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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UV-VIS 흡광광도법으로 Nd, Pr, Sm, Eu, Ho 및 Er을 정량할 때 스펙트럼 방해를 다원소 보 

정법으로 보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개별희토류의 흡광도를 측정하고 또, Nd와 Pr의 혼합용액 

및 Sm, Eu, Ho, Er의 혼합용액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몰흡광도 계수를 구하고 이들로부터 상호 방해가 가장 

적은 파장 즉 Nd(444.2 nm), Pr(575.1 nm), Sm(401.7 nm), Eu(394.2 nm), Ho(416.6 nm), Er(379.7 nm) 

임을 알았다.

ABSTRACT. The spectrophotometric methods for the determination of Nd, Pr, Sm, Eu, Ho, Er were 

developed, using the multicomponent method of absorption spectra cointerference. The absorption spec- 

tra of individual Nd, Pr, Sm, Eu, Ho, Er, mixture of Sm, Eu, Ho, Er in hydrochloric acid solutions were 

investigated, and also a band register which includes the molar absorptions for all trivalent Nd, Pr, Sm, 

Eu, Ho and Er absorption band maxima were measured. The spectrophotometric determination of Nd, 

Pr, Sm, Eu, Ho and Er were investigated using the analytically significant absorption bands at 444.2, 

575.1, 401.7, 394.2, 416.6, and 379.7 nm, respectively.

서 론

여러 가지 란탄계열원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광물 

들(Monazite, Xenotime, Bastnasite ect.) 을 화학적 

인 방법으로 처리를 한 다음 이온교환수지에 흡착 

시켜 개개의 희토류원소를 분리할 때1 분리되어 나 

오는 용리액 중에 함유된 회토류원소의 총량과 개별 

원소를 직접 정량하는 방법은 아직 발표된 바 없으며 

용리액 중에 함유된 희토류원소를 산성하에 옥살산 

으로 침전시켜서 거르고 태워서 산화물로 만든 다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희토류원소들을 정량하였다耶.

이는 희토류원소들은 V 부껍질에 전자가 배치되 

어 있으므로 원자들의 전자가 비슷하여 화학 및 

물리적인 성질이 유사하여 여러 가지 희토류원소들 

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각 원소의 흡수스펙트럼 

이나, X-선 스펙트럼 및 발광 분광의 스펙트럼이 

겹침으로 인하여 상호 방해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토류 원소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원소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방법을 잘 선택하여야 한다. 

최근에 이러한 스펙트럼선의 겹침 방해를 실험적이 

거나 이론적 인 방법으로 유도쌍프라즈마원자발광분 

석에서 활용하고 있다. 서로 스펙트럼 방해를 하고 

있을 때 보정할 수 있는 수학적인 방법으로 보정하는 

모형을 Boumans■'가 제안하였고 보다 일반적인 수 

학적인 모형을 Kowalski，가 제안한 방법으로 유도 

쌍프라즈마발광분석 (ICP-AES) 에 응용하여 분석오 

차를 줄이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留.

회토류원소들의 수용액 중에서의 흡광도를 Ste- 

wart8는 -1400nm까지 측정하였고 CanalF는 D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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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400 nm~ 1800 nm 영역에서 측정한 보고가 

있다. 또 Bank"。는 IM HC1O4 용액 중에서 선택한 

분석 파장 중에서 영향을 주는 원소들을 밝혔는데 

Pr 444.2 nm에 서 Sm, Dy, Ho, Er 등이 며 Nd 794.8 

nm에서 Dy, Er, Tm 등이고 Sm 401.5 nm에서 Eu, 

Dy, Ho, Er 등이고, Ho 537.9 nm에서는 Er 뿐이며, 

Er 379.6nm에서는 Nd, Sm, Eu, Dy, Ho 등이라고 

하였다. 이는 HC1O4 또는 DC1Q 용액중에 

전이가 넓은 띠 영역에서 겹침이 있는데 전하전이 

(charge transfer) 또는 戶d 전이 때문이라고 하 

였다. 따라서 이러한 흡수띠의 겹침 방해를 보정식에 

필요한 방해 정도의 값들을 통계적으로 찾아내어 

회귀방정식을 적용함으로서 방해하는 정도를 측정 

하여 실험횟수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다중회귀방 

정식으로 방해하는 정도의 값을 계산하였을 때 그 

값들은 큰 오차를 포함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광물을 녹인 용액을 이온교환수지 

로 분리할 때 인접되어 분리되는 인접-이온들 중 Pr- 

Nd, Sm-Eu, Ho-Er을 선택하였다. UV-VIS 흡광광 

도법으로 분석할 때 스펙트럼 방해를 일으키는 파 

장에서 각 원소의 몰홉광도를 측정한다. 다원소 회 

귀방정식으로 겹침 방해를 보정하기 위해서 겹침 

방해를 주는 각 원소들의 스펙트럼의 방해 정도를 

구한다. 선택한 파장에서 측정된 흡광도는 다른 원 

소들의 흡광도가 포함됨으로 다음 식을 이용하여 

보정하였다.

Aj= S eji-Ci (1)
1=1

여기에서 &•는 측정한 원소，의 흡광도 

勺,는 ； 원소의 분석파장에서 i 원소의 몰 

흡광도 계수 

G는 i 원소의 농도 

위 식을 행렬벡터로 표현하면

N L N L ,.
A= E Aj, C= E Ci, £=£ S ea 라 놓으면 

丿=1 1=1 )=1 i=l

?17'=£,-(7 (2)

라 할 수 있고

N=L일 때 E는 정방행렬이 되고 E-i가 존재하므 

로

Cr^E^-AT (3)

이다.

%를 미리 측정하여 알고 있으면 爲를 측정하여 

(3)식에서 각 원소의 농도 G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한 G는 스펙트럼 방해에 의한 오차가 보 

정된 농도 값이다.

위 식에서 측정 흡광도를 (1)식으로 표현하였을 

때 보정식으로 타당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음 두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

가정 1. 흡광도 겹침 파장 중에서도 각 원소의 

흡광도가 Beer's Law가 잘 맞아야 한다.

가정 2. 흡광도 겹침 스펙트럼상에서 흡광도 방 

해가 독립적이어야 한다.

(2)의 경우에 흡광도는 4 = £为으로 낼 수 있다. 

⑴의 경우에 AfC,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가 된다.

또한 •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1)印는 项원소의 분석파장에서 £원소의 몰 흡광 

계수이므로 농도를 알고 있는，원소의 표준용액으로 

，원소의 분석파장에서 몰 흡광계수를 직접 측정하는 

방법과 (2) 각 원소의 농도가 다른 혼합용액을 M개 

만들고 M이 분석 하는 원소의 수 N보다 크다면 (2) 

에서 다중회귀분석으로 각각의 跖를 계산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각각의 측정원소의 흡광도가 안정하 

므로 방법 (1)을 택하여 측정하였다.

실 험

시 약. 표준시약용 산화물(99.99%, Aldirich 

Chemical) 을 필요한 양만큼 무게를 달아 진한 염 

산에 녹이고 증발건조시킨 후 탈이온수에 녹여서 

만들었다. 기타 시약은 분석용 시약을 사용하였다.

측정기기. Philips사의 UV-Vis Spectrophotome

ter PU 8700을 사용하였으며 측정조건은 다음과 

같다.

slit width : 0.2 nm

scan rate : 25 nm/min

smoothing * none

cell : 1 cm UV cell(slica cell)

행렬계산. 몰랄 흡광도 계수의 역행렬 및 행렬 

계산은 Personal Computer-f- 사용하였다.

Vol. 34, No. 6,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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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파장의 결정. Nd, Pr, Smt Eut Ho, Er의 

염산산성 표준용액에서 흡광도가 큰 것들 중에서 

스펙트럼 방해의 영향이 작은 것을 선택하였다.

Nd 444.2 nm, Pr 575.1 nm, Sm 401.1 nm, Eu 

394.2 nm Ho 416.6 nm 및 Er 379.7 nm를 선택하 

였다(Fig. la, b).

Pr, Nd의 분석파장에서 염산농도의 영향. Pr 및 

Nd의 각 0.01 M 용액을 염산농도를 0.1M, L0M, 

3.6M로 변화시키면서 각각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몰랄 흡광도를 계산한 값은 Table 1과 같다.

Pr와 Nd 및 Sm, Eu, Ho, Er의 흔합용액의 흡 

광도. Pr 및 Nd 각각 0.01 M 용액을 같은 양으로

Fig. 1. a. Absorption spectra of Pr and Nd, b. Absorption 
Spectra of Sm, Eu, Ho and Er.

혼합하여 홉광도를 측정한 것은 Fig. 2a에 나타내었 

고 Sm, Eu, Ho 및 Er의 용액을 같은 양으로 혼 

합하여 흡광도를 측정한 것은 Rg.2b에 나타내었

Table 1. Effects of HC1 concentration on the absorbance 
of Pr and Nd at selected wavelengths.

Wavelength 
HC1 cone. PK444.2 nm) Nd(575.1 nm)

0.1 N 0.098 0.068
1.0 N 0.098 0.070
3.6 N 0.099 0.071

Fig. 2. (a) Absorption spectra of Nd and Pr. mixture in 
HC1(1.O N) solution, (b) Absorption spectra of Sm, Eu, 
Ho and Er mixtures in HC1 (1.0 N) solution.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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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Nd, Pr, Sm, Eu, Ho 및 Er의 염산용액 중에서 

선택한 흡수파장에 몰랄 흡광도는 Gruber"가 측정 

한 몰랄 홉광도와 잘 일치하며 염소이온에 대한 

영향은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 및 고찰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염산의 농도가 0.1 

N에서 3.6N 영역에서 선택한 파장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또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Pr의 분석파 

장은 Nd에 영향이 없고 Nd의 분석파장은 Pr의 영 

향을 받는다. 또 Sm, Eu, Ho 및 Er의 분석파장은 

서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흡광 

계수 행렬 및 스펙트럼 방해 정도를 알기 위하여 

Nd, Pr의 흡광도계수 행렬과 Sm, Eu, Ho 및 Er의 

흡광도 계수 행렬을 구하여 보면 Table 2와 같다. 

따라서 Sm의 분석파장 401.8nm에서 Eu는 3.4%, 

Ho는 16.2%, Er는 0.5%의 영향을 받으며, Eu 394.2 

nm에서 Sm는 2.4% Ho는 1.1% Er는 3.1%의 영 

향을 받으며, 같은 방법으로 Ho 416.2 nm에서는

Table 2. Molar absorbtion coefficient of Pr and Nd (a) 
and of Sm, Eu, Ho and Er (b).
(a)

Pr Nd

Pr (444.2 nm)
Nd (575.1 nm)

9.74 0.00
0.07 6.86

(b)

Sm E 나 Ho Er

Sm (401.8 nm) 3.332 0.079 0.023 0.018
Eu (394.2 nm) 0.106 3.116 0.115 0.000
Ho (416.2 nm) 0.419 0.028 0.589 0.000
Er (379.7 nm) 0.037 0.217 0.023 7.009

Sm은 0.7%, Eu는 4.7%, Er는 3.3%의 영향을 받고 

Er 379.2 nm에서는 Sm가 0.6%, Eu가 0.0%, Ho가 

0.0%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서론에서 언급한 식 (3)에 대입하여 계산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즉, Sm을 정량할 때 Eu, Ho 및 Er가 3.7% 방 

해하는 것이 0.7%로 감소하였으며 Eu-i- 정량할 때 

Sm, Ho, Er가 8.1% 방해하는 것이 0.3%로 또 Ho 

및 Er의 경우 각각 17.3%에서 1.8%로, 3.9%에서 0.2 

%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Ho를 제 

외하고는 오차가 현저히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Nd, Pr의 흔합용액의 경우는 Pr의 

분석파장에서는 Nd의 영향은 없고, Nd의 분석파장 

에서 Pr의 영향은 0.7% 이내로 정량할 수 있었다. 

이는 Banks'。의 Ln(CQ)3용액에서의 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에 언급한 

가정 1에 서 Pr의 444.2 nm에 서 Nd의 영 향은 없고, 

Nd의 575.1 nm에서는 분석오차 범위내에서 스펙트 

럼 방해가 독립적이라 할 수 있다. 또 Sm, Eu, Ho, 

Er의 혼합용액 중에서 Er의 379.6 nm에서는 Eu, 

Ho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Sm은 분석오차 범위내에 

영향을 주고, Ho의 416.6 nm 분석파장에서는 Sm, 

Eu, Er가 분석오차를 벗어난 큰 오차를 보여주고 

있어 스펙트럼 방해가 독립적이다고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가정 2에서 흡광도와 농도 사이 

의 관계가 Beer's Law를 만족하는가의 실험에서는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원소의 분석파장에서 

홉광도와 농도의 상관계수가 1.000에 가까우므로 

직선관계가 잘 성립하여 Beer's Law를 만족시키고 

있다.

결 론

Nd, Pr과 Sm, Eu, Ho 및 Er의 순수한 표준용액을

Table 3. Interference of each other in the mixed solution (Sm, Eu, Ho and Er) at the same concentration

Elements Interference (%) Total (%)
Sm Eu Ho Er Obs. Cal.

Sm — 2.4 0.7 0.6 3.7 0.7
Eu 3.4 — 4.7 0.0 8.1 0.3
Ho 16.2 1.1 — 0.0 17.3 1.8'
Er 0.5 3.1 0.3 — 3.9 0.2

Vol. 34, No. 6,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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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tandard calibration data, (r: correlation coefficient) •: Selected wavelengt

Pr 444.2* 368.7 481.8 589.1 (nm)
10 mZ 99 42 41 20
20 mZ 195 86 81 37
30 mZ 296 129 122 56

r: 0.9999 0.9999 0.0000 0.9956
Nd 521.9 575.1* (nm)
10 mZ 45 70
20 mZ 90 140
30 m/ 133 211

r: 0.9999 0.9999
Sm 363.0 374.8 401.7* (nm)
10 mZ 16 15 70
20 ml 32 30 141
30 ml 48 44 210

r: 1.000 0.9998 0,9999
E 니 362.1 375.8 385.4 394.3* (nm)
10 m/ 7 8 7 52
20 mZ 14 15 14 104
30 22 24 22 156

r: 0.9994 0.9988 0.9994 1.0000
Ho 334.0 345.8 361.8 416.6* 451.8 474.1 485.7 (nm)
10 m/ 15 12 45 54 89 18 37

20 31 25 92 111 183 37 77
30 46 37 135 163 267 53 112

r: 0.9994 0.9998 0.9998 0.9998 0.9997 0.9994 0.9997
Er 364.7 379.6* 405.8 450.2 487.5 (nm)
10 ml 40 125 12 17 41
20 ml 78 247 25 35 84
30 ml 118 370 38 52 124

r: 0.9999 0.9999 0.9998 0.9999 0.9999

사용하여 염산 산성하에서 UV-VIS 흡광도를 측정 

하여 몰랄 흡광도를 측정하고 인접한 원소들의 스 

펙트럼을 회기다중연산법으로 보정하여 분석 원소 

자체의 다른 원소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분석원소의 

농도에만 해당되는 몰흡광도로부터 농도를 구하였 

다. 바탕선 보정을 하기 위해서 흡수스펙트럼을 그 

리고 스펙트럼상에서 바탕선을 찾아서 보정하면 다 

른 원소의 방해를 많이 줄일 수 있고 혼합용액에서의 

개별원소 분석은 다원소 행렬보정에 의하여 분석오 

차를 줄일 수 있어 이온교환수지에서 용리되는 희 

토류원소들을 Flow cell을 이용하여 직접 정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실제로 적용한 실험을 

계속하여 볼 필요가 있음을 밝혀둔다.

본 연구는 1989년도 문교부 기초과학 학술연구 

조성비를 지원받아 이루어진 연구임을 밝혀두며 연 

구비 지원에 감사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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