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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 400도에서 탄화시킨 정수 슬러지를 수중의 납과 카드뮴의 제거를 위한 흡착제로서 시험하였다. 탄화된 슬
러지는 열중량 분석, 주사 전자 현미경, X-선 형광분광기, 표면적 분석에 의해 특성화 하였다. 탄화 슬러지는 정수 슬러지 자체
보다도 대단히 높은 비표면적과 총 세공부피를 나타내었다. 회분식 흡착 과정에서 탄화 슬러지는 카드뮴보다는 납에 대하여 더
나은 흡착성능을 보였으며, 실험에서 행한 농도에서 90~98%의 흡착 능력을 달성하였다. 흡착의 평형 데이터는 Freundlich와
Langmuir와 흡착등온선 모델을 이용하여 평가하였고, Freundlich와 Langmuir 흡착 등온선 둘 다 0.95보다 큰 상관계수(R2) 값을
나타내었다. 연구의 결과들은 열처리 된 탄화 정수 슬러지가 수중으로부터 납과 카드뮴을 제거하는데 효율적인 흡착제로 사용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주제어: 탄화 정수 슬러지, 흡착, 등온선, 납, 카드뮴

ABSTRACT. In this study, water treatment sludge carbonized with 400 oC was tested as an adsorbent for the removal of Pb
and Cd in water. The carbonized sludge was characterized by thermo-gravimetric analysis (TGA),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X-ray fluorescence spectrometry (XRF), and surface area analysis. Carbonized sludge exhibited much higher
specific surface area and total pore volume than water treatment sludge itself. In batch-type adsorption process, carbonized
sludge represented better adsorption performance for Pb than Cd, achieving 90~98% at the concentrations conducted in the
experiments. Equilibrium data of adsorption were analyzed using the Freundlich and Langmuir isotherm models. It was seen
that both Freundlich and Langmuir isotherms have correlation coefficient R2 value larger than 0.95. The results of studies indicated that carbonized water treatment sludge by heat treatment could be used as an efficient adsorbent for the removal of Pb
and Cd from water.
Key words: Carbonized water treatment sludge, Adsorption, Isotherm, Pb, Cd

서

론

고, 또한 2013년부터 발의된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인해 해
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정수 슬러지의 다양한 재활용 방
안이 모색되고 있다.4,5 정수 슬러지의 재활용 방안으로 일

인구의 증가와 산업의 발전으로 인하여 물의 사용양이

부에서는 정수 슬러지를 성토제, 수경용 경량골제, 토지

증가함에 따라 정수 처리 시설 또한 늘어나 정수 슬러지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다. 정수 슬러지는 정수 과정에서 약
품에 의한 혼화와 응집, 침전, 여과 과정에서 발생된다.1−3

개량제 등 다양한 자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6−9 국내 실정
에 맞게 정수 슬러지를 재활용 할 필요가 있으며 재활용시
안정적, 경제적, 환경적 개념이 도입되는 새로운 자연 순
환형 재활용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한다.

국내·외 정수 슬러지 처분은 대부분 탈수에 의한 매립 또
는 해양투기를 통한 최종 처분에 의존하여 왔으나 매립용
량과 매립연한의 단축으로 인해 매립지가 감소추세에 있

정수장 슬러지는 무기물의 35~50%가 실리카,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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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알루미나로 구성되어 있으며 15~30%가 유기물로 구성

8120, Rigaku, Japan)를 이용하여 정수 슬러지와 탄화 정수

되어 있다.10,11 정수 슬러지의 높은 유기물 함량은 정수 슬
러지의 재이용 기술 개발의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12

슬러지를 공기 중에서 10 oC/min의 승온 속도로 가열하면서
800 oC까지 온도를 높여 슬러지의 구성 성분인 수분, 수소,

정수 슬러지를 무산소 상태에서 열처리 시 유해 화학물질

탄소, 무기질(재)의 질량감소를 측정 하였다. 정수 슬러지와

을 제거하는 동시에 유기질이 탄화되어 새로운 미립자 탄

탄화 정수 슬러지의 비표면적과 총 세공부피는 비표면적

소체로 상이 변화한다. 이렇게 생성된 탄화 정수 슬러지는
정수나 하수처리장 내에서 탈취나 유기오염물질을 제거

(BET, ASAP-2010, USA) 분석기를 이용하여 M-P (MultiPoint)법으로 측정하였다. 정수 슬러지의 탄화 전과 후의 표면

할 수 있는 흡착제로 이용 가능하고, 폭기조에서 미생물

특성은 주사 전자 현미경(SEM, JSM-6300, Jeol, Japan)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부착 담체로서의 기능과 활성 슬러지의 침강을 촉진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13

탄화 정수 슬러지를 이용한 수중의 납과 카드뮴의 흡착

본 연구는 정수 슬러지를 열처리함에 있어, 탄소의 감량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Pb(NO3)2(대정화금, 한국)와 Cd(NO3)2·

최소화 하면서 화학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는 탄화 조건
을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탄화된 정수 슬러지의 물리·화
학적 특성을 평가하고, 수중에서 납과 카드뮴과 같은 중금

4H2O(삼천화학, 한국) 시약을 구입한 후 증류수에 녹여
Pb와 Cd의 농도가 각각 5, 10, 25, 50 mg/L가 되도록 용액을
만들었다. 이 후 탄화 정수 슬러지 1 g을 용액 100 mL에 첨

속의 흡착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가하고 Jar tester(Lab Tech, Korea)을 이용하여 용액을 100
rpm으로 교반시키면서 흡착 반응시간 별로 일정량의 용액
을 채취하였다. 채취 한 용액은 원심분리시켜 고체물질을 제
거한 후 불꽃 원자흡수분광기(Flame-AAS, 240AA, Agilent,

실험 방법
경북 안동시 정수 처리장에서 수거한 정수 슬러지를 상
온에서 건조시킨 후 소성로에서 무산소 상태로 400 oC 조
건하에서 1시간 동안 탄화 시켰다. 열처리된 시료는 균질
화를 위하여 막자사발로 분쇄하고 100 mesh 체를 통과 시킨

USA)를 이용하여 납과 카드뮴을 분석하였다. 또한 pH
meter(MP220)를 이용하여 반응시간에 따른 pH 변화를 살
펴보았다.

슬러지를 흡착실험에 사용하였다. 탄화 정수 슬러지의 조
성은 X-선 형광분석기(XRF, ZSX Primus II, Rigaku, Japan)로
결정구조는 X-선 회절분석기(XRD, Ultima IV, Rigaku,
Japan)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열중량 분석기(TG-DTA, TG-

결과 및 고찰
슬러지의 열처리
상온에서 건조한 정수 슬러지의 열중량 분석을 통해 특

Figure 1. TGA curves of (a) water treatment sludge and (b) carbonized water treatment sl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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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구간의 온도에서 감소되는 구성 성분들의 질량 변화를
Fig. 1(a)와 (b)에 나타내었다.
Fig. 1(a)에서 보는 바와 같이, 0~100 oC 사이의 구간에서는
정수장 슬러지 중의 잔여 수분이 증발하며, 이 후 400 oC
까지는 정수 슬러지의 구성 성분인 수소의 연소, 400~600 oC
온도 구간은 탄소의 연소, 이 후부터는 무기질(재)의 질량
감소가 일어난다. 결과적으로 상온에서 건조한 정수장 슬
러지는 12% 정도의 수분을 함유하였으며, 38%의 유기질,
그리고 50% 정도의 무기질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2. Metallic Oxides of carbonized water treatment sludge by
XRD analysis
Oxide
Na2O
MgO
Al2O3
SiO2
P2O5
SO3

Weight (%)
0.4164
1.0606
49.3887
39.3044
0.5503
1.4383

Oxide
K2O
CaO
TiO2
MnO
Fe2O3

Weight (%)
1.4366
0.7515
0.4489
0.3493
4.8549

열중량 분석을 통해, 정수 슬러지를 탄화시킬 때 탄소가
상당히 감소되는 600 oC에서의 온도 조건보다는 400 oC의
온도에서 탄소가 가장 적게 감소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고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중금속 제거를 위해 정수
슬러지를 400 oC에서 탄화시킨 슬러지를 흡착제로 선정하
였다. 400 oC에서 탄화시킨 정수 슬러지의 구성 성분은
Fig. 1(b)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대략적으로 수분 2%, 탄소
20%, 그리고 무기질 78%로 구성되어 있었다.
무기질의 조성
X-선 형광 분석기를 이용하여 탄화 정수 슬러지 중의 무
기질 조성비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 알루미늄
(Al), 실리콘(Si), 철(Fe)이 41.61%, 37.91%, 9.64%로 무기질의

Figure 2. Surface shape of water treatment sludge.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소량의 칼륨(K)과 황
(S), 칼슘(Ca) 등이 측정되었다.
결정 구조
X-선 회절분석기를 사용하여 탄화 정수 슬러지의 결정
구조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탄화 정수 슬러지는 주로 금
속 산화물인 알루미나(Al2O3)와 실리카(SiO2), 그리고 산화
철(Fe2O3)로 구성되어 있으며 Al2O3/SiO2의 함량비는 약
1.26을 보였다. 이러한 수치는 석성이나 성남 정수 처리장
슬러지들보다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6

Figure 3. Surface shape of carbonized water treatment sludge.

표면 형상

찰한 결과를 Fig. 2와 3에 나타내었다. Fig. 2에서 보여 주
는 바와 같이 정수 슬러지의 입자 형상은 딱딱하고 세공이
전혀 발달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Fig. 3에서 보여 주는

정수 슬러지와 탄화 정수 슬러지의 표면 형상을 살펴보
기 위하여 주사 전자 현미경 사진(2,000배 확대)을 통해 관
Table 1. Inorganic compositions of carbonized water treatment sludge
by XRF analysis
Metal
F
Na
Mg
Al
Si
P
S

Weight (%)
0.27
0.32
0.91
41.61
37.91
0.58
1.40

Metal
Ca
Ti
Mn
Fe
K
Cl
etc

Weight (%)
1.40
0.72
0.76
9.64
3.02
0.75
0.71

탄화 정수 슬러지는 탄화되는 동안 내부에 있는 유기질 성
분이 연소하면서 빠져 나가 정수 슬러지 보다 그 표면이
부드러워져 있으며 세공이 많이 발달해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비표면적과 총세공부피
정수 슬러지와 탄화 정수 슬러지의 비표면적(specific
surface area), 총 세공부피(total pore volume), 그리고 세공
크기(pore size)의 분석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정수
슬러지와 탄화 정수 슬러지의의 비표면적은 각각 17.37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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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pecific surface area and total pore volume
Water treatment sludge
Carbonized water treatment sludge

Specific surface area (m2/g)
17.37
162.96

Total pore volume (cm3/g)
0.03
0.16

Pore diameter (Å)
58.70
40.05

m2/g과 162.96 m2/g을 보였다. 예상한대로 정수 슬러지는
세공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비표면적은 매우 낮았다. 그러
나 탄화 정수 슬러지의 경우에는 탄화하는 동안 유기질이
제거되면서 세공이 많이 발달하여 약 10배 정도로 비표면
적이 증가되었고 더불어 총 세공부피도 상당히 향상되었다.
납과 카드뮴의 흡착 특성
회분식 흡착실험: 회분식 흡착실험은 탄화 정수 슬러지
흡착제 1.0 g을 각각 5.0, 10.0, 25.0, 50.0 mg/L의 Pb(II)와
Cd(II) 용액 100 mL에 첨가시키고, 100 rpm으로 교반하면
서 30분, 1시간, 2시간, 8시간, 16시간, 48 시간, 72시간 간
격으로 분취한 현탁액을 원심 분리 시켜 고액 분리 후, 그
상등액 중의 납과 카드뮴의 잔류 농도를 불꽃 원자흡수분
광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탄화 정수 슬러지에 흡착된 납과 카드뮴의 중금속양은
식 (1)을 이용해서 산출하였다.
( ci – c e )
-V
qe = ---------------m

(1)

여기서 qe는 흡착제 단위 질량당 흡착된 중금속의 질량
(mg/g), ci는 중금속의 초기농도(mg/L), ce는 평형상태에서
의 중금속의 농도(mg/L), V는 용액의 부피(L), m은 흡착제
의 질량(g)을 나타낸다.

Fig. 4와 5는 탄화 정수 슬러지를 이용하여 여러 농도에
대한 납과 카드뮴의 흡착효율을 흡착 반응시간 변화에 따
라 나타낸 것이다.

Figure 5. Adsorption pattern of Cd with reaction time at 298 K.

납의 경우, 5 mg/L의 농도에서 초기 30분 이내에 흡착평
형에 도달하였으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흡착평형이 길
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5.0 10, 25, 50 mg/L의 농도에서 납
의 흡착효율은 각각 98.0%, 97.0%, 96.0%, 89.6%이었다. 카
드뮴의 경우에도 납과 마찬가지로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흡착효율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고 카드뮴의 흡착효율
은 위 농도에서 70.0%, 64.0%, 52.8%, 44.2%의 흡착효율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중금속 종류에 따른 흡착선호도를 비
교하여 보면 납이 카드뮴보다 탄화 정수 슬러지에 흡착이
더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흡착거동의 특성: 탄화정수 슬러지에 대한 납과 카드뮴
의 흡착 거동을 해석하기 위하여 평형상태에서 얻어진 흡
착실험의 결과들을 Friendlich와 Langmuir 흡착 등온식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Freundlich 흡착 등온식은 흡착질이 흡착제의 비균질 표
면에 균일한 에너지로 다분자 층을 형성한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식 (2)로 나타낼 수 있다.
1/n

qe = KF Ce

(2)

여기서 qe(mg/g) : 평형상태에서 흡착제 단위질량 당 흡착
된 흡착질의 질량, Ce(mg/L) : 용액 상에서 흡착질의 평형농
도, KF(mg/g)과 n은 흡착제의 최대 흡착능과 흡착친화도와
관련된 Freundlich 흡착계수이다. Freundlich 흡착계수 KF(mg/
g)과 n은 식 (2)에서 변형 된 식 (3)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Figure 4. Adsorption pattern of Pb with reaction time at 298 K.
2017, Vol. 61, No. 5

1
logqe = logkF + --n- logC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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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muir 흡착 등온식은 흡착제 표면의 흡착자리에 단
한 분자의 흡착질 만이 단분자층으로 흡착되고 모든 흡착
에너지는 모두 균일하다는 것으로서 식 (4)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qm KL Ce
qe = ------------------1 + KL C e

(4)

여기서 qm(mg/g): 흡착질의 최대 흡착량, KL(L/mg) : 흡착제
에 대한 흡착질의 친화도를 나타내는 평형흡착 계수이다.

식 (4)에 나타내는 Langmuir 흡착계수 KL와 qm은 식 (4)
에서 변형된 식 (5)로부터 구할 수 있다.
Ce
C
1 - --------- = ----------+ -e
q e K L qm q m

Figure 8. Langmuir isothermal adsorption of Pb for carbonized
water treatment sludge.

(5)

Fig. 6~9에 나타낸 두 흡착모델들은 0.95보다 큰 선형계
수(R2)을 나타내고 있어 모두 탄화 정수 슬러지에 대한 납
과 카드뮴의 흡착 거동에 대하여 우수한 적용성을 나타낸
다. Table 4는 납과 카드뮴의 탄화정수 슬러지에 대한 등온
흡착결과를 위의 2가지 흡착 등온식에 적용하여 산정한

Figure 9. Langmuir isothermal adsorption of Cd for carbonized
water treatment sludge.
Table 4. Coefficient of isothermal adsorption of Pb and Cd for carbonized water treatment sludge
Isothermal
adsorption model
Freundlich
Figure 6. Freundlich isothermal adsorption of Pb for carbonized
water treatment sludge.

Langmuir

Adsorption
coefficient
KF(mg/g)
n
R2
qm(mg/g)
KL(L/mg)
R2

Pb

Cd

17.8
1.79
0.9842
1.07
52
0.9798

2.51
1.54
0.9988
0.07
33.3
0.9753

계수를 나타낸다 탄화정수 슬러지에 대한 중금속의 흡착
능력을 나타내는 Freundlich 흡착 등온식의 KF와 Langmuir
흡착 등온식의 qm 상수 값은 납에 대해서 17.8과 1.07 mg/g,
그리고 카드뮴에 대해서는 2.51과 0.07 mg/g을 보였다.

결

Figure 7. Freundlich isothermal adsorption of Cd for carbonized
water treatment sludge.

론

산업폐수 내에 중금속은 적은 양이라도 장기적으로 섭
취할 경우 배설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하여 여러 가지 질병을
야기 시킨다. 최근에는 산업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중금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탄화 정수 슬러지를 이용한 수중의 납과 카드뮴 흡착에 관한 연구

속의 양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이의 처리를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본 연구는 정수 슬러
지를 탄화 처리하여 수용액 중의 납과 카드뮴을 제거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탄화시킨 정수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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뮴에 대해서 각각 17.8 mg/g과 2.51 mg/g, Langmuir 등온 흡
착식의 qm은 납에 대해서는 1.07 mg/g, 카드뮴에 대해서는
0.07 mg/g을 나타내었다.

러지의 물리·화학적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회분식 조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한국과학재단 이공학 개
인 기초연구 지원 사업 NRF-2017R1D1A1B03034241에 의

작(batch test)으로 수중의 납과 카드뮴을 흡착 제거하기 위

하여 연구되었으며,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 자석식 교반기를 이용하여, 각각 5, 10, 25, 50 mg/g 농도
의 납과 카드뮴 용액에 탄화 정수 슬러지를 넣어 교반하였
다. 또한 탄화된 정수 슬러지의 흡착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주입량과 반응 시간의 변화를 주어 실험을 진행하였고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정수 슬러지의 열중량 분석을 통해 정수 슬러지의
구성 성분(수분, 수소, 탄소, 회분)들 중에서 탄소가 가장
적게 감소되는 400 oC가 최적의 탄화 온도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 탄화 정수 슬러지의 무기질의 주요 결정상은 주로
알루미나(Al2O3), 실리카(SiO2), 산화철(Fe2O3)로 구성되어
있었다.
(3) 정수 슬러지는 세공이 발달하지 못했으나, 탄화 정수
슬러지는 열처리를 통해 세공이 형성되고 확장되어 정수
슬러지와 비교해서 총 세공부피는 8배 높은 0.16 cm3/g을
보였고, 비표면적은 162.96 m2/g로 대략 10배 정도 증가하
였다. 이와 같은 표면의 구조 변화는 2,000배 확대한 주사
전자현미경의 사진으로 관찰되었다.
(4) 흡착 반응 시간과 농도의 변화에 따른 납과 카드뮴의
흡착효율을 비교해 볼 때 카드뮴보다는 납의 흡착이 탄화
정수 슬러지에 의해서 더 잘 일어났다.
(5) 탄화 정수 슬러지에 대한 납과 카드뮴 흡착거동은
Freundlich와 Langmuir 등온 흡착모델에 모두에 잘 적용되
었으며, Freundlich 등온 흡착식의 KF 상수값은 납과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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