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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폐 ITO 슬러지로부터 주석과 인듐을 분리하기 위해 염산 직접 침출방법과 환원 열처리(700oC~1100 oC)후 염산 침출방식을 고찰

하였다. 폐 ITO 슬러지의 염산 직접 침출시 인듐의 침출율은 18.5%이고 주석의 침출율은 19.95% 이었다. 한편, 폐ITO 슬러지를 수

소분위기하에서 700oC, 800oC, 900oC, 1100oC로 열처리한 후에 염산을 이용하여 침출시에는 주석의 침출율이 97% 이상으로 개선

되었고, 온도가 800oC일 때 침출율이 98.2 %로 가장 효과가 좋았다. 주석 및 인듐이 침출된 혼합용액에서 주석의 분리 및 회수를

위해 침전법을 사용하였다. 침출용액의 pH를 2.0으로 조절할 경우, 주석은 99.69%가 침전되었으나 인듐은 10.3%만 침전되어 상호

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염산침출, 수소환원, ITO 슬러지, 주석회수

Abstract

In order to separate Indium and Tin from spent indium tin oxide (ITO) sludge, direct hydrochloric acid leaching and thermal

reduction followed by HCl leaching were applied. In case of direct leaching of spent ITO, leaching rate of In and Sn was 18.5% and

19.95%, respectively. Whereas, in case of thermal hydrogen treatment of ITO sludge at different temperatures such as 700oC,

800oC, 900oC and 1100oC, followed by HCl leaching, we obtained the result of more than 97% leaching rate of Sn. Specially,

thermal treatment at 800 oC showed the highest leaching rate of 98.2% of Sn. Precipitation method was used for separation and

recovery of Sn from leached mixed solution. If the solution pH were adjusted 2.0, 99.69% of Sn precipitated and 10.3% of In

was precipitated. This confirmed the possibility of separation of Sn and In from leached solution by precipit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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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주석은 합금재료, 도금재료, 화학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금속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되지 않고, 중국, 인도네

시아가 세계 생산량의 68 %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광석은 Cassiderite, Stannite 이다. 주석의 제련 기술은

주석 광산을 보유한 말레이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서 주석 금속 생산을 위해 개발되어 왔고, 1980

년대 이후 전자산업 및 철강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주석의 수요처인 선진국에서 폐금속 자원에 대한 회수

정제 기술의 개발이 본격화 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 수

요가 많은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등의 기업들이 회수기

술에 관심이 커지면서 주석 함유 폐자원으로부터 주석을

분리 정제하는 상업적 공정을 갖추기 시작했다.1-2) 주석

의 용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땜납(solder)인데, EU의

신규정이 발표됨에 따라 전자제품에서 무연 땜납(lead-

free solder) 사용이 늘어나면서 주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땜납의 경우 주석 함량이 기존에 약 63% 제품이

많이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95% 이상의 제품으로 대

체되어 같은 제품 생산에 더 많은 주석이 필요하게 되

었다. 또한 액정 디스플레이, 평판 디스플레이, 터치 스

크린등에 사용되는 투명 도전성 재료인 ITO(Indium

Tin Oxide) 의 구성 원소로 주석이 사용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의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주석의 수요량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발생되는 폐 ITO의

양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로부터 인듐 및 주

석의 회수가 자원재활용면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어

폐 ITO 타겟에서 인듐 및 주석을 회수하기 위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3-6) 폐 ITO에서 인듐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주석과 인듐이 합금형태로 존재하

여 분리가 어렵기 때문에 습식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폐 ITO 타겟을 습식처리 시 질산으로 용해하게

되며 이때 인듐은 용해되어 회수가 가능하나 주석은 침

전되어 슬러지 형태로 되는데, 이러한 슬러지의 주요 성

분은 메타주석산(H2SnO3)과 소량의 인듐(혹은 인듐 산

화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이 슬러지에서 주석을

회수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

으로 금속 주석의 경우에는 산에 잘 용해되는 편이나

슬러지 등에 함유되어 있는 주석은 메타주석산의 형태

로 되어 있어 침출이 난해하다. 이러한 슬러지에서 주

석을 침출시키기 위해서 NaOH, H2SO4, HCl 등을 사용

한 연구결과가 일부 발표되어 있다.3-6) 이 경우 질산은

강산화성이기 때문에 침출제로 적합하지 않고 황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H2SO4-NaCl 또는 FeCl3를 사용해야

가능하다. 염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끓는 온도까지 올려

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외에 따라서 NaOH

등을 사용하여 알칼리 용융(fusion)를 사용한 방법도 일

부 소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폐 ITO 슬러지로부터 주석과

인듐의 분리 및 회수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먼저 슬

러지의 염산 침출 특성을 고찰하고 열처리를 통한 침출

개선 및 침출용액에서 주석 분리 · 회수 공정에 관한

기초 연구를 실시하였다. 

2. 시료 및 특성

질산 처리된 ITO 슬러지에서 Sn 의 분리 회수를 위

하여 H사의 폐 ITO 슬러지 및 시약급 SnO2, 금속

Sn을 사용하였다. ITO에는 산화인듐과 산화주석이 혼합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90%의 In2O3와 10%의 SnO2

을 포함하고 있다. 폐 ITO 슬러지란 폐 ITO 타겟으로

부터 인듐 회수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써 하기와

같은 공정을 통하여 발생한다. 즉, 폐 ITO 타겟을 질산

에 용해를 하면 식 (1)과 같은 반응이 일어나며 인듐은

이온 상태로 용액에 용해된다. 

2In + 6HNO3 → 3H2+2In(NO3)3 (1)

Sn + 4HNO3 → H2SnO3+4NO2+H2O (2)

그러나 식 (2)에서와 같이 주석의 경우에는 질산에

용해하면, 주석은 산용액에서 불용성인 메타주석산

(H2SnO3)으로 침전된다. 이러한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

여 폐 ITO 타겟을 질산으로 침출하면 쉽게 인듐과 주

석을 분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폐 ITO

슬러지란 폐ITO 타겟을 질산으로 용해 후 얻어진 잔사

를 말하며, 주요 성분은 메타주석산과 소량의 인듐(혹

은 인듐 산화물)로 이루어져 있다.

질산 용해로부터 얻어진 메타 주석산은 결정학적으로

비정질이며 산(acid)과 물에 난용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합성 메타주석산에 대한 JCPDS를 통한 reference

peak를 확보하지 못하여 XRD 측정으로는 메타주석산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Fig. 1의 실험실에

서 합성한 메타주석산과 Fig. 2의 폐 ITO 슬러지의

XRD 측정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A, B, C, D의 peak

위치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폐 ITO 슬러지의 주성분이 합성한 메타주석

산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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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서 사용한 폐 ITO 슬러지의 X-ray Fluo-

rescence Spectrometer (Bruker사, S4 PIONEER) 성분

분석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으며, 주석의 함량이

36 wt.%, 인듐의 함량이 약 9 wt.% 정도이고 불순물로

는 철과 알루미늄이 1% 이하로 소량 포함되어 있는 것

을 확인하였다. 

주사전자현미경(SEM, JEOL사)을 이용하여 폐 ITO

슬러지의 형상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Fig. 3에 나타내

었다. SEM 사진 관찰 결과 폐 ITO 슬러지의 응집 입

자 크기는 25 ~ 50 µm의 크기를 가지며, 개별 입자의

크기는 육안으로 측정이 불가하며, 나노 크기의 미립으

로 추정된다. 이들 개별 입자들은 강하게 응집되어 있

음을 확인 하였다. 

3. 실험방법

질산 처리된 ITO 슬러지에서 Sn 의 분리 회수를 위

하여 H사의 폐 ITO 슬러지 및 시약급 SnO2, Sn메탈

을 사용하였다. 염산침출 실험은 온도조절이 가능한 침

출반응기를 사용하여 일정 시간 반응 후 샘플을 분석하

여 침출율을 구하였다. 수소환원 열처리 실험을 위해서

Fig. 1. The XRD pattern of meta stannic acid(H2SnO3). 

Table 1. The chemical composition of spent ITO sludge

analyzed by XRF

Element Sn In Fe Al Si S

wt% 36.72 9.25 0.34 0.03 0.03 0.01

Fig. 2. The XRD pattern of spent ITO sludge.

Fig. 3. The morphology of spent ITO sludge by SEM.

Fig. 4. Hydrogen reduction furn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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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Fig. 4와 같은 수소환원로를 이용하여 수소가스 분

위기에서 산화주석(SnO2, 시약급)과 메타주석산을 함유

하고 있는 폐ITO 슬러지를 열처리하여 환원 실험을 진

행 하였다. 성분 분석은 ICP-AES(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phometer : Perkin

Elmer, Optima-4300 DV) 및 XRD(High resolution X-

Ray Diffraction : PANalytical B.V., X Pert-Pro MRD

XL)를 이용하여 분석한 후 염산 침출실험에서 다음 식

(3)로 침출률을 구하였으며, pH 변화에 따른 Sn 회수

실험에서 다음 식 (4)와 같이 회수율을 구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폐 ITO 슬러지에 대한 염산 직접 침출

폐 ITO 슬러지인 메타주석산은 결정학적으로 비정질

이며 산(acid)과 물에 난용성이다. 이러한 메타주석산의

산침출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합성 메타주석산과 폐

ITO 슬러지에 대하여 농염산(35% HCl)을 고액농도비

가 3 g/100 ml, 5 g/100 ml의 조건으로 90oC에서 6시간

침출실험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한 실험 결과를 Table 2

에 나타내었다. 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메타 주석산

또는 메타 주석산을 함유하고 있는 폐 ITO 슬러지로부

터 염산을 이용한 직접 침출실험시에는 주석의 침출율

이 40%이하로 낮고, 환원제로 과산화수소(H2O2)를 사

용해도 효과가 없어 적용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따라서 폐 ITO 슬러지를 물과 산에 가용한 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러한 전처리 방법으로는 알카리 용융염 반응법 및

환원가열법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수소환원열처리

법을 사용하였다. 

4.2. 수소 환원로를 이용한 산화주석 (SnO2)및 폐

ITO 슬러지의 환원실험

폐 ITO 슬러지는 앞에서 언급 하였듯이 메타주석산

등 산화물이 주요성분이며 산에 매우 난용성 물질이다.

그러나 금속 주석이나 저급산화물(SnO)의 경우는 염산

에 잘 용해되기 때문에 난용성인 메타주석산을 환원제

로 수소를 사용하여 고온에서 환원시키는 연구를 실시

하였다. 

메타주석산의 환원 가능 온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먼

저 Ellingham diagram에서 산화주석의 환원 특성을 조

사한 결과 산화주석은 700oC이상에서 금속 주석으로 환

원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환원

로를 이용하여 수소가스 분위기에서 산화주석(SnO2,시

약급)과 메타주석산을 함유하고 있는 폐ITO 슬러지의

환원 실험을 실시하였다. 먼저 기초 실험을 위하여 시

약급 산화주석(SnO2)을 사용하였으며, 시료량은 10 g을

사용하여 열처리 온도를 700oC, 800oC, 900oC,

1100oC에서 약 2시간동안 수소분위기하에서 열처리하

면서 주석산화물의 환원 여부를 관찰 하였다. 

열처리 실험 결과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화

주석(SnO2)시료는 열처리 전 아이보리색의 분말상이였

으나, 열처리 이후의 시료에서는 연회색 또는 은백색으

로 색상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1100oC에서는 육안상으

로도 금속 물질로 변화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하여 산화주석(SnO2)과 수소환원로를

이용하여 열처리 후 생성된 물질을 XRD를 이용하여

분석하여 Fig. 6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

이 XRD의 주 peak와 Sn metal의 주 peak 위치가 거

의 일치하여 산화주석(SnO2)을 수소 환원로에서 열처리

침출률 =
침출 후 용매에 녹은 용질의 양

×100 (3)
침출 전 초기 용질의 양

회수율 =
회수된 용질의 량

×100 (4)
회수전 용매에 녹은 용질의 량

Table 2. Result of direct HCl leaching (condition: 35 % HCl, 90 oC, time : 6 hr)

Solid/Liquid ratio (g/100ml) Sample Leaching percentage(%)

3.0 Synthetic Metastannic acid 38.4

5.0 Synthetic Metastannic acid 34.3

5.0 Spent ITO sludge 20.0

5.0 Synthetic Metastannic acid (Addition of H2O2) 5.6

5.0 Synthetic Metastannic acid 2.0

5.0 Spent ITO sludge 5.7



폐 ITO 슬러지로부터 주석과 인듐의 분리 ·회수 57

자원리싸이클링 제 23권 제 2호 , 2014

하여 생성된 물질은 주석 금속(Sn metal)임을 알 수

있었다. 

SnO2 + 2H2 → Sn(metal) + 2H2O↑  (5)

이에 대한 환원 반응식은 다음과 같이 식 (5)로 나타

낼 수 있다. 상기식에서 10 g의 산화주석(SnO2)을 수소

환원로에서 열처리 하면 이론적으로 금속 주석으로

7.87 g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산화주석 10 g을 각

700oC, 800oC, 900oC, 1100oC에서 열처리를 한 후 무

게를 측정한 결과 각각 7.76 g, 7.76 g, 7.72 g, 7.77 g

으로 생성물의 중량이 25% 내외로 감소됨을 확인하였

다. 이러한 현상은 열처리 과정에서 일부 휘발한 것으

로 추정된다. 

위 실험을 통하여 수소 환원 열처리를 통하여 산화주

석을 금속 주석으로의 환원 공정 조건을 확인하였고, 동

일한 조건으로 메타주석산이 함유된 폐 ITO 슬러지의

수소 환원 열처리 실험을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이에 대

한 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폐 ITO 슬러지 시료는 열처리 전 옅은 회색의

분말상이였으나 열처리 이후에는 흑회색 또는 갈색으로

색상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산화주석의 환원 실험 결과

에서 보다는 금속 환원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웠

다.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하여 폐 ITO 슬러지와 수소

Fig. 5. Thermal treatment of stannous oxide(SnO2) in hydrogen atmosphere. 

Fig. 6. XRD pattern : (a) stannous oxide(SnO2), (b) Thermal

treatment of ITO sludge in hydrogen atmosphere at

800oC.

Fig. 7. Thermal treatment of ITO sludge in hydrogen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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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 열처리 후 생성된 물질을 XRD를 이용하여 분석

하여 그 결과를 Fig. 8에 나타내었다. 그림으로부터 인

듐의 경우는 산화물 상태로 존재하며 주석의 경우는 금

속 주석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3. 수소 환원 열처리 생성물의 염산 침출

수소환원 열처리를 거쳐 산화주석과 ITO 슬러지가

금속 주석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

게 얻어진 환원물질을 염산(acid)을 사용하여 침출 실험

을 수행하였다. 먼저 산화주석을 각 온도별로 수소환원

열처리한 후 농염산에 고액비 5 g/100 ml로 하여 90oC

에서 침출 실험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결과를 Fig. 9에

나타내었다. 그림으로부터 온도 변화에 따라 주석의 침

출율은 97%이상 으로 큰 차이는 없었으나, 열처리 온

도가 800oC일 때 침출률이 98.2% 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 열처리 온도가 800oC부근이 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폐 ITO슬러지로부터 수소환원 열처리하여 얻어진 주

석 금속의 열처리 온도에 따른 염산 침출율을 Fig. 10

에 나타내었다. 침출실험 조건은 폐 ITO 슬러지와 농염

산을 고액비 5 g/100 ml에 90oC로 가열하여 용해 시켰

다. 시료별 침출율은 온도에 따라 91.68%, 99.99%,

90.1%, 82.91%으로, 이 경우에도 열처리를 800oC로

한 시료가 가장 높은 침출율을 나타내었다. 한편, 이 경

우 슬러지내에 소량 함유되어 있는 인듐 및 철의 경우

에도 침출율이 주석 보다 약간 더 높았으며 역시

800oC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다.

4.4. 주석 함유 침출액으로부터 화학 침전 분리 

폐 ITO 슬러지의 염산 침출액으로부터 주석과 인듐

을 분리 회수하는 방법으로는 침전법, 치환법, 용매추출

법, 이온교환수지법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중에서 가

장 간단히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용액의 pH를 조절하

여 선택적으로 침전 분리하는 방법이다. Fig. 11의 주석

과 인듐의 Eh-pH diagram에서 인듐은 pH가 2.5에서부

터 인듐산화물(In2O3)형태로 존재하고 주석의 경우는

pH가 1 정도에서부터(Eh가 0 ~ 1,000 mV 범위일 때)

주석수산화물(Sn(OH)4)형태로 존재한다11). 따라서 침출

용액의 pH가 1.2이상 2.6이하에서 인듐은 3가 이온

(In3+)으로 존재하고 주석은 수산화주석(Sn(OH)4)로 존

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염산 침출액으

로부터 pH를 2.6 이하로 조정하여 인듐은 염산 침출액

에 이온 상태로 남기고 주석은 수산화주석(Sn(OH)4)으

Fig. 8. The XRD pattern of ITO sludge with thermal

treatment in hydrogen atmosphere.

Fig. 9. Hydrochloric acid leaching of SnO2 after thermal

treatment in hydrogen atmosphere. 

Fig. 10. Hydrochloric acid leaching of ITO sludge after

thermal treatment in hydrogen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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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침전시켜 제거 하고자 하였다. 

염산 침출액에 20% NaOH 용액을 첨가하여 pH를

1.5, 2.0., 2.5로 조절하여 주석의 침전 분리 실험을 실

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결과를 Fig. 12에 나타냈다. 침

출액의 pH가 2 이상에서 주석의 경우는 99%이상 침전

되나 인듐의 경우는 침전율이 6.2%에서 16% 정도 증가

한다. 따라서 주석과 인듐의 분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서는 pH 2가 적당함을 알 수 있다. 이때 주석은

99.69%가 침전되었으나 인듐은 10.3%만 침전되어 상호

분리가 가능하였다.

5. 결 론

폐 ITO 슬러지로부터 주석과 인듐을 분리· 회수하기

위한 기초 실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폐

ITO슬러지는 주석의 함량이 36%, 인듐의 함량이 약

9% 정도이고 불순물로는 철과 알루미늄이 1% 이하로

소량 포함되어 있다. 폐 ITO슬러지의 XRD 분석결과

주석의 형태는 메타주석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농

염산을 이용하여 90oC에서 침출할 경우에도 40% 이하

의 낮은 침출율을 보였다. 그러나 수소 환원로를 이용

하여 수소분위기 하에서 800oC로 열처리를 한 후에 염

산을 사용하여 침출 실험을 실시한 결과 98.2%의 주석

이 침출 되었다. 또한, 침출용액으로부터 pH 조절을 통

한 주석과 인듐의 분리가 가능하였는데, 이때 pH는 2.0

부근이 적당하며, 이 경우 주석은 99.69%가 침전되었

으나 인듐은 10.3%만이 침전되어 상호 분리가 가능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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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Eh-pH diagrams of Tin and In at 25oC.

Fig. 12. Precipitation of Tin and Indium by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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