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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일반적으로, 황산동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는 H2SO4 및 Cu 금속이 사용된다. 본 연구는 폐산, 폐염화동 폐기물부터 전해 채취법

을 이용하여 황산동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황산구리의 용도는 공업용, 도금용, 사료용, 농업용, 전자급 PCB 동도금에 사

용된다. 종래의 황산동 제조법은 다량의 폐수 및 에너지 비용이 높은 문제점이 있다. 구리(Cu) 화합물 중에서 가장 사용이 많이 되

는 황산동(CuSO4)의 제조 방법에 관한 연구로서, 공정 운전비가 적고, 폐수 발생이 적으며, 제조 공정이 간단하다. 양이온 맴브레

인을 이용하여 Na, Ca, Mg, Al을 불순물로서 제거하기 쉽다. 또한 동시에 전해 채취 방법으로 고 순도 구리 분말을 회수 할 수 있

었다. 회수 된 구리 분말을 사용하여 고 순도 황산동을 제조 할 수 있었다.

주제어 : 황산동, 불순물, 전해 채취, 양이온격막, 구리 분말

Abstract

Generally, H2SO4 and Cu metal are used as raw materials for producing copper sulfate. The study relates to a method for pro-

ducing copper sulfate using electrowinning from a waste solution of copper chloride. Uses are used for copper plating for indus-

try, plating, feed, agriculture, electronic grade PCB. Conventional methods for producing copper sulfate have a problem of a

large amount of waste water and a high energy cost. A study on the production method of copper sulfate (CuSO4), which is the

most used among copper (Cu) compounds, has a low process operation ratio, a small amount of waste water, and a simple man-

ufacturing process. It is easy to remove Na, Ca, Mg, and Al as impurities by using a cationic membrane. At the same time, high

purity copper powder could be recovered by an electrowinninng method. Using the recovered copper powder, high purity copper

sulfate could be p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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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적으로 황산동(CuSO4)은 공업용, 도금용, 사료용,

농업용 등으로 유용한 구리(Cu) 화합물 중 가장 많이

사용 된다. 특히 전자급 PCB용 황산동은 고 순도의 제

품을 필요로 한다1). 황산동을 제조하는 방법은 일반적

으로 금속 구리를 묽은 황산과 반응시켜 산화제로 질산

또는 과산화수소수 등을 투입하여 용해 반응시킨 다음

여액을 여과하여 냉각 결정시키는데, 이때 얻어지는 황

산동(CuSO4)은 5수화물 상태로 제조되며, 사료용과 같

은 1수화물이나 무수화물의 경우 5수화물보다 더 고온

에서 건조하여 제조된다. 이러한 황산동은 금속 구리는

비교적 고가의 원료이며 또한 제조시 빠른 공정생산을

위해 산화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이 있어

생산원가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 또 다른 제조 방법

으로 염화동 폐액을 이용한 방법으로는 다량의 중화제

(가성소다, 탄산칼슘, 탄산소오다 등)로 중화를 한 다음

염기성 수산화동, 산화동이나 탄산동 등으로 만든 후 반

응 시 발생되는 염화나트륨을 수세하여 제거하고 다시

황산과 반응시켜 황산동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 그러

나 이러한 방법은 금속구리의 원가를 절감하는 방안이

되나 다량의 중화제가 첨가되어 생산원가가 비교적 높

아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또한 제조

된 황산동에 불순물중 Cl 이온이 함량이 높아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종래의 방법들은

Fig. 1과 같은 방법들로 대체되었다. 

Fig. 1은 현재 염화동 폐액을 이용한 5수염 황산동의

제조 방법들을 나타낸 것으로서, 제조방법(a)의 염화동

폐액에 당량비(염화동에 대한 황산의 함유량) 이상의 황

산을 가하고 감압기를 이용한 증발농축 후 생성된 황산

동(CuSO4)을 알코올이나 아세톤으로 세척하여 유리 황

산과 잔류 염소를 제거 경우 3회의 감압농축 공정을 포

함하여 황산동(aq.) 제조, 황산동(s) 제조 공정을 통하여

황산동을 제조한다. 그러나 위 상기의 제법은 공정이 복

잡하고 용제를 사용하므로 폭발위험성이 있고 용제의

손실로 경제성이 떨어지고 용제에 의한 2차 오염의 소

지가 있다. 제조방법(b)의 경우 염화동 폐액에 음이온

교환수지를 이용 불순물을 제거하는 전처리 공정을 시

행하고 당량비(염화동에 대한 탄산동의 함유량) 이상의

Na2CO3을 반응시킨다. 반응후 생성된 탄산동을 Na,

CL을 제거하기 위해 세척을 시행한다. 세척된 탄산동에

당량비의 황산을 넣어 반응시킨다.

반응후 생성된 황산동용액(aq)을 감압기를 이용한 증

발농축 후 생성된 황산동(CuSO4) 제조한다. 

그러나 (b)방법으로 음이온교환수지 공정의 경우 다

량의 폐수가 다시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탄산동 제

조 및 수세 공정의 경우에도 다량의 폐수가 발생하고

공정 운영 비용(알카리 중화 약품 등)이 높다는 문제가

있었다.

Fig. 1. Schematic flow sheet for copper sulphate from waste ac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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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

여 연구된 것으로서, 폐 염동액은 양이온멤브레 전해채

취 공정을 이용하여 고 순도의 구리 분말을 회수하고

회수된 구리 문말로 황산동으로 제조하는 연구를 진행

하였다. 염화동 폐액으로부터 양이온 격막전해를 이용

한 황산동의 제조방법을 Fig. 2에 나타내었다. 그림을

보면 염화동 폐액은 양이온 격막전해공정을 이용하여

구리 분말로 환원했다. 상기 환원된 구리 분말을 필터

로 여과하여 회수하였다. 회수된 구리 분말에 황산을 가

하여 냉각 결정화 하여 고순도의 황산동을 얻을 수 있

었다. 양이온 멤브리엔 전해채취 공정은 운영비용이 저

렴하고 공정이 단순하며 불순물로서 Na, Ca, Mg, Al

의 제거가 용이하여 고 순도의 구리 분말로 회수할 수

있었다. 이렇게 회수된 고순도의 구리분말은 황산용액

에 용해하여 고 순도의 황산동을 제조할 수 있었다.

2. 이론적 배경

전해 채취에 사용된 다음과 같은 이론을 사용 실험

하였다.

2.1. 이온교환평형2-4)

이온교환평형에는 액상 및 수지상의 활량, 수지의 팽

윤압, 이온의 흡착펑형 등이 관계하고 실제의 교환용량

은 Membrain에 대해서도 조건에 따라 크게 변화한다.

이온교환평형의 이론식에서는 Donnan 포텐셜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여러 식이 잘 알려져 있다. A, B를 이온

종(ionic species), R을 이온교환의 기질(substrate), α,

β를 이온가(ionic valence)라고 하면 이온교환반응은 다

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F

이온교환평형에는 질량작용의 법칙(law of mass

action)이 w라 적용되므로 이것을 적용하면 농도기준의

평형계수 K는

단, cA, cB : 용액 중 A(α+), B(α+) 이온의 농도 qA,

qB : A, B 이온의 수지상의 각 교환량 용액 중 및 수

지상의 A이온의 몰분율을 각각 xA, yA라 하면

위 상기 식으로부터

K는 흡착 때의 분리계수(separation factor)에 상당하

는 것으로서 선택계수(selective coefficient)라 부른다.

K의 값이 클수록 이온교환은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다.

묽은 용액에서는 활동도 계수가 1에 근사하여 활동도

의 영향이 무시되기도 하지만, 높은 이온농도에서는 활

동도 계수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선택성 계수는 일반적

으로 묽은 농도 범위에서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성 계수는 교환된 이온의 양을 결정하거나 용액으

로부터 이온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수지의 양을 계산

할 때는 유용하게 사용된다.

2.2. 이온교환막 MC-3460 (Cation Membrain)에서

의 한계전류밀도4-9)

MC-34650 격막인 Cation Membrain의 전해투석의

경우 다음과 같은 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D >> 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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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New method for producing copper sulphate from

waste ac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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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밀도가 증가하면 C2 감소하고 전류밀도가 높아

지면 C2≒0가 된다.

Fig. 3 전기 투석 중 양이온 교환막(membrane-solution

interface)에서의 모델 농도 프로파임.

F는 멤브레인 -용액 계면(농축된 측)과 농축 용액의

막 -용액 계면 탈염면의 탈염 측 용액의 농도 인 각각

패러데이 상수 인 C1, C2, C3 및 Ca이다. δm은 이온

교환막의 두께이고, δ1과 δ2는 각각 탈염면과 농축면에

서의 확산 경계층의 두께이고, tt는 용액과 멤브레인의

양이온의 이동 수이고, I는 전류 밀도, D 및 Dm은 용

액 및 막에서의 전해질의 확산 계수이다.

ilim는 전기 투석 장치의 한계 전류 밀도라고 한다.

한계 전류 밀도보다 높은 전류 밀도에서 전기 투석을

수행하면 저 농도의 다른 이온에 비해 양이온 또는 음

이온 교환막을 통한 양성자 또는 수산화물 이온의 선택

적 투과로 인해 용액 pH가 변하고, 탈염면의 막-용액

경계면. 용액이 높은 pH에서 금속 수산화물 및 탄산염

과 같이 낮은 용해도를 갖는 화합물을 형성하는 금속

이온을 함유하는 경우, 금속이 멤브레인 상 및 내부에

서 침전되며, 따라서 전기 투석은 계속해서 수행 될 수

없다. 동시에, 농축 또는 탈염 될 이온 대신에 막을 통

한 양성자 또는 수산화물 이온의 침투로 인해 전류 효

율이 감소하고 막을 통과하는 전압 강하가 막의 탈염

측에서 확산 경계층의 형성을 통해 증가한다. 확산 경

계층의 두께 ô1은 전기 투석 장치의 구조와 작동 조건

에 따라 달라진다. 전기 투석 장치의 한계 전류 밀도,

ilim는 일반적으로 전기 투석 장치의 전류-전압 관계를

측정함으로써 결정된다. 역전에 대한 플롯(전압 강하/전

류 밀도) (DA Cowan and JH Brown's method). 또

한, 확산 경계층을 관측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보고되었

다: 용액의 극적인 pH 변화가 일어나는 전류 밀도의

측정 증가하는 전류 밀도와 함께 일어난다. 용액 계면

에서 막의 전위를 측정함으로써 막-용액 계면에서 용액

의 농도를 계산 interrupter를 이용한 전기 투석, 또는

chronopotentiometry에 의한 확산 경계층 분석한다. 

전기 재취 공정중 양이온 맴브레인 분리막 운전 시

지속적으로 전압을 높여주어도 , 일정 수준의 전압까지

는 전류가 높아지지만, 그 이상의 전압을 높여주어도 전

류가 높아지지 않는 상태가 된다. 이 상태는 물이 분해

가 급격 하게 되어 전류를 소모하여, 전류효율이 저하

된다. 이 지점을 한계전류 밀도라 정의 할 수 있다. 주

어진 양이온 교환막의 조건에서 전기적인 저항을 최소

로 해야 하며, 전류 효율을 최대로 할 수 있는 조건을

최대전류밀도로 표현할 수 있다.

이는 경계층 두께와 용액의 저항이 거의 일정함을 의

미한다. 한계전류밀도 이상의 전류에서는 전류가 증가

함에 따라 전체 저항이 급격히 증가하며, 이는 막의 탈

염표면(desalting surface)에서 경계층의 두께가 증가하

여 용액의 저항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계 전류 밀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는 유입 유량,

전류 밀도 변화, 전극액 농도, 막간 간격 등이다.

유입 유량을 증가 시킬수록 유속의 영향을 받는 막

경계층의 두께가 얇아지고, 막과 계면에서 이온농도가

상승하여 한계전류밀도가 증가한다.

2.3. 전기분해 농도분극5-10)

한계 전류 밀도 이상의 전류에서 전기채취, 전해투석

을 운전하게 되면, 이온 흐름은 최대가 되지만, 전해질

뿐만 아니라 물 분해의 결과로 형성된 수소이온과 수산

화 이온의 전달현상이 발생한다. 즉, 물이 H+와 OH−

로 해리되어 전하의 수송에 가담하여, 이 이온들의 영

향으로 용액의 pH가 변하게 된다.

농도분극 현상이 발생하면,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

며, 또한 막 폐색과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

3. 실험 재료 및 방법

3.1. 일반적 황산동 제조 방법

i = 
FD C1 C2–( )

δ1 t
+

t
+

–( )
----------------------------

ilim = 
FDC1

δ1 t
+

t
+

–( )
--------------------

Fig. 3. Model concentration profile at the membrane-solution

interface cation exchange 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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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CuCl2 10% 가지고 HCl을 화학 반응인 감압

농축을 을 통해 H2SO4로 전환한다. 제조 방법이 빠르

고 프로세스가 간편하나 황산동 내 Cl 이온이 많이 존

재하며, 불순물 Cl이온 제거가 어렵다.

다음과 같은 반응으로 만들어진다.

CuCl2 10% + HCl + H2SO4 + H2O 

→ H2SO4 + H2O + CuSO4 → CuSO4·5H2O

3.2. 전해채취법 동 분말 제조 방법

전기 분해를 통해 양극 조에 전극으로 이리윰 양극을

음극은 구리, 티타늄 등을 사용하였다.

양극의 주된 반응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 2H2O → O2 + 4H+ + 4e−

2) CuCl2 → Cu2+ + 2Cl− + H2O 

3) 전기분해를 하는 과정중 비중이 상승하며 pH는

낮아지는 반응이 생성된다.

4) Cu2+ 이온이 기전력에 의해 양극으로 이동한다.

음극의 주된 반응은 아래와 같은 반응이 일어난다.

1) 4H2O + 4e− → 2H2 + 4OH−

2) H2SO4 → 2H+ + SO4
2−

3) Cu2+ + SO4
2− → CuSO4

4) 음극의 pH가 상승한다.

5) Cu2+ + 2e− → Cu Powder 생성

Fig. 4는 양이온 격막전해 시스템 구성을 나타낸 그

림이다. 그림을 보면 전해 채취조는 양극조와 음극조로

구성되며 양극조와 음극조 사이에 양이온 멤브레인으로

구성하였다. 양극은 이리듐 재질을 사용하였으며, 음극

은 구리를 사용하였다. 양극 조에는 염화동폐액을 투입

하고 음극조에는 10% 황산을 투입하였으며, 양극조와

음극조는 각각 펌프를 통해 순환되었다. 음극에서 생성

되는 구리분말은 양이온격막의 폐쇄를 막기 위해 필터

를 거쳐 구리 분말을 회수하도록 구성되었다. 

Fig. 4의 전해 채취조를 보면 양극조 내 염화동 폐

액은 주로 Cu2+와 Cl−가 이온으로 존재하고, 음극조

내 황산용액은 H+와 SO4
− 이온으로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때 전해채취 장치에 전압을 인가하면 양

극조내 Cu2+이온은 양이온 격막을 통하여 음극조로 이

동할 수 있다. 반면 Cl−이온은 양이온격막을 통과하지

못하고 양극조 내에 남아있게 된다. 양이온격막을 통해

음극조로 이동한 Cu2+이온은 CuSO4로 변환되고 다시

음극에서 Cu2+이온이 음극판에서 2e− 전자를 받아 금

속 구리로 환원된다. 양극 조내 남아있던 Cl−이온의 경

우 양극에서 일어나는 물 분해 반응에서 생성되는 H+

이온 Cl−와 결합하여 양극 조내 산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1은 이 실험에 사용된 염화동 폐액을 나타낸

표이다. 표를 보면 구리의 함량은 약 11.5%이고 Cl의

농도는 24%, 금속불순물로 Ca 34 ppm, Fe 8 ppm, K

82 ppm, Mg 7 ppm, Na 19,470 ppm, Zn 7 ppm을 가

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염화동폐액 1 L를 양극조

에 투입하고, 10% H2SO4 용액을 음극 조에 투입 후

펌프를 통해 용액을 순환하였다. 그 후 이리듐 양극과

구리 음극판에 전압을 걸어주었다.

Table 2는 전해채취조의 실험조건을 설정한 표이다.

Fig. 4. Producing copper power from electrowinning.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CuCl2
 (unit: ppm)

Cu Al Ca Fe K Mg Na Zn Cl

Waste

CuCl2 Sol.
115,200 - 34 8 82 7 19,470 7 240,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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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보면 전압의 세기를 3.5 V, 3.5 ~ 4.5 V, 4.5 V로

변경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때 전해채취시간은 총

96시간을 주었으며, 양극 조에 투입되는 염화동폐액은

1 L, 음극 조에 투입되는 10% H2SO4용액 1 L, 양극

조의 양극은 불용성 이리듐 양극을 사용하였고, 음극은

구리판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3.3. 동분말로 황산동 제조 방법

전해채취 후 Fig. 4의 필터에서 회수된 구리 분말은

황산 용액과 반응하여 황산동 용액을 제조하였으며 제

조된 황산동 용액을 냉각 결정화하여 황산동을 제조하

였다. 

1) Cu Powder + H2O2 → Cu2+ + 2e−

2) H2SO4 → 2H+ + SO4
2− 

3) Cu2+ + SO4
2− → CuSO4

4. 결과 및 고찰

4.1. 전해 채취 시 인가전압에 따른 구리 분말 회수

이 실험은 양이온 맴브레인 전해채취 시스템을 이용

하여 구리분말을 회수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5는 전압 3.5 V에서 전해 채취 시 양극 조 내

구리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을 보면 초

기 115,200 ppm인 구리농도는 전해 채취 시간 12시간

에 110,720 ppm으로 감소하였으며, 전해 채취 시간 24

시간에 97,270 ppm, 전해 채취 시간 36시간에 64,790

ppm, 전해 채취 시간 48시간에 41,820 ppm, 전해 채

취 시간 60시간에 24,120 ppm, 전해 채취 시간 72시간

에 21,560 ppm, 전해 채취 시간 84시간에 17,350 ppm,

전해채취시간 96시간에 14,040 ppm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구리 농도는 전해시간

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약 20,000 ppm에서 구리

감소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6는 전압 3.5 V에서 전해 채취 시 암페어의 변

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을 보면 초기 2.32A의 전류

는 전해채취 시간 36시간까지 7.4A로 증가 하였고 그

후 전해채취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암페어는 감소하여

전해채취시간 72시간에 1.13A로 감소하였으며, 전해채

취시간 72시간에서 96시간까지 암페어는 약 1A가량으

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2. Experiment condition

Experiment

Condition 1

Experiment

Condition 2

Experiment

Condition 3

Voltage 3.5 V 3.5 V, 4.5 V 4.5 V

Process Time (Hr) 96 96 96

Anode Cell (1 L) Waste CuCl2 solution Waste CuCl2 solution Waste CuCl2 solution

Cathode Cell (10%) H2SO4 H2SO4 H2SO4

Anode Ir DSA Ir DSA Ir DSA

Cathode Cu Plate Cu Plate Cu Plate

Fig. 5. Cu concentration at 3.5 V electrowinning.

Fig. 6. Ampere change at 3.5 V electrowi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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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와 Fig. 6의 그림을 보면 전해 채취 시 암페어

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양극 조 내 구리의 감소가 증가

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전해채취시간 72시간 이상에서

암페어가 1A로 유지가 되었을 때 구리의 감소 속도가

느려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위의 결과로 보아 일정한

전압에서 전류의 세기에 따라 양극조 내 구리 이온의

이동속도가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양극 조내

구리의 함량이 낮을수록 암페어의 세기는 감소한다는

상관관계를 알 수 있었다. Fig. 6에서 전류의 초기

2.32A가 7.4A로 상승한 이유는 유입 유량을 증가 시킬

수록 유속의 영향을 받는 막 경계층의 두께가 얇아지고,

막과 계면에서 이온농도가 상승하여 한계전류밀도가 증

가하고 온도가 상승하여 증가 함을 알 수있었다.

7.4A에서 전류가 점차 감소하는 이유로는 경계층 두

께와 용액의 저항이 거의 일정함을 의미한다. 한계전류

밀도 이상의 전류에서는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 저

항이 급격히 증가하며, 이는 막의 탈염표면(desalting

surface)에서 경계층의 두께가 증가하여 용액의 저항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계 전류 밀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

로는 유입 유량, 전류 밀도 변화, 전극액 농도, 막간 간

격 등이다. 

즉 양극조 및 음극조 내 구리이온의 감소로 인한 것

을 알 수 있었다.

이 실험을 통하여 염화동 폐액으로부터 구리를 회수

할 수 있었으며 구리의 회수율은 약 90%를 나타내었다.

Fig. 7은 전압 4.5 V에서 전해 채취 시 양극 조 내

구리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을 보면 초

기 115,200 ppm인 구리농도는 전해채취시간 12시간에

105,792 ppm으로 감소하였으며, 전해채취시간 24시간에

70245 ppm, 전해채취시간 36시간에 45102 ppm, 전해채

취시간 48시간에 21,589 ppm, 전해채취시간 60시간에

5,349 ppm, 전해채취시간 72시간에 1,054 ppm, 전해채

취시간 84시간에 412 ppm, 전해채취시간 96시간에 102

ppm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구리 농도는 전해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약 1,000 ppm에서 구리 감소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8는 전압 4.5 V에서 전해채취시 암페어의 변화

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을 보면 초기 3.9A의 전류는

전해채취 시간 24시간까지 11.5A로 증가하였고 그 후

전해채취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암페어는 감소하여 전해

채취시간 72시간에 5.4A로 감소하였으며, 전해채취시간

72시간에서 96시간까지 암페어는 약 4가량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7와 Fig. 8의 그림을 보면 전해채취시 암페어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양극조 내 구리의 감소가 증가한 것

을 알 수 있었으며, 전해채취시간 72시간 이상에서 암

페어가 4A로 유지가 되었을 때 구리의 감소 속도가 느

려진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8에서의 전류의 변화는

Fig. 6에 대한 설명과 같은 이유로 전류의 변화를 나타

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가 전압 3.5 V와 비교하였을 때 인가전압이 높을수

록 음극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증가하여 구리이온의 이

동도가 증가하였으며, 인가전압 3.5 V는 구리이온 20,000

ppm 이하에서 느려진 이동속도가 인가전압 4.5 V에서는

1,000 ppm에서 느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실험을 통하여 염화동폐액으로부터 구리를 회수할

수 있었으며 구리의 회수율은 약 99% 이상을 나타내

었다.

Table 3은 위의 실험결과에서 얻은 구리분말을 분석

한 표이다. 표를 보면 초기 염화동 폐액에 존재하는 구

Fig. 7. Cu concentration at 4.5 V electrowinning.

Fig. 8. Ampere change at 4.5 V electrowi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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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외기타 금속불순물들은 구리이온과 마찬가지로 음극

조로 이동하여 구리분말로 회수 시 불순물로 혼입된 것

을 알 수 있었다. 인가전압 3.5 V에서 회수된 구리분말

의 경우 불순물로 Ca은 24 ppm, Fe 50 ppm, K 69

ppm, Mg 2 ppm, Na 303 ppm, Zn 29 ppm, Cl 108

ppm이 불순물로 혼입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인가전압

4.5 V에서 회수된 구리분말의 경우 불순물로 Ca은 272

ppm, Fe 94 ppm, K 61 ppm, Mg 110 ppm, Na 563

ppm, Zn 37 ppm, Cl 101 ppm이 불순물로 혼입된 것

을 알 수 있었다. 

위의 결과를 보면 인가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기타 금

속불순물 Ca, Fe, Mg, Na도 음극조로 이동하였을 뿐

만 아니라 구리분말과 함께 환원되어 불순물로 작용하

였으며 인가전압 3.5 V에서 회수된 구리 분말의 순도

99.94%가 인가전압 4.5 V에서 회수된 구리분말 순도

99.87%로 감소시키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4.2. 전해 채취 시 인가전압 변화에 따른 구리 분말

회수 최적화

Table 3의 결과에서 인가전압 증가에 따른 구리분말

의 회수율 증가를 볼 수 있었으나, 회수된 구리분말의

순도가 감소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해채취시간 60

시간인 구리농도 20000 ppm 부터 구리 이온의 이동속

도가 감소하므로 인가전압 3.5 V로 전해채취를 60시간

인가하였으며, 60시간 초과부터는 인가전압 4.5 V로 변

압하여 전해시간 92시간까지 진행하였다.

Fig. 9는 전압 3.5 V ~ 4.5 V 승압 전해채취 시 양극

조 내 구리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을 보

면 초기 115200 ppm인 구리농도는 전해채취시간 12시

간에 111,000 ppm으로 감소하였으며, 전해채취시간 24

시간에 99,480 ppm, 전해채취시간 36시간에 67960

ppm, 전해채취시간 48시간에 45,870 ppm, 전해채취시간

60시간에 25,500 ppm, 전해채취시간 72시간에 16,290

ppm, 전해 채취 시간 84시간에 8481 ppm, 전해채취시

간 96시간에 851 ppm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10는 전압 3.5 V ~ 4.5 V 승압 전해 채취 시 암

페어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을 보면 초기

3.9A의 전류는 전해채취 시간 36시간까지 7.4A로 증가

하였고 그 후 전해채취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암페어는

감소하여 전해채취시간 60시간에 3.64A로 감소하였으

Fig. 9. Cu concentration at 3.5 to 4.5 V electrowinning.

Fig. 10. Ampere change at 3.5 to 4.5 V electrowinning.

Table 3. Chemical composition of Cu powder 

Cu Al Ca Fe K Mg Na Zn Cl

unit % ppm

Waste

CuCl2 Sol.
11.52 - 34 8 82 7 19470 7 240586

3.5 V

Cu powder
99.94 - 24 50 69 2 303 29 108

4.5 V

Cu powder
99.87 - 272 94 61 110 563 37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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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인가전압 4.5 V로 상승 후 전해채취시간 72시간에

서 96시간까지 암페어는 약 3.8 정도로 유지된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9와 Fig. 10의 그림을 보면 인가전압 3.5 V에서

구리농도 20,000 ppm에서 이동속도가 감소되는 것을 인

가전압 4.5 V로 상승시켜 주므로 해서 구리이동속도의

감소하지 않고 1,000 ppm 이하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

였다. 이 실험을 통하여 염화동폐액으로부터 구리를 회

수할 수 있었으며 구리의 회수율은 약 99% 이상을 나

타내었다. 

Table 4은 위의 실험결과에서 얻은 구리분말을 분석

한 표이다. 표를 보면 인가전압 3.5 ~ 4.5 V에서 회수된

구리분말의 경우 불순물로 Ca은 20 ppm, Fe 74 ppm,

K 50 ppm, Mg 2 ppm, Na 305 ppm, Zn 19 ppm,

Cl 82 ppm이 불순물로 혼입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위

의 Table 3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가전압 3.5 ~ 4.5 V

에서 회수된 구리분말은 인가전압 3.5 V에서 회수된 구

리분말과 유사한 구리순도를 가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위의 결과를 통해 인가전압 3.5 ~ 4.5 V에서 전해채취

를 진행시 양극조 내 구리이온의 이동 및 구리의 회수

율은 99% 이상을 나타내었으며, 회수된 구리 순도 또

한 인가전압 3.5 V에서 회수된 구리분말과 유사하여 최

적의 공정으로 확인되었다.

4.3. 회수된 구리분말을 이용한 황산동 제조

Fig. 11는 구리 분말을 이용한 황산동 제조장치의 모

식도를 나타내었다. 그림을 보면 30% H2SO4 1 L를 반

응기에 투입하고 전해채취로부터 회수된 구리분말 200 g

을 반응기에 투입하였다. 반응기의 온도를 80 oC로 상

승하고 과산화수소수 5%를 투입했다. 2시간 반응 후

황산동 용액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황산동 용액은 필터

를 이용하여 미 반응된 구리 분말을 제거하여 주었으며,

여과된 황산동 용액은 냉각 결정하여 황산동 결정을 생

성하여 주었다. 결정이 생성된 황산동 용액은 고액 분

리하여 황산동 결정으로 회수하였고 건조하여 주었다.

Table 5는 구리파분말을 이용하여 제조된 황산동을

분석한 표이다. 표를 보면 인가전압 3.5 ~ 4.5 V에서 회

수된 구리분말을 이용하여 제조된 황산동(Aq)은 18.2%

Table 4. Chemical composition of Cu powder

Cu Al Ca Fe K Mg Na Zn Cl

unit % ppm

Waste

CuCl2 Sol.
11.52 - 34 8 82 7 19470 7 240586

3.5 ~ 4.5 V

Cu Powder
99.94 - 20 74 50 2 305 19 82

Fig. 11. producing copper sulfate from copper powder.

Table 5. Chemical composition of CuSO4

(unit: ppm)

3.5 V, 4.5 V

electrowinning

copper powder

CuSO4 

(Aq)

CuSO4 

(S)

Cu (%) 99.94 18.2 25.1

Al - - -

Ca 20 5 4

Fe 74 14 2

K 50 9 1

Mg 2 1 1

Na 305 50 12

Zn 19 5 2

Cl 82 3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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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리함량을 가지고 있으며, 금속불순물로 Ca 5 ppm,

Fe 14 ppm, K 9 ppm, Mg 1 ppm, Na 50 ppm, Zn

5 ppm, Cl 30 ppm의 황산동 용액이 제조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황산동 용액을 냉각 결정하여 제조된 황

산동 결정의 경우 25.1%의 구리함량을 가지고 있으며,

금속불순물로 Ca 4 ppm, Fe 2 ppm, K 1 ppm, Mg

1 ppm, Na 12 ppm, Zn 2 ppm, Cl 5 ppm의 고 순도

황산동 결정이 제조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의하면, 본 연구에 따른 염화동 폐액을 이용한

황산동의 제조방법에 의하여 구리 분말 중에 불순물로

서 함유된 Ca, Fe, Mg, Na 등이 제거된 고 순도의

황산동(s)을 제조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 론

1. 3.5 V로 전해채취한 경우에 염화동 폐액 중의 구

리 농도는 전해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00 ppm 부근에서 정체되고 감소가 적었으며, 구리

회수율은 90%를 나타내었다.

2. 실험2의 승압 변경(3.5 V → 4.5 V)하여 전해채취

한 경우 전압 3.5 V로 구리 농도 20,000 ppm까지 감소

시키고 전압 4.5 V로 상승시켜 실험1의 3.5 V로 전해채

취한 결과와는 다르게 구리가 1,000 ppm까지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 구리 회수율은 99% 회수하였다.

3. 실험2를 통해 물이 분해가 급격 하게 되어 전류를

소모하고, 전류효율이 저하된다. 이 지점을 한계전류 밀

도라 정의 할 수 있었다. 이는 경계층 두께와 용액의

저항이 거의 일정함을 알 수 있었다. 한계전류밀도 이

상의 전류에서는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 저항이 급

격히 증가하며, 이는 막의 탈염표면(desalting surface)에

서 경계층의 두께가 증가하여 용액의 저항이 커지기 때

문이다.

4. 유입 유량을 증가시킬수록 유속의 영향을 받는 막

경계층의 두께가 얇아지고, 막과 계면에서 이온농도가

상승하여 한계전류밀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5. 전압 3.5 V 및 승압 변경(3.5 V → 4.5 V)하여 전

해 채취한 경우 구리 순도 99.94%의 구리 분말을 회

수 하였다. 

6. 위에서 회수된 구리분말을 이용하여 황산동을 제

조한 결과 고순도의 황산동을 제조하였다.

이상과 같은 구성의 본 연구에 따른 염화동 폐액을

이용한 황산동의 제조방법에 의하면, 종래 기술에 비하

여 공정운영비용이 저렴하고 공정이 단순하며, 불순물

로서 Na, Ca, Mg, Al의 제거가 용이하여 고 순도의

구리 분말로 회수할 수도 있고 고 순도의 황산동을 제

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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