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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초임계 CO2추출은 기존의 금속추출/용매추출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으로써의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다.

초임계 CO2를 이용하여 황산코발트용액으로부터 코발트의 추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코발트의 추출을 위해 bis (2,4,4-

trimethylpentyl) phosphinic acid 및 diethylamine을 초임계 CO2와 함께 추출제로 사용하였으며 Co2+의 추출거동을 관찰하였다. 초임

계 CO2추출은 60oC, 200 bar의 조건에서 실시하였고 실험은 초임계 CO2/추출제 착염화과정과 금속추출과정으로 구성된 공정을 이

용하여 진행하였다. 실험결과 코발트의 추출률은 추출제 투입량에 따라 16-99%까지 증가하였다. 

주제어 : 초임계 CO2 추출, 황산 코발트용액, Cyanex 272, DEA, 코발트

Abstract

Supercritical CO2(scCO2) extraction has a great possibility to be a new process to recover metal and to replace the existing

leaching/solvent extraction processes. The cobalt extraction was carried out using scCO2 from cobalt sulphate solution. The bis

(2,4,4-trimethylpentyl) phosphinic acid and diethylamine ligands were used to extract cobalt ion in scCO2. The recommended

method consists of scCO2/extractants complexation process and metal extraction process at 60, 200bar.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extraction efficiency of Co was increased by 16-99% with increasing the ligand amount.

key words : Supercritical CO2(scCO2), cobalt sulphate solution, Cyanex 272, DEA, cobalt

 

 

1. 서 론

초임계추출이란, 초임계유체(SCFs, supercritical fluids)

를 이용하여 물질을 추출 및 회수하는 기술로 임계온도

및 임계압력의 위쪽의 범위로 가열되고 압축되어진 초

임계유체는 기체의 밀도보다 높은 밀도를 가지고 그와

는 반대로 액체의 밀도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밀도를

갖기 때문에 추출제로서의 기능을 갖는 특징이 있다. 초

임계유체의 이런 특징은 상용용매와 비교하여 우수한

물질전달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응용분야에

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초임계유체 중 특히 초임계

이산화탄소(scCO2, supercritical CO2)의 경우 불연소성,

무해성, 무공해성으로 인해 유기용제의 대체제로서 가

장 주목할 만한 용매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또한

상대적으로 적당한 임계점(31.06oC, 73.8 bar)을 갖는

값싼 대체제이다.1-3) 국외의 경우에는 Wai 등에 의해

제안되어진 우라늄연료공장으로부터 발생되는 소각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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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소각재로부터 우라늄 및 플루토늄을 초임계

CO2를 이용하여 농축우라늄 및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연

구가 진행중이다.4-7) 또한 나노 입자의 TiO2 파우더를 초

임계 CO2로 제조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8)

본 연구에서는 초임계 CO2를 이용하여 황산코발트용액

으로 부터 코발트를 추출 하여 회수하는 연구를 수행하

였다. 

2. 실험재료 및 방법

2.1. 시료

초임계CO2 추출 실험을 위해 99.9%의 고순도 CO2

를 초임계용매로 사용하였다. 또한 유기추출제로는 bis-

(2,4,4-trymetyhlpentyl) phosphinic acid (상품명 Cyanex

272, 분자량 290, 순도 85%, 비중 0.92gm/cc(24oC),

Cytec Inc.)를 공급받은 그대로, 정제 없이 사용하였다.

추출효율을 높이기 위해 아민계인 diethylamine (DEA,

Sigmaaldrich Inc.)을 보조제로 사용하였다. 추출시료는

시약급 CoSO4·7H2O(Junsei chemical co., Ltd)를 증

류수에 용해시켜 제조하였다. 

2.2. 실험장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초임계CO2 추출장치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초임계CO2 추출장치는 CO2 bomb, 고압실

린지 펌프, 온도 유지장치, mixing cell(혼합조),

extraction cell(추출조)로 이루어져있다. 혼합조는 유기

리간드와 초임계CO2의 혼합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조이

조고 추출조는 유기리간드와 초임계CO2 혼합물과 금속

이온의 추출이 이루어지는 반응조이다. 

2.2. 실험방법

먼저 초임계CO2 추출을 위해 혼합조에 추출제인

Cyanex 272를 투입하고 추출조에 추출대상물질을 투입

하였다. 

초임계CO2를 이용한 코발트의 추출을 위해 CO2

bomb에서 실린지 펌프로 CO2를 주입한 후 실험조건의

압력 (200bar) 으로 압축하였다. 실린지 펌프에 의해

실험조건의 압력으로 압축된 CO2를 실험조건의 온도

(60oC) 로 가열된 혼합조로 투입하여 CO2를 초임계상

태로 만들면서 동시에 혼합조 내의 Cyanex 272를 만

들어진 초임계CO2에 용해시켰다. 이 과정에서 CO2를

투입함과 동시에 순식간에 유기리간드는 CO2와 혼합되

어 초임계상이 생성되어 혼합조 내에는 아지랑이와 같

은 현상을 띄는 유체가 만들어졌다. 그런 뒤 추출조의

밸브를 개방하여 정적추출을 시작하였다. 정적추출과정

에서는 추출조의 밸브개방과 동시에 혼합조의 압력이

약간 낮아지면서 다시 액체상의 리간드가 생성되는 것

을 관찰할 수 있었고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압력이

상승되어 액체상으로 생성된 유기 리간드가 초임계상태

의 CO2에 재용해 되어 다시 시각 상으로는 안보이게

되었다. 또한 압력변화에 따라 중간에 구름점에 도달한

것과 같은 희뿌연 상태가 잠깐 관찰되었다. 20분 동안

정적추출을 실시한 후 배출밸브의 개방을 통해 동적추

출을 실시하였다. 정적추출 및 동적추출이 완료된 후 마

지막으로 CO2 세척을 실시하여 장치내부를 세정하였다.

초임계CO2 추출 실험이 끝난 후 추출조 내의 용액을

회수하여 원자 흡광도 분석장치(Perkin Elmer AAnalyst

400, AAS)로 분석하였고 추출전과 추출 후 용액내의 코

발트의 농도차이를 계산하여 코발트의 추출률을 얻었다. 

Fig. 1. Experimental setup for scCO2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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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결과 및 고찰

3.1. 예비 실험

초임계CO2에 의한 코발트의 추출거동을 살펴보기 위

해서 CoSO4·7H2O 시약을 증류수에 용해시켜

500 ppm 농도의 황산코발트 용액을 제조하였다. 이 용

액을 대상으로 초임계CO2를 이용한 코발트 추출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때 추출제는 Cyanex 272를 사용하였고

초임계CO2 추출조건은 200 bar, 60oC의 조건에서 추출

실험을 진행하였다. 추출제에 의한 코발트 이온의 추출

화학반응식을 식 (1)에 나타내었다.

Co2+ + (HR)2  CoR2 + 2H+ (1)

초임계CO2하에서 Cyanex 272를 이용한 Co 추출실

험에서 500ppm 황산코발트 용액을 대상으로 1 ml의

2.7 M Cyanex 272를 이용하여 초임계CO2 추출을 진

행해 본 결과 Co의 추출률은 원액의 농도(500 ppm)에

대해 10% 내외로 추출되었다.(Fig. 2)

위의 실험결과를 토대로 Cyanex 272 만을 이용한 Co

의 추출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NaDDC(sodium

diethyldithiocarbamate)의 분해산물인 diethylamine(Cyanex

272의 활성제)을 첨가하여 코발트의 추출거동을 관찰하

였다.

위의 실험과 동일한 용액을 대상으로 추출제 Cyanex

272+DEA(diethylamine)를 사용하여 코발트의 추출거동

을 살펴보았다. 황산코발트 용액 50 ml (25 mgCo2+/

50 ml)를 대상으로 0.3 ml의 Cyanex 272 및 0.03 ml의

DEA를 이용하여 200 bar, 60oC의 조건에서 초임계CO2

추출을 진행해본 결과 Co의 추출률은 원액의 농도

(500 ppm)에 대해 50 ppm정도 (약 10%)가 추출되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초임계CO2 및 Cyanex

272, DEA를 이용하여 코발트의 추출가능성을 확인하였

다. 이는 DEA의 사용이 추출 system내 발생하는(식

(1)과 같이) H+이온을 감소시킴으로써 추출률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3.2. Cyanex 272와 DEA의 농도변화에 따른 코발

트의 추출 거동

50 ml의 시약용액을 대상으로 2.7M Cyanex 272의

양 1 ml 및 DEA의 투입량에 대한 Co의 추출실험을

실시하였다. Fig. 4에 추출결과를 나타내었다. 코발트의

추출률은 DEA 투입량에 따라 16%-99%까지 증가하

였다. 

 ↔

Fig. 2. Extraction behavior of cobalt with the amount of

Cyanex 272.

Fig. 3. Reaction mechanism of cyanex 272 and DEA

Fig. 4. Effect of DEA addition on the extraction of cabal by

scCO2(200bar,6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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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추출 Cell에서 코발트의 추출거동 관찰

Fig.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 초기에 붉은색

용액인 황산 코발트용액에 초임계 CO2에 용해된 추출

제가 추출조에 투입되어 섞여지는 것을 볼 수 있고 2)

CO2의 투입에 따라 가압되면서 추출제가 서서히 수용

액상 위쪽으로 이동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3) 일정

압력 및 온도 하(200 bar, 60oC)에서 수용액 상의 코발

트가 대부분 추출제-초임계CO2에 의해 추출되어 수용

액의 위쪽으로 이동되어진 것을 볼 수 있으며 4) 코발

트와 착염을 이룬 추출제-초임계CO2 착물이 배출되어

져 추출조 내에 코발트가 대부분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 황산 코발트 용액으로부터 초임계

scCO2를 이용한 코발트의 추출 연구를 수행하여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초임계 scCO2 하에서 Cyanex 272 (bis (2,4,4-tri-

methylpentyl) phosphinic acid)를 단독 사용하였을

때 황산 코발트 용액으로부터 코발트의 추출률은

10% 내외였다. 

2) Cyanex 272 (bis (2,4,4-trimethylpentyl) phosphinic

acid)와 DEA (diethylamine) 리간드가 혼합되어 초

임계 scCO2 하에 금속이온을 추출하기 위해 사용

되었을 때. 코발트의 추출률은 16%-99% 였다.

3) Cyanex 272와 DEA의 혼합 사용에서, DEA는

H+이온과 결합하여 pH를 증가시킴으로써 추출률

이 증가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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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리싸이클링의 실제(1994) 400쪽, 價格 : 15,000원

*학회지 합본집 I~VIII    價格 : 40,000원, 50,000원(비회원)

(I :통권 제1호~제10호, II :통권 제11호~제20호, III :통권 제21호~제30호, IV :통권 제31~제40호,

V:통권 제41호~제50호, Ⅵ: 통권 제51호~제62호, Ⅶ: 통권 제63호~제74호, Ⅷ: 통권 제75호~제86호)

*한·일자원리싸이클링공동워크샵 논문집(1996) 483쪽, 價格 : 30,000원

*한·미자원리싸이클링공동워크샵 논문집(1996) 174쪽, 價格 : 15,000원

*자원리싸이클링 총서I(1997년 1월) 311쪽,  價格 : 18,000원

* '97 미주 자원재활용기술실태조사(1997년) 107쪽,  價格 : 15,000원

*日本의 리싸이클링 産業(1998년 1월) 395쪽,  價格 : 22,000원, 발행처-文知社

* EARTH 2001 Proceeding (2001) 788쪽,               價格 : 100,000원

  (The 6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East Asian Resources Recycling Technology)

*오재현의 자동차 리싸이클링기행(2003년 2월) 312쪽, 價格 : 20,000원, 발행처-MJ미디어

*리싸이클링백서(자원재활용백서, 1999년) 440쪽,       價格 : 15,000원, 발행처-文知社

*리싸이클링백서(자원재활용백서, 2004년) 578쪽,       價格 : 27,000원, 발행처-淸文閣

*리싸이클링백서(자원재활용백서, 2009년) 592쪽,       價格 : 30,000원, 발행처-淸文閣

* EARTH 2009 Proceeding (2009) 911쪽,               價格 : 100,000원

  (The 10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East Asian Resources Recycling Technolog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