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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비다공성 및 다공성 폴리스티렌 디비닐벤젠 공중합체를 합성하고, 이것을 클로로메틸화 

한후, 메 틸 아민으로 아미 노화하여 약염 기 성 음이 온교환수지인, 50-100 mesh 의 비 다공성 , N- 
APSTDVB와 다공성, P-APSTDVB를 만들었다. 합성한 이들 음이온교환수지를 적외선 흡수스펙 

트럼으로 확인하였다. 이들 음이 온교환수지의 최대 이 온교환용량은 4.S6meq/g 이 었다. 다공성 플리 

스티 렌 디 비닐벤젠 공중합체, P-PSTDVB 의 세공용적은, 디 비닐벤젠의 볼륨퍼센드를 30%로 하였 

을때 , Xdiment 의 증가에 따라서 증가하였 다. 또한 Xdmm 의 양을 0.5 로 일 정 하게 하였을때 , P- 
PSTDVB 공중합체의 세공용적은, 디비닐벤젠의 볼륨퍼센트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디비닐벤 

젠의 퍼센트를 8 %로 일정하게 하고, Xg沖財 을 0.5로 하였을때 , 합성한 공중합체와 음이온교환수 

지의 세공용적은, P-PSTDVB〉P-APSTDVB〉N-PSTDVB 순으로 감소하였다. 여 더 농도하에서의, 

여러종류의 알코올 수용액중에서의 N-APSTDVB 음이온교환수지에 대한 붕산의 분포계수가, 또한 

논의되었다.

ABSTRACT. The non-porous and porous polystyrene divinylbenzene copolymers were prepared 
by the suspension polymerization method. The non-porous aminated polystyrene divinylbenzene, 
N-APSTDVB and the porous aminated polystyrene divinylbenzene, P-APSTDVB of 50〜lOOmesh 
size weakly basic anion exchanger were synthesized by chloromethylation followed by amination 
with methylamine. The functional groups of these synthesized anion exchangers were confirmed by 
their infrared spectra. The maximum capacity of these exchangers was 4. 86meq/g. Pore volume 
and pore spectra were determined with a mercury porosimeter. The pore volume of P-PSTDVB 
increased with increasing Xdiiuent at 30% of divinylbenzene. However, the pore volume of P- 
PSTDVB increased with increasing volume percent of divinylbenzene at constant mole frac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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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luent, X&mem of 0.5. The pore volume of synthesized copolymer and anion exchanger at 8 % 
divinylbenzene and 0. SX^tane decreased as follows; P-PSTDVB〉P-APSTDVB〉N-PSTDVB. This 
result was attributed to the possibility that the pore volume were reduced by amination reactions. 
The distribution coefficients of boric acid on the N-APSTDVB anion exchanger in various con
centrations of alcohol water solutions showed that as alcohol concentration increased, the distribu
tion coefficients values decreased due to the reduced concentration of H2BO3_.

I. 서 론

흡착 및 이온교환속도가 빠른 다공성 이온교 

환수지는 처음 MeitzneF 등이 합성하였다. 그후 

Kun2'3, SedereF, Hilgen5 및 Millar*，와 그의 공 

동연구자들은, 이온교환수지를 합성할 때 그의 

다공성을 부여해주는 톨류엔, 헥산 및 헵탄등의 

영 향을 여 러방면에서 연구하였다. 이 들의 연구 

에 의하면, 다공성을 부여해주는 첨가물에는, 

용해성 희석제 , 비용해 성 희석제 및 선상중합체 

의 3종이 있는데 , 용해 성 희 석제를 가하여 제 

조한 다공성 중 합체 를 PS type (porous by solvent), 
비용해성 희석제믈 사용하여 만든것을 PP type 
(porous by precipitator) 및 선상중합체를 가하 

여 만든 것을 PM type (porous by macromole
cular material) 라 하였 다. 그리 고 PS 의 평 균세 

공용적 은 0. 8cc/g이 었으나, PP 는 0. 2~0.6cc/g 
및 PM 은 0.5cc/g의 세공용적을 갖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Sek°8와 그의 공동연구자들은, 

다공성 이온교환수지가 우라늄 동위원소의 분리 

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실험의 

목적 은, 약염 기성 음이 온교환수지인 , non-porous 
aminated polystyrene divinylbenzene (이 하 N- 
APSTDVB 라 칭 한다) 고卜 porous aminated polys
tyrene divinylbenzene (이 흐］" P-APSTDVB 라 칭 

한다) 공중합체를 합성하고, diluent 와 DVB 가 

다공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있다. 그리 

고 합성된 음이온교환수지의 이온교환용량과 

diluent 및 DVB 와의 관계, 또한 알코올수용액 

중에서의 붕산이온의 분포계수를 알아보는데 있 

다.

II. 실 험

시약 및 기기. 실험에 사용한 톨류엔, 헵탄, 

붕산, 염화나트륨, 스티렌, 디비닐벤젠, 염산, 

벤젠, BPO 및 아라비 아고무등은 모두 Merck 제 

및 일본의 和光제 분석용 시약이었으며, 클로로 

메 틸에테르와 메틸아민은 東京 Kasei 제 였 다. 메 

틸아민의 물 함량은 40% 였다. 또한 Shaft Stirrer 
(RW 18 S6, 30-2,400 rpm), Infrared Spectro
photometer (IRA-1, JASCO Co., Japan), 및 

Porosimeter (Aminco Mercury Porosimeter, 100, 
~0.012/z) 등을 실험 에 사용하였다.

N-PSTDVB 와 P-PSTDVB 공중합체으| 합성 

9110. 환류냉각기 및 자동교반기가 장치된 lOOOmZ 
삼구플타스크를 이온교환체의 합성에 사용하였 

다. 질소기류하에서 85°C 의 온도로 12시간동안 

반응시 켰고, 교반속도는 500rpm 으로 하였다. 

50〜lOOmesh 의 P-PSTDVB 공중합체를 얻기위 

하여 서스펜션 중합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분산• 

매로 증류수, 개시제로서는 BPO 및 안정제로서 

는 염화나트륨과 아라비아고무를 사용하였다.

가교제 인 DVB 와, 다공성 을 부여 해 주는 dil
uent 가 공중합체의 세공크기 및 용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스티렌에 30% DVB 
를 첨 가하였 다. 그리 고 diluent 로 헵 탄의 몰분. 

율을 0.2에서 0.7까지 변화시키면서 반응시켰 

다. 여 기서 몰분율 0.2 및 0.7은 스티렌, DVB, 
헵탄 및 톨류엔의 전체 량에 대한 diluent의 몰 

분율이 다. 한편으로는 diluent 의 몰분율, 乂侦如时 

를 0.5로 일정하게 하고, 가교제인 DVB 의 양을 

8 % 에서 50% 까지 변화시 켜 가면 서 , 여 러 가지 

의 P-PSTDVB 공중합체를 합성하였다. 한편으. 

로는, 스티 렌에 8%의 DVB 와 Xjgne=0.5 를 

첨가하여 P-PSTDVB, P-APSTDVB 및 N-PS
TDVB <- 합성하였다.

N-APSTDVB 및 P-APSTDVB 음이온교환수 

지의 합성. 50~100mesh 의 N-PSTDVB 와 P- 
PSTDVB 공중합체 30g과, 염 화아연 10g 을 각각 

클로로메틸에테르 500g에 넣는다. ' 교반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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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온도가 50° C 이 상되지 않도록 항온조속에서 

반응시킨후, 12시간동안 방치하였다. 이들을 70 
%디옥산 수용액으로 세척한 후 증류수로 충분 

히 씻었다. 그리고 50°C 의 전기로에서 건조시켰 

다. 그런다음 교반기와 환류냉각기가 부착된 

lOOOmZ삼구 플라스크에 클로로메틸화된 PSTD- 
VB 50g 과 벤젠 120mZ 를 넣 고, 1 시 간동안 가 

열하고 실온까지 냉가하였다. 여기에 요오드화 

나트륨 30g과 메틸아민 125g을 넣고 환류온도 

까지 24시 간동안 가열하고, 48시 간동안 방치하였 

다. 그리 고 벤젠으로 썼고 2시 간동안 80°C 전 

기로에서 건조하였다. 그런다음 10%염산과 증 

류수로 세척한 후, 15 %수산화나트륨과 반응시 

킨다음 증류수로 충분히 씻고, 70〜80°C 에서 진 

공건조하였다.

이온교환용량 및 분포계수. 합성한 50~100 
mesh 의 음이온교환수지, N-APSTDVB 및 P- 
APSTDVB <■ 이 온교환용량 및 분포계 수 측정 에 

사용하였다. 이온교환용량은 일반적인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으며% 분포계수는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的

합성 한 50〜lOOmesh 의 음이 온교환수지 를 15 % 
의 수산화나트륨수용액으로 몇번 세척하여 OH- 
form 으로 한 다음, 증류수로 중성이 될때까지 

씻고, 80°C의 진공건조기에서 말린다. 건조된 

수지를 1g씩 칭량하여 폴리에틸렌병에 넣고, 

여기에 해당하는 알코올수용액을 40mZ 씩 가한 

다음, 0.1M 붕산용액 10mZ 를 넣 어 50mZ 로 하 

였다. 해당하는 알코올에 대하여 각각, 20, 40, 
60, 80, 및 90%의 알코올수용액을 사용하였다. 

마개를 막은후 24시간동안 흔들어 주었다. 용액 

을 일정 량 취하여 중화적정법으로 붕산의 함량 

을 측정하였다. 분포계수는 다음식에 의하여 계 

산하였다.12

跖-一頌-• -M ⑴

여 기서 跖는 분포계수이 고, & 는 처 음농도, 

A/■는 평형후의 붕산의 농도이다. 그리고 V와 

M은 각각 용액의 부피와 수지의 무게이다.

수지의 미세구조. 적외선 흡수스펙트럼은 KBr 
disk 법 으로 얻 었으며 , 수지 의 세 공은 Mercury

Porosimeter 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 다.

III. 결과 및 고찰

Fig. 1에 함성한 음이온교환수지의 적외선 흡 

수스펙트럼이 나타나 있다. 방향족의 C-H 진동 

에 의한 3000cmT 의 흡수대와, C-C 에 의한 

1400~ 1650cm-1 영 역의 흡수대 가 관측된 다. 그리 

고 스티렌과 디비닐벤젠의 파라치환에 의한 650 
~850cm-1 영역의 흡수대13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폴리스틸렌 디비닐벤젠 공중합체가 합성 

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으로, 1260, 1100 
및 670cm-1 영역 에 -CH2CI 에 귀 속되 는 흡수대 

가 나타나는 것m으로 보아, PSTDVB 공중합체 

가 클로로메틸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2 
60, llOOcm"1 봉우리 가 없어 지고 N-H 신축진동 

에 의한 3390〜3450cmT 영역의 흡수대 및 C-N 
진동에 의한 1120cmT 의 흡수대가13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클로로메틸화된 PSTDVB 공중합체 

가 메틸아민에 의하여 아미노화 되 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합성한 N-APSTDVB 및 P-APSTDVB 음이 온교 

환수지 의 이 온교환용량을 Table 1 에 나타내 었다.

여기서 P-APSTDVB의 경우는 Xd顿m가 0.5 
인 경우이다. Table 1 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 

와 같이 , 이 온교환량은 DVB 의 볼륨퍼센트가증 

가할수록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스티렌에 의하 

여서만이 작용기가 도입된다는 사실을 잘 설명

> 3000 160。 丄3时 INS l(KXi 800 "丿 4<力 33'

Wave numDure (cm니)

Fig. 1. Infrared spectra of synthesized copolymer. (1) 
Polystyrene divinylbenzene copolymer, (2) Chlorome
thylated polystyrene divinylbenzene copolymer, (3) 
Aminated polystyrene divinyl benzene copoly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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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apacities of N-APSTDVB and PAPSTDVB 
series anion exchanger, 50~100 mesh

Ion Exchanger DVB, % Capacity, meq/g

8 4. 80
N-APSTDVB 30 3.77

50 2. 95

8 4- 86
P-APSTDVB 30 3.79

50 2.98

해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또 하 

나의 사실은 이온교환용량은 diluent 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것 은, diluent 는 다만 이 온교환수지 의 pore 
볼륨에만 관여하기 때문일 것이다.

P-APSTDVB 나 N-APSTDVB 의 경우에 있 

어서 모두 DVB의 함량이 8 %일때 가장 큰 이 

온교환용량, 즉 4.80〜4.861皿£1魇의 값을 갖는 

다. 이값은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 Dowex 
21K, 20~50 mesh, OH-form 의 이 온교환용량 4.5 
meq/g 보다 더 큰 값이 다. 그리고 동일한 계 열 

의 음이온교환수지, Dowex 1, 20~50mesh, OH 
-form의 이 온교환용량, 3. 5보다는 큰 값이 다. 况 

Fig. 2 에 는 P-PSTDVB 와 P-APSTDVB 의 다공 

도를 나타내었다. 여기서의 양은 30 %로 일정하 

게 하고, diluent 양은 각각, Xdiluent 로써 0. 0, 0.2, 
0.4 및 0.7로 하여 합성한것이 다. (5)의 경 우 

는 Xd；&m=0.7이 고 아민화한 수지 의 경 우이디-.

압력이 10335><10公/1112일 때 수지의 세공용 

적이 각각, ⑴ =0.160cc/g, (2)=0.584cc/g,
(3)=0.664cc/g, (4)=0.693cc/g 및 (5)=0.382 
cc/g 의 전체세공용적 을 갖고 있음을, Fig. 2에 

서 볼 수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Xd腿m 
의 값이 커질수록 세공용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지의 세공용적의 증가는 수지의 세 

공직경의 증가를 나타낸다.

Fig. 2에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아 

민화에 의한 세공용적의 감소효과이다. (4)와 

(5)의 그래프는 이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같 

은 조건하에서 합성된 수지인데도, (5)가 (4)에 

미하여 훨씬 작은 세공용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

Fig. 2. Pore volume and pore diameter of synthesized 
P-PSTDVB and P~APSTDVB ex사ganger. DVB; 30%, 
Xdiluent； (1)； 0.0 (2)； 0- 2, (3); 0.4 (4)；0.7, (5)； 
0. 7, aminated.

은, 이차적인 아민화의 과정에서 세공용적이 감 

소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즉 아민 

화에 의하여 스티렌의 p-위치에 치환기가 결합 

되므로써, 치환기의 부피가 증가하게 되어 세공 

용적 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 라 생각되 는 것이 다. 

이것을 도식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S')
卜京。-아］ ［牛1'나气 ［T约V-人

7

Fig. 3 에는 Xd%m=0.5로 일정하게 하고, 가교 

제인 DVB 의 양을 각각, 8, 30, 및 50 %로 하 

여 합성한 수지 의 세 공용적 이 나타나 있다. 여 

기서 (9)의 그래프는 (6)과 동일한 조건으로 합 

성한 수지를 나타내는데, 다만 (9)는 (6)에 비 

하여 아민화된 것이 다를 뿐이다.

세 공용적 은, (6) 에 서 0.67 cc/g, (7) 에 서 0. 683 
cc/g 및 (8) 에 서 0.833cc/g 이 다. 그리 고 (9) 에 

서 는 0- 374cc/g 이 다. DVB 의 볼륨퍼 센트가 증 

가함에 따라, 이온교환수지의 세공용적이 증가 

하고 있음을, 瓦3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아민화에 의한 세공용적의 감소를 볼 

수 있다. (9)가, 같은 조건으로 합성된 ⑹에 비 

하여 훨씬 작은 0.374cc/g의 세공용적을 갖는것 

은, P-PSTDVB 가 아민화되어 P-APSTDVB 가 

듸어짐에 따라, 2차아민기 에 의하여 세공용적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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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orevolume and pore diameter of synthesized 
P-PSTDVB and P-APSTDVB ex사langer. Xdihjent； 0. 5, 
% DVB; (6)； 8, (7)； 30, (8)； 50, (9)； 8, ami
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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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ore volume and pore diameter of synthesized 
polystyrene divinylbenzene series exchanger. % DVB； 
8 Xheptane; 0.5, (1)； P-PSTDVB, (2); P-APSTDVB, 
(3); N-PSTDVB.

이 배제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수지 lg당 아민화에 의하여 배제되는 세공 

용적은, 전체수지의 체적에 대하여 38.20 %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4 는 8 % DVB 에, Xheptane=0. 5 로 합성 한 

이온교환수지의 세공용적에 대한 그림이다. 세 

공용적의 크기는 (1)〉(2)〉(3)의 순서로 감소 

하고 있다.

Fig. 4 에 서 보면, P-PSTDVB, P-APSTDVB 
및 N-PSTDVB 의 세공용적은각각, 0.673c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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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istribution coefficient of boric acid on N- 
APSTDVB anion exchanger in various concentrations 
of CH3OH, C2H5OH, w-CgHyOH and n-C^gOH. N- 
APSTDVB, 50-100 mesh, 0；CH3OH, 口； C2H5OH, 
△;就一C3H7OH, X； tt-C4H9OH.

0.600cc/g 및 0」48cc/g 이다. N-PSTDVB 의 세 

공용적이 가장 작고, P-PSTDVB 의 세공용적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APSTDVB의 

세공용적은 P-PSTDVB 의 그것보다 작은더］, 이 

것역시 아민화에 의한 효과 때문이다.

P-PSTDVB 의 세공용적 0.673cc/g 은, diluent 
로서 헵탄과 톨루엔의 1 : 1 혼합용액을 사용하 

여 합성한 P-PSTDVB 공중합체의 세공용적, 

0.587cc/g 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5에는 여러가지 알코올 수용액에서의 붕 

산의 분포계수가 나타나 있다.

Fig.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같이, 메틸알코올 

수용액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붕산은 메틸알코올 

과 작용하여 3-메틸보레이트를 형성하기 때문에 

H2BO3- 이 온의 농도가 감소하여 , 그 분포계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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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있다场

이 와같은 현 상은, 메 틸 알코올, 에 틸알코올, 

프로필 알코올등을 사용하여 , 서 로 다른 form 의 

양이 온교환수지 와 Pr (III) 과의 이 온교환반응의 

특성 을 알아본, Grigorescu-Sabau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17 Sabau 의 결과에 의하면, 알 

코올수용액의 농도가 40 %를 넘으면, Pr(III) 의 

분포계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이 

것은 알코올의 농도가 40 %를 넘 으면, 옥소늄 

콤플렉스의 형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금속이 

온의 수화가 감소되는 때문이다.17 Fig. 5에 있 

는 것처럼, 알코올의 농도가 40%를 넘으면, 붕 

산의 분포계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와같 

은 분포계수의 감소는, 삼메틸보레이트의 형성 

의 급격한 증가로, h2bo3- 이온이 감소하는 때 

문이 다. 삼메틸보레이트 콤플렉스의 형 성은 수지 

에 흡착될 수 있는 h2bo3- 음이온의 감소를 의 

미하는 때문이다.

또한 동일한 붕산농도하에서의 서로 다른 종 

류의 알코올용매에서, 그 알코올의 분자내 탄소 

원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붕산의 분포계수는 조 

금씩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탄소 

수가 증가할 수록, 알킬콤플렉스를 형성하는 능 

력고卜 리간드의 크기가 커짐으로써 분포계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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