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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Tin bis(monohydrogen orthophosphate) monohydrate 물질의 흡착 성질에 관하여 KCl 수
용액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금속이온 농도와 pH를 변화시키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화학평형에 바탕을 
두고 data를 분석하였다. 금속이온들의 흡착 data는 Langmuir 흡착식에 넣어 Langmuir 수치들을 얻는
데 사용되었다. Tin phosphate는 산성에서 이온교환 화합물로 작용하였으며, 2가의 전이금속이온에 대
해 Cu+2 > Co+2 > Ni+2의 순서로  선택적 흡착성질을 나타내었다. 약한 산성 이온 교환체에서와 같이 
금속이온의 교환은 tin phosphate의 선택성을 결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모든 경우에서 흡착의 
정도는 온도와 농도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였다. Lnngmuir 수치들은 흡착과정 동안의 엔트로피, 엔탈피, 
자유에너지 변화량같은 열역학적 함수들을 계산하는데 이용되었다.  

주제어 : 흡착, 화학평형, 주석 인산염, 전이금속 이온, 이온교환
 
  Abstract : The adsorption and ion exchange properties of tin phosphate were studied in an 
aqueous solution of KCl, varing the pH and metal ion concentration in the solution. The data 
were explained on the basis of chemical equilibrium. Tin phosphate behaved as an acidic ion 
exchanger and had an adsorption selectivity toward the bivalent transition metal ions in the 
following order : Cu+2  > Co+2 > Ni+2. As in the case of a weekly acidic exchanger, the change in 
hydration of metal ions played the dominant role in determining the selectivity of tin phosphate. In 
all cases the extent of adsorption increased with an increase in temperature and concentration. The 
apperance of irregular kinks in the titration curves justified the presence of several exchangeable 
adsorption sites with different pKa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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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높은 온도나 강한 이온화에 대한 유기물 수지
(organic resin)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무기이온 
교환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다가금속
(mulitivalent metal)의 산염들, 예를들면 
zirconium, aluminium, urnium, cerium, 
titanium, iron, chronium이나, aesenate, 
tungsnate, oxalate, antimonate, vanadate, 
molybnate, silicate같은 음이온들이 이온교환체로
써 알려져 있다 〔1-5〕.     
  열적 안정성이라든지 강산, 강알칼리에 대한 
저항성 등으로 4가 금속의 인산염들은 가장 바람
직한 교환체로써 알려져 있다 〔6-9〕. 또한 높
은 온도에서 방사성 동위원소들의 분리를 위해 
요구되는 몇몇 이온들에 대한 높은 선택적 흡착
은 이들 물질의 유용성을 배가시킨다고 볼 수 있
다. 최근에는 전이금속이 층간 삽입된 4족의 인
산염 착물이 고온 고압에서 작용하는 반응 냉각
수에서 나오는 부식 생성물의 방사성 동위원소 
분리, 선택적 이온교환 기능, 정수작용에서 여러 
동위원소들의 분리, 그리고 중요한 공업반응에서 
촉매로 쓰이기도 하여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10-12〕. 이들 물질들은 넓은 범위에 걸처 분
리 응용에 사용될 수 있는데, 특히 방사성 물질
의 분리과정이나 물의 정수 과정에서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Iron(III), aluminium, titanium
등의 인산염에 관하여 연구되어 왔으나〔13-1
5〕, 주석 4가의 인산염에 대해서는 흡착이나 이
온교환 성질에 관하여는 아직 많이 연구되어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온도나 농도, pH가 서로 다른 
여러 실험 조건에서 Cu, Co, Ni 이온에 대한 주
석(IV) 인산염의 선택적 흡착에 관한 물리화학적 
특성을 살펴보고자한다.  

2. 실 험

  SnCl4(99.9% pure), HNO3(99.% pure), 
H3PO4 (99.8% pure)는 모두 Aldrich chemicals 
(USA)의 시약을 사용하였으며, Tin phosphate 
Sn(HPO4)2·H2O 결정은 SnCl4, HNO3, H3PO4 
용액을 반응시켜 얻었다. 1L의 8M H3PO4 용액
과 3M의 HNO3 용액을 섞어 먼저 반응시키고, 
이어서 여기에 P : Sn 비가 2 : 1 되도록 SnCl4

를 가한 후, 교반하면서 120 시간동안 반응하였
다. 이렇게 반응 후 얻어진 옅은 분홍색의 생성
물을 걸러내고, pH가 약 4가 될 때까지 증류수
를 이용하여 세척한 후 건조하였다. 건조된 생성
물을 고운 입자로 만들고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 
서로 다른 온도에서 열처리 시켰다. 
  X-ray 회절은 Philips PW 1710 diffracto- 
meter(USA)로 부터 Cu Kα radiation (α=1.54 
Å, at 35kV, 20ml)에서 얻을 수 있었고, 2θ 회
절각도는 2.4θ/min 속도로 스캔하였다. FT-IR
은 Perkin-Elmer(USA)를 사용하여 2cm-1 범위로 
400 – 4000 cm-1 사이에서 얻었다. 
  여러 온도에서 tin((IV) phosphate의 전위차 적
정은 전극이 통과하는 고무마개가 달린 100ml 
pyrex cell에서 0.1M KCl 용액을 이용하여 진행
하였다. 각각의 실험에서 25ml의 KCl 전해질 용
액이 있는 cell에 0.1g의 tin phospate을 넣고 pH
가 일정할 때 까지 기다려 평형에 도달하게 만든 
후 pH를 측정하고, 0.01M KOH 표준용액을 마
이크로뷰렛으로 조금씩 가하였다. pH가 9에 이
를 때까지 KOH 표준용액을 계속 넣어주었다. 
  Cu+2, Co+2, Ni+2 같은 전이금속 이온들의 흡
착은 100ml의 마개달린 플라스크에 50ml의 금속
이온 용액을 넣고 수행하였다. 0.1g의 tin 
phosphate을 넣고 pH를 측정하고 10시간 정도 
잘 흔들어주었다. 그리고 나서 거른 후 용액의 
pH를 측정하였는데 모든 경우에 2.8에서 4.2 사
이의 값을 나타내었다. 거르고 난 용액의 금속이
온 농도는 atomic absorption spectrometer를 이
용하여 결정하였다. 이 흡착 실험은 금속이온이 
서로 다른 네개의 농도에서(2, 4, 6, 8 x 10-4 
M) 진행하였는데 같은 실험을 반복해서 얻은 결
과는 모두 오차범위 안에서 재현성 있는 값을 보
여주었다. 

3. 결과 및 고찰
   
  시료의 XRD 형태가 Fig. 1에 나타나있다. 층
간거리 d값 7.8, 4.2, 4.4Å는 다른 층간 
phosphates 화합물의 그것과 비슷하였다. Tin 
phosphate는 일반적인 층간구조를 갖는 화합물들
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고 보여진다. Tin 
phosphate의 FT-IR은 Fig. 2에 나와 있는데 900 
– 1400cm-1에서의 강한 흡수띠는 여러 형태의 
P-O 진동운동 또는 P-OH의 변형 운동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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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1630cm-1에서의 흡수 띠
는 phosphate와 회합한 물의 OH기의 굽힘 진동
으로부터 나왔으며 이것은 시료 결정에 물이 존
재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3000cm-1 부
근에서 넓고 강한 흡수 띠는 OH 기의 신축 진
동에 따른 것으로, 특히 넓은 띠는 수소결합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3450와 
3480cm-1에서 띠를 볼 수 있는데 이는 Sn-OH, 
P-OH의 신축진동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 있
다. 

Fig. 1. XRD pattern of tin phosphate calcined 
at 383 K. 

Fig. 2. FT-IR spectra of tin phosphate 
           calcined at 383 K. 

  여러 온도에서 Tin phosphate의 0.1M KCl에
서의 전위차 적정 곡선이 Fig. 3에 나타나 있다. 
그림을 보면 온도에 관계없이 KOH 용액을 가했
을 때 pH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
으나, 시료가 없는 경우는 거의 변화가 없음을 
볼 수 있다. 이 이온 교환체의 적정 곡선은 약간 
비틀림 모양을 보이는데 이것은 수소 이온이 여
러 회합형태를 이루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흥미

로운 점은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용액의 pH 값
들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이것은 온도가 증가
하면서 아래 식과 같이 수소이온이 더 자유롭게 
되고 활동도가 증가하기 때문일 것이다. 

n RH  +  Mx+(aq) →  Rn Mx-n  + 
n H+(aq)                                (1)
RH : 교환체,  Mx+ : 금속이온

온도가 올라가면서 점점 더 많은 수소이온들이 
K+ 이온으로 치환되고 따라서 온도 증가와 함께 
K+ 이온의 흡수는 증가될 것이다. 

Fig. 3. Potentiometric titration of tin phosphate 
in an aqueous solution of 0.1M KCl at 
different temperatures.

  Fig. 4는 Ni+2 이온이 있을 때 KCl 용액에서 
tin phosphate의 적정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Ni+2 이온이 없을 때와 비교해보면 pH가 낮은 
값을 나타내는데, 이는 위 방정식에서와 같이 금
속이온 흡수는 수산화물에서의 흡착과 매우 유사
하게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이온교환 반응에서 
일어나는 수소이온이 치환되는 양은 아무것도 없
을 경우와 금속이온이 있을 때 각 적정 곡선의 
차이로부터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Tin 
phosphate가 존재할 때 추가로 소모된 과량의 염
기양은 금속 양이온의 흡착 정도를 말해준다. 따
라서 위 (1)식을 다음과 같이 평형상수를 써서 
나타낼 수 있다. 

K = 〔(R)n Mx-n〕〔H+〕n / 〔RH〕n 〔Mx+〕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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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otentiometric titration of tin phosphate 
in an aqueous solution of 0.1M KCl in 
the presence of Ni+2 solution.  

낮은 흡착 영역에서 〔RH〕+ 와 〔Mx+〕 농도
는 상수로 간주될 수 있으며 〔(R)n Mx-n〕 는 
Cb/n와 같다, 여기서 Cb는 가해진 0.01M KOH
의 부피를 가리킨다.   따라서 (2)식을 다음과 같이 
단순화 시킬 수 있다.

K = 〔Cb/n〕 〔H+〕n                   (3)
log Cb = logK  n + n pH               (4)

(4) 식을 이용하여 log Cb와 pH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고, 여기서 log K와 n 값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Fig. 5에 K+ 이온의 전위차 적정
에 관한 log Cb와 pH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얻어진 log K 와 n 값을 Table 1에 요약
하였다. 이 그림에서 흥미로운 점은 직선의 기울
기가 중간에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Tin 
phosphate에 의한 K+ 이온의 흡수는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여기서 (4)식이 pH 3-5 범위에서는 잘 맞으나 
그 밖의 범위에서는 한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므로 이식은 흡수농도가 낮을 경우에 더 
잘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세 그래프 모두 pH 
4 부근에서 직선이 변하는데 K+ 이온을 취하는 
site의 수가 온도에 무관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
다. Table 1에서 낮은 pH 부근에서 얻어진 n 값
을 보면 세 온도 모두 1에 가까운데, 알칼리 금
속이온의 치환이 화학양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
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 Values of log K and n calculated 
from eq. (4) for K+ exchange on 
SnP

시료 
번호 

온 도 
(K)

log K n

1 300 -7.6 1.0
2 310 -7.8 1.1
3 320 -7.9 1.2   

Fig. 5. Plot of Cb vs pH for tin phosphate in 
an aqueous solution of 0.1M KCl at 
different temperatures.

  다양한 농도의 Cu+2, Co+2,  Ni+2 을 포함하고 
있는 Sn(HPO4)2·H2O 용액의 흡수에 관한 연구를 
여러 온도에서 수행하였다 (Fig. 6).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서 tin 
phosphate에 의한 금속 이온들의 흡수도 같이 증
가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울러 금속 이
온농도가 키지면 흡수량도 증가하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이 흡수체의 전이금속 이온에 대한 선
택성은 Cu+2 > Co+2 >  Ni+2의 순서대로 감소하
였다. 이는 금속 양이온들이 고체에서의 입체적 
영향이나 각 이온의 안정성과는 관계가 없다고 
알려저 있다 〔16-18〕. 그러나 금속 이온들이 
흡수되는 정도를 이온 포텐셜, 금속 양이온들의 
가수분해 pH와 비교해보면 이 금속 교환체는 낮
은 이온 포텐셜, 낮은 pH에서 가수분해를 하는 
양이온을 더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Fig. 7). 즉 
낮은 pKh를 갖는 이온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Kh는 금속 양이온의 가수분해 상수). Cu+2 이 
가장 작은 pKh (8.0)을 갖고 있어, Co+2 (PKh = 
8.9)나 Ni+2 (pKh = 9.9) 보다 가장 큰 흡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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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하나의 금속이온 당 평
균적으로 두개의 수소이온이 내보내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RH  +  M+  →  RM  +  H+            (5)

RH2  +  M+2  →  RM  +  2H+        

Sn(HPO4)2·H2O  +  Cu+2   →  
Sn(CuPO4)2·H2O  +  2H+  

    

RH2 : 교환체,   RM : 치환된 형태 

Fig. 6. Adsorption isotherm of Cu+2, Co+2, 
Ni+2 ions on tin phosphate.

흡수된 수치들은 아래와 같이 변형된 Langmuir 
등온흡착식에 잘 들어 맞았다.

Ceq / X  =  (1 / b Xm + Ceq + / Xm     (6)

Ceq : 용액에서 흡수체의 평형농도 (mol/L),  X 
: 흡수체 g 당 흡수되는 물질의 양 (mol/g), Xm 
: 단층 흡수에 필요한 흡수되는 물질 양 (mol/g),  
b : 결합상수 

Ceq / X 와 Ceq 사이의 그래프(Fig. 8)를 보면 모
든 온도에서 직선의 선형을 보여주고 있다. Xm 

과 b의 값은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데 두 값들은 온도가 올라가면서 점차 증
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것은 흡수할 때 흡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온도가 올라가면
서 흡수쪽으로의 평형도 더 유리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Tin phosphate의 이온에 대한 친
화력은 분포계수 (Kd, ml/g)를 통하여 나타낼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계산될 수 있다.

Kd  =   〔{C0
eq – Cc

eq }/ C0
eq 〕 v/m    (7)

C0
eq , Cc

eq 는 각각 용액의 초기농도, 흡수후의 
평형농도를 말하고, v/m는 부피/질량 비(ml/g)를 
의미한다. 

log Kd  = n pH  +  D

여기서  D = log K + n log(C – n CmG )

Fig. 7. Adsorption isotherm of Cu+2 ion on tin 
phosphate at different temperatures. 

Fig. 8. Langmuir plots for the adsorption of 
Cu+2 ion on tin phosphate at different 
temperatures. 

CmG = [Cc
eq / C0

eq 〕 v/m : 평형상태에서 용
액 중의 총 금속이온 농도
C는 총 교환 능력을 가리키며, n은 흡수된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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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의 이온 전하량을 말한다. 

CmG 가 매우 작을 때 ( CmG << C ) 모든 흡수
되는 자리는 동등하며 D는 CmG에 대해 독립적이
라고 볼 수 있다. 만일 교환체에 있는 CmG 양이 
매우 작으면, 수소이온 농도가 매우 높아서 Kd는 
급격히 감소하면서 흡수 자리는 동등하지 않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세 전이금속 이온에 관한 ln b와 T-1의 그래프을 
보면 직선임을 알 수 있고 표준 엔탈피와 표준 
엔트로피 변화량을 아래 식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열역학적 관계
식에서 Gibbs 자유에너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ln b = ∆S0 / R – ∆H0 / RT 
∆G0 = ∆H0 – T ∆S0

∆G0, ∆H0, ∆S0 값들을 보면 ∆H0와 ∆S0는 양
의 값을 보이고, ∆G0 는 음의 값을 나타나는데 
∆H0와 ∆S0 값이 양이라는 것은 흡열반응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용액으로부터 수화된 금속 양이온
들을 제거하는데 일정 양의 열이 필요하다는 것
을 나타내고 있다. ∆H0와 ∆S0 값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Cu+2 > Co+2 >  Ni+2의 순서로 선택
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금속 양이온 수화
에서의 변화는 치환체의 선택성을 결정하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Cu+2 이온은 
수화물(hydrates)에서 대부분의 물 분자를 잃어버
리는데, ∆H0 값이  제일 큰 것으로 보아, Co+2 
와 Ni+2의 탈수화 과정에서 보다 더 많은 에너지
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G0 값은 온도 
증가와 함께 점점 더 큰 음의 값을 보이는데 이
는 온도가 올라가면서 흡수과정이 더 유리해진다
는 것을 의미한다. 

4. 결 론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tin phosphate는 산성의 
이온교환 화합물로 작용하였으며, 2가의 전이금
속이온에 대해 Cu+2 > Co+2 > Ni+2의 순서로  
선택적 흡착 성질을 나타내었다. 약한 산성 이온 
교환체에서와 같이 금속이온의 수화물에서 교환
은 tin phosphate의 선택성을 결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모든 경우에서 흡착의 정도는 온
도와 농도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였다. 적정 곡선

에서 비정상적인 꼬임은 서로 다른 pKa 값에서 
여러개의 교환 가능한 흡착 자리가 있다는 사실
을 말해주고 있다. 이 연구 결과로부터 tin 
phosphate는 양이온 교환체로써 여러용도로 유용
하게 쓰일 수 있다는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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