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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Oxytetracycline is one of the most common antibiotic used in the aquaculture and livestock 

industry. However, excessive use of oxytetracycline occurs in the appearance of the antibiotic-resistant 

bacteria. In this study, we compared with the degradation efficiencies of oxytetracycline in various 

experimantal conditions using ferrate (VI), and identified the degradation pathways through intermediate 

products. Firstly, the highest degradation efficiency of oxytetracycline occurred in alkalic condition (pH 

10.0 ± 0.1), because of the chemical property of ferrate (VI) according to pH. In addition, the 

degradation rate of oxytetracycline increased directly proportional to ferrate (VI) dose. The self-decay 

rate of ferrate(VI) also increaseda s well whereas the degradation efficiency for target compound of 

ferrate (VI) decreased. The degradation intermediates of oxytetracycline were identified with LC/MS/MS, 

oxytetracycline was degraded through hydroxylation and decarbonation mechnism, which finally became 

CO2, H2O, whereas other inorganic turned into by-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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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테트라사이클린계(group) 항생물질은 페니실린

계, sulfonamide계 등과 함께 수산 및 축산업계 항

생물질로서 현재까지 널리 사용되는 물질이다. 

2019년 기준 테트라사이클린계(group) 항생물질의 

판매량은 165,922 kg으로서, 이는 페니실린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며, 전체 판매량 중에

서도 18% 정도를 차지한다.1)

이러한 물질의 과도한 사용은 국제적인 이슈로

서 항생제 및 내성균 연구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까지는 성장촉진의 목적으

로 배합사료 내에 첨가하기도 하였으나, 2004년부

터 사료 내 항생물질 사용량을 제한하기 시작하

였고, 2011년부터는 의료용 이외에는 항생물질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그 사용

https://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9726/kspse.2021.25.6.020&domain=http://kspse.org/&uri_scheme=http:&cm_version=v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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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2년 자가치료 

및 예방용으로서의 항생제 판매량이 총 판매량의 

88% 정도로 증가하여 여전히 항생제의 과도한 사

용이 지속되고 있다.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물질은 가축의 체내에서 

거의 분해되지 않고 배설물에 포함되어 환경으로 

배출된다. 배출된 항생물질은 강우로 인한 지표수 

및 토양 침투로 인해 지표수 및 지하수로 이동하

며 이렇게 환경으로 유출된 항생물질은 항생제에 

노출된 내성균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2) 

항생제 사용 및 내성 모니터링1) 연구 결과, 소

의 분변에서 분리한 대장균의 항생물질 내성률은 

39.5%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오리, 닭, 돼지에서 

유래된 균주의 항생물질 내성률은 각각 48.6%, 

68.5%, 68.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외에도 축

사 등 가축 관련 시설에서 내성균이 발견되었으

며3) 어류 양식장에서 항생물질 내성균을 검출된 

사례 역시 보고되었다.4) 다만, 최근까지 항생물질

의 독성에 대해서 정량적인 기준치는 전해지지 

않았으나, 환경으로 유출될 경우 동식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Wollenberger5)

는 물벼룩(D. magna)을 이용하여 각각 생물농축성

과 독성을 시험한 바 있다. 특히 테트라사이클린

계 항생물질은 비교적 토양이나 유기물에 흡착되

는 특징이 강하며6) 양배추나 오이, 당근, 토마토

와 같은 농작물에 흡수되어 독성을 일으키거나 

식물체 내에 축적되어 인간에게까지 미칠 수 있

을 것으로 추정된다.7)

고급산화(AOPs, advanced oxidation processes) 

기술은 산화력이 강한 OH 라디칼을 발생시켜 대

상물질을 분해제거하는 프로세스로서, 2000년대부

터 항생물질을 대상으로 한 시도가 시작되었고, 

UV8), H2O2
9), 오존10), 광촉매11), 초음파12) 등 여러 

가지 기술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그

러나 고급산화기술의 경우, 높은 농도의 항생물질 

처리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프로세스에 따라 브롬

계 물질이나 염소산화물 등 유해한 반응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 중 Ferrate(VI)는 6가철로, 강한 산화력을 가

지고 있어 병원균 제거 및 수질정화에 효과적으

로 알려져 있다. 또한 산화 후 생성되는 3가철은 

자연계에 무해하고, 수처리공정의 응집제로도 작

용할 수 있어 “친환경 소재, green chemical”로 불리

기도 한다. 최근에는 sulfonamides, fluoroquinolones, 

ibuprofen, dichlofenac, 등의 의약물질13-15), PPCPs 

(개인 위생물질)과 EDCs(내분비계 장애물질)을 처

리하기 위한 시도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실에서 제작한 칼륨페레이

트(potassium ferrate(VI))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수

질 환경에서 중요한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물질 

중 하나인 옥시테트라사이클린(oxytetracycline)의 

분해 기작을 연구하여 가장 효율적인 pH 적용 조

건과 최적의 처리 효율을 보이는 페레이트 투입

량을 선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 oxytetracycline 

분해 시 생성되는 중간생성물들을 조사함으로써 

페레이트에 의한 분해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시약  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된 모든 시약은 1급 이상의 

시약만을 사용하였다. 옥시테트라사이클린 (99%)은 

시그마-알드리치(USA)사의 oxytetracycline hydrochloride 

(≥95%) 제품을 구입하였으며, 500 μM로 제조하

여 냉장 암실상태에서 보관 후 2일 내로 사용하였

다. 페레이트의 원료인 철염은 Daejung(Korea) 사

의 Fe(NO3)3·9H2O(99%)를 사용하였고, 페레이트 

합성에 필요한 알카리 용액의 제조에 필요한 

KOH(97%)와 NaOCl(유효염소>8%)는 준세이 (Japan) 

사에서 구입하였다. 또한 페레이트 제조 후 세척 

시 사용되는 유기용매로는 n-헥산 (Budrick & 

Jackon, HPLC), n-펜탄(Samchun, 99%), 메탄올

(Budrick & Jackon, HPLC), diethyl ether(준세이, 

99.5%)를 사용하였으며, 제조과정 중 여과과정에 

사용된 GF/C filter는 Whatman(UK) 사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페레이트를 주입할 옥시테트라사이클

린 반응 시료는 pH 조절을 위해 무기인 버퍼용액

을 사용하였으며, 버퍼용액 제조 시 사용된 시약

은 NaH2PO4·2H2O(99%, 칸토 Chemical Co., Japan), 

Na2HPO4·12H2O(>99%, 준세이, Japan), Na3PO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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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cedure of ferrate(VI) synthesis

Fig. 2 Procedure of oxytetracycline degradation experiment

H2O(>99%, 준세이, Japan), CH3COOH (99.5%, 신

요 Chemicals Co., Japan)이다. 실험에 사용되는 반

응 시료는 원시료(stock solution)에 무기인 버퍼용

액을 약 15 mM을 첨가하였으며, 옥시테트라사이

클린의 농도는 100 μM으로 하여 실험 시 제조하

였다. HPLC의 eluent로는 NEW HUMAN UP 

900(Korea, Human Co.) 초순수 제조기에서 생산되

는 초순수와 Burdick & Jackson(USA) 사의 HPLC

급 아세토니크릴과 준세이(Japan)사의 H3PO4 

(>85%)를 사용하였다. 페레이트 측정에 필요한 

ABTS diammonium salt (>98%)는 시그마-알드리치

사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2.2 페 이트 제조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칼륨페레이트의 제조는 Li 

et al.(2005)을 참조하였다(Fig. 1). 냉장 보관된 

NaOCl 100 mL에 KOH 30 g을 투여한 뒤 교반하

여 완전히 용해시키고, GF/C filter로 여과하여 수

중에 잔류하는 NaCl을 제거한 후 냉장고에 보관

하여 저온상태를 유지하였다. 이 상태에서 11.1 g

의 Fe(NO3)3·9H2O를 투여한 후 약 40분 정도 교반

하여 페레이트를 합성하고, 이를 고체화하기 위해 

16.7 g의 KOH를 투여하여 약 40분 정도 교반하고 

30분 정도 저온상태로 보관하였다. 보관 후 용액

은 G4 유리 필터로 filtering한 후 용액은 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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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pH on oxytetracycline removal (A) and ferrate(VI) decomposition (B) (Ferrate(VI)

dosage : 100 μM, Water temp. : 20℃)

KOH 용액에 바로 투여하여 다시 저온 보관하였

다. 이후 GF/C filter로 여과하면 검은 물질의 페레

이트 결정을 얻을 수 있다. 더 높은 순도의 결정

을 얻기 위해서 3 M KOH를 이용하여 페레이트 

결정을 녹인 후 다시 포화 KOH 용액과 혼합하여 

저온 보관 후 GF/C filter로 여과하는 과정을 2회 

반복하였다. 최종적으로 여과지에 남은 물질은 n-

헥산, n-펜탄, 메탄올, diethyl ether로 순차적으로 

세척한 후 진공 상태에서 건조하여 보관하였다. 

제조한 페레이트는 ABTS 측정법16)을 이용하여 

DR 5000 UV-spectrometer(HACH)로 측정하였으며, 

90% 이상의 순도를 가지는 페레이트를 실험에 사

용하였다.

2.3 실험  분석방법

페레이트를 이용한 옥시테트라사이클린 분해실

험은 batch mode로 진행하였다(Fig. 2). 실험에 사

용된 반응기(reactor)는 약 740 mL의 이중자켓

(double-jacket) 구조로 되어 있으며, 냉각 장치로부

터 외부관을 통해 냉각수를 주입하여 일정한 온

도를 유지하였다. 반응기 하단에는 막대 자석

(magnetic stirrer)를 투입하여 실험 시 페레이트가 

용기 내부로 투입된 후 즉시 시료와 혼합되도록 

하였으며, 상단에는 pH 측정기와 수온계를 설치

하여 실시간으로 pH와 수온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응기 상단에는 테프론으로 밀봉함으로

써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였다.

페레이트 주입 후 10분까지 일정 시간 간격으

로 반응기 내부의 시료 5 mL를 채취하였으며, 채

취한 시료에 바로 5 mM Na2S2O3 1 mL를 주입함

으로써 시료 내에서의 페레이트 반응을 억제하였

다. 그리고 0.2 μm 나이론 주사기로 필터링하여 

분해효율 평가와 중간생성물 연구를 위한 분석시

료로 사용하였다.

분해효율 평가를 위한 시료분석은 Shimadzu사

(Japan) HPLC/DAD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HPLC

에 장착된 칼럼은 Waters사(USA) C18 SunFire 

Column (4.6 × 150 mm, 5.0 μm)이며, 온도는 4

0℃를 유지하였다. eluent로는 acetonitrile (solvent 

A)과 0.05% H3PO4가 포함된 초순수(solvent B)를 

시용하였으며, eluent 유속은 0.1 mL/min으로 설정

하였다. 분석시료 중 20 μL를 HPLC에 주입하여 

분석하였으며,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을 검출하기 위

한 DAD의 흡광도는 350nm로 설정하였다.

중간생성물 분석은 UPLC/maXis HD Q-TOF 

(Bruker, German)과 Waters사(USA) ACQUITY 

BEH C18 Column(2.1 × 100 mm, 1.7 μm)을 사용

하여 ESI positive 모드 하에 50 ~ 1600 m/z의 범

위에서 5μL의 시료를 투입하여 정성분석으로 수

행하였다. eluent는 0.1% formic acid가 포함된 초

순수(solvent A)와 0.1% formic acid가 포함된 아세

토니크릴(solvent B)를 사용하였으며, 유속은 0.2 

mL/min이고, eluent의 비율(A/B)은 처음(0 min)에

는 90/10의 비율에서 시작하여 10분까지 10/90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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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ferrate (VI) dosage on oxytetracycline removal (A) and ferrate (VI) 

decomposition (B) (pH : 7.0 ± 0.1, Water temp. : 20℃)

로 조절한 후 17분까지 유지하였다가 18분까지 

다시 90/10으로 조절하여 20분까지 유지하였다.

3. 결 과

3.1 페 이트에 의한 분해효율

3.1.1 pH에 따른 항생물질 분해효율

pH에 따른 페레이트의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제

거효율을 비교하기 위하여 산성(pH 3.95 ± 0.1), 

중성(pH 7.05 ± 0.1), 염기성(pH 10.10 ± 0.1) 환경

에서 100 μM의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수용액의 수

온을 20 ± 0.2℃로 맞추고, 페레이트를 100 μM를 

투여하여 시간별 옥시테트라사이클린 분해율을 

비교한 결과는 Fig. 3을 통해 나타내었다.

산성 환경에서의 옥시테트라사이클린 분해율은 

10초 후 20%, 10분 후 23% 정도로 단시간에 반응

이 완료되었으며, 이후 농도 변화는 거의 나타나

지 않았다. 중성 환경에서의 분해율은 10초 후 

52%, 10분 후 57%로 10초 내에 대부분의 분해반

응이 이루어지나, 산성 환경에 비해 높은 분해효

율을 보였다. 염기성 환경에서의 분해율은 10초 

후 57%, 10분 후 67%로 대부분의 반응이 10초 내

에 진행되나 이후에도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이 지

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이 분해될 

때의 페레이트 농도 변화를 보면 알 수 있다. 먼

저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를 

보면, 산성 환경에서는 페레이트가 투여 즉시 

100% 환원되었으며, 중성 환경에서는 페레이트가 

존재하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0분 후에는 전체 

중 78%가 환원되었다. 염기성 환경에서는 페레이

트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로 존재하여 10분 후

에는 전체 중 12%만이 환원되어 염기성 상태에서 

페레이트가 더 오래 잔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이 존재할 경우, 페레이트의 

농도를 보면 산성과 중성 환경에서는 페레이트 

투여 즉시 환원되었으며, 염기성 환경에서는 투여 

후 1분 정도까지는 페레이트가 검출되었다. 페레

이트 농도 분석 결과,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이 존재

할 때와 그렇지 않을 경우의 페레이트의 잔류량

의 차이가 크며, 산성 환경에서는 페레이트가 투

여 즉시 자가분해되어 옥시테트라사이클린과의 

반응에 참여하는 양이 적은 반면, 중성 환경에서

는 자가분해되는 양이 비교적 적으나 잔류하는 

페레이트 대부분이 옥시테트라사이클린과의 반응

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염기성 환경에서

는 페레이트가 안정적으로 존재하여 옥시테트라

사이클린 분해에 참여하기 때문에 옥시테트라사

이클린이 존재하는 환경에서도 페레이트가 비교

적 오래 잔류하며, 산성과 중성 환경에 비해 높은 

분해효율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pH에 따른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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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lationships between ferrate(VI) dosage and removal efficiency of oxytetracycline

화학종 변화에 따라서도 분해율이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이 아닌 다른 물질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염기성 환경이 아닌 중

성이나 산성에서 더욱 높은 분해효율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Graham17)은 대상물질의 

pKa에 따라 이온화 정도가 달라져 페레이트에 의

한 분해 효율 또한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고, Li18)

는 대상물질의 pKa와 최적 분해 효율을 보이는 

pH가 비슷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대상물질이 탈

양성자화된 형태(de-protonated form)로 존재하면서 

페레이트가 최대한 안정화될 수 있는 pH에서 최

적 분해효율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3.1.2 페 이트 투여량에 따른 분해효율

옥시테트라사이클린 분해에 필요한 최적의 페

레이트 농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pH 7, 20℃의 수

중 환경에서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의 농도는 100μ

로 고정하여 페레이트 농도를 50 ~ 300μM로 조

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여 Fig. 4로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 투여된 페레이트의 양에 비례하여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의 제거율 또한 증가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Fig. 5). 페레이트를 50, 100, 200, 

300μM을 투여할 경우의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의 

제거율은 각각 29%, 52%, 74%, 86%이며, 10분 후

의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제거율은 각각 32%, 57%, 

79%, 89%로, 초반 10초 전후로 빠른 반응이 발생

하였으며, 이후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의 제거는 미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레이트 잔류량을 측정한 

결과, 투여 직후 빠르게 환원되어 검출되지 않았

으며, 이는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이 분해 시 페레이

트는 전량 소모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수중 조건

에서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이 없을 경우의 페레이

트 잔류량을 보면, 50, 100, 200, 300μM의 페레이

트를 투여할 경우, 10초 후 페레이트의 잔류량은 

각각 94%, 95%, 82%, 72%이며, 10분 후 페레이트 

잔류량은 각각 29%, 22%, 13%, 6%로 옥시테트라

사이클린이 존재할 때보다 오래 잔류하며, 페레이

트의 농도가 낮을수록 더 오래 잔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페레이트 투여량이 많을수록 페레이트끼

리의 충돌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페레이트 자체의 

안정성이 떨어져서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을 분해하

지 않고 자가분해되는 페레이트의 양이 많아짐을 

뜻한다. 

이를 고려하여 페레이트 투여량 대비 분해된 

옥시테트라사이클린(OTC)의 양을 산정하면, 50μM 

의 페레이트 투여 시 31.9μMOTC/50μMferrate(VI) =0.64, 

100μM 투여 시 57.3μMOTC/100μMferrate(VI)=0.57, 

200μM 투여 시 79.4μMOTC/200μMferrate(VI)=0.40, 

300μM 투여 시 89.5μMOTC/300μMferrate(VI)=0.30으

로서 페레이트 투여량이 많을수록 이에 따른 투

입량 대비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의 분해효율은 떨

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오염물질의 처리 측면

에서는 200μM 페레이트 투여량이 최적의 조건으

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페레이트 투여량이 많을수록 대상물

질을 더 많이 분해할 수 있으나, 페레이트를 많이 

투여하게 되면 낭비되는 페레이트가 더욱 많아지

므로, 페레이트 투여량 대비 대상물질의 분해 정

도를 연구하여 적절한 페레이트 투여량을 결정하

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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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간생성물 연구

본 연구에서 HPLC-MS/MS를 이용하여 옥시테

트라사이클린의 중간생성물을 검출하였으며, 기존

의 AOPs 기술을 이용한 옥시테트라사이클린 분해

경로와 페레이트의 반응 메커니즘을 연구하였다.

페레이트와의 반응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반

응으로는 OH 라디칼에 의한 hydroxylation이 있다. 

중간생성물 중 C22H24N2O10(m/z 477)가 hydroxylation 

반응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서, 해당 반응은 OH 

라디칼에 의한 흔한 반응으로서, 이 중간생성물은 

UV/H2O2
19), Fe2O3-TiO2

20)과의 반응에서도 발견되

었다.

두 번째 반응은 탈락에 의한 것으로서, 옥시테

트라사이클린의 네 번째 고리의 N-methyl기 중 하

나가 탈락되면서 C21H22N2O9(m/z 447)이 생성되었

다. C21H22N2O9은 다시 반응하여 나머지 N-methyl가 

탈락되어 생성된 C20H20N2O9(m/z 433)과, 네 번째 

고리의 -CONH2 중 -NH2가 탈락(deamination)되어 

생성된 C21H21NO9(m/z 432), 그리고 dehydroxylation 

반응으로 생성된 C20H18N2O8(m/z 415)과 C20H18N2O8 

(mz/ 415)로 총 4가지의 중간생성물이 생성되었

다.19)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고리의 C=O가 탈락됨으로

써 고리가 붕괴되는 decarbonation 반응으로 

C21H24N2O8 (m/z 433)가 생성되었다. 그리고 OP 4

의 두 번째 고리의 -OH가 탈락되는 dehydration 

반응을 통해 C21H22N2O7(m/z 415)가 생성되고, 더 

나아가 이 중간생성물에서 -OH에 의한 hydrogen 

abstraction과 quinonization으로 C21H20N2O8(m/z 

429)가 생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19)

종합하면, 페레이트에 의해 OH 라디칼이 생성

되고, 생성된 OH 라디칼이 옥시테트라사이클린과 

반응하여 hydroxylation, demethylation, decarbonation 

등의 반응이 일어나며, 최종적으로 CO2, H2O 등으

로 무기물화21)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습식산화법으로 제조한 potassium 

ferrate(VI)를 이용하여 다양한 수중 환경 조건 하

에서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을 분해함으로써 분해효

율을 평가하였다.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은 염기성 

환경에서 높은 분해효율을 보이며, 이는 pH가 높

을수록 잔류율이 높아지는 페레이트의 특성에 기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은 페레이트 투여량에 비례하여 분해율이 증가하

나, 페레이트의 self-decay rate 또한 증가하여 결론

적으로 페레이트 투여량 대비 분해효율은 떨어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중간생성물 연구

를 통해 페레이트와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사이의 

반응 기작을 연구하였다. LC/MS/MS를 이용한 중

간생성물 분석을 정리하면,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은 

페레이트에 의해 hydroxylation, demethylation, 

decarbonation 등의 과정의 거쳐 최종적으로 CO2, 

H2O와 같이 무기물화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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