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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희토류는 란탄계열(lanthanoids)의 15개 원소(La~Lu)와 스칸

듐(Sc), 이트륨(Y)을 포함한 17개 원소를 총칭한다. 이 원소들은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되고, 열을 잘 전도하는 양도체로써 금속산

업, 촉매제, 자성재료, 형광재, 레이저 등 첨단산업분야에 널리 사

용되어지고 있으며 그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1]. 이중 Nd, 
Pr을 주성분으로하는 NdFeB계 희토류 영구자석은 현존하는 영구

자석 중 가장 강력한 자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있다. 기존 영구자

석보다 높은 최대에너지적을 갖고 있어, 소형경량화와 고성능화가 

필요한 풍력발전기 모터, 전기자동차 모터 등에 사용되고 있다[2]. 
이렇듯 중요한 희토류 자원은 국내에서는 전혀 생산되지 않고 

전량 해외수입에 의존하며 특히 중국에서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의 자원외교정책에 의해 공급이 영향 받기 쉬워, 수요

는 많지만 공급이 불안정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국내에서 

희토류 자원을 회수하고 재자원화하려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3-7]. 국내의 한 연구에서는 NdFeB계 희토류 자석 스크

랩으로부터 Nd와 Dy를 산화분말 형태로 회수하는 공정을 제안했

다[4]. 해당 공정을 살펴보면 먼저, 희토류 자석 스크랩을 파분쇄한 

후, 전기로에서 산화배소한다. 분쇄된 희토류 스크랩은 황산으로 

침출한 후, 황산나트륨과 반응시켜 복염침전을 생성시킨다. 이 복

염침전물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반응시켜 황산이온과 수산화 

이온을 치환하여 수산화 침전물로 전환시키고, 이를 염산에 용해

하여 다시 수용액 상태로 만든다. 이 수용액을 용매추출 공정을 

통해 Nd, Dy를 분리 및 정제하고 이를 분말화시켜 재자원화시킨

다. 상기 희토류의 재자원화 공정 중, 용매추출 공정은 희토류 원소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nufacturing Technology Engineers 31:5 (2022) 324~329

https://doi.org/10.7735/ksmte.2022.31.5.324 J. Korean Soc. Manuf. Technol. Eng.
ISSN 2508-5107(Online)

연속식 에멀젼 플로우 공법을 이용한 희토류의 용매추출 공정 연구
김병준a, 김용성b*

A Study on the Solvent Extraction Process of Rare Earth 
using the Continuous Emulsion Flow Method

Byeong Jun Kima, Young Sung Kimb*

a Graduate School of NIDE Fusing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b Seoul Tech NDT Research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ARTICLE INFO ABSTRACT
Article history:
Received 19 August 2022
Revised 2 September 2022
Accepted 6 September 2022

In this study, solvent extraction was performed by fabricating a continuous 
emulsion flow device. To confirm the optimal separation conditions of light 
rare earth and Dy in the chlorinated rare earth aqueous solution obtained in the 
recovery process of the waste Nd magnet, an experiment was conducted with 
this equipment by varying the flow rate ratio of the aqueous and organic 
phases. As the aqueous solution flow rate ratio increased, the extraction rate 
and separation coefficient of rare earths decreased. The optimal separation 
conditions were the highest with a flow rate ratio of O/A = 10/1, Dy extraction 
rate of 96%, and separation coefficient of 116.

Keywords:
Solvent extraction
Emulsion flow
Rare earth
NdFeB magnet
Continuous process

* Corresponding author. Tel.: +82-2-970-6952

E-mail address: youngsk@seoultech.ac.kr (Young Sung Kim).

https://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7735/ksmte.2022.31.5.324&domain=http://journal.ksmte.kr/&uri_scheme=http:&cm_version=v1.5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nufacturing Technology Engineers 31:5 (2022) 324~329

325

들을 분리하고 정제하므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공정이라 할 수 

있다. 실제 Nd, Dy 등의 다양한 희토류가 포함된 수용액에서 이들

을 분리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7-11].
이 용매추출은 대부분 Fig. 1과 같은 mixer-settler 방식으로 이

루어지는데,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용액량이 많고, 유량제어가 

용이하며, 단 수를 늘리기 쉬워 양산에서 흔히 사용된다. 하지만, 
추출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용액량이 많고, 공정제어가 어렵

다. 초기 장치를 설치하는 비용과 운전비용이 높고, 상의 혼합과 

분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공정시간이 길며, 추출율을 

높이기 위해 추출 단수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 넓은 사용공간을 필

요로 하는 단점이 있다[12]. 한편, 장치가 개방되어있는 구조여서 

휘발성 높은 유기용매의 악취가 나는 공정 환경으로 인해 작업자

의 건강을 위협하기도 한다. 
한편, 해외에서는 ‘에멀젼 플로우 법’이라는 새로운 용매추출법

을 제안하였다[13]. 에멀젼 플로우 공정을 위한 장치는 상단 상분리

부와 중앙의 혼합부, 하단의 상분리부로 크게 3개 파트로 구성된

다. 장치 내부의 하단에는 유기상이 분무되는 노즐과 상단에는 수

상이 분무되는 노즐이 있으며, mixer-settler와 달리 폐쇄된 구조를 

갖는다. 에멀젼 플로우법은 상의 혼합과 분리 능력에서 가장 두드

러진 특징을 나타낸다. 기존 mixer-settler 법에서는 두 상의 혼합

을 위해 교반기로 물리적인 에너지를 가해 혼합해준다. 하지만, 에
멀젼 플로우 법은 장치 내부의 상하단의 노즐에서 분무된 수상과 

유기상의 마이크로 액적이 중앙의 컬럼에서 만나는 것만으로 에멀

젼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물리적 에너지를 가해줄 필요가 

없다. 또한, mixer-settler에서 추출반응 후 상 분리를 위해서 장시

간의 settling 시간을 가져야만 에멀젼화가 풀리며 상이 분리된다. 
반면, 에멀젼 플로우 법은 단면적이 작은 중앙의 혼합부에서는 생

성된 에멀젼이 빠른 유속으로 이동하지만 단면적이 큰 상분리부에

서는 유속이 급격히 느려지면서, 후속의 빠른 에멀젼과 충돌하여 

에멀젼 액적이 커지고 이로 인해 불안정해진 에멀젼이 해소되면서 

상분리가 빠르게 일어난다. 폐쇄된 구조로 인해 유기용매로 인한 

악취 문제가 없고, 상의 혼합과 분리가 빠르게 일어나며, 용액을 

유송하는 펌프 이외에는 동력 장치가 사용되지 않아 매우 간단한 

용매추출 방법이다. 
한편, 선행 연구에서 회분식(batch) 에멀젼 플로우 법으로 경희

토류와 Dy를 용매추출하여 90% 이상의 Dy를 추출하는 연구 결

과를 얻었다[14]. 하지만, 회분식 공정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양산 

적용 시, 생산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양산 적용을 위한 기초 자료

로 연속식 에멀젼 플로우 공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희토류와 Dy를 효과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수상액과 유기상액의 유송비를 달리하며 연속식으로 에멀젼 

플로우 공정을 진행하여, 희토류의 추출 및 분리 거동을 연구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연구시료 

본 연구는 국내 자원회수 업체에서 공급받은 희토류 염산수용액을 

시료로 사용하였다. 해당 시료는 폐 Nd자석 스크랩으로부터 파/분쇄

공정, 황산침출공정, 황산복염침전공정, 수산화물전환공정, 염산용

해공정을 거쳐 얻어졌다. 희토류 염산수용액의 pH는 2.6으로 조절하

였다. Table 1에 해당 시료의 성분 분석치를 나타내었다. 추출제로는 

PC88A(2-ethylhexyl phosphonicacid mono-2-ethylhexyl ester, 
Mining Chem Co., Ltd)를 사용했고, 희석제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등유(kerosene) 대신 ISD-108(Mining Chem Co., Ltd.)

Fig. 1 Mixer-settler model

Table 1 Composition analysis result in rare earth aqueous 
solution

Component La Ce Nd Pr Dy
Content (mg/L) 200.34 382.09 734.89 3149.2 47.98

Fig. 2 Emulsion flow devic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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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했다. 이 때, 추출제의 농도는 5%로 희석하여 사용했다.

2.2 실험장비
본 연구에서는 Fig. 2와 같이 제작한 lab-scale의 연속식 에멀젼 

플로우 장치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연속식이라 함은, 처음 장비에 

채워넣은 용액만으로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신규 수용

액을 투입하여 연속적으로 추출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치는 

크게 상, 하단의 상분리부(각 0.94 L)와 중앙의 혼합부(0.29 L) 
3가지로 구성된다. 중앙의 혼합부에서는 장치 하단의 유기상 노즐

로부터 분무된 마이크로의 유기상 액적과 상단의 수상 노즐에서 

분무된 수상 액적이 만나 에멀젼화 되면서 추출반응이 일어난다.
에멀젼 상은 장치의 상, 하단의 분리부에서 각각 유기상과 수상

으로 분리되며, 수상은 연속 공정을 위해 외부로 배출된다. 수상액

은 외부에서부터 장치 상단의 수상 노즐로 유송되며, 유기상액은 

하단의 유기상 노즐에서 분무되어 상단 상분리부에서 수상액과 분

리된 후, 호스를 통해 다시 하단의 유기상 노즐로 순환하게 되는 

구조이다. 수상 노즐은 teflon tube에 타공 후 mesh를 감싸고, 튜
브 한쪽을 막는 형태로 제작하였다. 유기상 노즐은 상용되는 glass 
disc filter를 pyrex 유리 깔때기에 접합하여 제작하였다. Glass 
disc filter의 기공 크기는 40~100 µm 수준이다.

2.3 실험방법
연속식 에멀젼 플로우 공정에서 경희토류와 Dy의 분리 및 추출 

거동을 확인하기 위해, 수상액(aqueous phase : A)과 유기상액

(organic phase : O)의 유송비를 달리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유
기상액은 250 ml/min.으로 고정하고, 수상액을 25/50/75/125 
ml/min.로 달리하여 유송속도의 O/A 비(organic/aqueous phase 
flow ratio)가 10/1, 10/2, 10/3, 10/5이 되게 하였다. 

먼저, 비어있는 장치 내부에 중앙 혼합부의 절반 높이까지 수상 

용액을 채워넣고, 이후 유기상 용액을 유송하여 장치 내부를 수상과 

유기상을 완전히 채운다. 이후 수상액과 유기상액의 유송펌프를 

가동하여 수상액은 외부에서 2 L까지 투입시키고, 유기상 용액은 

미리 채워놓은 용액을 계속 순환시켰다. 추출 반응 동안, 장치 하단에

서 토출되는 수상액(raffinate)를 0.5 L마다 샘플을 채취하였다. 채취

한 수상액 샘플은 ICP-MASS(Agilent, 7900 ICP-MS)로 성분을 

분석하였다. 아래 식 (1), (2), (3)을 기반으로 분석 결과값을 이용해 

추출율, 분배계수(D), 분리계수(β)를 각각 계산하였다[5,10]. 

Extraction (%) = 

  
×  (1)

D (distribution coefficient) = 

  
(2)

β (separation fac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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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분식과 연속식 추출 비교

본 연구자들은 선행 연구에서 회분식(batch)의 에멀젼 플로우 

법을 연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연속식(continuous) 에멀젼 

플로우 법을 연구하기에 앞서 회분식과 연속식 에멀젼 플로우 법

의 추출 거동을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해 보았다. 
회분식과 연속식 모두 유기상액의 속도는 250 ml/min., 수상액 

속도는 50 ml/min.로 설정하였고, 동일한 장치를 이용하여 수용액

을 1 L 추출 후 샘플링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

하였다. Fig. 3은 회분식과 연속식의 추출율을 비교한 결과이다. 
회분식과 연속식 추출 시 Dy 추출율은 각각 94.75%, 93.07%로 

차이가 2% 미만으로 나타났다. 경희토류의 추출율 차이는 3% 미
만으로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3.2 수상액 유량에 따른 에멀젼 형성 
연속식 에멀젼 플로우 공정 시, 에멀젼 형성 거동을 확인하기 

위해, 수상액 유량을 25/50/75/125 ml/min.으로 달리하여 에멀젼

을 형성시켰다. 유기상액의 유송속도는 250 ml/min.으로 고정하

여, 유송속도 비 O/A는 각각 10/1, 10/2, 10/3, 10/5 이다. Fig. 
4는 각각의 수상액 유송속도에서 혼합부에 형성된 에멀젼 상을 나

타낸 것이다. 수상액 유송속도에 상관없이 에멀젼 상이 중앙 혼합

부를 100% 채웠다. 하지만, 수상액 유송속도가 증가할수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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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으로 낙하하는 수상 액적끼리 뭉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공급되는 수상액이 많아짐으로 인해 장치 하단의 상분리부에서 상

분리되는 속도보다 내려오는 에멀젼상의 속도가 빨라 하단에 상분

리되지 않은 에멀젼상이 존재하는 현상이 Fig. 5처럼 나타났다. 
수상액의 유송속도의 변화가 유기상액에 비해 기여도가 낮은 것으

로 판단된다. 하지만, 수상액의 유송속도가 과잉될 경우, 상분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양산시 공정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반대

로 유송속도의 적은 경우에도 시간대비 추출량이 적어 공정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적절한 O/A 비는 10/2, 10/3인 것으로 판단된다. 

3.3 연속식 추출시 추출 거동
연속식으로 추출할 경우, 추출반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높은 추출율만큼이나 중요하다. 따라서, 추출반응이 경과함에 따른 

추출율 거동을 알아보기 위해 수용액을 장치 외부로부터 2 L씩 

투입하여 각 0.5 L 마다 추출 후 토출된 수용액을 샘플링하여 분석

하였다. 유송속도의 O/A 비는 10/1에서 10/5까지 조절하였다. 
Fig. 6은 해당 샘플들의 분석 결과이다. Fig. 6(a)의 O/A가 10/1인 

경우, Dy 추출율이 96%에서 96.75%로 추출율 변화가 1% 미만

의 일정한 값을 나타냈다. O/A가 10/2 일 때도 Dy 추출율의 변화

가 1% 미만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O/A가 10/3 일 때는 추출

율 변화량이 2.6%, 10/5일 때는 4%로 나타나, 유송속도 비가 증

가할수록 Dy 추출율의 변화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에멀젼 형성 결과에서처럼 수용액 유송량이 증가함으로 인해 

액적이 뭉쳐 불균일한 에멀젼이 형성되어 추출반응 또한 불균일해

져서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Fig. 7은 Fig. 6의 각 샘플들의 

pH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보통 양이온계 추출제를 이용한 희토류 

추출반응은 식 (4)와 같이 진행된다[6].


  or  or  

 (4)

추출반응이 진행되면 추출제의 H+이온과 수용액의 희토류 금속

이온이 서로 치환되어 수용액 속의 H+이온 농도가 증가해 pH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Fig. 7을 보면 추출반응이 경과함에 

Fig. 4 Emulsion formation according to O/A speed ratio. 
(a)10/1, (b) 10/2, (c) 10/3, (d) 10/5

Fig. 5 Non-phase-separated emulsion phase

Fig. 6 Extraction behavior during continous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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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pH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한정된 양의 추출제가 

계속 소모되어 생긴 현상으로 추출제 또한 수용액처럼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공급할 경우 일정한 pH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O/A가 10/1, 10/2, 10/3은 비슷한 수준의 pH값을 보이지만, 

O/A가 10/5의 경우 pH가 0.2가량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수용액

의 유송량이 많아 추출제와 충분히 시간내에 반응하지 못해 추출

제의 H+이온과 수용액의 희토류 양이온의 치환 반응이 지연되었

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3.4 수용액 유송속도에 따른 추출 거동
용액의 유송속도 O/A 비에 따른 추출율 거동과 분리계수를 비

교하기 위해, 유송속도를 달리하여 추출하였고 그 결과를 Fig. 8에 

나타내었다. O/A가 10/1, 10/2, 10/3, 10/5로 증가함에 따라 Dy 
추출율은 각각 96.52%, 93.55%, 92.27%, 77.31%로 나타났다. 
즉, 유송속도 비가 증가할수록 추출율이 감소하였다. 경희토류의 

추출율 또한 유송속도 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유송속도 비가 클수록 추출제와 반응해야할 희토류 이온이 

많은 양이 빠르게 낙하하게 되어 추출반응에 참여하지 못한 희토

류 이온이 많아져 Dy는 물론 경희토류의 추출율까지 감소한 것으

로 판단된다. 
반대로, 유송속도 비가 가장 작은 O/A=10/1에서는 적은 양의 

희토류 이온이 낙하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추출제와 충분히 

반응할 수 있어 추출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분리계수 

또한 116, 74, 56, 39로 O/A=10/1에서 가장 분리효율이 좋은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양산공정에서는 시간 대비 제품의 생산수율을 고려

해야 하기 때문에, 양산에 적합한 조건은 유송속도 비가 10/2, 
10/3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폐NdFeB계 희토류 영구자석으로부터 얻어진 희

토류 염산수용액을 연속식의 에멀젼 플로우 법을 적용하여 경희토

류와 Dy를 분리하여 추출하였다. 이 때, 투입되는 유기상액의 속

도는 고정하고, 수상액의 속도를 연속적으로 조절하여 유송속도 

비에 따라 에멀젼의 형성과 추출율을 비교하였다.
에멀젼의 형성은 유송속도 O/A 비와 관계없이 100% 형성되었

다. 또한, 연속 추출 시, O/A가 10/1에서 10/3 범위에서는 Dy 추
출율의 변화가 2% 미만으로 추출반응이 안정적이었다. 

유송속도 O/A 비에 따른 추출율 거동은 O/A가 10/1에서 10/3
으로 증가함에 따라 Dy 추출율이 96%에서 92%로 감소하였고, 
O/A=10/5에서 77%로 크게 감소하였다. 추출된 수용액의 pH 값
의 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으나, O/A=10/5에서 pH가 0.2 가량 

높게 나타나 추출반응이 지연된 것으로 판단된다. Dy의 추출율과 

분리계수 값이 O/A=10/1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으나, 실제 

양산공정에서 제품의 생산수율을 고려했을 때는 O/A를 10/3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연속식의 에멀젼 

플로우 법으로 경희토류와 Dy를 분리하는 용매추출 공정 설계을 

위한 기초 사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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