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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금속 폐기물로부터의 유가금속 회수는 관련 원료의 수입 혹은 안정적 원료 수급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폐리튬이차전지

(LIBs)로부터 회수가 가능한 금속(Li, Co, Ni, Mn 등)의 재사용뿐만 아니라 폐리튬이차전지의 재활용 연구가 필수적이다. 폐리튬이

차전지에서 회수된 수산화리튬(LiOH∙xH2O)은 촉매, 이산화탄소 흡수제 및 양극재의 전구체로 재사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폐

리튬이차전지로부터 회수된 탄산리튬 전구체를 사용하였으며, 침전공정을 이용한 선택적인 리튬 분리를 통해 고순도 수산화리튬 분

말의 제조 및 최적화 연구를 진행하였다. 수산화리튬 제조 조건으로는 교반을 기반으로 반응온도 90℃, 반응시간 3 시간, 탄산리

튬과 수산화칼슘의 비율 1:1의 조건에서 수행하였으며, 순도 향상을 위해 2-step 수산화리튬 제조 공정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여 최종

적으로 고순도의 수산화리튬∙제일수화물(LiOH∙xH2O)을 제조하였다.

주제어 : 수산화리튬, 폐리튬이차전지, 탄산리튬, 침전공정, 나노입자

Abstract

A valuable metal recovery from waste resources such as spent rechargeable secondary batteries is of critical issues because

of a sharp increase in the amount of waste resources. In this context, it is necessary to research not only recycling waste lithium-

ion batteries (LIBs), but also reusing valuable metals (e.g., Li, Co, Ni, Mn etc.) recovered from waste LIBs. In particular, the

lithium hydroxide (LiOH∙xH2O), which is of precursors that can be prepared by the recovery of Li in waste LIBs, can be reused

as a catalyst, a carbon dioxide absorbent, and again as a precursor for cathode materials of LIB. However, most studies of recy-

cling the waste LIBs have been focused on the preparation of lithium carbonate with a recovery of Li. Herein, we show the

· Received : August 23, 2019 · Revised : September 27, 2019 · Accepted : October 8, 2019
§

Corresponding Author : Dae-Guen Kim (E-mail : dgkim@iae.re.kr)

Materials Science and Chemical Engineering Center,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175-28, Goan-ro 51 beon-gil, Baegam-

myeon, Cheoin-gu, Yongin-si, Gyeonggi-do 17180, Korea

ⓒThe Korean Institute of Resources Recycling.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폐리튬이차전지에서 회수한 탄산리튬으로부터 2-step 침전공정을 이용한 고순도 수산화리튬 분말 제조 연구 61

자원리싸이클링 제 28권 제 5호, 2019

preparation of high purity lithium hydroxide powder along with the precipitation process, and the systematic study to find an

optimum condition is also carried out. The lithium carbonate, which is recovered from waste LIBs, was used as starting materials

for synthesis of lithium hydroxide. The optimum precipitation conditions for the preparation of LiOH were found as follows:

based on stirring, reaction temperature 90 ℃, reaction time 3 hr, precursor ratio 1:1. To synthesize uniform and high purity lith-

ium hydroxide, 2-step precipitation process was additionally performed, and consequently, high purity LiOH∙xH2O powder was

obtained.

Key words : Lithium hydroxide, Waste LIB battery, Lithium carbonate, Precipitation, Nanoparticles

1. 서 론

최근 전기자동차(EV; Electric Vehicle) 및 전력저장

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의 보급 확대에 따

른 중대형 리튬이차전지부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휴대용 가전제품에 적용되는 소형 리튬이차전지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리튬이차전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리튬이차전지의 성장세와 더불어 폐리튬이차전

지 발생량도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1-5). 이러한

폐리튬이차전지에 포함되어 있는 유가금속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재활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기존

연구에서 유가금속 회수에 대한 내용은 다수 보고 된

바 있으나, 리튬이차전지로부터 리튬을 재활용하고 원

소재로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6-8). 특

히 최근에는 고성능 리튬이차전지의 수요가 증대되면서

고성능 리튬이차전지용 Li[Ni,Co,Al]O2와 Li[Ni,Co,Mn]O2

등 니켈 함량이 높은 니켈계 양극재의 주 원재료인 수

산화리튬의 제조 및 한정적인 원료 대비에 따른 재활용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수산화리튬은 이 외

에도 일수화물 또는 무수화물의 형태로 기체 및 공기

정화, 열 전달 소재, 중합 촉매, 유기합성 촉매 그리고

잠수함이나 우주선의 이산화탄소 흡수제 등의 다양한

기능성 무기소재에서의 매우 중요한 리튬계 원료 소재

로 사용되고 있다9-12).

이에 따라 최근에는 천연 리튬 원료 대비 10 ~ 20

배의 고농축 리튬이 함유되어 있는 폐리튬이차전지로부

터 1차적으로 저품위 리튬염을 회수한 후, 회수한 리튬

염을 원료로 이용하여 고순도의 수산화 리튬을 제조하

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3-15). 폐리튬이차

전지로부터 리튬을 회수하는 연구를 진행한 Song, Y.

J.는 습식공정을 통해 인산리튬의 형태로 리튬을 회수하

였으며, 리튬 회수를 위한 용해도의 변화 확인을 위해

조건에는 온도와 pH를 변수로 두어 연구를 수행하였

다13). Yuan et al.의 경우, 탄산리튬을 60 ~ 100℃의

온도 범위를 제어하여 침전 공정을 통해 수산화리튬을

제조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16), Kwang-Joo Kim

는 침전 공정을 통한 수산화리튬의 제조에 있어, 반응

시간과 증발 시간 등을 제어하여 99%의 순도를 가지는

수산화리튬을 95% 이상 변환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17).

또한 Ryabtsev et al.은 전해막을 이용하여 저품위 탄

산리튬을 고품위 수산화리튬으로 제조하는 연구를 수행

한 바 있다18).

본 연구에서는 폐리튬이차전지로부터 탄산리튬 형태

로 회수된 리튬염을 이용하여 제조된 리튬 전구체 용액

을 기반으로, 고순도 수산화리튬을 제조하는 연구를 수

행하였다. 고순도 수산화리튬을 제조하기 위해 2-step

수산화리튬 제조 공정을 통해 교반 유무, 반응 온도, 반

응 시간, 첨가제와의 비율 그리고 수산화리튬 제조 공

정 횟수의 실험 조건 변수를 제어하였다. 최종적으로 실

험 조건 변수 제어에 따른 수산화리튬 제조 변화 확인

및 순도 확인을 통해 결정화 최적조건을 도출하였다.

2. 실험 방법

2.1. 탄산리튬(Li2CO3) 원료

본 연구에서는 리튬 이온을 제공하는 양극 소재

(LiCoO2, LiMnO2, LiNiO2, LiFePO4)가 포함된 폐리

튬이차전지로부터 얻어진 탄산리튬 분말을 연구 원료로

사용하였다.

Fig. 1은 폐리튬이차전지로부터 리튬 회수 후 생성된

리튬염(탄산리튬) 분말의 결정상과 크기 및 미세구조 확

인을 위한 (a) 주사전자현미경(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Mira3, TESCAN)과 (b) X-선 회절분석법

(XRD; X-ray diffraction spectroscopy, XRD-6100,

Shimadzu) 통해 분석을 진행한 결과이며, 회수된 리튬

염 분말은 마이크로 크기의 입자로 구성된 단일상의 탄

산리튬(Li2CO3, JCPDS 87-0728)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Fig. 1(a)에서 확인되는 벌크 형태의 탄산리튬 주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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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집되어 있는 입자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상

대적으로 작은 입자들을 포함하여 탄산리튬이 합성되었

음으로 판단하였다19). 또한, 회수된 탄산리튬의 순도 확

인을 위해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기(ICP-OES; Inductively

Coupled Plasma Optical Emission Spectroscopy, Perkin

Elmer 5300DV)를 통해 불순물을 분석하였으며, Table

1와 같이 분석 결과를 통해 99.48%의 탄산리튬임을 확

인하였다.

2.2. 2-step 수산화리튬 제조 공정을 이용한 수산화

리튬 제조

본 연구에서는 리튬 이온을 제공하는 양극 소재가 포

함된 폐리튬이차전지로부터 회수된 탄산리튬을 출발 물

질로 적용하였고, 2-step 수산화리튬 제조 공정을 이용

하여 최종적으로 수산화리튬 분말을 제조하는 연구이며,

전체적인 개략도는 Fig. 2에 나타내었다20). 앞서 폐리튬

이차전지로부터 회수된 탄산리튬 분말로부터 고순도 수

산화리튬을 제조하기 위하여 2-step 수산화리튬 제조 공

Fig. 1. A representative characteristic of Li2CO3 precursor used as starting materials; (a) SEM image and (b) XRD pattern.

Fig. 2.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synthesis process on lithium hydroxide powder.

Table 1. Summary of ICP analysis of as-synthesized Li2CO3

powder

Element Concentration of Li2CO3 solution (ppm)

Na 1,998.64

Ca 34.93

Mg < 3.88

Fe < 5.82

Mn < 1.94

Cu < 5.82

Pb < 5.82

Zn < 3.88

Al 7.76

Cl- < 19.40

PO4
3 < 19.40

SO4
2 3,085.28

Impurity 5,192.59

Purity (%) 99.4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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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실시하였다.

Li2CO3 (aq) + Ca(OH)2 (s) → 

LiOH (aq) + CaCO3 (s)↓ (1)

LiOH (aq) + Ca(OH)2 (s) → LiOH (aq) (2)

고순도 수산화리튬 제조 조건을 확립하기 위해 다양

한 조건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최적조건을 도출

하기 위해 교반 유무, 반응 온도(RT ~ 90℃), 반응 시

간(3 ~ 9 hr), 리튬 전구체와 첨가제와의 비율(1:1 ~ 1:5)

그리고 수산화리튬 제조 공정 횟수 조건을 두어 실험을

수행하였다21). 전체 공정은 DI water 기반으로, 수산화

리튬 제조 공정에는 수산화칼슘(95%, Ca(OH)2, Dae-

jung)을 사용하였다. 우선, 리튬 전구체를 제조하기 위

하여 회수된 탄산리튬 분말 0.01 mol을 실온에서 100

ml의 D.I water에 용해시켰다. 용액의 균일한 온도와

혼합을 위해 300 rpm의 교반을 동시에 실시하였으며,

용액의 가열 속도는 5℃/분으로 반응 온도 조건에 따

라 가열하였다. 설정한 반응 온도에 도달하면 미리 준

비해둔 수산화칼슘을 투입한 후, 반응시켰다. 수산화리

튬 제조 공정을 종료한 후, 필터페이퍼를 통해 고액분

리하여 얻어진 용액을 히팅플레이트를 이용하여 수분

제거를 통해 분말을 회수하였다. 회수된 분말의 완전한

고순도 수산화리튬 제조를 위하여 같은 조건으로 수산

화리튬 제조 공정을 실시하였으며, 90 분 동안 진행하

였다. 2-step 수산화리튬 제조 공정을 모두 종료한 용액

은 똑같이 필터페이퍼를 통해 고액 분리를 실시하였으

며, 분리된 용액을 450 nm 크기 기공의 마이크로필터로

재여과하였다. 수득한 용액은 앞의 공정과 같이 히팅플

레이트를 이용하여 수분을 제거하였으며, 이 후 수득된

분말의 세정공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흰색의 분말을 회

수하였다.

폐리튬이차전지에서 얻은 탄산리튬 분말을 사용하여

고순도 수산화리튬 회수를 위해 2-step 수산화리튬 제

조 공정을 실시하였으며, 각 조건에 따라 회수한 분말

의 결정성과 입자크기 및 표면 확인을 위하여 X-선 회

절분석법과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

였다. 또한 합성한 수산화리튬 용액의 리튬의 함유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원자 방출 분

광기(MP-AES, Microwave plasma-atomic emission

spectrometer, 4100 MP-AES, Agilent)를 통해 원소

분석을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회수된 탄산리튬으로부터 수산화리튬 제조

수산화리튬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리튬 전구체는 폐리

튬이차전지에서 회수한 탄산리튬을 사용하였다. Fig. 3

은 최적의 수산화리튬 제조 조건을 도출하기 위해 0.01

mol 탄산리튬을 기준으로 반응 온도와 반응 시간을 90

℃와 3 hr로 두고 실시한 실험의 결과로 수산화리튬 합

성식은 식 (1)과 같다22). Fig. 3(a)는 단일 수산화리튬

제조 공정 진행 후 얻어진 리튬전구체를 필터를 통해

고액분리하여 얻어진 잔사의 결정상을 확인한 결과로

탄산칼슘(CaCO3, JCPDS no. #72-1937) 단일상 임을

확인하였다. 잔사를 제거한 전구체의 액상 증발 후, 회

수한 분말의 결정상과 형상을 확인한 결과는 Fig. 3(b),

Fig. 3. (a) XRD pattern of precipitate collected after 1st precipitation, (b) XRD pattern and (c) SEM image of the collected

powder, which is obtained from solution evaporation of liquid phase filtered after 1st precipitation. The symbols (closed

circle, square, and triangle) are marked as LiOH, LiOH∙H2O, and Li2CO3, respectively. Inset of (a) is a digital photograph

of the collected CaCO3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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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에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 합성된 입자 크기는 약

100 ~ 300 nm로 일정한 크기의 입자가 합성하였으며, 결

정상에서는 수산화리튬(LiOH, JCPDS no. #75-0777)과

수산화리튬 제일수화물(LiOH∙H2O, JCPDS no. #76-

1047)이 동시에 분석됨에 따라 이는 두 합성물이 혼재

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탄산리튬의 결정상과 일

부 일치하는 피크들이 미약하게 분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수산화리튬 제조 공정 진행 시

미반응의 탄산리튬이 반응 후에도 미세하게 잔여물로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

일상의 수산화리튬를 제조하기 위해 이 후 합성 변수

조절을 통하여 반응 후 남아있는 잔여 탄산리튬을 제거

하기 위한 최적 도출 실험을 진행하였다.

Li2CO3 (aq) + Ca(OH)2 (s) → 

2LiOH (aq) + CaCO3 (s)↓  (1)

LiOH (aq) + Ca(OH)2 (s) → 2LiOH (aq)  (2)

앞과 같은 조건에서 반응 온도 상온(RT), 50℃, 70

Fig. 4. Effect on a reaction temperature for the 1st precipitation (a) with and (b) without a stirring.

Fig. 5. Effect on (a) reaction time and (b) precursor ratio (Li2CO3 : Ca(OH)2 for the 1st precip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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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일 때의 교반 유무에 따른 수산화리튬 합성

거동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진행한 결

과는 Fig. 4에 나타내었다. 우선, 교반 유무와 상관없이

합성 온도가 상온(RT)에서 50℃, 70℃, 90℃까지 온

도가 상승됨에 따라서 수산화리튬의 단일상 피크를 보

였으며, 90℃의 합성 온도에서 가장 균일한 단일상의

수산화리튬 결정상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교반 유무에 따른 수산화리튬 제조에는 반응 온도가 상

온(RT), 50℃, 70℃, 90℃의 모든 온도에서 합성 용

액을 교반했을 때(Fig. 5(b)), 가장 균일한 수산화리튬을

합성할 수 있음을 결정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한, Fig. 5은 (a)반응 시간과 (b)첨가제인 수산화칼슘과

의 비율 조건으로 합성한 결과이며, 반응 온도는 90℃

로 고정하여 진행하였다. 반응 시간이 3 hr, 6 hr, 9 hr

으로 증가할수록 수산화리튬 결정상이 희미해지는 것을

Fig. 5(a)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합성되는 수산화

리튬이 반응성이 높은 강한 염기성의 알칼리성 수산화

물으로, 공기 중에서 온도가 높을수록 이산화탄소(CO2)

를 흡수하는 특성으로 인해 합성되는 수산화리튬이 반

응 온도에서 반응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탄산리튬으로

용이하게 전환됨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앞에서 도출한

최적 조건인 반응 온도 90℃, 반응 시간 3 hr의 합성

조건일 때의 첨가제와의 비율 조건 실험을 진행하였다.

회수한 탄산리튬 분말과 첨가제인 수산화칼슘과의 비율

을 1:1, 1:2, 1:3, 1:5로 두어 진행하였으며, 결과는

Fig. 5(b)에 나타내었다. 첨가제와의 비율이 1:1 일 때

와 1:5 일 때의 수산화리튬 결정상의 차이가 거의 없었

음을 확인하였으며, 1:1의 반응에도 충분히 수산화리튬

분말을 합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2. 2-step 수산화리튬 제조 공정을 통한 고순도 수

산화리튬 회수

회수된 수산화리튬 분말의 순도를 높이기 위하여 앞

서 최적화한 반응 온도 90℃, 반응 시간 3 hr, 전구체

비율 1:1의 조건에서 2-step 수산화리튬 제조 공정을

실시하였다. 단일공정의 고액 분리 단계에서 잔사 제거

후 얻어진 리튬 전구체에 첨가제인 수산화칼슘을 추가

로 투입하여 같은 반응 온도와 반응 시간 조건으로 실

험을 수행하였으며23), Fig. 6에 결과를 나타내었다.

XRD 분석 결과 단일공정일 때보다 2-step의 수산화리

튬 제조 공정을 적용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잔류하고 있

는 불순물(Li2CO3)의 피크 (2θ = ~21° 부근)가 없이 균

일하게 수산화리튬으로 존재하는 결정상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분석된 모든 XRD 피크들은 주요 피

크인 수산화리튬(LiOH, JCPDS no. #75-0777)과 높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일부 미세 피크들의 경우

수산화리튬 제일수화물(LiOH∙H2O, JCPDS no. #76-

1047)과도 일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Fig.

7은 최적 조건에서의 2-step 수산화리튬 제조 공정을 통

해 제조한 수산화리튬 분말의 형상 확인을 위해 진행한

(a) 주사전자현미경 및 (b) 투과전자현미경 분석 결과로,

Fig. 7(a)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생성된 수산화리튬은

Fig. 6. XRD pattern analysis of the 2nd precipitation result

compared to the 1st precipitation.

Fig. 7. (a) Typical SEM image and (b) TEM observation

with SAED pattern of LiOH∙xH2O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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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nm 이하의 크기를 갖는 미세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Fig. 7(b)의 투과전자현

미경 회절 패턴 분석 결과, 수산화리튬 결정상을 나타

내는 (060), (621), (310) 면지수와 일치하며 균일한 결

정상을 갖는 수산화리튬 제조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산화리튬 분말은 리튬이차전지용 양극재 제조 시

리튬의 원재료로써 적용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제조

된 수산화리튬의 순도를 평가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 중

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리튬이차전지용 양극재 제조

에 쓰이는 탄산리튬 및 수산화리튬의 경우 순도 99%

이상이 적용되며, 95% 이상의 순도를 갖는 수산화리튬

의 경우에는 일반 공업용으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된 수산화리튬 용액의 리튬의 함유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원자 방출 분광기를 이

용한 원소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수산화리튬 제조 최적

조건이 적용된 2-step 수산화리튬 제조 공정을 통해 합

성된 수산화리튬 용액의 리튬 함량 분석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수산

화리튬 제조를 위해 이용된 탄산리튬 원재료에 존재한

불순물인 Na, Ca 외의 불순물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결

과적으로 2-step의 수산화리튬 제조 공정을 통해 합성

된 수산화리튬의 경우 약 99.18%의 리튬 순도를 갖는

수산화리튬을 합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폐리튬이차전지로부터 회수한 탄산리

튬을 이용해 수산화리튬 합성 및 2-step 수산화리튬 제

조 공정의 반응 조건 최적 도출을 통해 고순도의 수산

화리튬을 제조하였다. 최적의 수산화리튬 제조 조건 도

출을 위하여 교반 유무, 반응 온도(RT ~ 90℃), 반응

시간(3 ~ 9 hr), 리튬 전구체와 첨가제와의 비율(1:1 ~

1:5) 그리고 수산화리튬 제조 공정 횟수 조건에 따른

합성 결과를 확인하였다. 수산화리튬 제조에는 교반을

바탕으로 반응 온도가 높을수록 균일한 수산화리튬 분

말을 합성하였고, 반대로 반응 시간이 낮을수록 수산화

리튬 분말 합성 효율이 증가하였다. 회수한 리튬 전구

체인 탄산리튬과 첨가제인 수산화칼슘은 비율 변화에

따른 수산화리튬 합성의 경우에는 1:1과 1:5 일 때 크

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이에 전구체 비율 변화에 따

른 수산화리튬 합성 효율 차이는 없음으로 판단하였다.

최종적으로 1:1의 비율에서도 수산화리튬 분말을 합성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폐리튬이차전지에서 회수한 탄산리튬을

이용한 수산화리튬 제조에는 교반을 기반으로, 반응 온

도 90℃, 반응시간 3 hr, 탄산리튬:수산화칼슘 1:1의 비

율일 때 가장 최적으로 수산화리튬 분말을 합성하였다.

최적화한 조건을 바탕으로 고순도의 수산화리튬을 확보

하기 위하여 2-step 수산화리튬 제조 공정을 진행하였

으며, 그 결과 좀 더 균일한 수산화리튬 분말을 제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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