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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 용액에서 지르코늄(IV)계 금속-유기물 구조체 UIO-66-NH2의
팔라듐(II) 흡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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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tal-organic frameworks are used in many applications, such as gas separation, catalysis, and

the synthesis of nanomaterials. Metal-organic frameworks show superior stability at high temperature, which

makes them potentially useful for the adsorption of metal ions from leaching solutions at high temperature.

In this work, UIO-66-NH2, a zirconium(IV) based metal-organic framework, was employed for the adsorption

of Pd(II) from hydrochloric acid solutions. The adsorption percentage of Pd(II) decreased rapidly as HCl

concentration increased from 0.2 M to 1 M and was negligible beyond 3 M. It was found that some of the UIO-

66-NH2 was disrupted in the strong HCl solution and released Zr(IV) into the solution. The effect of chloride

ion concentration on the adsorption of Pd(II) was investigated. The adsorption percentage of Pd(II) by UIO-

66-NH2 decreased rapidly as chloride ion concentration increased. The adsorption of Pd(II) onto UIO-66-NH2

followed the Langmuir isotherm and reached equilibrium within 2 hours under these experimental conditions.

The kinetic data for the adsorption of Pd(II) onto UIO-66-NH2 agreed well with a pseudo-second order kinetic

model. The initial rate constant at 0.2 M HCl was 15.2 mg/g·min and decreased to 2.7 mg/g·min at 1.0 M HCl.

More work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tability of UIO-66-NH2 in strong HCl solution and to make the metal-

organic framework at lower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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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금속-유기물 구조체(Metal-Organic Framework, MOFs)

는 금속이온 또는 클러스터와 유기 리간드로 구성된 3차

원 구조의 다공체이다 [1,2]. 금속-유기물 구조체는 비표면

적과 기공 부피가 크고 적절한 클러스터와 유기 리간드의

변형을 통해 맞춤형 분자 설계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현

재 기체의 흡착 및 분리, 센서, 촉매, 약물 전달, 나노물질

합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응용 잠재력으로 인해 관

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3-10]. 

노르웨이의 Li l lerud교수는 지르코늄(IV)과 1 ,4-

benzenedicaboxylic acid를 사용해 금속-유기물 구조체를

제조하고 UIO-66(UIO는 University of Oslo의 약어)라고

명명했다 [11]. 본 논문에서 사용한 UIO-66-NH2는 UIO-

66의 변형으로 2-Aminoterephthalic acid를 유기 리간드로

사용해 제조 가능하다. UIO-66-NH2는 입방최밀충전 구조

로 볼 형태의 결정을 가지며 내부에 존재하는 기공의 반지

름은 9.5 Å이며 단위 질량당 876 m2/g과 0.379 cm3/g의

높은 비표면적과 비체적을 갖는다 [12]. 금속-유기물 구조

체를 수용액에서 금속 흡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금속-유기물 구조체의 화학적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13,7,14-16]. UIO-66-NH2는 내화학적 특성이 뛰어난 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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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늄(IV)을 클러스터로 사용해 다른 금속-유기물 구조체보

다 수용액에서 화학적, 열적 안전성이 크다. 문헌에 따르면

pH가 1정도의 염산 용액에서도 UIO-66-NH2는 변형되지

않고 안정하다 [17]. 

팔라듐은 연료전지용 합금, 불용성 전극재료, 광촉매재료,

가스 센서, 금속 유리 재료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된다

[18-21]. 또한 팔라듐은 다른 전이금속에 비해 수소 흡수능

력이 매우 커서 수소저장물질로 사용되며, 향후 수요가 증

가할 가능성이 높다 [21]. 팔라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2차 자원으로부터 팔라듐을 회수하기 위한 연구

가 필요하다 [19-25]. 기존 문헌에 따르면 UIO-66-NH2로

pH 1정도의 염산 용액에서 팔라듐을 흡착하는 것이 가능

하다 [9]. 그러나 백금족 금속이 함유된 2차 자원 침출액

의 염산농도는 1 M 이상이다. 따라서 1 M 이상의 염산

용액에서 UIO-66-NH2에 의한 팔라듐(II)의 흡착 거동에

대한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실제공정에 적용하기 위

해서는 염산농도에 따른 UIO-66-NH2의 안정성과 팔라듐

(II)의 흡착용량 및 속도론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염산수용액에서 UIO-66-NH2를 사용하여

염산 및 염소이온의 농도에 따른 팔라듐(II)의 흡착거동을

조사했다. 반응시간에 따른 흡착률의 변화에 대해 2차 반

응속도 모델을 적용하여 속도론적 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UIO-66-NH2에 팔라듐(II) 흡착에 대해 Langmuir 등온흡착

평형을 적용해서 최대흡착용량을 구했다. UIO-66-NH2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흡착된 팔라듐(II)을 세

출하는 조건을 조사했다.

2. 실험 재료 및 방법

2.1 실험 재료 및 방법

UIO-66-NH2를 제조하기 위해 ZrCl4(99.5%, Sigma-

Aldrich), N,N’-Dimethylformamide (99.8%, Sigama-

Aldrich), BDC-NH2(99%, Sigama-Aldrich), 에틸 알코올

(95%, Daejung Chemical & Metals Co., Ltd)을 사용했

다. PdCl2(99.9%, Sigma-Aldrich)를 2차 증류수에 용해시

켜 팔라듐(II) 용액을 제조했다. 염산(35%, Daejung

Chemical & Metals Co., Ltd)을 첨가하여 팔라듐용액의

산도를 조절하였고, 염화나트륨(99%, Daejung Chemical

& Metals Co., Ltd)을 첨가하여 팔라듐용액의 염소이온농

도를 변화시켰다. 

회분식 흡착 실험에서 50 mL 광구병을 사용했고 실험

용액은 10 mL로 고정했다. 반응 온도, 교반 속도와 교반

시간을 조절하기 위해 교반기(HB-201SF, Hanbaek

Scientific Co.)를 사용했다. 모든 실험에서 교반 속도와 교

반온도는 200 rpm와 25 oC로 고정했다. 흡착된 UIO-66-NH2

는 여과지(Advantec No.2: 110 mm, pore size : 5 um)를

사용해 용액과 분리했다. 

세출 실험에 사용한 팔라듐(II)이 흡착된 UIO-66-NH2는

염산 농도 0.2 M인 100 mg/L의 팔라듐(II) 용액을 1 g/L

의 UIO-66-NH2로 흡착해서 준비했다. 세출 실험시 용액의

부피와 시간을 각각 10 mL와 2시간으로 고정했다. 팔라듐

(II)이 흡착된 UIO-66-NH2를 여과지로 분리한 다음 UIO-66-

NH2를 60 oC에서 12시간 건조시켜 세출 실험에 사용했다. 

2.2 UIO-66-NH2의 합성

지르코늄(IV)계 금속-유기물 구조체인 UIO-66-NH2는 문

헌에 발표된 방법에 따라 제조했다 [9,17]. ZrCl4(125 mg,

0.54 mmol), N,N’ – Dimethylformamide (DMF, 15 ml),

염산 (1.00 ml) 그리고 BDC-NH2 (134 mg, 0.75 mmol)을

비커에 넣고 초음파 발생 장치에서 40분 동안 처리해 완

전히 용해시켰다. 상기 조건에서 제조된 용액을 120 oC에

서 24시간 동안 오븐에서 건조시켰다. 생성된 UIO-66-

NH2를 여과지로 여과하고 N,N’–Dimethylformamide

(DMF)와 에탄올로 세척했다. 세척 후 UIO-66-NH2를 오

븐을 사용하여 60 oC에서 12시간 건조 후 팔라듐(II) 흡착

실험에 사용했다. 

수용액에 존재하는 팔라듐(II) 농도는 ICP-OES(Inductive

Coupled Plasma Optical Emission Spectrometer, Spectro

arcos FHE 16 model)로 측정했다.

3. 결과 및 고찰

3.1 염산용액에서 UIO-66-NH2의 팔라듐(II) 흡착

문헌에 따르면 0.1 M 이상의 염산 용액에서 팔라듐(II)

은 대부분 PdCl4
2-로 존재한다 [18,19]. 본 실험에서 사용

한 지르코늄(IV)계 금속-유기물 구조체는 UIO-66-NH2로

수용액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금속-유기물 구조체보다 강한

안정성을 보인다 [11,17]. UIO-66-NH2는 [Zr6O4(OH)4]
12+

형태의 지르코늄(IV) 클러스터와 12개의 BDC-NH2의 결합

으로 이루어진 금속-유기물 구조체이다. 이러한 금속-유기

물 구조체에 이온이 흡착되는 것은 노드에 존재하는 아민

기(-NH2)로 인한 흡착과 지르코늄 클러스터와 클러스터 사

이에 존재하는 결함으로 인한 흡착으로 대별된다 [6,9].

UIO-66-NH2에서 BDC-NH2에 존재하는 아민은 염산용액

에서 산-염기 반응에 의해 양성자가 첨가되어 BDC–NH3
+

로 전환된다. 이와 같이 형성된 BDC–NH3
+는 정전기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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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으로 수용액에 존재하는 음이온 PdCl4
2-를 흡착한다 [9].

한편 클러스터와 클러스터 사이에 노드가 존재하지 않는

결함 사이트에는 Zr–OH 또는 Zr–OH2가 존재할 수 있다.

BDC-NH2의 양성자 첨가반응을 식 (1)에 나타냈다. 또한

BDC–NH3
+와 Zr-OH에 의한 PdCl4

2- 흡착 반응을 각각

식 (2)와 (3)에 나타냈다 [9].

BDC – NH2 + H+ = BDC – NH3
+ (1)

2BDC – NH3
+ + PdCl4

2-

= BDC – NH3
+ – PdCl4

2- – NH3
+– BDC (2)

2Zr – OH + 2H+ + PdCl4
2- = Zr – PdCl4 – Zr + 2H2O (3)

식 (1)-(3)을 보면 BDC–NH3
+나 Zr-OH에 의해 팔라

듐(II)이 흡착되려면 수소이온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UIO-66-NH2에 의한 팔라듐(II)의 흡착반응에서 염

산농도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산도가 강

한 용액에서는 (1)-(3)반응에 의한 흡착반응이 활발히 일

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금속-유기물 구조체에

서 결함 농도는 높지 않고, UIO-66-NH2의 팔라듐(II) 흡

착량이 UIO-66보다 매우 높다 [4]. 따라서 BDC–NH2에

양성자 첨가반응이 일어난 다음 팔라듐(II) 음이온을 정전

기적 인력으로 흡착하는 반응 (2)가 주로 일어난다고 생

각된다. 

염산 농도가 UIO-66-NH2의 팔라듐(II) 흡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염산 농도를 0.2 M에서 9 M까지 변

화시켜 실험한 결과를 그림 1에 나타냈다. 본 실험에서 팔

라듐(II)의 농도는 100 mg/L로 고정시켰고, UIO-66-NH2의

농도는 0.5 g/L로 조절했다. 염산농도 0.2 M에서 1 M 사이

에서 팔라듐(II)은 UIO-66-NH2에 흡착되었고, 염산농도

3 M 이상의 용액에서는 팔라듐(II)이 미량 흡착되었다. 또

한 3 M 이상의 염산용액에서 흡착 실험시 UIO-66-NH2가

불안정해지면서 일부 지르코늄(IV)이 팔라듐(II)용액으로 용

출되어 용액내 지르코늄(IV) 농도가 증가했다. UIO-66-

NH2가 음이온의 흡착제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수소이온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본 실험결과에 의하면 염산농도가

0.2 M에서 1 M로 증가함에 따라 팔라듐(II)의 흡착률은 감

소했다. 염산 농도 증가에 따라 흡착률이 감소하는 이유는

염소 이온 농도의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생각되며, 3.2절

에서 이의 영향을 고찰했다.

3.2 염소이온 농도가 UIO-66-NH2의 팔라듐(II) 흡착

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염산농도 실험범위에서 팔라듐(II)은 PdCl4
2-

단일 화학종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염산 농도 0.2 M에서

1.0 M 농도 범위에서 염산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UIO-66-

NH2로의 팔라듐(II) 흡착률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염소이온

농도가 팔라듐(II)의 흡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0.2 M 염산 용액에 염화나트륨를 첨가해 흡착실험을 수행

한 결과를 그림 2에 나타냈다. 반응식 (2) 와 (3)을 보면

팔라듐(II)의 흡착반응에 염소이온은 무관하지만, 실험결과

염소이온의 농도가 1 M로 증가함에 따라 팔라듐(II)의 흡

착률이 감소했다. PdCl4
2-와 염소이온의 유효 반지름은 각

각 5.5 Å, 1.81 Å로 PdCl4
2-가 더 크므로 전하밀도(charge

density)는 염소이온과 비슷하다 [26,9]. 그러나 PdCl4
2-가

염소이온에 비해 부피가 크므로 UIO-66-NH2에 흡착시 입

체인자(Steric factor)가 증가하므로 팔라듐(II)보다는 염소

Fig. 1. Effect of HCl concentration on the adsorption of Pd(II) onto
UIO-66-NH2 and Zr(IV) concentration in the solution owing to
UIO-66-NH2 breakage.(([UIO-66-NH2 Concentration] = 0.5 g/L,
[Pd(II)] = 100 mg/L , [Reaction time] = 2 h)

Fig. 2. Effect of chloride ion concentration on the adsorption of
Pd(II) onto UIO-66-NH2 from 0.2 M HCl solution. ([UIO-66-NH2

concentration] = 0.5g/L, [Pd(II)] = 100 mg/L, [Reaction time] = 2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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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흡착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팔라듐(II)에 비해 염소이온의 농도가 과잉인 조건에서는

질량작용의 법칙에 따라 염소이온이 흡착된다. 본 실험결

과로부터 UIO-66-NH2로 팔라듐(II) 흡착시 염산과 염소이

온의 농도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3.3 염산 용액에서 UIO-66-NH2에의 팔라듐(II) 흡착

속도

염산 농도가 팔라듐(II) 흡착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하기 위해 염산농도 0.2 M과 1.0 M 용액에서 반응속도실

험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팔라듐(II)의 농도가

100 mg/L인 용액을 대상으로 UIO-66-NH2의 농도와 실험

용액의 부피를 각각 0.5 g/L와 10 mL로 조절하여 반응시

간을 30분에서 6시간까지 변화시켰다. 그림 3에 의하면

UIO-66-NH2는 두 염산농도 용액에서 2시간 만에 흡착 평

형에 도달했다. 팔라듐(II)의 UIO-66-NH2 흡착 반응속도에

대한 정량적 정보를 얻기 위해 고체상의 흡착 평형능력을

기반으로 유도된 2차 반응속도 모델(pseudo-second-order

kinetic model)을 사용해 분석했다 [27,28]. 식 (4)는 2차

반응속도 모델을 나타낸다 [27].

(4)

상기 식에서 t는 반응시간(min), qt는 단위 질량당 반응

시간 t에서 흡착된 팔라듐(II) 이온의 흡착 용량(mg/g), qe

는 단위 질량당 평형상태에서 흡착된 팔라듐(II) 이온의 흡

착 용량(mg/g), k는 2차 반응속도 상수(g/mg/min)를 나타

낸다 [27,28]. 상기 2차 반응속도 모델을 본 연구의 흡착

실험자료에 적용하면 k와 qe를 구할 수 있고 이 값으로부

터 식 (5)을 사용하여 초기 흡착속도(h, mg/g/min)를 구할

수 있다 [28].

h = kqe
2 (5)

2차 반응속도 모델을 본 논문의 실험결과에 적용한 결과

를 그림 4와 표 1에 나타냈다. 본 실험조건에서 염산 용

액에서 UIO-66-NH2의 팔라듐(II) 흡착은 2차 반응 속도

식과 잘 일치하였다. 또한 2차 반응속도 모델을 통해 구한

k와 qe는 염산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했다. 초기 흡착

속도(h)는 염산 농도와 반비례하여 염산 농도가 낮을수록

높은 초기 흡착속도를 보였다. 따라서 본 실험 결과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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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ariation of Pd(II) adsorption onto UIO-66-NH2 with
reaction time from 0.2 M and 1.0 M HCl solution. ([UIO-66-NH2

concentration] = 0.5g/L, [Pd(II)] = 100 mg/L, [Reaction time] = 0.5
– 6 h)

Table 1. Estimated coefficients of pseudo second order adsorption kinetics and Langmuir isotherm for the adsorption of Pd(II) onto UIO-66-
NH2 from 0.2 and 1.0 M HCl solution. 

HCl concentration

Pseudo-second-order kinetic coefficients Langmuir isotherm coefficients

Calculated equi. 

uptake qe(mg/g)
k(g/mg·min) h(mg/g·min) qmax(mg/g) k(L/mg)

0.2 M 106.4 0.002 15.2 106.5 0.4

1.0 M 50 0.001 2.7 40.6 0.5

Fig. 4. Correlation of kinetic data with pseudo second-order kinetic
model for the adsorption of Pd(II) onto UIO-66-NH2 from 0.2 M
and 1.0 M HCl solution. ([UIO-66-NH2 concentration] = 0.5g/L,
[Pd(II)] = 100 mg/L, [Reaction time] = 0.5 – 6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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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UIO-66-NH2에 의한 팔라듐(II)의 흡착에서 염산농도

는 흡착속도와 흡착용량에 영향을 미치며 염산농도가 낮을

수록 흡착용량은 증가하였다. 식 (5)로 구한 UIO-66-NH2

의 팔라듐(II) 초기 흡착속도는 UIO-66-NH2의 단위 질량

당 높은 비표면적과 비체적으로 인해 매우 빠르다 [27,28].

Fick의 확산 법칙에 따르면 몰분율이 감소하면 PdCl4
2-의

유속이 감소하여 UIO-66-NH2와 계면에 도달할 수 있는

PdCl4
2-의 유효농도가 감소한다. 따라서 염산 농도가 증가

하면 초기 흡착속도는 감소하게 된다. 

3.4 염산 용액에서 UIO-66-NH2 농도에 따른 흡착률

변화 및 등온흡착곡선

UIO-66-NH2의 농도가 팔라듐(II) 흡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0.2 M과 1.0 M 염산용액에서 UIO-66-

NH2의 농도를 0.2 g/L에서 4 g/L까지 변화시켰다. 그림 5

에 따르면 0.2 M 염산 용액의 경우 UIO-66-NH2의 농도

가 2 g/L인 조건에서 팔라듐 100 mg/L가 대부분 흡착되

었다. 그러나 1.0 M 염산 용액의 경우 UIO-66-NH2의 농

도 4 g/L 조건에서 90% 정도 팔라듐(II)이 흡착된다. 

염산용액에서 UIO-66-NH 2로 팔라듐( I I )  흡착은

Langmuir등온흡착을 따르며 실험자료로부터 다음의 직선

관계를 얻을 수 있다 [29,30].

(6)

상기 식에서 qe는 단위 질량당 평형상태에서의 팔라듐

(II) 이온의 교환 용량(mg/g), qm은 단위 질량당 평형상태

에서 팔라듐(II) 이온의 최대 교환 용량(mg/g), Ce는 흡착

실험 후 용액에서 팔라듐(II) 이온 농도(mg/L), K는

Langmuir 상수이다(L/mg). 실험에서 얻은 자료를 상기

Langmuir 등 온흡착식으로 도해한 결과를 그림 6에 나타

냈다. 본 실험 자료는 직선적인 관계를 나타냈고 이로부터

염산용액에서 팔라듐(II)는 UIO-66-NH2에 Langmuir 등온

흡착에 의해 흡착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Langmuir 등온

흡착 곡선으로부터 얻은 Langmuir 상수와 최대 교환 용량

을 표 1에 나타냈다. 염산농도 0.2 M과 1 M에서 UIO-66-

NH2의 팔라듐(II) 최대 흡착용량은 각각 106.5와 40.6 mg/g

으로 이온교환수지에 비해 매우 높다. 또한 염산농도가 높

은 조건에서 흡착용량이 감소하였다.

3.5 세출

팔라듐(II)을 흡착한 UIO-66-NH2로부터 팔라듐(II) 회수

를 위해 세출 실험을 진행했다. UIO-66-NH2로부터 팔라듐

(II)을 세출 시 UIO-66-NH2를 구성하는 팔라듐(II)의 세출

과 함께 지르코늄(IV)이 분해되지 않는 조건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본 실험에서는 티오요소(thiourea, CH4N2S), 티

오시안산 암모늄(ammonium thiocyanate, NH4SCN), 탄산

나트륨(sodium carbonate, Na2CO3)을 사용하여 세출실험을

수행했으며 결과를 표 2에 나타냈다. 탄산나트륨을 세출제

로 사용시 팔라듐(II)을 모두 세출할 수 있지만 지르코늄

(IV)이 분해되어 수용액에서 120 mg/L이 검출되었다. 티오

요소를 세출제로 사용하는 경우 티오시안산 암모늄에 비해

팔라듐(II) 세출률은 높으나 0.5 M의 티오요소에서 4 mg/L

의 지르코늄(IV)이 검출되었다. 티오시안산 암모늄을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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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UIO-66-NH2 concentration on the adsorption of
Pd(II) from 0.2 M and 1.0 M HCl solution. ([Pd(II)] = 100 mg/L,
[Reaction time] = 2 h)

Fig. 6. Langmuir adsorption isotherm of Pd(II) onto UIO-66-NH2

from 0.2 M and 1.0 M HCl solution. ([Pd(II)] = 100 mg/L,
[Reaction time] = 2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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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사용시 농도가 0.2 M에서 0.5 M로 증가하면 팔라듐

(II)의 세출률이 60에서 80%로 증가하나 지르코늄(IV)이

분해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사용한 세출제중에

서 티오시안산 암모늄이 UIO-66-NH2로부터 팔라듐(II)의

세출제로 적합하다. HSAB(Hard and Soft Acids and

Bases)원리에 따르면 팔라듐(II)은 무른 산으로 센 염기인

염소이온보다 무른 염기인 SCN-와 착물을 형성하려는 경

향이 강하다 [18]. 따라서 UIO-66-NH2에 흡착된 팔라듐

(II)은 티오시안산 암모늄용액내에 존재하는 SCN-에 의해

Pd(SCN)4
2-형태로 세출된다.

3.6 팔라듐(II)회수를 위한 이온교환 및 금속-유기물

구조체 공정 비교

이온교환 공정은 유기물 형태의 이온교환 수지를 이용해 용

액내에 존재하는 목적금속을 회수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사용

되고 있다. 이온 교환수지를 사용해 염산용액으로부터 팔라듐

(II)을 분리, 회수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선행되었다. 팔라듐

(II)은 염산 용액에서 AG 1-X8, AG MP-1, Amberlite IRA-

900, Purolite A-400TL와 같은 음이온교환 수지를 사용해

흡착할 수 있다 [31-33]. 상기 음이온교환수지는 화학적 안

전성이 높고, 1 M 이상의 진한 염산용액에서도 팔라듐(II)

을 흡착할 수 있다. 

본 실험 결과에 따르면 금속-유기물 구조체인 UIO-66-

NH2의 팔라듐(II) 흡착 거동은 이온교환 수지와 유사하다.

Amberlite IRA-900의 경우 팔라듐(II) 흡착평형에 도달 하

는데 24시간이 소요된다 [31]. 하지만 금속-유기물 구조체

는 높은 비표면적으로 인해 2시간이내에 반응평형에 도달

하였다. 금속- 유기물 구조체인 UIO-66-NH2는 TGA 분석

결과에 의하면 300 oC에서도 안정하다 [17]. 따라서 고온

고압조건에서 금속이온의 분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

능하다. 이와 같이 금속-유기물 구조체는 기존의 이온교환

수지에 비해 고온고압 조건에 적용이 가능하며 비교적 빨

리 반응평형에 도달하는 장점이 있다. 

4. 결 론

염산 용액에서 UIO-66-NH2에 의한 팔라듐(II)의 흡착

거동을 조사하였다. UIO-66-NH2는 1.0 M 이하의 염산

용액에서 팔라듐(II)을 안정적으로 흡착했으나 염산 농도가

3 M 이상으로 증가함에 따라 흡착률이 급격하게 감소했으

며, 구조체가 불안정해져 지르코늄(IV)이 용출되었다. 또한

염산농도가 일정한 조건에서 염소이온의 농도를 증가시키

면 팔라듐(II) 흡착률이 감소하였다. 0.2-1.0 M의 염산 용

액에서 UIO-66-NH2의 팔라듐(II) 흡착은 Langmuir 등온

흡착과 잘 일치하였다. 또한 흡착반응은 2시간에 반응평형

에 도달했으며 2차 반응속도 모델을 적용하여 초기반응속

도를 구했다. 0.2 M과 1 M의 염산용액에서 Langmuir 등

온흡착곡선에서 구한 UIO-66-NH2의 팔라듐(II) 최대 흡착

용량은 각각 106.5와 40.6 mg/g으로 염산농도가 증가할수

록 흡착용량이 감소하였다. NH4SCN을 세출제로 사용하면

UIO-66-NH2 구조체의 지르코늄(IV) 안정도에 영향을 미치

지 않으면서 팔라듐(II)을 세출할 수 있었다. UIO-66-NH2

는 1 M 이하의 염산 용액에서 팔라듐(II)을 효과적으로 흡

착할 수 있으며 이온교환수지보다 흡착용량이 크고 반응속

도가 빠르기 때문에 상용화 가능성이 높다. 향후 금속-유

기물 구조체의 화학적 안정도를 향상시키면서 재사용 가능

성 및 다른 금속 이온이 팔라듐(II)의 흡착에 미치는 영향

을 조사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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