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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폐솔더 박리액으로부터 옥살산 침전법을 이용하여 주석 및 구리의 분리·침전을 통해 각각 금속염으로 회수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실시하였다. 먼저 옥살산의 첨가에 따라 주석의 침전 제거율이 증가하였으며 당량비(옥살산/주석)의

1.0-1.5배를 첨가할 경우 주석이 99.5%의 이상 제거율을 나타내었다. 이 경우에 구리는 2.0% 정도 침전되었고 철, 납

등은 침전되지 않아 주석만 선택적으로 침전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반응온도 증가에 따라 주석의 침전율은 증가하

여 60oC 부근에서 최대값을 보이다가 온도가 더 증가하면 오히려 감소 경향을 보였다. 침전물을 여과 건조시켜

SnO2의 산화물을 얻을 수 있었다. 주석이 제거된 폐솔더 박리액에 옥살산을 첨가하여 구리를 납, 철 등의 금속이

선택적으로 약 91% 이상 침전되어 회수가 가능하였다. 

주제어 : 폐솔더 박리액, 옥살산 침전, 주석, 구리, 회수

Abstract

A study has been made on the recovery of tin and copper from waste solder stripper by oxalate precipitation. With the increas-

ing of the oxalic acid addition, tin was precipitated effectively and removed above 99.5% of tin when the oxalic acid, in an

amount 1.0-1.5 times the stoichometric requirement, was added. But, in this case, only 2.0% of copper was precipitated and lead,

iron were not precipitated. So, tin was selectively removed from the waste solution. With the increasing of the reaction tem-

perature, the removal percentage of tin was increased and maximum value at arounf 60oC and decreased with increase in the

temperature any more. After filtering the precipitate and drying in oven, SnO2 was obtained from the precipitate. After removal

of tin in stripping solution, above 91% of copper was selectively removed by Cu-oxalate by addition of oxal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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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국내외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특정폐기물을 단순매립방법이 아닌 재활용을 통하

여 환경오염방지 및 자원재할용을 할 수 있는 청정기술

개발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중금속이 함

유된 폐기물(폐액)의 경우 중금속의 함유량에 따라 재

자원화 할 수 있는 양이 다량으로, 현재는 단순 폐기되

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

중 하나가 PCB(인쇄회로기판)의 외부표면을 처리하는

패턴 코팅 공정에서 발생하는 주석/솔더 박리액 이다.

인쇄회로기판 생산 공정에서 에칭에 저항하는 층으로

주석 또는 주석/납(솔더) 층이 구리층 위에 전기적인 코

팅법으로 형성된다. 에칭에 의하여 비회로 영역을 제거

한 후에, 다음 단계에서 전기적으로 코팅된 주석이나 솔

더 층을 제거하여 구리 회로를 노출시키기 위하여 질산

을 주성분으로 하는 박리액을 사용한다1). 박리가 진행

됨에 따라 질산의 농도가 4.2 N 미만으로 되거나 또는

주석의 농도가 일정 농도를 초과하게 되면 박리 능력이

떨어져 새로운 용액으로 교체해야 하며 기존 박리액은

폐액으로 배출하게 된다. 이러한 폐액중에는 주석, 구리,

납 등의 중금속과 질산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특정

폐기물로 취급되고 있으며, PCB업체에서 처리하지 못

하고 고비용을 지불하고 위탁처리업체에 맡겨야 하기

때문에 업체로서는 원가상승의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수거를 해가는 특정폐기물업체에서도 특별한 처리 방안

이 없이 단순 중화침전법등에 의해 처리하여 침전물을

매립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침전물의 경우 중금속

이 다량 함유된 상태이어서 매립시에는 오히려 환경오

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폐기물 중에는 구리성분이 8.0 ~ 10 g/L,

주석 20 ~ 50 g/l, 납 5.0 - 20 g/l, 철 3.0 ~ 5.0 g/l 정도

로 함유되어 있으며, 질산농도도 250g/L이상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폐기한다는 것은 환경오염 측면 뿐만

아니라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선

진국에서는 이에 대한 독자적인 처리방안이 개발되어 질

산 및 유가금속 성분들을 회수하고 있다2-9). 그러나 국내

의 경우는 아직까지 연구조차 미진한 상태이어서 향후

이들 폐기물이 다량 발생할 경우 큰 문제시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신공

정개발의 일환으로 먼저 폐솔더 박리액 중에 함유되어

있는 주석 및 구리를 회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옥살레이

트 침전법(Oxalate precipitation)을 사용하여 이들 성분

을 선택적으로 침전시켜 회수하고자 하였다. 옥살레이

트가 폐솔더 박리액과 같은 질산염 용액에 첨가될 경우,

주석이나 구리와 같은 성분과 침전물을 형성하며 침전

물은 낮은 pH에서 용해도가 낮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금속 성분을 침전·분리가 가능하며, 일부 무전해도금액

등에서 금속성분을 회수 시에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어

있다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옥살산(oxalic acid)를 사

용하여 폐솔더 박리액 에서 주석 및 구리를 선택적으로

침전시켜 각각의 금속성분을 화합물로 회수하고자 기초

연구를 실시하였다.

2. 실험 재료 및 방법

실험에 사용한 폐솔더 박리액의 경우 업체에서 입수

한 것을 직접 사용하였으며 폐액의 조성은 Table 1과

같다. 표에서와 같이 주석이 23.87 g/L 함유되어 있고,

구리 및 철의 경우는 5.0 g/L 이하이나 납의 경우는

16.67 g/L가 함유되어 있으며, 질산농도는 3.5-4.0 N 이

었다. 이외에 용액 중에는 현탁제 및 질산을 위한 유기

안정제 등이 소량 함유되어 있다. 

실험 방법으로는 상기 폐액을 여과하여 침전물을 제

거한 후에 Fig. 1과 같이 온도조절이 가능한 항온 반응

조에 투입하여 폐액의 온도를 일정하게 조절하고, 옥살

산을 첨가하여 교반(300 RPM)하면서 일정시간 마다

시료를 채취하였다. 채취한 시료 중 금속이온 농도를

ICP-AES(PerkinElmer/Optima-4300 DV)를 이용하여

측정하여 각 금속의 침전율을 구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Fig. 1. Experimental apparatus.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waste solder stripper (g/L)

Sn Cu Fe Pb Na HNO3

23.87 3.63 4.82 16.67 3.49 3.5-4.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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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alic acid(C2H2O4)는 특급(Junsei제품)을 사용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옥살산 첨가에 의한 주석 침전 ·제거

3.1.1. 옥살산 첨가량 영향

폐솔더 용액 중에는 주석, 구리, 철, 납 등의 중금속

이 존재하는데 이 중에서 주석의 경우 다음 반응과 같

이 질산에 의해 용해되어 일부는 Metastannic acid

(H2SnO3) 상태로 부유 하다가 침전되어 슬러지 상태로

되며, 일부는 이온상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Sn(in solder) + 2HNO3 → H2SnO3 

Sn(in solder) + 2HNO3 → Sn(NO3)2
 + H2 + NO2 

이러한 용액에 옥살산을 첨가할 경우 주석이온이

oxalate와 반응하여 주석옥살레이트가 생성되며 이 화합

물은 용해도가 낮아 석출이 쉽게 일어난다. 따라서 다

른 성분과 선택적으로 침전이 형성되며 이와 같이 얻어

진 옥살레이트 결정은 250oC이하의 온도에서 건조공정

에 의해 쉽게 SnO2 분말을 얻을 수 있다.11)

 Sn(NO3)2 + H2C2O4 → SnC2O4↓+ 2HNO3

 SnC2O4 → SnO + CO↑ + CO2↑

 2SnO + O2 → 2SnO2

 

옥살산에 의한 주석 침전 효과를 고찰하기 위하여 먼

저 항온수조를 이용하여 폐솔더액의 온도를 60oC로 올

린 후 교반(RPM 300)하면서 옥살산을 첨가하여 주석

및 구리의 침전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때 옥살산의 첨

가량을 주석에 대한 당량비로 계산하여 옥살산/주석(O/

T)의 비율로 옥살산을 투입하였다. 이에 대한 실험 결

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O/T비가

증가할 경우 주석의 침전 제거율은 증가하며 O/T비가

1.0에서 99.5% 이상 제거율을 나타내었다. 이 경우에

구리는 2.0% 정도 침전되었고 철, 납, 등은 침전되지

않아 선택적으로 주석만 침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러나 당량비를 계속 증가시킬 경우에는 구리의 침전율

이 증가하여 당량비 2.0에서는 55%까지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다. 따라서 주석의 선택적 침전을 위해서는 옥

살산/주석(O/T)비가 1.0부근이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1.2. 반응시간 영향

옥살산 첨가에 의해 주석의 침전 반응속도를 고찰하

기 위해 각 당량비별로 주석의 침전 제거율을 고찰하였

는데 이에 대한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그림으로

부터 당량비가 증가할수록 주석 제거율은 증가하며 O/

T비가 1.0 이상에서는 10분이면 반응이 충분히 진행되

고, O/T 1.0에서 60oC로 유지하여 반응시킬 경우 10분

후에 약 99.5%의 주석이 제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반응 초기인 10분 내에 반응이 빠르게 일어난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2. Removal rate of Sn with oxalic acid addition.(60oC,

30 min.)

Fig. 3. Removal rate of Sn with reaction time(6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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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온도의 영향

옥살산 첨가에 의한 주석 및 구리 등의 침전시 온도

영향을 고찰하기 위하여 반응온도를 상온에서 80oC까

지 증가시키면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때 옥살산 첨가

량은 주석 대비 1.0 당량이며 반응시간은 30분을 유지

하였는데 이에 대한 결과가 Fig. 4에 나타냈다. 그림으

로부터 온도 증가가 주석의 제거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

며 25oC에서는 60oC까지 10% 이하의 제거율을 보이나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60oC에서 최고 제거율을 나타내

다가 70oC이후에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

한 현상은 온도가 증가할 경우 옥살산과 질산이 분해되

어 NOx 및 CO2를 생성하여 침전반응 효율을 감소시

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따라서 옥살산 침전법에

의한 주석 제거시 반응온도는 60oC가 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이 경우 구리, 납, 철 등의 금속성

분들은 온도 증가에 관계없이 제거율이 미미하였다. 

3.1.4. 옥살산 침전 후 침전물 분석 

폐솔더 박리액을 옥살산을 사용하여 주석을 침전시키

고 이러한 침전물의 조성 및 형상 등을 분석하고자 하

였다. 상기 폐솔더액에 주석대비 당량비(O/T) 1.0비율로

옥살산을 첨가하여 60oC에서 300 RPM 으로 약 30분

간 반응시켜 침전시킨 후, 고액분리하여 상온에서 5회

반복 수세 하여 여과한 후 건조기에서 약 100oC ~ 120oC

로 약 2시간 건조시켜 분말을 제조한 후 분석하였다.

이때 분석은 SEM-EDX 및 XRD 그리고 ICP-AES를

이용하였다. Table 2에 ICP-AES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침전물의 주성분인 주석이 51.88%이었고, 일부 철, 구

리 및 납이 약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5

에는 전자현미경(SEM)을 사용하여 분말의 크기를 고찰

한 결과 분말의 입도는 10 µm이하로 미세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Fig. 6과 같이 XRD 분석

결과로부터 침전물은 대부분 SnO2 상태의 산화물로 존

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2. 옥살산 침전법에 의한 구리 제거 

폐솔더 박리액에서 옥살산을 이용한 침전법으로 주석

을 1차 침전 분리 후 여과액에서 옥살산을 이용하여 구

리를 침전시켜 회수하고자 하였다. 이때 사용한 폐액의

조성은 Table 3과 같고 침전방법은 주석 제거 시와 동

일하게 60oC, 30 min. 조건에서 옥살산을 첨가하여 실

Fig. 4. Removal rate of Sn with temperature. (Oxalic acid,

O/T = 1.5, 60oC, 30 min.)

Fig. 5. SEM image of precipitate. Fig. 6. XRD pattern of precipitate.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precipitate.(Wt.%)

Cu Fe Pb Sn Na

0.18 2.07 0.95 51.88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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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한 실험 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 그림과

같이 옥살산/구리(O/C) 당량비 증가에 따라 구리가 침

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당량비 2.0에서 90% 이상

의 구리가 침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경우에 철

의 경우 2% 내외, 납의 경우는 4% 이내, 나트륨의 경

우는 거의 침전되지 않았다. 옥살산 첨가에 의해 구리

가 침전되는 반응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3).

Cu(NO3)2 + H2C2O4 → CuC2O4↓+ 2HNO3

한편, Fig. 8에는 당량비에 변화에 따른 반응 후 용

액의 색상을 관찰한 그림으로 당량비가 낮은 0.5에서는

초록 색깔을 나타내었는데 당량비가 증가함에 따라 용

액의 색상이 변하기 시작하였다. 당량비 2.0에서 용액

의 색상이 노란색으로 변하고 침전물이 많이 생성되었

고, 당량비 3.0부터는 완전 노란색으로 변하여 대부분

의 구리성분이 옥살레이트염(CuC2O4)으로 침전이 되었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침전물을 건조하여

XRD 분석을 통해 관찰한 결과 Fig. 9와 같이 Copper

oxalate hydrate 임을 알 수 있었다. 

옥살산 첨가에 의한 구리의 침전 시 온도 영향을 고

찰하기 위하여 반응온도를 상온에서 80oC까지 증가시

키면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때 옥살산 첨가량은 구리

의 1.5 당량을 사용하였고 반응시간은 30분을 유지하였

다. 이에 대한 실험 결과를 Fig. 10에 나타냈다. 그림

Table 3. Chemical composition of waste solder stripper after

removal of tin.(g/L)

Cu Fe Pb Na

4.0 4.33 20.1 4.0

Fig. 7. Precipitation of Cu with oxalic acid addition. 

Fig. 8. Variation of color of waste solder stripper with

Oxalic acid/Cu addition.(60oC, 30 min.) 

Fig. 9. XRD pattern of copper oxalate precipi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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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온도 증가와 함께 구리의 침전율에 크게 영향

을 미치며 25oC에서 30% 이하의 제거율을 보이나 이

후 급격히 증가하여 60oC에서 최고 제거율을 나타내다

가 70oC이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온도가 증가할 경우 옥살산과 질산이 분해되어 NOx

및 CO2를 생성하여 침전반응 효율을 감소시키는 것으

로 주석의 침전시 결과와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 따라서 옥살산 침전법에 의한 구리 침전시에도 반응

온도는 60oC가 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이 경우 납, 철 등의 금속성분들은 온도 증가에 관계없

이 제거율이 미미하였다. 

한편, 주석 및 구리가 제거된 폐솔더 박리액의 경우

철과, 납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경우 철스크랩을 사용

하여 납을 세멘테이션 방법으로 제거하고 이후 액 중의

철은 질산철 형태로 회수가 가능하다.

4. 결 론 

폐솔더 박리액으로부터 옥살산 침전법을 이용하여 주

석 및 구리의 분리침전을 통해 각각 금속염으로 회수하

기 위한 기초 연구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옥살산의 첨가에 따라 주석의 침전 제거율이 증가

하였으며 당량비(옥살산/주석)가 1.0에서 주석이 99.5 %

의 이상 제거율을 나타내었다. 이 경우에 구리는 2.0

% 정도 침전되었고 철, 납 등은 침전되지 않아 선택적

으로 주석만 침전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2) 온도 증가에 따라 주석의 침전율은 증가하여

60oC 부근에서 최대값을 보이다가 온도가 더 증가하면

오히려 감소 경향을 보였다. 

3) 침전물을 여과 건조시킨 결과 대부분 SnO2의 산

화물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4) 주석이 제거된 폐액에서 역시 옥살산을 구리 당량

대비로 증가시켜 실험한 결과 당량비 2.0에서 구리가

납, 철 등의 금속과 선택적으로 침전되어 회수가 가능

하였다. 이 경우 반응 온도는 60oC가 적정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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