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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 O3, H2O2, Fe2+ 등의 산화반응을 조합한 고급산화 공정(advanced oxidation process)을 이용하여 아세트산 분해실험을 
수행하였다. 적용된 고급산화 공정은 UV/H2O2, UV/H2O2/Fe2+, O3, O3/H2O2, UV/O3/H2O2 및 UV/O3/H2O2/Fe2+ 공정이었다. 
낮은 pH (3.5)에서의 아세트산 분해율은 UV/H2O2/Fe2+, O3/H2O2, UV/O3/H2O2 및 UV/O3/H2O2/Fe2+ 공정은 비교적 높고, 
UV/H2O2와 O3 공정은 20%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O3/H2O2, UV/O3/H2O2 공정의 아세트산 분해율은 반응시간 180 min까지 
반응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UV/H2O2/Fe2+, UV/O3/H2O2/Fe2+ 공정에서는 반응시간 90 min까지 아세트산 분
해율이 급격히 증가한 후 그 이후에는 분해율의 증가가 미미하였다. 고급산화 공정별 아세트산 분해율은 UV/H2O2/Fe2+ 공
정은 55%, O3/H2O2 공정 및 UV/O3/H2O2 공정은 66%, UV/O3/H2O2/Fe2+ 공정은 64%이었다.

The destruction of synthetic acetic acid wastewater was carried out using UV, O3, H2O2, Fe2+ oxidants in various combinations 
by the advanced oxidation processes. UV/H2O2, UV/H2O2/Fe2+, O3, O3/H2O2, UV/O3/H2O2, UV/O3/H2O2/Fe2+ processes were 
tested. UV/H2O2/Fe2+, O3/H2O2, UV/O3/H2O2, UV/O3/H2O2/Fe2+ processes shows the most effective destruction efficiency at 
low pH (3.5) condition of wastewater, but UV/H2O2 and O3 processes were observed less than 20%. Destruction efficiency 
was gradually increased with the reaction time in the O3/H2O2 and UV/O3/H2O2 processes, in case of the UV/H2O2/Fe2+ and 
UV/O3/H2O2/Fe2+ processes shows rapid increasing of destruction efficiency within 90 min, then slightly decreasing with time. 
The destruction efficiencies of UV/H2O2/Fe2+, O3/H2O2, UV/O3/H2O2 and UV/O3/H2O2/Fe2+ processes were observed 55, 66, 
66 and 64%,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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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아세트산(acetic acid), 포름산(formic acid), 옥살산(oxalic acid) 등 

유기산 함유폐수는 유기산 제조공정과 산업폐수의 촉매 또는 비촉매 

습식산화(wet air oxidation) 처리공정에서 부산물로 발생된다. 특히 아

세트산은 산업의 원료, 촉매 등으로 사용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아세

트산, 테레프탈산(terephthalic acid), 사진 필름(photographic film), 셀
룰로오스 아세테이트(cellulose acetate) 및 비닐 아세테이트(vinyl ace-
tate) 제조공정 등 합성화학 및 식품산업에서 많은 아세트산 함유폐수

가 발생되고 있다[5,6]. 이와 같은 아세트산 함유폐수는 카르복실기

(carboxyl group)의 α-position에 있는 메틸기(methyl group)가 쉽

게 산화되지 않는 난분해성(refractory)물질이다[1-4].
  아세트산 함유폐수는 농도가 높을 경우 공비 증류법(azotropic dis-
tillation method) 또는 증류법(distillation method)으로 분리 회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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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농도가 낮을 경우에는 상 변화(증발)에 수반되는 에너지 소모

량이 많기 때문에 운전비용이 많이 들어 비경제적이다[7]. 또한 아세

트산 함유폐수에는 여러 가지 유기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처리하지 못하고 저류한 후 소량씩 생물학적 폐수처리장으

로 보내어 처리하고 있다.
  최근 아세트산 함유폐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초음파 처리 

공정(ultrasonication), 초임계 산화공정(supercritical water oxidation 
process) 및 고급산화 공정(advanced oxidation process) 등 다양한 연

구가 수행되고 있다[6-10]. 이중 고급산화 공정은 몇 가지 산화반응을 

조합하여 강력한 산화력(2.85 V)을 가진 수산화 라디칼(⋅OH)을 발생

시켜 아세트산 등 유기물을 분해하는 기술이다. 특히 이 공정은 유기

물이 분해되어 무해한 탄산가스(CO2)와 물(H2O)로 전환되기 때문에 

정수처리, 난분해성 유기물의 산화 및 생물학적 처리공정의 전처리 

공정으로도 검토되고 있다[11-16].
  본 연구에서는 UV, H2O2, Fe2+, O3 등의 산화반응을 조합한 UV/H2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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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H2O2/Fe2+, O3, UV/O3, O3/H2O2, UV/O3/H2O2, UV/O3/H2O2/Fe2+ 공
정에서 아세트산 합성 폐수의 분해성을 조사하였으며, 아세트산 분해

효율이 가장 우수한 고급산화 공정의 적정 운전조건을 모색하였다. 

2. 실    험

  2.1. 실험장치

  UV 광 반응 장치는 RPR 213 UV 광 반응기(Southern New England 
Ultraviolet Co. Ltd., U.K.)를 사용하였으며, 254 nm의 파장을 조사하

는 40 W, 144 µW/cm2의 mercury vapor UV lamp (Philips, U.S.A.)가 

6개 장착되어 있다. 오존은 산소 발생기가 부착된 PC-56 오존 발생기

(Ozonetech Co. Ltd., Korea)를 사용하여 생산하였으며, 오존 발생기에

서 생성된 오존/산소(O3/O2) 혼합가스의 최대 오존 생성율은 0.266 g 
O3/min이다. 반응기는 온도 조절이 가능한 이중관 반응기로서 반응기 

용량은 1.5 L이며, 반응 용량을 1.0 L로 유지하였다. 적용된 모든 고급

산화 공정에서 반응 중 온도는 이중관 반응기와 순환 항온 수조(CW- 
10 G circulator water bath, Jeiotech Co. Ltd., Korea)를 이용하여 25 
℃로 유지하였다. 또한 오존의 용해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오존가스 

유입부에 세라믹(ceramic) 재질의 분산기(diffuser)를 장착하였으며, 잔
여 오존은 오존 분해장치 10 LDP (Ozonetech Co. Ltd., Korea)를 이용

하여 처리한 후 대기 중으로 배출하였다. Figure 1에 실험에 사용된 

고급산화공정의 실험 장치를 나타내었다.

  2.2. 실험재료 및 방법

  본 실험에 사용된 아세트산 합성폐수는 HPLC 급(99.9%, Daejung 
Chemical & Metals Co. Ltd., Korea)의 아세트산을 증류수로 희석하여 

초기 pH 3.5, 농도는 1000 ppm으로 조제하였다. 펜톤(fenton) 산화제

인 H2O2 (35%)와 FeSO4 (Junsei Chemical Co. Ltd., Japan)는 각각 특

급 시약을 사용하였다. 또한 오존은 최대 생성율인 0.266 g/min을 2 
L/min으로 주입하였다. 고급산화 공정에 의한 아세트산 합성폐수의 

분해율은 반응 전후의 COD를 측정하여 산출하였으며, COD는 

DR2500 Spectrophotometer (Hach Co. Ltd., U.S.A.)를 이용한 CODcr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UV/H2O2 공정

  Figure 2에 UV/H2O2 산화방법에 의한 아세트산 합성폐수의 분해실

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폐수의 초기 pH를 3.5로 조절하고, H2O2 농도

를 0.05∼0.2 M로 변화시키면서 주입하였다. 일반적으로 고급산화 공

정에서 유기물 분해의 주요 영향인자는 산화제의 농도와 용액의 pH
이다. 시료가 알칼리 혹은 산성일 경우 폐수의 pH를 조절하기 위해서 

HCl 또는 NaOH와 같은 pH 조절제가 사용되지만, 본 연구의 경우 낮

은 pH의 아세트산을 함유한 유기산 폐수를 대상으로 분해성을 검토

하고자 pH의 영향은 배제하였다.
  UV/H2O2 공정에서 H2O2 분해에 의한 수산화 라디칼의 생성 반응

은 다음 식 (1)과 같다.

  H2O2 + hv → 2⋅OH                                    (1)

  Figure 2에서 알 수 있듯이 UV/H2O2 공정에서 H2O2의 주입량이 증

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AOP experimental apparatus.

Figure 2. Effect of H2O2 concentration on the destruction of organic 
in the UV/H2O2 process.

가함에 따라 아세트산의 분해율도 증가하였다. 아세트산의 분해율은 

20% 이내로서 UV/H2O2 공정에서 생성되는 수산화 라디칼의 양이 충

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UV/H2O2 공정에서 아세트산의 

분해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pH 변화와 H2O2의 과량주입이 요구되

며, 이로 인하여 공정 운영비가 상승한다. 하 등[16,26]의 보고에 의하

면 UV/H2O2 공정에서 H2O2를 과량 주입하면, 다음 식 (2)와 (3)과 같

이 과량의 H2O2가 오히려 수산화 라디칼과 반응하여 반응성이 약한 

과산화 라디칼(hydrogen peroxide: ⋅O2H)을 생성시켜 수산화 라디칼

의 scavenger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다.

  H2O2 + ⋅OH → ⋅O2H + H2O                           (2)

  HO-
2 + ⋅OH → ⋅O-

2 + H2O2                            (3)

  또한 UV/H2O2 공정에서는 90 min 이내에 아세트산의 분해반응이 

종결되어, 90 min 이후에서는 분해율의 증감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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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ffect of H2O2 concentration on the destruction of organic 
in the UV/H2O2/Fe2+ process.

Figure 4. Effect of FeSO4 concentration on the destruction of organic 
in the UV/H2O2/Fe2+ process.

  3.2. UV/H2O2/Fe2+ 공정

  UV/H2O2/Fe2+ 공정은 기존의 H2O2와 Fe2+를 이용한 펜톤 산화 공정

에 UV(254 nm)를 조사하여 식 (4)와 (5)의 반응식과 같이 수산화 라

디칼의 발생을 향상시키는 공정이다[17-20].

  Fe2+ + H2O2 → Fe(OH)2+ + ⋅OH + OH-         (4)

  Fe(OH)2+ + hv → Fe2+ + ⋅OH                           (5)

  Figure 3과 4에 UV/H2O2/Fe2+ 공정의 아세트산 분해 실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H2O2 주입량에 따른 아세트산의 분해 실험에서 초기 pH 
3.5, FeSO4의 주입량을 0.5 mM로 고정한 후 H2O2의 주입농도를 0.1 
∼0.3 M로 변화시켜가며 아세트산의 분해율을 조사하였다. 0.1∼0.2 
M의 H2O2 주입농도에서는 H2O2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아세트산의 

분해율도 증가하였으나, 0.2 M 이상에서는 오히려 분해율이 감소하였

Figure 5. Effect of UV irradiation on the destruction of organic in the 
ozonation process. 

다. 이러한 원인은 산화제로 주입한 H2O2 농도가 과량일 경우 앞의 식 

(2)와 (3)과 같이 수산화 라디칼과 반응하여 상대적으로 산화력이 낮

은 과산화 라디칼을 생성시키거나, Fe2+와 UV에 의해 수산화 라디칼

을 생성하기에 앞서 H2O와 O2로 자가 분해되기 때문이다[20]. 
UV/H2O2/ Fe2+ 공정에서 FeSO4의 농도가 0.5 mM일 때 아세트산 분해

율이 가장 높은 조건은 H2O2 농도 0.2 M일 때였으며, 180 min 동안의 

아세트산 분해율은 50%이었다. Figure 4는 UV/H2O2/Fe2+ 공정의 

H2O2 농도를 0.2 M로 고정하고 FeSO4의 주입농도를 0.25∼1.5 mM로 

변화시키며 아세트산의 분해율을 조사한 것이다. FeSO4 주입농도 1.0 
mM까지는 FeSO4 주입량에 따라 반응시간 120 min 이내에 아세트산

의 분해율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1.0 mM 이상에서는 더 이상 분해

율의 증감이 나타나지 않았다. UV/H2O2/Fe2+ 공정에서 아세트산 분해

율이 가장 높은 조건은 H2O2 농도 0.2 M, FeSO4 1.0 mM이며, 반응시

간 180 min 동안의 아세트산 분해율은 55%이었다.

  3.3. UV/O3 공정

  오존을 이용한 고급산화 공정의 장점은 오존의 높은 산화력(2.07 
V)과 함께 오존 분자의 자가 해리 및 UV, H2O2, Fe2+ 등의 산화제와 

반응하여 생성된 수산화 라디칼을 유기물 분해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UV/O3 공정의 수산화 라디칼 발생 메커니즘을 식 (6), (7)에 

나타내었다[21-24].

  O3 + H2O + hv → H2O2 + O2                               (6)

  O3 + H2O2 → OH⋅ + ⋅O2H + O2                          (7)

  Figure 5에 오존 공정에서 초기 pH 3.5, 오존 주입유량 0.266 g/min 
일 때 UV 조사에 따른 아세트산의 분해율을 나타내었다. 반응시간 60 
min에서 유기물 분해반응이 종결되어 60 min 이후에는 분해율의 증

감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존 공정의 아세트산 최대 분해율은 17%로 

나타났다. 오존공정에서 오존의 높은 산화력에도 불구하고 아세트산 

분해율이 낮은 원인은 폐수의 초기 pH가 3.5로 낮아 수산화 라디칼에 

의한 산화보다 오존에 의한 직접산화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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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Effect of H2O2 concentration on the destruction of organic 
in the O3/H2O2 process.

러한 결과는 Young 등이 O3 이나 UV/O3 공정에서 낮은 pH에서는 아

세트산이 오존에 의해 잘 분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기물의 분해

율이 낮은 pH 보다 높은 pH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한다[23,25,26].

  3.4. O3/H2O2 공정

  Figure 6에 O3/H2O2 공정에서 오존 주입량 0.266 g/min, pH 3.5일 

때 H2O2 주입농도 0.05∼0.3 M변화에 따른 아세트산의 분해율을 나

타내었다. O3/H2O2 공정의 수산화 라디칼 발생 메커니즘은 식 (6)과 

동일하다. H2O2 주입농도 0.2 M까지는 아세트산의 분해율이 증가하

였으나 0.2 M 이상에서는 오히려 분해율이 감소하였다. 이는 식 (2)에 

보인 바와 같이 수중에 존재하는 과량의 H2O2가 오히려 발생된 수산

화 라디칼의 scavenger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O3/H2O2 공정

에서 아세트산 분해율이 가장 높은 조건은 오존 주입량 0.266 g/min, 
pH 3일 때 H2O2를 0.2 M 주입하는 경우이며, 이때 아세트산 분해율

은 66%, 반응시간은 180 min이었다.

  3.5. UV/O3/H2O2 공정

  Hrvoje 등[25-29]은 O3/H2O2 공정에 UV를 조합할 경우 식 (6), (7)
의 반응 메커니즘과 함께 식 (1)의 경로에 의해서 유기물 분해에 필요

한 수산화 라디칼이 발생된다고 보고하였다. Figure 7에 UV/O3/H2O2 
공정에서 H2O2의 주입농도에 따른 아세트산 분해율을 나타내었다. 
H2O2 주입농도 0.2 M까지는 H2O2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아세트산 분

해율이 증가하였으나, 0.2 M 이상에서는 증가율이 둔화되었다. UV/O3/ 
H2O2 공정에서의 최적 H2O2 주입농도는 0.2 M이며, 180 min 동안의 

아세트산 분해율은 66%이었다. O3/H2O2 공정과 비교하였을 때 적정 

H2O2 주입농도에서 아세트산 분해율은 유사하나, H2O2 주입농도가 

0.3 M 일 때 O3/H2O2 공정의 아세트산 분해율은 52%로 급격히 저하

하는 반면 UV/O3/H2O2 공정에서는 분해율이 70%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줌을 알 수 있다. 이는 과량으로 주입된 H2O2가 수산화 라디칼의 

scavenger로 작용하기 이전에 UV에 의해 분해되어 아세트산 분해에 

필요한 수산화 라디칼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

Figure 7. Effect of H2O2 concentration on the destruction of organic 
in the UV/O3/H2O2 process. 

  3.6. UV/O3/H2O2/Fe2+ 공정

  UV/O3/H2O2/Fe2+ 공정에서는 식 (1)과 식 (3)∼(7)의 반응 이외에 다

음 식 (8)과 (9)의 반응에 의해 수산화 라디칼을 생성하는 장점이 추가

된다[15,27].

  Fe2+ + H2O2 → Fe3+ OH + OH-                            (8)

  Fe3+ + H2O2 + hv → Fe2+ + OH + H+                     (9)

  초기 pH 3.5에서 UV 조사와 함께 오존 0.266 g/min을 공급하고 

FeSO4 농도를 0.5 mM로 일정하게 유지한 후 H2O2 농도를 0.05∼0.3 
M로 변화시키며 아세트산의 분해율을 측정하였다. Figure 8에 UV/O3/ 
H2O2/Fe2+ 공정에서 H2O2 농도에 따른 아세트산 분해율을 나타내었

다. 0.2 M까지는 H2O2 주입농도에 따라 아세트산 분해율이 증가하였

으나, H2O2 농도가 0.3 M일 때는 분해율이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는 

수중에 존재하는 과량의 H2O2가 식 (2)와 (3)과 같이 수산화 라디칼과 

반응하여 과산화 라디칼을 생성시키는 scavenger로 작용하였기 때문

이다. FeSO4 주입농도가 0.5 mM일 때 최적 H2O2 주입농도는 0.2 M 
이었으며, 아세트산은 반응개시 후 60 min 동안 급격히 분해되고 60 
min 이후에는 아세트산 분해율이 둔화되어 180 min에서 반응이 종료

되었다. 180 min 동안의 아세트산 분해율은 61%이었다. Figure 9에 

UV/O3/H2O2/Fe2+ 공정의 H2O2의 주입농도를 0.2 M로 유지하고 FeSO4 

농도를 0.03∼0.75 mM로 변화시킬 때 아세트산 분해율을 나타내었

다. 아세트산 분해율은 FeSO4 농도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FeSO4의 농

도가 0.25 mM일 때 180 min 동안 64%가 분해되었다. FeSO4 농도가 

0.5 mM일 때는 아세트산 분해율이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이는 Ghaly 
등[20,27]의 연구에서와 같이 과잉의 FeSO4가 식 (10)과 같이 수산화 라

디칼과 반응하여 수산화 이온과 Fe3+로 산화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e2+ + ⋅OH → OH- + Fe3+                              (10)

  UV/O3/H2O2/Fe2+ 공정에서 아세트산 분해율은 pH 3.5에서 UV를 

조사하고 오존 주입량 0.266 g/min, FeSO4 농도가 0.25 mM일 때 가장 



318 권태옥⋅박보배⋅문장수⋅문일식

공업화학, 제 18 권 제 4 호, 2007

Figure 8. Effect of H2O2 concentration on the destruction of organic 
in the UV/O3/H2O2/Fe2+ process. 

Figure 9. Effect of FeSO4 concentration on the destruction of organic 
in the UV/O3/H2O2/Fe2+ process. 

높게 나타났으며, 반응시간 180 min 동안의 분해율은 64%이었다. 
UV/O3/H2O2/Fe2+ 공정의 아세트산 분해율은 O3/H2O2 공정 및 UV/O3/ 
H2O2 공정에 비해 2% 정도 낮으나, 반응시간 60 min에서의 아세트산 

분해율은 55%로서 O3/H2O2 공정 및 UV/O3/H2O2 공정의 분해율 27%
와 23%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3.7. 제반 공정에서의 아세트산 분해율 비교

  앞에서 논의한 UV/H2O2, UV/H2O2/Fe2+, O3, UV/O3, O3/H2O2, UV/ 
O3/H2O2 및 UV/O3/H2O2/Fe2+ 공정에서 아세트산 분해율이 가장 우수

한 조건을 Figure 10과 Table 1에 나타내었다. 낮은 pH에서 아세트산 

분해율이 양호한 공정은 O3/H2O2, UV/O3/H2O2 및 UV/O3/H2O2/Fe2+ 
공정이었으며, O3, UV/O3, UV/ H2O2 공정의 아세트산 분해율은 20%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O3, UV/O3, UV/H2O2 공정의 산

화제 조합이 낮은 pH에서는 수산화 라디칼을 효과적으로 발생시키지 

Figure 10. Comparison of various combinations of advanced oxidation 
processes for the treatment of acetic acid wastewater. 

Table 1. Optimum Oxidant Dosages and Destruction Efficiencies of 
Acetic Acid in Different AOPs

Process
Oxidant dosage D. E. (%)

UV O3, g/min H2O2, M Fe2+, mM at 90 min at 180 min

UV/H2O2 UV 0.266 0.2 - 15 15

UV/H2O2/Fe2+ UV - 0.2 1.0 48 55

O3 - 0.266 - - 16 16

UV/O3 UV 0.266 - - 15 17

O3/H2O2 - 0.266 0.2 - 47 66

UV/O3/H2O2 UV 0.266 0.2 - 36 66

UV/O3/H2O2/Fe2+ UV 0.266 0.2 0.25 60 64

못하고, 산화제 자체의 산화력에 의해 아세트산을 분해시켰기 때문으

로 판단되며[16,23,25-27], UV/H2O2/Fe2+, O3/H2O2, UV/O3/H2O2 및 

UV/O3/H2O2/Fe2+ 공정의 아세트산 분해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각 공

정의 산화제 조합이 낮은 pH에서도 아세트산 분해에 필요한 수산화 

라디칼을 효과적으로 생성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15,18-20]. 
또한, O3/H2O2 과 UV/O3/H2O2 공정의 경우 반응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아세트산의 분해율도 서서히 증가하여 180 min 동안 약 66%가 분해

되었으나, UV/H2O2/Fe2+ 공정과 UV/O3/H2O2/Fe2+ 공정의 경우 반응시

간 90 min까지는 아세트산의 분해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각각 48%와 

60%를 보였으나, 그 이후에는 매우 완만하게 증가하여 반응시간 180 
min 동안 각각 55%와 64%의 분해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O3/H2O2, 
UV/O3/H2O2공정에서는 반응 시간에 따라 주입된 H2O2가 서서히 분해

되어 지속적으로 수산화 라디칼을 발생시키는 반면, UV/H2O2/Fe2+, 
UV/O3/H2O2/Fe2+ 공정에서는 반응 초기에 H2O2와 Fe2+의 반응으로 수

산화 라디칼이 급속히 발생되고 90 min 이후에는 주로 오존과 잔여 

산화제의 직접산화에 의해 아세트산이 분해되기 때문에 반응속도가 

느려진 것으로 판단된다.



319다양한 산화반응을 조합한 고급산화공정의 아세트산 분해에 관한 연구

J. Korean Ind. Eng. Chem., Vol. 18, No. 4, 2007

4. 결    론

  오존산화, UV 조사 H2O2 및 Fe2+ 등의 다양한 산화반응을 조합하여 

구성한 UV/H2O2, UV/H2O2/Fe2+, O3, O3/H2O2, UV/O3/H2O2 및 UV/O3/ 
H2O2/Fe2+ 공정을 이용한 아세트산 분해연구를 수행한 결과, 전체 반

응시간 동안 낮은 pH의 아세트산 분해율은 UV/H2O2/Fe2+, O3/H2O2, 
UV/O3/H2O2, UV/O3/H2O2/Fe2+ 공정의 분해율이 5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UV/H2O2, O3, UV/O3 공정은 17%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O3과 UV가 조합된 UV/O3 공정, UV와 H2O2가 조합된 

UV/H2O2 공정의 아세트산 분해율이 모두 17% 이하에 그친 반면, O3

과 H2O2가 조합된 O3/H2O2 공정의 경우에는 분해율이 66%까지 증가

한 것처럼 각 산화제의 조합에 따라 낮은 pH에서도 수산화 라디칼을 

효과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적용된 고급산화 

공정의 산화제 조합에 H2O2와 Fe2+가 있는 UV/H2O2/Fe2+, UV/O3/ 
H2O2/Fe2+ 공정의 경우 90 min 이내의 초기 아세트산 분해 반응속도

를 효과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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