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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몰리브덴은 알칼리용액에서는 MoO4

2−로 존재한다. 수용액의 pH 2와 6 사이의 범위에서는 MoO4

2−와 수소이온간의 축중합반응

에 의해 다양한 동종다중음이온이 형성된다. 몰리브덴용액의 pH가 2 이하의 범위에서는 동종다중양이온이 형성되나 무기산의 농도

가 증가함에 따라 무기산의 음이온과 반응하여 이종다중음이온이 형성된다. pH 6 이하의 용액에서 몰리브덴의 농도분포는 몰리브

덴과 무기산의 종류와 농도에 의존한다. 따라서 용매추출과 이온교환자료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강산용액에서 몰리브덴 화학종을 규

명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몰리브덴, 화학종 분포, 이종다중음이온 

Abstract

MoO4
2− is the stable chemical species of Mo(VI) in alkaline solution. In the pH range of 2 to 6, condensation polymerization

between MoO4
2− and hydrogen ion results in the formation of various polyanions of Mo(VI). Polycations of Mo(VI) begin to

form when solution pH is less than 2. As the concentration of inorganic acid increases, polycations of Mo(VI) can react with

the anion of the inorganic acid, resulting in the formation of heteranions of Mo(VI). The distribution of Mo(VI) species at pH

< 6 depends on the concentration of Mo(V) and inorganic acid. In order to analyze the solvent extraction and ion exchange data

on Mo(VI) from concentrated inorganic acid solution, it is necessary to elucidate the nature of Mo(VI) complexes.

Key words : Molybdenum, distribution of chemical species, polyanions

1. 서 론

몰리브덴은 전이금속으로 크롬, 텅스텐과 함께 6족에

속한다. 세 금속은 화학적성질이 매우 유사하며 특히 알

칼리용액에서 각각 CrO4
2−, MoO4

2−와 WO4
2−로 존재한

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세 금속 모두 높은 융점을

지녀 고융점 내열금속으로 분류된다. 몰리브덴 금속은

미사일, 항공기등의 고온 경량 구조재료 및 필라멘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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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 전기로의 전극등 고온 전기재료로 사용된다. 스테

인레스강, 내열강, 초합금강과 같은 특수강에 강도, 경

도, 인장력, 내마모성등을 증가시키기 위한 합금제로 사

용된다. 

상온에서 몰리브덴은 공기중 산소와 거의 반응을 하

지 않는다. 그러나 400oC 정도의 온도에서 산화되기 시

작하여 600oC에서는 휘발성이 강한 MoO3를 형성한

다1). 상온에서 몰리브덴 금속은 염산이나 황산용액 및

알칼리용액에 용해되지 않으나, 80oC 이상의 온도에서

는 용해된다. 몰리브덴 금속은 질산과 황산의 혼산에 잘

용해된다1). 

몰리브덴의 주요 광석은 휘수연광(molybdenite,

MoS2)이며 몰리브덴을 함유한 원광석을 Table 1에 나

타냈다1). 현재 몰리브덴의 60% 정도는 동광 부산물로

부터 생산되고 있으며, 나머지 40%는 휘수연광에서 제

조된다. 몰리브덴은 석유화학의 탈황공정에서 촉매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정제공정에서 발생한 폐촉매에 함유

된 몰리브덴을 고순도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다른 금속

과의 분리가 필요하다. 습식법을 통해 금속을 고순도로

회수하기 위한 분리공정에서는 용매추출과 이온교환

이 이용된다. 특히 몰리브덴과 바나듐, 텅스텐의 용매추

출2-5)과 이온교환6-8)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결과가 발표

되었다.

용매추출이나 이온교환을 이용하여 금속을 분리하는

경우 무기산용액에서 금속이온의 용액화학에 대한 정보

는 추출제나 이온교환수지 선정에 큰 도움이 된다. 몰

리브덴은 알칼리용액에서 MoO4
2−로 존재하지만 용액

의 pH가 감소함에 따라 동종다중음이온(Isopolyanion)

이 형성되며 pH 2 이하의 용액에서는 동종다중양이온

이 형성된다고 알려졌다8). 특히 pH 6부터 2사이의 영

역에서는 수소이온과 MoO4
2− 사이의 축중합(Conden-

sation polymerization)반응으로 인해 다양한 몰리브덴

중합체가 형성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몰리브덴이

함유된 수용액의 용액화학을 해석하고 농도분포를 구하

였다. 또한 이와 같이 구한 농도분포의 한계에 대해 고

찰하였다. 

2. 몰리브덴의 용액화학

몰리브덴 산화물을 염기성 수용액에 용해시키면 몰리

브덴은 6가의 산화상태인 MoO4
2−로 존재하며 이을 다

음에 나타냈다. 

MoO3 + 2OH− = MoO4
2 + H2O  (1)

몰리브덴이온과 같이 큰 산화상태를 지닌 이온은 수

용액에서 단독이온 으로 존재하기 어렵다. 즉, 몰리브덴

이온은 물분자와 이온-쌍극자 힘에 의해 수화된다. 이

때 몰리브덴의 산화상태가 6가이므로 Lewis산으로 작

용하여 물이 비공유전자쌍을 제공하는 Lewis염으로 몰

리브덴이온과 공유결합을 형성한다. 산화상태가 높은 금

속이온과 물이 결합하면 물분자에서 산소와 수소사이의

공유결합이 약해지면서 수소이온이 해리되기 쉽다. 따

Table 1. Characteristics of molybdenum mineral ores1)

Mineral name Formula Mo content (%) Density (g/cm3) Structure

Ferrimolybdite Fe2(MoO4)3⋅8H2O 39.1 3 Orthorhombic

Ilsemannite Mo3O8⋅nH2O - - Amorphous

Jordisite MoS2 59.9 - Amorphous

Koechlinite (BiO)2MoO4 15.7 8.26 Orthorhombic

Lindgrenite Cu3(MoO4)2(OH)2 35.2 4.26 Monoclinic

Molybdenite MoS2 59.9 4.6-5.1 Hexagonal

Molybdite MoO3 66.7 4.72 Orthorhombic

Mourite UO2⋅5(MoO2(OH)2) 44.4 4.225 Monoclinic

Powellite CaMoO4 48.0 4.26 Tetragonal

Chilliagite PbMoO4 19.6 7.5 Tetragonal

Umohoite UO2MoO4⋅4H2O 19.1 4.55-4.93 Variable

Wulfenite PbMoO4 21.1 6.815 Tetrag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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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산화상태가 큰 금속이온의 수화물은 산의 성질을

지닌다. 몰리브덴의 수화층으로부터 수소이온이 해리되

는 반응을 다음에 나타냈다.

Mo(H2O)n
6+ = Mo(H2O)n-1(OH)5+ + H+ (2)

몰리브덴은 일반적으로 3, 4, 5, 6의 산화상태를 가

지는데 알칼리용액에서는 MoO4
2−가 열역학적으로 가

장 안정하다. 이와 같이 MoO4
2−의 열역학적 안정성은

다음의 환원반응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MoO4
2−가 4가인 MoO2로 환원되는 반응을 다음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MoO4
2− + 2H+ = MoO2(S) + H2O (3)

몰리브덴의 옥소음이온(Oxoanion)은 환원될 때 산소

이온을 잃는데 이와 같이 금속옥소음이온에서 떨어져

나온 산소이온은 물에 존재하는 수소이온과 결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MoO4
2−의 환원반응은 수소이온

의 농도가 높은 산성용액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알칼리

용액에서는 수소이온이 농도가 매우 낮으므로 환원반응

이 진행하지 않아 MoO4
2−가 가장 안정하다. 

전이금속의 산화수가 증가할수록 옥소음이온이 중합

체를 형성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MoO4
2−는 사면체 구

조를 가지며 몰리브덴은 사면체의 중심에, 산소이온은

사면체의 꼭지점에 존재한다. 따라서 용액의 pH가 감소

하여 수소이온의 농도가 증가하면 사면체에 위치한 산

소이온과 수소이온이 결합하여 다양한 중합체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반응식을 식 (4)에 그리고 여러 착

물형성반응을 다음에 나타냈다. 또한 사면체 구조를 지

닌 가 중합체 형성시 분자구조의 모형을 Fig. 1에 나타

냈다. 

xMoO4
2− + yH+ = [MoxO4x-y/2]

(2x-y) + (y/2)H2O (4)

H+ + MoO4
2− = HMoO4

− = MoO3(OH)−  (5)

2H+ + MoO4
2− = H2MoO4

 = MoO2(OH)2
 (6)

3H+ + MoO4
2 = H3MoO4

+ = MoO(OH)3
+ (7)

4H+ + MoO4
2 = H4MoO4

2+ = MoO2(OH)4
2+ (8)

상기 반응에 의해 형성된 중합체는 수소이온과 반응

하여 다른 중합체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H+ + MoO3(OH)− = MoO2(OH)2
 (9)

Mo2O7
4−, Mo7O24

6−, Mo8O26
4−, Mo18O56

4− 등의 중

합체는 모두 6가의 산화상태를 지니며 물의 제거반응이

동반되는 축중합반응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MoO3(OH)− = Mo2O7
4− + H2O (10)

7MoO4
2− + 8H+ = Mo7O24

6− + 4H2O (11)

8MoO4
2− + 12H+ = Mo8O26

4− + 6H2O (12)

18MoO4
2− + 32H+ = Mo18O56

4− + 16H2O (13)

MoO4
2−용액의 pH를 감소시킴에 따라 축중합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수소이온이 Lewis산으로 작용하고

MoO4
2−에 부착된 산소이온은 Lewis염으로 작용하여

수소이온에 비공유전자쌍을 제공하여 물분자를 형성하

기 때문이다. 몰리브덴 중합체의 농도분포는 몰리브덴

과 수소이온의 농도, 용액 온도에 의존하며 여러 중합

체 형성반응과 평형상수를 Table 2에 나타냈다8).

Table 2로부터 MoO4
2−가 MoO3로 침전되는 pH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H = 3.6 + 0.5 log[MoO4
2−] (14)

Table 2에 나타낸 평형상수를 이용하여 수용액의 pH

변화에 따른 몰리브덴(VI)의 농도분포를 구할 수 있다.

즉 평형관계식을 몰리브덴의 물질수지에 대입하여 그

결과 식을 용액의 pH변화에 따른 그 결과 식의 해를

구하면 여러 몰리브덴 화학종의 농도분포를 구할 수 있

다. 초기 몰리브덴의 농도가 0.01 M인 조건에서 상기

방법으로 구한 농도분포를 Fig. 2에 나타냈다8). 텅스텐

의 경우 화학종간의 평형에 도달하는데 여러 주가 필요

하지만, 몰리브덴의 화학평형은 순간적으로 일어난다9).

몰리브덴이 함유된 수용액의 pH가 6 이상인 조건에

서는 몰리브덴(VI)은 MoO4
2−로 존재한다. 용액의 pH

Fig. 1. Schematic diagram for the dimerization of MoO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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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소하여 수소이온의 농도가 증가하면 여러 몰리브

덴의 동종다중음이온이 형성된다. 특히 pH 1.5에서 6사

이의 수용액에서는 Mo2O7
4−, Mo7O24

6−, Mo8O26
4−,

Mo18O56
4− 등과 같은 중합체가 형성되어 존재한다. 이

는 몰리브덴(VI)의 Eh-pH도와 잘 일치한다. 용액의 pH

가 6부근에 도달하면 Mo7O24
6−가 처음 생성되기 시작

한다. 용액 pH가 더욱 감소함에 따라 Mo8O26
4−,

Mo18O56
4−가 순차적으로 생성된다. 한편 용액의 pH를

더욱 감소시키면 MoO3·2H2O가 침전된 다음 MoO(OH)3
+

가 생성되기 시작한다. MoO(OH)3
+는 사면체 꼭지점에

위치한 4개의 산소이온중 3개는 수소이온과 결합한 형

태로 존재하는 것을 나타낸다. 수용액의 pH가 더욱 감

소하여 진한 산성용액에서는 Mo2O2(OH)6
2+가 생성되어

대부분의 몰리브덴(VI)이 Mo2O2(OH)6
2+로 존재하는 것

을 Fig. 2에서 알 수 있다. Mo2O2(OH)6
2+는 MoO(OH)3

+

가 회합되어 생성된 중합체로 간주할 수 있다. 

즉 수용액의 pH에 따른 몰리브덴 화학종의 농도분포

로부터 다음 사항을 알 수 있다. 용액의 pH 6 이상에

서 몰리브덴은 MoO4
2−로, pH 1 이하의 강산용액에서

는 Mo2O2(OH)6
2+로 존재한다. 한편 pH 1과 6 사이에

Table 2. Equilibrium constants for the formation of various Mo(VI) complexes in aqueous solution at 25oC

Formula Reaction Log K

H3MoO4

+ MoO4

2− + 3H+ = H3MoO4

+ log K1 = 8.44

MoO2OH+ MoO4

2− + 3H+ = MoO2OH+ + H2O log K2 = 8

Mo2O5OH+ 2MoO4

2− + 5H+ = Mo2O5OH+ + 2H2O log K3 = 18

Mo2O2(OH)6

2+ 2MoO4

2− + 6H+ = Mo2O2(OH)6

2+ log K4 = 19

Mo7O24

6− 7MoO4

2− + 8H+ = Mo7O24

6− + 4H2O log K5 = 52

Mo8O26

4− 8MoO4

2− + 12H+ = Mo8O26

4− + 6H2O log K6 = 71

Mo18O56

4− 18MoO4

2− + 32H+ = Mo18O56

4− + 16H2O log K7 = 171

HMoO4

− MoO4

2− + H+ = HMoO4

− log K8 = 3.57

HMo7O24

5− 7MoO4

2− + 9H+ = HMo7O24

5− + 4H2O log K9 = 57

H2Mo7O24

4− 7MoO4

2− + 10H+ = H2Mo7O24

4− + 4H2O log K10 = 60

H3Mo7O24

3− 7MoO4

2− + 11H+ = H3Mo7O24

3− + 4H2O log K11 = 62

Mo7O24OH 7− 7MoO4

2− + 7H+ = Mo7O24OH 7− + 3H2O log K12 = 46

H2Mo6O21

4− 6MoO4

2− + 8H+ = H2Mo6O21

4− + 3H2O log K13 = 49

H3Mo8O28

5− 8MoO4

2− + 11H+ = H3Mo8O28

5− + 4H2O log K14 = 67

HMo13O42

5− 13MoO4

2− + 21H+ = HMo13O42

5− + 10H2O log K15 = 119

MoO3 MoO4

2− + 2H+ = MoO3 + H2O log K16 = 7.2

H2MoO4 MoO4

2− + 2H+ = H2MoO4 log K17 = 7.36

Fig. 2. Distribution diagram of molybdenum species8).

([Mo(VI) = 0.1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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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다양한 몰리브덴 중합체가 존재하면 농도분포는

몰리브덴의 농도에 의존한다. 이러한 몰비브덴의 농도

분포 자료는 다른 금속을 함유한 자원으로부터 고순도

몰리브덴을 회수하기 위한 분리공정 설계시 도움이 된

다. 즉, 알칼리용액에서는 몰리브덴이 음이온으로 존재

하므로 아민계 추출제를 사용해야 추출할 수 있다. 한

편 용액의 pH가 1 이하인 강산용액에서는 몰리브덴이

양이온형태로 존재하므로 이에 적합한 추출제를 사용해

야 몰리브덴을 추출할 수 있다. 

몰리브덴용액에 인산을 첨가하면 [PMo12O40]
3− 이와

같은 이종다중음이온(Heteropolyanion)이 형성된다고 알

려졌다10). Fig. 2에 나타낸 몰리브덴의 분포곡선은 물에

다른 음이온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용액의 pH에 따른

몰리브덴 화학종의 몰분율이다. 황산, 염산, 질산 등 무

기산을 몰리브덴이 함유된 용액에 첨가하여 강산성분위

기를 유지한 용액에서 몰리브덴의 농도분포는 Fig. 2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몰리브덴이 음이온형태로

존재하는 pH 2 이상의 용액에서는 무기산이 존재하더

라도 몰리브덴 음이온과 무기산 음이온간에 반발력이

작용하므로 몰리브덴의 농도분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무기산의 농도가 증가하여 몰리브덴의

양이온 착물이 형성되면 무기산의 음이온과 몰리브덴

양이온간에 인력이 작용하면서 착물형성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몰리브덴과 바나듐에 대해 염소, 질산, 황산이

온과의 착물형성반응을 Table 3에 나타냈다11-12). 몰리브

덴의 양이온이 무기산의 음이온과 착물형성반응에 대한

자료가 많지 거의 없지만 바나듐의 경우 질산 및

HSO4
−과 착물을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무기산의

농도가 진한 강산용액에서 몰리브덴의 양이온과 무기산

의 음이온간에 착물이 형성되는 것은 이온교환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염산과 황산용액에서 몰리브덴의 이온교환실험결과에

의하면 염산농도 3 M, 황산농도 1 M 이상의 용액에

서는 몰리브덴의 이종다중음이온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

려졌다8). 따라서 용액의 pH가 2 이하의 조건에서 양이

온 추출제 또는 양이온 교환수지를 사용하여 몰리브덴

을 선택적으로 추출 또는 흡착하기 위해서는 무기산의

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결 론

몰리브덴은 알칼리용액에서 MoO4
2−로 안정한 상태

로 존재하지만 수소이온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MoO4
2−와 수소이온간의 축중합반응이 일어나 여러 동

종다중음이온이 형성된다. 또한 MoO3가 석출되는 pH

이하의 용액에서는 동종다중양이온이 생성되기 시작한

다. 몰리브덴이 함유된 용액의 pH가 2와 6 사이의 조

건에서는 다양한 옥소음이온이 존재하므로 추출반응이

나 이온교환반응의 해석이 어렵다. 또한 용액의 pH가

2 이하인 조건에서 다중양이온이 생성되나 무기산의 농

도가 진해지면 무기산의 음이온과 이종다중음이온을 형

성한다. 따라서 무기산을 침출제로 사용하는 경우 이온

교환실험을 통해 몰리브덴 착물의 전하를 확인하는 것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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