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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폐 자원에서 회수한 주석 조금속의 주석 순도 및 불순물 순도, 전해정련 및 진공정련 후 주석 순도를 ICP-OES 
(Inductively Coupled Plasma Optical Emission Spectrometer)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무기산 전해액에서 전해정련 수행결과 
고순도 주석을 확보하였고, 이후 증기압, 온도 및 유지시간 별 진공정련 수행결과 초고순도 주석을 회수할 수 있는 최적화 
기술을 도출하였다.

1. 서론

  국내ㆍ외 주석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발생되는 주석함유 폐자원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다. 주석 함유 폐자원은 원
료 전처리 공정, 분리ㆍ정제 공정, 정련 공정을 거처 주석회수가 가능하다. 또한, 전자제품의 원료소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는 주석의 초고순도 공정이 필요하다. 전해액 내 금속원소의 환원전위 차이에 의해 불순물을 제거 가능한 전해정련과 불
순물 원소들의 증기압 차이를 이용하는 진공정련 공정을 활용하면 초고순도 주석을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폐자
원에서 확보된 주석 조금속(crude metal)으로 다양한 전해질 및 전류밀도에서 전해정련과 증기압, 온도 및 유지시간의 공
정 변수로 진공정련을 수행하여 초고순도 주석을 회수하고자 하였다.

2. 본론

  폐자원에서 회수한 주석 조금속은 96.5048 wt.%의 주석과 은, 납, 구리, 비스무스, 구리 등의 여러 원소의 불순물이 함유
되어 있다. 다양한 무기산 전해질, 1A/dm2 전류밀도 공정조건에서 전해정련을 수행하여 고순도 주석을 확보하였다. 그림 1
은 불순물의 증기압을 열역학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조사한 결과를 기반으로 불순물의 증기압(1.0 X 10-3 torr), 온도
(800~1,000 ℃) 그리고 유지시간(60, 180, 360 min)을 공정 변수로 진공정련을 수행한 결과이다. 온도가 증가할수록, 유지시
간이 증가할수록 주석 순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 1. 주석 진공정련 공정시간 및 온도에 따른 주석 순도 변화

3. 결론  

  고순도 주석회수를 위한 전해정련 결과 99.9632%의 고순도 주석을 확보하였고, 연속된 진공정련을 수행하여 99.9936%의 
초고순도 주석을 회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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