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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강분진(Electric Arc Furnace Dusts)은 유해폐기물로 지정되어있는 유해한 환경오염물질이다. 이 분진은 철강산

업의 부산물로써 철, 아연, 니켈, 구리 등 많은 유가금속을 포함하고 있어 적절한 처리를 거치면 폐기물이 아닌 자

원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전기로에서 발생하는 제강분진을 대상으로 가장 높은 함유량을 가

진 아연의 회수를 위한 최적조건을 도출하기 위해 습식침출법을 적용하였다. 분진과 황산의 고액비, 침출시간, MnO2

투입량 등의 조건을 종합하여 실험을 진행하여 최적 아연회수조건을 도출하였다. 황산농도 3 M, 고액비 1 : 2, 철 제

거를 위한 폭기 1.8 L/min 강도로 2시간에서 95%의 아연 회수율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현장 적용의 현실성을 고

려한 다른 최적의 조건은 저농도 황산과 MnO2 3.5 g을 투입했을 경우 약 80 %의 아연 회수율을 나타내었다.  

주제어 : 제강분진, 습식산화, 산성침출, 유가금속 회수, 아연회수

Abstract

EAFD (Electric Arc Furnace Dust) is considered as pernicious pollutant, assigned hazardous waste.  Since this dust is a by-

product of industry, it contains valuable metals such as Fe, Zn, Ni, Cu which can be turned into resources by recycling process.

In this study, hydrometallurgical process was applied to recover Zn from Electric Arc Furnace Dusts. The result showed 95%

Zn recovery at 3M H2SO4, Solids/Liquid ratio 1 : 2 and aeration of 1.8L/min for 2hr. However there was 80% Zn recovery at

lower H2SO4 concentration apply for pilot scale plant.

Key Words : EAFD, Hydrometallurgical recovery, acid leaching, Valuable metal recovery, Zinc 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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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요구는 각

산업계에 꾸준한 관심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공업

의 발전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량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

에 있으며, 일부 폐기물은 그 자체로도 환경오염의 물

질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대표적인 폐기물중 하나

인 제강분진은(EAFD: Electric Arc Furnace Dust) 고

철의 용해과정에서 발생하며, 유해폐기물로 분류되어있

어 대부분 매립 처리되거나 아스팔트의 아스콘 채움재

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1) 이 분진에는 약 30 ~

40%의 아연을 함유하고 있어 적절한 처리방식을 거치

면 폐기물이 아닌 자원이 되므로 그 처리방법에 대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제강분진에 포함되어 있는

아연은 철제품의 산화를 막기 위한 코팅, 기계, 의약품,

동물사료, 페인트 등의 핵심원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2). 이와 같이 제강분진 내 다량 함유되

어 있는 아연을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처리방법으로 회

수하여 아연금속 또는 산화아연으로 활용한다면 자원재

활용과 환경오염원의 억제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3,4) 2014년 7월 아연의 LME 시세는 톤당 2,393 $로

높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고순도 아연을 생산

할 시 도시광산을 통한 폐자원 그린순환시스템으로 환

경적 트렌드를 충족할 것으로 판단된다5-7). 세계적으로

분진 내 유가금속 회수에 관한 공정으로는 크게 건식처

리법과 습식처리법으로 분류된다. 건식처리법은 전기로

분진의 용융점 부근에서 Zn, Pb, Cd 등 금속성분을 휘

발시켜 이를 응축·회수함과 동시에 잔사로부터 Fe를 회

수하는 기술로서, Waelz Kiln로를 이용하여 금속아연을

생산하는 공법과 Plasma법이 있다.8,9) Waelz법은 분진

을 코크스와 혼합하여 Rotary Kiln로 내에서 환원하여

조산화아연(ZnO)을 회수한 후, 낮은 농도로 함유된 Zn

과 Pb의 산화물을 Imperial Smelting Process (ISP)

공정을 이용하여 금속상태의 Zn과 Pb를 회수하는 방법

으로 알려져 있다9). Plasma 법은 용융?환원되어 생성된

금속아연을 직접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전력소

모량이 크고 아연의 순도가 낮은 단점이 있다. 습식처

리법의 전해법에는 알칼리성 침출용액을 이용하는 방법

과 산성 침출용액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10) 알칼리성

침출용액을 이용하는 방법은 염화암모늄 용액을 이용하

여 고순도 아연 회수가 가능하지만 아연회수율이 50%

전후로 낮은 단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11) 또한

Havlik 등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희석된 황산을 사용하

여 고액비 조건별로 약 70 ~ 80%의 회수율을 나타내었

다6). Hwang 등에 의하면 유화형 액막법에 의하여 Zn

성분의 선택적 추출 및 고순도 ZnO 분말을 합성하는

연구결과가 알려져 있다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강

분진 내 함유되어 있는 유가금속들을 효율적으로 회수

하기 위해 황산의 농도, 분진과 황산의 고액비, 침출시

간, 불순물의 제거를 위한 폭기 조건, MnO2 투입량 등

의 조건을 종합하여 최적조건을 도출하였다. 

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진은 인천소재 A 제강사에서

공급받아 사용하였다. 분진의 성상분석은 X-선 형광분

석법(X-Ray Fluorescence Analysis)과 X-선 회절분석

법(X-Ray Diffraction)을 사용하였으며, 용출된 시료의

분석은 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meter (ICP)로 분석하였고, 침출용 시약은 산성

처리법으로 H2SO4 (98%, Kanto)를 사용하였다. 또한

Cementation용으로 Zinc Oxide (99%, Sigma Aldrich)를

사용하였다. 실험방법으로는 분진을 Na2CO3 1 M로 세척

및 건조하여 체에 걸러 밀도를 일정하게 설정한 뒤,12,13)

농도별 황산과 반응시켜 원심분리 후 상등액으로 회수

율을 측정하였다. 황산농도는 0.5 M ~ 3 M, 고액비는

1 : 1 ~ 1 : 5까지 조절해주었고, 침출시간은 60분부터 300

분까지 조절해주었으며, 철 제거를 위한 폭기는

RESUN사의 Air2000을 사용하여 분당 1.8 L의 공기를

공급해주었다. 또한, 회수율 향상을 위한 산화망간

(Sigma Aldrich, 99%) 주입량은 0.5 g부터 3.5 g까지

조절하여 진행하였다. 전체적인 실험조건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Condition Values

Cementation Zinc Oxide (99%, Sigma Aldlich)

H2SO4 0.5 ~ 3 M

Solid/Liquid Ratio 1:1 ~ 5

Aeration Air2000 (RESUN), 1.8 L/min

Leaching Time 60 ~ 300 min

MnO2 0 ~ 3.5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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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제강분진 성상분석

전기로 제강분진의 주성분은 Zn과 Fe이며, 일반적으

로 그 함량은 제강사별, 장입고철별, 조업조건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14)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제강분진

은 인천소재 A 제강사에서 제공받았으며, 실험에 앞서

분진의 성상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1은 제강분진을

XRD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며, Table 2는 XRF로

분석한 결과이다. ZnO와 Fe의 peak가 뚜렷하게 나타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광물형태로는 Fe3O4의 형

태가 나타났다. Fe2O3 24%, Na2O 8%, Cl 5%, PbO

2.7% 등 아연과 철 외 많은 금속들이 존재하였으며, 또

한 Jeong의 연구에 의하면 타 제강사의 제강분진은 아

연함유량이 약 13 ~ 32%인 반면,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진은 Zn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함유하고 있어 아연

을 회수하기 적절한 분진으로 판단된다.15,16) 하지만 중

금속 및 기타 구성성분이 약 42%정도 존재하였는데,

이는 분진 내 아연회수 시에 아연 외 불필요한 전이금

속들도 침출될 수 있다는 결과로 판단되며, 원활한 아

연회수를 위해서는 기타 중금속, 특히 Fe 계열의 전처

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타 중금속의 침출은 금

속의 반응성에 따라 침출되는 양이 아연과 철에 비해

미량이므로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다. 

3.2. 침출시간 최적화 실험

분진 내 아연회수를 위한 조건으로는 침출 시간, 고

액비, 침출액의 농도 등 많은 변수가 존재한다. 그중 침

출시간은 아연회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정의 중요

한 변수이므로 침출시간의 최적조건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1 L 반응조에 분진과 황산을 300분까

지 반응시켜 주었으며 황산농도는 2 M, 온도는 25oC로

고정시켰다. 또한, 실험결과를 비선형회귀 분석

(Nonlinear Regression - Dynamic Fitting)으로 Fig. 2

에 나타내어 실험의 신뢰도를 확보하였으며, 약 98.9%의

높은 신뢰도를 갖는 식을 도출하여 아래 Eq (1)에 나

타내었다. 

f = 67.8503 × (1 − exp−0.0203×x (1)

실험결과 120분에 피크를 나타내었으며, 그 이후로는

회수율이 증가하지 않고 침출액 내 아연의 농도가 미세
Fig. 1. The XRD pattern of EAFD used in this study.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the EAFD samples 

Formula Conc. (%) Formula Conc. (%)

ZnO 41.24 Al2O3 0.807

Fe2O3 23.99 P2O5 0.688

Na2O 8.18 Cr2O3 0.349

Cl 5.14 Br 0.319

K2O 3.935 CuO 0.234

CaO 3.66 TiO2 0.115

SiO2 3.56 CdO 0.0889

PbO 2.774 Sb2O3 0.022

SO3 1.83 NiO 0.018

MnO 1.743 SrO 0.009

MgO 1.3
Fig. 2. Leaching result of Non linear Regression – Dynamic

Fi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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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감소하는 재용출효과도 발생하였다. 이는 황산 내

수소이온과 분진 내 아연이온이 결합하여 ZnSO4의 형태

로 결합되어 평형상태를 이루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16)

또한, Dvorak 등,17) Ahmed 등18) 연구결과에 의하면

30분에 분진 내 대부분의 아연이 용출된다고 보고된바

있지만, 10%의 고농도 황산을 사용하였고, 분진 내 아

연함량이 국내 제강분진에 비해 약 2 ~ 3배 가량 높아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Jeong 의 연구에 의하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진과 비슷한 성상을 가진 분진을

대상으로 침출한 결과 약 120분에서 가장 높은 침출농

도를 나타낸바 있다.15) 따라서, 국내 제강분진 특성에

맞는 침출시간은 약 120분 정도로 판단된다. 

3.3. 고액비에 따른 회수율 산정

고액비 또한 침출시간과 더불어 중요한 변수중 하나

이다. 고액비의 최적조건 도출을 위해 1 L 반응조에 분

진 100 g과 2 M 황산의 비를 1 : 1 ~ 1 : 5까지 설정하였

다. 또한, 침출시간 120분, 온도는 25oC로 고정시켜 실

험을 진행하였다. 실험결과, 1:2조건이 가장 높은 회수

율을 나타내었으며, 고액비가 높아질수록 회수율이 점

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회수율 측정 시, 실제

침출된 아연의 양(침출액 내 아연의 농도*초기 침출액

의 부피)/전체 제강분진 내 아연의 양으로 산정을 하여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분진 내 아연의 양은 한정되어

있으나 황산의 부피가 증가하게 되면 아연이 침출될 수

있는 용매의 양 또한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고액비

조건의 회수율이 낮아지게 된다. 하지만 Ailiang 등,1)

Liang 등8)은 1:5 조건, 1:8 조건에서 가장 높은 회수율

이 나타났다고 보고된 바 있으나 이는 국내 분진과 외

국 분진의 아연함량이 다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Jeong 등에 의한 국내 연구사례에 의하면 고액비를

1.23, 1.52, 1.83, 2.05, 2.63으로 조절한 결과, 1.83인

경우가 85 ~ 90 %의 회수율을 나타내었고, 2.63일 때,

회수율이 64 ~ 69 %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고 보

고된 바 있다14). 이와 비교해볼 때, 20 ~ 40 %의 아연

함유율을 가지는 국내 분진의 특성 상 1:2 조건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Fig. 3).

3.4. 산성침출 결과

황산액을 사용한 제강분진 침출 실험 시 황산용액 농

도는 0.5, 1 M, 2 M, 3 M로 진행하였으며, 각각의

실험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황산의 세기가 강할수

록 높은 회수율이 나타났으며, 3 M기준 95 %정도의

효율을 보였다. 또한 1 M은 약 70%, 2 M과 3 M은

90 ~ 95% 정도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0.5 M은

약 60%의 회수율을 나타냈다. 이는 고농도 황산 내 유

가금속과 반응할 수 있는 H+이온이 많아 나타난 결과

로 판단되며, H+이온이 많이 존재할수록 분진 내 금속

과 더 쉽게 반응하여 황산금속염을 생성하게 된다4). 아

래 Eq (2)에 분진 내 유가금속과 황산의 반응식을 나

타내었다. 

ZnO + H2SO4 → ZnSO4 + H2O

ZnO·Fe2O3 + 4H2SO4 → ZnSO4 + Fe2(SO4)3+4 H2O

Fe2O3 + 3H2SO4 → Fe2(SO4)3 +3H2O

MnO2 + H2SO4 → Mn(SO4)2 + H2O

PbO + H2SO4 → PbSO4 + H2O 

MO + H2SO4 → MSO4 + H2O (2)

Fig. 3. Effect of the Solids to Liquid ratio on the sulfuric

acid extent of zinc (2hr, 2M sulfuric acid, 25oC).

Fig. 4. Result of sulfuric acid concentration.



습식산화법을 이용한 제강분진 내 아연회수를 위한 최적조건 도출에 관한 연구 (Part I; 침출공정) 31

자원리싸이클링 제 24권 제 3호 , 2015

3.5. 철 제거 효과

고순도의 아연회수를 위해서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

정이 필요하다. Tahir 등의 연구와 같이 제강분진 내

철을 회수하는 연구사례도 있지만, 국내 분진의 특성

상 철보다는 아연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진다.9) 본 연

구에서 가장 큰 불순물은 아연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

지하고 있는 철로써, 분진 내 약 24%정도를 포함하고

있다. 철을 제거하는 공정없이 실험을 진행하였을 경우,

약 3,000 ppm까지 용출되었으며(Fig. 5(a)) 이는 아연의

순도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철의 제거

는 Na2CO3 1 M로 pH를 6 ~ 7 정도로 조절시켜준 뒤,

폭기시켜 줌으로써 비교적 간단히 제거할 수 있으며, 이

를 Eq (3)에 나타내었다.

Fe2+ + 0.25 O2 + H+ → Fe3+ + 0.5 H2O    (3)

 

식 (3)에서 알 수 있듯이 분자계산식으로 1 mg/L의

O2로는 약 6.98mg/L의 Fe2+를 산화시킬 수 있다. 실험

결과 60분에 250 ppm이하로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720분까지 진행하였을 때, 약 100 ppm으로 나타

나 약 99% 제거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Fig. 5에

서 나타났듯이, 적절한 폭기시간은 90분 내지는 120분

으로 판단된다.

3.6. 산화망간 주입량에 따른 효율 평가

낮은 pH로 침출을 진행하여 실제 공정에 적용했을

때, 관 및 공정설비의 부식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

므로, 공정의 현장적용을 위해 pH를 낮추고 MnO2를

추가로 투입하여 분진 내 아연의 회수율을 측정하였다. 일

반적으로 망간은 반응성이 크고 25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어, 산성용액에 용해되어 강력한 산화력으로 분진 내

금속의 침출을 수월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다19). 실험조

건은 기존의 0.5 ~ 3 M조건이었던 황산의 세기를 pH

기준 1 ~ 3으로 조절하였고, 고액비 1:2, 침출시간 120

분, 온도는 25oC로 고정시켜 진행하였다. pH 조건별로

0.5 ~ 3.5 g까지 투입하여 회수율을 측정하였다(Fig. 6).

실험 결과, 60 ~ 95%에 이르던 회수율이 25 ~ 60%로 급

격히 감소하였으며, 이는 황산의 양의 감소에 따른 전해

질 내 H+이온의 감소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되어진다. 또

한, MnO2를 주입함에 따라 40 ~ 80%까지 회수율이 증

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pH는 낮을수록, MnO2 투입량

은 증가할수록 회수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H 1, MnO2 3.5 g의 조건에서 가장 높은 회수율을 보

였다. 이는 충분한 산성조건과 MnO2의 강력한 산화력

으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되며, pH와 MnO2 투입량의

증가에 따라 분진 내 아연의 회수율이 일정하게 증가함

을 관찰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제강분진 내 아연회수를 위한 최적조

건을 도출하고자 침출시간, 고액비, 산의 세기, 폭기시

간, 산화망간 주입량 등 조건별 회수율을 비교 측정하

였다. 실험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침출시간의 경우 300분까지 연속침출을 진행하였

으나, 대부분의 아연이 약 120분에 침출되었고, 이후에

는 재용출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분진 내 아연과

황산의 H+이온의 평형상태를 이루어 나타난 결과로 판

단된다.

Fig. 5. Effect of (a) leaching Fe (b) Aeration on extent of Fe

removal.



32 문대헌 · 안상우 · 김한래 · 김지태 · 장순웅

J. of Korean Inst. Resources Recycling Vol. 24, No. 3, 2015

(2) 고액비의 경우 1 : 1 조건부터 1 : 5 조건까지 실

험을 진행한 결과, 1 : 2 조건의 회수율이 가장 높게 나타

났다. 또한 철의 제거를 위한 폭기조건에서는 1.8 L/min의

유량으로 약 90 ~ 120분에 약 250 mg/L으로 약 90%

의 철 제거가 관찰되었다.

(3) 황산의 농도가 진할수록 회수율이 높아지는 추세

를 보였으나, 실제 공정 적용을 위해 0.5 ~ 3 M로 진행

하였던 황산의 농도를 pH 기준 1 ~ 3까지 조절하여 실

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pH 3, 산화망간 3.5 g 투입

기준 약 80%의 회수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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