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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구리는 뛰어난 전기전도성 및 열전달 특성으로 인해 많은 전자기기 및 건축 부품에 활용되고 있고 니켈 등 다른 도금의 밑 도금

으로 사용되는 등 현대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소재이다. 뿐만 아니라 차세대 산업군에서 배선, 센서, 데이터 장비의 사용

량과 중요도가 더욱 커지면서 그 활용도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유럽발 경제위기, 중국 경제 저성장 기조, 트럼

프 대통령의 공공 산업설비 투자 공약 등에 따라 가격이 급동하는 추세를 보여 안정적인 수급 확보 및 자원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국내 구리 사용량의 거의 대부분을 전기동을 이용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상용화 되고 있는 구리 재활용 기

술과 연구 단계에 머물고 있는 구리 재활용 기술을 구분하여 각각의 기술적 수준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각 공정별 특징과 향후

기술개발이 요구되는 분야를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주제어 : 구리, 재활용, 폐자원, 도시광산

Abstract

Copper is used in many electronic components and construction parts due to its excellent electrical conductivity and heat trans-

fer characteristics, and also used for pre-plating for double layer coating such as nickel, so that copper is an essential material

in modern industry. Despite the expected increase of usage and importance on wiring, sensors and data equipment in the next

generation industries, it is hard for securing stable copper supply and resource management resulting from the copper prices are

fluctuating owing to the economic crisis in Europe, the low economic growth trend in China, and President Trump's commitment

to public industrial facilities investment in U.S.. Since most of the domestic copper consumption is used by electrolytic copper

cathode, we studied not only copper recycling technology which is being commercialized but also current research trend under

the research stag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rocess and the areas where future recycling technology

development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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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원자번호 29번 원소인 구리(Cu)는 전성과 연성이 좋

으며, 무르기는 하나 다른 원소를 첨가하면 단단해지는

성질로 인해 예로부터 주석(Sn), 아연(Zn), 니켈(Ni) 등

과 합금을 이루어 청동(bronze), 황동(brass), 백동

(Cupronickel) 등으로 사용되었다. 인류가 구리를 사용

한 것은 최소 약 1만 년 전쯤으로 원소 형태로 존재하

는 구리를 채집하고 이를 가공하여 사용했을 것으로 여

겨지고 있고, 현대에 사용하고 있는 구리의 분말 야금

법은 1830년에 발견되었다. 현대 산업에서 구리의 수요

가 크게 늘게 된 계기는 인류가 전기를 사용하면서 부

터이다. 1876년에 현대식 구리 전기도금 공장이 가동을

시작하였는데,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이 발명되고 전기

가 여러 곳에 공급되면서 전선에 사용되는 구리 수요가

크게 늘게 되었다. 현재 구리 사용량의 약 60%가 전선

에 사용되고 있으며 기타 여러 전자 기기에도 구리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알루미늄보다 열을 잘 통

과시키고 분산시키기 때문에 전자기기의 방열기(heat

sink)나 열 교환기로 사용되고 있으며 PCB 내의 inter

connector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구리의 약 20%는 송

수관과 지붕 재료로 사용된다. 구리의 잘 부식되지 않

고 열을 잘 통하는 성질을 이용하면 주택이나 아파트에

서 사용되는 수도관과 난방용 배관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리는 전기도금에 쓰이기도 하는데, 구

리도금은 니켈 등 다른 금속 도금의 바탕이 되는 밑

도금으로 이용된다. 구리의 분말 야금법이 발견되기 전

까지는 천연 구리 금속을 사용하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천연 구리를 찾기가 어렵고, 지금 사용하는 구리는 거

의 모두가 구리 광석에서 제련해서 얻거나 이전에 이미

사용한 것을 재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구리는 철, 알

루미늄 다음으로 많이 재활용되는 금속으로, 미국의 경

우 사용되는 구리의 약 절반 이상이 재생 구리이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구리는 거의 대부분 전기동으로,

LS-Nikko와 고려아연에서 2009년 기준으로 531,701톤

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져있다1). 국내 구리 광석은 금광

개발의 부산물로 간헐적으로 소량씩 생산될 뿐 이를 주

광종으로 개발하는 광산은 없으며, 2008년 기준으로 충

북의 금풍 연/아연광산에서 부산물로 4톤 정도 생산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외와 마찬가지로

많은 양의 구리가 재활용되고 있는데 구리 함유 폐 스

크랩은 주로 건설산업, 수송장비, 금속제품, 전기 및 전

자기기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HS-Code 740400으로 분

류하여 수·출입도 하고 있다. 하지만 수집된 구리 스

크랩 중 품위가 높은 동스크랩(상동, 중동 등)은 국내에

서 재자원화되고 있지만, 그밖에 저품위 스크랩이나 자

동차 부품, 구리 드로스 등에 포함된 구리는 재자원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용화 되고 있는 구리 재활

용 기술과 연구 단계에 머물고 있는 구리 재활용 기술

을 구분하여 각각의 기술적 수준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

다. 상용화된 구리 재활용 기술은 크게 고상 스크랩(폐

전선 및 황동 스크랩)을 이용한 기술과 액상 스크랩

(PCB 에칭 폐액)을 이용한 기술로 구분하였고, 연구 개

발 단계인 기술로는 구리 드로스 재활용 연구에 대해

조사하였다. 각각의 공정은 원료의 구분 및 정의에 대

해 서술하였으며, 원료에 따라 상이한 공정 및 공통 기

술을 구분하여 ‘원료-단계별 기술-최종 산물’의 형태로

기술 흐름도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서술한 기술적

구분 및 특징들의 상세한 분석을 통해 기술적인 이해도

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뿐만 아니라, 기타 금

속 재활용 기술에 적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폐 전선 및 황동 스크랩을 이용한 재활용 상

용화 기술

국내 폐 전선 및 황동 스크랩을 이용한 재활용 기술

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서원, 대창 등이 있으며,

이들 업체에서는 합금의 형태 및 함유 물질 등에 따라

파/분쇄, 절단, 선별 등의 전처리 공정을 거친 후 주조

및 압출 공정을 통해 잉곳, 빌렛, 황동봉, 황2종 형태로

제조한다. 

제조 공정은 최종제품의 형태 및 크기, 생산성을 고

려하여 연속주조법, 수평/수직 연속주조법, 압출법 등을

사용하고, 각 제품별 제조 조건은 사용처에서 요청하는

Table 1. Summary of waste brass scrap and their used place

Materials Application

Brass ingot Faucet

Brass rod Machinery parts, Valve

Ni-Al-Bronze ingot Marine propellers

Brass
EDM wire, Machinery parts, 

Electronic component

Brass billet Brass rod



국내 구리 함유 폐자원의 재활용 상용화 기술 및 연구동향 분석 5

자원리싸이클링 제 28권 제 1호, 2019

요구사항에 맞게 합금을 제조하게 된다. 원료별로 공급

하는 수요처 종류는 Table 1에 정리하였으며, 동 스크

랩 구분에 따른 상용화된 재활용 기술은 Fig. 1에 나타

내었다. 

2.1. 구리 스크랩의 구분

현재 구리 재활용을 위하여 수집되고 있는 구리 스크

랩의 종류는 크게 14개로 구분된다(Table 2). 순수 구

리(밀베리, 베리), 소량의 납, 철, 니켈, 주석을 함유한

구리 합금(버찌, 클립, 클로브, 코브라, 하니, 오션), 소

량의 아연, 납, 철, 니켈, 주석을 함유한 구리 합금(레이

스, 레이크, 나이트, 노베, 팔루, 에보니) 등 함유 금속

에 따른 분류 뿐만 아니라 형태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2.1.1. 밀베리(Mill Berry: No.1 copper wire)

동선 규격 1번 선으로 규정되며, 통상적으로 Mill

berry라 부르는 굵은 구리 전선을 말한다. 다른 금속으

로 코팅 되지 않고, 합금 되지 않은 피복이 제거된 동

선의 설형태로 영국기준규격 16번선(No. 16 B&S wire

gauge, 통상 1.6 mm) 이상의 굵기이어야 한다. 경동선

과 고압으로 압축된 재료는 매입자와 매도자 사이의 합

의에 따른다.

2.1.2. 베리(Berry: No.1 copper wire)

동선 규격 1번 선으로 규정되며, 통상적으로 Berry,

Grease mel berry 라 부르는 오래된 굵은 전선을 말한

다. 다른 물질 및 더러운 물질이 없는 동설로서 주석이

묻지 않고, 다른 금속으로 코팅 되지 않고, 합금 되지

않은 피복이 제거된 동선과 전선으로 영국기준규격 16

번선(No.16 B&S wire gauge, 통상 1.6 mm)보다 작은

굵기이어야 한다. 이 때 과도하게 태워서 부서지는 선

은 제외하며 압축된 재료는 매입자와 매도자 사이의 합

의에 따른다.

2.1.3. 버찌(Birch: No.2 copper wire)

동선 규격 2번으로 규정되며, 통상적으로 Mill Birch,

T-Birth, Enamel Birch라 부르는 얇은 전선을 말한다.

전기분해 시험에 의해 분류 되는 것에 따라 일반적으로

96% (94% 이상)의 구리 함유량을 지닌 혼합적이면서

도 합금 되지 않는 동선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과다하

게 납, 주석을 함유하거나 납땜된 동설, 납으로 때운 동

선, 황동선과 청동선, 지나치게 기름이 함유된 것, 철과

비금속, 타지 않은 절연 전선, 머리카락 정도의 가는 선,

Fig. 1. Commercial recycling process of waste copper wire and bass scrap. 

Table 2. List of copper scrap and their description

Name Description Components

Berry No.1 copper wire Cu

Cliff No.2 copper Cu, Pb, Fe, Ni, Sn

Clove No.1 copper with nodules Cu, Pb, Fe, Ni, Sn

Cobra No.2 copper with nodules Cu, Pb, Fe, Ni, Sn

Honey Yellow brass scrap Cu, Pb, Fe, Ni, Sn

Lace
Brass shell cases without 

primers
Cu, Zn, Pb, Fe, Ni, Sn

Lake
Brass small arms and rifle 

shells, clean fired
Cu, Zn, Pb, Fe, Ni, Sn

Night Yellow brass rod turnings Cu, Zn, Pb, Fe, Ni, Sn

Label New brass clippings Cu, Zn, Pb, Fe, Ni, Sn

Pallu
Aluminum brass condenser 

tubes
Cu, Zn, Pb, Fe, Ni, Sn

Noble New yellow brass rod ends Cu, Zn, Pb, Fe, Ni, Sn

Ebony Composition or red brass Cu, Zn, Pb, Fe, Ni, Sn

Ocean
Mixed unsweated auto 

radiators
Cu, Pb, Fe, Ni,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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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지도록 과도하게 태운 선, 그리고 재 부분이 과다

해서는 안 된다. 압축된 재료는 매입자와 매도자 사이

의 합의에 따른다.

2.1.4. 클립(Cliff: No.2 copper)

동선 규격 2번으로 규정되며, 통상적으로 재련용 구

리 등으로 부르는 오래된 구리 파이프 및 구리를 지칭

한다. 전기분해 시험에 의해 분류 되는 것에 따라 일반

적으로 96% (94% 이상)의 구리 함유량을 지닌 동선

설로 구성된다(파이프, 판대, 괴타입).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납을 함유하고 있는 것, 주석이 묻은 것, 납으로

때운 동선, 황동선과 청동선, 기름이 지나치게 함유된

것, 철과 비금속, 연결동 이외에 다른 부분을 가진 동관

또는 침 슬라임을 가진 동관, 납땜한 동선과 절연 전선,

머리카락처럼 가는 선, 부서지도록 과도하게 태운 선은

포함되지 않는다. 압축된 재료는 매입자와 매도자 사이

의 합의에 따른다.

2.1.5. 클로브(Clove: No.1 copper wire nodules)

동선 규격 1번 나 동선의 결절, 잘게 썰은 전선으로

규정되며, 통상적으로 Mill Berry를 잘게 자른 것, fine

gauge 전화선을 자른 것, heavy gauge 굵은 전선을 자

른 것 등으로 부른다. 코팅, 합금 되지 않은 동선 규격

1번 나 동선의 작은 결절(nodules), 잘게 자르거나

(chopping), 썰은 것(shredded)으로, 주석, 납, 아연, 알

루미늄, 철, 기타 금속재의 불순물, 피복 및 기타 물질

의 오염 등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최소 구리 함유량은

99%이며, 영국기준규격 16번선 이상의 굵기를 가진 동

선, 케이블 스크랩을 파쇄한 것으로 이루어진다. 압축된

재료는 매입자와 매도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다. 

2.1.6. 코브라(Cobra: No.2 copper wire nodules)

동선 규격 2번 선의 결절로 규정되며 전선을 잘게

썰은 c급의 구리 결절이다. 합금 되지 않은 동선 규격

2번 동선의 작은 결절 혹은 잘게 자르거나 썰은 것으로,

동 함유량이 97% 이상이어야 하며, 금속 불순물의 함

유량이 알루미늄 0.50%, 기타 금속 또는 피복이 각

1% 이내이어야 한다. 압축된 재료는 매입자와 매도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다.

2.1.7. 레이스(Lace: Brass shell cases without primers)

발사된 70/30 황동의 탄피로 규정되며, 대탄피의 뇌

관이나 기타 다른 외부 물질들은 제외 되어야 한다.

2.1.8. 레이크(Lake: Brass small arms and rifle shells,

clean fired)

발사된 70/30 황동의 소총 탄피로 규정되며(소탄피),

탄알이나 철, 기타 다른 외부 물질이 제외되어야 한다.

2.1.9. 나이트(Night: Yellow brass rod turnings)

황동 봉/선재의 절삭 후 생성된 절삭설로 규정된다.

알루미늄, 망간, 합성 제품, 포금 절삭설이 포함되어서

는 안 되고, 철분, 수분 및 기름이 3% 이상 초과되어

서도 안 된다. 연마재 가루와 배빗 합금도 제외된다. 주

석 함량이 0.3%를 초과해서도 안 되고, 합금된 철의

함유량도 0.15% 이상 초과해서도 안 된다.

2.1.10. 노베(Label: New brass clippings)

납이 없는 황동판과 이를 절단, 펀칭한 형태로만 규

정된다. 도금, 오염된 것과 Muntz metal, naval brass

는 제외되어야 하며, 크기가 1/4 inch 이하로 펀칭된

것이 10% 미만이어야 한다.

2.1.11. 팔루(Pallu, Aluminum brass condenser tubes)

열교환기의 파이프를 지칭하는 것으로써, 8:2 황동에

Al이 약 2% 첨가된 알루미늄 황동 스크랩을 의미한다.

순수하고 질이 좋은 스크랩으로 니켈 및 주석이 합금으

로 포함된 것은 제외한다.

2.1.12. 노블(Noble, New yellow brass rod ends)

황동 봉을 자르고 남은 끝 부분 또는 선으로 연신

후 남은 끝 부분으로, 주석이 0.30% 이하, 철 0.15%

이하이어야 하며, 단조봉, MUNTZ 합금, 네이벌 황동

또는 합금과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하고, 그 크기는

12 inch 이내의 조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1.13. 에보니(Ebony, Composition or red brass)

청동 스크랩으로 밸브류, 기계류 등의 부품으로 구성

된다. 주로 구리, 주석, 아연, 납으로 합금되어 있으며

구리, 주석 함량에 따라 등급이 나뉘어 진다. 실리콘이

나 알루미늄 합급 스크랩, 각종 황동 스크랩 등 다른

스크랩은 제외 되어야 한다.

2.1.14. 오션(Ocean: Mixed unsweated auto radiators)

알루미늄 라디에이터 및 철 라디에이터가 포함되지

않은 자동차 라디에이터로 구성된다. 중량 계산에서 모

든 라디에이터의 실제 철분 양은 감량해야 하며,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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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지 않는 한 무게표 상에 라디에이터의 총 중량이

표시되어야 한다.

2.2. 전처리 공정(파·분쇄, 선별 공정)

폐 스크랩의 재활용 공정을 거치기 전에 이물질 제거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전처리 공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

며, 현장에서 활용되는 전처리 기술에는 파쇄·분쇄 기

술, 선별 공정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수집된 구리 스크

Fig. 2. Classification of copper scrap; (a) Berry, (b) Birch, (c) Cliff, (d) Clove, (e) Cobra, (f) Hhoney, (g) Lace, (h) Lake, (i)

Night, (j) Label, (k) Pallu, (l) Noble, (m) Ebony, and (n)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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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에서는 세라믹, 로재, 흑연 등이 이물질로 존재하는데

이러한 이물질과 목적금속(구리)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볼 밀링 공정이 사용된다. 볼 밀링 공정을 거치는 동안

용해재 내 목적금속과 엉겨붙은 이물질이 제거되며, 동

시에 알맞은 크기로 분쇄된다. 제거된 이물질은 크게 자

성을 띄는 물질(고철, 스테인레스)과 나머지 것(세라믹,

로재)들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자성이 존재하는 이물질

은 자력선별을 통해 선별하고 나머지 이물질은 인력을

통해 수작업으로 선별 및 제거를 한다. 폐전선의 경우

구리선을 덮고 있는 피복(젤리 케이블)을 제거하기 위

한 전처리 공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폐전선을 잘게

분쇄한 후 비중선별을 통해 피복과 목적금속을 분리

한다.

2.3. 용해

전처리를 거친 구리 스크랩들은 한 대 모아진 후 용

해를 거쳐 합금으로 제조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구리

와 아연의 비율에 따라 합금의 조성이 결정된다. 구리

스크랩의 용해 시 업계에서는 주로 저주파 유도로를 사

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저주파 유도로

는 50-60 Hz의 상용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지칭하며,

고주파 유도로는 1-10 kHz를 사용하는 것으로 구분하나

이는 정확한 분류방법은 아니며 로의 구조에 홈통이 있

고 철심이 있는 유구형(저주파 유도로)과 무철심형(고주

파 유도로)으로 나누는 것이 올바른 분류방법이다2). 한

편 구리 스크랩 용해 시에 사용하는 저주파 유도로는

작동 형태에 따라 도가니형(crucible type)과 구형

(channel type)으로 구분된다.

2.3.1. 도가니형 유도로

도가니의 바깥부분에서 코일을 감고 전류를 흘려주며

발생하는 joule 열에 의해 금속을 용해하는 방법이다.

구형 유도로에 비해 냉재 스타트가 가능하며 소량 다품

종 용해에 적합하고 잔탕이 필요없으므로 성분변화가

용이하여 단속조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열효

율이 작고 기본구조를 유지하는 일체형이기 때문에 로

수명이 짧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투입되는 원료의 형태

는 덩어리 형태보다 작은 절삭칩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

은데 이는 로의 교반력이 강하여 좀 더 작은 형태의

용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2.3.2. 구형 유도로

구형 유도로의 원리는 단상의 교류변압기에 구형의 2

차 코일을 설치하고 여기에 목적금속을 녹이는 것으로,

1차 코일에 변압 전류를 흘리면 목적 금속내 유도되는

2차 전류에 의해 금속이 용해되는 것이다. 도가니형 유

도로에 비해 대용량 처리가 가능하지만 교반력이 약하

기 때문에 주로 덩어리 형태의 스크랩을 처리한다. 구

형 유도로의 장점으로는 구조변경이 용이하며 발열 및

용해실이 분리되어 로 및 전력 용량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용해 및 주조 후 로에 잔탕이 남아 있

어야 다음 용해 작업이 가능하므로 재질변경이 적고 성

분변화가 적은 소재의 용해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반

드시 연속 조업을 해야하는 단점이 존재한다.

2.4. 주조 

용융금속에서 반제품의 잉곳이나 최종제품의 주물을

제조하기 위한 중간공정으로 용해된 동 합금을 가공이

용이한 형태로 제조하는 과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동

및 동합금 주조에서 사용되는 주조법은 대량생산 및 품

질향상이 가능한 연속주조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연속주조법은 다시 수직연속주조법(Vertical continuous

casting, VCC)과 수평연속주조법(Horizontal continuous

casting, HCC)으로 구분된다. 구리 재활용 공정 중 주조

Fig. 3. Schematic diagram of (a) induction crucible-type furnace and (b) channel type induction furn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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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통해 생산하는 품목은 빌레트, 잉곳 등이 있다.

2.4.1. 수직연속주조법

수직연속주조법은 주조 공정 중 투입된 금속이 도가

니 바닥에 있는 수냉식 다이로 흘러 내려감에 따라 합

금의 응고가 발생하는 공정이다. 주조된 제품은 다이 아

래의 롤러를 통해 수직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이동하며,

롤링 속도 및 응고 속도 제어 등을 통해 주조된 금속

의 결정구조나 야금학적 특성을 제어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탕면덮음 등의 목적으로 장입되는 용제가 도가니

벽측에 압착되어 내화물의 마모 및 손실, 용탕의 산화

및 산화물의 말림이 발생하기 쉽다는 단점에도 불구하

고, 주조 장비의 기본구조를 유지하는 일체형 타입으로

작업 시 잔탕이 필요없으므로 성분변화가 용이하여 단

속조업이 가능한 장점으로 인해 비철금속의 주조에 많

이 사용된다3).

2.4.2. 수평연속주조법

구리 봉, 판, 관 등의 제조에 사용하는 주조법으로,

주조되는 동안 용탕이 도가니의 앞쪽에서 수냉된 다이

안으로 흘러나오며 응고가 일어난다. 주조되는 과정은

구동 롤러가 주조되는 동안 용탕의 무게를 지탱하는 롤

러 테이블을 따라 응고된 금속을 수평방향으로 당기면

서 발생하며, 수직연속주조와 같이 ‘용해로-홀딩로-주조

기-인출장치-절단기’로 구성된다. 복잡한 형상의 동 합

금을 near net shape으로 정밀하게 성형할 수 있다는

장점 뿐만 아니라 정비성이 양호하고, 설비비가 쌀 뿐

만 아니라 설치 장소에 대한 제약이 적어 대량생산에

적합한 방식이다. 하지만 주조시 발생하는 주형하단부

의 편마모가 심하고 상하조직 편차 및 첨가원소의 편석

등의 단점이 존재한다4). 

2.5. 압출 

황동봉이나 황2종(wire)를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공

정으로 재료를 컨테이너 속에서 압축하여 금형 구멍을

통하여 원래보다 단면적을 작게하고, 원하는 형태로 만

드는 가공법을 말한다. 공정이 간단하고, 압출력이 높기

때문에 제품의 재질이 치밀해지며, 기계적 성질도 향상

된다. 압력 작용방향으로 제품이 나오는 직접압출법

(direct extrusion)과 압력 작용 반대방향으로 제품이 나

Fig. 4. Schematic diagram of (a) horizontal and (b) vertical continuous casting.

Fig. 5. Schematic diagram of (a) direct and (b) indirect extr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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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간접압출법(indirect extrusion)으로 구분된다. 

2.5.1. 직접 압출법

전방압출이라고도 하며 빌렛이 피스톤 역할을 하며

전방으로 압출되는 방법이다. 빌렛은 용기의 벽면과 지

속적인 마찰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한 매우 큰 램 하중

이 발생한다. 가장 마지막으로 압출된 부분은 금속유동

에 의해 압출봉의 중심 또는 내부에 압출 파이핑 결함

이 형성되고, 이것은 제품의 심각한 불량을 초래할 수

있다5). 따라서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빌렛의 뒷부

분은 버리고 압출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생산수율이 낮아

지는 문제점이 생긴다. 뿐만 아니라 압출 초기와 압출

후기의 빌렛 온도 차이로 인해 압출된 봉의 기계적 특

성 편차가 발생하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한 방법으로는 빌렛가열 시 구배 가열법을 사용하거나,

압출 후 냉각방법을 개선하는 방법 등이 있다5).

2.5.2. 간접 압출법

후방압출이라고도 하며 전방의 램을 이용하여 다이를

밀어 빌렛을 가압하는 압출법이다. 다이가 빌렛쪽으로

움직이거나, 다이를 지지하는 스템을 정지시켜 두고 빌

렛을 가진 컨테이너를 움직이므로, 빌렛과 용기의 벽면

에서의 마찰이 거의 없다. 따라서, 압출에 필요한 동력

소비가 작고, 낮은 온도에서 작업이 가능할 뿐만 아니

라 대량생산에 적합한 방식이다. 또한 금속유동이 균일

하기 때문에 결함이 적어 생산수율이 높고, 압출조직이

균일하여 제품의 신뢰도가 높고 기계적 특성이 우수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계 구조가 복잡하고, 표면 산화

층이 다이에 증착되어 제품의 표면에 묻어나오기 쉬우

며, 빌렛 온도 유지 및 밀폐를 위한 고도의 축적된 기

술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5).

3. 구리 함유 폐액을 이용한 재활용 상용화 기술

반도체나 인쇄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 PCB)

에는 무수히 많은 패턴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패턴들을

배치할 때 필요없는 부분들을 부식시켜 제거하는 기술

을 에칭 공정이라고 하며, 이때 구리, 철 등의 물질을

함유하는 에칭 폐액이 다량으로 발생한다6,7). 구리함유

에칭 폐액은 순수 동판을 에칭시킨 것(염화구리 에칭

폐액)과 합금된 동판을 에칭시킨 것(알칼리 에칭 폐액)

두 가지로 구분된다8-10). 염화구리 에칭폐액은 과산화수

소를 이용한 반응과 염소산나트륨을 이용한 반응으로

나뉘며, 최근 국내 PCB 생산업계에서는 환경적인 문제

로 인해 알칼리 에칭 폐액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염화

구리 에칭 폐액을 이용하여 매년 5만톤 규모로 발생하

는 폐액을 처리하고 있다6).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경우 식 (1), (2)와 같은 반응을

따르며, 염산을 첨가제로 이용하여 안정된 부식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6). 

Cu + CuCl2 → 2CuCl (1)

2CuCl + H2O2 + 2HCl → 2CuCl2 + 2H2O (2)

염소산나트륨을 이용한 경우 식 (3)-(5)에 따라 구리

를 용해시킨다. 염화나트륨 및 기타 염류와 혼합되어 사

용되고 자체분해가 적어 염소가스 발생이 적고 에칭속

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6,11).

6CuCl + NaClO3 + 6HCl → 

6CuCl2 + NaCl + 3H2O (3)

3Cu + NaClO3 + 6HCl → 

3CuCl2 + NaCl + 3H2O (4)

Cu(OH)2 + 2HCl → CuCl2 + 2H2O (5)

구리함유 폐액이 발생하는 또다른 분야는 반도체 리

드프레임 에칭 공정이다. 리드프레임에서 구리는 반도

체 내부와 외부회로를 연결해 주는 전기도선의 역할을

하는데, 구리합금소재를 사용할 경우 구리 이외의 철,

니켈, 아연 등이 포함되며 이를 에칭하기 위한 에칭제

로는 염소산나트륨이 사용된다12). 리드프레임 에칭 폐

액은 지정폐기물로 지정되어 회수되고 있으며, 발생량

은 연간 약 7,000톤 이상으로 알려져있다6).

3.1. 침전법을 이용한 염화동 폐액 재활용 방법

PCB 에칭 폐액에서 회수하는 시안화제1동은 동이나

철의 전기도금이나, 살충제, 살균제 등에 사용되며, 특

히 동 도금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동 도금용으

로 사용하는 시안화제1동은 불순물로 철 성분이 포함되

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13), PCB 에칭 공정에서

발생하는 구리 함유 에칭 폐액의 경우 염화동이 약 10-

22 wt% 함유되어 있고, 철 성분이 5-20 wt% 함유되어

있다. 따라서 에칭 폐액 속에 함유되어 있는 철 불순물

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염화구리를 시안화제1구리로

치환하는 기술이 필수적이다. 

현재 염화구리 함유 폐액에서부터 구리를 재활용하는

상용화 공정은 염화구리 폐액에 과잉의 금속 동과 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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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을 가하고 약 70-95oC로 가열하며 염화제1구리

를 얻는 방법이 있다. 반응 중 용액의 색깔은 청색/청

록색에서 흑갈색으로 변한 후, 다시 투명한 용액으로 변

하며 환원반응이 완결된다. 이러한 반응은 아래 식 (6),

(7)과 같은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CuCl2 + Cu + 2NaCl → 2CuCl + 2NaCl (6)

CuCl + NaCN → CuCN(↓) + NaCl (7)

위와 같은 반응을 거쳐 얻어진 반응물은 여과 과정을

통해 미반응 금속 분말들을 제거하며, 남은 여액은 수

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등의 염기 용액을 이용하여 pH

를 3.8-4.8 정도로 조정한다. 이후 폴리아크릴아미드계

양이온의 응집제 등을 사용하여 응집시키면 철 성분이

함유된 응집물 및 미환원 동염 등을 분리하여 제거할

수 있고, 여기에 시안화나트륨을 반응시키면 백색의 시

안화제1동이 침전된다. 이렇게 생산된 시안화제1동은

알칼리 동도금용, 동합금 도금 촉매, 안료 등으로 사용

된다13). 

4. 동 드로스를 이용한 재활용 기술 연구 개발

도시광산으로부터 동 및 동합금 추출 시, 제련 공정

중에 드로스 및 분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드로스 및 분진은 동광석보다 10배 이상의 동 함유량

을 가지며, 재활용 가치가 매우 높은 희유금속 및 귀금

속이 미량으로 함유되어 있다. 동 및 동합금 제련 드로

스 발생량은 연간 12만톤 수준으로 약 4,80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분진으로 발생하는 폐

기물은 연간 4만 톤으로 640억 원의 가치가 있어 이러

한 드로스와 분진의 재활용 시 연간 총 16만 톤,

5,440억 원의 자원회수가치가 있다고 평가된다14). 하지

만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중 재활용 되고 있

는 양은 일부분으로, 거의 대부분을 매립하거나 해외로

매각하고 있어 동 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전처리

기술 및 유가금속의 건식 회수 기술 개발이 절실히 요

구되고 있다. 

동 드로스 및 분진은 일반적인 용융 방법으로 금속

matte를 만들기 어려운 난용해성 원재료일 뿐만 아니라

산화물, 세라믹, 탄화물, 기타 이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

으므로 이러한 이물질을 선별하는 전처리 및 농축기술

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동 및 동합금 도시광

산 원재료 종류에 따라 드로스 및 분진에서 회수 가능

한 유가금속의 함량이 다르므로 적정한 맞춤형 공정기

술이 필요하며, 재자원화 공정 중에 발생하는 2차 분진

의 회수를 통해 기존 분진과의 공통 재자원화 기술 적

용이 필요하다14). 현재 고려아연과 지알엠에서는 호주

의 Ausmelt에서 개발된 TSL(Top Submerged Lance)

공법을 이용하여 비철제련 부산물을 재활용하고 있으나

동 드로스나 분진 등의 재활용에 대한 특화된 국산 기

술은 없는 실정이며, 이에 (주)서원에서는 글로벌전문기

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

지 고등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충남대학교, 한

국교통대학교와 저품위 동 및 동합금 부산물의 재자원

화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였다(Fig. 6). 

4.1. 전처리

황동 용해과정에서 발행하는 황동 드로스는 고철, 스

테인리스, 세라믹, 로재 등의 이물질 엉켜있거나 붙어있

다. 이러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파쇄기에서는

드로스의 크기가 50 cm 이상을 대상으로 분쇄기(Ball

mill)에 투입을 가능하도록 파쇄를 한다. 파쇄된 드로스

는 분쇄기(Ball mill)에 투입 후 분쇄과정을 거친다. 분

쇄 과정에서 발생된 분진들은 1차 Cyclone과 2차 Bag

filter에 포집되고 분쇄되지 않은 드로스는 컨베이어로

배출된다. 1차 컨베이어에 부착된 자력선별기로 자력선

별(고철, 스테인레스)하고 자력선별되지 않은 기타 불순

물(세라믹, 로재)은 수선별을 통해 제거된다.

동 합금 제련시 발생한 드로스를 파쇄 및 분쇄하여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포집한 5종의 분진에 대한 성분

및 함량을 분석한 결과, Table 3과 같이 Cu, Zn, Ni,

Fig. 6. Commercial recycling process of copper dross and brass d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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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 Si 등이 공통적으로 관찰되었고 특히 Cu, Zn 함량

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때 5종의 분진에 대한 포집

된 위치 및 구분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황동재BB : 황동 드로스를 Ball mill 작업 후 Bag

filter에서 포집된 분진 

② 동재MB : 동 제련공정에서 발생하여 Bag filter에

서 포집된 분진

③ 아연재MB : 황동 제련공정에서 발생하여 Bag

filter에서 포집된 분진

④ 동재BC : 동 드로스를 Ball mill 작업 후 Cyclone

에서 포집된 분진

⑤ 황동재BC : 황동 드로스를 Ball mill 작업 후

Cyclone에서 포집된 분진

⑥ 황동재MC : 황동 제련공정에서 발생하여 Cyclone

에서 포집된 분진

4.2. 환원공정

본 소개 기술에서는 종래 기술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유동층 직접 환원기술을 적용하여 미세 분진 폐

기물의 직접환원 공정을 개발하였다. 유동층 반응을 이

용하게 되면 용기 내의 입자가 거의 균일하게 혼합되어,

입자와 유체의 접촉이 좋아 반응이 균일하고 안정적으

로 일어나며, 온도조절이 쉽고, 다량의 분립체를 연속적

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분체가 유동화

되면서 기체와 직접 반응하기 때문에 고정층 반응기형

태에 비해 반응속도가 매우 빠르고 미세 분진의 전처리

(펠렛타이징, 브리켓팅 등) 공정이 생략될 수 있어, 공

정의 단순화를 통한 공정 단가를 낮출 수 있다.

환원공정은 CH4 환원가스를 이용하였으며, 이때 반

응은 식 (8)과 같은 환원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14). CH4 가스가 H2와 Carbon으로 분해되는 온

도는 820 K 이므로15) 환원온도 650oC, 환원시간 1 hr,

환원가스 10 L min−1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한 결과 최

대 환원율 90.1%를 나타내었으며, 최대 회수율은

95.2%를 나타내었다. Bench-scale의 직접 환원 공정의

회수율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환원 분말 배출

부 개선, 둘째로 원료 투입구와 cyclone 배관의 2원화,

셋째로 회수가 용이한 nozzle구조 도입 등을 적용하

였다.

Cu2O + CH4(g) → 2Cu + 2H2 + CO(g) (8)

4.3. 성형 공정

환원 과정을 거친 환원동(분진)은 입도가 작고 제련

시 열풍으로 인해 비산된다. 또한, 표면적이 넓어 연소

공기가 로 내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된다. 이를 방지하

기 위한 목적으로 분진을 성형함으로써 중량을 높여 비

산을 방지하고 표면적을 줄이고 산화를 방지할 수 있는

브리켓 기술이 적용된다. 제작한 설비는 목적금속함량

이 다른 두 가지 원재료를 균일하게 혼합하는 역할을

하는 혼합설비, 혼합된 환원동에 바인더를 투입 후 믹

싱하여 성형이 가능하도록 하는 믹싱설비, 믹싱된 환원

동을 성형하는 브리켓 성형기로 구성되어 있다. 브리켓

성형기를 거친 성형된 환원동은 동 함량 34%의 환원동

Table 3. Two letters behind copper or brass indicate the origin of copper or brass. The former B and M represent that sample

gathered from melting process and back filter, respectively, and the latter B and C means that sample gathered from

back filter and cyclone, respectively

Copper

BC

Brass

BC

Brass

BB

Copper

MB

Brass

MC

Crystalline

phase

CuO

CuAl2O4

SiO2

Cu

Cu0.64Zn0.36

ZnO

Al2O3

SiO2

FeZn2Cu3O6.5

ZnO

FeZn2Cu3O6.5

CuAl2O4

Al2O3

SiO2

CuO

ZnO

CuAl2O4

FeZn2Cu3O6.5

ZnO

Al2O3

SiO2

Fig. 7. Photograph of the reduced copper after fo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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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물엿 5 wt%, 물 3 wt%를 포함하고 있으며 직경 약

4 cm 정도의 팔면체의 덩어리 형태를 지닌다(Fig. 7). 이

러한 성형체 제조를 통해 비산과 추가 산화를 방지하고

균일한 크기로 생산함으로써 정량 투입이 가능해진다.

4.4. 드로스 제련 공정

TSL (Top submerged lance) 공정 기술을 이용한

동제련의 핵심은 Lance에 있다. Lance는 용융로 내부

에 열원을 공급해 줄뿐만 아니라 환원가스에 의한 동

제련을 돕고 형성된 화염에 의하여 슬래그의 유동을 발

생시킨다. Lance 상부로부터 공급되는 혼합공기와 주입

된 연료가스는 파이프를 따라 하부로 이동하여 화염을

형성하고, 형성된 화염은 슬래그의 유동에 영향을 주어

슬래그의 환원에 도움을 준다. 슬래그의 유동에 의하여

슬래그 및 화염은 Lance에 직접 접촉될 수 있으며, 이

때 전달되는 슬래그와 화염의 열이 Lance에 전달된다.

전달된 열은 Lance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

하고 Lance를 열화시킨다. 열화된 Lance는 손상되어

교체되거나 일부 Lance는 슬래그 내부로 녹아 소멸되

는데, Lance 내구도 문제로 인한 Lance 교체는 공정단

가 상승을 야기한다. 따라서 Lance의 수명 향상 및 내

구도 확보는 TSL 공정에서 매우 중요한 공정요소이며,

Lance의 수명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Swirl을 이용한 냉

각법이 이용된다. 이 냉각법은 Lance 하단부에 위치하

는 Swirl이 혼합공기의 속도를 상승시키고, 상승된 속

도에 의한 혼합공기의 열전달계수 상승이 Lance의 냉

각 효율을 높여주는 방식이다. 또한 Swirl에 의하여 냉

각된 Lance는 슬래그 유동에 의하여 접촉된 슬래그를

냉각시키게 되고, 냉각된 슬래그는 skull의 고체형상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skull 역시 Lance를 보호하

는 역할을 함으로써 Lance의 손상을 최소화시키게 된다.

5. 결 론

구리는 높은 열전도율과 전기전도도로 인해 현대산업

에서 거의 대부분의 전기 및 전자제품과 기계부품에 사

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있는 구리는 거의 대

부분 전기동으로, 다른 금속에 비해 비교적 수집 및 관

리 체계가 잘 구축되었고 국내 재자원화 기술도 잘 발

전되어있다. 하지만 저품위 스크랩이나 자동차 부품, 구

리 드로스 등에 포함된 구리는 재자원화 되지 못하고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용화되고 있는 구리 재활용

기술과 연구 단계에 머물고 있는 구리 재활용 기술을

구분하여 각각의 기술적 수준을 파악해 본 결과, 기초

기술 및 구리 금속 회수 기술은 여타의 금속 정·제련

기술과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동광석 대비

10배 이상의 동 함유량을 가지며 다량의 희유금속을 함

유하고 있는 동 드로스 및 분진의 재활용을 위해선 특

별한 전처리 및 농축기술, 맞춤형 공정 기술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으로 파악되었다. 

우리나라는 전기·전자·정보, 자동차 산업 등의 첨

단 산업이 발달해 전기동 소비량은 세계 5위에 해당한

다. 기존의 첨단 산업 분야 뿐만 아니라 차세대 산업군

인 전기차, 스마트팩토리 등이 발전하면 할수록 이곳에

사용되는 배선, 센서, 데이터 장비 등에 함유된 구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아직 상

용화 기술이 미비한 분야의 동 회수 및 제련 기술이

발달한다면 동 수급 안정화를 통한 전산업군의 고른 발

전 및 국내 자원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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