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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마그네슘 함량이 매우 높은 특징을 갖는 볼리비아 우유니호 염수로부터 리튬을 회수하는 공정의 설계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얻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농축된 용액에 수산화칼슘의 첨가하여 수산화마그네슘을 침전시키는 반응에 있어서 용존 이온

의 농도에 미치는 반응온도, 반응시간, pH 등 제 인자들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주제어 : 염수, 리튬, 수산화칼슘, 수산화마그네슘, 침전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obtain the basic data for designing the lithium recovery process from the "salar de Uyuni" in

Bolivia. For this study, the mock brine which has the similar chemical composition with the brine of "salar de Uyuni" was pre-

pared, and the effects of reaction factors such as temperature, time, pH and so forth on the precitation reaction of magnesium

hydroxide were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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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리튬은 광석, 해수, 염수 등으로부터 채취가 가능하나

해수는 용존하는 리튬농도가 평균 0.17 mg/L 정도로 매

우 낮아 흡착법에 의한 경제적 농축 방법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으며 페그마타이트 및 육상염수, 온천염

수, 유전염수, 리튬점토, 자다르석 등 광석 및 염수로부

터의 리튬 추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 리튬 용존량이

높은 육상염수로는 칠레의 Atacama, Ascotan, 볼리비아의

Uyuni2), Empexa, 아르헨티나의 Hombre Muerto 등이 있

고 이들은 리튬 용존 농도가 200 mg/L ~ 2,000 mg/L이

다. 이들로부터 자연증발 과정을 거쳐 회수되는 리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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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산물은 주로 탄산리튬(Li2CO3), 수산화리튬(LiOH),

염화리튬(LiCl), 인산리튬(Li3PO4)이며 마그네슘 및 산

화붕소가 주요 불순물로 함께 침전되기 때문에 염수로

부터 고순도 리튬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제

공정이 필요하다. 염수로부터 생산되는 리튬화합물의 양

은 전체 리튬화합물 생산량의 76.3%를 차지하고 있으

며 주로 자연건조에 의한 단계별 농축 공정으로 리튬을

회수하기 때문에 광석으로부터의 리튬 회수보다 상대적

으로 낮은 초기 투자비 및 생산비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리튬의 회수율 및 순도가 낮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광석으로부터의 리튬 회수 공정은 리튬 함유 광

석을 석회에서 배소시킨 다음 물로 추출하여 리튬을 수

산화리튬으로 회수하는 석회법이 사용되다가 현재에는

황산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황산법은 수포듀민 등 광

석을 황산과 반응시켜 황산리튬으로 추출한 다음 소다

회를 넣어 탄산리튬으로 회수하는 공정으로 리튬의 출

발원료로 탄산리튬을 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

이 이용된다.1), 2) 현재 생산되고 있는 리튬화합물들은

대부분 6개월 정도의 농축과정을 거쳐 리튬의 농도가

6,000 mg/L 이상이 되도록 한 다음 이 농축 용액에 수

산화칼슘을 가하여 마그네슘과 황산이온을 동시에 제거

하고 있다.3) 

우유니 염수의 경우는 다른 지역의 염수에 비하여 마

그네슘 함량이 매우 높은 특징4)을 가지며 따라서 우유니

염수로부터 리튬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그네슘의

효과적인 제거 방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마그네슘 화

합물 중에서 용해도가 낮고 쉽게 합성이 가능한 물질로는

인산마그네슘[Mg3(PO4)2, 용해도 1.85 × 10−5 mol/L], 수

산화마그네슘[Mg(OH)2, 용해도 1.7 × 10−4 mol/L], 인산

마그네슘암모늄 수화물[NH4MgPO4·6H2O, 용해도

9.4 × 10-4 mol/L], 아황산마그네슘 수화물[MgSO3·6H2O,

용해도 3.06×10-2mol/L]등을 들 수 있으며5), 따라서 마

그네슘을 침전으로 제거하고자 할 경우는 이들 4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의 종류로 침전시켜 제거하는 것이 가

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침전의 생성을 위한 침전제들 중

에서 인산염의 경우는 그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마그네

슘 농도가 매우 높은 특징을 갖는 본 연구의 시료용액

에는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수산화칼슘을 침전제로

사용하여 마그네슘을 제거하는 경우에 있어서 마그네슘

의 침전특성에 미치는 여러 가지 반응 인자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즉 수산화마그네슘의 침전반응에 미치는 반응온도, 시

간, 수산화칼슘 첨가량, 교반속도, pH, 탄산이온 농도

등의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응집제의 종류와 첨가량에

따른 수산화마그네슘의 응집 특성도 아울러 조사하였다. 

2. 실험방법

우유니 염수의 화학조성을 연구한 참고문헌7),8)을 참

조하여 우유니 염수와 화학조성이 비슷하도록 모의염수

를 조제하여 농축실험의 시료용액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조성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 사용된 시약들은 모두 특급을 사용하였고,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experimental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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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류수(순수 및 초순수)는 이온 교환수지관을 역삼투 방

식으로 통과시켜 용존 이온들을 최대한 제거하고 밀폐

된 폴리에틸렌제 용기에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장치는 Fig. 1과 같이 항온수조, 워터

재킷이 있는 3개의 반응용기(반응조), 정량펌프, pH메터

등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염화마그네슘 수용액과 수산화칼슘 슬러리가 화

학 양론적으로 반응을 하는지 여부와 반응속도를 알아

보기 위하여 용존 마그네슘 농도가 15,000 mg/l가 되도

록 염화마그네슘 0.617몰 당량을 증류수에 용해하여 1

리터가 되도록 하였고, 다른 반응용기에는 수산화칼슘

46.25 g(0.617몰 당량)을 증류수와 혼합하여 1리터가 되

도록 하였다. 

두 반응액의 온도가 소정의 온도가 되면 수산화칼슘

슬러리를 11 mL/min의 속도로 염화마그네슘 수용액에

첨가하여 반응을 진행시키면서 30분 간격으로 시린지

필터를 이용하여 약 1 mL의 여액을 채취하여 100 mL

로 희석한 다음 ICP로 칼슘과 마그네슘의 농도를 분석

하였다6).

다른 실험에서는 모의염수 500 mL를 공기를 차단한

상태에서 300 rpm으로 교반하여 30oC 되도록 한 다음

22.8 g의 수산화칼슘 분말을 1분에 걸쳐 조금씩 나누어

투입하여 60분 동안 반응시켰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순수 염화마그네슘 용액에서 수산화마그네슘 생

성에 미치는 반응온도와 시간의 영향

Fig. 2에 반응온도 및 시간에 따른 용존 칼슘 농도의

변화를, Fig. 3에 마그네슘의 농도 변화를 각각 나타내

었다.

Fig. 2의 결과에서 용존 칼슘이온의 농도는 반응시간

의 경과와 함께 직선적으로 증가함을 보인다. 이는 아

래와 같은 반응에 의한 칼슘 이온 농도 증가가 직선적

임을 의미하므로 이 반응은 매우 화학 양론적이라 할

수 있다. 

MgCl2 + Ca(OH)2 → Mg(OH)2 + Ca2+ + 2Cl−

반응 온도에 따른 칼슘농도의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20oC의 경우는 다소 낮은 값을 보인다. 온도

에 따른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반응온도가

증가할수록 수산화마그네슘의 생성반응 속도는 증가하

지만 수산화칼슘의 용해속도는 오히려 감소하기 때문에

두 인자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다만 20oC에서는 온도 저하에 따른 반응속도의 감소가

용해속도의 증가 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반응생성물인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mock brine 

Content Li+ Na+ K+ Ca2+ Mg2+ B3+ Cl− SO4

2− Br−

Concentration (ppm) 760 35,630 13,130 260 15,200 448 97,310 24,500 128

Fig. 2. Variation of Ca2+ Concentration as a function of time

after starting to add 4.6% Ca(OH)2 slurry to 0.617 M

MgCl2 solution at various reaction temperature.

Fig. 3. Concentration of magnesium ion as a function of

time after starting to add 4.6% Ca(OH)2 slurry to

0.617M MgCl2 solution, at various reaction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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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슘이온의 농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주입된 Ca(OH)2 슬러리의 량과 용해된 칼슘이온의 농

도를 비교하여 보면 대부분의 수산화칼슘 입자들이 30

분 이내에 완전히 용해하여 반응에 참여함을 알 수 있

다. 이는 4.6% 농도의 수산화칼슘 슬러리를 11 mL/min

의 속도로 0.617 M 농도의 MgCl2 용액에 적가한 경우

는 수산화칼슘 입자 표면에 난용성 수산화마그네슘이

석출하여 수산화칼슘의 용해를 방해하는 현상이 나타나

지 않음을 의미한다.

Fig. 3은 용존 마그네슘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

다. 용존 마그네슘 농도는 초기의 15,000ppm에서 반응

의 진행과 함께 거의 직선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알

수 있으며 이 또한 칼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응식에

의한 수산화마그네슘 생성반응이 화학양론적임을 의미

한다. 

MgCl2 + Ca(OH)2 → Mg(OH)2 + Ca2+ + 2Cl−

또한 칼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용존 마그네슘의 농

도에 미치는 온도의 영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20oC의 경우만 다소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 또한 칼

슘의 경우와 같이 온도의 변화에 따른 마그네슘 생성속

도의 변화와 수산화마그네슘 용해 속도의 복합적 작용

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3.2. Ca(OH)2 첨가량의 영향

여러 가지 불순물을 함유하는 모의염수 용액에 수산

화칼슘을 첨가하여 수산화마그네슘을 침전시키는 반응

에 있어서 수산화칼슘의 첨가량에 따른 용존 이온의 농

도 변화를 조사하여 Fig. 4에 나타내었다. 수산화칼슘의

첨가량은 초기 용존 마그네슘의 농도에 대하여 몰분율

이 0.5, 0.75, 1.0, 1.25, 1.5가 되도록 첨가하였으며,

수산화칼슘은 용수의 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말 상

태로 직접 첨가하였다. 분말의 응집에 의한 악영향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1분에 걸쳐 조금씩 나누어 투입하였으

며 교반기의 회전속도도 300 rpm으로 고정하였다. 

실험결과 Na, K, Sr, Li은 수산화칼슘의 첨가량에 상

관없이 초기의 값을 유지하였으며 그림에는 리튬의 경

우만을 나타내었다.

붕소의 경우는 수산화칼슘의 첨가량 증가와 함께 용

존 농도가 계속 감소하다가 1.25와 1.50의 몰분율에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는 pH 9 정도인 붕

소이온의 등전위 값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9). 즉 시료용액의 초기 pH 값은 7정도이지만 수산

화칼슘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pH가 증가하여 1.0

의 몰분율에서는 pH 11 정도의 값을 나타내고 1.25이

상의 몰분율에서는 pH 12 이상을 나타낸다. 이는 pH

8 ~ 11에서는 붕소이온이 마그네슘침전의 표면에 흡착하

여 제거되지만 강알칼리 영역에서는 흡착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용존 마그네슘의 농도는 수산화칼슘의 첨가량과 비례

하여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1.25이상의 몰

분율에서 그 농도가 6 ppm 정도가 되어 완전히 침전으

로 제거됨을 보이고 있다. 전술한 순수한 염화마그네슘

수용액의 경우 1.0의 몰분율에서 완전히 침전하였지만

이번 모의염수에서는 1.0의 몰분율에서 잔류 마그네슘

농도가 2,000 ppm 정도를 보인다. 이는 분말상태로 첨

가된 수산화칼슘 입자표면에 난용성 수산화마그네슘이

석출하여 그 용해를 방해하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따라

서 실제 공정에서는 수산화칼슘 첨가량을 용존 마그네

슘에 대하여 1.0이상 1.25이하의 몰분율이 되도록 조절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용존 칼슘이온의 농도는 몰분율이 1.0이 될 때까지

직선적으로 증가하지만 1.25 이상에서는 더 이상 증가

하지 않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농도는 순수한

MgCl2 용액에서의 경우와 비교하여 약 10,000 ppm 정

도 낮은 값을 보인다. 이는 반응에 의하여 생성되는 칼

슘이온들이 황산이온과 반응하여 석고[CaSO4·2H2O]결

정으로 석출하기 때문이다.

수산화칼슘 몰분율이 1.0이하의 경우, 염소 이온의 농

도는 초기값이 97,000 ppm 정도를 유지하지만 1.25 이

Fig. 4. Concentration of various ion as a function of molar

ratio of Ca(OH)2 for MgC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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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는 그 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용

액 내 칼슘과 염소의 농도가 높은 환경에서 Mg(OH)2

나 Ca(OH)2가 존재할 경우 생성하는 Mg(OH)2·4H2O,

CaCl2·Ca(OH)2·H2O, 3CaCl2·Ca(OH)2·12H2O 등의 침

전들이 생성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SO4
2−의 농도는 수산화칼슘 몰분율이 0.5 이하인 영

역에서는 그 증가에 비례하여 직선적으로 감소하지만,

0.75에서 완만한 감소를 보이고 1.0 이상의 몰분율에서

는 더 이상 감소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

은 초기 24,500 ppm이던 황산이온이 칼슘이온과 반응

하여 이수 석고 결정으로 석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

으로 보이며, 0.75 이상의 몰분율에서 황산이온 농도가

석고의 용해도인 1.21 × 10−2 mol/L(즉, 1162 mg/L)이하

로 감소하는 것은 용액 내에 풍부히 존재하는 Ca2+와

Cl−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3.3. 반응 온도와 시간에 따른 용존 이온의 농도 변화

Table 1과 같은 화학조성을 갖는 시료용액 500 mL를

소정의 반응온도가 되도록 한 다음 여기에 용존 마그네

슘과 당량이 되도록 수산화칼슘 분말 22.8 g을 약 1분

간에 걸쳐 투입하고 300 rpm으로 교반 하면서 10분 간

격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5 ~ 11에 나타내었다.

반응온도와 시간에 따른 용존 마그네슘 농도의 변화

를 나타낸 Fig. 5의 결과에서, 마그네슘 농도는 반응온

도에 관계없이 10분 만에 초기 농도의 약 1/4인

4,000 ppm으로 감소하며 그 이후로는 서서히 감소하여

60분에 약 2,000 ppm이 됨을 알 수 있다. 당량의 수산

화칼슘을 첨가 하였음에도 잔류하는 마그네슘 농도가

2,000 ppm이나 되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수산화칼슘

입자 표면을 수산화마그네슘 입자가 도포하여 그 용해

를 방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제 공정에서는

미용해분을 고려하여 수산화칼슘의 첨가량을 증가시키

든지 입자표면 코팅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조치

를 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러 온도의 실험 결과 중

70oC에서의 마그네슘 농도가 가장 급격히 저하하고 최

종 농도도 10 ppm이하로 거의 완전한 침전반응이 이루

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70oC에서는 표면코팅 현상

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반응온도의

조절로 표면코팅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Fig. 6에는 반응온도와 시간에 따른 용존 칼슘의 농

도 변화를 나타내었다. 칼슘의 농도 또한 초기 10분간

매우 급격히 증가하고 10 ~ 40분 사이에서 완만히 증가

하며 50분 이후에는 거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50분 정도에서 반응평형에 도달함을 의미한다.

또한 용존 칼슘의 최종 평형농도는 10 ~ 70oC의 범위에

서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며 90oC에서는 오히려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반응온도가 낮으면 코팅현상과 함께 CaCl2·

Ca(OH)2·H2O 결정과 CaCl2·3Ca(OH)2·12H2O 등이 수

산화마그네슘과 석고결정 등과 함께 공침하기 때문이며,

90oC에서는 이러한 복염의 생성은 나타나지 않지만 표

면코팅현상이 매우 심해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Fig. 7에 용존 리튬의 농도 변화를, Fig. 8에 용존

붕소의 농도 변화를, Fig. 9에 용존 칼륨의 농도 변화를,

Fig. 10에 용존 나트륨의 농도 변화를 그리고 Fig. 11에

용존 염소의 농도 변화를 나타내었으나 대부분 온도와

Fig. 5.  Concentration of Mg2+ as a function of reaction time

at various temperature.
Fig. 6. Concentration of Ca2+ as a function of reaction time

at various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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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무관하게 초기 농도를 유지하여 유의미한 변화

를 찾아보기 어렵다.

Fig. 12는 황산이온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황

산이온 농도는 반응개시 후 10분 만에 초기 농도인

24,500 ppm의 1/10이하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으며 반응 온도의 영향은 매우 미미한 수준

이기는 하나 Mg의 경우와 유사하며 70oC에서 가장 많

이 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 7. Concentration of Li+ as a function of reaction time at

various temperature.

Fig. 8. Concentration of B3+ as a function of reaction time

at various temperature.

Fig. 9. Concentration of K+ as a function of reaction time at

various temperature.

Fig. 10. Concentration of Na+ as a function of reaction time

at various temperature.

Fig. 11. Concentration of Cl− as a function of reaction time

at various temperature.

Fig. 12. Concentration of SO4
2− as a function of reaction

time at various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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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교반속도와 용존 이온의 농도

모의염수에 수산화칼슘 분말을 첨가하여 수산화마그

네슘을 침전시키는 반응에 있어서 교반속도에 따른 용

존 이온의 농도를 조사하여 Fig. 13에 나타내었다. 50,

100, 200, 300, 400, 500 rpm으로 변화시켰으며, 반응

온도는 30oC, 시간은 60분, 수산화칼슘 첨가량은

25.1 g으로 고정하였다. 그림의 결과에서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다른 이온들과는 다르게 마그네슘의 농

도는 교반 속도가 증가할수록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용존 마그네슘 농도에 대하여 1.1배

당량인 25.1 g의 수산화칼슘을 첨가할지라도 교반이 불

충분하면 수산화마그네슘 침전 반응이 완전히 이루어지

지 않음을 의미하며, 400 rpm 이상에서 용존 마그네슘

농도가 10 ppm 이하로 완전히 침전하기 때문에 최적의

반응 속도는 400 ppm으로 생각된다.

3.5. 중탄산이온의 농도와 용존 이온의 농도

이산화탄소가 물에 용해되어 생성하는 CO3
2−, HCO3

−,

H2CO3 등은 수산화마그네슘과 반응하여 용해도가 매우 높

은 탄산마그네슘 혹은 중탄산마그네슘을 생성시킴으로써

수산화마그네슘의 용해도를 높이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본 실험에서는 모의염수용액 500 mL에 중탄산이온의

농도가 100ppm, 300ppm, 500ppm, 1,000pppm, 2,000ppm

이 되도록 소정량의 중탄산나트륨 분말을 첨가하여 용

해시킨 다음 여기에 수산화칼슘 분말 25.1 g을 첨가하고

30oC에서 300 rpm으로 1시간 동안 교반하여 반응을 완

결하고 여액을 채취하여 분석하였다. Fig. 14의 결과에서

다른 원소뿐만 아니라 용존 마그네슘의 농도도 중탄산나

트륨의 첨가량에 영향을 받지 않고 거의 일정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과잉 첨가된 수산화칼슘이 먼저 중탄산이온

과 반응하여 탄산칼슘으로 석출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수산화칼슘을 과잉 첨가하면 당연히 시약 소비량

의 증가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만 탄산이온의

나쁜 영향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6. 응집제의 종류와 농도

염화마그네슘과 수산화칼슘의 반응에 의해 생성하는

수산화마그네슘은 매우 미세하여 염용액으로 부터 분리

하기가 쉽지 않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자연침강법을 이용하는 방법이지만 이 역시 마그네슘

농도가 높아 침전의 량이 많은 염수에는 적용하기가 어

렵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응집제를 사용하는 응집침

전법을 고려하기 위하여 침전제의 선정과 첨가량의 결

정을 위한 기초실험을 행하였다. 

먼저 적당한 종류의 침전제를 선택하기 위하여 11종

Fig. 13. Relationship between agitation speed and concen-

tration of various ions.

Fig. 14. Relationship between concentration of bicarbonate

and various ions.

Fig. 15. Relationship between dosage of flocculants and

sedimentation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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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응집제를 증류수 또는 에탄올에 용해시켜 1,000 mg/L

가 되도록 조제한 용액을 Mg(OH)2의 농도가 18 g/L인

슬러리 80 mL에 대하여 20 mL씩 첨가한 다음 일정 시

간 간격으로 침강 체적을 측정하여 Table 2에 나타내

었다. 

Table 2의 결과와 같이 응집제를 첨가하지 않는 경우

는 침강 체적이 매우 천천히 감소하여 168시간(7일) 후

28 cm3를 나타내었지만 응집제를 첨가하는 경우는 1시

간 까지는 매우 급격한 침강체적의 감소를 나타내었지

만 그 이후로는 감소 속도가 느려지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 

Table 2의 결과에서는 1시간 후의 침강 체적이 낮은

UC-A95, UC-N100, UC-C481, UC-C483 등이 수산화

마그네슘 미립자의 응집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Fig. 15는 이들 4종의 응집제의 첨가량에 따른 1시간

후의 침강체적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의 결과에서 A95

와 N100의 경우는 40 mg/L의 첨가량까지는 침강체적

이 40 mL로 급격히 감소하지만 그 이후는 거의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C481과 C483의 경우는 첨가량의

증가에 따른 침강체적 감소 곡선의 기울기가 비교적 완

만한 편이며, 200 mg/L의 첨가량이 될 때까지 계속하여

침강체적의 감소를 보인다. 따라서 각 응집제의 최적 첨

가량은 A95와 N100의 경우 40 mg/L이고, C481과

C483의 경우는 200 mg/L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최적의 응집제를 적당량 첨가할지라도 1시간

후의 그 침강체적은 전체 용액의 35~40% 정도로 매우

큰 값을 보인다. 이는 침전으로부터 별도의 리튬 회수

공정이 없을 경우 침전과 함께 유실되는 리튬의 량이

총 리튬량의 35~40%가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마그네

슘농도가 높은 염수로 부터 리튬의 회수를 목적으로 마

그네슘을 수산화마그네슘으로 침전 제거하고자 할 경우

는 반드시 침전과 함께 유실되는 리튬의 양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즉 효과적인

세척방법이나 마그네슘화합물의 침전을 성장시킬 수 있

는 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4. 결  론

염수에 수산화칼슘을 첨가하여 수산화마그네슘을 침

전시키는 반응에 미치는 제인자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마그네슘 함량이 높은 염수로부터 마그네슘을 제

거하기 위하여 수산화칼슘을 첨가하여 수산화마그네슘

을 침전시키는 방법에서 수산화칼슘을 분말형태로 첨가

하는 것이 용수 사용으로 인한 리튬농도의 희석을 방지

하기 때문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분말 상

태로 첨가할 경우 표면코팅 등의 영향으로 수산화칼슘

의 반응률은 90% 정도로 저하하므로 이를 보상하기 위

하여 마그네슘 당량의 1.1배 정도를 첨가하는 것이 적

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때 반응온도는 별도의 가열이나 냉각이 없이

10 ~ 30oC 정도의 상온에서 행하는 것이 적당하고, 교반

속도는 400 rpm 이상, 반응시간은 50분 이상으로 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염수에 수산화칼슘을 첨가하면 마그네슘은 수산화

마그네슘으로 침전하여 용존 농도가 감소하지만 용존

칼슘의 농도는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이 때 용액 내에

황산이온이 존재하면 칼슘은 이수석고[CaSO4·2H2O]로

되어 침전한다. 따라서 염수의 Mg2+와 SO4
2−의 몰농도

가 비슷할 경우에 수산화칼슘의 첨가로 마그네슘을 효

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지만 우유니 염수의 경우는

Mg2+의 농도가 SO4
2− 농도의 2 ~ 3배 이므로 용존 칼

슘농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방

지하기 위하여 Na2SO4를 첨가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여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수산화마그네슘은 매우 미세한 교질로 침전하는 특

성이 있어 효과적인 고액 분리를 위하여 응집제의 첨가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응집제로는 UCC-A95,

Table. 2. Result of Jar Test using Various Flocculants

Flocculants
Sedimentation Volume(cm3)

Remarks
1hr 3hr 24hr 168hr

None 100 99 58 28

UC-A95 37 36 28 22

UC-A100 39 38 32 25

UC-A110 38 35 29 23

UC-A120 38 38 37 26

UC-A130 43 41 33 27

UC-N100 34 33 26 22

UC-C480 100 97 40 23

UC-C481 39 38 36 35

UC-C482 98 74 28 24

UC-C483 39 38 36 33

UC-C485 95 80 2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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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N100, UCC-C481, UCC-C483 등이 효과적이고

그 첨가량은 각각 40 mg/L, 40 mg/L, 200 mg/L, 200 mg/L

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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