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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전자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전자부품스크랩의 발생량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자부품스크랩의 구성부품 중 인

쇄회로기판(PCB)은 금, 은, 구리, 주석 및 니켈 등 일반금속부터 귀금속 및 희소금속까지 포함하고 있는 중요한 재활용 대상이다.

하지만 국내에는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PCB 처리 및 재활용 기술이 상용화되어 있으며 그 외 처리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몇몇 도시광산 업체 및 연구소, 대학교를 중심으로 기존 대기업 중심의 상용화 공정 외에

PCB로부터 유가금속을 회수하고 원료로 재사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폐 PCB의 처리 및 회수

현황과 재활용 기술 동향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PCB 폐자원의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전자부품스크랩, 인쇄회로기판, 재활용, 도시광산

Abstract

Recently, the amount of electronic scrap is rapidly increasing due to the rapid growth of the electronics industry. Among the

components of electronic scrap, the printed circuit board(PCB) is an important recycling target which includes common metals,

precious metals, and rare metals such as gold, silver, copper, tin, nickel and so on. In Korea, however, PCB recycling tech-

nologies are mainly commercialized by some major companies, and other process quantities are not accurately counted. Accord-

ing to present situation, several urban mining companies, research institutes, and universities are conducting research on recovery

of valuable metals from PCBs and/or reusing them as raw materials that is different from existing commercialization process

developed by major companies. In this study, we analyzed not only current status of collection/disposal process and recycling

of waste PCBs in Korea but also the trend of recycling technologies in order to help resource circulation from waste PCBs

become more 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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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자산업은 산업 특성상 제품의 디자인 및 성능의 변

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제품의 교체 주기 또한

점차 짧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전자부품스크랩

발생량의 빠른 증가를 초래한다. 전자부품스크랩은 금

(Au), 은(Ag), 팔라듐(Pb) 등의 다양한 유가금속과 구리

(Cu), 철(Fe), 주석(Sn) 등의 금속 그리고 에폭시 레진,

유리 섬유 등의 비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로부터

회수 가능한 유가금속의 가치는 약 15조원으로 추정된

다1,2). 특히 LED TV,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전자

산업이 산업전반에 걸쳐 중요한 기반산업이 되면서 전

자산업의 핵심 부분인 인쇄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 PCB)분야 역시 급성장하고 있다(Fig. 1(a)).

2016년 기준으로 세계 PCB 시장은 570억 달러로 연평

균 2.8%의 성장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 대만, 한

국, 일본 등의 주요 국가가 전체 PCB 시장의 대부분인

82%를 점유하고 있다(Fig. 1(b)). 국내 PCB 산업은

2016년 기준으로 약 13조원에 이르며, 삼성전기, 영풍 및

대덕그룹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큰 성장을 이루고 있다.

PCB는 휴대폰을 포함한 통신기기분야에서 약 31.3%,

PC, 서버/스토리지 등에 약 25%가 사용되며 전체 사용

량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자동차

(12%), 산업/의료(15%)분야에 사용되고 있다(Fig. 1(c))3).

따라서 PCB 산업은 전자산업과 연관성이 크며, 그 중

통신 및 컴퓨터 시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Fig. 1(a)에서 보듯이 전자산업과 PCB 산업

동향 관계를 통해 잘 나타난다. 

일반적인 전자부품스크랩의 경우 처리 기술이나 재활

용 기술이 미미하여 단순 소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

다수이며, 이로 인한 환경오염 및 폐기되어 회수하지 못

한 유가금속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문제시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최근 환경적 오염을 최대한 줄이고 대

기 오염 물질을 절감하고자 하는 세계적인 기조와 맞지

않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 빈약국으로써 대부

분의 금속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원료확보를 위

한 유가금속 회수 기술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점

에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4,5).

Fig. 1. (a) The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the electronic industry and PCB industry, (b) the national market share in PCB

industry, (c) typical applications of P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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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PCB의 경우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금을 함유하고 있고, 구리의 회수도 비교적 쉽게

이루어 질 수 있어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재활용

기술이 상용화되어 있고 그 외 중소기업 및 연구소에서

도 PCB에서부터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기술에 관심이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폐 PCB 재활용 상용

기술 및 연구동향 분석을 통해 기술적 수준을 파악하고

자 하였고, 이를 통해 재활용 기술 저변 확대에 필요한

정책적, 기술적 부분에 대해 짚어보고자 하였다. 궁극적

으로 현 상용화 공정의 미흡한 공정 보완 방안을 제시

하고 폐 PCB 재활용 기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2. 국내 인쇄회로기판 처리 및 회수 현황

2.1. 전자부품스크랩

전자부품스크랩이란 전자제품 제조공정 중에 발생한

공정스크랩이나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들을 의미하며

이는 PCB, 플라스틱 케이스, 금속 프레임 등으로 이루

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부품스크랩으로부터 유가금

속의 회수는 주로 PCB로부터 수행되고 있는데6), 이는

폐 PCB에 Fig. 2와 같이 구리, 주석, 니켈을 포함한

다양한 (귀)금속이 함유되어 있고, 특히 금의 경우에는

금광석에서 채취되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을 포함하고 있

기 때문이다7). 또한, PCB가 포함되어 있는 대표적인

전자기기인 휴대전화와 컴퓨터에는 적게는 750 ppm부

터 많게는 140 g/kg의 금, 은, 구리 등의 유가금속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 가치가 매우 높

다(Fig. 3)1).

인쇄회로기판 (Printed Circuit Board, PCB)은 반도

체·컨덴서·저항 등의 부품들을 장착하여 상호 부품

간을 연결하는 판으로써 전자기기의 크기를 줄이고 성

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는 에폭시 수지 및 페

놀 수지 등의 절연판에 동박을 압착시켜 패턴형성 후

부식하여 필요한 회로를 구성하고 부품 부착을 위한 구

멍을 뚫어 완성한다(Fig. 4(a)). 기판 자체는 보통 절연

체인 에폭시 플라스틱 결합의 수지(prepreg, P.P)와 유

리섬유(fiber glass)를 다층으로 겹쳐 구성된 기판을 사

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 유리나 비닐도 적용이 가능하다.

회로를 구성하는 선재는 대부분 도체인 구리를 사용하

며 경우에 따라 알루미늄, 금, 은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마지막 패턴 도금과정에서 쓰이는 HASL 도금

(flux와 납 도포), 금 도금(니켈과 금), 은 도금(니켈과

은), OSL (organic solderability preservative), TIN

도금(니켈 과 주석) 등을 통해서 다양한 (귀)금속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PCB는 Fig. 4(b)~(d)에 나타낸

것처럼 크게 배선회로면의 수에 따라 단면기판(single

side PCB), 양면기판(double side PCB), 다층기판

(multi layer board) 및 유연성을 요하는 제품을 위한

Fig. 2. The content ratio of valuable metals in PCB.

Fig. 3. The components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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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기판인 유연성기판(flexible PCB)으로 분류된다8).

가장 수요가 많은 단면 및 양면기판은 가정용기기와 산

업용기기에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페놀기판을 사용하

는 단면기판은 비교적 회로구성이 복잡하지 않은 오디

오, 전화기 제품에 사용되고 에폭시수지로 만드는 양면

기판은 컬러 TV, 컴퓨터나 통신기기 등 회로가 복잡한

제품에 사용된다. 유연성기판은 굴곡성이 우수하여 입

체배열, 박형화 및 소형화가 가능하므로 노트북, 스마트

Fig. 4. The structure of (a) PCB and the type of PCB based on the number of layer (b) single side PCB, (c) double side PCB,

(d) multiple layer board.

Table 1. The type of PCB and its application

Material Form Application

Phenol

(Rigid)

Single side TV, VCR, Monitor, Audio, Telephone, Home appliances

Double side

Carbon Remote control

STH CR-ROM, CD-RW, DVD

CPTH DVD, Monitor

Epoxy

(Rigid)

Double side Audio, HDTV 

Multiple 

layer board

4 layer PC motherboard, PDP, DTV, MP3, Camcorder

6-8 layer DVR, TFT-LCD, Mobile phone, Modem, Notebook

More than 10 layer Communication/Network equipment

Build up Mobile phone, Camcorder, Digital camera

Package substrate Mobile phone, Camcorder, Digital camera

Polyamide

(Flex)

Flex Notebook, PC, Printer, TFT-LCD

Rigid flex Camcorder

Package substrate Mobile phone, Digital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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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및 군사/우주항공분야 등 가정과 산업에서 두루 사

용되고 있다(Table 1). 이처럼 PCB는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가정 및 산업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현

대사회의 필수품인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최신 기기에

서 중요한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2.2. 인쇄회로기판의 처리 및 회수

PCB를 함유하고 있는 전기전자제품은 텔레비전, 컴

퓨터, 이동전화단말기 등이 있고, 이중 텔레비전과 컴퓨

터에 사용되는 양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성보

장제도 재활용의무이행현황에 따르면(Table 2) 텔레비전

의 재활용 의무 이행량은 35,294톤, 컴퓨터는 7,980 톤

으로 집계되었다. 수거된 PCB 중 60%는 국내에서 재

활용하고 있으며, 약 40%는 외국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하지만 바젤 협약과 중국의 폐PCB수입

금지령(2002) 등으로 인해 폐기되는 PCB는 해외로 수

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되는 수량들은 수리 후 재사

용을 목적으로 수출되는 수량이라고 추정된다. 

한편 폐전기전자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EcoAS(Eco-Assurance System)에 의하여 회수·인계·

인수·재활용 등이 관리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를

제도권 영역의 관리라고 하고, 순수 민간에 의하여 수

거 및 재활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비제도권 영역의 관리

라고 지칭한다9). 현재 비제도권 내에서의 수치는 정확

히 집계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제한적인 연구를 통해

비제도권의 처리량이 제도권의 연간 처리량의 평균

1.16배에서 1.81배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다10).

제도권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국내의 PCB들은 Table

3과 같이 배출-수집-분류 및 운반-재활용의 경로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대부분 가정이나 사업장(LG 전자, 삼성

전자, 삼성전기 등)에서 폐전자제품들이 배출되고 있으

며 이를 정부 주관 수거 업체인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

공제조합이나 ㈜대흥엠앤티와 같은 수집 및 전처리 공

정 전문 중소기업 등에서 수집 및 분류되어 재활용업체

로 유통되고 있다. 이때 수집된 폐전자제품은 대부분 수

작업에 의존하고 있는 해체공정을 통해 재질별 혹은 구

성부품별로 해체된다. 이렇게 분리된 폐 PCB는 Fig. 5

와 같이 ㈜LS-Nikko 동제련, ㈜고려아연 및 ER메탈에

서 절단-고온용융 과정의 건식제련법을 통해 PCB 표면

에 노출되어있는 일부 금(Au)과 구리(Cu)가 회수되고

있으며, 그 외에 ㈜리싸이텍코리아와 삼덕금속㈜에서 절

단-분류-분쇄-습식추출-증류과정을 거친 습식제련법을 통

해 금(Au)이 회수되고 있다11). 위와 같은 업체에서 수

거된 PCB를 처리한 결과, PCB에 함유된 귀금속과 희

Table 2. Implementation of recycling obligation by Eco-Assurance System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Vehicles

(EcoAS) in 2013

(Unit : ton)

Refrigerator Air conditioner Washing machine TV Computer

Output amount (a) 223,466 139,278 99,061 63,918 42,053

Duty amount for recycling 76,648 1,193 32,690 36,050 6,525

Amount of recycling (b) 75,939 1,178 32,050 35,294 7,980

Rate of recycling (b/a) × 100 33.9% 0.8% 32.3% 55.2% 18.9%

Table 3. The recycling process of electronic equipment and applicable facilities in Korea

Process Applicable facilities Company

1) Emission Home, Business
LG electronics, Samsung electronics, Samsung electro-mechanics, SK Hynix, 

SK telecom, Korean environment corporation, etc.

2) Collection
Treasure, Local 

government

Korea electronic recycling cooperative, Seoul resource center, 

Daeheung M&T, SungEel Hitech etc.

3) Classification

    /Transportation
Retailer Daeheung M&T, etc.

4) Recycling
Recycling 

company

LS-Nikko copper Inc, Korea zinc company, ERmetal, Recytechkorea, 

Samduckmetal,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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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금속의 약 70%가 회수되는 것으로 파악된다9).

3. 인쇄회로기판의 재활용 기술 현황

폐 PCB를 재활용하는 상용화 기술은 Fig. 6과 같이

수작업해체를 통한 분류 후 크게 건식제련법과 습식제

련법으로 나누어진다12). 건식제련법의 경우는 플라즈마,

전기아크로, 소각 및 용광로 등을 이용하며 유기물 분

해, 고온용융 및 분리/정제 과정을 거쳐 유가금속을 얻

으며, 습식제련법은 전처리 공정을 통해 선별한 후 회

수하고자 하는 유가금속을 특정 용매에 침출하고 용매

추출, 이온교환, 여과, 화학침전, 시멘테이션 등을 이용

하여 분리 및 농축하여 유가금속을 회수하게 된다. 대

표적인 폐 PCB의 재활용 기술인 건식제련법과 습식제

련법의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3.1. 건식제련법(pyrometallurgy)

먼저 해체, 절단, 파쇄 및 체분리 등의 기계적 전처

Fig. 6. The typical recycling process for waste electronic

devices : pyrometallurgy and hydrometallurgy.

Fig. 5. The commercial recycling process of PCB scrap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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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실시하는데 이는 PCB 스크랩의 크기를 감소

(40 mm 이하) 시켜 공정을 용이하게 하고 플라스틱 입

자와 금속을 분리하기 위해 행해진다. 이후, 유기물제거

를 위한 두 단계의 전처리 공정을 거쳐야 한다. 유기물

질의 열분해 및 휘발을 위한 하소(calcination) 공정과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는 완전 연소를 위한 고온

(1,000oC) 산화 과정인 소각(incineration) 공정이 이에

해당된다. 이는 건식제련법에서는 필수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중요 전처리과정으로 스크랩 내에 잔류 탄소량이

많을 경우 용해가 어렵거나, 점도를 높여 유동성을 낮

추는 silicon-bronze, silicon-iron, calcium carbide를

형성시키기 때문이다13). 전처리 이후 PCB 스크랩의 고

온용융 과정은 전기 아크로, 고온 유도플라즈마 및 구

리정련로 등의 용해장비를 이용하여 진행된다. 전기아

크로 및 고온 유도플라즈마를 이용한 용융과정의 경우

약 1,800oC의 고온에서 운전되기 때문에 처리속도가 빠

르고 물성 제한을 받지 않는 반면, 대기오염을 유발하

고 처리 시 슬래그의 발생으로 유가금속의 회수율이 낮

아지는 단점이 있다. 상용 구리정련로의 경우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공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비의 구축

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처리할 수 있는 스크랩

의 양에 한계가 있으며 과도한 양이 유입될 시 점도

증가에 따른 유동성 악화가 발생하여 성분분리가 어려

울 수 있어 비교적 긴 처리 공정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용해장비를 이용한 고온용융 과정에서는 효율적

인 유가금속을 회수하기 위해 산화 처리된 PCB 스크랩

의 조성을 바탕으로 슬래그의 조성 및 점도 특성을 제

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플럭스(flux) 첨가를 통해 용

융과정 중 슬래그의 특성 제어를 하며, 결과적으로 슬

래그의 용융점을 낮추고 점도를 저하시키며 PCB 내에

서 회수하고자 하는 유가금속 이외의 성분을 포집하여

유가금속의 분리 및 회수를 유리하게 한다14). 이후 일

정수준의 교반력을 통해 유가금속과 슬래그를 분리하고,

고순도의 금속으로 회수하기 위해 습식제련과 같은 추

가공정을 통해 정제한다.

이러한 건식제련법을 폐 PCB 재활용 공정에 적용하

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LS-Nikko동제련㈜와

㈜고려아연이 있으며, 이들은 기존의 구리 및 납 제련

시설을 활용하여 유가금속을 회수하고 있다. 이들의 구

리 및 납 제련의 간략한 공정도를 Fig. 7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인 구리 제련공정을 운영하는 LS-Nikko동제련㈜

는 구리정광과 함께 폐 PCB를 장입하여 내부에서 형성

Fig. 7. Schematic diagram of pyrometallurgy of (a) LS-Nikko copper Co. Ltd. and (b) Korea zinc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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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구리 매트에 귀금속을 농축시킨 후 전해정련과정을

통해 금, 은 및 구리들을 분리 회수한다. ㈜고려아연은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연 제련 공법인 QSL 공

정을 이용하며 납제련로에 납정광과 폐 PCB를 장입한

후, 산화납(PbO)은 용융 및 환원시키고 스크랩에 함유

된 귀금속(Au, Ag, Pt, Pd 등)을 용융된 납에 농축하

여 분리한다. 이 과정에서 용융 납에 분리된 귀금속을

전해정련 및 정제과정을 통해 분리하여 고순도의 귀금

속으로 회수하고, 구리 드로스(Cu dross)는 제련소를 통

해 고순도 구리로 회수하고 있다15).

3.2. 습식제련법(hydrometallurgy)

건식제련인 고온용융법에서의 전처리는 투입이 가능

한 크기로 절단하는 수준이지만, 그에 반해 습식제련법

에서는 금속성분이 표면에 노출된 상태로 제조해야할

뿐만 아니라 산에 의한 침출과정 중 일부 유기화합물들

까지 동시에 용해되어 분리/정제 공정이 어렵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처리 과정이 중요하며 필수적이다3). 우

선 수작업을 통해 일반적인 해체작업을 거친 후, 파쇄

기와 해머 밀 등을 이용한 절단, 파쇄 및 (미)분쇄를

진행한다. 이후 가벼운 물질을 포집하여 금속/비금속을

분리하는 공기분급(air classification), 전류를 이용하여

금속/비금속을 분리함으로 비철금속을 회수하는 와전류

선별(eddy current separation) 및 자성특성을 이용하여

자성/비자성 물질을 분리하는 자력선별(magnetic

separation) 등을 통해 금속의 함유율을 높이는 전처리

과정을 진행한다. 해체, 분쇄 및 선별을 통한 전처리 과

정이 끝난 이후 목적금속을 물, 산(황산, 초산, 염산 등)

혹은 알칼리 용매(수산화나트륨, 탄산나트륨, 암모니아

등)에 침출하여 이온화 시킨 후 침강분리, 여과, 세정

등의 고액분리 과정을 통해 침출용액으로부터 침출잔사

를 제거한다. 이러한 침출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불순

물이 용해되기 때문에 침출액으로부터 고순도의 금속을

채취하기 위한 정제과정(purification)과 목적금속 이온

만을 분리 추출하는 농축과정(condensation)이 진행되어

야한다. 이러한 정제 및 농축 과정에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용매추출법과 이온교환법이 이용된다. 최종적으

로 침출 및 정제/농축 과정을 거친 고농도의 용액으로

부터 목적금속 이온을 환원시키기 위해 전해(electrolysis:

전해채취, 전해정련), 침전(precipitation) 및 결정화

(crystallization)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최종 목적금속

및 화합물을 회수한다.

이러한 습식제련법을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

로는 삼덕금속㈜과 ㈜리싸이텍코리아가 있으며, 일반적

인 습식제련에 사용되는 용매추출법과 전해과정의 공정

을 Fig. 8에 나타내었다. ㈜삼덕금속의 경우는 1차 습식

정제와 전해정련을 거쳐 폐 PCB로부터 99.99% 순도의

금을 생산하고 있다. ㈜리싸이텍코리아는 유입된 폐

PCB를 1, 2차 분쇄기에 걸쳐 15 mm 이하 크기로 절

단한 후 다단계의 분리과정(자력선별을 통한 철성분의

분리, 고속원심분리를 이용한 금속, 플라스틱의 분리 등)

을 거친 다음 전해정련을 통해 구리를 회수하고 있으며

연간 약 800톤의 폐 PCB를 처리하고 있다.

3.3. 재활용 기술의 현황

건식제련법은 다양한 형태의 스크랩을 종류에 상관없

이 처리할 수 있으며 특히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구리

및 납 제련 시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설비

를 구축할 필요가 없어 일부 금속 제련 전문기업에서

상용화되고 있다. 따라서 건식제련법은 고가의 제련로

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없는 중소기업 및 연구소에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건식제련법에는 대기오염 및

슬래그의 발생과 (귀)금속의 회수율이 낮다는 단점이 존

재한다. 따라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간단히 적용할

수 있는 습식제련법이 몇몇 업체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 비록 복잡한 스크랩의 처리가 불가능하

고, 전처리 공정이 필수적이며 침출액이 발생하다는 단

Fig. 8. (a) Solvent extraction and (b) electrolysis for wet

smelting process (hydrometallu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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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있지만, 건식법에 비해 운영이 간단하고, 환경오염

이 덜하며 주요 성분의 분리회수가 가능하므로 상용화

될 가능성이 높은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외에 연

구되고 있는 미생물 제련법(biometallurgy)은 박테리아

또는 곰팡이를 포함한 미생물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미

생물 자체가 생산해내는 화학물질(무기산, 시안화물, 황

산염이온 등)이 침출시약 대신 첨가된다. 이는 습식제

련법과 유사한 메커니즘으로 산/알칼리를 사용하는 습

식 제련법에 비해 폐수 배출량이 적고 환경 친화적이라

는 장점이 있지만, 상용화되기에는 연구가 미흡한 실정

이다. 

결과적으로 습식제련법, 건식제련법 및 생체제련법의

재활용 기술을 비교해보자면(Table 4) 환경적, 경제적

및 상용화 가능성,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기술은 현 상황에서 부재하다고 볼 수 있다16). 따라서

폐 PCB로부터 유가금속 회수를 위한 재활용 기술의 상

용화를 위해서는 국내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및

연구소에도 보급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재활용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4. 결 론

PCB는 환경적인 측면과 경제성을 고려하였을 때 재

활용할 가치가 큰 품목으로 판단된다. 현재 회수되고 있

는 PCB 물량 중 약 60%에 해당하는 양이 국내에서

재활용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일부 대기업에

서 제련로를 이용한 건식제련법을 통해 재활용 되고 있

는 수치이다. 이와 별개로 회수·인계·인수·재활용

과정 중 제도권의 관리를 받지 않는, 즉 통계적으로 집

계할 수 없는 물량 또한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예측되

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재정사업을 확대

하는 등의 노력으로 정확한 통계 구축 및 폐 전기전자

제품 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및 연구소에서

는 습식 제련법 및 생체제련법 등을 이용한 상용화 기

술 개발에 매진하며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대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기

업 및 연구소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 기술이 보

급되고,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 보다 명확한 수거체계가

구축된다면 폐 PCB 재활용 시장이 지금보다 더욱 더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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