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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2O3 첨가에 의한 폐PCB로부터 긁어낸 Cu분말의 용융 및 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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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폐 PCB(printed circuit board) 표면을 긁어내어 회수한 구리분말을 용융하는 과정에서 용융온도 저감과 정제를

위하여 플럭스로 Fe2O3를 첨가하였으며, Fe2O3 첨가량 및 온도에 따른 구리의 회수율과 불순물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구리 회수율은 반응온도와 Fe2O3의 첨가비율이 증가할 수 록 증가하였다. 그리고 구리 중 산소, 실리콘, 철의 농도는 Fe2O3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Fe2O3를 첨가하여 반응시킨 후의 슬래그를 XRD로 분석하여 fayalite(2FeO·SiO2)와 철산화물을 확인하

였다. 따라서 fayalite 슬래그의 생성에 의한 슬래그의 융점과 점도 감소가 구리 회수율의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폐 PCB, 구리, fayalite, 슬래그, 정련, 건식제련

In this study, Fe2O3 was added as a flux to decrease melting temperature and refine during melting of Cu powder from scraped

surface of the waste PCB (printed circuit board). The effect of Fe2O3 ratio to Cu powder and temperature on the recovery of

Cu and content of impurities were investigated. It was found that the recovery of Cu was increased with increasing addition ratio

of Fe2O3 and reaction temperature. The contents of O, Si and Fe in Cu phase were also decreased with increasing addition ratio

of Fe2O3 and temperature. The formation of fayalite (2FeO·SiO2) and iron oxides phases in the slag was confirmed by XRD anal-

ysis after reaction with Fe2O3. Therefore, it was considered that the decrease of melting temperature and viscosity of slag by

formation of fayalite slag contributed remarkably to the Cu recovery.

Key words : waste PCB, copper, fayalite, slag, refining, pyrometallurgy

1. 서 론

정보기술 산업의 고도성장에 의해 새로운 전기전자제

품이 활발히 출시되면서 그 소비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기전자제품들의 교체 주기가 짧아지고,

폐전기전자제품의 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 특히

폐전기전자기기 스크랩 중에서 인쇄회로기판(PCB,

printed circuit board)은 비교적 쉽게 분리할 수 있다.

이러한 PCB에는 세라믹과 플라스틱 외에도 약 40%

정도의 금속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금속성분에는 Cu

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Al, Ni, Pb,

Sn순으로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2). 이러한 PCB를 포함한 폐전기전자 스크랩으로부터

유가금속을 회수하기 위하여 습식처리와3,4) 건식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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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5-8)대하여 많은 연구들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습식

처리공정에서는 목적금속의 회수율이 상당히 높지만 미

침출 잔사가 발생하며, 또한 2차 폐기물로써 다량의 슬

러지와 폐수가 배출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고온의 건식처리 공정에서도 유가금속의 함유량이 낮은

다량의 슬래그가 발생한다.

한편 순수한 Cu로 피복되어 있는 PCB 표면을 긁어

내어(scraping) 용융하게 되면 슬래그 등의 발생량을 대

폭적으로 줄이면서 고순도의 Cu를 회수할 수 있다. 그

러나 PCB의 표면을 긁어내는 과정에서 기판 성분도 함

께 혼입되며, 긁어내어 회수된 Cu의 상태가 분말이기

때문에 용융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다. 특히 이렇게 회

수한 Cu 분말의 표면에는 PCB기판 성분인 SiO2가 부

착되어 있으며, 이것은 슬래그 중의 산소이온을 끌어들

여 강하게 결합하는 산성 산화물이며 점도가 매우 높아

서 Cu의 회수율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산성 슬래그

중에 FeO 등과 같은 염기성 산화물을 첨가하게 되면

산성 산화물이 구성하고 있는 망상 구조의 음이온에 산

소이온을 공급하여 결합을 절단하는 작용에 의해 점도

를 낮추어 Cu의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Fe2O3는

SiO2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저융점의 fayalite(2FeO·SiO2)

를 생성하고, 이 때 발생하는 산소에 의해 용동 중의

불순물을 산화제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폐 PCB 기판 표면의 Cu를

긁어내었을 때, Cu분말에 부착되어 혼입되는 SiO2와 용

동 중 불순물의 산화제거 및 용융온도의 저감을 위해

플럭스로 Fe2O3를 첨가하였으며, 이 때 Cu의 회수율과

불순물 농도 및 용융온도, 용융시간에 미치는 플럭스의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료는 폐PCB 표면의 Cu성분을

기계적으로 긁어낸 것으로, Cu가 86.07 wt%로 가장 많

이 함유되어 있으며, Si 2.85 wt%, Al 0.76 wt%, Fe

0.02 wt% 등이 함유되어 있다. 그리고 플라스틱 성분은

약 5 wt% 정도를 함유하였다. 

Fig. 1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 장치의 모식도를

나타내었다. 가열장치로는 고주파 유도 용해로(30 kW,

40 kHz)를 사용하였으며. 유도코일 내에 석영관(내경=

160 mm, 길이=600 mm)을 설치하였다. 석영관 내부에

는 발열체 도가니로서 흑연도가니(내경=100 mm, 길이

=200 mm)를 설치하였고, 열 손실 방지를 위해 석영관

과 흑연 도가니 사이에 내화포를 삽입하였다. 발열 도

가니 내의 반응도가니로는 알루미나 도가니(내경=30

mm, 높이=60 mm)를 사용하였다. 반응 중 열전대를

시료 도가니 측벽에 위치시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도

록 하였다.

포집금속으로는 입상의 시약 급 Cu(Jun-sei, Copper

granular, 직경=2 mm)를 사용하였으며, 플럭스로는 시약

급의 Fe2O3를 사용하였다. 포집금속은 시료량의 10

wt%를 장입하였다.

반응 도가니 내에 포집금속, 시료, 플럭스 순으로 채

운 후, 도가니를 발열체 도가니 내부에 설치하였다. 그

후 발열체 도가니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부에서 Ar 가

스를 송입하면서 목표 온도까지 승온하였다. 목표온도

에 도달하면 일정시간 유지하여 시료의 용융을 관찰 하

였다. 일정시간 용융시킨 후 도가니는 노에서 꺼내어

Ar 분위기에서 수냉시킨 후 슬래그와 금속을 각각 분리

하여 파쇄하였다. 반응 후에 회수한 Cu는 N/O 분석기

(ELTRA, ON-900)로 산소 농도를 분석하였으며, ICP

(Optima 3000XL)로 Cu 내의 Si와 Fe의 농도 및 회

수한 슬래그 내의 Cu 농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슬래그

는 X-선 회절 분석(PHILIPS, Cubix)을 통하여 생성된

상을 조사하였다.

한편 플럭스로 사용한 Fe2O3는 SiO2가 존재하면 분

해되어 식 (1)과 같이 fayalite 슬래그를 형성한다. 

2FeO(l) + SiO2(s) = 2FeO·SiO2 (1)

ΔG0 = 24,480 − 21.59T (J)

Fig. 1. Experimental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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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중의 Si 농도가 2.85 wt%이므로 100 g의 시료

중 0.051 mol이며 SiO2로는 3.066 g이 되며, 1 mol의

SiO2가 1 mol의 Fe2O3(2 mol FeO)와 반응하므로 0.051

mol의 Fe2O3 (8.143 g)가 필요하다. 따라서 40 g의 시료

를 사용하는 경우 최소한 3.257 g의 Fe2O3가 필요하므

로 Fe2O3는 긁어낸 Cu 분말시료의 10~30% 수준으로

첨가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용융 거동에 미치는 플럭스의 영향

Fig. 2에는 용융실험 시 플럭스로 투입한 Fe2O3의

Cu 분말시료 대비 투입비율과 온도에 따른 Cu의 회수

율을 나타내었다. 플럭스 투입비(플럭스/Cu 분말시료의

중량 비)가 10% 이상이고, 1623 K 이상에서 2시간 동

안 용융한 경우 약 100%에 가까운 회수율을 보였다.

또한 1573 K 이하에서는 용융하지 못한 채 분말 상태

로 존재하였으며, 반응 도가니 바닥의 포집 금속만 용

융되어 있는 것을 관찰하였다. 따라서 Cu의 회수를 위

한 유동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용융온도는 최소한

1623 K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용융 온도가 1356 K인 Cu가 1573 K 임에도

불구하고 용융되지 않은 것은, 비록 하부에서 Ar 가스

를 송입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노내 분위기가 대기 분위

기이기 때문에 시료 내 Cu입자의 표면은 산화가 된다.

산화된 Cu2O의 융점은 1511 K로 순수한 Cu의 융점보

다 높다. 따라서 더 많은 열에너지를 공급하여야 용융

이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된다.

Fig. 3에는 플럭스 투입비가 10% 일 때, 1673 K에

서 2시간 동안 용융시켜 생성된 슬래그를 X-선 회절분

석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X-선 회절분석의 주 피크는

fayalite (2FeO·SiO2)로 나타났으며, 산화철계인 FeO,

Fe3O4, Fe2O3 등도 함께 관찰되었다. 폐 PCB 내의

SiO2와 플럭스로 첨가된 Fe2O3의 해리에 의해서 생성

된 FeO가 반응하여 저융점의 fayalite 슬래그를 형성하

였으며, 또한 폐 PCB 내의 SiO2와 염기성 산화물인

Fe2O3의 첨가에 의한 슬래그 중 자유 산소이온의 증가

에 의해 3차원 실리케이트 네트워크 구조를 끊어주어

의 사면체를 형성하게 되어 융점이 저하한 것으

로 생각된다9). 따라서 플럭스로 Fe2O3를 첨가한 경우

식 (1)에 나타낸 2FeO·SiO2계 저 융점 슬래그를 생성

하여 Cu의 용융이 잘 이루어졌고, 높은 회수율을 나타

SiO
4

4  –

Fig. 2. Variations of copper yield wtih the addition ratios of

Fe2O3 and temperatures.

Fig. 3. XRD pattern of slag after melting of scraped Cu

powder with 4 g of Fe2O3 at 1673 K.

Fig. 4. Variations of copper yield with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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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것으로 생각된다. 

Fig. 4에는 플럭스 투입비가 30%로 일정할 때 용융

온도에 따른 Cu 회수율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1673 K

이상에서는 반응초기의 10분 이내에 약 90% 정도의

Cu 회수율을 나타내었으며, 최종적으로는 거의 100%에

가까운 회수율을 나타내었다. 1623 K에서는 반응초기의

약 15분간은 거의 용융되지 않았으며, 이후 서서히 용

융되어 60분 이후부터 약 90% 정도의 Cu 회수율을

나타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약 95% 수준의 회수율을

나타내었다.

Fig. 5에는 1773 K에서 플럭스인 Fe2O3의 투입비율

에 따른 Cu의 회수율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Fe2O3의

첨가 비율이 20% 이상일 경우에는 10분 이내에 90%

이상의 Cu 회수율을 나타내었으며, 최종적으로는 거의

100%에 가까운 회수율을 나타내었다. Fe2O3의 첨가 비

율이 10% 일 때는 60분에 도달해서야 90% 이상의

Cu 회수율을 나타내었다. Variainet 등은 1523 K~1673

K의 범위에서 FeO-SiO2-Fe2O3계 슬래그의 점성을 조사

하여 (T.Fe)/(SiO2)의 비가 높을수록, 그리고 온도가 높

을수록 점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9). Fig. 5의

결과에서도 Fe2O3의 투입비율이 10%로 낮은 경우 Cu

의 회수율이 반응 후 60분이 경과하여야 90% 수준을

나타내는 것은 (T.Fe)가 부족하여 높은 점도값을 나타

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3.2. 플럭스 첨가에 따른 Cu 중 불순물 거동

Fig. 6에는 1673 K와 1773 K에서 플럭스인 Fe2O3의

첨가비율에 따른 금속 Cu 내 산소농도의 변화를 나타

내었다. 산소농도는 시간에 따라 점차 감소하였으며,

Fe2O3의 첨가량이 많을수록, 그리고 반응온도가 높을수

록 보다 낮은 산소농도를 나타내었다. 금속 Cu 중의

산소는 대부분 산화물인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와같이

Fe2O3 첨가량이 많을수록 산소농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

은 fayalite 슬래그를 충분히 생성하여 슬래그 층과 금

속층의 분리가 용이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 슬래그량의 증가에 의해 금속상 중의 산화물 흡수가

용이해 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2시간 동안의 반

응이 종료한 후의 산소농도는 반응온도나 플럭스 투입

량에 관계없이 약 100 ppm 전후를 나타내었다.

Fig. 7에는 1773 K에서 플럭스 첨가비율에 따른 금속

Cu 내의 Si 농도변화를 나타내었다. 플럭스를 첨가하지

Fig. 5. Variations of copper yield with the addition ratios of

Fe2O3 at 1773 K. 

Fig. 6. Variations of total oxygen content in Cu phase with

the addition ratios of Fe2O3 and temperatures. 

Fig. 7. Variations of Si content in Cu phase with the addition

ratios of Fe2O3 at 1773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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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을 경우, 반응초기에는 약 15 ppm 정도의 값을 나

타내었으나 이후 시간의 경과와 함께 서서히 감소하였

다. 그러나 플럭스를 첨가한 경우 반응초기부터 낮은 값

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20% 이상의 플럭스를 첨가한 경

우에는 초기부터 약 3 ppm 이하의 매우 낮은 값을 나

타내었다. 금속상 Cu 내의 Si은 대부분이 PCB 표면의

Cu를 긁어낼 때 Cu 분말 표면에 부착되어 있었던

SiO2로 생각되며, 플럭스로 첨가한 Fe2O3와 반응초기부

터 반응하여 fayalite 슬래그를 생성하였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 

Fig. 8에는 1773 K에서 플럭스 첨가비율에 따른 금속

Cu 내의 Fe 농도변화를 나타내었다. 플럭스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 Fe는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그리고 플럭스

첨가에 의해 초기 30분 동안 반응한 경우에는 비교적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나 시간의 경과와 함께 서서히 감

소하였다. 특히 20% 이상의 Fe2O3를 첨가한 경우 반

응종료 후의 Fe 농도는 약 5 ppm 이하의 매우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Fig. 5에 나타낸 플럭

스 첨가비율에 따른 Cu의 회수율 변화에서도 알 수 있

는바와 같이 원활하게 fayalite 슬래그를 형성하여 저융

점의 슬래그가 생성되면서 과잉으로 첨가된 Fe2O3가 슬

래그로 양호하게 흡수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플럭스 첨가비율인 10%인 경우 반응이 종료한 후에도

Fe 농도가 약 200 ppm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비록 Fe2O3의 첨가량이 2FeO·SiO2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양보다 많이 첨가하였으나 전체적인 슬래그량의

부족에 의해 일부가 금속상 중으로 혼입되었기 때문으

로 생각되며,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Cu의 회수율

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3.3. 플럭스 첨가에 따른 슬래그 중 Cu 농도

Fig. 9에는 1673 K와 1773 K에서 플럭스 첨가비율에

따른 슬래그 중 Cu 농도의 변화를 타내었다. 반응온도

가 높을수록, 그리고 Fe2O3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슬

래그 중의 Cu 농도가 낮게 나타났다. 1673 K에서는

20% 이하의 Fe2O3를 첨가한 경우 유사한 수준을 나타

내며 시간의 경과와 함께 슬래그 중의 Cu 농도가 서서

히 감소하였으나, 30%의 Fe2O3를 첨가한 경우에는 반

응초기에는 비교적 높은 값을 나타내지만 시간의 경과

와 함께 현저하게 감소하여 1773 K에서 10% Fe2O3를

첨가한 경우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1773

K에서는 20% 이상의 Fe2O3를 첨가한 경우에는 반응초

기부터 슬래그 중의 Cu 농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시간

의 경과에 따라 큰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10%의

Fe2O3를 첨가한 경우에는 반응초기의 30 분에서는 약

700 ppm 이상의 비교적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나 시간

의 경과와 함께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교적 낮

은 온도에서도 플럭스로 첨가한 Fe2O3의 량이 일정수

준 이상이 되면 저융점의 저점도 슬래그를 생성하여 슬

래그 중의 Cu가 금속상으로 쉽게 침강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폐 PCB 표면을 긁어내어 회수한 Cu분말

을 용융하는 과정에서 플럭스로 Fe2O3를 첨가하였을 때
Fig. 8. Variations of Fe content in Cu phase with the

addition ratios of Fe2O3 at 1773 K.

Fig. 9. Variations of Cu content in slag phase with the

additions ratio of Fe2O3 and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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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용융거동과 함께 Cu 중의 불순물 거동을 조사한 것

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플럭스로 Fe2O3를 첨가하여 PCB 표면으로부터

긁어낸 Cu 분말을 용융한 경우 1573 K 이하에서는 전

혀 용융되지 않았으나, 1673 K 이상에서는 Cu분말량

대비 10% 이상의 플럭스를 첨가하는 것에 의해 90%

이상의 Cu 회수율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1773 K에서

Fe2O3 첨가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시료의 용융시간이

단축되어 약 20분 이내에 95% 이상의 Cu 회수율을

나타내었다. 

2) Fe2O3 첨가비율과 반응온도가 상승할수록 Cu중의

산소농도는 감소하였으며, 반응 종료 후의 산소농도는

약 100 ppm 전후를 나타내었다. 1773 K에서 Fe2O3의

첨가비율이 증가할수록 Cu 중의 Si와 Fe의 농도가 감

소하였다.

3) Fe2O3 첨가비율과 반응온도가 상승할수록 슬래그

중의 Cu 농도가 감소하여 Cu 회수율 증가에 기여하

였다.

4) Fe2O3를 첨가하여 반응시킨 후의 슬래그를 XRD

로 분석하여 fayalite(2FeO·SiO2)와 철산화물을 확인하

였다. Fayalite는 저융점 화합물로서 이러한 fayalite 슬

래그의 생성에 의한 슬래그의 융점감소에 의해 Cu회수

율이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Fe2O3

첨가비율 상승에 따라 T.(Fe)/SiO2 비의 증가에 의한

점도감소에 의해 슬래그 중의 Cu 농도가 감소한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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