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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폐건전지로부터 회수된 특정 성분들을 이용하여 오존분해 촉매로서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폐건전지

에서 축출된 성분 중, Mn의 함량이 오존분해 반응에 주요 인자임을 보였다. 또한, Zn 함량에 따라 deactivation rate와 

높은 상관성을 나타냈으며, K 함량은 오존분해 반응과 상관성이 없음을 나타냈다. 그리고 TiO2를 첨가하여 제조한 

촉매는 Mn 함량의 감소로 인한 효율 저하를 나타냈으며, Mn 구조상의 특징은 오존분해 반응과 상관성이 없음을 나타

냈다.

In this study, the application of recovered metals from spent batteries by extraction was investigated for ozone decomposition 

as a catalyst. Among the recovered metals, Mn contents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ozone decomposition. It was also 

found that the deactivation rate of the catalyst was dependent on the Zn contents, while K contents and activities were not 

perfectly correlated for ozone decomposition. In addition, the catalytic activity the TiO2 added catalyst was decreased, due 

to the reduction of Mn contents.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maganase oxide was not associated with the catalytic activity 

for ozone de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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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전자산업의 발달과 함께 건전지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연간 약 10억 개

(납축전지 제외), 하루 300만 개 정도의 건전지가 소비되고 있다. 이러한 

건전지는 전기화학적 산화환원반응을 통하여 내부에 들어있는 화학

물질의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를 말하며 대표

적인 전지로는 망간전지와 알칼리전지가 있다[1,2]. 망간전지와 알칼리 

망간전지는 96년 7월 폐기물 부담금 항목에서 제외되어 일반 쓰레기와 

함께 처리되고 있는데, 일반 매립이나 소각시 건전지 내 금속성분과 

전해액의 유출 및 가스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3-6]. 이에 따라 폐건전지 내의 Ag, Hg, Li, Mn 및 Zn 등의 금속을 

회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환경을 보호하고 

유한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폐전지의 재활용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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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망간 및 알칼리 망간전지의 재활용 

기술은 기존의 고온열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수은을 회수하고 폐로망간 

원료로 공급하는 기술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전지의 회수 및 

수송비용에 비하여 판매산물의 가격이 낮아 경제성에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알칼리망간전지를 환경촉매로 재활용하는 기술

이 각광받고 있다. 폐건전지 내부성분으로는 아연화합물과 여러 가지 

형태의 MnOx 및 화합물 등이 존재하며, 제조회사 및 종류에 따라 약

간의 차이는 있으나 MnO2는 30∼40% 이상이 폐건전지 내에 존재하

고 있어 환경촉매로의 재활용기술에도 적용할 수 있다[7-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폐건전지로부터 회수된 금속 및 금속산화물의 Mn, Zn, K

등의 함량에 따른 오존 제거 반응 특성을 연구하였다.

2. 실    험

2.1. 촉매 제조 방법

본 실험에 사용된 촉매는 크게 1차 sample과 2차 sample로 분류

하여 촉매에 대한 성분을 각각 Tables 1과 2에 표기하였다. 촉매의 

성분은 EDS로 측정하였으며 측정시 전부분 cross측정을 통하여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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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nergy Dispersive Spectroscoy Analysis of 1st Sample

Element

atomic (%)
촉매 A 촉매 B 촉매 C 촉매 D 촉매 E 촉매 F

O 66.92 61.91 64.31 63.92 50.89 48.16

Na 10.85 17.09 11.59 25.17 - -

Mn 11.20 8.98 11.74 0.82 40.71 45.36

Zn 8.27 5.62 9.07 0.47 2.02 -

Fe 0.28 0.47 0.21 - - -

Pb - 0.11 0.05 0.09 - -

Cr - - 0.05 - - -

Si - - 0.33 - - -

Ca - 0.14 0.22 - 0.19 -

K - - 0.05 - 2.31 4.29

촉매 G 10% 촉매 5/TiO2

촉매 H 10% 촉매 6/TiO2

Table 2. Energy Dispersive Spectroscoy Analysis of 2nd Sample

Element atomic (%) Mn (%) Zn (%) K (%)

1 52.00 0.70 6.35

2 45.60 1.05 5.14

3 52.40 1.23 6.00

4 48.30 1.74 6.14

5 48.60 1.54 5.94

6 53.20 0.64 4.77

7 53.00 0.52 6.45

8 59.00 0.11 1.71

9 53.85 0.75 5.25

10 53.95 1.19 4.75

11 56.40 1.05 3.40

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a fixed bed ozone reaction system.

Table 3. Experimental Conditions on Reaction System

Temperature (℃) 10∼50

Inlet gas conc.

(Air balance)

Ozone (ppm) 50

O2 (%) 21

R.H (%) 50

Space velocity (hr
-1

) 120000

Total flow (cc/min) 1000

을 조사하였다.

폐건전지에서는 환원제의 양(과산화수소, 순도 99.99%)에 따라 회수

되는 성분이 다르며, 이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의 성분을 회수하고 촉매

를 제조한 후 사용하였다[11]. 또한, 본 실험에서 사용된 모든 sample은 

폐건전지재활용업체인 (주)에코닉스社에서 폐망간/알카라인전지 및 

폐리튬이온전지로부터 금속을 회수, 합성하여 생산된 촉매를 사용하

였다.

 

2.2. 실험장치 및 방법

폐건전지 촉매를 이용한 오존분해 반응특성 연구는 Figure 1과 같이 

장치를 구성하여 실험하였다. 실험 장치는 크게 가스주입 부분, 오존발생 

부분, 반응기 부분, 그리고 반응가스 분석부분으로 구성된다. 반응기에 

공급되는 가스는 MFC (Mass Flow Controller, MKS Co.)를 사용하여 

유량을 조절하였다. 오존분해 반응실험 조건은 Table 3과 같고, 오존

램프를 장착한 오존반응기에 공기(순도 99.999 V/V%. AIRKOREA 

Inc.)를 흐르게 하여 발생된 오존은 공기의 희석을 통해 반응기 내에 

주입하여 오존의 농도를 측정한다. 유입가스에 대하여 초기농도를 측

정하기 위하여 검지관(18 M, gas Tec. Co)을 사용하였다. 수분의 공급

은 공기가 거품용기를 통과 후 수분을 함유하여 반응기에 주입되도록 

하였으며, 이 때 공급되는 수분의 양을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이중 자

켓 형태의 거품용기 외부에 항온수조(CW-05G, Jeiotech.)를 이용하여 

일정온도(45 ± 5 ℃)를 유지하였으며, 습도계(Center310, G-won Hitech 

Co.)로 상대습도를 측정하였다. 반응기를 거친 후 잔류 오존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검지관(18 L, Gas Tec. Co)과 49C UV Photometric 

Ozone Analyzer (Thermo Environmental Instruments Inc,)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주입되는 수분은 분석기로 유입되기 전에 수분 trap에서 

제거시킨 후 유입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폐망간전지 촉매의 오존분해특성 

폐망간전지의 온도에 따른 오존분해 반응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1차 

sample로 실험을 수행하여 Figure 2에 나타내었다. 본 실험은 상기 

Table 3의 오존분해 반응실험 조건과 같다. 실험결과, Mn이 15% 이하

로 함유되어 있는 촉매(A, B, C, D)에서는 모든 온도구간에서 저조한 

활성을 나타냈고, Mn이 40% 이상으로 함유되어 있는 촉매(E, F)에서

는 10 ℃에서는 저조한 활성을 보였지만, 30 ℃부터 온도가 증가됨에 

따라 우수한 오존분해 반응활성을 나타냈다. 촉매(E, F)의 경우 Table 1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른 촉매들에 비해 많은 Mn함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촉매 내에 존재하는 Mn함량에 따라 오존

분해 반응활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촉매 내에 산

소의 존재는(A, B, C, D)촉매가 많은 산소를 함유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저조한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오존분해에 

사용되는 산소는 촉매 내부의 격자산소보다는 기상의 산소가 반응에 

참여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오존분해 반응에 우수한 활성을 나타내는 각각의 촉매(E, F)

에서도 활성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성분 분석결과 가장 우수한 효율

의 촉매 F는 Zn을 함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K를 다량 함유하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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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effect of temperature on ozone conversion over various 

cataly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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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effect of support on ozone conversion over cataly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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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Ozone conversion over catalyst as a function of Mn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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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Ozone conversion over catalyst as a function of zinc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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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Ozone conversion over catalyst as a function of potassium 

contents.

촉매 E는 Zn을 함유하고 K의 양은 촉매 F에 비해 적은 양을 함유하

고 있었다. 이에 따라, Mn외에 다른 성분 또한 오존분해 반응에 참여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Mn, Zn, K 성분의 영향은 3.3.절에 나

타내었다.

3.2. TiO2 지지체의 영향

TiO2는 anatase, rutile, brookite, amorphous의 4가지 구조를 가지며 

이중 anatase와 rutile만이 촉매로서 활성을 가질 수 있는 지지체로 알

려져 있다. 이러한 지지체는 촉매 활성점의 구성 원소는 아니지만 활

성물질의 분산도를 넓히고 적절한 형태로 촉매를 제조하기 편리하고, 

다양한 반응조건에서 견딜 수 있도록 열 및 기계적 성질을 증진시키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이에 따라, 전 절에서 성능이 우수하였던 촉매(E, F)의 활성을 증진

시키고자 TiO2를 지지체로 선정하고 촉매(E, F)를 활성금속으로 담지

한 후 촉매를 제조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ure 3에 나

타내었다. TiO2 지지체에 촉매E와 촉매F가 담지되어 제조된 촉매를 

촉매G와 촉매H로 명명하였다. 활성의 증진을 기대한 결과와 반대로 

TiO2에 담지한 촉매(G, H)는 오히려 활성의 저하를 보였다. 이는 TiO2가 

지지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Mn의 함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오존분해의 반응 활성

이 감소되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3.3. Mn, Zn, K 함량에 따른 영향

상기 절의 실험들을 바탕으로 Mn, Zn, K 함량에 따른 촉매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Table 2와 같이 각 물질들의 함량 차이를 보이는 2차 

sample을 이용하여 상온조건(25 ℃)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Figures 4∼6에 나타낸 것과 같이 Mn 함량이 50 wt% 이하로 제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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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Mn, Zn, K mixed catalysts.

촉매에서는 저조한 오존분해 성능을 나타냈고, 50 wt% 이상의 Mn을 함

유하고 있는 촉매는 우수한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50 wt%의 

Mn의 적정 함량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폐전전지의 대표적 

물질인 Zn, K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K 함량의 변화는 오존분해 활성

과의 상관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고, Zn의 함량이 증가하게 되면 오존

분해의 반응 활성이 감소되는 현상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조된 촉매 중 오존분해 성능에 차이가 있는 촉매를 

선정하여 입자들의 XRD를 통한 구조적 영향인자에 대한 분석결과를 

Figure 7에 나타내었다. 시약급인 망간산화물을 대조군으로 두고 비교 

분석한 결과, 오존분해 활성이 우수한 촉매(1, 6)와 저조한 촉매(2, 4)

에서 모두 MnO2의 형태로 존재하나 대부분이 amorphous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고 오존분해 성능의 차이가 구조적인 변화와는 상관관계

를 보이지 않는다. 

4. 결    론

폐건전지를 이용한 추출 촉매를 이용하여 오존분해 특성을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폐망간전지 내부에 존재하는 Mn의 함량이 가장 많았던 촉매를 

대상으로 TiO2와의 상관관계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실험을 수행하였

다. 그 결과 TiO2에 담지하였을 경우 TiO2에 따른 Mn의 함량 비율의 

저하로 인하여 저조한 오존분해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2) Mn, Zn, K의 함량 차이를 나타내는 2차 샘플을 이용하여 오존

분해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Mn의 경우 50 wt%의 적정 함량이 존재하였으며, Zn의 경우 함량의 

증가로 인해 촉매의 오존분해 활성이 감소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또

한, K의 경우 함량의 변화에 따라 오존분해 활성과는 상관관계가 없

음을 확인하였다.

3) 성능의 차이를 보이는 촉매를 선정하여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고

자 XRD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오존분해 성능이 우수하였던 촉

매들과 오존분해 성능이 저조한 촉매들 모두 MnO2의 형태로 존재하

여 구조적 특성은 오존분해 반응과의 상관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4) 본 연구에서 폐건전지 내 Mn성분의 회수를 통한 촉매로의 재활

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다량의 폐건전지를 기존의 ozone 

상용촉매의 대체로 활용함으로써 경제적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연구에서는 ozone외의 다른 대상물질의 제거에 적용

할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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