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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용액에서 사이클론형 전해방식에 의한 주석의 전해채취

조연철·강명식·소홍일·이주은·

§안재우

대진대학교 신소재공학과

Electrowinning of Tin from Acidic Chloride Effluents by

Cyclone type Electrolytic Cell

Yeon-Chul Cho, Myeong-Sik Kang, Hong-Il So, Joo-Eun Lee and §Jae-Woo Ahn

Department of Advanced Materials Sci. & Eng., Daejin University, Korea

요 약

염산 용액에서 주석을 금속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사이클론 전해채취 방식을 사용하였다. 주석의 전해채취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

하기 위하여 유속, 전류밀도, 전해액 중 주석 농도, 염산 농도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유속이 증가하고, 주석과 염산의 농도가

감소할수록 주석의 회수율과 전류효율이 증가하였고, 전류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회수율은 증가하였으나 전류효율은 감소하였다. 유

속 18 L/min., 3 A/dm2, 2.5 g/L Sn, 5 wt.% HCl 조건에서 효과적으로 주석을 회수할 수 있다. 

주제어 : 주석, 사이클론 전해, 염산용액, 전해채취, 회수 

Abstract

Cyclone electrowinning method was used to recover tin to metal in hydrochloric acid solution. The effects of flow rate, current

density, tin concentration, and hydrochloric acid concentration on the electrowinning of tin were investigated. As the flow rate

increased and the concentration of tin and hydrochloric acid decreased, the tin recovery and current efficiency increased. As the

current density increased, the recovery rate increased but the current efficiency decreased. Tin can be effectively recovered at

flow rates of 18 L/min., 3 A/dm2, 2.5 g/L Sn, and 5 wt.% HCl.

Key words : Tin, cyclone electrolysis, hydrochloric solution, electrowinning, recovery

1. 서 론

주석은 첨단 전자 제품의 필수 소재로 사용되는 금속

중 하나이다. 국내의 경우 주석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

고 있으며, 주석 자원이 동남아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고 이들 국가에서 제련되어 공급되기 때문에 가격이

불안정한 실정이다1,2). 따라서 최근에는 스크랩이나 슬

러지 등 폐자원에서 주석을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기술

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들 폐자원에는 주석이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고, 고농도 주석 폐자원에 대해서

용융법, 건식 환원법 등으로 회수하는 방법들이 발표된

바 있다3-7). 하지만 주석 사용량이 많은 인쇄회로기판

제조 과정 중 에칭, 세정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액에는

주석 함유량이 낮아(< Sn 2 wt.%) 앞선 방법으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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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려우며, 저농도 주석 함유 폐액에서 주석을 회

수하는 기술은 국내외적으로 개발이 미미한 실정이다.

저농도 주석 함유 용액에서 이온교환법을 이용하여 회

수가 가능하다고 보고되어 있지만6), 주석 금속으로 회

수하기 위한 후속공정으로 전해채취(Electrowinning)기

술이 사용되어야 한다. 전해채취는 금속이온이 함유된

용액을 전해액으로 사용하여 목적 금속을 음극 면에 환

원시켜 비교적 고순도의 금속을 얻는 공정으로, 전해 반

응 후 용매를 재사용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

나 이 경우에는 전해액 내 금속 이온의 농도가 30 g/L

이상에서 효과적으로 전해채취가 가능하며, 그 미만의

농도에서는 전해채취에 의한 금속 회수가 용이하지 않

다. 따라서 저농도 금속이온이 함유된 용액에서 효과적

으로 금속을 회수기술이 필요하며, Electrometals

Technologies Limited사에서 전착 속도를 개선하고 저

농도 용액에서 효과적으로 금속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EMEW법이 개발하였으며 금, 은, 백금, 팔라듐 등의 귀

금속 및 구리, 니켈 등의 금속의 회수에 관한 연구가

보고되어 있으며 일부 기술은 상용화 되어 사용되고 있

다. 이러한 EMEW법과 유사한 사이클론(Cyclone) 전해

방법이 일부 소개되어 있으며, 이는 기존의 전해채취 방

식보다 반응속도가 빠르고, 저농도 용액에서도 금속을

회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대량의 전해액

처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장비를 compact하게 구성

할 수 있어 공간 활용에도 용이하고, 장치비 및 유지비

측면에서도 기존의 Tank식에 전해채취 방식 비해 상대

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8-15). 사이클론 방식의

전해조 내에서 전해액의 흐름을 Fig. 1에 나타내었으며,

전해액은 원기둥 형태의 음극 내부의 벽면을 따라 흐르

게 되고 가운데 양극과의 전기 화학적 반응에 의해 음

극 면에 금속이 석출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석이 저 농도로 함유되어 있

는 염산계 용액으로부터 사이클론 전해조를 사용하여

주석을 전해 회수하기 위해 유속, 전류밀도, 전해액 중

주석의 농도, 염산 농도에 대한 실험 변수로 기초 연구

를 실시하였다.

2. 실험방법

2.1. 실험 재료

본 연구에서는 저농도 주석 함유 폐액과 유사한 조성

의 모의용액을 제조하여 사용하였으며, 기본 용액의 조

성과 반응 조건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용액 제조에

는 특급시약을 사용하여 2가 주석(Sn2+)이 함유된 염산

염 용액으로 제조하였다. 사용한 실험 장치 모식도는

Fig. 2와 같으며, 제작한 장비를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전해 반응조의 크기는 지름 67 mm, 높이 134 mm의

실린더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양극으로는 SUS 316에

RuO2가 코팅된 불용성 양극을 사용하였으며, 음극으로

는 면적 2.1 dm2의 Ti sheet를 사용하여 전해 반응조

안쪽에 설치하였다. RuO2는 산소 및 염소 발생용 전극

으로 열적, 화학적으로 안정하여 전기화학적 활성 측면

에서 적합한 물질로, 저항이 낮고 산소 및 염소 발생에

대한 과전압이 낮아 양극으로 코팅되어 많이 사용되고

있다16).

2.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10 liter의 모의용액을 제조하여 Bath

에 투입하여 온도를 조절하고, 펌프를 사용하여 용액을

순환하였다. 전류공급은 정류기(DH-R50ST, Jisang

electric Co., Ltd)를 사용하였으며, 일정 시간마다 샘플

을 채취하여 ICP-AES(PerkinElmer/Optima-4300 DV)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론적 석출량, 실제

석출량, 음극 전류효율을 다음 식 (1), (2), (3)에 의해Fig. 1. Principle of cyclone electrowinning.

Table 1. Composition of synthetic solution & Basic conditions

Sn (g/L) HCl (wt.%) Antioxidant (g/L) Current density (A/dm2) Flow rate (L/min.)

10 20 1.0 3.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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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여, 염산계 용액에서 주석의 전해채취 거동을 살

펴보았다. 회수된 주석은 전자주사현미경(SEM, Philips

Co., Ltd, Model XL 30 sFEG)을 통하여 각 조건에

따른 입도 형상을 확인하였다. 

− Theoretical Quantity of Electrodeposition

 (1)

Wt = mass of metal (g)

I = Current (A)

n = number of electrons transferred

Z = A/nF (electrochemical equivalent)

A = Atomic weight of metal (g/mol)

t = Time

F = Faraday’s constant

A/n = Chemical equivalent

− Real quantity of Electrodeposition

Wr = (Ci − Cr) × V (2)

Wr = mass of metal (g) 

Cr = Residual Concentration (g/L)

Ci = Initial Concentration (g/L)

V = Volume (L)

− Cathode Current Efficiency

 (3)

3. 결과 및 고찰

3.1. 주석의 전해 반응

염산 용액에서 주석의 전해채취 시 전해전압은 다음

의 반응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17).

Cathode : Sn2+(aq) + 2e−= Sn(s), Eo = −0.141 V (4)

 2H+
(aq) + 2e−= H2(g), Eo= 0 V (5)

Anode : 2Cl−(aq) = Cl2(g) + 2e−, Eo = −1.396 V (6)

H2O(l) = ½O2(g) + 2H+
(aq) + 2e−, 

Eo = −1.229 V (7)

위 양극과 음극 반응의 표준 전극 전위로부터 주석을

전해채취하기 위해서는 식 (4)와 (6)의 전극전위 차로부

터 약 1.53 V의 전압이 필요하며, 전류 밀도 1 A/dm2

에서 1.5 V 이상의 전압을 보였다. 

3.2. 유속의 영향

사이클론 방식의 전해채취는 유속을 증가시킬수록 물

질이동(mass transfer)이 활발해져 저농도 용액에서도 전

해채취의 효율을 상승 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전해용액의 유속이 주석 회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기 위해 기본 조건에서 유속을 6, 12, 18 L/min.으로

변화시켜 실험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를 Fig. 3, 4에

나타내었는데, Fig. 3에서 유속이 증가할수록 주석의 농

도가 감소하여, 8시간 반응 이후 유속 6 L/min.에서

18 L/min.로 증가하였을 경우 주석의 회수율이 약 10%

정도 증가하였다. Fig. 4는 유속의 증가에 따라 전류효

Wt = 
A I× t×

n F×
--------------- = ZIt

EffCathode %( ) = 
Wr

Wt

------ × 100

Fig. 2. Schematic of Cyclone electrolytic cell.

Fig. 3. Effect of flow rate on the recovery of tin (10 g/L Sn,

3 A/dm2, 1 g/L Antioxidant, 20 wt.% H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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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으로 유속이 증가할수록 전류

효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

류효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유속이 증가할수록

물질이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어 전류효율

이 개선되며, 그에 따라 회수율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

되며 이는 사이클론 방식의 전해채취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회수된 주석의 형태는 유속 12 L/min. 이하에서는

flake 형태이었으나, 18 L/min.에서는 분말 형태를 나타

냈다. 한편, 회수된 주석을 SEM 분석한 결과 Fig. 5에

서와 같이 유속이 증가할수록 회수물의 평균 입도가 작

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3.3. 전류밀도의 영향

전류밀도에 따른 주석의 회수율과 전류효율을 알아보

기 위해 전류밀도를 1, 3, 6 A/dm2로 인가하여 실험한

결과를 Fig. 6, 7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

이 1 A/dm2에서는 주석의 회수율이 약 8%인 반면, 6

A/dm2에서는 약 29%로 회수율이 크게 증가하였고, 전

류밀도 증가에 따라 주석의 회수율 역시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다. 하지만 전류효율의 경우 6 A/dm2에서는

6~16%으로 1 A/dm2이나 3 A/dm2보다 낮게 형성되었다.

Fig. 4. Effect of flow rate on the current efficiency (10 g/L

Sn, 3 A/dm2, 1 g/L Antioxidant, 20 wt.% HCl).

Fig. 5. SEM images of electrodeposited of tin (10 g/L Sn, 3 A/dm2, 1 g/L Antioxidant, 20 wt.% HCl).

Fig. 6. Effect of current density on the recovery of tin (12 L/

min., 10 g/L Sn, 1 g/L Antioxidant, 20 wt.% HCl).

Fig. 7. Effect of current density on the current efficiency (12

L/min., 10 g/L Sn, 1 g/L Antioxidant, 20 wt.% HCl).



염산용액에서 사이클론형 전해방식에 의한 주석의 전해채취 65

자원리싸이클링 제 26권 제 3호, 2017

이러한 현상은 6 A/dm2의 전류밀도에서 전해 전압이

2.7 V 정도로 3 A/dm2의 전류밀도에서의 전해전압

2.2 V보다 0.5 V 높아, 과잉의 전압에 의해 식 (5)의

수소 분해 반응과 식 (6)의 주석의 환원 반응이 경쟁적

으로 일어나 오히려 전류효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

료된다. 실제 전해채취에서는 전류효율 뿐 아니라 에너

지 효율도 중요하므로 적절한 전해 전압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전류밀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8). 회수

된 주석을 SEM 분석한 결과를 Fig. 8에 나타내었으며

전류밀도 3 A/dm2 이하에서는 주석이 flake 형태로 회

수되었고 전류밀도가 증가할수록 회수물의 평균 입도는

감소하여 6 A/dm2에서는 분말 형태 회수되었다. 

3.4. 주석 농도의 영향

사이클론 전해채취 방식의 장점은 저 농도 용액에서

도 물질이동을 촉진 시킬 수 있어 효율적으로 전해채취

가 가능하다는 것인데8-14), 이를 확인하기 위해 주석의

농도를 2.5, 5, 10, 15 g/L로 변화시키면서 이에 따른

주석의 전해채취 거동을 조사하였다. Fig. 9에서 주석의

농도가 감소할수록 시간에 따른 농도비는 크게 감소하

여 2.5 g/L 주석 함유 용액의 경우 회수율이 60% 이상

이었고, 15 g/L 주석 함유 용액의 경우는 회수율이 약

19%로 초기 전해액 중 주석 농도가 감소할수록 회수율

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10은 주석의

농도가 전류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결과로, 전해

액 중 주석의 농도가 낮을수록 용액 내 주석이온의 물

질이동이 더 활발해져 환원 반응이 촉진되는 것으로 사

료된다. 한편, 회수된 주석의 SEM 분석한 결과 Fig.

11에서 알 수 있듯이 주석 농도 10 g/L 이하에서는

flake 형태로 주석이 회수되었으나 15 g/L에서는 분말

형태를 나타내었고 주석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

입도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3.5. 염산 농도의 영향

전해액 중의 염산 농도에 대한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

Fig. 8. SEM images of produced powder (12 L/min., 10 g/L Sn, 1 g/L Antioxidant, 20 wt.% HCl).

Fig. 9. Effect of tin concentration on the recovery of tin (12

L/min., 3 A/dm2, 1 g/L Antioxidant, 20 wt.% HCl).

Fig. 10. Effect of tin concentration on the current efficiency

(12 L/min., 3 A/dm2, 1 g/L Antioxidant, 20 wt.%

H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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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 농도를 5, 10, 15, 20 wt.%로 실험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12, 13에 나타내었다. 그림으로부터 염산

농도가 낮을수록 주석 회수율과 전류효율이 더 높게 나

타났다. 염산 농도가 20 wt.%에서 5 wt.%로 감소할 때

주석 회수율은 10% 정도 증가하였으며, 전류효율도 약

15%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염산 농도가 증가할수

록 양극에서 수소 발생량이 증가하고, 석출된 주석의 재

용해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류효율과 회수율이 감소하

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석출물의 SEM 분석 결과를

Fig. 14에 나타내었다. 염산 농도 5 wt.% 이하에서 주

석이 침상형 구조를 나타내었고, 염산 10 wt.%에서는

침상형 구조를 이루었던 주석들이 서로 엉겨 붙어 분말

형태로 회수 되었다. 염산 15 wt.% 이상에서는 flake

형태로 회수 되었다.

4. 결 론

저 농도 주석을 함유하고 있는 염산계 용액에서 사이

클론 방식의 전해채취 방법을 이용하여 주석을 회수하

Fig. 11. SEM images of produced powder (12 L/min., 3 A/dm2, 1 g/L Antioxidant, 20 wt.% HCl).

Fig. 12. Effect of HCl concentration on the recovery of tin

(12 L/min., 10 g/L Sn, 3 A/dm2, 1 g/L Antioxidant).

Fig. 13. Effect of HCl concentration on the current effici-

ency (12 L/min., 10 g/L Sn, 3 A/dm2, 1 g/L Anti-

oxidant).

Fig. 14. SEM images of produced powder (12 L/min., 10 g/L Sn, 3 A/dm2, 1 g/L Antioxi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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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

을 수 있었다.

1) 전해액의 유속을 증가시켰을 경우 전류효율이 개

선되고, 유속이 6 L/min.에서 18 L/min. 증가하였을 때

8시간 반응 후 주석의 회수율은 19.3%에서 29.0%로

약 10%가 증가하였다. 

2) 전류밀도 1 A/dm2에서 6 A/dm2로 증가함에 따라

주석의 회수율은 증가하였지만 전류효율은 오히려 감소

하였다.

3) 전해액 중 주석의 농도가 감소할수록 주석의 회수

율은 증가하였으며, 2.5 g/L Sn 용액에서 8시간 반응

후에 약 60% 정도의 주석을 회수 할 수 있었다. 

4) 전해액 중 염산의 농도가 감소할수록 전류효율과

회수율이 증가하였으며, 염산 농도 15 wt.% 이상에서는

회수율과 전류효율의 큰 차이가 없었다.

5) 실험에서 회수된 주석은 음극에서 쉽게 탈착 가능

하였으며, 대부분 Flake와 분말 형태로 회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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