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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리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요업로 전극봉인 폐주석 산화물로부터 가스환원공정과 전해정련을 통하여 고순도 주석을 회수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메탄가스 환원공정을 통해 99% 순도의 조주석을 회수하고, 불순물을 미량 제어하였다. 주석의 전해정련시

전류밀도가 60A/dm2이고 전해액의 황산농도가 0.75 mol일 때 99.979%의 고순도 주석이 96.8% 회수되었다. 그리고 전극봉에 포함

된 Pb, Sb 등의 독성 불순물 제어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폐주석산화물, 가스환원, 전해정련, 전해액, 주석회수

Abstract

In this study, using electro-refining process and methane gas reduction, we performed studying the recovery of tin with high

purity from waste tin oxide had used as a electrode rod of ceramic furnace which occurred during glass production process. We

recovered the crude tin of 99% purity from a methane gas reduction process and controlled a little amount of impurities. When

the electrolytic refining condition was a current density of 60A/dm2 and the sulfuric acid concentration of 0.75 mol, 96.8% of

recovered tin (99.979% of purity) were recovered during the electrolytic refining. We confirmed that toxic impurities such as

Pb, Sb included in electrode rod. could be controlled. 

Key words : waste Tin, gas reduction, electro refining, electrolyte, Tin recovery

1. 서 론

주석은 무독성, 고내식 특성을 갖는 은백색의 결정성

금속으로, 전성과 연성이 좋으며 낮은 융점으로 고대부

터 널리 이용되어 왔으며, 특히, 전기전자산업, 유리공

업, 철강산업 등에 주로 사용되고, 열 교환기, 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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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땜납, 식료품 캔, 유기화합물 첨가원소 등으로 사용

되고 있다. 최근에는 디스플레이 투명전극(Indium-Tin-

Oxide(ITO))을 비롯한 전기전자소재, Ag-Sn 치과용 합

금, Ti-Sn, Zr-Sn 원자로용 첨단 합금소재1-6) 등에 사

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초전도체 합금 등 그 용도가 급

격히 늘어나고 있는 전략적 소재이다. 그러나 주석은 중

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대부분 생산되고 국내에는 소량

부존자원으로 존재하여 연간 사용량의 약 96%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폐 주석재를 산업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

로 조주석으로 환원하고 미량함유 되어있는 불순물을

제어하여 99.9% 이상의 고순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에 최근에는 주석회수 및 생산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지만7-9), Sb, Pb 와 같은 독성특성 물질

의 제어를 통한 고품위 주석생산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

고 있지 않다. 또한 치과용 함금재료 및 생체재료 합금

용10)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독성을 갖는 불순물 제어

를 통한 고품위 주석 생산 및 회수 기술에 대한 연구

와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폐 주석재에 함유된 독성불순물

의 제어를 통해 치과용 소재 및 생채재료용 합금에 적

용이 가능한 고순도 주석 회수기술 개발하고자, 유리생

산공정 요업로 전극봉에서 사용되는 폐주석으로부터 가

스환원공정과 전해정련을 통해 고순도 주석 회수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주석환원 및 독성 불순물 거동

특성을 고찰하였다. 

2. 시료 및 실험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시료는 유리 생산 공정 요업로 전

극재로 사용되는 폐주석산화물을 원료로 사용하였으며,

성분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성분함량은 주석이

73.66%를 차지하고 Pb, Sb, Cu, Fe 등 불순물로 구성

되어 있다. 이중에서 Sb, Pb는 독성 특성을 갖는 것으

로 생체용 재료로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유리생산공정 폐주석산화물에서 고순도 주석을 회

수함과 함께 독성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메탄가스

를 환원가스로 하는 가스환원 및 전해정련을 실시하였

으며, 공정순서는 Fig. 1에 도식화하였다. 

가스환원공정은 메탄가스를 환원가스로 사용하였으며,

투입시료인 폐주석 산화물은 메탄가스 환원로에서 환원

반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쇄기를 이용하

여 Fig. 2과 같이 2 mm 이하 미분으로 파쇄 및 분쇄

하고, 미분화된 주석산화물 원료는 ㈜에이원엔지니어링

이 보유중인 가스환원로 MGRM-100D를 이용하여 조

주석을 회수하였다. 가스환원공정은 환원온도 900oC에

서 메탄가스를 2 sccm 공급하여 25시간 실시하였다. 메

탄가스 환원공정은 H.W. Ha7)연구에서 550oC부터 시작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환원로 온도 균일도 및

발생가스 안정화를 고려하여 환원온도를 900oC로 설정

하고 환원 실험을 진행하였다. 회수된 조주석의 성분분

석은 ICP (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photometer, OPTIMA 430 DV)를 이용하여 분

 Table 1. The components of waste Tin oxide

Composition Sn Pb Sb Cu Fe O

Anode (%) 73.66 0.04 1.58 0.45 0.15 000.

Fig. 1. Experimental flow for the recovery of high purity tin

from waste tin 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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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다. 

회수된 조주석은 고순도 주석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전해정련을 실시하였으며, 시편은 양방향 시험 압연기

로 rolling한 후 1.5 mm × 70 mm × 100 mm 크기로 준

비하였다. 전해정련 실험은 음극(cathode)으로 염산, 질

산 혼합액으로 산세 처리한 광택 STS plate를 사용하

고 시편은 2 mm × 90 mm × 80 mm 크기로 준비하였다.

주석 전해조는 전해 셀 실험장치를 제작하여 사용하였

다. 실험에 사용된 전해조 용량은 7 L이며, 전해액은 황

산과 황화주석, 베타-나프톨(β-naphtol) 혼합액을 사용하

고 실험조건은 Table 2와 같다. 

전해정련 실험은 조주석에 함유된 불순물을 제거하고

고순도 주석을 회수하기 위하여 전류밀도를 20 ~ 60

A/dm2 범위로 조절하여 수행하였으며, 독성 불순물인

Pb 제거를 위하여 황산농도를 조절하여 전해정련을 수

행하였다. 이는 독성특성을 갖는 Pb는 표준전극전위값

이 Sn과 비슷하여 전해정련 시 전압과 전류 조절을 통

한 환원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황산농도를 제어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가스환원법을 이용한 조주석 생산

Fig. 3은 환원 가스를 이용한 주석환원 공정에서 생

산된 조주석 결과물로 환원로에서 환원된 주석이 환원

로 하부의 호퍼에 저장되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환

원된 조주석의 성분은 Table 3에 나타내었는데 주석 함

량은 99%로 증가하고 불순물의 함량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스환원로에서의 메탄가스에 의한

환원반응은 식 (1)을 따른다.

2SnO2(s) + 3CH4(g) → 2Sn(s) + CO2(g) 

+ CO(g) + H2O(g) + 5H2(g) (1)

3.2. 전류밀도 변화에 의한 고순도 주석회수의 영향

전해정련의 적정 전류밀도를 알아보기 위해 전류밀도

변화에 따른 전해주석의 회수량 및 전해주석의 순도 등

을 조사하여 Table 4에 나타내었다. 0.5 mol 황산농도

에서 전류밀도를 20 A/dm2에서 60 A/dm2까지 증가시

킴에 따라 주석의 회수량은 7.4 g에서 20.12 g까지 증

가하였으며, 이때 주석의 순도는 99.9% 이상이었고 회

수주석의 회수율은 72.0%, 90.9%, 85.9%로 40 A/

dm2에서 가장 높은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주석의 순도

Fig. 2. Sample of Tin Oxide.

Table 2. The condition of electro refining of Tin

Electrolyte H2SO4, SnS2 55 g/L, β-naphtol 1 g/L

Current density 20 ~ 60 A/dm2

Sulfuric acid 

concentration
0.5 ~ 1 mol

Fig. 3. The crude Tin obtained by gas reduction of waste tin

oxide.

 Table 3. The component of refined crude Tin

Composition Sn Pb Sb Cu Fe As

Anode (%) 99.37 0.01 0.40 0.17 0.05 -

Table 4. Amounts of Tin reduction and purity of electrolytic

Tin

Current 

Density

Product of 

tin (g)

Product rate of 

Tin (%)

Purity of 

Cathode (%)

20 A/dm2 7.4 85.9 99.916

40 A/dm2 16.33 91.0 99.931

60 A/dm2 20.12 72.0 99.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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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류밀도 60 A/dm2에서 99.99%로 가장 높은 순도

를 나타내었다. Fig. 4은 전류밀도 변화에 따른 불순물

의 함량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류밀도 조절에 따른

주석의 순도는 전류밀도가 증가할수록 높아지고, Sb, Fe

함량은 전류밀도가 증가할수록 함량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Pb, Cu 함량은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Pb

의 경우는 Table 5와 같이 표준전극전위값이 주석과 유

사하여 전류 및 전압조절로 제어가 용이치 않아 황산농

도 조절을 통한 제거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3. 전해액 농도 변화에 의한 고순도 주석회수의 영향

조주석의 전해정련 시 양극에 함유되어 있는 Pb, Sb,

Fe, Cu 등의 불순물이 용해 반응에 의해 전해액에 용

출되면서 전해액에 불순물로 존재하여 음극에서 주석

전해 정련 시 불순물로 혼입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Pb

는 표준환원전위가 주석과 유사하여 전류밀도의 변화로

인한 불순물의 제거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전해액 중

황산농도를 조절하여 Pb를 제거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전해액중의 Pb 성분이 황산이온과 반응하여 불용성 침

전물을 형성함으로 불순물인 Pb 제거가 아래의 반응식

으로 가능하다.

SO4
2− + Pb2+ → PbSO4(s) (2)

Fig. 5은 황산액 농도는 0.5 mol, 0.75 mol, 1 mol

로 조절하고 전류밀도는 60 A/dm2 조건에서 전해정련

을 실행하고 전해주석에서 Pb 거동을 고찰한 결과이다.

전해액중의 황산농도가 0.5 mol에서 0.008%, 1 mol에

서 0.003%의 함량을 보이는데 반해 0.75 mol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황산농도의 적정 조건을 설정하기 위

해 Sb거동을 Fig. 6에 나타내었으며, 0.5 mol, 1 mol

에서는 전류밀도에 따라서 미량 검출되었으나 0.75 mol

에서 전류밀도가 변화하여도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황산농도 0.75 mol을 유지하는 것이 독성 불순물의 제

Fig. 4. Impurity of electro-refined tin with current density

(A/m2).

 Table 5. The Electrochemical series of elements

Reduction Potential V

Sn2+ + 2e ↔ Sn − 0.14

Pb2+ + 2e ↔ Pb − 0.13

Sb3+ + 3e ↔ Sb 0.15

Cu2+ + 2e ↔ Cu 0.34

Fe2+ + 2e ↔ Fe − 0.44

As3+ + 3e ↔ As 0.30

Fig. 5. Pb purity of electro refined of tin with sulfuric acid

concentration.

Fig. 6. Sb purity of electro refined of tin by current density

and sulfuric acid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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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를 위한 적정한 전해정련 공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류밀도와 황산농도별 제어를 통한 적정한 전

해정련 공정을 설정하기 위하여 Table 6에 전류밀도와

황산농도에 따른 주석회수량을 나타내었다. 황산농도

0.75 mol, 전류밀도 60 A/dm2에서 cathode plate에

25.01 g 주석이 회수되고 96.8%로 가장 높은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율은 0.5 mol 황산농도를 제외하고 0.75

mol, 1.0 mol에서 전류밀도가 높을수록 회수율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독성 불순물제어, 고순도 주석회

수 및 경제적 주석회수의 측면에서 적정한 전해정련 공

정은 전류밀도 60 A/dm2, 전해액 황산농도 0.75 mol

임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폐 주석산화물로부터 가스환원공정을 통해 조주석을

제조하고 전해정련을 실시하여 고순도 주석 회수기술연

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Pb, Sb의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요업로 전극

봉 폐주석재로부터 메탄가스 환원공정을 통해 99% 이

상 순도의 조주석을 회수하였으며, 메탄가스 환원공정

에서 불순물의 함량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주석의 전해정련 시 전류밀도 제어를 통해 순도

99.99%의 고순도 주석을 제조하였으나, 독성 성분물질

인 Pb가 미량 잔류함을 확인하였다.

3. 주석의 전해정련에 사용되는 전해액의 황산농도 조

절을 통해 Pb의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 Pb, Sb

와 같은 독성 특성을 갖는 불순물 제거를 위한 적정한

황산액의 농도는 0.75 mol이었다. 

4. 전해정련에서 전류밀도가 증가할수록 Sb, Fe 등

불순물함량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반응속도 향

상과 불순물 제거를 위한 적정한 공정조건은 전류밀도

60 A/dm2, 전해액 황산농도 0.75 mol이었다. 

5. 900oC, 25시간 메탄가스 환원공정과 전류밀도 60

A/dm2, 0.75 mol 황산농도 조건의 전해정련을 통하여

유리공정 폐주석 산화물로부터 치과용 합금 및 생체재

료에 사용가능한 독성 불순물 제어 고순도 주석회수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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