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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급격한 산업화와 광범위한 도시화에 따라 환경오염이 현재 가장 주

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금속 함유 폐수의 주요 발생원은 전기

도금, 핵연료, 인화, 배터리, 촉매산업, 금속산업과 이외의 금속 추출, 

생산, 처리 등이 있다[1]. 이 중 구리, 납, 카드뮴 등은 가장 심각한 공

해물질로 분류되며, 특히 구리는 전자 산업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2]. 폐수에 함유된 다량의 Cu(II)은 생체 내에서 분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잠재적인 중독의 문제점이 있으며, 수질 기준

과 관련하여 폐수 중의 Cu(II)농도가 1.0~1.5 mg/L로 허용치를 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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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인간의 생리 및 생물학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3]. 중금

속의 제거방법으로는 폐수가 강이나 하천으로 유입되기 전에 제거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이온교환법, 흡착법, 용매추출법, 

응집 침전법, 산화환원법 등과 같은 물리화학적 방법이 있고[4], 미생

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 등을 이용하여 중화시키거나 금속 수산화

물로 침전시켜 중금속을 제거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흡착

법은 단순한 설계와 간편한 조작의 이점이 있다. 활성탄, 점토(clay), 

토탄, 키틴(chitin), 실리카(silica), 제올라이트(zeolite) 등의 다양한 흡

착제가 수용액 중에 존재하는 중금속을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조사되고 있다[5-10]. 특히, 환경 친화적이며 단가가 낮은 흡착제의 개

발과 연구를 통해 제올라이트 흡착제가 급부상하였다. 그러나 흡착법

의 특성상 실제 공정 및 생태계에 적용했을 때 흡착제의 회수가 어렵

기 때문에 구리의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

기 위해 흡착제 표면에 금속이 첨가된 페라이트(ferrite)와 페로시아나

이드(ferrocyanide)[11]를 접목시켜 중금속 제거 후 흡착제를 자성 분리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자성흡착제에 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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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에서는 Cu(II)의 흡착처리 후, 용액 내 함유된 폐흡착제의 효율적인 분리를 위하여 제올라이트(zeolite 4A)의 표
면에 금속(Me = Co, Mn, Ni)이 치환된 페라이트 나노 입자를 성장시킨 자성흡착제를 합성하였다. 제올라이트 표면의 
금속 페라이트는 용매열 합성법으로 제조되었으며, 자성흡착제의 특성은 XRD (X-ray diffractometer),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및 PPMS (physical property measurement system)로 분석하였다. Co-ferrite가 코팅된 제올라이트 복합
체(CFZC)의 포화자화율이 5 emu/g으로 가장 높았으며, Cu(II)의 흡착 성능도 우수하였다. CFZC에 의한 Cu(II)의 흡착 
결과 값들은 298 K에서 Langmuir식에 잘 적용되었다. 그리고 Cu(II)의 흡착공정은 유사 2차 속도식에 부합하였다. 자유
에너지 변화값(ΔG0 = -4.63~-5.21 kJ/mol)은 Cu(II)의 흡착이 298~313 K 범위에서 자발적임을 나타내었다.

Abstract
In this study, a magnetic adsorbent was synthesized by growing ferrite nanoparticles substituted with metals (Me = Co, Mn, 
Ni) on zeolite 4A for the efficient separation of waste adsorbents present in the solution after the adsorption of Cu(II). The 
metal ferrite grown on the surface of zeolite was prepared by solvothermal synthesis. Characteristics of the magnetic adsorbent 
were analyzed by X-ray diffractometer (XRD),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and physical property measurement sys-
tem (PPMS). The saturation magnetization of the A type zeolite coated with Co-ferrite (CFZC) was the highest at 5 emu/g 
and the Cu(II) adsorption performance was also excellent. The adsorption results of Cu(II) on CFZC were well fitted by the 
Langmuir model at 298 K. Also, the adsorption of Cu(II) on CFZC follows a pseudo-second order kinetic. The Gibbs free 
energy values (ΔG0) ranging from -4.63 to -5.21 kJ/mol indicates that the Cu(II) adsorption is spontaneous in the temeprature 
range between 298 and 313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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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현재까지 금속 페라이트가 코팅된 제올라이트 

흡착제의 구리 이온 흡착 연구결과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올라이트 표면에 자성체인 금속(Me = Co, 

Mn, Ni) 페라이트 나노 입자를 성장시킨 자성흡착제를 제조하였다. 

이 제조된 흡착제를 사용하여 Cu(II)의 흡착 과정을 Langmuir와 

Freundlich식의 흡착평형인자를 평가하였으며, 흡착제로서의 타당성

과 흡착조작의 유효성을 판단하였다. 또한, 흡착속도 실험을 통하여 

Cu(II)의 흡착온도가 흡착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여 속도론 해

석과 열역학적 매개변수를 조사하였다.

2. 실    험

2.1. 금속 페라이트가 코팅된 제올라이트의 제조

제올라이트를 시드 결정(seed crystal)으로 한 금속(Me = Co, Mn, 

Ni) 페라이트 나노 입자의 성장은 용매열 합성법으로 수행하였다. 

Ethylene glycol (99.5%, Samchun) 50 mL에 zeolite 4A분말(200 mesh, 

Wako)을 투입한 후, 기계식 교반기를 이용해 700 rpm의 교반조건에

서 1 h 동안 분산시켰다. 금속(Me = Co, Mn, Ni) 페라이트의 전구체

로 iron(III) chloride hexahydrate (FeCl3⋅6H2O, 99.5%, Samchun) 5 

mmol, 금속(Me = Co, Mn, Ni)염화물 2.5 mmol을 ethylene gly-

col/zeolite 4A 분산용액에 5 h 동안 완전하게 용해를 시킨다. Co-fer-

rite의 전구체 금속염화물로 cobalt(II) chloride hexahydrate (CoCl2⋅
6H2O, 99.5%, Samchun), Mn-ferrite의 전구체 금속염화물 man-

ganese(II) chloride tetrahydrat (MnCl2⋅4H2O, 98.0%, Samchun), 

Ni-ferrite의 전구체 금속염화물 nickel(II) chloride hexahydrate (NiCl2

⋅6H2O, 98.0%, Kanto)을 사용하였다. 혼합 용액에 polyethylene gly-

col #200 (99.9%, Samchun) 5 mmol과 sodium acetate (CH3COONa, 

98.5%, Junsei) 50 mmol을 첨가한 뒤 균일상 용액이 되도록 3 h 동안 

500 rpm의 교반을 수행했다. 제조한 혼합용액을 Teflon lined auto-

clave에 투입하고 밀봉하여 473 K의 오븐에서 15 h 동안 유지하였다. 

그 후에 상온에서 3 h 동안 냉각시키고 탈이온수와 에탄올(ethanol, 

98%, Samchun)로 2~3번 세척하고 제조된 금속(Me = Co, Mn, Ni) 페

라이트가 코팅된 제올라이트를 진공오븐에서 12 h 동안 333 K에서 

건조한 후, 573 K에서 2 h 동안 소성 과정을 실시하였다. 

금속(Me = Co, Mn, Ni) 페라이트가 코팅된 제올라이트의 물리적 

특성은 XRD (X-ray diffractometer, Rigaku, D/MAX III-B), FE-SEM 

(low voltage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ZEISS, 

Merlin Compact)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제조된 자성흡착제의 자기

적 특성은 PPMS (physical property measurement system, Quantum 

Design, Inc, Evercool II-9T)를 이용해 -2~2 T세기의 자기장 구간에서 

측정하였다. 

2.2. Cu(II) 흡착 실험

흡착 실험에 사용한 copper(II) chloride dihydrate (CuCl2⋅2H2O, 

99.4%, Samchun)은 실험 전에 진공 오븐에서 수분을 제거한 후, 탈이

온수를 이용해 1,000 mg/L의 모액을 조제하였으며, 흡착 실험에서 필

요한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Cu(II)의 제거 실험은 298 K에서 

회분식으로 수행하였으며, Cu(II)의 초기 농도가 100 mg/L인 용액 2 

L에 자성흡착제 분말 2 g을 투입하고 수평 진탕기(Johnsaem Co., 

Js-Fs-2500)를 사용하여 100 rpm으로 교반하면서 흡착반응이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5, 10, 15 및 30 min과 1, 3, 6, 12, 24 h마다 상등액을 

수집하였다. 수집한 시료는 필터(syringe filter)를 이용하여 미세한 불

순물을 분리하고 UV/visible spectrophotometer (HS-3300, HUMAS)을 

이용해, Cu(II) 농도 분석을 하였다. Langmuir식과 Freundlich식의 흡

착평형인자를 구하기 위해 298 K에서 초기 농도 25, 50, 100, 200, 

400 mg/L의 Cu(II) 용액 2 L에 CFZC 2 g을 투입하고 위와 같은 방법

으로 흡착 실험을 진행하였다. 흡착속도와 열역학적 파라미터들을 평

가하기 위해 초기온도를 298, 303, 308, 313 K로 다르게 설정한 후, 

100 mg/L의 Cu(II) 용액 2 L에 CFZC 2 g을 투입하고 위와 같은 방법

으로 흡착 실험을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금속 페라이트의 금속 종에 따른 자성흡착제의 자성 특성

자성흡착제의 자기적 특성인 자화율은 PPM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 Figure 1은 제올라이트와 제올라이트의 표면에 코팅된 금속(Me = 

Co, Mn, Ni) 페라이트 함량이 12% (wt%)인 자성흡착제의 자화율을 

나타냈다. 코팅된 금속(Me = Co, Mn, Ni) 페라이트의 금속 종에 따라 

자성흡착제를 CFZC (Co-ferrite/zeolite composite), MFZC (Mn-fer-

rite/zeolite composite), NFZC (Ni-ferrite/zeolite composite)로 명명하였

다. 제올라이트는 비자성체로, 자화율이 일정하게 0에 가까운 분포를 

보였다. Mn-ferrite가 코팅된 제올라이트(MFZC)와 Ni-ferrite가 코팅된 

제올라이트(NFZC)는 약 2.5 emu/g으로 유사한 포화자화율 값을 나타

내었고 Co-ferrite가 코팅된 제올라이트(CFZC)는 5 emu/g으로 가장 

큰 포화자화율 값을 보였다. 또한, CFZC, MFZC, NFZC는 공통적으로 

hysteresis curve의 폭이 좁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상자성체의 특성

을 확인하였고 외부자기장이 주어질 경우에만 자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12]. 

3.2. 자성흡착제의 금속 페라이트 함량에 따른 자성 특성

금속(Me = Co, Mn, Ni) 페라이트 전구체의 몰비를 Fe : Me = 2 : 

1로 고정한 후 전구체의 몰수를 Fe = 0.625~10 mmol, Me (Co, Mn, 

Ni) = 0.313~5 mmol 범위의 조건으로, 제올라이트 표면의 금속(Me 

= Co, Mn, Ni) 페라이트 코팅의 함량을 제올라이트의 1.5, 3, 6, 12, 

24%로 설정하여 제조하였다. 제조된 자성흡착제를 네오디뮴 자석을 

Figure 1. Field-dependent magnetization curves measured at 300 K for 
zeolite, and various metal (Co, Mn, and Ni)-ferrite coated zeolite 
com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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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금속(Me = Co, Mn, Ni) 페라이트의 코팅의 함량에 따른 자성 

특성을 관찰하고 비교하였다. Figure 2는 CFZC 자성흡착제를 대표로 

선정하여 강자성체인 네오디뮴 자석을 대었을 때의 변화양상이다. 

Figure 2의 (b)에서 (f)는 Co-ferrite 코팅의 함량을 변화시켜 제조한 자

성흡착제 분말이고 (a)는 제올라이트 분말이다. Figure 2의 (a) 제올라

이트는 흰색이며, 페라이트의 전구체의 농도가 클수록 자성흡착제 분

말의 색이 흑색의 Co-ferrite 분말과 가까운 색을 띠었다. Co-ferrite 코

팅의 함량이 제올라이트의 24%인 자성흡착제(전구체: Fe = 10 mmol, 

Co = 5 mmol)를 제조하기 위해 용매열 합성법을 수행한 결과, CoO의 

형성이 관찰되었다. 이는 ethylene glycol 용매 상에 존재하는 과량의 

Co전구체가 Co-ferrite 합성 과정 중에 생성된 H2O와의 부반응을 통

해 CoO로 전환된 것으로 사료된다[13,14]. 또한, 유사한 연구결과로 

용매열 합성법을 통해 Zn-ferrite를 합성하는 과정에서 전구체의 몰수

가 Fe = 8 mmol, Zn = 4 mmol일 때에 ZnO 부생성물이 형성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15]. 

Figure 2의 (a) 제올라이트와 (b) Co-ferrite 코팅을 제올라이트의 

1.5%로 제조한 자성흡착제는 네오디뮴 자석에 반응하지 않았으며, 비 

자성체의 특성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c) Co-ferrite 코팅을 제올라이트

의 3%와 (d) 6%로 제조한 자성흡착제는 소량의 분말이 네오디뮴 자

석으로 이동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는 Figure 3의 SEM 분석을 통해 

Co-ferrite 코팅의 함량이 낮은 경우, Co-ferrite 결정이 미량 형성되어

서 g당 자성세기가 감소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Co-ferrite 코팅 

함량이 6% 이하로 제조된 자성흡착제는 자화에 따른 분리 효율이 낮

은 반면에, (e) Co-ferrite 코팅 함량이 12%인 자성흡착제는 분말 전체

가 네오디뮴 자석으로 빠르게 이동하여 벽면에 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석을 주변에서 제거할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갔는데, 

이는 상자성 특성에 의한 것이다[16]. (f) Co-ferrite 코팅의 함량이 

24%인 자성흡착제는 미세한 크기의 분말이 벽면에 붙어있으나, 

Co-ferrite 코팅의 함량이 12%인 자성흡착제와 유사하게 자석으로 잘 

이동하였다. 따라서 Co-ferrite 코팅의 함량을 12% 이상으로 제조한 

(a)

 

(b)

(c)

 

(d)

(e)

 

(f)

Figure 2. The magnetic properties of the content of Co-ferrite coating: 
(a) zeolite, (b) Co-ferrite 1.5%, (c) Co-ferrite 3%, (d) Co-ferrite 6%, 
(e) Co-ferrite 12%, and (f) Co-ferrite 24%.

(a)

 

(b)

(c)

 
(d)

(e)

Figure 3. SEM images of metal ferrite with content of Co-ferrite 
coating: (a) Co-ferrite 1.5%, (b) Co-ferrite 3%, (c) Co-ferrite 6%, (d) 
Co-ferrite 12%, and (e) Co-ferrite 24%.

(a)

 
(b)

(c)

Figure 4. Separation of magnetic adsorbent from an aqueous solution: 
(a) without magnetic field and with magnetic field (b) after 30 
seconds, and (c) after 3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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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ZC는 흡착실험 이후, 자성성질을 이용하여 수용액으로부터 폐흡착

제의 분리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Figure 3의 (a)에서 (e)까지의 SEM 분석 결과를 보면, 자성흡착제의 

Co-ferrite는 전구체의 첨가량에 따라 구형의 입자 크기가 증가하였다. 

작은 입자에서 큰 입자로 병합되어 성장하는 현상은 오스왈드 라이프

닝(ostwald ripening)과 지향결합(oriented attachment)에 기인한 것이며

[17], Figure 3의 (d)와 (e)에서 Co-ferrite 함량이 12, 24%인 CFZC의 

Co-ferrite 결정 크기는 약 200, 400 nm로 나타났다. 

Figure 4는 Co-ferrite 코팅 함량을 12%로 제조한 자성흡착제를 이

용하여 수용액상의 자성 분리 특성을 보였다. 자성흡착제 분말을 탈

이온수에 넣고 혼합한 상태에 네오디뮴 자석을 가까이 두면 30 s 이내

에 네오디뮴 자석이 인접한 벽면으로 이동하였으며, 3 min 경과, 수층

과 자성흡착제 분말 층이 뚜렷하게 분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단시간 내에 수용액 상의 자성 분리가 가능함을 보였다. 

3.3. 금속 페라이트가 코팅된 제올라이트의 특성

Figure 5에 나타낸 제올라이트와 용매열 합성법을 통해 제조된 금속

(Me = Co, Mn, Ni) 페라이트의 함량이 12%인 자성흡착제의 XRD 피

크는 이전 논문과 JCPDS 카드(zeolte 4A: JCPDS no. 43-0142[18], 

Co-ferrite: JCPDS no. 22-1086[19], Mn-ferrite: JCPDS no. 10-0319[20], 

Ni-ferrite: JCPDS no. 22-1086[21])에 보고되었던 전형적인 결정 구조

의 피크를 나타냈다. Figure 5의 (a)에서 금속(Me = Co, Mn, Ni) 페라

이트가 12% 코팅된 제올라이트는 제올라이트의 주 피크와 비교하여 

추가적인 피크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올라이트 표면에 

금속(Me = Co, Mn, Ni) 페라이트 결정을 성장시켜도 제올라이트의 

구조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제올라이트의 주 피크와 겹

치는 피크를 제외한 자성흡착제의 피크를 금속(Me = Co, Mn, Ni) 페

라이트의 피크와 비교하였을 때 공통적으로 19° (111), 35° (311), 56° 

(511) 및 62° (440)에서 근소한 피크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한편, 자성

흡착제의 피크의 강도는 제올라이트의 표면에 금속(Me = Co, Mn, 

Ni) 페라이트가 형성됨으로 제올라이트의 결정화도 변화에 영향을 미

쳐 제올라이트의 피크의 강도가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제올라이트 

표면에 합성된 금속(Me = Co, Mn, Ni) 페라이트 결정이 미세한 크기

로 도포되어 있음을 판단할 수 있었다. 용매열 합성법으로 금속 페라

이트가 합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목적으로 금속 페라이트가 코팅된 

제올라이트(CFZC, MFZC, NFZC)의 합성과정과 동일한 조건에서 제

조된 금속(Me = Co, Mn, Ni) 페라이트를 Figure 5의 (b)에 나타내었

다. Figure 5의 (b)에서 제조된 금속(Me = Co, Mn, Ni) 페라이트가 

Co-ferrite, Mn-ferrite, Ni-ferrite의 결정 구조를 나타내는 19, 30 35, 

43, 53, 56, 62°에서 피크가 관찰됨으로써, 제올라이트에 코팅된 미세

결정이 금속 페라이트의 결정구조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19,20,21]. 

Figure 6은 실험조건이 온도 298 K, Cu(II)의 초기 농도 100 mg/L일 

때 금속(Me = Co, Mn, Ni) 페라이트의 함량이 12%인 CFZC, MFZC, 

NFZC와 제올라이트의 흡착 시간에 따른 흡착 성능 평가 결과이다. 

제올라이트의 이온교환 및 흡착 성능을 최소한으로 저하시켜 제올라

이트의 Cu(II) 흡착량(84.99 mg/g)과 가장 근접한 값을 보인 자성흡착

제는 CFZC (83.70 mg/g)이었다. 이를 통해 자기적 특성과 구리 이온 

흡착 성능이 공동으로 우수한 Co-ferrite의 함량이 12%인 자성흡착제 

CFZC를 이용하여 흡착실험을 수행하였다. 

3.4. 흡착평형 해석

흡착평형에 있어서 평형흡착량, qe (mg/g)는 식 (1)에 의해 구해진다.

 

  ∙
(1)

(a)

(b)

Figure 5. XRD patterns of the (a) zeolite coated with 12% Co-ferrite 
(CFZC) and (b) metal (Co, Mn, and Ni)-ferrites.

Figure 6. Cu2+ adsorption equilibrium with various type of metal (Co, 
Mn, and Ni)-ferrite coated zeolite com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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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0는 흡착질의 초기 농도(mg/L), Ce는 흡착질의 평형 농도

(mg/L)를 나타내고 V는 용액의 부피(L), m은 흡착제의 질량(g)이다. 

본 연구에서는 CFZC에 대한 Cu(II)의 흡착 평형값을 Langmuir식과 

Freundlich식에 각각 적용하였다. Langmuir는 흡착질이 흡착제의 표

면에 있는 한정된 수의 흡착부위에 단분자층을 형성하는 것에 의해 

일어난다고 가정하여 식 (2)를 제안했다.







∙


(2)

 ∙


 (3)

위 식의 qe는 흡착제에 흡착된 Cu(II)의 평형 흡착량(mg/g), Ce는 

Cu(II) 용액의 평형상태에서의 농도(mg/kg), Qm은 단층 흡착 용량

(mg/g)이고, C0는 Cu(II) 초기 농도(mg/kg)이다. b는 흡착점의 친화성

에 관련된 Langmuir 상수(kg/mg)이며, b가 클수록 흡착제의 흡착자리

와 흡착질 사이의 친화력이 강하다. 식 (3)의 RL은 무차원 분리 계수

(dimensionless separation factor)를 나타낸다. 

한편 Freundlich의 흡착등온식은 흡착제의 표면이 불균일한 표면에

너지를 갖는다고 가정한 식 (4)로 알려져 있다.

log   log 

∙log (4)

위 식의 KF (kg/g)는 흡착 강도, n은 흡착 용량과 흡착제와 흡착질 

사이의 결합 세기와 관련된 상수이다. Figures 7과 8은 각각 Langmuir 

흡착등온선과 Freundlich 흡착등온선을 나타낸 것이며, 회귀계산에 의

해 구한 두 식의 상수 값들을 Table 1에 나타냈다.

두 식에 대한 적합성을 상관계수(R2)로부터 비교해 본 결과, 제올라

이트에 대한 Langmuir식의 값은 0.9685이고 Freundlich식은 0.9962으

로, 제올라이트에 대한 Cu(II)의 흡착평형관계는 Freundlich 등온식이 

더 적합함을 보였다. 따라서 제올라이트에 의한 Cu(II)의 흡착은 단일 

층 흡착이 아닌 제올라이트의 흡착 표면의 불균일한 에너지에 의해 

선택적으로 흡착되는 것을 알 수 있다[22]. 반면에 CFZC에 대한 

Langmuir식의 값은 0.9848이고 Freundlich식은 0.9439로 Langmuir 등

온식이 더 적합했다. 이는 CFZC가 제올라이트의 표면에 성장한 

Co-ferrite결정 코팅으로 흡착표면이 균일하게 형성되어 Langmuir 흡

착 등온선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결과는 흡착제의 

표면에 국한되며 흡착질간의 상호작용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는 것을 나타낸다. 각각의 CFZC와 제올라이트의 Langmuir식에서 구

한 RL 값은 모두 0과 1 사이의 범위에 속하였고 이를 통해 CFZC는 

구리 이온의 흡착에 적합함을 보였다. 또한, Freundlich식에서 구한 상

수(1/n) 값도 0.311, 0.380으로 알맞은 흡착공정범위인 0.1~0.5에 들어

가기 때문에 CFZC에 의한 구리 이온의 흡착처리가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23]. 

3.5. 흡착 속도론적 해석

본 연구에서는 CFZC에 대한 Cu(II)의 흡착반응을 식 (5)의 유사 1

차 반응식(pseudo first order kinetics model)과 식 (6)의 유사 2차 반응

식(pseudo second order kinetics model)에 적용하여 속도론적으로 살

펴보았다.

ln     ln  (5)




∙




 


∙ (6)

여기서 qe와 qt는 각각 평형상태와 t 시간에서 흡착된 Cu(II)의 양

Parameters CFZC Zeolite

Langmuir

Qm (mg/g) 171.5266 236.4066

b × 103 (L/mg) 5.1787 3.7946

R2 0.9848 0.9685

Freundlich

Kf ((mg/g)(L/mg)1/n) 30.1023 28.9648

1/n 0.3113 0.3803

R2 0.9439 0.9962

Table 1. Isotherm Constants for Adsorption of Cu2+ on CFZC and Zeolite

Figure 7. Langmuir isotherm of Cu2+ adsorption on zeolite and CFZC 
at 298 K.

Figure 8. Freundlich isotherm of Cu2+ adsorption on zeolite and CFZC 
at 298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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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g)이며, k1은 유사 1차 반응속도 상수(h-1), k2는 유사 2차 반응 속

도 상수(g/mg･h)이다. Cu(II)농도가 100 mg/L이며, 초기온도가 각각 

298, 303, 308, 313 K일 때 흡착평형에 도달하는 24 h 동안의 흡착량 

변화를 측정하여 얻은 흡착속도실험데이터를 식 (5)와 (6)에 적용한 결

과는 Figures 9 및 10과 같다. 이들 그래프로부터 속도식의 파라미터 

값들을 계산한 결과를 Table 2에 나타냈다. 속도식의 상관계수 값(r2)

을 보면 유사 2차 반응은 0.983~0.992로 유사 1차 반응의 0.859~0.990

보다 크다. 따라서 CFZC에 대한 Cu(II)의 흡착반응은 유사 2차 반응 

속도식에 더 부합한다. 유사 2차 반응 속도 상수(k2) 값은 온도가 높아

질수록 증가하였다. 유사 2차 반응 속도식으로 구한 평형 흡착량(qe,cal) 

값들을 실험 값(qe,exp)들과 비교해 보기 위해 식 (7)을 사용하여 오차율

을 구하였다. Cu(II)의 용액의 온도가 298, 303, 308, 313 K일 때 오차

율은 각각 4.13, 4.33, 3.89, 2.95%로 나타나 본 실험조건에서는 오차

율 4% 이내로 잘 맞았다.

오차율 exp
   exp

× (7)

3.6. 열역학적 해석

흡착반응의 열역학적 매개변수 값들은 반응이 자발적인지 평가하

며 실제적인 공정에 지표로 사용되므로 중요하다. CFZC에 대한 

Cu(II)의 흡착에 온도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Cu(II)의 초기 농도를 100 

mg/L로 고정한 상태에서 반응온도를 298, 303, 308, 313 K로 변화시

키면서 시간대별 흡착량을 식 (6)의 유사 2차 반응 속도식에 적용해 

Figure 11을 도출하였으며, 각 반응온도에서의 평형 흡착량과 속도 상

수를 계산한 결과는 Table 3에 나타냈다. 흡착반응의 온도가 높아질수

록 평형 흡착량과 속도 상수가 증가했다. 유사 2차 반응 속도 상수(k2)

는 Arrhenius 관계식 (8)에 의해 온도의 함수로 표현가능하며, 이 식으

로 흡착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

Temperature (K)
qe,exp 

(mg/g)

Pseudo first order kinetic model Pseudo second order kinetic model

qe,cal

(mg/g)
error 
(%)

k1

(1/h)
r2 qe,cal

(mg/g)
error 
(%)

k2⋅103

(g/mgh)
r2

298 83.654 48.85 41.60 0.121 0.8911 87.11 4.13 9.606 0.9864 

303 85.737 50.56 41.03 0.108 0.8586 89.45 4.32 8.704 0.9826 

308 87.821 47.80 45.57 0.106 0.9834 91.24 3.89 9.571 0.9861 

313 87.981 40.81 53.62 0.100 0.9923 90.58 2.95 12.617 0.9903 

Table 2. Pseudo First Order and Pseudo Second Order Kinetic Model Parameters for Different Temperatures

Figure 9. Pseudo first order kinetics plots for Cu2+ adsorption onto the 
CFZC at different temperatures.

Figure 10. Pseudo second order kinetics plots for Cu2+ adsorption onto 
the CFZC at different temperatures.

Temperature (K)  Ea (kJ/mol) Kd ΔH° (kJ/mol) ΔG° (kJ/mol) ΔS° (J/mol⋅K)

298

46.774 

6.471 

7.557 

-4.626 

40.859 
303 6.685 -4.786 

308 7.264 -5.078 

313 7.403 -5.210 

Table 3. Thermodynamic Parameters Calculated with the Pseudo Second Order Rate Constant for Cu2+ Adsorption onto the CFZ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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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ln∙


(8)

여기서 Ea는 흡착반응의 Arrhenius 활성화 에너지(kJ/mol), A는 

Arrhenius 인자, R은 기체상수(8.314 J/mol･K), T는 흡착 조작의 온도

(K)이다. Figure 11과 같이 lnk2와 1/T의 관계를 나타내고, 직선의 기

울기(Ea/R)로부터 활성화 에너지를 도출했다. 본 연구에서 CFZC에 대

한 Cu(II)의 흡착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46.77 kJ/mol인 것으로 조사

되었는데, 이는 물리흡착 영역의 활성화 에너지(5~40 kJ/mol)보다 큰 

값으로, 낮은 화학흡착의 특성을 보인다[24].

흡착반응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표준자유에너지변화(ΔG0), 엔

탈피변화(ΔH0) 및 엔트로피 변화(ΔS0)의 열역학 인자를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흡착 공정의 분배계수(distribution coefficient, Kd)를 식 

(9)로 계산하여 열역학적 매개변수들을 식 (10)~(11)로 도출하였고, 

결과는 Figure 12와 Table 3에 나타냈다.

 

 (9)

∆ln  (10)

ln 
∆ 


∆



 (11)

298, 303, 308, 313 K의 표준자유에너지변화는 온도가 높을수록 

-4.63 > -4.79 > -5.08 > -5.21 kJ/mol 순으로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CFZC에 의한 Cu(II)의 흡착은 온도가 높아지면 자발성의 경향이 더 

커짐을 확인하였다. Van’t Hoff가 제시한 식 (11)으로 구한 흡착반응

의 표준 엔탈피 변화값이 7.557 kJ/mol으로 양의 값을 보였다. 여러 

흡착제 관련 연구로부터 표준 엔탈피 변화값이 양의 값을 보일 때의 

흡착 공정은 흡열 반응의 경향을 보인다는 결과가 있으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25]. 엔트로피 변화값이 양의 값(40.859 J/mol･K)으

로 흡착제/수용액의 계면에서 무질서도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CFZC에서 Cu(II)의 흡착이 진행되는 동안 Cu(II)의 주위에 고정된 물 

분자들이 용액 중으로 방출되는 현상으로 전체 흡착시스템의 무질서

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며[26] CFZC에 대한 Cu(II)의 친화력이 좋

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제올라이트 표면에 금속(Me = Co, Mn, Ni) 페라이

트 나노입자를 합성한 자성흡착제를 제조하였고, 자성흡착제의 금속

(Me = Co, Mn, Ni) 페라이트의 함량에 따른 자성 분리 특성을 확인한 

결과 자성 분리 성능이 최적인 금속(Me = Co, Mn, Ni) 페라이트 코팅

의 함량은 12%임을 확인하였다. 금속 종에 따른 자기적 특성을 실험

한 결과로부터 Co-ferrite가 12% 코팅된 제올라이트(CFZC)가 5 emu/g

으로 가장 높은 포화자화율을 보였다. 또한, CFZC로 Cu(II) 흡착실험

을 수행한 결과, 흡착 평형에 도달하기 위한 시간이 24 h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CFZC에 대한 Cu(II)의 흡착평형관계는 흡착 등온식을 

적용하여 본 결과 Langmuir식이 Freundlich식 보다 잘 맞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RL (무차원 분리 계수)가 0과 1 사이의 범위에 속해 흡착조

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CFZC에 대한 Cu(II)의 흡착은 흡

착온도변화에 대한 영향을 살펴본 결과, 흡착온도가 높아질수록 

CFZC에 대한 평형 흡착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실험값들

을 반응 속도식에 적용하여 본 결과, 유사 2차 반응 속도식이 유사 1

차 반응 속도식보다 일치도가 높았고, 유사 이차 반응 속도식에 의해 

계산한 평형 흡착량은 실험값과 오차율 4% 이내에서 잘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된 활성화 에너지값은 46.774 kJ/mol이며, 자유에너지 

변화값(ΔG0)은 -4.63~-5.21 kJ/mol로서 Cu(II)의 흡착이 298~313 K 

범위에서 자발적임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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