림 10. 안정성 평가 실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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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 본 연구에서는 총 4 가지 목표 담지율(5, 10, 15, 20%)로 SILP 흡

착제를 개발하였으나, 이 중 이온성 액체가 가장 많이 함유된 SILP 흡착

제(목표 담지율 20%)가 동일한 실험 과정에서 이온성 액체의 유실량도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해당 SILP 흡착제에 대해서만 실험을 진

행하였다.

즉 1L pp bottle에 0.5g의 흡착제 및 1L의 증류수를 주입한 뒤 30분간

180 rpm으로 교반하고 동일한 양의 물을 교체해주는 과정을 17번

반복한다. 이후 건조를 통해 물을 제거한 SILP 흡착제에 대해서 원소

분석을 진행한 뒤 이전의 원소 분석 결과와 담지율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했고, 필요에 따라서는 통계분석(t-test)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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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결과

4.1 COSMO-RS를 통한 이온성 액체 선정

COSMO-RS를 통해 계산한 이온성 액체와 물 사이의 GenX 분배계수

(KIL) 및 이온성 액체의 물에 대한 용해도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그림 11은 이온성 액체의 분배계수 값을 색으로 표현한 그림이다. 해

당 이온성 액체를 표현하는 색이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해당 이온성 액체

의 분배계수가 높으며, 초록색에 가까울수록 분배계수가 낮다. 그림을 보

면 음이온에 따라서 분배계수의 경향이 결정되며 그 순서는 Cl > Br >

Tf2n > I > eFAP > SbF6 ≈ PF6 로 나타났다.

그림 12는 이온성 액체의 물에 대한 용해도를 색으로 표현한 그림이

다. 해당 이온성 액체를 표현하는 색이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해당 이온

성 액체의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으며, 초록색에 가까울수록 높다. 그림

을 보면 용해도도 대체로 음이온에 따라서 경향이 결정됐으며 그 순서는

eFAP < Tf2n < SbF6 < PF6 < I < Br < Cl 로 나타났다.

COSMO-RS를 통해 계산된 값을 통해서 이온성 액체를 선정하였으

며, 그 결과 준수한 KIL을 가지면서 용해도도 낮은 Tf2n 음이온이 적합

하다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들 중 이미다졸류 양이온을 갖는 이온성 액

체 두 종([EMIM][Tf2n] 및 [HMIM][Tf2n])을 선정하였다. 이때 두 종의

이온성 액체를 선정한 이유는 음이온이 같을 때, 양이온 내 사슬 길이의

차이가 SILP 흡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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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COSMO-RS를 통해 계산한 분배계수(KIL)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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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COSMO-RS를 통해 계산한 이온성 액체의 물에 대한 용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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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선정된 이온성 액체의 분배계수 측정

COSMO-RS를 통해서 선정된 이온성 액체는 [EMIM][Tf2n] 및

[HMIM][Tf2n]이며, 분배가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그림 13. 이온성 액체의 GenX에 대한 분배 kinetic 실험 결과

그림 13을 확인하면 두 이온성 액체 모두 약 10분 이후로는 분배 과

정이 평형에 도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실험시간을 10분으

로 잡고 실험을 진행한 뒤 분배계수를 계산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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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성 액체 COSMO-RS 모델값 실험값

[EMIM][Tf2n] 5636 76.25±2.16

[HMIM][Tf2n] 16062 22.76±2.35

표 2. COSMO-RS 계산값과 실험값의 비교

COSMO-RS 모델값과 실험값을 비교해보면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약 70배에서 700배까지 값이 차이가 났으며 두 이온

성 액체 모두 실험값이 모델값보다 훨씬 낮았다. 이에 더해 경향성에서

도 탄소가 많아질수록 분배계수가 증가한 COSMO-RS 모델값과는 달리

실험값은 탄소가 적은 [EMIM][Tf2n]가 더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COSMO-RS의 경우 실험과정 없이 분자구조만으로 성질을 예

측하면서 빠른 계산 속도를 가지고, 수많은 이온성 액체의 정보가 프로

그램 내 라이브러리에 저장되어있어 이온성 액체의 특성을 파악하는 용

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Paduszyriski, Kamil., 2017), 그 값이 실제

값과 항상 유사하지는 않으며 실제 실험을 통해 측정하는 과정이 필수적

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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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제작된 SILP 흡착제의 특성분석

4.3.1 SILP 흡착제의 표면 특성분석

SEM을 통해 Calgon F400과 SILP 흡착제의 사진을 얻을 수 있었다.

SILP 제작 전 Calgon F400의 표면의 경우 그림 14-a를 통해 다양한 크

기의 공극이 존재하며 표면 자체가 매끄럽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SILP 흡착제의 사진들을(14-b부터 i) 통해 SILP 흡착제는 이온성 액체

가 담지됨에 따라 기존의 활성탄에 존재했던 공극들이 메워져 표면에 존

재하는 공극의 수가 감소했음을 확인했다. 특히 목표 담지율 20%로 담

지한 흡착제의 경우(그림 14-e, 14-i), 표면에서 공극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며, 표면 자체도 훨씬 매끄러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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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

g h

i

그림 14. 활성탄 및 SILP 흡착제의 SEM 사진(모두 x50000에서 촬영)

사진 a는 Calgon F400, b부터 e까지는 SILP (C2)(각각 목표 담지율 5,

10, 15, 20%), f부터 i까지는 SILP (C6)(각각 목표 담지율 5, 10, 1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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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원소 분석을 통한 SILP 흡착제의 담지율 평가

활성탄 및 SILP 흡착제에 대해서 담지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원소 분

석을 진행한 결과는 아래 그래프와 같다(그림 15).

해당 결과를 통해 기존의 입상활성탄(Calgon F400)에 비해 SILP 흡

착제의 질소 및 황의 질량비는 다소 증가했으며 탄소의 질량비는 약간씩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EMIM][Tf2n] 및 [HMIM][Tf2n]

내에 함유된 질소와 황에 의한 현상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때 각 이

온성 액체가 활성탄에 얼마나 담지 됐는지 위 결과를 통해 계산하였다.

그림 15. 활성탄 및 SILP 흡착제의 원소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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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P 종류　 목표 담지율
원소 함량 이용 담지율 계산값(%)

질소 황

SILP C2)

5% 3.182±0.039 2.015±0.026

10% 3.752±0.262 3.091±0.055

15% 6.234±0.363 5.765±0.284

20% 15.420±1.224 21.362±0.149

SILP C6)

5% 3.629±0.076 3.074±0.029

10% 6.036±0.066 5.408±0.017

15% 8.005±0.279 7.473±0.103

20% 16.037±0.503 15.511±0.196

표 3. 원소 분석 결과를 통해 계산한 담지율

원소분석 결과, SILP (C2)에 있어서 목표 담지율 5%와 10%로 제작한

SILP 흡착제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목표 담

지율이 20%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표 담지율에 비해서 절반 또는 그보

다 낮은 담지율 값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목표 담지율이 20%인

SILP 흡착제의 경우에는 두 종류의 흡착제 모두 약 16-18% 정도로 목

표 담지율에 어느 정도 근접하게 이온성 액체가 잘 담지 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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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담지율에 따른 비표면적 변화 측정 결과

GAC 및 SILP 흡착제의 표면 특성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BET 분

석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그림 16. 활성탄 및 SILP 흡착제의 비표면적

각 SILP 흡착제에 대해서 이온성 액체 담지율이 증가함에 따라 비표

면적은 감소했다. 특히 담지율이 20%인 경우에는 비표면적이 SILP(C2)

는 Calgon F400에 비해 약 50%, SILP(C6)의 경우 약 70% 감소됐다. 반

면에 SILP (C2)의 목표 담지율 5% 와 10%는 원소분석 결과뿐만 아니

라 비표면적 결과에서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목표 담지율이 20%인 SILP 흡착제를 대표로 비표면적 변화의

원인을 공극 분포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비표면적의 차이는 2nm 이상

의 mesopore 및 macropore의 분포 차이보다는 2 nm 이하의 미세 공극

의 분포 차이에서 기인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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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활성탄 및 SILP 흡착제의 공극 분포

따라서 SILP 흡착제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대부분

의 SILP 흡착제는 목표 담지율보다 낮은 담지율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

어, 앞으로는 각 SILP 흡착제에 대해서 계산된 담지율을 실제 담지율로

간주하여 명명하였다. 특히 SILP (C2)의 목표 담지율 5%와 10%의 경우

는 계산된 담지율의 차이 및 표면적의 차이가 매우 적어, 동일한 흡착제

로 간주하였다.(약 3% 담지율)

목표 담지율 5% 10% 15% 20%

실제 담지율
SILP (C2) 3% 6.0% 18.4%

SILP (C6) 3.4% 5.7% 7.7% 15.8%

표 4. 목표 담지율에 따른 SILP 흡착제별 실제 담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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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GenX 흡착실험 결과

4.4.1 흡착 kinetic 결과

본 연구에서 SILP 흡착제를 제작하면서 기대했던 효과 중 한 가지는

넓어진 SILP 내 이온성 액체의 교환면적에 의해 향상된 분배 속도를 통

해(Lemus, Jesus, et al., 2011) 기존의 입상활성탄 공정보다 흡착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을 감축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확인해보기 위한 흡착제의 kinetic 실험 중 용존 유기물이 존재

하지 않는 상황(DOC=0 ppm)에서의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18. 증류수 조건에서 흡착 kinetic 실험 결과

용존 유기물이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각 흡착제에 대해서 유의미

한 흡착속도의 차이는 발견하지 못했다. 세 가지 흡착제 모두 7일(168

hr)에서 평형이 이루어졌다.



38

용존 유기물이 존재하는 상황(DOC=10 ppm)에서 진행한 kinetic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그림 19. DOC=10 mg/L일 때 흡착 kinetic 실험 결과

용존 유기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흡착제에 대해서

유의미한 흡착속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세 가지 흡착제 모두 약

7일(168 hr)에 평형에 도달했다.

따라서 kinetic 실험 결과를 보면 용존 유기물의 존재 여부에 상관없

이 약 7일에 흡착 과정이 평형에 도달했으며, 해당 결과를 토대로 이후

흡착실험은 모두 7일간 진행됐다. 또한, 기존에 SILP 흡착제를 제작하면

서 기대했던 흡착 소요시간 감축 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

체적인 GenX의 흡착 과정에 있어서 활성탄이 미치는 영향은 이온성 액

체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하는데, 해당 영향이 이온성 액체가 미

치는 영향보다 훨씬 커서 이온성 액체의 담지가 흡착 과정에 영향을 미

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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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흡착실험 결과

또한, SILP 흡착제에 대해 기대한 효과는 용존 유기물이 존재하는 환

경에 대한 저항성을 갖는 새로운 흡착제를 제작하는 것이었다. 이는 용

존 유기물의 농도에 따른 각 흡착제의 흡착능 저하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흡착실험 결과는 그림 20과 같다.

그림 20. 증류수 환경에서 GAC 및 SILP 흡착제의 GenX 흡착 제거율

증류수 환경에서 결과를 보면, 우선 이온성 액체의 종류에 따라서는

전체적으로 SILP (C2)가 SILP (C6)보다 흡착 제거율이 더 높았다. 그중

에서도 담지율이 3%인 SILP (C2)는 표면적은 GAC보다 약 10.4% 감소

했으나 흡착 제거율은 근소하게 더 높게 나타났기에 담지된 이온성 액체

가 GenX 제거 효율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하

지만 이온성 액체의 담지율이 증가함에 따라 흡착 제거율은 감소했는데,

이는 이온성 액체의 효과보다 SILP 흡착제의 표면적 감소에 따른 저해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SILP (C2)에서 목표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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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율이 20%에 도달하면서 흡착 제거율이 급격하게 감소했는데 이는

SILP 흡착제가 이온성 액체로 포화되면서 표면적도 급격하게 감소하여

발생한 현상으로 예상된다. SILP (C6)에 대해서는 담지율이 5.7% 이상

인 경우부터 흡착 제거율이 눈에 띄게 감소했으나, 그 이후로의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증류수 환경에서의 흡착실험 결과를 종합하면, 대체로 이온성

액체의 담지율이 증가함에 따라 흡착 제거율이 감소됐으나, 이온성 액체

의 종류에 따라서 흡착 제거율이 감소하는 시점 및 감소폭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용존 유기물이 존재하는 환경(DOC=10 ppm)에서 GAC 및 SILP 흡착

제에 대해서 GenX 흡착실험을 진행한 결과는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용존 유기물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GAC 및 SILP 흡착제의

GenX 흡착 제거율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SILP 흡착제의 GenX 흡착 제거율이 GA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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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착 제거율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는 COSMO-RS를 통해 예

측할 때 예상했던 분배계수에 비해서 실제 이온성 액체가 70에서 700배

더 낮은 값을 가지면서, 기존에 SILP 흡착제에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

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온성 액체의 담지율이 증가함에 따른 흡착 제거율의 경향은

이온성 액체에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이온성 액체 종류에 따른 흡착능

은 증류수에서의 결과와는 다르게 대체로 SILP (C6)가 SILP (C2)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SILP (C2)에서는 이온성 액체의 담지

율이 증가함에 따라 흡착 제거율 또한 감소했다. 이는 증류수 환경에서

의 실험 결과와 동일하게 이온성 액체의 효과가 활성탄의 표면적 감소

효과보다 낮아 발생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SILP (C6)에서는

이온성 액체의 담지율이 증가함에 따라 목표 담지율 15%(실제 담지율

약 7.7%)까지는 오히려 흡착 제거율이 증가하다 목표 담지율 20%(실제

담지율 약 15.8%)에서 다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HMIM][Tf2n]가 담지됨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는 용존 유기물에 대한 저

항성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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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이론적 isotherm과 실험결과의 비교

본 연구에서 제작한 SILP 물질은 흡착이 주로 일어나는 활성탄과 분

배가 주로 일어나는 이온성 액체가 공존하는 고체상 흡착제로 두 기작이

동시에 GenX를 물로부터 제거하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보를 활용

하면 이론적인 SILP 흡착제의 isotherm을 계산해낼 수 있으며, 이를 실

제 실험 결과와 비교해보고자 한다. 해당 과정은 활성탄의 Freundlich

등온흡착식을 얻을 수 있었던 증류수 조건에 대해서만 진행하며, 흡착제

의 Freundlich 식이 얻어지지 않은 각 흡착제의 목표 담지율이 20%인

경우는 제외했다.

이론적 계산을 위해 본 연구에서 가정한 사항 및 기본적으로 활용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활성탄의 흡착능은 활성탄의 표면적에 비례한다. 이는 이온성 액

체 담지에 의한 표면적 감소를 통한 SILP 흡착제의 흡착능 감소를 수치

적으로 표현하기 위함이며 이를 수식적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따라

서 표면적에 대한 GenX의 흡착량은 기존의 Freundlich 식을 활성탄의

비표면적으로 나눠주면 된다.

 




 식 (9)









식 (10)










 식 (11)

여기서,

 , n은 입상활성탄의 Freundlich 상수

 (m
2/g)는 BET를 통해 측정한 입상활성탄의 비표면적

(2) BET를 통해 측정된 SILP의 표면적은 모두 활성탄의 표면적으로

간주한다. 이는 SILP 흡착제의 표면적 감소를 모두 활성탄 표면적의 감

소로 가정함으로써 SILP 흡착제의 흡착능 감소를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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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다.

 


식 (12)

여기서,

는 BET를 통해 측정한 SILP 흡착제의 비표면적

(3) 본 계산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활용한 정보는 실험을 통해 결정된

Calgon F400의 Freundlich식, 이온성 액체의 분배계수 및 밀도(g/L)이며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GAC의 Freundlich식 :  
 ×

 식 (13)

-  : 76.25([EMIM][Tf2n]), 22.76([HMIM][Tf2n])

- 밀도 : 1490 g/L([EMIM][Tf2n]), 1310 g/L([HMIM][Tf2n])

위 가정들과 기본 정보를 활용하여 이론적인 isotherm을 계산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1) SILP 내 활성탄

 







×







× 식 (14)

∴ 




 
 식 (15)

( 


식 (16) , 즉 비표면적의 변화정도를 나타냄)

(2) SILP 내 이온성 액체

 

 



×




′  식 (17)

( 


, 식 (18)은 SILP 내 이온성 액체의 함량을 나타냄)

여기서 
′ 은 기존 이온성 액체의 분배계수를 이온성 액체의 밀도(d,

g/L)로 나눈 값으로 아래 식을 통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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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19)

∴

 
 

′ 


 식 (20)

(3) 최종 SILP의 흡착능

    


′  식 (21)

계산 결과를 종합하면, 제작된 SILP의 흡착능은 비표면적의 변화 정

도 및 이온성 액체의 함량에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식을 바

탕으로 산출된 이론값과 앞선 실험을 통해 산출된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

과 같다. 이때 위 식에 적용한 값들은 아래 표와 같다.

그림 22. 이론적 isotherm과 실험 결과 비교 결과

(왼쪽 : SILP (C2), 오른쪽 : SILP (C6))

흡착제 종류 담지율  n 
′ 

SILP (C2)
3.0% 0.896

0.2131

0.0512
0.029

6.0% 0.793 0.057

SILP (C6)
3.4% 0.874

0.0174
0.033

5.7% 0.763 0.054
7.7% 0.652 0.071

표 5. 식에 적용한 값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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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추정된 isotherm과 실험결과는 비슷한 scale의 값을 가지

지만, SILP (C2)에 대해서는 모델이 대체로 과소 추정을, SILP (C6)에

대해서는 대체로 과대 추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SILP 흡착능

을 계산하기 위한 과정에서 가정한 사항들이 부족하거나 잘못됐다고 판

단할 수 있다.

계산 과정을 돌이켜보면 모델은 이온성 액체의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

고 있다. 가정한 사항들은 이온성 액체에 대한 표면적의 영향은 무시하

고 활성탄의 표면적만 고려하였고, 특히 이론적으로 계산된 식을 살펴보

면, 의 scale에 비해 
′ 의 scale이 훨씬 낮아 이온성 액체의

흡착능은 모델값에 영향을 거의 끼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온성 액체의 종류에 따라 과소 추정 또는 과대 추정이 발생

한 만큼 실제 SILP 흡착제의 흡착능은 흡착제의 표면적 및 이온성 액체

의 분배계수 외에도 이온성 액체와 관련된 특성들 및 다른 여러 요소들

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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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SILP 흡착제 안정성 평가 결과

본 연구에서는 교반 및 물의 교체를 주기적으로 수행한 뒤 SILP 흡착

제 내 이온성 액체의 유실률을 구하고자 했으며, 유실률을 추정하기 위

한 원소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N(wt%) S(wt%)

실험 후 SILP (C2) 1.849±0.058 3.398±0.062

실험 후 SILP (C6) 1.780±0.039 2.679±0.061

표 6. 안정성 평가 후 원소 분석 결과

해당 결과를 토대로 앞서 4.3.2에서 SILP의 담지율을 계산한 방식과

동일하게 담지율을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소 함량 이용 담지율 계산값(%)

질소 황

실험 전 SILP (C2) 15.420±1.224 21.362±0.149

실험 후 SILP (C2) 15.330±0.706 21.118±0.490

실험 전 SILP (C6) 16.037±0.503 15.511±0.196

실험 후 SILP (C6) 16.982±0.598 16.930±0.534

표 7. SILP 흡착제에 따른 실험 전, 후 이온성 액체의 담지율 값

결과를 보면, SILP (C6)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오히려 담지율이 증가

하였으므로 이온성 액체가 유실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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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P (C2)에 대해서는 평균적인 담지율은 약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아, 실험 전후 결과에 대해서 유의 수준 0.05

에서 담지율이 감소하지 않았다고 통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를 분석

(이분산 가정 두 집단 간 t-test)을 통해 확인했다. 그 결과(부록), 실험

전후 SILP 흡착제의 담지율은 감소되지 않았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작한 SILP 흡착제는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온성 액체가 거의 유실되지 않아 실제 칼럼 공정에 안정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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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5.1 결과 및 의의

본 연구에서는 수중 GenX를 제거하기 위해 기존의 입상활성탄에 이

온성 액체를 담지한 SILP 형태의 흡착제를 사용하고자 했다. 특히, 용존

유기물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흡착 제거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GenX를

안정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며, SILP 흡착제에 담지할

이온성 액체를 선정하기 위해 COSMO-RS라는 양자화학 기반 예측모델

을 활용했다. 또한, 선정된 이온성 액체가 담지된 상태에서 다시 수중으

로 유실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 그 안정성도 평가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SILP 흡착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COSMO-RS 프로그

램의 경우, 계산 속도가 빠르면서 별도의 실험값을 요구하지 않는 등의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지만, 실험을 통해 계산된 값과 모델을 통해 계산

된 값 간의 차이가 매우 컸으며, 그 경향도 다르게 나옴을 알 수 있었다.

즉 COSMO-RS 결과를 활용함에 있어 단순히 모델값을 활용하는 것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실험을 통해 실제 분배계수 값을 결정하

는 과정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SEM 및 BET 분석을 통해서 SILP 흡착제의 특성을 파악한 결

과, 이온성 액체가 담지됨에 따라 표면의 질감, 비표면적 및 공극의 분포

등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원소 분석 결과를 통해 각 원소 함

량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고, 질소와 황의 함량을 통해서 SILP 흡착제

내 이온성 액체의 실제 담지율도 추정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적용한 직접 담지법을 통해 제작된 SILP 흡착제들은 목표 담

지율이 20%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표 담지율보다 확연히 낮은 담지율

을 가져 추후 실험에서는 직접 담지법 외에 다른 담지법이 더 나은 결과

를 낼 수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GAC 및 SILP 흡착제의 GenX 흡착실험을 통해 SILP 흡착제의

우수성을 확인해보고자 했다. 우선, 흡착제의 평형 도달 시간에 있어서는

입상활성탄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흡착 소요시간을 감축하는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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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흡착실험 결과에서는 용존 유기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SILP (C2), 담지율 3%) GAC보다 흡착능이 우수한

경우가 존재했으나, 용존 유기물이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모두 GAC에 비

해서 흡착능이 약 10%에서 50% 이상 감소함을 확인했다. 하지만 SILP

(C6)의 경우에는 이온성 액체의 담지율이 높아짐에 따라 용존 유기물에

대한 저항성을 가질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이온성 액체의

종류에 따라서는 용존 유기물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는 흡착제를 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론적인 isotherm과 실험

결과 간 비교를 통해, SILP 흡착능은 단순히 표면적과 이온성 액체의 분

배계수 외의 요인들에게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2주간 유입되는 유량에 해당하는 물을 주기적으로 공급,

교체하면서 진행한 SILP 흡착제의 안정성 실험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

하여 실험 전, 후 SILP 흡착제 내 이온성 액체는 유실되지 않았음을 통

계적으로 검증했다. 따라서 실제 칼럼 공정에서 SILP 흡착제는 오랜 기

간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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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한계 및 향후 발전 방향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들이 있었으며, 이들을 해결

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본 연구에서 SILP 흡착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건

들을 바꿈으로써 새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정 가

능한 조건으로는 선정된 이온성 액체의 종류, 다른 다공성 지지체 및 담

지법 등이 있다. 특히 COSMO-RS를 통해 선정된 두 이온성 액체의 분

배계수가 실제 실험을 통해 측정한 분배계수와 차이가 컸기에, 다양한

다른 이온성 액체에 대해서도 분배계수를 측정함으로써 더 나은 이온성

액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은 이온성 액체를 통해 SILP 흡착제

를 제작한다면, 용존 유기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GAC보다 흡착능이

높은 SILP 흡착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담지법에 있

어서도 직접 담지법이 목표 담지율 20%인 경우에는 유사한 담지율을 갖

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목표한 담지율에 비해서 절반

또는 그 이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직접 담지법 외에 다

른 담지법을 활용하면 실제 담지율을 목표한 담지율에 근접하게 SILP

흡착제를 제작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용존 유기물의 대표로 휴믹산을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했다. 하지만 실제 여러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용존 유기물로 휴믹산

뿐만 아니라 펄빅산(fulvic acid)도 고려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휴믹물질

협회(IHSS, International Humic Substances Society)에서는 미국 남주

조지아를 거쳐 흐르는 큰 강인 suwanee river의 용존 유기물을 대표적

인 용존 유기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수처리 공정에서 SILP 흡

착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휴믹산뿐만 아니라 다른 대표적인 용존 유기

물들도 활용하여 실험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든 실험이 batch 형태로 진행됐기에

SILP 흡착제의 안정성 평가도 batch 형태로 진행했으나 실제 입상활성

탄 공정은 칼럼 형태로 진행된다. 따라서 실제 칼럼 공정을 rssct(rapid

speed scale column test) 공법을 통해 실험실에서 모사하면 신뢰도 높

은 안정성 평가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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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SILP 흡착제의 안정성 평가에서 SILP (C2)에 대해서 진행한 통계분

석의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실험 전 실험 후

평균 15.42 15.33

분산 1.498176 0.498436

관측수 3 3

가설 평균차 0

　

자유도 3

t 통계량 0.110321

P(T<=t) 단측 검정 0.459561

t 기각치 단측 검정 2.353363

P(T<=t) 양측 검정 0.919121

t 기각치 양측 검정 3.182446

표 8. SILP (C2)의 질소 함량으로 구한 담지율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

　 실험 전 실험 후

평균 21.362 21.118

분산 0.022201 0.2401

관측수 3 3

가설 평균차 0

　

자유도 2

t 통계량 0.825183

P(T<=t) 단측 검정 0.248013

t 기각치 단측 검정 2.919986

P(T<=t) 양측 검정 0.496026

t 기각치 양측 검정 4.302653

표 9. SILP (C2)의 황 함량으로 구한 담지율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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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igning of novel supported

ionic liquid phase (SILP)

material for sorptive removal of

GenX from water

Jihoon Kim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er- & polyfluoroalkyl substances(PFAS), which are representative

emerging contaminants that threaten mankind and ecosystems are

detected in various water resources such as tap water, river water,

etc. PFAS are the form in which hydrocarbons are substituted with

fluorine and have a wide variety of types. Among them, GenX is a

substitute for PFOA which is currently banned, and its use is

increasing worldwide,

PFAS are mainly removed by an adsorbent such as activated

carbon and ion exchange resin because they are persistent in nature

due to the strong binding between carbon and fluorine, but there is a

problem that the adsorption rate of PFAS varies greatly depending on

the presence of dissolved organic matter(DOM).

Therefore developing a novel SILP structure adsorbent tha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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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ized for removal of GenX is an aim of this study. Two ionic

liquids([EMIM][Tf2n] and [HMIM][Tf2n]) that are considered suitable

for GenX removal were selected by COSMO-RS software at first,

and then the partitioning coefficient of each ionic liquid was measured

by an experiment. After this, SILP adsorbents were developed at

various loading rates by direct impregnation methods, and SEM,

elemental analysis, and BET analysis were performed to analyze the

properties and calculate the loading rate of SILP adsorbents. After

that, adsorption tests were performed on each of GAC and SILP in

the D.I and DOM conditions, and then the performance of new

adsorbents was evaluated by comparing the two results. As a result,

the developed SILP adsorbents had a lower performance from about

10 to over 50% than the GAC. This is because two ionic liquids used

in this study had partitioning coefficients that were about 70 to 700

times lower than the COSMO-RS predicted results, so the effects of

ionic liquids were insignificant than expected. Finally, the loss rate of

ionic liquids was evaluated to verify that the SILP adsorbent could

be used stably in the water treatment processes. As a result, it was

statistically confirmed that ionic liquid was not lost from SILP

adsorbents even after a sufficient time.

keywords : GenX, ionic liquid, SILP, sorption, 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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