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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질계 활성탄을 이용한 수중의 2,4-Dinitrophenol 흡착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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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moval characteristics of 2,4-dinitrophenol (2,4-DNP) from an aqueous solution by commercial Wood-based 
Activated Carbon (WAC) have been studied. The effects of various experimental parameters were investigated using a 
batch adsorption technique. The adsorption capacity of 2,4-DNP by WAC increased with a decrease in the dosage and 
particle size of WAC, temperature and the initial pH of the solution, and increased with an increase in the initial 
concentration of the solution. The adsorption equilibrium data were best described by the Redlich-Peterson isotherm 
model. The maximum adsorption capacities of 2,4-DNP by WAC were 573.07 mg/g at 293 K, 500.00 mg/g at 313 K, 
and 476.19 mg/g at 333 K, decreasing with increasing temperature. The kinetic data were well fitted to the 
pseudo-second-order model, and the results of the intra-particle diffusion model suggested that the adsorption process was 
mainly controlled by particle diffusion. The thermodynamic analysis indicated that the adsorption of 2,4-DNP by WAC 
was an endothermic and spontaneous process. 

Key words : Adsorption, 2,4-Dinitrophenol, Activated carbon, Phenolic compound, Kinetic model

1)1. 서 론

페놀류 화합물에 속하는 2,4-dinitrophenol (2,4-DNP)
은 살충제나 염료의 원료로 사용된다. 2,4-DNP는 발

암 물질일 뿐만 아니라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인식되

고 있으며 식물, 물고기 등 생물의 먹이 사슬에 축적되

어 인체 및 생태계 모두에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Carvajal-Bernal et al., 2015).

수중의 2,4-DNP를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한외여과

(Zheng et al., 2008), 역삼투(Murthy and Gupta, 
1998), 나노여과(Bodalo et al., 2009), 용매추출법

(Yang et al., 2006), 이온교환법(Lu et al., 2006), 고급

산화법(Chairez et al., 2007), 흡착법(Mohanty et al., 
2005) 등이 있다. 한외여과, 역삼투 및 나노여과와 같

은 막공법의 경우는 건설 및 유지관리 비용이 대단히 

비싸고 막오염의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용매추출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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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창식 이민규

추출제의 가격이 비싸고 일반적으로 2차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온교환법은 

재생효율이 낮아 재생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으

며, 고급산화법은 처리 대상물질에 따라 고급산화법

의 적용이 달라지는 단점이 있다(Akgerman and 
Zardkoohi, 1996; Chairez et al., 2007). 이에 반하여 

흡착법은 화학약품이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 환경 

친화적이고, 저렴한 설치비와 적은 에너지가 요구되

므로 경제성 및 조작성의 관점에서 유리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Richardson et al., 2007). 흡착제로는 

활성탄이 넓은 비표면적과 큰 기공 부피, 다공성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유기화합물, 중금속 이온 및 색소를 

포함한 수중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
Vasiljevic et al.(2006)은 비표면적이 481 m2/g 및 

684 m2/g인 활성탄소 섬유를 이용한 2,4-DNP의 제거

실험에서 최대흡착량이 각각 79 mg/g 및 84 mg/g 이
었다고 하였으며, Carvajal-Bernal et al.(2015)은 비표

면적이 856 m2/g 및 1,040 m2/g인 상업용 활성탄을 이

용한 2,4-DNP의 제거 연구에서 최대흡착량이 각각 

129 mg/g 및 155 mg/g이었다고 하였다. 또한 Kim et 
al.(2002)은 Calgon 사의 활성탄(비표면적 1,050 
m2/g)을 이용한 2,4-DNP의 제거실험에서 최대흡착량

이 184 mg/g이었다고 하였다. Kim et al.(2015)은 대

나무로 만든 활성탄(비표면적 1,092 m2/g)을 흡착제

로 이용한 2,4-DNP의 제거 연구에서 최대흡착량이 

217 mg/g이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흡착제로 사용

하는 활성탄의 비표면적이 클수록 2,4-DNP의 흡착량

이 더 큰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목질계 활성탄을 흡착제로 사용하

여 2,4-DNP에 대한 흡착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활

성탄의 입자크기와 양, 2,4-DNP의 초기농도, 용액의 

pH, 접촉시간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였다. 실험결과를 

유사 1차 속도식과 유사 2차 속도식, 그리고 내부입자

확산 모델에 적용하여 속도 해석을 하고, 흡착등온실

험 결과를 Langmuir, Freundlich, Redlich-Peterson, 
Dubinin-Radushkevich (D-R) 등온식에 적용하여 해

석하고, 흡착과정의 열역학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실험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하는 활성탄은 미국 Nuchar 사의 

목질계 활성탄(WAC)인 BX-7530을 사용하였으며, 
활성탄의 비표면적은 1,187.4 m2/g, 기공부피가 0.891 
cm3/g 그리고 평균기공 직경은 15.01 이었다. 흡착

질로는 2,4-dinitrophenol (2,4-DNP, Sigma-aldrich)
를 증류수에 녹여 1,000 mg/L의 stock solution을 제조

하여 사용하였다. pH 조절은 0.1 M hydrogen chliride 
(HCl, Samchun EP), 0.1 M sodium hydroxide 
(NaOH, Samchun EP)를 사용하였다. 활성탄의 특성

을 관찰하기 위해 BET (Brunauer Emmett Teller, 
Micromeritics, ASAP 2010) 분석을 이용하였다.

2.2. 실험방법

실험은 회분식으로 수행하였으며, 500 mL 삼각플

라스크에 일정 농도의 2,4-DNP 용액 200 mL와 활성

탄 0.1 g을 넣은 후 수평진탕기(Johnsam, JS-FS-2500)
를 사용하여 180 rpm으로 교반하였다. 일정시간 간격 

마다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원심분리기(Eppendorf, 
centrifuge 5415c)로 10,000 rpm에서 5 min 동안 원심 

분리한 후 상등액을 채취하여 자외선-가시광선 흡수

분광계(UV-visible spectrophotometer (Shimadzu, 
UV-mini1240))로 2,4-DNP의 파장인 358 nm에서 흡

광도를 분석하였다. 온도에 따른 회분식 실험은 진탕

배양기(Hanbaek Scientipic Co, HB-201SF)를 이용해 

온도를 293 K, 313 K 그리고 333 K로 달리하여 수행

하였다. 용액의 pH는 0.1 M HCl과 0.1 M NaOH를 사

용하여 조절하였으며 pH meter (Orion, model 420 A)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활성탄에 흡착된 2,4-DNP의 흡착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1)

여기서 는 시간 t에서의 흡착량(mg/g), 는 초기

농도(mg/L), 는 시간 t에서의 농도(mg/L), V는 용

액의 부피(L), m는 흡착제의 양(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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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particle size for the removal of 2,4-DNP by 
WAC (adsorbent = 0.1 g/0.2 L, concentration = 100 
mg/L, pH = 4, temperature = 293 K).

Fig. 2. Effect of the dose of WAC for the adsorption 
capacity and removal of 2,4-DNP by WAC 
(concentration = 100 mg/L, size = 150/170 mesh, 
pH = 4, temperature = 293 K).

3. 결과 및 고찰

3.1. 입자 크기에 따른 영향

Fig. 1은 2,4-DNP의 농도를 100 mg/L, 흡착제의 

주입량을 0.1 g/0.2 L로 일정하게 하고서 활성탄의 입

자 크기를 35/60 mesh, 80/100 mesh 및 150/170 mesh
로 달리한 경우에 2,4-DNP의 제거효율 변화를 나타

낸 것이다. Fig. 1에서 보면 활성탄의 입자 크기가 

35/60 mesh에서 150/170 mesh로 작아질수록 제거효

율은 60.8%에서 74%로 증가하였다. 이는 입자크기가 

작아질수록 표면적이 증가하고 활성탄 표면에서 세공 

내의 제거부위 까지 확산거리가 짧아져 2,4-DNP와 

접촉기회가 증가하여 제거효율 및 흡착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Kam et al., 2011). 이러한 결과는 

Arockiaraj et al.(2014)에 의한 매화나무 줄기로 만든 

활성탄으로 염료 reactive blue 4의 흡착연구와 

Mohammad et al.(2016)에 의한 상업용 활성탄을 이

용한 phenol의 흡착연구에서 흡착제의 크기가 작아질

수록 흡착량이 증가하였다고 하는 결과와 일치하였

다. 차후의 실험에서는 가장 높은 제거효율을 보인 

150/170 mesh의 활성탄을 사용하였다.

3.2. 흡착제 량에 따른 영향

Fig. 2는 2,4-DNP의 농도를 100 mg/L로 일정하게 

하고서 흡착제 주입량을 0.05 g에서 0.35 g으로 달리

한 경우 흡착량 및 제거효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Fig. 2에서 보면 흡착제 주입량이 0.05 g에서 0.25 g로 

증가함에 따라 2,4-DNP의 제거효율은 59%에서 95%
으로 증가하였으며, 흡착제 주입량이 0.30 g 이상일 

경우에는 제거효율이 100%이었다. 흡착제 주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제거효율이 증가하는 것은 흡착제 주

입량이 증가할수록 흡착제 표면의 표면적 증가에 따

른 흡착 활성점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된다(Ucer et al., 2006). 그러나 흡착제 주입량이 증가

할수록 활성탄 1 g 당 2,4-DNP의 흡착량은 246.22 
mg/g에서 58.94 mg/g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흡착제 

주입량이 증가할수록 단위부피내의 흡착제의 양이 일

정량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많아짐에 따라서 흡착제 

간의 거리가 가까워져 2,4-DNP에 대해 제거 부위가 

공유되거나 제거 부위사이의 상호 방해작용 등에 의

해 기인되는 것으로 사료된다(Kam et al., 2011). 

3.3. pH에 의한 영향

Fig. 3은 2,4-DNP의 농도를 100 mg/L, 흡착제의 

주입량을 0.1 g/0.2 L의 조건으로 일정하게 하고서 용

액의 초기 pH를 4~12으로 달리한 경우의 제거효율을 

나타낸 것이다. Fig. 3에서 보듯이 pH가 4에서 12로 

증가함에 따라서 2,4-DNP의 제거량은 73%에서 44%
로 감소하였다. 일반적으로 활성탄은 pH가 낮아지면 

활성탄의 표면은 양전하를 가지며 2,4-DNP (pKa = 
4.5)는 2,4-DNP분자로부터 수소이온이 해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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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initial pH for the removal of 2,4-DNP by 
WAC (adsorbent = 0.1 g/0.2 L, size = 150/170 
mesh, concentration = 100 mg/L, temperature = 293 
K).

Fig. 4. Effect of initial concentration on the adsorption 
capacity and removal of 2,4-DNP by WAC 
(adsorbent = 0.1 g/0.2 L, size = 150/170 mesh, pH 
= 4, temperature = 293 K).

nitrophenolate 음이온 형태로 존재한다(Ali, 2011). 
따라서 낮은 pH에서는 2,4-DNP와 흡착제 간의 인력

이 증가하여 제거효율이 증가한다. 이에 반하여 pH가 

증가할수록 활성탄의 표면은 음전하를 가지며 

2,4-DNP와 흡착제 간의 반발력이 증가하여 제거효율

이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Shaarani et al., 2011). 

3.4. 초기농도의 영향

Fig. 4는 2,4-DNP의 초기 농도를 70~300 mg/L로 

달리한 경우에 흡착량과 제거효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Fig. 4에서 보면 2,4-DNP의 초기농도가 증가

함에 따라 2,4-DNP의 흡착량이 119~360.5 mg/g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물질 전달 구동력인 농도차 증가

에 의해 흡착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2,4-DNP의 초기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제거효율은 

87~62%로 감소하였다. 이는 초기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2,4-DNP의 흡착에 필요한 활성탄의 활성점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기 때문에 제거효율이 감소되는 

것으로 사료된다(Mohdsalleh et al., 2011). 

3.5. 흡착 속도모델

WAC에 의한 2,4-DNP 흡착 메커니즘과 흡착과정

에서의 율속 단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결과 자료

에 유사 1차 속도 모델식, 유사 2차 속도 모델식 및 입

자 내부 확산 모델식을 적용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유사 1차 속도 모델식은 흡착 활성점이 점유되는 

속도가 비어있는 흡착 활성점의 수에 비례한다고 가

정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된다(Lee et al., 
2012).

    
                                                 (2)

유사 2차 속도 모델식은 흡착 활성점이 점유되는 

속도가 비어있는 흡착 활성점의 수의 제곱에 비례한

다고 가정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된다

(Lee et al., 2012).

   


                                                     (3)

여기서, k2는 유사 2차 속도상수(g/mg·min)이고, qe

는 평형에서의 흡착량(mg/g), qt는 시간에 따른 흡착

량(mg/g)이다. 
입자 내부 확산 모델식은 다음과 같다(Weber and 

Morris, 1963).

  
                                                      (4)

여기서 kid는 입자 내부 확산 속도상수(mg/g· 
min1/2), C는 상수(mg/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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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a) concentration and (b) particle size on the adsorption capacity of 2,4-DNP by WAC (adsorbent = 0.1 

g/0.2 L, pH = 4, temperature = 293 K).

Fig. 5는 시간에 따른 흡착량 변화 실험결과를 식

(2)와 식(3)에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와 비교하여 나타

낸 것이다. Fig. 5(a)는 활성탄 입자의 크기는 150/170 
mesh로 일정하게 하고서 2,4-DNP 용액의 초기 농도

를 100, 200, 300 mg/L로 달리한 경우에 활성탄을 이

용하여 흡착 실험을 수행한 경우 시간에 따른 

2,4-DNP의 흡착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며, Fig. 5(b)는 

2,4-DNP 용액의 초기 농도를 100 mg/L로 일정하게 

하고서 활성탄 입자의 크기를 35/60 mesh, 80/100 
mesh 및 150/170 mesh로 달리한 경우 시간에 따른 

2,4-DNP의 흡착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로부터 

구한 파라미터 값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Fig. 5(a)
와 Fig. 5(b)에서 보듯이 초기 15 min까지는 흡착이 

빠르게 일어나 흡착속도가 빠르지만 시간이 경과할수

록 흡착 속도가 감소하고 60 min 이후에는 평형에 도

달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흡착 초기 단계에서는 흡

착제 표면에 비어있는 활성점이 많아 흡착속도가 빠

르지만, 흡착이 진행됨에 따라 비어있는 활성점의 수

가 감소하여 흡착 속도가 감소하게 되기 때문으로 사

료된다(Lee et al., 2012). 이러한 결과는 Ma et al. 
(2013)이 코코넛 껍질로 만든 활성탄으로 phenol 제
거시에는 평형 도달 시간이 60 min, Sathishkumar et 
al.(2008)이 바나나 속으로 만든 활성탄으로 dichloro- 
phenols의 제거시에는 평형도달 시간이 60 min인 결

과와 유사하였으며, Nandhakumar et al.(2015)이 톱

밥(Adina cardifolia Hook)으로 만든 활성탄을 이용한 

eosin 염료의 흡착연구에서 평형 도달 시간이 100 
min, Porkodi and Kumar(2007)이 활성탄소섬유를 이

용한 crystal violet의 흡착연구에서 평형도달시간이 

180 min인 것에 비하여서는 빠른 시간 안에 흡착평형

에 도달하였다.
   Table 1에서 보듯이 초기농도에 따른 활성탄의 

2,4-DNP의 흡착실험결과는 유사 1차 속도식에 적용

한 경우에 결정계수()는 0.8162~9148 이고, 유사 2
차 속도식에 적용한 경우에 는 0.9996~0.9999으로 

유사 1차 속도식보다는 2차 속도식에 잘 만족하였다. 
또한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속도상수 k2는 감소하

였으며, 2,4-DNP의 흡착량은 증가하였다. Kim et 
al.(2015)의 대나무로 만든 활성탄을 이용한 2,4-DNP
의 흡착연구, Shaarani and Hameed(2011)의 말레이

시아의 유야자수로 만든 활성탄을 이용한 2,4-DNP의 

흡착연구에서도 유사 2차 속도식에 더 부합하였다고 

하였다. 
활성탄의 입자의 크기에 따른 2,4-DNP의 흡착실험

결과를 유사 1차 속도식에 적용한 경우에 결정계수

()는 0.9801~0.9901이고, 유사 2차 속도식에 적용한 

경우에 는 0.9995~0.9997으로 유사 1차 속도식보다 

2차 속도식에 잘 만족하였다. 또한 입자 크기가 감소

할수록 속도상수 k2가 증가하였으며, 2,4-DNP의 흡착

량도 증가하였다. 
Fig. 6은 Fig. 5의 실험 결과를 식(4)에 적용하여 



 주창식 이민규

C0,
mg/L

Particle
size,
mesh

qe,exp,
mg/g

Pseudo-first-order Pseudo-second-order

qe,
mg/g

k1,
1/min r2 qe,

mg/g
k2,

g/mg·min r2

100

100/170

153.78 143.19 1.8210 0.9901 149.25 0.026 0.9999

200 289.92 268.58 0.9605 0.9819 284.44 0.0054 0.9996

300 360.50 336.83 0.9355 0.9801 370.37 0.0041 0.9997

100

35/60 121.68 113.71 1.1895 0.9377 120.06 0.0155 0.9997

80/100 136.42 123.55 1.4418 0.7233 129.94 0.0173 0.9995

100/170 153.78 143.19 1.8210 0.9901 149.25 0.026 0.9999

Table 1. Kinetic data calculated for the adsorption of 2,4-DNP by W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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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lots of intraparticle diffusion kinetics with (a) concentration change and (b) particle size change for the adsorption 

of 2,4-DNP by WAC (adsorbent = 0.1 g/0.2 L, pH = 4, temperature = 293 K).

나타낸 것이며, 이로부터 얻어진 파라미터 값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Fig. 7에서 보는 것과 같이 qt 대 t1/2의 

그래프는 2개의 직선 영역으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Abdel-Ghani et al.(2016)이 톱밥으로 만든 활성탄을 

이용한 폐놀의 흡착연구와 Ewa and Piotr(2014)이 톱

밥을 원료로 한 활성탄을 이용한 phenol 및 congo red
의 흡착 연구에서 내부 입자확산모델에 적용한 경우

에 2개의 선형구간이 존재하며 첫 번째 선형구간은 막

확산, 두 번째 선형구간은 내부입자확산 단계라고 하

였다. 이를 통해 2,4-DNP 흡착공정이 막확산과 내부

입자확산에 의한 복합적인 과정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2에서 보듯이 초기농도에 따른 

2,4-DNP의 흡착실험결과를 보면, 막확산 경우의 속

도상수는 14.63~67.26 mg/g·min1/2 이었으며, 내부입

자확산의 경우의 속도상수는 4.51~15.77 mg/g·min1/2 

이었다. 또한 입자 크기에 따른 2,4-DNP의 흡착실험

결과를 보면 막확산 경우의 속도상수는 13.18~14.63 
mg/g·min1/2, 내부입자확산의 경우의 속도상수는 

4.51~5.8 mg/g·min1/2이었다. 따라서 내부입자확산의 

속도상수가 막확산의 속도상수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

므로 활성탄에 의한 2,4-DNP의 흡착은 내부입자확산

이 속도 결정단계인 것으로 사료된다(Lee and Lee, 
2015). 이러한 결과는 Ewa and Piotr(2014)이 톱밥을 

원료로 하여 만든 활성탄으로 phenol 및 congo red의 

흡착 연구에서 막확산 경우의 속도상수가 2.098 및 

7.185 mg/g·min1/2, 내부입자확산 경우의 속도상수가 

0.013 및 0.290 mg/g·min1/2인 결과와 Abdel-Ghani et 
al.(2016)이 톱밥을 이용한 활성탄을 이용한 phenol의 

흡착연구에서 막확산 경우의 속도상수가 0.1552~ 
0.2335 mg/g·min1/2, 내부입자확산 경우의 속도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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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
mg/L

Particle
size,
mesh

First linear part Second linear part

kid,
mg/g∙min1/2

C,
mg/g r2 kid,

mg/g∙min1/2
C,

mg/g r2

100

100/170

14.63 102.51 0.9999 4.51 123.48 0.9744

200 42.85 140.10 0.9999 13.53 204.94 0.8330

300 67.26 171.94 0.9999 15.77 263.08 0.8320

100

35/60 13.18 72.02 0.9999 5.80 87.53 0.9327

80/100 14.01 81.42 0.9999 5.97 97.59 0.9419

100/170 14.63 102.51 0.9999 4.51 123.48 0.9744

Table 2. Parameters of intraparticle diffusion model

0.4889~0.6479 mg/g·min1/2인 결과와 유사하였다.

3.6. 흡착 등온식

활성탄에 의한 2,4-DNP의 흡착실험 결과를 

Langmuir 등온식, Freundlich 등온식, Redlich-Peterson 
등온식 그리고 Dubinin-Radushkevich (D-R) 등온식

에 적용하여 검토하였다.
Langmuir 등온식은 흡착의 결합력이 작용하는 것

은 분자층의 두께 이내라고 가정하여 유도한 것으로 

단분자층 흡착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Langmuir, 1918).

  

                                                     (5)

여기서, 는 평형흡착량(mg/g), 은 최대흡착량, 
은 흡착에너지와 관련된 Langmuir 상수(L/mg) 그
리고 Ce는 평형 흡착농도(mg/L)이다.

Freundlich 등온식은 흡착열이 표면 덮힘의 정도에 

따라 지수적으로 감소되는 다분자층 흡착을 의미하

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Freundlich, 1906).

  



                                                           (6)

여기서, 는 Freundlich 상수(L/mg)이며 Ce는 평

형 흡착농도(mg/L),1/n은 흡착강도를 나타내는 상수

이다. 
Redlich-Peterson 등온식은 평형농도가 저농도 범

위에서 선형 등온식, 고농도의 범위에서 Freundlich 
등온식, 그리고 지수   값이 1인 경우에 Langmuir 등
온식으로 변환되는 것으로써 즉 단분자층 및 다분자

층의 복합흡착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Redlich and Peterson, 1959).

 






  

                                           (7)

여기서 는 평형 흡착량(mg/g), 는 Redlich- 

Peterson 지수, 는 용액 중의 평형농도(mg/L), 

과 는 Redlich-Peterson 상수이다.

D-R 등온식은 일반적으로 불균일한 표면 위의 가

우스 에너지 분포를 나타내는 흡착 메커니즘으로써 

흡착에너지를 구하거나 흡착에너지를 이해하는데 가

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Dubinin, 1960).

ln  ln                                                (8)

여기서 는 평형 흡착량(mmol/g), 는 흡착제 표

면에 의한 흡착질의 흡착 정도와 관련된 D-R 등온 상

수(mg/g)이며, BD는 흡착 자유에너지와 관련된 상수

(mol2/kJ2)이다. 또한 은 Polanyi potential을 나타내

며 다음과 같다.

 ln
                                               (9)



 주창식 이민규

Model Parameter
Temperature

293 K 313 K 333 K

Langmuir

qm, mg/g 553.07 500.00 476.19

kL, L/mg 0.0173 0.0143 0.0127

r2 0.9957 0.9980 0.9979

Freundlich

kF, L/mg 31.55 25.62 21.56

1/n 1.9130 1.8940 1.8940

r2 0.9946 0.9970 0.9945

Redlich-Peterson

 16.874 8.1370 7.1798

 0.6803 0.0308 0.0356

 0.9868 0.8769 0.8370

r2 0.9968 0.9988 0.9965

Dubinin-Radushkevich

BD, mol2/kJ2 29.212 55.952 63.114

qs, mg/g 292.77 284.38 260.45

E, J/mol 123 94.5 89.0

r2 0.7346 0.8870 0.8410

Table 3. Comparison of adsorption isotherm constants of 2,4-DNP by WAC

여기서 R은 기체상수(kJ/mol·K), T는 절대온도(K) 
그리고 는 평형농도(mmol/L)이다.

또한 E는 평균 흡착에너지(kJ/mol)로서 다음과 같

이 계산된다.



                                                       (10)

Fig. 7은 용액의 온도를 293 K, 313 K 그리고 333 
K로 달리하였을 경우 등온 흡착 실험결과와 식(5) ~ 
식(10)에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낸 그

림이다. 이로부터 구한 흡착 등온 파라미터 값들을 

Table 3에 정리하였다. Table 3에서 보듯이 본 연구에

서 수행한 농도범위 내에서 활성탄 의한 2,4-DNP의 

제거는 Redlich-Peterson 등온식(r2=0.9965~0.9988)
에 잘 만족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진행한 흡착반

응이 단분자층과 다분자층의 복합으로 진행됨을 나타

낸다. Langmuir 등온식으로 부터 구한 2,4-DNP의 최

대 흡착량은 온도가 293 K, 313 K및 333 K으로 증가

함에 따라 553.07 mg/g, 500.19 mg/g 및 476.19 mg/g
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흡착 반응이 발열 

반응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Kim et al.(2015)
이 대나무로 만든 활성탄을 이용한 2,4-DNP의 흡착

연구에서 온도가 283 K에서 313 K로 증가할수록 흡

착량이 217 mg/g에서 76 mg/g으로 감소하였다는 결

과, Kim et al.(2013)이 Norit 사의 활성탄을 이용한 

Phenol의 흡착연구에서 온도를 283K에서 323K로 증

가할수록 흡착량이 130 mg/g에서 106 mg/g으로 감소

하였다는 결과 및 Ma et al.(2013)이 코코넛 껍질로 만

든 활성탄으로 Phenol 제거시 온도를 298 K에서 308 
K로 증가할수록 흡착량이 59 mg/g에서 37 mg/g으로 

감소되었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Table 3에서 보듯이 

Redlich-Peterson의 값이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는데, 
이는 본 실험이 Langmuir 등온식으로 전환되지 못한다

는 것을 뜻하며 큰 분자의 흡착은 기공과 흡착질 사이

에 방해물(impediments)이 존재하기 때문에 Langmuir 
등온식의 근거가 되는 단층흡착 이론에 적용되지 않

는다(Wu et al., 2010). D-R 등온식에서 온도가 상승

할수록 BD 값은 증가하며, E(평균 흡착에너지)는 감

소하였다. BD 값은 흡착 자유에너지와 관련된 상수로 

온도가 상승할수록 증가한다는 점에서 활성탄에 의한 

2,4-DNP의 흡착공정은 온도가 증가할수록 자발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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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
kJ/mol

∆So,
J/mol∙K

∆Go, kJ/mol

 293 K  313 K  333 K

-5.4 -4.276 -4.22 -4.13 -4.05

Table 4. Thermodynamic parameters calculat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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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dsorption isotherms for adsorption of 2,4-DNP by 
WAC (adsorbent = 0.1 g/0.2 L, PH =6). 

Fig. 8. Application of Van’t Hoff plot for the adsorption of 
2,4-DNP.

더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7. 열역학적 해석

Vant Hoff 식을 이용하여 열역학적 파라미터인 엔

탈피, 엔트로피, 그리고 자유에너지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n 
∆ 


∆

 ln

                       (11)

∆∆∆                                      (12)

여기서 T는 절대 온도(K), kL은 Langmuir 상수, R
은 이상기체 상수 8.314×10-3(kJ/mol·K)이다. 그리고 

Go는 Gibbs 자유에너지 변화(KJ/mol), So는 엔트

로피의 변화(J/k·mol), Ho는 엔탈피의 변화이다(Lee 
et al., 2012).

흡착과정의 열역학적 해석을 위하여 온도변화에 

따른 흡착량의 실험결과를 1/T 대 ln  도시하

여 Fig. 8에 나타내었으며, 열역학적 파라미터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열역학적 파라미터 값들을 살

펴보면 Ho는 -5.4 kJ/mol로 음의 값을 가지므로 활

성탄에 의한 2,4-DNP의 흡착공정이 발열 반음임을 

나타내며, Go는 -4.22 ~ -4.05 kJ/mol로 음의 값을 

가지므로 흡착반응이 자발적인 반응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온도가 낮아질수록 Go가 높아지므로 낮은 온

도에서 흡착이 더 잘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는 Kim et al.(2013)이 Norit 사의 활성탄을 이용한 

phenol의 흡착연구에서의 Ho가 -8.26 kJ/mol, So

는 -18.94 J/mol·K, Go는 -2.89 ~ -2.14 kJ/mol의 결

과와 Ma et al.(2013)이  코코넛 껍질을 원료로 한 활

성탄으로 phenol 제거시 Ho는 -18.59 kJ/mol, So

는 -30.05 J/mol·K, Go는 -9.94 ~ -9.34 kJ/mol 결과

와 Karagoz et al.(2008)의 해바라기 깻묵(sunflower 
oil cake)을 원료로 제조한 활성탄을 이용한 메틸렌블

루의 흡착 연구에서 Ho는 -6.494 kJ/mol, So는 

-30.05 J/mol·K, Go는 -0.62 ~ -0.574 kJ/mol인 결과

와 유사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는 목질계 활성탄을 흡착제로 사용하여 

2,4-DNP에 대한 흡착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분



 주창식 이민규

식 제거 실험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용액의 pH가 4에서 12로 증가함에 따라 2,4-DNP의 

흡착량은 감소하였다. 흡착제인 활성탄의 입자 크기

가 35/60 mesh에서 150/170 mesh로 작아질수록, 활
성탄의 주입량이 0.05 g에서 0.35 g으로 증가할수록 

2,4-DNP의 흡착량이 증가하였으며 평형 흡착시간은 

60 min으로 나타났다. 활성탄에 의한 2,4-DNP의 흡

착은 유사 1차 속도식보다 유사 2차 속도식에 잘 만족

하였으며, 2,4-DNP 흡착공정이 막확산과 내부입자확

산에 의한 복합적인 과정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부입자확산의 속도상수가 막확산의 속도상

수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어 활성탄에 의한 2,4-DNP
의 흡착은 내부입자확산이 속도 결정단계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등온흡착실험 결과는 Redlich-Peterson 
등온식에 잘 적용되었으며, Langmuir 등온식으로부

터 구한 2,4-DNP의 흡착량이 553.07 mg/g으로 우수

한 흡착능을 보였다. 열역학적 해석으로부터 활성탄

에 의한 2,4-DNP의 흡착과정은 발열반응이며, 자발

적인 반응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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