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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폐니켈수소전지에 함유되어 있는 유가금속인 니켈, 코발트 그리고 희토류의 산업적 재활용을 위하여 자동차용 폐전지모듈로부터

분해, 분쇄 및 분급을 통하여 전극 분말을 회수하였다. 회수된 전극 분말 스크랩을 황산용액으로 침출한 결과 황산농도 1.0 M, 고

액비 25 g/L, 반응 온도 90oC, 4시간 동안의 반응조건에서 니켈, 코발트 그리고 희토류는 약 99%의 침출결과를 얻었으며, 침출액으

로부터 희토류는 10 M NaOH를 이용하여 pH 2.0 이하에서 희토류 침전물과 니켈/코발트 용액 분리가 가능하였다. 

주제어 : 니켈수소, 희토류, 이차전지, 재활용, 산침출

Abstract

 In order to industrially recycle nickel, cobalt and rare earth elements included in waste NiMH batteries, electrode powder

scraps were recovered by dismantle, crushing and classification from automobile waste battery module. As a result of leaching

recovered electrode powder scrap with sulfuric acid solution, 99% of nickel, cobalt and rare earth elements were leached under

reaction conditions of 1.0 M sulfuric acid solution, pulp density 25 g/L and reaction temperature 90oC for 4 hours. In addition,

the rare earth elements were able to separate from nickel / cobalt solution as cerium, lanthanum and neodymium precipitated

under pH 2.0 using 10 M NaOH.

Key words : NiMH, rare earth elements, secondary battery, recycling, acid leaching

1. 서 론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HEV: Hybrid Electric Vehicle)

가 보급되기 시작한 2000년경에는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리튬이온전지 대신 니켈수소전지가 주로 사용되었

으며,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지금 사용 후 폐기되는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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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수소전지가 다량 발생하고 있다. 또한 2015년에 산업

통상자원부 자원생산성기반구축사업에서 발표한 NiCd,

NiMH, 그리고 Li 배터리에 대한 국내 수출입 통계

(Table 1)에서 2014년도에 약 360톤의 니켈수소전지가

국내에 수입된 것으로 보아 앞으로도 많은 폐니켈수소

전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된다.

2000년 당시 일본의 경우 폐니켈수소전지의 재활용은

폐전지를 해체 후 진공가열로에 투입하여 약 800oC에

서 배소처리한 후 잔사에서 철과 니켈합금인 페로니켈

로서 회수하여 금속제조업체에 판매되었지만 국내에서

는 아직 폐니켈수소전지의 산업적 재활용이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니켈계 폐전지에 대한 국내의 재활용 연

구는 주로 리튬전지에 대한 재활용 위주로 연구되었으

며1-6), 니켈카드뮴 폐전지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초

에 일부 진행되었다7,8). 그러나 폐니켈수소전지에 대한

재활용 국내 관련 연구는 거의 없으며 국외의 폐니켈수

소전지에 대한 재활용 연구는 국내에 비해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2009년 이탈리아의 I. Vassura 등은 NiCd, NiMH

그리고 Li 이온 전지의 혼합 폐전지에서 조성에 대한

정량적인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특히 침출수에 대한

내용도 분석하여 보고하였다9). 또한 2009년 브라질의

Bertuol 등은 폐NiMH 전지에서 유가금속을 회수하기

위한 선택적 침전법에 대하여 실험을 하였으며, 황산,

염산, 질산, 왕수에 의한 침출, 알칼리 침전에 의한 희

토류 및 불순물 분리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은 코발트/

니켈액은 전해채취로 회수하는 것을 제안하였다10).

2010년 브라질의 Rodrigues 등은 사용 후 NiMH 전지

에서 희토류와 코발트/니켈의 습식제련을 통한 분리에

대하여 보고하였으며, 황산에 의한 원료 침출 후 금속

의 분리는 D2EHPA 및 Cyanex 272로 실시하였고 침

출액으로부터 희토류 분리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

았다11). 2011년 중국의 Huang 등은 NiCd 및 NiMH

폐전지에서 기계적 처리에 의한 고효율의 금속 재활용

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실험 방법으로는 기계적 분쇄 및

분급, 중력에 의한 분리, 자력에 의한 분리 방법을 사용

하여 그 성분에 대하여 자세하게 분석하였다12). 2012년

Santos 등은 휴대 전화에서 사용된 NiMH 배터리의 양

극 전극에서 니켈, 코발트, 아연 및 망간의 화학 및 전

기 화학적 재활용에 대하여 보고하였다13).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

되지 않은 폐니켈수소전지를 원료로 하여 니켈/코발트

와 희토류를 습식법을 통해 효율적으로 회수하고자 하

였다. 이에 대한 기초연구로서 폐전지 단위셀의 분해,

전극소재 분리/분급, TGA를 통한 폐전지 분말내의 유

기물 및 탄소 분석 그리고 산업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하

고 있는 황산에 의한 침출효과와 니켈수소 폐전지에 함

유되어 있는 희토류의 회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찰

하고자 하였다.

2. 실 험

2.1. 실험 원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료는 일본에서 발생한 원형 타

입의 NiMH 폐전지(Type: HHR-33AH72W6, Hitachi)

모듈을 이용하였으며, 모듈 및 전지부분에 대한 구성 성

분을 Table 2 및 Table 3에 나타내었다. 입수된 NiMH

폐전지 모듈은 활성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염수에서 방

전을 하였으며, 방전된 폐전지는 분쇄기로 분쇄하고 유

Table 1. The domestic circulation amount of nickel-based batteries and its Ni content in 2014

NiCd battery NiMH battery Li battery

Ni content (%) 22 40 1.24

Circulation amount 

in domestic 

import (ton) 903 358 6,669

export (ton) 96 24 55,796

Table 2. Details of components for spent NiMH battery

module

Components Weight (g) Proportion (%)

Poly case 49.9 1.0 

Paper tape 72.2 1.5 

Plastic board 196.1 4.0 

Line 282.4 5.7

Battery pack (72 ea)* 4,148.6 84.1

etc. 186.5 3.8

Total 4,935.7 100

*1 ea battery weight: 57.6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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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소성한 후 80 mesh로 분

급하여 전극분말을 회수하였다. 회수된 폐니켈수소전지

분말의 구성 성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XRF(X-Ray

Fluorescence spectroscopy, ZSX Primus ll, Rigaku)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다음 분말에 함유된 금속들의

결정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XRD(X-Ray Diffraction

spectroscopy, XRD-6100, SHIMADZU)를 이용하였다.

또한 TGA 분석을 실시하여 열처리에 의한 불순물 제

거효과를 확인하고 열처리된 분말은 XRD 분석을 통해

열처리 전후의 금속 결정상을 비교하였다.

2.2. 실험 방법

폐니켈수소전지에 함유된 니켈, 코발트, 그리고 희토

류의 침출연구를 위하여 Fig. 1과 같이 일반적인 침출

반응 장치를 사용하였다. 침출 실험은 일정 농도로 조

절한 황산(98%, DAEJUNG)을 반응조에서 90oC로 가

열하고 분말을 첨가하여 4시간동안 반응시킨 후 여과하

여 샘플을 채취하는 순서로 진행하였고, 금속의 침출 거

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산농도, 고액비를 변수로 조절하

였다. 침출액 중의 금속농도는 MP-AES(Microwave

Plasma-Atomic Emission Spectroscopy, 4200)을 사용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고, pH/ORP meter(Hanna

Istruments, 2213)를 사용하여 침출 최적 조건에서의

pH와 ORP를 측정하였다. 침출효율은 시료 1 g을 황산

용액 200 mL에 충분히 침출시키고 이 침출액을 기본

용액으로 사용하여 실험 후 분석되는 금속들의 침출률

을 기본 용액의 침출률과 비교하여 식 (2)와 같이 침출

효율을 계산하였다.

또한, 침출액으로부터 희토류를 회수하기 위하여 10

M NaOH(97%, DAEJUNG)를 이용한 침전법을 실시하

였으며, 일정 pH 구간에서 용액 샘플을 채취하고 침전

된 금속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후 침전된 희토류는

filter paper (F1001, CHMLAB)를 이용하여 여과하였

고 24시간 동안 건조한 후 XRD로 정성 분석을 진행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전극 분말의 특성 분석

Table 2의 결과에 의하면 폐니켈수소전지 모듈에서는

전체 무게에서 유가금속을 함유한 전지가 차지하는 비

율이 약 84 wt%였으며, 회수하고자 하는 전지 당 전극

분말은 약 42 wt%이다. 이 중에서 유가금속인 니켈, 코

발트 그리고 희토류는 약 65 wt%이며, 전체 폐니켈수

소전지 모듈에서의 유가금속은 약 40 wt%였다. Table

3에 NiMH 전지의 전극부분에 대한 구성성분을 무게

분율로 나타내었으며, 기존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였

Leaching rate = 
Metal conc. × solution vol.

(1)
Powder weight

Leaching efficiency = 
Experimental leaching rate

(2)
Basic leaching rate

Table 3. Details of components for spent NiMH batteries

(1EA)

Components Weight (g) Proportion (%)

Poly cap 0.15 0.3

Iron case 11.86 20.6 

Separator 3.49 6.1 

Electrode powder 42.12 73.1 

Elements

Ni 19.63 46.6

Co 2.91 6.9

Rare earth 

elements
4.63 11.0

etc. 14.95 35.5

Total 57.62 100

Fig. 1. Leaching experimental method.

1. pH/ORP meter, 2. Thermometer, 3. Stirrer, 4. Condenser, 

5. Water jacket reactor, 6. Impe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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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1,14). 2010년 Rodrigues 등에 의하면 니켈 수소 전

지의 내부 함유량을 분석 한 결과 니켈은 잔류물(50

wt%) 뿐만 아니라 칼륨(2.2~10.9 wt%), 코발트(5.1~5.5

wt%), 희토류 원소(15.3~29.0 wt%), 카드뮴(2.8 wt%)

순으로 분석하였으며, 다른 연구와는 다르게 카드뮴의

존재로 인해 일부 Ni-Cd 배터리는 NiMH 배터리로 분

류될 수 있다고 하였다11).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니켈수

소전지의 금속 함유물은 2003년 Rydh와 Svard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함량 분포를 나타내었다14).

3.2. 열처리의 영향

폐니켈수소전지 분말의 열처리에 대한 불순물 제거

효과 및 결정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TGA를 사용하

였고, 분당 10oC의 속도로 1,000oC까지 승온시킨 후

1,000oC에서 1시간 동안 열처리를 진행하였다. 우선 열

처리에 의한 열중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약 50oC 이하에서는 초기 중량을

유지하다가 100oC 구간에서 약 0.5%의 중량감소가 나

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분말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이 증

발하면서 중량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300oC

구간에서 약 1.5%의 중량 감소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유기물 증발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400oC~700oC 구

간에서는 일정하게 중량이 증가하여 초기 중량에 비해

약 12%의 중량 증가가 나타났으며, 700oC~1000oC 구

간에서 약 2%의 중량 감소는 폐니켈수소전지를 소성하

는 과정에서 유입된 탄소가 이산화 탄소나 일산화 탄소

로 증발되어 감소된 것으로 사료된다. 열중량 분석의 결

과를 바탕으로 열처리 전후의 XRD 결과를 FIg. 3과

4에 나타내었다. Fig. 3과 같이 열처리 전의 폐니켈수소

전지 분말의 XRD 결과를 보면, 수산화니켈 이외에 금

속 니켈의 결정상이 보였으며, 이는 전극이 다공성 Ni

plate위에 수산화니켈 분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Zhang 등15)과 Tenorio 등16)이 보고한 니켈

수소전지의 양극과 음극에서의 전기화학적 반응식은 아

래와 같으며 수산화니켈에 의해 반응이 이루어지는 것

을 확인하였다.

The cathodic reaction : 

M + H2O + e− ↔ MH + OH− (3)

The anode reaction : 

Ni(OH)2 + OH− ↔ NiOOH + H2O + e− (4)

The overall reaction : 

Ni(OH)2 + M ↔ NiOOH + MH (5)

Table 4. Chemical composition (%w/w) of electrode materials

of spent NiMH batteries

Element
Previous works

This work
Ref. (11) Ref. (14)

Al 0.6 0.5-2.0 0.9

Cd 2.8 - -

Ce 6.1 0.4-5.5 3.1

Co 5.5 2.5-4.3 6.9

Fe 0.3 20-25 0.5

K 2.2 - 1.7

La 5.4 1.4-6.6 5.2

Mn 2.4 0.8-3.0 2.6

Nd 3.0 1.0-4.1 2.7

Ni 49.8 25-46 46.6

Pr 0.8 0.3-1.3 0

Zn 1.0 0.092-1.6 1.2

Fig. 2. TGA of the spent NiMH battery powder.

Fig. 3. XRD pattern of the spent NiMH battery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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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와 같이 1000oC에서 열처리한 폐니켈수소전지

분말의 XRD 결과를 보면, 금속 니켈의 peak는 보이지

않고 수산화니켈 외에 산화니켈의 결정 peak로 구성되

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판단하면

열처리 전에 존재하는 니켈이 열처리 후에 산화니켈로

변하였고 이로 인해 400oC~700oC 구간의 중량 증가는

니켈 산화물 생성에 따른 중량 증가로 판단된다.

3.3. 침출 실험 결과

폐니켈수소전지의 산업적 재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침출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침출제는 산업적으로

적용이 용이한 황산을 사용하였다. 황산에 의한 폐니켈

수소전지의 침출은 아래와 같은 화학반응에 의해 침출

되는 것을 2012년 Innocenzi 등17)의 발표에 의해 알

수 있었다. 

M(OH)2 + H2SO4 → MSO4 + 2H2O (6)

M = Ni, Co, Zn, Mn

2Al(OH)3 + 3H2SO4 → Al2(SO4)3 + 6H2O (7)

2RE(OH)3 + 3H2SO4 → RE2(SO4)3 + 6H2O (8)

Ni + H2SO4 + 0.5O2 → NiSO4 + H2O (9)

RE + 1.5H2SO4 + 0.75O2→ 0.5RE2(SO4)3 + 1.5H2O

(10)

KOH + 0.5H2SO4 → 0.5K2SO4 + H2O (11)

ZnO + H2SO4 → ZnSO4 (12)

Mn2O3 + H2SO4 → MnO2 + MnSO4 + H2O (13)

Mn3O4 + 2H2SO4 → MnO2 + 2MnSO4 + 2H2O (14)

침출 조건은 황산 농도 1~4 M, 고액비 25~200 g/L

변화하였고, 침출 온도와 시간은 90oC, 4시간으로 고정

하여 니켈, 코발트, 희토류에 대한 침출 거동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니켈의 경우 고액비가 25 g/L 일

때 침출효율이 약 95% 이상 나타내었으며, 50 g/L 일

때는 침출효율이 약 71~74%로 산 농도 변화에도 효율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고액비가 증가할수록 침

출효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산 농도 변화에

Fig. 4. XRD pattern of powder after heat treatment for the

spent NiMH battery powder.

Fig. 5. Leaching efficiency as a function of the sulfuric acid

concentration. (Pulp density = 25, 50, 100, 200 g/L,

temp. = 90oC, time = 4 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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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고액비 200 g/L일 때 효율차이가 최대 40%까지

나타났으며 고액비 100 g/L에서 약 30% 효율차이가 나

타났다. 고액비 200 g/L의 조건에서 황산 농도가 3 M에

서 4 M로 증가하게 되면 침출효율이 약 20% 감소가

나타나는데 이는 초록색 결정상이 생성되는 것으로 보

아 황산니켈이 생성된 것으로 사료된다7). 

코발트의 경우 고액비 25~50 g/L 조건에서 산 농도

변화에 관계없이 약 95% 이상의 침출효율을 나타내며

고액비가 100 g/L로 증가하였을 때 황산 농도 3 M 이

상에서 약 99% 이상 침출이 가능하였다. 고액비가 200

g/L일 때 코발트는 황산 농도 2 M까지 침출효율이 증

가하지만 3 M 이상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

며 니켈과 마찬가지로 황산코발트 결정이 생성에 따른

침출효율 감소로 판단된다.

희토류는 고액비가 25 g/L에서 약 97% 이상의 침출

효율을 나타냈으며 고액비가 증가할수록 침출효율이 크

게 감소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고액비에서 황산농도 2

M까지는 희토류의 침출효율이 증가하는 거동을 나타내

지만 3 M 이상에서는 감소하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침출의 최적조건(1 M 황산, 고액비 25 g/L, 침출 온

도 90oC)에서 시간 변화에 따른 ORP 변화를 측정하였

으며, 그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식 (4)~식 (12)

를 참고하였을 때 황산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

금속원소들이 침출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폐니켈수소

전지 분말 투입 후 10분까지는 ORP가 감소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

 (15)

이는 Nernst 식에 의하여18) 분말 투입 후 일시적으

로 침출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ORP 값이 감소한 것으

로 판단되며, 이후 침출 온도의 증가와 함께 금속원소

E = E
0
 + 

RT

nF
-------ln

Red[ ]

Ox[ ]
-------------

Fig. 6. ORP on the leaching time in optimum condition.

(Pulp density = 25 g/L, temp. = 90oC, time = 4 hour)

Table 5. Leaching efficiency of rare earth elements

Leaching efficiency(%)

Pulp density 25 g/L 50 g/L 100 g/L 200 g/L

Elements Ce La Nd Ce La Nd Ce La Nd Ce La Nd

1 M H2SO4 100 100 100 64.6 65.6 68.9 45.8 47.3 48.6 14.2 14.7 17.5

2 M H2SO4 100 100 100 71.9 74.6 75.9 46.7 45.1 53.1 42.2 40.8 45.9

3 M H2SO4 98.9 98.8 97.6 69.7 70.9 71.1 53.3 54.0 60.7 39.6 37.3 46.1

4 M H2SO4 97.7 98.2 96.9 54.2 58.2 59.8 38.0 40.3 46.3 24.8 23.3 29.2

Table 6. Summary of the acid leaching previous studies for spent NiMH batteries

Leaching 

agent 

Temp.

(oC)

Time

(hr)

S/L 

ratio
Reduction agent Results Ref.

HCl
3.0 M 95 3 1/9 No 96% Ni, 100% Co, 99% RE (15)

4.0 M 95 3 1/10 No 98% Ni, 100% Co, 99% RE (19)

H2SO4

2.0 M 90 4 1/20 No 83% Ni, 92% Co, 53% Fe, 84% RE (10)

8% (v/v) 30~70 1 1/30 H2O2 3% (v/v) 80~85% Ni, 95~100% Co (11)

8% (v/v) 50 1 1/50 H2O2 4% (v/v) 100% Ni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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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침출됨에 따라 ORP 값이 증가하고 침출 시간 4

시간이 되었을 때 ORP가 최대값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6에는 폐니켈수소전지를 황산 및 염산에 침출

한 기존 문헌들의 최적 조건과 결과들을 나타내어 비교

하였다. 일반적으로 염산을 이용한 침출 결과가 황산을

이용한 것보다 비교적 높은 고액비에서 니켈과 희토류

침출에 더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환경 문제 및

이차전지 산업 공정에 적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존재한

다. 따라서 폐니켈수소전지로부터 유가금속(니켈, 코발

트, 희토류)을 침출하기 위해서는 황산 농도를 3 M 이

하, 고액비는 100 g/L 이하로 조절하는 것이 적합할 것

으로 판단되며, 황산 농도 1 M, 고액비 25 g/L의 조건

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침출이 가능하였다.

3.4. 희토류 침전 결과

앞선 최적 침출효율 조건(H2SO4=1 M, 고액비=25 g/L,

침출 온도 90oC, 침출 시간 4 hour)으로 폐니켈수소전

지 분말을 침출한 용액으로부터 니켈/코발트와 희토류

금속을 분리하기 위하여 NaOH를 이용한 침전법을 실

시하였다. 2016년 Namil 등22)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희토류를 선택적으로 침전시키기 위해서는 Na2SO4+ H2SO4

의 용액을 사용하여 NaRE(SO4)2·H2O의 형태로 회수가

가능하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희토류

를 선택적으로 침전시키는 것과 함께 침전후액으로부터

니켈과 코발트를 양이온추출제를 이용한 용매추출법을

통해 분리11)하기 위해서 pH를 증가시키는 것이 유리하

다고 판단되어 NaOH에 의한 침전법을 진행하였다.

RE3+ + 2H2SO4 + 4NaOH = NaLa(SO4)2·H2O 

+ 3H2O + 3Na+ (16)

침출된 용액에는 니켈이 약 10.6 g/L, 코발트 약 2.0 g/L,

그리고 희토류가 약 3.3 g/L 함유되어 있으며, 초기 pH

는 약 0.05를 나타내었다. Fig. 7 결과를 보면 pH 2.0

이하에서는 희토류의 침전률이 약 98%를 나타내었으며

니켈이나 코발트의 경우 침전되지 않아 니켈/코발트와

희토류 간의 분리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pH가 2.1일

경우 Ni은 약 6%가 침전되었고 코발트는 침전되지 않

았으며, pH가 2.6일 때는 니켈이 약 16%가 침전되고

코발트는 약 4%가 침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침

전법에 의한 희토류 회수를 위해서는 니켈과 코발트가

침전되지 않는 pH 2.0 이하의 조건에서 침전시키는 것

이 가장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pH 2.0에서 침전시켜 회수된 희토류 침전물은 어떠

한 결합상으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XRD 분석

을 실시하였다(Fig. 8). 희토류 중에서도 함유량이 높은

Ce, La, 그리고 Nd이 NaRE(SO4)2H2O 형태로 존재하

고 있으며, 2009년에 Bertuol 등10)이 발표한 연구에서

도 NaOH를 첨가하여 pH 1.6에서 희토류 침전물을 만

들었으며 XRD peak 또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NaRE(SO4)2·H2O 형태로 회수된 희토류를 산화물로

변환하기 위하여 3회 수세 후 1000oC에서 5시간 동안

열처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Fig. 9와 같았다. Fig.

8에 비해 H2O 분자가 제거되었음을 확인하였지만 Na

와 희토류, SO4가 아직 결합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NaRE(SO4)2 분말은 90oC 온도에서 황

산, 염산에 대해 용해도가 낮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침

출에 관한 참고문헌은 확인되지 않아 추후 희토류를 개

별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침출에 대한 연구가 필요

Fig. 7. Precipitation efficiency of Ni, Co, and rare earth

elements according to the pH. 

Fig. 8. XRD pattern of the rare earth elements precipi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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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폐니켈수소전지에 함유된 니켈, 코발트와 희토류를 국

내에서 산업적 재활용을 위하여 황산에 의한 침출효과

와 희토류 회수에 대한 효율적 습식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폐니켈수소전지 모듈에서 유가금속이 함유된 전지

의 wt%는 약 84%이며, 전지 1개에 있어서 니켈, 코발

트, 그리고 희토류는 약 65%가 함유되어 있다.

2) 전극분말을 1000oC에서 1시간 동안 열처리에 의

해 약 2%의 중량 감소가 일어났으며, 400oC~700oC

구간에서는 일정하게 중량이 증가하여 초기 중량에 비

해 약 12%의 중량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XRD분석 결

과 니켈금속이 산화니켈로 변화함에 따라 중량이 증가

됨을 확인하였다.

3) 폐니켈수소전지에 함유된 유가금속을 회수하기 위

하여 1 M 황산, 침출 온도 90oC, 침출 시간 4시간, 고

액비 25 g/L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침출 가능하였으며,

황산 농도 4 M, 고액비 200 g/L의 조건에서는 황산 니

켈 및 황산 코발트가 생성되었다.

4) 침출액에 함유된 희토류를 니켈/코발트와 분리하

기 위하여 10 M NaOH를 이용하여 pH를 조절하였으

며, pH 2.0 이하에서 희토류 침전물과 니켈/코발트 용

액 분리가 가능하였고 침전된 희토류는 NaRE(SO4)2·H2O

의 형태로 회수 가능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국내에서 아직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폐니켈수소전지로부터 유가금속을 침출하고 선택

적으로 분리하여 추후 산업적 재활용 공정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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