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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세

【발명의 명칭】

수산화 리륨의 제조 방법 및 탄산 리륨의 제조 방법

【기술분야 】

수산화 리륨의 제조 방법 및 탄산 리륨 의 제조 방법에 대한 것이다 .
【배 경기술】

광석원료를 활용하는 리륨 추출분 야는 일반적으로 리륨 의 함유량이

많고 상용화 공정을 지니는 수포 듀민 (spodumene , LiAlSi 206) 광석을 사용할

수 있다 .
공지된 기존 기술로는 황산 및 염산 등을 사용하는 산 침출 법 (acid

roast ing) 및 광석을 CaO 와 같이 소성 (calcinat ion) 하여 물로 침출하는

라임-로스팅 (1ime-roast ing) 방법이 공지 되어 있다 . 상 기 공정 중 현 재

대부분 사용되는 기술은 ac id roast ing 방법이며 이를 이용한 상용공정이

수립되어 있다 .
전술한 산 침출 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최초 a -상의 수포듀 민

광석을 고온으로 소성하여 산 과 반응하기 좋은 즉 , 리툼 이 녹아 나오기

다음으로 이를 식히고 미분상으로 분 쇄 (mi l l ing) 한 후 황산 또는

염산 등을 (주로 황산을 사용 ) 넣어 가열한다 .
가 열 이후의 반응물을 물로 침출시 키면 ( leaching) 리륨 이 포함된

용 액인 침줄수가 얻어진다 . 이 러한 침줄수 를 여과하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화 학공정을 거 친 이후 Na2 를 이용하여 탄산 리콤을 제조하는 것을 주된

공정 수단으로 한다 .
이와 같은 산 침출 법은 에너지의 소모가 많고 공정 이 복잡하여 제조

원가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 리륨의 추출 과정에 황산 등의 강산을

사용하므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이 문제가 된다 .
전술한 라임-로스 팅 ( l ime-roast ing) 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상 기

산 침출 법과 같이 원료는 동일한 수포 듀민을 사용하며 , 먼저 a -상 의

변환시 킨다 .



이후 , 이를 식히고 미분으로 분쇄하여 물을 이용하여 침출 ( leaching )

시키면 원하는 형태의 LiOH 용액이 얻어진다 . 이후 이를 여과하고 불순물을

제거하여 재결정 화기를 통하여 LiOH 고상의 제품을 얻도록 하는 것이

공정의 주된 구성이다 .

이 공정은 상기 산 침출 법과 달리 산을 사용하지 않는 장점을 지니는

반면 ， 리륨의 회수율이 낮고 공정의 진행속도가 느리므로 생산 원가의

증가로 인하여 경제성 이 낮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

【발명 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고체 상의 리툼 원료 물질로 부터 리튬을 주줄하는 개선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

【과제의 해결 수단】

본 발명의 일 구현예에서는 , 리륨을 포함하는 고상의 원료 물질을

준비하는 단계 ; 상기 리륨을 포함하는 고상의 원료 물질과 염소 원료

물질을 혼합 후 가열하는 단계 ; 상기 가 열 단계에 의해 , 발생하는 기체

상의 염화 리륨을 응축시켜 응축 염화 리륨을 수득하는 단 계 ; 상 기 응축된

염화 리륨을 염화 리륨 수용액 으로 전환하는 단계 ; 상기 염화 리륨 수용액

내 2가 양이온을 제거하는 단계 ; 및 상기 2가 양이온이 제거된 염화 리륨

수용액을 바이폴라막을 포함하는 전기 투석 장치를 이용하여 수산화

리륨으로 전환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수산화 리륨의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

상기 염화 리륨 수용액 내 2가 양이온을 제거하는 단계 ;는 ，

킬레이트 형 이온 교환 수지를 이용한 흡착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

상기 2가 양이온이 제거된 염화 리륨 수용액을 바이폴라막을

포함하는 전기 투석 장치를 이용하여 수산화 리륨으로 전환하는 단계 ;는 ,

상기 2가 양이온이 제거된 염화 리륨 수용액을 바이폴라막을 포함하는 전 기

투석 장치를 이용하여 , 수산화 리륨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부산물로 염산

수용액을 수득하는 단계 ;일 수 있다 .

상기 수득된 염산 수용액 은 , 상기 리륨을 포함하는 고상의 원료

물질과 염소 원료 물질을 혼합 후 가열하는 단계 ;의 ， 염소 원료 물질의

제조에 이용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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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2가 양이온이 제거된 염화 리륨 수용액을 바이폴라막을

포함하는 전기 투석 장치를 이용하여 수산화 리튬으로 전환하는 단계 ;에서 ，

상기 염화 리륨 수용액 내 리륨의 농도는 5 내지 20 영八 일 수 있다 .

상기 바이폴라막을 포함하는 전기 투석 장치는 , 양극이 포함된

양극셀 ; 제 1 바이폴라막 ; 음이온 선택형 투석막 ; 양이온 선택형 투석막，

제2 바이폴라막 ; 및 음극이 포함된 음극셀 ;이 순서대로 배치될 수 있다 .

상기 2가 양이온이 제거된 염화 리륨 수용액을 바이폴라막을

포함하는 전기 투석 장치를 이용하여 , 수산화 리륨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부산물로 염산 수용액을 수득하는 단계 ;는 ，상기 염화 리륨 수용액을 상기

양이온 선택형 투석막과 상기 음이온 선택형 투석막 사이에 투입하고 ，물을

상기 제 1 바이폴라막과 상기 음이온 선택형 투석막 사이 , 및 상기 제2

바이폴라막과 상기 양이온 선택형 투석막 사이에 각각 투입하는 단계 ; 및

상기 바이폴라 전기투석장치에 전류를 인가하여 , 수산화 리륨 수용액을

수득함과 동시에 부산물로 염산 수용액을 수득하는 단계 ;를 포함할 수 있다 .

상기 염화 리툼 수용액의 투입량에 대한 상기 물의 투입량의

중량비（물 : 염화 리륨 수용액 ）는，1:20 내지 1:2 일 수 있다 ：

상기 2가 양이온이 제거된 염화 리륨 수용액을 바이폴라막을

포함하는 전기 투석 장치를 이용하여 , 수산화 리륨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부산물로 염산 수용액을 수득하는 단계 ;는 , 상기 물이 상기 제 1 바이폴라막

및 상기 제2 바이폴라막에서 가수분해되어 , 수산화 이온 및 수소 이온을

발생시 키는 단계 ; 상기 염화 리륨 수용액 내 리륨 이온이 상기 양이온

선택형 투석막을 투과하여 상기 음극 방향으로 이동하는 단계 ; 상기 제2

바이폴라막에서 발생된 수산화 이온 및 상기 이동된 리륨 이온이 상기

양이온 선택형 투석막과 상기 제2 바아폴라막 사이에서 농축되 어 ，수산화

리륨 수용액을 형성하는 단계 ; 상기 염화 리륨 수용액 내 염소 이온이 상기

음이온 선택형 투석막을 투과하여 ，상기 양극 방향으로 이동하는 단계 ; 및

상기 제 1 바이폴라막에서 발생된 수소 이온 및 상기 이동된 염소 이온이

상기 음이온 선택형 투석막과 상기 제1 바이폴라막 사이에서 농축되 어 ,

염산 수용액을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할 수 있다 .

상기 2가 양이온이 제거된 염화 리륨 수용액을 바이폴라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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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전기 투석 장치를 이용하여 수산화 리륨으로 전환하는 단계 ;

이후에 , 상기 수산화 리륨 수용액을 농축하여 ，결정화하는 단계 ; 및 상기

결정화된 수산화 리륨을 건조하여 ， 분말 형태의 수산화 리륨을 수득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할 수 있다 .

상기 응축된 염화 리륨은 고체 또는 액체 상일 수 있다 .

상기 리륨을 포함하는 고상의 원료 물질과 염소 원료 물질을 혼합 후

가열하는 단계 ;에서 ， 리륨을 포함하는 고상의 원료 물질과 염소 원료

물질에 추가로 리툼 반응 향상을 위한 첨가제를 더 혼합하여 가열할 수

있다 .

상기 첨가제는 산화 칼슘 ，산화 마그네슘 ，소성 돌로마이트 또는 그

혼합물 일 수 있다 .

상기 리륨을 포함하는 고상의 원료 물질은 ， <1 - 상의

수쏘듀민 （
3{30<

뇨
0161½ , 니 /\1잇 206

）을 포함할 수 있다 .

상기 염소 원료 물질은 염화 칼슘 ，염화 나트륨 , 염화 마그네슘 또는

그 혼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 .

상기 리툼을 포함하는 고상의 원료 물질과 염소 원료 물질을 혼합 후

가열하는 단계 ; 및 상기 가열 단계에 의해 , 발생하는 기체 상의 염화

리튬을 응죽시켜 응죽 염화 리툼을 수득하는 단계 ;에 의해 , 발생하는 기체

상의 염화 리륨은 하기 반응식 1을 통해 발생할 수 있다 .

[반응식 1]

2니 /\1 잇
206

（리 륨 원료 물질）+ 0301 2 （염소 원료 물질） -> 2니（：1 +

030^1 203 -2510 2 + 2잇 ¾

상기 리튬을 포함하는 고상의 원료 물질과 염소 원료 물질을 혼합 후

가열하는 단계 ;는 , 800 내지 12001：에서 수행될 수 있다 .

상기 리륨을 포함하는 고상의 원료 물질과 염소 원료 물질을 혼합 후

가열하는 단계 ;는 진공 또는 반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체의 흐름

가운데에서 수행될 수 있다 .

상기 가열 단계에 의해 ，발생하는 기체 상의 염화 리툼을 응죽시켜

응죽 염화 리콤을 수득하는 단계 ;에서 , 상기 기체 상의 염화 리튬이 저온

구간의 응축기 에서 응축 염화 리륨으로 전환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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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저온 구간은 100 내지 800 V 일 수 있다 .
상기 응죽된 염화 리튬을 염화 리튬 수용액으로 전환하는 단계 ;는 ，

상기 응축된 염화 리륨을 물에 용해시 켜 염화 리튬 수용액으로 전환하는

단계일 수 있다 .
상기 물의 양을 제어하여 염화 리륨 수용액 내 리튬의 농도를 제어할

수 있다 .
본 발명의 또 다른 일 구 현예에서는 , 리륨을 포함하는 고상의 원료

물질을 준비하는 단계 ; 상 기 리튬을 포함하는 고상의 원료 물질과 염소

원료 물질을 혼합 후 가열하는 단계 ; 상 기 가열 단계에 의해 ， 발생하는

기체 상의 염화 리륨을 응죽시켜 응죽 염화 리콤을 수득하는 단계 ; 상기

응축된 염화 리륨을 염화 리륨 수용액으로 전환하는 단계 ; 상기 염화 리륨

수용액 내 2가 양이온을 제거하는 단계 ; 상기 2가 양이온이 제거된 염화

리륨 수용액을 바이폴라막을 포함하는 전기 투석 장치를 이용하여 수산화

리륨으로 전환하는 단계 ; 및 상기 수득된 수산화 리륨의 탄소화 반응을

통해 탄산 리툼을 수득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탄산 리륨의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
【발명 의 효과】

고체 상의 리륨 원료물질 로부터 리륨을 추출하는 개선된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 구체적으로 , 강산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도 효율적으로

고농도의 리륨을 추출할 수 있다 .
보다 구체적으로 환경적으로 개선된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
또한 리륨 회수율이 개선된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
다양한 리듬 소재로의 전환 공정을 위해 리튬의 농도 제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구현예에 대한 전체 공정도 예시이다 .
도 2는 본 발 명의 일 구현예 중 응축기에 대한 개념도이 다 .
도 3은 ，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라 바이폴라 전기투석장치를

사용하여 수산화 리륨을 제조하는 방법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것이다 .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라 적층형 바이폴라 전기투석장치를



사용하여 수산화 리륨을 제조하는 방법을 개 략적으로 도시 한 것이다 .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 인 내용】

이하 , 본 발명의 구현예를 상세히 설 명하기로 한다 . 다만 ， 이는

예시로서 제시되는 것으로 , 이에 의해 본 발명이 제한되지는 않으며 본

발명은 후술할 청구항의 범주에 의해 정의될 뿐이다 .

본 발명의 일 구현예에서는 ， 리륨을 포함하는 고상의 원료 물질을

준비하는 단계 ; 상기 리륨을 포함하는 고상의 원료 물질과 염소 원료

물질을 혼합 후 가열하는 단계 ; 상기 가 열 단계에 의해 , 발생하는 기체

상의 염화 리튬을 응죽시켜 응죽 염화 리튬을 수득하는 단계 ; 상 기 응죽된

염화 리튬을 염화 리튬 수용액 으로 전환하는 단계 ; 상기 염화 리륨 수용액

내 2가 양이온을 제거하는 단계 ; 및 상기 2가 양이온이 제거된 염화 리륨

수용액을 바이돌라막을 포함하는 전기 투석 장치를 이용하여 수산화

리륨으로 전환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수산화 리륨의 염화 리륨 수용액의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

이하 이러한 공정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각 단계를 설명하도록

한다 .

설명의 용 이함을 위해 구체적 인 화합물을 예시로 들어 설명하나 ，

이러한 화합물에 본 발명이 한정되 는 것은 아니다 .

본 발명은 리륨을 포함하는 고체 상의 원료 물질 , 보다 구체적으로 ,

리륨을 포함하는 광석 (ore) 더 자세히는 수포듀 민 (Spodumene ， LiA1Si 2O6 )

광석으로 부터 리륨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

기존의 .. 수포듀민 광석원료에서 리륨을 추출하는 공지기 술인 산

침출법 (acid roast ing ) 및 라임-로스 팅 방법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기술로

분류할 수 있다 .

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의 일 구현예에서는 ，수포듀 민 광석을 염화

칼슘과 혼합하여 소성하는 염화 배소 과정에서 방출되는 리륨

증기 ( l i thium vapor )를 일정한 구간이 지나 상대적 인 저온 구간에서

응축하여 고형화하는 응죽기 (condensor )를 통하여 염화 리튬을 수득할 수

있다 .

상기 응축기에서 수득된 염화 리륨 (Li Cl )로 고상화 또는 액상화하고



이를 물로 용해시켜 리륨이 포함된 침출수를 얻을 수 있다 .

본 발명의 일 구현예에 따른 전체 공정을 도 1에 나타내었다 .

먼저 고체 상의 리륨 원료 물질로는 a -상의 수포듀민을 사용할 수

있다 . 이후 주 반응을 위한 CaCl 2를 수포듀민과 혼합한 후 800-120CTC 로

가열 (소성 , cal c inat ion )을 진행한다 . 이때 나타나는 반응은 다음과 같다 .

[반응식 1]

2LiAlSi 206 (리륨 원료 물질 )+ CaCl 2 ( 염소 원료 물질 ) _ > 2LiCl +

Ca0 -Al 20 3 -2Si02 + 2Si02

상기 반응에서 결과적 으로 LiCl 이 수득되는 염화 배소 과정을 지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또한 전환율을 향상시 키기 위하여 CaO를 추가로 첨가하여 반응시 키는

경우 상기 리튬의 반응율이 향상되 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이상과 같은 반응 즉 염화 배소는 진공 (약 10—3atm 이하 ) 또는

반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체 (예 : 질소 , 아르곤 , 건조 공기 등 )의 흐름

가운데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 .

이러한 진공 및 응축에 대한 개념도는 도 2에 기재하였다 .

이와 같은 염화 배소 방법에서 반응된 염화 리륨은 고온에서

증기상태 (vapor )로 진공펌프 쪽으로 이동되며 이 과정에서 진공펌프 앞단에

설치된 저온 (100-800 °C ) 구간의 응축기 (condenser) 에서 고체 또는

액체상태의 염화 리륨으로 수득된다 .

이때 얻어지는 염화 리튬은 물에 대한 용해도가 높아 산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물을 이용하여 염화 리튬 수용액으로 회수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

이상과 같이 얻어진 염화 리륨의 수용액은 용액상으로 만들기 위한

물의 투입량을 조절하여 다양한 농도로 제조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후단의 공정에 따라 리륨의 농도의 조절이 가능한 장점을 지닌다 .

상기 염화 리튬 (LiCl ) 수용액은 광석원료에서 리륨 제품을 얻는

중간산물 이며 이를 이용하여 리륨 소재를 제조하는 과정이 개시된다 .

이를 위하여 상기 염화 리튬의 수용액 중에 포함된 불순물 ， 특히

칼슘 (Ca++ ) 및 마그네슘 (Mg++ )를 제거하기 위한 공정이 소요되며 CaC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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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원료로 사용하는 공정상의 특징으로 칼슘의 제거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 .

이를 위하여 이온교환수 지를 이용하여 칼슘 및 마그네슘과 같은 2가

양이온을 제거하며 이를 통하여 불순물이 제거된 염화 리륨 수용액을

수득할 수 있다 .

수득된 염화 리륨 수용액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형태의

리륨 소재를 제조할 수 있다 .

구체적 인 일 예시로 , 상기 수득된 염화 리륨 수용액을 바이폴라막을

포함하는 전기 투석 장치를 이용하여 수산화 리륨으로 전환시 킬 수 있다 .

또한 , 전환된 수산화 리륨을 이용하여 탄산 리툼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

도 3은 ,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바이폴라 전기투석장치를

사용하여 수산화 리륨을 제조하는 방법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것이다 .

또한 ,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적층형 바이폴라

전기투석장치를 사용하여 수산화 리륨을 제조하는 방법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것이다 .

보다 구체적으로 , 도 3과 같은 바이폴라 전기투석장치는 적층형으로

구현될 수 있으며 , 도 4는 일 예시일 뿐이다 .

상기 염화 리툼을 수산화 리튬으로 전환하는 공정에서 사용되는

바이폴라 전기투석장치 (200) 는 , 도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 양극 (210) 이

포함된 양극셀 , 제 1 바이폴라막 (220) , 음이온 선택형 투석막 (230) ，양이온

선택형 투석막 (240) , 제2 바이폴라막 (250) ， 음극 (260) 이 포함된 음극셀이

순서대로 배치된 것일 수 있다 . -

이러한 바이폴라 전기투석장치 (200) 에 대해 ， 상기 염화 리륨

수용액을 상기 음이온 선택형 투석막 (230) 과 상기 양이온 선택형

투석막 (240) 사이에 투입하고 ， 물을 상기 제 1 바이폴라막 (220) 과 상기

음이온 선택형 투석막 (230) 사이， 및 상기 제2 바이폴라막 (250) 과 상기

양이온 선택형 투석막 (240) 사이에 각각 투입하여 바이폴라 전기 투석을

준비할 수 있다 .

이처럼 상기 염화 리튬 수용액 및 상기 물이 투입되는 바이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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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투석장치에 전기를 인가하면 , 상기 각 바이폴라막에서 상기 농축액 인

물의 가수분해 가 일어나고 , 상기 염화 리륨 수용액 내 양이온 및 음이온은

전기 영동 효과에 의하여 각각 상기 음극 (260) 및 상기 양극 (210广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

이때 , 상기 염화 리륨 수용액의 투입량에 대한 상기 물의 투입량의

중량비 (물 : 염화 리륨 수용액 )는 , 1:20 내지 1:2로 제어할 수 있다 .

구체적으로 , 상기 물의 투입량은 ，상기 제 1 바이폴라막 (220) 과 상기 음이온

선택형 투석막 (230) 사이 , 및 상기 제2 바이폴라막 (250) 과 상기 양이온

선택형 투석막 (240) 사이에 각각 투입되는 물의 투입량을 의미한다 .

만약 상기 물의 투입량이 상기 범위 미만의 소량일 경우 , 수득되는

염화 리튬 수용액의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지 며 ，농도차에 의한 확산력이

발생하여 전압 상승 , 전류 감소 ， 전류 효율 감소 , 전력비 상승 등을

유발하게 된다 .

이와 달리， 상기 물의 투입량이 상기 범위 초과의 과량일 경우 ，

수득되는 염화 리륨 수용액의 농도가 지나치게 낮아지며 , 이를 이용하여

수산화 리륨 및 탄산 리륨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인 농축 공정이

필요하며 , 에너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

여기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사용한 물은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순수가 바람직하며 , 이러한 순수는 증류수를 포함하고 ，이온교환수가 보다

바람직하다 .

상기 제2 바이폴라막 (250) 에서 발생된 수산화 이온 및 상기 이동된

리륨 이온이 상기 양이온 선택형 투석막 (240) 과 상기 제2 바이폴라막 (250)

사이에서 농죽되어 , 수산화 리튬 수용액으로 만들어 질 수 있다 . 또한 , 상기

제1 바이폴라막 (220) 에서 발생된 수소 이온 및 상기 이동된 염소 이온이

상기 음이온 선택형 투석 막 (230) 과 상기 제 1 바이폴라막 (220) 사이에서

농축되어 , 염산 수용액으로 만들어 질 수 있다 .

이에 따라，상기 수산화 리튬 수용액은 상기 제2 바이폴라막 (250) 과

상기 양이온 선택형 투석막 (240) 사이에서 회수되 고 , 상기 염산 수용액은

상기 제1 바이폴라막 (220) 과 음이온 선택형 투석막 (230) 사이에서 회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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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는 , 상기 염화 리륨 수용액을 원료 물질로 하고 ，상기

바이폴라 전기투석장치 (200) 를 사용하면 , 리륨이 고농도로 농죽된 수산화

리륨 수용액이 제조되며 , 이와 동사에 생성되는 염산 수용액과는

효과적으로 분리될 수 있다 . 이때의 화학 반응을 종합하여 나타내면 하기

반응식 3과 같다 .

[반응식 3]

니 이 + ¾ 0 - > 니 + 【 1

상기 염산 수용액은 상기 리튬을 포함하는 고상의 원료 물질과 염소

원료 물질을 혼합 후 가열하는 단계 ;의，염소 원료 물질의 제조에 이용될

수 있다 .

구체적 인 예를 들어 , 염소 원료 물질 중 일 예인 염화 칼슘 제조를

위해 , 염산과 저가의 산화 칼슘의 반응을 이용할 수 있다 .

아울러 , 상기 수산화 리꼼 수용액은 , 탄산 리륨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 물질로 사용하거 나 , 결정화 및 건조 공정을 거쳐 분말 상태로 회수할

수 있다 .

구체적으로， 상기 탄산 리륨은 상기 수산화 리툼 수용액 에

이산화탄소를 분사함 으로써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다 . 한편， 상기 분말

형태의 수산화 리륨은 , 상기 수산화 리툼 수용액을 진공 증발법으로

농축하여 결정화한 뒤 , 스팀 건조기로 건조함 으로써 제조할 수 있다 .

한편 , 상기 바이폴라 전기투석장치는 ， 도 4 에 도시된 바와 같이 ,

복수개 가 순차적으로 적층된 스텍으로 이용되는 것일 수 있다 .

이와 같이 바이폴라 전기투석장치를 적층형 스텍으로 구성할 경우，

상기 두 개의 제3 바이폴라막 (455) 사이에 상기 제3 바이폴라막 (455) 과

음이온 선택형 투석막 (430) 그리고 양이온 선택형 투석막 (440) 이 하나의

쌍을 이루면서 이러한 쌍이 수십 내지 수백 개가 양극셀 및 음극셀 사이에

배치된 구조일 수 있다 .

이와 같이 적층형 바이폴라 전기투석장치를 사용할 경우 , 이러한

스텍으로 공급되 는 염화 리툼 수용액과 물을 각각 연결하는 공급라 인과

이러한 스텍에서 배출되는 수산화 리륨 수용액과 염산 수용액을 각각

연결하는 배출라 인이 구성될 수 있다 .



2019/117351 1 »（：1^1{2017/014687

도 4에서와 같이 적층형 바이폴라 전기투석장치는 제2 양극 (410) 이

포함된 제2 양극셀과 제2 음극 (460) 이 포함된 제2 음극셀 사이에 ， 제3

바이폴라막 (455) 과 제2 음이온 선택형 투석막 (430) 그리고 제2 양이온

선택형 투석막 (440) 이 하나의 쌍을 이루면서 연속적으로 배치된다 . 이러한

바이폴라막과 선택형 투석막들이 이루는 쌍은 수십에서 수백 쌍까지

연속해서 배치될 수 있다 .

그리고 상기 제2 양극셀과 제2 음극셀에 제2 전극액을 공급하는 제2

전극액 공급라 인 (미도시 )이 상기 적층형 바이폴라 전기투석장치의 상하에

각각 폐쇄형으로 형성되어 상기 적층형 바이폴라 전기투석장치에 상기 저12

전극액을 순환 시킬 수 있으며 , 상기 제2 전극액 공급라 인의 일정 부분에

제2 전극액을 보충할 수 있는 제2 전극액 공급탱크 (미도시 )와 제2 조절

밸브 (미도시 )를 개입하여 연결될 수 있다 .

또한 상기 제2 전극액 공급탱크에는 상기 제2 전극액을 순환시 킬 수

있는 제2 모터 (미도시 )가 장착될 수 았다 . 여기서 이 때 사용되는 제2

전극액으로는 수산화 리륨 (니0的과 염화칼륨 (또(：1) 중 어느 한가지 또는

이들의 조합 에서 선택될 수 있다 .

한편 , 상기 적층형 바이폴라 전기투석장치에는 상기 적층형

전기투석장치에서 수득된 염화 리륨 수용액을 공급하는 염화 리륨 수용액

공급라 인 (470)과 물을 공급하는 제2 물 공급라 인 (475) 이 배치 될 수 있다 .

이 때 염화 리륨 수용액 공급라 인 (470) 은 제2 음이온 선택형

투석막 (430) 과 제2 양이온 선택형 투석막 (440)사이에 주입구가 배치되고 ，

제2 물 공급라 인 (475) 은 제3 바이폴라막 (455) 과 제2 음이온 선텍형

투석막 (430)사이 그리고 제2 양이온 선택형 투석막 (440) 과 제3

바이폴라막 (455) 사이에 각각 주입구가 배치 될 수 있다 .

또한 바이폴라 전기투석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생성되는 수산화 리륨

수용액과 염산 수용액 그리고 잔류 염화 리륨 수용액을 상기 적층형

바이폴라 전기투석장치 외부로 배출하기 위하여 수산화 리륨 수용액

배출라 인 (480) 과 염산 수용액 배출라 인 (483) 그리고 잔류 염화 리륨 수용액

배출라 인 (485) 이 상기 적층형 바이폴라 전기투석장치에 형성될 수 있다 .

이 때 상기 수산화 리륨 수용액 배출라 인 (480) 은 제2 양이온 선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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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막 (440) 과 제3 바이폴라막 (455) 사이에 배출구가 형성되고 , 상기 염산

수용액 배출라 인 (483) 은 제3 바이폴라막 (455) 과 제2 음이온 선택형

투석막 (430) 사이에 배출구가 형성되며 , 상기 잔류 염화 리륨 수용액

배출라 인 (485) 은 제2 음이온 선택형 투석막 (430) 과 제2 양이온 선택형

투석막 (440) 사이에 배줄구가 형성될 수 있다 .

이상 설명한 적층형 바이폴라 전기투석장치에 염화 리륨 수용액

공급라 인 (470) 과 제 2 물 공급라 인 (475) 을 통하여 염화 리륨 수용액과 물을

공급하면서 전기를 인가하면 , 전기 영동 효과에 의하여 생성되는 수산화

리륨 수용액과 염산 수용액 그리고 잔류 염화 리륨 수용액은 각각 격리된

상태로 수산화 리륨 수용액 배출라 인 (480) 과 염산 수용액 배출라 인 (483)

그리고 잔류 염화 리륨 수용액 배출라 인 (485) 을 통하여 연속적으로

배줄된다 .

이와 같이 적층형 바이폴라 전기투석장치에서 수득된 수산화 리툼

수용액은 결정화 및 건조 공정을 거쳐 분말 상태로 회수하거 나， 탄산

리콤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 물질로 사용할 수 있다 .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 및 비교예를 기재한다 . 그러나 하기의

실시예는，본 발명의 일 실시예 일 뿐 본 발명이 하기한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실시예
원료 물질의 준비

α - 상의 수포듀민 분말 1뇨§ 과 무수 염화 칼슘 분말 1.5ᅣ¾ 그리고

산화 칼슘 분말 0.61¾ 을 균일하게 혼합하였다 .

염화 배소

혼합된 분말을 철 트레이에 넣어 1000 로 승온되어 있는 반응관에

투입하였다 . 반응관의 한쪽 끝은 분말을 투입할 수 있는 투입구가 있으며

반대쪽에는 응축기를 설치하고 진공설비를 연결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 져

있다 .

반응관의 승온은 전기로를 이용하였다 . 분말을 투입 후 진공펌프를

작동시 켜 진공도 10-3 신 미를 유지하였으며 ，약 1시간동안 반응을 유지시 켰다 .

응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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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시간 동안 응축기 의 온도를 약 5001：로 유지하였으며 ， 응축기

내부에 염화 리륨이 액체 상태로 응축되 었다 .

염화 리륨 수용액 수득

반응 완료 후 응축기를 냉각시키고 , 반응관의 압력을 진공에서

상암으로 변경시킨 후 반응관의 덥개를 열어 응축기를 배출하였다 . 이때

응축기 에 응축된 염화 리륨의 양은 약 7吹으로 반응율은 약 94%를

나타내었다 . 응축기를 물에 넣어 염화 리툼을 응축기로 부터 쉽게 제거할 수

있었다 . 응축된 염화 리륨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95. 80%의 염화 리륨으로 ,

2 .38%의 염화칼슘 , 1 . 17%의 염화나트륨 등의 불순물이 존재하였다 .

염화 리툼 수용액의 정제

상기 수득된 염화 리륨을 바이폴라 전기투석 공정에 투입하기 위해서

수용액 상태로 용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때 제조되는 염화 리툼의 수용액에 는 유효한 성분인 염화

리륨（니 이 ） 이외에 전 공정에서 사용된 칼슘 뇨） 이온이 존재한다 .

칼슘이 온은 바이폴라 전기투석장치에서 석출 및 막 부착으로 인한 투석막의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제거 및 관리가 필요하다 .

고안된 바이폴라 전기투석 공정에서는 이온의 농도가 1如，

이하로 관리되어 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이온교환수 지를 이용한 제거공정이

개시된다 .

상기 이온교환 수지로는 03 , 보당 등 이온의 흡착성을 지니는

킬레이트형 이온교환수지 1結 등 2차 이온의 선택적 제거가 가능하다 .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 1敗 747卵 5가 사용되 나 이

외에도 동일한 특성을 지니는 킬레이트형 이온교환수지는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 . 칼슘의 제거 반응식 은 다음과 같다 .

[반응식 2 ]

이상의 킬레이트 수지 및 반응식 환경에서 염화 리륨 수용액의

칼슘을 제거하는 경우의 시험결과는 다음과 같다 .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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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에서 시험된 것과 같이 이온교환공정을 거치는 경우 칼슘의

제거가 99% 이상 가능함을 나타내며 공정에 투입되는 칼슘농도를 1如，

이하로 관리가 가능하다 .

염화 라륨 수용액 의 수산화 리륨 전환

염화 리륨 수용액 의 수산화 리륨 전환은 바이폴라 전기투석공정의

특징적인 변환방법으로 바이폴라 투석막에서 일어나는 가수분해로 발생하는

（犯- 가 염화 리륨의 니 와 결합하여 니〔¾ 로 제조된다 .

원료로 사용되 는 염화 리륨의 수용액은 다양한 농도의 범위로 제조

사용이 가능하나 , 전기투석공정의 효율을 감안하여 염화 리륨 수용액에서

리륨 농도 기준으로 5요凡 20
§
凡 의 영역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

보다 구체적으로 , 15요/ 느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수산화 리륨

수용액 내의 리륨 농도 기준 2½ 凡 의 실시예에서 85% 수준의 리튬전환율을

얻을 수 있다 .

상기 전환율 및 원료인 염화 리륨 수용액의 농도의 범위는 상기

명기한 수준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

이상의 과정에 서 염화 리튬 수용액의 01- 이온은 가수분해에서

발생하는 바 와 결합하여 난이 로 제조되는 공정의 구성을 지닌다 .

이때 수득되는 Hα 은 상기 실시예 조건에서 2N 수준이 된다 . 이렇게

공정인 염화배소 공정으로 보내 원료로 재사용되 도록 하여 공정 중

발생하는 부산물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

이러한 공정을 통한 염화 리튬에서 수산화 리륨으로 의 전환율은

80-85% 수준으로 평가된다 .

수산화 리툼의 탄산 리륨 전환

또한 상기 수득되는 수산화 리튬 수용액은 리튬 농도 기준 34~35당/ 匕

에 도달하는 경우 수산화 리륨 결정으로 석출된다 .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재결정 화기 안에서 농축을 실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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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실시예에서 수득되 는 수산화 리륨 수용액 이 20요凡이므로 이를

34~35
§
凡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농축하여 수산화 리륨 결정으로 분리가

가능하다 .

이렇게 얻어진 수산화 리륨 고형분 은 최종 산출물이 되며 , 상기

전기투석공정의 특성상 인입되는 부원료가 없으므로 고순도의 수산화 리튬

고형분 의 생산이 가능하다 .

또한 상기 수산화 리륨 수용액 （20
§
凡）의 경우 때 가 12 이상이 되는

강알칼리 성분으로 탄산가스 （ ）
2
）를 이용한 기상 탄산화가 가능하게 되고 ，

기존의 일반적 인 탄산화 공정에서 문제가 되는 탄산나트륨 （
2
∞

3
） 및 때

조절제로 사용되는 수산화나트륨 （加 1） 사용으로 인한 성분의 제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탄산 리툼 제조공정 의 단순화 및 고순도 화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제조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 인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 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야 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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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

【청구항 11

리륨을 포함하는 고상의 원료 물질을 준비하는 단계 ;

상기 리튬을 포함하는 고상의 원료 물질과 염소 원료 물질을 혼합 후

가열하는 단계 ;

상기 가열 단계에 의해 ，발생하는 기체 상의 염화 리륨을 응축시켜

응죽 염화 리륨을 수득하는 단계 ;

상기 응축된 염화 리륨을 염화 리륨 수용액으로 전환하는 단계 ;

상기 염화 리륨 수용액 내 2가 양이온을 제거하는 단계 ; 및

상기 2가 양이온이 제거된 염화 리콤 수용액을 바이폴라막을

포함하는 전기 투석 장치를 이용하여 수산화 리툼으로 전환하는 단계 ;

를 포함하는 수산화 리튬의 제조 방법 .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

상기 염화 리륨 수용액 내 2가 양이온을 제거하는 단계 ;는，

킬레이트형 이온 교환 수지를 이용한 롭착 방법을 이용하는 것인

수산화 리륨의 제조 방법 .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
상기 2가 양이온이 제거된 염화 리륨 수용액을 바이폴라막을

포함하는 전기 투석 장치를 이용하여 수산화 리륨으로 전환하는 단계 ;는，

상기 2가 양이온이 제거된 염화 리륨 수용액을 바이폴라막을

포함하는 전기 투석 장치를 이용하여 ， 수산화 리륨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부산물로 염산 수용액을 수득하는 단계 ;인 것인 수산화 리륨의 제조 방법 .

【청 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

상기 수득된 염산 수용액은 ,

상기 리륨을 포함하는 고상의 원료 물질과 염소 원료 물질을 혼합 후

가열하는 단계 ;의，염소 원료 물질의 제조에 이용되는 것인 수산화 리륨의

제조 방법 .



2019/117351 1 »（：1^1{2017/014687

【청구항 5】

저11항에 있어서 ,

상기 2가 양이온이 제거된 염화 리륨 수용액을 바이폴라막을

포함하는 전기 투석 장치를 이용하여 수산화 리륨으로 전환하는 단계 ;에서 ，

5 상기 염화 리륨 수용액 내 리튬의 농도는 5 내지 20 요凡인 것인

수산화 리륨의 제조 방법 .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

상기 바이폴라막을 포함하는 전기 투석 장치는 ,

10 양극이 포함된 양극셀 ; 제 1 바이폴라막 ; 음이온 선택형 투석막 ;

양이온 선택형 투석막 , 제2 바이폴라막 ; 및 음극이 포함된 음극셀 ;이

순서대로 배치된 것인 수산화 리륨의 제조 방법 .

【청구항 7]

제3항에 있어서 ,

15 상기 2가 양이온이 제거된 염화 리륨 수용액을 바이폴라막을

포함하는 전기 투석 장치를 이용하여 , 수산화 리륨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부산물로 염산 수용액을 수득하는 단계 ;는 ,

상기 염화 리툼 수용액을 상기 양이온 선택형 투석막과 상기 음이온

선택형 투석막 사이에 투입하고 ，물을 상기 제 1 바이폴라막과 상기 음이온

20 선택형 투석막 사이 , 및 상기 제2 바이폴라막과 상기 양이온 선택형 투석막

사이에 각각 투입하는 단계 ; 및

상기 바이폴라 전기투석장치에 전류를 인가하여 , 수산화 리륨

수용액 을 수득함과 동시에 부산물로 염산 수용액을 수득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인 수산화 리륨의 제조 방법 .

25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

상기 염화 리륨 수용액의 투입량에 대한 상기 물의 투입량의

중량비（물 : 염화 리륨 수용액 ）는，

1:20 내지 1:2인 수산화 리륨의 제조 방법 .

30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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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 ,
상기 2가 양이온이 제거된 염화 리륨 수용액을 바이폴라막을

포함하는 전기 투석 장치를 이용하여 수산화 리륨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부산물로 염산 수용액을 수득하는 단계 ;는 ，

상기 물이 상기 제1 바이폴라막 및 상기 제2 바이폴라막에서

가수분해되 어，수산화 이온 및 수소 이온을 발생시 키는 단계 ;
상기 염화 리륨 수용액 내 리륨 이온이 상기 양이온 선택형 투석막을

투과하여 상기 음극 방향으로 이동하는 단계；

상기 제2 바이폴라막에서 발생된 수산화 이온 및 상기 이동된 리튬

이온이 상기 양이온 선택형 투석막과 상기 제2 바이폴라막 사이에서

농죽되어，수산화 리륨 수용액을 형성하는 단계 ;
상기 염화 리륨 수용액 내 염소 이온이 상기 음이온 선택형 투석막을

투과하여 상기 양극 방향으로 이동하는 단계 ; 및

상기 제1 바.이폴라막에서 발생된 수소 이온 및 상기 이동된 염소

이온이 상기 음이온 선택형 투석막과 상기 제1 바이폴라막 사이에서

농축되어 염산 수용액을 형성하는 단계 ; .를 포함하는 것인 수산화 리륨의

제조 방법 .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2가 양이온이 제거된 염화 리륨 수용액을 바이폴라막을

포함하는 전기 투석 장치를 이용하여 수산화 리륨으로 전환하는 단계 ;
이후에 ，

상기 수산화 리륨 수용액을 농죽하여，결정화하는 단계 ; 및

상기 결정화된 수산화 리륨을 건조하여 ，분말 형태의 수산화 리륨을

수득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인 수산화 리륨의 제조 방법 .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응축된 염화 리륨은 고체 또는 액체 상인 것인 수산화 리륨의

제조 방법 .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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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
상기 리륨을 포함하는 고상의 원료 물질과 염소 원료 물질을 혼합 후

가열하는 단계 ;에서 ,

리륨을 포함하는 고상의 원료 물질과 염소 원료 물질에 추가로 리륨

반응 향상을 위한 첨가제를 더 혼합하여 가열하는 것인 수산화 리륨의 제조

방법 . ·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

상기 첨가제는 산화 칼슘 ，산화 마그네슘 ，소성 돌로마이트 또는 그

혼합물 인 것인 수산화 리륨의 제조 방법 .
【청구항 14】

저11항에 있어서 ,
상기 리툼을 포함하는 고상의 원료 물질은 , （1 -상의

수포듀민（3卵此
11½1½,

니 /\1이
206

）을 포함하는 것인 수산화 리륨의 제조 방법 .
【청 구항 15]

저）1항에 있어서 ,
상기 염소 원료 물질은 염화 칼슘 ，염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또는

그 혼합물을 포함하는 것인 수산화 리륨의 제조 방법 .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

상기 리륨을 포함하는 고상의 원료 물질과 염소 원료 물질을 혼합 후

가열하는 단계 ; 및 상기 가열 단계에 의해， 발생하는 기체 상의 염화

리튬을 응죽시켜 응죽 염화 리튬을 수득하는 단계 ;에 의해，

발생하는 기체 상의 염화 리튬은 하기 반응식 1을 통해 발생하는

것인 수산화 리륨의 제조 방법 .

[반응식 1]

2니시잇
206

（리 륨 원료 물질）+ 03012 （염소 원료 물질） -> 21101 +
030 _시203

.2잇02 + 2이¾

【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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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리륨을 포함하는 고상의 원료 물질과 염소 원료 물질을 혼합 후

가열하는 단계 ;는 , 800 내지 1200公에서 수행되는 것인 수산화 리륨의 제조

방법 .

【청구항 18】

5 제 17항에 있어서 ，

상기 리륨을 포함하는 고상의 원료 물질과 염소 원료 물질을 혼합 후

가열하는 단계 ;는

진공 또는 반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체의 흐름 가운데에서

수행되는 것인 수산화 리륨의 제조 방법 .

10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

상기 가열 단계에 의해 ，발생하는 기체 상의 염화 리륨을 응축시켜

응죽 염화 리툼을 수득하는 단겨｝;에서 ,

상기 기체 상의 염화 리륨이 저온 구간의 응축기 에서 응축 염화

1 5
리튬으로 전환되 는 것인 수산화 리튬의 제조 방법 .

【청구항 20】

리륨을 포함하는 고상의 원료 물질을 준비하는 단계 ;

상기 리튬을 포함하는 고상의 원료 물질과 염소 원료 물질을 혼합 후

2 0
가열하는 단계 ;

상기 가열 단계에 의해，발생하는 기체 상의 염화 리륨을 응축시켜

응축 염화 리륨을 수득하는 단계 ;
.

상기 응축된 염화 리륨을 염화 리륨 수용액 으로 전환하는 단계 ;

상기 염화 리륨 수용액 내 2가 양이온을 제거하는 단계 ;

2 5
상기 2가 양이온이 제거된 염화 리륨 수용액을 바이폴라막을

포함하는 전기 투석 장치를 이용하여 수산화 리륨으로 전환하는 단계 ; 및

상기 수득된 수산화 리륨의 탄소화 반응을 통해 탄산 리륨을

수득하는 단계 ;

를 포함하는 탄산 리튬의 제조 방법 .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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