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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에서는 p-diiodobenzene (PDIB)으로부터 p-phenylenediamine (PPD) 합성 후 생성되는 부산물인 NH4I를 PDIB 합
성의 원료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I2 회수 공정의 최적화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양이온교환수지를 사용하여 NH4I 
시약 용액으로부터 I2 회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양이온교환수지의 파과곡선을 통해 파과점 및 관류교환용량을 
조사하였다. 회수되는 요오드의 수율 및 순도 향상을 위해 NH4I의 공급용액 및 산화제(H2O2)의 농도 변화, 상온과 저
온 건조공정 그리고 산화시간에 따른 순도와 수율을 측정하여 NH4I 용액으로부터 요오드를 회수하는 공정의 최적조
건을 확립하였다. 또한 산화공정 후 발생하는 여액을 재사용하는 과정을 도입하여 실험한 결과 수율 94.96%, 순도 
96.65%의 I2를 회수할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have investigated the optimization of I2 recovery process from NH4I solution, which is generated as by-prod-
uct during the amination reaction of p-diiodobenzene (PDIB) for p-phenylenediamine (PPD) synthesis. The recovered I2 is 
then recycled as a raw material for PDIB synthesis. We have employed a cation exchange resin to recover I2 from NH4I 
sample solution, and determined the breakthrough point and exchange capacity from the breakthrough curve. Furthermore, 
we have suggested optimum conditions of our I2 recovery process by measuring the purity and yield of recovered I2 with 
respect to the concentrations of NH4I and oxidant (H2O2) solutions, the oxidation time, and the temperature of drying process. 
Finally, the yield and purity as high as 94.96% and 96.65%, respectively were obtained by reusing the residual solution still 
containing unrecovered iodide 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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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파라 아라미드는 우수한 고강도 특성을 가지고 있어 초고강도 섬유 

시장의 7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슈퍼섬유이다. 메타 아라

미드의 강도와 탄성률은 폴리에스터에 비하여 특성이 떨어지지만 내

열성, 난연성 및 전기 절연성 특성이 뛰어나 방화복, 절연지 및 여과

재로 사용되고 있다[1]. 국내에서 소비되는 슈퍼섬유소재는 85% 이상

을 미국, 일본 등에서 수입하고 있어 수입의존도가 높아 문제로 제기

되고 있다. 국내기관 중에서 코오롱, 효성, 웅진, 휴비스 등은 후발업

체로 선진사 Dupont과 Teijin사를 추격하고 있다. 특히 코오롱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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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의 강도를 갖는 파라 아라미드를 개발하여 상업화에 성공하였지만 

선진사의 26 g/d 이상의 고강도 제품에는 못 미치고 있다[2]. 이는 파

라 아라미드 섬유의 제조 원료인 p-phenylenedimine (PPD)의 순도 및 

황산 잔류 등이 문제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아라미드 중합체의 모노머인 p-phenylenedimine (PPD)의 새로운 합성

방법으로 p-diiodobenzene (PDIB)의 아미네이션 반응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반응으로 아라미드 섬유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고수

율 및 고순도 PPD의 제조 못지않게 아미네이션 반응 후 값비싼 요오

드의 회수 공정이 매우 중요한 물리적 요건 중에 하나이다. 이와 같은 

PDIB 화합물과 암모니아와의 반응에서 PPD를 합성하는 신공정이 아

라미드 섬유 중합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고가의 원료인 요오드를 회수

하여 PDIB 합성에 재생하는 것이 기존 PPD 합성 방법[3,4]보다 가격 

경쟁력에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Figure 1은 PDIB로부터 PPD를 

제조하는 과정과 요오드를 회수하여 다시 PDIB를 합성하는 과정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NH4I 용액으로부터 양이온 교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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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ynthetic routes of p-phenylenediamine (PPD).

Figure 2. Breakthrough curve of cation exchange resin for 0.02 M 
NH4I solution at flow rate of 25 mL/min.지를 사용하여 고순도 고수율의 요오드를 회수하는 최적의 공정 조건

을 확립하고자 한다.

2. 실    험

2.1. 재료 및 시약

양이온교환수지(TRILITE SCR-RH)는 삼양사에서 구입하였으며, 히드

라진(hydrazine), 아이오딘화 암모늄(ammonium iodide), 과산화수소(hy-

drogen peroxide), 오산화인(phosphorus pentoxide), 페놀(phenol), 니트로

푸르시드나트륨(sodium nitroprusside), 차아염소산 나트륨(sodium hypo-

chlorite), 수산화나트륨(sodium hydroxide), 티오황산 나트륨(sodium thio-

sulfate), 아이오딘화 칼륨(potassium iodide), 염산(hydrochloric acid), 황산

(sulfuric acid), 메탄올(methanol), 염화메틸렌(methylene chloride), 디에틸 

에테르(diethyl ether)는 Sigma Aldrich에서 특급시약을 구입하였다. 

2.2. 양이온교환수지를 사용하여 NH4I 수용액으로부터 I2의 회수 

양이온교환수지 10 g을 컬럼에 충진하고 0.02 M NH4I 수용액을 공

급용액으로 하여 25 mL/min의 유속으로 흘려주었다. 양이온교환수지

와 NH4I 수용액이 접촉하면 이온교환수지의 이온교환 반응에 따라 

NH4
+ 이온이 양이온교환수지에 흡착되고 I- 이온은 공급용액인 수용

액에 그대로 용해되어 컬럼을 통과하게 된다[5,6]. 이에 본 연구에서

는 파과점과 관류교환용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파과곡선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파과곡선은 인도페놀법을 사용하여 컬럼 안의 양이온교

환수지를 통과하고 나오는 NH4
+ 이온의 농도를 자외선 분광기(V-570, 

JASCO)를 사용하여 시간별로 측정하여 얻었다[7]. 

양이온 교환수지를 통과한 I- 이온을 35 wt% 과산화수소 30 mL로 

1 h 동안 산화시킨 후 여과공정을 통해 여액과 요오드를 분리하였고 

이후 상온과 저온 건조공정을 통해 요오드 결정을 회수하였다. 회수

한 요오드는 Na2S2O3를 사용한 간접 요오드 적정법을 통해 순도를 정

량적으로 분석하였다[8]. 반응식 (1)은 양이온교환수지를 통과한 I- 이

온과 과산화수소와의 산화반응을 나타낸 식이다[9]. 본 연구에서는 양

이온교환수지를 사용한 요오드 회수공정의 최적화 확립을 위하여 공

급 용액의 농도, 산화시간, 산화제의 농도, 상온과 저온 건조공정의 각 

비교 실험을 진행하였다.

HI + H2O2    →    I2 + H2O + O2 (1)

2.3. 산화되지 않은 요오드 이온을 공급용액으로 재생한 I2의 회수

양이온교환수지를 통과한 후 생성되는 HI 용액은 H2O2를 사용하는 

산화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I- 이온은 전부 산화되지 않고 일부 

I- 이온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잔류하는 I- 이온은 I2를 용해시켜 I3
- 

이온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10]. 본 연구는 산화공정 후 용액 내에 존

재하는 I3
- 이온을 3I- 이온으로 환원시켜 공급용액으로 재사용하여 I2

의 회수율을 향상시키는 recycle 공정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산화

공정 후 남은 여액을 N2H4를 사용하여 I2를 I- 이온으로 환원시켰으며 

반응식은 식 (2)와 같다[11]. 환원시킨 I- 이온의 흡광도를 자외선 분광

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Beer-Lambert 법칙을 사용하여 I- 이온의 

농도를 계산하였다.

2I2 + N2H4    →    4HI + N2 (2)

3. 결과 및 고찰

3.1. 양이온교환수지를 사용한 NH4I 수용액의 파과점과 관류교환 

용량 측정 

Figure 2는 0.02 M NH4I 수용액을 25 mL/min의 유속으로 양이온 

교환수지 컬럼을 통과시키면서 얻은 파과곡선이다. Figure 2로부터 파

과점은 19 min인 것을 알 수 있었고 파과곡선 측정으로부터 본 연구

에서 사용한 양이온교환수지를 통하여 NH4
+ 이온의 관류교환 용량은 

0.78 mmol/g임을 확인하였다. 

3.2. 양이온 교환수지를 사용한 I2 회수 공정의 최적화

3.2.1. 공급용액 NH4I의 농도에 따른 I2의 회수

양이온교환수지 컬럼에 NH4I 수용액을 파과시간까지 통과시킨 후 

얻은 HI 수용액에 과산화수소 산화제를 사용하여 산화반응에 의해 요

오드를 고체로 회수하였다. NH4I 수용액의 농도에 따른 I2의 회수를 비

교분석하기 위해 0.02, 0.14, 0.28, 0.5 M의 NH4I 수용액과 10, 70, 140, 

250 g의 양이온교환수지를 충진하여 같은 유속으로 실험을 진행하였

고 Figure 3에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 NH4I의 수용액 농도가 증가할수

록 요오드의 회수율이 증가하지만 요오드의 순도는 0.5 M 농도에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NH4I의 농도가 증가할

수록 요오드 음이온의 산화반응 전환률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

되며 농도가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부반응이 증가하기 때문에 요오드

의 순도는 약간 감소한다고 사료된다. NH4I의 수용액 농도가 0.28 M, 

과산화수소 35 wt% 그리고 산화시간 1 h 반응일 때 요오드의 회수 수

율은 92.44% 순도 97.80%의 결과를 얻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음이온 

교환수지를 사용하여 요오드를 포함하는 질소화합물 수용액 내에서 

요오드를 회수한 수율 74.20%보다 매우 높은 결과라고 사료된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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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dependent variation of I2 (g)

0 h 2 h 4 h 10 h 20 h Loss (%) Yield (%) Purity (%)

Drying process at room temperature (25 ℃) 13.99 13.72 13.51 12.93 11.88 15.08 80.24 97.42

Drying process at low temperature (5 ℃) 13.84 13.76 13.70 13.48 13.09 5.42 92.44 97.80

Table 1. Yield and Purity of Recovered I2 with Respect to the Temperature of Drying Process

Oxidant (H2O2) Yield (%) Purity (%)

35 wt% 92.44% 97.80%

50 wt% 92.12% 97.60%

Table 2. Yield and Purity of Recovered I2 with Respect to the Oxidant 
Concentration

Figure 3. Yield and purity of recovered I2 with respect to the 
concentration of NH4I feed solution.

Figure 4. Yield and purity of recovered I2 with respect to the oxidation 
time.

Figure 5. Absorbance of iodide ion in the filtrate.

3.2.2. 상온과 저온 건조공정 시 I2 수율 및 순도 비교 

양이온교환수지를 사용한 요오드의 회수 공정에서 산화공정과 여

과공정을 거친 요오드는 상당량의 수분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요

오드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P2O5 건조제를 사용하여 회수한 요오드

를 건조시켰다. 하지만 요오드의 건조공정에 있어서 요오드의 승화성

이 너무 크기 때문에 수율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있다[13]. 본 연구에

서는 고순도 고수율의 요오드를 회수하기 위해 5 ℃에서 P2O5를 사용

하여 건조공정을 진행하였고 Table 1에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 0.28 

M NH4I 수용액으로부터 요오드의 회수공정 시 저온건조 공정의 경우 

승화에 의한 손실은 5.42%로 상온건조 공정의 손실률 15.08%보다 매

우 작은 것을 알 수 있었다.

3.2.3. 산화제(H2O2) 농도 및 산화시간에 따른 I2의 회수 수율 및 순도 

Table 2에 요오드 음이온의 산화공정에 있어서 과산화수소의 농도

에 따른 요오드의 회수 수율 및 순도를 조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산

화제의 농도에 따른 요오드의 회수 공정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ure 4는 산화시간에 따른 요오드의 회수 수율 및 순도 

결과이다. Figure 4에서 알 수 있듯이 산화시간이 증가하면 요오드의 

회수 수율은 큰 차이가 없지만 요오드의 순도는 부반응에 의해 감소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3. 산화되지 않은 요오드 이온을 공급용액으로 재생한 I2의 회수

양이온교환수지를 통과시킨 I- 수용액을 과산화수소로 산화시켜 고

체 요오드를 회수하지만 이때 여과 후 남은 여액에는 산화되지 않은 

I- 이온과 일부 I2가 반응하여 I3
- 이온형태로 남게 된다. 이 여액을 

N2H4 35 wt% 5 mL를 사용하여 I3
- 이온을 I- 이온으로 환원시킨 후 

자외선 분광기로 측정한 결과를 Figure 5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Beer-Lambert 법칙을 사용하여 I- 이온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9.7 

mmol의 요오드 음이온이 잔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14]. 이에 산화되

지 않은 I- 이온의 여액을 요오드 회수 공정에 재사용하여 실험한 결

과 최종적으로 회수한 요오드는 수율 94.96%, 순도 96.65%로 고수율, 

고순도의 요오드를 회수하는 공정을 확립하였다. 또한 p-diiodo-

benzene의 아미네이션 반응 후 생성되는 NH4I 부산물을 사용하여 동

일한 방법으로 93.82%의 수율과 95.24%의 순도를 갖는 요오드의 회

수가 가능하여 PDIB의 합성 원료로 요오드의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

였다.

4. 결    론

본 연구는 p-diiodobenzene으로부터 p-phenylenediamine의 합성 후 

생성되는 NH4I 수용액으로부터 가격이 비싼 요오드를 회수하기 위해

서 양이온교환수지의 암모늄 이온 흡착과 요오드 음이온의 산화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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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적 조건을 확립하여 고순도 고수율의 요오드 회수 공정을 개발

하였다. 공급용액 NH4I 0.28 M을 35 wt%의 과산화수소를 사용하여 

1 h의 산화반응을 거친 후 여과공정을 통해 고체 요오드를 회수하였

고 P2O5를 사용하여 5 ℃에서 저온 건조시킨 결과 92.44%의 고수율

과 97.80% 고순도의 요오드를 회수하였다. 또한 산화공정 반응 후 요

오드의 여과공정 시 남은 요오드 음이온의 여액을 재생하여 실험한 

결과 94.96%의 고수율과 96.65% 고순도의 요오드를 회수하는데 성공

하였다. 최종적으로 p-diiodobenzene의 아미네이션 반응 후 생성되는 

NH4I 부산물을 사용하여 최적의 조건에서 요오드의 회수공정을 진행

한 결과 요오드의 수율은 93.82% 순도는 95.24%로 비교적 고순도 고

수율의 요오드를 회수하는 공정을 확립하였고 이와 같은 결과는 아라

미드 섬유의 원료인 p-phenylenediamine의 대량생산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1. D. B. Stojanovic, M. Zrilic, R. Jancic-Heinemann, L. Zivkovic, A. 
Kojovic, P. S. Uskokovic, and R. Aleksic, Mechanical and an-
ti-stabbing properties of modified thermoplastic polymers impreg-
nated multiaxial p-aramid fabrics, Polym. Adv. Technol., 24, 
772-776 (2013).

2. I. S. Han, Method of making aramid fiber, Korea Patent 
10-0910537 (2009).

3. Y. J. Shin, J. C. Kim, J. B. Lim, and D. J. Lee, Preparation meth-
od for para phenylene diamine, Korea Patent 10-2012-0018950 
(2012).

4. Y. J. Joo, J. U. Kim, and J. I. Won, A novel method of preparing 
p-phenylenediamine, Korea Patnet 10-0362772 (2000).

5. J. S. Lee, Removal of Phosphate with Ion Exchange Resins, Master 
Dissertation, Gyeongsang National Uinversity, Jinjoo, Korea 

(2011).
6. K. G. Park, Ion Exchange Resins for Treatment and Reuse of Chromium 

Rinse Wastewater from Thin Metal Sheet, Master Dissertation, 
Yeungnam University, Daegu, Korea (2005).

7. J. S. Han, R. I. Choi, C. J. Park, H. R. Noh, B. G. Kim, S. Y. 
Kim, J. Y. Ahn, C. G. Kang, I. W. Jung, and J. C. Lee, Evaluation 
of acid deposition and impact assessment in Korea,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21, 119-136 (1999).

8. C. R. Silva, J. A. Simoni, C. H. Collins, and P. L. O. Volpe, 
Ascorbic acid as a standard for iodometric titrations, J. Chem. 
Educ., 76, 1421-1422 (1999).

9. R. Roman and H. B. Dunford, pH dependence of the oxidation of 
iodide by compound I of Horseradish Peroxidase, Biochemistry, 
11, 2076-2082 (1972).

10. L. I. Katzin and E. Gebert, Solvent effects in the iodide-io-
dine-triiodide complex equilibrium, J. Am. Chem. Soc., 76, 
2049-2054 (1954).

11. I. M. Kolthoff, The volumetric analysis of hydrazine by the iodine, 
bromate, iodate and permanganate methods, J. Am. Chem. Soc., 46, 
2009-2016 (1924).

12. S. B. Lee, I. J. park, D. K. Kim, J. H. Kim, K. W. Lee, J. W. 
Ha, K. J. Kim, H. D. Lee, J. K. Jung, and J. H. Lim, Method for 
Iodine recovery from nitrogen compound solution using an ion ex-
change resin, Korea Patent 10-0434725 (2004).

13. D. A. Shirley and W. F. Giauque, The entropy of iodine. heat ca-
pacity from 13 to 327 K. Heat of Sublimation, J. Am. Chem. Soc., 
81, 4778-4779 (1959).

14. K. S. Johnson and L. J. Coletti, In situ ultraviolet spectropho-
tometry for high resolution and long-term monitoring of nitrate, 
bromide and bisulfide in the ocean, Deep-Sea Res. I, 49, 1291-1305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