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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PCB 도금 및 에칭 공정 중 발생한 슬러지의 분석을 통해 건식환원처리가 가능한 슬래그 시스템을 선정하고자 하

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슬러지 내에 존재하는 유가금속의 회수 가능성에 대하여 실험적 및 열역학적 검토를 하였다. 슬러지는

100~500 ℃의 온도구간에서 건조한 후 슬러지의 형상과 화학성분 및 상을 분석하였다. 슬러지의 건식환원처리 가능성은 FactSage

를 이용한 열역학적 계산을 통해 조사하였다. 

주제어 : PCB 공정, 슬러지, 건식환원처리, 금속회수, 열역학적 접근

Abstract

In this study, we tried to select a slag system capable of pyro-metallurgical process through analysis of sludge generated from

PCB plating and etching process solution. Based on this, the possibility of extracting valuable metals in the sludge was studied

by experimental and thermodynamic approaches. The sludge was dried at 100~500 ? and the morphology, chemical composition

and phase of the sludge were analyzed. The possibility of pyro-metallurgical process of sludge was investigated through ther-

modynamic approach using FactSage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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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휴대폰, 소형전자기기, 태블릿 PC 및 웨어러블

전자기기 등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이들 전자제품에 필

수적으로 사용되는 인쇄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

PCB)의 수요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이들

산업의 발전에 따라 PCB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1,2).

PCB는 전기전자 부품에 접속하는 전기배선을 배선

도형 형태로 절연체에 동박(copper foil)을 적층한 후

기판에 배선 회로를 인쇄하고 에칭(etching) 등의 공정

을 거쳐 PCB가 제조 된다3). PCB 제조 공정 중에 발

생한 폐수에는 다량의 슬러지(sludge)가 생성되며, 이들

슬러지에는 Cu, Sn, Ni, Au 및 Ag 등의 다양한 금속

성분이 존재하고 있어 이들 슬러지를 매립할 경우 환경

오염을 초래하기 때문에 슬러지 내에 존재하는 유가 및

귀금속 성분을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4-6). 

일반적으로 폐전기·전자기기 제품의 분해·해체 과정

중에 발생한 스크랩 및 PCB로부터 유가금속을 회수하

기 위한 습식 및 건식 처리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며7-12), PCB 제조 공정 중에 발생한 슬

러지를 재활용하기 위한 연구는 슬러지 매립 시 다양한

중금속의 용출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슬러지

의 고형화-안정화 처리에 의한 도로 포장재 및 시멘트

로 제조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Chen 등5)은 전기도금 중에 발생한 슬러지를 고형화-

안정화 처리를 이용하여 벨라이트(belite)계 시멘트로서

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Tang6) 등은 PCB 생

산 공정 중에 발생한 슬러지를 카올리나이트(kaolinite)

및 뮬라이트(mullite)와 혼합한 후 소성 공정을 적용하

여 세라믹 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건식환원공정은 폐 스크랩을 용제(flux)와 함께 용융

시켜 금속과 슬래그(slag)로 분리하여 유가금속을 회수

하는 공정으로 슬러지 내에 존재하는 유가금속을 친환

경적으로 회수한 후 슬래그를 도로 포장재 등으로 재활

용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Shin 등13)은 PCB

스크랩 내 유가금속을 회수하기 위하여 산화 처리한

PCB의 산화물 분석과 적합한 슬래그를 선정하여 유가

금속을 분리하였으며, Han 등14)은 Al2O3-CaO-SiO2-

MgO 슬래그 시스템에서의 PCB 구성 금속 성분 중 가

장 함유량이 높은 Cu의 용해도에 대하여 검토하여 평

형산소분압, 염기도 및 MgO의 농도 영향 등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위의 연구결과를 통해 PCB 제조 공정 슬

러지에서 유가금속을 회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식환원

처리 공정을 적용하면 슬러지에 존재하는 유가금속을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식환원처리공정 후 발생

된 슬래그는 별도의 세라믹 재료로 재활용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CB 도금 및 에칭 공정 중에

발생한 슬러지에서 유가금속을 회수하기 위한 건식환원

처리기술에 앞서 PCB 슬러지의 분석을 통하여 건식환

원처리 가능한 슬래그 시스템을 선정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슬러지 내 존재하는 유가금속의 회수 가

능성에 대하여 열역학적으로 검토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PCB 슬러지는 국내 PCB 제조사

에서 발생한 슬러지로서 Fig. 1에 슬러지의 형상을 보

여주고 있다. 슬러지는 적갈색의 덩어리 형태로서 수분

이 함유되어 응집이 되어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슬러

지는 플라스틱 성분과 수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수분

제거를 위해 100 ~ 500oC의 온도구간에서 1시간 동안

건조를 진행하였으며, 온도에 따른 수분의 제거 정도는

열 중량분석(Thermogravimetry, TGA-50, SHIMADZU)

시험을 통하여 무게 감량 변화에 따른 슬러지에 포함된

수분 제거 정도를 관찰하였다. 수분이 제거된 슬러지는

전계방출주사전자현미경(Field Emission-Scanning

Fig. 1. Marcroscopic morphology of sludge originated from

PCB plating and etch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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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 Microscope/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FE-SEM/EDS: QUANTA 200F, FEI)에 장착된 X-선

분광분석과 유도결합 플라즈마 발광분석기(Inductively

Coupled Plasma-Atomic Emission Spectroscopy, ICP-

AES: Jobin-Yvon Model JY-38 plus, Jobin-Yvon Equip-

ment Co., Divisiond' Instruments S. A. France)를 통

해 슬러지의 형상과 화학성분을 분석하였다. 또한 건조

된 슬러지에 존재하는 상을 관찰하기 위해 X-선 회절

분석(X-ray Diffractometer, XRD: X-ray Diffraction

D8 Discover, BRUKER AXS)을 통해 슬러지의 상을

분석하여 건식환원을 위한 환원제의 적정량과 슬래그

시스템 선정에 활용하였다.

슬러지의 건식환원처리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열

역학 계산 프로그램인 FactSage 7.0을 이용하여 슬러지

성분의 상평형을 예측하여 실험결과와 비교하였으며, 슬

러지 내 구리 및 유가금속 회수를 위한 환원제와 슬래

그 시스템 예측 및 용융된 유가금속과 슬래그의 분리가

우수한 조성을 선정하기 위해 온도에 따른 점성

(viscosity)을 계산하여 슬러지의 건식환원처리 가능성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PCB 도금·에칭 슬러지 분석

Fig. 2는 PCB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슬러지의 형상

및 성분분석을 위해 자연 건조한 슬러지의 형상을 보여

주는 사진이다. Fig. 2(a)와 (b)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

이 PCB 에칭 및 도금공정에서 발생한 슬러지는 불규칙

한 형상을 이루고 있으며, 슬러지의 크기는 약 20 ~ 300

µm 형태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다. 슬러지의 형상 및

크기에 따른 EDS spectrum 분석 결과 슬러지는 대부

분 Fe와 Cu가 주성분을 이루고 Ni, Mn 및 Zn이 일

부 존재하고 있으며, EDS 조성 분석 결과를 Table 1

에 나타내었다. 

Table 1의 SEM-EDS 성분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PCB 에칭 및 도금공정에서 발생한 슬러지는 철(Fe) 성

분이 다량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

로 PCB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금속원소로는 Cu, Ni,

Sn 및 일부 귀금속이 도금공정에 사용되어지나 Fe는

PCB 제조공정 중 도금원소로 첨가되지 않는다. EDS

성분분석에서 검출된 Fe는 폐수 처리 공정 시 폐수에

존재하는 금속이온을 고상으로 침전하기 위해 첨가된

응집제의 성분으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도금 및 화학적 세정공정에서 발생한 폐

수에는 유기 및 중금속 이온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폐수에 존재하는 중금속 이

Fig. 2. SEM morphologies and EDS-spectrum of PCB etching/

plating sludge.

Table 1. Average chemical composition of PCB etching/plating sludge by SEM-EDS

(wt.%)

Element Fe Cu Mn Ca Zn O

sludge 55.10 17.86 2.63 0.37 2.06 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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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및 부유물질을 제거 해야만 한다. PCB 도금 및 에

칭 공정에서 발생한 폐수는 황산(H2SO4)이 주를 이루

는 산성용액으로 Cu 등의 금속 이온 및 부유물질이 존

재한다. 폐수의 처리는 중화, 폭기, 응집/침전, 산화, 환

원 및 이온 교환 등의 화학적 수처리 공정을 거치며

강산성 또는 강알칼리 폐수는 중화처리를 통해 폐수의

수소이온농도(pH)를 6.5 ~ 8.5로 조절한다. 중화처리제는

보통 폐수의 종류에 따라 산 또는 염기성 물질을 첨가

하며, 수산화칼슘, 수산화나트륨(NaOH), 황산(H2SO4)

및 염산(HCl)등을 첨가하여 폐수를 중화 시킨다. 중화

공정 후 폐수에 존재하는 중금속 이온 및 부유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응집 침전 공정을 진행하며, 응집제로는

황산알루미늄(Al2(SO4)3), 황산철(FeSO4) 및 염화철

(FeCl2) 등의 무기응집제를 이용하여 폐수의 부유물과

금속을 응집 침전 시킨다15,16). 

따라서 Table 1의 슬러지의 SEM-EDS 분석 결과에

서 주성분으로 검출된 Fe는 폐수처리공정 시 무기응집

제로 첨가된 염화철 성분인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소량

의 칼슘(Ca)은 폐수의 중화반응 시 첨가된 수산화칼슘

(Ca(OH)2)에서 기인한 성분으로 판단되어진다.

슬러지의 건식환원 처리를 위해서는 슬러지가 함유하

고 있는 수분을 제거한 후 건식환원처리 공정에 투입되

어야 한다. 도금 및 세정공정에서 응집 침전된 슬러지

는 다량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분을 제거하

기 위해 건조공정을 거친다. 

Fig. 3(a)는 PCB 제조공정의 슬러지를 100, 300 및

500oC에서 1시간 동안 건조처리 후 건조 온도에 따른

슬러지의 열 중량분석(TGA)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초

기상태의 슬러지는 300oC까지 무게 감소가 일어나며

300oC에서 1,000oC의 온도구간에서는 무게 감소가 거

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며, PCB 슬러지는 약

60%의 수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100oC에서 1시간 건조된 슬러지는 as-received 슬러지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며 일부 무게 감소가 일어난 것으

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300oC 이상의 온도에서 건조한

슬러지는 무게 감소율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500oC에

서는 무게 감소율이 약 8% 정도로 관찰되었다. 이는

슬러지에 존재하는 수분이 결정수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일반적인 수분은 대기에서 약

100oC에서 기화된다. 슬러지의 열 중량분석(TGA) 결과

에서 보여 지듯이 as-received 슬러지와 100oC에서 건

조된 슬러지에서 약 100oC까지 급격한 무게 감소를 보

여주며, 이러한 무게 감소는 일반적인 수분이 증발하면

서 무게 감소가 일어난 것으로 분석되어 진다. 그러나

결정수는 결정성 물질에 함유된 수분으로서 이들의 증

발온도는 100oC 이상에서 기화된다. 따라서 300oC 이

상의 건조온도 이상에서 슬러지를 건조할 때 슬러지에

포함된 결정수도 증발이 됨을 알 수 있다. 건조온도에

따른 슬러지의 무게 감소율을 관찰한 결과 슬러지에 포

함된 수분이 제거되기 위해서는 약 500oC에서 건조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조된 슬러지의 상 분

석을 통해 건식환원을 위한 용제(flux) 및 슬래그 시스

템이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3(b)는 건조온도에 따른 슬러지에 대한 X-ray

회절 pattern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여지

는 바와 같이 As-received와 100oC에서 건조된 슬러지

는 전형적인 무정형 pattern을 나타내고 있으며, 300oC

에서 1시간 건조된 슬러지는 일부 CaCuFe2O5 상이 관

Fig. 3. Result of TGA (a) and X-ray diffraction pattern (b) of

PCB sludge with drying temperature at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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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되어졌으나 대부분 무정형의 pattern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300oC에서 1시간 동안

건조한 슬러지는 결정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정형의

X-ray 회절 피크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500oC에서 1시간 건조한 슬러지는 완전한 결정형태를

보이며 건조된 슬러지의 주요 상은 Fe2O3로 이루어져

있고 그 외에 CuO와 CuFe2O4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슬러지의 SEM-EDS 성분 분

석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슬러지에 응집침전을 위해

첨가된 염화철(FeCl2)이 주요 원소로서 건조 후 산화철

(Fe2O3) 형태로 존재하며 Cu는 구리산화물(CuO)로 존

재함을 확인 할 수 있다.

건조된 PCB 공정 슬러지의 건식환원 및 유가금속인

Cu의 회수를 위해서는 CuO의 환원을 위한 적정량의

환원제 투입과 환원된 금속과 비금속의 분리를 위한 용

제(flux)의 선정과 점도 제어를 위한 슬래그 시스템 선

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00oC에서 1시간 건조된 슬

러지의 화학조성을 ICP-OES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500oC에서 건조된 PCB 공

정 슬러지는 Fe 44.78%과 Cu 18.97%이 주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Mn과 Ni이 일부 검출되었다. 본 슬

러지의 화학조성을 기초로 상평형 계산 프로그램인

FactSage를 이용하여 슬러지에 존재하는 상들을 예측하

였다. 실험을 통해 얻은 슬러지 샘플의 조성에서 계산

의 편이성을 위해 미량원소들은 제외하고 Cu, S, Fe,

Mn, Ni와 O를 이용하여 슬러지의 온도변화에 따른 평

형을 계산하였다. 

Fig. 4는 슬러지의 화학조성을 기초로 Factsage를 이

용하여 계산한 온도에 따른 평형상들의 분포를 보여주

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1200oC 이상이 되면 gas 상

과 함께 액상의 슬래그가 형성이 된다. Gas 상의 경우

주로 산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액상의 슬래그의 경우 다

양한 형태의 산화물이 존재를 하고 있다. 1200oC 아래

에서는 주로 형성되는 평형상은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

(CuO)(Fe2O3), Fe2O3, Mn2O3, Spinel, (CuO)(CuSO4)

등의 상이 평형상으로 존재하게 된다. 위에서 언급했듯

이 500oC에서의 합금조성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500oC

Table 2. Average chemical composition of PCB sludge dried at 500oC for 1hr by ICP-OES

(*: wt.%, ppm)

Element Fe* Cu* Mn* Ni* S Ca Ag Al Co K Mg Na

sludge 44.78 18.97 3.32 1.42 0.59 4957 31 2617 152 1498 550 7408

Fig. 4. Phase distribution of sludge with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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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평형상은 Table 3과 같다. 표에서 보듯이 슬

러지 안에 존재하는 상 중 가장 많은 것은 Cu 산화물

인 (CuO)(Fe2O3)로 XRD 분석 결과와 같음을 확인하

였다.

3.2. 환원 반응(Carbothermic reaction)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슬러지 안에는 약 20 wt.% 정도

의 Cu를 함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Cu는 산화물인

CuO, CuFe2O4등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Cu의 회수

를 위해서는 Cu 산화물로부터 산소를 환원시킬 수 있

는 원소를 이용하여 Cu를 슬러지로부터 회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여러 고체상의 상대적인 환원성 및

산화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엘링감도표(Ellingham

diagram)17)에서 Cu를 환원 시킬 수 있는 원소 중 환원

제로서 탄소(C)을 이용하여 Cu 산화물을 환원하여 Cu

를 회수하고자 하였다. 식 (1)은 환원제인 C를 이용하

여 CuO가 환원될 때의 화학 반응식을 보여주고 있다.

2CuO + C = 2Cu + CO2 (1)

적정량의 C를 이용하면 슬러지 내에 있는 Cu만을

환원시킬 수 있지만, 과량의 C를 사용하게 되면 Cu 뿐

만 아니라 식 (2)와 같이 Fe2O3까지 환원이 되기 때문

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Cu만을 환원시킬 수 있는 C의

양을 알아내야 한다. 

Fe2O3 + C = 2FeO + CO  (2)

이를 위해 열역학 계산 프로그램인 FactSage를 이용

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슬러지 조성에서 Cu 산화물

만을 환원시킬 수 있는 C의 양을 계산하였다. Fig. 5는

500oC 슬러지 100 g을 기준으로 C의 첨가량에 따른 평

형상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5에서 보면 500oC에서 순수한 Cu를 슬러지로부

터 얻기 위해서는 빨간 점선의 원으로 표시한 바와 같

이 C가 슬러지 100 g당 최소 3.5 g이 첨가되어야지 순

수한 Cu가 석출될 수 있다. 또한 500oC에서 최대의

순수한 Cu를 얻기 위해서는 C가 약 4.3 이상 첨가되

어야 최대의 Cu를 얻을 수 있게 된다.

Fig. 6은 1500oC에서의 상평형 계산결과를 보여주고

Table 3. Equilibrium phase in sludge at 500oC

Phase wt.%

Gas(O2) 4.19

M2O3(0.967Fe2O3+0.303Mn2O3) 16.10

Bixbyite(0.399Fe2O3+0.601Mn2O3) 7.04

Spinel(0.494Fe3O4+0.506FeNi2O4) 5.66

(CuO)(Fe2O3) 62.61

(CuO)(CuSO4) 4.40

Fig. 5. Phase distribution of sludge with addition of carbon at 5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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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hase distribution of sludge with addition of carbon at 1500oC.

Fig. 7. Liquidus projection of Fe2O3-SiO2-CaO ternary sla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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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ernary phase diagram of Fe2O3-SiO2-CaO at (a) 1200oC, (b) 1300oC, (c) 1400oC, (d) 1500oC and (e) 16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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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C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슬래그 액상의 양이 감

소하면서 기상(gas)의 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의 양이 4 g 정도 되었을 때 순수한 Cu액상이

생성되며 그 후 C의 양이 10 g을 넘어서게 되면 순수

한 Fe가 생성되는 것을 계산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1500oC의 경우는 순수한 Cu

액상을 얻기 위해서는 C이 슬러지 100 g당 4 g 이상

첨가되어야 하며, 최대의 순수한 Cu 액상을 얻기 위해

서는 C의 양이 슬러지 100 g당 23 g 이상 첨가되어야

한다. 이때 얻을 수 있는 최대 Cu양은 18.89 g으로 처

음에 계산에 사용한 합금조성에서 Cu의 양이 슬러지

100 g당 18.97 wt.%, 즉 18.97 g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환원률은 99.5%가 됨을 알 수 있다.

3.3. 산화물 슬래그 시스템에 대한 열역학적 접근 

환원 금속과 슬래그의 상분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슬래그가 용융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슬래그의 융점이

작업 온도보다 낮아야 한다. 또한 슬러지로부터 Cu를

환원하기 위해서는 환원제인 탄소의 적절한 사용과 함

께 슬래그 조성 변화에 따른 점성의 변화에 대한 예측

도 필요하다. 슬래그의 점성이 증가하게 되면 Cu의 환

원은 속도론적 관점에서 불리해진다. 하지만 온도가 높

아짐에 따라 슬래그의 유동이 증가하여 내화제 손실 또

한 고려 사항이므로 내화제 보호와 양호한 Cu 환원률

을 얻을 수 있는 최적화된 온도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슬래그내의 Cu 산화물의 환원이 지속적으로 일어남에

따라 슬래그 조성 또한 지속적으로 변한다. 이는 반응

시간에 따라 슬래그상의 액상-고상 분율이 변함을 나타

낸다. 그러므로 Cu회수는 슬래그의 겉보기 점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슬래그의 점성은 고상의

석출이 있을 경우 증가하며, 슬래그의 고온물성 제어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를 위해 우선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플럭스

를 고려한 슬래그의 조성에서 온도변화에 따른 평형상

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Fe2O3-SiO2-CaO 3원계

슬래그 시스템에 대해서 액상선(liquidus projection)을

계산하였다. Fig. 8은 Fe2O3-SiO2-CaO 3원계 슬래그

시스템의 liquidus projection을 보여주고 있다.

3원계 상태도에서 본 연구에 사용한 슬래그의 조성은

Fe2O3 : SiO2 : CaO = 5 : 3 : 2로 빨간색 점으로 표시하였

으며, Fig. 7의 계산된 liquidus projection을 통해 해당

슬래그의 조성 변화 및 온도에 따른 석출되는 고상의

거동을 예측할 수 있다. 

용융 슬래그의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 생성되는 고상

및 액상 영역을 알아보기 위해 Fig. 8와 같이 1200oC

부터 1600oC까지의 온도에 따른 Fe2O3-SiO2-CaO 3원

계 상태도를 계산하였다. Fig.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00oC에서는 여러 가지의 산화물의 3상 영역들이 나

타나고 있으나 용융 슬래그 영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온

도가 1300oC로 올라가게 되면 이온도부터는 Fe2O3 및

SiO2 rich영역에서 부터 용융슬래그가 형성되기 시작한

다. 온도가 1400oC로 올라가면 Fig. 8(c)에서 보는 바

와 같이 3원계 상태도 중간 영역에서 용융슬래그 단상

영역이 나타나게 된다. 온도가 1500oC 이상이 되면 용

융슬래그 단상영역이 확장되는 것을 Fig. 8(d)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저융점 슬래그 영역이 나타

나는 영역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원계 슬래그 상

태도의 중앙영역이라 볼 수 있다. 

환원율 향상을 위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슬래그의

점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온도와 슬래그 조성 변화에 따

른 점성의 변화를 FactSage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Fe2O3가 40 wt.%부터 60 wt.%일 때 SiO2와 CaO의 변

화에 따른 점성을 계산하였다. Fig. 9은 슬래그 내

Fe2O3 조성이 60 wt.%일 때 CaO변화에 온도별 점성

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Fig. 9에서 보듯이 Fe2O3 조성이 60 wt.%인 경우 모

든 온도에서 CaO 함량이 증가(SiO2 함량이 감소)함에

따라 점성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CaO

조성에서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성이 감소하는 경

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Fe2O3 60 wt.%인 경우에는 CaO

가 10 wt.%일 때 1300oC에서 점도(viscosity) 값이

Fig. 9. Calculated viscosity of slag according to temperature

when Fe2O3 composition in slag is 60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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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로 가장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Fe2O3가 50

wt.%인 경우에도 60 wt%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CaO

함량이 증가(SiO2 함량이 감소)함에 따라 점성이 낮아

지며 온도가 증가할수록 점성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10). 이 경우 CaO가 10 wt.%일 경우

1300oC에서 16.305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며, Fe2O3

가 60 wt.% 일 때의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 온도 변

화에 따른 점성이 변화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Fig. 11는 Fe2O3 40 wt.%인 경우의 슬래그 점성의 변

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CaO함량 변화 및 온도변화에 따

른 경향성은 앞의 두가지 경우와 마찬가지이며 1300oC

에서 CaO 10 wt.%일 때 83.226으로 가장 높은 점성

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에서 보듯이 CaO함량이 낮

아지는 경우(SiO2 함량이 높아지는 경우) 점성이 급격

하게 증가하며 또한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슬래그의 점

성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열역

학 계산결과를 통해 낮은 슬래그의 용융온도와 점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슬래그 조성이 예측 가능하다.

이를 통해 슬러지로부터 Cu를 환원할 때 환원률을 높

일 수 있는 최적의 실험 조건을 얻을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PCB 제조공정 중 발생한 동 함유 슬

러지에서 구리를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건식환원공정

을 적용하기 위해 슬러지의 분석을 통해 건식환원을 위

한 최적의 슬래그 조성 및 환원제 조성 탐색에 대한

열역학적 계산을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본 연구에 사용된 PCB 도금 및 에칭 공정에서

발생한 슬러지는 Fe 및 Cu가 주성분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Ni, Mn 및 Zn이 일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관

찰되어졌다. 슬러지에 포함된 Fe 원소는 폐수에 존재하

는 금속 이온을 응집하기 위해 첨가된 염화철(FeCl2)

성분인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2. 슬러지는 시차 열 중량분석(TGA) 결과 약 60%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슬러지 내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100 ~ 500oC에서 건조 시 약 500oC에서 1시간

동안 유지한 슬러지에는 대부분의 수분이 제거되는 것

으로 관찰되었다. 500oC에서 건조된 슬러지는 Fe2O3,

CuO 및 CuFe2O4상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XRD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3. 탄소환원반응을 이용한 슬러지 내 구리 회수를 위

한 적정 탄소의 양은 슬러지 100 g 당 약 4.3 g 이상

이 필요하며, 슬러지에 존재하는 구리 성분을 최대로 회

수하기 위해서는 1,500oC에서 슬러지 100 g 당 탄소

23 g이 첨가될 시 이론적으로 약 99.5%의 구리를 회수

할 수 있음을 열역학 계산을 통해 알 수 있었다.

4. 슬러지 내 금속을 회수하기 위한 건식환원공정 시

환원 금속과 슬래그의 상 분리를 촉진하기 위한 슬래그

조성은 PCB 공정 슬러지의 주요상인 Fe2O3를 기반으

로 한 Fe2O3-CaO-SiO2 3원계 슬래그 시스템에 대해서

liquidus projection을 계산하여 예측하였으며, Fe2O3 조

성이 60 wt.%인 경우 모든 온도에서 CaO 함량이 증가

(SiO2 함량이 감소)함에 따라 점성이 감소하고 CaO 조

성에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Fe2O3 60 wt.%인 경우에는 CaO가 10

wt.%일 때 1,300oC에서 점도(viscosity) 값이 3.5로 가

장 높은 값으로 계산되어 건식환원 공정에 적용하여 슬

러지 내 Cu를 회수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Fig. 10. Calculated viscosity of slag according to temperature

when Fe2O3 composition in slag is 50 wt.%.

Fig. 11. Calculated viscosity of slag according to temperature

when Fe2O3 composition in slag is 40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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