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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묽은 염산용액에서 이온성액체에 의한 코발트(II)와 니켈(II)의 분리를 조사하기 위해 이온성액체의 종류와 농도 및 수상의 초기 pH를 

변화시켜 추출실험을 수행했다. 본 논문에서는 유기인산(D2EHPA, PC88A, Cyanex 272, Cyanex 301)을 Aliquat 336과 반응시켜 제조
한 이온성액체와 Aliquat 336의 염소이온을 SCN-과 치환한 이온성액체를 사용했다. 세 종류의 이온성액체(ALi-D2, ALi-PC, ALi- 

CY272)에 코발트(II)가 니켈(II)보다 추출이 잘 되었으며 평형 pH가 초기 pH보다 높았다. ALi-CY301의 경우 코발트(II)와 니켈(II)의 선
택도는 추출조건에 의존했다. 또한 상기 이온성액체에 TBP의 첨가가 두 금속의 추출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했다. 추출제로 ALi-SCN를 
사용하는 조건에서 코발트(II)가 선택적으로 추출되어 두 금속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가능했다.

주제어 : 코발트(II), 니켈(II), 용매추출, 이온성액체

Abstract

In order to investigate the separation of Co(II) and Ni(II) by ionic liquids from weak hydrochloric acid solutions, extraction 

experiments were performed by changing the type and concentration of ionic liquids and the initial pH of the aqueous phase. 

Two kinds of ionic liquids based on Aliquat 336 were employed in this work; one was synthesized by reacting organophosphorus 

acids(D2EHPA, PC88A, Cyanex 272, Cyanex 301) with Aliquat 336 and the other was prepared by exchanging the chloride ion 

of Aliquat 336 with SCN-. The three types of ionic liquids (ALi-D2, ALi-PC, and ALi-CY272) showed better extraction of 

Co(II) than Ni(II), and the equilibrium pH was higher than the initial pH. In the case of ALi-CY301, the selectivity of Co(II) and 

Ni(II) depended on the extraction conditions. In addition, the effect of the addition of TBP to the ionic liquid on the extraction of 

two metals was also investigated. Employment of ALi-SCN as an extractant resulted in selective extraction of Co(II) and 

complete separation of the two metal ions was possible.

Key words : Cobalt(II), Nickel(II), solvent extraction, ionic liqu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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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코발트는 강자성, 경도, 내부식 및 내마모성이 뛰어나 
각종 산업소재 분야에서 대체할 수 없는 전략적 금속으로 
간주되고 있다. 현재 코발트 세계 공급량의 절반 가량이 
리튬 배터리 제조를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초합
금, 촉매, 핵 분야등에 이용된다1). 니켈은 코발트와 비슷
한 물리적 성질을 지녔으며 리튬이온 배터리(LIB), 니켈
수소 배터리(NiMH) 및 니켈 카드뮴 배터리(Ni-Cd) 등에
서 전극재료로 사용된다2-4). 최근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니켈과 코발트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
으로 증가하고 있다5-7). 니켈과 코발트를 함유한 광석이 
고갈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폐배터리와 같은 2차 자원에 
함유된 두 금속을 고순도로 회수할 수 있는 공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니켈과 코발트와 같이 화학적 성질이 비
슷한 금속을 고순도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두 금속을 효율
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8,9). 

일반적으로 수용액에서 금속이온을 분리하기 위해 용
매추출과 이온교환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10-16). 용매추출
은 침출액에 용해되어 있는 금속이온을 선택적으로 분리
하여 농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기인산계 추출제를 
사용하여 묽은 염산 또는 황산용액에서 코발트와 니켈을 
분리할 수 있는 여러 공정이 발표되었다17-19). 수용액의 
pH가 3에서 6사이의 조건에서 두 금속을 유기인산계 추
출제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용액의 pH 조절이 매우 중요
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유기인산계 추출제를 비누화시
켜 사용한다. 

최근 친환경적 용매로 각광받고 있는 이온성액체의 가
장 큰 장점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구조를 사용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합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낮은 
휘발성, 높은 이온 전도성, 전기화학적 안정성, 열적 안정
성 등의 우수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20,21). 유기인산계 추출
제인 D2EHPA, PC88A, Cyanex 272의 음이온을 Aliquat 

336의 염소이온으로 치환시킨 이온성액체는 상용화 추출
제로 제조가 가능하므로 기존의 이온성액체에 비해 경제
성이 우수하다. 또한 금속이온뿐만 아니라 수소이온도 추
출되므로 비누화를 하지 않아도 용액의 pH를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22-24). 수용액에서 SCN-은 니켈보다는 
코발트와 착물을 형성하려는 경향이 강하므로 두 금속이
온의 분리에 이용이 가능하다25). 이러한 특성을 활용해 

Aliquat 336의 염소이온을 SCN-으로 치환하면 코발트와 
니켈이 혼합된 용액에서 코발트를 선택적으로 추출할 수 
있다26). 

본 논문에서는 유기인산 추출제와 Aliquat 336을 반응
시켜 합성한 이온성액체를 추출제로 사용하여 묽은 염산
용액에서 코발트와 니켈의 분리를 위한 추출실험을 수행
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유기인산계 추출제로 D2EHPA, 

PC88A, Cyanex 272, Cyanex 301을 선택하여 Aliquat 

336과 반응시켜 이온성액체로 사용했다. 이러한 이온성
액체에 TBP를 첨가하는 경우 코발트와 니켈의 추출 및 분
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또한 Aliquat 336

의 염소이온을 SCN-으로 치환한 이온성액체(ALi-SCN)

를 사용하여 두 금속의 분리를 조사했다. 유기인산계 추
출제로 합성한 이온성액체중 Cyanex 301로 합성한 이온
성액체의 경우 두 금속의 선택도는 추출조건에 의존하였
다. 이에 반해 ALi-SCN로 추출하면 코발트가 선택적으
로 추출되어 두 금속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했다. 코발트
와 니켈의 분리에 미치는 SCN-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수상에 NH4SCN을 첨가한 다음 Aliquat 336으로 추출하
여 ALi-SCN의 실험결과와 비교했다. 

2. 실험 재료 및 방법

2.1. 실험재료
본 연구를 위해 시약급 염화코발트(CoCl2, Junsei Che-

mical Co., Japan, 99%)와 염화니켈(Yakuri pure chemicals 

co., Ltd., Japan, 99%)을 2차 증류수에 용해시켜 두 금속
의 혼합용액을 제조했다. 혼합용액에서 코발트와 니켈의 
농도는 모두 100 ppm으로 고정했다. 또한 염산(Daejung 

chemicals & metals Co. Ltd., Korea., 35%)과 수산화나
트륨용액(Duksan Co. Ltd., Korea., 93%)을 사용해 용액
의 pH를 조절했다. 

이온성액체를 제조하기 위해 유기인산 추출제인 Cyanex 

272(Cytec Inc., Canada., 85%), PC88A(Daihachi Chem. 

Inc., 95%), D2EHPA(Daihachi Chem. Inc., 95%), Cyanex 

301(Cytec Inc., Canada., 70%)과 Aliquat 336(BASF Co. 

Ltd., 93%)을 문헌에 보고된 방법으로 각각 반응시켰다27,28). 

또한 이온성액체인 Aliquat 336을 NH4SCN(Daejung che-

micals & metals Co. Ltd., Korea., 99%)과 반응시켜 Aliquat 

336의 음이온을 SCN-으로 치환했다26). 용매추출시 제 3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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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성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개질제로 10%의 decanol 

(Daejung Chemical & Metals Co., Ltd., 98%)을 유기상
에 첨가했고 희석제로는 등유(Daejung chemicals & metals 

Co. Ltd., Korea., 100%)를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추출제 및 희석제는 시약급으로 정제하지 않고 그대로 사
용했다. 

2.2. 실험방법
코발트와 니켈이 혼합된 수상 20 ml와 추출제 20 ml를 

50 ml 광구병에 넣고 상온에서 wrist action shaker(model 

75, USA)를 이용하여 30분간 교반했다. 교반이 끝난 후 
분액여두로 수상과 유기상을 분리 했고, 이 때 수상의 평
형 pH는 pH미터(Fisher Accumet pH model 620)로 측정
했다. 또한 수상에 존재하는 금속의 농도는 유도결합 플라
즈마 원자방출분광기(Inductively Coupled Plasma-Optical 

Emission Spectometer)로 측정했다. 추출 후 두 상의 부
피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여 금속의 추출률(Extraction 

percentage)과 분리인자(Separation factor)를 각각 다음 
식으로 계산했다29).

Extraction percentage = 

Mass of metal in the organic phase after extraction

initial mass of metal in the aqueous phase before extraction

×100 (1)

Separation factor = 
DA

DB

(2)

분리인자에서 상대적으로 추출률이 높은 금속의 분배
계수(Distribution coefficient)를 DA, 추출률이 낮은 금속
의 분배계수(Distribution coefficient)를 DB로 나타냈다.

3. 결과 및 고찰

3.1. 평형 pH가 두 금속의 분리에 미치는 영향
D2EHPA, PC88A, Cyanex 272를 Aliquat 336과 반응

시켜 합성한 이온성액체인 ALi-D2, ALi-PC, ALi-CY272

을 추출제로 사용했을 때, 평형 pH에 따른 두 금속의 추출 
거동을 조사하기 위해 수상의 초기 pH를 3에서 5로 변화
시켰다. 이 때 추출제의 농도는 0.1 M로 고정했으며 실험

결과를 Fig. 1에, 평형 pH를 Table 1에 나타냈다. 추출실
험 후 수상의 평형 pH는 초기 pH보다 증가했는데, 이는 
이온성액체가 금속이온뿐만 아니라 수소이온도 동시에 
추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pH가 3에서 5인 염산용액에
서 코발트와 니켈이온은 양이온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이온성액체에 의한 금속이온과 수소이온의 추출반응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22,23,30,31).

MCl2aq + 2R4NAorg = 2R4NClorg + MA2org (3)

R4NAorg + H+
aq + Cl−aq = R4NA·HClorg (4)

상기 식에서 M2+는 금속이온을, R4NA는 이온성액체
를, R4NCl는 Aliquat 336을 나타낸다. 식 (3)을 보면 이온
성액체가 금속이온을 추출했을 때 이온성액체의 일부가 
Aliquat 336으로 전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기상에 추
출된 금속을 탈거한 다음 유기상을 탄산수소나트륨수용
액과 접촉시키면 식 (5)반응에 의해 이온성액체가 재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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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equilibrium pH on the extraction of Co(II) 

and Ni(II) from HCl solution with ILs ([Ionic liquid] 

= 0.1 M, [Co(II)] = 100 ppm, [Ni(II)] = 100 ppm). 

Table 1. Variation in the equilibrium pH of aqueous phase 

after extraction with initial pH

Initial pH ALi-Cy272 ALi-PC ALi-D2

3 8.41 6.77 6.33

4 8.43 7.05 6.73

5 8.50 7.13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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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NA·HClorg + NaHCO3aq (5)

= R4NAorg + NaClaq + H2O + CO2

본 논문에서 사용한 유기인산 추출제로 제조한 이온성
액체는 평형 pH가 증가할수록 두 금속의 추출률이 증가
했고 코발트의 추출률이 니켈보다 약간 높았다. 두 금속
의 추출률과 평형 pH는 ALi-CY272 > ALi-PC > ALi-D2 

순서로 높았다. 평형 pH의 변화폭은 이온성액체의 음이
온인 유기인산의 작용기와 관계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유기인산 추출제는 약산이므로 수소화되려는 경향이 강
하다. 유기인산 음이온의 염기도는 유기인산의 산해리도
에 반비례하며 각각의 pKa값을 Table 2에 나타냈다32,33). 

해리상수는 Cyanex272 < PC88A < D2EHPA 순으로 높
으며, 이는 평형 pH의 결과와 잘 일치한다34).

0.5 M ALi-CY301를 사용해 용액의 pH에 따른 두 금
속의 추출거동을 조사해 Fig. 2에 나타냈다. 평형 pH가 증
가함에 따라 코발트의 추출률이 직선적으로 증가했으며, 

평형 pH 6 이상의 조건에서는 니켈의 추출률이 코발트보
다 높았다. 초기 pH가 3과 4인 조건에서 코발트와 니켈의 
분리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ALi-CY301의 농도를 0.01 

M에서 0.1 M 까지 변화시켜 실험한 결과를 Fig. 3에 나타

냈다. 혼합용액의 초기 pH가 3인 조건에서 두 금속의 추
출률은 비슷하다. 그러나 용액의 초기 pH가 4인 조건에서
는 니켈이 코발트보다 잘 추출되었다. 용액의 pH 및 ALi- 

CY301의 농도에 따른 두 금속의 분리인자의 변화를 Table 

3에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두 금속의 분리인자는 초기 pH 

4의 조건에서 높았으며 ALi-CY301의 농도가 0.01 M조
건에서 분리인자가 28.5로 가장 높았다. 일반적으로 유기
인산 추출제에 의한 코발트와 니켈의 분리에서 Versatic 

acid 10을 제외하면 대부분 코발트가 선택적으로 추출된
다. 따라서 본 논문의 실험결과와 같이 니켈을 선택적으
로 추출할 수 있는 Cyanex301으로 제조한 이온성액체는 
향후 두 금속을 분리하는 경우 니켈의 선택적 추출에 응용
이 가능하다.

Table 2. pKa values of organophosporus acids32,33)

D2EHPA PC88A Cyanex272

pKa 3.24 4.51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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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 of ALi-CY301 concentration on the separa-

tion factor between Co(II) and Ni(II) at initial pH 3 

and 4

Separation factor

[ALi-cy301], M pH 3 (Co/Ni) pH 4 (Ni/Co)

0.01 - 28.54

0.03 1.03 2.87

0.05 1.09 1.86

0.07 0.74 2.48

0.1 0.56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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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TBP 농도의 영향
기존 연구에 의하면 유기인산계 추출제와 Aliquat 336

으로 합성한 이온성액체에 TBP를 첨가하면 코발트보다 
니켈의 추출특성이 향상된다23). 따라서 본 논문에서 합성
한 이온성액체에 TBP를 첨가하여 두 금속의 추출 및 분
리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이를 위해 수상의 초
기 pH를 4, 추출제 농도를 0.1 M로 고정했고 TBP 농도를 
0.1 M에서 0.5 M까지 변화시켜 실험한 결과를 Fig. 4에 
나타냈다. 실험결과 TBP의 농도에 관계없이 두 금속의 추
출률은 비슷했다. ALi-PC의 경우에는 TBP를 첨가하지 않
은 경우에 비해 코발트와 니켈의 추출률이 각각 18%, 28% 

가량 증가했으며, ALi-D2의 경우에는 각각 25%, 12% 감
소했다. ALi-PC와 ALi-D2의 경우 TBP를 첨가하면 니켈
이 선택적으로 추출되면서 두 금속의 분리인자가 증가했
으며, 이는 기존 실험결과와 잘 일치한다23).

3.3. ALi-SCN에 의한 코발트와 니켈의 분리
3.3.1. 평형 pH 및 이온성액체 농도 영향
이온성액체 ALi-SCN을 사용해 코발트와 니켈의 추출

거동을 조사했다. 수상의 초기 pH를 1에서 6까지 변화시
켜 0.1 M의 ALi-SCN로 추출 실험한 결과를 Fig. 5에 나
타냈다. 실험결과 니켈은 전혀 추출되지 않는 반면 코발
트는 선택적으로 추출되어 두 금속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
했다. 또한 ALi-CY272, ALi-CY301, ALi-PC, ALi-D2로 
추출한 결과와 달리 ALi-SCN을 사용한 경우 평형 pH는 

초기 pH보다 감소했다. 이는 ALi-SCN이 수소이온을 거
의 추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온성액체를 추출
제로 사용하면 이온성액체의 음이온이 수상으로 이온교
환된다. 특히 ALi-SCN을 염산용액과 접촉시키면 염소이
온이 SCN-에 비해 전하밀도가 크므로 이온교환된다. 이
러한 조건에서 코발트이온은 수상으로 이동한 SCN-과 음
이온성 착물을 형성하여 유기상으로 추출될 수 있다. ALi- 

SCN에 의한 코발트의 추출반응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0.00 0.02 0.04 0.06 0.08 0.10

0

20

40

60

80

100

 Co(II) of ALi-PC 0.1 M

 Ni(II) of ALi-PC 0.1 M

 Co(II) of ALi-D2 0.1 M

 Ni(II) of ALi-D2 0.1 M

 Co(II) of ALi-CY272 0.1 M

 Ni(II) of ALi-CY272 0.1 M

 

 

TBP concentration, M

E
x
tr

ac
ti

o
n
 P

e
rc

en
ta

g
e,

 %

Fig. 4. Effect of TBP concentration on the extraction of Co 

(II) and Ni(II) from HCl solution with ILs (Initial 

pH = 4, [Ionic liquid] = 0.1 M, [Co(II)] = 100 ppm, 

[Ni(II)] = 100 ppm).

1 2 3

0

20

40

60

80

100

ALi-SCN 0.1M in HCl

 

 

 Co(II)

 Ni(II)

Eq. pH

E
x
tr

ac
ti

o
n
 p

er
ce

n
ta

g
e,

 %

Fig. 5. Effect of equilibrium pH on the extraction of Co(II) 

and Ni(II) from HCl solution with 0.1 M ALi-SCN 

([Co(II)] = 100 ppm, [Ni(II)] = 100 ppm).

Table 4. Complex formation constants of Co(II) and Ni(II) 

with Cl- and SCN- at 25°C35,36)

Reaction log K

Co2+ + Cl- = CoCl+ 0.22

Co2+ + 2Cl- = CoCl2 -3.95

Co2+ + 3Cl- = CoCl3
- -3.02

Co2+ + 4Cl- = CoCl4
2- -9.06

Ni2+ + Cl- = NiCl+ -1.29

Co2+ + SCN- = [CoSCN]+ 2.5

Co2+ + 2 SCN- = [Co(SCN)2] 1.8

Co2+ + 3 SCN- = [Co(SCN)3]
- 4.0

Co2+ + 4 SCN- = [Co(SCN)4]
2- 3.9

Ni2+ + SCN- = [NiSCN]+ 2.2

Ni2+ + 2 SCN- = [Ni(SCN)2] 2.4

Ni2+ + 3 SCN- = [Ni(SCN)3]
- 2.6

Ni2+ + 4 SCN- = [Ni(SCN)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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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aq + 2Cl-

aq + 4R4N×SCNorg (6)

= (R4N)2Co(SCN)4org + 2R4N×Clorg

SCN-과 코발트 및 니켈의 착물형성상수를 Table 4에 
나타냈다35,36). 표를 보면 니켈에 비해 코발트이온이 SCN-

와 착물을 형성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
며, 이는 본 연구에서 코발트가 선택적으로 추출된 결과
와 잘 일치한다. 

혼합용액의 초기 pH를 2로 고정시키고 ALi-SCN의 농
도를 0.01에서 0.16 M로 변화시켜 추출실험한 결과를 
Fig. 6에 나타냈다. 상기 이온성액체의 농도범위에서 니
켈은 전혀 추출되지 않았으나, 이온성액체의 농도가 증가
함에 따라 코발트의 추출률은 증가했으며 추출제 농도 
0.16 M 조건에서 두 금속의 완전한 분리가 가능했다.

3.3.2. NH4SCN의 영향
식 (6)에 의하면 ALi-SCN를 추출제로 사용시 수상으

로 이동한 SCN-이 코발트이온과 음이온성 착물을 형성해 
다시 유기상으로 추출된다. 따라서 SCN-이 코발트와 니
켈의 추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추가 실험을 수
행했다. 코발트와 니켈이 함유된 염산용액에 NH4SCN을 
첨가한 용액과 첨가하지 않은 용액에 대하여 각각 0.1 M 

Aliquat 336으로 추출 실험을 수행했으며 실험결과를 
Fig. 7에 나타냈다. 두 용액의 초기 pH는 1에서 6까지 변
화시켰다. NH4SCN을 첨가하지 않은 염산용액에서 코발

트와 니켈 모두 Aliquat 336에 추출되지 않았다. 이는 상
기 pH범위에서 코발트가 음이온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염
소이온의 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0.1 M의 
NH4SCN이 함유된 혼합용액에서는 코발트가 SCN과 음
이온성 착물을 형성해 Aliquat 336에 선택적으로 추출됐
고 니켈은 미량 추출됐다. 이와 같이 니켈의 추출률이 낮은 
것은 니켈이 SCN-과 착물을 형성하려는 경향이 작고 니켈
의 착물이 Ni(SCN)4(H2O)2

2-로 존재하기 때문이다26). 즉, 

니켈 착물에 두개의 물분자가 존재하므로 유기상에 용해
되려는 경향이 낮아 추출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코발트와 니켈의 혼합용액에 NH4SCN을 첨가한 다음 
Aliquat 336으로 추출시 코발트의 추출반응을 다음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25).

Co2+
aq + 4SCN-

aq = Co(SCN)4
2-

aq (7)

Co(SCN)4
2-

aq + 2R4NClorg (8)

= (R4N)2Co(SCN)2org + 2Cl-
org

Aliquat 336의 염소이온을 SCN-로 치환한 ALi-SCN

의 경우, 평형 pH가 증가함에 따라 코발트의 추출율이 약
간 감소했다. 그러나 수상에 NH4SCN을 첨가하고 Aliquat 

336으로 추출한 경우에는 평형 pH에 무관하게 코발트가 
모두 추출되었다. 이는 3.3.1절에서 SCN-이 염소이온과 
이온교환되어 코발트와 착물을 형성했던 것과 달리, S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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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상에서 코발트 이온과 직접 착물을 형성해 Aliquat 

336의 염소이온과 이온교환 반응에 의해 유기상으로 추
출되기 때문이다.

ALi-SCN을 사용한경우 SCN-이온이 염소 이온과 이
온교환되어 코발트와 착물을 형성하여 유기상으로 추출
되었으나, 수상에 NH4SCN을 첨가한 다음 Aliquat 336으
로 추출실험시 수상에서 미량의 니켈이 SCN-이온과 착물
을 형성하여 코발트와 같이 유기상으로 추출된 결과를 보
인다. 따라서 묽은 염산용액에서 코발트와 니켈의 분리를 
위해서는 ALi-SCN로 용매추출하는 것이 NH4SCN을 첨
가한 다음 Aliquat 336으로 추출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4. 결    론

묽은 염산용액에서 이온성액체에 의한 코발트와 니켈
의 분리를 위해 이온성액체의 종류와 농도 및 수상의 초기 
pH를 변화 시켜 추출실험을 수행했다. 유기인산으로 제
조한 이온성액체(ALi-D2, ALi-PC, ALi-CY272)로 코발
트와 니켈을 추출 실험한 결과 평형 pH는 초기 pH 보다 
높았다. 또한 코발트의 추출률이 니켈의 추출률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코발트와 니켈이 동시 추출되므로 두 금
속의 분리가 어렵다. 또 다른 유기인산 이온성 액체 ALi- 

CY301의 경우 초기 pH와 이온성액체의 농도에 따라 코
발트와 니켈의 선택도가 변화했다. 또한 상기 이온성액체
에 TBP를 첨가하면 두 금속의 분리 특성이 약간 향상 됐
고 니켈의 추출률이 증가했다. Aliquat 336의 염소이온을 
SCN-으로 치환한 ALi-SCN을 추출제로 사용하면 코발
트만 선택적으로 추출하는 것이 가능했고 다른 이온성액
체와 달리 평형 pH는 초기 pH보다 감소했다. 수상에 
NH4SCN을 첨가하여 Aliquat 336으로 추출하면 평형 pH

에 무관하게 코발트가 모두 추출되었으나 미량의 니켈이 
함께 추출됐다. 따라서 묽은 염산용액에서 ALi-SCN을 
추출제로 사용하면 코발트만을 선택적으로 추출하여 두 
금속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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