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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 폐수처리방법으로는 분해가 어려운 유해화합물을 효과적으로 정화처리 할 수 있는 방법 개발 

을 위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AOP(advanced oxidation process, 고급산화법) 공정인 초음파분해와 전기 

분해를 함께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대상 물질은 TCE(triehlogthylRm)와 2,4-DCP(2,4-dieh成ophenol)이며, 각 공 

정 의 분해효율과 특성을 구하기 위 해 각 시료물질들에 대 해 초기 농도, 초기 pH, 초음파 power 그리고 전류밀 

도 등을 변화시키며 최적 분해 조건을 조사하였다. 또한 시료물질에 대한 라디칼 포착제로 알려진 NaHCQ의 

영향을 조사하여 각 시료물질의 분해반응 경로를 간접적으로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CE는 열분해반응 

이 지배적 이며, 2,4-DCP 경우는 열분해반응 못지않게 라디칼 분해반응도 경쟁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초음파와 전기분해를 동시에 적용시켰을 때, 두 시료 모두에서 120분 이내, 65% 이상 제거율을 보였 

으며, 제거율은 초기농도가 높을 때 그리고 초음파 power와 전류밀도가 증가할수록 향상되었다. 그리고 초기 

수용액의 pH 영향 실험에서는 TCE는 산성수용액에서 제거율이 높지만 2,4-DCP의 경우에는 알칼리성 수용액 

에 서 제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삼염화에틸렌, 2,4-이염화페놀, 초음파분해, 전기분해

ABSTRACT. The refractory organic compounds in aqueous solution are not readily removed by the existing con
ventional wastewater treatment process. In recent years, the sonolysis and electrochemical oxidation process had been 
shown to be promising for wastewater treatment due to the effectiveness and easiness in operation. This study was per
forme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sonolytic and electrolytic decomposition as the basic data for development 
of the wastewater treatment process. Trichloroethylene(TCE) and 2,4- dichlorophenol(2,4-DCP) were used as the sam
ples, and their destruction efficiency were measured with various operating parameters, such as initial solution con
centration, initial solution pH, reaction temperature, sonic power and current density. Also, the decomposition 
mechanism conformed indirectly with the effect ofNaHCOs as a radical scavenger on the decomposition reaction. Ther
mal decompositon reaction is predominant for TCE but thermal and radical decompositon reactions were dominant for 
2,4-DCP. Results showed that the destruction efficiencies of all samples were above 65% within 120 minutes by so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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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is and electrolysis at the same time, and were increased with increasing initial concentration, sonic power and cuiTent 
density. Destruction efficiency of TCE was high in the acidic solution, but 2,4-DCP showed high destruction efficiency 
in basic solution.

Keywords: TCE, 2,4-DCP, Sonolysis, Electrolysis

서 론

과학기술의 발달은 오늘날 인류에게 많은 문명의 

혜택을 제공함은 주지의 사실이고, 인류의 다양한 소 

비문화와 더불어 여러 가지 세제, 유기화합물 등의 

화학물질들이 상업적으로 생산 판매 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TCE(trichloroethylene)는 대표적 

용매로서 금속의 탈지세정제, 건조제 및 드라이크리 

닝 용제 등 용도로 쓰이며, 이와 같은 휘발성 유기화 

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의 종류는 점 

점 다양해지고 양적으로 증가되어 우리의 생활환경 

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참고로 2004년 동안 우리 

나라 환경에배출된 트리클로로에틸렌양이 1,395,446 kg 

이며, 2,4-다이클로로페놀이 13,792 kg인 것으로 알려 

져 있다.2
더 구나 이 러한 화학물질들 대 부분은 화학적 으로 안 

정하여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잘 되지 않는 난분해성 

물질들이다. 이와 같이 생물학적으로 잘 분해되지 않 

는 난분해성 물질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발된 공정 

중의 하나가 고급산화법 (advanced oxidation process; 

AOP)'이다. 고급산화법이란 Carey의 정의에 의하면 

산화반응을 개시시키기 위하여 HO• 라디칼을 발생시 

키는 것에 근간을 둔 오염처리방법을 통칭하며, 반응 

성 이 높은 라디칼 중간생성물, 특히 HO • 라디칼의 생 

성과 관련된 상온에서의 처리공정을 AOP로 정의 하 

였다.

최근에는 초음파를 이용한 고급산화법과 전기분해 

를 이용한 폐수의 산화 처 리 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난분해성 유기화합물질을 효율적으로 제거 할 수 

있는 새로운 폐수처리 공정기술로서, 본 연구에서 검 

토할 초음파에 대해서는 수 십 년 전부터 활발하게 

연구되어졌다. 그 결과 여러 분야에 응용되어 인간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4 특히 초음파를 이용하여 

세척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수용성 세제 속에 

서 불용성인 용매를 파괴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음 

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을 화학 반응성을 높이는 

매체로 사용할 경우 매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즉, 초음파가 매질을 통과할 때 발생 하는 공동 

화(cavitation) 현상이 화학반응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화학반응을 촉진시키게 되는 것이다.s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초음파를 각종 화학반응 

에 활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공 

동화 현상의 원인이 보다 확실하게 규명된 1945년 이 

후 급격하게 초음파를 화학공정에 적용하게 되며, 음 

화학(sonochemistty)이 확립 되 었다.

초음파 화학반응을 이용한 응용기술은 재래식 처 

리공정으로는 쉽게 처리되지 않는 난분해성 유기물 

질들을 짧은 반응시간 동안 높은 제거 효율로 처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6

Henglein 등，은 CCk와 CCbBr 등의 유기염소계의 

초음파 반응연구에서 첫 번째 단계로 ci. 이 생성되 

고 그것이 Cli로 변환됨을 확인하였고, chlorolbrm으 

로부터 현저한 양의 HC1 과, COt, CH,C12, C2C15H, 

GCk 그리고 C2HCI3등 다수의 유기 염소계 생성물들을 

확인하였다. 또한 Cheung 등，은 methylene chloride, 

carbon tetrachloride, 1,1,1-trichloroethane 그리고 trich

loroethylene 등의 chlorinated hydrocarbon 수용액 에 초 

음파를 조사한 후, pH측정과 HC1 생성을 확인한 결과에 

의하여 HC1 생성에 소모된 수소가 물의 해리로 인해 

생성된 것임을제시한 바 있다. 임 등°도 trichloroethylene 

등에 대한 음향공동화 현상의 물리적, 화학적 효과에 

의한 유기 염소화합물의 분해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손등io도초음파에 의한수중의 2,4-DCP(2,4-dichlorophenol) 

의 분해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이상과 같이 초음파 반응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 

행되고 있으며, 특히 1990년 이후에는 각종 산업체에 

서 발생하는 폐수, 폐기물 그리고 폐가스 중의 유해 

물질 등의 분해처리에 대한 연구가 새로운 연구과제 

로 개발되어 발표되고 있다. 최근에는 초음파와 오존 

산화" 혹은 펜톤산화,와 같은 다른 AOP와의 결합을 

이용한 난분해성물질 처리 효율 증진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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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초음파와 함께 사용될 전기 화학적 처 

리는 처리하고자 하는 물질을 함유한 전해질용액에 

양극과 음극을 담구어 전기 화학적 반응을 일으킴으 

로써 유해 물질을 제거하거나 무해한 성분으로 변화 

시키는 공정을 말한다. 특히 유기물 처리에 있어서의 

전기 화학적 방법은 기존의 활성탄 흡착, 열적 또는 

화학적 산화 처리 및 생물학적 처리에 비하여 저온 

조작, 빠른 반응속도와 고가 및 유해한 산화제가 필 

요 없다는 장점을 가진다尸 이와 같은 유기물 처리에 

대한 방법 중 전기 화학적 처리 방법은 양극을 철이 

나 알루미늄을 사용한 전기 응집과 양극으로 불용성 

전극을 사용한 전기분해로 구분할 수 있다.,3~技

Franklin 등은 양극으로 graphite 전극을 사용하여 

chloroform, 1,2,4- trichlorobenzene, hexachlorobenzene 

그리고 hexafluorobenzene 등을 분해하는 실험을 수 

행하였다. Comninellis 드，은 페놀 등과 같은 유기화 

합물은 두 가지의 분해 경로 즉, 수용액의 전기분해 

시 발생하는 H0•라디칼에 의한 간접적인 화학적 산 

화와 직접분해에 의해 제거됨을 보고하였으며. 전기 

분해시 가능한 2가지의 분해 경로를 확인하였다. 

Johnson 등，은 4-chlorophenol의 전기화학적인 분해 

실험에서, 26가지의 중간생성물을 확인하였으며, 24 

시간의 전기분해동안 농도가 108 mg，L에서 1 mg/L 

로 떨어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길 등'3은 합성폐수 속 

의 유기물질들을 전기분해시, 전류밀도, 체류시간, 전 

극간격 및 C17COE&비에 대한 제거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와 유사한 방법을 이용한 경우로 

서는, J. P. Lorimer 등，은 Sandolan Yellow 산성 염 

료용액의 탈색을 위해 초음파 단독으로는 분해가 불 

가능하였으나, 전기 화학적 분해 방법을 함께 적용시 

켜 실험한 결과 탈색이 가능함을 보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최근 고급산화법으로 많 

이 연구되어지고 있는 초음파와 전기분해를 적용하 

였으며, 각 방법의 분해효율과, 함께 적용했을 때 기 

대되는 분해 효율 향상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본 연 

구에 사용한 연구대상물질로는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처리가 어려운 2,4-DCP와 VOCs의 대표적인 물질인 

TCE을 선정 하였으며 , 이들의 최적 분해 조건을 찾기 

위해 시료를 함유한 인공시료에 초음파의 power, 초 

기 pH, 초기농도, 전류밀도 등을 변화시키면서 이들의 

최적 분해 공정을조사하였으며,중탄산염(bicarbonate) 

과 같은 radical scavenger를 첨가하여 각각 시료의 분 

해 경로를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실 험

시 약

본 실험 에서 대상물질로 사용한 TCE와 2,4-DCP는 

각각 Junsei(Tokyo, Japan) 人卜오卜 Acros Organ ics(New 

Jersey, USA)사에서 구입하였으며, 지지전해질 제조 

시 사용한 KC1 은 Junseiflbkyo, Japan) 사의 특급제품을 

사용하였다. 용액 제조에 이용한 탈이온수(218MQ・cm) 

는 Millipore사(Bedlbrd, MA, USA)의 M1LL1-Q Water 

System으로 제조하였고, 시료용액의 pH 조절용 시약 

은 Junsei(Tokyo, Japan)사에서 구입한 특급 HCIQt와 

NeQH를 사용하였다. 라디칼 소거제로는 특급 sodium 

bicarbonate(NaHCC>3)인 Hayashi(Osaka, Japan)사 시 약 

을 사용하였다. 또한, 추출용매로는 Merck(Darmstadt, 

Germany)사에서 구입한특급CHCb을사용하였으며,추 

출용매 에 첨 가해 사용한 내 부표준물질은 Junsei(Tokyo, 

Japan)사의 특급 toluene을 사용하였다.

장치 및 기기

초음파 발생 장치 인 Sonosmasher(Model; ULH 700S, 

태원과학상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화학반응용으로 

가장 널리 응용되는 압전형 변환기 (Piezoelectric Ttanducer, 

PZT) 형 이며, hom은 직경 10 mm로 끝에 titanium tip 

을 부착시킨 것이다. hom은 직접 초음파전달매체(물)에 

담그는(direct immersion ultrasonic hom) probe형 이며, 주 

파수는 20 kHz로 고정되어 있고 power는 최대 700 W까 

지 변화시킬 수 있으며, 반응용기는 pyrex 재질로서 

용량 200 mLg 원통형으로 외벽은 설정 반응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냉각수 순환식으로 제작 

하였다.

전기분해에 사용되어지는 power supply장치는 EG 

& G(Potentiostat/Galvanostat, Model: 273, USA)사의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양극은 7.189 cm2의 전극면적을 

가지는 graphite 전극을, 음극은 0.1 cm의 두께를 가 

지는 lcmx4cm의 Cu판을 사용하였다.

시료분석 시에는 Agilent(Model: 5973, USA)사의 

Mass 검출기가 장착된 Agilent(Model: 6890, USA)사의 

GC-MS를 사용하였으며, pH 측정을 위해서는 Orion 

(Model: EA 940, USA)사의 Ion analyzer을 사용하였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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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sono-electrochemical mea
surement system.

다. 개략적 인 실험장치도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시료용액 조제 및 분석방법

시료물질인 TCE, 2,4-DCP 수용액의 농도는 5 ppm, 

25 ppm, 50 ppm의 3가지로 하였으며, 실험용 수용액 

은 실험 당일 탈이온수로 0.1 M KC1 전해질 용액을 

먼저 만든 다음, 플라스크에 시 약용 원액을 첨가하고, 

미리 만들어 놓은 전해질 용액으로 희석시켜 원하는 

농도로 조제하였다.

시료물질 수용액의 pH는 산성, 중성 그리고 알카 

리성의 모든 경우에 대해 측정하기 위하여 pH 2, pH 

7 그리고 pH 11의 3가지 pH값을 선택하였으며, 전해 

질 용액 조제 시 HC1O4, NaOH를 사용하여 알맞게 

조절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료물질 수용액 200 mL 

를 반응용기에 넣고 실험하였다.

각 반응조건에서 , 반응은 120분 동안 진행하였으며 

매 20분마다 시료를 반응용기 에서 직접 취하였다. 취 

해진 시료는 toluene(3 卩L/100mL CH2CI2)을 내부표 

준물질로 첨가하여 제조한 CH2CI2 추출용매로 추출 

하여 GC-MS로 분석하였으며, 즉시 분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출용매가 첨가된 시료를 유리제 바이알 

에 담아 완전히 밀폐하여 분석 시 까지 냉소에 보관 

한 후 측정하고서 내부표준물을 이용하여 보정된 값 

을 구하였으며, 분석기기인 GC-MS의 분석조건은 

Table 1과 같다.

결과 및 고찰

초음파, 전기분해 각각 및 동시 적용시의 제거 특성

초음파와 전기분해 공정을 각각 적용한 경우와 두 

공정을 동시에 적용했을 때, 수중의 난분해성 유기물 

질들의 제거율 결과, TCE는 반응시간 120분 동안 전 

기분해의 경우 56.4%, 초음파분해는 75.4%, 동시 적용 

시는 79.8%의 제거율을 보였으며 2,4-DCP는 각각 

25.0%, 52.1%, 65.0%의 제거율을 보였으며, 결과에 

대한 그래프는 Fig. 2 및 Fig. 3과 같다. 결과에 따르 

면 TCE, 2,4-DCP 모두 전기분해보다는 초음파분해 

에 의한 제거율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공 

정을 동시에 적용했을 때는 2,4-DCP가 TCE보다 제 

거 효율면에서 훨씬 더 증가함을 보였다.

수중에 초음파가 조사되면서 발생하는 cavitation현 

상은 난분해성 유기물질을 고온, 고압에 의해 직접적 

으로 열분해하거나 이때 생성된 라디칼들에 의해 분 

해하기 때문에2。, 간접적인 라디칼 분해반응이 주를 

이루는 전기분해보다는 초음파에 의한 분해과정에서 

제거율이 훨씬 월등한 것으로 생각한다.

Table 1. GC-MS operating conditions for TCE and 2,4-DCP analysis

TCE 2,4-DCP
Column capillary HP-5(30 m x 0.25 mm) capillary HP-5(30 m x 0.25 mm)

Injection Mode splitless splitless
Injection Temp. 180 °C 180 °C
Detector Temp. 200 °C 200 °C

Oven Temp. 35 °C, hold time 5 min
35〜37 °C, rate 1 °C/min

37〜120 °C, rate 20 °C/min

40 °C, hold time 4 min 
40〜200 °C, rate 20 °C/min

Carrier gas flow 0.5 mL/min 0.5 mL/min
Injection Volume 2卩L 2卩L

Detector MSD M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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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ariation of destruction rates vs. time fbr a aqueous 
TCE solution by sonolysis and electrolysis. Electrolyte; 
0.1 M KC1 solution, initial concentration; 50 ppm, initial pH; 
7, temperature; 20 °C, current density; 0.13 A/cm2, power; 
385 W frequency; 20 kHz.

Fig. 4. Effect of radical scavenger fbr a aqueous TCE solu
tion by sonolysis and electrolysis at the same time. Electro
lyte; 0.1 M KC1 solution, initial concentration; 50 ppm, initial 
pH; 7, temperature; 20 °C, current density; 0.13 A/cm2, power; 
385 W frequency; 20 kHz.

Fig. 3. Variation of destruction rates vs. time fbr a aqueous 
2,4-DCP solution by sonolysis and electrolysis, in the same 
experimental conditions at Fig. 2.

두 공정을 함께 적용 시 제거 효율면에서 2,4-DCP 

가 TCE보다 높은 것은 두 물질의 분해반응 경로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상대적으로 열분 

해 반응이 우세한 TCE의 경우는 초음파분해에 전기 

분해 공정 이 첨가되어도 제거 효율면에서 큰 변화가 

없지만 열분해반응 못지않게 라디칼 분해반응이 많 

이 일어나는 2,4-DCP의 경우는 전기분해반응이 첨가 

됨으로_서 상대적으로 제거효율이 증가하게 되는 것 

으로 여겨진다."

Radical scavenger 첨가에 따른 제거특성

난분해성 물질들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처리함 

에 있어 각 물질들의 분해반응경로를 제대로 파악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TCE와 2,4-DCP의 분 

해반응경로를 간접 적으로 확인하기 위 하여 HO • 라 

디칼 포착제로 잘 알려진 중탄산염 (Bicarbonate/을 

사용하여 그 효과를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 중탄산 

염으로 NaHCCh를 사용하여 농도를 10 mM, 50 mM, 

100 mM로 변화시켜가며 두 공정을 동시에 적용시켰 

다. 주파企와 power는 각각 20 kHz, 385 W이며 , 전류 

밀도는 0.13 A/cm2로 고정시켰다. 반응온도는 20 °C 

로 하고 초기농도는 0.1 M KC1 용액으로 50 ppm을 

제조하여 사용하였으며 , 초기 pH는 7로 조절하였다. 

반응개시 후 120분 동안 20분 간격으로 측정하고 시 

간에 따른 제거율을 나타낸 것이 Fig. 4와 Fig. 5이며 , 

NaHCCh의 각 농도에 따른 120분 동안의 TCE와 2,4- 

DCP의 제거율을 도시한 것이 Fig. 6이다.

TCE와 2,4-DCP는 반응시 간 120분 동안 NaHCCh 

의 농도가 OmM일 때 , 제거율이 각각 79.8%, 65.0% 

이며, 농도가 10 mM, 50 mM, 100 mM로 증가함에 

따라 제거율이 TCE는 78.1%, 73.6%, 70.4%로 2,4- 

DCP는 59.4%, 43.6%, 38.5%로 감소하였다.

Fig. 6에서 보면, TCE의 경우에는 중탄산염의 농도 

를 증가하여도 제거율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으며, 2,4-DCP의 경우는 중탄산염의 농도가 증 

가할수록 제거율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두 물질의 분해반응경로를 간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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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radical scavenger fbr a aqueous 2,4-DCP 
solution by sonolysis and electrolysis at the same time, in the 
same experimental conditions at Fig. 4.

Fig. 7. Effect of TCE initial concentration by sonolysis and 
electrolysis at the same time. Electrolyte; 0.1 M KC1 solu
tion, initial pH; 7, temperature; 20 °C, current density; 0.13 
A/cm2, power; 385 W frequency; 20 kHz.

-1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Concentration, rrM

Fig. 6. Variation of destruction rates vs. radical scavenger 
concentration fbr a aqueous TCE and 2,4-DCP solution by 
sonolysis and electrolysis at the same time, in the same 
experimental conditions at Fig. 4.

말해 주고 있다. 즉, TCE의 분해시는 HO •라디칼에 

의해 분해되는 양이 상당히 적으며, 주로 열분해반응 

이 지배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4- 

DCP의 경우에는 열분해반응도 일어나지 만 상당한 양 

은 HO•라디칼 분해반응에 의해 제거됨을 알 수 있 

다. 이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서 Huang 등21은 TCE와 

같이 휘발성이 강한 물질의 경우 cavity내부로 이동 

하는 양이 많아 열분해 과정이 쉽게 일어나지만, 비 

휘발성 인 물질의 경우 cavity내부로 이동하는 양이 적 

어 열분해과정 보다는 HO • 라디칼에 의한 분해반응 

이 우세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초기농도에 따른 제거특성

초음파분해와 전기분해를 동시에 적용시킬 때 반 

응용액 초기농도가 제거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 

과 같이 조사하였다. 0.1 m KC1 지지전해질 안에서 

반응온도를 20。（3로 하고 음향주파수와 음향강도, 전 

류밀도 그리고 초기 pH를 각각 20 kHz, 385 W, 0.13 

A/cm2, pH 7로 하여 초기농도를 5 ppm, 25 ppm, 50 ppm 

으로 변화시켜가며 각각의 농도에 대해 120분 동안 

반응시켰다. 매 20분마다 시료를 취하여 측정하였으 

며 각 농도별로 시 간에 따른 제 거 율을 Fig. 7과 Fig. 8에 

나타내었다.

반응액 의 초기 농도가 5 ppm, 25 ppm, 50 ppm으로 

증가함에 따라 제 거 율이 TCE는 74.2%, 74.7%, 79.8%

Fig. 8. Effect of 2,4-DCP initial concentration by sonolysis 
and electrolysis at the same time, in the same experimental 
conditions at Fi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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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2,4-DCP는 59.7%, 60.9%, 65.0%로 나타났다.

결과에 의하면 TCE와 2,4-DCP 모두 50 ppm인 시 

료용액에서의 제거율은 25 ppm과 5 ppm인 시료용액 

보다 크지만, 25 ppm과 5 ppm인 수용액 간에는 차 

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기 농도 

가 높을수록 제거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반응속도를 지배하는 요인이 반응 

물질간의 충돌이라는 일반적인 반응속도론과 일치하 

는 것으로■서 초음파반응이나 전기분해 역시 반응속 

도가 기본적으로는 분자간의 충돌에 의해 지배되어 

짐을 의미한다.

초기 pH 에 따른 제거특성

본 실험에서는 초음파와 전기분해 동시 적용시 초 

기 시료용액의 pH영향을 조사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이 

실험을 수행하였다.

TCE와 2,4-DCP 각각에 대해 초기농도가 50 ppm인 

시료용액에 NaOH, HCIO4를 가하여 pH 2, pH 7, pH 

11등 3가지 pH값의 용액으로 조제하고 초기농도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실험에서와 동일한 방법과 조 

건으로 3가지 pH의 시료용액별로 초음파 및 전기분 

해반응에 의한 제거율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9 

와 历g. 10에 나타내었다.

시료용액의 초기 pH가 2, 7, 11로 증가함에 따라 

제거율이 TCE의 경우는 80.3%, 79.8%, 79.5%로 변

0 20 40 60 80 100 120

Tme, rrin

Fig. 9. Effect of initial pH fbr a aqueous TCE solution by 
sonolysis and electrolysis at the same time. Electrolyte; 
0.1 M KC1 solution, initial concentration; 50 ppm, tempera
ture; 20 °C, current density; 0.13 A/cm2, power; 385 W, fre
quency; 20 kHz.

Fig. 10. Effect of initial pH fbr a aqueous 2,4-DCP solution 
by sonolysis and electrolysis at the same time, in the same 
experimental conditions at Fig. 9.

화하였으며, 2,4-DCP의 경우에는 65.9%, 65.0%, 69.1% 

로 나타났다.

결과에 의하면 TCE의 경우에 초기 분해율은 pH 2 

에서 pH 7, pH 11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120분 반응 

시간 후에는 그 차이가 적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산성용액에서 TCE의 분해율이 높은 것은 

1991년에 발표된 Cheung 등'의 실험 결과와 유사하다. 

즉 이 들은 methylene chloride, carbon tetrachloride, TCE 그 

리고 1,1,1-trichloroethane 등을 시료로 택하여 그것들 

의 농도가 120 또는 100 ppm인 수용액으로 조제하 

여 그 일부를 15。（3〜20。（3로 유지되는 반응기에 넣어 

250 W의 초음파를 조사하고 실험시간동안 일정시간 

간격으로 시료물질의 농도와 pH를 측정하였는데 , 그 

결과 모든 시료물질들의 농도가 감소하고 pH가 급격 

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그들은 이들 염화물들로부터 HC1 이 생성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하고 HC1 의 생성률을 측정 하였으 

며, 그 결과 pH 4인 산성용액에서 HC1 의 생성율이 

현저하게 높음을 확인하고 그 이유를 pH가 높을수록 

HC1 의 생성에 대한 유도력이 크기 때문일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pH가 분해율에 미치는 원인 

규명에는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4-DCP의 경우는 알칼리성 인 pH 11에서 pH 7, pH 

2보다 제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Hashimoto 등之，실험, 즉 염화페놀을 광분해시키 

면 HO•라디칼이 para-위치에 결합되어 염화하이드로 

쿠］논으로 변화되고, 그것이 또 다른 HO•라디칼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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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되어 하이드록시 하이드로 퀴논이 생성되며, 결국 

이것들이 카복실산과 카보닐 화합물로 변화된다는 결 

과를 고려할 때 이해되어 질 수 있다. 즉, 초음파분해 

나 전기분해 역시 열분해반응과 라디칼 반응이 주된 

반응이기 때문에 알칼리성 수용액에서는 OH- 이온이 

풍부하여 이와 같은 반응이 보다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초음파 power 에 따른 제거특성

난분해성 유기 물질들을 초음파 및 전기분해 공정 

으로 처리함에 있어 초음파의 power가 미치는 영향 

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다.

TCE와 2,4-DCP수용액의 초기 pH를 7로 조절한 다 

음, 초기 pH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실험에서와 동 

일한 방법과 조건 하어】서 초음파 power를 175 W, 385 

W 및 595 W 등 3가지의 경우로 변화시 켰다. 각각의 

powei에 대해 시간에 따른 제거율을 조사하여 그 결 

과를 Fig. 11고｝ Fig. 12에 나타내 었다.

초음파의 powei가 175 W, 385 W, 595 W로 증가함 

에 따라 제 거 율이 TCE는 67.4%, 79.8%, 96.4%로, 2,4- 

DCP는 42.7%, 65.0%, 76.2%로 증가함을 나타내 었다.

실험결과에 의하면 TCE, 2,4-DCP 모두 초음파의 

power가 증가할수록 제거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각각 

의 초음파 power간의 제거율도 현저한 차이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Suslick, Lorima 등景이 밝힌 바와 같 

이 초음파의 음화학 반응에서 공동화 현상을 일으키

。
으
(
0
,
0
)

Fig. 12. Effect of sonic power fbr a aqueous 2,4-DCP solu
tion by sonolysis and electrolysis at the same time, in the 
same experimental conditions at Fig. 11.

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초음파 세기가 필요하고, 초 

음파 세기가 커지면 반응이 활발히 진행되어 반응도 

가 증가함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류밀도에 따른 제거특성

본 실험에서는 난분해성 유기물질들의 초음파 및 

전기분해 처리공정에 있어 전류밀도가 미치는 영향 

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험을 수행하였다.

초음파 power를 385 W로 고정 시 킨 다음 초음파 

power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실험에서와동일한 방 

법과 조건 하에서 전류밀도를 3가지의 경우, 즉 0.013 

A/cm2, 0.064 A/cm2, 0.128 A/cn?등으로 변화시켰고, 

각각의 전류밀도에 대해 시 간에 따른 난분해성 유기

Fig. 11. Effect of sonic power fbr a aqueous TCE solution by 
sonolysis and electrolysis at the same time. Electrolyte; 
0.1 M KC1 solution, initial concentration; 50 ppm, initial pH; 
7, temperature; 20 °C, current density; 0.13 A/cm2, frequency; 
20 kHz.

—■— 0.013 A/cm2

—0.064 A/cm2

_0.128 A/cm2

Fig. 13. Effect of current density for a aqueous TCE solution 
by sonolysis and electrolysis at the same time. Electrolyte; 
0.1 M KC1 solution, initial concentration; 50 ppm, initial pH; 
7, temperature; 20 °C, power; 385 W, frequency; 20 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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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Effect of current density fbr a aqueous 2,4-DCP 
solution by sonolysis and electrolysis at the same time, in the 
same experimental conditions at Fig. 13.

물질들의 제거율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Fig. 13와 Fig. 

14에 나타내었다.

전류밀도를 0.013 A/cm2, 0.064 A/cm2, 0.128 A/cm2 

로 증가시킴에 따라 제거율이 TCE의 경우에는 75.9%, 

78.5%, 79.8%로2,4-DCP의 경우에는 55.2%, 61.9%, 

65.0%로 나타남을 보였다.

실험결과에 의하면 TCE, 2,4-DCP 모두 전류밀도 

가 높을수록 제 거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TCE 

의 경우 초기 제거율은 전류밀도의 변화에 따라 차 

이가 나지만 120분 반응시간 후에는 그 차이가 작게 

나타나며, 2,4-DCP의 경우에는 120분 반응시 간 후에 

도 전류밀도의 변화에 따른 제거율 차이가 TCE보다 

는 뚜렷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Chiang 둥*이 침출수를 전기분해한 

실험과 Naumczyk 등24이 섬유폐수를 전기분해한 실 

험 에 서 전류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HO • 라디 칼과 H • 라 

디칼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염소와 하이포아염소산 

의 증가로 COD의 제거율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한 문 

헌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4-DCP가 TCE보다 전류밀도의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들의 분해과정에 있어 2,4- 

DCP가 TCE보다 라디칼 분해반응 의존도가 높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폐수처 리방법으로는 분해가 어 

려운 유해화합물을 효과적으로 정화처리 할 수 있는 

방법개발을 위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AOP 

(advanced oxidation process, 고급산화법)공정 인 초음 

파 분해와전기분해를 함께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대 

상 물질로는 TCE(trichloroethylene)와 2,4-DCP(2,4- 

dichlorophenol)를 사용하였고, 각 공정의 분해효율과 

특성을 조사한 다음, 각 시료물질들에 대해 초기농도, 

초기 pH, 초음파 power 그리고 전류밀도 등을 변화 

시키며 최적 분해 조건을 조사하였다. 또한 시료물질 

에 대한 radical scavenger(NaHCC)3)의 영향을 조사하 

여 각 시료물질의 분해반응 경로를 간접적으로 확인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음파분해와 전기분해공정을 각각 수행했을 때는 

초음파분해가 전기분해보다 월등한 제거율을 보였으 

며, 두 공정을 함께 적용시켰을 때는 TCE, 2,4-DCP 

모두 제거율이 향상되었지만 제거효율 면에서는 2,4- 

DCP가 TCE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라디칼 scavenger^- 알려진 NaHCQ를 첨가 실험어】서, 

TCE는 제거율의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2,4-DCP는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제거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로부터 TCE의 분해과정은 열 

분해반응이 지배적이며, 2,4-DCP의 경우에는 열분해 

반응 못지않게 라디칼 분해반응도 경쟁적으로 일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음파와 전기분해를 동시에 적용시켰을 때, 제거 

율에 미치는 초기수용액의 농도, 초음파 power, 전류 

밀도의 영향은 다음과 같다.

제 거 율은 초기 농도가 높을 때 그리 고 초음파 power 

와 전류밀도가 증가할수록 향상되었다. 그리고 초기 

수용액의 pH 영향 실험에서는 TCE는 산성수용액에 

서 제 거율이 높지 만 2,4-DCP의 경우에는 알칼리성수 

용액에서 제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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