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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이차전지 재료 등으로 사용되는 코발트는 콩고 민주공화국 등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 국내 코발트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해외 코발트광과 코발트 제련 기술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이에 본 실험에서는 콩고산 코발트 정광(Co

~ 8 wt%, Cu ~ 19 wt%, Fe ~ 3 wt%)을 용융환원시켜 얻어지는 합금상에 매트 내 황의 비율을 달리해 만든 2가지 조

성의 매트를 제조했으며, 주된 원소는 19 ~ 21 wt% Co, 39 ~ 41 wt% Cu, 7 ~ 9 wt% Fe이다. 매트 분쇄산물을

autoclave를 이용한 고온고압침출법으로 3가지의 영향(산화제 유무, 침출제인 황산 농도, 매트 제조 시 투입되는 황 함

량)을 고려해 실험을 진행했다. 먼저 산화제(산소)의 존재는 Co 침출률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며 낮은 농도의 황산을

사용하더라도 Co를 전량 침출시킬 수 있다. 둘째 산소 분위기에서 높은 황산농도는 Cu와 Fe의 침출률을 증가시켜 선

택적인 Co 침출을 방해한다. 마지막으로 매트 내 황 함량은 Co의 침출률에는 영향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코발트, 매트, autoclave, 산화제, 침출

Abstract

Cobalt is abundant only in some countries including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It would be necessary to secure over-

seas Co ores and Co extraction technology. Two kinds of matte varying the sulfur content were manufactured by smelting reduc-

tion of Co concentrate containing ~8 wt% Co, ~19 wt% Cu, and ~3 wt% Fe. The amount of Co, Cu and Fe was concentrated

to 19~21 wt%, 39~41 wt%, and 7~9 wt% respectively in the resulting matte. High-pressure leaching of matte was performed

in an autoclave with considering the effect of oxidizing agent, H2SO4 concentration as a lixiviant, and the amount of sulfur added

to the matte. An oxidizing agent (oxygen) is necessary to improve Co leaching efficiency enabling usage of a dilute H2SO4 leach-

ing agent. An increase in H2SO4 concentration prevents selective leaching of Co, and the sulfur content in matte has a minor

influence on the Co leaching efficiency.

Key words : cobalt, matte, autoclave, oxidizing agent, leaching

 

 

· Received : June 5, 2015    · Revised : June 24, 2015    · Accepted : July 29, 2015

Corresponding Author : Kyungjung Kwon (E-mail : kjkwon@sejong.ac.kr)

Department of Energy & Mineral Resources Engineering, Sejong University, 209 Neungdong-ro, Gwangjin-gu, Seoul 143-747, Korea

ⓒThe Korean Institute of Resources Recycling.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콩고산 코발트 정광으로부터 제조한 매트의 고온고압침출 33

자원리싸이클링 제 24권 제 4호 , 2015

1. 서  론

코발트는 예전부터 안료, 조각품, 장신구 등으로 이용

되어 왔으며, 또한 합금의 구성성분으로도 많이 사용된

다. 가령 코발트가 포함된 초합금은 높은 온도 안정성

을 가지고 있고 부식과 마모에 강한 성질을 가지기 때

문에 가스 터빈과 항공기 엔진의 재료로서 적합하다.1)

이밖에 코발트는 이차전지 원료, 촉매, 자석 등에도 사

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코발트의 부존자원이 없

기에 대부분의 코발트 수요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자주적인 코발트 원광 확보와 더

불어, 이로부터 코발트를 효율적으로 추출하는 제련기

술 개발은 필수적이다.

전세계적으로 추정되고 있는 코발트의 매장량은 약

1500만톤이다.2) 코발트 정광의 대부분은 아프리카의 콩

고, 잠비아, 모로코 등 일부 국가에서만 분포되고 있으

며 세계 코발트 생산량의 약 80%가 콩고, 잠비아로부

터 공급되고 있다.3,4) 코발트는 일반적으로 단일 원소로

존재하기보다는 cobaltite(CoAsS), erythrite(Co3(AsO4)2·

8H2O), glaukodot((Co,Fe)AsS), sphaero-cobaltite(CoCO3),

skutterudite((Co,Ni,Fe)As3), carrollite(CuCo2S4) 등의 화합

물 형태로 존재한다. 위의 화합물 형태에서 알 수 있듯

이 흔히 구리, 철과 같은 금속들도 포함한 형태로 채굴

되어진다.2)

일반적으로 코발트 정광은 황산이나 염산 등 산을 이

용해 코발트 이온으로 침출시킨다. Georgiou5) 등은 코

발트를 함유한 laterite로부터 황산을 이용해 코발트의

침출 거동을 관찰하였고,5-7) Rademan8) 등은 산소분위

기에서 산을 이용해 코발트를 침출시키기도 했다. 

본 실험에서는 코발트의 대표적인 매장지역이자 생산

지역인 콩고산 코발트 정광을 이용해 코발트를 효율적

으로 침출시키고자 한다. 하지만 코발트 정광에는 보통

Co성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Fe, Cu, Al, Mg, Ni

등 다양한 성분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코발트

정광을 직접 침출한다면 정광에 포함되어있는 다양한

원소와 코발트가 동시에 침출되기에 후공정인 분리단계

에서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에 본 실험

에서는 정광을 환원 용융시켜 발생한 합금에 황을 투입

해 부서지기 쉬운 형태의 분말인 매트로 만들어 실험에

적용했다. 매트를 이용해 침출한 기존의 연구결과는 소

수 있는데, Rademan8) 등은 Ni-Cu매트를, Park9) 등은

Cu-Ni-Co-Fe매트를 이용해 각 원소의 침출거동을 살펴

보았다. 그러나 이들 결과는 정광으로부터 매트를 제조

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매트의 침출거동을 살펴본 것

이다. 또한 Park9) 등의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Co의 최

대 침출률은 80%에 그쳤다. 이에 반해 본 실험에서는

정광으로부터 제조된 매트를 이용했으며, 제조된 매트

의 주요성분인 코발트와 구리 그리고 철의 침출 거동을

황산매질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코발트의 침출률을 보

다 향상시키기 위한 조건을 찾기 위해 3가지 인자(산화

제 유무, 황산 농도, 매트 내 황의 조성)를 고려하여

실험하였다.

2. 실험방법

코발트 정광(콩고산)을 1300oC 유도로에서 환원용융

시킨 후 발생하는 슬래그를 제외한 산물에 황을 투입해

매트를 제조한 후, 파분쇄를 통해 얻어진 분말을 침출

실험에 사용하였다. Fig. 1은 매트의 제조과정을 나타내

고 있다. 황을 투입해 황화물로 만들어 주면 보다 부서

지기 쉬운 분말형태로 변하기 때문에 표면적이 넓어 침

출에 효과적이다. 이때 매트 제조 시 황의 영향을 평가

하기 위해 투입되는 황의 양을 다르게 하여 2종류의 매

트(황 함량: 18.1 wt%(매트1), 16.3 wt%(매트2))를 제조

했다. 매트는 ICP(Inductively Coupled Plasma)를 통해

주요원소인 Co, Cu, Fe의 함량을 분석하였다. Co는

19 ~ 21 wt%, Cu는 39 ~ 41 wt%, Fe은 7 ~ 9 wt%의 매트

조성이 확인되었고 그 외 소량(0.1 wt% 이하)의 Al,

Fig. 1. Flowchart of converting process from Co concentrate

to ma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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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 등이 검출되었다. Fig. 1의 정광 조성과 비교해보면

매트에서 Co, Cu, Fe가 더 농축됨을 확인할 수 있다. 

침출제는 황산(95%, Junsei Chemical)을 0.19 M,

0.38 M의 농도로 제조하여 사용하였고, 침출온도는

150oC, 기압은 300 psi의 산소 혹은 질소 분위기에서

진행하였다. 교반은 200 rpm, 반응시간 2시간, 고액비

는 0.1(매트 35 g, 황산용액 350 g)로 고정하여 autoclave

에 넣고 침출액 내의 Co, Cu, Fe의 침출거동을 살펴보

았다. 또한 15, 30, 60, 90, 120분마다 침출액 샘플을

채취한 후 ICP를 이용해 성분을 분석하여 침출률을 계

산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산화제의 영향

산화제(산소)가 매트 내의 Co, Cu, Fe의 침출률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2가지 분위기에서 실험을

하였다. Fig. 2은 산소 분위기에서 실험했을 때 시간에

따른 매트1과 매트2에서의 Co, Cu, Fe의 침출률을 나

타낸 것이고 Fig. 3의 경우는 질소 분위기에서 실험을

한 결과이다. 먼저 두 종류 매트의 침출거동이 큰 차이

는 보이지 않았는데, Co의 경우 산화제가 존재 시 시

간에 따라 침출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90분이 경

과했을 때 전량 침출되었고, Cu, Fe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침출되었다. Cu의 경우 산소 분위기에서

소량 침출되었으며 Fe은 거의 침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질소 분위기의 경우 산소 분위기에서 실

험했을 때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Co의 경우 산

화제가 없을 때 침출률이 1% 미만인 것을 Fig.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Cu 역시 산소 분위기에서 비

해 거의 침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Co와 Cu의 침출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화제가

필요하며 이는 Park9) 등의 결과(상압, 30 ~ 90oC 조건)

에서도 산화제를 이용할 경우 Co 침출률을 30%에서

80%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산성 분위기에서 산소가 산화제로 사용되어 매트 내

의 금속 황화물이 침출되는 반응은 아래 식(1)로 표시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8) 

2H+ + MS + 1/2O2 → M2+ + S + H2O (1)

Co의 경우 위 반응식으로 침출 거동이 설명될 수 있

는 반면, 산소 존재 하에서의 Fe과 Cu의 낮은 침출률

은 위 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Fe의 경우 식(2) -

(4)의 연속된 반응식을 통해 낮은 침출률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8) 즉, 식(2)에 따라 침출된 Fe이 다시 산

화제에 의해 Fe3+로 산화되고 식(4)와 같은 반응에 의

해 산화철로 침전되기 때문에 산소 분위기에서 Fe의 침

출률은 매우 낮았다. 이러한 Fe의 침출거동에 대한 설

명은 매트1,2 모두 초기 침출률이 30~40%이었으나, 침

출이 진행되면서 매우 낮은 침출률을 나타내는 현상과

일치한다. 

FeS + 2H++ 1/2O2 → Fe2+ + S + H2O (2)

2Fe2++ 2H+ + 1/2O2 → 2Fe3+ + H2O  (3)

2Fe3+ + 3H2O → Fe2O3 + 6H+  (4)

Fig. 2. Leaching efficiency of Co, Cu and Fe under O2

environment in (a) matte1 and (b) matte2 (300 psi

PO2, 0.19 M sulfuric acid, 15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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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질소 분위기에서는 산화철이 생기지 않기 때문

에 시간에 따라 철의 침출률이 증가한다. Cu의 경우는

식(1)과 같은 반응에 따라 침출이 일어나나 높은 침출

률을 위해서는 150oC보다 높은 온도조건이 필요함이 보

고된 바있다.10)

Fig. 4는 2가지 종류의 매트와 산소 혹은 질소 분위

기에서 침출한 매트의 침출 잔사를 SEM 분석한 것이

다. 매트1과 매트2는 전체적으로 침출 전후 비슷한 경

향을 보이고 있다. 침출 후에 매트 입자의 표면은 침출

전에 비해 표면의 입자 용해에 따라 좀 더 작은 구형

의 입자가 뭉쳐져 있는 형상을 나타낸다. 이러한 경향

성은 특히 질소 분위기에서 보다 산소 분위기에서 침출

한 경우 좀 더 확연히 관찰이 된다.

3.2. 황산 농도의 영향

황산 농도(0.19 M과 0.38 M)가 산소분위기에서 2시간

동안 매트1에 포함된 Co, Cu, Fe의 침출률에 미치는

영향을 Fig. 5에 나타내었다. 0.19 M보다 높은 농도의

0.38 M 황산에서는 Cu와 Fe의 경우 0.19 M의 경우에

비해 약간 침출률이 증가한다. 선택적인 Co의 침출을

위해서는 0.19 M 이상의 황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나음을 알 수 있다. Amer11) 등도 황산을 2 ~ 6 M의

농도로 제조해 황산 농도가 침출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황산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Co

의 침출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6 M의 황산을 사

용해 정광으로부터 Co를 최대 70%까지 침출시켰다. 본

실험에서는 0.19 M의 황산으로 Co를 전량 침출시켰기

Fig. 3. Leaching efficiency of Co, Cu and Fe under N2

environment in (a) matte1 and (b) matte2 (300 psi

PN2, 0.19 M sulfuric acid, 150oC).

Fig. 4. SEM of matte and leached matte(0.38 M H2SO4, 150oC, 2 h). (a) matte1, (b) leached matte1 (under O2), (c) leached

matte1 (under N2), (d) matte2, (e) leached matte2 (under O2), and (f) leached matte2 (under 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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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는 기존 코발트 침출 방법에 비해 좀더 낮은 농

도의 침출제로 Co의 침출률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3.3. 매트 내 황 함량의 영향

황 함량에 따른 매트의 침출 거동을 조사하기 위해

매트1과 매트2의 시간에 따른 Co, Cu, Fe의 침출률을

Fig. 6에서 비교하였다. Co의 경우 매트1과 매트2에서

모두 2시간 이내에 전량 침출되었으나, 황의 함량이 좀

더 많은 매트1의 침출속도가 매트2보다는 약간 더 빠

름을 알 수 있다. Cu와 Fe는 전체적으로 침출률이 낮

으며, 매트1과 매트2가 비슷한 거동을 보이고 있다. Co

의 침출속도를 제외하면, 본 실험의 황 함량 범위인

16 ~ 18%에서는 매트에 따른 각 금속의 침출률 차이가

크지 않았고 이는 매트의 황 함량의 영향을 본 Park12)

등의 결과와도 유사하다.

4. 결  론

코발트의 침출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코

발트 정광을 침출하는 대신 정광으로부터 매트를 제조

해 침출실험을 수행하였다. 제조된 매트의 주요 원소는

Co, Cu, Fe임을 ICP분석을 통해 확인하였고 코발트 정

광일 때와 다르게 Al, Mg, Si 등의 금속들은 제거가

되었고 Co, Cu, Fe의 3가지 원소가 농축되었다. 본 실

험에서는 Co의 침출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크게 3가지

의 영향을 고려해 실험을 진행했고 3가지의 인자는 산

화제 유무, 침출제인 황산 농도, 그리고 매트 제조 시

투입되는 황 함량이다. 실험 결과 Co를 효과적으로 침

출시키기 위해서는 산화제(산소)가 반드시 필요하며, 산

소 분위기에서 높은 황산농도는 Cu와 Fe의 침출률을

증가시켜 선택적인 Co 침출을 방해하며, 매트 내 황

함량은 Co의 침출률에는 영향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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