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의류학석사 학위논문

MIL-100(Fe) 결합 PAN 섬유를 이

용한 염료 흡착 및 광분해

202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이 하 림



MIL-100(Fe) 결합 PAN 섬유를

이용한 염료 흡착 및 광분해

지도 교수  김 주 연

이 논문을 의류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0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이 하 림

이하림의 의류학 석사 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2년  07월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i

초    록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물 부족과 수질 오염 등 환경적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고효율 수질 정화 물질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polyacrylonitrile (PAN) 고분자 용액을 전기방사 한 나노

섬유에 금속유기골격체(metal-organic framework)의 한 종류인 MIL-

100(Fe)를 도입함으로써 흡착제와 광촉매로서의 활용도와 재사용성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시료는 전기 방사한 PAN, 철 이온과 trimesic acid를 사용하여 고온

고압 조건에서 수열합성법을 통해 제조되었다. 수열합성법을 통해 제조된

섬유는 평균 342 nm의 섬유 직경을 가지고 있고, 직경 평균 71 nm 정도되는

MIL-100(Fe) 결정이 표면에 골고루 자라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완성된 시료는 수중에서 서로 다른 전하를 띄고 있는 rhodamine B 

(RhB) 양이온 염료와 methyl orange (MO) 음이온 염료 총 두 가지 종류의

염료에 대해 흡착성능과 광분해 성능을 살펴보았다. MIL-100(Fe)의 높은

비표면적과 기능기에 기인하여 전체적으로 높은 흡착 성능을 보였으나,

염료의 전하에 따라 흡착 속도에 차이가 났다. MIL-100(Fe)의 경우

수중에서 양전하를 띄고 있어 음이온 염료인 MO와 더 높은 반응성을 가지고

있어 흡착 속도가 더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MIL-100(FE)@PAN 시료의 염료에 대한 광분해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어두운 환경과 빛이 있는 환경에서 각 염료에 대한 분해 성능을

살펴보았다. 빛이 차단된 어두운 환경 조건에서는 강력한 산화제로 알려져

있는 과산화수소를 넣어도 염료의 광분해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MIL-

100(Fe)@PAN 시료에서는 과산화수소를 넣은 조건에서 광분해가 더

활발하게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광분해 메커니즘은 MIL-

100(Fe)의 전자 정공 생성 과정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MIL-100(Fe)는

~2.87 eV의 낮은 밴드갭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가시광선 영역의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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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로도 전자-정공을 생성해낼 수 있고, 이 때 들뜬 전자가

과산화수소와의 반응으로 인해 수산화 라디칼을 생성해 염료를 분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분해로 인한 염료 제거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MO 염료로 확인이 되었으며, 추가로 탈착이 재사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탈착에 의한 시료의 재사용성은 총 다섯번의 재흡착을 통해

살펴보았다. MIL-100(Fe)@PAN과 비교적 약한 결합을 이루고 있는

양이온 염료는 RhB의 경우 탈착과 광분해에 의한 재사용성이 MO보다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에탄올에 의한 탈착 양을 비교해보았을 때,

RhB가 MO보다 더 많이 탈착이 되고, 탈착으로 인한 흡착 자리의 복구로

인해 RhB에 대한 재사용이 더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에 재사용이 어려웠던 분말 타입의 기능성 나노

물질을 섬유에 도입함으로써 재사용이 가능한 기능성 섬유 기반 흡착제를

개발하였다. 흡착질과 흡착제의 전하와 정전기적 상호작용에 따른 염료 제거

효율을 살펴보고, 높은 분해 성능과 재사용성으로 높은 실제 산업으로의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또한 연구에서 밝혀진 광분해, 흡착과 탈착

메커니즘등을 통해 흡착제 개발 시 고려해야하는 요소들과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문적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어 : 금속유기골격체, 흡착, 광분해, 염료, 재사용성

학   번 : 2020-23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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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세기에 이르러 급격한 산업화는 전 세계적으로 수질 오염을

일으키고, 이는 환경에 주요 위협이 되었다. 특히나 염료, 세제, 의약품 및

생활 용품 제조 및 사용시 생산되는 산업용 및 일상용 화학물질은 심각한

수질 오염을 유발하여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협을 일으킨다. 이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정화 기술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다양한 폐수처리 방법 중

흡착은 폐수 내 유기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편리하고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이다. 주로 활성탄, 제올라이트 등의 재료가 다공성 및 표면적이 높은

특징을 가져 가장 일반적인 흡착제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흡착제는

흡착 부위가 흡착 물질로 포화되었을 때 재사용이 거의 불가능하고 유해

폐기물로 처리된다는 단점이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광촉매를 이용하는 것인데, 광촉매가 가진

고유의 밴드갭보다 높은 광에너지를 얻은 후 전자가 존재하는 가장 높은

에너지 준위인 가전자대 (valence band)에 있는 전자가 들떠 정공을

발생시키게 된다. 이러한 전자-정공 쌍은 각각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를 생성하여 산화환원 반응을 일으켜 오염물질을

분해한다. 이산화티타늄과 산화아연이 가장 일반적인 광촉매로 사용되지만, 

이들은 비교적 큰 밴드갭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높은

에너지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빛 에너지가 필요하여 UV 조사가

필수적이며, 가시광선 아래에서는 효과적인 산화환원 과정이 일어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촉매를 활용한 정수 기술은 흡착 용량의

한계를 넘어서 더 많은 양의 유기 오염 물질을 분해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기술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에는 금속 클러스터와 유기 리간드로 구성된 다공성 물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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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Metal-Organic Framework)가 반도체와 같은 거동을 가져 광촉매

성질을 보유하고 있는 차세대 흡착제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1, 2]. MOF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밴드갭 보다 높은 에너지를 가진 빛 조사 시 전자가

들뜨게 되어 ROS을 생성하며, ROS의 대표적인 종류인 ∙OH, H2O2, ∙O
2-가

유기화합물의 분해를 촉진시킨다[3]. 또한, 기공 부피가 크고 기능기가

다양하고, 넓은 비표면적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많은 응용분야에서

MOF를 활용하기도 한다. 현재까지 개발된 수만 가지의 MOF 종류 중 MIL-

100(Fe)은 낮은 독성, 수중 안정성, 펜톤 계열 광촉매 활성으로 폐수 처리에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알려져있다[4]. 특히 MIL-100(Fe)의 낮은 밴드갭

에너지는 가시광선 아래서 ROS을 생성하기 유리하게 만들어준다[5]. 반면, 

밴드갭이 너무 낮으면 생성된 전자와 정공이 쉽게 재결합할 수 있어 효과적인

ROS 생성에 실패하고 광촉매 효율을 저해할 수 있다는 단점이 될 수 있다. 

광촉매 능력은 MOF 계면에서 오염물질의 지속적인 분해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미 MOF에서 포착된 흡착물의 분해를 어느정도 돕는다고

알려져 있어 고용량 흡착제 및 광촉매제로서의 MOF의 이중기능을 통해

효율적인 폐수처리에 대한 적용이 매우 기대되는 바이다.

본 논문에서는 흡착과 광촉매로서의 활용도가 높은 MIL-

100(Fe)이 함유된 polyacrylonitrile(PAN) 나노섬유(MIL-

100(Fe)@PAN)을 제작하여 수 중 유기 오염물의 한 종류인 염료에 대하여

분해 및 제거 성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2차 오염이 덜 하고 경제성이

좋은 흡착제를 위해 탈착으로 인한 재사용 성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MIL-

100(Fe)@PAN의 흡착 용량 및 동역학은 양이온 염료인 rhodamine 

B(RhB) 및 음이온 염료인 methyl orange(MO)에 대해 조사되었다. 수

중에서 서로 다른 전하를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염료 RhB, MO와 MIL-

100(Fe)간의 정전기력이 흡착과 재사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이에

대한 흡착/탈착 과정에 대한 관련 효과를 설명하였다. 또한, 광분해와 흡착

동시 작용에 의한 정화 성능도 조사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MOF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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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체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pH나 농도에 따른 영향을

살펴볼 뿐, 수중에서 서로 다른 전하를 띈 불순물을 정화할 때 전하가 흡착

및 광분해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된 논문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광촉매 흡착제 개발에 고려되야 하는 요소들과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흡착 및 광촉매

반응의 메커니즘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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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이론적 배경

2.1 유기오염물의 발생과 처리

수질오염의 원인은 주로 산업 용수 배출, 농업분야 비료, 의약품

잔류물, 생활폐기물 매립 등이 꼽힌다[6]. 특히나 산업 활동에서는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오염물 배출에 따라 폐수를 생성하게 된다. 이러한

폐수에 존재하는 유기물질들의 종류에는 염료, 계면활성제 등 다양한 유기물

등이 함유되어 있고, 이 중에는 생분해가 가능한 물질이 있는 반면 강한

독성을 지니거나 분해가 어려워 난분해성으로 오래동안 수중에 잔류하는

유기 물질들이 있다. 특히나 이 중 염료로 인한 염색폐수는 처리가 어려운

난분해성 폐수로 분류가 되고[7], 전세계적으로 염색 산업은 산업 수질

오염의 21%를 차지하고, 오염이 심한 산업으로 간주된다[8, 9]. 광범위한

염료 사용의 결과로 매년 약 5,000톤에서 10,000톤의 염료가 수로로

방출된다[10]. 염료는 종이와 직물에서부터 식품과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일상용품의 생산에 널리 사용된다. 그 결과, 높은 가시성과 지속성으로 인해

염료에 의한 폐수의 오염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물과 폐수의 염료를 제거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광범위한 기술이 개발되었다[1]. 이러한 방법은 (1) 물리적 (2) 

화학적 (3) 생물학적 과정과 (4) 음향, 방사선 및 전기 과정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11, 12]. 흡착제를 사용한 단순한 물리적 방법, 

폐수에서 염료 분자를 제거하기 위해 고도산화공정(Advanced Oxidation 

Process, AOP)과 같은 화학적 방법,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법 등이

있으나 대개 정교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며 운영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앞서 언급한 여러가지 정수 기술 중에서도 특히나 흡착은 공정이

단순하고 다른 공정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폐수에서 유기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13]. 이렇게 멤브레인 및 흡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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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포함한 기존의 물리적 공정은 비교적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실은 오염물질을 한 상(phase)에서 다른 매체(media)로 이동시킬 뿐,

분해에는 취약하여 2차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가적인 처리가

필요하다. 또한, 멤브레인 파울링 (membrane fouling)은 운영 비용을

상당히 증가시키는 주요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도 필요한 실상이다.

최근 연구진은 나노 흡착제와 같은 새로운 물질을 이용해 수 중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효율이 높은 공정에 집중하고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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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흡착

흡착은 기체, 액체 또는 용해된 고체로부터 표면에 원자, 이온 또는

분자가 부착되는 것을 말한다. 가스 및 유기 오염 물질에 대한 흡착제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활성탄은 흡착성이 강한 탄소물질로 다공성이며 표면적이

넓어 흡착반응이 빨리 일어나는 물질로, 대기 및 수중의 유기오염물질

제거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특히 분자량이 작은

유기화합물에 대한 흡착능력이 뛰어나서 유해가스나 악취제거에 많이

사용되며, 유기용매 회수, 고도 상수 및 하수처리, 산업폐수 처리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폐수처리에 사용되는 흡착제들은 분말(0.1 mm 

이하의 입경)보다는 입상(1.1-1.6 mm 평균 입경)이 더 많은데, 분말에

비하여 입상의 흡착제 설치 및 처리가 용이하고, 재생이 용이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상의 흡착제도 여전히 흡착 후 처리가 어렵고, 흡착을

통한 염료의 제거 시 염료를 분해하지 않고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염료를

옮겨 용액내의 염료 농도를 감소시킬 뿐, 분해에는 능통하지 않아 2차 오염을

반드시 발생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2.1.2 광분해

수중의 여러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여러가지 처리 방법 중

광촉매 작용은 넓은 범위의 환경 오염물질을 분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오염문제 해결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15]. 광촉매는 주로 빛과

적절한 광촉매 물질의 조사 하에서 수행되는 고도산화공정(AOP) 중

하나이다. 최근 폐수 오염물질 제거에 AOP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오존화(ozonization), 전기화학적 산화(electrochemical 

oxidation), 펜톤 반응(Fenton reaction)등 다양한 ROS의 생산을 기반으로

오염물질 제거에 많은 연구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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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톤반응(Fe2+/Fe3++H2O2)은 비교적 친환경적인 물질을 사용하고, 

경제적이며 폐수에 존재하는 많은 염료나 유기 오염 물질을 태양과 자외선의

존재 하에서 분해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펜톤반응은 pH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대체로 산성 조건인 pH 2-4 사이에서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17].

그동안 염료의 광촉매 분해는 주로 산화철, 산화아연, 이산화티타늄, 

황화카드뮴과 같은 다양한 반도체 기반 광촉매를 사용하여

수행되어왔다(Table 1). 

Table 1. Types of semiconductors and those bandgap energies[11].

Semiconductor Bandgap E (eV)

Fe2O3 2.2

TiO2 3.2

BiO2 2.8

CdS 2.5

MIL-100(Fe) 2.8

ZIF-8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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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촉매들은 광촉매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광촉매 이외에도

여러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와 메탈과 혼합되기도 하며

변형되어왔다. 광촉매 물질의 광촉매 활성은 주로 물질의 가전자대(valence 

band)와 전도대(conduction band) 사이의 간격, 표면적 및 전자-정공 쌍의

생성에 따라 달라진다(Figure 1). 광촉매는 특정한 파장을 가진 빛의

에너지를 부여하면 물질의 밴드갭 에너지와 동일하거나, 혹은 그 보다 더

높은 에너지에 의해 물질과 산화 환원 작용을 이루게 되며 이것이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것을 기본적인 메커니즘으로 알려져 있다[18]. 광촉매의

밴드갭은 종류별로 각기 다르고, 대체로 밴드갭 에너지가 1.63 ~ 3.10 eV 

사이에 있으면 가시광선 아래에서 전자가 여기된다(Figure 2). 광촉매는

직접적으로 수중에 있는 오염물질을 산화 시켜 제거하거나, O-2, ∙OH, 1O2과

같은 라디칼을 생성하여 오염물질을 분해하기도 한다. 광촉매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광촉매 물질을 실리카, 제올라이트와 같은 높은 표면적을

가진 물질의 표면에 고정시키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표면적이 높은 금속 유기 골격체와 같은 물질에 TiO2와 ZnO 와 같은 광촉매

물질을 합성하여 광촉매 표면에 염료 분자의 높은 흡착을 유도하고 UV

조사를 통해 광촉매 활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염료의 광촉매 분해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 관찰되었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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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atic for electron excitation in semiconductor and 

the redox reaction for degradation.

Figure 2. Various types of semiconductors and the position of 

conduction band and valence band, along with bandgap energy[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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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금속유기골격체

2.2.1 금속유기골격체의 특징

금속유기골격체(MOF)는 지난 20년 동안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온

다용도 다공성 물질의 한 종류이다. MOF는 유기 링커와 금속 이온 사이의

배위 결합을 통해 연결된다. 금속 이온은 카르복실레이트와 같은 유기

리간드, 설포네이트 헤테로고리 화합물, 포스포네이트 화합물과 같은 다른

유기 음이온과 결합하여 클러스터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다양한 리간드와 금속 이온을 선택하여 기공의 크기와 topology가 다른

MOF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기술의 발전으로 X선 회절 연구(X-ray 

diffraction)등을 통해 MOF의 규칙적인 프레임워크 구조를 시각화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기공 크기 및 표면 기능기를 갖는 MOF의 설계가

가능하며, 흡착 및 기타 많은 응용 분야에 유용하다. 각기 다른 유기 링커를

사용하여 MOF의 비표면적에 변화를 준 대표적인 예시로는 같은 지르코늄

베이스로 이루어진 MOF인 UiO-66, UiO-67, UiO-68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이 세가지의 MOF는 각각 다른 유기 링커로 이루어져 있고, 비표면적은

각각 1087, 3000, 4170 m2g-1 로 저마다 다르다[21]. MOF에서 서로 다른

금속 이온과 서로 다른 유기 링커를 갖게 되면 서로 다른 프레임워크를

형성하며, 다양한 위상 및 물리 화학적 특징을 부여할 수 있다.

MOF의 주요 특징은 넓은 비표면적, 다공성, 높은 열적 및 기계적

안정성 및 우수한 기능성이다(Figure 3). 흡착제로 사용될 경우, MOF 

자체의 표면적이 넓고 특히 기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흡착 물질이

MOF의 흡착 부위에 접근하기 쉽고 위험물질의 확산이 용이하여 매우

효율적이다. MOF의 기공은 염료 분자의 흡착을 위한 효과적인 공간으로서, 

MOF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이들의 기공 크기 및 화학적 조성은

흡착제와 흡착제 사이의 시너지를 유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MOF는 주로 기체와 액체 분리의 흡착제로도 사용되어 왔다. 상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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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염료 분자의 효과적인 흡착을 위해 MOF의 유기 리간드의 기능, 

염료와의 상호작용, 결함 생성 등의 여러 기술이 개발되었으며, 액체

상태에서 다양한 유기 염료 분자의 흡착에 대한 MOF의 효과가

인정되었다[22]. 이러한 MOF의 독특한 특징과 더불어 광범위한 구조 및

무기-유기 하이브리드 특성은 MOF를 효율적인 흡착제로 만드는데 유리한

특성들이다. 또한 널리 상용화되고 있는 활성탄과 제올라이트와 비교를 해

보았을 때에도, 표면적이나 세공크기 외에도 표면의 특성 또한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어 유기 오염물 흡착 및 분해에 더 많은 장점을 가지게 된다.

최근 MOF의 조절 가능한 광학적 특성(optical characteristic)을

살려 광 흡수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반도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알려져 효과가 상당한 광촉매로서의 가능성을 보였으며, 광감응 물질의

대안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23]. MOF는 반도체와 비슷한 성질을 띄고

있어 광전자의 발생이 유리하다. 다공성 물질로 많이 언급되는 제올라이트는

미세다공성 결정 구조에서 MOF와 공통적인 구조적 특성을 공유하지만, 

제올라이트는 절연 물질이라 광촉매로서 사용하려는 시도는 많았으나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부 MOF는 광흡수 시 전자와

정공의 분리가 가능하여 흥미로운 광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광을

조사함으로써 전하가 분리되는 현상을 통해 MOF가 반도체와 같이 산화제

또는 환원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수 많은 MOF의 장점

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는데, 이는 MOF의 수중

안정성에 있다. MOF는 배위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대부분 수중에서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이는 MOF의 금속 이온과 유기 리간드 사이의 결합이

쉽게 끊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 최근에는 많은 연구를 걸쳐 수중 안정성이

높은 MOF의 설계가 가능하다. 따라서, MOF는 높은 다공성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기능기와 흡착에 유리한 특성으로 인해 폐수 처리에 있어 유망한

후보이다[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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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characteristics of MOF.



13

2.2.2 MIL-100(Fe)의 흡착 및 광분해 성질

본 연구에서는 3차원 다공성 물질인 MIL-100(Fe)가 선택되었다. 

MIL (Materials of Institute Lavoisier) 계열 MOF는 Férey와 연구자들이

처음 실험을 통해 개발하였으며, 철(Fe), 알루미늄(Al), 크롬(Cr) 등과 같은

3가(trivalent) 금속이온과 카복실레이트 리간드(ligand)(1,3,5-

benzenetricarboxylate)로 구성된다[26]. 또한 MIL-100(Fe)의 중심

금속인 철은 다른 금속(Co, Cr 등)에 비해 값이 싸고, 독성이 없으며, 환경

친화적이다. MIL-100(Fe)는 Fe-Oxo 구조를 가지는 결정체로 산소

원자에 3개의 Fe 메탈 이온이 연결되어 있는 형식이고, Figure 4와 5에

자세한 구조가 나타나있다. MIL-100(Fe)은 매우 기공이 큰 제올라이트

구조를 가진다. MIL-100(Fe)은 두가지의 미세 다공성 창(지름 5.5 Å. 8.6 

Å)과 영구적 기공(지름 25 Å, 29 Å)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크기의 염료를

흡착하는데도 굉장히 용이하다. 또한, mesoporous (2-50 nm)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반응물 분자의 쉽고 빠른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특히나 현재까지 개발된 MOF중 MIL-100(Fe)은 낮은 독성, 수중

안정성, 펜톤과 유사한 광촉매 활성으로 인해 폐수 처리에 적용하기에 좋은

물질로 알려져 있다[4, 27].

최근에는 일반적인 유기 오염 물질 중 하나인 염료가 MIL-

100(Fe)에 의해 흡착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MIL-100(Fe)는 이미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에 의해 양이온성 염료와 음이온성 염료에 모두 흡착

효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왔고, 특히나 양이온성 염료에 대해 일반적인

활성탄보다 훨씬 우월한 흡착 효율을 가지고 있다는 실험 결과가 있다[4, 28, 

29]. 이러한 현상은 금속유기골격체는 오염물과 정전기적 상호작용 말고도

다양한 화학적 결합을 통해 흡착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대표적인 예로 수소

결합, 산-염기 상호작용, 배위결합, 정전기적 인력, π-π 상호작용에 의한

흡착 제거를 들 수 있다[22, 30, 31]. 특히나 MIL-100(Fe)의 경우, 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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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오염물과 가스 흡착제로서의 응용처가 다수 연구되어 있고, 높은 효율이

입증되어 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촉매 과정 중 중요한 단계는 오염 물질의

흡착 단계이다. 기존 촉매제보다 더 높은 흡착 용량을 갖는 촉매는 오염

물질의 분해도 더 유용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더 높은 흡착 용량과 빠른 흡착 속도를 가진 흡착제를

제조하기 위해 MIL-100(Fe)에 여러 기능을 가진 물질들을 붙여 새로

제조하기도 한다. Liang et al.(2020)[32] 연구를 살펴보면 MIL-

100(Fe)/rGO/δ-MnO2 등의 물질을 합성하여 40분 만에 용액에 있는

AS(III) 물질의 대부분을 흡착해냈고, 다양한 pH에서도 높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MIL-100(Fe)의 다양한 응용처 중에서 광촉매로서의 사용은 최근

가장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응용처 중 하나일 것이다. MOF는

반도체로서의 성질을 띄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광촉매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제작 방식에 따른 다공성 구조와 조정 가능한 밴드 갭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33]. 주목할 만한 것은 MIL-100(Fe)는 광촉매 활성을 시킬

때 가시광선을 조사함으로써 광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는 MIL-

100(Fe)의 실제적용성을 부여한다는 강점이 있다. MIL-100(Fe)는

밴드갭이 만드는 방식에 따라 미세하게 다르지만, 대체로 2.7-3.0 eV

정도의 밴드갭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다른 MOF에 비해 매우 낮은 축에

속하며 가시광선의 조사 시 충분히 전자와 정공을 생성할 수 있다. 다만 낮은

밴드갭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의 경우, 여기된 전자와 정공 사이에 에너지가

낮아 recombination이 잘 일어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산화제의 한

종류이자 전자 수용체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과산화수소(H2O2)의 도움을

받아 광반응을 더욱더 활성화 시킬 수 있다[34,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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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structure of MIL-100(Fe)[36].

Figure 5. The pore characteristics of MIL-100(F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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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Fenton/ Photo-Fenton reaction

앞서 언급한 것처럼, MIL-100(Fe)를 사용하면 펜톤과 유사환 산

화 반응이 일어나 염료를 제거할 수 있는데, 펜톤 반응은 주로 2가 철 이온

과 과산화수소가 반응하면서 OH∙를 생성하여 오염물질을 산화시켜 분해하

는 방법이다. 다만 Fenton 산화법의 가장 큰 한계점은, pH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고, 주로 pH가 2 보다 낮은 환경에서 활발하게 일어난다[37].

식 1과 같이 2가 철 이온이 3가 철 이온으로 산화되면서 발생한 전자가 OH

∙를 생성하게 된다. OH∙는 비선택적으로 거의 모든 유기 분자를 공격하는 경

향이 있고, 산화력이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생성된 OH∙는

주변에 있는 유기 오염물과 반응하여 분해가 일어나게 된다(식 2,3)[38]. 

Fe2+ + H2O2 → Fe3+ + OH∙ + OH- (1)

RH + OH∙ → R∙ + H2O (2)

R∙ + H2O2 → ROH + OH∙ (3)

이러한 펜톤 반응에 특정 광원(UV)을 추가하여 반응을 시키는 것을

광펜톤반응(photo-Fenton reaction)이라고 한다[37]. 광펜톤 반응은 식4

와 같이 H2O2의 광분해로 인해 발생하는 OH∙ 와 3가 철 이온이 H2O2와 UV

와 반응하면서 환원이 되며 발생하는 OH∙에 의해 유기 오염물과의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식 5)[5, 39].

H2O2 + UV → 2 OH∙ (4)

Fe3+ + UV + H2O → OH∙ + Fe2+ + H+ (5)

광펜톤반응의 장점은 3가철 이온이 빛과 H2O2와 반응하여 2가철 이

온으로 환원되어 지속적인 펜톤 반응이 가능하여 효율이 더 높은 유기오염

물의 분해가 일어난다는 것에 있다. 이 과정에서 펜톤 반응일 때보다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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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양의 OH∙ 이 생성되게 되고, 유기 오염물의 산화(분해)를 가속화 시키게

된다. 기본적인 펜톤 반응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긴 하지만, 광펜톤 반응 또

한 pH에 민감하고 UV 파장대의 높은 빛 에너지를 제공해야 반응이 생성되

므로, 실질적으로 가시광선 하에서는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어렵다는 단

점이 있다. UV 파장대의 빛을 사용하는 것은 인체와 자연 환경에 해롭고 비

용이 많이 들 수 있어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촉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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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금속유기골격체 도입 섬유의 응용

금속유기골격체(MOF)는 지난 20년 동안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온

다용도 다공성 물질의 한 종류이다. 기능기와 구조 기공의 크기와 비표면적

등을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어 유기 오염물 흡착 및 분해에 더 많은 장점을

가지게 된다. 이외에도 탄소 나노튜브, 흑연, 다공성 유기 고분자 및 이들의

변형된 형태와 같은 다른 진보된 물질들도 또한 개발되었다. 개발된

흡착제들은 모두 높은 유기 오염물 제거 효율을 보였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물질들의 분말형태에서 오는 단점에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 하려면 섬유나 고분자 필름과 같은 지지체에

MOF를 도입하여 성능을 향상시키고, 기계적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흡착제 물질이 분말 상태로 존재할 경우 재활용이 어렵고 특히나

수중에서는 분산이 활발하여 안정성도 보장받을 수 없다. 최근에는 MOF를

섬유를 지지체로 사용하여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40-42]. 

Parsons et al.(2020)[41]의 논문에서는 테러리스트들과 국가

간의 전쟁으로 인한 치명적인 화학약품의 해로운 사용의 문제를 강조하며, 

군인들, 긴급 대응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을 화학약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르코늄 베이스의 MOF를 섬유에 도입하여 다기능성 직물을

제조하였다. 이 직물은 독성 화학 물질에 노출이 되는 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화학작용제(Chemical Warfare Agents, CWAs)를 흡착하고

분해하여 위험 요소를 줄인다는 강점이 있다. 그러므로 전시 상황이나

증기나 액체 상태의 위험 물질에 노출 되었을 시 효과적으로 차단해주는

보호복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파우더 형태로만 존재할 때에는 실용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의복에 적용함으로써 실용성을 갖추게

되었다. Wang et al.(2019)[3] 는 박테리아 차단 효과를 가진 MOF 중

하나인 ZIF-8을 전기 방사 섬유에 도입하여 공기 정화 성능을 갖춘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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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촉매 성질로 인해 발생되는 활성산소를 이용하여 박테리아를 사멸하는

기능성을 부여한 직물을 제조하였다. 이러한 직물은 마스크로도 활용될 수

있고, 재활용도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특수 목적을

위한 MOF 복합 섬유 재료가 다양하게 연구 개발되고 있다.

시중에 사용되고 있는 파우더 타입의 흡착제의 경우 재활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2차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섬유 소재에 도입하고, 또 2차 오염을 줄이기 위해 광촉매 성질을 가진

MOF를 사용하여 흡착 뿐만 아니라 완전한 분해의 기능을 갖춘 복합체를

제작 하기도 한다[43]. 광촉매를 사용한 유기 오염물질 제거시, 첫번째로

오염물질이 벌크 용액에서 촉매 표면으로 확산되어 그 위에 흡착된다. 그런

다음 활성 표면 부위에 광을 조사하면, 그때 흡착된 오염물질과 주변에 있는

오염물질이 함께 분해된다. 

Wang et al.(2021)[44]의 연구에서는, NH2-MIL-125를

PVA/PAA/SiO2 로 이루어진 섬유에 도입하여 methylene blue에 대한 높은

흡착과 광분해 성능을 확인하였다. 해당 연구는 광분해와 흡착의 효과를

보고, 폐수처리를 위한 실용적인 재료 개발에 의의를 두었다. 이외에도

섬유에 효과적으로 MOF를 올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거나, 난분해

물질에 대한 분해 성능을 확인하는 등 MOF가 올라간 복합체에 대한 응용

연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살펴볼 때 MOF를

섬유에 도입한 섬유 복합체를 의류, 개인 보호 장비, 공기 정화 및 여과, 

생물의학 장비 및 치료제 제공, 탐지 및 감지 응용 분야에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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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실    험

제 1 절 시료 및 시약

전기방사 용액 제조를 위해 polyacrylontirile (PAN)(Mw 

150,000, Sigma-Aldrich, U.S.A.) 고분자를 사용하였다. 고분자를

용해시키기 위해 유기용매 N,N, dimethylformamide (DMF)(99.5%, 

Deajung chemicals, Korea)를 사용하였다. 전사 방사 용액 안에 trimesic 

acid (H3BTC)(Sigma-Aldrich, U.S.A.)를 전구체로 첨가 하였다. MIL-

100(Fe)를 제조할 때에는 Iron(Ⅲ)chloride hexahydrate (FeCl3∙6H2O) 

(Fuji, Japan)과 앞서 전구체로 사용한 trimesic acid를 동일하게

사용하였고, 흡착과 광분해 테스트를 할 때에 염료는 rhodamine B 

(RhB)(SCI Seoul Chemicals, Korea)와 methyl orange (MO)(Daejung 

Chemicals, Korea)를 사용하였다. 광촉매 메커니즘 확인 시 사용된

scavenger 용액들의 종류는 Isopropanol (IPA) (98%, Daejung 

Chemicals, Korea), 1,4-benzoquinone (BQ) (Daejung Chemicals, 

Korea), ammonium oxalate monohydrate(AO) (Junsei Chemical, 

Japan)가 있다. 이후에 재사용성을 볼 때에는 ethanol(99.9%, Daejung 

Chemicals, Korea)를 사용하였다. 모든 재료는 추가 처리 없이 바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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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MIL-100(Fe)과 MIL-100(Fe)@PAN 시료 제작

2.1 MIL-100(Fe) 파우더 시료 제작

MIL-100(Fe)를 제조하는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layer-by-layer 방식으로 금속염을 함유한 용액을, 링커로 작용할

유기리간드를 함유한 용액을 각각 만들어서 둘을 혼합하여 서서히

확산시킴으로써 MOF를 제조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방법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며, 낮은 수율을 보인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낮은 수율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수열(hydrothermal)합성법이 사용되었다. 

수열합성법은 세계적인 화학기업 중 하나인 BASF와 다른 회사들에 의해

상용화되어, MOF 대량생산에 사용되고 있다[1]. 

본 연구에서는 수열합성 중 용매를 사용하는 것 대신

증류수(distilled water)를 사용하여 MOF 시료를 제작하였다. MIL-

100(Fe) 파우더 시료 제작을 위해 유기 리간드로 H3BTC가 사용되고, 철

금속은 FeCl3∙6H2O이 사용되었다. 각각 60 mL의 증류수에 20 mmol의

H3BTC와, 30 mmol의 FeCl3∙6H2O이 포함되어 400 rpm 에서 1 시간 동안

교반 시키고, 테프론라이너 수열합성기에서 140°C 에서 14 시간 동안

고온고압 처리를 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수열 합성 시 온도와 반응 시간에

의해 MOF의 표면적 특성이 저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과 온도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MOF 제조 시 사용되는 용매는 MOF

내부의 기공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기능에 여러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특히나 흡착 반응 시 좀 더 효과적인 반응을 위해서는 내부의 용매를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합성 진행 후 실온에서 수열합성기가 완전히 식을 때까지

두고, 채취한 분말을 에탄올과 증류수로 여러 차례 헹군 후, 진공 오븐에서

60°C에 24시간 동안 건조하여 시료에 남아있는 용매를 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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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MIL-100(Fe)@PAN 시료 제작

MIL-100(Fe)의 지지체로 사용될 전기 방사 섬유를 수열 합성하기

전 미리 방사하였다. 전기방사 용액은 총 10 mL DMF, 1.0 g PAN, 0.1 g 

H3BTC를 12시간 동안 70°C 에서 용해시켜 제조되었다. 미리 제조된

전기방사 용액은 21 게이지 금속 노즐을 통하여 온도 25 ± 2 °C, 상대습도

50 ± 3 % 조건에서 전기 방사 장비 (ESR200D, NanoNC, Korea)에서

방사되었다. 방사 조건은 용액 토출량 1 mL/h, 전압 18~19 kV, 노즐과

콜렉터와의 간격 15 cm를 유지하여 알루미늄 호일로 감싼 콜렉터 위에 총

8 mL를 방사하였다. 방사 후 40 °C 오븐에서 24시간 동안 건조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 방사 섬유는 MIL-100(Fe) 파우더 시료 제작시와

동일하게 400-450 mg 정도의 무게로 재단한 뒤 같은 방식으로

테프론라이너 수열합성기를 사용하여 140 °C에서 14시간 동안 고온고압

처리를 하였다. 만들어진 시료는 60 °C 에탄올에서 12시간 동안 세척

되었으며, 세척 후 진공 오븐(LVO2051P, Daihan Labtech, Korea)에서

60 °C 에 24시간 동안 건조하여 시료 내부에 남아있는 용매를 모두

증발시켰다(Figur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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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synthesis process of

MIL-100(Fe)@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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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료의 특성

MIL-100(Fe) 분말과 MIL-100(Fe)@PAN의 시료 표면의

특성은 주사전자현미경(FE-SEM, MERLIN Compact, ZEISS)를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시료 표면의 MIL-100(Fe) 입자의 크기와

생김새를 확인하기 위해 각각 10,000 – 20,000배로 확대해서 측정을

하였다. 입자 및 섬유의 크기는 Image J 소프트웨어(NIH)를 사용하여 SEM

이미지에서 측정되었다. MIL-100(Fe)@PAN의 원소 조성은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EDS, NORAN system 7, Thermo 

Scientific)에 의해 분석되었고, 단면의 형태는 energy filtering

투과전자현미경(EF-TEM, LIBRA 120, ZEISS)을 사용하였다.

화학적 조성은 Fourier transform infrared (FT-IR, TENSOR27, 

Bruker) 스펙트럼으로 분석되었고, X-ray diffraction (XRD, D8 

Advance, Bruker)은 Cu Kα (λ = 1.540562 Å, 40 kV, 40 mA)를 X선

소스로 사용하여 0.4 ̊ sec-1 의 스캔 속도로 3 ̊ to 20 ˚까지 측정되었다.

이때에 사용된 분석 소프트웨어는 DIFFRAC.SUITE 였다. 열중량

분석(TGA, Discovery TGA, TA Instruments)은 10 ℃ min-1의

가열속도에서 800 ℃까지 공기 중에서 수행하였다. MIL-100(Fe)의 제타

전위는 pH 7에서 전기영동 광산란 분광 광도계(ELS Z-1000, Otsuka 

Portal)로 측정되었다.

Diffuse reflectance spectra는 SpectraMagic NX 컬러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되는 분광 광도계(CM 2600d, Konica Minolta)를

사용하여 기록되었다. Tauc plot을 측정할 때에는 Kubelka-Munk

(� ��∞�)식을 사용했는데, 식은 다음과 같다[48].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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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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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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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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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시료의 반사율, K는 흡광 계수, S는 산란계수, h는

Plank 상수, v는 광자의 주파수, Eg는 에너지 밴드갭, B는 상수이다. g는 전자

천이(transition)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고, 이 실험에서는 direct 

transition으로, 0.5로 사용되었다. 

시료의 표면적과 기공 분석을 위해 Brunauer-Emmet-Teller 

(BET) 모델을 적용하여 MIL-100(Fe) 분말 시료의 표면적 측정을

실시하였다. 실험 조건은 77 K에서 N2 가스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Tristar 

30 3020, Micromeritics). BET 이론은 일반적으로 N2 가스가 물리적으로

고체 시료의 표면에 다층 구조를 이루어 흡착한다고 가정하여 상대 압력별

흡착 데이터를 평가하고 샘플의 1 g당 면적(m2/g) 단위로 표현되는

비표면적 값을 제공한다. BET 모델의 표면적 측정 시 이용되는 식은 식8과

같다.

�

�(
��
�
)��)

=
�

���
+

(���)

���
(
�

��
) (8)

여기서 �와 �는 각각 압력과 해당 압력에서 흡착된 기체의 부피의 값을

나타내고, ��은 흡착 단층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N2 가스의 부피, ��는 포화

압력, �는 BET 상수이다. 위의 식에서 얻어진 �� 값을 활용하여 식 9에

대입하면, 비표면적의 값을 구할 수 있다.

���� =
��∗�.�����

�∗�.��∗����

��.���:�
(9)

마찬가지로 식8에서 구한 ��값은, 단분자층 흡착량으로 한 겹의 분자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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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착제 표면에 빠짐없이 흡착되었을 때의 흡착량을 나타낸다. 따라서 질소

의 유효 단면적 값인 0.162 nm2 를 알고 있고, 단분자층에 흡착된 질소 분

자의 수를 이용하여 식 9를 통해 표면적 값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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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흡착 및 광분해 성능 평가

MIL-100(Fe)@PAN (질량 0.0616 ± 0.0147 g)의 3 cm ´ 3 

cm 샘플을 pH 7의 염료 수용액 50mL에 교반하여 담그고, RhB 및 MO

염료의 흡착을 평가하였다. 염료의 농도는 multi-mode microplate reader 

(Synergy H1, BioTek)를 사용하여 RhB의 경우 553 nm, MO의 경우 505 

nm에서의 최대 흡광도를 측정하여 조사하였다. Multi-mode microplate 

reader로 측정한 농도 값을 standard curve를 그려서 각 농도 별 존재하는

염료의 양을 계산하였다 (Figure 7). Standard curve 그래프에서 x축은

염료의 양 (mg)이고, y축은 multi-mode microplate reader로 측정한

농도의 intensity 값이다.

Figure 7. Standard curves for RhB and MO dye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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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착 평형에 도달 했을 때 MIL-100(Fe)@PAN 단위 질량당

RhB와 MO의 흡착량, Qe(mgg-1)는 식 10에서 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C0(mgL-1)과 Ce(mgL-1)는 각각 초기 및 흡착 평형 상태일 때의 염료

농도이다. V(L)는 염료 용액의 부피이며, m(g)는 사용된 MIL-

100(Fe)@PAN의 질량이다. 모든 흡착 테스트는 광분해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어두운 곳에서 수행되었다(Figure 8). 

�� =
(�����)�

�
(10)

MIL-100(Fe)@PAN 시료(3cm × 3cm)의 염료 광분해 성능을

20 mg L-1 염료 수용액 50 mL에서 평가하였다. 광분해 효과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H2O2 1 mL를 용액에 넣고 artificial daylight 

램프(F20T12/6500K lamp, GregtagMacbeth)를 켰다. 농도의 편차 없이

균일한 반응을 위해 시험하는 동안 용액을 400 rpm에서 연속적으로

교반하였다. 실험에는 총 다섯 가지 대조군 테스트가 포함되었다. 1) PAN만

첨가, 2) H2O2만 첨가, 3) PAN + H2O2 첨가, 4) MIL-100(Fe)@PAN만

첨가, 5) MIL-100(Fe)@PAN + H2O2를 첨가한 실험이 진행되었다. 실험

시작과 동시에 한시간 동안은 흡착만을 확인하고, 빛에 노출됨과 동시에

H2O2를 용액에 넣었다(Figure 9). 이때에 흡착과 광촉매는 동시에 일어나고,

염료가 분해되는 정도를 식 11을 통해 평가하였다. 이때 Ct는 흡착과 광촉매

동시 반응 후 시간 t에서의 농도이고, C0는 초기 염료의 농도이다.

Removal efficiency =
��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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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Schematic illustration of dye adsorption process.

Figure 9. Schematic illustration of dye photodegrad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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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재사용성 평가

MIL-100(Fe)@PAN은 흡착 실험과 마찬가지로 빛을 차단한 상태

에서 재사용성을 평가했다. 초기 염료 농도 5 mg L-1에서 4 시간 동안 흡착

실험 후 상온(25 ℃)에서 50 mL의 에탄올에 담가 100 rpm(LB-SW060, 

LKLAB Korea)에서 6시간 동안 흡착된 염료를 씻어냈다. 이후 다음 사이

클의 흡착 시험에 앞서 세척 과정을 거친 MIL-100(Fe)@PAN 시료를

60°C 오븐에서 12 시간 동안 건조하였다. 반복적인 흡착 시험은 같은 염료

농도에서 반복하였다. 반복적인 흡착의 성능을 조사하기 위해 흡착 및 탈착

사이클을 1회로, 총 5회 반복하여 재흡착 효율을 평가하였다. 재흡착 효율은

식 12에 의해 계산되었다. 여기서 C0은 초기 염료 농도이고 Cad는 흡착이 진

행된 시간 t에서의 염료 농도이다. 탈착 효율은 식 13에 의해 계산되었다.

Adsorption efficiency =
���

��
     (12)

Desorption efficiency (%) =
���������� ������(��)

���������� ������(��)
× 10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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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과 및 고찰

제 1 절 MIL-100(Fe)@PAN 시료의 특성

1.1 표면 형태 특성

섬유 표면에 MIL-100(Fe) 입자의 균일한 형성을 위해 유기

링커를 전구체로 첨가하여 방사 용액을 만들었다. 제조된 용액을 전기 방사

시 용액 안에 녹아 있던 유기 링커와 폴리머가 함께 방사되어 전기 방사

섬유의 표면에 유기 링커가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유기 링커가 있는 곳에서

MIL-100(Fe) 성장을 위한 initiation reaction site가 형성된다. 높은

압력과 온도 조건에서 수열합성을 통해 PAN 나노 섬유 표면에 MIL-

100(Fe)의 성장을 유도하였다. 수열 합성 반응 동안 유기 링커가 들어간

섬유 부위는 MIL-100(Fe)의 성장을 위한 nucleation site로 작용한다. 

MIL-100(Fe)@PAN의 표면 형태는 주사전자현미경 (SEM)과

투과전자현미경 (TEM)으로 관찰되었다(Figure 11). SEM 사진을 통해

섬유의 표면에 MIL-100(Fe)가 고루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평균

섬유의 직경은 342 nm였다. MIL-100(Fe) 결정의 평균크기는 약 71.0

nm로 측정되었다. TEM 사진을 통해 MIL-100(Fe)층의 두께를 측정 해본

결과, 결정의 응집 없이 최대 95 nm로 측정되었다(Figure 10). SEM-

EDS(Figure 11)) 분석을 통해 MIL-100(Fe)@PAN 표면에 MIL-

100(Fe)의 Fe 원소와 PAN의 질소 원소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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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The size distribution of (a) the diameter of 

MIL-100(Fe)@PAN nanofibers and (b) MIL-100(Fe) particles.

Figure 11. Characterization of MIL-100(Fe)@PAN. 

(a), (b) SEM and TEM images of the membrane surface and EDS 

mapping of MIL-100(Fe)@PAN with (c) nitrogen (N) and (d) iron 

(Fe) 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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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물리적/화학적 특성

제조된 시료의 X선 회절법 (XRD)의 패턴을 조사하여 결정 구조를

확인하였다. Figure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MIL-100(Fe) 분말과 MIL-

100(Fe)@PAN은 유사한 회절 피크를 나타내는데, 이는 MIL-100(Fe)의

표준 시뮬레이션된 XRD 패턴과 잘 일치하였다(Figure 12). 이 결과는

MIL-100(Fe)이 PAN 섬유에 성공적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MIL-

100(Fe) 분말 및 MIL-100(Fe)@PAN 막은 MIL-100(Fe)의 (220), 

(311), (313), (842) 및 (422)면에 해당하는 3.4 ˚, 3.9 ˚, 6.3 ˚, 10.2 

˚, 11 ˚에서 특성 피크를 보였다[49-51]. 

제조된 섬유 흡착제의 화학적 구조는 FT-IR 스펙트럼(Figure 

13)을 이용하여 나타내었다. MIL-100(Fe)@PAN의 FT-IR 피크는

MIL-100(Fe) 파우더 시료 및 PAN의 피크와 유사하며, 이는 구조의

작용기가 일치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Figure 13). 2244 cm-1의 -CN 

그룹에 대한 피크는 PAN의 대표적인 피크 중 하나이며, PAN 및 MIL-

100(Fe)@PAN 샘플에도 존재한다. 이는 MIL-100(Fe)@PAN의 합성이

PAN 나노섬유의 –CN 그룹에 대한 화학적 조성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1689 cm-1에서의 강한 피크는 H3BTC의 C=O기의 stretching

vibration을 나타내었으며, MIL-100(Fe)과 MIL-100(Fe)@PAN 합성

후에는 C=O의 진동 피크가 점점 약해지는 것으로 보아 Fe3+와 C=O기 간의

배위결합이 발달되었음을 시사하였다. MIL-100(Fe) 및 MIL-

100(Fe)@PAN의 경우, 1442 및 1375 cm-1에서의 피크는 H3BTC 유기

링커에서 카르복실산의 대칭 및 비대칭 진동에 기인한다. 762 와 712 cm-

1의 피크는 벤젠 고리의 v(C–H) stretching vibration에 의한 것이다. 실험

결과를 통해 이 H3BTC 유기 링커가 MOF의 합성에 참여하여 MIL-

100(Fe)이 형성되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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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XRD graphs of PAN, MIL-100(Fe), MIL-

100(Fe)@PAN.

Figure 13. FT-IR graphs of H3BTC, MIL-100(Fe), PAN, MIL-

100(Fe)@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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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100(Fe)@PAN에서 MIL-100(Fe)의 열적 안정성 및 중량

백분율을 TGA 데이터를 통해 보여주었다(Figure 14). TGA 데이터는

MIL-100(Fe)과 MIL-100(Fe)@PAN을 300 ℃까지 유지할 수 있어

높은 열적 안정성을 나타낸다. PAN, MIL-100(Fe), MIL-

100(Fe)@PAN의 열중량 분석(TGA) 결과는 Figure 14와 같다. 

50~250 ℃의 온도 범위에서 중량 감소가 일어나는 것은 생성된 시료

내부에서 배위 결합을 이루고 있던 물 분자들의 제거에 의한 것이다. PAN과

MIL-100(Fe)@PAN은 250~300 ℃의 온도 범위에서 11 %의 중량

감소를 보이며, 300 ℃ 부근에서의 중량 감소는, PAN의 니트릴기의

사이클라이제이션(cyclization)으로 인한 PAN 사슬의 분해에

기인한다[52-54]. MIL-100(Fe)@PAN과 MIL-100(Fe) 시료에서

찾아볼 수 있는 350 ℃에서의 급작스러운 중량 감소는 MIL-100(Fe)의

구조 붕괴, 즉 유기 링커의 열분해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TGA

그래프를 통해 MIL-100(Fe)@PAN에 있는 MIL-100(Fe)의 무게를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예측할 수 있다. 

(1 − �) · 0.0009 + 0.284 · � = 0.172 (14)

X의 값은 MIL-100(Fe)@PAN에서의 MIL-100(Fe)의

중량비율이고, PAN, MIL-100(Fe)@PAN의 경우 800 ℃에서의 나머지

중량은 각각 0.09 %, 17.2 %이다. 식에 따라 복합체로부터 MIL-

100(Fe)의 중량비율은 약 60.4 %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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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TGA graphs of PAN, MIL-100(Fe), and MIL-

100(Fe)@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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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갭은 Tauc plot으로부터 2.17 eV로 측정되었으며, 이 밴드갭

에너지는 가시광선 아래에서 들뜨기에 충분한 값임을 알 수 있다(Figure 

15).

Figure 15. Tauc plot and band gap of MIL-100(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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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 측정은 질소 가스(N2 gas)를 통해 BET(Brunauer, 

Emmett, Teller) 방법에 따라 측정되었다(Figure 16). BET이론은

일반적으로 가스 흡착 데이터를 기반으로 샘플의 1 g당 면적(m2/g) 단위로

표현되는 비표면적 값을 제공한다. 물질의 비표면적은 극저온(일반적으로

액체 질소 또는 액체 아르곤 온도)에서 기체(일반적으로 질소, 크립톤 또는

아르곤)가 시료 표면에 물리적으로 흡착되어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시료의 경우 N2 흡착-탈착 등온선은 전형적인

IV형에 히스테리시스를 나타냈으며, 이는 MIL-100(Fe)에서

메조포어(2~5 nm)와 마이크로포어(2 nm 이하)의 존재를 모두

나타내었다[55]. MIL-100(Fe)의 BET 표면적은 기공 부피 0.89 cm3g-

1로 1357 m2g-1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용매열법을 포함한 다른 방법으로

MIL-100(Fe)을 합성했던 이전 선행연구들과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다[56, 

57]. 본 연구에서 수열합성법으로 제조한 MIL-100(Fe)는 메조포어와

마이크로포어가 모두 형성되어 비표면적이 큰 편에 속하였다.

Table 2. The BET surface area and pore volume of MIL-100(Fe).

Sample S
BET 

(m
2

g
-1

) V (cm
3

g
-1

) Ref

MIL-100(Fe) #1 1754 0.80 [58]

MIL-100(Fe) #2 1836 1.16 [59]

MIL-100(Fe) #3 1223.3 0.67 [60]

MIL-100(Fe) #4 1598 0.83 [61]

MIL-100(Fe) #5 1791 0.82 [62]

MIL-100(Fe) #6 1357 0.89 This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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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N2 adsorption-desorption graphs for MIL-100(Fe).

0.0 0.2 0.4 0.6 0.8 1.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550

600

Q
u

an
ti

ty
 D

es
o

rb
ed

 (
cm

³/
g 

S
T

P
)

Relative Pressure (P/Po)

Quantity Desorbed (cm³/g STP)
Quantity Adsorbed (cm³/g STP)



40

제 2 절 MIL-100(Fe)@PAN 시료의 흡착 특성

2.1 이온성 염료에 대한 흡착 거동

본 연구에서는 고온고압환경에서 진행한 수열합성법을 통해 제조된

MIL-100(Fe)@PAN 시료의 흡착성능을 수중에서 서로 다른 이온성을

띄고 있는 염료 2 가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양이온성 염료인 rhodamine 

B(RhB), 음이온성 염료인 methyl orange(MO)를 20 mgL-1 수용액

상태로 준비한 뒤, MIL-100(Fe)@PAN 시료가 들어있는 비커에 50 mL를

각각 담아 400 rpm에서 교반하여 용액 내부의 농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흡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Figure 17은 초기 염료 농도 20 mg 

L-1에서 MIL-100(Fe)@PAN(mg g-1) 단위 g당 염료의 흡착

질량(mg)을 흡착 포화 상태에 이르기까지 측정하여 나타낸 값이다. MO의

경우 초기 450분 정도 까지는 RhB보다 더 우세한 흡착 속도를 나타내고

있고, 1200분경에서는 흡착 평형 상태에 이르러 최종적으로 RhB와 비슷한

양의 흡착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18에서는 10, 15, 25 mg L-

1의 다양한 염료 농도에서 급속한 흡착 효과를 보이는 300분까지의 값을

추출하여 흡착 용량 및 경향성을 확인해보았다. 서로 다른 농도에서도 MO 

수용액에서 더 빠른 흡착이 일어나고, RhB, MO 모두 수용액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흡착량이 점점 증가하는 일관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다(Figure 

18).

MO염료가 RhB보다 MIL-100(Fe)@PAN에 흡착이 더 빠르게

일어나는 현상은 흡착제(MIL-100(Fe)@PAN)와 흡착질(염료)의 전하의

성질과 관련이 있다. MIL-100(Fe)의 제타 전위는 pH 7에서 +3.20 mV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MOF의 표면 흡착 뿐 아니라 수중에서 MIL-

100(Fe)과 MO 사이에 정전기력에 의한 인력이 흡착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다만 양이온 염료인 RhB에 대해서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MO보다는 흡착 속도가 더디지만, 20 mg L-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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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와 RhB의 포화 흡착량(Qe)은 유사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MOF가 염료를 흡착할 때에는 정전기적

상호작용 뿐만 아니라 hydrogen bonding, π- π 상호작용 등 다양한

메커니즘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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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Adsorption of RhB and MO with time in the concentration 

of 20 mg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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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MIL-100(Fe)@PAN adsorption for RhB and MO at the 

concentration of (a) 10, (b) 15, (C) 25mg L-1,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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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흡착 속도식 및 등온선

MIL-100(Fe)@PAN 시료의 농도별 흡착 과정을 속도론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유사 1차 반응식과 유사 2차 반응식의 모델을 사용하였다.

유사 1차 반응식과 2차 반응식과 선형식, 적합 상수 R2의 값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오염물질의 흡착 또는 제거 속도는 고체인 흡착제와 액체인

흡착질과의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반응과 제거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인자 중 하나이며, 필수 요소 중 하나이다. 유사 1차 반응 속도

모델에서는 흡착제의 농도 변화를 상수로 고정하고, 흡착질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계산한다. 유사 2차 반응 속도 모델에서는 시간에 따른 흡착제와

흡착질의 변화를 고려하여 만들어진 식이다. 유사 1차, 2차 반응 속도 모델은

수용액에서의 흡착질과 흡착제간의 흡착과정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속도식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다. 유사 2차 반응 속도식은 고체상의 흡착평형능력을

바탕으로 제시된 모델이며, 선행 연구 대부분의 흡작질과 흡착제를 사용한

실험에서 데이터와 잘 맞아 널리 사용되고 있다[64-67].

본 연구에서는 초기 농도를 10, 15, 20, 25 mg L-1 로 하여 흡착

속도 실험을 진행한 다음, 2 시간 까지는 15분 간격으로, 그 이후로는 한시간

간격으로 잔존농도를 추출하여 얻은 흡착량의 변화를 살펴보았다(Figure 

18). RhB 흡착의 실험 데이터는 유사 1차 및 2차 모델에 모두 잘 맞았고, 

속도식에 일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인 R2의 값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각각 0.990, 0.951로 상관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값이 나왔다(Figure 

19,20). 이것은 MIL-100(Fe)의 흡착 Qe의 실험값이 계산된 값과 매우 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MO 데이터는 유사 2차 흡착 모델에는

R2 값이 0.992으로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으나, 반면에 유사 1차 모델에

따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나 MO와 RhB 데이터

모두에 잘 맞는 유사 2차 모델(Figure 20)에 적용한 결과 운동 상수 k2의

값은 RhB(0.0125)보다 MO(0.0785)의 경우 더 크게 나타나 Rh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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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착 속도보다 MO의 흡착 속도가 더 빨랐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양이온계

염료인 RhB보다 음이온계 염료인 MO의 흡착이 더 빠르게 일어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3. Adsorption kinetics and isotherm parameters obtained from 

linearized dataa

aQe 및 Qt는 각각 평형 및 시간 t에서 MIL-100(Fe)@PAN(mg g-1)의 g 

당 흡착된 염료의 양. k1과 k2는 각각 유사 1차(min-1) 및 유사 2차(mg-1

min-1) 속도 상수. Ce는 용액(mg L-1)의 평형 염료 농도. Freundlich

등온식에서 kF와 n은 실험 결과를 식에 대입한 계산값으로 얻어짐.

model equation linear equation dye parameters R2

pseudo-

first-

order

��
= ��(1
− �����)

ln(�� − ��)
= ln �� − ���

RhB Qe = 15.8 

mg g-1

k1 = 

0.214 

min-1

0.990

MO Qe = 11.6 

mg g-1

k1 = 

0.292 

min-1

0.856

pseudo-

second-

order

�� =
����

��

1 + �����

�

��
=

1

����
� +

1

��
� RhB Qe = 19.5 

mg g-1

k2 = 

0.0125 g 

mg-1

min-1

0.951

MO Qe = 14.9 

mg g-1

k2 = 

0.0785 

mg-1

min-1

0.992

Freundlich �� = ����
�/� log��

= log �� + �
1

�
� log��

RhB kF = 9.75 

n = 1.18

0.988

MO kF = 4.06

n = 0.91

0.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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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Pseudo-first-order adsorption kinetics fitting the 

experimental data.

Figure 20. Pseudo-second-order adsorption kinetics fitting the 

experiment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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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에는 40, 50, 60, 70 mg L-1의 염료 농도에 대해 MIL-

100(Fe)@PAN의 최대 흡착 용량이 표시되어 있다. 흡착 속도와는

관계없이 두 염료 모두 평형에 이르렀을 때 최대 흡착 용량이 서로 유사한

수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IL-100(Fe)의 작용기는 정전기적

인력 뿐만 아니라 반데르발스 상호작용, p-p 상호작용, 수소 결합을 포함한

다양한 분자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으며[68], 이러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MIL-100(Fe)에 대해 어느 전하에서도 염료의 결합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앞선 흡착 실험에서의 결과처럼 흡착 속도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다.

흡착 등온선은 평형상태에서의 흡착질의 농도의 변화에 따른 흡착량

(mg/g)의 관계식으로 나타내었다(Figure 22). 가장 일반적인 흡착

등온식에는 Langmuir, Freundlich 모델이 있는데 이 중 Langmuir 등온

흡착 모델은 반응기(reactive groups)들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표면에서 단분자층을 형성하는 흡착에 적용되는 반면, Freundlich 등온 흡착

모델은 주로 다층 흡착모델을 설명할 때 적용된다. 흡착제의 표면에서

흡착친화도(adsorption affinity)가 서로 다르다고 가정하고, 불균일한

흡착제의 표면에 흡착이 진행되는 것으로 가정한다[69, 70].

실험결과에서는 농도에 따라 흡착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MIL-

100(Fe)@PAN에서 다층 흡착이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실험 데이터를

Freundlich 모델에 적용시켰다. 

Freundlich 등온 모델은, 이질적인 표면에 대해 흡착 열의 분포와

흡착질과의 친화성이 불균일 하고, 흡착량이 증가하면 할수록 흡착 에너지가

점점 감소한다는 가정 하에 계산식을 도출해낸다. Freundlich 등온식은 용액

상에서 불균질 표면을 가지고 있는 흡착제와 흡착질 간의 흡착 반응 해석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70]. 흡착 반응계산 결과 RhB 및 MO 염료 모두

평형상태에서 흡착제의 단위 질량당 흡착된 흡착질의 양을 계산값과

실험값으로 비교해 본 결과, 상관성을 나타내는 R2값이 모두 0.95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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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되어 Freundlich 등온선에 잘 피팅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형 피팅에

기초하여, 흡착 상수 kF와 n은 표 3에 나타내었다. 1/n은 일반적으로

heterogeneity factor로 간주된다. 계산 식에 의하면 KF값이 높고, n의 값이

클수록 흡착제의 단위무게 g당 흡착하는 염료의 양이 많아진다.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n 값이 1보다 크면 물리적 흡착이 선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RhB는 n > 1을 나타내었고, 이는 RhB와 MIL-

100(Fe)@PAN 사이의 흡착이 물리적 상호 작용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MO의 경우, n < 1 이었으며, 이는 화학 흡착이 MIL-

100(Fe)@PAN에 대한 MO의 전반적인 흡착에도 기여함을 의미한다[71,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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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Dye adsorption capacities of MIL-100(Fe)@PAN under 

varied concentrations. 

Figure 22. Linear fitting of Freundlich isotherms (initial dye 

concentration: 5-70 mg L-1) for RhB and 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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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MIL-100(Fe)@PAN 시료의 광분해 특성

3.1 이온성 염료에 대한 광분해성 평가

이온성 염료에 대한 광분해성을 평가하기 위해, 1 시간 동안은 빛이

차단된 어두운 환경에서 흡착을 진행시키고, 그 이후에는 가시광선에 노출

시켜 광분해와 흡착이 동시에 일어나도록 유도하였다. 광분해 실험을 진행할

때 사용된 염료의 농도는 20 mg L-1으로, 흡착 평형상태에서 염료가 완전히

포화 흡착된 후에는 더 이상의 광촉매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 (Figure 23). 

이는 MIL-100(Fe)의 흡착 부위가 이미 염료 분자에 의해 완전히 덮여 있어

MIL-100(Fe)가 효과적으로 빛을 받고 전자와 정공을 형성 할 수 없어

광촉매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염료 제거에 대한 MIL-100(Fe)@PAN의 흡착 및 광촉매 효과를

모두 관찰하기 위해, 광촉매 간섭 없이 흡착만을 유도하기 위해 염료용액에

60분간 어두운 곳에서 MIL-100(Fe)@PAN을 침지시켜 흡착을 진행하고, 

60분 후에는 가시광선(흰색 LED, 20W)을 점등시켜 광촉매 활성을

진행하였다(Figure 24). 주의해야 할 점은 RhB, MO에 대한 MIL-

100(Fe)의 흡착 평형 도달 시간은 대략 20시간 이므로 60분이 지나도

흡착이 평형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광촉매와 흡착은 점등 후 동시에

발생한다. Figure 24를 살펴보면, 염료용액에 MIL-100(Fe) 없이 H2O2만

첨가한 경우, 염료의 분해 및 흡착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MIL-

100(Fe)@PAN + H2O2의 테스트는 점등 후 흡착 및 광분해가 동시에

일어나 가장 많은 염료의 분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어두운

곳에서 테스트한 첫 60분 동안은 MIL-100(Fe)@PAN이 첨가된

용액에서만 흡착이 발생하며, 이는 H2O2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상관없이 MIL-100(Fe)@PAN의 흡착량은 일치한다는 것이 결과에 의해

확인된다. H2O2가 있는 MIL-100(Fe)@PAN과 없는 MIL-

100(Fe)@PAN + H2O2 테스트를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H2O2가 존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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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더욱 활발한 광분해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MO 염료의

경우 RhB 보다 시험 기간 240분 이내에 흡착 및 광촉매 효율이 모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염료의 분해 정도를 정량화해보면, 흡착 및 광촉매

활성(~80 %)에 의한 전체 RhB 제거 효율 중 흡착은 ~58 %에 기여하였고, 

광촉매 반응은 추가로 22 %의 제거에 기여하였다. 20 mg L-1 MO 용액의

경우 60분 이내에 어두운 곳에서 MIL-100(Fe)@PAN의 흡착 효율이 초기

염료 농도에 비해 약 40% 정도를 분해 한 것으로 나타난다. 광조사 시, 

MIL-100(Fe)@PAN은 H2O2의 존재 하에서 약 99 %까지 MO의 가파른

제거 효율을 보였다. 광분해 반응은 일단 한번 점등되면 MO의 경우,

광분해에(0~+60분)에 대한 반응이 지배적이고, 최종적으로 ~99%의

효율을 달성하였다. 앞선 실험 결과와 마찬가지로 첫 60분 동안 RhB보다

MO의 흡착 속도가 더 빨랐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추가로 MO에 대해

지배적인 염료 분해 및 제거 메커니즘은 광분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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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Photocatalytic degradation after reaching the adsorption 

saturation at 20 mg L-1.

Figure 24. (a) Photocatalytic degradation of RhB and (b) MO after 

60 min of adsorption in d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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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분해가 일어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Figure 25에 나타나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MIL-100(Fe) 사용시 염료의 분해에 참여하는 주

활성산소 종인 ·OH의 생성은 크게 2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번째는 앞서

언급한 유사펜톤반응으로, 2가 철 이온 대신 산화제인 H2O2와 3가 철 이온이

반응하여 ·OH 이 생성되고 (식 15), 3가 철 이온이 2가 철 이온으로

환원(식 16) 되면서 지속적으로 펜톤 반응이 일어나 ·OH을 생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성된 ·OH은 유기 오염물질과 반응하여 분해를

시작한다[50]. 다만 이렇게 생성된 ·OH는 빛이 없는 환경에도 생성될 수

있으며, 유사펜톤반응 또한 낮은 pH에서 활성화 된다는 특징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일어날 확률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Fe3+ + H2O2 à Fe2+ + H+ + HO2∙ (15)

Fe2+ + H2O2 à Fe3+ + OH- + ·OH (16)

두번째 방식은 밴드갭으로 인한 라디칼 생성이다. 산화아연(3.3 

eV의 밴드갭), 산화티타늄(3.2 eV의 밴드갭)과 같은 다른 금속계 반도체와

비교하였을 때, MIL-100(2.8 eV의 밴드갭)의 밴드갭이 훨씬 작아 광촉매

반응이 비교적 작은 에너지인 가시광선 조사 하에서 발생할 수 있다[73]. 

다만 작은 밴드갭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밴드갭 에너지가 작은 만큼 빛

에너지에 의해 생성된 전자와 정공의 재결합이 쉽게 일어나 활성산소종의

생성을 억제하고, redox reaction이 일어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2O2를 전자수용체로 첨가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전자와 정공간의 재결합을 억제하기 위해 H2O2를 전자수용체로서 반응에

첨가하여 ·OH 의 생성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74, 75]. MIL-

100(Fe)의 낮은 밴드갭으로 인해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흡수하여

가전자대에 있는 전자가 여기되어 전도대로 이동하면, 여기된 전자가

recombination이 일어나기 전에 H2O2와 반응하여 ·OH을 생성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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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식 17)[58, 76, 77]. 

또한, MIL-100(Fe)를 이루고 있는 철 이온의 환원을 통해서도

전자가 생성될 수 있다. MIL-100(Fe)은 가시광선 영역의 밴드갭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가시광선 조사시 Fe3-μ3-oxo 클러스터의 리간드에서 빛을

흡수하여 전자를 들뜨게 하고, Fe3+로의 전자 전달을 초래한다. Fe3+로

전자가 전달이 되면, Fe2+로 환원이 일어나게 된다(식 18). 이 과정을 ligand 

to metal charge transfer (LMCT) 라고 부른다. 이후 Fe2+는 Fe3+로 다시

산화되며, 전자수용체인 H2O2로 전자가 전달되어 ·OH 을 형성한다(식 19, 

20). 이러한 방식을 통해·OH을 생성할 수 있고, 낮은 밴드갭 에너지로 인해

광반응을 더욱 촉진시켜 염료의 분해를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78]. 

MIL-100(Fe) + hv à e- + h+      (17)

Fe3+ + hv à Fe2+ + h+ (18)

Fe2+ à Fe3+ + e- (19)

e- + H2O2 à OH- + ·OH (20)

Figure 25. Schematic of photocatalytic mechanism of MIL-

100(Fe)with the addition of H2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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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예측한 메커니즘을 확인하기 위해, 광분해에 주로 참여하는

라디칼의 종류를 활성산소억제제(radical scavenger)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Figure 26). 활성산소의 종류 마다 각기 다른 종류의

활성산소억제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사용했을 시 선택적으로

활성산소가 억제되어 광분해 반응이 감소할 수 있다. 

본 실험을 위하여 RhB 및 MO 용액 20 mg L-1에 3 mM 

활성산소억제제 용액 3 mL를 완전 용해하였다. 사용된 억제제는

이소프로판올(Isopropanol, IPA), 벤조퀴논(Benzoquinone, BQ), 

옥살산암모늄(Ammonium oxalate, AO)을 각각 사용하여 ·OH, ·O2
- 및

hole+의 생성을 억제하였다. 실험 결과 IPA 첨가 RhB, MO 용액에 대한

광분해 효과가 눈에띄게 감소시킨 반면, blank, BQ 첨가, AO 첨가 용액에

대해서는 기존과 유사한 광분해 효율을 보였다. 또한 IPA 첨가 RhB 용액과

MO 용액간의 광분해 차이(~25%)는 서로 다른 흡착 속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는 4시간 동안 염료 흡착 시 MO의 흡착량이 더 높기 때문일 수 있다. 

실험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OH가 염료의 광분해와 관련된 지배적인

활선산소종임을 확인하였다. 염료의 분해 효율은 다음 식 21을 통해

계산하였다:

Degradation efficiency (%) =
�����

��
10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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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The effect of scavengers (IPA, BQ, and AO) on the 

photodegrad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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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광분해 후 시료의 변화

광분해 성질이 부여된 섬유 기반 흡착제는 염료를 흡착 뿐만 아니라

분해 하여 더욱 더 효과적이나, 광분해 시 생성되는 라디칼이 섬유에 붙은

염료, 주변에 있는 염료 분자 뿐만 아니라 섬유 그 자체를 분해 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분해 후 시료의 화학적, 물리적

변화를 살펴 보았다. RhB 및 MO에 대한 광분해 진행 후 MIL-

100(Fe)@PAN의 기계적 안정성은 XRD, FT-IR, 그리고 인장강도 시험을

통해 추가로 조사되었다. XRD 피크 및 FT-IR 스펙트럼은 모두 앞서

언급했던 초기 샘플의 peak 값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고(Figure 27,28),

이는 수용액에서 광분해 후에도 MIL-100(Fe)@PAN이 에 도입된 MIL-

100(Fe)의 구조가 한번에 무너지지 않고 적절한 안정성을 갖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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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XRD peaks of MIL-100(Fe)@PAN before use and after 

simultaneous photodegradation and adsorption of RhB and MO. The 

peak at 17˚ is signature peak of PAN.

Figure 28. FT-IR spectrum of MIL-100(Fe)@PAN after 

simultaneous photodegradation and adsorption of RhB and 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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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 시험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살펴보면, x축은 변형률, y축은

응력으로 모두 조금씩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29). 거의

변화가 없었던 FTIR, XRD 그래프와는 달리 눈에 띄는 감소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섬유의 기계적 안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섬유의 표면에

붙어 있는 MIL-100(Fe)가 빛에 노출이 되면서 직접적으로 반응하여

생성해낸 라디칼들이 염료의 분해 뿐만 아니라, 섬유의 분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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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9. Stress-strain curves of MIL-100(Fe)@PAN before and 

after simultaneous photodegradation and adsorption of dyes for 4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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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탈착에 의한 MIL-100(Fe)@PAN 시료의 재사용성

파우더 형태의 MIL-100(Fe)를 섬유를 지지체로 사용하여

도입하여 수중 분산을 막을 수 있어 파우더 그 자체일 때 보다 수집도

편리하고, MIL-100(Fe)의 기능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어 효과적인

재사용성을 기대해볼 수 있다. 따라서 제조된 MIL-100(Fe)@PAN 시료의

흡착 후 탈착을 통한 염료별 재사용성을 살펴보았다. MIL-100(Fe)@PAN

시료의 재사용성은 염료 농도 5 mg L-1에서 테스트하였다. 흡착 시험 후, 

MIL-100(Fe)@PAN의 표면에 부착된 RhB와 MO를 에탄올로 세척하였다. 

탈착 효율은 1차 흡착 후 사용한 용액의 부피와 같은 양인 50 mL의

에탄올에 세척 후, 에탄올 용액에 남은 염료의 농도로 계산을 하였는데,

RhB의 경우 1차 흡착량에 비해 약 75 %, MO의 경우 약 11 %로

측정되었다(Figure 30). 반복적으로 에탄올에 탈착을 진행했을 때 차수가

늘어남에도 똑같이 RhB의 탈착량이 MO보다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RhB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MO의 탈착량은 MIL-100(Fe)@PAN에 대한

MO의 정전기력을 이용한 흡착의 결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첫 번째

사이클에서는 많은 흡착이 일어났으나, 이후 탈착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MO 염료의 반복 흡착은 거의 불가능한 편에 속하였다(Figure 31). 

반면에, RhB 염료의 경우에는 반복적인 탈착과 흡착의 반복

시험에도 초기 흡착량 대비 60~70 %의 흡착 효율을 유지하였으며, 

반복적인 탈착 흡착 사이클을 진행하여도 흡착 효율의 손실은 초기 흡착량

대비 10 % 미만이었다. RhB의 더 높은 탈착 효율은 아마도 RhB와 MIL-

100(Fe)@PAN 사이에 더 약한 물리적 상호 작용 때문일 것으로 예상된다. 

양이온 염료인 RhB의 경우, 수중에서 + 전하를 띄고 있는 MIL-100(Fe)와

약하게 결합하게 될 확률이 높고, 이것은 더 많은 RhB의 탈착과 연관이 된다.

에탄올로 탈착 하였을 때 RhB 분자가 흡착제로부터 보다 쉽게 분리되고, 

흡착 가능한 site 들이 복구 됨에 따라 RhB의 흡착 효율이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되어 높은 재흡착효율을 나타내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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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0. Desorption efficiency of RhB and MO after ethanol 

cleansing.

Figure 31. The repeated cycles of adsorption of 5 mg L-1

(a) RhB and (b) MO after desor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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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가시광선을 이용한 광촉매 기능을 가진 흡착제인

MIL-100(Fe)@PAN을 제조하였으며, 음이온 염료인 methyl 

orange(MO) 및 양이온 염료인 rhodamine B(RhB)를 이용하여 수용성

유기오염물의 정화 능력에 대해 연구하였다. 염료 흡착 실험 결과 RhB, MO

두 염료 모두 유사 2차 흡착 반응식을 잘 따랐으며, 계산된 속도 상수는

음이온성 MO 염료가 양이온성 RhB보다 MIL-100(Fe)@PAN에 더

빠르게 흡착됨을 보여주었다. MIL-100(Fe)은 수중에서 전반적으로

양전하로 존재하기 때문에 염료 분자와의 정전기적 상호작용이 흡착 속도에

영향을 주었다. 염료의 농도를 40, 50, 60, 70 mg L-1 로 조절하여 다층

흡착시 주로 사용되는 Freundlich 등온식에 대입해 보았을 때, 흡착 평형

상태에서 RhB와 MO의 최대 흡착 용량은 흡착 속도의 차이와는 관계없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된 광촉매 흡착제의 밴드갭은 2.17 eV로

가시광선 아래에서 광촉매 활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광분해와

흡착의 동시 작용은 수중 유기 오염물질의 정화 과정을 더욱 효과적이게

하였다. MIL-100(Fe)@PAN의 흡착제로서의 재사용성은 반복적인

흡착-탈착 실험을 통해 살펴보았다. 흡착된 염료 분자의 탈착은 RhB에서

더 수월하게 일어났고, 음이온성 염료인 MO 분자는 MIL-100(Fe) 간의

강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탈착이 제한되었다. 그 결과, RhB가 표면으로부터

보다 쉽게 분리되어 MO 보다 효율적인 재흡착 능력을 보여주었다. 

다만 본 연구는 제한된 유기 오염 물질인 양이온성, 음이온성 염료에

대해서만 흡착과 광분해 성능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중금속 등 다양한 오염

물질이 녹아 있는 실제 폐수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유기 오염물질을

선택적으로 분해하는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높은

실용성을 위해서는 실제 폐수를 기반으로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폐수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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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다.

이 연구의 핵심 목표는 광분해와 흡착이 동시에 가능한 효과적인

흡착제 개발이며, 수중 유기오염물의 정화시 오염물의 전하에 따른

흡착/탈착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독창적 실험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전하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정화 과정에서 흡착과

광촉매 활성의 기여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광촉매 흡착물질 개발에

실용적인 지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산업적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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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vestigation of the purification 
performance of MIL-100(Fe) 

hybridized nanofibrous composite 
on dyes by adsorption and 
photocatalytic degradation

Halim Lee

Departmen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rapid industrial growth spawns severe water contamination and 

a far-reaching impact on environmental safety, the development of a 

purification system is in high demand. Herein, the visible light-

induced photocatalytic adsorbent membrane was developed by 

growing a porous metal-organic framework (MOF), MIL-100(Fe) 

crystals onto electrospun polyacrylonitrile (PAN) nanofibers, and its 

purification capability by adsorption and the photocatalytic effect was 

investigated. As water-soluble organic foulants, a cationic dye, 

rhodamine B (RhB), and an anionic dye, methyl orange (MO) were 

employed, and the adsorption/desorption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Since MIL-100(Fe) exists in positive charges in the 

aqueous solution, MO was more rapidly adsorbed onto the MIL-

100(Fe) grown PAN membrane (MIL-100(Fe)@PAN) than RhB. 

Under the visible light, both photocatalytic degrad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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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sorption occurred concurrently, facilitating the purification process. 

The reusability of MIL-100(Fe)@PAN as adsorbent was explored 

by the cyclic adsorption-desorption experiments. The desorption of 

adsorbed dye molecules was futile for MO, due to the strong 

interaction between anionic MO molecule and MIL-100(Fe).

This study developed a functional fiber-based adsorbent that is 

reusable even with the attachment of powder-type functional 

nanomaterials that were normally difficult to reuse. The efficiency of 

removing dyes based on the electrostatic interaction with the charge 

of the adsorbent and adsorbent was examined, and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to the actual industry with high dye decomposition 

performance and reusability was suggested. The emphasis of the 

study lies in that providing information on factors that should be 

considered and factors that affect the development of adsorbents 

through photolysis, adsorption, and desorption mechanisms found in 

the study. 

Keywords : Metal-organic frameworks, MIL-100(Fe), 

electrospinning, adsorption, photocatalyst, water pu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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