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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실험실적 규모의 반응기에서 수용액상 bis(2-chloroethyl) ether (BCEE)의 오존산화반응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오존산화반응은 BCEE 용액이 포함되어 있는 반응기 바닥에 오존 기체를 주입하여 진행하였으며 50 ±
10 mg/L의 오존 농도로 80 min 반응시켜 완결하였다. BCEE의 오존산화처리 효율을 BOD5, CODCr, 그리고 TOC의 변화
로 측정하였다. BCEE의 오존산화반응결과 CODCr가 62.79%, TOC의 57.25% 감소된 것은 생분해 가능한 중간체가 생
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BOD5/CODCr = 0.39). 본 연구의 결과는 BCEE와 같은 비생분해성 물질을 포함하는 폐수가 오존
산화처리 후에 생물학적 처리를 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30 ℃에서 유사 1차 반응속
도 상수는 2.00 × 10-4 sec-1, 활성화 에너지는 10.02 kcal⋅mol-1로 나타났다.
In this study ozonation of bis(2-chloroethyl) ether (BCEE) in aqueous solution was performed in a laboratory scale batch
reacter. The ozonation process of BCEE was carried out by bubbling ozone at the bottom of reactor containing the BCEE
solution. Ozonation was almost complete after 80 min with an ozone concentration of 50 ± 10 mg/L. Ozonation treatment
efficiencies of BCEE were evaluated in terms of BOD5, CODCr, and TOC. In the ozonation of BCEE a 62.79% decrease
of the CODCr and a 57.25% decrease of the TOC lead to biodegradable by-products (BOD5/CODCr = 0.39).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how that wastewaters containing non-biodegradable compounds, such as BCEE can be successfully treated by
-4
-1
ozonation followed by bio-treatment. The pseudo first-order rate constants of the ozonation was 2.00 × 10 sec and the
-1
activation energy was 10.02 kcal⋅mol at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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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였다.
BCEE의 Kirk woodsand와의 분배계수는 Kd = 0.57 mL/g, 20 ℃에
서 용해도는 10.4 g/L, 증기압은 0.71 mmHg, logKow 값은 1.3, 그리고
헨리상수는 1.8 × 10-5 atm⋅m3⋅mol-1의 특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지
하수 환경에서 높은 유동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 오염된 토양으로
부터 BCEE를 제거하는데 빠른 속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
고 있다[3].

산업화된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화학물질이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유입된 유해한 화합물은 도시 폐수처리장의 생물
학적 처리 시스템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미처리되고 방류수에 유출되
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기도 한다.
염화화합물인 bis(2-chloroethyl) ether (BCEE)는 분자량 143, 융점
-51.8 ℃, 비중 1.22로서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무채색이고 BCEE의
분자구조를 Figure 1에 나타내었다. 농약 및 의약품 제조, 유류 및 가
솔린의 정제 분야 등에서 용매와 세정액으로 사용되었다[1]. 이와 같
이 사용된 미처리 방류 폐수에 포함된 화학약품으로 인하여 수많은
공업지역에서 BCEE가 지하 오염물질로 검출되었다[2]. 그러나 환경
오염 복원 분야에서 이러한 잔류 BCEE의 제거는 주의를 끌지 못하였
으므로 화합물의 거동 및 처리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

BCEE는 미국의 Clean Air Act에서 유해 대기오염 물질, RCRA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에서 독성화합물(#U025)로
분류되고, Clean Water Act에서 반응성, 인화성, 독성, 돌연변이성 그
리고 발암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 1종 독성 오염물”로 분류되었다.
또한 전통적인 생분해 처리 시스템에서는 생분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 졌기 때문에 BCEE를 생체 실험 모델 화합물로 사용되었으며[4],
생쥐의 구강 통해서 BCEE가 노출되어 간종양의 발병율이 증가된다는
동물실험결과에 따라 USEPA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는 BCEE를 인체 발암이 예상되는 물질로 분류하였다[5].
선행 연구에서는 폐수에 포함된 BCEE를 제거하기 위한 공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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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2 + H2O(+ ⋅OH)

+ Intermediates + ⋅OH

→ Intermediates(⋅OH)  + CO2 + H2O
Figure 1. Molecular structure of bis(2-chloroehtyl) ether (BCEE).

해서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왔다[7]. BCEE 고급 산화 공정(AOPs)
중 일어난 화학 반응은 반응성이 높은 hydroxyl 라디칼이 탈수소를 거쳐
에테르 고리에 인접한 alpha-carbon을 공격하여 일어난다[10]. Li 등은
H2O2의 광분해를 거쳐 발생한 ⋅OH에 의한 BCEE 분해 메카니즘을
제안 하였다[11].
일반적으로, 화합물의 화학적 산화와 생물학적 공정을 조합하여 처
리하면 대부분 대상 화합물의 분해율은 증가되고 변화과정에서 부정
적인 문제의 발생이 적은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고급산화과정 BCEE 처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오존산화 반응에 대하여 pH, BOD5, CODCr, 그리고 TOC 변화와
반응속도, 활성화 파라미터를 구하였다.
1.1. BCEE의 오존산화 반응속도상수

본 연구에서는 Shiyun 등의 COD 제거율에 기초한 반응속도식을
적용하여 반응속도론적 연구를 수행하였다[12]. 오존산화반응 동안
화합물들은 많은 중간생성물(intermediate)을 생성시킨다. 이것은 단순
히 오존분자에 의한 산화반응이 아닌 ⋅OH은 초기화합물과 모든 중
간생성물과 반응하며, 최종생성물로 CO2와 H2O가 생성된다. 이 반응
을 식 (1)∼(3)에 나타내었다.



Intermediates(1) + O3

의해 표현될 수 있으며, 식 (4)에 나타내었다.
COD  +  O3 → Intermediates + CO2 + H2O

(4)

오존산화반응에서 화합물 i와 모든 중간체를 포함한 반응물의 종합
적인 반응속도가 유사 1차 반응으로 진행된다면 식 (5)가 된다.
ln(CODi/CODi0) = -kCOD,i t

(5)

같은 방법으로 TOC 제거율에 기초한 반응속도식을 적용하면 식
(6)이 된다.
ln(TOCi/TOCi0) = -kTOC,i t

(6)

2. 실

험

2.1. 실험장치

오존발생기는 전기방전(코로나효과)에 의하여 오존을 발생시키는
Enotech사의 BSDE-200을 사용하였다. 오존유량 1.0 L/min, 오존분석
기(Seki Electronics, SOZ-6300) 측정농도 50 ± 10 O3 mg/L로 유지하
여 오존과 산소의 혼합 가스는 BCEE 용액이 채워진 물질 시료가 포
함된 반응기로 유입된다. 오존반응기는 온도조절이 가능하도록 water
bath (Daihan Scientific, WiseCircuTM) 내부에 용량이 2000 mL가 되게
원통형의 유리 제품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반응기 내에서 기-액 접촉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체분산노즐을 반응기 저부에 설치하였다. 폐
오존은 2% KI용액이 든 2개의 스크러브를 통과한 후 대기 중으로 배
출시켰으며, 오존산화반응장치 개요도를 Figure 2에 나타내었다.
2.2. 실험방법
2.2.1. 오존산화반응

본 실험에 사용되는 BCEE 1.75 × 10-3 M 농도의 수용액에 99% 이
상의 순도를 가지는 산소를 사용하여 생성된 오존을 통과시켜 실험을
수행하였다. 각 시료를 20, 30 그리고 40 ℃에서 각각 20, 40, 60 그리
고 80 min 동안 반응시켰으며 오존산화 반응 후 pH, BOD5, CODCr 그
리고 TOC 등의 성분 변화를 측정하였고, 시간 변화에 따른 ln(CODCr/
CODCr,0)와 ln(TOC/TOC0)로부터 반응속도상수를 구하고 활성화 파라
미터를 계산하였다.
2.2.2. 반응 후 시료 성분 분석

2.2.2.1. pH
pH는 Orion 3STAR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 O3

→ Intermediates(1)

(3)

식 (3)의 반응으로 화합물 i의 농도와 모든 중간생성물은 COD  에

탈기법이나 열처리 법이 연구되고 있으나, BCEE가 매우 낮은 헨리상
수를 가지고 있으므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6]. BCEE와 같은
유해물질을 생물학적인 공정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고도
처리 공정의 도입이 요구 된다. 화학적 산화방법은 전처리로서 미생
물 독성을 나타내는 화합물들을 생물학적 처리 가능한 반응 중간체로
전환 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졌다. BCEE의 고급산화공정
(AOPs) 처리에 관한 선행의 연구는 오존산화처리와 펜톤산화처리 공
정을 통한 생분해성의 증가에 관한 연구[4], SBR로 운전되는 연속 활
성 슬러지 시스템에서 BCEE의 제거 증진을 위한 전처리로서 세 가지
산화 기술(오존화 반응, UV/H2O2 반응, Fenton 반응)사용에 대한 연구
[7], BCEE를 포함하고 있는 토양과 지하수 복원에 대한 표면촉매 펜
톤 공정의 적용성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8]. 그러나 전처리 후 생분해
성에 관한 평가와 반응속도 및 열역학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고급산화공정(AOPs)은 일반적으로 난분해성 화합물을 생분해가 가
능한 carboxylic acids, alcohols 및 aldehydes 등의 중간 생성물로 분해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3,9]. 동일한 정도의 BCEE 산화 반
응에 있어서 오존산화 반응과 UV/H2O2 처리는 aldehyde로 높은 비율
의 변환을 일으켰으며, 펜톤 처리는 높은 비율로 carboxylic acid로 변
환을 일으켰다[7].
오존과 유기물질의 반응은 친전자체나 hydroxyl 라디칼 경로를 통

Compound

(2)



+ CO2 + H2O(+ ･OH)

(1)
2.2.2.2. BOD5 & CODCr
BOD5 (Biochemical Oxygen Demand)와 COD (Chemical Oxygen
Demand)는 Standard Method에 따라 농도를 분석하였으며 COD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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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H value during the ozonation of BCEE.

Figure 2. Schematic diagram of ozone reactor.
크롬산칼륨(K2Cr2O7)법으로 수행하였다.
2.2.2.3. TOC
TOC는 Shimadzu, TOC-V CPH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2.3. 잉여오존처리

폐 오존은 2% KI용액이 든 2개의 스크러버를 통과한 후 대기 중으
로 배출시켰다. 그 속에 포함된 KI용액은 식 (7)에 따라 오존과 반응
한다. KI 용액의 발색정도에 따라 대기중으로 폐 오존 배출 여부를 확
인하였다.
O3 + 2KI + H2O → I2 + 2KOH + O2

(7)

3. 결과 및 고찰

Figure 4. BOD5 during the ozonation of BCEE.

3.1. BCEE의 오존산화 반응결과

오존산화에 의한 BCEE의 화학적 성분 및 생물학정 특성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20, 30 그리고 40 ℃에서 오존주입량을 일정하게 유
지하면서 pH, BOD5, CODCr 및 TOC를 측정하고 비교 검토하였다.
BCEE와 오존의 반응에 의한 pH의 형태를 Figure 3에 나타내었다.
-3
20 ℃에서 실험에 사용한 BCEE 용액 1.75 × 10 M의 pH는 5.83이고,
80 min 오존처리 후 5.31로 점차 감소하였다. 30 ℃ 그리고 40 ℃에서
도 마찬가지로 pH값이 각각 5.11, 5.02로 감소하였다. BCEE의 과산화
반응 중에 생성되는 중간생성물은 2-chloroethyl acetate, 2-chloroethanol, acetaldehyde, ethylene oxyde, chloroethene, 2-chloroethoxyethene, 2-chloroethyl 1-hydroxyethenyl ether가 확인되었으며 Cl⋅과 H⋅
가 생성되고 HCl이 형성되어 pH가 감소하는 것으로 발표된 것[11]과
일치하였다.
BCEE와 오존의 반응에 의한 BOD5 변화를 Figure 4에 나타내었다.
-3
20 ℃에서 실험에서 사용한 BCEE 용액 1.75 × 10 M의 BOD5는
49.65 mg/L이고 80 min 오존처리 후에는 41.65 mg/L로 감소하였다.
30와 40 ℃에서도 마찬가지로 각각 36.14, 19.25 mg/L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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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ODCr during the ozonation of BC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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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OC during the ozonation of BCEE.

Figure 8. Plot of ln(CODCr/CODCr,0) versus time during the stripping
of BCEE in solution.

Figure 7. BOD5/CODCr during ozonation of BCEE.

Figure 9. A plot of ln(TOC/TOC0) versus time during the stripping of
BCEE in solution.

BCEE와 오존의 반응에 의한 CODCr를 Figure 5에 나타내었다. 20 ℃
에서 실험에서 사용한 BCEE 용액 1.75 × 10-3 M의 CODCr은 251.76
mg/L이고 80 min 오존처리 후에는 147.68 mg/L로 감소하였다. 30 ℃
와 40 ℃에서는 각각 96.68, 49.47 mg/L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세한 산화 조건 상태에서 완전히 무기물화가 되지 않더라도 BCEE
분자가 파괴되어 분자량이 적은 중간체가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BCEE와 오존의 반응에 의한 TOC를 Figure 6에 나타내었다. 20 ℃
에서 실험에서 사용한 BCEE 용액 1.75 × 10-3 M의 TOC는 72.24
mg/L이고 80 min 오존처리 후에는 44.38 mg/L로 감소하였다. 30와
40 ℃에서도 마찬가지로 각각 30.88, 17.03 mg/L로 감소하였다. 일반
적으로 오존산화반응 경로는 오존에 의한 직접산화와 OH⋅에 의한
라디칼 산화가 포함되어 있다.
BCEE의 생분해성을 나타내는 BOD5/CODCr를 Figure 7에 나타냈다.
BCEE 용액의 BOD5/CODCr는 20, 30, 40 ℃에서 80 min 오존 산화 후
각각 0.282, 0.386 그리고 0.389로 증가하였다. 반응과정상의
BOD5/CODCr 증가는 최초 반응물이 분해되어 생성되는 중간 생성물
의 미생물 분해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Shiyun 등의 연구[1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naphthalene sulfonic acid
유도체들이 오존산화 반응에 의해서 COD 농도가 20∼84%, TOC는
7∼50% 감소되어 BOD5/COD가 0.27∼0.48로 생분해도가 증가된 것
은 BCEE가 오존화 반응에 의해서 미생물 분해 가능한 저분자량의 중
간체가 생성됨을 나타내고 미생물 처리 가능 지수로서 BOD5/COD값
을 0.15로 선택되고 있으므로 BCEE의 처리는 오존에 의한 전처리후
미생물 처리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3.2. BCEE의 반응속도론
BCEE의 분해 연구는 열분해, Fenton 산화, UV/H2O2 산화 등에 관
한 연구가 유해물질의 처리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BOD5,
CODCr, TOC분석을 통한 화학 반응의 이해에 관심을 끌기 시작 했으
나 체계적인 반응속도론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반응속도 상수의 계산에 사용되는 적용 농도는 연구 목적에 따라

반응물질의 농도 변화, 최종물질과 중간체가 포함된 물질의 농도 등
이 사용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반응물질과 중간체 물질의 CODCr,
Appl. Chem. Eng., Vol. 21, No. 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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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able of kCOD and kTOC for The Ozonation of BCEE
Temperature

4

-1

kCOD × 10 , sec

4

Table 2. Activation Parameter of BCEE
-1

kTOC × 10 , sec

20 ℃

1.11

1.04

30 ℃

2.00

1.67

40 ℃

3.32

2.91

Parameter
-1

Ea (kcal⋅mol )
-1

△H

≠

(kcal⋅mol )

△S

≠

(e⋅u)

△G

≠

-1

(kcal⋅mol )

kCOD

kTOC

10.02

9.41

9.42

8.80

-0.044

-0.047

22.76

23.05

와 분자의 Frontier 에너지와 상관관계가 깊고 반응성 예측에 유용하
며 TOC를 제거농도로 계산한 속도상수와의 비교로부터 오존산화반
응은 친전자적 효과가 중요한 인자임을 발표하였으며 11개 중 10개의
naphthalene sulfonic acids의 kCOD/kTOC는 1.69∼3.60 범위로 나타났다
[12]. Shang N. C. 또한 실험결과의 계산에서 페놀 유도체의 반응속도
론적 연구를 통하여 유사 1차 반응속도 상수 kCPs가 0.955∼2.04 min-1,
kTOC는 0.060∼0.112 min-1이고, kCPs/kTOC는 15.9∼18.2이었다. o, m, p
위치에 Cl이 치환 된 페놀의 오존산화는 동일한 분해 메카니즘으로
진행됨을 발표하였으며[13] 본 연구 실험 결과 20∼40 ℃에서 BCEE
의 농도를 CODCr와 TOC로 적용한 반응속도 상수 kCOD/kTOC가 1.07∼
1.20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사용된 화학물질들의 오존산화 분해반응에는

Figure 10. A plot of lnkCOD versus 1/T for the ozonation of BCEE.

Frontier 에너지, COD 및 TOC 함수에 기초한 반응속도상수가 상호
관련되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따라서 모체 물질, 중간체와 모체가
포함된 물질 등 적용 대상 물질과 몰 농도, COD, TOC 등 적용농도를
달리한 결과는 동일한 실험 조건에서도 다른 값을 나타낸다. 그러므
로 난분해성 물질의 분해 메카니즘을 이해하고 처리 방법을 응용하기
위해서는 모체 물질 및 적용 농도를 다양하게 적용한 반응속도 연구
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3. BCEE 오존분해 활성화 파라미터

20, 30, 40 ℃에서 구한 각각의 반응속도 상수로부터 Arrhenius 식 (8)
에 나타난 기울기로부터 활성화 에너지(Ea)를 계산하였으며, 활성화
≠
≠
≠
엔탈피(△H ), △S 활성화엔트로피(△S ) 및 활성화자유에너지
≠
(△G )는 다음 식 (9), (10), (11)에 의하여 계산하였다.




lnk = lnA -  ⋅ 



(8)

H≠ = Ea - R⋅T

(9)

 ․ 
∆ ≠
lnA = 1 + ln   



(10)

Figure 11. A plot of lnkTOC versus 1/T for the ozonation of BCEE.

△G≠ = △H≠ - T⋅△S≠

(11)

TOC를 적용 농도로 사용하여 반응속도 상수를 구하였다.
BCEE의 오존분해 속도상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식 (5), (6)으로부터
시간변화에 따른 ln(CODCr/CODCr,0)와 ln(TOC/TOC0)를 도시하여 좋
은 직선관계가 있으므로 유사 1차 반응으로 진행됨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ures 8, 9에 나타내었다. ln(CODCr/CODCr,0)와 ln(TOC/TOC0)
에 따른 BCEE의 반응속도상수 kCOD와 kTOC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온도 변화에 따른 lnkCOD와 lnkTOC를 Figures 10, 11에 나타내
었다.
Shiyun 등의 실험결과의 11개의 naphthalene sulfonic acids와 오존
산화의 산화반응 연구에서 COD를 변화 농도 함수로 계산한 속도상수

여기서  는 Boltzman 상수(1.380 × 10-16 erg⋅deg-1),  는 P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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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
-1
상수(6.624 × 10 erg⋅sec) 그리고 R (1.987 cal⋅mole ⋅deg )은
기체상수이다. 온도변화에 따른 반응속도로부터 활성파라미터를 계산
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BCEE와 오존의 산화분해 반응결과 활성
화파라미터 중 활성화에너지는 온도변화에 따른 처리 장치의 운전조
≠
≠
건에 응용 될 수 있고 △H 와 △S 는 화학물질의 분해 반응메카니즘

에 대한 동질성을 판단하는 척도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Bis(2-chloroethyl) Ether (BCEE)의 오존산화 특성에 관한 연구

4. 결

론

유해화학물질의 연구 모델로 사용되는 BCEE의 오존산화분해 반응에
의한 처리에서 BCEE 모체물질과 중간체 농도를 CODCr에 기초하여
반응속도론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온도에 따른 BCEE의 성분 변화를 측정한 결과 pH, BOD5,
CODCr, TOC가 감소하였다. 이것은 물질들이 오존에 의해 분해되고
미생물 분해 가능한 중간물질과 Cl⋅과 H⋅의 생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1) BCEE의 오존산화 분해반응결과, BOD5/CODCr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생물학적 난분해성 물질인 모체분자 BCEE가 산화
분해되고 미생물들에 대한 독성이 감소되므로 미생물에 의한 처리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2) BCEE의 오존산화반응으로부터 CODCr 변화에 기초한 반응속도 상
-4
-1
수 kCOD는 2.00 × 10 sec 로 나타났으며 TOC 변화에 기초한 반응속
-4
-1
도 상수 kTOC는 1.67 × 10 sec 로 kCOD/kTOC는 1.07∼1.20로 나타났다.
3) kCOD로부터 구한 활성화 에너지(Ea) 값은 10.02 kcal⋅mol-1, 활
≠
-1
≠
성화 엔탈피(△H )는 9.42 kcal⋅mol , 활성화 엔트로피(△S )는
≠
-1
-0.044 (e⋅u) 이며, 활성화 자유에너지(△G ) 22.76 kcal⋅mol 로
나타났고, kTOC로부터 구한 활성화 에너지(Ea) 값은 9.41 kcal⋅mol-1,
≠
-1
≠
활성화 엔탈피(△H )는 8.80 kcal⋅mol , 활성화 엔트로피(△S )는
≠
-1
-0.047 (e⋅u)이며, 활성화 자유에너지(△G ) 23.05 kcal⋅mol 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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