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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effects of blending nano iron (III) oxides (NIO) with coffee grounds (CG) in 

a pyrolytic process under a CO2 environment on the generation of syngas (H2 and CO) and biochar 

properties regarding the removal of Cr(VI) from aqueous solutions. CG and NIO were physically 

mixed; CG was mass maintained at 1 g while NIO was added. Based on the mass ratio, the resulting 

solution was named NICG1(NIO/CG ratio=1:1). Compared with the generation amounts of syngas 

(0.37 mole% H2 & 0.28 mole% CO) at 650°C from single pyrolysis of CG, co-pyrolysis with 

NIO-based additives resulted in increased production of syngas, with the measured concentrations of 

H2 and CO reaching 0.99 mole% and 0.86 mole% at the same temperature, respectively. During the 

pH effect experiments, NICG1 demonstrated the highest removal efficiency under acidic conditions 

with pH = 2. Adsorption kinetic experiments demonstrated that the pseudo-second-order rate model 

was suitable for assessing the removal of Cr(VI) by NICG1. Furthermore, the removal of Cr(VI) using 

NICG1 fitted well with the Freundlich isothernm adsorption model (R2 = 0.9807). In conclusion, 

co-pyrolysis of blending nano iron(III) oxide and coffee grounds can be considered an efficient 

resource for simultaneously producing syngas (H2 and CO) as a fuel (energy resource) and 

metal-biochar as an adsorb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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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이산화탄소 환경에서 금속 나노 철 산화물(NIO)과 커피찌꺼기(CG)의 혼합 열분해 공정

에 대한 합성 가스(H2 & CO) 생성에 미치는 영향 및 제조된 금속 바이오차(NICG1)의 수용액 내 6가 

크롬 제거에 대해 조사하였다. 650°C에서 CG의 단독 열분해는 0.37 mole% H2와 0.28 mole% CO의 

합성 가스 생성을 보였고, NIO를 첨가한 공동 열분해를 통해 합성 가스의 생성량이 증가하였으며, 

NICG1의 동일한 온도에서 측정된 H2 및 CO 농도는 0.99, 0.86 mole%였다. 흡착 실험 결과, NICG1

은 pH 2의 산성조건에서 가장 높은 제거 효율을 보였으며 유사 2차 속도 모델에 의한 6가 크롬 제거

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NICG1을 사용한 6가 크롬 제거는 Freundlich Isothernm 흡착 

모델(R2=0.9807)에 더 적합하였다. 결론적으로 폐자원인 커피찌꺼기와 나노 철 산화물의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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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생태 환경에 오염된 잠재적 유해 원소들(Potentially 

harmful elements, PHEs)은 잠재적으로 축적되고 분해되

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

고 있어 상당한 관심을 끌었다(Audry et al., 2004; Jarup 

2003). 안티몬(Sb), 카드뮴(Cd), 크롬(Cr), 니켈(Ni)과 같은 

원소로 분류된다(Chandra Sekhar et al., 2004). 매우 독성

이 강한 잠재적 유해원소인 크롬은 전기 도금, 채굴 및 다른 

산업 공정에서 발생한다(Qi et al., 2016; Zhang et al., 

2018a). 크롬은 주로 Cr(VI)와 Cr(III)의 형태로 존재하는 

금속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오염물질로 지정되어 있는 물

질이다(Zhou et al., 2016). 따라서 6가 크롬 오염을 제거하

기 위한 효과적인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 6가 크롬 오염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에는 화학 침전, 막분리, 흡착 등 여러가

지가 있다(Zhang et al., 2018b). 이 가운데 흡착은 기술 적

용에 따른 비용이 저렴하고, 처리 효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그러나 기존 흡착제 합성에는 일방적인 에너지를 투입시

키거나 복잡/다중 절차 및 인공 화학물질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Yoon et al., 2020). 최근 연구에서는 바이오매

스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바이오차 복합체를 제조하고 있으

며, 흡착제 합성 과정에서 귀중한 에너지 자원(열분해오일, 

합성가스)을 획득하여 경제적·환경적 편익도 증대시켰다

(Arora et al., 2021; Cho et al., 2021). 제조된 바이오차 합

성물은 다공성 구조, 낮은 독성, 양이온 금속에 대한 높은 

흡착 친화성을 가지고 있다(Chen et al., 2011). 또한 바이

오 가스로부터 열분해 오일/합성 가스를 회수하는 측면에

서 이산화탄소(CO2)의 사용이 다른 비활성 기체(Ar, N2)에 

비해 열분해 대기 가스로 더 적합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Lee et al., 2021; Liu et al., 2021). 일반적으로 바이오차

(Biochar)는 700°C 미만의 온도에서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바이오매스의 열분해로 형성된 고탄소 고형 물질을 말한다

(Park et al., 2011). 열분해 온도 및 반응 시간에 따라 바이

오차의 다공성 구조, 표면적 및 알칼리성 특성 등을 변화시

킬 수 있다. 그러나 열화학적 영향인자만으로 바이오차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환경적 기능을 개선하는 것에는 제한

적이다. 

최근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바이오차 표면에 전이 금속 

산화물을 이용하여 금속-탄소 복합체의 금속 바이오차를 

제조하여 새로운 유용한 기능을 부여하는 연구들이 수행되

고 있다(Amjed et al., 2021). Fe(III), Mn(IV), Zr(IV) 그리

고 Ti(IV)과 같은 전이 금속 산화물은 음이온에 대한 높은 

반응성과 친화력을 갖고 있어 바이오차와 결합되는 경우, 

음이온성 오염물질들에 흡착 능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Rahman et al., 2021; Wan et al., 2020; Wan et 

al., 2019). 기존의 금속 바이오차 합성은 주로 화학적 또는 

전기적 침전이나 코팅 방법에 의해 수행되어 제조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Molday and Molday, 1984). 선행 연구에 

따르면 바이오매스 고형물과 금속 고형물을 혼합하여 열분

해 공정을 통해 금속 바이오차를 제조하는데 성공하였고, 

이를 환경 소재로 활용한 바 있다(Yoon et al., 2019). 또한 

CO2환경에서 제조 시 폐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합성 가스 

발생량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자원을 활용한 전

이 금속 산화물과의 공동 열분해(co-pyrolysis)를 통해 에

너지원과 금속 바이오차를 동시 생산 가능성을 확인한 것

이다.

일반적으로 바이오차 제조공정에서는 열분해 환경으로 

비활성기체 N2와 Ar 가스를 이용하는데 CO2를 이용하여 

합성 가스 발생량과 금속 바이오차의 흡착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에너지 측면

은 금속 바이오차 제조 과정에서 Micro-GC를 통해 합성 가

스 발생량을 측정하고, 환경적 측면은 제조된 금속 바이오

차의 6가 크롬[Cr(VI)] 흡착 효율을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나노 크기의 철 산화물(Iron(III) oxide, 

<50 nm; NIO)을 첨가제로 활용하여 커피찌꺼기(Coffee 

grounds, CG) 열화학적 변환에 미치는 영향을 에너지 및 환

경적 측면에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금속바이오차(NICG)

본 연구에서 사용된 NIO(Fe2O3, particle size <50 nm)는 

미국 시그마알드리치(Sigma Aldrich)에서 구매했으며, 커

피찌꺼기(CG) 분말은 대전의 한 커피숍에서 수거했다. 실

험과정은 Fig. 1에 나타냈고 금속바이오차 제조를 위해 

99.99% 고순도 이산화탄소 가스(주식회사 중앙산업가스, 

pyrolysis를 통해 연료자원인 합성 가스(H2와 CO)와 흡착제인 금속 바이오차를 동시에 생성할 수 

있어 커피찌거기의 활용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주요어 : 커피찌꺼기, 나노 철 산화물, 공동 열분해, 합성 가스, 6가 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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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를 유량계를 통해 분당 100 mL씩 주입하였으며, 200

도부터 650도까지 분당 10도씩 상승 속도로 온도를 높였

다. CG와 NIO는 두 가지를 물리적으로 혼합하였고 CG는 

1g으로 고정하고 NIO를 첨가하여 질량비에 따라 NICG3 

(NIO/CG ratio=1:3), NICG2(NIO/CG ratio=1:2), NICG1 

(NIO/CG ratio=1:1). 2NICG1(NIO/CG ratio=2:1), 3NICG1 

(NIO/CG ratio=3:1)로 명명하였으며, NIO를 첨가제로 사

용하여 최대 3g까지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합성가

스는 650°C 도달한 지점까지 마이크로 가스 크로마토그래

피(Agilent 490 Micro GC, Agilent Technologies, Inc., 

USA)를 이용하여수소(H2)와 일산화탄소(CO)를 분석하

였다. 제조한 금속바이오차의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 FE- 

SEM(Merlin Compact, Zeiss, Germany) 분석을 수행하였

고, 열화학적 변환을 거친 금속 성분들의 광물학적 특성을 

보기 위해 X-선회절분석기[X-ray diffraction(XRD), X- 

Pert PRO MPD, Japan]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흡착 실험

회분식 흡착 실험을 위해 K2Cr2O7(Merck, Germany)을 

증류수(De-ionized Water) 1 L에 녹여서 1,000 mg L-1 

(1,000 ppm)의 6가 크롬용액을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CG, 

NIO, NICG1를 이용하여 용존 6가 크롬 제거 실험을 진행

하였으며, 다음의 실험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첫 번째

는 초기 pH 영향 실험, 두 번째는 흡착 속도 실험, 세 번째는 

용액 내 6가 크롬 농도에 따른 흡착 평형 실험이다. pH에 의

한 흡착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20 mL 튜브에 2 g L-1로 pH 

2~9로 조정(NaOH 및 HCl 이용)된 용액과 CG, NIO, NICG1

를 넣고 24시간 동안 end-over-end shaker을 이용하여 30 

rpm의 속도로 상온에서 교반하였다. 이 때, 용존 6가 크롬

의 농도는 10 mg L-1로 하였고, 이 6가 크롬 용액에 KCl 

(Merck, Germany)을 추가로 넣어 KCl 농도는 0.01 M이 되

도록 하여 사용하였다. 반응 시간에 따른 흡착 속도 영향을 

보기 위한 흡착실험은 용존 6가 크롬의 농도를 10 mg L-1, 

pH 5로 조정하여 20 mL 튜브에 2 g L-1으로 CG, NIO, 

NICG1와 함께 넣고 교반기를 이용하여 30 rpm의 속도로 

상온에서 교반하며, 5, 10, 20, 30, 45, 60, 90, 120, 240, 360 

min로 시료를 회수하였다. 초기 6가 크롬의 농도에 따른 흡

착 평형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20 mL 튜브에 농도별(5, 10, 

20, 30, 45, 60 mg L-1)로 pH 5로 조정한 용액과 2g L-1으로 

CG, NIO, NICG1와 함께 넣고 교반기를 이용하여 30 rpm

의 속도로 상온교반하였다. Table 1에 각각의 실험조건에 

대해 정리하였다. 

분석 방법

채수한 시료는 pH미터(HQ40d, HACH, USA)를 이용하

여 측정하고, 0.45 µm의 주사기 필터를 이용하여 여과 후 

6가 크롬의 농도를 8023 hach 발색법(ChromaVerⓇ 3 

Chromium Reagent, Cat.1271099)을 활용하여 UV-visible 

sepectrometer(DR5000, Hach, USA)로 측정하였다.

반응 시간별 흡착제(NICG1)에 흡착된 6가 크롬의 양(qt)

은 다음의 식 (1)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1)

Fig. 1. A schematic of the CG/NIO co-pyrolysi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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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qt는 t시간 때에서 흡착된 6가 크롬의 양(mg g-1), C0

와 Ct는 시료의 용존 6가 크롬의 초기 농도 및 t시간에서의 

농도(mg L-1), V와 W는 용액 부피(L)와 흡착제의 건조 질량

(g)이다. 

본 연구에서는 qe는 흡착제의 평형흡착량으로 24시간 이

후의 조건으로 적용하여 식 (2)에 의해 계산하였으며, 용존 

6가 크롬 제거율은 식 (3)에 의해 계산하였다.













 (2)












×  (3)

여기서, RR은 용존 6가 크롬 제거율(%), C0는 시료의 용존 

6가 크롬의 초기농도이고 Ce는 24시간에서의 농도(mg L-1)

이다.

Lagergren에 의해 제안된 유사 1차 반응속도식(pseudo- 

first-order)과 유사 2차 반응 속도식(pseudo-second-order)

은 식 (4)와 (5)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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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kad와 k2는 각각의 흡착속도 상수이다.

흡착데이터를 Langmuir(식 (6)) 및 Freundlich(식 (7)) 흡

착등온식에 적용시켜 파라미터를 도출하였다.



















 (6)

log 

 log






log

  (7)

여기서, 평형상태에서 용액속의 용존 6가 크롬 농도(mg 

L-1)는 Ce, 평형상태에서 흡착제에 흡착된 6가 크롬의 양

(mg g-1)은 qe이다. qm은 흡착제의 단위질량당 6가 크롬의 

최대 흡착용량(mg g-1)이고 b는 흡착의 친화도(L mg-1)를 

나타내는 Langmuir 모델 상수이며 KF는 흡착용량이고 n은 

흡착강도를 나타내는 Freundlich 모델 상수이다.

결과 및 고찰

금속 바이오차 제조 과정 중 합성 가스 발생량 비교 및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

금속 바이오차 제조 과정 중 합성 가스 발생량을 200- 

650°C 승온 중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모니터링하였으며, 

수소가스 최고 도달 시점인 550°C와 일산화탄소 최고 도달 

시점인 650°C 측정한 합성 가스의 발생량 비교 실험 결과

는 Fig. 2와 같이 나타내었다. 첨가제가 없는 경우 커피찌꺼

기로부터 발생한 합성 가스 수소와 일산화탄소 농도는 

550°C에 각각 약 0.03 mole%와 0.28 mole%, 650°C에 

0.37 mole%와 0.28 mole%를 보였다. 첨가제인 NIO가 존

재했을 때, 합성 가스의 발생량은 모든 실험 조건에서 상당

Table 1. Description of adsorption experiments parameters

Adsorbent
Time

(min)

Conc. of Metals 

(mg L-1)

adsorbent dose

(g L-1)

Temp. 

(°C)

Initial Metal 

Solution pH

Effect of initial solution pH

CG

NIO

NICG1

1440 10 2 25 2, 3, 4, 5, 6, 7, 8, 9

Effect of reaction time

CG

NIO

NICG1

5, 10, 20, 30, 45, 60, 

90, 120, 240, 360
10 2 25 5

Effect of Cr(VI) Concentration

CG

NIO

NICG1

1440 5, 10, 20, 30, 45, 60 1 2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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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향상되었다. 수소의 생성의 생성 속도와 발생 농도 수준

은 모두 NIO가 최대 3g까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고, 

3NICG1은 CG보다 이른 550°C에 1.30 mole%로 가장 큰 

값에 도달하였고, CG보다 약 43배 증가하였다. 또한 일산

화탄소의 발생량은 NIO가 최대 3g까지 증가함에 따라 0.28 

mole%에서 3.86 mole%로 증가했다. NIO만 첨가하였을 

때에는 합성 가스가 전혀 발생하지 않지만, 커피찌꺼기와 

NIO를 함께 사용하였을 때 합성 가스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합성 가스 발생량이 증가한 것은 NIO가 CG 분해를 

촉진시키는 촉매 역할을 한 증거이다. 

NIO에 의한 합성 가스 생성의 증진을 보다 정확하게 파

악하기 위하여 NIO 및 co-pyrolysis 처리된 CG/NIO 시료

의 XRD 결과를 Fig. 3에 제시하였으며, co-pyrolysis 결과, 

NIO의 산화상태가 Fe3+ [적철석(JCPDS No. 24-0072)와 

자적철석(JCPDS No. 39-1346)]에서 Fe2+/Fe3+ 산화 상태

의 자철석(JCPDS No. 75-1609]의 1개의 철상으로의 상변

환이 일어났고 이는 환원 물질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

한 것으로 추정된다.

GC-MS 및 XRD 결과에 따르면 합성 가스의 발생에 NIO

를 첨가하는 것이 발생량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NIO

(예: 타르 또는 CnHm + 3Fe2O3 → H2 + CO + 2Fe3O4 + 

Cn-1Hm-2)에 의해 촉매 작용되어 밀집된 커피찌꺼기 탄화수

소(타르 포함)의 분해를 가속시키는 데에 기인할 수 있다

(Xu et al., 2021). 이전 Kwon의 연구결과에서 질소 환경 하

에서 바이오매스/산화철의 co-pyrolysis 후 금속 Fe(Fe2O3 

→ Fe3O4 → FeO → Fe)가 형성되는 것을 보여준 것과는 달

리 이산화탄소 환경 하에서는 Fe2O3가 금속 Fe까지 단계적 

환원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Kwon et al., 2021). 

이러한 측면에서 Fe3O4의 환원은 이산화탄소의 지속적인 

주입에 의해 억제되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형성된 

FeO는 Fe3O4/FeO 산화환원 순환(Song et al., 2019)를 통

해 단기간에 이산화탄소와 즉시 반응(3FeO + CO2 → Fe3O4 

+ CO)할 가능성이 높았고, 따라서 이 반응은 H2 발생량 대

비 상당한 CO 생성(~3.86 mole%)을 설명할 수 있었다.

Fig. 4는 CG, NIO, NICG1의 FE-SEM 사진으로 20 μm

와 200 nm를 나타내었다. CG는 구형이며 표면은 공극이 

존재하였고, NICG1의 사진을 보면 CG의 공극에 나노 철 

산화물인 NIO가 둘러싸여 있는 형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제조된 금속 바이오차를 이용하여 6가 크롬의 흡착 

시험을 한 결과, Fig. 5과 같이 첨가제인 NIO가 가장 높은 

제거 효율을 보였고 NIO와 CG의 비율이 1:1까지 흡착 효

율이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 큰 영

향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본 흡착 특성 연구에는 금속 바이

오차 NICG1만 이용하여 다음의 실험을 통해 흡착능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Fig. 2. Concentration of H2 and CO with respect to the co-pyrolysis of CG/NIO in CO2 atmosphere at (a) 550°C and (b) 650°C.

Fig. 3. XRD patterns of CG, NICG1, and NIO.



장정윤 · 김선준

한국자원공학회지

132

흡착 특성

 NICG1에 의한 6가 크롬의 흡착 거동에 대한 pH 영향 연

구는 금속 바이오차의 첨가에 의해 용액 pH가 변화할 수 있

으므로 초기 pH가 아닌 최종 pH(즉 평형 pH)에서 이들의 

제거효율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pH 영향은 최종 pH 값을 2

에서 9로 변화시켜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6과 같다. 

Fig. 6(a)를 보면 CG는 pH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약 

45% 이상의 제거 효율울 보였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의 반응속도 모델과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NIO와 NICG1

은 pH 6이하의 낮은 pH에서 흡착이 이루어졌고 pH 2에서 

가장 높은 흡착 능력을 보였다. 6가 크롬은 H2CrO4, HCrO4
-, 

CrO4
2-, Cr2O7

2-의 여러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pH 2-6사이

에서는 HCrO4
-가 우세종이며, CrO4

2-는 pH > 6에서 6가 크

롬의 주요 형태이다(Su et al., 2019). 따라서 음이온종인 6

Fig. 4. 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images of CG, NIO, and NICG1 samples: (a,b) CG, (c,d) NIO, and 

(e,f) NICG1.

Fig. 5. Removal efficiency rates of Cr(VI) for CG, NICG3, 

NICG2, NICG1, 2NICG1, 3NICG1, and NIO (sample dose: 2 

g L-1, initial concentration: 10 mg L-1, initial pH: 5, contact 

time: 24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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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크롬은 산성 pH 조건에서 흡착에 유리하였고, pH 6이상

에서는 OH-이온의 증가로 경쟁 작용에 의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흡착 반응 이외에 6가 크롬의 환원에 의해 제

거가 일어날 수 있는데, NICG1의 XRD분석결과 자철석 성

상을 띠는 것을 확인하였다. Choi의 연구에 따르며 낮은 pH

에서 자철석은 일부 용해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발생한 2

가 철 이온으로 환원반응에 의해 6가 크롬이 빠르게 제거된

다고 보고되어 있어 자철석에 의한 환원반응에 의해 제거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Choi et al., 2008). Fig. 6(b)를 보면 

초기 pH가 2-4인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 pH는 7-8부근에서 

수렴되었다.

Fig. 7은 시간에 따른 NICG1에 의한 6가 크롬의 흡착량

을 보여준다. 360분 경과 후 CG 에 의한 용존 6가 크롬 흡착

량은 2.90 mg L-1, NICG1 3.25 mg L-1, NIO 3.67 mg L-1로 

첨가제인 NIO가 가장 큰 흡착을 보였다. 6가 크롬 흡착은 

Fig. 6. Effect of solution pH on the adsorption of Cr(VI) with respect to CG (black), NIO (blue), and NICG1 (red) (sample dose: 

2 g L-1, initial concentration: 10 mg L-1, initial pH: 2-9, contact time: 24 h).

Fig. 7. Adsorption kinetics of Cr(VI) with respect to CG 

(black), NIO (blue), and NICG1 (red) (sample dose: 2 g L-1, 

initial concentration: 10 mg L-1, initial pH: 5, contact time: 

5-360 min).

Fig. 8. Adsorption kinetics: Cr(VI) ions adsorption kinetics on CG, NIO, NICG1. qt amount of Cr(VI) adsorbed at any time t; 

Cr(VI) = 10 mg L-1; 2 g L-1; PFO = Pseudo First fitting; PSO = Pseudo Second fi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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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초기에 계속해서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

는 2시간 정도에서 평형을 이루었다. Fig. 8은 반응속도 모

델을 이용하여 나타낸 결과로 Lagergren의 흡착속도 반응

식에 의해 계산되었다. Table2를 보면 CG의 경우에는 

NIO, NICG1과는 달리 유사 1차 속도식에 더 적합한 경향

을 보여 물리적 흡착(Physical adsorption)이 더 잘 일어난 

것으로 보였는데 CG의 열분해에 의해 발생한 기공에 물리

적 충진현상에 의해 흡착이 일어났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는 Fig. 6에서 CG의 흡착이 pH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이유

로 볼 수 있다. NICG1의 흡착속도는 유사 1차 속도식의 경

우 qe는 3.18 mg g-1, k1은 0.64 min-1로 계산되었고, 유사 2

차 속도식의 경우 qe는 3.08 mg g-1, k2는 0.92 g mg-1 min-1

로 계산되었다. 반응속도 모델은 상관계수값을 비교한 결

과(Pseudo-first order: R2 = 0.7797, Pseudo-second order: 

R2 = 0.9878), 유사 2차 속도식에 더 잘 맞는 경향을 보여 화

학적 흡착(Chemical adsorption)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

다. 전반적으로 6가 크롬 흡착 메커니즘이 이온교환, 정전

기적 흡착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 과정 중 일부는 3가 크롬

으로 환원되거나 금속 산화물을 통한 6가 크롬의 환원 프로

세스 조합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Li et al., 2018; Zhang 

et al., 2013). 흡착 등온 실험은 pH 5, 흡착제 용량 1 g L-1, 

초기 농도 5-60 mg L-1의 조건에서 24시간 동안 교반 반응

하였고, Fig. 9은 초기 용존 6가 크롬의 농도에 따른 NICG1

의 흡착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Freundlich와 Langmuir 등

온흡착식을 적용하여 NICG1의 6가 크롬 흡착 성능을 계산

한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Langmuir 등온흡착식에 

의해 계산된 NICG1에 대한 6가 크롬의 최대 흡착량은 

20.04 mg g-1이었고, Freundlich 등온흡착식을 이용한 

NICG1에 대한 6가 크롬의 흡착능력(KF)은 1.33, 흡착강도

(n)는 1.36, Freundlich 흡착등온식 상수(KF)는 흡착제의 

흡착능력을 나타내며 값이 클수록 흡착능력이 양호함을 의

미하며, n은 흡착 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n이 

2 이상일 때 흡착 잘 이루어지며 n이 1 이하인 물질은 흡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Treybal, 1980). NICG1은 Freundlich 

흡착등온식에 더 잘 맞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층 흡착

(monolayer adsorption)이 아닌 다층 흡착(multilayer 

adsorption)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이산화탄소 환경 내에서 커피찌꺼기(CG)

와 나노 철 산화물(NIO)의 공동 열분해(co-pyrolysis)를 하

여 연료인 합성 가스(H2 & CO)와 흡착제 금속 바이오차

(NISG1)의 부가가치 있는 생성물들을 얻을 수 있었다. CG 

열화학적 변환 가스 발생량(H2: ~0.37 mole% & CO: ~0.28 

Table 2. Pseudo-first-order and pseudo-second-order kinetic parameter for Cr(VI) removal

Pseudo first-order (PFO) Pseudo second-order (PSO)

qe 

(mg g-1)

k1 

(min.-1)
R2 qe 

(mg g-1)

k2 

(g mg-1 min-1)
R2

CG 2.90 1.40 0.9662 2.63 0.56 0.9638

NIO 3.52 0.53 0.8346 3.56 1.53 0.9963

NICG1 3.18 0.64 0.7797 3.08 0.92 0.9878

Table 3. Adsorption isotherm parameters for the Cr(VI) onto 

CG, NIO and NICG1

Langmuir Freundlich

qm

(mg g-1)
R2

KF

[(mg g-1)・

(L mg-1)1/n]

n R2

CG 14.53 0.9460 1.32 1.54 0.9651

NIO 37.04 0.9993 1.76 1.29 0.9984

NICG1 20.04 0.9560 1.33 1.36 0.9807

Fig. 9. Adsorption isotherm of Cr(VI) with respect to CG 

(black), NIO (blue), and NICG1 (red) (sample dose: 1 g L-1, 

initial concentration range: 5-60 mg L-1, initial pH: 5, contact 

time: 24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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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e%)에 비해 첨가제 NIO 사용시 H2와 CO의 발생량은 

각각 1.3 mole%와 3.9 mole%까지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 6가 크롬의 흡착에 대한 pH 영향을 살펴본 실

험에서 NICG1과 NIO는 pH2에서 가장 높은 흡착 성능을 

보였지만 pH가 증가할수록 급격히 감소하였다. 흡착 동역

학 분석 실험 결과, NICG1는 pseudo-second-order 모델에 

적합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정전기적 인력과 같은 

물리적인 힘에 의한 흡착보다는 화학적 반응을 통한 흡착

이 우세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흡착 등온선 분

석 실험 결과, Freundlich 등온흡착 모델에 더 적합하였으

며, 이를 통해 다층흡착의 기작에 의하여 6가 크롬이 제거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NIO만 첨가하였을 

때에는 합성 가스가 전혀 발생하지 않지만, 커피찌꺼기와 

NIO를 함께 사용하였을 때 합성 가스가 더 높게 발생하여 

회수된 유용 자원은 경제적 가치가 있어 추후 금속 바이오

차 제조 시 활용할 경우 제조 공정에 투입되는 에너지와 인

력에서 나오는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유용 자

원 회수 후 고체 생성물을 큰 흡착 기능 손실 없이 흡착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적/경제적 측면을 모두 만족

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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