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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근대 이후 과학과 산업 기술이 발달함과 동시에 산

업 및 가정 폐기물들도 함께 파생되어 왔다. 이러한 

폐기물은 산업 발달 초기 당시에는 아무런 규제와 위

험 의식 없이 처리 되어 왔으며, 단순 매립이나 방류 

등으로 처리되었다. 하지만 무분별한 폐기물의 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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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을 가속화 시켜왔으며, 현대 사회에 이르러 

지구 온난화, 사막화, 생태계 파괴와 같은 문제를 야

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문제 때문에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각종 산업 폐기물과 쓰레기의 처

리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여러 종류의 폐기물 

중에서도 군수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안이 촉구되고 

있는데, 이는 냉전 시대를 마지막으로, 시리아를 포함

한 중동의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세계적으로 관련 군

수 폐기물의 비군사화가 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각국은 저장하고 있는 무기 중에서도 특히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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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ver the decades, TNT has been produced indiscriminately to be utilized in many fields owing to its ability to 

manipulate the explosion. Yet, the proper technique for disposal of TNT and the waste residues had not been 

developed so that the large amount of TNT waste was being piled up. Upon the agreement to demilitarization of 

old weapon, a study on the disposal methods for TNT and the waste treatment have been raised for their 

dangerous nature. Since then, from burying in landfill to utilizing supercritical fluid-based oxidation, a lot of 

research is actively ongoing, but little progress has been made in Korea compared to developed countries. This 

review paper covers all the technologies developed for TNT and its waste disposal including the concept, 

advantage, and disadvantage of those technologies. Also, suggested here are the future research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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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한이 지난 화약류에 대한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다[1-6].

  여러 가지 무기류 중에서도 특히 2, 4, 6-트리나이트

로톨루엔(TNT: 2, 4, 6-trinitrotoluene, 이하 TNT)의 경

우에는 군에서 사용 하는 폭약의 일종으로 재래식 포

탄을 포함하여 산업용 폭발물 등에 사용되어 왔다. 이

러한 TNT는 사용하거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TNT를 포함한 수용액을 발생시키는데, 이 수용액은 상

온에서 붉은 색을 띠기 때문에 통칭 Red Water라고 불

린다. Red Water는 수중에서 32,000 ppm의 높은 COD 

(Chemical Oxygen Demand) 수치를 가지기 때문에 생물

학적으로 거의 분해가 불가능한 난분해성 물질로 알려

져 있으며, 미국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에서는 Group C(possible carcinogen)발암 물질로 분류 

했을 정도로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특히 인체

에는 피부염, 시력장애, 결막염, 두통 등을 일으키는 

데다가, 만성 노출 시 신경계 포함, 간, 혈액 생성 시

스템에도 악영향을 끼치며, 발진, 빈혈 또한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TNT와 Red Water의 위

험성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 및 회수 방법이 체계화 

되어 있지 않다. 더불어 학계에서는 TNT의 보유연한

을 최대 20년 내외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기

간이 지난 TNT에 대해 확실한 처리 및 회수가 요구된

다[7-15].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TNT를 포함한 탄약에 대해

서 저장탄약 신뢰성평가(ASRP: Ammunition Stockpiles 

Reliability Program)를 시행하고 있다. 저장탄약 신뢰성

평가란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탄약에 대해서 총 수

명 기간 동안의 저장 신뢰성을 측정하는 평가로써 국

방기술품질원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위 평가에서 정

비 불가 판정을 받은 탄약의 경우 소각 처리를 시키

고 있는데, 이러한 소각 처리의 경우 대량으로 처리할 

시 환경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요소가 있으며, 탄약 내

부의 화약을 회수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경제성이 떨

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보유연한이 지나가

는 탄약의 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앞서 말한 

소각처리를 대체할 친환경 기술의 개발이 촉구된다[2].

  이 논문에서 저자는 과거의 매립법부터 최신기술인 

초임계 유체 산화법까지, 실제 사용되어온 TNT 처리

의 기술을 소개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고자 한

다. 우리나라의 경우 TNT가 포함된 탄약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무기 처리에 대해 가

장 많은 기술과 사례를 보유한 미국의 처리 기술 동

향을 참고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동시에 앞으로 우리

나라가 개발해야 할 TNT 처리 기술의 방향성을 제시

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매립법

  군사 무기를 처음으로 폐기 처분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중반 미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냉전시대가 

닉슨 독트린 정책으로 사실상 종결되면서 군수 창고에 

있는 무기에 대한 처분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당

시 미군이 소유한 무기중 화학무기의 양은 총 31,500

톤 이상으로 추정되며, 그 종류에는 신경 작용제나 혈

액 작용제등의 화학무기를 포함하여, 폭발물, 로켓과 

연료의 추진제 등이 있었다. 이 당시에는 아직 화학무

기의 처리에 대한 위험성이 대두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TNT를 포함한 화약류와 상기한 화학무기들을 

단순히 매립하여 처리하였다[1]. 그러나 단순 매립법의 

경우에는 TNT를 포함한 화약 무기의 독성이 그대로 

토지나 지하수로 스며들어 주변 생태계로 여과 없이 

광범위하게 전파된다. 미국의 경우, 1947년 후커 케미

컬(Hooker Chemical Company)이라는 회사가 러브 운

하(Love Canal)에 중금속 산업 폐기물, 벤젠과 같은 방

향족 화합물을 포함한 240여 종, 21,000톤의 유독성 

화학 폐기물을 매립했다. 이후 매립지 주변 일대에 신

도시가 건설 되었고, 매립된 유해 폐기물이 지하수 등

을 통해 주민들에게 그대로 유입되었다. 그 결과, 미

국 환경 보호청에 의하면 주민의 33 %가 염색체 손

상을 포함한 백혈병 증세를 보였고, 4배가 넘는 유산

율과 56 %의 기형아 발생률을 보였다고 조사되었다. 

특히 이러한 오염 정도는 과거 TNT 생산에 이용되었

던 공장 근처 부지의 경우에 그 오염 정도가 매우 심

각한데, 밀라노의 육군탄약 공장의 경우 인근 지하수

에서 2196.7 µg/L 농도의 TNT가 검출된 바 있고[11,12], 

독일과 미국 아이오와의 경우에도 비슷한 TNT 오염

사례가 보고되었다[13,14].

  이러한 매립법의 위험 사례가 있었기에 따로 그 방

법에 대해 연구한 사례가 없었으며, 이후 화학무기를 

포함해 독성을 가지는 화약 물질에 대해서는 매립법을 

일체 금지하고 대체기술을 장려하였다. 따라서 관련 

논문들의 경우 매립의 방법보다는 매립의 위험성에 대

해 분석하거나[7-15], 매립된 TNT를 검출하는 방법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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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거나[16], 혹은 매립된 TNT가 어떤 식으로 토양에

서 반응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17].

2.2 재래식 소각법

  소각법의 경우에는 1960년대에는 야외에서 무기를 

단순 소각하거나 기폭하는 방법을 지나지 않았다. 이

때까지의 탄약 처리는 탄약에서 화약을 분리하여 처리

하는 것이 아니라, 화약이 포함된 탄을 그대로 처리하

는 방법이었다. 1972년 해양보호법이 통과 된 이후에

는 화학기술을 통해 무기류를 유효하게 폐기하는 기

술을 일컫게 되었다. 본격적으로 소각법을 상용화 한 

것은 1982년으로, 당시 미군은 태평양에 있는 Johnston 

Atoll 섬에 소각 시설을 설치하고 화학무기를 처리하

기 시작했다[1].

  새로운 소각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처리법에 비해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탄체에서 화약을 분리하고자 

하는 시도가 선행되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탄약은 

크게 화약, 탄체, 신관과 같은 3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은 화약부분이다. 그 전의 방법

들이 화약뿐만이 아니라 탄체와 신관을 한 번에 처리

했다면, 새로운 소각법은 탄에서 화약을 추출하여 화

약부분만을 처리하고자 했다. 이러한 방법은 크게 4단

계로 구성되며, (1) 탄 분해 공정, (2) 회수공정, (3) 재

활용 및 재사용 공정, (4) 폐기 공정이다. 앞의 두 과

정은 탄약으로부터 화약을 추출해내는 과정이며, 뒤의 

두 단계는 분리한 화약을 처리하는 과정으로 앞으로 

소개할 TNT 처리법이 이 부분에 해당된다. 앞서 소개

한 매립법과 1960년대까지의 소각법, 기폭법은 이러한 

분해과정 없이 탄 그대로 처리했기에 화약부분을 제

외한 금속부분이 재활용 되지 못하였고, 이러한 부분

을 보완하고자 이후의 처리법은 추출법이 선행되었다. 

TNT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관을 물리적으로 제거

한 뒤 녹는점 이상의 온도조건으로 가열하여 내부의 

TNT를 녹여서 탄체 외부로 추출하는 용융추출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외에 고압의 유체를 이용하여 탄

체를 절단하는 방법 등이 있다[18].

  따라서 1970년대부터 시행된 소각법의 경우 탄약을 

우선적으로 분리하여 화학물질을 추출한 뒤 소각하였

으며, 더불어 화약 물질이 내포한 독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었다. 일부 장치에서는 소각 이후 

배기가스를 정제하여 대기로 내보내는 장치를 따로 

추가하였다[19]. 당시의 전체 공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탄체에서 화학물질이 충전된 부분을 절개하여 

분리하는 추출공정이 선행된 뒤, 에너지 물질은 600 

℃와 1100 ℃에서 2번에 걸쳐 소각처리를 진행하고, 

화학작용제의 경우에는 1480 ℃, 1100 ℃에서 차례로 

소각한다. 빈 탄체는 800 ℃ 내외의 온도에서 제독한 

뒤 제련과정을 통하여 재활용하고, 소각처리 시 발생

하는 배출가스의 경우에는 공해 저감 장치를 사용하여 

내포된 유해가스를 제거했다[2]. 하지만 이러한 소각법

의 경우 공해 저감 장치를 사용하더라도, 미세하지만 

다이옥신이나 중금속 유해물질과 같은 성분이 배출가

스에 포함될 여지가 있기에 민간인들의 불신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특히 처리시 발생하는 PICs 

(Products of Incomplete Combustion: 미연소 생성물)나 

PRs(Products of Recombination: PCDD/Fs, 다이옥신/퓨란

류)등은 양이 대단히 미미하긴 하나, 분해 처리가 어렵

기 때문에, 처리 이후 생태계로 배출된 것은 사실이다
[19]. 이러한 단점 때문에 소각법의 경우에도, 그 소각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2.3 대체 소각 기술

  소각법에 대한 민간인의 불신 때문에 미국 환경 보

호청에서는 기존의 소각법과 그 생성물에 대한 재평가

가 이루어 졌으며 이후 새로운 규정을 통해 그 배출 

가스의 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당시의 소각로에서는 

새로운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화 장

치가 필요했는데 이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하여 수많은 

소각로가 가동 중지되었으며, 다이옥신의 허용기준인 

0.1 ng/m3을 소각로를 이용하여 충족시키기에는 재래

식 소각 기술의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다[20-23]. 이에 따

라 미국에서는 1995년부터 다이옥신류를 포함한 유해

물질을 원천적으로 생성하지 않는 소각법인 소각 대

체 기술(AOTs: Alternative Oxidation Technologies)을 지

원해 왔으며, 이후 2004년에는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

(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의 근절에 관한 스

톡홀름 협약을 통해 국제적으로 그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협약은 재래식 소각로의 다이옥신류와 

중금속 배출, 다이옥신류와 중금속의 위험성, 후처리 

공정의 비경제성, 배기가스 규제 강화에 따른 장치개

선의 필요성, 상기 협약 준수에 관한 필요성을 제시하

면서 대체 소각 기술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24].

  이러한 소각 대체 기술은 기존의 소각법과는 달리, 

유기물에 화염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분해

하는 기술이다. 대체 소각 기술의 경우 재래식 소각법

과는 달리 자유산소와 유기물이 결합하는 형태의 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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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배기가스로 나오는 오염물질

의 양이 매우 적다. 특히, 그 중에서도 독성을 띠는 퓨

란이나 다이옥신 계열의 생성물이 근본적으로 차단된

다. 또한 화염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운전 

온도 또한 낮기 때문에 폐수에 함유된 기타 중금속들

이 휘발되지 않게끔 처리가 가능하다[25].

  산화 대체 기술은 다음과 같이 크게 열처리 공정

(thermal treatment process)과 비열처리 공정(non-thermal 

treatment process)으로 나뉜다. 추가적으로 분류하면 좀 

더 세분화 되지만 워낙 그 기술 종류가 다양하여 특

별히 분류하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공정의 

특성상 한번에 소각시켜버리는 재래식 소각 공정과는 

달리, 분해하고자 하는 물질에 따라 해당 처리 기술을 

선정하여 처리하는데, 이는 폐기물이 가진 특성에 따

라 그 속에 내포된 유해물질을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

지기 때문이다[26].

2.3.1 DETOX 공정

  TNT를 처리하는 방법에는 DETOX 공정, 직접화학

적산화 공정 등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DETOX 공정은 미국의 Albuquerque사가 처음으로 개발

한 공정으로 일종의 촉매를 이용한 공정이다. 특징 중

의 하나는 공정에 사용되는 촉매가 산화제를 생성하는 

반응에 관여하게 되고, 이렇게 생성된 산화제가 지속

적으로 유기물을 분해하는 공정이다. 150~250 ℃ 정도

의 저온과 저압에서 공정이 진행되기에 휘발가스에 중

금속이 포함되지 않을뿐더러, 유해 배기가스가 근본적

으로 차단된다. 이러한 중금속들은 공정에서 사용되는 

시약 용액 내에서 지속적으로 축적된다. TNT의 경우 

99 % 이상이 분해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DETOX 공정의 경우 처리해야 할 TNT 폐수

가 정량적으로만 공급되어야 하며, 공정에 사용되는 

시약용액이 폐수가 가진 물에 의해 희석되지 않기 위

해 물을 휘발시키는 공정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단점 때문에 많은 양의 폐수를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소량의 농축 폐수나, 슬러지 등을 처리하는데 

사용된다[27,28].

2.3.2 직접 산화 공정

  그 외에는 직접화학적산화 공정(DCO: Direct Chemical 

Oxidation)이 있다. 이는 과산화 이황산(S2O8
2-)의 산화

력을 이용하는 공정으로 상온, 저압의 조건에서 진행

되며, 반응식의 경우 Table 1과 같다[29]. 과산화 이황산

의 산화 퍼텐셜은 2.10 V로써 불소나 수산화 라디칼에

는 비할 바가 못 되지만 오존의 산화력과 거의 비슷

하며, TNT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유기물을 분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able 1. Reaction formula of direct chemical oxidation

반응명 반응식

직접화학적 

산화공정

S2O8
2- ↔ 2SO4

- (황산 라디칼 음이온: 
sulfate radical anion)

S2O8
2- + 유기물 → 

2HSO4
- + CO2 + H2O + 그 외 잔재

  과산화 이황산이 분해되어 생성되는 황산 라디칼 음

이온의 경우 분해 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

지만 반응을 시작하게 하는 개시제(initiator) 역할을 한

다. 본 반응의 경우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 UV나 방

사성 분해 처리가 가해지기도 하며, 촉매를 사용하는 

경우, 전이금속 혹은 귀금속이 촉매로 사용된다. 이렇

게 촉매를 사용한 반응의 메커니즘은 House와 Minisci, 

Gary Peyton에 의해 밝혀졌다[30-32]. 과산화 이황산은 

산화제로 사용되고 난 뒤, 전해 작용에 의해 다시 산

화되어 재사용된다. 분해반응의 과산화 이황산에 대한 

1차 반응으로 진행되어, 과산화 이황산의 농도와 반응

기의 온도에 따라 그 수율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는 

80~100 ℃에서 진행되며 그 이상으로 올릴 경우 열가

소성 플라스틱까지도 분해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TNT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0.06 min-1의 반응상수를 가

지는 1차 반응으로 진행되며, 95 ℃에서 99 % 이상의 

TNT가 분해됨을 확인하였다[33].

  이러한 직접 산화법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타 대체 

소각법과는 달리 폐기물의 종류를 가리지 않기에, 

TNT 폐수 속에 다른 유기물이나 흙 플라스틱 등이 섞

여있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과산화 이황산의 전구체로 사용되는 과산화 이황산 

암모늄의 경우 상온에서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으며, 

쉽게 보충해서 사용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유해폐기물 

처리 시설이 크게 드러나지 않기에, 전체 공정 규모를 

쉽게 변경 가능하다[34-42].

2.3.3 용융염 산화

  마찬가지로 유해물질의 산화를 이용하는 방법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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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용융염 산화 공정(molten salt oxidation)이 있다. 용

융염 산화 공정은 고온에서 탄산염을 용융시킨 뒤 그 

내부에서 산화를 진행하는 방법이다. 운전 조건은 

700~950 ℃으로 유지되며, 유해물질은 대부분 이산화

탄소와 물, 그리고 질소로 분해된다. 탄소와 질소, 산

소, 수소 이외의 원소를 포함하는 유해물질의 경우 산 

가스의 형태로 생성되지만 용융조 내부에서 다시 용

융염과 반응하여 최종적으로는 나트륨과 결합된 형태

가 된다. 다음 Table 2는 용융염 산화 공정의 유해 물

질 종류에 따른 반응식을 나타낸 것이다[19].

Table 2. Reaction formula of malten salt oxidation for 

each reactants

반응물 반응식

탄화수소 2CaHb+(2a+b/2)O2→ 2aCO2+bH2O

질소가 포함된 

탄화수소

CaHbNc+(a+b/4)O2→ 
aCO2+(b/2)H2O+(c/2)N2

할로겐 원소가 

포함된 탄화수소

CaHbXc+c/2Na2CO3+(a+(b-c)/4)O2→ 
(a+c/2)CO2+(b/2)H2O+cNaX

황이 포함된 

탄화수소

CaHbSc+cNa2CO3+(a+b/4+3c/2)O2→ 
(a+c)CO2+(b/2)H2O+cNa2SO4

  이러한 용융염 산화 공정은 미국의 Rockwell사에서 

가장 먼저 사용한 기술이다. 당시에는 석탄을 가스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이후 여러 연구에 

의해 유해물질 분해 기술로 발전되어 왔으며, 최근에

는 다양한 규모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43-45]. 이는 

용융염 산화 공정이 가지는 많은 장점 때문인데, 우선 

모든 소각대상에 대해 95 % 이상의 처리율을 가진다. 

TNT 역시 Peter. C와 Cesar O. Pruneda에 의해 용융염 

산화 공정으로 분해 가능함이 밝혀졌으며[46-48], 앞으로 

더욱 상용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기상으로 

배출되는 생성물 외의 유해물을 물질들은 용융염 내에 

체류시킬 수 있으며, 용융염 자체가 비열이 큰 열전달 

물질로 작용하여, 반응기를 안정화 시킨다. 또한 산화 

이후 추가적인 연소 장비가 불필요하며, 따라서 전체

적인 에너지 사용량이나 배기가스 발생량이 적다. 단

점으로는 공정의 핵심인 용융염을 재순환 시키는데 비

용이 많이 들며, 이 과정에서 위에서 언급한 나트륨과

의 결합물을 처리해야 하는 단점이 존재한다는 것이

다. 하지만 이 단점 역시 다른 소각대체 공정에 비해

서는 적은 편이라, 현재 대체 소각 공정 중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다[49-51]. 이외에도 산화를 이용하

는 공정에는 산소화(acid digestion) 반응과 수증기 개질

(steam reforming) 공정이 있지만 TNT를 분해하는데 적

용된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한다.

2.3.4 기상 환원 반응

  기상 환원 반응(Gas Phase Reduction)의 경우 타 공

정과는 달리 유해물질을 산화시키는 반응이 아니라 환

원시키는 반응으로, 유해물질을 증기화 한 후 850~950 

℃의 조건에서 수소와 반응시켜 환원시킨다. 이 반응

을 수소분해반응(hydrogenolysis)이라고 하며, 주로 물과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할로겐화 가스를 포함하여 메

탄과 에틸렌이 생성물로 배출된다[52]. 이 반응의 경우 

수소를 이용하여 환원시키는 형태이기에 다량의 수소

가 필요하며, 이 수소는 다음 Table 3과 같이 이동반

응(water-gas shift reaction)과 역 메탄화 반응(reverse 

methanation reaction)에 의해 생성된다.

Table 3. Hydrogen generation reaction formula of gas 

phase reduction

반응명 반응식

Water-gas Shift Reaction CO + H2O ↔ CO2 + H2

Reverse Methanation 

Reaction
CH4 + H2O ↔ CO + 3H2

  이후 생성된 가스에서 일산화탄소는 제거되고 이산

화탄소는 MEA(monoethanolamine)에 의해 흡수되어 위 

반응을 진행하기 위한 열 공급원으로 재활용된다. 수

소에 의한 환원이 끝나면 주로 수소와 가벼운 탄화수

소, 이산화탄소 등이 생성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러한 기상환원 반응은 모든 물질이 기체 상태에서 진

행되며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closed loop operation

이 가능하며, 환원을 통해 유해물질을 분해하기에 다

이옥신과 퓨란류의 생성이 일체 차단된다. 그러나 많

은 양의 수소가스를 사용하기에 생성물에 다량의 연소

성 가스가 생성되며, 반응자체의 환원력이 강한 편이 

아니기에 방향족 물질이 생성물로 나온다는 점이다. 

또한 정량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폐수와는 달리 유

해물질을 기체상으로 전환할 경우 정량적으로 계산하

기가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14]. 이러한 한계 때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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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TNT를 완전히 분해한 연구 결과는 없으

며 TNT를 부분적으로 산화하여 특정 방향족 화합물로 

전환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Hao Chen의 경우 TNT를 

기체상에서 반응시켜 Arylnitrenium ions을 얻는데 성

공했으며[53], M. Krausa는 이러한 기상반응을 이용하여 

기체상의 TNT를 검출하는데 성공했다[54].

2.3.5 생물학적 방법

  생물학적 방법이란 상기 언급한 타 방법들처럼 인위

적으로 반응을 일으켜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

가 가지는 대사 반응을 이용하여 유해물질을 분해하는 

방법이다. 즉 자연고유의 자정작용을 극대화 시킨 기

술이라고 할 수 있다. 생물학적 처리 방법은 사용하는 

생물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미생물이나 균

류를 이용하는 식물상 처리방법(Phytoremediation)과 식

물을 이용하는 생물학적 처리방법(Bioremediation)으로 

분류된다[55].

  우선 식물상 처리방법은 주로 중금속을 포함한 유해

물질 보다는 중금속이 없는 유기성 유해물질에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중금속은 식물의 자정작용에 의해 

분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친환경적이며, 처

리비용이 낮다는 점에서 가장 큰 장점을 지니며 이로 

인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가격적인 측

면의 경우 타 공정에 비해 절반 정도이며, 수치로 따

지면 토양 1톤당 25~100달러, 물 1,000리터당 0.16~1.6

달러가 소모된다[56].

  다만 문제점은 아무래도 자연적인 자정작용을 이용하

는 방법이기에 그 처리 능력이 높지 않은 편이라는 것

이다. 특히 방향족과 같은 난분해성 물질을 처리할 시 

이러한 단점이 두드러진다. TNT의 경우 기존 연구에 

의하면 500 mg/L로 오염된 토양에 대해서 식물상 처리

공정을 진행한 결과 95 % 이상의 TNT가 전환되었지

만 대부분 일차 산화물질인 ADNTs(Aminonitrotoluenes)

까지 밖에 전환되지 못했다[57-58]. 이러한 식물상 처리

방법은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히 연구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벼 과 식물이 타 종에 비해 정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으며[59], 이후 어저귀와 자귀풀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된바 있다[55]. 더불어 해외에서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Burken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식물상 처리방법의 효율은 식물의 고유 흡수 

능력과 상대 습도, 토양 습도, 온도 바람조건 등에 의

해 결정된다고 밝혀졌으며[60], Schnoor는 식물내의 효

소인 Nitroreductase와 laccase에 의해 TNT가 처리된다

고 밝힌 바 있다[61]. 메커니즘의 경우에는 aerobic 조건

과 anaerobic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Hawari에 의해 

밝혀졌다[62-63].

  생물학적 처리방법은 위의 식물상 처리방법에서 식

물대신 균류를 쓴 방법이라 장단점이 거의 비슷하다. 

TNT 처리율은 99 % 이상으로 오히려 식물상 처리방

법보다 높았으며, 폐수처리보다는 토양처리에 좀 더 

용이한 것으로 보고되었다[63]. 이 역시 aerobic 조건과 

anaerobic 조건에 따라 메커니즘이 달라지는데 aerobic 

조건의 경우 무기탄소화는 가능하나 완전히 진행되지

는 않고 나이트로기에 대한 환원이 느리게 진행되었

다[64-66]. 반면 anaerobic 조건의 경우 TNT분해 감소가 

호기성 보다 빠르게 일어나며, 호기성 조건과 달리 중

간생성물인 triaminotoluene을 생물학적으로 전환이 가

능하나, 빠르게 전환된 아미노기가 독성을 지님이 보

고되었다[67-69]. 생물학적 처리방법 역시 국내에서도 활

발히 연구되고 있다. 동물 탈질균(G.8)을 이용하여 90 

% 이상의 TNT를 분해하는데 성공했다는 연구가 있었

으며[70], 최근에는 형광미생물을 이용하여 처리율을 97 

% 이상으로 끌어올린 연구도 보고된 바 있다[71].

2.4 고도 산화 공정

  고도 산화 공정은 강한 산화제를 이용하며 물질을 

산화 분해시키는 방법으로 가정 처음 발견 된 것은 

1947년 Rook, Bellar에 의해서이다[2]. 이들은 기존의 

산화제로는 처리하기 힘든 물질을 산화시키고자 노력

하던 도중에 오존의 분해 과정에서 수산화 라디칼을 

생성하였고, 이 수산화 라디칼이 매우 강한 산화제임

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수산화 라디칼은 높은 활동성

과 동시에 Table 4에 나타낸 것처럼 타 산화제와 비교 

했을 때 강한 산화 퍼텐셜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세

균을 비롯한 여러 유기 물질들에 대하여 높은 산화력

을 지닌다. 또한 반응을 2차 반응이라고 가정했을 경

우 거의 모든 유기물질에 대하여 106~109 L/(mol∙sec)-1

의 매우 큰 반응속도 상수를 가진다[72]. 이러한 수산화 

라디칼을 공정 중에 생성시킴으로써 물질을 완전히 

산화 시키는 공정을 고도 산화 공정(AOP: Advanced 

Oxidation Process)이라고 한다. 고도 산화공정은 부분

적으로는 1970년대부터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본격적인 

연구는 1980년부터 진행되었고, 이후 재래식 소각법의 

한계점이 부각되고 난 이후 대체 기술로써 주목 받았

으며, 다이옥신류의 유해물질을 원천적으로 생산하지 

않는 대체 소각 기술과는 대조적으로, 유해물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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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산화시키는 기술로 평가받았다[73]. 더불어 높은 

처리효율과 운전의 용이성, 친환경적 처리가 가능하다

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굳이 

수산화 라디칼을 생성하지 않더라도 다른 강산화제를 

사용하는 산화를 진행하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다. 수

산화 라디칼을 사용하는 고도 산화 공정의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수산화 라디칼이 공정 중에 생기는가가 

관건인데, 이 때문에 수산화 라디칼을 생성시키는 방

법에 따라 펜톤 산화법, 오존 산화법, Peroxone 공정, 

UV 광분해법, TiO2/광촉매 분해법으로 분류한다.

Table 4. Oxidation potential of each oxidizer

산화제
Oxidation 

Potential (V)

F 2.87

OH radical(고도 산화 공정) 2.80

과산화 이황산(직접 산화 공정) 2.10

오존 2.07

과산화 수소 1.77

MnO4
2-(Permanganate) 1.68

염소 1.36

O2 1.23

2.4.1 펜톤 산화법

  우선 펜톤이란 Fe2+과 과산화수소의 혼합물로써 두 

가지의 반응물이 반응하면 수산화 라디칼이 생성되며 

그 반응식은 Table 5에 기재하였다. 우선 Fe2+이 과산

화수소랑 반응하여 수산화 라디칼을 생성하고[74], 이후 

부산물인 Fe3+이 낮은 pH에서 Fe2+로 다시 환원되면서 

수산화 라디칼 생성 반응에 다시 재활용된다[75]. 이러

한 생성 과정에서 수산화 라디칼의 생성률을 좀 더 높

이기 위해 UV를 가해주는 광-펜톤 공정이 있다. 이는 

앞서 말한 Fe3+의 재활용 공정이 UV 하에서 더욱 원

활하게 진행되기 때문이다[76]. 이렇게 생성된 수산화 

라디칼을 유기물과 반응시키는 것이 펜톤 산화법으로, 

염기성 조건에서는 과산화수소와 수산화 이온이 반응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산성 조건에서 더 높은 수산화 

라디칼 생성률을 보여준다.

  이렇게 펜톤 산화법은 산성조건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금속 이온을 사용하기 때문에 

생성물로 슬러지가 동반된다는 것과 pH에 민감하여 

정밀한 pH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불어 수산화 라디칼의 생성량을 높이기 위해

서는 더더욱 많은 슬러지와 운전비용이 동반되기에 대

량생산이 불가능하며, 철염이 일정 수준이상 투입되면 

철염이 생성된 수산화 라디칼과 반응하여 오히려 수산

화 라디칼 생성률을 감소시키는 Scavenging Effect가 발

생한다. 또한 분해시키고자 하는 물질에 환원성 물질

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과산화수소가 환원성 물질과 

먼저 반응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수산

화 라디칼과 과산화수소가 원하는 물질과 선택적으로 

반응하지는 않는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

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 예로는 슬러지를 재활

용하여 촉매로 사용하는 기술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 

경우 역시 재사용 될 시 촉매의 효율이 점차 감소한다

는 점이 지적 받고 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여 TNT

를 처리 연구는 대규모 공장 보다는 실험실 규모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96 % 이상의 처리율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7,78].

 Table 5. Hydroxyl radical generation mechanism of 

fenton oxidation

산화법 이름 반응식

펜톤 산화법의 수산화 

라디칼 생성 반응

Fe2+ + H2O2 → 

Fe3+ + OH- + OH·

Fe3+재활용 반응

Fe3+ + H2O2 → 

H+ + Fe(HO2)
2+

Fe(HO2)
2+ → HO2· + Fe2+

광-펜톤 공정의 수산화 

라디칼 생성 반응

Fe(OH)2+ + hv → 

Fe2+ + OH·

2.4.2 오존 산화법

  오존 산화법은 오존과 수산화 이온을 통해 수산화 

라디칼을 생성시키는 반응으로, 반응식은 아래 Table 

6에 기재되어 있다. 펜톤 사화법과는 대조적으로 염기

성 조건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산성조건에서는 오존

과 반응하는 수산화 이온이 생성되기 힘들기 때문이

다. 반응물에 수산화 이온이 포함되기 때문에, pH농도

가 높아지면 르 샤틀리에 원리에 의해 자연스레 수산

화 라디칼의 생성률도 높아져야 하지만, 실제로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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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정도 이상의 pH에서는 오히려 생성률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pH가 증가할수록 수산화 이온

과 함께 탄산염과 중탄산염도 같이 증가하기 때문이

다. 이러한 탄산염과 중탄산염은 펜톤 산화법의 철염

처럼 반응으로 생성된 수산화 라디칼과 우선적으로 반

응하는 Scavenging Effect를 유발한다. 따라서 높은 pH

에서는 Scavenging Effect가 오존과 수산화 이온의 반응

에 비해 지배적이므로 오히려 생성률이 감소하는 것이

다. 이러한 단점 때문에 오존 산화법은 분해하고자 하

는 물질에 따라 적정 pH를 찾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79]. 추가적으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시

된 공정 중에 Mn2+/옥살산 공정이 있다. Mn2+는 주변

의 옥살산과 반응하여 Mn(III)-trioxalate 혹은 Mn(III)- 

dioxalate를 생성하며 이후 다음 반응 식을 통해 Mn2+

으로 환원되면서 수산화 라디칼을 생성하게 된다[80]. 

이러한 계는 오존 산화법의 산화력을 한층 끌어올려 

주며 Pyrazine 및 Pyridine 난분해성 물질을 분해하는

데도 적용할 수 있음이 보고된바 있다[81-82]. 오존 산화

법 역시 TNT를 분해하는 연구에 많이 적용되고 있으

며, 최근에는 단순히 수산화 라디칼만 사용하기 보다

는 Electrohydraulic Discharge Reactor를 사용하거나 

Ultrasound 처리를 병행하면서 그 효율을 높이는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83-86].

Table 6. Hydroxyl radical generation mechanism of 

ozone oxidation and Mn2+/oxalic acid process

산화법 이름 반응식

오존 산화법의 수산화 

라디칼 생성 반응

O3 + OH- → O2
-· + HO2·

HO2· → O2
-· + H+

O2
-· + O3 → O3

-· + O2

O3
-· + H+ → HO3·

HO3· → OH· + O2

Mn2+/옥살산 공정 

수산화 라디칼 생성 

반응

Mn(III)(C2O4
2-)n + O3 + H+

→ Mn(II) + (n-1)(C2O4
2-) 

+ 2CO2 + O2 + OH·

2.4.3 Peroxone 산화법

  Peroxone 공정의 Peroxone란 과산화수소를 지칭하는 

peroxide와 오존을 지칭하는 ozone을 합친 합성어로써 

두 가지 물질이 동시에 사용되기에 Peroxone 공정이라

고 불린다. Peroxone 공정의 경우 총 세 단계의 반응

을 통해 수산화 라디칼을 생성 하는데 그 반응은 다음 

Table 7에 있다. 이 반응을 종합하면 두 개의 오존과 

하나의 과산화수소가 반응하여 두 개의 수산화 라디칼

과 세 개의 산소를 생성하는 반응으로 과산화수소와 

오존의 농도비가 전체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한다. 과산화수소가 높을 경우에는 앞서 두 반응

처럼 과산화수소가 오히려 수산화 라디칼과 반응하는 

Scavenging Effect가 일어나게 된다. 반대로 오존의 농

도가 높을 경우에는 오존의 분해속도가 느려지면서 전

체적인 반응이 원활히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Peroxone 공정의 경우 분해하고자 하는 물질에 따라 

오존과 과산화수소의 투입비율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

이 관건이다[87,88]. TNT를 분해하는 공정의 경우, pH7~9

의 조건에서 진행되며, 오존의 경우에는 기체상태로 

0.0177 L/sec로 주입되었으며, 과산화수소는 10 ppm으

로 유지한 뒤 진행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TNT는 18 

min 전후로 하여 99 % 이상 산화되었다[89]. 

 Table 7. Hydroxyl radical generation mechanism of 

peroxone process

산화법 이름 반응식

Peroxone 공정

H2O2 ↔ H+ + HO2
-

HO2
- + O3 → O3

-· + HO2·

HO2· → H+ + O2
-·

O2
-· + O3 → O3

-· + O2

O3
-· + H+ → HO3·

HO3· → OH· + O2

2.4.4 UV 광분해법

  UV 광분해법의 경우에는 과산화수소에 자외선을 쬐

어서 두 개의 수산화 라디칼을 생성시키는 반응이다. 

이 경우 과산화수소에 직접적으로 자외선을 쬐어 수

산화 라디칼을 발생시키는 방법과 오존과 물에 자외선

을 쬐어 간접적으로 생성시키는 방법이 있으며, 각각 

UV/H2O2,UV/O3라는 이름으로 일컫는다[90]. 후자의 경우 

오존과 물이 자외선에 의해 과산화수소로 먼저 전환

되고 그 과산화수소가 기존의 오존과 Peroxone 공정을 

통해 수산화 라디칼로 분해되며, 두 공정의 자세한 메

커니즘은 아래 Table 8에 기재되어 있다. UV 광분해법

의 경우 반응에 참가하는 물질들이 얼마나 자외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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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흡수하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폐수 중에서 색소

나 재 등이 섞여 분해하고자 하는 물질의 탁도가 높을 

경우 분해 효율이 급격히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특

히 오존의 자외선에 대한 몰 흡광도가 3300 M-1cm-1에 

달하는 것에 비해, 수산화 라디칼 생성에 직접적인 영

향을 주는 과산화수소의 경우 자외선에 대한 몰 흡광

도가 19.6 M-1cm-1에 불과하여 UV/H2O2공정의 경우에

는 효율이 떨어진다. 반면 UV/O3공정의 경우에는 효율

은 높으나 비용이 많이 들고 반응이 여러 단계라 조

절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UV/H2O2공정의 보

완하고자 UV/Ferrioxalate(Fe(C2O4)3
3-)/H2O2라는 공정이 

등장했는데 이는 광-펜톤 공정을 한 번 더 발전시킨 

것으로 Ferrioxalate가 지속적으로 펜톤의 공급원이 되

면서 펜톤 산화법과 유사하게 수산화 라디칼을 생성한

다. 이 공정은 Ferrioxalate이 흡수 할 수 있는 빛의 파

장이 넓기 때문에 UV를 사용하는 타 공정에 비해 20 

% 정도의 에너지만 사용되며[91], 특히 유기물 분해에 

효율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92].

 Table 8. Hydroxyl radical generation mechanism of 

UV photolysis method

산화법 이름 반응식

UV 광분해법

UV/H2O2 H2O2 + hv → 2OH·

UV/O3

O3 + H2O + hv → 

O2 + H2O2

H2O2 + O3 → 

2OH· + 3/2 O2

2.4.5 TiO2/ 광촉매 분해법

  마지막으로 TiO2/ 광촉매 분해법의 경우 반도체 금

속에 UV를 조사하여 금속산화물 표면에 존재하는 전

자의 전이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Table 9의 반응식과 

같이 전자는 가전자대(Valence band)에서 전도대 

(Conduction band)로 전이되며 원래 전자가 존재하던 

가전자대에는 구멍(Hole)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상태

에서 외부의 물과 반응하면서 다음과 같은 반응을 통

해 수산화 라디칼이 생성된다[93]. 이론적으로는 TiO2 

이외의 다른 금속산화물도 사용가능하나, 안정성과 반

응성 등을 고려할 때 TiO2가 가장 각광받고 있다[94]. 

최근에는 직접 UV를 조사하지 않고 태양광을 이용하

여 산화시키고자 하는 공정이 TNT 분해에 적용되었

으나 분해율이 아직까지는 낮은 상태이다[95]. 이외에 

메탄올을 반응 중간 과정에서 유기성 환원제로 사용

하여 처리율을 끌어올리는 등[96]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방면의 연구가 진행되었다[97-98]. 

Table 9. Hydroxyl radical generation mechanism with 

TiO2 Photocatalyst

산화법 이름 반응식

TiO2/ 광촉매 

분해법

TiO2 + hv → e + TiO2(h’)

TiO2(h’) + H2O → 

TiO2 + OH· + H+

TiO2(h’) + OH → TiO2 + OH·

2.4.6 기타 고도 산화 공정

  이러한 수산화 라디칼을 생성하는 산화법의 경우 

산화력이 강하여 대부분의 유해물질을 분해할 수 있

는 장점이 있지만, 강한 산화력과 더불어 비선택적으

로 산화 시킨다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하여 산화되지 

않는 재료로 처리시설을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며, 설비의 음극과 양극이 쉽게 

부식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수산화 라디칼처럼 비선택적인 산화제가 아닌 특정 

유기물만을 산화시키면서 강한 산화력을 가지는 산화

제를 만드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99,100]. 혹은 일부에

서는 TNT를 고도산화 공정을 이용하여 처리 할 경우 

정확한 메커니즘을 밝히려는 연구 또한 진행되고 있

다[101].

2.5 초임계 유체 산화법

  초임계 유체 산화법은 1993년 1월에 조인되어 1997

년에 비준된 화학무기 금지협정(Chemical Weapons 

Convention)이 이후 본격적으로 연구되었다. 화학무기 

금지 협정에서 2007년까지 화학무기의 재고를 처리한

다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새로운 화약류 및 화학무기 

처리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98년 미군은 

알칸사스 주의 Pine Bluff 군수창고의 폭발 물질을 처

리하기 위해 처음으로 초임게 유체 산화법을 적용했으

며, 이후 Blue Grass 육군 보급창에 보관된 탄약처리에 

사용되어 왔다[1].

  초임계 유체 산화법은 고도산화 공정에서 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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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발전한 기술로써 기술명과 같이 초임계 유체상에

서 산화를 진행시키는 기술이다. 여기서 말하는 초임

계 유체는 상평형 곡선에서 나타나는 임계점 이상의 

온도와 압력을 가지는 상태로써 Fig. 1과 같이 기체와 

액체의 구별이 없어지는 특징을 지닌다. 상의 경계가 

사라진다는 특성 때문에 기존의 상과는 달리 내우 높

은 용해력과 침투성, 낮은 점도를 가지며, 이 때문에 

흡착, 추출, 건조를 포함한 다양한 공정에서 주목 받

고 있는 기술이다. 특히 이 중에서도 임계수가 가지는 

높은 반응 활성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많이 진

행되고 있는데, 초임계 유체 산화법도 이를 이용한 기

술 중 하나이다. 초임계 영역이 아닌 아임계 영역에서

의 반응물은 서로가 외부 상에 대한 경계면을 가진다. 

두 물질의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경계면을 뚫고 반응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 과정

에서 높은 활성화 에너지가 요구된다. 하지만 초임계

상에서는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외부와의 경계면이 

사라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활성화 에너지가 

요구된다. 이 같은 경우 반응물끼리 혼합력이 기존의 

아임계 영역에서보다 매우 커지게 되며, 반응의 속도

나 전환률 자체가 아임계 영역에 비해 크게 증가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물질의 산화를 진행시키면 유해 유

기물을 완전히 산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 초임계 유

체 산화법의 핵심이다[2].

Fig. 1. Theoretical background of supercritical water 

oxidation[2]

  일반적으로 초임계 영역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 운

전조건은 400~600 ℃의 온도와 200~350 bar의 압력에

서 진행되며, 채 5분이 안 되는 시간 내에 99.9 %의 

상회하는 전환률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초임

계수 산화 공정의 경우 기본적으로 초임계라는 극단

적인 조건과 더불어 반응이 비선택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부 반응의 경우 원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

행되지 않거나 반응기 내부의 부식이 진행된다. 특히 

염소와 같이 할로겐 원소를 포함하는 유기물을 분해

할 경우 산화가 진행되면 최종생성물로 할로겐 원소

와 수소가 결합된 형태의 강산이 생성되는데 이러한 

강산은 반응기 내부를 부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최종적으로 생성된 무기염이 반응기 내부의 마

모를 유발한다. 따라서 초임계 유체 산화법의 연구 방

향은 부식을 견딜 수 있는 재료의 개발과 반응기 내

부의 마모를 방지 할 수 있는 공정의 개발로 연결된

다.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TNT 분해연구는 여러 방면

으로 진행되어 있다. 허나 전체적인 공정 단계는 거의 

비슷한데, 우선적으로는 탄약을 화학 작용제와 에너지 

물질로 분리한 뒤 가성소다를 이용하여 중화시키고, 

중화된 물질을 초임계 영역에서 산화시키는 것이다. 

생성된 가스는 대기로 배출하고 물의 경우에는 회수

하여 재활용한다. 공정이 끝나면 99 % 이상의 TNT가 

산화처리 되며 그 산화 메커니즘의 Fig. 2와 같다[102].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TNT 처리에 접목한 사례는 없

으며 남해화학에서 초임계수 산화 플랜트를 이용하여 

MNT/DNT 공정 폐수처리에 사용하고 있다. 또한 기

술의 내용에 대한 리뷰와 전망 등에 관한 논문은 있

었지만[103],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지는 않았다. 중국

을 포함한 해외에서는 이미 TNT처리에 응용한 논문

들이 있으며[104,105], 미국의 경우에는 ARDEC, DOD사

에서 TNT를 포함한 군화약무기 폐기에 이미 적용하

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의 경우 제약회사에서 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산업 폐기물에 사용되

고 있다[1]. 그 현황에 대해서는 Table 10에 자세히 서

술 하였다.

    Fig. 2. Decompose mechanism of TNT using 

supercritical water oxidation[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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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0. Present commercialization situation of 

supercritical water oxidation process[2]

지역 회사 폐수
용량

(ton/day)

한국 남해화학
MNT/DNT 
공정 폐수

50

미국

ARDEC
군화학무기 & 

화약류
9

DOD
군화학무기 & 

화약류 / 
방사능 폐기물

5

독일 독일제약회사
제약사 생화학 

폐기물
30

일본
Organo Corp. 염소 폐기물 40

Shinko Pantec 산업폐수 30

2.6 기타 분리 공정

  최근에는 위와 같이 폐 화약 무기의 처리법이 발전

함과 동시에 그 처리시설의 운용규모와 비용도 커져

가면서 일부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너무 손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 떠오른 것

이 폐 화약무기 회수 기술이다. 회수 기술이란 기존의 

방법들처럼 화약에 들어있는 화학 성분을 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분리하여 회수하는 기술이다. 이

러한 기술은 화학 물질을 성분 별로 분리한 뒤 재활

용을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혼합된 성분이 많을

수록 분리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폐수나 

단순한 조합을 가지는 화약의 경우 산화 처리하는 것

에 비해 상당히 간단한 공정으로 분리가 가능하며 극

단적인 조건에서 분해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회수한 

물질을 재활용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경제적이다.

  최초의 이러한 개념을 처음으로 적용한 공정은 활

성탄 흡착 공정이다. 활성탄 흡착공정이란 활성탄을 

이용하여 폐수 속의 TNT만 분리하는 기술이다. 이러

한 활성탄 흡착공정의 경우 당시 타 공정에 비해 운

전이 간단하고 다이옥신이나 퓨란류를 생성하지 않아 

주목을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운전 비용에, 흡착

된 활성탄을 재활용하기 어렵고, 그 자체로 독성을 띠

고 있었다[106]. 또한 햇빛에 노출 될 시 TNT에 의해 유

발되는 연분홍색 폐수의 유해성과 2차오염의 위험성도 

보고된 바도 있다[107,108].

  활성탄 흡착공정의 연장선으로 최근에는 분리공정을 

이용하여 TNT가 포함된 폐수에서 TNT와 물을 따로 

분리하려는 공정이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대

개 TNT가 포함된 폐수에서 정제된 물을 분리해내고

자 하며, 그 외의 농축된 폐수는 순환 시켜 공정에 다

시 재활용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

우 냉동결정화 공법을 통해 TNT를 포함한 폐수에서 

물만을 분리하는 방법이 특허로 나와 있다[109,110]. 그 

방법의 경우 공정의 전체적인 단계는 Fig. 3과 같으며 

이러한 방법의 경우 냉각 속도와 가열 속도가 물의 

회수율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의 경우 경제적

이며 에너지 적인 측면에서도 큰 이점을 가지고 있으

나, 공정의 완성도가 큰 난관으로 작용한다. 기본적으

로 TNT 폐수의 경우 그 용해도가 0.1~0.2 g/L에 불과

하기 때문에 분해나 산화의 방법이 아닌 분리의 방법

을 사용 할 경우 극 미량의 TNT를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지가 관건으로 작용한다.

  Fig. 3. Mimetic diagram of freezing concentration 

process[109]

3. 결 론

  TNT를 포함한 화약무기의 처리는 과거에는 매립과 

소각에 의해 대부분 처리되어 왔다. 이러한 방법들의 

경우, 전자는 TNT가 가진 독성이 그대로 생태계로 노

출되며, 후자의 경우 TNT가 완전히 산화되지 못하면

서 다이옥신 / 퓨란류의 유해물질이 발생하게 된다. 이

후 연구와 잘못된 처리 사례로 인해 그 위험성이 대

중들과 국가차원에서 인지하게 된 후 새로운 TNT 처

리법에 대한 필요성이 촉구되었다.

  이후 기존의 처리법을 대체하여 다양한 방법이 등

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방법들은 대부분 TNT를 산화 

혹은 환원시켜 분해하는 방법 무해한 무기물로 전환

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고, 소각 대체 공정, 고도 산화 

공정, 초임계 유체 산화법 등이 그 예가 되겠다. 초임

계 유체 산화법에 이르러서는 강한 산화력을 통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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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부분의 물질을 분해 할 수 있게 되었으며, TNT

의 경우에도 무기물의 형태로 완전히 분해가 가능하

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미국, 일본, 독일에서 이러한 

초임계수 산화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추

세이며, 응용범위 또한 제약 기술에서부터 대규모 군

사 폐수처리까지 광범위 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기술이 고도화 되어감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리비용과 강하지만 비선택적인 산화력으

로 인한 기기의 부식 등이 단점으로 떠올랐고, TNT를 

분해하기 보다는 폐수로부터 분리하고자 하는 방법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 역시 폐수 내에 포함된 

극 미량의 TNT만을 따로 분리해내야 하기에 매우 정

밀한 공정이 요구되며, 전체적으로 아직 실험 단계라 

실제 폐수 처리에 정착된 사례는 없다.

  결론적으로 TNT를 포함한 화약무기의 처리 분야에

서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일본에 비하면 그 기

술적인 부분에서 뒤쳐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더 큰 

문제는 현재 이러한 폐무기 처리 분야에 대한 연구 

방향마저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노후 폐기 탄약에 대한 처

리 기술의 방향을 하루 빨리 정하는 것이 시급하고, 

이후 수립된 기술에 대한 기초 연구를 강화하여 외국

의 선행된 TNT 처리 기술과 접목시켜야 할 것이다. 

이후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폐기기술에 대한 투

자와 더불어 그에 맞는 인재 및 연구기관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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