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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S-D2EHPA beads were prepared by immobilizing di-2-ethylhexyl-phosphoric acid (D2EHPA) with polysulfone 
(PSf). The removal experiments of Cu(II) and Pb(II) by the prepared PS-D2EHPA beads were conducted batchwise. The 
removal efficiency of Cu(II) and Pb(II) by PS-D2EHPA beads was increased with increasing pH of solution. The 
removal rate of Cu(II) and Pb(II) was well described by the pseudo-second-order kinetic model. The maximum removal 
capacity of Cu(II) and Pb(II) obtained from Langmuir isotherm were 2.58 mg/g and 12.63 mg/g, respectively. External 
mass transfer coefficients for the removal of Cu(II) and Pb(II) by PS-D2EHPA beads were obtained 0.61×10-2

5.87×10-2 /min and 1.55×10-2 8.53×10-2 /min, respectively and diffusion coefficients were obtained 1.32×10-4

3.98×10-4 cm2/min and 1.80×10-4 2.28×10-4 cm2/min, respectively.

Key words : D2EHPA, Polysulfone, Immobilization, Cu(II), Pb(II), Extractant

1)1. 서 론

산업의 발전으로 인하여 여러 산업 분야에서 배출되

는 폐수 중에 함유된 Cu(II)나 Pb(II) 등의 중금속은 생

물학적 분해가 어렵기 때문에 수중 생태계를 오염시키

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중금속이 인간에게 노출

되는 경우에는 빈혈이나 간염과 같은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ui 등, 2013).

수중의 중금속 이온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반

적으로 산업분야에서는 액-액 추출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Mishra와 Devi(2011)는 추출제 Cyanex 921이 수

중의 Cu(II)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Sarangi 등(2007)은 추출제 tri-n-butyl phosphate(TBP), 

LIX 84I 및 Cyanex 923 등을 사용한 연구에서 각 추출

제가 수중의 Cu(II), Fe(III), Zn(II)을 효과적으로 제거

할 수 있다고 하였다. Ren 등(2007)은 추출제 d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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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ylhexyl) phosphoric acid(D2EHPA)가 수중의 Cu(II)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Belkhouche 등

(2005)은 추출제 D2EHPA를 사용한 경우에 Ni(II)와 

Cu(II)의 반응기작과 제거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러한 추출제들 중에서 특히 D2EHPA는 수중의 Cu(II)

와 Pb(II)와 같은 중금속 이온을 제거하는데 높은 효율

과 선택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상업적으로

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액-액 추출은 많은 양의 

유기용매를 필요로 하며, 수중으로 유기용매가 유출되

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Ochoa 등, 2006).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추출제를 다

공성 구조의 고분자 매트릭스내에 고정화하여 사용하

는 연구가 되고 있다. 최근 Yang 등(2004)은 추출제 

D2EHPA를 고분자 물질인 polysulfone (PSf)에 고정화

시킨 크기가 80 의 마이크로캡슐을 제조 가능하였고, 

제조한 PS-D2EHPA 마이크로캡슐에 의해 Cu(II)의 제

거가 가능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Ciopec 등(2011)은 

PSf 내에 D2EHPA를 고정화하여 제조한 PS-D2EHPA 

마이크로캡슐로 Cu(II)의 제거실험을 수행하고 속도식

과 등온식을 적용하여 검토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고

정화하여 마이크로캡슐로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에 유

기용매의 유출은  막을 수 있으나 마이크로 캡슐은 입자

의 크기가 작아 상분리나 다루기가 용이하지 않고, 연속 

운전시에 압력강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

장 적용시에는 마이크로캡슐보다는 크기가 큰 비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Sf로 D2EHPA를 고정화한 

비드를 제조하였으며, 현미경 사진으로부터 제조한 

PS-D2EHPA 비드의 외형 및 절단면을 관찰하였다. 그

리고 Cu(II)와 Pb(II)의 제거 실험결과를 유사 2차 속도

식과 Langmuir 등온식에 적용하여 검토하였으며, 물질

전달 계수와 확산 계수를 구하였다. 또한, 용액의 pH 변

화에 따른 Cu(II)와 Pb(II)의 제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2. 실험재료 및 방법

 2.1. 실험 재료

본 연구에서 PSf는 Sigma-Aldrich에서, D2EHPA는 

IS Chemical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용매인 1-Methyl 

-2-pyrrolidone(NMP)와 에탄올은 삼전화학에서 1급 시

약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Cu(II)와 Pb(II) 용액은 CuSO4·5H2O(Junsei, EP)와 

Pb(NO3)2(Samchun, EP)를 초순수(Milli-Q Millipore 

18.2 -1cm-1 conductivity)에 녹여 1,000 mg/L의 모액

을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2.2. 실험 방법

실험에 사용한 PS-D2EHPA 비드는 100 mL 비커에 

NMP 10 mL를 넣고 PSf를 일정량 용해시킨 후에 

D2EHPA를 넣고 균일하게 혼합되도록 충분히 교반하

였다. 혼합된 슬러리는 직경이 1 mm인 주사기를 사용

해 증류수 150 mL와 에탄올 350 mL 혼합액에 떨어뜨

려 PS-D2EHPA 비드를 제조한 다음에 증류수로 수차

례 세척하여 사용하였다. Cu(II)와 Pb(II)의 제거 실험은 

회분식으로 수행하였다. 250 mL 삼각플라스크에 일정 

농도의 Cu(II)와 Pb(II) 용액 100 mL를 넣은 후 

PS-D2EHPA 비드 5 g을 넣고 수평 진탕기(Johnsam 

Co., Js-Fs-2500)를 사용하여 170 rpm에서 교반하면서 

일정시간 간격으로 시료를 채취하였다. Cu(II)와 Pb(II)

의 농도는 원자흡광광도계(Shimadzu, AA-7000)를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용액의 pH는 0.1 M HCl와 0.1 M 

NaOH를 사용하여 조절하였으며, pH 미터(Istek, AJ-7724)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제조한 PS-D2EHPA 비드에 의한 Cu(II)와 Pb(II)의 

제거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1)

여기서, qt는 제거량(mg/g), C0는 용액의 초기농도

(mg/L), Ct는 시간 t에서 용액의 농도(mg/L), V는 용액

의 부피(mL), 그리고 W는 사용한 PS-D2EHPA 비드의 

무게(g)이다.

3. 결과 및 고찰

 3.1. 제조한 PS-D2EHPA 비드의 구조

Fig. 1은 PS-D2EHPA 비드의 표면과 내부의 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비드의 외형과 절단면을 현미경(SV-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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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Microscope images of the (a) entire PS-D2EHPA bead and (b) cross-section of PS-D2EHPA b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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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stribution of (a) Cu(II) and (b) Pb(II) species as a function of pH.

SOMETECH)으로 60배 배율로 촬영하여 나타낸 것이

다. Fig. 1(a)에서 보는 바와 같이 PS-D2EHPA 비드의 

직경은 약 2.5 mm인 구형의 형태를 가졌다. Fig. 1(b)는 

PS-D2EHPA 비드의 절단면을 현미경 촬영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1(b)에서 보는 바와 같이 PS-D2EHPA 

비드가 경화되는 과정에서 D2EHPA는 물과 에탄올 혼

합액으로 확산되지 않고 비드 내부 공간에 남게 되며, 

NMP는 비드 내부에서 외벽을 통과하여 용액으로 확산

됨에 따라 외벽은 용액의 유통이 원활한 다공성 구조가 

형성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3.2. pH의 영향

Fig. 2는 화학평형모델 프로그램인 Visual MINTEQ 

(Ver 3.0)를 사용하여 pH에 따라 수중에 존재하는 

Cu(II)와 Pb(II)의 이온종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pH 5 이하에서는 Cu(II)와 Pb(II)

가 자유이온의 상태로 존재하지만, pH 6 이상으로 높아

짐에 따라 Cu(II)와 Pb(II)의 자유이온은 급격히 감소하

고 착화합물 형태로 존재하였다. 즉, Cu(II)의 경우에는 

Cu(OH)+ 형태의 착이온과 Cu(OH)2, Cu(OH)3
- 및 

Cu(OH)4
2-와 같은 착화합물 형태로 존재하며, Pb(II)의 

경우에는 Pb(OH)+, Pb2(OH)3
+, Pb3(OH)4

2+, Pb4(OH)4
4+, 

Pb(OH)2(aq) 및 Pb(OH)3+
와 같은 수화물 형태로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PS-D2EHPA 비드에 의

한 Cu(II)와 Pb(II)의 제거에 있어서 pH 영향을 살펴보

기 위한 실험은 Cu(II)와 Pb(II)가 자유이온 상태로 존재

하는 pH 2 5 범위에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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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u(II) (b) Pb(II)

Fig. 4. Variation of concentration as a function of time for the (a) Cu(II) and (b) Pb(II) removal by PS-D2EHPA beads 

(PS-D2EHPA beads = 5 g/0.3 L, temperature = 20oC).

일반적으로 추출제 D2EHPA에 대한 2가 금속(M)

의 추출반응은 식 (1)과 같이 일어난다(Fatmehsari 등, 

2009).

n(RH) + M2+ [R2M (RH)n-2] + 2H+                 (2)

여기서, RH는 추출제, n은 추출제의 분자 개수, M2+

은 2가 금속이온이다.

Fig. 3은 Cu(II)의 농도를 10 mg/L, Pb(II)의 농도가 

100 mg/L로 일정하게 하고서 pH 변화에 따른 제거량을 

나타낸 것이다.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는 pH가 증가함에 따라 Cu(II)와 Pb(II)의 제거량이 증

가하였으며, pH 4이상에서는 Cu(II)의 제거량은 0.65 

mg/g으로 일정하였으나, Pb(II)의 제거량은 pH가 증가

함에 따라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pH 

3 이하에서는 Cu(II)와 Pb(II)의 제거량이 크게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pH가 낮아짐에 따라 수소 

이온의 양이 증가하게 되어 식 (2)에서 역반응이 정반응

보다 더 우세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3.3. 시간에 따른 영향

Fig. 4는 Cu(II)와 Pb(II) 용액의 초기농도를 달리하

여 운전한 경우에 시간에 따른 Cu(II)와 Pb(II)의 농도변

화를 나타낸 것이다.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Cu(II)

와 Pb(II)의 제거는 초기 20 min 까지는 매우 빠르게 진

행되며, 그 이후에는 서서히 감소하다가 60 min에서 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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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pH on Cu(II) and Pb(II) removal capacity by 

PS-D2EHPA beads (initial concentration = 10 mg/L 

for Cu(II) and 100 mg/L for Pb(II), PS-D2EHPA 

beads = 5 g/0.1 L, temperature = 20oC).

에 도달하였다. 이 결과는 Ciopec 등(2011)이 PS-D2EHPA 

마이크로캡슐을 제조하여 수행한 Cu(II)의 제거 연구에

서는 평형 도달시간이 300 min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조

한 비드의 경우에 평형에 더 빠르게 도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조한 PS-D2EHPA 비드의 

크기가 Ciopec 등(2011)이 제조한 마이크로 캡슐에 비

하여 더 크고, 많은 기공들이 형성된 구조를 가져 용액

이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기 때문인 것으

로 생각된다.

PS-D2EHPA 비드에 의한 Cu(II)와 Pb(II)의 제거실

험 결과를 유사 2차 속도식에 적용하여 검토하였다.

유사 2차 속도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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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seudo-second-order kinetic plots for (a) Cu(II) and (b) Pb(II) removal by PS-D2EHPA beads.












                                                     (3)

여기서 k2는 유사 2차 속도상수(g/mg·min)이다.

Fig. 5은 Fig. 4의 결과를 식 (3)에 적용하여 나타낸 

것이다.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PS-D2EHPA 비드에 

의한 Cu(II)와 Pb(II)의 제거 속도를 유사 2차 속도식에 

적용한 경우에 r2 값은 각각 0.994 0.999 및 0.969

0.999로써 PS-D2EHPA 비드에 의한 Cu(II)와 Pb(II)의 

제거는 유사 2차 속도식에 잘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PS-D2EHPA 비드에 의한 Cu(II) 및 

Pb(II)의 제거과정에서  PS-D2EHPA 입자내부로 흡착

질인 Cu(II) 및 Pb(II)의 확산과정을 고찰해보면, 흡착과

정은 외부물질전달, 입자 내 세공확산, 그리고 흡착반응 

3단계로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흡착반응은 매우 빠르

게 일어난다고 가정하면 물질전달 저항고 세공확산 저

항이 총괄 속도를 지배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부물

질전달 및 입자 내 세공확산계수를 구하여 검토하였다.

PS-D2EHPA 비드에 의한 Cu(II) 및 Pb(II)의 제거과

정에서 외부물질전달 계수를 McKay가 제안한 다음과 

같은 물질전달 속도식을 사용하여 구하였다(Daifullah 

등, 2007).

ln



   ln







(4)

여기서 m은 단위 부피당 흡착제의 양(g/L), KL은 

Langmuir 식에서 얻은 qm과 kL의 곱이며, 는 외부물

질전달계수(1/min)이고  는 단위 

부피당 비드의 표면적(cm2/cm3), dp는 비드의 평균 직경

(cm), ρ는 비드의 밀도(g/cm3), ε은 비드의 공극률(-)

이다.

Table 1은 식 (4)에서 기울기로부터 구한 외부물질전

달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1에 보듯이 Cu(II)

의 경우 f 값은 0.61×10-2 5.87×10-2 /min이었고, 

Pb(II)는 1.55×10-2 8.53×10-2 /min으로 서로 유사하였

다. 이 결과를 Sljivic 등(2011)이 제올라이트를 흡착제

롤 사용하여 Cu2+를 흡착시에 물질전달계수가 1.91× 

10-3 3.70×10-3 /min인 것과 비교시에 외부물질전달계

수가 약 10배 큰 값을 보였다. 또한, Cu(II)와 Pb(II)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값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PS-D2EHPA 비드에 의해 Cu(II)와 Pb(II)가 

제거되면서 H+가 떨어져 나오며, PS- D2EHPA 비드의 

경계층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H+는 양이온인 Cu(II) 및 

Pb(II)와 정전기적으로 반발을 하게 되므로 막 저항이 

증가하게 되어  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Sljivic 등, 2011). 또한 Table 1에서 보면 Cu(II)와 

Pb(II)의  값의 감소폭은 고농도 구간인 경우보다 저

농도 구간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S-D2EHPA 

비드의 이온교환 자리가 제한되어 있으며, 이온교환에 

의해 떨어져 나온 H+ 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Cu(II)와 

Pb(II)의 농도가 계속 증가하여도 막저항에 따른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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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ternal mass transfer coefficients and diffusion coefficients for Cu(II) and Pb(II) removal by PS-D2EHPA beads

Ions
Concentration, C0 

(mg/L)
External mass transfer coefficient,   × 102 

(1/min)

Diffusion coefficient, De × 104 

(cm2/min)

Cu(II)

10 5.87 1.32

20 4.61 1.81

30 2.61 1.70

50 2.11 1.40

70 1.73 1.74

100 1.34 2.37

150 0.91 3.98

200 0.61 1.80

Pb(II)

70 8.53 1.34

100 6.23 1.39

150 5.37 1.54

200 4.49 1.55

250 3.36 2.28

300 2.49 1.27

500 1.55 1.29

작아짐에 따라 kf 값의 감소폭은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

된다. 또한 Sljivic 등(2011)이 제올라이트를 흡착제롤 

사용하여 Cu2+를 흡착시에 물질전달계수가 1.910×10-8

3.70×10-8 m2/min인 것과 비교시에 확산이 매우 빠르

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S-D2EHPA 비드에 의한 Cu(II)와 Pb(II)의 제거과

정에서 확산계수는 다음과 같은 Boyd 속도식을 사용하

여 계산하였다.

  

 exp                                           (5)

여기서, F는 시간 t에서 qt와 qe의 비를 나타낸다.

식 (5)는 다음과 같이 된다.

   ln                                   (6)

여기서, B는 π2De/dp
2, De는 확산계수(cm2/min)이다.

확산계수(De)는 식 (6)에 의거하여 Bt와 t를 도시한 

그래프의 기울기에서 B를 구하고, B로부터 구한 Cu(II)

와 Pb(II)의 De 값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PS-D2EHPA 비드에 의한 Cu(II)와 

Pb(II)의 De 값은 각각 1.32×10-4 3.98×10-4 cm2/min 

및 1.80× 10-4 2.28×10-4 cm2/min으로 유사하였다. 이

러한 결과는 Sljivic 등(2011)이 제올라이트를 흡착제롤 

사용하여 Cu2+를 흡착시에 확산계수가 0.120×10-8

9.646×10-8 cm2/min인 것과 비교시에 확산이 매우 빠르

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4. 등온식

PS-D2EHPA 비드에 의한 Cu(II)와 Pb(II)의 평형실

험 결과를 Langmuir 등온식에 적용하여 검토하였다.

Langmuir 등온식은 다음과 같다.

  


                                                      (7)

여기서, qm은 최대 제거량(mg/g), qe는 평형 제거량

(mg/g), Ce는 평형농도(mg/L), kL은 Langmuir 상수

(L/mg)이다.

Fig. 6에서 심볼은 Fig. 4에서 구한 Cu(II)와 Pb(II)의 

평형 농도와 평형 제거량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며, 그림



D2EHPA를 Polysulfone으로 고정화하여 제조한 고체상 추출제에 의한 Cu(II)와 Pb(II)의 제거

에서 실선은 식 (7)로부터 계산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

다. 그림에서 보듯이 Cu(II)와 Pb(II)의 제거 실험결과를 

Langmuir 식에 적용한 경우에 결정계수(r2)는 Cu(II)와 

Pb(II)에 대해 각각 0.952 및 0.978로 Langmuir 등온식

에 잘 부합하였다. Langmuir 등온식으로 부터 구한 

Cu(II)와 Pb(II)의 최대 제거량은 각각 2.58 mg/g 및 

12.63 mg/g이었으며, Pb(II)의 제거량이 Cu(II)의 경우

보다 약 5배 더 높았다. 이는 양이온의 이온교환은 쿨롬

의 법칙에 따라서 전기음성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데(Mustafa 등, 2010), Cu(II)는 전기음성도 값이 1.90

이고, Pb(II)의 전기 음성도 값은 2.33으로 전기음성도 

값이 높은 Pb(II)가 Cu(II)보다 PS-D2EHPA 비드 상의 

H+ 이온과 더 쉽게 교환(식 (2) 참조)이 일어나기 때문

으로 생각된다. 또한 Ciopec 등(2011)이 PS-D2EHPA 

마이크로캡슐을 사용한 경우에 Cu(II)의 제거량은 2.8 

mg/g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조한 PS-D2EHPA 비드를 

사용한 경우에 Cu(II)의 제거량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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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Langmuir isotherm plots for Cu(II) and Pb(II) removal 

by PS-D2EHPA beads.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추출제인 D2EHPA를 PSf로 고정화

한 PS-D2EHPA 비드를 제조하여 Cu(II)와 Pb(II)의 제

거특성을 비교하였다. 실험범위에서는 용액의 pH가 증

가함에 따라 PS-D2EHPA 비드에 의한 Cu(II)와 Pb(II)

의 제거효율이 증가하였다. PS-D2EHPA 비드에 의한 

Cu(II)와 Pb(II)의 제거는 60 min에 평형에 도달하였으

며, Cu(II)와 Pb(II)의 제거속도는 유사 2차 속도식에 잘 

부합하였다. PS-D2EHPA 비드에 의한 Cu(II)와 Pb(II)

의 제거과정에서 외부물질전달계수는 각각 0.61×10-2

5.87×10-2 /min 및 1.55×10-2 8.53×10-2 /min이었고, 

확산계수는 각각 1.32×10-4 3.98×10-4 cm2/min 및 

1.80×10-4 2.28×10-4 cm2/min이었다. PS-D2EHPA 비

드에 의한 Cu(II)와 Pb(II)의 평형 실험 결과는 Langmuir

에 잘 부합하였으며, Cu(II)와 Pb(II)의 최대 제거량은 

각각 2.58 mg/g 및 12.63 mg/g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조한 PS-D2EHPA 비드는 Cu(II)와 

Pb(II)의 제거에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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