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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수중 악취의 원인 물질인 용존 암모니아를 제거하기 위해 분말형태의 활성탄을 사용하였다. 특히,
일반적인 분말활성탄은 암모니아 흡착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흡착능을 높이기 위해 분말활성탄의 표면을 산 용
액으로 함침시킨 산 첨착활성탄을 제조하였다. 이렇게 제조한 산 첨착활성탄을 섬유 재질로 된 다공성 지지막(10～
50 µm)의 표면에 압력에 의한 분리 활성 여과 층을 형성시켜 흡착과 분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혼합 공정을 구
성하였다. 그 결과 혼합공정에서 암모니아 제거율이 60% 이상 되어, 일반 분말활성탄에 비해 10～15% 더 높은
흡착능을 보였다. 그리고 층이 형성된 동적막의 순수투과성능 실험을 보면 수투과도는 400～700 LMH로 정밀여
과(Microfiltration)막 수준의 역할을 한다. 이는 수처리에서 기존의 분리막 공정보다 고효율적인 처리 유량을 유지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In this study, activated carbon in a powder form was used to remove dissolved ammonia which causes a fouling
smell in water. Since the adsorption capacity of common powder activated carbon is not high enough, we prepared
powder activated carbon deposited on an acid solution to enhance the adsorption capacity. The acid-impregnated
activated carbon was applied on the surface of porous fibril support (10～50 µm) by which adsorption and separation
processes take place simultaneously by varying effective pressure. As the result, the ammonia removal efficiency is
above 60% in the mixing process which is 10～15% higher than general powder activated carbon. From the result of
an experiment on the pure permeable test of a dynamic membrane, its transmittance is 400～700 LMH (liter per
hour), indicating that the prepared membrane works as a microfiltration membrane.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membrane prepared in this way would improve the efficiency of water treatment than conventional membranes.
Keywords: water fouling smelling substance, impregnated activated carbon, dynamic membrane, ammonia removal

1. 서

론

등이 있다. 이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흡착법은 분말활성탄의 넓
은 비표면적으로 흡착용량이 크며, 다공성 탄소 재료로서 오염물질의

1)

최근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수질오염이 심해지고 있으

제거능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여

며 악취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에 의한 오염이 대두되고 있다.

많은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3,4]. 그러나 분말활성탄의 표면은

이러한 오염원들은 대기 중에서 이동성이 강하여 악취를 유발할 뿐

비극성인 물리적 흡착이기 때문에 황화수소나 암모니아 등 비점이 낮

아니라, 신경계 독성 물질로 작용하며 발암성을 가지고 있어 환경보

고 극성성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흡착성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극성

건 상 유해하다고 알려져 있다. 악취와 VOCs는 그 특성상 물속에서

물질의 흡착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분말활성탄의 기공 표면에 산이나

도 미량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대기오염원이 아니라 수

알칼리를 첨착시킨 후, 그 흡착성능을 높여 특정 성분에 대하여 선택

질오염원으로 부각되고 있다[1,2]. 우리나라에서 규제하고 있는 악취

적 흡착성을 부여할 수 있다[5]. 암모니아를 액상으로 처리하면서 기

물질은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8종이며, 이러한 악취물질들에 대한 제

존의 분말활성탄을 연속적인 공정으로 운전하기 위해서는 유체의 순

거방법은 흡수법, 흡착법, 응축법, 연소법, 산화(오존)법, 촉매연소법

환과 분리가 필수적이다. 분리막을 이용한 분리의 기본 원리는 막의
세공(pore)과 용질간의 크기 차에 의한 체(sieve)효과이나, 분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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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Specification of Textile Supporter to Dynamic Membrane
Index

standard

Contents
material

Polyester, Nylon

configuration

Tubular Textile Membrane

size of module

60 mm ø × 185 mm L

membrane area

0.0296 m , 0.0592 m

2

pressure (high)
condition

performance
test

2

2

5 kgf/cm

temperature (high)

50 ℃

pH (range)

1 ～ 13

existence (duration)

3 ～ 5 year

flow rate

0.1～0.7 m /m ․h

TMP

2.0 kgf/cm2

pore size of support

15～50 µm

ultimate strength

5.0～11.8 kgf/cm

3

2

2

Figure 1. The formation principle of dynamic membrane.
하는 대상 물질과 막과의 물리화학적 상호작용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6]. 정밀여과막(MF)은 부유물질, 한외여과막(UF)은 거대 분자를 제

K, n은 각각 실험 상수이다. 이 식에서 나타난 상수들은 식 (1)의 형태
를 log 함수로 바꾸면 다음과 같은 식 (2)를 구할 수 있다.

거 분리하는 성능을 가지며, 수투과도에 있어서는 50～500 LMH와
3～200 LMH 정도로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중 암모니아
제거를 위해서 고효율적인 처리유량과 공급되는 유체 내에 포함되어
있는 분말활성탄과 산 첨착활성탄을 이용하여 지지막 표면에 분리 활
성 여과 층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2차 여과 역할과 제거효율을 높이
고, 역세 가능한 교차흐름방식의 정밀여과기인 동적막(dynamic
membrane)을 사용하였다. 분말활성탄, 산 첨착활성탄의 흡착량 및 제
거효율은 Jar-test 실험을 통하여 산출하고, 동적막 공정에서는 농도,
압력, 유량, 주입량에 따른 암모니아의 제거효율을 비교하였다.

2. 이

X
1
= l o gK +
l o gC
n
M

(2)

2.2. 동적막의 형성
동적막(dynamic membrane, DM)은 다공성 지지막을 통해서 공급
원수(feed water)에 유․무기 물질이 포함된 용액을 여과함으로써 형
성되는 막(membrane)의 형태이다. 공급 원수의 입자가 지지막에 부착
되려는 속도와 전단력에 의해 이탈되려는 속도가 평행을 유지할 때
적당한 두께의 동적막이 형성된다. 또한 공급원수의 농도가 낮으면
동적막의 형성이 잘 안되고, 동적막 형성 정도에 따라 처리 성능(처리

론

유량 및 처리수질)이 달라질 수 있다[8,9]. 기존의 고분자 막이나 세
라믹 소재의 막은 막 자체의 세공을 통해 여과하는 메커니즘(표면여

2.1. 흡착이론
수중에 오염물질과 분말활성탄, 산 첨착활성탄의 이론적인 흡착능
은 등온흡착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흡착된 물질의
양은 일정온도에서 농도의 함수로 나타내어지며 이러한 함수를 등온
흡착식이라고 한다. 분말활성탄과 같은 다공성 입자는 내부공극의 표
면적이 매우 크기 때문에 농도를 이용하는 대신에 흡착제의 단위 중
량 당 흡착과 유체의 농도 사이의 관계로써 흡착평형관계를 표시한다.
특히 Freundlich 등온흡착식은 정수장이나 폐수처리장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7].

과, surface filtration)으로 막 표면에 형성된 오염 층은 여과현상을 방
해한다. 그러나 동적막은 흡착제를 이용한 표면여과와 지지막 세공보
다 작은 입자는 지지막의 공극 사이로 빠져나가고 점차적으로 표면에
점착되어 일정한 두께를 가진 층에 의해 미세입자까지 제거되는 심층
여과(depth filtration)로 설명할 수 있으며 투과 메커니즘을 Figure 1에
나타내었다.

3. 실

험

3.1. 분말활성탄과 지지막의 재료

2.1.1. Freundlich 흡착등온식
분말활성탄을 수처리에 이용하는 경우, 불균일한 표면에 있어서 흡
착 이론으로부터 얻어진 흡착량과 흡착열과의 관계에도 이식을 적용
한다. Freundlich 등온흡착식은 일반적으로 실험에 의해 구해지며 다
음 식 (1)과 같다.

X
= K × C 1 /n
M

lo g

본 실험에서 사용한 흡착제인 분말활성탄은 (주)삼천리 카보텍의
수처리용(액상용)을 구입하였다. 활성화된 분말활성탄의 크기는 200
mesh (75 µm), 주원료는 석탄계와 야자계를 이용하였고, 비표면적은
1150 m2/g인 것을 사용하였다. 동적막 형성을 위한 지지막은 유연한
섬유조직을 지닌 막으로써 Figure 2(a)는 섬유질의 지지체, (b)는 섬유
지지체의 표면을 나타내었다. Table 1에 지지막의 특징을 나타내었다.

(1)

여기서, X/M는 단위 중량당 흡착제에 흡착된 물질의 양,
C는 흡착이 일어난 후 용액 속에서 흡착질의 평형농도, 그리고

3.2. 산 첨착활성탄의 제조
분말활성탄의 표면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는 주로 용액 중에서
화학반응을 이용하는 것으로 개질하고자 하는 시료를 첨착 용액에 함
J. Korean Ind. Eng. Chem., Vol. 17, No. 3, 2006

최원경․신동호․이용택

312

(a)

(b)
Figure 2. The support layer of dynamic membrane; (a) textile
supporter (b) FE-SEM image of textile support.

Figure 4. A schematic diagram of acid-impregnated activated
carbon and dynamic membrane hybrid system apparatus.
내었다. 공급 탱크와 펌프, 동적막 모듈, 컴프레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산 첨착활성탄의 투입 후 침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교반이 가능
하도록 하고 펌프를 통해서 동적막 모듈로 유입시켰다. 동적막 모듈
내부에 포팅되어 진 지지막에 적절한 압력을 공급함으로써 동시에 교
차흐름방식으로 구성하였다. 공급 원수에 산 첨착활성탄이 투입되고
분리 활성 층에 의해 분리가 이루어진 투과수는 지지막의 내부 스페
이서 흐름에 의해 투과되며, 농축수는 공급탱크로 재순환되게 구성하
였다.
3.4. 산 첨착활성탄의 표면특성
제조된 산 첨착활성탄의 비표면적, 세공크기 및 세공부피 등의 물
리적 특성은 비표면적 및 세공 분포 측정기(ASAP 2020, Micrometrics
사, US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시료들은 573 K에서 잔류 압력
3

을 10 torr 이하로 유지한 상태로 약 10～12 h 이상 탈기시킨 후,
ASAP 2020을 이용하여 77 K에서 상대압력(P/P0)에 따른 N2 기체의 흡
착량을 측정하였다. 산 첨착활성탄의 표면 상태는 FE-SEM (Carl Zeiss,
TM

Supra
Figure 3. Preparation of impregnated activated carbon.

55, Germany)을 이용하여 관찰하였고, EDX (Genesis2000,

EDAX, USA)로 표면의 원소함량을 정량적으로 알아보았다. 산 첨착
활성탄의 표면 관능기는 XPS (VG Scientifics, ESCALAB 250,

침시킴으로써 첨착하게 된다[10]. 일반적인 산 첨착활성탄(APAC;

England)를 사용하였으며 분말활성탄과 산 처리에 따른 표면 특성과

acid-impregnated activated carbon) 제조과정을 Figure 3에 나타내었다.

암모니아의 흡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우선 기존의 분말활성탄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표면을 증류수
로 수차례 세척을 하였고, 수분제거를 위하여 110 ℃ 오븐에서 24 h

3.5. 암모니아 제거 성능

건조하였다. 첨착 용액은 5 wt% H2SO4 수용액으로 제조한 다음, 앞서

수중에 존재하는 암모니아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암모니아 정

정제한 분말활성탄을 4 h 동안 함침시키고, 110 ℃ 오븐에서 24 h 건

량방법인 적정법, 인도페놀법, 이온전극법, 네슬러법 등의 네 가지 중

조하여 5 wt% 황산을 첨착한 분말활성탄을 얻을 수 있다.

에서 네슬러법(Spectrophotometer, HACH 2010, USA)으로 측정하였
다. 네슬러법의 측정원리는 네슬러 시약(K2HgI4)의 처리로 인해 암모

3.3. 실험장치

니아성 질소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알칼리성 용액에서 암모니아

본 실험에 사용한 산 첨착활성탄과 동적막 공정을 Figure 4에 나타

가 네슬러 시약과 반응하여 황갈색의 콜로이드 분산을 형성하며 N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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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고찰
4.1. 산 첨착활성탄의 표면분석
4.1.1. FE-SEM/EDX에 의한 표면분석
분말활성탄과 산 첨착활성탄의 표면 상태를 FE-SEM/EDX를 사용
하여 Figure 5에 나타내었다. 정제한 분말활성탄 (b)는 원래의 분말활
성탄 (a)에 비하여 표면이나 세공 내에 부착된 미세분말이 제거되어
깨끗한 표면을 유지하였다. 산 첨착활성탄 (c)의 경우는 황산을 처리
하는 동안에 표면과 세공이 일부 파괴되거나 확장된 상태로 미세 세
공이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황산을 화학적으로 활성화시켜 산 첨착활성탄 제조과
정을 식 (4)에 나타내었다.
(a)
[CnHxOy] + H2SO4 → H2O↑+ S(element) + [CnHxOy+3]

(4)

식 (4)에 의하면 황산이 반응을 할 때 높은 활성온도에서 활성탄의
기공을 막지 않고 황산의 탈수화 반응에서 생성되는 반응열과 함께
탄화수소의 산화 또는 변성 작용을 일으킨다. 이에 분말활성탄 내부
에 다공성을 만들기 때문에 표면이 파괴되거나 확장된다. 이와 같이
제조된 산 첨착활성탄은 식 (5)와 같이 암모니아와 수소 결합하여
hydroxyl (H-O), carbonyl (C=O)그룹의 정전기적 특성 변화의 결과를
나타낸다[11].
[CnHxOy+3] + NH3 → [NH3 ··· Oy +3CnHx]

(5)

분말활성탄과 산 첨착활성탄의 EDX의 원소분석결과를 Figure 6에

(b)

나타내었다. 그 결과 산 첨착활성탄의 산소 함량비율이 증가함으로써
활성탄 표면의 활성화가 더욱 증가하여 암모니아 이온과의 흡착능도
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4.1.2. B.E.T.에 의한 표면분석
기존의 분말활성탄과 산 첨착활성탄에 대해 질소 흡착 실험을 수행
한 후, 측정한 흡착 등온선으로부터 얻은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
다. 황산으로 표면 처리를 함으로써 비표면적이 약 4% 정도 감소하였
다. 이는 황산처리에 의해 세공의 크기가 증가하고 표면의 미세 세공
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중간 세공 또는 거대 세공이 생
성되어 비표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12].

(c)

4.1.3. XPS에 의한 표면분석

Figure 5. Surface images of powdered activated carbons; (a) PAC
(b) Purified PAC (c) H2SO4/PAC.

산 첨착 후 활성탄 표면의 화학적 결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
아보고자 분말활성탄 표면을 XPS로 표면 분석한 결과를 Figure 7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의 양에 정비례하여 색도를 나타낸다[2].

분말활성탄은 대부분 탄소와 탄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투과수의 농도를 Spectrophotometer로 측정하여 식 (3)을 통하여 암
모니아 제거율을 계산하였다.

Figure 7의 결과에서 보면 표면에 산소와 탄소의 결합에너지(532.3
eV)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산 첨착활성탄은 O-C (531
eV), O=C (531.9 eV)의 형태로 산소와 탄소의 결합이 첨착하기 전보

C p e r m e a te
N H 3 R e m o v a l ( R) = 1 × 1 0 0 ,( % )
C fe e d

(

)

(3)

다 많이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활성탄 표면의 활성이 증
가하여 기존 분말활성탄 보다 흡착능이 더 향상됨을 예측할 수 있다
[13,14]. 특히, 분말활성탄 표면을 산 첨착 처리하면 O1s/C1s peak의
수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분말활성탄 표면의 산소
함량이 증가한 결과이며 Figure 6의 EDX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Table 3의 O1s/C1s는 O1s와 C1s peak 면적비로서 시료의 산화정도를
J. Korean Ind. Eng. Chem., Vol. 17, No. 3, 2006

최원경․신동호․이용택

314

Virgin PAC
wt%
At%
93.42
95.37
5.29
4.05

Element
C
O

(a)
(a)

Element
C
O
S

APAC
wt%
72.81
18.24
4.19

At%
80.83
15.2
1.74

(b)
Figure 6. The element analysis of adsorbents by EDX; (a) PAC (b)
APAC.
Table 2. Adsorption Surface Characteristics of the Non-Treated
and Treated Activated Carbons
BET surface
area

Total pore
volume

Micropore
volume

(m ․g )

(cm ․g )

(cm ․g )

Average pore
diameter
(Å)

VPAC

1294

0.4598

0.177

21.15

APAC

1237

0.1218

0.062

20.58

Sample

2

-1

2

-1

2

-1

(b)
Figure 7. The XPS spectrum of PAC and APAC; (a) O1s (b) C1s.
Table 3. Binding Energy(eV) and Peak Area of Surface Elements
of PACs
Sample
No.

Treatment

Peak

B. E (eV)

pk Area

# 1

virgin
PAC

O 1s

532.30

12792.018

C 1s

284.30

66369.148

나타내는 지표이다. 탄소 소재에 따라 값이 다르나 순수한 활성탄의

O 1s

531.10

30515.803

경우 산화지표가 0.16 정도의 값을 나타낸다. 실제 첨착 전 분말활성

C 1s

284.00

40410.797

S 2p

168.15

3733.113

탄은 0.19의 값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만 산 첨착 분말활성탄은

# 2

APAC

0.76으로 그 값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표면의 산소활성이 증가

Si 2p

103.95

1164.311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암모니아 흡착 후의 산화지표

O 1s

531.80

18389.049

는 0.37로 줄어든 것으로 미루어 표면에서 암모니아와의 흡착이 일어

N 1s

399.55

1791.416

C 1s

284.25

49371.457

S 2p

167.85

594.627

Si 2p

103.65

894.105

났음을 알 수 있다[15].
4.2. 산 첨착활성탄에 의한 암모니아의 제거
수중 암모니아 흡착성능을 알아보는 실험으로써 Jar-test (회분식 실

# 3

APAC
(after adsorption)

O1s/C1s
(area ratio)
0.19

0.76

0.37

험)를 통하여 분말활성탄과 산 첨착활성탄의 주입량에 대해 알아보았
다. 공급원수의 암모니아 농도는 50 ppm과 100 ppm의 암모니아수를

아의 흡착량에 해당하는 mg 이다. Ce는 흡착평형농도이고 K, n은 실

이용하여 조절하고 교반속도는 100 rpm, 접촉시간은 60～180 min으

험상수이다. 등온흡착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으며, Figure 8에 암

로 하였다. 농도 측정은 0.45 µm 유리섬유여지로 시료를 여과한 후에

모니아 농도별 분말활성탄, 산 첨착활성탄의 등온 흡착 곡선을 나타

분석하였다.

내었다. Table 4에서 보듯이 흡착능은 실험상수 K값이 클수록 n값이

Freundrich식에서 Q는 흡착제의 흡착능으로 흡착제 1 g 당 암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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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s of Isotherm Test (Freundlich Model)
K

n

Ammonia Conc.
in Feed (ppm)

PAC

APAC

PAC

APAC

50

0.46

0.51

0.85

0.07

100

0.047

0.08

1.07

0.13

Figure 9. Effect of ammonia removal efficiency of adsorbents on
batch test; PAC, APAC.

(a)

Figure 10. Effect of ammonia removal efficiency of adsorbents on
hybrid system; PAC, APAC.
(b)

4.4. 동적막 공정의 순수투과 특성

Figure 8. Adsorption isotherms of adsorbents; (a) PAC (b) APAC.

순수 투과성능(또는 수투과계수)이란, 25 ℃의 순수를 원수로 하여
2

1 kgf/cm 의 압력을 부여 하였을 때 단위시간당 막의 단위면적을 통과
따른 흡착능을 비교해 보았을 때 공급원수의 암모니아 농도가 100

2

해 나오는 순수의 투과량이다. 평가조건은 0.0296, 0.0592 m 의 2 가
2

ppm 보다 50 ppm일 때 흡착능이 더 좋다고 판단된다. 최적의 주입량

지 형태의 지지막에 층을 형성하여 1 kgf/cm 의 압력을 주었을 때 한

을 시간에 따른 암모니아 제거율로 Figure 9에 나타내었다. 산 첨착활

시간 동안 투과되는 양을 Figure 11(a), (b)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

성탄의 제거율이 50% 정도로 분말활성탄에 비해 높은 제거율을 나타

듯이 정밀여과막(MF), 한외여과막(UF)과 비교해 봤을 때 지지막 자체

내었다.

의 수투과도는 MF 보다 100～200 LMH 더 높게 나타났지만 분리 활
성층을 형성한 후에는 MF 수준의 수투과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

4.3. 산 첨착활성탄과 동적막 공정에 의한 암모니아의 제거

과는 산 첨착활성탄과 동적막 혼합공정을 사용하면 순수투과도는 일

분말활성탄, 산 첨착활성탄과 동적막 혼합공정에 의한 암모니아 제

반적인 분리막공정(MF, UF)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기존의 MF나

거율을 Figure 10에 나타내었다. 실험조건은 암모니아 원수 50 ppm을

UF 공정에서 제거하지 못하는 용존 암모니아 이온의 제거까지 처리

2

조제한 수용액과 운전압력 0.5 kgf/cm , 유량 0.5 L/min 그리고 주입량

효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의 분말활성탄을 사용

을 1 g/L로 하였다. Figure 9의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제거율이 약 10～

하는 수처리 공정에서는 직접 공급 탱크에 투입하여 최종 회수하기가

15% 정도 증가한 약 60% 이상까지 나타내게 되었다. 이는 지지막 위

매우 까다롭고 처리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나 동정막 혼합공정은 분말

에 분리 여과 활성 층을 형성함으로써 제거율 향상에 기여하는 것임

활성탄의 회수가 간단하면서도 처리 유량은 기존의 분리막 공정에 비

을 알 수 있다.

하여 크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효율적인 공정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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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암모니아 이온의 제거율이 약 10～15% 증가하였고, 산 첨착활
성탄과 동적막 공정을 사용한 공정에서는 60% 이상의 암모니아 제거
율을 나타내었다.
3) 산 첨착활성탄과 동적막 혼합공정을 이용한 순수투과도에 있어
서는 정밀여과막 수준의 성능을 보이지만, 기존 MF나 UF에서 제거하
지 못하는 용존 암모니아 이온제거율에 효율적인 공정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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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Flux behavior of support and DM; (a) 0.0296 m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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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수중에 용존 되어 있는 암모니아를 제거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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