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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납은 현대산업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비철금속이다. 전세계의 납 생산량은 1970년대의 약 500만 톤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0

년대에는 1,100만 톤까지 이르렀다. 특히 납은 품질의 저하없이 100 % 리사이클링할 수 있는 금속으로, 납 스크랩을 리사이클링하

면 1차 지금 생산과 비교하여 에너지 및 환경부하를 현저하게 저감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세계 납 사용량의 약 60 %는 리

사이클링으로부터 공급되고 있다. 주로 납축전지인 납 스크랩은 1차 제련소나 2차제련소에서 정련하고 있다. 대부분의 2차 제련은

용광로와 같은 샤프트로, 회전로, 그리고 반사로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2차 제련에서 생산된 조연은 잉곳으로 주조하거나 케틀로

에서 재용해하여 정제를 하지만, 용융상태의 조연에서 곧바로 정련을 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납의 1차지금 생산 및 리사이클

링 공정에 대해 고찰하였다. 

주제어 : 납, 스크랩, 축전지, 리사이클링, 건식제련, 습식제련, 정련

Abstract

Lead is one of the common non-ferrous metals used in modern industry. The usage of lead continues to increase and has risen

from 5 million tonnes per year worldwide in the 1970s to 11 million tonnes in the 2010s. In principle lead is virtually 100 %

recyclable as an element without loss of quality. The recycling of lead scrap reduces the energy consumption and environmental

burden, comparing to the primary metal production. Therefore production of secondary lead from scrap has been steadily grow-

ing and at present it meets approximately 60 % of usage worldwide. Lead scrap (mainly lead-acid battery) is smelted in primary

and secondary smelter. Most secondary lead smelting were performed in a shaft-type furnace (blast furnace), rotary furnace and

reverberatory furnace. The lead bullion is either cast into ingots and re-melted in refining kettles or refining is performed on the

hot lead bullion immediately after production. This work provides an overview of the primary lead production and recycling pro-

cess.

Key words : lead, scrap, battery, recycling, pyrometallurgy, hydrometallurgy, refining

1. 서 론

82번 원소인 납(鉛, Pb, lead)은 지금의 터키 중부에

있는 차탈휘크(Catalhoyuk)의 신석기 유적지(B.C. 6,400

년 경)에서 납으로 제작된 구슬(bead)이 발견되어, 인류

가 구리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사용한 금속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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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 구약성서에도 등장하는 납은 히브리어로는

opheret, 고대 그리스어로는 molybdos로 불렀으며, 바빌

론의 공중정원(Hanging Gardens)의 방수와 수분유지를

위해 납판을 사용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러한 납

은 로마제국의 수도관을 비롯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

하여 왔는데, 이는 납이 무르며 전성이 풍부하고, 비교

적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기 쉬웠기 때문이다.

납의 원자량은 207.19 g/mol이며, 비중은 11.34 g/

cm3으로 중금속에 속하며, 순Pb는 광택이 있는 청백색

을 띄지만, 습기가 있으면 표면에 산화물 피막이 생성

되어 광택은 사라지고 청회색으로 된다. 이 피막이 내

부의 납을 보호하여 수중에서도 녹슬지 않아 수도관 등

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이러한 납의 지각 중 존재 순위

는 36위(1.3 × 103 %)로 풍부하지 못한 금속이지만3),

철, 알루미늄, 구리, 아연에 이어 다섯 번째로 대량 생

산되어 사용되고 있는 범용금속이다. 그러나 납은 언어

장애, 두통, 복통, 빈혈 등의 중독을 일으키는 것으로도

알려지면서 납축전지를 제외하면 점점 사용량이 감소하

고 있다.

한편 이러한 납은 오래전부터 사용하여온 금속이지만,

납을 리사이클링 하지않고 폐기한다면 심각한 환경오염

을 불러올 것이다. 다행이 납은 가장 활발하게 리사이

클링되고 있는 금속 중 한 가지로 전세계 납생산량 중

2차지금의 생산비율이 약 60 %에 이른다. 또 납의 경우

다른 금속과 마찬가지로 리사이클링하는 경우 1차지금

생산에 소비되는 에너지의 약 60 ~ 65 %를 절약할 수

있다4). 또 Cu, Al 등의 다른 금속들과 마찬가지로 품

질의 저하없이 무한정 리사이클링할 수 있는 금속재료

이다. 

납의 용도로는 축전지용이 85 % 정도를 차지하고 있

으므로, 납의 리사이클링 기술은 납축전지의 리사이클

링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납의 1차지금 생산을 위한 제련기술과 납의 생산

량,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납축전지의 리사이클링 기

술을 위주로 한 납리사이클링 기술에 대해서 고찰하

였다.

2. 납의 생산량과 리사이클링

납은 동에 이어 인류가 두 번째로 사용한 금속으로

알려져 있다. Fig. 1에는 약 5,500년간의 전세계 납 생

산량의 변화를 나타내었다1,5). 로마제국 시대에 약 8만

톤을 생산하였으나, 로마제국의 쇠퇴와 함께 급격하게

감소하여 중세기에는 수천 톤에 불과하였다. 이후 중유

럽에서 납과 은광이 발견되면서 생산량은 다시 증가하

여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연간 100만 톤을 초과하였

으며, 2011년부터 1,000만 톤 이상을 생산하게 되었다.

Fig. 2에는 1970년부터 2018년까지 전세계 납 생산

량의 추이를 2차지금 생산비율과 함께 나타내었다6,7).

1970년에는 약 460만 톤 정도를 생산하였으며, 2차지금

(secondary lead) 생산비율은 약 26 % 수준이었다. 이

후 2차지금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1995년부터는 전

세계 납 생산량의 50 %를 초과하여 300만 톤 이상을

생산하였다. 그리고 2011년부터 2차지금의 생산량은

600만 톤을 초과하였으며, 2018년에는 전체 납 생산량

의 60 %인 약 700만 톤의 납을 리사이클링에 의해 생

산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된다.

Fig. 3에는 196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의 납생

Fig. 1. Changes in worldwide Pb production over the past

5500 years1,5).

Fig. 2. World production of refineries lead from 1970 to

2018 (Source: US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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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량(통계청 자료)과8) 2차지금 생산량을 비교하여 나타

내었다9). 1986년 고려아연에서 연산 35,000 톤 규모의

납제련을 시작하면서 생산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1992년에 135,000 톤 생산체제를 갖추면서 급격하게 증

가하였다. 그 이후 2010년부터 2차지금의 생산량이 급

증하면서 납 생산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USGS

(U.S. GEOLOGICAL SURVEY) 자료에 의한 2015년

기준의 2차지금 생산비율은 약 53 % 정도이지만, 전세

계 2차지금 생산비율인 60 % (2018년 기준) 보다는 낮

은 수준이다9).

납은 융점이 낮아서 가공하기 쉬우며, 내식성이 있어

서 로마시대부터 수도관 등에 사용되어 왔다2). 그러나

연수에 의해 납이 용출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납관

은 대부분 화학장치 등에만 사용하고 있다. 또 방사선

흡수능력에 의해 의료, 원자력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으

며, 차음효과가 있어서 차음재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한편 1859년 프랑스의 Gaston Planté가 세계 최초의

2차전지인 납전지를 발명한 이래 실용적인 2차전지로서

납축전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도 납의 주

된 용도는 납축전지용이다. 특히 1900년에 등장한 전기

자동차의 전원으로 사용되었으며, 1910년경에는 내연기

관을 사용하는 자동차용의 SRI (starting, lighting,

ignition) 축전지에도 사용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Table 1에는 납과 관련된 제품과 부산물의 특징 및

용도에 대해 나타내었으며10), Table 2에는 이러한 납의

용도별 사용비율 변화를 나타내었다6,11). 납의 주된 용

도가 축전지용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내

연기관 자동차의 생산량에 따라 증가하여 현재는 전체

납 생산량의 85 %가 납축전지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납축전지를 제외하면 판재, 전선 피복용, 땜납용

(Pb-Sn합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것은 순납은 물론 합

금상태로 소비되고 있다. 

화합물로서의 납은 산화물 형태로 염화비닐 안정제나

Fig. 3. Korea production of refineries lead from 1965 to

2017.

Table 1. Lead and lead alloy qualities, intermediate products and by-products10)

Name Characteristics Main uses

Lead

Refined lead

(commercially pure 

lead/high purity lead)

99.9 % ~ 99.99 % lead

normally cast into ingots

Battery manufacturing, other 

industrial uses

Lead alloys

Calcium lead Lead-calcium (tin) alloy
Manufacturing of low- 

maintenance batteries

Antimony (or hard) lead Lead alloyed with antimony and arsenic Battery manufacturing

Corroding lead Lead alloyed with copper Cable production

Intermediate

products

Lead bullion Lead with 90 ~ 98 % purity Refining

Matte
Sulphidic product from smelting 

(containing Fe, Pb, Cu, S)

Selling to copper plants for 

copper recovery

Speiss
Fraction containing Fe, Cu,

Ni, As, Sb and precious metals
Sold to special refiners

Dross
Fraction with different compositions 

depending on purification step
Internal or external treatment

Flue dusts Dust containing mainly lead, chloride, cadmium Internal or external treatment

By-products Slag Iron-calcium silicates Road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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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료로 사용되지만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그 사

용 비율은 그다지 많지 않으며, 리사이클링 대상이 되

지 못하고 있다. 다만 납축전지의 그리드에 PbO2가 대

량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대부분 리사이클링되고 있다.

Fig. 4에는 납제품의 EOL (End-of-Life) 사이클을

나타내었다12). 납함유 스크랩이나 2차자원으로부터 1차

및 2차 제련소에서 만들어진 납은 납축전지를 비롯한

Table 2의 여러 제품으로 만들어진다. 이러한 제품 중

에서 용도가 가장 많은 납축전지 중에서 자동자용의 경

우 수명은 약 4 ~ 5년 정도이며, 산업용의 경우 약 10

년 정도이므로 비교적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금속에 속

한다. 특히 납축전지의 경우 환경적인 측면에서 회수 시

스템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납축

전지로부터의 2차지금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따라서 납의 리사이클링은 납축전지의 리사이클링

으로 생각할 수 있다. 

3. 납제련의 개요

납광석에는 방연광(galena, PbS), 황산연광(anglesite,

PbSO4), 백연광(cerussite, PbCO3) 등이 있으나, 제련의

대상이 되는 광석은 주로 방연광이며, 섬아연광

(sphalerite, zinc blende, ZnS)과 공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유선광법으로 Pb정광(Pb 60 % 전후)과 Zn정

광(Zn 50 % 전후)으로 선별한다. 또 Pb정광 중에는

Ag가 함유되어 있는 것이 많으므로 Ag의 분리회수도

중요하다. 대부분 건식제련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Fig.

5에 Pb 정광의 배소/소결, 환원, 정련을 거치는 건식 납

제련 공정도를 재구성하여 나타내었다13). 고려아연에서

는 QSL법을 이용하여 황화물로부터 직접제련하는 방법

을 채택하고 있다14).

3.1. 용광로에 의한 건식 납제련 

고품위(Pb 70% 이상)의 Pb 정광은 산화배소-소결-환

원법, 철 환원법이나 직접 용련법 등으로 처리한다.

Fig. 6에는 용광로법의 일종인 ISP (Imperial Smelting

Process)법의 개요를 나타내었다. 용광로 제련 프로세스

는 PbO를 조연으로 환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비처

리로서 Pb정광(대부분 PbS)을 아래식과 같이 PbO의

소결괴로 만든다15).

PbS(l) + O2 = PbO(l) + SO2 (1)
2

3
---

2

3
---

2

3
---

Table 2. Comparative uses of lead (%) in 1992, 1997 and

20126,11)

Lead Uses 1992 1997 2012

Batteries 65 73 85.1

Pigments & other Compounds 13 11 5.5

Rolled & Extruded Products 7 6 3.6

Cable Sheathing 4 2 0.9

Shot/Ammunition 3 2 1.4

Alloys 3 2 1.3

Miscellaneous 5 4 2.1

Fig. 4. The ideal end-of-life cycle of lead12).

Fig. 5. Flowsheet for extraction of lead from lead ore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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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입도 이상의 소결광(Pb 40 ~ 45 %)을 코크스와

함께 용광로에 장입하여 용련하면 조연과 슬래그, Cu가

많을 때는 조연, 맷트, 슬래그의 3상이 생긴다. PbO의

CO환원은 500 K 근처에서 시작하며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16).

PbO(l) + CO = Pb(l) + CO2, 

G0 = 98,140 + 16.23T (J) (2)

그리고 정광 중에 Zn 함유량이 많은 경우에는 CO에

의해 환원되어 Fig. 6에서와 같이 배기가스와 함께 배

출되고 용융Pb에 의해 액상으로 응축된다. 용광로법에

의해 만들어진 조연은 건식정련이나 전해정련을 거쳐서

고순도의 납으로 만들어진다.

3.2. 직접 용련법

Pb정광(PbS)으로부터 직접 납을 얻는 방법으로, QSL

(Queunean Schumann Lurgi)법, TSL (Top Submerged

Lance)법, Kivcet법, SKS (Shui Kou Shan process)법

등이 있다. Fig. 7에는 고려아연의 QSL로의 모식도를

나타내었다14). 그림에서와 같이 QSL로는 회전할 수 있

는 원통형의 수평로이며, 내부는 산화반응과 환원반응

이 같은 노 내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격벽으로 분리되

어 있고, 조연의 출탕구쪽으로 0.5 % 정도 경사져 있다.

장입원료로는 정광을 비롯하여 축전지의 페이스트와 같

은 2차원료도 사용할 수 있다. 노내의 산화반응대에 연

속적으로 공급되는 원료는 취입산소에 의해 산화되면서

조연, SO2가스, 슬래그를 생성한다. 노내에서의 총괄반

응은 다음과 같다.

PbS + O2 = Pb + SO2 (3)

Pb정광은 맷트 층에 연속적으로 취입되고, 맷트층의

성분들은 노 바닥에서 공급되는 산소에 의해 산화되며,

Pb, Fe, Zn의 산화물들을 만들어 슬래그를 생성한다.

산화대에서 환원된 2차 조연은 다시 격벽 아래를 통하

여 환원대로 흘러가서 사이펀에 의해 출탕된다. 그리고

원료 중에 함유되어 있던 Zn성분은 흄의 형태로 배가

스와 함께 배출되며, 슬래그 중의 Fe3O4는 FeO로 환원

되어 나머지 슬래그 성분과 함께 환원대의 배출구를 통

해 배출된다.

TSL법에는 ISAMELT법과 AUSMELT법이 있으나,

노의 형상은 수직 원통형으로 유사하며, 랜스를 용탕중

에 침지하여 정련하는 방법이다. TSL법은 여러 가지

비철금속의 제련이나 2차원료의 처리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아연, 영풍, 지알엠 등에서

이 방법을 도입하여 제련 부산물 등의 2차원료를 정련

Fig. 6. Schematic diagram of ISP.

Fig. 7. Schematic diagram of QSL continuous oxygen

converter14).

Fig. 8. Schematic diagram of AUSMELT furnace and

TSL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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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사용하고 있으며, Fig. 8에 AUSMELT와 TSL

구조의17) 모식도를 나타내었다.

Kivcet법은 자용로와 전기로를 결합한 것으로, 순산소

와 납함유 원료를 연속적으로 공급하고, PbO가 함유된

슬래그를 전기로에서 탄소로 환원하는 방법이다18). SKS

법은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동제련이나 납제련

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수평 원통형 노의 바닥에서 산

소가스를 취입하여 용련하는 방법이다19).

3.3. 조연의 건식정제와 전해정제

조연의 건식정제법은 비철금속의 건식정제에 이용하

는 대부분의 원리를 적용하여 조연 중에 함유되어 있는

Cu, Sn, As, Sb 등의 불순물을 제거한다. 이러한 불순

물의 제거방법으로는 용리법, 황화법, 산화법, Harris법,

Parkes법, Kroll-Betterton법, 휘발법 등이 이용되고 있

으며, Fig. 5의 정련(refining)부분에 해당된다. 납의 리

사이클링에서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지만, 장입원료에

따라 불순물이 다르므로 필요한 공정만 선택하여 적용

한다. Pb의 전해정제에서는 PbSO4의 용해도가 작으므

로 황산 전해액을 이용할 수 없고, Betts법이라 불리는

전해법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제법에 대해서는 리

사이클링항에서 설명한다.

4. 납 축전지의 리사이클링 기술

4.1. 납축전지의 구성성분과 구조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납의 수요는 대부분이

납축전지용이고, 나머지는 연관판, 전선피복재, 무기약

품 등이므로 납의 리사이클링은 납축전지의 리사이클링

이라고 할 수 있다. Fig. 9에는 자동차용 납축지의 구

조를 나타내었다. 납축전지는 납합금으로 되어 있는 격

자상의 전극에 활성물질인 페이스트를 충진하고 건조,

화성처리를 하여 제조한 전극과 전해질(묽은 황산), 격

리판(합성수지+유리섬유)을 내식성과 내열성이 있는 플

라스틱(polycarbonate, polypropylene, or polystyrene)

케이스에 장착한 구조를 갖고 있다. 납축전지의 완전한

리사이클링을 위해서는 납을 제외한 나머지 재료의 리

사이클링 기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폐납축

전지의 일반적인 구성성분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20).

한편 납축전지의 각 전극에서의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21).

(+): Pb  Pb2+ + 2e, 

Pb2+ +  PbSO4 (4)

(): PbO2 + 4H+ + PbSO4 + 2H2O

(5)

전체적인 반응은 다음과 같다.

Pb + PbO2 + 2H2SO4 2PbSO4 + 2H2O (6)

납축전지의 경우, 양극, 음극 모두 방전은 황산납

(PbSO4)의 생성반응이므로 폐축전지에는 상당한 양의

황산납이 함유되어 있다. Table 4에는 격자부(grid)부의

조성을 나타내었다. (+)극의 Pb-Sb 합금에는 As와 Cu

가 함유되어 있으며, ()극인 Pb-Ca합금에는 Sn이 함유

되어 있다20). 이 외에도 성능향상을 위해 소량의 많은

금속들이 합금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discharge

recharge

SO
4

2  –

SO
4

2  – discharge

recharge

discharge

recharge

Fig. 9. Schematic diagram of an automotive lead-acid

battery.

Table 3. Composition of typical lead acid battery scrap20)

Component wt%

Lead (alloy) components (grid, poles) 25 ~ 30

Electrode paste (fine particles of Lead oxide 

and Lead sulphate)
35 ~ 45

Sulphuric acid (10 ~ 20 % H2SO4) 10 ~ 15

Polypropylene 5 ~ 8

Other plastics (PVC, PE, etc.) 4 ~ 7

Ebonite 1 ~ 3

Other materials (glass, etc.)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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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납축전지의 리사이클링을 위한 전처리

납축전지의 리사이클링 공정은 파쇄와 선별, 환원, 정

련의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Fig. 10에는 폐납축전

지 전처리 공정의 예로서 Engitec Technologies사의 공

정도를 나타내었다23). 회수업자 등에 의해 회수된 폐납

축전지를 환원(건식이나 습식)하기 전에 전해액의 회수,

파쇄, 선별 공정을 거친다.

우선 회수된 폐납축전지는 리사이클링 공정에 앞서

전해질을 배출한다. 그 후에 해머 밀이나 롤 크러셔 등

을 이용하여 파쇄한다. 다만 산업용인 대형 축전지는 수

작업으로 해체하기도 한다. 이어서 침강/부유 선별 등으

로 플라스틱류를 분리한다. 특히 폴리프로필렌제의 케

이스는 별도로 회수하여 판매하기도 하며, 전해질은 중

화처리를 한다. 

4.3. 건식법에 의한 납의 회수

납축전지를 비롯한 2차지금용 원료로부터 납의 2차

지금을 생산하는 제련소는 약 190 곳이며, 주공정에 따

라 분류하면 Table 5와 같다24). 2차지금의 81 %는 샤

프트로, 반사로, 회전로에서 처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서도 대부분은 회전로나 샤프트로를 사용하고 있다.

건식법은 격자부와 페이스트부(PbO2, PbSO4)를 조연

으로 환원하는 공정과, Cu, Sb, As, Sn 등을 제거하는

정제공정으로 나눌 수 있다. 전극과 페이스트를 동시에

처리하는 경우와 전극과 페이스트를 분리하여 전극부는

용해, 성분조정 후 납으로 재생하고, 불순물이 적은 페

이스트부는 환원하여 순연으로 재생하는 경우도 있다.

2차지금 제련소에서는 대부분 전극부와 페이이스트 부

분을 동시에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페이스트 중의

PbSO4는 다음 반응과 같이 사전에 S를 제거하기도

Table 4. Compositions of lead acid battery grids (wt%)

Grid Sb Ca As Sn Cu

(+) Pb-Sb 2.0 ~ 5.0 - 0.2 ~ 0.3 0.01 ~ 0.02 0.02 ~ 0.05

() Pb-Ca - 0.05 ~ 0.12 ~ 0.2 ~ 1.00 -

Fig. 10. Typical flowsheet for preprocessing plant (acid drainage, crusher and sorting)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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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22).

PbSO4(s) + Na2CO3(aq) = PbCO3(s) + Na2SO4(aq) (7)

PbSO4(s) + 2NaOH(aq) = PbO(s) + Na2SO4(aq) + H2O

(8)

H2SO4 + 2NaOH(aq) = Na2SO4(aq) + 2H2O (9)

전처리 공정에서 플라스틱과 묽은 황산을 분리하고

회수한 금속납 부분과 페이스트를 코크스, 고철, 규석과

함께 1100 ~ 1200 oC의 샤프트로, 반사로, 회전로 등에

서 반응시켜 조연을 얻는다. 샤프트로의 경우 필요한 열

원은 공기에 의한 코크스의 연소열을 이용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케이스 등의 플라스틱류를 샤프트로에 같이

장입하여 연소시키기도 한다. 장입원료는 샤프프로에서

하부로 침강되면서 온도가 상승하여 금속상의 납은 용

융되어 노상(hearth)에 모이고, 다음 식과 같이 PbSO4

와 PbO의 분해와 환원이 일어난다.

Fe + PbSO4 + 4CO = Pb + FeS + 4CO2 (10)

Fig. 11에는 회전로(rotary furnace)를 이용하여 환원

하고 정련하는 공정도를 나타내었다23). 회전로 작업은

회분식(batch)이며, 일반적으로 1대의 파쇄/선별기에 대

해 2 ~ 4개의 노를 가동하고 있다. 노에는 납이 함유되

어 있는 원료인 페이스트, 격자, 그리고 드로스/분진과

철스크랩, 플럭스 등을 함께 장입한다. 철스크랩은 샤프

트로에서와 마찬가지로 S를 FeS로 제거하기 위한 것

이다.

4.4. 조연의 건식정제

건식법으로 회수한 조연 중에 함유되어 있는 불순물

은 Fig. 5의 정련공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

다. 그러나 리사이클링 공정에서 회수한 납에는 광석과

달리 특정한 불순물들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공정만 선택하여 적용하고 있다.

4.4.1. Cu의 제거

조연 중의 Cu 제거는 용리(liquation)와 황화반응을

조합한 방법을 사용한다. Pb-Cu 상태도로부터 0.06

wt% 이상의 Cu를 불순물로 함유하는 조연을 서서히

온도를 내려서 599 K의 공정온도 직상에서 유지하면

Cu를 0.06 wt% 가까이 까지 낮출 수 있으며, Cu는 드

로스로 분리된다26).

또 Cu를 더욱더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Cu가 Pb

Table 5. Capacities of secondary lead smelters24)

Number of 

smelters
Secondary lead smelting process

Capacities

103 ton %

45

Conventional shaft-furnace smelting

1,103 26.0Shaft-furnace smelting for secondary lead

Imperial Smelting Process

80 Rotary furnace 1,234 29.0

24
Reverberatory smelting

1,106 26.0
Reverberatory smelting in combination with shaft-furnace or electric smelting

6
Isasmelt / Ausmelt

388 9.1
Electric smelting

35 No data 419 9.9

Total: 190 4,250 100

Fig. 11. Rotary furnace secondary lead production flow-

sheet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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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S와의 친화력이 큰 것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즉,

조연 중에 S나 PbS를 첨가하여 아래와 같은 반응으로

잔류하는 Cu를 Cu2S로 부상 분리하며, Parkes법의 전

단계로 활용하기도 하며, 열역학적 계산에 의한 제거한

계는 600 K에서 0.051 wt%Cu이다27).

2Cu(s) + PbS(s) = Pb(l) + Cu2S(s),

G0 = 30,910  56.88T (J) (11)

4.4.2. Sb, Sn, As, Te의 제거

조연 중의 Sb, Sn, As, Te 등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유연법(softening)과 Harris법이 있다. 유연법은 조연 중

에 600 ~ 700 oC로 가열한 공기를 취입하거나 PbO를

첨가하여 산화정제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상기한 불순

물들이 PbO가 주성분인 슬래그 중에 TeO2, As2O3,

SnO2, Sb2O3 등의 산화물을 형성하여 분리된다. 예를

들어 Pb-Sb의 2원계로부터 Sb를 제거하는 반응식은 다

음과 같다27).

PbO(l) + Sb(l) = SbO1.5 + Pb(l), 

G0 = 42,170  2.32T (J) (12)

Kim 등은 용융 Bi-Pb-Sb계에 공기를 취입하여 Sb를

산화물로 만들어 휘발제거하였으며, 이 경우 산소이용

효율을 거의 100 %를 나타내었다28). 이러한 공정을 거

친 납이 매우 유연하여 이러한 정제법을 유연법이라 하

며, 납은 유연(softened lead)이라 부른다.

Harris법은 500 ~ 600 oC의 용융조연에 알칼리 혼합염

(NaOH, NaNO3 및 NaCl)을 첨가하여 조연 중의 As,

Sn, Sb을 Na3AsO4, Na2SnO3, NaSbO3 등의 산화물로

만들어 분리 제거하는 방법이다. 특히 이 방법은 O와의

친화력 차이만으로는 불순물을 충분히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이며, 알칼리 혹은 알칼리토류 금

속과 보다 안정한 복합 산화물을 생성시켜 불순물을 제

거하는 정제법이다. 예를 들어 조연 중의 As를 제거하

는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27).

3Na(l) + As(s) + 2O2 = Na3AsO4 (13)

그리고 Bi가 혼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Ca과 Mg을 첨가

하여 고융점 화합물인 Bi2CaMg2로서 제거하는 Kroll-

Betterton법에 의해 제거할 수 있다.

4.4.3. 귀금속의 제거(Parkes법)

용융 Pb 중에 Zn을 첨가하여 Pb 중의 Ag를 Zn 상

으로 분배시켜 제거하고 회수하는 방법을 Parkes법이라

한다. 이 방법은 목적금속과의 상호 용해도가 없으며,

밀도차이가 있는 별도의 금속을 첨가하여 불순물을 첨

가한 금속 중으로 많이 분배시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

으로, Ag의 2상간 분배율 차이를 이용한 정제법이다.

용광로 등에서 얻어진 조연 중에는 미량의 Au, Ag

와 약 0.2 ~ 0.8 wt%의 Cu 등이 불순물로 함유되어 있

다. 사전에 Cu를 제거한 용융 조연 중에 아연을 첨가

하면 Au, Ag를 함유하는 Zn 크러스트(crust)가 생성되

어 부상한다. 특히 Pb-Zn합금은 700 oC 이상에서 2액

상으로 분리되며, Pb 중의 Ag나 Au는 Zn 중으로 용

해되어 들어간다(Zn 중 Ag의 용해도는 Pb의 3,000 배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320 oC 정도까지 온도를

낮추면 Ag를 함유한 Zn가 고상으로 석출되어 탈은을

할 수 있다. Zn 크러스트(Pb 30 ~ 70 %, Zn 20 ~ 40 %,

Ag 6 ~ 15 %)로부터 환원휘발에 의해 Zn을 제거한 후

회취법에 의한 분은공정에서 Au, Ag를 회수한다. 또

Parkes법에서 처리한 후의 Pb에는 Zn (0.6 ~ 0.7 %)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진공휘발에 의해서 Zn을 제거한다.

4.4.4. Kroll-Betterton법(조연 중 Bi 제거)

조연 중에 소량 함유되어 있는 Bi (0.2 ~ 0.3 wt%)는

금속 Ca을 2 wt%Ca-Pb 합금의 형태로 첨가하면 고융

점의 금속간 화합물인 Bi2Ca3(융점 928 oC)가 만들어지

며, 용탕을 냉각할 때 표면으로 부상시켜 제거하는 방

법이다. 이 방법은 첨가제와 불순물의 화학적 결합력이

강하고, 고융점의 금속간 화합물을 생성시키는 원리를

이용한 정제법이다. 또 Ca 단독보다는 Mg과 함께 첨가

하면 고융점의 Bi2CaMg2(융점 1060 oC)를 생성하여 용

해도를 감소시켜, Ca 단독의 경우보다 탈 Bi에 보다

효과적이다.

4.5. 습식 및 전해에 의한 회수

용광로 등에서 만들어진 조연은 Betts법을 적용하여

전해정제를 하기도 한다. Cu를 제거하고 양극으로 주조

한 조연을 H2SiF6 용액 중에서 전해하여 얇은 고순도

의 납 종판인 음극에 석출시키는 방법이다. 그리고 술

팜산(sulfamic acid, H3NSO3) 전해액을 사용하여 전해

정제하는 방법도 개발되어 있다.

한편 폐축전지 스크랩으로부터 납을 전해채취하는 프

로세스는 기본적으로는 아래의 3 단계 공정을 포함하고

있다.22)

3

2
---

3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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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PbSO4, PbO2 등의 불용성 납화합물을 침출이 가

능한 화합물인 PbCO3, PbO, Pb(OH)2 등으로

전환하는 공정

② H2SiF6나 HBF4 수용액으로 침출하여 납 전해액

을 만드는 공정

③ 산소를 발생하는 불용성 양극을 사용하여 납을 전

해채취하는 공정

PbSO4를 가용성의 PbCO3, Pb(OH)2로 전환하기 위

해 식 (7), (8)과 같이 NaOH, Na2CO3, (NH4)2CO3,

LiCO3, K2CO3 등을 이용하고 있다. PbO2는 PbO2와

PbSO4의 혼합물에 아질산 알칼리를 첨가하여 563 K에

서 가열하면 슬러지 중에 함유되어 있는 소량의 유기물

에 의해 환원되어 침출 가능한 PbO로 환원된다. 또

PbSO4를 상기한 방법으로 PbCO3로 전환하여 H2SiF6나

HBF4로 침출하는 공정에서 분말상의 납을 첨가하여

PbO로 전환하기도 하며, H2O2를 환원제로 사용하기도

한다. 전해채취에서는 양극에서 PbO2가 석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As, P, Co, H2O2 등을 첨가하거나 고 전

류밀도 전해를 하기도 한다. 

그리고 폐축전지의 페이스트나 금속 Pb를 습식으로

처리하는 FLUBOR법은 다음과 같은 공정으로 구성되

어 있다29,30).

① 폐축전지의 파쇄에 의해 얻어진 납 페이스트를 황

화소다나 황산용액과 반응시켜서 페이스트 중의

모든 납 화합물을 황화납과 황산소다 용액으로 만

든다.

PbSO4 + Na2S = PbS + Na2SO4 (14)

② 황화납과 붕불화제2철(2Fe(BF4)3) 전해액으로 침

출하여 붕불화납-붕불화제1철 혼합용액(Pb(BF4)2-

Fe(BF4)2)과 미 용해 잔사로서 단체 유황을 얻는다.

PbS + 2Fe3+ = Pb2+ + 2Fe2+ + So (15)

③ 격막이 있는 FLUBOR 전해조에서 붕불화납-붕불

화제1철 용액을 전해하고, 음극실에서 전기납을

회수함과 동시에 탈연한 전해액을 양극실로 보내

어 붕불화제2철(2Fe(BF4)3)을 얻는다. 붕불화제2철

은 PbS의 침출에 재이용된다. 이 전해조는 새롭

게 고안된 것이지만 일반적인 개방형의 전해조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Pb2+ + 2Fe2+ = Pb + 2Fe3+ (16)

④ ①의 공정에서 생성하는 황산소다는 석탄을 사용

한 가열 환원에 의해 황화소다로 전환한 후에 납

페이스트의 처리에 재이용한다.

Na2SO4 + 2C = Na2S + 2CO2

한편 Fig. 12에는 Engitec Technologies의 FAST

Pb법을 재구성하여 나타내었다30). 폐축전지를 파쇄하여

격자부와 전극부는 분리하여 별도로 처리하고, 페이스

트(PbSO4)만 습식으로 처리한다. 폐축전지에서 회수한

페이스트를 식 (7), (8)과 같이 Na2CO3, NaOH,

(NH4)2CO3 등을 이용하여 탈황하여 PbCO3, Pb(OH)2

등의 산화물 페이스트로 만든다. 이 산화물 페이스트는

NH4Cl로 침출시켜 NH3PbCl3 용액으로 만들고, 아연분

말 등으로 정제한다.

PbCO3 + 3NH4Cl = NH3PbCl3 + CO2 + 2NH3 + H2O

정제한 용액은 전해공정에서 플레이크(flake)상으로 회

수한다. 그러나 FLUBOR법이나 FAST Pb법은 아직

상용화 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에는 건식법과 습식법의 장점을 결합한 복합 프

로세스의 개발에 의해 완전한 납 리사이클링 프로세스

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종 합

본 연구에서는 납을 함유하는 순환자원으로부터 납을

리사이클링하기 위해 필요한 납의 제련공정에서부터 주

로 축전지인 납 스크랩을 처리하는 공정에 대해 고찰하

였다. 납은 고대 7금속의 한 가지로 인류가 두 번째로

Fig. 12. FAST® Pb Process for lead recovery from

secondary materials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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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금속이며, 현대산업에서도 필수적인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 이러한 납은 자동차 생산량의 증대에 따

라 사용량도 현저하게 증가하여 이미 년간 1,100만 톤

이상의 납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납은 인체에 매우

유해한 원소이기도 하지만, 다행히 리사이클링 공정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서 전세계 사용량의 약 60 %는 리

사이클링으로부터 공급되고 있다. 광석으로부터 납을 생

산하는 1차 제련공정은 대부분이 황화광을 산화배소-소

결하여 용광로 등에서 처리하는 건식제련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황화물을 직접제련하는 공정도 가동 중에 있다.

특히 직접제련에서는 광석뿐만 아니라 2차자원의 사용

량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차 제련의 대부분은 1차

제련과 유사한 방법으로 샤프트로나 회전로, 반사로 등

을 사용하며, 조연의 정련은 1차 제련과 동일한 방법을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납 축전지 등의 습식처리는

황화물, 황산화물 등을 산화물로 만들어 침출-정액-전해

채취 등의 공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활성화 되지는 못하

고 있다. 향후 납축전지의 완전한 리사이클링을 위해서

는 납축전지를 해체한 후 납을 제외한 나머지 재료의

재활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건식법과 습식법을 결

합한 새로운 공정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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