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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니켈, 코발트와 철의 혼합용액에 미량 함유되어 있는 구리 (399 ppm 구리, 208 ppm 철, 15.3 g/L 니켈, 2.1 g/L

코발트)를 분리, 제거를 위한 방법들을 검토하였다. 중화침전법의 경우 용액의 pH가 7.0 에서 구리는 철과 함께 전

부 수산화물로 침전, 제거되었으나 니켈과 코발트의 일부도 함께 침전되었다. 황화침전법의 경우 1.25% 농도의 Na2S

를 구리의 2당량비 첨가하고 용액의 pH가 1.0인 경우 구리가 99.7% 제거 되었다. TP207 양이온 흡착제를 사용한

이온교환수지법은 평형 pH 2.0 에서 구리만이 선택적으로 흡착되었으며 탈착용액으로는 5% 황산이 적당하였다. 

주제어 : 구리제거, 침전, 수산화물, 황화물, 이온교환수지

Abstract

The methods to separate and remove copper in the mixed solution ((399 ppm Cu, 208 ppm Fe, 15.3 g/L Ni, 2.1 g/L Co) with

nickel, cobalt and iron were investigated. With hydroxide precipitation method, copper and iron ions were completely pre-

cipitated and removed from the solution at pH 7 while some nickel and cobalt also were precipitated. 99.75% copper could be

precipitated and removed as copper sulfide from the solution with adding Na2S (1.25 w/v concentration) of 2 times equivalent

of Cu at pH 1. Copper was selectively absorbed on TP 207 ion exchange resin at equilibrium pH 2.0 and could be eluted from

copper-loaded resin using 5% H2S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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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해채취법에 의하여 니켈과 코발트를 금속으로 회수

할 경우 이들의 순도는 전해액중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

원소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 용액중에 구리가 포

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구리가 니켈이나 코발트 이온보

다 쉽게 금속으로 환원되어 제조되는 니켈이나 코발트

의 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편 니켈과 코발트를 염,

산화물 또는 분말 형태로 제조할 경우에도 용액중에 불

순물로 함유되는 있는 구리는 최종제품의 순도를 떨어

뜨린다. 따라서 니켈과 코발트의 회수공정을 행하기 전

에 용액으로부터 구리를 반드시 제거하여만 한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건식-습식 혼합법에 의한

망간단괴로부터 구리, 니켈 그리고 코발트를 회수하는

공정을 개발하였다. 건식법에서 망간단괴의 용융환원-황

화법으로 제조된 인조매트상을 고온고압침출조에서 묽

은 황산용액으로 침출하면 12.1 g/L Cu, 0.21 g/L Fe,

15.2 g/L Ni, 2.0 g/L Co의 조성을 가지는 침출용액을

얻게 된다. 이 용액은 LIX84-I를 사용하여 구리의 용매

추출을 행하며 탈거액을 전해폐액으로 사용하는 용매추

출-전해 일관공정을 행하는데 이 경우 raffinate에는 일

정량의 구리가 잔존하게 된다5-6). 본 공정에서는 약

0.5g/L의 구리는 추출되지 않고 니켈, 코발트와 더불어

raffinate중에 잔존하며 고순도의 니켈과 코발트의 회수

를 위하여는 구리를 제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방법으로는 1.

용액의 pH 조절에 의한 수산화구리로 침전 제거7-8), 2.

철이나 아연을 첨가하여 금속치환법(cementation)으로

구리를 침전9-10) 3. 황화구리로 침전, 제거11-14) 4. 이온

교환수지법에 의한 구리의 선택적 흡착, 제거15-17) 등이

있다. 본 고에서는 니켈, 코발트 그리고 철을 함유한 용

액으로부터 구리를 효과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수산화구리 침전법, 황화구리 침전법 그리고 이온교환

수지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Cementation법은 환원제

로 첨가한 철 또는 아연이 용액중에 이온상태로 용해되

어 니켈과 코발트를 회수하는 후처리공정에서 불순원소

로 작용하기 때문에 본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실험방법

2.1. 시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용액은 망간단괴 중간생성물인

합성매트상의 침출용액을 LIX 84-I를 사용하여 용매추

출하여 구리를 분리한 raffinate와 조성과 pH가 같은

합성용액 (Table 1)을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한편 본 실

험에 사용한 시약은 모두 특급이었다. 

2.2. 실험방법

2.2.1. 수산화구리 침전

시료 용액 500 ml를 1 L 용량의 4개의 baffle이 있

는 pyrex 재질의 반응조에 넣은 후 10M NaOH 용액

을 서서히 투입하면서 용액의 pH를 변화시켰다. 이 때

용액은 테프론 재질의 교반봉을 사용하여 충분히 교반

(300 rpm) 하면서 수산화구리의 침전 반응을 수행하였

으며 용액의 온도는 상온 (~ 25oC) 이었다. 용액의 pH

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10분 후 10 ml를 채취 하여 고

액분리 후 용액의 금속농도를 측정하여 금속들의 침전

율을 계산하였다. 본 실험의 모든 금속농도 분석은 원

자흡광분광분석기 (모델명: Varian SpectrAA-400)를 사

용하였으며 용액의 pH 측정에는 digital pH meter (모

델명; Orion 3 star, Thermo Scientific)를 사용하였다.

2.2.2. 황화구리 침전

황화구리 생성 침전제로는 Na2S로서 Na2S 농도 변

화실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20% (w/v) 용액 (1.67 mole)

을 사용하였다. 실험방법은 500 ml 용액에 200 ml 합성

용액과 일정량의 Na2S 용액을 첨가하여 일정시간 동안

magnetic stirrer를 사용하여 300 rpm으로 교반하여 황

화구리의 침전반응을 수행하였으며 이 때의 온도는 상

온이었다. 한편 용액의 pH 조절에는 10% NaOH 또는

48% H2SO4를 사용하였다. 반응 완료 후 용액의 pH를

측정하고 여과를 행한 후 용액중의 금속농도를 측정하

여 이들의 침전율을 구하였다. 

2.2.3. 이온교환수지법

본 실험에 사용한 수지인 chelating ion exchange

resin은 TP 207로서 Lanxess, Korea Ltd에서 제공받았

으며 일반적 성질은 Table 2와 같다. 용액중의 구리의

흡착 및 탈착은 batch과 column 두 종류의 실험을 수

행하였으며 실험온도는 상온(~ 25oC) 이었다. Batch 실

험은 수평형 thermostat shaker (모델: BS 21, Jeio

Tech, Korea)를 사용하였으며 250 ml 용량의 삼각슬라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and pH of solution tested

Cu Fe Ni Co pH of solution

399 ppm 208 ppm 15.3 g/L 2.1 g/L 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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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에 용액 100 ml와 일정량의 흡착제를 첨가하여 흡

착 및 탈착실험을 행하였다. 한편 column 실험은 glass

column (높이 30 cm, 반경 2 cm)를 사용하였으며 정량

펌프를 사용하여 일정량의 유속의 용액을 주입하고 배

출되는 용액의 금속성분을 분석하여 흡착율과 탈착율을

구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수산화구리 침전

Fig. 1은 용액의 pH를 5.49에서 7.43까지 변화시켰을

경우 금속이온이 수산화물로의 침전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철은 pH 5.49에서는 97.3%

가 Fe(OH)3로 침전되었으며 pH 5.76이상에서 전부 침

전됨을 알 수 있다. 한편 구리의 경우는 용액의 pH가

증가함에 따라 Cu(OH)2로의 침전율도 증가하여 pH

5.76, 6.19 그리고 6.75에서 각각 58.4%, 87.5% 그리

고 98.8%으로 침전율을 보이고 pH 7.0에서는 모든 구

리가 침전되었다. 한편 니켈과 코발트는 pH가 6.10 이

하에서는 전혀 침전되지 않으며 pH 7.0 에서는 각각

1.5%와 2.3%의 침전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pH가 7

이상에서는 니켈과 코발트의 침전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pH 7.4에서의 니켈과 코발트의 침전율은 각각 19%와

15%까지 증가한다. 본 실험결과로부터 침출용액으로부

터 구리와 철의 효과적인 수산화물로의 침전, 분리를

위한 적합한 pH는 7 부근 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 같이 이 경우 약간의 니켈과 코발트

도 구리와 함께 침전되는데 이 침전물들은 침출조로 보

내어 재사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의 이점 중의 하나는

철도 동시에 같이 침전시킬 수 있으며 최종 용액의

pH가 7 정도이여서 후공정인 코발트와 니켈의 분리,

회수인 용매추출를 위하여 pH를 용액의 pH가 5.5이상

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한 별도의 pH 조절이 요구되지

않는다.

3.2. 황화구리 침전 18)

Fig. 2는 Na2S 용액을 구리양의 1 당량비로 첨가하

였을 때 반응 후 용액의 pH 변화에 따른 구리의 침전

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 때의 실험조건은 온도 25oC,

교반시간 30분 이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용액의 pH가 높을수록 구리의 침전율도 증가하였다. 즉

용액의 pH가 0.5에서는 구리의 침전율은 22.9%이였으

나 pH가 1.0, 1.5 그리고 2.0으로 증가함에 따라 구리

의 침전율도 27.5%, 46.9% 그리고 63.2%로 증가하였

다. 한편 니켈과 코발트는 용액의 pH가 0.5에서는 거의

침전되지 않았으나 pH가 1.0, 1,5 그리고 2.0으로 증가

함에 따라 침전율이 각각 1.8%, 3.2%, 8.1%와 1.2%,

2.4%, 4.0%로 증가하였다. 이 경우 철은 pH 2.0 에서

도 전혀 침전되지 않았다. 

Table 2. General physical properties of Lewatit TP 207

Functional group Iminodiactic acid

Matrix Cross linked polystyrene

Structure Macro porous

pH range 0-14

Bead size 0.4-1.25 mm

Capacity 2.4 mmol/(g of resin)

Fig. 1. Effect of solution pH on metal hydroxide precipitation. 

Fig. 2. Effect of solution pH on metal sulfide precip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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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은 용액의 pH 1.0, 교반시간 30분, 온도 25oC

에서 Na2S 첨가량에 따른 각 금속성분의 침전율을 나

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Na2S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구리의 침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니

켈과 코발트 침전율 역시 증가하였다. 즉 Na2S의 첨가

량이 구리 당량비은 1, 2, 3 그리고 4배 첨가한 경우

구리, 니켈 그리고 코발트의 침전율은 각각 27.7%,

74.5%, 94.1%, 96.1%와 1.8%, 3.5%, 4.3%, 8.3% 그

리고 1.2%, 3.5%, 4,5% 그리고 6.3% 이었다. 

Fig. 4는 첨가하는 Na2S의 농도가 구리의 침전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한 것으로 실험조건은 용액

의 pH 1.0, 온도 25oC, 교반시간 30분, Na2S는 구리

의 2 당량비를 첨가하였다. Na2S 농도가 1.25%,

2.5%, 5%, 10% 그리고 20% 인 경우 구리의 침전율

은 각각 99.7%, 97.9%, 88.0%, 80.9%, 75.5%로

Na2S 농도가 낮을수록 구리의 침출율이 증가하였다. 한

편 니켈과 코발트의 침전율은 Na2S 농도에 별 영향을

받지 않았다. 실제 조업에 있어서는 농도가 낮은 Na2S

를 사용하는 것은 용액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편 이 방법은 침전 분리된 황화구리의 회수를 위한

재용해가 쉽지 않다는 점과 철은 침전, 제거되는 않는

문제점이 있다. 

3.3. 이온교환수지법 19)

Fig. 5는 용액의 평형 pH 변화 (0.48-3.85)에 따른

TP207의 구리흡착율을 나타낸 것이다. 실험은 용액

100 ml에 흡착제 0.5 g을 첨가하여 상온 (25oC)에서 10

시간동안 흡착실험을 행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

이 평형 pH가 0.48에서 1.97로 증가함에 따라 구리의

흡착율도 4.4%에서 67.1%로 증가하였으며 pH 1.97

이상에서는 구리의 흡착율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한편 니켈의 경우는 평형 pH 3 이상에서 흡착이 시작

되었으며 코발트와 철(III)은 평형 pH 3.85까지 전혀

흡착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이 그림으로부터 평형

pH 1.97에서 TP 207의 최대 구리흡착량은 68.7 mg/g

임을 알 수 있다. Fig. 6은 TP 207에 의한 구리의 흡

착에 대한 column 실험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실험조건

은 용액의 초기구리농도 0.51 g/L, pH 2.0, 상온

Fig. 3. Effect of amount of Na2S added on metal sulfide

precipitation.

Fig. 4. Effect of Na2S concentration on metal sulfide pre-

cipitation.

Fig. 5. Effect of equilibrium pH on adsorption of metal by

TP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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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oC), 사용한 흡착제의 양 10 g, bed 부피 26.0 cm3

그리고 유속은 5.0 mL/min 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breakthrough point는 약 250 mL volume에서 얻

어졌으며 약 2.96 L까지는 구리가 흡착되는 현상을 보

였다. 한편 본 실험조건 하에서는 철, 니켈 그리고 코발

트는 전혀 흡착되지 않았다. 

Fig. 7은 TP 207에 흡착된 구리의 탈거에 탈거액 (황

산)의 농도의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실험조건은

68.7 mg/g 의 구리가 흡착된 TP207을 0.5 g을 일정농

도의 황산 100 mL, 상온에서 10시간 탈착하였다.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5% H2SO4 이상에서는 모든 구

리가 탈착되었다. Fig. 8은 5% 황산을 이용한 column

에 의한 탈착실험 결과이다. 실험조건은 흡착제 10 g,

bed volume 26.0 cm3, 유속 5.0 mL/min 이었다.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8분 후 탈착액중의 구리농도는

약 1.98 g/L의 최대치에 도달하며 구리의 완전한 탈거

를 위하여는 약 60분 정도가 소요됨을 알 수 있다. 

위의 실험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TP 207

수지를 사용하면 철, 니켈 그리고 코발트 혼합용액으로

구리만을 선택적으로 흡착, 분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온교환수지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앞의 침전법에 비하

여 설비비와 수지의 비용 등 운영비가 많이 들고 철

이온은 제거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4. 결 론

니켈, 코발트, 철 그리고 구리 혼합용액으로부터 용매

추출-전해공정에 의하여 구리를 분리, 회수하고 남은 여

액 (208 ppm 철, 15.3 g/L 니켈, 2.1 g/L 코발트)에 미

량 함유되어 있는 구리 (399 ppm)를 제거를 위한 방법

들을 검토하였다. 중화침전법의 경우 용액의 pH가 7.0

에서 구리는 철과 함께 모두 수산화물로 침전, 제거되

었으나 1.5% 니켈과 2.3% 코발트도 함께 침전되었다.

황화침전법의 경우 1.25% 농도의 Na2S를 구리의 2당

량비 첨가하고 용액의 pH가 1.0인 경우 구리가 99.7%

제거되었으며 일부 니켈과 코발트도 함께 침전되나 철

은 침전되지 않았다. TP207 양이온 흡착제를 사용한

이온교환수지법은 평형 pH 2.0에서 구리만이 선택적으

로 흡착되었으며 탈착용액으로는 5% 황산이 적당하였

다. 니켈, 코발트 그리고 철 혼합용액 중에 함유되어 있

는 미량의 구리를 제거하는 방법들은 나름대로의 장단

점을 가지고 있으며 설비의 투자비, 운영비 그리고 후

처리공정 등을 고려하여 최상의 방법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Fig. 6. Break through curve for adsorption of copper on TP

207.

Fig. 7. Effect of H2SO4 concentration on desorption of
copper from TP207. 

Fig. 8. Elution profile of copper from TP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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