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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A-D2EHPA/TOPO 비드의 제조와 수중의 구리 이온 제거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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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VA-D2EHPA/TOPO beads containing two extractants, di-(2-ethylhexyl) phosphoric acid (D2EHPA) and 
trioctylphoshine oxide (TOPO) were prepared for the removal of copper ions from aqueous solution. The prepared 
PVA-D2EHPA/TOPO beads were characterized by SEM and FT-IR. The removal characteristics of copper ions by 
PVA-D2EHPA/TOPO beads was investigated using batch and continuous systems. In batch experiments, the maximum 
removal capacity calculated from Langmuir isotherm model was 18.6 mg/g and the optimal pH was in the range of 4.5

6. The continuous experiments showed that the removal capacity of copper ions increased with increasing inlet copper 
ion concentrations and bed heights, but decreased with increasing inlet flow rates.

Key words : Copper, Di-(2-ethylhexyl) phosphoric acid (D2EHPA), Extraction, Immobilization, Polyvinyl alcohol (P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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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국내 산업 폐수 중 중금속 및 유해유기물을 함유하고 

있는 특정폐수는 하루에 약 200만 톤 이상 배출되고 있

다(Kim과 Lee, 2010). 중금속이 생체에 노출되는 경우 

생체 내에서 배출되지 않고 축적되어 인간 생존을 위협

하고 있으며, 중금속에서 중 특히 구리는 많은 산업분야

에서 유출되고 있어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수중에 존재하는 유해 중금속을 제거하는 데는 중금

속 이온에 대해 높은 선택성과 높은 제거 효율을 가지는 

액-액 추출법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Nejad

와 Kazemeini(2012)는 추출제 trioctylphosphine oxide 

(TOPO)를 이용하여 백금 이온을 제거하는 연구를 수행하

였으며, 백금의 제거능이 0.78 mg/g라고 하였다. Kidani

와 Imura(2010)는 추출제 thenoyltrifluoroacetone (TTA)

를 이용하여 구리 이온을 제거하는 연구에서 제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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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mg/g이라고 하였으며, Pereira 등(2007)은 추출제 

di-(2-ethylhexyl) phosphoric acid(D2EHPA)를 이용하

여 아연 이온을 제거하는 연구에서 제거능이 2 mg/g라

고 하였다. 이와 같이 액-액 추출법에 의한 수중의 중금

속 제거 연구에서 다양한 추출제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D2EHPA는 안정성이 높고 중금속 이온에 대한 선

택성이 높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한

편, Kim 등(2000)은 TTA와 같은 β-diketone은 분자내

에 keto 형태와 enol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높은 친핵

성을 가진 P=O의 강한 극성 관능기를 포함하고 있는 

중성 추출제인 TOPO와 함께 사용하는 용매추출의 경

우에 부가 생성 이온 또는 이온쌍의 형태를 이루어 리튬 

이온의 추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

다고 하였다. 그리고 Jafari 등(2011)도 추출제인 TOPO 

및 TTA를 단일로 사용하는 경우보다 두 종류의 추출제 

TTA와 TOPO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중금속의 제거효

율이 향상되는 시너지 효과를 보였다고 하였으며, Kim 

등(1995)과 Saidi와 Khalaf(2004)는 추출제인 D2EHPA

를 TOPO와 함께 사용하여 금과 우라늄의 추출시에 시

너지 효과를 보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액-액 추출법

은 다양한 추출제를 이용하여 수중의 중금속을 제거하

는 유용한 방법이지만, 액-액 추출법은 수용액과 추출

제의 분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리하는 과정에서 추

출제 및 유기 용매의 유출과 같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

다(Yin 등, 2010).

최근에는 추출제를 다공성 구조의 고분자 매트릭스 

내에 고정화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많은 연구자들에 의

해 주목을 받고 있다. Ozcan 등(2010)은 고분자 물질인 

polysulfone을 사용하여 추출제 Cyanex 923을 고정화

하여 크롬 이온을 제거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크롬의 제

거량이 22 mg/g이라고 하였다. Yang 등(2005)은 고분

자 물질인 polystyrene으로 추출제 aliquat 336을 고정

화하여 크롬 이온을 제거하는 연구에서 제거능이 0.9 

mg/g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선행연구(You와 

Lee, 2014)에서 시너지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두 

종류의 추출제 TTA와 TOPO를 polyvinyl alcohol 

(PVA)로 고정화한 PVA[TTA][TOPO] 비드를 제조하

여 구리 이온을 제거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구리 이

온의 제거량이 8.59 mg/g인 결과를 얻었다. 일반적으로 

추출제를 고분자 매트릭스 내에 고정화할 때 고분자 매

트릭스 내에 추출제를 많이 고정화할수록 제거능이 향

상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추출제 TTA를 TOPO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추출제 TTA와 TOPO가 모

두 고체이기 때문에 고분자 매트릭스 내에 고정화하는 

추출제의 양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출제의 선택에 

있어서 고체인 TTA 대신에 액체 추출제인 D2EHPA를 

사용한다면 추출제 TOPO의 시너지 효과뿐만 아니라 

더 많은 추출제를 고정화할 수 있어 더 높은 제거량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너지 효과를 가진 2가지 추출제 

D2EHPA와 TOPO를 hydroxide group을 가지고 있는 

친수성 고분자인 PVA에 고정화하여 PVA-D2EHPA/ 

TOPO 비드를 제조하였으며, SEM과 FT-IR로 제조한 

비드의 특성 분석을 하였다. 또한 제조한 PVA-D2EHPA 

/TOPO 비드에 의한 구리 이온 제거실험을 회분식으로 

수행한 결과를 통해 속도식 및 등온식 해석을 하였으며, 

연속식 실험을 통해 구리 이온의 유입 농도, 유입 유량 

및 컬럼에 충전된 층 높이의 변화에 따른 파과 특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PVA-D2EHPA/TOPO 비드 제조

증류수 50 mL에 PVA(Sigma Aldrich) 4 g과 sodium 

alginate(Samchun, EP) 0.675 g를 넣고 교반기로 교반

시켜 PVA-alginate 용액을 제조하였다. Xylene 2 mL에 

TOPO 1.3 g과 D2EHPA 2 mL(밀도=0.9758 g/mL)를 

넣고 제조된 PVA alginate 용액과 혼합한 다음에 500 

rpm으로 1 hr 동안 교반하였다. 이 용액을 직경 1 mm인 

주사기를 이용하여 3% (w/v) CaCl2 boric acid 용액에 

떨어뜨려 24 hr 동안 반응시켜 제조된 PVA-D2EHPA/ 

TOPO 비드를 증류수로 수차례 세척하여 실험에 사용

하였다.

2.2 실험방법

회분식 실험은 500 mL 삼각플라스크에 일정 농도의 

구리 이온 용액 200 mL와 제조한 비드 3 g을 넣은 후 수

평진탕기(Johnsam, JS-FS-2500)를 이용하여 120 rpm

에서 교반하면서 일정시간 간격으로 시료를 채취하였

다. 채취한 시료 중의 구리 이온 농도는 원자흡수분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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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Shimadzu. AA-7000)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PVA-D2EHPA/TOPO 비드에 의해 제거된 구리 이

온의 양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1)

여기서 qt는 시간 t에서 제거량(mg/g), C0는 용액의 

초기농도(mg/L), Ct는 시간 t에서 용액의 농도(mg/L), 

V는 용액의 부피(L), m은 PVA-D2EHPA/TOPO 비드

의 양(g)이다.

연속식 실험은 Fig. 1과 같이 장치를 만들어서 수행

하였다. 직경 2 cm, 길이 30 cm의 유리 컬럼에 일정량

의 PVA-D2EHPA/TOPO 비드를 채우고, 페리스탈릭펌

프(Masterflex , USA)를 이용하여 구리 이온 용액을 상

향류로 유입시켜 컬럼을 통과시켰다. 일정한 시간 간격

으로 컬럼을 통과한 용액을 채취하여 구리 이온의 농도

를 분석하였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continuous system.

3. 결과 및 고찰

3.1 특성 분석

Fig. 2는 본 연구에서 제조한 PVA-D2EHPA/TOPO 

비드의 외형과 절단면을 SEM 촬영하여 나타낸 것이다. 

Fig. 2(a)에서 보면 PVA-D2EHPA/TOPO 비드는 직경

이 2 mm인 구형이며, 표면에 작은 기공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Fig. 2(b)에서 보듯이 

제조된 PVA-D2EHPA/TOPO 비드는 PVA의 가교결합

으로 용액의 유통이 원활한 다공성의 외벽이 형성되고 

안쪽에는 추출제가 들어있는 직경이 약 1.5 mm의 공동

부피를 가진 캡슐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비드 내의 추출제와 용액 중의 구리 

이온이 원활하게 반응하여 구리 이온을 효과적으로 제

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a)

     

(b)

Fig. 2. SEM images of (a) the entire and (b) the cross-sectional 
area of the PVA-D2EHPA/TOPO beads.

Fig. 3은 추출제인 D2EHPA와 TOPO, 고정화에 사

용되는 고분자 물질인 PVA 및 제조된 PVA-D2EHPA 

/TOPO 비드의 FT-IR spectra를 나타낸 것이다. Fig. 

3(a)에서 보듯이 D2EHPA spectra에서는 D2EHPA에 

존재하는 P-O-C 및 P=O 기능기가 각각 1,014.89 /cm과 

1,223.46 /cm에서 관찰되었고, Fig. 3(b)의 TOPO spectra

에서는 TOPO에 존재하는 알킬기와 P=O 기능기가 

1,146.32 /cm와 1,461.62  /cm에서 관찰되었으며, Fig. 

3(c)의 PVA spectra에서는 PVA에 존재하는 OH기가 

3,394.91 /cm에서 관찰되었다. 그리고 Fig. 3(d)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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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본 연구에서 제조한 PVA-D2EHPA/TOPO 비드의 

경우에 PVA의 OH기를 나타내는 피크인 3,394.91 

/cm 이외에도 추출제 D2EHPA에 존재하는 P-O-C 및 

P=O 기능기가 1,015.18 /cm와 1,461.80 /cm에서 관찰

되었고, 추출제 TOPO에 존재하는 알킬기와 P=O 기능

기가 1,147.98 /cm 및 1,461.80 /cm에서 관찰되었다. 따

라서 PVA-D2EHPA/TOPO 비드에는 추출제 D2EHPA

와 TOPO가 PVA에 성공적으로 고정화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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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T-IR spectra of (a) D2EHPA, (b) TOPO, (c) PVA, 
and (d) PVA-D2EHPA/TOPO beads.

3.2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

Fig. 4는 초기 구리 이온의 농도를 10 mg/L 100 mg/L

로 달리한 경우에 시간에 따른 PVA-D2EHPA/TOPO 

비드의 구리 이온 제거능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서 보듯이 구리 이온의 농도는 120 min까지는 빠르게 

감소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감소하며 300 min 

이후에는 거의 평형에 도달하였다. 초기에는 용액 중의 

구리 이온의 농도와 비드 내의 구리 이온 농도의 차가 

크기 때문에 물질전달 구동력이 증가하여 제거가 빠르

게 일어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드 내의 구리 이

온의 농도가 증가하여 물질전달 구동력이 감소하기 때

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구리 이온의 제거가 서서히 감소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Time, miin

0 100 200 300 400
C

t/C
0

0.0

0.2

0.4

0.6

0.8

1.0
10 mg/L 
20 mg/L 
35 mg/L 
50 mg/L 
65 mg/L 
80 mg/L 
100 mg/L 

Fig. 4. Effect of initial concentrations on the removal of copper 
ions by PVA-D2EHPA/TOPO beads (PVA-D2EHPA/ 
TOPO beads = 3 g/0.2 L, temperature = 20 ).

3.3 속도식

PVA-D2EHPA/TOPO 비드에 의한 구리 이온의 제

거 속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유사 1차 속도식과 유사 2

차 속도식을 적용하여 검토하였다. 

유사 1차 속도식과 다음과 같으며,




                                                     (2) 

이를 선형화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ln   ln                                           (3) 

여기서 k1은 유사 1차 속도상수(1/min), qe는 평형 제

거량(mg/g), t는 운전시간(min)이다.

또한 유사 2차 속도식은 다음과 같으며,




  

                                                (4)

이를 선형화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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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
(mg/L)

Pseudo-first-order Pseudo-second-order

k1

(1/min)
qe

(mg/g)
r2 k2

(g/mg min)
qe

(mg/g)
r2

10 0.0216 3.15 0.9229 0.0135 3.35 0.9998

20 0.0217 7.49 0.8831 0.0047 6.66 0.9986

35 0.0213 10.48 0.8593 0.0032 9.05 0.9983

50 0.0208 12.40 0.8393 0.0027 10.85 0.9983

65 0.0194 15.74 0.8399 0.0016 13.83 0.9974

80 0.0199 17.06 0.8551 0.0016 14.81 0.9968

100 0.0206 18.35 0.8804 0.0017 15.85 0.9936

Table 1. Kinetics parameters for the removal of copper ions by PVA-D2EHPA/TOPO beads

여기서 k2는 유사 2차 속도상수(g/mg min)이다.

시간에 따른 구리 이온의 제거 실험을 통해 얻은 Fig. 

4의 결과를 식 (3)과 식 (5)에 적용하여 구한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표에서 보듯이 유사 1차 속도식

의 경우에 결정계수(r2)가 0.8393 0.9229, 2차 속도식

의 경우에는 0.9936 0.9998로 PVA-D2EHPA/TOPO 

비드에 의한 구리 이온이 제거는 유사 1차 속도식보다

는 유사 2차 속도식에 잘 만족하였다. 이는 PVA- 

D2EHPA/TOPO 비드에 의한 구리 이온의 제거 속도는 

유사 2차 속도식에 의해 예측 가능하며, 또한 PVA- 

D2EHPA/TOPO 비드에 의한 구리 이온의 제거 공정은 

화학흡착이 속도 결정단계라는 것을 말해준다(Yuvaraja 

등, 2014).

3.4 등온식

PVA-D2EHPA/TOPO 비드에 의한 구리 이온의 평

형 제거 실험 결과를 다음과 같은 Langmuir 등온식에 

적용하여 검토하였다.

 


                                                       (6)

여기서 kL는 Langmuir 상수(L/mg), Ce는 평형농도

(mg/L), qm은 최대 제거량(mg/g)이다. 

Fig. 5는 평형 실험결과를 Langmuir 등온식에 적용

하여 나타낸 것이며, 그림에서 심볼은 실험값을 나타내

고 실선은 Langmuir 등온식으로 계산된 값을 나타낸 것

이다. 이때 결정계수 r2 값은 0.9864로 PVA-D2EHPA/ 

TOPO 비드에 의한 구리 이온의 제거 실험 결과는 

Langmuir 등온식에 잘 만족하였다. 이때 얻어진 구리 

이온의 최대 제거량은 18.6 mg/g으로, You와 Lee(2014)

가 합성한 PVA[TTA][TOPO] 비드를 사용한 경우의 구

리 이온 제거량 8.59 mg/g에 비하여 약 2배 정도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You와 Lee(2014)의 연구에서 PVA 

[TTA][TOPO] 비드에는 추출제 1.1 g(TTA : 0.22 g, 

TOPO : 0.88 g)이 고정화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액

상 추출제인 D2EHPA를 사용함으로써 추출제 3.3 g 

(D2EHPA : 2 g, TOPO : 1.3 g)을 고정화시킬 수 있었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추출제가 3배 고정화되

었으나 구리 이온 제거량은 2배 증가한 것은 추출제를 

고정화하는 경우에 활성점이 약 1/3 정도 손실이 되었

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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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sotherm for the removal of copper ions by PVA- 
D2EHPA/TOPO beads (PVA-D2EHPA/TOPO beads 
= 3 g/0.2 L, temperature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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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pH의 영향

용액 중에서 구리 이온은 pH에 따라 존재 형태가 달

라지며 pH가 6 이하에서는 자유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

지만, pH 6 이상에서는 Cu(OH)+, Cu(OH)2, Cu(OH)3-, 

그리고 Cu(OH)4
2-와 같은 착이온의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H 변화에 따른 PVA-D2EHPA/ 

TOPO 비드에 의한 구리 이온의 제거능을 알아보기 위

하여 구리 이온이 자유 이온 형태로 존재하는 pH 2 6 

범위에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6에 나

타내었다. 

추출제 D2EHPA와 TOPO에 의한 구리 이온의 제거 

반응기작은 다음과 같다(Kadous 등, 2009).

    

      ↔  
                             (7)

여기서 (HA)2는 D2EHPA를 나타내고, T는 TOPO를 

나타낸다.

Fig. 6에서 보듯이 최적 pH 범위는 4.5 6이었으며 

구리 이온 용액의 초기 pH가 4 이하에서는 구리 이온의 

제거능이 급격히 감소하다가, 초기 pH 4 이상에서는 제

거능이 3 mg/g으로 일정하였다. 초기 pH가 4 이하의 낮

은 pH 영역에서는 식 (7)의 반응에서 보듯이 수소 양이

온의 양이 증가하여 반응이 역반응으로 일어날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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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 of initial pH on the removal of copper ion by 
PVA-D2EHPA/TOPO beads (initial concentration = 
10 mg/L, PVA-D2EHPA/TOPO beads = 3 g/0.2 L, 

temperature = 20 ).

니라, 수중의 수소 양이온이 많이 존재하여 구리 이온에 

대해 경쟁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구리 이온의 제거능

이 낮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Vellaichamy와 Palamivelu, 

2011). 한편, 구리 이온의 초기 pH와 최종 pH를 비교해

보면 초기 pH가 4 이하에서는 최종 pH가 초기 pH와 거

의 유사하나, 초기 pH가 4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pH가 4

로 초기 pH보다 최종 pH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는 초기 pH가 4 이하에서는 수중에 수소 양이온

이 많이 존재하여 추출제에 대해 구리 이온과 경쟁하기 

때문에 pH의 변화가 없으나, 초기 pH가 4이상인 경우

에는 식 (7)에서와 같이 추출제가 구리 이온과 반응하면

서 수소 양이온을 내어놓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3.6 연속식 실험

3.6.1 유입 농도에 따른 파과 특성

PVA-D2EHPA/TOPO 비드를 충전한 컬럼에서 처리

되는 용액의 총 부피는 다음과 같다.

                                                           (8)

여기서 Veff는 컬럼에서 처리되는 용액의 총 부피(mL), 

ttotal은 전체 운전시간(min), Q는 유입유량(mL/min)이다.

컬럼에서 구리 이온의 총 제거율(R)은 다음과 같다.

 




  
 

×                                   (9)

구리 이온의 평형 제거량(qe)은 다음과 같다.

 


                                                            (10)

여기서 M은 컬럼에 충전한 비드의 양(g)이다.

Fig. 7은 컬럼에 PVA-D2EHPA/TOPO 비드를 30 g 

충전하고, 구리 이온의 유입 유량을 2 mL/min으로 일정

하게 유지하여 구리 이온의 유입 농도를 10 100 mg/L

로 변화시켜 얻은 파과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2에

서 보듯이 구리 이온의 유입 농도가 10 mg/L, 20 mg/L 

및 100 mg/L로 증가할수록 컬럼에서 처리된 구리 이온

의 총 부피 Veff는 감소하였다. 또한 유입 농도가 증가할

수록 제거량 qe는 13.1 mg/g, 14.1 mg/g 및 17.7 mg/g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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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rate
Q (mL/min)

Concentration
C0 (mg/L)

Bed height
Z (cm)

Solution volume treated
Veff (mL)

Removal
R (%)

Removal capacity
qe (mg/g)

2 10 12 21720 38.2 13.1

2 20 12 17040 23.1 14.1

2 100 12 7234 14.6 17.7

Table 2. Parameters obtained from breakthrough curves for different inlet concentrations

Flow rate
Q (mL/min)

Concentration
C0 (mg/L)

Bed height
Z (cm)

Solution volume treated
Veff (mL)

Removal
R (%)

Removal capacity
qe (mg/g)

1 100 12 3717 28.8 17.9

2 100 12 7234 14.6 17.7

5 100 12 8495 9.7 13.8

Table 3. Parameters obtained from breakthrough curves for different flow rates

로 증가하지만, 제거율 R은 38.2%, 23.1% 및 14.6%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구리 이온의 유입 농도가 증

가함에 따라 물질전달 구동력인 농도차가 증가하기 때

문에 구리 이온의 제거량 qe은 증가하며, 유입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컬럼에 유입되는 총 구리 이온의 양은 증

가하나 비드에 의해 제거되는 양은 동일하기 때문에 구

리 이온의 제거율 R은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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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Breakthrough curves of copper ions for different inlet 
concentrations (bed height = 12 cm, flow rate = 2 
mL/min).

3.6.2 유입 유량에 따른 파과 특성

Fig. 8은 구리 이온의 유입 농도 100 mg/L으로 일정

하게 하고, 구리 이온의 유입 유량을 1 5 mL/min으로 

변화시켜 얻은 파과곡선을 나타낸 것이며, 파과 곡선에

서 구한 값들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구리 이온의 유

입 유량이 1 mL/min, 2 mL/min 및 5 mL/min으로 증가

할수록 Veff는 증가하였다. 이는 식 (8)에서 보듯이 용액

의 총 부피는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량이 증가할수록 구리 이온의 qe는 17.9 mg/g, 

17.7 mg/g, 13.8 mg/g로 감소하고, R은 28.8%, 14.6%, 

9.7%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구리 이온의 유입 

유량이 증가할수록 구리 이온이 PVA-D2EHPA/TOPO 

비드와 접촉하는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 qe 및 R이 감소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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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Breakthrough curves of copper ions for different flow 
rates (inlet concentration = 100 mg/L, bed height = 12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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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rate
Q (mL/min)

Concentration
C0 (mg/L)

Bed height
Z (cm)

Solution volume treated
Veff (mL)

Removal
R (%)

Removal capacity
qe (mg/g)

2 100 4 5492 5.1 17.6

2 100 12 7234 14.6 17.7

2 100 20 8640 22.6 17.9

Table 4. Parameters obtained from breakthrough curves for different bed heights

3.6.3 층 높이에 따른 파과 특성

Fig. 9는 구리 이온의 유입 유량과 유입 농도를 일정

하게 유지하고, 충전된 컬럼의 층 높이를 4 cm, 12cm 

및 20 cm로 변화시키면서 운전하여 얻은 파과곡선을 

나타낸 것이고, 그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Table 

4에서 보듯이 충전된 컬럼의 층 높이가 증가할수록 Veff

는 증가하였고, R은 5.1%, 14.6%, 22.6%로 증가하였으

며, 구리 이온의 qe는 17.6 mg/g, 17.7 mg/g 및 17.9 

mg/g으로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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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Breakthrough curves for different bed heights (inlet 
concentration= 100 mg/L, flow rate= 2 mL/min).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추출제 D2EHPA와 TOPO를 PVA에 

고정화하여 PVA-D2EHPA/TOPO 비드를 제조하였으

며, SEM과 FT-IR 분석을 통해 PVA-D2EHPA/TOPO 

비드가 다공성 구조를 가지며, 비드 내에 추출제가 잘 

고정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PVA-D2EHPA/TOPO 비

드를 사용하여 회분식 실험과 연속식 실험을 통해 구리 

이온의 제거 특성을 조사하였다. 회분식 실험 결과로부

터 PVA-D2EHPA/TOPO 비드에 의한 구리 이온의 제

거는 유사 2차 속도식과 Langmuir 등온식에 잘 부합하

였고, Langmuir 등온식으로 구한 구리 이온의 최대 제

거량은 18.6 mg/g이었다. PVA-D2EHPA/TOPO 비드

에 의한 구리 이온 제거의 최적 pH 범위는 pH 4.5 6이

었다. 또한, 연속식 실험에서는 구리 이온의 유입 농도, 

유입 유량 및 층 높이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유입 

농도가 증가할수록 구리 이온의 제거량은 증가하지만 

총 제거율은 감소하였으며, 유입 유량이 감소할수록, 층 

높이가 증가할수록 구리의 제거량 및 총 제거율은 증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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