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Sn (%) Pb (%) Cu (%) Ag (%) In (%)

Sn-Pb 53.33 44.35 0.008 0.004 0

Sn-Ag-Pb 96.30 0.01 0.58 3.07 0

슬러지 64.87 0.32 13.77 0.004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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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폐자원으로부터 전해정련 공정을 이용한 고순도 주석의 회수

Recovery of high purity Tin from spent 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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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용화 그룹 

초 록: 주석 폐자원에서 전해정련을 통해 고순도 주석을 회수하고자 전해정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전해 
정련으로는 Pb와 Sn을 분리 회수가 어려우나 전해액의 주석 농도를 25g/L이상으로 유지하고, 황산 첨가를 통하여 전해 
주석의 Pb함량 제어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전해를 위한 인가전압은 0.2V에서 고순도의 주석을 얻을 수 있었고, 안정적
인 전해정련 공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첨가제로 베타나프톨과 아교가 필요하며 각각 0.1%, 1%가 적정 조건임을 알 수 있
었다.

1. 서론 
주석은 합금재료, 도금재료, 화학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금속으로서 주석의 합금재 사용되는 재료로는 Sn-Ag, Sn-Cu,

Sn-Bi, Sn 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주석 함유 폐자원(폐액, 슬러지, 스크랩)에는 Ag, Cu, Bi, Sb 등의 다양한 불순물
들이 포함되어 있어 고순도 주석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분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석 함유 폐자원으로부터 제조된 조주석을 이용한 전해 정련을 통하여 고순도 주석 생산 공정을 

개발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석 폐자원은 크게 3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부품 실장 공정이나 솔더페이스/솔더볼 
제조공정중에 발생하는 스크랩, 폐ITO타겟 재처리 공정이나 석도강판 주석 도금 공정 및 도금약품 제조 공정 중 발생하는 
슬러지, 도금 공정 중 발생하는 폐액 등으로 분류된다. 주석 폐자원은 종류에 따라 회수 공정이 달라지며, 스크랩은 솔더 
제조 공정 중에 발생하는 광재가 주를 이루며, 사용 후의 폐솔더 페이스트나 솔더볼 등이 있다. 이런 종류의 스크랩은 불
순물 함량이 낮을 경우 단순히 건식정련으로 정제하여 솔더 합금용으로 재사용이 되며, 불순물의 함량이 많은 스크랩은 
재사용이 어렵다. 이를 위해서 전해정련을 통한 고순도 주석의 생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석 함유 폐자원으로부터 제조된 조주석을 이용한 전해 정련으로 고순도 주석 생산 공정을 개발
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2. 본론 
2.1 실험 방법 및 시료

본 실험에 사용된 주석함유 스크랩은 크게 2가지, 광재와 슬러지로 나눌 수 있다. 스크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재는 
그 함량에 따라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Pb를 포함한 Sn-Pb계, Ag를 함유한 Sn-Ag-Cu 계로 구분되며, Sn-Pb는 함량이 
Sn63:Pb37, Sn-Ag-Cu는 96.5%Sn, 3.0%Ag, 0.5%Cu 또는 99.2%Sn, 0.3%Ag, 0.5%Cu가 보편적이다. 아래의 표 2에 이 들의 
ICP 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Table 1. The analysis of spent Tin scrap by ICP

2.2. 전해 정련 실험
전해정련에 사용된 양극은 주로 Sn-Ag-Cu 계의 광재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양극을 사용하였다.
아래의 표 2에 금속이온이 금속으로 환원되는 표준전위를 나타내었다. 주석은 0.1375V, 불순물인 Ag, Cu, Bi, Pb는 0.3V 이상에서 금속으
로 환원된다. 이에 조전압을 0.2~0.3V 수준에서 주석 전해정련을 진행하여 주석을 불순물과 분리하여 회수하고자 하였다.
Table 2. Electrochemical series of elements

Reaction E°/V

Sn2++2e↔Sn -0.1375

Bi
+
+e↔Bi 0.5

Bi3++3e↔Bi 0.308

Pb
2+

+2e
-
↔Pb -0.13

Ag++e↔Ag 0.7996

Cu
+
+e↔Cu 0.521

In3++3e↔In -0.3382

전해정련 테스트 조건은 다음의 표 3과 같이 진행하였다. 전해액은 염산을 사용하였으며, 일부 황산을 첨가하여 불순물 중의 Pb를 황산
납으로 양극에서 침전 제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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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condition of Tin electro refining process

음극판 SUS(Steel Us Stainless)

양극판 폐솔더 잉곳 (주석95%, 은1%)

전해액 염산 4%, 황산 5%, 주석 3%

전류 0.8A

전압 0.2~ 0.5 V

인가전압에 따른 불순물의 거동을 확인하기 위해 전압을 0.2~0.5V까지 변경하였으며, 이 때 석출된 양극내의 금속성분 분석 결과를 표 4
에 나타내었다.

Table 4. The analysis of electric Tin by electro voltage.

분석원소 Sn Bi Ag Cu Pb Al In

초기 양극함량 94.64 1.88 1.42 0.87 0.07

0.5V 99.778 0.0655 0.0044 0.1316 0.036 0.017 0.0266

0.4V 99.924 0.0421 0.0032 0.0065 0.013 0.0007 ·

0.3V 99.926 0.0105 0.0032 0.0597 0.003 0.0004 ·

0.2V 99.978 · 0.0028 0.0182 0.001 0.0008 ·

전압에 따라 회수된 전해주석 내 불순물을 보면 전압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특히 Bi의 경우 0.2V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0.3V이상 증가 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Pb와 Cu의 경우도 전압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양극에 함유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조전압은 0.2V로 설정하였다

2.3. 전해액 실험
용액내의 주석이 쉽게 산화되어 백색의 침전물이 형성되는 것과 음극에서 침상으로 형성되는 전해주석의 형상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안정
제와 유기물등의 첨가제를 투입하여 제어하였다. 안정제는 베타나프톨을 사용하였으며, 침상으로 자라는 음극의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서 
아교를 투입하였다.
전해액에 투입되는 첨가제의 최적 조건은 베타나프톨 0.1%, 아교 1%였다. 이 때 용액 내의 백색 침전물은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음극에

서 생성된 전해주석은 침상이 아닌 판 형태에 돌기가 있는 형태로 생성되었다.
아래의 그림 2,3에 첨가제의 투입 전/후의 Lab 테스트 사진을 나타내었다.

(a) 전해 초기             (b) 전해 중              (c) 전해 후 
Fig. 2. Electro Tin from electrorefining without electrolyte additive.

(a) 전해 초기                (b) 전해 중              (c) 전해 후      
Fig. 3. Electro Tin from electrorefining with electrolyte additive.

3. 결론

1) 주석 전해 정련시 전해주석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해액중의 적정 주석 농도는 25g/L이상이었다.
2) 주석 전해 정련시 Pb는 전기화학적으로 제어하기 힘든 불순물이며, 황산을 이용하여 Pb의 거동을 제어할 수 있었다.
3) 인가전압에 따른 전해주석 품질은 0.5V이상에서 Cu가 전착되며, 전해 주석의 품질관리를 위한 적정 전압은 0.2V이었다.
4) 전해주석의 형상 제어를 위한 적정 아교 첨가량은 1%이상이며 이때 판형의 전해주석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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