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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폐 전자제품의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므로 폐 인쇄회로기판(WPCBs: waste printed circuit boards)의 재활용에서 금

속과 유리섬유 및 에폭시 수지를 분리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WPCBs로부터 금속과 유리

섬유 및 에폭시 수지를 분리하기위해 dimethylformamide 용매와 어트리션 밀 반응기를 사용하였다. WPCBs에서 유리

섬유의 분리는 다양한 교반기를 이용하여 교반속도를 300~600 rpm에서 반응시간을 1~2 h에서 반응을 수행하였다.

WPCBs에서 에폭시 수지의 분리도를 재생 유리섬유의 열 중량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기계화학적 방법인 어트리

션밀 교반기에서 에폭시 수지의 분리도가 증가하였다. 재생 유리섬유를 보강재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재생 유리섬유/불

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복합재료로 적용하였다. 

Abstract − In recent years, recycling process has come to be necessary for separating metals, glass fibers and polymer

from WPCBs (waste printed circuit boards) due to an increasing amount of electronic device waste. In this study, dim-

ethylformamide (DMF) and attrition mill reactor were used to separate the component such as metals, glass fiber and

epoxy resin from WPCBs. Separation of glass fiber from WPCBs was carried out under stirring rates 300~600 revolu-

tion per minute (rpm) for 1~2 h as the various agitator. The recycled glass fibers (RGF) were analyzed by thermogravi-

metric analyzer (TGA) for degree of separation of epoxy resin in the WPCBs. The degree of separation of epoxy resin of

WPCBs increased in attrition mill agitator as a mechanochemical process for recycling WPCBs. The RGF separated in

the WPCBs was applied as a reinforcement in the RGF/unsaturated polyester composites to reuse as a rei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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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폐기되는 personal computer (PC)와 휴대폰의 잠재발생량은 각각

1999년도에 911천대와 15,860천대에서 2003년도에는 1,866천대와

16,619천대로 증가 추세에 있다[1,2]. PC와 휴대폰에서 PCB (printed

circuit board)는 유리섬유/에폭시 수지 복합재료와 도체인 구리도선

및 폴리우레탄계 코팅제로 이루어져 있다[3]. 폐 PC와 폐 휴대폰에

서 발생한 폐 인쇄회로기판(waste printed circuit boards; WPCBs)

의 재활용은 기계적 분쇄[4,5]와 열분해에[6,7] 의한 물리적 방법과

용매를 이용한 화학적 방법[8,9]이 있다. WPCBs의 기계적 분쇄에

의한 금속과 비금속의 분리는 효율이 매우 낮으며 금속성분의 분쇄

에너지가 클 뿐만 아니라 비금속성분에서 유리섬유 미립자들의 미

세먼지에 의해 작업환경이 열악해진다[4].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개

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기용매를 이용하여 WPCBs의 금속과 비금

속성분을 분리하는 화학적 처리를 통한 재활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10,11]. WPCBs을 분해하여 화학원료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해중합[12] 및 수소화 분해[13] 방

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WPCBs를 구성하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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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 복합재료에서 고분자 수지와 유리섬유로 분리한 후 생성된 재

생 유리섬유를 처리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14]. 재생 유리섬유는

원재료인 유리섬유보다 기계적 물성이 감소하고 유리섬유의 화학적

인 분해시간이 장시간 필요하다는 점과 금속과 고분자수지에 비해

부피가 커 이를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15]. 

본 연구에서는 WPCBs에 있는 금속을 얻기 위해 금속에 접착되어

있는 고분자 수지의 분리를 목적으로 극성용매인 dimethylformamide

(DMF) 용매와 어트리션밀 반응기를 사용하여 반응조건의 변화를

통해 WPCBs에서 고분자 수지의 분리효율을 고찰하였다. 반응 후

WPCBs에서 분리된 재생 유리섬유의 처리가 WPCBs의 재활용에

문제점을 갖게 된다. 폐유리섬유의 처리방법 중 매립에 의한 방법

이 있으나 다른 소재에 비해 부피가 커 매립지의 부족사태가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생 유리섬유의 재활용법 중 효과적인 방법은

소재로 사용하는 방법이다[16]. 유기용매와 어트리션밀 반응기로 처

리한 WPCBs에서 분리된 재생 유리섬유를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재

생 유리섬유를 보강재로 사용하여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를 기재

로 한 복합재료를 제조하여 재활용성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였다.

2. 실 험

2-1. 실험재료

WPCBs는 3년 이상 사용한 후 폐기된 인쇄회로기판을 shredding

mill을 이용하여 길이가 20×20 mm 이하의 크기로 자른 후 두께가

2 mm 이하로 선별한 다음 표면에 있는 먼지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

기위해 비 이온화된 물을 이용하여 세척 후 80 oC에서 24시간 진공

건조하여 사용하였다. 유기용매는 Showa 사의 dimethylformamide

(DMF)를 정제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unsaturated polyester; UP)는 Cray Valley Korea 사의 G-650BY,

경화제로는 상온경화제인 methyl ethyl ketone peroxide (MEKPO)를

사용하였다. 

2-2. 실험방법

유기용매와 교반조건을 변화시켜 WPCBs의 화학적 처리방법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냉각관이 달린 500 mL 반응기에서 반응

온도가 150 oC에서 K
3
PO

4
를 첨가한 DMF 용액에서 WPCBs를

10 wt%로 첨가한 후 반응시간을 변화하여 반응기에서 마그네틱 바로

300 rpm으로 교반하였다. DMF 용매 500 mL에서 WPCBs를 20 wt%

로 하고 용매의 온도를 150 oC로 유지한 다음 three-blade propeller

교반기와 어트리션 밀을 이용한 회분반응기에서 반응시간을 1~6 h

으로 하였다. Fig. 1에 어트리션 밀을 이용한 회분식 반응기를 나타

내었다. 반응기의 온도는 oil bath를 이용하여 150 oC로 유지하였고

냉각관을 설치하여 반응 중 발생하는 DMF의 증발을 제어하였다.

DMF 용매에서 반응조건과 교반조건을 달리한 WPCBs에서 고분자

수지의 분리율과 분리된 유리섬유에 남아있는 고분자 수지를 정량

하기위해 열중량 분석기(thermogravimetric analyzer; TGA, TA

instrument Q600)를 사용하였다. 각 시료를 100 oC에서 24시간 건

조한 후 15 mg 채취하여, 질소분위기하에서 승온 속도를 20 oC/min으

로 하여 상온에서 700 oC까지 무게감소량을 측정하였다. 유리섬유의

표면을 광학현미경(Nikon LV100D)과 주사 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Jeol JSM-6400)으로 분석하였다. 

WPCBs에서 분리된 재생 유리섬유와 UP 복합재료는 상온에서

UP와 개시제인 MEKPO를 1% 혼합시킨 후, 테프론 성형 틀에서 상

온에서 24시간, 60 oC에서 1시간 경화하여 제조하였다. 제조된 유

리섬유/UP 복합재료의 굴곡강도와 굴곡 탄성률을 LLoyd사의

Universal Test Machine (UTM)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굴곡강도

및 탄성률은 ASTM D790 방법으로 사용된 support span은 48 mm

로 고정하였으며 support span과 시편두께의 비(L/d)는 약 16이 되

도록 고정하였다. 측정에 사용된 load cell은 500 kg이었으며

crosshead 속도는 1 mm/min이었다. 

3. 결과 및 고찰

Fig. 2는 파쇄된 WPCBs와 DMF 용매 하에서 three-blade propeller

(TBP) 교반기와 어트리션 밀 반응기를 사용하여 WPCB로부터 분

리된 재생 유리섬유를 나타내었다. TBP 교반기를 이용한 반응에서

는 유리섬유에서 완전분리되지 않은 형태를 보였으나 어트리션 밀

을 사용한 반응에서는 유리섬유가 거의 분리됨을 확인하였다. 반응

에 의해 금속이 단체분리는 되지만 비금속 성분인 유리섬유 등과 혼

합물로 존재하며, 선별공정을 통하여 유리섬유만을 분리하였다.

DMF를 용매로 사용하여 TBP 교반기와 어트리션 밀 반응기에서

WPCBs로부터 얻은 유리섬유의 TGA 결과를 Fig. 3와 4에 나타내

었다. TGA 결과에서 WPCBs의 에폭시 수지를 포함한 고분자 수지

의 평균함량은 38%였다. 어트리션 밀에서 반응시간이 2시간에서

가장 작은 중량 감소량을 보였으며 이는 유리섬유표면에 고분자 수

지의 분리효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WPCBs에서 금

속의 단체분리와 유리섬유의 분리는 TBP에 의한 교반보다는 기계

적 전단력이 증가한 어트리션 밀 반응기에서 유리섬유에서 에폭시

수지의 분리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WPCBs에서 분리된 재생

유리섬유에서 남아있는 고분자 수지의 양을 아래와 같은 식 1)을 통

하여 구하였다. 유기용매와 각 교반조건에 따라 유리섬유에 남아있

는 고분자 수지함량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반응 후 남아 있는 고분자 수지(%) = (1)

A: WPCBs의 열중량 감소량(wt%)

B: 재생 유리섬유의 열중량 감소량 (wt%)

B

A
---- 100×

Fig. 1. Schematic diagram of attrition mill reactor. 

① reactor ⑤ oil jacket

② impeller ⑥ controller

③ oil bath and circulation pump ⑦ oil in

④ motor ⑧ oil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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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의 결과로부터 DMF 용매를 사용하여 마그네틱 바와 TBP

및 어트리션 밀을 이용한 반응 후 WPCBs로부터 에폭시 수지의 분

리는 기계적 전단력에 의한 물리적 힘이 증가할수록 분리가 증가함

을 알 수 있다. 특히 어트리션 밀을 사용할 경우 TBP의 기계적 교

반에 비해 수지의 용해율이 10% 가까이 증가하였다. 유리 섬유 표

면에 남아있는 분리된 고분자 수지의 양을 확인하기 위해 메탄올용

액에서 초음파세척을 하였다. 초음파 세척시간이 12시간에서 수지

의 중량이 12.6% 감소함을 Fig. 5의 TGA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 이는 분리된 에폭시 수지가 유리섬유 표면에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트리션 밀을 통한 기계적 전단력의 증

가는 유리섬유 표면에 있는 에폭시 수지의 분리효율을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강산에 의한 유리섬유 보강 에폭시수지의

화학적 처리방법[9]에 비해 어트리션 밀을 사용한 물리화학적 방법

이 처리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으며 기존의 화학적 방법인 강산

처리로 인한 재생 유리섬유의 표면손상과 환경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17]. 광학현미경과 SEM을 사용하여 용해 후 분리

된 유리섬유의 표면관찰 결과를 비교하였다. 유기용매와 용해방법

Fig. 2. Waste printed circuit boards (WPCBs) using shredding mill (left); resin, glass fiber and copper (middle) using the three-blade agitator,

glass fiber (right) using the attrition mill in the DMF. 

Table 1. Residual Resins from WPCBs by TGA test

Chemical

method

Weight at 600 oC 

by TGA (%)

Residual 

resins (%)

Stirring 

conditions

WPCBs 38.0 100.0

DMF/K
3
PO

4
, 4h 33.9 89.2 300 rpm, magnetic bar

DMF, 1h 36.0 94.8 300 rpm, magnetic bar

DMF, 4h 29.5 77.6 300 rpm, magnetic bar

DMF, 1h 26.3 69.2 600 rpm, three-blade propeller

DMF, 2h 24.3 63.9 600 rpm, three-blade propeller

DMF, 1h 24.1 63.4 600 rpm, attrition mill

DMF, 2h 20.0 52.6 600 rpm, attrition mill

Fig. 3. Thermogravimetric analyzer (TGA) thermogram of glass fibers

from WPCBs using DMF and three-blade agitator at 150 oC. 

Fig. 4. Thermogravimetric analyzer (TGA) thermogram of glass fibers

from WPCBs using DMF and attrition mill at 150 oC.

Fig. 5. Thermogravimetric analyzer (TGA) thermogram of glass

fibers from WPCBs using DMF and attrition mill at 150 oC

ultrasonic cleansing for 12 h (dot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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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SEM에서 유리섬유의 표면은 Fig. 6에 광학현미경 관찰 결

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 K
3
PO

4 
용액을 이용한 화학반응에서

WPCBs에서 고분자 수지와 유리섬유의 분리효율을 확인하였으며

K
3
PO

4 
용액과 DMF를 사용한 WPCBs로부터 유리섬유와 고분자 수

지의 분리도는 매우 낮았으며 고분자 수지가 유리섬유위에 남아있

음을 보였다. 어트리션 밀과 DMF 용매를 이용하여 분리된 유리섬

유는 SEM에서 장섬유가 배열된 부직포형태로 배열된 유리섬유와

고분자 수지가 분리됨을 관찰하였다. Fig. 8은 재생 유리섬유를 보

강한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복합재료를 광학현미경을 통하여 표면을

관찰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어트리션 밀에 의한 반응시간이 1시간

에서 2시간으로 증가됨에 따라 고분자 수지와 금속의 양이 감소하

였으며 재생 유리섬유의 표면에 있는 금속과 고분자 수지가 침출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재생 유리섬유 안에 미세한 입자로 존재한 금

속 성분과 고분자 수지들이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의 침투에 의

해 유리섬유 표면 밖으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재생 유리섬유의

초음파 세척을 통해 유리섬유매트에 있는 금속과 고분자 수지 고형

물이 감소된 결과를 통해 어트리션 밀과 DMF 용매를 이용하여 분

리된 재생 유리섬유 표면에 고분자 수지와 금속이 물리적으로 부착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Fig. 6. SEM micrographs of glass fibers from WPCBs using K
3
PO

4
/

DMF solution and attrition mill/DMF: (a) DMF for 2 h, (b)

K
3
PO

4
/DMF for 2 h, (c) attrition mill and DMF for 2 h.

Fig. 7. Optical photographs of glass fibers from WPCBs using K
3
PO

4
/

DMF solution and attrition mill/DMF: (a) K
3
PO

4
/DMF for

2 h,
 
(b) attrition mill/DMF for 2 h, (c) after ultrasonic cleas-

ing for 12 h.

Fig. 8. Optical photographs of recycled glass fibers reinforced unsaturated polyester: (a) attrition mill for 1 h, (b) attrition mill for 2 h, (c) ultra-

sonic cleansing for 12 h (attrition mill for 2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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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는 재생 유리섬유를 첨가한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복합재료

의 굴곡강도 시험 후 파괴단면을 전자주사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이다. 재생 유리섬유의 양이 10 wt%인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복합재료의 파괴단면에서 뭉쳐있는 재생 유리섬유의 파괴와 재생

유리섬유가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의 계면에서 떨어져나가는 현

상을 관찰하였다[18]. Fig. 10과 11은 재생 유리섬유를 첨가한 불포

화 폴리에스테르 복합재료의 굴곡강도와 굴곡탄성률을 나타냈다.

반응시간이 1시간에서 분리된 재생 유리섬유양이 증가함에 따라 유

리섬유의 보강효과에 의한 굴곡강도는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기재의

굴곡강도와 유사한 값을 보였으나 반응시간이 2시간에서 재생 유리

섬유의 함량이 10 wt%에서 굴곡강도가 6% 증가하였으며 굴곡탄성

률이 33% 이상 증가함을 보였다. 열처리온도가 150 oC와 시간에 따

라 단일 유리섬유의 인장강도는 변하지 않지만 유리섬유다발은 유

리섬유간의 마찰효과에 의해 50% 이상 감소하였으며 유리섬유의

밀도가 증가하여 인장탄성률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19]. WPCBs의

반응온도를 150 oC로 하여 분리된 재생 유리섬유는 불포화 폴리에

스테르 복합재료의 굴곡강도는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굴곡 탄성률

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어트리션 밀과 DMF에 의한

WPCBs에서 분리된 재생 유리섬유는 반응시간이 1시간에 비해 2시

간에서 유리섬유와 고분자 수지의 분리도가 증가함에 따라 재생 유

리섬유와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간의 계면에서 슬립이 감소하여

복합재료의 굴곡강도가 약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를 통해서 극성용매인 DMF와 어트리션 밀을 이용한 방

법을 통하여 폐 인쇄회로기판에서 금속과 고분자 수지 및 유리섬유

의 분리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기계적 교반조건과 DMF 용매를

사용한 반응에서 폐 인쇄회로기판에서 금속과 고분자 수지 및 유리

섬유의 분리에서 어트리션 밀을 사용한 분리속도가 가장 빠르게 도

달하였다. 반응시간이 2시간에서 폐 인쇄회로기판에서 분리된 유리

섬유에 남아있는 고분자 수지의 함량의 결과에서 고분자 수지의 분

리도는 어트리션 밀에서 TBP 교반기를 사용한 경우보다 고분자 수

지의 분리도가 11.3% 증가하였다. DMF와 기계적 교반을 이용한

금속 및 고분자 수지 및 유리섬유의 분리는 기계적 전단력이 증가

함에 따라 폐 인쇄회로기판을 구성하는 고분자 수지의 분리도가 증

가함에 따라 금속과 유리섬유의 분리효율이 증가하였다. 폐 인쇄

회로기판에 분리된 재생 유리섬유를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의

충전제로 하여 기계적 물성 결과에서 재생 유리섬유의 함량이 10

wt%에서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복합재료의 굴곡탄성률은 33% 이

상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폐 인쇄회로기판에서 분리된 재

생 유리섬유를 고분자 수지의 충전재로 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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