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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네오디뮴의 상온제련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비수계 전해액에서 네오디뮴의 전기화학적 레독스 거동을 조사

하였다. 비수계 전해질로는 이온성액체인 [C4mim]PF6, [C4mim]Cl, [P66614]PF6와 함께 네오디뮴 염에 대한 용해도가 높은 에탄올과

전기화학적 안정성이 높은 탄산염계 유기용액을 기반으로 한 혼합전해질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른 전해액에 비하여 ethylene carbonate

(EC)/di-ethylene carbonate (DEC)의 경우가 네오디뮴의 전기화학적 레독스 특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물성향상을 위하여

에탄올을 첨가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순수한 1 : 1 EC/DEC와 에탄올의 혼합 비율, 그리고 NdCl3의 농도에 따른 이온전도도를 측

정한 결과, 에탄올 함량 50 vol%, NdCl3 농도 0.5 M에서 전해질 특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순환전위법과 선형전위법을

이용해 −3.8 V (vs. Pt-QRE)에서 네오디뮴의 환원반응으로 추정되는 전류피크가 관찰된다. 상온에서 −6 V (vs. Pt-QRE)에서 18시

간 동안 정전압법으로 전해한 결과, 금속 네오디뮴이 전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네오디뮴, 상온제련, 비수계 전해액, 전해

Abstract

In this study, the electrochemical redox behavior of neodymium in non-aqueous electrolytes was investigated to confirm the

possibility of neodymium metallurgy at room temperature. The non-aqueous electrolytes include ionic liquids such as

[C4mim]PF6, [C4mim]Cl, and [P66614]PF6, ethanol which are highly soluble in neodymium salts, and mixed electrolytes based

on carbonate with highly electrochemical stability. The electrochemical redox properties of neodymium were better than those

of other electrolytes in the case of the mixed electrolyte based on ethylene carbonate (EC)/di-ethylene carbonate (DEC). Ethanol

was added to improve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mixed electrolyte. Thorough the analysis about ionic conductivity of EC/

DEC ratio, ethanol content and NdCl3 concentration, the best electrolyte composition was 50 vol% content of ethanol and 0.5

M of NdCl3. Using cyclic voltametry and linear sweep voltametry, a current peak estimated at −3.8 V (vs. Pt-QRE) was observed

as a limiting current of neodymium reduction. Potentiostatic electrolysis for 18 hours at room temperature at −6 V (vs. Pt-QRE)

confirmed that metallic neodymium was electrodepos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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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희토류 금속은 주기율표상에서 3A족인 스칸듐·이트륨

및 란탄계열 15원소를 합한 17 원소를 총칭한다. 희토

류 금속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분리하기가 어렵고 천연 상태에서 서로 합금형태로 산

출된다. 희토류 금속은 매장량으로만 보면 희소하지 않

으나 다른 광물과 대비해 채굴 가능한 광상이 많지 않

아 일부 국가에 자원이 편중되어 있다1).

희토류 기반의 영구자석은 높은 자속밀도와 박막화

등의 기술 개발로 인해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2). 네오디뮴-철-붕소(neodymium-iron-boron, NIB)

자석은 현재까지 개발된 영구자석 중에서 가장 강한 것

으로, 전형적인 화학적 조성은 Nd2Fe14B이며,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각종 무선 공구, 서보 모터, 전

기 파워 핸들, 하이브리드 및 전기 자동차, 풍력 터빈의

발전기 등 강한 자기장이 요구되는 다양한 산업에 사용

되고 있다3-7). 최근 강화되는 환경규제와 함께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로 고성능 자석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네오디뮴(Nd), 디스프로슘(Dy)과 같은 희토류의 자원 및

분리정제 기술의 개발과 함께 폐기되는 영구자석의 재사

용 혹은 재활용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3-5).

네오디뮴은 다른 희토류 원소들과 마찬가지로, 주로

모나자이트(monazite)와 바스트나사이트(bastnasite)와 같

은 희토류 광으로부터 추출되며, 무수 할로겐화네오디

뮴을 칼슘으로 환원시켜 얻는다. 할로겐화물로는 흡습

성이 적고 안정한 CaF2가 부산물로 생성되며, 네오디뮴

은 NdF3 형태로 제조된다. 네오디뮴 염을 녹인 수용액

에 알칼리를 가하여 Nd(OH)3 형태의 침전물로 분리한

다음 이를 가열 하소시키면 산화네오디뮴으로 변하게

된다8). 금속으로 제련하기 위해서는 이를 고온 용융염

전해하거나, 고온에서 칼슘(Ca)으로 환원시켜 금속 합

금 형태인 미시메탈(misch metal)을 얻는다. 과거에는

네오디뮴이 주로 유리 착색제로 소량 사용되었으며, 대

부분은 미시메탈 형태로 다른 희토류 금속과의 합금으

로 생산되었다9). 그러나 최근에는 순도 높은 금속 네오

디뮴의 수요가 많아져, 이온교환 방법이나 용매 추출법

을 이용하여 네오디뮴 화합물을 분리정제한 후 금속 네

오디뮴 또는 산화 네오디뮴 형태로 제조하는 방식이 많

이 적용되고 있다10). 기존의 네오디뮴 금속 제련은 건

식 환원방식이나 용융염 전해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

지만 네오디뮴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비용

이 많이 드는 분리정제 공정이 수반되고 고온 공정에

의한 에너지 소비 역시 매우 크다. 특히 용융염 전해법

역시 그 수율이 높지 않으면서 고온 공정이라는 단점은

여전히 개선하여야 할 문제이다11,12).

본 연구에서는 네오디뮴의 상온 제련 가능성을 알아

보기 위해 비수계 전해액에서 네오디뮴의 전기화학적

거동을 조사하였다. 네오디뮴의 공급원으로 기존 제련

과정의 중간산물인 NdCl3을 사용하였으며, 단일 전해질

로써 이온성액체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전기화학

적 안정성이 우수한 1 : 1 EC/DEC를 기반으로 네오디

뮴 염에 대한 용해도가 높은 에탄올을 사용하여 혼합전

해질을 대상으로 상온에서 네오디뮴의 전기화학적 레독

스를 조사함으로서 상온에서 금속 네오디뮴의 제련 가

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실 험

본 연구에서 전해질로 사용한 이온성액체는 1-butyl-

3-methylimidazolium hexafluorophosphate ([C4mim]PF6)

와 1-butyl-3-methylimidazolium chloride ([C4mim]Cl),

trihexyl(tetradecyl)phosphonium chloride ([P66614]Cl)을

선정하였고, [C4mim]PF6와 [C4mim]Cl은 직접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비수계 용매는 전기화학적 안정성이 우수

한 1 : 1 vol%의 ethylene carbonate (EC, 99%, Sigma-

Aldrich)/diethylene carbonate (DEC, ≥99%, Alfa Aesar)

를 사용하였다. 이온성액체 [C4mim]Cl의 합성은

[C4mim]PF6의 합성과정에서 출발 물질의 미 반응물과

용매를 제거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합성된 이온성액체

는 희석과 세정을 반복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회전증

발기(rotary evaporator)를 이용해 60oC, 100 mbar 압력

하에서 48시간 동안 용매를 건조하였다. 네오디뮴의 공

급원으로 NdCl3 (neodymium(III) chloride, 99.99%,

Aldrich)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이온성액체 경우 네오디

뮴염을 0.1 M의 염산에 녹인 후 [C4mim]Cl과 혼합하여

120oC 진공오븐에서 건조하여 수분을 제거한 후 실험

에 사용하였다.

네오디뮴의 전기화학적 환원거동을 조사하기 위해 3

전극 전해 셀을 구성하였으며, 작동전극으로는 금박

(Au foil, 1 cm × 1 cm), 상대전극(1 mm Φ × 1 m)과

기준전극은 백금선(Pt wire)을 사용하였다. 모든 전극과

셀은 실험 전 황산(H2SO4)과 과산화수소(H2O2, 1 : 1,

vol.%) 혼합용액과 초음파세척기를 이용하여 세척한 다

음, 진공오븐에서 100oC, 24시간 건조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전기화학 실험은 고순도 아르곤 기체(5 N-산소함



상온제련을 위한 네오디뮴의 비수계 전해 기초연구 31

자원리싸이클링 제 27권 제 4호, 2018

량 1 ppm 이내, 수증기 함량 3 ppm 이내)를 장입한

글로브박스 내에서 수행하였다. 이온성액체의 전기화학

적 특성 및 네오디뮴 이온의 환원거동은 Potentiostat/

Galvanostat(SP-240 Bio-Logic)을 이용하여 순환전위법

(cyclic voltametry, CV)와 선형전위법(linear sweep

voltammogram, LSV)법으로 측정하였다. 전압범위는

–5 ~ 0 V (vs. OCV)이며, 주사속도는 10 mV/s로 측정

하였다. LSV에서 확인된 네오디뮴의 환원전위에서 정

전위법으로 환원하였으며, 그에 따른 작동전극의 표면

변화를 확인하였다. 환원전극의 분석은 전계방사형 주

사전자현미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

scopy, FE-SEM, JEOL, JSM-6710F)을 이용하여 관찰

하였고, FE-SEM에 부착된 에너지분산형분광법(energy

dispersive spectrometry, EDS)를 이용하여 조성을 확인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이온성액체에서 네오디뮴의 전기화학적 환원

이온성액체는 상온에서 대부분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그린용매(green solvent)로써 그 자체로 전해질의 역할

이 가능하며 친환경 전해질로 적용하려는 연구가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13).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이온성액

체 중 문헌 조사를 통해 [C4mim]PF6와 [C4mim]Cl,

그리고 [P66614]Cl을 선정하고 네오디뮴의 전해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우선적으로 수용액에 존재하는 네오디뮴 이온에 대한

추출능이 있는 [C4mim]PF6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확인

하였다. 10 mM의 NdCl3를 [C4mim]PF6에 용해한 후

상온에서 작동전극을 금 및 네오디뮴, 기준 및 상대전

극을 백금 선으로 사용하여 네오디뮴의 전기화학적 산

화/환원 거동을 조사하여 Fig. 1(a)에 나타내었다.

[C4mim]PF6만을 이용한 전해질은 약 –2.2 V에서 음극

한계전위가 나타났으며 10 mM의 NdCl3를 용해한 전

해질에서는 [C4mim]PF6의 음극 한계전위인 –2.2 V 보

다 높은 –1.7 V에서 네오디뮴의 환원전류로 예상되는

피크전류가 확인되었다. 

네오디뮴 공급원으로 사용한 NdCl3와 동일한 음이온

을 가지는 [C4mim]Cl의 경우 10 mM의 NdCl3를 0.1

M HCl에 용해시킨 후 [C4mim]Cl과 혼합하여 120oC

진공오븐에서 수분을 제거하여 전해질로 사용하였다.

Fig. 1(b)에 나타낸바와 같이 10 mM의 NdCl3과 함께

전해질을 구성했을 때와 동일한 전압 범위에서 환원전

류가 [C4mim]PF6보다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네오디뮴이 환원되더라도 전해질을 구성

하고 있는 이온이 환원반응에 참여하여 불순물로 포함

될 가능성이 있다. 

Fig. 1(c)에는 NdCl3과 동일한 음이온을 가지면서 음

극 한계전위가 –3 V로 [C4mim]보다 안정한 범위를 가

지는 [P66614]Cl에서의 LSV 측정결과를 나타내었다.

[P66614]Cl을 사용한 전해질은 앞서 검토한 [C4mim]PF6

와 [C4mim]Cl과는 달리 NdCl3을 용해한 전해질에서도

뚜렷한 환원전류가 관찰되지 않으며, 오히려 전류밀도

가 감소한 것으로 보아 네오디뮴 공급원으로 사용한

NdCl3이 완전히 용해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C4mim]PF6와 10 mM의 NdCl3로 구성된 전해질의

경우 −1.75 V(vs. Pt-QRE)에서 환원전위가 관찰되어 2

시간 동안 정전위법으로 전해환원 하여 표면을 확인하

였다. 환원된 전극의 표면형상은 FE-SEM으로 분석하

여 Fig. 2(a)에 나타내었다. 전극 표면에 균일하지 않은

분포로 소량의 Nd와 함께 미량의 [C4mim]PF6의 구성

원소(F, N 등)가 검출되었다. 

10 mM의 NdCl3를 0.1 M HCl에 용해시킨 [C4mim]Cl

전해질의 경우 환원 영역에서 나타난 반응은 −2.3

V(vs. Pt-QRE) 이하에서 전류가 증가하며, 확인된 전위

에서 2시간 동안 정전위법으로 전해환원 하였으나 극미

Fig. 1. LSV curves on Au electrode in ionic liquids; (a) [C4mim]PF6, (b) [C4mim]Cl, (c) [P66614]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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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네오디뮴이 환원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수용액 기반의 전해질에서 Nd3+ 이온의 표준 환원전

위가 –2.3 V인 것을 감안했을 때, 전해질의 음극 한계

전위인 −2.3 V (vs. Pt-QRE)를 벗어난 곳에서의 환원

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기 조건에서 –3

V (vs. Pt-QRE)의 전압을 인가하여 2시간 동안 전해한

전극의 표면 형상을 Fig. 2(b)에 나타내었다. 작동전극

으로 사용한 금 전극 표면에서 상당량의 네오디뮴이 환

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량의 산소가 확인되었

다. 이는 네오디뮴의 빠른 산화 특성으로 인해 분석을

위한 이동 중에 산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EDS상에서

[C4mim]Cl의 구성 원소인 질소가 확인되지 않아 미량

의 염소는 완벽하게 환원이 되지 않은 NdCl3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온성액체를 적용한 금속네오디뮴의 전해환원은 가

능한 것으로 생각되나, [C4mim]Cl과 같이 네오디뮴의

환원전위가 전해질의 음극 한계전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효율적인 전해를 위해서 전기화학적으로 안정한 범위가

더 넓은 이온성액체 시스템의 연구 또는 비수계 용매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2. 1 : 1 EC/DEC 및 에탄올에서 네오디뮴의 전기

화학적 환원

네오디뮴보다 표준전위가 낮은 리튬의 산화/환원이 가

능한 이차전지 전해질에 사용되는 EC/DEC (≥4 V vs.

Li+/Li)를 용매로 고려하였다. 유전율이 높은 EC가 염의

용해에 유리하나 상온에서 고체 상태이므로 액체 상태

를 유지하고 점도를 낮추기 위해 기본적으로 EC와

DEC는 부피비 1 : 1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상온에서 작동전극을 금, 상대 및 기준전극을 백금선

으로 전기화학 셀을 구성하였고 NdCl3를 네오디뮴의 공

급원으로 사용하여 LSV를 측정하고 Fig. 3(a)에 나타내

었다. 1 : 1비율의 EC/DEC에서는 NdCl3가 거의 용해되

지 않았으며, −4 V (vs. Pt-QRE)에서 2시간 동안 정전

위법으로 환원하였으나 네오디뮴은 환원되지 않았다. 따

라서 네오디뮴 염을 용해할 수 있는 용매를 추가로 검

토하였다.

에탄올의 NdCl3에 대한 용해도는 0.455 kg/L로 높아

전해질로써 적용을 검토하였으며 네오디뮴이 용해된 에

탄올 전해액에서 LSV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를 Fig.

3(b)에 나타내었다. EC/DEC 전해질과 달리 환원전위

영역에서 높은 전류가 확인되며, −4 V (vs. Pt-QRE)에

Fig. 2. FE-SEMand EDS images of the deposits on Au

electrode in ionic liquids; (a) [C4mim]PF6 (b)

[C4mim]Cl (c) EDS of the deposits in [C4mim]Cl.

Fig. 3. LSV curves on Au electrode; (a) EC/DEC (b) etha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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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시간 동안 전해한 전착층의 표면은 불균일한 형태

로 상당량의 네오디뮴이 관찰되었다. 또한 EDS 분석결

과, 금속 네오디뮴이 확인되어 NdCl3가 용해됨을 확인

하였다. 그러나 에탄올은 증발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전해질로 사용하기에는 안정성이 현저히 낮다. 따라서

음극 한계전위가 넓은 EC/DEC 전해질과 네오디뮴 염

이 용해가능한 에탄올을 혼합하여 혼합 전해질을 구성

하였다.

3.3. 혼합 전해액에서 네오디뮴의 전기화학적 환원

네오디뮴의 용해도와 전해액의 점성(viscosity) 향상을

위하여 EC/DEC에 에탄올을 첨가하였다. 두 용액의 혼

합비율이 전해액의 이온전도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

여 Fig. 4에 도시하였다. 1 : 1 EC/DEC에서 에탄올의

함량이 75%까지 전해질의 이온전도도는 증가하는 것

으로 보아 에탄올 함량증가가 전해질의 이온전도성 향

상에 기여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에탄올 함량이 50%

이상일 경우 에탄올의 증발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전해

질의 안정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Fig. 5는 50%의 에탄올과 혼합된 1 : 1 EC/DEC (혼

합 전해질)에서 네오디뮴 염의 용해도를 알아보기 위해

NdCl3의 농도에 따른 혼합 전해질의 이온전도도를 나

타내고 있다. NdCl3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도도가

증가하지만 0.5 M 이상의 농도에서는 용해되지 않은 잔

여물이 존재한다. 따라서 에탄올 함량 50%, 0.5 M

NdCl3를 용해한 전해질이 네오디뮴의 전해에 적합하다

고 판단된다.

3.4. 네오디뮴의 상온 전해

상기 혼합전해질에서 네오디뮴의 전기화학적 거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LSV법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4. Effect of ethanol content on electrical conductivity of

1 : 1 EC/DEC.

Fig. 5. Effect of NdCl3 concentration on electrical conduc-

tivity of 1 : 1 EC/DEC.

Fig. 6. LSV curves in the mixed electrolyte.

Fig. 7. FE-SEM and EDS images of the deposits in the

mixed electrol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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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에 나타내었다. 0.5 M NdCl3를 용해한 혼합 전

해질의 거동은 네오디뮴 염을 포함하지 않는 혼합 전해

질에서는 나타나지 않던 네오디뮴의 환원 반응에 해당

하는 환원전류의 증가가 −3.8 V (vs. Pt-QRE)에서 확

인되었다. 그러나 피크전류가 확인되는 전위에서는 네

오디뮴이 환원되었으나 지속적인 환원반응이 이루어지

지 않았으며, 연속적인 환원전류가 관찰되는 전위구간

에서 금속 네오디뮴의 환원이 가능하였다. 

0.5 M NdCl3가 용해된 1 : 1 EC/DEC와 50% 에탄

올 혼합 전해질에서 −6 V (vs. Pt-QRE)에서 정전위법

으로 상온 전해한 결과, 전극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환

원된 네오디뮴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7에 환원된

네오디뮴의 표면 형상과 조성을 나타내었다. EDS 분석

결과, 전해질의 성분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전극으로 사

용한 금과 함께 금속 네오디뮴이 확인되며, 산소의 경

우 분석과정에서 공기 중으로 노출되면서 네오디뮴이

일부 산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네오디뮴의 상온제련의 가능성을 알아

보기 위하여 비수계 전해액에서 네오디뮴의 전기화학적

환원 거동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네오디뮴의 용해도

가 높은 이온성액체와 에탄올, 그리고 전기화학적 안정

성이 높은 EC/DEC를 기반으로 한 비수계 전해질을 선

정하고 각 전해액에서 네오디뮴의 전기화학적 거동을

조사하였다. 단일 전해질로 이온성액체는 네오디뮴의 환

원반응이 가능하였으나 음극한계전위가 높아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였다. 에탄올과 EC/DEC로 혼합전해질을

구성한 경우 AC 임피던스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전해질

의 전기전도도 자료로부터 에탄올 함량 50 vol%,

NdCl3 농도 0.5 M이 전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LSV를 이용해 상기 혼합 전해액에서 네오디뮴의 환원

거동을 확인하였으며, 상온전해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

집하였다. −6 V에서 정전위법으로 환원한 전극 표면을

EDS로 분석한 결과, 금속 네오디뮴이 전착되었음을 확

인하였고 전극물질인 금과 분석중 혼입된 산소를 제외

하고 다른 불순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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