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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희토류 양이온이 4M 이상의 염산과 과염소산 용액에서 양이온 교환지수에 예상보다도 

큰 흡수를 나타내는 현상을 알아보기 위 하여, 1〜 12M염 산 또는 염 산-과염소산 흔합용액 에서 Dowex 
50W-X2 양이온 교환지수에 흡수되는 Ce(JJI), Tb(皿) 및 €/ 이온의 양을 흡광분광법으로 측정하 

였다. 염산-과염소산 혼합용액에서 Ce(HI)와 Tb(JI)의 %S(흡수백분율) 값은 염산용액의 값에 비하 

여 모든 산농도에서 증가하였으며, 혼산중 과염소산의 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과염소산만의 %S에 접 

근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또 Cl~ 이온의 흡수를 염산의 농도에 따라 측정해 봄으로써 수지내에서는 

희 토류 양이 온과 C1- 이 온간의 착물로 존재하는 양은 많아야 흡수된 전체 희 토류 이 온의 10 %에 불 

과해서 수지내에서의 이러한 착물형성이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알았다. 혼산중의 과염소산 분율이 증 

가함에 따라 수지내 착물형성의 경향이 더욱 감소하였으므로 %S의 증가현상은 ci-이온보다는 

CIO'• 이온의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ABSTRACT. To understand the abnormal absorption behaviour of rare earths in cation exchange 
resins, the absorption for Ce(M), Tb(M) and Cl- ions in Dowex 50W-X2 have been investigated 
by spectrophotometry in the concentration range of 1~12 M HC1 and HC1-HC1O4 mixed solutions. 
The amount of Cl- ion absorbed shows that the ratio of amount of Cl- ions to that of rare earths 
does not exceed 10% in the concentration range of 6~8 M HC1 and decreased gradually to 3% at 
2 A/HC1 and 6% at 12 M HC1. The ratio is further decreased with the fraction of HCIO4 in HC1- 
HCIO4 mixed solutions and the decrease is presumably due to the weak tendency to form a com
plex between rare earths and Cl~ ions in a cation exchange resin. The effect of C1O「is expected 
to play a more important role than that of Cl- ions in the large absorption of rare earths.

서 론

진한 과염 소산 용액중에서 Dowex 50 양이온 

교환수지에 흡수 (absorption) 되는 희 토류나 악티 

늄족 원소의 양은 모두 4M농도 부근에서 최소 

값을 보여주지만, 진한 용액에서는 산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악티늄족 이온의 분배계수는 대 

체로 감소하는데 반해서 희토류 이온은 6M 이 

상에서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낸다i~3.
4】夂 이상의 진한 과염소산에서 희토류나 악티 

늄족 이온이 보여주는 강한 흠수를 Choppin과 

Dinius는 이 온쌍 형 성 으로 해석 하고 있다斗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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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양이온 교환수지와 접촉하고 있는 수용 

액의 전해질이 묽을 경우에는 coion이 양이온 

교환수지내로 들어가는 것이 억제되지만, 전해 

질의 농도가 진해지면 Do'nnan potential이 감소 

하여 비치환 전해질의 흡수가 증가한다. 뿐아니 

라 과염 소산농도가 진해 짐 에 따라 수지내의 탈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에 .수지내에서 

는 M(H2G)?+-C1O4- 와 같은 이 온쌍 형 성 이 중 

요해져서 수지에 흡수되는 금속이온의 양이 증 

가한다고 본 것이다.

염산중에서 희토류와 악티늄족 이온이 보여주 

는 홉수의 차이를 Diamond 둥은 악티늄족 원소 

가 착물을 형성 할때 공유결합을 이루고자 하는 

경향이 희토류보다 더 커서 수용액중에 더 안정 

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气 수지내 

에서는 HC1 로의 분자회합을 이루게 되므로 착 

물을 이룰 수 있는 ci-이온의 농도가 줄어들어 

희토류나 악티늄족은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한편 Ryan은 진한 산성용액증에서는 수지로 

부터 탈수가 현저해서 물의 배위 능력 이 감소하 

므로 R—SO3-와 금속양이온의 착물을 형성하는 

것도 한 개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5.
이 문제에 관하여는 아마도 모든 금속이온에 

대하여 꼭같은 설명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일이며, 또 한가지 이상의 영향이 함께 고려되 

어져야 할지도 모른다. 본 연구과제에서트 양이 

온 교환수지에 흡수되는 희토류 양이온과:'C1-이 

온의 흡수를 함께 관찰하면 적어도 C1-.이온과의 

착물힝 성과 관련된 mechanism은 규명할 수 있 

으리라고 기대하고 진한 염산 또는 진한 염산과 

과염 소산의 혼산중에서 양이 온 교환수지 , Dowex 
50W-X2에 흡수되는 Ce(HI) 와 Tb(III) 의 양을 

ci-이온의 양과 함께 측정하여 보았다.

실 험

시약. Dowex 50W-X2, 100—200 mesh 양이 온 

교환수지 (이하 수지 로 약함)를 썼다. 수지는 직 

경 3.5 cm, 50 cm 길이의 유리 column에 채우고 

3N HC1, 증류수, 0.2N HC1 순서로 씻은 후, 

AgNO3 용액으로 C1-이온이 더 이상 검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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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때까지 증류수로 씻어준 다음, 80°C에서 

12시간 말리고 교환용량 (capacity) 을 측정하여 

4. 2meq/g을 얻 었다.

회 토류원 소는 GR급의 Ce (NO3) 2 6H2O와 Tb4O7 
을 썼으며 , GR의 HC1 및 HCIQ름 그대 로 사용 

하였다. 기타 분석에 필요한 모든 시 약은 GR급 

이었다.

기기. Schimadzu UV-360 Spectrophotometer 
를 이용하여 가시선 스펙트럼을 얻었으며 반복 

되 는 흡광도 측정 은 Beckman DU-2 Spectro- 
photometer를 사용하였다.

TbQ7 용해. Aldrich 사의 1七4。我99.999%)는 

Rinehart의 방법& 그대로는 잘 녹지 않았으므로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다. Tb4()7분말을 적실 정도 

로 소량의 물을 넣고 10%정도 과량의 진한 염 

산을 넣는다. hot plate 위에서 완전히 조린 다음 

다시 물 2〜3mZ와 과량의 진한 염산을 가하여 

hot plate 위 에서 증발시 키 는 과정 을 반복하여 횐 

색 고체가 얻어지면 0.1N HC1 로 녹인다.

분포 측정. 위의 수지에 대한 Ce(III) 와 Tb 
(III)의 분포계수를 알아내기 위해서 batch 방법 

으로 다음과 같이 실험하였다.

25mg의 희토류이온이 든 여러 농도의 HC1 또 

는 HC1-HC1O4 혼산을 polyethylene병 에 담고 lg 
의 수지를 넣어 24시간 동안 shaker(국제이화학 

SH-40) 로 흔들어 준다. glass filter (Sam Jeon 
사의 1G-3)로 수지를 걸러낸 용액의 일부를 hot 
plate에 서 증발시 킨 뒤 Alizarin Red S를 발색 제 

로 써서 흡광분광법으로 정량하였다1 회토류를 

넣지 않고 똑같이 처 리하여 blank로 삼았다.

ci-이온의 흡수. 용액의 산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수지에 흡수되는 희토류 이온과 ci-이온사 

이에 정량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 

여 수지에 흡수되는 ci-이온의 양을 다음에 따 

라 흡광분광법으로 정량하였다七 앞에서 glass 
Gter로 거른 수지를 70〜80°C에서 12시간 건조 

시킨 후, 증류수 40mZ에 수지를 넣고 평형에 이 

르도록 24시간 shaker로 흔들어 준다. 다시 

glass filter로 수지를 걸러낸 뒤, 증류수에로 빠 

져나온 미량의 C1-이온의 농도를 Fe(ni)-Hg 
(SCN)2 방법으로 발색시켜 파장 460nm에서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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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도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회토류 이은을 넣 

지 않은 reagent blank도 똑같은 순서를 밟았 

다.

결과 및 고찰

회토류 원소의 비색분석. Alizarin Red S로 발 

색시킨 Ce(III)와 Tb(III)는 각각 파장 550nm와 

540nm에서 최대흡광도를 나타내었다. 이 방법 

에 의한 Ce(III) 및 Tb(ffi) 의 정량은 10~120 
Ag/mZ 범위에서 적당하다고 보고되어 있으나% 

2~10,«g/m/2] 묽은 용액에 대하여도 Beer의 법 

칙에 맞는 직선관계를 얻었다. 반복실험 해본 

결과 ±1% 이내에서 흡광도가 일치하는 재현성 

을 보였으므로 2~120“g/mZ까지의 넓은 농도 범 

위로 연장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알았다.

%S. 수지에 흡수되는 정도를 정량적으로 기 

술하는 데에는 분포계수 Ka가 널리 쓰이고 있 

다. 그러나 용액중에 이온농도가 매우 낮을 경 

우에는 그 값이 아주 크게 나타나 실제 흡수되 

는 정 도를 추측하기 어럽다. 따라서 기보다도 

수지에 흡수된 이온의 양을 쉽게 짐작할 수 있 

는 %$륻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 S=100 (Spre—Spost)/Spre

여기서 Spre와 Spost는 각각 수지와 접촉하기 

전과 후의 용액중의 이온 농도이다. %S는 跖= 

(%S)R/(100-%S)의 관계를 이용하여 Kg로 환 

산할 수 있는데 여기의 日은 수지의 무게 (g)에 

대 한 용액의 부피 (mZ) 의 비율이 다.

염산에서의 %S. 염산농도에 따라 수지에 흡 

수되 는 Ce(III)과 Tb(III)의 %S를 Ffg.l에 나타 

내 었다. 본 실험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방사화 

학 방법으로 구한 Kq를2 %S로 환산하여 Fig. 1 
에 함께 실었다.

수지의 종류, 실험조건 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Ce(III) 및 Tb(III)의 실험결과는 무거 

운 회토류 원소일수록 주어진 염산농도에서 %s 
혹은 Kj값이 감소하는 일반적 경향과 잘 일치하 

는 결과이다.

H이-HC1Q 흔산에서의 %S. 서론에서 밝힌 

대로 434 이상의 과염소산 중에서 회토류 이온

•金康演

心L

Fig. 1. %S (percent bn resin) of Ce(III) and Tb 

(HI) with HC1 by the Dowex 50W-X2, 100-200 

mesh cation exchange resin. The %S data of 

La (HI) and Lu (III) are from ref. 2.

의 분포계 수는 크게 중가한다. 염 산과 혼합되어 

있을 때에도 이 와 유사한 현상을 보이는지 알아 

보았다. F也.2와 F的.3에 HC1/HC1Q의 농도비 

를 여러가지로 바꾸면서 Ce(III)와 Tb(III)의 %S 
를 혼산 농도에 따라 각각 그렸다. 혼산의 HC1O4 
분율이 증가함에 도 4M까지 는 HC1 만의 %S와 별 

차이를 보여주지 않다가, 4M 이상에서는 %S 곡 

선의 최소값이 낮은 산 농도쪽으로 이동하며, 

또 과염소산 만의 %S값에 접근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이 결과로부터 용액의 산 농도보다 

는 음이온이 % S 또는 분포계수의 차이를 나타 

내게 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고, ci- 이온보다는 

CIO「이온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 

다 8.
ci-이온의 書수. 수지에 흡수되는 회토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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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ig. 2. Percent on resin of Ce(m) with HC1- 

HCIO4 mixed acid by Dowex 50W-X2, 100-200 

mesh.

이온이 Cl-이온의 영향을 어느정도 받는;可에 관 

한 조사를 해보았다. 같은 진한 산성용액에 회 

토류 양이온이 들어있지 않을 때를 기준 (reagent 
Blank) 으로 해서 25mg의 Ce(III) 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수지에 흡수되는 ci-이온의 증가되는 몰 

수를 산의 농도에 따라 Fig.4에 보였다. 이렇게 

측정된 cr이온의 몰수는 희토류 양이온의 흡수 

로 인하여 수지에 흡수되었으므로 수지내에서 

희토류 양이온과 착물형태로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气 수지에 흡수되는 미세한 ci- 
이온 농도변화를 관찰해 야 하는 본 실험에서 오 

는 큰 오차때문에 data가 분산되어 있기는 하지 

만 대체로 염산의 농도가 4~6M 부근에서 cr 
.이온의 흡수는 최소값을 나타내는데, 이는 Ce 

，(m)의 %S와정성적으로 일치하는 경향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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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recent on resin (96S) of Tb(DI) with 

HCI-HCIO4 mixed acid by Dowex 50W-X2, 100- 

200 mesh.

여진다. 그러나 수지에 흡수된 이러한 cr 이온 

의 몰수를 Fig.l의 % S값으로부터 계산한 Ce 
(IU) 이 온의 흡수되 는 몰수에 비하면 10%보다 더 

적은 양에 불과하였는데, 염 산농도가 6~8Af 부 

근에서 그 비가 가장 높고 이보다 염산농도가 

낮거나 높은 영역에서는 3%까지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Tb(IU)을 

사용하여 같은 실험을 해본 결과 Ce(JI)의 경우 

와 유사한 경 향을 보였다.

이 결과는 희토류 양이온이 C1-이온과의 착물 

형태로 수지에 흡수된 부분은 흡수된 전체 회토 

류 이온의 10%미만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 

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진한 산성용액에서는 

비치환 전해질이 수지내로 흡수되는 양이 상당히 

늘어나는데”, 위 결과로 미루어 봐서 수지내



22 李範揆•金仁淑•金康鎭

C 2 4 6 8 10
Cone, of acid, M

Fig. 4. Increase of Cl- absorption in Dowex 50W- 

X2, 100-200mesh from the concentrated HC1- 

HCIO4 solutions with 25mg of Ce (III). The ratios 

of HC1 to HCIO4 are indicated. The unpublished 

data are from ref. 13.

로 휴수된 cr이온은 회토류 양이온과 착뭍을 

형 성 함으로써 % S를 증가시 키는 것이 아니 라, 

대부분이 HC1 상태로 분자회합을 이루게 됨으 

로n 착물을 이룰 수 있는 ci-이온의 농도는 즐 

어드는 것으로 생각된다.

F/g.4에는 또 과염소산의 몰분율이 증가하면 

염산만의 경우에 비하여 희토류 원소와 착물을 

이룬다고 생각되는 C1-이온의 몰수는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Dowex 50 양이온 교환수 

지를 12MHC1Q용액에 담가두었더니 수지내에 

는 RSO3-와 거의 같은 당량의 HC1Q가 존재하 

리만큼 많은 양의 CIO4-가 흡수된 현상을 산 

성용액이 진해지면 수지내의 탈수 현상이 두드 

러지게 나타나므로 수화요구가 그다지 크지 

않은 CIO「이온이 C1-이온보다 더 많이 수지에 

흡수될 것이라고 섵명하고 있는데3 본 실험결과 

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 결과와 과염소산 

의 몰분율이 증가할수록 %S가 증가하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더 많이 흡수되는 CIO「 

이온이 희토류 이온의 %S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리라고 예상되어 CIO「이온의 흡수에 관한 체 

계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마지 닥으로 Fig. 4에 는 Dowex 50W-X8, 20-50 
mesh를 사용하고, 희토류 이온의 양, 측정방법 

등 본 실험과 다른 조건에서 유사한 실험을 행 

한 결과를 함께 실었다以0 이는 본 연구와 관 

련된 유일한 자료로서 본 실험값과 정성적인 비 

교를 하기 위해서 6M HC1 에서의 값을 같다고 

놓고, 다른 산 농도에서의 값은 비율을 곱하여 

구했다. 6〜8MHC1 부근에서 최소값을 보여주 

는 것은 정성적으로 일치하는 것이지만, 이밖에 

정량적인 비교는 할 수 없었다.

결 론

착둘을 형성할 수 있는 리간드가 존재하는 용 

액에서 양이온 교환수지에 흡수되는 희토류 양 

이온의 분포계수 또는 %S의 값은 염산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여 야 한다折. 그러 나 6 M 

이상의 진한 염산 용액에서는 %S 의 값이 증가 

하는 것을 관찰하였는데 이는 다른 실험조건에 

서 구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였다. 이 현상을 이 

해하기 위하여 1〜 12M산 농도 범위에서 수지에 

흡수되는 Ce(III) 와 Tb(III) 이온을 C1-이온의 

흡수와 함께 측정하여 보았다.

염산-과염소산 혼합용액에서 희토류 이온의 

%S값은 염산용액의 경우에 비하여 모든 산 농 

도에서 증가하였는데 과염소산의 분율이 증가함 

에 따라 과염소산 용액의 %s에 접근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것은 산의 농도보다도 음이온이 

%s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임을 나타내는 것으 

로 보여지며, 또한 C1-이온보다는 CIO厂이온의 

영 향이 더 큰 것으로 생각된다.

진한 산성용액에서는 희토류 이온의 대부분이 

C1-이온과 착물을 이루고 있으나 수지내에서는 

이러한 착물형성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즉 6~8MHC1 용액에서 많아야 10%정도 

의 회토류 이온이 수지내에서 착물을 이루는 것 

으로 보여지고 다른 염산농도에서는 이보다 작 

은 값을 보였다. 염산-과염소산 혼합용액에서는 

과염소산의 분율이 늘어 남에 따라 수지내에서 착 

물형성의 경향이 더욱 줄어들었다. 이것은 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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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농도가 진해짐에 따라 C1-이온이 흡수되는 

걸대량은 증가되지만 수지내에서는 HC1 로의 분 

자 회합을 이룸으로 착물을 이룰 수 있는 ci-이 

온의 상대 농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되고, 

과염소산의 분율이 증가하면 cr이온의 흡수 자 

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이 더욱 감소한 것으 

로 보여진다.

끝으로 본 연구는 1981년도 산학협동재단의 

연구비로 이루어 졌으며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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