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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폐 니켈-카드뮴 전지의 재활용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카드뮴과 니켈을 분리할 수 있도록 이온치환 반응을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카드뮴을 분리하였다. 폐 니켈-카드뮴 전지 내의 전극을 분쇄하여 얻은 전극 분말을 황산에 침출시킨 니켈-카드뮴 용액에 황화나트

륨을 첨가하여 CdS로 침전시켰다. 다양한 조건에서 이온치환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최적조건으로는 상온에서 용액의 pH = –0.1, Na2S/

Cd = 2.3일 때 용액 내 잔존하는 Cd은 약 100 ppm으로 대부분 CdS로 침전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주제어 : 니카드, 이차전지, 재활용, 이온치환반응, 분리/회수

Abstract

In order to recycle waste nickel-cadmium batteries, cadmium was selectively removed by ion substitution reaction so that cad-

mium and nickel could be separated efficiently. The electrode powder obtained by crushing the electrode in the waste nickel-

cadmium battery was leached with sulfuric acid. The cadmium in the nickel-cadmium solution was precipitated with cadmium

sulfide by the addition of sodium sulfide. Ion substitution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under various conditions. At the optimum

condition with pH = −0.1 and Na2S/Cd = 2.3 at room temperature, the residual Cd in the solution was about 100 ppm, and most

of it was precipitated with CdS.

Key words : NiCd, Secondary battery, Recycling, Ion substitution reaction, Separation/recovery

1. 서 론

최근 전자기기의 발달과 더불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지의 수요량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

정이다. 특히 이차전지의 경우, 니켈-카드뮴 전지, 니켈

수소 전지, 그리고 리튬이온전지로 그 성능이 개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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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사용 후 폐기되는 전지

의 양도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용 후 전

지에는 전지의 종류에 따라서 니켈, 코발트, 희유금속

등 유가금속 등이 함유되고 있으며, 국내 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의 실정으로는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전지

의 재활용은 필수불가결한 일일 것이다.

현재 리튬계 전지의 출현으로 니켈-카드뮴 전지의 수

요는 점차로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양의 니켈-

카드뮴 전지가 생산되고 있고 폐기물로 발생하고 있다.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생산성기반구축사업에 의하

면 니켈-카드뮴 전지의 수입량은 약 900톤에 이르고 있

으며, 그 속에 함유되어 있는 니켈과 카드뮴의 양은 약

335톤 및 약 200톤에 달한다1). 

이와 같이 니켈-카드뮴 폐 이차전지에 함유되어 있는

유가금속을 회수함으로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폐기로

인한 환경적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국내에

서도 니켈-카드뮴 폐 이차전지에 대한 재활용에 대하여

오래전에 연구하여 보고하였다. 1999년 Park 등2)은 국

내의 일부 업체가 시행하고 있는 니켈-카드뮴 폐 이차

전지의 회수 방법인 니켈과 카드뮴의 비점차를 이용한

증류법에 의하여 카드뮴을 제거한 후 니켈 함유량 분말

을 황산용액에 침출하여 불순물 제거 및 결정화 공정을

거쳐 황산니켈의 형태로 회수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카드뮴 제거에 방법으로 사용한 증류법은 다량

의 에너지 소비 및 카드뮴에 의한 대기오염이라는 근본

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 좀 더 친환경적이고 경제적

인 방법으로 습식법이 제안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

는 적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리고 2000년 Kim

과 Nam3)도 휴대폰 배터리의 니켈-카드뮴 폐전지를 이

용하여 염산 및 암모늄염 침출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금속 회수는 용매추출제인 MSP-8, LIX계 추출제, 그리

고 D2EHPA를 이용하여 니켈과 카드뮴을 분리/회수하

였다고 하였다.

또한, 국외의 니켈-카드뮴 폐 이차전지에 재활용 연

구는 1997년 Pons 등4)이 여러 가지 크기의 니켈-카드

뮴 폐 이차전지에 대하여 황산을 이용한 침출실험을 하

였다. 카드뮴과 니켈/코발트는 용매추출제 D2EHPA를

이용하여 분리하였으며, 니켈과 코발트는 Cyanex272를

이용하여 분리하여 카드뮴 및 코발트의 회수율은 99.8%

및 99.0%였다고 보고하였다. 1999년 Nogueira와

Delmas5)는 용매추출제 D2EHPA와 Cyanex272를 이용

하여 카드뮴/코발트/니켈 분리 및 회수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한 실험을 통한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2004

년 Reddy 등6)은 organophosphorous-based 추출제인

TOPS99, PC88A, Cyanex272, 그리고 추출제 혼합액을

이용하여 황산용액으로부터 카드뮴의 용매추출 연구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2007년 Rudnik와 Nikiel7)은 전해

채취에 의한 선택적 분리방법에 의하여 카드뮴과 니켈

을 회수하는 연구를 하였으며 최종적인 카드뮴 및 니켈

의 회수율은 약 92% 및 67%를 얻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2009년 Lacerda 등8)은 새로운 방법인 ATPS법

(aquous two-phase system)을 이용하여 니켈-카드뮴 폐

이차전지에 대하여 카드뮴과 니켈을 분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니켈-카드뮴 폐 이차전지로부터 유

가금속인 니켈과 카드뮴의 회수를 위한 연구에서는 주

로 용매추출법을 이용하여 니켈과 카드뮴을 분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분리하고자 하는 카드뮴이 다량

으로 들어 있는 경우에는 함유되어 있는 카드뮴의 함량

만큼 값비싼 용매추출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산업적으로

용매추출공정 자체도 복잡하다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황화물을 사용한 침전

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었으며, Kim과 Amodeo9)에 의

하면 황화물 침전법의 경우 낮은 pH에서 금속 재사용

을 위한 선택적 침전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용 니켈-카드뮴 폐전지의 국내에

서의 산업적 재활용을 위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카드뮴

과 니켈을 분리할 수 있도록 황 이온을 이용한 이온치

환 반응을 통하여 선택적으로 카드뮴을 분리하는 방법

과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하였다.

2. 실 험

2.1. 실험 재료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시료는 프랑스에서 제작한 산

업용 니켈-카드뮴 폐전지(Saft, NCX 125)를 이용하였으

며, 구성비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전극에는 니켈 양

Table 1. Details of components for waste industrial Ni-Cd batteries

Case (Kg) Electrode (Kg) Separator (Kg) Electrolyte (Kg) Total (Kg)

4.87 15.60 1.02 0.5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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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이 18개, 카드뮴 음극이 10개로 구성되어 있다.

2.2. 실험 방법 

분리된 전극 성분은 우선 양극 및 음극을 별도로 분

쇄기(Cut-mill, FRITSCH, Pulverisette 19)를 이용하여

분쇄하였으며, 이를 100 메쉬로 분급하였다. 그 후 얻

어진 양극, 음극 분말을 XRF(X-ray Fluorescence

analysis, SHIMADZU, XRF-1800)를 이용하여 구성 성

분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Fig. 2은 니켈-카드뮴 폐전지 재활용 전체공정도를 나

타낸 것으로 양극 및 음극의 분말을 1 : 1 비율로 혼

합하여 2 M의 황산에 90oC에서 3시간 침출하여 니켈

및 카드뮴 혼합용액을 얻었으며, 그 용액에 대한 성분

분석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용액Ⅰ의 경우에는

니켈카드뮴 침출용액을 수산화나트륨을 이용하여 pH 4

의 조건에서 남아있는 철 성분을 제거한 용액이며, 용

액Ⅱ의 경우에는 pH 조정을 하지 않은 황산 침출용액

이다. 

황산에 의한 침출된 니켈-카드뮴 용액에 황화나트륨

(Na2S·9H2O, JUNSEI, 98%)을 몰 비에 맞춰 첨가하여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수세와 여과를 통해 침전물을

회수하였으며, 100oC에서 12시간 건조하였다. 분말의 결

정성, 형상을 확인하기 위해 XRD(X-ray Diffraction,

Rigaku Corp., D/MAX-2500), FESEM(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ZEISS, SIGMA500)를

이용하였으며, XRF(X-ray Fluorescence analysis, SHI-

MADZU, XRF-1800)를 이용하여 구성 성분 분석을 실

시하였다. 침전물을 제거한 여과액 중 유가금속의 농도

는 ICP(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scopy, Varian, Liberty RL Sequential)를 이용

Fig. 1. Dismantling process of waste industrial Ni-Cd batteries.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electrode materials of waste industrial Ni–Cd batteries

Elements
Cathode Anode Mixed powder

Weight(g) Proportion(%) Weight(g) Proportion(%) Weight(g) Proportion(%)

Ni 42.16 84.3 0.04 0.1 28.69 57.4

Cd 2.02 4.0 34.22 68.4 19.30 38.6

Fe 0.10 0.2 4.43 8.9 0.67 1.3

Co 1.45 2.9 0.39 0.8 1.21 2.4

Etc. 4.27 8.6 10.92 21.8 0.13 0.3

Total 50 100 50 100 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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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니켈, 카드뮴, 코발트 등 금속의 농도를 확인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니켈-카드뮴 폐전지로부터 황산침출 불순물을 제거한

니켈/카드뮴 황산용액에서 카드뮴의 선택적 분리를 위

한 실험으로서 황화나트륨을 사용하여 CdS로 회수하고

자 하였다. Cd의 경우, Na2S와의 반응에 의하여 CdS

형태로 침전되는 것을 이용하여 니켈/카드뮴 용액으로

부터 Cd을 선택적 분리하고자 하였으며, 반응식은 식

(1), (2), 그리고 (3)과 같다.

CaSO4(aq) + Na2S(aq) ↔ CdS(s) + Na2SO4(aq) (1)

전해질이 모두 이온화되면, Ionic equation은 다음과

같이 된다. 

Cd2+(aq) + (aq) + 2Na+(aq) + S2−(aq) →

CdS(s) + 2Na+(aq) + (aq) (2)

따라서, 카드뮴과 황이온은 반응하여 황화카드뮴 침

전물이 생성되게 된다.

S2−(aq) + Cd2+(aq) → CdS(s)  (3)

SO
4

2  –

SO
4

2  –

Fig. 2. Cd separation process of waste industrial Ni-Cd

batteries.

Table 3. Valuable metals contents in leaching solutions

Elements Unit
Sample Leaching efficiency

(%)Ni-Cd solutionⅠ Ni-Cd solutionⅡ

Ni % 0.86 1.50 100

Cd % 0.85 1.48 100

Fe ppm N.D 154 100

Co ppm 305 528 86.9

Fig. 3. The XRD result of the precipitated powder.

Fig. 4. Micrograph images of the precipitated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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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전된 분말의 결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XRD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XRD 분

석결과 침전분말은 CdS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앞

서 제시한 식 (1)과 일치한다. Fig. 4는 CdS 분말에

대한 FESEM 분석 결과이며, 입자 크기 및 형상 분석

결과 약 80 ~ 600 nm의 불균일한 입도를 갖는 구형의

분말이 침전되었다. 

3.1. pH의 영향

pH에 따른 Cd과 S의 이온치환 반응에서 침전된 분

말의 분석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5(a)는 수

산화침전을 통해 Fe를 제거한 용액 I을 사용하여 pH

3 ~ 5의 조건에서 실험한 결과로, Cd과 함께 Ni 성분이

24% 이상 침전되었으며 pH의 변화는 침전분말의 성분

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낮은 pH에

서 pH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수산화침전을 통한

Fe 제거 공정을 거치지 않은 용액 II를 사용하여 CdS

회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5(b)에 나타내었

다. 용액 II의 pH는 Fe 성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산

화나트륨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액 I보다 훨씬

낮은 약 –0.1 이었다. 용액의 pH가 증가함에 따라 침

전 분말의 Ni 함량이 1.5%에서 20.5%로 증가하는 결

과를 보이며, pH가 낮을수록 Cd과 Ni의 분리가 용이해

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3.2. 온도의 영향

Fig. 6은 반응 용액의 온도를 변화시켜 이온치환 반

응을 진행하여 획득한 침전 분말의 성분 분석 결과이다.

Fig. 5. The elemental content of the precipitated powder as a function of pH (a) Ni-Cd solution I, (b) Ni-Cd solution II.

Fig. 6. The elemental content of the precipitated powder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a) Ni-Cd solution I, (b) Ni-Cd solution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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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a)는 용액 I의 반응 온도를 조절하여 실험한 결

과로 용액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Cd 함량이 감소하

고, Ni 함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Fig. 6(b)에 나

타난 바와 같이 용액 II의 초기 온도를 상온에서 60oC

까지 조절하여 회수한 침전 분말의 경우 온도 변화에

따른 Ni, Cd 함량 변화는 1% 내외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온치환 반응에서 용액의 온도는 상

온일 때 Cd과 Ni의 분리가 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3.3. Na2S/Cd 비의 영향

Na2S/Cd 몰비 변화에 따른 침전물의 성분분석 결과

를 Fig. 7에 나타내었다. Fig. 7(a)는 용액 I에서

Na2S/Cd 비를 조절하여 이온치환 반응을 진행한 결과

로 용액 내 Cd 대비 Na2S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Ni 함량이 감소하고, Cd 함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

다. 이온치환 반응을 통해 Cd과 Na이 치환되어 CdS가

침전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Ni이 같이 침전되어 Cd

과 Ni을 분리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용액 II의 경

우, Na2S/Cd 몰 비 증가에 따른 침전 분말의 성분분석

결과 Ni 및 Cd 함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Na2S/Cd = 2.3에서 Ni 82.2%, Cd 1.5%의 결과를 나

타내었다. 이는 Fe 성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산화나트

륨으로 pH를 4로 조정한 용액 I의 경우와는 달리 낮은

pH 영역에서 Cd 성분만 선택적으로 침전되었음을 의미

한다. Soya 등10)의 연구에 의하면 CaS로 도금폐수에

존재하는 Cu, Zn, 그리고 Ni에 대하여 pH에 따른 금

속의 침전이 다름을 보고한 바와 같이 목적금속 선택적

으로 침전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과액의 성분분석 결과 및 Na2S/Cd 몰비 변화에

따른 여과액의 Cd 함량 변화를 Table 4와 Fig. 8에

나타내었다. 용액 내에 남아있는 Cd의 양을 분석한 결

과, 몰 비가 0.9에서 2.3으로 증가함에 따라 약 4,000

ppm에서 약 100 ppm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Na2S/Cd

몰 비가 2.3인 경우 회수율은 99.3%로 과량의 Na2S를

첨가할 경우 용액 내 대부분의 Cd이 S와 반응하여

CdS로 침전되는 것을 보여준다.

침전된 CdS 분말을 황산에 재용해하여 황산카드뮴

용액을 제조하였으며, ICP 분석결과를 Table 5에 나타

내었다. 배터리 전극분말 및 침출액에 존재하던 Co,

Mn, Fe 등의 불순물이 대부분 제거되어 99.9% 이상의

Fig. 7. The elemental content of the precipitated powder as a function of Na2S/Cd ratio (a) Ni-Cd solution I, (b) Ni-Cd solution

II.

Table 4. The elemental content of the supernatant liquid as a function of Na2S/Cd ratio 

Na2S/Cd Ni(ppm) Co(ppm) Cd(ppm) Cd recovery(%)

0.9  12,958 491 3,999 72.9

1.4  10,648 402 803 94.6

1.9  12,579 491 631 95.7

2.3  14,780 557 108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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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도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산업용 폐 니켈-카드뮴 전지를 효율적

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카드뮴과 니켈을 분리할 수 있

도록 이온치환 반응을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카드뮴을

분리하는 방법과 그 결과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1) 니켈카드뮴 침출용액을 수산화나트륨을 이용하여

pH 4의 조건에서 남아있는 철 성분을 제거한 용액Ⅰ의

pH를 3 ~ 5로 변경하여 이온치환 반응을 진행한 결과,

Cd과 함께 Ni 성분이 24% 이상 침전되었으며 pH의

변화는 침전분말의 성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반응 용액의 온도를 변화시킨 경우 상온에

서 Ni 함량이 감소하고, Cd 함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Cd 대비 Na2S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Ni 함량이 감소하고, Cd 함량이 증가하였다. 용액 I을

이용한 이온치환 반응을 통해 Cd과 Na이 치환되어

CdS가 침전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Ni이 같이 침전되

어 Cd과 Ni을 분리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2) 수산화침전을 통한 Fe 제거 공정을 거치지 않은

용액 II를 사용하여 CdS 회수를 진행하였으며, Na2S/

Cd 몰비 변화에 따른 침전물과 여과액의 성분분석 결

과 Na2S/Cd 몰 비가 증가함에 따라 침전분말의 Cd 함

량은 약 70%로 큰 차이가 없지만, 여과액의 Cd 함량

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Na2S/Cd = 2.3일 때

108 ppm으로 대부분 CdS로 침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3) 니켈카드뮴 용액의 pH가 증가함에 따라 침전 분

말의 Ni 함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이며, 낮은 pH에서

Cd과 Ni의 분리가 되는 결과를 보였다. 용액의 초기

온도에 따른 Ni, Cd 함량 변화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Cd과 Na의 치환을 통해 Ni/Cd 황산용액에서 CdS을

회수하였으며, 이를 통해 Ni과 Cd을 분리하였다. 기존

의 니켈과 카드뮴의 회수를 위한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용매추출법에 비해 매우 효율적으로 Cd을 제거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

으로 산업적으로 폐 니켈-카드뮴 전지의 효율적인 재활

용을 위하여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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