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of Korean Inst. of Resources Recycling

Vol. 27, No. 4, 2018, 65-69

≫ 기술자료 ≪

65

https://doi.org/10.7844/kirr.2018.27.4.65

pISSN : 1225-8326 eISSN : 2287-4380

용매추출에서 McCabe-Thiele도의 작성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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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lvent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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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용매추출에서 등온추출곡선은 수상과 유기상에서 평형관계에 있는 농도를 나타낸다. 등온추출곡선과 조업선을 동시에 나타낸

McCabe-Thiele도는 물질 전달공정에서 여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추출반응식과 평형상수를 알고 있는 경우 등온추출곡선을 계

산으로 구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또한 분배계수가 일정한 경우 금속 추출에 필요한 추출단수를 추산할 수 있는 Kresmer식을 소

개하였다. 

주제어 : 등온추출곡선, McCabe-Thiele도, Kresmer식

Abstract

In solvent extraction, extraction isotherm represents the relation between the equilibrium concentration of metal in the aqueous

and organic phase. McCabe-Thiele diagram on which extraction isotherm and operating line are constructed provides valuable

information on the mass transfer operation. When the equilibrium constant of a solvent extraction reaction is known, the cal-

culation method to obtain extraction isotherm was introduced. Kresmer equation by which the number of extraction stages can

be calculated when the distribution coefficient is constant was introduced.

Key words : Extraction isotherm, McCabe-Thiele diagram, Kresmer equation 

1. 서 론

용매추출은 수상에서 유기상으로 목적금속의 물질전

달을 수반하는 단위공정이다1). 따라서 추출과 분리의

목적을 위해서는 회분식보다는 연속식 조업이 효율적이

다. 연속식 조업은 수상과 유기상의 접촉방법에 따라 역

류식(Counter-current)와 향류식(Co-current)으로 분류된

다. 일반적으로 역류식이 향류식에 비해 효율이 좋다.

다단식 역류추출을 통해 금속이온을 분리하는 경우

mixer-settler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목적 금속의 분리도

및 추출율을 고려하여 추출단수를 추산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목적 금속의 등온추출곡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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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선을 같이 나타낸 McCabe-Thiele도가 자주 이용된

다. 추출제의 농도가 금속이온의 농도에 비해 과잉인 경

우 금속의 분배계수는 일정하다. 그러나 금속을 분리하

기 위해서는 목적 금속을 추출하기에 적당한 농도의 추

출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조건에서 금속

의 분배계수는 추출조건에 의존한다. 추출제의 농도가

과잉이지 않은 조건에서 등온추출곡선은 수상에서 금속

이온의 농도가 낮은 조건에서는 유기상으로 추출되는

금속농도가 급격히 증가하지만 추출제가 금속으로 포화

됨에 따라 더 이상 금속이 유기상으로 추출되지 않는다.

분배계수는 유기상과 수상에서 금속농도의 비이므로 등

온추출곡선의 기울기와 같다. 

본 논문에서는 등온추출곡선을 실험적으로 구하는 방

법을 설명하였다. 또한 추출반응의 평형상수를 이용하

여 등온추출곡선을 계산으로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역류식 다단 용매추출에서 필요한 추출단수를 추산하기

위해 분배계수가 일정한 조건에 적용할 수 있는

Kresemer식을 유도하고 그 이용방법을 설명하였다. 

2. 등온추출곡선 작성

등온추출곡선은 다음의 두 방법을 이용하여 실험적으

로 구할 수 있다. 첫번째 방법은 수상과 유기상의 조성

을 고정시키고 두 상의 부피비를 1:10에서 10:1 정도

변화시키며 각 부피비에서 금속의 분배계수를 구한다.

이때 수상의 평형 pH를 가급적 일정한 값으로 유지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일정 부피비에서 두 상을

교반 후 수상 pH를 측정하여 목적한 평형 pH에 도달

하도록 산이나 알칼리용액을 미량 첨가하여 다시 접촉

시킨다. 평형 pH가 목적한 값에 도달할 때까지 상기

단계를 반복한다. 두번째 방법은 수상과 유기상의 부피

가 동일한 조건에서 추출제가 목적 금속이온으로 포화

될때까지 새로운 수상과 연속적으로 접촉시킨다. 이 방

법에서도 추출반응 후 평형 pH는 일정해야 한다. 일반

적으로 첫번째 방법을 사용하여 용매추출의 등온추출곡

선을 많이 구한다. 두번째 방법의 경우 특정농도의 추

출제에 포화되는 목적 금속이온의 농도는 그 추출제의

추출당량(loading capacity)과 같다. 이와 같이 구한 추

출제의 추출당량은 추출반응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일반적으로 추출당량은 추출제의 자유농도와

유기상에서 금속추출종의 용해도에 의존한다. 만약 유

기상에서 금속추출종의 용해도가 작은 경우에는 제 3상

이 형성될 수 있다. 금속 추출반응을 규명할 목적으로

추출당량을 구하는 경우에는 저농도의 추출제로 실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추출제 농도가 높은 경우

유기상에서 추출제의 회합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

이다.

한편 금속 추출반응이 규명되고 추출반응의 평형상수

를 알고 있는 경우 금속의 물질수지를 이용하여 금속의

등온추출곡선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2). 용매추출 후

목적금속이 수상과 유기상에 분배되므로 금속의 물질수

지는 다음과 같다.

NM,totoal = NM,a + NM,o (1)

상기식에서 하첨자 a와 o는 각각 수상과 유기상을 나

타낸다. 또한 NM,totoal은 추출반응 전 금속 M의 몰수를,

NM,a과 NM,o은 추출반응 후 수상과 유기상에서 금속의

몰수를 각각 나타낸다. 추출반응동안 수상과 유기상의

상호용해도를 무시하고 농도를 C, 부피를 V로 나타내

면 상기 물질수지로부터 식 (2)를 얻을 수 있다.

CM,o = (CM,total − CM,a)(Va/Vo) (2)

일반적으로 용매추출에서 추출자료에 기울기법을 적

용하면 추출반응을 규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추출반응을 규명하면 추출반응의 평형상수를 구할 수

있다3-6). 따라서 금속 추출반응과 평형상수를 알고 있는

경우 용매추출의 초기 추출조건(금속과 추출제의 초기

농도 및 두 상의 부피비)으로부터 수상과 유기상에서

금속의 평형농도를 K-value방법을 통해 계산할 수 있

다3-6). 수상과 유기상의 여러 부피비 조건에서 K-value

방법을 통해 금속의 평형농도를 구한다면 식 (2)를 사

용하여 금속의 등온추출곡선을 구할 수 있다2).

염산용액에서 Cyanex 272와 Cyanex 301 혼합추출

제를 사용하여 망간(II)의 용매추출에 대한 실험에서

Cyanex 272의 몰분율이 0.6일 때 가장 높은 상승계수

인자를 얻었다7). 또한 혼합추출제에 의한 망간(II)의 추

출반응식을 규명하고 평형상수를 다음과 같이 구했다7).

Mn2+ + (HA)2 + (HB)2 = MnH2A2B
2 + 2H+, 

K =  6.1×10−2 (3)

상기 식에서 HA와 HB는 Cyanex 272와 Cyanex

301을, K는 추출반응의 평형상수를 나타낸다. 

Cyanex 272와 Cyanex 301의 혼합추출제로 수상과

유기상의 부피비를 변화시켜 실험적으로 구한 망간(II)

의 등온추출곡선을 Fig. 1에 나타냈다. 또한 식 (3)에

나타낸 평형상수를 이용하여 K-value방법을 통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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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한 망간(II)의 등온추출곡선을 Fig. 1에 같이 나

타냈다2). 실험으로 구한 등온추출곡선과 계산으로 구한

등온추출곡선이 서로 잘 일치하였다. 따라서 금속의 추

출반응식이 규명되고 추출반응의 평형상수를 구할 수

있다면 등온추출곡선을 계산으로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3. Kremser식의 유도 및 이용

산성추출제가 단위체로 금속양이온을 추출하는 반응

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n+ + nHAorg = MAn,org + nH+ (4)

상기 추출반응의 평형상수(K)에 분배계수(D)의 정의

를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 식을 얻을 수 있다.

K = D(CH+/CHA)n (5)

상기 식에서 C는 농도를 나타낸다. 만약 금속이온의

농도에 비해 추출제의 농도가 과잉인 경우 추출반응 전

후 수소이온과 추출제의 농도에 변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분배계수는 추출조건에 무관

하게 상수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조건이 충족

되지 않으면 수소이온과 추출제의 평형농도가 초기 농

도와 많이 다르므로 분배계수는 추출조건에 의존한다.

이와 같이 분배계수가 일정한 조건에서는 McCabe-

Thiele도에서 금속 추출등온곡선을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D = K(CHA/CH+)n = m (6)

추출제 농도가 과잉인 경우 분배계수가 일정한 추출

조건에서 Kremser는 n단의 역류식 추출후 수상에서 금

속이온의 농도를 구할 수 있는 식을 유도하였다1). 목적

금속을 n단으로 역류 추출시 수상과 유기상의 유량은

A와 O로, i단에서 배출되는 수상과 유기상에서 금속농

도를 xi와 yi로 표시하는 경우 1단에 물질수지를 적용하

면 다음 식을 얻을 수 있다.

Ax0 + Oy2 = Ax1 + Oy1 (7)

A(x0− x1) = O(y1− y2) (8)

1단과 2단에서 배출되는 유기상에 함유된 금속은 각

단에서 배출되는 수상의 금속과 평형관계에 있다. 따라

서 분배계수가 m으로 일정한 조건에서 식 (8)을 다음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x0− x1) = mO(x1 − x2) (9)

수상과 유기상의 부피유량 및 분배계수의 비를

R(R=A/O/m)로 정의하면 (9)식으로부터 1단과 2단에서

배출되는 수상에서 금속의 농도 차이를 다음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x1 − x2 = A/(mO)(x0 − x1) = R(x0− x1) (10)

상기 방법을 2단에 적용하여 정리하면 다음 식을 얻

을 수 있다.

x2− x3 = R(x1 − x2) = R2(x0− x1) (11)

n−1단에 물질수지를 적용하여 정리하면

xn-1− xn = R(xn-2− xn-1) = Rn-1(x0− x1) (12)

한편 n단의 물질수지는 다음과 같다. 

A(xn-1− xn) = O(yn− yn+1) (13)

상기 식에서 yn+1은 n단으로 입력하는 유기상에서 금

속농도이다. n단이 마지막 단이므로 yn+1와 평형관계에

있는 수상에서 금속의 농도(x*
n+1)는 가상값이다. 이 관

계를 식 (13)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xn− x*
n+1 = R(xn-1− xn) = Rn(x0− x1) (14)

1단부터 n단에 대한 물질수지를 합하면 다음과 같다.

Fig. 1. Comparison of extraction isotherm of Mn(II) between

experimental and calculated using 0.3 M Cyanex 272

+ 0.2 M Cyanex 301. [Mn(II)]initial = 0.0171 M, initial

pH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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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 x2 + x2− x3 + … + xn-1− xn + xn− x*
n+1 

= x1− x*
n+1 = (x0− x1)(R + R2 + … + Rn-1 + Rn) (15)

(15)식의 양변에 (x0− x1)를 합한 다음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x0− x*
n+1 = (x0− x1)(1 + R + R2 + … + Rn-1 + Rn) (16)

한편 (16)식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x0− x*
n+1)/(x0− x1) = (1 − Rn+1)/(1 − R) (17)

일반적으로 다단식 용매추출에서 x*
n+1은 0으로 간주

할 수 있다. 따라서 식 (17)을 이용하면 분배계수가 일

정한 조건에서 수상과 유기상의 유량비에 따른 추출단

수를 구할 수 있다. 식 (17)에 n의 값으로 1을 대입하

면 1단에서 배출되는 수상에서 금속농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x1 = Rx0/(1+R) (18)

분배계수가 일정한 조건에서 분배계수와 추출율의 관

계를 이용하여 n단의 역류식 추출 후 수상에서 금속농

도를 다음의 방법으로 간단히 구할 수 있다8). 분배계수

의 정의를 이용하면 1단에서 배출되는 수상에서 금속의

질량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9)

상기 식에서 w는 추출 전 수상에서 금속의 질량을,

w1은 1단에서 배출되는 수상에서 금속 질량을 각각 나

타낸다. 같은 방법으로 n단까지 분배계수가 일정한 조

건을 적용하면 n단에서 배출되는 수상에서 금속 질량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0)

따라서 식 (20)을 이용하면 n단에서 배출되는 수상에

서 금속농도를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다단식 용매추출에서는 일정량의 추출제로 조업시 수

상과 유기상의 유량 및 추출단수가 금속의 추출에 미치

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금속 A의 분배계수가

10으로 일정한 조건에서 농도가 1 g/L인 수상 1 L에 대

해 유기상의 유량을 변화시켜 추출단수에 따른 n단에서

배출되는 A의 농도를 (20)식으로 구해 Table 1에 나타

냈다8). Table 1에 의하면 역류식 다단 추출을 통해 금

속을 최대한 추출하기 위해서는 유기상의 부피유량을

줄여서 추출단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

나 추출단수가 너무 많아지면 mixer-settler의 부피가 증

가하므로 추출율과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동시에 고려

할 필요가 있다.

금속의 분리 목적으로 다단식 역류 추출을 하는 경우

추출제의 농도가 과잉인 조건은 드물다. 따라서 이러한

추출조건에서는 각 단에서 분배계수가 다르므로

Kresmer식이나 식 (20)을 이용할 수 없다. 각 단에서

배출되는 수상과 유기상에서 금속 농도를 예측하기 위

해서는 물질수지와 평형을 만족시키는 해를 각 단에서

구해야 한다. 따라서 McCabe-Thiele도를 작성하면 이러

한 복잡한 계산과정을 피하면서 추출에 필요한 단수를

추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4. 결 론

다단식 용매추출에서 목적 금속의 추출이나 분리에

필요한 추출단수를 추산하기 위해서는 등온추출곡선과

조업선을 같이 나타낸 McCabe-Thiele도를 이용한다. 추

출반응이 규명되고 추출반응의 평형상수를 알고 있는

용매추출계에 대해 등온추출곡선을 계산으로 구하는 방

법을 소개하였다. 추출제의 농도가 과잉인 추출조건에

서는 금속의 분배계수가 일정하며 이러한 조건에서 금

속의 추출에 필요한 추출단수를 계산할 수 있는

Kresmer식을 소개하였다. 실제 용매추출조업에서는 추

출제를 과잉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조건에서는 물

질수지와 평형관계를 동시에 고려하여 각 단에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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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 of volume ratio and number of stages on the

effeiciency of counter-current mixer-settler operation

when the distribution coefficient is constant.

Vo (ml) n Vo,total (ml) An,a (g/L) Ex %

1000 1 1000 0.09 91

500 2 1000 0.02 98

250 4 1000 0.007 99.3

100 10 1000 0.001 99.9

50 20 1000 0.0003 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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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수상과 유기상에서 금속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McCabe-Thiele도의 작

성은 실제 생산 현장에서 손쉽게 응용이 가능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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