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of Korean Inst. of Resources Recycling

Vol. 20, No. 6, 2011, 28-36

≫ 硏究論文 ≪

28

黃酸溶液으로부터 이온交換樹脂 Lewatit TP 220에 의한 니켈의 回收†

姜南姬*,**· 朴庚鎬*·P.K.Parhi*

*韓國地質資源硏究院 鑛物資源硏究本部, **聯合大學院大學校(UST) 資源循環工學專攻

 Recovery of Nickel from sulfuric acid solution using Lewatit TP 220 ion 

exchange resin†

Nam-Hee Kang*,**, Kyung-Ho Park* and P.K.Parhi*

*Mineral Resources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 Mineral Resources (KIGAM), 

Daejeon 305-350, Korea

**Resources Recycli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UST), Daejeon 305-350, Korea 

요 약

황산용액 중에 존재하는 니켈을 회수하기 위해 이온교환수지법을 이용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제조된 모의 니켈(Ni)용액에 독

일 Lanxess社의 Lewatit Monoplus TP 220를 이용하여 회분식 실험을 하였다. 흡착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 교반속도, 반응시간,

pH, 이온교환수지 양, 니켈이온농도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초기 pH(2.0~5.0)와 교반속도는 니켈의 흡착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

으며, 평형에 도달하기 위하여 72시간의 시간이 필요했다. 평형실험결과 Freundlich 흡착등온식에 적합하였고, 흡착반응속도는 유사

2차 반응 모델(pseudo-second order)로 잘 모사되었다. 한편 니켈을 함유한 실제 도금세정폐액의 흡착 실험을 행하여 모의용액의 흡

착거동과 비교하였고, 흡착된 니켈은 황산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지로부터 효과적으로 용리되었다. 

주제어 : 흡착, 니켈, Lewatit Monoplus TP 220, 이온교환수지

Abstract

The adsorption of nickel(Ni) from sulfuric acid solution was carried out by ion exchange method. A series of batch tests in

synthetic solutions were carried out using Lewatit Monoplus TP 220 resin. The following experimental parameters, such as tem-

perature, shaking rate, reaction time, pH, resin dosage and concentration of nickel ions etc. were investigated to establish the

effective optimum conditions of nickel adsorption. The solution pH(2.0~5.0) and shaking rate had little effects on the adsorption

of nickel and adsorption time of 72hours was required to reach equilibrium.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a good agreement

with Feundlich isotherm and pseudo-second order reaction. The adsorption behavior of Ni obtained from synthetic solution was

compared with that of waste electroplating solution. Elution of nickel from loaded resin increased with increase in H2SO4 con-

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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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산업발달과 함께 중금속 함유 폐수의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도금 공정은 표면의 활성

화 과정을 위해 탈지, 에칭 등 전처리 폐액, 노후 도금

액, 수세 폐수 등 거의 모든 공정 단계에서 다양한 형

태의 폐액을 다량 발생시킨다. 이러한 폐수가 처리되지

않고 방류 되면 인체에 치명적인 문제를 유발하는데 특

히 니켈(Ni)은 구토, 가슴통증, 호흡곤란, 암 등을 유발

하는 독성을 지닌 금속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이온형태

로 도금폐액 중에 존재한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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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폐액은 고농도 도금폐액과 저농도 도금세정폐액

으로 나뉘며, 1차 처리, 2차 처리, 3차(고도) 처리를 거

침으로써 미량의 중금속 제거와 유가물질의 회수 등이

이뤄진다. 

1차 처리로 폐수 중에 함유된 부유물(Suspended

solid)을 제거한 후, 2차 처리에서 미생물에 의해 산화

가능한 용해성 유기물이 처리되고, 불용성 유기물, 유해

성 중금속 등은 화학적으로 처리되는 공법을 거친다.

1차·2차 처리로도 제거되지 못한 미량의 중금속 및 질

소(N)나 인(P) 같은 영양염류 등을 제거하기 위해 3차

(고도) 처리를 거친다3). 3차(고도)처리 방법에는 중화 응

집 침전법, 산화/환원법, 활성탄 흡착법, 전기투석법, 역

삼투압법 등이 있다4-5). 고도처리 방법은 도금 폐액의

산성에서 알칼리성까지 다양한 pH와 금속염의 성질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방법 중 중화 응집 침전법은 응집제, 중화제

와 같은 약품 소비가 많고, 다량의 원료물질이 슬러지

에 포함되어 폐기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지 못한 방법

이다. 산화/환원법은 응집 침전법처럼 약품에 의한 처

리방법이지만 영양염류나 중금속 등을 제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활성탄 흡착법은 흡착 후 재생이 가능하

지만 재생능력이 떨어지며, 정상상태까지의 기간이 길

다. 전기 투석법과 역삼투압법은 성능이 우수하지만 두

방법 모두 고농도의 폐수의 이온성 물질을 제거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기존의 방법과 비교해보면 설치

비 및 운영비가 많이 들고 처리에 있어 압력이 높아

처리에 한계가 있는 단점이 있다6).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방법이 필요하다7). 이

온교환수지방법은 특정이온과의 이온교환 반응을 통해

물질의 분리 회수에 응용된 방법으로 난분리성 금속원

소들의 분리나 소량 함유된 금속이온 및 불순물 제거

등에 선택적인 흡착성이 있다. 준비과정 및 사용이 편

리하며, 흡착 후에 재생성에 있어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

문에 비용경쟁력 측면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

다. 용액중의 금속이온과 불용성 수지(insoluble solid)사

이에서 같은 하전을 가진 이온들의 가역적 교환이기 때

문에 용액을 오염시키지 않고 원하는 금속 이온만 선택

적으로 흡착한다는 장점이 있다8). 따라서 도금폐액 중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저농도 도금세정폐액 중 금

속이온 회수에도 적절한 방법이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이온교환수지를 이용한 금속이온

분리 및 회수연구 중 현재까지 니켈흡착에 관련된 연구

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수행되어져왔다. Lewatit

Monoplus SP 112 resin9), NRW-100 resin10), Chelex

10011), Amberlite IRC 748, Lewatit TP 207, Lewatit

TP 208, Purolite S930, Lewatit TP 207 Monoplus12),

Purolite S93013), XAD-16 resin14), Amberlite IRN7715),

Dowex M4195, Ionac SR-516) 등의 이온교환수지는 니

켈 및 다른 금속이온의 선택적 흡착 연구에 사용되어온

대표적인 이온교환수지 종류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니켈흡착에 관한 이온교환수

지법에 관한 연구는 많지만 Lewatit Monoplus TP

220에 관련된 연구는 현재까지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이온교환수지 Lewatit Monoplus TP 220를

사용하여 도금전해폐액으로부터 니켈을 분리·회수하

기 위한 기초실험으로 모의용액을 사용하여 니켈흡착에

관한 기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실험방법

2.1. 시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제 도금세정폐액은 부산의 P

도금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약 200 mg/L 니켈

농도를 함유하며, 모의용액은 일본 Junsei Chemical

Com.의 Nickel sulfate hexahydrate (NiSO4 · 6H2O)를

증류수에 녹여 실제 도금전해폐액과 같은 농도로 제조

하였고 용액의 pH는 1M 황산으로 조정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Lewatit Monoplus TP 220 이

온교환수지(Bayer Chemical Com.)는 bis-picolylamine

을 관능기로 갖는 킬레이트 수지로 분자식은 Fig. 1과

같으며 물리적, 화학적 특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실험을 위하여 사용한 화학약품들은 시약급이었다. 

2.2. 실험방법

본 실험에서 이온교환수지는 흡착실험을 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활성화하였다. 먼저 이온교환수

지 제조과정 중 생성될 수 있는 유기물을 제거하기 위

해 질량비 4% 수산화나트륨(NaOH)으로 세척한 후, 증

Fig. 1. Lewatit Monoplus TP 220 re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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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수로 여러 차례 세척하였다. 후에 부피비 7% 염산

(HCl)으로 이온교환수지를 다시 처리하여 활성화 시켰

고, 증류수로 용액의 pH가 6.0 이상이 될 때까지 충분

히 세척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2번 이상 반복함으로써

제조 과정 중 생성 될 수 있는 이온교환수지 내 유기

물질을 제거하였다. 후에 45oC 오븐에서 24시간 이상

건조하였다. 

교반속도, 흡착시간, pH, 이온교환수지 첨가량, 반응

온도, 니켈농도가 끼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을 위해 삼

각플라스크(500 mL PYREX)에 미리 제조한 200 mg/L

니켈용액을 200 mL 넣고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실험하

였다. 교반속도는 80, 100, 150 rpm, 반응온도는 298,

318, 338 K, 흡착시간은 72시간 이상, 초기 pH는 1.0,

2.0, 3.0, 4.0, 5.0 이온교환수지 첨가량은 0.1~

1.5 g, 니켈 농도 50~500 mg/L조건에서 실험하였다. 모

든 흡착실험은 온도 조절이 가능한 수평방향 교반기

(Lab. company BS-21)를 사용하여 행하였다. 이후 일

정시간마다 시료를 채취하여 용액중의 니켈 농도를 원

자흡광분석기(Atomic absorption spectrometer, AAnalyst

400, PerkinElmer Inc.)를 사용하여 분석 후 용액중의 니켈

이온의 흡착률을 구하였다.

이 때 분취한 시료의 흡착량 측정은 흡착 전후의 농

도차에 의해 다음 식 (1)으로부터 계산하였다.

 
(1)

여기에서 %M은 용액으로부터 흡착된 니켈이온의 백

분율이고(%), Co와 Ct는 각각 초기상태 및 평형상태에

서 니켈이온의 농도이다(mg/L).

흡착이 끝난 후의 이온교환수지는 황산농도 부피비

1, 2, 5, 7, 10%의 용액에 온도 조절이 가능한 수평방

향 교반기에 24시간 이상 교반하여 농도에 따른 탈착

정도를 비교실험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교반속도의 영향

수평방향 교반기를 이용하여 교반 속도에 따른 흡착

능 실험을 하였다. 200 mg/L Ni2+를 함유한 모의용액에

1.0 g의 이온교환수지를 첨가하여 80 rpm, 100 rpm,

150 rpm의 흡착률 실험을 하였다. 80 rpm, 100 rpm 및

150 rpm의 흡착정도는 Fig. 2에서 알 수 있듯이 각각

94.6%, 94.7%, 94.9%로 크게 다르지 않아 교반속도가

이온교환수지의 흡착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의 모든 실험은 충분한

교반을 위해 150 rpm에서 수행하였다.

`

3.2. 초기 pH의 영향

모든 흡착실험에 있어 pH는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된다. 회분식 실험에서는 실험 도중 pH 조정이 불가하

%M
C

0
C

t
–( )

C
0

------------------ 100×=

Table 1. The physical and chemical characteristics of Lewatit

monoplus TP-220

Characteristics Value

General Description

Ionic form as shipped fully protonated

From weak

Type chelating resin

Functional group bis-picolylamine

Matrix crosslinked polystyrene

Structure macroporous

Appearance opaque

Physical and Chemical Characteristics

Uniformity Coefficient(max.) 1.1

Mean bead size(mm) 0.68(+/- 0.05)

Bulk density(+/- 5%)(g/L) 690

Density(approx.)(g/L) 1.1

Water retention(wt.%) 48−58

Fig. 2. The effect of resin dosage on the adsorption of nickel

(Ni2+ Conc. : 200 mg/L, Temp : 298 K, Time : 24 hrs,

pH : 2, Resin dosage : 2.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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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초기 pH의 변화가 흡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

험하였다. 200 mg/L Ni2+를 함유한 모의용액에 1M 황

산을 첨가하여 초기 pH 1.0, 2.0, 3.0, 4.0, 5.0로 조

절한 후 각각 1.0 g의 이온교환수지를 첨가하여 흡착실

험을 수행하였다. Table 2에 평형 pH와 초기 pH의 변

화를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평형 pH가 초기 pH 보다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첫째, 이온교환수

지에 있던 수소이온이 니켈이온과 치환되면서 용액으로

방출되어 pH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며 둘째, 전처리과정

에서 사용된 염산의 수소이온이 완전히 세척되지 않고

이온교환수지 내에 머물러있다가 흡착시에 이온교환수

지로부터 용액에 방출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초기 pH가 1.0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기 pH와는

상관없이 평형 pH가 약 1.5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

다. 따라서 이 후의 모든 실험은 초기 pH 2.0에서 수

행하였다. Fig. 3에서는 초기 pH 변화에 따른 이온교환

수지의 니켈 흡착률을 나타내었다. 초기 pH 변화에 따

른 니켈이온 흡착률은 초기 pH가 1.0인 경우에는 흡착

률이 47.5%로 다른 pH의 흡착률이 85.5%에서 93.9%

인 것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 pH 2.0 이상에서는 거의

같은 값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Table 2의 결과와 잘

부합하며 그 이유는 평형 pH가 거의 같기 때문이다.

3.3. 이온교환수지 첨가량의 영향

초기 pH 2.0인 200mg/L Ni2+를 함유한 모의용액에

0.1 g부터 1.5 g까지 이온교환수지 양을 달리하여 첨가

한 후 흡착 실험결과 추이를 Fig. 4에 나타내었다. 그

림에서 알 수 있듯이 0.1 g의 이온교환수지를 첨가한

경우는 33.8%, 0.2 g은 49.5 g, 0.3 g은 60.7%, 0.5은

73.4%, 0.7g은 84.4%, 1.0g은 91.8%, 1.5g은 94.2%

로 Lewatit Monoplus TP 220의 첨가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모의용액중 니켈이온이 보다 많이 흡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응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니켈 흡

착률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4시간 정도 반응 후

0.1g, 0.2 g을 첨가한 반응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반응이

평형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4. 반응 온도의 영향

앞서 행한 이온교환수지 첨가량 실험에서 0.3 g,

0.5g의 결과가 각각 60.7%와 73.4%의 흡착률을 나타

내었기 때문에, 초기 pH 2.0, 200 mg/L Ni2+를 함유한

200mL 모의용액에 이온교환수지 0.4g을 첨가하여

298 K, 318 K, 338 K에서 실험하였다. Fig. 5에서와 같

이 기울기를 통해 298 K에서는 72시간이상의 충분히

교반이 되는 상태에서도 흡착평형에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흡착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318 K

에서는 실험 후 24시간 부근에서 평형상태에 도달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338 K에서는 실험 후 6시간 부

근에서 평형상태를 나타내어 318 K보다 빨리 평형에 도

달하였다. 이것은 낮은 온도일수록 흡착평형에 도달하

Table 2. Initial pH and equilibrium pH of nickel synthetic

solution in adsorption test

Initial pH 1.04 2.05 3.03 4.00 4.97

Equilibrium pH 0.9 1.44 1.52 1.52 1.52

Fig. 3. The effect of pH on the adsorption of nickel (Ni2+

Conc. : 200 mg/L, Temp : 298 K, Time : 24 hrs, Shaking

rate : 150 rpm, Resin dosage : 1.0 g).

Fig. 4. The effect of resin dosage on the adsorption of nickel

(Ni2+ Conc. : 200 mg/L, Temp : 298K, Time :  72hrs,

Shaking rate : 150 rpm, pH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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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응시간이 느린 것일 뿐 평형상태이후의 흡착능에

는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3.5. 니켈이온농도의 영향

초기 pH 2.0에서 이온교환수지 첨가량을 0.4 g으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용액 중 니켈이온농도를 변화시켜

흡착능이 달라지는 정도를 비교하였다. Fig. 6에서 알

수 있듯이 니켈 농도 500 mg/L의 경우 24.98%의 니켈

만 흡착되었지만, 400 mg/L는 28.4%, 350 mg/L는

35.5%, 300 mg/L는 49.8%, 200 mg/L는 62.0%,

100 mg/L는 85.8%, 50 mg/L의 경우에는 94.5%의 니

켈이 흡착되는 것을 보아 니켈이온농도가 높아지면 높

아질수록 이온교환수지 단위무게당 흡착되는 니켈이온

의 양은 증가하지만 흡착능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3.6. 흡착의 반응속도

100 mg/L, 200 mg/L, 400 mg/L의 모의 니켈용액으로

부터 니켈 흡착 반응속도 연구를 하였다. Lagergren

pseudo-first order, pseudo-second order, Elovich 등

여러 가지 반응속도식이 제안되어 있는데17) 아래의 유

사 2차 반응 모델(pseudo-second order)로 가장 잘 모

사되었다. 

(pseudo-second order) (2)

로 치환하면

가 되고

로 적분해서 정리하면

위의 식 (2)을 직선으로 plot하기 위하여 정리하면

아래 식 (3)과 같다.

 

(3)

x축을 t, y축을 t/qt로 plot하면 Fig. 7과 같은 그래프

를 얻을 수 있으며, 는 단위시간에 흡착제 단위 무게당

흡착된 금속이온의 양(mg/g · min), k는 pseudo-second

order의 흡착속도상수(g/mg·min), qe는 흡착제 단위 무

게당 흡착된 금속이온의 총 평형흡착량이다(mg/

g·min)18). 니켈농도 변화에 따른 유사 2차 반응속도 식

으로부터 얻어진 값들을 Table 3에 표시하였다. Table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사 2차 반응속도 모델로부터 얻

은 평형흡착량 qe,cal와 실제 실험으로 얻은 평형흡착량

qe,exp이 잘 일치하고 있다. 한편 이온교환수지의 니켈의

흡착량은 첨가한 수지의 양에 따라 변하며 수지의 양이

100, 200 그리고 300 mg/L인 경우 각각 225, 342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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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effect of temperature on the adsorption of nickel

(Ni2+ Conc. : 200 mg/L, Time : 72 hrs, Shaking rate

: 150 rpm, pH : 2, Resin dosage : 1.0g).

Fig. 6. The effect of Ni2+ concentration on the adsorption
of nickel (Temp : 298 K, Time : 72 hrs, Shaking
rate : 150 rpm, pH : 2, Resin dosage : 0.4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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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414 mg/g으로 첨가한 수지의 양이 적을수록 흡착

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3.7. 흡착등온선

흡착제를 이용한 금속이온의 흡착에는 Freundlich 흡

착등온식이 널리 사용된다. 이 식은 표면이 불균일하여

금속이온이 여러 층으로 흡착되는 흡착제에 주로 적용

되며 다음 식 (4)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9).

(4)

위의 식 (4)의 양변에 대수를 취하면 식 (5)가 얻어

진다.

 

(5)

여기서 qe는 흡착제 단위 무게당 흡착된 금속이온의

양(mg/g), Ce는 용액에 남아 있는 금속이온의 평형농도

(mg/L), 는 Freundlich 평형상수, 1/n는 실험상수이다.

양대수 그래프의 종축에 qe를, Ce횡축에 를 두고 데이

터를 플롯하면, Freundlich 식이 성립할 때에는 절편이

logkF이고, 기울기가 1/n인 직선을 얻을 수 있다(Fig. 8).

일반적으로 kF는 흡착능력을 나타내고 1/n은 반응에

너지 또는 흡착강도와 관련있는 상수들이다. 따라서 kF

의 값이 커지면 흡착능력은 증가하고, 1/n의 값이

0.1~0.5 사이로 나타날 때 바람직한 흡착 평형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1/n>2의 범위에서는 흡착이 일어

나기 어렵다.

Table. 4에서 나타낸바와 같이, 이 실험에서는 1/n의

값이 0.6로 흡착이 잘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3.8. 실제 도금전해폐액의 적용

모의용액에서 얻은 흡착 조건을 실제 도금전해폐액에

적용하여 비교 실험을 하였다. 도금전해폐액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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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seudo-second order kinetic model for nickel

adsorption on Lewatit Monoplus TP 220 resin

with different initial concentraion (Ni2+ Conc. :  100,

200 and 400 mg/L, Temp : 298K, Time : 72 hrs,

Shaking rate : 150 rpm, pH : 2, Resin dosage :  0.4 g).

Fig. 8. Freundlich isotherm model for nickel adsorption on

Lewatit Monoplus TP 220 resin with different resin

dosage(Ni2+ Conc. : 200 mg/L, Temp : 298 K, Time :

96 hrs, Shaking rate : 150 rpm, pH : 2).

Table 3. Pseudo-second order kinetic model parameters

Conc.(mg/L) k2 r
2 slope intercept qe,cal qe,axp

100 3.97E−05 0.9990 0.0043 0.4658 232.5 225.2

200 6.82E−05 0.9998 0.0029 0.1233 344.8 342.5

400 5.12E−05 0.9992 0.0024 0.1125 416.6 413.5

Table 4. Freundlich isotherm parameters

n KF r
2 slope intercept

1.4729 4.4524 0.9612 0.6789 0.6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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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온교환수지 첨가량에 따른 흡착능을 Fig. 9에 나

타내었다. 200 mg/L의 니켈농도 200mL의 도금전해폐

액에 모의용액과 같은 양의 이온교환수지를 첨가하였지

만 모의용액과 실제용액의 니켈흡착능에 차이가 있었다.

Fig. 10에서 보이는 결과처럼 이온교환수지가 적게 첨

가 될수록 실제용액과 모의용액의 흡착능에 차이가 났

으며, 충분한 이온교환수지 1.0 g을 첨가하면 흡착능이

비슷해지는 결과를 보였다. 두 용액의 니켈 농도가 비

슷하더라도 니켈이온만 존재하는 모의용액과는 달리 실

제 도금전해폐액에는 붕산, 유기첨가제 등이 다량 함유

되어 있다. 따라서 니켈 이외의 다른 이온들이 니켈이

이온교환수지에 흡착되는 것을 방해하여 흡착능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3.9. 탈착

황산 농도에 따른 니켈이온탈착 정도에 관하여 비교

실험을 하였다. 탈착실험은 500 ml 삼각플라스크에

200 ml의 니켈 용액, 0.4 g의 이온교환수지를 넣고 교반

장치에 150 rpm으로 3일 이상 실험하여 니켈이온이 흡

착된 이온교환수지를 사용하였다. 이온교환수지로부터 흡

착된 니켈을 탈착시키기 위해 부피비 1, 2, 5, 7, 10%

황산을 사용하여 용리하였다. 흡착된 이온교환수지로부

터 니켈의정확한 탈착정도를 알기 위하여, 흡착 후 이

온교환수지를 증류수로 수차례 세척하였다. 이 후 일정

시간마다 시료를 채취하여 용액중의 Ni 농도를 원자흡

광분석기로 분석하였다. Fig. 11에서 초기 1시간까지 탈

착진행속도는 빨랐으며 탈착 실험 3시간 이후 평형에

도달하였다. 부피비 1%와 2%의 황산용액은 24시간의

교반 후에도 니켈이온이 이온교환수지에 남아 완전한

탈착이 되지 않았으며, 5% 이상의 황산용액에서는 24

시간 교반 후 니켈이온이 완전히 탈착된 것을 알 수

있다. 5%와 7%의 황산용액은 24시간 교반 후 완전히

탈착된 반면 10%의 황산용액에서는 3시간 후 니켈이

이온교환수지로부터 완전히 탈착되었다. 따라서 용액 중

황산의 농도가 높을수록 반응 초기에 니켈이온이 탈착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9. Adsorption of Ni with synthetic solution and waste

electroplating solution (Ni2+ Conc. : 200 mg/L, Temp :

298 K, Time : 72 hrs, Shaking rate : 150 rpm, pH : 2,

Resin dosage : 0.1 g, 0.3 g, 1.0 g).

Fig. 10. The effect of resin dosage on the adsorption of

waste electroplating nickel solution (Ni2+ Conc. :

200 mg/L, Temp : Time : 72 hrs, pH : 2, Shaking

rate : 150 rpm). 

Fig. 11. The effect of H2SO4 concentratoin on the desorption

of nickel ions (H2SO4 Conc. : 1, 2, 5, 7, 10 v/v%,

Temp : 298 K, Time : 24 hrs, Shaking rate : 150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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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니켈 모의용액으로부터 Lewatit Monoplus TP 220을

사용하여 니켈을 흡착하는 회분식 연구를 수행하였고 실

제도금전해폐액에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흡착실험에서 교반속도에 따른 흡착 영향은 크게

받지 않았으며, 초기 pH 2.0~5.0 범위에서는 비슷

한 흡착률을 보였다.

2) 200 mg/L Ni 농도에 대해서 흡착능의 증가는 이

온교환수지 첨가량 1.5 g 까지 증가하면 증가하였

고, 이온교환수지 첨가량 0.4 g에 대해서 니켈농도

가 낮을수록 더 많이 흡착되었으며 

3) 흡착평형에 도달하기까지 72시간이 필요하였다. 

4) 실험결과는 Freundlich 흡착등온식에 잘 부합하였

고, 흡착반응속도는 유사 2차 반응 모델(pseudo-

second order)이 잘 모사되었다. 

5) 이온교환수지 첨가량이 적을 경우 실제 도금전해

폐액내 니켈의 흡착률과 모의 용액중의 니켈의 흡

착률은 차이를 보였지만, 이온교환수지의 첨가량

이 충분히 많을 경우 흡착률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6) 흡착된 니켈은 수지로부터 황산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효과적으로 용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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