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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알루미나를 이용하여 수용액 중에 존재하는 Ca
2+

, Mg
2+

, Sr
2+

, SO4

2-
, NO3

-
, Cl

-
 이온의 제거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알루미나는 Al(NO3)3⋅9H2O와 NH4OH를 사용하여 합성한 수화물을 450∼750 ℃로 5 h 동안 열처리

하고 FT-IR과 Brunauer-Emmett-Teller (BET)법으로 물성을 분석하였다. 실험결과에 의하면 알루미나의 비표면적은 열처리 

온도가 증가하면 감소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알루미나에 의한 흡착능은 SO4

2-
와 NO3

-
가 각각 23 mg/g와 12.4 mg/g의 

값을 보였다. 반면에 Cl
-
는 4 mg/g으로 비교적 낮은 값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음이온 제거 효율은 알루미나의 제조를 위한 

열처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으며, 450 ℃로 처리한 알루미나의 경우에 가장 좋은 처리 효율을 나타내었다. 양이온

인 Ca
2+

, Mg
2+

, Sr
2+
의 제거 효율은 알루미나의 열처리 온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The removal characteristics of ionic species, such as Ca
2+

, Mg
2+

, Sr
2+

, SO4

2-
, NO3

-
, and Cl

-
 by adsorption on the alumina 

were investigated. Alumina precusor powders were prepared from Al(NO3)3⋅9H2O and NH4OH. Alumina materials pre-

pared from the heat treatment in a furnace at 450∼750 ℃ for 5 h were analysed using FT-IR and the Brunauer- 

Emmett-Teller (BET) method. The specific surface area of the product particles decreased significantly with treatment 

temperature. The adsorption capacities of SO4

2-
 and NO3

- 
on alumina were 23 mg/g and 12.4 mg/g, respectively. But, 

removal efficiencies of Cl
-
 were less than 4 mg/g. In general, the removal efficiencies of the anion species were decreased 

with increasing treatment temperature. The best anion removal efficiency was obtained when the alumina was treated un-

der 450 ℃. Removal efficiencies of Ca
2+

, Mg
2+

, and Sr
2+ 

were increased with increasing treatment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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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알루미나는 제조 방법에 따라 그 물성이 약간씩 변화하며, 비표면

적 및 기공직경(pore diameter)도 변화하는 특성을 나타낸다[1,2]. 알루

미나는 boehmite를 450∼750 ℃로 열처리 하였을 때 gamma 형태로 

존재하며, 이때 결정구조는 tetragonal의 형태를 가지며 밀도가 3.2 

g/cm
3
 정도 된다[3]. 알루미나는 수중에서 수화되어 표면에 화학 결합

된 히드록시기가 생성되며, 600 ℃ 정도로 소성하여도 표면 nm
2
당 8

∼12개의 -OH기가 존재하는 산화물로서 브뢴스테드 형태의 산점을 

지니기 때문에[4] 활성이 다소 떨어져 그 응용이 제한되어 수용성 액

체와 혼합의 형태로 반응에 관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5]. 이는 양

쪽성 성질을 지니는 알루미나와 수용성 액체로 구성된 혼합물에서 발

생하는 흡착, 침투 그리고 부착 현상에 있어서 알루미나/수용액 계면

에서 발생하는 표면전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6-8]. 이러한 특성을 지니는 알루미나를 폐수처리에 활용하기 위

저자 (e-mail: yhhong@hj.ac.kr)

해서는 알루미나의 기초 물성뿐만 아니라 알루미나와 수용액 계면에

서 발생하는 계면현상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야 한다.

  자연수 중에서 황산이온의 농도가 높으면 유기물질 또는 화학물질 

등의 공장폐수 오염을 의심해야 한다. 또한, 수돗물 중의 황산이온은 

대부분의 정수처리에 사용되는 응집제인 유산반토로 인하여 20∼50 

mg/L로 검출되며, 화석연료에 함유된 유황이 연소하여 생성된 아황산

이 오염되어 생성되기도 한다. 황산이온이 물 속에 많이 함유되어 있

으면 미네랄 성분인 Ca의 함량을 감소시켜 물맛을 나빠지게 한다. 황

산이온과 2가의 Mg, Ca 이온 등은 물의 경도를 유발하는 중요한 물질

이다. 음용수 중에는 소독을 위하여 염소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목적

으로 사용된 염소이온 등이 잔존하게 되면 수질의 안정성 확보에 많

은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성분을 제거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황산이온은 2가의 양이온과 결합하여 

경수의 원인이 된다[9]. 그러므로 알루미나의 흡착 특성을 이용하여 

이러한 산성이온을 제거하여 수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연수공정에 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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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를 활용한다면 우수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진

다. 알루미나를 이용한 이온흡착에 관한 연구로는 산성용액을 알루미

나에 함침시킨 후 소성하여 알루미나에 활성을 부여하여 이온의 흡착

성을 증대시키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며[10], 점토광물에 염소이온, 질

산염 등의 음이온을 흡착시키는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11]. 더불어 

산화마그네슘을 수용액에 분산시켜 산화마그네슘을 수화시켜 불용성 

형태로 수중의 불소이온을 제거하는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12]. 

수용성 용액 중에 들어있는 산성이온의 제거특성에 관한 연구로 제오

카본을 이용하여 질산성 질소의 제거에 관한 기초 연구를 통하여 제

오카본의 표면 개질 특성에 따른 제거효율의 변화에 관한 연구가 진

행되었으며[13], 염소소독 후 발생하는 부산물중에 들어 있는 염소이

온의 흡착제거에 활성탄의 재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

었다[14].

  본 연구는 알루미나 표면의 흡착특성 등을 이용하여 수용액 중에 

존재하는 황산기, 질산기, 염산기와 같이 비 탄산 경도인 영구 경도를 

야기하는 음이온성 물질을 제거하고 경도의 원인이 되는 양이온성 이

온에 대한 제거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질

산알루미늄을 출발 물질로 하여 침전제로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침전

법을 이용하여 알루미나를 제조하였으며 알루미나의 구조가 gamma 

형태를 지니는 소성 온도범위에서 알루미나를 생성하여 수용액 중에 

함유된 이온 성분의 제거 특성을 분석하였다.

2. 실험 방법

  알루미나의 열처리 온도가 수용액 중에 존재하는 이온의 제거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위한 실험과정은 다음과 같다. 질산알루미

늄을 출발물질로 하여 침전법으로 합성한 수산화알루미늄을 450∼

750 ℃에서 5 h 동안 소성하여 생성한 알루미나의 구조변화와 표면특

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Brunauer-Emmett-Teller (BET) 및 FT-IR 분석

을 실시하였다. 또한  알루미나를 수용액에 분산시켜 이온의 처리특

성을 측정하였다.

  2.1. 알루미나 제조

  알루미나를 합성하기 위하여 상온에서 98% 질산알루미늄(Al(NO3)3

⋅9H2O, Kanto Chem., Japan)을 평량하여 일정량을 반응기에 넣고 초

순수에 용해시킨 후 28%의 암모니아(NH4OH, DukSan Pharm., Korea)

를 pH가 9가 될 때까지 서서히 교반하면서 3 h 동안 반응시켰다. 이때 

생성되는 백색의 침전물을 여과장치로 옮겨서 초순수를 서서히 가하

여 침전물에 존재하는 암모니아 이온과 질산이온을 제거하였다.

  침전물을 초기에는 85 ℃에서 48 h 동안 서서히 건조 시킨 후 125 

℃로 온도가 유지되는 건조장치에서 48 h 동안 건조하였다. 이렇게 하

여 얻은 물질을 전기로에서 450∼750 ℃의 온도로 5 h 동안 소성하여 

전기로 내에서 서냉시킨 후 상온까지 냉각시키고 밀봉 보관하여 시료

로 사용하였다.

  2.2. 비표면적 측정

  알루미나의 비표면적은 ASAP 2400 (Micromeritics Co. U. S. A.)을 

사용하여 BET법으로 측정하였다. 시료 0.15 g 정도의 무게를 달아 플

라스크에 넣고 350 ℃, 10 mmHg 에서 24 h 동안 고체표면에 존재하

는 표면결정수와 휘발성 성분을 제거하고 플라스크에 헬륨가스를 충

전하여 다시 기체를 제거하는 전 처리를 한 후  760 mmHg 상태에서 

질소기체(N2)를 흡착시켜 흡착등온선을 얻었다. 이때 비교압력(rela-

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alumina synthesis.

tive pressure)이 0.196인 조건에서 흡착등온선을 구하여 single point법

으로 비표면적을 측정하였고, 비교압력이 0.9957인 조건에서 기공직

경을 측정하였다.

  2.3. 적외선분광(FT-IR) 분석

  침전법으로 얻은 시료를 소성하여 알루미나를 제조할 때 소성온도

에 따른 알루미나표면의 관능기(functional group) 분포를 확인하고 알

루미나 표면에 존재하는 활성점의 형태를 규명하기 위하여 FT-IR 

spectrometer (FT/IR 5300, JASCO, Japan)를 사용하여 500∼4500 cm
-1 

파수(wave number)의 범위에서 적외선 분광분석을 실시하였다.

  2.4. 알루미나를 이용한 이온제거

  알루미나에 의한 이온의 처리효율은 87∼350 mg/L까지의 농도를 

가진 황산용액, 질산용액, 염산용액이 함유된 수용액에 열처리한 알루

미나를 질량비 100 : 1의 비율로 분산시킨 후 알루미나에 의한 이온의 

흡착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2가 양이온인 Mg, Ca, Sr에 대한 제거 

특성은 220∼352 mg/L의 농도를 가진 용액에 질량비로 100 : 1의 비

율로 알루미나를 분산시킨 후 48 h 동안 250 rpm에서 교반한 후 분석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알루미나의 물성

  질산알루미늄을 출발물질로 하며 암모니아수를 침전제로 사용하여 

수산화알루미늄을 제조한 후 이를 소성하여 얻은 알루미나의 구조 및 

표면특성의 분석을 위하여 FT-IR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BET법으로 

비표면적을 측정하였다. 소성온도에 따른 알루미나의 비표면적의 변

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침전법으로 합성한 Al-Hydroxide를 초순수로 

세정하여 건조한 후 소성온도에 따른 알루미나 비표면적을 질소기체

를 흡착시켜 BET법으로 측정한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450∼750 ℃ 범위의 온도 범위에

서 열처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내부의 기공직경이 증가하며, 입자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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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mperature (℃)

 Properties
450 550 650 750 

 Specific surface area (m
2
/g) 263.7 196.5 162.3 160.7

 Pore diameter (Å) 34.8 49.7 68.3 68.4

Table 1. Specific Surface Area of Calcined Alumina

(1) 550 ℃, (2) 450 ℃, (3) 650 ℃, (4) 750 ℃, (5) AlOH

Figure 2. FT-IR curve in the treatment temperature.

의 결합과 알루미나가 지니고 있는 표면에너지가 열에너지의 공급에 

의하여 낮은 상태로 되는 현상에 의하여 가열처리를 하면 표면에너지

를 감소시키려는 방향, 즉 표면적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물질이동이 

일어나 비표면적은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특성이 

이온의 흡착제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알루미나의 소성온도에 따른 특성 분석을 위하여 적외선 분광분석

을 실시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Figure 2는 질산알루미늄을 출발

물질로 하고 암모니아수를 침전제로 사용하여 합성한 Al-Hydroxide와 

이를 450∼750 ℃ 온도범위의 공기 분위기에서 5 h 동안 소성하여 생

성한 알루미나에 존재하는 수산기의 특성변화를 연구하기 위하여 500

∼4500 cm
-1

 파수 영역에서 적외선 분광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그

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알루미나에 존재하는 수산기는 3200∼3500 

cm
-1 

파수 영역에서 존재하는 H-bond 형태의 수산기임을 알 수 있다. 

소성하기 전 단계인 Al-Hydroxide 형태의 경우에는 3100∼3600 cm
-1 

파수에서의 특성 피이크가 나타나는데 비하여 소성온도가 450∼750 

℃의 범위에서는 3375, 3262 그리고 3300 cm
-1

 영역에서 존재하는 

H-bond에 의한 수산기 피이크가 나타난다. 또한 열처리하였을 경우 

열처리 온도와 관계없이 2350 cm
-1

 영역에서 특성 피이크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1640 cm
-1
 파수에서 나타나는 브뢴스테드 산

점(Bronsted Acid Site)에 의한 특성 피이크[15]의 경우에는 열처리 온

도가 550 ℃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550 

℃로 열처리하여 생성된 알루미나의 브뢴스테드 산점의 세기가 가장 

낮은 값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Figure 3은 열처리하여 생성된 알루미나를 서로 다른 pH 값을 가진 

수용액에 분산시켰을 경우 입자의 침강에 따른 충전밀도를 측정한 결

과이다. 그림에서 살펴보면 열처리 온도에 관계없이 알칼리성 영역에

서 충전밀도가 작은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알루미나의 표면 특성이 

Figure 3. The packing density of alumina
 

as a function of pH and 

treatment temperature.

양쪽성이기는 하나 본 실험에서 합성된 알루미나는 산성에 접근하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알칼리성 수용액에서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격

이 치밀화 되어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열처리 온도에 

따라서는 처리온도가 낮을수록 충전 밀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앞서 살펴본 비표면적과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비표면적이 가장 큰 450 ℃로 처리한 경우 기공직경이 가장 작기 때

문에 입자의 팽창 정도가 줄어들어 충전 밀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사

료된다.

  3.2. 알루미나의 이온제거 특성

  알루미나에 의한 이온성 물질의 제거를 위하여 87∼350 mg/L의 농

도 범위를 가진 이온이 함유된 수용성 물질에 질량비 100 : 1의 비율

로 알루미나를 분산시킨 후 250 rpm의 속도로 48 h 동안 교반 시킨 

후 수용액 중에 있는 이온의 농도 변화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Figure 

4∼7에 나타내었다.

  Figure 4는 황산이온(SO4

2-
)의 처리 효율에 대한 결과로서 알루미나

의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황산이온의 제거율이 감소하는 결과

를 보이며, 처리효율은 수용액 중의 황산이온의 농도에 비례하여 증

가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황산이온의 농도가 350 mg/L인 경우 

알루미나의 열처리 온도가 450 ℃인 경우에는 흡착능이 22.75 mg/g으

로 황산이온의 농도가 87 mg/L인 경우의 흡착능 8.12 mg/g에 비하여 

처리 효능이 약 3배 향상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알

루미나가 수용액에 분산되면 수용액 중에 존재하는 수산이온과 수소

이온들이 알루미나 표면에 부착되어 표면의 전기 화학적 물성의 변화

로 인하여 알루미나와 수용성 용액사이에 전기 이중층이 형성되는데,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알루미나의 표면에 전하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발생한 표면전하와 황산이온이 이온 교환되어 알루미나 표면

에 부착의 형태로 제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Figure 5는 질산이온(NO3

-
)의 처리 효율에 대한 결과로서 농도가 

175∼350 mg/L 범위에서 질산이온의 제거 효율은 550 ℃에서 열처리

한 알루미나에서 가장 작은 값은 나타내고 있다. 질산이온의 농도가 

350 mg/L인 경우 알루미나의 열처리 온도가 450 ℃인 경우에는 흡착

능이 12.86 mg/g으로 농도가 87 mg/L인 경우의 흡착능 4.52 mg/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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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removed amount of SO4

2- 
as a function of concentration 

and treatment temperature.

Figure 5. The removed amount of NO3

- 
as a function of concentration 

and treatment temperature.

비하여 우수한 처리 효능을 보여주고 있다. 그 외에 다른 온도로 처리

한 알루미나의 경우에는 열처리 온도가 질산이온의 처리효율에 큰 변

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부터 질산이온의 제거에는 

알루미나의 비표면적 및 기공직경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추론

할 수 있다. 또한 Figure 1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550 ℃로 처리한 

알루미나의 경우 다른 처리온도에 비하여 1640 cm
-1
의 영역에서 나타

나는 양성자(proton)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브뢴스테드 산점의 특성 

피이크 결과로부터 550 ℃로 열처리한 알루미나의 표면에 존재하는 

브론스테드 산점이 가장 낮기 때문에 질산이온의 처리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ure 6은 염산이온(Cl
-
)의 처리 효율에 대한 결과로서 농도가 175

∼350 mg/L 범위에서 염산이온의 제거 효율을 검토한 결과 황산이나 

Figure 6. The removed amount of Cl
- 

as a function of concentration 

and treatment temperature.

Figure 7. Removal efficiency of cation
 

as a function of treatment 

temperature.

질산이온에 비하여 제거효율이 4 mg/g 정도로 매우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앞서 살펴본 황산이나 질산이온의 처리 특성과는 달리 열

처리 온도에 따른 특성도 매우 불규칙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알루미늄은 수용액 중에서 수화물이온([Al(OH)2)6]
3+

)

을 형성하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음이온의 수화 정도는 Cl
- 

> NO3

- 
> 

SO4

2-
의 순인데, 이러한 특성과 연관되어 염소 이온의 제거 특성이 가

장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ure 7은 알루미나가 수용액 중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2가 

이온의 제거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나타낸 결과이다. 220∼

352 mg/L의 농도를 가진 Mg, Ca, Sr 이온에 대한 실험결과에 의하면 

Mg은 61∼74%의 제거 효율을 보이고 있으며, Sr는 49∼52%까지 비

교적 고른 제거 효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Ca의 경우에는 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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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알루미나의 열처리 온도에 따라 제거효율의 차이를 보여 750 ℃로 

처리한 알루미나에 의해서는 53%의 제거 효율을 보이고 있으나 650 

℃로 처리한 알루미나에 대하여는 23%의 처리효율을 보이는 등 그 

편차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알루미나에 의한 2가 이

온의 처리 효율은 이온의 크기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이는 

알루미나의 기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 

범위에서 알루미나에 의한 2가 이온들의 제거 효율은 알루미나의 기

공직경이 증가할수록 제거 효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4. 결    론

  질산알루미늄을 출발물질로 하며, 암모니아수를 침전제로 사용하여 

수산화알루미늄을 제조한 후 이를 450∼750 ℃에서 5 h 동안 소성하

여 얻은 알루미나를 이용하여 87∼350 mg/L의 농도 범위를 가진 황

산, 질산, 염산이온과 220∼352 mg/L의 농도를 가진 Mg, Ca, Sr 이온

에 대한 제거 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알루미나의 소성온도에 따른 비표면적은 본 연구의 범위에서는 

소성 온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알루미나의 

소성온도에 따른 적외선 분광분석 결과에 의하면 1640 cm
-1 

파수에서 

나타나는 브뢴스테드 산점(Bronsted Acid Site)에 의한 특성 피이크가 

열처리 온도가 550 ℃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2) 알루미나를 서로 다른 pH 값을 가진 수용액에 분산시켰을 경우 

입자의 침강에 따른 충전 밀도를 측정한 결과, 알루미나의 침강성은 

비표면적 및 기공직경에 영향을 받아서 비표면적이 증가할수록 충전 

밀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H가 10인 범위에서 충전 밀도

가 가장 작은 값을 보였다.

  3) 황산이온(SO4

2-
)의 처리 효율은 알루미나의 열처리 온도가 증가

함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농도가 350 mg/L인 경우 87 mg/L인 경우의 

흡착능에 비하여 약 3배 정도로 처리 효능이 향상되었다. 질산이온

(NO3

-
)의 처리 효율은 550 ℃에서 열처리한 알루미나에서 가장 우수

하였다.

  4) 알루미나에 의한 2가 이온의 처리 효율은 이온의 크기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알루미나의 기공과 밀접한 관계를 지녀, 알루미나에 

의한 2가 이온들의 제거 효율은 알루미나의 기공직경이 증가할수록 

제거 효율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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