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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질소 및 인 등의 

양염류로 인해 발생되는 오염에 대한 인식 및 중요성

이 부각되고 법적 방류기준 및 처리기준의 강화로 인

해 많은 시설이 기존의 공법으로는 강화된 배출 기준

을 맞추기가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인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법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하ㆍ폐수 중 인의 발생원은 분뇨, 세제, 비료 생산공

정 및 동물 사육장, 육류 및 음식 가공공정, 축산폐수, 

그리고 펄프 및 제지 공정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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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된 인의 형태는 총 인 함량 농도 6~20 mg/L 

중 유기성 인이 2~5 mg/L로 전체의 약 30%를, 무기성 

인이 4~15 mg/L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한다. 하․폐
수에 함유된 인을 제거하기 위해 물리․화학적 및 생물

학적 공정 등을 이용한 여러가지 처리공정이 개발되

어 왔으나 물리․화학적 처리 방법에 비해 생물학적 처

리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생물학적 처리 공법이 

타 공정에 비해 공정의 안정성과 신뢰도가 높고 공정 

운전이 비교적 쉬우며 처리 비용 등을 감안할 때 경

제적이기 때문이다(Lee and Choi, 2011). 그러나 생물

학적 처리공법에 의존적인 우리나라의 인 처리 효율

은 2010년도 기준으로 약 75.4%의 제거 효율을 보

으며 평균 방류수질은 0.8 mg/L로 나타나 기존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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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처리만으로는 강화된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어렵

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 

하수처리시설에 물리․화학적 인 처리 시설을 보완 설

치하는 추세이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1a). 하수 

중의 인 제거 방법으로는 물리적인 처리(Peleka et al., 

2005), 철, 칼슘, 알루미늄 염 등을 이용한 약품 침전

(Seida and Nakano, 2002), 생물학적 처리(Razali et al., 

2007), 흡착(Awual and Jyo, 2009; Awual and Jyo, 

2011) 등이 개발되어 있다. 국내 하․폐수처리장에 적용

된 인 처리 공법은 섬유여과, 모래여과, 부상분리, 침

전, 흡착제거 등이 있으며, 이들 방법을 2가지 이상 

결합한 공법들도 존재한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1b). 화학적 처리는 용존성 인과 반응하여 침전물

을 형성하고 여과공정을 통해 분리될 수 있도록 금속 

염의 첨가를 필요로 한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금속염

은 황산 알루미늄, 알루민산 나트륨, 염화철(Ⅰ, Ⅱ), 

황산철(Ⅰ, Ⅱ) 등이 있다. 화학약품 주입을 통한 응집

침전법은 약 90% 이상의 높은 인 제거율을 보이지만 

약품주입으로 인한 유지비용이 높고 발생하는 슬러지

량이 많은 단점이 있다. 또한 하수처리장에 널리 사용

되는 생물학적 방법인 혐기-호기 활성슬러지법(A2/O) 

등의 공정은 미생물 특성상 안정적인 인 제거가 어렵

고 운전 및 유지관리가 까다롭다는 단점을 가진다

(Lee, 2006). 수중 인 제거를 위한 흡착 공정은 경제적

이고, 에너지 소모가 적고, 유지관리가 쉬워 널리 적

용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다(Lee and Lee, 2007). 흡착소재 개발 분야에서 슬래

그, 적니 등의 산업폐기물을 활용한 흡착 소재 개발 

연구(Kang et al., 2013, Min et al., 2008)가 활발히 수

행되었으며, 양극산화 공정을 통해 철산화물 나노튜

브를 제조 및 인 흡착에 적용한 연구 등이 발표되었

다(Lee et al., 2016).  또한 pH, 초기 인 농도 등 수질

특성에 따른 처리효율 평가 및 인 제거효율 향상을 

위한 소재개선 및 최적화 연구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다(Park et al., 2015, Choi et al., 2016, Lee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연속 역세척 여과장치를 이용한 인 

제거 공정의 최적 여재를 선정하기 위한 여재 특성 

평가 및 인 제거 효율 평가를 실시하 다. 규사, 활성

탄, 제올라이트를 대상으로 BET 표면적, 기공크기, 마

모율, 겉보기밀도 등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 으며 

각각의 여재에 대한 인 제거 효율을 실험을 통해 평

가하 다. 또한 최적 여재로 선정된 규사의 직경에 따

른 인 제거효율을 비교하고, 인 흡착 효율 향상을 위

한 철 코팅 규사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 다. 

2. 연구재료 및 방법

2.1 연구재료 및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규사, 활성탄, 제올라이트는 Φ 

2 mm 체를 이용하여 균질화하 으며, 증류수로 수회 

세척 후 105℃ 오븐에서 건조하여 불순물을 제거한 

뒤 실험에 사용하 다. 여재 표면 철 코팅은 7 mg/L 

FeCl3 용액에 여재를 2시간 동안 침지한 후 105℃에

서 1시간 동안 건조하 다. 

여재의 인 제거 성능시험에 사용한 인공폐수의 초

기 인 농도는 국내 하수처리장 유입수의 평균 인 유

입농도를 참고하 으며, KH2PO4(≥99%, Sigma 

aldrich)를 증류수에 용해시켜 PO4
3- 기준 5 mg/l 으로 

조제하 다. 인 제거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흡착 실험

은 500 ml serum bottle을 이용하엿으며, 각 여재를 

200 ml 부피만큼 충진한 후 인공폐수를 400 ml까지 

주입하 다. 유사 선행연구(Kang et al., 2013)를 참고

하여 반응시간동안 100 rpm에서 진탕하 으며, 반응

시간에 따라 상등수를 채수하여 분석 시료로 하 다.  

2.2 분석방법

규사의 인 제거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겉보기 밀

도, BET(Brunauer Emmett Teller) 표면적 분석, 마모율 

시험, FE-SEM 표면 분석을 통해 물리적 특성을 평가

하 다. 분석에 사용한 장비 및 시험방법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Analytical methods

Analysis items Method/Analyzer

Apparent density Static volume method

BET surface area MICROMERITICS ASAP2020

FE-SEM surfece HITACHI EP 039R FE-SEM

Wear rate
KWWA F 100 “Testing method 
of filter sand for water works”, 
5.5 Wear rate

Phosphate concentration
Hach method 8048 “Ascorbic 
aci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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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제거 실험에서 처리 전 후의 인 농도분석은 

Hach method 8048 Ascorbic acid method에 준하여 수

행하 으며, 흡광도 측정은 Hach사의 DR 5000 기기를 

사용하 다. 

3. 결과 및 고찰

3.1 여재의 물리적 특성 평가

실험에 사용한 규사의 물리적 특성 평가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겉보기 밀도는 규사>제올라이

트>활성탄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겉보기밀도가 

낮을수록 표면적이 넓고 내부 공극이 큼을 의미한다. 

BET analyzer를 이용한 분석 결과, BET 표면적은 규

사가 1.75 m3/g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제올라이

트가 16.1869 m3/g, 활성탄이 821.3793 m3/g으로 나타

났다. 활성탄의 BET 면적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내부 기공을 가지고 있는 활성탄의 특성에 기인한 것

으로 보인다. 기공 부피의 경우 BET 면적이 가장 높

았던 활성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값은 약 

0.23 cm3/g이었다. 규사의 경우에는 내부 기공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노단위로 측정한 

입자사이즈의 경우 규사가 1631.9 nm, 제올라이트가 

176.5 nm, 활성탄이 0.23 nm로 나타났으며, 강도가 높

고 구형으로 구성된 규사의 경우 입자 크기가 매우 

크며, 활성탄의 경우 나노 단위까지의 작은 입자 구조

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 다. 

마모율 측정 시험을 통해 규사 0.55%, 제올라이트 

3.8%, 활성탄 1.59%의 마모율을 확인하 다. 규사의 

경우 소재 자체의 강도가 높아 마모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제올라이트는 구조적으로 내부 공극

이 있는 결정상을 띄고 있어 쉽게 마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속여과 반응조 내에서 마찰에 의한 여재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재의 마모율 및 강도의 검

토는 매우 중요한 인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재

의 수명과 경제성을 고려할 때, 마모율이 가장 낮은 

규사가 여재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철염 코팅한 규사와 일반 규사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FE-SEM EDS를 이용하여 표면원소 분석을 실시

하 다. Fig. 1에서 코팅 전, 후 여재의 표면 원소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코팅 후 여재의 표면 전체적으로 철 원

소가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 으며, 현미경 사진 상에 

Table 2. Physical characteristics of media

Relative density 
(g/cm3)

BET surface area (m3/g)
Average particle size 

(nm)
Wear rate 

(%)

Silica 151.48 1.75 1,631.93 0.55

Zeolite 90.57 16.19 176.51 3.8

Activated carbon 52.24 821.38 3.48 1.59

(a)

    

(b)

Fig. 1. FE-SEM EDS image of Silica sand (a: Silica sand, b: Fe coated silica 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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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osition of silica sand and Fe coated silica sand

Silica sand Fe coated silica sand

Formula Concentration(%) Formula Concentration(%)

SiO2 89.09 SiO2 82.02

Al2O3 7.2 Al2O3 6.34

CaO 1.09 K2O 4.1

MgO 0.874 Fe2O3 3.317

P2O5 0.54 P2O5 1.82

K2O 0.479 Na2O 1.19

SO3 0.361 CaO 0.686

Fe2O3 0.241 SO3 0.274

TiO2 0.115 Cl 0.082

ZrO2 0.0076 TiO2 0.0771

SrO 0.003 SrO 0.0314

　 　 MnO 0.028

Rb2O 0.0216

　 　 ZrO2 0.0062

표시하여 구분하 다. 철염 코팅 여재의 표면에 다량

의 철이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 으며, 특히 굴곡진 

부분에 철이 많이 분포함을 확인하 다. 여재 표면의 

굴곡이나 움푹 패인 부분의 경우 밖으로 드러난 표면

부 보다 씻김효과 등이 적어 철 원소가 탈락하지 않

고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Fig. 2에 제시된 원소 구

성 스펙트럼 및 Table 3의 XRF 분석 데이터를 통해 

여재의 코팅 전, 후 구성원소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

다. 코팅 후 여재의 원소 구성 스펙트럼에서 코팅 전 

여재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Fe peak가 발생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XRF 분석을 통해 코팅 전 여재에서 

0.241%에 불과하던 Fe2O3가 코팅 후 여재에서 3.317%

로 향상되어 전체 구성 성분 중 4번째로 높은 함량으

로 향상되었음을 확인되었다(Table 3). 

3.2 여재의 종류 및 형태에 따른 인 제거 특성 평가 

여재 종류에 따른 인 제거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규사, 철강슬래그, 활성탄, 제올라이트를 대상으로 인 

제거 실험을 수행하 다. PO4
3- 이온을 함유한 인공폐

액에 60분간 침지한 후 상등수의 인 제거율을 분석한 

결과, 규사의 처리 후 PO4
3- 농도는 3.35 mg/L로 나타

났으며 이 때의 제거 효율은 33%로 가장 높게 나타났

다.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철강슬래그의 경

우 처리수 농도 약 3.7 mg/L로  26%의 제거효율을 나

타내어 규사 다음으로 높은 효율을 보 다. 그러나 공

급이 제한적이고 단가가 높아 여재로 적용하기에는 

경제적 측면에서 부적합 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올라

이트의 경우 약 7%로 매우 낮은 제거효율을 보 는

데, 이는 일반적으로 양이온교환능력을 보유한 제올

라이트가 PO4
3- 음이온을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앞선 실험에서 가장 높은 처리효율을 보인 규사를 

대상으로 하여 여재 특성에 따른 인 제거효율을 평가

하 다. 여재 직경에 따른 인 제거효율의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하여 여재 크기를 다섯 단계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 다. 표준체망을 사용하여 지름 1.7 mm 이상, 

1.4~1.7 mm, 1.18~1.4 mm, 1.0~1.18 mm, 0.85 mm이하

로 구분하여 인 제거 효율을 평가하 다. 입경에 따른 

실험에서 1.4~1.7 mm의 입경의 여재가 약 43%로 가장 

(a)

  

(b)

Fig. 2. Element spectrum of silica surface (a: silica sand, b: Fe coated silica 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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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hosphate removal efficiency(%) by the media (Initial 
phosphate concentration; 5 ppm, treatment time: 60 
min).

Fig. 4. Phosphate removal efficiency(%) vs. diameter of silica 
sand (Initial phosphate concentration; 5 ppm, 
treatment time: 60 min).

높은 효율을 보 으며, 이 때 처리수 농도는 2.8 mg/L

로 나타났다. 이어서 1.18~1.4 mm, 1.0~1.18 mm, 1.7 

mm 이상, 0.85 mm 이하의 순으로 제거 효율이 높게 

나타났다. 여재의 입경의 경우 여재 충진 시 공극율과 

연관되는 인자로 입경이 너무 작으면 내부 공극이 줄

어들고 원활한 흐름이 어려워 효율이 감소하고, 입경

이 너무 큰 경우에는 공극이 과다하여 표면적이 줄어

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실험을 통

해 입경 1.4~1.7 mm의 규사가 인 제거를 위한 연속여

과 여재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확인하 다. 

3.3 철 코팅을 통한 규사의 인 제거 효율향상 평가 

철염 코팅에 따른 인 흡착 효율 향상 효과를 평가

하기 위하여 철 코팅 규사와 일반 규사의 따른 인 흡

착 제거효율 실험을 진행하 다. 코팅 규사와 일반 규

사를 인공 원수에 침지시킨 후 반응 10, 30, 60, 90분 

경과후에 샘플링하여 PO4
3--P 농도를 측정하고, 계산

을 통해 PO4
3- 이온 농도로 변환하 다. 일반 규사의 

경우 초기 10분에서 약 8% 제거되었고, 90분경과 후

까지 총 24%의 인이 제거되었으며, 전반적인 제거 패

턴상 반응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코팅 규사의 

경우 90분 경과시점 까지 제거 효율이 꾸준히 증가하

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90분 경과 시점에서 약 73%

의 인이 제거됨을 확인하 다. 90분 처리 경과 후 인 

농도는 1.35 mg/L로 나타나 L당 3.65 mg의 PO4
3- 이온

이 흡착, 제거되었다. 이는 양전하를 띄는 철염으로 

표면을 코팅함에 따라 음전하를 띠는 PO4
3- 이온의 흡

착 제거가 용이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Eq. 1~3).  

≡   
    ↔   Eq. 1

≡   
    ↔

   Eq. 2

≡   
    ↔

    Eq. 3

규사의 제타 전위는 pH 2 이상에서 음전하를 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hah and James, 2006). 표면전하

가 0이 되는 pH수준을 PZNPC(Point of zero net proton 

charge) 라고 한다. PZNPC 보다 낮은 pH조건에서는 

Fig. 5. Phosphate removal of Fe coated and uncoated silica 
sand (Initial phosphate concentration; 5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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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전하가 양전하를 띠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표면

전하가 음전하를 띤다. 즉, pH 조건에 따라 표면전하

를 조절할 수 있으며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하수에 포

함하고 있는 반대전하를 띤 물질을 흡착제거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 여재로 사용한 규사는 일반적 하수의 

pH 조건인 pH 6.5~7.5 사이에서 음전하를 가지며, 여

재를 코팅하기 위해 사용한 FeCl3 용액에서 철 이온

은 양전하를 가진다. 따라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여

재 표면에 철이 코팅되게 되며, 이로 인해 코팅 여재

의 표면은 양전하를 가지게 되어 PO4
3- 음이온을 흡착

하여 제거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연속역세척 상향류 모래여과 시스템

의 인 제거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적 여재의 조건

을 도출하고자 하 으며, 실험을 통해 도출한 결론은 

아래와 같다. 

1) 규사, 제올라이트, 활성탄을 대상으로 물리적 특

성을 평가하 으며, 겉보기 밀도는 규사>제올라이트>

활성탄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BET 표면적은 규사

<제올라이트<활성탄 순으로 나타났다. 여재의 강도 

및 수명을 결정짓는 마모율 시험 결과 규사가 0.55%

로 가장 낮은 마모율을 보여 가장 적합한 여재로 판

단하 다. 

2) 회분식 실험을 통해 규사, 철강슬래그, 활성탄, 

제올라이트의 인 흡착 제거 효율을 평가하 다. 60분 

처리 결과, 외국산 규사의 처리효율이 36%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국내산 규사가 33%로 두 번재로 높은 

인 제거 효율을 보 다. 제올라이트의 경우 7%로 가

장 낮은 제거효율을 보 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양이

온 교환능력을 보유한 제올라이트의 특성 때문으로 

판단된다.  

3) 여재의 직경은 공극율과 연관되는 중요한 인자

이다. 규사의 직경에 따른 인 제거효율을 평가한 결과 

1.4~1.7 mm의 직경을 가지는 규사의 인 제거 효율이 

약 43%로 가장 높은 값을 보여, 가장 적절한 여재 직

경 범위는 1.4~1.7 mm로 나타났다. 

4) 여재의 표면에 철 코팅을 통해 여재의 인 제거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기존에 음전하를 띠는 규사 

표면에 양전하를 띠는 철을 코팅하여 음이온인 PO4
3-

를 제거할 수 있다. 90분간 처리 결과 철 코팅 규사가 

약 73%의 인을 제거하여 일반 규사에 비해 약 3배 높

은 처리 효율을 보임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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