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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폐니켈-카드뮴전지 내의 니켈과 카드뮴을 분리하기 위한 재활용 기술 중 황산암모늄((NH4)2SO4)을 이용하여 니켈을 침전시킴으

로써 분리하는 기술이 보고되고 있어, 실제 산업현장에서 사용 중인 침출액을 이용하여 pH, 온도, 황산암모늄의 투입량 등을 변수

로 하여 최적의 니켈 회수 조건을 도출하였다. pH의 경우 중성, 염기성에 비해 산성의 침출액에 황산암모늄을 투입했을 때 안정적

인 황산니켈암모늄((NH4)2Ni(SO4)26H2O)이 형성되었으며, 침출액의 온도는 60 oC일 때 가장 높은 순도를 나타내었다. 황산암모늄의

투입량은 니켈 함량 대비 2배의 몰 비로 투입했을 때 높은 회수율과 가장 적은 불순물 함량을 나타내었다. 서로 다른 두 공정을 통

한 수산화니켈 제조 결과, 황산니켈암모늄 이용 시 카드뮴이 1.4% 검출되었고 황화나트륨(Na2S)을 이용하여 카드뮴을 제거한 용액

에서 수산화니켈 제조 시에는 침출액 내 포함되어 있던 철과 니켈이 동시에 석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황산암모늄을 이용한 니

켈 회수가 유용한 재활용 기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황산니켈암모늄, 니카드 전지, 수산화니켈, 재활용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synthesis of the nickel hydroxide using ammonium sulfate in leaching solution from waste nickel-

cadmium batteries. The effect of pH, temperature and the input amount of ammonium sulfate in leaching solution was inves-

tigated. The ammonium nickel sulfate with high purity was obtained in acidic leaching solution and the solution temperature of

60 ℃. The suitable molar ratio of the input amount of ammonium sulfate to nickel in solution is 2:1. The impurity about 1.4

at.% of Cd was included in the nickel hydroxide precipitates when ammonium nickel sulfate was used. At the process using

sodium sulfide which precipitates the cadmium in solution, nickel and iron compounds were precipitated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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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다양한 전자제품의 사용과 교체가 급속도로 이

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전자제품에 포함된 전지

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전지의 가격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전지의 구매 및 교체가 어렵지 않게 되

면서 폐전지의 발생량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1-2).

특히 최근 다양한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차세대 전지의

개발이 급속화됨에 따라 기존에 널리 사용되던 니켈-카

드뮴 전지의 폐기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폐전지에는 전지종류에 따라 유가금속이 다양하게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폐기할 경우 금속자원

의 경제적 손실이 크다. 또한 폐니켈-카드뮴 전지에 포

함된 금속은 무분별한 배출 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3) 세계적으로 니켈 및 카드뮴 배출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제적 손실 및 환

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다양한 기술을 통해 폐전지의 회

수 및 재활용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재활용 기

술 개발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폐전지의 침출액이나 폐수로부터 금속을 회수하거나

재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역삼투압, 용매추출법, 흡착, 침

전법, 치환법 등이 있다4-10). 특히 폐니켈-카드뮴 전지에

대한 연구의 경우, 전지의 전극을 황산용액에 침출시킨

침출액으로부터 카드뮴 또는 니켈을 선택적으로 회수하

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로 다양하게 진행 중이다.

Furuse11)는 폐니켈-카드뮴 전지의 활물질을 황산에 침

지한 후 전기분해 원리를 이용하여 음극에서 카드뮴을

회수하였으며, 카드뮴의 순도는 99.95%를 나타냈다는

연구를 보고하였다. 또한 잔여 용액을 중성화시킨 후 필

터링을 통해 황산과 철을 제거한 후 석고 시드 결정과

혼합한 후 석고를 제거하여 황산니켈 결정을 회수하였

다고 보고하고 있다. 

Wilson과 Wiegard12)는 폐전극의 전해액을 세척한 후

카드뮴 금속 산화 및 카드뮴과 니켈 염의 분리를 위해

600 oC에서 1시간동안 가열한 후 상온의 질산암모늄 용

액에 침지시켰고 용액에 침출된 카드뮴은 30분동안 주

입된 CO2 가스에 의해 탄산카드뮴(CdCO3)으로 석출시

키는 연구를 진행하여 약 94%의 카드뮴을 회수했던 연

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Kaufmann13)은 폐니켈-카드뮴

전극을 황산에 침지시킨 후 상온에 염화나트륨을 첨가

한 후 알루미늄 분말을 이용하여 카드뮴을 치환시켰고

이후에 60 oC의 용액에서 알루미늄 분말을 이용하여 니

켈을 치환시켰으나 고순도의 니켈과 카드뮴을 얻을 수

는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Hamamatsa14)는 황산에

침출된 폐니켈-카드뮴 전극에 중탄산암모늄(NH4HCO3)

을 첨가하여 탄산카드뮴을 선택적으로 석출시킨 후 수

산화나트륨과 탄산나트륨을 추가하여 수산화니켈을 합

성하였으나 중탄산나트륨의 자가분해로 인해 매우 신중

한 공정이 요구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국내의 카드뮴 회수 방안에 대한 연구의 경우, 아연

을 투입함으로써 카드뮴과의 기전력 차이를 이용하여

카드뮴을 침전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황산카

드뮴 용액에서 카드뮴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최적의 조

건을 연구한 내용이 있으나15), 이 방법을 니켈과 카드

뮴이 혼합된 침출액에 적용할 경우는 일부 니켈이 동시

에 석출되어 두 원소의 완벽한 분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카드뮴을 분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황화나트륨(Na2S)을

투입하여 카드뮴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황화카드뮴(CdS)

의 형태로 석출시켜 용액 내 카드뮴을 제거하는 침전법

을 이용하여 강산성의 황산용액 내에 니켈 이온과 카드

뮴 이온이 혼합된 침출액에서 높은 회수율을 나타낸다

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으며16), 카드뮴 이온과 황화나트

륨의 반응은 아래의 식 (1)과 같다. 

Cd2+(aq) + SO4
2(aq) + 2Na+(aq) + S2(aq) 

→ CdS(s) + 2Na+(aq) + SO4
2(aq) (1)

황화나트륨을 이용하여 황화카드뮴을 침전시키는 방

법은 상온에서의 투입으로도 카드뮴을 선택적으로 높은

회수율을 나타내면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적 분

리가 가능한 간단한 방법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Bartolozzi17)는 탄산화물을 이용한 니켈의 석출을 통

해 최종적으로 98%의 니켈을 회수하였음을 보고하였으

며, Xue18)는 상온에서 아래의 식 (2)와 같이 황산용액

기반의 니켈-카드뮴 혼합용액에 황산암모늄((NH4)2SO4)

을 첨가할 때 수화물의 황산니켈암모늄((NH4)2Ni(SO4)26H2O)

결정으로 석출되는 연구를 보고한 바가 있다.

(NH4)2SO4(s) + Ni2+(aq) + SO4
2(aq) + 6H2O(l)

→ (NH4)2Ni(SO4)26H2O(s) (2)

니켈-카드뮴 침출액에서 상기와 같은 반응을 통해 니

켈 이온은 황산니켈암모늄으로 석출되고 카드뮴 이온은

용액 내에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한 침출액

내 니켈의 선택적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니켈과 카드뮴이 혼합된 침출액으로부터 수산화니켈을

제조하기 위하여 황산암모늄을 이용하여 고순도, 고회

수율의 황산니켈암모늄 석출을 위한 조건을 선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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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중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황화나트륨을 이용한

수산화니켈 제조 공정과의 수산화니켈 품질을 비교하여

실제 산업에서의 적용이 용이한 고품질, 고순도의 니켈

부산물 회수를 위한 최적의 공정을 선정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에서 실제로

재활용을 위해 니켈-카드뮴전지로부터 얻어진 혼합 침

출액을 기반으로 하여, 두 공정으로부터 얻어지는 반응

물의 형상 및 품질 비교를 통해 중간 공정의 차이로

인한 니켈 화합물의 변화를 관찰해보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2.1. 실험 용액 및 조건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폐니켈-카드뮴 침출액에 황산

암모늄을 이용한 니켈과 카드뮴의 분리공정을 통해 회

수되는 수산화니켈의 최적의 회수 조건을 도출하고, 황

화나트륨을 통한 분리공정을 이용하여 회수된 수산화니

켈과의 품질을 비교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였다. Fig. 1

에 수산화니켈 제조를 위한 두 가지 공정도를 나타내었

다. 공정 1의 경우 황산암모늄을 이용하여 용액 내의

니켈을 니켈화합물의 결정체로 회수한 후 회수된 결정

체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혼합하여 수산화니켈을 형

성하는 공정이며(Fig. 1(a)), 공정 2의 경우 황화나트륨

을 이용하여 용액 내의 카드뮴을 황화카드뮴으로 석출

시킨 후 남은 용액에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여 수산화

니켈을 형성하는 공정이다(Fig. 1(b)). 본 연구에서는 공

정 1을 통한 최적의 회수조건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

로 진행하였으며, 공정 2의 결과는 이전에 보고된 연구

내용을 토대로 도출된 최적의 조건을 바탕으로 수행하

였다12). 

실험 용액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회수한 니켈-카드뮴

전지의 폐전극을 황산용액에 침출시킨 침출액을 이용하

였으며, Table 1에 ICP-OES (Inductively coupled

plasma-optical emission spectrometry, ICPS-1000IV,

SHIMADZU)를 이용하여 측정한 침출액의 조성을 나타

내었다. 침출액 내 금속이온은 니켈과 카드뮴이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철과 코발트 등의 불순물이 포

함되어 있었다. 

공정 1의 최적 회수조건 확립을 위하여 침출액의

pH, 온도, 황산암모늄 (Sigma-Aldrich, 99.99%) 투입량

별 석출물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침출액의 pH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은 상온에서 기존 침출액의 pH인

0.84의 용액과, 침출액에 암모니아수를 첨가하여 pH를

7 및 9로 증가시킨 용액에 황산암모늄을 침출액 내 니

켈 대비 1:1의 몰 비로 투입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pH를 선정한 후, 해당 pH

에서 침출액의 온도를 60, 80 oC로 조절하여 상온에서

의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고 석출물인 황산니켈암모늄

Fig. 1. Schematics for synthesizing nickel hydroxide from

Ni-Cd leaching solution (a) Process using Ni

Precipitates, (b) Process using Cd precipitates.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leach solution of Ni-Cd

battery electrode materials

Element Unit Leach solution

Ni

ppm

22,656

Cd 24,987

Fe 4,235

Co 711

K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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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을 위한 최적 온도를 확인하였다.

식 (2)와 같이 침출액 내에서 2가의 니켈 이온과 황

산암모늄이 반응하는 몰 비는 1:1임을 확인할 수 있다.

침출액의 pH와 온도별 실험의 경우 황산암모늄 투입량

은 Table 1의 침출액 조성을 바탕으로 침출액 내에 함

유된 니켈의 함량과 같은 몰 수의 양을 투입하였다. 이

후에 황산암모늄의 투입량에 따른 실험의 경우, 몰 비

1:1의 pH, 온도별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pH, 온

도를 선정한 후 해당 온도에서 황산암모늄의 양을 2배,

3배로 늘려 실험을 진행하였다. 

석출물 회수는 100 ml의 침출액이 담긴 비커에 황산

암모늄을 투입하고 승온과 교반이 가능한 교반기와 교

반자석을 이용하여 300 rpm의 교반속도로 교반하였으

며, 해당온도에서 약 4시간 동안 교반시킨 후 반응물의

충분한 침전을 위해 상온에서 12시간 이상 보관하였다.

이후에 석출물을 filter paper로 용액과 분리한 후 분석

을 진행하였다. 

수산화니켈 제조를 통한 공정 간 품질비교 실험의 경

우, 황산암모늄 투입 몰 비가 1:1, 2:1에서 얻어진 석출

물을 이용한 실험과 황화나트륨을 이용하여 카드뮴을

제거한 침출액에서의 실험을 포함해 총 세 가지 조건의

용액에 수산화나트륨(DUKSAN, 97.0%)을 첨가하였으

며, 이를 통해 얻어진 수산화니켈의 분석을 SEM과 EDS

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공정 2의 경우 황화나트륨의

투입량은 용액 내 카드뮴 함량 대비 2.3배의 몰 비로

투입하였으며, 이전 연구결과에서 낮은 pH, 낮은 온도

에서 회수율이 좋다고 보고된 내용을 참고로 하여16), 침

출액의 pH는 기존 pH인 0.84, 온도는 상온에서 수행하

였다.

2.2. 분석 방법

석출물의 결정성 및 화합물의 확인을 위하여 XRD

(X-ray diffraction, XRD-6100, Shimadzu)를 이용하였

으며, XRF (X-ray fluorescence, XRF-1800, Shimadzu)

를 이용하여 화합물의 조성을 정량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SEM (Scannnig electron microscopy, MIRA-3,

TESCAN)과 EDS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를 통해 석출물의 형상과 정량분석을 실시하였다.

3. 실험 결과

3.1. 침출액의 pH에 따른 황산니켈암모늄 석출물

분석

Fig. 2에 25 oC에서 pH 0.84, 7, 9의 침출액에 황산

암모늄을 투입하여 생성된 석출물의 XRD 결과를 나타

내었다. 암모니아수를 첨가하지 않아 pH를 변화시키지

않은 산성의 침출액에서는 예상했던 침전물인 황산니켈

암모늄 결정의 주요 피크와 유사한 피크가 검출되었으

나, 암모니아수를 넣어 pH를 7과 9로 증가시킨 용액에

서 침전된 화합물은 황산니켈암모늄의 피크와 일치하지

않았다. 육안 상으로 확인했을 때에도 pH 0.84에서 회

수한 결정은 밝은 청록색을 나타내었으나 pH 7과 9에

서 회수한 분말의 경우 갈색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중

성 이상의 pH를 나타내는 용액에서는 황산니켈암모늄

이외의 물질이 함께 석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헌에

서는 침출액에 암모니아를 먼저 투입할 경우 철과 망간

의 수산화물을 형성하기 때문에 황산암모늄을 넣기 전

불순물 제거를 위한 하나의 공정으로 암모니아수의 투

입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후 중성에 가까운 5 ~ 6의

pH에서 황산암모늄을 투입하여 황산니켈암모늄을 형성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성의 pH인 7과 염기성인 9의

침출액에서 석출되는 황산니켈암모늄의 품질을 비교하

기 위해 암모니아수를 투입하였으나 암모니아 이온과

철과의 반응 및 니켈, 카드뮴 아민계 화합물 등의 복합

체 형성으로 인하여18) 황산니켈암모늄의 직접적인 석출

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초

기 침출액의 낮은 pH를 유지한 채로 황산암모늄을 투

입하는 것이 실제 산업에서의 경제성과 석출된 니켈 화

합물의 품질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

단된다.

Fig. 2. XRD result for precipitates obtained by adding

ammonium sulfate in leaching solutions with different

pH at 25 oC (Molar ratio of input of ammonium

sulfate to nickel=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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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침출액의 온도에 따른 황산니켈암모늄 석출물

분석

앞선 실험결과를 통해 확인한 최적의 pH인 0.84의

침출액에서 온도에 따른 황산니켈암모늄의 변화를 확인

하기 위하여 25, 60, 80 oC의 용액에 동일한 양의 황

산암모늄을 투입하여 석출물을 분석하였고 Fig. 3에 pH

0.84의 침출액 내의 니켈 함량과 황산암모늄의 투입량

의 몰 비가 1:1일 때 용액의 온도에 따른 석출물의

XRD 결과를 나타내었다. 온도별로 석출된 석출물과 황

산니켈암모늄의 피크를 비교했을 때, 25 oC에서 생성된

석출물에 비해 60 oC 이상에서 생성된 석출물의 피크가

황산니켈암모늄의 주요 피크와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60 oC와 80 oC의 용액에서 생성된 석출물은 유사한

XRD 결과를 나타내었다. 침출액 온도별로 형성된 석출

물의 정량적인 원소별 함량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XRF 분석을 진행하였고, Table 2에 침출액 온도에 따

른 황산니켈암모늄 결정체의 함량을 나타내었다. XRF

분석 결과 황산니켈암모늄을 구성하는 니켈의 함량은

60 oC에서 형성된 석출물에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카드

뮴, 코발트 등의 불순물 또한 가장 적게 석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80 oC에서 형성된 석출물의 경우 60 oC의

석출물과 유사한 조성을 나타내었지만 60 oC 석출물에

비해 낮은 니켈 함량, 높은 카드뮴, 코발트 함량을 나타

내어, 80 oC 부근의 온도에서는 니켈 외의 원소와의 반

응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25 oC에서 형성된

석출물의 경우 10% 이상의 카드뮴과 2% 이상의 철

함량을 나타내어 세가지 온도조건에서 석출된 석출물

중 황산니켈암모늄의 순도가 가장 낮을 것으로 판단된

다. 카드뮴의 경우 온도가 증가할수록 카드뮴의 재용해

가 발생하여 회수율이 낮아지지만 니켈의 경우 온도에

비례하여 회수율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19).

따라서 온도의 증가에 따른 카드뮴의 재용해가 발생하

면서 석출물의 카드뮴 조성이 감소한 결과로 나타난 것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석출된 황산니켈암모늄 내에 불

순물이 가장 적었던 침출액의 온도인 60 oC가 최적의

침출액 온도임을 확인하였다. 

3.3. 침출액 내 황산암모늄 투입량에 따른 황산니켈

암모늄 석출물 분석

앞선 실험을 통해 침출액에 황산암모늄을 투입하여

최적의 황산니켈암모늄을 석출시킬 수 있는 침출액 조

건은 기존 침출액의 pH인 0.84와 60 oC의 침출액 온도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황산암모늄의 투입량과 니켈 이

온의 양이 1:1일 때 침출액 내 니켈 이온이 모두 황산

니켈암모늄으로 석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니켈 몰

비 대비 2배와 3배의 황산암모늄을 투입하여 생성되는

석출물의 양과 비교하였다. 황산암모늄 투입량을 달리

한 각각의 침출액의 온도를 60 oC로 조절한 후 두 시

간동안 반응시킨 후 생성된 황산니켈암모늄을 용액과

분리하였고 50 oC의 오븐에 황산니켈암모늄을 건조시킨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 침출액 내에 존재하는 니켈 이

온과 황산암모늄이 100% 반응한다고 가정했을 때 생성

되는 황산니켈암모늄 6수화물의 양을 기준으로 하여, 황

산암모늄의 투입량에 따라 생성된 황산니켈암모늄의 무

게를 백분율로 나타낸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침출액에 포함된 니켈과 동일한 몰 비의 황산암모늄을

Fig. 3. XRD result for precipitates obtained by adding

ammonium sulfate in leaching solutions at various

temperatures (pH=0.84, Molar ratio of input of

ammonium sulfate to nickel=1:1).

Table 2. XRF result for the chemical compositions of Ni

precipitates formed by adding ammonium sulfate in

leach solution at various temperatures

Element Unit
Temperature of solution (oC)

25 60 80

Ni

%

50.3 58.7 57.8

S 35.1 36.1 36.6

Cd 10.2 2.5 2.8

Fe 2.1 0.4 0.4

Co 1.3 1.1 1.2

K 1.0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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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할 경우 황산니켈암모늄으로 석출되어 회수된 양은

약 46%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니켈 이온과 황산암모늄

이 모두 반응하여 황산니켈암모늄을 형성하지 않고 침

출액 내 잔여 니켈이 50% 이상 존재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황산암모늄의 양을 두 배로 늘려서 투입할 경

우 침출액 내 니켈이온의 양이 생성할 수 있는 황산니

켈암모늄의 양의 99% 정도로 거의 동일한 양이 석출되

었다. 니켈 함량 몰 비의 세 배를 투입할 경우 이론적

으로 석출되는 황산니켈암모늄보다 높은 양이 석출되었

으며, 이는 황산니켈암모늄 이외의 물질이 동시에 석출

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황산암모늄의 투입량

을 니켈 함량 대비 두 배의 몰 비로 투입했을 때 높은

황산니켈암모늄의 회수율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황산암모늄의 투입량에 따른 석출물의 형상과 원소별

함량을 SEM과 ED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Fig. 4에

황산암모늄 투입량에 따른 석출물의 SEM 사진을 나타

내었다. 침출액 내 니켈 함량과 동일한 몰 비의 황산암

모늄을 투입할 경우, 황산니켈암모늄이 바로 석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60 oC에 2시간 유지 후 상온에 12시간

이상 보관 이후에 결정체가 생성됨을 확인하였고, 결정

체는 수 mm 수준의 다양한 크기를 나타내었다. 반면

2배와 3배의 황산암모늄을 투입할 경우, 황산암모늄 투

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황산니켈암모늄이 석출

되었으며 결정체의 크기는 100 ~ 200 m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황산암모늄 투입량에 따라 석출된 황산니

켈암모늄의 순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EDS를 통한 원소

별 함량을 측정하였고 Table 4에 결과를 나타내었다.

EDS 분석 결과, 니켈의 함량은 황산암모늄 투입량이

1:1일 때 형성된 석출물이 가장 높았다. 또한 황산암모

늄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산소의 함량은 증가하였고,

황의 비율은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황산니켈암모늄 6수

화물((NH4)2Ni(SO4)26H2O)의 니켈과 황의 비는 1:2의

비율로 존재하며, 가장 이와 유사한 비율을 나타내는 황

산암모늄 투입량은 동일한 몰 비의 황산암모늄을 투입

했을 때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1:1의 황산암모늄 투입

시 철과 카드뮴의 함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황산

니켈암모늄이 형성되는 반응속도가 늦어질수록 불순물

Table 3. Results for the recovery efficiency of the precipitates

with different amount of the ammonium sulfate in

leaching solution

Molar ratio (Ni:(NH4)2SO4) Recovery efficiency (%)

1:1 46.04

1:2 99.55

1:3 117.46

Fig. 4. SEM images of the ammonium nickel sulfate

precipitates formed by different molar ratio of input

of ammonium sulfate to nickel in leaching solution

(a) 1:1, (b) 2:1, (c)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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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석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빠른 황산

니켈암모늄을 형성했던 2배와 3배의 황산암모늄을 투입

했을 때에는 카드뮴과 철의 함량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침출액 내 니켈 몰 비의 2배의 황산암모늄을 넣었을 때

가장 적은 카드뮴, 철 함량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침출

액 내에서 황산니켈암모늄을 석출시키기 위해서는 황산

암모늄의 투입량을 니켈 몰 비 대비 2배의 양으로 증가

시켰을 때 높은 순도의 황산니켈암모늄을 빠른 시간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4. 공정 1과 2를 통한 수산화니켈 제조 및 화합물

분석 

황산니켈암모늄 석출물 중 가장 니켈의 함량이 높았

던 1:1 몰 비의 황산암모늄을 투입해서 얻어진 황산니

켈암모늄과 불순물이 가장 적었던 조건인 2:1 몰 비의

황산암모늄 투입 후 얻어진 황산니켈암모늄을 증류수와

혼합하여 용해시킨 수용액에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여

수산화니켈 분말을 제조하였다. 또한 Fig. 1의 공정 2

와 같이 황화나트륨을 첨가하여 황화카드뮴을 석출시킴

으로써 용액 내 카드뮴을 제거한 용액에 수산화나트륨

을 첨가하여 얻어진 수산화니켈의 품질과 비교하여 서

로 다른 공정에서 얻어진 수산화니켈의 차이를 확인하

였다. Fig. 5에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한 후 형성된 수산

화니켈의 SEM 사진을 나타내었고 석출된 수산화니켈

의 원소함량 확인을 위하여 EDS를 측정하여 Table 5

에 결과를 나타내었다. SEM 상으로 분말의 형상을 관

찰했을 때 세 용액에서 얻어진 석출물의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황산암모늄을 이용한 공정 1의 경우

밝은 녹색을, 황화나트륨을 이용한 공정 2의 경우 녹황

색을 나타내어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EDS 분석 결과, 황산니켈암모늄을 증류수에 용해시

킨 후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여 얻어진 수산화니켈의

경우 불순물인 카드뮴이 약 1.4% 정도 포함되어 석출

되었으며, 이러한 불순물의 함량은 황산암모늄의 투입

Fig. 5. SEM images of nickel hydroxides formed by adding

sodium hydroxide with different solutions (a)

Ammonium nickel sulfate sol. (Ni:(NH4)2SO4=1:1),

(b) Ammonium nickel sulfate sol. (Ni:(NH4)2SO4=

2:1), (c) Cd-free leaching sol. by adding sodium

sulfide (NaS).

Table 4. EDS result for the chemical compositions of Ni

precipitates with different amount of the ammonium

sulfate in leaching solution

Element Unit
Molar ratio of ammonium sulfate to nickel

1:1 2:1 3:1

Ni

at.%

9.61 8.16 8.28

O 68.54 74.78 76.77

S 19.43 16.85 14.02

Cd 1.43 0.21 0.31

Fe 0.98 0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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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에 따라 경향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반면 황화나트륨

을 이용하여 카드뮴을 제거한 용액에서는 예상대로 카

드뮴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용액 내에 불순물로 존재하

던 철의 석출이 발생하면서 철의 함량이 매우 높게 관

찰되었다. 이는 앞서 실험하였던 암모니아수를 첨가한

pH 효과 실험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불순물이 존재

하는 강산의 침출액에 pH를 높이는 물질을 첨가할 경

우 철이 우선적으로 반응하여 수산화철을 형성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수산화나트륨 첨가 시에도 수산

화철이 석출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공정 1인 황산암모늄을 이용한 수산화니

켈 석출 시 소량의 카드뮴이 혼합되어 석출되고 공정 2

의 황화나트륨을 이용하여 카드뮴을 제거한 용액에서

수산화니켈을 바로 석출시킬 경우 내부의 철 이온이 수

산화철 등을 형성하여 수산화니켈의 분리가 불가능하였

다. 하지만 공정 2의 황화나트륨을 이용한 카드뮴 제거

는 본 연구에서 실험용액으로 사용한 침출액 환경에서

도 효과적으로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공정 1

과 2를 적절히 혼합하여 적용한다면 침출액 내의 철과

카드뮴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니켈 화합물을 분리

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황산암모늄을 이용하여 침출액의 pH, 온도, 황산암모

늄의 투입량에 따른 황산니켈암모늄 석출물의 품질을

비교하고 최적의 공정 조건을 선정한 후, 황화나트륨을

이용하여 침출액 내 카드뮴을 제거한 공정과 수산화니

켈 합성 결과를 비교하였다. 산성의 침출액의 pH를 중

성이나 염기성으로 높일 때 철 이온과의 반응이 우선적

으로 발생하여 니켈과 철의 화합물이 혼재되어 분리시

켜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산성의 pH에서

황산암모늄을 투입하는 것이 최적의 황산니켈암모늄을

석출시키는 조건임을 확인하였다. 침출액의 온도는

60 oC 이상에서 황산암모늄을 투입할 때 황산니켈암모

늄의 피크와 가장 일치함을 XRD를 통해 확인하였다.

황산암모늄의 투입량을 1배로 할 경우, 약 46%의 황산

니켈암모늄 회수율을 나타내었고 가장 적절한 황산암모

늄 투입량은 니켈함량 대비 2배의 몰 비로 투입했을 때

높은 회수율과 순도를 나타내었다. 황산암모늄 이용 공

정과 황화나트륨 이용 공정으로 얻어진 수산화니켈에

대한 분석 결과, 황산니켈암모늄을 용해시켜 수산화나

트륨을 투입할 경우 약 1.4%의 카드뮴이 함께 석출되

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황화나트륨을 이용하여 용액 내

카드뮴을 제거한 후 수산화나트륨을 투입할 경우 카드

뮴을 검출되지 않았지만 다량의 철과 니켈이 혼합된 화

합물이 석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황산암모늄을 이용한 공정이 고순도

의 수산화니켈을 제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임을 확

인하였고 추후 연구를 통해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공정을 확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폐

전극으로부터 유가금속을 회수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금속의 순도와 회수율이기 때문에, 상기 연

구에서 제시한 고순도의 공정법을 바탕으로 실제 산업

현장에서 높은 회수율의 수산화니켈을 얻을 수 있다면

본 연구내용이 폐니켈-카드뮴 전지의 재활용 산업에 도

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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