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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폐수로부터 중금속 이온을 제거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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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binding of heavy metal ions onto cross-linked chitosan in dilute aqueous solution has been investigated
as a function of pH (4.0 and 7.0), agitation period (10-180min) and concentration of various metal cations (5, 10, 50 and
100ppm). In order to obtain adsorbents that are insoluble and stable, and prevent the dissolution loss of chitosan into an
acidic aqueous solution, chitosan flakes were cross-linked with epichlorohydrine (ECH) and its adsorption behavior was
compared with that of the non cross-linked chitosan. An advantage of ECH is that it does not eliminate the cationic amine
functional group of chitosan. In terms of adsorption ratio, the chitosan cross-linked at an ECH was inferior to original chi-
tosan and was found that chitosan has a selectivity much remarkable than the cross-linked chitosan in low concentrated
metal solutions. However, no significant decreases in the adsorption ratios were observed between the cross-linked ECH-
chitosan and the non cross-linked chitosan concerning the adsorption of Ni

2+
, Co

2+
, Pb

2+
 and Zn

2+
 acidic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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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토양, 해양 및 수질에 관한 엄격한 환경규제가 전 세계적으

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산업용 폐수로부터 발생하는 중

금속을 제거하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합성 또는 천연의 킬레이

트 화제가 이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유기 킬레이트 수지로는

macroporous형 polystyrene계와 macroporous 또는 macro-

reticular형의 polyacrylonitrile계 등이 있다(박영미, 1993). 

키틴을 탈아세틸화하여 얻은 천연고분자인 키토산은 일반적

으로 쓰이는 이들 합성킬레이트 수지 보다 훨씬 높은 분리도를

가지며, 흡착용량 또한 높을 뿐 만 아니라, 수용액 내 미량 중

금속 흡착제로서 기대되고 있다. 오늘날 키토산 킬레이트 수지

는 크게 일반 산업용 폐수, 에너지 절약, 환경보존의 의미에서

적절하게 선택되어 이용되고 있다. 섬유, 염색공업에서 수중에

존재하는 철, 아연, 납 등의 금속 이온은 염색얼룩, 탈색 등의

원인이 되며, 제지, 펄프공업의 표백시 종이를 변색시키거나 찢

어지기 쉽게 하고, 세제, 사진, 도금공업, 유지, 식품, 음료산업

등에서 미량이 존재할 경우, 산화나 변색이 되는 등 최종 생산

되는 제품의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부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합성 또는 천연의 킬레이트 수지가 제품 내에서 금속이온을 포

착하여 봉쇄함으로써 무해화하도록 한다(Smith et al., 1993). 

키틴과 키토산이 킬레이트 수지로서 산업용으로 사용되기 위

해서는 다양한 산업 환경조건에서 물리화학적으로 안정한 구조

를 가져야 하지만, 키토산의 아미노기는 특히 산수용액 내에서

키토산을 가용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상용면에서 지적되는 가

장 큰 문제이다. 즉, 산업처리 후 방출되는 대부분의 폐수들은

강한 산수용액상태이거나 강알칼리로서 키토산은 산성수용액

중에서 중금속 이온과 비교적 결합이 잘 되지만, pH 5이하의

산수용액에서는 용해도가 쉽게 저하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아

미노기가 산 용매에서 키토산을 가용화 하는 것은 공업적면에

서 보면 심각한 단점이 될 수 있다. 

물론 키토산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수한 천연 킬레이트 고분

자로 알려져 있지만, 화학약품이나 산 또는 고온의 조건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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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조적으로 안정한 고분자 기체(matrix)로 제조하기 위해,

소량의 가교제를 첨가하여 불용성 가교유도체로 변환해야할 필

요에 따라 여러가지 가교제를 이용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Wan Ngah et. al., 2002). 키토산의 가교반응에 주로 이용되어

온 가교제로서 epichlorohydrine(Bae et al., 1997; Mayer et

al., 1991; Wei et al., 1992), (chloromethyl)oxirane(Kajuya et

al., 1987), glutaraldehyde(Kurita et al, 1986; Rorrer et al.,

1993) 등이 있으며, 도입된 가교제에 따라 흡착능이 상승 또는

감소하는 경우가 있다. Fig. 1에 키토산과 epichlorohydrine과의

결합구조식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epichlorohydrine은 가교 후 고분자의

결합 안정성이 가장 양호하기 때문이다. 금속 킬레이트의 안정

도, 즉, 고분자 착체의 안정성은 저분자의 경우와는 달라서 리

간드의 측쇄 입체장애나 고분자 사슬의 강직성 등의 입체상호

작용이 영향을 미치므로 착체에서 금속과 리간드간의 거리와

방향이 관련되고 있으며, 인접하고 있는 작용기의 전자흡인성

등에 의한 리간드기 상호간의 분자구조가 배위결합능에 주는

영향, 리간드와 금속이온의 몰비에 의한 영향, 금속의 전기음성

도, pH의 영향, 분자간 또는 분자내 수소결합에 의한 주사슬의

구조(conformation)에 의한 영향 등 고분자 착체에 미치는 요인

은 착체형성에 따른 안정화에너지가 골격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와 같아서 그 연구범위가 상당히 넓고 다양하다(박영미,

2002). 

알데히드류인 glutaraldehyde의 경우 가교에 의해 수용성 겔

의 형성이 우려되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Shahau et al.

(2000)에 의하면 산성수용액 내에서 Cr(VI)과 Se(VI이 음이온

상태로 존재할 때 epichlorohydrine으로 가교한 키토산의 흡착

률은 각각 Cr(VI)은 pH 3.0에서 97%, Se(VI)은 pH 4.0에서

95%의 높은 흡착능을 나타내며, 가교키토산과 음이온성 금속

이온의 흡착평형이 단시간에 이루어진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단시간에 많은 흡착이 이루어졌지만 탈착현상 또한

쉽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키토산 표면에서의 물리적인 흡착

일 뿐 착화합물이 형성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하였다. Kurita et

al.(1986)은 고분자의 구조 및 형태안정성을 위해서는 가교가 반

드시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균일계에서 가교제인 glutaraldehyde

를 적절히 사용하여 결정화도를 저하시킴에 따라 친수성이 증

가되어 흡착능이 상승하였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키토산의 -

NH2 group은 친수성이 커서 약산에서 쉽게 물분자와 겔을 형

성하기도 하므로 산성용액에서의 물리화학적 안정성이 결여되

어있기 때문에 가교제인 epichlorohydrine을 사용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보다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수준에서

제조된 고효율성의 키토산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

로 사료되어, 키토산이 산성조건에서도 팽윤하지 않고 구조적인

안정성을 가지도록 epichlorohydrine을 다양한 비율로 가교반응

시킨 후, 여러 금속이온에 대하여 흡착시간, 금속이온 농도, pH

등에 대한 흡착회수율을 알아보았다. 특히 금속이온의 흡착에서

해결할 과제인 흡착시간의 단축과 저농도용액에서 흡착은 천연

자원의 회수 및 절감, 금속 정련 공정의 단축, 고순도화, 미량

중금속 제거, 음용수의 정제 등에 반드시 필요한 연구로서 주목

된다. 

2. 실 험

2.1. 재료

금속이온 용액은 분석용 1,000ppm의 Ni
2+

, Co
2+

, (Pb(NO3)2)

Pb
2+

 및 Zn
2+
의 표준용액(Showa)을 사용하고, 0.05M의

potassium biphthalate(pH4.0)와 potassium carbonate(pH7.0, 이

상 Fisher Chemicals)는 pH조절용 완충용액으로 사용하였다.

가교제는 epichlorohydrine(ECH, Mw: 92.53, Yacuri Pure

Chemicals)을, 그 외 일급시약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2.2. 키토산과 가교키토산의 제조

비가교(noncrosskinked chitosan) 키토산은 이화정밀화학에서

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분자량은 GPC 분석결과 Mw=

188,600 g/mol이며, 탈아세틸화도(Degree of Deacetylation,

DD)는 100%에 가까운 것이다. 

가교키토산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0.067M의 NaOH

수용액 1,200 ml에 건조한 키토산 수지 20 g을 넣은 후, 상온

에서 교반하면서 완전히 분산시킨다(ca. pH10). 이 분산액에

epichlorohydrine을 키토산 단위에 대한 몰비로 5%, 10%,

15% 및 20%의 농도로 서서히 적가하면서 가교반응 시켰다.

이때 분산상태를 고르게 유지하기 위해서 교반속도는 250rpm

로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반응기의 온도를 40
o
C로 고정하고 4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이 끝난 생성물은 알칼리 상등액을

버린 후 침전물을 여과하여 탈이온수로 중성이 될 때까지 수세

Fig. 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chitosan and crosslinked

chitosan: (a) chitosan (b) chitosan-epichlo-rohyd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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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키토산에 부착되어 있는 미반응의 가교제와 알칼리를 완

전히 제거하였다. 이 가교키토산을 24시간 동안 에탄올에 침지

시킨 후 여과하여 24시간 동안 자연건조한 다음, 35
o
C에서 48

시간 진공 건조하여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가교키토산을 얻

었다. 비가교 키토산과 5, 10, 15 및 20%로 가교한 생성물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3. 가교키토산의 팽윤율 측정

가교키토산의 팽윤율(swelling ratio)은 눈금실린더법으로 측

정하였다(Krause·Eznin, 1938). 팽윤율을 측정하기 전에 가교

키토산을 35
o
C에서 72시간 동안 진공건조하여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이 가교키토산 0.3 g을 10 ml의 메스실린더에 채

워 넣고 체적을 안정화시켜 건조부피를 잰 다음, 0.5%(v/v)의

초산수용액을 가하여 가교키토산 사이의 기포가 없도록 처리하

여 밀폐하였다. 상온에서 48시간방치한 후 용매에 의해 팽윤된

수지의 부피를 측정하여 건조부피에 대한 팽윤부피의 비로서

다음의 식에 의해 팽윤율을 구하고 이를 가교도로 대신하였다.

2.4. 탈아세틸화도와 분자량 측정

키토산과 가교키토산의 탈아세틸화도와 분자량의 측정은 전

보(박영미·전동원, 2006)와 같은 방법으로 하였으며, 결과는

위의 Table 1에 제시한 것과 같다.

2.5. 중금속흡착능 측정

1,000ppm농도의 원자흡광분석용 Ni
2+

, Zn
2+

, Pb
2+

 및 Co
2+

중금속 표준이온용액에 pH 4.0, pH 7.0의 buffer solution을

가하여 5ppm, 10ppm, 50ppm, 100ppm 농도의 금속이온 용액

을 제조하여 전보(박영미·전동원, 2006)와 같은 방법으로 측

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가교키토산의 팽윤율과 가교도 

키토산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킬레이트수지 보다 훨씬 높은

분리도를 가지며, 흡착용량 또한 높아 천연고분자 흡착제로서

매우 주목받고 있는데, 그 원인은 많은 수산기를 가지고 있어

친수성이 높으며, 흡착부위에 반응성이 큰 아미노기의 수가 많

고, 키토산의 유동구조가 금속이온과 복합체를 이룰 수 있는 적

당한 원자배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키토산은 순수한 물이나 alcohol 및 alkali에는 용해되

지 않지만, 아세트산, 젖산, 포름산 등의 유기산과 묽은염산, 질

산 등에는 용해하는 성질이 있다. 즉, 키토산은 수용액 중에서

일부의 아미노기가 protonation되어 팽윤되기는 하지만, 분자사

슬 사이의 수소결합이 끊어진 것은 아니므로 용해되지는 않는

다(Oliver·Carey, 1976). 그러나 희석된 산성수용액에서는 키

토산의 아미노기가 양이온성으로 하전(-NH
3+

)되기 때문에 고분

자 사슬사이에 정전기적 반발력이 생기게 되고 이로인해 물분

자가 쉽게 침투하여 산 분자와의 용매화가 일어나게 된다

(Muzzarelli, 1977; Blackwel, 1988). 

따라서 키토산의 물성을 향상시키고 구조적인 안정성을 부

여하기 위해서 가교제를 도입한 성형물은 가교제의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흡착능이 저하되기도 한다. 즉, 가교도가 증가함에

따라 금속이온에 대한 흡착능이 감소하는데 이것은 치밀한 다

당류 분자사슬의 배열과 소수성의 증가로 인하여 흡착능이 증

가 또는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작용기의 도입에 따른 화

학적개질에 의해서 유발되는 분자배열의 변화와 소수성 파괴현

상간의 균형유지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가교키토산을 용해시킬 수 있는 용매가 아직까지 밝혀

지지 않아 키토산과 epichlorohydrine의 반응메카니즘을 규명한

다는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가교에 사용된

epichlorohydrine의 사용량에 따라 산성용액에서의 팽윤성이 달

라지므로 팽윤율을 측정하면 가교키토산의 상대적인 가교도를

구할 수 있다. 

Fig. 2에 키토산과 epichlorohydrine 사이에 예상되는 가교반

응 구조식을 제시하였다. Fig. 2에서와 같이 키토산은 분자고리

가 직선구조이기 때문에 키토산과 epichlorohydrine사이의 가교

반응은 키토산의 아미노기간 키토산의 수산기간 또는 amino

group과 hydroxyl group 사이에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즉 epichlorohydrine의 에폭시환과 키토산의 amino

group 또는 hydroxyl group과의 반응으로 에폭시환이 개환하는

친핵성 치환반응에 의하는데, 이 때 키토산의 흡착능에 큰 영

         팽윤율 =
팽윤후수지의 부피(swollenvol.(ml))

건조된 수지의 부피(driedvol. (ml))

Table 1. Characteristics of chitosan and cross-linked chitosan

Sample
 External

appearance

 Molecular Weight
1)

 Pd
1) a

1)
DD(%)  Crosslinking Ratio(%)

2) 

 Mw Mn Mp

C  flake 188,600 107,700 162,300 1.75 0.696 100 0

C5  flake 188,600 107,700 162,300 1.75 0.696 100 5 

C10  flake 188,600 107,700 162,300 1.75 0.696 100 10 

C15  flake 188,600 107,700 162,300 1.75 0.696 100 15 

C20  flake 188,600 107,700 162,300 1.75 0.696 100 20 
1)

Mw, Pd (polydispersity), and a(solubility) were determined by GPC.
2)

Crosslinking ratio means mole percent of used ECH per chitosan mol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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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양이온성 아민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키틴

을 가교제인 epichlorohydrine으로 반응시켜 3차원의 망상구조

를 가지는 가교키틴을 제조한 후, C-6 위치의 hydroxyl group

을 아미노기로 치환시켜 -NH2 리간드의 함량을 증가시킨 킬레

이트고분자를 만든 후 탈아세틸화하거나, 저온(0-5
o
C)의 강알칼

리 상태인 불균일반응계에서 키토산의 hydroxyl group을 강한

친핵성을 띄는 alkoxide group(RO-)으로 만들어 가교하는 방법

이 사용되어 왔다(Bae·Hudson, 1997).

Table 2는 0.5%(v/v) 초산수용액에 5%, 10%, 15% 및 20

%로 가교시킨 키토산의 가교도에 따른 부피변화와 팽윤율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2에서와 같이 epichlorohydrine의 사용량

이 증가함에 따라 초산수용액 내에서의 팽윤율이 감소하는 것

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키토산 분자내에 가교가 수반됨에 따

라 구조적 안정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초산과 같은 산수용액 내에서 키토산의 구조적인 안정

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가교의 도입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3.2. 가교키토산의 금속이온의 종류에 따른 흡착특성

키토산과 금속이온의 결합은 여러가지 금속들에 대해 배위

좌석(site)을 제공할 수 있는 아미노기 때문이지만, 흡착능은 원

료키토산의 유래(source), 탈아세틸화도, 금속이온의 성질, 농도

및 pH와 같은 금속이온용액의 조건에 의존적이며, 흡착은 주

로 표면결합 특이성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금속이온과 키토산

의 결합은 단지 키토산의 금속이온 흡착회수율을 분석하여 평

가하므로 정확한 결합메카니즘을 설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전이금속은 키토산의 아미노기와 배위결합하여 흡착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Maruca et al., 1982). 그러나 키토산의 아미

노기는 희석된 산성수용액 내에서 팽윤하거나(Zuoying et al.,

2001) 녹고, 중성영역에서는 침전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물

리적인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친수성의 증가

로 중금속흡착이 양호해질수도 있지만 실제 산업공정에 응용될

때는 응집현상으로 인해 공정효율을 감소시킬수 있다. 중금속

이온이 키토산과 킬레이트를 형성하게 되면 대개 착화합물을

형성하기 전에 비해 그 부피는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키토산

의 물리적, 구조적인 안정성이 결여되어있으면 금속용액에 침

지되었을 때 쉽게 팽윤되어 착체의 결합안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흡착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금속이 용액속으로 유

출되는 탈착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키

토산의 좀 더 효율적인 이용과 구조적인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

해 가교제를 사용한 polymer chain끼리의 가교반응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금속용액 내에서 구조적 안정성의 결여로 팽

윤이 일어나는 중량 평균분자량이 188,600이고 탈아세틸화도가

100%인 키토산을 가교반응시킨 후, 가교에 의한 키토산과 중

금속이온과의 흡착회수율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Table 3은 가

교키토산의 가교도별 Ni
2+
이온의 흡착회수율을 나타내고 있는

데, 가교제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흡착률은 약간씩 감소한 것

을 알 수 있다. 금속이온의 농도가 100ppm일 때는 비가교키토

산이 침지 후 10분에 63.05%의 높은 흡착회수율을 보이고 있

는 반면 epichlorohydrine의 양이 증가됨에 따라 각각 45.76%,

35.2%, 26.9%, 16.15%로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Fig. 2. Proposed reaction of the chitosan with epichlorohydrine.

Table 2. Swelling ratio of cross-linked chitosan in 0.5% (v/v) acetic acid solution 

Cross-linking Ratio (%)
1)

Dry wt. (g) Dry Vol.
2) 

(ml) Acid Conc. (%) Swollen Vol.
2) 

(ml) Swelling Ratio
3)

 (v/v) 

5 0.3 1.0  0.5 9.7 9.7

10 0.3 1.0  0.5 5.5 5.5

15 0.3 1.0  0.5 4.4 4.4

20 0.3 1.0  0.5 3.6 3.6
1)

mole% of ECH per chitosan.
2)

10 ml mass-cylinder was used.
3)

Swelling test were carried out in 0.5% (v/v) acetic acid solution at room temperature for 48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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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시간이 더욱 경과되면 흡착거동은 가교의 유무에 상

관없이 흡착률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지만, 180분 후의 흡착회

수율은 가교하지 않은 키토산의 흡착률이 97.45%로 100% 가

까운 흡착회수율을 보이고 있지만 가교제가 키토산에 대해 20

%까지 비교적 많이 첨가된 경우 50.77%정도 흡착되어 1/2정도

로 흡착률이 감소되었다. 금속이온의 농도가 5, 10, 50ppm일

때도 가교제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흡착률이 꾸준히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산성영역에서는 가교도에 따른 흡

착률의 감소경향이 분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pH가 7.0인

영역에서는 흡착회수율이 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00ppm 농도에서 가교하지 않을 때는 10분에 86.55%를

흡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180분후에 92.3%를 보인데 비해

가교제 첨가량이 가장 많은 20%를 첨가했을 때는 10분과 180

분후의 흡착률이 각각 66.51%와 75.23%로 그다지 크게 감소

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교의 유무에 상관없이 흡

착초기에 거의 흡착평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금폐수의 pH는 대부분 강산성이며 이러한 폐수로부터 니켈

을 응집할 때 키토산의 가교도가 10%까지는 타당하지만 그 이

Table 3. Recovery ratio of Ni
2+

 on the reaction time of differently cross-linked chitosan at various metal concentrations (at pH 4.0)

Metal Conc.

(ppm)
1)

Crosslinking 

Ratio(%)
2)

Reaction Time(min)
3)

10 20 30 60 90 120 180

100 0 63.05

(86.55)

83.94

(92.03)

91.13

(92.26)

96.60

(93.52)

96.00

(93.24)

98.55

(93.85)

97.45

(92.30)

5 45.76

(80.32)

55.74

(90.00)

60.95

(90.59)

69.04

(91.48)

64.71

(91.50)

68.29

(91.20)

68.34

(90.83)

10 35.20

(66.63)

46.00

(81.37)

53.17

(87.46)

59.95

(88.49)

60.75

(89.00)

60.68

(89.62)

62.69

(89.26)

15 25.90

(61.48)

36.12

(67.50)

46.71

(84.42)

53.70

(85.71)

56.77

(86.00)

56.79

(86.38)

58.87

(86.75)

20 16.15

(66.51)

27.09

(69.58)

39.69

(72.68)

48.20

(74.09)

51.28

(74.25)

53.00

(74.26)

50.77

(75.23)

50 0 81.92

(80.84)

94.71

(85.27)

96.24

(87.22)

97.83

(87.29)

92.20

(86.75)

99.02

(88.89)

95.14

(87.55)

5 57.33

(70.26)

72.36

(81.68)

82.38

(85.39)

86.90

(84.58)

90.50

(85.64)

89.85

(86.68)

90.31

(86.06)

10 33.29

(63.95)

45.94

(75.64)

59.02

(82.07)

68.67

(84.37)

69.93

(85.49)

66.68

(84.26)

66.77

(85.12)

15 32.45

(62.59)

44.23

(75.32)

58.45

(80.22)

63.60

(82.88)

65.59

(93.92)

66.40

(83.51)

62.77

(84.60)

20 27.46

(62.84)

39.00

(73.08)

51.47

(76.13)

62.23

(78.31)

63.95

(78.48)

64.82

(77.54)

66.01

(77.78)

10 0 81.61

(78.50)

93.75

(77.30)

98.82

(82.24)

98.69

(83.56)

98.87

(82.49)

98.89

(82.46)

99.98

(82.58)

5 65.56

(73.47)

78.16

(80.14)

91.48

(81.51)

98.36

(80.95)

97.94

(80.59)

99.50

(79.77)

99.61

(80.92)

10 49.72

(70.90)

59.96

(77.00)

78.22

(77.18)

87.78

(79.75)

86.97

(79.78)

88.31

(78.50)

88.25

(77.45)

15 41.07

(63.35)

57.27

(70.00)

69.54

(74.86)

73.93

(77.01)

76.80

(76.54)

77.06

(75.67)

74.81

(75.91)

20 34.12

(57.90)

50.14

(69.07)

57.12

(72.44)

63.91

(73.37)

61.70

(74.08)

64.59

(74.19)

64.16

(73.64)

5 0 76.38

(80.46)

91.62

(81.63)

91.46

(91.78)

93.24

(94.16)

97.18

(94.20)

95.64

(92.87)

91.77

(92.56)

5 65.72

(73.39)

77.52

(76.52)

89.54

(81.73)

92.72

(82.03)

94.28

(82.25)

95.34

(82.44)

91.36

(82.64)

10 48.34

(73.66)

61.96

(74.46)

79.16

(77.70)

82.22

(81.28)

90.66

(81.47)

87.64

(79.86)

88.38

(78.47)

15 32.06

(65.79)

39.38

(73.08)

63.08

(76.98)

68.34

(78.09)

75.10

(78.10)

74.70

(77.21)

74.44

(76.10)

20 23.28

(64.97)

35.40

(70.82)

44.00

(72.88)

49.76

(74.28)

58.50

(75.39)

58.46

(76.99)

55.32

(74.23)
1)

concentrations of metal solution (ppm); 
2)

: mole% of ECH; 
3)

: reaction time of metal with chitosan (Mw;188,600, DA;100%); ( ) means recovery

ratio at 7.0 of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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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가교반응은 오히려 고분자의 물리적인 안정성보다는 흡착

저하를 더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Table 4는 가교키토산의 Co
2+
에 대한 흡착회수율을 나타내고

있다. Co는 리튬 ion 2차 전지 외, VTR 의 자성재료, 잉크재

료, 촉매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산업폐기물로서 회

수하는 과정에서 이온교환수지나 킬레이트수지뿐만 아니라 키

토산과의 배위결합하는 킬레이트능이 매우 낮기때문에 예상한

바와 같이 가교후에도 역시 낮은 흡착률을 나타내고 있다. 금

속용액의 농도가 100ppm일 때, 가교제의 첨가량이 5, 10, 15,

20%로 증가하는데도 20분후의 흡착률은 24.18%, 23.98%,

20.59%, 19.7%로 가교도와 상관없이 흡착회수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Co
2+
이온이 키토산을 비롯한 대부분의

킬레이트화제에 대한 흡착능이 낮은 이유는 Co
2+
이온과 키토

산의 아미노기와의 배위결합에 의해 착체가 형성되었다기보다

는 표면에서 물리적으로 일시적인 결합이 일어났다가 교반에

의해 서로 분리가 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Co
2+
의 용액

농도가 낮은 10ppm일 경우 60분이 경과하면 60%이상의 흡착

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결합에 관여하는 아미노기와 Co
2+

의 농도 및 키토산의 Co
2+
에 대한 선택적 흡착에 의한 결과로

추측된다.

Table 5는 가교키토산의 Zn
2+
이온에 대한 흡착회수율의 결과

를 나타내고 있는데, Ni
2+
와 Co

2+
의 흡착경향과 같이 키토산에

도입된 가교제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흡착회수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Co
2+
에서와 같이 흡착개시 후 단시간에

흡착평형이 이르지는 않지만 60분이 경과하면 역시 가교제의

사용유무에 상관없이 평형상태가 된다. 가교제가 5, 10, 15,

20%로 첨가되면서 10분후의 흡착률의 감소율에 비해 180분후

의 감소율이 더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흡착초기에 흡착률의

감소가 큰 것은 가교제가 흡착개시 후 바로 킬레이트화에 영향

을 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키토산의 가교도가 증가

함에 따라 아미노기와 금속이온과 결합할 수 있는 흡착 site가

감소하므로 금속의 흡착량은 다소 저하된다. 

즉, 흡착량감소로 중금속의 농도가 가교와 더불어 상승한 이

유로 프로톤화하지 않은 키토산과 중금속의 배위결합 사이의

경쟁에 의한 반발력과 프로톤화한 키토산과 중금속간의 정전기

적 인력을 들 수 있다. 키토산의 가교반응은 아미노기간의 결

합이나 아미노기와 수산기사이 또는 수산기간의 결합으로 인해

금속이온과 킬레이팅할 수 있는 아미노기의 감소에 따라 흡착

량이 저하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Zn
2+
도 Ni

2+ 
경우에서

처럼 가교제의 첨가로 흡착량은 다소 감소하였지만 10분만에

40-50%의 높은 흡착률을 나타내주고 있으며, 30분 정도에 거

의 흡착평형 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결합안정도는 크지만

공정상 단시간에 흡착을 해야만 하는 킬레이트수지의 요구조건

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Table 6은 Pb
2+
의 가교도에 따른 흡착결과이며, Pb

2+
의 경우

Co
2+
와 비슷한 흡착거동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교제

가 5% 첨가되었을 때 100ppm 농도에서 흡착률의 감소량은

흡착개시 10분과 20분 후에 각각 37.67%와 38.86%에서

23.65%와 25.48%로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50ppm에

서도 43.98%와 53.5%에서 16.77%와 22.25%로 감소하고 있

다. 그러나 10ppm에서는 동일한 조건인 흡착개시 10분과 20분

이 경과한 후, 55.23%와 60.08%의 흡착회수율에서 52.74%와

56.58%로 감소하였고, 5ppm 농도에서도 64.81%와 72%에서

58.72%와 67.56%로 감소하여 금속이온의 농도가 낮아질수록

가교제에 따른 영향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키토산의

Pb
2+
이온 흡착회수율이 40-70%에 이르며 가교제의 영향이 매

우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가교하지 않은 키토산이 산성수

용액 내에서 팽윤하는 것을 막고 안정한 착화합물로 유도하기

위해 소량의 가교제를 첨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Pb
2+
의 흡착회수율은 pH가 4일 때 금속용액의 농도

가 낮은 10ppm와 5ppm을 제외하고는 30%정도의 낮은 흡착

률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키토산이 Pb
2+

의 회수에 적합한 킬레이트 수지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중금속

이 미량 존재하는 용액에는 적절하지만, 고농도의 Pb
2+
이온이

함유되어 있을 때는 여러가지 면에서 효율성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Pb는 주로 염색폐수의 정련과정에서 강알칼리

Table 4. Recovery ratio of Co
2+

 on the reaction time of differently cross-linked chitosan at various metal concentrations (pH 4.0)

Metal Conc. 

(ppm)
1)

Crosslinking 

Ratio (%)
2)

Reaction Time (min)
3)

10 20 30 60 90 120 180

 100 0 28.47 36.86 36.86 50.02 52.34 57.83 57.87

5 27.65 24.18 30.01 35.59 37.23 41.43 42.14

10 19.84 23.93 24.92 29.18 29.45 28.59 26.78

15 16.44 20.59 23.13 29.84 30.06 30.39 24.76

20 11.39 19.70 20.38 19.00 16.46 18.20 17.25

 10 0 37.67 57.01 66.53 75.88 77.65 81.05 80.55

5 14.09 15.25 56.58 64.56 67.77 68.83 67.25

10 12.84 14.42 46.47 62.67 63.22 67.28 66.48

15 11.14 13.49 33.28 60.21 58.48 61.12 62.12

20 12.25 12.83 24.48 51.27 58.79 57.59 59.45
1)2)3)

see table 3 for explanation of symbols



각종 폐수로부터 중금속 이온을 제거하기 위한 Epichlorohydrine-가교키토산의 제조 및 가교도의 효과 583

성의 폐수나 안료폐수의 약알칼리성인 상태로 배출이 되는 점

으로 미루어, 이와 같은 폐수의 회수에 키토산의 사용이 생물

학적 흡착제로 효율적인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5ppm 이하의

저농도 중금속도 60%이상 흡착하는 것은 일반 킬레이트수지에

서 기대하기 어려운 결과로서 주목할만한 현상이다. 

4. 결 론

고순도의 키토산을 가교제인 epichlorohydrine으로 5-20%까

Table 5. Recovery ratio of Zn
2+

 on the reaction time of differently cross-linked chitosan at various metal concentrations (pH 4.0)

Metal Conc.

(ppm)
1)

Crosslinking 

Ratio (%)
2)

Reaction Time (min)
3)

10 20 30 60 90 120 180

100 0 57.47 59.79 66.15 72.82 74.55 88.12 87.04

5 54.33 61.51 62.77 73.34 84.03 84.41 84.14

10 50.30 53.59 57.53 61.35 63.62 64.71 62.72

15 45.10 50.10 53.94 56.43 59.52 62.35 62.96

20 34.10 47.98 50.91 55.38 57.82 57.13 57.78

50 0 58.23 65.88 67.70 70.95 72.14 76.36 78.59

5 56.28 62.06 65.71 70.50 74.00 77.18 78.01

10 53.95 53.59 62.19 63.64 66.64 69.50 70.22

15 43.70 51.04 61.27 62.42 60.00 67.90 67.50

20 34.28 46.99 52.95 58.89 56.35 59.19 65.40

10 0 50.81 68.58 74.44 87.79 87.84 92.68 90.44

5 47.76 63.03 68.36 78.25 81.40 87.21 82.54

10 47.36 62.16 66.40 76.04 74.88 78.25 76.22

15 47.14 61.48 66.47 74.20 74.84 72.28 76.30

20 36.43 44.56 54.42 61.28 58.76 59.20 56.48

5 0 58.18 70.52 77.12 89.92 90.07 94.97 95.67

5 56.17 65.06 66.60 76.84 82.19 87.12 89.44

10 51.72 56.75 64.86 76.25 76.00 77.52 78.75

15 51.43 53.51 63.29 68.57 72.85 74.68 77.18

20 35.00 43.76 46.82 55.60 59.81 61.01 59.46
1)2)3)

see table 3 for explanation of symbols

Table 6. Recovery ratio of Pb
2+

 on the reaction time of differently cross-linked chitosan at various metal concentrations (pH 4.0)

Metal Conc.

(ppm)
1)

Crosslinking 

Ratio (%)
2)

Reaction Time (min)
3)

10 20 30 60 90 120 180

100 0 37.67 38.86 39.80 43.84 48.07 55.58 53.74

5 23.65 25.48 34.20 31.65 32.36 33.90 38.28

10 20.56 30.07 30.19 31.74 33.40 31.57 33.53

15 21.31 25.56 26.15 28.48 29.69 28.23 30.11

20 20.85 24.06 24.15 29.19 27.07 26.86 23.69

50 0 43.98 53.50 46.29 57.22 59.48 62.57 63.00

5 16.77 22.25 19.91 28.00 30.61 31.33 28.78

10 15.93 18.89 19.48 21.19 22.61 22.48 23.90

15 12.89 18.59 18.22 19.81 21.35 21.64 22.68

20 12.55 17.89 18.06 19.34 20.14 21.55 21.44

10 0 55.23 60.80 68.27 61.94 54.87 57.30 60.24

5 52.74 56.58 62.75 63.51 64.67 67.51 67.68

10 50.04 56.44 61.34 66.64 68.98 66.39 70.48

15 46.21 56.04 66.91 55.69 58.03 65.44 63.70

20 43.76 56.38 55.12 55.72 57.16 60.14 60.63

5 0 64.81 72.00 73.92 78.00 84.79 80.17 80.27

5 58.72 67.56 62.56 66.00 69.22 63.06 67.40

10 51.86 60.45 62.54 59.70 65.04 56.70 59.38

15 45.20 58.20 62.54 55.36 55.36 46.70 44.36

20 40.02 48.86 52.06 50.86 51.86 45.74 44.02
1)2)3)

see table 3 for explanation of symb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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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가교결합시킨 후, Ni
2+

, Co
2+

, Pb
2+ 
및 Zn

2+
 이온과 가교키

토산의 금속흡착회수율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가교키토산의

가교도가 증가할수록 팽윤율이 감소하여 가교를 확인할 수 있

었으며, 모든 금속이온의 흡착회수율은 가교도가 증가할수록 감

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흡착조건이 pH, 금

속이온의 농도 및 금속의 종류에 무관하였으며, 금속용액에 가

교키토산을 침지한 시간과는 대체로 일치하여 침지 후 10분내

에 흡착평형이 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거의 침지시간에 비례하

여 시간에 따라 흡착회수율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키

토산의 가교반응은 산수용액에서 팽윤을 막고 물리적인 구조안

정성을 위해 실시하였으나 강알칼리의 폐수에도 60%이상의 매

우 높은 흡착회수율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가교하지

않을 때 보다 흡착능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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