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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수용액상의 비스페놀 A (BPA)를 HPLC 분석기기를 이용하여 검량하였으며, 이것을 Acetonitrile 분석법과 KDP solution 
분석법으로 정립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오존 단독공정과 오존/pH 10 공정, 오존/과산화수소 공정을 이용하여 BPA의 
분해특성을 비교⋅고찰하였다. 오존 단독공정을 사용하였을 때, 10 mg/L BPA는 60 min 동안 약 70% 제거되었으며, 
오존/pH 10 공정 및 오존/과산화수소 공정은 각각 40 min과 60 min만에 BPA를 완전히 제거하였다. 그러나 60 min 
동안의 반응에서 TOC 및 HPLC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최종 분해효율은 오존/과산화수소 공정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존/pH 10 공정은 오존 단독공정에 비해 TOC 및 반응 부산물의 농도가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수중의 유기탄소를 CO2 및 H2O로 산화시키는 효율은 오존/과산화수소 공정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Bisphenol A (BPA) in aqueous solution was measured using HPLC technique, which was established by acetonitrile analysis 
and KDP solution analysis methods. In these experiments the decomposition characteristics of BPA were compared using the 
ozone alone, ozone/pH 10, and ozone/hydrogen peroxide processes. About 70% of 10 mg/L of BPA was removed during 
60 min by the ozone alone process, while 10 mg/L of BPA was completely removed by the ozone/pH 10 and ozone/hydrogen 
peroxide processes in 40 min and 60 min, respectively. The final decomposition efficiency drawn from results of TOC and 
HPLC analyses showed that the ozone/hydrogen peroxide process was the best among them, whereas the concentrations of 
TOC and reaction intermediates when using the ozone/pH 10 process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ozone alone process after 
60 min of reaction. The ozone/hydrogen peroxide process was the most efficient among them when oxidizing organic carbons 
in water to CO2 and 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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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대부분의 유해화학물질들은 환경에 유입되면서 다양한 분해경로를 

거쳐 무해 물질로 변환되지만, 일부 유기물과 그 분해 부산물은 환경뿐

만 아니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1-3]. 지금까지 확

인된 내분비계장애물질은 약 70여 종으로 크게 공업약품 및 환경오염

물질, 플라스틱 원료 및 첨가제, 농약 및 살충제와 중금속 등으로 분류

된다[4,5]. 그중에서도 특히 bisphenol A (2,2-bis-(4-hydroxyphenyl)pro-

pane, BPA)는 오랜 기간에 걸쳐 생체에 축적 되어 인간의 내분비 파괴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하는 내분비계 장애물질(EDs)로 밝혀졌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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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는 흰색의 고형물로 호흡과 피부를 통해서 인체에 영향을 끼친다. 

1997년에 들어와서 극소량으로 에스트로겐과 같은 성호르몬의 이상 

및 정자 수 감소 등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으로 밝혀졌으며[8,9], 세

포유전학전인 관점에서 염색체변이를 유발하며, 미량으로 여성호르몬

처럼 작용, 유방암 세포를 증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소제, 안

정제 및 식기용기의 제조에 쓰이는 폴리카보네이트 수지와 에폭시 수

지 등에 포함돼 있다. 또한 병뚜껑, 상수관과 같은 금속제품의 내부코

팅제로 사용되며, 통조림용 깡통, 치과치료 시의 아말감에서 유출된

다. 국립환경연구원은 한강과 국내의 대규모 강 및 그 지천에서 BPA

가 검출되었다고 밝혔으며[10,11], 미국 EPA에 의해서 수행된 BPA의 

독성에 관한 연구조사 결과에서 어류 및 무척추동물에 대한 BPA의 

LC50 및 EC50은 1.1~10 mg/L로 보고하였다[12]. 환경호르몬 물질은 

대부분이 이미 규제물질로 설정되어 있어 사용량이 매우 적지만 BPA

의 경우, 세계 연간 총 수요량이 1995년 160억 파운드에서 2000년에

는 210억 파운드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의 

2012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보고서(PRTR)에 따르면 배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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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Property Value

Structure descriptors

Molecular formula C15H16O2

Molecular weight (g/g mol) 228.29

Boiling point (℃ at 4 mmHg) 220 ℃

Water solubility (g/L at 20∼25 ℃) 120∼200

Henry’s constant (atm⋅m3/mole at 25 ℃) 1.00E-11

Vapor pressure (mmHg at 25 ℃) 3.91E-07

Table 1.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BPA

Experimental parameters Conditions

Initial BPA concentration 10 mg/L

Ozonation time 60 min

Ozone generator capacity 2 g/h

Gasous ozone concentration 23 g/m3

Ozonation gas flow rate 1 L/min

pH control NaOH

H2O2 concentration 0.1 mM

Table 2. Major Experimental Parameters and Conditions

체 수 36곳에서 환경배출량 7,125 kg/yr, 이동량 404,220 kg/yr, 자가매

립량 500 kg/yr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환경과 인체에 대한 유해

성이 문제로 대두되면서 선진국에서는 BPA에 대한 연구 및 제거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수공정에서의 제거효율 및 새로운 

공법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연

구가 미진한 실정이다[10-13].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BPA의 환경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고급산

화공정(Advanced Oxidation Process : AOP)을 도입하였다. 고급산화공

정은 오존의 높은 산화력(전위차 : 2.07 V)을 이용하여 유기물을 산화

시키는 공정으로서, THM (TriHalo Methane) 생성억제, 응집침전 개선

효과 및 생물학적 활성도 증대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4,15]. 

그러나 유기물과 매우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결점을 가지고 있어 최근

에는 수산화 라디칼(hydroxyl radical)에 의한 처리공정이 크게 대두되

고 있다[15]. 이러한 공정의 종류로는 오존/과산화수소, 오존/초음파, 

오존/UV 및 오존/high pH 공정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정수처리시설에 적용하더라도 설계 및 유지보수에 제약이 적

은 pH 10 및 과산화수소를 촉매로 선정하여 BPA 분해실험을 진행하

였다. 또한 극미량에도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BPA를 

HPLC 분석기기를 이용하여 검출 및 검량하였으며, 분해과정에서 생

성되는 중간물질(intermediate)의 생성원인 및 분해특성에 관한 연구

도 함께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실험재료 및 장치

본 실험에 사용된 오존촉매산화공정의 개략도는 Figure 1에 나타내

었다. 오존접촉 반응기는 직경 6 cm, 높이 120 cm, 반응기 총 부피 

3,400 cm3인 원통형의 유리로 제작하였으며, 오존 발생기에 유입되는 

공기는 내경이 2.5 cm, 길이가 10 cm인 원형 실리카겔관에 통과시켜 

수분을 제거하여 오존생성 효율을 높였다. 오존접촉반응기로 공급할 

오존은 오존발생기(Model-20, 황정환경, Korea)를 이용하여 1 L/min

으로 공급하였다. 또한 기-액 접촉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오존접촉 반

응기 하단에 원통형 diffuser를 설치하여 오존을 최대한 미세 기포 형

태로 주입하였으며, 오존접촉 산화반응의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반

응에 참여하지 않고 부상한 오존 및 대상수를 정량펌프(cole-parmer, 

model 7553-85, U.S.A.)를 사용하여 연속적으로 순환시켰다.

비스페놀 A (BPA)는 Sigma-Aldrich (U.S.A.)사의 특급시약을 사용

하여 200 mg/L 농도의 stock solution으로 제조하였으며, 매 실험마다 

10 mg/L의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BPA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촉매로 사용된 과산화수소와 pH 조절에 사용

된 염산 및 수산화나트륨 용액은 Samchun Pure Chemical (Korea)사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실험은 20~25 ℃의 실온에서 반응시간 60 min으로 고정하여 진행

하였으며, 오존/pH 10 공정을 제외한 나머지 공정에서는 pH를 인위적

으로 조절하지 않았다. 오존 농도 및 BPA 분해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운전변수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가스상 오존농도는 KI 적정

법으로 측정하였으며, 용존 오존농도는 인디고 시약의 탈색 특성을 

이용한 인디고 실험법(indigo method)으로 측정하였다. BPA의 분해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샘플링은 오존접촉 반응기의 중간 부분에서 

일정한 시간마다 시료를 채취하여 농도를 측정하였다. 샘플링은 오존

접촉 반응기의 중간부분에서 일정한 시간(5, 10, 20, 40 min 및 60 

min)마다 5 mL를 채취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오존에 의한 반응을 억

제시키기 위해 0.1 N의 티오황산나트륨(sodium thiosulfate : Na2S2O3)

을 0.1 mL 주입하였다.

2.2. BPA의 분석조건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BPA의 검량을 목적으로 HPLC-UV를 이용하여 

Acetonitrile 분석법과 KDP 용액 분석법으로 정립하였다. 우선 

Acetonitrile 분석법으로서, C18 역상칼럼을 이용하였으며, UV 파장 

280 nm, 오븐 온도 28 ℃에서 일정용매 조성법(isocratic mode)으로 

mobile phase (Acetonitrile과 Water를 60 : 40의 비율로 혼합)를 1.0 

mL/min로 고정하여 분석하였다. KDP 용액 분석법은 메탄올과 KDP 

용액을 32 : 68의 비율로 혼합한 mobile phase를 C18 역상칼럼에 1.0 

mL/min의 속도로 주입하면서, 274 nm의 파장에서 시료를 분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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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ffect of the hydrogen peroxide concentration on the 
variance of dissolved ozone concentration and bisphenol A 
concentration for 60 min of oxid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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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ffect of initial pH on BPA decomposition (RT = 60 min, 
initial BPA concentration = 10 mg/L, initial pH = 7, 9, 10, 11, 12).

다. UV 파장과 mobile phase를 제외한 나머지 분석조건은 Acetonitrile 

분석법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KDP 용액의 제조방법은 인

산이수소칼륨(Potassium dihydrogen phosphate : KH2PO4)을 2.7 g/L로 

제조한 다음 아인산(phosphorous acid : H3PO3)을 이용하여 pH 4로 조

절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HPLC를 이용한 BPA 검출 실험 및 분석방법 결정

Acetonitrile 분석법에서는 BPA의 피크가 10.3 min에서 검출되었으

며, R2 값은 0.999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KDP solution 분석법

에서는 BPA의 피크가 5.6 min에서 검출되었으며, 수용액상의 페놀과 

벤젠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었다. 또한 R2 값은 0.992로써 Acetonitrile 

분석법에 비해 신뢰도가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BPA

의 검출 및 검량에서는 Acetonitrile 분석법을 이용한 분석이 실험의 신

뢰도를 높일 수 있었으며, BPA가 포함된 이성분계 이상의 시료를 분석

할 때 KDP 용액 분석법이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본 실험에서는 BPA만

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기에 Acetonitrile 분석법을 적용하여 모든 

실험결과를 도출하였다.

3.2. 오존촉매산화공정의 운전변수

오존/과산화수소 공정에서 촉매로 사용된 과산화수소의 효과적인 

주입농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오존 단독공정에 인위적으로 과산화수

소를 주입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ure 2에 나타내었다. 

실험조건은 10 mg/L 농도의 BPA가 2 L 채워져 있는 반응기에 가

스상 오존을 23 g/m3 농도로 60 min 동안 주입하였으며(오존 단독공

정), 과산화수소는 0.05, 0.10, 0.15, 0.20, 0.25, 0.30, 0.60, 1.20 및 2.50 

mM의 농도로 정량펌프를 이용하여 5 mL/min의 유속으로 주입하였

다[13]. 실험결과 과산화수소 주입량이 증가할수록 용존 오존농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50 mM의 과산화수소를 주입

할 경우, 인위적으로 과산화수소를 주입하지 않은 오존 단독공정보다 

용존 오존을 최대 33.6% 더 분해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산화수소 

투입량이 증가할수록 용존 오존농도가 감소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수용액상에서 오존과 유기물질과의 반응은 식 (1)~(5)로 나타내어지

지만, 과산화수소가 첨가되면 식 (6)~(7)과 같은 반응이 형성되기 때

문에 수산화 라디칼 생성은 증가하며, 수용액상의 오존농도는 감소하

는 것으로 판단되고, 문헌[14-16]에도 이와 유사한 결과들이 제시되어 

있다.

O3 + OH- → O2
-⋅ + HO2⋅ (1)

HO2⋅ ⇌ O2
-⋅ + H+ (2)

O3 + O2
-⋅ → O3

-⋅ + O2 (3)

O3
-⋅ + H+ ⇌ HO3⋅ (4)

HO3⋅ → OH⋅ + O2 (5)

H2O2 ⇌ HO2
- + H+ (6)

O3 + HO2⋅ → OH⋅ + O2
-⋅ + O2 (7)

잔류 BPA 농도는 과산화수소 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여 과산화

수소 0.25 mM 주입 시 BPA가 완전히 분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주입한 과산화수소 농도가 0.60 mM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BPA

가 재 검출되었으며, 과산화수소 2.50 mM 주입 시 BPA는 2.05 mg/L

가 최종 잔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BPA가 감소하는 구간(0~0.25 mM : 이하 A 구간)과 

BPA가 재 검출되는 구간(0.30~2.05 mM : 이하 B 구간)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BPA가 재 검출되는 B 구간은 A 구간보다 용존 오존을 

평균 0.21 mg/L 더 분해시키지만, BPA 분해효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과 주입된 과산화수소에 의해 분해된 용존 오존이 

전량 라디칼 연쇄반응(radical chain cycle)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부 미 반응 과산화수소는 오히려 반응시간이 증가할수록 

슈퍼옥사이드 라디칼(superoxide radical, O2
-⋅)과 오존아이드 라디칼

(ozonide radical, O3
-⋅)과 같은 라디칼 연쇄반응의 중간물질과 반응함

에 따라 수산화 라디칼의 생성효율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BPA의 분해

효율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된다[17]. 따라서 본 실험에서 오

존/과산화수소 공정의 과산화수소 주입농도를 0.25 mM로 결정하였다.  

Figure 3에는 초기 pH에 따른 BPA 분해율을 나타내었으며, 이 결

과를 토대로 오존/high pH 공정의 적정 초기 pH를 10으로 결정하였

다. 특히 초기 pH 10에서는 40 min의 반응에서 BPA가 완전히 분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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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BPA decomposition efficiency in ozone-catalytic oxidation 
process (RT = 60 min, initial BPA concentration = 10 mg/L, H2O2 = 
0.25 mM, initial pH =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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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Variation of TOC removal efficiency at ozone oxidation 
process (RT = 60 min, initial BPA concentration = 10 mg/L, H2O2 = 
0.25 mM, initial pH = 7, 10).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기 pH 9, 11, 12에서는 각각 92, 95% 및 

79%의 BPA가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60 min의 반응에서 

초기 pH 9와 11에서는 BPA가 완전히 분해되었으며, 초기 pH 12에서

는 94%의 BPA가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문헌상의 내용[18-21]과 일치하는 것으로 pH가 

증가할수록 오존의 자기분해(self-decomposition)가 급속히 진행되기 

때문에 높은 알칼리성 조건에서 수산화라디칼의 생성이 증가한다

[22,23]. 결국 이러한 수산화라디칼의 증가로 인해 BPA의 제거효율이 

향상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높은 알칼리성 조건이라 할지라도 

초기 pH 12에서는 40 min의 반응에서 BPA의 제거효율이 pH 9~11 

보다 8~21%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이유는 높은 알칼

리성 조건에 의해 생성된 수산화라디칼이 오존에 비해 상대적으로 반

응속도가 큰 탄산, 중탄산 및 기타 스캐빈져에 의해 먼저 소모되어지

기 때문에 단순히 pH를 높인다고 하여도 제거효율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22,23].

3.3. 오존촉매산화공정의 BPA 분해특성 비교

Figure 4에는 10 mg/L 농도의 BPA를 오존 단독, 오존/과산화수소 

및 오존/pH 10 공정으로 60 min 동안 처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오

존 단독공정은 60 min 동안 BPA를 7.62 mg/L (76.2% 제거율)분해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험개시 5 min만에 2.58 mg/L (25.8% 

제거율)의 BPA를 분해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60 min까지 

분해효율은 감소하지만 지속적으로 BPA를 분해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오존/과산화수소 및 오존/pH 10 공정은 각각 60 min과 40 

min만에 BPA를 완전히 분해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존/과산화수

소 공정은 실험개시 5 min에서 3.76 mg/L (37.6% 제거율)의 BPA를 

분해시켰으며, 오존/pH 10 공정은 5.90 mg/L (59% 제거율)의 BPA를 

분해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오존/과산화수소 공정은 반응이 종

료되는 60 min에서 BPA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오존/pH 10 공정은 40 

min에서 BPA가 완전히 분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존 단독공정 및 

오존촉매산화공정에서 실험초기(0~5 min)에 BPA의 분해효율이 높은 

이유는 오존의 직접산화반응(direct reaction : D형 반응)과 간접산화반

응(OH radical reaction : R형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수산화라디칼이 

우선적으로 BPA와 반응하여 소모되어지기 때문에 BPA의 분해효율

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문헌[24,25]에도 유사한 결과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로써 고급산화공정에서 촉매로 사용한 과산화수소와 pH 증가가 

오존 단독공정에 비해 제거대상물질을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오존/과산화수소 공정에서 과산

화수소의 분해에 의해 생성되는 hydroperoxide ion (HO2
- : k = (2.8 

± 0.5) × 106 M-1s-1)이 오존/pH 10 공정의 hydroxyl ion (OH- : k = 

(210 ± 20) M-1s-1)보다 월등히 빠르게 오존을 분해하여 수산화라디칼

을 생성시키기 때문에 오존/과산화수소 공정이 오존/pH 10 공정보다 

BPA 분해효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26,27], 본 실험결과는 오

존/pH 10 공정이 BPA 분해효율 측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기오염물의 일반적

인 평가 기준이 되는 TOC (total organic carbon : 총유기탄소)와 각 

공정의 HPLC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BPA의 분해특성을 조사하였다.

Figure 5에는 오존 단독 및 오존촉매산화공정의 TOC 제거율을 나

타내었다. 각 공정의 TOC 제거율((Co-C)/Co)은 반응 전 BPA 용액의 

TOC 농도(Co)를 기준으로 하고, 반응 후 잔류하는 BPA에 대한 TOC 

농도(C)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실험결과 오존/과산화수소 공정은 60 

min 동안 TOC를 58%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0~20 min 사이

에 전체 제거율의 90%에 해당하는 유기탄소를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오존/pH 10 공정은 10 min까지는 TOC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후 반응이 진행함에 따라 오히려 TOC가 증가하여 최종 

24%의 TOC를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응시간이 경과할

수록 TOC가 증가하는 이유는 첫째, 수산화라디칼에 의한 유기물 분

해속도보다 BPA와 BPA가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분해부산물(BPA의 

중간생성물질, 기타 유기물)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BPA의 분해부산물들은 반응 초기 친전자성 치환(electrophilic sub-

stitution) 또는 1,3-dipolar cycloaddition에 의해 불안정한 물질로 전환

되어 오존의 분해부산물 및 하이드로퀴논과 2차적으로 반응하기 때문

에 TOC가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hydroxyl 

ion과 오존 분자간의 반응속도가 느려 오존보다 상대적으로 반응속도

가 큰 라디칼 스캐빈져가 지속적으로 hydroxyl ion을 소모시키기 때문

에, 반응시간이 경과할수록 TOC 제거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28,29]. 반면 오존/과산화수소 공정은 오존/pH 10 공정보다 BPA의 

분해효율은 떨어지지만 hydroperoxide ion에 의해 개시되는 수산화라

디칼이 BPA 및 분해부산물과 비 선택적으로 반응한 결과, 수중의 유

기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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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Results of HPLC analyses (a) ozone alone process, (b) 
ozone/hydrogen peroxide process and (c) ozone/pH 10 process.

3.4. BPA의 중간생성물질 및 분해부산물 비교

Figures 4, 5를 통해서 오존 단독 및 오존/pH 10 공정이 BPA를 효

과적으로 제거하지만, BPA의 분해부산물을 CO2 및 H2O로 완전히 산

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BPA가 오존에 의

해 분해되는 과정은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논문[30-32]을 통해서 밝혀

졌지만, 운전변수 및 매개변수(parameter)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30-3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PA의 분해특성을 보다 자세

히 조사하기 위해서 HPLC 분석결과를 60 min 동안 관찰하였다.

Figure 6에는 오존 단독, 오존/과산화수소 및 오존/pH 10 공정의 

HPLC 분석결과로서, 반응시간에 따른 BPA 및 분해부산물의 농도변

화를 나타내었다. Figure 6(a)는 오존 단독공정의 BPA 분해과정으로

서, 반응시간이 경과할수록 BPA의 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 min부터 반응부산물(by-product #3)로 추정되는 물질이 검

출되었으며, 이후 반응이 종료되는 60 min까지 생성농도가 증가하여 

BPA보다 검출농도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6(b)에는 오존/과산화수소 공정의 BPA 분해과정으로서, BPA

의 분해가 급격히 일어나는 10 min 이후로 중간생성물질(by-product 

#1, by-product #2)이 검출되었다. by-product #1은 10 min 이후로 생성

농도가 꾸준히 증가하여 BPA가 완전히 분해되는 60 min에서도 관찰

되었으며, by-product #2는 40 min에서 최대 생성농도를 보인 후, 60 

min에서 완전히 분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6(c)는 오존/pH 10 공정의 BPA 분해과정으로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존 단독공정과 오존/과산화수소 공정에서 생성되는 

by-product #2와 by-product #3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오존 단독 및 오

존/과산화수소 공정들의 결과와는 반대로 by-product #2는 BPA가 완

전히 분해된 40 min 이후에 생성되어 반응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농도

가 증가하였다. by-product #3은 BPA의 분해가 급격히 일어나는 

10~20 min에서 관찰되었지만, 이후 BPA와 함께 완전히 분해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10 min 이후부터 RT (retention time) 28.97 min

에서 분해부산물로 추정되는 by-product #4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적으로 본 실험에서는 오존을 이용한 고급산화

공정에서 촉매에 의한 영향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BPA의 

중간생성물질 및 분해부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성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BPA의 중간생성물질에 관한 연구[31,34-36]들을 살펴보

면, by-product #1~4는 오존 및 수산화라디칼에 의해 분해된 중간생

성물질로 예상되어진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4-isopropenyl phenol, 

hydroquinone, catechol 및 무콘산 유도체들이 있으며, 이들은 다시 수

산화라디칼 연쇄반응의 부산물들과 연속적으로 반응하여 옥살산 및 

개미산과 같은 ring opening products로 전환되어 진다. 이후 by-prod-

uct #1~4는 각 공정의 촉매효과에 의해 CO2와 H2O로 산화되며, 일부

는 반응부산물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37,38]. 따라서 향후 진행

될 연구(가제 : BPA의 중간생성물질 거동에 관한 연구)에서는 대상물

질을 유도체화하여 GC/MS로 모든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Figure 6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자면, 오존촉매산화공

정에서 촉매로 사용된 물질의 특성에 따라 BPA의 분해특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오존/pH 10 공정의 경우, 높은 염

기성 조건에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존 및 BPA의 분해는 활발

히 일어나지만 반응부산물 및 기타 유기물의 생성농도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반면, 오존/과산화수소 공정은 오존/pH 10 공정보

다 BPA의 분해효율은 떨어지지만, 중간생성물질의 종류 및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스캐빈져의 영향을 적게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오존촉매산화공정에서 BPA의 분해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촉매로서 과산화수소 및 높은 염기성 조건으로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BPA의 검량을 목적으로 HPLC-UV를 이용하여 Acetonitrile 분석

법과 KDP solution 분석법으로 분석한 결과, BPA의 검출 및 검량에서

는 Acetonitrile 분석법을 이용한 분석이 실험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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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BPA가 포함된 이성분계 이상의 시료를 분석할 경우, KDP 

solution 분석법이 효과적이라 판단되었다.

2. 오존/과산화수소 공정은 과산화수소 투입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

여 0.25 mM 투입 시 BPA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과산화수소를 

0.6 mM 이상 투입 시 BPA의 잔류농도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오존/high pH 공정의 적정 pH는 Figure 3의 결과를 토대로 pH 

10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 이처럼 오존촉매산화공정에서 사용된 촉매

의 종류와 농도에 따라 대상물질의 분해효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실험

에 앞서 촉매효과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3. 오존 단독공정은 투입한 촉매 없이도 5 min만에 약 25.8%의 

BPA를 분해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60 min까지 분해효율은 

감소하지만 지속적으로 BPA를 분해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존/과

산화수소 및 오존/pH 10 공정은 각각 60 min과 40 min만에 BPA를 

완전히 분해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간생성물질 및 TOC 

분석결과를 감안하면, 오존/과산화수소 공정이 오존/pH 10 공정보다 

BPA 분해속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반응부산물과의 반응성이 높아 오

염물질의 제거에 다소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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