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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쇄회로기판(PCB) 제조 공정 중 발생된 슬러지로부터 구리성분을 건식제련방법으로 회수하기 위해서 슬러지를 원료로 한 펠렛

화 연구를 진행하였다. 슬러지 펠렛화를 위해 건조, 해쇄, 입도분급의 전처리 실시하였고, 혼합 및 압축장치를 포함한 펠렛화 기기

를 개발하였다. 제조된 펠렛의 물리적 특성평가는, 슬러지 입도, 펠렛화 압축 횟수를 변화시키면서 비파괴 낙하횟수, 압축강도를 측

정하였다. #140 mesh over의 입자를 제거한 경우, 펠렛의 특성은 0.6 MPa, 9.3회로 향상되었으며, 여기에 #325 under 입자를 한번

더 제거한 경우 0.82 MPa, 19.0회로 더욱 더 향상되었다. 이는 조립자의 경우, 충진밀도를 감소시키고, 미립자의 경우 성형에 요구

되는 점결제의 투입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주제어 : 동 함유 슬러지, 건식제련, 펠렛화, 압축성형, 물리적 특성

Abstract

The pelletizing of printed circuit board (PCB) sludge was researched for copper recovery in pyrometallurgical process. This

pelletizing was carried out by using self-manufactured compression-type apparatus after pre-treatments (drying, water scrubbing,

size classification) were proceeded. The physical properties (compression strength and drop-breakage test) were tested with a

change of sludge sizing and the number of compression. In the case of using the undersized sludge of #140, its properties were

improved to 0.6 MPa and 9.3 times. Moreover, they increased to 0.82 MPa and 19.0 times by using the #140 ~ 325 sludge. These

imply that the packing density increases due to the elimination of large-sized sludge (#140), and also the weight of required

binder decreases by the removal of fine-sized sludge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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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동(Cu, copper)은 국내 소비량이 매우 높은 전략 금

속으로 전기/전자제품, 전선, 자동차 및 건축용 자재 등

의 핵심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

고 있다1). 2017년 기준 국내 구리의 수요량은 약 90

만 톤이며, 수입량이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

어 국내 동 관련 산업에 필요한 원료 확보 대책 마련

이 시급한 실정이다2).

동 관련 산업이 많은 국내에서는 다양한 성상의 폐기

물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 중 인쇄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 PCB)의 가공 및 도금공정은 대표적인

동 함유 슬러지 배출 산업으로 알려져 있다3,4). PCB가

공 공정 중 발생된 동 함유 슬러지는 동 함량이 20

wt% 이상인 고품위 슬러지와 20 wt% 미만인 저품위

슬러지로 분류할 수 있다. 동 함량 20 wt% 이상인 슬

러지는 용융 및 정제 공정을 통해 70 % 이상의 품위

로 1차 가공 후, 동광석으로부터 고순도 동 제조시 일

부 원자재로 사용되고 있다5). 동 함량이 20 wt% 미만

인 저품위 슬러지는 경제성이 낮아 대부분 해외 매각

또는 매립되고 있는 실정으로, 해외 매각으로 인한 자

원 유출과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발생시킨

다6,7). 이에 국내에서 재활용되지 않고 있는 저품위 동

함유 슬러지에 대한 금속성분 회수기술이 절실히 요구

되고 있는 실정이다.

동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습식법(wet process)과

건식법(dry process)이 있다8-10). 습식법의 경우 전해정

련 공정에서 고전류 밀도 및 불순물 문제로 인해 경제

성 및 기술적 문제가 발생되며, 직접 침출하는 기술은

수질오염 등의 환경적 문제를 일으킨다11,12). 이러한 문

제를 보완하기 위해 건식법으로 플라즈마 또는 아크로

에서 조금속상태로 회수한 후, 이를 소규모의 습식법으

로 정련하는 공정을 이용하고 있다. 건식법은 습식법에

비해 유해물질 발생이 적고, 유가금속 회수 후 발생된

슬래그를 도로 포장재, 세라믹 재료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3-17). 따라서 재활용 되지 않고 있

는 저품위 동 함유 슬러지를 건식제련 공정에 사용 가

능한 상태로 제어 할 수 있는 기술 확보는 산업적으로

다양한 장점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동 함유 슬러지는 10 µm 이하의 미립자

로 존재하고, 최소 40 % 이상의 수분 함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식제련공정에 직접 투입할 경우, 로 내

의 통기성을 악화시켜 생산성을 급격히 감소시키거나,

공정 중에 수분 증발로 인하여 로 내부의 증기압 증가

에 따른 문제가 발생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건식

제련에 투입하기 위한 전처리 공정으로써, 수분 함량을

10 % 이하로 제어된 상태에서 일정크기 이상의 펠렛 제

조가 요구된다18,19).

펠렛을 제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볼링 성형법(balling

process), 압출 성형법(extrusion process) 및 압축 성형

법(compression process) 등이 있다. 볼링성형법은 디스

크의 깊이, 회전속도 및 기울기 조절을 통해 펠렛을 제

조하는 방법으로, 펠렛 크기 조절의 자동화가 어렵고 숙

련된 작업자가 필요한 단점이 있으며, 압출성형법의 경

우 펠렛의 밀도가 낮아 성형체 자체의 강도가 낮은 문

제가 있다. 압축성형법은 급속한 수축과 수분 조건에 따

라 펠렛의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적은 양의 수분으

로 압축되어 성형되므로 펠렛의 밀도가 높아지고 가소

성이 커지는 장점이 있다20-23).

본 연구에서는 압축성형법과 같은 방식의 펠렛장치를

개발하고, 이 장비를 이용한 펠렛 제조 실험을 실시하

였다. 펠렛 제조를 위해 실험원료로 3 종류의 동 슬러

지를 확보, 이 중 1 종류의 시료를 선정하여 건조, 해

쇄, 체 분리, 혼합 및 압축 등의 공정 실험을 실시하였

고 본 장비를 통해 펠렛을 제조하기 위한 입도조건 확

립 및 이에 따른 생산비율, 압축강도 및 낙하횟수를 평

가하였다.

2. 실험방법

2.1. 실험원료 준비

인쇄회로기판 가공/에칭 및 도금공정 중 발생된 동

함유 슬러지 3종(A, B, C)을 국내 업체로부터 확보하

였다. 3 종류의 동 함유 슬러지 함수율은 A, B, C 각

각 78.1, 75.0, 58.5 wt% 정도로 확인되었고, 수분 제

거 후 회수된 슬러지의 동 함량은 각각 30.9, 12.8,

16.3 %로 확인되었다(Table 1, 2). 각 시료에 포함된 금

속성분은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기(ICP, 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meter, OPTIMA 7300DV,

Perkinelmer,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Table 1. Water content of copper-containing sludge

(unit: wt%)

Sludge type A B C

Water content 78.1 75.0 58.5



건식제련용 동 함유 슬러지 펠렛 제조 및 물리적 특성평가 33

자원리싸이클링 제 28권 제 2호, 2019

이 중 슬러지 A는 동 함량이 20 % 이상인 고품위

슬러지로 분류되어 실험에서 제외하였고, B와 C 슬러

지 중 동 함량이 높고 함수율이 낮은 C 슬러지를 실험

대상 원료로 사용하였다. 수분이 제거된 C 슬러지는 동

회수를 위한 건식 제련용 펠렛으로 제조하기 위해

Cokes (98.0 %, Hyundai coma), CaCO3 (96.5 %,

rexm) 및 SiO2 (96.0 %, 남광실리카)를 혼합 재료로

사용하였다. C 슬러지와 CaCO3, SiO2, Cokes의 배합

비율은 Fe2O3 : CaO : SiO2= 5 : 2 : 3의 무게비, CuO :

Cokes = 1 : 1의 몰비가 되도록 계산하여, C 슬러지

64.9 wt%, CaCO3 17.5 wt%, SiO2, 14.7 wt% Cokes

2.9 wt%를 준비하였다(혼합물의 구리함량: 10.6 %)15).

동 함유 슬러지로부터 펠렛을 제조하기 위한 공정을

Fig. 1에 나타내었다. 수분이 제거된 슬러지는 미립자들

이 응집된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펠렛 제조에 요구되는

입도로 제어하기 위해 해쇄실험을 실시하였다. 해쇄는

직경 20 cm, 높이 32 cm인 Tumbling mill(내적: 10

L)에 시료 2 kg과 직경 3.2 cm, 길이 32 cm의 rod 8

개(mill의 20 vol%)를 투입한 후 70 rpm의 속도로 20

분간 해쇄를 진행하였다. 해쇄된 슬러지는 체분리를 통

해 입도분포를 확인하였고, 입도조건을 4 종류(#100

under, #140 under, #100~#325, #140~#325 mesh)로

변화시켜 펠렛을 제조한 후 생산율 및 강도 특성을 평

가하였으며, 제조된 펠렛의 구리 성분을 ICP로 분석하

였다.

2.2. 실험장치 및 펠렛제조

Fig. 2는 건조된 동 함유 슬러지와 부재료(CaCO3,

SiO2, Cokes)를 혼합하기 위한 혼합기의 모식도를 나타

낸 것으로 상부에 있는 시료투입구(sample inlet)을 통

해 각 재료가 투입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다. 혼합기 내

부로 투입된 4 종류의 시료는 60 rpm으로 속도로 회전

하는 임펠러(너비 370 mm, 높이 280 mm)에 의해 30

분 동안 균질하게 혼합하였다.

혼합장치 상부에는 점결제 투입구(binder inlet)와 스

프레이 장치(spray)를 설치하여, 시료를 혼합함과 동시

에 점결제를 10 mL/min.의 속도로 전체 시료의 수분함

량이 10 wt%가 되도록 투입하였다. 펠렛의 강도를 증

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점결제는 CMC (carboxymethyl

cellulose) (90.5 %, Daejung)로써, 1 g/100 ml를 80
oC 물에 용해시켜 사용하였다19). 혼합기 내부 임펠러

(impeller)의 상단부분에는 플라스틱 재질의 스크래퍼

(scraper)를 설치하여, 점결제 분사 시 혼합장치 벽면에

점착된 점결제와 일부 시료가 응집되어 시료가 불균질

하게 혼합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혼합장치에서 균질하

게 혼합된 시료는 혼합장치 하부의 시료 개폐기를 통해

배출되고, 시료 이송용 공급기(feeder)에 의해 압축장치

로 이동하도록 제작하였다(Fig. 3). 이송된 혼합시료는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dried copper-containing sludge

(unit: ppm)

Sludge type Element Cu Fe Ca S Pb Sn Mg Al Mn Na

A

content

30.9% 21.4% 5208 0.79% 702 - 1521 1636 1294 2076

B 12.8% 36.1% 2646 0.49% - - 363 1600 2.3% 5976

C 16.3% 25.1% 6.6% 4.2% 19340 6734 6655 2429 1930 814

Fig. 1. The flow chart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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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장치의 시료 저장 탱크(sample storage tank)에 저

장 되며, 저장 탱크 좌우에 위치한 진동기(vibrator)와

혼합된 시료의 응집을 방지하는 탱크 내부의 임펠러에

의해 시료가 가압구간에 일정한 속도로 투입 가능하도

록 하였다. 일정 속도로 투입되는 혼합물은 5 ton의 압

력으로 제어되는 유압 실린더에 의해 직경 10 mm의

가압용 핀이 후퇴와 전진의 왕복운동을 수 회 반복하여

직경 10 mm, 평균높이 16 mm의 펠렛을 제조하였다

(Fig. 4).

2.3. 펠렛의 강도측정

펠렛은 일정이상의 강도가 필요하며, 강도가 낮을 시

저장, 운송과정에서 분진 또는 미립자의 형태로 시료의

손실을 발생시킨다. 분진으로 인해 건식공정 중 악영향

Fig. 2. Schematic diagram and photo for mixer used in this study.

Fig. 3. Schematic diagram and photo for compressor used in this study.

Fig. 4. Manufactured pel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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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야기하므로 강도 측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펠

렛 강도의 평가를 위해 압축강도와 낙하횟수를 측정하

였다19,24). 펠렛의 압축강도는 일축압축기(HS-162, 혁신

정밀)를 사용하여 측정한 것으로 일축압축기 중앙에 위

치시키고, 분당 30 kgf의 압축력을 펠렛에 가하여 압축

강도(MPa)를 측정하였다. 낙하횟수를 측정하기 위해 제

조된 펠렛은 46 cm 높이에서 단면이 하부를 향한 상태

에서 강철판에 떨어트려 펠렛에 균열이 발생할 때까지

반복실험 하여 누적된 낙하횟수를 측정하였다. 위와 같

은 방법으로 압축강도와 낙하횟수 모두 3 회 반복 실험

한 평균값을 확인하였다25).

3. 결과 및 고찰

동 함유 슬러지(슬러지 C)를 이용해 제조된 펠렛은

건식제련 공정에 투입하기 위한 것으로, 수분함량이 높

은 경우 고온의 건식제련 공정 중 빠르게 부피가 증가

되어 증기 발생 및 부식 등의 원인으로 작용한다18). 이

러한 이유로 펠렛 제조에 사용되는 슬러지의 함수율을

확인 하였으며(Table 1), 수분이 완전히 제거된 슬러지

를 펠렛 제조 시료로 사용하였다. 건조 후 회수된 동

함유 슬러지는 수분이 제거됨에 따라 Fig. 5와 같이 미

립자가 응집된 형태로 확인되었다. 응집된 상태의 슬러

지는 펠렛 제조 시 투입되는 CaCO3, SiO2, Cokes와

함께 균질한 혼합이 어렵기 때문에 완전 건조된 슬러지

를 대상으로 해쇄 실험을 진행하였다.

해쇄시간 변화에 따른 입도구간(#100, #140, #200,

#325 mesh)별 시료의 무게비율을 확인하여, 펠렛 제조

에 요구되는 적정 입도구간 확보가 가능한 분쇄 시간을

확인하였다. 분쇄시간 증가에 따라 #100 mesh oevr 구

간의 무게비율이 급격히 감소되었으며, 해쇄시간 20

min. 조건에서 #100 mesh over의 무게비율이 10.2 %

이하로 처리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해쇄된 시료는 #100

mesh under를 대상으로 입도구간(#100 ~ #140 mesh,

#140 ~ #200 mesh, #200 ~ #325 mesh, 325 mesh

under) 및 점결제 투입에 따른 펠렛 제조 가능성 평가

실험을 실시하였다26). Table 3은 점결제 투입 및 입도

구간 변화에 따른 펠렛 제조 가능성 확인을 나타낸 것

으로, 점결제가 투입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펠렛 제조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점결제를 투입한 조건에

서는 3개의 입도구간(#100 ~ #140 mesh, #140 ~ #200

mesh, #200 ~ #325 mesh)에서는 제조가 가능하였으나,

#325 mesh under 조건에서는 펠렛 제조가 어려웠다.

이러한 이유는 실험대상의 입도가 작아짐에 따라 표면

적이 증가되어 혼합에 요구되는 점결제 투입량이 증가

되지만, 각 입도별 투입되는 점결제 양은 동일하기 때

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이 후의 펠렛 제조 및 특성 실험에서는 점결제 투입

조건(수분함량 10 wt%)을 동일하게 고정하고, 입도구간

및 #325 mesh under의 포함에 따른 펠렛 생산율 및

강도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입도구간을 구분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입도구간은 #100 under,

#140 under와 #100 ~ #325, #140 ~ #325 mesh를 선정

하였다. #200 ~ #325 mesh의 경우 생산율이 40 % 이
Fig. 5. Sludge condition after drying.

Table 3. Possibility of pelletizing depending on use of binder

(Possible to produce: O Impossible to produce: X)

Size range #100 ~ #140 mesh #140 ~ #200 mesh #200 ~ #325 mesh #325 mesh under

unuse of binder X X X X

use of binder O O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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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 제조되어 실험에 사용하지 않았으며, Fig. 6에 각

입도구간별 입도분포를 표시하였다.

Fig. 7는 입도조건 및 펠렛 압축 횟수 변화에 따른

생산율을 나타낸 것으로, 압축 횟수에 관계없이 #100 ~

#140 mesh가 분리된 조건(Fig. 7(b))에서 펠렛 생산율

이 상대적으로 낮게 확인되었다. 이는 입도가 작을수록

펠렛 제조에 요구되는 점결제의 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325 mesh under의 분리에 따른 생산율 차이는

#100 mesh under 구간에서 압축 횟수에 관계없이 3.8

% 이내로 낮게 확인되었으나, #140 mesh under 조건

에서는 #325 mesh under 분리에 따른 생산율이 압축

횟수와 비례하여 점차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각

입도구간에서 차지하고 있는 #325 mseh under의 무게

비율 차이 및 압축 횟수 증가에 따른 결과로 판단되며,

#140 mesh under와 #140 ~ #325 mesh의 5 회 압축

조건에서의 생산율 차이는 최대 11.2 %로 확인되었다

(Fig. 7(b))27,28).

Fig. 8은 Fig. 7와 동일한 실험조건에서 제조한 펠렛

의 압축강도를 측정한 결과로, 입도에 관계없이 압축 횟

수 증가에 따라 압축강도가 증가되었고, 입도조건에 따

른 압축강도 변화특성은 차이를 보였다. #100 mesh

under의 경우, #325 mesh under 분리에 따른 압축강

도가 증가하였으며, 최대 압축강도가 0.43 MPa

(#100~#325 mesh, 5회 압축)로 확인되었다(Fig. 8(a)).

#140 mesh under 조건에서는 압축횟수가 증가할수록

압축강도가 점차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325

mesh under 분리에 따른 압축강도 차이는 압축 횟수에

비례하여 점차 증가되어 최대 0.82 MPa (#140 ~ #325

mesh, 5 회 압축)의 강도를 확인하였다(Fig. 8(b)).

#100 mesh under에 비해 #140 mesh under 조건에서

압축강도가 높은 이유는 #100 ~ #140 mesh 분리에 따

라 펠렛의 충진밀도가 증가되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

다. #140 ~ #325 mesh의 입도가 #140 mesh under에

Fig. 6. Size distribution depending on size range after

grinding for 20 min.

Fig. 7. Yield of pellets with a change of size range of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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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압축강도가 향상되는 이유는 표면적을 증가시켜

펠렛 생산율을 감소시키는 #325 mesh under의 분리에

의한 결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재료, 점결제 투입량

및 펠렛화 장비조건에서는 #140 ~ #325 mesh 입도구간

이 펠렛화를 위한 적정 입도 구간으로 판단된다.

펠렛의 압축 횟수 변화에 따른 낙하횟수 변화 실험

결과에서도 Fig. 8과 같이 압축 횟수 증가 및 #100 ~

#140 mesh 분리에 따라 낙하 가능 횟수가 증가되었다

(Fig. 9). #100 mesh under의 경우, 압축 횟수 증가

및 #325 mesh under의 분리에 따라 낙하횟수가 점차

증가하는 특성을 보였으나, #140 mesh under 조건에서

는 펠렛 압축 횟수가 4 회 이상 되는 조건에서 #325

mesh under 분리에 따른 낙하횟수가 급격히 증가되어,

최대 19 회(#140 ~ #325 mesh, 5 회 압축)까지 낙하

가능함을 확인하였다(Fig. 9(b)). 이러한 결과는 Fig. 8

에서 제시한 이유와 동일하며, 압축강도와 비례하여 낙

하횟수도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제조된 펠렛의 구리 함량을 확인하기 위해 ICP 분석

결과 9.37 ~ 11.02 %로 확인되었으며, 펠렛 제조 전 혼

합물의 구리함량(10.6 %)과 입도구간 및 압축횟수와 관

계없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ig. 8. Compressive strength of pellets with a change of size range of sample.

Fig. 9. Drop count of pellets with a change of size range of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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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PCB 제조 공정 중 발생된 저품위 슬

러지(동 함량: 16.3%)로부터 동을 회수하기 위해 건식

제련공정 투입용 펠렛 제조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를 위해 펠렛 장비를 개발하였고, 개발된 장비를 이용

한 펠렛 제조을 위해 건조, 해쇄, 체 분리, 혼합 및 압

축 등의 공정 실험을 진행하였다. 장비를 통해 제조된

펠렛은 생산비율, 압축강도 및 낙하 실험을 평가하여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건조 후 해쇄된 슬러지를 4개의 입도구간(#100 ~

#140 mesh, #140 ~ #200 mesh, #200 ~ #325 mesh,

#325 mesh under)으로 구분하여 펠렛 제조 시, 점결제

없이 펠렛 제조는 어려웠으며, #325 mesh udner 입도

구간은 점결제를 투입한 조건에서도 펠렛 제조가 불가

능하였다. 이는 시료의 입도가 작아짐에 따라 표면적의

증가로 인해 펠렛화에 요구되는 점결제 투입량이 증가

되어 발생된 결과로 판단된다. 

2. 입도조건(#100 mesh under, #100 ~ #325 mesh,

#140 mesh under, #140 ~ #325 mesh) 및 펠렛 압축

횟수 변화(3 ~ 5 회)에 따른 펠렛 생산율은 #140 mesh

under 조건에서 펠렛 생산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확인되

었고, #325 mesh under 분리에 따른 생산율 증가는

#100 mesh under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입도

감소에 따른 표면적이 증가 및 각 입도구간에 포함된

#325 mesh under의 무게비율 차이에 따른 결과로 판

단된다.

3. 펠렛의 압축강도와 낙하횟수는 동일한 펠렛 제조

조건에서 유사한 경향으로, #100 mesh under에 비해

#140 mesh under 조건에서 압축강도 및 낙하횟수가

높게 확인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100 ~ #140 mesh 구

간이 분리됨에 따라 펠렛의 충진밀도가 증가되어 나타

난 결과로 사료되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험대상, 점

결제 투입량 및 펠렛화 장비조건에서 #140 ~ #325

mesh 입도구간이 펠렛화를 위한 적정 입도 구간으로 확

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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