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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과 기술발달로 전기전자폐기물(WEEE)의 발생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기전자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중, 인쇄회로기판(PCB)의 경우, 유가금속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재활용 방법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PCB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양극동의 전해정

련 과정에서 발생한 양극슬라임을 활용하여 Ag 및 Au 회수를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Ag의 경우, 3 M HNO3, 100 g/L, 70℃로

침출하였고, 침전, 알칼리 용해, 환원 방법에 의하여 Ag를 회수하였다. Au의 경우, 양극슬라임의 질산 침출 잔사를 25% Aqua regia

(왕수), 200 g/L, 70℃로 침출하였고, pH조정, 이온교환수지 흡착 및 탈착, 환원 방법에 의하여 Au를 회수하였다. 최종적으로 얻어

진 Au, Ag의 순도는 99.99%로 확인되었다. 

주제어 : 인쇄회로기판, 재활용, 양극동, 전해정련, 귀금속

Abstract

Recently rapid economic growt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have led to an increase in the generation of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As the amount of electric and electronic waste generated increases, the importance of pro-

cessing waste printed circuit boards (PCB) is also increasing. Var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recycle various valuable

metals contained in a waste PCB in an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economical manner. To get anode slime containing Ag and

Au, Anode copper prepared from PCB scraps was used by means of electro-refining. Ag and Au recovery was conducted by

leaching, direct reduction, and ion exchange method. In the case of silver, the anode slime was leached at 3 M HNO3, 100 g/

L, 70oC, and Ag was recovered by precipitation, alkali dissolution, and reduction method. In the case of gold, the nitrate leaching

residues of the anode slime was leached at 25% aqua regia, 200 g/L, 70°C, and Au was recovered by pH adjustment, ion

exchange resin adsorption, desorption and reduction method. The purity of the obtained Au and Ag were confirmed to be

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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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자 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제품의 디자인 및 성능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관련 제품의 교체 주

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으며, 급격한 경제 성장 및 기술

의 진보로 인한 전자제품의 수요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

고 있다. 이는, 전자전기폐기물(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발생량의 빠른 증가라는 결

과를 동반하게 되며, 이렇게 발생된 전자전기폐기물의

최종 처리 문제에서 다양한 환경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1).

대표적인 전자전기폐기물인 PCB(Printed circuit board)

스크랩의 경우, 금(Au), 은(Ag), 팔라듐(Pd) 등의 다양

한 귀금속과 구리(Cu), 철(Fe), 주석(Sn) 등의 유가금속

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처리

방법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농

도 금을 함유하고 있는 전자전기폐기물을 습식제련 방

법으로 회수할 경우에는, 금의 높은 경제적 가치로 인

하여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농도의 귀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일반

PCB스크랩의 경우, 기존 습식제련을 통해 금 등의 귀

금속을 회수하였을 경우 경제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4). 이러한 문제점은 최근 환경적 오염을 최대한 줄

이고 대기 오염 물질을 절감하고자 하는 세계적인 기조

와 맞지 않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 빈약국으

로서 대부분의 금속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원료

확보를 위한 유가금속 회수 기술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폐 인쇄회

로기판으로부터 유가금속 회수를 위한 친환경적인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에

서 발생하는 PCB스크랩의 유통에 따른 비용적인 문제

로 인하여 대부분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 실정이다5-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CB스크랩으로 제조된 양극

동의 전해정련 과정에서 발생한 양극슬라임에서 귀금속

(Au, Ag)을 효율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방법 및 조건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2. 실험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한 양극슬라임 및 양극동은 Fig. 1과

같다. 양극동의 주요 구성 성분은 평균 Au 538 ppm,

Ag 0.23%, Cu 80.8%이며, 양극슬라임의 경우, 평균

Au 3,649 ppm, Ag 16,781 ppm으로 확인되었다(Table

1). 주요 성분에 대한 성분분석은 ICP-OES (Inductively

Coupled Plasma-Optical Emission Spectrometer, ICPE-

9000, Shimadzu)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양극

동은 동합금 잉곳(미량의 금, 은 함유)을 제조업체로부

터 구매한 다음, 자사의 용해로를 활용하여 제작하였다.

또한, 전해정련(양극: 양극동, 음극: SUS316)을 통하여

생성된 양극슬라임의 귀금속 함량은 양극동 대비 6.8배

증가하였다. 양극슬라임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고,

귀금속(Au, Ag)를 분리 회수하였다.

실험 공정도는 Fig. 2와 같으며, 양극슬라임의 침출

실험은 질산 농도에 따른 조건 및 시간경과에 따른 조

건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다음은 침출액에서

Ag를 회수하기 위한 실험으로써, 첫 번째, 환원제를 투

입하여 Ag를 직접 환원하기 위한 환원제의 종류에 따

른 조건 실험을 진행하였고, 두 번째, 침출액을 AgCl

형태로 침전시킨 다음, AgCl을 용해 후 환원하는 방법

에 대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Au의 회수 실험은 양극슬라임의 질산 침출 잔사를

사용하여 왕수의 농도에 따른 Au의 침출 실험을 진행

하였다. 그 다음으로 침출액의 pH 조건에 따른 이온교

환수지 흡착 실험 진행하여 흡착률을 비교하였다. 또한

Fig. 1. Anode slime & anode copper.

Table 1. Average chemical composition of the prepared anode copper and slime

                                                     (ppm)

Classification Au Ag Cu Sn Fe Ni Pb

Anode copper 538 2,322 808,000 59,654 45,456 22,056 18,029

Anode slime 3,649 15,781 165,584 204,564 124,195 28,742 103,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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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착액의 종류 및 비율(수지:탈착액)에 대한 실험을 진

행하여 최적 조건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탈

착액으로부터 Au를 모두 환원하기 위한 환원제의 투입

비율에 대하여 조건 실험을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양극슬라임내의 Ag 회수

3.1.1. 질산 농도에 따른 침출률

전해정련 과정에서 발생한 양극슬라임에서 귀금속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액비 100 g/L, 반응온도 70oC에서

질산의 농도에 따른 침출 실험을 수행하였다. 질산의 농

도는 1 ~ 5 M까지 농도를 조절하여 침출률을 확인하

였다. 그 결과 5 M 질산일 때 Cu, Ag 등의 침출률이

99%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비용, 안정성

등을 고려하면 3 M 질산에 침출하는 조건이 가장 적

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Au의 경우 침출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Fig. 3). 

또한, 반응 시간에 따른 침출률을 확인하기 위하여,

2, 4, 6, 18시간 동안 침출을 진행하였다. 침출조건은 3

M 질산, 고액비 100 g/L, 반응온도 70oC에서 침출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반응시간 18시간에서 98%의 Ag

침출률이 확인되었다(Fig. 4). 

3.1.2. 침출액의 직접환원에 따른 Ag 회수

AgNO3 수용액으로부터 Ag분말을 제조하기 위해 사

용되는 환원제로는 무기계 환원제인 Hydrazine mono-

hydrate와 유기계 환원제인 Ascorbic acid이 대표적이며,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11).

AgNO3 + 0.5N2H4·H2O → Ag + N2 + O2 + 1.5H2O (1)

AgNO3 + 0.5C6H8O6 → Ag + 3CO2 + NH3 + 0.5H2 (2)

이에 따라, 양극슬라임의 질산 침출액에 환원제를 투

입하여 Ag 분말을 회수하였으며, 환원제를 투입하여 반

응하였다.

Table 2와 같이 Ascorbic acid을 사용한 환원 반응의

경우, 회수된 Ag분말의 순도는 99.86%로 확인되었다.

한편, Hydrazine monohydrate을 사용한 환원 반응의

경우, 회수한 Ag분말에서 Cu 등의 불순물이 다량 검출

되어, Ag분말의 순도가 12.89%로 나타났다. 침출액내

Fig. 2. Diagram of experimental process.

Fig. 3. Leaching efficiency (%) as a function of the HNO3

concentration.

Fig. 4. Leaching efficiency (%) as a function of the reac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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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등이 다량 함유되었을 경우, Hydrazine monohydrate

는 적절하지 않은 환원제임을 확인하였다. 

3.1.3. 침전물 재용해 후 환원에 따른 Ag 회수

양극슬라임을 질산 침출액에 35% HCl을 일정량(Ag

이론양의 2배) 투입 반응하여 AgCl을 침전시킨다. 침전

액을 고액분리하여 AgCl 침전물을 회수한 다음 물세척

을 실시하였다. 

AgNO3 + HCl → AgCl + HNO3 (3)

NH4OH의 일정량(Ag 이론양의 12배)에 AgCl을 용

해하였다. 

AgCl + 2NH4OH → Ag(NH3)2Cl + 2H2O (4)

용해액에 Ag 이론량 대비 3배의 아스코르브산 수용

액을 서서히 투입하여 반응을 진행하였으며, 상온에서

교반하여 Ag분말을 환원하였다(Fig. 5).

Ag(NH3)2Cl + C6H8O6 → Ag + 6CO + 2NH3 

+ 3.5H2 + HCl (5)

AgCl 침전 후 여과액 및 Ag 환원 후 여과액의 Ag

농도를 분석한 결과 Ag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Ag이 모

두 회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회수한 Ag분말을 최종적

으로 주조하여 Ag메탈을 제조하였으며, 분석결과

99.99%의 순도를 나타내었다(Table 3). 

Table 2. Results of the Ag reduction experiments

Classification
Ag leaching solution

(mg/L)

Ag powder after ascorbic acid reduction 

reaction (mg/kg)

Ag powder after hydrazine monohydrate 

reduction reaction (mg/kg)

Ag 3,134 99.8651% 12.8907%

Pb 240 244 1375

Ni 509 4 318

Cu 16,675 396 196,280

Zn 1154 13 840

Fe 123 112 86

Fig. 5. Photos of the Ag powders manufacturing. (a) AgCl

precipitate, (b) Ag powder. 

Table 3. Chemical composition of produced Ag metal

구분 Ag metal

Ag (%) 99.99

Pb (ppm) 13.6

Al (ppm) 3.8

Cu (ppm) 17.8

Fe (ppm) 16.9

Sn (ppm) 8.9

Other impurities (ppm) 38.7

*Other impurities: Zr, Ni, Cd, Sb, Co, Mn, Cr, Zn, Mg, Mo, As,

K, P, Ti, Tl, W

Fig. 6. Leaching efficiency (%) as a function of the aqua

regia concentration.



양극동의 전해정련시 발생된 양극슬라임으로부터 귀금속 (Ag, Au) 회수에 대한 연구 27

자원리싸이클링 제 27권 제 6호, 2018

침출액에서 직접 환원을 통한 Ag 회수의 방법과 비

교하였을 때, 침전-용해-환원 방법으로 회수한 Ag의 순

도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3.2. 양극슬라임내의 Au 회수

3.2.1. 왕수 농도에 따른 Au 침출률

양극슬라임에 포함된 Au의 회수를 위하여 산농도에

따른 침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산의 종

류는 염산과 질산이 부피비 3:1로 혼합된 왕수를 사용

하였으며, 왕수의 농도를 25%, 50%, 75%로 조절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침출 조건은 고액비 200 g/L, 반응

온도 70oC, 24시간 동안 침출하였다(Fig. 6).

Au의 침출률은 25%, 50%, 75%의 왕수 조건에서

각각 99.5%, 99.9%, 99.9%로 나타났으나, 약품사용량

등의 경제성을 고려하면 최적의 침출 조건은 25% 왕수

로 확인되었다.

3.2.2. 이온 교환 수지를 활용한 Au 회수

Au의 회수는 양극슬라임의 왕수 침출액을 이온교환

수지(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를 사용한 흡착 방법으

로 회수하고자 하였다. 왕수 침출액에 NaOH(98%)를

투입하여 pH를 조정하였다. pH 조정이 완료된 왕수 침

출액을 이온교환수지탑에 투입하여 Au을 흡착하였다.

Fig. 7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침출 원액(pH –1)에서의

흡착률은 94.4%이었으며, pH 0, 1 일 때는 흡착률이

100%로 나타났다. pH 2에서는 Au의 침전으로 인한

손실이 7%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적정 pH 범위는 0 ~

1으로 확인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이온교환수지의 최대 흡착능력을 확인

하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이온교환수지에 흡착

된 액이 12L까지는 Au이 모두 흡착되었으며, 13L일

때는 흡착 후 액에서 Au이 3 ppm 검출되었다. 이에

따라, 이온교환 수지의 최대 흡착능력은 158 g Au/L

resin 임을 확인하였다(Fig. 8). 

Au의 회수를 위하여 Au loaded resin:stripping

solution (수지:탈착액)의 비율은 1:3으로 하여 탈착액의

종류에 따른 실험을 진행한 결과, NaOH 수용액의 Au

탈착률은 0.9%로써 거의 탈착이 되지 않았으며,

NH4OH의 Au탈착률은 99.7%으로 확인되었다(Table 4).

수지의 탈착률을 높이기 위해 NH4OH 용액의 비율

을 조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이온교환수

지와 NH4OH 용액의 부피비율이 1:3 및 1.4 일 때,

Au의 탈착률이 99.7%로써 가장 높게 나타났다(Fig. 9).

Table 4. Desorption efficiency according to the types of desorption solutions

Desorption solution
Au concentration of loaded resin

(mg/kg)

Au concentration of water phase

(mg/L)

Desorption efficiency

(%)

28% NH4OH 22,597 7,509 99.7

5 M NaOH 22,597 68 0.9

Fig. 7. Adsorption efficiency of Au as a function of pH.

Fig. 8. Results of maximum absorption capacity experiments

of ion exchange re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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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착액에 환원제를 투입하여 Au의 환원을 진행하였

으며, 환원제로는 Ascorbic acid을 사용하였다. Au 이

론양 대비 환원제의 무게비율을 각각 1:1, 1:2, 1:3,

1:4으로 투입하였을 때, Au 환원율은 9.3%, 98.6%,

100%, 100%로 나타났으며, 1:3 비율이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10).

회수된 Au분말을 최종적으로 주조한 Au메탈의 순도

는 99.99%를 나타내었다(Table 5).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PCB스크랩으로 제조된 양극동의 전해

정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극슬라임을 활용하여 귀금속

(Ag, Au)의 회수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각 목적 원소의

최적 회수 조건을 확인하였다.

1) Ag 회수의 최적 조건은 양극슬라임을 3 M 질산

용액에 고액비 100 g/L, 70oC로 침출한 다음, AgCl

침전시킨다. AgCl을 알칼리 용해한 다음, 환원제를 투

입하여 환원하는 공정이 최적의 공정으로 확인되었다.

분석을 통하여 AgCl 침전 및 환원과정에서의 Ag 손실

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최종 회수한 Ag메탈은 99.99%

의 순도를 나타내었다.

Ag 회수에서 각 공정별 회수율은 Ag 침출 98%,

AgCl 침전 100%, Ag 환원 100%, Ag 주조 100% 이

며, 최종 회수율은 98.0%로 확인되었다.

2) Au 회수의 최적 조건은 양극슬라임의 질산 침출

잔사를 25% 왕수에 고액비 200 g/L, 70oC로 침출한

다음, 침출액을 pH조정, 이온교환수지 흡착 및 탈착 공

정 후 환원제를 투입하여 환원하는 공정이 최적의 공정

으로 확인되었다. 최종 회수한 Au메탈은 99.99%의 순

도를 나타내었다.

Au 회수에서 각 공정별 회수율은 Au 침출 99.5%,

pH 조정 100%, Au 흡착 100%, Au 탈착 99.7%, Au

환원 100%, Au 주조 100%이며, 최종 회수율은 99.2%

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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