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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용액에서 Cyanex 572를 사용하여 [Sm]/[Pr, Nd] 분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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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추출제로 Cyanex 572를 사용하여 염산용액에서 [Sm]과 [Pr, Nd]그룹을 분리하기 위해 Xu Guangxian이 제시한 이론에 의하여

최적 향류 추출 공정 변수를 계산하고자 하였다. 기초실험으로부터, [Sm]/[Pr, Nd]의 두 그룹 최적 분리계수는 추출공정의 경우 pH

1.75에서 14.59, 세정공정에서는 0.01M HCl에서 14.61 이었다. [Sm]과 [Pr, Nd] 그룹분리에 필요한 공정 변수에 대해 계산을 하였

다. 계산 결과 두 그룹의 희토류 분리에 필요한 총 추출 및 세정 단수는 11단이었으며, 최적추출비를 유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원료

용액, 추출용액 및 세정용액의 유량비는 0.1 M HCl을 사용하였을 경우 6.25 : 1.74 : 5.80 이었다.

주제어 : 희토류, Cyanex 572, 향류추출, 분리계수, 최적 추출비 이론

Abstract

For the purpose of optimizing the counter current extraction process for separation of [Sm] and [Pr, Nd] group in hydrochloric

acid solution using Cyanex 572 as an extractant, the theory of Xu Guangxian was derived for calculating the optimized extraction

factors. From the basic batch test result, the separation factor of [Sm]/[Pr, Nd] was 14.59 at pH 1.75 in extraction process and

14.61 at 0.01 M HCl in scrubbing process. The process parameters can be calculated using a theory of optimum extraction ratio.

From the result of calculation, the total extraction and scrubbing stage numbers at counter current process were 11 and for main-

tain extraction ratio the flow rate ratio of feed solution, solvent solution, scrubbing solution was 6.25 : 1.74 : 5.80 using 0.1 M

H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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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1세기 첨단 산업에서 각광받고 있는 자원인 희토류

는 물리·화학적 특성이 비슷해 분리가 힘들어 자원이

편재되어 있는 중국에서 희토류 금속을 분리 및 정제하

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 이고, 그 중 Xu Guangxian

이 최적 추출비 이론을 통해 batch test만으로 향류추출

공정에 필요한 변수를 계산할 수 있는 식을 제시하여

이를 활용해 실제 공정에 적용하고 있다1-7). 또한 본

저자들의 이전 연구에서 용매추출을 이용하여 희토류

원소 별 분리를 위한 기초연구8-10)와 이를 바탕으로 최

적추출비 이론을 통해 Cyanex 572을 사용하여 [Pr,

Nd, Sm]/[La]의 분리에 관한 향류추출 공정에 필요한

추출 및 세정 단수 그리고 유량비에 대하여 계산한 바

있으며11), 분리가 힘든 Pr 및 Nd 분리에 대하여

Cyanex 572와 PC88A의 두 추출제의 효율성을 비교하

고 금속을 그룹별로 분리하는 공정을 설계한 바 있다12).

Fig. 1에는 희토류 혼합용액에서 각 성분들을 단계적

으로 분리·회수하는 공정 개략도를 나타냈다. 희토류 원

소인 La, Ce, Pr, Nd, Sm 혼합액으로부터 첫 단계는

다른 원소들보다 쉽게 산화되는 Ce을 먼저 산화-환원

방법에 의해 분리, 회수하는 것 이다13-15). 이어서 분리

가 비교적 수월한 La을 회수한 뒤, 상호분리가 어려운

Pr과 Nd를 한 그룹으로 하여 [Sm]과 [Pr, Nd]그룹을

분리해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Xu Guangxian이

제안한 최적추출비 이론에 의한 최적 공정 설계 기법을

소개하고, 3원계 희토류(Pr, Nd, Sm) 혼합용액에서

Cyanex 572를 사용하여 [Sm]과 [Pr, Nd]그룹을 향류

추출 공정에 의해 분리할 경우에 필요한 단수 및 유량

등을 최적추출비 이론에 의해 계산하여 적정 조건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향류추출 공정 

용매추출법에서 향류추출(counter current)공정은 여러

단의 추출 및 세정공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

에 분리가 어려운 희토류 원소의 상호분리 기술로 효과

적이다. 이 공정은 추출제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상과 원

료용액인 수상이 혼합되어 반응이 일어나는 혼합조

(mixer)와 반응 후 유기상과 수상을 분리시키는 침강조

(settler)가 한 단을 이루며, 유기상과 수상이 서로 반대

방향에서 주입된다. 이에 대한 향류추출공정의 모식도

를 Fig. 2에 나타냈다.

향류추출공정에서 공정변수를 구하기 위한 기본식을

유도하려면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 첫째는, 여러 원

소가 포함되어 있는 용액에서 추출 경향이 큰 물질들을

Fig. 1. Schematic diagram of light rare earth metals.

Fig. 2. Schematic diagram of counter current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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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A, 추출 경향이 더 작은 물질들을 그룹 B라고

하며 A, B에 대한 2성분 추출이라 간주하여 계산한다.

이 때 분리계수는 그룹A와 B에서 인접한 원소들의 분

리계수로 정하는데 예를 들어 A그룹 원소(C1, C2, …

Cn)와 B그룹 원소(Cn+1, Cn+2, … Cm)가 있을 때 A,

B그룹의 분리계수는 Cn+1의 추출비/Cn의 추출비로 나타

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A그룹은 [Sm], B그룹의 경

우는 [Pr, Nd]이기 때문에 분리계수는 A그룹의 Sm과

B그룹 중 추출율이 가장 낮은 Nd의 추출비로 나타낸다.

둘째는 각 단마다 추출 및 세정 분리계수가 다소 다를

수 있지만 일정한 분리계수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셋째

는 각 단에서의 추출비 및 유량비가 일정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정상상태에 도달하면 만족시킬 수 있다.

2.2. 최적 추출비 이론에 의한 향류추출공정 설계

2.2.1. 최적 추출비 이론5-7,11,12)

분리할 대상에 대해 batch test를 진행하여 실험한

결과를 토대로 추출단 및 세정단의 추출비(E), 분리계

수(β)를 계산하는데, 이때 추출단의 분리계수를 β, 세정

단의 분리계수를 β'라 한다. (M)은 A그룹 및 B그룹의

총량(mmol/min), ( )는 유기상 내 A그룹의 농도, (A)

는 수상 내 A그룹의 농도를 나타낸다.

(2)

(3)

최종 회수금속인 B그룹의 순도(PB)와 회수율(YB)를

결정하고. 이후 분리대상인 A, B그룹에 대해 다음과 같

이 순화배수(purification factor) a, b를 정의하는데 이

는 분리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a는 유기상 끝

단(n+m단)에서의 A그룹 순도와 수상 끝단(1단)에서 B

그룹의 회수율을, b는 수상 끝단(1단)에서의 B그룹 순

도와 유기상 끝단(n+m단)에서 A그룹 회수율을 결정하

는 인자이다. fA 및 fB는 A그룹과 B그룹의 몰분율이다.

(4)

(5)

최적화된 추출공정은 순도와 회수율이 높고 경제성이

제일 좋은 공정을 말한다. 이는 최적 추출비 공식으로

공정설계를 위한 변수를 계산할 수 있으며 순도 및 회

수율이 같은 상황 하에 금속의 하루 생산량이 최대일

때 반드시 만족하여야 하는 공식이다. 먼저 추출단 제

어 조건하의 추출 단 수상 끝단(1단)에서 B그룹의 생산

량 QB은 다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6)

QB는 B그룹의 생산량(kg/d), V는 각 단 혼합실의

유효체적(ℓ), t는 접촉시간(min), (B)1은 수상출구

(1단)중 B그룹의 금속농도(g/l), R은 수상과 유기상의

부피비이며, 1.44는 g/min을 kg/d로 환산하기 위한 인

자이다.

이 때 각 단 혼합실의 유효체적 V는 다음과 같다.

(7)

VTotal은 추출단의 혼합 침강실의 총 체적(ℓ)이고

r은 침강실와 혼합실의 체적비다.

Kremser식으로부터16)

(8)

(7), (8)식을 (6)에 대입하고 EB로 미분하면

(9)

이를 Taylor 급수공식으로 전개한 뒤 제 1항을 (9)식

에 대입하면 다음 식을 얻을 수 있다.

(10)

(10)식은 추출단 총 체적과 분리효과가 같은 조건하

에서 일생산량 QB가 가장 많을 때 EB이 반드시 만족

해야할 식이며 이 식을 최적 추출비 공식이라고 한다.

한편, 세정단 제어일 경우에 최적 추출비 공식은 다

음과 같다.

(11)

향류추출공정에서 금속을 고순도로 분리할 수 있는

기준으로 회추출비(JS)와 회세정비(JW)를 정의할 수 있

고, 이 값이 클수록 고순도 분리가 가능하며 다음식으

로 나타낼 수 있다.

(12)

(13)

A

EA = A( )/ A( ) EB = B( )/ B( ) EM
i

 = Mi( )/ Mi( )

β = ESm/ENd β ′ = ESm′ /ENd′

a = 
b YB–

b 1 YB–( )
-------------------

b = 
PB

1

1 PB
1

–( )

fB/fA
--------------------------

QB = 1.44
V

t
---

B( )1
1 R+
----------⋅ ⋅

V = 
VTotal

n 1 r+( )
----------------

B( )1
B( )n

--------- = 
EB 1–

EB

n
1–

------------ 1 EB–≅

lnβ  ⋅ EB = 
1 EB–

EB

------------

EB = 1/ β

EA′  = β ′

JS = S/M
1

JW = W/Mn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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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최대 추출량으로 보통 n단 부근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인다. W는 최대 세정량으로 보통 n+1단

부근에서 가장 높다. Mx는 x단에서의 총 금속 질량유

량이다. JS가 비교적 작을 때 추출단 제어라 하며 (10)

식을 만족시켜야 하고, JW가 작을 때는 세정단 제어라

하며 (11)식을 만족시켜야 한다. JS = JW일 때는

의 관계식을 갖고, 이를 통해 다음

Table 1과 같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하여 와 W을 계

산할 수 있다.

와 는 각각 유기상끝단(n+m단)에서의 A그룹

몰분율과 수상끝단(1단)에서의 B그룹 몰분율을 나타낸다.

2.2.2. 단수 계산

추출 단수(n)과 세정 단수(m)는 Alders의 단수공식으

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17).

(15)

(16)

반응조의 형태가 사각형이고 완벽하게 닫힌계가 아닌

점을 고려하여 공정 효율 Eefficient을 고려하였다. 수상

내 A그룹의 순도와 유기상 내 B그룹의 순도가 낮을

경우, 와 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7)

(18)

2.2.3. 유량비 결정

유량비는 원료용액인 수상과 유기상의 상비를 통해

최적 추출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인자이다. 원

료용액 유량(VF, ml/min), 유기상 유량( , ml/min)

그리고 세정액 유량(VW, ml/min)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9)

(20)

(21)

여기서 MF는 질량유량으로 1 mmol/min 또는 1 g/

min이고 CF는 원료용액의 몰농도, 는 유기상에 추

출된 희토류의 몰농도 이며 CW는 세정 산 농도이다.

1.0 M 희토류 금속이온을 세정하는 데는 추출반응식에

의해 3.0 M HCl이 필요하다는 가정 하에 세정액 유량

을 계산하였다.

3.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Ce이 제거된 3원계 real solution을

사용하여 Pr, Nd, Sm을 그룹별로 분리하기 위해 추출

제로 Cyanex 572(2,4,4-Trimethyl-1-Pentene, Cytec

Inc.)를 선정하였고 이에 따른 향류추출공정을 설계하였

다. Cyanex 572는 농도를 1.5 M로 조절하기 위해 희

석제인 Exxol D-80(Exxon mobil chem.)와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수용액은 0.1 M HCl에 염화 희토류 시약

을 용해한 모의용액을 제조하여 사용하였고 그 조성을

Table 2에 나타냈다.

추출실험은 금속이온이 포함되어 있는 수상과 추출제

가 포함된 유기상을 상향식 교반기로 유기상과 수상의

상비(O/A)가 1인 조건에서 혼합하여 10 M NaOH용액

으로 혼합용액의 pH를 조절하였다. 세정실험은 혼합용

액의 pH 3.0이 되게끔 10 M NaOH로 조절하여 추출

제에 금속원소를 모두 추출한 뒤 0.01 ~ 0.5 M HCl을

각각 혼합하여 추출된 금속이온에 대해 세정하였다. 물

질 평형에 도달 한 뒤 20분간 교반하고 20분간 정치시

킨 후 수상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수용액상에 남아있는

경희토류 금속 농도를 ICP-OES(iCAP 6500DUV)로

S

fB′ = β / 1 β+( )

S

 fA′  fB′

n = 
logb

log β EM⋅( )
------------------------ 2.303log

PA

*
PA

1

–

PA

*
PA

n

–
-------------------+

⎝ ⎠
⎜ ⎟
⎛ ⎞

Eefficient÷

m 1 = 
loga

log β ′/EM′( )
--------------------------- 2.303log

PB
*

PB
n m+

–

PB
*

PB
n

–
----------------------+

⎝ ⎠
⎜ ⎟
⎛ ⎞

Eefficient÷+

PA

*
PB
*

PA

*
 = 

β EM⋅( ) 1–

β 1–
-----------------------

PB
*

 = 
β ′/EM′( ) 1–

β ′ 1–
--------------------------

V S

VF = MF /CF

VS = S/CS

VW = 3W/CW

CS

Table 1. Formula of optimum extraction ratio, maximum 

extraction and scrubbing quantity

Extraction stage control Scrubbing stage control

if, if, 

 

(14)

 fB′ > β / 1 β+( )

EM = 1/ β

EM′  = 
EM fB′⋅

EM fA′–
-----------------

 fB′ > β / 1 β+( )

EM′  = β ′

EM = 
EM′ fA′⋅

EM′ fB′–
------------------

S = 
EM fB′⋅

1 EM–
--------------- W = S − fA′

Table 2. Composition of synthetic solution used in study

Pr Nd Sm

Unit : mg/L 5,000 15,000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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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4. 실험 결과

4.1. [Sm]/[Pr, Nd]그룹 간 분리

같은 pH에서, 추출이 더 잘되는 Sm을 A그룹, 비교

적 추출이 덜 되는 Pr과 Nd를 B그룹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2성분 추출이라 간주하여 추출 및 세정 시 추출

비를 식 (2)에 의해 계산하였고 결과를 Fig. 3에 나타

내었다. 추출 시 pH에 따른 추출비는 증가하며 낮은

pH에서 분리성이 가장 높았는데 pH가 높아질수록 목표

금속을 포함한 모든 금속이 추출되기 때문이라 사료된

다. 세정 시 HCl 농도에 따른 추출비는 감소하며 낮은

농도에서 분리성이 가장 컸음을 보였다.

그룹 간 인접원소인 Nd과 Sm의 추출비를 이용하여

식 (3)을 통해 분리계수를 계산하였고 Table 3, 4에 나

타내었다. 추출과 세정 모두 대부분의 영역에서 10.00

이상의 분리계수를 가진다. 추출 및 세정 분리계수 중

높은 값을 갖는 조건을 최적 분리조건으로 선택하였고

Cyanex 572의 추출 분리계수는 pH 1.75일 때 14.59,

세정 분리계수는 HCl농도가 0.01 M일 때 14.61이다

4.2. 최적 분리공정의 변수 계산

경희토류 혼합용액에서 B그룹을 순도 99.9%, 회수율

99.0%로 회수하기 위해 최적 분리계수와 식 (2) ~ (21)

을 이용해서 향류추출공정에 필요한 변수를 계산하였다.

여기서 B그룹의 몰분율은 0.89, 추출 용량은 0.18 M,

총 금속이온 농도는 0.16 M이며 공정 효율을 70%로

선정하여 단수계산에 적용하였다. 

4.2.1. 분리목표 결정

(4), (5)식을 이용해 순화배수 a, b를 구할 수 있으

며 계산결과 a는 333, b는 99.7의 값을 얻었고 이는

단수를 계산할 때 활용된다.

b = 
0.999/ 1 0.999–( )

0.89/0.11
--------------------------------------- = 124.88

a = 
124.88 0.99–

124.88 1 0.99–( )
------------------------------------- = 99.21

Table 3. Separation factor between A[Sm] and B[Pr, Nd] group on the extraction using Cyanex 572 (O/A : 1.0, 25 oC) 

pH 0.75 1.00 1.25 1.50 1.75 2.00 2.25

βSm/Nd 12.70 11.51 11.94 12.62 14.59 4.30 0.65

Table 4. Separation factor between A[Sm] and B[Pr, Nd] group on the scrubbing using Cyanex 572 (O/A : 1.0, 25 oC)

HCl conc. (M) 0.01 0.05 0.10 0.20 0.30 0.50

β'Sm/Nd 14.61 14.24 13.35 13.28 13.04 12.02

Fig. 3. Plot of log E vs. equilibrium pH for distribution coefficient of Pr, Nd, Sm (O/A : 1.0, 25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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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최적 추출비의 선택

최적 추출비를 구하기 위해 와 를

비교해 본 결과, 값이 더 크기 때문에 분리공정은

추출단 제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14)식을 이용해

최대 추출량 와 최대 세정량 W를 다음과 같이 구하

였다.

4.2.3. 단수계산 

(15) ~ (18)식을 이용해 실험으로 구한 분리계수와 순

화배수 등을 대입하여 추출 단수 n과 세정 단수 m을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7

≒5

따라서 추출은 7단, 세정은 4단이 필요하여, 총 11단

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4. 유량비 결정

유량비는 각각 (19) ~ (21)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 1/0.16 = 6.25 ml/min

= 0.31/0.18 = 1.74 ml/min

VW = (3 × 0.19)/0.01 = 57.99 ml/min

계산 결과 추출단수와 세정단수는 총 11단을 필요로

하고 최적 추출비를 만족시키는 원료용액, 추출용액 및

세정용액의 유량비는 6.25 : 1.74 : 57.99이다. 그러나

세정용액의 농도가 낮기 때문에 공정 중 pH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같은 방법으로 세정용액의 농도가 각각

0.05 M, 0.1 M HCl인 경우에 대해 향류추출 공정 변

수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세정용액의 농도에 따른 분

리계수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추출 및 세정 단수에

는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유량비에는 변화가 있어

0.05 M HCl을 세정용액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량비

가 6.25 : 1.74 : 11.60 이었으나 0.1 M HCl을 세정

용액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량비 6.25 : 1.74 :

5.80 이었다. 따라서 실제 공정 적용시에는 반응중 pH

가 증가 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0.1 M HCl을 세정용액

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대

한 공정 모식도를 Fig. 4에 나타냈다.

5. 결 론

3원계 혼합용액에서 추출제로 Cyanex 572를 사용하

여 [Sm]과 [Pr, Nd]그룹을 분리하기 위해 각 성분의

분배 및 분리계수 등을 기초 실험을 통해 구하였고, 최

적 추출비 공식에 의해 향류추출 공정 설계에 필요한

공정변수를 계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기초 batch 실험을 통해 그룹 간 인접원소인 Sm

과 Nd의 추출 및 세정시 분리계수값을 측정 한 결과,

추출 분리계수값의 경우는 pH 1.75일 때 최대 14.59

이었고, 세정 분리계수는 HCl 농도가 감소할수록

증가하였고 0.01 M HCl일 때 최대 14.61을 나타내

었다.

 fB′ β / 1 β+( )

 fB′

S

S = 
0.26 0.88×

1 0.26–
------------------------ = 0.31 mmol/min

W = 0.31 0.12–  = 0.19 mmol/min

n = 
log 124.88( )

log 14.59 0.26×( )
--------------------------------------- + 2.303log

0.21 0.001–

0.21 0.11–
--------------------------- 0.7÷

m 1 = 
log 99.21( )

log 14.61 1.62×( )
--------------------------------------- + 2.303log

0.59 0.07–

0.59 0.35–
------------------------ 0.7÷+

VF

VS

Fig. 4. Counter current process of A[Sm] and B[Pr, Nd] group separation using Cyanex 572 (0.1 M HCl, 25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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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5 M Cyanex 572를 추출제로 사용하여 [Sm]과

[Pr, Nd]그룹을 목표 순도 99.9%, 목표 회수율 99.0%

로 분리·회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추출 단수는 7단, 세정

단수는 4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세

정용액으로 0.1 M HCl을 사용할 경우, 유기상 : 원료

용액 : 세정액의 최적 유량비는 6.25 : 1.74 : 5.80 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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