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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백금족 금속의 분리회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백금족 금속 혼합물로부터 이온성액체 기반의 용매에서 백금족

금속의 추출과 전해 환원거동을 조사하였다. 촉매조성인 10:1:0.5 M의 비로 PdCl2, PtCl4, RhCl3가 용해되어 있는 혼합액으로부터

이온성액체인 [C4mim]PF6를 이용하여 백금(Pt)을 선택적으로 추출한 후 수계 전해액인 1 M HNO3으로 역추출하고 −0.8 V (vs. Pt-

QRE)의 전압과 금을 작동전극으로 사용하여 백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하였다. 잔류하는 팔라듐과 로듐은 [C4mim]Cl 용액으로 추출

한 다음 비수계 전해법으로 환원회수하였다. 전극물질과 전압에 따른 두 금속의 환원거동을 조사하였으며, 작동전극을 탄소, 금과

STS304를 이용하여 각각 팔라듐과 로듐을 순차적으로 회수할 수 있었다. 

주제어 : 백금족 금속, 이온성액체, 용매추출, 전해, 분리회수

Abstract

In this study, the extraction and reduction behavior of platinum group metals in a non-aqueous solvent based on ionic liquids

was investigated in order to confirm a new extraction technology of platinum group metals. Platinum was selectively extracted

using an ionic liquid [C4mim]PF6 from a mixed solution of PdCl2, PtCl4 and RhCl3 dissolved with concentration ratio of 10:1:0.5

M. After stripping of the metals by 1 M HNO3 solution, the platinum was preferentially reduced by aqueous electrolysis on gold

electrode at –0.8 V (vs. Pt-QRE). The residual palladium and rhodium were transferred to ionic liquid of [C4mim]Cl. The metal-

lic palladium and rhodium could be sequentially reduced on gold and STS304 as working electrodes by non-aqueous electrolysi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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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백금족 금속(PGMs : platinum group metals)은 화

학적으로 안정하고 각종 무기·유기화학 반응, 특히 산

화·환원 반응에 촉매능이 뛰어나 다른 금속과의 합금

형태로 제조되어 촉매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백금족 금

속들은 모두 귀금속으로 매장량이 많지 않고 합금된 형

태로 산출된다. 백금족 금속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

동차 폐촉매와 같은 2차 자원으로부터 백금족 금속을

회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2

차 자원의 경우 천연상태보다 고농도의 자원이 함유되

어있으나, 백금족 금속의 종류 및 함량, 존재형태가 다

양해짐에 따라 종래의 제련기술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1-3).

백금족 금속의 회수는 크게 건식법과 습식법이 주로

사용된다. 건식법의 경우 폐촉매 전체를 분쇄한 후 고

온에서 용해하여 성분별로 분리하는 방법을 이용하므로

에너지 소모가 많고 시설 규모가 커야 한다. 반면 습식

법은 백금족 금속을 선택적으로 분리회수 할 수 있고

회수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어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

만 전량을 용해시키기 위해 강산성 용액을 대량으로 사

용해야 하고 환원제를 이용하여 얻어지는 중간물질을

형성한 후 추가적인 환원공정이 필요하므로 공정이 복

잡하다4-7).

이에 반해 전해법은 전압-전류의 조작으로 공정이 간

단하며 화학적인 공정보다 작업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온성액체(ionic liquid)는 증기압이 낮고

전기화학적으로 안정하여 다양한 전기화학분야에서 활

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전도도가 우수해 상온 전해가 가

능하여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다8-10). 이온성액체는

유기 양이온과 유·무기 음이온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액

체로서 물, 유기용매 및 고온 용융염과는 매우 다른 물

리화학적 특성을 갖기 때문에 상온용융염(room-

temperature molten salt)이라고 한다. 다양한 유무기 양

이온, 음이온 및 치환제의 선택 및 조합에 의하여 106

이상의 종류가 가능하므로 사용목적에 맞도록 설계하고

합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design solvent 혹은 task

specific ionic liquid (TSIL)라는 용어도 사용한다. 그

리고 물리적, 화학적, 열적 안정성이 우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하고 증기압이 매우 낮고 휘발성 유기물 등이 없어

환경친화적인 그린용매(green solvent)로서도 주목을 받

고 있다. 최근 들어 수용액이나 유기용액과 확연하게 다

른 이온성액체의 물리화학적이나 전기화학적 특성들이

발견되고 개선되면서 금속산업에서도 이에 대한 적용연

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11).

Kim 등은 용매추출법을 이용하여 백금족 금속의 침

출액으로부터 백금족 금속을 분리하려는 목적으로 tri-

n-butylphosphate (TBP), tri-n-octylamine (TOA), di-

n-hexyl sulfide (DHS)를 등유에 희석하여 추출제로 사

용하였으며, 추출제의 종류 및 농도가 백금족 금속의 추

출거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12). 용매추

출법을 통해 백금족 금속을 분리하는 공정을 제시하였

으나 선택적 추출성이 부족하거나 추출속도가 느린 점,

기타 금속 불순물들의 제거를 위한 추가 공정이 필요하

다는 단점이 발견되었다.

Shoichi 등은 이온성액체 trioctylammonium nitrate

([TOAH]NO3), trioctylammonium bis(trifluoromethane-

sulfonyl)amide(TOAH]NTf2)를 추출용매로 사용하여 백

금과 팔라듐의 분리가 가능하며, 질산과 염산의 농도 조

절에 의한 분리법으로는 수용액에서 이온성액체로 추출

후 수용액으로의 역추출에서 효율이 낮다고 보고하였

다13). Zhang 등은 이온성액체-염산 수용액-유기 용매로

용매추출을 통해 백금, 팔라듐, 로듐을 분리하는 것에

대하여 연구하였다14). 수용액에서 백금은 PtCl6
2−의 형

태로 존재하며 이온성액체 [C4mim]PF6를 첨가하면

PtCl6
2−와 PF6

− 음이온이 교환되어 백금이 수용액에서

이온성액체로 이동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의 연

구결과들은 수용액과 이온성액체를 포함하는 비수계 용

매 사이에서 이온의 이동이 가능함을 보여주었으며, 원

소들의 이온교환 특성을 바탕으로 백금족원소들이 혼재

되어있는 혼합 수용액으로부터 선택적인 분리회수가 가

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백금족 금속의 제련 혹은 재활용 공정

의 중간 산물인 PdCl2, PtCl4, RhCl3 혼합물로부터 전

도성을 갖는 비수계 용매를 이용하여 백금족 원소를 선

택적으로 분리회수하는 새로운 공정을 연구하였다2). 기

본적으로는 전도성을 갖는 이온성액체 기반의 용매를

이용하여 용매추출하고 수계 혹은 비수계 전해를 통하

여 각 금속을 선택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하고자 하였다. 

2. 실 험

2.1. 이온성액체 합성

추출용매 및 전해질로 사용한 이온성액체로서 1-butyl-

3-methylimidazolium hexafluorophosphate([C4mim]P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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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1-butyl-3-methylimidazolium chloride([BMIM]Cl=

[C4mim]Cl)을 선정하였고 직접 합성하여 분리회수에 사

용하였다.

[C4mim]PF6의 합성은 양이온 합성-음이온 치환-희석

-세정-건조의 5단계로 이루어진다. 양이온 합성은 1-

methylimidazole과 1-chlorobutane을 용매인 acetonitrile

(반응물 총량의 3배)과 혼합하여 상온에서 24시간 동안

교반 후 회전증류기(rotary evaporator)를 이용하여 60 oC

에서 증류시켜 잔류하는 1-chlorobutane과 acetonitrile

제거한다. 이 과정에서 [C4mim]Cl이 얻어진다. 음이온

치환을 위해 용매인 증류수(반응물 총량의 3배)에

[C4mim]Cl과 음이온 공급원인 KPF6를 상온에서 24시

간 동안 교반한다. 이후 염화칼륨 (KCl)이 용해된 증류

수와 합성된 [C4mim]PF6의 층 분리가 일어난다. 희석

과정은 합성된 [C4mim]PF6의 점도를 낮추기 위해 시행

되며, acetonitrile과 1:1 vol%로 혼합 후 1시간 동안

교반한 뒤 회전증류기를 통해 용매를 제거한다. 세정은

[C4mim]PF6에 잔류하는 KPF6를 제거하기 위해 시행되

며, 증류수와 1:1 vol%로 혼합 후 1시간 동안 교반한

뒤 층이 분리된 [C4mim]PF6와 KPF6가 용해된 증류수

를 분리한다. 희석과 세정 단계를 3 ~ 5회 반복하여 불

순물을 제거하고 회전증류기를 이용해 60 oC, 100

mbar 압력 하에서 48시간 동안 건조하였다15,16).

2.2. 용매추출

백금족 금속의 용매추출은 백금족 금속이 용해된 수

용액과 유기용매를 1:1 부피비로 혼합한 다음 상온에서

교반기로 5시간 동안 혼합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역

추출도 같은 방법으로 5시간 실시하였으며, 다단추출이

아닌 1회 추출만을 고려하였다. 분리 시에는 분액깔때

기를 이용하여 유기상이 충분히 분리된 후에 수용액과

이온성액체를 분리하였다. 수용액상에 남아있는 금속성

분의 농도를 측정하고 추출율은 계산하였다.

백금족 금속은 염화물 염을 수용액에 용해하여 출발

물질로 사용하였으며, HCl 1 M 용액에 용해시켜 제조

하였다. 각각의 염을 자동차 촉매와 동일한 비율

(Pt:Pd:Rh = 10:1:0.5)로 혼합하여 용액을 구성하였다.

백금족 금속의 공급원은 PdCl2(palladium(II) chloride,

99.9%, Sigma Aldrich) PtCl4(platinum(IV) chloride,

99.9% Sigma Aldrich), RhCl3(rhodium(III) chloride,

98%, Sigma Aldrich)를 사용하였다. 백금족 금속이 용

해된 수용액을 추출제로 사용한 [C4mim]PF6와 혼합하

여 금속 이온이 충분히 이동할 수 있도록 5시간 동안

교반한 다음 1시간 이상 휴지 상태를 유지하여 수용액과

[C4mim]PF6의 상 분리(phase separation)를 하였다15-17).

2.3. 전해

Potentiostat/Galvanostat (SP-240, Biologic)를 사용하

여 3전극 시스템의 전기화학 측정장치를 사용하여 선형

전위주사법(Linear sweep voltammetry, LSV)으로 백금

족 금속 염화물(salt)을 용해한 수용액 및 이온성액체

([C4mim]X (X = PF6, Cl 등) 기반의 전해질에서 백금

족 금속의 전기화학적 거동을 조사하였다.

전극물질과 전위의 영향을 알아보는 실험에서는 작동

전극을 금, 탄소, STS304로 달리하면서 백금족 금속의

환원에 미치는 영향을 0 ~ 2 V (vs. OCV)의 범위에서

1 mV/s의 주사속도로 환원 전류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금속 이온이 함유한 이온성액체로부터 백금족 금속의

직접 전해환원의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LSV법으로

사용하였다. 확인된 각 전위에서 정전위법으로 환원한

다음 전극 표면 성분분석을 통하여 백금족 금속의 환원

여부와 불순물 유무를 확인하였다.

2.4. 분석

용액 중 백금족 금속의 함량은 유도결합플라즈마 발

광분광분석장치(ICP, induced coupled plasma-optical

emission spectrometer, OPTIMA 5300DV)로 측정하였

고, 환원된 백금족 금속의 형상과 성분은 전계방출 주

사전자현미경(FE-SEM,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JEOL, JSM-6701F)과 부착된 EDS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백금족 금속의 용매추출

이온성액체 [C4mim]PF6는 수용액에 용해되지 않고

금속염에 대한 용해도가 높아 새로운 용매추출제로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Zhang 등은 다음과 같은 반응식

에 의해 백금 이온이 수용액에서 [C4mim]PF6으로 이동

한다고 제안하였다14).

PtCl6
2− + 2[C4mim]PF6 + 2H+ ⇔

([C4mim]H+)2PtCl6
2− + 2PF6

−

자동차 폐촉매에서는 백금, 팔라듐, 로듐이 10:1:0.5

의 비율로 존재하므로 같은 비율로 백금(10 mM,

PtCl4) + 팔라듐(1 mM, PdCl2) +로듐(0.5 mM, RhC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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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수용액을 출발용액으로 사용하였다. 혼합 수용액

과 이온성액체([C4mim]PF6)를 1:1 vol%로 혼합하여 5

시간동안 교반하고 이온교환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도

록 유지한 후 수용액에 남아있는 백금의 농도를 ICP로

분석하여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백금 대부분은

[C4mim]PF6로 이동하였으며 수용액에서의 추출율을

81.2%였다. 팔라듐과 로듐의 추출율이 각각 9%와

12.5%인 것으로 볼 때, 수용액과 [C4mim]PF6을 이용

하면 1차적으로 백금족 금속의 혼합수용액으로부터 백

금 이온을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2. [C4mim]PF6에 의한 용매추출과 수계전해에 의

한 백금의 우선회수

백금(10 mM, PtCl4) +팔라듐(1 mM, PdCl2) +로듐

(0.5 mM, RhCl3) 혼합 수용액과 이온성액체 [C4mim]PF6

를 1:1 vol%로 혼합한 다음 이온교환이 충분히 일어나

도록 반응시켜 백금을 우선적으로 추출하였다. 백금이

추출된 [C4mim]PF6를 1 M의 HNO3(pH 0)를 이용하여

역추출(stripping)하였다. 

수용액으로부터 [C4mim]PF6를 이용한 백금의 1회 추

출율은 82.4%였으며, 1 M HNO3을 백금이 추출된 이

온성액체와 접촉하여 백금의 역추출이 가능하였다. 이

때 백금의 역추출율은 11.1%이며 HNO3의 농도가 높을

수록 역추출율은 증가하나 이온성액체의 분해가 일어나

므로 낮은 농도에서 수 회의 역추출을 진행해야 한다14).

수용액으로 역추출된 백금은 전해를 통해 간단하게 회

수가 가능하였다. 이와 같이 역추출과 전해를 통한 백

금의 회수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Fig. 1(a)은 상온에서 백금을 역추출한 1 M 질산 수

용액을 전해질로 사용하고, 금을 작동전극, 백금을 기준

전극 및 상대전극으로 하여 백금의 환원에 미치는 영향

을 LSV로 조사한 결과를 내타내고 있으며, −0.8 V

(vs. Pt-QRE)에서 환원전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아 백금환원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0.8 V (vs. Pt-QRE)에서 정

전위법으로 2시간 동안 환원시켰다. 전해 시간에 따라

수용액에 존재하는 백금의 양 및 회수율을 알아보기 위

하여 백금회수를 위한 전해를 진행하는 동안 수용액에

잔존하는 백금의 농도를 ICP로 분석하여 시간에 따른

백금의 농도 변화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전해시간에

Fig. 1. Linear sweep voltammogram of platinum group

metals in 1 M nitric acid.

Fig. 2. Platinum recovery by aqueous electrolysis @ 25 oC,

−0.8 V (vs. Pt-Q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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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백금의 농도변화를 보면, 용액으로부터 회수된 백

금의 양은 초기 15시간에서 약 60%가 되고 이후에는

회수율이 낮아지므로 15시간 동안 회수한 후 약 40 %

의 백금이 잔류하는 수용액은 [C4mim]PF6로부터 백금

의 역추출에 다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

된다. 전극 표면을 EDS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Fig.

2(b)에서 보면 순수한 백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3. 비수계 전해에 의한 팔라듐과 로듐의 선택적

회수

[C4mim]Cl 용액에 백금족 금속이 용해된 혼합 전해

질로부터 −1.2 V (vs. Pt-QRE)의 전압을 인가하고 작

동전극을 달리하여 회수한 백금족 금속의 조성변화를

Fig. 3에 나타내었다. 탄소 전극의 경우 전해 조건을 조

절하여 약 90 wt%의 팔라듐 금속을 얻을 수 있었으나

미량의 로듐이 함께 환원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금을 전

극으로 사용하였을 때 팔라듐을 우선 회수할 수 있었고

로듐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백금도 40 wt% 환원

되므로 전처리가 필요하였다. STS304 전극에서는 각

금속이 25 ~ 45 wt%가 환원되는 금속별 선택도가 거

의 없었다.

수계 전해질에서는 팔라듐과 로듐의 성질이 비슷하여

전해조건의 변화를 통해 선택적으로 분리회수할 수 없

었다. [C4mim]PF6는 백금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추출

능을 가지기 때문에 수용액의 백금을 모두 회수한 후

팔라듐과 로듐이 잔류하는 수용액으로부터 팔라듐과 로

듐의 분리회수할 방법으로 비수계 전해를 고려하였다.

[C4mim]Cl에서 팔라듐과 로듐의 전기화학적 환원거동

을 −2 ~ 0 V (vs. OCV)의 범위에서 LSV법으로 조사

하여 Fig. 4에 나타내었다. 

전해질은 [C4mim]Cl에 각각 50 mM의 PdCl2와

RhCl3을 용해하여 전해질로 사용하였고 작동전극을 달

리하면서 전해거동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C4mim]Cl에

50 mM의 팔라듐과 로듐을 용해된 전해질에서 전극물

질에 따른 환원거동을 조사한 결과, 팔라듐의 경우 환

원전류밀도는 탄소(~ 10−1 mA/cm2) > STS304 > 금

(~ 10−2 mA/cm2) 순으로, 같은 전압에서 최대 10 배

의 차이를 보인다. 반면 로듐의 경우 환원전류밀도는 탄

소 STS304 (~ 1 mA/cm2) > 금(~ 10−1 mA/cm2)

순으로, 같은 전압에서 최대 10 배의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팔라듐과 로듐이 혼합된 전해질로부터 팔라듐과

로듐을 분리환원 하고자하는 경우 전극물질과 전압을

정밀하게 제어하면 팔라듐과 로듐을 함유한 [C4mim]Cl

  ≅

Fig. 4. Linear sweep voltammogram of palladium and rhodium in [C4mim]Cl @ 130 oC.

Fig. 3. Effect of electrode materials on reduction of PGM

metals in [C4mim]Cl @ −1.2 V, 13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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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비수계 전해법에 의하여 팔라듐과 로듐을 순차

적으로 분리회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혼합 전해질에서 백금을 우선 분리회수 한다면

팔라듐과 로듐을 순차적으로 작동전극을 달리하여 분리

회수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STS304에서는 환원된 팔라

듐과 로듐의 조성이 유사하였으며, 팔라듐과 로듐의 분

리 회수에는 적합하지 않은 전극이지만 전체 회수율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C4mim]PF6을 이용하여 혼합용액에서 백금을 우선

분리하고 팔라듐과 로듐이 함유되어 있는 수용액으로부

터 물을 증발시킨 다음 [C4mim]Cl을 첨가하고 가열하

면 팔라듐과 로듐이 용해된 [C4mim]Cl 기반의 전해질

을 얻을 수 있다. 팔라듐과 로듐이 함유된 [C4mim]Cl

기반의 전해질로부터 130 oC에서 작동전극을 탄소로 하

였을 때, 인가전압이 팔라듐과 로듐 금속의 환원에 미

치는 영향을 조사한 것을 Fig. 5에 나타내었다. 

음극 전압이 −0.9 V에서 1.2 V로 증가함에 따라 팔

라듐의 함량은 증가하였으며, 로듐의 함량은 감소하였

다. 음극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환원되는 팔라듐과 로

듐의 조성 변화와 함께 입도와 거칠기의 감소도 관찰되

는데, 이는 음극 전압이 증가하면 핵생성이 우세하여 좁

은 입도분포의 미립 결정으로 전착되기 때문이다. 혼합

전해질로부터 환원할 때, −1.2 V의 전압을 인가하면 약

90 % 순도를 갖는 팔라듐을 회수할 수 있으나, 로듐도

일부 환원하였다.

이와 같은 변수실험을 통하여 백금을 제거한 팔라듐

과 로듐 이온을 함유한 전해질로부터 팔라듐을 선택적

으로 회수하고자 하였다. 7회에 걸친 농축을 통해 팔라

듐과 로듐이 용해된 [C4mim]Cl을 제조하였으며, 농도는

각각 7 mM와 3.5 mM이었다. 130 oC, 혼합용액에서 1

mV/sec로 LSV한 결과를 나타낸 Fig. 6(a)에 의하면

–1 V (vs. Pt-QRE)에서부터 한계전류밀도가 관찰되었

다. 따라서 작동전극을 금으로 하여 –1.2 V (vs. Pt-

QRE)를 인가하여 정전위법으로 전해하였다. 전해 후 전

극표면을 세척한 다음 SEM과 EDS로 분석한 결과

[Fig. 6(b)], 순수한 팔라듐을 회수된 것을 확인할 수

Fig. 5. Effect of applying potential on palladium and rhodium

reduction in [C4mim]Cl on carbon electrode @130 oC.

Fig. 6. Selective recovery of palladium by non-aqueous electrolysis in [C4mim]Cl @ 130 oC, –1.2 V (vs. Pt-Q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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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마지막으로 로듐을 회수하기 위해 대부분의 팔라듐을

제거한 후 로듐이 잔류하는 [C4mim]Cl 용액에 1 M의

HCl 수용액을 1:1 vol%로 혼합하여 전해질을 구성하였

다. 상온에서 STS304 전극에 1 mV/sec로 LSV한 결

과를 나타낸 Fig. 7(a)에서 보면 –1.2 V (Pt-QRE)에서

한계전류를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1.2 V (Pt-

QRE) 전위를 인가하면서 정전위법으로 전해한 다음, 전

극표면을 SEM과 EDS로 분석하였다. 표면과 조성을 나

타낸 Fig. 7(b)에서 보면, 로듐이 금속상으로 환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자동차 폐촉매 재활용공정인

염산침출 공정에서 생성되는 백금, 팔라듐, 로듐 염화물

의 혼합 수용액으로부터 각각의 백금족 금속을 분리회

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백금족 금속의 추출능과

전도성을 갖는 [C4mim]X (X = PF6, Cl 등)와 같은 이

온성액체를 추출용매 및 전해액으로 사용하여 추출과

환원거동을 조사하였다. 백금, 팔라듐, 로듐이 용해된 수

용액에서 [C4mim]PF6를 이용한 용매추출법으로 백금을

우선적으로 분리하고 1 M 질산을 이용해 역추출한 후

백금을 수계 전해로 환원할 수 있었다. 수용액에 잔류

하는 팔라듐과 로듐은 130 oC에서 물을 증발시킨 후

[C4mim]Cl에 용해한 다음 비수계 전해법을 이용하여

작동전극 및 전압과 같은 전해조건의 조절을 통해 금속

형태의 팔라듐과 로듐을 환원 회수할 수 있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금오공과대학교 교내학술연구에 의한 것으

로 이에 감사드린다.

References

1. H. J. Ache, L. H. Baetsle, R. P. Busth, A. F. Nechaev, V.

P. Popik, and Y. Ying, 1989 : Feasibility of separation and

utilization of ruthenium, rhodium and palladium from high

level waste, Technical Report Series No –308, IAEA,

Vienna

2. J. C. Choi, 2011 : Technology of valuable metals recovery

from spent catalyst, Ceramist, 14(2), pp.29-40.

3. D. Shin, J. Park, J. Jeong, and B. Kim, 2015 : A biological

cyanide production and accumulation system and the

recovery of platinum-group metals from spent automotive

catalysts by biogenic cyanide, Hydrometallurgy, 158,

pp.10-18.

4. J. C. Lee, 1993 : Technical review on recovering platinum-

group metals from spent automotive catalysts, Bull. of the

Korean Inst. of Met. & Mater., 6(4), pp.384-392.

5. J. C. Lee, M. S. Kim, K. G. Yoo, B. S. Kim, and J. K.

Jeong, 2008 : Extractive metallurgy of platinum group

metals, Trends in Metals & Materials Engineering, 21(6),

Fig. 7. Recovery of rhodium by electrolysis in [C4mim]Cl + 1 M HCl (1:1 vol%) @ 25 oC.



이온성액체 기반 비수계 용액에서 용매추출과 전해에 의한 백금족 금속의 분리회수 53

자원리싸이클링 제 28권 제 2호, 2019

pp.23-32.

6. Y. S. Kwon, J. C. Lee, D. Y. Shin, S. H. Yi, H. J. Kim, and

Y. G. Choi, 2014 : A Review on recycling of spent

autocatalyst in Korea, J. of Korean Inst. of Resources

Recycling, 23(1), pp.3-16.

7. H. Dong, J. Zhao, J. Chen, Y. Wu, and B. Li, 2015 :

Recovery of platinum group metals from spent catalysts: A

review, Int. J. Miner Process 145, pp.108-113.

8. C. A. Nieto de Castro, 2010 : Thermophysical properties

of ionic liquids: Do we know how to measure them

accurately?, Journal of Molecular Liquids, 156, pp.10-17.

9. J. Lua, F. Yana, and J. Texter, 2009 : Advanced

applications of ionic liquids in polymer science, Progress

in Polymer Science, 34, pp.431-448.

10. A. Lewandowski and A. Śiderska, 2003 : Electrochemical

capacitors with polymer electrolytes based on ionic liquids,

Solid State Ionics, 161, pp.243-249.

11. J. Park, Y. J. Jung, P. Kusumah, J. Lee, K. Kwon, and C.

K. Lee, 2014: Application of ionic liquids in hydro-

metallurgy, Int. J. Mol. Sci., 15, pp.15320-15343.

12. M. A. Kim, J. C. Lee, C. K. Kim, M. S. Kim, M. S. Kim,

B. S. Kim, and K. K. Yoo, 2006 : Worldwide trend and

Korean recent status in the supply-demand for resources-

The current situation of recycling technology for waste

resources in Korea, J. of Korean Inst. of Resources

Recycling, 15, pp.3-19.

13. S. Katsuta, Y. Yoshimoto, M. Oki, Y. Takeda, and K.

Bessho, 2011 : Selective Extraction of palladium and

platinum from hydrochloric acid solutions by trioctyla-

mmonium-based mixed ionic liquids, Ind. Eng. Chem.

Res., 50, pp.12735-12740.

14. C. Zhang, K. Huang, P. Yu, and H. Liu, 2013 : Ionic liquid

based three-liquid-phase partitioning and one-step separation

of Pt (IV), Pd (II) and Rh (III), Separation and Purification

Technology, 108, pp.66-173.

15. P. Bonhote, A. P. Dias, N. Papageorgiou, K. Kalyanasundaram,

and M. Gratzel, 1996 : Hydrophobic, highly conductive

ambient-temperature molten salts, Inorg. Chem., 35,

pp.1168-1178.

16. A. K. Burrell, R. E. Del Sesto, S. N. Baker, T. M.

McCleskey, and G. A. Baker, 2007 : The large scale

synthesis of pure imidazolium and pyrrolidinium ionic

liquids, Green Chem., 9, pp.449-454.

17. A. M. Rizzuto, R. L. Pennington, and K. D. Sienerth, 2011 :

Study of the BMIM-PF6: acetonitrile binary mixture as a

solvent for electrochemical studies involving CO2,

Electrochimica Acta, 56(14), pp.5003-5009.

18. A. E. Williams-Jones, A. Migdisov, and C. Normand, 2004 :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Pd solubility and speciation

in H2O-HCl liquids: Implications for the formation of

hydrothermal palladium deposits, DIVEX, pp.1-8.

19. M. S. Kim, K. K. Yoo, B. S. Kim, J. M. Yoo, J. K. Jeong,

and J. C. Lee, 2007 : Technical review on separation and

recovery of platinum group metals, Korean J. of Mineral &

Energy Resources Eng., 44(4) pp.324-341.

박 광 원

• 2014년 2월 금오공과대학교 신소재

시스템공학부 공학사

• 2016년 2월 금오공과대학교 신소재

공학과 공학석사

•현재 삼성SDI 전자재료사업부 

연구원

 

박 제 식

• 2009년 8월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정보나노소재공학과 공학사

• 2017년 2월 국립금오공과대학교 

대학원 신소재공학과 공학박사

• 2017년-2018 전자부품연구원 차세대

전지연구센터 Post-doc.

•현재 현대모비스 B21TFT 

이 철 경

• 1984년 2월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

공학사

• 1990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자원

공학과 공학박사

• 1991년-2002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소재연구부 책임연구원

•현재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신소재

공학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