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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스칸듐은 전자, 광학, 세라믹공업분야에서 

의 수요의 증가에 따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 스칸듐은 Wolframite.Titanious magneti
tes, Tin slag 그리고 Uranium Ore 등?과 같은 여러 

종류의 광석에 미량으로 존재하고 있고 이들 광석을 

제련하고 난 후 부산물로서 얻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광석에 존재하는 스칸듐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기 

(10「'~10-3%)2 때문에 많은 양의 matrix ele- 

ment로부터 스칸듐을 분리하는 것은 분석적으로나 

회수목적으로 중요하다件 이러한 광석에서 스칸듐을 

분리•정량하는데에 용매추출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추출제로는 Organophosphorus Compound 
로써 tributylphosphate (TBP)5, trioctylphosphine 

Oxide(TOPO)6 그리고 Di- (2-Ethylhexyl) phos
phate (DE HP A)78 등이 사용되고 있다. Sc’+를 무 

게분석법이나 부피분석법으로 정량하는 보문도 많이 

있다9~u. 그러나 Di-(2-Ethylhexyl)phosphate를 이 

용한 보문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유기인화합물로 DEHPA를 사용하 

여 혼합물에서 Sc3+를 용매추출하여 분리하고자 그 

일환으로 DEHPA-Sc의 결합비, DEHPA-Sc 침전형 

성에 의한 침전법 정량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DEHPA는 액상으로 물에는 불용성이고 극성유기 

용매에서 용해되며 1가산으로 작용하여 Sc과 선택 

적으로 침전을 형성한다. 금속이온과 DEHPA의 일 

반적인 결합단계는 다음과 같다*.

3 H+ ♦
0 OR1

여기에서 표시한 M3+는 일반적인 3가 금속이온을 

나타낸다. 일반적인 관계식과는 달리 DEHPA와 스 

칸윰의 결합비는 예비 실험결과 다르고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울러 DEHPA-Sc의 결합비를 여러 가 

지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실 험

본 실험에서 사용한 DEHPA는 sigma Co에서 

구입하였으며 시약 lm/를 취하여 100 m/ 메스플라 

스크에 옮기고 99.9% ETOH를 가해 눈금까지 묽 

혀 3.040 X10'2 M로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Sc3+는 

Sc2O3 99.9%를 산에 녹이고 산을 증발 건고하여 

제거하고 10 mg/mZ (2.222X10 'M) 표준용액으로 

하여 사용하였다. NaOH 표준용액은 KHP(potas- 

sium hydrogen phthalate) 로 걱정하여 사용하였으 

며 지시약으로 사용한 MTB(methyl thymol blue)는 

0.05% 용액을 만들어 사용하였고 UV/vis spectro- 
meter는 perkin elmer 510S를 사용하였으며 기타 

시약은 분석용 시약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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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itration curves of 0.1 N NaOH Standard so- 
lution. 1; 7.2 m/, 2 ; 14.4 mZ, 3 ； 21.6 mi of 3.04X IO” 
M DEHPA, 4 ; Sc3+ only, 5 ； 1 ： 1, 6 ； 1 ： 2, 7；1：3 
of Sc : DEHPA.

DEHPA-Sc의 결합비를 측정하기 위하여 0.1 N 
NaOH 표준용액으로 DEHPA의 적 정곡선과 Sc3+ 및 

DEHPA-Sc의 적정곡선을 각각 작성하였다. 3.04X 

10-2Af DEHPA 7r血를 취해 비커에 넣고 EtOH 
23m/를 가한 후 용액을 자석젓개로 일정한 속도로 

저어주면서 0.1 N NaOH 표준용액으로 적 정하였다. 

그 결과 F£g. 1에서와 같이 NaOH가 2.10m/ 들어 

갔을 때 변곡점이 생겨 DEHPA가 1가 산임을 알 

았다. 泌+ 의 적 정곡선은 2.22X W1 M Sc3+ 용액 

lm；에 증류수 5 ml, EtOH 30 m/를 넣고 0.1 N 
NaOH 표준용액으로 적정하였다. NaOH 가 16即 

들어갔을 때부터 pEtOHz"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3 
m2 에서 변곡점이 나타났다. 16 m/까지 들어간 

NaOH는 Sc3+ 용액을 만들 때 들어 간 산과 반응한 

양이고 16 m/에서 23 m/까지 들어간 NaOH가 Sc：" 
과 반응한 양이다. 따라서 Sc(OH)3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는 0.222 M Sc" 용액 lm/에 

3.04X10 2 M DEHPA 7.2 m/를 각각 가하여 Sc"+ 와 

DEHPA의 몰비를 1 ： 1, 1 ： 2, 1 ： 3으로 하고 증류수 

5 m/와 EtOH 30m/를 가한 후 0.1 N NaOH 표준 

용액으로 적정하였다.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Sc： DEHPA 의 비를 

1: 1, 1: 2, 1: 3으로 하여 pEtOH2+ 적 정곡선을 얻 

어본 결과 1：1로 하였을 때 적정곡선을 보면 19 
m2에 서 pEtOH；广 가 증가하기 시 작하였고 23 m/에 서

Table 1. Weights of Sc-DEHPA precipitation according 
to m이e ratio variation

Sc-DEHPA 
ratio

105t 
(g)

lOOOt
(g)

1: 1 0.021 0.018
1:2 0.044 0.026
1：3 0.062 0.030
1:5 0.073 0.030
1: 10 0.078 0.034

변곡점이 생겼다. 19 m/까지는 유리산과 DEHPA에 

서 생긴 H+이 반응한 것이고 19 m2에서 23成까지 

는 Sc-DEHPA와 결합하고 남은 Sc-3+이 OH-와 

반응한 것이다. 즉, 0.1X4 m/의 NaOH의 mmole이 

다. 1： 2에서는 21 m2에서 pEtOH?+가 증가하기 시 

작하였고 22m/에서 변곡점이 생겼다. 21 m2까지는 

유리산과 DEHPA에서 생긴 H+이 반응한 것이고 

21m/에 서 22 m2까지는 DEHPA와 결합하고 남은 

Sc" 이 반응한 것 같다. 1： 3에서도 22.0 m/에서 변 

곡점이 생겼다. 따라서 Sc(DEHPA)2이나 Sc(DE- 

HPA)3같은 착물이 생긴 것으로 해석된다•

특이한 점은 Sc” 수용액에 DEHPA를 넣으면 횐 

침전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혼합 

용액의 pEtOH?+ 를 3~5로 유지시키고 DEHPA를 

가해 형성된 침전에 의해 결합비를 측정하였다• 즉 

위에서와 같이 Sc”와 DEHPA의 비를 1: 1, 1：2, 
1:3, 1: 5, 1:10으로 조절한 후 전체 부피가 50 

血가 되도록 EtOH를 가한 후 생긴 침전을 Gooch 
도가니로 거른 후 10故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건 

조시킨 후 침전의 양을 측정하고 침전을 iooo°c로 

강열한 후 남은 침전형태에 의한 침전량을 측정해본 

결과 Table 1에 서 나타낸 것과 같이 Sc" 와 DE- 
HPA의 몰비에 따라 변하였다. 105°C에서 얻은 침 

전의 부피는 1000°C에서 침전 무게와 달리 1：3의 

몰비 이상에서 DEHPA의 몰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했는데 이는 과량의 DEHPA가 있을 때 DE- 
HPA가 침전에 공침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 

결과를 몰비에 따라 도시해본 결과 Sc-DEHPA가 

대략 1：2.4위 비율로 결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침전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Sc： DEHPA 의 

몰비를 1：1, 1: 2, 1： 3으로 변화시켜 침전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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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DEHPA precipitation according to mole ra
tio variation. 1; 105t dry, 2 ; 1000t ignition. Fig. 3. Plot of Sc" remained after Sc-DEHPA preci- 

pitation.

시키고 거른 수용액에 존재하는 女3+을 비색법으로 

정량하였다”. 침전을 거르고 난 각 용액에 0.05% 

MTB 2 m2를 가하고 pH 를 3~5로 유지 시 킨 후 

파란색으로 발색된 시료용액을 590nm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여m 정량해본 결과 1 ： 1일 때는 침전으로 

형성되지 않은 Sc3+의 양이 전체의 60.40%이었고 

1:2일 때는 16.20%이 었으며 1:3일 때는 Sc’+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 결과를 도시한 Fig. 3을 보면 결합비가 1: 2.40 
임을 알 수 있다. 보다 정확한 Sc-DEHPA의 결합 

비를 알아 보기 위하여 0.222 M Sc3+ 표준용액으로 

DEHPA 용액을 적정하여 적정곡선을 얻었다. 이 

때 당량점은 MTB 지시약을 사용하여 검출하였다. 

0.0300M의 DEHPA 일정량을 비이커에 넣은 후 

지시약으로 MTB를 4~5 방울 가하고 pEtOH?+를 

3〜5로 조절한 후 0.2200M Sc3+ 표준용액으로 적 

정하였다. 종말점은 당량점 후 더 들어간 Sc，+와 

MTB가 결합하여 생긴 청색 착물의 출현으로 알 수 

있었다. Sc-DEHPA의 반응비를 측정한 결고｝ 1: 2.40 
의 결합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금까지의 실험 결과 EtOH 매 질에 서는 반응비가 

1:3이 아닌 1:2.40이므로 Sc-DEHPA의 침전 형 

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기 위해 TLC를 이 

용하여 실험을 해 보았다. Sc-DEHPA의 몰비를 1 ： 1 
로 하여 얻은 침전과 1：10으로 하여 얻은 침전을 

1.0M HC/에 녹여 TLC판에 흡착시키고 MeOH를 

용매로 사용하여 전개시켜 본 결과 1 ： 1 몰비로 반 

응시켜 얻은 침전의 경우는 반점이 하나만 나타났 

으며 l：10의 몰비로 반응시켜 얻은 침전의 경우는 

두개의 반점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3+이 과량인 

1:1로 반응시켰을 때에는 Sc(DEHPA)2의 형태로만 

존재하고 DEHPA가 과량인 1：10의 경우에는 Sc 

(DEHPA)?과 Sc(DEHPA)3의 침전이 혼합되어 있 

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Sc： DEHPA 의 결합비는 EtOH 매질 

에서 정확히 1： 3의 정수비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Sc(DEHPA)2와 Sc(DEHPA)3가 혼합된 형태로 존 

재한다고 생각 된다.

DEHPA에 의한 Sc3+의 정량도 용매추출법 뿐만이 

아니라 직접 침전형성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러 가지 광석에 존재하는 다른 많은 

금속이온들은 DEHPA와 침전을 형성하지 않지만 

Sc：" 과는 선택적으로 침전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하 

였고 지시약으로 MTB를 사용하여 DEHPA 표준용 

액의 침전법 적정에 의한 Sc3+의 정량도 가능하였다.

인 용 문 헌

1. G. Gongyi, C. Yuli, and L. Yu, J. Metals, 40, 28 
(1988).

2. S. R. Taylor, Geochim. Coscochim. Acta, 28, 1273 
(1964).

3. N. Sasaoka, K. Morishige, T. Shigematsu, and Y. 
Nishikawa, Bunseki Kakagu, 36, 722 (1987).

4. H. Ito, K. Higashi, and M. Yoshinaga, Nippon 
Kougyon Kaishi, 91, 347 (1975).

5. T. Ishimori, K. Watanabe, and E. Nakamura, Bull.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에틸 알코올 용매에서 Di-(2-Ethylhexyl)phosphate< 추출제로 사용한 스칸듐의 분리 및 정량 341

Chem. Soc. Jpn； 33, 639 (I960).
6. C. F. Baes, Jr. and H. T. Baker, J. Phys. Chem., 

64, 89 (I960).
7. Y. Marcus and A. S. Kertes, “Ion Exchange and 

So Ivent Extraction of Metal Complexes” Wiley, 
New York (1969).

8. T. Sato, M. Kawamura, T. Nakamura, and M. 
Ueda, J. Appl. Chem. BiotechnoL, 28, 85 (1978).

9. K. Kodama, "Methods of Quantitative Inorganic 
Analysis", pp. 344~346, Inter-science Publishers,

New York (1963).
10. I. P. Alimarin and H. S. Shen, Zh. Anal. Khim., 

15. 31 〜35 (I960).
11. M. D. Mullin and R. B. Hahn, Anal. Chem., 44f 

1978 (1972).
12. R. G. Canning, "Solvent Extraction of Scandium” 

proceedings the Aus. I. M. M 198 (1961).
13. K. W. Cha and E. S. Jung, J. Kor Chem. Soc., 33, 

304 (1989).

Vol. 36, No. 2, 19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