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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 約. 布-Phenylenediamine(以下 MPD 로 略함)과 resorcinol(以下 RES 로 略함)을 몰比를 달리 

하면서 포름알데히드와 酸化觸媒 존재하에서 反應시켜 生成되는 附加共縮合型 樹脂를 流動파라핀을 

사용하여 서스펜젼重合시켜 60〜80 mesh의 粒狀重合體를 合成하고 이를 精製한후 5, 10, 15, 20, 
25 %의 水酸化나트륨水溶液으로 처리한후, 原樹脂와 이들 알칼리處理樹脂의 金屬이온들에 대한 吸 

着性을 檢討하였다.

Cd?+이온에 대한 吸着性은 原樹脂보다 水酸化나트륨水溶液을 처리한 경우 현저히 吸着性은 向上 

되지만 MPD： RES 의몰比가 增加함에 따라 原樹脂의 경우와는 달리 減少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冲+와 AF+ 이온들은 알칼리처 리로 吸着能增加와 더 불어 MPD : RES의 몰比가 2 ： 1에서 最大値를 

나타내며 Ca2+이온의 경 우는 MPD : RES의 몰比가 1 ： 1 에서 最大値를 나타내고 있다. Mg?+과 Co2+ 
이온들은 거의 類似한 傾向을 나타내 어 MPD:RES 의 몰比增加와 더 불어 吸着能은 減少하는 傾向을 

나타낸다. Hg2+이온의 경우는 特異하며 MPD：RES의 몰比가 減少함에 따라 吸着能은 현저히 增加 

하는 경 향을 나타내어 窒素含有킬레이트와의 結合性이 强한 一般性과 잘 一致하고 있다.

이系의 樹脂들은 輕金屬이온(例 Ca2+, Mg2+) 들보다 重金屬이온(例 Cd2+, Hg2+)들에 對한 吸着 

力이 현저히 優秀하다.

ABSTRACT. In the addition condensation reaction of ;?z-phenylenediamine (MPD) and resorcinol 
(RES) with formaldehyde, the suspension polymerization in liquid paraffin was performed and the 
bead polymers were obtained with good results.

The p시ymers were treated with dilute aqueous sodium hydroxide solutions in order to improve 
the adsorption capacity to the metallic ions and the adsorptivity to the several metallic ions, such 
as Cd2+, Pb2\ Al3+, Mg2+, Co가, and Hg가 of the alkali-treated and untreated polymers were 

tested.
These MPD-RES-F type resins showed better adsorption capacity to the heavy metallic ions such 

as Cd2:' and Hg2+ than the light metallic ions such as Pb2+, Al3+ and Mg2+, and the treatment of 
the resins with about 20 per cent aqueous sodium hydroxide solution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of the adsorption capacity to the metallic ions in al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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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kulenko 와 Samborskii 들은 MPD 를 포름알 

데히드와 pH 3 以上에서 反應시켜 一次元構造의 

올리 고머를 얻고 다시 pH 3 以下에서 熱處理하여 

3次元構造의 이온交換性樹脂를 發表하고 있고I 
Askarov2 들은 MPD 를 DMF 중에 서 푸르푸랄과 

共縮合시 켜 化學的 抵抗性이 큰 陰이 온 交換性 

樹脂를 合成하였다. 또한 Baikina3 들은 MPD 와 

RES 의 共重合體를 合成하여 이들의 熱分析結果 

를 發表하고 있 으며 Sakada 와 Masahiko 들心 

은 고무狀 物質을 폴리에스테르에 接着시키는데 

레졸신올一포름알데히드系 樹脂를 사용하고 있 

다.

Halder? 는 MPD 와 포름알데히드를 알칼리觸 

媒 存在下에서 反應시켜 얻은 樹脂가 糖密의 有 

効한 脫色劑임 을 發表하고 있으며 Muecke 및 

Obenaus 들은 MPD 와 포름알데 히 드에 서 얻 은 樹 

脂를 humic acid 의 吸着劑로 利用될 수 있음을 

發表하고 이것을 飮料水나 工業用水의 製造에 利 

用될 수 있음을 發表하고 있다8.그밖에 Schwarz 
를 위 시 한 몇 몇 硏究者들은 MPD 와 포름알데 히 드 

로부터 얻은 樹脂가 이온交換性이 있음을 發表 

하고 있다9~m.
이 와 關連되 는 分野로서 Bazileoskaya 를 위 시 

한 몇몇 硏究者들은 아미노페놀류를 레졸신올 및 

포름알데 히 드와 反應시 켜 얻 은 樹脂에 대 하여 

이온交換性 및 Cu, Fe, Zn 등 金屬이온들과 結 

合하는 폴리킬레 이트임 을 發表하고 있다

著者들은 MPD-MAP-F (MAP: »i-aminophe- 
nol, F: 포름알데히드)系 共縮合型 樹脂가 比較 

的 熱的 安定性이 높고 bromphenol blue에 대한 

좋은 吸着性을 나타냄을 發表하였다0

本硏究에서는 MPD 와 RES 의 몰比를 變化시 

키 면서 이 두 成分의 合의 2倍몰에 해 당하는 포 

름알데히드를 作用시켜 製造한 共縮合型樹脂에 

대하여 吸着能改善을 위한 活性化와 金屬이온들 

에 대한 吸着能을 檢討한 結果, 重金屬이은들에 

대한 吸着能이 特히 優秀한 興味있는 結果를 얻 

었다.

1. 試藥. Resorcinol 은 E. Merck 製 試藥一級 

의 것 을 사용하였 으며, ffJ-phenylenediamine, 

liquid paraffin, 포르말린 (36 %)을 위시한 各種 

溶媒들은 日本和光純藥會社製 試藥一級의 것을 

사용하였 다.

2. 重合反應. 1, 000 mZ 4 口플라스크에 水銀封 

攪拌裝置，還流冷却管，窒素導入管(還流冷却管 

을 利用), 2 個의 滴下깔때 기 를 裝置하고 常溫에 

서 流動파라핀을 서스펜젼媒體로 사용하여 MPD 
와 RES 의 一定 몰比의 混合水溶液과 一定量의 

포르말린을 同時에 滴下하면서 酸性觸媒 (HC1) 
存在下窒素雰圍氣에서 攪拌速度와 滴下速度를 

調節하면서 附加重合의 경우처럼 서스펜젼重合 

시켰다. 이때 대부분이 滴下가 시작되어 數分내 

지 數10분에 硬化되 어 粒狀重合體가 生成되 었다.

3. 重合體의 精製 및 活性化. 粒狀重合體는 

정치시켜서 流動파라핀과 分離하고 증류수로서 

씻은후 톨루엔으로 數回 반복하여 씻어 流動파 

라핀을 除去하고 95 °C 에서 乾燥시 켰다.

重合體의 吸着能改善을 위 한 活性化는 5〜25% 

의 水酸化나트륨水溶液中에 浸漬시켜서 80 °C에 

서 1 時間 유지 시 킨 후 증류수로 씻고 100 °C 에 

서 眞空乾燥시켰다. 試料는 체로 分別하여 60- 

80mesh의 것을 試料로 擇하였다(F/g. 1).

4. 測定. 金屬이은의 吸着能測定은 킬레이트 

滴定法에 의해서 마크로 뷰렛을 사용하여 행하 

였 으며 100 % Zn 을 6N-HC1 로서 씻 고 乾燥시 

킨 후 아세톤으로 數回 씻은 것을 사용하여 調 

製한 0.01 M Zn2+標準溶液에 의 한 factor 로서 

0. 01M EDTA 標準溶液의 factor를 補正하고 다 

음 0.01 肱 金屬이온의 一定溶液에 試料 100 mg 
을 넣고 1時間마다 흔들어서 12時間을 放置한 

후 여과하고 濾液의 一定量을 취하여 定量하였 

다.

結果 및 考察

MPD 와 RES 의 몰比를 1 : 3 (Resin No. 1), 
1 : 2 (Resin No. 2), 1 : 1 (Resin No. 3), 2 : 1 
(Resin No. 4), 3 : 1 (Resin No. 5) 로 변화시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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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 1. Preparation process of the polymer chelates.

면서 이 두 成分의 合에 대 하여 2倍몰에 해 당하 

는 포름알데히드를 反應시켜 生成되는 附加共縮 

合型樹脂를 流動파라핀을 사용하여 主로 라디칼 

重合에서 利用되고 있는 方式인 서스펜젼重合方 

式을 擇하여 効果的으로 粒狀의 重合體를 合成 

할 수 있었다.

生成된 重合體의 Cd?+이온에 대한 吸着性은 

MPD 와 RES 의 몰比가 增加할 수록（卽 Resin 
No. 가 增加할수록）커 지 는 傾向을 나타내 어 MPD 
對 RES의 몰比가 3 ： 1 일때 가장 크다（樹脂 1 g 
當 8 mg +이온 吸着）. 그러 나 이 樹脂를 묽 

은 水酸化나트륨水溶液으로 處理함으로써 吸着 

力은 顯著히 커지는 경향을 나타내여 이때 알칼 

리 의 濃度가 커 질 수록 增加하나 20 % 以上에서 

는 그다지 큰 變化가 없으며 25 %의 경 우는 20 
%의 경우보다 多少 增加되었을 따름이다. 最高 

33mg의 Cd?+이온을 吸着（25%-NaOH 처리, 

MPD : RES=1 : 3, 몰比） 하지 만 全體的인 吸着 

傾向은 알칼리 를 處理하지 않은 原樹脂의 경 우와 

는 反對되 는 傾向을 나타내 어 MPD : RES 의 몰 

比가 增加할 수록 작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 

다（Fig. 2）. 이것은 알칼리處理로 未反應한 페 

놀 및 低分子量의 올리고머들이 除去되고 킬레 

이트形成能 및 이온交換性基를 갖춘 高分子量의 

樹脂로 變함을 말해주고 있다.

Pb?+이 온 및 出3+ 이 온들은 原子價가 2價 및

Fig. 2. Effect of variation in molar ratio of MPD to 
RES in MPD-RES-F type resins on adsorptivity to Cd2+ 
ion.
Resin No. 1 = 1：3：8, No. 2 = 1：2：6, No. 3 =
No. 4=2：1：6, No. 5= 3：1：8 (MPD:RES：F).
□ : original resin,区;：5 % NaOH,西：10 % NaOH, 
G： 15% NaOH, O： 20% NaOH, ©: 25% Na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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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價로 相異하지 만 本樹脂에 대 한 吸着傾向은 

類似性을 보이고 있으며, MPD 對 RES 의 몰比 

가 1 : 2일때 가장 좋은 吸着能을 나타내고 몰比 

가 1 ： 2 보다 클 때 나 잘을때 는 다같이 減少하는 

경 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 현상은 Cd아이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一0H基에 대한 이온交換도 

일부 關與하나 그 밖에 一0H基와 아민基를 

(-NH2, -NH—등)이 關與하는 킬레이트 形 

成能의 强弱에 따르는 結果로 생각된다. Pb2+이 

온의 경우는 묽은 알칼리처리로 약 4배 정도나 

吸着力이 向上되어 최고 75 mg (Resin No. 2, 25 

% NaOH 처 리 때 )의 Pb2+이 온을 吸着하지 만 AF+ 
이온의 경우는 알칼리처리로 그다지 현저한 活 

性化効果는 없으나 2 倍 程度의 吸着力向上을 보 

이고 있다(F£g. 3 및 Fig. 4).

63

Ca2+이온에 대한 吸着力은 대체적으로 낮다. 

原樹脂에 있어서는 MPD : RES의 몰比가 1 : 1 
일때 가장 높고 (약 L5 mg Ca2+이온), MPD 의 

含量이 많아질수록 낮아진다. 알칼리처리로 吸 

着能은 좋아지 나 最高 約 8 mg 의 Ca2+이 온을 

吸着할 따름이다奁淑 5).
Mg2+이온 및 Co?+이온들은 Fig. 6 및 Fig. 7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MPD 보다 RES 量 

을 더 많이 加하고 反應시 킨 樹脂의 경 우가 吸 

着力이 좋고 MPD 가 많을수록 낮은 경 향을 나 

타내지만 알칼리 처리로 吸着力은크고 改善되며 

그 全體的인 傾向은 原樹脂의 경 우와 마찬가지 로 

RES 의 含量이 많을수록 큰 경 향을 나타내 고 있 

다. Mg++이 온에 對해서 는 實驗한 本硏究中의 金 

屬이온들 중에서 가장 낮은 吸着力을 나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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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cf variation in molar ratio of MPD to 
RES in MPD-RES-F type resins on adsorptivity to Pb2* 
ion.
Resin No. 1 = 1：3：3, No. 2 = 1：2：& No. 3 = 1：1：4, 
No. 4 — 2： 1 ：6, No. 5 = 3：1：8 (MPD:RES：F).
□ : origin뇌 resin, E： 5 % NaOH, 10 % NaOH, 
Q： 15% NaOH, O： 20% NaOH. 0： 25% NaOH,

Resin Number
Fig. 4. Effect of variation in molar ratio of MPD to 

RES in MPD-RES-F type resins on adsorptivity to Al호* 
ion.
Resin No. 1 = 1：3：& No. 2 = 1：2：6, No.3 = l：l：4, 
No. 4 = 2： 1：6, No. 5=3：1：8 (MPD:RES：F).
□ : original resin, EJ ： 5 % NaOH, ・：1。％ NaOH, 
Q： 15 NaOH o： 20 % NaOH. •: 25 % Na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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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variation in molar ratio of MPD to 
RES in MPD-RES-F type resins on adsorptivity to Ca2+ 
ion.
Resin No. 1 = 1：3：8, No. 2 = 1：2：6, No. 3그 
No. 4 = 2：1：6, No. 5 = 3：1：8 (MPD:RES:F).
□ : original resin, 0： 5 % NaOH, H： 10 % NaOH, 
Q： 15% NaOH, O- 20% NaO^ •: 25% NaOH.

있다.

Hg2+이온의 경우는 위에서 설명한 이들 금속 

이온들과는 特異하며 알칼리처 리로 현저한 吸着 

力의 改善은 관측듸지 않으며 多少 增加하는 

傾向을 나타내고 있을 따름이다. Hg아이온에 대 

한 吸着力은 本硏究에서 택한 金屬이온들중에서 

가장 좋은 吸着力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 

들 金屬이 온들의 경 우와 特異한 것 은 MPD 含量 

이 많을수록 현저히 吸着力이 增加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점이다 (Fig. 8). 이것은 一般的 

으로 Hg2+이은이 含窒素리 간드와 킬레 이트를 形 

成할때 安定度定數가 큰 事實2에 基因되는 것으 

로 생각된다.

要컨데 本樹脂의 여러가지 金屬이온들에 대한 

吸着力試驗結果는 Hg2+, Pb2+, Cd2+ 등과 같은 

重金屬이온에 대한 吸着力이 優秀하고 Ca2+, 

Mg2+, AF+이온들과 같은 輕金屬이온들에 대한 

吸着力은 그다지 크지 않다. Co?+이온만은 例外

熨g° 6. EHect of variation in molar ratio of MPD to 
RES in MPD-RES-F type resins g adsorptivity to Mg24- 
ion.
Resin No. 1 = 1：3：8, No. 2 — 1:2:6^ No. 3 =
No. 4-2：l：3, No. 5 = 3：1：8 (MPD:RES:F).
□ : original resin, R 5 % NaOH,田：10 % NaOH,

15 % N戒虬 O： 20 % NaOH, 歡 25 % NaOH.

이며 重金屬이온이면서로 낮은 吸着力을 나타내 

고 있는데 그 原因 등은 앞으로의 硏究에서 밝 

히고저 한다.

結 論

MPD 와 RES 를 포름알데히드와 酸性觸媒存在 

下에서 反應시 켜 얻 은 附加共縮合系 樹脂를 MPD 
와 RES 의 몰比를 變化시키 면서 流動파라핀 媒 

質中에서 서스펜젼重合시켜 効果的으로 粒狀의 

樹脂를 만들고 이 樹脂에 대하여 Cd2+, Pb2+, 
AF+, Ca2+, Mg2+, Co2+, Hg아 등의 이온들에 

대한 吸着力을 檢討하여 다음과 같은 結果를 얻 

었다.

1. 樹脂를 묽은 알칼리로 처리함으로써 吸着 

力은 현지히 增加하며, 20% 정도의 알칼리濃度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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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 Effect of variation in molar ratio of MPD to 
RES in MPD-RES-F ty갾e resins on adsorptivity to Hg2+ 
ion.
Resin No. 1= 1：3：8, No. 2 = 1：2：6, No. 3=
No. 4=2：1：6, No. 5 = 3：1：8 (MPD:RES：F).
□ : original resin,亂：5 % NaOH,価：10 % NaOH, 
Q： 15% NaOH, O- 20% NaOH, 0: 25% NaOH.

씬 優秀하며 Hg거■ 이 온에 대 한吸着力은 모든경 

우 가장 좋으며 樹脂 lg當 最高 320 mg의 Hg?+ 

이온을 吸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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