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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 목 : 황산용해에 의한 석유화학 폐촉매로부터 백금 및 팔라륨의 회수 

II. 기술개발목적 및 중요성 

석유화학 및 정유공장에서 백금(Platinum， Pt) 및 팔라륨(Palladium， Pd)이 담지 

된 백 금족 금속(Platinum Group Metals, PGMs)계 촉매 가 사용되 고 있는데 촉매 

의 수벙 연수는 1-10년 정도로서 필연적으로 백금 또는 팔라륨을 함유하고 있는 

폐촉매가 발생한다. 

백금과 팔라륨은 물리적 성질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화학적 안정성이 뛰어나서 

첨단산업의 원료소재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 

라 장식용구로서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주요 용도로는 장신구/ 동전/ 화학용 도 

가니I 전극/ 고순도 광학유리 용해 도가니l 특수 뱀납 재료/ 석유화학 및 정유공정 

의 촉매/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 각종 센서， paste, 도전/ 전기접점/ 반도체I 

치과재료/ 만년필/ 약전 분야의 원료소재이다. 

폐촉매에 함유되어 있는 백금족 금속은 고가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매장지 

가 제한되어 있는 귀금속이어서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부존자원을 무기화 하려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영국/ 일본 및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 

래 전에 석유화학 폐촉매로부터 백금족 금속을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전 세 

계로부터 수집한 폐촉매들을 처리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백금족 금속이 부가가치가 높으며 귀중한 자원이라 기술전수를 기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i) 팔라륨 폐촉매는 일부 국내의 소규모 업체들이 처리하고 있 

지만 저급한 제련기술로 인하여 회수율이 낮으며 ii) 백금 폐촉매의 경우 거의 전 

량을 일본/ 영국 등 외국회사에 판매하여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석유화학 폐촉매로부터 고가일 뿐만 아니라 첨단소재원료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백금족 금속들을 국내에서 회수하기 위하여 관련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더욱이 백금족 금속 자원이 전무한 우리나라로서는 앞으로 점점 

더 심하여지는 자원의 무기화에 대비하여 백금족 금속들을 회수/ 확보해야할 당위 

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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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선정한 기술개발의 대상으로 것이다 수기술을 

팔라 그리고 발생 하는 R-134 촉매 와 AR-405 촉매 공정에서 석유개질 폐촉매로서 

륨 폐 촉매 로서 LD-265 촉매 이 다. 

알루미나 폐촉매에서 기술하면， 1차 년도에는 기술개발의 내용을 동안의 2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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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기술개발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1.‘ 기술개발 내용 

본 연구에서는 석유화학산업에서 배출되는 백금족 폐촉매의 알루미나 담체를 

H2S04에 용해하고 불용성 백금족 금속은 잔사로 농축I 회수하는 황산 용해법 

을 이용하여 백금 ， 및 팔라륨을 회수하는 습식제련공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기술개발을 수행하여 얻어진 연구결과를 요약하변 다음과 같다. 

가) 백금계 폐촉매 중에서 AR-405 촉매 담체의 주성분은 a -Ah03와 y 一Ah03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R-134 폐촉매 담체는 r -Ah03 이다. 팔라륨 폐촉매 

(LD-265)는 δ -Ah03 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 폐촉매는 400-600 0C 에서 열분해가 완료되었으며 공기 중에서 400 - 600 0C 

로 30분간 하소하여 탄소와 황 성분을 제거할 수 있었다. 

다) 석유화학 백금족 금속계 폐촉매의 습식분석기술을 개발하였으며 AR-405 

및 R-134 폐촉매의 백금 함량은 각각 0.460% , 0.239% 이었으며 팔라륨 촉 

매인 LD-265 폐촉매에서 팔라륨의 평균함량은 0.251 % 이었다 

라) 석유화학 폐촉매 담체의 H2S04 용해를 통하여 백금 및 팔라륨을 농축/ 회 

수하는 조건을 확립하였다. 백금 폐촉매인 AR-405 및 R-134 폐촉매의 최적 

용해조건은 H 2S04 농도; 6.0M, 용해온도 100 0C ， 용해시간 2-4시간/ 광액 

농도; 220g/L 이었다. 그리고 LD-265 페촉매의 최적 용해조건은 H 2S04 농 

도; 8.0M, 용해온도; 100 0C, 용해시간; 18시간/ 광액농도; 220g/L 이었다. 이 

때 AR-405, R-134, LD-265 폐촉매의 용해율은 각각 92% , 95% , 90% 이 었다. 

마) 백금 폐촉매의 H2S04 용해 최적조건에서 백금의 용해율은 AR-405 폐촉매 

가 520mg로 약 52% 그리고 R-134 폐촉매가 440mg로 83% 이었다. LD-265 

페촉매로부터 팔라륨의 용해량은 250mg으로 전체량의 약 45% 정도이었다. 

바) 폐촉매의 H2S04 용해액으로부터 환원석출법으로 백금과 팔라륨을 회수하 

는 기술을 개발하고 최적조건을 확립하였다. 백금 및 팔라륨의 세멘테이션 

온도는 40 0C 이상이 적절하였다. 백금은 27 당량의 Al을 첨가함으로서 100% 

회〈하 { 이어다 
1 '2 1 J‘λλ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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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LD-265 폐촉매의 황산화 반응에 의한 알루미나 담체의 용해와 팔라륨의 

농축r 회수기술을 개발하였다. (NH4)2S04에 의한 황산화 반응의 최적조건은 

반응온도; 475 0C, 반응시간; 60 -90분， (NH4)2S04 첨가량 3.2 당량 이 었으며 

폐촉매의 용해율은 92% 이었다. 

아) 화학침전법에 의한 백금과 팔라륨의 정제조건을 확립하였다. 백금 정제를 

위한 최적 침전조건은 HCl; 0.1 M, NH4Cl 첨가량 1.5 당량이었으며 팔라 

륨을 PdC16(NH4)2으로 침전시키는 최적조건은 염산; 6M, NH4Cl의 첨가량; 

2당량/ 질산;3M 이 었다. 

자) 페촉매를 연간 360톤 처리하는 규모의 상업용 플랜트를 건설하여 운영하고 

자 할 때 AR-405 폐촉매를 처리하는 경우에 투자비가 13억원이며 세전 년 

간순익이 30억원으로 투자회수 기간이 0.42년이었다. 그리고 R-134 폐촉매 

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투자비가 13억원으로 동일하나/ 세전 년간순익이 17 

억원으로 투자회수 기간이 0.75년이었다. 

2. 기술개발 성과 

o Di-n-hexylsulfide에 의한 팔라륨의 분리 

(한국자원공학회 제 73회 학술발표회 1999년도 추계 총회) 

o 염산용액에서 Di-n-hexylsulfide에 의한 팔라륨의 용매추출 

(in press, 한국자원공학회지 게재 확정) 

o 황산용해법에 의한 석유화학 폐촉매로부터 백금 및 팔라륨 회수 

(in preparation, 화학공학회 지) 

O 황산화 반응에 의한 석유화학 팔라륨 폐촉매로부터 팔라륨의 회수 

(in preparation, 일본자원소재학회 지) 

o 황산에 의한 백금 및 팔라륨의 용해거동과 환원석출 연구 

(in preparation, 대한금속학회지) 

O 폐촉매로부터 황산화 반응에 의한 백금 및 팔라륨의 회수방법 

(특허 출원; 10-1999-005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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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용에 대한 건의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에서 배출되는 백금족 폐촉매로부터 백금 및 

팔라륨을 회수하는 습식제련공정의 개발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상업적 플랜트 

의 성공 여부는 기술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환경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석유화학 폐촉매의 경우 선진국에서는 대형 플랜트를 가동중이다. 뿐만 아니라 

오랜 동안 know-how를 축적하여 경쟁력이 상당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활용 업체들은 매우 영세하여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더라도 

상업적인 플랜트의 건설 및 운전에 투자할 여유가 없다. 안정적인 조업에 의한 

이익발생 및 부가가치 높은 원료소재의 생산에 의한 경쟁력 강화 동을 확보하 

기까지에는 많은 투자와 시간이 소모되는데 이를 위한 자금력이 없다. 

따라서 기술개발 후 이를 상업적 기술로 이식하는데 있어서 정부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또한 귀중한 원료를 국내에서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마 

련되었으면 한다. 

개발된 기술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백금족계 석유화학 폐촉매로부터 백금 및 팔 

라륨 회수 및 백금족 스크랩으로부터 백금족 금속의 회수 및 분리정제에 활용 

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하여 확립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여 국내에서 발생하 

는 석유화학 페촉매에서 백금 및 팔라륨을 회수하는 상업적인 플랜트를 건설하 

도록한다 

V. 기대효과 

O 국내에서 300톤/년에 달하는 석유화학 백금 폐촉매로부터 900kg의 백금을 

회수하여 9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및 팔라륨 회수에 의한 약 50억원의 부가 

가치 창출. 

O 국내 석유화학 폐촉매로부터 백금 및 팔라륨 자원의 회수에 의한 관련 원료 

소재의 원가절감; 최소한 관세율만큼 경쟁력 강화. 

O 종래 기술의 개선에 의한 산업 재산권 획득. 

O 개선된 기술에 의한 폐기물 발생량의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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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 서방세계에서 백금 및 팔라율의 용도별 수요 추이. 

(단위 : 톤) 

싫켠ξ Platinum Palladium 

1990 1996 1997 1990 1996 1997 

Autocatalyst 47.74 58.47 56.91 9.80 73.4 95 .48 

(recycled) (6 .53) (10.9) (11.8) (2.64) (4.51) (4.51) 

Chemical 6.69 7.15 7.31 6.69 7.46 7.62 

Electrical 6.38 8.55 9.49 52.09 63.44 78.99 

Glass 4.20 7.93 8.71 

Investment 3.11 4.04 3.42 

Dental 31.72 41.05 41.99 

Jewellery 42.45 61.89 64.38 6.06 6.69 7.46 

Petroleum 4.35 5.75 5.44 

Other 3.73 7.93 9.17 2.49 4.35 4.35 

Total Demand 115.23 154.24 164.83 106.21 191.88 231.38 

급격히 감소한 반면에 팔라륨의 수입량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 왔으며 각각 

4천2백만불， 3천3백 만불 어치를 수입하였다. 국내에서 백금 및 팔라륨의 주요 용도 

는 자동차용 촉매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제품화되어 

은 석유화학 촉매 f 전기 전자산업용 페이스트 등이 있다. 

카- (")1 r:1 '- ’4U 二그 01 파L그l 즈三 
11콰 도1τ 낙 o :* 걷 넉섭 

표 1-2. 국내의 백금족 금속 및 관련제품의 수입 현황. 

;;풋 Platinum Palladium 

1995 1996 1997 1998 1995 1996 1997 1998 

중량(Kg) 4,619 8,542 16,464 3,628 2,437 2,618 3,781 4,045 

금액 (천$) 64,808 108,429 217,428 41,819 10,025 10,715 21,959 3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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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팔라륨의 수요는 1996년부터 팔라륨을 자동차용 촉매로 탑재하기 시 

작하면서부터 크게 증가하였으며 치과재료로도 상당량 사용되고 있다. 

폐촉매에 함유되어 있는 백금족 금속은 고가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매장지 

가 제한되어 있는 귀금속이어서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부존자원을 무기화 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영국/ 일본 및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 

에 석유화학 폐촉매로부터 백금족 금속을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전 세계로부터 

수집한 폐촉매들을 처리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백금족 금속 

이 워낙 부가가치가 높으며 귀중한 자원이라 기술전수를 기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i) 팔라륨 폐촉매는 일부 국내의 소규모 업체들이 처리하고 

있지만 저급한 제련기술로 인하여 회수율이 낮으며 ii) 백금 폐촉매의 경우 거의 전 

량을 일본I 영국 등 외국회사에 판매하여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석유화학 폐촉매로부터 고가일 뿐만 아니라 첨단소재원료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백금족 금속들을 국내에서 회수하기 위하여 관련기술을 개발하는 것 

이 시급하다. 더욱이 백금족 금속 자원이 전무한 우리나라로서는 앞으로 점점 더 

심하여지는 자원의 무기화에 대비하여 백금족 금속들을 회수/ 확보해야할 당위성이 

있다. 

한편 석유화학 폐촉매로부터 백금족 금속들을 회수하는 기술은 크게 건식제련 

법과 습식제련법으로 대별되는데 건식법은 100톤/월 이상의 대용량의 처리에 적합 

하고 습식법은 30톤/월 정도의 폐촉매를 처리하는데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다. 일본 

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100톤/월 이상의 대용량의 처리에 적합한 smelter를 이용 

하는 건식법으로 페촉매를 대량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건식법의 경우 대형 smelter 건설 등 초기 투자비가 과다하며/ 부피가 

큰 slag의 발생 및 귀금속의 손실이 있으며/ 대기오염을 무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습식법은 공정 설치비가 적고， slag 발생이 없고/ 담체의 주성분인 알 

루미나를 alum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생량이 작기 때문에 smelter를 이용하는 건식법보다 습식법 

이 유리하다. 습식법의 경우 전술한 장점이 있으나 고가인 백금족 금속의 회수율 

향상과 분리정제기술의 개발이 관건이다. 

습식법에는 i) 왕수 또는 HClj산화제 (NaCI03， NaOCl, Ch 가스)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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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금속의 직접 침출， ii) Autoclave를 이용하는 NaCN 또는 h에 의한 직접 

iii) 폐촉매의 알루미나 담체를 H2S04 으로 용해하여 불용성 백금족 금속을 

;<.1 후느 
o 크 / 

ι~-'"ι 

o=;-, 

회수하는 방법 등의 있다. 이 중에서 i)과 ii)의 방법은 다공성 담체에 분산되어 있 

는 백금족 금속의 효과적인 침출을 위하여 담체를 미세하게 분쇄하여야 하고 미세 

하게 분쇄된 담체는 침출 후 고/액 분리공정에서 에너지의 효율을 저하시킨다. 또 

한 침출 후 잔사로 남는 디공성 알루미나 잔사에 백금족 금속 침출액이 흡습되어 

손실되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손실량은 침출액의 약 1 - 2% 로 비교적 작은 양 

이지만 백금족 금속이 고가임을 고려할 때 상당한 손실이다. 따라서 알루미나 담체 

가 H2S04에 용해하는 반면 담지된 백금족 금속들은 용해되지 않는 특성을 이용하 

는 iii)의 방법이 회수율 향상과 담체의 활용도 측면에서 보다 경제적인 공정이라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석유화학산업에서 배출되는 폐촉매의 알 

루미나 담체를 H2S04에 용해하여 불용성 백금족 금속 잔사를 농축/ 회수하는 황산 

용해법을 이용하여 페촉매로부터 백금 및 팔라륨을 회수하는 일련의 습식제련공정 

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술개발은 석유화학 산업의 확장에 따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폐촉매의 경제적인 처리를 가능케 하여 국내처리에 의한 부가가치 

향상과 첨단산업 원료소재의 확보에 의한 국제 경쟁력 제고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 

한 환경오염문제를 방지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목표 및 내용 

본 연구는 2개년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기술개발의 목표는 백금족 금속을 함유 

하고 있는 석유화학 폐촉매로부터 황산 용해법을 이용하여 백금 및 팔라륨의 회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기술개발의 대상으로 선정한 석유화학 폐촉매는 백금 폐 

촉매로서 석유개질 공정에서 발생하는 R-134 촉매와 AR-405 촉매 그리고 팔라륨 

폐 촉매 로서 LPG 제 조， raw pyrolysis gas hydrotreating unit, methyl acetylene 수 

첨 등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LD-265 촉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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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년 동안의 기술개발의 내용을 기술하면， 1차 년도에는 폐촉매에서 알루미나 

담체의 황산 용해기술l 세벤테이션법에 의한 황산 용해액으로부터 백금 및 팔라륨 

의 환원석출기술/ 백금과 팔라륨의 침출기술/ 화학침전법 및 용매추출법에 의한 정 

제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2차 년도에는 1차 연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l:1l1 二그 ql , 0 ~ 

팔라륨의 회수를 위한 semi-pilot pl뻐t 운전을 연구목표로 삼았으며 연구내용은 담 

체의 황산용해에 의한 백금 및 팔라륨의 회수에 대한 단위공정의 최적조건 확립 I 

경제성 검토 및 공정설계， semi-pilot plant 제작 및 운전 등이다 

1 
L 

n / “ 



제 2 장 기술현황 

제 1 절 폐촉매 의 발생현황 

국내의 석유화학 및 정유공장에서 발생하는 백금족 금속계 페촉매로는 백금 폐 

촉매와 팔라륨 폐촉매가 있는데 백금족 금속의 함유량과 배출량은 매우 다양하다. 

울산에 소재한 정유회사에서 발생하는 백금족 금속계 폐촉매를 살펴보면 백금 폐촉 

매 로는 R-62(Pt; 0,22%), PR-8(1 %) PtO), R-134(Pt; 0.29%), I-100(Pt; 0.21 %), 

AR-405(Pt; 0.5 %) 촉매 등이 있으며 필라륨 폐촉매로는 C-31-1A(1 %) Pd), HD-ll, 

20(1 %) Pd), PF(l %) Pd), LD-265(Pd; 0.3%), LD-271 촉매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백금 또는 팔라융의 함량이 비교적 높거나 발생량이 많은 폐촉매는 

백금 촉매인 R-134와 AR-405 촉매 그리고 필라륨 촉매인 LD-265와 HD-11 촉매로 

서 그 현황은 표 2-1에서 보는바와 같 다. 각 촉매의 사용량은 국내 석유회사가 보유 

하고 있는 설비 용량으로부터 추정하여 산출하였다. 촉매 수명은 대 략 3 -4년 정도 

로서 주기별로 일부분씩 교체하는데 그 사용량과 발생주기로부터 대략적인 폐촉매 

배출량을 추정할 수 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백금족 금속계 폐촉매 중에서 일부분은 국내 업체가 수집하 

여 백금족 금속을 회수하고 있지만 백금족 금속의 함량이 높거나 발생량이 많아서 

경 제 성 이 높은 폐촉매는 대부분 외국으로 반출되고 있다 

표 2- 1. 백금족 금속계 석유화학 폐촉매의 현황(1998 년). 

백금계 팔라륨계 

촉 매명 R-134 AR-405 LD-265 HD-ll 

동Il] 리。: 0.29 w t. % 0.5 w t. % 0.3 w t. % 0.13 w t. % 

제조 원 UOPλ} IFP사- Procatalyse Basfλ} 

사 용처 Reforming Reforming LPG제조 수첨 acetylene 수 첨 

발생주기 3년 4년 3년 3년 

사용 량 540톤 200톤 442톤 80톤 

m “ 



제 2 절 백금족 금속의 성질 

1. 백금족 금속의 물리화학적 특성 

백 금족 금속(Platinum Group Metals, PGM) 이 란 백 금(Platinum， Pt), 팔라륨 

(Palladium, Pd), 로륨(Rhodium， Rh), 루테 늄(Ruthenium， Ru) , 오스륨(Osmium， 

Os), 이리륨(Iridium， Ir) 등 6개의 원소를 총칭하는 것이다 주기율표상에서 백금족 

금속들은 VIII족의 2, 3주기에 속해 있다. 2주기에는 루테늄/ 로륨과 팔라륨이， 3주 

기에는 오스륨/ 이리륨과 백금이 속해 있는데 3주기에 속해 있는 백금족 금속의 원 

자무게가 2주기의 것보다 거의 2 배이다. 

백금족 금속들은 화학약품에 대한 뛰어난 내 성/ 우수한 고온 특성/ 화학반응에 

대한 촉매능/ 그리고 안정한 전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그 물리화학적 성질은 

다음과 같다[2]. 

가. 백금(Platinum) 

백금은 원자번호: 78(AW:195.08), 밀도: 21 .45, 용융점: 1768.4 0C, 비등점: 3827 0C 

인 흰색의 금속이다. 백금은 Hv가 40으로 비교적 단단한 편이지만 백금족 금속중에 

서는 가장 軟한 금속이며 대부분의 화학약품에 대하여 불활성이다. 

백금은 H. Daηr에 의해 석탄가스의 자발적인 착화현상을 통하여 처음 발견되 

었던 것처럼 화학반응을 촉진시키는 촉매로서 잘 알려져 있다. 알코올의 착화 및 

수소의 연소를 통하여 백금의 촉매능이 확인되었으며， 1836년에는 J. J. Berzelius가 

“catalysis"라는 용어를 제안하였다. 그 후 질산 및 황산의 제조에 백금촉매가 사용 

되기 시작하였으며 오늘날에는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CO가스를 제거하는데 널리 사 

용되고 있다. 백금은 낮은 수소발생 전압으로 인하여 전기화학분야에서 전극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백금은 유리용기에 쉽게 용융되기 때문에 진공장비와 진공계 

기에도 종종 사용된다 또한 이리륨과의 합금은 2000 0C 와 같이 높은 옹도를 측정하 

기 위한 열전대로 사용되지만 로륨과의 합금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tlll 二:J..
-, 0 

은 섬유산업에서 합성섬유의 추출(extrusion)을 위한 노즐의 소재로 사용된다. 

m 

ω
 



나. 팔라륨(Palladium) 

팔라륨은 원자번호: 46(AW:106.42), 밀도: 12.02, 용융점 1555 0C, 비등점 3140 0C 

인 은빛 금속이다. 화학적으로 백금과 매우 유사하지만 질산 및 불산과 보다 용이 

하게 반응한다. 팔라륨의 가장 큰 특성은 실온에서도 상당량의 수소를 흡장하는 것 

이며 이 점을 이용하여 수소가스의 정제에 이용된다. 또한 팔라륨은 많은 화학반응 

에 촉매로 사용되고 있는데 대표적 인 것이 에 틸렌을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로 산화시키는 Wacker공정 이다. 

2. 백금족 금속의 용액화학[3] 

가.산화상태 

수용액에서 백금족 금속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산화상태의 범위는 다른 천 이금 

속들에 의하여 보여지는 것보다 매우 크며 높은 산화상태가 훨씬 안정하다. 산화상 

태들의 상대적인 안정성은 용액에서의 complexing ligand에 강하게 의존하며 I 상당 

히 넓은 리간드의 범위에 따라 산화상태는 0에서 8까지 변화한다. H 20 , Cr, Br-, 

NH3, N02-, NO+, 503-2 그리고 oxime 등과 같이 분리정제 공정에서 공통적으로 직 

면하는 리긴드에 대하여 산화상태의 범위는 좀 더 제한적이지만 아직 여러 산화상 

태가 얻어진다. 화학침전과 용매추출 공정에서 자주 직면하게 되는 염산용액에서 

백금족 금속의 산화상태는 그림 2-1과 같다. 

이러한 산화상태의 조작이 분리 정 제 공정 에서 이용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의 하나이며 열역학과 속도론적 인 분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더구나 

열역학과 속도론적인 인자가 산화환원 반응에 포함되어 있으며 평형 산화상태가 분 

리정제에 필연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 를 들어 백금과 이리륨을 분리하는 한 가지 방법은 Pt(IV)와 Ir(III) 사이의 거 

동의 차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다음 반응의 전위는 매우 유사하여 이리륨의 선택적 

인 환원반응을 이용하여 분리정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Pt(IV) + 2e = 

Pt(II) EO = -0.77V, Ir(IV) + e = Ir(III) EO = -0.87V 이 다 그 러 나 실 제 로는 Ir(IV) 

의 환원반응은 거의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반면에 Pt(IV)의 환원반응은 매우 느려서 

성공적인 분리를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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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환원 거동 . 

RUTHENIUM RHODIUM PALLADIUM 

Ru(l ll ) [RuCI5(H20 )r 2 

Rh(l ll ) [RhC16r 3 Pd(l l) [PdC14r 2 

• • O.83V 

Ru(lV) [RU20Cl lOr 4 • • >1 .4V • • 1.29V 

• • >1 .4V 
Rh(lV) [RhC16r 2 Pd(lV) [PdC16r 2 

Ru(VIII) RU04 

OSMIUM IRIDIUM PLATINUM 

Os(11 1) [OSCI6r 3 

1 r(l ll ) [l rC16r 3 Pt(ll ) [ptCl4r 2 

• • 0.42V 

Os(IV) [OSCI6r 2 • • O.96V • • O.74V 

• • 1.0V 
Ir(IV) [lrCl6r 2 Pt(lV) [ptCl6r 2 

Os (VI川 OS04 

二그:쇼::01 
[二) -, --t 

d씨 =그드E 
-, =-, 염소 산성용액에서 2- 1. 그림 

성질이며 형성되 

착물의 형성 

착물(complex)의 형 성 은 백 금족 금속의 매 우 특징 적 인 화학적 

착물의 

나. 

二그 /← 
0 -, 금속은 'B'형의 비1 二l드죠 

--'1 0 --, 없다. 비할 데 원소와 다른 세기는 0 1 
^ 

=2 o Tí 
'-'-
이 며 'hard' 또는 sigma-bonding 리 간드 보다는 'soft' (pi-bonding) 리 간드와 더 강한 

이 겨"5"1:으- 트; 
~ O -ö 1::::::.. 형성한다. 따라서 리간드의 세기는 r > Br- > cr > F 순이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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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금속의 용액화학을 백금족 분위기에서 o~ 까、 
I그 ~ 보는바와 같이 2-2에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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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금과 팔라륨은 염소 분위기에서 쉽 게 용해된다 그러나 오스륨y 루테늄/ 로륨l 

그리고 이리륨 등의 경우 특별히 그들의 산화물들은 용해하기 어려우며 매우 느린 

용해속도를 보여준다. 따라서 산화물들을 침출 전에 금속상태로 환원하거나 알칼리 

용융하는 것이 요구된다 

염소 분위기에서 형성되는 염소착물에 있어서/ 백금과 필라륨의 염소착물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산화상태의 것들이며 오스융/ 루테늄/ 로륨/ 그리고 이리륨 등의 

것들은 좀 더 복잡하다 Ir(IV)와 Os(IV)는 강한 염소착물을 형성하며 반면에 Ir (III) , 

Rh(III) , Os (III) , Ru(III) 및 Ru(IV)는 혼합 착물로서 존재 한다. 특별히 / 오스융과 루 

테늄의 경우에는 (RuCls)20와 같은 p이ymeric species가 형성된다. 염소착물 또는 

aquo-염소착물의 형태는 산 농도/ 염소이온 농도l 그리고 용액 전위 에 의존한다. 

그림 2-2. 염소 산성용액에서 백금족 긍속의 이온종. 

RUTHENIUM RHODIUM PALLADIUM 

[RuC16r 3 

Ru(l l ll [R니CI5 (H20)]-2 Pd(ll) [PdC14r 2 

[RuCI4(H20 br [RhC16r3 

[R니Cb(H20bl Rh(l ll ) [RhCI5(H20)r2 

[RhCI4(H20 )2r 
[RuC16r 2 

Ru(lV) [RU20Cl lOr 4 

[RU20Cla(H20 br 2 Pd(lV) [PdC16r 2 

OSMIUM IRIDIUM PLATINUM 

[OSCI6r 3 [lrCl6r 3 Pt(ll) [ptCl4r 2 

Os(ll l) [OSCI5(H20 )r2 1 r(lll ) [l rCI5(H20)]-2 

[OsCI4(H20 br [l rC I4(H20 H 

Os(lV) [OSCI6r 2 Ir(IV) [l rC16r 2 Pt(lV) [ptCl6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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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착물 음이온들의 전하와 크기는 암모늄 염의 용해도과 이온교환에 의한 

용매추출과 같은 몇몇 성질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1가의 square-planar 착물인 

Aucr4를 형성하는 금은 쉽게 용매추출될 수 있는 반면에 3가의 octahedral 

complex ~ RhCk3을 형성하는 로륨의 추출은 매우 어렵다. 일반적으로 추출 순은 

MC14- > MCl감 > MC14-2 > MCk3이다. 

다. 속도론적 영향 

백금족 금속에 있어서 MXm + L • MXm止 + X의 리간드 교환반응은 매우 느 

리다. Cr(III)과 Co(III)를 제외한 대부분의 천이원소는 리간드 교환반응이 매우 빨 

라서 편리하게 측정되어지지 않는다. 

예 를 들어 Cu(H20)6 + cr --- •• CuCl4-2 반응은 거의 즉각적으로 평형에 도달 

하지만 백금족 금속에 있어서 평형은 Pd(II)의 경우에 수 시간이 요구되며 Pt(IV)은 

수년이 걸린다. 이와 같은 속도에서의 큰 차이가 분리에 응용이 되며 선택성이 극 

단적으로 좋아진다. 백금족 금속들의 리간드 교환반응을 비교하여 보면 Pt(IV), 

Ir(IV) 및 Os(IV)는 극단적 으로 불활성 이 며 Pt(II), Pd(IV)와 Ru(IV)는 약간 불활성 이 

며 Ru(III), Ru(II) , Ir(III)와 Os(III)는 상당히 빠르고 Pd(II)와 Au(III)는 극단적으로 

빠르다 

유기상에서 이온쌍 화합물(ion-pair compound)을 형성하는 염기성 amme 추출 

제에 있어서/ 이온쌍 형성의 강도는 음이온 염소착물의 크기와 이온의 전하수에 의 

존하며 그들은 MCl4 / MCl6 2 로부터 MCl앙， MCk 3 까지 증가한다. Amine 추출제 들 

의 염 기도 순은 primary, secondary, ternary, quarternary이고 quarternary가 가장 

염기성 이 높다. Amine 추출제의 염기도가 크면 클수록 이온쌍의 형성이 더 강하여 

지며 이것은 높은 추출능과 더불어 역추출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리간드의 교환속도는 금속원소의 d- 전자배열에 의존하며 octahedron 착물에 

대하여 교환속도의 순서는 d5> d4> d3> d6이고， d4 square planar complexes에 대 

하여서는 Pd(II) > Au(III) > Pt(II) 순이다. 또한 산화환원 반응의 속도도 d-전자 배 

열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리간드 교환 및 산화환원 반응에서의 속도차이는 

용매추출에 의한 백금족 금속의 분리정제에 이용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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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백금족 금속의 분석기술 

백금족 금속의 분석은 다양한 물질 속에 함유되어 있는 백금족 금속의 함량과 

사
 
다
 

확립하기 위하여 요구되는데 백금족 금속은 매우 고가이므로 함량의 정확한 

측정은 매우 중요한 작업 이다. 보석산업 / 치과용 합금/ 촉매 y 펼름/ 코팅/ 반도체 r 동 1 

전에 백금족 금속의 사용 시 수 백가지 형 태 의 최종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백금족 

금속의 함량 또는 순도를 측정함으로서 품질관리를 한다. 백금족 금속은 매우 비싼 

금속이 기 때문에 사용 후 recycling이 요구되는 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한 스크랩 

이나 산업 폐기물에 함유되 어 있는 백금족 금속을 완전히 회수하기 위하여서는 신 

속하고 정확하게 분석이 필수적이다 각종 스크랩 및 산업 폐기물에서 백금족 금속 

의 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건식 또는 습식법에 의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 료 채 취 (Sampling)[4- 10] 

백금족 금속은 고가이기 때문에 대표시료가 모든 분석작업의 선결요건이다. 백 

금족 금속은 비중이 높아 분말시료중에 편재 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 

료채취의 기술이 요구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splitter-cutting이 적절하며/ 최종 

분석시료는 micro-riffling에 의하여 얻어져야 한다. 

시료가 균일하면 thiefs, riffles, 그리고 체와 같은 시료채취 장비를 사용하여 종 

래의 방법으로 -200mesh의 시료를 준비한다 균일한 금속 및 합금들은 이로부터 

swarf, 칩， millings, 또는 sawmgs 등을 취 함으로서 시 료를 준비 할 수 있다. 산탄 

시료채취 (Shot sampling)는 미국에서 많이 이용하지만 유럽의 경우 그렇지 않다 이 

것은 양동이 불에 있는 나무 위 에 용탕을 부어서 용융 금속 또는 합금을 과립화하 

여 시료 채취를 하는 것이다 근년에는 금속을 석영관에서 진공 용해한 뒤 이로부 

터 리본형태의 시료를 제조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비균일한 물질의 시료채취는 좀 더 복잡하다. 전자 스크랩의 경우 구리/ 니켈/ 

또는 때때로 납 등의 금속과 함께 용해하여 균일한 합금을 제조한 뒤 앞에서 언급 

한 종래의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재료를 알루미늄과 함께 

용융하여 부서지기 쉬운 합금을 만든 뒤/ 종래의 기술로 분말을 제조하여 시료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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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이 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합성 황화물/ 매트(mattes)를 제조하여 시 

료를 제조하는 방법도 있다. 몇몇 불균일 물질들은 가루로 만들기 위하여 태울 수 

도 있다. 백금족 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용액들은 증발/ 농축시키거나 아연 또는 알 

루미늄으로 처리하고 시료채취에 앞서 잔사를 태운다. 

2. Fire-Assay법 에 의 한 시 료분해 및 금속의 포집 

가. Fire-Assay 절차[6，8，11 ，12] 

산에 불용성 형태의 백금족 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물질들은 기지원소(matrix 

elements)를 제거하고 백금족 금속을 분리하기 위하여 fire-assay를 행한다. 그러나 

Pb를 포집금속으로 사용하는 종래의 fire-assay법은 금 및 은의 분리에는 이상적으 

로 적절하지만l 백금과 팔라륨의 분리에는 다소 그렇지 못하며 Rh, Ru, Ir 및 Os의 

경우 제한적이다. 이것은 주로 백금족 금속의 고융점과 금 및 은 합금을 형성하는 

경향이 낮기 때문이다. 

Fire-assay를 위하여 시료의 assay톤(29.166g)을 PbO 그리고 Na2C03, KC03, 

borax, silica, KN03 및 유기물(녹말/ 밀가루) 등의 여러 가지의 물질들이 적절히 혼 

합된 융제 (flux)와 혼합한다. 각 성분의 투입비율은 시료성분의 조성에 따라서 달라 

지는데 염기성 시료의 경우 실리카의 첨가량을 늘리고/ 산성 시료의 경우 탄산염 

또는 borax의 첨가량을 증가한다， 또한 시료 중에 구리 함량이 높으면 PbO를 더 

많이 투입한다. 시료가 융제 성분을 산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면 유기물 환원제의 첨 

가가 요구되며/ 너무 많은 PbO가 Pb로 환원이 되면 산화제로서 KN037} 침가된다. 

용탕의 유동성과 Pb button에 의하여 가름되는 최적조건들은 시료와 용제의 

무게비를 분별 있게 조절함으로서 확립될 수 있는 것이다. 백금족 금속들은 Pb 

button에 포집되고 기지원소들은 융제성 분과 반응하여 슬랙을 형성하는데/ 슬랙에 

미량의 백금족 원소들이 함유되어 있으면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재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한다. 

얻어진 Pb button의 무게가 30-60g으로 적절하고 비교적 깨끗하면 소용 

(scorification)공정이 생략될 수도 있다. 그러나， Pb button의 무게가 60g을 초과하 

거나 불순물 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면/ 燒溶접시 (scorifier)로 옮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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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와 silica를 더 첨 가하여 산화성 분위 기 에 서 9000C로 약 30분간 용융한다. 첨 가된 

Pb는 불순물들을 추출하여 유리상의 슬랙을 형성한다. 전통적인 fire-assay에서 얻어 

진 Pb button을 예열된 회분접시 (cupel)에 담고 산화성 분위기에서 약 800-8500 C 

로 가열하면 Pb는 회분접시 에 흡수되거나 휘발하고 최종적으로 백금족 원소의 구슬 

(bead)이 남는다 회취법(까吹파， cupellation)은 구슬이 적당량의 은(시료속에 이미 

존재하던지/ 백금족을 포집하기 위하여 첨가하던지)을 함유하고 있을 때에만 가능하 

다 오스뭄은 회취법 과정에서 상딩히 휘발하며/ 루테늄/ 로륨 및 이리륨은 은에 대 

한 용해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손실의 우 

려가 있다. 

백금족 금속의 분석을 위하여 Pb button은 붉은 질산에 용해한다. 여과 후 남 

은 불용성 잔사에는 모든 금/ 루테늄/ 이 리륨/ 대부분의 백금/ 일부분의 팔라륨 및 

로륨이 함유되어 있다. 따라서 잔사는 금/ 루테늄 및 이리륨의 분석에 가장 적합하 

다. Pb button-HN03 용해 법 에 의 한 다른 벡 금족 금속의 분석 은 매 우 복잡하다. Pb 

button을 붉은 질산에 용해할 때 오스융은 대부분 휘발하고/ 은과 일부분의 팔라륨 

및 로륨이 납과 함께 용해한다. 질산에 불용성 잔사는 왕수로 처리하는데 / 금/ 백금/ 

및 일부분의 로륨은 용해하는 반면에 이리 륨/ 루테 늄/ 그리고 일부분의 로륨은 용해 

하지 않고 잔사로 남는다. 최근에는 Pb button을 HCl04에 용해하는 새로운 방법 이 

제시되 었다[13]. 

니 Fire-Assay에서 포집금속 

Fire-assay에서 작은 양의 백금족 금속을 포집하기 위한 몇몇 포집금속들이 제 

시되었는데/ 그것들은 Pb, Fe-Ni-Cu합금， Sn 등이다[14-16] 용융점 이 낮다는 장점으 

로 인하여 구리가 단독으로 사용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16-19]. 또한 NiS의 사용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최근에는 NiS 대신에 CU2S를 포집체로 사용하는 방 

법이 개발되었다[20-21] 이 러 한 방법들은 종래의 Pb button을 이용하는 것에 비하 

여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NiS 및 Cu2S를 포집체로 사용하는 방법 에서 기지원 

소들은 산처리에 의하여 제거되며 산에 불용성인 잔사에 함유되어 있는 귀금속은 

기기 또는 중량법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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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지원소로부터 백금족 금속의 분리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fire-assay법은 대부분의 기지원소로부터 백금족 금속 

들을 분리한다. 질산 또는 HCI04에 의한 Pb button의 용해l 염산에 의한 NiS의 용 

해， HBr에 의한 Cu2S의 용해 등은 포집체의 급속한 제거를 수반한다. 

만약 Pb button을 회취한다변 백금족 원소들을 함유하고 있는 은구슬로부터 

은 및 팔라륨을 용해하기 위하여 붉은 질산으로 처리한다. 은구슬은 모든 백금족 

원소들을 함유하고 있을 만큼 커야하는데 (Ag PGM의 최소비는 1,000 1), 금을 

포함하여 붉은 질산에 불용성으로 남아있는 로륨/ 루테늄 및 이리륨 등은 Na20로 

용융하고 염산으로 추출한 뒤 기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최근에 제시된 또 다른 

fire-assay법은 Pb button의 중량이 19 이하이면 회취공정을 생략하고 표준 optical 

emission spectrometry 방법으로 분석한다. 백금과 팔라륨은 은을 염화물로서 제거 

한 후 기기분석을 행하여 측정 한다. 만약 많은 양이 존재하면/ 백금의 경우 NH4Cl 

을 그리고 팔라륨은 dimethylglyoxime을 사용/ 침전시켜서 중량법으로 분석하는데 

chloroform을 사용하면 팔라륨 착물을 선택적으로 추출할 수 있다[22]. 

3. 습식법에 의한 시료 분해 

백금족 금속 및 합금의 분해에 fire-assay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l 많은 경우 

에 있어서 화학적인 방법이 유리할 때도 있다. 전형적인 예는 전자 스크랩에서 백 

금족 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구리 또는 구리 합금을 처리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종 

류의 시료는 먼저 붉은 질산에 용해한 후 황산과 함께 증발시킨다. 때때로 시료를 

직접 황산 또는 HCl04에 분해하며 개미산(HCOOH)에 의한 후처리는 백금과 팔라 

륨의 환원석출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H2S 또는 Na2S203에 의한 CuS의 부가적인 

침전은 미 량의 백금과 팔라륨까지도 완전히 환원석출 할 수 있다[23] 로륨의 경우/ 

정량적인 환원석출을 위하여 염산과 함께 끓여서 염소 착물을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방법은 루테늄의 분해 에 적용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황산 또는 HCl04용 

액에서 가열하는 동안 상당량의 루테늄이 휘발되 기 때문이다. 또한 이리륨의 분해 

에도 적용할 수 없는데 이 것은 이리륨 염이 상당히 안정하여 HCOOH, H2S, 및 

Na2S203에 의한 침전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은 fu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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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l04에 구리합금을 용해한 다음 HCl04용액 에서 HCOOH과 약간의 52032-로 모
 

백금족 금속을 석출시키는 것이다[23] . 

백금족 원소들의 함량이 각각 25%정도일 때에는 왕수에 용해하며 님아있는 잔 

사는 Na20로 용융하거나 fire-assay를 이용하여 백금족 금속을 회수한다 그러나 이 

리륨/ 루테늄/ 그리고 로륨 등은 은과 합금을 형성하지 않는다. 약간의 로륨과 이리 

륨은 금에 포집펼 수 있다. 이것을 왕수로 처리하면 금과 로륨은 용해하고 이리륨 

은 잔사에 남는다. 산에 불용성인 잔사를 Na20로 용융하여 처리하는 대신에 알칼 

리 용융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백금족 성분들은 알칼리 용액에서 금속 Al 또는 히 

드라진으로 환원석출 된다. 알칼리 용융은 오스융과 루테늄을 함유하고 있는 시료 

에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Na20 대신에 사용되는 용융제로는 N a2N03+ N aOH, 

K2C0 3+KN03, Ba02+Ba(N03h 등 이 있 다. 

백금의 함량이 르 80% 이고 0 ~ 10%의 Pd, Rh, Ru, Ir, Au 및 Ag의 조성을 갖고 

있는 백금 합금은 왕수에 용해한 뒤 불용성 AgCl을 여과/ 제거하고 각 원소들을 분 

리/ 측정한다. 

이리륨 또는 로륨의 함량이 는10% 인 백금 합금은 대기중에서 왕수에 불용성이 

므로 고온가압 하에서 처리한다[24]. 좀 더 편리한 방법은 시료를 아연과 함께 용융 

힌 뒤 염산으로 용해하는 것이다[9] . 단위원소 형태로 존재하는 백금족 원소들을 함 

유하고 있는 검은 분체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여과한 뒤 산 또는 적딩한 수단을 

사용하여 분해한다 그 다음 오스융과 루태늄의 증류y 로륨과 이리융의 염소화 반응 

또는 이리륨과 로륨으로부터 백금의 화학적 분리 등과 같은 처리를 행한다 

금 함량이 높은 시료는 먼저 fire-assay법 또는 XRF를 이용하여 AujAg비를 측 

정한다. AgjAu의 비가 2.5 :1 이 되게 은을 충분히 가한 뒤 회취에 앞서 납 판으로 

혼합물을 싼다. 이 시 료를 앓은 리본형태로 압연한 뒤 붉은 질산으로 처리한다. 특 

별히 치과용 금 합금 및 스크랩 에는 상당량의 백금과 팔라륨을 비롯하여 소량의 다 

른 백금족 금속들이 함유되 어 있는데 이 합금을 위한 가장 좋은 용매는 왕수이다. 

일반적으로 팔라륨의 함량이 높은 합금들은 Ag와 Pt, Au, Ru 등을 함유하고 

있다. 또한 이 합금들은 5n, In, Ga, Zn 및 Cu 등과 같은 일반금속들을 함유하고 

있다. 이 합금들은 종종 질산으로 분해하지만 많은 경우에 왕수가 요구된다. 용해되 

지 않은 루테늄은 Na20로 용융하여 붉은 염산에 용해한 뒤 침출 모액 에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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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금/ 팔라륨 및 루테늄이 탄소 지지체에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백금족 금속 

의 조성은 일반적으로 0. 1 - 10% 이 거나 약간 높다 이 시료는 건조한 것처럼 보이지 

만 물을 약 50%까지 함유하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시료를 먼저 건조하고 태운 다 

음/ 왕수로 분해 한다 또는 Na20로 용융하거 나 fire-assay법 으로 처 리 한다. 

자동차와 석유화학 폐촉매의 경우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시료를 황산 또는 황 

산+인산의 흔산으로 분해한다. 최종분석은 분광분도계 또는 다른 기기를 이용하여 

행한다[25-29] 일반적으로 자동차와 석유화학 폐촉매는 알루미나의 함량이 높기 때 

문에 fire-assay에 의한 시료분해는 적당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몇몇 연구자 

들은 fire-assay법에 의한 백금족 금속의 정량적인 회수가 가능하였다고 주장하였다. 

4. 백금족 금속의 분리 

일반금속으로부터 백금족 금속을 분리하는 경우처럼/ 다른 금속원소로부터 백 

금족 금속의 분리 시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화학적 분리를 피하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원자 흡습(atomic absorption) 또는 플라즈마 기술에 의한 귀금속들 

의 분석 시 귀금속들이 서로 방해원소로 작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AA5 

또는 플라즈마 기술에 의하여 달성되는 정확도가 오차 1 %이내인 경우는 거의 없으 

며 특히 l 시료 또는 표준용액이 잘 조화되지 않으면 오차는 5 - 10%로 정확도가 많 

이 떨어진다 대부분의 기기분석에서 백금족 원소에 따라 감도가 상당히 변화한다. 

예를 들어 AA5와 PE5에 의한 분석시 은과 로륨의 감도는 매우 높지만/ 이리융의 

경우 AA5에 의한 분석은 만족할 만한 정확도를 주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 

여 상당히 느리다고 인정되고 있는 화학적 분리 공정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 

가. 금과 은의 분리 

은 침전은 난용성 염인 AgCl의 형성으로 달성된다. 그러나 이 침전은 백금족 

금속들/ 특히 팔라륨을 흡장(occlusion)하는 경 향이 있으므로 fire-assay 또는 AgCl을 

가용성 AgCl04로 변환시킴으로서 정제한다. 금은 oxalic 또는 502를 사용하여 환원/ 

침전시켜 백금족 금속으로부터 분리한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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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백금과 팔라륨의 분리 

만약 백금이 주 원소라면 NH4Cl으로 백금을 침전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침 

전을 여과한 뒤 하소하여 금속 백금을 얻는다 얻어진 금속 백금을 왕수에 재용해 

한 뒤 다시 침전시킨다. 백금 침전물을 여과한 용액 중에서 NH4Cl를 파괴하기 위 

하여 질산으로 처리한 뒤 dimethy 19l yoxime으로 팔라륨을 침전시키거나 AAS 또는 

PES에 의하여 팔라륨의 분석을 행한다. 또한 용액 중에 백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한다. 만약 팔라륨이 주 원소로서 100mg 이상을 초과하면 팔라륨을 먼저 침 

전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팔라륨 침전의 여과 후 여과액에 함유되어 있는 i) 얄코 

올은 증발/ 제거하고 ii) 유기물은 질산과 HCl04로 파괴한 뒤 NH4Cl으로 

전시키거나 또는 AAS 및 PES를 이용하여 백금의 분석을 행한다. 

다. 이리륨과(또는) 로륨으로부터 백금의 분리 

백금을 침 

로륨과 이리륨은 희박 염산용액에서 NaBr로 처리함으로서 백금으로부터 분리 

된다[31-35]. 용액의 pH가 6.5에 도달할 때까지 반응은 H30+이온을 취하고 Br 이온 

을 방출한다 pH 6.5에서 로륨과 이리륨의 침전이 형성되는 반면에 백금과 팔라륨 

은 용액 중에 남는다. 정량적인 분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로륨과 이리륨을 재침전 

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로륨과 이리륨의 수산화물을 산에 용해한 뒤 기기분석을 행 

한다 Br-Br03 여과액에 힘유되어 있는 백금은 아연과 염산으로 환원/ 석출시킨다 

석출된 백금 스폰지를 디시 왕수에 용해한 뒤 NH4Cl으로 침전시켜 분석한다. 이 

때 팔라륨의 함량이 높으면 d imethy 19lyoxime에 의한 팔라륨의 침전형성을 먼저 행 

한다 

5. 백금족 금속의 측정 

백금족 금속들을 분석함에 있어서 우선 결정하여야 할 것은 화학적 또는 기기 

적 방법을 선택하는 것 이다. 일반적으로 미량(0.01 % 이하) 백금족 원소는 기기를 이 

용하여 측정하거나 작용할 수 있으면 spectrophotometry를 이용한다 1 - 10%의 중 

간농도 범위의 분석에는 화학적인 분석법이 많이 이용된다. 이 범 위 에서 기기분석 

은 약 2% 의 기기적인 오차를 수반하여 결과적으로 0 . 02 - 0.2% 의 백금족 원소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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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초래한다. 10 - 100%의 고농도 범위에서는 일반적으로 화학분석이 기기분석에 

비하여 정확도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 만약 matrix matching이 가능하다면 기기분 

석의 오차를 1%로 줄일 수 있다. 

가. 화학분석에 의한 백금족 금속의 측정 

(1) 백 금 

백금은 용액에 NH4Cl을 가하여 (NH4)2PtCl6 침전으로 회수하고 이 침전을 열 

분해하여 금속 백금을 얻은 뒤 백금무게를 칭량한다. 이 방법은 100mg이상의 백금 

을 분석하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백금을 회수하기 위한 다른 효과적인 환원 석출제 

는 개미산이다. 이것은 25%(v jv) HCI04 또는 20 %(v jv) 황산용액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얻어진 백금 스폰지는 다른 백금족 원소들이 오염되지 않았으면 직접 태워서 

칭량할 수 있다. 또 다른 환원석출제들로는 H2S, 아연/ 마그네숨 그리고 hydrazine 

등이 있다[36] . 얻어진 스폰지는 재용해에 의한 정제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NH4)2PtCl6 침 전으로 회수된다. 

1 -75mg 정 도의 백 금은 spectrophotometric SnCh 방법 으로 측정 한다. 이 방법 

에서는 다량의 알루미나 그리고 염산/ 황산/ 인산과 같은 산들이 방해요소로 작용하 

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석유화학 또는 자동차 촉매로부터 백금 분석에 유용하다. 

팔라륨은 방해원소이므로 dimethy 19lyoxime으로 침전/ 제거해야 한다. 로륨의 섬각 

한 영향과 이리륨의 작은 영향은 백금 표준용액의 제조시 로융과 이리륨을 첨가함 

으로서 보정될 수 있다. 최근 들어 diaminobenzoic 산이 자동차 촉매에서 백금 분 

석을 위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다. 

(2) 팔라륨 

팔라듭의 경우 수 mg - 1000mg의 팔라륨을 분석하는데 dimethylglyoxime이 70 

년 이상 사용되어 왔다 이 방법은 다른 백금족 원소들의 방해를 받지 않지만 금이 

수 mg이상으로 존재하면 방해원소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dimethylglyoxime은 1% 

의 농도로 에타놀 또는 메타놀에 용해하여 사용되는데 만약 알코올이 후처리에 방 

해요인으로 작용하면 dimethylglyoxime-Na염을 물에 용해하여 사용한다. 미 량의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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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륨은 spectrophotometry를 이 용하여 측정 한다. 

나. 기기분석 에 의한 백금족 금속의 측정 

기기분석 에 의한 백금족 금속의 측정은 지난 20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 

와 많은 기기들이 개발되었다 Optical emission법과 X선 형광법 (X-ray fluorescence 

method)은 제한적이지만 이미 백금족 금속 관련업체에서 사용되고 있다 근 20년 

전에 개발되었던 AAS를 뒤이어 귀금속의 조성과 성질을 측정하기 위한 많은 기기 

들이 개발되었으며 이들은 특히 전자산업에서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 

최근까지 백금족 금속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 화학자들은 
d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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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assay를 포함)을 사용하였지만I 제한적 이나마 분광광도법까지도 이용하게 되었 

다. 백금족 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물질의 분석은 최종적으로 중량법 이 적용되기 

전에 측정할 원소를 분리하기 위한 굉범위하고 힘든 분리공정을 포함하고 있다. 

기기분석의 도입은 광범위한 화학적 분리 처리의 필요성을 감소시켰으므로 분 

석자들의 짐을 여러 면에서 경감해 주었다. 한편 기기분석의 도입은 전에는 경험하 

지 못하였던 다양한 제품 및 조성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 

나 단지 제한된 백금족 금속만이 순수하게 기기분석에 의하여 측정될 수 있다. 비 

록 기기분석에서 상대오차가 1 %라 하지만l 만약 같은 조성을 가지는 표준용액 이 사 

용되지 않으면 시스댐 오차는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fire-assay 또는 습식법 에 기반을 둔 화학분석법이 기기분석법과 연합되 

어 적용되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침전물이나 최종물을 오염시키는 불순물 등을 기 

기분석을 통하여 통제/ 관리함으로서 화학분석의 정확도를 한층 향상시 킬 수 있다-

제 4 절 백금족 금속의 추출기술 

백금족 금속의 자원은 크게 백금족 원소들을 함유하고 있는 천연광물/ 제조공 

정에서 발생하는 산업 폐기불/ 기사용 폐제품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광물은 주로 

Cu/NiS 광물인데 이로부터 백금족 금속을 추출하는 공정은 건식제련과 습식제련법 

을 병행한다. 먼저 건식법으로 매트를 만든 다음 습식법으로 백금족 금속을 추출I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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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산업 폐기물로부터 백금족 금속을 추출하는 경우에도 건식과 습식법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고 품위 2차 자원들은 직접 산으로 추출한 뒤 분리정제하 

는 습식법을 주로 이용한다. 

1. 건식제련법 

건식제련에 의한 백금족 금속의 추출은 원료로부터 백금족 금속을 중간 화합물 

또는 조금속의 형 태로 추출하는 것이다. 이 공정 에서 중요한 요소는 다음의 정련공 

정을 보다 용이하게 행할 수 있는 형태의 백금족 금속 농축물을 제조하는 것이다. 

먼저 원료의 조성 및 특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한 다음 시료를 용련로 

(smelter)로 보낸다. 용련로의 장입물은 원료의 물리화학적 성질에 따라 달라진다. 

장입물이 분말인 경우 표 2-2에 나타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각의 

장입물들을 잘 혼합해야 한다 

분체화된 원료를 혼합기 에 장입하고 적당한 용제/결합제(주로 Ca(OH)2, 경우에 

따라 Na2C03)와 혼합/ 조립화(pelletising)한다. 원료는 균일한 20 -30mm의 구형 또 

는 조립으로 만들어진다. 

표 2- 2. 백금족 금속 용련조업의 최적화 [3 7] . 

최소화 최대화 

1. 슬랙으로 백금족 금속의 손실 1 백금족 금속의 회수율 

2. 슬랙 부피 2 생산성 

3. 공정비용 3 조업조절 

4. 제3상의 형성 4 슬랙형 성 

5. 용제 첨가 

각 회분(batch)은 참조표가 주어지고 가장 적절한 로에 투입된다. 

윈
 



용련로에서는 두 가지의 공정이 가동된다. 한 공정은 금y 은/ 백금/ 그리고 필-라 

륨을 처리하는 공정이고 다른 공정은 백금/ 팔라륨/ 이리륨/ 로융y 그리고 루테늄을 

위한 공정이다. 금/ 은/ 백금/ 그리고 팔라륨을 회수하기 위하여 구리를 포집금속으 

로 사용하는데 플랜트에 따라 납이 사용되기도 한다. 포집금속으로서 구리가 납과 

비교하여 가지고 있는 장점은 i) 원료가 내화성 산화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경우 

에 행하는 고온 용련에 유리하고， ii) 구리가 납에 비하여 공정으로부터 제거되기 쉬 

우며(구리는 황산에 의하여 용해/ 제거되지만 납은 용해되지 않는다)， iii) 환경적인 

측면에서 구리가 납에 비하여 안전한 것 등이다. 

조립회 된 원료는 고로(blast furnace)와 회전로(rotary furnace)에 장입되고 불활 

성 silicate 슬랙가 형성되도록 적절한 용제를 가한다. 백금족 금속을 포집하기 위한 

구리괴가 형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CuO를 가한다 

이리륨/ 로륨/ 그리고 루테늄을 포함하고 있는 백금족 금속의 처리에는 철을 포 

집금속으로 사용한다. 사용되는 주요 로는 submerged electrode furnace이다. 세 개 

의 흑연 전극을 용탕에 담그고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진동시킨다. 원 

료의 가열은 저항열을 이용한다. 한번 용융된 백금족 금속들은 쉽게 철상으로 이동 

한다. 철 중의 백금족 금속 함량이 약 10% 정도에 도달하면 슬랙을 빼내고 철을 태 

핑 (tapping) ， 분석한다. 용융칠은 물에 부어서 3mm의 크기로 과립화하고 입자가 큰 

것은 침출공정 에서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제거한다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다음 

공정 에 적합한 물질이 제조된다 

정 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슬랙은 불활성의 안정한 silicates계로서 CaO-FeO-Si02 

또는 CaO-Ah03-Si02 이다- 만약 CaO-Ah03-Si02 계가 사용되어지면 고온 조업이 

필수적 이다. 원료가 용련되는 조업온도를 증가시킴으로서 CaO-Ah03-Si02 슬랙계가 

사용될 수 있다. Ca는 슬랙 에 대한 백금족 금속의 용해도를 감소시킨다. 이 제련과 

정에서 발생하는 슬랙은 안정하고 불활성이다 

이상과 깥은 건식공정을 통하여 얻어진 구리 또는 철합금은 백금족 금속들을 

분리/ 회수하기 위하여 다음 공정으로 보내진다. 포집금속인 구리는 산 용해 또는 

전기분해에 의하여 제거하며 철은 산으로 용해하여 제거한다， 잔사로 남은 백금족 

금속들은 연속되는 공정에서 산으로 용해한 뒤 화학적 침전 또는 용매추출에 의하 

여 정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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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습식제련법 

백금족 금속의 nobility는 금I 은과 더불어 매우 크며 이 것은 대부분의 일반금 

속을 부식시키는 용매에 용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모 

든 백금족 금속들은 NaCl03의 존재 하에 염산에 용해한다고 알려져 있다. 팔라륨 

은 백금족 금속 중에서 산에 가장 잘 용해하는 금속이다. 이 금속은 질산l 염산/Ch， 

NaCl/Ch, 그리고 왕수에 용해한다. 백 금은 보통 염산/Ch과 왕수에 용해하며 또한 

염산용액에서 전기화학적으로도 용해한다. 또 다른 용매로는 염산/H202와 염산/02 

가 있으며 순수 황산에는 용해하지 않는다. 로륨의 경우 덩어리로 존재할 때 산에 

잘 용해되지 않지만 스폰지 형태의 로륨은 뜨겁고 진한 황산에 용해된다. 

속도론과 열역학적 인 인자들을 고려하면서 산에 의한 백금족 금속의 용해 [37] 

를 고찰해 보면 i) M O • M +n + ne 반응의 높은 전위(가장 안정하지 않는 산화상 

태)， ii) 산화할 때 속도론적으로 금속표변에 불활성 산화막(또는 염화물막)을 형성하 

려는 경향， iii) 산화반응에 있어서 고유의 느린 반응속도가 있다. 

ii)와 iii)의 경우는 2차 백금족 금속(Ru， Os, Ir 및 Rh)의 경우에 매우 강하게 

작용하며 이 금속들은 염산/Ch(상업적으로 4 - 6M HCl)에서 1차 백금족 금속들(Pt， 

Pd)과 Au보다 매우 느리게 용해한다. 사실상l 염산/Ch 분위기에서 백금족 금속의 

완전한 용해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따라서 침출을 개선하기 위한 효율적 

인 공정을 개발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 것은 백금족 금속의 완전한 회수 차 

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가. 염산에 의한 백금족 금속의 용해반응 

일반적으로 산에 매우 난용성인 백금족 금속은 산화제의 존재 하에 염산에 의 

하여 용해된다. 백금l 팔라륨 및 로륨은 각각 PtCk2, PdCk2와 RhCl건으로 용해되 

어지며 cr과의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Pt + 4Cr PtC14-2 + 2e 

PtCk2 + 2e 

PdC14-2 + 2e 

EO = - O.73v 

EO = - O.74v 

EO = - O.62v 

PtC14-2 + 2Cr 

Pd + 4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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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Cl4-2 + 2Cr PdCk2 + 2e E" = - 1.29v 

Rh + 6Cr RhCl6-3 + 3e E" = - 0.44v 

위의 반응식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백금과 로륨이 PdCk2와 RhCl6-"으로 용해 

되기 위하여 > O.74v의 환원전위를 갖는 산화제가 요구된다. 이러한 산화제로는 질 

산， NaOCl, HOCl, NaCl0 3, NaBr03, ch가스 및 H202가 있다. 

Bradford는 이 산화제들을 사용하여 자동차 촉매로부터 백금과 로륨을 침출하 

는 연구를 행하였으며 [38]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산화제로는 NaOC1, 

NaCl0 3, Ch가스 및 질산 등 이 있 다 

NaOCl 또는 질산의 존재 하에 염산에 의한 백금의 침출반응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t + 2NaOCl + 6HCl H 2PtCl6 + 2NaCl + 2H20 

3Pt + 4HN03 + 18HCl 3H 2PtCl6 + 4NO + 8H2 

필-라륨과 로륨에 대해서도 유사한 반응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용액중의 백곰과 

팔라륨의 염 소착물， PtCk2와 PdCl4-2는 가수분해 하여 불용성 수산화착물를 형 성 하므 

로 이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용액을 pH < 1과 고 cr 농도로 유지해야 한다[39] 

제 5 절 백금족 금속의 정제기술 

백금족 금속들은 독특한 성질로 인하여 다른 금속들의 분리정제에서 얻어진 기 

술이나 경험들이 직접 적용될 수 없다는 어려운 접들이 있다. 더구나 현재까지도 

백금족 금속의 분리 정 제에 대한 비 밀을 지키려는 전통들은 일반적인 기술이외의 

know- how의 공동이용에 의한 분리정제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이러 

한 전통으로 말미암아 백금족의 분리정제 기술l 특히 습식법은 문헌상으로도 그 자 

료가 충분하지 않으며 이러한 점들은 금과 은의 분리정제 기술들이 비교적 잘 알려 

진 것과는 좋은 대조를 보여준다 

백금족 금속들의 분리정제 공정은 그 규모가 매우 작은데 심지어 비교적 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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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실 규모로 묘사하기도 한다. 화학적 침전 및 용매추출에 의한 백금족 금속의 분 

리정제는 기본적으로 몇몇 화학반응에 의하여 수행되며 백금족 금속의 종류와 함량 

및 용액에 존재하는 이온의 종류에 따라서 공정 이 달라진다. 

백금족 금속의 분리정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이 금속들의 용액화학이다. 수 

용액에 존재하는 백금족 금속 이온의 종류에 따라서 침전제 및 추출제의 선택과 공 

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들의 용액화학을 잘 이해하는 것이 효율적인 분리정제 공 

정을 확립하기 위한 지름길이다. 

1. 화학적 침전에 의한 정제기술 

백금족 금속들을 분리정제하기 위하여 행하는 첫 단계는 보통 왕수(aqua 

regia) 에 의한 용해공정이다. 이 용해공정은 가능한 한 함유되어 있는 금속들이 많 

이 용해할 때까지 계속된다. 용해되지 않은 잔사는 일반적으로 로륨/ 오스융/ 이리 

륨 및 백금족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광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것은 따로 처리한 

다. 용액에는 백금/ 팔라륨/ 금I 은/ 이리륨과 로륨의 일부l 미량의 오스융과 루테늄 

등이 들어있다. 또한 철/ 구리를 비롯한 가용성 일반금속들이 용해되어 있다. 

가. 백금의 정제기술 

(1) Ammonium chloride을 이용한 반복침전에 의한 정 제 

용액중의 백금은 NH4Cl를 가하면 ammonium chloroplatinate[(NH4)2PtC16]으로 

침전/ 회수된다. 또한 백금의 분리정 제를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들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중요한 것은 ammonium chloroplatinate의 침전생성을 반복하는 것이다. 

침전되는 염은 비교적 불용성이며 쉽게 여과되고 세척된다. 침전생성의 반복 횟수 

에 따라서 원하는 순도를 얻을 수 있지만 비슷한 용해도를 가진 불순물의 제거가 

관건이다. 

륨
 

로
 

제외한 모든 백금족 금속들은 +4의 이온으로 존재하는데 이러한 조건 

에서는 백금이 침전될 때 함께 비교적 불용성이며 비정질인 염을 형성한다. 그러나 

오스융과 루테늄은 백금의 침 전에 미량으로 존재 한다. 용액을 가열함으로서 팔라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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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은 +4가에서 +2가로 쉽게 환원된다. 이리륨은 용액을 140 - 150 0C로 가열함으로 

서 +3가에서 +2가로 부분적으로 환원된다. Pd+2와 Ir+3의 경우에는 ammonlum 

chloro-salt가 ammonium chloroplatinate보다 용해도가 크며 그것과 비정질 염을 형 

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리륨을 제외하고는 ammonium chloroplatinate의 반복침전 

에 의해 백금으로부터 금과 일반금속뿐만 아니라 다른 백금족 금속들도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로륨/ 이리륨 및 팔라륨 등은 백금염을 오염시키는 역활을 

꾸준히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로륨은 이리륨과 유사하다. 

은은 깅 염산용액에서 염화은의 용해도 때문에 정제공정에서 계속 불순물의 원 

으로서 작용한다 용해 된 염화은의 일부는 ammonium chloroplatinate의 침 전 시 함 

께 혼입되는데 백금을 다시 왕수로 용해할 때 재용해 된다. 그러 나 일반금속뿐만 

아니라 금과 은은 일반적으로 미량의 백금족 금속들이 제거되기 전에 제거된다. 

NH4Cl에 의한 ammonium chloroplatinate 침전의 생성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H2PtCl6 + 2NH4Cl (NH4)2PtCl6 + 2HCl 

Ammonium chloroplatinate의 반복침전에 의한 정제공정은 다음과 같다. 백금 

의 질산염을 완전히 분해하기 위하여 용액을 증발한다. 뜨거운 시럽같은 용액 에 불 

과 염산을 가한 후 가열한다 온도가 140 - 150 0C 에 도달할 때까지 비교적 빠른 속 

도로 증발을 계속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온도에 도달하기 전에 잔사가 진득진득하 

게 되어 국부적인 과열의 원인이 된다‘ 백금 스폰지가 다량의 일반금속 또는 알칼 

리 염을 함유하고 있지 않다면 이 온도에서도 용액은 유동성을 가진다. 

용액의 증발에 의하여 질산과 과잉의 염산이 제거되었으면 물로 희석한다. 용 

액의 온도를 100 0C 이하로 냉각하기 위하여 더 많은 물을 가하고 수분 간 digestion 

한다. 염산을 다시 가하고 증발을 반복한다. 이 공정을 3 - 4 차례 반복하여 질산염 

을 완전히 제거하고 이리륨이 백금염과 같이 침전되지 않도록 +3가로 환원한다. 

최종 증발 후 용액의 백금농도를 50 - 100g Pt / 1로 희석하고 염화은과 기타 불 

용성 물질들이 침강하도록 정치한 후 불용성 물질을 여과/ 제거한다. 불용성 잔사의 

성분은 이리융/ 로융/ 염화은/ 실리카 및 기타 불용성 화합물이다 이 용액을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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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점까지 가열한 뒤 20% NH4Cl용액으로 처리한다. 이때 NH4Cl의 첨가량은 55 -

60gjl00g-Pt 인데 전체용액의 염농도가 약 5 %가 되게 약간 과량으로 첨가한다 그 

러나 지나치면 염 에 의한 불순물이 증가한다 

침전생성 후 정치하는 동안 분리된 불순물 염이 침전물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하여 용액을 빨리 냉각시키고 즉시 여과한다. 여과 후 침전물을 20% 

NH4Cl용액과 2번 정도 철저히 혼합하여 세척한 뒤 건조/ 환원한다. 이때 가능한 환 

원성 분위기에서 환원을 행하는 것이 좋다. 공기 중에서 환원을 행하면 염화백금의 

휘발에 의한 손실이 발생한다. 환원온도는 500 - 600 0C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다. 

(2) 가수분해법에 의한 불순물의 제거 

Ammonium chloride에 의한 반복침전이 원하는 순도의 백금을 얻는데 만족할 

만한 방법이지만/ 이 방법은 지루하고 시간의 소모가 많다. 따라서 처음에 가수분해 

를 이용하여 불순물 이온들을 수산화물로 침전시켜 제거하면 정제공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절약된다 가수분해로 불순물을 제거한 뒤 NH4Cl에 의한 1회 침전으로 

99.9% 이상의 순도를 갖는 백금을 얻을 수 있다. 이 방법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용액으로부터 질산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용액을 증발한다. 이때 sodium 

chlorop la tina te를 형 성 할 수 있을 정 도로 NaCl를 충분히 첨 가한다. 가능한 한 모든 

질산과 염산을 제거하기 위하여 용액 이 거의 마를 정도로 증발시킨다. 

잔사를 물에 용해하고 50g Ptjl가 되게 희석한다. 만약 금이 존재하면 FeS04로 

환원석출하여 회수한다. 용액을 정치하여 잔사를 여과/ 제거한 뒤 거의 비등점까지 

가열한다. 그 후 남아있는 염산을 중화하기 위하여 NaHC03를 약간 첨가한다. 거품 

으로 판단하여 용액 이 거의 중화되었으면 10 - 12g NaBrjl00g-Pt를 첨가한다. 브롬 

이 배출되면 NaHC03를 더 첨가하여 NaBr이 분해되지 않도록 한다. 

용액을 끓인 다음(이때 리트머스 시험지로 산도를 측정하여 용액이 산성이면 

NaHC03를 약간 더 첨가한다) 급속히 냉각하면 일반적으로 수산화물들이 급격히 

침강된다. 이 것을 여과하여 제거한다. 

백금용액에서 Br을 분해하기 위하여 염산으로 digestion하고 백금은 NH4Cl로 

침전시킨다. 용액으로부터 침전된 ammonium chloroplatinate은 상당량의 NaCl을 

동반하며 그것의 대부분은 백금으로 환원한 뒤 물로 침출하여 제거할 수 있다 

” % 



(3) Ammonium chloride에 의한 백금의 침 전후 여과액의 처리 

용액 에 함유되어 있는 백금을 NH4Cl로 침 전/ 회수한 후/ 다음 공정은 여과액 에 

함유되어 있는 다른 금속들의 성질과 분포에 따라 달라진다. 많은 금이 함유되어 

있다면 FeS04로 환원석출하여 회수한다. 분리는 빠르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며 얻어 

지는 금의 순도도 비 교적 높다. 팔라륨의 양이 많으면 NH4Cl를 좀 더 첨가하고 용 

액 의 20 - 30%가 되게 질산을 가한다. Diges tion하면 ammonium chloropalladate 

[ (NH4)zPdCl6l 의 침 전이 생 성되며 이때 용액 에 있던 백금과 이리륨이 동반한다 그 

러나 질산의 존재는 남아있는 다른 귀금속의 동반을 방해한다. 

가장 편 리 한 방법은 백금의 제거 후 아연 또는 철을 사용하는 시벤테이션법으 

로 용액 속의 모든 금속들을 환원석출하는 것인데 이 러한 방법으로도 이리륨은 완 

전히 침전시키기 어 렵기 때문에 공정 이 장시간 계속되어야 한다. 얻어진 침 전물을 

왕수로 용해하여 귀금속을 회수하는데 이라륨/ 로륨 및 루테늄은 침출율이 낮다 만 

약 용액에 백금이 많이 존재한다면 먼저 NH4Cl로 침전시키 는 것 이 가장 좋다. 그 

다음 FeS04로 금을 환원석출한 뒤 팔라륨을 침 전/ 회수한다. 

나. 팔라륨의 정제기술 

팔라륨은 가장 간단하게 정 제할 수 있는 금속이다. 팔라륨 정 제의 상업적 인 공 

정은 암모니아에 용해되고 염산용액에서 침전이 형성 되는 dichlorodiammine

palladium [Pd(NH3)zChl의 특성을 이용한 것이다. 이 방법의 절차는 그림 2-3과 같 

다 먼저 염산으로 팔라륨을 용해한다. 질산은 산화제로 유일하게 사용된다. 산화제 

는 팔라륨의 용해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인자가 아니지만 팔라륨 이온을 +2가에서 

+4가로 산화시키는 역활을 한다 용해반응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Pd + 4H Cl PdCl4-2 + 4H+ + 2e-

PdCl4-2 + cr PdCk2 + 2e-

팔라륨의 용해 후 팔라륨 정제에서 첫 번째 공정은/ 붉은 색 의 am monium 

hexachloropallada te [(NH4) 2Pd Cl6l 침 전을 형 성 하는 것 이 다. 이 염 의 생 성 은 NH4Cl 

을 첨가함으로서 다음과 같은 반응에 의하여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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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Ck2 + 2N H4Cl (NH4)zPdCl6 + 2HCl 

일반금속들은 침전이 형성되지 않고 용액에 남아있다. 여과 후 차가운 NH4Cl 

포화용액으로 세척을 행한다 

최적조건은 57g Pd/l 에서 HCl과 HN03가 각각 약 6M, 3.0 - 5.0M(같은 부피 

의 NH4Cl 포화용액과 1/3 부피의 질산)， 온도가 60 - 80 oC 이고 NH4Cl 첨가량은 2배 

이다. 붉은 색의 ammonium hexachloropalladate 침전을 여과/ 세착한 후 뜨거운 물 

에 용해한다. 이때 가열하면 다음과 같이 팔라륨의 환원반응이 일어난다 

(NH4)zPd(IV)C16 =: (NH4)2Pd(II)C14 + Ch 

붉은 침전을 완전히 용해한 후 암모니아를 가하여 용액의 pH를 8으로 조절하 

면 다음과 같은 반응에 의하여 팔라륨 아민이 형성된다. 

(NH4)2Pd(II)C14 + 4NH3 Pd(NH3)4Ch + 2NH4Cl 

이 용액을 실온으로 냉각하여 침전되는 금속 수산화물을 여과/ 제거한다 

팔라륨의 정제에서 매우 중요한 다음 공정은 "yellow salt "라고 불리 는 diamino 

palladous chloride 침전의 형성이다. 이것은 실온의 ammine용액에 염산을 가함으 

로서 생성된다 

Pd(NH3)4Ch + 2HCl Pd(NH3)zCh + 2NH4Cl 

Pd(NH3)zCh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아짐 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므로 저온에서 침 

전을 형성하여야 한다. 침전생성 시 초기 팔라륨의 농도가 클수록/ 염산의 농도가 

높을수록 회수율이 높다. 염산의 첨가 시 pH가 1이하가 되도록 과잉의 염산을 첨가 

하면 용액의 부피가 증가하여 회수율이 저하한디. 따라서 가능한 한 용액의 부피가 

직게 유지되도록 염산을 첨가하는 것 이 유리 한다 요구하는 순도의 팔라륨이 얻어 

질 때까지 위의 공정을 반복한다 

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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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3. 화학 침전법에 의한 팔라률 정제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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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NH3)2Ch의 하소를 900 0C 에서 행한다. 팔라륨 산화물은 800 0C 이하에서 안 

정하므로 냉각 시 스폰지 표변에 생성된다. 따라서 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70 

O OC 에서 수소 분위기 하에 열처리를 한 다음 질소가스를 주입하면서 냉각한다. 팔 

라륨은 수소를 흡장하므로 질소의 주입이 필수적이다. 

2. 용매추출에 의한 정제기술 

백금족 금속의 전통적인 분리정제는 용해-조건부여-침전공정과 같은 일련의 공 

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분리도/ 생산성/ 조업의 복잡성 및 노동 집약성 등의 측면 

으로 평가할 때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용해 -조건부여-침전공정 등을 이 

용하여 각 금속을 효과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이것은 각각의 금속이 

화합물로 침전될 때 항상 다른 금속이 불순물로서 같이 동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고순도 금속을 얻기 위하여 부가적인 공정이 요구되는데 일반적으로 용해-조건 

부여-침전공정 등을 반복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공정시간이 길어지고 비효율적이다. 

용매추출 기술의 주요 장점은 전체 공정시간의 단축/ 고 분리효율/ 고순도의 제 

조/ 생산성의 향상/ 공정의 유연성 및 다양성/ 그리고 조업과 공정제어의 연속성 등 

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용매추출 기술을 이용하는 분리정제 공정은 용해된 이온 

착물의 종/ 산화환원 전위/ 리간드 교환속도/ 추출제와의 반응/ 추출속도 등에 기반 

을 두고 있다. 용매추출 공정의 상업적이고 산업적인 조업을 위하여 추출제의 선택/ 

추출속도및 효율/ 분리능/ 역추출/ 추출제의 열화( degration)와 손실l 공정의 유연성 

과 다양성/ 안정성과 같은 추출 체계에 대한 다양한 조업변수에 대한 고려가 확립 

되어야 한다. 

따라서 1970년대 초반부터 종래의 비효율적인 분리정제 공정을 용매추출에 의 

한 분리정제 공정으로 대체하려는 많은 연구개발이 이루어져 왔다[40-47]. 그 결과 

용매추출 기술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몇몇의 대규모 백금족 금속 제련공장이 

있다. 이 정제공장들은 서로 다른 용매추출 공정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것 

은 원료형 태의 차이 / 백금족 금속 함량 및 품위의 차이 l 전처리의 차이 등에 기인한 

다. 이들을 제외한 다른 정제공장들도 종래의 분리정제 공정에 비하여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용매추출 기술을 채택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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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백금족 금속의 용매추출을 위한 추출제 

금속 이온 종의 용매추출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의 다른 반응기구 - 화합물 형 

성 (compound formation) , 이온쌍 형성 (ion pair formation), 그리고 용매화 

(solvation) - 를 통하여 일어난다. 

(1) 화합물 형 성 추출제 

화합물 형성 추출제의 1幾꽤는 유기 추출제 분자와 금속이온 사이의 직접 결합 

에 의하여 금속을 유기상으로 추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합이 일어나기 위하여 특 

정한 염소 착물이 ligand 교환/ 즉 염소이온과 추출제의 치환반응에 이용될 수 있어 

야 한다. 모든 백금족 금속의 염소 착물 중에서 단지 PdCl4-2 만이 불안정 (labile)하 

여 이러한 기구를 통하여 추출될 수 있다. 

Organic sulphides[42-43] 또는 hydroxyoxime [45]과 같은 킬 레 이 트 시 약이 팔라 

륨의 선택적인 추출제로 잘 알려져 있다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oXlme의 예는 

LIX 65N, LIX 70, SME 529, 그리 고 Acorga P5000 등이 며 organic sulphides로는 

di-n-oc ty lsulfide이 있다 

이와 같은 추출제에 의한 추출 반응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dC14-2 + 2[R2S]org •• [PdCh . 2R2S]org + 2c r 

PdCl4-2 + 2[oxH] org •• [Pd(ox)2]org + 2H+ + 4cr 

(2) 이온쌍 형성 추출제 

이 추출제는 음이온의 백금족 금속의 염소 착물와 양성자 첨가된(protona ted) 

염기성 유기 추출제 (BH+Cr) 사이에 전기적 중성 이온쌍의 형성을 이용한 것이다 

이와 같은 추출제로는 ammes과 quaternary ammoruum 염 등이 있는데 제한된 선 

택성을 가지고 거의 모든 백금족 금속의 염소 착물들을 추출한다 

이의 추출 반응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Cl", -n + n (BH+Cr)org ‘• (MCl",-n • nBH+)org + n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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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반응의 평형은 추출제의 염기도에 의존한다 Amines의 염기도는 pnmary 

< secondary < tertiary < quaternary 순 이 다. 염 기 도가 클수록/ 이 온쌍을 강하게 

형성할수록 좋은 추출제를 의미하지만 탈취가 어렵다. Tertiary와 secondary amines 

이 좋은 추출율을 보여주며 또한 탈취도 만족할 만 하다 Quaternary amines은 탈 

취 가 거 의 불가능하다 약 염 기 추출제 인 Tri-n-butyl-phosphate(TBP)는 이 온쌍 형 성 

을 통하여 강 염산용액으로부터 백금을 추출한다 음이온 염소 착물의 크기와 전하 

가 금속추출의 정도를 결정한다. 따라서 똑 같은 -2가의 전하를 갖는 PdCl4-2, 

PtCk2, 그리 고 IrCk2 들은 염 기 성 추출제 에 의 한 분리 가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먼 

저 화합물 형 성 추출제 로 Pd(II)를 선 택 적 으로 추출한다. 그 다음 Ir(IV)를 Ir(III)로 

환원한 뒤 염기성 추출제로 백금을 선택적으로 추출한다. 다른 방법으로서는 Pd(II) 

와 Pt(IV)를 같이 추출한 뒤 선택적인 탈취를 행하는 것이다. 

(3) 용매화 추출제 

이것은 용매화에 의하여 acidochlorocomplexes를 추출하는 중성 유기시약이다. 

그 반응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H IlMClm + y(S)org •• (H IlMClm • yS)org 

용매화 추출제로는 ketones과 ethers 등이 있는데 금(HAuCl4)의 선택적인 추출 

에 적합하다. 이 착이온은 -1가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추출제로도 빠른 추출이 

가능하다 

나. 상업적인 백금족 금속의 용매추출 공정 

용매추출 기술을 이용하여 처음으로 백금족 금속들을 정제하기 시작한 것은 세 

개의 큰 백금족 금속 제련 업체들이었다. 이들은 영국의 Acton에 있는 Inco 

refinery, 영 국 의 Royston에 있 는 the Matthey Rustenburg refinery, 그 리 고 남아프 

리키의 Lonrho refinery이다. 또한 벨기에의 MHO, 독일의 Degussa, 미국의 

En gelhard, 그리고 소련의 Nachezbdinck 등에서도 전통적인 정련법과 더불어 용매 

추출을 채용하였으며 몇몇 중소업체들도 용매추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49-



백금족 금속의 분리정제를 위하여 가동중인 주요 상업적인 용매추출 플랜트는 표 

2-3과 같다. 

용매추출을 이용한 백금족 금속의 분리정제 공정에는 크게 2가지 방식이 사용 

되고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은 각 원소들을 선택적으로 추출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 

식은 원소들을 그룹으로 추출한 뒤 선택적으로 탈취하여 분리하는 것이다 

백금족 금속의 분리정제시 금은 방해원소로 직용하므로 먼저 추출한다. 

methyl-isobutylketone(MIBK) 또는 di-butyl-Carbitol(DBC)를 사용하여 선택 적으로 

추출하거나 502 또는 Fe2504로 환원석출 한다 금의 제거 후 Lonrho refinery에서는 

이온쌍 형성 추출제를 사용하여 Pt/Pd를 함께 추출한다 

표 2- 3. 용매추출법에 의한 백금족 금속의 분리정제 공정. 

Extractants Industrial Users Metals Comments 

Comppund Formation 

Alkyl sulphide INCO 
Pd(ll) 

. Slow kinetics 

(R2S) . High metal loading 

Phosphine sulphide 
. Separation based on 

? Pd (l l) different kinetics 
(TIBPS) 

(Pt/Pd) 
. Slow kinetics 

Hydroxyoximes MRR Pd (l l) . Low meîa! loading 

(Use of accelerator) 

lon- pair Formation 

Amines 
MRR(Ptl r), Pd(ll), . Difficult 

(Secondary, tertiary) 
Lonrho Pt(lV), selective stripping 

PGP(?) Ir(lV) . Metal lock-up 
Pd(l l), 

Aπ1πlonium salts ? pt(lV) , . Very diffic니 It stripplng 

Ir(lV)‘ Rh(i ll) 

Tri-butyl -phosphate 
INCO(Ptl , Pd(il) , 

. Acid conc. and redox 

(TBP) 
Lonrho(l r) pt(lV) , 

adjustment needed 
Dequssa(Pd, Pt,) Ir(l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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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인 탈취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Pt/Pd의 탈취 후 종래의 화학적인 분리공 

정이 적용될 수도 있다. Inco와 MRR refinery은 팔라륨의 선택적 추출방식을 채택 

하고 있는데 추출제로 각각 di-n-octyl sulphide(DOS) 및 방향족 hydroxyoxirne을 

사용하고 있다. 이 방식의 단점은 추출속도가 느리다는 것인데 hydroxyoxirne은 장 

진능(loading capacity)도 낮다 따라서 MRR은 oxime을 사용하는 공정 을 가능케 하 

기 위하여 가속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백금은 TBP(Inco) 또는 tri-n-octyl amine(MRR)을 사용하여 용매추출 한 

다 TBP로 백금을 용매추출 하는 경우 용액의 산도는 5M HCl로 조절해야 한다 백 

금의 용매추출 시 이리륨이 같이 추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Ir(IV)는 Ir(III)로 

환원시킨다. 이리륨은 백금이 추출된 용액에서 Ir(IV)로 재산화 시킨 후 TBP 또는 

amlne으로 용매추출 한다. 

제 6 절 석유화학 폐촉매로부터 백금족 금속의 제련기술 

한편 석유화학 폐촉매로부터 백금족 금속들을 회수하는 기술은 크게 건식제련 

법과 습식제련법으로 대별되는데 건식법은 100톤/윌 이상의 대용량의 처리에 적합 

하고 습식법은 30톤/월 정도의 폐촉매를 처리하는데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다. 표 

2-4는 습식법과 건식법의 특정을 나타낸 것이다. 

일본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100톤/윌 이상의 대용량의 처리에 적합한 

srnelter를 이용하는 건식법으로 페촉매를 대량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건식법의 

경우 대형 sme1ter 건설 등 초기 투자비가 과다하며/ 부피가 큰 slag의 발생 및 귀 

금속의 손실이 있으며/ 대기오염을 무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습식법은 

공정 설치비가 적고， slag 발생이 없고/ 담체의 주성분인 알루미나를 alum으로 회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생량이 작기 때문에 smelter를 이용하는 건식법보다 습식법 

이 유리하다. 습식법의 경우 전술한 장점이 있으나 고가인 백금족 금속의 회수율 

향상과 분리 정제기술의 개발이 관건이다. 

습식법에는 i) 왕수 또는 HClj산화제 (NaCI03， NaOCl, Ch 가스)에 의한 tlJ.1 二l, 0 

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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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금속의 직접 침출I ii) Autoclave를 이용하는 NaCN 또는 h에 의한 직접 침출/ 

iii) 폐촉매의 알루미나 담체를 H 2S04 으로 용해하여 불용성 백금족 금속을 농축/ 

회수하는 방법 등의 있다 이 중에서 i)과 ii)의 방법은 다공성 담체에 분산되어 있 

는 백금족 금속의 효과적인 침출을 위하여 담체를 미세하게 분쇄하여야 하고 미세 

하게 분쇄된 담체는 침출 후 고/액 분리공정에서 에너지의 효율을 저하시킨다 또 

한 침출 후 잔사로 남는 디공성 알루미나 잔사에 백금족 금속 침출액이 흡습되어 

손실되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손실량은 침출액의 약 1 - 2% 로 비교적 직은 양 

이지만 백금족 금속이 고가임을 고려할 때 상당한 손실이다 따라서 알루미나 담체 

가 H2S04에 용해하는 반면 담지된 백금족 금속들은 용해되지 않는 특성을 이용하 

는 iii) 의 방법이 회수율 향상과 담체의 활용도 측면에서 보다 경제적인 공정 이라 

판단된다 

표 2-4. 펴|촉매로부터 백금족 금속 회수기술의 튿르 XI 
--, c:> • 

건식제련법 습식제련법 

1. 대규모 처리에 적합.( 100톤/월) 1. 소규모 처리에 적합.(30톤/월) 

2. Furnace 등 초기 투자비 과다. 2 공정 설치비가 작다-

3. 부피 큰 슬랙 의 대량발생 및 3. 슬랙 발생 이 없슴 . 

귀l 그 C그소 -, 소 '- 시 E르 4. Alum 회수 가 능 -

4. 대기오염 발생- 5. 폐수 발생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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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잘험재료 

1. 시 료 

본 연구개발에 사용된 실험재료는 국내 석유화학 및 정유회사에서 발생한 백금 

족 금속계 폐촉매이었다. 실험에 사용한 백금 및 팔라륨계 폐촉매의 종류는 

AR-405, R-134, T-3090, CK-306, LD-265, PGC-3, PF-4 등이다. 중점 실험 대상으로 

는 백금계 촉매 중에서 AR-405과 R-134 촉매를 선정하였으며 팔라륨계 촉매로서는 

LD-265 촉매를 선정하였다. 표 3-1은 백금족 금속계 폐촉매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 

며 그림 3-1은 폐촉매의 모습을 나타낸 사진이다. 

표 3- 1. 실험에 사용된 백금 및 팔라률계 펴|촉매의 톤득 까~ 
-, ‘~ 

F\ Pt/Pd 
Size 

T ype Uses Content Support Form 
(mm) 

(Wt%) 

AR- 405 reforming 0.50 Ah03 sphere ø 2.03 

R- 134 reforming 0.29 Ah03 sphere ø l.64 
Pt 

Catalysts T - 309D 0.3 Ah03 cylinder 
ø 3.04 

L 3.10 

CK- 306 l.0( • ) Ah03 sphere ø 4.28 

LD- 265 hydrogenation 0.3 Ab03 sphere ø 2- 4 

Pd ø 3.30 

Catalysts 
PGC- 3 BTX 0.3 Ab03 cylinder 

L 3.64 

PF- 4 Olefins 0.3 Ah03 sphere ø l.70 

여
 ω 



그림 3- 1. 백금족 금속계 펴|촉매의 모습. (A) AR-405 

(8) LD-265 팔라율 폐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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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 약 

본 실험에서 사용한 시약들은 모두 1급 시약이었다. 그리고 담체 용해액으로부 

터 백금족 금속의 회수를 위한 세멘테이션 실험에는 > 99%의 Al 분말 및 스크랩을 

사용하였다. 팔라륨의 정제를 위한 용매추출제로는 일본의 (주)Daihachi 화학공업에 

서 생 산하는 Di-n-hexylsulfide[DHS, (CH3-CH2-CH2-CH2-CH2-CH2)2S, 순도; 98 %, 상 

품명 :SFI-6]를 사용하였으며 희석제로는 시약급 등유(kerosene)를 사용하였다. 본 실 

험을 위하여 사용한 시약들은 다음과 같다. 

표 3-2. 본 실험에 사용한 시약의 三~c므 
c::> TT. 

시약명 분자식 비고 

Hydrochloric acid HCl min. 35% 

Nitirc acid HN03 69-70 .5% 

Sulfuric acid H2S04 min. 95% 

Sodium Hypochlorite NaOCl 12 % Chlorine 

Hydrazine H2NNH2 . XH20 80% 

Formic acid HCOOH 99% 

Ammonium hydroxide NH40H 28-30% 

Ammonium chloride NH4Cl 99.5% 

Hexachloroplatinic acid H2PtCl6 • 6H20 98 .5% 

Palladium Chloride PdCh 99.0% 

Mercury nitrate Hg2(N03)2 . 2H20 98.0% 

Sodium peroxide Na20 2 18% 

Aluminum Al 99 .5% 

Pt standard soln. Pt 1000 ppm 

Pd standard soln. Pd 1000 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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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설험방법 및 장치 

1. 폐촉매 물성 실험 

폐촉매의 불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x-선 회절실험 (XRD)과 열중량 분석실험 

(TGA)을 행하였다. X-선 회절실험에는 Rigaku사의 X-선 회절기 (RTP 300)를 사용하 

였으며 타켓트는 CuK α I 100jmin.로 행하였다. 열질량 분석 (thermogravimetric 

analysis) 에 는 Du Pont Instruments의 951 Thermogravimetric analyzer를 사용하였 

으며 공기 분위기에서 승온온도를 20 0C 로 하여 800 0C까지 행하였다. 폐촉매의 비표 

면적은 BET 측정 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 폐촉매의 전처리 실험 

폐촉매를 실험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먼저 rod mill를 이용하여 -250mesh로 

분쇄하였다 분쇄한 후 폐촉매에 침적I 오염되어 있는 탄소 등의 유기물질을 제거하 

기 위하여 머플로(Muffle furnace)를 이용하여 550 0C 에서 약 30분간 하소하였다. 이 

때 원활한 반응을 위하여 일정시간 간격으로 시료를 잘 저어 주었다. 

3. 폐촉매 담체의 황산 용해 질험 

폐촉매 의 황산 용해 실험을 위하여 600 ml의 4구 pyrex 반응조를 항온조에 설 

치하여 사용하였다. 경제성 검토와 세멘테이션 실험을 위한 용액의 제조를 위하여 

30L 용량의 용해 반응조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그림 3-2]. 담체 성분인 Ah03 용해 

실험을 위하여 황산(H2S04)을 용매로 선택하였으며 실험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행 

하였다. 반응조에 농도가 조절된 황산용액을 주입하고 황산용액의 온도를 목적온도 

로 조절한다. 폐촉매를 황산용액에 장입하고 용해실험을 행한다 일정시간 마다 시 

료를 채취하고 Al을 분석하여 용해율을 계산하였다. 용해실험 시 광액농도가 높은 

경우에 일정시간 마다 용액을 채취/ 분석하여 용해율을 계산하는 것은 오차가 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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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황산 용해 반응조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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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따라서 광액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해실험을 종료한 뒤 여과하여 얻어진 용 

해액과 잔사를 분석하여 용해율을 계산하였다. 

용해실험 조건은 H 2S04 농도 1 - 10M， 반응옹도 25 - 120 0C ， 반응시간 10분 - 24시 

간/ 광액농도: 10 - 300gr. jL 이 었다 

4. 팔라융 폐촉매의 황산화 반응설혐 

팔라륨 폐촉매의 황산화 반응실험은 머플로를 이용하여 행하였으며 황산화 반 

응 첨가제로는 황산암모늄[(NH4)2(S04)31을 사용하였다. 먼저 폐촉매와 황산암모늄을 

잘 혼합한 뒤 온도가 조절된 로에 장입하고 일정시간 반응시켰다. 일정 반응시간이 

경과한 후 생성물을 꺼내어 x-선 회절설험을 행하였다 반응물로부터 알루미나의 

용해는 100 0C 의 물을 이용하여 행하였다. 또한 폐촉매와 황산암모늄의 황산화 반응 

에 대한 열질량 분석을 행하였다 

5. 백금 및 팔라둠의 세멘테이션 질험 

폐촉매 담체의 H2S04 용해 시 담지 되어있던 벡금 및 팔라융 금속이 일부 용 

해된다. 따라서 용해액으로부터 백금 및 팔라륨을 회수하기 위하여 세멘테이션법으 

로 환원석출시키는 실험을 행하였으며 용액이 황산 알루미늄인 것을 고려하여 환원 

제로 Al 분말을 사용하였다. 

세멘테이션 실험은 다음과 같이 행하였다. 150ml의 pyrex 반응조에 용액 50ml 

를 장입하고 온도를 조절한 뒤 Al분말을 투입하였으며 일정시간 후 용액을 분석하 

여 환원율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환원석출된 백금족 금속 입자틀이 미세하여 여과 

에 어려움이 많았으므로 포집제로 Te02를 가하여 환원석출된 입자들을 회수하였다 

실험변수는 반응온도y 반응시간， Al 분말 투입량， Al분말의 입도 등이었다. 또 

한 환원석출된 백금족 금속의 표면을 산으로 세척하여 불순물을 제거한 뒤 화학분 

석을 행하여 순도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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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용해잔사로부터 백금 및 팔라융의 침출설험 

폐촉매 담체의 H2S04 용해 후 얻어지는 백금족 금속의 농축물로부터 백금 및 

팔라륨을 회수하기 위한 침출실험을 행하였다. 침출제로 왕수 또는 HCljNaCl03를 

사용하였으며 침출온도는 90 0C로 하였다. 

7. 백금의 정제실험 

침출액에 침전제로 NH4Cl을 첨가하여 침출액에서 불용성 염의 침전에 의한 백 

금 및 팔라듭의 정제실험을 수행하였다. 백금 침출액에 NH4Cl을 가하면 노란색의 

(NH4)2PtC16 침전이 생성되는데 상온에서 용해도가 O.499grj100ml H20 이므로 정량 

적으로 백금을 회수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HCl 농도I NH4Cl의 첨가량/ 반응온 

도 등을 변화시키면서 백금의 회수율 및 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최적 정제 

조건을 확립하였다. 150ml의 pyrex 반응조에 백금과 HCl 농도가 조절된 용액 50ml 

를 장입하고 온도를 조절한 뒤 일정량의 NH4Cl를 가하여 침전반응을 진행하였다. 

일정시간 후 침전을 여과/ 건조하고 무게를 칭량하여 백금 회수율을 구하였다. XRD 

실험을 통하여 침전물의 결정구조를 조사하고 화학분석으로 순도를 측정하였다. 

8. 팔라륨의 정제실험 

팔라융의 분리정제 경우에는 NH4Cl 첨가 시 형성되는 붉은 색의 침전인 

PdCl6(NH4)2(ammonium hexachloropalladate) 또는 HCl의 첨 가로 형 성 되 는 노란색 

의 침전인 PdCh(NH3)2(diamino pallodous chloride)의 형성을 이용하여 정제를 한 

다. 본 연구에서는 시료로 사용한 팔라륨 촉매의 경우 다른 백금족 금속이 존재하 

지 않으므로 먼저 팔라륨을 PdCl6(NH4)2으로 침전시켜 정제하는 실험을 행하였다. 

그리고 정제한 PdC16(NH4h을 뜨거운 물에 용해한 뒤 암모니아와 염산을 가하여 

PdCh(NH3)2 침전을 형성하여 회수하였다. 팔라륨을 PdCl6(NH4)2으로 침전시켜 정 

제하는데 있어서 주요변수는 반응온도/ 시간I NH4Cl의 농도/ 질산 및 염산의 농도/ 

팔라륨의 농도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변수를 변화시키면서 팔라륨의 침전율 

% 



을 조사하였다. 

또한 팔라륨의 용매추출에 의한 정제실험을 행하였다. 용매추출실험은 분액깔 

때기를 이용하여 행하였다. 팔라륨 용액은 1.0M HCl용액에 PdCh를 용해시켜 O.5M 

PdCh의 모액으로 제조하였으며 추출실험 시 이를 희석시켜 사용하였다 유기용매 

는 추출제인 DHS를 등유에 일정농도로 희석시켜 제조하였다. 팔라륨의 용매추출실 

힘을 위하여 Fig. 1의 장치에 농도가 조절된 팔라륨 용액 200뼈를 주입한 다음 수용 

액상의 표면이 흔들리지 않게 유기용매 100뼈를 주입하였다. 수상과 유기상을 주입 

한 후 완전히 혼합되도록 교반을 행하여 팔라륨을 추출하였다. 일정한 시간마다 시 

료를 채취하고 여과지를 통과시켜 상 분리를 한 다음 수상의 팔라륨 농도를 분석하 

여 분배계수를 계산하였다. 염산의 용매추출실험도 유사한 절차로 행하였다. 팔라륨 

이 추출된 유기상으로부터 팔라륨의 역추출 실험은 0.4M DHS와 0.15M Pd를 함유 

하고 있는 유기상에 농도가 조절된 NH40H를 주입한 다음 교반을 행하여 역추출 

하였으며 수상의 필-라륨 농도를 분석하여 역추출율을 계산하였다 실험 에서 수상의 

초기 pH는 O.lM NaOH 용액과 O.lM HN03 용액으로 조절하였으며 cr 이온과 

N03- 이온의 농도조절에는 각각 NaCl과 NaN03을 사용하였다 수상의 팔라륨 이온 

분석은 ICP로 행하였으며 HCl 추출실험에서 HCl 도
 

노
 
。 지시약으로 

phenolphthalein을 사용하여 O.OlM NaOH로 적 정 하여 구하였다. 

9. 백금 및 팔라륨의 분석질혐 

폐촉매로부터 백금 및 팔라륨의 분석은 습식법을 이용하여 행하였다. 담체인 

알루미나를 분해하기 위한 용매로서 염산l 왕수I 황산/ 황산+인산/ 황산+염산을 사 

용하였다 잔사에 남아있는 백금족 금속은 왕수로 용해하였으며 용해된 백금족 금 

속을 침전제 또는 환원제로 회수하여 정량분석을 행하였다. 회수된 금속을 다시 왕 

수에 용해한 후 ICP로 분석하여 앞의 결과와 비교하여 최적방법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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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석유화학 폐촉매의 특성 

1. X-션 화절 호!...A-l 
~ --, 

정유공장에서 사용하는 백금족 금속계 촉매의 담체는 거의 대부분 알루미나 

(Ah03)로 이루어져 있지만 몇몇 종류는 실리카(Si02)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AR-405 및 R-134 백금 폐촉매 의 담체는 알루미나로 구성되 어 있다. 백금 및 

팔라륨을 회수하기 위하여 알루미나 담체를 H2S04 으로 용해할 때 알루미나의 결 

정상이 매우 중요한 인자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시료로 사용한 백금 및 팔라 

륨 폐촉매 담체의 결정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x-선 회 절 실험을 행하였으며 그 결과 

를 그림 4-1에 나타내 었다. 

x-선 회절 실험결과로부터 석유화학 개질공정 에서 발생하는 백금계 폐촉매 중 

에 서 AR-405 촉매 의 경 우에 는 a -Ah03와 y -Ah03가 혼합되 어 있음을 알 수 。l ó-1
λλM 

다. IFP사에 서 생 산하는 AR-405 촉매 의 담체 는 r -Ah03에 α -Ah03을 약 10% 정 도 

혼합하여 제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R-134 백금 폐촉매의 경우 결정성 

이 뚜렷하지만 않지만 담체는 r -Ah03 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부터 H2S04에 

의 한 담체 용해 시 α -Ah03가 혼합되 어 있는 AR-405 촉매 의 경 우 다른 종류의 촉 

매에 비하여 용해율이 낮을 것으로 사료되며 효율적인 용해조건 확립이 요구된다. 

다음은 LPG 제 조， raw pyrolysis gas hydrotreating unit, methyl acethyene 수 

첨 공정 등에서 발생한 팔라륨 폐촉매 (LD-265) 의 x-선 회절 실험을 행하여 그 결과 

를 그림 4-2에 나타내었다 그림 에서 보는바와 같이 LD-265 폐촉매 의 경우도 담체 

가 알루미나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주 피크는 Ò -Ah03 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tll1 二l, 0 

폐촉매들이 r -Ah03 단독 또는 r -Ah03 + a -Ah03 의 혼합 알루미나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Ò -Ah03 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팔라륨 폐촉매의 경우 H2S04에 

의한 담체 용해 시 백금 폐촉매 의 용해거동과 다른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된 

다. 그리고 용해율도 r -Ah03로 구성된 폐촉매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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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 석유화학 백금 펴|촉매의 x-선 회절실험 결과. 

(A) R-134 펴|촉매， (8) AR-405 펴|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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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석유화학 팔라율 펴|촉매의 x-선 회절실험 결과. (LD- 265 폐촉매) 



2. 폐촉매의 열분해 

정유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촉매는 C 및 S를 함유한 많은 유기물로 오염이 되어 

있다. 이 러한 유기물은 백금족 금속의 회수 공정 에 해를 끼치므로 하소하여 미리 

제거하는 것 이 유리하다. 본 연구에 사용한 석유화학 폐촉매의 적절한 하소옹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TGA를 이용한 열중량 분석을 행하여 그 결과를 그림 4-3에 나타 

내 었다. 

백금 폐촉매들은 가열함에 따라 무게감소가 일어났으며 약 500 0C 부근에서 종 

료되었다 AR-405 폐촉매의 경우 약 6%, R-134 폐촉매는 약 7%의 무게감소가 일어 

났다폐촉매가 400 - 600 0C 에서 열분해가 완료됨을 보여줌에 따라 폐촉매를 공기 중 

에서 400 - 600 0C로 30분간 하소하여 탄소와 황 성분을 제거하는 실험을 행하였다. 

팔라륨 폐촉매인 LD-265 폐촉매의 경우 백금 폐촉매와 다른 경향을 나타내 었 

다. 그림 에서 보는바와 같이 100 0C 부근에서 수분의 증발로 보이는 무게감소가 급 

격히 일어났으나 전반적으로 무게감소가 서서히 일어났다. 또한 열중량 분석으로부 

터 탄소성분이 거의 오염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4는 백금 폐촉매로부터 탄소와 황 성분의 제거율을 온도의 함수로 나타 

낸 것 이다. 탄소성분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제거율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600 0C 

에서 완료되었다. 황 성분은 약간 제거되었지만 처음부터 미량으로 존재하여 뚜렷 

한 제거율을 보여 주지 않았다. 일빈적으로 열분해 온도가 높을수록 탄소와 황 성 

분의 제거 속도 및 제거율이 좋아지지만 온도가 높아질수록 백금표면에 산화물이 

형성되어 뒤의 침출공정에 나쁜 영향을 미 칠 가능성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 2S04 용해실험 에 사용될 폐촉매는 550 0C 에서 30분간 하소하여 탄소와 황 성분을 

제거한 뒤 사용하였다. 

3. 폐촉매 분쇄물의 입도 

H 2S0 4 용해실험에서 용해속도는 폐촉매의 입자크기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 

다. 폐촉매를 용해실험에 사용하기 위하여 먼저 rod mill를 이용하여 -250mesh로 

분쇄하였을 때 분쇄산물의 입도분포 및 비표면적 측정 결과를 표 4-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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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3 . 석유화학 백긍(AR-405 및 R-134) 및 팔라륨 폐촉매 (LD-265)의 

열 분해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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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 석유화학 백금 폐촉매로부터 탄소 및 황의 제거에 대한 

하소온도의 영 항 .(AR-405 폐촉매， 하소시간: 30분) 

- 66 -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폐촉매 분쇄산물의 입도분포는 210-150μm가 15.5%, 

106-75μm가 31.3%를 차지하고 있다. -45μm는 8.7% 정도이다. 입도별 비표면적은 10 

2 - 150 m'/g로서 입도분포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것은 촉매 담체가 다공성 

물질이기 때문에 입도분포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사용하지 않은 

AR-405 촉매의 경우 구형으로서 직경이 2mm이고 비표면적이 160m'/g 정도이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폐촉매의 분쇄조건에 따른 용해율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1. 석유화학 백금 폐촉매 (AR-405)의 분쇄결과. 

입도분포(μm) 중량비(% ) 비표면적 (m' / g) 

210-150 15.5 137.06 

150-106 24 .5 102.8 

106-75 31.3 146.4 

75-45 20.0 148.3 

-45 8.7 151.1 

계 100 

4. 폐촉매에서 백금 및 팔라륨 측정 

백금족 금속의 분석은 다양한 물질 속에 함유되어 있는 백금족 금속의 함량과 

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요구되는데 백금족 금속은 매우 고가이므로 함량의 정확한 

측정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또한 사용 후 recycling이 요구되는 바l 그 종류가 매 

우 다양한 스크랩 이나 산업 폐기물에 함유되어 있는 백금족 금속을 완전히 회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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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이 필수적 이다. 

가. 분석시료의 준비 

화학분석을 위하여 균질한 시료의 준비가 필수적이다. 특히 석유화학 폐촉매의 

경우 분석하고자 하는 백금의 함량이 >0.5%로 미량이기 때문에 균질성이 더욱 요 

구된다. 먼저 균질한 시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폐촉매를 각각 -500, -400, -300, -200, 

그리고 -100μm의 크기로 분쇄하였다 분쇄한 폐촉매를 20g씩 5개를 취하여 백금의 

함량을 중성자 방사화 분석법 (Neutron Activation Analysis)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 

과 -100μm의 크기로 분쇄한 시료의 오차가 가장 적었다. 따라서 폐촉매로부터 백금 

의 분석시 -100μm의 크기로 분쇄하여 사용하였다. 분쇄한 시료는 650 0C 정도에서 하 

소하여 탄소를 비롯한 유기성분을 완전히 제거하였다. 

나. 백금 및 팔라륨 분석 

폐촉매에서 백금과 팔라륨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백금과 팔라륨을 효과적으 

로 추출하여야 하는데 석유화학 폐촉매의 경우 백금과 팔라륨을 직접 침출하는 경 

우 알루미나 담체에 미세하게 분산되어 있는 백금과 팔라륨을 완전히 침출/ 회수하 

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알루미나 담체를 용해하여 제거한 뒤 백금과 팔라륨 

을 추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폐촉매로부터 알루미나 담체를 용해/ 제거하기 위하여 H3P04 + H 2S04 용액 또 

는 H3P04 + HCl 용액을 사용할 수 있는데 예비실험결과 H3P04 + HCl 용액의 사 

용이 분석에 간편하였다. 또한 폐촉매에 Si02가 함유되어 있는 경우 미세한 콜로이 

드를 형성하여 침출액의 여과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오차의 우려가 있으므로 

HF를 사용하여 미리 제거하였다. 침출액에 존재하는 백금과 팔라륨을 환원석출하기 

위하여 formic acid, hydrazine, Hg2Ch, Zn 분말， Al 분말 등을 환원제로 사용하였 

다 이 환원제들이 백금 분석에 미치는 영향을 조시-한 결과 Hg2Ch가 불순물의 혼 

입이 가장 적은 환원제로 판정되었다. 

표 4-2는 AR-405 및 R-134 폐촉매로부터 백금과 팔라륨을 분석한 실험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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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석유화학 ttH 二그 口 l
---, c그 :::>i느 팔라륨 펴|촉매의 분석실험 결과-

호'-'브L λ - 14 / →~}즈 ’二 AR-405 폐촉매 R-134 폐촉매 LD-265 폐촉매 

1 차 0.455% 0.245% 0.248% 

2 차 0.461 % 0.228% 0.251% 

3 차 0.471 % 0.251% 0.251 % 

4 차 0.450% 0.236% 0.248% 

5 차 0.481 % 0.242% 0.260% 

6 차 0.448% 0.253% 0.255% 

7 차 0.466% 0.225% 0.248% 

8 차 0.451 % 0.231 % 0.250% 

펴。 큐~ 0.460% 0.239% 0.251 % 

표에서는 보는바와 같이 분석회수에 따라 약간의 함량 차가 발견되었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오차한계 내에 있는 값들로서 AR-405 및 R-134 폐촉매에서 백금의 

평균함량은 각각 0.460%, 0.239% 이었다. 팔라륨 촉매인 LD-265 폐촉매에서 팔라륨 

의 평 균함량은 0.251 % 이 었다. 

다음은 백금 폐촉매에 함유되 어 있는 금속원소들을 분석하여 표 4-3에 나타내 

었다 AR-405 폐촉매의 경우 담체 성분인 알루미나가 91% 이고 주요 원소로는 

Si02가 4.7%, Sn02이 0.23%, Ti02가 0.16% 정도 함유되어 있다. R-134 폐촉매의 경 

우 AR-405와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담체 성분인 알루미나가 96.44%이고 주요 

원소로는 Si02가 3.14% 정도 함유되어 있다. R-134 폐촉매에는 AR-405에 함유되어 

있는 Ti02가 미 량으로 존재하였으며 Sn02는 없었다 

% 



표 4-3. 석유화학 백금 펴|촉매의 분석결과. 

、구--------분‘、‘- λ ~ CJJ 흐\ 1LL- Ah03 Si02 Fe20 3 Ti02 Sn02 P20 S 

AR-405( %) 91.21 4.70 0.19 0.16 0.23 0.14 

R-134(%) 96 .44 3.14 0.14 27ppm 0.13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석유화학 폐촉매로부터 백금의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i) 시 료를 약 25g 정 도 채 취 하고 250ml H3P04 + 150ml HCl를 가함. 

ii) Silica가 있으면 HF로 전처 리. 되도록 가열온도를 높게 유지하여 가열 . 

iii) 용액이 250ml 정도가 되었을 때 가열을 중단. 

iv) 상태 를 보고 30ml H3P04를 가하고 물을 부어 전 부피 를 400ml로 하여 

가열을 계속하여 250ml정도로 함. 

v) 냉각한 다음 용액이 500ml 정도 되게 물을 가하고 5분 정도 끓임. 

vi) 끓는 상태에서 Hg2Ch를 가하여 Pt, Pd를 환원석출시킴 . (용액이 black 

• white grey이 end point) 용액 위 에 미 반응 Hg2Ch7 } 남아 있으면 

end point. end point가 아니 면 용 액 이 다시 white grey • black. 

vii) Hg2Ch 첨가 후 15분이 지난 후 침강/ 여과공정을 거쳐서 고액분리. 

viii) 하소 후 또는 하소과정을 거치지 않고 왕수 처리 100ml 정도로 증발농 

축한 다음 여과하고 다시 가열하여 NOx를 제거 . 

ix) 미세한 입자를 제거하기 위하여 여과 

x) 20ml HCl를 가하고 가열하여 NOx를 제거 .2 - 3 차례 반복하여 완전히 

NOx를 제거한 다음 350ml로 희석 . 

xi) Hg2Ch를 가하여 Pt, Pd를 환원/ 석 출시 킴 . 15분간 지 속함.(v항 참조) 

xii) 여과/ 건조한 다음 6500C에 서 하소하여 Pt, Pd를 환원하고 칭 량하여 함 

량 계산. 

xiii) 환원된 P t., Pd를 왕수에 녹여서 ICP로 분석하여 결과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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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석유화학 폐촉매의 황산용해 

1. 백금 폐촉매의 황산용해 

석유화학 백금 폐촉매로부터 담체를 선택적으로 용해하여 백금을 농축l 회수하 

는 실험을 행하였다. 알루미나 담체를 용해하기 위한 용매로는 H2S04을 선택하였으 

며 H 2S04 농도y 용해시간/ 용해온도y 광액농도 등이 용해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 

고 폐촉매 종류별로 용해거동을 조사하여 최적조건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그림 4-5는 폐촉매의 알루미나 담체를 용해하는데 요구되는 양론적인 H2S04양 

을 나타낸 그림이다. 100 0C 에서 Ah(S04)3의 용해도는 알루미나로 환산하여 약 

260g/L 정도이다. 그리고 260g Ah03/L를 용해하는데 요구되는 H2S04의 양은 

8moles/L 이다. 따라서 Ah(S04h 용해도를 고려한 담체의 용해조건은 6 - 8M 

H2S04, 폐촉매의 광액농도가 200 - 250g/L 이다. 따라서 본 연구개발에서는 이러한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용해실험을 실시하여 최적조건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석유화학 백금 폐촉매의 담체를 H2S04 으로 용해할 때 온도의 영향을 조사하 

기 위하여 온도를 25 -90 0C로 변화시키면서 180분 동안 용해율을 측정하여 그림 

4-6에 나타내었다. 실험에 사용한 폐촉매는 AR-405 촉매이었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50 0C 이하의 온도에서는 180분 동안 용해율이 10% 정도로 미미하였으며 온도 

를 증가함에 따라 용해율이 증가하였으며 80 0C 이상에서부터 급격히 증가하였다. 

90 0C 에서 180분 동안 용해하여 약 87%의 알루미나가 용해되었다. 1 - 8M H2S04 용 

액의 경우 비등점이 100 0C 이상이므로 용해온도를 더 높일 수 있다. 

다음은 폐촉매의 입자크기가 용해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그림 4-7과 4-8 

에 나타내었다. 그림 4-7은 AR-405 폐촉매의 용해결과이고 그림 4-8은 R-134 폐촉매 

의 실험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실험조건은 H2S04 농도 6.0M， 용해옹도; 100 0C, 용 

해시간 4시간/ 광액농도; 220g/L 이었다. 

그림 4-7에서 보는바와 같이 AR-405 폐촉매의 경우 106 - 300μm의 입자크기를 

갖는 시료들은 용해율이 약 92% 정도로서 가장 좋은 용해율을 나타내었다. 입자크 

기가 -106μm 일 때 입자크기가 감소할수록 용해율이 감소하였는데 용액의 교반시 

작은 입자들이 용액 흐름과 같이 따라서 돌기 때문에 확산층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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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입자크기가 420μm 이상일 때 표 4-1에서 보는바와 같이 비표면적인 유 

사함에도 불구하고 용해율이 감소하는 것은 입자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기공으로의 

용액 확산이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45 -

420μm의 입자크기를 갖는 시료들은 용해율이 90% 내외로서 유사하며 표 4-1에서 보 

는바와 같이 다공성인 폐촉매의 비표면적은 입자크기에 반비례하지 않고 거의 같은 

결과와 잘 일치한다. 

R-134 폐촉매의 용해실험 결과도 AR-405 폐촉매 의 경우와 약간 다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R-134 폐촉매의 경우에는 420 - 500μm의 입자크기를 갖는 시료들은 

용해율도 98% 이상으로서 입자크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작은 입자크기에서는 용 

해율이 약간씩 감소하였다. 그러나 감소율은 AR-405 페촉매 보다 작았는데 이것은 

R-134 폐촉매의 용해 성 이 좋은 것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다음은 용해용도; 100 0C, 용해시간 4시간l 광액농도; 220g/L 의 용해실험조건에 

서 H 2S04 농도가 AR-405와 R-134 폐촉매의 용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그 결 

과를 그림 4-9에 나타내었다. 

AR-405와 R-134 폐촉매의 용해실험결과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AR-405와 

R-134 폐촉매의 용해율은 6.0M 이상의 H2S04 농도에서 각각 92 - 3%, 98% 의 용해 

율을 보였으며 H 2S04 농도에 따른 용해율 증가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2.0 - 3.0M의 

낮은 H 2S0 4 농도에서는 용해율이 40% 정도로 극히 미미하였다. 그림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r -Ah03 만으로 구성된 R-134 촉매의 용해율이 α -Ah03와 r -Ah03가 

혼재된 AR-405의 용해율보다 높았으며 이 것은 α -Ah03의 산에 대한 용해성 이 나쁘 

기 때 문이다. 따라서 AR-405 폐촉매의 담체를 완전히 용해하기 위해서는 용해잔사 

를 다시 진한황산에 용해하는 공정을 거쳐야 한다. 

앞의 실험결과들로부터 석유화학 백금 폐촉매의 담체를 용해하기 위한 대략적 

인 최적 H2S0 4 농도는 6.0 - 8.0M 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6.0 - 8.0M H 2S04 용액 

으로 폐촉매의 용해시 최적 용해시간을 도출하는 실험을 행하여 그림 4-10 및 4-11 

에 나타내었다. 그림 4-10에서 보는바와 같이 AR-405 폐촉매의 경우 용해시간이 증 

가함에 따라 용해율이 증가하다가 3시간 이후에는 더 이상의 용해가 일어나지 。.J. 0 1-
l.Q ，λλ 

다. 그리고 8.0M H2S04 농도에서 용해율이 약간 높았지만 용해시간이 3시간 이상 

으로 길어짐에 따라 용해율은 6.0M에서와 거의 비슷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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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M과 8.0M H2S04 용액으로 3시간 동안 용해하였을 때 용해율은 각각 90 -

92% 정도이었다. 

그림 4-11은 그림 4-10에서와 같은 실험조건에서 R-134 폐촉매의 용해실험을 

행하여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R-134 폐촉매의 경우에도 용해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용해율이 증가하다가 3시간 이후에는 더 이상의 용해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 

리고 8.0M H 2S04 농도에서 용해율이 약간 높았지만 용해시간이 2시간 이상으로 길 

어짐에 따라 용해율은 6.0M에서와 거의 비슷하였다.6.0M과 8.0M H2S04 용액으로 

3시간 동안 용해하였을 때 용해율은 각각 98% 정도이었다. 

다음은 광액농도에 따른 AR-405 폐촉매의 용해율을 구하여 그림 4-12에 나타 

내었다. 용해조건은 H2S04 농도; 6.0M, 용해온도; 100 0C, 용해시간 4시간이었다. 그 

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광액농도를 180 - 220g/L로 변화시키면서 용해실험을 행하였 

을 때 광액농도에 따른 용해율의 변화는 거 의 없었다. 

이상의 실험결과로부터 도출한 석유화학 백금 폐촉매의 최적 용해조건은 

H 2S04 농도; 6.0M, 용해온도; 100 0C, 용해시간; 3 -4시간/ 광액농도; 220 g/L이었다. 

특이한 사실은 H 2S0 4 투입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광액농도의 증가에 관계 

없이 용해율이 약 92% 정도로 일정하였다. 광액농도를 220g/L으로 하여 폐촉매를 

4시간 용해하였을 경우 약 15g의 잔사가 남게되며 백금은 이 잔사에 농축되며 일부 

백금은 용액 중에 용해된다. 

같은 용해조건임에도 불구하고 AR-405 폐촉매의 용해율이 R-134 폐촉매에 비 

하여 낮았다. R-134 폐촉매의 경우 약 98%의 용해율을 보이면서 알루미나는 거의 

전량 용해하지만 AR-405 폐촉매의 경우 약 7 - 8% 정도가 용해되지 않고 남아 있 

다. 본 실험조건에서 최대 용해율은 93%로서 아직 상당량의 담체가 용해되지 않고 

잔사로 배출되었다. 따라서 용해되지 않고 배출되는 잔사의 성상을 조사하였다. 

2. 백금 폐촉매 용해잔사의 x-선 회절 분석 

그림 4-13과 4-14는 AR-405 백금 폐촉매의 H2S04 용해 잔사를 수거하여 x-선 

회절 실험을 한 결과이다. 용해실험을 실시하기 전의 AR-405 백금 폐촉매의 담체는 

그림 4-1의 (B) 에 나타난 바와 같이 (1 -Ah03와 r -Ah03가 혼재 된 것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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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1 . 6 .0M과 8 .0M H2S0 4 용액 에 의한 석유화학 백금 펴| 촉매의 

용해시 용해시 간의 영향 . (펴| 촉매 R-134 ， 용해온도 100 'C , 

광액 농도; 220g/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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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은 폐촉매의 H2S0 4 용해 후 회수한 잔사 중에서 조대한 입자들의 피 

크로서 주로 미용해된 Q' -Ah03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림 4-14는 

용해 후 회수한 잔사 중에서 미립 잔사의 피크인데 미용해 α -Ah03와 농축된 백금 

의 피크를 보여준다. 미 용해 잔사 중에서 조대한 입자와 미립자는 침강시간으로 구 

분하여 분리하였다. 즉 용해실험 후 1시간 정치하였을 때 용해조 바닥에 침강한 입 

자는 조대한 입자로/ 용액에 분산되아 있는 입자는 미 립자로 분류하였다. 

AR-405 백금 폐촉매는 제조 시에 첨가한 산에 난용성인 Q' -Ah03로 인하여 용 

해율이 저하된다. 그리고 폐촉매에 존재하는 H2S04에 용해되지 않는 백금은 미 용해 

α -Ah03 입자들과 함께 잔사에 농축된다.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AR-405 백금 폐 

촉매에 존재하는 백금의 평균함량이 0.46% 이었지만 폐촉매의 H 2S04 용해 후 회수 

한 잔사 중에 존재하는 백금함량은 약 8%로 약 20배정도 농축되었으며 미립자에 

함유된 백금으로 환산하면20%로서 약 50배정도 농축되었다. 

그림 4-15와 4-16은 R-134 백 금 폐촉매의 H 2S04 용해 후 잔사를 수거하여 x-선 

회절 실험을 한 결과이다 그림 4-1에 나타난 용해실험을 실시하기 전의 R-134 백금 

폐촉매 의 담체는 y -Ah03로 구성되 어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림 4-15는 폐촉매의 H 2S04 용해 후 회수한 잔사 중에서 조대한 입자들의 피 

크로서 주로 미용해된 Q' -Ah03와 θ-Ah03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y -Ah03가 완전히 용해된 후 남아있는 입자들로서 촉매의 제조과정 또는 

석유화학 공정의 사용과정에서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16은 용해 후 회수한 잔사 중에서 미립 잔사의 피크인데 미용해 α 

-Ah03와 백금의 피크를 보여준다. 미용해 잔사 중에서 조대한 입자와 미립자는 앞 

에서 서술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리/ 회수하였다 

R-134 백금 폐촉매의 경우 백금의 평균함량은 표 4-2에서 보는바와 같이 0.24 % 

로 AR-405 폐촉매의 1/2 정도이나 H2S04 으로 담체의 알루미나 성분을 용해함으로 

서 불용성 잔사와 함께 농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H2S04에 의한 폐촉매 알루미나 담체의 용해실험을 통하여 석유화학 

백금 폐촉매에서 H2S04으로 담체를 용해/ 제거한 뒤 불용성 백금을 농축/ 회수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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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3. 6.0M H2S04 용액에 의한 AR-405 백금 폐촉매의 용해 후 회수한 

조대입자의 x-선 회절실험 결과. (용해온도 1 OO 't, 용해시간;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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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4. 6.0M H2S04 용액에 의한 AR-405 백금 폐촉매의 용해 후 회수한 

미세입자의 x-선 회절실험 결과. (용해온도 100 "C • 용해시간;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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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5. 6.0M H2S04 용액에 의한 R-134 백금 펴|촉매의 용해 후 회수한 

조대입자의 x-선 회절실험 결과 . (용해온도 100t ， 용해시간;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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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6.0M H2S04 용액에 의한 R-134 백금 펴|촉매의 용해 후 회수한 

미세입자의 x-선 회절실험 결과. (용해온도 100t ， 용해시간;4시간) 



3. 팔라륨 폐촉매의 황산용해 

석유화학 팔라륨 폐촉매로부터 담체를 선택적으로 용해하여 팔라륨을 농축/ 회 

수하는 실험을 행하였다. 용해실험 조건 둥은 앞에서 수행한 백금 폐촉매의 실험결 

과를 참고로 하여 정하였다 

먼저 백금 폐촉매의 실험결과에서 도출한 최적 용해조건인 H2S0 4 농도; 6.0M, 

용해온도 100 0C ， 용해시간 3 - 4시간/ 광액농도 220g/L에서 팔라륨 페촉매인 

LD-265 폐촉매의 용해실험을 실시하였다. 용해공정에서 최적 입자크기를 구하기 위 

하여 입자크기가 다른 LD-265 폐촉매의 용해실험결과를 그림 4-17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용해율이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났다. 45 - 106μm의 입자들 

이 가장 높은 용해율을 나타내었지만 전체적으로 35% 내외로 비슷하였다. 이 것은 

90% 이상의 용해율을 나타낸 백금 폐촉매의 용해 경향과 상당히 다른 것으로서 그 

림 4-1과 4-2에서 나타난 폐촉매 알루미나 담체의 성상에 따른 차이 때문으로 생각 

된다. 

그림 4-18은 LD-265 폐촉매의 용해율에 대한 H 2S04 농도의 영향을 조사하였으 

며 그림 4-17의 결과를 고려하여 용해시간을 8시간으로 늘였다. 폐촉매의 입자크기 

는 45-106μm이었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용해율은 H2S04 농도가 증가함에 따 

라 상당히 증가하였지만 8.0M 에서도 65% 정도의 수준에 머물렀다. 따라서 더 높 

은 H2S04 농도 또는 용해시간의 연장이 필요하다. H2S04 농도를 높이는 경우 공통 

이온 효과에 의한 Ah(S04h의 석출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용해시간의 연장을 택 

하였다 

H 2S04 농도; 8.0M, 용해온도; 100 oC, 용해시간; 1-18시간/ 광액농도; 220g/L의 

조건에서 LD-265 팔라륨 폐촉매를 용해하였을 때 용해시간에 따른 폐촉매의 용해 

율은 그림 4-19에 나타내었다.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용해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용 

해율은 증가하였다. 18시 간 용해하였을 때 용해율은 90 %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용 

해시간을 18시간 이상으로 증가시킴에 따라 용액의 교반이 힘들어져서 조업이 불가 

능하였다. 

이상과 같은 LD-265 폐촉매의 용해실험 결과 최적 용해조건은 H2S04 농도; 

8.0M, 용해온도; 100 oC, 용해시간; 18시간/ 광액농도; 220g/L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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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6.0M H2S04 용액에 의한 석유화학 팔라율 펴l 촉매의 용해시 

입자크기의 영향 . (펴l 촉매 LD-265 용해온도 100 "C ， 용해 

시간 ;4시간， 광액농도; 220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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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8. H2S04 용액에 의 한 석유화학 팔라륨 폐촉매의 용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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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시 간 ; 8시 간， 광액 농도; 220g /니 

- Ö~-



100 

80 

--、
~、
、‘-ι

~ 60 φ 

>
。

CJ) 
CJ) 

τ3 

m 
40 I 

E 
그 

<( 
/ 

LD-265 catalyst 
20 

O 
O 4 8 12 16 20 

Time (hrs.) 

그림 4-19. 8.0M H2S04 용액에 의한 석유화학 팔라률 폐촉매의 용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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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백금 및 팔라륨의 환원석출 

1. 황산에 의한 백금과 팔라륨의 용해거동 

폐촉매의 알루미나 담체를 H2S04으로 용해할 때 답체에 미세한 입자들로 담지 

되어 있는 백금 및 팔라륨이 용해된다. 원래 금속 백금의 경우 H2S04 에 용해되지 

않으나 본 실험에서는 일부가 용해되었다. 이것은 촉매가 정유공정에 사용되어질 

때 백금의 형태가 변환되었거나 촉매 제조과정에서 출발물질로 사용된 염화백금이 

하소시 미환원되어 존재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백금 폐촉매의 분석결과 염소성분 

이 약 1.17% 정도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담체의 H 2S04 용해 과정에서 백금의 용해거동을 조사하여 그림 4-20에 나타내 

었다. 이 결과는 용해온도; 100 0C, 용해시간 4시간/ 광액농도; 220gjL의 실험조건에 

서 H 2S04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폐촉매를 용해하였을 때 백금의 용해거동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H2S04 농도가 낮을 때 백금 용해율이 낮았지만 

H2S04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백금의 용해율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폐촉매의 H2S04 

용해 시 백금의 용해거동은 알루미나 담체의 용해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답 

체 용해율이 높아질수록 담체에 함침되어 있던 백금의 용해율은 증가함을 보여준 

다. 폐촉매로부터 용해된 백금 양은 AR-405 폐촉매의 경우 약 320-520mg, R-134 

폐촉매의 경우 약 320-440mg 이었지만 AR-405 폐촉매의 백금 함량이 0.45 % 인데 

비하여 R-134 폐촉매는 0.24%로서 R-134 폐촉매로부터의 용해율이 훨씬 높았다. 그 

리고 폐촉매의 용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6.0M H2S04 이상에서는 백금 용해율 

이 거의 일정하였다. 본 실험에서 백금 폐촉매의 H2S04 용해 최적조건인 H2S04 농 

도; 6.0M, 용해온도; 100 0C, 용해시간; 2 - 4시간/ 광액농도; 180 - 220gjL에서 백금의 

용해율은 AR-405 폐촉매가 520mg 그리고 R-134 폐촉매가 440mg 이었다. 

그림 4-21은 H2S04 농도; 6.0M, 용해온도; 100 0C, 광액농도; 180 - 220gjL 의 용 

해조건에서 폐촉매를 용해하였을 때 용해시간에 따른 백금의 용해율을 나타낸 것이 

다. 백금은 용해시간이 1시간 경과함에 따라 상당량 일어났다. 백금 용해율 거동은 

폐촉매로부터 알루미나 담체의 용해경향과 잘 일치하고 있지만 촉매의 사용공정 또 

는 전처리 과정 둥 다른 요인에 의하여 용해거동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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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는 LD-265 팔라륨 폐촉매로부터 팔라륨의 용해율을 나타낸 것이다. 

용해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팔라륨의 용해율이 증가하였으며 약 12시간이 경과하였 

을 때 폐촉매에 함유된 양의 45% 정도가 용해되었다. LD-265 폐촉매의 최적 용해 

조건인 H 2S04 농도; 8.0M, 용해옹도; 100 oC, 용해시간; 18시간l 광액농도; 220g/L에 

서 팔라륨의 용해량은 250mg으로서 전체량의 약 45% 정도이다. 

2. 백금과 팔라륨의 세멘테이션 

폐촉매의 H 2S04 용해 과정에서 용해된 백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세멘테이션 실 

험을 행하였다 환원제로 여러 가지 물질을 택할 수 있지만 H2S04 용해를 통하여 

얻어진 황산 알루미늄 용액의 활용을 고려하여 알루미늄 분말을 택하였다 예비실 

험을 통하여 환원석출된 백금입자들은 미세하여 여과지로 여과/ 회수하기 어려움이 

많았으므로 포집제로 Te02를 사용하였다 Te02를 투입하고 세멘테이션을 행하였을 

때 환원석출된 미세한 백금입자들이 Te02의 표면에 흡착되어서 응집현상을 일으키 

므로 입자가 조대하여져 회수에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Te02의 경우 공정비용 절 

감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다시 회수하여 재사용 하여야 하므로 부가적인 Te02 

제련공정이 요구되는 단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으로 오염도 

가 없는 유기 응집제의 사용을 시도하였다 

그림 4-23은 반응온도가 백금의 환원석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백 

금함량이 0.2g/1 인 1.0M H2S04용액을 제조하여 세멘테이션 실험을 행한 결과를 나 

타낸 그림이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상온인 25 0C 에서 세멘테이션 반응이 매우 

느리게 나타났다. 약 5분 정도 경과하였을 때 백금의 환원석출이 육안으로 관찰되 

었으며 이 때 백금의 환원율은 8% 정도이었다. 약 8분 정도 반응이 진행되었을 때 

거의 100%의 백금이 환원되었다. 40 0C 이상의 반응온도에서는 환원반응이 급격히 

진행되어 백금의 환원이 육안으로 관찰된 이후 거의 1 - 2분 내에 100%의 백금이 

환원되었다. 60 0C 이상의 반응온도에서 1분내에 백금 환원석출반응이 완료되었다. 

다음은 용해액 중에 잔존하는 H 2S04 농도가 백금의 환원석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그림 4-24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H 2S04 농도가 O.5M 이 

상에서는 농도가 높아질수록 환원석출속도가 늦어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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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O.lM H2S04 용액에서는 O.5M에서 보다 환원석출 속도가 약간 늦어졌 

는데 이것은 산도가 낮아짐에 따라 Al의 용해속도가 늦어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H 2S04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는 환원반응이 거의 1분내에 종료되었지만 농 

도가 높아질수록 반응종료시간이 길어졌다. 

폐촉매 담체는 알루미나가 주성분이므로 H2S04 용해액의 주성분은 Ah(S04h이 

다 뿐만 아니라 H2S04의 절약과 생산성을 위하여 가능한 많은 담체를 용해하기 때 

문에 Ah(S04h이 과포화 상태로 용해되어 있다. 따라서 Al을 첨가하는 세멘테이션 

반응으로 백금을 환원석출 시키고자 할 때 용액에 과포화 상태로 존재하는 

Ah(S04h이 Al의 용해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림 4-25는 용액의 Ah(S04h 농도에 따른 백금의 환원석출반응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도시한 그림이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용액에 존재하는 Ah(S04h가 백 

금의 환원석출속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h(S04h가 존재하 

지 않을 때에는 백금의 환원이 3분 이내에 완료되었지만 Ah(S04h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반응개시시간이 길어졌다. 일단 환원반응이 육안으로 관찰되면 1 - 2분 내에 

반응이 종료되지만 전체 반응시간은 Ah(S04h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길어졌다. 

백금이 존재하는 폐촉매의 H 2S04 용해액에서 Al 분말을 첨가하여 백금을 환원 

석출하는 세멘테이션의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H 2PtCl6 + 2 Al 2 AICb + H2 • + Pt 

위의 식에 따라서 환원에 필요한 Al 분말의 이론적인 당량， WAl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W A1 = (Al의 분자량 x 용액중 Pt의 양 / Pt의 분자량) x 2 

폐촉매의 최적 용해조건인 H2S04 농도; 6.0M, 용해온도; 100 0C 용해시간 4시 

간I 광액농도; 220g/L 의 조건으로 AR-405 폐촉매를 용해하였을 때 용해된 백금량 

은 514mg으로서 농도로 환산하면 230mg/L 이었다. 따라서 위의 식으로부터 

230mg/L의 백금을 환원석출시켜 회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Al 양은 63.6mg/L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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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백금 폐촉매의 H2S04 용해액R로부터 백금의 환원석출에 

영향 . (Pt; 0 .2 g/L. AI 첨가량; 5.0 

g/L, 반응온도; 40t. 1.0M H2S04 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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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은 위의 조건에서 얻어진 용액으로부터 백금을 환원석출하는 실험을 

행하여 얻은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반응온도는 60 0C, 반응시간은 10분으로 하였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0.4 g/L을 첨가하였을 때 약 92%의 백금이 환원석출되었 

으며 약 15 당량인 1.0 g/L이 첨가되었을 때에는 95%가 환원되었다. 백금을 완전히 

회수하기 위하여 17.5 g/L, 즉 27.5 당량이 요구되었다. 그림 4-23에서 보는바와 같 

이 1.0M H컨04 용액에서 반응온도가 60 0C 일 때 환원반응은 1분내에 종료되었다. 

실제 용액에서는 반응시간을 10분으로 하였는데 이것은 그림 4-24, 25에서 보는바와 

같이 H2S04 및 Ah(S04h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환원반응속도가 현저하게 감소하 

기 때문에 충분한 반응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상과 같은 용해실험으로부터 l，OOOKg의 AR-405 폐촉매를 용해하기 위하여 

H2S04이 l ,515Kg 소요되고/ 용해된 백금 584g을 회수하기 위하여 Al 분말이 7.8Kg 

이 필요하다. Al은 버려지는 스크랩을 재활용 차원에서 이용할 수 있으므로 공정비 

용에 큰 부담이 없다. 

다음은 LD-265 폐촉매의 H 2S04 용해액으로부터 팔라륨을 회수하는 실험을 행 

하였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팔라륨의 환원속도는 그림 4-23에서 보여지는 백금 

의 환원속도 보다 빠른 경향을 보여준다. 25 0C 에서도 약 3분 정도 경과하여 100%의 

팔라륨이 환원석출 되었으며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거의 60초 이내에 환원반응이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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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황산화 반응에 의한 팔라늄 폐촉매의 용해 

백금 폐촉매인 AR-405 및 R-134 폐촉매들은 최적 용해조건인 H2S04 농도; 

6.0Mt 용해온도 100 0C ， 용해시간 2-4시간/ 광액농도; 220g/L에서 약 92 - 98 %가 

용해되는 반면에 팔라륨 폐촉매인 LD-265의 용해율은 약 40% 정도이다. 뿐만 아니 

라 H2S04 농도를 8.0M으로 높이고 용해시간을 18시간으로 하였을 때도 용해율은 

약 45 % 정도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실험결과로부터 LD-265 팔라륨 폐촉매의 경우 

H2S04 용해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달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LD-265 폐촉매의 경우 알루미나 담체를 황산화 반응에 의 

해 물에 가용성인 Ah(S04)3으로 변환시킨 다음 물로 용해하여 제거하고 불용성 팔 

라륨을 농축/ 회수하는 기술개발을 수행하였다. 

LD-265 폐 촉매 의 황산화 반응제 로는 (N~)zS04， NH4HS04t N aHS04t KHS04t 

MgS04t K2S04 둥이 있으나 반응온도가 비교적 저온이고 공급이 원활하여 경제성이 

높은 (NH4)zS04을 선정하였다 황산화 반응온도/ 반응시간/ 반응제 첨가량 등이 반 

응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최적조건을 도출하였다. 

1. 팔라륨 폐촉매의 황산화 반응 

황산화 반응제로 사용된 (NH4)zS04은 가열함에 따라 분해하는데 총괄반응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48，49]. 

3 (NH4)zS04 • 4NH3 + 3S02 + 6H20 + N2 

그림 4-28은 폐촉매와 (NH4)zS04을 혼합한 뒤 열분해 한 결과를 보여주는 열중 

량 분석 곡선이다. 그럼에서 보는바와 같이 TGA 곡선에서는 약 250 0C 부근에서부 

터 중량감소가 일어나기 시작하여 400 0C까지 급격한 감소가 일어났으며 다시 450 0C 

부터 중량감소가 있었다. DTA 곡선을 보면 300 0C 와 400 0C 부근에서 큰 흡열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 것은 (NH4)zS04의 열분해 반응 때문이다. 

300 0C 부근의 흡열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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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H4)2S04 • (NH4)2S20 7 + 2NH3 + H20 

으로 표현되고 500 0C 부근의 흡열반응은 

(NH4)zS20 7 • 2NH3 + 2503 + H20 

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NH4)zS04에 의한 폐촉매에서 알루미나 담체의 황산화 반응은 다음과 

같다[5이. 

Ah03 + 6 (NH4)zS04 • 2(NH4)3Al(S04)3 + 6NH3 + 3H20 

Ah03 + 4 (NH4)2S04 • 2NH4Al(S04)2 + 6NH3 + 3H20 

Ah03 + 3 (NH4)zS04 • Ah(S04)3 + 6NH3 + 3H20 

이들 생성물들은 고온에서 분해되어지며 그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2(NH4)3Al(S04)3 • 2NH4Al(S04)2 + (NH4)2S20 7 + 2NH3 + H20 

2NH4Al(S04)z + (NH4)zS20 7 • 2N~Al(S04)z + 2NH3 + 2S03 + H20 

2NH4Al(S04)z • Ah(S04)3 + 2NH3 + S03 + H20 

다음은 황산화 반응산물의 XRD 실험을 행하여 그 결과를 그림 4-29에 나타내 

었다. 황산화 반응은 반응시간; 60분/ 반응온도; 300 ~ 550 oC, (NH4)zS04 첨가량; 알루 

미나 담체의 1당량 등의 조건에서 실시하였다. 그림 에서 보는바와 같이 LD-265 폐 

촉매를 300 0C 에서 황산화 반응시켰을 때 주 반응 생성물은 (NH4)zS04, 

(NH4)3H(S04)2, NH4Al(S04)z . 12H20 이 었다 300 0C 에 서 황산화 반응시 (NH4)2S04의 

분해속도가 느리 기 때문에 60분의 반응시간에서도 완전히 분해하지 않고 (NH4)zS0 4 

와 (NH4)3H(S04)z로 남아 있었다 반응온도를 400 0C로 하였을 때 에 주 반응 생 성물 

은 NH4Al(S0 4)z . 12H20 , NH4Al(S04)ι NH4HS04, (NH4)3H(S0 4)z 이 었 다. 400 0C 에 서 

도 (NH4)zS04의 분해물들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반응온도가 300 0C 에서 400 0C로 상 

승함에 따라 NH4Al(S04)z . 12H20에서 H20가 일부 제 거 되어 무수 NH4Al(S04)z가 

생 성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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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륨 폐촉매를 450 0C 에서 황산화 반응시킴에 따라 황산화 반응제로 첨가한 

(NH4)2S04은 완전 분해 되 어 피 크가 나타나지 않았다. NH4Al(S04)2' 12H20의 H20 

가 완전히 분해/ 제거되어 무수 NH4Al(S04)z가 생성되었다 그리고 NH4Al(S04)2 

• Ah(S04h + 2NH3 + S03 + H20 의 반응에 의하여 Ah(S04)3 및 Ah(S04)3 . 

1쩌20가 생성되었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Ah(S04)3 . 17H20의 피크가 상당히 

강함으로 보아 450 0C 에서 Ah(S04)3 . 1꺼20가 많이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응온도가 475 0C 일 때에도 반응 생성물은 450 0C 에서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온 

도가 상승함에 따라 450 0C 에서 많이 생성되었던 Ah(S04h . 17H20로부E1 H20가 분 

해/ 제거되어 피크가 많이 약해졌음을 볼 수 있다. 500 0C 에서는 NH4Al(S04)2에서 암 

모니아 성분이 분해/ 제거되어 NH4Al(S04)2의 피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으며 

Ah(S04)3 및 Ah(S04h . 17H20 많이 존재하였다. 반응온도가 550 0C로 상승함에 따 

라 Ah(S04)3 만 나타났다. 

다음은 폐촉매를 450 0C 에서 황산화 반응시켰을 때 반응시간을 15, 30, 45, 60, 

75, 90분으로 변화시키면서 얻어진 생성물의 x-선 회절실험을 행하여 그 결과를 그 

림 4-30에 나타내 었다. 

그림 에서 보는바와 같이 반응초기인 15분간 반응시켰을 때 얻어진 생성물들은 

폐촉매의 황산화 반응제로 첨가된 (NH4)2S04의 중간 분해 생성물인 NH4HS04 및 

(Nffi)3H(S04)ι 그 리 고 NH4Al(S04)2와 NH4Al(S04)2 . 12H20 이 었 다. 따라서 450 0C 에 

서 황산화 반응초기에는 완전분해가 일어나지 않는 (NH4)2S04의 중간 분해 생성물 

이 상당히 존재하였다 반응시간이 길어 짐 에 따라 NH4HS04 및 (NH4)3H(S04)2의 피 

크는 완전히 사라지고 반응시간 30분에서는 NH4Al(S04)2와 NH4Al(S04)2 . 12HzO만 

남았다. 45분에서는 NH4Al(S04)2 . 12H20에서 H20가 완전히 분해되고 Ah(S04h가 

생성되었다. 60분에서는 그림 4-29에서 보는바와 같이 Ah(S04h. 17H20가 생성되어 

NffiAl(S04)2, Ah(S04h, Ah(S04)3. 17H20 등 3상이 존재하였다. 시간이 75분으로 

증가함에 따라 NH4Al(S04)z의 상이 사라져 Ah(S04)3과 Ah(S0 4)3 . 17H20의 2상이 

존재하였고 90분 경과 시 Ah(S04h만 존재하였다. 

이상과 같은 팔라륨 폐촉매의 황산화 반응 실험을 통하여 황산화 반응제인 

(NH4)2S04을 완전히 분해함과 동시에 물에 가용성인 Ah(S04h의 생성을 위한 조건 

은 반응온도 450 0C 이상r 반응시간 30분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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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황산화 반응물의 용해 

팔라륨 페촉매인 LD-265 폐촉매를 황산화 반응에 의해 물에 가용성인 

Ah(S04)3으로 변환시킨 다음 물로 용해하여 담체를 제거하고 팔라륨을 농축하는 실 

험을 행하였다. 

그림 4-31은 (NH4)2S04에 의한 LD-265 폐촉매의 황산화 반응 시 반응온도에 

따른 알루미나 담체의 황산화 반응율을 나타낸 것이다 실험조건은 폐촉매 1.0g， 

(NH4)2S04 첨가량 2 당량/ 반응시간 60분이었으며 100 0C 의 물로 반응물을 용해하 

였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 이 300 -400 0C 에서는 폐촉매로부터 알루미나 담체의 용 

해율이 약 40% 정도이었다. 이 것은 그림 4-29에서 보는바와 같이 황산화 반응온도 

가 낮아서 아직도 (NH4)2S04의 완전분해 및 Al 황산화 반응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반응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반응율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450 - 500 0C 의 반응온도 

범위에서 약 70-75%의 반응율을 나타내었다. 그림 4-29에서 보는바와 같이 550 0C 

이상의 온도에서는 Ah(S04)3 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담체의 용해율이 급격히 감소 

하는 것은 물에 대한 Ah(S04)3의 용해율이 NH4Al(S04)2 또는 Ah(S04h . 17H20 보 

다 작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Ah(S04)3의 생성이 증가하는 500 0C 이상의 반 

응온도에서 용해율의 저하가 나타난다. 

그림 4-32는 400 - 500 0C 의 반응온도 범위에서 반응시간을 변화하였을 때 생성 

물로부터 알루미나의 용해율을 나타낸 것이다. 400 0C 에서는 반응시간에 다른 용해 

율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450 0C 이상의 온도에서는 반응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용 

해율이 증가하였으나 450 0C 에서는 75분， 500 0C 에서는 60분 이후에 오히려 약간 감 

소하였다. 그리고 500 0C 의 경우 60분까지는 용해율이 86%로 가장 높았으나 반응시 

간이 길어 짐 에 따라 약간 감소하여 475 0C 에서 황산화 반응한 폐촉매의 용해율이 

87%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500 0C 의 경우 반응시간이 30분을 경과함에 따라 황산화 

반응이 대부분 진행됨을 용해율로부터 알 수 있었다. 

다음은 (NH4)2S04의 첨가량을 변화시키면서 황산화 반응시킨 후 물에 용해한 

결과를 그림 4-33에 나타내 었다. 반응온도; 475 0C, 반응시간; 60분의 조건에서 황산 

화 반응을 하였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NH4)2S04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용해율이 증가하였으며 3.2 당량을 첨가하였을 때 92%의 용해율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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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백금과 팔라륨의 정제 

1. 화학침전법 에 의 한 백금 및 팔라융의 정제 

폐촉매의 H2S04 용해액에 Al 분말을 첨가하여 환원석출시킨 물질의 x-선 회절 

실험결과 백금 및 팔라륨의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회수물에는 불순물이 많 

으므로 산업소재화하기 위하여 정제하여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백금 및 팔라륨 촉 

매에는 백금족 원소들이 단독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화학침전법에 의한 정제가 용이 

하였다. 

환원석출한 백금을 용해한 뒤 NH4Cl을 첨가하여 불용성 염의 침전에 의한 백 

금의 정제실험을 수행하였다. 침전 반응식과 침전에 펼요한 NH4Cl의 이론적인 당 

량I WNH4C1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H 2PtCl6 + 2 NH4Cl (NH4)2PtCl6 + 2 HCl 

WNH4Cl (NH4Cl의 분자량 x 용액중 Pt의 양 / Pt의 분자량) x 2 

백금 침출액에 NH4Cl을 가하면 노란색의 (NH4)2PtC16 침전이 생성되는데 상온 

에서 용해도가 0.499grj100ml H20 이므로 정량적으로 백금을 회수할 수 있다. 

NH4Cl의 첨가량을 변화시키면서 0.1 - 5.0M HCl에서 백금의 침전율을 조사하여 표 

4-4에 나타내었다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NH4Cl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백금의 침전율이 증 

가하였으며 1.2 당량의 NH4Cl를 첨가함으로서 용해도내에 있는 거의 모든 백금을 

침전/ 회수할 수 있었다 그리고 NH4Cl를 1.2 당량 이상으로 첨가하여도 침전율에 

는 커다란 변화는 없었다. 그러 나 (NH4)2PtC16는 상온에서 미량의 용해도가 있기 때 

문에 백금을 (NH4)2PtCl6로 100% 침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NH4Cl을 

첨가하여 (NH4)2PtC16의 불용성 침전을 형성하는 화학 침전법에 의한 백금의 정제 

방법에 있어서 침출액중의 백금함량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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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님”二그 ---, = 침출액에서 (NH4 hPtCI6 침전에 의한 백금의 정제. 

HCl 농도(moljl) NH4Cl 첨가량(당량) 침전수율(%) 

0.1 1.0 90 

0.1 1.2 95 

0.1 1.5 98.1 

1.0 1.2 96.6 

2.0 1.2 97.8 

5.0 1.2 97.2 

팔라륨의 경우는 그림 2-3의 공정을 적용하여 붉은색의 침전인 PdCl6(NH4)z의 

형성을 이용하여 정제를 하였다 팔라륨 촉매의 경우 다른 백금족 금속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먼저 팔라륨을 PdCl6(NH4)2으로 침전시켜 정제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팔 

라륨을 PdC16(NH4)z으로 침전시켜 정제하는데 있어서 주요변수는 반응온도/ 시간/ 

NH4Cl의 농도/ 질산 및 염산의 농도/ 팔라륨의 농도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변수를 변화시키면서 팔라륨의 침전율을 조사하였다. 예비실험을 통하여 반응온도 

가 60 0C 이상일 때 붐은색의 침전이 형성되었다. 60 0C 이하의 반응온도에서는 갈색 

의 침전이 형성되었으므로 침전실험을 80 0C 에서 행하였다. NH4Cl에 의하여 팔라륨 

을 PdCl6(NH4)z으로 침전시키기 위하여 Pd+2를 Pd+4로 산화시켜야 하는데 일반적으 

로 산화제로 질산을 가한다. 질산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PdCl6(NH4)z의 침전율이 증 

가함을 보여주며 염산 6M， NH4Cl의 첨가량 2당량 일 때 질산 3M에서 99.9% 의 

침전율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염산농도의 영향이 매우 컸다 염산농도가 6M 이하일 

때 침전율은 낮았지만 6M 이상에서는 80% 이상의 침전율을 나타내었다. 팔라륨을 

PdCl6(NH4)z으로 침전시키는 최적조건은 염산 6M， NH4Cl의 첨가량 2당량/ 질산/ 

3M 이었다 

그림 4-34는 백금과 팔라륨의 정제공정에서 회수한 백금 화합물인 (NH4)2PtCl6 

및 팔라륨 화합물 PdC16(NH4)z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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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4. 백금 및 팔라율의 분리정제 공정에서 회수한 

(A) (NH 4 hPtC 16 및 (8) PdCI6(NH 4 h 침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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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매추출에 의한 팔라륨의 정제 

앞에서 행한 화학침전법에 의한 팔라륨의 분리정제는 원하는 순도의 팔라륨이 

얻어질 때까지 용해-조건부여-침전 공정을 반복해야 하므로 시약의 소모가 많고/ 공 

정이 복잡하여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고가의 팔라륨의 

손실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환경친화적인 분리기술로서 분리 효율이 우 

수한 용매추출법을 이용하여 팔라륨의 분리정제를 하였다. 

추출제로 사용한 Di-n-hexylsulfide(DHS)의 농도를 0.1 - 0.4 molj dm3으로 변화 

시키면서 30 0C 에서 팔라륨을 용매추출 하였을 때 팔라륨의 추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그림 4-35에 나타내었다. DHS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팔라륨의 초기추출 

속도가 증가하였으며 추출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졌다. DHS에 의한 팔라륨의 

용매추출실험에서 추출제와 유기상으로 추출된 팔라륨의 몰비는 수상 중의 팔라륨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2에 가까워진다. 이 결과로부터 팔라륨은 추출제와 1 : 2(팔 

라륨:추출제)의 비를 가진 [PdCh . 2DHS]。 착물을 형성하여 유기상으로 추출됨을 

알 수 있으며 염산 수용액에서 DHS에 의한 팔라륨의 추출반응은 다음과 같다. 

PdCt(i-2)- + 2[DHS]o 성 [PdCh . 2DHS]o + (i-2)Cl 

여기에서 아래첨자 O는 유기상을 가리킨다. 

팔라륨은 일반적으로 Ch 가스 또는 HN03을 산화제로 사용하여 HCl로 침출하 

므로 팔라륨의 침출액 에 존재하는 주요 음이온은 cr, 또는 NO-3 이온들이다. 따라 

서 수용액에 존재하는 HCl, cr, NU3 이온의 농도가 팔라륨의 용매추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림 4-36은 0.2 molj dm3 DHS로 필-라륨을 5분간 추출하였을 때 HCl과 cr 이 

온이 추출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cr 이온의 농도에 상관없이 팔라륨은 

100% 추출되었지만 HCl 농도가 증가할수록 초기추출속도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 

러나 추출시간을 30분 이상으로 증가시킴에 따라 HCl 농도에 관계없이 팔라륨은 

100% 추출되었다. DHS는 solvating추출제로서 산도에 대한 영향이 없으나[51 ]， 본 

실험에서는 수용액의 H Cl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팔라륨의 추출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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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은 HCl의 추출율이 증가하여 팔라륨의 추출을 둔화시키기 때문이 

다.HCl과 DHS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HCl의 추출율이 증가하였지만 유기상으로 

추출된 [HCl]。과 [DHS]。의 비， [HCl] 0/ [DHS]。은 5 mol/dm3 이상의 HCl 농도에서 

는 일정한 값을 보였으며 DHS 농도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였다. TOMAC로 HCl을 

추출할 때 6 mol/ dm3 HCl 이상에서 [HCl] 0/ [DHS]。의 비가 1이상을 보인 반면7) 

DHS에 의한 HCl 추출에서는 1이하의 낮은 값을 보였다-

그림 4-37은 mtrate 이온의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0.4 molf dm3 DHS로 팔라륨 

을 5분간 추출한 초기추출경향을 나타낸 그림이다 수용액의 NU3 이온 농도가 증 

가함에 따라 팔라륨의 추출율은 감소하였지만 0.5 mol/dm3 이상의 농도에서는 일 

정한 추출율을 보였다. NO-3 이온이 존재함에 따라 추출율이 감소하는 것은 NO-3 

이온이 팔라둠의 추출시 방해이온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그림 36과 37의 결과에서 추출초기에는 HCl과 NU3 이온의 농도가 증가 

함에 따라 팔라륨의 추출율이 감소하였지만 추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팔라륨이 

100% 추출되었다. 일반적으로 팔라륨의 침출액에는 고농도의 HCl 또는 NO-3 이온 

이 존재하는데 종래의 환원석출법으로 팔라륨을 회수하기 위하여 먼저 과잉의 산을 

제거하여야 한다. 이 때 주로 에너지 소모가 많은 가열휘발 공정을 거친다 그러나 

용매추출의 경우 가열휘발 공정을 거치지 않고 단지 추출시간을 증가시킴으로서 팔 

라륨을 완전히 추출/ 회수할 수 있다. 

공업적으로 사용되는 추출제는 선택성 이 높고r 추출용량이 많고/ 추출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역추출도 용이해야 한다. 그림 4-38은 팔라륨의 역추출액으로 사용한 

NH40H의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0.15 molf dm3 Pd을 함유하고 있는 0.4 molfdm3 

DHS의 유기상으로부터 팔라륨의 역추출 실험을 2시간 동안 행한 결과을 나타낸 그 

림이다. HCl 용액 및 HN03 용액으로 역추출을 행하였을 때 팔라둠의 역추출은 전 

혀 일어나지 않았다. NH40H으로 역추출 하였을 때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역추출 

율은 증가하였으며 5M N~OH를 사용함에 따라 팔라륨은 100% 역추출 되었디. 

5M NH40H로 팔라륨을 역추출 하였을 때 1분내에 약 65%의 팔라륨이 역추출되었 

으며 30분 정도가 경과하였을 때 팔라륨의 역추출율은 100% 이었다 

이와 같은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용매추출법으로 정제하여 회수한 팔라륨의 순 

도는 99.98 % 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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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경제성 분석 

제 1 절 개 요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백금계 폐촉매에서 백금의 회수공정을 상용화시킬 경 

우에 대하여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폐촉매를 황산으로 용해하여 얻은 여액에 

Al scrap을 첨가하여 백금을 침전시키고 남은 여액에서 황산알루미늄을 제조하는 

것과 황산용해 잔사를 황산으로 재용해 하는 공정을 통하여 남은 백금을 회수하는 

공정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장치를 선정하고 간략한 

장치의 흐름도를 작성하였다. 생산되는 백금의 양은 원료 중에 함유되어 있는 백금 

의 함량과 용해율에 따라 결정지어 진다. 따라서 본 경제성검토는 AR-405와 R-134 

촉매를 대상으로 하였다. 

경제성 검토를 하는데 있어서 원가를 산출하기 위한 예측용 소프트왜어를 사용 

하여 정밀하게 분석을 할 경우에 30% 정도의 편차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에 있어서는 약식 방법에 의해 수행하였기 때문에 더 큰 편차를 갖게될 것 

이나 장치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개괄적인 경제성 평 

가 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 수준에서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경제성 

검토에 사용된 공정 흐름도 및 플랜트의 P&ID는 그림 5-1, 그림 5-2와 같다 

제 2 절 물질 및 에너지 수지 [51 -56] 

투자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정을 근거로 하여 필요한 단위기기를 선정 

하고 물질수지/ 에너지수지를 근거로 하여 단위기기의 용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단 

위기기별 용량과 특성 에 따른 장치비를 정한 다음 공장의 설치 에 따른 제반 비용을 

산정하게 된다. 물질 및 에너지 수지는 폐촉매 100kg을 처리하는 경우에 대하여 계 

산을 하였으며 장치의 결정에는 처리량에 따른 환산이 필요하다. 

물질 및 에너지 수지를 계산하는 기준으로 폐촉매 100 kg을 잡았으며 열량 계 

1 
l 
A 

q ‘ u 
’ 
i ‘ 



산은 단열로 보고 계산을 하였으며 기기 선정 시에는 30%의 열 손실을 고려하였다 

수지 계산은 백금의 함량과 용해율이 다르기 때문에 촉매에 따라 각각 해주었으나 

장치의 선정은 처리공정이 같고 같은 용량을 처리하기 때문에 같은 크기로 하였다. 

1. AR-405 폐 촉매 (100kg, 0.45% Pt) 

가. H 2S04 용해 (100 0C ， 4시간) 

1) 필요한 황산 : 151.343 .e (98 % H 2S04) 

2) 필요한 물 : 250 .e 

3) 가열시 필요한 에너지 : 454 .e *1때1/ ( .e . oC )*85 oC =38,590 뼈l 

30% 열손실 고려하면 38，590때x1.3=50，167 kcal 

나. H2S0 4 용해액의 고액분리 

1) 분리시 첨가되는 세척수 : 545 .e 

2) 용해되지 않은 잔사의 양 : 알루미나 7.2 kg, 백금 268.18g (92% 용해) 

3) 용액의 양 : 940 .e 

다. H 2S04 용해액 에서 Pt 환원석출 

1) 첨가되는 Al양 : 2.364kg (Pt의 13배) 

2) 가열 시 필요한 에너지 : 940 .e *1 kCaI / ( .e . oC )*45 oC = 42,300 때 

30% 열손실 고려하면 42,300kcalx 1.3=54,990 때l 

라. 환원석출물의 고액분리 

1) 환원석출된 고체 Pt의 양 181.82g 

2) 액 체 의 양 : 940 .e 

마. 황산 알루미늄 결정화 

1) 제조된 황산알루미늄(Ah(S04)3) 양 : 315.65kg 

2) 농축시 필요한 에너지 가열과 증발에 펼요한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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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환원석출된 백금의 침출 

1) 백금의 양 : 450g 

940 Q X1calj g- oc x80 oc +540calj gx94kg=125,960 kc때 

30% 열손실 고려 하면 163748 때l 

2) 왕수의 양 : 0.44 Q (염산 330mι 질산 110mQ) 

2. R-134 폐 촉매 (100kg, 0.23% Pt) 

가. H 2S04 용해 (100 0C， 3시간) 

1) 필요한 H 2S04 : 151.343 Q (98 % H 2S04) 

2) 필요한 물 : 250 

3) 가열시 필요한 에너지 : 454 Q *1뼈1/ ( Q . oc )*85 oc =38,590 때 

30% 열손실 고려 하면 38590kcalx1.3=50,167 때 

나. H2S04 용해액의 고액분리 

1) 분리시 첨가되는 세 척수 : 510 Q 

2) 용해되지 않은 잔사의 양 : 알루미나 2 kg+백금 44.545g (98 %용해) 

3) 용액의 양 910 Q 

다. H 2S04 용해액에서 Pt 환원석출 

1) 첨 가되 는 AI양 : 185.454g Pt x13=2.410kg (Pt의 13배) 

2) 가열시 필요한 에너지 : 910 Q *1 때1/ ( Q . oc )*45 oc = 40,950 때| 

30% 열손실 고려 하면 40,950kcalx1 .3=53,235 때 

라 환원석출물의 고액분리 

1) 환원석 출된 고체 Pt의 양 : 185.454g 

2) 액 체 의 양 : 910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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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황산 알루미늄 결정화 

1) 제조된 황산알루미늄(Ah(S04)3) 양 : 328.84kg 

2) 농축시 필요한 에너지 : 가열과 증발에 필요한 에너지 

910 Q X1 calj g- oCx80 oC + 540calj g x 91kg=72800+49140=121,940 kc비 

30% 열손실 고려하면 121,940 때x1.3=158，522 때l 

바. 환원석출된 백금의 침출 

1) 백 금의 양: 230g 

2) 왕수의 양: 0.32 Q (염산 240mι 질산 80mQ) 

3. 주요 장치의 사양 결정 

각 기기장치는 촉매의 종류에 관계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재질과 용량을 결정 

하였다. 또한 월간 30톤을 처리하기 위하여서는 하루에 1.2톤의 폐촉매를 처리하여 

야하며 이를 위한 장치의 사양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 

되는 H 2S04 용해 반응기는 반응시간만 4시간이 소요된다. 실제 시료의 준비에서부 

터 내용물이 완전히 배출되는 것을 고려하면 6시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하루에 몇 번 용해반응을 하느냐가 장치의 크기 뿐 아니라 인건비 부분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그 선택이 중요하다. 소규모 공장에서 투자비와 인건비 

를 고려하여 용해 반응기는 2개의 장치를 동시에 운전하는 것으로 하였다. 

가. H2S04 용해 반응기 

H2S04 용해 장치는 AR-405촉매를 처리할 때의 반응시간이 R-134촉매 처리시 

간 보다 길기 때문에 같은 양을 처리할 때 반응기의 용량이 커지게 된다. 1기 당 

600kg폐촉매/batch 처리가 가능한 장치를 선정하였다. 

1) 장치부피 400 Q x6(600kgj100kg)x1.3(space volume 30%) 늑 3200 Q 

2) 필 요 열 량 50，167뼈lx6(600kgj100kg) 늑 300 뼈l 

3) 재 질 glass lining 또는 rubber lining carbon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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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jacket type steam heating 

5) 교반장치/ 온도조절장치I 응축기， Level gauge 부착 

6) 이송용 펌프는 최고 150 Q /min 를 사용한다. 

나. H 2S04 용해액 고액분리기 

1) 처리용량 : 3000 Q 를 30분내에 처리 

2) 고형분 : 1% 

3) 분리도 :3μm이하 

4) 재 질 · 접 촉부는 plastic(PE, PVDF) 

다 Pt 환원석출조 

1) 장치 부 피 940 Q x6(600kg/100kg)x1.3(space volume 30%) 늑 7300 Q 

2) 필 요 열 량 54,990kælx6( 600kg/ 100kg) 늑 330 때l 

3) 재 질 glass lining 또는 rubber lining carbon steel 

4) jacket type steam heating 

5) 교반장치/ 온도조절장치/ 응축기 부착 

6) 이송용 펌프는 최고 250 Q /min 를 사용한다. 

7) 첨가되는 Al양 : 2.41x6=14 .46kg 

라. 환원석출물의 고액분리기 

1) 처리용량 : 6000 Q 를 30분내에 처리 

2) 고형분 : 0.2% 

3) 분리도 : 1μm이하 

4) 재 질 : 접 촉부는 plastic(PE, PVDF) 

마. 황산 알루미늄 결정화조 

1) 장치부피 940 Q x6(600kg/100kg)x1.3(space volume 30% ) 늑 7300 Q 

2) 필요열 량 163，748때lx6(600kg/100kg) 늑 1，000 때 

3) 재 질 glass lining 또는 rubber lining carbon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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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jacket type steam heating 

5) 교반장치y 온도조절장치/ 응축기， Level gauge 부착 

6) 이송용 펌프는 최고 250 Q /min 를 사용한다. 

바. 황산알루미늄 고액분리기 

1) 처리용량 : 6000 Q 를 30분내에 처리 

2) 고형분 : 30% 

3) 분리도 :5μm이하 

4) 재 질 : 접 촉부는 plastic(PE, PVDF) 

사. 백금 침출조 

1) 장치의 부피: 10 Q 

2) 재질 glass 

제 3 절 투자비 산정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공정에 대하여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전술한 물질 수 

지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만들어진 제조공정에 대한 간단한 장치 연 

결도변은 그림 5-2와 같으며 필요한 단위 장치에 대한 사양은 표 5-1과 5-2에 나타 

내었다. 투자비 산정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투자비 산정의 일반기준 

가. 본 투자비 구성은 폐촉매 속에 주성분으로 존재하는 알루미늄을 화합물 형 

태로 회수하는 것과 백금을 회수하는 처리공장의 신규 건설과 관련하여 원 

료 처리량 기준으로 연간 360톤 규모의 상업 플랜트 건설에 소요되는 제반 

투자비로서 1999년 4/4분기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나. Battery Limit 내의 프로세스 투자비는 각각의 기기 장치의 제작 구입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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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우선 선정하여 계산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Factor Estimation에 법에 의 

하여 기타 관련 비용을 산정 하였다. 

다. 적 용환율은 1200원/ 1$ 이 다. 

2. 부문별 투자비 산정 기준 

총 투자비는 우선 각 기기장치 비용을 산정 합계한 후 이를 기준으로 기기 장 

치의 운반 및 설치관련 인건비/ 설치 자재비 및 관련인건비/ 설치간접비/ 설계비/ 건 

설간접비/ 일반경비， Contingency를 기기장치 비용에 대한 분배인자(Distributive 

Factor)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최종적으로 Start-Up 비 용/ 운전자금(Working 

Capital), 초기 화학 약품비를 분배인자를 적용 총 투자비를 산출하였다. 총 투자비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기 장치 비 

기 기 장치 비 용은 장치 의 SPEC.을 기 초로 순수 장치 비 (Bare Equipment Cost)를 

산출하였다. 기기 장치비 산정을 위한 명칭 및 사양은 각각 표 5-1, 표 5-2와 같다. 

나. 직접비 

직접비는 기기 장치비와 설치 자재비 및 관련 인건비의 합계로서 전 공정을 특 

성에 따라 집계하였다. 기기 장치비는 전술한 1)항과 같고 기기장치의 취급 및 설치 

관련 인건비는 분배 인자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설치자재 (Installation Mat'l)는 9개 

의 벌크항목(Foundations， Structures, Buildings, Pipings, Instrumentation, 

Insullation, Electrica l, Painting and Miscellaneous)으로 분류하고 비 용은 주요기 기 

장치비에 대한 분배인자를 적용 산출하였으며/ 각 별크 항목에 관련한 인건비는 설 

치 자재비에 대한 분배인자를 적용 산출하였다 설치 자재는 각 공정 특성 에 따라 

고체/ 액체 / 고-액 / 고-기 공정 등으로 분류하고 온도와 압력은 400 oc, 150psig를 기 

준점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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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 장치 .2트를 口 l
-, -, ::><:: 

변호 명칭 

DH-101 
truck dump 

hopper 

FD-102 hopper feeder 

CV-103 ore conveyer 

FD-104 ore elevator 

TK-105 시료 공급조 

FD-106 시료 feeder 

RT-107 침출 반응기 

TK-108 황산 공급조 

PU-109 이송pump 

PU-ll0 공급pump 

FT-111 belt fi1ter 

solid 
CV-127 

conveyer 
filtrate 

TK-112 
storage tank 

transfer 
PU-113 

pump 

RT-114 서-， 추 E프 ~ιζ-

TK-115 
Al scrap 

보관조 

사양 

사양 

30ton*lea 

2tonjhr*lea 

2tonjhr*lea 

2tonjhr*lea 

5m', CS, 1ea 

2tonjhr*2ea 

3.2m'*2ea, glass lined 

12m'*lea, FRP lined 

내 산，magnet，O.2m' j min*lea 

내 산 slurry, 0.15m' jmin*2ea 

6tonjhr, 2m W*7m L 

acid proof, 60 kgjhr 

FRP, 20 m',2ea 

acid proof,0.25 m' j min *2ea 

7.2m', 2ea, glass lined 

1m' 

PU-116 이송 pump slurry pump, 0.25m' j min 2ea 

FT-117 drum fil ter 12m' jhr, solid 0.2wt% 

RT-118 재용해 반응조 10 Q 

TK-119 염산공급조 20 Q 

TK-120 Z냥I λ 1、.J- 그 。l二님:r3'ζ- 20 Q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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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3 

3 

1 

3 

10 

1 

2 

3 

5 

5 

0.2 

40.2 



번호 명칭 

TK-121 Pt 용액 저장조 

PU-122 이송purnp 

RT-123 
황산알루미늄 

결정화조 

FT-124 
황산 알루미늄 

filter 

DY-125 
황산 알루미늄 

건조기 

TK-126 packing bin 

소계 

표 5- 2. 장치 드근트료 口 l
-, -, :::oc 

번호 명칭 

TK-601 물 저장조 

PU-602 물 공급purnp 

ST-605 stearn boiler 

U-606 폐수처리장 

합계 

다. 설치간접비 

사양 power 비고 

100 Q 

acid purnp, O.5 m'jrnin 8 

15 m', jacket type, glass lined 5 

12m' jhr, 30% solid 5 

2tonjhr 

30m' 

18 

사양(Uti lity un it). 

사양 power 비고 

100m'*2ea FRP 

0.35m' jrnin *2ea 5 

600kgjhr 

10 

15 

설치간접비는 기기장치 및 설치자재의 통관비/ 운송비/ 세금과 기타간접비 퉁이 

포함된다. 직접비에 관련한 설치간접비 인자(Indirect Factor)를 적용 산출하였다. 

라. 프로세스 투자비 

프로세스 투자비는 직접비와 설치간접비의 합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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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플랜트 투자비 (Total Plant Costs) 

플랜트 투자비는 프로세스 투자비 합계와 부대시설비 (General Facilities), 건설 

간접 비 (Home Office Overhead and Fee), 예 비 비 (Contingency)의 합계 이 다. 부대 시 

설비는 프로세스 투자비 합계의 5%, 건설간접 비는 프로세스 투자비의 총 17%를 적 

용하였다. Project Contingency는 프로세스 투자비와 건설간접비 합계의 15%를 적 

용하였다. 

바. Start-Up 비 

Start-Up비 는 운전원 훈련비/ 건설시 공정 개선비/ 초기 운전 정상화를 위한 비 

용 등의 포함된다. 플랜트 투자비의 2%로 하였다. 

사. 운전자금(Working Capital) 

운전자금은 고정투자비 이외의 매일 공장운전에 펼요로 하는 자금이다. 일반적 

인 재료의 경우에 한하여 초기 운전자금은 년간 생산비용(Total Annual Operating 

Cost)의 2개 월 비용으로 산정 하였다. 하지만 폐촉매는 구입비용의 비중이 월동히 

크기 때문에 비용에서 제외하였다. 이것은 대부분의 처리업체에서 폐촉매를 구입하 

여 처리하는 경우에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재는 폐촉매 배출업체에서 처리비용 

을 받고 촉매에서 백금을 반환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원료 재고에 

대한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아. 부지 및 건물 

공장의 부지와 건물은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건물 100평/ 대지 

250평으로 하였다. 임대료는 년간 건물의 경우는 10만원/ 평/ 대지는 3만원/평으로 

산정 하였다 

3. 투자비 내역 

연간 360톤 처리규모의 상업용 플랜트 투자비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소형 

플랜트일 경우에는 factor estimation 에 의해 산정 하는 것은 오차가 크며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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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 기기 구입비에 설치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따로 간접비용을 계 

산해 주지 않아도 되지만 모든 경우를 다 고려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간 

략화 된 방법인 factor estimation 에 따라 계산하였다. 

가. 플랜트투자비 (Total Plant Cost) 

(1) 프로세 스 투자비 (Process Capital) 

표 5-3. 프로세스 투자비 

(단위 : 백만원) 

131 637 191 828 399 

짚접브1 11 섬 치간접비 11 공적투자비 기기작치비 | 섬치자재 비 l 앞걷브l 

107 

(2) 부 대 시 설 비 (General Facilities) 

(3) 건 설 간접 비 (Home Office Overhead and Fee) 

(4) Contingencies 

(5) 플랜트투자비 ( (1)+(2)+(3)+(4)) 

”
h 

m뾰
 때
 돼
 

--

나. Start-Up 비 용 

다. 운전자금(Working Capital) 

라 투자비 총계 (가)+나)+다)) 

23 

93 

1,274 

제 4 절 제조비용 

1. 제조비산정 일반기준 

가. 본 항에서 산정한 가격은 연간 360톤의 폐촉매를 황산으로 처리하여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의 제조원가이며 1999년 4/4분기를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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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항의 각 항목의 비용산정은 AA CE Recommended Practices and 

Standards의 산정방식을 기초로 하여 적용하였다. 

다 적용환율은 $1 = 1200원 이다. 

라. 건설기간은 127~ 윌/ 공장의 경제적 수명은 10년으로 가정하였다. 

마. 공장 가동일수는 연간 300일로 약 82% 운전 부하률로 가정하였다. 

2. 부문별 제조버 산정 기준 

부문별 제조비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원료비 : 원료비는 다음의 단가를 적용하였다. 

- 폐촉매 (-200#) : 백금함량의 80%로 산정. 

(AR-405: 3，600만원/톤， R-134: 1 ，840만원/톤) 

- 용 수 : 90원1M3 

- 화학약품 

황산(98% 용액/ 공업용) : 94원Ikg 

염산(35% 용액/ 시약급) : 2，600원Ikg 

질산(98% 용액/ 시 약급) : 5，700원Ikg 

Al scrap 100원Ikg 

가성소다(50% 용액I 공업용) : 150원Ikg 

나. 유틸리티 : 유틸리티에는 다음의 단가를 적용하였다. 

- 공정 연료(LNG， 11000kcall m') : 300원1m' 

- 전 기 : 40원IKWH 

- 스팀생산연료(LNG): 300원1m' 

다. 직접 인건비 

직접인건비의 산정에 있어서 필요한 운전인원은 총 3명으로서 1일 8시간 정상 

근무를 한다. 매일 한 명씩 시료 준비를 위하여 2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하며 이를 

위해 25%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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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인건비 : 월평균 임금은 백만원으로 계산 

- 감독 인건비 : 직접운전 인건비의 15% 

라. 간접 인건비 : 직접 인건비의 75% 

마. 기타 비용 

- 간접비 : 

- 보수유지 재료비 

l=ll=l:II 니 1 - ，-τCo~1 

- 제세공과 및 보험료 : 

- 일반경비 

- 판매비 : 

바 감가상각비 

총 인건비의 35% 

플랜트투자비의 3% 

직접인건비의 25% 

플랜트투자비의 2% 

총 인건비의 60% 

매출액의 10% 

감가상각비는 직접 생산비용에 포함하지 않았다. 잔존가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10년 간 정액법으로 상각하였다. 

3. 제조비 내역 

360톤의 폐촉매를 처리하여 황산알루미늄과 백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연간 제 

조비용의 세부내역은 표 5-4 및 5-5와 같다. 

제 5 절 경제성 분석 

투자수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판매수익을 먼저 산정 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생 

산된 양의 전부가 원할 하게 판매되는 것을 근거로 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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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제조비 내역 (AR-405 펴|촉매) 

구분 단가 소요량 경비(백만원) 

1) 원료비 13021, 

- 폐촉매 3,600 만원/톤 360 료'-프- 12960.00 

- 황산(98% ) 9.4 만원/톤 544.83 톤 51.14 

- Al scrap 10 만원/톤 8 .51 효'--르 0.85 

- 염산(35%) 260 만원/톤 1.2 료'-프- 3.12 

- 질산(98%) 570 만원/톤 0.4 표'--츠 2.28 

- 경I튿j 90 원1m' 2,862 톤 0.26 

- NaOH(50% 용액) 15 만원/톤 22 톤 3.3 
2) 유틸리티 45 

- 스팀생산연료 300 원1 m' 138161m' 41 .4 

- 처'--'. 기 40 원IKWH 79056kwh 3.2 

-용 ~ιr 90 원1 m' 6000톤 0.54 
3) 직접 인건비 58 

- 운전 인건비 120만원/월/인 3.5명 50.4 

- 감독 인건비 (15% ) 7.56 

4) 간접 인건비 44 

5) 직접 제조비 
13168 

합계 (1)+2)+3)+4)) 
6) 기타비용 223 

-간접 비 총인건비 35% 35.7 

-보수유지 플랜 E투자비3% 34.74 

--닙「τ 님Ê-%t μ~1 직접인건비 25% 14.5 

-제세공과 및 보험료 플랜E투자비2% 23.16 

-일반경비 총인건비 60% 61 .2 

-판매비 황산알루미늄만 36.4 

-공장임대료 매출액의 10% 17.5 

7) 상각비 116 

-감가 상각비 116 

8) 제조비 합계 (5)+6)+η) 1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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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제조비 내역 (R- 134 폐촉매) 

구분 단가 소요량 경비(백만원) 

1) 원료비 6,683, 

- 폐촉매 1,840 만원/톤 360 료프 6,624.00 L-

- 황산(98%) 9.4 만원/톤 544.83 톤 51 .14 

- Al scrap 10 만원/톤 8.68 표; 0.87 '-

- 염산(35%) 260 만원/톤 0.86 표등 2.24 '-

- 질산(98%) 570 만원/톤 0.3 트르 1.64 L-

- 둥t:1튿 90 원1 m' 2,736 톤 0.25 

- NaOH(50% 용액) 15 만원/톤 22 조E 3.3 '-

2) 유틸리티 44 

- 〈팀생산연료 300원 용액 1 m' 134702 m' 40.4 

-~ 기 40원IKWH 79056kwh 3.2 

- 용 -/A「~ 90원 1 m' 6000톤 0.54 

3) 직접 인건비 58 

- 운전 인건비 120만원/월/인 3.5명 50.4 

- 감독 인건비 (15% ) 7.56 

4) 간접 인건비 44 

5) 직접 제조비 
6829 

합계 (1)+2)+3)+4)) 
6) 기타비용 223 

-간접비 총인건비 35% 35.7 

-보수유지 플랜 E투자비3% 34.74 

--t「jτtrjτ I5I「 니 tll 직접인건비 25 % 14.5 

-제세공과 및 보험료 플랜 E투자비2% 23.16 

-일반경비 총인건비 60% 61 .2 

-판매비 황산알루미늄만 36.4 

-공장임대료 매출액의 10% 17.5 

7) 상각비 116 

-감가 상각비 116 

8) 제 조비 합계 (5)+6)+7)) 6,968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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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매수익 

제품의 판매에 따른 부대비용은 제조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판매수익에서 제조 

비를 제외하면 세금을 제하기 전의 이익이 된다. 

360톤의 AR-405 폐촉매를 처리하면 Pt가 l ,620kg, 황산알루미늄이 1，136톤 생산 

하게 되며 모두 판매를 하면 수익 이 16，564백만 원이 된다. 

또한 360톤의 R-134 폐촉매를 처리하면 Pt가 828 kg, 황산알루미늄이 1，183톤 

생산하게 되며 모두 판매를 하면 수익이 8，658백만 원이 된다. 

표 5- 6 . 판매수익 (AR-405 펴| 촉 매) 

제품명 생산량 판매가 판매수익 

Pt 1,620kg 1 ，000만원/kg 16，200백만원 

황산알루미늄 1，136톤 32만원/톤 364백만원 

합계 16，564백만원 

표 5- 7. 판매수익 (R-134 폐촉매) 

제품명 생산량 판매가 판매수익 

Pt 828톤 1 ，000만원/kg 8，280백만원 

황산알루미늄 1 ，183톤 32만원/톤 378백만원 

합계 8，658백만원 

2. 투자수익성 

폐촉매를 연간 360톤 처리하는 규모의 상업용 플랜트를 건설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원료에 따라 AR-405와 R-134 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이 경우 각각의 투자 

비/ 생산비/ 투자회수 기간은 표 5-8과 같다. 투자비와 제조비 그리고 판매수익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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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로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으나 정밀한 분석 이 이루어지지 못한 간이 경제성 분 

석에 있어서 정량적인 의미보다 정성적인 의미의 지표 구실을 할 수 있다. 

표 5-8. 투자회수기간 

그。L;져 。
투자비 생산비 판매수익 투자회수기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년) 

AR-405 1,274 13,517 16,564 0.42 

R-134 1,274 6,968 8,658 0.75 

투자비에 대하여 판매수익과 경상순익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충분한 

투자요인이 된다 수익률이 AR-407} R-134 보다 2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백금의 함량이 2배 정도인 관계로 처리비용을 백금의 함량대비로 20%를 산 

정 하여서 나타난 당연한 결과이다. 

본 경제성 검토는 실험실에서의 실험을 근거로 하여 수행된 것으로 실제의 플 

랜트 건설에는 상당히 큰 오차를 수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준공장 규모의 실험 

장치를 통한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오차가 줄어든 경제성 검토를 다 

시 수행할 필요가 있다. 

폐촉매를 연간 360톤 처리하는 규모의 상업용 플랜트를 건설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AR-405 폐촉매를 처리하는 경우에 투자비가 13억원이며 세전 년간순익이 30 

억원으로 투자회수 기간이 0.42년이었다 그리고 R-134 폐촉매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투자비가 13억원으로 동일하나I 세전 년간순익이 17억원으로 투자회수 기간이 0.75 

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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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I 6 A I
c> 

죠드등4켜 까l 
c> 1:::1 IC프 ...-, 

본 연구에서는 석유화학산업에서 배출되는 백금족 폐촉매의 알루미나 담체를 

H2S04에 용해하고 불용성 백금족 금속은 잔사로 농축/ 회수하는 황산 용해법을 이 

용하여 백금 및 팔라륨을 회수하는 일련의 습식제련공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개년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기술개발의 대상으로 선정한 석유화학 폐촉매는 

백금 폐촉매로서 석유개질 공정에서 발생하는 R-134 촉매와 AR-405 촉매 그리고 

팔라륨 폐촉매로서 LD-265 촉매이다. 기술개발의 내용을 기술하면， 1차 연도에는 

담체의 황산 용해기술/ 세멘테이션법에 의한 백금 및 팔라륨의 환원석출기술f 화학 

침전법 및 용매추출법 에 의한 정제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2차 년도에는 1차 연도 

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백금 및 팔라륨의 회수를 위한 semi-pilot plant 운전을 연구 

목표로 삼았으며 연구내용은 답체의 황산용해에 의한 백금 및 팔라륨의 회수에 대 

한 단위공정의 최적조건 확립/ 경제성 검토 및 공정설계， semi-pilot plant 제작 및 

운전 둥이다. 

이와 같은 기술개발을 수행하여 얻어진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기술개발 대상으로 선정한 백금계 폐촉매 중에서 AR-405 촉매 담 

체 의 주성 분은 α -Ah03와 y -Ah03으로 구성 되 어 있으며 R-134 폐 촉매 답체 는 y 

-Ah03 이다. 팔라륨 폐촉매 (LD-265)는 δ -Ah03 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폐촉매는 400 - 600 0C 에서 열분해가 완료되었으며 공기 중에서 400 - 600 0C로 30 

분간 하소하여 탄소와 황 성분을 제거할 수 있었다. 

석유화학 백금족 금속계 폐촉매의 습식분석기술을 개발하였으며 AR-405 및 

R-134 폐 촉매 의 백 금 함량은 각각 0.460%, 0.239% 이 었으며 팔라륨 촉매 인 LD-265 

폐촉매에서 팔라륨의 평균함량은 0.251 %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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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폐촉매 담체의 H2S04 용해를 통하여 백금 및 팔라륨을 농축/ 회수하 

는 조건을 확립하였다. 백금 페촉매인 AR-405 및 R-134 폐촉매의 최적용해조건은 

H 2S0 4 농도; 6.0M, 용해온도; 100 0C, 용해시 간; 2 - 4시간/ 광액농도; 220g/L 이 었다. 

그리고 LD-265 폐촉매의 최적 용해조건은 H 2S04 농도; 8.0M, 용해온도; 100 0C, 용해 

시간; 18시간/ 광액농도; 220g/L 이 었다 이 때 AR-405, R-134, LD-265 폐촉매의 용 

해율은 각각 92%, 95 %, 90% 이 었다 

백금 폐촉매의 H2S04 용해 최적조건에서 백금의 용해율은 AR-405 폐촉매가 

520mg로 약 52% 그리고 R-134 폐촉매가 440mg로 83 % 이 었다 LD-265 폐촉매로부 

터 팔라륨의 용해량은 250mg으로서 전체량의 약 45 % 정도이었다. 

폐촉매의 H 2S04 용해액으로부터 환원석출법으로 백금과 팔라륨을 회수하는 기 

술을 개발하고 최적조건을 확립하였다. 백금 및 팔라륨의 세멘테이션 온도는 40 0C 

이상이 적절하였다. 백금은 27 당량의 Al을 첨가함으로서 100% 회수할 수 있었다. 

LD-265 폐촉매의 황산화 반응에 의한 알루미나 담체의 용해와 팔라륨의 농축/ 

회수기술을 개발하였다. (NH4)zS04에 의한 황산화 반응의 최적조건은 반응온도; 47 

5 0C, 반응시간; 60 - 90분， (NH4)zS04 첨가량; 3.2 당량 이었으며 폐촉매의 용해율은 

92% 이었다. 

화학침전법에 의한 백금과 팔라륨의 정제조건을 확립하였다 백금 정제를 위한 

최 적 침 전조건은 H Cl; 0.1 M, NH4Cl 첨 가량 1.5당량 이 었으며 팔라륨을 

PdCl6(NH4)z으로 침전시키는 최적조건은 염산 6M， NH4Cl의 첨가량 2당량f 질산; 

3M 이 었다. 

추출제로 DHS를 사용하는 용매추출법 에 의한 팔라륨의 정제기술을 개발하였 

다. 염산용액에서 팔라륨을 추출한 뒤 5M NH40H를 역추출제로 사용하여 팔라륨 

을 100% 역추출 하였다. 이와 같은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용매추출법으로 정제하여 

회수한 팔라륨의 순도는 99.98 %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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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에 대하여 판매수익과 경상순익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충분한 

투자요인이 된다. 수익률이 AR-407} R-134 보다 2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백금의 함량이 2배 정도인 관계로 처리비용을 백금의 함량대비로 20%를 산 

정 하여서 나타난 당연한 결과이다. 

폐촉매를 연간 360톤 처리하는 규모의 상업용 플랜트를 건설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AR-405 폐촉매를 처리하는 경우에 투자비가 13억원이며 세전 년간순익이 30 

억원으로 투자회수 기간이 0.42년이었다. 그리고 R-134 폐촉매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투자비가 13억원으로 동일하나/ 세전 년간순익이 17억원으로 투자회수 기간이 0.75 

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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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보고서는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한 에너지 · 자원기술개발사업의 최종 

보고서이다. 

2. 이 보고서의 내용을 대외척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한 에너지 · 자원기술개발사업의 사업수행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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