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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8가지 희토류원소를 주로 포함하고 있는 monazite 정광을 X-선 형 광분광법으로 분석 

하는데 있어서 분석선에 대한 다른 희토류원소의 스펙트럼선 겹침 방해를 조사하고 겹침 계수를 구하 

여 보정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순수한 희토류산화물을 사용하여 원소자신의 분석선 세기 

와 다른 원소의 분석선에 해당하는 회절각(対)에서의 세기를 측정하고 그들 세기의 비로 겹침계수를 

구하였다. 겹침 계수를 이용하여 표준시료와 분석시료의 측정세기를 회귀분석법으로 보정하였다. 보 

정된 세기를 농도에 대해 도시한 검정곡선은 직선성이 현저히 향상되었고 표준편차도 많이 감소하였 

다. 시료의 분석 결과도 유도결합플라스마 방출분광법의 결과와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잘 일치하였다.

ABSTRACT. The 8 rare earth elements were determined in the monazite concentrates by X-ray

fluorescence spectrometry. The spectral line overlapping interferences from the other elements were 

investigated and the correction methods of interferences were studied using line overlap coefficients. 

The coefficients were calculated from the ratios of the intensities measured at the diffracted angle 

(2。)of the analytical lines of other elements to the intensity of pure rare earth oxide. The coeffi

cients were used to correct the line overlaps by a regression analysis. The linearities of calibration 

curves from the corrected intensities were remarkably improved, and their standard deviations 

were decreased. The analytical results agreed with that of the inductively coupled plasma(ICP) 

spectrometry within an allowa비e error range.

있으므로 방출하는 X-선 스펙트럼은 대단히 복
1- 서 론 잡하고 서로 겹치는 수가 많다. 따라서 X-선 형

희토류원소들은 f 부껍질에 전자가 배치되어 광분광법으로 희토류 원소들을 분석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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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석선의 선택에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 

이들 원소는 원자번호가 큰 무거운 원소로서 흔 

히 사용하는 LiF(200) 의 분석 결정으로 분광시 

킬 때는 주로 Z&1 선을 이용하여 X-선 세기를 측 

정 한다. 乙务선 을 선택하게 되면 섬광계 수기 나 

비례계수기 등의 검출기에 대하여 좋은 감도를 

주는 파장을 가지고 있고 측정 회절각도들이 적 

당한 측각기 회전범위내에 들어서 좋은 분석 결 

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희토류원소들은 전자구조가 비 슷하고 

화학 및 물리적인 성질이 유사하여 여러가지 희 

토류원소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각 원소의 스펙 

트럼선들이 복잡하여 비슷한 회절각(2。)에서 서 

로 겹치는 수가 많다七

따라서 희류토원소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 

른 원소의 스펙트럼선들과 겹치지 않는 선을 잘 

선택해야 한다. Za 선들을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원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선을 선택해 

야하는 경 우가 많다. 그러 나 乙0 선들은 해 당 원 

소의 Zai선 보다는 선의 감도가 훨씬 낮아 미 량 

존재하는 경우 검출이 되지 않던지 또는 X-선 

세기가 대단히 약하여 측정 세기의 정확도나 정 

밀 도가 저 하되 는 수가 있 다. 이 들을 극복하는 다 

른 방법으로는 측정 乙免선에 대해 겹치는 다른 

원소들의 스펙트럼 방해를 제거하여 알짜세기를 

구해주어 야 한다. 겹침 방해를 완전하게 보정하 

여 주면 세기의 손실 없이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스펙트럼선 겹침 방해를 실험적이거 나 수학적 

인 방법으로 보정하는 연구들이 많은 사람들에 

의 해 이 루어 졌다. Herzog?는 Lepidolite 중 스트 

론튬을 SrKa 선을 사용하여 분석 할 때 공존하는 

루비 듐의 RbK/3 와 RbKa 선에 의한 겹침 방해 

를 표준시료를 사용하여 SrKa 선에 대 한 루비 듐 

의 방해 정 도를 루비 듐의 농도 함수로 구하여 보 

정하였다. Blank 와 HelleF는 UZai선에 방해를 

주는 InK£ 2차 회 절선의 겹침을 InKa 선에 대 

한 珏辟 2차 회 절선의 세기비를 구하여 InKa 

선 세기를 측정하여 보정하였다. Rasberry 등4은 

SnKa 선에 의해 받은 AgK/3 선의 겹침 방해를 

Sn/Ag 농도비에 대해 (SnKa+AgK0)/Ag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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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비를 도시하여 보정하였고, Olson과 ShelF 

은 SeKa 선에 대한 텅스텐과녁의 W乙기에 의한 

겹침을 Se의 농도에 대한(SeKa+WZrD/WZ^ 

세기비의 검정함수를 사용하여 보정하였다.

그밖에 Zemany6가 강철 분석에서 CrKa 선에 

의 해 방해 받는 VK0 선 , CrKQ 선에 대 한 MnKa 

선의 겹침 방해를 몇가지 표준시료를 이용하여 

보정 한 것 을 비 롯하여, Birks 와 Brooks，는 지 르 

코늄 존재 시 하프늄분석 에 서 그리 고 Campbell 

과 Car*은 니오브존재시 탄탈의 분석에서 그들 

의 스펙트럼 방해를 보정하였다. Coster 와 von 

Hevesy"。도 ZrK 선들의 방해를 제거 하기 위하 

여 HfL 선들을 들뜨게 하는 방법을 이 용하였다.

희토류원소 분석에서도 스펙트럼선 겹침 방해 

를 보정하는 연구가 몇 사람들에 의해 수행되었 

다. Asada 와 Matsuda"는 Dy, Ho, Er, Yb 를 분 

석하는데 있어서 Zoa선에 대 한 Eu, Gd, Tb, Dy, 

Ho,Y 등의 겹침 방해를 겹치지 않는 다른 스펙 

트럼선의 세기를 측정하여 보정하였다. Roelan- 

dts的도 Apatite 중에서 희토류원소를 분석할 때 

겹침 계수를 구하여 겹침 방해를 보정하였다. 

Smith*는 monazite 정 광 중에 서 14가지 희 토류 

원소를 분석하기 위한 스펙트럼선 겹침 계수를 

순수한 희토류원소 산화물을 사용하여 구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가지 monazite 광으로 부터 

희토류원소들만을 산화물 형태로 분리해 낸 후 

이들을 X-선 형광분광법으로 검출 되는 비교적 

함량이 큰 8가지 원소에 대 한 스펙 트럼선 겹 침 

을 관찰하고 이들 방해를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 

검 토하고자 한다. 희 토류원 소 7가지 (Th,Gd, 

Sm,Nd,Pr,La,Ce；^Z0Mj^ 이용하고 Y 은 

Ka 선을 사용하였다.

이들 측정선에 대한 다른 원소의 겹침 방해는 

다양하므로 공존하는 모든 원소에 대해 겹침 방 

해를 보정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GdZai 선 

(20=61.05°)에 대해 NdZ，02(2O=6O.69°),LaZ% 

(*=60.89°), 1/心顼2。=61.05°) 및 CeZ，7i(2。 

=61.12°) 등이 겹 침 방해 를 준다. 이 를 보정 하기 

위해서는 겹침 방해를 주는 각 원소 스펙트럼선 

의 방해 정도를 구하여 측정 된 GdLa2 선의 세기

Vol. 30, No. 6, 1986



540 金永晚•金榮相•朴允昌•李鐘旭

에서 빼주어야 한다. 즉, 측정된 GclLai선의 세 

기에는 해당 농도에 대한 Gd乙的 선 자체의 세 

기에 다른 원소들의 겹침 세기가 포함되어 있으 

므로 다음 식을 이용하여 보정하면 된다.

欧=玄岫 (1)

j=l

여기에서

肆，: 측정한 원소 认위의 예 라면 Gd)의 스펙트 

럼선 세기,

向 : 원소 八의 세기에 대한 다른 원소 项의 스 

펙트럼선 겹침 계수,

4： 원소 顶의 스펙트럼선 세기이다.

위 식에서 j=i 일때 &由는 겹침 방해들을 보정 

한 /원소의 알짜 X-선 세기가 되므로 식 (1)을 

전개하고 다른 원소들의 세기와 보정 계수를 이 

용하여 보정하면 된다.

2.실  험

분석시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시료는 국 

산 monazite 2종과 호주산 monazite 2종으로 

부터 희토류원소들만 분리하여 얻은 산화물이 

다. 즉, monazite 광 분말에 진한 황산을 가하 

고 가열하여 녹였다. 여기에 tartaric acid 와 thi

oacetamide 용액으로 처리하여 희토류원소들을 

완전히 녹인 다음 걸러서 불용분을 제거하였다. 

여 과액 에 oxalic acid 용액 을 소량씩 가하면서 가 

열하고 실온에서 방치하여 희토류원소의 oxalate 

침전을 만들었다. 침전을 걸러서 말리고 1,000° 

。정도에서 구워서 희토류 산화물을 만들었다.

이들 산화물 0.5000g을 정확히 취하고 여기에 

400°C의 전기로에서 가열하여 휘발분을 날려보 

낸 H2B4O7 7.5000g을 희석 및 용융제로 가하고 

균일하게 혼합시켰다. 잘 혼합된 시료를 정확히 

7.5000g 취하여 Pt-Au 도가니에 다져 넣고 이 

도가니를 bead sampler (Rigaku Industrial Cor- 

poration) 에서 l,250°C 로 10분간 용융하여 유리 

화된 구슬의 시편을 만들었다. 이때 유리구슬내 

기포를 없애주고 도가니로 부터 쉽게 분리시켜 

주게 하는 Nal 70mg을 가하여 기포를 제거하 

였다.

사용한 시약들은 분석급 이상이 었고 희석 및 

용융제 인 U2B4O7은 Spex Industries Inc. 의 분 

광 분석용이 었다.

표준시료. Monazite 광에서 분리해 낸 8가 

지 희토류원소의 함량들을 포괄할 수 있는 조성 

의 표준시 료를 10개 만들었다. 즉, Aldrich Ch

emical Co. Inc. 의 99.99% 이상 순도를 가지는 

Y2O3, Gd2()3, SmzQ, Ndz()3, PrQu, 1屈2。3 및 Ce- 

O2, 그리고 Merck 제의 ThlNOQgHQ를 1,0 

00°C에서 3시간 이상 구워 만든 ThO2를 사용 

하여 Table 1과 같은 조성 으로 혼합하여 0.5000g 

이 되게 만들었다. 분석시료에서와 같이, 여기 

에 7.5000g 의 LizBqQ을 가하고 다시 잘 혼합한 

다음 7.5000g 을 취 하여 bead sampler 에 서 용융 

하여 유리구슬시편을 만들었다.

순수한 희 토류원소의 시 편은각 희 토류산화물 

0.5000g 에 Li2B4O7 7.5000g 을 가하여 혼합한 

후 용융하여 유리 구슬을 만들었다.

기기 및 작동조건. 본 실험에서 사용한 X- 

선 형광분광기는 일본 Rigaku Industrial Corpo- 

ration 의 Rigaku S/MAX-E 3080으로서 앞에서 

만든 유리 구슬시 편 을 직 경 20mm 의 Ti-마스크 

가 부착된 시료집계에 넣어 X-선의 세기를 측 

정하였다. 측정 기기 조건은 다음과 같다.

Target : Rh 50kV-30mA

Beam path : Vacuum

Analyzing crystal : LiF (200), 2d=4.028A 

Detector : Scintillation counter

Pluse height analyzer : Baseline 10V, window 

15V

위의 작동 조건으로 X-선 세기를 측정하였는데 

이용한 분석선과 LiF(200)결정에 의한 회절각 

(2。)과 바탕세기 측정 회 절각은 Table 2와 같다.

그리고 스펙트럼선 겹침 계수와 겹침 방해를 

보정한 세기를 계산하기 위하여 KAIST의 주전 

자계산기인 CYBER 170-835를 이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스펙트럼선 겹침 계수의 계산과 X-선 세기 

의 보정. 여러가지 희토류원소가 혼합되어 있 

는 시료에서 스펙트럼선 겹침 방해를 보기 위하 

여 monazite 광에 서 분리 한 희 토류 산화물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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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sition of synthetic standards

(Unit :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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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alytical lines and overlapping lines of 

■other elements

Ele-
Wave 2。(LiF 200)

ment
Peak

Back- 

응rounc

Y Ka 0.8302 23.79 26. 00 Th"l(23.72)

Th Lai 0.9559 27.46 29. 50

Gd La-i 2. 0460 61.05 62. 30 Nd 匕炕-1(60.69)

LaLr3-l(60. 89)

LaL/2-l(61. 05)

CeLn-l(61.12)

Sm Lai 2.1994 66.19 67.50 CeL^2-l(66.48)

Nd Lai 2.3701 72.09 74.30 CeL^-KTl.SS) 

CeLj3i-l(71.59) 

LaL防L(72.40)

Pr La± 2.4627 75.38 74.30 LaLj9i-l(75. 21)

La La±

Lai

2.6651 82.85 80.50 NdLZ-1 (83- 23)

Ce 2.5612 78.97 80.50

와 희토류 산화물들을 적당한 조성으로 혼합한 

표준시료를 사용하여 LiF(200)결정으로 회절 패 

턴을 얻었다CFVg.la와 lb). 회절 패턴에서 보 

면 Table 2와 같이 GdZai(2〃=61.05°)선에서는 

Nd, La, Ce의 Lg 혹은 Lt 선들이 겹치 고 있다. 

YKa 선에는 ThLge선, SmLaj 선에는 CeLfi2, 

NdLai 선에 는 CeL舞 CeLBi 및 La乙烷선, PrZ% 

선에는 LaZ同선, Laiai 선에는 NdL *선이 크 

게 또는 적게 겹침 방해를 주고 있다.

겹 침 방해 정 도를 보기 위 하여 대 표적 으로 Gd, 

Nd, La 및 Ce 의 순수한 산화물 시편을 사용하 

여 앞의 조건과 같이 회절 패턴을 그렸다 (Fig. 

1c, Id, le 및 If). 이들 회절 패턴을 보면 Gd乙⑶ 

선의 회 절 각에 서 Nd/Q, La/名, 1驱1仇 및 CeZ’i 

선들이 방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Nd£a1; 

La乙的 선의 회 절각에서 다른 원소의 겹침 방해 

정도도 보여준다.

스펙트럼선 겹침 계수 /电•는 순수한 희토류 산 

화물을 사용하여 구했다. 즉, Y 의 경 우를 보 

면 순수한 Y2O3의 시편을 사용하여 보정하려고 

하는 원소의 측정선의 회절 각 위치에서의 알짜 

X-선 세기를 YKa 선의 알짜 X-선 세기로 나 

눈 값이 겹침 계수 岗'•로서 그 원소에 대한 Y 

의 겹침 정도를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본 실험 

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8가지 원소 모두에

Vol. 30, No. 6,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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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X-Ray fluorescence spectra of rare earth oxide standards and rare earth concent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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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선 형광분광법에 의한 회토류원소 분석에서 

대 해 Y 의 경 우와 같이 하여 각각의 Av 값을 구 

하였다 (T湖e 3).

Table 3은 측정원소에 대한 다른 원소의 스펙 

트럼선의 겹침 방해 정도를 보여준다. GdLai선 

에 대한 Ce 의 겹침 계수가 0.23383으로 대단히 

큰데 이는 Gd/死선의 회절각에서 Ce乙的선 세 

기의 0.23383배 크기로 Ce4i선이 겹친다는 것 

을 의미한다. 다음 La 의 경우는 LaZai선 세 

기의 0.04824크기 만큼으로 Gd乙的 선에 겹침 방 

해 를 주고 있 다. 그리 고 Nd 도 NdLaj 선의 0.0 

1335배의 세기로 방해를 주고 있으며 다른 원소 

들은 대단히 적게 겹치고 있다. 따라서 시료에 

서 측정된 GdZai선의 세기는 Gd 자체의 농도에 

해당하는 세기에 겹침 방해를 주는 원소들의 겹 

침 세기 모두가 합하여진 것이다. 이런 겹침 방 

해는 다른 원소들에서도 볼 수 있는데 YKa선 

에 대 한 Th,SmZai 선에 대 한 Nd,Pr,La 및 Ce, 

NdLaj 선에 대 한 Pr, La 및 Ce, PiZcq 에 대 한 

La,LaZai선에 대한 Nd 등의 겹침 방해 영 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상에서 고찰한 겹침 방해는 앞에서 주어진 식 

(1)을 이용하고 각 원소의 측정 X-선 세기와 

겹침 계수 Pij 값을 대 입하여 보정된 X-선 세기 

를 계산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분석하는 원소가 

8 가지 로서 겹 침 방해 를 보정 하는 계 산은 쉽 지 않 

은데 식 (1)을 전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Ce7ce

，우1" = 囲2丫 + &rhThLh + fiThGd^Gd +

..........+^ThCe^Ce

< /cd" = /SodY-^Y + ficdn^Th + jScdGd^Gd + ⑵

-&；dCe，Ce

况'=+ f CeTh’Th + 0CeGd；Gd +

............+£ceCe，cJ 

여기에서 及*는 시료에서 다른 원소들에 의해 

겹 침 간섭 을 받고 있는 실제측정 세 기 이 고, jSYYIY 

는 다른 원소들에 의해 겹침 간섭을 받지 않고 Y 

자체 의 농도에 해 당하는 알짜세기 이 다.

한편 gYTh，Th는 ThZai선의 세기 (7ti>)에 겹 침 

계수를 곱하여 YKa 선의 회 절각에서 겹침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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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는 정도를 나타내는 세기를 의미한다. 물 

론 다른 원소들에 대해서도 같은 의미를 가지는 

항들이 다.

실험 에 서 준비 한 분석시 료와 표준시료의 시 편 

을 사용하여 Y 은 Ka선을, 그리고 다른원소들 

은 匕灼선을 이용하여 바탕 보정을 하여 측정한 

세기와 순수한 산화물로 구한 겹침 계수값들을 

식(2)의 각 항에 대 입하고 컴 퓨터를 이 용하여 

선형회귀분석법으로 각 원소의 보정된 X-선 세 

기를 계산하였다. 시료에서 측정한 각 원소의 세 

기에는 다른 원소에 의해 겹침 방해를 받고 있 

어 서 식 (1)을 사용하여 각 시 료에 대 해 독립 적 

으로 보정된 세기를 계산하게 되면 각 원소세기 

에 포함된 겹침 방해 만큼의 오차가 포함되게 될 

것이 다. 따라서 일차로 겹 침 방해 를 보정 한 세기 

를 다시 이용하여 보정할 수 있도록 선형회귀분 

석법으로 식(2)의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보정된 

세기를 계산하였다. 보정된 세기는 원래측정한 

X-선 세기보다 일부는 증가한 것이 있지만 대 

부분은 감소하고 있다(Table 4).

몇가지 실예를 들어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 

다. YKa선의 경우 Th乙岛선이 겹치므로 Th 함 

량이 가장 많은 MS-10 표준시 료에서 YKa 선의 

세기가 5,679cps에서 4,946cps로 많이 감소 하 

였다. NdZ，#2,1点力2, LaZg 및 CeZm의 선들이 

겹쳐서 방해를 크게 받는 Ge乙知 선에서는 세기 

가 현저하게 감소하는데 MS-10 시료에서 2.0% 

의 세기 가 859cps 에서 272cps 로 감소 하였다. 

또 Sm乙丑 선에서는 Ce爲& 선이 겹치는데 Ce 함 

량이 큰 MS-10 에 서 210cps 가 HOcps 로 거 의 절 

반으로 감소하였다. 그외 Pr乙的 선에서도 비슷 

하게 세기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다른 스펙트럼선에 겹침 방해를 거의 

받지 않는 ThLai, NdLai, CeLai, La乙的 YKa 선 

에서의 그 세기가 별로 변화되지 않았다.

검정곡선과 분석결과. 준비 한 표준시료로 측 

정한 X-선 세기와 겹침 계수를 이용하여 보정 

한 세기를 해당 원소의 함량에 대해 검정곡선 

을 도시 하였다(JVg. 2). 보정된 검정곡선은 모 

두 직선성도 좋으며 동시에 컴퓨터 조작으로 원 

점을 통과하고 있다. 반면에 측정세기를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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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ine-overlap coefficients g订 and X-ray intensities (cps) of pure rare earth oxides

MS-11

12

13

14

In
尙In
但In
尙

血

尙
 

5
 

6
 

7
 

8
 

1

1

1

1

XKa 
(23.79°)

ThLai 
(27.46°)

GdLcti 
(61.05°)

SmLai 
(66.19°)

NdZs 
(72.09°)

PrLai 
(75.38。)

La Lai 
(82. 85°)

CeLai 
(78.97°)

457,986 202 6.1 0.6 0.9 -0.1 -1.5 0.9

고. 00000 0.00044 0. 00001 0. 00000 0. 00000 0.00000 0. 00000 0. 00000

3,191 127,365 5.2 —1.2 1.1 1.3 —2.5 0.6

0.02505 1.00000 0.00004 -o. 00001 0-00001 0. 00001 -0.00002 0.00000

12.2 7.1 15,115 0.9 3.5 0.6 —2.1 1.2

0.00081 0.00047 1. 00000 0. 00006 0. 00023 0. 00004 -0. 00014 0. 00008

2.4 7.4 14.9 11, 551 5.1 7.2 —1. 2 1.3

0.00020 0. 00064 0.00129 1. 00000 0- 00044 0.00062 -0. 00011 0.00012

1.7 0.9 96 19.5 7, 223 -8.7 24.6 0.5

0.00025 0. 00012 0. 01335 0.00270 1.00000 -0.00121 0. 00341 0. 00007

1.6 4.0 -18.4 -11.2 -16.3 4, 306 -1.6 3.6

0.00038 0. 00092 -0.00427 -0.00261 -0. 00379 1. 00000 -0. 00038 0. 00083

2.0 1.0 172.8 6.1 -14.2 1,477 3,582 -2.0

0.00057 0-00028 0.04824 0.00170 -0.00397 0.41228 1. 00000 -0. 00057

2.0 1.2 1,055 217.2 63.5 0.8 -13.3 4,513

0.00045 0. 00027 0.23383 0.04813 0. 01408 0. 00018 -0.00295 1. 00000

Table 4. Uncorrected and corrected X-ray intensities (cps) of synthetic standards and rare earth concentrate 

samples

*Ka ThLai GdLai SmLai NdLai PrLai LaLai CeLai

Un.fl Corr. 4 Un. Corr. Un； Corr. Un. Corr. Un. Corr. Un. Corr. Un. Corr. Un. Corr.

MS-1 12,691 12, 778 5,946 6, 000 475 190 353 330 1, 847 1,870 1,352 829 1,277 1, 324 867 796

2 14,972 14,747 8,954 & 845 532 218 301 262 1, 683 1, 720 1,191 725 1,107 1,213 1,035 956

3 14,153 13,740 11,994 11,890 571 218 336 284 1, 506 1,570 1,051 618 942 1,105 1,169 1,115

4 12,412 11,816 13,451 13, 200 782 407 271 219 1,386 1,418 922 574 846 995 1,347 1, 276

5 10,118 9,80 고 14,626 14,580 733 326 463 394 1,241 1, 267 880 515 837 883 1,512 1,436

6 8,957 8,885 16,095 16,020 820 380 516 438 1,085 1,118 756 460 711 773 1, 677 1,593

7 8,271 7,877 19,096 18,980 765 272 565 482 949 967 625 410 574 662 1,830 1, 757

8 7,452 6,916 22,376 22,390 872 354 288 197 807 816 553 369 504 590 1,984 1, 928

9 6, 468 5,954 26,480 26,400 847 298 246 153 646 670 437 305 398 480 2, 094 2, 076

10 5,679 4,946 30,373 30,400 859 272 210 110 512 520 325 202 292 370 2, 222 2, 240

SA-18 8,868 8,459 16, 395 16,312 664 211 325 247 1,061 1,080 750 457 711 783 1,728 1,678

19 8,756 8, 381 15, 044 고 4,961 67 고 217 334 256 1,105 1,124 747 459 699 771 1,732 1, 682

20 11,299 11, 046 10,196 10,114 671 233 322 247 1,061 1, 081 742 453 700 772 1, 670 1, 620

110 12,572 12, 200 14, 931 14,845 705 240 373 292 1,128 1,146 720 449 656 728 1,790 1,840

flUn. ； uncorrected, frCorr. ； corrected.

로 사용하여 도시한 검정곡선은 도시점들이 직 Y의 경우 측정세기의 도시점들이 모두 직선 

선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원점을 지나지도 않고 상에 있지는 않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반 

있다. 듯이 보정하지 않아도 이 검정곡선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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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nalytical results of rare earth concentrates

(Unit : wt%)

y2o3 ThO2 Gdz（）3 Sm2（）3

Corr.a UnJ ICP。 Corr. Un. ICP Corr. Un. ICP Corr. Un. ICP

SA-18 1.72 1. 71 1.72 11.3 11.1 1.54 1. 99 1.43 2- 25 2.31 2.48

19 1.70 1.66 1.73 10.3 10.1 1.60 2.01 1.44 2.37 2. 40 2. 55

20 2 25 2. 21 2.24 6.9 6.7 1.71 2.01 1.57 2. 25 2. 27 2. 56

110 2.48 2.47 2.49 10.1 10.1 1-77 2. 27 1.55 2.66 2. 73 2. 85

Table 5. Continued

Nd2O3 La2（）3 Ce()2

Corr. Un. ICP Corr. Un. ICP Corr. Un. ICP Corr. Un. ICP

SA-18 14.4 14.6 15.0 4. 48 4.49 4.34 21.4 21.6 20.4 41.9 40.9 41.8

19 15.1 15.2 15.2 4. 50 4.45 4.36 21.0 21.4 20.6 42.0 41-0 42.1

20 14.4 14.6 15.1 4.45 4.43 4.33 21.0 21.4 22.0 40.5 39.3 42.7

110 15.4 15.6 15.3 4.40 4. 30 4.51 19.9 20.2 19.1 45.9 42.5 42.5

“Corr.； Corrected. &Un, ； Uncorrected. 4CP； 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metry.

분석한 결과에는 큰 오차가 포함될 것으로 생각 

되지 않는다. 다만 검정곡선이 어느정도의 바탕 

세기를 가지고 있어서 원점을 지나지 않고 있으 

므로 분석시료에서 세기를 측정할 때는 바탕 

보정을 철저 히 해 야한다. Th 에서는 다른 원소 

에 의해 겹침방해를 받지 않고 있어서 생각한 

대로 측정세기와 보정세기에서 별 차이가 없는 

검정곡선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원소에 의해 겹침 방해를 크 

게 받는 Gd 에서는 측정세기로 도시한 검정곡 

선에서 직선을 그릴 수 없을 정도로 도시점들이 

넓게 산란되고 있다. 이들 값에 대하여 표준편 

차를 구하여 보니 62.54로서 대단히 크게 나타났 

다. 보정한 세기로 검정곡선을 그려보면 각 도 

시점들의 세기는 크게 감소하였지만 모두 직선 

에 있고 원점을 지나고 있다. 표준편차도 0.33 

으로서 보정되지 않은 것 보다는 훨씬 적고 정 

밀도도 대단히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원 

소들보다 보정효과가 가장 좋았다.

Sm,Pr 및 Ce 에서는 보정된 세기 가 측정세기 

보다 감소하면서 직선성도 많이 개선 되었다. 

표준편 차도 측정 세 기 에 서 7.60,6.08, 0.67로 비 

교적 크던 것 이 0.20,0.56, 0.05로 대 단히 적 은 

값으로 감소하였다.

Cel松, Ce乙&, LaZ涓6선 등에 의해 겹침 방해를 

받고 있는 Nd 에서 측정세기에 의한 검정곡선이 

예상보다 좋게 나타나서 보정 효과가 그렇게 크 

지 는 않았다. 이 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섭선들의 겹침 계수가 크지 않고 회 절각도 Nd 

乙我의 회절각에서 약간은 벗어 나는데 기인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La의 경우에는 측정 세기의 도시점들이 약간 

산란되고（표준편차 : 1.54）있던 것이 보정된 곡 

선에서 직선상에 오는■（표준편차 : 0.03） 좋은 향 

상을 보여주었다. 다만 보정된 세기들이 측정 

세기보다 증가되어 검정곡선이 다른 원소들과 

다르게 윗쪽에 도시되는데 이는 LaZai 선의 세 

기측정시 바탕세기 보정 이 잘 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상에 서 얻 은 검 정 곡선 을 이 용하여 4가지 

monazite 로 부터 분리한 희토류원소의 정광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같은 시료를 ICP-방출분광 

법 m으로 분석 한 결 과들과 비 교하였 다 （ Table 5）. 

측정세기를 이용하여 얻은 결과들도 보정된 세 

기로 구한 값들과는 Gd 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 

고 있으나 다른 원소들에서는 별차이가 나지 않 

는다. 그러나 검정곡선에 대한 표준편차에서 보 

았듯이 보정하지 않은 측정세기를 분석한 결과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X-선 형광분광법에 의한 회토류원소 분석에서 스펙트럼선 겹침 방해의 보정에 관한 연구 547

는 정밀도가 좋지 않을 것이 다.

ICP 데이터와의 비교에서 보면 각 값들이 무 

시할 수 없는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 

러나 방법 이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한다면 받아들 

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ICP 법으로 분석할 때 

는 시 료들을 녹여 서 대 단히 많이 묽혀 야 하기 

때문에 묽힘 오차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시료와 같은 함량이 큰 희토류원소 

를 분석 할 때는 ICP-방출분광법보다는 스펙트럼 

선 겹침을 보정한 X-선형광법이 경제적 및 신속 

한 면에서 더 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결  론

순수한 희토류 산화물을 사용하여 스펙트럼선 

겹침 계수 向를 구하고 공존하는 다른 원소의 겹 

침 방해를 보정하여 분석원소 자체의 농도에만 

해 당되 는 알짜세 기 를 구하였 다. 보정 된 세기를 

이용하여 도시한 검정곡선은 직선성이 좋아졌고 

또 그에 대한 표준편차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이 검정곡선으로 분석한 monazite 정광의 결과 

는 ICP-방출분광법의 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이루워진 연구의 일부임을 밝혀두며 연구비 지 

원에 감사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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