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과학회 2016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제25권)
Proceedings of the Korea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Conference, Vol. 25, 2016

- 299 -

PK7) 폐감귤박으로 만든 활성탄에 의한 Eosin Y의 흡착에서 
반응표면방법(RSM)을 이용한 공정변수의 최적화 

김태인 ․ 김은지 ․ 안희범 ․ 이창한1) ․ 감상규2) ․ 이민규
부경대학교 화학공학과, 1)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2)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론

산업 폐수속의 염료는 물속으로의 빛의 침투를 방해하여 광합성을 방해하고, 수생태계 및 인간에게 해로

운 영향을 미친다. 염료 중 Eosin Y는 친수성 음이온 염료로 붉은색을 띄며, 여러 산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염료이지만 구토 및 설사를 비롯한 뇌와 신체의 장기에 손상을 일으키는 유해한 독성물질이다(Azhar et 

al., 2005)

흡착은 폐수속의 염료 제거에 가장 효과적인 물리화학적 방법 중 하나이고 흡착제 중에는  활성탄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흡착제이지만 시판되는 활성탄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저렴한 물질로 만든 활성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오렌지나 바나나껍질 같은 농업 폐기물로 활성탄을 만들어 염료를 제거하는 

연구가 많이 되고 있다(Mafra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의 대표 농업 폐기물인 폐감귤박을 이용하여 만든 활성탄을 흡착제로 사용하여 난분

해성 염료인 Eosin Y 제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흡착 속도식 해석 및 열역학적 해석을 하였으며, 반응표

면방법(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을 이용하여 실험의 최적조건을 구하였다.

2. 실험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폐감귤박을 이용해 만든 활성탄을 흡착제로 사용하였다. 실험은 회분식 으로 진행하였으

며 삼각플라스크에 일정량의 염료용액과 활성탄을 넣고 수평진탕기(JOHNSAM, JF- FS-2500)를 이용해 교반

시키며 일정시간 마다 시료를 채취하고,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원심분리한 후 상등액을 UV/VIS 흡수분광계

(Shimadzu, UV-mini1240)를 사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폐감귤박으로 만든 활성탄을 흡착제로 사용하여 난분해성 염료인 Eosin Y의 흡착특성을 검토하였다. 초기 

농도, 온도 및 흡착제 투여량 등과 같은 운전 파라미터들이 Eosin Y의 흡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흡착속도 해석, 흡착등온해석 및 열역학적 해석을 하였다. 또한, 표면반응 분석법(RSM)을 사용하여 흡착 실

험에서의 공정 변수들을 최적화하고,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을 검토하였다. 얻어진 모델식의 결정계수 R2의 

값이 0.9851로 얻어진 모델식의 적합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험값과 예측값을 도시한 경우에 R2 

값은 0.986으로 실험값과 예측값은 잘 일치하였다. 반응표면 분석 결과에 의하면 폐감귤박으로 만든 활성탄

에 의한 Eosin Y의 흡착은 온도, 초기 농도 및 흡착제 투여량의 선형항과 온도 및 흡착제 투여량의 제곱항의 

상승효과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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