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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슬러지 소각재 추출액의 조절 및pH

재사용에 따른 최적의 인 회수 조건 산정 연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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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Optimal Phosphorus Recovery Conditions from

Sewage Sludge Ash by pH Control and Reuse of 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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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recover phosphorus from incinerated sewage sludge ash(ISSA), ISSA were extracted with sulfuric acid

solution, and the optimal phosphorus recovery conditions were experimented by comparing the recovered phosphorus

contents and heavy metals by raising pH. Also the phosphorus recovery efficiency was compared when acid extract was

reused or classified by particle size of ISSA. The optimal conditions for recovering phosphorus from ISSA were 1N

sulfuric acid solution with an L/S ratio of 10, and an extraction time of 30 minutes. Considering the addition of alkali

substances and the content of heavy metals in the recovered sediment, it is concluded to recover phosphorus under pH

5. Reuse of the ISSA extract increased the recovery rate of phosphorus by 14~21% depending on the reuse rate (100

and 50%), but it also increased zinc contents to 33 and 21%, and copper contents to 35 and 20%, respectively. The

experiment of ISSA divided into four sections by particle size showed that there was no distinct advantage of phosphorous

recovery by classification of certain particle size of ISSA. The removal of heavy metals from extracts through EDTA

and cation exchange resin showed no definite effect.

Keywords: Incinerated Sewage Sludge Ash, Phosphorus Recovery, pH Control, Reuse of Extract, EDTA, Cation Exchange Resin

초 록: 하수슬러지 소각재에서 인 을 회수하기 위해 소각재를 황산 용액으로 추출한 후 알칼리 물질로 를(P) , pH

높이면서 회수되는 인 과 불순물인 중금속 함량을 비교하여 최적의 인 회수 조건을 실험하였으며 이때 산(P) (P) ,

추출액을재사용하거나 소각재를입자크기별로구분하였을때인 회수효율을비교하였다 하수슬러지소각재로, (P) .

부터인 을 회수하기위한 조건은 황산 용액으로 비 추출시간 분으로 하는 것이 최적이었다 인 을(P) 1N L/S 10, 30 . (P)

회수하기위한적정 는알칼리물질첨가량 회수되는침전물내의중금속함량등을고려하였을때 이전에pH , pH 5

생성되는침전물에서 인 을회수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각재 추출액의 재사용율 에 따라(P) . (100, 50%)

인 의 회수율을 각각 증가시켰으나 함량이 각각 의 함량이 각각 증가되었다(P) 14, 21% , Zn 33, 21%, Cu 35, 20% .

하수슬러지소각재를입자크기별로 개구간으로나누어실험한결과특정크기구간의소각재만을인 추출하는데4 (P)

따른 장점은 없었다 와 양이온 교환수지 등을 통한 추출액 중의 중금속 제거 효과는 크지 않았다. EDTA .

주제어: 하수슬러지 소각재 인 회수 조절 추출액 재사용 양이온 교환수지, (P) , pH , , ED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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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도시화와 하수도 보급률의 증가로 우리나라의 하

수처리량은점차증가했으며 이에따른하수슬러지,

발생량도 함께 증가하였다
1)
하수슬러지의 처리방.

법으로는 건조 고화 소각 탄화 퇴비화 부숙화 등, , , , ,

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하수슬러지의 소,

각처리량은 년말 현재 톤년이었다2018 660,311 /
1)
.

인산비료를생산하기위해서는인광석이나인회석

같은인 함량이높은광물을채취하는데 인광석은(P) ,

고갈자원이므로 비교적 인 함량이 높은 하수슬러, (P)

지에서 인 을 회수하는 방안이 연구되(P) 어 왔다
2-14)

.

하수슬러지소각재(Incinerated Sewage Sludge Ash,

는 하수슬러지에 비하여 수분함량이 낮고 유ISSA) ,

기물질이 대부분 연소되어 인 의 함량이 높아서(P)

이를 회수하기위한연구가다수진행되었는데 우선,

인 을회수하기위해서산을이용하여추출한후 인(P) ,

을 다시(P) Struvite(magnesium ammonium phosphate)
15)

나 Hydroxyapatite (Ca5(PO4)3 형태 등으로 침전(OH))

시킨다
6)
이때소각재안에포함된중금속을제거하.

기 위해서 양이온 교환수지
4-6)
나 EDTA

14)
같은 약품

을 이용해서 선택적으로 중금속을 사전에 제거하고

자 하였다.

소각재의 인 회수시 함께 침전되어 비료로 활(P)

용하고자하는경우인체건강에위해를줄수있는

중금속 함량을 낮추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며
14)
이,

를위해서는 에따른인 과중금속의침전특성pH (P)

을고려하여야하며
13)
하수슬러지소각재의입자크,

기에 따른 거동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연구의목적은하수슬러지소각재에서인 을(P)

회수하면서 회수된 인 속의 중금속 함량을 비료, (P)

로사용할수있도록저감하는방법을찾는데있다.

이를 위해서 검토된 방안으로는 소각재 추출액의

재사용 최적의인 회수와중금속함량저감을위, (P)

한추출액의침전물형성 결정 소각재의입도선pH ,

별을 통한 입자크기별 인 과 중금속 회수 특성 비(P)

교 와양이온교환수지의적용가능성등이다, EDTA .

실험재료 및 방법2.

실험재료 및 분석방법2.1.

하수슬러지 소각재2.1.1.

본실험에서사용된하수슬러지소각재는 시환C

경사업소의 유동상 소각로에서 채취하였으며 소각,

재는 에서 시간 건조 후 사용하였다105 2 .℃

소각재의 특성은 선 형광분광기X- (XRF : X-Ray

Fluorescence Spectrometer, Olympus, DS-4050-C, Japan)

로화학적조성을분석하였고 입도분석기, (HORIBA,

을이용하여입도분석을하였다 폐기LA-350, Japan) .

물공정시험기준으로 측정한 소각재의 는 의pH 8.02

약알칼리 상태이었다
16)
.

항목별 분석방법2.1.2.

인 추출액의농도는자외선가시광선분광광도(P) -

계 를 사용하(Mecasys, Optizen 2120UV QX, Korea)

여이염화주석환원법으로분석하였다
17)
추출액및.

회수된 침전물 중의 중금속 농도는 원자흡광광도계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Shimadzu, AA-7000, Japan) ,

는pH pH meter(Thermo Fisher, Orion Star A211,

로 측정하였다USA) .

하수슬러지 소각재의 인 추출 조건2.2. (P)

인 추출액 농도 및 비 조건2.2.1. (P) L/S

선행연구
6)
에서조사된결과를토대로하수슬러지

소각재와추출액의고액비는 으로하였다 또한1:10 . ,

추출에 사용된 황산 용액의 농도는 로 만들어 사1N

용하였다.

소각재와 추출액을 섞고 를 이용하여Jar-tester

에서 분간 추출한 다음 여과 후 자외선가200rpm 30 -

시광선분광광도계를사용하여수질오염공정시험기

준
17)
에제시된 이염화주석 환원법으로 인 을측정(P)

하였다 중금속의 농도는 원자흡광광도계를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변화에 따른 침전물 특성 조사2.2.2. pH

를 높이기 위해 의 와pH 5N NaOH Ca(OH)2를 이용

하였으며 를 높이면서 생성되는 침전물의 양을,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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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고 해당 에서의 상등액과 침전물 중의 인, pH

및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였다 회수한 침전물은(P) .

황산으로 의비율로녹여서침전물중의인1N 1:100

과 중금속 함량을 측정하였다 이로부터 하수슬(P) .

러지 소각재로부터 인 을 회수하기 위한 최적(P) pH

를 결정하였다.

추출액 재사용에 따른 효과2.2.3.

소각재에서 인 을 추출하기 위한 추출액은 덜(P)

사용할수록 추출액의 폐수처리 관점에서 경제적이

다 하지만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비가 낮으. , L/S

면 추출되는 인 의 농도가 낮았다(P)
6)
.

황산으로 소각재를 으로 추출한 후의1N 1:10 pH

는 정도의 값을 보이므로 최초 추출액보다는1.7 ,

가 다소 높아졌으나 여전히 낮은 값을 가지므pH pH

로 이 추출액을 재사용하여 새로운 하수슬러지 소,

각재와 비 으로 추출하였을 때의 거동을 확인L/S 10

하였다.

를 이용한 전처리 효과 평가2.2.4. EDTA

등 은 하수슬러지 소각재에서 인 회Fang (2018) (P)

수시 단계의화학적추출방법을적용하여 단계로2 , 1

를 이용하여 양이온 물질과 중금속을 추출하EDTA

고 고액비 분간 추출조건(0.02M EDTA, 1:20, 120 ), 2

단계에서 황산 용액을 이용하였다
14)
.

본 연구에서도 를 이용하여 전처리 후 황EDTA ,

산 용액으로 추출하여 의 전처리 효과를 비교EDTA

하였다.

소각재 입자크기에 따른 인 중금2.2.5. (P),

속 회수 특성 조사

소각재 체분석 결과로부터 소각재 중량분포 기준

으로 대략 등분하여 입자크기별로 개 구간으로4 4

나누어서 구간별의 소각재를 이용하여 황산 용액으

로 인 을 회수하였으며 이때 함께 추출되는 중금(P) ,

속농도를비교하였다 이로부터입자크기를달리했.

을 때 인 회수효율의 차이를 평가하였다(P) .

양이온 교환 수지를 이용한 인 추출2.2.6. (P)

액에서의 중금속 제거

하수슬러지 소각재를 황산 용액으로 추출한1N

후 양이온교환수지 를 이(CER, SAMYANG, SCR-B)

용하여 추출액 내의 중금속을 제거하는 실험을 진

행하였다 또한 추출액을 재사용하여 소각재를 추. ,

출한 경우에도 양이온교환수지를 이용하여 중금속

제거 효과를 비교하였다.

추출액 에 대하여 양이온교환수지100mL 1, 5, 10,

을넣고 를이용하여 으로 분간20g Jar-tester 200rpm 30

교반한 뒤 진공여과장치를 이용하여 여과한 후 여,

액을 원자흡광광도계를 이용하여 중금속을 분석하

여 중금속 제거효율을 계산하였다.

를 이용한 수질평형 예측2.3. Visual MINTEQ

황산용액으로하수슬러지소각재를추출한후1N

여과액을분석한결과를기초로하여 Visual MINTEQ

프로그램에서 를 에서 까지 변화시키면서pH 1 10 pH

별로 생성되는 침전물의 종류를 확인하였다 모든.

양이온과음이온을분석한것이아니므로 계산상에,

서 가맞지는않았으나정성적으로charge balance pH

변화에따라형성되는침전물이제시되므로 실험결,

과와 개략적인 비교가 가능하였다.

별로 입력된 데이터에 대하여 계산을 수행한pH

후 에서어떤 에서무기‘Display saturation indices’ pH

물이 과포화 상태가 되고 인 중금속 성분이, (P), , Fe

어떤형태로침전물을형성하는지확인하였다 포화.

도 지수가 양수이면 과포화 상태로서 침전물을 형

성함을 나타낸다
18)
.

결과 및 고찰3.

하수슬러지 소각재의 특성3.1.

하수슬러지 소각재의 입도 분포3.1.1.

입도분석결과 하수슬러지소각재의중간경, (median

은 이었고 최대빈도경 은size) 162 , (mode size) 229㎛ ㎛

이었다 소각재 입자분포 측정 결과로부터 중량 기.

준으로 대략 등분하여 이상4 250 , 250~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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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로 구분하였다150~90 , 90 .㎛ ㎛

하수슬러지 소각재의 인 중금속 함량3.1.2. (P),

은 선형광분광기에의한하수슬러지소Table 1 X-

각재의 화학조성비를 나타낸 결과이다. Res-Mining

설정으로 측정한 결과 인 의 함량이Plus (P) 11.76%

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외에 등. P Ca, K, Si, Al, Fe

의 함량이 높았고 중금속으로는 과 가 각각, Zn Cu

과 를 나타내었다0.21 0.12 % .

최적의 인 추출 조건3.2. (P)

추출시간과 고액비에 따른 효과3.2.1.

선행연구 등의 결과에 의하면
6,13)
소각재의 추출

액은 황산 용액 추출액소각재 비는 추1N , : (L/S) 10,

출시간은 분이 추천되었다30 .

비가 클수록 추출 후의 가 낮아지며 이에L/S pH ,

따라 회수되는 인 의 농도가 증가함을 하였다(P) .

본 연구에서도 황산 용액과 비 으로 하1N L/S 10

고 추출시간을 분 시간 시간 시간으로 하, 30 , 1 , 2 , 24

여추출후추출액중의 농도를비교한결과P Table

와 같이 추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의 농도가 다2 P

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최소농도를 보. ,

인 추출시간 시간과 최대농도를 보인 시간의 결1 24

과값이 차이가 에 불과하므로 향후 실험은4.3 % 30

분간 추출하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추출액 중의 중금속 농도는 과 같으, Table 3

며 과 의 농도는 높지 않으므로 이후의 다른, Cr As

실험에서는 측정하지 않았다 의 경우 분석. Al XRF

결과에 의하면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분석,

기기 문제로 측정하지 못하였으며 와 는 선행, Pb Cd

연구
6)
에 의하면 로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측정AAS

하지 않았다.

알칼리 첨가에 따른 인 회수 특성3.2.2. (P)

황산 용액으로 추출한 인 을 회수하기 위해1N (P)

서 의5N Ca(OH)2와 를사용하였다NaOH . Ca(OH)2와

를 첨가하여 를 높이면서 상등액의 인NaOH pH (P)

농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와 같다Fig. 1, Fig. 2 .

Ca(OH)2 첨가시 농도는 에서 급격히 낮아졌P pH 6

으나 의 경우 에서 낮아졌으며, NaOH pH 8 , Ca(OH)2

첨가시보다 배 높은 상등액 농도를 보였다2.5 .

따라서 알칼리 물질로는 형태로 침전물을Ca-P

생성시킬 수 있는 Ca(OH)2가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를 이용하여 를 에서 까지Visual MINTEQ pH 1 10

변화시키면서 평형 농도를 계산한 후 별로 과포, pH

화 상태로 존재하는 침전물을 확인하였다 본 실험.

결과와 비교한 결과 침전물 생성의 경향이 일치함

을 확인하였다.

침전물 생성- pH 1 : Gypsum

산화물 형태의 침전물 생성- pH 3 : Fe

Fe Zn Cu Cr As

Previous study
14)

(mg/L) 992 519.9 282.8 1.6 no data

This study (mg/L) 1,051 270 130 7.2 0.090

Table 3. Concentration of Heavy Metals in an Extract of ISSA

Extraction time (hr) 0.5 1 2 24

P concentration (mg/L) 9,637 9,601 9,954 10,011

Table 2. Extracted P Concentration with Different Extraction Time

P(%) Ca(%) K(%) Si(%) Al(%) Fe(%) Zn(%) Cu(%) Etc.(%)

11.76 9.97 7.81 6.84 4.92 4.80 0.21 0.12 53.57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Sewage Sludge Ash by XRF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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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전물 침전물 생성- pH 5 : Ca-P , Cu-P

다른 형태의 침전물 침전물- pH 6 : Ca-P , Zn-P

생성

- pH 7 : CuSO4 형태의 침전물 생성, CuO

과 의 분리 측면에서 부근에서 인P Cu pH 6→

을 회수하는 것이 유리(P)

- pH 9 : Zn(OH)2 결정 생성

따라서 인 과 의 분리 측면에서 부(P) Cu, Zn pH 6

근에서 침전물을 생성시키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출액에알칼리물질을첨가하여 를높이면서pH

일정량의 침전물이 생성되었을 때의 침전물 생성량

과 회수량을 측정한 경우 침전물 생성은 에P pH 3

서가장많았는데 이는 의생성에따른결과, gypsum

이며 보다는, NaOH Ca(OH)2가 보다 낮은 에서 침pH

전물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알칼리를 첨가하면서 를 높였을 때 각 에서pH pH

상등액의 중금속 농도를 측정한 결과는 Fig. 3, Fig.

와 같다 의 경우 에서 농도가 급격히 감소4 . Fe pH 3

하며 과 는 에서 농도가 급격히 감소함을, Zn Cu pH 6

볼수있다 중금속의경우알칼리의종류에따른금.

속 수화물 생성 특성의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와 는 소각재 추출액에 알칼리 물Table 4 Table 5

질을 첨가했을 때 각 구간별로 생성된 침전물을pH

분석한결과이다XRF . Ca(OH)2를사용한경우 pH 3

에서 의 함량이 높은데 이것은 알칼리 물질로 주S ,

입된 와 황산염 이온이 결합하여 이 생성Ca gypsum

Fig. 4. Variation of heavy metal concentration by pH with

NaOH addition.

Fig. 3. Variation of heavy metal concentration by pH with

Ca(OH)2 addition.

Fig. 2. Variation of phosphorus concentration by pH

according to addition of NaOH.

Fig. 1. Variation of phosphorus concentration by pH

according to addition of Ca(O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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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음을 보여준다 의 경우 에서 함. Cu pH 5 1.3 %

량을 보이는데 이 구간에서 침전물을 형성할 것으

로 계산한 결과와 일치한다Visual MINTEQ .

하수슬러지소각재를황산으로추출한용액을 pH

를 높이면서 인 을 침전물 형태로 회수하는 경우(P)

를 까지 높였을 때 이상이 회수되었다 더pH 6 80% .

이상 를 증가시키는 경우는 침전물 내에 중금속pH

함량이 높아지고 추가하여야 하는 알칼리 약품 사,

용량이 증가하고 수처리시 중화처리가 필요하므로,

를 까지높이는것이경제적일것으로판단된다pH 6 .

추출액 재사용에 따른 인 회수 특성3.2.3. (P)

황산 추출액으로 하수슬러지 소각재를 추출하면

추출 후의 가 로 상승하지만 여전히 산성의pH 1.71 ,

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를 재사용하여 새로운pH ,

소각재를 추출하는 경우의 인 회수 특성을 알아(P)

보았다 추출액을 재사용한 경우 추출 후의. 100%

는 로 상승하였다 반면 추출액을 재사pH 2.52 . , 50%

용한경우 즉 회추출한용액 와새로운추출( , 1 50%

액 를 혼합하여 추출한 경우 가 이었다50% ) pH 2.30

(Table 6).

따라서인 회수를위한침전물형성의최적(P) pH

로 판단된 까지 높이는데 소요된 알칼리의 양pH 6

은 추출액을 재활용하는 경우 저감되100% 34.8 %

었으며 재활용하는 경우는 저감되었다, 50% 26.7% .

이것은 하수슬러지 소각재의 가 의 약알칼리pH 8.02

성이므로 소각재를 황산 추출액에 혼합하는 경1N

우 를 상승시키기 때문이다pH .

추출액을 재사용하는 경우 추출액 내의 인 농(P)

도는 재사용의 경우 재사용의 경우100% 14%, 50%

상승하였지만 추출에 사용된 소각재가 배로21% , 2

많은 것을 감안하면 추출액 재사용에 따른 인 추(P)

출 효과는 크지 않았다.

의 경우 추출액 재사용의 경우가 재사용Fe 100%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농도가 수준으로 낮49%

아졌다 이는 는 부근에서산화철형태로침. Fe pH 3

pH P(%) Ca(%) Al(%) K(%) Cu(%) S(%) Zn(%) Fe(%)

2 10.3 9.3 4.7 3.1 0.04 4.9 0.1 2.0

3 0.8 28.3 0.4 16.0 0.0 3.1

5 13.8 20.7 4.0 5.5 1.3 3.5 2.4 1.1

6 17.5 28.0 0.6 0.1 0.6 0.3

10 13.6 26.9 1.2 2.2

Table 4. Results of XRF Analysis of Produced Sediment When pH of Acid Extract is Increased(In Case of Ca(OH)2)

pH P(%) Al(%) K(%) Cu(%) S(%) Zn(%) Fe(%)

3 15.3 6.7 4.6 0.04 2.7 0.1 3.2

4 17.9 8.2 5.8 0.3 1.8 0.5 2.8

7 12.5 16.2 2.5 0.0

10 14.5 1.2 3.0

Table 5. Results of XRF Analysis of Produced Sediment When pH of Acid Extract is Increased(In Case of NaOH)

Acid extract recycling ratio 0% 50% 100%

pH after extraction 1.71 2.30 2.52

Amount of 5N Ca(OH)2 to raise to pH 6 13.5 mL (67.5 meq) 9.9 (49.5 meq) 8.8 (44 meq)

Reduced alkali amount of 5N Ca(OH)2 to raise to pH 6 - 26.7 % 34.8 %

In case of ISSA 10g + 1N H※ 2SO4 100mL, pH of ISSA = 8.02

Table 6. Effects of Reuse of Extracts on the Reduction of Alkali Use



하수슬러지 소각재 추출액의 조절 및 재사용에 따른 최적의 인 회수 조건 산정 연구pH (P) 21

유기물자원화, 28(3), 2020

전됨에 따른 결과에 기인한다 반면 은 추출액. , Zn

재사용시 추출액 중의 농도가 증가하였100% 33%

고 의경우에도 가증가하였는데 는, Cu 35% , Cu pH 5

부근 은 부근에서 침전물을 형성하기 때문, Zn pH 9

에 인 을 회수한 추출액에 새로운 소각재를 넣어(P)

추출하는 경우 용해되는 과 의 농도가 높아지Zn Cu

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추출액에서 인 을 회수하기 위해 를 으로(P) pH 6

조정한상태에서의상등액과침전물의인 과중금(P)

속 농도를 측정한 결과는 과 같다 를 으Table 7 . pH 6

로조정했을때침전물생성량은추출액을재사용하

지않는 의경우가추출액재사용의경우보다Control

많았는데 이는 조절을 위해 첨가하는, pH Ca(OH)2

양이 보다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침전물 단위.

무게당 인 의 농도는 재사용의 경우가 보다(P) control

높지만 침전물 무게의 차이에 의해 회수되는 인, (P)

의 양은 이 높았다 는 추출액 재활용의 경control . Fe

우가 침전물 내 함량이 낮았으나 와 의 경우, Cu Zn

침전물 내의 중금속 함량이 추출액 재활용에 따라

상승하는 결과를 보여 중금속 제거 측면에서 추출

액 재활용은 불리하였다.

소각재 입자크기에 따른 인 회수 특성3.2.4. (P)

소각재 입자크기를 개 구간으로 구획한 것에 대4

한 분석결과는 과같다 분석결과차이XRF Table 8 .

가 크지는 않았으나 입자크기가 가장 큰 이, 250㎛

condition conc. (mg/L) weight (mg) mass ratio

P

control supernatant 1893.9 378.8 17.1%

sediment 1133.9 1841.2 82.9%

reuse supernatant 1690.7 338.2 16.3%

sediment 1427.4 1732.1 83.7%

Fe

control supernatant 0.1 0.03 0.0%

sediment 138.3 224.6 100%

reuse supernatant 0.1 0.03 0.1%

sediment 40.8 49.6 99.9%

Cu

control supernatant 0.2 0.04 0.2%

sediment 14.4 23.4 99.8%

reuse supernatant 1.3 0.26 0.9%

sediment 23.7 28.7 99.1%

Zn

control supernatant 0 0 0.0%

sediment 17.5 28.4 100%

reuse supernatant 0 0 0.0%

sediment 55.1 66.8 100%

Volume of supernatant and sediment are 200 and 500 ml, respectively.

Table 7. Concentration of Supernatant and Sediment When pH Raised to 6

P Ca Al K Cu Si Zn

over 250㎛ 11.60 10.32 5.18 5.73 0.14 6.24 0.30

250~150㎛ 11.32 9.86 5.11 6.78 0.12 6.78 0.26

150~90㎛ 11.95 9.87 5.57 7.72 0.11 7.54 0.26

under 90㎛ 11.90 9.95 5.77 8.37 0.12 8.00 0.29

Table 8. Results of XRF Analysis by ISSA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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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구간에서 의농도가가장큰값을보였다 하지Ca .

만 입자크기별로 나눈 후 황산 추출액으로 추출한,

결과 소각재의 입자크기가 작을수록 그 차이는 미,

세하지만 가상승하는결과를보여주었다pH (Table 9).

입자크기가 작아서표면적이 큰경우가소각재내의

알칼리 성분이 더 많이 용출되어 를 상승시키는pH

결과를나타내었다 진탕시키지않고산추(Table 10).

출액에담그기만한경우에는 가더낮은값을보pH

여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이 늦음을 알 수 있었다.

입자크기에 따른 인 회수 특성의 주요 내용은(P)

다음과 같다.

침전물은 에서 가생성되며 회수- pH 3 65~70% , P

율은 수준이었음51~69% .

침전물은 입자크기가 작을수록 에서 많이- pH 3

생성되어 이하에서는 전체 침전물의90 78%㎛

가 생성되었으며 이상에서는 전체 침전, 250㎛

물의 가생성되었으며 에서는72% , pH 5~7 250㎛

이상에서 가생성되었고 이하에서24% , 90 17%㎛

가 생성됨.

소각재 입자크기가 작을수록 산 추출 후의- pH

가높아져서침전물형성에소요되는알칼리물

질의 양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임.

를 이용한 중금속 제거 전처리 효과3.3. EDTA

를 고액비 으로 추출한 후 다시0.02M EDTA 1:20 ,

황산 용액으로 인 을 회수하는 경우의 중금속1N (P)

분리 효과를 비교하였다(Table 11).

전처리 과정에서 추출된 중금속은 Fe 37.6%, Cu

등으로 용액에 의해 약34.6%, Zn 37.1% EDTA 1/3

이 제거되었으며 이후의 황산 용액 추출 과정에서,

가 용해되었다 반면 인 은 용액에 의해2/3 . , (P) EDTA

서 가 용해되었고 황산 용액에 의해 가18.9% , 81.1%

회수되었다 용액에 인 이 용해되는 것은. EDTA (P)

용액이 의약산성을띄고있는것에기EDTA pH 2.8

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각재를 로 추출한. EDTA

후의 는 를 나타내었다pH 4.85 .

등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를 이용한Fang EDTA

추출로 가 제거되고 인Fe 23%, Cu 49%, Zn 58% , (P)

의 회수는 가 감소되었다28.2%
14)
하수슬러지 소각.

재의 특성이 다르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본 연구가 인 회수 및 성분의 제거 측면에서는(P) Fe

좋은 결과를 얻은 반면 와 의 제거율은 각각, Cu Zn

낮은 값을 보였다14, 21% .

EDTA Sulfuric acid

conc. of supernatant recovery rate conc. of supernatant recovery rate

P 1089.1 18.9% 9578.4 81.1%

Fe 159.3 37.6% 541.2 62.4%

Cu 23.3 34.6% 91.1 65.4%

Zn 50.0 37.1% 172.6 62.9%

Table 11. Effect of Pre-Treatment of Heavy Metal Using EDTA

over 250㎛ 250~150㎛ 150~90㎛ under 90㎛

P (mg/L) 7,359 7,949 8,316 8,368

Table 10. P Concentration after Acid Extraction by ISSA Size

no shaking shaking(200rpm, 24hr)

whole size whole size over 250㎛ 250~150㎛ 150~90㎛ under 90㎛

1.60 1.78 1.61 1.65 1.79 1.86

Table 9. pH after Acid Extraction by ISSA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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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액 재사용과 를 이용한 인3.4. EDTA (P)

회수시 중금속 저감 효과

소각재 추출액을 재사용하는 방법과 를 이EDTA

용하여 양이온을 추출하는 방법을 조합하여 인(P)

회수시 중금속 농도를 저감시키기 위해 다음의 가4

지 방법으로 실험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2, 13

과 같다.

소각재를 황산 고액비 으로추출한경1N , 1:10①

우 (Control)

소각재를 황산 고액비 으로추출한후1N , 1:10 ,②

추출액을 재사용하여 새로운 소각재를 고액비

으로 추출한 경우1:10

소각재를 로 고액비 으로 추0.02M EDTA 1:20③

출한 경우

소각재를 로 고액비 으로 추0.02M EDTA 1:20④

출한후 황산으로고액비 으로추출한, 1N 1:10

경우

인 회수 특성3.4.1. (P)

의 는 의 약산성을 나타내므로0.02M EDTA pH 2.8 ,

용액을 소각재에 넣고 교반하는 경우 착염EDTA

형성과 함께 낮은 에 의해서 중금속이 용해되어pH

나올 수 있으며 추출 후 여과액의 를 측정한 결, pH

과 가 로 상승하였다pH 4.3~4.85 .

에서의 침전물 무게는 초기 가 낮을수록pH 6 pH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를 중화하기 위, pH

해 투입하는 Ca(OH)2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CaSO4

형태로침전되는침전물이증가한결과로판단된다.

소각재의 약알칼리 성질에 의해 황산 추출액을

재사용하는 경우 추출액의 는 로 최초 추출pH 2.65 ,

시의 보다 가높아져서소요되는pH 1.8 0.85 Ca(OH)2

의 첨가량이 감소되었고 이에 따라 침전물 발29% ,

생량도 감소하였다28% .

회수 특성3.4.2. Fe

황산 추출액을 재사용하는 경우 회수된 침전물

내의 함량이 대비 수준으로 낮은 값Fe control 25%

을 보였다 추출액 재사용시 가 로(Table 13). pH 2.65

높아져서 최초 추출된 성분이 재사용 과정에서Fe

침전함에 따라 여과 후 를 으로 높인 침전물에pH 6

서는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Visual 에서 를 로고정하고 계산한MINTEQ pH 2.65 ,

평형계산에서 Goethite( -FeO(OH)), Hematiteα (Fe2O3),

Strengite(FePO4 2H⋅ 2 등이 과포화 상태로 존재하O)

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Condition
Sediment

weight (g)

Fe Cu Zn

content in

sediment (g)

recovery ratio

to condition 1

content in

sediment (g)

recovery ratio

to condition 1

content in

sediment (g)

recovery ratio

to condition 1

1 15.51 0.207 100% 0.022 100% 0.002 100%

2 11.225 0.052 25% 0.027 121% 0.047 2855%

3 1.06 0.008 4% 0.000 1% 0.000 17%

4 18.438 0.144 70% 0.007 32% 0.024 1437%

Table 13. Fe, Cu, and Zn Content in Sediment at pH 6

Condition
pH after

extraction

Ca(OH)2

(meq)

Sediment

weight (g)

Sediment concentration

after dissolution (mg/L)

Recoverd

P (g)

P recovery ratio

to condition 1

1 1.8 120 15.51 1179.1 1.829 100%

2 2.65 85 11.225 1269.4 1.425 78%

3 4.3 18.5 1.06 1592.9 0.169 9%

4 1.25 170 18.438 795.3 1.466 80%

Table 12. P Content in Sediment at pH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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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회수 특성3.4.3. Cu Zn

황산 추출액을 재사용하는 경우 회수된 침전물

내의 함량이 대비 수준으로 약간Cu control 121%

상승하였다 의 경우 부근에서 침(Table 13). Cu pH 5

전물을형성하므로 황산추출액으로최초에소각재,

를 추출한 후 추가로 새로운 소각재를 추출하는 과,

정에서 의 용해 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Cu .

황산 추출액을 재사용하는 경우 회수된 침전물

내의 함량이 대비 수준으로 크게Zn control 2,800%

상승하였다 의 경우 부근에서 침(Table 13). Zn pH 9

전물을형성하므로 앞의 와같은이유로 의용, Cu Zn

해 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회수비율이 급.

격히 높아진 것은 은 에서 침전물을 형성하Zn pH 6

지 않기 때문에 에서는 침전물 내에 함유된control

양Zn 이 낮았으나 추출액 재사용의 경우 추출액 중,

의 의농도가약 배높고 특히 와비교하면Zn 1.33 , Cu

배 정도 농도가 높은 관계로 다른 양이온 물질의2

침전시 공침 등에 의해 침전되지 않았나 추정된다.

양이온 교환수지를 이용한 중금속 제거3.5.

효과

황산 용액으로 소각재를 추출한 추출액과 추1N

출액을 재사용한 경우에 대하여 각각 양이온 교환

수지를적용한결과는 와 에나타내Table 14 Table 15

었다.

추출액을 재사용한 경우 가 소각재를 한(Table 15)

번만 추출한 에 비하여 등 모든Table 14 Fe, Cu, Zn

금속농도가높아지는경향을보이며 양이온교환수,

지에의한제거효과는 에대하여추출액Zn 100mL당

을 적용한 경우가 의 높은 제거율을 보였20g 83.1 %

으며추출액의중금속농도가가장낮은경우 나머( ),

지 경우에는 제거율이 높지 않았다.

또한 재사용한 추출액의 경우 가 로 높아, pH 2.65

짐에따라 가침전되어용해상태의 이온농도Fe Fe

가 낮아져서 소모되는 양이온 교환능력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모든 금속 물질의 농도가 증,

가하고 양이온 교환에 의한 중금속 제거 효율도 저,

하되어 중금속 제거 측면에서 소각재 추출액의 재,

사용 효과는 없었다.

Conc. of CER

(g/100mL)

Fe Cu Zn

Conc.

(mg/L)

Removal rate

(%)

Conc.

(mg/L)

Removal rate

(%)

Conc.

(mg/L)

Removal rate

(%)

0 247.8 0.0 213.9 0.0 431.7 0.0

1 232.6 6.1 197.1 7.8 412.7 4.4

5 222.2 10.3 172.4 19.4 369.1 14.5

10 204.3 17.6 144.4 32.5 317.3 26.5

20 183.9 25.8 110.6 48.3 236.1 45.3

Table 15. Results of Cation Exchange Resin Application for Reused ISSA Extract

Conc. of CER

(g/100mL)

Fe Cu Zn

Conc.

(mg/L)

Removal rate

(%)

Conc.

(mg/L)

Removal rate

(%)

Conc.

(mg/L)

Removal rate

(%)

0 173.8 0.0 144.9 0.0 307.6 0.0

1 161.8 6.9 134.0 7.5 257.2 16.4

5 145.9 16.0 108.8 24.9 236.4 23.1

10 133.8 23.0 89.3 38.4 186.0 39.5

20 104.4 39.9 68.6 52.7 52.1 83.1

Table 14. Results of Cation Exchange Resin Application for ISSA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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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4.

하수슬러지 소각재로부터 인 을 회수하기 위1. (P)

한 조건은 황산 용액으로 비 추출시1N L/S 10,

간 분으로 하는 것이 최적으로 판단되었다30 .

황산으로 추출된 인 을 회수하기 위한 알칼2. (P)

리 물질은 황산염 이온과 침전물을 형성할 수

있는 Ca(OH)2가 인 회수 측면에서 보(P) NaOH

다 유리하였다 인 을 회수하기 위한 적정. (P)

는알칼리물질첨가량 회수되는침전물내pH ,

의 중금속 함량 등을 고려하였을 때 까지pH 6

높이는 것이 최적으로 판단된다.

소각재 추출액의 재사용은 재사용율3. (100, 50%)

에 따라 인 의 회수율을 증가시키는(P) 14, 21%

효과가 있었으나 함량을 각각, Zn 33, 21%, Cu

함량을 각각 증가시키는 악영향이 나35, 20%

타났다 알칼리 사용량의 저감효과는 각각. 35,

이었고 침전물 생성량은 저감되었다27% , 25% .

하수슬러지 소각재를 입자크기별로 개 구간4. 4

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입자크기가 작을수,

록추출되는인 의농도가높게나타났다 또(P) .

한 추출액의 도 입자크기가 작을수록 높아, pH

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입자크기를. ,

달리하였을 때 인 추출의 회수율 차이는 크(P)

지 않았다.

중금속은 별로 제거되는 구간이 상이하였는5. pH

데 는 와 은 구간에서 대다, Fe pH 3, Cu Zn pH 5

수가 제거되었다 따라서 중금속 제거 측면에.

서는 이전에 생성되는 침전물에서 인pH 5 (P)

을 회수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와양이온교환수지등을통한추출액중6. EDTA

의 중금속의 제거는 금속의 종류에 따라 상이

하였는데 를 이용한 전처리가 와, EDTA Fe Cu

의 경우 효과적인 반면 은 도리어 불리하였, Zn

다 양이온 교환수지는 적용량 측면에서 경제.

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의 고농20g/100mL

도로 적용한 경우에 있어서 의 제거율이Zn

로 높게 나타났다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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