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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an increased production of Printed Circuit Boards (PCBs) in electronic equipment, the consumption of solder

alloys is growing globally. Recently, increasing importance of recycling solder scrap has been recognized. Generally, solder

scrap contains many impurities such as plastics and other metals. Hazardous components must be eliminated for recycling solder

scrap. The present work studied pretreatment for reuse of solder scrap alloys. An experiment was conducted to enhance the

cleanliness of solder scrap melt and eliminate impurities, especially lead. Physical separation with sieving and magnetic force

was made along with pyrometallurgical methods. A small decrease in lead concentration was found by high temperature

treatment of solder scrap melt. The impurities were removed by filtration of the solder scrap melt, which resulted in

improvement of the melt cleanliness. A very low concentration of lead was achieved by a zone melting treatment with repeated

passage. This study reports on a pretreatment process for the reuse of solder scrap that is lead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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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와 같은 고도화된 산업사회에서는 거의 모든 분야

에서 전자기기의 사용이 일반화되었다. 컴퓨터, 휴대폰, 반

도체, 가전, 자동차를 비롯하여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

기는 다양한 종류의 부품으로 구성된 전자회로 기판을 포

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자회로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솔

더합금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산업인 반도체 산

업 및 가전산업 등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그

에 따른 관련기술에 대한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솔더는 통상 땜납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용융점이 90~

450oC 범위에 있는 융점이 낮은 합금을 의미하며, PCB

(Printed Circuit Board)와 전자부품을 기계·전기적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형태는 바(bar), 와이어(wire), 페이

스트(paste, 크림솔더), 볼(ball), 테이프(tape) 등이 있다.1)

솔더는 컴퓨터 및 전자제품의 제조시 필수적으로 사용

하게 되는 금속으로서 국내 솔더 페이스트 시장은 연간

약 320억원 규모이며, 전세계적으로 약 2,100억원대의 시

장이 형성되어 있다. 전자산업의 발달에 따라 전자제품

및 전자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대량으로 소모되고 있으며

, 솔더의 주요 수요처인 PCB 산업은 2008년 기준으로

약 564억 달러 규모로 우리나라는 세계시장 제4위를 차

지하고 있다.2) 최근 환경 및 보건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

가되고, 유해물질을 사용한 제품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2006년 7월 1일부로 EU

에서 생산되는 전자제품 소비재에 납 사용을 규제하는

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와 WEEE (European Union Waste Electrical and Elec-

tronic Equipment Directive)가 발효됨에 따라 유럽을 비

롯한 선진국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납을 사용한 제품뿐

만 아니라 제품제조공정에서의 납성분의 사용을 법적으

로 규제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제조공정

에서부터 납이 포함하지 않는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며,

그린 산업사회의 확립을 위하여 솔더스크랩 합금을 재

사용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는 납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무연솔더가 개발되어

일부 사용되고 있으나, 시중에 유통되는 솔더합금 및 솔

더스크랩에는 납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무연솔

더는 Sn/Ag/Cu계 솔더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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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일본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기존 솔더에

비해 가격이 약 2.5배 비싸다.3) 대기업은 대부분 무연솔

더로 전환하였으나, 중견기업의 경우 가격이나 기술측면

에서 유연솔더를 선호하고 있고, 자동차, 전장분야에서는

여전히 유연솔더가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납

을 포함하는 솔더스크랩이 다량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자원의 재활용측면에서 전자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솔더

스크랩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

때 기존의 전자제품으로부터 회수하는 과정에서 솔더스

크랩에 포함될 수 있는 불순물 및 납 성분을 제거할 필

요가 있다.

그러나 전자제품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솔더스크랩 및

전자제품으로부터 회수한 솔더에 포함된 납 성분을 제거

하고 솔더를 재생하여 재사용한 예는 보고된 바 없다. 그

러므로 솔더스크랩 중의 불순물 성분을 제거하고 납 성

분을 제거하여 친환경적인 기준에 맞추어 재사용하기 위

한 기술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

에서는 그린 프로세스의 확립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솔

더스크랩 중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재생하기 위한 전처

리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솔더스크랩

본 연구에서의 솔더스크랩 시료는 전자회로부품 생산공

정에서 회수한 것으로, Fig. 1에 나타낸 사진과 같이 두

종류의 시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볼형태의 구형

의 것을 “솔덤A” 부르고, 길쭉하며 불규칙한 형태의 시

료를 “솔더B” 부르기로 한다. 솔더A는 500 µm 전후의 입

자크기를 나타내었으며, 금속, 플라스틱, 세라믹 입자 등

의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솔더B

는 길이가 10~30 mm인 형상으로 불규칙하고 약간의 냄

새가 나며 산화물로 추정되는 어두운 회색분말상의 이물

질을 포함하고 있다.

솔더A와 솔더B의 화학성분 분석결과를 Table 1에 나

타낸다. 분석치는 시료의 상태에 따라 값의 변동이 있

었으며 ICP 분석시 전처리에 따라 약간의 변동을 나타

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솔더스크랩은 솔더A와 솔더B 모

두 불순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순물은 물

리적으로 제거되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솔더 용탕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을 물리적 선별과정 및 필터

링을 통하여 제거하였다. 솔더A에 대한 물리적 선별은

체(sieve)를 사용하여 크기가 500 µm 이상인 대형의 불

순물 입자를 우선적으로 제거한 후, 자력선별을 통하여

철입자와 같은 불순물을 제거하였다. 

2.2 고온용해 실험

먼저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주요 불순원소인 Pb

의 증발 제거거동을 조사하기 위하여 1300oC이상의 고

온에서 솔더스크랩 합금용탕을 처리하여 Pb의 변화거동

을 조사하였다. 고온용탕처리를 하기 위하여 고주파 유

도가열장치를 사용하였으며, 유도 코일의 중앙부에 시편

이 위치하도록 하고 그라파이트(graphite) 발열체를 이용

하여 간접가열방식으로 가열하였고, 도가니는 알루미나 도

가니를 사용하였다. 실험 분위기는 Ar+10%H2 혼합가스

를 사용하였으며, 온도는 1300~1400oC로 유지하였다. 폐

솔더 시료가 용해된 후 10분 또는 15분 간격으로 석영

으로 특수제작한 샘플러를 이용하여 분석용 시료를 채취

하여 분석시료로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솔더스크랩중 Pb 성분의 증발 제

거거동을 검토하기 위하여 고온의 아-크로를 이용하여, 용

융 솔더스크랩 합금을 용해하여 처리시간에 따른 용탕

Fig. 1. Photos of (a) solder scrap A and (b) solder scrap B used in the present work.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solder scrap.           (wt%)

Sn Ag Cu Bi Pb

Solder A 92.55 1.965 0.517 0.006 1.314

Solder B 93.0 4.06 0.89 0.014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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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Pb 성분의 거동을 조사하였다. 아-크로 챔버 내부는

배기 및 치환과정을 거쳐 불활성가스로 채워진 후 고온

의 아-크를 발생시켜 솔더스크랩을 용해하였다. 일반적으

로 발생된 아-크의 온도는 2000oC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의 고온처리시 채취한 솔더스크랩 시편은 칩(chip)으

로 가공하여 Inductively Coupled Plasma-Optical Emission

Spectroscopy (ICP-OES, Thermo Elemental, IRIS Intrepid)

를 이용하여 각 성분의 농도를 분석하였다. 처리시간에

따른 성분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2.3 용탕의 필터링처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솔더스크랩은 솔더A와 솔더B 모

두 불순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순물은 물

리적으로 제거되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솔더 용탕중

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을 물리적 선별과정 및 필터링

을 통하여 제거하였다. 

Fig. 2는 필터링 처리를 하기 위한 장치의 사진을 나

타낸다. 그라파이트제의 도가니 하부에 오른쪽 사진의 필

터를 2중으로 설치하였다. 필터는 한국호세코에서 제조

한 것으로 Open cell type이며, 직경이 50 mm이고, SiC

재질로 되어 있다. 먼저 용해용 전기로에서 폐솔더를 용

해한 후 용탕을 필터링 장치에 붓고 하부의 필터를 통과

시켜 불순물을 물리적으로 제거하였다. 필요시에는 하부를

진공으로 배기하여 용탕의 필터통과가 잘 되도록 할 수

있다. 필터처리를 한 용탕은 직경 15 mm, 길이 220 mm

의 봉형태로 주조하였다.

2.4 존멜팅처리

솔더스크랩 용탕을 필터링 처리하여 물리적으로 혼입

되어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여 청정성을 확보한 주조봉을

가공하여 직경과 길이를 조정한 뒤 존멜팅 정련처리를 실

시하였다. Fig. 3은 본 연구에서 제작한 수평형 존멜팅

장치의 모식도를 나타낸다. 반응관 및 시료는 고정되어

있으며, 칸탈선으로 제작된 히터는 스텝핑 모터(stepping

motor)를 사용하여 일정한 속도로 이동된다. 도가니는 고

순도의 그라파이트제로 제조하였으며, 외경 15 mm, 내경

13 mm, 길이 300 mm의 긴 보트의 형태로 가공하여 사

용하였다. 처리온도는 495~500oC로 하였으며, 처리시 반

응관내에 초고순도 아르곤 가스를 흘려주어 시료의 산화

를 방지하였다. 또한 반응관내부에서 산소의 영향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보트 도가니 하부에 산소제거제로서

sponge Ti를 넣었다. 히터의 이동속도는 0.4 mm/min로 하

였으며, 존멜팅 처리를 1회에서 10회까지 반복하여 실시

하고 50 mm 간격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ICP-OES에 의

해 성분분석을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고온용해 실험

본 연구에서는 솔더스크랩 중에 함유되어 있는 Pb 성

분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솔더스크랩을 유도용해로

를 이용하여 아르곤 분위기에서 1300oC 및 1400oC의 고Fig. 2. Photo of experimental apparatus for filtering treatment. 

Fig. 3. Schematic drawing of horizontal type zone melting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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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에서 용해후 온도를 유지하면서 일정시간 간격으로 시

료를 채취하여 ICP 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4(a)는 솔

더A의 고온용해 처리시 시간에 따른 Pb 성분의 변화를

나타낸다. Pb 성분의 함량이 처리시간의 증가에도 불구

하고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열역학 데

이터를 고찰해 보면, Pb의 증기압은 1300oC에서 37.26

mmHg이며, Sn의 증기압은 0.02 mmHg로서 Pb의 증기

압이 주석에 비하여 150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 또한 Fig. 5는 에 의해 보고된 용융 Sn-Pb 합금

의 활동도 측정 결과를 나타낸다. Fig. 5의 납과 주석의

활동도 측정결과를 보면, Pb와 Sn의 활동도는 양(+)의 편

위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5) 이렇게 납의 활동도가 양

(+)의 편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고온처리

에 의해 Pb가 그다지 감소되지 않는 것은, 솔더스크랩중

Pb 함량이 1% 정도로 매우 낮으므로 Pb의 활동도가 크

지 않아 Pb의 증발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사

료된다. 

또한 솔더스크랩중의 Pb 성분을 더욱 고온으로 처리하

고 진공효과를 더하여 증발제거하기 위하여 아-크 용해

로를 이용하여 일정시간 고온으로 가열처리하였다. Fig.

4(b)는 아-크 용해로 처리시간에 따른 솔더스크랩중 납의

농도변화를 나타낸다. Pb의 농도는 처리전 농도보다는 낮

아졌으나,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아-크 용해시 챔버내 압력은 0.4기압 정

도로 유지되어 감압상태이며, 아-크의 온도는 최소 2000oC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감압, 고온처리에도 불

구하고 용탕중 Pb 함량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3.2 용탕의 필터링처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솔더A는 플라스틱 조각, 철분 입

자 등의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폐솔더B는 많은 dust

와 같은 불순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들 중 플라스

틱 입자는 체질(sieving) 처리를 하여 분리하고, 철분 입

자는 자성분리를 통하여 제거하였다. 그러나 더스트는 입

자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분리가 용이하지 않다. 이 더

스트는 폐솔더를 용해한 후 필터로 처리함으로써 제거하

였다. 더스트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솔더B는 고온에서 용

해하더라도 더스트가 솔더 용탕중에 잔류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솔더 용탕을 필터처리한 후의 주

조된 봉은 표면이 광택을 가지며 매우 청정한 상태가 됨

을 확인하였으며, 더스트와 같은 이물질의 제거에 필터

링 처리가 매우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3.3 존멜팅처리

존멜팅 실험은 Fig. 3에 나타낸 수평형의 장치를 이용

하여 직경 11 mm로 가공한 솔더스크랩의 막대를 보트형

의 흑연 도가니에 넣고 반응관내부에 장착한 후 Ar-10%H2

Fig. 4. Change of Pb content in solder scrap A after high temperature

treatment. (a) high frequency furnace and (b) arc melting furnace. 

Fig. 5. Thermodynamic activities of lead and tin in liquid Pb-Sn

alloy at 105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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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초고순도 Ar 가스를 흘려주면서 히터로 가열하여

시료의 일부를 용해하고 0.4 mm/min의 속도로 히터를 이

동시켜 용융부가 이동하면서 한쪽 계면에서는 고상이 용

해하여 액상이 되고, 다른 쪽에서는 응고가 진행되도록 하

여 시료봉의 끝까지 이동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솔더스크랩 중에 함유된 원소와 주

석의 상태도를 검토해 보면 Ag, Bi, Cu, Pb의 평형분배

계수는 1보다 작은 값을 나타낸다.5,6) 일반적으로 존멜팅

처리후의 시편위치에 따른 용질의 농도분포는 다음 식

에 의해 나타내진다.7)

(1)

여기서 C는 용질의 농도, C0는 초기농도이며, x는 거

리, k는 분배계수, l은 용융부 길이를 나타낸다. 이를 그

림으로 나타내면 Fig. 6과 같은 그림으로 나타내진다. 그

림에서 존멜팅의 처음부분이 원래 시료의 농도보다 낮고

점차 높아지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분포

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 존멜팅 처리 횟수는 1회에서 10회까지 하

였으며, 처리 후 시료를 회수하여 50 mm 간격으로 칩을

채취하여 ICP 성분분석을 하였다. Fig. 7은 솔더A 합금

을 존멜팅 처리하였을 때의 Cu와 Pb 각 성분의 위치에

따른 농도의 변화 및 처리횟수에 따른 성분농도의 변화

를 나타낸다. 존멜팅 처리에 의해 시작부분의 용질성분의

농도는 낮고 시료 끝부분의 용질성분의 농도가 높은 것

을 알 수 있다.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각 성분은 시료

시작부분은 농도가 존멜팅 처리전 농도 보다는 낮으나

50 mm 위치에서 더 낮아졌다가 이후 점차 증가하는 분

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처리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시작

부분의 용질농도는 더 낮아지고, 끝부분의 용질농도는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형적인 용질의

분포인 Fig. 6의 그림과는 약간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존멜팅시 용융존의 길이가 비교적 길어

서 용질원소의 확산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으로 사

료된다. 일반적으로 용융금속중의 용질원소의 확산속도는

10−5 cm2/s로 알려져있다.8) 본 연구에서의 용융존의 길이

는 60~70 mm로 비교적 길어서 확산에 많은 시간이 소

요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10회 존멜팅 처리하였을 때의 Cu는 약

0.1% 및 그 이하가 됨을 확인하였고, Pb의 경우에는 처

리전에 1.3%이상에서 최저에서 0.2% 정도로 감소된 것

을 확인하였다. 만약 10회 이상으로 반복하여 처리한다

면, Pb의 경우 0.1% 이하의 낮은 농도로 감소시킬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처리후 Pb 농도를 처리전 농도와 비

C

C
0

------ 1 1 k–( )e

kx

l
-----–

–=

Fig. 6. Concentration profile of solute after one passage of zone

melting treatment. 

Fig. 7. Change of components in Solder scrap A with number of

zone melting treatment; (a) Cu and (b) 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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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면 85% 이상의 제거율에 해당된다.

Fig. 7의 그림을 보면 첫 부분보다는 그 다음 부분이

더 낮은 농도가 되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존멜팅 처리시 용융부분

의 길이가 처음 시작부분과 끝부분에서는 60~70 mm 정

도로 비교적 크게 형성되고 중간부분에서는 용융부의 길

이가 40~50 mm 로 작게 형성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

었는데, 이러한 현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러나, 시료의 뒷부분에는 납이 농축되어 있으므로 이 부

분을 절단하여 제거하면 납의 함량이 낮은 농도로 제어

된 합금을 제조할 수 있다.

3.4 솔더스크랩 재생 전처리 공정

본 연구에서는 최근 다량으로 발생되고 있는 솔더스크

랩의 무연솔더로의 재생을 위한 처리공정에 대한 기초연

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전처리공정을 제안하고

자 한다.

① 물리적 선별(Sieving) 및 자성분리에 의한 플라스틱

및 철분의 제거

② 용해 및 필터링에 의한 청정도 향상

③ 주조 및 가공

④ 존멜팅 처리

⑤ 솔더성분 조정 및 솔더의 제조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솔더스크랩 시료에 대하여 재생처리를 위

한 처리 공정에 대한 기초연구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솔더A을 유도로를 이용한 고온 용해처리 및 아-크

용해로에 의한 고온/진공 처리에 의해 Pb 성분의 거동

을 조사한 결과, 이들 고온처리에 의한 Pb성분의 증발

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2) 용융 솔더스크랩의 SiC 필터를 이용한 필터링 처

리에 의해 이물질 불순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청정

성이 우수한 용탕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수평형 존멜팅 장치를 이용하여 솔더A 시료를 처리

한 결과, Cu, Pb의 용질 성분이 초기부분은 낮고, 끝부

분에는 농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처리횟수의 증가에

따라 초기부분은 농도가 매우 낮고, 끝부분에 용질성분이

몰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복적인 존멜팅 처

리에 의해 Pb 성분을 처리전 농도 대비 85% 이상 제거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솔더합금의 재생을 위

한 전처리공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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