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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lectron beam-induced grafting polymerization was employed to prepare Acrylic acid-grafted bacterial cellulose 
(BC-g-AAc). BC-g-AAc as an adsorbent was applied to remove heavy metals (e.g., As, Pb, and Cd). This study 
examined followings; morphological change of surface, adsorptive behavior of BC-g-AAc, and interpretation of 
adsorptive kinetics. Specific surface areas of BC and BC-g-AAc were 0.9527 m2 g-1 for BC and 0.2272 m2 g-1 for 
BC-g-AAc, respectively as measured by BET nitrogen adsorption, revealing the morphological change of the surface 
of BC-g-AAc. Batch adsorption test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adsorptive behavior of BC-g-AAc in aqueous 
solution. The amounts of Pb and Cd adsorbed on BC-g-AAc were 69 mg g-1 and 56 mg g-1, respectively. However, As 
was not adsorbed on BC-g-AAc due to its neutral nature. Both the Benaissa model and the Kurniawan model were 
applied in the study to interpret adsorptive kinetics. From the value of correction coefficient (R2), adsorptive kinetics of 
Pb and Cd were subjected to Kurniawan model referred to pseudo-second-order. Taken together,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BC-g-AAc has potential as a heavy metal (eg., Pb, Cd)-adsorbent made of an environmentally friendly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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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막분리기술은 환경 변화에 따른 물부족 현상을 해결

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기

술의 장점으로는 에너지 절약형이고 고순도의 수질을 확

보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인 관심 

속에 다양한 형태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많은 연

구자 및 엔지니어들은 수처리 공법을 연구함에 있어 막

분리 공정을 요소공정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공정들을 

제안 발전시키고 있다(Tomaszewska와 Mozia, 2002; 

Kim 등, 2005; Lebeau 등, 1998; Song 등, 2009; Saravia 

등, 2006). 그 이유로는 막분리 단독공정만으로 수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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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향상시키기에는 어려운 기술적 한계를 드러내

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Mozia와 Tomaszewska, 

2004; Tian 등, 2010; Gai와 Kim, 2008; Saravia와 

Frimmel, 2008; Seo 등, 2004). 

가장 간단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는 흡착공정을 연

계공정으로 하는 막분리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며 흡착 공

정과 조합시킴으로써 분리막 단독 공정으로 분리할 수 

없는 미량의 유해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

려한 국내 최초의 hybrid membrane system으로 시설용

량 16천 m3 일-1의 연초 정수장(경남 거제시)이 2012년 

10월 준공되었으며 전오존+무기막+활성탄으로 구성되

어 가동 중에 있다(Kim 등, 2009).

최근에는 환경 친화적인 hybrid membrane system을 

구축하고자 환경 친화적인 재료를 이용한 흡착공정을 개

발하는 시도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에 본 연구자 등은 중

금속 흡착제를 개발하고자 미생물셀룰로스(bacterial 

cellulose, BC)를 환경 친화적인 제조관점에서 기저 물

질로 이용해 왔다(Ahn 등, 2013). BC는 자연계에 존재

하는 식물성 셀룰로스에 비하여 우수한 기계적 특성과 

동시에 중금속에 대한 흡착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나, BC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흡착능력이 떨어

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hn 등, 2013).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 연구에서는 전자빔을 조사(radiating)

하고 활성화된 BC에 음이온 기인한 아크릴 산 (acrylic 

acid, AAc)을 그라프트함으로써 중금속 흡착능력을 향

상시켰으며 Cd 단일 성분계에 대한 Arylic acid grafted 

BC (BC-g-AAc) 흡착제의 흡착거동을 조사하여 친환경

흡착제로서의 잠재능을 보고하였다(Ahn 등, 2013). 

그러나 기존 연구(Ahn 등, 2013)에서 BC-g-AAc 흡

착제를 이용하여 Cd를 모델로 중금속 흡착거동을 고찰

하였으나, BC-g-AAc 흡착제의 응용범위를 확대하기 위

해서는 Cd 이외의 중금속의 흡착거동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rylic acid grafted BC 

(BC-g-AAc)흡착제를 선행연구에 따라 제조하고 3가지 

범주에서 흡착거동을 고찰하였다. 즉 제조한 흡착제상

에서 비표면적의 형태학적 변화, 비소 (As), 납 (Pb) 

및 카드뮴 (Cd)을 포함하는 수용액상에서 BC-g-AAc의 

흡착거동 그리고 그들 흡착을 속도론적 관점에서 고찰

하였다. 상기의 내용을 포함하기 위해 우선 ‘제조한 흡착

제상에서 비표면적의 형태학적 변화’에 대한 고찰을 위

해서 BET 질소흡착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둘째로 ‘비소 

(As), 납 (Pb) 및 카드뮴 (Cd)을 포함하는 수용액상에서 

BC-g-AAc의 흡착거동을 조사하기 위해 각각의 단성분

계에서 batch 흡착실험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BC-g 

-AAc흡착제상에서의 각각 중금속의 흡착속도에 관한 

해석은 Benaissa 모델식과 Kurniawan 모델식을 이용하

여 해석하고 비교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흡착제 제조를 위한 기본 개념

본 연구의 기본 개념은 따르는 바와 같다. 즉 Fig. 1은 

BC-g-AAc흡착제의 제조경로를 나타낸 것으로 선행 논

문에 따라 BC를 생산하였고 생산된 BC는 높은 결정화

도(crystallinity), 높은 함수능(water-holding capacity)

을 나타냄과 동시에 강한 인장강도를 나타내고 있다

(Ahn 등, 2013). 이를 수차례 수세하고 건조한 후 전자

빔 조사대위에 위치시켜 100 kGy dose로 전자빔을 조사

하였다.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의 경우는 표면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자빔 용량으로 70 kGy dose이하

를 사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소 높은 용량의 

dose로 전자빔을 조사하였다. 그 이유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BC의 경우는 범용고분자에 비하여 결정화도가 높

아 mild한 조건으로 표면 및 내부까지의 활성화가 용이

치 않게 된다. 따라서 비활성화된 BC는 비닐 모노머와의 

중합의 개시가 어렵게 되며 균일한 그라프트의 형성을 

유도할 수 없게 되어 흡착제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요인

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활성화된 BC에 AAc

와 접촉시키면 그 활성종은 AAc의 이중결합을 공격함으

로써 전파되고 AAc의 연속적인 중합으로 BC의 표면

에 그라프트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제조된 BC-g-AAc

흡착제를 NaOH 수용액으로 처리함으로써 H+ form 

(-COOH)에서 Na+ form (-COO-Na+)으로 전환하여 중

금속 이온종이 보다 효율적인 흡착이 되도록 하였다. 즉 

BC-g-AAc를 NaOH로 처리하면 Na+ form으로 전환된 

BC-g-AAc는 표면에 보다 강한 (-)전하를 띰으로써 

(-COO-)중금속 이온 (M+)과의 흡착력을 향상시키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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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eparation process of BC-g-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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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약 및 미생물 균주 

세 가지 중금속(납, Pb; 카드뮴, Cd; 그리고 비소, As)

의 표준용액(1,000 mg L-1)은 Kanto Chemical Co. Inc. 

(Tokyo, Japan)로 부터 각각 구매하여 초순수로 희석하

여 사용하였다. 그 외 다른 시약은 analytical grade를 사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BC를 생산하는 균주인 

Acetobacter sp. strain JH232은 원래 감식초로 부터 분

리하였다(Ahn 등, 2007).

2.3 BC 생산

BC는 문헌(Ahn 등, 2013)에 기술된 것과 같이 미생

물을 배양하여 생산하였다. 생산된 BC는 회수해서 

80oC에서 0.1 M NaOH로 1 h 처리하여 불순물을 제거

한 후 증류수로 pH를 중화한 후 gel dryer (Model 583, 

Bio-Rad; Richmond, CA)로 80 에서 더 이상 무게 변

화가 없을 때까지 건조하였다. 건조된 BC는 흡착 실험에 

사용하였다.

2.4 Acrylic acid-grafted BC의 제조 및 비표면적 

측정

이렇게 제조된 BC를 0.1 M NaOH로 수차례 세척하

고 다시 초음파 세척 후 60 에서 건조하였다. 건조된 

BC를 전자빔 가속기 장치에 위치시켜 선량 100 K gray

로 하여 상온상압 질소분위기 하에서 활성화 하였다. 활

성화된 BC를 30%의 AAc수용액 25 에 침적시켜 12

시간 반응을 유도하였다. 이를 에탄올 수용액으로 수차

례 수세한 후 건조하고, 안정된 음이온 염을 만들기 위해 

0.1 M  NaOH수용액에 12시간 침적 후 증류수로 수차

례 수세하여 재 건조하였다. 이렇게 건조된 BC-g-AAc

흡착제는 아래의 (1)식을 이용하여 AAc가 BC에 그라프

트된 정도를 평가하였다. 

 

  
··································· (1)

여기서 GR : 그라프트 율 (-), W BC-g-AAc : BC-g-AAc의 무

게 (g), W BC: BC의 무게 (g),  W BC-g-AAc  W BC : 그라프

트된 AAc의 무게 (g)     

한편 비표면적의 관찰 및 측정은 흡착제의 사용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Kwon, 2006). 본 

연구에서는 질소흡착실험을 통하여 BC-g-AAc 흡착제

의 비표면적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질소 흡착과 탈착 등

온선은 Micrometeritics ASAP2010을 사용하여 77 oK

에서 측정하였으며 측정에 앞서, 시료를 120 에서 24

시간동안 건조시켰다. 비표면적을 계산할 때 BET 

(Brunauer-Emmett-Teller)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비표

면적은 BET을 통하여 측정되었다(Brunauer 등, 1938).

2.5 Batch 흡착실험 

세 종류의 중금속을 농도 20~300 mg L-1 로 변화시켜 

각각 실험에 사용하였다. 각 금속의 표준용액을 초순수

로 희석하고 1 M NaOH을 사용하여 pH를 조정하였다. 

As와 Cd용액은 pH 6으로 Pb용액은 pH 5.5로 각각 조

정하였다. BC (0.07 g)를 미리 넣어둔 유리병에 40 mL

의 중금속 용액을 추가하였다. BC 는 작은 크기(1.5 × 

1.5 mm)로 잘라 batch test에 사용하였다. 유리병은 

butyl rubber stoppers와 aluminum crimps로 봉하고 25 

에서 mechanical shaker (100 rpm)에 넣어서 10시간 

진탕하였다. Batch test는 triplicate로 실시하였으며, 대

조군으로는 BC를 첨가하지 않았으나 동일한 과정을 거

친 것이었다. 유리병내의 용액은 주기적으로 주사기를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하였다. 채취한 시료는 10,000 

rpm에서 5 min 윈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얻었다. 상등액

은 여과(pore size, 0.45 µm) 한 후 한국기초과학연구원에

서 ICP-OES Spectrometer (Model, Activa S; HORIBA 

Scientific, Kyoto, Japan)를 사용하여 수용액 내에 남아

있는 금속의 농도를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BC-g-AAc 흡착제의 제조 및 성분확인

BC-g-AAc의 제조는 선행연구 방법에 따라 수행하였

다. 즉 BC기재에 전자빔을 조사하고 이를 AAc와 반응

시킴으로써 제조되었으며 GR값이 약 1.5를 나타냄으로

써 BC에 BC의 1.5배의 무게에 상당하는 AAc가 그라프

트 되었음을 확인 하였다. 한편 그라프트의 성분 및 형태

학적 확인은 FTIR/ATR과 SEM을 통하여 확인 하였으

며 확인된 결과는 앞선 논문에 보고하였다(Ahn 등, 

2013).

3.2 BC 및 BC-g-AAc 흡착제의 비표면적의 변화

제조된 흡착제의 비표적의 변화를 통한 모폴로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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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BET 질소흡착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2는 그것에 대한 BET plot로 기존의 연구에 따라 

비표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BC의 경우는 0.9527 m2 g-1

이었고, BC-g-AAc의 경우는 0.2272 m2 g-1로 원재료에 

비하여 4-1배의 비표면적 축소를 나타내었다. 그것은 원

재료에 반응 모노머인 AAc가 그라프트됨으로 나타난 결

과임을 입증하고 있다.  

(a) BC

 (b) BC-g-AAc

  

Fig. 2.  BET nitrogen adsorption. 

3.3 As, Cd 및 Pb 중금속의 등온흡착

Fig. 3은 As의 평형흡착 거동을 고찰하기 위해 농도

변화 실험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3에 표시한 바

와 같이 BC-g-AAc흡착제에 농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흡착이 되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As는 중성적인 전하

를 띄고 있고 BC-g-AAc는 pH 6의 조건하에서 음전하

로 하전 되어 진다. 따라서 As와 BC-g-AAc와의 흡착을 

유도할 수 있는 강한 작용력은 현재의 계에서는 존재하

지 않아 발생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Table 1에 

각각의 중금속 물질의 평형 흡착거동을 확인하기 위해 

농도를 변화시켜 평형농도 및 흡착량을 측정하여 나타내

었다. Cd의 흡착거동에 대한 농도변화 실험한 결과를 나

타낸 것으로 앞선 선행연구(Ahn 등, 2013)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Cd는 수용액 상에서 양이온으로 존재할 수 있

고 BC-g-AAc는 pH 6의 조건에서는 음전하로 하전 될 

수 있다.  따라서 흡착제와 흡착질간의 전기적 상호작용

력(electrostatic interaction)은 BC-g-AAc흡착제와 Cd

간의 흡착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였다. Pb의 경우에 있

어서는  Pb가 양쪽성 원소로 조건에 따라 양전하로 산화

될 수 있으며 본 실험조건상에서 Pb는 양전하로 하전 되

었고 BC-g-AAc 또한 pH 6에서 음전하로 하전 됨으로

써 Cd와 동일 한 흡착경로를 따라 흡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중금속의 흡착거동을 해석하기 위해 아래의 

Langmuir(1916) 및 Freundlich(1906) 흡착 등온식 (2), 

(3)식을 이용 하여 plot하고 이로부터 각각의 상수를 구

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Fig. 4는 상기의 Table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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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dsorptive behavior of As under various concentrations 

as a function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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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Cd Pb

Experiment item Ce [mg L-1] qe [mg g-1] Ce [mg L-1] qe [mg g-1]

value

1.57 26.29 - -

10.43 55.59 1.54 15.69

59.26 59.26 55.21 53.00

151.41 69.68 109.90 52.63

Characteristics metallic amphoteric

*Ce [mg L-1], concentration at equilibrium; qe [mg g-1], amounted adsorption at equilibrium 

Table 1. The amounted adsorption and concentration at equilibrium under the variation of initial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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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Langmuir isotherm for the Cd and Pb adsorption of 
BC-g-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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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reundlich isotherm for the Cd and Pb adsorption of 
BC-g-AAc.

데이터를 이용하여 Langmuir 등온 흡착곡선을 plot한 

결과이며, Fig. 5는 Freundlich 등온흡착 곡선을 plot한 

결과이다.   

Langmuir 흡착등온식:  

     ······································ (2)

Freundlich 흡착 등온식: 

ln   ln   ln ···································· (3)

여기서   (mg g-1)은 평형에서 흡착제의 흡착량,   (mg 

L-1)은 용질의 평형농도,  (mg g-1)은 용질의 Langmuir 

최대 흡착량, b는 흡착열관련 Langmuir 상수, 는 

Freundlich 용질 흡착량, n는 Freundlich 상수

As의 경우에 있어서 상기에 설명한 바와 같이 농도에 

따른 변화가 매우 적어 Langmuir 및 Freundlich 흡착 등

온식을 적용하여 표현할 수 없었다. Cd의 경우에 있어서

는 Qm이 약 69 mg g-1, KF가 약 27 mg g-1이었으며, 보

정계수를 나타내는 R2값이 Langmuir 흡착에 있어서는 

0.99 Freundlich 흡착에 있어서는 0.86으로 Langmuir 

흡착 더 일치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Langmuir 흡착은  단층흡착의 거동에 잘 일치되는 식으

로 본 Cd의 경우는 BC-g-AAc에 단층 흡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Pb의 경우에 있어서는 Qm이 약 56 mg 

g-1, KF가 약 15 mg g-1이었으며, 보정계수를 나타내는 

R2
값이 Langmuir 흡착에 있어서는 0.99, Freundlich 흡

착에 있어서는 0.97으로 Cd와 마찬가지로 Langmuir 흡

착이 더 일치함으로 단층흡착으로 거동하고 있으나 다층

흡착으로 판단되는  Freundlich 흡착식에도  잘 일치되

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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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muir isotherm Freundlich isotherm

Qm [mg g-1 ] b [L mg-1] R2 KF [mg g-1] n R2

Cd 68.97 0.21 0.9916 27.41 5.02 0.8559

Pb 56.63 0.09 0.997 14.88 3.27 0.9759

Table 2. Isotherm constants for the heavy metal adsorption of AAc-g-BC adsorbent.

3.4 비소 (As), 납 (Pb) 및 카드뮴 (Cd) 수용액에서 

BC-g-AAc흡착제의 속도론적 고찰

Fig. 6은 비소 (As), 납 (Pb) 및 카드뮴 (Cd)을  농도 

100 mg L-1, pH 6.0, 온도 25 의 조건하에서 측정한 흡

착곡선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모든 원소들은 200 초 미

만에서 거의 포화흡착 되고 있어 빠른 흡착거동을 나타

내었다. 흡착의 양적 거동에 있어서, As는 BC-g-AA에 

0.3 mg g-1의 량이 흡착되고 있는데 반하여 Pb는 53.0 

mg g-1이 Cd는 57.0 mg g-1이 흡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흡착용질의 성질에 따른 변화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흡착제인 BC-g-AAc는 음전

하의 표면성질을 갖고 있다. 따라서 중성적인 성질이나 

음전하 성질을 갖는 용질은 BC-g-AAc 표면에 낮은 전

기적 상호작용력(electrostatic interaction)으로 인하여 

흡착이 어려워짐을 예상할 수 있다. 설명한 바와 같이 As

의 경우는 중성적인 성질을 갖는 원소로서 알려져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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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dsorption behavior of BC-g-AAc as a function of 
time. Initial concentration of each ion was 100 mg 
L-1 for the batch adsorption test conducted at 25 . 
The initial pH of As and Cd solutions were 6, while 
that of Pb solution was 5.5.

며 음전하성질의 BC-g-AAc 흡착제에 흡착이 어려워져 

적은 량의 흡착거동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

에 반하여 Pb와 Cd의 경우는 금속적인 성질이 강하며 수

용액상에서 양전하로 하전되기 때문에 BC-g-AAc와 

organometallic compex(Urus 등, 2010)를 형성할 수 

있어 흡착량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Pb와 Cd의 흡착

량의 비교에 있어서 Cd가 2 mg g-1 더 많은 흡착량을 나

타내고 있으나 많은 양의 차는 보이지 않았다. 결과로부

터 BC-g-AAc는 중금속 흡착제로서의 기능을 나타내고 

있어 폐수에 포함된 중금속 흡착제로서의 활용될 수 있

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흡착제를 속도론적으로 고찰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식으로는 Benaissa 모델식(Benaissa

와 Benguella, 2004)과 Kurniawan 모델식(Benaissa와 

Benguella, 2004)이 자주 이용되고 있다. 전자는 first- 

order rate로 후자는 pseudo-second-order rate로 언급

되고 있으며 각각의 식은 아래의 식(4-5)와 같다. 

ln    ln   ········································ (4)




 




 


 ····················································· (5)

여기서 qe: 평형상태에서 흡착된 금속이온의 흡착량 (mg 
g-1), qt: 시간 t에서의 흡착된 금속이온의 흡착량, K1: 흡착의 

Lagergren 흡착속도 상수(min-1), K2: pseudo-second- 
order 흡착속도 상수 (g mg-1 min-1)

상기에 제시된 모델식의 Kinetic parameters 및 흡착

량(qe)을 Fig. 7와 Fig. 8의 기울기와 intercept로부터 계

산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다.  As의 경우 흡착량이 매

우 적어, K1과 K2를 구할 수 없었으며 Pb와 Cd의 비교 

있어서는 Cd가 first-order K1와 pseudo-second-order, 

K2에서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어 Cd의 흡착속도가 빠름

을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용질의 양전하세기가 커질수

록 음전하를 띤 BC-g-AAc 와의 organometall 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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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qe (exp.) Pseudo-first-order Pseudo-second-order

[mg g-1] K1 [min-1] qe (cal.) R2 K2 [g mg-1min-1] qe (cal.) R2

As 0.300 - - - - - -

Cd 54.82 1.35*10-2 45.65 0.9518 1.72*10-2 58.10 0.9964

Pb 53.00 1.29*10-2 44.70 0.9780 1.37*10-3 57.82 0.9918

*qe (exp.), the amounted adsorption in the experiment; qe (cal.), the amounted adsorption calculated by model equation 

Table 3. Kinetic parameters for the heavy metal adsorption of AAc-g-BC adsorb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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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First-order kinetics plotted by Benaissa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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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seudo-second order plotted by Kurniawan model.

complex의 형성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Pb의 경우는 양쪽성원소로 Cd에 비하여 양전하의 세기

가 떨어져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원소의 BC-g-AAc흡착제에서의 속도차이는 크지 않았

다. 한편 보정계수 인 R2는 first-order는 0.95 이상인 반

면 pseudo-second-order는 0.99 이상으로 보다 정확한 

값을 나타내어 본 연구에 있어서의 흡착속도는 pseudo- 

second-order를 따라 거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4. 결 론

전자빔 유도 그라프트 중합법에 의해 제조된 Acrylic 

acid-grafted bacterial cellulose (BC-g-AAc)는 중금속

(예, 비소 납, 카드뮴)을 제거하기 위한 흡착제로서의 가

능성을 조사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BET plot를 통한 비표면적의 계산에서 BC가 

0.9527 m2 g-1이고, BC-g-AAc 가 0.2272 m2 g-1로 나

타나 BC상에 AAc의 그라프트로 인해 4-1배로 비표면적

이 축소되었다.  

2) 수용액상에서 BC-g-AAc의 흡착거동을 조사하기 

위한 batch 실험에서 As의 경우는 그들의 중성적 성질

로 인해 BC-g-AAc에 흡착되지 않은 반면  Cd  와 Pb의 

경우는 각각 69 mg g-1과 53 mg g-1의 흡착량을 나타내

었다.

3) 평형흡착에 있어서 Cd와 Pb는 모두 Langmuir 등

온흡착 곡선에 보다 잘 일치하고 있었으며, BC-g-AAc

흡착제는 각각의 중금속에 단층흡착 거동을 나타내었다.

4) 흡착의 속도론적 해석은 Benaissa 모델과 Kurnia 

-wan 모델을 적용하였고 As의 경우는 적은 흡착으로 흡

착속도 상수를 구할 수 없었으며. Pb 와 Cd의 흡착속도

에 관한 상수는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각각의 

속도상수 K1과 K2에 있어서 보정계수(R2)의 값은 first 

-order는 0.95 이상, pseudo-second-order는 0.99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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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흡착속도는 pseudo-second-order를 따라 거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론에 따라 친환경 물질로 제조된 BC-g-AAc

는 중금속 (예: 납, 카드뮴)을 제거할 수 있는 흡착제로서

의 잠재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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