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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동은 약 11,500년 전에 인류가 최초로 사용한 금속이다. 그러나 동은 지각 중에 그다지 풍부하지 않은 금속이다. 동은 높은 열전

도도와 전기전도도 그리고 어느 정도의 내식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동은 품질의 저하 없이 100 % 리사이클링할 수 있는 금속이

다. 또 동스크랩을 리사이클링하면 1차 지금 생산과 비교하여 에너지 및 환경부하를 저감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동사용량의

약 30 %는 리사이클링에 의해 공급되고 있다. 동스크랩은 1차 제련소나 2차제련소에서 정련하고 있으며, 리사이클링에 사용하는

노나 공정은 스크랩의 품질이나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다. 동함유 2차 자원은 동함유량에 따라 정련이 필요하며, 최종적으로 전해

정련에 의해 전기동을 생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의 1차지금 생산 및 리사이클링 공정에 대해 고찰하였다. 

주제어 : 동, 스크랩, 리사이클링, 정련, 건식제련, 습식제련

Abstract

Copper is one of the first metals utilized by humankind about 11,500 years ago. But copper is not plentiful metallic element

in the earth’s crust. Copper has a high thermal and electric conductivity and is relatively corrosion resistant. In principle copper

is virtually 100 % recyclable as an element without loss of quality. The recycling of copper scrap reduces the energy consumption

and environmental burden, comparing to the primary metal production. Currently, approximately 30% of the global copper sup-

ply provides by recycling. Copper scrap is smelted in primary and secondary smelter. Type of furnace and process steps depend

on the quality and grade of scrap. Depending on copper content of the secondary raw material, refining is required, which is

usually done through electrorefining. This work provides an overview of the primary copper production and recycling process.

Key words : copper, scrap, recycling, refining, pyrometallurgy, hydrometallurgy

1. 서 론

동(銅, copper)은 철(Fe), 알루미늄(Al)에 이어 대량으

로 생산되어 사용되고 있는 금속으로, 인류가 약

11,500년 전부터 사용한 최초의 금속이다. 그러나 동은

자원적으로 그다지 풍부한 금속은 아니다. 동의 지각 중

존재량은 26위(5.5 × 103 %)로 희소금속인 Zr(18위,

0.165 %)보다 적으며1), 특정지역에 편재되어 있기 때문

에 우리나라는 동광석의 전량을 수입하고 있다. 

이러한 동은 1900년까지는 년간 50만 톤에 못 미치

· Received : March 12, 2019 · Revised : April 15, 2019 · Accepted : April 17, 2019
§

Corresponding Author : Ho-Sang Sohn (E-mail: sohn@knu.ac.kr)

School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80 Daehak-ro, Buk-gu, Daegu 41566, Korea

ⓒThe Korean Institute of Resources Recycling.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4 손 호 상

J. of Korean Inst. Resources Recycling Vol. 28, No. 3, 2019

는 양을 생산하였으나, 1996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대량

증산에 의해 2017년에는 약 2,800만 톤을 생산하였다.

또한 1900년부터 생산된 1차지금의 양은 약 6억 톤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경우 LS-Nikko 동제련에서 년간 약

66만 톤 정도의 전기동을 생산하고 있으나, 국내 수요

는 약 100만 톤 수준이다. 이와 같이 동은 비교적 사

용량이 많은 금속이며, 또 동은 품질의 저하없이 무한

정 리사이클링할 수 있는 금속재료이기도 하다. 

Table 1에는 동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나타내었다2).

표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동은 높은 열전도도, 전기전도

도를 갖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내식성도 있다. 따라서

동의 최대 용도는 전선(cable & wire)이지만, 그 외에

도 가전제품, 전자기기, 자동차, 배관 등에 널리 사용되

고 있다. 그리고 동은 Zn, Sn, Ni 등과 합금을 만들어

황동, 청동 등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동은 사

용량이 많기 때문에 다른 재료로 대체하기도 곤란하며,

지각 중의 존재량도 적기 때문에 리사이클링이 중요한

금속의 한 가지이다. 

한편 사용량이 가장 많은 동전선은 구조가 비교적 단

순하고 리사이클링 시스템도 거의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나머지 제품에 사용되는 동은 불순물인 여

러 가지 금속이나 플라스틱, 유리 등과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구조도 복잡하여 리사이클링이 비교적 까

다로운 편이다.

본 고에서는 동 및 동합금을 비롯한 동스크랩의 리사

이클링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동제련의 개요를 살펴

보고, 동의 life cycle을 비롯하여 동스크랩의 종류와

리사이클링 기술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고한다.

2. 동제련의 개요

2.1. 건식 동제련

1차 동지금(refinery primary copper)의 약 80 %는

황화광의 건식제련-전해정제에 의해 생산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산화광이나 휘동광(輝銅鑛, chalcocite, Cu2S)

으로부터 습식제련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 따라서 동제

련 프로세스의 주류는 동정광 중의 유황분을 고온에서

산화시켜 제거하는 산화 건식제련이다. 건식 동제련에

서는 황동광(黃銅鑛, chalcopyrite, CuFeS2)을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Fig. 1에는 황화광을 이용한 건식 동제

련 프로세스를 종합하여 나타내었다. 

동의 건식제련은 우선 Cu 1 % 전후의 광석을 선광

에 의해 Cu 20 ~ 30 %의 정광으로 만들고, 정광을

산화용련하여 맷트(matte, 인공적인 황화물, Cu2S-FeS)

를 만드는 맷트용련(smelting), 맷트를 다시 산화시켜

조동(blister copper)을 얻는 제동(converting), 조동을

정제하는 전해정제(electro-refining)의 3가지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LS-Nikko동제련에서는 자용

로-PS전로-정제로-전해정련의 단계를 거치는 자용로법

과, 연속제련법인 MI (Mitubishi Injection)법에 의해

전기동을 생산하고 있다. 

Fig. 1의 자용로를 비롯한 맷트용련에서는 동정광이

산소부화 공기에 의해 착화되면 유황분이 연소하여 발

열하므로 별도의 연료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용로에

서의 주요한 반응은 다음과 같다.

2CuFeS2 = Cu2S + 2FeS + 1/2S2 (1)

S2 + 2O2 = 2SO2 (2)

2CuFeS2(s) + O2(g) = Cu2S(l) + 2FeS(l)+SO2(g) (3)

FeS2(s) + O2(g) = FeS(l) + SO2(g) (4)

2FeS(l) + 3O2(g) = 2FeO(l) + 2SO2(g) (5)

2FeO(l) + SiO2(g) = 2FeO·SiO2(l) : fayalite slag (6)

자용로에서 만들어진 맷트는 원통 횡형의 PS전로

(Pierce Smith converter)로 이송되고, 전로의 측면 아

래에서 산소부화 공기를 불어 넣으면 식 (5)와 같이

FeS의 산화반응이 우선적으로 일어나 탈철과 탈황반응

이 진행된다. 이 과정을 slag making stage라 부르며,

생성된 FeO는 자용로에서와 마찬가지로 식 (6)의 반응

에 의해 fayalite (2FeO·SiO2) 슬래그로 되며, Cu2S와

Table 1.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copper2)

Chemical symbol Cu

Atomic number 29

Atomic weight 63.54 g/mol

Density 8960 kg·m3

Melting point 1356 K (1083 oC)

Specific heat CP (at 293 K) 0.383 kJ·kg1·K1

Thermal conductivity 394 W·m1·K1

Coefficient of linear expansion 16.5×106 K1

Young's modulus of elasticity 110×109 Nm2

Electrical conductivity (% IACS) 1.673×108 ·m

Crystal Structure Face-Centered Cu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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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으로 분리된다. 전로를 경동하여 슬래그를 제거한

후, 다시 공기를 불어 넣으면 Cu2S의 산화반응이 진행

되어 식 (7)의 반응과 같이 Cu가 만들어 지며, 이 시

기를 copper making stage라 부른다. 

Cu2S(l) + O2(g) = 2Cu(l) + SO2(g) (7)

이러한 전로공정에서는 유황과 철의 산화반응에 의해

과도한 발열이 있기 때문에 냉각재로 동스크랩을 투입

하고 있다. 제동공정에서 만들어진 Cu는 순도가 약 99

%이며, 조동이라 부른다. 이러한 과정에서 광석 중에

함유되어 있던 Au, Ag, Pd, Pt 등의 귀금속은 전부 맷

트상으로 분배된 후, Cu2S상을 거쳐서 조동에 함유된다.

전로에서 만들어진 조동은 다시 정제로(anode

furnace)로 이송된다. 정제로는 전로와 같은 형태를 하

고 있으며, 식 (8)과 같이 조동 중에 남아 있는 소량의

S는 공기를 불어넣어 산화제거한다. 이 공정에서도 소

량의 동스크랩을 냉각재로 투입하기도 한다.

[S]in Cu + 2[O]in Cu = SO2(g) (8)

뒤이어 LPG, 중유 등으로 잔류하는 산소를 제거하여

약 99.5 %Cu의 조동을 만든다. 정제한 조동은 양극

(anode)으로 주조하여 전해정제를 한다.

한편 연속제동법인 MI법은 자용로에 해당하는 S로와

자용로의 전기로에 해당하는 CL로, 그리고 PS 전로에

해당하는 C로가 탕도로 연결되어 있다. S로에 공급된

동정광이 용융되면 연속적으로 CL로, C로로 이송되어

조동이 만들어진다. 이 후의 공정은 자용로 공법과 동

일하다. 전세계적으로 약 68 %의 1차 지금은 자용로법

과 MI법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으며(2017년 기준), 나머

지는 반사로, 용광로, 회전로, 전기로 등에서 만들어지

고 있다.

2.2. 동 건식정련

동스크랩 중에는 불가피하게 불순물 원소가 함유되어

있으며, 이러한 동스크랩은 재용해 하여 정련하거나,

Fig. 1에서와 같이 제련소에서 전로공정의 냉각재로 투

입하여 정련하고 있다. 전로공정에서 동스크랩은 맷트

와 함께 산화정련을 하고 전해정련 공정을 거처 전기동

으로 재생되기 때문에 동스크랩 중의 불순물 종류나 양

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동스크랩의 품위가 낮으면

처리비용이 증가한다.

동의 전로정련에서 제거 대상이 되는 원소로는 Al,

Si, Cr, Fe, Sn, Zn, Ni, Pb, Bi 등이 있으나, Bi를

제외하면 Cu보다 산화되기 쉽기 때문에 맷트와 동스크

랩의 정련에서는 산화에 의한 건식정련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불순물의 산화에 의한 제거반응은 다음식과 같

Fig. 1. Main processes for extracting copper from sulfide 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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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순물 X가 v가의 산화물이 되어 슬래그로 분배

된다3).

(9)

이 식의 평형관계로부터 분배비 LX는 다음과 같이 나

타낸다.

(10)

여기서 K는 평형상수, (nT)와 [nT]는 각각 슬래그와 용

동 100 g 중 구성성분 몰수의 합, i는 활동도 계수,

는 평형 산소분압을 나타낸다. LX값이 클수록 제거

가 잘되는 것을 의미하며, 식 (10)에서 K·X· 가 크

고, 가 작아야 한다. 여기서 는 추정하기가

곤란하지만, 산화정련이므로 는 Cu/Cu2O의 평형값

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1523 K에서는 1.20×104 atm

정도이다. 그리고 X는 무한희박 용액에서의 값인

를 이용하여4) K·X· 를 계산하면, 정성적으로는

Al>Si>Cr>Fe>Zn>Sn>Co>Ni>Pb>Sb>Bi>As의 순으로

제거가 쉬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Al, Si, Cr

은 슬래그를 이용하지 않아도 산소나 공기를 용동 중에

취입하여 쉽게 제거할 수 있다. 

Fe, Zn, Sn, Co까지는 산화성 슬래그에 의해서 상당

한 수준까지 제거 가능하다. Pb의 경우 분배비는 그다

지 크지 않으나, 동정련 온도인 1523 K에서 Pb/PbO의

평형 산소분압이 4.36×106 atm으로 Cu보다 산소 친화

력이 높기 때문에 제거가 가능하다. 그러나 Bi의 경우

에는 산소와의 친화력이 Cu와 유사하여 산화정련에 의

해서는 거의 제거되지 않는다. 그리고 강산성 산화물을

생성하는 As나 Sb은 강염기성 슬래그나 Cu2O-CaO계,

탄산소다계 슬래그를 이용하는 산화정련이 매우 효과적

이다. 이와 같이 모든 불순물에 대해 제거효과가 높은

슬래그는 없으며, 대상으로 하는 불순물 성분에 대응하

는 슬래그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Ni의 경

우 유효한 슬래그계는 없으나, 표준전극전위가 Cu

(+0.34 V)보다 비한 –0.25 V이므로 전해정련에 의해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2.3. 동의 전해정제

전해정제는 황산 수용액 중에서 조동을 고순도화하고,

조동 중의 귀금속 등의 유가금속을 전해 침전물(anode

slime)로 회수하는 공정이다. 습식제련의 전해채취와는

달리 양극으로 조동을 사용하며, 음극(cathode)로는 스

테인리스스틸(316 L) 판을 사용하고 있다. 양극 중의

Cu는 용해되어 음극에 석출하고(Cu 99.99 %), 이 과정

에서 표준전극전위가 Cu보다 귀한(noble) 성분은(Au,

Pt, Ag 등) 금속상태로 전해조 바닥에 모이게 된다. 그

리고 Cu보다 비한(base) 성분은(Ni, Co, Cd, Fe, Zn

등) 용액 중으로 용해되지만 음극에 석출되지 않도록

전극간의 전압을 설정하여 전해욕 중에 잔류시킨다.

Fig. 2에는 Cu 전해정제 원리와 전극 배열의 모식도를

나타내었으며, 각 전극에서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anode) (11)

 (anode) (12)

 (cathode) (13)

 (cathode) (14)

2.4. 동의 습식제련

동의 습식제련은 침출(leaching), 용매추출(solvent

extraction), 전해채취(electrowinning)의 공정으로 구성되

어 있다. 광석으로부터 Cu의 용해는 주로 H2SO4-H2O

를 용매로 사용하는 야적침출(heap leaching)법을 이용

한다. 특히 용매추출법에 의한 농축 및 불순물 제거 공

정을 조합하여 귀금속까지 회수하는 효율적인 제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황동광 등의 황화광은 산화력이 약한 야적침출로는

용해할 수 없으며, 보다 강력한 산화제가 필요하여 가

압침출(pressure leaching)까지 하여 왔으나, 기술적 및

환경적인 문제 등에 의해 대부분은 조업을 중지하였다5).

한편, 최근에는 대기압에서 산화제로 염소를 사용하는

N-Chlo (Nikko염화법), Intec법, Hydro Copper법

(Outokumpu), Sumitomo법 등이 개발되어 있다. 특히

X + 
v

4
---O2 g  = XO

v/2

LX = 
%X 
%X 

------------- = 
K n

T
  X pO

2

v/4  

n
T

  XO
v/2


---------------------------------

pO
2

pO
2

v/4

XO
v/2

XO
v/2

pO
2

X
0

pO
2

v/4

Cu  Cu
2+

 + 2e

H2O  
1

2
---O2 + 2H

+
 + 2e

Cu
2+

 + 2e  Cu

2H
+
 + 2e   H2

Fig. 2. Principal of electrorefining and electrorefining

circuitry of electrolytic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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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를 산화제로 사용하는 N-Chlo, Intec법에서는 금도

침출할 수 있다. Fig. 3에는 N-Chlo법의 조업 계통도를

나타내었다6).

3. 동의 Life cycle

Fig. 4(a)에는 자연동에서 만들어진 인류 최초의 동제

품인 펜던트(길이 2.3 cm,두께 0.3 cm)를 나타내었다7).

B.C. 9,500년 경의 유적지인 이라크의 샤니다르

(Shanidar) 동굴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때쯤부터 인

류가 동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한편

Fig. 4(b)는 제련에 의해 제작된 길이 약 4.1 cm의 송

곳이다. B.C. 5,000년 경에 형성된 고대 이스라엘 유적

지인 텔타프(Tel Tsaf)에서 발견되었으며, 제련에 의해

만들어진 금속유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8).

Fig. 5에는 1,900년부터 동의 년간 생산량 추이를 나

타내었다9). 1,900년에 약 50만 톤에 못 미치는 양을

Fig. 3. Flowsheet of Cu leach, solvent extraction and

electrowinning (N-Chlo process).

Fig. 4. Copper pendant from Shanidar Cave, Northeast Iraq

(a), and the metal awl from Tel Tsaf (b).

Fig. 5. World refined copper production, 1900 ~ 2017.

Table 2. End use markets for copper products types (2017)11)

Products Principal components

Cu 

production

(103 ton)

Product 

share 

(%)

Wire 

Mill

Building wire 3,377 12.0

Power cable 4,592 16.3

Magnet wire 3,408 12.1

Telecom cable(external) 406 1.4

Other communication cable

(electronic/data/internal telecom)
757 2.7

Other LV energy 

(equipment wire, flexibles, etc.)
1,735 6.2

Automotive wire & cable 1,138 4.0

Bare conductor 1,343 4.8

Sub total: 16,756 59.6

Copper

Tube 2,734 9.7

Rod bar section (RBS) 617 2.2

Plate sheet strip (PSS) 1,591 5.7

Copper foil 669 2.4

Sub total 5,612 19.9

Alloy

Tube 354 1.3

RBS 2,072 7.4

PSS 1,722 6.1

Mech. wire 426 1.5

Sub total 4,574 16.3

Foundry

Powder

Castings 1,086 3.9

Powder 104 0.4

Sub total 1,189 4.2

Total 28,1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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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하였으나, 1차 세계대전 시기에 약 140만 톤을, 2

차 세계대전 시기에는 약 250만 톤을 생산하였다. 그

이후 동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1,987년에는 1, 2차

지금을 포함하여 1,000만 톤을 돌파하였다. 철강의 중

국 특수와 마찬가지로 1,995년부터는 동의 1차 지금 생

산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7년에는 2,350만 톤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2,017년 기준 중국의 동 생산량은

약 890만 톤으로 전세계 생산량의 약 38 % 수준이며,

뒤이어 칠레 10 %, 일본 6 %, 미국 5 %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약 66만 톤을 생산하여 전세계 생산량의 약

2.8 % 수준이다. 한편 전세계 동생산량의 약 70 %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뒤이어 유

럽 18 %, 북미 9 % 순으로 소비되고 있다10).

동을 리사이클링하기 위해서는 생산된 동이 어떤 용

도로 사용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은 소비

자용의 다양한 전기전자기기와 건설용의 배관이나 전원

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Table 2에는 이러한

용도에 사용되는 제품의 형태(전선, 순동, 합금 등)별

생산량과 비율을 나타내었다11). 동제품의 약 60 %는

Table 3. Typical lifetimes of copper products12)

Application
Average

 lifetime(years)

Building & Construction 38

Housing 35

Power Lines 30

Machinery 22

Transformers 20

Household Appliances 15

Consumables 11

Transportation 10~15

Vehicle 12

Electronic Components 10

Table 4. Overview of copper secondary starting materials, input materials for the production of secondary copper12)

Type Material Cu(wt%) Source

Unalloyed Cu 

Scrap

No. 1 copper scrap (Pure) 99 Semi-finished products, wire, strip, cuttings

No. 2 copper scrap 94~98 Miscellaneous unalloyed wire

Copper granules 90~98 Cable comminution

Mixed copper scrap 90~95 Light and heavy copper scrap

Heavy copper scrap 90~98 Sheets, copper punching, slide rails, wires, pipes

Light copper scrap 88~92 Sheet, gutters, boilers, wires

Cu-based alloy 

scrap

Mixed red brass scrap 70~85
Water meters, gear wheels, valves, taps, machine 

components, bearing boxes, propellers, fittings

Copper-brass radiators 60~65 Cars

Shredder material 30~80 Shredder plants

Red brass dross, ashes and slags 

that contain copper
10~40 Foundries, semi-finished product plants

Brass dross, ashes and slags that 

contain copper
10~40 Foundries, semi-finished product plants

Copper-iron material (lumpy or comminuted) 

from armatures, stators, rotors, etc.
10~20 Electrical industry

Secondary 

materials

Copper mono-sludges 2~40 Electroplating

Computer scrap 15~20 Electronics industry

Mixed copper sludges 2~25 Electroplating

Copper slag 1~8 Copper smelter slag

Copper dust 1~50 Copper smelter d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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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전선, wire)로, 약 20 %는 파이프, 봉재, 판재 등

으로 가공되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은

선재인 전선 등의 리사이클링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Table 3에는 동관련 제품의 수명을 나타내었다12).

철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건축물의 수명이 가장 길며,

전선 등의 전원용 케이블의 수명은 30년 이상이다. 이

러한 전원용 전선으로 년간 약 590만 톤 정도의 동이

사용되고 있다. 기타 제품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수명은

10년 이상이므로, 효율적인 리사이클링을 위해서는 각

종 제품의 동 사용량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

이다.

4. 동 및 동합금 스크랩

일반적인 동함유 스크랩은 품위가 높으며, 철스크랩

에 비해 가격이 월등하게 높아서 적극적으로 회수되어

리사이클링 되고 있다. 이러한 동스크랩은 발생원에 따

라 자가 스크랩(home scrap), 가공 스크랩(new scrap),

노폐 스크랩(old scrap or post-consumer scrap)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가 스크랩은 제련소에서 발생한 고

순도의 스크랩으로 대부분 제련소 내부에서 소화되고

있다. 가공 스크랩은 동 소재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

하는 과정에서 트리밍, 천공, 절단 등의 공정에서 발생

하는 것으로 대부분 회수되어 재처리되고 있다.

리사이클링 원료로 가장 중요한 노폐 동 및 동합금

스크랩을 Cu 품위에 따라 분류하면 Table 4와 같다13).

Cu의 품위가 99 % 이상인 No. 1 scrap은 곧바로 재

용해하여 리사이클링할 수 있으나, 나머지의 순 Cu

(unalloyed Cu) 스크랩은 제련소(primary & secondary

smelter) 등에서 정련과정을 거쳐서 리사이클링하고 있

다. Cu 합금(Cu-based alloy) 스크랩은 합금 종류에 따

라 분류한다. 특히 동합금 스크랩은 같은 조성의 합금

으로 재생한다.

그외 2차자원으로 동함유 슬러지, 슬래그, 더스트, Cu

가 함유된 슈레더 더스트(ASR 등), Cu 드로스, 소각회

등이 있다. 또 동 프린트 기판의 에칭 폐액 등과 같이

동 용액으로 배출되는 것도 있다. 그리고 Cu함유 자원

으로 폐전기전자부품(WEEE, waste electric and

electronic equipment)이 있으며, 이러한 부품은 구조가

복잡하고 금속의 함유율(약 40 %)이 낮으며 유기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나 Cu 농도는 15 ~ 20 % 정도이

며, 귀금속도 함유되어 있어서 매우 유용한 자원이다.

그러나 철이나 플라스틱류가 혼합된 동품위 15 %

이하의 폐기물은 경제성이 없고, 경제적인 재자원화 처

리기술도 없어서 매립 등에 의해 폐기하였으나 최근에

는 TSL 등의 리사이클링 전용로를 이용하여 회수하기

도 한다. 특히 동 품위는 낮아도 금·은 등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식의 동제련소에서 동원료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회수처리용의 전용로에서 처리하고 있다.

5. 동 및 동합금 스크랩의 리사이클링 기술

Fig. 6에는 LS-Nikko동제련에서 동 함유 자원을 순

환처리하는 공정도를 나타내었다. 동 함유 순환자원에

는 고순도의 동스크랩을 포함하여 공정 부산물, 폐전선,

폐자동차, 폐전기전자부품(WEEE) 등 매우 다양한 종류

Fig. 6. Flowsheet of recycling system of copper resources in LS-Nikko Copper Sme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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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이러한 동스크랩은 종류나 품위에 따라 다음

과 같은 방법으로 재생하고 있다.

① 99 % 이상의 순도를 갖는 동스크랩: Table 4의

No. 1 스크랩으로, 주로 동선 스크랩이며, 일반적으로

용해만 하기도 하며, 필요에 따라 간단한 건식정련을 거

쳐서 동이나 동합금 제조용 원료로 사용한다. 

② 88 ~ 99 % 품위의 동스크랩, 저Zn 황동(brass),

자동차 슈레더 스크랩: 일반적으로는 ①항과 같은 처리

를 하여 전해용 anode로 주조하고 전해정련을 한다.

③ 황동 등의 합금 스크랩: 용해하여 동일한 합금이

나 유사한 조성의 합금으로 재생한다.

④ 88 % 이하(88 ~ 15 %) 품위의 스크랩, 폐기물:

자동차 슈레더 스크랩, 모터나 전기제품 등에서 선별된

동스크랩에 상당하는 것으로, 제련소(primary &

secondary smelter)나 전용로에서 처리한다.

이하에서는 비교적 발생량이 많은 폐전선과 폐자동차,

폐전기전자부품, 그리고 산업부산물의 처리 및 습식처

리의 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5.1. 폐전선의 리사이클링

동 스크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선에는 전력용, 통

신용, 제어용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따라서 폐전선

스크랩은 굵기에 따라 분리한 후에 처리하고 있다. 케

이블류와 같이 굵은 전선은 피복재 박리기에서 피복을

제거하고 동과 비닐재 등을 분리하여 처리하고 있다. 한

편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전선은 가늘기 때

문에 박리기에서 처리하기가 곤란하므로 파쇄하여 동과

피복재를 분리하고 있다.

Fig. 7에는 폐전선을 파쇄하여 분리하는 공정도를 나

타내었다. 피복재를 박리하기 곤란한 폐전선을 잘게 재

단한 후 피복재를 비중차에 의해 분리하고 있다. 1차

파쇄기에 장입하기 전에 폐전선을 약 1 m 이하로 절단

한다. 1차 파쇄기에서는 약 120 rpm으로 회전하는 회

전날에 의해 1 ~ 10 cm 정도로 파쇄하고, 이 중에 함

유되어 있는 철분은 자력선별에 의해 분리한다. 2차 파

쇄기는 1차 파쇄기와 유사하지만 보다 고속으로 회전

(400 rpm)하며, 약 6 mm 이하의 크기로 파쇄한다. 최

종적으로 파쇄물은 비중차이에 의해 절연용 플라스틱이

나 고무 등과 분리한다. 일반적으로는 3 종류로 분류하

며, 비중이 가장 큰 Cu (8.96 g/cm3)와 가장 가벼운

절연재(1.3 ~ 1.4 g/cm3), 그리고 그 중간의 것으로 분

리한다. 중간재인 혼합물은 2차 파쇄기로 보내어 재처

리 한다. 

한편 잘게 파쇄한 동과 피복재를 분리하는 방법에는

습식과 건식법이 있다. 습식은 물의 부력을 이용한 습

식 비중선별에 의해 분리하는 것이며, 건식법은 진동과

풍력을 이용한 비중선별의 원리로 분쇄된 동과 피복재

를 선별한다. 최근에는 피복재인 비닐이나 플라스틱류

를 별도로 선별하여 리사이클링하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피복재를 소각처리한 후(소선 스크랩) 용

해하여 재생하기도 하여 새로운 환경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이러한 소선 스크랩을 용해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절연물의 소각재가 용탕성분의 불량원인이 되기도

한다3).

5.2. 폐자동차로부터 동의 리사이클링

폐자동차의 Cu원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폐차를 슈레딩하기 전에 미리 제거하는 라디에

이터이다. 현재 대부분의 자동차 라디에이터는 알루미

늄이나 플라스틱으로 대체되었지만, 일부 오래된 자동

차에는 Cu제 라디에이터가 남아 있다. 두 번째는 폐차

를 슈레딩하여 철계와 분리한 비철금속류인 알루미늄,

아연 등에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전기회로용의 전선류

가 대부분이다. 알루미늄과 아연 등은 쉽게 산화되어

Cu와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선별공정을 거치

지 않고 제련소로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제련소에서의

처리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와전류 선별, 비중선별 등

을 이용하여 비철금속 종류별로 선별하기도 한다. 마지

막으로 폐차를 슈레딩하고 남은 잔재(ASR, auto

shredder residue) 중에 함유되어 있는 것이 있다. ASR

중에는 최대로 3 % 정도의 Cu가 함유되어 있으나, 나

머지는 유기물이 많기 때문에 매립으로 처리하거나, 소

각 후에 남은 소각회로부터 Cu를 포함한 유가금속을

Fig. 7. Recycle cable chopping flowsheet for separating

copper from insulation and ferrous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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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하기도 한다.

5.3. WEEE로부터 동의 리사이클링

폐전기전자부품(WEEE)의 재료 구성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플라스틱류와 세라믹이 각각

약 30 %, 그리고 나머지인 약 40 %가 금속류로 되어

있다. 금속 중에서는 Cu가 가장 많으며, 일반적으로

WEEE 중에는 약 15 ~ 20 %의 Cu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다. 특히 PCB (printed circuit

board)에는 20 % 이상의 Cu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4).

WEEE는 다양한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고 구조도 복

잡하므로 폐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수준까지 해체

한 후에 슈레더로 파쇄하여 선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차 슈레더에서 비교적 큰 입자로 파쇄되면 Cu를 풍력

이나 체질, 수선별 등에 의해 회수한다. 2차 슈레더에서

는 비교적 미세한 분말로 파쇄되므로 와전류선별, 정전

선별 등으로 Cu를 회수한다.

한편 이러한 WEEE의 슈레더 처리에서도 PCB 등과

같이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Cu나 귀금속류를 완전히

회수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이러한 PCB들은 제련

소로 보내어 처리하기도 한다. 그리고 PCB의 표면에

있는 Cu를 별도의 장치로 긁어내어 용해-정련을 거쳐

서 회수하기도 한다15). 또 이러한 PCB들을 소각처리와

습식처리를 병행하여 유가금속을 회수하기도 하지만, 새

로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5.4. Kayser Recycling System (KRS)

Fig. 8에는 WEEE를 포함한 동함유 순환자원을 처리

하는 독일 Aurubis A.G.의 KRS 프로세스의 공정도를

나타내었다16). 동을 함유하는 다양한 원료를 TSL (Top

Submerged Lance) 공법의 일종인 ISASMELT로에서

처리하여 약 80 %의 Cu를 함유하는 black copper

(74 ~ 80 % Cu, 6 ~ 8 % Sn, 5 ~ 6 % Pb, 1 ~

3 % Zn, 1 ~ 3 % Ni, 5 ~ 8 % Fe)를 만들어 회

전식 전로(TBRC, Top Blown Rorary Converter)에서

동합금 스크랩과 함께 환원하고, 동합금 등에 함유되어

있던 Sn-Pb합금을 분리한다. 전로에서 처리된 약 95

%Cu의 조동과 동스크랩을 정제로(anode furnace)에서

정제한 후에 anode로 주조하고 전해정제하여 고순도

Cu를 만들고 있다. 전해정제 과정에서 WEEE에 함유되

어 있던 Ni은 황산니켈로, 귀금속류는 슬라임으로 회수

하여 처리한다. 

벨기에의 유미코어(Umicore)에서도 ISASMELT를 이

용하여 동을 비롯한 각종 비철금속 스크랩을 처리하여

Cu를 포함한 귀금속 및 각종 비철금속을 회수하고 있

다15). 다만 이 경우 조동을 침출한 후 전해채취에 의해

Cu를 회수하고 있다.

한편 TSL 노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응에 의해 블랙

카파가 만들어진다17). 우선 환원제 역할을 하는 CO와

열원은 아래와 같이 코크스 등의 연소에 의해 만들어

진다.

C(coke) + 0.5O2 = CO + heat (15)

Fig. 8. Schematic illustration of Kayser Recycl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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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가스는 아래와 같이 원료 중의 산화물을 금속이나

저급 산화물로 환원 시킨다.

CO + Cu2O = CO2 + 2Cu(l) (16)

CO + ZnO = CO2 + Zn(g) (17)

CO + PbO = CO2 + Pb(l,g) (18)

CO + NiO = CO2 + Ni(l) (19)

CO + SnO = CO2 + Sn(l) (20)

CO + SnO2 = CO2 + SnO(l,g) (21)

또 스크랩 중의 철분은 아래와 같이 Cu2O를 치환환원

시킨다.

Fe + Cu2O = FeO + 2Cu(l) (22)

국내의 지알엠(GRM)에서도 Cu가 함유되어 있는 각

종 산업부산물로부터 Cu를 회수하고 있으며, Fig. 9에

공정도를 나타내었다. 동을 함유하고 있는 각종 원료를

환원 분위기인 TSL (top submerged lance)법으로 건

식처리하여 블랙카파로 재생하고 있다. 투입되는 원료

로는 광재, 전자스크랩, 에칭폐액, 슬러지, 각종 산업(전

자/전선/반도체/석유화학/자동차 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동재, 동스크랩류, 금, 은, 팔라듐과 같은 귀금속 원소가

함유된 스크랩 등의 순환자원이 있다. 블랙카파 중에는

귀금속도 함유되어 있으며, 동제련소로 보내어 처리하

고 있다.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슬래그는 고압의 공기

로 급냉하여 페로실리카를 만든다. 

5.5. 동함유 스크랩의 습식처리

동함유 스크랩의 습식처리는 건식법보다 작은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습식처리는 주로 여러 금속이 혼

합된 스크랩이나 다른 공정에서의 부산물을 원료로 사

용한다. 또 전자산업의 PCB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염

화동 에칭폐액에 철스크랩 등을 첨가하여 치환반응으로

금속동을 침전시켜 직접 분말상의 동제품을 만들거나

제련소로 보내어 처리하기도 한다. 동과 치환된 철은 염

화제2철 용액으로 판매한다18).

습식처리를 위한 첫 단계로 원료의 표면이 그리스나

기름 또는 페인트로 오염되어 금속 표면으로의 용매의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에 전처리를 한다. 이러한 오염물

질은 소각(불순물의 연소)이나 수산화 나트륨을 첨가한

탄산나트륨(Na2CO3)의 고온 용액으로 세척하여 제거하

고 있다.

분말상이 아닌 경우에는 침출효율을 높이기 위한 분

쇄가 필요하다. 특히 통신용 등 매우 가는 전선은 나이

프 컷터 등으로 잘게 절단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는 중력(풍력)선별이나 정전선별, 자력선별, 와전류선별

등으로 사용하여 품위를 높인다. 세선의 경우 여러가지

선별법을 적용하여도 동과 피복재가 분리되지 못한 것

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스크랩의 경우 제련소 등으로 보

내어 처리하기도 하지만, 침출-전해채취의 습식법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소형 구리 폐기물, 구리 드로스 또는 구리 전해공정

에서 발생한 anode slime 등을 황산으로 침출하고 있

다. 침출은 대기 중 75 ~ 85 oC의 온도에서 통기하의

연속교반을 하면서 실시한다. 또 고온 및 고압의 오토

Fig. 9. Flowsheet of recycling process of copper resources in GRM. Schematic illustration of G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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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이브에서 침출하기도 한다. 습식처리의 마지막 단

계로 불용성 납양극을 사용하여 Cu를 전해채취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암모니아 또는 암모늄 설페이트와

암모니아를 혼합한 탄산암모늄 침출제를 사용하는 암모

니아 침출이 있다. 침출액은 암모니아의 증류-응축에 의

해 처리되며, [Cu(NH3)4]CO3 복합체로부터 CuCO3가

침전된다. 특히 전기모터 등에 포함되어 있는 구리를 암

모니아 침출에 의해 회수하기도 한다. 우선 모터를 분

해하고, 구리선에 피복되어 있는 에나멜 등을 제거하기

위해 500 ~ 600 oC에서 열처리를 한다. 그리고 암모

니아 용액으로 침출하여 [Cu(NH3)4]SO4로 구리를 회수

한다19).

6. 종 합

본 연구에서는 동함유 순환자원으로부터 동을 리사이

클링하기 위해 필요한 동의 제련공정에서부터 동스크랩

을 처리하는 공정들에 대해 고찰하였다. 동은 인류가 최

초로 사용한 금속이면서, 지금도 대량으로 사용되고 있

다. 그러나 동은 클라크수가 26위로 그다지 풍부하지

못한 자원이다. 따라서 동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리

사이클링이 필수적인 금속이다. 동스크랩을 리사이클링

하는 경우 동광석으로부터 금속동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약 20 % 정도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계

사용량의 약 30 %는 리사이클링에 의해 공급되고 있다.

이러한 동함유 2차 자원으로 전선 등의 선재가 가장 많

으며, 그 외에도 동이 함유된 각종 부산물들이 있다. 동

함유 2차 자원의 리사이클링 기술로는 크게 건식법과

습식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량으로 처리

하기 위해서는 TSL법 등의 건식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소량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도금폐액 등으로부터 직접

동을 회수하거나 침출-용매추출-전해채취의 습식법을 이

용하기도 한다. 향후에는 동 함유량이 15 % 미만의 2

차 자원으로부터 동을 회수하는 기술과 건식법과 습식법

을 융합한 기술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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