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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기분해반응과 이온교환반응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공정을 통하여 반도체 부품제조 시 발생하는 도금세정폐수 
중에 함유되어 있는 시안을 분해시키고 은, 구리 등의 유가금속은 음극에 석출하고자 하였다. 역세공정 후에도 탈착되지 
않은 이온들은 다음과 같은 전해조건으로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로부터 은을 회수하였다. Amberlite IRA 400 (산화전극 
1.15 V, 알루미늄전극 1.3 V)과 Amberlite IRA 402 (산화전극 1.10 V, 알루미늄전극 1.2 V)에서의 실험결과 10～30 min 
동안에 90～95%의 Ag을 회수할 수 있었다.

The object of this experiment is to recover precious metals from plating rinsed wastewater generated from Lead Frame 
manufacturing process using electrolysis coupled hybrid process. This was achieved from Amberlite IRA 400 at 1.15 V 
electrolysis potential using the oxide electrode and at 1.30 V using the Al electrode and from Amberlite IRA 402 at 
1.10 V using the oxide electrode and at 1.20 V using the Al electrode. During the first 10～30 min of the process, 9
0～95% of the silver can be recovered.

Keywords: hybrid process, precious metals, plating rinced wastewater

1. 서    론
1)

  도금공정은 그 공정 특성상 상당량의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는데 

일반적인 산 알칼리 폐수 뿐만 아니라 크롬화합물, 시안화합물, 중금

속류, 부식성물질, 독성물질 등이 발생하여 환경오염원의 하나로 인식

되고 있다. 또한 이 환경오염물질들을 무해화 또는 환경법에 고시된 

배출허용기준치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각각 처

리하여야 하며, 슬러지 처리 등 2차 공해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

정이다[1].
  기존 도금산업에서의 환경문제 대응은 화학약품 처리에 의한 수산

화 침전처리를 기본개념으로 하고 있으나, 도금폐수는 그 성상별 함

유성분이 다양하므로 성상별로 분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처

리 후에도 발생하는 슬러지의 취급에 따르는 문제점이 존재하여 적용

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도금폐수의 처리는 공정목적의 달성도와 

소요비용이라는 검토기준 외에 공정배출물의 처리, 자원으로서의 재

활용도, 환경적 배려 등을 동시에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반적으로 도금폐수는 시안폐수, 시안세정폐수, 산 처리폐수, 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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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폐액, 알칼리 폐액으로 구분되며 그 외에 불화붕산계 폐액이나 인, 
질소계 폐액, 킬레이트계 폐액 등이 있으나 각각 개별적으로 분별하

여 처리한다[2]. 따라서 폐수처리를 확실하게 하려면 폐수계열의 분리 

및 폐수농도의 균일화를 도모하기 위한 유입관리를 확실하게 하는 것

이 필요하다. 한편, 반도체, 전자관련 부품 제조공정 및 보석가공 공정

에서는 대부분 금속도금을 수행하는데 특히, 반도체 부품의 일종인 

Lead Frame 제조 공정에서는 Wafer를 개개의 Chip으로 분리한 후 

Chip을 Lead Frame의 Pad 혹은 Lead에 접착시키는 Die Attach 공정에 

있어서 전기적으로 전도성이 우수한 Ag-Epoxy 도포공정이 있으며 또

한 Wafer 위에 원하는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 특정지역을 감광막에 의

해 차단하고, 차단되지 않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식각공정 

등이 있다. 이러한 제조공정 후 반드시 비이온성 물로 도금된 표면들

을 수세하는 세정공정이 필수적으로 뒤 따르게 된다[3]. 이때 도금된 

부위에 잔존하는 일부 도금용액과 이물질들이 세정수에 함유되게 된

다. 보통 Lead Frame 제조 공정 시 도금 세정폐수에는 최소 50 ppm 
이상의 Ag이 함유되어 있다. 또한 도금용액이 CN과 착화합물 형태로 

된 KAg (CN2
-)를 도금액으로 사용하는 도금조에서는 폐수 속에 시안 

및 시안화합물들이 함유되어 있어 이들은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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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for the Test of Wastewater Treat-
ment

parameters conditions

Silver concentration 25, 50, 100, 200 ppm

Cyanide concentration 50, 100 ppm

pH 7.8

Temperature 25 ℃

Time Intervals 0 ～ 600 min

Resin used
Cation : Amberlite IR 120H
Anion : Amberlite IRA 400
       Amberlite IRA 402

Electrode used Oxide electrode
Al electrode

로서 반드시 환경법규 기준치 이하로 처리한 후 방류해야 한다[4]. 또
한 시안계 폐수는 Au, Ag, Cu, Pt, Ni 등의 금속과 강한 착화합물을 

형성하게 되어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처리가 어려운 난분해성의 특징

을 갖고 있는 물질이다[5-7].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시안계 폐수의 

일반적인 처리 방법으로는 알칼리 염소법이 행해지고 있는데 이는 염

소계 산화제인 Chloride (Cl2) 및 Hypochlorite (HOCl) 등과 같은 염소

계 산화제를 사용하여 CO2나 H2O로 산화분해시키는 방법이다[8]. 그
러나 이 방법은 고농도의 시안 및 시안 착화합물들에 대하여서는 효

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처리과정 중 유독가스인 cyan-
ogen chloride (CNCl) 가스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다량의 염소분이 

필요하게 되어 처리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점이 있다. 최근 이러한 문

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서 오존산화법, 이온교환법 

및 전해산화법이 대두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

다[9,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ybrid process를 이용하여 반도체 부

품제조 시 발생하는 도금세정폐수에 함유되어 있는 은, 구리 등의 유

가금속을 회수하고자 하였다.

Effluent
Electrolysis bath

Cathode

Anode

Elution
Solutions

Effluent

Plating
rinced waste

water

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2. 실험재료 및 방법

  2.1. 실험장치

  본 연구에 사용한 실험장치는 Figure 1과 같이 이온교환수지탑과 

전해장치가 결합된 Hybrid process로 구성되어 있으며, 솔레노이드밸

브를 장착하여 역세수와 흡착반응유체 및 재생액의 방향을 제어 할 

수 있게끔 제작된 유가금속 회수장치이다. 이때 전해 반응조에는 제

조한 산화물 전극과 음극을 1 cm의 간격으로 직렬로 설치하였다. 음
극재료로서는 SUS 316을 사용하였고 전해용 전원은 15 V, 50 A 용량

의 직류 전원을 사용하였다.

  2.2. 실험방법

  이온교환방법과 전기분해방법의 이론 및 공정개발을 위하여 본 실

험에서는 단일 중금속 폐수를 사용하였고, 기본적인 실험조건은 Table 
1과 같다. 실험에 사용한 시료는 은(25 ppm), 시안(50 ppm)을 기본 농

도로 하였다. 이 농도는 도금액의 조성에 의거 보편적으로 Lead 
Frame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도금 세정폐수 중 함유되어 있는 각 물

질의 양을 계산한 것이다. 

  2.2.1. 흡착공정

  이온교환컬럼에 강염기성 음이온 교환수지 5 g을 채우고 시료를 50 
mL/min으로 주입시켜 이온교환수지와의 접촉시간을 0～600 min으로 

하였다. 주입된 금속은 이온교환컬럼에서 이온교환을 하게 되며 반도

체 세정액이나 도금액의 경우는 보통 Ag(CN)2
- 로 존재하므로 아래와 

같은 반응이 일어난다. 여기서 A는 이온교환체를 의미한다. 

  AX- + Ag(CN)2
- + B+ → AAg(CN)2

- + BX

위의 반응에 의해 은이 이온교환수지와 교환된 후 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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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rocedures and pyrolysis condition for preparation of 
mixed oxide electrode by thermal decomposition.

  2.2.2. 역세공정

  이미 포화된 수지는 재생조작을 통하여 이온 교환된 물질의 회수와 

이온교환수지의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2～10 % NaOH, NaCl 용액을 

25 mL/min으로 수지탑에 주입시켜 각각의 수지층을 통과시켜 배출 

시켰다. 회수율을 구하기 위한 실험을 하는 경우는 관내부에 남아 있

는 세정액을 flushing하기 위해서 역세하기 전에 먼저 물로서 세척을 

하였다. 역세용액이 주입되면 아래와 같은 반응에 의해 탈착 시킬 수 

있다. 

  AAg(CN)2
- + NaOH → AOH + Na+Ag(CN)2

-

  위의 반응에 의해 탈착된 은 이온은 전기분해 공정을 통해 시안은 

N2와 CO2로 분해되고 음극에는 유가금속이 석출된다. 또한 이들 도금

폐수를 전해 처리할 때 전극의 종류에 따른 영향을 조사하였고, 전해

처리에 의한 각종 폐수의 성상 및 처리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은 및 

구리 제거율(%)을 조사하였다. 

  2.2.3. 산화물 전극의 제조

  산화물 전극은 티타늄을 소지금속으로 하여 전극물질로 각종 금속

산화물(RuO2, TiO2, 등)들을 혼합한 후 이들 혼합물을 일정비로 혼합

하여 표면 코팅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전극의 제조는 Josef Krysa 등
의 연구결과인 열처리 방법으로 제조하였으며 그 순서는 다음 Figure 
2와 같다.
  Figure 2에 나타낸 것처럼 먼저 소지 금속인 티타늄 판의 표면에 있

는 유기물을 제거하고 금속 티타늄과 혼합물간의 접착력을 향상시키

기 위하여 기계적 연마를 실시한 후 순수를 이용하여 초음파 세척한 

후 60% 황산용액을 이용하여 에칭하였다. 한편, 전처리 과정을 거친 

소지금속 티타늄 판에 금속산화물인 혼합물의 시약들을 알콜류에 용

해시키고 피복 용액으로 사용하여 소지금속 표면에 양호한 활성층이 

얻어질 때까지 350 ℃ 온도 범위에서 10 min간 열처리 과정을 반복한 

후 공기 분위기 하에서 400 ℃～700 ℃, 1 h 동안 최종 열처리하였다.

Figure 3. X-ray diffraction diagrams for oxide electrode with various 
coating  times prepared by thermal decomposition method.

Figure 4. Anodic polarization curve in 1 M H2SO4 solution at 25 oC 
prepared by thermal decomposition method.

3. 결과 및 고찰

  3.1. 열분해법에 의해 제조된 산화물 전극의 특성 분석

  3.1.1. 제조된 산화물 전극의 특성 조사

  Figure 3은 열처리온도 및 시간을 450 ℃, 1 hr로 고정하고 피복 횟

수를 달리하면서 산소분위기 하에서 제조된 전극의 촉매산화물 층이 

잘 형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X-선 회절 분석한 결과이다. 
  Figur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복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RuO2의 

intensity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산화물이 잘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

었다.

  3.1.2. 제조된 산화물 전극의 분극특성 조사

  RuO2 혼합산화물 촉매 전극들은 순수한 RuO2전극에 비해 염소 및 

산소발생에 대한 높은 촉매 활성도를 갖고 있으나 실제로 산성 전해

질에서 사용될 때 염소발생 시의 조건은 양호하나 산소발생 시의 조

건에서는 RuO2에서 RuO4로 산화되는 부식이 일어나며 TiO2의 비전

도성 film이 형성되는 문제점이 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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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Decomposition voltage for the electrolysis of the plating 
wastewater.

Figure 6. Silver resin loading using strong base ion-exchange resins.

  따라서 제조된 전극의 분극특성은 해당 전해질에서의 전극반응에 

대한 주요 영향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사용된 전해질 중 1 M의 황산 

수용액에서 분극실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Figure 4에 나타내었다.
  Figur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전압은 SCE (Saturated Calomel 
Electrode)전극을 기준전극으로 하여 0.38 V 부근에서 나타나고 있다. 

  3.1.3. 분해전압조사

  은 함유 반도체 도금세정폐수를 전기분해 처리하는데 필요한 최소 

기전력인 분해전압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용전극은 SUS 전극, 극판간 

거리는 1 cm로 고정하였고 측정결과를 Figure 5에 나타내었다. 
  Figure 5를 보면 분해전압에 도달하기까지는 미소한 전류가 흐르나 

분해전압에 도달하면 급격히 전류가 흐름을 알 수 있다. 이때의 분해

전압이 0.97 V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반도체 세정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0.97 V 이상의 전압이 필요함을 의미하나 분해전

압은 전해질의 농도, 종류 및 온도 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3.2. 이온교환 컬럼 실험

  대부분 반도체 도금세정 공정에서는 중금속과 시안이 착화합물을 

형성하는데 착화합물을 형성한 은 이온은 양이온교환수지로 회수하

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 Amberlite IRA 400, 
402를 사용하여 흡․탈착 실험을 하였고 그 결과를 Figure 6, Figure 
7에 나타냈다.

Figure 7. Silver removal from strong base ion-exchange resins.

Figure 8. Silver removal from Amberlite IRA 400 and 402 as a 
function of electrolysis time using the oxide electrode.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 모두 반도체 도금공정에서 발생되는 도

금폐수로부터 은을 회수하는데 있어 80～90%의 높은 효율을 보였으

나 역세공정의 경우 흡착공정과는 다르게 역세액이 많이 주입되면 될

수록 탈착 속도가 느려지는 경향을 보이며 은 회수율이 낮았다. 

  3.3. Hybrid Process를 이용한 Ag 회수

  3.3.1. 산화전극과 알루미늄전극을 이용한 Ag 회수율 

  Figure 8, Figure 9는 이온교환수지로부터 탈착되지 않은 이온들을 

역세공정이 아닌 전기분해반응으로 유가금속을 회수하고자 산화전극

과 알루미늄 전극을 이용하여 각각 수지로부터 유가금속 회수율을 나

타낸 그래프이다.
  Figure 8에서 보듯이 은의 탈착은 Amberlite IRA 400보다 Amberlite 
IRA 402에서 더 쉽게 일어났고 Amberlite IRA 400이 95%의 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되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Figure 9의 경우 10 min 정도에서 Amberlite IRA 400으로부터는 은의 

약 70% 정도, Amberlite IRA 402로부터는 약 87%의 효율을 보였으며 

거의 같은 시간(1 h)에서는 Amberlite IRA 400는 78%, Amberlite IRA 
402는 95%의 효율을 얻을 수 있었다. Amberlite IRA 400의 효율을 높

이기 위해서는 더 큰 전위가 요구되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

으로 이온교환수지로부터 유가금속을 회수하는데 있어 제조한 산화

전극이 알루미늄전극 보다 효율이 좋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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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Silver removal from Amberlite IR 400 and 402 as a function 
of electrolysis time using the Al electrode.

Figure 10. I(t)-t electrolytic curves using the Oxide electrode during 
the silver removal from Amberlite IRA 400 and 402.    

  3.3.2. 산화전극과 알루미늄전극을 이용한 전류량 변화

  Figure 10, Figure 11은 전기분해 반응으로 이온교환수지로부터 유

가금속을 회수할 때의 전류량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은은 전도율이 좋은 금속 중의 하나로서 은이 흡착되면 전류의 양

이 급격히 감소 할 수 있는데 Amberlite IRA 400, Amberlite IRA 402 
수지를 사용한 실험에서도 I(t)-t커브가 지수 함수적으로 감소하다가 

10 min 정도에서 전류값이 일정해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10 min 정
도에서 탈착이 거의 완료됨을 나타낸 것이고 Figure 8, Figure 9에서 

보는바와 같이 은 축적도 거의 10 min 정도에서 일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기분해 전류소비가 최초 30～60 min의 처리동안에 Al 
전극판 보다 Oxide 전극판이 더 높게 나타났다. 

  3.4. 유가금속(Cu)및 CN 처리

  도금세정폐수 내에는 은, 구리 이온성분 이외에도 시안 성분도 함

께 존재함을 알 수 있는데 이들 성분들은 Ag(CN)2
-, Cu(CN)3

2-, Cu 
(CN)2

- 등과 같은 착화합물을 형성하여 존재하게 된다. 본 실험에서는 

단지 구리 도금 시 발생된 시안(CN-) 및 구리(Cu+, Cu2
+) 함유 폐수(폐

수의 성상: Cu 100 ppm, CN- 200 ppm )를 대상으로 하여 앞서의 연구

결과에서 얻어진 적정조건을 적용하여 유가금속인 구리 및 시안이온

을 제거하는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ure 12에 나타내었다. 
  Figure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가전압이 증가할수록 제거 효율이 

Figure 11. I(t)-t electrolytic curves using the Al electrode during the 
silver removal from Amberlite IRA 400 and 402. 

Figure 12. Effect of cell potential on the removal of Cu, CN- from  
plating wastewater.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앞서와 달리 구리 및 시안은 인가전압

이 3 Volt에서 제거효율 95% 정도로 양호함을 나타내고 있다.

4. 결    론
  
  반도체부품 제조시 발생되는 도금세정폐수의 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열처리 온도 400～700 ℃, 열처리시간 1 hr에서 제조된 산화물 

촉매전극을 전해반응에 적용한 결과 내식성, 내약품성 및 처리효율이 

양호 하였다.
  2) 10～30 min의 처리동안에 알루미늄 전극보다 산화 전극의 처리 

효율은 좋았으나 전기분해 전류소비가 더 높게 나타났다.
  3) Hybrid process 사용 시 10～30 mim에서 90～95%의 은 회수가 

가능했다.
  4) 구리 함유 도금폐수를 처리한 결과 인가전압을 3 Volt로 증가시

킬 경우 구리 및 시안의 제거율이 95%에 달하였다.

참 고 문 헌

1. R. S. Ramalho, Academic Press Inc., London, 344 (1977).
2. Ministry of Environment, 86 (1992).



348 김재용․엄명헌ᆞ안대현ᆞ심명진

공업화학, 제 17 권 제4 호, 2006

3. S. Cerjan-Stefanovic and M. Kastelan-Macan, Int. J. Environ. 
Anal. Chem., 38, 323 (1990).

4. Y. Marcus and A. S. Kertes, Wiley Interscience, London (1969).
5. S. Y. Park, S. Y. Jun, H. S. Jang, and J. B. Kim, Korea Society 

of Waste Management, 18, 3, 278 (2001).
6. P. A. Riveros and W. Ch. Cooper, Solvent Extr. Ion Exc, 3, 357 

(1985).
7. P. A. Riveros and W. Ch. Cooper, Solvent Extr. Ion Exc, 3, 909 

(1985).
8. K. R. Coulter, Plating, 57, 1197 (1970).
9. L. T. Palla and R. G. Spicher, Presented at 26th Ind. Waste Conf. 

Purdue Univ. (1971).
10. J. Green and D. H. Smith, Metal Finishing J., 18, 229 (1972).
11. L. Meites, Handbook of Analytical Chemistry, McGraw-Hill Book 

Company, New York (1963).
12. C. lwakura, K. Hiro, and Tamura, Elecchim, Acta, 22, 329 (19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