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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개조된 사이클론식 전해조를 사용하여 황산염 용액으로부터 금속 주석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주석의 전해채취 거동을 조사하였다.

실험 변수로는 유속의 영향, 전류밀도, 전해질 용액의 황산 농도 및 주석 농도 등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100µm이하 크

기의 분말상 금속 주석을 얻을 수 있었다. 유속 및 전류밀도 그리고 전해액중 황산농도가 증가할수록 주석의 석출율 및 전류효율

값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주석의 농도가 감소함에 따라 주석의 석출율은 증가하나, 전류효율값은 감소하였다.

주제어 : 주석, 사이클론 전해, 황산용액, 전해채취, 회수

Abstract

A electrodeposion behavior of tin was tested to recovery of tin metal from sulfate solution using a newly designed cyclone

type electrolyzer. Parameters, such as flow rate, current density, tin and sulfuric acid concentration in the electrolyte were inves-

tigated. From the experimental results, a powered tin metal below 100 µm can be obtained. As the increase of flow rate, current

density and sulfuric acid concentration in the electrolyte, electrodeposition ratio of tin and current efficiency were increased. The

electrodeposition ratio of tin was increased with the decrease of tin concentration in the electrolyte, but the current efficiency

was de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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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주석은 첨단 전자 제품의 필수 소재로 사용되는 금속

중의 하나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

우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주석 자원이 동

남아 일부 국가에만 편중되어 매장되어 있고 또한 이들

국가에서 제련하여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불안

한 상황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스크랩이나 슬러지 등의

폐자원으로부터 주석을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재활용 기

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1-2). 주석을 함유한 폐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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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주석을 회수하는 방법으로는 용융법, 건식환원법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발표된바 있다3-7). 그러

나 이러한 방법들은 비교적 주석의 함유량이 높은 폐솔

더나 스크랩 그리고 슬러지로 부터 회수하는 것이 대부

분으로 주석의 함유량이 낮은 폐액(< Sn 2 wt.%)으로

부터 주석을 회수하는 기술은 국내외적으로 개발이 미

미한 상황이다. 이에 대하여 이미 전보에서 저농도 주

석도금 폐액에서 이온교환수지법을 사용하여 효과적으

로 주석의 회수가 가능하다는 보고한 바 있다.6) 그러나

이온교환 수지를 통하여 회수된 주석용액에서 주석을

금속으로 회수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후속공정으로

전해채취(Electrowinning) 기술이 필요하다. 전해채취방

법은 금속이 함유되어 있는 수용액을 전해액으로 사용

하여 전해 환원하여 목적하는 금속을 음극면 위에 석출

시키는 방법으로 비교적 고순도의 금속을 얻을 수 있고,

전해 후 용매가 재생되어 재사용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여러 가지 금속들을 회수하는 공정에 이용되고 있

다. 그러나 이 경우 수용액 내의 금속 이온의 농도가

높은 경우에 적용이 용이하며, 농도가 낮은 경우에는 금

속의 회수율이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다. 즉, 수용액 내

의 금속의 농도가 30 g/L 이상에서 전해채취가 원활하

게 이루어지지만 수 g/L 정도의 농도에서는 전해채취가

용이하지 않다. 특히 저농도 용액에서 이온교환수지를

공정을 거쳐 금속을 회수할 경우 회수용액의 농도가 높

지 않아 기존의 전해공정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농축 공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저농도 금속이온이 함유

된 용액으로부터 전착속도를 개선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금속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Electrometals Technologies

Limited사에서 개발한 EMEW법과 이와 유사한 사이클

론(cyclone) 전해 방법 등이 일부 소개되고 있다8-14).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주로 금, 은, 백금, 팔라듐 등

의 귀금속 및 구리, 니켈 등의 금속의 회수에 관한 연

구 보고가 있으며 일부 기술은 상용화 되어 있다. 이

방법은 기존의 탱크식 전해 방식보다 반응속도가 빠르

고, 저농도의 용액에서 효과적으로 전해가 용이한 장점

이 있다. 또한 대량 처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compact

한 장비를 구성할 수 있어 공간활용도 용이하고 장치비

및 유지비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석을 회수하기 위해 이

러한 전해 방식을 적용한 사례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금속 이온이 저농도로 함유되어 있

는 수용액에서도 효과적으로 금속을 회수할 수 있도록

구조가 개선된 사이클론식 전해조를 사용하여 주석을

전해 방법으로 회수하는 기초 연구를 실시하였다.

2. 실험방법

2.1. 실험 재료 

본 연구에서는 저농도 주석 폐액과 유사한 조성의 모

의용액을 제조하여 사용하였으며, 용액의 조성은 2가 주

석(Sn2+)이 함유된 황산염 용액으로 Table 1에 나타내

었다. 모의 용액 제조를 위한 시약은 특급시약을 사용

하였다.

2.2. 실험 방법

본 실험에 사용한 실험 장치로는 Fig. 3과 같이 자

체 제작한 실험장치를 사용하였다. 전해반응조의 크기

는 지름이 6.7 cm이고 높이는 약 13.4 cm의 실린더형으

로 제작하였으며, 양극으로는 스테인레스강(SUS 316)에

IrO2를 코팅한 불용성 양극을 실린더 중앙에 설치하였다.

Fig. 1. Principle of traditional electrowinning.

Fig. 2. Principle of cyclone electrowinning.

Table 1. Composition of synthetic solution

Sn H2SO4

2.5 ~ 15 g/L 10 ~ 20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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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극으로는 Ti 판재를 실린더 안쪽 내벽에 설치하여 사

용하였는데, 이때 음극의 면적은 약 2.1 dm2이었다.

실험 방법으로는 Bath에 미리 제조한 전해용액(10 L)

을 투입하여 온도를 조절하고, 펌프를 이용하여 전해액

을 순환시키면서 반응을 시작하였다. 전류공급은 DH-

R50ST (Jisang electric Co., Ltd) 정류기를 사용하였고,

반응시간은 전류를 공급하고 약 5시간 정도 실시하였

고, 일정 시간마다 시료를 채취하여 채취한 시료의 주

석 농도를 ICP-AES (PerkinElmer/Optima-4300 DV)

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모든 반응은 상온에서 실

시하였다. 용액을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식 (1), (2),

(3)에 의하여 이론적 석출량(전착양), 실제 석출량, 전

류효율 등을 계산하여 주석의 전해 채취 거동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론 전착량

(Theoretical Quantity of Electrodeposition)

(1)

WT = mass of metal (g)

A = atomic weight of metal (g/mol)

I = current (A)

t = time

n = number of electrons transferred

F = faraday’s constant

Z = A/nF (electrochemical equivalent)

A/n = chemical equivalent

- 실제 석출량(Real Quantity of Electrodeposition)

(2)

WR = mass of metal (g) 

Ci = initial concentration (g/L)

CR = residual concentration (g/L)

V = volume (L)

- 전류효율(current efficiency)

(3)

3. 결과 및 고찰

3.1. 유속의 영향

먼저 전해용액의 유속이 사이클론 전해조에서의 주석

의 전해채취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 전류

밀도 3 A/dm2 (6.3A), 황산농도 20 wt.%, 주석농도

10 g/L인 조건하에서 유속을 6 L/min.에서 18 L/min.까

지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그림으로부터 대체적으로 유속이

증가할수록 주석의 석출량(회수양)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유속이 6 L/min. 인 경우 5시간 경과 후

석출율은 약 35% 정도인 반면에 18 L/min.에서는 약

43% 까지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Fig. 5는 각 유속

의 경우에 전류효율을 비교한 그래프이며 유속이 증가

할수록 전류효율값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전반적

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전류효율값이 감소하는 경

향을 보여 5시간 경과 후에는 유속이 6 L/min. 인 경

우 전류효율이 50.5% 이고 18 L/min. 에서는 61.5%로

WT

A I× t×

n F×
--------------- ZIt= =

WR Ci CR–( ) V×=

EffCathode %( )
WR

WT

------- 100×=

Fig. 3. Schematic of cyclone electrolytic cell.

Fig. 4. Effect of flow rate on the recovery of tin (3 A/dm2,

H2SO4 20 wt.%, Sn 10 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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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전류효율의 경우 위의 식 (3)을 따르며 30분에

서의 전류효율을 초기 전류효율로 하였다. 이 때, 6 L/

min. 에서의 전류효율은 98.35%(농도차 686.08 ppm),

12 L/min. 의 전류효율은 81.35%(농도차 567.51ppm)

으로 미세한 전착량의 차이에도 전류효율값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전해재취 후 전해

석출물의 형상은 Fig. 6과 같이 기존의 전해채취시의

수지상(dendrite) 또는 whisker 형태로의 성장과는 달리

분말상으로 얻어졌고, X-ray diffraction pattern을 분석

한 결과 Fig. 7과 같이 순수한 주석 금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입자 크기는 Fig. 8에서와 같이 입

도가 약 100 µm이하의 분말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

고, 유속의 증가에 관계없이 입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

다. 이와 같이 분말상으로 전착물이 생성되는 이유로는

Fig. 5. Effect of flow rate on the current efficiency (3 A/

dm2, H2SO4 20 wt.%, Sn 10 g/L).

Fig. 7. XRD pattern of produced powder.

Fig. 8. SEM images of produced powder.

Fig. 6. Electrodeposited tin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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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착물의 핵 생성과정에 큰 과전압에 의해 생성된 핵이

성장하지 못하고 또한 전해액이 전극표면을 고속으로

지나가면서 표면에 약하게 부착된 분말형태의 주석을

탈착시켜 분말상이 형성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3.2. 전류 밀도의 영향

전류밀도 변화에 따른 사이클론 전해조의 주석 전착

에 대한 실험 결과를 Fig. 9에 나타내었다. 이때 실험조

건으로는 Sn 10 g/L, H2SO4 20 wt.%, 유속 12 L/min.

하에서 전류밀도를 각각 1 A/dm2, 3 A/dm2, 6 A/dm2로

변화시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전

류밀도 1 A/dm2의 조건에서는 일정 시간(약 90분)이 지

나면 석출율이 약 12%이고 이후에 거의 증가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다가 5시간 경과 후 15.6%의 석출율을 보

이고 있다. 그러나 전류밀도를 증가시킴에 따라 석출율

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전류밀도가 6 A/dm2

인 경우에는 시간 경과에 따라 석출율이 증가하여 5시

간 경과 후 약 70%가 석출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

류효율도 전류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며 6 A/dm2인

경우 전류효율이 99.5% 내외로 시간이 경과해도 매우

양호하였다. 그러나 전류밀도가 1 A/dm2, 3 A/dm2인 경

우는 5시간 경과 후 전류효율이 22.4% 및 54.2%로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류밀도 증

가가 석출율 및 전류효율에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전류밀도를 6 A/dm2 이상으로 전류밀도

를 높혀 실험한 경우에는 과전류로 인한 타는 냄새로

인하여 실험을 중지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을 통해 전

류밀도는 6 A/dm2가 적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편, 전류밀도 증감 여부에 관계없이 Fig. 11에서 알 수

있듯이 석출물의 입자 형상이나 입도에는 그다지 큰 차

이가 없었다.

Fig. 9. Effect of current density on the recovery of tin (Flow

rate 12 L/min., H2SO4 20 wt.%, Sn 10 g/L).

Fig. 10. Effect of current density on the current efficiency

(Flow rate 12 L/min., Antioxidant 1 g/L, H2SO4

20 wt.%, Sn 10 g/L).

Fig. 11. SEM photographs of produced powder (Flow rate 12 L/min., H2SO4 20 wt.%, Sn 10 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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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전해액중 황산 농도의 영향

전해액중 황산농도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 황산 농도

를 10, 15, 20 wt.%로 변화시키면서 실험한 결과를

Fig. 12에 나타내었다. 이때 Sn은 10 g/L, 유속 12 L/min.

전류밀도를 3 A/dm2로 유지하였다. 그림에서 알 수 있

듯이 각 조건에서 그다지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20 wt.%의 황산농도에서 가장 높은 석출율을 보였다.

또한 전류효율을 고찰한 결과 Fig. 13에서와 같이 황산

농도가 높은 20 wt.%에서 반응초기에는 전류효율이 다

소 낮지만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전류효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황산 농도 변화와 무관하게 석출된 주

석은 분말상의 금속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4).

3.4. 주석 농도의 영향

사이클론 전해 방식의 장점중의 하나는 저농도 용액

에서 효율적으로 금속을 전해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해질 용액의 주석의 농도에 따라 전해채취 거

동을 조사하기 위해 주석(Sn2+)농도를 2.5 g/L, 5 g/L,

10 g/L, 15 g/L로 변화시켜 가면서 실험한 결과를 Fig. 15

에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 반응시간 약 5시간 경과 후

주석의 석출율은 주석의 농도 증가와 함께 감소하며

2.5 g/L 인 경우 석출율이 약 74.4% 이고, 5 g/L에서는

64.6%, 10 g/L에서는 37.8% 그리고 5 g/L에서는 24.4%

까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초기 전

해용액이 10 L이기 때문에 누적 석출양으로 보면 2.5 g/L

에서 약 18.6 g이나 15 g/L인 경우는 약 36.6 g으로 증

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한편, 전류효율값은 Fig. 16과

같이 전해액중 주석의 농도가 감소할 수록 낮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5 g/L 이상에서는 46% 이상의 값을 보

이나 2.5 g/L에서는 26.7%로 급격히 낮아졌다. 따라서

주석 농도가 낮아질수록 석출율은 증가하나 오히려 전

류효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 두가지 요인

Fig. 12. Effect of H2SO4 concentration on the recovery of

tin (Flow rate 12 L/min., 3 A/dm2, Sn 10 g/L).

Fig. 14. SEM photographs of produced powder (Flow rate 12 L/min., Antioxidant 1 g/L, 3 A/dm2, Sn 10 g/L).

Fig. 13. Effect of H2SO4 concentration on the current

efficiency (Flow rate 12 L/min., 3 A/dm2, Sn 10 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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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할 경우에 전해액중 주석 농도는 약 5 g/L 정도

가 적정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이 경우에도 주석 농

도의 변화와 관계없이 석출물은 분말상의 금속을 얻을

수 있었다. 

 4. 결  론

사이클론 전해조를 이용하여 황산용액에서 주석을 회

수하기 위한 기초 전해채취 실험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유속이 증가할수록 주석의 석출율 및 전류효율이

증가하였으며 유속 18 L/min.에서 5시간의 반응 후 약

42.9%의 주석 회수율을 보였다.

2) 전류밀도가 증가할수록 주석의 석출율 및 전류효

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 며, 6 A/dm2에서 주석의

석출율이 약 70%, 전류효율값은 99% 이상으로 효과적

임을 알 수 있었다.

3) 전해액중 황산농도가 높을수록 주석의 석출율이 약

간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황산농도가 낮은 조건에서

는 일정시간이 지나면서 석출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다.

4) 전해액중의 주석 농도가 낮아질수록 석출율은 증

가하나 전류효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 두

가지 요인을 고려할 경우에 전해액중 주석 농도는 약

5 g/L 정도가 적정함을 알 수 있었다. 

5) 사이클론 전해채취에 의해 얻은 석출물은 100 µm

이하의 분말상이었고, XRD 분석 결과 조건에 상관없이

모두 주석 단일금속으로 석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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