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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Pb and Cu-Sb alloys were prepared at various ratios, from 10:90 to 90:10, and leaching tests

with sulfuric acid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b and Sb on the leaching of Cu from speiss,

which is obtained from the top submerged lance furnace process. The Cu leaching efficiency increased as the

amount of Cu increased in both alloys, but the leaching efficiencies were lower in the Cu-Sb alloy than in the

Cu-Pb alloy. For example, in alloys with 70% Pb and Sb ratio, the leaching efficiency of Cu from the Cu-Pb

alloy increased to 95%. The leaching efficiency of the Cu-Sb alloy was 67% in 2 mol/L sulfuric acid solution

with 1% pulp density and 1000 cc/min O2 at 90 °C, 400 rpm, and 6 hours. When the leaching residues were

examined with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EDS (Energy-dispersive X-ray spectroscopy), it was found

that in all Cu-Pb alloys, Cu and Pb exist as independent metal phases, while, in Cu-Sb alloys, Cu formed

intermetallic compounds with Sb such as Cu2Sb, because the Cu-Sb alloy has a lower melting point than the

Cu-Pb alloy. These results suggest that Sb may retard the leaching rate of Cu from the alloy. When the

leaching residue of speiss obtained from a top submerged lance furnace, intermetallic alloys of Cu-Sb were

also observed, having a net structure. The net structure contains Cu metal in the center of the speiss particle,

while the intermetallic alloys of Cu-Sb were present in the outer layer of the particle, in good agreement with

the results using the alloys in this study. This suggests the intermetallic alloys of Cu-Sb can prevent copper

from l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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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Top submerged lance (TSL)공정은 용융로와 청소로인 2

개의 로 (furnace)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비철금속 제련

공정의 부산물이나 폐기물에서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공정

으로 이용된다 [1,2,3]. TSL 공정에서 유가금속은 스파이

스 (speiss)에 농축되고 철 등의 불순물은 슬래그로 배출되

어 안정한 상태로 최종 처분된다 [4]. 국내 제련업체의

TSL 공정에서 발생한 스파이스 성분은 투입되는 원료에

따라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주성분은 구리와 안티몬, 납으

로 구성되고 미량의 귀금속을 함유한다. 스파이스로부터 유

가금속을 회수하기 위한 국내 제련업체의 사례를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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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요약하였다. TSL 공정에서 제조된 스파이스는 산소를

주입하며 황산으로 침출하여 주성분인 구리를 용해하고 귀

금속을 잔사에 농축한다. 잔사는 용융하여 금과 은을 금속

으로 농축·회수 후 전해정련공정으로 각각 회수한다. 최근

원료가 다양화되어 스파이스 중 안티몬과 납의 함량이 증

가함에 따라 구리의 침출 효율이 저하되는 현상이 보고되

었다. 침출 잔사 중 구리의 함량이 높으면 귀금속 품위 및

회수율 저하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5], 구리침출에 대

한 안티몬과 납의 영향을 분석하여 스파이스로부터 구리의

침출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TSL 공정에서 생산된 스파이스의 주성분인 구리, 안티몬,

납의 침출 거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보고되어왔

다. 구리금속은 황산용액으로 산화되지 않으며[6], 산소

[6,7], 과산화수소[8,9], 3가 철 이온[10,11], 질산[12,13] 등

과 같은 별도의 산화제가 필요하다. 염산용액에서는 구리

2가 이온이 구리금속에 대해 산화제 역할을 하므로 별도의

산화제 투입 없이 구리금속의 용해가 가능하다 [14]. 안티

몬은 주로 알칼리용액에서 황화나트륨을 첨가하거나[15,16]

오존을 주입한 염산용액[17]을 이용하여 침출 연구가 수행

되었으며 황산용액을 이용한 안티몬의 침출 거동에 관한

연구는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 다만 안티몬이 산화되어 생

성되는 Sb2O3와 Sb2O5는 용해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

다 [18]. 납은 염산[19,20,21], 질산[22,23], 구연산[24,25]

과 같은 산성용액 및 수산화나트륨[26]과 같은 알칼리용액

이 침출액으로 보고되었으나 황산용액에서는 불용성의 황

산납 (PbSO4)으로 침전하여 낮은 침출 효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7]. 따라서 황산용액으로 스파이스를

침출할 경우 산화안티몬이나 황산납의 용해도가 낮아 구리

침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보

고된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스파이스 중 구리의 침출에 대한 납과 안티

몬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실제 스파이스가 생산되는 공정

조건에서 다양한 구성 비율의 구리와 납, 구리와 안티몬 합

금을 제작하여 황산 침출 실험을 진행하였다. 침출 시간에 따

른 용액 중 금속의 농도를 분석하여 각 금속의 침출 거동을

확인하고, 실험 후 침출 잔사의 XRD (X-ray diffraction)와

SEM 분석을 통하여 침출 잔사 중 안티몬과 납 성분의 잔존

형태가 구리침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Cu-Pb, 그리고 Cu-Sb 합금을 제작하여

침출 실험에 이용하였다. 합금은 구리와 각 금속의 함량을

조절하여 9개의 비율로 준비하였으며, 각 합금의 무게는

20 g이었다. 각 합금을 제작하는 데 사용된 금속의 함량과

비율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합금의 명칭은 납 혹은 안

티몬이 합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금속명과 비율을

표시하여 나타내었다 (예 Pb10, Sb90 등). 합금 제작을

위해 흑연 도가니에 구리 (99.5%, Alfa Aesar Chemical

Co., Ltd), 납 (99.0%, Sigma-Aldrich Inc.), 안티몬

(99.5%, Alfa Aesar Chemical Co., Ltd)의 분말을 정해

진 비율에 따라 혼합하여 준비 후, 고주파 유도전기로에

장입하였고 아르곤 가스(700 cc/min)를 주입하면서 1100 °C

까지 15분간 승온시키고, 20분간 용해 후에 상온의 물에

냉각시켜 제작하였다. 합금이 완전히 식은 후 전동 드릴을

사용하여 1 mm 두께의 얇은 금속 리본을 5 mm 길이로

준비하여 침출 실험에 사용하였다.

침출용액은 황산 (95%, Junsei Chemical Co., Ltd.)을

이용하여 2 mol/L 황산용액을 제조하고, 500 mL Pyrex 5

구 반응기에 200 mL를 투입하여 진행하였다. 반응기를 히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Cu-Pb alloys and Cu-Sb alloys.

Cu-Pb alloy Cu-Sb alloy

Cu Pb Cu Sb

weight (g) portion (%) weight (g) portion (%) weight (g) portion (%) weight (g) portion (%)

Pb90 2 10 18 90 Sb90 2 10 18 90

Pb80 4 20 16 80 Sb80 4 20 16 80

Pb70 6 30 14 70 Sb70 6 30 14 70

Pb60 8 40 12 60 Sb60 8 40 12 60

Pb50 10 50 10 50 Sb50 10 50 10 50

Pb40 12 60 8 40 Sb40 12 60 8 40

Pb30 14 70 6 30 Sb30 14 70 6 30

Pb20 16 80 4 20 Sb20 16 80 4 20

Pb10 18 90 2 10 Sb10 18 90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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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맨틀에 고정한 후, 교반기, 온도계, 산소주입관, 샘플링관

과 용액증발 방지를 위한 응축기를 반응기에 설치하였다.

침출용액을 400 rpm 속도로 교반하며, 1000 cc/min의 산소

를 주입하고, 침출용액의 온도가 90 °C에 도달하면 2 g의

시료를 투입하여 침출 실험을 시작하였다. 사전에 정해진

시간마다 3 mL의 용액을 샘플링하고 총 6시간 동안 침출

실험을 진행하였다. 용액은 멤브레인 필터 (0.45 µm)를 이

용하여 여과 후 구리와 납의 분석을 위한 용액은 2% 질

산으로, 안티몬 분석을 위한 용액은 3 mol/L 염산으로 희

석하여 농도를 분석하였다. 침출실험이 종료되면 모든 용

액은 멤브레인 필터 (0.45 µm)를 이용하여 여과하고, 침출

잔사는 105 °C에서 밤사이 건조한 후 XRD와 SEM 분석

을 실시하였다. 금속의 농도는 Inductively Coupled

Plasma-Optical Emission Spectrometry (ICP-OES,

Optima-8300, Perkin Elmer Inc.)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

며, 건조된 잔사는 X-ray diffractometer (XRD, Smartlab,

Rigaku Co.)와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MIRA-3, Tescan Co.)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Cu-Pb 합금과 Cu-Sb 합금의 침출 거동

Cu-Pb 합금과 Cu-Sb 합금의 황산 침출 실험을 수행한

후 그림 2와 그림 3에 구리의 침출 거동을 각각 나타내었

다. 두 합금 모두 구리의 침출 효율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

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합금 중 구리의 함량이 높을수

록 구리의 침출 효율이 높았고, 구리의 함량이 낮을수록

구리의 침출 속도가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즉, Cu-Pb

합금에서 90분 후 구리의 침출 효율은 구리 비율이 높은

Pb10, Pb20, Pb30에서 55-85%였고, 구리의 비율이 낮아

지는 Pb40, Pb50, Pb60, Pb70에서는 같은 시간에 약

40-70%였으며, 납 비율이 높은 Pb80, Pb90에서는 15-

30%이었다. 또한 Cu-Sb 합금에서 90분 후 구리의 침출

효율은 구리 비율이 높은 Sb10, Sb20, Sb30에서 50-95%

Fig. 1. Schematic diagram of metal recovery process from TSL
process product.

Fig. 2. Cu leaching efficiency of Cu-Pb alloy with the ratio of Cu
and Pb.

Fig. 3. Cu leaching efficiency of Cu-Sb alloy with the ratio of Cu
and 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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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구리의 비율이 낮아지는 Sb40, Sb50, Sb60, Sb70

에서 20-60%였다. 안티몬의 비율이 높은 Sb80, Sb90에서

90분 후 구리의 침출 효율은 0-20%로 낮았다. 구리의 함

유량이 적을수록 침출되어야 하는 구리의 양이 적지만 그

림 2와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오히려 침출 효율은 낮

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합금 중 안티몬과 납이 구리의 침

출을 저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구리의 비율이 같은 두 합금을 비교할 경우에 Cu-

Pb 합금에 비해 Cu-Sb 합금의 침출 속도가 느리고 침출

효율도 낮은 경향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납과 안티몬이 구

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납과 안티몬의 침출 거

동을 조사하였다. 그림 2와 그림 3에서 수행한 침출 실험

에서의 납과 안티몬의 황산 침출 거동을 그림 4와 그림 5

에 각각 나타내었다. 납은 Cu-Pb 합금의 모든 비율에서

침출용액 중 낮은 농도를 유지했다. 6시간 후 합금의 침출

용액에서 납의 농도는 15-42 mg/L였고, Pb30에서 가장 많

은 양인 42 mg/L의 납 농도가 확인되었다. 모든 Cu-Pb

합금의 침출 실험 잔사에서 유사한 XRD 결과가 관찰되었

기 때문에 Pb40의 침출 잔사에 대한 XRD 분석 결과를

그림 6(a)에 나타내었으며, 침출 잔사의 주 성분은 황산납

(PbSO4)으로 확인되었다. 합금 중 구리의 비율이 30% 이

상일 경우 6시간 후 90% 이상의 구리가 침출된 것에 비

하여 납의 농도는 매우 낮았다. 즉 Cu-Pb 합금을 황산으

로 침출한 경우 구리와 납이 황산에 의해 합금으로부터 동

시에 용해되나 구리가 지속적으로 용해되어 용액에 잔존하

는 것에 비해 납은 황산납으로 전환되어 침전되기 때문에

낮은 농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합금 비율에서

납의 농도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는 납이 안정적인 침전물을 생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

시적으로 용해된 후 재침전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의 침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Cu-Sb 합금의

경우 안티몬은 120분 이내 가장 많은 양이 침출된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안티몬의 비율이 적은 Sb10,

Sb20을 제외한 나머지 합금에서는 6시간 후 안티몬의 농

도는 600-700 mg/L까지 감소하였다. 그림 6(b)은 Sb40,

Sb80 잔사의 XRD 분석 결과이며, Cu-Sb 합금의 침출잔

사 중 Sb80, Sb90에서는 Sb2O3가, 그리고 나머지 비율의

Fig. 4. Pb concentration in leaching solutions using Cu-Pb alloy
with the ratio of Cu and Pb.

Fig. 5. Sb concentration in leaching solutions using Cu-Sb alloy
with the ratio of Cu and Sb.

Fig. 6.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leaching residue obtained from
leaching tests with (a)Cu-Pb alloy and (b)Cu-Sb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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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금에서는 Sb2O5의 피크가 관찰되었다. Casas 등은 황산

용액에서 안티몬의 용해도가 매우 낮다고 보고했으며[27],

이는 본 연구에서 관찰된 결과와 일치한다. 즉, 그림 5의

침출 결과에서 안티몬이 일시적으로 침출되어 용액 중 농

도가 증가하나 이후 산화물로 침전한 것을 알 수 있다. 안

티몬의 침출 거동에서도 농도가 증가한 후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는데 이는 납의 침출 거동에서 관찰된 것처럼 안티

몬의 산화물의 일부가 용해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그

림 3의 Sb80과 Sb90에서 60분 및 120분까지 구리의 침

출 효율은 0에 가까웠으나 그림 5의 결과와 비교하면 일

정량의 안티몬이 침출된 이후 구리가 침출된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침출 후 용액 중 안티몬의 농도가 납의 농도에

비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Cu-Sb 합금 중 구리의 함량이

60% 인 경우에도 6시간 침출에 구리의 침출 효율은 90%

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것은 안티몬은 침출 초기에 많은

양이 침출되었지만 산화물로 침전하였고, 결과적으로 구리

의 침출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리의 침출에 미치는 납과 안티몬의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구리와 납, 구리와 안티몬의 비율에 따른 6시간 후

구리의 침출 효율을 그림 7에 나타내었다. 합금 중 구리의

함량이 감소할수록 구리의 침출 효율이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Pb90, Sb90을 제외한 나머지 합금에서 구

리의 침출 효율은 Cu-Pb 합금에 비해 Cu-Sb 합금에서 더

낮은 경향을 보였다. 합금 중 구리가 90%일 때 두 합금

모두 99% 이상의 구리가 침출되었으나, 구리가 30%일 경

우 Cu-Pb 합금에서 95%, Cu-Sb 합금에서 67%의 구리가

침출되었다. 즉, 구리침출 저해효과는 납보다 안티몬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에 나타낸 제련공정에서 침출

잔사 중 구리의 함량이 귀금속 회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각 침출 실험에서 얻어진 침출 잔사의 구리 함량을 조

사하고 결과를 그림 8에 나타내었다. 합금 중 구리 함량이

증가할수록 잔사 중 구리 함량은 증가한 후 감소하는 경향

이 나타났고, 모든 비율에서 Cu-Pb 합금 침출 잔사의 구

리 함량이 Cu-Sb의 경우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다. Cu-Pb

합금의 경우 Pb60에서 6%의 구리가 잔존하여 가장 많은

잔존율을 나타냈으며, Cu-Sb 합금의 경우 Sb50에서 잔사

중 구리의 함량이 19%로 가장 높았고, Cu-Sb 합금 중

안티몬 함량이 30%에서 60%일 경우 구리 함량은 10%를

초과하였다. 합금 중 구리의 함량이 80% 이상인 경우, 그

림 2와 그림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구리의 침출 효율이

95% 이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잔사 중 구리의 함량이 낮

았고, 합금 중 구리의 함량이 20% 이하인 경우, 구리의

침출 효율이 낮으나 시료 중 구리의 함량이 낮아 침출 잔

사 중 구리의 함량도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Cu-Pb의 합금과 Cu-Sb의 합금을 침출할 때 납과 안티몬

은 침출된 후 각각 황산납과 산화안티몬으로 침전되었다. 즉

납과 안티몬이 유사한 침출거동을 나타냈고 용액 중 농도

는 안티몬이 일시적이나마 납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구리의

침출 효율은 Cu-Sb 합금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침출된 납이나 안티몬의 침전 거동만이 구리침출을 저해하

였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침출 잔사의 SEM-

EDS 분석을 통하여 납과 안티몬의 구리침출 저해효과를

다음과 같이 규명하고자 하였다. 

3.2. 침출잔사의 단면 분석

침출 실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합금 중 구리의

침출 효율 저해효과는 납보다 안티몬이 큰 것으로 분석되

었다. 침출 실험의 침출 잔사를 이용하여 제조한 연마편으

로 SEM-EDS 분석을 수행하여 안티몬과 납의 구리침출

저해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림 9(a)는 Pb80의 침출

Fig. 7. Cu leaching efficiency of Cu-Pb alloy and Cu-Sb alloy with
various ratios at 360 min.

Fig. 8. Amount of Cu in leaching residue with various ratios.



38 대한금속 ·재료학회지 제59권 제1호 (2021년 1월)

잔사 단면을 나타내었다. 침출 잔사의 단면을 이루는 금속

상은 명암에 따라 크게 어두운 회색상과 밝은 회색상으로

구분되고,  EDS 분석 결과 어두운 회색상은 Cu상

(Cu>93%)으로, 밝은 회색상은 Pb상 (Pb>85%)으로 관찰되

었다. Cu-Pb 합금의 상평형도에 따르면 본 연구에 사용된

Pb80의 용융점은 약 1020 °C이고[28], 스파이스가 생산되

는 조업 조건을 참고하여 1100 °C에서 합금을 제작할 때

두 금속은 용해되어 혼합된 합금상을 형성하지만 용융점과

조업 조건의 온도차가 크지 않아서 충분히 용융되어 혼합

된 합금상을 형성하지 않을 확률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9(a)에서 ‘Particle Surface’로 표현한 침출 잔사 입자

의 표면에 납이 관찰되고 있으나 구리는 표면보다 납에 둘

러싸여 있는 형태로 관찰되었다. 이 입자 표면 외부에 존

재하는 작은 입자를 EDS로 분석한 결과, Pb와 S가 관찰

되어 그림 6(a)의 XRD 결과를 고려할 때 합금의 납이 침

출된 후 황산납 (PbSO4)으로 침전한 결과물로 판단된다.

그림 10은 Cu-Pb 합금에서 Pb10부터 Pb90까지 총 9개의

침출 잔사의 단면 이미지를 SEM으로 분석한 결과이며, 모

든 비율의 합금에서 합금 조직 내 독립적인 Cu상과 Pb상

이 존재했다. 관찰된 Cu상의 구리 비율은 93-99%였고,

Pb상의 납 비율은 82-99%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제작된 9

개의 합금 중 용융점이 가장 낮은 비율인 1:9의 Cu-Pb

합금의 용융점도 약 950 °C 로, 모든 Cu-Pb 합금의 용융

점이 조업 조건의 온도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 독립적인

상들이 관찰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는 시간이 경과함

에 따라 구리 침출 효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비해

그림 4는 납이 침출용액 중 매우 낮은 농도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었다. 표면에 노출되는 구리는 침출되어

이온으로, 그리고 납은 침출되어 황산납으로 전환되기 때

문에 납 성분이 구리의 침출 효율을 저해하는 효과가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9(b)에 구리와 안티몬의 함량이 3:7인 Sb70의 침

출 잔사의 단면을 나타내었다. EDS 분석 결과 금속상의

명암에 따라 두 종류로 구분된다. 기존 보고된 구리와 안

티몬의 상평형도에서 이 비율의 합금의 용융점은 약 540 °C

이고[29], 1100 °C에서 합금을 제작할 때 충분히 용융되어

혼합된 합금상으로 존재할 확률이 크다고 판단된다. 침출 잔

사의 단면에서 EDS 분석 결과 어두운 회색의 금속상은

구리와 안티몬의 몰비는 2:1이므로 Cu2Sb상으로 판단되고,

밝은 회색의 상은 Sb상 (Sb>95%)이었다. 그림 3의 구리침

출 결과와 그림 8의 침출 잔사 중 구리 함량 분석 결과에

서 Sb70에서 67%의 구리가 침출되었고 잔사 속에 10%의

구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때 침출되지 않은

구리는 안티몬과 합금을 이루며 침출 속도가 느리기 때문

에 침출되지 못하고 잔존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림

11에 Cu-Sb 합금의 비율을 Sb10에서 Sb90으로 변화시켜

제작한 총 9개의 합금을 침출한 후 잔사의 단면을 나타내

었다. Cu2Sb상과 Sb상이 함께 관찰된 합금의 비율은

Sb40, Sb50, Sb60, Sb70이었다. 네 가지 비율의 침출 잔

사에서 Cu2Sb상은 구리가 약 47-53%, 안티몬이 약 47-

53%로 구성되었고, Sb상은 83-96%의 안티몬으로 구성되

었다. 구리의 비율이 높고 안티몬의 비율이 낮은 Sb10,

Sb20, Sb30의 합금에서는 산화안티몬이 관찰되었지만, 침

출 이전에는 Cu2Sb상과 함께 Cu상도 일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Cu상은 침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비율의 합금에서 구리의 침출 효율이 비교적 높았고, 안티

몬의 절대량이 적어서 Cu2Sb상이 적은 비율로 생성되기

Fig. 9. SEM images of leaching residue with (a) Pb80 and (b)Sb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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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Sb10, Sb20, Sb30의 침출 잔사에서는 두 금속상

이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안티몬의 함량이

높은 Sb80, Sb90에서도 Cu2Sb상이 관찰되는 대신 산화안

티몬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낮은 구리의 비율에 따라

Cu2Sb상이 적게 형성되어서 관찰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

다. 한편, 모든 잔사에서 EDS 분석 시 입자 외부에서 Sb

와 O가 관찰되었고, XRD 분석 결과 Sb2O3와 Sb2O5가

관찰되었기 때문에 침출 실험 중 안티몬의 농도가 감소할

때 발생한 침전물로 판단된다. 

실제 제련공정에서 산출되는 스파이스와 비교하기 위해

국내 제련공장에서 확보한 스파이스 (구리 77%, 안티몬

9%, 납 5%)를 동일 조건에서 침출하여 잔사에 대한 분석

을 실시하고 그림 12에 나타내었다. 스파이스의 단면은 명

암에 따라 가장 어두운 회색상 (Cu>95%, (a))과 밝은 회

색상 (Cu>60%, Sb>25%, (b))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흰

점으로 관찰되는 지점은 납을 포함하고 있다. 스파이스의

침출 잔사는 그림 12 상부의 입자 표면에서 하부의 입자

중심 방향으로 침출되기 시작하여 침출된 영역과 침출되지

않은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침출되지 않은 영역에서 (a)와

(b)상은 함께 존재하지만, 침출된 영역에서는 (b)상이 잔존

하여 그물 구조를 이룬다. SEM-EDS 분석 결과, 침출 후

그물 구조를 이루는 (b)상의 구리 함량은 58%로 침출되지

않은 영역의 (b) 조성과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12에서 실제 스파이스 중의 구리는 상기 합금 침

출 잔사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티몬과 합

금상 (b)를 형성하지만 납과는 혼합된 합금상을 형성하지

않았고 개별적으로 존재했다. Cu-Pb 합금에서 납의 함량이

80% 이상으로 구성되면 구리의 침출 효율을 현저하게 감

소시키지만 스파이스 중 납의 함량은 5%로 구리의 침출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판단된다. 안티몬의 비율이 10%인

Cu-Sb 합금에서 99%의 높은 구리 침출 효율을 보였으나

실제 스파이스의 침출 잔사에는 구리가 잔존하였는데, 이

는 스파이스 중 9%의 안티몬에 의해 구리와 안티몬의 금

속간 화합물이 형성되었고 본 연구에서의 침출 조건 중 광

액 농도가 10 g/L인 것에 비하여 실제 공정에서 광액 농도

가 높은 것이 원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금속상은 Cu

상에 비해 비교적 느리게 침출되어 그물 구조로 잔존하며,

그물 구조에 의해 입자 중앙에 위치한 (a)상이 침출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되었다. 따라서 구리와 안티몬의 금속

간 화합물 형성이 구리의 침출 효율이 저하되는 원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Cu-Sb 또는 Sb의 용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착염을 투입하여 구리의 침출속도를 향상시키는 연구

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Fig. 10. SEM images of Cu-Pb alloy leaching residue.

Fig. 11. SEM images of Cu-Sb alloy leaching residue.

Fig. 12. SEM image of cross-section of speiss leaching resid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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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이 연구에서는 TSL공정 산물인 스파이스 중 납과 안티

몬이 구리의 침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다양한

비율의 합금을 제작하여 황산 침출을 수행하고, 침출 잔사

에 대해 SEM-EDS 분석을 수행하였다. 침출 결과에서 합

금 중 구리의 함량 비율이 감소할수록 두 합금의 구리 침

출 효율은 모두 감소했다. Cu-Pb 합금에서 납이 80% 이

상 존재하지 않으면 구리의 침출 효율의 저하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Cu-Sb 합금에서는 안티몬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구리의 침출 효율은 납에 비해 더 크게 감소하여 합금으로

부터 구리의 침출 저해효과는 안티몬이 납에 비해 더 현저

하였다. 이 때 납과 안티몬은 침출되지 않고 각각 황산납

과 산화안티몬으로 전환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침출 잔사

의 단면 분석 결과, Cu-Pb 합금에서는 구리와 납이 별도

의 상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Cu-Sb 합금에서는 Cu2Sb상과

Sb상이 각각 관찰되었다. 이는 Cu-Pb합금에 비하여 Cu-Sb

합금이 용융하는 온도가 낮은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며,

Cu2Sb를 형성한 구리 성분이 침출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안티몬의 구리침출 저해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실

제 제련공정에서 얻어진 침출 잔사의 SEM 결과와 비교했

을 때 Cu-Sb 합금이 형성되어 그물 구조를 형성하고 침출

되지 않은 형상이 관찰되어 안티몬이 구리와 합금을 형성

하는 것이 침출 저하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향후 TSL 산

물의 구리 침출 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Cu-Sb의 용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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