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of Korean Inst. of Resources Recycling

Vol. 28, No. 3, 2019, 15-20

≫ 총 설 ≪

15

https://doi.org/10.7844/kirr.2019.28.3.15

pISSN : 1225-8326 eISSN : 2287-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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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폐수내 질소와 인을 이용한 struvite 회수는 수계 부영양화 방지 및 비료자원화에 효과적인 기술이나, 해결해야 할 이론 및 기술

적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의 상세한 검토를 통하여, 이론적 측면에서 적절한 반응식 선정 및 이론적 고찰을 이

용한 struvite 생성 반응예측 가능성을 논의하고, 기술적 측면에서는 struvite 생성의 대표적인 저해물질인 Ca의 배제를 통해 struvite

결정의 순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하려 한다. 반응예측 측면에서는 중성~염기성 pH 영역에서 효과적인 struvite 반

응식 및 반응계수를 이용, 정량적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은 실제 회분식 실험결과와 잘 일치하며 특히 이온들의 charge

balance도 함께 고려하여 struvite 생성시 희석된 수용액에서 흔히 동반되는 pH 저하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한편, Ca의 배

제를 통한 struvite 순도 향상은 HPO4

2-P 대비 고농도의 NH4

+-N을 조성하여 해결할 수 있는데, 이는 고농도 암모늄 이온의 존재

가 struvite 생성 관련 열역학적 구동력을 강화시켜 인산염이 Ca 대신 고농도 암모니아와 용이하게 반응하여 struvite 생성에 유리한

이온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즉 인산염이 Ca2+과 빠르게 반응하여 이미 침전물이 형성하였을지라도, 고동도 암모늄으로 인한 열

역학적 구동력으로 인산-칼슘 침전물이 재용해 되어 struvite를 생성시킬 수 있다. 

주제어 : struvite, pH, 인산염, 칼슘, NH4

+ 

Abstract

The recovery of struvite using nitrogen and phosphorus in wastewaters is useful for prevention of eutrophication and use as

fertilizer, but there are theoretical and technical issues to be resolved. Through the detailed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discusses

the possible reasonable prediction of struvite formation reaction by setting a feasible reaction equation with some theoretical con-

siderations. In a technical aspect, the purity of struvite in solid precipitates can be promoted by excluding Ca in an effective way.

As for the struvite reaction prediction issue, selection of proper equilibrium reaction as well as its reaction equilibrium coefficient

is significant in the neutral and basic pH regions. The equilibrium reaction agrees well with the experimental batch test results.

Considering the charge balance of the ions, the pH drop along struvite formation in a diluted solution can be predicted. Also,

improvement of struvite purity through elimination of Ca can be expected by providing a highly concentrated NH4
+ -N relative

to HPO4
2-P because NH4

+ can enhance the thermodynamic driving force toward favorable struvite formation. Even though the

phosphate reacts rapidly with Ca to form a solid precipitate, the thermodynamic driving force due to the high NH4
+ activity can

dissociate the phosphate-calcium precipitates and produce struv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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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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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질소(N)와 인(P)은 수계에서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오

염물질인 동시에 작물성장을 위한 주 영양물질이다1-3).

부영양화 방지를 위해 일반하수 또는 축산폐수 중 질소

와 인 농도를 일정 수준에 맞춰 저감하고 있다. 인의

경우 또한 농업 비료, 식량 공급 및 산업 원료와 같은

유용한 자원인데1-3), 대부분 해외 인광석 등에서 추출하

여 활용하기 때문에, 안정적 공급측면에서 전략적으로

다른 인회수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4). 이를 감안하

면, 폐수 등 오염원으로부터의 P 회수는 부영양화 같은

수질 오염과 인광석 같은 광물 자원의 고갈 가능성을

방지하는데 유익하다. 

효과적인 인 회수물질 중 하나로 대두되는 struvite

(MgNH4PO4·6H2O)는 광물질로 폐수 처리 설비 운영

중에도 흔히 발생하는데5), struvite가 비료로 활용가능한

점이 부각되면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통상적

인 struvite 생성 반응식은 다음과 같은 형태가 가장 널

리 알려져 있다6).

(1)

위 식에서 좌변에 있는 반응 이온의 활성도곱이

struvite 용해도 곱, pKSP = 13.26보다 높으면 침전이

자발적으로 진행된다. 식 (1)에서 알 수 있듯이 struvite

는 Mg, NH4
+ 및 PO4

3 이온이 몰비로 1:1:1로 구성

된 물질이다. 일반적으로 비료에는 암모늄 질소, 인산염

인 및 칼륨의 주 영양 성분이 포함되는데, struvite는

이러한 영양성분이 두 가지나 존재하기 때문에 유용한

회수물인 것이다. 상기 식 (1)의 반응은 PO4
3가 우세

한 강알칼리조건에서 적용가능하고 실제 pH 범위에서

는 다음의 식이 더 적합하다7). 

 (2)

이중 PO4
3 혹은 HPO4

2는 Mg2+이 아닌 Ca2+ 같

은 다른 이온과 쉽게 결합하여 다른 형태의 침전물을

형성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침전물은 질소/인을 모두

함유하는 struvite 보다 비료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

문에 흔히 불순물로도 취급된다5). 따라서 다른 침전반

응을 가급적 배제하고 질소와 인을 모두 포함하는

struvite (MgNH4PO4) 침전반응을 향상시켜 순도를 높

이는 것이 비료 이용 목적으로 바람직하다8). 암모늄 질

소와 인산염이온은 폐수내 풍부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struvite 반응환경은 일단 고농도 하수 혹은 축산폐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9). Struvite 생성은 일단 결정핵

형성 및 결정체의 성장을 거치고 이 후 주로 중력 침

강을 통해 액중 분리된다8). 관련 연구는 최근에도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실용화를 위해서 극복해야 할 문

제가 있다. 그 중 크게 두가지 주제를 들면 다음과 같다.

2. Struvite 생성반응 정량화 및 예측 문제

인회수율 극대화를 위해서 용액 또는 폐수의 최적 이

온 조건 및 관련 메커니즘이 명확히 정리되어야 하는데,

특히 struvite 형성을 위한 최적의 pH 조건이 다양한

이온 환경 하에서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10). 예를

들어, Wang 등11)은 1:1:1의 Mg:N:P 몰비에서 struvite

결정화를 위한 최적 pH가 9.0이라고 제시하였으며, 이

중 N:P가 증가하면 struvite의 결정화를 위한 최적 pH

값도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가령 N:P

를 5에서 30으로 올리면 최적 pH 값이 9.0에서 9.5로

증가하는 등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또한, 기존 연구에

서 쉽게 간과되는 점은 식 (2)에서 보듯이 흔히 발생하

는 struvite 결정화 반응 중에 나타나는 pH 의존성이다.

즉, struvite 생성반응은 H+ 이온 생성을 동반하기 때문

에 낮은 pH에서는 struvite 생성이 지체된다. 생성 반응

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액중 H+ 이온의 생성을 예측하

고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억제해야 한다. 불행히도

struvite 형성시 pH 의존성에 대한 정량화는 충분히 연

구되지 않았으며9-10,12), struvite 생성 및 pH 감소에 미

치는 반응이온의 효과도 정량적 방식으로는 충분히 연

구되지는 않은 실정이었다10). 예를 들면, 다양한 범위에

서의 반응농도, pH 조건 및 Ca2+ 존재하에서 struvite

침전을 예측하기 위해 기계적 또는 경험적 모델이 개발

되었지만2,9,11,13), 불행히도 이러한 모델은 struvite 침전

과 pH 감소의 현실적인 상관 관계를 모사하지 못했

다2,9,10). 사실 pH의 감소를 모델링하는 것은 다소 어려

운 일인데 그 이유는 첫째, PO4
3를 포함하는 전형적

인 struvite 침전 평형반응식은 H+ 생성을 나타내지 않

는다. 따라서 HPO4
3 및 H+ 생성을 명확히 나타내는

새로운 형태의 반응식이 이용해야 하고(식 (2)) 그 식의

평형상수도 파악해야 한다9-10). 둘째, 먼저 언급했던

struvite 침전에 따른 H+ 생성 외에도 다른 이온종간의

전환, 특히 NH3  NH4
+ 전환에 의한 pH 완충 효과

도 모사해야한다는 점이다. Lee 등의 연구에서는

HPO4
2와 H+ 생성의 반응을 가진 또 다른 유형의 평

형 방정식을 이용하였다9). 이 때 HPO4
2가 포함된

Mg
2+

 + NH
4

+
 + PO

4

3
  MgNH

4
PO

4


Mg
2+

 + NH
4

+
 + HPO

4

2
  MgNH

4
PO

4
 +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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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vite 생성식의 평형계수는 Tsuno 등14)이 언급한 값

이 유일하여 이를 이용하였다(pKsp = 14.1). 이러한 평

형 모델은 실험 데이터를 사용하여 검증 되었으며, 그

결과 만족스러운 결과를 나타내었다9). 즉 새로운 평형

모델(식 (2))을 통하여 희박 수용액내 struvite 침전의

최적 이온 조건을 검증하고 보다 현실적인 예측이 가능

해진 것이다. 물론 이 평형모델에는 struvite 생성반응

외에 다양한 반응식의 평형 계수와 이온농도가 적용되

었으며, 반응양론, 침전반응속도, 및 열역학적 평형이 모

델개발에 고려되었다. 기존 회분식 struvite 생성 실험

결과 수소이온이 많을수록(높은 pH 조건) 침전물 회수

량이 많음을 확인되었다. 다만, 이 경우 struvite 뿐 아

니라 hydroxyapatite 같은 칼슘-인산 물질도 높은 pH

수준에서 일부 H+ 이온을 생성 할 수 있다15). 반면,

낮은 pH에서 비교적 pH 강하 및 침전물량이 적었으며

그에 따라 질소/인 처리율도 낮았다. 높은 질소/인 비를

적용할 경우 pH 감소가 완화되어 높은 암모늄 농도가

pH 저하방지에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높은 NH3

(+ NH4
+) 농도(혹은 높은 질소/인 비율)는 NH3의 NH4

+

로의 전환이 활발하여 pH 저하가 방지된 것이다.

Lee 등은 이러한 pH 저하를 비교적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동적모델을 제시하였는데10), 이 경우에도 통상

적으로 이용되는 식 (1)이 pH 저하를 직접적으로 나타

내지 못하므로 대신, HPO4
2와 H+ 생성을 포함한 식

(2)와 평형상수 (pKsp = 14.1)를 이용하였다10,14). 평형

반응식에서 동적시스템의 구현이 용이하도록 준정상상

태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액중 생성 struvite

농도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도록 설정하되 struvite 생성

반응 및 그에 따른 pH 저하는 매시간 항상 평형반응

(식 (2))를 따른 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즉, 엄밀한 의미

에서의 반응동역학식은 반응물질(HPO4
2, NH4

+ 및

Mg2+)의 제거속도 및 struvite 생성속도를 구현해야 하

지만 다수의 반응속도 계수를 전혀 모르므로, 각 시간

대별 평형반응을 가정하고 struvite 농도만 시간대 별로

나타낸 것이다. 이 경우 속도계수는 일부 실험데이터를

이용, 확정한다10). 용액 pH의 변화는 식 (2)에서 볼 수

있듯이 struvite의 생성에 따라 감소하지만, 이온종 사이

의 전환(NH3 → NH4
+ 및 PO4

3 → HPO4
2 → H2PO4

)

반응이 완충작용을 한다8,10,16). 이 중 실질적인 약염기

성 pH에서는 NH3 → NH4
+간 전환이 중요한 pH 완

충작용을 한다. 상기에 언급한 준정상상태 가정에 의거

하여 미지의 수소이온 농도는 각 반응물질의 전하 및

농도를 고려한 charge balance 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10,16). 이 때 미지의 개별 이온 농도는 NH3+NH4
+

또는 인산염 종 각각의 알려진 총 농도와 H+ 농도의

함수로 쉽게 나타낼 수 있다16). 

3. Struvite 공침전물에서 효과적인 Ca 제거

방안

또 하나 본 연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는

struvite 형성에 대한 주요 억제제로 알려진 Ca2+의 저

해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5). 도시하수나 산업폐수의

경우 통상적으로 30 ~ 60 mg/L 농도범위의 Ca2+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struvite 반응물질과 공존시

struvite 결정핵 생성과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로 알려져 있다5). 구체적으로 Ca2+ 이온은 인산염

과 빠르게 반응하여 struvite 보다 빠르게 인산 칼슘을

형성한다. 이러한 경쟁반응을 통해 Ca2+가 struvite 결정

핵 생성을 지연시키고 결정성장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왔다5).

칼슘/인산염 이온의 침전 반응과 그에 따른 struvite

생성저해는 기존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졌다5,15). Le

Corre 등은 pH, 흡광도, 입자 크기 및 XRD (X-ray

Diffractormeter)를 포함한 다양한 분석 장비를 사용하여

struvite 결정화에 대한 Ca 용액 농도의 영향을 조사하

였다. 조사 결과 용액내 Ca2+ 이온의 존재는 struvite

및 침전생성물의 입도, 형태 및 순도 등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 다른 연구에서도 Ca2+

농도를 증가 시키면 전체 침전결정 크기가 감소하고

struvite 성장 억제 등 struvite 결정화에 악영향을 미치

며 침전물 중 비정질 물질의 형성이 자주 관찰된다고

보고되었다15). Ca 저해작용에 관한 정량적 연구도 일부

수행되었는데 Wang 등은 합성폐수를 이용한 회분식 실

험 결과, struvite 순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Ca과 인산염

종내 인의 비는 0.5 미만이어야 하고 pH는 8.7 근처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고했다3). 특히 용액의 pH가 10이

상인 경우에 Ca과 인산염종과의 결합이 매우 활발하여

무정형 인산 칼슘의 형성이 현저하고 침전물내 struvite

순도가 상당히 감소함을 관찰하였다. 반면, Ye 등에 따

르면 최대 인회수는 pH 9.7 정도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하였다. 이들의 연구 방법론은 다양한 범위의 이온 조

건과 때로는 통계적 모델(반응 표면 방법론) 적용을 포

함하는 실험적 회분 반응으로부터 최적의 이온 농도를

확인하는 것이다15). 불행히도, 그들은 인 제거가 얼마나

빨리 혹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고려한 반응 속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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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간 관련 요소를 무시했다. 이러한 연구는 구체

적으로 어떤 방안으로 Ca를 배제시킬 수 있는지에 대

한 근거로는 부족하다. 또한 struvite 회수 대상으로 자

주 이용되는 축산폐수내에는 HPO4
2이나 NH4

+ 이온

농도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어 너무 넓은 범위의

반응농도를 대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가능하면 축산폐

수나 특정 산업폐수의 농도조건에 맞춰서 연구하는 것

이 합리적이다. 

Lee 등의 연구에서는 고순도 및 적절한 결정 크기를

갖는 많은 양의 struvite를 생성시키고 더불어 인 회수

를 극대화하기 위한 반응이온 조건을 다루었는데 이 중

Ca의 배제방안 및 struvite 고순도화를 중점적으로 연구

하였다8). 실제 폐수의 전형적인 농도비를 고려하여

Mg:P:N의 몰비를 1:1:7로 하었고, 초기 Ca2+ 농도는

30 ~ 60 mg/L로 설정하었다. 특히 이들은 회분식 반

응조건에서 용액내뿐 아니라 침전물내 칼슘이온함량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다양한 농도조건에서 침전물의 크기 분포도 관찰하였

다. 실험 결과,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칼슘의 존재가

struvite보다 작은 고형침전물을 발생시키고 칼슘-인산과

struvite 반응 사이의 경쟁이 확인되었다8). 즉, 반응개시

1분내 struvite의 반응물질은 Mg2+과 NH4
+ 이온 농도

가 서서히 감소하는 반면, Ca2+과 HPO4
2이온은 빠르

게 제거되어 작은 입도의 칼슘-인산 침전물이 생성되었

다. 그러나 반응이 점차 경과되면서 놀랍게도 struvite

핵형성과 결정 성장이 계속 유지되었는데, 놀라운 점은

용해된 마그네슘과 암모늄 농도의 지속적 감소와 동시

에 반응초기 칼슘-인산 침전물 형성에 소진되었던 칼슘

의 재용해가 동시에 발생한 것이다. 이는 칼슘-인산 침

전물이 분리되면서 생성된 인삼염이 Mg2+ 및 NH4
+ 이

온과 결합하였음을 의미한다. 또다른 흥미로운 점은 이

러한 칼슘 재용해가 struvite와 칼슘-인산 침전물 형성에

관련된 열역학적 에너지 차이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다는 점이다. 비록, 칼슘-인산 침전물 생성 반응이

struvite의 그것보다 반응속도 측면에서는 빠를지라도 반

응시간이 경과하면서 struvite 생성의 높은 열역학적 구

동력으로 인해 열역학적으로 불안정한 칼슘-인산물을 재

용해시켜 고형물에서 칼슘을 배제시키고 남은 인산염을

Mg2++NH4
+과 결합시켜 struvite를 생성시킴으로서 열역

학적 안정화를 취한다는 것이다(Fig. 1 참조). 이는

MINTEQ 프로그램에서 제공한 열역학적 평형식에 의

해 검증되었으며8) 다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 즉

struvite 공침전물중 Ca의 재용해 현상이 보고되었다17).

이러한 흥미로운 결과는 추가적인 에너지나 약품 투입

없이 단지 열역학적 자발성을 통해 침전물내 Ca 제거

와 고순도 struvite 회수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예를 들어, 칼슘-인산에는 없는 반응 물질인 암모

늄을 고농도화 시키면 별다른 조작 없이도 간단하게

Fig. 1.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reaction progress from T0 to T3; the Ca-phosphate precipitate is formed at T0 but Ca re-

dissolution occurs by the thermodynamic driving force toward the struvite formation at the equilibrium at T3 (adapted

from Lee, S.-H. et al. (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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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vite 고순도화를 진척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반응물질의 고농도화를 위한 기술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struvite 회수율

극대화를 위해서는 반응물질 특히 높은 NH4
+ 농도가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Struvite 반응물질이 많이 함

유된 물질은 하수 혹은 축산폐수를 들 수가 있는데, 문

제는 하폐수내 NH4
+ 및 인산염종 농도가 struvite 생성

반응을 신속히 진행시키기에는 농도가 적다. 또한 생물

학척 처리를 거친 하수는 질소/인이 많은 경우 세포내

화합물 형태로 존재한다. Struvite 생성을 위해서는 이

러한 세포내 질소/인 화합물은 먼저 가용성 이온으로

다시 전환시켜야 한다9). Struvite 반응에 효과적인 고농

축 용해성 암모늄 질산 및 인산염인 이온을 제조하기

위해 몇가지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데, 몇가지를 예로

들면 NaOH 등을 이용하여 pH를 높여 알칼리 이온으

로 유기성 고형슬러지를 용해시키는 알칼리성 가수 분

해나9,18) 오존을 이용하여 pH 상승 및 슬러지 용해를

유도하는 알칼리성 오존19) 등이 있다. 그리고 이론적

측면에서 새로운 산염기 반응모델을 통하여 보다 합리

적으로 관련 반응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20). 

5. 결 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용이한

struvite 회수방안 중 하나는 반응 농도 특히 NH3 및

NH4
+ 농도를 극대화시키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이들 물질을 고농도로 유지하여 (1) 희석 용액내

struvite 생성시 흔히 나타나는 pH 저하를 방지할 수

있고 (2) 대표적인 불순물인 Ca 성분을 struvite 반응시

생성되는 침전물에서 자발적으로 제거하여 struvite 고

순도화를 도모할 수 있다.

첫번째, 반응예측 측면에서는 기존의 경험적 모델에

서 더 나아가, struvite 생성에 따른 pH 저하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평형반응식

및 반응계수를 이용하였다. 여기서, NH4
+  NH3 전

환반응을 통해 pH 저하를 방지할 수 있음을 정량적으

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Ca2+의 배제를 통한 struvite

순도 향상도 역시 HPO4
2-P 대비 고농도의 NH4

+-N으

로 해결할 수 있는데, 이는 NH4
+ 이온이 struvite에서

만 필요하기 때문에 고농도 NH4
+ 이온이 struvite 생성

열역학적 자발적 구동력을 높여 struvite 생성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반응초기 Ca와

결합된 인산염은 재용해되어 struvite 반응에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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