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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Li(NCM)O2계 폐리튬전지 공정 스크랩의 재활용 연구의 일환으로서 리튬화합물의 회수와 NCM전구체를 제조하기 위한 침출거

동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탄소를 이용하여 층상 구조의 NCM계 산화물 분말을 분해시켰으며, 600oC 이상의 탄소반응으로 리

튬은 탄산리튬으로 변화시켰다. 탄산리튬은 수세 후 농축과정을 거쳐 순도 99% 이상의 탄산리튬 분말로 회수하였다. 그리고 탄소

에 의한 환원 반응율은 800oC에서 약 88%을 나타내었으며, 탄소환원 처리 후 분말에 대한 황산 침출 결과, 2M 이상의 황산농도

에서 코발트, 니켈, 망간의 침출율은 99% 이상이었다.

주제어 : 자원재활용, NCM계 리튬이온전지, 탄소환원, 침출

Abstract

 A study on the recovery of lithium and leaching behavior of NCM powder by carbon reduction for NCM-system Li-ion battery

scraps was conducted. First of all, the oxide powders of NCM-system with layer structure were decomposed by carbon, lithium

was converted to lithium carbonate by carbon reaction at above 600oC. The lithium carbonate powders with 99% purity were

manufactured by washing method with water and concentration process for NCM powder after carbon reduction. The reaction

yield was approximately 88% at 800oC by carbon reduction. At this time, leaching efficiency at 2M sulfuric acid concentration

was over 99% for cobalt, nickel and mang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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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폐전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노트북 등 각종 전자기기의 전원으로 사용된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가 그 수명을 다하여 폐기되는 폐기물을 말

한다. 특히, 최근에는 전자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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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라이프 싸이클이 짧아짐에 따라 전자기기 등과

같은 폐기물의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폐전지

의 양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적

절한 처리 기술의 미비로 인하여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폐기물에는 고가의 귀금속

외에 구리, 코발트, 니켈, 망간, 알루미늄, 리튬 등의 유

가금속이 함유되어 있어 도시광산으로서 매력적인 자원

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리튬이차전지1-4)는 전자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휴대전화, 노트북 등과 같은 이동성이 매우 간편한 IT

관련 제품과 같은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의 운용에

필요한 고성능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다. 소형 가전기기 및 모바일용은

LiCoO2 (LCO)계 양극물질이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이

는 코발트의 높은 가격과 폭발의 위험성으로 고출력을

요구하는 중/대형 전지에는 사용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

에 고가의 코발트를 다량 사용하는 LCO를 대체할 수

있는 양극소재로 각광을 받는 것이 3원계 양극물질로서

니켈, 코발트, 망간의 3가지 금속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재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HEV)용 고용량 양극소

재로 Li(NixCoyMnz)O2 (NCM)이 적용되어지고 있다.

이에 본격적으로 생산될 것으로 예측되는 전지자동차용

NCM계 양극소재에 있어서 불량 스크랩에 대한 재처리

및 재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폐리튬이온전지의 양극 스크랩으로부터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다수 수행되었다.5-13)

1998년 일본의 Zhang 등5)은 폐리튬이온전지로부터 코

발트와 리튬을 회수하기 위하여 염산침출과 용매추출법

을 이용하여, 리튬 및 코발트의 회수율에 대한 침출제

의 농도, 온도, 침출시간, 고/액 비율 등의 영향을 살펴

보았으며, 코발트는 용매추출로 황산코발트 결정형태로

회수하고 리튬은 탄산나트륨을 사용하여 탄산리튬으로

회수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1년 이탈리아의 Contestable 등6)은 폐리튬이온전

지로부터 코발트를 회수하여 다시 전극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실험을 하였다. 전지 해체 후에 N-methyl pyrro-

lidone (NMP)을 이용하여 알루미늄과 구리 포일로부터

LiCoO2를 분리하였으며, 분리된 LiCoO2를 염산 침출하

여 침출용액으로부터 NaOH를 이용하여 수산화코발트

로 침전시켜 열처리한 산화코발트를 전극재료로 이용하

고 Li2CO3 등 다른 금속들과 혼합한 후 전기화학적 성

질을 알아보았다. 

또한 2001년에 Lee와 Kim7)은 황산용액에서 LiCoO2의

환원침출 거동에 대하여 자세하게 연구하였으며, 황산

농도, 침출온도, 초기광액농도, 과산화수소 첨가량, 반응

온도에 대한 조건을 확립하였다.

2002년 프랑스의 Castillo 등8)은 폐리튬이차전지로부

터 묽은 산을 이용한 침출효과와 수산화물 형태로의 선

택적 침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5년 중국의 Nan 등9)은 폐리튬이차전지 활물질을

알칼리로 처리한 후 황산에 침출하여 코발트를 oxalate

형태로 침전시키고 Acorga-5640 및 Cyanex272를 사용

하여 구리 및 코발트를 용매추출로 회수하는 연구를 수

행하였다.

2009년 타이완의 Wang 등10)은 NCM계 양극물질에

서 4 M 염산, 고액비 20 g/L, 침출온도 80oC, 침출시간

60 min의 조건에서 실험하였으며, 망간은 KMnO4를 이

용하여 산화망간 및 수산화망간으로 회수하였고, 니켈

은 dimenthyglyoxime을 이용하여 추출하였으며, 코발트

는 pH = 11에서 NaOH를 이용하여 수산화코발트를 회

수하고, 리튬은 Na2CO3를 이용하여 Li2CO3 형태로 회

수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1년 중국의 Liang 등11)은 NCM계 폐리튬이온전

지에서 철은 sodium jarosite법을 이용하여 제거하였고,

구리는 N902를 이용하여 추출하였으며, 알루미늄의 수

산화알루미늄 형태로 침전시켰다. 침출조건은 2.5 M 황

산, 과산화수소수 2.0 ml/g, 고액비 1/10, 침출온도

85oC, 침출시간 120 min에서 니켈, 코발트, 망간은

97%, 98%, 96%로 침출효율을 얻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2011년 Kim 등12)이 전기자동차용 폐리튬이온

전지 배터리팩을 물리적/화학적 처리를 통하여 니켈, 코

발트, 망간 양극물질 Precusor를 제조하였으며, 공침여

액을 이용하여 탄산리튬을 제조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이차전지 양극물질을 재활용 방법은

먼저 유가금속인 코발트, 니켈, 망간을 회수하고, 리튬

은 탄산나트륨을 사용하여 탄산리튬 형태로 회수하게

되는데, 이 경우 나트륨이 불순물로 작용하여 여러 번

수세 공정을 거쳐야 하는 단점이 발생한다. 

그래서 본 저자들13)은 NCM계 양극스크랩으로부터

수소환원 처리에 의해 리튬을 먼저 회수하고 NCM 분

말에 대하여 황산침출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수소환원 처리 효과와 비교

하고 탄소에 의한 환원 처리 효과를 살펴보고자 NCM

계 양극스크랩 분말에 대하여 리튬을 약품 처리 없이

먼저 회수하고 나머지 니켈, 코발트, 망간 함유 분말에

대하여 황산 침출거동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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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방법

2.1. 실험원료

실험에 사용한 시료는 이전 발표13)에서 사용한 국내

리튬이온전지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NCM계 양극스크

랩으로 알루미늄 호일에 도포된 원료를 사용하였으며,

분쇄 및 분급을 통하여 NCM계 분말을 회수하였다. 그

화학조성은 왕수로 침출한 후 ICP (Inductively Coupled

Plasma, GBC Integra XL)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사용한 시료의 니켈, 코발트 및

망간의 금속비는 니켈 18.3%, 코발트 15.6%, 망간

66.1%로 망간계의 NCM 양극물질에서 나온 공정스크

랩이라 추정되어진다.

또한, NCM계 양극스크랩 분말 및 탄소환원을 위하

여 사용한 카본의 입도는 0.1 µm에서 80.0 µm까지 분

석하였으며, NCM계 양극스크랩 분말의 D50 값은 약

7.9 µm이였으며, 카본의 D50 값은 약 5.8 µm로 측정되

었다. 그에 대한 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NCM계 양극스크랩 분말에 대한 XRD (X-

Ray Diffraction, Rigaku) 결정상은 대표적인 LiCoO2

층상구조를 하고 있었으며, 코발트 위치에 니켈과 망간

이 치환됨으로서 XRD 피크가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되

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14). 이 시료에 대한 XRD 결

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2.2. 탄소환원실험

실험에 사용한 NCM계 양극스크랩 분말에서 먼저 리

튬을 회수하기 위하여 탄소환원을 실시하였다. 실험 장

치는 (주) KF에서 제작한 로를 사용하였으며, 그 로의

개략도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실험 장치는 크게 가열부, 온도조절부, 가스조절부로

구성되었다. 가열부는 SiC 발열체를 사용하였으며, 사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NCM system Li-ion battery

scraps (%)

Element Ni Co Mn Li Al

Content 9.6 8.2 34.7 5.4 1.3

Fig. 1. Size distribution; (a) NCM system Li-ion battery

scrap powder, (b) carbon powder.

Fig. 2. XRD patterns of NCM system Li-ion battery scraps.

Fig. 3. A schematic diagram of the experimental apparatus

for reduction of NCM system Li-ion battery scraps.



Li(NCM)O2係 二次電池 工程스크랩의 炭素還元處理에 의한 리튬回收 및 NCM 粉末의 浸出擧動 65

자원리싸이클링 제 22권 제 4호 , 2013

용온도는 약 1300oC로 환원 시에는 SUS316 챔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온도는 약 900oC 이하가 적당하

다. 온도조절부는 R-type 열전대와 PID 온도제어장치를

이용하였다. 가스조절부는 3가지 종류의 가스를 흘려보

낼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다.

탄소환원 실험은 질소가스 분위기에서 실시하였으며,

질소가스는 정량적으로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5 L/min

용 flow meter를 사용하여 1 L/min로 흘려보냈다. 또한,

탄소환원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NCM계 양극스크랩 분

말과 카본을 1 : 1.5 몰비로 측량하여 볼밀에 넣고 약

24시간 동안 혼합하였다. 

혼합된 분말은 챔버 (200mm×200mm×400mm) 안에

사각 모양의 알루미나 도가니 (100mm× 100mm× 50 mm)

에 약 100 g의 샘플을 취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2.3. 리튬회수실험

탄소환원 처리된 NCM계 이차전지 공정 스크랩 분말

은 식 (1)의 반응식과 같이 탄산리튬 형태로 반응하기

때문에 별도의 약품처리 없이 수세만으로도 리튬을 회

수할 수 있다. 

2Li(M)O2 + 2C↔ Li2CO3 + 2M + CO (1)

수세는 고액비를 100 g/4000 mL으로 하였으며, 수세

시간은 3시간 실시하여 여과 후 침출액을 ICP로 분석

하였다. 그 후 리튬은 증발농축기를 사용하여 회수하였

으며, 사용된 증발농축기는 Fig. 4에 나타내었다. 증발

농축에 사용한 조건은 온도 70oC, 압력 100 mbar로 실

험하였다. 

2.4. 산침출실험

온도에 따라 탄소환원 처리된 NCM계 이차전지 공정

스크랩 분말에 대한 황산에 따른 유가금속의 침출거동

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XRD 분석에 의하여 탄소환원으로 반응이 진행되어

거의 완료가 이루어지는 온도를 800oC로 판단되어

400oC에서 800oC까지 100oC간격으로 1시간 열처리하

였다. 그리고 리튬을 수세에 의해 회수한 후 수세한 분

말을 2 M의 황산농도로 하여 침출하였으며, 이때 고액

비는 100 g/L 고정시켜 침출실험을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탄소환원 실험

우선 최적의 탄소환원 조건을 구하기 위하여 온도는

400oC, 500oC, 600oC, 700oC, 800oC 5가지 조건에서

각각 1시간 실험하였다. NCM계 양극스크랩 분말의 탄

소양에 따른 환원반응식은 다음과 같은 식 (1)으로 표

현할 수 있으며, 환원에 의한 반응율 식 (2)는 기상으

로 날아가는 일산화탄소의 양을 제외한 시료의 양을 투

입한 시료의 양으로 나누어서 구하였으며, 이때의 이론

적 무게 감소율은 17.5%였다. 

온도에 따른 탄소환원 반응율과 무게감량에 대한 결

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탄소에 의한 환원반응에 따

른 무게 감소는 400oC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약 3% 정도 감소하였다. 500oC에서는 약 7%, 600oC

에서는 약 8%, 700oC에서는 약 13%, 800oC에서는

약 15%로 감소하였다. 

탄소환원의 경우에는 기존 연구인13) 수소환원 실험과

는 달리 환원 후에도 소결되지 않고 분말상태 그대로

존재하였다. 환원에 의한 반응율은 온도가 상승함에 따

라 증가하였으며 700oC 이상이 되어서야 50%를 넘어

서 약 75% 정도를 달성하였으며, 800oC에서는 약

88%를 나타내었다. 

환원에 의한 반응율 (%) = 
실제무게감량

×100 (2)
이론적무게감량

Fig. 4. The photograph of experiment apparatus. ① glass

reactor ② bath ③ condensation tube ④ pressure
gau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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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탄소환원 분말과 리튬을 회수하기 위하여 탄

소환원 후 수세한 분말에 대하여 초기의 Li(NCM)O2의

결정구조가 환원온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XRD 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6 및 Fig. 7에 나

타내었다. 

소정 온도에 따른 열처리 후의 결정구조의 결과를 보

면, 400oC, 1시간 탄소환원 시에는 Li(NCM)O2 결정구

조가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500oC, 1시간 탄소환원 시

에는 Li(NCM)O2 결정구조가 약간 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600oC, 700oC, 800oC 1시간 탄소환원 시에는

Li2CO3, Co, Ni, MnO의 피크가 관측됨을 알 수 있었

다. 여기서 특이한 사항으로 망간의 경우에는 금속 상

태로 존재하지 않고 산화물 상태로 존재하였으며, 이는

생성된 MnO가 800oC에서는 탄소로도 환원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15)

그리고 탄소환원 후 수세한 분말의 경우에는 수세전

분말에 대한 결정상과 유사하게 보여지고 있으나, 가장

큰 차이점은 수세에 의해 Li2CO3 성분이 용해되어 그

결정 피크가 없어짐을 알 수 있었다.

3.2. 리튬회수실험 

탄소에 의한 환원반응이 완료된 분말 100 g을 증류수

4000 mL를 사용하여 3시간 동안 1회 수세하였으며, 그

에 대한 리튬 침출율은 Fig. 8에 나타내었다. 

400oC로 탄소환원 처리된 분말의 경우, 리튬 침출율

은 약 4.7%였지만, 500oC 이상의 온도에서 환원 침출

된 분말의 경우에는 약 9.7%로 침출율이 증가하였으며,

600oC, 700oC, 800oC에서는 65.8%, 71.6%, 72.3%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600oC부터 탄소에 의해

환원됨에 따라 리튬이 카본과 반응하여 탄산리튬을 생

성하였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리튬을 회수하기 위하여 700oC에서 탄소로

환원 처리된 분말 수세액을 증발농축기를 사용하여 농

축시켜 여과를 통하여 손쉽게 탄산리튬을 회수하였다. 

제조된 탄산리튬 분말의 순도는 ICP의 분석 결과 약

99% 이상이었다. 또한, 입자에 대한 XRD 및 SEM의

결과를 Fig. 9과 Fig. 10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Fig. 5. The reaction rate and weight loss according to the

temperature of NCM system Li-ion battery scrap

powders.

Fig. 6. XRD patterns of NCM system Li-ion battery scrap

powders before washing process. (● Li(NCM)O2,

Co/Ni, ▲ MnO, ■ Li2CO3)

Fig. 7. XRD patterns of NCM system Li-ion battery scrap

powders after washing process. (● Li(NCM)O2,

Co/Ni, ▲ M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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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2CO3 이외에 약간 미지의 피크가 관측되었으며, 생성

된 결정상은 부정형의 모양으로 생성됨을 알 수 있었다.

3.3. 산 침출 실험

온도에 따라 탄소환원 처리된 NCM계 이차전지 공정

스크랩 분말에 대한 황산에 따른 유가금속의 침출거동

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XRD 분석에 의

하여 탄소환원으로 반응이 진행되어 거의 완료가 이루

어지는 온도를 800oC로 판단되어 400oC에서 800oC까지

100oC간격으로 1시간 열처리하여 리튬을 회수하기 위하

여 수세한 분말을 2 M의 황산농도로 하여 침출하였다.

고액비는 100 g/L 고정시켜 침출실험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11에 나타내었다. 500oC에서의 2M 황산에

대하여서는 코발트 88%, 니켈 85%, 망간 80%로 침출

되었으며, 600oC 이상에서는 99% 이상 침출되었다. 그

이유는 탄소환원에 의하여 NCM계 분말이 탄소와 반응

하여 코발트 및 니켈은 금속 상태로 존재하고 망간의

경우에는 황산에 잘 녹는 망간산화물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리튬의 경우에는 고액비 100g/4000mL

로 하여 수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00oC ~ 800oC에서

수세 처리된 분말에서는 약 30% 리튬이 존재하여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온도에 따른 탄소환원 결과를 볼 때 가능한 한 리튬

을 많이 회수하고 황산에 잘 침출되는 온도는 600oC

이상으로 황산농도별 침출 실험에서는 700oC로 고정하

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탄소를 이용한 환원반응 전후 분

말에 대한 황산농도에 따른 침출비교에 대한 결과를

Fig. 12에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탄소환원 처리된 분

Fig. 8. Leaching efficiency of lithium after carbon reduc-

tion. 

Fig. 9. The XRD patterns of Li2CO3.

Fig. 10. The SEM photograph of Li2CO3.

Fig. 11. The leaching efficiency of metal components

according to 2 M sulfuric acid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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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동일한 조건에서 원료분말에 대한 황산 침출율보

다 월등히 높게 나타내었다. 황산 농도 2 M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하여 보면, 코발트의 경우에는 약 40%, 니켈

의 경우에는 약 45%, 망간의 경우에는 침출율이 매우

크게 상승하였다. 이는 탄소환원 처리에 의하여 XRD

결과에도 언급하였다시피 Li(M=NCM)O2 상태에서 코

발트 및 니켈은 금속상태로 환원되었으며, 망간은 MnO

의 형태로 존재하며, 이는 황산에 잘 녹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4. 결 론

NCM계 이차전지 공정 스크랩 분말에 대한 탄소환원

처리에 따른 리튬회수 및 황산 침출 거동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탄소를 이용한 환원반응에 따른 무게 감량은

400oC에서 약 3%였으며, 700oC에서 약 13% 감소하였

으며, 이때의 탄소환원에 의한 반응율은 약 75%였다.

2) 탄소환원 온도에 따른 결정상의 변화는 XRD로

평가하였다. 400oC에서는 Li(NCM)O2 피크가 거의 변

하지 않았으며, 500oC에서는 Li(NCM)O2 피크가 변하

기 시작하여, 600oC부터는 Li2CO3, Co, Ni, MnO 피

크가 존재하였다.

3) NCM계 이차전지 공정 스크랩 분말에 탄소 환원

처리 후 리튬회수 결과를 보면, 400oC에서 약 5% 침

출율을 나타내었으며, 환원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침출

율도 증가하여 600oC에서는 약 66%로 급격히 증가하

여 800oC에서는 약 72%를 나타내었다. 600oC부터 리

툼의 침출율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리튬이 탄소와 반

응하여 Li2CO3을 생성하였기 때문이라 판단되며, 리튬

침출액에 대한 농축에 의해 생성된 탄산리튬의 순도는

약 99%였다. 

4) NCM계 이차전지 공정 스크랩 분말에 탄소 환원

처리 전후 황산 침출 결과를 보면, 탄소환원 처리 후의

분말은 2 M 이상의 황산농도에서 코발트, 니켈, 망간의

침출율은 99% 이상 침출되었으며, 환원 처리 전에 비

하여 침출효율이 코발트 약 40%, 니켈 약 45% 향상

되었으며, 망간의 경우에는 환원 처리 전 황산에는 거

의 침출이 되지 않았지만, 환원 처리 후 산화망간으로 변

함에 따라 99% 이상 상당한 침출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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