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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targets the pollutant removal of second-

ary effluent from final clarifiers in wastewater treatment plant

using silver nanoparticles on activated carbon. The removal

efficiency and treatment characteristics of pollutant are anlay-

zed by perfoming experiments using granular activated car-

bon with silver nanoparticles and ordinary granular activated

carbon. The specific surface area of granular activated carbon

with silver nanoparticles is smaller than that of ordinary gran-

ular activated carbon. However, the removal efficiency of

CODMn, T-N and T-P in experiments using activated carbon

with silver nanoparticles are higher than that in experiment

using ordinary granular activated carbon. That means the case

of activated carbon with silver nanoparticles is much better at

treatment activity. In addition, activated carbon with silver

nanoparticles has antimicrobial activity because there is no

microbe on the surface of it after experiments. 

Keywords: Removal efficiency, Silver nanoparticles, A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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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현재 지구의 온난화, 이상기후 등으로 물 부족을 겪게 될 국

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연평균 강수량이

1,274 mm로 세계 연평균 강수량 970 mm보다 많음에도 불구

하고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에 속하는 것은 여름철인 6월

에서 9월까지 전체 강수량의 2/3이 집중되어 있고 1인당 강

수량은 3,000 m3으로 세계 1인당 강수량인 34,000 m3에 훨씬

못 미치고 우리나라의 경우 하천 유량 변동 폭이 300~500배

로 유럽의 10~30배보다 높아 안정적인 물 공급이 어려운 실

정이다. 또한 급속한 도시화와 경제발전에 인해 물수요량의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현재 이용가능한 수자원 이용 촉

진을 위해 오염으로부터 수자원을 보호하고 한정된 수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연구되고 있

으며 이를 위해 국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을 2010년에 제정하여 2011년 6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1,2].

수자원 확보를 위한 한 방법으로 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된

처리수를 재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를 위해 유기물, 부유

물질, 영양염류 등 오염물질 제거에 탁월한 새로운 처리 기

술이 필요하다. 유기물의 경우 유기물 농도의 간접 지표로

흔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이 사

용되고 있으며 부유물질 (SS)은 수중에서 현탁되어 탁도를

유발하는 불용성 물질로서 0.1 µm의 여과지에 여과되지 않

고 걸리는 물질을 나타낸다. 토양의 점토성 물질, 초목, 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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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분해물이 하천수 중의 부유물질 원인이 된다. 영양염류

에는 질소와 인이 해당되며 질소는 유기성 질소 및 무기성

질소의 총합으로 유기성 질소에는 아미노산, 폴리펩티드 단

백질을 비롯한 여러 유기화합물의 질소가 있다. 또 무기성

질소에는 암모니아성 질소와 아질산성 질소, 질산성 질소 등

이 있다. 인은 자연수 중에서 미량 존재하지만, 하폐수 내의

인화합물은 세제 및 비료의 영향으로 발생하며 세제에는 인

산염이 광범위하게 쓰이고, 농경지에서는 비료로 대량 사용

되고 있다. 부유물질은 하폐수의 오염물 분석에 있어 중요한

지표의 하나로, 하수 및 폐수에 운반되어 오는 입자상 고형

물의 양을 측정하여 각종 처리장치에 유입되는 부유물질의

부하를 알 수 있으며 유출수의 부유물질의 양을 측정함으로

써 처리효율을 결정할 수 있다.

하수의 재이용을 위해 낮은 농도의 오염물질을 제거해야

하며 대표적인 방법으로 활성탄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

으며 활성탄은 입상 활성탄과 분말 활성탄으로 나누어지며

물리적인 흡착인 Van der waals 힘에 의해 오염물질이 흡착

되어 제거된다. 수중에서는 활성탄에 미생물이 부착되어 바

이오 필름을 형성하면 오염물질이 활성점에 도달할 수 없어

처리효율이 급격히 낮아지므로 활성탄을 교체하여야 한다.

은은 인체에 무해하고 안정성이 뛰어나고 항균성이 높아

예로부터 식기나 수저 등의 생활용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

었으며 나노는 10-9 m의 매우 작은 입자이며 은을 나노급으

로 제조한 은나노는 나노기술의 새로운 첨단과학을 금속인

은에 적용한 것으로 은나노 물질은 확실하고 탁월한 살균효

과를 가지고 있어 기존 어떤 항균제품보다 탁월한 살균력을

지닌 제품을 만들 수 있다 [3,4]. 은나노를 제조하는 방법에

는 건식법과 습식법이 있으며 습식법은 운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분산제, 계면활성제 등 화학약품이 추가되고 이로

인한 환경 오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건식법에 의한 은

나노 물질 생산이 안전하고 더 유리하다. 은나노 물질을 부

착시킨 활성탄은 항균 작용이 있어 활성탄에 바이오 필름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활성탄의 교체주기를 휠씬 길게 할 수 있

어 경제적이다. 또한 은나노는 촉매작용을 나타내므로 난분

해성 물질이 분해되어 오염물질의 양을 더 감소시킬 수 있으

며 표면적이 극대화되어 오염물질과의 접촉 면적을 증가시

켜 반응속도가 커질 것으로 사료된다 [5].

최근 이러한 이유로 은나노 입자를 이용한 살균제품 개발

및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은나노 물질의 적용 분

야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인 건

식 방법에 의해 은나노 입자가 부착된 활성탄을 이용하여 수

중의 오염물질 제거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본 건

식 방법에 의한 은나노 물질은 2차 오염물질을 생성시키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물질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건식법으로 제작된 은나노 입상 활성

탄 (Ag/AC)과 일반 입상 활성탄 (AC)의 비표면적과 세공 부

피를 측정한 후 2차 침전지를 통과한 하수 2차 처리수를 대

상으로 은나노 활성탄과 일반 활성탄을 이용하여 성능실험

을 수행하여 이에 따른 COD, T-N, T-P, SS 등 오염물질 간의

비교 분석을 통해 은나노 활성탄과 일반활성탄의 제거 특성

을 고찰하였으며 실험 전후의 각각의 활성탄 표면의 SEM 사

진을 측정하여 미생물의 존재 여부를 관찰하였다.

2. MATERIALS AND METHOD

2.1. 실험재료 및 장치

실험에 사용한 시료는 W시 하수종말처리장 2차 침전지를

통과한 처리수로 현장에서 바로 채취하여 사용하였다. 은나

노 활성탄은 현재 주로 사용되는 용액 상태가 아닌 건식 방

법으로 제조된 은나노 입자의 농도가 1,000 mg/kg인 N 사의

연구 개발 시제품으로 2~15 nm로 타 방법보다 더 균일하게

활성탄 세공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은나노 활성

탄은 건식 방법으로 제작된 은나노 입자와 활성탄을 수용액

상태로 혼합하면 활성탄에 은나노 입자가 흡착하게 된다. 필

터링으로 수용액 상에서 은나노가 흡착된 활성탄을 분리한

다음 진공 열처리로 활성탄 내의 수분을 제거하면 은나노 활

성탄의 제조가 완료된다.

은나노 활성탄을 이용한 오염물질 제거 실험은 쟈-테스터

(Jar-Tester)에서 수행되었으며 1000 mL 크기의 비이커를 사

용하고 25oC의 일정한 온도 유지와 혼합을 위해 항온조가 사

용되었다.

2.2. 실험방법

먼저 은나노 활성탄과 일반 활성탄의 비표면적과 세공 부피

(Pore Volume)은 측정을 위해 Micromeritics 사의 ASAP 2,000

장치를 사용되었다. 시료의 표면적 및 기공 부피를 측정하기

위해서 먼저 0.1g의 시료를 정량한 후 110oC에서 12시간 동

안 전처리를 실시하였다. 전처리가 완료된 시료를 액체질소

온도인 -196oC에서 상대압력 (P/P0)의 변화에 따라 시료의 표

면 및 기공에 흡착한 질소의 양을 측정함으로써 비표면적과

기공 분포 등을 측정하였다. 시료의 표면적 계산은 Brunauer,

Emmett and Teller (BET)의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쟈-테스터에 입상 활성탄과 은나노 입상 활성탄을 각각 15

g, 20 g씩 주입한 총 4개의 비이커에 원수 1,000 mL씩 넣어

교반을 실시하였다. 교반 시간에 따른 오염물질의 농도를 분

석하여 각각의 오염물질의 제거율을 구하였다.

실험 전후의 은나노 활성탄과 일반 활성탄 표면의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사진을 측정하여 미생물의

부착 상태를 살펴보았다.

본 실험에서 수질 분석은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6]과 Stan-

dard Method (EPA) [7]를 이용하여 수행되었으며, 각 측정결

과는 Microsoft Excel PC용 Press Sheet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해석하였다.

온도는 수은온도계를 사용하고, COD 망간법은 시료를 황

산 산성으로 하여 과망간산칼륨 일정과량을 넣고 30분간 물

중탕상에서 가열반응시킨 다음 소비 과망간산칼륨 양으로

부터 이에 상당하는 산소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과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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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칼륨 소비량 시험방법의 측정원리는 산성으로 한 시료수

에 일정량의 KMnO4를 가하여 피산화성 물질을 산화시키고,

반응하지 않은 KMnO4을 일정량의 Na2C2O4를 가하여 분해

하고, 잔존하는 C2O4

2-를 KMnO4로 역적정하는 것이다 [6]. SS

(Suspended Solid)의 농도는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

여 유리섬유여지 (GF/C)법으로 측정하였으며 유리섬유여지

에 일정량의 시료를 여과시킨 다음 항량으로 건조하여 무게

를 달아 여과 전후의 유리섬유여지의 무게 차를 산출하여 부

유물질의 농도를 구하였다 [6]. 총질소 (T-N) 및 총인 (T-P)은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6]에 의하여 자외선 흡광광도법과

아스코르빈산 환원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 RESULTS AND DISCUSSION

3.1. 은나노 활성탄과 일반 활성탄의 비표면적과 세공 부

피

저농도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활성탄이 널리 사용되

고 있으며 활성탄은 물리적 형상에 따라 분말 활성탄과 입상

활성탄으로 나누어지고 분말 활성탄은 통상 입경이 0.074

mm보다 작은 것을 말하며 입경이 0.1 mm 이상의 활성탄을

입상 활성탄이라 한다 [8]. 

은은 일반적으로 살균작용에 매우 뛰어나고, 인체에 무해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타 귀금속 촉매처럼 난분해성의 물

질을 분해시키는 촉매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able 1은 본 실험에서 사용한 일반 활성탄과 은나노 입자

가 부착된 활성탄에 대한 비표면적과 세공 부피 (Pore vol-

ume)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먼저 일반 활성탄이 은나

노 활성탄 보다 높은 비표면적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은나노

입자가 활성탄 표면의 미세기공을 막아 활성탄의 비표면적

이 일반 활성탄의 비표면적인 566.10 m2/g에서 다소 감소된

464.45 m2/g로 측정되었다. 세공 분포 특성을 실험한 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일반 활성탄과 은나노 활성탄

의 전체 세공 부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은나

노 입자가 활성탄의 활성점에 흡착함으로써 비표면적이 감

소하였으나 세공 부피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Fig. 1은 은나노 활성탄의 내부의 TEM 사진으로 은나노 입

자가 활성탄의 내부 및 안정한 자리에 정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Ag 이외의 다른 금속들은 기존 활성탄에 존재하

던 미량 금속들이다. Fig. 2은 Pd의 농도가 20,000 mg/kg인 N

Table 1. Properties of AC and Ag/AC

Item Mass (g)
Specific surface

area (m2/g)

Pore volume

(cm3/g)

AC 0.0832 566.1044 0.336824

Ag/AC 0.0874 464.4478 0.298941

Fig. 1. TEM image of Ag/AC.

Fig. 2. TEM image of Pd/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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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연구 개발 시제품인 Pd 활성탄의 경우로 2~15 nm로 타

방법보다 더 균일하게 활성탄 세공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3.2. 유기물 제거

COD 측정 방법에는 산화제로 중크롬산칼륨을 사용하는 크

롬법과 과망간산칼륨을 사용하는 망간법이 있으며 두 가지

방법 모두다 수중의 유기물을 산화시키는 것으로 COD 측정

원리는 같으며 산화정도의 차이이다. 크롬법이 국내에서 적

게 사용되는 이유는 법적으로 망간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크

롬법이 망간법보다 시약이 비싸고, 환경오염정도가 더 심하

고 실험 후 폐액처리가 곤란하고 측정시간이 4배 더 길고 약

조제와 factor 산출이 더 까다롭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망

간법을 사용하였다.

Fig. 3은 15 g의 은나노 활성탄과 일반 활성탄을 사용한 각

각의 경우, 시간에 따른 CODMn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15 g의 은나노 활성탄을 사용한 경우, 시간이 0시간, 2시간, 4

시간, 6시간에서 각각 6.0, 5.8, 5.6, 4.9 mg/L로 시간이 지남

에 따라 CODMn 농도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일반 활성

탄을 사용한 경우보다 감소의 폭이 더 컸다. 따라서 은나노

활성탄이 더 처리성능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Fig. 4는 Fig. 3과 마찬가지로 20 g의 은나노 활성탄과 일반

활성탄을 사용한 각각의 경우, 시간에 따른 CODMn 농도 변화

를 나타낸 것이다. 20 g의 은나노 활성탄을 사용한 경우, 15 g

을 사용한 경우보다 감소의 폭이 더 컸으며 투입되는 활성탄

의 양이 증가하면 CODMn 농도도 더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20 g을 사용한 일반 활성탄의 경우가 20 g의 은나노 활성탄의

경우보다 CODMn 농도가 더 높아 은나노 활성탄의 경우가 처

리성능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15 g의 은나노 활성탄과 일반 활성탄을 사용한 각각의 경

우, 시간에 따른 CODMn 제거율을 살펴보면 CODMn 제거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모든

구간에서 은나노 활성탄의 경우가 일반 활성탄의 경우보다

더 높은 제거율을 나타내었으며 0시간, 2시간, 4시간, 6시간

에서 은나노 활성탄의 경우 CODMn 제거율은 각각 0%, 3.3%,

6.7%, 18.3%이었으며 일반 활성탄의 경우 각각 0%, 1.7%,

5.0%, 11.7%이었다.

20 g의 은나노 활성탄과 일반 활성탄을 사용한 각각의 경

우, 시간에 따른 CODMn 제거율을 살펴보면 CODMn 제거율은

15 g의 활성탄을 사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15 g을 사용한 경우

보다 제거율이 더 높았으며 모든 구간에서 은나노 활성탄의

경우가 일반 활성탄의 경우보다 더 높은 제거율을 보였다. 0

시간, 2시간, 4시간, 6시간에서 CODMn 제거율은 은나노 활성

탄의 경우 각각 0%, 5.0%, 13.3%, 23.3%이었으며 일반 활성

탄의 경우 각각 0%, 5.0%, 8.3%, 15.0%이었다.

3.3. 영양염류 제거

질소는 비료의 3요소 중의 하나로 미생물과 식물의 성장에

필수적인 성분이나 인과 같이 하천이나 호소에서 조류 번식

에 의한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원인물질이므로 이러한 수역

에서의 조류의 성장을 조절하려면 하수 내의 질소를 제거하

거나 감소시킨 후 처리수를 배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

해 하수처리 시설에서 방류수 수질 기준이 계속 강화되고 있

는 중이다. 하수 내의 질소화합물의 주요 발생원은 분뇨, 가

축분뇨 등 배설물과 농경지에 살포되는 비료 등이 있다. 하

수 중의 질소는 40%의 유기질소로 구성되며 이는 호기성 상

태에서 질산화 과정에 의해 아질산성 질소와 질산성 질소로

전환되며 호기조에서 일어난다. 이 물질은 무산소조에서 탈

질 과정을 거쳐 질소로 변환되어 대기 중에 방출된다.

Fig. 5는 15 g의 은나노 활성탄과 일반 활성탄을 사용한 각

각의 경우, 시간에 따른 T-N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시간

이 0시간, 2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인 각각의 경우에 은나

노 활성탄의 T-N 농도는 8.213, 7.987, 7.512, 7.435, 7.340 mg/

L이고 일반 활성탄의 T-N 농도는 8.213, 7.984, 7.621, 7.462,

7.380 mg/L으로 은나노 활성탄의 경우의 T-N 농도가 일반

활성탄의 경우의 T-N 농도보다 더 낮았다. 두 경우에 모두 시

간이 증가함에 따라 T-N 농도는 계속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

고 있다.

Fig. 3. Changes of COD concentration (15 g).

Fig. 4. Changes of COD concentration (2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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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은 20 g의 은나노 활성탄과 일반 활성탄을 사용한 각

각의 경우, 시간에 따른 T-N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모

든 시간 구간에서 20 g의 활성탄을 사용한 경우가 15 g을 사

용한 경우보다 T-N 농도가 더 낮아 활성탄의 투입량이 증가

하면 처리성능이 더 개선됨을 알 수 있었다. 15 g의 활성탄을

사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은나노 활성탄의 경우가 일반 활

성탄보다 더 T-N 농도가 낮았다.

15 g의 은나노 활성탄과 일반 활성탄을 사용한 각각의 경

우, 시간에 따른 T-N 제거율을 살펴보면 T-N 제거율은 시간

이 지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다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모든 구간에서 은나노 활성탄의 경우가 일

반 활성탄의 경우보다 더 높은 T-N 제거율을 나타내었으며 0

시간, 2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에서 T-N 제거율은 은나노

활성탄의 경우 각각 0%, 2.75%, 8.54%, 9.47%, 10.63%이었

으며 일반 활성탄의 경우는 각각 0%, 2.79%, 7.21%, 9.14%,

10.14%이었다.

20 g의 은나노 활성탄과 일반 활성탄을 사용한 각각의 경

우, 시간에 따른 T-N 제거율을 살펴보면 T-N 제거율은 15 g

의 활성탄을 사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15 g을 사용한 경우보다

제거율이 다소 높았으며 모든 구간에서 은나노 활성탄의 경

우가 일반 활성탄의 경우보다 더 높은 제거율을 보였다. 0시

간, 2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에서 T-N 제거율은 은나노 활

성탄의 경우 각각 0%, 2.92%, 9.52%, 11.54%, 11.57%이었으

며 일반 활성탄의 경우 각각 0%, 2.79%, 8.17%, 10.13%,

10.14%으로 CODMn 제거율보다 더 낮은 값을 보였다.

인은 질산염과 함께 조류와 플랑크톤의 번식에 있어서 주

영양분이기 때문에 부영양화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농경지

에 비료로 사용된 오르토인산염은 비에 섞여 하천으로 유입

되고, 유기 인산염은 주로 생물학적 과정에서 생성된다. 다

중 인산염은 모두 수용액 속에서 천천히 분해되어 본래의 오

르토 형태로 돌아간다.

Fig. 7은 15 g의 은나노 활성탄과 일반 활성탄을 사용한 각

각의 경우, 시간에 따른 T-P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시

간이 지남에 따라 T-P 농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

며 은나노 활성탄의 경우 모든 시간 구간에서 일반 활성탄의

경우보다 더 낮은 수치의 T-P 농도를 나타내었으며 8시간에

서 은나노 활성탄 경우의 T-P 농도는 0.517 mg/L로 일반 활

성탄의 경우의 T-P 농도는 0.521 mg/L이었다.

Fig. 8은 20 g의 은나노 활성탄과 일반 활성탄을 사용한 각

Fig. 5. Changes of T-N concentration (15 g).

Fig. 6. Changes of T-N concentration (20 g).

Fig. 7. Changes of T-P concentration (15 g).

Fig. 8. Changes of T-P concentration (2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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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경우, 시간에 따른 T-P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15 g

의 활성탄을 사용한 경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감

소하는 폭은 더 증가하여 15 g의 활성탄의 경우보다는 더 처

리성능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20 g을 사용한 은나노 활성

탄의 경우, 0시간, 2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에서 T-P 농도

는 각각 0.602, 0.567, 0.509, 0.459, 0.418 mg/L이고 일반 활

성탄의 T-P 농도는 0.602, 0.588, 0.527, 0.520, 0.519 mg/L으

로 은나노 활성탄의 경우의 T-P 농도가 일반 활성탄의 경우

의 T-P 농도보다 더 낮았다. 두 경우에 모두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T-P 농도는 계속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5 g의 은나노 활성탄과 일반 활성탄을 사용한 각각의 경

우, 시간에 따른 T-P 제거율을 살펴보면 T-P 제거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모든 구간에서

은나노 활성탄의 경우가 일반 활성탄의 경우보다 더 높은 T-

P 제거율을 나타내었으며 은나노 활성탄의 경우, 시간이 0시

간, 2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에서 T-P 제거율은 각각 0%,

7.14%, 9.14%, 13.95%, 14.12%으로 6시간까지는 계속 증가

하다가 6시간 이상에서는 거의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일반 활성탄의 경우는 시간이 0시간, 2시간, 4시간, 6시간, 8

시간에서 T-P 제거율은 각각 0%, 5.98%, 8.31%, 13.29%,

13.46%으로 은나노 활성탄에서의 제거율보다 낮았으나 은

나노 활성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은나노 활성탄의

경우가 0.66~1.16% 더 제거율이 높았다.

20 g의 은나노 활성탄과 일반 활성탄을 사용한 각각의 경

우, 시간에 따른 T-P 제거율을 살펴보면 T-P 제거율은 15 g의

활성탄을 사용한 경우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은나

노 활성탄의 경우, 시간이 0시간, 2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

에서 T-P 제거율은 각각 0%, 5.81%, 15.45%, 23.75%, 30.56%

이며 일반 활성탄의 경우는 시간이 0시간, 2시간, 4시간, 6시

간, 8시간에서 T-P 제거율은 각각 0%, 2.33%, 12.46%, 13.62%,

13.79%로 은나노 활성탄의 T-P 제거율이 2.99~16.77% 더 높

았다.

3.4. 부유물질 상태

부유물질인 SS는 빛의 투과율과도 관계되는 중요한 항목으

로 SS 농도가 증가하면 빛의 투과율이 낮아지고 수중 동식물

의 생육에 악 영향을 미치며 수중에서 분해되어 BOD 증가

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Table 2는 은나노 활성탄과 일반 활성탄을 각각 15 g, 20 g

사용한 경우의 SS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일반 활성탄과 은

나노 활성탄의 부유물질의 양이 원수보다는 증가했으며 그

이유는 활성탄을 체에 걸렀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탄 가루가

물에 남아 부유물질로 분석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반 활성탄보다 은나노 활성탄의 부유물질 양이 더 적었으

므로 은나노 활성탄에서 SS 농도가 조금 더 낮다고 볼 수 있

다.

3.5. 은나노 활성탄과 일반 활성탄의 표면 특성 및 균 부착

여부

은은 일반적으로 살균작용에 매우 뛰어나고,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예로부터 섬유, 건축자재 뿐 아니라, 인

간 실생활에서 유아용품, 의료용품, 생활용품 등 다양하게

우리생활에서 접하고 활용되어 왔다. 근본적으로 은은 미생

물의 신진대사를 막고, 은에서 방출하는 전기적 부하가 세균

의 생식 기능을 제거함으로써 광범위한 살균작용을 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9-12]. 은나노 입자는 나노상태로 은이 담

체에 붙은 상태거나 은 용액으로 은순도 99.9% 이상의 순수

한 은이온이 나노입자로 몇 개씩 뭉쳐 정제수에 콜로이드 상

태로 되어 있는 용액으로 존재하며,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은나노 활성탄은 건식 방법으로 제조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딥코팅 (dip-coating) 방법은 피코팅재를 코팅용액

또는 슬러리에 담가 피코팅재 표면에 전구체 (precursor)층을

형성한 후 적당한 온도로 소성하여 도막을 얻는 방법이며.

법랑이나 도자기에서는 유약을 바르는 방법으로 담금 피복

법이라고 하며, 비교적 소형제품을 처리하나 2차 환경 오염

물질을 발생시키나 건식 방법은 환원제와 분산제를 사용하

지 않아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며 인체 유해성도 없

다. Fig. 9는 실험 전의 건조된 상태의 은나노 활성탄 및 일반

활성탄, 실험 후의 각각의 활성탄의 표면 SEM 사진이다. 은

나노 활성탄과 일반 활성탄의 표면을 비교하면 거의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은나노 활성탄의 SEM 사진에서 미

세한 활성탄 조각이 분쇄되어 있어 동그랗고 하얀 은나노 입

자의 부착을 판단하기가 어려우나 실험 후의 은나노 활성탄

의 표면에는 미생물이 존재하지 않음을 관찰할 수 있다. 반

면에 일반 활성탄의 표면에는 미생물이 다량 부착되어 있음

을 관찰할 수 있다.

4. CONCLUSION

본 연구는 은나노 입상 활성탄과 일반 입상 활성탄의 비표면

적과 세공 부피를 측정하고 W시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2차

침전지를 통과한 처리수를 대상으로 은나노 활성탄과 일반

활성탄을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CODMn, T-N, T-P 등 오염물

질 제거 성능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실험 전후의 각각의

활성탄 표면의 SEM 사진을 측정하여 미생물 부착 여부를 관

찰하였다. 실험결과, 은나노 활성탄의 비표면적이 일반 활성

탄의 비표면적인 566.10 m2/g에서 다소 감소된 464.45 m2/g로

측정되었으나 전체 세공 부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CODMn 제거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

내고 있으며 모든 구간에서 은나노 활성탄의 경우가 일반 활

Table 2. The Concentration of SS

Item  SS concentration (mg/L)

Raw secondary effluent 0.003

AC (15 g) 0.024

AC (20 g) 0.034

Ag/AC (15 g) 0.015

Ag/AC (20 g)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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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의 경우보다 더 높은 제거율을 보였으며 6시간에서

CODMn 제거율은 은나노 활성탄과 일반 활성탄 15 g을 사용

한 경우 각각 18.3%, 11.7%이었으며 20 g을 사용한 경우 각각

23.3%, 15.0%이었다. T-N, T-P 제거율도 CODMn 제거율과 마

찬가지로 은나노 활성탄의 경우가 일반 활성탄의 경우보다

더 높은 제거율을 보였으며 은나노 활성탄 및 일반 활성탄

20 g을 첨가한 경우 8시간에서 T-N 제거율은 각각 11.57%,

10.14%이었고, T-P 제거율은 각각 30.56%, 13.79%이었다. 또

한 SEM 사진으로부터 은나노 활성탄 표면에는 미생물이 존

재하지 않아 은나노가 항균 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상에서 은나노 활성탄의 비표면적이 일반 활성탄에 비해 감

소하였지만 은나노의 분해능에 의해 모든 경우에 CODMn 제

거율, T-N 제거율, T-P 제거율 등 오염물질 제거율이 은나노

활성탄의 경우가 일반 활성탄보다 더 높아 오염물질 저감뿐

아니라 활성탄 교체 주기를 더 늘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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