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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S 계면활성제 첨가에 따른 14 캐럿 백색 금합금의 
티오우레아 스트리핑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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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Thiourea Stripping of 14 Karat White Gold Alloys With the 
Addition of SDS Surfac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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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ripping solution with thiourea, iron(III) sulfate, and sodium dodecyl sulfate(SDS) was employed

to strip Ni-based 14 karat white gold alloys, and the formation of the NiS byproduct and elimination of

passivation were investigated in the presence of 0.0-0.2 g/L SDS. White gold alloy samples with a flat shape

were cast by gypsum investment and were stripped using the prepared stripping solution. Subsequently, the

surface morphology, elimination of the passivation layer, weight loss, microstructure, elemental composition,

and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the samples were analyzed by optical microscopy, Raman spectroscopy,

precision scale,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and linear sweep

voltammetry, respectively. It was found that passivation layers of the as-cast samples were removed by the

suggested stripping solution. Upon the addition of SDS, the stripped sample showed a bright silver color

without NiS, while the sample showed a dark tarnished appearance due to NiS formation without SDS. The

weight loss ratio decreased with increasing SDS content and stabilized at 0.2 % for SDS concentrations

exceeding 0.15 g/L, and the sample showed a uniformly etched microstructure. EDS results showed that NiS

was formed without SDS addition, while linear sweep voltammetry results indicated that NiS formation was

restrained upon SDS addition because SDS suppresses the formation of formamidine disulfide from thiourea.

Thus, the suggested thiourea stripping with SDS addition was successfully applied to Ni-based 14 karat white

gold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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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적으로 금합금을 이용한 장신구는 인베스트먼트 주

조법으로 제조되며, 주조된 제품 표면의 부동태막을 화학

적으로 제거한 후, 기계적인 연마 공정을 거쳐 완성된다.

표면 부동태막을 제거해 광택을 향상시키는 공정을 스트리

핑(stripping)이라고 하며, 최근까지 이 공정에 시아나이드

용액이 사용되고 있다 [1].

시아나이드 스트리핑(cyanide stripping)은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를 산화제, 시안화나트륨(sodium

cyanide)이나 시안화칼슘(potassium cyanide)을 착물제로

첨가한 용액을 90 oC 이상으로 가열 후, 주조된 금합금을

침지시키는 것이다 [2]. 이러한 시아나이드 공정은 Au-Cu

계 노란색 및 적색 금합금 그리고 Au-Ni계 백색 금합금을

14 K, 18 K 등 종류에 상관없이 동시에 처리가 가능한 범

용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저렴한 공정비용과 단시간 처리

가 가능하고, 용출된 Au의 회수율이 높은 장점으로 많은

국가에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아나이드 용액의 자체

위험성과 공정 후 환경적인 문제로 이미 유럽 등의 선진국

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었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연구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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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다. 

기존 시아나이드 스트리핑 대체 공정으로는 할라이드 스

트리핑(halide stripping)과 티올 화합물 스트리핑(thiol

compound stripping) 방법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방법들도

시아나이드 스트리핑과 유사하게 산화제와 착물제로 구성

된 스트리핑 용액으로 주조직후 금합금의 부동태막을 제거

한다 [3]. 할라이드 스트리핑은 착물제로 할로겐(halogen)

화합물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할로겐 화합물로부터 생성된

할로겐 이온이 금속 착물을 형성한다. Baghalha 등[4]은

하이포아염소산(hypochlorite)을 산화제, 염화소듐(sodium

chloride)을 착물제로 채용하여 최적 조건에서는 기존 시아

나이드 스트리핑 보다 반응속도가 빠른 장점을 보고하였으

나, 공정 중 유독한 염소가스가 방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5]. Seisko 등[6]은 유독가스가 방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e3+와 Cu2+ 산화제, 염화소듐을 착물제로 채용하였

으나, 95 oC에서 순수한 Au의 스트리핑 속도가 기존 시아

나이드 공정에 비해 1/10로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다 [7].

따라서 할라이드 스트리핑은 유독가스발생과 공정시간의

증가로 시아나이드를 대체하는데 한계가 있다. 

티올 화합물 스트리핑은 착물제로 티오황산(thiosulfate),

티오우레아(thiourea) 같은 화합물을 채용한 것으로, Au 이

온과 강한 착물을 형성한다. 티오황산을 이용한 방법으로

Muir 등[8]이 Cu2+ 산화제, 티오황산염을 착물제로 채용한

공정을 보고하였으며, 이 공정은 수소이온농도(pH) 6-10의

조건에서 반응하여 비교적 안전하다. 그러나 순수한 Au의

경우 용출속도가 기존 시아나이드 스트리핑의 1/5 정도로

느려서 실제 공정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9].

티오우레아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Li 등[10]이 Au 도금

된 전자제품에서 Au를 추출하는데, Fe3+ 산화제, 티오우레

아를 착물제로 채용한 공정을 보고한 바 있다. 이 공정은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으며, 최적 조건인 pH 2에서는 시

아나이드 스트리핑보다 반응속도가 빨라서, 시아나이드 스

트리핑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그러나 티오우레아를 사용한 스트리핑 공정의 경우, 금

속에 함유된 성분에 따라 금속황화물이 형성되는 문제가

보고된 바 있으며, So 등[11]이 Ag 도금된 전자제품의 티

오우레아를 이용한 스트리핑 공정에서 Ag 황화물이 생성

되는 문제를 보고하였다. 또한 Lin 등[12]은 Au-Ni-Cu 도

금층을 티오우레아로 스트리핑하는 과정에서 검은색의 금

속황화물이 형성되는 문제를, Mohanty 등[13]은 티오우레

아를 이용한 Ni 전기도금실험에서 전극부분에 치밀한 NiS

가 형성되는 문제를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금속황화물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유

기계면활성제를 채용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Feng 등

[14]은 저품위 금원광(gold ore)을 티오황산 용액으로 스트

리핑 시, 카복시메틸 셀룰로오스(carboxymethyl cellulose)

계면활성제를 첨가하여 금속황화물의 형성을 억제할 수 있

다고 보고하였다. Dutta 등[15]은 티오우레아와 구리이온의

반응에서 SDS를 채용하여 금속황화물의 침전을 억제하였

다. 그러나 티오황산은 반응속도가 느린 문제를, 티오우레

아의 경우 Ni이 포함된 합금에서 금속황화물이 생성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 했다.

이와 같이 티오우레아 스트리핑은 우수한 반응속도로 인

해 기존 시아나이드 스트리핑을 대체하는 여러 방안으로

가장 유력하다. 특히 Ni계-백색 금합금에 적용될 때 흑색

니켈황화물이 생성되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시아나이드 스

트리핑과 같이 노란색, 적색 금합금은 물론이고 백색 금합

금까지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Ni계-14K 백색 금합금에 대한 티오우레

아 스트리핑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계면활성제

인 SDS의 함량을 달리하며 니켈황화물 생성 없이 스트리

핑 가능한 조건을 확인하였다.

2. 실험방법

석고몰드를 이용한 인베스트먼트 주조법으로 제작된 가

로, 세로, 높이가 각각 5 mm, 5 mm, 1 mm인 장방형 Ni

계-14 K 백색 금합금을 제작하였다. 이때 금합금의 조성은

Cu 29.05, Zn 7.05, Ni 5.40, Au 58.50 wt%가 되도록

준비하여, Ni이 백색 금합금의 주요발색원소가 되도록 하

였다.

표 1에는 SDS 함량을 달리하여 제작한 스트리핑 용액의

조성을 나타내었으며, pH는 황산을 이용하여 2로 조절하

였다. 준비된 용액 20 ml에 14 K 백색 금합금을 침지하고

50 oC에서 5 분 초음파 교반 후 28% 과산화수소 수용액

3 ml를 첨가하고 1 분간 추가로 교반하였다.

스트리핑 전후 육안 변화는 광학현미경(815000, GIA

Instrument Co.)을 이용하였다. 부동태막의 변화는 라만분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thiourea stripping solution with
SDS.

Function Composition Concentration (g/L)

Complex agent Thiourea 12 

Oxidant Iron(III)sulfate 6 

Surfactant
Sodium dodecyl 

sulfate (SDS)
0, 0.05, 0.1, 0.15,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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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기(UniRaman, Unithink)를 사용하여 확인하였으며, 이때

광원은 531 nm을 채용하고, 30 초 동안 노광하여 10 회

반복 측정하였다.

SDS함량에 따른 스트리핑 후 합금의 무게변화는 정밀저

울(AS60/220/C/2, Radwag)을 이용하여 1.0 × 10-5 g까지의

무게 변화를 측정하였다. 무게감소율은 스트리핑 전후 합

금의 무게변화를 백분율로 계산하였다.

스트리핑 전후 미세구조 변화와 원소 조성은 주사형전자

현미경(FE-SEM, S-4300, Hitachi)과 에너지분산X선분광기

(EDS, JSM-6010PLUS/LA, Jeol)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SDS함량에 따른 전기화학적 특성은 상온에서 3극 전기

화학셀(Digi-Ivy, Austin TX)을 이용하여 선형주사전압법

(liner sweep voltammetry, LSV)으로 분석하였다. 이때

Ag/AgCl 전극, 백금와이어, 14 K 백색 금합금 시편을 각

각 기준전극, 상대전극, 작업전극으로 사용했으며, 전해질은

표 1의 조성과 동일하게 준비하였다. 준비된 시편의 작업

전극은 -0.2 V부터 +0.8 V 까지 전위(potential)를 1 mV/s

로 속도로 인가시키면서 산화전류밀도를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그림 1은 스트리핑 전과 스트리핑 후 SDS 함량에 따른

시편의 육안 분석 이미지이다. 그림 1 (a)는 주조 직후 시

편의 이미지로, 광택이 없는 어두운 회색 표면을 확인하였

다. 그림 1 (b)는 SDS가 첨가되지 않은 스트리핑 용액으

로 처리한 시편 이미지이며, 표면에 검은색 막이 형성되었

다. 이러한 현상은 Mohanty 등[13]이 보고한 티오우레아와

Ni이 반응하여 치밀한 검은 피막을 형성한다는 결과와 일

치하였다.

그림 1 (c), (d), (e), (f)에는 각각 SDS가 0.05, 0.10,

0.15, 0.20 g/L 첨가된 용액으로 스트리핑 한 결과를 나타

내었다. 그림 1 (c)에 나타낸 SDS 0.05 g/L 첨가한 경우

는 표면이 다소 어두웠으나, SDS 함량이 (d)와 같이 0.10

g/L로 증가하면 백색감과 광택감이 증가하고, SDS가 0.15

g/L 이상 첨가되는 경우 (e), (f)와 같이 표면 전체가 광택

이 있는 은백색으로 나타났다. 즉, 티오우레아 스트리핑 공

정에 SDS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검은 부산물의 형성이

억제되었다.

그림 2는 주조 직후와 스트리핑 후 14 K 백색 금합금

시편의 라만 분석결과이다. 상단부터 스트리핑 전, SDS가

첨가되지 않은 용액, 그리고 SDS가 0.10, 0.20 g/L 첨가된

용액으로 스트리핑 한 시편의 라만 결과를 나타내었다. 

주조직후에는 강한 CuS 피크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Ingo

등[16]이 보고한 바와 같이 환원포텐셜(reduction potential)

이 낮은 Cu가 주조과정 중 산화되면서 표면부에 부동태막

을 형성한다는 보고와 일치하였다. SDS가 첨가되지 않은

스트리핑 용액으로 처리한 시편의 경우, CuS 피크는 확인

되지 않았고, NiS 피크만 확인되었다. 즉, 스트리핑을 통해

주조직후의 CuS 부동태막은 제거되었지만, 새로운 NiS 부

산물막이 생성되었다. 이는 앞서 그림 1 (b)에서 확인한

검은색 막이 NiS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현상은 티오

우레아의 자기분해로 생성된 황화물이 금합금 표면에 용출

된 Ni 이온과 반응하기 때문이다 [17]. 

SDS 0.10, 0.20 g/L 첨가된 용액으로 스트리핑된 시편에

는 CuS, NiS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SDS의 참가가

CuS 부동태막 제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NiS 피막

형성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에는 SDS 함량에 따른 14 K 백색 금합금 시료의

무게감소율을 나타내었다. SDS를 첨가하지 않는 경우 무

Fig. 1. Optical images of 14 K WG; (a) as-casted sample, and
stripped samples with SDS of (b) 0.0, (c) 0.05, (d) 0.10, (e) 0.15, (f)
0.20 g/L. 

Fig. 2. Raman results according to SDS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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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감소율은 1.1%로 나타났으나, SDS 함량이 증가함에 따

라 무게감소율이 작아지다가 SDS 0.15 g/L 이후 약 0.2%

로 수렴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음이온성 계면활성제인 SDS

가 합금의 표면에 흡착되어 스트리핑에 의한 백색 금합금

과 산화제간 레독스 반응을 차단하기 때문으로 판단하였으

며, 이는 Soares 등[18]이 보고한 바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Ni계-14 K 백색 금합금의 스트리핑 시 0.15 g/L

이상 첨가하는 것이 부동태막의 제거와 무게감소율 면에서

바람직하였다.

또한, 실제 장신구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스트리핑으로 인

한 금합금의 무게감소가 증가하게 되면 용출되는 금의 양

도 증가되어 경제적으로 불리하지만, SDS가 첨가된 스트

리핑 공정에서는 중량 손실을 1/5로 줄일 수 있어 경제적

으로 유리한 공정임을 확인하였다 [19]. 

그림 4에는 주조직후와 스트리핑 후의 14 K 백색 금합

금 시편의 미세구조를 나타내었다. 그림 4 (a)는 주조직후

시편 표면의 SEM 이미지로, P1으로 표시한 밝은 부분과

P2로 표시한 어두운 부분이 존재하는 미세구조를 확인하였

다. 이는 그림 2에서 확인한 상대적으로 전기 전도도가 낮

은 CuS로 인해 나타난 미세구조이다. 그림 4 (b)에는

SDS가 첨가되지 않은 용액으로 스트리핑한 시편의 SEM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주조직후 시편에 비해 평탄해진 표

면을 확인할 수 있으며, P3로 표시한 아일랜드상(island

phase)과 P4로 표시한 상대적으로 어두운 부분이 있었다.

P3와 같은 아일랜드 부분은 스트리핑 과정에서 합금의 상

에 따라 에칭 정도가 상이하여 나타난 결과였으며, P4와

같은 상대적으로 어두운 부분은 앞서 그림 2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스트리핑 과정에서 형성된 NiS 부동태막 때문

에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부동태막의 형성은 그림 1에서

확인한 검은색 물질의 형성과도 일치하는 결과였다. 그림

4 (c)는 SDS 0.1 g/L 첨가한 용액으로 스트리핑한 시편의

SEM 이미지이며, P5로 표시한 평탄부와 P6으로 표시한

에칭부가 존재하였고, SDS가 첨가됨에 따라 스트리핑 과

정에서 표면 에칭에도 영향을 미쳐 균일한 상을 갖는 미세

구조를 보였다. 이러한 SDS의 첨가에 따른 에칭속도는 그

림 3에서 확인한 무게감소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림 4 (d)는 SDS 0.2 g/L 첨가한 용액으로 스트리핑한 시편

의 SEM 이미지이며, P7로 표시한 바와 같이 평탄부와 에

칭부 구별이 없이 모두 평탄한 표면을 보였다. 이는 SDS의

첨가로 인해 과도한 에칭이 억제되어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SDS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표면의 과도한 에

칭을 억제하기 때문에 금합금 시료의 무게감소율은 감소하

였다. 결국 SDS가 0.15 g/L 이상으로 첨가된 조건에서 과

도한 표면에칭 없이 무게감소율이 낮으면서도, 광택이 있

는 표면처리가 가능하였다.

표 2에는 그림 4에 표시된 P1~P7 부분의 Au, Cu, Ni,

Zn 및 S 원소의 EDS 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주조직후

시편에서의 명암차이가 보였던 P1과 P2에서, P1의 원소함

량은 57.02 wt% Au, 31.75 wt% Cu, 4.38 wt% Ni, 6.72

wt% Zn, 0.13 wt% S이며, P2의 원소는 4.64 wt% Au,

71.41 wt% Cu, 7.93 wt% Ni, 15.88 wt% Zn, 0.14 wt%

S이었다. 이때 P1과 P2에서 검출된 S는 그림 2 라만분석

결과에서 확인한 주조과정에서 형성된 CuS 부동태막 때문

으로, P1과 P2의 명암차는 CuS 부동태막의 두께 차이로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하였다.

SDS의 첨가가 없는 P3와 P4는 각각 99.89 wt% Au와

Fig. 3. Weight loss according to SDS contents.
Fig. 4. SEM images of 14 K WG; (a) as-casted sample, and stripped
samples with SDS of (b) 0.0, (c) 0.1, (d) 0.2 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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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wt% S와 50.96 wt% Au, 35.26 wt% Cu, 6.04 wt%

Ni, 7.32 wt% Zn, 0.42 wt% S가 검출되었다. P3는 합금

과정에서 남은 Au-rich상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상의

존재는 표면의 불균일한 에칭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또한

P4는 S가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되어 이는 앞서 그림 2에

서 확인한 NiS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SDS 0.1 g/L와 0.2 g/L 첨가하는 경우, P5, P6

그리고 P7으로 표시한 부분의 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EDS 결과에서 S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목표한 주조 조성

과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SDS를 첨가한 스트리

핑 공정의 경우 S가 검출되지 않아 NiS 형성이 없는 것

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SDS가 첨가된 스트리핑을 통해 기

존에 알려진 금속황화물의 생성 없이 주조직후의 부동태막

을 성공적으로 제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5은 SDS 함량에 따른 LSV 분석 결과이다. 그래

프에 표시한 바와 같이 SDS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산

화전류밀도의 크기가 점차 감소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SDS를 첨가하지 않는 경우 0.42 V는 티오우레아가

formamidine disulfide(FD)로 산화되는 것을 나타낸다. 이

는 아래 식 (1)-(3)으로 나타낸 티오우레아의 연속반응에

의해 금이 용출되고 동시에 황화물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13,20]. 이때 식 (1)은 티오우레아가 FD로 산

화되는 반응, 식 (2)는 FD가 산화제로 작용해 금을 용출

시키는 반응, 식 (3)은 FD가 황화물로 분해되는 반응을

의미한다. 이때 생성된 황화물은 백색금 시료의 Ni과 반응

하여 NiS를 형성하며, 일단 형성된 치밀한 NiS는 제거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12]. 

2CS(NH2)2 → FD + 2H+ + 2e- (1)

2Au + FD + 4CS(NH2)2 + 2H+ → 2Au(CS(NH2)2)2
+  (2)

FD → Sulfuric compounds + CS(NH2)2 (3)

그러나 SDS가 첨가되면 식 (1) FD 형성반응이 억제되

며, 이에 따라 후속 식 (2)의 금 용출반응도 느려져 무게

감소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식 (3) FD의 자기

분해 반응도 느려져 황화물의 형성이 억제되며, 이는 NiS

형성이 없는 건전한 스트리핑이 가능함을 의미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인베스트먼트 주조된 Ni계-14 K 백색 금

합금에 대한 티오우레아 스트리핑 공정을 위해, SDS 계면

활성제, 티오우레아 착물제, 황화철 산화제로 구성된 스트

리핑 용액을 제안하였다. SDS를 첨가하지 않는 경우 주조

부동태막은 제거되지만 부산물로 표면 전체에 치밀한 NiS

가 형성되는 문제가 있었다. SDS를 첨가하면, 주조 부동

태막을 제거할 수 있었고, 티오우레아의 자기분해로 인한

금 용출과 황화물 형성이 억제되어, 스트리핑에 따른 무게

감소율도 저하시키고, NiS의 생성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

다. 따라서 제안된 티오우레아 스트리핑은 SDS 0.15 g/L이

상의 첨가에서 Ni계-14 K 백색 금합금 스트리핑 공정에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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