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보건학회지, 제40권 제2호(2014)

J Environ Health Sci, 2014; 40(2): 147-156

147

http://dx.doi.org/10.5668/JEHS.2014.40.2.147

PCBs의 광화학적 연구: NaOH 및 휴믹산(Humic acid, HA)에

의한 분해특성

신혜승·김재현*
†

서울의약연구소
*동덕여자대학교 보건관리학과

Effects of NaOH and Humic Acid on the UV Photolysis of PCBs

Hae Seung Shin and Jae Hyoun Kim*
†

Seoul Pharma Laboratories, Seoul, Korea

*Department of Health Science, Dongduk Women’s University, Korea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xamine whether the apparent photolysis with or without sensitizers

[NaOH and humic acid(HA)] was prompted photodegradation of polychlorinated biphenyl(PCB) in aqueous

solution.

Methods: PCBs photodegradation occurred using fluorescence black lamps at λmax = 300 nm. PCB congeners

were exposed in 10 ppm HA or 0.05N NaOH solutions, to investigate the decreasing profile of PCB

concentration with time. The PCBs were then analyzed by 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GC-MS).

Reductive degradation profile of PCB congeners in the presence of both sensitizers under oxygen-saturated

protic conditions was described using the wind-rose diagrams. 

Results: Use of HA or NaOH decreased PCB concentration with time in the dark and on irradiation, indicating that

photolysis underwent through reductive dechlorination through energy transfer and possibly with reactive oxygens.

The dechlorination was marked by a chromatographic shift, observed in the GC-MS plots. Therefore it is logical

to assume that increasing the dose of sensitizers would increase the photodegradation rates of PCBs. The half-lives

of pentachloro-PCB(penta-3) in 0.05N NaOH and 10 ppm HA were estimated at about 47 hours and 39 hours,

respectively, under the same experimental conditions of photolysis. It was found that the rate of photolysis of

pentachloro-PCB in aqueous solution followed apparent first-order kinetics compared to other congeners. 

Conclusion: Photochemical degradation(using 328 nm UV light) of penta- and hexa-PCBs in HA or alkaline

solution is a viable method for pretreatment method. The results are helpful for the further comprehension of the

reaction mechanism for photolytic dechlorination of PCBs in aquat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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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Polychlorinated biphenyls(PCBs)는 전기 절연성이

좋고 열에 매우 안정한 물리 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변압기 및 콘덴서 등의 절연유로 사용되어 왔

다. 뿐만 아니라 냉각성이나 화학 안정성 및 침투성

이 크고 물에 잘 녹지 않아 화학, 기계, 플라스틱 공

업 및 도료공업 등에 열매체, 윤활유, 가소제 및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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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첨가제 등으로 사용되었다.1)

1960년대 후반부터 PCBs의 독성 및 생체 잔류성

이 알려지면서 1970년대부터 전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PCBs의 물리화학적 성질들이 다

이옥신과 비슷하여 환경 잔류성이 높고 지용성이어

서 아직까지 식품 및 환경매체에서 높은 농도로 검

출되고 있다.2) 지금까지 많은 해외 연구자들에 의하

여 수질, 대기 및 토양에서 검출된 사례들이 다수

보고되었으며 특히 토양 및 퇴적물에 흡수될 경우

쉽게 분해되지 않고 장기간 잔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4) 

PCBs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중의 하나로써, 잔류성 유기오염물

질 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및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해져 있는 기준 등을 준수하여 PCBs함유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술적 방법과 유의 사항

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다루고 있는 물질이다.

PCBs의 구조식(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PCB

의 염소가 치환될 수 있는 위치는 2~6과 2'~6' 모두

10곳이며 이 중 ortho 및 meta 가 각각 4곳이고 para

는 2곳이다. 이 중 ortho 위치에 염소가 치환되면,

이들의 상호 반발 작용에 의해 입체 적 구조의 평

면성이 깨지게 되며 이로 인해 분자의 극성도가 증

가하게 되어 체내 잔류성과 독성이 감소한다. 반면,

ortho 위치에 치환되지 않고 meta 또는 para 위치에

치환된 염소의 수가 증가할수록 dioxin과 유사한 독

성을 나타내므로 ‘dioxin-like toxicity’가 존재한다.

상품명인 Aroclor는 PCB congener의 복합적인 구성

물질을 말한다.

반감기가 짧은 많은 다른 화학물질과 달리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POPs)의 수계에서의 반감기는 약

8년에서 15년 정도이며 Aroclor 1254의 토양에서의

반감기는 940일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22) 우리나라

대기에는 1.01 pgTEQ/m3,5) 그리고 저질토양에서는

0.124 - 79.2 ng/g dry weight의 농도6)가 검출되었다. 

PCBs 화합물은 난분해성 특성과 지방농축성 특징

에 기인하여 인체에 한번 노출시 체외로 배출되지

않고 생체 내에 축적되어 생식 및 발육저하등 각종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건강의 위험성으로 면역체계

의 억제7) 및 유방암8)(Breast cancer)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PCBs의 인체내의

반감기 약 10-15년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9) 

자연계에 존재하는 휴믹산(HA)은 물에는 거의 녹

지 않지만, 가성칼륨(KOH), 가성소다(NaOH) 등과

같은 알카리성에는 녹는 고분자화합물로서, 방향고

리에는 질소, 산소, 수산기, 카르복시기 등이 다양하

게 결합되어 있다. 휴믹산 유기구조에는 많은 부분

이 자연 산화되어 음전하를 띠고 있다. 따라서 부서

진 부분에는 쉽게 양이온성 미량원소가 결합되는 물

리화학적 성질을 띄고 있다.10,11)

수계에서의 산소와 휴믹산에 의한 메커니즘은 휴

믹산으로부터 나오는 용해전자(e-
aq)와 산소 그리고

빛에 의한 삼중항 에너지(triplet state energy) 전달

과정이 관여하는 것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다.12) 

e-
aq (H) + O2 → O2

-· (HO2·)

S (HA) → S+ + e-

e-
aq + 2O2 → 2O2

-

e-
aq + O2 → O2

-

2e-
aq + 2H+ → 2H· + O2 → H2O2 + O2

휴믹산에 의한 간접적인 탈염소화 반응은 휴믹산

의 삼중항에너지가 57 kcal/mol으로 염소계화합물로

에너지가 전달되면서 탈염소 반응을 한다.13) NaOH

는 DDT 화합물을 Na 이온의 작용으로 환원성 탈

염소화 반응(reductive dechlorination)을 통하여 탈염

소 반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본 연구에서는 black fluorescence lamp 광원을 이

용하여 2,2‘,3,4,4’,5,6‘-heptachloro PCB congener 및

Aroclor 1254에 대하여 광분해효과를 관찰하였다. 또

한, 이들의 광분해효과에 humic acid와 NaOH의 첨

가가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으며 반감기를 예측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기구 및 시약

Fig. 1. Typical chemical structure of PC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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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서는 순수제조장치 millipore milli-Q 장

치(Waters Milford, MA, USA)로 정제된 물을 사용

하였으며 단, 물, n-헥산 및 메탄올 공시료 분석에서

는 표준물질의 피크부근에 불순물 피크가 없는 용매

를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HA 및 기타 화합물

은 Sigma-Aldrich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Aroclor 1254

와 PCB #182는 Supelco 제품을 사용하였다. 표준

시약은 n-헥산에 녹여 사용하거나 미리 희석하여 판

매되는 표준원액을 사용하였다. Sensitizer의 농도는

10ppm HA 및 0.05N NaOH를 사용하며 PCB

congener는 200 μM/l의 농도를, Aroclor의 경우에는

40 μg/l를 시초농도로 각각 사용하였다.

2. 광화학 분해 실험

본 연구에서 UV 조사를 위하여 제작한 원통형

merry-go-round photoreactor의 벽면에 black light

fluorescent lamp(8개×10Watt, λmax=328 nm, 파장 범

위 = 320~380 nm)를 장착하여 회전하는 merry-go-

round 상의 시료튜브(1×10 cm)를 조사하였다. 광원

의 최대 파장은 380 nm이며 빛의 강도는 actinometer

인 p-nitroanisole(10-6 M)을 시용하여 빛의 세기를

측정하였으며,15) 3.3×104 einstein mL-1·s-1으로 계산

되었다. 

 

3. 분석 기기

GC/MS는 Agilent사의 5890 plus II, GC와 5972

mass selective detector를 direct inlet으로 연결한 것

으로서 시료는 7683 autoinjector 및 controller를 사

용하여 주입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하여 HP 사의

KAYAKPC와 G1701CA MS Chemstation과 프린터

를 사용하였다. 질소 농축기는 TurboVap LV

evaporator, Zymark,(U.S.A)를 사용하였다. 

4. 실험 절차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UV 조사를 위한

분석 물질인 Aroclor 1254 와 PCB 182를 표준 용

액으로 만들어서 다음과 같이 준비하였다. 

Aroclor 1254 및 PCB # 182 수용액에 NaOH와

HA을 첨가하여 UV를 이용한 광분해와 암반응을 비

교하여 최대 10일간 관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각각

의 sensitizer에 대한 광분해 실험을 하였으며, 암반

응의 거동을 비교하였다.

실험 절차는 Scheme 1과 2에 각각 나타내었다. 준

비된 시료는 분석을 위하여 GC/MS를 이용하여 분

Scheme 2. Framework of photodegradation of PCBs.

Scheme 1. Sample preparation procedure of P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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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으며 기기 조건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III. 결 과

1. 분석방법

Aroclor 1254와 PCB #182(2,2‘,3,4,4’,5,6‘-hepta-

PCB)의 분리분석을 위해 GC/MS를 이용하였다. 일

반적으로 PCBs의 분석은 주로 GC/ECD(전자포획검

출기)가 사용되고 있으며 피이크 패턴법이나 계수비

교법을 이용하여 정량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성질체

를 모두 분리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동수의 염소를

가진 이성질체의 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

차가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C/MS

를 이용한 SIM mode에서의 분리 및 정량방법을 사

용하였다. 

PCBs의 질량스펙트럼은 염소가 1개 이상 치환되어

있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35Cl 와 37Cl의 존재비에 따

라 [M]+ : [M+2]+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

다. 예를 들어 염소가 1개 치환된 monochlorobiphenyl

의 경우는 분자이온인 [M]+ : [M+2]+가 3:1로 나타

났고, 염소가 2개 치환된 dichlorobiphenyl의 경우는

9:6:1으로 나타나는 등 이성질체간의 특성이온은 모

두 동일하였으며, 따라서 선택이온은 [M]+와 [M+2]+

에 해당되는 이온으로 정하였으며 Aroclor 1254의

크로마토그램은 Fig. 2에 도식되었다.

2. NaOH 또는 Humic acid와 PCB 공존시 PCB

#182 의 광분해특성 

실제로 UV에 노출시켜 시료를 분석하여 대조한

결과 PCB #182는 단시간 내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

Aroclor 1254의 경우에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감소하

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특히 sensitizer를 사용한 경

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Aroclor 1254와 PCB #182를 시간 별(0 h~24 h) 조

사로 비교하여 광분해반응이 진행되는 정도를 도식

하였다(Fig. 4). Sensitizer를 첨가하지 않은 시료

(blank, Bk)(Fig. 4a)의 암반응에서는 감소가 일어나

지 않아 두 가지 시료 모두 반응이 크게 일어나지

않았으나 UV조사의 경우에는 Aroclor1254가 24시

간 동안 서서히 감소되었으며 PCB #182는 암반응

과 마찬가지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NaOH

sensitizer를 사용한 경우(Fig. 4b), 암반응에서의 광

분해가 일어나지 않았으나 UV 조사 시 PCB #182

는 변화가 없었으며 Aroclor 1254는 blank에 비하여

24시간 만에 광분해도가 약 35% 더 크게 나타났다.

HA 용액에서는 암반응과 조사반응 모두 비슷한 비

율로 분해능이 나타났으며 위의 결과와 유사하게

PCB #182는 약간의 혹은 무시할 만한 광분해 반응

Table 1. Sample types and irradiation method.

준비 시료 조사방법

1. No sensitizer treated

2. 0.05 M NaOH aqueous solution

3. 10 ppm HA aqueous solution

4. 0.05 M NaOH / 10 ppm HA aqueous 

solution

dark vs. UV

dark vs. UV

dark vs. UV

dark vs. UV

Fig. 2. Total ion chromatogram of Aroclor1254(1: Tetrachlorobiphenyl-1, 292 m/z; 2: Tetrachlorobiphenyl-2, 292 m/z; 3:

Tetrachlorobiphenyl-3, 292 m/z; 4: Pentachlorobiphenyl-1, 326 m/z; 5. Pentachlorobiphenyl-2, 326 m/z; 6.

Pentachlorobiphenyl-3, 326 m/z; 7. Pentachlorobiphenyl-4, 326 m/z; 8. Hexachlorobiphenyl-1, 360 m/z; 9.

Hexachlorobiphenyl-2, 360 m/z; 10. Hexachlorobiphenyl-3, 360 m/z; 11. Hexachlorobiphenyl-4, 360 m/z; 12.

Heptachlorobiphenyl-1, 394 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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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어난 반면에 Aroclor 1254의 경우에는 UV 조

사 없이도 sensitizer만을 이용해도 조사할 경우와 비

슷하게(각 50%) 분해반응이 관찰되었다. 

3. NaOH 또는 Humuci acid와 Arcolor 공존시

Arcolor의 광분해특성 

Aroclor 1254 수용액에 HA를 사용하여 UV를 조

사하면서 대부분의 크로마토그램의 peak들이 약 2/

3 정도로 줄어드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Fig. 5에서는 24hr 노출 시 염소 수에 따른 광분

해반응의 특징을 더 자세히 비교하기 위하여 wind-

rose diagram으로 나타냈다. STD(standard) 시료에서

는 염소의 수가 1개에서 12개를 가진 congener를 나

타내며 0~ 40 농도범위를 나타낸다. 따라서 STD에

대비하여 광조사를 하지 않은 sensitizer를 부가한 시

Fig. 3. Photodegradation profiles of 2,2‘,3,4,4’,5,6‘-HpCB and Aroclor 1254: (a) blank; (b) NaOH sensitizer; (c) HA

sensitizer.

Fig. 4. Comparison of Aroclor1254 peaks after 1 day and

3 day exposure in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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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나 광조사 후에는 특정한 congener의 양이 감소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PCB만을 조사시킨 UV-Blk 에서는 전체적으로

congener의 농도가 감소하였으며 또한 5개(penta) 또

는 6개(hexa)의 염소 수를 가진 congener의 농도가

더 크게 감소하는 것이 뚜렷이 관찰되었다. 암반응

에서 NaOH를 첨가한 시료에서는 5, 6 및 8개의 염

소를 가진 congener가 뚜렷이 감소하며 HA를 첨가

한 광조사 시료에도 penta- 및 hexachloro-PCB

congener가 급속히 감소하였다. 

Fig. 6에서는 각 PCB congener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0-140 시간) 광분해 정도를 나타내었으며 분해

능 profile로 비교하였다. 

Blank 시료(PCB only)에 있어서 암반응의 시료들

은 대체적으로 감소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UV

만을 조사했을 경우에는 penta-3 및 hexa-3 congener

의 농도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기타 화합물들은 더

작은 비율로 감소하였다.

NaOH 용액에서는 암반응에서 penta-3 및 hexa-3

congener의 감소가 관찰되었으며 및 광조사 시료에

서는 모든 congener의 감소율이 크게 관찰되었다. 광

조사 시에 pentachloro-PCB의 반감기는 약 47 hr 정

도로 예측할 수 있으며 염소수가 더 큰 hexa-나

heptachloro PCB의 반감기는 분해가 느려 더욱 길

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HA의 경우에는 암반응 및 광조사 시료 모두 상당

히 감소가 진행되고 있으며 광조사 시료의 경우는

NaOH 시료와 유사한 감소율과 패턴을 보여주고 있

다. 암반응 시료의 경우에는 NaOH 시료보다는 Humic

용액의 시료에서 더 활발한 분해반응이 진행되었다.

그림에서 광조사 시에 pentachloro-PCB의 반감기는

약 39시간 정도로 예측할 수 있으며 염소수가 더 큰

hexa- 혹은heptachloro PCB는 NaOH를 사용했을 경

우와 유사하게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Fig. 5. Wind-rose diagrams of Aroclor1254 by photodegra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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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감기 산출

광반응 데이터를 이용한 일차반응식은 다음의 [A]

= [A]o exp(-kt) 식을 사용하여 직선의 유무를 확인

하였으며 t1/2=ln(2)/k 식으로 반감기를 계산하였다.

Fig. 6에서는 각 그래프의 가장 상부에 있는 penta-

3 congener의 반응차수가 일차반응에 해당되었으며

나머지는 일차 반응속도를 벗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일차반응에 의한 0.05N NaOH 용액에서의

pentachloro-PCB(penta-3)의 반감기는 약 47시간이며

휴믹산의 penta-3 congener의 반감기는 약 39시간으

로 계산되었다.

IV. 고 찰
 

1. Aroclor 1254와 PCB #182 시료의 시간 별

(0 h~24 h) 비교

Fig. 4에서 두 가지 화합물 즉, 2,2‘,3,4,4’,5,6‘-

heptachloro PCB와 Aroclor 1254의 광분해도의 비

교에서는 같은 조건하에서 광분해가 거의 이루어지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의 실험조건

Fig. 6. Comparison of photodegradation profiles(area ratio vs. hrs) of Aroclor 1254 in dark control(left) vs. UV exposure

(right) with or without photosensitizers: (a) blank; (b) NaOH sensitizer; (c) HA sensit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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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는 염소수가 7개 이상의 congener에서는 광분

해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ig. 5)

이는 염소수의 증가에 따른 입체장애가 일어나 반응

을 방해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2. Aroclor 시료의 PCB congener의 분해반응

PCB # 182 의 경우에는 암반응에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위의 결과로 미루어 보아 염소수가 7

개로 치환될 경우에는 반응할 수 있는 공간이 제약

(steric hindrance)을 받아 PCB # 182(2,2‘,3,4,4’,5,6‘-

heptachloro PCB)는 상기의 조건에서 광분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에 Aroclor

1254인 그래프에서는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 감소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HA를 첨가하여 UV를 조

사한 결과 5일이 지난 후에는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 

Aroclor 1254를 구성하는 PCB congener들의 광분

해의 정도가 tetra → penta → hexa-의 염소수 순서

로 감소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즉, NaOH나 HA에

의한 광분해반응은 상대적으로 염소수가 작은

tetrachloro- congener에서 잘 관찰되었으며 이는

Aroclor 1254의 구성비가 tetrachloro congener는

20.62%, pentachloro는 43.68% hexachloro는 29.22%

로 각각 이루어져 본 연구의 실험조건하에서는 염소

수가 더 작은 Aroclor 1016이나 1242 등도 효율적

으로 분해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hepta-

congener가 섞여있는 Aroclor 1260등은 실험조건을

변형시켜서 분해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암반응에서 휴믹산의 존재하에 분해반응이 일어나

는 현상(Fig. 5 및 Fig. 6)은 탈염소 반응보다는 산소

와 용해전자의 존재하에 일어나는 산소 라디칼들의

산화반응이 더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예측되며,16) 반

면에 NaOH 용액에서는 용해전자의 부재나 라디칼

들이 NaOH와 반응하여 수화반응을 유도하여 산소

라디칼 반응을 억제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NaOH 용액에서의 pentachloro-PCB(penta-3)의 반

감기는 약 47시간이며 휴믹산의 penta-3 congener의

반감기는 약 39 시간으로 각각 계산되어 휴믹산에

의한 광분해 정도가 1.2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

다(Fig. 7). 따라서 자연수계에서의 10~15년의 반감

기가 광화학적 실험조건하에서 대체적인 tool로 제

시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미생물방법으로 분

해가 어려운 난분해성 화합물의 경우, 복합적인 광

화학적 전처리와 미생물적 처리가 효과가 있었다.17)

3. 연구의 제한점 

특히 현재의 연구에서 GC/MS에 의한 특정위치의

염소를 가진 congener, 즉 ortho-, meta-, 및 para- 등

의 특정한 위치를 알아내어 분해물의 독성의 정도를

규명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후속연구의 분해과정 메

커니즘에서 다루기로 한다. 또 다른 제한점으로, 광

분해 프로필상(Fig. 6)으로는 NaOH보다 HA가 광촉

매로 더욱 효과적으로 관찰되지만 80분 및 100분에

서의 데이터의 연속적인 측정자료의 미비로 hexa-또

는 hepta-PCB의 반응차수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

어 정확한 비교가 불가능하였다.

전자의 이동에 의한 환원반응에서는 환원성 탈염

소화반(reductive dechlorination), 산화성탈염소화

(oxidative dechlorination) 등이 있으나,18) 본 연구에

서는 산화반응물의 MS 분석이 확인되지 않아

oxidative dechlorination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차후의 과제에서 다루기로 한다.

분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더 짧은 파장의 광원의

에너지가 크므로 효율적인 광원을 선택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일반적으로, black 형광램프(λmax=360~390

nm)나 high pressure Hg lamp(λmax=365~366 nm) 대

신 에너지가 더 큰 low pressure lamp를 사용할 경

우(lmax=250~300 nm) 분해효율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9) 또한 분해반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전달에너지를 감소시키는 Pd 같은 무기 광촉매나

Fig. 7. First-order kinetics of pentachloro-PCB(penta-3)

in NaOH and HA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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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energy triplet state 에너지를 가진

diethylamine20) 혹은 NaBH4
21)와 같은 sensitizer를 함

께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V. 결 론

본 실험에서 2,2‘,3,4,4’,5,6‘-heptachloro PCB 와

Aroclor 1254를 대상으로 광분해를 실시하여 sensitizer

에 의한 광분해반응이 관여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광

화학반응의 0.05N NaOH 용액에서의 pentachloro-

PCB(penta-3)의 반감기는 약 47시간이며 10 ppm HA

의 penta-3 congener의 반감기는 약 39시간으로 각

각 계산되어 휴믹산에 의한 광분해 정도가 비슷하였

다. 두 화합물의 실험결과를 비교할 때 hexa- 혹은

hepta-보다는 염소수가 더 작은 tetra- 및 pentachloro

PCB 화합물들이 주로 광분해 반응에 관여함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실험에서 관찰된 반감기를 유추

할 때 염소수가 많이 치환된 PCB 1260과 같은 시

료에 대하여 탈염소를 유도하는 촉매의 농도, 반응

시간 및 광원의 세기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

인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자연계에서 10년 정도의

PCB 반감기가 상당히 감소한 결과가 나타나 이 연

구의 결과를 이용하여 수계에서 휴믹산과 NaOH에

의한 PCBs의 광분해가능성에 대한 기초자료로 사용

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의 연구에서는 NO2
-1 이온

혹은 환원성 agent인 아민화합물을 이용하여 PCBs

에 대한 광분해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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