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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하수로부터의 에너지 회수는 오랜 기간 환경 공학 분야의 주요 연구 

중 하나이다. 하수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회수하는 다양한 접근법 중, 유

기물의 혐기성 소화를 이용한 메탄 생성 방법은 가장 잘 발달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하수에 존재하는 용존 유기 물질의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처리 공정을 통해서 생분해되어 제거된

다. 이런 일반적인 생물학적 처리 공정은 4.92kWh/kg-BOD의 전력을 소

모하여 유기물과 같은 잠재적인 에너지원을 CO2와 H2O로 산화시켜 제거

한다. 

  일반적으로 혐기성 소화 공법에는 음식물 쓰레기, 폐하수 슬러지, 가

축 분뇨같은 고농 유기성 폐기물이 기질로서 사용되며 혐기성 소화 공법

을 통해서 kg 유기물 당 1.56~2.34kWh의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

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하수 내 존재하는 쉽게 분해되는 용존 생분해

성 유기물질을 2차 처리를 통해 산화되어 제거하기 보단 혐기성 소화를 

통해서 메탄을 생산하여 활용한다면 좀 더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하수처

리공정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 하수처리장의 유기물 농도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용존 생분해성 유기물을 나타낼 수 있는 DOC, SBOD5의 농도가 평균 

36.5, 42.8mg/L로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농도의 유기물

을 혐기성 소화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므로, 효과

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기물의 농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하수의 낮은 농도의 sBOM을 혐기성 소화에 활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성탄 흡착-혐기성소화 연계의 방법을 제시했다. 

활성탄을 이용한 흡착·농축을 통하여 낮은 농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

고, 활성탄에 흡착된 sBOM을 이용한 메탄 생성은 그 효율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제안한 공정 컨셉의 증명을 위해서 첫째로 활

성탄 흡착-혐기성 소화 연계를 통한 메탄 생성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BMP test를 진행했다. 둘째로 하수 내 용존 생분해성 유기물의 흡착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성탄의 개질을 진행했으며, 개질 활성탄을 이용한 흡

착 유기물의 BMP test를 진행하여 효율의 변화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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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을 위해서 용존 생분해성 유기물이 존재하는 하수를 모사하여 인

공하수를 제작하고 3가지 활성탄 후보군인 Norit coal based, Norit peat 

based, Carbontech coal based 활성탄을 이용한 등온흡착실험을 진행했

다. 그중 가장 흡착능이 좋은 Carbontech coal based 활성탄을 선정하여 

모든 실험을 진행했다. 

  활성탄 흡착 유기물의 메탄 생성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BMP 

test의 결과 활성탄에 흡착된 유기물을 사용하여도 흡착되지 않은 동일

한 양의 유기물을 사용할 때와 안정적으로 메탄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했

으며, 그 효율은 고온소화에서 더 좋은 것을 확인했다. 과량의 유기물을 

기질로 사용하는 경우 흡착되지 않은 유기물을 사용할 때 VFA 축적과 

산성화에 의해 메탄 생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보이지만, 활성탄에 흡착된 

유기물을 사용하는 경우 메탄이 안정적으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과량의 유기물을 사용하는 경우 활성탄 흡착 유기물을 사용하는 경우 

안정적으로 메탄이 생성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유기물 탈착 실험, 

VFA 생성 속도 실험과 활성탄의 pH buffering capacity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다. 탈착 실험 결과 활성탄 흡착 유기물의 탈착은 24시간 

내에 약 75%정도까지 탈착이 일어나며, 더 이상 탈착이 일어나지 않는 

평형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VFA 생성 속도 실험 결과 활성탄

에 흡착된 유기물과 흡착되지 않은 유기물 간의 차이는 절대적인 양의 

차이만 있었을 뿐 시간의 차이는 없는 것을 확인했다. 이 두 결과를 통

해 탈착 속도 및 VFA 생성 속도는 흡착 유기물을 기질로 사용할 시의 

안정적인 메탄 생성의 원인이 될 수 없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pH 

buffering capacity의 결과 BMP 리액터에 활성탄을 넣어주는 경우 중성 

pH를 유지시켜 주어 메탄 생산 효율을 안정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을 

정도의 높은 pH buffering capacity를 가지는 것을 확인했다. 활성탄의 

pH buffering capacity는 103.13mmol/pH-kg를 나타내고 이 값은 biochar 

처리를 한 토양의 pH buffering capacity가 20~30mmol/pH-kg인 것에 비

하면 매우 높은 값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80mmol/kg 의 H+를 

증류수에 넣어주었을 때 pH 1.8을 나타내는 것에 비해 활성탄이 존재할 

때는 pH 7.3의 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서 활성탄이 존재하는 경우 pH 감소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며 활성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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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pH buffering capacity에 의해 혐기성 소화 과정에서 메탄생성 속

도보다 빠른 산생성 속도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산성화를 억제하여 안

정적으로 메탄 생성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확인했다.

  용존 생분해성 유기물의 흡착능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산소를 포함한 

작용기를 늘려주기 개질, 작용기를 제거하기 위한 개질, 공극의 변화를 

주기위한 개질을 진행했다. 개질이 잘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pHPZC 측정과 FT-IR 분석, BET, BJH 분석을 통한 비표면적 및 공극분포

의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개질 활성탄의 작용기 변화가 예상한대

로 증감을 보였으며, BET 분석 결과 H2O2 modified AC, Defunctionalized 

AC에서는 비표면적과 공극부피가 소폭 감소했으며, KOH modified AC에

서는 비표면적과 공극부피가 크게 증가했다.

  개질 활성탄의 흡착능을 비교하기 위한 등온흡착실험 결과 KOH를 이

용하여 공극의 변화를 준 활성탄의 흡착능이 가장 많이 향상되었으며, 

작용기를 제거한 개질, 산소를 포함한 작용기를 늘려준 개질 순서로 흡

착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다. 

  개질 활성탄을 이용한 흡착 유기물의 메탄 생성 효율 차이를 보기 위

한 BMP test 결과 H2O2 modified AC > Defunctionalized AC > KOH 

modified AC (Ratio 4) ≒ KOH modified AC (Ratio 2) > Unmodified AC 

의 순으로 높은 메탄 생성 포텐셜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

는 낮은 흡착제 투여량에 의한 탈착 효율 향상의 효과와 흡착능의 향상

으로 인한 탈착의 방해 두 가지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개질을 통해서 활성탄의 흡착능을 향상시켜 동일 유기물을 투여하기 위

한 활성탄의 투여량은 감소하여 메탄 생성 포텐셜이 증가하였으나, 개질

된 활성탄간의 메탄 생성 포텐셜의 차이는 흡착능의 증가로 인해 탈착 

자체가 효과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혐기성 소화에 사용되는 고농도의 유기성 폐기물이 

아닌 하수에 낮은 농도로 존재하는 용존 생분해성 유기물을 흡착하고 이

를 이용하여 메탄 생성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다. 추후

에 이 새로운 접근 방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개발이 진행되면 하수에 

존재하는 용존 생분해성 유기물의 처리 방법을 기존의 처리-제거

(Treat-to-Remove)의 개념에서 농축-재생(Trap-and-Recover)이라는 새로

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활성탄의 개질을 통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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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의 효율을 더욱 향상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흡착제 개질에 의한 

장·단점의 확인을 통하여 본 연구의 발전을 위한 후속 연구의 진행 방

향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흡착 유기물을 이용한 메탄 생성의 가능성을 확

인하기 위해 고농도의 인공하수를 이용하여 활성탄에 유기물을 흡착시켰

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실제 하수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의 입증이 필요하며, 유기물의 흡착능 향상과 탈착 

효율이 동시에 향상되는 흡착제의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가 이뤄진다면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한 방법을 이용해 지속가능한 방

향으로 하수처리공정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흡착, 활성탄, 개질, BMP test, 메탄생성

학  번 : 2017-2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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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 배경

  하수에 존재하는 유기물질들은 생분해성에 따라 생분해성, 난분해성 

유기물로 구분되며, 생분해성 유기물은 쉽게 생분해되는 유기물 및 천천

히 혹은 부분적으로 생분해되는 유기물로 구분된다. 그리고 난분해성 유

기물은 용해정도에 따라 용존 난분해성 유기물과 입자상 난분해성 유기

물로 구분된다(YY choi et al., 2017). 하수 내 존재하는 유기물들은 생물

학적 처리, 고도처리를 통해 분해, 제거되며 분해되지 않은 고형 유기물

질들은 폐 하수 슬러지로 처리가 된다. 생분해성 유기물의 일반적인 처

리 방법인 2차 처리 공법, 즉 생물학적 처리 공법은 약 4.92kWh/kg BOD

의 전력을 소비하여 유기물을 CO2와 H2O로 산화시켜 제거한다(조을생 

등., 2012).

  혐기성 소화 공법은 미생물을 이용하여 유기성 폐기물에서 메탄을 생

성, 유용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

로 혐기성 소화를 위한 유기성 폐기물로는 음식물 쓰레기, 폐하수 슬러

지, 가축 분뇨 등이 사용된다. 이러한 혐기성 소화 공법을 통해서 메탄

을 생산하여 활용한다면 kg 유기물당 1.56~2.34kWh의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다(김남천 등., 2002). 따라서 하수 내 존재하는 쉽게 분해되

는 용존 생분해성 유기물질을 2차 처리를 통해 산화되어 제거하기 보단 

혐기성 소화를 통해서 메탄을 생산하여 활용한다면 좀 더 지속가능한 방

향으로 하수처리공정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 하수처리장의 유기물 농도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용존 생분해성 유기물을 나타낼 수 있는 DOC, SBOD5의 농도가 평균 

36.5, 42.8mg/L로 매우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표 1-1, 조영범 등., 

2014). 따라서 하수 내 존재하는 용존 생분해성 유기물을 혐기성 소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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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활성탄을 이용한 흡착·농축을 통하여 낮은 농

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으로 메탄을 생성하기 위해서 흡착-혐

기성 소화의 연계를 통한 메탄 생성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와 같이 흡착

된 유기물을 이용하여 유효 에너지원인 메탄을 생성하고자 했던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다. 그러나 활성탄을 이용한 용존 유기물의 흡착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으며(W.Xing et al., 2008; Lei Li et al., 

2002; A.A. Poostchi et al., 2010; B. Schreiber et al., 2005) 흡착된 유기

물을 미생물을 이용하여 생분해하는 연구 또한 많이 이뤄지고 있어

(Ozgur aktas and Ferhan cecen, 2007; V. Abromaitis et al., 2016), 본 연

구와 같이 유기물을 흡착한 이후 미생물을 이용하여 메탄을 생성하고자 

하는 접근은 유기물의 흡착 제거와 생분해와 같은 단편적인 방향이 아닌 

지속가능한 방향으로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혐기성 소화 공정에 담체로서 활성탄, 제올라이트 등을 첨가하여 

혐기성 소화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연구 또한 최근 들어 활발하게 이

뤄지고 있다(S Poirier et al., 2017; Xu et al., 2015; Y Yang et al., 2017; 

Le Zhang et al., 2018).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을 보았을 때 유기물이 흡

착된 활성탄을 이용하여 혐기성 소화를 진행하는 것은 메탄생성의 안정

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물리·화학적 개질을 통해 유기물 및 오염물질의 

흡착 효율 향상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음이 밝혀졌다(Chun at al., 

2007; W Lee at al., 2018). 용존 생분해성 유기물의 흡착 효율의 향상은 

흡착된 유기물을 이용한 혐기성 소화 공정 효율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으로 활성탄의 흡착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개질 방법에 대한 연구 또

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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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국내 하수처리장의 유기물 농도

1) Mean±Standard Deviation, 2) Minimum~Maximum concentration

Para-

meters

A plant B plant C plant D plant

Influent Effluent Influent Effluent Influent Effluent Influent Effluent

TOC 64.7±21.61) 7.5±0.9 56.7±10.8 8.6±1.8 40.5±3.3 6.7±0.7 52.9±24.4 5.4±1.6

(mg/L) (42.5~94.0)2) (6.4~8.6) (46.0~71.4) (6.6~11.1) (37.1~43.8) (6.0~7.3) (29.5~86.6) (3.6~7.4)

DOC 47.9±14.1 6.0±1.2 40.8±10.8 7.4±1.7 25.2±0.4 4.0±0.2 32.1±19.4 4.1±1.3

(mg/L) (31.9~66.2) (4.6~7.4) (32.0~56.0) (5.8~9.8) (24.9~25.6) (3.8~4.2) (14.4~59.1) (3.1~6.0)

SBOD5 48.9±3.8 2.8±1.9 42.9±3.4 2.7±1.8 31.3±3.9 2.3±2.1 48.0±8.0 2.3±1.5

(mg/L) (45.5~54.1) (0.1~4.4) (38.2~46.2) (0.8~5.1) (27.4~35.1) (0.3~4.4) (40.5~59.1)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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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활성탄을 이용하여 하수 내 존재하는 용존 생분해성 유기물

의 흡착·농축을 통하여 하수의 낮은 농도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흡

착된 유기물을 이용한 메탄생성을 통해 산화되어 제거되는 유기물의 지

속가능한 방향으로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

구의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용존 생분해성 유기물을 포함하는 하수를 모사하여 제작한 인공

하수를 이용하여 활성탄에 유기물을 흡착시킨 후 Biochemical 

Methane Potential(BMP) test를 통해 흡착된 유기물을 이용한 메탄 

생성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2) 흡착 유기물의 탈착 Kinetics를 확인하고 흡착된 유기물과 그렇지 

않은 유기물 간의 VFA 생성 속도, 활성탄의 pH buffering capacity

를 확인하여 흡착된 유기물을 이용한 메탄생성 과정의 특징을 규명

한다.

(3) 활성탄을 이용한 용존 생분해성 유기물의 흡착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의 활성탄 개질을 진행하고 등온흡착실험을 통

해 흡착능을 비교하여 최적의 개질 활성탄을 개발한다.

(4) FT-IR을 이용한 작용기 분석, BET, BJH method를 이용한 표면적 

분석 및 Pore size distribution, pHPZC Method를 이용한 pH of point 

of zero charge 측정을 통해 활성탄의 개질에 의한 흡착능 변화 원

인을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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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범위

  본 연구는 앞서 말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Coal-based 활성탄

을 이용하였다. 또한 활성탄에 흡착된 유기물을 이용한 메탄생성을 확인

하고 흡착된 유기물을 이용한 메탄생성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했다. 그리

고 활성탄의 개질과 개질이 용존 생분해성 유기물의 흡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연구를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1) 흡착 유기물을 이용한 Biochemical Methane Potential(BMP) test

  활성탄에 흡착된 유기물을 이용한 메탄 생성을 알아보기 위해 

BMP test를 진행하고, 활성탄으로 인한 영향을 보기 위해 투여되는 

총 유기물의 양을 다르게 하여 메탄 생성 정도를 비교하였다.

(2) 활성탄의 최대 흡착능 분석

  용존 생분해성 유기물을 포함하는 하수를 모사하여 제작한 인공하

수를 이용하여 활성탄의 최대 흡착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등온흡착

실험을 수행하고, Langmuir model을 이용하여 최대흡착능을 구하여 

비교하였다.

(3) 활성탄의 개질 및 표면 특성 분석

  용존 생분해성 유기물의 흡착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활성탄 표면 

작용기의 변화를 주기 위한 개질을 진행하고, 개질에 의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표면 작용기 분석, 공극 크기 및 분포, 비표면적 분

석등을 진행하였다.  

(4) 활성탄 흡착 유기물의 활용이 메탄생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활성탄에 흡착된 유기물의 활용이 메탄생성에 주는 영향을 확인하

기 위해 흡착 유기물의 탈착 속도 및 VFA 생성 속도를 확인하고 

활성탄이 가질 수 있는 완충능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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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 연구

2.1. 활성탄

2.1.1. 활성탄

  활성탄은 석탄, 야자 껍질과 같은 탄소질의 원재료를 비활성 대기 조

건하에서 800도 이하의 온도로 탄화를 시킨 후, 물리·화학적인 방법을 

통한 활성화단계를 거쳐 제작된다. (Bansal, Roop Chand, and Meenakshi 

Goyal., 2005) 탄화와, 활성화 과정에 거쳐 다공성 구조가 형성되고, 이로 

인해 넓은 비표면적을 가지게 된다.

  활성탄의 공극은 크기에 따라 2nm 이하의 경우 미세공극(micropore), 

2~50nm의 경우 중간공극(mesopore), 50nm이상의 경우 대공극

(macropore)로 분류된다(그림 2-1). 활성탄의 넓은 비표면적은 주로 미세

공극에 부피에 의해 결정되며(활성탄 표면적의 약 95%), 이러한 넓은 비

표면적과 미세공극에 의해 활성탄은 다양한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흡착제로서 오랜 기간 연구되고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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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흡착(Adsorption)

  흡착(Adsorption)이란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대표적인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으로 수계, 기상에 존재하는 흡착질이 흡착제의 표면에 강하게 

달라붙어 축적되는 것으로 흡착과 마찬가지로 수착(Sorption)에 포함되는 

표면 침전(Surface precipitation)과 중합(Ploymerization)을 포함하지 않는 

작용이다(Sparks, 2003). 흡착 작용은 크게 물리적 흡착과 화학적 흡착으

로 분류된다. 물리적 흡착은 흡착질이 흡착제의 표면에 반데르발스 힘에 

의해 붙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약하게 붙는 것을 말하며, 화학적 흡착은 

흡착제 표면과 흡착질 분자의 전자를 교환하거나 공유하는 형식으로 붙

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강하게 붙는 것을 말한다. 

  활성탄은 넓은 비표면적과 많은 미세공극을 포함하고 있어 오염물질이 

흡착될 수 있는 영역을 제공하여 흡착이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물

질이다(그림 2-2). 활성탄 표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작용기는 정전기적 인

력에 의한 흡착이 잘 일어나게 하며, 작용기에 의한 흡착은 정전기적 인

력에 의한 흡착 외에도 산소를 포함하는 작용기(Oxided functional group)

와의 수소결합을 통한 흡착이 일어나도록 할 수 있다. 탄소질로 구성된 

활성탄은 큰 소수성을 띄고 있어 오염물질 중 소수성을 가지는 유기 오

염물질과의 소수성 인력에 의해 흡착에 매우 효과적이고, 오염물질과 파

이결합(π-bonding)을 통한 흡착을 할 수 있다.

  유기물질의 활성탄으로의 흡착은 주로 정전기적 인력이 아닌 비정전기

적 인력에 의해서 일어난다. 즉, 소수성 인력, 반데르발스 힘과 유기물질

이 파이결합을 할 수 있는 경우 파이결합에 의해 흡착되며, 유기물질에 

존재하는 작용기와 활성탄 표면의 작용기간의 수소결합에 의해서 흡착이 

일어난다. 용존 생분해성 유기물의 경우 일반적인 유기물질과 달리 소수

성이 크지 않으며, 파이 결합에 의한 흡착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

다. 따라서 주로 활성탄의 표면에 흡착되는 반데르발스 힘에 의한 물리

적인 흡착이 일어나며 유기물질과 활성탄의 작용기 간의 수소결합 또한 

흡착 기작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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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활성탄 공극 모식도

그림 2-2. 활성탄의 흡착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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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활성탄의 개질

  제거하고자 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흡착능과 제거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물리·화학적인 개질을 하는 연구는 다방면으로 이뤄지고 있다

(Chun et al., 2007; AU Rajapaksha et al., 2016). 화학적인 개질의 방법

은 산처리, 염기처리 또는 계면활성제와 같은 산·염기 외의 물질을 이

용한 처리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하며, 물리적인 개질은 주로 열처리를 

통해서 진행된다.

  수중에 존재하는 무기물질과 금속류(중금속)은 이온 또는 이온 착화물

(Ionic complex)로 존재하기 때문에 주로 활성탄 표면에 존재하는 작용기

와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흡착이 일어난다. 작용기의 개질은 산처리 

혹은 과산화수소 같은 산화제를 이용해서 산처리를 하는 방식(Zhao et 

al., 2005)과 계면활성제를 이용해서 작용기를 붙여주는 방식(W Lee et 

al., 2018)등이 사용된다.

  이와 반대로 유기물질의 흡착은 작용기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다. 활성탄 표면으로의 유기물의 흡착은 정전기적 인력보다는 반데르발

스 힘, 소수성 인력에 의해 흡착되는 물리적인 흡착에 의해 일어난다. 

따라서 유기물질의 흡착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질은 주로 물리적인 특

성인 표면적과 전체 공극의 부피를 늘려주는 물리적인 개질이 효과적이

다. 작용기에 의한 흡착의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결과가 존재하는

데, 활성탄 표면의 산소를 포함한 작용기는 유기물질과 수소결합을 통해 

흡착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와 표면의 산소를 포함한 작용기의 증

가는 유기물보다 물분자의 흡착을 선호하여 유기물과 물분자와의 흡착을 

일으킨다는 연구로 이는 흡착이 되는 물질에 따라 다른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볼 수 있다(Chun et al., 2007; Jeirani et al., 2017). 

  따라서 활성탄의 개질을 통해서 흡착하고자 하는 목표 물질에 대한 흡

착 효율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흡착시키고자 하는 물질에 대

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개질 방법을 선택한다면 목표 물질

의 흡착 효율을 상당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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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활성탄 흡착 유기물의 생분해

  활성탄에 흡착된 유기물을 미생물의 활동에 의해서 생분해되어 제거될 

수 있다. 이러한 흡착 유기물의 생분해 과정을 통해서 활성탄을 재활용

하는 방법을 활성탄의 생물학적 재생(Bioregeneration)이라고 한다. 흡착 

유기물의 생분해는 흡착된 유기물의 탈착이 우선적으로 일어나야 하며, 

탈착이 일어나지 않는 비가역적인 흡착인 경우 생분해가 일어날 수 없다

(Aktas and Cecen, 2007, Purkait et al., 2007).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미

생물의 외효소에 의해 탈착이 우선되지 않고 생분해가 가능하다는 가설

을 얘기하기도 한다(Aktas and Cecen, 2007). 생물학적 재생의 효율이 총 

탈착을 초과하여 일어나는 결과들이 이 가설의 근거가 되고 있다(Ha 

and Vinitnantharat, 2000). 

  탈착되어 나온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면서 수중의 농도는 낮

게 유지되어 활성탄 표면과 수중 간의 농도 구배는 높게 유지되고 지속

적으로 탈착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 활성탄 표면과 수중의 농도 구배에 

의해서 흡착된 유기물의 탈착이 일어나고, 탈착에 의해 활성탄 표면에서 

수계로 떨어져 나온 유기물은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어 흡착 유기물의 

생분해가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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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혐기성 소화

2.2.1. 혐기성 소화

  혐기성 소화는 유기성 폐기물의 처리와 동시에 메탄이라는 에너지원를 

회수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으로 중온(35℃) 또는 고온(50℃)의 온도와 

산소가 존재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메

탄과 이산화탄소로 전환되는 반응이다. 유기물의 혐기성 소화는 그림 

2-3(Gujer and Zehnder, 1983)에 나타낸 것처럼 고분자 형태의 유기물의 

가수분해 단계(Hydrolysis), 산 생성 단계(Acidogensis), 아세트산 생성 단

계(Acetogensis)과 메탄 생성 단계(Methanogenesis)를 거쳐서 메탄을 생성

한다. 

  가수분해 및 산 생성 단계는 유기물을 휘발성 지방산(Volataile fatty 

acid, VFA)으로 분해하고 동시에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생성하는 가수분

해-발효균(Hydrolytic fermentative bacteria)에 의해 일어난다. 가수분해 

단계는 용해되지 않거나 분자량이 큰 유기물 중합체(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를 단량체나 이량체로 분해되는 단계로 혐기성 소화 과정의 속도 

결정 단계(rate-limiting step)으로 여겨지고 있다. 

  산 생성 단계는 가수분해에 의해 생성된 저분자 유기물이 저급지방산

(short chain fatty acid)인 프로피온산, 부티르산, 에탄올, 아세트산으로 

분해된다. 이 과정은 수소분압에 의해서 결정되며 식 (1)과 (2)와 같이  

수소분압이 낮을 때는 아세트산으로, 수소분압이 높을 때는 프로피온산

등으로 분해된다(김남천 et al., 2002). 

기질→                                        (1)

기질→ Pr                            (2)

  아세트산 생성 단계는 높은 수소분압에서의 산 생성 과정에서 생성된 

프로피온산, 부티르산등이 Hydrogen-producing acetogen에 의해 아래 식 

(3) ~ (5)과 같이 아세트산으로 분해되는 과정이다(Amy Rosenzweig and 

Stephen W. Ragsdal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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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Pr →
 

                   (4)

 →
                              (5)

  메탄 생성 단계에서는 메탄 생성균(Methanogen)에 의해 메탄이 생성되

게 되는데 메탄 생성균은 매우 제한된 수의 기질을 사용할 수 있다. 그 

반응은 아세트산, 수소,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포름산, 메탄올, 메틸아

민 같은 이산화탄소와 메틸 그룹 타입의 반응으로 정의된다. 메탄 생성

균에 의한 기질의 메탄으로 전환 반응은 아래 식 (6) ~ (11)과 같다. (G 

Tchobanoglous et al., 1991)

 →                                           (6)

→                                      (7)

→                                                (8)

→                                         (9)

 →                          (10)

 →                                           (11)

  메탄 생성 단계에서 식 (6) ~ (8)과 같이 수소와 이산화탄소에 의해 생

성되는 반응과 포름산과 아세트산에 의해 생성되는 반응에 의해 메탄이 

주로 생성 된다. 그림 2-3과 같이 혐기성 소화 시 70% 정도의 메탄이 

아세트산으로부터 생성된다(Gujer and Zehnder, 1983; Gavala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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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혐기성 소화에 의한 유기물의 분해단계

(Gujer and Zehnder,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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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Biochemical Methane Potential(BMP) test

  BMP test는 유기물로부터 생산될 수 있는 잠재적은 메탄의 생산량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으로 오랜 기간 많은 연구에 사용된 실험 방법이다. 

일반적인 실험 방법으로는 완전히 밀봉될 수 있는 세럼보틀에 미생물배

지와 실험에 사용될 기질, 슬러지를 넣어주고 혐기성 조건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 산소를 포함하지 않은 기체, 일반적으로 질소 가스를 이용해

서 충분히 퍼징(purging) 해준 이후 고무마개와 알루미늄 캡을 이용해서 

완전하게 밀봉해준다. 이렇게 세팅한 세럼보틀은 실험 조건에 따라 중온

(35℃) 혹은 고온(50℃)을 유지해주는 쉐이킹 인큐베이터에서 교반을 진

행하면서 발생되는 가스를 유리주사기 혹은 압력계를 이용해서 주기적으

로 측정한다. BMP test에 사용되는 미생물배지는 Owen et al., (1979)에 

의해 제시된 이후 Shelton and Tiedge, (1984)등에 의해서 개선된 미생물

배지 조성이 제안되었다. 

  BMP test는 실험 대상으로 사용되는 유기물에서 발생 될 수 있는 잠

재적 메탄 생량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들(M. Luna-delRisco et al., 2011; 

D.P.Chynoweth et al., 1993; Angelidaki et al., 2004)뿐만 아니라 외부요

인의 추가에 따른 혐기성 소화 효율 증대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에도 사

용 되었다(그림 2-4, S Poirier et al., 2017; Y Yang et al., 2017).

그림 2-4. 담체를 이용한 혐기성 소화 효율 증대 (S Poirier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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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험 재료 및 방법

3.1. 실험 재료

3.1.1. 활성탄

  본 연구는 한국 Carbontech사의 석탄(Coal-based)으로 제작된 활성탄

과 미국 Norit사의 석탄 및 토탄(Peat-based)으로 제작된 활성탄을 이용

했다(그림 3-1). 등온흡착실험을 통해 최적을 활성탄을 선정한 이후 선정

된 활성탄을 이용하여 흡착 유기물을 이용한 매탄생성 및 개질 실험을 

진행했다.

그림 3-1. 본 연구에 사용된 활성탄 (왼쪽부터) Norit사 Coal-based, 

Peat-based, Carbontech사 Coal-based 활성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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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인공하수

  활성탄으로의 유기물의 흡착능 비교, 흡착 유기물의 메탄 생성 확인을 

위한 BMP test를 위해 용존 생분해성 유기물을 포함하는 하수를 모사한 

인공하수를 제작했다. 인공하수의 조성은 Kim et al., 2002의 논문을 참

고하여 DOC농도 42.8 mg/L로 표 3-1과 같이 제작했다. 그리고 용해된 

유기물만을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인공하수를 0.45µm filter pater를 이

용하여 필터링하여 모든 실험에 사용했다. 

표 3-1. 인공하수 조성

Species Compounds Concentration (mg/L)

Organic

Compounds

Glucose 82.5

Yeast extract 8.75

Peptone 8.75

Inorganic

Compounds

MnSO4·2H2O 0.59

CaCl2·2H2O 4.65

NaHCO3 4.40

NaCl 12.50

MgSO4·7H2O 9.16

KH2PO3 6.25

(NH4)2SO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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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등온흡착실험

  활성탄으로의 유기물의 최대흡착능을 구하기 위해 등온흡착실험을 진

행했다. 인공하수를 동일한 조성으로 농도를 다르게 하여 40~2700mg/L의 

농도로 제작하고 활성탄을 10g/L가 되도록 50mL 코니컬튜브에 활성탄 

0.2g에 인공하수 20mL를 넣어 실험을 진행했다. 코니컬튜브는 좌우교반

기를 사용하여 140rpm의 속도로 24시간 교반했다(그림 3-2). 이후 

0.45µm syringe filter를 이용해 필터링 후 TOC Analyzer(TOC-V-CPH, 

Shimadzu, Japan)를 이용해 DOC를 측정했다.(그림 3-3). 

     

  그림 3-2. 등온흡착실험               그림 3-3. TOC-V-CPH

  최대흡착능을 구하기 위해 Langmuir model에 결과를 fitting하여 

parameter를 구했다. 본 식은 아래 식 (12)과 같다.

 


                                              (12)

  qe : Adsorption capacity (mg/g AC)

  Ceq : Concentration in liquid phase (mg/L)

  QM : adsorption maximum capacity (mg/g AC)

  KL : Langmuir constant (intensity of the adsorption isotherm, L/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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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흡착 유기물을 이용한 BMP test

  흡착된 유기물로부터의 메탄 생성을 보기 위해서 BMP test를 진행했

다. BMP test를 위한 접종 미생물은 중랑하수처리장의 혐기성 소화조에

서 수령한 혐기성 슬러지를 실험 전 5일간 실험온도(35, 50℃)에 적응시

킨 후 사용했다. 실험을 위한 영양 배지로는 Shelton and Tiedge (1984)

의 영양배지 조성을 사용했다(표 3-2).

표 3-2. 영양 배지의 화학적 조성

Species
Concentration

(g/L)
Species

Concentration

(mg/L)

Phosphate buffer Trace metals

KH2PO4 0.27 MnCl2·4H2O 0.50

K2HPO4 0.35 H3BO3 0.05

Mineral salt
ZnCl2 0.05

CuCl2 0.03

NH4Cl 0.53 NaMo4·2H2O 0.01

CaCl2·2H2O 0.075 CoCl2·6H2O 0.50

MgCl2·6H2O 0.1 NiCl2·6H2O 0.05

FeCl2·4H2O 0.02 Na2SeO3 0.05

  250mL Serum bottle(실제 부피 265±1mL)에 영양배지를 접종 미생물

과  9:1의 부피비로 100mL가 되도록 넣어주고 기질로는 활성탄에 흡착

된 유기물과 대조군으로 인공하수의 Organic Compounds를 동일한 양의 

mg-C 만큼 넣어주었다(그림 3-4). 인공하수 유기물 함량에 다른 이론적 

메탄 생산량을 계산하기 위해 Yeast extract와 Peptone의 원소 분석

(Element analysis)를 진행했다. 

  BMP test는 중온과 고온에서의 온도 영향을 모두 확인하기 위해서 

Shaking incubator에서 35℃, 50℃을 유지하며 140rpm의 속도로 교반해

주면서 실험을 진행했다(그림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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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BMP test 실험 세팅

그림 3-5. Shaking incubator를 이용한 BMP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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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BMP test 사용 기질

  기질로 사용되는 유기물의 양은 여러 논문을 통해 BMP test에 VS 기

준으로 하여 적합한 양인 접종물-기질의 비율(RI/S)이 1과 2가 되도록 넣

어 주었다(Raposo et al., 2006; Angelidaki et al., 2009; Owen et al., 

1979). 그리고 과량의 유기물 투입으로 인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0.32

가 되는 양을 넣어 주었다. 이때 기질의 VS는 인공하수의 대부분을 차지

하는 Glucose의 질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동일한 mg-C의 값을 가지도

록 넣어주었다(표 3-3).

표 3-3 BMP test 사용 기질

RI/S g-VS mg-C

2 0.08 32

1 0.16 64

0.32 0.51 204

  흡착된 유기물을 기질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농도의 인공하수를 이용하

여 39.58±8.49mg-C/g만큼 유기물을 흡착시킨 활성탄을 사용했다. BMP 

test에는 유기물 흡착 활성탄의 양을 조절하여 투입되는 기질 유기물을 

맞춰주었다. 

  실험에 사용된 유기물의 이론적 메탄 생산량을 식 (13)의 화학 양론식

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Parkin and Owen, 1986).

  (13)

  식 (13)을 통해 1몰의 유기물 당 생성되는 메탄의 몰수를 구한 이후 

표준상태(STP : Standard Temperature and Pressure, 0℃, 1atm)에서 기

체 1몰의 부피인 22.4L를 곱하면 생성되는 메탄의 부피를 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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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실험에 사용되는 유기물 중 화학식을 알고 있는 Glucose(C6H12O6)

를 제외한 Yeast extract와 Peptone의 원소분석을 위해서 서울대학교 기

초과학공동기기원(NCIRF)에 원소분석을 의뢰하여 Flash 2000(Thermo 

Fisher Scientific, Germany)를 이용하여 C,H,O,N의 함량비를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유기물의 화학식을 구했다. 

  원소분석을 통해 구한 Yeast extract와 Peptone의 화학식은 아래와 같

다. 

   ,   

  정확한 이론적 메탄 생산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인공하수 들어가는 

Yeast extract와 Peptone의 분자량을 통해서 몰수를 계산해야 하지만, 두 

유기물은 복합체로서 분자량을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인공하수에서 각 

유기물이 차지하는 탄소 질량을 바탕으로 비율을 구한 후 유기물 별로 

생산 할 수 있는 이론적 메탄 생산량을 구하여 사용 기질 당 발생할 수 

있는 이론적 총 메탄 생산량인 373.21mL-CH4/g-VS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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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발생 가스 부피 측정

  BMP test를 통해 발생되는 바이오가스의 부피를 측정하기 위해서 압

력계와 유리주사기를 결합한 가스측정기를 사용했다(그림 3-6). 가스 발

생량은 가스측정기로부터 측정한 가스 발생량과 Serum bottle의 헤드스

페이스 부피를 고려해서 계산하며 메탄의 부피는 이 값에 GC-TCD를 통

해서 구한 메탄의 농도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때 계산된 값은 표준상태 

(STP, 0℃, 1atm) 조건으로 환산하여 나타낸다. 이렇게 환산되어 구해진 

메탄 발생량은 사용된 유기물의 휘발성 고형물 당 발생하는 메탄 발생량

으로 계산되어 mL-CH4/g-VS로 표현된다.

  표준상태 환산식과 가스 발생량을 나타내는 식은 다음 식 (14), (15)와 

같다. 

×


×


                 (14)

                                    (15)

  Vbiogas : 직전 가스 측정시점부터 현 시점까지 가스 발생량 (mL)

  T : 35℃, 50℃

  PT : 온도 T에서 포화수증기압 (35℃ : 42.2mmHg, 50℃ : 92.6mmHg)

  M1 : 현 측정시점의 발생가스에 포함된 메탄 농도 (%)

  M0 : 직전 측정시점에서 발생가스에 포함된 메탄 농도 (%)

  V1 : 현 측정시점에서 측정된 가스 발생량 (mL)

  V0 : Serum bottle 내 헤드스페이스 부피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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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발생 가스 조성 분석

  발생가스에 포함된 메탄의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 500µL gas-tight 

syringe를 이용하여 Serum bottle에서 발생 가스를 포집한 후 GC-TCD 

(Gas Chromatography-Thermal Conductivity Detector)에 100µL를 주사하

여 가스의 조성을 측정했다. GC-TCD의 운전조건은 표 3-4에 나타내었

다. 

표 3-4. GC-TCD 운전 조건 

Items Conditions

GC ACME 6100 (Younglin, South Korea)

Detector type Thermal Conductivity Detector (TCD)

Column
80/100 Porapak N (Aglient Technologies, USA)

10 ft × 1/8 in × 2.1 mm SS

Oven temp. Initial : 80℃, final : 120℃

Dectector temp. 150℃

Injector temp. 150℃

Carrier gas Helium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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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Modified Gompertz 식을 이용한 최대 메탄 생산 

포텔셜 확인

  BMP test를 통해서 구해진 누적 메탄발생량 그래프는 modified 

gompertz 식을 사용해서 설명될 수 있다(Lay et al., 1997). 미생물을 성

장을 나타내기 위한 Gompertz 식과 기질 소비 속도, 메탄 발생 속도를 

이용해서 얻은 modified gompertz 식은 미생물이 메탄을 발생하기까지 

걸리는 지체기를 고려하는 식으로, BMP test 결과를 fitting 하면 최대 메

탄 생산 포텐셜을 포함하는 3개의 미지수를 구할 수 있다. 

  Modified gompertz 식은 아래 식 (16)과 같으며, 그래프를 도식화 하면 

그림 3-6과 같다.

  ×exp exp 

 ×
                             (16)

M : 누적 메탄 발생량 (mL-CH4/g-VS) 

M0 : 최대 메탄 생산 포텐셜 (mL-CH4/g-VS)

Rm : 메탄 발생 속도 (mL-CH4/g-VS·day)

λ : 지체기 (lag phase, day)

  

그림 3-6. modified gompertz 식에 fitting 한 BMP test 결과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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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VFA 및 pH 측정

  과량의 유기물(RI/S : 0.32, 204mgC)을 사용한 혐기성 소화가 종료 된 

이후 활성탄의 존재에 의한 메탄발생저해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VFA와 

pH를 측정했다. BMP test 종료 직후 pH 측정을 하고 VFA 측정을 위해 

0.45µm syringe filter를 이용해서 필터링하여 시료 샘플링을 진행했다. 

  VFA의 측정은 HPLC(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를 이

용해서 진행하고, acetic, propionic, butyric, isobutyric acid를 측정했다. 

pH 측정을 위해 Orion star A 121 pH meter를 사용하여 측정했다. 

HPLC의 운전조건은 표 3-5에 나타내었다.

표 3-5. HPLC 운전 조건 

Items Conditions

HPLC YL 9100 (Younglin, South Korea)

Detector type UV/VIS 210nm

Column C18 (4.6*250mm, 5µm)

Oven temp. 80℃

Folw rate 0.6mL/min

Injection volume 20µL

Mobile phase 0.02N H2S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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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활성탄 흡착 유기물의 활용이 메탄생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높은 농도의 유기물, RI/S 1 이하인 0.32(204mgC)의 유기물을 기질로 사

용하여 혐기성 소화를 진행할 때 흡착되지 않은 유기물을 기질로 할 시

에는 혐기성 소화의 저해가 일어나 메탄생성이 전혀 되지 않지만, 동일

한 양의 활성탄에 흡착된 유기물을 기질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메탄이 안

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흡착 유기물의 활용이 메탄 생

성 과정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으로는 크게 2가지가 고려될 수 있다.

  (1) 흡착된 유기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탈착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때 

느린 탈착 속도가 산 생성 단계의 속도를 조절하여 VFA의 축적 

및 pH의 감소를 억제할 수 있다. 

  (2) 많은 작용기를 가지고 있는 바이오차의 경우 낮은 토양의 pH 완충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Shi et al., 2017; Xu 

et al., 2012). 활성탄 또한 바이오차와 같이 넓은 표면적 안에 다양

한 작용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활성탄 자체

가 가질 수 있는 pH 완충능력에 의해 빠른 산 생성과정의 pH 감

소를 억제할 수 있다.

  위 2가지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흡착 유기물의 탈착 속도 실험, 흡착 

유기물의 VFA 생성 속도 실험, 활성탄의 pH 완충능력 측정 실험을 진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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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유기물 탈착 속도 실험

  활성탄에 흡착된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기 위해서는 탈착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V. Abromaitis et al., 2016; M. Alexander, 

1995; O. Aktas and F. Cecen, 2007).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흡착된 

용존 생분해성 유기물을 이용한 메탄생성과정에도 탈착이 최우선적으로 

일어나야 하고 이는 유기물을 천천히 내어놓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활

성탄에 흡착된 용존 생분해성 유기물을 사용한 혐기성 소화과정의 안정

적인 메탄생성의 첫번째 원인으로 흡착 유기물이 느린 속도로 탈착되는 

기작이 VFA축적과 pH 감소를 억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흡착 유기물의 

탈착 속도를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탈착실험은 고농도의 인공하수를 이용하여 25.6±3.17mg-C/g만큼 유기

물을 흡착시킨 활성탄 0.5g을 50mL 3차 증류수에 넣어 교반시키고 24시

간 내 일정 시간마다 샘플링을 진행했다. 탈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농

도 평형상태에 도달하여 탈착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 활성탄과 

증류수간의 높은 농도구배를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샘플링 시기마다 증

류수를 교체했다. 혐기성 소화의 실험 온도가 35, 50℃인 것을 고려하여 

두 온도에서 탈착 실험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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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VFA 생성 속도 분석

  활성탄에 흡착된 유기물을 사용하여 혐기성 소화를 진행할 때 VFA의 

생산 속도를 느리게 하여 VFA 축적에 의한 pH 감소 및 메탄 생산 억제

를 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VFA 생성 속도 실험을 진

행했다.

  본 실험 방법은 204mgC의 기질을 사용하는 BMP test와 동일한 조건

으로 진행하고 기질로는 인공하수의 Organic compounds와 유기물이 흡

착된 활성탄을 넣어주었다. 그리고 VFA 생성 이후 메탄생성균의 활동을 

억제하여 VFA가 분해되는 것을 방지해주었다. 메탄생성균을 억제를 하

기 위한 방법으로 pH를 조절해주거나 메탄생성균의 활동을 억제하는 시

약을 사용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이 중 pH를 조절하는 방법은 실험 환경

의 차이가 생기므로 메탄생성균의 활동을 억제하는 시약으로 알려진 

2-Bromoethane sulfonate(BES)를 사용했다. BES의 투여량은 메탄 생성을 

완벽하게 억제하기 위해 10mmol/L 투여했다(T.M Webster et al., 2010). 

실험 세팅 이후 일정 시간 간격마다 샘플링을 후 0.45µm syringe filter를 

이용해 필터링하여 시료 샘플링을 진행했다.

  VFA의 측정은 GC-FID(Gas Chromatography – Flame Ionization 

Detector)를 이용했다. GC-FID의 운전조건은 표 3-6에 나타내었다.

표 3-6. GC-FID 운전 조건 

Items Conditions

GC 7890B (Agilent Technologies, USA)

Detector type Flame Ionization Detector (FID)

Column
Heliflex AT-Wax (Alltech, USA)

30m × 0.25mm ID × 0.25µm

Oven temp. initial : 100℃, final : 200℃

Dectector temp. 320℃

Injector temp. 240℃

Carrier gas Helium (He)



- 29 -

3.4.3. 활성탄의 pH buffering capacity(pHbuff) 분석

  활성탄과 비슷하게 다공성으로 다양한 작용기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진 

바이오차는 작용기에 의해 토양에 투입하여 낮은 토양의 pH 완충능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해 사용된다(Shi et al., 2017; Xu et al., 2012). 바이오차

와 마찬가지로 활성탄 또한 다양한 작용기를 가지고 있는 물질로 pH 완

충능력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활성탄의 pH 완충능력으로 인

해 혐기성 소화 과정에서 떨어 질 수 있는 pH에 의한 영향을 완화 하여 

안정적인 메탄생성을 가능하게 해줄 것으로 판단된다. 

  Shi et al., 2017; Aitken and Moody, 1994의 연구에서 바이오차의 

pHbuff를 구하는 실험 방법을 이용하여 활성탄의 pHbuff를 구했다. 본 실

험은 HCl과 NaOH의 양을 Solid/Liquid 비를 1:5가 되도록 점차적으로 많

이 넣어주어 만드는 적정 곡선을 그리는 방법을 이용한다. 4g의 활성탄

을 각각의 50ml 코니컬 튜브에 담아준 이후 0.04M HCl 용액을 8 ~ 

19mL씩 넣어준 후 3차 증류수를 이용해서 총 부피가 20mL가 되도록 조

절해준다. 이때 Ionic Strength를 최소화 해주기 위해서 0.04M CaCl2를 넣

어준다. 이후 상온에서 7일간 교반시킨 이후 pH를 측정해준다. 그리고 x

축은 pH, y축은 OH- 혹은 H+ 투여량으로 한 그래프의 기울기를 이용해

서 pHbuff(mmol/kg-pH)를 구한다.



- 30 -

3.5. 활성탄의 개질과 표면 특성 분석

  용존 생분해성 유기물의 흡착-혐기성 소화 연계를 통한 메탄생성의 효

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용존 생분해성 유기물이 충분히 많은 양이 흡

착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활성탄의 개질을 

통하여 흡착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했다. 등온흡착실험을 통해 

비개질 활성탄과의 흡착능을 비교하고 pHPZC, BET 및 BJH 분석, FT-IR 

분석을 통해 활성탄의 표면 특성을 분석했다. 그리고 개질활성탄을 흡착

제로 사용할 시의 메탄 생산량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32mgC의 유기물

을 기질로 하는 BMP test를 진행했다.

3.5.1. H2O2를 이용한 산소를 포함한 작용기 부착 개질

  용존 생분해성 유기물과 활성탄간의 수소결합을 통한 흡착능을 향상시

키기 위해 활성탄에 산소를 포함한 작용기(O containing Functional 

group)을 붙여주는 개질을 진행했다. 산소를 포함한 작용기인 Carboxyl, 

Carbonyl, Hydroxyl group 등을 붙여주는 개질로는 산과 과산화수소를 

이용해서 산화시키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Chun et al., 2007; C 

Moreno-Castilla et al., 1995; N Zhao et al., 2005). 그 중 본 실험에서는 

C Moreno-Castilla et al., 1995의 방법을 참고하여 과산화수소를 이용해

서 산화시켜 개질을 진행했다. 

  개질의 방법으로는 엠버보틀에 30% H2O2 solution 100mL와 10g의 활

성탄을 넣고 24시간동안 교반시켜 준 후 3차 증류수를 이용하여 충분히 

세척해주고 건조시켰다. 이렇게 개질된 활성탄을 H2O2 modified AC라고 

명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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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작용기를 제거하기 위한 개질

  활성탄 표면에 존재하는 작용기에 의한 정전기적인 영향을 제거하여 

표면으로의 흡착을 향상시켜 용존 생분해성 유기물의 흡착능을 향상시키

기 위해 표면 작용기를 제거하는(Defunctionalizing) 개질을 진행했다. 활

성탄의 작용기를 제거하는 개질을 여러 논문을 통해서 진행된 바가 있다

(B Zhang et al., 2015; S Shin et al., 1997; Yao et al., 2015). 이 중 본 

실험에서는 Yao et al., 2015의 방법을 참고하여 작용기를 제거하는 개질

을 진행했다. 

  개질의 방법으로 튜브 퍼나스를 사용하여 쿼츠 보트에 활성탄을 담아

준 후 800℃에서 Ar 가스를 흘려주면서 열처리를 1시간동안 진행했다(그

림 3-7). 이렇게 개질된 활성탄을 Defunctionalized AC라고 명명했다.

그림 3-7. 활성탄 개질에 사용된 튜브 퍼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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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수산화칼륨과 열처리를 통한 비표면적 및 공극 개질

  용존 생분해성 유기물의 활성탄 내 공극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흡착 가능한 영역을 증가시키기 위해 활성탄의 공극의 개질을 진행했다. 

또한 공극 개질을 통하여 미생물이 접근 할 수 있는 공극이 증가하게 된

다면 흡착 유기물의 생분해 효율 또한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것

이다. 개질의 방법은 활성탄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이용되는 방법 중 

하나인 KOH를 이용하는 방법(J.S Nazzel et al., 2016; T chen et al., 

2015; TS Hui et al., 2015)을 이용하고, 그 중  J.S. Nazzel et al., 2016의 

논문의 개질 방법을 참고하여 진행했다. 

개질의 방법으로는 포화 KOH 용액과 활성탄의 비율이 2, 4가 되도록 하

여 3시간 동안 교반을 진행한 후 105℃ 오븐에서 충분히 건조를 해주었

다. 그리고 건조된 활성탄을 튜브 퍼나스를 이용하여 N2가스를 흘려주면

서 800℃에서 1시간동안 열처리를 해주었다. 열처리가 끝난 활성탄은 

1M HCl용액과 3차 증류수를 이용해서 세척액의 pH가 중성을 나타낼 때

까지 세척해주었다. 이렇게 개질된 활성탄을 KOH 용액과 활성탄 비율에 

따라 KOH modified AC (Ratio 2), KOH modified AC (Ratio 4)라고 명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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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개질 활성탄의 표면 특성 분석

  활성탄의 개질이 성공적으로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활성탄 

표면 분석을 진행했다. 활성탄 표면 작용기의 변화 양상을 정성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pH drift method를 이용해서 활성탄 영전하점의 

pH(pHPZC)를 측정하고, FT-IR(Fourier-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분석을 수행하고 표면적 및 공극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 BET(Brunauer 

Emmett Teller) 분석을 진행했다. 

  pHPZC를 측정하기 위한 pH drift method는 0.01M NaCl 용액에 0.15g의 

활성탄을 넣고 HCl과 NaOH를 이용해서 초기 pH를 2에서 12까지 조절해

준다. 이때 CO2에 의한 pH 변화를 막기 위해 N2 가스를 흘려준다. 그리

고 48시간동안 교반을 해준 이후에 최종 pH를 측정하여 초기 pH에 대한 

그래프를 작성한다. 이렇게 구해진 그래프와 pH(final)=pH(initial)을 나타

내는 직선이 만나는 지점이 활성탄의 pHPZC 값을 나타낸다(M.V. 

Lopez-Ramon et al., 1999; 그림 3-8).

그림 3-8. pHPZC 측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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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면 작용기의 구체적인 정성분석을 위해서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공

공기기원(NICEM)에 FT-IR 분석을 의뢰했다. FT-IR 분석은 FT-IR 

Spectrophotometer(Nicolet 6700, Thermo Scientific, USA)를 이용하여 KBr 

pellet을 제작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FT-IR 분석을 통해 얻은 스펙트럼을 

G Socrates, 2004, Yixia Zhang et al., 2012, J.S Nazzel et al., 2016를 참

고하여 각 피크를 나타내는 작용기를 확인했다.

  표면적 및 공극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 고분자 시험 연구소에 

BET 및 BJH 방법을 이용해서 Surface area(m2/g), Average pore size, 

Total pore volume, Pore size distribution의 분석을 의뢰 했다.  

BELSORP-Mini 2(MicrotracBEL Corp.)를 사용한 77K의 온도에서 N2 가스

의 가스흡착법을 통해 0.42~200nm의 공극 범위의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에 앞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분을 완전 건조시키기 위해서 300℃로 4시

간 동안 전처리를 진행했다.



- 35 -

제 4 장 실험 결과 및 분석

4.1. 적정 활성탄 결정을 위한 등온흡착실험

  본 실험에 사용될 후보 활성탄 3종의 등온흡착실험 그래프 및 

Langmuir model fitting 결과를 그림 4-1과 표 4-1에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를 통해서 확인한 3가지 활성탄의 최대 흡착능의 크기는 

Carbontech coal based 활성탄 > Norit peat based 활성탄 > Norit coal 

based 활성탄의 순서로 큰 값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이 중 

Carbontech coal based 활성탄과 Norit peat based 활성탄의 크기는 

0.05mg/g의 매우 작은 차이를 보이지만 등온흡착곡선의 초기 기울기를 

나타낼 수 있는 QM×KL의 값이 Carbontech coal based 활성탄이 약 30배 

정도 높은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낮은 농도에서

의 흡착능이 Carbontech coal based 활성탄에서 더 높을 것이고, 추후 

낮은 농도를 나타내는 실제 하수로의 적용에도 효과적일 것임을 시사한

다.

  등온흡착실험 결과 Carbontech coal based 활성탄의 최대흡착능 및 

QM×KL 값이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므로 적정 활성탄으로 결정하고 이

후의 모든 실험은 Carbontech Coal based 활성탄을 이용해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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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후보 활성탄의 등온흡착실험 결과와 fitting된 Langmuir model 

곡선

표 4-1. 후보 활성탄의 등온흡착실험 Langmuir model parameter

QM

(mg/g)

KL

(L/mg)
QM×KL R2

Carbontech Coal based 44.7143 0.0014 0.0626 0.9848

Norit Peat based 44.6667 0.0006 0.0268 0.9453

Norit Coal based 34.5455 0.0011 0.0380 0.9379



- 37 -

4.2. 활성탄 흡착 유기물을 이용한 BMP test

  활성탄 흡착 유기물과 흡착하지 않은 유기물(Control)을 이용한 BMP 

test 결과를 아래 그림 4-2, 4-3와 표 4-2, 4-3에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

를 보면 32, 64mgC의 유기물을 기질로 사용하는 경우 Control과 흡착 유

기물을 사용하는 경우 모두 메탄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했다. 

  중온소화의 경우 Control에서는 이론적 메탄 생산량 대비 메탄 생성 

포텐셜(M0/Mtheoretical)이 90.42±3.39, 88.09±3.50%를 보이는 반면 흡착 유

기물을 사용하는 경우 53.30±6.19, 45.73±1.72%의 낮은 값을 가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고온소화의 경우 Control에서 71.70±15.36, 

78.11±7.17% 흡착 유기물을 사용하는 경우 75.12±9.48, 67.58±7.60%의 

값을 보여 흡착하지 않는 유기물을 사용하는 것과 흡착 유기물을 사용하

는 것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

로 활성탄 흡착 유기물을 이용한 메탄 생성의 경우 고온소화에서 진행하

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고온소화에서의 메탄 생성이 중온소화에서 보

다 잘 일어나는 원인으로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활성탄에 흡착된 DOC의 

탈착이 잘 일어나는 실험 결과를 보이는 선행 연구(F Su and C Lu, 

2007)와 물리적인 흡착은 발열반응이라는 선행연구(G. Mckay, 1996)에 따

르면 탈착은 흡열반응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잘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혐기성 소화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기질의 양이 많아져 고온소화에서 메

탄 생성 효율이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혐기성 소화에 적합한 유기물 양으로 알려진 RI/S 1이하인 

과량의 유기물(204mgC)을 기질로 사용하는 BMP test 결과, Control에서

는 중온소화에서는 5.11±1.04mL-CH4/g-VS (1.13±0.18%)의 메탄이 생성

되며 고온소화에서는 전혀 메탄이 생성되지 않는 결과를 확인했다. 그러

나 활성탄에 흡착된 유기물을 기질로 사용하는 경우 중온소화에서 

145.61±5.56mL-CH4/g-VS (39.02±1.49%), 고온소화에서 221.78±19.63mL

-CH4/g-VS (59.43±5.26%)의 메탄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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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활성탄 흡착 유기물을 이용한 BMP test 그래프 (중온소화)

표 4-2. 활성탄 흡착 유기물을 이용한 BMP test 결과 (중온소화)

중온소화

(35℃)

Control Adsorbed on AC

M0

(mL-CH4/g-VS)

M0/Mtheoretical

(%)

M0

(mL-CH4/g-VS)

M0/Mtheoretical

(%)

32mgC

(RI/S : 2)
337.46±12.66 90.42±3.39 198.93±23.11 53.30±6.19

64mgC

(RI/S : 1)
328.76±13.06 88.09±3.50 170.67±6.43 45.73±1.72

204mgC

(RI/S : 0.32)
5.11±0.66 1.37±0.18 145.61±5.56 39.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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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활성탄 흡착 유기물을 이용한 BMP test 그래프 (고온소화)

표 4-3. 활성탄 흡착 유기물을 이용한 BMP test 결과 (고온소화)

고온소화

(50℃)

Control Adsorbed on AC

M0

(mL-CH4/g-VS)

M0/Mtheoretical

(%)

M0

(mL-CH4/g-VS)

M0/Mtheoretical

(%)

32mgC

(RI/S : 2)
267.61±57.33 71.70±15.36 280.35±35.39 75.12±9.48

64mgC

(RI/S : 1)
291.52±26.76 78.11±7.17 252.20±28.35 67.58±7.60

204mgC

(RI/S : 0.32)
0.00±0.00 0.00±0.00 221.78±19.63 59.4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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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mgC의 유기물을 사용한 BMP test의 실험 종료 시의 pH 측정 결과 

Control이 4.25±0.06(중온소화), 3.88±0.04(고온소화)의 값을 가지며, 흡

착 유기물을 사용하는 경우 6.71±0.01(중온소화), 5.37±0.35(고온소화)의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VFA 분석 결과는 pH와 함께 표 4-4

에 나타내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활성탄에 흡착된 유기물을 사용하는 

경우 과량의 유기물을 사용하는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산생성에 의한 메

탄 생성 저해 영향을 억제하여 안정적으로 메탄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표 4-4. 과량의 유기물(204mgC, RI/S:0.32)을 기질로 한 BMP test의 

pH 및 VFA 농도

중온소화(35℃) 고온소화(50℃)

Control Adsorbed AC Control Adsorbed AC

pH 4.25±0.06 6.71±0.01 3.88±0.04 5.37±0.35

Formic acid 0.00±0.00 0.00±0.00 1.67±3.55 0.00±0.00

Acetic acid 35.37±2.34 0.00±0.00 14.28±0.29 10.02±8.68

Propionic acid 2.30±0.73 0.00±0.00 1.02±0.29 3.25±0.78

Butyric acid 19.22±0.75 0.00±0.00 11.13±0.43 7.87±2.92

  본 실험 결과에 따르면 활성탄에 흡착된 유기물을 사용한 혐기성 소화

를 통해서 메탄 생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활성탄 흡착 유기

물을 사용하는 것이 분해과정에서 급격히 떨어지는 pH에 의한 산성화 

문제를 막아줄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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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활성탄 흡착 유기물의 활용이 메탄 생성에 미치는 

영향

4.3.1. 흡착 유기물의 탈착 속도 및 VFA 생성 속도

  RI/S 1 이하의 유기물을 사용하여도 메탄이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원인

에 대해 ‘흡착된 유기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탈착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때 느린 탈착 속도가 산 생성 단계의 속도를 조절하여 VFA의 축적 및 

pH의 감소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첫 번째 가정을 세웠다. 가정

이 타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유기물 탈착 속도 실험과 VFA 생

성 속도 실험 결과를 그림 4-4, 4-5에 나타내었다. 그림 4-4의 흡착 유

기물의 탈착 속도 실험 결과를 보면 24시간 내에 더 이상 탈착이 이뤄지

지 않는 수준까지 탈착이 일어나며, 35℃의 실험 조건에서는 73.17%, 5

0℃의 실험 조건에서는 75.06%의 탈착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24시간이라는 시간동안 많은 양의 유기물이 탈착되어 나오는 결과를 

통해서 느리게 일어나는 탈착에 의해 탈착된 유기물의 산 생성 과정이 

천천히 일어나고, 그로 인한 VFA 축적 및 pH 감소를 억제할 수 있을 것

이라는 첫번째 가정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73.17%, 75.06%로 탈착된 유기물의 양은 RI/S로 계산해 보았을 때 0.2정도

의 값을 가지는 메탄 생산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의 많은 양으로 

충분히 메탄 생성이 일어나지 못하는 수준의 결과를 보일 수 있다.

  그림 4-5의 VFA 생성 속도 실험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를 보면 흡착된 

유기물을 이용하여 혐기성 소화를 진행하는 것은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

이 단순히 양적인 차이만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는 탈착실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흡착된 유기물은 약 

75% 내외의 탈착율을 보이고 이로 인해 생성되는 VFA의 양이 적게 나

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가정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행한 두 가지 실험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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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볼 때 RI/S 1 이하의 유기물을 기질로 사용하는 경우에 흡착된 유

기물의 탈착 속도 및 그로 인한 VFA 생성 속도 천천히 일어나서 VFA 

축적 및 pH 감소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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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활성탄 흡착 유기물의 탈착 속도 결과 그래프

그림 4-5. 흡착 및 비흡착 유기물을 이용한 VFA 생성 속도 결과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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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활성탄의 pH buffering capacity

RI/S 1 이하의 유기물을 사용하여도 메탄이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활성탄이 자체적으로 가질 수 있는 pH 완충능력에 의해 많은 양

이 투입되어도 메탄 생성이 억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두 번째 가정을 

세우고 그 실험 결과를 그림 4-6에 나타내었다. 

  활성탄의 pH 완충능력을 구하기 위한 실험 결과 활성탄의 pHbuff는 

103.13mmol/pH-kg이라는 결과를 구했다. 바이오차를 이용한 토양의 pH 

완충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기존의 실험들에서 바이오차를 사용하기 전에 

비해 1.5배 ~ 3배 정도 향상되어 pHbuff를 34.6~38.6 mmol/pH-kg의 값을 

가지는 것에 비하면 활성탄이 가지고 있는 pHbuff는 매우 높은 값을 나

타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투입된 H+ 양이 80mmol/kg을 나타내

는 0.04M HCl 8mL를 넣어준 경우의 pH가 1.8이지만 활성탄이 존재하는 

경우에 7.3의 pH를 가지는 결과를 보면 활성탄이 존재하는 경우에 pH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충분하게 억제해 줄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런 결과는 두 번째 가정에 기술한 것처럼 활성탄이 가지고 있는 pH 

완충능력에 의해서 탈착되어 나온 과량의 유기물이 분해되어 생성되는 

산에 의한 pH 감소를 완화시켜 메탄 생성의 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혐기성 소화에 활성탄을 이용하

는 경우는 활성탄의 담체로서의 역할로 메탄 발생 효율을 증대시키거나

(S Poirier et al., 2017) Direct Interspecies Electron Transfer(DIET)로 인

한 메탄 발생 효율이 증가(S Zhang et al., 2017)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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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활성탄의 pH buffering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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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용존 생분해성 유기물의 흡착능 향상을 위한 활성

탄의 개질

4.4.1. 개질 활성탄의 표면 특성 분석(pHPZC, FT-IR)

  활성탄의 개질을 통한 표면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pHPZC 측

정 결과(그림 4-7)를 보면 KOH modified AC (Ratio 2), (Ratio 4)와 

Defunctionalized AC의 pHPZC는 7.45, 8.31, 8.85로 Unmodified AC의 pHPZC

인 7.10보다 커졌으며, H2O2 modified AC의 pHPZC는 4.99로 낮아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pHPZC의 크기는 활성탄의 산소 함량과 연관되어 있으

며, pHPZC가 낮아질수록 활성탄의 산소 함량은 증가한다.(그림 4-8, M.V. 

Lopez-Raman et al., 1999). 활성탄 표면에 존재하는 산소의 함량이 증가

한다는 것을 활성탄 표면에 산소를 포함한 작용기(-OH, -COOH 등)의 

양이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pHPZC의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활성탄

의 표면 개질 결과를 해석하면 H2O2 modified AC의 경우 개질로 인해 

산소를 포함한 작용기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Defunctionalized AC, KOH modified AC (Ratio 4), (Ratio 2) 순으로 산소

를 포함한 작용기가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활성탄 표면의 작용기의 종류, 양을 FT-IR 분석을 통해 정성적으로 확

인했다(그림 4-9). Defunctionalized AC와 KOH modified AC (Ratio 2), 

(Ratio 4)의 분석 결과를 보면 Aromatic carboxylic acid를 나타내는 

800cm-1 피크와 Alcohol C-O stretching을 나타내는 1080cm-1의 피크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 결과는 pHPZC의 측정 결과를 통해 확인한 

것과 같이 산소를 포함한 작용기가 활성탄의 개질 과정에서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이 세 가지 개질 활성탄에서 NH group stretching을 나타

내는 1570cm-1의 피크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NH 작용기가 제거

된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chemisorbed CO2를 나타내는 1650cm-1의 피크

가 Defunctionalized AC와 KOH modified AC (Ratio 4)에서 증가한 것으



- 47 -

로 보아 CO2가 흡착될 수 있는 영역의 증가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H2O2 modified AC의 FT-IR 결과 1080cm-1 피크가 소폭 증가했으며, 

OH group stretching of physisorbed water을 나타내는 3440cm-1의 피크

가 증가한 것을 통해서 pHPZC 측정 결과를 통해 확인한 것과 같이 산소

를 포함한 작용기가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OH 

group stretching of physisorbed water를 나타내는 3440cm-1피크는 물리

적 흡착으로 존재하는 물에 의한 피크로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Defunctionalized AC에서 증가한 3440cm-1의 피크는 단순히 OH 

functional group에 의한 것이 아닌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의 증가로 

인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해서 Defunctionalized AC를 만드는 개질을 성공적으로 

작용기를 제거했음을 확인했고, H2O2 modified AC의 개질의 결과 산소

를 포함한 작용기가 증가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공극의 개질을 

위해서 진행한 KOH modified AC (Ratio 2), (Ratio 4)의 표면 특성이 개

질에 의해서 산소를 포함한 작용기가 감소했으며, 물의 물리적 흡착과 

CO2의 화학적 흡착이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의 증가가 일어났음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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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pH drift method를 이용한 pHPZC 측정 결과

그림 4-8. pHPZC와 활성탄의 산소 함량간의 관계

(M.V. Lopez-Raman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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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FT-IR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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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개질 활성탄의 표면 특성 분석(비표면적, 공극분포)

  활성탄의 비표면적 및 공극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N2 가스흡착

법의 결과를 BET 및 BJH방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를 표 4-5와 그림 

4-10에 나타내었다. 표 4-5에 나타낸 것과 같이 개질 결과 H2O2를 이용

한 산소를 포함한 작용기를 붙여주는 개질과 작용기 제거 개질의 경우 

비표면적이 소폭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total pore volume 또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KOH를 이용한 개질의 경우 KOH와 활성탄

의 비율을 2와 4로 진행한 두 활성탄 모두 비표면적과 total pore 

volume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활성탄의 공극 크기의 차이를 나타낸 그림 4-10에 나타낸 pore size 

distribution 결과를 보면 micropore인 2nm이하의 공극 사이즈를 가지는 

영역이 H2O2 modified AC와 Defunctionalized AC에서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KOH modified AC에서는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더

해 0.7nm이하의 크기를 가지는 micropore가 생겨난 것을 추가적으로 확

인할 수 있다. 2nm-50nm의 mesopore를 나타낸 부분의 결과를 보면 

KOH modified AC (Ratio 4)를 제외하고는 모두 미개질 활성탄에 비해 감

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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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활성탄의 표면 특성 분석 결과 (BET method)

Specific Surface 

area (m2/g)

Total Pore 

Volume (cm3/g)

Mean Pore 

diameter

(nm)

Unmodified AC 1170 0.68 2.34

H2O2 modified AC 1120 0.66 2.37

Defunctionalized AC 1052 0.58 2.19

KOH modified AC

(Ratio 2)
1480 0.76 2.05

KOH modified AC

(Ratio 4)
1720 0.91 2.12

그림 4-10. 활성탄 공극 분포 그래프 (BJH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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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개질 활성탄의 등온흡착실험

  3가지 개질 방법을 이용해서 개질한 H2O2 modified AC, 

Defunctionalized AC, KOH modified AC (Ratio 2), KOH modified AC 

(Ratio 4)와 개질하지 않은 Unmodified AC (Carbontech Coal based AC)

의 등온흡착실험 결과를 아래 그림 4-11와 표 4-6에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를 통해 확인한 최대 흡착능의 크기는 KOH modified AC (Ratio 4) > 

KOH modified AC (Ratio 2) > Defunctionalized AC > H2O2 modified AC 

> Unmodified AC의 순서로 큰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했다.

  용존 생분해성 유기물은 전하를 띄고 있지 않아 활성탄과 정전기적 인

력에 의한 흡착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로 수소결함, 반데

르발스의 힘에 의한 물리적 흡착이 주요 흡착 기작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H2O2 modified AC의 흡착실험결과를 보면 용존 생분해성 유기물의 흡

착에 수소결합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개질로 인해 산

소를 포함한 작용기가 증가한 것이 확인 되었으며, 비개질 활성탄에 비

해 12.9% 정도의 흡착능이 향상되었다. BET surface area 분석 결과 비

표면적과 공극 부피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흡착능이 향상된 결과를 

통해 산소를 포함한 작용기의 증가가 용존 생분해성 유기물의 수소결합

을 통한 흡착능 향상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소결합에 

의한 흡착은 다른 개질 방법에 비해 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산소를 포함한 작용기를 늘려준 H2O2 modifed AC의 경우 

Unmodified AC보다 약 12.9% 정도의 흡착능 향상을 보였으나 이 수치는 

다른 개질 방법에 비하면 크게 향상된 수치는 아니다. 

  작용기를 늘려준 개질과 반대로 작용기를 제거하는 개질을 진행한 

Defunctionalized AC의 흡착능은 30.9% 정도 향상된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이 결과를 통해 용존 생분해성 유기물의 흡착에 작용기가 존재하여 

수소결합을 일으키는 것보다 작용기의 제거를 통해서 활성탄 표면으로 

직접 흡착될 수 있는 영역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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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다. 직접 흡착될 수 있는 영역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더욱 효

과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BET surface area 분석 결과를 보면 

H2O2를 이용한 개질보다 비표면적 및 공극부피가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

구하고 더 높은 흡착능의 향상을 보이는 것을 통해 활성탄의 작용기의 

감소는 용존 생분해성 유기물의 흡착능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산소를 포함한 작용기의 증가가 유기물의 흡착을 감소시키

며, 이러한 원인은 이러한 영역으로 유기물보다는 물분자의 흡착을 선호

하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Jeirani et al., 2017)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산소를 포함한 작용기의 감소는 활성탄 표면에서 물 분자와의 흡착을 선

호하는 영역의 감소로 유기물의 흡착이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활성탄의 소수성 증가로 인해 표면의 물분자를 더 잘 밀어낼 수 있어 유

기물의 흡착을 향상 시킬 수 있다(Jeirani et al., 2017).

  KOH를 이용한 개질의 경우 흡착능이 147%(Ratio 2), 194%(Ratio 4) 향

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보이는 원인을 복합적으로 고

려할 수 있다. KOH modified AC의 pHPZC, FT-IR 결과 Defunctionalized 

AC와 유사하게 작용기가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개질에 

의해서 Defunctionalized AC와 유사하게 작용기의 제거에 의해 용존 생

분해성 유기물이 활성탄의 표면에 더 쉽게 흡착 될 수 있는 영향을 받았

을 것으로 판단된다. 작용기에 의한 영향 외의 다른 원인으로는 KOH를 

이용한 개질에 의해 비표면적과 유기물이 흡착될 수 있는 공극의 증가 

및 생성에 의해 용존 생분해성 유기물이 흡착될 수 있는 영역이 크게 증

가한 것이 다른 개질 활성탄에 비해 큰 흡착능 향상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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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개질 활성탄의 등온흡착실험 결과와 fitting된 Langmuir 

model 곡선

표 4-6. 개질 활성탄의 등온흡착실험 Langmuir model parameter

QM

(mg/g)

KL

(L/mg)

QM×KL

(L/g)
R2

Unmodified AC 44.7143 0.0014 0.0626 0.9848

H2O2 modified AC 50.5000 0.0010 0.0505 0.9879

Defunctionalized AC 58.5385 0.0013 0.0761 0.9839

KOH modified AC (Ratio 2) 110.4000 0.0010 0.1104 0.9957

KOH modified AC (Ratio 4) 131.4000 0.0010 0.1314 0.9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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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개질 활성탄을 이용한 BMP test

  개질 활성탄을 이용해 진행한 활성탄 흡착 유기물을 기질로 하는 BMP 

test 결과를 아래 그림 4-12와 표 4-7에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를 보면 

H2O2 modified AC > Defunctionalized AC > KOH modified AC (Ratio 4) 

≒ KOH modified AC (Ratio 2) > Unmodified AC의 순으로 메탄 생성 포

텐셜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보이는 원인으로는 낮은 흡착제 투여량을 가질 때 높은 

탈착 효율을 보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Ha and Vinitnantharat, 2000)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흡착능이 향상될수록 동일한 양의 유기물을 넣어

주는데 필요한 활성탄의 양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세팅되는 보틀 

내에 낮은 흡착제 투여량를 가지게 되어 탈착 효율이 향상 된다. 이로 

인해 미생물이 사용 가능한 형태로 탈착 되어 나오는 유기물의 양이 많

아져 개질 활성탄을 이용하는 경우 더 높은 메탄 생성 효율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개질활성탄간의 메탄 생성 포텐셜의 값을 보면 흡착능이 높아

질수록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Unmodified AC에 

비해 흡착능이 향상되어 탈착효율의 향상으로 인한 미생물 활용 가능한 

유기물의 증가라는 이득은 얻을 수 있지만, 개질된 활성탄의 흡착능이 

많이 향상되는 경우 활성탄 표면에서 유기물을 붙잡고 있는 힘이 강해져 

오히려 탈착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활성탄의 개질을 통해서 하수 내 존재하는 용존 생분해성 유기

물의 흡착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으나 미생물을 이용한 생분해

를 위해서는 단순 흡착능의 향상이 아닌 충분한 탈착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 흡착 유기물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흡착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흡착과 더불어 충분한 탈착을 일으킬 수 있는 방향의 개발이 함께 이뤄

진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흡착-혐기성 소화 연계를 통한 메탄생성이 가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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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활성탄 흡착 유기물을 이용한 BMP test 그래프 (개질 활성탄)

표 4-7. 활성탄 흡착 유기물을 이용한 BMP test 결과 (개질 활성탄)

고온소화

(50℃)
M0 (mL-CH4/g-VS) M0/Mtheoretical (%)

Unmodified AC 280.35±35.39 75.12±9.48

H2O2 modified AC 349.54±27.98 93.66±7.50

Defunctionalized AC 315.69±6.97 84.59±1.87

KOH modified AC

(Ratio 2)
301.32±17.37 80.74±4.65

KOH modified AC

(Ratio 4)
301.44±13.41 80.7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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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처리 공정을 통해 에너지를 소비하여 

제거되는 용존 생분해성 유기물을 이용한 혐기성 소화를 통해 지속가능

한 방향으로 하수처리공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용존 생분해성 

유기물의 흡착-혐기성 소화를 연계한 메탄 생성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하여 ① 활성탄에 흡착된 유기물을 이용한 메탄 생성 가능

성을 확인하기 위해 BMP test와 ② 활성탄 흡착 유기물 사용의 이점을 

확인하기 위한 탈착 실험, VFA 생성 속도 실험, 활성탄의 pH buffering 

capacity 실험을 진행하고 ③ 용존 생분해성 유기물의 흡착능 향상을 위

한 개질 방법을 찾기 위한 3가질 개질을 진행했다. 

  본 연구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아래에 나타내었다. 

  (1) 활성탄 흡착 유기물을 사용한 BMP test 결과는 표 4-1, 4-2에 나타

낸 것과 같이 안정적으로 메탄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온

소화보다 고온소화에서 흡착 유기물을 사용한 메탄 생성의 효율이 좋았

으며, 과량의 유기물(204mgC, RI/S 0.32)을 사용하는 경우 활성탄 흡착 유

기물을 사용하게 되면 산성화에 의한 메탄 생성이 저해되지 않는 이점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2) 과량의 유기물(204mgC, RI/S 0.32)을 사용하는 경우 활성탄에 흡착 

여부에 따른 차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한 실험의 결과 유기물의 

탈착은 24시간 내에 평형 상태에 이르는 빠르게 탈착이 되며, VFA 생성 

속도는 속도의 차이 없이 양적인 차이만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이 결

과는 탈착 속도와 VFA 생성 속도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활성탄 

자체가 가질 수 있는 pH 완충능력에 의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는 pH 

감소를 억제해주고 이로 인해 메탄 생성 저해를 막아줄 수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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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3) 용존 생분해성 유기물의 흡착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한 개질의 

결과 KOH modified AC (Ratio 4) > KOH modified AC (Ratio 2) > 

Defunctionalized AC > H2O2 modified AC > Unmodified AC 의 순으로 높

은 흡착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개질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

한 pHPZC 측정, FT-IR 분석, BET 분석 결과 용존 생분해성 유기물의 흡

착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비특이적 흡착인 반데르발스 힘에 의함 흡

착이 잘 일어나도록 해주기 위해 흡착이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을 늘려주

고 작용기에 의한 반발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작용기 자체를 제거하는 개

질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혐기성 소화에 사용되는 유

기성 폐기물이 아닌 하수에 낮은 농도로 존재하는 용존 생분해성 유기물

을 흡착하고 이를 이용하여 메탄 생성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혐기성 소

화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러한 새로운 접근 

방법은 기존 하수 내 sBOM의 처리-제거(Treat-to-Remove)의 개념에서 

농축-재생(Trap-and-Recover)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변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활성탄의 개질을 통하여 제시한 흡착-혐기성 

소화 연계 공정의 효율을 향상시킬수 있는 것과 더불어 흡착제 개질에 

따른 장·단점을 확인하여 본 접근 방법의 개발을 의한 후속 연구의 방

향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흡착 유기물을 이용한 메탄 생성의 가능성을 확

인하기 위해 고농도의 인공하수를 이용하여 활성탄에 유기물을 흡착시켰

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실제 현장에 이 방법을 적용시키고자 한다면 

용존 생분해성 유기물의 비율과 농도가 낮게 존재하는 일반 하수나 산업 

폐수(YY Choi et al., 2017)보다는 용존 생분해성 유기물이 높게 존재할 

수 있고 농도가 높을 수 있는 식품산업폐수에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와인제조 폐수의 경우 에탄올, 포도당과 같은 용존 생분해성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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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유기물이 높은 비율로 존재하고, 농도 또한 높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성을 가지는 폐수에 적용한다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WC Quayle et al., 2009). 또한 추후 연구로 낮은 

농도에서 많은 양의 유기물을 흡착시킬 수 있으며, 유기물의 탈착 효율

이 더욱 좋은 흡착제의 개발이 이뤄진다면 여기서 제시한 방법을 이용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하수처리공정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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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thane production using 

soluble biodegradable organics 

in wastewater by linking 

activated carbon adsorption 

and anaerobic dig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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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Energy recovery from wastewater has been one of the major 

research topic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in recent 

decades. Among various approaches for recovering energy from 

wastewater, methane production via anaerobic digestion using primary 

and secondary sludge is the most well developed and commonly used. 

However, a large portion of soluble organic matter in wastewater is 

typically biodegraded in aerobic bioreactors and thus removed from 

wastewater as mineralized products through biological treatment. This 

typical biological treatment process consumes 4.92 kWh/kg-BOD of 

power for oxidizing the potential energy source (i.e., organics) to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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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H2O.

  Typically, high-strength organic wastes such as food wastes, 

wastewater sludge, livestock manure are used as substrates in 

anaerobic digestion processes. Utilizing these organic wastes, it is 

possible to produce electric power of 1.56~2.34 kWh per kg of organic 

matter through anaerobic digestion. These data suggest that, if methane 

is produced through anaerobic digestion of soluble and biodegradable 

organic matter (sBOM) in wastewater instead of being oxidized and 

removed through aerobic biological treatment, the sustainability of 

domestic wastewater treatment processes would be substantially 

improved.

  According to previous reports, the concentrations of dissolved organic 

carbon (DOC) and soluble 5-day biochemical oxygen demand (SBOD5), 

which are quantifiable indicators of sBOM, are 36.5 and 42.8 mg/L, 

respectively, in domestic wastewater treatment plant influent. These 

values are substantially lower than the values for the typically-used 

anaerobic digestion substrates. It is inefficient to directly use this 

low-strength organic waste for anaerobic digestion, calling for 

enrichment of sBOM from domestic wastewater for efficiency improval.

  In this research, activated carbon (AC) adsorption and anaerobic 

digestion were linked together to address the challenge of dealing with 

low-level sBOM for anaerobic biomethane production from domestic 

wastewater. I hypothesized that, through adsorption and enrichment of 

wastewater sBOM using AC, anaerobic biomethane production efficiency 

from wastewater sBOM could be improved. First, the proof-of-concept 

of the proposed process was demonstrated by adsorbing wastewater 

sBOM to AC and then carrying out the biochemical methane potential 

(BMP) test using the sBOM-loaded AC. Second, to improve the proposed 

process efficiency, chemical/thermal modification technique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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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ed to AC to improve its adsorption capacity for sBOM in 

wastewater, and the modified ACs loaded with sBOM were subject to 

the BMP test to evaluate their performance.

  For the experiment, synthetic wastewater was prepared by simulating 

wastewater containing sBOM. In a screening test for sBOM adsorption 

capacity of three candidates of AC (Norit coal based, Norit peat based 

and Carbontech coal based), Carbontech coal based AC had the 

greatest adsorption capacity and was selected as a study adsorbent. 

  The BMP test conducted for the proof-of-concept demonstration 

indicated that methane could be produced more stably when sBOM 

loaded on AC was used as a substrate compared to the case when the 

same amount of sBOM was supplied in the dissolved phase. Methane 

production efficiency could be improved at thermophilic conditions for 

anaerobic digestion. When a high load of sBOM was applied in the BMP 

test, dissolved sBOM supply resulted in significant inhibition of methane 

production by volatile fatty acid (VFA) accumulation and reactor 

acidification. When sBOM-loaded AC was supplied, this inhibitive effect 

was much less pronounced.  

  Desorption test, VFA production rate test for sBOM loaded on AC 

and pH buffering capacity test for AC were conducted to identify the 

reason for the improved stability of methane production observed for 

the anaerobic digestion of sBOM loaded on AC. Desorption test 

revealed that approximately 75% of sBOM adsorbed to AC was desorbed 

within 24 hours, and no further desorption could be observed 

thereafter. The VFA production rate test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VFA production rate for sBOM loaded on AC 

and that for dissolved-phase sBOM.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slow-down of the overall anaerobic digestion process by kinetic 

retardation of either sBOM desorption or acidogenesis is not the 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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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e of the improved stability observed for the sBOM loaded on AC. 

On the other hand, the pH buffering capacity test for AC showed that 

AC had a high pH buffering capacity such that the addition of AC to 

the BMP reactor could substantially improve the capacity of the reactor 

to maintain neutral pH under net VFA production condition. The pH 

buffering capacity of AC was 103.13 mmol/pH-kg, showing much higher 

value than reported values for biochar-treated soil (20~30 mmol/pH-kg). 

This result suggests that AC served as a pH buffer in the BMP test 

using sBOM loaded on AC as a substrate, leading to greater resistance 

against pH drop when acidogenesis rate of sBOM is faster than the 

methanogenesis rate. 

and the buffering effect was confirmed to be pH 1.8 when 80 

mmol/kg of H+ was added to the distilled water, while pH 7.3 when the 

activated carbon was present. 

  Three modification techniques were employed to improve the 

adsorption capacity of AC for sBOM. The techniques include H2O2

treatment to increase the oxygen containing functional groups (referred 

to as H2O2 modification hereafter), thermal treatment under argon 

atmosphere for defunctionization (referred to as defunctionalization) and 

KOH embedment and subsequent thermal treatment for pore size and 

surface area enhancement (referred to as KOH modification). The 

modified ACs were analyzed for pHPZC, surface functional groups (by 

FT-IR), surface area (by BET method) and pore size distribution (by 

BJH method), which confirmed that the modification was successful. 

The specific surface area and the pore volume decreased slightly for 

H2O2 modified AC and Defunctionalized AC, whereas a significant 

increase was observed for KOH modified AC. An adsorption isotherm 

test conducted for the modified ACs along with the unmodified AC 

revealed that the adsorption capacity of KOH modified AC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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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d the most with the decending order of KOH modified AC, 

Defunctionalized AC and H2O2 modified AC.

  Finally, the BMP test conducted using the modified activated carbon 

loaded with sBOM indicated that the methane production potential was 

in order of H2O2 modified AC > Defunctionalized AC > KOH modified 

AC (Ratio 4) ≒ KOH modified AC (Ratio 2) > Unmodified AC. These 

results are attributed to the combined effect of improved sBOM 

desorption efficiency for lower adsorbent dose in a BMP reactor (the 

higher the adsorption capacity, the lower the adsorbent dose required 

to supply the same amount sBOM) and the lower desorption efficiency 

expected for an AC exhibiting greater sBOM adsorption efficiency under 

the same AC dosing condition. In general, an adsorbent with greater 

adsorption efficiency exhibits lower desorption efficiency.

  In conclusion, this research successfully demonstrated the new 

approach of adsorbing low-level sBOM in domestic wastewater for 

enrichment to AC and utilization of the sBOM loaded on AC for 

anaerobic biomethanization. This novel approach, with further 

development for improved effectiveness, may contribute to changing 

the paradigm for dealing wastewater sBOM from the current concept of 

treat-to-remove to the future of trap-and-recover. Via AC 

modification, the process efficiency could be improved, and in addition, 

the benefit and challenges involved in the application of adsorbent 

modification techniques were identified, guiding the directions of 

follow-up studies for further development.  

  One of the major limitations for the current research is the use of 

synthetic wastewater which may not fully represent the characteristics 

of real wastewater in terms of both constituent composition (organic 

matter and potential competitors for organic matter adsorption) and 

organic matter concentration. Future research is needed to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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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nstrate the approach proposed in this study using real wastewater 

samples and to further improve the adsorption capacity and the 

desorbability of sBOM loaded on AC. With those future efforts, the 

proposed approach may enable substantial improvement of the 

sustainability of wastewater treatment processes. 

keywords : Activated carbon, Adsorption, Modification, 

BMP test, Methane production

Student Number : 2017-2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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