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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리튬 이차전지 시스템을 이용한 선택적 리튬이온추출 기술은 현존
하는 리튬생산 공정인 증발법, 흡착법에 비하여 편의성, 공정시간,
환경적인 측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으며, 차세대 리튬생산 기술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전기화학시스템에서는 전해질 농도 및
회수전류 등이 공정효율에 지대한 영항을 미치기 때문에, 공정의 효
율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이러한 인자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해질 농도 및 회수속도와 회수전류가 공정효율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회수전류에 따른 효
과를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농도에서 공정효율을 관찰하였다. 그 결
과, 리튬농도가 높고 회수전류가 낮을수록 회수용량이 증가하고, 동
일 농도에서 회수전류가 높을수록 회수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공정에 소비되는 에너지는 방전과정인
회수공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수록 절감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선 회수공정을 최적화하는 것이 가장 효
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해질 농도 및 전류
조건에 따른 전기화학적 리튬 회수 시스템의 공정 효율을 분석함으
로써 다양한 농도의 염수에서 각 조성에 적합한 공정조건을 적용하
여 회수공정을 최적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는 전기화학
적 리튬 회수 공정을 다양한 염수로부터의 실제 리튬생산 공정에

I

적용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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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산업화에

따른

에너지와

자원의

수요급증에

발맞춤과

동시에,

화석에너지 고갈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국은 미래자원 확보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 에너지저장소재 중 하나인 리튬은
리튬배터리의

핵심

소재이며,

낮은

질량으로

인하여

동일

질량대비저장용량이 크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전기에너지의 주요한 저장소재 중 하나로 주목 받고 있으며,
현재 모바일 IT 기술 및 전자제품 수요의 급증과 리튬배터리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의 생산 및 화석연료 고갈로
인한 세계적인 대체에너지원 개발 움직임 등으로 인하여 리튬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이다 (Tarascon 2010). 하지만
증가하는 수요에 반해 리튬은 제한된 곳에서만 생산되고 있으며,
생산공정은 크게 증발공정, 야금법, 흡착법, 전기화학법이 존재한다.
현재 세계 리튬생산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증발공정은 리튬이
상대적으로

다량

존재하는

염수에서

적용되고

있는데,

염수의

종류로는 아타카마호수(Salar de Atacama), 무에르토호수(Salar de
Muerto), 우유니호수(Salar de Uyuni) 등이 있다. 공정은 태양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정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12~18
개월간의 긴 증발공정시간과 소석회침전법을 통한 용해도 차이를

１

이용하여 타 이온의 분리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부산물 처리, 공정
시 많은 양의 공업용수가 필요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또한
적절한 리튬/마그네슘을 보유하고 있는 염수가 아니면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의 나라에서만 주로
사용하고 있는 공정이다.

야금법은 리튬을 다량함유하고 있는

거정화강암 (pegmatite)에서 화학공정으로 리튬을 추출하는 방법인데,
약

1100℃의

필요하고,

온도를

산처리가

가해주는
필요하며,

공정이

존재하여,

암석질량대비

열에너지가

추출할

수

있는

리튬양이 적기 때문에 운반비용 및 부산물 처리가 고려되어야 한다.
흡착법은

리튬과

선택적으로

흡착하는

스피넬구조의

리튬망간산화물 (Lithium Manganese Oxide, LiMn2O4)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흡착제를

구형으로

성형하여

칼럼방식으로

해수

및

염수를 통과시켜 리튬을 회수하는 방법이다. 이온교환 반응을 통한
흡착이기 때문에, 탈착 시 산을 사용하여야 하며, 구형화에 따른
표면적 감소로 인한 성능저하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흡착제
성형방식이 필요하다 (Shiu et al. 2002).
이러한 현존기술의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기화학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수계에서 리튬을 회수하는 시스템이 연구된
바 있다 (Lee et al. 2013, Kim et al. 2015, Trócoli et al. 2014). 이 시스템은
전류 및 전위를 가해주면, 전극물질이 리튬과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２

성질을 이용한 것인데, 전기화학적 에너지와 전해질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처리가 필요 없으며 회수-농축 단계가 매우 간단하다.
그리고 리튬이 회수되는 반응은 열역학적으로 자발적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생산되는 효과가 있고 공정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증발법

시

생산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마그네슘이온을

제거할

필요없이 리튬을 선택적으로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다른
리튬회수 기술과 차별되는 경쟁력을 갖춘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Lee 그룹은 리튬 30 mM 에서 동일한 방전전류밀도 (0.5
mA/cm2)로 회수 및 농축공정을 반복함으로써 초기농도의 약 50%인
15 mM 까지 회수하는 데에 성공하여 실제 리튬회수공정에서
저에너지,

고효율

마련하였다(Lee

et

운전조건을
al.

도출할
이

2013).

수

연구에서는,

있는

토대를

스피넬형태의

리튬망간산화물 전극을 양극으로 하는 배터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리튬 회수 공정의 원수 내 리튬 이온농도에 따른 공정성능을
확인하고 성능 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 기술은
이 조건 외에도 세계적으로 다양한 염수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농도와 방전전류밀도의 적용을 통하여 리튬회수를
최적화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３

제 2 장 문헌연구
2.1 현존하는 리튬 생산공정
2.1.1

증발법

증발법은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리튬생산 방법 중 가장 널리 알려
진 방법으로, 전체 리튬 생산량 중 약 60%가 이 방법을 통해 생
산된다 (Bukowsky et al. 1991, Peiró et al. 2013). 칠레, 아르헨티나, 중
국에서 주로 생산된다. 염수 내에는 1000~3000 mg/L 의 리튬이 존
재하는데, 약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태양에너지를 통하여 물을
증발시켜

6,000-60,000

mg/L까지

리튬을

농축시키고,

소석회

(Ca(OH)2)를 가하여 마그네슘을 분별적으로 침전시켜 제거한 후,
최종적으로 탄산나트륨(Na2CO3)을 가하여 탄산리튬 (Li2CO3) 을 생
산한다. 증발법은 공정이 간단하며 공정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긴 공정 시간, 제한적인 기후 조건 및 용액 조성 비율로
인하여 공정을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제한적이다. 특히, 리튬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리튬 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여,
증발법을 적용할 수 있는 염호가 한정되어 있다. 또한, 많은 양의
공업용수와 공정 이 후에 생산되는 폐수로 인해 환경문제를 야기
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

４

Figure 1. Conceptual model of brine lithium production through
evaporation process (Ebisch 2009)

５

2.1.2

야금법

Figure 2 는 마그마로부터 기원한 거정화강암(pegmatite) 중 주로 스
포듀민(spodumene) 으로부터 리튬을 추출하는 방식인 야금법에 대한
것이다. 1100℃ 가량의 온도로 가열하여 화학적 처리에 유리한 형태
로 변형시킨 후, 65℃로 냉각하고 149μm 이하로 연마시켜 황산과
혼합하여 약 250℃로 가열한다. 이 과정을 통해 황산에 존재하는 수
소는 리튬과 교환되고 황화리튬(Li2SO4)과 남은 부산물들이 생성된
다. 과량의 황산(H2SO4)은 탄산칼슘(CaCO3) 에 의해 중화되고, 정제
와 여과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탄산리튬(Li2CO3)가 생산된다(Tahil
2007).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리튬 중 약 40%를 이 방법을 통하여 생
산하고 있다 (Jaskula 2009). 하지만 이 방법으로 리튬을 생산할 경우,
전체 거정화강암 내에 포함된 리튬 중 약 2.8% 만 회수할 수 있으
며, 이는 증발법을 통한 염수에서 추출 할 때의 회수율인 19.1%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Pegmatite의 종류로는 스포듀민(Li2OAl2O34SiO2),
레피돌라이트(KLi2Al(Al,Si)3O10(F,OH)2),페탈라이트(LiAlSi4O10), 엠블리
고라이트((Li,Na)AlPO4(F,OH)), 유크립타이트 (LiAlSiO4)가 있으며, 이
중 스포듀민이 가장 널리 사용된다(Peiró et al. 2013). 야금법은 공정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으로 인하여,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Tahil 2007).

６

Figure 2. Lithium production from Spodumene.

７

2.1.3

흡착법

Figure 3 은 리튬흡착공정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해수 내에는 무한한
양의 리튬이 존재하지만, 이를 증발법으로 회수할 시, 리튬의 농도
는 약 0.17 mg/L 로 매우 낮아 효율적인 공정 구현이 어렵다(Tahil
2007).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리튬 이온을 선택적으로 추출
할 수 있는 흡착공정이 제안되었다. 리튬 흡착 공정은 이온교환 반
응을 이용한 흡착, 산처리를 통한 탈착을 통하여 리튬 이온을 선택
적으로 회수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리튬을 선택적으로 추출할 수 있
는 흡착제로는 H1.33Mn1.67O4, H1.6Mn1.6O4, H2TiO3 가 있으며(Chitrakar et
al. 2014), 이러한 흡착제는 리튬 이온의 흡착과 탈착과정에서 스피넬
결정 구조를 유지한다 (Feng et al. 1992, Chitrakar et al. 2001). 이 방법
을 통하여 Kenta Ooi, Chitaker 그룹등은 약 2 일 동안 흡착제 1 g 당
약 30 mg 리튬을 흡착시키는 데에 성공하였으며(Ooi et al. 1986), 이를
상용화 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흡착법을 통한 리
튬회수는 탈착 공정에서 사용되는 산으로 인한 흡착제 내구도 감소
의 문제(Umeno et al. 2002) 및 합성 시 전구체의 불안정한 화학적 특
성으로 인한 흡착제 제작공정의 상업화가 어려운 문제 (Xiao et al.
2013), 산 부산물로 인한 환경문제(Ryu et al. 2013), 낮은 리튬농도로
인한 확산한계 및 흡착제 성형기술에 관한 과제가 존재한다(Shiu et

８

al. 2002). 회분식 공정의 경우, pH의 변화에 흡착제의 흡착능이 민감
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공정 시 용액의 산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Wang et al. 2009). 따라서 흡착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흡착제
의 합성법을 개선하고(Xiao et al. 2013), 산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공정
을 개발하거나(Ryu et al. 2013), 환원제를 사용한 방법 등이 연구되고
있다(Intaranont et al. 2014).

９

Figure 3. Schematic diagram of benchmark plan of lithium
recovery from seawater(Nishihama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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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리튬배터리시스템
2.2.1

리튬배터리시스템의 원리

수계에서 구동되는 리튬이차배터리 시스템은 양극으로 리튬
망간산화물을 사용하고 음극으로 은전극을 사용한다 (Lee et al. 2013).
리튬이차배터리시스템은 전해질에 존재하는 리튬이온이 양극으로
선택적으로

삽입되면서

탈리되면서

에너지가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된다(Vitins

and

양극에서
West

1997).

전해질로
배터리

시스템의 성능은 전극 용량, 인가되는 전기화학적 운전 조건 및
전해질의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전기화학 반응은 전극
표면에서

발생하므로

전해질

저항을

최소화하여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Lantelme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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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극

계면의

전해질의 영향

2.2.2

전기화학적인 반응은 전극과 전해질의 표면상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반응이

진행

될수록

Figure

4와

같이

전극표면과

벌크전해질

사이에서 농도 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이온이 전극표면에
접근하기 위한 저항이 증가하게 되어 전극 성능이 저하된다. 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교반을

통하여

표면

물질대류를

증가시키는 방법, 전해질 자체의 농도를 높여 이온확산을 높이는
방법이 보고되었다. 최근에는 Figure 5 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나노구조 전극물질을 이용하여 전극 표면적을 최대화하여 전해질과
전극의 접촉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Li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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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 Concentration gradient

１３

Figure 5. Discharge curves for the three nanostructured electrodes at the
lowest C rates employed for these studies. C rates are 11C (150 nm), 10C
(230nm), and 9C (400nm). C rates are different due to the small
differences in mass between the various electrodes(Li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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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전류밀도의 영향

배터리 시스템은 Figure 6 에서 볼 수 있듯이, 반응이 일어나는 속도,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데,

전류밀도가

증가할수록

표면에

존재하는 이온이 빠르게 감소하게 된다. 이 때 전해질 저항이
증가하여

이를

극복하고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에너지가

더

필요하므로, 전극용량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차단전압에 빠르게
도달하게 된다. 이 현상으로 인하여 배터리 시스템 내에서 사용되는
양극활물질의 성능 및 에너지 효율이 감소하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표면에 리튬망간산화물보다 전도성이 높은
리튬코발트산화물(LiCoO2)를 코팅하여 배터리시스템의 전극표면에서
이온 전도성을 높이고, 고전류에서 전극용량이 유지되는 전극물질을
보고하였다(Park et al. 2001).

１５

Figure 6. Discharge rate capability after charging at C/5 and holding at
4.3 V until the current reaches C/60. C/n denotes the rate at which a full
charge or discharge takes n hours. The loading density of the electrode is
3.86 mg cm-2. At 2C, the capacity is close to the theoretical value(Kang
and Ceder 2009).

１６

Figure 7. SEM photographs of (a) as-received LiMn2O4 and (b) LiCoO2coated LiMn2O4 powders(Park et al. 2001).

１７

Figure 8. Voltage vs. capacity diagram for the cells with active electrode
materials of as-received LiMn2O4 and LiCoO2-coated LiMn2O4 at the
rate of 24 mA/g between 3.0 and 4.3 V(Park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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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배터리시스템을 이용한 리튬회수기술

증발법, 흡착법, 야금법을 이용한 리튬회수공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배터리시스템을 이용한 리튬회수기술이 제안되었다(Kanoh et
al. 1993). 이 기술은 양극물질인 산화망간(λ-MnO2)이 선택적으로
리튬과

반응하는

성질을

리튬망간산화물(LiMn2O4)을

이용한
사용하고

것인데,

작동전극으로는

상대전극으로

백금전극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양극의 순환전위법을 통하여, 10 mM 의
염화리튬 용액에서는 추출이 일어나지만,

0.1 mM 에서는 농도가

너무 낮아 추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이 후, Figure 9
와 Figure 10 과 같은 전기화학시스템이 제안되었는데, 양극물질은
리튬망간산화물(LiMn2O4)과

리튬인산철(LiFePO3)을

이용하였고,

음극물질은 은/염화은을 이용하여, 이차 전지의 작동 원리에 기반한
리튬회수 기술이 제안되었다. 이 연구들 내에서는 리튬과 소듐과의
조성비에

따른

정전압에서의

리튬회수

및

소모에너지

비교를

하였고(Pasta et al. 2012), 지구상에서 리튬농도가 가장 높은 염수인
살라 디 아타카마호(Salar de Atacama)와 유사한 조성의 전해질에서
리튬인산철 양극면적당 전류밀도와 1 M 과 0.1 M 의 살라 디
아타카마호 농도에 따른 회수성능을 측정하였으며, (Trócoli et al. 2014)
리튬망간산화물 양극을 사용하여 염수내에 리튬 이외에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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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슘, 소듐, 칼슘 등의 이온의 농도를 동일하게 하여 정전류로
회수하고 리튬이 선택적으로 회수됨을 확인하였다(Lee et al. 2013). 각
연구들은 전해질 내에 여러 이온들 중 리튬이 선택적으로 추출되고,
살라

디

아타카마호의

조성에서만

전류밀도에

따라

어떤

성능차이를 보이는지에 따른 연구는 진행되었다. 그러나 반응에
참여하는
회수속도에

리튬농도와
대한

회수전류에

연구는

미흡한

따른

성능효율

실정이므로,

비교

리튬회수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공정조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２０

및

공정을

Figure 9. Schematic of the lithium ion capturing process in source
water(1st step, discharging process) and lithium ion releasing process in
reservoir solution(2nd step, charging process)(Lee et al. 2013).

２１

Figure 10.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working principle
behind a complete cycle of the lithium recovery: step 1, lithium
capture in brine water; step 2, exchange with recovery solution;
step 3, lithium release in recovery solution; step4, exchange with
brine water(Pasta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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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3.1 전극의 제조
3.1.1

리튬망간산화물 전극제조

리튬망간산화물 전극은 캐스팅나이프를 사용한 방법(Lee et al.
2013)과는 다르게 롤러압착방식으로 제조하였다.

LiMn2O4(Sigma

Aldrich)(80% wt.), carbon black(Timcal)(10% wt), PTFE(Sigma Aldrich)(10
wt%)과

에탄올(Sigma

Aldrich)을

혼합하여

생성된

반죽을

롤러압착기를 사용하여 60℃에서 300 μm 두께로 제조한다. 이 후
진공오븐에서 약 120℃으로 전극을 건조하여 에탄올 및 물을
증발시킨다. 만들어진 리튬망간산화물(LiMn2O4) 전극에서 리튬이
제거된 형태인 람다망간산화물(λ-MnO2)을 만들기 위해 전기화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리튬망간산화물(LiMn2O4)는 Figure 11 과 같이
3전극법에서 작동전극으로 사용되었고, 백금전극을 상대전극으로
사용하였다.

기준전극으로는

은/염화은(염화칼륨

포화용액)전극을

사용하였고, 0.8 V (vs 은/염화은 0.1 M 염화칼슘)용액에서 약 90 분
동안 충전한 뒤, 충전이 끝날 당시의 전류 25 mA/g을 차단전류로
설정하여,

정전압으로

충전하였다.

Figure

12

는

정전압으로

충전하면서 기록된 용량에 따른 전류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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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듯이, 충전용량은 약 73 mAh/g 이었다.

２４

Figure 11. Fabrication of λ-MnO2, ①LMO  λ-MnO2, ②Negative
electrode : Pt, ③Reference : Ag/AgCl (KCl Sat’d), ④Constant voltage 0.8 V ⑤
Supporting electrolyte : CaCl2 0.1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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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Fabrication of λ-MnO2, 0.8 V of constant voltage was applied
until current reached to about 25 mA/g. Charging capacity was about 73
mA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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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은전극 제조

전기화학적 리튬회수시스템에서 상대전극으로 사용된 은전극은 Ag
microparticle(5-8 μm, Sigma Aldrich) (80 % wt.), super P (Timcal, 10 % wt.)
그리고 polytetrafluoroethylene (PTFE) (10 % wt.) 을 에탄올과 혼합한
후 롤러 압착기를 이용하여 300μm 로 제조하였고, 티타늄판 위에
탄소접착제를 사용하여 접착시켜 1.5 cm x 1.5 cm 의 직사각형
형태로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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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기화학시스템

전기화학 실험은 Figure 13 에서 볼 수 있듯이 약 30 ml 의 직육면체
형태의 회분식 반응기에서 실행되었다.
2전극

시스템

내에서

람다망간산화물(λ-MnO2)는

양극으로

사용되었고, 은/염화은 전극은 음극으로 사용되었다. 두 전극의
크기는 약 1.5 cm x 1.5 cm이며, 두께는 300 μm, 극간 거리는 약 1.0
c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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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Λ-MnO2

Ag/AgCl

Figure 13. Batch-type electrochemical cell for lithium recovery, cell area :
1.5 cm × 1.5 cm, electrode thickness : 300 μm, distance between
electrodes : 1.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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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농도와 전류에 따른 리튬회수 성능측정

Table 1 은 본 연구에 사용된 전해질의 종류를 구성에 따라 A ~ E 로
나타낸 것이다. Table 2 는 본 연구에 사용된 방전전류밀도 및
충전전류 밀도를 No.1 ~ 3으로 나타낸 것이다. Figure 14 는 리튬회수
성능을 측정하는 과정을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총 두 단계로
이루어진 이 실험은 첫 단계는 사전에 충전된 양극을 해당되는
전해질에서 방전하여 방전시간, 용량, 방전에너지를 측정한 후, 방전
시 회수된 리튬을 그대로 농축용액에 탈리시키기 위하여 두 번째
단계에서 동일반대전류로 방전시간과 동일한 시간만큼 충전하여
충전전해질(E)의 리튬농도와 충전에너지를 측정한다. 농도에 따른
리튬회수 성능을 비교하는 실험(실험 I)을 위해서 전해질 A, B, C, D
에서 전류밀도 2번을 사용하였고, 전류에 따른 리튬회수 성능을
비교하는 실험(실험 II)을 위해서 전해질 A, B, C 에서 전류밀도 No.1
~ 3이 사용되었다. 각 실험에 사용된 실험조건을 Table 3 에
정리하였다.
농도와 전류에 따른 리튬회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배터리
사이클러(WBCS3000, Wona tech), 일정전위/일정전류기(PARSTAT2273,
Princeton

Applied

Research)가

이온크로마토그래피(DX-120,

사용되었다.

DIONEX)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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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질의

사용하여

농도는

측정하였고,

충전전해질 충전 및 방전 시 사용된 에너지는 전하와 전위사이의
적분값을 통하여 구하였다.(La Mantia et al. 2011).

W=

-∮𝐶𝐶 𝛥𝛥𝛥𝛥 𝑑𝑑𝑑𝑑

여기서 W 는 에너지고 (J), ΔE 는 전위(V), q 는 전하이다.(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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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sition of discharging electrolyte, all of anion is chloride.
Sample
Cation

A

B

C

D

E

Li+

5.25 mM

10.5 mM

21 mM

42 mM

0 mM

Na+

0.3 M

0.3 M

0.3 M

0.3 M

0M

Ca+

0M

0M

0M

0M

0.1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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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ging and discharging current densities for experimental
conditions, which is denoted as identification number.
Identification number

Discharging currenta

Charging currentb

No.1

-3.33 mA/g

+3.33 mA/g

No.2

-6.66 mA/g

+6.66 mA/g

No.3

-9.99 mA/g

+9.99 mA/g

a.

b.

Discharging in 2-electrode system at A,B,C,D electrolytes until electrode’s
potential was 0 V ; discharging time, capacity, discharging energy were
measured.
Charging in 2-electrode system at electrolyte E as long as discharging time;
charging energy, Li+ concentration were measured.

３３

Table 3. Experimental conditions to investigate effect of parameter
changes in lithium recovery. Experiment I and II were designed to
evaluate effects of electrolyte concentration and discharging current
density, respectively.
Experiment I

Experiment II

Discharging Electrolyte : A, B, C, D

Discharging Electrolyte : A, B, C

Current Density : No. 2

Current Density : No.1 , No.2, No.3

Charging Electrolyte : E

Charging Electrolyte : E

３４

Figure 14. Schematic lithium recovery procedure; cell volume was 30 ml,

(a) Discharging with No. 1, 2, 3 at A, B, C, D sample. Measuring
discharging time, capacity, discharging energy, (b) Charging with No. 1,
2, 3 at E sample. Measuring Li+ concentration, charging energy.

３５

제 4 장 연구결과 및 고찰
4.1 농도에 따른 회수성능 비교 및 분석
4.1.1

방전용량

Figure 15 은 전류 2번으로 방전했을 때, 시료 A, B, C, D 에 따른
용량-전위 그래프이다. Figure 16 은 리튬 이온의 초기 농도에 따른
전극 용량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ure 16 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기
리튬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방전 용량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각 조건에서의 리튬망간산화물(LiMn2O4) 용량은
각각

이론적인

용량(150

mAh/g)의

19.7%,

10.1%,

3.4%,

1.2%

수준이었다. 모든 용량이 이론적 용량 보다 적은 양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극표면의 리튬농도 감소로 인한
전해질 저항증가에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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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D (258 min)
C (137 min)
B (47 min)
A (16 min)

Current No. 2 (-6.66 mA/g)

Voltage(V)

0.6

a

0.4

0.2

0.0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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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

25

30

35

Capacity (mAh/g)

a. Discharging time when voltage reached to 0 V
Figure 15. Capacity-voltage profiles with different samples(Current No.
2). For electrolyte samples (A, B, C and D), respective capacities and
discharging time at 0 V were 1.8 mAh/g, 16 min, 5.2 mAh/g, 47 min, 15.2
mAh/g, 137 min and 29.6 mAh/g, 258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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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y = 0.7x
R² = 0.98

30

Capacity (mAh/g)

25
20
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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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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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Capacities with initial concentration graph(Sample C). When
electrolyte samples were A, B, C and D, capacities were 1.8 mAh/g, 5.2
mAh/g, 15.2 mAh/g and 29.6 mAh/g, respectively. Graph’s gradient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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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회수속도

Table 4 는 농도에 따라 회수된 리튬 및 회수속도를 나타낸 표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전해질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추출양과

방전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해질 A를 제외한 모든
농도에서 약 46.5~48.6μmol/hr 의 회수속도가 측정되었다. 이는 B, C,
D 전해질에서는 전극 표면에 충분한 양의 리튬이 분포하기 때문에
회수속도가 큰 차이가 나지 않게 측정된 것으로 보인다.

３９

Table 4. Recovered lithium amount and discharging time in the
electrolyte samples A, B, C, and D are shown. Recovery rate was
calculated using the two parameters. All samples were discharged and
charged by No. 2 condition.
Results

Recovered lithiuma
(μmol)

Discharging time
(min)

Recovery Rate
(μmol/hr)

A

9.0

16.4

32.9

B

37.7

46.5

48.6

C

116.3

136.8

51

D

200.5

258.3

46.5

Sample

a. After lithium was recovered, same amount of lithium was
concentrated on sample E, lithium was measured by Ionchroma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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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회수에너지

Figure 17 은 회수된 리튬당 소모된 에너지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회수리튬당 소모된 에너지는 17.7 Wh/mol, 12.5 Wh/mol, 6.0 Wh/mol,
3.5 Wh/mol 로 용액 내 리튬 농도에 따라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회수공정

시에

리튬이

양극에

자발적으로

반응하여 에너지가 생산됨으로 인해 전체회수공정의 소모에너지가
감소되는

효과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회수용액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양극용량의 사용도가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소비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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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Consumed energies per lithium with lithium concentration
graph(Current No. 2). When electrolyte samples were A, B, C and D,
consumed energies per lithium were 17.7 Wh/mol, 12.5 Wh/mol, 6.0
Wh/mol, 3.5 Wh/mol re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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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방전전류에 따른 회수성능
4.2.1 방전용량

Figure

18, 20, 22 는 방전전류에 따른 전해질 별 용량-전위

그래프이다. Figure 18 은 C, Figure 20 은 B, Figure 22 은 A 의
전해질에서 얻은 결과를 나타낸다. 초기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류에 따른 용량차이가 커진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Figure 19, 21, 23 에서 볼 수 있듯이, 방전전류가 0 으로 가까워 질
때, 나타나는 용량 또한 초기농도가 증가할 수록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해질 A 의 경우 전류에 따라 1 mAh/g ~ 2 mAh/g
의 용량차이가 생기는 반면, C 의 경우 전류에 따라 용량차가 15
mAh/g ~ 30 mAh/g까지 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농도가
증가할수록

용량차이

또한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그리고 전류밀도가 낮을수록 용량이 커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전류밀도가 낮은 경우 벌크 전해질 내 리튬이온의
확산이 전류 밀도가 높은 경우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전극의 용량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어 리튬 회수량이 증가하게 되어
생기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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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Capacity-voltage profiles with different discharging current
density(Sample C). When discharging current densities were No. 1, No. 2
and No. 3, capacities and discharging times when voltage was 0 V were
30.9 mAh/g, 557 min, 15.2 mAh/g, 137 min, 1.76 mAh/g, 8 min,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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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Capacities with current density graph(Sample C). When

discharging current densities were No. 1, No. 2 and No. 3, capacities are
30.9 mAh/g, 15.2 mAh/g and 1.76 mAh/g,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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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lyte sampl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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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Capacity-voltage profiles of different discharging current
density(Sample B). When discharging current densities were No. 1, No. 2
and No. 3, capacities and discharging times when voltage was 0 V were
10.3 mAh/g, 186 min, 5.2 mAh/g, 48 min and 1.4 mAh/g, 6 min,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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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Capacities with current density graph(Sample B). When
discharging current densities were No. 1, No. 2 and No. 3, capacities are
10.3 mAh/g, 5.2 mAh/g and 1.4 mAh/g,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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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lyte sampl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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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Capacity-voltage profiles of different discharging current
density(Sample A). When discharging current densities were No. 1, No. 2
and No. 3, capacities and discharging times when voltage was 0 V were
2.1 mAh/g, 39 min, 1.8 mAh/g, 16 min and 1 mAh/g, 4 min, respectively.

４８

Electrolyte sample A
3

2.5

Capacity (mAh/g)

y = 0.1772x + 2.82
R² = 0.9347

2

1.5

1

0.5

0
-12

-10

-8

-6

-4

-2

0

Current Density (mA/g)
Figure 23. Capacities with current density graph(sample A). When
discharging current densities were No. 1, No. 2 and No. 3, capacities were
2.1 mAh/g, 1.8 mAh/g and 1 mAh/g,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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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회수속도

Table 5 는 전해질 A, B, C 에서 전류 No. 1, 2, 3을 가하여
리튬추출량, 공정시간, 회수속도를 구한 결과를 보여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다른 공정조건에 비해 No. 3의 전류에서 회수하였을
시, 매우 적은 양의 리튬만이 추출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본
실험에서 적용한 공정조건에서는 No. 3 은 리튬을 회수하는 데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No. 1, 2 에서는 모든
전해질에서 리튬이 회수되었다, Table 6, 7은 각각 B, A 의
리튬농도에서 공정을 적용한 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A 에서의 추출을 제외하고, 회수속도가 No. 1 과 No.
2 에서 약 60% 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전류속도의 0.5
배 차이로 인한 50% 의 회수속도차이가 날 것이라는 예상과는
빗나간 값이며, 이는 No. 2 의 전류에서 회수할 때 이론적인
양보다 적은 양의 리튬을 회수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로
생각된다. 이 경향은 본 실험 내에서의 조건인 B 과 C 의
조건에서만 이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리튬을

회수할

시,

반응속도를

좌우하는

전류를

높여주면

회수속도 증가효과가 전류증가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고, 전해질 A 의 저농도나 No. 3 의 고전류의 공정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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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을 회수 공정의 성능 저하를 예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No. 1 의 경우, 회수속도가 느리나 한번의 회수공정에 많은
양의 리튬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No. 2 의 경우,

회수속도는 빠르나 한번의 회수공정에 회수할 수 있는 리튬양이
적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각 조건의 장단점을 이용하여
공정의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적용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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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covered lithium amount and discharging time in different
current density experimental conditions denoted as identification number.
Recovery rate was calculated using the two parameters. All samples were
tested in Electrolyte C
Identification
number

Recovered lithium

Discharging time

No. 1

288.9 μmol

556.8 min

31.1 μmol/hr

No. 2

116.1 μmol

136.9 min

50.8 μmol/hr

No. 3

4.2 μmol

7.9 min

31.8 μmol/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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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very speed

Table 6. Recovered lithium amount and discharging time in different

current density experimental conditions denoted as identification number.
Recovery rate was calculated using the two parameters. All samples were
tested in Electrolyte B

Id

Discharging time

Recovery speed

No. 1

Recovered
lithium
89.8 μmol

186.5 min

28.9 μmol/hr

No. 2

37.7 μmol

46.5 min

48.7μmol/hr

No. 3

No detection

6.2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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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 Recovered lithium amount and discharging time in different

current density experimental conditions denoted as identification number.
Recovery rate was calculated using the two parameters. All samples were
tested in Electrolyte A

Current
density
No. 1

Recovered
lithium
8.8 μmol

Discharging time

Recovery speed

38.6 min

13.6 μmol/hr

No. 2

9.0 μmol

16.4 min

32.9 μmol/hr

No. 3

No detection

4.4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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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회수에너지

본 연구에서는 A, B 의 리튬농도에서 No. 3 으로 회수했을 시에는
회수량이 미량이라 측정되지 않았으므로, C 의 전해질 내에서 No.
1,

No.

2,

No.

의

3

전류로

회수하였을

때의

회수리튬당

소모에너지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Figure 24 는 C의 리튬농도에서 회수전류가 증가할수록 회수리튬
당 소모에너지가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함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

확인

회수하더라도

할

수

있듯이,

회수전류밀도가

같은

농도

증가하면,

내에서

리튬을

전극표면의

농도가

빠르게 감소하여 전해질 저항이 높아지고, 이는 전극용량, 회수량
및 생산에너지를 낮추어 이와 같은 지수함수적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8 에 초기 전해질 농도와 방전전류밀도에
따른 회수리튬당 소모에너지를 정리하였다. Table 8 에서 알 수
있듯이, B와 C에서는 그래프의 경향과 같이 회수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회수에너지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A의
리튬농도에서는
리튬농도로

인한

경향을
전해질

보이고

있지

저항효과인

않은데,
것으로

이는
생각된다.

낮은
이

조건에서는 리튬회수량이 낮아 전류 변화에 따른 에너지 효율의
차이가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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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Consumed energies per lithium with discharging current
densities(Sample C). When discharging current densities were No. 1, No.
2 and No. 3, consumed energies per lithium were 2.6 Wh/mol, 5.9 Wh/mol
and 32.8 Wh/mol, re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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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Energy consumption in lithium recovery with different

electrolytes and current densities conditions, which is denoted as
identification number.

Identification
number
No. 1

Electrolyte A

Electrolyte B

Electrolyte C

20.7 Wh/mol

6.34 Wh/mol

2.6 Wh/mol

No. 2

17.8 Wh/mol

12.5 Wh/mol

5.9 Wh/mol

No. 3

-

-

32.8 Wh/m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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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수계에서 구동되는 리튬배터리 시스템을 이용한
리튬회수공정에서

회수용액에

해당하는

전해질

농도와,

회수속도를 결정짓는 회수전류밀도의 영향을 방전용량, 회수속도,
소모에너지 측면에서 비교하고 분석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회수전류밀도를

고정하고

농도를

변화한

결과,

리튬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방전용량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전해질 농도 내에서 회수속도에 대한 일정한
경향을 찾을 수 있었는데, 이 역시 어느 정도 리튬농도가 확보(본
실험에서는 10.5 mM 이상)되어야만 관찰할 수 있는 경향이었다.
또한, 리튬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회수된 리튬당 소모된 에너지는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리튬농도

증가로 인한 리튬회수량 증가와 동시에, 회수자체에 일어나는
에너지

생산으로

인해

소모에너지가

절감되는

중첩효과로

설명된다. 즉 리튬회수 공정이 곧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정이므로,
이를 최대화 하는 것이 회수량 및 에너지효율을 동시에 증가시켜
공정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회수전류밀도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각 리튬농도에

５８

따른 회수전류밀도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리튬농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증가하였으며,

회수전류밀도가

리튬농도가

낮을수록

높을수록

방전용량은

회수전류밀도에

따른

용량차이가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본 실험의 조건들 중 적절한
리튬농도와

회수전류밀도를

적용해야만

일정한

속도경향과

공정소모에너지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회수농도가 변화함에 따라 적절한 회수전류 밀도를 적용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농도의 염수에서 각 조성에
적합한 공정조건을 적용하여 회수공정을 최적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이는 전기화학적 리튬 회수 공정을 실제 생산공정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５９

참고문헌

Ebisch, J.F. (2009) CATAMARCA PROVINCE LITHIUM PROJECT.
Nishihama, S., Onishi, K. and Yoshizuka, K. (2011) Selective recovery process
of lithium from seawater using integrated ion exchange methods. Solvent
Extraction and Ion Exchange 29(3), 421-431.
Lee, J., Yu, S.-H., Kim, C., Sung, Y.-E. and Yoon, J. (2013) Highly selective
lithium recovery from brine using a λ-MnO 2–Ag battery. Physical
Chemistry Chemical Physics 15(20), 7690-7695.
Pasta, M., Battistel, A. and La Mantia, F. (2012) Batteries for lithium recovery
from brines. Energy & Environmental Science 5(11), 9487-9491.
Tarascon, J.-M. (2010) Is lithium the new gold? Nature chemistry 2(6), 510510.
Shiu, J.-Y., Lin, J.-R., Lee, D.-C., Chen, Y.-M. and Liu, C.-C. (2002) Method for
adsorbing lithium ions from a lithium-containing aqueous solution by a
granular adsorbent, Google Patents.
Kim, J.-S., Lee, Y.-H., Choi, S., Shin, J., Dinh, H.-C. and Choi, J.W. (2015) An
Electrochemical Cell for Selective Lithium Capture from Seawater.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Trócoli, R., Battistel, A. and Mantia, F.L. (2014) Selectivity of a Lithium‐
Recovery Process Based on LiFePO4. Chemistry-A European Journal 20(32),
9888-9891.
Bukowsky, H., Uhlemann, E. and Steinborn, D. (1991) The recovery of pure
lithium chloride from “brines” containing higher contents of calcium
chloride and magnesium chloride. Hydrometallurgy 27(3), 317-325.
Peiró, L.T., Méndez, G.V. and Ayres, R.U. (2013) Lithium: Sources, Production,
Uses, and Recovery Outlook. Jom 65(8), 986-996.
Tahil, W. (2007) The trouble with lithium. Implications of Future PHEV
Production for Lithium Demand. Martainville: Meridian International
Research.
Jaskula, B.W. (2009) 2007 Minerals Yearbook-Lithium [advance release]. US

６０

Geological Survey.
Chitrakar, R., Makita, Y., Ooi, K. and Sonoda, A. (2014) Lithium recovery
from salt lake brine by H 2 TiO 3. Dalton Transactions 43(23), 8933-8939.
Feng, Q., Miyai, Y., Kanoh, H. and Ooi, K. (1992) Lithium (1+)
extraction/insertion with spinel-type lithium manganese oxides.
Characterization of redox-type and ion-exchange-type sites. Langmuir 8(7),
1861-1867.
Chitrakar, R., Kanoh, H., Miyai, Y. and Ooi, K. (2001) Recovery of lithium
from seawater using manganese oxide adsorbent (H1. 6Mn1. 6O4) derived
from Li1. 6Mn1. 6O4. Industrial & engineering chemistry research 40(9),
2054-2058.
Ooi, K., Miyai, Y. and Katoh, S. (1986) Recovery of lithium from seawater by
manganese oxide adsorbent. Separ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1(8),
755-766.
Umeno, A., Miyai, Y., Takagi, N., Chitrakar, R., Sakane, K. and Ooi, K. (2002)
Preparation and adsorptive properties of membrane-type adsorbents for
lithium recovery from seawater. Industrial & engineering chemistry research
41(17), 4281-4287.
Xiao, J.-L., Sun, S.-Y., Wang, J., Li, P. and Yu, J.-G. (2013) Synthesis and
Adsorption Properties of Li1.6Mn1.6O4 Spinel. Industrial & engineering
chemistry research 52(34), 11967-11973.
Ryu, T., Ryu, J.C., Shin, J., Lee, D.H., Kim, Y.H. and Chung, K.-S. (2013)
Recovery of Lithium by an Electrostatic Field-Assisted Desorption Process.
Industrial & engineering chemistry research 52(38), 13738-13742.
Wang, L., Meng, C.G. and Ma, W. (2009) Study on Li+ uptake by lithium
ion-sieve via the pH technique. Colloids and Surfaces A: Physicochemical
and Engineering Aspects 334(1), 34-39.
Intaranont, N., Garcia-Araez, N., Hector, A.L., Milton, J.A. and Owen, J.R.
(2014) Selective lithium extraction from brines by chemical reaction with
battery materials.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A 2(18), 6374-6377.
Vitins, G. and West, K. (1997) Lithium intercalation into layered LiMnO2.
Journal of the Electrochemical Society 144(8), 2587-2592.

６１

Lantelme, F., Groult, H. and Kumagai, N. (2000) Study of the concentrationdependent diffusion in lithium batteries. Electrochimica acta 45(19), 31713180.
Li, N., Patrissi, C.J., Che, G. and Martin, C.R. (2000) Rate Capabilities of
Nanostructured LiMn2 O 4 Electrodes in Aqueous Electrolyte. Journal of the
Electrochemical Society 147(6), 2044-2049.
Park, S.-C., Kim, Y.-M., Kang, Y.-M., Kim, K.-T., Lee, P.S. and Lee, J.-Y. (2001)
Improvement of the rate capability of LiMn 2 O 4 by surface coating with
LiCoO 2. Journal of power sources 103(1), 86-92.
Kang, B. and Ceder, G. (2009) Battery materials for ultrafast charging and
discharging. Nature 458(7235), 190-193.
Kanoh, H., Ooi, K., Miyai, Y. and Katoh, S. (1993) Electrochemical Recovery
of Lithium Ions in the Aqueous Phase. Separ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8(1-3), 643-651.
La Mantia, F., Pasta, M., Deshazer, H.D., Logan, B.E. and Cui, Y. (2011)
Batteries for efficient energy extraction from a water salinity difference.
Nano letters 11(4), 1810-1813.

６２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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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chemical lithium recovery process using secondary Li-battery system
is getting attention over conventional evaporation or adsorption process due to
its

convenient

and

environmental

friendly

characteristic.

However,

electrochemical system is influenced by electrolyte’s concentration and
discharging current density. Therefore, in this study, effects of lithium
concentration and discharging current density on the efficiency of lithium
recovery process were investigat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lithium concentration on the process, the
concentration of lithium was adjusted from A to 42 mM, while constant
discharging current was applied to different lithium concentrations. Also,
different discharging current densities were applied to each lithium
concentration. As a result, lithium concentration of B or above showed similar
recovery speed at each discharging current density. This result shows that
appropriate lithium ion concentration is required for stable recovery process,
discharging process should be improved to increase lithium ion diffusio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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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lectrodes. In this study, electrochemical lithium recovery process was
applied with various operation conditions to increase the process efficiency
for various solution conditions.
Keywords : Lithium recovery, Lithium concentration, Discharging current,
Lithium recovery process efficiency
Student number : 2013-2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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