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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염산용액에서 유기인산 추출제(D2EHPA, PC88A, Cyanex 272) 단독, Alamine 336과의 혼합용매, Aliquat 336으로 제조한 이온

성액체에 의한 터븀(III)의 용매추출을 조사하였다. 유기인산의 혼합용매와 이온성액체를 사용하면 단독 유기인산에 비해 수용액상

의 평형 pH는 상승하였다. 세 종류의 유기인산 추출제중에서 Cyanex 272와 Aliquat 336과의 이온성액체에서만 터븀(III) 추출에 대

해 상승효과가 있었다. 혼합용매에 의한 터븀(III)의 추출률은 단독조건보다 낮았으며 D2EHPA + Alamine 336 > PC88A + Alamine

336 > Cyanex 272 + Alamine 336의 순서로 추출률이 높았다. 이온성액체로 추출시 Cyanex 272 + Aliqaut 336 > PC88A + Aliquat

336 > D2EHPA + Aliquat 336 순서로 터븀(III)의 추출률이 높았다.

주제어 : 터븀(III), 유기인산, 혼합용매, 이온성액체

Abstract

The solvent extraction of Tb(III) from hydrochloric acid solution was investigated by employing single organophosphorus

(D2EHPA, PC88A and Cyanex 272), its mixture with Alamine 336 and ionic liquids with Aliquat 336. The equilibrium pH after

the extraction with extractant mixtures and ionic liquids was higher than that by single extractants. Among the mixtures and ionic

liquids, only the ionic liquid with Cyanex 272 and Aliquat 336 showed synergism to the extraction of Tb(III). The extraction

percentage of Tb(III) by the extractant mixtures was lower than that by single extractant and the extraction order was in the fol-

lowing order : D2EHPA + Alamine 336 > PC88A + Alamine 336 > Cyanex 272 + Alamine 336. The extraction order of Tb(III)

by the ionic liquids was Cyanex 272 + Aliqaut 336 > PC88A + Aliquat 336 > D2EHPA + Aliquat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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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희토류는 원소기호 57번(La)부터 71번(Lu)까지의 란

타넘계 원소 15개와 21번인 스칸듐(Sc) 그리고 39번인

이트륨(Y) 등 총 17개 원소를 총칭한다. 희토류 금속중

하나인 터븀(Tb)은 형광체 및 고성능 자석 소재로서 활

용도가 높고, 브라운관의 녹색 형광체 유로화 지폐의 녹

생 형광 인쇄 등으로 쓰이고 있다1). 영구자석은 높은

최대 에너지적(BHmax) 특성에 따라 이동통신, 정보통

신, 가전 등 응용기기의 소형화, 경량화, 고성능화가 가

능하기 때문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급증하는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원광석과 2차자원으로부터 고순

도 희튜류의 회수에 대해 많은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2-4).

일반적으로 희토류금속을 분리, 정제하기 위한 방법으

로 용매추출법과 이온교환법이 각광받고 있다. 특히 용

매추출법의 경우 처리용량이 크고, 반응속도가 빠르며

분리효과가 좋다. 유기인산 추출제의 일종인 D2EHPA,

PC88A, Cyanex 272는 금속의 용매추출에 흔히 사용되

는 추출제로 희토류 금속의 분리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

다. 유기인산에 의한 희토류 성분의 추출률은 D2EHPA

> PC88A > Cyanex 272이나, 인접원소간의 분리인자

는 Cyanex272 > PC88A > D2EHPA의 순서를 따른

다5-7). 추출효율과 함께 분리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산성

추출제와 중성추출제의 혼합용매에 의한 희토류의 상승

효과가 보고되었다8,9). 

용매추출에 사용되는 이온성액체는 기존의 염의 특성

과는 달리 100oC의 온도에서 액체로 존재한다. 이온성

액체의 가장 큰 장점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구조를 사용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합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이다. 이온성액체는 낮은 휘발성, 열적 안정성, 높은 이

온전도성, 넓은 전기화학적 안정성, 낮은 증기압 등의

특성을 지녀 여러 산업 분야에서 기존의 유기용매를 대

체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용매로 각광받고 있다. 이온

성액체중의 하나인 LiCy는 상업용으로 잘 알려져 있고

Cyanex 272와 Aliquat 336를 간단히 혼합하여 쉽게

제조할 수 있는 이온성액체이다. 두 추출제를 혼합하면

시판중인 Cyphos IL 104와 비슷한 이온성액체를 제조

할 수 있다10-12). 

본 논문에서는 염산용액에서 유기인산인 Cyanex

272, PC88A, D2EHPA를 사용해 터븀(III)의 추출거동

을 조사했다. 또한 상기 유기인산과 Alamine 336의 혼

합용매 및 Aliquat 336으로 제조한 이온성액체에 의한

추출거동도 조사했다. 각 유기인산에 대해 염산용액의

pH를 변화시키며 혼합용매 및 이온성액체에 의한 터븀

(III)의 추출과 상승효과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2. 실험재료 및 실험 방법

2.1.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터븀(III) 용액을 제조하기 위해 고

순도 염화터븀(III) 시약 TbCl3 (Alfa Aesar, 99.9%)을

증류수에 용해시켜 염산(DAEJUNG Chemicals &

metals Co. Ltd., 35%)과 수산화나트륨(Dukasan Co.

Ltd., 93%)을 사용하여 용액의 pH를 조절하였다. 본

실험의 추출제로는 유기인산 추출제인 Cyanex 272

(Cytec Inc., 85%), PC88A (Daihachi Chem. Inc., 95%)

와 D2EHPA (Daihachi Chem. Inc., 95%)를 사용했다.

아민 추출제로는 Alamine 336 (BASF Co. Ltd., 95%)

과 Aliqaut 336 (BASF Co. Ltd., 93%)을 사용하였다.

이 때 희석제로는 등유를 희석하여 사용했으며 추출제

및 희석제는 시약급으로 정제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

였다. 유기인산과 Aliquat 336과의 이온성액체는

Fortuny의 방법으로 제조하였다12). 동일한 당량의 유기

인산 추출제와 Aliquat 336를 1시간 동안 교반시킨 후

NaHCO3와 유기상을 분액여두에서 30분간 교반시켰다.

용매추출실험은 터븀(III) 용액 20 ml와 추출제 20 ml

를 분액여두에 넣고 상온에서 wrist action shaker를 이

용하여 30분간 교반하였다. 교반 후 수용액상과 유기상

의 혼합물을 분액깔대기에서 30분 정치하여 수용액상과

유기상을 분리하였다. 수용액상의 평형 pH는 pH미터

(Fisher Accumet Ph model 620)로 측정하였으며, 추

출반응 후 수용액상에 존재하는 터븀(III)의 농도는 UV-

vis (SHIMADZU UV-vis model 1800)로 분석하였고

유기상으로 추출된 금속의 농도는 물질수지로 구했다.

본 실험에서는 염산 용액에 함유된 터븀(III)의 농도

를 분광광도법으로 분석하였다13). 먼저 농도가 760

ppm인 Xylenol orange (ACS, USA, 100%)를 지시약

으로 사용하여 터븀(III) 용액의 농도를 EDTA적정으로

표준화하였다. 또한 초산(Daejung chemicals & metals

Co. Ltd., Korea, 98%)과 CH3COONa (Samchun chem.,

Co. Ltd., Korea, 99.5%)로 구성된 pH 5.5의 완충용액

을 제조하였다. 추출여액 2.5 ml를 광구병에 넣고 pH가

5.5인 완충용액 15 ml와 4 ml의 Xylenol orange를 넣

고 증류수로 희석해서 터븀(III)의 표준용액을 제조하였

다. 터븀(III) 농도 10 ppm 이내에서 터븀(III) 농도와

흡광도 사이에 직선적 관계가 만족되었으며, 흡수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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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피크는 569 nm에서 발견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유기인산 추출제의 터븀(III) 용매추출 

염산용액에서 희토류금속의 추출제로 D2EHPA,

PC88A, Cyanex 272와 같은 유기인산 추출제가 사용된

다. 일반적으로 유기인산의 농도가 10−4 M 보다 낮으면

단위체로 존재하나, 0.001 M 이상이면 중합체로 존재한

다14). 본 연구에서는 유기인산 추출제 농도를 0.001 M

이상으로 조절했으며, 유기인산 추출제(HA)에 의한 터

븀(III)의 추출반응을 다음과 나타낼 수 있다3,4).

RE3+ + 3(HA)org = RE(HA)2org + 3H+ (1)

추출반응시 터븀(III)이온과 교환된 수소이온이 수용

액상으로 이동하면서 수용액상의 pH가 감소하므로 추

출의 구동력이 떨어진다15). 염산용액에서 유기인산 추

출제에 의한 터븀(III)의 추출거동을 조사하였다. 먼저

염산용액의 초기 pH를 3으로 조절한 다음 Cyanex

272, D2EHPA, PC88A의 농도를 0.003 M에서 0.015

M까지 변화시켜 100 ppm의 터븀(III)을 추출한 실험결

과를 Fig. 1에 나타냈다. D2EHPA의 경우 농도가 낮더

라도 터븀(III)이 모두 추출된 반면 PC88A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터븀(III)의 추출률이 72.4%에서 100%

로 증가했다. 반면 Cyanex 272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

라 터븀(III)의 추출률은 7%에서 60.3%로 직선적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유기인산 추출제를 단독으로 사용

한 조건에서 터븀(III)의 추출효과는 D2EHPA > PC88A

> Cyanex 272 순서로 확인되었다. 

3.2. 유기인산과 아민 추출제의 혼합용매 및 이온성

액체에서 평형 pH의 영향 

 유기인산과 아민 추출제의 혼합용매 및 이온성액체

로 터븀(III) 추출시 평형 pH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유

기인산 추출제와 Alamine 336 및 Aliquat 336을 1:1

의 농도비로 혼합한 혼합용매와 이온성액체를 제조하였

다. 염산용액의 초기 pH를 3부터 5까지 변화시켜 실험

한 결과를 Figs. 2와 3에 나타냈다. 평형 pH가 증가할

수록 혼합용매와 이온성액체에 의한 터븀(III) 추출률이

증가하였다. 실험결과에 의하면 유기인산과 Alamine

336의 혼합용매에서 평형 pH에 따른 터븀(III) 추출효

Fig. 1. Variation of the extraction percentage of Tb(III) from

chloride solution by organophosphorous extractants

(Initial pH = 3, [Tb(III)] = 100 mg/L).

Fig. 2. Effect of equilibrium pH on extraction of Tb(III)

from HCl solution by extractant mixtures ([Tb(III)] =

100 mg/L).

Fig. 3. Effect of equilibrium pH on extraction of Tb(III) with

ionic liquids ([Ionic liquid] = 0.003 M, [Tb(III)] =

100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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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D2EHPA + Alamine 336 > PC88A + Alamine

336 > Cyanex 272 + Alamine 336 순서였다. 하지만

유기인산과 Aliquat 336의 이온성액체에 의한 터븀(III)

추출효과는 Cyanex 272 + Alquat 336 > PC88A +

Aliquat 336 > D2EHPA + Aliquat 336 순서로 혼합

용매와는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3.3. 유기인산과 아민의 혼합용매 및 이온성액체의

농도에 따른 터븀(III)의 용매추출 

본 연구에서는 유기인산 추출제 단독, 아민과의 혼합

용매와 이온성액체에 의한 터븀(III) 추출률을 비교했다.

유기인산 추출제와 Alamine 336 및 Aliquat 336을

1:1의 농도비로 혼합한 혼합용매와 이온성액체를 제조

하였다. 초기 pH는 3으로 고정시키고 각 추출제의 농

도를 0.003 M부터 0.015 M까지 증가시켰다. 이 때 혼

합용매에서 Alamine 336의 농도를 0.01 M로 고정하였

고 상승효과 계수는 식 (2)로 계산했다16).

Synergistic coefficient = (2)

Fig. 4는 유기인산 추출제와 Alamine 336의 혼합용

매의 농도에 따른 터븀(III) 추출률을 나타낸다. 각 혼합

용매의 추출제 농도가 증가할수록 터븀(III) 추출률도 증

가했다. 혼합용매에 의한 터븀(III) 추출효과는 D2EHPA

+ Alamine 336 > PC88A + Alamine 336 > Cyanex

272 + Alamine 336 순서로 평형 pH결과와 같았다.

유기인산 추출제와 3차 아민의 혼합용매에서 아민염은

다음 반응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17).

R3Norg + HAorg = R3NHAorg (3)

유기인산 추출제의 pKa값은 Cyanex 272(6.37) >

PC88A(4.51) > D2EHPA(3.24) 순서이다18). 따라서 유

기인산과 3차 아민의 혼합용매에서 유기인산의 이온화

상수가 아민염의 형성을 통해 금속 추출에 영향을 미친

다고 생각할 수 있다19). 

Cyanex 272를 단독으로 사용한 조건, Alamine 336

과의 혼합용매 및 Aliquat 336과의 이온성액체에 의한

터븀(III) 추출률을 비교하기 위해 Fig. 5에 같이 나타

냈다. 이때 Alamine 336과 Aliquat 336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추출조건에서는 터븀(III)은 전혀 추출되지 않

았다. Cyanex 272를 단독으로 사용시 추출률이 7%에

서 60.3%로 증가했지만, Aliquat 336과의 이온성액체에

서는 터븀(III) 추출률이 43%에서 95%로 증가하고 상

승효과 계수도 10이상으로 높았다. 하지만 Cyanex 272

와 Alamine 336의 혼합용매는 단독으로 사용한

Cyanex 272보다 추출률이 감소했다. 

PC88A 단독, 혼합용매 및 이온성액체에 의한 추출결

과를 Fig. 6에 나타냈다. PC88A를 단독으로 사용시 농

도가 0.007 M이상인 조건에서 터븀(III)이 완전히 추출

되었다. 그러나 Alamine 336과의 혼합용매와 Aliquat

336과의 이온성액체에서는 PC88A를 단독으로 사용한

것에 비해 추출률이 감소했다. 마찬가지로 D2EHPA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추출제농도가 0.003 M인 조건

에서 터븀(III)이 모두 추출되었지만, 혼합용매와 이온성

액체로 추출시 터븀(III)의 추출률은 단독으로 사용한 조

Dab

Da Db+
----------------

Fig. 4. Effect of the concentration of the extractant mixtures

on the extraction of Tb(III) (Initial pH = 3, [Tb(III)]

= 100 mg/L).

Fig. 5. Extraction of Tb(III) with single Cyanex 272, mixture

with Alamine 336, and ionic liquid with Aliquat 336

(Initial pH = 3 [Alamine 336] = 0.01 M, [Tb(III)] =

100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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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다 낮았으며 이를 Fig. 7에 나타냈다. 

Cyanex 272, PC88A와 D2EHPA의 Aliquat 336과

의 이온성액체로 추출시 상승효과계수를 계산한 결과를

Table 1에 나타냈다. Cyanex 272와 Aliquat 336의 이

온성액체로 추출시에 추출제의 농도와 무관하게 터븀

(III) 추출에 대해 상승효과를 얻었다. 하지만 D2EHPA

와 PC88A의 경우 이온성액체로 추출시 상승효과가 나

타나지 않았다. 

Fig. 6. Extraction of Tb(III) with single PC88A, mixture

with Alamine 336, and ionic liquid with Aliquat 336

(Initial pH = 3, [Alamine 336] = 0.01 M, [Tb(III)] =

100 mg/L).

Fig. 7. Extraction of Tb(III) with single D2EHPA, mixture

with Alamine 336, and ionic liquid with Aliquat 336

(Initial pH = 3, [Alamine 336] = 0.01 M, [Tb(III)] =

100 mg/L).

Table 1. Variation in the synergistic coefficient of Tb(III) in the extraction by ionic liquids of with Aliquat 336 (Initial pH = 3)

Cyanex 272+Aliqaut 336 PC88A+Aliquat 336 D2EHPA+Aliquat 336

Ionic liquids (M) DCyanex272 DMixed S.C DPC88A DMixed S.C DD2EHPA DMixed S.C

0.003 0.07 0.76 10 2.63 0.1 0.038 999 0.044 0.0004

0.005 0.2 3.14 15.4 12.7 1.15 0.09 999 0.4 0.0004

0.007 0.36 4.18 11.4 66.1 3.2 0.04 999 1.14 0.001

0.01 0.67 7.9 11.7 999 6.56 0.006 999 3.3 0.003

0.015 1.51 21.2 14.0 999 18.5 0.018 999 22.6 0.022

S.C = Synergistic coefficient 

D = Distribution coefficient

Table 2. Variation in the equilibrium pH by single organophosphorous and its mixture with Alamine 336 (Initial pH = 3,

[Alamine 336] = 0.01 M)

Equilibrium pH 

Organophosphorus 

(M)
Cyanex 272 

Cyanex 272 + 

Alamine 336
PC88A

PC88A + 

Alamine 336
D2EHPA

D2EHPA +

Alamine 336

0.003 2.86 3.05 2.75 2.97 2.52 3.01

0.005 2.82 2.93 2.69 2.80 2.48 2.83

0.007 2.71 2.64 2.63 2.75 2.47 2.70

0.01 2.52 2.83 2.61 2.74 2.45 2.66

0.015 2.46 2.86 2.58 2.72 2.43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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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유기인산추출제와 Alamine 336과의 혼합용매

및 Aliquat 336과의 이온성액체로 추출시 수용액상의

pH변화를 각각 Table 2와 3에 나타냈다. 세 추출제 모

두 단독에 비해 혼합용매로 추출시 평형 pH가 상승했

다. 이는 혼합용매에 함유된 Alamine 336이 수소이온

에 의해 수소화되면서 수소이온을 유기상으로 추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PC88A와 D2EHPA의 경우

Alamine 336을 혼합한 용매로 추출시 평형 pH는 상승

하지만 터븀(III)의 추출률은 단독에 비해 오히려 낮았

다. 유기인산 추출제와 Aliquat 336으로 제조한 이온성

액체로 터븀(III)을 추출하는 경우 터븀(III) 이온 추출에

따른 수소이온의 이온교환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수용액

상의 수소이온이 유기상으로 추출되므로 평형 pH는 상

승하게 된다10-12). 

유기인산 추출제인 Cyanex 272, PC88A와 D2EHPA

를 단독, 3차 아민과의 혼합용매, Aliquat 336과의 이

온성액체를 사용하여 터븀(III)을 추출한 결과 상승효과

는 오직 Cyanex 272와 Aliquat 336과의 이온성액체에

서만 나타났다. 한편 혼합용매와 이온성액체로 추출시

수용액상의 pH변화로부터 수용액상의 수소이온이 유기

상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였다. Alamine 336과의 혼

합용매에서 상승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유기인산과

3차 아민과의 산-염기반응에 기인한다. 즉 유기인산과 3

차 아민간의 반응이 센 경우 추출반응에 참여할 수 있

는 추출제의 농도가 감소하므로 터븀의 추출률이 감소

한다. 한편 이온성액체에 의한 터븀(III) 추출에 대한 상

승효과는 터븀이온과 수소이온의 선택적 추출에 의존한

다. 즉 터븀에 비해 수소이온이 선택적으로 추출되는 경

우 터븀의 추출률이 작아지고 상승효과가 나타나지 않

는다. 따라서 유기인산과 아민의 종류 및 수용액상의

pH에 따른 수소이온의 추출 및 pH변화에 대한 포괄적

인 실험자료가 필요하다. 

4. 결 론

염산용액에서 유기인산 추출제인 D2EHPA, PC88A,

Cyanex 272에 의한 터븀(III) 추출은 D2EHPA >

PC88A > Cyanex 272 순서였다. 본 연구에서 유기인산

추출제와 Alamine 336의 혼합용매와 Aliquat 336으로

제조한 이온성액체에 의한 터븀(III) 추출을 비교했다.

유기인산 추출제와 3차 아민 Alamine 336의 혼합용매

의 터븀(III) 추출은 D2EHPA + Alamine 336 >

PC88A + Alamine 336 > Cyanex 272 + Alamine 336

의 순서였으나, 유기인산 추출제를 단독으로 사용한 조

건에 비해 추출률이 낮았다. 또한 유기인산 추출제와

Aliquat 336으로 제조한 이온성액체에서 터븀(III) 추출

시 Cyanex 272로 제조한 이온성 액체에서만 상승효과

가 나타났다. D2EHPA 및 PC88A는 단독으로 사용히

터븀(III)의 추출률이 가장 좋았으며 Cyanex 272와는 다

르게 두 추출제의 이온성액체에서는 터븀(III) 추출률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이온성액체에 의한 터븀(III)의 추

출은 Cyanex 272 + Aliqaut 336 > PC88A + Aliquat

336 > D2EHPA + Aliquat 336 순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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