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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아연용융도금의 공정의 하나인 산세처리를 위한 산세액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열화되어 철분이 농축되어 이들 철분이 산세 후에 

수세를 해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피도금체에 잔류한 상태로 플럭스액에 침지되면 플럭스액은 철이온의 산화에 의해서 수산화제2철

의 침전물을 형성하고 이들 산화물이 부착된 피도금체를 아연용탕로에 침지하면 이들 철분은 아연과의 합금화반응에 의해서 도로스

를 형성하고 용탕로의 저변에 모이게 된다 이 경우 도로스의 생성에 의해서 아연의 낭비를 초래하고 동시에 도금불량의 원인이 될 

수 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세액의  철분을 전기분해법에 의해서 제거하는 기술 즉 격막통내부의 전해질의 종류와 첨가제

를 변수로 하여 철분의 제거효과에 대해서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타업종의 관련 도금의 공정개선에도 유익한 참고자

료가 되리라 기대된다.

2. 실험방법 및 시험편제작

 실험에 사용한 산세액은 도금현장에서 사용 중인 액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격막의 재질은 두께 1mm의 폴리에스틸랜이며 격막통 내

부는 천연해수를 사용하였고 첨가제는 염화암모늄, 수산화암모늄, 가성소다 및 치오뇨소이며 이들 첨가제의 농도를 변수로 하였다.

그리고 공급전류밀도의 변수는 20,30,40,50, 60,70 mA/cm2로 하여 최적전루밀도를 구하였다. 그리고 실험에 사용된 불용성양극은  

IrO2로 코팅된 티탄전극을 사용하였으며 전기화학적 실험은 정전류실험, 음극분극곡선측정 및 영상현미경에 의한 표면관찰, 액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Fig.1은 공급전류밀도에 따른 철분의 석출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50mA/cm2에서 철분의 석출효과가 가장 좋

은 실험결과를 얻을 수 있

었다. 공급전류가 적은ㅁ 

경우 음극반응이 수소의 

발생반응에 의존하게 되며 

공급전류가 너무 크면 철

이온의 석출에 따른 농도

분극에 의해서 철이온의 

석출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 1 Variation of surface morphologies with applied current density

4. 결론

 1.  산세액의 철분을 제거하기위한 최적 전류밀도는 50mA/cm2 임을 알 수 있었다.그리고  그리고 격막 통 내부의 용액은 산세액 

보다 pH가 낮은 해수용액에 pH를 높이는 조정제(NaOH), 착화제(NH4OH) 및 수소발생과전압을 높이는 첨가제(Thiourea) 등을 첨가해

야 효율적인 철분제거를 할 수 있었다.

2.산세 액의 효율적인 철분제거를 위해서는 격막 통을 설치하고 격막 통 내부에 철분제거를 위한 음극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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