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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솔더 폐액으로부터 유가자원의 회수

Recycling of valuable resources from the spent tin/solder stripping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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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 폐솔더 박리액으로부터 주석 및 구리의 분리를 위하여 옥살레이트 침전을 통해 각각 금속염으로 회수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실시하였다. 먼저 옥살산의 첨가량에 따라 주석의 침전율이 증가하였으며 당량비(옥살산/주석)의 1.0-1.5배를 
첨가할 경우 주석이 99.5%, 구리는 2.0% 정도 침전되었고 철, 납 등은 거의 침전되지 않아 주석만 선택적으로 침전되는 것
을 확인 하였다. 반응온도 증가에 따라 주석의 침전율은 증가하여 60℃ 부근에서 최대값을 보이다가 온도가 더 증가하면 
오히려 감소 경향을 보였다. 침전물의 고액분리 용이를 위해 카티온성 고분자 응집제를 이용하여 침강시킨 후, 분리된 침
전물을 건조, 분쇄하여 SnO2의 산화물을 얻을 수 있었다. 주석이 제거된 폐솔더 박리액에 옥살산을 첨가하여 구리가 약 
91% 이상 침전되어 납, 철 등의 금속과 분리하여 선택적으로 회수가 가능하였다.

1. 서론 

 최근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지정폐기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지정폐기물이란, 유해성분을 함유한 폐기물로써 환
경오염 유발 방지의 측면에서 발생량 보다는 적정 관리와 처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지정폐기물중에서도 최근 
다량 발생하는 것으로 PCB(인쇄회로기판)의 외부표면을 처리하는 패턴 코팅 공정에서 발생하는 주석/솔더 박리액이 있다. 
이 박리액은 박리가 진행됨에 따라 질산의 농도가 4.2 N 미만으로 감소하거나 주석이 일정 농도를 초과하게 되면 박리 능
력이 떨어져 새로운 용액으로 교체해야 한다. 배출된 폐액 중에는 주석, 구리, 납 등의 중금속과 질산성분이 다량 함유되
어 있어 PCB업체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고비용을 지불하고 위탁처리업체에 맡겨 경제적이지 못하다. 또한 특정폐기물업체
에서도 단순 중화침전법등에 의해 처리하여 침전물을 매립 하여 처리하는데 폐기물 중에는 구리 8.0 ~ 10 g/L, 주석 20 ~ 
50 g/L, 납 5.0 - 20 g/L, 철 3.0 ~ 5.0 g/L, 질산농도 250 g/L 이상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중화 매립하여 폐기하는 기
존의 방식은 환경오염, 자원의 측면에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신공정개발
의 일환으로 폐솔더 박리액 중에 함유되어 있는 주석 및 구리를 회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옥살레이트 침전법을 사용하여 
이들 성분을 선택적으로 침전시켜 회수하고자 하였다. 옥살레이트가 폐솔더 박리액과 같은 질산염 용액에 첨가될 경우, 주
석이나 구리와 같은 성분과 침전물을 형성하며 침전물은 낮은 pH에서 용해도가 낮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금속 성분을 침
전·분리가 가능하며, 일부 무전해도금액 등에서 금속성분을 회수 시에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옥살산를 사용하여 폐솔더 박리액 에서 주석 및 구리를 선택적으로 침전시켜 각각의 금속성분을 화합물로 회수하고자 
기초연구를 실시하였다.

2. 본론 

 본 연구에서는 폐솔더 박리액으로부터 주석, 구리를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공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먼저 주석을 
제거하기 위하여 옥살산에 의한 주석 침전 효과를 고찰하기 위하여 항온수조를 이용하여 폐솔더 박리액의 온도를 60℃로 
올린 후 교반(RPM 300)하면서 옥살산을 첨가하여 주석 및 구리의 침전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때 옥살산의 첨가량을 주석
에 대한 당량비로 계산하여 옥살산/주석(O/T)의 비율로 옥살산을 투입하였다. O/T비가 증가할 경우 주석의 침전 제거율은 
증가하며 O/T비가 1.0에서 99.5% 이상 제거율을 나타내었다. 이 경우에 선택적으로 주석이 침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러나 당량비를 계속 증가시킬 경우에는 구리의 침전율이 증가하여 당량비 2.0에서는 55%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
라서 주석의 선택적 침전을 위해서는 옥살산/주석(O/T)비가 1.0부근이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석의 침전 반응속
도를 고찰하기위해 각각 (O/T) 1/4, 1/2, 3/4, 1/1, 2/1 에 따라 옥살산을 투입하여 1시간동안 반응을 지켜보았고 그 결과 초
기 10분 이내에 침전반응이 일어남을 확인하였다. 옥살산 첨가에 의한 주석 및 구리 등의 침전시 온도영향을 고찰한 결과 
온도 증가가 주석의 제거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25℃에서 10% 이하의 제거율을 보이나 급격히 증가하여 60℃에서 최고 
제거율을 나타내고 70℃이후에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온도가 증가할 경우 옥살산과 질산이 분해
되어 NOx 및 CO2를 생성하여 침전반응 효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옥살산 침전법에 의한 주석 제거시 
반응온도는 60℃가 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침전물을 수세한 후 여과하여 건조시켜 회수하였는데 XRD 분석 결과 
대부분이 SnO2이며 Sn의 함유량은 51.44%이었다. 주석이 제거된 용액에서 구리를 회수하기 위하여 옥살레이트 침전법을 
사용한 결과 반응온도 60℃, 30 min. 옥살산/구리 당량비 2.0에서 90% 이상의 구리가 침전되었으며 이때 철의 경우 2% 내
외, 납의 경우는 4% 이내, 나트륨의 경우는 침전되지 않아 선택적으로 구리성분이 침전되었으며 이 침전물을 건조하여 
copper oxalate(CuC2O4)로 회수가 가능하였다. 이에 대한 공정도를 다음 그림 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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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sheet for recovery of Sn, Cu from the spent solder stripper.

3. 결론 

폐솔더 박리액으로부터 옥살산 침전법을 이용하여 주석 및 구리의 분리침전을 통해 각각 금속염으로 회수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옥살산의 첨가에 따라 주석의 침전 제거율이 증가하였으며 당량비(옥살산/주석)가 1.0에서 주석을 99.5 % 이상 회수  
    하였다. 이 경우에 구리는 2.0 % 정도 침전되었고 철, 납 등은 침전되지 않아 선택적인 분리가 가능하였다.
 2) 온도 증가에 따라 주석의 침전율은 증가하여 60℃ 부근에서 최대값을 보이다가 온도가 더 증가하면 오히려 감소 경향
    을 보였다.
 3) 침전물을 여과 건조시킨 결과 대부분 SnO2의 산화물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4) 주석이 제거된 폐액에서 옥살산을 구리 당량대비로 증가시켜 실험한 결과 당량비 2.0에서 구리가 납, 철 등의 금속과 
    선택적으로 침전되어 회수가 가능하였다. 이 경우 반응 온도는 60℃가 적정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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