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Korean Ind. Eng. Chem., Vol. 20, No. 5, October 2009, 553-556

553

폐전선으로부터 유가자원 회수를 위한 저온열분해(Ⅱ)

한성국⋅김재용
†

충북대학교 환경공학과

(2009년 8월 4일 접수, 2009년 8월 26일 채택)

-

Low Temperature Pyrolysis for the Recovery of Value-added Resources 

from Waste Wire (Ⅱ)

Seong-Kuk Han and Jae-Yong Kim
†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Chungbuk University, Cheong-ju 361-763, Korea

(Received August 4, 2009; accepted August 26, 2009)

본 연구의 목표는 열분해 기술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유가자원의 회수와 폐기물 처리의 효율을 높이는데 있다. 우선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열분해온도(보통 500∼1000 ℃)보다 낮은 450 ℃에서의 저온열분해 반응을 시도하였다. 

촉매를 사용하여 반응온도와 반응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고, 무 산소 상태를 유지시키는데 유리하도록 간접열을 사용

하였다. 결과적으로 유가자원인 구리와 합성연료유의 회수율을 증가시킬 수 있었고, 발생하는 부산물과 배가스의 처

리효과가 뛰어남을 알 수 있었다. 배가스는 2단의 중화조를 통과시켜 다이옥신은 거의 발생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대기환경기준의 측정항목 또한 기준치 이하를 보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앞에서 말한 저온 열분해장치(GTPK-001)를 

제작하였고, 경제적으로나 친환경적으로 상용화 개발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This research aims at the recovery of valuable resource and more efficient waste treatment through solving the problem of 

pyrolysis technique. At first, in order to raise the economical efficiency, the low temperature pyrolysis experiment was carried 

out at the temperature of 450 ℃, which is lower than the common pyrolysis temperature area (500∼1000 ℃). We could 

lower the reaction temperature and reduce the reaction time by using catalyst. Also we used indirect heat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favorable anoxic condition. As a result, we could raise the recovery rate of the valuable copper and synthetic 

fuel oil. Furthermore, the by-products and flue gas could be treated more effectively as well. The flue gas passed through 

two stage neutralization tank, so that dioxin hardly occurs and other environment items are controlled fairly well to the environ-

mental standard. Throughout this study, we produced the low temperature pyrolysis equipment (GTPK-001) as mentioned above, 

and we found out that the technique can be commercialized economically as well as environmentally friendly.

Keywords: low temperature pyrolysis, Cu metal, recovery, waste wire, synthetic fuel oil

1. 서    론
1)

고유가 시대에 들어서면서 에너지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뿐만 아

니라 다른 비산유국에서도 폐전선 열분해 등 대체에너지개발 관련 산

업이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폐전선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년 45000 ton이 발생하는데 폐전선 중 구리는 약 70%, 피복은 30% 

정도의 비율로 이루어져 있다[1]. 따라서 폐전선에서의 구리가 전량회

수 가능하다면 폐기물의 재활용에 있어서 매우 경제적일 것이다. 현

재 우리나라에서 취약한 핵심요소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적극적인 투

자를 하고 세계와 특히 일본과의 기술격차를 줄인다면, 독자적인 공

정개발은 물론 유럽 및 동남아 환경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국내 환경설비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효과도 매우 클 것으

로 판단된다[2]. 일반적으로 소각의 경우 합성수지 중에 포함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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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소제 성분인 중금속이 산화되어 배출될 수 있고, 구리 자체가 고

온에서 용해되면 로 벽면에 부착되어 회수가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며, 

특히 배가스로부터의 오일회수는 전혀 불가능하다[3,4]. 

본 연구에서와 같이 기존의 소각방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열

분해는 무산소 상태에서 간접적인 열공급인 물질의 흡열반응에 의해 

오일이나 가스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소각 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을 줄일 수 있다. 실제 배선용으로 사용되는 폐전선을 대상으로 특정 

온도 및 무산소 조건에서 촉매를 활용한 저온 열분해의 특성 연구를 

수행하였다[5].

본 실험에서 사용한 장치는 폐전선 및 석유화학의 합성고분자 계의 

폐기물을 무산소 상태의 저온 열분해(450 ℃)방식을 이용하여 열분해 

내부 로에 일괄 투입한 후 산소를 차단하고 간접 가열하는 방식으로 

무산소 상태를 유지하여 건류 가스화 하는 방법으로 간접 열분해 된 

가스는 대부분 탄화수소계의 물질로서 GAS를 연소하지 않고 중화 및 

응축 환원하여 연료나 원료 물질로 회수하는 장치이다[6,7]. 폐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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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low diagram of low temperature pyrolysis system.

Figure 2. Design of low temperature pyrolysis system (GTPK-001).

및 폐플라스틱의 소각은 다이옥신, 퓨란 등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

고 빠른 연소 속도로 인하여 불완전 연소의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화

학적 재활용방법 중의 하나인 열분해는 무산소 조건에서 유기성 물질

을 열로 환원 분해시켜 연료로서의 가치가 탁월한 합성오일 및 타르

를 생성하는 공정이다[8,9]. 

다음과 같은 저온 열분해 장치를 설계 제작하여 상용화 한다면 구

리(Cu) 및 합성연료유(Oil)의 유가자원회수 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 

및 탄화에도 친환경적이므로 에너지 및 환경분야에서 큰 기대를 받을 

것이다.

2. 실    험

2.1. 저온열분해 장치의 설계

유가자원 회수를 위한 저온열분해장치는 Figure 1에 나타난 모형도

와 같이 총5단계로 설계를 하였다. 처음으로는 열분해로를 제작하여 

대상 폐기물에 간접 열을 이용하여 열분해를 실시하고 제1중화탱크에

서는 열분해 시 발생된 가스를 촉매와 반응시켜 액상으로 oil을 회수

하고, 제2중화탱크에서는 제1중화탱크에서 반응되고 남은 잔류 가스

를 액상 oil로 회수를 하게 된다. 저장탱크는 중화탱크에서 회수된 액

상오일을 저장하게 되고 약품탱크는 열분해로 및 중화탱크에 공급될 

촉매를 저장하도록 설계하였다. Figure 2와 Figure 3은 pilot scale의 저

온 열분해 장치 설계디자인과 실제모습이다.

2.2. 열분해 온도에 따른 유가자원의 회수 실험 

Pilot scale로 제작한 저온 열분해 장치를 이용하여 폐전선 및 통신

Figure 3. Device of low temperature pyrolysis (GTPK-001).

  

(a) (b)

Figure 4. Pyrolysis of waste wire: (a) Before, (b) After.

 

(a) (b)

Figure 5. Pyrolysis of waste bar code: (a) Before, (b) After.

선 등을 무작위로 5 kg으로 넣은 후 열분해의 최종온도를 350 ℃, 450 

℃, 550 ℃로 변화시켜가면서 최종 열분해 반응 후 열분해로와 중화조

에 남은 cu, oil, char의 양을 각각 측정하였다.

2.3. 합성 연료유(Oil)의 회수 및 성상분석 실험

열분해 반응이 완결된 후 반응로에 남아있는 촤(Char)와 중화조에 

회수된 오일(Oil)의 양을 각각 측정하고 오일과 촤에 대하여 발열량 분

석을 수행하였다. 발열량은 시료 0.5∼1.0 g을 달아 Bomb Calorimeter 

(Shimazu, CA-3)로 측정하였고, 회수된 합성 연료유의 성상분석을 한

국산업규격(KSM)에 따라 분석하였다.

2.4. 유기성폐기물 탄화 및 효율평가 분석

지난 I편에서와는 달리 저온 열분해장치(GTPK-001)를 이용하여 일

상생활에서 많이 발생하는 폐기물을 선택하여 400∼500 ℃에서 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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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Weight Distribution of Waste Wire by Pyrolysis Temperature

Temperature

(℃)

Sample

weight (Kg)

Weight distribution (%)

Cu Oil Char Total

1 350 5 71.9 8.15 9.82 89.87

2 450 5 71.3 8.56 9.44 89.30

3 550 5 71.7 9.12 9.10 88.92

Table 2. Calorific Value Analysis of Oil and Char

Sample No.
Calorific value (kcal/kg)

Oil Char

Sample 1 7,662.0 2,534.0

Sample 2 8,005.3 3,019.0

Sample 3 8,415.3 2,262.3

Ave. 8,027.5 2,605.3

시키고 각 대상물에 대한 탄화효율을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토론

3.1. 열분해 온도에 따른 유가자원(Cu)의 회수

열분해 후 열분해로에 남아있는 구리(Cu)는 촤(Char)로부터 쉽게 

분리가 가능하다. 로 내의 상태가 무산소 상태여서 금속의 산화가 거

의 없으므로 구리(Cu) 및 바코드선의 회수는 Figures 4, 5와 같은 모습

으로 대부분 회수가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열분해 온도

에 따라 Table 1과 같은 비율로 열분해 최종온도가 올라갈수록 오일

의 양은 점차 많아지고, 촤의 양은 조금씩 감소됨을 보인다. 또한, 유

가자원인 구리가 70% 이상 회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폐전선의 

구리의 함량이 약 75% 미만임을 볼 때 약 95% 이상 회수가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바코드로부터 산화되지 않는 상태로의 구리선

회수는 다른 공정으로는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며 오직 저온 열분해로

서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3.2. 합성 연료유(Oil) 회수 및 성상분석 

중화조에서 회수된 오일 Table 1에 나타난 것처럼 폐전선의 전체무

게비로 볼 때 약 8%의 합성 연료유를 얻을 수 있다. Table 2의 오일에 

대한 발열량을 보면 7662.0∼8415.3 Kcal/kg으로 비교적 균일하게 나

타났고, 촤의 발열량은 오일보다는 많이 낮은 2262.3∼3019.5 Kcal/kg

를 보였다. 발열량에 대한 분석후 성상분석을 한국산업규격(KSM)에 

따라 분석한 결과 합성연료유의 성상이 Table 3과 같이 연료유로서 

활용 가능한 합성오일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3.3. 유기성폐기물 탄화 및 효율

저온 열분해장치(GTPK-001)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에서 많이 발생

하는 폐기물을 약 450 ℃에서 탄화시키고, 각 탄화대상물의 양에 비례

하여 탄화시간을 60∼120 min으로 조절한 뒤 탄화효율을 나타낸 결

과 Table 4와 Figure 6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Figure 6의 경우에서는, 생선과 페트병의 탄화결과 완전 탄화물로서

의 감량화를 이룰 수 있었으며 살균효과까지 있음을 이미 기초실험에

서 확인한 바 있다. 이는 차후 병원감염성 폐기물인 지정폐기물의 처

리 역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이다.

Table 3. Analysis of Synthetic Fuel Oil

Items Results Analysis mothed

Ignition point (Tag, ℃) Below the 20 KSMISO 3405-2003

Kinematic viscosity (40 ℃, mm
2
/S) 1.7946 KSM 2014-1999

Pour point (℃) -22.5 KSM 2016-2000

10%Residual carbon (W%) 0.03 KSM 2017-2001

Ash (W%) 0.001 KSM 2044-2000

Sulfur (W%) 0.400 KSMISO 8754-2003

H2O & Sedimentation (V%) 0.25 KSM 2116-1997

 

(a) (b)

Figure 6. Carbonizing of organic waste: (a) Before, (b) After.

3.4. 가스 생성물 및 다이옥신(Dioxin)의 측정

소각로의 배출기준치와 비교하여 얼마나 환경적으로 유해한 물질이 

많이 나오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저온열분해 시 굴뚝으로 배출되는 가

스를 포집하여 flame ionization detector가 장비된 varian 4600 gas 

cromatograph로 분석한 결과 Table 5에서 보는바와 같이 대부분의 항

목에서 소각로 기준치보다 낮게 검출되거나, 불검출 항목도 많이 존

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과 EPA 1613법에 

준하여 2,3,7,8 위치 치환체 다이옥신 및 퓨란류(PCDD/DFs) 총 17 이

성체(GC/HRMS)의 분석을 의뢰한 결과 0.70 ng-TEQ/Sm
3
의 수치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Dioxin의 환경기준치 5 ng-TEQ/Sm
3
임을 감안

할 때, PVC가 주성분인 폐전선의 피복으로부터 0.70 ng-TEQ/Sm
3
으

로 발생된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PVC 자체가 다량의 Cl원으

로서 소각 시 산소와 결합한다면 엄청난 양의 다이옥신계 화합물인 

poly chlorinated dibenzo-dioxins (PCDD)과 poly chlorinated dibenzo- 

furans (PCDF)가 발생됨은 주지의 사실이나 이 경우는 무산소 공정과 

촉매환원공정으로 인해 dioxin의 발생을 줄일 수 있었다.

4. 결    론

폐전선으로부터 유가자원 회수를 위한 저온 열분해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열분해처리를 통한 폐전선으로 부터의 구리의회수가 가능하다. 

폐전선의 구리는 65∼71%, 피복은 29∼35% 정도이다. 따라서 우리나

라에서 발생하는 폐전선의 구리가 전량회수 되어진다면 연간 발생하

는 45000 톤의 폐전선 중 70%인 31500 톤의 구리를 회수 할 수 있으

며, 이는 현재 구리가격이 국제비철금속시세로 5,500 원/kg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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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arbonizing Effciency of Organic Waste 

Items Carbonizing object (g) Residue of carbide (g) Carbonizing effciency (%) Carbonizing time (min) Remarks

Waste Cooked Rice 8400  500 94 120

Radish 5950  110 98 120

Potato 8700  230 97.3 120

Noodle (boiled) 8890  780 91 120

Pork Bone 3860 1120 70.9 120

Chicken Bone 2770  520 81 120

Chopsticks (for one time use) 2200   70 96.8 90

Paper Cup  560   10 98 60

Pet Vessel  640   30 95 60

Styrofoam  140    0 100 60

Vinyl  250   10 96 60

Fish 9250 1090 88 120

Average 92.17

Table 5. Measurement of Exhaust Gas after Low Temperature Pyrolysis

Items Unit Incineration standard Results

Smoke Do 2 0

Dust mg/Sm
3

100(12) 47.68

SOx ppm 100(12) 10.60

CO ppm 500(12) 8.00

NOx ppm 200(12) 43.28

HCl ppm 50(12) 3.70

HF ppm 3(12) 2.12

HCN ppm 10 ND

H2S ppm 10(12) ND

CS2 ppm 30 ND

HCHO ppm 10 0.82

NH3 ppm 100 ND

고려하여 볼 때 회수되는 구리의 가치가 약 1700억 원이 됨을 알 수 

있다. 

2) 저온 열분해처리를 통해 유용한 오일의 회수도 가능하다. 열분해 

후 발생하는 오일은 폐전선 무게의 약 8% 이상의 오일이 회수가능하

고, 평균적으로 8000 Kcal/kg 이상의 발열량을 나타내므로, 이는 무연

탄이 지닌 발열량 약 4000∼5000 Kcal/kg보다 높은 수치로 고유가 시

대에서의 새로운 대안책이 될 수 있다.

3) 유가자원 회수 뿐만 아니라 유기성폐기물의 처리도 가능하다. 열

분해 탄화처리를 이용하여 유해폐기물, 감염성폐기물로부터 오일회수

와 함께 유해성분을 줄일 수 있으며, 감량 및 살균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폐전선을 이용한 저온열분해장치의 연구는, 유가자원의 회수로서 

도 위와 같은 경제적인 측면을 가지며, 유기성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도 소각보다 배가스 및 다이옥신(Dioxin)의 발생이 적은 친환경적인 

장치로 환경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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