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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세제 제조시설 폐수의 유기물을 틀로 하여 Al(OH)3과 H3PO4의 반응으로 AlPO4-계 물질을 합성

하였다. 소성된 AlPO4-계 물질을 APTMS, 석신산 무수물과 반응시켜 표면을 카르복실기로 바꾸었다. 분

말 XRD 결과, 특징적인 AlPO4-계 물질의 패턴을 얻었으며, 물질의 형태는 SEM으로 조사하였고, 작용

기는 FT-IR 분석으로 확인하였다. 증류수에 분산시킨 고체의 표면 전위 측정 결과, AlPO4-NH2는 양의 표

면 전하를 갖는 반면, AlPO4-COOH는 음의 표면 전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성된 AlPO4-계 물질을

이용하여 수용액에서 유해 중금속의 제거 실험을 수행하였다. 납 이온은 표면에 존재하는 카르복실기와

착물을 형성하며 물질에 흡착되었고, 흡착 분배계수는 91.1 mL/g이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고찰한

AlPO4-계 물질은 수환경에서 유해 중금속 이온의 제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lPO4-type material was synthesized by a reaction of Al(OH)3 and H3PO4 with organic templates

from wastewater of detergent manufacturer. The surface of material was coated with carboxylate groups by

the reaction of succinic anhydride with surface amino groups which were formed by treatment of the material

with APTMS. Powder XRD patterns showed the characteristic patterns of AlPO4. Morphology of the material

was examined using a SEM and the functional groups were investigated by FT-IR analysis. The surface charge

of a aqueous suspension was analyzed: AlPO4-NH2 has positively charged surface while AlPO4-COOH has

negatively charged one. They were used for the removal of toxic metals from aqueous solution. The lead ions were

adsorbed on the surface by the formation of complexes with carboxylate of surface and Kd was 91.1 mL/g. In

conclusion, the AlPO4-COOH might be applicable in the removal of toxic metal ions from aqueou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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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계면활성제,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제조 시설은

각종 형태의 비누 및 원료상태의 글리세린, 계면활성

제 및 합성세제, 두발용 조제품, 인체방향성 제품, 미

용 또는 메이크업용 조제품 및 기타 화장품, 치약 및

구강위생용품, 실내방향제품 및 방취제품, 표면광택제

및 조제왁스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지칭한다.1 세

제 제조시설에서 사용하는 주원료들은 계면활성제로

사용되는 sodium lauryl ether sulfate (SLES), sodium

salt of linear alpha olefin sulphonate (AOS), linear

alkybenzenesulfonate (LAS), dimethyl lauryl amine oxide

(AO), oleic acid, lauric acid, myristic acid, trimethyla-

mine (TEA) 등이 있고, 섬유유연제용으로 tetraalkyl-

ammonium salt 등이 포함되며, 치약의 제조 공정에서

연마제로 사용되는 실리카와 죽염의 NaCl 등이 포함

된다.

세제 제조시설에서는 정제, 증류 공정에서 폐수가

발생할 수 있지만, 용기 및 바닥의 세정과정에서 대부

분의 폐수가 발생된다.1 따라서 폐수에는 원료로 사용

하는 물질들과 부산물들이 포함된다. 세제 제조시설에

서 배출되는 폐수는 물리·화학적인 방법으로 처리한

뒤 최종적으로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 방류한

다.1 집수조에 저장된 폐수를 중화반응, 응집, 가압부

상과정을 거쳐 처리하며, 생물학적 처리 후 고도처리

인 모래여과 및 활성탄여과를 병행하고 있다. 치약 제

조시설의 경우에는 세제 제조시설에 비해 비교적 높

은 농도의 오염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폐수가 발생된

다. 따라서, 치약 제조시설의 폐수처리는 주로 물리·

화학적인 방법으로 처리한 후 필요시 생물학적인 방

법으로 처리한다. 폐수를 집수조에 집수한 후 중화조

에서 중화시켜 응집침전 후 부상분리 또는 가압부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유기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폭기조를 설치하고, 활성슬러지를 이용한 생물학적 처

리를 한다. 필요시 여과 등의 후속처리를 실시한다.

부산물인 고형슬러지는 탈수 후 소각 또는 매립처리

된다.

1982년, Wilson 등에 의해 인산 알루미늄, AlPO4-n

이 합성된 이래로 다양한 종류의 다공성 AlPO4-5가

얻어졌으며, 열안정성이 매우 우수한 메조기공 물질로

흡착제 또는 촉매 지지체로 사용되었다.2,3 일반적으로

초기에는 아민을 틀(template)로 사용하여 젤 전구체

반응에 의한 수열합성 방법에 의해 메조기공 물질을

합성하였으며,4-6 최근에는 다양한 틀과 알루미늄 제공

물질을 사용하여 메조기공 물질을 합성하고 있다.

Al(OH)3과 H3PO4를 반응시킨 후, 틀로서 유기화합물

을 첨가하여 AlPO4-계 다공성 물질을 합성한 사례들

이 있다.7,8

Silane 화합물 중에서 RSiCl3, 또는 R'Si(OR'')3들은

고체 표면에 존재하는 OH기와 반응하여 표면에 안정

한 자기조립 단분자막(self-assembled monolayer)을 형

성한다.9-12 지금까지 SiO2 표면의 개질을 위하여 다양

한 작용기(-CH3, -NH2, -COOH, -SH, -OH 등)를 갖는

silane 화합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다른 조성

을 갖는 표면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최근에 발표

되고 있다. 매우 간단한 실험 조건에서 화학적 결합을

통한 안정한 표면을 형성하고, 기판이 가지고 있는 표

면 특성과 다른 표면을 형성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표면 개질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제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에

Al(OH)3과 H3PO4를 가한 후, 수열반응을 시켜 AlPO4-

계 물질을 합성하였고, 말단 위치에 -NH2 작용기를

갖는 silane 화합물을 이용하여 AlPO4-계 물질의 표면

에 -NH2를 도입하였으며, 석신산 무수물과 반응시켜

-COOH 작용기를 도입하여 특성을 규명하였다. 최종

적으로 고체 표면에 도입된 카르복실산과 수용액에

존재하는 중금속 납 이온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제조

된 물질에 의한 납 이온의 흡착 및 제거 특성을 평가

하여 폐자원의 재활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2. 실 험

2.1. 폐수의 특성 규명

본 연구에서는 세제 제조시설 중의 하나인 애경 청

양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수(pH=6.2) 원액을 전처리 없

이 사용하였다. 폐수의 주요 성분은 양이온성, 중성

및 음이온성 계면활성제이며, 치약 제조공정에 사용되

는 미세분말 실리카(지름 ~10 µm)와 NaCl이 포함되

어 있다. 폐수에 존재하는 비휘발성 고형물의 함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1000 g의 폐수를 대기 중에서 120 oC

의 중탕으로 가열하여 휘발성 물질과 수분을 증발시

켰다. 원소분석(Fisons, EA1108, 한밭대학교), ICP-

AES (Thermo Elemental, Thermo, ICAP 6000, 한밭대

학교), 열무게 분석(TGA, TA Instruments, SDT 2960,

한밭대학교)을 통하여 고형물의 특성을 규명하였다.

고형물의 강열 감량(loss on ignition)을 측정하기 위하

여 3.00 g의 고형물을 도가니에 담아 전기로(Thermo

Scientific, FB1410M-33)에 넣고 600 oC에서 1시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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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가열한 후, 질량 감소를 측정하였다. 

2.2. AlPO4-계 물질의 합성

본 실험에 사용한 시약은 Sigma-Aldrich Chemical

Co. (MO, USA), Junsei Chemical Co. (Japan)에서 구

입하였으며, 모두 시약급 제품으로 추가적인 정제없이

사용하였다. Dimethylformamide (DMF)는 분자체를 이

용하여 건조한 후 사용하였다.

1 L 둥근바닥 플라스크에 100 mL의 증류수를 넣고,

7.78 g (0.10 mol)의 Al (OH)3을 넣은 후 실온에서 자

기교반하면서 7.53 mL (0.11 mol)의 85% H3PO4을

1시간 동안 천천히 첨가하였다. 얻어진 젤을 60 oC 중

탕에서 3시간 동안 자기교반하였다. 200 mL의 세제

폐수를 첨가한 후, 60 oC 중탕에서 3시간 더 반응시킨

후, 온도를 높여 150 oC의 중탕에서 72시간 동안 환

류시켰다. 생성된 고체를 여과하여 증류수로 3회 세척

한 후, 증류수 50 mL에 분산시켜 150 oC에서 18시간

동안 수열반응을 시켰다. 고체를 여과하여 증류수로

3회 세척한 후, 60 oC 오븐에서 24시간 동안 건조하였

다(소성전 AlPO4로 지칭). 전기로를 이용하여 600 oC

의 공기 중에서 3시간 동안 소성하였다(소성후 AlPO4

로 지칭).

2.3. AlPO4-계 물질의 표면 개질

100 mL 비커에 들어 있는 60 mL의 95% EtOH에

5.11 g의 소성후 AlPO4를 분산시킨 후, 5분 동안 초

음파처리(Branson 5510)를 하였다. 혼합물을 자기교

반하면서 5분 간격으로 100 µL씩 3-aminopropyl-

trimethoxysilane (APTMS)을 10회 첨가하였다. 혼합물

을 10분간 더 교반한 후 여과하여 isopropanol로 4회

세척한 후, 105 oC 오븐에서 2시간 동안 건조하였다

(AlPO4-NH2로 지칭). 50 mL의 건조된 DMF가 들어

있는 250 mL의 둥근바닥 플라스크에 1.0 g의 석신산

무수물을 녹여 용액을 만들었다. 이에 3.02 g의

AlPO4-NH2를 분산시킨 후 실온에서 밀봉된 상태로 24

시간 동안 자기교반하였다. 혼합물을 여과한 후 DMF

로 3회 세척하고, 증류수로 3회 세척한 후, 60 oC 오븐

에서 24시간 동안 건조하였다(AlPO4-COOH로 지칭).

2.4. 물리화학적 분석

합성된 물질의 X-선 회절분석은 X-선 회절 분석기

(D/MAX2000, Rigaku)를 이용하여 Cu Kα 조사선으

로 2θ = 4o/min 스캔속도로 5~70o까지 측정하였다. 합

성된 물질의 형상은 주사전자현미경(FE-SEM, JSM-

6335F, JEOL)으로 분석하였으며, 물질 표면의 화학적

조성은 EDS (energy dispersive spectrometry, Oxford,

JEOL)로 분석하였다. KBr에 ~2%의 분말시료를 넣어

펠릿을 제작한 후, 적외선 분광기(Spectrum 100, Perkin

Elmer, Inc.)를 이용하여 FT-IR 스펙트럼을 얻었다. 증류

수에 분산된 시료의 표면전위는 Zeta potential analyzer

(Brookhaven Instruments Co., ZetaPALS)를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생성물의 온도에 따른 열분해 반응에 의한

질량 감소는 열무게 분석(TGA, TA Instruments, SDT

2960)을 실시하여 관찰하였다. 승온 속도는 20 oC/min

을 사용하였다. 

2.5. 납 이온 흡착실험

0.10 M NaClO4로 이온세기가 맞추어진 1.10 mM

농도의 Pb(NO3)2 수용액 500 mL가 들어 있는 폴리

프로필렌 용기에 0.55 g의 AlPO4-COOH를 분산시

켜 25 oC에서 밀봉한 상태로 자기교반하였다. 일정

한 시간 간격으로 3 mL의 시료를 채취하여 주사기 필

터(Millipore, 0.22 µm)로 여과하여 고형물이 제거된 시

료를 얻었다. 수용액 중에 포함된 납 이온의 농도는

BAS100W Electrochemical System 기기로 측정하였으며,

전극은 controlled growth mercury electrode (Bioanalytical

System Inc.)를 사용하였고, Osteryoung square wave

voltammetry (OSWV) 전압전류법으로 측정하였다. 수

용액의 pH는 반응 전과 후에 pH meter (Thermo Electron

Co., Orion 5 Sta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납 이온의

초기농도에서 특정 시간에 측정된 농도를 빼줌으로써

AlPO4-COOH에 의해 흡착된 납 이온의 양을 계산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폐수의 화학적 조성.

세제 제조시설에서 채취한 폐수의 특성을 Table 1

에 나타내었다. 1000 g의 폐수를 증발시켜 3.2 g의 고

형물을 얻었다. 고형물에는 탄소(53.6%)의 함량이 가

장 높았으며, 수소의 함량은 8.6%이었고, 질소와 황의

함량은 각각 0.82%와 3.48%이었다. 이는 세제 제조시

설에서 주로 탄소와, 수소, 황을 포함하는 SLES,

AOS, LAS 등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이며, 섬유 유

연제용으로 tetraalkylammonium salt 등이 사용되기 때

문이다. 전기로를 이용하여 600 oC에서 강열한 후 측

정한 고형물의 강열 감량은 71.8%이었다. 고형물의 열

무게 분석에 대한 도표를 Fig. 1(a)에 나타내었다.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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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소실되는 양(71.2%)은 강열 감량에 의한 양

과 일치하였다. 열에 의해 유기물은 이산화탄소, 물

그리고 작은 분자로 소실되며(200~450 oC), 금속수산

화물의 수산화이온은 물로 이탈하고(~600 oC), 금속탄산

염의 탄산이온은 이산화탄소로 이탈된다(~800 oC).13-15

강열 후 고형물에 잔류하는 물질은 실리카, NaCl, CaO

등 무기물이다(XRD 결과는 나타내지 않음).

3.3. AlPO4-계 물질의 형성

폐수의 유기물질을 틀로 사용하여 Al(OH)3와 인산

으로부터 합성된 AlPO4-계 물질(소성전 AlPO4)은 소

성에 의해 유기물질, 물, 이산화탄소, 작은 분자량 물

질 등이 제거되어 25.7%의 감량을 나타내었다. 소성

전 AlPO4의 열무게 분석에 대한 도표를 Fig. 1(b)에

나타내었다. 약 215 oC까지 21.74%의 감량이 일어났

는데, 이는 AlPO4 단위당 2개 존재하는 물분자(결정

수)의 이탈에 의한 것이다.16,17 약 450 oC까지 일어나

는 질량 감소(1.80%)는 유기물의 연소로 인한 이산화

탄소, 물 그리고 작은 분자의 소실로 인한 것이며, 수산

화이온의 열분해에 의한 물의 이탈(~600 oC)과, 금속탄

산염의 열분해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이탈(~800 oC)이

이어진다(0.63%).13-15

합성된 물질의 분말 XRD 분석 결과를 Fig. 2에 나

타내었다. 소성전 AlPO4 (Fig. 2(a))는 variscite 형태의

AlPO4·2H2O 형태의 물질(JCPDS card No. 25-18)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600 oC에서 소성에 의해 물질의 상

변화가 일어났으며, 소성후 AlPO4 (Fig. 2(b))의 XRD

패턴은 합성 AlPO4 (JCPDS card No. 50-303)와 유사

Table 1. Characteristics of wastewater from detergent manu-
facturer

Contents, %

Solid Matter 0.32±0.02

Loss on Ignition of Solid Matter 71.8±2.8

Elements

C 53.64

H 8.62

N 0.82

S 3.48

Ca 1.13

Mg 0.33

Fe 0.02

Zn 0.02

Residue 31.94

Fig. 1. TGA diagrams of (a) solid cake from wastewater and
(b) AlPO4-type material synthesized with aluminum
hydroxide and phosphoric acid with organic templates
from wastewater of detergent manufacturer.

Fig. 2. XRD patterns of (a) AlPO4-type material, and (b) its
calcined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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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패턴을 나타내었다. 

FT-IR 분석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폐수 고형

물의 스펙트럼(Fig. 3(a))에는 SLES, AOS, LAS 등을

원료로 지방족 탄화수소의 C-H 신축진동(2959, 2920,

2856 cm−1)과 굽힘 진동(1465 cm−1)을 확인할 수 있다.

1640~1400 cm−1사이에 나타나는 피크는 방향족 C=C

신축에 의한 것이다. Sulfonate의 S=O에 의한 피크

는 1350 cm−1과 1151 cm−1를 중심으로 나타난다.

1109 cm−1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피크는 포함된 실리

카에 의한 것이다. 소성전 AlPO4는 3580 cm−1에서 반

응하지 않고 잔류하는 소량의Al(OH)3에 의한 O-H 기

의 날카로운 신축 피크를 나타낸다. 3365 cm−1에서

나타나는 약한 피크는 수소결합을 이룬 O-H 기의 신

축과 물의 O-H 신축 피크이다. 3090, 3054 cm−1를 중

심으로 하는 폭넓은 피크는 SLES, AOS, LAS 등에

포함된 벤젠고리의 C-H, 2934 cm−1는 알킬기의 C-H

신축에 의한 것이다. 물분자의 굽힘은 1641 cm−1를

중심으로 하는 피크에 나타나며, 방향족 C=C 신축에

의한 피크는 1641 cm−1과 1569 cm−1를 중심으로 하는

피크에 나타난다. SLES, AOS, LAS 등의 S=O에 의한

피크는 1151 cm−1를 중심으로 나타난다. 1019 cm−1를

중심으로 하는 피크는 형성된 수화된 AlPO4에 의한

피크이다. 소성에 의해 결정수와 유기물질들이 제거되

면서 유기물질의 작용기에 의한 피크들이 사라지고,

1103 cm−1를 중심으로 하는 피크와 708 cm−1를 중심

으로 하는 피크만이 남아 있는데, 이는 AlPO4의 전형

적인 피크이다.18-21 

FE-SEM으로 관찰한 합성된 AlPO4-계 물질들의 형

태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소성전 AlPO4(Fig. 4(a))와

소성후 AlPO4 (Fig. 4(b))는 약 1 µm보다 작은 크기의

다면체 형태의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성에 의해 틀로 사용한 유기물과 결정수의 제거로

인한 겉보기 형태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증류수에 분산시킨 각 물질들의 표면 전위를 Fig. 5

에 나타내었다. 합성된 AlPO4 물질의 표면전위는 음

의 값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2 증류수에 분산시

킨 AlPO4 물질의 표면에 수화에 의해 P-OH, -Al-OH

Fig. 3. FT-IR patterns of (a) solid cake from wastewater, (b)
AlPO4-type material, and (c) its calcined product.

Fig. 4. SEM images of (a) AlPO4-type material, and (b) its
calcined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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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형성되고,23,24 일정한 이온세기, 온도에서 용액의

pH에 따라 표면전위는 영향을 받는다. 소성전 AlPO4

의 표면전위는 -23.01 mV로 관찰되어 약산성 pH 영

역(pH~5.6)에서 음전하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면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O-H 기가 탈양성자화

(deprotonated)되어 음전하를 띠는 것으로 판단된다.23,24

소성후 AlPO4의 표면전위는 -30.72 mV로 소성전

AlPO4에 비해 더 큰 음의 표면전위를 나타내었다. 틀

을 이루고 있는 유기물이 제거되면서 표면전위가 음

의 방향으로 변한 것으로 판단된다. APTMS로 처리한

AlPO4-NH2는 +39.73 mV로 높은 양전하를 띠는 것으

로 관찰되었다. 이는 아민으로 처리된 표면이 등전점

보다 낮은 pH에서 양성자화(protonated)되어 표면의 일

부가 AlPO4-NH3
+ 형태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11,12,25

AlPO4-COOH는 -22.38 mV로 음전하를 띠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AlPO4-NH2를 석신산 무수물로 처리하면,

표면의 -NH2가 석신산 무수물과 반응하여 아마이드를

형성하여 석신산 무수물이 표면에 결합하게 된다. 다

른 말단은 카르복실산으로 전환되어 Scheme 1과 같이

AlPO4-COOH로 전환된다. 약한 산인 카르복실산은

수용액에서 일부가 이온화되어 결과적으로 표면전하

는 음의 값을 갖게 된다.12 

3.4. 납 이온의 흡착

1.10 mM Pb(NO3)2 수용액 500 mL에 AlPO4-COOH

0.55 g을 분산시킨 후, 시간에 따른 납 이온의 흡착 등

온선을 Fig. 6에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 초기에는 빠

른 속도로 수용액으로부터 납 이온이 제거되어

AlPO4-COOH에 흡착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약

40시간이 경과되면 흡착량이 포화되어 농도가 일정해

지는 것을 관찰하였다. 흡착 반응에 의하여 수용액에

존재하는 납 이온의 농도의 감소량은 0.10 mM이다.

수용액의 pH는 납 이온의 흡착으로 인한 수소 이온의

방출로 인하여 반응 전 5.6에서 반응 후 4.2로 낮아졌

다. Aualiitia 등은 고체 표면에 이온이 흡착될 때, 중

요한 인자로서 고체 결정의 구조, 표면적, 표면의 전

하 등을 거론하였는데,26 본 연구에서 납 이온은

AlPO4-COOH의 표면에 존재하는 카르복실산 이온

과 착화합물을 형성하며 고체에 흡착된다.27,28 이 과

정의 분배계수( )를 계산

하면 91.1 mL/g로 얻어진다. 여기서 Kd는 납 이온의

흡착에 대한 분배계수(mL/g), [Pb2+]sol'n는 수용액에서

의 납 이온의 농도(mmol/mL), [Pb2+]solid는 고체 흡착

제에 흡착된 납 이온의 농도(mmol/g)이다.

4. 결 론

세제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에 Al(OH)3과

H3PO4를 가한 후, 수열반응을 시켜 AlPO4-계 물질을

합성하였다. 생성된 고체 화합물에 APTMS를 처리하여

표면을 -NH2 작용기로 개질한 후, 석신산 무수물과의

반응으로 COOH 기를 갖는 AlPO4-COOH를 제조하였

다. 수용액에 존재하는 납 이온은 AlPO4-COOH와 반응

하여 착물을 형성하며 고체의 표면에 흡착되며, 흡착에

대한 분배계수는 91.1 mL/g로 얻어졌다. 따라서 폐자원

의 개질을 통하여 기능성 물질인 AlPO4-COOH를 제조

하였으며, 이 물질은 납 이온 등 중금속의 흡착 및 제

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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