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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시안을 이용한 PCB 금 박리용액으로부터 사이클론 형태의 전해조를 적용하여 금 회수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때 첨가제로서 전

해생성 된 차아염소산나트륨(NaOCl)과 금 도금 첨가제(KG-120)를 사용하였고 이들의 농도와 반응시간에 따른 금의 전해회수 거동

을 조사하였다. 전해생성 NaOCl은 침출액 내의 시안과 알칼리 염소화 반응을 촉진함으로써 NaOCl(g)/CN-(g) 비율 1.0 이상에서 약

99% 이상 시안을 제거할 수 있었다. 금 전해회수 시 전해생성 NaOCl을 첨가할 경우 NaOCl(g)/CN-(g) 비율이 0.5~2.5일 때 480분

내에 금은 98% 회수되었으며 비율이 3.0이상에서는 오히려 금의 회수율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KG-120 용액의 경

우, 1.5~4.5%(v/v)까지의 농도범위에서 480분 내에 금이 99% 회수되었으며, 특히 KG-120의 농도가 3.5 및 4.5%(v/v) 일 경우 240

분 내에 금이 96% 이상 회수되어 반응 초기 회수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빨랐다. 이로부터 경제성과 효율성을 감안한 최적의 KG-

120의 농도는 3.5%(v/v)로 판단된다.

주제어 : 금, 박리액, 사이클론 전해조, 시안, 차아염소산나트륨, KG-120

Abstract

The recovery of gold in cyclone type electrolytic cell was conducted from solution for stripping gold of PCB by cyanide. The

electrolytic recovery behaviors of gold was investigated by reaction time and addition of electrolytic sodium hypochlorite

(NaOCl) and gold plating additive (KG-120). Because the electrolysis generated NaOCl reacted with the cyanide in the leachate

by alkaline chlorination, more than 99% of the cyanide was removed at a NaOCl(g)/CN-(g) ratio of 1.0. When NaOCl was added

during the recovery of the gold from cyanide leachate in the cyclone electrolytic cell, the recovery of gold was 98% at the ratio

of NaOCl(g)/CN−(g) from 0.5 to 2.5 in 480 minutes and decreased rapidly over the ratio of 3.0. Gold was recovered more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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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by adding 1.5 and 4.5%(v/v) of KG-120 with NaOCl in 480 minutes. In particular, when the concentration of KG-120 was

3.5 and 4.5%(v/v), more than 96% of gold was recovered within 240 minutes and the initial recovery rate was relatively faster.

The optimum concentration of KG-120 is 3.5%(v/v) considering the economic feasibility and efficiency.

Key words : Au, stripping solution, cyclone electrolytic cell, cyanide, sodium hypochlorite, KG-120

1. 서 론

최근 전기·전자 및 각 분야의 제품 생산량이 증가함

에 따라 발생하는 산업폐액의 양 또한 매년 40~60%

정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1). 특히 금은 물리적, 화학적 특성으로 인해 국

내의 다양한 산업분야에 재료로 사용되고 있어 PCB,

금속 제련, 도금, 반도체 에칭 등의 제조공정 폐액에서

약 50~300 ppm 정도 함유되어 발생하고 있다. 폐액에

함유된 금을 회수하여 재사용할 경우 이익 발생과 동시

에 폐액 처리에 의한 경제적 부담 감소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이로 인해 최근 산업폐수 내 함유된 금

이온의 회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다양한 회수 방법

이 연구 및 상업화되어지고 있다1,2). 

일반적으로 폐액에 함유된 금은 시안 음이온(CN−)과

착염을 이루고 있으며, 금을 포함하는 시안 용액으로부

터 금의 회수방법으로는 용매추출법, 이온교환수지, 금

속치환법, 전해채취법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발

표된바 있다3). 이 중 전해채취(electrowinning)는 금속이

온이 함유되어 있는 수용액을 전해 환원하여 목적금속

을 음극면 위에 석출시키는 방법이다. 비교적 고순도의

금 회수가 가능하며 후공정 처리, 처리 공간 및 처리비

용측면에서 다른 회수방법에 비해 강점을 가지기 때문

에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왔다. 그러나 일반

적인 전해법은 희박용액 하에서는 회수가 곤란하기 때

문에 국내에서 발생하는 수 백 ppm이하의 저농도 금

함유 폐액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4). 이를 해결하

기 위해 난류에 의한 금의 물질이동의 촉진으로 회수반

응을 증가시켜 희박용액 하에서 금의 회수가 가능한 사

이클론형태의 전해조를 이용한 공정이 개발 중에 있다.

사이클론 전해조를 이용한 금의 회수 공정은 Fig. 1과

같은 반응조 내에서 식 (1)~(6)의 반응이 음극과 양극

에서 발생하고 식 (1)에 의해서 금이 환원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식 (6)과 같은 전해반응으로 시안의 안정

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5). 

Cathodic reactions:

[Au(CN)2]
− + e− → Au + 2CN− (1)

2H2O + 2e− → H2 + 2OH− (2)

O2 + 2H2O + 4e− → 4OH− (3)

Anodic reactions: 

4OH− → 2H2O + O2 + 4e− (4)

2H2O → 4H+ + O2 + 4e− (5)

CN− + 2OH− → CNO− + H2O + 2e− (6)

그러나 시안을 이용한 PCB 금 박리용액으로부터 사

이클론 전해조를 적용하여 기초 실험을 진행하였을 때

약 70~80% 정도의 회수율을 나타낸 바 있다. 이는 시

안의 산화반응으로도 미처 제거되지 않은 시안이온에

의해 전착된 금이 다시 [Au(CN)2]
−로 이온화되는 것으

로 추측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금의 전해 회수율 향

상을 위해서는 전해조 내 잔존하는 시안의 안정화가 필

요하다. 일반적으로 폐용액 내 시안을 제거하는 방법으

로는 알칼리염소법, 감청법, 아연백법, 통기법 등이 있

다6). 알칼리 염소법은 염소나 차아염소산나트륨 등의

강력한 산화제를 이용하여 시안을 저감시키는 방법이며,

감청법은 철이온을 가하여 시안착화합물을 불용성염으

로 만드는 방법이다. 아연백법은 페리시안 및 페로시안

에 아연이온을 가하여 불용성염을 생성하는 방법이며,

통기법은 시안함유 폐수를 산성으로 하여 시안화수소

(HCN)가스를 발생시킨 후 가성소다 용액에 흡수시켜

NaCN으로 회수하는 방법이다. 이 중 알칼리염소법 중

Fig. 1. Schematic diagram of cyclone electrowinnig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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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계 산화제인 파우더 형태의 약품 차아염소산나트륨

(NaOCl)이 반응속도가 빠르고 조정하기도 쉽기 때문에

공장 규모와 관계없이 시안 폐수의 처리에 주로 사용되

며,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시안 제거방법으로 알려져 있

다7). 그러나 폐수에 함유된 시안을 제거하는 방법을 금

전해 회수공정에서 적용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또한 사이클론 전해조는 빠른 반응속도에 의해 저농

도의 용액에서도 효과적으로 전해가 용이한 장점이 있

으나 금의 회수속도는 생산자의 이익으로 계산되어지기

때문에 사이클론 전해조 내에서 금의 회수속도 향상을

위한 공정 개발이 필요하다4). 일반적으로 금의 도금분

야에서는 전착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도금용액에 첨가

제를 투입하여 왔다. 첨가제의 성분은 대부분 기밀로 분

류되어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유기

물 또는 가용성 무기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첨가 시

우수한 전류효율을 갖게 하고, 불순물의 영향을 감소시

켜 주며, 금 이온의 결정과 성장을 높여 주어 금의 전

착속도를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 이온이 수 백 ppm 이하로

존재하는 시안 폐용액으로부터 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하

기 위해 사이클론 형태의 전해조를 사용하여 도금 첨가

제의 농도와 시간에 따른 금의 회수거동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시안 저감 물질로 알려진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파우더 형태가 아닌 전해법으로 직

접 생성시켜 금 회수반응에 투입함으로써 폐수에 함유

된 시안 저감 방법을 금 전해회수 공정으로 적용하여

친환경 금 회수공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2. 실 험

2.1. 실험재료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폐액을 모사하

기 위하여 I업체에서 판매하는 박리액을 이용하여 PC

와 휴대폰에 사용 중인 PCB로부터 금 박리를 진행하였

다. 박리액 1 L당 1.25 g의 시안화칼륨(KCN)을 첨가

하여 블렌딩(blending)하였고 이를 박리제로 이용하였

다. 금 박리 후 얻어진 용액의 조성은 Table 1과 같이

Au의 농도는 약 15.5 ppm이고 그 외에 Cu, Ni, Sn

등이 함유되어 있다. PCB 금 박리 용액을 사용하여 사

이클론 전해채취를 수행하였고, 전해채취 시 첨가제로

는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과 금 도금 첨가제를 사용하

였다.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의 제조를 위해 ㈜다남이

엔이에서 개발한 염수의 전기분해를 통해 차아염소산나

트륨을 생성하는 장치인 모델명 S-gen700을 이용하였

고, 염도 2.8%, 유량 1,105 ml, 인가전류를 135 A로

하여 5000 ppm의 전해 생성 차아염소산나트륨을 발생

시켜 사용하였다. 금 도금 첨가제는 P업체에서 개발한

KG-120을 사용하였으며, KG-120의 조성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2.2. 실험방법

본 실험에서는 일차적으로 차아염소산나트륨에 의한

시안의 산화거동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100 ml의 박리액에 함유된 시안의 질량(g)에 대해 차아

Table 1. Composition of solution after stripping

Component Au Cu Ni Sn

Concentration(ppm) 15.5 1.4 0.7 0.5

Table 2. Composition of KG-120

Chemical substance %(v/v)

Water 86.99

Phosphoric acid compound 8

Potassium citrate and anhydrous 3

Organic acid 2

Thallium acetate 0.01

Fig. 2. The photos of high speed electrolysis equipment with

cyclone reactor (A), anode and cathode (B), and

cyclone reactor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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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산나트륨용액에 함유된 NaOCl의 질량(g)을 계산하

여 첨가비율을 0.5~3.5 (NaOCl(g)/CN−(g))로 증가시키

며 시안농도를 측정하였다. 측정기기로는 시안이온 선

택성 전극(Cyanide ISE, HI 4109, Hanna사)을 사용하

였다. 회수된 박리액으로부터 금의 전해채취를 위해

Fig. 2와 같은 사이클론 전해조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

행하였다. 먼저 박리 후 금 함유 용액과 차아염소산나

트륨용액 및 금 도금 첨가제(KG-120)을 혼합한 용액을

전해조에 주입하였고 총 용액 부피는 7.4~7.9 L로 하였

다. 사이클론 전해조의 운전조건은 유량 10 L/min, 유

속 5.03 m/s, 인가전류 3.5 A로 설정하여 8시간 동안

가동하였다. 금의 회수 거동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한 시

간 간격으로 5~30 ml의 시료를 채취하였고, 샘플을 희

석한 후 유도결합 플라즈마 발광분석기(ICP-OES,

iCAP-6300 Duo, Thermo scientific사)를 사용하여 금

의 농도를 분석하였다. 용액 내의 잔류 금 농도를 측정

한 값으로 금의 전해 회수율을 결정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박리액 내 시안의 제거

전해 생성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을 사용하여 박리액

에 함유된 시안을 제거하기 위한 시안 저감화 거동을

조사하였다. Fig. 3은 25oC에서 KCN이 블렌딩되어 있

는 박리액 100 ml에 NaOCl의 첨가량을 0.5~3.5

(NaOCl(g)/CN−(g))의 비율로 증가시켜 20분간 교반한

후 이에 따른 시안의 농도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NaOCl을 첨가하지 않았을 경우 시안 농도는 약 550

ppm이며, NaOCl의 비율을 0.5 증가시킬 때 시안의 농

도는 약 48 ppm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91% 이상이

제거됨을 알 수 있었다. NaOCl의 비율을 1.0 이상으로

증가시킬 경우 시안은 약 99% 이상이 제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1.5 이상의 비율로 증가시킬 경우에는

시안의 농도가 약 0.8 ppm 이하로 국가수자원관리종합

정보시스템(WAMIS)에 명시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인 1 ppm 이하까지도 제거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8).

Benias9)에 의하면 시안은 식 (7), (8)와 같이 NaOCl

에 의해 산화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본 실험에서도 이

와 같은 반응으로 시안의 산화가 진행되고 이로 인해

시안이 저감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실험에서

NaOCl을 첨가 시 기포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는데, 이는 반응 (8)과 같이 시안이 산화됨에 따라

질소가스가 발생하여 기포가 형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NaOCl + CN− → NaCNO + Cl− (7)

2NaCNO + 3NaOCl +H2O → N2 + 2NaHCO3 

+ 3NaCl (8)

3.2. 차아염소산나트륨 첨가량에 따른 금의 회수거동

금을 함유한 박리 후 용액으로부터 사이클론 전해조

를 이용하여 금을 회수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사이클

론 전해조의 운전조건을 총 용액부피 7.4 L, 유량 10

L/min, 유속 5.03 m/s, 인가전류 3.5 A로 설정하여 480

Fig. 3. Effect of NaOCl amount on the removal of cyanide in

stripping solution (volume of solution; 100 ml,

[cyanide]initial; 550 ppm, time; 20 mins).

Fig. 4. Effect of NaOCl/CN− ratio (g/g) and time on the

recovery of gold from stripping solution using

cyclone reactor by electrowinning ([Au]initial; 15.5

ppm, volume of solution; 7.4 L, electric current; 3.5

A, quantity of flow; 10 L/min, velocity of flow; 5.3

m/s, time; 480 m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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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동안 가동하였고, 사이클론 전해채취 시 시안을 산

화시키기 위해 NaOCl의 첨가 비율을 0.5~3.5 (NaOCl(g)/

CN−(g))로 증가시켰다. 이에 따른 금의 회수 거동을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4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박리 후 용액의 초기

금 농도는 약 15.5 ppm으로 NaOCl 첨가 시 금의 회

수속도는 첨가비율에 따라 차이를 보이나, NaOCl의 첨

가비율이 0.5~2.5일 경우에 480분 이후의 금 농도는

약 0.13~0.67 ppm으로 약 95~99%의 상호 유사한 회

수율을 보였다. 이는 Fig. 3의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NaOCl의 첨가비가 1 이상일 경우 대부분의 시안이 제

거되므로 시안이 제거됨에 따라 금의 회수율이 향상되

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첨가비율을 3.0 이상으로 증가시킬 경우에는

금의 회수속도가 현저히 저하되었으며, 3.5의 첨가비율

일 경우에는 금의 회수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이는

시안 제거 후 과량으로 잔존하는 NaOCl의 영향인 것

으로 판단된다. 김봉주10) 등은 차아염소산이 수소이온

과 반응 시 hypochlourous acid가 생성되어 금속형태의

금을 산화시켜 [AuCl4]
− 형성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 따라서 전해조 내 과량의 NaOCl이 전착된 금을

직접 침출시키는 것으로 추측된다. 

무엇보다도, NaOCl의 첨가비율이 0.5~1.5까지는 금

의 회수속도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 이상에서는 오히

려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어 시안용액에서의 최적 금

회수를 위한 전해 차아염소산나트륨의 첨가비율은 1.5

임을 알 수 있었다.

3.3. 금 도금 첨가제(KG-120)의 첨가량에 따른 금의

회수거동

사이클론 전해채취 시 금의 회수율 및 회수속도를 증

가시키기 위해 전해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 및 금 도금

첨가제(KG-120)를 동시에 첨가하여 진행하였다. 실험

조건은 총 용액부피 7.9 L, 유량 10 L/min, 유속 5.03

m/s, 인가전류 3.5 A로 설정하여 480분 동안 가동하였

고, NaOCl 첨가비율은 앞서 행한 실험에 의해 1.5를

최적 첨가량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Fig. 5에 KG-120의

첨가량을 1.5~4.5%(v/v)로 변화시켰을 경우 반응 시간

에 따른 금의 회수거동을 나타내었다.

박리 후 용액의 초기 금 농도는 약 15.7 ppm으로

KG-120 첨가량을 1.5~4.5%(v/v)로 증가시킬 때 480분

후의 금의 농도는 모든 첨가량에 대해 0.2 ppm 이하,

회수율은 약 99%로 상호 유사한 거동을 보였다. 이 중

3.5와 4.5%의 KG-120을 첨가한 조건에서는 240분 후

에 약 96%의 금이 회수되어 KG-120의 농도가 증가할

수록 금의 초기 회수속도는 상대적으로 더 향상되는 것

을 확인하였다. 이는 금 도금 시 본딩(bonding)을 위해

첨가제로 사용되는 KG-120이 접착성(bondability) 및

솔더링성(solderbility)이 우수하여 금의 전착속도가 향상

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4.5% 보다 과량의 KG-

120을 첨가할 경우에는 전해조 내에 슬러지가 발생하여

금의 사이클론 전해채취 시 불순물 역할을 하므로

3.5%의 KG-120을 첨가하는 것이 금의 전착속도를 향

상시키는 최적 첨가량이라 판단된다.

본고 3.2.와 3.3에서는 시안용액에서 금의 회수거동에

미치는 차아염소산나트륨과 금 도금첨가제의 영향만을

고찰하였으며 회수된 금의 순도는 따로 조사하지 않았

다. 이러한 금의 순도는 분명히 Cu, Ni, Sn과 같은 불

순물에 의해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따라서

사이클론 전해조를 이용한 금의 회수공정에 앞서 용매

추출과 같은 분리정제 공정을 이용하여 불순물을 제거

해야만 높은 순도의 금을 얻을 수 있다. 

4. 결 론

시안을 이용한 금 함유 침출액으로부터 금을 전해 회

수하기 위해 사이클론 형태의 전해조를 이용하여 실험

을 행하였다. 금의 회수율 및 전착속도 향상을 위한 첨

가제로 전해 생성된 차아염소산나트륨과 금 도금첨가제

Fig. 5. Effect of KG-120 concentration and time on the

recovery of gold from stripping solution using

cyclone reactor by electrowinning ([Au]initial; 15.7

ppm, NaOCl/CN−(g/g); 1.5, volume of solution; 7.4

L, electric current; 3.5 A, quantity of flow; 10 L/min,

velocity of flow; 5.3 m/s, time; 480 m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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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120)를 각각 투입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시안을 함유한 박리액에 전해 생성된 차아염소산

나트륨을 첨가하였을 경우 NaClO/CN−(g/g)의 비율이

1.0 이상일 때 시안은 99% 제거되어 전해 생성된 차아

염소산나트륨이 시안 침출액으로부터 금을 회수하는 공

정에 있어 시안 제거를 위한 적합한 산화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용액량 7.4 L, 인가전류 3.5 A, 공정시간 480분에

서 NaClO/CN−(g/g)의 비율이 0.5~2.5일 경우 금의 회

수율은 98 %로 높은 회수율을 보였으며, NaOCl/CN−

(g/g) 비율이 1.5일 때가 최적의 금 회수 거동임을 알

수 있었다. 이로부터 시안 침출액에서의 사이클론 전해

조를 이용한 금 전해회수 시 전해 생성된 NaClO의 첨

가는 시안 농도의 저감과 동시에 금의 회수율을 증가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KG-120과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을 혼합하여 실

험을 진행하였을 때, KG-120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금

의 회수거동도 빨라졌으나, 4.5%(v/v) 초과부터는 침출

액 내 슬러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5.0%(v/v) 이상

의 고농도는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용

액량 7.9 L, 인가전류 3.5 A, 공정시간 240분에서

3.5%(v/v)의 KG-120을 첨가한 경우 금의 회수율은

96%이상으로 최적의 금 회수 거동임을 알 수 있었다.

이로부터 사이클론 형태의 전해조를 이용한 금의 전

해채취 시 적정량의 NaOCl과 금 도금첨가제인 KG-

120의 첨가는 수 십 ppm 이하의 극저농도 금 함유 박

리액에서도 효율적인 금의 회수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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