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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Amberlite IRC-718 킬레이트 수지에서의 주석(II)이온의 PSA(phenol sulfonic acid) 리간드에 

의한 용리현상을 연구하였다. 0.10M Sn2+ 용액 일정량을 수지에 흡착시키고 시료를 녹인 여러 가지 농도의 

PSA 용리액으로 용리하면 Sn?+이 두 개의 봉우리로 용리되고, 이 두 개의 봉우리 면적은 PSA의 농도에 

따라 변한다. 이를 이용하여 Sn?+와 PSA간의 착물의 안정도상수를 계산하였다. 그 값은 2.0X10T이었다.

ABSTRACT. The elution behaviors of stannous ion by PSA(phenol sulfonic acid) as an eluent on 
chelating resin, Amberlite IRC-718 have been investigated. When 0.10 M stannous solution was adsorbed 
on the resin and elu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PSA, the two peaks of stannous ion were appeared 
in the elution curve. These two peak areas were changed according to the PSA concentration. Using 
these results, the stability constant of the complex formation between Sn2+ and PSA was calculated. 
This value is 2.0X 10 \

서 론

철판에 주석을 도금하기 위해서는 Sn2+ 도금용액 

에 일정한 농도의 PSA 리간드를 넣는다. 주석 도 

금용액에는 40g/L의 Sn2+ 이온과 12~16g/L의 

PSA가 포함되어 있다. 저자들은 주석도금용액에 공 

존하는 Fe2+, Pb2+, Cr", Cr6*, As3+, Sb3+ 및 

C「같은 불순물들을 이온교환수지로 분리하는 연구 

를 한 바 있다.I 이때 M+이 두 개의 봉우리로 분 

리되어 용리되기 때문에, Fe2+ 봉우리에서 Sn2+ 봉 

우리를 완전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개의 분리된 Sn2+ 봉 

우리가 어떤 용리메카니즘에 의해 이루어지는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이온교환수지로 Sn2+ 
을 용리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고, Sn奸의 용리 연 

구는 양이 온교환수지 와 음이 온교환수지 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농도의 HC1, H2SO4 및 HNQ)으로 분배 

비를 측정한 보문은 있다."&

실 험

시약 및 장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약은 분석용 

시약이었으며, 물은 탈이온수를 사용하였다. AAS 
(atomic absorption spectroscopy)용 표준용액은 표 

준연구소에서 공급한 것을 사용하였고, 사용한 원자 

흡수분광계는 Shimadzu AA-670이 었다. 0.10 M 
Sn2+ 용액은 SnCL・2H2。시약을 일정량 달아 여러 

농도의 PSA에 녹여 준비하였고, PSACphenol sulfo
nic acid)는 0.5 M에서 2.5 M 까지 여러 농도로 준비 

하였다. PSA에서 황산기는 para 위치에 있는 것을 

사용했다. 각 용리액에 포함되어 있는 Si*+는 AAS 
법으로 분석하였다. 사용한 파장은 286.3nm이었고, 

공기-아세틸렌 불꽃을 사용했다. 용리액은 Spectra 

/Chrom CF-1 분액수집기로 받았다. 킬레이트 수지 

인 Amberlite IRC-718는 폴리스티렌 중합체에 -N 

(CHzCOOHB기가 결합된 수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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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방법

수지통 준비. 직경이 L77cm이고 높이가 30cm 
인 stop cock가 달린 유리관 수지 통을 준비하고 Am
berlite IRC-718 킬레이트수지 일정량을 비커에 넣고 

물을 가하여 저은 후 물 위에 뜨는 미세입자를 기 

울려 따라 제거한다. 그리고 수지를 물과 함께 수 

지통에 넣고서 stop cock을 열어 물을 배제하여 수 

지의 높이가 18.73cm되게 조절했다. 이때 수위가 

수지 밑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조심한다. 이렇게 준 

비한 수지통에 여러가지 농도의 PSA 용리액을 

200-300mL 통과시켜 평형에 도달하게 한다.

용리과정. 각 농도의 PSA 용리액으로 준비한 

Sn2+ 용액 일정 부피를 취하여 수지통 상단부에 

가하고 cock를 열어 흡착시킨 후, 일정량의 물로 

용리한 다음 시료 용액을 준비할 때 사용했던 농도의 

PSA 용액을 용리액으로 사용하여 일정한 유속으로 

용리시킨다. 용출액은 시료를 가할 때부터 분액수집 

기로 받는다. 200mL까지 PSA로 용리시킨 후 각 

용출액에 포함되어 있는 Si?+을 정량하여 용리곡선 

을 작성한다.

결과 및 고찰

PSA 농도변화에 따른 +의 용리곡선. 여러

Fig. 1. Elution curves of stannous ion according to 
PSA concentration. Resin: Amberlite IRC-718, Co
lumn: inner radius 1.77 cm X 18.73 cm, Loading Vo
lume: 10 mL (0.10 M Sn2+ dissolved in each M PSA), 
Eluents: H2O 50 mL, PSA (each M) 200 mL, Flow 
Rate: 2.0 mL/min.

가지 농도의 PSA 용액에 녹인 시료 0.10M Sn2+ 

10mL를 수지에 흡착시키고, 일정량의 물로 용리한 

후 단계적으로 시료를 녹인 각 농도의 PSA로 용리 

하여 얻은 용리곡선은 Fig. 1과 같다. Fig. 1의 결과를 

보면 용리액 PSA의 농도가 증가할 수록 첫번째 봉 

우리의 면적이 커지고 두번째 봉우리는 상대적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Sr*+이 두 개의 

봉우리로 용리되는 현상은 Sn" 가 PSA와 착물을 

만들어 두 개의 화학종이 평형상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즉 첫번째 봉우리는 킬레이트수 

지에 대한 친화력이 적은 화학종이고, 두번째 봉우 

리는 수지와 친화력이 매우 커서 수지에 흡착되어 

있다가 PSA로 용리할 때 용리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평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Sn2+ +2PSA- d Sn(PSA)2

이때 Sn(PSA)2 착물은 킬레이트에 친화력이 약 

하여 氏0로 용리할 때 용리되지만, Sn" 상태로 

존재하는 화학종은 수지와 센 친화력에 의해 흡착 

되어 있다가 PSA로 용리할 때 용리된 것으로 생각 

된다. 따라서 두 화학종의 농도에 해당되는 두 봉 

우리의' 면적비는 PSA 농도에 따라 변화된 것이다. 

즉 PSA 농도가 진할 수록 Sn(PSA)2 착물이 많이 

생성됨을 알 수 있다. Table 1에는 두 화학종의 농 

도비가 PSA 농도에 따라 변하는 실험 값을 이용하여 

착물의 안정도상수, K=「熠鷺? ” 를 20 財L、n 」LFSA」

서 계산한 값을 실어 놓았다. 각 PSA 농도에 따라 

K값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PSA의

Table 1. Recoveries at the first and the second peak 
in the Fig. 1

PSA 
(M)

Amount 
taken 

(mmol)

Recovery (mmol) Equilibrium 
constant

1st peak 2nd peak

0.52 1.00 2.00X102 0.98 0.0075 
(reject)

1.04 1.00 0.17 0.83 0.19
1.55 1.00 0.23 0.66 0.21
2.52 1.00 0.57 0.43 0.21

mean
0.20± 0.01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킬레이트 수지에서의 PSA에 외한 주석(II)이온의 용리현상 381

50-
40
30
20

c
 -
X
U
C
-

IQ-

50 100 15
Effiucnl(nil)

250

0- 
0

5

20
15
10으

、
읕

50
Ettluent (mL)

Fig. 2. Elution curves of stannous ion in various con
centrations of Sn2+. Resin: Amberlite IRC-718, Co
lumn: inner radius 1.77 cmX 18.73 cm, Loading Vo
lume: 10 mL, Eluents: H2O 50 mL, PSA (1.04 M) 200 
mL, Flow Rate: 2.0 mL/min, 1 Fraction: 10 mL.

Table 2. Recoveries at the first and the second peak 
in the Fig. 2

Concentration
(Sn2+) (mmol)

Recovery (mmol) Equilibrium 
constant1st peak 2nd peak

0.50
(0.05 MXIO mL)

0.09 0.41 0.20

l.OO
(O.IOMXIO mL)

0.17 0.83 0.19

1.50 
(0.15MX10 mL)

0.25 1.25 0.19

2.00
(0.20 MXIO mL)

0.37 1.63 0.21

mean
0.20±0.01

농도가 너무 진하거나 낮을 때는 평형상수값이 많이 

벗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평형이 한 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생 기는 현상이다. 따라서 적절한 PSA 농도를 

1.04〜 1.55 M으로 하였다. 그리고 안정도상수는 각 

화학종의 활동도계수를 1로 보고 흡착시 위와 같은 

평형이 성립되고, 용리할 때 평형이동이 일어나지 

않아, 두 봉우리가 생 겼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것이다. 

이때 얻은 평형상수값은 0.21 이었다. PSA 리간드에 

있는 -SQH의 H는 강산기 이므로 이온화되어 PSA로 

되고 phenol기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에 Si** 가 배 

Fig, 3. Elution curves of stannous ion in various loa
ding volumes. Resin: Amb erlite IRC-718, Column: 
inner radius 1.77 cmX 18.73 cm, Loading Volume: 2.0, 
5.0, 10.0 mL (0.20 M Sn2+ dissolved in 1.04 M PSA), 
Eluent: H20 50 mL, PSA (1.04 M) 200 mL, Flow Rate: 
2.0 mL/min, 1 Fraction: 10 mL.

위되는 착물이 생기는 것으로 해석된다. 저자들은 

몰리브덴과 텅스텐의 pH변화에 따른 평형관계를 

이온교환수지로 밝힌 바 있다.商

흡착된 Sn2+ 농도의 영향. Fig. 1은 0.10 M Sn2+ 
용액 10 mL 즉 1.00mmol을 흡착했을 때의 결과를 

그려 놓은 것이다. 여기서 S1F+의 농도가 일정할 때 

PSA의 농도에 따라 두 용리 봉우리의 높이와 넓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흡착한 Sn2+의 

농도에 따라 용리현상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여러 농도의 Si*-를 1.04M PSA에 용해시켜 

만들고, 이들의 각각 10mL를 흡착시킨 후 1.04 M의 

PSA로 용리 시 킨 결과를 耳务 2에 나타내 었다. Fig. 2 
를 보면 흡착된 Sn?+의 양에 따라 두 봉우리의 크 

기는 달라졌지만 두 봉우리의 크기 비는 일정함을 

알 수 있다. Table 2는 이들 결과를 이용하여 계산한 

평형상수로써 Table 1에서 얻은 값과 같다.

흡착된 Sn2+ 용액의 부피 영향. Sn" 용액을 

흡착시킬 때 Sn2+ 용액의 부피변화에 따른 결과를 

보기 위해 0.20M Sn2+ 용액 2, 5 및 10mL를 각각 

흡착시키고, 1.04 M PSA로 용리시킨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첫번째와 두번째 봉우리의 농도 

비를 이용하여 평형상수를 계산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그 값은 흡착시키는 Sn2* 용액의 부피에 따라 

차가 남을 알 수 있다. 10mL를 흡착시켰을 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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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coveries at the first and the second peak "
in 나le Fig. 3 
_________ _ 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0-

[PSA] Volume of Recovery (mmol) Equilibrium 

loading ist peak 2nd peak constant

0.04 M 2.0 mL 0.03 0.37 0.08
5.0 mL 0.13 0.87 0.14

10.0 mL 0.37 1.63 0.21

값보다 2mL를 흡착시켰을 때의 평형상수값이 작 

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수지 상단에 Sn2+ 
용액을 일정부피 흡착시킨 후 물로써 용리할 때, 

흡착시키는 SW+ 용액의 부피에 따라 흡착층의 두 

께가 다르고, 이로 인한 평형이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여겨진다. 즉 흡착하는 용액의 부피가 

적을 수록 흡착층의 두께는 상대적으로 얇아지고, 

평형이 반응물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인 것 같다. 따 

라서 첫번째의 용리봉우리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고, 그 결과 평형상수는 작은 값을 갖게 되는 것 

이다. 그러나 10 mL 정도의 시료부피를 취하면 평 

형이 중간 위치에 오고 상수가 일정한 값을 갖는 

다.

용리액으로 사용한 물의 영항. 일정량의 Sif+을 

흡착시키고, 먼저 일정량의 물로 용리시킨 후 단계 

적으로 각종 농도의 PSA 용리액으로 용리할 때 사 

용한 물의 양에 따라 용리현상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기 위해, 0, 10, 20, 30 및 50 ml의 물을 용리액으로 

사용하여 일정한 속도로 용리한 후 계속하여 1.04 

M의 PSAS. 용리한 결과는 F谚.4와 같다. 이 결과를 

보면, Sn"을 흡착시키고 바로 1.04M PSA로 용리 

하면 150mL 이내에서 하나의 봉우리로 용리됨을 

알았다. 즉 물로 용리시키지 않고 1.04M PSA로만 

용리하면 봉우리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子+을 흡착시키고, . 10, 20, 30 및 50mL의 물로 

용리한 후 단계적으로 L04M PSA로 용리하면 두 

개의 봉우리로 분리되고, 물의 사용량이 증가할 수록 

두 봉우리가 완전히 분리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Sri?+을 흡착시키고 바로 PSA로 용리할 때 하나의 

봉우리로 용리되는 것은, Sn2+ 화학종으로 흡착된 

주석 이온과 Sn(PSAB 화학종으로 흡착된 주석 이 

온이 다같이 PSA 용리액에 의해 용리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10mL 및 20mL의 물로 용리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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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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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lution curves of stannous ion in various vo
lumes of H20 eluent. Resin: Amberlite IRC-718, Co
lumn inner radius 1.77 cmX 18.73 cm, Loading Vo
lume: 10 mL (0.10 M Sn2+ dissolved in 1.04 M PSA), 
Eluents: H2O 0, 10, 30, 50 mL, PSA (1.04 M) 200 mL, 
Flow Rate: 2.0 mL/min, 1 Fraction: 10 mL.

후 PSA로 용리하면, 흡착 당시 존재하던 Sn(PSA)2 
화학종이 먼저 용리되어 수지층 하단으로 흘러 내 

려가지만, 물의 양이 부족하여 완전히 수지층을 빠져 

나가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그 후 PSA로 용리하면 

맨 윗층의 수지에 흡착되어 있던 Sn2+ 화학종이 

PSA에 의해 용리되어 두 개의 봉우리가 생기지만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용리된다. 그러나 충 

분한 양(50mL 이상)의 물로 용리하고, PSA로 용 

리하면 흡착당시 생겨있던 Sn(PSA)2 화학종이 먼저 

완전히 용출되고, 수지 상단에 흡착되어 있던 Sn2+ 
화학종이 PSA에 의해 용리되어 완전한 두 개의 봉 

우리가 생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상대적 양은 

흡착당시 Sn?+와 Sn(PSAB간의 평형상태로 있던 

상대량에 비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50mL의 물로 

용리한 후 각종 농도의 PSA로 용리하여 용리곡선을 

얻었다.

분광법과 폴라로그래피법에 의한 현상. 위에서 

얻은 Sr"+와 PSA간의 착물형성 과정을 다른 방법 

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용액 중에서 금속 이온이 

리간드와 착물을 형성할 때 가시선'및 자외선 영역의 

스펙트럼이 일반적으로 변화게 되므로 이런 현상을 

이용하여 SW+와 PSA의 착물의 조성과 생성상수를 

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PSA의 흡수스펙트럼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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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bsorption spectra of PSA and Sn-PSA comp- 
lex. PSA LOX IO-'m, Sn2+ 2.0X10-fiM.

정하고 SrF+와 PSA 혼합용액의 스펙트럼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그러나 F也 5에서와 같이 PSA 용액과 

Sn2+-PSA 용액의 흡수스펙트럼의 변화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와 PSA의 착물 형성상수가 매우 

작기 때문에 이들을 분광광도법으로 측정이 불가능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UV/VIS법으로는 

Sri?+와 PSA의 착물형성 관계를 밝힐 수가 없었다. 

또한 용액 중에서 금속 이온과 리간드가 반응하여 

착물이 형성되면 유리된 금속 이온의 반파전위와 

착물의 반파전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이용하여 

이들의 착물형성 관계를 규명하고자, 이들 용액의 

폴라로그램을 구한 결과, PSA와 Sn" 혼합용액의 

반파전위의 이동이 없었다. 금속이온과 그의 착물의 

반파전위의 차이는 생성된 착물의 생성상수가 클수 

록 크게 나타나는데, 본 연구에서는 Sn"와 PSA 
용액의 반파전위의 이동은 관찰할 수 없었고, 단지

Si?+의 반파전위(-0.52 V vs. SCE)만 나타났다.

결 론

킬레이트 수지에서 Sr"+을 물과 PSA로 용리하면 

두 개의 봉우리로 용리되며 두 봉우리의 상대적 면 

적은 PSA 농도에 따라 변했다. 이들의 현상을 

SW+와 PSA간의 착물 형성의 관계로 보고 Sn"와 

PSA간의 착물의 평형상수를 계산하였다. +와 

PSA의 착물의 생성 몰비를 1 ： 2로 가정하여 계산한 

평형상수는 2.0X10T이었다. 최적 평형상태에서 용 

리부피는 10mL이었으며, PSA의 농도는 1.0〜 1.5 
M이었고 물의 양은 50 mL이었다.

이 연구는 인하대학교 94년도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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