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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한 염산용액에서 Alamine 336과 LIX 63의 용매추출에 의한 
레늄(VII)과 바나듐(V)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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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aration of Rhenium(VII) and Vanadium(V) from concentrated HCl solution 
by solvent extraction with Alamine 336 and LIX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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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lvent extraction experiments were performed with Re(VII) and V(V) from concentrated HCl 
solutions. In this work, Alamine 336 and LIX 63 were employed as the basic and cationic extractants. At an 
HCl concentration range from 1 to 5 M, Re(VII) was selectively extracted by Alamine 336, while V(V) was 
selectively extracted by LIX 63. A low HCl concentration was favorable for separating the two metals by 
solvent extraction. Although an alkaline solution can completely strip both Re(VII) and V(V) from loaded 
Alamine 336 and LIX 63, it was difficult to separate the two metals by stripping. However, it was found that 
an HCl solution could selectively strip the metal with a low extraction percentage from the loaded Alamine 
336 and LIX 63, and thus separation of the two metals was achieved. Our data can be utilized to develop a 
process for  separating Re(VII) and V(V) from concentrated HCl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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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레늄은 희유금속으로 고융점, 고강도, 고내식성과 텅스텐

의 소량 첨가에 따른 특성 개선 효과로 인해 석유화학산업이

나 항공산업, 의학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1-4]. 바나듐

은 일반적으로 냉간 단조강이나 고속도 공구강과 같은 합금

강의 강도 및 내식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될 뿐만 아니라, 

황산 생산 및 선택적인 촉매 반응을 위한 촉매제로 사용하는 

등 여러 산업분야에 응용된다 [5-7]. 또한 최근 바나듐을 이

용한 바나듐계 레독스 흐름 전지 개발 등 바나듐의 적용 범위

가 점점 확장되고 있다 [7,8]. 현재 두 금속에 대한 수요가 증

가하므로 황동석이나 탄산염형태의 광물 뿐만 아니라[9,10] 

정유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촉매[11,12], 도선 합금 조각 

[13,14]과 같은 여러 자원으로부터 두 금속을 회수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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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자원으로부터 습식법으로 고순도의 두 금속을 회수

하는 공정으로는 용매추출[15,16], 이온교환[17,18], 흡착

[19,20] 및 침전[21] 등이 있다. 이러한 여러 분리공정에서 용

매추출은 비교적 조작이 쉽고 분리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가

장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15,22]. 또한 용매추출은 선택성과 

연속성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레늄과 같은 희유 

금속의 분리에 적합하다 [23].

일반적으로 용매추출로 레늄을 선택적으로 추출하기 위해 

Aliquat 336, N235, Alamine 336, TEHA, TOA와 같은 아민

계 추출제와 TBP나 TOPO와 같은 중성 유기인산계 추출제

가 사용된다. 그러나 Aliquat 336를 추출제로 사용하는 경우 

레늄이 쉽게 추출되나 탈거가 어렵다 [22]. 또한 아민계 추출

제 중 낮은 가격으로 인하여 레늄 추출의 상용화공정에서 사

용되는 N235는 추출온도를 낮게 유지하고, 불순물이 거의 없

는 조건에서 높은 산성도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24]. Alamine 336은 3차 아민의 일종으로 진한 염산용액에

서 음이온으로 존재하는 금속의 추출에 효율적이므로 레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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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출에 적합하다 [25-27]. 한편 중성 추출제중에서 TBP는 

물로도 탈거가 되는 장점이 있지만 물에 대한 용해도가 높고, 

TOPO는 낮은 온도에서 침전물이 형성되는 단점이 있어 레

늄의 추출에 적합하지 않다 [22].

한편 바나듐의 경우 D2EHPA, Cyanex 272, LIX 63, 

PC88A와 같은 양이온 추출제가 사용된다. 그러나 D2EHPA

의 경우 탈거 시 에멀젼이나 제3상이 형성되며, 산도가 높은 

용액에서도 다양한 금속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상에 철

이나 알루미늄과 같은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분리효

율이 떨어진다. 또한 Cyanex 272의 경우 낮은 농도의 암모니

아 용액에서 백탁 현상을 띠고, 높은 농도의 암모니아에서는 

제3상이 형성되는 단점을 지닌다 [28]. 반면 LIX 63는 pH가 

낮은 용액에서 바나듐과 같이 양이온 착물로 존재하는 금속

을 추출하는 데에 적합하다 [29].

현재 몰리브덴광에서 레늄을 추출하는 공정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몰리브덴이나 텅스텐을 함유한 용액으로부터 레늄

을 분리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30-33]. 최근 항공

우주산업에서 레늄과 바나듐을 포함하는 합금이 각광받고 

있으므로 초내열합금으로부터 레늄의 회수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34]. 그러나 이러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들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늄과 바나듐의 분리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Alamine 336를 사용한 레늄 추출 및 

LIX 63에 의한 바나듐 추출에 관련된 연구는 거의 보고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레늄과 바나듐의 분리에 대한 최적

의 공정조건 연구 및 개발을 위하여 아민계의 일종인 

Alamine 336와 양이온 추출제인 LIX 63를 사용하여 레늄과 

바나듐의 분리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수상에서 

염산과 추출제의 농도를 변화시켜 두 금속의 추출과 분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또한 Alamine 336과 LIX 63으로

부터 탈거를 통해 레늄과 바나듐을 분리할 수 있는 조건을 조

사하였다.

2. 실험 방법

염산용액에서 용매추출에 의한 레늄과 바나듐의 분리거동

을 조사하기 위하여 NH4ReO4 (Sigma Co., 99%)와 NH4VO3 

(Sigma-Aldrich, 98%)를 증류수에 용해시켜 두 금속이 혼합

된 용액을 준비하였다. 본 논문의 모든 실험에서 레늄과 바나

듐의 농도는 100 ppm으로 고정시켰고, 용액의 산도는 HCl 

(Daejung Chemicals & Metals Co., 35%) 용액으로 조절하였

다. 추출제로 Alamine 336 (BASF Co., 95%)과 LIX 63 (BASF 

Co., 70%)을 사용했으며, 추출제의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 희

석제로 Kerosene (Samchun Pure Chem Co.)을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서 추출제와 희석제는 모두 정제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한편 수용액에서 레늄 및 바나듐 이온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NaSCN (Yakuri Pure Chemical Co., 98%), 

SnCl2･2H2O (Daejung Chemicals & Metals Co., 97%), H2SO4 

(Duksan Pure Chemical Co., 98%)와 H2O2 (Sigma-Aldrich, 

35%)을 사용하였다.

금속의 추출 및 탈거 실험은 wrist action shaker (Burrell 

model 75, USA)를 사용하여 수상과 유기상을 20 mL의 동일

한 양으로 30분 동안 혼합하여 수행하였다. 교반 후에 수상과 

유기상의 혼합물을 분액깔때기에서 1시간 동안 정치한 후 두 

상을 분리하였다. 모든 실험은 상온 (25 ± 1 ℃)에서 수행하

였다.

수상에서 레늄과 바나듐 이온의 농도는 ultraviolet 

spectrophotometer (UV 1800; Shimadzu, Japan)을 사용하여 

티오시안산염 화합물 (λ = 432 nm)과 바나딜 황산염 (λ = 450 

nm)으로 측정하였다. 먼저 레늄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0-100 mg/L인 농도 범위를 가진 1 mL의 레늄 용액에 4 M의 

염산용액을 8 mL, 1.6 M의 NaSCN을 2 mL, SnCl2(2H2O를 1 

mL 추가한 다음 증류수를 첨가하여 용액의 최종 부피를 20 

mL로 조절하였다. 바나듐의 경우에도 0-100 mg/L의 농도 범

위를 가진 1 mL의 바나듐 용액에 5 M의 H2SO4를 4 mL, 3%

의 H2O2를 0.5 mL 첨가한 다음 증류수를 사용하여 용액의 최

종 부피를 20 mL로 조절하였다.

유기상으로 추출된 금속 이온의 농도는 물질수지식으로 

계산하였으며, 금속의 추출율 (Extraction percentage)과 탈거

율 (Stripping percentage)을 각각 다음 식으로 계산하였다.

percentage Extraction

%100
extraction before phase aqueousin  metal of mass initial

extractionafter  phase organicin  metal of mass mequilibriu ×=

(1)

percentageStripping

%100
stripping before phase organicin  metal of mass initial

strippingafter  phase aqueousin  metal of mass mequilibriu ×=

(2)

또한 분배계수 (Distribution coefficient, D)의 정의로부터 



백지원･이만승 33

Fig. 1. Effect of HCl concentration on the extraction of Re(VII) 
and V(V) by Alamine 336. Aqueous phase : [Re] = 100 ppm, [V] 
= 100 ppm; [HCl] = 1-5 M. Organic phase : [Alamine 336] = 0.1 
M; Diluent = Kerosene. O/A = 1:1.

Fig. 2. Effect of HCl concentration on the extraction of Re(VII) 
and V(V) by LIX 63. Aqueous phase : [Re] = 100 ppm, [V] = 100 
ppm; [HCl] = 1-5 M. Organic phase : [LIX 63] = 0.1 M; Diluent = 
Kerosene. O/A = 1:1.

두 금속간의 분리인자 (Separation factor, β)를 다음 식으로 

구했다.

 

 (3)

3. 결과 및 고찰

3.1 염산용액의 농도가 레늄과 바나듐의 추출 및 분리에 

미치는 영향

레늄과 바나듐을 분리하기 위해 추출제로 Alamine 336을 

선택하여 염산농도에 따른 두 금속의 추출 및 분리거동를 조

사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레늄과 바나듐이 혼합된 용액

의 염산농도를 1에서 5 M까지 변화시켜 수행한 실험 결과를 

그림 1에 나타냈다. 이때 Alamine 336의 농도는 0.1 M이었으

며, 레늄과 바나듐의 농도는 각각 100 ppm이었다. 그림 1에 

의하면 레늄은 염산농도에 무관하게 100%에 해당하는 추출

율을 보였다. 바나듐의 경우 1 M의 염산용액에서 약 24%의 

낮은 추출율을 보였지만 염산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추출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5 M의 염산용액에서 약 85%에 해당하

는 추출율을 보였다. Alamine 336을 사용하여 두 금속을 분리

하는 경우 염산농도가 낮은 조건에서 바나듐의 추출율이 낮

은 반면 레늄은 대부분 추출되므로 분리에 효과가 있었다.

레늄의 이온분포도에 따르면 본 실험조건인 1 M의 염산농

도 이상에서는 레늄이 주로 ReO4
-로 존재한다 [22]. 따라서 

음이온 추출제인 Alamine 336에 의한 레늄의 추출 반응을 다

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3Norg + HClaq = R3NHClorg (4)

R3NHClorg + ReO4
-
aq = R3NHReO4,org + Cl-

aq (5)

상기 식에서 하첨자 aq와 org는 각각 수상과 유기상을 나

타낸다. 식 (4)에서 R3N은 Alamine 336를 나타내며, Alamine 

336이 염산에 의해 수소화되는 반응이 먼저 일어난다. 이와 

같이 수소화된 Alamine 336이 레늄의 음이온 착물과 교환되

는 추출반응이 일어난다.

바나듐의 이온 분포도에 의하면 pH가 2 미만인 조건에서 

바나듐의 주성분은 VO2
+이다 [35]. 그러나 염산농도가 증가

하면 VO2
+이 염소이온과 음이온성 착물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를 식 (6)에 나타냈다. 즉 VO2
+와 염소이온 간에 형성된 음

이온인 VO2Cl2
-이 Alamine 336에 의해 추출되는 경우 추출

반응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VO2
+ + 2Cl = VO2Cl2

- (6)

R3NHClorg + VO2Cl2
-
aq = R3NHVO2Cl2,org + Cl-

aq (7)

따라서 염소이온의 농도가 증가하면 바나듐의 음이온 착

물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바나듐의 추출율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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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 of HCl concentration on the separation factor 
between Re(VII) and V(V) by extraction with Alamine 336 and 
LIX 63. Aqueous phase : [Re] = 100 ppm, [V] = 100 ppm; [HCl] 
= 1-5 M. Organic phase : [Alamine 336] = 0.1 M; [LIX 63] = 0.1 
M; Diluent = Kerosene. O/A = 1:1.

Separation factor
[HCl], M Alamine 336 (Re/V) LIX 63 (V/Re)

1 77 2757
2 30 82
3 22 36
4 21 12
5 7 1

Fig. 3. Effect of Alamine 336 concentration on the extraction of 
Re(VII) and V(V). Aqueous phase : [Re] = 100 ppm, [V] = 100 
ppm; [HCl] = 1 M. Organic phase : [Alamine 336] = 0.001-0.1 M; 
Diluent = Kerosene. O/A = 1:1.

Alamine 336의 실험과 동일한 추출조건에서 추출제를 0.1 

M의 LIX 63으로 대체하여 실험한 결과를 그림 2에 나타냈

다. 그림 2에 의하면 1 M의 염산에서 레늄은 약 26% 정도 추

출되었으나 염산농도가 높아질수록 레늄의 추출율이 서서히 

증가하여 4 M의 염산농도에서 약 46%의 추출율을 보였다. 

또한 바나듐은 1 M의 염산용액에서 거의 100%에 가까운 추

출율을 보이다가 염산용액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추출율은 

낮아져 4 M과 5 M의 염산농도에서 추출율이 91%에서 42%

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즉 염산농도가 낮은 조건에서 LIX 63

이 레늄에 비해 바나듐을 선택적으로 추출하면서 두 금속의 

분리에 효과가 있었다. LIX 63은 양이온 추출제이므로 본 실

험조건에서 LIX 63에 의한 바나듐의 추출반응을 다음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HAorg + VO2
+

aq = VO2Aorg + H+
aq (8)

상기 식에서 HA는 LIX 63를 나타낸다. 즉 염산의 농도가 

증가하면 수소이온의 농도도 증가하므로 르샤트리에의 원리

에 의해 상기 추출반응이 잘 진행하지 않는다. 또한 염산이온

의 농도가 증가하면 VO2
+이 염소이온과 음이온성 착물을 형

성하므로 바나듐의 추출율이 감소하며, 이는 본 실험 결과와 

잘 일치한다.

레늄의 이온분포도에 의하면 본 실험조건에서 레늄은 

ReO4
-로 존재하므로 LIX 63에 의한 레늄의 추출반응은 다음

의 용매화반응으로 생각할 수 있다.

ReO4
- + H+ = HReO4 (9)

HReO4, aq + HAorg = HReO4HAorg (10)

LIX 63는 양이온 추출제이므로 음이온으로 존재하는 레

늄 착물이 바나듐에 비해 소량만 추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Alamine 336과 LIX 63에 의한 바나듐과 레늄 분리를 정량

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각 염산농도에서 두 금속 간의 분리인

자를 구해 표 1에 나타내었다. Alamine 336의 경우 레늄이, 

LIX 63에는 바나듐이 선택적으로 추출되었다. 따라서 

Alamine 336에 의한 분리인자는 레늄과 바나듐의 분배계수

의 비를, LIX 63의 경우에는 바나듐과 레늄의 분배계수의 비

를 분리인자로 구했다. 동일한 추출조건에서 LIX 63을 추출

제로 사용한 경우 Alamine 336에 비해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분리인자를 얻었다. Alamine 336에서 분리인자는 염산용액

의 농도가 1 M일 때 77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염산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분리인자가 감소하여 염산용액의 농도가 

5 M일 때 약 7의 수치를 보였다. 또한 LIX 63의 경우도 마찬

가지로 염산용액의 농도가 1 M일 때 분리인자가 약 2757로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고, 염산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분

리인자가 감소하여 5 M의 염산용액에서는 분리인자가 1로 

두 금속의 분리에 효과가 없었다.

3.2 Alamine 336과 LIX 63의 농도가 레늄과 바나듐의 

추출 및 분리에 미치는 영향

Alamine 336의 농도에 따른 레늄과 바나듐의 추출 및 분리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염산농도를 1 M로 고정하

고 Alamine 336의 농도를 0.001에서 0.1 M로 변화시켜 추출 

실험을 수행하였다. 레늄과 바나듐의 농도가 각각 100 ppm

인 조건에서의 실험 결과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Ala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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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LIX 63 concentration on the extraction of 
Re(VII) and V(V). Aqueous phase : [Re] = 100 ppm, [V] = 100 
ppm; [HCl] = 1 M. Organic phase : [LIX 63] = 0.001-0.1 M; 
Diluent = Kerosene. O/A = 1:1.

Fig. 5. Stripping of Re(VII) and V(V) by ammonia solution from 
the loaded Alamine 336. Loaded organic : [Re] = 86.6 ppm, [V] = 
28.3 ppm. Stripping reagent : [NH4OH] = 0.01-1 M. O/A = 1:1

Table 2. Effect of Alamine 336 and LIX 63 concentration on the 
separation factor between Re(VII) and V(V) from 1 M HCl 
solution. Aqueous phase : [Re]=100 ppm, [V]=100 ppm; [HCl] = 
1 M. Organic phase : [Alamine 336] = 0.001-0.1M; [LIX 63] = 
0.001-0.1M; Diluent = Kerosene. O/A = 1:1.

Separation factor
[Extractant], M Alamine 336 (Re/V) LIX 63 (V/Re)

0.001 29 1
0.005 107 5
0.01 137 13
0.05 148 42
0.1 77 2757

336의 농도가 0.001 M에서 0.005 M로 증가하면 레늄의 추출

율은 51%에서 89%까지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Alamine 

336의 농도를 0.005에서 0.1 M로 증가시키더라도 레늄의 추

출율은 90%로 일정하였다. 한편 Alamine 336의 농도를 

0.001에서 0.1 M로 증가시킴에 따라 바나듐의 추출율은 3%

에서 24%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 M의 염산용액에서 LIX 63의 농도를 0.001에서 0.1 M로 

변화시켰을 때 레늄과 바나듐의 추출율의 변화를 그림 4에 

나타냈다. LIX 63의 농도가 0.001 M일 때 레늄은 약 15%로 

낮은 추출율을 보였고, LIX 63의 농도를 0.005에서 0.1 M로 

변화시켜도 대부분 20%대의 추출율을 나타냈다. 한편 바나

듐은 LIX 63의 농도를 0.001에서 0.01 M까지 변화시켰을 때 

추출율이 약 16%에서 81%까지 거의 직선적으로 증가하다가 

LIX 63의 농도가 0.05 M 일 때 90% 이상의 추출율을 보이고 

0.1 M에서는 100% 추출율에 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Alamine 336과 LIX 63의 농도를 0.001에서 0.1 M로 증가

시켰을 때 레늄과 바나듐간의 분리인자의 변화를 표 2에 나

타냈다. Alamine 336과 LIX 63의 농도가 0.1 M인 경우를 제

외하면 전반적으로 Alamine 336에 의한 레늄과 바나듐 간의 

분리인자가 LIX 63에 의한 바나듐과 레늄 간의 분리인자보

다 더 높았다.

3.3 탈거에 의한 레늄과 바나듐의 분리거동

염산농도 1에서 5 M사이의 용액에서 Alamine 336은 레늄

을, LIX 63은 바나듐을 선택적으로 추출하여 두 금속의 분리

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미량의 바나듐과 레늄이 각각 

Alamine 336과 LIX 63에 추출되므로 탈거에 의한 두 금속의 

분리성을 조사하였다. 먼저 1 M의 염산용액에서 0.1 M의 

Alamine 336으로 레늄과 바나듐을 추출하여 두 금속이 추출

된 유기상을 준비하였다. 이때 Alamine 336에서 레늄과 바나

듐의 농도는 각각 86.6 ppm과 28.3 ppm이었다. 추출된 두 금

속은 Alamine 336에서 각각 R3NHReO4와 R3NHVO2Cl2 형

태로 존재한다. Alamine 336에 추출된 금속을 탈거하기 위해

서는 아민의 비공유전자쌍과 결합한 수소이온을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일반적으로 염기성용

액이 3차 아민의 탈거제로 자주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약

염기성인 NH4OH를 탈거액으로 선택하여 NH4OH의 농도를 

0.01에서 1 M로 변화시켰을 때 탈거율의 변화를 그림 5에 나

타내었다. 본 실험에서 레늄과 바나듐은 NH4OH의 농도가 

0.01에서 0.1 M일 때 각각 약 10%대와 44% 미만의 낮은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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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tripping of Re(VII) and V(V) by HCl solution from the 
loaded Alamine 336. Loaded organic : [Re] = 94.4 ppm, [V] = 
18.3 ppm. Stripping reagent : [HCl] = 0.005-0.5 M. O/A = 1:1.

Fig. 7. Stripping of Re(VII) and V(V) by NaOH solution from 
the loaded LIX 63. Loaded organic : [Re] = 22.2 ppm, [V] = 88.5 
ppm. Stripping reagent : [NaOH] = 0.5-2 M. O/A = 1:1.

거율을 보이다가, NH4OH의 농도가 0.5 M 이상일 때 각각 약 

95%와 70% 이상의 매우 높은 탈거율을 보였다. NH4OH의 

농도가 0.01에서 0.1 M 사이의 범위에서는 수산화이온의 농

도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유기상에 존재하는 레늄 및 바나듐

의 미량만이 탈거된다. 그러나 NH4OH 농도가 0.1 M 이상인 

조건에서는 수산화이온의 농도도 증가하면서 Alamine 336

에 결합된 수소이온과 반응하여, Alamine 336의 음이온교환

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레늄과 바나듐의 탈거가 촉진

된다.

Alamine 336에 추출된 레늄과 바나듐의 탈거제로 NH4OH

를 사용하는 경우 두 금속의 탈거 거동이 유사하므로 탈거를 

통해 두 금속을 분리하는 것은 어렵다. 탈거반응은 추출반응

의 역반응이므로 Alamine 336에서 레늄에 비해 바나듐의 탈

거가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나듐의 추출반응으로부터 

바나듐의 탈거반응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3NHVO2Cl2,org + Cl-
aq = R3NHClorg + VO2Cl2

-
aq (11)

즉, 탈거액에서 염소이온의 농도가 증가하면 바나듐의 탈

거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탈거제로 염산용액

을 사용하여 염산의 농도를 0.005에서 0.5 M까지 변화시켜 

실험한 결과를 그림 6에 나타냈다. 본 실험범위에서 염산에 

의해 레늄은 전혀 탈거되지 않았다. 바나듐은 염산의 농도가 

0.005 M일 때 탈거되지 않았으나, 염산농도가 0.01 M로 증

가하면 34%의 탈거율을 보였고, 0.05에서 0.5 M로 염산농도

를 증가시키더라도 40%의 탈거율을 나타냈다. 즉 염산을 탈

거제로 사용하는 경우 바나듐만을 선택적으로 탈거하는 것

이 가능하였다. 레늄 분포도에 따르면 1 M 이하의 염산용액

에서 레늄은 ReO4
- 착물로 존재한다. Alamine 336은 레늄에 

선택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소량의 바나듐이 레늄과 함께 추

출된다. 따라서 탈거제로 염산용액을 사용하면 바나듐만을 

선택적으로 탈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고순도의 레늄용액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탈거율이 약 40%정도로 낮으므로 다단

식 탈거를 통해 바나듐을 모두 탈거해야 한다.

Alamine 336과 마찬가지로 LIX 63에 추출된 레늄과 바나

듐의 탈거거동 및 분리성을 조사하였다. 먼저 1 M의 염산용

액에서 0.1 M의 LIX 63으로 추출하여 레늄과 바나듐이 추출

된 유기상을 준비하였다. 이때 LIX 63에서 레늄과 바나듐의 

농도는 각각 22.2 ppm과 88.5 ppm이었다. 먼저 탈거제로 

NaOH를 선택하여 NaOH의 농도를 0.5에서 2 M로 변화시켜 

탈거실험한 결과를 그림 7에 나타냈다. 본 실험범위에서 

NaOH 농도에 무관하게 레늄과 바나듐이 모두 100%에 가까

운 탈거율을 보였다. 식 (9)와 (10)으로부터 LIX 63에 추출된 

레늄이 NaOH에 의해 탈거되는 반응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HReO4HAorg + NaOHaq = NaReO4aq + HAorg + H2O

(12)

즉 식 (10)반응의 역반응에 의해 수상으로 탈거된 HRe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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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tripping of Re(VII) and V(V) by HCl solution from the 
loaded LIX 63. Loaded organic : [Re] = 18.1 ppm, [V] = 87.1 
ppm. Stripping reagent : [HCl] = 0.005-0.5 M. O/A = 1:1.

가 NaOH 용액에서 ReO4
-로 해리되면서 탈거가 촉진된다. 한

편 바나듐 분포도에 따르면 용액의 pH가 2.5 이상의 용액에

서 바나듐은 음이온 착물로 존재하며 다음의 반응이 일어난

다 [36].

kVO2
+ + kH2O = VkO3k

k- + 2kH+, (k = 3, 4) (13)

즉, 양이온인 VO2
+가 물과 복합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생

성된 수소이온이 NaOH에 의해 중화되면서 바나듐의 탈거가 

촉진된다.

NaOH 용액을 LIX 63의 탈거제로 사용하는 경우 레늄과 바

나듐이 모두 탈거되므로 탈거를 통해 두 금속을 분리할 수 없

다. 따라서 탈거액으로 염산용액을 사용하여 염산농도를 

0.005에서 0.5 M로 변화시켜 탈거한 결과를 그림 8에 나타냈

다. 염산용액을 탈거액으로 사용하면 바나듐은 전혀 탈거되지 

않은 반면 본 실험범위에서 레늄은 약 60%대의 일정한 탈거

율을 나타냈다. LIX 63에 의한 바나듐과 레늄의 추출결과(그

림 2)에 의하면 염산농도가 1 M 이하인 조건에서 바나듐은 

LIX 63에 의해 추출이 잘 되는 반면, 레늄의 추출율은 비교적 

낮다. 본 탈거실험에서 염산용액의 농도가 0.005 에서 0.5 M

사이의 범위이므로 바나듐은 LIX 63에 의해 모두 추출될 수 

있는 반면, 레늄은 일부분만이 추출된다. 이는 바나듐은 VO2
+

로 존재하는데 반해 레늄은 ReO4
-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

라서 탈거액에서 염산농도를 추출조건보다 낮게 유지하면 레

늄이 선택적으로 탈거될 수 있다. 즉 LIX 63을 추출제로 사용

하면 바나듐이 선택적으로 추출되면서 소량의 레늄이 같이 추

출된다. 이때 탈거액으로 염산용액을 사용하면 레늄만이 탈거

되므로 고순도 바나듐 용액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레늄과 바나듐이 혼합된 염산용액으로부터 

추출제로 Alamine 336과 LIX 63를 사용하여 추출조건에 따

른 두 금속의 추출과 분리거동을 조사하였다. 염산농도 1에

서 5 M사이의 범위에서 Alamine 336은 레늄에, LIX 63은 바

나듐에 선택성이 있었다. 이와 같이 Alamine 336과 LIX 63의 

두 금속에 대한 선택성은 염산용액에서 두 금속의 이온분포

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염산농도가 낮은 조건이 Alamine 

336과 LIX 63에 의한 두 금속의 분리에 효과적이었다. 한편 

LIX 63의 농도가 증가하면 바나듐과 레늄간의 분리인자가 

증가했으나, Alamine 336의 경우에는 분리에 최적의 농도가 

존재하였다. Alamine 336에 추출된 레늄과 바나듐을 NH4OH

로 탈거할 경우 탈거제의 농도에 따라 두 금속의 탈거율이 비

슷하여 분리가 어려웠다. 그러나 염산용액으로 탈거하면 바

나듐이 선택적으로 탈거되면서 레늄만이 존재하는 Alamine 

336을 얻을 수 있다. LIX 63에 추출된 금속의 탈거제로 

NaOH를 사용하면 두 금속의 탈거율이 비슷하나 염산에는 

레늄만이 탈거되어 고순도 바나듐이 존재하는 LIX 63 용액

을 얻을 수 있다.

레늄과 바나듐이 혼합된 용액에서 용매추출로 두 금속을 

분리하는 경우 농도가 낮은 금속을 선택적으로 추출하는 것

이 경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실제 침출용액에 적용

하는 경우 농도가 낮은 금속을 선택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추

출제의 선택에 대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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