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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신우석*⋅김영기*,**,†

*국립한경대학교 해양과학기술연구센터, **국립한경대학교 화학공학과
(2015년 5월 8일 접수, 2015년 6월 24일 심사, 2015년 7월 8일 채택)

Adsorption Characteristics of Cr6+ and As3+ Using Seaweed Biochar

Bo-Ra Kim*, Woo-Seok Shin*, and Young-Kee Kim*,**,†

*Institute of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Anseong 456-749, Korea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Anseong 456-749, Korea

(Received May 8, 2015; Revised June 24, 2015; Accepted July 8, 2015)

    록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에서 채집한 Hizikia fusiformis biochar를 이용하여 수용액 상에서 Cr6+과 As3+ 중금속의 흡착 특성
을 평가하였다. Cr6+과 As3+ 흡착에 있어서 최적 pH는 각각 pH 2와 pH 6이었다. 동역학적 실험 결과, 대부분의 중금속
이 처음 100 min 동안 흡착이 되었으며, 300 min 이후 평형에 도달하였다. 또한, 해초 biochar의 Cr6+과 As3+ 중금속 
흡착은 유사 1차 모델과 2차 모델에서 모두 잘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형 흡착 실험 결과는 Langmuir 모델
에 잘 부합했고, Cr6+ (25.91 mg/g)이 As3+ (16.54 mg/g)보다 흡착량이 높았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오염된 환경에서 
해초 biochar는 Cr6+ 및 As3+ 중금속의 효과적인 흡착제임을 보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adsorption characteristics of Cr6+ and As3+ in the aqueous solution by Hizikia susiformis biochar 
which was collected from Jeju Island. The optimal pH for Cr6+ and As3+ adsorption were 2 and pH 6, respectively. Kinetic 
data showed that the adsorption occurred during the first 100 min, and the most of heavy metals were bound to biochars 
within 300 min. Moreover, the kinetic data presented that the course of adsorption follows the Pseudo first and second order 
models. The equilibrium data were well fitted by the Langmuir model and the Cr6+ adsorption capacity (25.91 mg/g) was 
higher than that of As3+ (16.54 mg/g). From these results, the seaweed biochar was shown to be a efficient adsorbent for 
Cr6+ and As3+ metals in a contaminate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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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급속한 산업발전으로 인해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생활의 질적 수

준과 편리함은 높아진 반면 그에 따른 환경오염 등의 문제는 전 세계

적으로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다. 특히 다양한 산업공정에 따른 배

출수에는 종종 독성이 강한 물질이나 중금속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

러한 폐수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 채 배출되면 자연생태계에 심각

한 영향을 줄 수 있다[1,2].

폐수에 함유되어 있는 중금속 중 하나인 Cr은 일반적으로 자연환경 

상태에선 Cr6+과 Cr3+의 형태로 존재한다. Cr3+은 비교적 용해되지 않

고 유동성이 없는 반면, Cr6+은 용해성을 가지며, CrO4
2-의 형태로 유

동성을 갖게 된다[3]. 유사하게, As는 대게 H2As4
-, HAsO4

2-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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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O4
3-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4], 이들은 강한 독성 때문에 기관

지염, 아토피, 폐암 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눈, 피부, 신장, 간에도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이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은 Cr과 As

를 먹는 물에서의 허용치를 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As의 먹는 

물 관리법의 먹는 물 수질기준은 0.05 mg/L 이하로, Cr은 0.02 mg/L 이

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환경부(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EPA)에서는 As를 0.01 mg/L, Cr은 0.1 mg/L 이

하로 규정하고 있다[5].

지난 수년간 Cr과 As를 제거하기 위한 연구는 광범위하게 이루어

지고 있으며 전기 화학적 침전, 이온교환, 막여과, 역삼투 등의 방법이 

사용된다[6-9]. 그러나 이 방법들은 많은 비용과 에너지를 요구하며, 

또한 독성이 있는 슬러지나 다른 부산물들을 발생시킨다[10].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흡착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11,12]. 활성탄, 실리카, 그리고 그래핀 등의 물질이 흡착제로서 

사용되어 졌는데[13], 이 중 활성탄은 500에서 1500 m2/g에 이르는 높

은 비표면적과 다공성 구조, 그리고 표면 작용기의 넓은 스펙트럼으

로 인해 가장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진 흡착제이다[14]. 하지만 활성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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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조과정에서의 고비용의 큰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인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대규모 산업장에서도 사용하기에 적합한 

흡착제 개발이 요구된다. 

Biochar는 낮은 산소 환경에서 biomass를 열분해하여 만들어지며, 

그 특성으로는 비표면적이 넓으며, 표면에 많은 작용기를 가지고 있

어 유․무기 오염물질을 흡착 및 안정화할 수 있다[15,16]. Biochar의 중

금속 흡착 메커니즘은 π 전자(C = C)의 조화를 통한 표면흡착, 수산

화물과 인산염, 탄산염과 같은 비용해성 물질의 침전, 전기 상호작용 

등과 같이 biochar와 중금속의 특성에 달려있다[17-19].

그동안 biochar 개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참깨 부

산물, crop straw, 소나무, 참나무 등 많은 biomass들을 이용한 연구 개

발이 이루어졌다[20,21,24]. 이러한 육상 biomass를 이용한 연구개발

은 많이 이루어진 반면 해초를 biochar로 변환시켜 흡착제로 이용한 

연구는 앞서 말한 연구들에 비해 매우 적은 실정이다[22,23]. 또한 다

양한 biomass 유래 biochar를 이용한 중금속 흡착 연구들은 대부분은 

양이온 중금속(Pb, Cu, Zn 등)의 흡착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

다[24-26]. 하지만 다양한 폐수 및 오염된 환경에서는 양이온 중금속

뿐만 아니라 음이온 중금속에 의한 오염도 많이 보고되고 있어 이러

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이온 중금속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

라 흡착제 개발도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의 지역 연안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갈색조류 중 하나인 Hizikia fusiformis를 이용하여 양이

온 중금속에 비해 비교적 연구가 덜 진행되어 있는 음이온 중금속인 

Cr6+과 As3+에 대한 흡착 특성을 검토하고, 초기 오염 농도, 흡착제와

의 반응시간, 초기 pH가 Cr6+과 As3+ 흡착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 분석하여 실제 해양 퇴적물의 중금속 흡착에 적용시킬 수 있는 흡

착제의 개발을 시도하였다.

2. 실    험 

2.1. 실험소재

본 실험에서는 2014년 3월에 제주도에서 채집한 H. fusiformis를 사

용하였으며, 수집된 biomass는 65 ℃에서 일주일 동안 건조하였다. 건

조 후 그라인더(SM KA-4000, PN Co., Korea)를 이용하여 파쇄하였으

며, 파쇄된 biomass는 35번과 18번 표준체(Testing sieve, CHUNG 

GYE SANG SA, Korea)를 이용하여 0.5∼1 mm 크기로 걸러내었다. 

그 이유는 적합한 흡착제 개발 이후, 실제 해양 퇴적물의 중금속 흡착

에 적용될 때 재부유나 확산에 의한 쓸림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함이

다. 체가름 후 전기로(FHPX-05, DAIHAN Scientific Co., Ltd., Korea)

를 사용하여 550 ℃, 2 h 조건하에 열처리를 진행한 후, 만들어진 해

초 biochar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2.2. 실험방법

해초 biochar를 이용한 Cr6+, As3+ 중금속 흡착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동역학적 흡착실험(Kinetic sorption test), 평형흡착실험(Equilibrium 

sorption test), 그리고 pH에 따른 흡착 실험을 진행하였다. 용액은 Cr6+

과 As3+가 혼합된 1000 mg/L을 표준원액(Accustandard Inc.)으로 사용

하였으며, 이를 각 실험 조건에 맞추어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동역학적 

흡착 실험은 50 mL conical tube에 해초 biochar 0.03 g을 넣고, pH 4

의 50 mg/L 혼합중금속 용액을 30 mL 넣은 뒤, 10, 30, 60, 360, 1440 

min 동안 25 ℃, 100 rpm 조건 하에 교반시켰다. 평형흡착실험 역시 

해초 biochar 0.03 g을 넣고, pH 4의 5, 10, 25, 50, 100 mg/L 혼합중금

속 용액을 30 mL씩 넣은 뒤, 24 h 교반시켰다. 그리고 용액의 pH에 

따른 흡착실험은 pH를 1M HCl과 1M NaOH를 사용하여 2, 4, 6, 8, 

10으로 맞춘 후 앞의 실험과 동일한 조건에서 24 h 교반하였다. 모든 

실험은 교반 후, 0.45 µm의 실린지 필터(Advantes No.6784 2504, Japan)

를 이용하여 여과하였고, 그 후 ICP-OES (Optima 8300, PerkinElmer, 

USA)를 이용하여 Cr6+과 As3+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만들어진 해초 bio-

char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FT-IR, VERTEX 70; Bruker, Germany)와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S-3500N, Hitachi Co., Tokyo, Japan) 

분석을 실시하였다.

2.3. 데이터 분석

해초 biochar의 동역학적 흡착실험결과는 유사 1차 모델(Pseudo 

first-order model)과 유사 2차 모델(Pseudo second-order model)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27,28].

  =  exp (1)

  = 


 






(2)

여기서 는 시간 t일 때 여재 단위질량당 흡착된 중금속의 양

(mg/g), 는 평형상태에 도달하였을 때 흡착제의 단위질량당 흡착된 

Cr6+과 As3+의 양(mg/g), 은 유사 1차 반응 상수(1/min), 는 유사 

2차 반응 속도 상수(g/mg/min)이다.

등온 흡착 실험결과는 Freundlich model과 Langmuir model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3)

 

 (4)

S는 단위질량의 흡착제당 흡착된 Cr6+과 As3+의 양(mg/g), C는 평형 

상태에서 액상의 Cr6+, As3+의 농도(mg/L), 는 분배계수(L/g), n은 

Freundlich 상수, 은 결합 에너지와 관련된 Langmuir 흡착상수

(L/mg), 은 단위 질량의 흡착제 당 Cr6+, As3+의 최대 흡착량(mg/g)

이다.

 

3. 결과 및 고찰

3.1. H. fusiformis를 이용한 biochar의 물리화학적 특성

해초 biochar의 표면 미세구조를 Figure 1에 나타내었다. 표면의 다

양한 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작은 입자들로 표면이 거칠게 이루어져 

있다. Figure 2은 흡착제의 FT-IR 스펙트럼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해

초 biochar의 FT-IR 스펙트라는 700∼4000 cm-1 범위에서 평가되었다. 

비교적 강한 밴드는 3402, 1618, 1420 cm-1 및 1110 cm-1의 피크를 보

이고 있다(Figure 2). 이러한 밴드들은 일반적으로 해초 표면에서 잘 

관측되는 관능기로서 중금속을 화학적으로 흡착제에 흡착을 할 수 있

도록 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즉, carboxyl, sulfonate, hydrox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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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l concentration 
50 mg/L

Pseudo first-order model Pseudo second-order model

qe (mg/g) k1 (1/min) R2 qe (mg/g) k2 (g/mg/min) R2

Cr6+ 21.960 0.099 0.914 23.714 0.006 0.965

As3+ 10.723 0.190 0.977 11.129 0.035 0.990

Table 1. Model Parameters for Pseudo First-Order and Pseudo Second-Order Models Obtained from Kinetic Sorption Experiments

Figure 1. SEM images of seaweed biochar.

Figure 2. FI-IR spectrum of seaweed biochar.

Figure 3. Effect of solution pH on adsorption capacity for biochar.

Figure 4. Comparison of the measured and modeled adsorption time profiles 
for mixed heavy metal ions at pH 4. Symbols : (●) Cr6+, (◯) As3+. Lines 
: pseudo-first-order model (dashed line) and pseudo-second-order model 
(solid line).

및 amino 그룹들이 중금속 흡착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29,30].

3.2. pH에 따른 흡착

수용액상에서의 pH는 중금속 흡착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제

어 요인이다[31]. 해초 biomass에 의한 Cr6+과 As3+ 흡착 특성은 폭넓

은 pH 범위에서 평가되었다(Figure 3). Cr6+ 흡착의 최적 pH는 pH 2에

서 가장 높은 흡착량(26.22 mg/g)을 보였다(Figure 3). Cr6+인 경우 pH 

가 증가할수록 흡착량은 감소하였다. 이러한 이유로는 pH가 증가할수

록 biochar에 있어서 음전하가 증가하여 음이온인 Cr6+의 흡착을 방해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32]. 반면에 As3+인 경우는 pH 6에서 가장 좋은 

흡착 특성을 보였다(Figure 3). 일반적으로 pH 2.0∼9.0과 pH 10 이상

의 범위에서 As3+는 각각 H3AsO3와 H2AsO3
-가 우점하고 있으며, bio-

char는 자연조건의 pH (pH 6-8)에서는 주로 H3AsO3와 결합할 가능성

이 높다고 판단된다[33]. 즉, 중성 부근의 pH에서는 H3AsO3와 결합하

고 높은 pH (10 이상)에서는 H2AsO3
-가 결합되고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pH 8 이상에서 As3+의 흡착 감소는 biochar에 있어서 음전하 

사이트 증가와 H2AsO3
-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34].

3.3. 동역학적 흡착 실험

해초 biochar의 시간에 따른 음이온중금속 흡착 특성을 Figure 4, 유

사 1차 모델과 2차 모델을 이용한 분석 파라메타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 약 300 min 경과 후 평형에 도달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처음 100 min에서는 약 90% 이상의 대부분의 중금속

이 빠르게 흡착되는 것을 알 수 있다(Figure 4). 해초 biochar의 유사 

1차 모델과 2차 모델의 적절성(R2)을 살펴보면, 모두 0.9 이상의 값으

로 중금속 흡착 실험에 잘 부합하고 있으며, 유사 2차 모델이 보다 더 

적합한 것을 알 수 있다. 해초 biochar의 흡착 평형농도를 나타내는 qe

를 살펴보면, 유사 1차 모델에서는 Cr6+ (21.960 mg/g), As3+ (10.723 

mg/g)로, 유사 2차 모델에서는 Cr6+ (23.714 mg/g), As3+ (11.129 mg/g)

으로 두 모델식에서 Cr6+의 흡착능력이 더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 

3.4. 평형흡착실험

해초 biochar의 음이온중금속 평형흡착실험 결과를 Figure 5에, 흡

착 모델을 이용한 분석 파라메타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Freundlich model과 Langmuir model의 R2 값 비교 결과, 단층흡착을 

가정한 Langmuir model이 해초 biochar의 흡착실험에 더 잘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35]. 해초 biochar의 Cr6+, As3+의 최대흡착량(Qm)은 

각각 25.905, 16.537 mg/g으로 Cr6+의 흡착이 더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2). 분배계수(K)는 Cr6+ (2.207 L/g), As3+ (2.024 

L/g)을 나타내며, 1/n 값은 Cr6+ (0.488), As3+ (0.425)로 모두 1보다 작

은 값을 형성하여 전체적으로 강한 흡착경향을 나타내었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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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vy metals
Freundlich model Langmuir model

K (L/g) 1/n R2 Qm (mg/g) K (L/mg) R2

Cr6+ 2.207 0.488 0.951 25.905 30.301 0.980

As3+ 2.024 0.425 0.888 16.537 21.453 0.951

Table 2. Model Parameters for Langmuir and Freundlich Models Obtained from Equilibrium Sorption Experiment

Metal Biosorbent
Langmuir constants

R2 References
Qmax (mgg-1) b (Lmg-1)

Cr6+

Biochar (Hizikiafusiformis) 25.905 30.301 0.980 This study

Undaria pinnatifida 75.000 0.285 0.978 [37]

Sargassum fulvellum 55.000 0.159 0.991 [37]

Cystoseira indica 26.031 0.047 0.996 [38]

Fucus vesiculosus 0.820 1.760 0.980 [39]

Fucus spiralis 0.680 1.470 0.970 [39]

Ulva lactuca 0.530 1.970 0.990 [39]

Ulva spp. 0.580 1.200 0.970 [39]

Palmaria palmata 0.650 8.640 0.860 [39]

Polysiphonia lanosa 0.880 2.440 0.940 [39]

Coconut shell charcoal 2.180 0.209 0.998 [40]

As3+

Biochar (Hizikiafusiformis) 16.537 21.453 0.951 This study

Ceramic alumina - coated chitosan 56.500 0.007 0.973 [41]

Saccharum officinarum bagasse 1.203 0.096 0.991 [42]

BluePine (Pinuswallichiana) 18.367 0.294 0.990 [43]

Walnut (Juglansregia) 66.740 0.253 0.988 [43]

Rice polish 138.880 0.005 0.996 [44]

Algae (Maugeotiagenuflexa) 1.460 0.025 0.998 [45]

Table 3. Comparison of the Adsorption Capacities and Adsorption Affinities of Biochar with Other Materials

Figure 5. Equilibrium adsorption data and model for mixed heavy 
metal ion. Symbols : (●) Cr6+, (◯) As3+. Lines : Freundlich model 
(dashed line) and Langmuir model (solid line).

3.5. 다른 흡착제들과의 음이온 중금속 흡착 파라미터 비교

해초 biochar의 흡착 능력은 다른 여러 종류의 흡착제들과 비교해 

볼 수 있다(Table 3). Cr6+의 경우 Undaria pinnatifida, Sargassum ful-

vellum 그리고 Cystoseira indica를 제외한 타 흡착제들에 비해 높은 

흡착량을 보였으나, As3+의 경우에는 타 흡착제에 비해 흡착량은 다소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흡착강도 b값은 Cr6+과 As3+에서 모두 

다른 소재들에 비해 매우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중금속 용

액에서 흡착제와 흡착물질 간의 높은 친화력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해초 biochar는 수용액 내의 음이온 중금속 흡착에 있어 유용

한 흡착제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흔히 구할 수 있는 H. fusiformis biochar를 이용하여 

음이온 중금속(Cr6+, As3+)의 흡착특성을 살펴보았고 다음과 같은 결

과를 얻었다.

1. Cr6+인 경우는 pH 2에서 26.22 mg/g의 흡착 특성을 보였고 As3+

인 경우에는 pH 6에서 30.53 mg/g의 높은 흡착 특성을 보였다. 

2. Cr6+과 As3+ 중금속에 대한 평형흡착은 모두 300 min 경과 후 도

달하였으며, 유사 1차 모델에서는 Cr6+, As3+가 각각 21.96, 10.72 mg/g

의 흡착량을 보였으며, 유사 2차 모델에서는 각각 23.71, 11.13 mg/g

의 흡착량을 보여 두 모델에서 모두 Cr6+의 흡착능력이 뛰어남을 알 

수 있었다.

3. Cr6+과 As3+ 중금속의 흡착에 있어서 적합성(R2)은 Freundlich 모

델이 0.888∼0.951을 나타내었고, Langmuir 모델이 0.951∼0.980을 

나타내고 있어 Langmuir 모델에 더 잘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Cr6+과 As3+의 흡착량은 타 흡착제와의 비교에서 비교적 좋은 흡착 

특성을 보였고, 특히 흡착 강도를 나타내는 b는 타 흡착제들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어 Cr6+과 As3+의 흡착제로서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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