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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록 

 

오늘날 배터리, 전자재료 및 금속제련 등의 다양한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액에는 중금속을 비롯한 여러 금속이온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에 

이러한 금속이온을 제거하고,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흡착 방식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특히 기존에 이용되고 있는 고분자 및 무기물 흡착제를 

보다 친환경적인 재료로 대체하기 위해 다양한 천연고분자를 금속이온 

흡착제로 활용하고 있다.  

실크 세리신은 누에고치가 생산하는 단백질로서 실크 섬유를 생산하는 

과정에 대부분 폐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폐기되고 있는 실크 세리신을 

고분자 재료로써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천연고분자를 이용한 금속이온 흡착제로 실크 세리신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더 나아가 금속이온과의 상호작용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금속이온 흡착제로 이용하기 위해 제조한 실크 세리신 비드는 

가교를 통해 금속이온 용액 상에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화학적 

가교 반응에 의해 작용기의 양이 감소하여 금속이온 흡착 성질이 

변화한다. 따라서 비드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동시에 비드의 작용기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가교 조건을 확립하였다.  

또한 특정 금속이온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Hard and soft acid-base theory를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금과 

유로피움에 대한 흡착 성능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실크 세리신 비드는 

soft metal과 잘 결합할 수 있는 soft ligand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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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크 세리신 비드를 soft metal 중 경제적 

가치가 높은 금과 팔라듐의 흡착에 이용하였다. 금 흡착 과정에서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흡착과 동시에 금 이온의 환원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환원되어 금 원소의 형태로 존재하는 양이 금 이온에 

비해 더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팔라듐의 흡착에서는 환원에 비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이온의 형태로 더 많은 양의 흡착이 이뤄진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동일한 soft metal임에도 금속이온의 특성에 따라 

흡착 기작과 거동에서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특히 실크 세리신 

비드의 경우 흡착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극 구조에 의해 내부까지 

금속이온을 흡착하여 intra-particle diffusion 모델이 적용 가능하였다. 

또한 hard metal의 흡착제로 실크 세리신 비드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네오디뮴에 대한 흡착 성능 평가를 진행하였다. 

네오디뮴은 금 또는 팔라듐과 달리 pH에 따라 흡착 성능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온교환에 의해 흡착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하였다. 

흡착된 네오디뮴은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물의 형태로 

존재하며 강한 산성용액으로 탈착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금속 흡착제의 대체재로서 실크 세리신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나아가 실크 세리신과 같은 단백질 재료와 

금속이온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주요어: 실크 세리신, 단백질 비드, 금속이온 흡착, 금속 이온 환원,  금속 

회수 

 

학  번: 2013-3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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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수자원의 오염은 각종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주된 요인이며 

폐수에는 금속, 염료, 유기물질 등과 같은 다양한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수중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친다[1]. 특히 금속 제련 산업, 배터리 산업, 

전자 장비 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에는 중금속을 비롯한 다양한 

금속이온이 포함되어 있다. 이로 인해 독성에 의한 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먹이사슬에 따른 생체 내 축적으로 인하여 많은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2, 3]. 금속 이온을 제거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 흡착 기술은 

다른 금속이온 제거 방법에 비해 처리 공정이 쉽고,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환경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4]. 흡착 

기술은 중금속과 같은 오염 물질의 제거와 동시에 경제적 가치가 높은 

특정 금속이온을 흡착하여 이를 재활용 할 수 있다[5, 6]. 앞서 제시한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백금, 레늄, 팔라듐과 같은 백금족 

원소는 폐액에 상당량 포함되어 배출되며[7, 8], 이러한 고가의 금속 

원소를 회수하여 사용할 경우 큰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모터에 들어가는 영구자석의 주 원료인 네오디뮴[9, 

10]과 같은 희소금속은 전세계 생산량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를 흡착하여 재활용한다면 중국에 대한 자원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자원 고갈에 대비할 수 있다. 

흡착이란 서로 다른 두 상(기체-고체, 액체-고체)의 계면에서 접촉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계면에 흡착된 물질의 양이 증가하는 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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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흡착은 물리적 요인 또는 화학적 요인에 의해 일어나며 

동시에 작용하기도 한다[11]. 물리적 요인에 의한 

흡착(physiosorption)에서는 반데르발스 또는 정전기적 인력이 주로 

작용하며, 화학적 요인에 의한 흡착(chemisorption)에서는 킬레이트 및 

착화합물, 배위 결합 또는 공유 결합 등이 형성된다[12]. 

현재 금속이온 흡착제는 실리카 또는 고분자 레진 표면에 금속이온과 

결합 가능한 작용기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해조류[13, 

14], 미세조류[15], 박테리아[16, 17]와 같은 유기체 또는 

바이오매스와 같은 천연 고분자를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8, 

19]. 그러나 미세조류 또는 박테리아와 같은 유기체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생산 및 흡착 공정에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반면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흡착제는 와인 산업 또는 맥주 공장에서 발생하는 과일의 껍질 

등의 폐기물을 이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흡착제 제조가 가능하다 [20, 

21]. 또한 천연고분자 기반 흡착제 역시 저렴한 비용과 함께 특정 

금속이온에 대한 선택적 흡착이 가능한 장점을 갖는다 [22]. 

금속이온 흡착제로 사용하는 천연고분자에는 다당류인 

셀룰로오스[23], 알지네이트[24], 키토산[25] 등이 있으며, 단백질로는 

젤라틴, 콩단백질 등이 있다. 하지만 천연고분자 기반의 흡착제는 

대부분 흡착 원리를 명확하게 제시하기 어려워 여러 기작이 복합적으로 

작용 가능한 것으로 흡착 기작을 설명하고 있다. 금속이온 흡착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흡착원리는 표면 화합물(surface comple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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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전(precipitation), 물리적 흡착(physical adsorption), 이온교환(ion 

exchange) 등이 있으며, 천연고분자 기반 흡착제에서는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19, 26]. 이와 같이 천연 고분자의 

금속이온 흡착 요인이 다양하고 흡착 기작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는 흡착 환경에 따라 천연고분자와 금속이온의 성질이 쉽게 

변화하기 때문이다[12]. 예를 들어 용액의 pH 환경에 따라 금속이온은 

음이온 또는 리간드와 착화물 또는 킬레이트를 형성할 수 있으며, 

천연고분자 흡착제 역시 표면전하 등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흡착 요인을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흡착 기작을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천연고분자로 흡착한 금속이온을 회수하고 흡착제를 재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천연고분자를 이용한 흡착제를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고 효과적인 흡착 및 탈착 공정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흡착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천연 고분자 재료인 실크 세리신을 금속이온 흡착제의 

소재로 이용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실크 세리신은 누에고치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의 하나로서 세린과 같은 극성 아미노산의 함량이 높아 

고온의 물에 쉽게 용해된다 [27]. 실크 섬유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정련공정에 의해 연간 5만 톤의 실크 세리신이 폐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실크 세리신을 회수하고 재활용할 경우 폐수에 의한 환경 문제 해결 및 

새로운 경제적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28]. 따라서 현재 폐기되고 있는 

실크 세리신을 고분자 재료의 대체 재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름, 섬유, 

입자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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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29-32], 최근에는 생체 재료 분야의 소재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33-36].  

본 연구에서는 실크 세리신의 여러 적용 분야 중, 실크 세리신을 비드 

형태로 제조하여 금속이온 흡착제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표는 실크 세리신을 비드 형태로 제조하여 금속이온에 대한 흡착 

성능을 평가하고 흡착 메커니즘을 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실크 세리신 

비드의 가교 조건을 확립하여 금속이온 흡착제로의 성능 유지 및 

흡착과정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제조한 실크 세리신 비드의 

흡착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금, 팔라듐 및 네오디뮴 이온에 대한 흡착 성능을 

확인하였으며 각각의 금속이온에 따른 흡착 기작과 거동을 시간과 

농도에 따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금, 팔라듐, 네오디뮴에 대한 실크 

세리신 비드의 흡착 기작을 제시하였으며, 금속이온의 흡착 거동 및 

탈착 거동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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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헌 연구 

2.1. 천연고분자 기반 금속이온 흡착제 제조 및 활용 

현재 상용화된 금속이온 흡착제는 석유 자원 기반의 합성 고분자인 

폴리스타이렌 또는 무기물인 실리카 입자로 제조한다. 상용화 흡착제의 

경우 표면에 금속이온과 결합 가능한 작용기를 도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화학적인 합성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합성 과정에서 다양한 

화학 약품이 필요하며, 반응 과정의 부산물이 발생하게 되다. 

합성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친환경 소재인 

천연고분자를 금속 이온 흡착제로 대체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천연고분자를 이용한 흡착제의 경우 흡착 후 발생하는 폐흡착제의  

유해성이 기존 흡착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37], 다른 상용화 

흡착제, 이온교환수지, 활성탄 보다 원료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다[3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금속이온 흡착제로 활용하고 있는 

천연고분자를 다당류, 단백질, 기타 천연고분자로 분류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2.1.1. 다당류를 이용한 금속이온 흡착제 

다양한 종류의 다당류 중에서도 알지네이트, 키토산, 셀룰로오스 등을 

주로 사용하여 금속이온 흡착제로 제조하여 이용하고 있다.  

알지네이트는 α-L-글루로네이트(guluronate)와 α-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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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누로네이트(mannuronate) 블록으로 이뤄진 공중합체 

(copolymer)로서 다원자가 금속이온을 이용한 가교가 가능하다[39]. 

알지네이트는 금속이온에 의해 3차원 형태의 “egg-box model”을 

형성하며, 이온교환에 의해 다른 금속이온과 결합하여 금속이온 

흡착제로 이용할 수 있다(Figure 1)[40]. Lagoa와 Rodrigues는 칼슘 

이온을 이용하여 알지네이트 비드를 가교한 후 구리 및 납 이온의 

흡착에 이용하였다. 겔 상태의 비드와 이를 건조한 비드의 흡착 성능을 

비교한 결과, 겔 상태일 때 흡착이 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건조가 

완료된 비드에서는 건조 과정에서 수축이 발생하여 내부의 공극이 

감소하였고, 그 결과 흡착 속도가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건조 후에도 친수성 성질은 계속 유지되며, 물리적 성질이 

향상되므로 대용량 처리 시설에는 건조 비드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41].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알지네이트 흡착제는 납, 

수은, 카드뮴, 구리, 니켈, 코발트, 망간, 크롬 이온을 제거하였다[41, 

42]. Ibanez와 Umetsu는 바륨으로 알지네이트 흡착제를 가교하여 

제조한 후 산성 환경에서 양성자화된 카르복시기 그룹과 금속이온 간의 

이온교환을 통해 금속이온을 흡착하여 제거하였다[43]. Lagoa와 

Rodrigues는 칼슘으로 가교한 알지네이트 비드를 건조하여 납을 

흡착하였으며, 양성자화시킨 후 흡착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알지네이트 흡착제는 크롬 이온에 대한 흡착 성능이 우수하였으며 

Gopalakannan와 Viswanathan는 젤라틴과 알지네이트를 혼합하여 보다 

향상된 크롬 이온 흡착제를 제조하였다. 제조 과정에 칼슘, 세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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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r (III) and Cr(VI) sorption/reduction scheme of grape 

stalks entrapped into alginate beads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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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르코늄과 같은 금속원소를 가교제로 이용하였으며, 금속원소는 수용액 

내의 HCrO4
-과 같이 음전하를 갖는 크롬 이온과 정전기적 인력을 

형성하여 흡착제 주변으로 금속이온을 밀집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알지네이트와 젤라틴은 전자 공여의 역할을 하여 6가 크롬의 

이온을 3가 크롬으로 환원시켜 독성을 나타내는 6가 크롬의 농도가 

감소되었다[39]. 

이 이외에 알지네이트를 이용한 금속이온 흡착제 제조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겔 상태에서는 흡착 속도가 

빠르지만 물성이 약한 알지네이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올라이트[44], 잔탄검[45] 등과 혼합하여 흡착제를 제조하고 있다. 

 금속이온 흡착제로 활용할 수 있는 다당류 가운데, 키토산은 키틴을 

알칼리 디아세틸화 반응하여 얻은 것으로 갑각류의 껍질, 곤충 또는 

균류의 세포벽에 주로 존재한다. 키토산은 아민기와 수산화기의 함량이 

높아 금속이온과 금속착화물을 형성할 수 있어 흡착성능이 다른 

천연고분자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46]. 하지만 키토산은 

아세트산, 포름산과 같이 낮은 농도의 유기산에 쉽게 용해되기 때문에 

물리적·화학적 개질 또는 다른 물질과의 혼합을 통해 안정성을 

향상시켜 흡착제를 제조해야 한다[47]. Chen 등은 키토산을 가교하기 

위해 에피클로로히드린(epichlorohydrin)을 사용하여 흡착제를 

제조하였으며, 구리, 납, 아연에 대한 흡착성능을 확인하였다. 세 종류의 

금속이온 중에서 구리에 대한 흡착성능이 가장 우수하였으며, 흡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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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 단일 층으로 흡착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47]. 에피클로로히드린 외에도 글루타르알데하이드 

(glutaraldehyde)[48], 에틸렌글라이콜 디글리시딜에테르 (ethylene 

glycol diglycidyl ether)[49]를 이용하여 키토산을 가교하여 

이용하였다. 이와 같은 가교반응은 키토산의 작용기를 감소시켜 

금속이온의 흡착 성능이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Abdelwahab 등은 

가교가 아닌 글루탐산을 이용하여 개질과 가교를 동시에 진행하여 

하이드로 겔 형태의 금속이온 흡착제를 제조하였다. 이때 사용한 

글루탐산에는 아민기와 카르보닐기가 모두 존재하여 금속이온과 결합 

가능한 작용기의 양이 증가하여 니켈과 구리에 대한 흡착성능이 

향상되었다[50]. 개질을 통한 방법 외에도 클리노프틸로라이트 

(clinoptilolite)[51], 세라믹 알루미늄[52] 등과 같은 안정성이 높은 

물질과 혼합하여 키토산 기반의 복합재료 형태로 만들어 안정성을 

향상시켰다. 최근에는 특정 금속이온에 대한 선택성과 흡착성능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하여 흡착제 제조과정에서 흡착 장소(binding site)를 

부여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Liu 등은 테트라에틸렌펜타아민 

(tetraethylenepentamine, TEPA)을 이용하여 키토산을 개질한 후 

흡착제를 제조하였으며 제조 과정에 납 이온을 추가하여 흡착 장소를 

미리 부여하였다. 제조 과정에 첨가한 납 이온은 흡착제를 제조한 후 

질산을 이용한 제거 과정을 거쳐 납 이온의 흡착 장소를 만들었다. 그 

결과 납 이온에 대한 우수한 흡착 성능을 확인하였으며, 카드뮴, 구리 

등의 다른 금속이온과 혼재되어 있을 때 납 이온에 대한 선택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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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53]. 

 다당류 중 자연계에서 가장 풍부한 천연고분자에 해당하는 

셀룰로오스 또한 금속이온 흡착제로 이용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셀룰로오스는 선형의 고분자로, 매우 규칙적으로 β-D-

글루코피라노오스(glucopyranosyl units)가 β-(1→4) 결합을 형성한다. 

셀룰로오스는 분자 내 또는 분자 간의 많은 수소 결합을 갖고 있으나 

금속이온에 대한 흡착성능과 선택성이 낮아 단독으로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23]. 따라서 화학적 개질 방법을 통해 셀룰로오스의 

작용기를 변화시켜 금속이온 흡착에 이용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Ji 

등은 구리와 니켈을 흡착할 수 있는 섬유를 제조하기 위해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와 제올라이트를 복합화하였다. 제올라이트와 복합화한 

섬유는 공극이 형성되며 흡착 성능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54]. Yang은 셀룰로오스 유도체인 카르복시 

메틸셀룰로오스를 이용하여 내부에 공극이 존재하는 하이드로겔 비드를 

제조하였으며, 구리 납, 니켈 등의 중금속이온에 대한 흡착성능을 

확인하였다[55]. 각각의 금속이온은 키토산의 카르복시기에 존재하는 

산소와 배위 결합을 형성하여 금속이온을 흡착하는 것으로 기작을 

설명하였으며(Figure 2), 상대적으로 금속이온 흡착성능이 낮은 

셀룰로오스를 보완하기 위하여 몬모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와 

같은 무기물을 첨가하여 이용하기도 하였다[56]. 

이와 같이 가격이 저렴하고 풍부한 자원인 다당류를 이용하여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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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이온 흡착제를 대체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1.2. 단백질을 이용한 금속이온 흡착제 

 단백질은 유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물질로서 20-30개 이상의 

아미노산이 아미노 결합을 통해 연결된 천연고분자 물질이다. 단백질은 

아미노산 서열에 따라 독특한 구조를 형성하며 주변의 온도, 산성도 

등의 환경에 따라 그 구조 및 정전기적 특성이 변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단백질 재료를 금속이온에 이용할 때는 특히 흡착환경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러 단백질 재료 중 젤라틴은 식품, 의약, 화장품 분야에 점증제로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콜라겐 삼중 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구조는 Gly-X-Y의 반복 염기 서열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X에는 프롤린(proline), Y에는 히드록시프롤린(hydroxyproline)이 주로 

위치하기 때문에 나선 구조가 형성되며, 아미노산간의 분자 사슬 

내/외의 수소 결합이 만들어져 안정한 상태를 유지한다[57]. Mahmoud 

등은 젤라틴을 중금속이온의 흡착제로 이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수소 이온 농도에 따른 흡착 성능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낮은 pH의 환경에서는 젤라틴이 갖는 대부분의 작용기가 모두 

양성자화되어 해리가 잘 진행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크롬 이온과 작용기 

간의 상호작용 형성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반면 높은 pH의 환경에서는 

양성자화가 감소하여 크롬 이온의 흡착이 잘 이뤄진다. 이를 통해 

옥소늄 이온 (hydronium ions, H3O
+)이 크롬 이온과 반발력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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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roposed reaction mechanism of adsorption of Pb on 

chitosan adsorbent[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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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흡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57]. Li 등은 젤라틴과 

폴리에틸렌이민(polyethyleneimine, PEI)을 결합하여 스펀지 형태로 

만들어 카드뮴과 납 흡착에 이용하였다. 스펀지 형태로 제조한 흡착제를 

관개(irrigation)에 적용하여 토양의 중금속 축적을 막고자 하였다[58]. 

Agrawal와 Bajpai는 크롬이온을 흡착할 수 있는 젤라틴 나노 미세 

입자를 제조하였으며, 이 과정에 산화철을 첨가하였다. 산화철은 자성을 

갖고 있어 금속이온을 흡착한 후 흡착제를 용액에서 분리하기에 

용이하며 또한 산화철 표면에 위치한 작용기가 흡착에 작용할 수 있어 

금속이온 흡착 성능을 더욱 향상시켰다. 젤라틴 나노 입자는 pH 2에서 

가장 높은 흡착 성능을 보였는데, 이는 음전하를 갖는 크롬산 

이온(chromate ion, HCrO4
-)이 양성자화된 아민기와 산화철 표면의 

FeOH2
+간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흡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하였다[59].  

 젤라틴 이외에도 식용유 등의 생산과정의 부산물로 얻을 수 있는 콩 

단백질 또한 금속이온 흡착에 이용할 수 있다. 콩 단백질은 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풍부한 단백질로, 글리신(glycine)과 베타-

콘글리시닌(β-conglycinin)로 이뤄져 있다. 아스파트산(aspartic), 

라이신(lysine), 페닐알라닌(phenylalanine), 류신(leucine). 

글루탐산(glutamic acid), 타이로신(tyrosine)과 같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콩 단백질은 금속이온과 킬레이트(chelation)를 잘 형성한다고 

알려져 있다[60]. Liu 등은 콩 단백질을 이용하여 내부가 비어있는 

구형의 마이크로 입자를 제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열을 가해 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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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을 통해 친수성 작용기를 도입하였다. 이때 증가된 친수성 작용기는 

중금속이온에 대한 흡착성능을 향상시켰으며, 아연과 니켈, 구리에 대한 

흡착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61]. 그 외에도 콩 단백질의 

특성을 변화시켜 금속이온 흡착제로 이용하기 위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Feng Liu 등은 구리 이온을 흡착하기 위해 디아세틸 곤약 

글루코만난(deacetylated konjac glucomannan, KGM)으로 콩 단백질을 

개질 하였다[60]. KGM 역시 친환경물질로, 가격이 저렴하며 

생분해성이 우수하여 금속이온 흡착제로써 단독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콩 단백질과 KGM의 화학적 결합을 통해 산성용액에 약한 콩 단백질의 

안정성을 향상시켰으며 이와 동시에 KGM이 갖고 있는 카르복시기에 

의해 금속이온에 대한 흡착 성능이 향상되었다[60].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단백질 재료는 용액의 환경에 따라 특성이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으며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조절할 경우 금속이온 

흡착 성능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 젤라틴과 콩 단백질 외에도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실크 세리신을 재료로 활용한 금속이온 흡착제가 

있으며 이는 따로 다루고자 한다. 

2.1.3. 기타 천연 물질을 활용한 금속이온 흡착제 

 앞서 다룬 다당류와 단백질 외에도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 

물질인 미생물의 부산물, 바이오매스, 과일껍질 등의 자원을 재활용하여 

금속이온 흡착제로 사용한 연구가 존재한다.  



 

 15 

미생물은 금속이온 흡착제를 친환경 소재로 대체하기 위해 초기에 

주로 사용한 재료로써 미생물의 대사작용에 의해 금속이온의 흡착 및 

제거가 가능하다. 하지만 미생물의 대사작용은 흡착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현장에서 대용량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미생물의 

대사작용을 이용하지 않고 금속이온의 흡착 성능을 나타내는 세포벽 

또는 세포막의 특정 물질을 얻어 흡착에 사용하고 있다. 

클로렐라(Chlorella)와 스피루리나(Spirulina)의 부산물이 크롬 이온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것을 바탕으로, Kwak 등은 스피루리나의 특정 

물질을 추출하여 비드 형태의 흡착제를 제조하여 크롬이온 흡착에 

이용하였다. 스피루리나 비드는 흡착과 동시에 독성이 높은 6가 크롬을 

3가 크롬으로 환원시켜 독성이온의 농도를 감소시켰으며, 이는 pH 

2에서 음전하 특성을 갖는 크롬 이온(CrO4
2-, CrO7

2-)과 스피루리나 

비드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였다[62]. 

일반적으로 각종 부산물을 가공하지 않고 직접 금속 용액에 첨가하여 

이용할 경우 금속이온을 흡착한 후 반드시 부산물을 용액으로부터 

분리하여 제거해야 한다[63].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필터 또는 

원심 분리를 이용하여 부산물을 제거하였으나, 이와 같은 방법은 

경제적이지 못해 산업 현장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생물의 부산물을 알지네이트, 실리카 겔, 카라기난 

등과 같은 고분자물질과 혼합하여 이용하고 있다[63]. Petrovic and 

Simonic은 클로렐라를 알지네이트에 고정화 하여 식수에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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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니켈, 카드뮴에 대한 흡착 성능을 확인하였다. 각각의 금속을 모두 

혼합한 용액에서는 구리, 카드뮴, 니켈 순서로 흡착 성능이 

우수하였으며 이러한 중금속 이온은 알지네이트의 수산화기에 의해 

흡착된 것으로 설명하였다[64]. 미생물 외에도 음료산업 등에서 

다량으로 배출되고 있는 부산물인 작물의 껍질을 금속이온 흡착에 

이용하고 있다. Cano 등은 오렌지껍질을 수분과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흡착 가능 영역을 증가시킨 후 흡착제를 제조하였다. 수분과 

압력을 가해 처리한 오렌지껍질에는 수산화기 또는 카르복시기와 같은 

산성 작용기가 존재하며 이러한 작용기가 탈양성자화되어 양이온인 구리 

이온을 흡착하였다[65]. Ahmad 등은 음료산업의 다른 폐기물인 

파인애플껍질에 황산과 과망간산칼륨을 이용하여 처리한 후 금속 이온 

흡착제로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파인애플 껍질은 산화되어 수산화기, 

에폭시기, 카르복시기가 도입되었다. 도입된 작용기는 카드뮴, 납과 같은 

중금속이온과 전자쌍을 공유하여 흡착이 가능하였다[66]. 이외에도 

중금속이온을 제거하기 위하여 코코넛 껍질[67], 쌀 껍질[68] 등의 

다양한 부산물을 활용하고 있으며 기존의 흡착제보다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재료로 대체하기 위한 시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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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크 세리신과 금속이온의 상호작용 

 실크 세리신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속이온과 상호작용이 가능하여 

특정 조건에서 금속이온과 결합을 형성한다. 따라서 최근에는 실크 

세리신을 기존의 흡착제를 대체하기 위한 재료로 이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Chen등은 실크 세리신이 귀금속에 해당하는 금과 

팔라듐에 대해 흡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69]. 이 과정에서 금 

이온에서는 실크 세리신의 카르보닐기와 아민기에 의해 흡착이 

가능하며, 낮은 비표면적에 비해 높은 흡착 성능을 보였다. 또한 실크 

세리신은 여러 금속이온이 혼합된 용액에서 금과 팔라듐 이온에 대해 

높은 선택적 흡착 성능을 갖고 있었으며, 반면 구리 이온과 같은 양전하 

성질의 금속이온은 전혀 흡착하지 못한 것을 통해 정전기적 인력이 

흡착의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pH 4이하에서 

음이온의 복합체를 형성하는 금 이온(AuCl4
-)과 팔라듐 이온(PdCl4

2-

)은 실크 세리신의 양성자화(protonation)된 아민기와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흡착이 발생되는 것을 주요 흡착 기작으로 제시하였다[69]. 

Joshi등은 실크 세리신 필름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글루타알데하이드와 

같은 화학적 가교제를 이용하지 않고 알루미늄을 첨가하여 필름을 

가교하였다[70]. 실크 세리신은 용액에서는 α-helix를 유지하고 

있으나 알루미늄을 첨가할 경우 실크 세리신의 수산화기(-OH), 

카르복시기(-COOH), 아민기(-NH2)와 알루미늄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차 구조가 변화하여 필름이 가교되었다[70].  

 또한 Khosa 등은 중금속이온 제거를 위해 실크 세리신 분말을 용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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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하여 중금속이온과 금속착화물을 형성하였다. 이렇게 첨가된 실크 

세리신은 용액 속에 포함된 중금속 이온(납, 코발트, 니켈, 구리, 

아연)과 복합체를 형성하여 크기를 크게 만들었으며, 이를 

초미세여과(ultrafiltration)을 통해 분리 및 제거하는 방식에 

적용하였다(Figure 3a)[71]. 실크 세리신이 갖고 있는 아민기, 

디술피드(disulfide likage, S-S), 카르복시기는 중금속과 poly dentate 

ligand를 형성하며, 특히 아민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71]. 또한 아민기는 용액의 pH환경에 따라 양성자화와 

탈양성자화(deprotonation)가 일어나며 높은 pH에서 탈양성자화된 

아민기가 중금속과 금속착화물을 형성함을 제시하였다(Figure 3b). 

따라서 pH가 증가할수록 실크 세리신과 형성한 중금속 복합체의 양이 

증가하므로 초미세여과에 의해 중금속 제거 효율이 증가하였다. 금속에 

따라 제거 효율에서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세리신과 금속이온간의 

친화도, 전자밀도, 금속염의 분자량 및 용해도에의 결정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71].  

 중금속이온과 착화합물을 형성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Koley는 실크 

세리신 용액에 구리 이온을 넣어 꽃 모양의 독특한 유•무기 하이브리드 

복합 구조체를 만들었다[72]. 실크 세리신 용액에 인산구리(copper(II) 

phosphate)를 첨가하여 꽃 잎 모양의 유·무기 복합체를 만들었으며 납 

이온에 대한 우수한 흡착 성능을 갖고 있다. 특히 칼슘과 납을 동시에 

혼합하여 흡착 실험을 한 경우 납에서만 흡착 성능을 보여주었다. 이는 

Hard and Soft acid-base (HSAB) 이론에 따라 soft metal에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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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접착성 성질에 의해 만들어졌다. 복합체는 매우 많은 양의 공극을 

갖고 있어 중금속 용액 제거에 있어서 매우 빠른 시간에 많은 양을 

제거할 수 있었다[ACS Appl. Mater. Interfaces 2016, 8, 2380−2392]. 

특히 납 이온에 대한 제거 효율이 높았으며 칼슘과 비교했을 때 납 

이온에 대해 높은 선택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납 이온에 대한 보다 

 

(a) 

 

(b) 

Figure 3. Metal-sericin complexation during the process of chelation 

of metal ions with active amino groups of sericin (a) and possible 

protonation and de-protonation of sericin biopolymer at low and high 

pH (b) [71]. 

  



 

 20 

납이 더 잘 흡착된 것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납 이온에 대한 흡착 

기작은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실크 세리신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72]. 

Kwak 등은 실크 세리신 비드를 이용하여 중금속이온인 6가 크롬을 

제거하였다[73]. 실크 세리신 비드의 제조과정에 필요한 응고욕으로 

알코올을 사용하였으며 알코올 종류에 따른 흡착제의 물성 차이를 

비교하였다. 6가 크롬 용액의 pH에 따른 흡착 성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pH 2에서 가장 높은 제거효율을 보였으며 이는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크롬 

이온은 산성 용액에서 음전하의 정전기적 성질을 갖는 HCrO4
-와 

Cr2O7
2-의 형태로 존재하므로 양성자화된 실크 세리신에 의해 흡착이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Kwak 등은 실크 세리신 비드의 

크기를 마이크로 단위로 줄여 흡착 가능한 비표면적의 증가를 통해 

크롬이온의 흡착 성능을 향상시켰다[73]. 크롬 이온의 초기농도에 따른 

흡착 거동을 확인한 결과 세리신은 화학적 상호작용에 의해 6가 크롬을 

제거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Kwak 등은 다른 천연고분자인 

리그닌과 혼합하여 비드를 제조하였으며 이를 통해 6가 크롬 이온의 

흡착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다. 실크 세리신과 리그닌의 혼합 비율에 

따라 6가 크롬의 흡착성능에서 차이가 나타나며 약 4배 가량 

증가하였다[74]. 이러한 흡착 성능의 향상은 리그닌에 존재하는 다양한 

작용기에 의한 것으로, 리그닌과 6가 크롬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6가 

크롬의 제거효율이 증가된 것으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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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천연고분자의 금속이온 흡착 메커니즘 

 금속이온의 흡착은 반데르-발스 힘과 같은 물리적인 힘에 의한 

흡착(physiosorption)과 흡착제 표면에 존재하는 작용기에 의한 화학적 

흡착(chemisorption)으로 나눌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하는 실크 

세리신과 같은 천연 고분자를 이용한 흡착을 생흡착(biosorption)으로 

정의하고, 이것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특정 

금속이온과 천연고분자간에 선택적 흡착이 이뤄지는 이유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금속이온과 천연고분자가 갖는 흡착 가능한 리간드를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2.3.1. 생흡착의 금속이온 흡착 메커니즘 

 현재 많은 산업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흡착방식에서는 리간드를 

갖는 흡착제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리간드는 주로 화학적 작용에 의한 

착화물(complexation 또는 chelation) 등을 형성하여 금속이온과 

결합한다. 반면 천연고분자 또는 미생물과 같은 생물 재료를 활용한 

생흡착의 경우 금속착화물 형성을 비롯하여 다양한 기작이 복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흡착 기작을 정확하게 제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생흡착의 기작을 정의하기 위한 시도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2010년 Srivastava와 Goyal이 분류한 생흡착의 체계는 

물리적 힘에 의한 물리적 흡착, 화학적 작용에 의한 화학적 흡착 그리고 

그 외의 미량침전(microprecipitation)과 산화/환원 반응으로 

제시하였다[75]. 물리적 흡착은 금속이온이 반데르 발스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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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인 힘에 의해 흡착제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하며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주변 pH에 따라 변화하는 정전기적 특성에 의한 

상호작용 역시 물리적 흡착으로 분류하였다. 화학적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흡착인 화학적 흡착에는 이온교환, 착화물 또는 

배위결합(coordination)이 포함되며 이러한 화학적 작용은 흡착제 

표면의 단일 층에서만 일어난다. 이온교환을 제외한 다른 화학적 흡착은 

비가역적인 반응에 의해 형성된다. 킬레이트화는 금속이온 주변으로 

리간드가 링 형태의 구조를 만들어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카보네이트(carbonate, CO3
2-)와 옥살레이트(oxalate, C2O4

2-)이온에 

의해 형성된다[18]. 배위결합은 양이온인 금속이온과 음이온인 

작용기가 비공유 전자쌍을 서로 공유하여 화학적 안정성을 만드는 화학 

반응으로 정전기적 인력과 공유 결합에 의해 형성된다. 이와 같이 

금속이온의 생흡착은 여러 기작에 의해 진행되며 연구자에 따라 이를 

정의하고 분류하는 방식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 2011년의 Naja와 

Volesky가, 2013년에는 Michalak 등이 생흡착의 기작에 대한 분류 

체계를 제시하였다[75]. 

가장 최근인 2016년 Robalds등이 제시한 논문에서는 생흡착의 

기작을 Figure 4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금속이온을 제거하는 방법을 

크게 ‘흡착(adsorption)’과 ‘흡수(absorption)’로 나눴다. 흡착의 범주 

내에 생흡착이 위치하며, 이를 다시 물리적 흡착과 화학적 흡착, 

이온교환, 미량침전으로 분류하였다. Robalds등은 화학적 요인에 의한 

흡착 방식을 착화물 형성과 공유 결합으로 세분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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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 New classification of the metal biosorption 

mechanisms[75]. 

 

 

  



 

 24 

착화물 형성은 앞서 언급한 킬레이트화를 포함하며 이는 리간드에 의해 

금속이온과 화학적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유 결합에 

의한 금속이온 흡착은 화학적 반응에 의해 작용기와 금속이온이 결합을 

형성하거나 또는 금속이온이 환원되어 흡착제 표면에 위치하는 것을 

의미한다[75]. 

2.3.2. 환원에 의한 금속이온 흡착 메커니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생물 또는 천연고분자를 활용한 

금속이온의 흡착과정에서 금속이온 흡착제에의해 금속이온의 환원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흡착제의 경우 

킬레이트화 또는 복합체 형성을 통해 금속이온을 흡착이 이뤄진다. 이 

경우 흡착된 금속은 표면에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며, 금속 형태로 이를 

얻기 위해 다시 환원 과정이 필요하다. 

생흡착에서는 균류, 미세조류와 같은 살아 있는 미생물을 활용할 

경우 금속이온의 환원이 흡착과 동시에 진행된다. 살아있는 미생물의 

경우 대사 작용에 의해 특정 금속이온과 결합하며 미생물와 반응하여 

금속이온이 환원된다. Feng 등은 빛을 흡수할 수 있는 염료를 갖고 있는 

Rhodobacter capsulatus 박테리아를 활용하여 금 이온의 흡수 및 흡착 

성질을 확인하였다[76]. 건조 질량으로 박테리아 1g 당 92.43mg의 

HAuCl4의 금 이온 화합물을 흡착하였으며 주변 용액의 산성도가 

높아질수록 흡착 성능이 더욱 향상되었으며 이렇게 흡수된 금 이온은 

박테리아 내의 카로테노이드(carotenoid)와 효소에 의해 환원이 

진행되어 나노 크기의 입자로 관찰이 되었다[76]. 또한 박테리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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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는 효소를 비롯한 여러 단백질에 의해 금속이온이 세포벽 

근처에서 환원되며, 박테리아 내부로 금속이온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 

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박테리아와 같은 

미생물이 갖고 있는 단백질과 금속이온과의 상호작용을 흡착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금속이온의 환원을 이용한 흡착 및 제거는 살아있는 미생물뿐만 

아니라 천연 고분자 물질을 이용한 연구에서도 나타나기도 한다. 

Parajuli 등은 금, 백금, 팔라듐과 같은 금속이온을 아민기를 도입한 

리그닌 겔을 이용하여 금속으로 환원시켜 이를 회수하였다[77]. 리그닌 

표면에서의 환원은 리그닌에 부착된 아미노기에서의 산화반응에 의해 금 

이온이 환원된 것으로 설명하였다. Sun 등은 폴리스타이렌을 지지체로 

이용하여 여기에 천연고분자 물질인 글루코사민을 넣어 환원반응으로 

금을 회수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글루코사민의 질소원소가 금 이온의 

환원에 역할을 하는 것을 제시하였다[78]. Prabhakaran은 차와 커피의 

찌꺼기를 활용하여 6가 크름을 독성이 약한 3가 크롬으로 환원시켜 

제거하였다[79]. 먼저 6가 크롬이 3가 크롬으로 환원되는 과정은 차와 

커피 찌꺼기에 존재하는 페놀릭기(phenolic group)과 탄닌기(tannin 

group)에서 전자를 제공하여 6가 크롬을 환원시켰으며 이러한 반응은 

주변의 산성도 환경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반면 3가로 환원된 

크롬의 흡착에서는 용액의 산성도에 따라 흡착 성능이 크게 달라지는데 

이것은 카르복시기를 비롯한 음전하를 갖는 작용기와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변의 산성도에 따라 양성자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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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양성자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크롬과 정전기적 인력이 

약해져 흡착이 감소하기도 한다[79]. 

앞서 언급한 천연고분자에 의한 환원은 흡착과 환원이 동시에 일어나 

비교적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금속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천연고분자를 금속이온 흡착제로 사용한 많은 연구에서는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흡착 기작만으로 현상을 해석한다. 따라서 다양한 화학적 특성과 

작용기를 갖는 천연고분자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환원 기작의 가능성을 

천연고분자 기반의 흡착제 연구에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2.3.3. Hard and soft acid-base theory 

금속이온과 리간드간의 결합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특정 리간드와 잘 

결합하는 특정 금속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들의 경향성을 파악하여 

분류하고자 하였다. Ahrland, Chatt, and Davies는 금속이온이 포함된 

다양한 종류의 루이스 산을 class (a)와 (b)로 분류하였다. Class (a)는 

“hard”로 명명하고, 비극성의 루이스 염기와 잘 결합하는 금속이 

포함되었으며 반대로 class (b)는 “soft”로 명명하고 극성의 루이스 

염기와 결합을 잘 형성하는 금속이온이 포함되었다[80]. 이때 사용하는 

“hard”와 “soft”의 의미는 결합력의 절대적인 강함과 약함을 나타내지 

않고 서로간의 상대적인 비교에 의해 결정된다. Table 1는 Pearson and 

Songstad가 제시한 것으로 hard와 soft 그리고 중간의 성질을 갖는 

borderline의 영역을 분류하였다[81]. Class (a)에 해당하는 금속이온은 

원자의 크기가 작고 양전하 산화상태(positive oxidation state)가 

증가하는 반면 class (b)는 반대로 원자의 크기가 크고 0 또는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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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assification of lewis acids[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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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의 산화상태(oxidation state)를 갖는다. 또한 일반적으로 hardness와 

softness는 원자를 주거나 혹은 받을 수 있는 성질을 통해 확인하여 

결정하며 이는 분극도(polarizability)와 같은 주변의 용액의 환경 또는 

인접 작용기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82-84].  

 이러한 차이에 의하여 hard acid는 hard base 리간드와 주로 결합을 

형성하며, 반대로 soft acid에 해당하는 금속은 soft base 리간드와 

결합을 잘 형성한다. Hard acid는 이온 결합의 형태로 hard base와 

결합을 잘 형성하며 정전기적 인력이 강한 금속이 주로 포함되어 

있지만, 반대로 soft acid는 공유 결합의 형태로 soft base와 결합을 잘 

형성하며 산소 또는 플루오르를 포함한 리간드와 잘 결합을 형성한다 

[80]. 따라서 높은 분극성을 갖는 soft acid의 경우 금속이온의 환원 

또한 잘 일어난다. 오비탈의 측면에서도 서로 반대의 성질은 나타내며, 

hard acid는 가장 겉 껍질의 전자 구름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 

리간드와 전자간에 강한 결합을 형성하는 반면 soft acid의 경우에는 

가장 겉 껍질의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어 soft base와 π-결합을 

형성한다[80]. 이와 같이 서로 상반된 성질을 갖는 hard acid와 soft 

acid 각각의 특성을 Table 2에 정리하였다. 

 금속이온의 흡착제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특정 금속이온과 선택적으로 

결합이 가능하도록 흡착제에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Zhu등은 이러한 선택성을 위해 리간드의 성질 중 분극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흡착성능을 제어하였다. 2014년 발표한 연구에서는 고분자 

비드에 에틸렌글라이콜, 포스포릴 에틸렌글라이콜(phosphory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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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hard acid and soft acid 

 

Hard acid / Class (a) Soft acid / Class (b) 

Nonpolarizable Polarizable 

Small size Large size 

High positive oxidation state Low or zero oxidation state 

Bind bases by ionic forces Bind bases by covalent b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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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ylene glycol), 다이메틸아민(dimethylamine), 술폰산(sulfonic 

acid) 리간드를 붙여 hard acid와 soft acid에 대한 친화도를 

확인하였다[83]. Hard acid에 해당하는 금속으로는 유로피움(Europium, 

Eu)을, soft acid에 해당하는 금속으로는 금(Gold, Au)을 이용하였으며 

이 두 원소는 hard acid와 soft acid의 성질을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금속이다. 아민기, 수산화기, 인산기를 비롯한 산소를 포함한 작용기는 

금 이온에 대한 높은 친화도를 보였으며, 술폰산의 경우는 유로피움에 

대한 높은 친화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산소의 경우 hard와 

soft한 성질을 모두 갖고 있으며 이는 주변의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또한 중성의 전하를 띄는 산소의 경우 soft 

ligand에 가깝고, 반대로 음전하의 성질을 보이는 산소는 hard ligand와 

성질이 유사하였다[83].  

 2015년에 발표한 연구에서는 인산기 주변의 산소를 포함한 작용기의 

수를 달리하여 금속이온에 대한 친화도 차이를 확인하였다[84]. 작용기 

내의 산소는 수용액 상에서 수소 결합을 형성하여 분극도 차이를 가져와 

리간드의 성질을 조절할 수 있었다. 또한 아민기에서도 수소 결합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아민기가 리간드와 금속이온의 

친화도에 미치는 경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84].  

이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천연고분자가 금속이온 흡착제로써 흡착 

가능한 금속이온을 이론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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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료 및 방법 

3.1. 재료 

 실크 재료로는 누에고치를 사용하였으며, 누에고치(Bombyx mori.)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제공받아 실험하였다. N-

hydroxysuccinimide (NHS), N-(3-dimethylaminopropyl)-N’-

ethylcarbodiimide hydrochloride (EDC), 4-nitrobenzyl aldehyde (4-

NBA), glutaraldehyde와 같은 시약류 및 염산 (HCl: 37%), 질산 

(HNO3: 70%), 황산(H2SO4: 95-98%)은 Sigma-Aldrich (USA)에서 

구입하였다. 또한 금속이온(palladium chloride, gold standard for AAS, 

europium nitrate, neodymium(III) nitrate hexahydrate) 모두 Sigma-

Aldrich에서 구입하였다. Four-phosphonobutyric acid는 Tokyo 

chemical industry (TCI)에서 구입하였다.  

3.2. 방법 

3.2.1. 실크 세리신 추출 및 비드 제조 

누에고치를 1:25의 욕비로 120℃에서 60분간 고온고압멸균기를 

이용하여 열수 추출하여 실크 세리신을 수용액 상태로 추출하였다. 

추출한 세리신 용액을 동결건조하여 스펀지 형태로 얻었으며 이를 1M 

LiCl/DMSO 용매에 23(w/v)%로 용해하여 방사 원액을 준비하였다. 

방사 원액을 주사기에 담아 주사기 펌프를 이용하여 메탄올에 적하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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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동안 충분히 응고시켰다. 비드의 흡착과정에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글루타알데하이드(glutaraldehyde, GA)를 이용하여 2wt% 

용액에서 1시간 반응하였으며, 가교된 세리신 비드를 메탄올로 수세한 

후 48시간 동안 건조시켜 상온에서 보관하였다. 

3.2.2. 실크 세리신 비드의 특성 평가 

3.2.2.1. 실크 세리신 비드의 역학적 성질 측정 

 가교 시간 및 가교제 농도에 따른 실크 세리신 비드의 역학적 

성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만능 재료 시험기(material testing machine, 

Lloyd Instruments, Ltd., Chichester, UK)를 사용하여 압축강도 시험을 

진행하였다. 10N 로드셀을 이용하였고, 0.10mm/min의 속도로 압축하여 

초기 0.05N을 가한 시점부터 압축 강도 곡선을 얻었으며 50% 압축 

변형률(compressive strain)에 도달할 때까지 진행하였다. 

3.2.3.2. 실크 세리신 비드 표면의 Free amine 정량 

최적 가교 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크 세리신 비드의 표면 

아민기를 정량하였다. 표면 아민기의 양은 4-NBA test를 통해 

확인하였다 [85]. 실크 세리신 비드 표면의 아민기를 4-NBA와 

반응시킨 후 이를 다시 가수분해하여 떨어져 나온 4-NBA의 흡광도를 

통해 정량하였다(Figure 5). 먼저 10mg의 4-NBA를 에탄올 25ml에 

녹인 후 아세트산 20㎕를 첨가하여 반응용액을 만들었으며, 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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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Reaction scheme of 4-NBA with the free amine groups on 

the surface of SS b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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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신 비드 0.02g에 반응용액 2ml을 첨가하여 3시간 동안 반응한 후 

3회 수세하였다. 물과 에탄올 1:1 혼합 용액과 아세트산 20 μl 을 

첨가하여 만든 가수분해 용액 2 ml을 첨가한 후 30℃에서 1시간 동안 

가수분해를 진행하였다. 분해가 완료된 용액의 흡광도를 

분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eter, Optizen pop, MECASYS, 

Korea)를 이용하여 264nm의 파장에서 측정하였다. 미리 측정한 4-

NBA 검량선과 비교하여 비드 표면의 아민기의 양을 비교하였다. 

3.2.2.3. 실크 세리신 비드의 형태학적 특징 분석 및 

표면전하 측정 

금속 이온 용해에 사용하는 산성 용액에서 실크 세리신 비드 표면의 

형태학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FE-SEM을 이용하였다. 실크 세리신 

비드를 1M 황산 용액에 정해진 시간만큼 침지시킨 후 이를 꺼내 

수세를 진행하였다. 수세를 마친 비드를 액체 질소를 이용해 급속 

냉각시킨 후 동결 건조한 후 표면을 관찰하였다. 흡착과정에서 비드 

내부로 흡착물질이 물의 이동에 의해 이동할 수 있는 확인하기 위해 

황산 용액 24시간 침지한 후 팽윤율을 측정하였다. 팽윤율은 식 (1)을 

이용하여 계산하여 얻을 수 있었다. 

Swelling ratio(%) =
𝑀𝑓−𝑀0

𝑀0
×100 (1) 

식 (1)에 사용한 변수 M0 와 Mf는 초기 비드의 무게 및 팽윤 후 

비드의 무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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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 상에서 실크 세리신 비드가 갖는 비표면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Saers’ method를 이용하였다[86, 87]. 0.1M 염산 용액을 이용하여 pH 

3-3.5의 수용액을 준비한 후 실크 세리신 비드 0.5g을 넣어 표면을 

산성화하였다. 3시간동안 비드를 침지시킨 후 염화나트륨(NaCl) 10.0g을 

첨가한 다음 총 용액의 부피를 50ml로 맞췄다. 0.1M 

수산화나트륨(NaOH) 용액으로 pH 4.0에서부터 9.0까지 적정을 

진행하였으며 식 (2)을 활용하여 비표면적을 계산하였다. 식 (2)의 V는 

적정 과정에 이용한 수산화나트륨의 부피(ml)를 의미한다. 

S (𝑚2

𝑔⁄ ) = 32𝑉 − 25 (2) 

금속이온과 실크 세리신 비드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을 확인하기 위해 

실크 세리신 비드의 표면전하를 영전하점(point of zero charge, 

pHpzc)으로 확인하였다. 영전하점은 pH 변화 방법 (pH drift method)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0.01M 염화 나트륨 용액 50ml에 0.1M 

염산 또는 0.1M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이용하여 pH를 1-10으로 

맞췄다. 0.2g의 비드를 pH가 각기 다른 용액(pH 1-9)에 침지시켜 

48시간 교반한 후 최종 pH를 측정하였다.  

3.2.2.4. 실크 세리신 비드의 이온교환 성능  

먼저 실크 세리신의 양이온교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copper 

bisethylenediamine complex method를 이용하였다[88]. 1M 염화구리 

용액(CuCl2) 50mL과 1M 에틸렌다이아민용액(ethylenedia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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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mL을 혼합하여 [Cu(en)2]
2+을 만든 후 증류수를 이용하여 부피를 

1000mL로 맞춰 0.05M의 희석 용액을 준비하였다. 실크 세리신 비드 

0.5g과 5ml의 복합 용액을 넣고 25ml로 맞춘 후 30분 동안 교반한 후. 

상등액 5ml과 0.1M 염산 용액 5ml을 섞어 [Cu(en)2]
2+ 복합체를 

분해시켰다. 요오드화칼륨(KI)을 0.5g/ml의 농도로 용해시킨 후 0.01M 

싸이오황산나트륨(Na2S2O3)으로 요오드 적정을 진행하였다. 양이온교환 

성능은 식 (3)로 계산하여 구하였다. 

CEC(meq 100𝑔−1) = 𝑀𝑆𝑉(𝑥 − 𝑦)/1000𝑚  (3) 

식 (3)에서 사용한 각각의 변수는 아래와 같다. 

M= 복합체의 몰랄 무게 

S= Na2S2O3의 농도 

V= 요오드 정량 과정에 사용한 복합체의 부피 

𝑚= 흡착제의 양(g) 

  𝑥 =  흡착제를 투여하지 않은 빈 용액의 요오드 적정 과정에 필요한 

Na2S2O3 용액의 부피 

   𝑦 =  흡착제를 투여한 용액의 요오드 적정과정에 필요한 Na2S2O3 

용액의 부피 

음이온에 대한 이온교환 성능은 Mohr의 방법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89]. 건조가 끝난 실크 세리신 비드 0.05g을 1.0M 

염화나트륨 용액에 넣어 2일동안 교반하여 비드 표면을 Cl- 형태로 

바꿨다. 염화나트륨 용액과 표면에 남아있는 잔존물질을 수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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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한 후 0.5M 황산나트륨용액(Na2SO4)에 넣어 다시 교반하였다. 

표면에서 교환되어 나온 Cl-를 0.1 mol/L 질산은(AgNO3) 용액을 통해 

정량하여 실크 세리신 비드의 음이온교환 성능을 측정하였다. 

음이온교환 성능은 식 (4)으로 계산하여 얻을 수 있다. 

IEC(𝑚𝑒𝑞𝑔−1) =
𝑉𝐶

𝑀
  (4) 

식 (4)의 계산에서 사용한 변수는 아래와 같다. 

V= 적정 과정에 이용한 AgNO3 용액의 부피 

C= 적정에 사용한 AgNO3 용액의 농도 

M= 투여한 흡착제의 양(g). 

3.2.2.5. 4-Phosphonobutyric acid를 이용한 인산화 

실크 세리신의 제조 

실크 세리신의 아민기를 EDC/NHS를 이용하여 인산화하는 과정은 

Park 등이 젤라틴을 인산화하는 실험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였다[90]. 

4-Phosphonobutyric acid (12.5 mmol L-1), NHS (15mmol L-1), EDC 

(20 mmol L-1)를 carbonic acid에 상온에서 용해한 후 추출한 실크 

세리신 용액과 혼합하여 상온에서 24시간 반응하였다(Figure 6). 반응 

이 끝난 용액을 셀룰로오스 투석막(한계 분자량 6000-8000)에 담아 

3일간 투석한 후 동결건조하여 인산화된 실크 세리신(P-SS)을 얻었다. 

실크 세리신의 인산화는 600 MHz NMR spectr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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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Reaction scheme phosphorylated SS(P-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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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nce600, Germany)로 31P NMR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실크 

세리신의 인산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자량 변화는 겔 

크로마토그래피(gel filtration chormatogrphy, ÄKTA purifier, GE 

Healthcare, USA)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크로마토그래피에는 

Superdex 컬럼(superdex 200 10/300GL, GE Healthcare, Sweden)을 

사용하여 0.05 ml/min 유속으로 측정하였다. 

3.2.3. 실크 세리신 비드의 금속이온 흡착 성능 평가 

3.2.3.1. 금속이온 표준 용액 제조 

금 및 유로피움의 표준 용액 제조: 실크 세리신 비드의 리간드 

특성을 확인하고 흡착 가능한 금속이온을 이론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hard acid와 soft acid의 대표적인 원소인 유로피움과 금으로 흡착 

실험을 진행하였다. Zhu 등이 리간드의 특성 파악을 위해 사용한 

방법으로 확인하였다[83]. 이를 위하여 질산 유로피움(EuNO3)을 1M 

질산용액에 100mg/l의 농도로 용해한 후 동일 농도의 질산 용액을 

이용하여 희석하였다. 금은 표준용액으로 AAS standard(1000mg/g)를 

이용하였고, 희석은 유로피움과 같이 1.0M 질산용액을 사용하였다. 

팔라듐 표준 용액의 제조: 팔라듐 흡착 실험은 동 제련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액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험하기 위하여 15% 황산용액을 

용매로 사용하였다. 염화팔라듐(Palladium chloride, PdCl2)을 15% 

황산에 1000mg/l 농도로 용해하여 표준 용액을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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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디뮴 표준 용액의 제조: 네오디뮴의 표준 용액은 질산 

네오디뮴을 1000mg/l로 용해시켜 제조한 후 0.1M 질산과 0.1M 

수산화나트륨을 이용하여 pH를 조절하여 실험용액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기존 문헌과의 흡착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pH4로 맞춰 흡착 

실험을 진행하였다. 

3.2.3.2. 실크세리신 비드의 금속이온 흡착 성능 측정  

먼저 각각의 방법으로 준비한 금속 표준용액을 희석하여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흡착 실험을 진행하였다. 희석과정에서 이용한 용매는 

금속의 용해 과정에 사용한 용매와 동일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초기 농도에 따른 흡착 성능 평가는 실크 세리신 비드 1.0g/L, 

금속이온 용액의 농도 10-500mg/L로 24시간 흡착을 진행하였다. 

시간에 따른 흡착 성능 평가는 10분부터 24시간 까지 실크 세리신 비드 

1.0g/L, 금속이온 용액 농도 100mg/L로 실험하였다. 흡착 

성능(adsorption capacity, qe)는 식 (5)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𝑞𝑒 =
𝐶0−𝐶𝑒

𝑀
𝑉 (5) 

이 때, C0와 Ce는 초기와 평형 상태의 금속이온 농도를 뜻하여, V는 

실험 용액의 부피(L), M은 사용한 실크 세리신 비드의 무게(g)를 

의미한다. 모든 흡착 실험은 Batch type형태로 6구 멀티 자석 교반기 

(multi stirrer, JEIO Tech, Seoul, Korea)를 이용하여 회전 속도 180 

rpm, 온도는 25℃로 고정하여 진행하였다. 흡착 전과 후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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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이온 농도는 유도결합 플라즈마 방출 분광기 (Ionductively coupled 

plasma optical emission spectrometer, Thermo Scientific,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2.3.3. 실크 세리신 비드의 금속 흡착 표면 분석 

실크 세리신 비드에 해당 금속이온의 흡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FE-SEM(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IGMA, 

UK)의 EDS분석을 이용하여 표면의 금속이온의 함량을 측정하였다. 

또한 금속이온 흡착 전과 후의 실크 세리신 비드 표면의 화학적 특성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XPS 표면분석장치(X-ray 

Photoemission Spectroscopy (XPS), Sigma probe)를 이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탄소, 산소, 질소 등의 작용기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3.2.3.4. 실크 세리신 비드의 금속이온 탈착 

 실크 세리신 비드를 이용하여 24시간동안 금속이온 농도 100mg/L, 

비드 투여양 1.0g/l로 상온에서 각각의 금속이온을 흡착한 후 탈착 

실험을 진행하였다. 흡착 후 증류수로 비드 표면을 충분히 

수세하였으며 0.1M 질산, 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염산과 thiourea 

혼합용액을 이용하여 15시간 탈착을 진행하였다. 탈착한 금속이온의 

농도는 ICP-AES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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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고찰 

4.1. 실크 세리신 비드 제조 및 특성 

 4.1.1. 실크 세리신 비드 가교 조건 확립 및 내산성 

평가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실크 세리신 비드는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을 이용하여 제조하였다[30]. 일반적으로 실크 세리신은 세린과 

같은 극성 아미노산의 함량이 많아 물에 쉽게 용해될 수 있어 

응용과정에서 대부분 가교 처리를 거친 후 사용하였다. 따라서 금속이온 

흡착제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용액 상에서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최적 가교 조건을 찾고자 하였다. 실크 세리신 비드의 가교에 주로 

사용하는 GA는 pH에 따라 카르복시기 또는 아민기에서 가교가 

진행된다[91, 92]. 가교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작용기는 금속의 흡착 

과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교 정도에 따라 흡착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실크 세리신 비드의 안정성 확보와 동시에 

적절한 양의 반응기를 유지하여야 금속이온 흡착제로써 역할이 

가능하다.  

먼저 GA 2%를 함량으로 고정한 후 가교 시간에 따른 비드의 역학적 

성질을 측정하였다. 반응 시간이 증가할수록 비드의 압축 강도가 점차 

증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그 차이가 유의미하게 크지 

않았다(Figure 7). 이를 통해 GA에 의한 세리신 비드의 가교 반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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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ompressive force of SS beads on different crosslinking 

conditions: (a) various crosslinking time at 2wt % of GA and (b) 

various glutaraldehyde concentration for 2h (mean±SD, 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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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안에 충분히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1시간 안에 비드의 반응 가능한 작용기가 충분히 반응한 

것으로 판단하여 가교 시간을 1시간으로 고정한 후 GA의 농도를 

달리하여 가교를 진행하였다. GA 농도에 따른 실크 세리신 비드의 

역학적 성질을 측정한 결과, 가교제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비드의 압축 

강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ure 7). 이는 GA 농도가 

높을수록 실크 세리신 비드의 내부로 확산 및 침투되는 GA의 양과 

속도가 증가하여 가교가 비드의 내부까지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실크 세리신 비드를 금속이온 흡착제로 활용함에 있어 작용기는 

금속이온과의 상호작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아민기는 주변 

pH 환경에 따라 양성자화와 탈양성자화가 진행되므로 표면전하를 통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금속이온을 흡착할 수 있다. 따라서 GA와 가교 

과정에서 비드 표면의 모든 아민기를 상실할 경우 실크 세리신 비드의 

금속이온 흡착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4-NBA test를 이용하여 

가교 후에 남은 아민기를 확인하였다. 먼저 4-NBA의 농도별 흡광도를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최대 흡수 파장인 264 nm에서 검량 

곡선을 구하였다(Figure 8). 가교 시간에 따라 아민기의 양을 확인한 

결과 2시간까지 아민기의 양이 감소하였으며 이후에는 아민기의 양이 

크게 변하지 않은 것을 통해 2시간 이후에서부터 모든 아민기에서 

반응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였다(Figure 9). GA의 농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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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Calibration curve of 4-nitrobenzaldehy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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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ure 9. Concentrations of free amine groups on the surface of SS 

beads with different crosslinking conditions: (a) various crosslinking 

time at 2wt % of GA and (b) various glutaraldehyde concentration for 

2h (mean±SD,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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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민기의 양을 확인한 결과 GA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아민기의 양이 

감소하며 GA 농도 4% 이상에서는 더 이상 감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4% 이상의 GA 농도에서는 반응 가능한 아민기가 모두 반응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GA의 농도가 1%로 가교한 경우에서는 가교를 하지 

않은 비드의 아민기의 양과 유사한 것을 통해 가교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크 세리신 비드의 

경우 수용액 상에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표면 작용기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며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금속이온 흡착제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일정 이상의 

역학적 성질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미 반응 아민기를 충분히 갖도록 본 

연구에서는 가교 조건을 GA 2%, 1시간으로 고정하였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액에는 금속이온과 함께 다양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금속을 처리하는 공정에서 산성 용액의 이용이 

많아 높은 농도의 산성 물질이 함께 배출된다. 따라서 이러한 가혹 

환경에서의 흡착제로 이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가교조건에 따른 

안정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동일 농도의 산성 용액에 침지시킨 후 

48시간 후의 무게 감소율을 확인한 결과 가교한 실크 세리신 비드의 

무게 감소율이 가교 전 비드에 비해 50% 감소하였다(Figure 10). 특히 

GA 농도 2% 이상에서 가교한 비드의 무게 감소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GA를 사용한 화학적 가교 방법이 

실크 세리신 비드의 안정성을 향상시켰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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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Weight loss of SS beads and crosslinked SS beads on dH2O 

and various acidic solutions: 1.0M H2SO4, 1.0M HCl, 1.0M HNO3 

(mean±SD,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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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실크 세리신 비드의 표면특성 및 이온교환 성능 

금속이온 흡착제에서 제시하는 여러 흡착 기작 중 하나인 이온교환을 

통한 금속이온 흡착이 실크 세리신에서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양이온 및 음이온에 대한 이온교환 성능을 측정하였다. Copper 

bisethylenediamine complex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양이온교환 

능력은 1.25 meq/g의 수치를 나타냈으며, Mohr 방법으로 측정한 

음이온교환 능력의 경우 1.98 meq/g으로 확인하였다(Table 3). 이는 

상용화된 여러 음이온교환 수지 중 Dowex 레진의 성능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였다[93]. 하지만 실크 세리신 비드 역시 

이온교환에 의해 금속이온과 상호작용이 가능하였으며, 양이온에 비해 

음이온에 대한 이온교환 성능이 다소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실크 세리신 비드의 흡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표면의 형태학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FE-SEM을 이용하여 표면을 관찰하였다. 가교 후 

실크 세리신 비드의 표면을 관찰한 결과 Figure 11과 같이 매끈한 

표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표면을 확대하여 관찰한 결과 수 나노 

에서부터 수십 나노미터 크기의 작은 입자의 형태로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입자 간의 사이로 용액과 금속 이온이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황산 용액에서 실크 세리신 비드의 표면구조 변화를 보다 

자세히 관찰하기 위하여 황산 용액에서 침지시간을 다르게 실험한 후 

FE-SEM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Figure 12). 황산 용액에 3시간 

침지시킨 이후부터는 표면에 공극 구조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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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11. FE-SEM images of SS bead after drying: (a) low 

magnification and (b) high mag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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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실크 세리신 비드의 경우 건조 과정에서 매끈한 표면을 

갖지만, 실제로 흡착이 이뤄지는 산성용액의 환경에서 비드 표면의 

일부에서 공극이 형성되어 비드 내부로 흡착 물질이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면에 존재하는 공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확장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ure 12). 또한 비드 표면에 다양한 크기로 

공극이 생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실크 세리신 비드는 매우 다양한 

크기의 공극(heterogeneous pore)이 존재하고, 흡착이 이뤄지는 

산성용액에서 공극이 생성되고 확장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실제 산성용액에서의 흡착과정에서 비드 표면에 공극이 형성되므로 

비드의 비표면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용액 상에서 측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Saers’ method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 비드의 

비표면적은 2.36 m2/g 으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비드의 표면에 공극이 

없는 매끈한 표면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여 얻은 0.026 m2/g에 비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3). 따라서 실크 세리신 비드는 이온이 

내부로 통과할 수 있는 미세공극이 있으며, 실제 흡착과정에서는 이러한 

공극 구조가 산성용액에 의해 더욱 확장되어 큰 비표면적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실크 세리신 비드의 비표면적과 표면 공극 구조의 변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드 내부로 물이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24시간 

동안 15% 황산 용액에 침지한 후 비드의 팽윤율(swelling raio)을 

확인한 결과 약 14%로(Table 3), 물의 이동에 의해 비드 내부로 흡착 

물질이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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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12. FE-SEM images of SS bead immersing in 1M H2SO4 solution 

on various times: (a) 1h, (b) 3h, (c) 6h and (d) 12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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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on exchange capacity, specific area and swelling ratio of SS 

bead 

Ion exchange 

capacity 

Cation exchange(meq/g)a 1.25 

Anion exchange(meq/g)b 1.98 

Specific area 
(m2/g) 

Saer’s method 

(n=3) 
2.36 
±0.23 

Swelling ratioc 
(%) 

- 
13.85 
±5.55 

a: measured by copper bisethylenediamine complex method, 

b: measured by Mohr’s method. 

c: measured after immersing in 1M H2SO4 for 24hour(n=5,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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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 세리신은 단백질이므로 주변 pH에 따라 전하가 달라지며 이로 

인해 정전기적 인력을 통한 금속이온 흡착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크 세리신 비드의 주변 pH에 따른 전하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전하점(point of zero charge)을 측정하였다. 실크 

세리신 비드는 pH 5 이하에서는 양전하 특성(positive charge)를 

보였으며 그 이상의 pH에서는 음전하 특성(negative charge)를 

나타냈다(Figure 13). 따라서 산성용액에서는 아민기에서 양성자화가 

진행되며, 이로 인해 음전하를 갖는 물질과 정전기적 인력에 결합이 

가능하다. 이와 반대로 pH 6이상의 용액에서는 탈양성자화가 진행되며 

양전하의 물질과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결합을 형성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4.1.3. Hard and soft acid-base theory를 이용한 실크 

세리신 비드의 금속 흡착 평가 

실크 세리신 비드가 금속이온 흡착제로서 흡착 가능한 금속이온을 

이론적으로 예측하기 위하여 Hard and soft acid-base theory 의 금속 

분류 체계를 이용하였다. Hard acid 에 속한 대표 금속이온으로는 

유로피움을 선택하였으며, soft acid 에 속한 대표 금속으로는 금을 

선택하였다. 금은 soft 리간드와 결합을 잘 형성하며 유로피움은 hard 

ligand 와 결합이 용이하다. 유로피움과 금은 hard acid 와 soft acid 의 

특성이 잘 나타나는 금속이온으로 리간드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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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Point of zero charge of SS bead, determined by pH drift 

method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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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이용하였다[83, 84]. 먼저 흡착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각의 금속용액을 1M 질산 용액으로 10mg/l 로 희석하여 실험한 결과 

Figure 14 과 같은 흡착 성능을 보였다. 실크 세리신 비드는 유로디품과 

흡착이 일어나지 않았으나 금 이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흡착 

성능을 보였다. 이를 통해 Hard and soft acid base theory 에 의해 실크 

세리신 비드는 금 이온이 속해있는 soft acid 특성의 금속이온을 더 잘 

흡착할 수 있는 soft ligand 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1.3.1. 실크 세리신에 hard ligand의 도입 

앞서 실크 세리신 비드는 soft ligand의 특성이 강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리간드의 특성은 표면에 존재하는 작용기에 의해 차이가 나며, 

새로운 작용기의 도입을 통해 리간드의 특성에 변화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실크 세리신에 hard ligand의 특성을 갖는 인산기를 포함한 

작용기를 붙여 금속이온의 흡착 성능에 변화를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작용기의 변화를 통해 실크 세리신 비드의 리간드 특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한 각각의 그룹에 속한 금속과 리간드가 서로 더 강하게 

상호작용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크 세리신의 아민기에 EDC/NHS 반응을 이용하여 인산기를 

도입하였으며 반응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31P NMR을 이용하였다(Figure 

15). 실크 세리신의 경우 인산에 해당하는 피크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나 개질을 완료한 P-SS 에서는 27.51ppm 에서 인산의 피크가 

확인되었다. 인산화 반응 전과 후의 아미노산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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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Eu(III) and Au (III) adsorption capacity of SS bead (Metal 

concentration: 10mg/l, adsorbent dose: 1.0g/l, 25℃, 180rpm, 1M 

H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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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15. 31P NMR spectra of pure SS and P-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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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한 결과, lysine 의 함량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lysine 의 아민기에서 주로 반응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였다(Table 4). 

또한 인산기가 실크 세리신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분자량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여 GPC 를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그 결과 Figure 16 과 

같이 GPC 그래프의 분포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통해 분자량 분포가 

유사하며, 평균 분자량에서도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Table 5).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실크 세리신의 아민기와 인산기의 반응과정에서 

세리신의 분해에 의한 분자량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산화된 

실크 세리신을 활용하여 비드를 제조한 후 표면전하를 확인한 결과, 

기존의 실크 세리신보다 영전하점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통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흡착성능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Figure 17). 

4.1.3.2. Hard ligand 도입에 의한 금속이온 흡착 성능 

변화 

 인산화에 사용한 4-phosphonobutyric acid 는 주변에 산소를 포함한 

작용기가 존재한다(Figure 10). 인산화에 이용한 작용기는 전기 

음성도가 강한 산소를 포함하고 있어 hard ligand 에 해당한다. 따라서 

인산화 과정을 통해 실크 세리신의 hard ligand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표면전하에서는 그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금속이온 흡착 성능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앞서 실크 세리신의 리간드 성질을 파악하기 위한 흡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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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mino acid composition of SS and P-SS 

Amino acid SS P-SS 

Aspartic acid 17.86 18.44 

Glutamic acid 6.27 6.56 

Serine 32.47 32.55 

Histidine 1.93 1.70 

Glycine 9.38 9.50 

Threonine 8.68 9.25 

Arginine 5.01 5.37 

Alanine 3.70 4.14 

Tyrosine 3.42 4.18 

Valine 3.46 3.54 

Phenylalanine 0.52 0.61 

Isoleucine 0.66 0.78 

Leucine 1.30 1.45 

Lysine 3.33 1.84 

Proline 0.68 0.10 

Total (%)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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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Gel filtration chromatograms of SS and P-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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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number average molecular weight (Mn), polydispersity 

index (PDI) of SS and P-SS. 

 SS P-SS 

Mn 295,014 309,456 

PDI 1.27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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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Point of zero charge of SS bead and P-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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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과 동일하게 금과 유로피움에 대한 흡착을 한 결과 유로피움에 대한 

흡착 성능은 향상되었으며, 반면 금 이온에 대한 흡착 성능은 

감소하였다(Figure 18).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실크 세리신에 hard 

ligand를 도입하여 흡착 성능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또한 Hard and soft 

acid-base theory의 흡착이론을 실크 세리신 비드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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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Eu(III) and Au(III) adsorption capacity of SS and P-SS 

(Qe: weight of adsorbed metal ion onto unit mass of adsorbent, metal 

concentration: 10mg/l, adsorbent dose: 1.0g/l, 25℃, 180rpm, 1M 

H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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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크 세리신 비드의 금 이온 흡착 

 현대의 전자 장치의 발전과 전자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소모된 전자 장치의 폐기물이 매우 많은 양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 장치에는 각종 귀금속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사용하고 난 

전자 제품의 귀금속은 폐액을 통해 버려진다[94]. 특히 귀금속이온은 

매우 고가이므로 회수 및 재활용이 가능할 경우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폐액 내의 높은 금속이온 농도는 생태계의 교란을 

초래할 수 있어 반드시 제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금 이온의 

회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 이온을 

회수하기 위해 시아나이드(cyanide)로 화학적 침전을 이용하지만[95] 

추가로 화학 물질을 투입하므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 이온을 선택적으로 회수할 

수 있으며, 추가 투입되는 화학약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흡착을 금 

이온의 회수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96].  

앞서 실험을 통해 실크 세리신 비드가 soft ligand의 성질이 강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soft acid 중 하나인 금 이온에 대한 흡착 성능이 

우수할 것으로 판단하여 금 이온의 흡착 성능과 기작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4.2.1. pH에 따른 흡착 성능 평가 

본 연구에서 활용한 금 이온은 산성 용액에서 AuCl4
-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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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전하의 성질을 갖고 있으며, 실크 세리신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성 용액에서 양성자화되므로 양전하를 나타낸다. 따라서 금 이온과 

실크 세리신 비드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서로 결합할 수 있다. 이러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흡착의 경우, 용액의 pH를 증가시키면 실크 

세리신의 탈양성자화가 진행되서 표면전하가 음전하로 바뀌게 되어 금 

이온과 실크 세리신 간의 반발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금 이온 용액의 pH를 증가시켜 흡착 성능을 확인한 결과 Figure 19과 

같이 흡착 성능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실크 

세리신 비드는 금 이온을 흡착하는 과정에서 정전기적 인력 이외에 다른 

결합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4.2.2. 금 이온 흡착 후 실크 세리신 비드의 표면 분석 

실크 세리신 비드를 이용하여 금 이온을 흡착한 후 비드의 표면을 

FE-SEM 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Figure 20a). 그 결과 비드의 표면 

및 크기에서 흡착 전 비드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질산 용액에서도 안정적인 금 이온 흡착제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금 이온의 흡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EDS 를 

이용하여 스펙트럼을 측정한 결과 금 피크가 나타났으며(Figure 20b) 

이를 통해 금 이온의 흡착제로 사용 가능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흡착 과정에서 실크 세리신 비드와 금 이온간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XPS 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 80-90eV 사이에서 금에 대한 

피크가 확인이 되어 실크 세리신 비드 표면에 금이 흡착되었음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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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Effect of pH of solution on the Au(III) removal efficiency 

onto SS beads (Metal concentration: 10mg/l, adsorbent dose: 1.0g/l, 

25℃, 1M H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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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FE-SEM image (a) and EDS spectrum(b) of SS beads 

after Au(III) adsorp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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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확인하였다(Figure 21). 질소와 금 영역의 피크를 분리하여 금 

이온이 흡착되며 나타나는 작용기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질소의 영역에서는 흡착 전 399.6 eV(-NH2, -NHCO-)의 아민기에 

해당하는 피크만 확인되었으나 금 이온을 흡착한 비드에서는 피크가 

분리되어 양성자화된 아민기가 추가로 확인되었다(Figure 22). 이를 

통해 아민기가 산성 용액에서 양성자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금 이온과 

정전기적 인력을 형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금 원소에 해당하는 피크의 영역에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피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84.76eV에서 확인된 피크는 3가의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금 이온을 나타내며[97, 98] 흡착한 금의 전체 양 중 

20%를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실크 세리신 비드 표면에 형성된 

양전하에 의해 금 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흡착된 것으로 

생각된다. 나머지 다른 하나의 피크는 83.53 eV에서 측정되었는데 이는 

전체 흡착된 금의 80%를 차지하며 환원된 금 원소로 

판단하였다(Figure 23). 이를 통해서 금 이온의 흡착 과정에서 실크 

세리신이 금 이온을 환원시킨 것으로 판단하였다. Yen Nee Tan 등은 금 

나노 파티클의 제조 과정에 펩타이드를 활용하여 각각의 아미노산이 금 

이온의 환원에 기여하는 역할을 확인을 하였다[99]. 먼저 펩타이드를 

만들 때 히스티딘의 이미다졸 링 고리가 금 이온의 표면에 잘 부착이 

됨으로 XHXHXHX의 형태로 펩타이드를 만들어 각각의 아미노산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금 이온과 결합력이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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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21. XPS spectra of SS bead before adsorption (a) and SS 

bead after Au(III) adsorptio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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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ure 22. N1s XPS spectra of SS before adsorption (a) and SS 

bead after Au(III) adsorptio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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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Au 4f XPS spectra of SS beads after Au(III) adsor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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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노산(cysteine, tyrosine, glycine 등)은 환원력이 약하며, 반대로 

결합력이 약한 아미노산(serine, threonine, proline 등)은 환원력이 

강한 것으로 설명하였다[99]. 따라서 실크 세리신에는 glycine과 

tyrosine의 함량dl 약 11.3%를 차지고 하고 있어 금 이온과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금 이온의 환원력이 높은 serine이 

실크 세리신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어 금 이온이 표면에 환원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통해 금 이온은 실크 세리신 표면에서 이온 

형태로도 존재하며, 동시에 환원된 금 원소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Figure 23에서와 같이 환원된 금 원소가 흡착된 금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금 이온보다 더 많은 양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Figure 19와 같이 pH에 따라 흡착 성능에 

영향이 없는 이유가 금 이온의 환원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2.3. 금 이온 흡착 기작 및 흡착 거동 분석  
 

실크 세리신의 금 이온 흡착 기작과 흡착 거동 분석을 위해 흡착 

시간과 초기 농도를 달리하여 실험을 하였다. Figure 24는 시간에 따른 

금 이온의 흡착 거동을 확인한 결과로 반응 초기에는 흡착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으며, 5시간에서부터는 흡착양의 증가 속도가 점차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금속이온 

흡착에서 주로 활용하는 pseudo-first-order 와 pseudo-second-

order 관계식에 흡착 결과를 대입하여 흡착 기작을 확인하였다. 먼저 

pseudo-first-order은 아래의 식 (6)과 같이 표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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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Effect of contact time on the Au(III) adsorption with SS 

beads (Qe weight of adsorbed metal ion onto unit mass of adsorbent, 

metal concentration: 100mg/l, adsorbent dose: 1.0 g/l, 180rpm,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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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𝑞𝑒 − 𝑞𝑡) = 𝑙𝑜𝑔𝑞𝑒 −
𝑘1

2.303
𝑡  (6) 

이 때 𝑞𝑒 와 𝑞𝑡 는 금 이온에 대한 평형 흡착성능(mg/g) 및 특정 

시간에서의 흡착성능(mg/g)이며, 속도 상수 𝑘1(min-1)은 식 (6)을 통해 

얻는다.  Pseudo-second-order는 식(6)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𝑡

𝑞𝑡
=

1

𝑘2𝑞𝑒
2 +

𝑡

𝑞𝑒
 (7) 

상수 𝑘2는 초기 흡착 속도를 의미하며, 수식 (6)과 (7)을 통해 얻은 

직선 형태의 그래프를 Figure 25로 나타내었으며 수식을 통해 구한 

상수는 Table 6에 표기하였다. Table 6의 R2을 통해 pseudo-first-

order와 pseudo-second-order에서 모두 적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서로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pseudo-first-order는 금속이온과 물리적 결합에 의해 흡착이 될 

경우에 적합한 것인 반면 pseudo-second-order는 화학적 작용에 

의한 흡착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실크 세리신 비드에서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금 이온이 표면에 흡착되며, 이 과정에서 금 

이온이 금 원소로 환원이 진행되므로 물리적 결합에 의한 흡착과 화학적 

결합에 의한 흡착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흡착 

거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초기 금속이온의 농도를 달리하여 금 이온을 

흡착하여 등온 흡착 곡선을 얻었다(Figure 26). 일반적인 금속이온 

흡착제의 등온 흡착 고선과 달리 초기 농도가 증가할수록 흡착량이 최대 

지점에 도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흡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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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Kinetic parameters of Au(III) adsorption onto SS bead 

C
0
 

(mg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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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udo-First-Order Pseudo-Second-Order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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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53 8.82 0.970 0.0015 13.30 0.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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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ure 25. Linear plot of pseudo-first-order (a) and pseudo-

second-order (b) kinetics model of Au(III) adsorption onto SS 

be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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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Effect of the initial Au(III) concentration on the 

equilibrium Pd(II) ion adsorption capacity of SS beads in 24 hours 

and fitted curves with Langmuir and Freundlich isotherm models to 

the experimental data(Qe: weight of adsorbed metal ion onto unit 

mass of adsorbent, Ce: equilibrium concentration of metal solution, 

metal concentration: 25-500mg/l, adsorbent dose: 1g/l,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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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환원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금속이온 흡착 분야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Langmuir 

isotherm과 Freundlich isotherm을 이용하여 흡착 거동을 확인하였다. 

Langmuir isotherm은 먼저 금속이온의 흡착이 흡착제 표면 전체에서 

균일하게 단일 층으로 형성되며 흡착된 금속간의 상호작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 Langmuir isotherm model은 식 

(8)과 같다.  

𝑞𝑒 =
𝑞𝑚𝐾𝐿𝐶𝑒

1+𝐾𝐿𝐶𝑒
 (8) 

 𝑞𝑒는 금 이온에 대한 solid phase equilibrium 을 의미하며 𝐶𝑒는 용액 

상의 평형 금 이온의 농도, 𝑞𝑚은 흡착제 표면의 단일 층으로 흡착한 금 

이온의 농도, 마지막으로 Langmuir isotherm의 상수인 𝐾𝐿 은 흡착의 

자유 에너지와 관련이 있다.  

Freundlich isotherm은 흡착제 표면에서 단일 층의 고른 형태가 아닌 

다양한 영역에서 흡착이 진행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Freundlich 

isotherm은 식 (9)로 나타내었다. 

𝑞𝑒 = 𝐾𝑓𝐶𝑒

1
𝑛⁄
 (9) 

식 (9)의 Kf는 Freundlich 상수 또는 흡착 용량 상수(mg/g)를 

의미하며 1/n은 Freundlich exponent로서 n 값의 경우 흡착의 

불균일성(heterogeneity)에 따라 달라진다. Figure 27는 식 (8)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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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ure 27. Linear plot of Langmuir (a) and Freundlich isotherms (b) 

of Au(III) adsorption on SS b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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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에 금 이온 흡착 결과를 대입하여 그린 직선 형태의 그래프로 

isotherm model을 통해 얻은 상수 값을 Table 7에 나타냈다. 두 흡착 

거동을 비교한 결과 금 이온의 흡착에서는 Freundlich isotherm에 더욱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흡착과 환원이 

모두 금 이온의 제거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실크 세리신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은 그 특성에 따라 흡착과 환원에 작용하는 역할이 다르므로 

표면 전체에서 동일하게 흡착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금 

이온의 흡착은 아미노산의 양성자화된 아민기에서 진행되며, 환원은 

세린 등의 수산화기에서 아래와 같은 반응에 의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𝐴𝑢𝐶𝑙4
− + 3R − OH → 𝐴𝑢0 + 3R = O + 3𝐻+ + 4𝐶𝑙−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금 이온의 흡착 거동을 Figure 28와 같이 

나타내었다.  

4.2.4. 금 이온의 탈착  

 실크 세리신 비드에 흡착된 금 이온을 제거하기 위한 탈착 실험을 

통해 흡착제의 재사용 가능성 대해 확인하였다. 금속이온 흡착제의 주요 

탈착제를 실크 세리신 비드에 적용하여 비교한 결과 염산과 thiourea 를 

혼합한 용액에서 흡착한 금의 약 40%를 탈착하였다. 이는 여러 

탈착제중 가장 높은 효율을 나타냈으며 반면 수산화나트륨을 이용한 

경우 약 5%의 매우 낮은 탈착 효율을 보였다(Figure 29). Xinqing 

Chen 등은 실크 세리신과 금 이온의 흡착 기작을 단순한 정전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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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Isotherm constant and correlation coefficients of Au(III) 

adsorption onto SS bead 

Equilibrium model parameters SS 

Langmuir isotherm 

Q
m 

(mg/g) 14.13 

K
L 
(L/g) 0.045 

R
2 0.7062 

Freundlich isotherm 

K
F
 (L/g) 0.712 

n 1.54 

R
2 0.8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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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Possible interaction mechanisms between SS bead and 

Au(III) ions: (a) electrostatic interaction and (b)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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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9. Effect of various desorption agent on Au(III) desorption 

efficiency in SS be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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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만으로 설명하였다[69]. 이러한 경우 강염기인 수산화나트륨을 

이용하여 금 이온의 탈착을 시도하면 실크 세리신의 표면전하가 

음전하로 변화하여 금 이온의 대부분이 탈착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수산화나트륨에서 탈착 효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금 원소로 환원되어 탈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DTA 역시 

금속과 착화물을 형성하는 효과적인 탈착제이나 이 역시 실크 세리신 

비드에서는 대부분 환원된 금 원소로 존재하므로 매우 낮은 탈착 효율을 

보였다. 탈착제 중 가장 높은 효율을 보인 염산과 thiourea 는 일부 

환원된 금을 다시 이온 형태로 만들어 탈착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Cao 

등은 thiourea 를 금 나노 입자에 넣어 금 나노 입자가 갖는 흡광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98]. ㅊ매등은 이러한 결과를 금 나노 

입자가 thiourea 에 의해 산화되고 염산과 반응하여 다시 이온형태로 

만들어져 침출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크 

세리신 비드에 의해 환원된 금 원소의 일부를 thiourea 가 산화시켜 

다시 이온 형태로 탈착시킨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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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실크 세리신 비드의 팔라듐 이온 흡착 

 팔라듐 이온은 백금, 로듐, 레늄과 같은 백금족 원소의 하나로 정유 

산업, 자동차의 촉매, 장신구, 의약 산업 등에 이용되고 있다[100, 101]. 

한편 오늘날 핵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 핵 연료의 운전 

과정에서 팔라듐 또는 팔라듐 복합체가 다량 발생하고 있다[102, 103]. 

또한 동 제련 공정에서도 구리와 각종 유가 금속을 추출한 후 방류하는 

폐액에 팔라듐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팔라듐은 1kg당 2만달러 이상의 매우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는 팔라듐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하고 난 이후의 팔라듐을 폐액으로부터 분리하여 재사용할 

경우 많은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팔라듐의 분리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화학적 침전 

방법이다. 하지만 화학적 침전 방법은 침전을 위해 첨가하는 화학 

물질의 양이 많고, 반응이 느리며, 많은 노동력을 투입해야 하는 단점이 

존재한다[104]. 이와 같은 단점을 흡착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팔라듐 

이온 흡착제로 실크 세리신 비드를 이용하였다. 실크 세리신 비드는 

앞서 확인 바와 같이 soft metal에 대한 흡착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soft metal에 포함된 팔라듐 이온에 대해 흡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동 제련 공정에서 높은 농도의 

황산이 폐액으로 버려지는데 이러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15% 

황산 용액에서 흡착 성능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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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팔라듐 이온의 흡착 및 흡착 후 실크 세리신 

비드의 표면분석 

  Figure 30a와 b는 실크 세리신 비드의 팔라듐 이온 흡착 전·후의 

모습이다. 실크 세리신 비드의 표면이 팔라듐 이온 흡착에 의해 표면이 

광택을 띄는 은색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비드의 표면을 자세하게 

관찰하기 위하여 FE-SEM을 이용해서 흡착 후에도 매끄러운 표면을 

확인하였다(Figure 30). 이를 통해 팔라듐 이온이 표면에 비교적 균일한 

형태로 흡착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부도체의 

표면을 FE-SEM으로 관찰하기 위해서는 백금 코팅을 하지만 팔라듐 

이온이 흡착된 비드의 경우 약한 전도성을 갖고 있어 백금 코팅을 하지 

않고 표면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EDS분석을 통해 표면에 흡착된 

원소를 확인한 결과 팔라듐에 대한 피크가 확인되었다(Figure 31).  

 실크 세리신의 작용기와 팔라듐 이온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해 

XPS를 이용하였다(Figure 32). 팔라듐 이온을 흡착한 비드에서는 또한 

앞서 질소 영역에서 흡착 전에는 아민기를 나타내는 399.6eV(-

NH2)에서만 확인되었으나 흡착 후에는 양성자화된 아민기를 의미하는 

401.47eV(-NH3
+)의 피크가 새롭게 확인되었다(Figure 33). 이를 

통해 흡착과정에서 아민기가 양성자화되어 PdCl2- 형태로 음전하를 

갖는 팔라듐 이온과 정전기적 인력을 형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Figure 34). 또한 팔라듐 피크의 영역을 확인해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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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30. Optical and FE-SEM images of SS beads before 

adsorption (a) and SS bead after Pd(II) adsorptio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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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31. EDS spectrum of SS beads before adsorption (a) and after 

Pd(II) adsorptio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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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32. XPS spectra of SS before adsorption (a) and SS bead after 

Pd(II) adsorptio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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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ure 33. N1s XPS spectra of SS before adsorption (a) and SS bead 

after Pd(II) adsorption (b). 

 



 

 93 

 

 

 

 

346 344 342 340 338 336 334

800

850

900

950

1000

1050

C
o

u
n

ts
/S

e
c

Binding energy (eV)

   SS/Pd_Pd3d

 PdCl
4

2-

 Pd(0)

 
 

Figure 34. Pd 3d XPS spectra of SS bead after Pd(II) adsor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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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14 eV에서 팔라듐 할라이드를 나타내는 피크가 확인되었다[105]. 

이는 PdCl4
2-가 비드 표면에 흡착되어 나타난 결과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흡착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때 팔라듐 이온의 양은 흡착된 

팔라듐의 65.21%를 차지하였다. 또한 335.68 eV에서 나타나는 피크는 

환원된 팔라듐을 의미하며 흡착된 팔라듐의 34.78%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06, 107]. 이를 통해 실크 세리신이 금 흡착과 마찬가지로 

팔라듐의 환원에 작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팔라듐 흡착의 경우, 

환원된 팔라듐 원소의 비율이 더 적고, 이온 형태로 흡착된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팔라듐 이온은 실크 세리신 비드와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흡착이 더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였다.  

4.3.2. 팔라듐 이온 흡착 기작 및 흡착 거동 분석 

금 이온의 흡착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팔라듐 이온에 대한 흡착 기작 

및 흡착 거동을 확인하였다. 시간에 따른 흡착 실험 결과 흡착 초기 

단계에서는 흡착이 빠르게 진행되어 흡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흡착 속도가 둔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ure 35). 

흡착 기작을 확인하기 위해 pseudo-first-order와 pseudo-second-

order의 흡착 모델에 적용하여 Figure 36과 Table8으로 정리하였다. 

Table 8에서 제시한 R2 값은 두 흡착 속도 이론에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앞서 금 이온의 흡착과 같이 물리적 흡착과 

화학적 흡착이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금속이온의 흡착 속도는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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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Effect of contact time on the Pd(II) adsorption with SS 

beads (Qe: weight of adsorbed metal ion onto unit mass of adsorbent, 

metal concentration: 100mg/l, adsorbent dose: 1.0 g/l, 180rpm,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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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 Linear plot of pseudo-first-order (a) and pseudo-

second-order (b) kinetics model of Pd(II) adsorption on SS be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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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Kinetic parameters of Pd(II) adsorption onto SS bead 

C
0
 

(mgL
-1
) 

Pseudo-First-Order Pseudo-Second-Order 

100 

K
1 

(min
-1
) 

Q
e
 

(mgg
-1
) 

R
2 

K
2
  

(g mg
-1
 

min
-1
) 

Q
e
 

(mgg
-1
) 

R
2 

0.1928 16.595 0.988 0.0103 20.924 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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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착 속도를 여러 구간에 걸쳐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실크 세리신 

비드의 경우 Morris와 Weber가 제시한 intra-particle diffusion 

model에 의해 속도가 결정됨을 크롬 이온 흡착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73]. Intraparticle diffusion model은 식 (10)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𝑞𝑡 = 𝑘𝑎𝑑𝑡
1

2⁄ + 𝐶  (10) 

식 (10)의 kad는 흡착제 내부로 이동되는 속도 상수를 의미하며, 상수 

C는 흡착제 외부의 확산에 영향을 받는 값으로 외부의 흡착물질에 의해 

형성되는 막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증가하는 값이다. 또한 수식을 통해 

직선형태의 그래프를 얻었을 때 여러 직선으로 표현이 가능할 경우 이는 

여러 단계에 걸쳐 흡착이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Figure 37과 같이 

비드의 팔라듐 이온 흡착 과정은 크게 두 구간으로 나눌 수 있었다. 

먼저 초기에 흡착이 표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구간으로 실크 세리신 

비드 표면의 작용기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팔라듐 이온이 흡착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면에 팔라듐 이온이 균일하게 모두 흡착 일어난 

이후 팔라듐 이온은 점차 흡착제 표면에서 내부로 확산이 이뤄지는 

것으로 생각하였다(Figure 38). 따라서 실크 세리신 비드의 표면에서 

모두 흡착이 일어난 이후에는 비드의 내부까지 팔라듐 이온이 도달할 

것으로 생각하여 12시간과 24시간동안 흡착을 진행한 비드의 단면을 

FE-SEM으로 확인하였다(Figure 39). 먼저 12시간과 24시간 사이의 

단면에서 형태학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를 통해 황산 용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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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 Plot of the intraparticle diffusion model simulation of 

Pd(II) adsorption on SS b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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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Schematic diagrams of intraparticle diffusion model for 

Pd(II) adsorption onto SS bead. 

  



 

 101 

 

 

 

 

(a) 

 

(b) 

Figure 39. FE-SEM images and EDS spectrum of cross-section of 

SS bead after Pd(II) adsorption in 12h (a) and 24h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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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침지되어 흡착을 진행하여도 안정성에서 큰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실크 세리신 비드의 내부로 팔라듐 

이온이 확산에 의해 이동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비드 단면의 

중심부에서 EDS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Figure 39). 그 결과 12 시간 

흡착한 실크 세리신 비드에서는 팔라듐의 양이 전체 이온의 0.01%를 

차지한 반면 24 시간 흡착이 진행된 이후의 실크 세리신 비드에서는 

9.27%까지 팔라듐 원소의 양이 증가하였다(Table 9).  

이와 같이 비드 내부로 흡수에 의해 이동한 팔라듐 이온이 실크 

세리신 비드와 결합을 형성하고 유지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팔라듐 

흡착 후 증류수에서 24 시간동안 교반을 진행하였다. 실크 세리신 

비드의 공극으로 용액과 함께 팔라듐을 흡수한 후, 팔라듐이 실크 

세리신과 흡착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증류수 교반 과정에 대부분 다시 

빠져나올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흡착 직후의 비드와 흡착 후 

24 시간 증류수에서 교반한 비드를 각각 고온의 6M 염산 용액에 

용해하여 팔라듐 농도를 확인하였다(Figure 40). 그 결과 증류수 처리 

후에도 팔라듐의 농도가 비슷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흡수에 

의해 이동한 팔라듐이 실크 세리신 비드와 결합을 형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의 이동에 의해 흡수된 

팔라듐은 실크 세리신 비드 내부에 결합을 형성하여 팔라듐의 흡착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초기 팔라듐 이온의 농도에 따른 흡착 거동을 확인하였다. 

Figure 41에서처럼 초기 금속이온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실크 세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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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Atomic percentage of cross-section of SS beads on Pd (II) 

adsorption in 12h and 24h 

Atom 
(norm. wt%) 

12 h 24 h 

C 56.60 47.50 

N 17.57 - 

O 24.17 20.35 

S 1.65 22.88 

Pd 0.01 9.27 

Total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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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0. Weight of adsorbed Pd( II) onto  unit mass of SS bead 

after adsorption and after 24h desorption in dH2O. 

 

  



 

 105 

 

 

 

0 100 200 300 400 500

0

10

20

30

40

50  Q
exp

C
e
 (mg/L)

 Langmuir

 Freundlich

 BET

 

Figure 41. Effect of the initial Pd(II) concentration on the equilibrium 

Pd(II) ion adsorption capacity of SS beads in 24 hours and fitted 

curves with Langmuir, Freundlich and BET isotherm models to the 

experimental data(Qe: adsorption capacity of adsorbent, Ce: 

equilibrium concentration of metal solution, metal concentration: 25-

500mg/l, adsorbent dose: 1g/l, 180rpm,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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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드 1g에 흡착하는 팔라듐 이온의 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금 이온의 초기 금속이온 농도에 따른 흡착 거동 

분석에 이용했던 Langmuir isotherm과 Freundlich isotherm model에 

대입하여 흡착 거동을 확인하였다. Figure 42와 Table 10은 

등온흡착식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직선 형태의 그래프와 상수를 

정리하였다. 실크 세리신 비드의 경우 금 이온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Freundlich isotherm model에 더 적합한 것을 Table 10의 R2 값으로 

확인하였다. 팔라듐 이온의 흡착은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흡착과 

단백질의 작용기에 의한 팔라듐 원소로의 환원 반응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이러한 차이로 인해 Freundlich isotherm에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금속이온의 흡착 거동을 예측할 때 batch type의 흡착 실험일 경우 

앞서 설명한 두 모델 외에도 BET isotherm을 자주 사용한다. 특히 

일반적인 BET isotherm model은 금속이온이 흡착제 표면에서 여러 

층으로 쌓여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식 (11)로 표현이 가능하다. 

𝐶𝑒

(𝐶𝑠−𝐶𝑒)
= (

1

𝐵𝑄
) + (

𝐵−1

𝐵𝑄
)(

𝐶𝑒

𝐶𝑠
) (11) 

 이 때, Cs는 금속이온과 같은 흡착 물질의 포화 농도(mg/g)를 

나타내며, Q는 흡착제의 단위 물질당 표면에 부착 단일 층으로 모두 

흡착 했을 때의 흡착양(mg/g), 마지막으로 B는 표면에서 발생하는 두 

물질의 상호작용 의해 결정되는 BET 상수를 뜻한다. 수식 (11)에 실험 

결과를 적용하여 얻은 그래프와 상수를 통해, BET 모델에서도 유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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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Linear plot of Langmuir (a), Freundlich (b) and BET (C) 

isotherms of Pd(II) adsorption onto SS bead. 



 

 108 

 

 

 

 

 

Table 10. Isotherm constant and correlation coefficients of Pd(II) 

adsorption onto SS bead in 24h 

Equilibrium model parameters 24h 

Langmuir isotherm 

Q
m 

(mg/g) 33.63 

K
L 
(L/g) 0.015 

R
2 0.9297 

Freundlich isotherm 

K
F
 (L/g) 1.18 

n 1.707 

R
2 0.9705 

BET isotherm 

Q (mg/g) 32.25 

B (g/mg) 13.4 

R
2 0.9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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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반적인 BET 모델의 경우 흡착제 

표면에 흡착이 일어난 후 흡착 물질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다층으로 

흡착층이 형성된다. 하지만 실크 세리신 비드의 경우 비드 표면에 흡착 

가능한 작용기에 모두 팔라듐 이온이 흡착한 이후에는 다층으로 

증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다. 앞서 확인한 intra-particle 

diffusion model 에 의하면, 팔라듐 이온이 비드 표면에 모두 흡착한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확산에 의해 비드의 내부에서 흡착이 이뤄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거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등온 흡착 실험을 

9 시간만 진행한 후 흡착 거동을 확인하였다. 이때 설정한 9 시간은 

Figure 38 의 intraparticle diffusion model 에서 흡착속도가 일정한 

구간으로 비드 표면에 팔라듐 이온이 모두 결합할 때 필요한 시간을 

의미한다. 9 시간동안 흡착한 결과 Langmuir isotherm model 에 매우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반면 Freundlich isotherm model 의 경우 

24 시간 흡착 진행했을 때와 달리 그 유사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43-44, Table11).  

이와 같은 실험을 통해 실크 세리신 비드가 팔라듐 이온을 흡착하는 

거동을 Figure 45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처음 실크 세리신 비드가 

팔라듐 이온이 용해되어 있는 황산 용액에 침지되면 실크 세리신의 

아민기가 양성자화된다. 따라서 음전하를 갖는 팔라듐 이온과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실크 세리신 표면에서 팔라듐 이온의 흡착이 진행된다. 

초기 9시간동안 비드 표면의 작용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팔라듐 이온을 

흡착한 후 실크 세리신 비드 내부로 팔라듐 이온이 확산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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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 Effect of the initial Pd(II) concentration on the equilibrium 

Pd(II) ion adsorption capacity of SS beads in 9 hours and fitted 

curves with Langmuir and Freundlich isotherm models to the 

experimental data (Qe: weight of adsorbed metal ion onto unit mass 

of adsorbent, Ce: equilibrium concentration of metal solution, metal 

concentration: 25-500mg/l, adsorbent dose: 1g/l,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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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ure 44. Linear plot of Langmuir (a) and Freundlich (b) isotherms 

Pd(II) adsorption onto SS bead in 9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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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Isotherm constant and correlation coefficients of Pd(II) 

adsorption onto SS bead in 9h 

Equilibrium model parameters 9h 

Langmuir isotherm 

Q
m 

(mg/g) 25.26 

K
L 
(L/g) 0.03 

R
2 0.9826 

Freundlich isotherm 

K
F
 (L/g) 3.061 

n 2.81 

R
2 0.7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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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Schematic diagrams of Pd(II) adsorption onto SS bead: (a) 

electrostatic interaction between Pd(II) ions and SS bead, (b) 

diffusion to inner part and reduction from Pd(II) to P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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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실크 세리신 비드의 내부까지 

팔라듐 이온이 확산되어 흡착이 진행된다. 이러한 흡착 과정에서 실크 

세리신의 아미노산에 의해 팔라듐 이온이 팔라듐 금속으로 환원 반응이 

진행된다. 팔라듐 이온의 경우 특정 아미노산에 의해 환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보고된 바가 있으며[108], 여러 아미노산 중 특히 세린와 

타이로신의 수산화기에 의해 환원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108, 109]. 

또한 팔라듐 이온은 아민기에 의해서도 환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으며[110, 111], 단백질이 갖는 아민기와 배위결합을 

형성함으로써 환원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였다[110]. 따라서 실크 

세리신 비드가 갖는 아민기, 수산화기에 의해 복합적으로 환원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4.3.3. 팔라듐 이온의 탈착 및 회수 

앞서 금 이온에서와 같이 팔라듐 이온을 흡착한 비드에서 팔라듐 

이온을 제거하기 위해 탈착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ure 4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금 이온과 동일하게 염산과 Thiourea의 혼합 용액에서 가장 

높은 탈착 효율을 보였다. 반면 수산화나트륨과 EDTA를 이용한 

경우에는 금 이온에서와 달리 약 40%가량의 비교적 높은 탈착 효율을 

보였다. 이를 통해 실크 세리신 비드에서 금과 팔라듐 이온의 흡착 

기작은 서로 비슷하나 그 비율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금 

이온의 경우 상대적으로 환원이 용이한 특성에 의해 정전기적 반발력을 

의해 흡착된 대부분이 환원되어 금 원소로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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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 Effect of various desorption agent on Pd(II) desorption 

efficiency in SS be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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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화나트륨을 이용하여 정전기적 반발력을 형성시키거나 또는 

EDTA 를 이용하여 킬레이트를 형성시켜 환원된 금 원소를 제거할 수 

없었다. 반면 팔라듐 이온은 앞서 Figure 34 에서와 같이 팔라듐 이온 

형태로 흡착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로 인해 수산화나트륨과 

EDTA 로 탈착 효율이 금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동일한 soft metal 에 속한 금속이온임에도 금속이 갖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흡착 기작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크 세리신 비드에 흡착된 팔라듐 이온을 탈착제를 이용한 방법 외에 

고체 형태로 얻기 위해 소결을 진행하였다. 600℃에서 6시간동안 

소결하여 실크 세리신을 제거한 결과 붉은 색의 파우더를 얻었다. 

불근색 파우더의 입자의 모양과 원소의 함량을 FE-SEM과 EDS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Figure 47, Table 12). FE-SEM을 통해 미세한 

입자를 확인하였으며 EDS 스펙트럼에서 강한 팔라듐 피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함량의 49.48%를 팔라듐이 차지하고 있으며 산소와 

결합된 형태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소결을 통해 얻은 파우더의 열 분해 

거동 분석을 확인한 결과 645℃부터 약 14.5%의 무게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48). 이는 팔라듐 산화물의 용해 및 열 분해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진 온도에 근접하였으며 이를 통해 팔라듐 

산화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실크 세리신 비드의 열 

분해 거동 과정과 비교하였을 때, 1000℃까지 지속적으로 비드의 

무게감소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소결 과정을 거쳐 얻은 

파우더 내에 일부 제거되지 못한 세리신이 존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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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igure 47. Optical image (a), FE-SEM image (b), and EDS spectrum 

(c) of sintered powder after Pd(II) adsorption onto SS b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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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Atomic ratio of sintered Pd powder measured by EDS 

analysis 

Atom 
(norm. wt%) 

Sintered powder 

C 3.30 

O 47.22 

Pd 49.48 

Total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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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8. TGA curves of SS bead and sintered powder after Pd(II) 

adsorption onto SS b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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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실크 세리신 비드의 팔라듐 이온에 대한 선택적 

흡착 

 오늘날 작용기를 도입한 실리카 또는 고분자 비드 흡착제의 경우 

특정 금속이온에 대한 선택성이 그리 높지 않다. 따라서 선택적 흡착이 

가능한 흡착제의 경우 활용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크 

세리신 비드의 경우 다양한 아미노산에 의해 독특한 화학적 구조를 갖고 

있어 이로 인해 팔라듐 이온에 대한 선택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동 제련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액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황산 폐액 내에 포함된 금속이온을 용해하여 실험하였다. 다양한 

금속원소 중 구리의 경우 팔라듐 이온의 흡착 결합을 방해할 수 

있으며[104], 또한 팔라듐 이온과 성질이 비슷한 레늄, 로듐 등을 같이 

혼합하면 팔라듐 이온의 흡착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하지만 Figure 49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실크 세리신 

비드의 팔라듐 이온에 대한 흡착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다양한 금속 원소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약 60%가량의 팔라듐 

이온을 실크 세리신 비드를 통해 선택적 흡착 및 제거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실크 세리신 비드가 팔라듐 이온에 대한 높은 선택적 흡착 

성능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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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9. The effect of diverse metal ions adsorption along with 

Pd(II) onto SS b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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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실크 세리신 비드의 네오디뮴 이온 흡착 

네오디뮴은 희소금속(또는 희토류)에 속하는 원소로 란탄족 계열에 

포함되어 있다[9, 112]. 희소금속은 네오디뮴을 비롯하여 세륨, 

유로피움, 디스프로시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의 산업에 활용되고 있다[113]. 특히 네오디뮴은 자성이 

강한 영구자석에 다량 함유된 원소로, 모터 발전기, MRI 장치, 통신기기 

등에 이용되고 있으며[112], 최근에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생산이 증가됨에 따라 전기 모터에 포함되어 네오디뮴에 대한 수요가 

더욱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네오디뮴의 재활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네오디뮴을 포함한 희소금속은 중국에서 전세계 

90%를 생산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 역시 상당한 양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한번 활용한 네오디뮴을 분리하여 재사용하는 방법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핵 연료 산업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방사성 폐기물의 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양의 희토류 금속들이 포함되어 

배출되고 있다[114]. 특히 네오디뮴이 속한 란탄족 계열의 원소는 

포유류의 칼슘 이온 채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다양한 효소의 기작에 

방해를 하여 건강상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4]. 희소금속을 포함한 폐기물이 생태계에 축적이 지속 될 경우 

먹이사슬에 의해 축적되어 생태계에 더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네오디뮴의 분리 및 제거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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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까지 이러한 희소 금속은 금속이온간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매우 유사하여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회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며 흡착, 이온교환, 화학적 침전, 증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제거 

및 회수를 위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10].  

4.4.1. pH에 따른 흡착 성능 평가 

 먼저 실크 세리신 비드의 네오디뮴에 대한 흡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pH 환경에 따른 흡착 성능을 확인하였다. 네오디뮴의 경우 앞서 

사용한 금 또는 팔라듐 이온과는 달리 pH에 따라 음이온과 복합체를 

형성하지 않으며 3가의 양이온 상태로 존재한다. 네오디뮴은 Figure 

50과 같이 pH가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양이 제거되었다. pH가 

증가할수록 실크 세리신 비드의 표면전하가 음성으로 변하여 많은 양의 

네오디뮴 양이온을 흡착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실제로 pH 7에서 흡착 

효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pH 4와 pH 7에서 네오디뮴 흡착 과정에서 

용액의 pH 변화를 확인한 결과, pH 4에서는 Figure 51a와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크 세리신의 수소화에 의해 pH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네오디뮴이 포함되지 않은 용액과 비교했을 때, pH 증가 

속도가 네오디뮴에 의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51b). 반면 

pH 7에서는 실크 세리신의 탈양성자화가 진행되는데, 그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pH가 감소하였다. 이 경우 네오디뮴 이온이 포함된 

용액에서는 pH의 감소 속도가 더 빠른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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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0. Effect of pH of solution on Nd (III) removal efficiency onto 

SS be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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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ure 51. Effect of contact time on changing of pH in blank solution 

and Nd(III) solution in adsorption onto SS bead: (a) in pH 4 and (b) 

in pH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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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은 네오디뮴이 수소 이온과 실크 세리신 작용기간의 

경쟁하기 때문에 나타난다(Figure 52). pH 4 용액에서 실크 세리신은 

탈양성자화되며 수소 이온을 소모하므로 점차 pH 가 증가한다. 이 

과정에서 네오디뮴이 수소 대신 흡착되므로 소모되는 수소 이온의 양이 

감소하여 pH 증가 폭이 감소한다. 이와 반대로 pH 7 용액에서는 실크 

세리신의 양성자화에 의해 수소 이온이 증가하여 점차 pH 가 감소한다. 

네오디뮴이 포함된 용액에서는 네오디뮴이 탈양성자화를 촉진하여 pH 

감소 폭이 증가하였다.  

4.4.2. 네오디뮴 이온의 흡착 후 실크 세리신 비드의 

표면 분석 

Figure 53a 는 네오디뮴을 흡착한 실크 세리신 비드의 표면을 FE-

SEM 을 이용하여 확인한 결과이다. 비드 표면에 네오디뮴 원소가 잘 

흡착되어 있는 것을 EDS 스펙트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53b). 실크 세리신 비드가 네오디뮴을 흡착하는 과정의 표면특성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앞서 진행한 바와 같이 XPS 를 이용하였다. 

Figure 54 와 같이 흡착 후 네오디뮴에 대한 피크가 나오는 것을 통해 

흡착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네오디뮴은 앞서 실험한 금 

또는 팔라듐과 달리 이온교환에 의해 흡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982.96 eV 에서 확인된 피크는 네오디뮴이 산화된 Nd2O3 으로 

확인되었다(Figure 55)[115]. 네오디뮴은 대기 중의 산소와 쉽게 

산화물이 형성하므로 흡착된 네오디뮴 원소가 대기 중에서 산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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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52. Possible interaction mechanisms between SS bead and 

Nd(III) ions: (a) inhibition of protonation in pH 4 and (b) 

Enhancement of deprotonation in pH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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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53. FE-SEM image (a) and EDS spectra (b) of SS beads after 

Nd(III) adsor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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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4. XPS spectra of SS before adsorption (a) and SS bead after 

Nd(III) adsorptio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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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5. Nd3d XPS spectra of SS bead after Nd(III) adsor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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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산화물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4.4.3. 네오디뮴 이온의 흡착 기작 및 흡착 거동 

네오디뮴 이온에 대한 흡착 거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앞서 두 금속에서 

진행했던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시간에 따른 흡착 거동을 분석한 

결과 pseudo-second-order model에 가장 유사한 것으로 파악 

하였다(Figure 56-57, Table 13). 이를 통해 수소 이온과 네오디뮴 

간의 경쟁에 의해 흡착되므로 화학적 흡착에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농도에 따른 흡착 거동을 분석한 결과 Langmuir isotherm에 가장 

적합한 것을 확인하였으며(Figure 58-59, Table 14), 실크 세리신 비드 

표면에 존재하는 작용기에서 수소와 경쟁에 의해 흡착이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비드 표면에 존재하는 리간드와 모두 결합이 

일어난 이후에는 더 이상의 흡착이 발생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해 

흡착양이 금 또는 팔라듐에 비해 낮은 농도에서 한계에 도달하여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4.4.4. 네오디뮴 이온의 탈착 

실크 세리신 비드를 이용하여 네오디뮴 이온을 흡착한 후 다양한 

탈착제를 이용하여 네오디뮴을 탈착하였다. 앞서 흡착 실험을 했던 금 

또는 팔라듐과는 달리 염산 또는 질산과 같은 산성 용액에서 약 80%에 

가까운 탈착 효율을 보였다(Figure 60). 이를 통해 네오디뮴의 경우 

수소이온간의 경쟁에 의해 실크 세리신 비드와 흡착하는 것으로 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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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6. Effect of contact time on the Nd(III) adsorption with SS 

beads (Qe: weight of adsorbed metal ion onto unit mass of adsorbent, 

metal concentration: 100mg/l, adsorbent dose: 1.0 g/l,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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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7. Linear plot of pseudo-first-order (a) and pseudo-

second-order (b) kinetics of Nd(III) adsorption onto SS be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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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Kinetic parameters of Nd(III) adsorption onto SS bead 

C
0
 

(mgL
-1
) 

Pseudo-First-Order Pseudo-Second-Order 

100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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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
 

(m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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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2
  

(g m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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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Q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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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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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62 6.033 0.8928 0.00072 11.264 0.9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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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8. Effect of the initial Nd(III) concentration on the 

equilibrium Nd(III) ion adsorption capacity of SS beads in 24 hours 

and fitted curves with Langmuir and Freundlich isotherm models to 

the experimental data (Qe: weight of adsorbed metal ion onto unit 

mass of adsorbent, Ce: equilibrium concentration of metal solution, 

metal concentration: 25-500mg/l, adsorbent dose: 1g/l, 25℃, 2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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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ure 59. Linear plot of Langmuir (a) and Freundlich (b) isotherms 

of Nd(III) adsorption onto SS b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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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Isotherm constant and correlation coefficients of Nd(III) 

adsorption onto SS bead 

Equilibrium model parameters Nd (III) 

Langmuir isotherm 

Q
m 

(mg/g) 12.08 

K
L 
(L/g) 0.3873 

R
2 0.9837 

Freundlich isotherm 

K
F
 (L/g) 8.555 

n 14.237 

R
2 0.9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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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0. . Effect of various desorption agent on Nd(III) desorption 

efficiency in SS be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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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흡착된 네오디뮴과 실크 세리신 비드는 강한 산성 용액에 

의해 서로 정전기적 반발력이 작용하여 네오디뮴의 탈착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네오디뮴이 이온교환에 의해 실크 세리신 비드에 

흡착되며, 산성 용액으로 탈착하여 비드의 재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4.4.5. 인산화 실크 세리신 비드의 네오디뮴 흡착 

앞서 실크 세리신에 hard ligand의 도입으로 hard metal과의 흡착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인산화 실크 세리신을 활용하여 

네오디뮴에 대한 흡착 성능을 확인한 결과 약 3배 향상하였다(Figure 

61).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크 세리신 비드에 hard ligand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hard metal에 속한 네오디뮴과의 상호작용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hard ligand의 

도입을 통해 hard metal과 상호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향후 인산화 

실크 세리신 비드를 이용하여 hard metal 흡착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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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1. Nd(III) adsorption capacity of SS and P-SS (Metal ion 

concentration: 100mg/L , adsorbent dose: 1.0g/L, pH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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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실크 세리신과 금속이온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금속이온 

흡착제로서의 응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실크 세리신 

비드의 가교를 통해 산성 용액에서의 안정성 확보와 미 반응 작용기의 

균형을 갖도록 가교 조건을 확립하였다. 또한 금속이온 흡착제로서 실크 

세리신 비드의 특성을 파악하고, 다양한 금속이온 중 특정 금속이온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하여 Hard and soft acid-base 이론을 

통한 분류 체계를 도입하였다. 실크 세리신 비드가 갖는 soft ligand 

특성을 살려 금 이온과 팔라듐 이온에 대한 흡착 성능 및 거동을 

확인하였다. 또한 Hard acid에 해당하는 네오디뮴 이온에 대한 실크 

세리신 흡착 실험을 진행하였다. 각 이온에 대한 흡착 기작과 거동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크 세리신 비드에 GA를 이용하여 가교한 후 역학적 성질과 

미 반응 아민기의 정량을 통해 최적 가교 조건을 확립하였다. GA 2wt%, 

1시간 가교하여 각종 산성 용액에서 안정성을 갖는 비드를 제조하였다. 

둘째, 실크 세리신 비드는 soft ligand의 특성이 우세하며 그로 인해 

soft metal에 해당하는 금속과 더 강한 결합을 형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hard ligand에 해당하는 인산기를 도입하여 hard metal에 대한 흡착 

성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금 이온의 흡착 성능을 확인한 결과 세리신 비드 1g에 금 

40mg 이상 흡착이 가능하였다. 실크 세리신은 금 이온을 정전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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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에 의해 흡착하며, 이 과정에서 금 원소로 환원되었다. 이 때 실크 

세리신 비드에 흡착한 금의 80%가 환원된 금 원소로 존재하였다.  

넷째, 실크 세리신을 이용한 팔라듐 흡착은 세리신 비드 1g에 약 

30mg 가량 흡착이 가능하다. 정전기적 인력과 환원이 동시에 

작용하였으며, 금과 비교했을 때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이온형태로 흡착 

된 양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Intra-particle diffusion 

model을 통해 비드 내부로까지 팔라듐이 흡착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BET isotherm에대한 유사도가 높은 것을 통해 비드 내부로 흡착이 

여러 층으로 이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실크 세리신 비드는 pH에 따라 네오디뮴을 흡착 할 수 

있었다. 또한 hard ligand에 해당하는 작용기로 실크 세리신을 개질하여 

hard metal에 포함된 금속이온의 흡착 성능을 증가시켰다. 네오디뮴에 

대한 흡착 성능은 약 3배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hard ligand는 hare 

metal과 상호작용을 더 잘 형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앞서 제시한 결과와 같이 실크 세리신 비드가 금속이온 흡착제로 

이용하기 위해 여러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금, 팔라듐, 네오디뮴 이온에 

대한 각각의 흡착성능을 파악함으로써 금속이온 흡착제로써 실크 

세리신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실크 세리신 비드와 

금속이온간의 상호작용 연구를 바탕으로 다른 단백질재료와 금 이온간의 

상호작용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실크 

세리신 비드를 이용한 흡착과정에서 금속이온의 환원이 가능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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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금속이온의 흡착과 환원이 동시에 나타나는 단백질 기반 흡착제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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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adsorption behavior of 

gold, palladium and neodymium 

ions on silk sericin be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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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dsorption method is one of the effective way for waste water 

treatment because of their advantages such as low operating cost, 

high efficiency and minimal volume of sludge etc. Nowadays, for 

replacing silica based and polymer-based adsorbent, many 

biomaterials can be attractive as eco-friendly and cost effective 

substitutes. In this study, silk sericin beads were prepared for metal 

ion adsorption and examined the properties and the capability as 

adsorbents. The resistance of SS beads in acidic solution was 

acquired by chemical crosslinking with glutaraldehyde. Meanwhile, 

the amine groups in the surface of SS beads which can influence the 

metal ion adsorption were decreased during crosslinking. Thus, 

chemical crosslinking conditions were determined not only having 

stability in acidic solutions but also having adequate amine groups. 

Also, for finding to possible adsorbable metal ions theoretically by 

SS bead, the Hard and Soft Acid-Base Theory (HSAB) was applied.  

The gold ions were well adsorbed on the SS beads that means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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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ds have soft ligand dominantly.  

Thus, SS bead was applied to adsorb gold which have importance 

economically. Due to the gold ions having negative charge (AuCl4
-), 

SS bead adsorbed gold ions by electrostatic interactions. Also, the 

gold ions were reduced to metallic gold. The amount of metallic gold 

was larger than those of gold ions. Also, the palladium was classified 

as soft metal like gold, SS bead well adsorbed palladium. However, 

the palladium was different to gold, palladium was adsorbed as ionic 

form dominantly. As SS bead was well correlated to intra-particle 

diffusion model, the metal ions were adsorbed on the inner part of SS 

bead. 

Also, for determining the applicapability of SS bead to hard metal 

adsorption, neodymium adsorption was conducted. The neodymium 

was adsorbed on the SS bead because of electrostatic interaction. 

The neodymium was easy to oxidized with air, the neodymium oxide 

was verified on the surface of SS bead. 

In this study, the possibility of SS bead as alternatives of 

conventional adsorbent was suggested. Furthermore,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identify the interaction between protein and metal ions. 

 

 

Keywords: silk sericin, protein bead, metal ion adsorption, metal ion 

reduction, metal 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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