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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1) 금속-유기 골격체 MOF 소재를 활용한 염료 분해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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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염색폐수는 염색방법에 따라 사용되는 염료 및 매염제 등이 종류가 다양하여 그 성상이 매우 복합하다.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처리공정에 의해 쉽게 처리되지 않는 대표적인 난분해성 폐수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
다. 최근 금속 무기물과 유기물을 함유한 다공체로서 금속-유기 골격체(metal-organic frameworks, MOFs)에 
환경적 응용을 위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다. MOF소재는 저밀도의 다공성 구조를 나타내어 큰 비표
면적과 세공부피를 가지며 금속물질과 유기 연결체의 조성 변화를 통해 구조와 모양, 세공크기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용매열 합성법(solvothermal processng)을 이용하여 
NH2-MIL-101(Fe) 소재의 흡착제 및 광촉매로서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염료물질인 Indigo 
carmine과 Rhodamine B에 대한 흡착과 광촉매 효율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고 제거효율을 평가하여 환경적 응
용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NH2-MIL-101(Fe)를 합성하기 용매열 합성법을 이용하였으며, Fe를 금속 클러스터의 전구물질로 iron(III) 

chloride hexahydrate, 작용기인 아미노기(-NH2)의 전구물질로 2-aminoterphthalic acid를 그리고 유기링커로서의 
전구물질로 dimethylformamide를 이용하여 합성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합성된 NH2-MIL-101(Fe) 소재를 이용하여 염료물질인 Indigo carmine과 Rhodamine B를 대상으로 흡착 및 

광반응에 의한 제거효율을 확인하였다. Indigo carmine의 경우 반응 시작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λmax(610 
nm)에서의 흡광도가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으며, 가시적으로도 염료 용액의 색이 점차 옅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광분해 반응 전 초기 흡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처음 30분간 광을 조사하지 않고 반응을 수행하였으
며, 그 결과 초기 흡착에 의한 제거율은 83.6%로 나타났으며, 가시광 조사시 180분 후 94.2%의 분해효율을 나
타냈다. Rhodamine B의 경우 λmax(554 nm)에서의 흡광도가 점차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광반응 전 
초기 30분 흡착에 의한 제거율은 70.7%로 나타났으며, 가시광 조사시 180분 후 83.5%의 분해효율을 나타냈
다. 이를 통해 NH2-MIL-101(Fe) 소재의 흡착제로서의 기능과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후 광반응
을 통해 제거율이 점차 향상되는 결과를 보임에 따라 광촉매로서의 기능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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