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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철강산업, 자동차산업이나 전자산업에서 전기도금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기도

금 폐액은 전처리 , 도금 및 후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액이고 다양한 금속염을 포함한 유해한 폐수이다. 현재 일반적인 폐수는 환

경법상 배수 규제치 이하로 중화처리한 후 각종 금속이 혼합된 슬러지는 매립하거나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처리에 따른 막대한 비

용이 들뿐만 아니라 매립지 부족과 유가금속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폐수에서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연구가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기도금 폐액에서 금속을 선택적으로 회수하는 새로운 방법은 철산화세균을 이용하는 방법, 황화제를 이용

한 황화물(MS) 회수법 및 유기용매를 이용한 용매추출법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의 폐수처리방법을 이용하여 Fe,

Cu, Zn, Ni 등의 금속이온이 혼합된 폐수에서 유가금속을 95%이상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전기도금공정에서 배출되는 폐

수를 폐기할 것이 아니라 도시광산의 중요한 금속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전기도금, 폐액, 철산화세균, 황화물, 용매추출

Abstract

Steel industry which has been accomplishes the base of our country economy, automobile and electronic industry are taking

charge of the role, whose electroplating is important. Large amount of wastewater and various metal salts, including hazardous

materials was generated from the electroplating pre-treatment, plating, washing and post-plating. Currently, the general waste-

water follows in the environmental law and neutralization after controlling, sludge where the various metal is mixed reclaims

below multiple regulative and trust it is controlling. The sludge which includes the gas price metal reclaims in the field and trust

it controls. a reclamation price of land it is insufficient but and the control expense holds plentifully and it loses the gas price

metal which is valuable. Consequently, The research regarding to recover a gas price metal actively from this waste water, it

is advanced. A new method to recover valuable metals from electroplating wastewater synthesis of metal sulfides using topical

methods utilizing iron oxidizing bacteria, reagent of sulfides and solvent extraction using an organic solvent, such as the devel-

opment of the law to recover these metals and metal sulfides of wastewater using selective recovery have been studied. By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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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wastewater treatment method under frequency above 95%, it has been obtained the valuable metal from the wastewater,

where the metal ion of Fe, Cu, Zn and Ni complexes was mixed. As we discuss the wastewater, which has been discharged from

electroplating process, it is important and will be applied to the resources of metal in the urban mine.

Key words : Electroplating, wastewater, oxidizing bacteria, metal sulfides, solvent extraction

 1. 서 론

금속은 산화성이 강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표면처리

를 하여 사용한다. 표면처리 방법은 도장, 도금 등을 하

여 금속표면의 산화방지나 표면기능을 변화시키는 등

여러 목적에 따라 표면처리 방법을 선택한다. 폐수는 철

강산업, 자동차산업, 전자산업 등의 각종 업계에서 소재

표면의 산화방지 및 기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도금공장

에서 배출되는 산세폐수나 도금폐액이다. 도금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귀중한 금속자원과 유독성 시안, 6가

크롬 등의 물질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 공장 마다

공해 대책 일환으로 수질관리규제에 따라 폐기물처리가

의무화 되어 있다.1) 

현재 폐수처리의 대부분은 각 공장 내에서 부분적으

로 정제 처리하여 재활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폭기 및

라임으로 중화 처리하여 배출수 유출 규제범위로 정제

하고, 발생되는 슬러지는 매립하거나 위탁 처리하는데

현실적으로 매립지 부족과 위탁처리비용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금공장의 폐수처리는 폐기물 처

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유가금속자원 회수 측면에서 가

장 요구되고 있으므로 폐액의 재활용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철강공장 내에서 배출하는 폐수는 공장 내에서 순

환 재활용하는 폐회로방식(Closed System)을 채택하여

배출량을 가능한 한 줄이고, 도금공장의 폐수는 다종다

양한 금속 이온과 유기 물질들이 있으므로 폐수 배출규

제범위까지 금속 이온이나 유기물질을 제거해야 한

다.2,3) 배수기준으로 유해물질 허용한도 예를 Table 1에

제시 한다.4)

배출수에는 부유 현탁물질양(Suspended Solid : SS),

화학적 산소요구량(Chemical Oxygen Demand : COD),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io-Chemical Oxygen Demand

: BOD)등도 배출수에서 일괄 규제한다. 일반적으로 생

물 서식이나 자연 정화를 위한 수중에는 용존산소

(Dissolved Oxygen : DO)가 높지만, 화학물질이나 부패성

유기물 및 산화성 금속이 존재하면 DO가 감소한다. 

금속 표면처리 공장의 폐수 중에는 Fe+2, Cu+2,

Zn+2, Ni+2, Cr+6, CN− , Cl−, SO4
2−, NO3 등의 금속

이온과 크롬과 시안의 유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폐

수 중의 금속 이온들은 산화, 환원, 치환, 중화법 및 이

온교환, 흡착, 탈 시안, 탈 질소 처리하여 정제한다. 

도금폐액 중에 서로 다른 금속 이온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에 대부분 석회로 중화 처리하여 여과한 케이크는

매립처리 하고, 여액은 폐기하거나 순환수로 보충하기

도 한다. 이러한 방법은 폐기물양이 많이 발생하며 금

속을 회수하기에도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매립처리 하

지만 현재 환경선진국인 EU에 의한 RoHS 지령 등 환

Table 1. Permitted basis of harmfulness materials within wastewater.4)

Toxic substance Permission limit (gr/m3) Toxic substance Permission limit (gr/m3)

Cd 0.1  Mn 10

CN 1 Cr 2

Pb 1
F 15

Cr(Ⅵ ) 0.5

As 0.5 BOD 160

total Hg 0.005 COD 160

alkyl Hg -
SS 200

Cu 3

Zn 5
pH 5.88.6

F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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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규제가 점점 엄격해지기 때문에 수질관리를 위한 환

경 유해물질을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 수질을 철저히 관

리하면서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방법들에 관하여 새로이

발표되고 있는 방법은 ① 철산화세균을 이용한 금속분

리회수5), ② 황화반응을 이용한 선택적 금속회수,2,3) ③

가스센서를 이용한 폐액처리,9) ④ 용매추출법을 이용한

전해 도금액의 순환 처리법10,11,12) 등이 연구 개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 폐액처리 기술을 소개함과 동시

기술적 문제에 대하여 논한다. 

2. 철산화 세균을 활용한 전기도금폐수에서 

금속분리회수 

철강공장의 도금공장 배수처리공정은 대부분 제1철

이온을 공기 산화와 석회 중화에 의해 Fe를 수산화 2

철로 침전시켜서 슬러지로 회수하는 방법이 비교적 비

용도 적게 들고 물 처리도 안정화 되지만, 폐수 중에

Fe, Zn, Ni 금속 이온이 혼합되어 있으면 슬러지양은

더욱 증가하며 금속 회수도 곤란하다. 도금공장에서 배

출하는 폐수는 Fe 이온이 함유하기 때문에 Fe 이외의

금속을 회수 하려면 우선적으로 Fe+2를 Fe+3으로 산화

시키는 방법으로 공기산화나 화학산화법을 활용하지만,

이는 비용이 많이 소요됨으로 미생물을 이용한 산화법

을 생각하게 되었다. 광산에서 미생물을 이용하여 황화

광 처리에 bio-mineralization, bio-leaching이 연구 개

발되고 있다.6)

귀금속회수는 Fe+3 이온의 환원성 해양성세균

(Shewanella algae), 담수성세균(Shewanella oneidensis)

을 이용하는 등도 보고되고 있었다.7) 미생물 Thio-

bacillus ferrooxidans 등의 산화세균은 광산지역의 낮은

pH 등, 하천 등에서 생식 되고 있다고13,14,15) 알려져 있

고, Thiobacillus ferrooxidans를 저가, 대량으로 입수할

수 있다면 실제 전기도금 배수처리가 용이하게 될 것으

로 기대된다. Miki 등5)은 도시하수처리장의 활성오니로

부터 철 산화세균을 배양하여 얻은 철산화세균을 이용

하여 전기도금 폐수를 처리하여 Fe+2를 안전하게 산화

시키고 철과 다른 금속도 분리회수할 수 있었다. Miki

등은 활성오니로부터도 독립 영양성 철 산화세균 배양

을 확인하였다. 도시하수처리장의 활성오니를 이용하여

철 산화세균을 배양하는 장치를 Fig. 1에 도시하였다.5) 

배수처리 장치는 유효용량 20 L(285 mm × 220 mm ×

유효 깊이 600 mm)의 반응조와 유효용량 10L(내경

180 mm ×깊이 570 mm)침강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

응조는 ORP(Oxidation Reduction Potential, Au/Ag-

AgCl 전극) 센서, pH센서, DO센서를 구비한 장치이다.

철세균 배양처리 예를 들면, 도시하수처리장 오니를 반

응조에 투입하고 철염 Fe2+ 1500 mg/l, NH4-N 5 mg/l,

PO4-P 1 mg/l 조성으로 약품을 투여하고 공기 폭기한

결과, 2일 반응 후 Fe 이온이 50 mg/l로 감소되었다.

Fig. 1의 반응장치에 활성오니를 투입하고 단계적으

로 실제 도금 배출수량을 늘려서 반응조의 HRT

(Hydraulic Reduction Time) 수리학적 체류시간을 4시

간에서 1시간 까지 단축시켜서 11개월 동안 연속 실시

한 예이다. 전기도금 배출 수는 pH 3 ± 0.4, Fe+2는

111 ± 93 mg/l, Zn2+는 203 ± 90 mg/l, Ni+2는 46 ± 26

mg/l, 전기도금 배출액의 미생물 배양에 필요한 질소 평

균 농도는 5.2 mg/l, P는 1.5 mg/l 정도 함유되었다.

Fig. 2는 반응조 내의 폐액이 pH 2.5 ~ 3.0에서 pH

3.0 ~ 3.5로 상승될 때 반응조의 미생물을 함유한 슬러

Fig. 1. Schematic apparatus of processing of the electroplating

wastewater with cultivation of iron oxidizing bacteria.5) 

Fig. 2. Increase of concentration of MLSS and T-Fe accor-

ding to pH increase within the reaction tank.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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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농도 (MLSS)가 급격히 상승하였는데, 이것은 Fe+2

가 Fe+3으로 산화 및 수산화 제2철로 생성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반응조에 폭기하여 2가철 이온을 산화시켜서 수산화

철로 회수하고, 남은 Zn, Ni은 중화 처리하여 회수한다.

생성된 수산화철의 현미경사진을 Fig. 3에 제시하였다.

수산화철 입도는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20 µm

정도이다.

3. 도금폐액의 황화반응을 이용한 선택적 금속

회수

3.1. 화화반응을 이용한 선택적 금속회수 

도금공장은 시안, 6가 Cr, Cu, Zn, Ni 등 의 금속

및 금속염을 사용하고 있다. 도금공장에서 폐기되는 배

출수 처리는 중화제 처리와 폭기하여 수산화물 형태의

고형화 슬러지로 하여 폐기 처리한다. 수산화물법은 슬

러지 제거 후의 폐액 중에 남아있는 금속이온이 있으므

로, 이 방법보다 도금폐액에 황화제를 처리하여 금속을

선택적으로 분리 회수율을 향상시키는 황화물 처리법이

보고되었다.2,3) 다성분계의 도금폐액에서 금속을 선택적

으로 분리 회수하는 방법은 Na2S, Na2S2, Na2S4,

CaS, H2S 등의 황화제를 이용하여 Cu, Zn, Ni의 선택

적 황화특성이 보고되었다. Kim 등은 Cd, Cu, Pb,

Ag 및 Zn 수용액에 CaS를 이용하여 개별 황화 실험에

의해 수용액 중에 금속이온 잔류양이 수산화물법보다

감소된 것을 확인하였다.

Yahikozawa 등16)은 Pb, Cd, Hg의 수용액에 CaSx

를 이용하여 각 금속이 pH에 대한 황화반응 특성을 보

고하였다. Nomura 등8) 은 CaS에 의해 Cu, Zn, Ni의

황화반응에 대하여 CaS의 첨가방법, 용액의 pH 조정에

의한 각종 금속의 황화에 의한 선택적 금속 회수에 관

하여 소개하였다. 각종 금속을 황화물 슬러지로 회수하

면 제련 원료로 충분하지만 경제적 가치에 관해서는 순

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Nomura 등은 CaS 분말과 각종 금속용액의 황화반응

시에, 금속이온 농도 및 pH와 CaS 첨가량의 관계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Cu 수용액에 CaS

분말 1당량을 첨가해도 C/C0는 약 0.5까지 감소하지

않고 CaS가 잔유함으로, 용액 중의 전 Cu를 황화물로

침전시키기 위해서는 Zn, Ni에 비하여 약 2배가 필요

하다. 그러나 CaS를 용해시켜서 Cu용액과 반응시킨 결

과 Cu는 Zn, Ni용액과 거의 같은 CaS 1당량으로 반

응하여 여액 중의 Cu는 1 mg/dm3로 감소되었다. Zn,

Ni용액에서는 CaS를 1.1당량(mol-Ca/mol-Me) 이상 첨

가 하였을 때 금속이온 농도는 1 mg/dm3까지 감소하였

다. 또 CaS를 약 1당량 첨가할 때 까지는 용액 중의

pH는 Zn에서 pH = 4.55.5, Ni에서는 pH = 6.07.0으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참고 : CaS는 물과 반응하

여 Ca(SH)2.6H2O로 된다)

Cu+2, Zn+2, Ni+2 각각의 처음 농도가 약 100 mg/dm3

의 혼합 용액을 CaS로 반응시켜서 금속 선택율 (특정금

속중량/전금속중량 × 100)을 조사하였다. 반응 조건은 pH

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각 금속이온 당량에 적당한

CaS를 첨가하여 각 금속 황화물이 생성한 것을 여과

세척하여 측정한 결과를 Fig. 5에 나내었다. Cu+2는

pH = 1.82.0, Zn+2는 pH > 4.0, Ni+2는 pH > 7.5의 조

건에서 같은 당량의 CaS를 첨가함으로서 거의 완전하

게 각각의 금속 황화물을 침전 분리할 수 있음이 확인

되었다. 혼합금속 수용액에서 제1단계에 pH=1.82.0로

조절하고, Cu+2의 1.2배당량의 CaS분말을 첨가하여 황

Fig. 3. Photo of ferric hydroxide formed within the reaction

tank.5)

Fig. 4. Concentration of Cu, Zn and Ni within the waste-

water by the CaS addition under a constant pH

conditio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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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반응 시킨 다음, 여과 분리한 여액을 pH = 5.56.0으로

조절하였다. 여기에 Zn+2의 1.5배당량의 CaS를 반응시

켜서 제1단계와 같은 방법으로 반응시킨 후에 침전물과

여액을 분리한 것을 분석함으로써 선택율을 나타내었다.

Fig. 5에 제1, 2단계 조작에 의하여 생성된 케이크 중

에 함유된 각 금속의 선택율을 나타내었다.8)

Fig. 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제1단계 공정에서 선택

적으로 생성된 케이크는 Ni이 0.4%, Ca이 0.4% 및

Cu가 99.5%이고, 제2단계 공정에서는 ZnS 분별 침전

시에 NiS도 공침되어 ZnS의 선택 회수율은 81.4%,

Ni은 18.2%의 혼합 공침물이 생성 되었다. 혼합용액

중 에서 Cu와 Zn을 선택 분리함으로서 재자원화가 가

능하다고 생각된다. 

3.2. 가스센서를 이용한 폐액 중의 반응제어 기술

폐수를 황화물법으로 처리할 경우 교질화와 황화수소

발생에 의한 악취 및 유해성에 대한 결점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황화수소 가스센서를 이용해서

반응을 제어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공업적 규모에서 효

과적으로 실시하고 있다9). Cu+2, Ni+2 등의 도금 폐액

을 CaS처리할 경우 화학양론적으로 반응하면 (1)식과

같이 화합하여 침전한다.

Cu+2 + S2− = CuS (1)

과잉의 CaS가 첨가되면 CaS는 물과 반응하여

Ca(OH)2의 콜로이드와 H2S 가스가 발생함으로 콜로드

때문에 고액 분리가 곤란하고, H2S의 유독 가스 발생으

로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다.

 

CaS + 2H2O = Ca(OH)2 + H2S (2)

H2S가스센서를 밀폐식 반응조에 설치하여 가스발생

정도에 따라 CaS를 보충하는 제어 조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 되어서 반응조 내에는 콜로이드화물

생성을 억제하고, H2S발생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만일

반응조에서 과잉으로 발생하는 H2S는 NaOH 용액에

흡수시켜서 Na2S로 하여 반응조에 리싸이클링 하는 공

정이다.

주식회사 Misz 공업(Nagano city)이 NEDO 국가

프로젝트로 실시한 NS법 장치를 Fig. 6에 제시하였다.

사진의 좌측 맨 전방은 H2S 모니터, (하부 테플론튜브

는 가스 샘플링 관, 한쪽 관은 안전을 위한 작업환경

측정용), 중간에 동력판, 안쪽에는 제어판, 우측에 3기

의 반응조 이다. 

Misz는 5기의 반응조를 가동하여 악취와 콜로이드가

문제없으며, 일본 전국의 무전해 니켈도금 폐액을 35%

를 처리하여 Ni을 회수 하였고, 또 Cu, Ni 혼합폐액을

pH 조절과 NS 처리로 분리 회수하여 제련소에 매각하

고 있다. Cu, Ni 함유율은 약 40%이다. Fig. 7에 회

수금속 슬러지를 나타내었다.

Fig. 5. Selective separation rate of metals from Cu, Zn, Ni

mixed aqueous solution by the CaS addition.8) 

Fig. 6. Apparatus of NS process of Misz Co..

Fig. 7. Recovered Sludge : NiS at left, CuS at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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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은 고농도 폐액 처리 시에 제 1단계는 pH 2

부근에서 CaS처리하여 CuS를 회수한 후 탈동 폐액

pH 7 부근에서 CaS처리하여 NiS 회수율이 90% 이상

되었다.

4. 용매추출법에 의한 전해도금 폐액처리 

용매추출(solvent extraction)법은 액-액 추출(liquid-

liquid extraction)반응의 일종으로 서로 혼합 안 되는 2

종의 용매 중에 용질의 종류에 따라 분배 차이를 이용

하는 분리방법이다10,11) 

용매추출제 유기용매의 요구조건은 ① 물에 불용성(소

수성), ② 목적성분을 선택하는 성능, ③ 불연성, ④ 무해

하고 취급이 용이할 것 등이다. 공업적으로 사용되고 있

는 중요한 추출제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17)

용매추출법과 유사한 이온교환 수지법은 비교적 농도

가 낮은 금속이온을 분리하는데 유효하지만, 용매추출

법은 비교적 고농도(0.5 g/dm3 이상)의 금속이온 분리에

유효하다. 무전해 니켈 폐액 중의 Ni 농도는 보통

45 g/dm3 정도일 경우에 용매추출법으로 Ni를 추출한

예로써,11) 용매 추출장치를 Fig. 8에 도시하여 소개한다.

무전해 Ni폐액 Ni+2 4 g/dm3, H2PHO3 100 g/dm3,

lactic acid 30 g/dm3, SO4
2− 50 g/dm3, Na+ 66 g/dm3,

Zn+2 10100 g/dm3, Fe+2 10100 g/dm3 pH는 4.5의 액

을 용매추출법으로 분리하였다. 우선 소량 포함된 Fe,

Zn을 추출하기 위한 용매는 PC-88A (2-ethylhexyl-

phosphonic acid mono-2-ethylhexylester)등의 산성 유

기인화합물을 추출제로 사용하여 Fe와 Zn을 추출한 후

의 추출 잔액을 pH 67로 조정하고, LIX841(2-hydroxy-5-

nonyl acetophenoneoxime)등의 chelate계에 산성유기화

합물을 소량 첨가한 유기상에 의해 Ni을 추출한다. 추

출된 Fe, Zn은 산으로 역추출하고, Ni은 황산으로 역추

출하여 전해용액으로 재순환 한다.

무전해 Ni전해 폐액 중 Zn 70 mg/dm3과 Fe가 포함

된 용액을 10 vol% PC-88A를 alkane과 cycloalkane의

혼합물인 공업용 Shellsol D70으로 희석시켜서 사용하

고, 온도 298 K, pH 4.5정도에서 pH 조절하면서 용매

Fig. 8. Schematic apparatus of emulsion flow at solvent

extraction process.

Table 2. Reagents of solvent extraction.17)

Extracted reagent Chemical reagent Extracted metal

neutrality
TBP (Tri-butyl-phosphate)

MIBK (Methyl-isso-butyl ketone)

U, Fe , HF, Zr

Zr, Hf, Nb

acidity

Naphthenic acid M+2

Versatic acid Cu, Ni, Re

D2EHPA Zn, Ni, Co, Be, V, U, Re 

LIX63 Cu

LIX64, LIX841 Cu, Ni

Kelex 100 Cu, Ni, Co

basic
TNOA (Tri-n-octylamine) R3N

TIOA (Tri-iso-octylamine) R3N 
U, W, V, Co, Mo, Re

 diluent Toluene, kerosene, Xyl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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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한 예를 Fig. 9에 나타내었다.

Fig.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pH 2 전후에서 Fe는

90%이상, Zn은 pH 3 이상에서 추출율이 80% 이상

되었고, Ni은 pH 5 이하에서는 추출되지 않은 결과

를 보였다. 불순물인 Fe, Zn 등을 제거한 용액 중에

Ni 4 gr/dm3 포함된 용액을 20vol% LIX841 용매로

추출하고, 20 vol% LIX841 소수성 착체에 농축된

Ni 9.1 gr/dm3을 황산으로 역 추출한 결과가 Fig. 10

에 나타내었다. 

Fig.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출용매 20vol%

LIX841로 Ni을 추출한 결과 pH6 이상에서 Ni의 추출

율이 90% 이상에 도달하였고, 이 추출된 것을 황산으

로 역추출 한 것은 pH 1 정도에서 거의 100% 가까이

역추출 되어 NiSO4 전해액으로 회수하여 사용할 수 있

는 결과를 얻었다. Ni을 LIX841 : (HL)org로 추출한 식

과 역추출 식은 다음과 같다.

 Ni+2 + 2(HL)org ⇔ (NiL2)org + 2H+

산성 유기인화합물, 특히 bis(2-ethylhexylphosphine

acid)도 pH 범위에서 Ni이 추출되지만, Na이 다량 포

함되어 있어서 Na이 함께 추출되어 효율을 감소시키므

로 본 추출제는 LIX841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전기도금 폐액처리시에 사용한 중화제 또는 치환제로

사용하여 생성한 NaSO4, CaSO4의 분리 정제 기술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생각 된다.

5. 시안계 폐수처리 및 크롬계 폐수처리

시안계 폐수는 탈지욕, 시안도금욕, 박리욕 등에서 배

출된다. 이 처리방법은 산화제인 NaOCl 반응 시켜서

시안화물을 시안산으로 산화시키고, 산화된 시안산을 분

해시켜서 CO2와 N2 무해한 가스로 분해하여 무해화

처리한다. 이 알칼리 염소산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

이외에 전해 산화법 및 오존 산화법 등이 보고되고 있

다. 대상 폐수가 K4[Fe(CN)6]착체일 경우는 알칼리염소

법으로 분해가 안 되므로 Cu 및 Zn 염을 반응시켜서

KCN이나 시안산으로 분해시킨 다음 NaOCl 처리하여

CN이온을 분해시켜서 N2, CO2로 발생 시킨다.1) 

 크롬계 폐수는 주로 Cr도금이나 크롬산을 사용한 에

칭액으로부터 발생한다. 일반적인 Cr폐수처리는 환원제

인 NaHSO3를 사용하여 6가 Cr을 3가 Cr으로 환원하

여 수산화크롬으로 침강 분리하는 방법이다. Cr 폐수처

리에서는 ① NaHSO3가 과잉으로 첨가되면 Cr(OH)3는

전혀 생성되지 않음으로 Al염을 첨가하여 이를 방지한

다. ② 크롬산을 환원 후에 시안계 산화처리 배수와 합

류할 경우에는 과잉 염소에 의해 3가 Cr이 6가 Cr으로

산화되기 쉬우므로 환원제가 약간 과잉으로 존재할 필

요가 있다. CN과 6가 Cr이온은 대단히 유독한 화합물

임으로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 

6. 전해도금 폐수처리 기술동향

 유가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 배출은 각종 철강공장의

산세 및 도금공장 폐수, 자동차산업이나 전자공업 등 각

종 업계에서 소자표면에 기능성을 부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금공장에서 발생한다. 폐수는 환경 부하

물질이므로 배출량을 최소화, 무해화하며, 폐수 중 유가

금속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발생되고 있는 폐수는 대부분 Fe, Cu, Zn, Ni 등이

혼합된 폐수가 발 생하고, 귀금속이나 희유금속 폐수는

비교적 적은 양이므로 별도로 수집 처리하는 경우도 있

Fig. 9. Extraction efficiency of various metal from the

electroless plating wastewater.

Fig. 10. Efficiency of Ni extraction and Ni inverse extrac-

tion by H2S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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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경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대에 폐수의 배출규

제는 더욱 엄해지고 있다. 현재 폐액 배출규제 시 B,

F, NO3는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건강피해를 방지하

기 위하여 WHO 음용수질 기준치나 상수도 수질 기준

을 참고로 하여 환경기준이 설정되었다. B 및 붕소화합

물은 10 mg/l, F 및 불소 화합물 8 mg/l, NH3 및 화

합물, 아초산화합물 및 초산화합물 100 mg/l 이하, Zn,

Cu, Ni 등은 52 mg/l 정도까지 감소시키면서 중금속은

회수해야 하는 기술이 필요하다.1)

현재 폐기되고 있는 Zn, Cu, Pb 등의 혼합 중금속

은 대부분 석회나 알칼리로 중화 처리한 후 농축 여과한

케이크나 슬러지는 매립처리 하고 있는 현실이다.2,3,6) 현

재까지 가장 중점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은 음용수 수질

정도로 분리 정제하는 기술이다. 

전해폐액을 중화 처리한 슬러지는 한국이나 일본 등

의 도금 공업이 있는 나라는 대부분 환경규제에 따라

매립처리 하거나 위탁처리 하는데, 폐기물의 매립처리

비나 위탁처리 비용도 상당히 부과되고 있는 현실이다.

일본의 예를 보면 혼합슬러지 발생량은 도금공장 내에

서 금속자원 순환 이용 등에 의해 슬러지 발생을 최소

화 하려고 하지만, 2002년의 슬러지 발생량은 6만 5천

톤 (함수율 8085 wt%)으로 보고되었다2,3,8). 폐액 처리

는 수십 년 전 부터 산화, 환원 및 전기분해, 전석, 이

온교환 수지에 의한 기술이 응용되어 왔으나, 이를 개

선하기 위한 방법이 소개되고 있다. 

Nippon steel corp.는 제철소 도금공장에서 발생하는

세정 배수 중에 Fe, Zn, Ni 이온이 포함되어 있어서

폐수처리와 더불어 유가 금속을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

하였다5). 이 기술은 폐수에 도시 하수처리장의 활성오

니로부터 배양한 산화철박테리아에 의해 폐수 중의

Fe+2이온을 Fe+3으로 산화시켜서 수산화철로 회수하고,

pH 조절에 의해 Zn, Ni 수산화물을 회수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Sanshin MFG. Co.는 다성분계 도금폐액으로부터 금

속을 선택 분리하는 황화물법을 이용하여 침전형성반응

기구를 명확히 밝히고, 실용적인 중금속의 선택분리법8)

을 개발하였다. Aquatech Co.는 도금폐액을 황화물로

중금속처리 회수공정에 황화수소가스 센서를 도입하여

종래에 유해가스에 의한 결점과 콜로이드화 방지를 보

강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일본 전국의 무전

해 Ni도금의 폐액양의 35%의 처리 실적을 보이고 있

다.9) 일본 독립법인 산업기술총합연구소에서 도금폐액

처리를 옛날부터 사용되어 온 용매추출법을 이용하여

폐액 중의 금속 이온을 분리 회수하는 방법을 제시하였

다.11)

현재 우리나라는 도금공장의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는

목적으로 한 회사에 410회까지 조사하는 경우가 있어

서 현장 기술자들의 과부하에 대한 고통도 호소하고 있

는 실정이다18). 한국의 삼일금속은 도금폐수처리를 위

하여 최근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8억 원을 지원받아서

“2011 제조현장 녹색화 사업” 을 실행하고 있다.19) 과

제는 “전기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도금폐자원화 공정 개

발”이고, 현재 파일럿 공장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

고 있다. 삼일 금속은 월간 폐수처리비용으로 2천만 원

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도금업체는 약

3200여개에 달하며, 경기도에 66%, 경상남도에 16%가

분포되어 있다.20) 현재 도금업체는 집단화 되어 가고

있는데, 인천 남동공단, 안산 시화 도금단지, 부산 청정

도금센터, 반월시화 에코그린센터 등이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집단화에 의해 도금폐액 종합처리장을 형성하여

폐수처리기술 개발방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7. 결  론

금속공업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금속의 산세 폐액이

나 도금 폐액은 다량의 유가 금속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폐액을 중화 처리하여 생성된 슬러지는 매립하거

나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수질환경 규제

가 엄하게 되고 금속자원 소비도 심각함에 따라 전기도

금폐액은 수질환경규제 이내로 정액 처리할 뿐만 아니

라 금속자원을 회수하여 재활용해야하는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이들 요구에 부응하고자 전기도금 폐액

처리 기술을 소개하였으나 정액처리 시에 사용한 첨가

제를 회수하는 수산화물이나 황화물과 분리 정제하는

기술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된다. 많은 연구자들에 의

해 이들 기술이 참고가 되어 우수한 분리 정제기술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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