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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16) 광촉매반응기를 활용한 제주도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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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생물학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난분해성 물질이 과량 존재하는 침출수를 하수와 합병처리하기 위해서는 

난분해성 유기물질 및 하수처리장의 생물학적 처리시 제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독성 유기물질을 적절히 
처리해야 하지만 기존의 방식으로는 처리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광촉매에 빛을 
조사하여 폐수 혹은 침출수 중에 함유한 유기화합물을 산화시켜 최종적으로 CO2와 H2O로 분해시키는 환경
친화적인 UV 광촉매 산화 기술을 이용하여 처리효율을 검토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반응기는 pyrex 재질의 직경 11 cm, 높이 44 cm의 환상형태의 반응기를 사용한 회분식 

반응기이며, UV 램프는 산요자외선의 16 W 및 25 W의 254 nm 와 16 W 및 25 W의 185 nm으로 반응기 
전 영역에 걸쳐 자외선이 균일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반응기 중앙에 장착하였다. UV 램프가 설치된 반응기 
내로 전처리한 침출수를 그대로 또한 여기에 분말형태의 TiO2 (Degussa P-25)를 3 g/L 가하여 현탁시킨 상태
로 가하고 자기 교반기로 교반하면서 일정시간 후에 시료를 채수하여 GF/C 여지로 여과한 후 오염물질
(COD, 색도, pH) 등을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광촉매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54 nm-25 W 및 254 nm-16 W를 사용하여 4시간 동안 반응시간에 따른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COD 및 색도의 변화는 미미하였으며, pH는 초기 10분 후 7.0에서 7.64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4시간 동안 큰 
변화는 없었다. 따라서 난분해성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침출수의 경우는 광촉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유기물의 제거는 매우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3.2. 광촉매를 사용한 경우 
24시간 동안 광분해 반응에 따른 COD 및 색도의 농도 감소 변화는 보이고 있으나 24 h 처리 후의 처리

수의 수질은 청정지역 방류수 수질기준인 400 mg/L, 200도에는 훨씬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24 h 처
리 후의 COD 및 색도의 제거율은 185 nm-25 W, 185 nm-16 W, 254 nm-25 W 및 254 nm-16 W에 대해 
COD의 경우 각각 37%, 35%, 32%, 28%, 색도의 경우 33%, 30%, 29%, 26%으로 같은 반응기 내에 W 수의 
증가(16 W, 25 W)에 따른 제거효율 및 에너지의 증가(254 nm, 185 nm)에 따른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4. 결 론 
광촉매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COD 및 색도의 제거율은 미미하였으며, 광촉매를 사용한 경우 시간의 경과

에 따라 COD 및 색도 농도 감소 변화는 보이고 있으나, 제거효율은 각각 37-28%, 33-26%으로 방류수 수질
기준에는 훨씬 미달하였다. 따라서 광촉매반응기에 의한 침출수 중의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응집처리 등의 
전처리를 수행하여 유기물의 부하를 최대한 줄여서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또한 광분해 반응의 최적조건(광
촉매 사용량, W 수의 증가)을 찾아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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