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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ading capacity of Sn with

different types ion exchange resin

Sn Fe Zn Mg Cu Ni Pb

Initial conc. 13,510 74 36 41 21 130 177

Raffinate solution 9,245 69 31 37 20 127 128

Recovered solution 4,265 5.0 5.0 4.0 1.0 3.0 49

Recovery(%) 31.6 6.8 13.9 9.8 4.8 2.3 27.7

Table 2. The recovery of Sn and impurities with ethylhexyl-phosph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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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 주석도금폐액으로부터 이온교환수지를 이용하여 주석을 회수하는 연구를 하였다. 주석 흡착이 가능한 3종류의 이

온교환수지를 사용하여 기초 실험한 결과 tertiary기능기를 가진 이온교환수지는 주석을 흡착하지 못하였고, iminodiacetic 

기능기를 가진 이온교환수지는 주석의 흡착률은 높으나, 불순물 함량이 높았으며, ethylhexyl-phosphar의 기능기를 가진 이

온교환수지는 주석의 흡착률은 낮으나 pH 조절에 따라 불순물의 제어가 가능하였다. 

1. 서론 

 주석 함유폐액은 PCB/Lead frame 도금공정이나 주석 바렐도금 공정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으나 적절한 처리기술의 부재

로 인해 단순 폐기 처분되고 있다. 이러한 주석 도금 폐액의 처리기술이 개발되지 않고 폐기되는 이유로는 도금폐액중에

는 다량의 유기물이 함유되어 있어 일반적인 화학적 방법으로 처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온교환수지는 용액 중 금속을 

회수 또는 제거하는 방법으로, 유기물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금속이온의 흡착이 가능하고, 금속회수시 유기무과 분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유기물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 주석 도금폐액으로부터 이온교환수지를 사용하

여 주석을 선택적으로 흡착할 수 있는 이온교환수지를 선정하고, 흡착된 수지에서 고순도의 주석 용액을 회수하고자 하였

다.

2. 본론

본 연구에서는 크게 주석 도금폐액으로부터 이온교환수지가 주석을 흡착하는 단계와, 이 이온교환수지 내 폐액으로 제거

하여주는 수세단계, 마지막으로 흡착된 주석을 회수하고 이온교환수지를 재생하는 탈착단계로 나눌 수 있다. 위 단계를 통

하여 이온교환수지의 종류별 주석 흡착 특성결과 tertiary기능기를 가진 이온교환수지는 주석을 흡착하지 못하였고, 

iminodiacetic 및 ethylhexyl-phosphar의 기능기를 가진 이온교환수지는 주석의 흡착이 가능하였다.

  이온교환수지 종류별 불순물 거동 연구결과 iminodiacetic 기능기의 이온교환수지는 주석 흡착률은 높으나 주석 외 금속 

불순물을 같이 흡착하여 회수된 주석의 순도가 낮고,  ethylhexyl-phosphar의 기능기의 이온교환수지는 주석의 흡착률은 

낮으나 불순물을 소량 흡착하여 주석 용액의 순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폐액중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물의 경우 이온교환수지에 주석을 흡착하고 이 이온교환수지를 수세공정을 통하여 3회 이

상 수세하였을 때 99.5% 이상의 유기물을 제거가 가능하였다.

Sn Fe Zn Mg Cu Ni Pb

Initial conc. 14,000 90 46 44 28 172 242

Raffinate solution 4,130 75 1.0 31 1.0 3.0 236

Recovered solution 9,870 15 45 13 27 169 6

Recovery(%) 70.5 16.7 97.8 29.5 96.4 98.3 2.5

Table 1. The recovery of Sn and impurities with iminodiacetic. (Unit :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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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유기물이 다량 포함된 주석 도금폐액으로부터 주석을 회수하기 위한 기초 실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주석 

도금폐액으로부터 주석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iminodiacetic 기능기를 가진 이온교환수지와 ethylhexyl-phosphar의 기능

기를 가진 이온교환수지를 사용할 경우 주석의 회수가 가능하였다. 또한 thylhexyl-phosphar의 기능기를 가진 이온교환수지

의 경우 주석의 흡착율은 낮았으나, 도금폐액의 pH를 적절히 조절할 경우 Fe, Zn, Mg, Cu, Ni 및 Pb 등의 금속불순물을 효

과적으로 제거가 가능하였다. 이 경우 최적 수지층 부피는 1,000 ml 이었고, 주석의 회수율은 87 %, 불순물인 Fe는 45 ppm, 

Ni 1.0 ppm, Cu 2.0 ppm, Pb 15 ppm 이었다. 한편, 폐액중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물의 경우는 이온교환수지의 수세 공정시 

제거가 가능하였으며, 본 실험 결과 3회 수세시 99.5 %이상의 유기물이 제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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