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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기자동차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리튬이온전지의 생산량도 증가하여 효율적인 전지 재활용 기술이 요구된다.

폐리튬이온전지를 재활용하는 방법에는 크게 건식제련과 습식제련에 기반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사용된 폐리튬이온전지의 양극활물질을 습식제련에 기반한 암모니아침출법을 이용하여 활물

질 내의 유용금속인 Ni, Mn, Co의 침출거동을 조사하였다. 물리적으로 처리된 활물질의 입자크기는 −65 mesh이며,

주된 원소는 14.0 wt% Ni, 13.0 wt% Mn, 5.7 wt% Co이다. 암모니아, 환원제 (아황산암모늄), pH 완충제 (탄산암모

늄 혹은 황산암모늄)의 존재하에 각 금속의 침출거동을 확인하고, 또한 침출시간과 온도에 따른 침출률의 영향도

조사하였다. 환원제의 존재는 Ni과 Co의 침출률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다. 암모니아침출법은 산침출법과 달리 Ni/

Co와 Mn의 선택적인 침출이 가능하여 침출된 유용금속을 분리하는 단계를 줄일 수 있고, 산침출 후 수반되는 침

전과정 시 필요로 하는 추가 염기성 시약의 사용을 줄일 수 있다. 

주제어 : 폐리튬이온전지, 암모니아침출, 니켈, 코발트, 망간

Abstract

Recycling technologies would be required in consideration of increasing demand in lithium ion batteries (LIBs). In this study,

the leaching behavior of Ni, Co and Mn is investigated with ammoniacal medium for spent cathode active materials, which are

separated from a commercial LIB pack in hybrid electric vehicles. The leaching behavior of each metal is analyzed in the pres-

ence of reducing agent and pH buffering agent. The existence of reducing agen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leaching efficiency

of Ni and Co. The leaching of Mn is insignificant even with the existence of  reducing agent in contrast to Ni and Co. The most

conspicuous difference between acid and ammoniacal leaching would be the selective leaching behavior between Ni/Co and 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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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mmoniacal leaching can reduce the cost of basic reagent that makes the pH of  leachate higher for the precipitation of

leached metals in the acid leaching. 

Key words : Spent lithium ion battery, ammoniacal leaching, nickel, cobalt, manganese

1. 서  론

리튬이온전지(LIBs, lithium ion batteries)는 전기자동

차의 전력원을 비롯하여,1) 핸드폰, 노트북, 비디오카메

라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2) 높은 출력밀도 및 에

너지밀도, 긴 충방전 수명, 낮은 자기방전효율, 넓은 작

동 온도 범위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3) 2015년까지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전기자동차는 6억 3천 5백만 대 정

도 팔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리튬이온전지의 생

산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4) 

리튬이온전지는 음극, 양극, 전해질, 분리막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이들은 탄소, 리튬전이금속산화물, 유기 용

매, 고분자 등의 소재를 사용한다.3) 상용화된 리튬이온

전지는 현재 LiNiO2, LiMn2O4, LiCoO2 등과 같은 다

양한 종류의 양극활물질이 사용된다.  폐리튬이온전지

는 잠재적으로 환경에 유해할 뿐만 아니라, 자원 측면

에서도 Ni, Co 등의 양은 한정적이므로 이 유가금속을

포함하는 폐리튬이온전지를 재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폐리튬이온전지 주요 성분의 회수로 환경오염

과 원재료의 소비를 줄일 수 있다.5)

폐리튬이온전지로부터 Ni, Mn, Co 등의 유가금속은

황산 혹은 염산 같은 산을 이용하여 침출하는 것은 널

리 알려졌다. 특히, Ni, Mn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때문에 Co의 재활용에 관한 연구가 다수 보고되

고 있다. 대부분의 Co는 황산 혹은 염산에서 거의 침

출이 되며, 환원제인 과산화수소가 존재할 경우 침출률

은 더 증가한다.2,6-11) Ni과 Mn도 염산침출에서  쉽게

침출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11)

하지만 산침출에서 Ni, Mn, Co는 동시에 침전이 되

며, 이를 분리하기 위해 침출액에 pH 조절을 해야하므

로 추가비용이 초래된다. 예를 들어 Ni, Mn, Co가 포

함된 산침출액에 연속적으로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했을

때, Wang10) 등은 pH 2, 1, 3에서 Ni, Mn, Co의 침

전이 각각 시작하였고, pH 8, 12, 10에서 완성됨을 관

찰하였다. 그러므로 상당한 양의 수산화나트륨이 pH 낮

은 값에서부터 12정도 까지 증가시키기 위해 필수적이

다. 게다가, 금속의 pH 침전범위는 Co, Mn, Ni 간에

겹쳐지기 때문에 각 금속의 선택적인 침출은 어려워진

다. 따라서 폐리튬이온전지를 산매질에서 침출 시 위 금

속들은 모두 침출되지만 다양한 분리단계과정을 겪게

된다. 

그에 반해서 암모니아용액을 이용한 Ni, Mn, Co의

알칼리침출은 산침출과 다른 침출 거동을 보여주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12-16) Bhuntumkomol12) 등은 산과

암모니아 용액에서 니켈산화물의 침출거동을 조사하였

다. 또한 암모니아매질에서 Mn을 포함하는 광석의 침

출거동도 연구된 바 있다.13-17) Senanayake16) 등은 Zn-

Mn-C 배터리에서 암모니아와 산침출 용액 기반의 Zn

과 Mn의 침출 거동을 비교하였다. 암모니아 용액에서

Zn의 침출률은 높았고 Mn은 낮은 침출률을 보였으며,

이는 Zn의 경우 Zn(NH3)4
2+의 착이온을 형성하지만

Mn은 착이온 형성을 못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리튬이온전지 팩

으로부터 분리된 양극활물질을 분쇄하여 Ni, Mn, Co의

침출거동을 암모니아매질에서 조사하였다. 각 금속의 침

출거동은 환원제로서는 아황산암모늄과 pH 완충제로서

는 탄산암모늄 혹은 황산암모늄 존재 하에 분석되었다. 

2. 실험방법

실험에서 사용한 시료는 하이브리드자동차(현대자동

차)의 리튬이온전지 팩으로부터 양극을 분리한 후 양극

활물질을 파분쇄하여 얻어진 분말을 사용하였다. 폐리

튬이온전지의 물리적 처리 과정은 Fig. 1에 나타내었는

데, 폐리튬이온전지 팩으로부터 모듈로 해체하고, 이 모

듈을 셀로 수선분리 후 방전, 셀 해체, 분리, 파쇄, 분

쇄, 입도분리 순이다. 배터리 셀을 방전과 건조 후, 양

극, 음극, 분리막으로 분리하였다. 양극활물질은 1차로

파쇄기(shredder)에서 크기는 40 mm × 50 mm로 파쇄

되었다. 파쇄된 양극은 2차로 분쇄기(pin mill)로 분쇄

되며, 처리된 양극물질의 입자크기는 −65 mesh 이하이

다. 파분쇄산물의 화학조성은 파분쇄산물을 왕수에 녹

인 후 ICP (Inductively Coupled Plasma)로 분석하였

다. 처리된 양극활물질의 주성분은 전극 도전제로 쓰이

는 카본물질이며, 주된 유용금속은 Ni, Mn, Co 성분으

로 각각 14.0, 13.0, 5.7 wt% 포함되어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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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Al, Fe 등의 금속원소들이 미량 존재한다. 실

험에서 사용된 시약은 암모니아수용액 (28%), 탄산암모

늄(ammonium carbonate), 황산암모늄(ammonium sul-

fate), 아황산암모늄수화물(ammonium sulfite monohyd-

rate)로 Junsei Chemical Co., Ltd.로부터 구매하였다. 침

출제는 암모니아, 아황산암모늄, 탄산암모늄 혹은 황산암

모늄이 혼합된 용액을 사용하였다. 500 ml 침출제를 플라

스크 반응기에 넣고 온도는 히팅맨틀과 응축기로 조절하

였으며, 교반속도는 300 rpm로 고정하였다. 침출제가 설

정온도에 도달하였을 때 파분쇄된 분말 5 g을 플라스크

반응기에 첨가하였다 (고액비는 10 g/l로 고정). pH meter

로 침출과정 중 반응의 pH를 모니터하였다. 침출 후

침출용액을 여과시켰으며, Ni, Mn, Co 성분은 AAS

(atomic absorption spectrometer)에 의해 분석되었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침출제 내에서 환원제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암

모니아와 탄산암모늄이 약 2:1의 농도비로 혼합된 용액

에 아황산암모늄의 존재 여부에 따른 Ni, Mn, Co의

침출률을 Fig. 2에서 알아보았다. 아황산암모늄이 존재

하지 않을 경우 암모니아 조건에서 Ni은 약 10%정도

로 낮은 침출률을 보였고, Mn과 Co는 거의 침출되지

않았다. 그에 반해서 아황산암모늄이 존재할 경우 Ni과

Co의 침출률은 눈에 띄게 증가하였으나, Mn의 침출률

은 여전히 매우 낮았다. 결과적으로 알칼리 분위기에서

Ni과 Co를 침출하기 위해서는 아황산암모늄과 같은 환

원제가 필수적이라고 여겨진다.15) 비록 암모니아 용액

에서 Ni과 Co 산화물의 용해는 열역학적으로 가능하지

만 (참고문헌 18번의 Ni과 Co의 Eh-pH 다이어그램 참

조) 반응속도는 매우 낮다. 그러므로 용해속도를 증가

시키기 위해서 산화물 내의 금속이 낮은 산화상태로 되

는 것이 필수적이다.18) 특히, 리튬이온전지의  산침출에

서 Co의 완전한 침출을 위해 과산화수소와 같은 환원

제가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었다.2,8,9) 반면에 Mn은 암모

니아와 안정한 착이온을 형성하지 않는다. 열역학적으

로 Mn은 암모니아용액에서 수산화물, 산화물 혹은 탄

산염에 해당하는 형태로 존재한다.19)

우선 Ni과 Co는 주로 2가의 낮은 산화수를 갖는 양

이온으로 형성되며, 이러한 낮은 산화수의 Ni과 Co는

암모니아 용액에서 NH3와 착이온을 형성할 수 있다.

Fig. 1. Flowchart of the physical treatment procedure of

spent LIBs.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metals from spent LIB

cathode active materials

Elements Ni Mn Co Etc.

Content (wt%) 14.0 13.0 5.7 67.3

Fig. 2. Effect of ammonium sulfite on the leaching effi-

ciency of the metals (2.03 M ammonia solution, 0 or

0.74 M ammonium sulfite, 1.04 M ammonium car-

bonate, 80 ºC, and 1 hour l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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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과량의 암모니아가 Co2+와 Ni2+ 이온이 포함된

용액에 첨가될 경우 착이온은 Co(NH3)6
2+, Ni(NH3)6

2+

이며,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20)

Ni2+ + 6NH3 ↔ Ni(NH3)6
2+ 

Co2+ + 6NH3 ↔ Co(NH3)6
2+ 

침출용액의 pH는 안정한 암모니아 착이온을 형성하

기 위해 최적범위에서 pH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Co와 Ni이 포함된 시스템의 침출결과와 Co-NH3-H2O

계의 전위-pH 다이어그램을 참조하면 Co(NH3)6
2+,

Ni(NH3)6
2+ 이온들의 안정한 pH 범위는 9 ~ 10인 것을

알 수 있다.13,15,21) Ni과 Co의 안정한 암모니아 착이온

의 형성을 위하여 침출하는 동안 침출용액의 pH변화를

최소화 해주여야하며, 따라서 pH  완충제는 암모니아침

출에서 필수적이다.1,22,23) 암모니아와 암모늄이온 사이의

관계는 다음 반응식으로 표시된다.

NH3 + H+ = NH4
+ 

그리고 암모니아와 암모늄이온이 공존하는 용액의 pH

는 다음 식에 의해 주어진다.13)

pH = 9.26 + log ([NH3]/[NH4
+])

위의 식을 기반으로 하여 안정한 금속 착이온 형성을

위한 pH범위를 유지하면서 암모니아와 암모늄이온의 양

을 조절하였고, 첨가된 암모니아 양은 충분하게 금속 착

이온이 형성될 수 있도록 화학량론적으로 요구된 것보다

(가령 Ni의 경우 암모니아 착이온을 형성하기 위하여 Ni2+

와 NH3의 몰비가 1 : 6임) 약간 높게 설정되었다.13) 

침출제 내에서 pH 완충제의 차이에 따른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해 암모니아와 아황산암모늄이 약 3:1의 농도

비로 혼합된 용액에 각각 탄산암모늄과 황산암모늄을

첨가하여 Ni, Mn, Co의 침출률을 Fig. 3에서 알아보았

다. pH 완충제의 차이에 따른 Ni, Mn, Co의 침출률의

차이는 적지만 탄산암모늄을 사용하였을 때가 약간 더

침출률이 높았다. 침출제 내에서 pH 완충제의 음이온은

침출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Fig. 4는 침출시간에 따른 Ni, Mn, Co의 침출률을

보여준다. Co의 침출은 빠르게 진행되어 1시간 내로 모

두 침출이 되는 반면, Ni은 상대적으로 늦은 침출속도

를 보여주며, 90% 이상의 Ni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2시

간 이상이 걸린다. Mn의 침출률은 전체적으로 매우 낮

고, 1시간 이내에 모든 Co가 침출되기 때문에 목적하

는 Ni 침출률에 따라 침출시간을 결정하면 될 것이다.

Fig. 5는 20 ~ 80°C에서 침출온도에 따른 Ni, Mn,

Co 침출률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온도에 따른 Ni

과 Co의 침출률은 급격히 증가하는 유사한 경향을 나

타냈지만, Mn은 Ni, Co와 다르게 온도에 따라 침출률

의 차이가 없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온도와

무관하게 매우 낮은 Mn의 침출률은 Mn이 침출되도

곧바로 안정한 탄산망간을 형성하기 때문이다.14,19,24) 특

별히 40 ~ 80°C에서 Ni과 Co의 침출률이 급격하게 증

Fig. 3. Leaching efficiency of the metals depending on the

pH buffering agents (3.05 M ammonia solution, 1.12

M ammonium sulfite, 1.50 M ammonium sulfate or

1.56 M ammonium carbonate, 80 ºC, and 1 hour

leaching).

Fig. 4. Effect of leaching time on the leaching efficiency of

the metals from 0 to 180 min (3.05 M ammonia

solution, 1.12 M ammonium sulfite, 1.56 M ammo-

nium carbonate, and 80º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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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하기 때문에 Fig. 4의 실험조건인 80°C 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는 더 향상된 Ni의 침출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침출온도가

100°C 이상일 때, 코발트 암모니아착이온이 안정하지

않으며 침출률이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고 보고되었다.13)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침출온도를 80°C로 제한하였다. 

산, 염기에 따른 침출거동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황산과 암모니아침출 조건에서 Ni, Mn, Co의 침출률을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6에 나타내었다. 암모니

아 조건에서는 전술한 바대로 Ni, Co는 대부분 침출이

되었지만, Mn은 낮은 침출률을 나타내었고, 반면 황산

조건에서는 Ni, Mn, Co가 전량  침출되었다. 그러므로

두 침출법 간의 가장 큰 차이는 산과 암모니아 분위기

에서의  Mn의 선택적인 침출거동이다. Shin25) 등도 세

종류의 침출제 (황산, 탄산암모늄, 수산화나트륨)를 사

용하여 Zn-C 배터리로부터 Mn의 침출거동을 비교하였

다. 두 종류의 알칼리 침출조건 (탄산암모늄, 수산화나

트륨)에서 Mn의 침출률은 0.1% 보다 낮은 반면, 황산

침출에서 Mn의 침출률은 82%를 나타낸 바 있다. 

4. 결  론

폐리튬이온전지로부터 유가금속을 회수하기 위해 먼

저 방전, 셀 해체, 분리, 파쇄, 분쇄, 입도분리를 포함하

는 물리적 처리 절차를 겪는다. 그 결과 양극활물질은

14.0 wt% Ni, 13.0 wt% Mn, 5.7 wt% Co 등의 유용

금속들의 조성을 갖는다. 양극활물질의 암모니아침출실

험은 암모니아, 아황산암모늄(환원제), 탄산암모늄 혹은

황산암모늄(pH 완충제)의 침출제 조성으로 수행하였다

. 아황산암모늄이 존재할 경우 Ni과 Co의 침출률은 크

게 증가하며, 환원제나 pH 완충제의 조성여부에 관계없

이 Mn의 침출률은 매우 낮았다. pH 완충제의 종류에 따

른 금속 침출률의 큰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Co는 Ni,

Mn과 비교할 때 가장 빠른 침출속도를 나타내며, 반면

Mn은 안정한 탄산망간을 형성하여 침출이 되지 않았다.

침출온도에 따라 Ni과 Co는 크게 향상되는 침출률을 가

지며, Mn의 침출률은 침출온도에 거의 의존되지 않았다.

한편, 산침출법과 암모니아침출법을 비교해 보면, 산매질

에서는 거의 모든 Ni, Mn, Co가 침출되지만 암모니아매

질에서는 Ni, Co를 선택적으로 침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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