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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바륨과 수은이온의 분포계수에 미치는 부틸알코올의 영향이 양이온 교환수지, Dowex 
50w-x8, 200~400 mesh와 염산, 부틸알코올 및 물을 포함하는 용액 사이에서 연구되었다. 바륨과 

수은의 분포계수는「뱃치」방법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금속이온들의 분포계수는 일반적으로 부틸알 

코올 분자내의 탄소의 가지수가 증가함에따라 감소하였다. 이것은 바륨과 수은의 부포계수에，부틸 

알코올의 물에 대한 용해도와 입체적인 성질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준다•

ABSTRACT. A study was made of the influence of butyl alcohol on the distribution coefficients 
of barium and mercury ions between the ion exchange resin, Dowex 50w-x 8, 200~400mesh 
and solutions containing hydrochloric acid, butyl alcohol and water. The determination of the 
distribution coefficients of barium and mercury are made by using the batch method. The distri
bution cosfficients of metal ions decrease generally as the number of branches of carbon in the 
molecule of butyl alcohol increase. It shows that solubility in water and stereo-isomerism of the 
butyl alcohol have influence upon the distribution coefficient of barium and mercury.

1. 서 론

많은 과학자들에 의하여 이온교환수지와 유기 

용매 및 금속이 온들 사이 의 이 온교환작용에 대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서로 다른 이온교환수지 

와 알코올용매 및 아세톤과 같은 용매에서, 알 

칼리금속이온의 분포계수에 미치는 영향이 Vig- 
ner 와 Kressman 및 Kitchener*에 의하여 논의 

되었다. Sakaki 와 Kakihana3는 이와 같은 연구 

를 알칼리 토금속에까지 확장하였다. Panchen- 
kov 와 그 연구진은 서 로 다른 수지 , SBS, SDV 
-3, 및 Espapit-1 에 서 로 다른 음이 온, SO42-, 
ci- 및 I" 이온에 대한 영 향을 연구했으며, 매개 

물이 바뀔때의 투전상수에 대한 분포계수의 변 

화를 측정하였다/

Rusi 와 lonescu，는 3 가 이 온, Ce(III) 와 Pr 
(III) 의 분포계수에 대한 아세톤의 영향을 연구 

하였다. Sabai?와 Kinf등은 Pr(III), Ba (II) 및 

Hg(II)의 분포계수에 미치는 일가 알코올의 영 

향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들이 사용한 이 

온교환수지는 술폰화된 폴리스티렌, 즉 KU2 
와 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 Dowex 50w-x8 이 

었다. 모든 경우에, 분포계 수는 유기 용매 의 농도 

가 증가함에 따라, 직선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와 같은 사실은 이온의 수화의 감소나 혹은 옥 

소니움콤플렉 스의 생성 을 근거 로하여 설명 된다.

본 연구는 강산성 양이온 교환수지, Dowex 
50w-x 8, 200〜400 mesh 를 사용하여, 염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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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틸 알코올의 혼합용액 에 서 Ba (II) 와 Hg (II) 의 

분포계 수를 측정 함으로써, 이 들 금속이 온의 분 

포계수에 미치는 부틸알코올용매의 영향을 알아 

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실  험

시약 및 재료. 실험에 사용한 시약은 분석용 

시 약 Merck, Shinyo, 홍진, 삼진 및 Wako 등에 

서 수입한 1급 또는 특급시약이 있다. 이온교 

환수지 로서 는 강산성 양이 온교환수지 Dowex 50 
w-x8, 200〜400 mesh, H-form 을 사용하였다.

표준용액. 부틸알코올 이성체의 물에 대한 

용해도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8 5 %의 메틸알코 

올을 각각 해당하는 부틸알코올에 대해 용해시 

켜, 그 혼합용매를 사용하였다. 부틸알코올 95 
%와 메틸알코올 5%의 알코올혼합용액은 물 

에 대하여 어떤 비율로도 용해하였기 때문이다. 

15 °C 에서 부틸알코올의 물에 대한 용해도는, 

”-butyl alcohol, wo-butyl alcohol, 및 sec-butyl 
alcohol 에 대하여 각각 9, 10 및 12.5 %이 다. 

ierf-butyl alcohol 의 용해 도는 물에 대 하여 무 

한대이다.

부틸알코올(95 %)-메틸알코올(5 %)용액을 각 

각 0. 5, 1. 0, 1. 5, 2. 0 및 2. 5 肱 염 산용액 과 혼 

합하여, 부피 비 0, 20, 40, 60, 80 및 90%의 

해당하는 n-butyl alcohol, wo-butyl alcohol, 
sec-butyl alcohol, 및 tert-butyl alcohol 혼합용 

액을 만들어 실험에 사용하였다. 사용한 전해질 

용액은 0.10MBaCl2 및 HgCl2 용액이 었다.

분석방법. EDTA 로 분석 하였는데, 아래에 그 

것을 설명하였다.

Ba(II): 일정 량의 시 료용액 을 취 하여 진한 수 

산화나트륨용액 으로 중화시 킨 다. 완층용액 으로 

pH=11 을 유지하고 PC 지시 약을 사용하여 용 

액의 색이 .적색에서 무색으로 딀때까지 0. 01M 

EDTA 로 적정한다.9
Hg(II) : 일정 량의 시 료용액 을 취 하여 진한 Na- 

OH용액으로 중화시킨다. 여기에 과량의 0.01 
M EDTA 용액을 일정 량 가하고 완충용액으로 

pH=10을 유지시킨 다음, EBT 지시 약을 사용 

하여 청색에서 적색이 될 때까지 0. 01M MgSO4 

용액으로 역정한다.1。

분포계수의 측정. 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 

Dowex 50w-x 8 을 약 1 M의 염 산용액 으로 씻 

어내 어 완전히 H-form 으로 한 다음, 증류수로 

써 중성이 될 때까지 세척하고 건조시켰다.

건조된 수지를 1g 씩 칭량하여 폴리에틸렌병 

에 넣고, 이미 만들어 놓은 해당하는 염산 

w-butyl alcohol,加-butyl alcohol, sec-butyl 
alcohol 및 tert-butyl alcohol 혼합용액을 각각 

49 mZ 씩 가하고 마지막으로 Ba (II)와 Hg (II) 
금속염 0.10Af 용액을 lmZ씩 넣어 마개를 한 

후 25 °C 에 서 24시 간 동안 계 속해 서 shaking 하 

여 이 온교환평 형 에 도달하도록 하였 다. 이 렇 게 

하여 평 형 에 도달한 시 료용액 과 수지 를 분액 깔때 

기 로 분리 한 후 용액중의 금속이온을 정 량분석 

하고, 다음 식 에 의 하여 금속이온들의 분포계 수 

를 계산하였다.n

&=으殆 ¥ ⑴

여기서 4는 용액의 처음 농도이고, Af, V 및 

m은 용액의 나중농도, 용액의 부피 및 수지 량 

이 다. Ka 는 분포계 수를 나타낸다.

3. 결과 및 고찰

Ba(H) 와 Hg(II) 의 분포계수와 염산농도 및 

부틸알코올 혼합농도비의 관계가 Fig. 1, 2에 걸 

쳐 그려져 있다. 그림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 

처럼, 부틸알코올용매의 농도비가 증가할 수륵 

금속이 온의 분포계 수값이 거 의 직 선 적 으로 증 

가함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알코올용 

매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온의 수화가 감소 

되거 나, 혹은 옥소니 움 콤플렉 스가 형성되는 것 

에 기인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알코올용매분 

자의 옥소니 움 콤플렉 스형 성 은 수소이 온의 수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형성된 옥소니움 콤플텍 

스의 크기 가 수소이온에 비 하여 매 우 크기 때 문 

°1 다.

동일한 부틸알코올 용매의 농도비에 있어서, 

Ba (II)와 Hg(II) 의 분포계수는 염산농도가 증가 

함에 따라서 감소하며, 분포계수값들 사이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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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Variation of logK』for Ba (II) versus the concentration of butyl alcohol solvent, in the concentration: 
0- 5, 1. 0, 1. 5, 2. 0, and 2. 5 M HC1, and the solvents butyl ale사10I isomers.

역시, 일반적으로, 염산농도의 증가에 따라 더 

욱 더 작아진다.

동일한 탄소수를 가지는 부틸알코올 이성체의 

경우에는, n-butyl alcohol, wo-butyl alcohol, 
sec-butyl alcohol 및 tert-butyl alcohol 의 순 

으로 분자의 모양이 둥글다. 따라서, 분자의 모 

양이 둥글 수록 콤플렉스를 형성하는 리 간드의 

크기가 작아지므로 분포계수의 값이 클 것이 기 

대된다. 그러나 옥소니움 콤플렉스를 형성하는 

데 부가적 으로 작용하는 van der Waals 인력은 

분자의 모양이 입체적으로 둥근 모양일 수록 작 

아지기 때문에, 옥소니움 콤플렉스의 안정도가 

낮아져, 금속이 온의 이 온 분위 기 를 크게 만든 

다. 12
이 와 같은 사실은 Fig. 1, 2에 나타난 Ba(II) 

와 Hg(II) 의 분포계수의 값의 변화를 가장 합리 

적으로 설명할수있게 한다. 부틸알코을의 탄소 

가지수가 증가하여 , 입 체적으로 둥근 모양을 할 

수록, 금속의 분포계수가 감소함을 Fig. 1, 2를 

통하여 알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금속이온의 

흡착에 van der Waals 인력이 리 간드 효과보다 

더 크게 작용한다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실험적 사실은 옥소니 움 큼플렉스의 안정 

도에 유기 용매 분자의 van der Waals 인력 이 커 

다란 영 향을 주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옥소니 움 콤플렉 스의 안정 도는 따라서 수소이온 

의 수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금속이

% n-Butyl % iso-Butyl % sec-Butyl %fert-Butyl 
이 coh 이 alcohol 하coh 이 alcohol

Fig. 2. Varition of logKj for Hg (II) versus the 
concentration of butyl alcohol solvent, in the concent
ration： 0. 5, 1.0, 1- 5, and 2. QM HC1, and the sol
vents butyl alcohol isomers.

온의 분포계수를 증가시킨다.

같은 알코올 용매 의 농도하에 서 는, 금속이 온 

의 분포계수가 염산농도에 역비례하여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염산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온교환수지의 재생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 

하기 때문이다. 한편 동일한 조건하에서는, Ba 
(II)의 분포계수가 Hg (II)의 분포계수에 비하여 

매우 크다는 것을 Fig. 1과 Fig. 2를 통하여 보 

게 된다. 모든 경우에 걸쳐, Ba(II)의 분포계수 

가 Hg(II) 의 그것에 비하여 평균 log 2 값만치 

큰 값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Ba(II)는 Hg(II) 
에 비하여, 같은 조건에 있어서는, 그 분포계수 

의 값의 크기가 거의 100배나 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Ba (II)와 Hg(II) 의 Pauling 

Vol. 25, No. 1, 1981



24 金東疽

이 온반지 름13 및 염 소이온과의 콤플렉 스형 성 과 

그의 안정도로 설명할 수 있다.

Ba (II) 와 Hg (II) 이 온의 Pauling 이 온 반지 름은 

가각 1. 35, 1.10 A 이 다. 따라서 Ba (II) 이 온의 

전하밀도가 Hg(II)의 그것에 비하여 작을 것이 

다. 그러므로 Hg(II) 는 Ba (II)보다 더 많은 물 

분자를 거느리고 있을 것이다. GlueckaufM 와 

Wicke 및 EigenM에 의하면, Ba (II)이온과 Hg 
(II) 이 온은 각각 3 과 4 의 hydration number 

를 갖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Hg(II)이온은 Ba 
(II)에 비하여 흡착이 적게 일어날것이다. 그러 

나 Ba(II) 이온의 분포계수값이 같은 조건에서 

Hg(II) 이온의 분포계수에 비하여 거의 100배나 

더 크다는 사실은 이 온의 수화수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Ba(II)이온 

과 거 의 같은 1. 27 A 의 Pauling 이 온반지 름과, 

수화수를 가지고 있는 Sr(II)이온의 분포계수는 

같은 염산의 농도하에서 거의 비슷한 값을 갖기 

때문이 다. 16 3 M 염 산에서의 Ba (II) 와 Sr (II) 의 

분포계 수는, 각각 18. 5 및 10. 0 이 며 0. 5 M에 서 

는 각각 590 및 217이 다.16

따라서 Hg(II)이온의 특별한 흡착현상은, 그 

의 염 소이 온과의 음이 온 콤플렉 스의 형 성 및 그 

의 안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Hg(II)이 

온의 염소이온과의 콤플렉스, HgCl；-의 안정도 

는 매우 커서, 그 평형상수의 값이 1016이나 된 

다. u 1M C1-용액 에 서, Hg (II) 는 주로 HgCl?- 
종으로 존재 하며 , Q.1M 염 소이 온농도에 서 는 

HgCl2, HgCl3- 및 HgClf 가 거의 같은 량 존 

재한다.18 그러므로 Hg(II) 이온의 분포계수가 

Ba(II)에 비하여 같은 조건하에서, 매우 작은 

값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처럼 Hg(II)이온은 

C1- 이 온과의 매 우 안정 한 음이 온 콤플렉 스를 형 

성하기 때문에, Hg(II) 보다 이온반지름이 작은 

Cd (II)이온에 비하여, 같은 염산농도하에서 매 

우 작은 분포계수를 갖게 되는 것이다.19
부틸알코올 이성체의 물에 대하 용해도와 금 

속이온들의 분포계수와의 관계가 Fig. 3에 나타 

나 있다. 부틸알코올 이성체의 물에 대한 용해 

도가 증가함에 따라 Ba (II)와 Hg(ID 이온의 분 

포계 수가 감소함을 볼 수 있다. 금속 이 온들의

Fig. 3. LogKd for Ba (II) and Hg (II) ions versus 
the solubility in percentage for water of the butyl al
cohol isomers. Solutions: 0. 5 M hydro시oric acid in 40 
% butyl alcohol isomers. ① n-b-Alcohol, ② wo-b- 
alcohol, ③ sec나)-alcohol.

분포계수와 부틸알코올의 용해도와의 관계는 실 

험적인 범위내에서,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일반식으로 나 

타낼 수 있다.

y——ax+b (2)

여기서 a와 方의 값은 Ba(II)에 대해서는 a느 

3=3査이고 Hg(II)이온에 대해서는 각각“弓 

&=l|■이다. 직선의 기울기는 음의 값을 가지며, 

절편의 크기 만 금속이온에 따라 다를 뿐이 다. 

용매의 물에 대한 용해도는 수화와 밀접한 관계 

를 가지고 있으며 , 금속이온의 수화와 콤플렉스 

형성은 금속이온의 분포계수를 감소시키는 중요 

한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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