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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XAD-16-Chromotropic acid (CTA)형 킬 이트 수지에 한 몇 가지 속이온의 흡착특

성을 뱃치법과 용리법으로 조사하 다. pH 변화에 따른 속 이온의 흡착율을 조사한 결과 pH 

3.0～ 6.0에서 Hf(Ⅳ), Zr(Ⅳ), Th(Ⅳ) 이온이 다른 속 이온들에 비해 높은 선택성을 보 으며, 

Zr(IV)의 최 흡착용량은 0.81 mmol/g이었다. 가리움제로서 CDTA, EDTA, NTA  NH4F 등을 

사용하여 흡착에 미치는 향을 조사한 결과 혼합 속 용액으로부터 몇 가지 희토류 속 이

온들의 분리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킬 이트 수지에 한 몇 가지 속 이온들의 흡착거동

을 용리법으로 조사 검토한 결과 pH 4에서 돌  용량과 총  용량으로부터 얻은 속 이온

의 용리 순서는 Zr(Ⅳ)〉Th(Ⅳ)〉Hf(Ⅳ)〉U(Ⅵ)〉Cu(Ⅱ)〉In(Ⅲ)〉Pb(Ⅱ) 이었다. 한편 HCl, HNO3, 

HClO4 등의 탈착제에 의한 탈착 특성을 조사한 결과 2 M HCl에서 높은 탈착효율을 나타내었

다. XAD-16-CTA 킬 이트 수지는 혼합 속이온 에 함유된 Th(Ⅳ) 이온의 선택  분리  

회수에 유용함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e sorption behavior of some metal ions on XAD-16-CTA chelating resin was investigated 

by batch method. The sorption of chelating resin was highly selective for Hf(Ⅳ), Zr(Ⅳ) and Th(Ⅳ) at 

pH 3.0～ 6.0 and the maximum sorption capacity of Zr(IV) ion was 0.81 mmol/g. It was successfully 

applied to the separation of several rare metal ions from mixed metal solutions by using CDTA, EDTA, 

NTA and NH4F as masking agent. The elution order of metal ions obtained from breakthrough capacity 

and the overall capacity at pH 4.0 was Zr(Ⅳ)〉Th(Ⅳ)〉Hf(Ⅳ)〉U(Ⅵ)〉Cu(Ⅱ)〉In(Ⅲ)〉Pb(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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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orption characteristics for metal ions was investigated with desorption agents such as HCl, HNO3, 

HClO4. 2 M HCl showed high desorption efficiency. Th(Ⅳ) ion can be successfully separated from 

mixed metal ions by using XAD-16-CTA cheating resin.

Key words：XAD-16-CTA chelating resin, breakthrough capacity, overall capacity, desorption

1. 서  론

최근 유해하거나 유용한 미량 속의 회수  분석을 

하여 미량 속의 분리 농축에 한 많은 연구1,2가 이

루어져 있으나, 최근에는 킬 이트수지를 사용하여 특

정 속이온을 선택 으로 분리하고 농축시키는 효율

인 방법이 리 이용되고 있다.3-6

킬 이트 수지에 속이온이 흡착될 때 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지지체의 역할을 하는 수지 매트릭스의 물

리  특성과 속이온과 리간드인 킬 이트제의 기능기 

사이에서 형성되는 착물의 형성 속도와 안정도를 들 수 

있다. 수지의 물리  특성으로 동공과 표면 의 크기, 

다리결합률  팽윤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7,8

속이온의 흡착에 향을 미치는  다른 주요한 

요인은 수지에 결합된 킬 이트 작용기로서 분석하려는 

속이온과 안정한 착물을 형성할 수 있는 합한 킬

이트 시약이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킬 이트수지를 이용하여 특

정 속을 선택 이며 정량 으로 분리 농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기 해 킬 이트수지의 지지체로서 동공

과 표면 의 크기가 비교  크고 한 속이온의 확산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수축율의 변화가 은 amber- 

lite XAD-16 polystyrene-divinylbenzene 다공성 수지를 

선정하고 킬 이트 시약은 -OH 작용기를 포함하고 있

으며 Zr(Ⅳ), U(Ⅵ) 등과 선택 이며 안정한 착물을 형

성한다고 알려져 있는9-12 CTA (4,5-dihydroxynaphthalene- 

2,7-disulfonic acid, chromotropic acid)를 선정하여 XAD- 

16-CTA 킬 이트 수지를 합성하 다. 그리고 합성한 

킬 이트 수지에 한 몇 가지 속이온의 흡착거동을 

알아보기 해 뱃치법을 이용해 pH, 흡착평형시간 등에 

따르는 흡착율의 변화로부터 속이온의 흡착 특성  

메커니즘을 조사 검토하고 각 속이온의 흡착 용량을 

측정하여 흡착선택성을 비교하 다. 아울러 특정 속

이온의 분리  탈착을 해 속이온에 한 가리움제

의 향 등을 조사하 고 여러 가지 혼합시료로부터 특

정 속이온의 분리 농축  회수에 이용할 수 있는 

기 자료  그 가능성을 조사하 다.

한 용리법에 의한 속이온들의 흡착특성을 알아

보기 하여 각 속이온의 돌  곡선 (breakthrough 

curve)을 작성하고, 이것으로부터 돌  용량 (break- 

through capacity)과 총  용량 (overall capacity)을 구하

여 흡착선택성을 비교하 다. 그리고 수지에 흡착된 

속이온의 정량 인 회수를 하여 탈착제의 종류와 농

도에 따른 최  탈착 조건을 조사 검토한 다음 혼합 

속이온  몇 가지 속이온의 분리를 시도하 다.

2. 실  험

2.1. 측정기기  실험기구

본 연구에서 속이온의 정량에 사용된 기기는 

Thermo-Jarrel Ash 사의 IRIS/AP 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meter와 UV/Vis spectrometer이다.

뱃치법에 의한 흡착실험은 Jeio Tech 사의 SK-760B 

Shaker를 사용하 으며, 용리법에 의한 속이온의 분리

를 하여 Waston Marlow 사의 101F 연동펌 와 Gilson

사의 FC 203B fraction collector를 사용하 다. 본 연구

에서 사용한 컬럼은 장 장치가 부착되고 바닥에 거름

종이가 깔린 유리 컬럼 (100 mm × 4 mm)이다. 각 용액

의 pH는 Orion사의 920A pH meter를 이용하여 조 하

으며 모든 실험에서 사용한 증류수는 Milli-Q/-RO 

reagent purification system을 통과시켜 정제하 다. 실험

에 사용한 모든 용기는 Nalgene 사의 폴리에틸  재질

의 용기로, 묽은 HNO3 용액에 수일간 담근 후 증류수로 

씻어 건조시킨 후 사용하 다.

2.2. 수지  시약

XAD-16-CTA형 킬 이트 수지는 본 연구의 제1보에

서 합성하고 그 구조를 확인한 것을 사용하 다.13 킬

이트 시약은 Sigma 사의 4.5-dihydroxynaphthalene-2.7-dis- 

ulfonic acid (Chromotropic acid)이며, 속 표 용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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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u standard 사의 ICP standard solution 100 μg/mL을 

묽 서 사용하 다. 가리움제인 cyclohexanediaminete- 

traacetic acid (CDTA),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EDTA), nitrilotriacetic acid (NTA), NH4F는 Aldrich 사  

ACROS 사의 특 시약을 사용하 으며, 그 밖의 합성에 

사용된 모든 시약은 특   일 시약으로 정제하지 않

고 그 로 사용하 다. 모든 실험에는 1차 증류수를 

Millipore 사의 Milli-Q/RO reagent water purification 

system을 통과시킨 3차 증류수를 사용하 다. 

2.3. 뱃치법에 의한 속이온의 흡착 특성 조사

킬 이트수지에 속이온의 흡착 시 pH의 향을 검

토하기 하여 합성한 킬 이트 수지를 15 mg씩 칭량

하여 폴리에틸  용기에 각각 넣었다. 여기에 각 속

이온을 10 μg/mL 씩 혼합시킨 용액의 pH를 묽은 질

산  암모니아수로 2.0～ 6.0 범 로 조 하여 각각 

15 mL 씩 가한 후 300 rpm의 속도로 24 시간 동안 진

탕시켰다. 수지를 거른 후 용액 속에 남아 있는 속이

온의 농도를 ICP-AES 법으로 측정하여 킬 이트수지에 

흡착된 속이온의 흡착량 변화를 조사하 다.

다음, 속이온이 킬 이트수지와 흡착 평형에 도달

하는 시간 즉, 진탕 시간의 향을 조사하기 하여 

XAD-16-CTA 킬 이트수지가 각각 15 mg씩 담겨 있는 

폴리에틸  용기에 pH 4.0의 0.01 M HAc-NH4Ac 완충

용액으로 만들어진 10 μg/mL의 Zr(Ⅳ) 용액 15 mL을 

넣고 진탕시간을 0～ 24 시간으로 변화시켜 가면서 진

탕시켰다. 다음 킬 이트수지를 거르고 용액 속에 남아 

있는 Zr(Ⅳ) 이온의 양을 ICP-AES법으로 측정하여 진탕 

시간에 따른 Zr(Ⅳ) 이온의 흡착량을 조사하 다.

한 킬 이트수지에 한 속이온의 최  흡착량

을 구하기 하여 최  흡착 pH인 pH 4.0에서 Zr(Ⅳ), 

Hf(Ⅳ), Th(Ⅳ), U(Ⅵ)  Cu(Ⅱ)의 농도를 각각 10～

600 μg/mL으로 단계 으로 농도를 증가시킨 혼합 속

용액 15 mL를 수지 15 mg에 가하고 흡착된 속이온

을 측정하여 수지에 더 이상 흡착되지 않는 최  흡착

용량을 조사하 다.

한편 속이온의 흡착에 미치는 착화제의 향을 조

사하기 하여 수지 15 mg씩이 들어 있는 용기에 각 

속이온을 10 μg/mL씩 혼합시킨 용액의 pH를 4.0로 

조 하여 각각 15 mL씩 가한 다음 EDTA, CETA, 

NTA, NH4F의 농도를 0～10 mM로 변화시키면서 가하

고 24 시간 동안 진탕시켰다. 수지를 거른 후 용액 속

에 남아 있는 속이온의 농도를 ICP-AES로 측정하여 

각 속이온의 흡착량을 조사하 다.

2.4. 용리법에 의한 속이온의 돌  용량  

총  용량의 측정

XAD-16-CTA 킬 이트수지 100 mg을 0.01 M 

HAc-NH4Ac 완충용액 mL에 넣고 잘 섞은 후 5～ 6시

간 동안 방치한 다음 진공상태에서 수지내부의 공기를 

제거하 다. 이를 내경 4 mm, 길이 50 mm인 아크릴제 

칼럼에 충 하고, 증류수와 0.01 M HAc-NH4Ac 완충용

액 30 mL를 차례로 용리시키면서 흐름속도를 조 하

다. 다음 pH 4.0의 0.01 M HAc-NH4Ac 완충용액으로 

만든 10 μg/mL의 혼합 속이온 용액을 최 흐름속도

인 0.2 mL/min로 용리시키면서 5.0 mL 씩 받아 속이

온의 농도를 ICP-AES 법으로 측정하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돌  곡선으로부터 돌  용량과 총

 용량을 구하 다.

2.5. 용리법에 의한 속이온의 탈착 특성 조사

속이온의 탈착 조건을 조사하기 하여 pH 4로 

조 한 혼합 속용액 20 mL를 킬 이트 수지 100 mg

이 충 된 칼럼에 용리시켜 흡착시킨 후 속이온들의 

흡착량을 측정한 후 처리액인 pH 4.0로 조 한 0.01 

M HAc-NH4Ac 완충용액 10 mL  증류수 10 mL로 

컬럼을 씻어주었다. 그 다음 탈착제인 HCl, HNO3, 

HClO4의 농도를 0.1～ 2 M로 변화시키면서 0.1 

mL/min의 속도로 속이온이 흡착된 컬럼에 용리시켜 

얻은 용출액을 3 mL씩 받아 속이온들의 농도를 

ICP-AES 법으로 측정하여 회수율을 조사하 다.

2.6. 혼합 속 의 Th(Ⅳ)의 분리  회수

Zr(Ⅳ), Hf(Ⅳ), Th(Ⅳ), U(Ⅵ), Cu(Ⅱ), Pb(Ⅱ), In(Ⅲ) 

등이 각각 10 μg/mL 씩 함유되도록 30 mL의 pH를 4

로 조 하여 100 mg의 XAD-16-CTA 킬 이트수지가 

충 된 컬럼에 흡착시켰다. 그 후 pH 4로 조 한 1 

mM EDTA, 10 mM NH4F  2 M HCl 용액을 단계

으로 용리시켜 각 속이온들을 탈착시켰다. 이 때 용

리된 용출액을 3 mL 씩 분취하고 용출액 에 함유된 

속이온의 농도를 ICP-AES로 측정하여 회수율을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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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고찰

3.1. 뱃치법에 의한 속이온의 흡착특성

3.1.1. 속이온의 흡착에 미치는 pH의 향

일반 으로 수용액에서 일어나는 킬 이트화 반응은 

자주게로 작용하는 리간드에 하여 속이온과 H
+

이온이 서로 경쟁 계에 있다. 즉, 킬 이트 수지의 

-OH 작용기로부터 H+ 이온이 먼  해리되어야만 속

이온이 수지의 작용기와 킬 이트화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용액의 염기성이 증가할수록 수소이온의 

해리를 진시키므로 속이온의 흡착속도를 빠르게 하

는 동시에 흡착능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속이

온 용액의 수소이온 농도 즉, pH는 속이온의 흡착능

에 향을 미치는 요한 인자가 된다. 따라서 pH의 

변화에 따른 XAD-16-CTA 킬 이트 수지에 한 속

이온의 흡착능을 조사 비교하기 하여 용액의 pH를 

2.0～ 6.0으로 변화시키면서 각 속이온 용액을 각각 

24 시간 동안 진탕시키고 거른 다음 수지에 흡착된 

속이온의 양을 ICP-AES법으로 측정하여 얻은 결과를 

Fig. 1  2에 나타내었다.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Hf(Ⅳ), Zr(Ⅳ), Th(Ⅳ)의 경우, pH 3～ 6까지 100%의 

흡착을 보 으며 그리고 U(Ⅵ)과 In(Ⅲ)의 경우는 pH 4

에서 최 흡착을 보 다. 그러나 Ni(Ⅱ), Co(Ⅱ), Mn

(Ⅱ), Zn(Ⅱ)의 경우 최  흡착 정도가 pH 6에서 25% 

정도로 낮은 흡착율을 보여 상 으로 단히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부터 pH에 따라 속이온들의 흡

착율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킬 이트 수지에 

한 흡착 순서를 보면 Zr(Ⅳ)≃Hf(Ⅳ)≃Th(Ⅳ)〉Cu(Ⅱ)〉

U(Ⅵ)〉In(Ⅲ)〉Pb(Ⅱ)〉Zn(Ⅱ)≃Mn(Ⅱ)≃Ni(Ⅱ)≃Co(Ⅱ) 

순으로 나타났다.  부분의 속이온에 한 최  

흡착 pH는 4.0일 때 가장 합한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이와 같은 흡착능의 차이를 이용하면 혼합 속

이온용액의 pH를 당히 조 하면 속이온들의 군분

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3.1.2. 속이온의 흡착평형  흡착속도

킬 이트 수지에 속이온이 흡착될 때 평형에 도달

하는 시간을 조사하기 하여 킬 이트 수지를 15 mg씩 

폴리에틸  병에 각각 넣고 수지에 해 거의 100%의 

흡착율을 보인 10 μg/mL을 함유한 Zr(Ⅳ) 이온 용액 

Fig. 1. Effect of pH on sorption of metal ions with 

XAD-16-CTA chelating resin. Resin weight: 15 

mg, Conc. of metal ions: each 10 μg/mL/15 

mL, Shaking time: 24 hrs.

Fig. 2. Effect of pH on sorption of metal ions with 

XAD-16-CTA chelating resin. Resin weight: 15 

mg, Conc. of metal ion: each 10 μg/mL/15 mL, 

Shaking time: 24 hrs.

15 mL를 가한 후 진탕 시간별로 속이온의 흡착량을 

ICP-AES 법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Fig. 3에 나타내

었다.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속이온이 킬 이트 

수지에 흡착될 때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은 약 1 시간

에 60%, 5 시간 이후에는 약 90%의 흡착율을 나타내

었으며 12 시간 이후에 흡착율이 100%로 완 한 흡착

평형을 이루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용액 내의 속

이온 들이 충분히 흡착평형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진탕시

간을 24 시간으로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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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orption equilibrium of XAD-16-CTA chelating 

resin according to shaking time. Resin weight: 

15 mg, Conc. of metal ion: Zr(Ⅳ) 10 μg/mL/15 

mL, Shaking time: 24 hrs.

3.1.3. 속이온의 농도에 따른 흡착 특성과 최  

흡착용량

앞에서 조사한 결과를 토 로 킬 이트 수지에 해 

비교  높은 흡착율을 나타내는 몇 가지 속이온들에 

한 킬 이트수지의 최  흡착용량을 조사하 다. 이를 

해 Zr(Ⅳ), Hf(Ⅳ), Th(Ⅳ), U(Ⅵ), Cu(Ⅱ) 등 5개의 속

이온의 농도를 10～ 600 μg/mL로 변화시키면서 흡착량

을 구하여 Fig. 4에 나타내었다.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

이, 킬 이트 수지에서 모두 속이온의 농도가 증가할

수록 흡착량도 증가하 다. 이것은 속이온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수지 내부로 속이온의 확산이 빨라지는

데 기인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400 μg/mL 이

상에서는 속이온의 농도가 증가하더라도 더 이상 흡착

되지 않고 평형에 도달하면서 일정한 흡착량을 나타내었

다. 이것으로부터 킬 이트 수지에 한 각 속이온들

이 갖는 최  흡착용량을 구하고 그 결과를 Table 1에 

수록하 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Zr(Ⅳ)의 최  흡착용량

이 0.81 mmol/g 으로 가장 컸다. 이 값은 이미 앞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킬 이트 수지에 한 CTA의 결합

율 즉, 0.90 mmol/g에 근 하 다.13 이와 같은 결과는 

Zr(Ⅳ)이 킬 이트 수지의 기능기와 1:1 몰 비의 착물을 

형성하며, 입체 인 장애를 받지 않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XAD-16-CTA 킬 이트 수

지는 Zr(Ⅳ) 이온에 하여 민하고 높은 흡착 선택성

을 나타내는 결과를 얻었다.

Fig. 4. Effect of concentration on sorption of metal ions 

with XAD-16-CTA chelating resin. Resin weight: 

15 mg, Volume of metal solution: 15 mL, 

Matrix: pH 4, 0.01 M HAc-NH4Ac buffer 

solution, Shaking time : 24 hrs.

Table 1. Sorption capacity of metal ions with XAD- 

16-CTA chelating resin

Metal ion Sorption capacity (mmol/g)

Zr(Ⅳ)

Th(Ⅳ)

Hf(Ⅳ)

U(Ⅵ)

Cu(Ⅱ)

0.81

0.58

0.43

0.40

0.39

3.1.4. 속이온의 흡착에 미치는 가리움제의 향

킬 이트 수지를 이용하여 분리 분석할 수 있는 폐수 

 해수, 그리고 암석 등 지질 련 시료들은 부분 여

러 가지 속이온  음이온들이 공존하는 복잡한 매트

릭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이들 매트릭스의 여러 

가지 화학종으로부터 특정 속이온만을 선택 으로 분

리하기 해서는 상 속이온들을 제외한 다른 속 

이온들과 착물을 잘 형성하는 가리움제를 가하여 이들

이 수지에 흡착되는 것을 가리우는 것이 효과 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분의 속이온들과 안정한 킬

이트를 형성하는 CDTA, EDTA, NTA 그리고 NH4F를 

가리움제로 선택하고, 이들의 농도를 0～ 10 mM로 변

화시켜가면서 킬 이트 수지에 한 각 속이온들의 

흡착량을 조사하여 Fig. 5～ 8에 나타내었다.

먼 ,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CDTA의 농도를 

변화시켜 본 결과 부분의 속이온들이 5 m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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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CDTA on sorption of metal ions with 

XAD-16-CTA chelating resin. Resin weight: 15 

mg, Conc. of metal ion: each 10 μg/mL/15 mL,  

Matrix: pH 4, 0.01 M HAc-NH4Ac buffer 

solution, Shaking time: 24 hrs.

Fig. 6. Effect of EDTA on sorption of metal ions with 

XAD-16-CTA chelating resin. Resin weight: 15 

mg, Conc. of metal ion: each 10 μg/mL/15 mL, 

Matrix: pH 4, 0.01 M HAc-NH4Ac buffer 

solution, Shaking time: 24 hrs.

에서는  흡착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 반면에 

Zr(Ⅳ)과 Hf(Ⅳ)은 2 mM 이상에서 50% 이상의 비교  

높은 흡착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경향을 이용하면 여

러 혼합 속이온들로부터 Zr(Ⅳ)과 Hf(Ⅳ)의 두가지 

속이온들을 군분리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DTA 농도에 따른 속이온들의 흡착경향을 보면 

Fig.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In(Ⅲ), Pb(Ⅱ), Cu(Ⅱ) 이온들

은 2 mM 이상에서  흡착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U

(Ⅵ), Hf(Ⅳ), Zr(Ⅳ)의 경우에도 5 mM 이상에서는 흡착

율이 20% 이하로 매우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Zr(Ⅳ)의 경우에는 1 mM 까지는 흡착율이 100% 이었다

가 EDTA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흡착율이 격히 감소하

여 10 mM 에서는 10% 정도의 흡착율을 나타내었다.

NTA의 농도에 따른 속이온들의 흡착율의 변화를 

보면 Fig.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거의 모든 속이온이 

5 mM 이상의 NTA에서 20% 미만의 흡착율을 보 다. 

즉, 이들 속이온들은 NTA 농도에 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가리움 효과가 다른 가리움제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NH4F의 경우 Fig. 8에서 나타난 바와 같

이 Zr(Ⅳ), Hf(Ⅳ), U(Ⅵ)이 2 mM 이상에서 흡착율이 

격히 낮아지면서 7 mM 이상에서는  흡착이 이

루어지지 않았다. In(Ⅲ), Pb(Ⅱ), Cu(Ⅱ)의 경우 NH4F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흡착율이 낮아지다가 10 mM 에서

는 40% 정도의 흡착율을 나타내었다. 반면, Th(Ⅳ) 경

우 0～ 10 mM 까지 거의 100%의 흡착율을 나타내어 

다른 혼합 속이온들로부터 Th(Ⅳ)만을 선택 으로 분

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킬 이트수지에 

있어서 속이온들에 해 NTA의 가리움의 효과가 가

장 컸으며, CDTA와 EDTA의 가리움 효과는 미미하게 

나타났지만 5 mM 이상의 농도에서는 EDTA의 가리움 

효과가 다소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Zr(Ⅳ), Hf(Ⅳ)과 

Th(Ⅳ) 등 상 속이온들에 하여 서로 다른 가리움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흡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 

속 이온들간의 가리움제와 형성하는 킬 이트의 안정

도상수와 련이 있다고 상할 수 있다. 를 들면 

Cu(Ⅱ)의 경우 각 가리움제들의 안정도 상수값을 비교

해 보면 EDTA (logKf1=21.3)〉CDTA (logKf1=18.8)〉NTA

(logKf1=12.7)의 순서로 증가하며 가리움 효과도 안정도 

상수값의 크기에 비례 으로 EDTA〉CDTA〉NTA의 

순으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Zr(Ⅵ)의 경우 NTA (logKf1=20.8)〉CDTA (logKf1 

=19.8)〉EDTA (logKf1=19.4)의 순으로 증가하나, 실제로 

조사한 가리움 효과는 NTA〉EDTA〉CDTA의 순으로 

안정도 상수값의 크기와는 경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

와 같은 결과는 속이온과 안정한 킬 이트를 형성할 

수 있는 각 가리움제들의 이온 에 가지는 주어진 pH 

조건에 따른 생성분율과 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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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ffect of NTA on sorption of metal ions with 

XAD-16-CTA chelating resin. Resin weight : 15 

mg, Conc. of metal ion : each 10 μg/mL/15 

mL, Matrix : pH 4, 0.01 M HAc-NH4Ac buffer 

solution, Shaking time : 24 hrs.

Fig. 8. Effect of NH4F on sorption of metal ions with 

XAD-16-CTA chelating resin. Resin weight : 15 

mg, Conc. of metal ion : each 10 μg/mL/15 

mL, Matrix : pH 4, 0.01M HAc-NH4Ac buffer 

solution, Shaking time : 24 hrs.

3.2. 용리법에 의한 속이온의 돌  용량  

총  용량

합성한 킬 이트수지를 특정 속이온의 분리에 실

제로 응용하려면 용리법으로 합한 흡착조건을 조사해

야 한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킬 이트수지에 

속이온을 흡착시킬 때의 최  흐름 속도를 결정하고, 

뱃치법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비교  높은 흡착율을 보

던 몇 가지 속이온들의 돌  곡선을 얻음으로써 

각 속 이온들의 흡착 용량과 분리능을 비교하 다.

돌  곡선은 용출액의 부피 분율  용출액의 모

액 에 함유된 속이온의 농도비 즉, C/C0를 도시한 

것으로서 흡착과 탈착 과정에 향을 주는 인자들인 킬

이트수지의 입자 크기나 흐름속도, 정량 인 탈착에 

필요한 탈착제의 최소량 등을 결정하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 Svoboda와 Jandera38 등이 설명한 바와 같

이 각 속 이온들의 돌  곡선이 속이온의 기농

도의 반 즉, C0/2에 해당하는 부피를 기 으로 칭

을 이루는 경우에 본 연구에서 합성한 두 킬 이트 수

지를 상 속이온의 정량 인 분리와 회수에 매우 효

과 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뱃치법으로 조사한 결과를 토 로 비교  높은 흡착

율을 보 던 7 가지 속이온들을 혼합한 용액을 용리

시켜 얻은 돌  곡선을 Fig. 9에 나타내고, 이것으로

부터 구한 돌  용량  총  용량은 Table 2에 수록

하 다. 이때, 혼합 속이온 용액이 킬 이트수지가 충

되어 있는 컬럼에서 용리되는 동안 pH 4의 0.01 M 

HAc-NH4Ac 완충용액으로 용리액의 pH를 일정하게 조

하 다. 먼 , Fig. 9에 나타난 각 속이온들의 돌

 곡선을 보면 속이온의 기 농도의 반 즉, C0/2

에 해당하는 부피를 기 으로 좋은 칭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

서 합성한 킬 이트 수지를 이용하여 속 이온의 선택

인 분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정성 으로 입증해 주

고 있다.

다음 XAD-16-CTA 킬 이트 수지에 한 각 속이

온의 총 용량은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Zr(Ⅳ〉

Th(Ⅳ)〉Hf(Ⅳ)〉U(Ⅵ)〉Cu(Ⅱ)〉In(Ⅲ)〉Pb(Ⅱ)의 순서

로 나타났는데, 뱃치법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Zr(Ⅳ)

의 돌   총  용량은 0.41 mmol/g와 0.54 mmol/g 

으로 가장 컸다. Th(Ⅳ) 역시 0.12 mmol/g와 0.17 

mmol/g 으로 큰 값을 나타내므로 다른 속이온에 비

해 매우 선택 으로 흡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와 같은 총  용량의 크기 순서는 각 속 착물의 

안정도 상수값 뿐만 아니라 pH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흡착 조건에 의해서 향을 받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인자로서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총  용량의 크기는 

속 착물의 안정도 상수값의 크기와 상 계가 있을 것

으로 상할 수 있다. 실제로 몇 가지 속 CTA 착물

의 안정도 상수값 (logβ2)
38의 크기를 보면 U(Ⅵ) (logβ2= 

16.62)〉Cu(Ⅱ)(logβ2=13.92) 순으로서 본 연구에서 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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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Breakthrough curve of metal ions with XAD- 

16-CTA chelating resin. Resin weight : 100 mg,  

Conc. of metal ion : each 10 μg/mL, Matrix : 

pH 4, 0.01 M HAc-NH4Ac buffer solution, Flow 

rate : 0.2 mL/min, 1 fraction : 5 mL.

Table 2. Breakthrough capacity and overall capacity of 

metal ions with XAD-16-CTA chelating resin

Metal ion
Breakthrough capacity Overall capacity

mmol/g resin

Zr(Ⅳ)

Th(Ⅳ)

Hf(Ⅳ)

U(Ⅵ)

Cu(Ⅱ)

In(Ⅲ)

Pb(Ⅱ)

0.41

0.12

0.11

0.08

0.04

0.04

0.01

0.54

0.17

0.16

0.13

0.12

0.06

0.01

Resin weight : 100 mg, Conc. of metal ions : each 10 μg/mL, 
Matrix : pH 4, 0.01 M HAc-NH4Ac buffer solution, Flow rate 
: 0.2 mL/min, 1 fraction : 5 mL.

총  용량의 크기 순서와 체 으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2에 나타낸 XAD- 

16-CTA 킬 이트 수지에 한 각 속이온의 돌  

용량을 보면, Zr(Ⅳ)은 0.41 mmol/g 으로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고, Pb(Ⅱ)이 0.01 mmol/g로 상 으로 매우 

큰 값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이 돌  용

량이 감소할수록 상 으로 수지에 흡착되는 속이온

의 양이 작아진다는 것을 상할 수 있다. 각 속이온

에 한 총  용량의 크기를 비교하여 보면, Zr(Ⅳ)과 

Th(Ⅳ), Hf(Ⅳ)이 다른 속들에 비해 큰 값을 나타내므

로 이들의 분리 농축에 XAD-16-CTA 킬 이트 수지가 

매우 효과 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3. 용리법에 의한 속이온의 탈착특성

일반 으로 킬 이트 수지에 흡착된 속이온을 탈

착과 농축을 하기 해서는 산성용액이나 속이온과 

안정한 착물을 형성하는 음이온을 함유하는 용액을 탈

착제로 사용하면 특정이온만이 탈착됨으로서 선택 으

로 분리 농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탈착제의 종류  농도에 따르는 탈착율을 

조사 비교하기 하여 탈착제로서 0.1～ 2 M의 HNO3, 

HCl, HClO4 용액을 사용하여 수지에 흡착시킨 속이

온들을 탈착시켜 얻은 회수율을 Table 3에 수록하 다.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0.1 M HCl 용액에서는 Th

(Ⅳ), U(Ⅵ), Cu(Ⅱ), In(Ⅲ)  Pb(Ⅱ)등은 90～ 98%로서 

비교  높은 탈착율을 나타내었으나 Zr(Ⅳ)과 Hf(Ⅳ)은 

23% 정도로 낮은 탈착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

니라 0.1 M HNO3  0.1 M HClO4 용액에서도 비슷한 

탈착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2 M HCl 산 용액에

서는 7가지 특성 속이온들 모두 완 히 탈착되었다. 

그리고 2 M HNO3  HClO4 용액에서도 Th(Ⅳ), Cu

(Ⅱ), In(Ⅲ)  Pb(Ⅱ)은 완  탈착되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상 으로 탈착 효율이 높은 2 M HCl을 탈

착제로 선택하 다.

3.4. 혼합 속이온 의 Th(Ⅳ)의 선택 인 분리

혼합 속 이온으로부터 특정 속 이온을 분리하기 

해 속 이온들을 킬 이트 수지에 흡착시킨 다음 흡

착된 혼합 속 이온들을 당한 킬 이트제로 용리시키

거나 는 가리움제를 이용하여 탈착시키면 이들 속 

이온들의 상호 분리가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조사한 뱃치법과 용리법으로 

얻은 결과를 토 로 하여 XAD-16-CTA 킬 이트 수지

를 이용하여 혼합된 속 이온들로부터 Th(Ⅳ)의 분리를 

시도하여 그 결과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아울러 각 

속 이온의 회수율은 Table 4에 수록하 다. Fig. 10에

서 보는 바와 같이 XAD-10-CTA 킬 이트 수지에 혼합 

속 용액을 흡착시킨 후 1 mM EDTA와 10 mM의 

NH4F을 용리시킨 결과 탈착액의 부피가 18 mL에서 Cu

(Ⅱ), 33 mL에서는 Zr(Ⅳ), Hf(Ⅳ), U(Ⅵ)가 완 히 용출

되었으며, 수지에 남아있는 Th(Ⅳ)이온은 2 M HCl을 사

용하여 탈착시키면 다른 속이온들로부터 선택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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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sorption characteristics of metal ions on various acid solution

Metal ion

Recovery (%)

HCl HNO3 HClO4

0.1 M 1 M 2 M 0.1 M 1 M 2 M 0.1 M 1 M 2 M

Zr(Ⅳ)

Th(Ⅳ)

Hf(Ⅳ)

U(Ⅵ)

Cu(Ⅱ)

In(Ⅲ)

Pb(Ⅱ)

23

90

23

98

97

97

98

85

100

86

100

100

99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1

42

10

14

90

95

90

34

90

70

66

96

97

100

80

100

86

85

100

100

100

11

100

22

31

80

100

100

34

100

86

93

100

100

100

85

100

91

97

100

100

100

Resin weight : 100 mg, Conc. of metal ion : each 10 μg/mL, Sorption flow rate : 0.2 mL/min., Desorption flow rate : 
0.1 mL/min, Desorption agent volume : each 15 mL.

Fig. 10. Separation of Th(Ⅳ) from mixed metal ions 

with XAD-16-CTA chelating resin. Resin weight 

: 100 mg, Conc. of metal ion : each 10 μg/mL, 

Soption flow rate : 0.2 mL/min, Desorption flow 

rate : 0.1 mL/min.

분리할 수 있었다. 한 속 이온들의 흡착량을 변화

시켜 Th(Ⅳ)의 회수율을 측정한 결과 Table 4와 같이 

90～ 100%의 높은 회수율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합성한 XAD-16-CTA 킬 이트 

수지를 이용하면 상호분리가 어려운 혼합 속이온으로

부터 Th(Ⅳ) 이온을 선택 으로 분리 회수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음으로서, Th(Ⅳ)이온이 함유된 각종 시료의 

분리 농축에 킬 이트 수지를 충분히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4. Recovery of Th(Ⅳ) from mixed metal ions 

with XAD-16-CTA chelating resin

Added (μg) Found (μg) Recovery (%)

30

120

210

27

120

210

90

100

100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미량 속이온을 선택 으로 분리, 농

축  회수하기 하여 amberite XAD-16 다공성 수지에 

4,5-dihydroxynaphthalene-2,7-disulfonic acid (chromotropic 

acid)를 화학 으로 결합시켜 XAD-16-CTA형 킬 이트 

수지를 합성하고, 합성한 XAD-16-CTA 킬 이트 수지에 

한 속이온의 흡착속도, pH에 따른 흡착율  최

흡착용량, 흡착특성을 뱃치법으로 조사하 으며, 용리법

으로 XAD-16-CTA 킬 이트 수지를 이용하여 탈착 특

성을 조사하 다. 그리고 합성한 수지를 이용하여 혼합 

속용액으로부터 Th(Ⅳ)이온의 분리를 시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뱃치법으로 XAD-16-CTA 킬 이트 수지에 한 

속이온의 몇 가지 최  흡착조건과 흡착특성을 

조사한 결과 속이온이 킬 이트 수지에 흡착될 

때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은 약 1 시간에 45%, 6

시간에 90%의 흡착율을 보 으며, 12 시간에 완

한 흡착평형을 이루었다.

  한 pH 변화에 따른 속이온들의 흡착율을 조

사한 결과 pH 3～ 6에서 Hf(Ⅳ), Zr(Ⅳ)와 Th(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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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흡착율이 다른 속이온들에 비해 높은 선택

성을 보 으며, 최  흡착용량을 구해 본 결과 

Zr(Ⅳ)은 0.81 mmol/g으로 가장 높았으며, Th(Ⅳ)

은 0.58 mmol/g, Hf(Ⅳ)은 0.43 mmol/g, U(Ⅵ)은 

0.40 mmol/g, Cu(Ⅱ)은 0.39 mmol/g의 순으로 나

타났다.

  한편 선택 으로 특정의 속이온을 분리하기 

하여 가리움제로 CDTA, EDTA, NTA, NH4F 등이 

속이온의 흡착에 미치는 향을 조사한 결과, 5 

mM 이상의 CDTA에서는 Zr(Ⅳ)과 Hf(Ⅳ)의 군 분

리가 가능하고 10 mM NH4F로 Th(Ⅳ)의 분리가 

가능함을 보 다.

2. 용리법에 의한 속이온의 흡착 특성을 조사한 결

과 XAD-16-CTA형 킬 이트 수지에서 각 속이

온의 총  용량은 Zr(Ⅳ)이온이 0.54 mmol/g 으로 

가장 컸고 Th(Ⅳ), Hf(Ⅳ), U(Ⅵ) 등은 0.17 mmol/g

에서 0.13 mmol/g의 범 으며, 용리 순서는 Zr

(Ⅳ〉Th(Ⅳ)〉Hf(Ⅳ)〉U(Ⅵ)〉Cu(Ⅱ)〉In(Ⅲ)〉Pb(

Ⅱ)으로 나타났다.

  한 HCl, HNO3, HClO4 등의 탈착제에 의한 

속이온의 탈착특성을 조사한 결과 2 M HCl 용액

에서의 속이온이 완 히 탈착되었다.

  한편 1 mM EDTA와 10 mM NH4F를 가리움제로 

사용할 경우 XAD-16-CTA 킬 이트 수지에 의해 

함유한 혼합 속이온으로부터 Th(Ⅳ)이온의 선택

인 분리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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