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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 산성 백토를 황산(무게 비로 20%)와 90 oC의 온도로 8시간 동안 가열하여 처리 한 활성 백토를 수중의 인

산성 인(PO4
3--P)의 제거를 위한 흡착제로서 사용하였다. 흡착 실험에 앞서 X-선 형광분광기와 표면적 분석기로 활성 백토의 특

성을 조사하였다. 활성 백토에 의한 PO4
3--P 흡착은 0.25 시간 이전에 가파르게 증가하였고 4시간에 이르렀을 때 평형에 도달하

였다. 5 mg/L의 낮은 PO4
3--P 농도에서, 대략 98%의 흡착효율이 활성 백토에 의해 성취되었다. PO4

3--P의 흡착 데이터를 흡착 등

온선과 반응속도 모델에 도입하였다. 활성 백토에 의한 PO4
3--P 흡착거동은 Freundlich와 Langmuir 등온선 모두에 잘 적용되었다.

활성 백토에 의한 PO4
3--P 흡착에 관해서 Freundlich와 Langmuir의 등온선 계수인 KF와 Q는 각각 8.3과 20.0 mg/g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물과 활성 백토 계에서의 PO4
3--P 흡착은 더 높은 상관계수 R2와 실험값 qe,exp과 계산값 qe,cal의 근접으로 인해서 유사

일차 보다는 유사 이차 반응속도식에 적합하였다. 연구의 결과들은 활성 백토가 수중으로부터 인을 제거하는데 효율적인 흡착

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주제어: 활성 백토, 산성 백토, 흡착, 등온선, 인산성 인

ABSTRACT. In this study, activated clay treated with H2SO4 (20% by weight) and heat at 90 oC for 8 h for acid white soil was used

as an adsorbent for the removal of PO4
3-P in water. Prior to the adsorption experiment, the characteristics of activated clay was

examined by X-ray Fluorescence Spectrometry (XRF) and BET surface area analyser. The adsorption of PO4
3--P on activated

clay was steeply increased within 0.25 h and reached equilibrium at 4 h. At 5 mg/L of low PO4
3--P concentration, roughly 98%

of adsorption efficiency was accomplished by activated clay. The adsorption data of PO4
3--P were introduced to the adsorp-

tion isotherm and kinetic models. It was seen that both Freundlich and Langmuir isotherms were applied well to describe the

adsorption behavior of PO4
3--P on activated clay. For adsorption PO4

3--P on activated clay, the Freundlich and Langmuir iso-

therm coefficients, KF and Q, were found to be 8.3 and 20.0 mg/g, respectively. The pseudo-second-order kinetics model was

more suitable for adsorption of PO4
3--P in water/activated clay system owing to the higher correlation coefficient R2 and the

more proximity value of the experimental value qe,exp and the calculated value qe,cal than the pseudo-first-order kinetics model.

The results of study indicate that activated clay could be used as an efficient adsorbent for the removal of PO4
3-P from water. 

Key words: Activated clay, Acid white soil, Adsorption, Isotherm, PO4
3--P

INTRODUCTION

부영양화는 자연에 있는 썩은 식물, 농지에서 사용하는

비료, 동물의 분뇨, 합성세제, 처리되지 않은 각종 하수 및

공장 폐수로부터 부영양화 원인물질인 인과 같은 영양 염

이 하천이나 호소, 호수, 해안 등지에 유입됨으로써 발생

한다. 부영양화로 인한 수질의 특징은 조류의 번식, 투명

도 저하, 용존산소량(DO) 결핍 확산, 생물학적 산소 요구

량(BOD)과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의 증가 등이다.1,2

수중의 총인 처리 방법은 크게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

적 방법으로 대별된다. 일반적으로 물리적 방법으로는 활

성탄을 이용하여 왔다. 그러나 비극성인 활성탄 그 자체

로는 인산이온과 같은 극성물질을 흡착 제거하는 것이 어

려워 활성탄에 금속 또는 특정한 금속 염을 첨착시켜 촉

매적 기능을 강화하여 흡착성능을 강화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3,4 화학적 공법으로 인은 응집침전법으로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198 황지영 · 진예지 · 유건상

효과적인 처리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왔다. 많이 사용되는

응집제로는 황산반토, 철염, 석회, 고분자 응집제 등이 있다.5,6

이들 금속이온에 의해 인산염은 AlPO4, FePO4, Ca5(OH)(PO4)3

형태로 침전하고, 유기물입자로 되어있는 유기성인도 응집

침전된다. 

생물학적 공법은 미생물을 호기성과 혐기성 상태에 교

대로 노출시킴으로써 미생물에 긴장(stress)을 주어 미생

물의 대사 경로를 전환시키는 환경 조건의 극한적인 변화를

주어 인의 흡수가 정상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정들로는 A/O, Phostrip, Bardenpho 등이 있다.7−12

A/O 방법은 운전이 비교적 간단하나 높은 농도의 인의

제거가 불가능하고 호기조 체류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율의 폭기가 필요하다. Phostrip의 경우에는 기존 활성

슬러지 처리장에 적용가능하고 유출수 내의 인의 농도를

1.5 mg/L 이하로 안정적으로 달성 가능하나 석회 주입 등과

관련하여 고도의 운전 기술이 요구된다. SBR 방법은 인의

제거 시 운전의 유연성이 크나 여러 개의 반응조가 필요

하여 설치비가 과다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을 처리할 때 화학적인 처리 방법이 물리적

방법보다 더 높은 제거율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화학적 방법은 슬러지 발생량이 많고 물속의 pH가 쉽게

낮아져서 알칼리도의 보충이 필요하게 되므로 경제적 관

점에서 볼 때 물리적 처리 방법에 비해 효과적이지 못하

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수중의 인을 제거하기 위해 값이

싸고 안정적으로 수급이 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흡착제의

개발이 여러 가지 물질에 의해 시도되어 왔다.13−17

본 연구는 포항 인근 해역에 산재되어 있는 산성 백토를

활성화 시킨 흡착제(활성 백토)를 이용하여 수중에 있는

인을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접촉시간, 흡착제의 양, 흡착질의 농도, pH와 같은

다양한 실험조건 별로 흡착을 시행한 후 흡착등온식과 반

응속도식을 이용하여 인의 흡착 특성을 해석하였다.

EXPERIMENTAL

활성 백토는 경북 포항시 인근 해역에서 수거한 산성

백토(사전 흡착실험을 통해 인의 제거 능력이 전혀 없음)에

20%의 황산을 넣어 90 oC에서 8 시간 가열하여 만들었다

(Fig. 1(a)와 (b)). 

활성 백토의 균질화를 위하여 막자사발과 표준체를 사

용하여 10 um 이하의 입자를 선별한 후 본 연구를 위한 흡

착제로 사용하였다. 활성 백토의 무기물 조성은 X-선 형

광분석기(XRF, ZSX Primus II, Rigaku, Japan)로 활성 백토의

비표면적, 총 세공부피, 세공 크기는 비표면적(BET, ASAP-

2010, USA) 분석기를 이용하여 M-P(Multi-Point)법으로 측정

하였다. 

활성 백토에 의한 수중의 PO4
3--P의 흡착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KH2PO4(대정화금, 한국) 시약을 구입한 후 증류수에

녹여 표준용액(PO4
3--P; 1000 mg/L)을 제조하였고 이어서

인의 농도가 각각 5, 10, 25, 50 mg/L가 되도록 용액을 만

들었다. 이 후 활성 백토(0.1, 025, 0.5, 1.0 g) 각각을 용액

500 mL에 첨가하고 Jar tester(Lab Tech, Korea)을 이용하여

용액을 100 rpm으로 교반 하면서 흡착 반응시간 별로 일

정량의 용액을 채취하였다. 채취한 용액은 GF/C(0.45 μm)

필터로 여과 한 다음 원심분리 시킨 후 상등액을 자외선/

가시광선 형광분광기(Scinco, S-3100, Korea)를 이용하여 파장

880 nm에서 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pH meter(Radiometer,

PHM 250 ion analyser, Woonsocket, USA)를 이용하여 반응

시간에 따른 pH 변화를 살펴보았다. 활성 백토의 pH는

6.5±3을 나타냈으며 PO4
3--P의 흡착 과정 동안 거의 큰 변

화를 보이지 않았다. 

RESULTS AND DISCUSSION

X-선 형광분석

X-선 형광 분석기를 이용하여 활성 백토의 무기질 구성

성분비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 활성 백토의

대부분은 알루미나(Al2O3), 이산화규소(SiO2), 삼산화황(SO3)

그리고 산화철(Fe2O3)로 구성되었다. 

Figure 1. Image of acid white soil (a) and activated clay (b).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activated clay (wt.%) by XRF

Metal oxide  Activated clay
Na2O 3.2117
MgO 1.9638
Al2O3 19.3915
SiO2 30.4946
SO3 14.4949
K2O 1.7717
CaO 4.7507
TiO2 1.2511
Fe2O3 21.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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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면적, 총세공부피, 세공크기

활성 백토의 비표면적, 총세공부피, 세공 크기의 분석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활성 백토의 비표면적은

79.7002 m2/g로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활성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총세공부피와 세공 크기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주입량에 따른 흡착효율

Fig. 2는 PO4
3--P의 농도를 50 mg/L로 고정시키고 활성

백토의 주입량(0.1~1.0 g/500 mL)을 달리하여 접촉시간에

따른 인의 흡착효율(%)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활성 백토의 주입량에 관계 없이 초기 0.25 시간

이내에서 인의 흡착효율은 상당히 증가였고 이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흡착효율은 대체적으로 완만한 양상을 나

타내었다. 최종 접촉시간 4 시간에서 활성 백토 주입량에

따른 PO4
3--P의 흡착효율은 0.1 g일 때 14.4%, 0.25 g 21%,

0.5 g 30.4%, 1.0 g 59.2%를 나타내었다. 

농도에 따른 흡착효율

Fig. 3은 활성 백토의 주입량(1.0 g/500 mL)을 고정시키고

PO4
3--P의 농도를 (5~50 mg/L)를 변화시켜 접촉시간에 따른

인의 흡착효율(%)을 나타낸 그림이다. 결과적으로, PO4
3--P

의 농도를 5 mg/L에서 50 mg/L로 증가시킴에 따라 흡착효

율은 점차적으로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최종 접촉시간

4시간과 5 mg/L의 PO4
3--P 농도에서 흡착능력은 98.2%, 10

mg/L 86.5%, 25 mg/L 61.6%, 50 mg/L 39.3%를 각각 나타

내었다.

흡착등온식

흡착등온 모델은 일정 온도에서 흡착제와 흡착질이 흡

착평형에 도달되었을 때 흡착제에 의한 흡착질의 제거 가

능한 최대 흡착량과 친화도와의 관계를 나타낸다. 흡착제의

성능은 흡착등온식 인자들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이를 위해 Freundlich와 Langmuir 흡착등온식을 적용하여

활성 백토의 흡착성능을 측정하였다. 흡착량은 흡착실험이

완료된 후 용액 중에 잔류하는 흡착질의 농도를 측정하고

아래에 나타낸 식 (1)을 이용하여 구하였으며, Freundlich와

Langmuir 흡착등온식에 적용하였다.

(1)

여기서, qe: 평형 상태에서 흡착제 g당 흡착된 흡착질의 양

(mg/g), C0: 흡착질의 초기 농도(mg/L), Ce: 흡착평형 후 용

액 중의 흡착질 평형 농도(mg/L), V: 용액의 부피(L), W: 흡

착제의 주입량(g).

Freundlich 흡착등온식은 흡착질이 흡착제의 비균질 표

면에 다분자층을 형성한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식으로

qe = KF · Ce
1/n로 정의되며 양변에 로그를 취하여 1차식으로

q
e

C
o

C
e

–( )V

W
------------------------=

Table 2. Textural properties of activated clay

Adsorbent
BET

surface area
(m2 g-1)

Total pore 
volume
(cm3 g-1)

 Average 
pore diametera

(Ǻ)
Activated clay 79.70 20.16 81.27

Activated carbon 1228.87 0.51 1.67
a4V/A by BET.

Figure 2. PO4
3--P adsorption efficiency with dosage.

Figure 3. PO4
3--P adsorption efficiency with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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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할 수 있다. 

(2)

여기서, KF는 흡착제의 흡착능(mg/g)에 대한 척도로서 크

면 클수록 흡착능력이 양호함을 의미하며, n은 흡착 친화

력의 크기를 나타낸다. 

Langmuir 흡착등온식은 흡착제의 각 활성 자리는 하나의

흡착질과 결합하고 이웃하는 활성 자리 사이에는 어떤 상

호 인력도 작용하지 않는다는 모델로 Langmuir 흡착은 단

분자층 흡착을 나타낸다. Langmuir 흡착 등온식은 다음

식 (3)과 같이 표현된다.

(3)

여기서, Q는 흡착제의 최대 흡착량(mg/g), KL은 흡착제에

대한 흡착질의 친화도를 나타내는 Langmuir 상수를 나타

낸다.

Fig. 4과 5는 실온에서 활성 백토에 의한 수중의 PO4
3--P 의

흡착 거동을 Freundlich와 Langmuir 흡착등온모델에 적용

한 그래프이다. 일반적으로 R2(상관계수 값)는 회귀직선

식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1에 가까운 수치가 모델에

적합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활성 백토

흡착제에 대해 Freundlich와 Langmuir 흡착 등온식의 상관

계수 값이 0.9947과 0.9927로 1에 가까워 두 모델 모두 활성

백토에 대한 PO4
3--P의 등온흡착 거동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들의 흡착등온선으로부터 Freundlich 상수 logKF와 1/n,

Langmuir 상수 Q와 KL을 각각 계산하여 이들의 수치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Freundlich 상수인 1/n은 흡착질에 대한 흡착제의 친화

도(adsorbent affinity)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1/n이 0.5이

하일 때 흡착제에 의한 흡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Table 3에서 보듯, 물/활성 백토 계에서 PO4
3--

P의 흡착에 대한 Freundlich 상수 1/n의 값은 0.253으로 수중에

있는 활성 백토에 의해 PO4
3--P가 비교적 효과적으로 흡착된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Langmuir 상수 KL은 표준상태에서 식 (4)와 같이 Gibbs free

energy와 관계가 있다. 여기서 R은 이상기체상수(8.314 J/

mol·K)이며, T는 온도(298.15 K)이다. 

ΔG = -RT ln(1000KL) (4)

식 (4)에 대입하여 산출된 ΔG = - 20.366.2 kJ/mol으로서 ΔG가

음의 값을 보여 물/활성 백토 계에서 PO4
3--P의 흡착은 자발적

정반응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중의 PO4
3--P의

흡착에 대한 활성 백토의 Freundlich 상수 KF와 Langmuir 상

수 Q의 값은 각각 8.3 mg/g과 20.0 mg/g을 나타내었다. 

흡착 반응속도

흡착 반응속도는 흡착공정을 실제로 활용하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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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Freundlich isotherm of PO4
3--P onto activated clay.

Figure 5. Langmuir isotherm of PO4
3--P onto activated clay. 

Table 3. Freiundlich and Langmuir constants

Adsorbent Adsorbate
Freundlich Constants Langmuir Constants

KF (mg/g) 1/n Q (mg/g) KL

Activated clay PO4
3--P 8.3 0.253 20.0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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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나 운영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접촉시간과 용기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단위시간 당 흡착질의 제거

량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활성 백토의 주입량을 변

화시켜 PO4
3--P의 흡착을 속도론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사 1차와 유사 2차 반응속도식을

적용하여 흡착 특성을 해석하였다. 유사 1차 반응속도식은

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5)

식 (5)를 식 (6)과 같이 log 함수 형태인 직선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6)

여기서, k1는 유사 1차 속도상수(min-1), qt는 시간 t에서의

흡착질에 흡착된 흡착질의 흡착량(mg/g), qe는 평형에서 흡

착질에 흡착된 흡착질의 흡착량(mg/g)을 나타낸다. 

식 (6)을 이용하여 k1과 qe는 log(qe-qt)의 직선희귀식의

기울기와 절편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유사 2차 반응속도식은 일반적으로 식 (7)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7)

식 (7)은 식 (8)와 같이 직선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8)

여기서 k2는 유사 2차 속도상수(g/mg·min)를 나타내며, qt와

qe는 유사 1차식과 동일하다. 

식 (8)을 이용하여 t와 t/qt의 관계를 직선 희귀식으로 나

타낼 수 있으며 직선의 기울기는 1/qt, 절편은 1/k2qe
2이다.

Fig. 6과 7 그리고 Table 4에 활성 백토 주입량 변화에 따

른 PO4
3--P 흡착실험의 데이터를 유사 1차와 유사 2차 반

응속도식에 대입하여 얻은 그림과 반응속도 상수의 수치

를 나타내었다. 유사 2차 반응속도식에서 선형계수 R2 값

이 유사 1차식 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났고 계산값 qe,cal는

실험값인 qe,exp과 유사한 값을 나타내어 이는 활성 백토를

이용하여 PO4
3--P를 제거할 경우 반응속도는 유사 2차식

모델에 더 적합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활성 백토 주

입량 변화에 PO4
3--P 흡착실험의 데이터를 유사 1차와 2차

속도식을 적용하여 k1과 k2를 산출한 결과 활성백토의 주

입량이 증가하면서 반응속도 상수 값이 증가한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dq
t

dt
------- k

1
q
e

q
t

–( )=

log q
e

q
t

–( ) logq
e

k
1
t

2.303
-------------–=

dq
t

dt
------- k

2
q
e

q
t

–( )
2=

t

q
t

---- 1
k
2
q
e

2
---------- 1

q
e

----t+=

Figure 6. Pseudo-first-order kinetics of PO4
3--P adsorption with

change of dosage.

Figure 7. Pseudo-second-order kinetics of PO4
3--P adsorption

with change of dosage. 

Table 4. Adsorption kinetic variables for adsorption of PO4
3--P onto activated clay

Adsorbent Initial PO4
3- 

concentration (50 mg L-1) 
Dosage

(g)
qe,exp

(mg g-1)
Pseudo-first-order kinetic model Pseudo-second-order kinetic model 

qe,cal (mg g-1) k1 (min-1) qe,cal (mg g-1) k2 (g mg-1 min-1)

Activated clay PO4
3--P

0.1 72.0 333.3 0.00461 47.60 0.000687
0.25 41.0 141.2 0.00844 34.62 0.002740
0.5 30.4 90.28 0.01000 26.11 0.003670
1.0 29.6 71.68 0.01270 26.32 0.007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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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본 연구는 산성 백토를 무게 비로 황산 20%와 90 oC의

온도로 8시간 동안 가열하여 얻은 활성 백토를 이용하여

수중의 PO4
3--P를 제거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구하였

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활성 백토의 화학적 조성은

주로 알루미나(Al2O3), 이산화규소(SiO2), 삼산화황(SO3),

산화철(Fe2O3)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활성 백토는 상업

적으로 생산되는 활성탄에 비해 비표면적은 매우 낮았으

나 총세공부피와 세공크기는 각각 40배와 50배 높았다.

활성 백토에 의한 PO4
3--P 흡착은 농도나 주입량에 관계

없이 0.25 시간 이전에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며 4시간에

이르렀을 때 평형에 도달하였다. PO4
3--P 농도를 50에서

5 mg/L까지 감소시킴에 따라, 활성 백토의 흡착효율은

39.3%에서 98.2%까지 증가하였다. PO4
3--P의 흡착 데이터를

흡착 등온선에 도입한 결과 활성 백토에 의한 PO4
3--P 흡

착거동은 Freundlich와 Langmuir 등온선 모두에 잘 적용되

었고 Freundlich와 Langmuir의 등온선 상수인 KF는와 Q는

8.3 mg/g과 20.0 mg/g을 각각 나타내었다. 활성 백토에 의

한 PO4
3--P의 흡착 반응속도는 더 높은 상관계수 R2와 실

험값 qe,exp과 계산값 qe,cal의 근접 함으로 인해 유사 일차 보

다는 유사 이차 반응속도식에 적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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