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98(C)-31 

昭究報告書(KIGAM Research Report) 

광물·소재 분석법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Minerals and Materials 

韓國資 i原좌升究所 

Korea Institute of Geology. Mining & Materia ls 



광물 소재 분석법 연구 

김건한， 심상권， 윤우열 ， 박진태， 이 길용， 양명권 

A Study on the Analysis of Minerals and 

Materials 

Kun Han Kim , Sang Kwon Shim, Woo Yual Yoon, Jin Tai Park, 

Kil Y ong Lee, Myeong K won Yang 

ABSTRACT 

This study is concemed with the analysis of platinum group 

metals(PGMs especially Palladium and Platinum) in minerals and 

materials. PGMs are widely used as catalysts in petroleum and 

chernical processes. They are found wide applications in exhaust- gas 

control converters and are of immense importance to the eletronics 

industry. They are found in many items of jewellery and serve to 

an increasing extent as a form of investment. PGMs occurs in 

traces in most rninerals and materials. They are extracted in rninute 

quantities from a lirnited number of ores. They are concentrated and 

separated from each other by eleborate chernical processes. In this 

survey, effects of various acid concentration, diverse interfering 



elernents , various decornposition rnethods were observed for the 

deterrnination of Palladiurn and Platinurn using standard reference 

catalyst by ICP- AES. As the results , for the deterrnination of these 

elernents should be separated frorn rnatrix elernents by separated 

concentration rnethod. Also in order to confirrn specification of 

samples, rnajor, rninor and trace elernents in samples should be 

analyzed by ICP- AES and XRF. All analytical results of Palladiurn 

and Platinurn in standard reference sarnple and real sarnples cornpare 

with the NAA. Finally the ralative standard deviations of 

approxirnately 1% S are found frorn the preClSlon study using 

standard reference sarnple for Palladiurn and Platin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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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Pd와 Pt는 각각 원자번호 46번과 78번의 백금족금속(PGM， 

Platinium Group Metals)원소들로써 주기율표 VIIIa 족에 속하며 용해 

온도가 다른 금속원소들에 비 하여 매우 높고(Pd: 15550 C, Pt: 17690 C) 

화학적 침식에 대한 내식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독특한 촉매 특성을 

갖고 있는 원소들로써 세계 연 평균 생산량은 200ton 정도로서 90% 이 

상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구 소련에서 생산되고 카나다가 약 6%, 남미， 

미국， 호주， 일본 등지에서 소량 생산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이 전세 

계 생산량의 3분의 1을 각기 소비하고 있다. 

Pd 및 Pt는 최근 전자 및 반도체분야의 눈부신 발전으로 그 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존자원의 개발 및 

부산물로부터의 회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지각중 

에 미량으로 함유되아 있고 단독 광물을 형성하는 경우는 적다. 이 들 

백금족 금속원소들은 화학공업 및 석유산업에서 반응성이 강한 촉매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로 이용되고 

있다. 화학공업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분야는 암모니아에서 질산을 

생산하는 공정에 석유화학공업에서는 주로 석유의 분별정제 개질공정 

에서 많이 이용되며 수화반응， 이성체화반응， hydrocracking , 축합반응 

등에 이용되고 있으며 전기전자공업에서는 전기접촉재료와 IC회로 등 

에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백금족 금속원소들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분야는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로서 이들 금 

속성분들의 비율이 10:3 정도로 함유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백금족 

금속원소들의 소요분야가 미국이나 일본 등과 거의 유사하게 자동차용 

촉매가 가장 많이 이용되리라 유추된다. 자동차 촉매기술은 1975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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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배기가스 규제가 시작된 이래 급격히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자동차 공업발전에 따른 대기환경의 오염방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1995년을 기준으로 볼 때 전 세계의 자동차 생산대수는 약 5，000만대로 

서 우리 나라는 2，526，400대를 생산하였고 96년도에는 2，815，700대로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97년 7월 우리 나라 자동차 보유대수는 

1 ，000만대를 돌파하였으며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자동차 소유가 사치품 

이 아닌 필수품으로 인식되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동 

차 보유대수가 증가하면서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들인 일산 

화탄소(CO) ， 질소화합물(NOx) ， 탄화수소(HC)의 배출량이 많아지면서 

배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별다른 해결책이 없는 상태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들 오염물 

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솔린 엔진이나 디젤엔진의 연소효율 증진 

과 더불어 배기가스의 산화 환원 처리를 위한 배기 정화용 촉매의 장 

착이 의무화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75년부터， 우리 나라는 1987년부 

터 대기환경보전법 제 31조 자동차 배출가스의 허용기준에 의해 가솔 

린 승용차의 배기 정화용 촉매장착이 시작되었고 90년대 이후에는 거 

의 모든 차량에 장착되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는 천연 지하자원이 부 

족하고 특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백금족 금속의 광맥을 보유하 

고 있지 않으므로 백금족 금속을 전량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우기 

최근 자동차 폐차 대수가 증가하면서 폐차되는 차량에서 백금족 금속 

촉매가 회수되기 시작하였으나 국내에서 이 들 자동차 폐촉매 재활용기 

술이 확립되지 못하여 주로 일본으로 가져가 백금족 금속을 회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1987년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의 장착이 의무화되고 자 

동차 보급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촉매용 백금족 금속의 수요 

는 계속 급증하리라 예상된다. 백금족 천연자원이 없어 전량 수입에 의 

존하고 있는 우리 나라로서는 자동차 폐촉매로부터의 회수기술 확립이 

야 말로 귀중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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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선진국에서도 백금족 금속의 회수 재활용기술을 확립하여 장래 

95% 이상을 회수할 목적으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백금족 금속의 

분리， 회수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고도의 기술을 이전하려 하지 않고 

있다. 

자동차 촉매는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뉘는데 이원촉매 (two-way 

catalyst)로 알려진 산화촉매와 환원력을 가진 삼원촉매 (three-way 

catalyst)가 있다. 산화촉매는 Pt와(또는) Pd를 일정량 함유하고 탄소계 

연료와 불완전 연소에서 발생된 탄화수소 생성물 및 일산화탄소를 산 

화시킬 수 있으며 삼원촉매는 Pt, Pd 이외에 Rh을 함유하고 산화촉매 

에서 보여진 산화능력 외에 질소의 산화물을 환원시킬 수 있다. 백금족 

금속 총 수요량 중 자동차용 촉매로 사용되는 비율은 각각 Pt의 경우 

35%, Pd 6%, Rh 73% 등으로 백금족 금속을 수입에만 의존하는 우리 

나라의 경우 자원재활용 및 수입대체 효과가 매우 크다고 

다. 자동차 배기정화용 촉매는 세라믹 담체에 7 • Alumina 

할수 이거1 
λλλλ 

중간층으로 

입혀진 위에 담체 무게비 0.035-0.11%의 백금족 금속 미분말이 분산 

되어 있으며 크게 알루미나 펠렛형과 silicate monolithic honeycomb 형 

의 두 가지로 분류되나 수많은 관통구멍(공， cell)을 갖고 있는 원통 형 

상의 honeycomb형이 주로 사용되며 converter내 촉매량은 대략 0.4에 

서 2.8Kg 정도이다. 백금족 금속을 담지한 촉매는 r - alurnina로서 

pellet 구조 촉 매 의 경 우는 모두 r -alumina이 고 monolithic 촉매는 

honeycomb 구조 위 에 r -alumina를 gel이 나 washcoat 형 태 로 응용한 

다. Honeycomb 형 촉매의 기질로서는 1) 높은 기하학적 표면적을 가 

질 것， 2) 열적 및 기계적인 구조안정성이 높을 것， 3) 가공이 용이할 

것 등의 특성이 요구되어 기계적 강도가 크고 열팽창성이 낮으며 내열 

성 이 우수한 cordierite(2FeO . Alz03 . 5Si02 또는 2MgO . 2Alz03 . 

5Si02)가 주로 사용된다. Pellet형은 약 2Kg정도이며 monolithic형은 

0.5-1Kg 정도로서 백금족 금속량은 비슷하지만 무게당 농도는 

1 
l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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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olithic형 이 2배 이상된다. 

폐기된 자동차의 배기정화용 촉매에서 백금족 금속을 회수하기 위해 

금속을 추출하는데 사용되는 공정법으로는 첫번째로 촉매기질의 용해 

와 백 금족 금속촉매 를 용해 시 키 는 습식 야금공정 (hydrometallurgical 

process)1 ，2)와 두번째로 플라즈마로에서 용융시키는 플라즈마 용융 

(plasma fusion)과 구리포집법(copper collection)을 이용한 건식야금공 

정 (pyrometallurgical process )3) , 세 번 째 로 기 상휘 발공정 (gas phase 

volatilization, 이y chlorination )과 분리 볍 (segregation)을 이 용한 습건식 

야금공정 (hydropyrometallurgical process)4，5)등이 있다. 또한 백금족 금 

속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황화물 침전볍 (sulfide precipitation) , 

환원 삼탄포집 법 kementation) 전해에 의한 환원 (reduction by 

electrolysis) , 이온화 경향의 차이를 이용한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동차 배기정화용 촉매담체에서 백금족 금속원소들 

을 회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 백금족 금속원소들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분석결과가 얻어져야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폐촉매 중의 백금족 금속에 대한 분석목표는 가장 빠르고 정확하며 재 

현성 있고 저렴한 장비를 이용하여 최소한의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방 

법으로 분석결과를 얻는 것으로 이들 백금족 금속원소들에 대한 중요 

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 들 원소들을 정량하기 위 

한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 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이들 백금족 

금속원소들의 정 량방법으로는 건식시금법， 중량분석법， 분광광도법， 전 

해분석법을 이용하는 화학분석법과 x-선 형광볍 6，7) 원자흡광광도법， 발 

광광도법8씬 중성자분석법 10) ， polarograph를 이용한 기기분석법11)이 있 

다. 이들 분석방법중 화학분석 법 인 건식시금법 (Fire Assay)12)은 산화납 

을 사용하여 약 800-850 0C 에서 cupellation시켜 귀금속 원소들과 백금족 

금속원소들을 bead형 태로 선택적으로 잡아 중량을 챈 후 이 bead를 왕 

수에 용해시켜 각 금속원소들을 정 량하는 분석방법 이 있는데 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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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30g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재현성도 좋고 

정확한 방법이긴 하지만 산화납을 사용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환경오 

염 문제가 야기되어 별도의 처리 시설을 하지 않고서는 사용하기가 어 

렵게 되었다. 

드즘 근J: 응￡ λ} 닝~ 13) ò 
。 O l..!.-.，l::::I 백금을 암모니움 염화물 형태로 침전을 얻는데 1)침 

전된 (NH4hPtCI6의 용해에 의한 손실 2)다른 PGM의 공침에 의한 침 

전물의 순도 등의 문제가 있어 다른 기기분석으로 모니터하여 보정하 

여야 하지만 침전물은 강열에 의하여 쉽게 금속형태로 되어 특히 

100mg 이상을 함유한 백금 알로이 형태의 분석에 적합하다. 침전제로 

는 fOrnllc acid, hydrogen sulfide, zinc , magnesium, tellurium14), 

hydrazine 등이 있으며 침전물로 얻어진 백금 스폰지는 정제되거나 용 

해되어 (NH4hPtCI6로 침전시킨 후 강열시키는 과정을 되풀이 한다. 

Dimethy Iglyoxime(DMG )15)에 의한 팔라륨 침전의 분석은 수 mg부터 

1000mg에 이르는 팔라륨 함량에 대하여 분석이 가능하며 다른 백금족 

금속의 방해를 받지 않는 선택성이 큰 장점이 있으며 생성된 Pd- DMG 

j<.J-도~~ 
I ~ '-- 안정한 상태이어서 다른 처리 없이 무게를 직접 젤 수 있다. 

1% DMG/알코올 용액을 사용하면 금이 있는 경우 공침된다. 

Nitrosonaphtol , potassium iodide, furildioxime16) 등을 이 용한 팔라륨 

분석이 보고 되었으나 비교적 특수한 조건이 요구되고 DMG에 비하여 

폐촉매 분석에의 적용 가능성 이 적다. 

분광광도법17)은 UV- Vis 영 역 의 광흡도를 이용한 분석법으로 

molecular absorption spectrophotometrγ라고 불리 우기 도 하며 

perazine, profenamine, hydrochloride, perphenazine isonitroso- 4 

methy 1- 2-pentanone,5- (4- nitrophenyl- azo )-8- (p- toluenesulphonarnide) 

quinoline, methoxypromazine maleate, chlorpromazine hydrochloride 

등을 이용한 분석이 보고 되었으나 이 러한 시약 구입이 어렵고 거 의 

모든 금속， 특히 다른 백금족 금속의 방해로 촉매 분석에의 적용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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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가능하다 1 -75mg정도의 소량의 백금은 stannous chloride 볍 18，19) 

에 의하여 재현성 있게 분석할 수 있다. 염산용액에서 SnClz와 PtCl42 , 

PtC162 는 반응하여 강한 빨간 색을 띄는데 Pt(IV)는 SnClz에 의하여 

환원되 고 그와 동시 에 PtCl/ 와 SnCb 가 반응하여 [Pt(SnCb)nC14-

nJ 2• 및 [Pt(SnCb)5J 3 를 형성하여 특징적인 UVαTis 흡광스펙트럼을 

보인다. 이 방법은 다량의 알루미나 및 인산 황산， 염산 등에 영향을 

받지 않아 특히 자동차 및 화학촉매 분석에 적합하다. 전해분석법 20)은 

Faraday의 전기분해 법칙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써 거의 모든 금속 또는 

금속이온을 산화 또는 환원시키어 용액내 물질의 량을 계산하는 방법 

이나 폐촉매 추출용액의 경우 Fe, Ni , Cu 등의 불순물 금속이 백금족 

금속보다 훨씬 많이 존재하여 환원될 수 있고， 백금족 금속도 추출시 

사용되는 염소 이온 등 여러 착물 상태로 존재함으로써 사실상 백금족 

금속 이온 및 착물 이온들을 불순물 금속으로부터 어느 전압에서도 선 

택적으로 99%이상 분리되게 환원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추출용액을 

전해분석하면 전류량은 상대적으로 적게 존재하는 백금족 금속의 농도 

와 산술적으로 관련지을 수 없어 폐촉매 중의 백금족 금속함량을 전해 

분석에 의하여 계산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기기분석법 21)은 다음 

장에 자세하게 언급하기로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동차 배기정 

화용 폐촉매 담체로부터 이들 백금족 금속원소들을 회수하고 남은 잔 

사( I - Alurnina 및 cordierite 담체 )를 어 떻 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 인 데 

y →Alumina의 경 우에 는 남은 Alumina를 염 산 및 증류수로 세 척 한 후 

소결법에 의하여 정제하여 재활용하고 있고 cordierite의 경우에는 내 

화벽돌 및 내열성 재료에 사용하고 있다. 결국 자동차 배기정화용 폐촉 

매는 폐기할 것 이 없어 환경오염 문제도 되지 않고 또 부존자원이 빈 

약한 우리 나라에서는 이들 부가가치가 높은 백금족 금속원소틀을 회 

수하여 재활용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분석결과를 

얻는 것 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하여야 만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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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회수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같은 중요성을 인식하여 여러 가지 자동차 배기 

정화용 폐촉매 담체시료에 대해 백금족 금속원소들의 신속 정확한 분 

석방법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분석장비를 이용한 비교분석과 함께 정밀비교분석을 위하여 건식분석 

볍 (Fire Assay)과 화학분석법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분석결 

과의 비교검증을 위하여 자동차 배기정화용 촉매담체 표준시료를 사용 

하였다. 참고로 백금족 금속원소들에 대한 이용분야를 Table 1 에 나타 

내었으며 또한 우리나라의 자동차 촉매용 백금족 금속의 수입량 추이 

는 Table 2와 같다. 향후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더욱 더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백금족 촉매회수와 관련하여 본 분석연구의 분 

석볍 확립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백금족 금속원소들에 대한 정확한 분 

석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촉매회수 사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Table 1. The Application Fields of Platinum Group Metals 

Industry Sales(%) 

Automotive 35 

Chemical 14 

Petroleum 6 

Electronics 21 

Dental & Medical 11 
Glass 4 

Jewelery & Decorative 2.5 

Miscellaneous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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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Irnported Quantities of Platinum Group Metals for 

Automobile Catalyst in Korea 

Year Pt Pd Rh Total(kg) 

1992 1,360 40 264 1,644 

1993 1,640 104 320 2,064 

1994 2.400 340 480 3.220 

1995 3,000 388 580 3.968 

1996 2.600 700 700 4,000 

1997 1,896 2.400 740 5.036 

Total 12,896 3,972 3,084 19,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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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lJl1 二l드ξ 二L효= 으1 까、 프두 0] 호L λ} -, u -, u -, c .J- 도프 --. ~-， 

백금족 금속원소틀을 정 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백금족 금속원소 

들이 함유되어 있는 폐촉매 담체시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 

요하며 이를 위해 국내에서 폐촉매를 취급하고 있는 반월의 주식회사 

희성앵겔하드， 여천의 LG화학， 울산의 유공， 쌍용， 현대에서 연구분석용 

시료를 확보하고 시료의 균질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mesh정도로 미분 

쇄 혼합하였으며 이 들 연구분석용 시료이외에 별도로 백금족 금속원소 

들의 함량을 알고있는 폐촉매 표준물질을 확보하여 분석정확도를 평가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분석용 시료 및 표준물질에 대한 특성 및 

용도를 보면 1)쌍용촉매 -탄소화합물+ r -Alumina+백금함유(석유화학 촉 

매) 2)현대 촉매 -탄소화합물+ r -Alumina+백금함유(석유화학 촉매) 3) 

희 성 앵 겔하드 촉 매 coedierite담체 +Pt/Pd/Rh+촉매 scrap(자동차 배 기 정 

화용 3원 촉매) 4)희성 앵겔하드 촉매 -coedierite담체 +Pd/Rh 촉매에 

Pt!Rh 촉매 혼합(자동차 배기정화용 2원 촉매) 5)희성앵겔하드 촉매 

coedierite담체 +4번과 다른 형 태의 Pt!Rh 촉매 혼합 6)LG 화학-레니포 

머 type-F(석유화학 촉매) 7)LG 화학-레니포머 사용촉매 8)LG 화학 

plat former 1차 재생촉매 9)유공 자동차용 촉매 -silicate+백금 함유 

10)폐 촉매 표준시료-coedierite 담체 +Pt/Pd/Rh 촉매(자동차 배기정화용 

3원 촉매) 등이다. 이 들 연구분석용 시료들을 fire assay, 화학분석법 

및 기기분석법인 ICP- AES , XRF, NAA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으며 

백금족 금속원소들에 대한 정밀도와 정확도를 비교 검증하기 위하여 

표준물질에 대한 비교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실험에서 비교검증을 

위하여 사용한 분석실험 방법은 건식법과 습식법에 의한 중량 및 농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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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법을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 1 절 화학분석법 

l. 건식 법 (fire-assay법 ) 

이 방법은 미분쇄된 분말시료 30g을 시금도가니에 취하고 여기에 

융제 로 탄산소다 60g+붕사 25g+산화납 30g을 함께 혼합하여 850 0C 의 

시금로에서 용융시켜 cupellation시키면 백금족 금속원소들이 bead상태 

로 남게되며 이 bead의 무게를 달고 나서 bead를 be하<:er에 넣어 왕수 

에 용해시킨 다음 일정 부피로 맞추어 ICP-AES로 측정하여 Pd와 Pt 

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재현성이 좋고 비교적 정확한 분석방 

법으로 미국이나 일본 등지의 연구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 

지만 산화납을 다량 사용하는데 따른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점차 그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2. 습식법 

이 방법은 촉매시료를 인산이나 황산과 같은 산 분해방법을 이용하 

여 분해시킨 다음 Pd와 Pt를 선택적으로 농축 분리하여 이 들 성분들을 

침전분리시켜 중량법에 의하여 분석하는 방법과 농축 분리된 이들 성 

분들을 용액으로 제조하여 ICP-AES로 측정하여 Pd와 Pt를 분석하는 

방법이며 촉매분말 시료중에 존재하는 Pd와 Pt의 정확한 함량을 분석 

할 경우 주성분의 조성 및 matrix에 따라 측정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 

문에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분석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건식법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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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을 병행 사용하여 분석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오차 

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이 방법은 촉매분말 시료의 특성과 용도에 따 

라 두 가지 방법 22)으로 나뉘어지며 Pt가 많고 Pd가 적은 시료의 경우 

에 는 미 분쇄 된 분말시 료 25g을 1000ml beaker에 취 하고 여 기 에 

magnetic stirrer bar를 넣 은 다음 인 산 250ml와 염 산 150ml를 가하고 

stirring하면서 400 0C 의 magnetic hot plate에서 두 시간 정도 가열하고 

가열을 계속하면 Alz(P04h의 syrup상태가 될 때가 되는 점을 반응 종 

료시간으로 한다. 냉각 후 증류수로 약 500ml가 되게 희석하는데 이 때 

용액이 인산상태로 발열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심하여야 한다. 이것 

을 stirring하면서 다시 가열하고 여 기 에 saturated- mercurous 

chloride(Hg2Clz 160g/ 1 1 H20)를 넣어 입자가 회색침전이 되면서 이 회 

색을 10- 15분간 유지할 때 까지 반응시킨다. 이 회색 침전을 일야방치 

시 킨 다음 여 과지 를 이 용하여 vacuum pump로 여 과한다. 여 과된 여 과 

지를 대형 자제도가니에 넣어 말리고 6oo-650 0C 에서 두 시간 정도 태 

운다. 원 be하(er에 태운 침전을 다시 넣어 200ml 염산과 70ml 질산을 

가하여 침전을 다시 용해시킨 다음 3시간 정도 digest 시킨다. 이를 다 

시 여과해서 침전은 버리고 여액은 질산을 제거하기 위하여 25ml 정도 

로 농축시킨 후 질산을 완전하게 제거시키기 위하여 25ml 염산으로 세 

번 정도 처리한다. 이 용액을 250ml로 희석하고 alcohol에 용해시킨 

1% dimethyl glyoxime 50ml를 가하여 Pd를 침전시킨다. 침전이 생기 

면 여과하고 여액은 300ml로 희석하고 뜨거운 magnetic stirring 상태 

에서 stirrer bar와 함께 가열하면서 saturated - mercurous chloride 용액 

을 회색 침전이 형성될 때 까지 가하고(이 상태를 10분 정도 유지하여 

야함) 이를 여과하여 침전물을 무게를 알고 있는 gooch crucible에 넣 

어 말린 후 600-650 0C 에서 태우면 Pt sponge가 되고 이 무게를 달면 

Pt의 양을 알 수 있다. 또한 Pt가 적고 Pd가 많은 경우라든가 Pt, Pd가 

모두 많은 경우에는 황산침출법을 사용한다. 이 때는 미분쇄된 분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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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lOg을 600ml be와<er에 취 하고 증류수 50m1와 황산 50ml를 가하여 

stirring 하면서 가열하고 염산 10ml를 넣고 계속 가열하면 Pd가 용출 

되 어 나온다. 증류수로 400ml 정 도 희 석 하고 formic acid 40ml를 가한 

다음 일야 방치하여 여과하여 침전은 버리고 여액에 1% dimethyl 

glyoxime 용액 25ml를 가하여 Pd를 Pd- DMG 형태로 침 전시켜 여과한 

후 잔사는 gooch crucible에 넣 어 말린 다음 600-650 0C 에서 태워 무게 

를 달면 Pd- DMG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속 상태의 Pd로 환산해 

주기 위하여 중량비에다 0.3161을 곱해 주어야 한다. 또한 여기서 얻어 

진 여액은 Pt를 분석하기 위하여 boildown하여 25ml 정도로 농축한 후 

pt가 적은 경우에는 ICP-AES로 분석을 하고 Pt가 많은 경우에는 앞에 

서 의 Pt sponge를 만드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와같은 화학적인 방법인 

습식 중량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엿보다도 먼저 시료의 특성과 용 

도를 사전에 미리 알아두면 어 떤 산처리 분해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비 

교분석을 하는데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하며 또한 신속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할 수 있겠다. 폐촉 

매 시료에 대한 이와 같은 사전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백금족 금속원 

소들인 Pd, Pt 성분을 화학 습식중량법으로 처리하기에 앞서 우선 시료 

0.3g과 용융제 (Na202， 5g)를 사용하여 알카리 용융법으로 용융 처리한 

후 염산용액으로 용해시킨 다음 일정 부피로 맞추어 ICP-AES23)로 측 

정하여 이들 백금족 금속원소들에 대한 대략적인 함량을 조사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화학분석법은 정확한 반면 여러 단계의 분 

리， 농축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한 분석자의 숙 

련도 여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단점이 있으나 분석결과의 정밀도 

향상과 비교검증을 위하여 필수적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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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기 분석법 

화학 분석법이 분석을 수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대신 정밀 

분석장비를 이용한 기기 분석법은 화학 분석볍에 비하여 시간은 적게 

걸리지만 원소 상호간의 방해효과와 시료의 matrix 효과가 커서 원소 

의 농도와 조성이 알려진 matrix matching 표준시료가 있어야 이 들 표 

준시료와 함께 시료를 비교분석하고 검증함으로써 신속정확하고 선뢰 

λd o} 느二 
。 M'-一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matrix 

matching 표준시료가 없는 경우에는 습식 분석법을 병행 사용하여 분 

석결과를 비교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장비는 ICP-AES(유도결합 플라스마 분광분석 

기 ), XRF(X-선 형 광 분광분석 기 ), NAA(중성 자 방사분석 기 ) 등을 사용 

하였다. 

1. ICP-AES(유도결합 플라스마 분광분석기) 

가. 개요 

유도결합 플라스마 분광분석기는 10,000 0 K 정도까지 올라가는 높은 

온도의 불꽃을 얻을 수 있는 플라스마를 광원으로 사용하여 원자의 최 

외각 전자를 들뜨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원소의 방출 스펙트럼을 분광 

시켜 정량분석에 이용하는 방법으로써 라디오 주파수(Radio 

Frequency)의 전류가 흐르는 코일에 의해 유도된 전자장으로 결합된 

플라스마가 전자를 들뜬 상태까지 전이시키는 광원으로 사용되는 분광 

법으로서 방출되는 원소의 스펙트럼은 원소에 따라 각각 다른 파장과 

intensity 값을 가지게 되며， 원소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방출스펙트 

럼의 intensity 값이 증가하게 되므로 방출스펙트럼에 따라 각 원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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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intensity를 측정 하여 농도에 따른 검 량곡선을 작성 한 후 이 검 량곡 

선에 의하여 시료중에 함유된 원소들을 측정함으로써 정량분석을 수행 

할 수 있다. 

나.장비 

본 연구에 사용된 ICP- AES 분석장비는 Labtest Model UV 25 

Vacuum Spectrometer(Labtest Equipment Co. , Los Angels, USA)와 

Jobin- Yvon Model JY - 38 plus( Jobin- Yvon Equipment Co. , Division 

d' Instruments S.A. France)를 사용하였다. Labtest Model UV 25 분 

석장비는 48개의 광전증배관을 장착한 focal length가 1m인 

Paschen- Runge Mounting의 polychromator, O.75m Czemey- Tumer 

Mounting type의 R446, R1l6 두 개의 광증배관과 stepper motor를 장 

착한 scanning monochromator가 컴 퓨터 에 의 하여 동시 에 운용되 며 , 

spectrum - shifting 및 background를 보정할 수 있다 용액시료의 원자 

화를 위하여 torch 내의 시료용액의 주입은 peristaltic pump를 이용하 

며 nebulizer는 Babinton type의 Stopped Flow GMK nebulizer를 사용 

하였다. 이는 종전에 사용되었던 GMK nebulizer에 비하여 용기내의 기 

벽 및 모세관 등이 시료에 의하여 오염된 부분을 argon gas의 순간적 

인 과류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세척할 수 있으며， 세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J obin - Yvon Model JY - 38 plus의 경우에는 

focal length가 O.75m인 Czemey- Tumer Mounting type로 monochro 

mator가 컴퓨터에 의하여 운용되며 matrix 및 background를 보정할 수 

있다. 용액시료의 원자화를 위하여 석영으로 된 concentric nebulizer대 

선에 V • groove type 의 nebulizer를 사용하였으며 torch내에 시료를 주 

입시키기 위하여 peristaltic pump를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ICP- AES 분석장비 의 제원 및 측정조건은 Table 3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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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pecification and Operating Condition of ICP- AES 

Labtest UV 25 polychromator Jobin-Yvon JY38 plus 

Spectrometer and monochromator Focal monochromator 

length 1m Focal length 0.75m 

RF output 1.2kw Frequency 

Generator 27.l2MHZ Torch type 
RF output l .4kw 

mountable 
Torch type fixed 

Argon flow 
Coolant gas 14L/min Coolant gas 12L/min 

Carrier gas 1.0L/min Carrier gas 0.4 L/min 

Torch observation 

height 
8mm-12mm 8mm 

2. XRF(X-선 형광분석기) 

시 료에 분석원소를 여기시킬 수 있는 한계보다 더 큰 일차 X一선을 

방사하여 여기된 시료에 의하여 방출되는 이차 x-선을 측정하는 원리 

이다. 원소의 내부 궤도전자 한 개 이상이 여기에 의하여 손실됨에 따 

라 바깥 궤도의 전자들이 이를 채움에 따라 에 너지 방출이 수반되어 

각 원소의 특징적인 스펙트럼으로 방사된다. XRF 분석법이 ICP- AES 

분석법과 비교하여 좋은 장점은 비파괴 시험 이어서 측정 후 시료를 다 

시 회수할 수 있고 정밀분석을 위해 시료를 재활용 할 수 있다는 점이 

며 단점으로는 첫 번째로 백금족 금속 촉매 분말시료의 균질도에 따라 

함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료의 균질성 여부를 우선 파악하여야 하는 

데 이와 같은 문제는 어 떤 방법에서나 대두되 기 때문에 시료를 우선 

미분쇄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두 번째 문제로는 matrix matching 

에 따른 효과를 최소화하고 정확한 XRF 분석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는 시료 matrix에서 발견되는 촉진제 및 안정제의 정 확한 범위를 포함 

하는 신뢰성 있는 표준시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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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촉매 제조 회사들은 XRF를 제조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에만 사용하 

고 화학적 분석방법과 병행하여 제조된 촉매 시료들을 모니터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XRF 분석장비는 sequential type의 일본 

Shimadzu사의 Model XRF - 1700과 multi - channel type의 model 

MXF-21oo으로서 XRF-1700의 경 우에 는 glass bead를 이 용한 주성 분 

분석에 사용되고 MXF-2100의 경우에는 glass bead와 direct pelleting 

을 이용한 주성분， 부성분 및 미량성분의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실험 

에 사용된 XRF 분석장비의 측정조건은 Table 4에 나타내었다. 

Table 4. Specification and Operating Condition of XRF 

Spectrometer Shimadzu XRF -1700 Shimadzu MXF- 2100 

X-ray tube Rhodium Rhodium 

Maximum rating 60kv, 140mA, 4kw 50kv, 1oomA, 3kw 

Aperture 30mm dia 30mm dia 

Atmosphere Vacuum 25.0Pa Vacuum 25.0Pa 

Stabilizer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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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AA(중성 자 방사화분석 ) 

가. 이 론 

NAA에서는 시료에 중성자를 조사시켜 시료내의 표적핵 (target 

nuclide)과 핵반응을 일으키고 반응 생성물인 방사성 핵종(radioactive 

nuclide)의 방사능(radioactivity)으로부터 해 당 표적 핵 의 수， 즉 분석 하 

려는 성분의 함량을 결정한다. 식 (1)에 NAA의 기본 식인 함량 결정 

식을 나타내었다. 

N A ~ _ ,_ - À/ , - À / 
A=--꿇-φ。(1- e “’ )e “ (1) 

A Activity of radinuclide at time tc obtained from a ì' - ray 

spectrum 

NA : Avogadro ’s number(6.023 x 1023 atoms/mole) 

W weight of an element irradiated, in gram 

e fractional isotopic abundance of target nuclide 

M atomic weight of the element 

(J nuclear reaction cross section in cm'(l barn 10-24 c따) 

φ flux of neutrons( cm -2 0 S -)) 

À decay constant(Jn2/T) of the radionuclide 

ti irradiation time 

tc cooling time(decay time after the end of irradiation) 

위 식에서와 같이， 생성된 방사성핵종의 방사능은 표적핵의 수가 많 

을수록 그리고 중성자의 수가 많을수록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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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이 중성자와 반응을 잘 일으킬수록 방사능의 세기는 증가하게 될 것 

이다. 이와 같이 생성핵종의 방사능의 세기는 표적핵의 수， 중성자의 

수 및 이 들간의 반응 특성에 관계됨을 알 수 있다. 구하고자 하는 성분 

의 무게 (W)는 다음과 같다. 

-D 깨M
 
-
뻐
 

-N 
따
 

(2) 

여기에서 S와 D는 각각 (1 - e -,ìt,) , e -ì.t, 이다. NAA에서 분석성분의 

함량이 대부분 ppm(parts per million)급 이하이므로， 분석성분의 무게 

(W)로부터 시료내의 분석성분의 함량은 식 (3)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 

αppm)=값 X 106 (3) 

위의 식에서 NA는 상수， e ， ð， M은 표적핵의 핵적자료， ，.1는 생성핵종의 

핵적자료들이다. 실험 조건들은 VfsamÞle , t; , t c 들이다. 실험적으로 측정해 

야 될 항들은 A ， φ 로서 이들의 측정을 위해서는 감마선 측정장비 및 

중성자 선속 측정용 표준물이 필요하게 된다. 

나. 중성자 선속 측정 

중성 자원으로 사용한 HANARO(Hi- flux Advanced Neutron 

Application Reactor)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설치된 다목적 연구용 원 

자로(KMRR Korean Multipurpose Research Reactor)로서 NAA에 이 

용할 수 있는 조사 시설은 세 개의 PTS(Pneumatic Transfer System) 

로 구성되어 있다. 이 PTS는 공기압으로 시료를 이송하며， 시료는 전 

산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중성자조사 냉각， 계측을 실시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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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2개의 자동 이송장치와 l개의 수동 이송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자동 

이송장치 중 하나는 조사관 내부에 lmm 두께의 카드융 판을 씌워 

0.05 eV 이하의 에너지를 갖는 열중성자비를 낮춘 열외중성자 방사화 

분석(Epithennal NAA)용이다. 중성자 선속밀도는 핵연료 중심(core)과 

의 위치와 원자로의 가동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PTS에 

서 의 열중성 자(thennal neutron) , 열외 중성 자(epithennal neutron) 및 속 

중성자선속(fast neutron flux)을 각각 측정하였다. 열중성자와 열외중 

성 자선속을 측정 하기 위 한 flux monitors로서 AuI Al alloy wire(o.112% 

Au , R/ X Reactor Experiment Inc. , USA)와 Co/ Al alloy wire (1 % Co, 

Degussa, Gennany) 및 Zr wire(99.98% Zr , R/X Reactor Experiment 

Inc. , USA)를 사용하였으며， 속중성자선속을 측정하기 위하여 Ni 

wire(99.99% Ni , R/ X Reactor Experiment Inc. , USA)를 사용하였다. 

네 종류의 flux monitor들이 중성자 조사된 후 생성된 핵종의 방사능은 

잘 알려져 있는 방사화식 (4)와 같으며 이식으로부터 중성자 선속， φ 

를 (5)식으로 계산하게 된다. 생성핵종의 방사능， A는 감마선 측정장치 

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고 다른 항들은 핵적자료 및 실험조건이다. 

A= σφηSD (4) 

φ=~ -----
ðnSD 

(5) 

A activity of a raclioisotope produced 

φ neutron flux (n.cm - 2. S 1) at the irracliation position ìn reactor 

ð neutron cross section(barn) of target nuclide 

n number of target nuclìde, (N A vo w8/ M) 

NA Avogadro's number 

강
 



w weight of element in sample 

() natural abundance of target nuclide 

M atomic mass of target element 

S : saturation factor( S= 1- exp -At’) 

D : decay factor( D= exp Atc) 

1n2 
À decay constant( À = l1y ) 

ti & tc irradiation & cooling period, respectively 

T : Half Life of a Radioisotope 

위의 (5)식을 사용하면 속중성자 선속 monitor로 사용한 Ni로부터 

않Ni(n ， p )58CO 핵반응을 이용하여 중성자에너지 8MeV 영역의 선속밀도 

를 계산 할 수 있다. 열 및 열외중성자 선속의 경우는 두 개의 flux 

mointors를 이용하여 Erdtmann G.의 식 (6)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 

다. 

A = (ðtφ t + ðeφe)ηSD (6) 

첨자 t, e 는 각각 열중성자와 열외중성자를 의미한다. Flux monitor로 

Au, Co set을 사용할 경우 열중성자와 열외중성자의 선속은 아래의 

(7), (8)식 으로 부터 구할 수 있다. 

φ 1 / AA~- (þ nð n .. "\ ----- ’ - … t- ð t,Au \ nAuSAuDAu 'V eUe , AuJ 

φe--L/ Aα - (þ,(J , rJ 
ð e α l η CoSαDα 'V fU t , C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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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m 
식 (7 )과 (8)로 부터 선속비(R flux ratio) , ，: t 느 아래의 식 (9)로 계 

φe 

산 할 수 있다. 

R= φ!.- = A Co CA ,,oe.Au - AAuC Co6 e.Co ---
φe A AuC Co6 t.Co -A CoC Al‘6 t. Au 

여기에서 C=ηSD 이다. 

(9) 

위 식 (4) - (9)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원자로의 시료조사 위치에 

서의 열중성자 및 열외중성자 그리고 속 중성자의 전속 밀도는 생성되 

는 핵종의 방사능의 세기를 측정하고 필요한 핵적자료로 부터 계산할 

수 있으나 핵종에 따라서 민감한 중성자의 에너지가 다르고 핵적자료 

의 정확성이 다르므로 정확한 중성자 선속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용 

하고자 하는 표적핵의 핵적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아래 

Table 5에 중성자선속 계산에 사용한 monitors들의 핵적자료(nuclear 

data)를 수록하였다. 

Table 5. Nuclear Data of Monitors Used for the Calculation of the 

Neutron Flux 

Monitor Reaction M e (%) ð t ð e T E r 

Au j~'Au(n ， y ) j~ðAu 196.97 100 98.65 1550 2.30d 41 1.8 

Co (n. y )60 Co(n , y tVCo 58.93 100 37.13 74.0 5.2714y 1332.5 

Zr 94Zr(n , y ) 9σ5Zr 91.22 17.28 0.0499 0.23 64.02d 756.74 
96Zr(n , Y )97Zr 91.22 2.76 0.0229 5.3 16.9h 743.36 

Ni 58Ni(n ,p)58Co 58.71 68.3 0.1l3(Fast ð) 70.82d 810.7 

M atomic weight 

e natural abun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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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hennal cross- section( lO ~-1 cm 2) 

(] e epithennal cross • section(10 24cm 2) 

T : half life(h=hour, d=day , y=year) 

Er y - ray energy(keV) 

중성자선속 측정 실험은 각 조사 공에서 2분간 중성자 조사시키는 

실험을 매시간 마다 6회 반복하여 시간에 따른 중성자 선속의 안정도 

를 함께 조사하였다. Table 6에 수동식 PTS에서의 중성자 선속을 나타 

내었다. 

Table 6. The Variance of Neutron Fluxes for Six Hours in Manual 

PTS 

Time Thermal neutron 

흐꾀으 
1 7.70 :t 0.34 

2 7.56 :t 0.37 

3 7.20 :t 0.14 

4 7.91 :t 0.66 

5 7.60 :t 0.32 

6 7.69 :t 0.14 

Mean‘ 7.61 :t 0.91 

EoithermaJ neutron 

x 1011 

3.12 :t 0.55 

3.27 :t 0.57 

2.84 :t 0.44 

2.78 :t 0.69 

3.34 :t 0.97 

3.37 :t 0.71 

3.12 :t 1.66 

* Mean :t SD for six values, ** Single value 

Fast neutron 

X 1011 

8.35 

8.21 

6.10 

7.96 

7.70 

7.62 
7.66 :t 0.81** 

중성자 선속은 NAA에서의 핵 반응률과 비례하기 때문에 이것의 측 

정 정확도는 곧 분석의 정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중성자 선속의 절 

대값도 중요하나， 중성자 선속비 (Neutron Flux Rati이역시 매우 중요하 

다. Table 7에 중성자 조사시설에서의 중성자 선속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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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e Flux Ratios at the Three Irradiation PTS. 

PTS Thermal Thermal Epithermal 
Epithermal Fast Fast 

Manual 230 543 2.36 

Cd- Lined 19 .1 210 11 .0 

Auto 244 99.3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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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질 허 
p 

제 1 절 ICP-AES에 의한 백금족 금속원소들의 

논!.，.셔 
1.!..- -, 

1. 시약 및 기구 

o 염 산 Hayashi Pure Chernical Industries Ltd. 35%함유 

o 질산 Kanto Chernical Co.Inc 61 %함유 

o 황산 Hayashi Pure Chemical Industries Ltd. 97%함유 

O 과염소산 : Junsei Chernical Co., Ltd. 70%함유 

o 인산 Wako Pure Chernical Industries Ltd. 85%함유 

o 불산 Oriental Chernical Industries Ltd. 50%함유 

O 과산화소다 : Acros Chernical Industries Ltd. 95%함유 

o Pd 표준용액 Cica Merck사제 1 OOOppm (화학분석용 질산 1 mol/L 

용액) 

o Pt 표준용액 Cica Merck사제 1 OOOppm (화학분석용 염산 1 mol/L 

용액) 

O 방해 이온들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AAS 및 ICP-AES용으로 

각 원소별로 제조된 5%- 1000ppm 표준용액 

o Teflon be외<:er : 500mL 

o Mass flask 5아nl 및 200mL 

o Nickel 및 ZirconÎum 도가니 : 30mL, 50mL 

o Dry oven Blue M Electric Company, U.S.A 

” 
ι
 



2. 각종 산 농도에 대 한 영 향 

ICP-AES에 의하여 백금족 금속원소인 Pd. Pt를 정확하게 정량하기 

위해서는 먼저 폐촉매 분말시료중에 존재하는 이들 원소를 손실없이 

분해하여야 한다. 분해방법으로는 주로 산에 의한 분해방법과 알카리용 

융에 의한 분해방법이 있다. 본 실험에서는 두 가지 분해방법을 모두 

사용하였으며 특히 산에 의한 분해방법을 사용하였을 때 사용되는 각 

종 산의 종류 및 농도가 Pd 및 Pt의 측정시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조 

사하였다.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Pd 및 Pt를 각각 2ppm씩 함유하는 

용액에 각종 산의 농도를 일정한 비율로 증가시키면서 첨가한 후 용액 

의 부피를 조절하여 Pd 및 Pt의 방출세기를 측정 비교하였다. 

3. 방해 이온들에 대한 영향 

Pd과 Pt는 단독광물로 존재하기 보다는 반응성을 향상시키 위하여 

r-alumina및 cordierite의 담체에 일정비율을 가진 조성비로 분산시켜 

담지된 촉매 분말시료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원소들이 함유되 

어 있는 주성분이나 부성분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이 Pd 및 pt의 분석 

시 어떠한 방해영향을 주는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실험에 

서도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Pd와 Pt를 각각 2ppm씩 함유하는 용액에 

각종 원소별로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첨가한 후 용액의 부피를 일정하 

게 맞추고 ICP-AES로 Pd과 Pt의 방출세기를 측정하였다. 

4. 시료의 전처리 

가. 주성분 및 미량성분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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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alumina 및 cordierite가 담지된 촉매분말 시료중의 주성분 및 미 

량성분 분석을 위해서는 Si02는 알카리용융법을 이용한 습식분석법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성분들에 대해서는 혼산분해법을 사용하였으며 이 

에 대한 시료의 전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200 mesh로 미분쇄 혼합된 분말시료를 105 0C 로 조정된 φy 

oven에 서 24시 간 정 도 건조시 킨 시 료 0.5g을 100ml의 teflon be삶er에 

취하여 소량의 증류수로 적신 후 질산 5ml 과염소산 5m1, 불산 lOml를 

넣고 hot plate에서 가열 건고시킨다. 이 때 hot plate의 온도는 휘발성 

원소가 휘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200 0C 로 하였다. 

2) 위 와 같은 조작을 2회 반복한 다음 염 산 5ml를 가하고 hot plate 

에서 가열하여 잔사를 녹여낸다. 

3) 염산에 용해된 시료용액을 냉각시킨 후 50m1 용량플라스크에 넣 

고 teflon be없er를 증류수로 세척하여 넣은 다음 증류수를 표선까지 

채워 잘 흔들어 ICP-AES로 미량성분을 분석한다. 

4) 주성분 분석은 미량성분 분석을 위해 전처리한 위의 용액 lOml 

를 100ml 용량플라스크에 취하여 염산 5ml를 넣고 증류수로 표선까지 

채운 후 희석하여 잘 흔들어 ICP-AES로 주성분을 분석한다. 

나. Pd, Pt 분석 

ICP-AES에 의하여 백금족 금속원소들인 Pd, pt 성분들을 정량분석 

하기 위해서는 시료중에 존재하는 백금족 원소들을 완전하게 분해시켜 

야 하는데 이 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산분해법과 알카리용융법을 사용하 

여 분해시킨 다음 일정 부피로 맞춘 용액에 대하여 이들 백금족 금속 

원소들을 측정하여 어떤 분해방법이 가장 좋은가를 조사해 보아야한다. 

본 설험에서 사용한 분해방법으로는 산분해법으로 염산분해법， 질산 

분해법， 왕수분해법， 혼산분해법과 알카리용융법을 이용한 알카리 용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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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는 LiB02, KOH, K2S207, Na20z 등 여 러 가지 용융제가 있으나 시 

료의 특성과 분석성분을 고려하여 Na202로 용해시키는 방법을 사용하 

였다. 이들 분해방법에 대한 산분해법과 혼산분해법의 개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산 분해법에 의한 시료의 분해 

가) 시료를 105 0C 의 dry oven에서 24시간 정도 건조시킨 분말시료 

19을 500ml의 teflon be없er에 각각 취하여 소량의 증류수로 적신후 각 

각에 대하여 염산 100ml 질산 100ml 왕수 100rnl를 가하여 가열 건고시 

킨 다음 각각 염산 10ml ，질산 lOml，왕수 lOml를 가하여 잔사를 녹여낸 

다. 

나) 용해된 시료용액을 냉각시킨 후 50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teflon be빼er를 증류수로 세척하여 넣은 다음 증류수를 표선까지 채워 

잘 흔들어 ICP-AES로 Pd과 Pt성 분을 측정 한다. 

다) 혼산분해법의 경우에는 105 0C 의 @γ oven에서 24시간 정도 건 

조시킨 분말시료 19을 500ml의 teflon be와<er에 각각 취하여 소량의 증 

류수로 적신후 첫 번째로는 질산 100ml+과염소산 5ml+불산 50ml를 두 

번째로는 질산 lOOml+황산 5ml+불산 50ml를 가하여 가열 건고시 킨 

다음 각각 염산 10rnl를 가하여 잔사를 용해시킨다. 

라) 용해된 시료용액을 냉각시킨 후 50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teflon beaker를 증류수로 세척하여 넣은 다음 증류수를 표선까지 채워 

잘 흔들어 ICP一AES로 Pd과 Pt성분을 측정한다. 알카리 용융법에 의한 

시료의 분해방법은 다음과 같다. 

2) 알카리 용융법에 의한 시료의 분해 

가) 105 0C 의 dry oven에서 24시간 정도 건조시킨 분말시료 O，5g과 

용융제 로 Na20 2 2.5g을 nickel도가니 및 zlrcoruum도가니 에 취 하여 시 

료와 용융제를 잘 혼합한 후 650 0C로 조정된 전기로에 넣어 10분간 용 

융시킨다. 

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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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융시킨 도가니를 전기로에서 흔들어주면서 꺼내어 냉각시킨 

후 별도로 준비한 400ml beaker에 도가니를 옮겨 넣고 증류수 100ml와 

염산 30ml를 가하여 용융된 시료를 용해시킨 다음 도가니를 제거하고 

불용물이 있을 경우에는 가열하여 불용물을 용해시키고 시료용액을 냉 

각하여 200ml 용량 플라스크에 넣고 be밟er를 증류수로 세척하여 넣은 

다음 증류수로 표선까지 채워 잘 흔들어 ICP-AES로 Pd과 Pt성분을 

측정한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분해방법을 사용하여 분석 결과의 정밀 

도를 비교하여 보았다. 

제 2 절 XRF에 의 한 백금족 금속원소들의 분석 

1. 시약 및 기구 

o Li2B407 : Aldrich사제 순도 99.9+% 

o Aluminium cup 직 경 40mm 

o Plastic vial 100ml 

o Plastic ball : 직 경 5mm 

O 유산지 

o Dessicato Silica 및 CaCh가 내 장되 어 있는것 

o Press 독 일 Herzog사 제 T ype HTP 40 Max 40ton 

o Mixer mill Dong il Eng.Co. , Ltd 

o Bead machine 일 본 Shimadzu사 제 type BFF- l 

o Pt- Au(5 %)도가니 : 3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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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XRF에 의한 주성분 및 미량성분 분석 

XRF에 의한 촉매 분말시료중의 주성분 및 미량성분을 정확하게 정 

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matrix 조성이 유사한 표준시료를 사용하여 

야 하는데 본 실험에서 사용된 표준시료로는 NBS-76외 75종의 표준시 

료를 direct pelleting 제조방법과 glass bead 제조방법을 이용하였으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Pellet 제 조 볍 

1) Dry oven에서 1시간이상 건조시킨 분말시료 약 8g을 취하여 

aluminium cup에 넣 는다. 

2) Press에 서 20ton의 압력 으로 1분간 압축 성 형 시 키 면 두께 약 

2.5mm- 3mm, 직 경 40mm의 pellet가 제조된다. 

3) 이 pellet를 dessicator에서 보관한 후 측정시 꺼내어 사용한다. 

나. Glass bead 제조법 

1) Dry oven에서 1시간이상 건조시킨 분말시료 19과 용융제로 순도 

99.9+%의 LizB407 5.5g을 유산지 에 취 하여 100ml plastic vi머에 넣 고 

plastic ball 두 개 를 넣 어 mixer mill에 서 3분간 혼합한다. 

2) Pt- Au 도가니에 혼합된 분말시료를 넣고 1.100 0C 로 조정된 bead 

machine에 서 10분간 용융 후 냉 각한다. 

3. 검량곡선의 작성 

가. 표준시료 3종과 분석시료를 pellet제조법으로 pellet을 만들어 

? 

ι
 



intensity를 측정 하고 표준시 료의 농도값을 입 력 하여 FP(Fundamental 

Parameter) 법에 의하여 1차식의 검량곡선을 작성한 후 이 검량곡선에 

의하여 촉매분말 시료의 농도를 구한다(XRF- 1700). 

나. Silicate 표준시료(NBS -76)외 75종의 표준시료와 분석시료를 

glass bead제조법으로 glass bead를 만들어 matrix 및 drift가 보정된 

검량곡선을 작성하고 이 검량곡선에 의하여 촉매분말 시료의 농도를 

구한다 

제 3 절 NAA에 의 한 백금족 금속원소들의 분석 

단반감기 핵종은 단시간의 조사로도 방사능이 포화되므로 핵종간 

분석간섭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매질내의 주성분에 의 

한 간섭 및 분석원소들간의 피크 중첩에 의한 분석간섭 영향을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암석 시료 내에 존재하는 주성분으로는 Al, Ca, Fe, 

K, Mg , Mn, Na, P , Si, Ti등이다. 이들 주성분들 중 단반감기 핵종을 

생성하는 원소는 Al , Ca, Mg , Mn , Ti가 있으나 Ca, Ti의 경우는 단반 

감기 핵종을 생성하는 표적핵종의 자연존재비가 작고， Mg 은 증성자 

반응단면적이 적어 매 질에 의한 분석방해 영향이 크지는 않다. 그라나 

Al과 Mn은 자연존재비가 1 이며 또한 방출하는 감마선도 Al의 경우는 

100%이며 Mn의 경우는 98.87%로서 매우 높으므로 단반감기 핵종 분 

석시 매질에 의한 분석간섭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Al의 경우는 반감기 

가 2분 정도이므로 반감기가 Al보다 긴 핵종들의 경우 Al의 방사능이 

감쇠된 후에 계측이 가능하나 Mn은 반감기가 약 2.6시간으로 길어 단 

반감기 핵종 분석시 주 방해 핵종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분석 원소의 

최적 분석감도를 얻기 위해서 주 방해 핵종의 간섭영향을 최소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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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험조건을 잡아야한다. 최적 실험조건을 도출하기 위하여 각 성분 

의 핵자료와 HANARO의 중성자 선속 특성을 이용하여 단반감기 핵종 

들의 중성자조사 시간에 따른 방사능 세기와 냉각 시간에 따른 감쇠 

하는 양을 구하고， 분석핵종에 대한 간섭핵종의 방사능비가 최소가 되 

는 조건을 구하는 전산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핵종의 양과 간섭핵종의 양에 따라 최적의 중성자조사시간과 방사 

능 감쇠시간을 계산하여 분석감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계측조건을 

구하고자 하였다. Fig. 1 에 NAA로 분석이 가능한 모든 성분의 핵자료 

와 중성자 선속 특성을 이용하여 방해성분과 분석성분에 따른 최 적 분 

석조건을 구하기 위한 간단한 전산코드의 흐름도를 나타내었다. 중성자 

방사화분석에서 단반감기 및 중， 장반감기 핵종을 분석하면 주기율표상 

의 거의 전 원소가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매질 및 분석 원소들간의 

간섭에 의해 분석원소의 수가 제한된다. 여러 가지 시료에서 가능한 많 

은 성분을 분석하려는 시도가 근래에도 계속 되고 있다. Dietz는 츄잉 

껑 시료에서 단반감기 핵종을 분석하였으며， Na며‘따띠는 석탄과 석탄재 

에서 단 반감기 ， 중장반감기 핵종을 분석을 병행하여 44 원소를 분석하 

였다. 또한 Ruch 등은 석탄 및 관련시료에서 단반감기 및 중장반감기 

핵종을 조사시간 방사능 감쇠시간을 조절하여 61 원소를 분석하였으며 ， 

지질시료의 경우는 Laul이 54 원소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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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adiation & Decay 

Time 

Fig. 1. Flow chart for the optimum irradiation and decay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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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과 및 논의 

제 1 절 ICP-AES에 의 한 분석 

1. 각종 산농도에 대한 영향 

각종 산농도 변화에 따른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Pd와 Pt의 단독 

용액 상태에서 산농도를 변화시켜 가면서 용액을 제조한 다음 

ICP-AES에 의하여 표준용액(각각 lppm, l Oppm, l00ppm)에 대한 방출 

세기 를 측정하여 검량곡선을 작성한 후 이 검량곡선에 의하여 제조된 

용액들에 대한 Pd, Pt의 함량을 측정하였으며 이 때 사용된 ICP- AES 

분석장비는 ]obin Yvon model 38 plus로써 분석조건은 Table 8에 나 

타내었다. 결과는 Fig. 2와 Fig. 3에 나타내었으며 그 결과를 보면 Pd, 

Pt 두 백금족 금속원소 모두 단독 용액 상태에서 산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원소의 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가장 좋은 조건은 사용된 

산종류에 관계없이 O.5N 일때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d 

와 Pt를 동시에 분석하기 위해서 혼합용액 상태에서도 위와 같은 방법 

으로 하여 Pd, Pt의 함량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4와 Fig. 5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에서도 단독 용액 상태에서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 

의 경향을 나타내었다. 특히 촉매시료중의 백금족 금속원소들의 완전 

용해를 위하여 왕수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왕수용액의 농도변화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왕수용액의 농도를 변화시켜 가면서 용액을 

만든 다음 이 용액에 대한 Pd. Pt의 함량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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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Analytical Condition for Palladium and Platinum in Mineral 

Ores by Jobin- Yvon 38plus Spectrometer 

Palladium Platinum 

Wavelength 340.458nm 265.945nm 

Interference Fe, Ti, V Fe, Mn, V, Cr, Mg 

Integration 3s 3s 

Background correction Yes Yes 

Standard 1, 10, 100ppm 1, 10, 100ppm 

Detection limit 44.0ppb 81ppb 

Standard deviation :t l.2% :t l.5% 

Fig. 6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면 왕수용액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원소의 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5ml일때가 가장 좋은 것으로 

보아 촉매분말 시료의 왕수 용해시 적은양의 왕수를 사용하여 용해시 

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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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해 이온들에 대한 영향 

ICP-AES에 의하여 Pd. Pt의 정확한 함량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 

해서는 촉매 분말시료 중에 함유되어 있는 방해원소들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일정량의 Pd와 Pt를 함유하고 있는 용 

액에 각종 방해이온들의 농도를 변화시켜 가면서 첨가하고 왕수 용액 

5ml를 가한 후 일정 부피로 희석 혼합한 용액을 제조한 후 ICP- AES 

분석 장비를 사용하여 Pd와 Pt의 검량곡선을 작성하고 이 작성된 검량 

곡선에 의하여 이들 용액들에 대한 Pd, Pt의 함량을 조사하였다. 그 결 

과를 Table 9와 Table 10에 나타내었으며 이들 표에서 보면 Pd, Pt 측 

정시 방해를 주는 방해원소들로는 Pd, Pt 두 백금족 원소 모두 Al, Fe, 

Ca, Mg원소들에 대해서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함량이 적어지는 경향 

이 있었으며 Cr의 경우에는 Pd 측정시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으나 Pt 

측정시에는 Cr 원소의 농도 증가에 따라 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 

다. 따라서 촉매 시료로 부터 이들 방해원소들을 제거하여 방해원소들 

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또한 정확한 분석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용매추출법 에 의 하여 방해원소들을 제거하던가 아니면 Pd와 Pt를 선택 

적으로 농축분리할 수 있는 농축분리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촉매 

시료의 주성분들이 이와 같은 방해원소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 

에 Pd와 Pt의 분석결과에 대한 정밀도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도 이들 방법에 의한 비교분석으로 정밀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용매추출볍보다는 화학분석법인 습식법을 

사용한 선택 농축분리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결과의 정밀도를 검증하 

기 위하여 표준시료에 대해서 건식법 및 습식법에 의한 중량분석법과 

농축분리법에 의한 ICP-AES측정방법을 병행 실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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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Effect of Diverse Ions o n Concentration of Pd 2ppm in 5mR 

Aqua Resia 

Diver펀 Concen따1πtration(ppm) 

lOns 10 100 500 1,000 2,000 5,000 10,000 20,000 50,000 

A l( ill) 2.00 2.02 2.02 1.97 1.96 1.92 1.91 1.76 1.36 

Fe(ill) 2.01 2.00 1.98 1.96 1.97 1.87 1.81 1.60 

Cu( 11) 1.96 1.96 1.98 2.00 

Pb( 11) 1.98 1.98 1.97 1.95 

Zn( IJ) 1.98 1.97 1.95 1.99 

Ca( 11) 2.02 2.01 1.98 1.97 1.95 1.90 1.82 1.73 

Mg( I1) 2.05 2.03 2.04 1.98 1.95 1.87 1.80 1.67 1.51 

Mn( I1) 1.95 1.98 2.01 1.98 

K(II ) 2.06 2.03 2.07 2.09 2.03 2.00 2.02 

Na( 11 ) 2.03 2.00 1.96 2.05 2.09 2.02 2.07 

Ba( 11) 1.94 1.96 1.98 1.97 

Ni(II ) 1.97 1.94 1.97 1.93 

Cd( 11) 1.98 1.98 1.96 1.95 

Sn( 11) 1.95 1.95 1.96 

Co( I1 ) 1.98 1.94 1.94 1.93 

V(VI) 1.96 2.00 2.03 

Cr(VI) 2.04 2.00 2.04 2.04 

Ti( 11) 2.09 2.00 2.02 2.08 2.09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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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Effect of Diverse Ions on Concentration of Pt 2ppm in 5m.e 

Aqua Resia 

D 5륜 Concentration (ppm) 

lon 
100 500 1.000 2,000 5,000 10,000 20,000 50,000 

AI(ill) 1.97 1.98 1.97 1.97 2.00 1.97 1.96 l.84 1.70 

Fe(ill) 1.98 1.92 1.94 1.97 1.97 1.60 1.43 1.21 

Cu (II ) 1.96 1.96 l.98 2.00 

Pb( II) 1.98 1.97 l.96 1.95 

Zn ( II ) l.97 1.97 l.95 l.97 

Ca(II ) 2.05 l.98 1.95 1.95 1.93 l.86 1.77 

Mg( II ) l.98 l.97 1.91 1.90 l.87 l.86 1.88 1.73 l.63 

Mn(II ) l.96 1.95 1.93 l.94 

K(II) 2.08 2.00 2.04 l.98 1.96 1.98 2.02 

Na(II ) 2.04 2.09 2.02 2.03 2.06 2.00 2.08 

Ba( II) 1.98 1.96 1.97 1.92 

Ni ( [] ) 1.99 1.95 1.97 l.92 

Cd(II ) l.95 2.00 l.98 1.99 

Sn(II ) 1.99 1.93 1.95 

Co( II) 1.95 1.97 1.98 1.97 

V(VI) 1.95 1.98 1.96 

Cr( VI) 2.02 2.16 3.38 5.23 

Ti( II ) 1.99 1.97 2.02 1.95 1.95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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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료의 주성 분 및 미량성분 분석 

연구분석용 및 표준시료 중에 존재하는 주성분 및 미량성분들에 대 

한 정확한 함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미분쇄 분말시료를 불산을 사용한 

혼산분해법으로 용해시켜 용액으로 제조한 다음 시료중의 미량성분들 

은 ICP-AES로 분석하였다. 이 때 사용된 ICP- AES 분석장비는 

Labtest model UV 25로서 기기 조건은 Table 11과 같다. 특히 국내에 

는 현재까지 촉매 시료중의 미량성분들에 대한 기초자료가 전무한 상 

태에서 기초자료의 확립과 자원 재활용의 측면에서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12에 나타내었다. 이 표에서 보면 자동차용 촉매의 경우 

에는 석유화학 촉매에 비하여 Zr 성분이 월등하게 많음을 알 수 있었 

으며 자동차용 촉매중의 Zr 성분의 분리회수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 , i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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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Instrument Setting for Application Major and Trace 

Elements in Mineral Ores by Labtest Spectrometer 

Integration time(seconds) 10.0 

Flush time(seconds) 20.0 

Forward power(watls) 1200 

Reflected power( watts) 5.0 

Viewing height 8mm-12mm 

Sample pressure(KPa) 200 

Sample flow 4.5 

Coolant pressure(KPa) 100 

Coolant flow 6.0 

Auxiliary flow 2.5 

Flushing flow 3.0 

Pump speed 600 

Pump tubing Y ellow-Yellow 

Pump flow( mL/min) 3.0 

? 
‘ 

{ 
{ 

니
 



Table 12. Analytical Results of Trace Elements in Samples by 

Labtest Spectrometer 
m m w 빠

 

/ 
t 
l ‘ 
、

λ。세혹 ι츠 

Zr Ba Be Co Cr Ni Sr V Cu Nb Pb Zn 
시료 

40 5.5 2.5 14 32 14 (1 5.3 3.8 8.8 40 64 

2 8.0 3.3 (1 7.8 24 8.0 (1 10 l.8 (1 46 59 

3 5.07% 132 (1 9.5 72 425 822 36 6.7 65 46 47 

4 2.45% 56 (1 12 57 0.13% 0.18% 43 21 114 103 43 

5 l.91 % 156 (1 8.5 48 194 31 38 4.9 78 41 30 

6 68 4.3 (1 3.2 21 5.6 5.3 2.1 5.0 (1 54 78 

7 4.3 2.6 (1 24 31 10 (1 2.1 66 (1 58 176 

8 53 9.0 (1 1.1 29 5.3 (1 2.5 7.1 (1 32 119 

9 21 9.3 <I 35 80 931 2.3 20 6.4 2.8 12 42 

10 9.1 1% 14 (1 5.5 90 35 0.59% 41 10 101 83 24 

[

π
 



4. 각종 분해법에 의한 Pd과 Pt의 분석 

각 종 분해법에 의하여 촉매 분말시료 중에 존재하는 Pd와 Pt의 용 

해정도와 분석정밀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우선 산분해법， 불산을 이용한 

혼산처리법， 알카리 용융법 등으로 전처리한 후 용해시킨 용액을 

ICP-AES로 Pd와 Pt 성분을 측정하였다. 이 때도 Jobin Yvon model 

JY 38 plus의 ICP-AES 분석장비를 이용하였으며 이 분석장비는 Pd와 

Pt를 분석할 경우 미량성분 분석에 사용되었던 Labtest model에 비하 

여 분해능이 우수하고 감도가 좋을 뿐 아니라 background의 보정도 가 

능하다. 분해방법은 촉매시료중의 Pd. Pt의 분석을 위해 제 3장 1절의 

시료 전처리과정에서 언급한 방법을 사용하여 시료용액을 제조한 후 

이 용액에 대한 Pd와 Pt의 함량을 분석하였다. 결과는 Table 13에 나 

타내었다. 이 결과에서 보면 어떤 분해방법을 이용하든지 Pd과 Pt의 함 

량이 비슷하였으나 Pd과 Pt의 정확한 함량을 알고 있는 표준시료의 경 

우를 보면 두 성분 모두 추천값보다 값이 적게 나옴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다른 촉매시료에 대해서도 값이 부정확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원인은 촉매시료에 다량으로 존재하는 주성분들인 Al , Mg 성분들이 

Pd과 Pt 측정시 방해하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영향은 방해원소들에 대 

한 영향에서도 미리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해원소들을 

제거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농축분리와 같은 방 

법을 사용하여야 만이 분석의 정밀도를 향상시키고 신뢰성 있는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표준시료에 대하여 농축분리 

법을 사용하여 Pd와 Pt를 선택 분리하여 용액으로 제조한 후 

ICP-AES로 측정하여 이들 성분에 대한 분석결과를 비교 검증하였으며 

정밀도의 향상을 위하여 건식법과 습식법에 의한 중량 분석법을 병행 

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14에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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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13. Analytical Results of Palladium and Platinum Using Various Decomposition 

Methods 

l;찮tt 염산분해법 질산분해법 왕수분해볍 흔산분해법(I) 혼산분해법( IJ ) 알카리용융법 

Pd(%) Pt(%) Pd(%) Pt(%) Pd( %) Pt(%) Pd(%) Pt(%) Pd(%) Pt(%) Pd(%) Pt(%) 

(lppm 0.29 (l ppm 0.28 (1 ppm 0 ‘ 27 (1 ppm 0.28 (lppm 0.29 (1 ppm 0.27 

2 (1 ppm 0.20 (l ppm 0.19 (1 ppm 0.22 (1 ppm 0.20 (1 ppm 0.21 (lppm 0.20 

3 0.31 0.017 0.30 0.015 0.32 0.017 0.32 0.018 0.33 0.017 0.32 0.016 

4 0.35 0 ‘ 042 0.34 0.041 0.35 0.042 0.36 0.043 0.35 0.042 0.34 0.042 

5 0.089 0 ‘ 053 0.091 0.052 0.094 0.054 0.090 0.055 0.092 0.054 0.093 0.052 

6 <Ippm 0.21 (1 0.20 <J 0.20 <J 0.21 (1 0.23 (1 0.22 

7 <Ippm 0.21 (1 0.19 <J 0.20 (l 0.23 <I 0.22 <J 0.21 

8 (lppm 0.45 <I 0.43 (1 0.44 <I 0.47 <J 0 ‘ 46 <I 0.48 

9 (l ppm 0 .0영 <I 0.052 <I 0.053 <I 0.055 <I 0.054 <I 0.053 

10 

(표준물질) 
0.72 0.026 0.74 0.027 0.75 0.025 0.73 0.025 0.74 0.027 0.73 0.026 

* Recommended va1ues of standard reference material 

Pt : 0.0343(%) , Pd : 0.98(%) 



Table 14. Analytical Results of Palladium and Platinum in Standard 

References Material U sing Wet Chemical Methods 

(fire assay, gravimetric and separated concentration) 

앓3t Fire assay Gravimetric Separated 

concentratlOn 

Pd(%) 0.96 0.97 0.98 

Pt(%) 0.032 0.036 0.033 

이 표에서 보면 건식볍 및 습식 중량법과 이 방법에 의한 Pd, Pt성분의 

분석결과와 추천값이 잘 일치됨을 알 수 있었으며 따라서 다른 연구분 

석용 촉매 분말시료 중에 존재하는 Pd, Pt 성분을 앞에서 언급한 농축 

분리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Table 15에 나타내었으며 이 

표에서 보면 Table 13에서 보다 Pd와 Pt의 함량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표로 보아 Pd와 Pt의 함량 분포에 따라 자동차 배기정 

화용 촉매와 석유화학 촉매가 확연하게 구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 

는데 자동차 배기정화용 촉매에서는 Pd와 Pt가 모두 존재하며 석유화 

학용 촉매에서는 Pd는 존재하지 않고 Pt만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으며 

Pt의 함량이 자동차용 촉매보다 훨씬 많음을 알 수 있었다. 

- 56-



Table 15. Analytical Results of Palladium and Platinum in Samples 

U sing Separated concentration Methods 

꿇핵3L Pd(%) Pt(%) 

1 (1ppm 0.40 

2 (1 0.26 

3 0.42 0.023 

4 0.48 0.058 

5 0.12 0.073 

6 (1 0.29 

7 (1 0.28 

8 (1 0.62 

9 (1 0.074 

제 2 절 XRF에 의 한 분석 

XRF 분석 장비에서는 주로 촉매 분말시료 중에 다량으로 존재하는 

주 성분원소들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는 촉매시료의 주성분 

원소들에 대한 함량조성비와 특성 규명에 특히 필수적인 것일 뿐 아니 

라 이들 주성분 원소들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립함으로써 회수 및 분리 

정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촉매 시료 중의 주성분 

원소들의 정밀분석을 위하여 matrix matching이 유사한 표준시료를 사 

용하여야 하나 시료의 특성과 용도에 따른 주성분들의 조성비율이 다 

르기 때문에 이들 주성분들에 대한 정밀분석을 XRF 분석장비로만 분 

더
 
ι
 



석하기가 어려우므로 다른 분석장비 및 화학 습식중량법을 사용하여 

주성분들에 대한 분석결과 및 정밀도를 비교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Si02의 경우에는 화학 습식중량법을 기타 주성분들에 

대해서는 ICP- AES 분석장비를 사용하여 비교 분석하였으며 또한 

XRF 분석장비는 두 대의 장비를 이용하여 direct pelleting 제조법과 

glass bead 제조법으로 제조한 시료를 표준시료와 함께 FP method와 

EC method로 측정하여 평균한 값을 사용하였으며 이와 같은 여러 가 

지 방법을 사용한 분석결과를 Table 16에 나타내었다. 이 표에서 보면 

XRF 분석장비와 ICP- AES 및 화학 습식중량법을 사용한 분석결과들 

이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XRF의 경우에는 사 

용한 표준시료와 촉매시료의 matrix가 다르기 때문이며 따라서 XRF에 

의하여 촉매시료중의 주성분 분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matrix가 

유사한 표준시료를 사용하던가 아니면 화학 습식법을 이용하여 주성분 

들을 분석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또한 XRF 분석장비로는 Pd과 Pt 

분석이 어려운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사용된 X- ray tube가 Rhodium 

tube로서 이 tube를 사용할 경 우에 는 Rhodium의 line과 Pd 및 Pt line 

이 겹쳐 Pe하〈가 묻혀버려 상대적으로 감도가 나쁘기 때문이며 두 번째 

이유는 XRF분석용 시료를 Glass bead제조법으로 제조하기 위하여 사 

용된 용기가 Au가 5%함유된 Pt 도가니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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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Analytical Results of Major Elements in Samples by XRF and ICP • AES 

~엎치: 
SiOz AIzO:l FezO:1 CaO MgO KzO MnO NazO '[、iOz PzOs 

XRF ICP XRF ICP XRF ICP XRF ICP XltF ICP XHF ICP XHF ICP XHF ICP XI1F ICP x n F ICP 

0.15 4.70 92.64 81.21 0.22 0.19 0. 19 0.009 0.09 ( lppm 0.04 0.093 0.010 0.003 0.13 0.52 0.14 0.16 0.01 1 0.14 

2 0.19 3. 14 92.96 96.44 0.24 0.14 0.19 0.016 0.10 (]ppm 0.03 0.009 0.010 0.003 0.1 2 0.11 0.03 0.0030α)5 0.13 

3 33.40 36.82 36.81 43.29 6.06 5.32 0.17 0.086 8.20 8.99 0.07 <0α)5 0 α)9 0α)5 0.22 0.092 0.48 0.46 0.032 0.17 

4 33.46 39.22 33.28 40.98 6.69 3.28 0.17 0.089 8.69 10.66 0.08 <0.005 0.007 O.α)5 0.17 0.12 0.49 0.54 0.014 0.1 5 

5 36.47 37.46 39.2 1 44.09 6.47 2.68 0.19 0.089 9.64 11 .06 0.08 <0.005 0.010 0α)5 0.21 0.11 0.53 0.54 0.032 0.14 

6 0.28 0.82 92.54 99 04 0.1 1 0.086 0.23 0.016 0.11 0.009 0.04 0α)9 0ω9 0α)1 0. l3 0.30 0.17 0. 15 0α)6 0.087 

7 0.32 2.44 89.49 96.52 0.31 0. 17 0.23 0.019 0. 11 0.011 0.04 <0005 0.017 0.007 0.15 0.16 0.17 0.1 5 0.01 1 0.15 

8 4.46 5.34 89.22 93.22 0.24 0.1 0.20 0.015 0.10 0α)2 0.04 0.093 0α)9 0.002 0. 13 0.76 0.04 0α)6 0α)6 0.087 

9 46.02 43.76 33.1 1 36.81 1.19 1.02 0.17 0.080 14.32 15.65 0.06 <0.005 0.019 0.015 0.30 0.21 2.1 4 2.24 0.015 0.10 

10 

(표준울질) 
30.18 31.76 29.93 38.34 6.51 6.43 0.17 0.091 8.00 9.99 0.06 <0.005 0.005 0.005 0.1 9 0.11 0.44 0.50 0.038 0.13 



제 3 절 NAA에 의 한 분석 

분석조건은 시료의 주성분과 분석 대상 성분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ICP-AES 결과에서 얻은 주성분의 분석결과를 참조하였으며 대부분의 

시료의 주성분은 알루미늄으로 밝혀졌다. 또한 백금족 원소의 핵적 특 

성을 조사하였다. Table 17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수분 혹은 수십 

분의 반감기를 가지는 핵종 생성 원소는 INAA에 의해서는 분석이 곤 

란하였다. 분석 가능한 원소는 Ir과 Pt. Ru. Os등으로 판단되었다. 

촉매시료의 NAA분석과정은 Fig. 7과 같이 100mg의 시료를 정확히 

칭량하여 중성자 조사용 PP(polypropylene) vial에 담고 밀봉한 후 중 

성자 선속 측정용 비교체와 함께 HANARO manual PTS에서 30분간 

중성자 조사하였다. 조사된 시료는 2일 후 HPGe y - ray detector 

(efficiency 25%, FWHM 1.9 ke V)와 MCA 시스템을 이용하여 y - ray 

spectrum을 얻었다. 반감기가 긴 Ru 등의 측정을 위하여 20일 후 2차 

측정하였다. Fig. 8에 감마선 측정시스랩을 나타내었다. 중성자 선속 측 

정용 Au , Co monitors들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측정장비 

의 에너지와 계측 효율은 표준 감마선원(NIST. SRM-4275C)을 이용하 

였다. 에너지 및 계측효율 검정콕션은 Fig. 9와 Fig. 10에 각각 나타내 

었다. 

시료 및 flux monitors의 r - ray spectra, 그리고 중성자조사 조건 등 

의 실험조건으로부터 앞의 식에 의해 각 원소의 함량을 결정하였다. 7 

종의 촉매시료에 대한 NAA의 분석결과는 Table 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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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Nuclear Data of Platinum Group Elements 

Ele ~ A nR cs RI HL GE(GI) 

760S 1850S 0.02 n,r 3000-150 601-51 93.6d 646(81 ) 

19 1 。닝Os 26.4 cm 13.1 -0.3 30-1 15.4d 129.4(24, 191 1r) 

1930S 41.0 n,r 2.0-0.1 4.6-0.2 1.271d 138.9(4.27), 460.5(3.95) 

ηIr 
192m1 1r 37.3 n,r 645- 32 1200 1.45m 316.5(0.016 1) 

192m1+0Ir ” 954- 10 3500- 100 73.831d 308(29.3) ，’，31η7(83) ，468(47.7) 

194m1+0Ir 62.7 111- 5 1350-100 19.15h 294(2.52), 329(13) 

7SPt 197mpt 25.3 44-4m 0.35- 0.07 81m 양6( 11.1) 

197m+OPt ” 0.72- 0.04 5.1-0.3 18.3h 191(3.7) 

1999Pt 7.2 3.66-0.19 54-4 30.8m 317(4.87), 딩3(14.8) 

199Au daughter 3.139d 158(36.9), 208(8.37) 

46Pd 111mpd 11.72 n,r 37-6m 0.7-0.2 5.5h 172(33.6), 391(5.4) 

11 10Pd cm 190-30m 2.4-0.3 23.4m 580(0.84), 650(0.552), 

1388(0.54),1458(0.56) 

111 Ag daughter 7.45d 342(6.7), 245( 1.24) 

45Rh l04mRh 100 n,r 10-1 75-5 4.34m 97(2.99) 

l04m+ORh cm 145- 2 1100- 50 42s 556(2) 

44Ru I03Ru 31.6 n,r 1.21-0.07 4.2-0.1 39.254d 497(88.7) 

I05Ru 18.7 0.32-0.02 4.3-0.1 4.44h 317(1 1), 469(17.3), 676(15.5) , 

724(46.7) 

I05Rh daughter 1.4733d 306(5.13), 3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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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 Ana1ytical Results of Platinum Group Elements in Seven 

Catalysts 

(unit : ppm) 

Cat- 1 Cat- 2 Cat- 3 Cat-4 Cat- 5 Cat- 6 Cat- lQ 

Pt 2390 2300 125 179 321 92 235 

Re 1.33 2.98 16.6 7.28 8.29 6420 

Ir 0.180 0.009 0.187 0.142 0.014 

La 0.137 0.264 986 6950 141 6420 60.4 

Ce 16800 42700 30400 17600 8.84 

Nd 1770 7720 136 8110 16.8 

Eu 1.57 9.01 1.1 3.02 

Tb 0.634 1.65 0.562 

이 표에서 보면 Pd는 분석결과가 없는데 이는 Table 17에 나타났듯 

이 Pd가 핵적 반응시간이 길고 감도가 나빠 분석결과를 얻는 것이 상 

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분석장비에서는 이 원소를 제외시켰으며 또한 

Pt의 경우에는 건식볍 및 습식법을 이용한 중량분석법과 농축분리에 

의한 ICP-AES의 분석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 는 앞으로도 

NAA에 의한 Pt의 정밀분석을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보완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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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료L 
L-

본 연구는 제 2차년도 연구과제로서 광물·소재 시료중에 함유되어 

있는 백금족 원소들인 Pd와 Pt의 정밀분석 및 신뢰성 있는 분석결과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 들 성분들은 단독으로 존재하기 보다 

는 대부분 촉매 담체시료에 담체시켜 자동차 배기정화용 및 석유화학 

용 반응촉매로서 반응성을 향상시키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이들 성분들은 함량결과에 따라 상당한 비용을 좌우하는 부가가치가 

높은 원소들이기 때문에 이들 성분들을 신속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분석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이와 같은 정밀 분석방법의 확립으로 

광물·소재 특히 촉매 시료중에 함유되어 있는 Pd와 Pt 성분에 대한 정 

확한 분석결과를 구축하여 이들 성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이 

들 자료를 근거로 하여 촉매 시료중의 부가가치가 높은 Pd와 Pt 성분 

의 분리회수 및 정제사업 등에 활발한 적용이 이루어지리라 보며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촉매시료에 대한 시료의 용도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간이 

다소 많이 소요되는 산분해법 보다는 알카리 용융법을 사용하는 것이 

분석시간을 단축시키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시료 O.5g과 알카리 용융 

제인 Na202 2.5g을 nickel 및 zlrcoruum도가니를 이용하여 650 0C 로 조 

정된 전기로에서 10분간 용융시킨 후 용액을 제조하여 Pd과 Pt의 대략 

적 인 함량을 조사하였다. 

2. 산분해법과 불산을 이용한 혼산분해법을 이용하여 시료를 분해 용 

해시킬 경우 Pd과 Pt성분이 휘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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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온도에서 서서히 용해 건고시킨 다음 두 번째는 높은 온도에서 

용해， 건고시키고 최종적으로 용해시 산농도는 O.5N 정도로 낮추어야 

하며 특히 Pd와 Pt를 동시 에 용해시키 위해서는 왕수용액을 5ml 정도 

로 조절하고 또한 알카리 용융제로 용융 분해시킬 경우·산농도를 최소 

한 낮게 조절하여 용액을 제조하였다 

3. 촉매 시료중의 주성분들인 Al , Mg 성분들이 Pd와 Pt 측정시 방해 

원소들로서 이들 성분들에 대한 측정결과가 낮게 나오기 때문에 결과 

의 정밀도향상을 위하여 농축분리에 의한 분석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촉매시료의 용도와 특성에 따라 자동차 배기정화용과 석유화학용 

으로 나누어 ICP-AES에 의한 시료 전처리와 농축분리법을 사용하여 

이들 성분들을 선택적으로 농축 분리시켜 용액을 제조한 다음 정밀도 

를 비교검증하기 위하여 별도로 표준물질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용액을 제조하여 ICP-AES 분석장바로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표준편차 

가 1% 이내로 잘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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