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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슬러지를 재활용하여 제조한 펠렛형 흡착제의 트리메틸아민과 암모니아의 흡착 특성을 연구하였다. 펠렛형 흡착

제를 110 ℃에서 건조 처리 했을 때보다 500 ℃에서 소성했을 때 BET 표면적과 기공 부피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수 슬러지를 재활용하여 제조한 펠렛형 흡착제는 브뢴스테드 산점과 루이스 산점을 보유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흡착질 가스인 트리메틸아민과 암모니아가 일정한 농도로 흡착제 층으로 유입되고, 흡착제의 중량과 흡착질의 선

속도를 변화시키면서 흡착질 가스의 파과시간을 측정하였다. Wheeler의 흡착속도식을 사용하여 트리메틸아민과 암모

니아의 동적흡착용량과 흡착속도상수를 결정하였다. 동적흡착용량과 흡착속도상수가 흡착질 가스의 선속도에 따라 변

화함을 알 수 있었다. 정수 슬러지를 재활용하여 제조한 펠렛형 흡착제 상에서, 다양한 흡착조건에서 트리메틸아민과 

암모니아의 파과시간을 예측하기 위한 실험식을 도출하였다.

The adsorption characteristics of the pellet-type adsorbent prepared from water treatment sludge for trimethylamine and ammo-

nia were studied. The surface area and pore volume of the pellet-type adsorbent increased during calcination at 500 ℃. It 

was confirmed that the adsorbent prepared from water treatment sludge contained Brönsted and Lewis acid sites. The break-

through time of the adsorbent for both trimethylamine and ammonia was measured at different adsorbent weights and linear 

velocities while maintaining constant amounts of trimethylamine and ammonia. The kinetic saturation capacity and the adsorp-

tion rate constant for trimethylamine and ammonia were determined at different linear velocities by using the Wheeler equation. 

It was found that the kinetic saturation capacity and the adsorption rate constant were dependent on the linear velocity. An 

experimental equation could be derived to predict the breakthrough time of the adsorbent prepared from water treatment sludge 

for trimethylamine and ammonia at different adsorption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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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도시화와 상수원수의 오염에 따라 정수 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슬

러지의 양도 증가하게 되었다. 정수 슬러지는 처리 방법과 화합물의 

종류 및 사용량에 따라서 조성이 다양하다. 정수 슬러지에는 중금속

과 유해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퇴비화, 매립성토재, 토양

개량재, 무기질 비료 등으로 재활용하기가 어렵다. 매립은 매립지의 

확보에 어려움으로 거의 중단된 상태이고 해양투기는 처리비용이 상

대적으로 저렴한 이점이 있으나 2013년부터 런던 협약이 개정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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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양배출이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정수 처리 시설에서 슬러지의 

발생량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이나 슬러지를 재활용하여 유효하게 이

용하는 자원화 기술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1,2].

국내에서 발생하는 정수 슬러지는 무기질 성분 중 알루미나가 약 

30% 함유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악취 물질들을 제거하는데 유

용한 펠렛형 흡착제를 제조하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활성탄을 

대체하려는 연구가 최근에 진행되었다[3-6]. 

축사 또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들로부터 인간의 호흡

기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악취물질은 pH에 따라 염

기성계, 산성계 및 중성계로 구분될 수 있는데, 트리메틸아민과 암모

니아는 염기성계에 속하고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프로피온산, 노르

말부틸산, 이소발레르산 등은 산성계에 속하며, 황화메틸, 이황화메틸, 

아세트알데히드 등은 중성계에 속한다[7].

본 저자들은 정수 처리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슬러지를 원료로 이용

하여 펠렛형 흡착제를 제조하고, 펠렛형 흡착제의 물리적 특성 및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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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 (cm/s) Q (cc/min) GHSV (1/h)
Weight of adsorbent (g)

1st 2nd 3rd 4th

0.50 94 9.65 - 14.96 2.5 3.0 3.5 4.0

0.75 141 9.97 - 18.70 3.0 4.0 5.0 6.0

1.01 190 11.00 - 14.75 5.5 6.5 7.5 8.5

1.25 236 10.02 - 23.48 4.0 6.0 8.0 10.0

1.75 330 10.00 - 31.83 5.0 8.0 11.0 14.0

2.25 424 11.44 - 31.39 6.0 9.0 12.0 15.0

2.65 500 13.72 - 31.83 7.0 10.0 13.0 16.0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for TMA Adsorption

Figure 1. Pellet-type dsorbents prepared from water-treatment sludge.

학적 특성과 트리메틸아민의 흡착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4-6]. 흡착제를 이용한 흡착 장치의 scale-up이나 현장에 적용하

기 위한 흡착탑 설계과정에서 파과시간을 예측하기 위한 흡착 속도식

이 필수적이다[8]. 본 연구에서는 정수 슬러지를 재활용하여 제조한 

펠렛형 흡착제를 사용하여 염기성 대기 악취 물질인 트리메틸아민

(trimethylamine, TMA)과 암모니아의 동적 흡착 특성을 검토하여,  흡

착탑을 통과하는 흡착질의 유속 및 흡착제의 중량 변화에 따라 흡착

질 가스의 파과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 실험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실    험

2.1. 정수 슬러지 흡착제 제조

실험에 사용한 펠렛형 흡착제는 참고문헌[4,5]과 같은 방법으로 제

조한 후, 전기로에서 500 ℃로 3 h 동안 소성하였으며 본 실험에서 제

조한 펠렛형 흡착제의 외관을 Figure 1에 보였다. 

    

2.2. 흡착제의 특성 분석

펠렛형 흡착제의 화학조성을 정량 및 정성 분석할 수 있는 형광엑스

선 성분 분석기(XRF, SEA2220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검출기는 

실리콘 반도체 검출기를 사용하였으며, 분해능은 165 eV 정도이다. 

X-선 회절 분석기로 펠렛형 흡착제 분말의 상 분석을 수행하였다. 

X-선 회절 분석은 MiniFlex600 (Rigaku)를 사용하였고, 분석 범위는 

5 ~ 100°까지이며 0.05 °/sec의 scan speed로 측정하였다. X-ray 

generator는 600 W (40 kV, 15 mA), tube는 Cu target, detector는 D/tex 

Ultra를 이용하였다. 

질소 흡·탈착 실험을 통해서 흡착제의 표면적 및 기공 특성을 분

석하였다. 약 0.2 g 정도의 흡착제를 샘플 port에 넣은 후, 200 ℃에서 

8 h 동안 처리한 후, BEL JAPAN, INC.의 BEL SORP miniⅡ를 이용

하여 –196 ℃에서 분석하였다. 흡착 가스로 질소를 흘려주어 질소 

흡·탈착 등온선을 얻은 후에 비표면적과 기공크기를 각각 Brunauer-

Emmett-Teller (BET)와 Barrett-Joyner-Halenda (BJH) 방법을 이용하

여 계산하였다.

흡착제의 산 특성을 Pyridine-FTIR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흡착제 

시료 0.013 g을 직경 13 mm의 mold에 넣고 압력을 가하여 원형의 

disk로 만들었다. 흡착제 disk가 장착된 cell을 진공상태에서 350 ℃까

지 가열한 뒤 다시 상온으로 온도를 떨어뜨린 후에 background 스펙

트럼을 측정하였다. 상온에서 pyridine을 일정량(약 3 torr 미만) 흘려

주어 40 min 흡착시킨 후, 다시 진공상태로 유지시킨 후에 cell의 온도

를 150 ℃까지 상승시키고 IR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2.3. 동적 흡착 특성 실험

트리메틸아민의 동적 흡착 특성 실험에 사용된 흡착질은 질소에 희

석된 트리메틸아민(1000 ppm, Rigas)이다. 내경 2 cm, 길이 26.5 cm의 

아크릴 재질 흡착탑에 펠렛형 흡착제를 충진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혼합가스의 유량은 질량 유량 조절기를 이용하여 조절하였다. 트리메

틸아민 파과실험 유출물의 분석은 on-line으로 직접 연결된 가스크로

마토그래프(G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GC는 Donam Instruments 

Inc.의 DS 6200을 사용하였고, GC에 사용된 column은 Carbowax 

Amine Capillary Column (length 30 m × diameter 0.53 mm × film 

thickness 1.0 μm)이다. 그리고 흡착탑을 통과한 혼합가스의 트리메

틸아민 농도가 20 ppm 이상, 즉 투입한 트리메틸아민의 2%가 검출되

면 파과가 진행된 상태로 판단하였다. Table 1에 트리메틸아민 동적 

흡착 특성 실험 조건을 나타냈다. 

암모니아 동적 흡착 특성 실험은 질소에 희석된 암모니아(1000 

ppm, Rigas)이다. 흡착탑과 유량 조절 장치는 앞에서 설명한 트리메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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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 (cm/s) Q (cc/min) GHSV (1/h)
Weight of adsorbent (g)

1st 2nd 3rd 4th

0.50 94 11.51 - 17.60 2.0 2.5 3 3.5

0.75 141 12.82 - 23.62 2.5 3.0 3.5 4.0

1.01 190 13.15 - 27.49 3.0 4.0 5.0 6.0

1.25 236 15.33 - 30.05 3.0 4.0 5.0 6.0

1.75 330 18.11 - 32.83 4.0 5.0 6.0 7.0

2.25 424 26.99 - 43.54 4.0 5.0 6.0 7.0

2.65 500 26.53 - 39.79 5.0 6.0 7.0 8.0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s for Ammonia Adsorption

Quantity (wt%)
a

After drying
b

After calcination
c

Al2O3 28.2 30.9

SiO2 34.1 36.0

P2O5 15.2 14.2

Fe2O3 11.5 9.9

SO3 6.3 4.8

K2O 2.6 2.5

a
Dry basis quantity measured by fluorescence X-ray element analyzer.
b
Drying condition: 110 ℃, 24 h
c
Calcination condition: 500 ℃, 4 h

Table 3. Results of Chemical Analysis of Pellet-Type Adsorbents

아민 흡착 장치와 동일하다. 암모니아 파과실험 유출물의 분석은 일

정한 시간 간격 동안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테들러 가스 샘플링 백(3 

, 240 mm × 260 mm)으로 포집하여 암모니아 검출용 검지관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검지관의 검출 범위가 ~30 ppm이고, 흡인횟수는 5

회이다. Table 2에 암모니아 동적 흡착 특성 실험 조건을 나타냈다. 

2.4. 흡착속도상수 유도

흡착제 상에서 일어나는 흡착에 관한 정보를 흡착모델식을 이용하

여 얻을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흡착제에서의 흡착거동과 함께 유

체흐름의 유동과 흡착제의 구조적 특성에 의해 해석될 수 있는 동적 

흡착 모델식을 적용하였다. 고정층 column에 유입되는 흡착질의 농도

와 유출되는 농도에 대한 물질 수지식으로부터 Wheeler 등에 의해 제

안된 흡착모델식을 사용하였으며, 식은 아래에 나타내었다[8,9]. 

 












(1)

  파과시간 
 동적흡착용량  


 유입농도   유속 min 


 유출농도   흡착제 

  흡착제중량 
 속도상수 min

유입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흡착제 중량과 유속 변화에 따른 

파과시간 변화를 측정하여 해당 유속별 그래프를 도시하고, 이 그래

프의 기울기와 절편으로부터 해당 유속에서의 흡착제의 특성값인 동

적 흡착용량과 흡착 속도상수를 도출하였다. 이렇게 구해진 동적 흡

착용량과 속도상수를 이용하여 주어진 실험조건에서 파과시간 예측

이 가능하나 임의의 유속에서 파과시간 예측 시 해당 유속에서의 We

와 Kv가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속 변화 시에 We와 Kv가 동시에 

변화함으로 파과시간 예측을 위한 대표값 결정이 제한된다[8].

Jonas와 Rehrmann 등은 기체 흡착질 유속과 흡착 속도상수와의 관

계식을 정립하였으며 이 관계식을 이용하여 흡착질 유속 변화에 대한 

흡착 속도상수를 이론적으로 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10]. Jonas

와 Rehrmann 등에 의해 제안된 식은 아래와 같다.




 exp  


 

(2)


 흡착속도상수 sec


 흡착질선속도 sec

    상수

식 (2)를 이용하여 선속도변화에 따른 흡착속도상수값을 대입하여 

a, b, c 상수값을 구하여 흡착속도상수의 계산된 값을 도출하였다. 

단면적이 A[m
2
]인 고정층 칼럼에 총괄밀도가 ρ[g/cm

3
]인 흡착제가 

충전 높이 [cm] 만큼 중량 W[g]로 충전되었을 때 충전된 흡착제 층

을 흡착질이 선속도 VL[cm/sec]로 통과할 경우의 파과실험 예측을 위

한 실험식을 식 (3) 및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8]. 

    (3)


 

   

(4)

단, J는 호환계수로서 식 (3)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용한 임의기호이

며, α와 β는 상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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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XRD patterns of the samples.

Adsorbent SBET (m
2
/g) Vp (cm

3
/g)

Dried adsorbent 61 0.09

Calcined adsorbent 153 0.17

Table 4. BET Surface Area and Pore Volume of Pellet-Type Adsorbents

Linear velocity VL (cm/s) 0.50 - 2.65

Sludge adsorbent weight W (g) 2.00 – 16.00

Column diameter D (cm) 2.00

Average particle size d (cm) 0.44

Bulk density of  sludge adsorbent ρ (g/cm
3
) 0.50

Influent concentration C0 (ppm) 1000

Table 5. The Ranges of Experimental Variables for Deriving the 

Adsorption Kinetic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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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N2-adsorption desorption isotherms of pellet-type adsorb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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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FTIR of adsorbed pyridine over the calcined adsorbent. The

sample was desorbed under 10
-3

torr at 423 K.

3. 결과 및 고찰

3.1. 흡착제의 특성 분석

Table 3은 펠렛형 흡착제의 화학조성을 알아보기 위해 XRF로 분석

한 결과이다. 흡착제의 주성분은 Al과 Si이며, 정수 슬러지를 처리하

는 과정에서 첨가하는 인산의 경우 110 ℃에서 건조하거나 또는 500 

℃로 소성한 후에도 계속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500 ℃로 

소성을 한 후에는 Al2O3와 SiO2를 제외한 다른 성분들의 함량은 감소

하는데 반해 Al2O3와 SiO2의 함량은 증가하여 각각 30.9 wt%와 36.0 

wt%로 나타났다. 

X-선 회절 분석기(XRD)로 측정한 결과는 Figure 2와 같다. XRD 그

래프를 확인해 보면, 26° 정도에서 높게 나타나는 peak는 Al2O3를 나타

내며, 정수 슬러지의 무기질 성분 중 알루미나가 다량 함유되고 있는 

사실과 일치했다[1]. 그리고 Figure 2를 보면 펠렛형 흡착제의 110 ℃ 

건조 후와 500 ℃ 소성 후에도 결정 구조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4는 질소를 흡·탈착시켰을 때, 비표면적과 기공부피 등을 

나타낸 결과이다. 500 ℃에서 소성하면 비표면적과 기공부피가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153 m
2
/g의 비표면적과 0.17 cm

3
/g의 기공 

부피를 보유한 흡착제가 제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3에 펠렛형 

흡착제의 N2 흡착 및 탈착 등온선을 나타냈다. 낮은 상대 압력에서 흡

착량이 급격한 상승을 보여서 IUPAC의 기공 유형 분류에서 I형과 유

사함을 알 수 있다. 즉 미세기공을 많이 보유한 물질의 특징을 나타내

고 있다. 한편, 상대압이 0.5 이상인 범위에서 흡착등온선과 탈착등온

선이 다른 경로를 보이는 현상인 히스테리시스가 나타난다. 따라서 

IUPAC 분류에 의하여 IV형의 흡착 및 탈착등온선으로 분류할 수 있

으며, 이 흡착제가 메조기공을 포함하는 물질임을 알 수 있다[11]. 또

한, 히스테리시스 고리의 모양이 de Boer의 메조기공 분류에서 슬릿 

모양 기공의 특징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11]. 

소성한 흡착제의 산 특성을 피리딘 흡착 IR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1542 cm
-1

, 1490 cm
-1 

및 1448  cm
-1
에서의 3개 밴드가 뚜렷하게 검출

되었는데, 각각  브뢴스테드 산점, 브뢴스테드/루이스 산점, 그리고 루

이스 산점으로 할당될 수 있다[12-14]. 즉, 본 연구에서 제조한 펠렛형 

흡착제는 산점을 가지고 있으며, 브뢴스테드 산점과 루이스 산점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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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MA breakthrough time as a weight(W) for sludge adsorbent:

(a) VL = 0.50 cm/sec, (b) VL = 0.75 cm/sec, (c) VL = 1.01 cm/sec, (d)

VL = 1.25 cm/sec, (e) VL = 1.75 cm/sec, (f) VL = 2.25 cm/sec, (g) VL

= 2.65 c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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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Ammonia breakthrough time as a weight(W) for sludge 

adsorbent: (a) VL = 0.50 cm/sec, (b) VL = 0.75 cm/sec, (c) VL = 1.01

cm/sec, (d) VL = 1.25 cm/sec, (e) VL = 1.75 cm/sec, (f) VL = 2.25

cm/sec, (g) VL = 2.65 cm/sec.

3.2. 흡착 속도상수 도출

식 (1)을 적용하기 위하여 흡착제 겉보기 밀도는 메스실린더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유입농도(Co)는 트리메틸아민과 암모니아 모두 

1000 ppm이고, 유출농도가 유입농도의 2% (20 ppm) 이상이 되면 파

과가 진행된 상태로 판단하였다. 흡착속도상수 도출을 위한 파과실험 

조건은 Table 5와 같다. 트리메틸아민과 암모니아의 유입농도를 일정

하게 유지하고, 흡착제 중량과 유속 변화에 따른 파과시간 변화를 측

정하여 유속별로 흡착제의 중량과 파과시간의 관계를 구하여 Figure 

5와 Figure 6에 각각 도시하였다. 흡착제의 중량과 파과시간은 선형관

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그래프들의 기울기와 y 절편을 구하

여 직선식을 Table 6과 Table 7에 나타냈다. 기울기와 y 절편을 식 (1)

에 대입하여 해당 유속에서의 동적흡착용량(We)과 흡착속도상수(Kv)

를 도출하였다. 

Table 6을 보면 트리메틸아민의 파과실험에서 유속이 0.5 cm/s에서 

2.65 cm/s 범위에서 동적흡착용량이 0.02 - 0.03 g/g-adsorbent 범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흡착속도상수는 유속이 0.5 cm/s에서 2.65 cm/s까지 

증가함에 따라 1.28 sec
-1 

-  2.65 sec
-1 

범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7의 암모니아 파과실험 결과를 보면, 유속이 0.50 cm/s - 2.65 cm/s 범

위에서 동적흡착용량이 0.022 - 0.038 g/g-adsorbent 범위에 있으며, 흡

착속도상수는 1.28 sec
-1 

-  2.51 sec
-1 

범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속도변화에 따른 흡착속도상수의 실험값을 Jonas와 Rehrmann 등

에 의해 제안된 식 (2)에 대입하여 a, b, c 상수값을 구한 다음에 흡착

속도상수의 계산값을 구할 수 있다[10]. 식 (2)의 상수 a, b, c값을 

polymath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한 결과 트리메틸아민의 경우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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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

(cm/s)
Regression equation of breakthrough time

1) We
1) 

(g-TMA/

g-adsorbent)

Kv
1) 

(experimental)

(1/sec)

Kv
2) 

(calculated)

(1/sec)

0.50 tb=119.9 W-287.2 0.030 1.28 1.39

0.75 tb=71.7 W-178.6 0.027 1.84 1.61

1.01 tb=39.2 W-143.7 0.020 1.69 1.83

1.25 tb=44.6 W-165.1 0.028 2.08 2.01

1.75 tb=32.0 W-158.3 0.028 2.17 2.31

2.25 tb=22.9 W-119.2 0.026 2.65 2.49

2.65 tb=16.8 W-108.7 0.022 2.51 2.58

1) calculated by the equation (1)

2) calculated by the equation (2)

Table 6. Regression Equation of Breakthrough Time, Adsorption Capacity and Adsorption Rate Constant of TMA Adsorption Obtained Using the 

Wheeler and Jonas Equation

VL

(cm/s)
Regression equation of breakthrough time

1) We
1) 

(g-TMA/

g-adsorbent)

Kv
1) 

(experimental)

(1/sec)

Kv
2) 

(calculated)

(1/sec)

0.50 tb=127.6W-127.3 0.032 3.07 2.80

0.75 tb=71.9W-126.4 0.027 2.61 3.17

1.01 tb=52.4W-113.9 0.026 2.85 3.51

1.25 tb=48.1W-101.6 0.030 3.64 3.77

1.75 tb=24.9W-45.6 0.022 5.87 4.14

2.25 tb=25.2W-86.3 0.028 4.04 4.34

2.65 tb=28.8W-123.2 0.038 3.81 4.43

1) calculated by the equation (1)

2) calculated by the equation (2)

Table 7. Regression Equation of Breakthrough Time, Adsorption Capacity and Adsorption Rate Constant of Ammonia Adsorption Obtained Using

the Wheeler and Jonas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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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TMA breakthrough time as a  function of J coefficient 

using Kv: (a) from experimental data, (b) calculated by eq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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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Ammonia breakthrough time as a  function of J co-

efficientusing Kv: (a) from experimental data, (b) calculated by eqn (2).

b, c는 각각 1.769, 0.945, 및 0.495로 결정되었다. 또한 암모니아의 경

우는 a, b, c가 각각 2.577, 1.965, 및 0.325로 나타났다. 이 값들을 사

용하여 식 (2)로부터 계산한 이론적인 속도상수 값을 Table 6과 Table 

7에 나타내었다. 식 (1)을 이용하여 실험값으로부터 구한 속도상수값

과 식 (2)를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계산한 속도상수값이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트리메틸아민의 경우는 유속이 0.50 cm/s - 2.65 cm/s 범

위에서 흡착속도상수가 1.39 sec
-1
부터 2.58 sec

-1
까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암모니아의 경우는 유속이 0.50 cm/s - 2.65 cm/s 범위에서 

흡착속도상수가 2.80 sec
-1
부터 4.43 sec

-1
까지 증가하였다. 즉 본 연구

에서서 동적흡착 실험을 실시한 결과 유속변화에 따라 동적흡착 용량

과 흡착속도상수가 변화함을 확인하였다. 즉, 임의의 유속에서 파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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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예측을 위해서는 해당 유속에서의 동적흡착용량(We)와 흡착속도

상수(Kv)가 결정되어야 한다.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기체 흡착질 유속과 흡

착속도상수와의 관계식인 식 (2)를 사용하였으며, 이 관계식을 이용하

여 파과실험 예측을 위한 식 (3) 및 식 (4)를 사용하였다. 주어진 실험

조건에서 중량 및 유속 변화에 따른 식 (4)의 호환계수 J 값을 구하였

다. 호환계수 J 값을 계산할 때 흡착속도상수 kv는 실험으로부터 구한 

값을 사용하고, J 값의 변화에 대한 트리메틸아민과 암모니아 파과 시

간의 변화를 각각 Figure 7(a)와 Figure 8(a)에 나타냈다. 또한 속도상

수 kv를 식 (2)로부터 계산한 값을 사용하고, J 값의 변화에 대한 트리

메틸아민과 암모니아 파과시간의 변화를 각각 Figure 7(b)와 Figure 

8(b)에 나타냈다. Figure 7과 Figur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호환계수(J)

의 변화에 따른 파과시간의 변화가 선형적인 관계로 변화하였으며 호

환계수와 파과시간이 상관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kv를 실

험으로부터 구한 값을 사용한 J 값과 파과시간의 변화의 상관관계는 

kv를 계산값을 사용한 J 값과 파과시간의 변화의 상관관계와 비교해

보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본 연구에서 적용한 실험식들이 

타당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정수장 슬러지로부터 제조된 가공 분말을 압출하여 펠렛형 흡착제

를 제조하였다. 펠렛형 흡착제를 110 ℃에서 건조 처리 했을 때보다 

500 ℃에서 소성했을 때 BET 표면적과 기공 부피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펠렛형 흡착제는 브뢴스테드 산점과 루이스 산점을 보

유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500 ℃에서 소성한 펠렛형 흡착제를 사용하

고, 흡착제의 중량과 트리메틸아민 또는 암모니아가 함유된 기상 악

취 물질의 유속을 변수로 하여 파과실험을 수행하여 흡착탑의 설계에 

필요한 흡착 속도 상수를 구했다. Wheeler의 흡착 속도식을 이용하여 

트리메틸아민 또는 암모니아가 함유된 기상 악취 물질의 선속도가 

0.50 – 2.65 cm/s인 범위에서 파과시간 예측을 위한 실험식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 

트리메틸아민의 흡착속도 상수 ;



  
 exp 

 


암모니아의 흡착속도 상수 ;



  
 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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