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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emulsion flow equipment was newly manufactured by modifying
the shape of the oil phase nozzle and the filter pore size. An experiment to find
the optimal conditions for separating Nd and Dy in the chlorinated rare earth
aqueous solution recovered from the dissolution process of the spent Nd
magnet was performed with this equipment. The emulsion filling rate was the
highest at 100% when the nozzle for spraying oil phase inside the cylinder was
type B with a jaw height of 5 mm above the filter and the filter pore size was 40
to 100 μm (P2).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these are the most optimal
emulsion process conditions in the nozzle when separating Nd and Dy by the
emulsion flow method.

1. 연구배경

술이 꼭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내에서 Nd를 포함한 희토류를 재

NdFeB계 자석은 상용화된 영구자석 중 가장 강력한 자성을 지

자원화하는 기술이 활발히 연구 중이다[1,2,11]. 아래 Fig. 1은 희토

닌 자석으로 오늘날 첨단산업분야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컴

류의 회수 공정을 간략히 나타낸 것이다. 폐 Nd자석 스크랩은 아

퓨터, 차량 모터, 자력분리기, 발전용 모터, 의료장비 등에 사용되

직 강한 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성을 없애는 탈자 공정부터

고 있으며 특히, 전기 자동차의 주요 부품으로 그 수요가 나날히

이루어진다[11-13]. 이후 스크랩을 파분쇄하는 공정, 강산에 용해하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Nd를 포함한 희토류 자원의

는 공정, 황산나트륨으로 희토류를 침전시켜 Fe와 분리하는 공정,

생산이 전무하여 전량 해외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어, 높은 수요에

분리된 희토류 침전물을 수산화물로 전환하는 공정, 희토류 수산

비해 공급이 불안정한 실정이다. 이렇게 수입되어 제품화된 희토

화물을 다시 염산에 용해하는 공정, 희토류 염산 수용액을 용매추

류들은 사용이 끝난 후 대부분 스크랩으로 처리되어 해외로 다시

출하여 경희토류와 중희토류를 분리하는 공정, 희토류 수용액을

수출되고 있다. 희토류 자원의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다시 침전하여 분말화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 용매추출 공정은 Nd 자석 내에 있는 경희토류(Nd, Pr,

에서 사용이 끝나 스크랩화된 희토류 자원을 재자원화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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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시 약 84.2%의 Tb-Dy를 추출했다. Pilot scale의 용매추출
공정은 추출단 4개, 세정단 8개, 탈거단 4개, 세척단 3개로 총 19
개의 단을 사용했고, 60시간의 공정시간이 필요로 했다[5]. 전체
공정 중 용매추출에 할당되는 공정시간이 매우 길어 공정효율이
Fig. 1 NdFeB magnet recycling process

매우 떨어진다. 따라서, 현행의 mixer-settler 방식을 대체할 새로
운 용매추출 방식이 필요하다.

Table 1 Comparison of solvent extraction methods
Mixing Separating
Cost
manner
manner (simplicity)
Pulse
column

Impeller Gravity
rotation separation

△

○

X

Spray
column

Pulsation

Gravity
separation

△

X

△

Centrifugal Droplets Centrifugal
extractor
spray
force

○

X

△

X

○

○

◎

○

○

Mixersettler

Impeller Gravity
rotataion separation

Emulsion Droplets
flow
spray

Flow
change

최근 해외의 연구에서 ‘에멀젼 플로우법(emulsion flow)’이라

Efficiency
Speed
(mixing (separating
ability)
ability)

는 새로운 용매추출법을 제안하였다[3]. 에멀젼 플로우법은 수상 용
액의 흐름에 대항하여 200 µm 수준의 유상 액적을 분무하여 에멀
젼을 형성한다[7]. 한편 좁은 컬럼에서 형성된 에멀젼 버블은 장치
의 상부와 하부의 상분리부에서 급격히 통과면적이 증가하면서 그
유속이 급격히 감소한다. 이 때, 후속의 유속이 빠른 에멀젼 액적과
충돌하면서 액적이 급격히 성장하고 터지면서, 에멀젼이 빠르게
해소되게 된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 소형의 장치로도 빠른 처리
속도를 갖게 된다. 단순한 구조를 가지며 동력장치가 별도로 없어
비용이 저렴하고, 공정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한 번의
추출로 90% 이상의 추출율을 갖는다. 따라서, 경희토류와 Dy 회

Ce, La)와 중희토류(Tb, Dy)를 분리/정제하는 공정이다. 통상 경

수 공정에 적용시 비용 절감과 공정시간의 감소 효과를 줄 것으로

희토류와 중희토류 사이에는 성질에 큰 차이가 있고 가격 차이가

기대된다.

10배 가량 나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앞서 언급했듯이 에멀젼 플로우 공법은 마이크로 사이즈의 유상

가장 최적의 용매추출 공정으로 분리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용매

액적과 수상 액적이 반응하여 에멀젼을 형성한다. 때문에, 유상 노

추출은 통상적으로 수용액 상(이하 수상)과 유기용액 상(이하 유

즐의 형상 및 기공의 크기에 따라 에멀젼 형성에 영향을 줄것으로

상), 두 상이 서로 섞이지 않는 성질을 이용해 수상에 존재하는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아직 에멀젼 플로우 공법을 이용한 용매추

표적물질을 유상으로 분리해내는 것을 말한다. 용매추출에는 추출

출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험장비를

장비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며 이를 Table 1에 나타

직접 제작하여 에멀젼이 형성되는 공정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

[3]

내었다 . Pulse column 방식은 상하 진동으로 맥동을 주어 수상

초 실험으로 유상 노즐의 형상과 기공 크기를 제어하여 경희토류

과 유상을 혼합하는 방식이다. 액적 분산이 반경 방향으로 균일하

와 Dy를 분리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고 추출 효율이 탑경에 의존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맥동이 부족

2. 실험 방법

하거나 너무 크면 flooding 현상이 유발되어 적절한 맥동조건이
[9]

요구된다 . Spray column 방식은 가장 처음 시도된 용매추출 방

2.1 시료

법으로 유상과 수상을 상･하에서 단순히 분무해주는 아주 간단한
원리와 구조를 갖는다. 때문에, 비용면에서는 큰 장점을 갖지만 역

본 연구에서는 에멀젼 플로우 법으로 Nd자석 스크랩 내의 경희

혼합에 의한 추출율 저하 문제가 있다. Centrifugal extractor 방식

토류와 Dy를 분리하기 위해 국내 자원회수 업체에서 공급받은 희

은 원심력을 이용한 방식으로 혼합효율도 좋고 공정시간도 짧아

토류가 용해된 염산수용액을 시료로 사용하였다. 해당 시료는 다

성능은 매우 뛰어나지만, 설비 비용과 운영비용이 매우 비싸다는

음과 같은 공정으로 제조되었다. Nd자석 스크랩을 수소열처리를

단점이 있다. Mixer-settler 방식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용매추출

통해 탈자 및 분쇄하였다. 수소열처리한 Nd 자석 스크랩을 황산으

방식이다.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많고, 유량제어가 용이하

로 침출한 후, 황산나트륨을 첨가하여 희토류는 침전시키고 Fe는

며, 단수를 늘리기 쉬워 양산에서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추출을

용액에 남아 Fe와 희토류를 분리했다. 용매추출을 위해서는 희토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수상과 유상을 포함한 용액 양이 많고,

류를 염산에 다시 용해시켜야 하나 희토류 황산복염 상태는 산에

공정제어가 어려우며, 초기 장치비와 운전 비용이 높다. 공정시간

잘 녹지 않는다. 따라서, 가성소다를 첨가하여 희토류 황산복염을

이 길며, 추출을 위한 단수를 많이 필요로 하기에 공간사용이 많다

수산화물로 전환시키는 공정을 거쳤다. 전환된 희토류 수산화물은

[4,8]

염산에 매우 잘 용해되었고, pH 2.6의 희토류 염산 수용액을 제조

. 실제 최근 연구에서는 Nd, Dy의 분리를 위해 추출단에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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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osition analysis result in rare earth aqueous
solution
Component

La

Ce

Nd

Pr

Dy

Content (mg/L)

219.6

413.6

868.3

3628.6

88.1

Table 3 Pore size of glass disc filter
Pore size(µm)

P2

P3

P4

40-100

16-40

10-16

하였다. 이렇게 제조된 희토류 염산 수용액 시료는 ICP-MASS
(Thermofisher scientific 社 model: iCAP-Q)로 분석하여 그 조
성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희토류를 추출하기 위한 추출제는
PC88A(2-ethylhexyl phosphoric acid mono –2 – ethyl -hexyl
ester)를 사용했고, 희석제로는 kerosene을 사용하여 추출제의농
도를 5 wt%로 조절하였다.

2.2 실험장치

Fig. 3 Three types of (a) type A, (b) type B, (c) type C organic
phase nozzle heads.

본 연구에서는 lab-scale의 에멀젼 플로우 장치를 Fig. 2와 같이
직접 제작하였다. 해당 장치는 초기 투입된 용액만으로 용매추출
하는 batch식의 에멀젼 플로우 실험 장치이다. 장치의 중앙에는

뒤, teflon mesh를 감싸서 제작하였다. 유상 노즐은 마이크로 수준

수상과 유상이 에멀젼 상태로 혼합되는 혼합부가 위치하며 용적은

의 액적을 분무하기 위해 기성품으로 판매되는 glass filter와

약 0.29 L이다. 혼합부의 상부에는 상분리된 유상이 모이는 상단

pyrex 유리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Table 3은 유상 노즐 제작에

분리부가 있고, 혼합부의 하부에는 상분리된 수상이 모이는 하단

사용된 glass filter의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통상 기공 크기에 따

분리부가 존재하는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갖는다. 상분리부는 각각

라 분류하며, P2에서 P4로 숫자가 커질수록 filter의 기공 크기가

약 0.94 L이다. 혼합부의 상단에는 수상이 분무되는 노즐이, 하단

100~10 µm까지 미세해진다. Fig. 3은 제작된 유상 노즐의 형상을

에는 유상이 분무되는 노즐이 존재한다. 하단의 수상 분리부와 상

나타낸 것이다. 노즐의 filter 위의 턱 높이에 따라서 type A, B,

단의 수상 노즐을 teflon tube로 연결하여 수상이 순환하도록 하였

C로 명명하고 분류하였다. Type A는 filter 위의 턱이 없다. Type

다. 또한, 상단의 유상 분리부와 하단의 유상 노즐을 연결하여 유상

B는 filter 위로 5 mm의 턱이 있고, type C는 20 mm의 긴 턱이

이 순환하도록 하여 외부 용액의 추가 투입없이 용액이 끊임없이

형성되었다.

순환되는 구조로 구성하였다. 용액의 송액 펌프는 튜빙펌프를 사

2.3 실험방법

용하였다.
에멀젼 플로우의 핵심은 마이크로 수준의 유상 액적과 수상 액

에멀젼 플로우 법으로 희토류 수용액 내의 경희토류와 Dy를 분

적이 혼합되어 유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상 노즐이 매우 중요하

리하기 위해 batch 식으로 유상 노즐을 달리하여 용매추출하였다.

다. 수상 노즐은 teflon tube에 직경 0.75 mm 구멍을 12개 타공한

먼저, 장치 내에 희토류가 용해된 수상을 혼합부의 절반 높이까지
채웠다. 이후 추출제가 함유된 용매인 유상을 상단 분리부의 일정
높이까지 채워넣어 혼합부에서의 수상과 유상의 비율이 1:1이 되
도록 하였다. 수상과 유상의 송액 펌프를 동시에 가동하여 에멀젼
형성 거동을 관찰하였다. 수상의 유송량은 30 ml/min., 유상의 유
송량은 240 ml/min.으로 설정하였다. 수상의 송액 펌프가 순환시
킨 용액량이 초기에 투입된 수상 용액량과 같아지면 수용액 샘플
을 채취하였다. 채취한 수용액 샘플은 ICP-MASS 로 희토류 성분
을 분석하였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각 조건에 따른 추출율, 분배
계수(D), 분리계수(β)를 식 (1), (2), (3)을 기반으로 각각 계산하
였다[5,6].
     
Extraction (%) =  × 


Fig. 2 Batch type emulsion flow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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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mulsion formation rate in mixing part
P2

P3

P4

Type A

100

85<

75<

Type B

100

100

100

Type C

100

90<

90<

     
D (distribution coefficient) = 


(2)





β (separation factor) = 


(a) Type A, P2

(b) Type A, P3

(c) Type A, P4

(d) Type B, P2

(e) Type B, P3

(f) Type B, P4

(g) Type C, P2

(h) Type C, P3

(i) Type C, P4

(3)



상기 식에서  는 초기 수상의 개별 희토류 원소의 농도,  는
용매추출 후 수상의 개별 희토류 원소의 농도를 나타낸다.

3. 결과 및 고찰
3.1 유상 노즐 형상에 따른 에멀젼 형성
에멀젼 플로우 법은 장치의 혼합부에서 에멀젼이 형성되고 상·하
단의 상분리부에서 에멀젼 상이 분리되어 용매 추출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혼합부에서 안정적인 에멀젼 상의 형성이 중요하다. 본 연구
에서는 안정적인 에멀젼 상을 형성하는 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와 기공 크기의 유상 노즐을 이용하여 에멀젼 층이 얼마
나 혼합부에서 형성되어 충진시키는지를 관찰하였고, 형성된 에멀젼
층이 혼합부를 얼마나 채우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Table 4은 유상 노즐의 형태와 기공 크기에 따라 형성된 에멀젼
층이 혼합부를 채우는 비율을 정량적으로 나타낸 결과이다. Fig.

Fig. 4 Emulsion formation. Type A (a) P2, (b) P3, (c) P4. Type
B (d) P2, (e) P3, (f) P4 and type C (g) P2, (h) P3, (i) P4.

4는 실제 형성된 에멀젼 층을 나타내었다. Filter 위에 턱이 5 mm
존재하는 type B의 경우, filter의 기공 크기와 상관없이 혼합부에

의 filter 기공 크기에 따른 희토류의 추출율 변화와 분리계수를

서 에멀젼 층이 충분히 형성되었다. 그 외 type A, C의 경우 노즐

나타낸 것이다. P2에서 P4로 기공의 크기에 따른 Dy의 추출율

기공 크기가 P2일 때만 혼합부를 완전히 채울만큼 에멀젼이 충분

94.27, 94.11, 94.08%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경희토류인

히 충진되었다. Type C는 노즐 턱이 높아 상단에서 형성되어 하단

La, Ce, Pr, Nd는 2~3% 가량 추출율이 소폭 상승하였다. 유상

으로 내려오는 수상 액적이 유상 노즐 안에 유입되는 경향을 나타

노즐 filter의 기공 크기가 작아질수록 분무되는 유상 액적의 크기

내었다. 이 때, 유상 노즐에서 분무된 유상 액적이, 노즐 안으로

가 작아져 유상과 수상이 반응하는 표면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

유입된 유상 액적 보다 수십 배 이상 큰 수상 액적의 계면을 따라

단된다. 따라서, 유상과 수상의 혼합반응이 더 활발해져 추출율이

상승하면서 합쳐져 mm 수준의 큰 유상 액적을 형성하여 에멀젼

상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5의 분리계수는 Nd의 분배계수와

형성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type B 형태의 노즐이

Dy의 분배계수를 이용해 계산하였다.
Filter 기공이 미세할수록 추출율은 소폭 증가하지만, 분리효율

에멀젼 형성에 가장 유리한 조건이라 판단된다.

이 감소하기 때문에 적절한 기공 크기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추출 공정 후 filter 표면에 불순물이 누적되는 현상이 있어 기공이

3.2 유상 노즐의 기공 크기 변화에 따른 추출
유상의 액적 크기에 따른 추출 거동을 확인하기 위해 유상 노즐

미세할수록 막히기 쉬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추출율이

의 filter 기공 크기를 달리하여 추출을 진행하였다. Fig. 5는 노즐

높고 기공 크기가 큰 P2 filter가 가장 적합한 크기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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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xtraction rate according to the pore size of the nozzle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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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xtraction rate according to the shape of the nozzle filter

Dy의 추출율은 노즐 filter의 기공 크기와 무관하게 높게 나타났
판단된다.

다. Type A, B는 Dy의 추출율이 90% 이상이었고, type C는

3.3 유상 노즐의 형태 변화에 따른 추출 거동
앞서 유상 노즐에 따라 에멀젼의 형성 거동을 확인하였다. Filter

80~90%의 추출율을 나타내었다. 분리계수 값 또한 type B >
type A > type C 순서로 높았다. Type C의 경우, 상단의 수상

위에 벽이 5 mm 존재하는 type B 형태를 제외하면 에멀젼 층이

노즐로부터 내려온 수상 액적이 하단의 상분리부로 가지 못하고,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에멀젼 플로우 법은 마이크로

유상 노즐 filter 위에 일부 유입되어 고립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

수준의 액적의 혼합으로 인한 에멀젼이 형성으로 용매추출이 일어난

때문에, 수상 액적은 하단의 상분리부에서 수상으로 흡수되고, 유

다. 따라서, 노즐의 형태에 따른 추출 거동을 연구하였다. Fig. 6은

상 액적은 상단의 상분리부에서 유상으로 흡수되는 안정적인 에멀

노즐의 형상에 따른 P2, P3, P4 filter의 추출율을 나타낸 것이다.

젼 플로우 형성에 비해, 노즐의 턱이 높은 관계로 수상 액적의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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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에멀젼화의 불안정성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유동이 일어나
지 못해 추출율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Type A는 앞서 에멀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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