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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investigate the reduction of SnO2 and the generation of syngas(H2, CO) using methane(CH4) and hydrogen(H2)

or a mixed gas of methane and hydrogen as a reducing gas. When methane is used as a reducing gas, carbon is formed by

the decomposition of methane on the reduced Sn surface, and the amount of generated carbon increases as the amount and

time of the supply of methane increases. However, when hydrogen is used as a reducing gas, carbon is not generated. High

purity Sn of 99.8 % and a high recovery rate of Sn of 93 % are obtained under all conditions. The effects of reducing gas species

and the gas mixing ratio on the purity and recovery of S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ut hydrogen is somewhat more

effective in increasing the purity and recovery rate of Sn than methane. When 1 mole of methane and 1 mole of hydrogen

are mixed, a product gas with an H2/CO value of 2, which is known to be most useful as syngas, is ob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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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주석은 땜납, 양철, MRI 기기의 초전도 자석 등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전략 소재이다.1-6) 특히, 최근 디

스플레이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디스플레이의 핵

심 소재인 Indium-Tin-Oxide(ITO) 투명전극의 수요가 높

아지면서 주석의 산업적 수요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7-12) 주석의 국내 수요량은 2011년 기준 연간

17,000톤 이상이지만, 수요량의 99 % 이상을 수입에 의

존하고 있어 국외 의존성이 매우 심한 소재이다. 또한

사용 후 국내 수요량의 약 70 % 이상이 폐자원으로 발

생되고 있지만, 주석이 함유된 폐자원에서 주석을 재활

용하는 기술 및 시설은 매우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

어 폐주석의 형태로 해외에 낮은 가격에 반출되거나 폐

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주석의 국내 재활용 사

이클을 구축하여 전략 소재의 국외 의존성을 줄이고 국

가 경제 자립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13,14)

주석 폐기물은 주로 주석산화물(SnO2)의 형태로 발생

하며 건식 및 습식 환원법을 통해 주석산화물을 주석으

로 환원시킬 수 있다. 고체 탄소를 사용하는 건식 환원

법은 주석산화물을 주석으로 환원시키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높은 온도와 긴 반응 시간

이 필요하며, 코크스를 투입하여 고체-고체 반응으로 주

석산화물을 환원하기 때문에 슬래그로 주석이 손실되고

열효율 및 회수율이 낮으며 슬래그 폐기물과 이산화탄

소가 다량 발생하여 환경오염 및 지구온난화를 유발하

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15-17) 반면 습식 환원법은 주석

슬러지, 도금 폐액 등에서 주석산화물을 감소시키거나 화

학 용액을 사용하여 도금액을 환원시키는 방법이다.18) 그

러나 습식 환원법은 부식성 액체 폐기물이 배출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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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환경오염을 일으키며 비교적 비용이 비싸다는 단

점이 있다.19)

본 연구팀은 기존의 건식 및 습식 환원법의 문제점을

보안하고 환경오염 물질의 발생 없이 고 순도 주석을 회

수하기 위해 메탄(CH4)가스를 환원 가스로 이용하여 주

석산화물을 환원시키는 건식 환원 공정을 실시한 바 있

다.20) 환원 가스를 이용한 건식 환원법은 주석산화물과

코크스의 고체-고체 반응인 기존 건식 환원법과는 달리

주석산화물과 환원 가스의 고체-기체 반응으로 전환하여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고 반응 온도를 낮추며 슬래그 형

성으로 소실되는 주석의 양을 최소화함으로써 회수율과

순도를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천연가스에서

얻을 수 있는 메탄 가스를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

정비용이 낮으며, 환원 공정의 부산물로 생성되는 수소와

일산화탄소는 항공유 등 액상 연료 제조를 위한 synthetic

gas(syngas)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 물질 발

생을 줄일 뿐 만 아니라 경제적인 활용도가 매우 높다.

따라서 환원 가스를 이용한 건식 환원법은 기존 건식 및

습식 환원법보다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환원법이며, 주

석뿐 만 아니라 다양한 금속 산화폐기물의 재활용에 공

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활용성이 높은 새로운 공정이

될 수 있다. Han 등은 메탄 가스에 의해 SnO2가 효과

적으로 환원되어 순도가 높은 주석이 회수될 수 있으며

부산물로서 H2와 CO를 포함하는 syngas가 생성됨을 확

인한 바 있다.20) 그런데 메탄 가스와 더불어 수소 가스

또한 유용한 환원 가스이므로 SnO2를 효과적으로 환원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이에 대한 연구

는 진행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메탄(CH4) 가스 뿐 만 아니라 수

소(H2) 가스 또는 메탄 가스와 수소 가스의 혼합 가스

를 환원 가스로 사용하여 SnO2의 환원과 환원 반응에

따른 syngas의 발생에 대해 연구하였다. 주석산화물의 몰

분율에 따라 환원 가스의 공급량과 공급 시간 그리고 가

스 혼합 비율을 달리하면서 환원 공정 반응의 차이를 고

찰하였다. 각 환원 공정 조건에 따른 Sn의 회수율 및 순

도를 비교하였으며 환원공정 후 생성된 가스의 성분 분

석과 이를 통해 얻어진 syngas내 H2/CO 비율 변화를 살

펴보았다.

2. 실험 방법

2.1 SnO2의 환원 공정

본 연구에서 환원반응을 위한 원소재로 사용된 산화주

석(SnO2)은 유리제조공장에서 사용 후 폐기된 전극봉으

로 분말형태로 파쇄된 후 300 µm 체(sieve)를 이용하여

분급되었으며 직경이 4~300 µm의 다양한 크기를 갖고 있

었다. 환원 가스를 이용한 건식 환원 공정은 본 연구팀

에서 이미 보고20)한 바와 같이 SnO2 분말을 담은 알루

미나(Al2O3) 보트를 반응로 내 석영관에 삽입한 후 석

영관 내부를 진공 펌프를 이용하여 진공 상태로 만든 뒤

높은 온도에 의한 석영관의 수축을 막기 위해 석영관 내

부에 아르곤 가스를 주입하였다. 반응로를 가열하여 석

영관 내부의 온도가 반응 온도에 도달한 후, 환원 가스

혼합 조건에 따라 메탄 가스와 수소 가스를 흘려주며

SnO2의 환원 반응을 진행하였다. 가스봄베로부터 공급된

차가운 환원 가스에 의해 석영관 내부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환원 가스를 석영관 안으로 주

입하기 전에 가스가 흘러가는 경로의 두 군데에 가스를

예열할 수 있는 가열 장치를 설치하였으며, 가열 장치

를 통해 예열된 환원 가스는 석영관으로 주입하기 직전

평균적으로 185 oC이었다. 환원 공정에 의해 생성된 가

스를 포집하기 위해 석영관의 배출구에 플라스틱 백을

설치하였으며, 환원 공정이 끝난 후 환원된 SnO2가 모

아진 알루미나 보트를 석영관 끝으로 옮겨놓은 상태에

서 반응로를 상온까지 냉각시켰다. 반응로가 냉각되는 동

안 석영관 내부에는 메탄과 수소 가스의 공급을 멈추고

아르곤 가스를 공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nO2의 몰량에 따른 환원 가스의 공

급량과 가스 혼합 비율을 4 가지 조건으로 달리하였으

며 자세한 조건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환원 공정 시

15 g의 SnO2 분말을 사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메탄 가스

혹은 수소 가스와 SnO2의 몰비를 맞추기 위해 메탄 가

스의 유속은 1 mole 당 40.5 sccm, 수소 가스의 유속은

1 mole 당 37.2 sccm으로 설정하였다. 환원 공정에서 메

탄과 수소의 환원력을 비교하기 위해 같은 몰량의 가스

를 공급하는 CH4 2 mole과 H2 2 mole 조건을 설정하였

으며, 수소 가스의 몰량에 따른 환원력을 비교하기 위

해 H2 4 mole 조건을 추가로 설정하였다. 또한 같은 몰

량의 가스를 공급할 때 메탄 가스 혹은 수소 가스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공급하는 것과 메탄 가스와 수소 가

스를 혼합하여 공급하는 것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CH4

1 mole + H2 1 mole 조건을 설정하였다. 환원 공정의 반

응 온도는 1,000 oC, 반응 시간은 2 시간으로 설정하였

다. 다만 CH4 2 mole 조건에서 반응시간에 따른 생성가

Table 1. Amount and mixing ratio of reducing gases(CH4 and H2)

depending on the molar amount of SnO2.

Condition No. SnO2 (mole) CH4 (mole) H2 (mole)

1

1

2 0

2 0 2

3 0 4

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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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2 시간의 반응조건 이외에

도 반응 시간을 1 시간으로 설정하여 추가 실험을 진

행하였다.

2.2 생성된 가스와 주석의 성분분석

환원된 Sn과 포집된 생성 가스는 각각 발광 분광 분

석법(inductive coupled plasma, ICP)와 가스 크로마토그

래피(GC-TCD)를 이용하여 Sn의 순도와 포집 가스의 성

분을 분석 및 비교하는데 사용되었다. 환원된 Sn의 순

도분석에는 환원된 Sn pellet이 사용되었고, 환원 후 pellet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세척 과정을 거친 뒤 성

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된 성분은 Sn, Cu, Pb, Sb,

As, Fe의 총 6 가지 성분이었다. 본 연구팀이 보고한 결

과에 따르면 1,000 oC에서 CH4의 몰수가 증가할수록, 생

성된 H2는 증가하는 반면 H2O와 CO2는 감소하다가 0

으로 수렴한다. 또한 CO는 증가하다가 CH4의 몰수가 2

를 초과하면서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 계산결과를 통해

CH4의 몰수가 1 또는 2일 때 생성되는 가스는 H2, CO,

CO2, H2O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20)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가스 성분 분석의 경우 메탄 가스만 공급한 H2 2

mole 조건과 H2 4 mole 조건에서는 환원 공정 중 CO

혹은 CO2가 발생하지 않고 오로지 수소만 존재할 것으

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스 성분 분석은 진행하지 않았으

며, CH4 2 mole 조건과 CH4 1 mole + H2 1 mole 조건의

포집된 생성 가스에서는 H2, CO, CO2와 잔류할 수 있

는 미 반응 CH4를 포함하여 총 4 가지 성분의 가스 분

석을 실시하였다. 가스 성분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환

원 공정의 부산물인 syngas의 성분비를 알기 위해 H2/

CO 비율을 계산하였다. 또한 각 조건에 따른 Sn의 회

수율은 환원된 Sn pellet의 무게와 순도를 이용하여 계

산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환원 공정

Fig. 1은 각 조건의 환원 공정을 끝내고 난 후 환원

된 Sn이 담겨진 알루미나 보트의 디지털 사진이다. 모

든 조건의 환원 공정에서 SnO2 분말이 성공적으로 환

원되어 크고 작은 pellet 형태의 Sn이 얻어졌다. 메탄 가

스를 환원 가스로 사용한 두 조건[Fig. 1(a),(b)]은 환원

공정이 끝난 후 알루미나 보트와 환원된 주석 표면에 탄

소가 쌓여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환원 공정 시 공

급된 CH4의 일부가 분해되어 생긴 탄소가 알루미나 보

트와 환원된 주석 표면에 쌓였기 때문이다. 또한 CH4

2 mole 조건이 CH4 1 mole + H2 1 mole 조건보다 더 많

은 탄소가 쌓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메

탄 가스를 1 mole 더 공급한 조건(CH4 2 mole 조건)에서

더 많은 메탄이 분해되었고 이로 인해 다량의 탄소가 생

성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수소 가스만 공급한 두 조건

[Fig. 1(c),(d)]에서는 메탄 가스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

에 환원 공정이 끝난 후 탄소 발생 없이 깨끗한 표면

을 유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환원 가

스로 메탄을 이용하였을 때, SnO2의 환원 반응이 모두

끝나고 난 후 추가로 공급된 메탄이 그대로 배출되는 것

이 아니라 환원된 액상 주석의 촉매작용에 의해 메탄이

수소와 탄소로 분해되어 탄소는 고체의 형태로 표면에

쌓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21,22) 또한 수소 만을 환원

가스로 사용한 경우 수소에 의한 SnO2의 환원 반응에

의해 수증기가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수증기는 환원 공정

후 냉각 시 물로 바뀌어 석영관 내에 남게 되며 SnO2의

환원이 끝난 후 추가로 공급된 수소는 그대로 배출되게

된다.

Fig. 2는 CH4 2 mole 조건에서 반응 시간을 각각 1

Fig. 1. The digital images of the reduced Sn bulks obtained by

reduction of SnO2 powders using CH4-2mole (a), CH4-1mole + H2-

1mole (b), H2-2mole (c), and H2-4mole (d) for 2 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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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2 시간 동안 환원 공정을 진행하여 얻은 환원

된 Sn이 담겨진 알루미나 보트의 디지털 사진이다. Fig.

2(a)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CH4 2 mole을 공급하여

1 시간 동안 환원 공정을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SnO2

가 Sn으로 환원되었으며 환원된 Sn 표면에 탄소가 쌓

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CH4 2 mole을 공

급한 후 반응 시간을 1 시간에서 2 시간으로 늘린 경

우 Fig. 2(b)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환원된 Sn 표

면에 쌓여있는 탄소가 Fig. 2(a)의 1 시간 동안 반응시

킨 경우보다 훨씬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결과를 바탕으로 환원 가스에 의한 SnO2의 환원 반

응이 1 시간 내에 모두 완료되며 남은 반응 시간 동안

추가로 공급된 메탄 가스가 분해되면서 고체 탄소를 생

성하므로 반응 시간 2 시간 조건에서 환원된 Sn과 알루

미나 보트 표면에 더 많은 고체 탄소가 쌓이게 됨을 알

수 있었다.

Fig. 3은 환원된 Sn pellet의 단면을 SEM과 EDS로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환원

된 Sn pellet은 SnO2가 모두 환원되어 100 %의 Sn으로

이루어졌으며 탄소 또한 검출 되지 않았다. 이 결과를

통해 환원 공정 후 얻어지는 Sn pellet은 SnO2 분말이

모두 환원되어 얻어진 것이며 pellet 내부에 탄소가 존

재하지 않는 비교적 순도가 높은 Sn이라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3.2 생성된 가스와 주석의 성분

2 시간 동안 반응시킨 CH4 2 mole, CH4 1 mole + H2

1 mole 조건과 추가로 진행된 CH4 2 mole 1 시간 조건

의 가스 성분 분석 결과를 Table 2와 Fig. 4에 나타내

었다. 메탄 가스만 공급한 H2 2 mole, H2 4 mole 조건은

가스 성분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지만 생성되는 가스는

Fig. 2. The digital images of the reduced Sn bulks obtained by

reduction of SnO2 powders using CH4-2mole for 1 h (a) and 2hrs (b).

Fig. 3. SEM image and EDS result of a cross section of reduced Sn pellet.

Table 2. The concentrations of H2, CO, CO2, and CH4 in the product gases obtained at the conditions of CH4-2mole-1h, CH4-2mole-2hrs,

CH4-1mole + H2-1mole-2hrs, and H2-2mole or −4mole-2hrs.

Gas component

(unit: mole %)

2M-CH4 

(1h)

2M-CH4 

(2h)

1M-CH4+1M-H2

(2h)

2M-H2 or 4M-H2

(2h)

H2 33.44 47.10 55.32 100

CO 18.50 33.99 25.54 0

CO2 10.64 4.77 4.95 0

CH4 37.42 14.13 14.20 0

Total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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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O밖에 없으며 생성된 H2O는 반응로 냉각 시 물로 바

뀌게 되므로 포집된 가스에는 포함되지 않고 오로지 미

반응 수소만 존재하기 때문에 100 %의 H2로 추론할 수

있다. 먼저 가스공급시간에 따른 생성 가스의 조성 변

화를 분석하면, CH4 2 mole 조건에서 반응 시간을 1 시

간에서 2 시간으로 증가시킨 결과, H2와 CO는 증가하는

반면 CH4, CO2는 감소하였다. 이는 1 시간 내에 SnO2의

환원 반응이 모두 끝난 후,20) 추가로 공급된 CH4가 아

래의 반응식 (1)과 같이 CO2와 반응하여 H2와 CO를 생

성했기 때문이다.23-26)

CH4 + CO2→ 2H2 + 2CO (Eq. 1)

다음으로 가스 혼합 비율에 따른 생성 가스의 조성을

분석해 보면 같은 2 mole의 환원 가스를 공급한 CH4

2 mole 조건과 CH4 1 mole을 H2로 대체한 CH4 1 mole +

H2 1 mole의 혼합 가스 조건을 비교하였을 때 Fig. 4(a)

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혼합 가스를 사용함에 따

라 H2의 농도는 증가하는 반면 CO의 농도는 감소하였

고 CO2와 CH4는 거의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다. CO의

농도가 감소한 이유를 살펴보면 환원 가스로 메탄 가스

와 수소 가스를 혼합하여 공급한 경우 수소가 SnO2의

환원 반응에 참여하여 H2O를 생성하였고 수소 가스가

SnO2를 환원시킨 만큼 메탄이 환원시킨 SnO2의 비율이

감소하게 된다. 메탄 가스에 의한 SnO2의 환원에 의해

CO2가 발생하고 발생된 CO2는 반응식 (1)과 같이 다시

메탄 가스와 반응하여 CO를 생성하므로 CH4 2 mole 조

건보다 SnO2환원에 참여하는 메탄 가스의 양이 적기 때

문에 적은 CO2의 발생에 따른 CO의 생성도 적게 된다.

또한 수소가 SnO2의 환원 반응에 참여한 만큼 환원 반

응에 참여하지 못한 CH4는 H2로 분해되어 배출되었기

때문에 H2의 비율은 증가하고 CH4는 유지된 것으로 사

료된다.

Table 2와 Fig. 4(a)의 가스 성분 분석 결과를 토대로

syngas인 H2와 CO의 비율인 H2/CO를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4(b)의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CH4 2 mole 조

건에서 반응시간을 1 시간에서 2 시간으로 증가시킴에

따라 H2/CO 비율은 약간 감소하였는데 이는 반응 시간

에 따른 H2의 증가량보다 CO의 증가량이 다소 컸기 때

문이다. 또한 동일한 2 mole을 공급한 CH4 2 mole 조건

과 CH4 1 mole + H2 1 mole 조건을 비교했을 때, 메탄

가스와 수소 가스를 혼합한 조건의 H2/CO 비율이 더 높

게 나타났다. 특히 H2/CO 비율이 대략 2로 계산되었는

데 이 값은 syngas로 사용되는데 가장 효율적인 비율로

서 다양한 연료 유형과 프로토 타입 환원 설비 설치 시

가장 낮은 투자비용과 생산 비용을 위한 수치로 간주되

는 값이다.27) 하지만 CH4 2 mole 1 시간 조건에서도 2

에 근접한 H2/CO 비율을 얻을 수 있으나 이 조건에서

는 상대적으로 생성 가스 중 CH4와 CO2가스의 비율이

높은 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조건 보다는 CH4 1

mole + H2 1 mole 조건에서 더욱 효율적인 syngas를 얻

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가스 성분

분석 결과들로부터, CH4 2 mole 조건에서는 반응 시간을

1 시간에서 2 시간으로 증가시킴에 따라 H2의 양은 증

가했지만 CO의 증가율이 커서 H2/CO 비율은 오히려 감

소하게 되지만, 혼합 가스를 사용한 CH4 1 mole + H2

1 mole 조건에서는 H2의 농도는 증가하고 CO의 농도는

감소함에 의해 H2/CO 비율이 증가하여 syngas로 사용

하기 좋은 조건인 2의 값을 갖게 됨을 알 수 있었다.

Fig. 5는 ICP로 측정된 환원된 Sn pellet의 성분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아주 작은 차이는 있지만 모든 조건

Fig. 4. Variations in the concentrations of H2, CO, CO2, and CH4 (a)

and H2/CO ratio (b) in the product gases obtained at the conditions

of CH4-2mole-1h, CH4-2mole-2hrs, and CH4-1mole + H2-1mole-

2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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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Sn의 순도는 99.8 % 이상으로 측정되었으며 불순

물인 Sb, As, Fe는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Cu와 Pb와

같은 불순물은 일정한 양으로 소량 검출되었으나 전해

정련과 같은 후속공정으로 제거될 수 있으므로 Sn의 순

도는 99.9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Sn의 순

도는 H2 2 mole, H2 4 mole 조건에서 99.87 %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99.86 %의 CH4 1 mole + H2 1

mole 조건이었으며 CH4 2 mole 조건은 가장 낮은 값인

99.84 %로 측정되었다. 환원된 Sn의 순도 차이가 너무

작아 SnO2에 대한 H2와 CH4의 환원력 차이를 비교하

는 것이 큰 의미는 없지만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H2의

환원력이 CH4의 환원력보다 약간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H2 2 mole 조건과 H2 4 mole 조건 모두

같은 순도의 Sn이 환원된 것과 모든 조건에서 비슷한 양

의 불순물 성분이 측정된 것으로 보아 환원된 Sn의 순

도는 환원 가스의 양이나 환원 가스 혼합 비율보다는 환

원되기 전 SnO2의 불순물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Fig. 6는 Sn의 회수율을 나타내며 환원된 Sn pellet을

모아 무게를 측정한 후 초기 사용된 SnO2 분말의 무게

와 환원된 Sn의 순도를 이용하여 계산되었다. 회수율 역

시 모든 조건에서 대략 93 %로 비슷한 값을 갖고 있었

다. 하지만 순도와 마찬가지로 H2 2 mole, H2 4 mole 조

건에서 약간 높은 회수율을 나타내었고 CH4 1 mole + H2

1 mole 조건, CH4 2 mole 조건에서 약간 낮은 회수율을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환원된 Sn의 순도

와 회수율의 관점에서 SnO2의 환원에 미치는 환원 가

스의 종류와 가스 혼합 비율을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는 뚜렷한 차이는 없지만 메탄보다는 수소를 환원 가스

로 사용하는 경우가 Sn의 순도와 회수율을 높이는데 다

소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건식 및 습식 환원법의 문제점

을 보안하고 환경오염 물질의 발생없이 고순도 주석을

회수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액상 연료를 제조할 수

있는 syngas를 부산물로 얻기 위해 메탄 가스와 수소 가

스를 환원 가스로 이용하여 주석산화물을 환원시키는 건

식 환원 공정을 진행하였다. 환원 가스의 공급량, 가스

혼합 비율을 달리하여 SnO2 환원 공정을 실시한 결과 모

든 조건에서 대부분의 SnO2가 Sn으로 환원되었지만 메

탄 가스를 환원 가스로 사용할 경우 환원된 Sn 표면에

메탄 가스의 분해에 의해 탄소가 생성되었으며 생성된

탄소의 양은 메탄 가스의 공급량과 공급 시간이 증가함

에 따라 증가하였다. 메탄 가스와 수소 가스를 혼합한

CH4 1 mole + H2 1 mole 조건에서 syngas로서 가장 활용

성이 높다고 알려진 2의 H2/CO 값을 갖는 생성 가스가

얻어졌다. 모든 조건에서 환원된 Sn의 순도와 회수율은

각각 99.8 %, 93 %의 값을 갖고 있어 SnO2의 환원에

미치는 환원 가스의 종류와 가스 혼합 비율에 따른 뚜

렷한 차이는 없었으며, 가스 환원된 Sn의 순도와 회수

율은 환원 가스의 양이나 환원 가스 혼합 비율보다 환

Fig. 6. Recovery rates of Sn reduced at the conditions of CH4-

2mole, H2-2mole, H2-4mole, and CH4-1mole + H2-1mole for 2hrs. 

Fig. 5. Variations in the concentrations of Sn, Cu, and Pb in the

Sn pellets recycled at the conditions of CH4-2mole, H2-2mole, H2-

4mole, and CH4-1mole + H2-1mole for 2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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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되기 전에 사용된 SnO2 분말의 불순물에 의한 영향이

더 크다. 따라서 메탄 가스와 수소 가스의 혼합 환원 가

스를 이용한 건식 환원 공정은 환경오염 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높은 순도의 Sn을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친

환경적인 환원법인 동시에 부가가치가 높은 H2/CO 비

율을 갖는 syngas를 생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공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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