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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건식제련법으로 폐 PCB를 처리하는 공정에서 슬래그 중 Ni의 용해거동에 대한 기초연구로서, CaO-SiO2-Al2O3-MgO

계 슬래그와 Cu-5 wt%Ni합금 사이의 Ni 분배거동을 1623 ~ 1823 K의 CO2-CO 분위기 중에서 조사하였다. 평형산소분압이 증가할

수록 Ni의 분배비는 선형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결과로부터 Ni의 슬래그 중 용해반응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슬래그 중 염기성 산화물(CaO와 MgO)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Ni의 분배비는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반응 온도가 높을수

록 Ni의 분배비는 선형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Ni의 분배비에 미치는 실험변수의 영향을 다중 회귀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식을 얻었다.

주제어 : 니켈, 슬래그, 염기도, 산소분압, 인쇄회로기판

Abstract

To obtain the fundamental information on the dissolution of nickel into the slag in the pyrometallurgical processes for treat-

ment of wasted PCB, the distribution ratios of nickel between CaO-SiO2-Al2O3-MgO slag and copper-5 wt%Ni alloy were mea-

sured at 1623 K to 1823 K under a controlled CO2-CO atmosphere. The distribution ratio of Ni increased linearly with increasing

oxygen partial pressure. Therefore, the dissolution reaction of nickel into the slags could be described by the following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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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stribution ratio of Ni increased linearly with increasing content of basic oxides(CaO and MgO) in slag. However, the

distribution ratio of Ni decreased linearly with increasing temperature. From these results, the empirical equation of distribution

ratio of Ni was obtained by the following equation from the analysis of experimental conditions by multiple regression.

Key words : nickel, slag, basicity, oxygen partial pressure, PCB

1. 서  론

최근의 정보통신 기술과 신소재 제조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의해서 나날이 새로운 전기전자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전자제품의 교체주기도 점점 짧아

져서 전 세계적으로 폐전기전자제품(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의 발생량이 급속

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제품들에는 중금속을

포함한 다양한 금속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수립하지 않으면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폐전기전자기기 스크랩이란 전기전자

제품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품의 불량품과 일반가정

이나 사무실에서 사용 후 폐기되는 컴퓨터, 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 비디오, 오디오, 휴대폰 등의 폐전기전

자 제품의 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품을 총칭한다1).

폐전기전자기기 스크랩 중에서 인쇄회로기판(PCB,

printed circuit board)은 비교적 쉽게 단체분리할 수 있

다. 특히 PCB에는 세라믹과 플라스틱 외에도 약 40%

정도의 금속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금속성분에는 Cu

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Al,

Ni, Pb, Sn순으로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2). 이러한 PCB를 포함한 폐전기전자 스크랩

으로부터 유가금속을 회수하기 위하여 습식처리와3,4) 건

식처리에5-8)대하여 많은 연구들을 수행하여 왔다.

습식처리공정은 PCB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 및 파쇄

하여 1차 분급을 한 후, 적당한 용액으로 처리하여 유

가금속들을 용액 중으로 침출시키고, 이것을 용매추출

등의 방법에 의해 분리하거나 정제하여 금속이나 화합

물로 제조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폐전기전자기기 스크

랩 중에는 세라믹 성분과 플라스틱 성분도 함유되어 있

기 때문에 유가금속 함유량이 낮은 다량의 미침출 잔사

가 발생하여 또 다른 환경오염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건식처리공정은 스크랩을 적절한 용재와 함께 용융하

여 유가금속과 불순물을 금속상과 슬래그상으로 분배시

켜서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공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건

식처리공정에서도 유가금속 함유량이 낮은 슬래그가 다

량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나, 슬래그는 고

온에서 용융된 것으로 PCB 중에 함유되어 있던

Al2O3, SiO2 등의 산화물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술개발에 의해 재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건식처리법에 의한 PCB 중의 유가금속 회수

를 위한 연구는 대부분이 슬래그의 점도나 유동성의 관

점에서 수행되었다. 한편 Park 등은 Mn 단괴로부터 Ni

을 회수하기 위하여 CaO-FetO-SiO2-MgO 슬래그의 Ni

분배비를 측정하였다9). 그리고 Lee 등은 1723 K에서

CaO-FetO-SiO2 3원계 슬래그의 조성 변화에 따른 Ni

분배비에 대하여 평가하였다10).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

은 비철금속 제련에서 유가금속 회수나 불순물 제거의

관점에서 다루어 왔기 때문에 PCB와 같이 Al2O3가 존

재하는 슬래그 시스템에 대한 열역학적인 연구결과는

보고된 바가 드물다. 전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자들에 의

해서 점도나 유동성 측면에서 유가금속 회수에 가장 적

합한 것으로 알려진 CaO-SiO2-Al2O3-MgO계 슬래그로

의 Cu 용해도에 대하여 검토하여 평형산소분압과 염기

도 및 MgO 농도가 증가할수록 슬래그 중 Cu의 농도

는 증가하고, 반응온도가 높을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보

고하였다11). 본 연구에서는 CaO-SiO2-Al2O3- MgO의

4원계 슬래그와 PCB 구성 금속성분 가장 함유량이 높

은 Cu 사이의 Ni 분배거동에 대하여 열역학적으로 검

토하였다. 

2. 실험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장치의 개략도를 Fig. 1에 나

타내었다. 시료의 가열은 LaCr2O3를 발열체로 사용하는

수직관상 전기로(10 kW, 220 V)를 사용하였으며, 로 내

부에는 Al2O3제 반응관(외경 90 mm, 내경 80 mm, 길

이 1000 mm)을 설치하고, 반응관 상·하부에는 플렌지

를 설치하여 분위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료

용 도가니로는 고순도 알루미나 제(Al2O3>99%, 외경

LNilog 0.4000 PO2log 5.1 10
4–×– T 0.3375

XCaO XMgO+

XS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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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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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mm, 내경 30mm, 길이 60 mm)를 사용하였다. R-

type 열전대를 수직관상로 내부의 시료용 도가니 벽면

에 붙여서 삽입하였으며, PID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반

응온도를 ±2 K로 제어하였다.

로 내 분위기는 실리카겔과 soda lime, 탈산로 등으

로 정제한 Ar 및 CO2/CO 혼합가스를 송입하여 조절하

였다. 승온 중에는 상부에서 탈산한 아르곤 가스를 송

입하였고, 목표온도에 도달 후 아르곤 가스의 송입은 중

지하고, CO2/CO 혼합가스를 도가니 내에 송입하였다.

로내 산소분압은 식 (1)12)과 (2)에 의해 CO2/CO의 비

율을 조절하여 10−8 ~ 10−6 atm으로 제어하였다. 

(1)

식 (1)의 평형상수로부터 산소분압 PO2는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가스 유량은 MFC (Mass Flow Controller: MKS type

247)를 이용하여 제어하였다. 

슬래그는 99.9% 이상의 시약급 Al2O3, SiO2, MgO

를 약 1273 K에서 10시간 동안 하소하여 수분과 불순

물 제거하였으며, CaO는 CaCO3를 1273 K에서 10시간

동안 하소하여 사용하였다. 각각의 하소한 시약을 조성

에 맞게 혼합하여 1873 K의 흑연도가니 중에서 2시간

동안 용해한 후 급랭하여 파쇄한 후 사용하였다. 

슬래그의 조성은 저융점 슬래그로 알려진 38 wt%

CaO-32 wt%SiO2-20 wt%Al2O3-10 wt%MgO를 기본조

성으로 하여 염기도인(wt%CaO)/(wt%SiO2)와 (wt%MgO)

를 달리하여 조성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각각 20 g의

준비된 슬래그와 금속(95 wt%Cu, 5 wt%Ni)을 알루미나

도가니(외경 35 mm, 내경 30 mm, 길이 60 mm)에 장

입하였다. 

일정한 시간동안 평형을 유지한 후에는 반응관으로부

터 도가니를 꺼내어 Ar 분위기에서 물에 급랭하여 응

고된 슬래그와 메탈을 각각 분리·파쇄한 후, 유도결합

플라즈마 원자방출 분광 광도계(ICP spectrophotometer,

Perkin Elmer, Optima 7300DV)를 이용하여 각 상에

서의 Ni 농도를 분석하였다. 

저융점 슬래그로 알려진 38 wt%CaO-32 wt%SiO2-

20 wt%Al2O3-10 wt%MgO 슬래그와 Cu-5 wt%Ni 합금

을 일정시간 동안 평형을 유지시킨 후 슬래그 중으로

용해되는 Ni 농도를 조사하였다. Fig. 2에는 1773 K,

PO2 =10−7 atm의 조건에서 평형 시간에 따른 슬래그 중

의 (Ni)농도와 Cu-Ni 합금 중의 [Ni]농도를 나타내었

다. 10시간 이후부터 슬래그 중의 (Ni)농도는 약

0.0045 wt%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합금상 중의 [Ni]농

도는 약 5.36 wt%를 나타내었다. 이와같이 슬래그 중의

(Ni)농도가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합금상 중의 [Ni]농

도가 증가하는 것은 Cu가 슬래그 중으로 용해되어 들

어간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11) 이와 같이 10 시간 이후

2CO g( ) O2 g( )+ 2CO2 g( ),=

ΔG1

0
565 160 172.03T J/mol( )+,–=

PO2

PCO2

2

PCO

2
-----------

1

K1

------=

Fig. 1. Experimental apparatus.

Fig. 2. Ni contents in slag phase and alloy phase with time

at 1773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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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거의 일정한 수준의 농도를 나타내었으나, 충분한

평형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이후의 모든 평형실험은 15

시간동안 유지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슬래그 중 Ni의 용해반응

Ni의 금속상과 슬래그상 사이의 평형반응은 다음 식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3)

(3)

그리고 식 (3)의 평형상수 K3은 식(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여기서 ai는 i의 활동도, 는 산소분압, xi는 i의

몰분율이며 γi는 i의 활동도계수를 나타낸다. 따라서 슬

래그와 합금상 사이의 Ni 분배비 는 다음 식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5)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슬래그 중의 (Ni) 농도는

매우 낮은 값이며, 따라서 합금상 중의 [Ni] 농도에도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각각의 활동도 계수 γi는

Henrian 거동을 하여 일정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

할 수 있다. 그리고 온도가 일정하다면 평형상수인 K3

값은 일정하므로 식(5)의 우변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은 상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식(5)로부터 은 일

정한 온도와 슬래그 조성에서 logPO2에 따라 선형관계

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Fig. 3에는 1773 K, (wt%CaO)/(wt%SiO2) = 1.19의

3원계 및 4원계 슬래그에서 산소분압에 따른 Ni의 분배

비를 나타내었다. Ni의 분배비는 식 (5)의 와 달리

LNi = (wt%Ni)/[wt%Ni]로 나타내었으며, (wt%Ni)는 슬

래그 중의 Ni농도를 나타내며, [wt%Ni]는 금속상 중의

Ni 농도를 나타낸다. LNi는 산소분압이 높아짐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산소분압이 10−8 ~ 10−6 atm의

범위에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약 0.41로 계산되었다.

이러한 값은 그림에 비교하여 나타낸바와 같이 슬래그

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0.5에 근접하는 값

이다9,14,15). 따라서 식 (3) ~ (5)의 화학양론적 계수인

“n ”의 값이 1이라는 것을 나타내며, 이것은 Ni이 슬래

그 중으로 2가 이온의 상태로 용해되는 것을 의미하며,

식 (3)은 식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6)

3.2. 슬래그 조성의 영향

Fig. 4에는 1773 K, = 10−7 atm의 조건에서 슬래

그 염기도인 (wt%CaO)/(wt%SiO2)에 따른 Ni의 분배

비 변화를 나타내었다. 염기도가 증가함에 따라 Ni의Ni l( )metal

n

2
---O2 g( )+ NiO

n
l( )s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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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nfluence of slag basicity (wt%CaO)/(wt%SiO2) on

the Ni distribution ratio between alloy and slag

phases at 1773 K.

Fig. 3. Influence of oxygen partial pressure on the Ni

distribution ratio between alloy and slag phases at

1773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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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비가 선형적으로 증가하여 슬래그로 용해되는 Ni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Park 등은 염기도

증가에 따라 니켈의 분배비가 증가하는 것은 CaO의 비

율이 증가하면서 슬래그 중 자유산소 이온(O2−)이 증가

하게 되어 자유산소와 결합하는 Ni의 양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고하였다9).

한편, aCaO가 슬래그 중의 자유산소 이온(O2−)와 동

일한 비율이라고 가정하면 니켈 용해도에 대한 염기도

의 영향은 logLNi와 logaCaO 사이의 관계를 고려함으로

써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Fig. 5에는 logaCaO에

따른 logLNi를 나타내었다. aCaO가 증가함에 따라 Ni의

분배비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그

기울기는 1을 나타내었다. 슬래그 조성에는 차이가 있

으나 Park 등9)의 결과에서도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으며, 그 기울기는 1.12를 나타내어 본

연구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염기도 증가에 따른 Ni 분배비 증가는 슬래그 중 자유

산소이온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6에는 1773 K, = 10−7 atm, (wt%CaO)/

(wt% SiO2) = 1.19의 조건에서 슬래그 중 MgO 농도에

따른 Ni의 분배비 변화를 나타내었다. 슬래그 중의

MgO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logLNi는 선형적으로 증가하

였다. 슬래그 중으로 용해되는 Ni은 산성산화물로서 거

동하므로 MgO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MgO로부터 해리

되는 자유산소이온이 증가하게 되어 자유산소이온과 결

합하는 Ni이 많아지기 때문에 슬래그 중 Ni의 농도가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Fig. 7에는 1773 K, = 10−7 atm의 조건에서 슬

래그 염기도의 영향과 MgO 농도의 영향을 종합하여

염기성 산화물(CaO, MgO)과 산성산화물(SiO2)의 몰

비율(Xi)인 (XCaO+XMgO)/(XSiO2)에 따른 logLNi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XCaO+XMgO)/(XSiO2)가 증가함에 따라

logLNi는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몰비율(염기도)이 증가

하면서 슬래그 중 염기성 산화물로부터 해리되어 나오

는 Ca2+, Mg2+와 자유산소이온이 증가한다. 따라서

Fig. 4 ~ 6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XCaO+XMgO)/(XSiO2)

가 증가할수록 염기성산화물로부터 해리되어 나온 자유

산소이온이 증가하여 자유산소이온과 결합하는 Ni이 증

PO
2

PO
2

Fig. 5. Influence of (CaO) activity in slag on the Ni

distribution ratio between alloy and slag phases at

1773 K.

Fig. 6. Influence of (MgO) content in slag on the Ni

distribution ratio between alloy and slag phases at

1773 K.

Fig. 7. Influence of (XCaO+XMgO)/(XSiO2) in slag on the
Ni distribution ratio between alloy and slag
phases at 1773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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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logLNi과 (XCaO+XMgO)/(XSiO2)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

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3.3. 반응온도의 영향

Fig. 8에는 =10−7 atm, (wt%CaO)/(wt%SiO2) =

1.19의 조건에서 3원계 및 4원계 슬래그계서 온도에 따

른 Ni의 분배비를 나타내었다. 금속과 슬래그 사이에서

Ni의 분배비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

하였으며, 그 기울기는 Lee 등의10) 결과와 유사하게 약

0.43 ~ 0.46 정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logLNi는 3원계 및 4원계 슬래그에서 반응온도에 따라

다음 식과 같은 선형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

(8)

(9)

슬래그 중의 Ni 용해에 대한 엔탈피 변화는 식(10)에

나타내는 Van’t Hoff 식으로부터 계산하였다. 

(10)

식 (10)에서 K는 평형상수를 나타내며, 식 (5)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산소분압이 일정하고, 슬래그 중의

Ni 농도가 매우 낮은 값이고, 금속상 중의 Ni 농도에도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슬래그 중 NiO와 금속상 중

Ni 활동도 계수도 일정한 값으로 가정할 수 있기 때문

에 K = LNi로 둘 수 있다. 따라서 식(10)으로부터 ΔH0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11)

따라서 3원계와 MgO가 함유된 4원계 슬래그 중의

Ni 용해에 대한 엔탈피 변화는 Fig. 8에 나타낸 직선의

기울기로부터 각각 –77.93 kJ/mol과 −78.89 kJ/mol로

계산되었다. Lee 등은 CaO-SiO2-FetO계 슬래그에서 Ni

용해반응의 엔탈비 변화값을 –81.8 kJ/mol로10), 슬래그

계는 다르지만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Ni의 용해반응은 발열반응인 것으

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산소분압, 슬래그 조성 및 온도가 각각 다

르게 Ni의 분배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

한 실험변수들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CaO-SiO2-Al2O3 -MgO계 슬래그와 Cu 사

이의 Ni 분배비에 미치는 실험변수들의 영향을 정량화

하기 위하여 산소분압, 반응온도, 슬래그 조성을 독립변

수로, 그리고 Ni의 분배비(logLNi)를 종속변수로 사용하

여 다중회귀 분석을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경험식을 얻

을 수 있었다.

logLNi = 0.4logPO2− 5.1×10−4T + 0.3375  

(12)

22개의 데이터를 다중 회귀분석한 결과 결정계수인

R2 = 0.999, 조정된 결정계수 = 0.947로서 식 (12)

의 경험식이 Ni의 분배비(logLNi)에 미치는 실험변수들

의 영향을 매우 양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산소분압과 슬래그 중 염기성 성분의 증가와 온도의 감

소에 따라 Ni의 분배비가 증가하는 결과를 잘 설명하

고 있다.

Fig. 9에는 실험을 통하여 확인된 logLNi와 경험식인

식(12)로 계산한 값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실측값과

계산값의 상관계수 R2이 약 0.93으로서 비교적 높은 값

LN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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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Influence of temperature on the Ni distribution ratio

between alloy and slag phases at (wt%CaO)/

(wt%SiO2) = 1.19 and =10−7 atm.P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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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내어, Ni의 분배비에 미치는 실험변수의 영향을

양호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건식법에 의

해서 폐전기전자기기로부터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공정

에서 Ni의 분배비를 예측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폐전기전자기기로부터 건식법에 의해 유가

금속을 회수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폐 PCB 중 금속

의 주성분인 Cu+Ni 합금과 CaO-SiO2-Al2O3-MgO의

4원계 슬래그의 평형실험에 의해 Ni의 분배거동에 대하

여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산소분압이 10−8 atm에서 10−6 atm으로 증가함에

따라 니켈의 분배비는 선형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기

울기는 0.5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어 Ni의 슬래그 중

용해반응은 다음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었다.

2) 슬래그의 염기도와 (MgO) 농도의 증가에 따라

Ni의 분배비가 선형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결과

는 염기성 산화물로부터 해리되어 나오는 자유 산소이

온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니켈의 분배비는 선형적으

로 감소하였으며, 슬래그로의 니켈 용해반응의 엔탈피

변화는 3원계 및 4원계 슬래그에서 각각 –77.93 kJ/

mol과 –78.89 kJ/mol로 계산되었다. 

4) CaO-SiO2-Al2O3-MgO계 슬래그와 Cu 사이의 Ni

분배비에 미치는 산소분압, 반응온도, 슬래그 조성의 영

향을 다중 회귀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식을 얻었다.

logLNi = 0.4logPO2− 5.1×10−4T + 0.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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