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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폐리튬이차전지 양극재 재활용기술에 있어 침출과정을 통해 회수된 유가금속을 다시 원하는 조성의 전구체로 재합성하는 공침공

정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량 특성의 Ni-rich 조성인 LiNi0.6Co0.2Mn0.2O2 (NCM 622) 양극재의 전구체 재합성 시 암모니

아가 불순물로서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공침실험을 수행하였다. SEM 및 EDS 분석결과 양극재 전구체 최적 합성조건(금속염 용

액 농도 2 M 기준 암모니아수 농도 1 M)에서 암모니아 농도가 증가할수록 원하는 조성의 전구체가 제조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Ni의 설계함량인 60 mol%를 기준하여 암모니아수 농도 1 M ~ 4 M 조건에서 각각 100%, 98%, 95%, 87%에 해당하는 공침효율을

보여주었다. 또한 제조된 전구체 입자들의 구형화도, 균일도 및 크기분포특성 등의 형상학적 특징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자원재활용, 리튬이차전지, NCM, 암모니아, 공침

Abstract

 In a recycling scheme of spent lithium ion batteries, a co-precipitation process for the re-synthesis of precursor is essential

after the leaching of lithium ion battery scraps. In this study, the effect of ammonia as impurity during the co-precipitation pro-

cess was investigated in order to re-synthesize a precursor of Ni-rich cathode active material Ni0.6Co0.2Mn0.2O2 (NCM 622). As

ammonia concentration increases from 1 M (the optimum condition for synthesis of the precursors based on 2 M of metal salt

solution) to 4 M, the composition of obtained precursors deviates from the designed composition, most notably for Ni. The Ni

co-precipitation efficiency gradually decreases from 100% to 87% when the concentration of ammonia solution increases from

1 M to 4 M. Meanwhile, the morphological properties of the obtained precursors such as sphericity, homogeneity and size dis-

tribution of particles were also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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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90년대 리튬이차전지의 상용화 이후 지금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어 온 양극소재는 리튬코발트산화물(LiCoO2)

이다. 하지만 코발트는 매장량이 부족하고, 가격이 비싼

이유로 최근 LiCoO2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양극소

재로서 Li[Ni1-x-yCoxMny]O2 (NCM) 형태의 3성분계 소재

가 각광을 받고 있다. 이는 LiNiO2의 고용량성, LiMnO2

의 열적 안정성 및 낮은 가격, LiCoO2의 안정한 전기

화학적 특성과 같은 장점들을 결합시킨 것으로써 우수

한 전기화학적 성질을 나타낸다.1) 또한 전이금속 간의

조성변화에 따라 전지의 성능 제어가 가능하여 최근 다

양한 조성의 3성분계 양극소재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2-5) 특히 전기자동차 또는 전력저장시

스템 등의 중대형 전지의 경우에는, 대량의 전지소재들

이 사용됨에 따라 원가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폐전

지 발생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문제도 초래될 것으로 전

망된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서, 현재 폐리튬이차전지

로부터 회수된 전이금속을 원료로 한 양극소재 개발에

대한 재활용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6-8) 그 중에서

도 3성분계 (NCM) 기반의 양극소재의 경우, 침출공정

을 거쳐 회수된 전이금속들을 다시금 단일 상의 수산화

물 형태의 전구체 (Ni1-x-yCoxMny(OH)2)로 재합성하기

위해서는 공침공정이 필수적이다. 단일 금속종이 아닌

3종의 금속이 수산화물 형태로 균일한 침전이 진행되어

야함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중요

한데, 니켈, 코발트, 망간은 그 침전영역이 서로 달라

pH, stirring 속도, 금속염 농도 대비 착화제 농도 및

종류 등에 따라 상이한 공침반응결과가 발현된다. 이와

관련하여 공침법을 이용한 다양한 조성의 NCM 전구체

합성 최적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9-13) 

아래의 Fig. 1은 기본적인 폐리튬이차전지 재활용기

술의 공정 개요도이다. 1차 물리적 처리과정을 통해 폐

리튬이차전지 스크랩으로부터 양극활물질을 따로 분리

해낸 뒤 2차 화학적 처리과정에서 산/염기 침출을 통해

회수된 Ni, Co, Mn 등의 유가금속들은 공침반응을 통

해 전구체로 재합성된다. 이후 얻어낸 전구체 분말을 리

튬원과 함께 건식혼합을 해준 뒤 열처리 공정을 거치면

다시금 새로운 양극활물질로 만들어지게 된다. 여기서

공침반응의 경우 상당히 높은 pH 조건이 요구됨에 따

라, 기존에 잘 알려진 산 침출법14-16)을 사용하게 될 경

우 추후 pH 보정을 위해 사용되는 과량의 NaOH 비용

이 상당히 발생될 것으로 사료된다. 더욱이 황산 침출

법의 경우에는 침출 여액 내 존재하는 다량의 SO4
2-가

Na+ 외의 불순물로 작용하여 전지성능에 열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산 대신 알칼리 침출법을 사용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암모니아

침출법을 이용한 양극활물질 침출 연구들이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17-21) 최근에는 본 연구진의 선행연구를 통

해 암모니아 침출법을 사용하여 하이브리드 자동차 폐

리튬이차전지 NCM 양극활물질 내 각 전이금속들의 침

출거동을 보고한 바 있다.22) 활물질과 집전체에 존재하

Fig. 1. Flowchart of recycling process of cathode active materials from spent lithium ion batt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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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Ni, Co, Mn, Al, Cu의 침출 거동이 다른데, Ni,

Co, Cu의 경우 침출이 잘되며 Mn와 Al은 낮은 침출

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pH 값은 침출 전보다 침출 후

에 약간 감소하였으나 pH 8 ~ 9정도의 약염기성을 유지

하기에 침출수 내에는 다량의 암모니아가 남아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물론 가열 등의 공정을 도입하여 대부

분 제거할 수도 있지만, 암모니아 등 불순물의 최종 제

품 물성에 대한 영향을 확인 없이 모든 불순물을 제거

하는 전략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좋지 않다. 이에 침출

수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

보다 먼저 주요한 불순물들의, 재합성된 이차전지 양극

활물질에 대한 영향을 먼저 검토한 후 가장 나쁜 영향

을 주는 불순물들부터 제거하는 접근방법이 보다 바람

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차전지 양극 활물질의 조성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LiNi0.6Co0.2Mn0.2O2로 결정하였다. 현재 니켈

코발트망간산리튬 (LiNi1/3Co1/3Mn1/3O2)은 스피넬계 망

간산리튬 (LiMn2O4)의 산화물 또는 올리빈계 리튬철인

산염 (LiFePO4) 등의 인산화물과 함께 가장 많이 사용

되고 있는 양극소재이다.23) 하지만 앞으로의 전기자동

차,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에는 연비개선과 고성능화 및

고용량화의 목적에 맞는 양극소재개발이 요구되어짐에 따

라 고용량 특성의 Ni-rich 양극소재가 적합하게 된다24).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구체 합성 최적의 암모니아

농도 대비 과량의 암모니아 침출수 모사용액을 농도별

로 만들어 Ni0.6Co0.2Mn0.2(OH)2 전구체 합성에 사용하

였으며, 과량의 암모니아가 전구체 재합성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에 암모니아 농도

를 점차 증가시키면서 각 조건별로 제조된 전구체에 대

해 구형화도, 입자크기 균일도 및 분포를 분석하였다.

또한 전구체 내 전이금속의 설계조성 대비 실제 조성분

석을 통해 공침효율을 알아보았다.

2. 실  험

본 연구에서는 lab-scale (5 L급)의 연속회분식반응기

를 사용하였으며, 실험에 사용된 수산화기 공급원으로

는 NaOH 펠렛 (> 97%, Daejung)으로부터 2 M NaOH

수용액을 제조하고, 착화제인 NH4OH (min. 28.0 %,

Junsei)를 1 M 용액으로 희석하였다. 금속염은 Ni, Co,

Mn의 경우 모두 황산염을 사용하였으며 제조된 용액의

농도는 NiSO4 2 M (Ni, 39.1 g/L), CoSO4 2 M (Co,

39.3 g/L), MnSO4 2 M (Mn, 36.7 g/L)로 고정시켜 사

용하였으며, 공침실험을 위하여 제조된 모사침출용액의

암모니아 농도를 1.0 M, 2.0 M, 3.0 M, 4.0 M로 변화

시키면서 전구체를 합성하였다.

전체 공침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0.96 L/h의 속도로

NH4OH와 금속염 용액을 주입시켜 주었고, NaOH는

pH 제어시스템과 연동시켜 설정된 값 (pH 10 ~ 11)으로

자동 제어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또한 생성되는 전

구체 입자의 구형화도 및 입자성장의 정도와 밀접한 관

계가 있는 반응기 내의 체류시간은 10시간, 반응온도

50oC, 교반속도 1000 rpm으로 유지시켜 주었다. 전체

반응은 대기 분위기 하에서 약 70시간 진행되었으며 주

기적으로 하루 두 번의 샘플링과 함께 pH 센서 보정을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얻어낸 수산화물 전구체(Ni0.6

Co0.2Mn0.2(OH)2)를 증류수로 세척 후 80oC에 건조시켜

분말형태로 보관하였다. 전구체 입자형상 및 조성분석

은 전자현미경과 에너지분산 X-레이 스펙트로스코피

(SEM/EDS) 분석방법을 통해 수행하였으며, XRD 분석

을 통해 구조적인 특징을 확인하였다.

3. 실험결과 및 토론

공침반응을 통한 전구체 제조 시에는 고려해 주어야

하는 공정인자가 매우 다양하다. 아래 Fig. 2(a)는 공침

반응에 관여하는 공정변수들을 나타내었다. 화학적으로

는 공급하는 금속염과 착화제의 농도 및 투입속도, 반

응온도, 분위기가 있으며, 물리적으로는 반응기 내부 형

상 및 크기, 그리고 이에 따른 균일한 내부 회전을 유

도시켜 주기위한 격막의 위치를 비롯하여 stirrer의 형상

및 크기, 그리고 회전방향 등의 공정인자가 있다. 이렇

게 다양한 공정인자들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pH인데, 반응 pH에 따라 합성되는 전구체의 특성이 가

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반응 후, 합성

된 전구체는 수세, 여과 및 건조과정을 거쳐 분말형태

로 얻어지게 된다. 위에서 설명한 전구체 공침공정의 전

체적인 개략도를 아래 Fig. 2(b)에 나타내었다.

보편적으로 공침공정은 금속염의 농도가 2 M인 경우

에 암모니아를 1 M 정도 사용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최적의 균일한 전구체 조성 및 우수한 구형화도가 유지

되며, 이로부터 제조한 양극 활물질의 전기화학적 특성

또한 좌우된다고 알려져 있다25). 따라서 무엇보다 리튬

이차전지 양극 활물질 제조공정에 있어 먼저 설계조건

대로 원하는 조성의 전구체가 합성되었는지 여부를 확

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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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암모니아 농도 및 공침반응 시간에 따른 전구체

형상 변화

 각 암모니아 농도 조건별로 제조된 전구체 이차입자

의 입자크기분포, 입자성장 거동, 구형화도 및 밀집도

특성을 Fig. 3에 나타내었다. SEM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처럼, 암모니아 농도가 증가할수록 낮은 구형화도, 불

균일한 입자크기분포 및 이차입자 내 낮은 밀집도 특성

을 가지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공침반응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구형의 이차입자 크기가 점진적으로 증가하

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침반응 동안의 전구체 생성에 대한 반응 메커니즘

을 식 (1), (2)에 나타내었다.26)

0.6Ni2+ + 0.2Co2+ + 0.2Mn2+ + (x+y+z)NH4OH →

[Ni0.6(NH3)x
2+ + Co0.2(NH3)y

2+ + Mn0.2(NH3)z
2+] 

+ (x+y+z)H2O (1)

[Ni0.6(NH3)x
2+ + Co0.2(NH3)y

2+ + Mn0.2(NH3)z
2+] +

2OH− + gH2O→ (Ni0.6Co0.2Mn0.2)(OH)2 

+ gNH4OH + (x+y+z-g)NH3 (2)

반응식에서 알 수 있듯이 착화제로 사용된 암모니아의

역할은 Ni, Co, Mn 세 가지 전이금속에 대해 단일상의

수산화물 전구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전구체의 결정 성장은 Ostwald ripening 원리에

따라 작은 입자들이 큰 입자들 표면으로 이동해 성장하

게 되어 입자들의 크기 분포가 전체적으로 커지는 방향

으로 형성하게 된다.27) 한편 형상적으로는 반응시간이 경

과할수록 입자의 표면에너지가 최소화되는 구형을 이루

게 되는데, 최적조건인 암모니아 농도 1 M 의 경우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우수한 구형화도를 보여준다. 또한 암

모니아 농도 2 M, 3 M, 4 M 조건들과는 달리 대략

공침반응 50시간까지는 상대적으로 균일한 입자크기분

포를 가지다가 이후 시간부터 크고 작은 입자들 간의

혼재된 양상을 보여준다. 만일 암모니아 양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전이금속들이 각각의 수산화물 형태로 침전

되면서 상 분리가 일어나게 되어 이를 기반으로 한 양

극 활물질의 전기화학성능 열화가 초래될 수 있다.28)

3.2. 암모니아 농도 및 공침반응 시간에 따른 전구체

공침효율 변화

Fig. 4는 암모니아 농도별로 제조된 전구체 내의 전

이금속 간 조성비를 보여주는 EDS 분석결과이다. 먼저

암모니아수 농도가 1 M인 경우 Ni 설계조성 60 mol%

에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2 M인 경우에

Fig. 2. (a) Experimental parameters related to the co-precipitation process. (b) Schematic of the co-precipitation process for

the production of precursor materials in Li-ion batt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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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Ni 설계조성 대비 1 ~ 2%가 부족한 상태로 전구체

가 제조됨을 확인하였다. 이만큼의 수산화물 형태로 공

침되지 못한 Ni은 반응조 내의 여액에서 상기량 만큼

의 Ni 이온으로 잔존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유가

금속 회수율 및 초기 의도했던 고용량 Ni-rich 양극 활

물질의 제조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

로 과량의 암모니아로 인해 특히 Ni 이온이 Co 및

Mn 이온에 비해 NaOH의 수산화기와 안정적인 결합을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암모니아수 농

도가 보다 과량인 3 M의 경우에는, Ni 조성기준 60 mol%

에 4 ~ 5 mol%가 부족한 상태로 전구체가 제조됨을 확

인하였고, 가장 농도가 진한 4 M조건의 경우에는

13 ~ 14 mol%가 부족한 상태로 전구체가 제조됨을 확인

하였다. 이에 반해, 전구체 내 Ni 조성이 감소하는 만

큼 상대적으로 Co와 Mn의 조성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암모니아수 농도가 증

가할수록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전구체 내 Ni 조성은 곧

Ni에 대한 공침효율의 감소를 의미하는데, 이는 암모니

아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과량의 암모니아와 Ni 간

의 독립적으로 안정한 착화합물 형성에 기인하는 것으

로 사료된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본 실험에서 설정한

pH는 용액 중에 존재하는 Ni, Co, Mn 이온들이 각각

암모니아착물 형성반응과 수산화물 침전반응이 서로 경

쟁하는 범위이며, 이 때 Ni, Co, Mn 각각에 대한 열

역학적 평형상수 값이 Ni의 경우가 가장 크다. 이는 같

은 암모니아 농도 조건에서 Ni 이온이 Co, Mn 이온들

에 비해 상대적으로 암모니아 착물 형태로 존재하게 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결과적으로 합

성되는 NCM(OH)2 전구체 안에는 상대적으로 Ni 종이

차지하는 조성비율이 설계치보다 감소할 수 있음을 예

상할 수 있다. 또한 암모니아 농도가 높아질수록 그 경

향성 역시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29).

공침반응 시간에 따른, EDS 분석을 통해 얻은 전구

체 시료 내 전이금속 조성비의 변화를 Fig. 5에 나타내

었다. 암모니아수 농도 1 M의 경우, Ni 조성 기준

60 mol%에 해당하는 수치가 처음 샘플링한 15시간부터

안정적으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착화제로 사용된 암모

니아수의 농도가 적절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2 M의 경우는 1 M과 마찬가지로 처음 샘플링한 15시간

부터 조성이 안정화되었으나 Ni 설계조성 60 mol%에는

1 ~ 2% 부족한 수치로 측정되었다. 3 M의 경우는

15 ~ 40시간 공침반응 동안 Ni 함량의 감소가 관찰되어

Fig. 3. SEM images of Ni0.6Co0.2Mn0.2(OH)2 precursors synthesized with different NH4OH concentration and reaction time.

Fig. 4. Chemical composition changes of Ni, Co and Mn in

the precursors with different NH4OH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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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오랜 공침반응 후의 조성을 측정하였고, 60시간

이후에는 전구체 내 Ni 함량의 감소가 더 이상 관찰되

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암모니아수 농도 1 M에 비해

4배 과량인 경우에는 공침반응 50시간이 경과될 때까지

Ni 조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반응

50시간 이후로 Ni 조성은 안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Co의 경우는 70시간 이상의 공침반응 경과 후에

도 조성이 안정화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Ni과 암모니아 간의 안정한 착화합

물 형성이 과량의 암모니아수 농도 조건에서뿐만 아니

라 공침반응 시간이 길어질수록 보다 촉진되는 것을 말

해주는 것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암모니아 침출수 모사용액을 농도별로

만들어 Ni0.6Co0.2Mn0.2(OH)2 전구체 합성에 사용하여

폐리튬이차전지 재활용 기술에 적용하기 적합한 암모니

아수 농도조건을 찾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암모니아수 1 M 조건일 때 공침반응 40시간

이후부터 높은 구형화도, 균일한 입자크기 및 안정적인

크기분포 특성을 가지는 전구체가 제조됨을 확인하였다.

공침효율 측면에서도 Ni의 설계조성 60 mol% 대비 가

장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암모

니아수 농도가 2 M, 3 M, 4 M로 점차 증가할수록 제

조되는 전구체의 형상학적 특성 및 조성비가 1 M 조건

대비 크게 벗어나는 결과를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한편 전구체 내부 조성이 안정화되는 공침반응 시간 측

면에서도 암모니아수 농도가 증가할수록 길어지는 경향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최소한 2 M 이상의

암모니아수 농도 조건에서는 적절한 공침반응이 어렵다

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암모니아 침출법을 적용

하는 폐리튬이차전지 재활용 기술은 공침반응에 앞서, 가

열을 통해 침출여액 내의 과량의 암모니아 농도를 2 M

이하의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암모니아를 이용한 폐리튬이차전

Fig. 5. Chemical composition changes of Ni, Co and Mn in the precursors with co-precipitation time at different concentration

of NH4OH of (a) 1 M, (b) 2 M, (c) 3 M, and (d) 4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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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재활용 기술은 기존의 산 침출법을 이용한 재활용

기술에 비해 침출 후 pH 보정에 드는 비용 절감 및

전지 성능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 정제과정에 필

요한 절차를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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