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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염산용액에서 지르코늄과 하프늄을 분리하기 위해 LIX63과 Cyanex301을 단독 또는 혼합하여 용매추출실험을 수행했다. 상기 추

출제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염산용액의 pH 1에서 4사이의 범위에서 두 금속은 양이온 추출반응에 의해 추출되었으며, 추출율

이 비슷하여 분리가 어렵다. LIX63과 TBP, Cyanex301과 TBP의 혼합용매를 사용하는 경우 본 실험범위에서 역상승효과가 나타났

다. Cyanex301과 TBP의 혼합용매의 경우에 염산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르코늄보다 하프늄의 추출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분리가능

성이 존재하였다. 한편 Cyanex301과 LIX63의 혼합용매의 경우 두 금속의 분리에 효과가 없었다. 

주제어 : 지르코늄, 하프늄, LIX63, Cyanex301, 용매추출.

Abstract

Solvent extraction experiments have been conducted to separate Zr(IV) and Hf(IV) from chloride solutions by using LIX63

and Cyanex301. Zr and Hf were extracted by cation exchange reaction in the pH range from 1 to 4 by the extratants. Since the

extraction percentage of the two metals was similar to each other, it was difficult to separate the two metals by using LIX63

or Cyanex301. Use of a mixture of LIX63/TBP or Cyanex301/TBP resulted in antagonism in our experimental ranges. Our data

showed that there is some possibility of separating the two metals by the mixture of Cyanex301 and TBP because the extraction

percentage of Hf decreased more rapidly than that of Zr as HCl concentration was decreased. The mixture of LIX63 and

Cyanex301 had little effect on the separation of the two me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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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르코늄은 클라크수 기준으로 지각에서 19번째로 많

은 자원이다. 주요 광물은 지르콘사(ZrSiO4)와

baddeleyite(ZrO2)가 있다.1) 지르코늄은 내화학성과 내

열성이 우수하고, 산과 알칼리에 대한 내식성이 뛰어나

다. 또한 다른 특성으로는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천연

금속 중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원자로에 쓰이는 핵연료

의 피복제로 사용된다. 지르코늄은 자연 광석 중에서 약

0.5 ~ 2%의 하프늄과 함께 존재한다.2) 하프늄은 지르코

늄 보다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600배 이상 크기 때문

에 원자로에 사용되는 지르코늄은 반드시 하프늄을 제

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르코늄을 원자로에 사용하

기 위해서는 하프늄 함량을 100 ppm 이하로 조절해야

한다.3) 그러나 이들 두 금속은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매우 비슷하여 분리가 굉장히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지

르코늄과 하프늄의 분리에 관한 연구가 오래전부터 진

행되고 있다. 지르코늄과 하프늄의 분리공정에는 용매

추출, 분별침전법, 분별결정법, 분별증류법, 이온교환법,

흡착법 등이 있다. 그 중 용매추출법은 지르코늄과 하

프늄을 분리하는 방법 중 연속적으로 대량 처리가 가능

한 공정으로 알려져 있다.4)

현재까지 지르코늄과 하프늄을 분리하는 용매추출공

정에는 크게 TBP 공정과 MIBK5) 공정이 있다. TBP

공정은 질산 7 M과 30% TBP로 상비 A/O = 1/2에서

5단 추출 후 증류수로 상비 1에서 2단 탈거하면 고순도

의 지르코늄을 회수 할 수 있다.4) MIBK 공정은 하프

늄이 선택적으로 추출되는 장점이 있으나, 공정중에 티

오시안(SCN)이 발생되므로 환경오염적인 측면에서 문

제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6) Taghizadeh등은 질산용

액에서 TBP와 Cyanex923 혼합추출제를 사용하여 지르

코늄과 하프늄의 분리거동에 대해 조사하였고7), 질산용

액에서 Cyanex272를 사용하여 지르코늄과 하프늄의 추

출반응이 용매화 반응을 통해 중성 복합체의 형태로 추

출되는 것을 규명하였다.8) 또한 Smolik등은 Diphonix

resin을 사용하여 지르코늄과 하프늄의 분리거동을 조사

한 실험에서 황산용액에서 이온 교환법으로 두 금속의

분리가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9) Reddy등은 염화물에

서 LIX84 및 다양한 추출제를 사용하여 추출제에 따른

상승효과와 LIX84가 양이온 교환 기구에 의해 지르코

늄과 하프늄을 추출하는 것을 보고하였다.10) Raju등은

염산용액에서 다양한 아민계 추출제와 TEHA등으로 지

르코늄과 하프늄의 최적의 추출조건을 발표하였다.11-12) 

LIX63은 양이온 추출제의 일종인 킬레이트 추출제로

구리의 추출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LIX63을

TBP와 Versatic acid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니켈의

추출에 상승효과가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13) 그러나

LIX63에 의한 지르코늄과 하프늄의 추출결과에 대한 국

내외 자료가 거의 보고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LIX63과 Cyanex301을 사용하여 추출조건에 따른

지르코늄과 하프늄의 추출거동과 두 금속의 분리에 미

치는 인자를 조사하였다. 

2. 실험재료 및 방법

염산용액에서 지르코늄과 하프늄의 용매추출에 의한

분리거동을 조사하기 위하여 용액을 준비하였다. 지르

코늄과 하프늄은 시약급 ZrOCl2·8H2O와 HfOCl2·8H2O

(Alfa Aesar, Johnson Matthey Company)를 각각 증

류수에 용해하여 단독 금속용액을 준비하였다. 모든 실

험에서 지르코늄과 하프늄의 농도는 200 ppm로 동일하

게 유지하였고,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용액으로 용액의 산

도를 조절하였다. 일부 보고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르

코늄과 하프늄은 염화물 용액에서 시효효과가 나타난다

고 보고되었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매 실험마다 신선

한 용액을 제조하여 추출실험에 사용하였다.14) 추출제

로 LIX63 (Cognis Corporation)과 TBP (IS Chem Co,

Ltd.), Cyanex301 (Cytec.)을 사용하였고, 추출제의 점

도를 감소시키고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 희석제로 등유

를 사용하였다.

지르코늄과 하프늄의 교반 시간이 두 금속의 추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결과에 따르면 교반 시간

이 20분에 추출평형에 도달한다.14) 따라서 본 실험에서

는 동일한 부피의 수상과 유기상을 상온에서 wrist

action shaker를 사용하여 30분간 충분히 진탕 시켰다.

두 상을 2시간 정치한 다음 수상을 유기상으로부터 분

리하고, ICP-OES(Inductive Coupled Plasma Optical

Emission Spectroscopy, Spectro arcos model)로 수상

에서 지르코늄과 하프늄의 농도를 측정하였으며, 유기

상으로 추출된 금속의 농도는 물질수지로부터 구했다. 

3. 실험결과

3.1. 지르코늄과 하프늄 단독용액에서 LIX63의 농도

와 pH의 영향

염산용액에서 LIX63에 의한 지르코늄과 하프늄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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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거동을 조사하기 위해 지르코늄과 하프늄의 단독용액

의 pH를 변화시키며 여러 농도의 LIX63으로 추출실험

을 수행하였다. 지르코늄과 하프늄 용액의 초기 pH를

1.5, 2.0, 2.5, 3.0, 3.5, 4.0까지 변화시켜 0.1에서

0.9 M까지의 LIX-63으로 추출 실험한 결과를 Fig. 1과

2에 나타내었다. Fig. 1에 의하면 지르코늄 용액의 pH

가 1.5, 2.0, 2.5, 3.0에서는 LIX63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르코늄의 추출율이 서서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용액의 pH가 4인 조건에서는 0.7M의 LIX63에 의한

지르코늄의 추출율이 급격히 상승하여 0.9M의 LIX63

에서 약98%의 추출율을 보였다. 또한 전반적으로 용액

의 초기 pH가 높을수록 지르코늄의 추출율이 증가하는

것으로부터 LIX63에 의한 지르코늄의 추출반응은 양이

온 추출반응에 의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지르코늄용액

의 초기 pH가 4.0인 조건에서 LIX63의 농도 변화에

따른 평형 pH의 변화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LIX63

농도가 증가할수록 평형 pH가 감소하므로 양이온 추출

반응과 잘 일치한다.

동일한 초기 pH 범위와 추출제의 조건에서 하프늄의

추출율의 변화를 Fig. 2에 나타냈다. 용액의 초기 pH가

3이하인 조건에서는 LIX63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하

프늄의 추출율이 서서히 증가하였다. 하프늄 용액의 초

기 pH가 4.0인 조건에서 0.9 M의 LIX63에 약 92%의

하프늄이 추출되었다. 본 실험조건에서 지르코늄과 하

프늄은 각각 ZrO2+와 HfO2+로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

다.15) 따라서 LIX63에 의한 지르코늄과 하프늄의 추출

반응을 각각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ZrO2+
(aq) + (HA)2(org) = ZrOA2(org) + 2H+

(aq) (1)

HfO2+
(aq) + (HA)2(org) = HfOA2(org) + 2H+

(aq) (2)

상기 식들에서 HA는 LIX63을, 하첨자 aq와 org는

각각 수상과 유기상을 나타낸다.

3.2. 지르코늄과 하프늄 단독 용액에서 LIX63 과

TBP 혼합추출제에 의한 추출거동

양이온추출제인 LIX63과 중성추출제인 TBP를 혼합

용매로 사용하는 경우 혼합추출제에 의한 상승효과와

분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지르코늄과 하프늄이 단독으로 함유된 용액의 염산농도

를 0.01 M로 고정시킨 다음 0.5 M의 TBP에 LIX63의

농도가 0.1, 0.3, 0.5, 0.7, 0.9 M이 되도록 혼합한 용

매로 추출실험을 수행하였다. 지르코늄 단독용액에서

0.5 M의 LIX63과 0.5M의 LIX63과 0.5 M의 TBP 혼

합용매에 의한 추출결과를 Fig. 3에 나타냈다. LIX63을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보다 혼합용매에 의한 지르코늄의

추출율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동일한 조건에서 하프늄

의 추출거동을 나타낸 Fig. 4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얻

었다. 즉 LIX63에 중성추출제인 TBP를 혼합하여 추출

Fig. 1. Effect of LIX63 concentration on the extraction of

Zr single metal at various pH.

Table 1. Variation in the equilibrium pH of Zr and Hf

solution with the concentration of LIX63 when

the intial pH was 4.0

LIX-63, [M] Zr , Eq pH Hf , Eq pH

0.1 3.85 3.77

0.3 3.75 3.68

0..5 3.73 3.64

Fig. 2. Effect of LIX63 concentration on the extraction of Hf

single metal at various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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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사용하는 경우 지르코늄과 하프늄의 추출이 약간

억제되는 역상승효과가 나타났다. 

3.3. 지르코늄과 하프늄 혼합용액에서 혼합용매에 

의한 두 금속의 분리

양이온 추출제로 Cyanex301을 선택하여 Cyanex301

단독 및 TBP와의 혼합용매에 의한 지르코늄과 하프늄

의 추출 및 분리거동을 조사하였다. Cyanex301은 황

화합물을 함유한 양이온추출제로 옥시산 보다 훨씬 강

한 산도를 가지고 있다.16) 또한 Cyanex301은 낮은 pH

에서 중금속과 알칼리, 알칼리 토금속을 선택적으로 추

출하고 코발트와 니켈의 분리에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

다.16) 본 실험에서는 먼저 지르코늄과 하프늄의 농도가

200 ppm인 혼합용액을 제조하여 용액에서 염산의 농도

를 0.005에서 0.1 M까지 변화시켰다. 상기 염산농도범

위에서 0.1 M의 Cyanex301에 의한 지르코늄과 하프늄

의 추출율의 변화를 Fig. 5에 나타냈다. 혼합용액에서

염산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르코늄의 추출율은 99에

서 56%까지, 하프늄의 추출율은 99%에서 55%까지 감

소하였으며 두 금속의 추출거동은 동일하였다. 용액에

서 염산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두 금속의 추출율이 감소

하는 것으로부터 본 실험범위에서 Cyanex301에 의한

지르코늄과 하프늄의 추출반응은 양이온 교환반응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두 금속의 추출율이 비슷하여 분

리 면에서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 

Cyanex301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르코늄과 하

프늄의 분리에 효과가 없으므로 혼합용매에 의한 분리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0.1 M의 Cyanex301과 0.1 M의

TBP를 혼합용매로 사용하여 실험한 결과를 Fig. 6에

나타냈다. Cyanex301을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의 실험

Fig. 3. Comparison of the extraction behavior of Zr between

LIX63 and a mixture of 0.5 M TBP and LIX63 from

0.01 M HCl solution.

Fig. 4. Comparison of the extraction behavior of Hf between

LIX63 and a mixture of 0.5 M TBP and LIX63 from

0.01 M HCl solution.

Fig. 5. Effect of HCl concentration on the extraction of Zr

and Hf from mixed solution by 0.1 M Cyanex301.

Fig. 6. Effect of the HCl concentration on the extraction of

Zr and Hf from mixed solution by a mixture of

Cyanex301 and T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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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비교하면 Cyanex301과 TBP의 혼합용매를 사용

시 지르코늄과 하프늄의 추출율이 감소하여 역상승효과

가 나타났다. 또한 단독의 Cyanex301과 마찬가지로 혼

합용매를 사용하는 경우 염산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두

금속의 추출율이 모두 감소하였다. 그러나 염산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르코늄보다는 하프늄의 추출율이 더

많이 감소하므로 분리면에서는 효과가 있다. 즉, 혼합용

매로 추출시 염산농도가 0.01에서 0.1 M로 증가 함에

따라 지르코늄의 추출율은 62%에서 35%로 감소하였고,

하프늄은 57%에서 20%로 감소하였다. 단독 Cyanex301

과 혼합용매 의 분리계수를 비교하기 위해 Table 2, 3

에 단독 Cyanex301과 Cyanex301, TBP의 혼합용매를

사용했을 때의 분리계수를 나타내었다. Table 2에서 단

독 Cyanex301을 사용했을 때 분리계수는 매우 낮지만

Table 3과 같이 TBP 와 혼합했을 때 염산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분리계수가 약간 증가하므로 분리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Cyanex301과 TBP 혼합용매에 의한 지르코늄과 하프

늄의 분리가능성을 확인하고 염산농도 0.1 M에서 혼합

용매의 농도를 조절 하여 추출실험을 수행하였다. 혼합

용매에서 Cyanex301과 TBP의 농도는 Table 4에 나타

냈고, 실험결과를 Fig 7에 나타냈다. 실험결과 염산농도

를 변화시켰을 때와는 달리 혼합용매에서 Cyanex301과

TBP의 농도 비는 지르코늄과 하프늄의 추출 및 분리거

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Cyanex301과 LIX63을 혼합한 용매에 의한 지르코늄

과 하프늄의 추출 및 분리거동을 조사하기 위해

0.005M의 LIX63과 0.01 M Cyanex301을 혼합추출제

로 사용하여 혼합용액의 염산농도를 0.001부터 2 M까

지 변화시켜 실험한 결과를 Fig. 8에 나타냈다. 그림에

서 낮은 염산농도에서는 지르코늄과 하프늄은 양이온

Table 2. Separation Factors of Zr and Hf with Cyanex301

and 0.005M to 0.1M HCl

[HCl](M) [Cyanex301](M) DZr DHf β = DZr/ DHf

0.005 0.1 115 123.66 0.92

0.01 0.1 7.8 10.93 0.71

0.05 0.1 2.39 2.24 1.06

0.1 0.1 1.26 1.29 0.97

Table 3. Separation Factors of Zr and Hf with Cyanex301

and TBP mixture

[HCl](M)
[Cyanex301]

+ [TBP](M)
DZr DHf β = DZr/ DHf

0.005 0.1 + 0.1 1.61 1.21 1.32

0.01 0.1 + 0.1 1.29 1.05 1.23

0.05 0.1 + 0.1 0.59 0.33 1.75

0.1 0.1 + 0.1 0.53 0.25 2.12

Table 4. Molar concentration ratio of Cyanex301 and TBP in

the mixture

No. Cyanex301, [M] TBP, [M]

1 0.04 0.16

2 0.08 0.12

3 0.12 0.08

4 0.16 0.04

Fig. 7. Effect of the TBP concentration in the mixture with

Cyanex301on the extraction of Zr and Hf from

mixed solution of 0.1M HCl. (Cyanex301 concen-

tration : 0.16, 0.12, 0.08, 0.04 M.)

Fig. 8. Effect of HCl concentration on the extraction of Zr

and Hf from mixed solution by a mixture of 0.01 M

Cyanex301 and 0.005M LIX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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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메커니즘에 따라 염산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추출

율이 점차 감소하지만, 1M의 염산농도에서는 추출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 같이 염산농도가 진한 용

액에서 양이온 추출제에 의한 금속의 추출율이 증가하

는 것은 추출반응이 양이온 교환반응에서 용매화 반응

으로 전이되기 때문이며, 추출반응식을 다음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14)

Mx+
(aq) + xCl−(aq) + y(HA)2(org) = MClx·y(HA)2 (org) (3)

그러나 본 실험범위에서 Cyanex301과 LIX63의 혼합

용매에 의한 지르코늄과 하프늄의 추출율은 각 추출제

를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에 비해 큰 변화가 없으며, 분

리에도 효과가 없었다.

4. 결 론

염산용액에서 지르코늄과 하프늄을 용매추출로 분리

하기 위한 공정을 개발하기 위해 양이온추출제(LIX63,

Cyanex301) 및 양이온 추출제와 중성추출제인 TBP의

혼합용매에 의한 추출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의 실

험범위에서 LIX63과 Cyanex301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르코늄과 하프늄의 추출율은 용액의 pH에 따라

증가하였다. LIX63과 TBP를 혼합한 용매로 추출하는

경우 지르코늄과 하프늄의 추출이 억제되는 역상승효과

가 나타났으며, 분리면에서 전혀 효과가 없었다. 또한

Cyanex301과 TBP를 혼합한 용매로 추출하는 경우에도

지르코늄과 하프늄의 추출이 억제되었다. 그러나

Cyanex301과 TBP의 혼합용매에 의한 추출시 지르코늄

에 비해 하프늄의 추출율이 더욱 감소하므로 분리가능

성이 존재하였다. Cyanex301과 LIX63의 혼합용매를

사용하는 경우 두 금속의 분리에 효과가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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