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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describe a method for effectively pretreating soil highly that has been contaminated with fluorene (» 120 mg/

kg soil), i.e., we apply Fenton oxidation in which ethanol is added to increase fluorene removal. To obtain maximum

fluorene removal efficiency, a minimum of 1.0 ml of ethanol, 0.35 ml of H2O2, and 0.2 ml of 0.5 M Fe2+ was needed

per 1 g of fluorene-contaminated soil. Under optimal Fenton oxidation conditions, 13% of 9-fluorene was generated

during Fenton oxidation of 43% fluorene. The biodegradability of 9-fluorenone was subsequently confirmed to be

much more rapid than that of fluorene, i.e., biodegradability of 96% versus 35% over 31 days. These results dem-

onstrate that the proposed treatment method can be effectively applied to remove fluorene prior to disposal at indus-

trial waste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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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플루오렌(fluorene)은 주로 소각이나 자동차 등의

불완전 연소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생성되거나, 염료

또는 농약 등에 포함되어 의도적으로도 생산된다.1,2)

플루오렌은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의 한 종류이며 수용해도가 매

우 낮아 수 환경 중에서는 부유물이나 호수나 하천

의 저니에 흡착한 상태로 존재한다.3-5) 문헌에는 환

경에 잔류성이 높은 플루오렌에 의해 오염된 토양이

많이 보고되고 있으며, 오염 범위는 3-180 mg/kg 정

도로 비교적 넓다.6-9) 이러한 고농도의 플루오렌 오

염토양을 방치하면 우수 유출 등에 의해 플루오렌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어 오염지역을 확장시키

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플루오렌 오염토양의 정화방법으로서 생물분

해가 검토되어 왔지만 플루오렌의 난생분해성 때문

에 다양한 PAHs가 혼재된 환경에서 혼합균을 이용

하는 경우에 50% 정도의 제거율을 얻기 위해 초기

농도 약 150 mg/kg 토양의 경우 100일 정도 걸린다

는 보고가 있다.10) 보다 빠른 시간 내에 플루오렌을

분해시키기 위해 화학적 처리방법도 검토되었다. 플

루오렌을 포함한 총 PAHs의 초기농도가 200-

1,600 mg/kg인 오염토양에 대해 펜톤처리(OH 라디

칼을 이용한 화학적 처리)를 적용한 결과 86%의 플

루오렌이 분해되었으나, 고가의 과산화수소를 다량

으로 필요하며(즉, 1 g 오염토양에 대해 30% 과산화

수소수 2 ml 이상 필요) 또한 분해생성물에 대해서

는 아무런 정보가 얻어지지 않은 등의 문제가 있었

다.1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루오렌 등의

PAHs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써 복합처리시스템이

제안되고 있다. 즉,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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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후 생물처리를 실행하는 시스템으로써 예를 들

면 세정을 실시하고 세정액 중의 PAHs를 생물분

해12)하거나 화학적 처리하는 방법13) 또는 PAHs를

탈착시킨 후 전기화학적인 분해방법14) 또는 OH라디

칼 처리 후에 생물처리15,16)를 실시하는 프로세스가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에는 PAHs의 일

부분이 무기화되었다고 하였지만 OH라디칼 처리에

의해 어떠한 반응생성물이 생성되는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고농도 플루오렌 오염토

양(약 120 mg/kg)을 사용하여 화학적으로 처리하고

생물학적 처리를 연계하는 시스템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인 검토항목은 에탄올을 화학적

처리 전에 첨가하는 것에 의해 고가의 과산화수소

첨가량의 저감, 에탄올, 황산제2철, 과산화수소수 최

적 첨가량의 결정, 플루오렌의 화학적처리 생성물의

동정, 플루오렌과 화학적처리 생성물과의 생분해성

비교이다.

II. 연구방법

1. 시약

순도 99%의 플루오렌(fluorene, 동양케미칼)과 9-

플루오렌(9-fluorenone, 동양케미칼), 황산제2철

(ferrous sulfate, 동양케미칼) 및 30% 과산화수소수

(hydrogen peroxide, 동양케미칼), 98% SDS(sodium

dodecyl sulfate, 동양케미칼)를 사용하였다. 용매는

에탄올(ethanol, Waco), 메탄올(methanol, Waco), 디

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Waco), 아세트니트릴

(acetonitrile, Waco), 아세트산(acetic acid, Waco)을

사용하였다. 플루오렌과 9-플루오렌의 분자량은 각

각 166.2, 180.2이고 1-octanol에서의 용해도는 각각

0.24 M17)과 0.43 M18)이며 두 분자 모두 물에는 불용

이다.

2. 오염토양 조제

대상토양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토양인 퇴적토를

형산강 인근에서 채취하여 사용하였다. 토양의 크기

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 토양오염공정법19)과 일본의

토양분석법20)에 따라 mesh size 10-20 사이 토양을

사용하였고 퇴적토의 물성을 조사한 결과, pH가 각

각 6.5, 건량기준의 유기물 함유량이 3.4% 그리고

수분함유량이 1.9%이었다. 플루오렌 및 9-플루오렌

오염토양을 조제하기 위하여 3 g의 토양에 플루오렌

(3 ml) 또는 9-플루오렌 에틸아세테이트(120 mg/l) 용

액을 첨가한 후 안정화를 위해 약 3개월 동안 음지

에 방치한 후 사용하였으며, 이때의 초기 농도는 약

120 mg/kg이었다.

3. 토양의 화학적(펜톤) 처리

20 ml 테플론병에 오염토양 3 g을 첨가하고 여기

에 에탄올 0.5-1.5 ml의 범위로 첨가하여 24시간 회

전 교반시킨 후 30% 과산화수소수를 0-0.4 ml의 범

위로, 그리고 0.5 M Fe2+를 0-0.25 ml 범위로 첨가하

여 암실에서 24시간 반응시켰다. 또한 에탄올 첨가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증류수와 토양세정의 계면활

성제로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SDS 용액을 첨가하여

동일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조실험에서는 첨

가한 30% 과산화수소수와 0.5M Fe2+와 같은 양의

증류수를 첨가하여 플루오렌과 9-플루오렌의 회수율

을 구하였다.

4. 생물학적 처리

플루오렌과 플루오렌의 펜톤처리 생성물의 생분해

성의 평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박

테리아 원으로서 여러 가지 호기성 미생물을 포함하

는 형산강 하류 하천 저니 45 g을 500 ml 유리플라

스크에 넣고 40 g 무기배지21-23)를 1 l의 증류수에 용

해시킨 용액을 첨가한 후 5 g의 120 mg/kg 플루오

렌 또는 9-플루오렌 오염토양을 첨가하여 30oC에서

왕복교반(125 spm으로 하여 호기분해 시켰다. 대조

실험에서는 오토클레브로 멸균한 저니를 사용하였고

농황산을 사용하여 배지의 pH를 3 이하로 한 후 위

와 동일한 방법을 실시하였다.

5. 분석방법

1) 플루오렌 펜톤처리 생성물의 동정

오염토양을 펜톤처리 후 에탄올 용액에 디클로로

메탄 15 ml를 첨가하고 플루오렌 분해생성물을 추출

하였다. 다음으로 디클로로메탄을 추출한 0.22 µm

친수성 멤브레인필터를 이용하여 여과한 후 정성분

석하였다. GC-MS(Hewlett Packard 5890-2)의 분석

조건은 Table 1에 나타내었고, 칼럼은 J&W Scientific

사의 DB-5HT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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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루오렌 및 펜톤처리 생성물의 정량

펜톤처리 후 토양에 에탄올 15 ml를 첨가하고 실

험암실에서 24시간 회전교반에 의해 플루오렌 및 9-

플루오렌의 분해생성물을 추출하였다. 생물처리 후

저니를 60oC에서 3일간 건조시킨 후 1:1의 디클로

로메탄:메탄올 용액 20 ml를 첨가하여 2일간 회전교

반(200 rpm)에 의해 실시하였다. 두 추출액은 0.22 µm

소수성 멤브레인필터에 의해 여과한 후 HPLC

(Shimadzu LC-10AD VP)에 의해 정량하였다. 칼럼

은 LC-PAH(15 cm × 4.6 mm i.d., Supelco), 온도

25oC, 용리액은 80% 아세트니트릴, 20% 초순수를

사용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에탄올 첨가 펜톤처리에 의한 플루오렌 분해

오염토양 1 g에 대해 에탄올 0.5-1.5 ml 또는 증류

수 1.0 ml 또는 1.0 ml의 SDS를 첨가했을 때의 플

루오렌의 제거율을 Fig. 1에 나타내었다. 토양 1 g당

에탄올을 각각 1.0 ml 첨가한 경우에 가장 높은 플

루오렌 제거율인 43%가 얻어졌다. 그러나 증류수와

SDS 중의 플루오렌 제거율은 매우 낮았으며 특히

SDS를 첨가한 경우 처리 중에 다량의 기포가 발생

하여 펜톤처리를 실시하는 경우 SDS는 부적절한 것

으로 판단된다. 본 실험의 결과로부터 이후의 실험

에서는 오염토양 1 g에 대해서 에탄올 1.0 ml를 첨

가하는 것으로 하였다.

과산화수소와 철의 첨가량이 플루오렌 제거율에 미

치는 영향을 Fig. 2에 나타내었다. 오염토양에 대한

30% 과산화수소수를 0.35 ml, 0.5 M Fe2+를 0.2 ml 첨

가할 때 플루오렌의 제거율이 최대인 43%로 나타났다. 

에탄올 첨가에 의한 플루오렌의 제거율이 향상한

이유로서 토양의 흡착하고 있는 플루오렌이 탈착되

어 반응성이 높은 OH라디칼의 공격을 받기 쉬었다

Table 1. GC-MS analysis conditions 

Injection mode Splitless

Injection amount 1.0 m l

Injection temperature 340oC

Column temperature 40oC(4min wait) → 10oC/min →  

375oC(5 min wait) → end

Carrier gas/pressure He / 8.0 psi

Detector temperature 280oC

Ionization method Electron impact

Fig. 1. Effect of various ethanol or distilled water

additions on fluorene removal.

Fig. 2. Removal of fluorene with various additions of (a)

30% H2O2 or (b) 0.5 M F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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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단된다. 또한 과산화수소 및 철의 최적 첨가량

이 존재하는 이유로서 과잉으로 첨가된 과산화수소

와 OH라디칼과 반응하여 반응성이 매우 낮은 O2H

이 생성되거나,24) 과잉의 철이 OH라디칼과 반응하

여 보다 반응성이 낮은 O2H라디칼이 생성25)되는 것

으로 생각된다.

2. 플루오렌의 펜톤처리 생성물

오염토양을 펜톤처리 후 반응액을 GC-MS로 분석

한 결과를 Fig. 3(a)에 나타내었다. 주 분해생성물로

생각되는 피크가 19.1분에 검출되었다. 이 피크의

MS스펙트럼을 Fig. 3(b)의 상단에 나타내었고,

Fig. 3(b)의 하단에는 MS의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9-

플루오렌의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두 스펙트럼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플루오렌의

표준물질로 GC-MS와 HPLC를 이용하여 스파이크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스파이크테스트 후의 피커가

증가하는 것에 의해 플루오렌의 펜톤처리 생성물은

Fig. 3. Total ion chromatograph of GC-MS after Fenton oxidation of (a) fluorene and (b) library comparison of peak at

retention time of 19.1 min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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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플루오렌인 것이 시사되었다.

HPLC에 의해 9-플루오렌의 정량을 실시하여 펜톤

처리 전후의 플루오렌과 9-플루오렌의 물질수지를

계산해 보면 초기 플루오렌의 43%가 분해되었고,

13%의 9-플루오렌이 생성되었다. 9-플루오렌과 같은

산소가 결합한 PAHs는 호기적 생물분해 도중에도

발생하는 것으로부터 9-플루오렌이 플루오렌 보다도

생물 분해되기 쉽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3. 펜톤처리에 의한 플루오렌의 생분해성 비교

하천저니를 사용하여 플루오렌과 9-플루오렌의 생

분해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플루오렌의 생분해

성은 낮고 21일간 유도기를 거쳐서 31일 후에는 약

35%밖에 분해되지 않았고 60일이 지나서야 96%가

분해되었다. 그러나 9-플루오렌의 생분해성은 플로

오렌보다도 높아 7일간의 유도일을 거쳐서 31일 후

에는 96%가 분해되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플루오

렌의 펜톤처리 생성물인 9-플루오렌의 생분해성은

플로오렌보다 높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IV. 결  론

플루오렌의 초기농도 약 120 mg/kg 오염토양을 화

학적 처리와 생물학적 처리한 결과를 아래에 정리하

였다.

1.펜톤처리 전에 플루오렌 오염토양에 에탄올 첨

가가 펜톤 제거율을 43%까지 증가시켰다.

2. 43% 플루오렌 제거율을 얻기 위해 토양 1 g당

에탄올 1.0 ml, 0.5 M Fe2+ 0.2 ml, 30% 과산화수소

0.35 ml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3. GC-MS 분석에 의해 9-플루오렌이 펜톤처리 생

성물이라는 것이 확인하였고. 최적 펜톤처리조건에

서 플루오렌의 약 13%가 9-플루오렌으로 변환되었다.

4.플루오렌과 9-플루오렌의 생물분해시험을 실시

한 결과 9-플루오렌이 플루오렌보다 빨리 분해된다

는 것으로부터 펜톤처리를 플루오렌의 생물분해성을

증가시켰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고농도 플루오렌 오염토양의

화학적처리-생물분해처리의 적용가능성이 시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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