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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8-히드록시퀴놀린, 또는 8-히드록시퀴놀린-살리실산을 모체로 하고, 레졸신을 가교제로 

하여 그것들을 포롬알데히 드와 축중합시켜 , 8-히 드록퀴놀린-레졸신 (8-HQR) 및 8-히 드록시퀴놀린- 

레졸신-살리싵산(8-HQRS)킬레이트 수지를 합성하였다. 8-HQR 및 8-HQRS 수지의 이온교환용량은 

각각 4.1meq/g 및 5.4meq/g 이었다. 이들 수지 에 대한, Fe(III), Cu(II), Pb(II), Co(II) 및 Ni(II) 
금속이온들의 흡착과 분포계수에 대히-여 논의하였다. 이들 킬레이트 수지들에 대한 금속이온들의 

흡착은, pH=7 에 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리 고 이 들 금속이 온들의 분포계 수는，염 산의 농도가 감 

소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ABSTRACT. 8-Hydroxyquinoline-resorcinol (8-HQR) and 8-hydroxyquinoline-resorcinol-salicylic 
acid (8-HQRS) chelate resins were prepared by the condensation reaction of 8-hydroxyquinoline, 
or 8-hydroxyquinoline-salicylic acid, in the presence of resorcin시 with formaldehyde. The ion 
exchange capacities of 8-HQR and 8-HQRS resins were 4. Imeq/g and 5.4meq/g, respectively. 
The adsorption and distribution coefficient of metal ions, such as Fe(III), Cu(II), Pb(II), Co(II) 
and Ni (II) on these resins were discussed. The adsorption of metal ions on these chelate resins 
showed that the maximum adsorption condition is pH of 7. And the distribution coefficient of 
metal ions on these resins was increased with decreasing of hydrochloric acid concentration.

L 서 론

고분자킬레이트 수지가, 어떤 특정한 종류의 

금속이온을 선택적으로 홉착，혹은 침전 시킨다 

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8-hydroxy- 
quinoline (이 하 8-HQ 라한다) 이 , 어 떤 특정 한 

금속이온들과 비교적 안정한 착물을 형성한다는 

사실은, HahiW 에 의 하여 최 초로 알려 졌 다. 그 

후 Berg3등이 이에 관련된 연구를 하였으며, 

Bazilevskaya 등4* 은, 。一, m_ 및 ^-aminophe- 
nol 을 resorcinol 및 포륨알데 히 드와 반응시 켜 얻 

은 수지에 대한 이온교환특성을 연구하였다. 그 

리고 그들은, 이들 수지들이 Cu(II), Fe(II) 및 

Zn(II)등의 금속이온들과 킬레이트를 잘 형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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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Manecke 와 그의 

공동연구자 7 는, poly-vinylamine 을 1.5-hexa- 
diene~3.4diol 로써 가교결 합시 켜, Cu (II), Ni 
(II) 및 Co (II) 등의 금속이온들에 대한 흡착특 

성을 알아보았다. 한편, JezorclU 등은 8-HQ 를 

porasil 에 침윤시켜, Mn(II), Cd (II), Pb(II) 및 

Zn(II) 등의 금속이온들을 분리했다. 그리고 

Pennington 과 Williams9 는, 수산화나트륨을 촉 

매 로 사용하여 카르복실산형 수지 와 8-HQ 형 수 

지를 합성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Cu(II), Co 
(II), Ni(II) 및 Mg (II)등의 금속이온들에 대한 

이온교환특성 을 알아본 바 있다. Reynoles 를 비 

롯하여, 현재도 많은 과학자들이 이 분야에 대 

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is* 본 연구는 

Pennington。의 8-HQ 수지 의 합성 방법 을 토대 로 

하여, 8-HQ 및 8-HQ-살리실산에 레졸신과 포 

롬알데 히 드롤 반응시켜 , 축합형 킬 레 이 트 수지 를 

합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8-HQR 및 8-HQRS 수지들의 이온교 

환능과 흡착특성 및 염산용액증에서의 여러 금 

속이온들에 대한 분포계수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다. 따라서 본연구의 특징 은, 8-HQ 수 

지에, 살리실산과 레졸신을 반응시켜 새로운 8- 
HQR 및 8-HQRS 수지를 합성하는데 있다.

2.실 험

(1) 기기 및 시약

8-hydroxquinoline 일본 Yoneyama 제일급 

시 약이 었고, 살리실산과 레졸신은 Hayashi 제 

일급 및 특급시 약이 었 다. 포롬알데 히 드와 수산 

화나트륨은, Wako 와 Junsei 제 일급 시 약이 었으 

며, Fe(NO3)3 9H2O, Co(NO3)2 6H2O, Pb 
(NOS, Cu(NO3)2 3H2O 및 Ni(NO3)2 6H2O 
등은, Kent。와 Hayashi 제일급 시 약으로서, 그. 

것을 사용하였다. 한편 완충용액, HCl,NaOAc, 
NH40H 및 NaOH 등, Hayashi 제일급 시약으 

로서 조제하여 사용하였다. 금속이온들의 정량 

분석 은 원 자흡착분광광도계 (Shimadzu, Model 
646)로 하였고, 완충용액의 pH 는 일본 Yoko- 
gawa 제 pH Meter (Model 51) 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그리고 적외선분광광도계 DTA-TGA 

및 Shaker (Edmund Bucher, Co.) 를 실험에 사 

용하였다.

(2) 8-Hydroxyquinoline-Resorcinol (8-HQR) 
수지

온도계와 교반기를 장치한 350mZ 들이 3구 플 

라스크에 29.03g 의 hydroxyquinoline, 30mZ 의 

6N NaOH 용액 및 100mZ 의 증류수를 각각 가 

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40mZ의 37% 포롬알데 

히드를 넣고 서서히 가열하면서 교반하였다. 이 

때 노란색의 침전물이 녹아 진한 적색의 용액으 

로되 었다. 또한, 22.02g의 resorcin이과 30mZ 
의 6N NaOH 용액 및 lOOmZ 증류수를 넣은 비 

이커에 40mZ 의 37% 포롬알데히드를 가하고, 

용액상태로 만들어 3구 플라스크에 있는 용액과 

혼합시켰다.

두 용액을 혼합시킨후, 기름중탕에서 교반하 

면서 가열하였다. 이때 진한 적색의 젤이 형성 

되었으며, 이 젤을 95~110°C 로 2〜3시간 가열 

하여 경 화된 수지 를 얻었 다. 이 수지 를 여 과하고 

건조시 킨후, 80~100mesh 의 입 도로분쇄 하였다. 

이것을 1N 염산용액으로 3번 침윤시키고 씻어낸 

다음, 다시 증류수로 중성이 될때까지 씻어내었 

다. 그리고 80°C 의 온도에서 진공 건조하였다. 

이 렇게 하여 H-form의 8-HQR 수지를 얻었다.

(3) 8-HydroxyquinoIine-Resorcinol-Salicylic 
Acid (8-HQRS) 수지

온도계와 교반기를 장치한 350mZ 들이 3구 플 

라스크에, 29.03g 의 8-hydroxyquinoline(0.2肱) 

과, 같은 물의 살리실산을 혼합하여 넣은 다음, 

30mZ 의 6N NaOH 용액, 40mZ 의 37%포롬알데 

히드 및 lOOmZ의 증류수를 다시 넣었다. 그리 

고, 교반하여 이들을 완전히 용액으로 만들었다. 

그런다음 여기에 22.02g의 resorcinol, 30mZ의 

6N NaOH 용액, 40mZ 의 37% 포롬알데히드, 및 

lOOmZ 의 증류수를 가하여 녹인 용액을 혼합하 

였다. 그런다음, 앞에서의 8-HQR 수지와 같은 

방법으로 8-HQRS 수지를 만들었다.

(4) 이온교환용량 및 흡착량】6,”
80~100mesh 의 8-HQR 및 8-HQRS 수지 를 

IN HC1 용액으로 다시 처리하여, 완전히 H- 
form 으로 한다음, 증류수로 중성 이 될때 까지 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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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낸후, 진공건조시켰다. 이 수지를2g 씩 칭 

량하여 lOOmZ 들이 폴리에틸렌병에 넣고, 5% 
NaCl 용액 을 포함하는 0. IN NaOH 용액 을 60mZ 
씩 취하여 넣은다음, 마개를 막고 24시간 혼들 

어 주면서 방치하여 이온평형에 도달하게 하였 

다.

상동액 20mZ 를 피펫으로 정 확하게 취 하여 0.1 
N HC1 표준용액으로 적정하고, 다음 식에 의하 

여 이온교환용량을 계산하였다.

이온교환용량=

(60 X Cnm>h) — 3 (Chci X V hcl)_ )
수지의 무게 X % 건조수지 /1()0

여 기 서, CgH 는 NaOH 용액의 노르말농도이 

고, Chci 및 Vhci 은 각각 염산용액의 노르말 

농도와 소비 된 mZ 수를 나타낸다. 흡착량의 즉 

정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80~100mesh 의 8- 
HQR 및 8-HQRS 수지 를 0.2g 씩 칭 량하여 100 
mZ들이 폴리에틸렌 병에 넣었다. 여기에 20mZ 
의 pH 가 각각 다른 완충용액 들을 각각 넣 고, 20 
mZ 의 Fe(III), Co (II), Ni(II), Pb(II) 및 Cu 
(II) 이온의 0.01M 금속염용액을 각각 가하였 

다. 마개를 막은후, 흔들어 주면서 24시 간 동안 

방치하였다. 용액을 여과하여，금속이온들의 농 

도를 AA 로 분석하였다.

(5) 분포계수I*5, 直
합성한 H-form, 80~100mesh 의 8-HQR 및 

8-HQRS 수지 를 0.2g 칭 량하여 100mZ 들이 플 

리에틸렌 병 에 넣고, 여기 에 lmZ의 해 당하는 

0.01M 금속염 용액들을 각각 가하였다- 그리 고 

다시, 각각 다른 농도의 염산용액을 29mZ 씩 가 

한다음, 마개 를 닫고 24시 간동안 흔들어 주었다- 

용액을 여과한후, 일정 량 취하여 금속이온의 농 

도를 측정하였다. 분포계수는 다음식에 의하여 

계산하였다.

VA (Cst-Ceq) X Vs。】” ⑵
2 =------- CeqXMp ®

여 기 서 Kd 는 분포계 수이 고, Ceq 와 Cst 는 각각 

평 형 후와 표준용액 중의 금속이 온들의 농도이 다. 

그리고 Mp와 Vsm는 각각 킬레이트수지의 무 

게와 전체 용액의 부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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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8-HQR 및 8-HQRS 수지의 모체화합물인 8- 
HQ 는, 그 구조면에서 페놀과 같은 산성고% 피 

리딘과 같은 염기 성으로 구성된 양쪽성화합물이 

다. 따라서 산성에서는 (+)로 하전된 양이온이 

되고, 염기성에서는 (一)로 하전된 음이온이 된 

다. 그리고 동전점인 pH = 7.36 에서는 중성의 분 

자상태 로 존재 하게 된 다.购 그러 므로 8-HQR 및 

8-HQRS 수지도 역 시, 중성 상태에서 흡착의 최 

적조건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8- 
HQR 및 8-HQRS 수지들은, 그 구조면에서 볼 

때, 그 분자중에 많은 벤젠고리와 히드록시기, 

카르복실기 및 피 리딘기 와 같은 여 러 작용기 들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수지들은 본질적 

으로, 그 모체화합물인 8-HQ 수지의 성질과 거 

의 유사할 것이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HQR 
및 HQRS 이온교환수지의 합성단계를 간단히 쓰 

면 다음과 같다.

다만 이들 수지들은 8-HQ 에 비하여, 친수성 

치환기인 히드록시기 및 카르복실기가 더 부가 

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8-HQR 및 8-HQRS 수 

지들은, 가교합결에 의한 구조적인 특성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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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유기용매에 불용성이고 알칼리용액에 팽윤 

또는 소량 용해될 뿐이 었다. 실험결과에 의 하면 

이들 수지들은, 메틸알코을, 에틸알코올, 프로 

필알코올, 에테르, 아세톤 및 벤젠 등의 유기용 

매에 불용성이었고, 열분석결과 300°C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만 열분해가 일어났다. 그리고 

0.001 肱〜 1" 의 수산화나트륨 및 암모늄수용액 

중에서 난용성이었고, 팽윤되 었다. 이와같은 결 

과는 Pennington。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HQR 및 HQRS 수지의 수분함량은 무게 

% 로 각각, 76.4 및 78.5%였다. 그리고 water 
regain 은 HQR 및 HQRS 에 대 하여 각각, 3.2 
및 3.5g『' 이 었 다. water regain 은，수지 1g 당 

흡수하는 물의양을 g 으로 표시 한 값이 다. 3.2 
g gT 의 값은, Do.wex Chelating Resin Al 의 

water regain 의 값과 같은 것이 다.1이 온교환은 

수용액으로 부터 충분한 양의 물이 수지상속으 

로, 가능한한 빠른속도로 충분히 들어가는 것이 

허용될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HQR 및 

HQRS 수지 의 water regain 이 Dowex Chela
ting Resin Al 의 값과 같거 니-, 혹은 그보다 크 

다는 사실은, 합성한 수지가 이온교환수지로서 

적합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8-HQR 및 8-HQRS 수지들이 망상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외선스펙트럼에서의 흡수 피이 

크는 매우 둔화되어 해석 할 수 없었다， 그러 나 

유기용매에 대한 용해도 및 열분해 온도등을 고 

려 할때, Pennington9 등이 합성 한 8-HQ 즉합중 

합체의 실험사실과 일치함을 볼 수 있다

8-HQR 및 8-HQRS 수지들은 매우 열에 안정 

하였다. 킬레이트 수지는，흡착에 있어서 pH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것은 수지분자 사슬중에 

포_함되고 있는 리간드와 금속이온과의 킬레이트 

화 반응이 , pH 에 의 하여 크게 영 향을 받기 때 

문이다. 본 실험에서는, 흡착용액의 pH 를1〜7 
까지 , 완충용액 으로 고정 하였다. pH 가8이 상인 

염기성 용액중에서는 완충용액을 만들때 불가피 

하게 들어가는 수산화나트륨의 영향으로，완충 

용액과 금속이온들이 수산화물을 만들어 침전이 

형성되기 때문에, 완충용액의 PH 를 7까지 고정 

시킨 것이다

Fig. 1 에 8-HQR 수지 에 대 한 Fe (III) ,Pb(II), 
Ni(II), Cu(II) 및 Co (II) 이온들에 대한 흡착이 

나타나 있다.

硏g.l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금속이온들의 

흡착량은 용액의 pH 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 

다. 특히 Fe(HI) 와 Pb(II) 이온은, pH 의 증가 

에 따른 흡착량의 증가가 급격 하였다. Fe(III) 와 

Pb(II) 의 흡착은, pH=l 에 서 각각 36% 및 31 
%였으나, pH=7에서는 100%임을 볼 수 있다. 

이것은 Fe(HD와 Pb(II) 이온이, 다른 금속이온 

들에 비하여 산화수와 이온반경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여겨진다.

Fe(III), Cu(II), Ni(II), Pb(II) 및 Co (II) 
의 Pauling 이온반경 은, 각각 0.64, 0.69, 0.72, 
1.21 및 0.74 A 이 다. 河 Fe (III) 이 온은 匸十른 2가 

이온들에 비하여 이온반경은 작으나 산화수에 

있어서 월등하며, Pb(II) 이온은 다른 2가 이온 

들에 비하여 월등히 큰, 1.21A의 Pauling 이온 

반경을 가지고 있다.

二러므로 Fe(HI) 와 Pb(II) 는 다른 금속이온 

들에 비하여 전하량과 이온반경에 있어서 월등 

히 크므로, 수지와 안정한 킬레이트착물을 형성 

하여 매우 좋은 흡착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时

Fig. 1. Effect of pH of solution for the adsorption 
of metal ions on the 8-HQR ion exchange resin. 8- 
HQR ； 80-100 mesh, O ； Fe(III), △ ； Pb(II),匚|； 
Ni(II), ☆；Cu(II) and X ； Co(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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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1

Ni(II), Cu(II) 및 Co (II) 이 온들도 pH 가 증 

가함에 따라, 거의 비 슷하게 흡착량도 증가하고 

있다.

그티고 모든 금속이온들의 경우에 있어서 똑 

같이, pH=7 부근에서 최대의 흡착량을 보이고 

있는데 , 이 것은 8-HQR 수지의 모체화합물인 8- 
HQ 가 양쪽성 물질이 기 때 문에 나타나는 현상으 

로 여겨진다.

Fig. 2에 는 8-HQRS 이 온교환수지에 대 한 여 

러 금속이온들의 흡착현상이 그려져 있다.

Fig.2에서 보는 것처럼 pH = 3에서 Fe(III), 
Cu(II) 및 Pb(II) 이온들의 흡착율은 85~95% 
이다. 그러나 pH=7에서는 Co(II)오｝ Ni(II) °] 
온을 제외한 모든 이온들의 흡착이 100%에 도 

달함을 볼 수 있다. 또한 Ni(II)와 Co(II) 이온 

의 경우, pH = 3에서 각각 9% 및 20%에 불과 

하였으나, pH=7 에서 는 흡착량이 급격 하게 증 

가하여, C。(II)는 98%, Ni(II)는 88%의 높은 

흡착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들 금 

속이온들의 강산성에서의 킬레이트 형성이 불안 

정하던 것이, 중성에 가까워지면서, 수소이온의 

감소르 이 수지와 안정한 착물을 형성하기 때문 

이 라 생각된다.

8-HQR 및 8-HQRS 수지에 있어서 똑같이, 

pH 가 증가함에 따라 금속이 온들의 흡착도 증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온교환다형에서 수지가 

급속이온을 흡착하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22 특히 8-HQRS 수지는 Cu 

(II) 이온의 흡착에 있어서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o(II), Ni(II) 및 Cu(II) 이온의 이온반 

경 이 거의 비 슷함에 도 불구하고, 8-HQRS 수지 

에 있어서 Cu(II)의 흡착이, Fe(IH)와 Pb(II) 
에 필적한다는 것은, 8-HQRS 수지 가 Cu(II) 이 

온을 선택적으로 흡착한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사실은, HQRS 이온교 

환수지가, 살리실산 8-히드록시퀴놀린을 포함 

하고 있는 축합중합체로써, 살리실산 및 8-히드 

록시 퀴 놀린 과 형 성 하는 금속착화합물의 안정 도 

상수가 크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Cu(II), Ni(II) 
및 Co (II)의 salicylate complex 의 안정도상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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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pH of solution for the adsorption 
of metal ions on the 8-HQRS ion exchange resin. 8- 
HQRS； 80~100 mesh, O ； Fe(III), △ ; Pb(II), 口 ； 
Ni(II), ☆ ; Cu(II) and X ; Co(II).

대 수값으로 각각, 10.64, 6.95 및 6. 72 이 다. 그- 

러 므로 HQRS 수지 에 대 하여, Cu (II) 가 높은 홉 

착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금속이온 

에 대한 수지의 선택적 흡착성은, 금속착화합물 

의 안정도상수가 큰 경우에 증가하는 때문이다. 

또한 수지의 가교화도가 큰 경 우에도 선택 적 흡 

착성 에 영 향을 준다.23 여 러 염 산 농도화에 서 의 

금속이온들의 분포계수가, 8-HQR 및 8-HQRS 
수지 에 대 하여 , Fig. 3 및 F/g.4 에 그려 져 있 다. 

8-HQR 및 8-HQRS 수지에 있어 서 동일한 경 향 

은, 염산의 농도가 감소함에 따라, 금속이온들 

의 분포계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匸卜. 이것 

은 염산농도가 감소함에 따라, 이온교환평형에 

서, 수지의 재생의 반대방향으로 이온교환평형 

이 이루어지는 때문이라 생각된다了? 그러 나, 8- 
HQR 및 8-HQRS 수지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 

나, 금속이온들의 분포계수가 거의 비슷한 경향 

을 하고 있음은, 이들 수지들이, 같은 모체인 

8-HQ로 부터 만들어졌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 

이다. 일반적으로 분포계수는, 금속이온의 하전 

양이 클수록, 수화도가 작을수록, 편극력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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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stribution coefficients of metal ions on the 
8-HQR resin in various*concentrations of hydrochloric 
acid. 8-HQR; 80〜100 mesh, O ; Fe(III), △ ； Pb 
(II), □ ； Ni(II), ☆ ; Cu(n)and X ； Co(II).

Fig. 4. Distribution coefficients of metal ions on the 
8-HQRS resin in various concentrations of hydro
chloric acid. 8-HQRS; 80~100 mesh, O J Fe(III), 
△ ； Pb(II), □ ； Ni(II), ☆ ; Cu(II) and X ; Co(II).

양이온 일수록 증가한다. 2璀2
흡착에 있어 서 다른 금속이온들에 비 하여 월 

등히 좋았던 Fe(III)와 Pb(II) 이온들이, 분포 

계수에 있어서는 Co(II), Ni(II) 및 Cu(II)보다 

일반적으로 작은 값을 가지 고 있음을, Fig. 3 및 

■FVg.4 를 통하여 볼 수 있다. 이 것은 염 산용액 

중에 서 의 금속이 온들의 ci-이 온과의 음이 온 착 

물형성과 관련되는 것이라 여겨진다. 금속이온 

의 하전량이 크고, 또한 이온반경이 크다할지라 

도, ci-이 온과의 음이 온 착물형 성 능력 이 크다 

면, 그 금속이온의 분포계수는 작아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금속이온이 염산용액중에서 안정 

한 염화착이온을 잘 만든다면, 그 금속이온의 

분포계수는 감소하는 것이다.% 8-HQR 수지에 

있어서 Fe(III)의 분포계수는, 그의 산화수가 큼 

에도 불구하고,. Pauling 이온반경이 2가 이온중 

에서 가장 작은 Cu(II) 보다 훨씬 작다는 것을 

F也.3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은 Fe(HI)의 염화 

음이온착물 형성능력과 그 안정성이, Cu(II) 보 

다 크다는 것 을 반증하는 것이 다. 8-HQRS 수지 

에 대한 금속이온들의 분포계수가 F/g.4에 나타 

나 있다. 10-4〜10-5肱 염산용액을 제외한다면 

Pb(II)의 분포계수가 모든 금속이온들중에서 가 

장 크다. 이것은, Pb(II) 의 Pauling 이온반경이 

이들 금속이온들 중에서 제일 큰 때문이라 여겨 

진다. 그리고 Co(II)의 분포계수는, 10-项Z 염 산 

용액을 제외한다면, 모든 염산용액의 농도에 걸 

쳐 제일 작은 값을 가지고 있음을, Fig. 4를 통 

하여 볼 수 있다. 이것 역시, Co(II)의 alicylate 
complex 안정도 상수가, 2가 이온들 증에서 제 

일 작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여겨진다. 

F/g.4 를 보아 알 수 있는것 처 럼, 8-HQRS 킬 

레 이 트 수지 는 Co (II) 에 대 하여, 묽은 염 산용액 

중에서 매우 큰 분포계수 값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사실은, Fig.2에서 8-HQRS 
수지가 Cu(II)에 대하여, 특히 좋은 선택 적 흡 

착을 한다는 사실을 설명한 것을 반증하는 것이 

다. 8-HQR 및 8-HQRS 킬레이트수지의 이온교 

환용량은 각각 4.1meq/g 및 5.4meq/g 이 었 다. 

8-HQR 수지의 이온교환용량, 4.111坨＜1/8은 '叩0- 
fatitKPS200 의 이온교환용량값, q.Smeq/g25과 

거의 같은 값이며, 8-HQRS 수지의 이온교환용 

량은 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 Dowex 50W-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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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온교환용량, 4.8meq/g25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8-HQR 및 8-HQRS 
킬레이트 수지는, 그 이온교환용량에 있어서도 

좋은 이온교환 수지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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