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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dsorption experiments of lithium ions were conducted in the fixed bed column packed with activated carbon 
modified with nitric acid. Effect of inlet concentration, bed hight and flow rate on the removal of lithium ions was 
investigated.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removal and the adsorption capacity of lithium ions increased 
with increasing inlet concentration, and decreased with increasing flow rate. When the bed height increased, the 
removal and the adsorption capacity increased. The breakthrough curves gave a good fit to Bohart-Adams model. 
Adsorption capacity and breakthrough time calculated from Bohart-Adams model, these results were remarkably 
consistent with the experimental values. The adsorption capacity was not changed in the case of 3 times repetitive use 
of adsorb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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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리튬은 높은 에너지 저장능력을 가진 물질로 2차전지

의 재료, 세라믹, 촉매, 의약품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원

료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앞으로 대용량 전지, 전기자동

차 등이 실용화 될 경우에 리튬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같이 리튬은 다양한 분야에 응

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그 중요성이 중가하고 있

지만 리튬의 육상 매장량은 약 1,400만 톤에 불과하다. 

이러한 리튬의 매장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에

는 리튬이 약 2,400억 톤이 포함된 해수로부터 리튬을 

회수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Kitajou 

등, 2003; You 등, 2013a).

  수중의 리튬을 회수하는 방법은 이온교환(Navarrete 

-Guijosa 등, 2003), 용매추출(Kim 등, 2003), 막분리

(Tsuyoshi와 Takayuki), 흡착(Seron 등, 2005) 등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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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고 있다. 이들 방법 중에서 상대적으로 흡착공정은 

조작이 간단하고 운전비용이 낮으며, 흡착제의 회수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Huang 등, 2009). 흡착

공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활성탄은 높은 비표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물리적, 화학적으로 안정성이 뛰어난 것

으로 알려져 있다(Yin 등, 2007). 최근에는 활성탄 자체

로는 흡착 성능에 한계가 있어 흡착 공정의 효율성을 높

이며, 유효 흡착점을 증가시켜 흡착성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활성탄 표면을 개질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활성탄의 개질방법은 첨착(Tian 등, 2009), 열처리

(Attia 등, 2006) 그리고 산·염기 처리(Shim 등, 2001, 

Huang 등, 2009)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첨착

의 경우에 개질제가 활성탄의 표면과 세공의 일부를 폐

쇄하거나 파괴하여 비표면적과 세공부피가 감소하며, 열

처리의 경우 고온에서 산소 작용기가 파괴되어 금속이온

의 흡착능이 감소된다는 단점이 있다. 산과 염기에 의한 

활성탄의 개질은 표면에 다양한 작용기를 생성시키며, 

특히 활성탄 표면에 형성된 산소를 포함한 작용기는 금

속이온의 흡착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등, 2008).

Seron 등(1995)은 H3PO4으로 개질한 활성탄으로 리

튬 흡착연구를 회분식으로 수행한 바 있으며, 리튬이온

의 초기농도가 10 mg/L인 경우에 흡착량은 0.45 mg/g

이라고 하였다. Alfarra 등(2002)은 HNO3으로 개질한 

활성탄을 사용하여 리튬이온의 초기농도를 7.1 mg/L로 

운전한 회분식 실험에서 리튬 흡착량이 0.665 mg/g이라

고 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들은 선행연구(You 등, 

2013b)에서 원시활성탄과 원시활성탄을 CH3COOH, 

H2SO4 그리고 HNO3,으로 개질한 활성탄을 사용하여 

리튬이온의 초기농도를 10 mg/L으로 운전한 회분식 실

험에서 흡착량이 각각 0.62 mg/g, 0.66 mg/g, 0.99 

mg/g 및 2.29 mg/g으로써 HNO3으로 개질한 활성탄의 

흡착능이 가장 높은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가장 높은 리튬 

흡착량을 나타낸 질산으로 개질한 활성탄을 사용하여 연

속식으로 리튬이온을 제거하는 실험을 수행하여 유입 유

량, 유입 농도 층 높이의 변화에 따른 파과특성을 검토하

고, Bohart-Adams 모델식에 적용하여 해석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실험 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활성탄은 Calgon사의 야자계 활

성탄인 WSC-470을 사용하였으며, 40/60 mesh 채로 분

리하고 증류수로 수차례 세척한 후 100℃에서 24 hr 동

안 건조시킨 후 데시게이터에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활성탄의 개질방법은 선행연구(You 등, 2013b)와 동

일한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500 mL 삼각 플라스크에 활

성탄 2.5 g과 5 vol% HNO3(Samchun, EP)의 수용액 

250 mL를 넣은 후 후 80℃ 항온조에서 12 hr 동안 반응

시켜 개질하였다. 0.05N NaOH(Samchun, EP) 용액을 

사용하여 30 min 동안 반응시켜 중화시킨 후 증류수로 

수차례 세척한 다음에 85℃ 건조기에서 24 hr 동안 건조

하였고, 데시게이터에 보관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리

튬이온용액은 LiCl(Shinyo, EP)을 사용하여 1,000 

mg/L의 stock solution을 만들어 실험에 사용하였다. 

2.2 실험 방법

연속식 실험은 Fig. 1과 같이 수행하였다. 직경 10 

mm, 길이가 100 mm의 유리컬럼에 일정량의 활성탄을 

채우고 페리스탈틱펌프(Masterflex®, USA)를 사용하

여 일정농도의 리튬이온 용액을 일정 유량으로 조절하여 

컬럼에 상향류식으로 유입시켰다. 일정시간 간격으로 컬

럼 상단에서 유출되는 용액을 샘플링하여 Ion 

Chromatography(DIONEX, DX-120)를 사용하여 리

튬이온의 농도를 분석하였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fixed-bed adsorp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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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rameters obtained from breakthrough curves for different inlet concentrations

Flow rate Concentration Bed height Break through time Removal Adsorption capacity

Q (ml/min) C0 (mg/L) Z (cm) t0.05 (min) R (%) qe (mg/g)

5 10 6 220 77.7 4.59

5 20 6 93 53.4 4.95

5 30 6 57 49.1 5.41

3. 결과 및 고찰

3.1 유입농도에 다른 파과특성

흡착 컬럼에서 제거된 리튬이온의 총량(qtotal)은 다

음과 같이 구해진다.

 

 


  
                                  (1)

여기서 C0는 유입농도(mg/L), Q는 유량(ml/min), 

ttotal은 전체 운전시간(min)이다.

흡착 컬럼에서 리튬이온의 총 제거율()은 다음과 

같다.

 
    
    

×    

 


×                                 (2)

리튬이온의 평형 흡착량(qe)는 다음과 같다.

 


                                                            (3)

여기서 M은 컬럼에 충전된 흡착제의 양(g)이다.

Fig. 2는 리튬이온의 유입유량을 5 ml/min로 일정하

게 하고 리튬이온의 유입농도를 10∼30 mg/L로 변화시

키면서 얻은 파과곡선들을 나타낸 것이다. 이들 파과곡

선으로부터 리튬이온의 파과가 5%(C/C0 = 0.05)가 되

는데 걸리는 시간인 파과시간 t0.05(min)을 구하고, 식 (1)

∼식 (3)에서 흡착 컬럼에서 제거된 리튬이온의 총량

(qtotal), 제거율(R) 및 평형 흡착량(qe)를 구하여 Table 1

에 나타내었다. 표에서 보듯이 리튬이온 유입농도가 10 

mg/L, 20 mg/L 및 30 mg/L로 증가함에 따라 파과시간

은 각각 220 min, 93 min 및 57 min로 감소하였다. 또

한 유입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흡착량은 4.59 mg/g, 4.95 

mg/g, 5.41 mg/g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유

입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흡착 구동력인 농도차가 커져 

컬럼내 흡착제의 활성점들이 더 빨리 포화되고 흡착 구

동력도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흡착 컬럼

에서 리튬이온의 총 제거율은 각각 77.7%, 53.4%, 

49.1%로 감소하였다.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흡착 컬럼

에서 리튬이온의 총 제거율이 감소하는 것은 농도가 증

가함에 따라 제거되는 리튬이온의 양에 비해 컬럼에 유

입된 리튬이온의 총량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으로 생각

된다. 

Time,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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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Breakthrough curves for different inlet concentrations 
(bed height : 6 cm, flow rate : 5 mL/min). 

3.2 유량에 따른 파과특성

Fig. 3은 리튬이온의 유입농도를 10 mg/L로 일정하

게 하고 유량을 변화시키면서 운전하여 얻은 파과곡선들

을 나타낸 것이며, 파과곡선으로부터 구한 파과시간, 흡

착량 및 제거율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유량이 5 

ml/min, 10 ml/min, 및 15 ml/min으로 증가할수록 파

과가 빨리 일어나 파과시간은 355, 140 및 85 min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유량이 증가할수록 물질전달영역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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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arameters obtained from breakthrough curves for different flow rates

Flow rate Concentration Bed height Break through time Removal Adsorption capacity

Q (ml/min) C0 (mg/L) Z (cm) t0.05 (min) R (%) qe (mg/g)

5 10 9 355 81.4 5.23

10 10 9 140 69.1 4.94

15 10 9 85 62.8 4.92

Table 3. Characteristic parameters obtained from breakthrough curves for different bed heights

Flow rate Concentration Bed height Break through time Removal Adsorption capacity

Q (ml/min) C0 (mg/L) Z (cm) t0.05 (min) R (%) qe (mg/g)

15 10 3 17 42.6 4.31

15 10 6 55 53.5 4.89

15 10 9 85 62.8 4.92

가하여 빠르게 포화되므로 유량이 증가할수록 빠르게 포

화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리

튬이온이 흡착제와 접촉하는 시간이 짧아져 리튬이온의 

제거율은 각각 81.4%, 69.1%, 62.8%로 감소하였으며, 

흡착량도 각각 5.23 mg/g, 4.94 mg/g, 4.92 mg/g으로 

감소하였다.

time,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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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Breakthrough curves for different flow rates       

(inlet concentration : 10 mg/L, bed height : 9 cm).

3.3 층높이에 따른 파과특성

Fig. 4는 리튬이온의 유입농도를 10 mg/L, 유입유량

을 15 ml/min로 일정하게 하고 층높이를 3 cm, 6 cm, 9 

cm로 변화시키면서 운전하여 얻은 파과곡선들을 나타낸 

것이다. 파과곡선으로부터 구한 파과시간, 흡착량 및 제

거율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층높이가 3 cm, 6 cm, 9 

cm로 증가함에 따라 파과시간은 17 min, 55 min, 85 

min으로 증가하였으며, 총 제거율은 각각 42.6%, 

53.5%,  62.8%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층높이가 증가

함에 따라 충전된 흡착제의 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층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흡착량도 4.31 mg/g, 

4.89 mg/g 4.92 mg/g으로 약간씩 증가하였는데, 이는 

층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흡착제의 미사용 층 길이(length 

of unused bed)가 적어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McCabe 등, 2005).

Time,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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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m

Fig. 4. Breakthrough curves for different bed heights 
           (inlet concentration : 10 mg/L, flow rate : 15 mL/min).

3.4 재사용 실험

흡착제의 재사용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리튬이온의 

유입농도를 10 mg/L, 유입유량을 10 ml/min로 일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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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arameters obtained from Bohart–Adams model

Flow rate Concentration Bed height Adsorption rate constant
Adsorption capacity 

qe (mg/g) r2

Q (ml/min) C0 (mg/L) Z (cm) kBA (L/mg․min) Experimental Calculated

5 10 6 3.51 4.59 4.77 0.9978

5 20 6 2.14 4.95 4.90 0.9977

5 30 6 1.58 5.41 5.24 0.9959

5 10 9 2.83 5.23 4.94 0.9970

10 10 9 4.04 4.94 4.69 0.9981

15 10 9 4.90 4.92 4.54 0.9988

15 10 3 10.60 4.31 4.16 0.9987

15 10 6 6.13 4.89 4.69 0.9968

15 10 9 4.90 4.92 4.74 0.9988

게 하고 층높이를 6 cm인 조건에서 흡착실험을 하였다. 

사용한 활성탄을 5 vol% 질산용액으로 처리하여 흡착된 

리튬이온을 탈착시키고, 이를 증류수로 세척한 후에 흡

착실험을 반복 수행한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과곡선은 재사용하기 전과 후에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으며, 리튬이온의 흡착량은 1회 흡

착시에는 4.92 mg/g, 2회 흡착시에는 4.91 mg/g, 그리

고 3회 흡착시에는 4.75 mg/g으로 약 3% 정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반복 재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Time,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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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Breakthrough curves in three cycles 
           (inlet concentration : 10 mg/L, flow rate : 10 

mL/min, bed height : 6 cm).

3.5. 파과곡선 모델링

Bohart-Adams 모델식은 파과곡선의 초기 부분을 기

술하는데 이용된다. 이 접근 방식은 Adams–Bohart 모

델에서 최대 흡착용량(N0)와 속도상수(kBA)와 같은 특성

파라미터들을 추정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Bohart- 

Adams 모델식은 다음 식과 같이 표현된다(Bohart와 

Adams, 1920).

ln

  


                         (4)

여기서 kBA는 속도상수(L/mg․min), u는 공탑속도

(cm/min), Z는 층높이(cm), N0는 단위 부피당 흡착량

(mg/L)이다. 

식 (4)에서 u는 유입유량 Q(ml/min)에 컬럼의 단면적 

S(cm2)을 나눈 값이며, N0는 고정층의 벌크 밀도 ρ
b

(g/cm3)와 흡착량 qe(mg/g)의 곱으로 나타내진다. 

식 (4)에 Fig. 2∼Fig. 4의 파과곡선 자료를 적용하여 

구한 파라미터 값들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표에서 보

듯이 Bohart-Adams 모델식을 적용한 경우에 결정계수 

값(r2)은 0.9958∼0.9988로 실험 데이터와 잘 일치하였

다. 또한 파과곡선에서 구한 qe와 모델식에서 구한 qe의 

값은 5% 이하의 오차로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식 (4)의 Bohart-Adams 모델식을 파과시간 t0.05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5)

여기서 C0.05는 파과시간 t0.05에서의 농도(mg/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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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arameter of BDST model

Flow rate Bed height  Breakthrough time  t0.05 (min)
r2

Q (ml/min) Z (cm) Experimental Calculated

3 81 82

5 6 220 219 0.9999 

9 355 356

3 33 35

10 6 93 88 0.9951 

9 140 142

3 17 18

15 6 55 52 0.9954 

9 85 86

식 (5)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

                                                        (6)

여기서




이며, 

 

 ln

이다. 

Fig. 6은 유입유량과 층높이를 달리한 실험에서 얻어

진 파과곡선으로부터 파과시간들을 구하여 나타낸 것이

며, 이로부터 구한 변수들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Table 4에서 보듯이 각각의 유입유량에서 층높이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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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lots of breakthrough time vs. bed height for 

different flow rates.

리한 경우에 식 (6)으로부터 예측되어진 파과시간은 실

험에서 얻어진 파과 시간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식 (6)은 연속식에서 리튬이온의 파과특성을 잘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질산으로 개질한 활성탄을 충전한 고

정층 반응기로 리튬이온의 제거실험을 수행하여 유입농

도, 유량 및 층높이를 달리한 경우의 파과특성을 고찰하

였다. 파과시간은 유입농도와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빠

르게 포화되어 앞서서 나타났으며, 층높이가 증가함에 

따라서는 뒤쳐져 나타났다. 유입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구동력이 증가하여 흡착량과 제거율은 증가하였으며, 유

량이 증가함에 따라서는  흡착제와 리튬이온의 접촉시간

이 짧아져 흡착량과 제거율은 감소하였다. 층높이가 증

가하는 경우에는 흡착제의 미사용 층 길이가 감소하여 

흡착량과 제거율은 증가하였다. 흡착제를 재사용한 경우

에도 리튬이온 흡착량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또한 실험

데이터는 Bohart-Adams 모델식에 잘 부합하였고, 

Bohart-Adams 모델식으로 계산한 흡착량과 파과 시간

은 실험에서 얻어진 값과 잘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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