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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anex 572와 PC88A를 사용하여 Pr 및 Nd 분리 시 향류추출 공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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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esigned a counter current extraction process for comparing the separation efficiencies

that are obtained using Cyanex 572 and PC88A for the elements in a Pr and Nd mixed solution. This process

involves multiple extraction and scrubbing processes using a mixer settler. The process parameters are

calculated using an equation proposed by Xu Guangxian. The separation factor for the extraction and

scrubbing process was 0.09 and 0.08 higher when using Cyanex 572 compared to the experimental values

obtained using PC88A. The optimized extraction factors such as the stage numbers, feeding solution flow rate,

organic phase flow rate, and scrubbing solution flow rate were calculated using the optimal extraction ratio

equation. In order to derive optimum extraction conditions, the target purity and recovery ratio of Nd was

set to 99.9% and 99% respectively. When using Cyanex 572 for the counter current extraction process, the

total number of extraction and scrubbing stages decreased by 11 in comparison with PC88A. A comparison

between the extraction, scrubbing stages, and other parameters indicate that Cyanex 572 is preferable over

PC88A from the viewpoint of economic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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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1세기 첨단산업의 재료로 각광받고 있는 희토류는 다양

한 기술의 개발로 하이브리드 및 전기 자동차, 석유 화학

에서의 촉매제, 영구자석, 광학 유리, 풍력발전 등 21세기

친환경 녹색기술 산업에 기초소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고순

도의 희토류 금속을 필요로 한다 [1-5]. 희토류 성분들은

혼합되어 존재하고 있으며 그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기 때

문에 개별 희토류 성분으로 분리하는 기술이 쉽지 않다.

현재까지 고순도로 희토류 성분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으

로는 용매추출법이 대표적인 기술이다. 용매추출은 연속조

작이 가능하고 처리비용이 저렴하며 특히 추출제의 종류에

따른 선택적인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물리적, 화학적 거

동이 비슷하여 원소별 분리가 힘든 희토류 금속에 적합하

다 [6]. 희토류 원소를 분리하는데 있어서 주로 사용하는

추출제로는 양이온 추출제인 인산염계의 PC88A와 Cyanex

272 그리고 D2EHPA 등이 있다 [7-9]. 최근에는 인산염계

혼합체인 Cyanex 572라는 추출제가 개발이 되어, 본 저자

들의 이전 연구에서 이 추출제의 효율성에 대해 기초 연구

를 진행한 바 있다 [10-12]. 

용매추출기술에서 고순도의 희토류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혼합 침강형 반응조(mixer settler)를 사용하여 다단 추출

및 세정 공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이러한 혼합 침강형 반

응조의 경우 수용액상과 유기상을 서로 반대방향에서 주입

하는 향류추출(counter current) 공정 방식을 사용한다.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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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류 원소들의 비슷한 화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상호 분리

시에는 향류추출 공정을 사용하는데 추출 및 세정 공정에

많은 단수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추출 및 세정 단수를 미

리 구하기 위해서는 주로 McCabe-thiele diagram 분석을

통하여 목표 순도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단수를 이론적으로

구하여 적용하고 있다 [13,14]. 그러나 추출 및 세정단수가

많을 경우에는 단수 분석이 쉽지 않으며 정확성도 떨어진다.

따라서 간단한 1단 실험(batch test) 결과를 토대로 원하는

순도로 회수하기 위한 추출 및 세정단수를 계산할 수 있는

모델식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이론적 기반이 Alders

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고, 이후 중국의 Xu Guangxian이 최

적추출비 이론으로 완성하여, 비교적 간단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분리가 어려운 희토류 성분들의 분리에 필

요한 최적공정 조건을 예측할 수 있는 이론적 모델식이 제

시되어 공정 설계에 활용되고 있다 [15-21].

본 연구에서는 Xu Guangxian이 제안한 최적추출비 이

론에 의하여 Pr 및 Nd의 2성분계 혼합 용액에서 Nd 추

출 분리에 필요한 이론적 추출 및 세정 단수 그리고 원

료액상, 유기상 및 세정액상의 유량비 등을 계산을 통해

도출하고자 하였다. 추출제로는 PC88A 및 Cyanex 572

를 각각 사용할 경우에 대해 공정 조건을 분석한 후, 어

느 추출제를 사용하는 것이 경제성면에서 효과가 있는지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희토류의 추출 반응식

염산용액에서 PC88A와 Cyanex 572를 사용한 희토류

성분의 추출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6].

(1)

R은 희토류 원소를, HA는 양이온 추출제를 나타낸다.

즉 희토류 원자 당 이합체(dimer) 형태의 추출제 분자 3개

가 반응하며 희토류 1.0 M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

로 최소 6.0 M의 추출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론적인 추

출제의 최대 희토류 추출용량은 1.0 M의 경우 0.167 M이

다. 또한 1.0 M 희토류 금속이온을 세정 시에는 이론적으

로 3.0 M의 염산이 필요하다.

2.2 향류추출 이론에 의한 용매추출공정 해석

용매추출의 경우 희토류 성분을 분리하기 위해 혼합

침강형 반응조를 사용하는데, 수상과 유기상이 혼합되어

추출 또는 세정반응이 일어나는 혼합실(mixer)와 반응이

끝나고 상분리가 일어나는 침강실(settler)로 구분되며 혼

합실 및 침강실 한조가 단(stage)을 구성한다. 침강조에

서 분리된 유기상과 수상은 서로 반대 방향의 단으로

넘어가 다시 반응 후 침강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과

정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향류추출 공정이다(그

림 1 참조). 여기서 공정은 추출단(1~n단)과 세정단(n+1

~n+m단)으로 나뉘며, 추출단수 및 세정단수를 조절함으

로써 원하는 순도의 희토류 성분을 분리하여 회수할 수

있다. 이 공정을 설계하기 위해 기본식을 유도하려면 다

음과 같은 가정이 필요하다. 첫째는 각 단마다 추출 및

세정 분리계수가 다소 다를 수 있지만 일정한 분리계수

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각 단에서의 추출비 및

유량비가 일정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정상상태에 도달하

면 만족시킬 수 있다.

2.3 최적 추출비 이론에 의한 향류추출공정 설계

2.3.1 최적 추출비 이론 [15,16]

일반적으로 분리할 대상에 대해 1단 실험을 진행하여 적

합한 유기상, 원료용액, 세정액 농도 및 산도 등을 결정한

다. 실험한 결과를 토대로 추출단 및 세정단의 추출비(E)

및 분리계수( )를 계산하며 추출단의 분리계수를 , 세정

단의 분리계수를 라 한다. M은 Pr 및 Nd의 총량

(mmol/min)을 나타낸다.

(2)

RCl3 3H2A2+ R HA2( )
3

3HCl+=
β β

β ′

Epr Pr( ) Pr( )⁄= ENd Nd( ) Nd( )⁄= EM
i

Mi Mi⁄=

Fig. 1. Schematic diagram of counter current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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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회수금속인 Nd의 순도( )와 회수율( )를 결정하

고. 이후 분리대상인 Pr, Nd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순화배수

(purification factor) a, b를 정의하는데 이는 분리 효과를 판

단하는 기준이 된다. a는 유기상 끝단(n+m단)에서의 Nd의

순도와 수상 끝단(1단)에서 Pr의 회수율을, b는 수상 끝단(1

단)에서 Pr의 순도와 유기상 끝단(n+m단)에서 Nd의 회수율

을 결정하는 인자이다.  및 는 Pr과 Nd의 몰분율이다.

(4)

(5)

최적화 공정은 생산량이 많고 회수율이 높은 공정이며,

이를 설계하기 위한 변수를 계산을 하려면 최적 추출비 공

식이 필요하다. 이는 순도 및 회수율이 같을 때 금속의 하

루 생산량이 최대일 때 반드시 만족하여야 하는 공식이다.

먼저 추출단 제어 조건하의 추출 단 수상 끝단(1단)에서

Pr의 생산량 은 다음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6)

는 Pr의 생산량(kg/d), V는 각 단 혼합실의 유효체

적(l), 는 접촉시간(min), 은 수상출구(1단)중 Pr의

농도(g/l), R은 수상과 유기상의 부피비이며, 1.44는 g/min

을 kg/d로 환산하기 위한 인자이다. 

이 때 각 단 혼합실의 유효체적 V는 다음과 같다.

(7)

은 추출단의 혼합 침강실의 총 체적( )이고 은

침강실와 혼합실의 체적비다.

Kremser식으로부터 [22]

(8)

(7), (8)식을 (6)에 대입하고 로 미분하면

(9)

이를 Taylor 급수공식으로 전개한 뒤 제 1항을 (9)식에

대입하면 다음 식을 얻을 수 있다.

(10)

(10)식은 추출단 총 체적과 분리효과가 같은 조건하에서

일생산량 가 가장 많을 때 이 반드시 만족해야할

식이며 이 식을 최적 추출비 공식이라고 한다.

한편, 세정단 제어일 경우에 최적 추출비 공식은 다음과

같다.

(11)

향류추출공정에서 금속을 고순도로 분리할 수 있는 기준

으로 회추출비( )와 회세정비( )를 정의할 수 있고, 이

값이 클수록 고순도 분리가 가능하며 다음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12)

(13)

여기서 는 최대 추출량으로 보통 n단 부근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인다. 는 최대 세정량으로 보통 n+1단 부

근에서 가장 높다. 는 x단에서의 총 금속 질량유량이다.

가 비교적 작을 때 추출단 제어라 하며 (10)식을 만족

시켜야 하고, 가 작을 때는 세정단 제어라 하며 (11)식

β ENd EPr⁄= β ′ E′Nd E′Pr⁄=

PNd YNd

fPr fNd

a
PNd

n m+
1 PNd

n m+
–( )⁄

fNd fPr⁄
-------------------------------------------=

b
a YNd–

a 1 YNd–( )
----------------------=

QPr

QPr 1.44
V

t
---

Pr( )1
1 R+
------------••=

QPr

t Pr( )1

V
V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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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Total l r

Pr( )1
Pr( )n

------------
EPr 1–

EPr

n
1–

--------------- 1 EPr–≅=

EPr

β EPr•ln
1 EPr–

EPr

---------------=

EPr 1 β⁄=

QPr EPr

E′Nd β ′=

JS JW

JS S M1⁄=

JW W Mn m+⁄=

S

W

Mx

JS

JW

Table 1. Formula of optimum extraction ratio, maximum extraction and scrubbing quantity

Extraction stage control Scrubbing stage control

if, if, 

(14)

f ′Pr β 1 β+( )⁄>

EM 1 β⁄=

E′M
EM f ′Pr•
EM f ′Nd–
-------------------=

f ′Pr β 1 β+( )⁄<

E′M β ′=

EM

E′M f ′Nd•
E′M f ′Pr–
--------------------=

S
EM f ′Pr•
1 EM–
------------------= W S f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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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족시켜야 한다. 일 때는 의

관계식을 갖고, 이를 통해 다음 표 1과 같이 두가지 경우

에 대하여 와 을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는 수상 끝단(1단)에서의 몰분율을, 는

유기상 끝단(n+m단)에서의 몰분율을 나타낸다.

2.3.2 추출 및 세정 단수 계산

희토류 성분들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 각 개별 성분으로

효과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다단 추출 및 세정 공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추출 및 세정에 필요한 단수 계산을

위해서는 Alders가 제시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추출단수

( )와 세정단수( )를 구할 수 있다 [23].

(15)

(16)

수상 내 Nd의 순도와 유기상 내 Pr의 순도가 낮을 경

우, 와 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7)

(18)

추출단수와 세정단수 계산을 통해 필요한 혼합 침강실의

총 단수를 알 수 있으며, 혼합 침강실에서 혼합실은 일반

적으로 사각 기둥의 형태로 유체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공정에서는 공정 효율을 고려해야한다.

2.3.3 유량비 결정

유량비는 원료용액인 수상과 유기상의 상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이다. 는 유기상 중 최대추출량이고 는

수상중 최대 세정량 이다. 원료용액 유량( , ml/min), 유

기상 유량( , ml/min) 그리고 세정액 유량( , ml/min)

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9)

(20)

(21)

여기서 는 원료용액의 질량유량으로 1 mmol/min 을

기준값으로 설정하였다. 는 원료용액중 희토류의 몰농

도, 는 유기상에 추출된 희토류의 몰농도 이며 는

세정액의 산 농도이다. 1.0 M 희토류 금속이온을 세정하는

데는 (1)식에 의해 3.0 M 염산이 필요하다는 가정 하에

세정액 유량을 계산하였다.

3. 실험 방법

기초 실험을 통하여 추출비와 분리계수를 구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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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와 PC88A(2-Ethylhexyl phosphonic acid mono-2-

Ethylhexyl ester, Daihachi Chemical)를 사용하였고, 희석

제로 Exxol D-80(Exxon mobil chem.)을 사용하여 1.0 M

농도로 조절하여 유기상으로 사용했다. 초기에 사용한 수

용액상의 원료용액은 0.1 M 염산 용액에 PrCl3과

NdCl3·6H2O 시약을 사용해서 Pr과 Nd의 금속농도가 각

0.01 M이 되도록 모의용액을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추출실험 방법으로는 금속이온이 포함되어 있는 수용액

과 추출제가 포함된 유기상을 상향식 교반기로 교반하여

추출 및 세정 실험을 하였고, pH 조절을 위하여 10 M

NaOH를 사용하였다. 이때 유기상과 수상의 부피비(O/A)

는 1.0으로 조절하여 실험하였다. 세정실험은 수용액과 유

기상의 혼합용액을 pH 3.0에서 유기상에 금속원소를 모두

추출한 뒤, 0.01~0.5 M 염산을 사용하여 추출실험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추출 또는 세정반응이 끝난 후 용액

을 10분간 정치시켜 유기상과 수상의 상분리를 하였고, 수

상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수용액상에 있는 금속 농도를

ICP-OES(iCAP 6500DUV)로 분석하여 추출비 및 분리계

수 값을 측정하였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4.1 Nd 및 Pr의 추출 및 세정거동

Cyanex 572와 PC88A을 사용하여 Pr 및 Nd의 추출

및 세정거동을 고찰하였는데, 이에 대한 결과를 그림2 및

3에 나타내었다. 그림 2(a)는 Cyanex 572를 사용하였을

때 pH에 따른 추출비를 로그값으로 나타내었고, 그림 2(b)

는 PC88A를 사용하였을 경우 추출비 이다. 두 추출제 모

두 평형 pH가 증가할수록 금속 원소들의 추출비가 증가하

였고 Nd의 추출비는 동일한 조건에서 항상 Pr보다는 약간

큰 값을 나타냈다. 이는 원자번호가 클수록 란타나이드 수

축에 의해 이온 반경이 감소하고 또한 활성도가 감소하여

낮은 pH 영역에서도 추출제와 안정적인 착화합물을 형성

하기 때문에 두 추출제 모두 Pr보다 Nd와의 결합력이 더

JS JW= f ′Pr β 1 β+( )⁄=

S W

f ′Pr f ′Nd

n m

n
blog

β EM•( )log
-------------------------- 2.303

PNd

 *
PNd

1
–

PNd

 *
PNd

n

–
----------------------log+=

m 1+
alog

β ′ E′M⁄(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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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r

n m+
–

PPr

 *
P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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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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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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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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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1–
--------------------------=

S W

VF

VS VW

VF MF CF⁄=

VS S CS⁄=

VW 3W CW⁄=

MF

CF

CS CW



이주은 · 소홍일 · 조연철 · 안재우 · 김홍인 · 이진영 601

크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6,24]. 그림 3(a)는 Cyanex 572

를 사용하였을 때 염산농도에 따른 세정비를 나타내었고,

그림 3(b)는 PC88A를 사용하였을 경우의 세정비를 나타낸

다. 두 경우 모두 염산농도가 증가할수록 세정비가 감소하

며 세정에서도 Nd의 세정비가 Pr보다 높았다. 추출비의 차

이가 클수록 분리가 상호 분리가 용이하나 그래프 결과에

서 볼 수 있듯이 Pr과 Nd의 경우는 서로 거동이 비슷하

여 Pr과 Nd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정단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2 Nd 및 Pr의 추출 및 세정 분리계수(Separation

factor) 결정

Pr과 Nd의 추출 및 세정 시 추출비 값을 (2)식을 이용하

여 구한 후에 (3)식을 이용하여 분리계수를 계산하였다. 표

3에 추출 시 pH에 따른 분리계수를, 표 4에 세정 시 염산

농도에 따른 분리계수를 나타냈다. 이때 분리계수 중 가장

높은 값을 갖는 조건을 최적 분리조건으로 적용하였다.

Cyanex 572에 의한 추출 시 최적 분리계수는 pH 2.25에

서 1.60이며 PC88A는 pH 1.75에서 1.51이었다. Cyanex

572 사용 시 pH 2.25이상에서는 Pr의 추출율이 100%에

근접하여 분리계수값이 다소 증가할 수 있으나, 이 영역에

서는 일부 Pr이 침전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분리계수를 계

산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세정 시에는 Cyanex 572와

PC88A 모두 염산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분리계수가 감

소하여 염산 농도가 낮은 부근에서 최대 분리계수를 보였

고 Cyanex 572에 의한 세정 시 최적 분리계수는 0.05 M

HCl을 사용할 때 1.55이고 PC88A는 0.1 M HCl을 사용할

때 1.47이었다. 

한편, PC88A와 동일한 분자구조를 가지는 P507을 사용

하였을 경우의 Pr과 Nd의 추출 및 세정 분리계수 값의

경우도 각각 1.5로 본 연구에서 PC88A를 사용한 실험결

과의 분리계수와 비슷한 값을 보였다 [25,26]. 한편,

PC88A보다 Cyanex 572가 추출분리계수가 0.09만큼 크고,

세정분리계수의 경우도 0.08만큼 더 크기 때문에 Cyanex

572의 공정효율이 더 좋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실제로 어

느 정도의 공정 효율이 증가하는지에 대하여 공정변수의

계산을 통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4.3 최적 분리공정의 변수 계산

경희토류 원소를 고순도의 단일원소로 생산하기 위한 공

정 중 가장 분리하기 어려운 Pr과 Nd의 분리에 대하여

향류추출공정을 적용하여 분리에 필요한 공정 인자들을 도

출하기 위한 기초 실험 결과를 토대로 식(2)~(21)을 이용

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로 공정변수를 계산하였다.

4.3.1 추출시스템 결정 및 분리계수 β

금속분리에 대한 공정효율을 비교하기 위해 Cyanex 572

Fig. 2. Effect of equilibrium pH on the extraction of rare earth
elements mixed solution(O/A: 1.0, 25 oC).

Fig. 3. Effect of HCl concentration on the scrubbing of rare earth
elements mixed solution(O/A: 1.0, 25 oC).

Table 3. Separation factor between Pr and Nd on the extraction (O/A: 1.0, 25 oC).

pH 1.25 1.35 1.50 1.60 1.75 1.85 2.00 2.10 2.25

Cyanex 572 - - - 1.48 1.52 1.55 1.59 1.59 1.60

PC88A 1.48 1.49 1.49 1.50 1.51 1.11 0.92 - -

Table 4. Separation factor between Pr and Nd on the scrubbing (O/
A: 1.0, 25 oC) 

HCl (M) 0.05 0.10 0.15 0.20

Cyanex 572 1.55 1.44 1.18 1.14

PC88A - 1.47 1.38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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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PC88A 두 가지 추출제를 선정하였고, 추출제 농도를 각

각 1.0 M로 설정하였다. 각 추출제를 사용하여 기초실험 결

과를 토대로 추출 및 세정시의 최적 분리계수 값을 구하고

자 하였으며, 이때 실험을 통해 계산한 최적 분리계수값은

Cyanex 572의 경우 추출 시 1.60, 세정 시에는 1.55이었고,

PC88A의 경우는 추출 시에 1.51, 세정 시에 1.47이었다.

4.3.2 분리목표 결정

Nd 및 Pr의 혼합용액에서  및 는 각각 0.5 이고,

Nd의 목표 순도( )를 99.9%, 목표 회수율( )을 99%

로 설정할 경우 이에 따른 순화배수값 a, b를 (4), (5)식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다. 계산 결과, 는 999, 는 99.9

의 값을 얻었으며 이는 단수 계산할 때 활용된다.

4.3.3 최적 추출비의 선택

최적 추출비를 통해 최대 추출량과 최대 세정량을 계산

하기 위해 와 를 비교해 본 결과, 두 추

출제 모두  값이 더 크기 때문에 분리공정은

세정단 제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각 추출제별 최대 추

출량( ) 및 최대 세정량( )을 (14)식으로 계산하였다. 

Cyanex 572의 경우,

PC88A의 경우, 

계산 결과, Cyanex 572를 사용할 경우에는 는 2.54

mmol/min, 는 2.04 mmol/min이었고, PC88A 사용할

경우 는 2.85 mmol/min이고 는 2.35 mmol/min으

로 최대 추출량은 PC88A가 높으나 최대 세정량은

Cyanex 572가 더 높은 값을 보였다.

4.3.4 단수계산

고순도의 금속을 얻기 위해 (15)~(18)식을 사용하여 필

요한 추출 단수과 세정 단수를 계산할 수 있다. 반응조의

형태가 사각기둥 형태이고 완벽하게 닫힌계가 아닌 점을

고려하여 공정 효율을 80%로 감안하였다. 

Cyanex 572의 경우

≒23

    ≒42

PC88A의 경우 

≒26

    ≒48

계산 결과, Cyanex 572의 경우 추출 시 23단이 필요하

고 세정은 41단으로 총 64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PC88A는 경우는 추출 시 26단이 필요하고 세정은 47단으

로 총 73단이 필요하여 Cyanex 572를 사용할 경우 공정

을 단순화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4.3.5 유량비 결정

앞서 계산한 최대 추출량과 최대 세정량 값으로 부터

(19)~(21)식을 이용하여 유량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Cyanex 572의 경우

 

PC88A의 경우

,

,

계산 결과, : : 에 대해 Cyanex 572의 경우는

50.00 : 15.21 : 122.45, PC88A의 경우는 50.00 : 17.09 :

70.61 이었다. 유량이 추출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추

출제별로 최적 추출비가 다르기 때문에 상비를 유지시키기

위해 공급해야 하는 유량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위의 공정변수 계산값을 종합하여 공정 개략도를 그림 4

fPr fNd

PNd YNd

a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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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0.5⁄
----------------------------------------- 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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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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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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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8356–
---------------------------- 2.54mmol m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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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내었다. 혼합용액에서 Nd 및 Pr가 혼합되어 있는

용액에서 Nd를 99.9%의 순도, 99% 회수율로 Pr과 분리

시 1.0 M Cyanex 572를 사용할 경우에는 추출 및 세정

총합이 64단, PC88A의 경우는 73단으로 약 9단 정도 단

수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유량(상비)면에서 비교

하면 Cyanex 572를 사용할 경우는 15.21 ml/min., PC88A

의 경우는 17.09 ml/min.으로 Cyanex 572를 사용할 경우

유기상의 유량이 적어 추출제의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세정용액의 유량의 경우에도

Cyanex 572를 사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유량이 많으나 세

정액의 산농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역시 산의 사용

량도 절감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5. 결 론

염산용액에서 Cyanex 572와 PC88A를 사용하여 Pr과

Nd의 추출 및 세정 시 최적 추출비 및 분리계수 등을 실

험을 통해 구한 다음, 이론적인 식을 적용하여 Nd를 분리

하기 위한 향류추출공정 설계에 필요한 값를 얻고자 분석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기초 실험을 통해 Cyanex 572를 사용했을 때 추출

시 최적 분리계수는 1.60이었고 세정 시 최적 분리계수는

1.55이었는데, PC88A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각각 1.51, 및

1.47로 PC88A보다 Cyanex 572를 사용할 때 더 높은 분

리계수 값을 나타냈다.

2) 1단 실험에 의한 최적 분리계수 및 그에 따른 추출과

세정 조건으로부터 향류추출공정에 필요한 총 단수를 계산

한 결과, Cyanex 572에 의한 공정에선 64단이 필요하고

PC88A는 73단 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Cyanex 572를 사

용하였을 때 공정을 간소화 할 수 있어 경제적인 측면 에

서 Cyanex 572를 사용하여 Nd을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임

을 알 수 있었다.

3) 유량(상비)면에서 비교할 경우 Cyanex 572를 사용할

경우에 PC88A의 경우보다 유기상의 유량이 적어 추출제

의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으며, 세정용액의 유량은 많으나

세정액 산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역시 산의 사용량을 절

감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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