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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물과 폐수에서 허용치 이상 중금속 이온들의 존재는 환경과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준다고 알려졌으며, 특히 독성의 관점으로부터 

먹이 사슬에서 점진적인 축적과 생태계에 지속성으로 인하여 중금속

이 함유된 폐수는 수역에 배출되기 전에 적절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

다[1]. 또한, 유해중금속이 생체 내로 흡수되면 생체에서 물질과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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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잘 분해되지 않는 유기복합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몸 밖으로 빨

리 배출되지 않고 간장, 신장 또는 뼈에 축적되는 성질이 강하다고 밝

혀졌다[2].

수중으로부터 중금속을 제거하는 방법들에는 이온교환, 용매추출, 

역삼투압, 침전, 흡착 등이 알려졌으나[3-7], 이러한 방법들은 고가 설

치비가 요구되며[8], 높은 에너지 소비와 처리공정에서 복잡한 과정이 

포함된다고 보고되었다[1,9].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새

로운 중금속 제거 방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다양한 중금속들 중에서 니켈은 수용액에서 Ni(II)로 존재하며 심각

한 신경독성과 발암성 영향들로 인하여 생물체에 위험을 준다고 보고

되었다[10]. 또한, 니켈(II)은 폐, 코, 뼈의 암이 원인이 된다고 알려졌

다[11-13]. 그리고, 고농도의 니켈을 배출하는 오염원은 스테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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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에서는 백합나무 biochar에 수증기를 사용하여 활성화 공정이 첨가된 새로운 형태의 생물흡착제를 제조하였다. 
이 생물흡착제를 이용하여, 수중에서 니켈 이온의 제거 특성을 고찰하였다. 5와 10 mg/L 니켈 이온을 제거하기 위하여 
흡착 평형 실험이 이루어졌을 때, 니켈 이온의 흡착량은 각각 4.2 mg/g과 5.4 mg/g을 나타내었다. 또한 두 가지 니켈 
농도(5, 10 mg/L)의 제거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최적의 초기 pH가 6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수중에 함유된 10 
mg/L 니켈이온 제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물흡착제에 구연산을 이용한 화학적 처리가 이루어졌다. 또한, 4 M 
구연산으로 개질된 흡착제를 사용하여 2 h 반응시켰을 때, 10 mg/L 니켈 이온은 100% 제거 효율을 나타내었다. 그리
고 니켈 이온 회수를 위한 탈착 실험한 결과, 0.1 M Nitrilotriacetic acid (NTA)가 최적의 탈착제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실험 결과들은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술로서 니켈 처리 공정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this work, a new type of biosorbent was prepared from the biochar of Liriodendron tulipifera L. by adding an activation 
process using water vapor. By using the biosorbent, the removal characteristics of nikel ions in the water phase were 
investigated. When the equilibrium experiments to remove both 5 and 10 mg/L of nikel ions were performed, the adsorption 
amount of nickel ions was 4.2 and 5.4 mg/g, respectively. Also, the optimal initial pH was 6 to increase the removal efficiency 
with respect to two different nickel concentrations of 5 and 10 mg/L. To enhance the removal efficiency of 10 mg/L of nikel 
ions, a chemical treatment using critic acid was applied for the biosorbent. In addition, 100% removal efficiency was observed 
for 10 mg/L of nikel ions when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for 2 h using the modified biosorbent treated by 4 M of critic 
acid. The results of desorption experiment to recover nikel ions indicated that 0.1 M of nitrilotriacetic acid (NTA) was selected 
as the optimal desorption agent. Consequently, these experimental results could be employed as an economical and environ-
mentally friendly technology for the development of nickel removal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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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전기도금, 귀금속, 주화, 촉매제와 배터리에 관련된 산업으로 알려

졌다[10]. 

최근 수용액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biochar 적용에 대한 

많은 관심이 이루지고 있다. Biochar는 원료의 폭넓은 이용성과 저렴

한 비용 및 물리적/화학적 표면 특성을 고려할 때 물에 함유된 오염물

질 제거에 큰 잠재력을 나타낸다고 보고되었다[14]. 특히, biochar는 활

성탄과 비교하여 낮은 에너지 설비에 의하여 경제적이라고 밝혀졌으

며[15,16], 이러한 biochar 생산 원료들은 농업에서 biomass와 고형폐

기물로부터 얻을 수 있기에 풍부하고 저비용의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고 알려졌다[17-20]. 그리고 기존의 biochar를 활용한 연구들은 옥수수 

짚, 쌀 껍질 등의 농업부산물을 이용하여 구리, 아연, 알루미늄, 납의 흡

착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었지만[19,21,22], 백합나무를 사용하여 수중

에 존재하는 니켈 이온 제거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목질계 바이오매스로에서 탄화 공정으로만 

제조된 biochar 달리, 백합나무 유래 biochar에 수증기를 사용하여 활

성화 공정이 추가적으로 수행된 새로운 형태의 생물흡착제를 제조하

였다. 이 생물 흡착제를 사용하여 수중에 함유된 니켈 이온을 효과적

으로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2. 실험재료 및 방법 

2.1. 재료 및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목질계 바이오매스로서 강원지역에서 생산되는 백

합나무를 이용하였다. 이 백합나무를 600 ℃ 온도에서 2 h 동안 200 

mL/min의 질소 공급에 의한 탄화 공정으로부터 biochar를 제조하였

다. 이 탄화 공정에서 얻어진 백합나무 유래 biochar를 800 ℃까지 온

도를 상승시키고 2 h 동안 등온을 유지하였으며, 이때 300 mL/min의 

속도로 질소를 공급하였다. 또한 800 ℃에서 제조된 biochar를 사용하

여 2.2 mL (g-char⋅hr) 속도로 증류수를 공급하여 수증기를 이용한 

biochar 활성화 공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활성화 공정에서 얻어진 bio-

char는 200 mL/min의 속도로 질소를 공급하여 냉각 공정 완료 후 새

로운 형태의 biochar를 제조하였다. 또한, 여기서 생산된 biochar 흡착

제는 체진동기(Analysette 3, Fritsch Co., Germany)를 이용하여 20 min 

동안 45-63 µm 입자 크기로 분리하였다. 이때 분리된 흡착제는 건조

기(J-DSA1, Jisico Co., Korea)를 사용하여 45 ℃에서 24 h 동안 건조

시켜 수분을 제거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시료인 니켈 수용액을 제조하기 위하여 Ni(NO3)2⋅6H2O (Junsei 

Chemical Co., Japan)를 사용하였으며, 니켈 수용액은 농도별로 희석 

제조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0.1 g/100 mL 생물흡착제를 250 

mL 삼각플라스크에 첨가하고 25 ℃에서 130 rpm 교반 속도로 운전

이 이루지는 shaking incubator (IS-971R, Jeiotech Co. Korea)를 이용

하여 수중에 함유된 니켈 이온의 제거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위의 

실험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및 건조 공정이 이루어진 활성탄

(Handa Carbon Co. Korea)을 사용하여 백합나무 유래 biochar과 흡착

능력에 관한 비교 실험을 수행하였다. 

수중에 함유된 10 mg/L 니켈 이온의 제거효율을 향상시키고자 3 

종류의 산(인산, 포름산, 구연산)을 사용하여 shaking incubator에서 60 

℃, 6 h, 160 rpm 교반속도에 의한 생물흡착제의 개질반응을 수행하

였다. 이때 개질된 흡착제는 필터를 사용하여 여과공정을 수행한 후 

얻어진 시료는 105 ℃에서 24 h 동안 충분히 건조한 후 실험에 사용

하였다. 또한, 탈착 실험은 4종류(수산화나트륨, 황산, nitrilotriacetic 

acid (NTA), 염산)를 사용하여 shaking incubator에서 30 ℃, 2 h, 160 

rpm 교반속도에 의하여 탈착 반응이 이루어졌다. 이 탈착 반응에서 

얻어진 시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백합나무 유래 biochar 흡착제를 사용하여 수중에 함유된 5, 

10 mg/L 니켈 이온의 제거 효율은 아래와 같은 식(1)으로부터 계산하

였다[11].

Removal efficiency (%) = 

 
× (1)

여기서, C0는 초기 니켈 이온 농도(mg/L), C는 흡착이 이루어진 일

정한 시간 경과 후 수용액에 함유된 니켈 이온 농도(mg/L)이다. 

또한, 이 실험에서 biochar에 흡착된 니켈 이온의 흡착양은 다음과 

같은 식 (2)으로부터 계산하였다[10].

 

  ×
(2)

여기서, Qt는 시간 t에서 합나무 biochar 단위질량당 니켈 이온 흡착

양(mg/g), C0는 초기 니켈 이온 농도(mg/L), Ct는 흡착이 진행된 일정

한 시간 경과 후 수용액에 잔존하는 니켈 이온 농도(mg/L), V는 실험

에 이용된 수용액의 부피(L)이고 M은 biochar 질량(g)이다. 

2.2. 분석방법

본 실험은 shaking incubator를 사용하였으며, 생물흡착 반응이 진행

된 후 시료를 채취하였다. 그리고 흡착진행 후 일정한 흡착시간에 맞

추어서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채취가 이루어진 시료는 원심분리기 

(Micro-12 Hanil, Korea)를 이용하여 5000 rpm에서 15 min 동안 고액

분리 공정을 수행하였다. 이 분리 공정에서 얻어진 상등액은 0.45 µm 

micro filter (MFS, Japan)를 사용하여 여과하였으며, 여과액은 시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232.2 nm 파장에서 atomic absorption spec-

trometer (AAS-6200, Shimadzu, Japan)를 사용하여 니켈 이온 농도 분

석이 이루어졌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기존의 biochar와 차별화하여 

백합나무 biochar에 수증기를 활용한 생물흡착제로 제조하였으며, 이

를 사용하여 수중에 함유된 니켈 이온의 처리에 관한 실험적 고찰이 

이루어졌다. 

수중에서 비교적 저농도로 존재하는 5와 10 mg/L 니켈 이온의 흡

착능력을 알아보고자 백합나무 biochar와 활성탄과 비교 분석하였다. 

Figure 1(a)에 나타낸 것과 같이, 백합나무 biochar는 반응 1 h에 도달

하였을 때 흡착 평형이 이루어졌으며, 이때 4.2 mg/g의 니켈 이온 흡

착량을 얻을 수 있었다. 그 결과 활성탄과 비교하여 니켈 이온의 흡착

능력이 3.5배가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10 mg/L 니켈 이온을 처

리하고자 백합나무 biochar를 이용하여 흡착시킨 결과, 반응 2 h에서 

흡착 평형을 나타내었으며 활성탄과 비교하여 니켈 이온의 흡착능이 

2.7배 향상된 5.4 mg/g의 매우 높은 니켈 이온 흡착량을 도출하였다. 

위의 실험결과, 수중에 함유된 5와 10 mg/L 니켈 이온을 처리하기 위

해서는 활성탄 보다는 백합나무 biochar가 높은 흡착량을 지닌 우수한 

흡착제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백합나무 biochar를 사용하여 5와 

10 mg/L 니켈 이온을 6 h 동안 반응하여 처리가 이루어졌을 때,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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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55%의 제거 효율을 구할 수 있었다. 따라서, 5와 10 mg/L 니켈의 

제거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니켈 이온 흡착에 미치는 영향 인자

인 수용액의 pH 조절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수용액의 pH는 흡착제의 표면 전하에 영향을 미치고, 

수소 이온과 수산 이온은 흡착제에 강하게 흡착 현상을 나타낸다고 

알려졌으며[23,24], 또한 수용액의 pH는 다른 이온들의 흡착에 영향

을 준다고 밝혀졌다[24]. 이러한 영향 인자들을 고려하여, 본 실험에

서는 수용액의 초기 pH 조절에 의한 니켈 이온의 제거 효율을 살려보

았다. Figure 2(a)에서 보여진 것과 같이, 5 mg/L 니켈 이온을 초기 pH 

2, 4, 6, 8로 조절하여 2 h 흡착반응이 이루어졌을 때, 니켈 이온의 제

거 효율은 각각 12.8, 50.3, 91.7, 60.9%를 나타냈다. 따라서 초기 pH

가 2.0의 강산성 영역에서는 매우 낮은 제거 효율을 도출하였으며, 초

기 pH가 높아질수록 니켈 이온의 제거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초기 pH 

6으로 조절하였을 경우, 가장 높은 제거 효율을 구할 수 있었으며, 

4.63 mg/g 니켈 이온 흡착량을 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들은 

니켈 이온과 흡착할 수 있는 흡착제 자리(site)는 한정되었는데 낮은 

pH 영역에서는 H+과 니켈 이온과 경쟁반응으로 니켈 이온의 제거 효

율이 감소하였으며, 높은 pH 영역에서는 H+ 이온 감소로 니켈 이온의 

제거 효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초기 pH 8 이상의 

알칼리성 영역에서는 니켈 이온 침전으로 인하여 실험을 수행하지 않

았다. 그리고 10 mg/L 니켈 이온 흡착을 위하여 수용액 초기 pH를 2, 

4, 6, 8로 조절하여 같은 반응조건에서 운전하였을 때 니켈 이온의 제

거 효율은 각각 9.20, 38.2, 62.2, 47.6%의 제거 효율을 구할 수 있었으

며, 초기 6으로 조절하였을 때, 6.20 mg/g의 최대 니켈 이온 흡착량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실험결과들은 5 mg/L 니켈 이온을 처리한 경우와 

거의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수중에 함유된 5와 10 mg/L 

니켈 이온의 제거 효율 향상을 위한 최적의 초기 pH가 6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수용액의 초기 pH를 6으로 조절한 최적의 실험 조건에서 10 

mg/L 니켈 이온의 제거 효율 향상을 위하여, 3종류 산(인산, 포름산, 

구연산)을 사용하여 생물흡착제의 산 처리를 수행한 후 니켈 이온의 

제거효율에 대하여 비교⋅분석하였다. Figure 3에 나타낸 것과 같이, 

1 M 구연산으로 개질된 흡착제는 반응 초기 시간인 30 min 반응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높은 니켈의 제거 효율을 보였으며, 반응 2 h에 

도달하면서 흡착평형에 도달하면서 81%의 최대 제거 효율을 나타내

었다. 그리고 포름산을 이용하여 개질된 흡착제를 사용하였을 경우, 

반응 전체 시간에 높은 제거 효율을 보였으며 반응 2 h 경과 후 70%

의 비교적 높은 제거능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현상은 biochar 표면

에 carboxylate와 같은 관능기가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중금속들과의 

강한 상호작용을 나타낸다고 기존의 연구발표[14]와, 구연산에 존재

하는 3개의 carboxylate과 포름산에 함유된 1개의 carboxylate가 니켈 

이온의 흡착능 향상에 작용된 결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인산을 사

용하여 개질된 흡착제는 전체 반응시간 동안에 산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백합나무 biochar (control)와 보다 낮은 제거 효율을 나타냄으로

 

Figure 1. Comparisons of nickel removal using biochar prepared from 
Liriodendron tulipifera L. and activated carbon.

 

Figure 2. Effect of initial pH on removal of 5 and 10 mg/L nickel 
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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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니켈 이온의 제거에 효과적이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실험으로부터 수중에 함유된 니켈의 흡착 기작은 biochar 표면에 있는 

carboxylate 관능기와 니켈 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하여 나타나는 

결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구연산 농도 변화(2, 3, 4, 5 M)에 의한 개질된 흡착제를 이

용하여 반응 시간 변화(30 min, 1, 2 h)에 따른 10 mg/L 니켈 이온의 

제거 효율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Figure 3에 보인 것과 같이, 흡착 시

간이 경과할수록 니켈 이온의 제거 효율이 점차 증가하는 현상을 나

타내었으며, 구연산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니켈 이온의 제거능력이 향

상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4 M 구연산을 사용하여 개질된 biochar는 

2 h 흡착이 이루어졌을 때 100% 제거 효율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수

중에 함유된 니켈 이온의 제거효율 향상을 위하여 5 M 농도까지 구연

산 농도를 증가시킬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생물흡착제인 개질된 백합나무 biochar를 실제적으로 수처리 

공정에 적용할 경우 사용된 생물흡착제의 환경적 측면에서 2차 오염

을 유발시키지 않으며, 흡착제 재활용을 위한 니켈 이온의 회수가 이

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실험에서는 4 M 구연산을 사용하여 

10 mg/L 니켈 이온 흡착된 백합나무 biochar를 이용하여 탈착제로서 

4종류 0.1 M (수산화나트륨, 황산, Nitrilotriacetic acid(NTA), 염산)을 

사용한 니켈 이온의 탈착 실험이 수행되었다. Figure 5에 나타낸 것과 

같이, NTA가 100%의 최대 탈착 효율을 나타내었으며, 염산, 황산, 수

산화나트륨은 각각 73.6, 64.2, 33.6%의 탈착 효율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10 mg/L 니켈 이온을 회수를 위한 최적의 탈착제로서 0.1 M 

NTA임을 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탈착된 백합나무 biochar를 사용하

여 연속식 반응 장치인 충진층 반응기에서 니켈 이온의 재생능력에 

관한 각종 운전 인자를 고려한 최적의 실험조건을 도출하고, 이를 이

용한 파이롯트규모의 실증화 실험이 보완된다면 실제적으로 니켈이 

함유의 폐수처리 공정에 매우 유용한 공학적 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결    론 

본 실험에서는 백합나무 biochar에 수증기를 사용하여 활성화 공정

이 첨가된 새로운 형태의 생물흡착제를 제조하였다. 이 생물흡착제를 

이용하여, 수중에 존재하는 5와 10 mg/L 니켈 이온을 처리하기 위하

여 흡착평형 실험이 이루어졌을 때, 니켈 이온 흡착량은 각각 4.2 

mg/g과 5.4 mg/g을 구할 수 있었다. 또한 5, 10 mg/L 니켈 수용액의 

제거능력 향상을 위한 최적의 초기 pH가 6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10 mg/L 니켈 이온의 제거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biochar에 구연산을 

이용한 화학적 처리가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4 M 구연산으

로 개질된 흡착제를 사용하였을 때, 10 mg/L 니켈 이온의 제거 효율

은 100%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니켈 이온 회수를 위한 탈착 실험으로

부터 0.1 M nitrilotriacetic acid (NTA)가 최적의 탈착제임을 알 수 있

었다. 따라서, 이러한 실험 결과들은 수중에 함유된 니켈 이온을 경제

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중금속 처리 공정 개발에 충분

히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Figure 3. Effect of acid treatment on removal of 10 mg/L nickel ions.

 

Figure 4. Effect of critic acid concentration for enhanced removal of 
10 mg/L nickel 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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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Effect of various desorption agents on nickel desorption 
efficien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