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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인쇄회로기판(WPCBs)은 Cu, Ni, Au, Ag, Pd 등의 희귀금속을 함유하고 있다. 폐 전자제품의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므로, WPCBs에서 희귀금속을 회수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WPCBs에서 유리섬유 보강 에폭시수지로부터 

금속과 유리섬유 및 에폭시 수지로 원재료로 분리하는 방법으로 화학적 재활용 방법은 어려운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WPCBs에서 금속 및 비금속성분을 분리하는 화학적 방법으로 에폭시 수지의 해중합을 methylpyrrolidone

와 dimethylformamide 용매에서 K3PO4 촉매를 사용하였다. WPCBs의 반응온도를 160∼200 ℃범위에서 진행하였고 반응

시간을 2∼12 h하여 반응을 진행하였다. WPCBs의 반응 후 얻은 재생 유리섬유를 열중량분석기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WPCBs에서 에폭시 수지의 용해도를 조사하였다.  

Waste printed circuit boards (WPCBs) contain valuable metals such as Cu, Ni, Au, Ag, and Pd. For an effective recycling 

of WPCBs, it is essential to recover the valuable metals. In recent years, recycling processes have come to be necessary 

for separating noble metals from WPCBs due to an increasing amount of electronic device wastes. However, it is well known 

that glass reinforced epoxy resins in the WPCBs are difficult materials to separate into elemental components, namely metals, 

glass fibers and epoxy resins in the chemical recycling process. K3PO4 as a catalyst in dimethylformamide (DMF) and 

N-Methyl-2-pyrrolidone (NMP) was used to depolymerize epoxy resins for recovering metallic and non-metallic components 

from WPCBs. Reactions of WPCBs were carried out at temperatures 160∼200 ℃ for 2∼12 h. The recycled glass fiber 

from WPCBs was analyzed by thermogravimetric analyzer (TGA) and evaluated the degree of solubility of the epoxy resin 

for separation efficiencies of the WPCBs.

Keywords: WPCBs, recycling, valuable metals, chemical recycling  

1. 서    론
1)

 대표적 도시광석(urban mining) 중의 하나인 폐 PC와 폐 휴대폰의 

잠재발생량은 각각 1999년도에 911천대와 15860천대에서 2003년도

에는 1866천대와 16619천대로 증가 추세에 있다. 폐 PC와 폐 휴대폰

에 함유되어 있는 금, 은, 팔라듐, 동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폐 PC와 폐 휴대폰으로부터 희귀금속을 재활용하는 경우 

일반금속 및 희귀금속의 재활용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은 대단히 클 

것으로 기대된다[1,2].
 
폐 인쇄회로기판(waste printed circuit boards; 

WPCB)에서 금속을 분리할 경우 고가의 희귀금속을 재활용하는 부가

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3]. 폐PC와 폐 휴대폰에 사용되었던 

WPCBs로부터 금속의 재활용 방법은 고온용융기술과 습식기술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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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구리 용융로를 이용한 고온용융기술이 

일반화 되어 있으나, 이 방법은 설비비가 고가이며 CO2가 대량 발생

하는 문제점과 희귀금속의 회수가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4]. 기존의 

WPCBs의 기계적 분쇄는 금속 분리 효율이 매우 낮으며 분쇄에너지

가 클 뿐만 아니라 미립 분쇄입자들의 미세먼지에 의해 작업환경이 

열악해진다[5-7].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WPCBs를 

화학적 처리를 통한 금속과 비금속성분으로 분리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8,9].

인쇄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s; PCB)에 사용되는 에폭시 수지의 

비율은 30% 이상이며 PCB의 난연화를 위해서 브롬화 에폭시수지가 

이용되고 있다[10]. WPCBs에서 금속성분의 효율적 분리를 위해서는 

WPCBs를 구성하고 있는 에폭시 수지와 접착제 및 코팅제로 사용되는 

고분자 수지의 분리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WPCBs의 

화학적 처리방법으로 강산[11]과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해중합[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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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Waste printed circuit boards using a shredding mill. 

Table 1. Physical Properties of Bromo Epoxy Resin  

Bromo epoxy resin Specification

EEW* (g/eq) 450

Viscosity (cps, 25 ℃) 1750

Bromo content (wt%) 20

Specific gravity (25 ℃) 1.22

* Epoxy equivalent weight

및 수소화 분해[14,15]에 의한 열경화성 수지의 재활용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기용매와 금속촉매를 이용하여 에폭시 수지를 포

함한 고분자 매트릭스의 용해와 해중합을 통한 WPCBs로부터 금속성

분을 효과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을 시도하였다. WPCBs를 구성하는 

에폭시 수지의 용해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N-Methyl-2-pyrrolidone (NMP)

와 dimethylformamide (DMF)용매와 인산포타슘(K3PO4) 용액에서 물의 

몰 비를 변화시키면서 용해율을 측정하였다. 반응온도와 시간에 따라 

WPCBs서 에폭시 수지를 포함한 고분자 매트릭스의 용해율을 측정하

였다. 인산포타슘에 의한 용해율의 영향을 보기위해 WPCBs의 용해 

후 분리된 유리섬유 표면의 모폴로지와 열분석을 통해 에폭시 수지의 

해중합정도를 조사하였다.

2. 실    험  

2.1. 시약 및 재료 

WPCBs는 3년 이상 사용한 후 폐기된 인쇄회로기판을 shredding mill

을 이용하여 20 mm × 20 mm 이하의 크기로 자른 후 두께가 2 mm 

이하로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Figure 1에 파쇄된 WPCBs를 나타내었다. 

WPCBs의 표면에 있는 먼지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기위해 비 이온화

된 물을 이용하여 수회 세척 후 80 ℃에서 24 h 진공 건조하여 사용하

였다. WPCBs는 구리도선을 포함한 희귀금속, 브롬화 에폭시 수지, 경

화제, 코팅제 및 유리섬유로 이루어져 있다[10]. 인쇄회로기판에서 에

폭시 수지의 특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WPCBs의 용해에 사용된 

유기용매는 Showa사의 N-methyl-2-pyrrolidone (NMP)과 dimethylforma-

mide (DMF)를 정제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K3PO4 용액은 비 

이온화된 물과 K3PO4의 몰 비를 15, 30, 45, 60, 90로 하여 각각 사용

하였다.

2.2. 용해율  

알칼리금속염이 에폭시수지의 용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

해 각각 K3PO4 용액 0.2∼0.8 g과 NMP에서 각각 WPCBs의 질량비를 

10∼30 wt%로 하여 2∼12 h 동안 300 mL 플라스크에서 마그네틱 바

로 300 rpm에서 각각 교반하였다. 용해온도를 150∼180 ℃ 온도범위

에서 용해온도에 따른 에폭시수지의 용해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

였다. 각각 용해 후 유리섬유를 비 이온화된 물로 수회 세척 후 80 ℃

에서 24 h 진공건조 후 수지의 용해가 끝난 다음 잔존하는 WPCBs의 

질량(W2)을 측정했다. WPCBs에서 에폭시수지를 포함한 고분자 수지의 

함유량을 알기 위해 이미 준비된 시료를 5 × 5 × 2 mm 크기 이하로 

잘라 각각 10 g을 180 ℃에서 K3PO4 용액과 NMP용매 하에서 120 h 

용해하였다. 시료는 용해 후 유리섬유표면에 있는 K3PO4와 에폭시 수

지를 제거하기 위해 NMP 용매에서 200 ℃에서 속슬렛(Soxhlet) 장치를 

이용하여 24 h 환류한 후 과량의 물과 메탄올로 세척 후 80 ℃에서 

진공 건조하여 에폭시 수지의 질량(W3)의 평균값을 측정하였다. WPCBs

에서 에폭시수지의 용해율은 아래에 나타내는 식에서 산출했다.

에폭시 수지의 용해율(%) = (W1 - W2) / W3 × 100 

W1 = 용해 전의 WPCB 질량

W2 = 용해 후의 WPCB 질량

W3 = WPCBs에서 에폭시 수지의 질량

WPCBs의 고분자 수지 양과 NMP에 의한 용해 후 분리된 유리섬유 

표면에 남아있는 고분자 수지 양을 정량하기 위해 열중량분석기(thermo- 

gravimetric analyzer : TGA, TA instrument Q600)를 사용하였다. 승온

속도는 20 ℃/min이었고 질소분위기에서 측정하였다. 용해조건에 따라 

유리섬유의 표면을 주사 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Jeol JSM-6400)으로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토론

DMF와 NMP는 끊는 점이 각각 153 ℃와 203 ℃로 경화된 에폭시 

수지의 유리전이온도보다 높다. 극성 비양자성용매인 DMF와 NMP를 

이용하여 WPCBs의 용해 후 측정한 무게변화 결과를 통하여 에폭시 

수지의 용해율을 나타내었다. 수소결합 수용체인 용매는 브롬화 에폭

시 수지를 구성하는 수산기가 수소결합 공여체로 작용한다. DMF와 

NMP 용매에 대한 에폭시 수지의 용해율을 측정하기 위해 용해시간에 

따른 용해율을 관찰하였다. 용해온도가 DMF는 150 ℃에서 NMP는 

180 ℃의 각각의 용해온도에서 용해시간 변화에 따른 에폭시 수지의 

용해율을 Figure 2에서 나타내었다. 용해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에폭시 

수지의 용해율이 증가함을 보였으며 용해시간이 12 h에서 DMF에서는 

28%와 NMP에서는 46%의 에폭시 수지 수지의 용해가 일어나 금속 

성분이 분리됨을 나타내었다. 용해시간이 4 h 이상에서 WPCBs의 

에폭시 수지가 용해됨에 따라 표층의 구리도선의 분리가 일어났으며 

용해율이 증가함에 따라 금속의 분리도가 증가하였으나 12 h 이상에

서는 일정한 용해율을 보였다. DMF와 NMP용매는 친핵체의 에너지

를 증가시켜 용해시간과 용해온도가 증가할수록 에폭시 수지의 용해

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16]. 

WPCBs는 다층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NMP는 표층의 에폭시 수지는 

용해가 일어나지만 내층의 에폭시 수지는 용해가 어려웠다. 따라서 

유기용매가 내층의 에폭시 수지와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 에폭시 수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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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issolution of epoxy resin in the WPCBs using the DMF 

and NMP solvent at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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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Dissolution of epoxy resin in the WPCBs as function of 

water/K3PO4 mole ratios using the NMP and K3PO4 solution at 180 ℃, 

8 h.

0 2 4 6 8 10 12 14 16

0

20

40

60

80

100

D
is

s
o
lu

ti
o
n
 o

f 
e
p
o
x
y
 r

e
s
in

 (
%

)

Time (h)

 K
3
PO

4
, addition

 K
3
PO

4
, No addition

Figure 4. Dissolution of epoxy resin in the WPCBs as function of 

dissolution time using the NMP and K3PO4 solution at 180 ℃

(water/K3PO4 mole ratio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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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Dissolution of epoxy resin in the WPCBs as function of 

dissolution temperatures using the NMP and K3PO4 solution at 180 ℃

(water/K3PO4 mole ratio = 45, 4 h). 

해중합 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필요하였다. WPCBs에서 에폭시 

수지의 용해율에 미치는 영향은 NMP의 용매효과 뿐만 아니라 양성

자제거 반응에 관여하는 K3PO4 촉매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17]. 

K3PO4 용액에서 K3PO4의 포화용해도를 기준으로 K3PO4의 이온화도

를 증가시키기 위해 물의 몰 비가 증가된 K3PO4 용액을 사용하였다. 

반응온도가 180 ℃과 8 h에서 에폭시 수지의 용해 결과를 Figure 3에 

나타내었다. 물/K3PO4의 몰 비가 증가함에 따라 용해율이 증가하였으

며, 물/K3PO4 몰 비가 45에서 최대 용해율을 보였다. 물/K3PO4 몰 비

가 60 이상으로 증가할 때 에폭시 수지의 용해율이 감소하는 경향은 

NMP의 양이 감소함에 따라 용매의 친핵도의 감소에 의해 용해속도

가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NMP 단독용매와 K3PO4를 첨가한 

NMP용액에서 용해시간에 따른 에폭시 수지의 용해율을 Figure 4에 

나타내었다. NMP를 단독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반응시간이 12 h에서 

용해율이 46%를 보였으나 K3PO4를 첨가했을 때는 78%로 증가하였다. 

K3PO4 용액에 의한 에폭시 수지의 용해도는 NMP용매를 단독으로 사

용한 경우에 비해 용해도가 70% 이상 증가함을 알 수 있다. K3PO4 

용액에서 에폭시 수지의 용해반응은 K
+
이 수용액에서 이온화한 전자

수용체로 작용하여 에폭시 수지에 존재하는 전자공여체인 에테르와 

결합하여 에폭시 수지의 해중합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18]. 반응시간을 

4 h으로 하여 WPCBs의 함량과 용해온도에 따른 에폭시 수지의 용해

율을 Figure 5에 나타내었다. 용매에 대해 WPCBs의 함량이 15와 20%

에서 양호한 용해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WPCBs에서 에폭시 수

지가 용해됨에 따라 분리된 유리섬유와 금속성분들의 충돌에 의한 기

계적 교반효과에 의해 에폭시 수지의 용해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

다. WPCBs의 함량이 25% 이상에서 에폭시 수지의 용해율이 감소하

였으며 이는 에폭시 수지가 용해 후 잔존하는 유리섬유 표면에 흡착

된 NMP용매로 인해 유리섬유가 뭉쳐 있는 상태로 존재하여 용매효

과가 감소함을 보였다. 

Figure 6은 WPCBs를 NMP와 K3PO4 용액을 사용하여 180 ℃에서 

4 h 반응 후 분리된 유리섬유를 나타내었다. 육안관찰에서 단섬유와 

부직포형태로 분리된 유리섬유를 보였다. WPCBs에서 유리섬유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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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Glass fibers from WPCBs dissolution using the NMP and 

K3PO4 solution. 

      

(a)                                                                (b)

      

(c)                                                               (d)

 

(e)

Figure 7. SEM photographs of glass fibers from WPCBs dissolution using the NMP and K3PO4 solution at 180 ℃; (a) NMP, 2 h, (b) K3PO4/NMP, 

2 h, (c) water/K3PO4 = 45 and NMP, 4 h, (d) water/K3PO4 = 45 and NMP, 12 h, and (e) water/K3PO4 = 45 and NMP, 96 h.

에폭시 수지 복합재료의 용해 후 분리된 유리섬유의 표면을 SEM을 

통하여 관찰하였다. K3PO4에 의한 에폭시 수지의 용해도에 미치는 영

향과 용해시간에 따라 분리된 유리섬유 표면의 SEM 사진을 Figure 7에 

나타내었다. NMP용매 단독으로 용해한 WPCBs (Figure 7(a))는 수지

가 표면에서 벗겨진 모양을 보였으며 K3PO4의 첨가(Figure 7(b))에서

는 에폭시 수지가 표면에서 벌집모양으로 용해된 형태를 나타내었다. 

에폭시 수지가 완전히 용해되지 않았으나 포타슘 양이온에 의해 에폭

시 수지의 용해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물과 K3PO4의 몰 비를 45로 

하여 용해시간을 4 h (Figure 7 (c))에서는 용해되지 않고 남은 에폭시 

수지가 유리섬유 사이에 존재하는 형태를 나타내었다. 반응시간이 증

가할수록 유리섬유표면에 있는 에폭시 수지가 용해되어 유리섬유표

면이 깨끗한 상태를 보였으며(Figure 7(d)), 5 µm 미만의 미세입자크

기를 갖는 수지와 유리섬유 간의 반데르발스 힘에 의해 수지가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다(Figure 7(e)). 유리섬유에 남아있는 에폭시 수지 양을 

정량하기 위하여 반응시간 따라 얻은 유리섬유를 TGA분석을 하였다. 

WPCBs에서 용해 후 분리된 유리섬유의 TGA결과를 Figure 8에 나타

내었다. WPCBs의 초기 분해온도는 에폭시 수지의 분해온도인 298 ℃

에서 330 ℃범위에서 보였으며 char의 분해가 330∼530 ℃온도범위에

서 관찰되었다[19]. 물과 K3PO4의 몰 비를 45로 하여 용해시간을 2 h

에서는 초기 분해온도가 200 ℃에서 보였으며 타르의 분해가 나타났다. 

초기분해온도가 에폭시 수지의 분해온도보다 낮은 결과는 에폭시 수

지가 K3PO4의 포타슘양이온에 의해 해중합되어 분자량이 낮은 페놀

과 비스페놀 A가 생성됨을 알 수 있다[17]. 반응시간이 12 h에서 K3PO4

에 의한 에폭시 수지의 해중합 후 생성된 유리섬유의 열중량 분석 결

과를 통해 유리섬유표면에 남아 있는 에폭시 수지의 양이 크게 감소

함을 알 수 있다. 

4. 결    론

유기용매와 촉매를 이용한 화학적 방법을 통하여 폐 인쇄회로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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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Thermogravimetric analyzer (TGA) thermogram of glass 

fibers from WPCBs dissolution using the NMP and K3PO4 solution at 

180 ℃.  

으로부터 금속과 수지용액 및 유리섬유를 분리하였으며 K3PO4용액과 

NMP 용매에 대한 에폭시 수지의 용해성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NMP용매에서 K3PO4를 촉매로 사용하여 폐 인쇄회로기판의 에폭시 

수지가 용해되어 금속과 유리섬유 및 고분자 수지용액으로 분리되었다. 

브롬 함유율이 20%인 브롬화 에폭시 수지는 NMP 용액을 사용하여 

반응온도를 180 ℃로 하여 반응시간이 12 h에서 46% 용해되었으며 

K3PO4용액에서 물/K3PO4 몰 비가 45에서 에폭시 수지의 용해율은 

78%로 에폭시 수지의 용해율이 70% 증가하였다. 폐 인쇄회로기판의 

용해 후 분리된 유리섬유 표면형태와 열중량분석 결과로부터 K3PO4 

첨가에 의해 에폭시 수지의 해중합이 증가함에 따라 금속과 유리섬유

의 분리도가 증가하였다. K3PO4와 NMP 용액을 사용한 화학적 재활

용방법을 이용하여 폐 인쇄회로기판에서 에폭시 수지 용액과 유리 섬

유 및 금속으로 분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참 고 문 헌 

 1. J. M. Yoo, J. K. Jeong, K. K. Yoo, J. C. Lee, and W. B. Kim, 

Wast. Manage., 29, 1132 (2009).

 2. S. H. Lee and Y. M. Jo, Korean Indus. Chem. News, 13, 2 (2010).

 3. J. C. Lee, H. T. Song, and J. M. Yoo, Resour. Conserv. Recy., 50, 

380 (2007). 

 4. M. S. Kim, J. C. Lee, J. K. Jeong, B. S. Kim, and E. Y. Kim, 

J. Kor. Inst. Resour. Recy., 14, 45 (2005).

 5. S. Zang, E. Forssberg, B. Arvidson, and W. Moss, Resour. Conserv. 

Recy., 23, 225 (1998).

 6. W. J. Hall and P. T. Williams, Resour. Conserv. Recy., 51, 691 

(2007).

 7. J. Guo, J. Li, Q. Rao, and Z. Xu, Environ. Sci. Technol., 42, 624 

(2008).

 8. W. J. Hall, N. Miskolczi, J. Onwudili, and P. T. Williams., Energy 

Fuels, 22, 1691 (2008).  

 9. Y. J. Park and D. J. Fray, J. Hazard. Mater., 164, 1152 (2009).

10. E. J. Kelly, Base Material Components, in Printed Circuits 

Handbook, C. F. Coombs, Ed, McGraw-Hill, New York, Vol 1, 

Chap. 7 (2008).

11. W. Dang, M. Kubouchi, H. Sembokuyu, and K. Tsuda, Polymer, 

46, 1905 (2005). 

12. M. Goto, M. Sasaki, and T. Hirose, J. Mater. Sci., 41, 1509 (2006). 

13. M. Goto, J. Supercrit. Fluids, 47, 500 (2009).

14. D. Braun, W. Gentzkow, and A. P. Rudolf, Polym. Degrad. Stabil., 

74, 25 (2001).

15. Y. Sato, Y. Kondo, K. Tsujita, and N. Kawai, Polym. Degrad. 

Stabil., 89, 317 (2005).

16. C. Reichardt, Solvents and Solvents Effect in Organic Chemistry, 

237, Wiley-VCH, New York (1988). 

17. H. Shih and A. Reister, Macromolecules, 30, 4353 (1997). 

18. F. A. Carey and R. J. Sundberg, Advanced Organic Chemistry, 

Part A: Structure and Mechanisms, 389, Springer, New York 

(2008).   

19. C. R. Moon, B. R. Bang, W. J. Choi, G. H. Kang, and S. Y. Park, 

Polymer Testing, 24, 376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