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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Aqueous Waste of 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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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LCD용 편광필름에 핵심적으로 사용되어진 요오드화칼륨 (KI, Potassium Iodide) 폐용액으로부터 분별결정법을 이용하여 고순도

의 요오드화칼륨 결정을 제조하는 실험을 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붕소, 나트륨 및 PVA 등의 불순물을 포함한 1.3% 요오드화칼

륨 폐액을 3회에 걸쳐 농축하였으며,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여 최대 불순물인 붕소화합물을 제거하고, 여과지를 이용하여 유기물을

제거하였다. 또한 24시간 숙성을 통하여 K2SO4 형태로 불순물을 제거하여 99.5% 이상의 고순도 요오드화칼륨 결정을 제조하였으

며, 재결정을 통하여 농축되어진 불순물을 약 70% 제거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자원재활용, 요오드화칼륨, 붕소화합물, 분별결정, 진공증발, 재결정

Abstract

A laboratory study was carried out to recover KI crystals with high purity by using fractional crystallization method from a

waste solution generated from the production of polarizing film for LCD industry. The waste solution contains 1.3% KI, and

other impurities such as B, Na, and PVA etc. With purity higher than 99.5% KI crystals were produced through refining process

such as vacuum evaporation, fractional crystallization, filtering, and 24hr aging. Also the concentrated impurities were eliminated

about 70% by recrystallization.

Key words : Resources recycling, Potassium iodide, Boron compound, Fractional crystallization, Vacuum evaporation, Recrys-

tallization

 

 

1. 서 론

요오드 및 그 화합물의 용도는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지고 있다. 크게 분류하지면 사람을 위한 용도 (의약

및 식품첨가물), 동식물을 위한 용도 (동물 의약품 및

사료 첨가물) 그리고 공업용 및 연구용으로 나눌 수 있

다. Table 1에 요오드의 주요 용도 및 그 비율을 나타

내었다.

* Received : November 23, 2012·Revised : December 18, 2012·Accepted : December 31, 2012
Corresponding Author : Dae Weon Kim (E-mail: mdsimul@naver.com)

Research Center, Townmining Company Ltd., 260 Gongdandong, Kumi, Gyeongsangbukdo, 730-340, Korea

Tel : +82-54-462-6117 / Fax : +82-54-462-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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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 廢溶液으로부터 分別結晶法에 의한 高純度 KI結晶 製造에 관한 硏究 49

자원리싸이클링 제 22권 제 1호 , 2013

현재 요오드의 용도 중 그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LCD (Liquid Crystal Display) 편광판에 사용되

는 것으로, LCD 모듈에서 광투과 특성을 결정짓는 핵

심소재로서 사용되어 지는 편광필름의 원료로서 사용되

어 진다.1) 

통상 편광필름은 요오드화칼륨 (KI : Patassium Iodide)

을 순수한 물에 녹여서 적정한 농도의 요오드화칼륨 용

액으로 조정한 후, 이 용액에 PVA (Poly Vinyl Alchol)

필름을 통과시키면 PVA 필름에 요오드 이온이 흡착되

며, 이 상태로 PVA 필름을 연신하게 되면요구되는 편

광특성을 얻게 된다. 

상기와 같이 PVA 필름에 편광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된 요오드화칼륨 용액에는 각종 유기질, 무기질, 기

타 먼지 등의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된 요오드

화칼륨 용액은 공정 완료 후 폐기처분하게 된다.

요오드 함유 폐용액을 그대로 폐기하게 되면 요오드

의 독성으로 인하여 수자원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

하게 된다. 그래서 요오드가 들어 간 폐용액을 처리하

기 위해서는 유기 음이온 교환수지, 활성탄, 및 염화은

등을 사용하여 제거하는데,2) 이러한 폐수 처리는 막대

한 설비비 및 운영비가 필요하며, 요오드는 지역 편재

성이 있는 유효한 자원으로 그냥 폐기하기에는 경제적

및 환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요오드 자원은 전 세계적으로 자원매장량이

적고 일부 국가에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LCD 산업의

강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산업발전 및 안정적 유가광물

확보를 위하여 요오드화칼륨의 재이용은 범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Table 2에 요오드의 시장현황에 대하여

나타내었다.

또한, 요오드 함유 폐용액으로부터 요오드를 제조하

는 방법에 대한 학문적 연구3)는 거의 없으며, 특허를

통하여 몇 건 소개된 자료가 있으나,4-9) 구체적인 데이

터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LCD용 편광막 제조에 있어서

PVA필름에 편광막 형성과정에서 발생하는 요오드화칼

륨 함유 폐액으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용해

도를 이용한 분별결정법을 이용하여 고순도의 요오드화

칼륨 결정을 회수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2. 실 험

2.1. 실험재료 및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료는 편광필름 제조 공정 폐액

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요오드 성분 이외에 불순물로서

붕소, 나트륨, 유기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성분의 농도 및 자세한 화합물의 종류는 편광필름을 제

조하는 회사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통상 요오드 성분은 0.4 ~ 3.0 중량%, 칼륨성분은 0.1 ~

1.0 중량%, 붕소성분은 0.1 ~ 0.8 중량%로 함유되어 있으

며, 폐액의 pH는 4.0 ~ 6.5 정도이며, 비중은 1.008 ~

1.026이다.

Fig. 1에 고순도 요오드화칼륨 결정으로 제조하기 위

한 공정도를 간략히 나타내었다. 먼저 요오드화칼륨 폐

액에 함유되어 있는 부유물을 제거하여 제 1차, 제 2차,

제 3차에 걸친 농축/냉각/여과공정을 걸쳐 순도 99.5%

를 기준으로 제품화를 결정한다. 

제조공정 과정에서 요오드화칼륨 농축액의 함량은 전

위차 적정 (Metrohm사, 848 Titrino plus)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불순물은 ICP(GBC Integra XL)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Fig. 2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험장

치의 사진을 나타내었다. 농축공정 시 사용된 온도, 시

Table 1. Main uses of iodine 

Uses Scope (%)

Contrast media 22

Pharmaceuticals 14

LCD polarizer 10

Animal nutrition 10

Iodophors 10

Fluoro derivative 6

Human nutrition 4

Biocides 2

Other 18

*출처 : SQM Annual Report 2009

Table 2. Market share of iodine

Division Market Share (%)

Chile 53

Japan 25

USA 5

Recycling 14

Others 3

*출처 : SQM Annual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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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및 압력은 약 70oC, 1시간, 100 mbar로 실험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요오드화칼륨 농축실험

사용된 요오드화칼륨 함유 폐액은 약 1.3%의 요오드

화칼륨과 약 0.3%의 붕소, 약 840 ppm의 나트륨 및

약 45 ppm의 황이 들어 있는 것을 원료로 사용하였으

며, 이때의 용액의 pH는 약 7.9였다. 용해도 차이에 의

한 분별결정법을 이용하기 위하여 시약급 요오드칼륨과

사용한 폐액으로 농도별 비중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

한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요오드화칼륨과

붕소로 이루어진 화합물과의 용해도 차이를 분석하였으

며, 그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시약급 요오드화칼륨과 사용한 요오드화칼륨 폐액을

농축하여 비중을 측정한 결과 시약급 요오드화칼륨보다

높게 측정되었으며, 이는 불순물로 존재하는 붕소화합

Fig. 1. The flow sheet of the recycling process for KI waste

solution. 

Fig. 2. The photograph of experiment apparatus. glass

reactor bath condensation tube pressure gauge.

Fig. 3. The relationship of specific gravity and KI con-

centration for chemical reagent grade and used

sample. 

Fig. 4. The solubility curves of KI and B compounds.3)



KI 廢溶液으로부터 分別結晶法에 의한 高純度 KI結晶 製造에 관한 硏究 51

자원리싸이클링 제 22권 제 1호 , 2013

물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요오드화

칼륨과 붕소화합물의 용해도 차이는 온도 75oC에서는

약 10%였지만, 온도가 내려가면서 그 차이는 온도

35oC에서 약 26%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불순물로서 존

재하는 붕소 성분을 붕소화합물로서 용해도 차이에 의

해서 제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서 붕소화합물은

이전 논문3)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KB5O6(OH)4(H2O)2

결정상이다.

사용한 요오드화칼륨 폐용액에 대하여 3차에 걸친 농

축과 냉각과정을 거쳐 불순물을 제거한 결과를 Table 3

에 나타내었다. 1.3%의 요오드화칼륨 폐용액을 1차로

농축하여 약 22.1%의 농축액을, 2차로 농축하여 약

46.0%의 농축액을, 3차로 농축하여 약 58%의 농축액을

제조하였다. 붕소의 제거는 3번에 걸친 농축/여과 공정

을 통하여 제거하였으나, 용액 속에 약 6,000 ppm 정

도 존재하였으며, 나트륨의 경우에는 제거되지 못하고

계속 농축되어 약 20,000 ppm 정도 존재하였다. Fig. 5에

요오드화칼륨 농도에 따른 붕소 및 나트륨의 농도와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요오드화칼륨와 붕소 및 나트륨의 농도비를 비교하여

보면 붕소의 경우, 처음 원료 상태에서는 약 5배에서 3

차 농축에서는 약 94배로 증가하였으며, 나트륨의 경우

에는 약 16배에서 28배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농축되어

가는 과정에서 붕소는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여서도 완

전하게 제거하지 못하였고, 나트륨 또한 제거되지 않고

상당량 존재하였다. 

이는 단순 증발/농축 공정으로 한계 값에 달한 것으

로 판단된다.

3.2. 요오드화칼륨 결정화 실험

3번에 걸친 농축공정으로 바로 결정으로 석출시키면

약 94%의 순도를 가지는 요오드화칼륨 결정이 석출하

게 된다. 그 이유는 용액 속에 존재하는 붕소 및 나트

륨과 같은 불순물도 존재하지만, PVA와 같은 유기물에

의한 불순물의 영향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PVA 분석은

IR (Shimadzu Vcsn)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로 약 1.4%가 존재하였다.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여과

지를 사용하여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6

Table 3. The results of concentration process for KI waste solution.

Process KI (%) B (ppm) Na (ppm) S (ppm) Specific gravity

raw material 1.33 2,705 838 45 1.019

1st concentration 22.07 17,160 7,016 787 1.306

2nd concentration 46.00 7,270 12,922 1,711 1.541

3rd concentration 57.98 9,165 17,394 1,961 1.740

24hr aging 56.94 6,092 19,960 708 1.714

Fig. 5. KI content vs B, Na and S contents. Fig. 6. Concentration of KI according to the filter cloth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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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내었다. 5 µm의 여과지를 이용한 불순물의 제거

실험을 통하여 순도 4%가 증가한 약 98%의 요오드화

칼륨 결정을 얻을 수 있었다. 이때 순도가 유기물이 존

재한 양보다 증가한 이유는 94%의 요오드화결정을 다

시 물에 녹여 농축을 하여 결정을 석출시켰기 때문에

일부 불순물들은 결정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요오드화칼륨의 상품화를 위하여서는 99.5%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순물을 더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오드화칼륨 결정을 바로 석출시키지 않

고 24시간 정도 숙성을 시켜 불순물을 제거하는 실험

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

다. 8시간까지는 요오드화칼륨 결정 순도가 94%로 영

향이 미미하였지만, 그 이상의 숙성에서 효과가 나타나

기 시작하였으며 24시간 후에는 약 99.5%의 요오드화

칼륨 결정 순도를 나타내었다.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24시간 숙성에 의하여

붕소는 약 34% 감소하였으며, 황은 약 64%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나트륨의 경우에는 오히려 계속 농

축되어 약 15% 증가하였다. 숙성 후 남은 잔사를

XRD (X-Ray Diffraction, Rigaku)로 분석한 결과를

Fig. 8에 나타내었으며, 그 결정상은 KI 이외에 K2SO4

결정이 혼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얻어진 요오드화칼륨 결정에 대한 XRD 결과와

이에 대한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Jeol) 결과를 Fig. 9과 Fig. 10에 나타내었다. XRD 결

과에 의하면 완벽한 요오드화칼륨 결정에 대한 피크만이

존재하였으며, SEM 사진에 의한 요오드화칼륨 결정 성

상은 결정이 판상 형태로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요오드화칼륨 결정을 연속적 석출시키 위하여

서는 결정 석출 후 남은 여액을 계속 농축하게 되면

불순물의 농도는 계속 증가하여 요오드화칼륨의 농도는

떨어지게 된다. 순도가 떨어지는 결정은 재결정을 통하

여 다시 요오드화칼륨 결정을 석출시킨다. 

재결정 실험을 위하여 사용한 99.3% 순도의 요오드

화칼륨 결정을 사용하였다. 실험 조건은 물 300 ml에

요오드화칼륨 300 g을 넣어 용해하였고, 온도 및 압력

은 70oC와 100 mbar의 조건에서 하였으며, 유리 용기

의 회전수는 20 rpm으로 하여 1시간 정도 농축하여 결

정을 얻었으며, 그 결과를 Fig. 11에 나타내었다.

1회 재결정을 통하여 요오드화칼륨의 순도는 99.5%

이상이 되었다. 불순물의 저감 정도는 붕소는 약 79%,

나트륨은 약 80%, 황은 약 68% 정도 감소하였고, 2차

재결정에서는 불순물이 붕소는 약 77%, 나트륨은 약

71%, 황은 약 74% 정도 감소하였으며, 3차 재결정에

서는 불순물이 붕소는 약 65%, 나트륨은 약 61%, 황

Fig. 7. Concentration of KI according to the aging time.

Fig. 8. The result of XRD peak for residue crystals after

aging.

Fig. 9. The result of XRD peak for KI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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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약 68% 정도 감소한 결과를 얻었다. 

4. 결 론

LCD용 편광필름 제조에 있어서 발생하는 요오드화

칼륨 함유 폐액으로부터 분별결정법을 통해 불순물을

제거하여 고순도의 요오드화칼륨 결정을 제조하는 실험

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은 얻었다. 

1. 용해도 차이에 의한 분별결정법으로 요오드화칼륨

과 주요 불순물인 붕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용해도를 분

석한 결과 35oC에서 약 26%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이

는 분별결정법으로 붕소화합물을 제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저농도 요오드화칼륨 폐용액으로부터 3차에 걸친

진공증발 농축/냉각/여과 공정으로 상온에서 55% 이상

의 고농도 요오드화칼륨 용액을 얻었으나, 붕소의 제거

에는 한계값을 가지며, 또 다른 불순물인 나트륨의 경

우에는 제거되지 않고 계속 농축되었다.

3. 3번에 걸친 농축공정으로 바로 결정으로 석출시키

면 약 94%의 순도를 가지는 요오드화칼륨 결정에

PVA와 같은 유기물에 의한 불순물이 존재하는데 5 µm

의 여과지를 이용하여 약 98%의 요오드화칼륨 결정을

얻을 수 있었다.

4. 58%로 농축된 요오드화칼륨 용액을 24시간 숙성

시킴으로서 약 99.5%의 요오드화칼륨 결정 순도를 나

타내었으며, 숙성에 의하여 불순물은 K2SO4 형태로 침

전됨을 알 수 있었다.

5. 석출된 99.5%의 요오드화칼륨 결정의 XRD 결과

다른 불순물에 의한 피크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결정의

모양은 판상형태로 성장함을 SEM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6. 요오드화칼륨의 반복적인 재결정을 통하여 불순물

들은 약 70%씩 감소하였으며, 3번의 재결정으로 총 불

순물 농도 100 ppm 이하의 초고순도 결정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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