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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experimental design and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 have been applied to the investigation of the 
electrocoagulation/flotation of dye wastewater. The electrocoagulation/flotation reactions were mathematically described as a 
function of parameters current (A), NaCl concentration (B), initial RhB concentration (C) and time (D) being modeled by use 
of the central composite design (CCD). The application of RSM using the CCD yielded the following regression equation, 
which is an empir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RhB removal (%) and test variables in RhB removal (%) = -300.42 + 129.21･
Current + 46.99･NaCl - 0.11･RhB - + 43.71･Time - 5.67･Current･NaCl - 3.18･Current･Time - 2.41･NaCl･Time - 19.79･
Current2 - 2.27･NaCl2 - 1.59･Time2. the model predictions agreed well with the experimentally observed result (R2 = 0.9728). 
The estimated ridge of maximum response and optimal conditions for RhB removal (%) using canonical analysis was 99.4% 
(A: 1,77 A, NaCl concentration: 2.23 g/L, RhB concentration: 56.12 mg/L, Time: 9.98 min). To confirm this optimum 
condition, three additional experiments were performed and RhB removal (%) were within range of 86.87% (95% PI low)~ 
111.93% (95% PI high) obtained.

keywords : Central composite design (CCD), Dye, Electrocoagulation/flotation, Optimization,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

1. 서 론1)

염색산업은 마무리 공정과 염색 공정에서 다량의 물과 

화학물질을 사용한다. 염색폐수는 보통 산, 염기, 용존 고

형물, 독성 화합물  매우 낮은 농도에서 식별이 가능하

고 폐수가 배출되기 에 제거되어야 하는 색도를 가진 물

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염색 폐수를 처리하는 통 인 

공정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생물학 , 물리   화학  

공정들의 결합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다(Kobya et al., 
2006). 염색폐수를 생물학  공정으로 처리할 경우 다른 공

정보다 렴하다는 장 이 있지만 폐수의 독성 때문에 탈

색 효율이 낮아 기성 시스템이 필요하다(Do and Chen, 
1994). 폐수 속에 존재하는 염료와 색도가 있는 물질은 

UV/H2O2, O3 등과 같은 고 산화법과 활성탄을 이용한 흡

착 공정에 의해 처리될 수 있지만 이들 공정은 처리 비용

이 상 으로 높아 경제 인 처리가 어렵다(Lin and L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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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Sun and Xu, 1997).
최근 많이 연구되고 있는 난분해성 폐수를 처리하는 기

술 의 하나가 기화학에 기 를 둔 기술이다. 기화학

 처리공정은 물과 폐수로부터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한 

공정으로 효율이 높고 처리량의 폭이 넓고, 자동화가 용이

하고, 장치가 간단하고 설치비가 렴하며, 공정이 간단하

며 운 이 쉬운 장 이 있어 지난 20여 년간 연구되어 왔

다(Jüttner et al., 2000). 기분해, 기응집  기부상 

등 여러 가지 기화학  공정이 여러 종류의 산업폐수 처

리에서 오염물질들을 성공 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Grimm et al., 1998; Tsai et al., 1997; 
Vlyssides et al., 2001).
여러 가지 기화학  공정  기응집/부상 공정은 반

응기 내부에 설치된 희생 극에 류를 통 시킬 때 속

이온과 기포를 생성시켜 이를 정화에 이용하는 공정이다. 
속이온은 물에서 오염물질과 응집하고, 황산알루미늄과 

염화 제2철과 같은 화학약품 응집제의 첨가와 같은 역할을 

하며 기포의 부상에 의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공정이다. 
기응집/부상 공정은 폐수 처리 공정에서 종래의 응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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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에 한 효율 인 체기술이 될 수 있는 기술로 알려

지고 있으며, 기름, 비소, 탁입자, 계면활성제  크롬 이

온 등 다른 종류의 폐수를 효율 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

정으로 보고되고 있다(Holt et al., 2002).
기응집/부상 공정은 제거 메커니즘이 복잡하고 다양

한 인자에 의해 처리효율이 향을 받기 때문에 공정설계 

 최 화시 각 인자의 향을 정량 으로 규명할 수 있

는 방법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정량  규명이 어려운 

기응집/부상 공정에 따른 Rhodamine B (RhB) 제거율을 

측하기 하여 기존의 결과들을 통계 으로 분석하여 

수식화하거나, 이론 인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조일형 

등, 2003).
다른 인자는 일정하게 고정한 후 1인자만 변화시켜 실험

을 진행하는 통 인 실험법인 1회 1인자(one factor at a 
time)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최  조건을 찾기 해 많

은 수의 실험이 필요하다. 한 1회 1인자 실험법은 인자 

간에 상호작용에 한 교호작용의 검출이 어렵고, 실험 역 

체를 균형 있게 고려하지 못하여 국소 최 해(local op-
timum)을 찾게 되는 문제 이 있다(이승훈, 2008; Aleboyeh 
et al., 2008).
최근 최소의 실험횟수로부터 최 의 정보를 얻을 수 있

는 실험계획법과 실험계획법에 의해 얻어진 실험 자료를 

분석하여 복잡한 시스템의 성능을 이해하고 반응변수에 

향을 주는 유의한 요인효과들을 찾고 최 화하는데 반응표

면분석법(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이 도입되어 

식품  화학공정에서 제품의 품질 리  제조공정의 최

화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환경분야에서는 미

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분해, 응집, 부상 등 다양한 공정들이 

복합 으로 처리성능에 향을 미치는 기응집/부상 공정

에 의해 안료인 RhB의 분해에 향을 미치는 인자에 한 

통계학  해석, 모델식 구축과 최 화에 목 을 두고 반응

표면분석법  심합성설계(central composite design, 
CCD)를 용하여 4요인 2수  인자분석을 수행하 다.

2. 연구방법

2.1. 실험재료  실험방법

실험에 사용한 극은 철 을 양극으로 사용하 으며, Ti 
에 Pt가 코 된 Pt/Ti 을 음극으로 사용하 다. 극의 

크기는 35 × 35 mm이고, 지름이 4 mm인 구멍이 일정하게 

뚫려 있는 극을 사용하 고, 극 간격은 2 mm이었다. 
실험에 사용한 반응기는 아크릴로 제작하 으며, 반응 부피

는 1 L이었다. pH 실험을 제외한 모든 실험은 수돗물을 

사용하 으며, pH 조 은 NaOH와 H2SO4를 이용하여 조

하 다. 샘 은 반응기 하부 2 cm 지 에 설치된 샘  채

취구에서 채취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 직류 원공 기

(Hyunsung E&E, 50V 20A)를 이용하여 극에 원을 공

하 다. 반응기에 NaCl이 첨가된 RhB 용액을 반응기에 

투입하고 원을 일정시간 공 하여 응집과 부상이 일어나

게 한 뒤 원을 끄고 용액 속에 남아있는 기포가 부상하

는 시간인 부상시간은 5분으로 고정하여 실험하 다. 분해

상 물질은 양이온성 염료인 RhB를 사용하 다.

2.2. 분석  측정

RhB 농도는 UV-VIS spectrophotometer(Genesis 5, Spect-
ronic)를 사용하여 RhB의 최  흡수 장인 554 nm를 측정

하여 검량선을 사용하여 농도로 나타내었다. 

2.3. 실험 계획, 자료 분석  공정 최 화

2.3.1. 실험계획법

실험계획법(design of experiment, DOE)은 실험에 한 

계획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품의 특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지를 알아보기 하여 실험의 배치를 

어떻게 하고, 실험을 어떻게 실시하며,  얻어진 데이터들

을 어떠한 통계  방법으로 분석을 하면 최소의 노력과 비

용으로 최 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최  작업조건을 가장 

경제 으로 찾아내기 한 기법이다(박동규, 2008).
실험계획법은 ① 실험목 의 설정 → ② 특성치의 선택 

→ ③ 인자  수  선택 → ④ 실험배치와 실험순서의 

랜덤화 → ⑤ 실험의 실시 → ⑥ 데이터의 분석 → ⑦ 분

석결과의 해석과 조치의 순서로 행해진다. 실험계획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다음의 기본원리를 이용하여 계획한다. 
① 랜덤화의 원리(principle of randomization), ② 반복의 

원리(principle of replication), ③ 블록화의 원리(principle 
of blacking), ④ 교락의 원리(principle of confounding), ⑤ 
직교화의 원리(principle of orthogonal)
합리 인 실험설계에 의해 얻어진 실험 자료를 분석할 

때 일차 인 목 은 반응변수에 향을 주는 유의한 유인

효과들을 찾는 것이고, 그 다음은 반응변수를 최 화하는 

공정 조건을 찾는 것이다. 이때 실제로 실험된 실험조건들

을 비교하여 최  조건을 찾는 것보다는 고려된 계량인자

들의 심 역 체에서 최 조건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를 해서는 심 역에 속하는 임의의 계량

인자들의 값에서 반응변수를 측할 수 있어야 한다(임용

빈 등, 2008).

2.3.2. 반응표면분석법

반응표면분석법은 실험을 설계하고, 모델을 세우고, 공정

변수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측과 목표 반응치를 측하

기 하여 변수들의 최  조건을 찾는 일련의 수학 이고 

통계 인 방법으로 실험 수를 여 실험과 련한 시간과 

비용을 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oulai and Tir, 2004). 
한 반응표면분석법은 화학 반응과/ 는 산업 공정의 최

화에 유용한 통계  방법이다(Myers and Montgomery, 
2002).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실험을 행하고, 데이터를 취하여 

통계  방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소의 실험횟수에서 

최 의 정보를 얻기 해 계획하여 실험을 행하는 실험계

획법에서 얻어진 실험 자료를 분석하여 반응변수에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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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유익한 요인 효과들을 찾고 반응변수를 최 화하는 

공정조건을 찾는데 반응표면분석법이 리 사용된다(임용

빈 등, 2008; Myers and Montgomery, 2002). 
반응표면분석법은 반응표면에 한 한 통계 인 모델

을 가정하고, 독립변수의 여러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여 데

이터를 얻은 후 회귀분석을 통하여 반응표면을 추정한다. 추
정된 반응표면식을 이용하여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른 반응

변수의 변화 정도를 분석하는 민감도 분석을 행할 수 있고, 
반응변수를 최 (소)화하는 독립변수의 수  조합을 찾아내

어 제품  공정의 최 화를 꾀할 수 있다(이승훈, 2008).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특징을 포함하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는 상황에서 많이 사용되고, 환경분야에서는 -펜톤 유

사 공정, 매 산화, 응집 공정에서 수처리 공정의 최

화를 해 사용된 심합성설계를 이용하여 기응집/부상 

공정에서의 최 화를 해 용하 다(조일형 등, 2007; 
Cho and Zoh, 2007).

2.3.3. 심합성계획

심합성계획은 1951년 Box와 Wilson에 의해 고안되어 

지 까지 반응표면분석의 표 인 실험계획으로 이용되고 

있다. 심합성계획을 사용하면 2차 모델의 제곱 항들을 

효율 인 추정이 가능하고, 실험계획의 바람직한 특성인 직

교 블록화(orthogonal blocking)  회 성(rotatability)의 구

이 용이하다. 직교 으로 블록화된 설계들은 모델 항들과 

블록 효과들이 독립 으로 추정되도록 하고, 회귀 계수들의 

변동을 최소화한다. 회 가능(rotatable) 설계들은 설계 심

으로부터 거리가 동일한 모든 들에서의 측 분산을 일

정하게 하는 바람직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측의 질을 

향상시킨다(이승훈, 2008).
심합성계획은 심 을 포함한 요인배치 실험 (꼭짓

)과 축 으로 이루어진다. 독립변수의 수가 k라면 요인실

험 의 수가 2k이고 축 의 수가 2k이므로, 심 에서의 

반복회수가 nc인 경우 총 실험횟수는 2k + 2k + nc 가 된다. 
본 실험에서는 류, 해질인 NaCl 농도, 기 RhB 농도 

 시간을 독립변수(공정-특유 변수, process specific vari-
ables)로 선택하 고, RhB 제거율을 종속변수(response)로 

설정하 다. 독립변수의 값과 변화 한계(variation limits)는 

RhB에 해 행해진 기  연구와 련 문헌에 기 를 두고 

선정하 고(Arslan-Alaton et al., 2009), 그 결과를 Table 1
에 나타내었다.

심 으로 6개의 같은 실험(nc)을 포함하여 심합성설

계에서 4개의 독립변수를 선택할 경우 실험해야하는 수인

Table 1. Experimental design of electrochemical treatment 
of Rhodamine B wastewater

Process variables
Real values of the levels

-2 -1 0 1 2
Current, A 0.5 1 1.5 2 2.5

NaCl dosage, g/L 1 2 3 4 5
RhB conc., mg/L 5 50 95 140 185

Time, min 2.5 5 7.5 10 12.5

30개의 시험을 본 실험에서 행하 다.
실험 자료는 Design-Expert 소 트웨어(Ver. 7.1)를 사용

하여 분석하 고 2차 다항식으로 구하 다. 다음의 식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사이의 상 계를 얻기 해 용한 

식이다(조일형 등, 2003).

        (1)

식 (1)에서 Y는 측된 종속변수(response), Xi 는 독립변

수, b0는 상수 계수(constant coefficient), bi , bii 와 bij 는 교

호작용 계수(interaction coefficient)이다. 다항식 모델의 

합도의 질(quality of fit)은 상 계 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R21)로 표 하 다. 모델 F-값(Fisher variation 
ratio), 확률 값(probability value, Prob > F)과 한 정확

도(adequate precision)는 용한 모델의 요도와 정성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이다. 통계  요도는 소 트웨어의 F-
테스트에 의해 검사하 다. 실험 자료로 다항회귀 모델의 

합도를 평가하고 AVOVA(analysis of variance)를 실시한 

뒤 후보 모델의 오차의 독립성, 정규성,  등분산성을 검

토하 다. 심 역에서 반응표면의 모양을 확인하기 하

여 모델진단 차를 통과한 모델에 해 반응표면 그림과 

등고선 그림을 그려 확인하 다.
다음 단계인 공정 최 화는 반응표면분석 단계에서 추천

된 후보 모델에 해 반응변수의 측값(반응표면)을 최

화시키는 최  조건을 심 역에서 찾았다. Design-Expert 
소 트웨어의 수치 최 화(numerical optimization)를 통하

여 각 특성에 한 반응변수의 바람직함(desirability) d, 0 
≤ d ≤ 1을 정의하여 d를 최 로 하는 최 조건을 찾았

다. 이후  측(point prediction)을 통하여 최 조건에서

의 재 성을 확인하 다(Design-Expert◯R  Software, 2007).

3. 결과  고찰

3.1. 1회 1인자 실험법에 의한 성능 고찰

Fig. 1에 기존의 실험방법인 1회 1인 실험법에 의한 최  

원공 시간, 류, 해질인 NaCl 농도  기 RhB 농
도의 향을 나타내었다. Fig. 1(a)는 NaCl 농도가 4 g/L, 
류가 2.5 A인 조건에서 원공 시간을 0~20분으로 2.5

분씩 변화시키면서 원공 시간 변화에 따른 RhB 제거율

을 나타내었다. 10분이면 부분의 RhB가 제거되는 것으

로 나타나 10분을 원공 시간으로 결정하 다. 원공

시간 이후 용액 속에 남아 있는 기포가 부상하면서 럭을 

부상시키는 시간인 부상시간을 결정하기 하여 2.5분부터 

15분까지 2.5분의 시간 간격으로 실험하 을 때 RhB 제거

율이 5분에 최 에 도달 된 후 5분 이후의 시간에서는 5분
과 크게 차이나지 않아 부상시간은 5분으로 고정하 다. 
NaCl 농도 4 g/L, 원공 시간 10분, 부상시간 5분으로 

고정한 조건에서 류 변화에 따른 RhB 제거율을 Fig. 
1(b)에 나타내었다. 류가 0.5 A에서 1.5 A에 이르기까지 

류 증가에 따라 RhB 제거율이 빠르게 증가하 으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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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OVA results of the quadratic model for electrolysis using three-dimensional electrode of RhB
Source Sum of squares Degree of freedom Mean square F-value Prob > F

RhB 
removal

Model 20009.89 10 2000.99 68.05 <0.0001
Residual 558.69 19 29.40
Lack of fit 245.30 154 17.52 0.28 0.9729
Pure error 313.40 5 62.68
R2 = 0.9728, 
Adjust R2 = 0.9585,
Adequate precision = 30.065

Fig. 1. Effect of operational parameters on the RhB removal 
efficiency with electrocoagulation/flotation. (a) Time, 
(b) Current, (c) NaCl dosage, (d) RhB concentration

A 이상의 류에서는 RhB 제거율 증가 폭이 어들었다.
원공 시간 10분, 부상시간 5분, 류를 2 A로 고정하

고 NaCl 농도를 1~5 g/L로 변화시키면서 NaCl 변화에 따

른 RhB에서 제거율 변화를 Fig. 1(c)에 나타내었다. 4 g/L
와 5 g/L의 NaCl 농도에서 RhB 제거율은 각각 92.7%와 

93.0%로 4 g/L부터 제거율에 평형에 도달되는 것으로 나

타나 최  NaCl 농도는 4 g/L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Fig. 
1(d)은 원공 시간, 류  NaCl 농도에 한 최  조

건에서 기 RhB 농도(5~230 mg/L)가 RhB와 제거에 미치

는 향을 나타내었다. 기 RhB 농도가 95 mg/L까지 98.3%
의 제거효율을 나타내었다. 기 RhB 농도가 140 mg/L이
상에서는 RhB 처리효율이 감소하 으나 230 mg/L에서도 

93.4%의 제거율을 나타내었으며 실험범  내에서 모두 

90%이상의 제거율을 나타내었다.
Fig. 1에서 보듯이 1회 1인 실험법을 이용한 기응집/부

상 공정에서 RhB 제거에 향을 주는 인자는 원공 시

간 > 류, NaCl 농도 > RhB 농도의 순서로 나타났으나 

정확한 최  조건을 찾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각 실험인자가 상호작용하는 교호작용 효과는 이승훈(2008)
의 결과와 같이 검출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3차원 극을 이용한 RhB 제거에 한 모델 결과 

 잔차분석

심합성계획에 의하여 30회의 실험을 수행하고 Design- 
expert 소 트웨어를 이용하여 Mean, Linear, 2F1, Quadratic 
 Cubic 모델에 해 합한 모델을 찾은 결과 2차 다항

식인 Quadratic 모델의 p 값이 < 0.0001로 충분히 작아서 

2차 모델이 한 것으로 나타났고 출력결과도 한 모

델로 추천되었다.
다음 단계로 체 모델의 합성 외에 회귀분석(종속변수

와 독립변수 계)  분산분석(각 처리 자료의 변동성 

계)을 통해 체 모델에 어떻게 향을 주는 지를 악하

기 하여 Quadratic 모델에 하여 2차 모델의 항들 에

서 설명력이 떨어지는 순수 이차항, 교호작용, 주 효과의 

항들을 후방소거법(Backward elimination)에 의해 p 값이 

0.25 이상인 값을 오차항으로 풀링하여 유의한 인자인 A 
(Current), B(NaCl), C(RhB), D(Time), AB(Current․NaCl), 
AD(Current․Time), BD(NaCl․Time), A2(Current), B2(NaCl2), 
D2(Time2)에 한 분산분석(ANOVA, analysis of variance)
을 행하여 Table 2에 결과를 나타내었다.
평균 제곱(mean square)은 각각의 자유도(degree of free-

dom, DM)로 표 되는 모델과 에러(잔차) 분산 각각의 제곱

의 합을 나 어서 구하 다. 모델의 F 값은 잔류평균제곱(resi-
dual mean square)으로 모델 평균 제곱을 나 어 구하 다.

Prob > F 값이 0.0500보다 으면 모델이 유의미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0.1000보다 크면 보통 무의미한 것으로 간

주되는데, Prob > Table 2에서 보듯이 F 값이 0.0001로서 

모델이 1% 이하의 높은 유의성을 나타내었다(Arslan-Alaton 
et al., 2009). R2 값은 0.9728로 모델이 다항식 합도(fit)
를 잘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성결여(lack of fit)의 

p값이 0.05보다 으면 측한 모델이 문제가 있으며, 0.05
보다 크면 가정된 모델이 하다(조일형 등, 2003). 본 

연구에서 구한 합성결여의 p 값이 0.9729로 나타나 ANOVA 
차에서 얻어진 모델이 함을 알 수 있었다.
RhB 제거에 한 실제 실험값과 측값을 Table 3과 

Fig. 2에 나타내었다. Table 3에 나타내었듯이 실험값은 5.03~ 
99.2%, 측값은 3.21~99.9%로 나타났고, Fig. 2에서 보듯

이 실험값과 측값이 비교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hB 제거율(%)에 한 독립변수 사이의 상 계가 다

음의 2차 다항식으로 측되었다. 공정변수의 단 가 다르

기 때문에 이들 변수들을 Table 1과 같이 코드화시켜 통일

된 변수로 용하여 산출한 반응 모델은 식 (2)이고 식 (3)
은 원래 변수를 용한 경우이다.

RhB removal (%) = 82.21 + 14.46․A + 6.76․B - 4.70․
C + 19.61․D - 2.84․AB -3.98․AD - 6.02․BD - 4.95․
A2 - 2.27 B2 - 9.94․D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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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xperimental design matrix and response based on experimental runs and predicted values on RhB removal effi-
ciency(%) proposed by CCD design

Run
Independent variables Response (Y)

X1 X2 X3 X4 Experimental Predicted 
Current (A) NaCl (g/L) RhB (mg/L) Time (min) RhB removal effi. (%) RhB removal effi. (%)

1 1.5 3 95 7.5 90.5 82.2
2 1.5 3 95 7.5 86.9 82.2
3 1 4 50 5 45.8 47.3
4 1.5 3 95 7.5 70.6 82.2
5 1.5 5 95 7.5 89.3 86.6
6 2 2 50 10 97.7 99.9
7 2 4 140 5 65.2 69.1
8 1 2 140 10 71.2 65.9
9 2 2 140 5 45.2 49.2

10 1 4 140 10 70.2 73.0
11 1.5 3 95 2.5 5.03 3.21
12 1 4 140 5 40.1 37.9
13 2.5 3 95 7.5 95.1 91.3
14 1.5 3 95 7.5 83.5 82.2
15 2 4 50 5 77.5 78.5
16 1.5 1 95 7.5 57.4 59.6
17 1 2 50 10 74.7 75.3
18 1.5 3 5 7.5 96.2 91.6
19 2 2 140 10 95.7 92.5
20 2 2 50 5 62.5 58.6
21 1.5 3 95 7.5 72.5 82.2
22 1 2 140 5 10.8 6.7
23 2 4 140 10 85.7 88.3
24 1 4 50 10 85.2 82.4
25 1.5 3 95 12.5 80.3 81.7
26 1.5 3 185 7.5 75.6 72.8
27 1 2 50 5 12.8 16.1
28 2 4 50 10 99.2 97.7
29 1.5 3 95 7.5 82.3 82.2
30 0.5 3 95 7.5 30.2 33.5

Fig. 2. The actual and predicted plot for RhB removal 
efficiency.

RhB removal (%) = -300.42 + 129.21․Current + 46.99․
NaCl - 0.11․RhB - + 43.71․Time - 5.67․Current․NaCl 
- 3.18․Current․Time - 2.41․NaCl․Time - 19.79․Current2 
- 2.27․NaCl2 - 1.59․Time2 (3)

반응표면 분석을 통해 얻어진 식 (2)와 (3)은 모델의 오

차 항에 한 잔차분석을 통하여 체 인 모델의 합정

도를 단하기 하여 Fig. 3에 나타내었다. 종속변수의 실

제 값과 회귀식에 의한 측값은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

를 잔차(residual)이라고 한다. 잔차분석은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들이 정규분포, 평균과 분산, 상호독립성  독립변수

와 종속변수 사이의 계가 선형조건을 만족한다는 가정아

래 단하게 된다(송원용과 장순웅, 2009).
Fig. 3(a)의 표 화 잔차의 정규확률 그림을 살펴보면 개

략 으로 직선 계를 따르고 있어 잔차의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었다. Fig. 3(b)에 주어진 표 화 잔차와 측값의 산

도를 살펴보면 ±2.5이내의 수평밴드 내에서 랜덤하게 퍼

져 있으므로 오차의 등분산성을 만족하면서 선택된 모델이 

함을 알 수 있었다.

3.3. RhB 처리에 한 등고선도, 반응표면도와 공정 

최 화

1회 1인자 실험법에서 략 인 최  조건인 원공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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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sidual polt of model for error values. (a) Normal 
probability plot of the residuals, (b) Scatter plot of 
the residuals and predicted.

간 10분, 부상시간 5분, 류 2 A, NaCl 농도 4 g/L과 실험

한 모든 범 의 RhB 농도에서 90%이상의 RhB 제거율을 

얻었다. 그러나 기응집/부상 공정에서의 RhB 제거반응은 

각각의 조건에서 제거 메커니즘이 복잡하고 상호작용을 거

치기 때문에 RhB 제거에 한 측이 어려운 단 이 있다.
1회 1인자 실험법이 아니라 심합성설계에 따라 모든 

변수들 내 모든 수 을 랜덤화, 반복성  블록화 원리에 

따라 등간격 배열에 의한 MFAST(multi-factor at the same 
time) 방법으로 실험을 수행하고 모델링하 다.

Fig. 4에 다른 조건은 일정한 상태에서 류, NaCl 투입

량, RhB 농도  시간 각각의 변화에 한 주효과도를 나

타내었다. 주효과도는 기울기가 클수록 주 효과가 큰 것을 

나타낸다(송원용과 장순웅, 2009). 그래 를 보면 시간에 

한 주효과가 가장 크고 NaCl 투입량과 RhB 농도가 그 

다음이고 NaCl 투입량의 효과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

다. 여기에서 RhB 농도는 농도가 증가할수록 제거율이 낮

아지는 음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인자들의 교호작용에 의한 교호효과를 분석하기 하여 

두 변수는 일정한 조건에서 다른 두 변수는 실험 범  내에

서 변화시켜 모델- 측반응(model-predicted responses)에 

한 2차원(2D) 등고선도(contour)와 3차원 (3D) 반응표면도를 

Design-Expert 소 트웨어를 이용하여 Fig. 5에 식 (2)와 (3)
의 모델식에서 나타난 항 에서 교호작용을 나타내는 

Current․NaCl(AB), Current․Time(AD)  NaCl․Time(BD)

      (a) Current

     (b) NaCl

     (c) Concentration

      (d) Time
Fig. 4. Main effect plot for RhB removal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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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e) (f)

Fig. 5. Contour and response surface plots for percent RhB removal as a function of initial NaCl dosage and current. 
(time = 9 min; pH = 7)
(a) Contour plot of AB effect, (b) 3D plot of AB effect
(c) Contour plot of AD effect, (d) 3D plot of AD effect
(e) Contour plot of BD effect, (f) 3D plot of BD effect

에 해 나타내었다. 세 가지의 교호인자들  모든 2차원 등

고선도와 3차원 반응표면도는 모두 ‘올라가는 능선’ 모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등고선도와 반응표면도의 경우 ‘산’, ‘사발’, 

‘말안장’  ‘올라가는 능선’ 형 4종류가 있는데 반응표면

의 모양이 정상 에서 최 값을 갖는 ‘산’의 모양일 경우 1
회 1인자 실험법이 최  조건의 근처에 도달할 수도 있지

만 ‘올라가는 능선’형일 경우 최  조건에 한 정보를 주

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임용빈 등, 2008). Fig. 5 
(a)와 (b)는 RhB 농도(C)는 95 mg/L, Time(D)은 7.5분으로 

고정한 조건에서 Current․NaCl(AB) 교호작용을 나타내었

다. 류와 NaCl 투입량이 증가할수록 RhB 제거율이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5(c)와 (d)는 RhB 농도(C)는 

95 mg/L, NaCl 투입량(B)은 3 g/L로 고정한 조건에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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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의 Current․Time(AD) 교호작용을 나타내었다. 류와 

시간이 증가할수록 RhB 제거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Fig. 5(e)와 (f)는 류(A)는 1.5 A, RhB 농도(C)는 95 
mg/L로 고정한 조건에서 NaCl dosage･Time(BD) 교호작용

을 나타내었다. 류와 시간이 증가할수록 RhB 제거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변수를 고정한 조건에서 다른 두 변수 변화에 따른 

RhB 측 제거 농도와 범 를 Fig. 5와 같은 등고선도와 

반응표면도를 통해서 알 수 있으나 정확 값의 측을 해

서 Design-Expert 소 트웨어에서 최 화 단계의 ‘numerical 
optimization’을 이용하여 류, NaCl 투입량, RhB 농도  

시간을 계량인자의 범 인 ‘n range’로 선택하고 반응변수

인 RhB 제거율은 ‘maximize’로 선택한 뒤 ‘desirability’ d
를 가장 크게 하는 최  조건을 찾은 결과 단일 값을 얻을 

수 있었다( , 류 1,77 A, NaCl 2.23 g/L, RhB 56.12 
mg/L, Time 9.98 min인 조건에서, desirability가 1이고 RhB 
제거율이 99.4%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측되었다). 일정 

농도 이상의 RhB 제거율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구하기 

하여 시간이 10분, RhB 농도를 50 mg/L로 고정한 조건

에서 ‘graphical optimization’을 수행한 결과를 Fig. 6에 나

타내었다. Fig. 6에서 B 역이 주어진 시간과 RhB 농도에

서 정기 으로 선정한 99.1% 이상의 RhB 제거율을 얻을 

수 있는 류와 NaCl 투입량에 한 역이 B로 나타나있

다. 시간과 RhB 농도를 바꿀 경우 ‘Overlay plot’도 변하며 

달라진 RhB 제거율 범 가 나타난다.

Fig. 6. Overlay plot of plots for graphical optimization. 
(time = 10 min; RhB conc. = 50 mg/L)

“numerical optimization”에서 구한 최  조건인 류 1.77 
A, NaCl 투입량 2.23 g/L, RhB 농도 56.23 mg/L시간 9.98
분에서 추가 실험을 실시하여 측될 반응값의 신뢰구간을 

구하기 하여 재 성 확인 단계인 ‘point prediction’에서 

95% PI인 86.87% (95% PI low) ~ 111.93% (95% PI high)
범 에 속하면 재 성이 확인된다고 단된다. 최  조건에

서 실험을 3회 추가 실험한 결과 RhB 제거율은 각각 

97.5%, 99.8%, 98.6%로 나타나 모델의 재 성이 확인되었

다.

4. 결 론

기응집/부상 공정을 이용한 RhB의 제거 실험을 행하

고 반응치에 향을 주는 요인인 류, NaCl 첨가량, RhB 
농도  분해시간에 한 최 화를 수행하여 다음의 결과

를 얻었다.
1) RhB 제거에 한 통계학  분석에 의해 도출된 모델 

측식은 2차 다항식으로 표 되었고 p값이 0.05이하로 

매우 유의하 고 R2 값도 0.9728로 나타났다.
2) 반응 모델의 잔차분석 결과 정규성(normality), 등분산성

(equal variation)을 만족하여 모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최 화를 수행한 결과 류, NaCl 농도 시간이 증가할

수록 RhB 제거효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
간에 한 주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4) 2차 비선형 효과를 나타내는 각 요인에 한 유의성 검정

결과 순수 이차항에서 A2(Current), B2(NaCl2), D2(Time2)
에 유의하 고 교호작용의 경우 AB(Current․NaCl), AD 
(Current․Time), BD(NaCl․Time)가 유의하 다.

5) 수치 최 화를 수행한 결과 류 1,77 A, NaCl 2.23 g/L, 
RhB 56.12 mg/L, Time 9.98 min인 조건에서, desir-
ability가 1이고 RhB 제거율이 99.4%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측되었고, 3번의 추가실험에서 RhB 제거율이 

95% 신뢰수 에서의 측값 범 에 들어 모델의 재

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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