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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인간의 산업활동은 인간에게 안락하고, 편안함과 풍요로움을 주었

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활동으로 인하여 많은 유해물질과 중금속

이 배출되고 있으며, 이는 인간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Pb(II)은 Cd, Cr 또는 As보다는 독성이 낮지만, 산업공정에서 광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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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배출량이 가장 많은 중금속이다[1]. Pb(II)

은 유기물들에 의하여 생분해 되지 않으며 유기체에 축적되는 독성물

질이다[2]. 따라서 Pb(II)가 처리되지 않고 수환경에 노출될 경우 수환

경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수환경의 질을 변화시키며, 

농도에 따라 살아있는 유기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3]. 

이에 따라 국제 암 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와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Pb(II)를 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배출농도를 0.01 mg/L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1,2].

폐수에서 중금속을 제거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온 교환, 

여과, 화학 침전, 전기 화학적 처리, 화학 침전 및 흡착이 있다[4].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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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에서는 수용액에서 Pb(II)를 흡착 제거하기 위하여 커피찌꺼기(spent coffee grounds; SCG)와 점토광물인 견운모 
(sericite)를 혼합하여 복합흡착제(SS)를 제조하였다. FT-IR 분석결과 SS의 주요 관능기는 O-H, C=O와 C-N 그룹이었다. 
SS의 비표면적, 기공직경 그리고 양이온 치환 용량은 SCG와 sericite보다 크고, 높았다. SS 흡착제 제조를 위한 최적의 
조건은 소성온도 300 ℃, SCG : sericite 비율 8 : 2, 입자의 크기는 0.3 mm이었다. SS 흡착제를 이용하여 Pb(II)를 제거
하기 위한 실험에서는 Langmuir 흡착식이 Freundlich보다 적합하였으며, Langmuir 등온흡착식에 의한 Pb(II)의 최대 흡
착용량은 44.42 mg/g이었다. 또한, 열역학 분석에 의하면 SS 흡착제를 이용한 Pb(II)의 흡착 공정은 물리적인 흡착이었
으며, 자연적인 발열반응이었다. SS 흡착제의 흡착-탈착 실험에서는 88-92%를 회수할 수 있었으나, 탈착 횟수가 증가
할수록 SS 흡착제의 활성사이트는 감소하였다. 위의 실험결과 SS 흡착제는 전처리 없이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Pb(II)
를 수용액에서 흡착 제거할 수 있다.

Abstract
In this study, hybrid adsorbents (SS) were prepared by mixing spent coffee grounds (SCG) and sericite, a kind of clay miner-
als, to adsorb Pb(II) from an aqueous solution. In FT-IR analyses, the main functional groups of SS adsorbents were O-H, 
C=O and C-N groups. The specific surface area, cation exchange capacity and the pore diameter of SS were larger than those 
of using SCG and sericite. Formation conditions of the SS adsorbent were the optimum pyrolysis temperature of 300 ℃, 
SCG : sericite ratio of 8 : 2, and particle size of 0.3 mm. Langmuir adsorption isotherm was more suitable than Freundlich 
one, and the maximum adsorption capacity was reached 44.42 mg/g. As a result of the adsorption thermodynamic analysis, 
the adsorption of Pb(II) onto SS was the physical adsorption and exothermic process in nature. The regeneration of SS adsorb-
ent using distilled water showed 88~92% recovery and the active site of SS adsorbent decreased with increasing the reuse 
cycle time. As a result, SS adsorbent showed that it can be used to remove Pb(II) easily, inexpensively and efficiently without 
any pre-treatment from aqueous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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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이온교환과 흡착법 등은 방법이 

간단하고 제거 효율이 우수하기 때문에 중금속 제거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활성탄은 흡착력과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

되고 있는 흡착제 중 하나이다[5]. 또한 활성 알루미나, 실리카겔 및 

제올라이트과 같은 흡착제를 이용하여 중금속을 흡착 제거하는 연구

들이 진행되고 있다[6]. 그러나 만족스러운 흡착결과에도 불구하고, 

산업계는 상당히 높은 흡착제의 비용 때문에 이들 흡착제를 광범위하

게 사용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들은 효율적이고 환경 친

화적이며, 저비용의 새로운 흡착재료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저렴하고 제거효율이 높은 농업부산물이나 생물소재를 

이용하여 중금속 등을 흡착 제거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7]. 

그러나 농업부산물을 이용한 흡착제는 확산제한이나 표면 활성점의 

감소로 인하여 중금속의 제거율이 낮고, 폐수 분리 문제 및 2차 폐기물 

발생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8].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저렴한 흡착제의 개발을 위한 연

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저렴한 비용으

로 고성능의 흡착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커피 

찌꺼기(spent coffee grounds: SCG)와 점토광물을 이용하여 Pb(II)를 흡

착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흡착제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커피는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음료이며, 개발도상국 국가들의 주

요 농업 수출품 중의 하나이다. 커피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수

십 년간 커피의 생산량은 두 배로 증가했고, 이러한 커피 산업의 확장

에 따라 커피 폐기물의 양도 급증하였다[9]. SCG는 원두커피의 분말

을 뜨거운 물 또는 증기로 처리하여 커피를 제조할 때 발생하는 찌꺼

기로서, 미세한 크기의 입자와 고습도(80~85% 범위), 유기물 부하 및 

산도를 지닌 잔유물이다[10]. 전 세계 커피 생산량의 거의 50%가 가

용성 커피로 가공되기 때문에 SCG는 전 세계에서 연간 6백만 톤 이

상 대량 생산된다[11]. 이러한 엄청난 양의 SCG는 거의 대부분 음식

물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 따라서 버려지는 폐기물의 재활용과 저

렴하고 환경친화적인 흡착제 개발을 위하여 SCG를 이용하여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있으며, 몇몇 연구자들은 개질하거나 개질되지 않은 

자연적인 커피 폐기물이 유, 무기물을 흡착 제거할 수 있다고 보고하

였다[9-11]. Oliveira 등[12]은 개질하지 않은 커피 껍질을 이용하여 

Cu, Cd, Cr 및 Zn 흡착 실험하여, Cu (7.5 mg/g)의 최대 흡착량을 보

고하였다. Gomez-Gonzalez 등[13]은 coffee grounds를 이용하여 Pb(II)

를 흡착 제거한 결과 22.9 mg/g의 최대 흡착량을 얻었으며, Jeon[14]

은 coffee grounds를 polyvinyl alcohol과 boric acid로 개질하여 bead를 

만들어 산업폐수에서 Ag를 흡착하여 36.3 mg/g의 최대 흡착량을 보

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커피 껍질 또는 커피 찌꺼기들이 중금속

들을 흡착 제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했다. 그러나 다른 재료와 

합성하지 않고 커피 찌거기 단독으로 또는 개질하지 않고 중금속을 

흡착할 경우 흡착량이 낮은 단점이 있다[13]. 더불어 SCG를 이용하거

나 점토광물을 이용하여 중금속을 제거한 논문은 많으나 아직까지 견

운모와 SCG를 혼합하여 수용액의 Pb(II)를 제거한 연구는 미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SCG와 점토광물의 일종인 sericite (견운모)를 혼합

하여 복합비드를 만들어 수용액에서 Pb(II)를 흡착 제거하기 위해 소

성하였다. 토양 속에 풍부하고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점토광물 

중의 하나인 sericite는 가격이 저렴하며, 표면에 수산기들이 (hydroxyl 

groups) 많이 분포되어 있어 유, 무기물을 용이하게 흡착, 제거할 수 

있다[1]. 또한, 표면에 음전하를 띄고 있는 sericite는 Pb(II)의 흡착력

을 상승시키고, 점토광물의 특성인 결합력을 이용하여 복합 흡착제를 

제조하는 바인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SCG와의 결합제로 사용

되었다. 본 실험은 SCG와 sericite를 혼합한 SCG+sericite (SS)를 복합 

흡착제를 제조하기 위한 최적 조건과 최적화되어 제조한 SS를 이용하

여 수용액에서 Pb(II) 제거 가능성을 실험하였다. 각각의 매개변수를 

실험한 결과는 흡착동역학, 등온흡착식 그리고 열역학적인 분석을 하

였고, SS의 재사용 여부와 경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흡착-탈착 실험

을 하였다. 

2. 재료 및 연구방법

2.1. 실험재료

점토광물로 사용한 sericite는 325 mesh (Ohken, Ltd, Japan)의 분말

을 사용하였다. Sericite 분말은 수차례 증류수에 세척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였고. 세척한 sericite는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오븐을 이용하여 

24 h 동안 80 ℃에서 건조하였다. 커피를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인 

SCG는 G시의 여러 커피숍에서 수집하였다. SCG의 색과 이물질을 제

거하기 위하여 증류수를 이용하여 수차례 세척하였고, 오븐을 이용하

여 80 ℃에서 24 h 동안 건조하여 수분을 제거하였다. 건조한 SCG는 

실험에 사용할 흡착제를 제조하기 위해 데시게이터에 보관하였다. SS 

흡착제는 아래와 같이 제조하였다. 건조한 sericite와 SCG 10/0, 9/1, 

8/2, 7/3, 6/4, 5/5, 4/6, 3/7, 2/8, 1/9 그리고 0/10의 중량 비율로 혼합한 

후 소량의 증류수를 첨가하여 혼합물 paste를 만들었다. 혼합물 반죽을 

압출하여 직경 0.1-1 mm의 과립을 만들었으며, 과립형 흡착제를 

300-800 ℃의 다양한 온도에서 3 h 동안 열처리하였다. 제조된 흡착제

는 향후 실험에 사용하기 위하여 데시게이터에 보관하였다. 

2.2. 실험 및 분석방법

실험은 batch-test의 형식으로 실행하였으며 Pb(II)가 함유된 1 L에 

SS를 실험계획에 따라 넣고, pH는 2-8, Pb(II)의 초기농도는 20-250 

mg/L, 접촉시간은 0-2 h 그리고 온도는 15-55 ℃로 실험계획에 따라 

조절한 후 shaking incubator에 120 rpm으로 교반하면서 정해진 시간

에 샘플링을 하였다. 채취한 샘플은 0.45 µm (Whatman filter)를 이용

하여 필터링한 후 AAS (atomic absorption spectometry, Perkin Elmer, 

AAS 3300)를 이용하여 중금속의 양을 측정하였다. pH는 NaOH와 HCl

을 이용하여 조정하였으며, 온도는 shaking incubator의 Thermostat를 

이용하여 조절하였다. 모든 실험은 다섯 번 반복하여 평균치를 실험결

과로 사용하였으며 하나의 매개변수를 실험하기 위하여 다른 매개변

수는 고정하였다. Sericite, SCG 그리고 SS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 분

석은 X-ray fluorescence (XRF-1500, Shimadzu, Japan)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으며, SCG, sericite 그리고 SS의 양은 전자저울 (XP26, Mettler 

Toledo, Switzerland)로 측정하였다. 흡착제의 FT-IR은 적외선 분광광

도계 infrared spectroscopy (Perkin-Elmer FT-IR 1760X)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흡착제의 입자의 크기와 제타 전위는 Zeta-Sizer Nano ZS 

(Malvern Panalytical), 흡착제의 비표면적 및 세공크기는 BET 비표면

측정기(Micromeritics, ASAP-2010)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SS에 흡

착된 중금속의 흡착량과 제거율은 식 (1)과 식 (2)를 이용하여 계산하

였다. 

 

  
(1)

여기서 qt (mg/g)는 시간 t에서의 흡착량, C0 (mg/L)는 초기농도, Ct 

(mg/L)는 시간 t에서 용액중의 농도, V (L)는 용액의 부피, M (mg)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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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착제의 양이다. 

 

  
× (2)

여기서 R (%)은 제거율, C0 (mg/L)는 초기농도, Ce (mg/L)는 수용

액의 Pb(II)의 잔류농도이다. 

3. 결과 및 고찰

3.1. 복합흡착제의 특징

3.1.1. Functional groups

SS는 SCG와 sericite가 혼합된 복합 흡착제이다. 점토광물의 일종인 

sericite의 주요 성분은 산소(O), 실리콘(Si), 알루미늄(Al), 칼륨(K) 및 

미량 원소이며, 지역에 따라 주요성분의 함량이 다르다. 표면에 음전

하를 띠고 있는 sericite는 양전하를 띄고 있는 Pb(II)의 흡착에 매우 

용이하며, 표면에 hydroxyl과 carboxyl groups을 많이 가지고 있는 

SCG는 양이온성 금속이온에 대한 정전기적 상호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이온성 무기물질의 흡착에 매우 용이하다[9]. FT-IR 분석에 

따른 SCG, sericite 그리고 SS의 기능성 그룹의 최대 투과율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투과율의 비율이 높을수록 작용기의 양이 적다. 

FT-IR 분석에 의하면 SCG와 SS는 bonded -OH groups, CH stretching, 

C=O carbonyl groups, Carboxylic groups, Carboxylic groups and N-H 

groups, C-O stretch, -PO4
3- stretching 그리고 N-containing bioligands

가 주요 작용기였으나, sericite는 -PO4
3- stretching와 C-O stretch가 주

요 작용기였으며, bonded -OH와 N-containing bioligands의 함유량은 

적었다(Figure 1(a)). 

Table 1에 SCG, sericite 그리고 SS 흡착제의 functional groups의 변

화를 비교해 놓았다. Sericite는 -PO4
3- stretching > C-O stretch > 

N-containing bioligands > bonded -OH groups의 순서로 함유량이 많

았다. SCG는 bonded -OH > N-containing bioligands > C-O stretch > 

carboxylic groups, carboxylic groups and N-H groups, CH stretching, 

C=O carbonyl groups의 순서로 함유량이 많았으며, -PO4
3- stretching의 

함유량은 적었다. SS는 SCG와 비교하여 CH strectching은 감소하였으

나 bonded -OH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 또한 carboxyl groups and N-H 

bending, PO4
3- stretching, N-containing bioligands는 약간 증가하였고, 

C=O carbonyl groups, carboxylic groups and N-H bending, C-O stretch

는 크게 증가하였다. 여러 관능기 중에서 SCG와 SS 둘 다 bonded -OH

의 함유량이 가장 많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bonded -OH groups, 

C=O carbonyl groups, carboxylic groups은 중금속 흡착에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8,11]. FT-IR의 성분분석에 의하면 SS

는 sericite 보다 SCG의 성분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는 SS 복합 흡

착제의 비율이 8 : 2로 SCG가 전체 함량 중에서 80%로 주요 함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sericite는 전체의 20%의 적은 함량을 차

지하고 있으며 SS 흡착제 제조를 위한 바인더 역할에 지나지 않기 때

문에 복합흡착제의 작용기에 미치는 영향이 낮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Functional groups
Transmittance (%)

SCG Sericite SS adsorbent

bonded -OH (3,000-3,500 cm-1) 28.35 81.26 28.21

CH strectching (2,800-2,900 cm-1) 68.16 - 80.18

C=O carbonyl groups (1,680-1,740 cm-1) 68.19 - 60.15

Carboxyl groups and N-H bending (1,640-1,670 cm-1) 65.18 - 64.24

Carboxylic groups and N-H bending (1,500-1,600 cm-1) 66.06 - 56.23

C-O stretch (1,300-1,470 cm-1) 55.08 41.24 45.16

PO4
3- stretching (950-1,150 cm-1) 80.68 18.06 80.61

N-containing bioligands (480-650 cm-1) 54.93 73.01 52.62

Table 1. Functional Groups of SCG, Sericite and SS Adsorbent from FT-IR Analysis

(a)

     

(b)

Figure 1 (a) FT-IR spectra of Sericite, SCG and SS. (b) Zeta-potential of SS adsorb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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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제타전위

흡착제 입자 표면의 전기 전위를 나타내는 하나의 매개 변수는 제

타 전위이며, 이는 전기장에서 입자의 속도를 측정하여 결정할 수 있

다[15]. SS의 pH에 따른 제타전위를 측정하여 Figure 1(b)에 나타내었

다. 측정한 제타전위는 SCG와 sericite를 8 : 2의 비율로 혼합하여 300 

℃에서 소성한 것이다. SS의 제타전위는 pH가 상승할수록 음전하가 

강해졌다. 이는 낮은 pH에서는 하이드로늄이온(H3O
+)의 상호작용으

로 인하여 제타전위가 -10 이하였지만, pH가 증가할수록 수용액에 동

일한 음전하를 띄고 있는 하이드록시 이온(-OH)이 많아지면서 SS의 

음전하가 강해졌다. 이로 인하여 pH 12에서 가장 큰 음의 값을 나타

내었다. 그러나 SS는 pH 1-12 전 범위에서 음전하 값을 나타내어 양

전하의 금속이온을 흡착 제거할 수 있는 정전기적인 상호작용을 가지

고 있으며, 특히, pH 7에서 -30.62 (mV), pH 12에서는 -39.92를 나타

내어 중성의 pH에서도 양이온을 흡착할 수 있는 높은 정전기적인 힘

을 가지고 있다. 

3.1.3. 비표면적

Table 2에 sericite, SCG 그리고 SS의 비표면적, 기공직경 및 양이온

교환용량(CEC)를 나타내었다. 비 표면적은 SCG < sericite < SS 순서

로 증가하였다. 반면 기공의 직경과 양이온교환용량은 sericite < SCG 

< SS 순서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비표면적과 기공 직경의 증가가 

열분해에 의해 야기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흡착제의 비표

면적은 흡착 용량과 관련이 있지만 흡착물질을 선택적으로 흡착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공 크기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16]. 따라서 SS

의 면적당 더 다양한 세공 직경은 더 많은 흡착을 야기할 수 있고, 이

는 미세한 기공과 중형 세공의 혼합에서 야기 될 수 있다. 흡착제의 

열분해 온도 및 공급 원료 유형에 의해 좌우되는 특성은 종종 오염 

물질 제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17]. 예를 들어 높은 열분해 온도

(> 500 ℃)에서 완전 탄화되어 생성되는 biochar는 표면적, 미세기공

도, 소수성, C/N 비가 높아 낮은 온도에서 부분 탄화된 biochar보다 유

기오염물질에 대한 친화성이 더 높다[9,17]. 반면, 낮은 열분해 온도 

(< 500 ℃)에서 부분 탄화되어 생성된 biochar는 유기 탄소 및 산소 

함유 관능 그룹의 함량이 높고, 상대적으로 낮은 다공성 및 C/N 비를 

Elements BET specific surface area (m2/g) Pore diameter (nm) Pore volume (m3/g) CEC (meq/100 g)

Sericite 4.86 1.87 3.13 3.25

SCG 3.05 3.68 4.94 9.41

SS adsorbent 6.95 5.28 8.92 15.32

Table 2. Surface Element Analysis of Sericite, SCG and SS

(a)

     

(b)

(c)

     

(d)

Figure 2. Adsorption of Pb(II) onto SS adsorbent at various (a) weight ratio of SCG to sericite (b) pyrolysis temperature (c) diameters, and (d)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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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므로 무기 오염물 제거에 더 적합하다[15,17]. Biochar의 재료 

유형과 관련하여, 목재 바이오 매스 및 작물 잔여물에서 유래된 bio-

char는 더 높은 열분해 온도에서 생성된 고형 지방을 함유하고 있는 

동물 폐기물 바이오 차의 표면적보다 높은 표면적을 갖는다[5,17]. 더

불어 biochar는 열분해 조건으로 인한 pH, biochar residence time, bio-

char 적용 비율 및 오염물 유형과 같은 다른 요소도 biochar의 제거 

효율에 영향을 미친다[7,17,18]. 따라서, biochar의 선택은 선택된 오염

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3.2. SS 흡착제의 매개변수 실험

3.2.1. Sericite와 SCG 비율이 Pb(II) 제거에 미치는 영향

SCG와 sericite의 비율에 따른 Pb(II)의 흡착량을 비교하여 Figure 2 

(a)에 나타내었다. Sericite만을 이용하여 Pb(II)를 흡착할 경우 4.23 

mg/g의 낮은 흡착량을 나타내었다. SCG와 sericite 비율의 중량비가 8 

: 2로 증가할 때, 흡착 용량은 13.82 mg/g으로 증가하여 가장 많은 흡

착량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SCG의 함유량이 낮고, 점토 함량이 높을

수록 흡착 용량이 낮아졌다. 이는 SCG의 활성 사이트 또는 공극이 점

토광물인 sericite로 덮여 있기 때문에 흡착력이 낮아졌을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SCG와 sericite의 중량비가 10 : 0과 9 : 1에서는 sericite의 

함량이 너무 적어 결합력이 약해 과립을 형성하기 어려웠고, 실험 후

에도 필터링하여 제거하기가 쉽지 않았다. Sericite는 음전하를 띠는 

점토광물로서 결합력과 흡착력을 가지고 있으며 흡착제의 흡착력을 

보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 sericite는 결합제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SCG와 sericite에 대한 중량비는 8 : 2가 최적이었다. 

3.2.2. 소성온도에 따른 Pb(II) 제거율

소성온도가 Pb(II) 흡착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SCG : ser-

icite의 비율 8 : 2의 복합흡착제를 소성온도 300~800 ℃로 조절하여 

소성하였다. 실험에서 흡착평형은 30 min 이내에 도달하였으며, 그 결

과를 Figure 2(b)에 나타내었다. 소성한 샘플은 18.0-18.5 mg Pb(II)/g

을 흡착하여 소성하지 않고 건조한 샘플의 흡착제(13.65 mg Pb(II)/g) 

보다 1.36배(73.8-75.8%) 높은 흡착량을 나타내었다. 이는 유기물의 

분해와 열분해 과정에서 기공크기와 표면적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사

료된다. 실험결과 SS의 소성온도가 증가할수록 Pb(II)의 흡착량은 조

금씩 증가하였다. 그러나 300~800 ℃ 범위의 온도에서 Pb(II) 흡착량

은 크게 변화가 없었다. 열분해과정에서 리그닌, 셀룰로오즈, 지방 및 

전분은 열분해 되기 때문에 biochar에서 O/C 및 H/C 비율이 달라진다

[17,20]. Biochar의 O/C와 H/C의 비율은 유기 오염 물질 제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7,12]. 예를 들어, 고온에서 제조된 biochar는 낮은 

온도에서보다 H/C 및 O/C 비율이 낮아 방향성이 점진적으로 증가하

고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극성이 감소한다. 즉, 열분해 온도(> 500 ℃)

가 높으면 더 큰 소수성과 방향성, 더 높은 표면적을 가져오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 형성된 biochar는 유기 오염 물질 제거에 매우 적합하

다[5,12]. Biochar의 표면은 양전하 또는 음전하를 띠게 되는데, 음전

하 표면으로 구성된 biochar의 음으로 하전 된 작용기는 양이온성 유

기 오염물질을 끌어 당기기 때문에 양이온 교환 용량(CEC) 증가에 기

여하며, 음이온 교환 용량(AEC)은 pH에 따라 달라지는 biochar의 O-

함유 작용기(옥소 늄 헤테로 사이클)에 의해 나타난다[12,17]. 반면, 

열분해 온도가 낮으면(< 500 ℃) 부분 탄화가 촉진되어 작은 세공 크

기의 bio-carboxyl (-C=O-)가 생성되며, 낮은 표면적 및 높은 O- 함유 

작용기를 포함한다[12]. 이로 인해 O- 함유 작용기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증가된 이온 상호 작용으로 인해 무기 오염 물질의 제거에 매우 

유리한 biochar을 만든다[5,12,17]. 그러나 흡착제의 열분해 온도에 영

향을 많이 받는 유기오염물질 제거율과 달리 무기오염물질 제거율은 

열분해 온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300 ℃ 이상의 열분해 온도에

서 높은 흡착률을 나타낸다[12,17]. 다른 한편으로 선행연구에 의하면 

biochar의 수확량은 열분해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5]. 긴 체류시간과 

산소가 없는 조건 그리고 300-550 ℃의 온도에서의 저온 열분해는 높

은 온도(600 ℃ 이상)의 열분해보다 30% 이상의 높은 biochar 수율을 

나타낸다[19]. 위의 실험결과와 선행연구 및 biochar의 수율과 전형적

인 열분해 온도를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 300 ℃가 SS의 적절한 열분

해 온도로 선택되었다.

3.2.3. SS 흡착제의 입자크기에 따른 Pb(II) 제거

일반적으로 입자의 크기가 감소하면 흡착제의 비표면적은 증가한

다[12,21]. 0.1-1 mm 범위의 SS 입자 크기가 Pb(II) 흡착에 미치는 영

향을 Figure 2(c)에 나타내었다. 0.1 mm의 흡착제는 18.31 mg/g 그리

고 0.3 mm의 흡착제는 18.13 mg/g의 흡착량을 나타내어 0.1 mm의 흡

착제가 가장 많은 Pb(II) 흡착량을 나타내었으며, 흡착제의 입자가 커

질수록 흡착량이 감소하였다. 이는 SS의 입자가 커질수록 흡착제의 

비표면적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실험결과 0.1-0.3 mm 입자의 흡착량

은 크게 차이가 없었고, 비표면적이 넓어서 흡착량은 높았다. 그러나 

0.1 mm 흡착제는 너무 미세하고 점토광물이 함유되어 있어 서로서로 

엉겨붙어 5 min 이상 흔들어도 흡착제의 분리가 어려웠다. 따라서 흡

착량은 0.1 mm와 비교하여 낮지만 흡착제의 분리가 쉬운 직경 0.3 

mm의 입자크기를 선택하였다. 

3.2.4. SS 흡착제의 양에 따른 제거율

흡착제의 양이 Pb(II)의 흡착량에 미치는 영향은 흡착제의 경제성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변수이다. 흡착제의 흡착력이 뛰어나더라

도 흡착제의 경제성이 낮으면 시장에서 선택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Pb(II) 20 mg/L의 농도로 SS 흡착제의 양을 1-5 g/L로 조정하여 실험

하였다. 실험결과 SS 흡착제의 양에 관계없이 반응시간 30 min 내에 

흡착평형에 도달하였다(Figure 2(d)). 반응 30 min에 1 g/L의 흡착제의 

양은 72.3%, 2 g/L는 84.2%의 Pb(II)제거율을 나타내었지만, 3 g/L 이

상의 양에서는 95% 이상의 높은 Pb(II) 제거율을 나타내었다. 일반적

으로 흡착제의 양이 증가할수록 흡착될 수 있는 표면적이 많아지기 

때문에 흡착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며, 흡착제의 활성 부위가 증가하여 

금속 이온이 흡착 부위로 쉽게 침투하게 된다[12]. 본 실험에서도 선

행연구와 비슷한 흡착과정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30 min의 반응시간 

후에는 흡착량이 증가하여도 Pb(II) 흡착량은 95% 이상으로 큰 차이

가 없어 본 연구에서는 3 g/L의 흡착제의 양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연

구결과는 커피를 이용하여 금속이온을 흡착한 다른 실험결과와 비교

할 수 있는데. Azoaou 등[19]은 개질하지 않은 coffee grounds를 

Cd(II)을 흡착한 결과 9 g/L에서 15.65 mg/g의 최대 흡착량을 보고하

였다. 본 실험결과 SS 흡착제는 저용량으로 많은 양의 Pb(II)이온을 

흡착할 수 있었다. 이는 표면에 음전하를 띄고 있는 점토광물이 SCG

와 혼합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 것으로 사료된다. 위의 SS 흡착

제의 Pb(II) 흡착에 관한 매개변수의 실험결과를 종합하여 흡착제의 

SCG : sericite비율은 8 : 2, 흡착제의 소성온도는 300 ℃, 흡착제의 직

경은 0.3 mm 그리고 흡착제의 양은 3 g/L로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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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흡착 매커니즘

3.3.1. pH에 다른 Pb(II) 제거율

pH에 따른 Pb(II)의 제거율을 Figure 3(a)에 나타내었다. Pb(II)에 대

한 최대 흡착량(qm)은 Figure 3(a)에서 보듯이 pH가 증가함에 따라 증

가하였고 pH 5-9에서 최고치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흡착 경향은 활성

탄에 의한 금속 이온의 흡착과 일치하고[6], 활성화된 슬러지를 이용

하여 Pb(II)를 흡착한 것[17]과도 일치한다. 이는 낮은 pH에서 높은 농

도의 하이드로늄이온(H3O)이 Pb(II)이온과 서로 경쟁함으로 인하여 

SS 흡착제 표면상에 Pb(II)의 흡착이 억제된다. 그러나 pH가 2에서 5

로 증가함에 따라 H3O 이온이 감소하여 SS 흡착제 표면이 더욱 더 

음으로 하전되었고, 이에 따라 SS 흡착제와 Pb(II) 사이의 정전기적 

상호작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qm도 증가하였다. pH 2에서 얻어진 qm은 

pH 5에서 얻어진 qm보다 2.7배 낮았다. 낮은 pH에서의 흡착 용량의 

감소는 동일한 활성 흡착 부위에 대한 H+와 양이온 금속 간의 경쟁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15]. 또한 Figure 2에 나타낸 제타 전위 연구의 

결과는 pH가 2에서 5로 증가할 때 SS 흡착제의 표면이 음으로 강하게 

대전되는 증거를 보여 주었다. 따라서 흡착제와 흡착물질의 정전기력

은 흡착 메커니즘에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

로는 pH가 상승함에 따른 금속이온의 침전도 같이 작용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높은 pH가 Pb(II)의 침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pH 

7-12까지 흡착제를 투여하지 않고 단지 침전에 의해서만 제거되는 

Pb(II)의 제거량을 실험하였다. 실험결과 pH 8까지는 0.23 mg/g을 나

타내어 침전에 의한 제거율이 크지 않았으나, pH가 상승함에 따라 침

전율도 증가하여 pH 9 이상에서는 0.82 mg/g 그리고 pH 12에서는 

1.56 mg/g을 Pb(II) 제거율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산업폐수의 처리시 

경제성과 후처리의 문제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중성의 pH 범위에서 공

정이 이루어지므로 높은 pH에 따른 침전의 영향은 본 논문에서 사용한 

SS 흡착제의 흡착능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

다. 본 실험결과와 유사한 결과는 커피를 이용하여 Pb(II)를 흡착한 다

른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Alemayehu 등[11], Cerino-Córdova 등

[10] 그리고 Wu 등[22]은 각각 coffee husk, spent coffee grains 그리고 

coffee residues를 이용하여 pH 5 이상에서 높은 Pb(II) 흡착량을 보고

하였다. 따라서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전형적인 산업폐수의 pH가 

5-8의 범위인 것을 감안한다면 SS 흡착제를 이용하여 Pb(II)를 실 폐

수에 적용할 경우 pH의 조절없이 적용이 가능하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다. 

3.3.2. 온도에 따른 Pb(II) 제거율

흡착공정은 pH, 흡착물질의 초기 농도 및 온도 등에 영향을 받는다. 

Figure 3(b)에 도식된 그래프는 SS에 Pb(II)가 흡착될 때 온도에 영향

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qm은 55 ℃에서 15 ℃보다 1.86배 많은 

양이 흡착되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qm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높은 온도에서 SS의 활성사이트가 낮은 온도에서 보다 활성화되

었다는 것을 의미한다[8]. 반면에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K는 감소하였

는데, K의 감소는 높은 탈착 속도에 기인한다[19]. 이러한 흡착 메커

니즘은 활성탄을 이용하여 금속이온을 흡착할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경향이다. 

흡착 메커니즘을 나타내는 흡착열(ΔH)은 van’t Hoff 방정식(식 

(3))에 의해 계산하여 Table 4에 나타내었다.

(a)

     

(b)

(c)

     

(d)

Figure 3. Effect of (a) pH, (b) temperature (c) initial concentration (C0) on the qm for Pb(II), and (d) A plot of lnK against 1/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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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


∆

(3)

여기서 R (8.31 J/mol⋅K)은 일반적인 기체 상수, T(K)는 절대 온

도, △S (J/mol⋅K)는 엔트로피의 변화이다. 열역학 파라미터는 온도

에 의존하는 평형 상수 K (qe/Ce)를 사용하여 결정될 수 있다. 1/T에 

대한 lnK의 plot은 Figure 3(c)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울기 ΔH (흡착

열)를 갖는 직선을 산출한다. ΔH 값은 발열 반응을 나타내는 -12.89 

kcal/mol인 것으로 밝혀져 SS 흡착제에 대한 Pb(II)의 흡착은 낮은 활

성화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물리적 흡착이었다. 일반적으로 흡착공

정에서 △G 값이 0에서 -20 (kJ/mol) 사이이면 물리적 흡착, -80에서 

-400 (kJ/mol) 사이이면 화학적 흡착을 나타낸다[3,4]. SS를 이용한 

Pb(II) 흡착공정은 -8.46에서 -9.03 (kJ/mol)를 나타내어 화학적 흡착보

다는 물리적 흡착공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흡착과정의 열역학적인 해석을 통하여 SS에 의한 Pb(II)의 흡착과

정인 흡열 또는 발열반응인지, 피흡착질은 선택적으로 흡착하는지 아

니면 비선택적으로 흡착하는지 또는 흡착공정이 자발적인지 비자발

적인지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흡착 과정에서 온도 의존성에 대한 연

구는 흡착 과정에 수반되는 엔탈피와 엔트로피 변화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ΔG 값이 증가하여 높은 온

도에서 Pb(II)는 SS 흡착제에 흡착이 용이하였으며, 음의 값을 나타내

어 SS 흡착제에 대한 Pb(II)의 흡착은 자발적인 반응이었다(Table 3). 

또한 엔탈피의 변화(ΔH)와 엔트로피의 변화(ΔS)는 음의 값을 나타

내어 복합흡착제에 의한 Pb(II)의 흡착은 발열반응(exothermic proc-

ess)이었다. 

∆  ln ∆∆ (4)

3.3.3. Pb(II)의 초기농도와 혼합시간에 따른 제거율

초기농도와 혼합시간에 따른 Pb(II)의 제거율을 알아보고자 Pb(II)

의 농도를 0-250 mg/L 그리고 접촉시간을 120 min으로 조절하여 실

험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ure 3(c)에 나타내었다. 반응시작 20 min까

지 SS 흡착제에 대한 Pb(II)의 흡착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었으며, 

그 이후 반응시작 30 min 후부터는 흡착속도가 일정하여 거의 흡착평

형에 도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흡착속도의 변화는 처음에는 

흡착제 표면의 모든 부위가 비어 있고 용질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

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Pb(II) 흡착 정도는 반응 시간의 증가에 따

라 감소하는데, 이는 SS 흡착제의 표면의 공극수의 감소에 영향을 받

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흡착공정이 흡착제의 표면 반응 과정을 포

함할 때, 초기 흡착은 빠르게 진행되며, 그 다음 이용 가능한 흡착 자

리가 점차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더 느린 흡착이 진행된다. 

Pb(II)의 초기농도 25 mg/L에서는 46.72%의 제거율을 나타내었지

만, 250 mg/L에서는 17.77%의 Pb(II)제거율을 나타내었다. 즉, 초기 

Pb(II)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Pb(II)의 흡착량은 증가하였지만 제거율

은 감소하였다(Figure 3(c)). 고농도에서의 제거율이 낮은 이유는 흡착

제 표면의 사용 가능한 표면적에 대한 Pb(II)의 초기 몰수의 증가에 

기인한다. 따라서 SS 흡착제에 Pb(II)의 흡착은 초기 농도에 의존하게 

된다. 이는 주어진 흡착제 투여량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흡착 부위의 

총 수가 고정되어 거의 동일한 양의 흡착물질을 흡착하므로 초기 흡

착 물질 농도(흡착제의 포화)의 증가에 대응하는 흡착 물질의 제거가 

감소되기 때문이다[5,12]. 

흡착 동역학 분석을 위하여 실험결과를 pseudo-first-order, pseudo- 

second-order 그리고 intra-particle diffusion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상

관계수(R2)의 분석에 따라 SS에 의한 Pb(II)의 흡착과정은 pseudo-sec-

ond-order에 가장 적합하였다. 이는 흡착 과정이 주로 오염 물질 농도 

대신 흡착제 표면의 흡착 영역(site)에 의해 지배됨을 의미한다[23]. 

pseudo-second-order은 대부분의 유기 및 무기 오염 물질 분석에 대한 

Co (mg/L) qo (mg/g)
Pseudo-first-order Pseudo-second-order Intra-particle diffusion

k1 (1/min) R2 k2 (g/mg⋅min) R2 kid (mg/g⋅h0.5) R2

25 11.68 0.0278 0.895 0.4785 1.000 0.046 0.885

50 21.67 0.0242 0.872 0.3362 1.000 0.109 0.869

100 32.89 0.0182 0.942 0.2695 0.998 0.246 0.795

200 41.85 0.0147 0.847 0.1152 0.999 0.405 0.785

250 44.42 0.0118 0.827 0.0423 0.997 0.681 0.797

Temperature (K)

288 298 308 318 328

ΔG (kJ/mol) -9.03 -8.89 -8.76 -8.63 -8.49

ΔH (kJ/mol) -12.89

ΔS (J/mol⋅K) -13.41

Isotherm
models

Langmuir 




 






Freundlich 

log  log  

 log

Tempkin 
   ln   ln 

Pb(II)
qm (mg/g) KL (L/g) R2 KF (L/g) n R2 B (J/mol) A (L/g) R2

44.42 0.17 0.9986 5.659 2.681 0.9587 14.364 2.012 0.998

Where qe is amount of solute adsorbed in mg/g, Ce is the equilibrium concentration of the adsorbate in mg/L and KF (L/g) and n Freundlich constants denoting adsorption capacity
and intensity of adsorption, respectively. qm (mg/g) and KL (L/g) Langmuir constants related to adsorption capacity and energy of adsorption. A plot of qe versus lnCe enables
the determination of the constant A and B. The constant B is related to the heat of adsorption.

Table 3. Parameters of Kinetic, Isotherm and Thermodynamic for Adsorption of Pb(II) onto SS Adsorb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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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적합한 흡착 동역학 모델이다[19]. 화학적 흡착은 탄소 표면에서 

느리게 일어나는 속도 제한 단계인 반면 물리적 흡착은 신속하고 탄

소의 내부 공극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한다[13,20]. 본 연구는 화학적 

흡착보다는 물리적 흡착에 가까워 SS 흡착제에 대한 Pb(II)의 흡착은 

매우 신속하게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pseudo-first-order, pseudo- 

second-order의 k1과 k2는 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여 Pb(II)의 초기 

농도가 증가할수록 흡착 속도는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Table 3). 

그러나 kid는 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여 SS 흡착제 표면의 흡착속도

는 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으나 입자 내부의 확산속도는 증가하

였음을 알 수 있다. 

3.4. 등온흡착식

SS 흡착제에 의한 Pb(II) 흡착을 설명하기 위하여, 실험 데이터를 

Langmuir, Freundlich 및 Tempkin 3가지 모델의 흡착 등온선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3가지 모델의 다양한 상수를 계산하여 Table 3에 나

타내었다. Langmuir 및 Freundlich 흡착 등온선은 평형 상태에서 흡착

제에 대한 흡착 물의 흡착량과 흡착물의 농도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

기 위해 사용되었다[19]. Freundlich 모델이 흡착제의 이질적인 표면에

서 흡착 과정을 입증하는 반면 Langmuir 모델은 흡착된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없이 단일층 흡착을 가정한다[2]. Freundlich 등온선은 유기 

오염 물질 제거에 가장 적합하며, 유기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열분해 

온도의 영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24]. 그러나 Langmuir 모델은 중

금속 제거 메커니즘에 흡착제의 pH, 용량 및 초기 이온 농도의 영향

을 연구하기 위해 무기 오염 물질 제거에 가장 적합하다[8]. 상관계수

의 분석에 따라 SS에 의한 Pb(II)의 흡착은 Freundlich 보다 Langmuir

에 더 적합하였으며, Langmuir 최대 흡착량은 44.42 mg/g을 나타내었

다. Freundlich 등온흡착식의 직선식에 의한 기울기인 1/n은 흡착강도

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Figure 4(a)와 (b)에 Langmuir와 Freundlich 등

온흡착식의 직선식을 나타내었다. 1/n가 1보다 작은 값은 흡착강도가 

좋은 보통의 Langmuir 등온식을 나타내며, 1/n가 1보다 크면 협동 흡

착(cooperative adsorption)을 나타낸다[20]. 1/n은 0.373을 나타내어 복

합흡착제에 대한 Pb(II)의 흡착강도는 매우 좋았으며, 흡착제 표면의 

균질한 성질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Tempkin 등온흡착식에서 0.998

의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내어 Langmuir 등온흡착식과 같이 SS 흡착

제를 이용한 Pb(II)의 흡착과정에 잘 어울렸다. Temkin의 등온흡착식

의 흡착열 관련 상수인 B의 값은 14.36 J/mol이 측정되었고, B의 값이 

20 J/mol 이하를 나타내어 SS에 대한 Pb(II)의 흡착은 화학적 흡착보

다는 물리적 흡착에 가까웠다. 이는 위의 온도에 다른 △G의 분석결

과와도 일치함을 나타낸다.

Table 4에 다양한 흡착제를 이용한 Pb(II) 최대 흡착량을 본 연구와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SCG와 sericite를 혼합한 SS 흡착제는 SCG 단

독으로 사용한 것보다 Pb(II)의 흡착량이 더 많았다. 커피 소재를 비롯

하여 다양한 생물소재를 이용한 Pb(II)의 흡착은 Langmuir와 pseudo- 

second-oder에 적합하였다. 버려지는 커피 폐기물과 저렴한 점토광물

을 혼합하여 만든 SS는 폐수 중 Pb(II) 제거를 위한 환경친화적인 저

비용 흡착제이며, 대체 흡착제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Adsorbent qm (mg/g) pH Reference

Banana peels 2.18 5 [24]

Palm fibers 2.29 - [25]

Coconut shell activated carbon 21.88 5 [5]

Spent coffee ground 22.9 5 [20]

Rice husk 31.13 5 [26]

Exhausted coffee grounds 3.83 - [27]

Coffee husks 7.2 4 [11]

Coffee residues 9.7 5 [22]

Spent coffee ground+Sericite 44.42 5 This study

Table 4. Comparison of Adsorption Capacity of SS Adsorbent with Various Adsorbents

(a)

     

(b)

Figure 4. (a) The Langmuir adsorption isotherm, (b) Freundlich adsorption isotherm of SS adsorb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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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흡착-탈착 실험

25 mg/L의 Pb(II)의 농도와 3 g/L의 SS 양을 이용하여 흡착과 탈착 

실험을 하였다. 흡착제의 흡착과 탈착실험은 흡착제의 재사용과 연관

이 있으며, 이는 흡착제의 경제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Pb(II)가 함유

된 SS 흡착제의 탈착은 먼저 증류수로 세척한 후 산성 용액(H2SO4)으

로 세척하였다[28]. 금속 용액은 산 용액에서 검출되는 것이 아니라 

증류수에서만 검출되기 때문에 증류수로 탈착을 추가 실험하여 조사 

하였다. Pb(II)는 재사용 횟수에 따라 87.2%에서 48.4%로 흡착률이 

감소하였다. 즉, 재생 SS의 흡착 능력은 사용 횟수와 사용 시간이 증

가함에 따라 감소했다. 이는 금속 이온과 활성점 사이의 강한 흡착으

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데, 흡착제의 메조 기공은 Pb(II)가 탈착 과정

을 방해하여 활성 부위의 수와 흡착 능력을 감소시키며, 사용 사이클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활성 부위에 있어야 하는 O-H, C=O 및 C-N의 

관능기가 감소하기 때문이다[12,29]. 이와 반대로 탈착률의 경우, 침출

된 Pb(II)의 비율은 재사용 횟수에 비해 큰 차이가 없이 상당히 일정

했다(Table 5). 

SCG를 이용한 biochar는 독창적인 재생 가능한 자원이며 토양, 물 

및 가스 매체의 오염 물질을 수정하는 등 최근 몇 년간 겪어 온 여러 

환경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잠재력이 있으며, 시너지 효과로 토양, 수

질 및 대기의 질, 탄소 격리 및 온실 가스 배출 저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12]. Biochar의 품질과 성능은 원료의 유형과 열분해 조건에   따
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향후 biochar 개발은 제거하고자 하는 유, 무

기물질의 종류에 따라 맞춤형 적용 특성을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다양한 biochar에 키토산 또는 점토광물을 

혼합하거나, 화학물질로 개질하여 유, 무기물질의 제거율을 높이는 연

구가 진행되고 있으며[12,29], 다양한 biochar을 응용 적용하여 다양한 

산업폐수에 함유되어 있는 중금속의 흡착 제거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

다[17,18]. 왜냐하면 bichar는 하⋅폐수의 생물학적 처리를 위하여 독

성물질을 제거하는 전처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양

한 활성화 방법과 다양한 오염 물질의 흡착 및 탈착 메커니즘을 확인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위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SCG와 sericite를 혼합하여 만든 SS 흡착제는 수용액으로부터 Pb(II)

를 제거하기 위한 어떠한 전처리도 없이 저렴하고 효과적이며, 간단

하게 적용 가능한 흡착제로서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SS 흡착제를 이용하여 수용액에서 Pb(II) 이온을 제거하고자 한 본 

연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FT-IR 분석에서, SS 흡착제의 주요 작용

기는 O-H, C=O 및 C-N 그룹이었다. 제타 전위 측정은 활성점과 금속 

이온 사이의 정전기적인 상호 작용을 일으키는 SS 흡착제에 음전하가 

존재함을 나타냈다. 비 표면적과 세공 직경 측정을 통해 SS의 비표면

적과 기공의 직경은 SCG와 sericite보다 컸으며, 양이온 흡착 능력을 

나타내는 CEC 또한 가장 SS가 컸다. 또한 SS 흡착제의 면적당 흡착 

능력은 SCG와 sericite의 흡착 용량보다 높았다. SS 흡착제의 형성 조

건은 300 ℃의 열분해 온도, SCG : sericite의   비율은 8 : 2, 입경은 

0.3 mm가 최적이었다. 흡착 등온선은 Langmuir 등온선에 더 적합하

였으며, qm은 pH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Temkin의 흡착

열의 관련 상수 B와 ΔG의 값을 분석한 결과 SS에 Pb(II)의 흡착 방

식은 물리적 흡착 및 발열 반응이었다. 증류수를 이용한 SS 흡착제의 

재생은 88~92%의 회수율을 나타내었고, SS 흡착제의 활성 부위는 재

사용 사이클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했다. 위의 실험 결과, SCG와 

sericite를 혼합하여 만든 SS 흡착제는 수용액으로부터 어떠한 전처리 

없이 저렴하고 효과적으로 쉽게 Pb(II)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

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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