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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염수 중 보론의 최적 용매추출 조건 도출을 목적으로 diol계 TMPD(2,2,4-trimethyl-1,3-pentanediol)에 의한 보론

추출거동을 조사하였다. 0.736 g/L의 보론을 함유하고 있는 염수 용액을 시료로 하여 추출실험한 결과, 추출제 농도 0.75 mol/L, 두

상간의 부피비 1, 염수의 pH 3, 교반시간 20분, 추출온도 298 K에서 99 % 이상의 추출율을 나타내었으며, 탈거반응의 경우, 수산

화나트륨 농도 1 mol/L에서 99 % 이상의 탈거율을 나타냄으로써 염수 중 잔존 보론 농도를 10 ppm 이하로 제어 가능하였다. 또

한 실험 결과로부터 pH 6 이하에서 다음과 같은 추출평형 반응식을 도출할 수 있었다. 

 log D = 1.7 log [TMPD]O + constant at pH < 6

주제어 : 염수, 보론, 용매추출, diol계 추출제, 2,2,4-trimethyl-1,3-pentanediol

Abstract 

A study on the behavior of boron extraction by TMPD(2,2,4-trimethyl-1,3-pentanediol) was carried out to find the optimum

conditions for the boron extraction from brine. In case of boron extraction from 0.736 g/L boron-containing brine, typical opti-

mum extractive conditions would be confirmed to be 0.75 mol/L of extractant concentration at 3.0 pH of brine with 1 of phase

ratio and 20 min. of shaking time at 298 K respectively. And 1 mol/L sodium hydroxide of stripping agent was shown above

99 % of boron extraction and stripping efficiencies. Also, extraction equilibrium equation were obtained through experiments

as follows : log D = 1.7 log [TMPD]O + constant at pH < 6 

Keywords : brine, boron, solvent extraction, diol-type extractant, 2,2,4-trimethyl-1,3-pentanediol  

 

 

1. 서 론

최근 녹색에너지 산업 발전과 함께 급증하는 2차전지

용 리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리튬 자원으로

서 고농도 리튬의 염수뿐만 아니라 저농도 리튬 염수로

부터 경제적인 고순도 탄산리튬 제조공정 등 다양한 공

정기술이 개발 중에 있다1). 이러한 리튬 자원의 다양화

와 함께 공정의 경제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리튬 이

외에도 염수 중 존재하는 기타 유가원소인 칼슘, 마그

네슘, 나트륨, 칼륨, 보론 등에 관한 자원화 기술도 필

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염수 중 보론은 리튬과 함께 공존하는 수용성 불순

이온으로서 2차전지용 리튬 화합물의 규격상 엄격히 규

제되고 있는 물질로, 탄산리튬 내 함량이 수 ppm 수준으

로 제어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론은 일부 국가에만 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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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희유원소로서2), 유리섬유절연제(fiberglass insulation),

붕규산유리(borosilicate glass), 세제, 비료, 야금용 융제 및

핵차폐용(nuclear shielding) 등 산업적 활용도가 큰 자원

이다. 최근에는 연료전지 등 새로운 산업분야에까지 응용

되면서 세계 보론 소비량 증가와 함께 보론 자원의 편재

성으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염수 등 수용액으로부터 보론을 분리·회수하는 방

법은 금속수산화물에 흡착하여 회수하는 방법3), 증발

및 결정화 방법4), 이온교환법5), 용매추출법6-12) 등 다양

한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이들 방법 중 보론을 ppm

수준의 미량까지 제거 가능한 공정은 이온교환법과 용

매추출법으로, 이온교환법은 일반적으로 수십 ppm 정

도의 저농도 보론용액에서 보론을 분리·제거하기 위

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반면13), 수 백 ppm 이상의

비교적 고농도 보론용액으로부터 보론을 선택적·경제

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용매추출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14). 하지만 기존의 보론 용매추출 연구는

수용액 중 단독 보론이온을 대상으로 하거나7-11,15,16) 단

순한 수용액계에 대한 연구가6,17) 대부분으로 리튬 등

다양한 이온이 공존하는 염수 용액 중 보론의 용매추출

연구 및 공존 이온들의 영향을 고려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리튬 추출원으로 알려진 염수

중 존재하는 보론을 회수할 목적으로, 보론의 우수한 용

매추출 효율을 나타내는 diol계 추출제인 2,2,4-trimethyl-

1,3-pentanediol15)(이하 TMPD라 함)을 추출제로 사용하

여(Table 1) 염수 중 보론의 추출거동을 파악하고 최적

추출조건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실험방법

2.1. 재료  

본 연구의 시료는 볼리비아산 염수로, 시료의 주성분

은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론(B)을 비롯하여

Li, Ca, Mg, Na, K의 양이온과 Cl, SO4의 음이온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회수하고자 하는 보론의 경

우 0.736 g/L (0.068 mol/L) 함유되어 있으며, 시료 중

각 이온들 간 함량 차는 매우 컸다. 또한 염수의 pH

및 밀도는 각각 7.0 ± 0.2, 1.21 ± 0.1 g/mL이었다.  

추출제는 2,2,4-trimethyl-1,3-pentanediol(Aldrich사, 순

도 97%(밀도 0.937 g/cm3), USA, Fig. 1)을 사용하였으

며, 클로로포름(CHCl3, 밀도 1.483 g/cm3)을 희석제로

사용하였다. 추출제를 제외한 모든 시약은 일본 Junsei

사의 EP급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별도의 정제과정 없이

Table 1. Comparison with boron extractability of some 1,3-diols15)

Extractant Distribution of B(OH)3 Recovery(±6%)

4,5-Dimethyl-2,4-hexanediol 6.10 85.9

4,6-Dimethyl-2,4-heptanediol 2.48 71.2

4,7-Dimethyl-2,4-octanediol 2.20 68.8

2,2,4-Trimethyl-1,3-pentanediol 31.7 96.9

2,2,5-Trimethyl-1,3-hexanediol 30.3 96.8

2,2,6-Trimethyl-1,3-heptanediol 10.7 91.4

2,3,4-Trimethyl-1,3-heptanediol 25.7 96.3

2,3,5-Trimethyl-1,3-hexanediol 25.6 96.2

2,3,6-Trimethyl-1,3-hexanediol 18.2 94.8

 * 0.01 M boric acid in aqueous solution ; 0.5 M 1,3-diols in chloroform  pH=2 ; (25±0.1)oC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raw brine sample

Constituent B Li Na K Mg Ca Cl SO4

Concentration(g/L) 0.736 0.887 86.900 17.930 17.542 0.330 192.619 23.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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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실험에 이용하였다.  

2.2. 열역학적 모델링

염수 중 이온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열역학적 안

정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STABCAL(Stability Calculatio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염수 원액의 조성에서 다양한 화학반응을 시뮬레이션하

여 pH 변화에 따른 보론의 안정영역을 예측하고, 보론

을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해석하였다. 

2.3. 용매추출 실험   

용매추출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추출제 농도, 상 부

피비(O/A ratio), 온도, 교반시간 및 pH 등의 변화에

따라 추출실험을 실시하여 그 영향을 조사하였다. 본 실

험에서 수용액상으로는 염수 원액을 사용하였으며, 유기

상으로는 고체상태인 TMPD를 희석제인 클로로포름에

용해하여 사용하였다. 수용액상 및 유기상을 125 mL의

pyrex 분액깔때기(separatory funnel)에 적정 비율로 담

은 후, 항온 상태에서 funnel shaker를 이용하여 교반하

였다. 그리고 일정시간의 교반이 끝난 후 분액깔때기를

30분간 정치(settling)하여 상 분리를 실시하였다. 수용액

의 pH 조절에는 HCl 및 NaOH를 사용하였다.

추출실험 후, 최종적으로 보론을 유기상으로부터 다시

수용액 중으로 평형분배 시키기 위해 탈거(stripping, 또

는 역추출(back-extraction)) 실험을 실시하였다. 탈거제로

는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사용하였으며, 수산화나트륨 농

도별로 탈거실험을 실시하여 적정농도를 도출하였다.

추출 후 하부 수용액을 채취하여 ICP-OES(Optima

5300 DV, PerkinElmer, USA) 및 IC(ICS-2000, DIONEX,

USA)를 이용하여 화학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수용액의 분

석 결과로부터 유기상에 추출된 이온 농도 및 추출율을 계

산하였다. 또한 추출 전 초기 수용액의 pH 및 추출 후 평

형 pH를 측정하여(Orion 920 Aplus, Thermo Electron

Corp., USA) 상 간 물질 이동에 따른 pH 변화를 살펴

보았다. 

3. 결과 및 고찰

3.1. 염수 중 보론의 열역학적 안정성 평가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론은 약 pH 4 이하의

수용액 중에서는 비이온성의 붕산으로 존재하지만, pH

가 4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음전하의 보론 종이 점차

안정하게 되며, pH 8 이상에서는 이들이 안정상으로

존재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 때 보론의 물질수지 및

전기적 중성식은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수

용액 중 일어날 수 있는 보론 종들의 반응식 및 평형

상수(NBS 데이터베이스 이용)는 식 (2)~(6)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B]total = 4[H2B4O7
0] + [H3BO3

0] 

+ 4[HB4O7
−] + [B(OH)4

-] (1)

H2B4O7(a)  HB4O7
− + H+ 

log K1 = −6.097 (2)

H2B4O7(a) + 5H2O  4H3BO3(a)

log K2 = −1.3375 (3)

H3BO3(a) + H2O  B(OH)4
− + H+

log K3 = −9.234 (4)

H2B4O7(a) + 9H2O  4B(OH)4
− + 4H+

log K4 = −10.572 (5)

HB4O7
− + 9H2O  4B(OH)4

− + 3H+

log K5 = −36.190 (6)

  ⇔

  ⇔

  ⇔

  ⇔

  ⇔

Fig. 2. Distribution of Boron(III) species depending on pH at

the same composition as raw brine sample and 298 K.

Fig. 1. Structure of extractant(2,2,4-Trimethyl-1,3-pentanedi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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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비이온성의 보론 종

을 추출하는 TMPD를 이용하는 경우 pH 4 이하에서

우수한 보론 추출효율이 예상되나 pH 4 이상에서 추출

율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pH 증가에 따라

음전하를 띠는 보론 종들의 형성에 따라 염수 중 존재

하는 양이온들의 추출율은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

었다. 

 

3.2. 보론의 추출거동 해석

3.2.1. 추출제 농도의 영향

TMPD의 농도에 따른 보론 추출효율을 Fig. 3(a)에 나타

내었다. pH = 3인 산성영역에서 TMPD 농도가 약 0.5 mol/

L일 때까지 추출율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0.75 mol/L일 때

99.3 %의 추출율을 나타내었고 이 후 추출율의 변화는 미

미하였다. TMPD 농도가 0.75 mol/L일 때, 수용액상에

잔존하는 보론의 농도는 10 ppm 이하로 제어 가능하였

다. 반면, pH = 7의 중성영역에서는 TMPD 농도가

1 mol/L 이상에서 거의 일정한 추출효율을 나타내었으

며 추출 후 수용액상에 잔존하는 보론 농도는 약 30

ppm으로, 산성영역에서 보다 전체적으로 낮은 추출효

율을 나타내었다. Fig. 3(b)에서 보는 바와 같이, Log

[TMPD]에 대한 Log D는 pH = 3일 때 기울기가 약

1.7, pH = 7일 때 기울기가 약 0.8인 선형관계를 나타

내었다. 

3.2.2. 상 부피비의 영향

일정한 TMPD(= 0.5 mol/L)에서 유기상과 수용액상의

부피비(O/A)를 0.1~5 범위에서 변화시킨 결과, Fig. 4(a)

Fig. 3. Effect of TMPD concentration : (a) Extraction efficiency, (b) Logarithmic plots of distribution ratio against TMPD

concentration (Phase ratio = 1, Shaking time = 20 min., Temp. = 298 K).

Fig. 4. Effect of O/A ratio : (a) Extraction efficiency, (b) Distribution isotherm diagram (Initial pH = 3, TMPD = 0.5 mol/L,

Shaking time = 20 min., Temp. = 298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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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출율은 O/A 비가 약 0.5일 때

까지 크게 증가하였으며, O/A비가 1일 때 최대 추출율

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O/A 비는 1 이하로 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는 이후 O/A 비

를 1로 고정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실제 조업

에서는 O/A비를 1 이하로 조절함으로써 수용액 상에서

유기상으로 보론을 추출함과 동시에 보론의 농축이 가

능할 것이다. Fig. 4(b)는 분배등온곡선을 나타낸 것으

로, 이를 이용하여 다단추출공정 설계에 필요한 추출 이

론단수를 구할 수 있다. 본 TMPD 추출제를 이용한

염수 중 보론 용매추출에서 추출효율은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염수 중 보론을 10 ppm 이하로 제거하기 위해

서 필요한 추출단수는 1단 또는 추출단 효율을 고려하

여 2단이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3.2.3. 교반시간의 영향 

보론 추출 반응시 두 상간 계면에서의 물질 이동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교반시간 변화에 따른 추출실험을

실시하여 적정 교반시간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Fig. 5에

서 보는 바와 같이 교반시간을 5분에서 60분까지 변화시

킨 결과, 교반시간 약 10분까지 보론 추출율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후 점차 둔화되다가 약 20분 교반 후

일정한 보론 추출율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두 상간

에 추출평형을 이루는 데에 약 20분의 시간이 소요됨

을 알 수 있었다. 

3.2.4. 추출온도의 영향 

추출온도가 추출율에 미치는 영향을 15 oC(288

K)~55 oC(328 K)의 범위에서 조사한 결과,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도가 낮을수록 추출율이 다소 증가하

였으나, 추출율의 온도 의존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온도의 영향은 크게 고려할 요인은 아니라고 판

단되며, 추출실험 시 별도의 온도 조절 없이 상온에서 실

험을 실시하거나 실험 중 다소간의 온도 변화가 발생하

여도 실험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3.2.5. pH의 영향 

추출효율에 미치는 수용액의 pH에 대한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해서 pH를 0~8의 범위에서 변화시켜 가며 실험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Fig 7에 보는 바와 같이, pH

= 3일 때 가장 우수한 추출 효율을 나타내었으며, pH

Fig. 5. Effect of shaking time (Initial pH = 3, Phase ratio =

1, TMPD = 0.5 mol/L, Temp. = 298 K).

Fig. 6. Effect of temperature (Initial pH = 3, Phase ratio =

1, TMPD = 0.5 mol/L, Shaking time = 20 min.).

Fig. 7. Effect of pH on extraction efficiency of boron and

co-existent ions (TMPD = 0.5 mol/L, Phase ratio =

1, Shakin time = 20 min, Temp. = 298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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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6 이하의 산성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추출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 영역은 열역학적 시뮬레이션 결과

보론이 주로 비이온성의 붕산 형태로 존재하는 영역이

었으며, 이를 통해 TMPD 추출제는 비이온성의 붕산과

효과적으로 착물을 형성함으로써 보론이 추출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pH 6~8 정도의 영역에서 보론 이외 이온들의

pH 변화에 따른 추출율은 1% 이내로써 기존 연구11,15)

및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예측된 pH 영향보다는 적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료의 조성과

pH 범위에서 기타 이온들의 공추출율은 무시할 수 있

는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Grinstead6), Matsumoto et al.10), 그리고 이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제안된 보론 추출반응기구는 다음과

같다. 비이온성 붕산(H3BO3)의 diol계에 의한 추출반응

은 식 (7), (8)과 같이 나타내어지며, 반응식 (7)은 1,3-

diol계 추출반응으로서 전하를 띠지 않는 에스터 착물

형성에 의한 반응인 반면, 반응식 (8)은 1,2-diol계에

의한 붕산염 착물 형성반응으로서 전기적 중성을 유지

하기 위해 다시 반응식 (9)와 같이 양이온(M+)의 공추

출(co-extraction)이 발생하게 된다.

B(OH)3 + R(OH)2 

  + 2H2O (7)

B(OH)3 + 2R(OH)2

  +3H2O + H+ (8)

B(OH)3 + 2R(OH)2+M2

  +3H2O + H+ (9)

유사하게, 보론이 비이온성의 테트라붕산(H2B4O7) 형

태로 존재할 때는 반응식 (10)~(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테트라붕산은 오쏘붕산(H3BO3)과 입체 구

조적인 차이로 인해 활동도계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

으며 그에 따라 보론 종의 유효농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H2B4O7 + 4[R(OH)2]O  4[HBO3R]O + 3H2O  

(10)

H2B4O7 + 8[R(OH)2]O  

4[BO4R2]
-
O + 7H2O + 4H+ (11)

H2B4O7 + 8[R(OH)2]O + 4M+ 

 4[MBO4R2]O + 7H2O + 4H+        (12)

이러한 추출반응기구를 토대로, 본 연구의 실험 결과

예측한 것보다 공존 양이온들의 추출율이 작게 나타난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첫

째, TMPD는 비이온성의 붕산과 에스터 반응에 의해

착물을 형성함으로써 보론을 추출하기 때문에 borate-

cation 이온과는 효과적으로 착물 형성 반응을 하지 않

을 것이다. 둘째, 식 (8), (11)과 같이 비이온성의 붕산

과 diol계 추출제 간 반응으로 형성된 (-)전하의 보론-

diol 착물의 경우에는 양이온이 함께 추출될 수 있는데,

TMPD와 같은 1,3-diol 추출제는 보론과 반응하여 주로

중성의 착물을 형성하기 때문에 양이온의 추출율이 크

지 않았을 것이다. 

3.2.6. 탈거제 농도의 영향

보론 추출실험을 통해 도출된 적정 추출조건에서 추

출한 후, 탈거제인 수산화나트륨 용액의 농도에 따른 탈

거율을 비교 평가하였다. 그 결과 Fig. 8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수산화나트륨 농도가 약 1~1.2 mol/L 일 때

  ⇔

  ⇔

  ⇔

  ⇔

  ⇔

  ⇔

Fig. 8. Effect of NaOH concentration on boron stripping

efficiency (Extraction : Initial pH = 3, TMPD =

0.75 mol/L, Extraction & Stripping : Phase ratio =

1, Shaking time = 20 min, Temp. = 298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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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99 %의 매우 우수한 탈거효율을 나타내었으나, 수산

화나트륨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계면장력의 감소로 인

해 2상 간 층 분리가 악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탈거

효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3.3. 추출평형 반응식 도출

보론 추출실험 결과, 기타 이온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었으며 pH 6 이하에서 거의 일정한 추출효율을 나타

내므로 Fig. 3(b)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추출평형

반응식을 도출할 수 있었다.

log D = 1.7 log [TMPD]O + constant

at pH < 6 (13)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염수로부터 보론을 회수하기 위해

2,2,4-trimethyl-1,3-pentanediol을 추출제로 선정하여 다

음과 같은 조건에서 99 % 이상의 우수한 보론 추출률

및 탈거율을 얻을 수 있었고, 염수 중 잔존 보론 농도

를 10 ppm 이하로 제어 가능하였다. 

• 수상 : 0.736 g/L B 함유 염수 

• 유기상 : 0.75 mol/L 2,2,4-Trimethyl-1,3-pentanediol

(희석제 : CHCl3)

• 초기 pH : 3,  상 부피비 : 1,  접촉시간 : 20min,  

온도 : 298 K(상온)

• 탈거제 : 1 mol/L NaOH

본 연구의 시료 조성 및 pH 8 이하의 범위에서 기

타 이온들의 공추출률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또

한 실험 결과로부터 pH 6 이하에서 다음과 같은 추출

평형 반응식을 도출할 수 있었다.

log D = 1.7 log [TMPD]O + constant            

at pH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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