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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전기화학법으로 생성된 염소를 산화제로 이용하여 루테늄의 침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휘

발성 루테늄산화물의 손실을 막기 위해 전 시스템이 밀폐형으로 제작된다. 루테늄의 침출의 최적조건을 조사하기 위

해 pH, 온도, 전해 염소 생성시 인가전류 등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염소전해생성 시스템에 산화전류를 인가하여 염소

가스를 발생시키고 침출조에 공급하여 루테늄 용해에 필요한 염소화합물을 생성시켰다. 산화제인 염소화합물의 농도

가 포화상태에 도달하였을 때 루테늄 분말시료를 장입하고 침출반응을 진행하였다. 일정시간 간격으로 침출액을 채취

하면서 루테늄 침출농도를 분석하였다. 본 실험결과 최적조건은 pH 10, 2 A, 40oC로 이 때 침출률은 88% 이다.

주제어 : 루테늄, 전기화학, 염소, 침출, 산화

Abstract

In this study, a electrochemical-chemical combined dissolution technology was conducted by electro-generated chlorine to

obtain ruthenium solution from ruthenium metal. To find out the optimum leaching conditions of ruthenium in chloride solution,

this leaching process was carried out on the variation of pH, reaction time, temperature and applied voltage at the electro-gen-

erated chlorine system in the reaction bath. Also, ozone generator was used to obtain ruthenium(III) chloride solution to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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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aching rate. The optimum condition was observed at pH 10.0, 40oC within 1 hr of reaction time that more than 88% of

ruthenium(III) chloride dissolved. 

Key words : Ruthenium, Electrochemical Method, Chloride, Leaching, Oxidation

1. 서 론

루테늄은 합금 또는 분말의 형태로 전자렌지의 전극

및 저항 페이스트로 사용된다. 루테늄 화합물은 주로 삼

염화루테늄으로 연료전지용과 불용성전극용으로 사용되

며 각종 석유화합물 제조와 원유 정제시 옥탄가를 높이

는 촉매로 사용되고 있다.1) 2009년 루테늄 금속 및 루

테늄이 함유된 화합물 형태로 수입되는 국내 연간 수입

량은 약 60톤이며 루테늄 금속으로 환산시 약 3톤 규

모이다.2-4)

루테늄은 백금족 금속 중 회수하려는 회수물 가운데

24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율을 가지고 있는 금속으로 폐

자원으로부터 회수하는 관련 특허의 50 %이상을 일본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2) 또한 현재 독일의 헤라우스

(Heraeus), 존슨매티(Joshon Mathey), 영국의 인코

(Inco), 일본의 다나까귀금속(Tanaka)사 외 중국에서 상

업적으로 스크랩에서 희소백금족(Rare PGM, Ru, Ir,

Rh, Os)을 회수하고 응용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미국의

사빈(Sabin)사에서는 루테늄 회수 공정개발을 진행 중

에 있다.3-4) 스크랩으로부터 전통적인 루테늄의 회수기

술로는 INCO사의 closed system으로 고온 HCl/Cl2

반복침출(INCO process)과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할로겐

화합물 (300oC-F2 반응, 600oC-Cl2 반응)을 제조하고,

화학적으로 활성화하여 분리하는 공정을 이용하고 있

다[1]. 또한 차아염소산 소다(NaClO)를 사용하는 방법

과 과요오드산 칼륨(KIO4)을 사용하는 방법 및 황산분위

기에서 과망간산칼륨(KMnO4)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국내 루테늄 회수연구는 거의 상용화된 것이 없으며,

기초연구로는 1998년 원자력연구소가 발표한 “백금족

원소 회수 및 촉매 제조법” 기술보고서에서 희소백금족

(Rare PGM) 원소(특히 Ru, Rh)추출에 관한 연구 및

촉매제조 연구가 있다. 이는 고준위 액체폐기물(HLLW)

에서 이온교환수지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상업적으로 이

용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5) 루테늄은 차세대 에너지

산업의 주 근간을 이루고 있는 연료전지 부품소재 및

수소생산 및 활용 촉매에 응용가능성 증가되어 차세대

연료전지, 석유화학촉매 및 전기자동차 연료촉매의 핵

심 원료 소재로 사용됨에 따라 수요 및 가격은 지속적

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6-8) 루테늄을 회수하는 국내

기술의 부재로 해외 공급환경여건에 따른 가격 및 공급

의 불안정성으로 국내 산업경쟁력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국내 전자 및 석유화학산업의 발달로 루테

늄의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나 폐자원 및 광석으로부

터 회수, 분리 정제하는 연구는 거의 없다1, 9, 10). 그러

므로 본 연구에서는 종래기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

여 회수율이 높고, 정제공정이 단순하며, 반응에 이용되

는 용액과 전극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정을

개발하고자 전해생성된 염소를 이용한 루테늄 침출의

기초연구를 실시하였으며, pH, 인가전류, 온도 등에 대

한 영향을 조사하였다. 

2. 이론적 배경

Fig. 1은 수용액상에서 루테늄의 Eh 및 pH에 따라

존재하는 상 및 이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11)

수용액 상에서 루테늄과 증류수 및 수소와의 반응식

을 식(1.1 ~ 1.4)에 나타내었다.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용액 존재 구간인 pH 12이상에서 오렌지색을

띄는 RuO4
2− (Ruthenate)는 식(1.1)과 같이 검정색 고

체인 RuO2 2H2O(Ruthenic oxide)와 초록색을 띄는

RuO4
−(Perruthenate)로 혼재되어 존재하고, pH 12이하

에서는 RuO4
−를 거쳐 RuO2 2H2O로 존재한다. RuO4

−

는 pH 12이상에서 식(1.2)와 같이 반응하는데 RuO4
−

이온은 불안정하여 H2O 분자를 산화시켜 산소와

RuO4
2−로 유리시킨다. pH 12이하에서는 식(1.3)과 같이

반응하여 검정색 고체인 RuO2 2H2O로 존재한다. 또한

pH 7.5이하에서 RuO4
−는 식(1.4)와 같이 불안정한 휘

발성의 노란색 RuO4 또는 H2RuO5로 변화한다. 이

때 H2RuO5는 빛에 노출 시 RuO2 2H2O로 빠르게

분해된다.11)

이처럼 루테늄은 산성과 중성 영역에서는 안정한 상

태로 존재하며 이 때 반응 계면에서 계속적으로 침출반

응을 막는 부동피막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RuO2는 안정한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생성된 후에는

이온상태로 역반응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활한 침출을

위해서는 루테늄 산화 생성물 즉, 용액상에서 RuO4
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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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해야만 한다. Fig. 1에서 RuO4
2− 존재하는 영역은

pH 10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루테늄의 침출은

pH 10 이상에서 행하여야 한다.

3RuO4
2-− + 4H+ → RuO2·2H2O + 2RuO4

− (1.1)

4RuO4
− + 2H2O → 4RuO4

2− + O2 + 4H+ (1.2)

RuO4
− + 4H+ + 3e− → RuO2·2H2O (1.3)

RuO2 + 3H2O → H2RuO5 +4H+ + 4e− (1.4)

루테늄은 왕수에도 녹지 않는 난용성 금속이므로 용

해시 산화제가 필요하며 주로 염소가 사용되고 있다. 수

용액상에서 염소와 물과의 반응식은 식(1.5 ~ 1.7)에 나

타내었다. pH 2 이하 영역에서는 식(1.5)에 의해

Cl2(aq)가 존재하고, pH 7.5를 경계로 pH 7.5 이하에

서는 식(1.6)에 의해 HOCl로 존재하며, pH 7.5 이상에

서는 식(1.7)에 의해 HOCl이 해리된 상태인 OCl−로

존재한다. 루테늄 침출을 위해선 알칼리 영역인 pH 8이

상의 조건에서 반응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실제 루테

늄 침출반응에 이용되는 주된 산화제는 OCl−이다.12,13)

[Cl−] = 10−3 M, CT,Cl = [Cl2] + [HClO] + [OCl−]12)

Cl2(g) ↔ Cl2(aq) (1.5)

Cl2(aq) + H2O ↔ HOCl + Cl− (1.6)

HClO ↔ H+ + OCl− (1.7)

Fig. 2는 염소산화제를 이용한 pH 10이상에서 루테

늄의 침출 반응을 도식화하여 나타낸 그림으로, 염소산

화제인 OCl-와 루테늄 금속이 반응하여 RuO4
2− 이온형

태로 용액 중에 존재한다. Cl2 gas와 물이 반응하여

pH 10이상에서 염소산화제(OCl-)가 생성되는 반응을 식

(1.8)에 나타냈다. 또한 생성된 염소산화제와 루테늄 금

속의 예상 반응을 식(1.9)에 나타냈다. 식(1.9)를 통해

계산한 루테늄 침출반응의 △Go값은 −74.765 kcal로 자

발적 반응이 일어남에 따라 루테늄 금속의 침출이 가능

하다.

Cl2 + H2O → 2H+ + Cl− + OCl− (1.8)

Ru + 3OCl− + H2O 

→ RuO4
2− + 2H+ + 3Cl−  (1.9)

Fig. 1. Eh-pH diagram of ruthenium diagram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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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방법

3.1. 전해생성 염소를 이용한 루테늄 침출

Fig. 3에 루테늄 침출 실험방법의 흐름도를 나타내었

다. 루테늄 침출에 필요한 산화제를 생성시키는 염소전

해생성 시스템은 흑연전극을 포함하여 양극실과 음극실

로 나누어 제작한 셀을 사용하였다. 이 때 양극실과 음

극실 사이에 음이온교환막을 설치하여 두 전극 반응의

상호영향을 배제하였다. 용액은 염산(JUNSEI, Japan,

35%)을 사용하였으며, 2 A의 산화전류를 인가하여 염소

가스를 발생시켰다. 이 때 생성된 염소화합물은 루테늄

침출조로 들어가게 된다. 루테늄 침출조는 수산화나트

륨(JUNSEI, Japan, 97%) 용액을 사용하였으며, 온도는

항온순환수조를 이용하여 40oC로 일정하게 유지시켰다.

침출시에는 설정해 놓은 pH가 염소가스에 의해 낮아지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pH 조절기를 이용하여 일정하

게 조절하였다. 산화제인 염소화합물의 농도를 요오드

적정법을 통해 측정하며 포화상태에 도달하였을 때 루

테늄 pure sponge metal 1 g (99.9%)을 장입하고 60분

동안 침출반응을 진행시켰다. 반응에 참여한 뒤 남은 염

소가스를 제거하기 위한 배출가스 제거조는 2 kmol m−3

요오드화칼륨(JUNSEI, Japan, 99.5%) 용액을 사용하였

다. 일정시간 침출반응을 진행시키면서 침출액을 채취

하고 ICP 분석을 통해 루테늄이 침출양을 조사하였다.

또한 침출반응이 완료된 뒤 침출용액을 여과하여 미 침

출된 루테늄의 양을 측정하고 이로부터 반응 완료시 루

테늄의 침출율 계산에 활용하였다.

3.2. 루테늄 침출을 위한 염소산화제(OCl-) 농도 측정

루테늄 침출에 필요한 산화제인 염소의 농도를 요오

드 간접적정법(idometry, indirect iodemetric method)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12) 분석방법은 식(1.11) ~식(1.12)에

따라 침출조에 시료를 2 mL 채취하여 환원제인 요오드

화칼륨(JUNSEI, Japan, 99.5%) 용액에 넣어준다. 산화

성 물질에 의하여 요오드(I2)를 발생하도록 한 다음,

발생된 요오드를 50 mL 뷰렛에 미리 준비해놓은 티오

Fig. 2. Illustration of dissolution mechanism for the recovery of ruthenium.

Fig. 3. Flow sheet of ruthenium dissolution experimental method.



電氣化學法에 의해 生成된 電解生成 鹽素를 이용한 루테늄의 浸出 59

자원리싸이클링 제 22권 제 6호 , 2013

황산나트륨(JUNSEI, Japan, 99%) 표준용액으로 적정하

였다. 이때 시료를 채취하여 적정하는데 염소산화제의

증발이나 온도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분 이내로 측

정하였다. 그리고 침출조 용액의 양, 장입한 시료의 양,

그리고 티오황산나트륨 표준용액의 적정량을 통해 식

(1.13)을 이용하여 침출조 내 염소산화제의 농도를 계산

하였다. 

2OCl− +2KI → 2KOCl− + I2 (1.11)

2Na2S2O3 + I2 → 2NI + Na2S4O6 (1.12)

(1.13)

4. 실험결과 및 고찰 

4.1. 루테늄 침출시 pH 영향

Fig. 4는 pH 변화에 따라 루테늄 침출실험 결과를

시간에 따른 루테늄의 침출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실

험조건은 침출조 용액의 pH가 8, 10, 13일 때, 온도

40oC, 인가전류는 2 A 및 반응시간 60분으로 일정하게

실험을 실시하였다. Fig.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반응시

간 10분경과시 pH 8 (68.56%), pH 10 (88.12%),

pH 13 (78.12%)으로 pH 10 > pH 13 > pH 8 순으로

나타났다. pH 10일 때 루테늄 침출율이 pH 8 보다

약 20 %, pH 13보다 약 10 % 증가하였다. 반응시간

60분경과시 pH 8 (69.1%), pH 10 (84.34%), pH 13

일 때 (76.72%)로 pH 10 > pH 13 > pH 8 순으로 나

타났다. pH 10일 때 루테늄 침출율이 pH 13보다 약

8%, pH 8보다 약 15% 증가하였다. 실험결과 모든

pH에서 루테늄 시료 장입 후 10분 안에 침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루테늄의 침출율은 pH 10에서

84.3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루테늄 침출시 산

화제로 작용하는 염소산화제(OCl−)의 농도를 측정하여

침출율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H 변화에 따른

OCl− 이온의 농도를 확인하였다.

Fig. 5는 알칼리영역에서 pH에 따른 염소산화제 농도

를 측정한 그래프로 David Jenkins가 보고한 pH 8 ~

10까지 영역 외에 pH 11, 12 그리고 13에서 염소산화

제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pH 변화에 따른 OCl-

농도는 pH 10 > pH 11 > pH 12 > pH 13 > pH 8로

나타났다. pH 10일 때 OCl−의 농도가 0.21 mole L−1

로 다른 pH 보다 증가하였다. pH 8 일 때는 이온상태

인 OCl−보다 HOCl로 존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8) 이

때 농도가 0.06 mole L−1로 OCl−의 농도가 다른 pH

보다 감소하였다.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알칼리 영역 중

pH 10에서 염소산화제 농도가 가장 높았고 이로 인해

pH 10에서 루테늄의 침출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4.2. 루테늄 침출시 온도 영향

Fig. 6과 7은 온도 변화에 따라 루테늄 침출실험 결

  염소산화제 농도 = 

  반응에 참여한 Na2S2O3 의 mole 수
×

침출조부피 (mL)

반응에 참여한 OCl- 의 mole 수 1000 mL Fig. 4. Change of ruthenium percentage on the variation of

pH (pH 8, 10, 13-2 A, 40oC, 60 min).

Fig. 5. Change of hypochlorite ion concentration with the

variation of pH by iodometry (pH 8, 10, 11, 12,

13 - 2 A, 4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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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시간에 따른 루테늄의 농도변화와 침출율을 나타

낸 그래프이다. 루테늄 농도는 ICP (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scopy, LabTAM 3000)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실험조건은 pH 10, 인가전류는 2 A 및 반응

시간 60분으로 일정하게 한 뒤 침출조 용액의 온도가

20oC, 40oC, 80oC일 때 실험을 실시하였다. Fig. 6을

보면, 10분 경과시 20oC (1550 ppm), 40oC (1150 ppm),

80oC (1085.1 ppm)으로 20oC > 40oC > 80oC 순으로 나

타났다. 침출온도 80oC일 때 30분 경과시 971.7 ppm으

로 20분 경과시에 비해 약 100 ppm 감소했다가 40분

경과시 다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휘

발하는 특성을 지닌 루테늄이 30분 샘플링시 일시적으

로 손실된 것으로 예상된다. Fig. 6의 농도변화 값을

바탕으로 침출율을 계산하여 Fig. 7에 시간에 따른 루

테늄 침출율로 나타냈다. 반응시간 10분경과시 20oC

(72.46%), 40oC (88.12%), 80oC (75.28%)으로 40oC >

80oC > 20oC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40oC일 때 루테늄 침출율이 20oC 보다 약 16%, 80oC

보다 약 13% 증가하였다. 반응시간 60분경과시 20oC

(74.13 %), 40oC (84.34 %), 80oC일 때 (74.18%)로

40oC > 80oC≥ 20oC 순으로 나타났다. 40oC일 때 루테

늄 침출율이 80oC 보다 약 10%, 20oC 보다 약 10%

증가하였다. 실험결과 모든 온도에서 루테늄 시료 장입

후 10분 안에 침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루테늄

의 침출율은 40oC에서 84.34%로 가장 높았으며 20oC

와 80oC에서는 침출율이 비슷하였다. 루테늄 침출의 핵

심 변수인 염소산화제(OCl-)의 농도를 요오드 적정법으

로 측정하여 침출율과의 관계를 증명하였다. 침출조 내

에서는 pH가 10이상에서 OCl-로 존재하지만 투입하는

염소의 형태는 Cl2(g)로 기체 상태이다. 활성화 에너지

를 낮추기 위해서 열에너지를 주어야 하는데 열에너지

를 높이면 Cl2는 기체로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그 용해

도가 감소하게 된다.13) 이러한 이유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용해도가 낮은 Cl2는 쉽게 휘발하고, 수용액 상에

는 OCl−의 농도가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Fig.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40oC일 때 OCl-의 농도가 가장 높

기 때문에 루테늄 침출율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은 온도에 따른 염소산화제(OCl−) 농도

를 측정한 그래프이다. 20oC일 때 OCl−의 농도가

0.15 mole L−1, 40oC일 때 0.22 mole L−1, 80oC 일 때

Fig. 6. Change of ruthenium concentration with the variation of

temperature (20oC, 40oC, 80oC - pH 10, 2 A, 60 min).

Fig. 7. Change of ruthenium percentage concentration with

the variation of temperature (20oC, 40oC, 80oC - pH

10, 2 A, 60 min).

Fig. 8. Change of hypochlorite ion concentration with the

variation of temperature by iodometry (20oC, 40oC,

80oC - pH 10, 2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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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 mole L−1로 40oC일 때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

므로 염소산화제인 OCl−농도가 높을수록 루테늄 침출

율이 증가하였다.

4.3. 루테늄 침출시 인가전류 영향

루테늄 침출시 인가전류는 염소산화제(OCl−)의 농도

를 조절할 수 있는 인자이므로 침출율에 영향을 미친다.

인가전류의 증가와 감소에 따른 염소산화제(OCl−)의 농

도 변화와 침출율을 측정하고 최적 인가전류를 찾기 위

해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

Fig. 9와 10에 인가전류가 0.67 A일 때 루테늄 침출

실험 결과를 시간에 따른 루테늄의 농도변화와 침출율

로 나타내었다. 이를 인가전류 2 A일 때의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Fig. 5 참조). 실험조건은 pH 8, 10, 13,

온도 40oC 및 반응시간 60분으로 일정한 뒤 침출조 용액

의 인가전류가 0.67 A, 2 A일 때 실험을 실시하였다.

Fig. 9를 보면, 10분 경과시 pH 8 (1600 ppm), pH 10

(2440 ppm), pH 13 (1480 ppm)으로 pH 10 > pH 8 >

pH 13 순으로 나타났다. 60분 경과시 pH 8 (1890 ppm),

pH 10 (2350 ppm), pH 13 (2460 ppm)으로 pH 13 >

pH 10 > pH 8 순으로 나타났다. 루테늄 초기 침출속

도는 pH 10일 때 가장 빨랐으며 pH 13일 때 초기

침출 속도는 가장 느렸지만 60분 경과시 루테늄 침출

농도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침출실험 중

pH 조절을 위해 수산화나트륨 용액이 연속적으로 투입

되기 때문인데 pH 8의 경우 침출조 용액의 양은

406 mL, pH 10의 경우 356 mL 그리고 pH 13의 경

우 310.5 mL이다. 그러므로 용액의 양이 가장 적은

pH 13일 때 침출조 내 루테늄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

나고 있다. 농도변화 값을 바탕으로 침출율을 계산하여

Fig. 10에 시간에 따른 침출율로 나타냈다. 반응시간 10

분경과시 pH 8 (63.81%), pH 10 (88.87%), pH 13

(42.65%)으로 pH 10 > pH 8 > pH 13 순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pH 10일 때 루테늄 침출

율이 pH 8 보다 약 25%, pH 13보다 약 46% 증가

하였다. 반응시간 60분경과시 pH 8 (76.41%), pH 10

(82.79%), pH 13 (73.87%)으로 pH 10 > pH 8 >

pH 13 순으로 나타났다. pH 10일 때 루테늄 침출율이

pH 8보다 약 6%, pH 13보다 약 9% 증가하였다. 실

험결과 0.67 A의 인가전류를 인가하였을 때 pH 8과

Fig. 9. Change of ruthenium concentration with the vari-

ation of pH (pH 8, 10, 13 - 0.67 A, 40oC 60 min).

Fig. 10. Change of ruthenium percentage concentration with

the variation of pH (pH 8, 10, 13 - 0.67 A, 40oC,

60 min).

Fig. 11. Change of hypochlorite ion concentration with

variation of pH by iodometry (pH 8, 10, 13 - 2 A,

4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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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에서는 루테늄 시료 장입 후 10분 안에 침출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pH 13에서는 초기 침출

속도가 낮아 루테늄 농도가 서서히 증가하였다.

Fig. 11은 pH에 따른 염소산화제(OCl−) 농도를 요오

드 적정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그래프이다. pH 10일 때

OCl−의 농도가 0.12 mole L−1, pH 13일 때 0.095 mole L−1,

pH 8일 때 0.048 mole L−1로 pH 10일 때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염소산화제 농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OCl−

농도가 높을수록 루테늄 침출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인가전류에 따른

침출율은 pH 10 용액에서 0.67 A일 때 82.79%, 2 A

일 때 84.34%로서 인가전류가 증가할수록 침출율이 증

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비슷한 침출율을 보이

는 것은 루테늄 시료를 장입하기 전 염소산화제(OCl−)

의 농도를 포화시켰기 때문으로 어느 정도 이상의 염소

산화제 농도에 도달하면 루테늄 침출이 가능했다. 하지

만 인가전류가 증가할수록 침출조에 염소산화제(OCl−)

가 포화되는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인가전류가 높을

수록 루테늄 장입 시기가 빨라져 전체 실험시간이 단축

되는 이점이 있다.

5. 결 론

전해 염소 용해법을 이용한 루테늄 침출을 위해 염소

산화제와 오존산화제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반응인자

(pH, 온도, 인가전류)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

으로 루테늄 침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pH 변화에 따른 고순도 루테늄 침출실험 결과는

pH 10(침출율 : 84.34%) > pH 13(침출율 : 76.72%) >

pH 8(침출율 : 73.87%) 순으로 나타났다.

2. pH 변화에 따른 OCl− 농도변화는 pH 10 > pH 13 >

pH 8 순으로 나타났다. 염소산화제 농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pH 10에서 OCl− 농도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pH 10에서의 루테늄 침출율이 가장 높았다.

3. pH 변화에 따른 OCl− 농도 변화는 pH 10 > pH 11

> pH 12 > pH 13 > pH 8로 나타났다. 실험적 결과를

바탕으로 알칼리 영역 중 pH 10에서 염소산화제 농도

가 가장 높았고 이로 인해 pH 10에서 루테늄의 침출

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4. 온도 변화에 따른 고순도 루테늄 침출실험 결과는

40oC(침출율 : 84.34%) > 80oC(침출율 : 74.18%)≥ 20oC

(침출율 : 74.13%) 순으로 나타났다. 

5. 염소산화제와 루테늄 침출율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

해 실험한 온도 변화에 따른 OCl− 농도변화는 40oC >

20oC > 80oC 순으로 나타났다. 염소산화제 농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40oC에서 OCl− 농도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40oC에서의 루테늄 침출율이 가장 높았다. 

6. 인가전류에 따른 루테늄 침출실험 결과는 0.67 A

일 때 pH 10(침출율 : 82.79%) > pH 8(침출율 : 76.41%) >

pH 13(침출율 : 73.87%), 2 A일 때 pH 10(침출율 :

84.34%) > pH 13(침출율 : 76.72%) > pH 8(침출율 :

73.87%)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인가전류가

증가할수록 침출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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