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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pHl에서 15-crown-5(SGBM)을 결합시킨 silica gel-f- 고정상으로 하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을 

이용하여 혼합 금속이 온 용액으로부터 금속이 온들의 분리 효율을 결정하였다. 여러가지 SGBM-금속이 온들간의 

결합상수 및 분리인자들을 측정한 결과 그 순위는 Li(I)<Sr(II)<Na(I)<Cu(II)<Mg(II)<K(D<Ca(II)<Bi(III) 
<Sb(III)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금속이온의 크기 효과 및 전자 밀도 효과에 의해서 결정됨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알칼리, 알칼리 토금속이온 및 Cu2+ 이 혼합된 용액에서 Sb3+ 의 분리효율이 다른 이온들에 

비해서 훨씬 좋게 나타남을 알았다.

ABSTRACT. The separation efficiency of metal ions by using silica gel bonded 15-crown-5 (SGBM) 
has been determined by column chromatography in aqueous solution at pH 1. Bindinng constants and 
separation factors for sevral SGBM-Metal interactions were measured in aqueous solution. The order 
of these binding constants and separation factors with metal ions was Li(I) < Sr(II) <Na(I)< Cu(II) <Mg(II) 
< K(I) < Ca(II) <Bi(III) < Sb(III). These results were explained in terms of the size effect and electron den
sity effect. This experimental results showed good efficiency for separation of Sb3+ from mixtures of 
alkali, alkaline earth metal ions, and Cu2+ in aqueous solution.

서 론

거대고리 리간드와 금속이온들간의 착 물형성에 

관한 연구는 20년전부터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 

으며, 최근에는 이들을 분석화학 분야에서 응용하고 

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중성 운반체인 거대고리 리간드를 이용한 이온 선 

택성 전극의개발과 더불어 액체 크로마토그래 

피에서 이들을 고정상 또는 이동상으로 사용하여 

금속이온들의 분리에 적용시킨 결과 분리효율이 아 

주 뛰어나 많은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5* 
또한 광학적으로 활성인 거대고리 리간드의 경우 

금속이온의 분리 뿐만 아니라 아미노 화합물 이성 

질체 분리에도 응용되고 있다. 특히 액체 크로마토 

그래피에서 거대고리 리간드를 고정상으로 사용한 

형태는 crown ether 및 cryptand를 포함하는 축합 

중합체,m 거대고리 리간드를 결합시킨 silica gel,第 

alkylsubstituted macrocycles 에 소수성 상호작용이 

가능한 octadecyl silanized silicas(ODS)를 거대고리 

리간드에 코팅시킨 흡착제張 및 crown ether-f- 포 

함하는 carboxylic acid resins를 사용한 경우로° 금 

속이온 또는 산유도체의 분리에 적용시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금업계에서 문제되고 있는 Sb3+ 
를 효율적인 분리하기 위하여 알칼리, 알칼리 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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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온 및 Cl"+이 혼합된 용액으로부터 Sb3+을 효 

율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거대고리 리간드인 allyl- 

oxymethyl-15-crown-5를 합성한 후 silica gel에 

결합시킨 다음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고정상으로 

사용하여 최적의 pH 조건하에서 결합상수와 분리 

인자 값을 구한 후 +가 섞인 혼합금속용액으로 

부터 Sb3+의 분리 효율을 알아보았다.

실 험

시약 및 고정상의 합성. 증류수는 2차 증류수에 

소량의 과망간산칼륨을 넣은 후 재 증류하여 사용 

하였고 LiNO3Qunsei. Chem.사, GR급), NaNO3(Shi- 
nyo. Chem.사, G.R급), KNO3(Junsei. Chem.사, GR 

급), Mg(NO3)w6H2O(Kataya사, GR급), Ca(NO3)2-4 
H2O(Shinyo. Chem. 사, GR 급), Sr(NO3)20unsei. 
Chem.사, GR급), Cu(NO3)2-6H2O(Yakuri. Chem.사, 

GR급) 및 BiCMAldrich사, G.R급), SbC^Aldrich사, 

G.R급) 등은 더이상 정제하지 않고 오산화인이 든 

데시케이터에 보관하여 그대로 사용하였다. 리간드 

합성에 사용한 3-(Allyl)oxy- l,2-propanediol(Ald- 
rich사, G.R급), Triethoxysilane(Aldrich사, G.R급) 

chloroplatinic acid(Yakuri. Chem.사, GR급)를 사용 

하였고 발색제로는 Arsenazo(IID를 사용하였다. 고 

정상으로 사용한 15-crown-5를 결합시킨 silica gel 

은 Bradshaw의 방법“을 이용하여 dichloromethane 
500 mL에 2-(((Triethoxy propane)oxy)methyl)-15- 
crown-5 4.54 g(0.01 mol)을 녹인 용액에 70~230 

mesh silica gel(Riedel-deHaen) 45.4 g을 서서히 

첨가시키고 10시간 동안 저어준 다음 거른 후 28-30 

시간 동안 100M에서 가열시킨 다음 사용하였다. IR 
(KBr, v(cmT)) ： 3400(OH), 3000(CH), 1200-1100 
(COC), 810(Si-OEt) 등의 특성 피이크를 확인하였 

으며, 합성된 고정상의 구조는 尸运. 1에 나타내었다.

흡착특성 및 결합상수의 결정. 고정상으로 silica 
gel에 거대고리 리간드가 결합된 물질을 이용한 경우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금속이온의 분리 가능 

성은 금속이온과 거대고리 리간드와의 착물형성에 

대한 안정도 상수로부터 예측이 가능하지만, silica 

gel에 거대고리 리간드가 결합된 물질의 경우 유기 

용매에 불용성이므로 착물형성에 따른 안정도 상수 

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을 이 

용한 고정상과 금속이온간의 결합상수 및 분리인자 

를 구하여 착물형성에 따른 분리효율을 결정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알칼리 금속(Li+, Na+, K+), 알칼리 

토금속이온(Mg”, Ca2+, Sr아) 및 Cif+, Sb3+ , Bi3+ 

들과 silica gel에 거대고리 리간드가 결합된 고정상 

간의 결합상수를 결정하였다. 모든 금속이온 용액의 

경우 일정한 농도에서 pHl을 유지하면서 제조하였 

는데, 이는 Sb3+, Bi3+들이 pH 1 이상에서는 불균 

등화 반응이 진행되면서 침전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또한 일정한 양의 고정상을 채운 후 0.001 M 금속 

이온 용액 일정량을 서서히 첨가하면서 용리되어진 

용액의 농도가 일정해질 때까지 용리시킨 후, 관속에 

존재하는 금속이온을 일정량의 3M HC1 용액으로 

용리시킨 다음 농도를 측정하여 결합상수 및 분리 

인자를 결정하였다.

Bradshaw11 등은 18-crown-6를 silica gel에 결 

합시킨 후 고정상으로 사용하여 금속이온들에 대한 

결합상수를 관 속에 존재하는 금속이온의 농도를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먼저 자유 거대고리 리간드와 

금속이온들간의 평형상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Sx)"+ + Lv=^MLn++xS 

[MLf
(1)

Fig. 1. Structure of silica gel bonded 15-crown-5.

여기서 (M&)”+는 용매화된 금속이온, L은 리간드를 

나타내며 ML"+, S는 착이온과 용매분자를 나타낸다.

거대고리 리간드가 중성 이온쌍과 결합을 한다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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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는 음이온을 나타내며, 중성 이온쌍들은 

극성이 작은 용매이다. 거대고리 리간드들은 고체 

지지체에서 분리되며, 단지 1： 1 착물들만이 중요한 

인자로서 작용하게 된다. 리간드당 평균 표면적은 

대략 300屛이며 평균거리는 17 A이 된다.u 이때 

고정상에 존재하는 용매의 부피와 silica gel에 결합 

된 거대고리 리간드의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워, logK는 결합된 이온들로부터 거대고리 리 

간드 결합자리의 상대적인 분율의 항으로 나타낼 수 

있다. 착물의 농도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L"+>/[LtoG

여기서 L""=ML”+ + L, /=ML"+/Lto,

식 ⑴을 식 (3)으로 나타낼 수 있다.

代3嗑可 ⑶

분리인자의 결정. 분리 인자(separation factor)와 

상대 분리인자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D_ 고정상중의 M"+의 농도(mmol/g) 
_ 용액중의 M”+ 의 농도(mmol/g)

成K=DM”+/"+

여기서 D"+과 DN"+는 금속양이온 M"+과 N"의 

분배계수이며, 武艾는 N”+에 대한 M”+의 상대 분 

리인자이다.

관(Column)의 제조 및 분리조건. 관속에 존재하 

는 고정상의 양 및 길이의 변화로부터 분리효율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안지름이 15mm(column A)와 

7 mm(column B) 인 두 종류의 column을 사용했으며 

각각의 관에 일정량의 고정상을 채웠을 때의 길이는 

4.5 cm(column A)와 23cm(c이umn B)이었다. 고정 

상의 양을 2배로 증가시켰을 때 9 cm(column A-2) 
였다. 또한 고정상은 100 mL의 dichl이:omethane 에 

넣어 일정하게 저어준 용액을 관에 서서히 채운 다음 

dichloromethane을 완전히 용리시켰다. 또한 증류 

수를 관에 통과시켜 dichloromethane 이 전혀 존재 

하지 않는 것을 UV 스펙트럼으로 확인한 후 금속 

이온을 분리하였다.

금속이온의 분리 실험에 사용한 금속이온들은 ar- 

senazo(III)와 착물을 형성하여 적색 계통으로 변색이 

되므로 관으로부터 용리된 용액을 일정량씩 취하여 

정성적으로 금속이온의 존재 유무를 확인한 후에 

금속이온의 검출이 예상되는 범위에서 용액을 세분 

하여 일정한 속도로 용리된 용액을 ICP-AES를 사 

용하여 금속이온의 농도를 결정하였다. 관의 종류에 

따른 용리속도는 column A는 1.34 mL/min, column 

A-2는 0.8 mL/min였으며, column B는 0.4mL/min 
이었다.

결과 및 고찰

결합상수 및 분리인자. Silica gel에 결합된 15- 

crown-5를 고정상으로 이용한 액체 크로마토그래 

피로부터 금속이온의 흡착에 따른 결합상수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에 의하면 알칼리 금속이온 및 알칼리 토 

금속이온의 결합상수 크기는 알칼리 금속 이온의 

경우 Li+<Na+<K+ 순위였으며, 알칼리 토금속이 

온의 경우 SF+〈Mg2+ <Ca2+로 나타났으며, Cu2+, 
Bi3+, 甜+의 경우 (：峪<&3+<甜+순으로 나타났 

다. 모든 이온들에 대한 전체적인 결합상수 순위는 

Li+ <SF+ <Na+<Cu2+ <Mg2+<K+<Ca2+<Bi3+ < 
Sb3+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금속이온의 크기와 

고정상을 형성하고 있는 거대고리 리간드 공동 크 

기의 상대적인 크기의 비와 전하 밀도에 의해서 경 

향성을 띄었다. 이 사실은 고정상을 형성하고 있는 

거대고리 리간드의 주개 원자가 산소 원자로만 구 

성되어 알칼리 및 알칼리 토금속이온간에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함에 따라 금속이온과 리간드간의 최적

Table 1. Binding constants (logK) of the metal ions by the silica gel bonded 15-crown~5 at pH 1 in aqueous 
s 이 ution

Metal Li+ Na+ K+ Mg* Ca2T Sr가 Cu2+ Bi3+ Sb3+
logK 1.65 2.07 2.19 2.15 2.25 1.83 2.08 3.05 3.45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15・crown-5가 결합된 Silica Gel을 이용한 Sb(III)의 분리 527

Table 2. Distribution coefficients and separation fac
tors of the metal ions by the silica gel bonded 15- 
crown-5 in aqueous solution

Cation D[Distr. Coeff. (mL/g)] a (Sep. Factor)

Li 0.12 1.00
Na 0.32 2.67
K 0.42 3.50

0.38 3.17
0.48 4.00
0.19 1.58
0.33 2.75
0.60 5.00
0.96 8.00

w

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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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luent curves for Bi(III)-Sr(II)-Sb(III)-Mg(II) 
mixture with 15 mm column A (1.34 mL/min).

0.00-1一一•---------------- 1——<

0 3 6 9 12 15 18 21

Time of elution(Minute)

Fig. 2. Eluent curves for Li(I)-Na(I)-K(I)-Mg(II) 
mixture with 15 mm column A (1.34 mL/min).

크기 개념으로 12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알칼리 금속 

이온보다는 알칼리 토금속이온의 결합 상수값이 약 

간 큰 이유는 알칼리 금속이온에 비하여 알칼리 

토금속 이온의 전하 밀도가 크기 때문이며, Bi3+, 
Sb3+들의 경우 이온성이 강하고 전하 밀도가 크기 

때문에 큰 결합상수값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Silica gel에 결합된 15-crown-5을 이용한 금속 

이온의 분리에 따른 분리인자를 Table 2에 나타내 

었다.

Table 2에서 보듯이 분리인자의 상대적인 크기 

순위는 결합상수 순위와 일치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고정상에 의한 금속이온의 흡착성질을 분리인자로 

나타내었기 때문이다. 氏3+, Sb3+의 경우 분리인자 

값이 알칼리 금속이온, 알칼리 토금속이온 및 Cu2+ 
보다 크게 나타나므로 이들 금속이온의 분리효율이 

좋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 •••■■最 I
。 10 20 30 40 50

Time 이

Fig. 4. Eluent curves for Cu(II)-Sb(III)-Bi(III) mix
ture with 15 mm column A-2 (0.8 mL/min).

금속이온의 분리효욜. Sb3+, Bi3+이 pHl 이상 

에서는 불균등화 반응이 진행되면서 침전이 형성되 

므로 모든 금속용액은 pH 1 용액으로 제조하여 분 

리실험을 하였다. 고정상의 길이 및 양을 일정하게 

고정시킨 관을 사용한 Li+, Na*, K+, Ca2+, Mg2*, 
Cu2+, Sr2+ 및 Bi3+, Sb3+들의 혼합금속이온 용액 

에서의 분리 실험 결과를 F讶.2〜7에 나타내었다. 

Fig. 2에서는 알칼리 금속이온(Li+, Na+, K+)과 

Mg2+의 분리 결과를 나타내었다. F讶.2에서 보듯이 

Li+의 경우 머무름시간(撤이 Na、K+, Mg?+ 이온 

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지만 커다란 차이가 없어 분리 

가능성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廊. 3에서 보듯이 Mg2+과 SF+는 머무름시 

간(圮이 비슷하지만, 氏3+은 머무름시간(圮이 상대 

적으로 약간 더 크며, Sb3+은 가장 큰 값을 나타내 

므로 이들 혼합금속이온 용액중에서 Sb”가 상대적

1995, VoL 39, No. 7



528 金海仲•金廷•金始中

(
。。으
 
・
s

)su 으°&-

끙

 E

(
。。드
 

w
s
u

-5-0 A

言
一읃

MgfColumn A)

Mg(Coiumn B)

SbfColumn A) 

□

Sb(Column B}

。수
0 10 20 3

Time of ehjtion(Minut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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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커다란 분리효율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으며, 

이 결과는 이들 금속이온에 대한 결합상수 및 분리 

인자의 결과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Cu"를 포 

함한 혼합용액에서 Cu2+, 氏3+, Sb3+의 분리효율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들 금속이온의 혼합용액에 대한 

분리 실험 결과를 F讶.4, 5에 나타내었다.

Fig. 4, 5에서 보듯이 Cif+의 머무름시간心)이 가 

장 작으며, Bi3+은 CiF+보다 머무름시간(M)이 약간 

더 크며, Sb3+은 상대적으로 머무름시간(圮이 가장 

크기 때문에 Cu?+이 섞인 혼합용액중에서의 Sb3+에 

대한 분리 효율이 큼을 알 수 있었다.

또한 Cu2+, Bi3+, 甜+의 분리효율을 높이기 위 

하여 관의 길이 및 고정상의 양을 증가시켜 혼합용 

액의 상대적인 분리효율을 비교한 결과를 尸也. 6, 7에 

나타내었다.

0 10 20 30 40 50

Time of elution(Minute)

Fig. 7. Eluent curves for Mg(II)-Sb(III) mixture with 
variable columns.

Fig. 6, 7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관의 길이 및 고 

정상의 양을 중가시킴에 따라 금속이온이 분리되는 

순서는 변화가 없었으며, 단지 상대적인 머무름시간 

(W 간격이 커지기 때문에 각각의 이온에 대한 상 

대적인 분리효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실험 결과로부터 혼합 금속이온 용액으로 

부터 금속이온을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었으며, 

특히 Sb3+의 분리가 잘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Fig. 6, 7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관의 길이 및 

고정상의 양을 변화시킴에 따라 금속 이온들간의 

분리 효율이 차이가 나타나는데, 관의 길이효과보다 

는 고정상을 증가시킴에 따라 금속이온의 분리효율 

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silica gel에 결합된 

15-crown-5를 이용한 알칼리 및 알칼리 토금속이 

온과 CiF+이 포함된 혼합 금속이온 용액으로부터 

Sb3+의 선택성 및 효율적인 분리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결 론

1. 여러가지 금속이온의 혼합 용액에 대한 결합 

상수 및 분리 인자는 silica gel에 결합된 15-crown-5 
의 공동 크기에 대한 이온들의 크기 및 전하 밀도에 

의존되어 결정됨을 알았다.

2. Silica gel에 결합된 15-crown-5를 이용한 알 

칼리, 알칼리 토금속이온 및 CiF+이 혼합된 금속용 

액으로부터 다른 금속양이온에 비하여 커다란 머무 

름시간(圮를 나타내므로 Sb3+의 효율적인 분리 가 

능성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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