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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exavalent chromium ions in wastewater are highly toxic chemicals even at low concentrations. It causes serious diseases, such
as cancer, skin disease, digestive trouble et. al. In this study, Cr

6+ 
ions were removed by using borosilicate glasses. Various glasses

system with different compositions were prepared and then reacted in a solution contaning Cr
6+

 ions. After the reaction, the
concentration of the Cr

6+ 
ions remained in the solution was measured by ICP-OES. The reacted surface of the glasses was also

analyzed by using a XRD, SEM, and EDS. When Na2O-RO-SiO2-B2O3 (RO=MgO, CaO, SrO, BaO) glasses were reacted with a
solution containing Cr

6+
 ions, the optimum removal efficiency of Cr

6+
 ions was observed in the BaO glass. Ba

2+ 
ions leached out of

these glasses combine with Cr
6+ 

ions in a solution to form BaCrO4 crystals on the glass surface. In this manner, the Cr
6+ 

ions can be
removed from the solution. It is conceivable that Ba

2+
 ions are reacted with Cr

6+ 
ions in a solution immedeately after leaching out of

the glasses. The pH of the solution for optimum removal of Cr
6+

 ions were 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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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금공장, 제련업 등 다양한 분야의 공업용 폐수에는 인

체에 매우 유해한 중금속 물질인 Cr
6+

 이온이 다량으로 존

재하고 있다.
1,2)

 Cr
6+

 이온이 피부와 접촉하면 피부 손상을

일으키고 인체 내로 흡입되면 흡입부에 염증을 발생시키

고 장시간 노출될 경우 각종 암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3-5)

 이처럼 Cr
6+

 이온은 인체에 치명적이기 때문

에 국내외적으로 배출 허용 기준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폐수중의 Cr
6+ 
이온 제거를 위해 많은 연구들이 진

행되고 있고, 현재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화학적 환원

/침전, 이온교환, 흡착 방법 등이 있다.
6-8)

 그러나 이들 방

법은 너무 많은 약품을 사용하거나 많은 양의 슬러지를

발생 시키고, 이온교환 방법처럼 고가의 처리비용이 드는

단점이 있다.

유리의 화학적 특성중의 하나로 유리를 용액과 반응시

키면 유리로부터 여러 이온들이 용액 속으로 용출되고,

유리 표면에는 SiO2의 함량이 높고 열역학적으로 불안정

한 실리카 겔층이 형성된다. 이 때 용액속의 이온들이 유

리 표면에 결정으로 석출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현

상을 이용하면 생체유리처럼 유리를 생체이식용 재료로

이용할 수 있다.
9,10)

최근 이러한 유리의 특성을 이용하여 폐수 속에 존재

하는 유해 이온을 제거하는 방법이 소개된 바 있다.
1-14)

특수 조성의 유리를 유해이온이 존재하는 용액과 반응시

키면 유해 이온을 포함한 결정을 유리 표면에 형성함으

로서 유해 이온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연못이나 바다의

부영양화를 억제하기 위해 용액으로부터 P
5+

 이온을 제거

하여야 하는데 만일 Ca를 포함한 유리를 이들 용액과 반

응시키면 유리 표면에 수산화아파타이트 (Ca10(PO4)6(OH)2)

가 형성되면서 용액의 P
5+

 이온이 제거된다. 반대로 스케

일 방지 등을 위해 용액으로부터 Ca
2+

 이온을 제거하려

면 P
5+

 이온이 포함된 유리를 용액과 반응시켜 같은 방법

으로 유리 표면에 수산화아파타이트를 형성시켜 용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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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Ca
2+

 이온을 제거할 수 있다. 비슷한 방법으로 용

액중 중금속 이온인 Pb
2+

 이온을 제거하는 방법도 발표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aO가 포함된 붕규산염계 유리

를 Cr
6+

 이온이 존재하는 용액과 반응시켜 유리표면에 Cr
6+

이온을 포함한 결정을 형성함으로써 용액으로부터 이들

이온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때 반응 후

유리의 표면을 분석하여 유리를 이용한 Cr
6+

 이온 제거에

대한 기구를 구명하였다. 

2. 실험방법

2.1. 유리의 용융 및 시편의 제작

용액 중에 존재하는 Cr
6+

 이온을 제거하기 위하여 알칼

리토 금속 산화물(MgO, CaO, SrO, BaO)을 포함하는 붕

규산염계 유리를 Table 1의 조성으로 제조하였다. 

이들 유리는 일급 시약을 사용하여 100 g 배치 기준으

로 칭량하고 Gyro-blender를 이용하여 30분간 혼합하였다.

혼합된 뱃치는 백금 도가니에 넣고 1200
o
C에서 2시간 동

안 용융하였다. 유리 용융물은 흑연 몰드에 부어서 급냉

시켰고, 보다 균질한 유리를 얻기 위하여 이 유리를 분쇄

하고 같은 조건에서 2차 용융을 실시하였다. 2차 용융이

끝난 유리 용융물은 다시 흑연몰드에 부어 유리막대를 얻

고 유리 내의 잔류응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450
o
C에서 2

시간 동안 서냉하였다. 서냉된 유리는 벌크시편과 분말시

편으로 각각 준비하였다. 벌크시편은 다이아몬드 절단기

를 이용하여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고 600번 연마사포를

이용하여 연마한 후 일정한 크기(10×10×2 mm)가 되도록

준비하였다. 분말시편은 벌크 유리를 알루미나 유발에 분

쇄한 후 체거름을 하여 평균입도가 80 µm가 되도록 준비

하였다. 

2.2. 반응 용액의 제조 및 용액 반응 실험

실험에 사용된 Cr
6+

 반응용액은 K2Cr2O7 시약을 각각

증류수에 적당한 비율로 희석하여 제조하였다. 반응용액

의 초기 pH는 HCl과 NaOH를 이용하여 조절하였다. 

이온제거 실험은 동적반응과 정적반응으로 실시되었다.

동적반응의 경우 벌크시편은 폴리에틸렌 용기에 28 ml의

반응용액을 넣고 교반기(shaker)를 사용하여 120 rpm으로

회전시키며 반응시켰다. 반응 후 용액은 거름종이

(ADVENTEC, No. 5C(1 µm))를 통과 시켜 거른 후 용액

의 잔류 이온 농도를 측정하였고, 반응을 마친 벌크 시편

은 표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말시편은 50 ml의 반응용

액에 분말을 1 g 넣고 Gyro-blender를 이용하여 반응시켰

다. 반응을 마친 후 흡인여과장치(Aspirator)를 이용하여

용액을 빠르게 거른 후 잔류 이온 농도를 측정하였다. 벌

크 시편의 정적반응은 같은 조건으로 다른 움직임 없이

이루어졌고 모든 반응은 30
o
C에서 실시하였다. 

2.3. 용액 반응 후 유리 시편의 표면분석

2.3.1. 박막 X선 회절 분석

용액 반응 후 유리 표면에 생성된 결정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박막 X-선 회절 분석기 (Philips ; PW3719)를 이

용하였다. 측정조건은 가속전압 40 kV, 입사 비임각

(incident beam angle) 1.0
o
, Cu target, 주사속도는 0.05/

sec으로 하였고 2θ의 범위는 10-80
o
로 하였다. 

2.3.2. 주사전자 현미경 관찰 및 에너지 분산 스펙트럼 분석

반응을 마친 유리의 표면에 형성된 결정상의 형태, 미

세구조 변화 및 구성 성분을 분석하기 위하여 주사전자

현미경(Hitachi ; X-4200)과 에너지 분산 스펙트럼(EDAX)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시편 표면은 Sputter를 이용하여

Pt 코팅하였으며 가속전압을 20 kV로 하여 관찰하였다. 

2.4. 용액 내의 이온 농도 측정

반응 후 용액 속에 존재하는 이온의 농도는 유도결합

플라즈마 (ICP-OES, PerkinElm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크롬 이온 제거 반응 후에는 반응 용액을 1/10로 희석한

후 용액 속에 잔존하는 Cr
6+

 이온과 유리에서 용출된 이

온 중 Ba
2+

 이온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유리 조성에서 2가 알칼리토 산화물에 따른 영향

이전의 연구결과들로부터
11,12,14)

 미루어 볼 때 유리를

이용하여 용액 중에 존재하는 유해이온을 제거하기 위해

서는 유리 조성내의 특정이온이 유리로부터 용액으로 용

출되고 이들 이온이 용액 속에 있는 유해이온과 만나 결

정을 유리 표면에 형성하여야 한다. 

Cr
6+ 
이온과 결정을 잘 형성하여 용액으로부터 Cr

6+ 
이

온을 잘 제거할 수 있는 유리 조성을 찾고자 Table 1과

같이 유리 조성내의 2가 알칼리 토금속 산화물을 MgO,

CaO, SrO, BaO로 다르게 하여 유리를 제조하였다. 제조한

유리를 분말시편으로 준비하고 1 g을 Cr
6+ 
이온이 100 ppm

포함된 용액과 1분동안 동적반응을 시킨 후 그 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Glass Composition for This Study

(Mole%)

SiO2 B2O3 MgO CaO SrO BaO Na2O

Mg20B 35 20 22.5 - - - 22.5

Ca20B 35 20 - 22.5 - - 22.5

Sr20B 35 20 - - 22.5 - 22.5

Ba20B 35 20 - - - 22.5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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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 이온을 포함한 유리는 1분만에 Cr
6+ 
이온 100 ppm을

모두 제거하였고, Mg, Ca 그리고 Sr 이온을 각각 포함한

유리는 Cr
6+ 
이온 제거율이 약 40%로 비슷하게 낮게 나

타났다. 용액중 Cr
6+ 
이온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유리로부

터 용출된 이온과 Cr
6+ 
이온이 크롬 화합물 결정을 잘 형

성하여야 하는데 결정 형성은 그 결정의 용해도곱 상수

와 관련이 있다. 즉, 결정의 용해도곱 상수가 크면 그 결

정은 물 속에서 잘 용해되어 결정 석출이 어렵고, 반대로

용해도곱 상수가 작은 결정은 결정 석출이 용이하게 된

다. 유리에 존재하는 2가 양이온과 용액중 Cr
6+ 
이온이 화

합물을 만들 때 이들 결정의 용해도곱 상수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15)

 

Table 2를 보면 Ba 이온을 포함한 BaCrO4 결정의 용해

도곱 상수가 Mg
2+

, Ca
2+

 그리고 Sr
2+

 이온을 포함한 크롬

화합물의 용해도곱 상수에 비해 훨씬 낮은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므로 BaO 유리에서 용출된 Ba 이온이 Cr
6+ 
이온

과 결정을 더 잘 형성하여 다른 유리를 사용하였을 때 보

다 용액으로부터 더 많은 양의 Cr
6+ 
이온을 제거할 수 있

게 된다. 따라서 이후 실험에서는 BaO를 포함하는 조성

의 유리를 사용하였다.

3.2. BaO가 포함된 붕규산염 유리의 Cr
6+ 
이온 제거 기구

BaO가 포함된 붕규산염 유리의 Cr
6+

 이온 제거 반응 기

구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응을 하기 전 벌크유리와 반응을

마친 벌크유리의 표면을 분석해 보았다. BaO 유리를 벌크

시편(시편크기 : 10×10×2 mm)으로 준비해서 유리 표면을

EDS로 측정하였고 (Fig. 2-a), 이 유리를 100 ppm의 Cr
6+

이온을 포함한 용액에 넣고 교반기에서 12시간 반응시킨

후 유리표면을 EDS와 XRD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각각 Fig. 2(b)와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2를 보면 반응 전 유리 표면에는 아무런 결정이

보이지 않고, EDS 측정 결과 BaO 유리에 존재하는 Si,

Na, Ba 이온의 함량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3의 XRD 분석결과를 보아도 반응 전 시편에

서는 특징적 피이크가 없는 비정질의 형태를 나타내고

Fig. 1. Concentration of Cr
6+

 ion removed from the solution

after reaction with glass powders containing four

different alkaline earth oxides.

Table 2. Solubility Product Constants for Chromate Crystasl

Chromate 

Crystal
MgCrO4 CaCrO4 SrCrO4 BaCrO4

Solubility 

Product

(Ksp’ 25
o
C)

Soluble in 

Water
7.1×10

-4
2.2×10

-5
2.2×10

-10

Fig. 2. SEM micrograph and EDS result for BaO glass surface

before and after reaction with a solution containing Cr
6+

ions.

Fig. 3. Thin film XRD patterns for BaO glass surface reacted

with a solution containing Cr
6+

 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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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지만 12시간 반응 후에는 XRD 결과에서 BaCrO4

의 결정 피이크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고, SEM과 EDS

분석결과를 보아도 Ba
2+
와 Cr

6+
 이온을 포함한 BaCrO4

결정이 유리 표면 위에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Fig. 2

(b)에서는 유리의 주성분인 Si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

아 유리 표면에 완전히 BaCrO4 결정으로 덮여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기초로 BaO를 포함된 붕규산염 유리

의 Cr
6+

 이온 제거 기구 모식도를 Fig. 4에 나타내었다.

BaO를 포함된 붕규산염 유리는 Cr
6+

 이온이 포함된 용액

과 반응하면, 유리로부터 빠져 나온 Ba
2+

 이온과 용액속

의 Cr
6+ 
이온이 만나서 유리 표면에 BaCrO4 결정을 형성

함으로서 용액으로부터 Cr
6+ 
이온을 제거할 수 있다.

생체유리나 인 이온 제거 유리를 생체유사용액이나 인산

용액과 반응 시키면 유리 구조의 Na
+
, Ca

2+
 이온 등이 용액

의 H
+
 이온과 치환되고, 용출된 Ca

2+
 이온이 용액중 P

5+
 이

온과 만나서 유리표면에 수산화 아파타이트(Ca10(PO4)6(OH)2

결정을 석출하게된다.
9,13)

 이때 새로생긴 결정층 밑에는

Si 함량이 높은 비정질의 silica rich 층이 형성된다.

BaO 유리로 Cr
6+

 이온을 제거할 때에도 이러한 silica

rich 층이 형성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BaCrO4 결정이 형

성되었던 BaO 유리를 H2SO4에 3시간 정도 담구어

BaCrO4 결정을 녹여낸 후 EDS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Fig. 5

에 나타내었다. 

Fig. 5를 보면 Si 이온의 함량이 높게 나타나긴 하지만

BaO 유리에 포함되어 있는 Ba
2+

 이온과 Na
+
 이온도 많

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Fig. 2(a)의 모유리 조

성과 비슷하여 BaO 유리를 Cr
6+ 
용액과 반응시켰을 때

silica rich 층은 형성되지 않고 Si, Na 이온 등이 모두 용

출되는 유리의 완전붕괴 (total dissolution) 현상이 일어나

며 그 위에 BaCrO4 결정이 형성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SEM의 유리표면도 silica-rich 층의 형태가 아니고 일반

유리의 부식표면을 나타내고 있다. 

3.3. 반응 시간에 따른 Cr
6+

 이온 제거 

반응 시간에 따른 Cr
6+ 
이온 제거를 알아보기 위하여

BaO 유리를 벌크 시편(시편크기 : 10×10×2 mm)으로 준

비하고 Cr
6+ 
이온이 100 ppm이고 pH가 4.6인 반응용액

28 ml와 시간을 달리하여 반응시킨 후 용액속에 남은 Cr
6+

와 Ba
2+

 이온의 농도를 ICP-OES로 측정하여 Fig. 6에 나

타내었다.

Fig. 6에 나타낸 것과 같이 반응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용액내에 잔존하는 Cr
6+ 
이온의 농도는 감소하였다. 6시

간 반응 동안 약 50 ppm의 Cr
6+

 이온이 제거되었고, 24시

간 반응 한 후에는 100 ppm의 Cr
6+ 
이온이 거의 모두 제

Fig. 4. Schematic diagram for the mechanism of Cr
6+

 ion

removal.

Fig. 5. SEM micrograph and EDS result for of BaO glass

surface reacted with a solution containing Cr
6+

 ions. 

Fig. 6. Concentration of Cr
6+

 and Ba
2+

 ions in the solution after

reaction with BaO bulk glass for various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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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되었다. 한편, 잔존하는 Ba
2+

 이온의 농도를 보면 초기

반응 12시간까지는 Ba
2+

 이온이 용액 내에 거의 존재하

지 않았지만 반응 18시간 이후부터는 용액 내 Ba
2+ 
이온

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용액중의 Cr
6+ 
이온은 유리로

부터 빠져나온 Ba 이온과 만나 유리 표면에 BaCrO4 결정

을 형성하면서 용액으로부터 제거된다. 반응 시간이 길어

짐에 따라 유리로 부터 Ba 이온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공급된 Ba
2+

 이온은 용액중 Cr
6+ 
이온을 만나 BaCrO4 결

정을 형성하기 때문에 용액내의 Ba
2+

 이온 농도는 거의

0에 가깝다. 이에 따라 용액 속에 남아있는 Cr
6+ 
이온은

계속 감소하였다. 100 ppm의 Cr
6+

 이온이 다 제거 된 후

에도 Ba
2+

 이온은 유리로부터 계속 용출되기 때문에 18

시간 반응 후 반응 용액 중 Ba
2+

 이온은 갑자기 증가하

게 되었다.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Ba
2+

 이온의 공급

량이 많아지면 Cr
6+ 
이온 제거량도 증가하므로 유리로부

터 용액으로의 Ba
2+

 이온의 공급량이 Cr
6+ 
이온 제거에 중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4. 반응 용액의 초기 pH 영향

용액의 초기 pH가 Cr
6+ 
이온 제거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알아보기 위해 용액의 초기 pH를 변화시키며 실험을

진행하였다. BaO 유리의 벌크 시편을 반응 용액의 초기

pH를 1~9로 조절한 100 ppm Cr
6+ 
용액 28 ml과 12시간

반응 시킨 후 제거된 Cr
6+ 
이온의 양을 측정하여 Fig. 7에

나타내었다. Fig. 7에서 Cr
6+ 
이온 제거는 반응 용액의 pH

가 3에서 5사이인 경우에 제거가 가장 잘 되었고, pH가

1로 너무 낮거나 9로 높은 영역에서는 제거량이 50% 이

하로 낮았다. 일반적으로 산성 영역에서는 용액내 H 이

온과 유리구조내 Na 이온의 이온교환이 잘 이루어 져서

유리가 열린 구조가 되고 따라서 Ba 이온이 용액내로 더

쉽게 용출된다.
16)

 반대로 pH가 높은 경우에는 Ba 이온이

용액으로 쉽게 공급이 되지 못하고 BaCrO4 결정 형성이

어려워져서 Cr
6+ 
이온의 제거량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pH가 1인 경우에는 생성된 BaCrO4 결정이 다

시 용해되어 Cr
6+ 
이온 제거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

된다.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 BaCrO4 결정을 가지고

pH에 따른 결정 용해 실험을 실시하였다. 앞에서 진행한

실험들에서 벌크유리 표면에 생성된 BaCrO4 결정을 긁어

내어 따로 준비하였다. pH를 1, 2, 5로 조절한 증류수

10 ml에 따로 모아둔 BaCrO4 결정을 0.1 g 씩 넣어 1분간

반응을 한 후 거름종이에 통과시키고 용액내의 Cr
6+ 
이온

과 Ba 이온을 측정하여 Fig. 8에 나타내었다. 

pH가 1인 용액에서는 BaCrO4 결정이 다 녹아서 용액

안에 Cr
6+ 
이온과 Ba

2+
 이온의 농도가 높게 측정되었다.

그러나 pH가 2인 용액에서는 두 이온의 농도가 pH 1보

다 감소하였고, pH 5에서는 Cr
6+ 
이온과 Ba 이온이 둘 다

용액 내에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이 결과로부터 pH가 너

무 낮은 경우에는 BaCrO4 결정이 형성되어도 용액내로

다시 용해되어 Cr
6+ 
제거가 어렵고 따라서 pH가 3에서 5

사이 일 때 Cr
6+ 
이온 제거가 가장 잘 된다고 생각한다. 

100 ppm의 Cr
6+

 이온을 포함한 용액의 pH를 조절하지

않았을 때 초기 pH는 4.6 정도로 제거가 잘되는 영역이

므로 유리를 이용한 Cr
6+

 제거 응용시 100 ppm Cr
6+

 용액

은 pH를 따로 조절하지 않아도 제거가 잘 될 것으로 생

각된다. 

4. 결 론

SiO2-B2O3-BaO-Na2O 계 붕규산염 유리를 이용하여 Cr
6+

이온을 제거하였고, Cr
6+

 이온 제거 기구에 대한 실험결

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Fig. 7. Concentration of Cr
6+

 ion after reaction with various

initial pH of the solution.

Fig. 8. Concentration of Cr
6+

 and Ba
2+

 ions after dissolving

BaCrO4 crystal in a solution with various 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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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한 2가 산화물을 포함한 붕규산염 유리중 BaO

가 포함된 유리를 사용했을때 용액 중 Cr
6+

 이온 제거 효

율이 가장 높았다.

2. 이들 유리를 용액과 반응시키면 유리로부터 Ba 이온

이 용출되고 이 Ba
2+

 이온이 용액 중의 Cr
6+

 이온과 만나

BaCrO4 결정을 유리 표면에 형성함으로써 용액 중의 Cr
6+

이온이 제거되었다.

3. 용액의 초기 pH가 3~5 사이일 때 Cr
6+

 이온 제거량

이 가장 높았다. 이보다 낮은 pH 영역에서는 BaCrO4 결

정의 용해 때문에, 그리고 이보다 높은 pH 영역에서는 유

리의 반응성이 감소하여 Cr
6+ 
이온 제거량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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