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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온교환수지 로 희 토류원소들을 분리 하기 위 해 용리 액 으로 Iminodiacetic acid(IMDA) 
를 사용하였다. 용리 액 의 pH 변화에 따른 음이 온교환수지 와 양이 온교환수지 에 서 희 토류원소들의 

IMDA 화학종변화와 이들의 분리조건을 밝히고저 하였다. 희토류원소들의 가장좋은 분리조건은 양 

이 온교환수지에서 0.0301M IMDA 의 pH 를 8.00에서 9.00까지 단계적으로 변화시 키면서 용리시켰 

을 때였고 용출순서는 원자번호순서와 일치하였다. 용리액의 pH 변화에 따른 희토류원소와 IMDA 
간의 화학종 변화를 용리곡선과 자외 선 흡수 스펙 트럼으로 부터 추정하였다.

ABSTRACT. The elution behaviors of the rare earths was carried out in the iminodiacetic 
acid solution of various pH as eluent using ion exchange resin. The optimum eluent for the quant
itative separation of Eu3+, Pr3+, Ce3+ and La3+ were 0. 0301M IMDA solution of pH 8. 00 and 9,00 
at 5cm column of the resin Dowex 50X8 (100-200 mesh). The elution order of the rare earth 
elements was in order of the atomic number of those elements. From the elution behavior of rare 
earth and u. v spectrum we found that the complexed rare earth species with IMDA changed 
according to pH of IMDA.

서 론

인접한 희토류원소들을 분리하는데는 상호간 

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의 유사성 때문에 대단 

히 어 렵 다Fischer1 등은 용매 추출로 희 토류 

원소를 분리하였다. Lange?가 처음 크로마토그 

라피 법을 도입한 이후 Mayer3 등이 이 온교환 크 

로마토그라피법 으로 희 토류원소의 분리 를 시 도 

하였다. 희 토류원 소들의 이 온교환분리 는 원자번 

호가 증가함에 따라 이온의 크기가 작아짐으로 

써 염기도는 감소하여 배위자와의 결합 에너지 

가 커진다는 사실에 기초를 둔다. 결국 각 희토 

류원소와 착화제 사이에 생성된 착화합물의 안 

정도 상수차이를 이용하여 희토류원소들을 분리 

한다. 이에 대해 여 러 연구자들이 음이온 및 양 

이 온 교환 크로마토그라피법 으로 희 토류원소들 

의 분리를 시도하였다Z2. 착화제로는 a-hydro- 

xycarboxylic 과 aminopolyacetic acid 가 많이 이 

용됐다. a-hydroxycarboxylic acid 중에서도 a- 
hydroxyisobutyrate5, lactic acid6, citric acid7 
등이 많이 사용되 었고 aminopolyacetic acid 를 

착화제로 사용한 경우는 EDTA8, DCTA9,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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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A10, DTPA11, NTA* 둥이 주로 이용되 었 

다. 그런 데 iminodiacetic acid (IMDA) 와 희 토 

류원소들간의 착물생성 상수에 관한 연구'3는 이 

루어졌으나 이 것을 이 용하여 희토류원소들을 분 

리 한 보문을 찾아본 결과 없고 다만 Martynenko4 

가 Ku23, 양이온교환수지로 IMDA 의 농도와 

pH 변화에 따른 분배계수를 측정한 바 있다. 

2 가산인 IMDA 는 보통 H2L 로 표시 되 는데 적 

외선 스펙트럼 연구에 의하면 pH0.4이하에서는 

H3L+로 수소가 하나더 붙은 화학종으로 pH2.2 
에 서 는 H2L 이 대부분이고 PH4.1 에 서 는 HL- 

pH10.9에서 는 L2-로 존재 한다고 알려 져 있 다. 결 

국 희토류원소들은 다음과 같이 pH 에 따라 여 

러종류의 IMDA 화학종과 착물을 이룬다.

M 아+bHpL”2=M (H^L) 地寸2)+3+bqH+

이 반응으로 생성된 착물의 안정도 상수 차이 

로써 희토류원소들은 각기 다른 용리현상을 나 

타낸다.

본 연구에서 는 희 토류원소와 IMDA 가 중성 과 

알카리성에서 주로 음이온성 착이온이 생성된다 

는 가정하에 음이온교환수지를 사용하여 분배계 

수를 측정한 결과'5를 토대로 실제 Column 법으 

로 음이온과 양이 온교환수지에서 IMDA 의 pH 
변화에 따른 희토류원소들의 용리곡선을 얻어 분 

리 가능성 을 조사하였다. 아울러 각 용출액의 자 

외선 흡수 스펙트럼을 얻어 최근 Briicheri8와 

Merciny19 등이 pH 변화에 따른 희토류원소와 

IMDA 착물의 자외선 흡수 스펙트럼의 흡수띠 

이 동으로 예 측한 화학종 변화와 비 교검 토하여 

용출되는 화학종 변화를 연구하였다.

실 험

시약 및 기기. 희토류 원소들의 분리 실험에 

사용된 희토류 산화물 (Ce3+은 제외은 Sigma 
제 순도 99.9 %인 것을 더 이상 정제하지 않고 

사용했고 Ce3+은 Junsei 제 황산염 을 사용했다. 

수지는 Sigma 제 Dowex-2X8 (100~200mesh) 

음이 온교환수지 와 동사제 품의 Dowex-50 X 8(100 
~200mesh) 양이 온교환수지 를 사용하였다. 착화 

제로는 Sigma제 IMDA 를 더 이상 정제하지 않 

고 사용하였으며 IMDA 의 농도는 0.0301M 로 

조제하여 사용하였다. 이외의 시 약은 분석용 시 

약을 사용했다.

기 기 는 Fisher Accumet Model 525 digital pH 
meter, 가시 선 및 자외선 분광광도계는 Perkin- 
Elmer 552S, 자동분액장치는 Mitamura Riken 
제를 사용했다. 수지관은 3・8cm2＞〈30cm 인 것에 

수지의 높이는 5cm로 하였다. 수지관 밑에는 

유속을 조절할 수 있는 스톱콕크를 달았고 수지 

관 준비는 전보政와 같이 하였다.

표준용액 준비. 희토류 산화물 (R2O3； R= 
La3+, PN+, P7+, Nd3+, Sm3+, Eu3+, Ce3+^ 

황산염)의 무게를 정확히 달아 50mZ 비이커에 

넣고 진한염 산 5mZ 를 각각 가하여 I. R. Lamp 
로 증발 건고 시 킨후 가용성 염 을 0.0301M IM- 
DA 용액에 녹여 표선까지 희석시켰다. 이때 각 

희토류 표준용액의 농도는 0.1M (Ce3+과 Eu허' 

는 0.05M) 이였다.

희토류 원소의 정량. EDTA 표준용액으로 적 

정하여 희토류 원소들을 정 량하였다. 분석 과정 

은 이온교환수지관을 통해 용출되어 나오는 용 

출액 을 자동분액 장치 로 7mZ 씩 받아 아스코르 

빈산을 약 0・5g 가하고 acetic buffer (pH5.00) 
를 충분히 가해 PH5.00가 되게끔 조절한후 Xy
lenol orange 5방울 가하여 0. 01M EDTA 표준 

용액으로 적정하여 각 희토류 원소들을 정량하 

였다. 동시에 Ce3+와 十은 각각 자외선 흡수 스 

펙트럼을 얻어 그들의 흡수띠로부터 각각의 화 

학종을 예측하고 각 파장에서의 홉광도를 측정 

하여 EDTA 표준용액으로 정량한 결과와 비교 

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음이온 교환수지에 의한 용리곡선. 경희토류 

6개의 최적 분리조건을 찾기 위해 우선 각 희 

토류 원소들의 용리액의 pH 변화에 따라 어떤 

용리현상을 나타내는가 알아보았다. 0.lM(Ce3+ 
과 El?+는 0.05M) 의 각 희토류 원소 용액 lmZ 
를 용리 액 으로 이미 평형 시킨 수지 층 상단에 흡 

착시 킨 후 0.5m〃min 의 유속으로 수지 에 흡착 

된 희토류 원소들을 각 pH 의 0.0301M IMDA 

용리액으로 용리시켜 7mZ 씩 분취한 용출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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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희토류 원소들을 정 량하여 용리액의 pH 
변화에 따른 희토류 원소들의 용리곡선을 음이 

온교환수지에서 얻었다. 용리액의 pH 가 2.33일 

때는 각 희토류가 50mZ이내에서 전부 용출된 

다. 음이온교환수지에서 이처럼 일찍 용출되는 

것은 각 희 토류 원소가 pH2.33인 IMDA 용액과 

착물을 전혀 생성하지 않고 희토류 원소들이 +3 
의 산화 상태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음이온교환 

수지 에 서 흡착력 이 없어 일찍 용출되었다고 생 

각된다. 이때 용출액의 자외선 흡수 스펙트럼을 

조사한 결과 유리상태의 희토류 원소 스펙트럼 

과 같았다 pH4.00에서는 La3+, Ce3+, PF+이 

70mZ 이내에서 전부 용출되지만 Nd3+는 20mZ에 

서 피이크가 생기 고 260mZ 이 내에서 전부용출 

되 는데 Sm3+는 21mZ 에서 피이크가 생기 고 꼬리 

끌기현상이 나타나서 21 이후부터 용리액의 pH 
를 2.33으로 바꾸면 수지에 흡착되어 용출되지 

않고 있던 Sm3+이 50mZ 내에서 용출되 었다. Eu3+ 
는 40mZ 에서 피이 크가 생기고 꼬리 끌기 현 상이 

나타나서 2Z 이 후 부터 pH2.33의 용리 액 으로 용 

리 시 키 면 50mZ 이 내 에 서 수지 에 흡착되 어 용출 

되 지 않은 나머 지 Eu3+。】 용출되 었다. pH5.00 

에 서 희 토류 원소들의 용리 곡선을 나타낸 F/g.l 
을 보면 1底汁은 70ml 이내에서 전부 용출되고 

1史+은 25mZ 에 서 피 이 크를 이 루고 점 점 농도가 

감소한다. Ce3+은 80mZ 에서 피이크가 나타나며 

PF+보다 늦게 용출되 는데 140mZ 이 후 부터 는 꼬 

리끌기현상이 나타난다. 140mZ 이 후 부터 pH를 

2.33인 용리액으로 용리시킨 결과 PH5.00인 용 

리액에서 용출되지 않은 PN+과 Ce아이 70mZ 이 

내에서 겹쳐 용출된다. Nd3+는 pH5.00인 용리 

액에서는 880mZ까지 용출되지 않아서 pH가 

2.33인 용리액 으로 용출시 켰 다• pH 가 5.00인 

용리액으로는 1鬼升과 Nd3+은 완전히 분리가 가 

능하지만 PF+과 Ce3+은 pH5.00인 용리액에서 

일부가 나오고 용리액을 PH2.33 으로 바꾸면 나 

머지가 용출되어 두개의 피이크로 되는 용리현 

상이 나타났다. 용리 액 의 pH 를 5.50으로 조절 

하여 용리시킨 결과인 F/g.2를 보면 용출되는 

순서 는 Fig. 1과 비 슷하지 만 P7+이 pH 5.0。에 

서 보다 약간 늦게 피이크가 나타났으며 PH5.50

Column; 3.8cm2X5cm. Eluent; 3.01X10*2M IMDA 
pH:5. 00 and pH: 2.33. Flow rate; 0.5mZ/min. Resin; 
Dowex-2 X 8 (100-200mesh).

Fig. 2. Elution curves 아 La3+, PN+ and Ce3+. Resin, 
column, flow rate; Under the same condition as shown 
in Fig. 1. Eluent; 3. 01X10-2M IMDA pH：5.50 and 
pH: 2.33.

에서 용출된 양은 PH5.00에서 용출된 양보다 약 

간 적다. La3+과 +의 분리를 위하여 용리액 

의 농도를 4.7X1（厂2M과 L51X10TM로 바꾸어 

pH는 5.00에 맞추고 용리시켜도 완전 분리가 

이 루어 지 지 않았다. 음이 온교환수지 에 서 나타난 

희토류 원소들의 용리 현상을 고찰해 보면 pH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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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La3+, Ce3+과 Pr3+이 70mZ 이내에서 전부 

용출되고 있다. 이것은 용리액의 pH가 2.33일 

때 50mZ 이내에서 용출 되는것 보다는 약간 늦 

게 용출된다. 따라서 이때 희토류 원소는 +3가 

양이온 상태보다는 음이온교환수지에 대한 흡착 

력이 약간 있는 화학종의 존재를 예측할 수 있 

다. 그렇지만 용리액의 pH가 2.33과 pH가 4.00 
일때 피이크가 생기는 위치의 변화는 거의 없이 

20mZ 인 것을 보면 +3가 양이온 상태의 존재도 

완전히 배제 할수도 없다. 결국 R"와 R(HL) 아 

(R：La3+, Ce3+, Pr3+) 두 화학종이 존재할것이 

라고 해석 할수 있다. 이것은 pH 3.00과 4.50 사 

이에서 존재 가능한 화학종이 Pr(HL)아 이지만 

pH6.50 이 하에 서 유리 상태 의 Pr3+양도 무시 할수 

없다라고 보고한 Mercinyi，의 가정 과 비교하면 

본 연구의 결과와 잘 일치한다. Nd3+도 20mZ 에 

서 피이크가 생기는 것은 똑같지만 용출부피가 

260mZ 인 것 은 착이 온, Nd (HL) 2+의 상대 적 인 

양이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Sm3+과 EiF+이 

두개의 부분으로 분리되어 용리되는 것은 전하 

가 다른 두 개의 IMDA 착이온이 존재할 것으 

로 가정할수 있는데 용리액의 pH 가 4.00용액에 

서 용리되는 Sm3+의 화학종은 용리액의 pH 가 

2.33 일때 나타난 피이크의 위치와 거의 변함없 

이 21mZ 인 것은 PN+경 우와 마찬가지 로 Sm3+과 

Sm(HL)사이 주로 존재 가능한 화학종이라 생각 

되지만 꽤 넓은 범위 (2Z)에 걸쳐 용리 되는 것 

을 고려하면 Sm(L) + 화학종도 존재가 예상되고 

수지에 흡착된후 pH2.33에서 용리된것은 Sm 
(L)2-로 해석 된다. Eu3+의 경우는 응리액의 pH 
가 4.00용액에서 피이크 위치가 다소 변화가 생 

겨 40W로 나타난 것은 Eu(HL)2+나 Eu(L)+가 

용리된다고 해석되고 Eu(L)2■■가 수지에 흡착된 

후 용리액의 pH를 2.33으로 바꾸어 용리시킬때 

용출되어 나왔다고 생각되지만 피이크가 두개로 

선명하게 분리되지 않고 완만하게 용출되는 것 

은 수지내에서 재평형이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 

으로 생각된다. 용리액의 pH가 5.00인 경우 

La3+이 70mZ 이 내에서 전량 용출된 것은 pH4.00 

과 같이 La3+과 La(HL)2+로 생각된다. Pr3+ 경 

우 pH5.00인 IMDA 용액에서 존재 가능한 화학 

종을 Merciny】9가 Pr3+, Pr(HL)2+ Pr(L)+과 

Pr(L)2-라고 보고한것과 비교하여 본 연구의 용 

리현상을 설명하면 25mZ 에서 피이크가 생기는 

것이 pH4.00에서의 용리현상과 비슷하므로 140 
ml 이 내에서 용출된 화학종을 Pr3+, Pr(HL)2+가 

주로 가능하지 만 PH4.00일때와는 달리 용출부피 

가 커졌으므로 Pr(L)+도 존재가 가능하다고 보 

고 나중에 용출되는 것은 수지에 대한 흡착력이 

약간 큰 Pr(L)2-로 가정할 수 있다. Ce3+이 pH 
5.00에서 PN+보다 약간 늦게 용출되고 pH4.0 
경 우 20mZ 에 서 피 이 크가 생겨 가능했던 Ce3+과 

Ce(HL)2+ 같은 화학종 보다는 80mZ 에 서 피 이 

크를 이 루는 것은 Ce(L)+로 추측되 고 수지 에 흡 

착되 어 나중에 용출되 는 것은 Ce(L)2-로 추측되 

는데 이것은 자외선 흡수스펙트럼 변화로도 입 

증된다. 즉 PH5.00에서 용출액의 자외선 흡수 

스펙트럼은 유리상태 Ce3+의 자외선 흡수 스펙 

트럼보다 장파장 이동이 되고 있다. Nd3+. 이 

PH5.00인 용리 액에서 880mZ 까지 용출되지 않은 

것은 음이 온성 착물, Nd(L)2- 형성으로 수지에 

흡착되 었기 때문이 라 생각할 수 있다. PH5.50 
인 용리액에서 La3+, P7+과 Ce3+의 용리현상은 

pH5.00인 경우와 비슷하므로 화학종도 비슷할 

것이지만 pH5.50에서 용출되는 PF+의 양이 pH 
5.00에서 용출되는 양에 비해 적은 것은 Pr3+, 
Pr(HL)2+와 Pr(L) +같은 화학종이 감소하고 상대 

적으로 음이온성 착물 Pr(L)2- 형성으로 화학종 

사이의 양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pH5.00에서 140mZ 까지 용출된 양은 전체의 74 

%이고 pH5.50인 경우는 전체의 51%만 용출되 

었다.

양이온 교환수지에 의한 분리. 음이온 교환수 

지로는 분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수지를 

양이온 교환수지로 바꾸어 용리현상을 조사하였 

다. F，g.3은 pH9.00에서 희토류의 용리현상을 

나타낸 것 이 다 Fig. 3을 보면 Y-Pr-Ce-La 순 

서로 용출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안정도 상수 

순서와 잘 일치한다13,16 Fig. 1과 2 에서 용리액 

의 pH 가 5.00과 5.50인 경우 IV+과 C#+의 용 

출순서와는 다르다. 丫3+과 牛+은 140mZ 이내 

에 Ce3+은 175mZ 이내에서 완전히 용출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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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lution curves of Y3+, Pr3+, Ce3+ and La3+. 
Column; 3.8cm2 X 5cm. Eluent; 3. 01X 10~2M IMDA 
pH:9. 00. Flow rate; 0. 5mZ/min. Resin； Dowex-50 X8 
(100~200mesh).

Fig. 4. Elution curves of Sm3+, Pr3+ and Ce3+. C아u- 
mn; 3. 8cm2X5cm. Eluent; 3. 01X10-2M IMDA pH: 
8.50. Flow rate； 0. 5mZ/min. Resin; Dowex-50X8 
(100-200mesh).

1泌+은 210mZ 에 서 570mZ 에 걸쳐 용출되 기 때 

문에 La3+은 다른 희토류 원소들과 완전히 분 

리시킬수 있으나 丫3+과 Pr3+, Ce3+은 완전분리 

가 되지 않으므로 용리액의 pH를 변화시켜 분 

리 를 시 도했 다. Fig. 4. 는 pH8.50일 때 의 용리 

곡선이다. 용출순서는 Sm-Pr-Ce 순서로 안정 

도상수가 감소하는 순서와 같다. F/g.4의 용리 

곡선은 F，g.3의 결과보다 분리도가 좋아졌으나 

Ce3+은 넓은 범위에 걸쳐 용출된다. 용리액의 

pH 를 8.50으로 해도 완전분리를 얻을 수 없으 

므로 pH 를 8. 00으로 조절한 용리 액으로 희토류 

원소들을 용리 시 킨 결 과는 F/g.5와 같다. Fig. 5 
를 보면 용출순서 가 Eu-Sm-Y-Pr-Ce 로 음이 온 

교환수지에 서의 용출순서 와 반대 로 안정 도상수 

큰 원소가 먼저 용출되고 작은원소가 나중에 용 

출된다. EiF+와, Pr3+, Ce3+는 완전분리가 되지 

만丫3+, Eu3+, Sm3+은 완전분리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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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3+. Resin, column, flow rate; Under the same 
condition as 나lown Fig. 3. Eluent; 3. 01X10-2M IMDA 
pH: 8.00.

용리 액의 pH 를 7.50으로 바꾸어 용리시켰을 때 

도 완전분리가 되지 않았다. 이 때 용리액의 pH 
가 낮아질수록 늦게 용출되 는데 그 이 유는 IMDA 
의 1/-와 희토류 원소간의 착물 형성비가 달라 

지기 때문이 다. pH9.00 일때는 R(L)33-(R：Ce3+, 
Pr3+, Nd3+, Sm3+, Eu3+) 으로 양이온 교환수지 

에 대한 흡착력 이 전혀없는 화학종으로 존재 하 

고 PH8.50 이나 pH&OO에서는 R(L)2-화학종으 

로 pH 가 낮아질수록 착물의 전하가 양이온 교 

환수지에 대한 흡착력이 큰 상태로 변하기 때문 

으로 해석된다.

Eu3+, Pr3+, Ce3+ 및 1*+의 분리. F/g.5를 

보면 Eu3+, Pr3+, Ce3+ 및 La3+은 분리 될 수 

있 으므로 각각 0.1 mmole 씩 혼합시 킨 용액 을 

pH8.00의 0.0301M IMDA 용액으로 평형시켜 

놓은 수지통에 0.5m〃min 의 유속으로 홉착시 

킨 후 0.0301M IMDA 의 pH8 인 용리 액으로 

2~3회 씻은 후 0.5m〃min 정도의 유속으로 용 

리 시 킨 다. 용출액 을 7ml 씩 받아 한 분액 속에 

들어있는 희토류 원소들을 정량하여 용리곡선 

을 얻은 결과를 F/g.6.에 나타냈다. Ei『+과 

PQ+은 용리 액 의 pH 를 8.00으로 하여 분리 시 키 

고 Pr3+가 전부 용출된 후 Ce3+와 1疽+는 용리 

액의 pH 를 9.00으로 바꾸어 용리시키면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진다. Table 1은 각 용출액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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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ercentage recorvery of Eu아, P7+, Ce3+ and La아 in mixture sample.

Eu Pr

Amount Amount Recorvery Amount Amount Recorvery
taken (mg) obtained (%) taken (mg) obtained (%)

Ce La

1 15.19 15.16 99.8 14.09 14.11 100.1
2 15.19 15.22 100.2 14.09 14.10 100.1
3 15.19 15.15 99.7 14.09 14.07 99.9

Mean 99.9 100.0

Amount Amount Recorvery Amount Amount Recorvery
taken (mg) obtained (%) taken (mg) obtained (%)

1 14. 01 13.91 99.3 13.89 13.83 99.6
2 14. 01 13.94 99.5 13.89 13.82 99.5
3 14. 01 14. 02 100.1 13. 89 13.75 99.0

Mean 99.6 99.4

0 700 늑00。 140 280 420 560 700
Effluent(ml)

Fig. 6. Elution curves of Eu3+, Pr3+, Ce3+ and La3+. 
Resin, column, flow rate; Under the same condition 
as shewn Fig. 3. Eluent; 3. 01X10-2 M IMDA pH: 8. 00 
and pH: 9. 00.

Fig. 7. Spectra of Ce-IMDA complex. [Ce3+]; 10-3M, 
[IMDA];10-2M. (1) Ce3十 aq. (2) pH: 6. 61 (3) pH: 
7.95 (4) pH:9.50.

들어있는 희토류 원소들을 분석하여 얻은 회수 

율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1을 보민 분리 회수 

율이 99% 이상임을 알 수 있다.

Ce-IMDA 착물의 자외선 흡수 스펙트럼. 일 

반적으로 희토류 원소들의 착물 형성은 가시선 

이나 자외선 흡수 스펙트럼변화로 감지할 수 있 

으나 이 같은 변화는 4f전자에 5s25p6 전자의 차 

폐효과때문에 아주 크지는 않다. 그렇지만 착 

물이 형성될 때는 전자구름 퍼짐효과(nephelau- 
xetic e任ect) 에 의해 금속-리간드결합의 공유 결 

합성이 다소 증가하기 때문에 장파장 이동 (red 
shift) 이 일어난다". Briicheri8 는 일정농도의 

IMDA 용액에서 pH 변화에 따른 Ce3+의 화학종 

변화를 연구하기 위 해 일정농도의 Ce아이 포함 

된 IMDA 용액의 pH 를 여 러 가지 로 변화시 켜 자 

외선 흡수 스펙 트럼 변화를 조사했다. Fig. 7은 

PH 변화에 따른 Ce-IMDA 용액의 자외 선 흡수 

스펙트럼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써 pH 가 증가할 

수록 흡수띠 가 장파장 이 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리간드의 배위자리수가 8〜9까지 커 

지면 거의 직선적으로 장파장 이동(red Shift)O] 
일어나서 장파장 이동 정도로 리간드의 배위자 

리수를 예측할 수 있다牛 Ce3+의 자외선 흡수스 

페트럼에서 파장이동 정도로부터 여러가지 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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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pectra of Ce3+ effluent on various IMDA pH. 
(l)ypH：2. 33 (2) pH:4. 00 (3) pH：8. 50 (4) pH:9. 00.

형성을 예즉할 수 있다. 즉 Briicher는 IMDA 
의 pH 가 증가할수록 IMDA 가 완전 이 온화되어 

음이온 화학종이 많이 생기고 이 결과 Ce3+과 

1 : 1, 1 : 2, 1 ： 3 착물이 이루어진다고 해석했 

다. 如g.8은 실제로 용출되어 나온 용출액의 자 

외선 흡수 스펙 트럼 이 다. F，g.8을 보면 각각의 

pH에서 흡광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각 분 

취액에서 용출되어 나오는 Ce3+의 양이 다르기 

때문이다. pH 2.33과 4.00에서 용출되어 나온 

용출액의 자외선 흡수 스펙트럼은 Ce3+수용액의 

자외 선 흡수 스펙 트럼 과 비 슷하지 만 pH4.00의 

경우 250mm 근처에서 흡수 봉우리가 소멸된 것 

은 pH2.33과 pH4.00의 용리현상차이를 해석하 

기 위해 추측한 Ce(HL)2 화학종의 존재를 암시 

한다. pH8.50에서 용출되는 화학종은 275mm와 

260mm 에서 흡수띠가 생기므로 Briicher"가 예 

측한 대로 Ce(L)2-라 생각할 수 있고 pH9.00에 

서는 300mm 의 흡수띠로써 CetLU-화학종이 

용출된다고 볼 수 있다. Pr-IMDA의 착물을 연 

구한 Merciny1。도 IMDA 용액의 pH 를 변화시 

켜 얻은 자외선 흡수 스펙트럼의 흡수띠가 장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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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쪽으로 이동하는 정도에 따라 IMDA 의 배위 

자리수가 달라진다고 가정하여 화학종 변화를 

예 측했다. Merciny 는 pH6.10에 서 Pr(L) + 화학 

종이, PH7.50에 서 는 Pr (L) W 화학종이 , pH9.08 
일때는 -화학종으로 존재한다고 보고 하

였다. 본 연구에서도 Pr-IMDA의 착물 형성에 

따른 홉수파장이동도 관찰됐는데 pH2.33일때 용 

출되어 나오는 용출액의 최대 흡수 파장은 208 

mm 이였는데 pH8.50일 때는 212mm이 고 이 파 

장에서의 홉광도는 Pr3+농도와 좋은 일치를 나 

타내므로 최대 흡수 파장의 이동으로도 Pr3+- 
IMDA 착물의 변화도 추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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