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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사용 후 발생되는 폐 LCD판넬용 유리의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별도의 전처리 없이 폐 LCD판넬을 습식분쇄함으
로서 발포체 제조용 원료유리로 사용가능한 폐 붕규산유리의 회수 방법을 조사하였으며, 이렇게 회수된 폐 붕규산유
리를 사용하여 발포체의 제조를 시도하였다. 입도 270 mesh 이하의 크기로 분쇄 조절된 폐 붕규산유리를 대상으로 
폐 붕규산분말 100 g에 대해 발포제로서 탄소분을 0.3 중량 분율, 추가 발포조제로서 Na2CO3, Na2SO4, CaCO3를 각각 
1.5 중량 분율이 되도록 첨가한 원료 유리분말을 발포소성온도 950 ℃에서 20 min간 발포를 진행함으로서 밀도가 0.3 
g/cm3 이하되는 발포체를 제조할 수 있었다. 또한 원료 유리에 추가적으로 SiO2 또는 H3BO3를 첨가함으로서 얻어지는 
발포체에 효과적으로 개기공을 형성할 수 있었으며, 개기공의 형성은 흡음 등 새로운 기능을 가진 발포체의 제조 가
능성을 보여주었다.

Abstract
In this article, the foamed body of glass was manufactured from the waste borosilicate glass produced by wet pulverization 
process without additional pretreatment which can be used as a recycling method for waste LCD panel glass. Each 100 g 
of pulverized waste borosilicate glass with the size of less than 270 mesh were mixed with 0.3 weight fraction of carbon 
and 1.5 weight fraction of Na2CO3, Na2SO4 and CaCO3 and let them foamed for 20 minutes at 950 ℃ to manufacture the 
foamed body having the density of less than 0.3 g/cm3. Additionally, adding SiO2 or H3BO3 to the mixture enabled the foamed 
body to have efficient formation of open pores which showed the possibility for producing the foamed body with new func-
tionalities such as sound absor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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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영상매체의 발달은 디스플레이용 모니터를 LCD, LED에 이어 

OLED로 빠르게 대체 변화시키고 있다. 그 결과 사용 후 폐 모니터의 

발생속도 또한 더욱 빨라지며 아울러 그 폐기물의 양도 급격히 증대

되고 있다. 디스플레이 기술 강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LCD관련 제품

의 보급초기단계에서는 폐제품의 발생은 거의 없이 생산 공정라인에

서 발생되는 폐 LCD판넬 유리가 연간 30,000~50,000톤 정도로 거의 

전량 매립, 소각 또는 부분적인 재활용으로 시멘트에 혼입하는 방법

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소각 및 매립방식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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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로는, 폐 디스플레이 판넬의 경우 유리의 높은 비중으로 제품구성 

요소 중 상대적 중량이 높기 때문에 회수율 75% 이상, EPR 법적재활

용율 65% 이상이라는 EU의 WEEE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다. 그러므

로 제품생산 업체나 국가의 국제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사용된 

디스플레이용 모니터가 폐기되는 시기에 도달하기 전에 폐 디스플레

이 모니터에서 발생되는 폐 유리의 효과적인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어 왔다[1,2]. 그러나 우리나라는 물론 대

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용된 폐 디스플레이용 판넬이 폐기되는 

시기가 도래하였으며 디스플레이 산업이 국내 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 폐 디스플레이용 모니터에서 발생되는 

폐유리의 재활용 방안 마련이 더욱 중요한 당면과제인 것이다. 실제

로 디스플레이용 모니터로서 폐 LCD판넬용 유리를 대상으로 하는 다

양한 재활용에 대한 방안이 제안된바 있다. 폐 LCD 판넬로부터 액정 

및 유리 기판에 붙은 박막을 제거한 후 최종적으로 회수된 유리를 

LCD판넬용 유리의 제조에 부분적으로 첨가 사용하거나[3,4], 폐 L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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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Waste LCD panel recycled from the waste LCD TV.

판넬유리를 일차적으로 유리의 용융 온도 부근에서 가열하여 발생된 

기상의 폐기물을 활성탄흡착, 초임계수 처리 등으로 제거하고 남아있

는 고상의 폐기물은 별도의 물리적 처리기술을 사용하여 제거하고 남

은 유리를 샌드블라스트 처리, 세정 분쇄하여 최종적으로 LCD판넬용 

유리를 회수하는 공정[5] 등 유리를 재사용하는 방법이다. 또는 Merck

사[6]는 소각로 벽의 라이닝제 및 야금공정에 필요한 실리카 대체재료

서의 방안을 제안한 바 있으며, Sharp사는 폐 LCD판넬 유리로 타일을 

제조하는 방안을 보고하였다[7]. 독일의 Roland Martin은 2004년 

Merck사의 연구[6]의 연장선에서 LCD판넬 유리를 900∼1700 ℃ 온

도 범위에서 진행되는 용융공정, 야금공정, 소각공정 등의 공정에 부

분적인 첨가물 또는 대체물로 사용[8] 또는 건축토목용 세라믹의 첨가

제로 사용하는 이른바 물질 회수의 방안[9]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상

기한 바와 같이 아직까지 국내외를 비롯하여 실용화된 재활용 방안이

나 공정이 보고된 바 없는 상황이다. 

폐 LCD판넬용 유리와 같은 유리질 계통의 폐기물들이 자체가 지니

는 물리화학적 특성으로 재활용의 높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물질임

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재활용 방안이 이루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유리를 제조하는 원료 물질 자체가 값이 싸지만 재활용을 위한 전처

리 비용은 높아 재활용에 의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매우 어렵기 때문

이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폐유리의 재활용에 의한 효과적이고 가능

성 있는 고부가가치 창출의 한 가지 방안이 바로 폐유리를 이용한 발

포유리의 제조이다[10-14]. 특히 폐 LCD판넬용 유리와 같이 디스플레

이 모니터용의 유리는 붕규산유리로서 이를 발포유리의 원료로서 재

활용을 시도한다면 매우 기대되는 재활용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저자는 폐 LCD판넬용 유리를 대상으로 이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조사[11]하였으며 나아가 이 폐 LCD유리를 붕규산발포체 제조용 원

료유리로서 사용가능성 및 발포화 공정을 연구[12-14]한 바 있으며 발

포화 공정이 매우 가능성 있는 디스플레이 모니터용 유리의 재활용 

방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모두 디스플레이용 판넬의 생산 공정에서 발

생되는 공정 부산물으로서 거의 전량 유리질상태의 폐기물인바 사용 

후 발생되는 폐 디스플레이 모니터용 판넬유리와는 그 적용에 커다란 

차이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용 후 발생되는 폐 디스플

레이 모니터에서 발생되는 폐 유리를 기 개발된 발포공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가능성 및 방법에 대한 검토가 일차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계 1위 디스플레이 강국인 우리나라의 시급한 당

면과제로서 디스플레이 모니터용 폐유리의 재활용 방안을 위한 실제적 

연구로서 제품 사용 후 폐기 발생되는 폐 LCD판넬로부터 발포체의 제

조를 위한 원료 유리인 붕규산유리의 준비 및 회수 방안을 찾고자 한다.

2. 시료 및 실험

2.1. 폐 LCD판넬 유리 시료의 준비

본 연구를 비롯한 일련의 관련된 연구에서 사용된 폐 LCD판넬 유

리 시료는 전부 네 가지 유형의 폐 LCD판넬 유리가 사용되었다. 이는 

궁극적인 대상 시료로 사용 후 발생되는 폐 디스플레이 모니터로부터 

얻어질 유리를 비교 검토하기 위함이다. 즉 LCD판넬 유리는 제조사

에 따라 커다란 차이는 아니지만 사용된 유리의 성상이나 조성이 다

를 수 있으며 또한 재활용의 측면에서 수집과정에서 LCD판넬 유리가 

혼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폐 LCD판넬 유리의 재활용을 위해서 이러

한 차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현재 폐기 발생되는 폐 LCD판넬 유리의 조성 및 그 성상에 대한 기본

적인 자료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LCD판넬을 제작하기 전 유

리(즉, bare glass라고 하며 이를 A type라 표기함)로서 LCD판넬용 유

리 자체를 제조하는 공장에서 발생되는 공정폐기물로서 이 유리에는 

판넬용 수지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유리 그 자체이다. 두 

번째는 국내 LCD판넬 제조사에서 LCD판넬 제조 공정 중 발생되는 

스크랩 또는 불량품을 공장 내 분쇄시설에서 건식 분쇄된 폐 붕규산

유리(B type라고 표기함)이다. 세 번째 유리시료는 폐 LCD판넬유리에

서 ITO를 제거한 후 건식 분쇄하여 얻어지는 폐 붕규산유리입자(C 

type라고 표기함)이다. 끝으로 마지막의 것은 바로 본 연구에서 목적 

하는 제품 사용 후 발생되는 폐 LCD판넬 유리(D type라고 표기함)로

서 Figure 1과 같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 D type 폐 LCD판

넬 유리는 경북 영천 소재 재활용센터에서 제공된 것이다. 즉, LCD 

TV 판넬 해체에 따라 첫째, 백라이트인 CCFL 속의 수은을 제거하였

으며, 일차유가물 회수의 효율성을 위해서 PMMA, PC, PCB 등은 직

접 수작업으로 회수하였다. 이후 전보[12]에 사용한 바와 같이 편광 

필름, LC, ITO를 함유한 그 상태 그대로의 판넬 상태를 대상 시료로 

하였다. 그리고 폐 LCD TV에서 회수한 판넬은 시료 채취 시 마다 회

수될 수 있는 폐 붕규산유리의 조성적인 편차가 생길 수도 있으며, 이

는 궁극적으로 붕규산 발포체의 제조 조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실

험 결과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어렵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개발단계에서는 가급적 조성에 차이가 없는 하나의 시료를 가지고 개

발의 시작점에서 시제품을 만드는 과정까지 사용하고자 전체량 500 

kg정도의 폐 LCD TV판넬 유리를 확보하고 이를 대상으로 발포체 제

조를 위한 원료 유리로서 붕규산 발포유리를 얻고자 하였다. 일단 그 

시작은 분쇄하는 방안이며, 폐 LCD판넬을 그대로 분쇄하는 건식분쇄

와 물을 분산매로 사용하여 분쇄하는 습식분쇄 방법을 적용하였다.

 

2.2. 폐 LCD판넬 유리 시료의 입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A type, B type, C type 및 D type의 폐 LCD판

넬 유리는 분리 세척 등 별도의 전처리 과정 없이 회수 수거된 그 상태

를 그대로 파쇄하고 분쇄하여 연구의 시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과정

에서 직접 시료로 사용된 모든 시료는 볼밀을 사용하여 필요한 양을 

분쇄하여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모든 폐 LCD판넬 유리는 325 mesh의 

표준체를 빠져나가는 입자 크기인 45 µm 이하의 것이 70 wt% 이상 

되도록 하며 150 mesh 크기보다 큰 입자는 제외하였다. 

2.3. LCD 유리 발포체의 제조 

준비된 폐 LCD판넬 유리 분말을 사용하여 괴상 형태로 발포유리제

조 실험을 시도하였다. 괴상 발포체는 분말을 거푸집에 담아서 발포 

소성하여 제조하였으며, 상세한 제조방법은 전보[13]의 조건을 적용

하여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또한 제조된 발포체에 대한 물리화학적 

물성 및 특성조사를 위한 모든 분석은 전보[13]에서 적용된 바에 따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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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ing option : All elements analysed (Normalised)

Spectrum In stats. C O Na Al Si K Ca Total

Spectrum 1 Yes 2.73 61.22 0.53 35.52 100.00

Spectrum 2 Yes 5.27 60.49 2.38 30.53 1.33 100.00

Spectrum 3 Yes 4.30 58.57 3.26 6.24 24.00 3.16 0.47 100.00

Spectrum 4 Yes 26.74 40.04 5.42 23.46 1.70 2.64 100.00

Max. 26.74 61.22 3.26 6.24 35.52 3.16 2.64

Min. 2.73 40.04 3.26 0.53 23.46 1.70 0.47

All results in weight%

(a)

Processing option : All elements analysed (Normalised)

Spectrum In stats. C O Al Si Ca Total

Spectrum 1 Yes 15.51 38.09 5.23 25.86 15.31 100.00

Spectrum 2 Yes 18.30 45.66 6.29 22.97 6.78 100.00

Spectrum 3 Yes 58.12 7.78 25.88 8.22 100.00

Spectrum 4 Yes 54.37 6.20 22.58 16.86 100.00

Max. 18.30 58.12 7.78 25.88 16.86

Min. 15.51 38.09 5.23 22.58 6.78

All results in weight%

(b)

Processing option : All elements analysed (Normalised)

Spectrum In stats. C O Mg Al Si Ca Total

Spectrum 1 Yes 17.42 58.41 0.54 5.25 15.78 2.61 100.00

Spectrum 2 Yes 31.18 51.63 0.33 3.87 11.23 1.76 100.00

Spectrum 3 Yes 15.61 60.32 0.58 5.20 16.18 2.11 100.00

Spectrum 4 Yes 2.85 64.69 0.86 6.78 21.88 2.95 100.00

Mean 16.76 58.77 0.58 5.27 16.27 2.36 100.00

Std. 
deviation

11.59 5.43 0.22 1.19 4.36 0.53

Max. 31.18 64.69 0.86 6.78 21.88 2.95

Min. 2.85 51.63 0.33 3.87 11.23 1.76

All results in weight%

(c)

Processing option : All elements analysed (Normalised)

Spectrum In stats. C O Na Al Si Cl Ca Total

Spectrum 1 Yes 18.23 52.92 1.34 3.04 22.06 0.75 1.66 100.00

Spectrum 2 Yes 15.88 58.95 1.50 3.27 18.81 0.57 1.02 100.00

Spectrum 3 Yes 67.10 25.98 0.92 6.00 100.00

Spectrum 4 Yes 64.39 32.06 1.01 2.54 100.00

Max. 67.10 58.95 1.50 3.27 22.06 0.75 1.66

Min. 15.88 25.98 1.34 0.92 2.54 0.57 1.02

All results in weight%
(d)

Figure 2. (a) SEM image and EDX of Type A waste borosilicate glass, (b) SEM image and EDX of Type B waste borosilicate glass, (c) SEM 
image and EDX of Type C waste borosilicate glass, (d) SEM image and EDX of Type D waste borosilicate glass.

3. 결과 및 고찰

3.1. 분쇄된 폐 LCD판넬 유리의 물리화학적 특성 

Figure 2(a), 2(b), 2(c) 및 2(d)는 시료로 준비한 폐 LCD 유리를 분

쇄한 다음 분말 상태의 폐 LCD판넬 유리의 EDX분석결과이다. Figure 

2(a)는 A type 유리로서 이들의 분석결과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수지 등의 불순 성분이 많아지면 높아지는 탄소 성분의 함량이 조사

된 4가지 종류의 유리 중에서 가장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2(b)는 B type 유리로서 이는 LCD판넬 제조 공정 중 불량으로 또는 

자투리로 발생되는 것을 공장 내 분쇄시설에서 건식 분쇄하여 처리 

되는 것인 까닭에 A type인 bare glass에 비해 탄소의 함량이 높게 얻

어지며 폐 붕규산유리에 수지 등의 성분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Figure 2(c)는 폐 LCD판넬 유리에서 ITO를 제거한 후 건식분쇄하여 

얻어지는 폐 붕규산유리입자의 성상 및 입자별 분석결과이다. 이 유

리 분말 또한 탄소함량이 높은 입자가 존재하는 것은 수지 성분의 함

량이 높은 것임을 의미한다. 끝으로 Figure 2(d)는 본 연구의 대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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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Dry pulverization process for recovery of borosilicate glass 
powder from waste LCD panel.

  

Figure 4. Foamed borosilicate glass body from the foaming of glass 
powder obtained from the dry pulverization process.

(a) SEM image

Element Weight% Atomic%

C 36.58 47.84

O 42.87 42.09

Al 3.44 2.00

Si 11.75 6.57

Ca 2.60 1.02

Zr 2.77 0.48

(b) EDX analysis

Figure 5.  SEM image and EDX of the glass powder obtained from 
the dry pulverization of waste LCD panel.

료로서 경북 영천 지역 재활용센터에서 회수된 폐 LCD판넬을 건식 

분쇄 후 얻어지는 폐 붕규산유리입자의 성상 및 입자별 분석결과이다. 

Figure 2(d)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특히 탄소분의 함량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유리분말 시료에서 특히 탄소분의 함량에 주목하는 이유

는 탄소성분이 발포화 공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발포제로서 

작용하며 특히 그 함량은 발포화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

문이다. 네 가지 유형의 폐 유리 분말의 분석결과에서 본 연구에서 그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D type 유리에 탄소분의 함량이 특히 높다는 

것은 발포체 제조를 위한 원료 유리의 준비과정에 정밀한 전처리 공

정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3.2. 폐 LCD판넬로부터 폐 붕규산유리의 회수 

3.2.1. 건식분쇄

Figure 3은 본 연구개발에서 진행한 건식분쇄 공정이다. 건식분쇄를 

할 경우 폐 LCD판넬을 별도의 전처리 없이 그대로 볼밀을 이용해 파

쇄 및 분쇄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들며 또한 체질을 통한 

입자분리가 용이하지만 폐 LCD판넬의 붕규산유리판상에 수지, 플라

스틱 및 기타의 성분이 붙어 있어 원활한 유리회수가 어려웠다. 

Figure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분쇄물에 수지 등의 불순물이 파

쇄가 어려워 분말화 되지 않고 그냥 배출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충분히 장시간 동안 분쇄를 하게 한다면 이러한 물질들이 

분말화 되어 붕규산유리의 분말 속에 잔존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앞

서 Figure 2의 분쇄된 분말들의 성분 분석결과에도 확인한 바와 같이 

탄소분들이 다량으로 발포될 붕규산유리 원료에 존재하는 결과를 초

래하게 되어 결코 양호한 발포반응의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상기한 바와 같이 모든 불순물이 배출되지 않게 충분한 시

간 분쇄하여 전량 분말화 작업 후 얻어진 건식 분쇄한 시료를 가지고 

기초실험으로 발포제 및 탄소제와 혼합하여 전보[13]에서 제시된 발

포조건을 적용하여 발포화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경우 발포화 단계

에 이르기 위한 승온 과정 중 500 ℃ 이상의 조건에서 유기성분의 산

화로 인해 많은 연기가 심각하게 발생하였다. 이는 실제 발포체의 대

량 생산 공정에서 유독물질 발생이 우려되며 시료의 상태에 따라 화

재 발생의 위험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Figure 4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도 발포화 공정을 적용하여 얻어진 발포체의 모습을 사진 

촬영한 것이다. Figure 4에서 확인될 수 있는 바와 같이, 제조된 발포 

블럭은 크기 및 밀도, 기공의 균일성 등 발포체로서 성능이 매우 좋지 

않음이 육안으로도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건식분쇄를 하고 난 

후 시료의 EDAX 분석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Figure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다량의 탄소 성분이 존재하는바 수지 등 많은 불순물이 혼입된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5의 건식 분쇄한 시료의 EDAX 분석한 결과

를 보면 탄소성분이 36.58%로 붕규산유리 생산공장의 폐 붕규산유리

(Figure 2(a))의 경우에 비해 매우 높게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건

식 분쇄의 경우 LCD판넬에 붙어 있던 플라스틱 또는 수지 성분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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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Wet process for recovery of borosilicate glass powder from 
waste LCD panel.

Figure 7.  Wet pulverization process for recovery of borosilicate glass 
powder from waste LCD panel.

Figure 8. Image of borosilicate glass powder obtained from wet 
pulverization process of waste LCD panel. Left (-100 mesh size); right 
(+100 mesh size).

Figure 9. Particle size analysis of the borosilicate glass powder 
obtained from wet pulverization process of waste LCD panel. 

리되지 않고 분쇄된 유리에 남아 있기 때문으로 유리 분말 입자상의 

사진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흰색 입자들이 건식 분쇄하여 얻어

진 유리 분말의 입자상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 있음이 확인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건식 분쇄된 시료는 다량의 불순물의 혼입

으로 인해 붕규산유리의 발포뿐 아니라 기공의 크기 및 조절이라는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 원활한 붕규산유리 발포체 제조를 위한 원료로

서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3.2.2. 습식분쇄

습식분쇄는 물을 분산매로 사용하여 시료와 물을 함께 볼밀에 넣고 

분쇄하는 방법이다. Figure 6에 제시한 습식분쇄 공정으로 Figure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폐 LCD판넬 중량 20 kg에 15 kg의 물, 그리고 강

철볼을 볼밀 부피의 80%까지 채운 다음 12 h 동안 분쇄하였다. 분쇄

한 폐 LCD는 효율적인 여과를 위해 Figure 6의 습식분쇄 공정에 나타

낸 바와 같이 분쇄된 유리분말이 침강될 정도의 시간 동안 상온에서 

방치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무거운 유리입자들은 가라앉게 되고 가

벼운 수지 및 그 이외에 성분들은 물에 용해되거나 부산물은 떠오르

게 된다. 이 단계에 이어 침강된 유리 분말만을 걸러내어 50 ℃ 이하

의 온도에서 충분히 건조시킨다. 이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건조 

온도가 50 ℃ 이상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왜냐하면 50 

℃ 이상의 온도에서는 유리분말들이 쉽게 단단히 뭉치게 되는 현상이 

생겼으며 이 경우 추가적으로 재 분쇄가 필요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

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고 체질

(sieving)을 통하여 시료를 분리하였다. 이렇게 건조된 시료는 100 

mesh 표준체를 사용하여 유리성분과 플라스틱 수지 성분 등의 물질을 

재차 분리하였다. 최종적으로 Figure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건식분쇄

와 달리 플라스틱 및 수지 성분과 같은 분순물이 제거된 붕규산 발포

블럭 제조를 위한 원료 유리를 회수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붕규산 

발포체의 제조를 위한 원료 유리의 회수는 이와 같은 습식분쇄공정에 

따라 진행하였다.

3.3. 습식분쇄공정으로 얻어진 붕규산유리의 특성 분석

3.3.1. 입도분석

Figure 9는 습식분쇄 이후 여과 건조한 후 100 mesh 표준체로 체가

름한 후 얻어진 붕규산유리 분말에 대한 입도 분석 결과이다. 분석치

를 살펴보면 -270 + 325 mesh (입자 크기 = 53~45 µm) 사이의 크기

를 갖는 입자가 47% 정도로서 가장 많은 분율을 보이고 있다. 나머지 

중에서 200 mesh 이상의 크기를 갖는 즉 75 µm보다 큰 크기의 유리

분말 입자는 13% 정도이며 이 유리 입자에는 상대적으로 분쇄 제거

되지 않은 플라스틱 및 수지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 예상

된다. 이는 폐 LCD판넬이 습식분쇄 시 유리입자가 비결정성 물질로

서 분쇄될 경우 가장 잘 분쇄되어 이 같은 크기의 입자가 가장 많이 

분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예상은 이들 유리분말들을 입도별

로 열분석 및 EDAX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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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TG analysis of the borosilicate glass powder according to 
particle size of glass obtained from wet pulverization process.

3.3.2. 열분석

Figure 10은 발포공정에 사용될 발포체 제조원료인 붕규산유리의 

최적의 입자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앞서 습식분쇄 이후 100 mesh 

체를 빠져나가는 입자의 크기 이하의 붕규산유리분말을 입자 크기별

로 분리하여 이들 입자 크기에 대해 상온에서부터 1000 ℃까지 열중

량 분석(TGA)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유리 분말의 입자 크기가 작을수

록 온도가 높아져도 중량감소가 적으나 입자가 상대적으로 큰 분말의 

경우는 중량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즉 입자의 크기가 200 mesh 

체를 빠져나가는 입자의 크기를 갖는 유리분말의 경우 중량 감소는 

1.5% 미만이나, -130 + 170 mesh 범위의 크기를 갖는 유리분말의 경

우는 3%, -100 + 130 mesh 범위의 크기를 갖는 유리분말의 경우는 

5% 이상의 중량 감소를 나타내었다. LCD 판넬용 유리인 붕규산유리

는 융점이 조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950 ℃ 이상으로 불순물이 혼

입되지 않은 순수한 붕규산유리 경우 조사된 온도범위에서는 거의 중

량 감소가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조사된 다양한 유리분말 시

료들은 입도마다 차이는 있으나 상당한 중량감소가 확인되어 진다. 

이러한 중량 감소는 유리분말에 열분해되는 불순물이 존재함을 의미

하며, 이 불순물은 플라스틱이나 수지 성분임을 예측할 수 있다. 유리

의 입도가 작을수록 중량감소가 없는 것은 이러한 불순물의 혼입이 

적은 것을 의미하며 이는 플라스틱이나 수지, 그리고 유리의 특성을 

생각하면 짐작할 수 있는 현상이다. 즉 유리는 비결정질 무기물로서 

충격에 의한 미분화가 용이하나 플라스틱이나 수지 등 고분자 물질은 

충격에 의한 미분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발포유리

블럭의 제조를 위한 원료 붕규산유리 분말 내에 플라스틱이나 수지와 

같은 고분자물질의 잔존량은 발포소성 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다. 왜냐하면 이들 성분들은 발포소성이 진행되는 온도범위에서는 거

의 대부분 열분해 제거되며 분해과정에서 상당량의 가소가 발생되어 

공정에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남게 되는 탄소성분의 함량

은 발포과정에서 탄소형 발포조제로서도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잔존 탄소의 양은 발포체를 흡음체 등과 같은 특별한 기능의 발포체

로 제조하는 경우 기공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유리성분과 플라스틱 또는 수지 성분들과 

효율적 분리 그리고 유리성분만의 회수를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

해서는 적절한 습식분쇄 조건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10의 결과에 따르면 325 mesh 이하 크기의 붕규산유리분말에 

있어 중량 감소는 1% 미만이었으며 -230 + 270 mesh 범위의 것이 

1.3% 정도의 수준으로 이러한 해석을 입증한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본 연구에서 시도된 조건의 습식분쇄조건에서 얻어진 유리 분말은 플

라스틱 및 수지 등 불순물의 혼입을 억제하는 조건으로서는 270 mesh 

이하, 즉 53 µm 이하의 크기를 갖는 붕규산유리분말이면 발포유리 블

록 제조용 원료 유리로서 사용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3.3.3. 성분분석

상기한 바와 같이 분쇄되어 얻어진 유리분말 중 잔존하는 플라스틱 

및 수지의 함량은 발포유리블럭 제조를 위한 원료 유리로서 사용하기

에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그러므로 분쇄과정에서 얻어진 유리분말들

의 화학적 특성, 특히 조성을 파악함으로서 앞서 유리 분말의 입도별 

특성에 대한 예측도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분쇄 회수되는 유

리분말이 발포유리블록 제조를 위한 원료 유리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Figure 11은 습식분쇄과정에서 얻어지

는 유리분말들의 입자크기별 입자상과 EDAX분석 결과들이다. (a)는 

100 mesh 크기보다 큰 유리입자에 대한 것이며 (b)는 -100 + 200 

mesh 크기의 유리분말이며, (c)는 200 mesh 크기보다 작은 유리입자

에 대한 것이다. 이들 EDAX의 결과는 먼저 유리 분말의 입자가 작을

수록 탄소함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유리의 

입자 크기가 100 mesh체 표준체 보다 큰 경우 탄소량은 18.67%, -100 

+ 200 mesh 사이의 유리분말의 경우 탄소량은 11.96%, 200 mesh체 

보다 작은 경우의 유리분말의 경우 탄소량은 5.43%로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유리의 주요 구성 성분인 

Si를 비교하여 보면 각각 19.52, 23.72, 26.91%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이외 LCD유리성분에 포함되는 O와 Ca, 

Al 성분도 그와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결과 값을 통

해 LCD판넬을 습식분쇄 이후 얻은 시료의 입도가 작을수록 플라스틱 

또는 수지 등의 불순물의 양이 적어지고 유리성분이 많아져 발포유리

블록 제조에 용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습식분쇄 할 

경우 비결정질 물질인 유리는 작은 입자로 분쇄되지만 그 이외의 고

분자 물질 및 불순물은 잘 분쇄되지 않아 큰 입자형태로 남게 된다는 

의미이며 이는 또한 앞서 습식분쇄하여 얻어진 유리분말의 입도별 열

중량 분석결과와 일치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폐 LCD판넬

에서 유리성분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건식분쇄는 적절하지 않으며 습

식분쇄가 훨씬 효율적이며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유리의 입도

가 작을수록 유리의 용융연화가 잘되며 유리분말의 입도가 클수록 유

리의 용융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러므로 습식분쇄를 하되 습식분쇄하여 얻어지는 유리분말

의 입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상의 폐 LCD판넬의 분쇄과정에 따른 결과를 검토해 볼 

때, 폐 LCD판넬을 분쇄하여 붕규산유리 발포체를 제조하기 위한 원

료 유리 시료의 마련을 위해서는 폐 LCD판넬 중량 20 kg에 15 kg의 

물을 함께 볼밀에 넣어 약 12 h 동안 습식분쇄하며 최종적인 유리분말

의 입도는 270 mesh 이하 (53 µm 이하의 크기)의 크기로 선택 조절하

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얻어지는 

최종적인 유리분말에 대해 성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유리분

말의 화학조성은 주요구성 성분이 SiO2가 63~68 wt%, Al2O3 10~8 

wt%, 그리고 B2O3가 3~10 wt%로 이루어진 알루미늄 함유 붕규산유

리(Alumino-boro-silicate glass)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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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Weight% Atomic%

C 18.67 26.61

O 52.76 56.45

Al 5.68 3.60

Si 19.52 11.90

Ca 3.38 1.44

Zr 2.77 0.48

(a)

Element Weight% Atomic%

C 11.96 18.00

O 53.32 60.23

Al 6.16 4.12

Si 23.72 15.26

Ca 4.15 1.87

Zr 2.77 0.48

(b)

Element Weight% Atomic%

C 5.43 8.60

O 54.98 65.39

Al 7.58 5.34

Si 26.91 18.24

Ca 5.11 2.42

Zr 2.77 0.48

(c)

Figure 11. SEM image and EDX of the glass powder obtained from the wet pulverization of waste LCD panel, with following glass powder size. 
(a) +100 mesh, (b) -100 + 200 mesh, (c) -200 mesh.

3.4. 회수된 폐 붕규산유리를 이용한 발포체의 제조

통상의 발포유리는 그 외형적 형태가 어떠한 형태라고 하더라도 형

성된 기공은 대부분이 폐기공으로 되어 있으며 그러한 구조적인 이유

로 발포유리는 주로 보온단열재로 사용된다. 붕규산유리도 마찬가지

로 특별한 구조적인 변화를 위한 시도를 하지 않는 한 폐기공으로 이

루어진 붕규산발포유리가 될 것이며, 이러한 폐기공구조로 형성된 붕

규산발포유리는 소다석회유리로 만들어진 통상의 건축용 보온단열재

로 사용되는 소다석회발포유리와는 달리 높은 내식성, 내화학성을 지

니고 있는바 화학공정용 보온단열재, 저온탱크용 보온 단열재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팀은 본 연구에서와 같이 폐 LCD판넬에서 직

접 회수한 폐 붕규산유리가 아닌 공정 폐기물로서 발생되는 폐 붕규

산유리를 대상으로 보온단열재용 붕규산발포유리의 제조공정을 연구

[13]한 바 있다. 전보[13]의 발포화 조건은 준비된 폐 붕규산유리 분말

에 발포제로서 탄소분을 0.3 중량 분율, 추가 발포조제로서 Na2CO3, 

Na2SO4, CaCO3를 원료유리 분말 100 g 중량에 대해 각각 1.5 중량 분

율이 되도록 첨가한 원료 유리분말을 용기에 담아 이를 650 ℃에서 

30 min간 예열한 다음, 발포소성온도 950 ℃에서 20 min간 발포를 진

행함으로서 밀도가 0.3 g/cm3 이하되는 발포체를 제조할 수 있었다. 

발포체의 밀도가 0.3 g/cm3 이하의 값을 갖는다는 것은 사용된 유리입

자의 크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비교적 발포공정이 잘 진행되었음

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이러한 전

보[13]의 연구결과에 따른 발포공정 조건을 적용하여 회수된 폐 붕규

산유리의 발포화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이 경우 얻어지는 발포체가 

소다석회유리 발포체가 아니라 보다 다양한 용도를 가질 수 있는 붕

규산유리 발포체인 만큼 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흡음제로서 사용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초 연구도 함께 진행하였다. 발

포체가 흡음체로서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발포체 내에 기공이 개기공

으로 생성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므로 본 발포화 과정에서는 개기공을 

생성 시킬 가능성 있는 몇 가지 성분을 별도로 추가 첨가하면서 얻어

진 발포체의 열린 기공을 함께 조사하여 습식분쇄로 회수된 폐 붕규

산유리의 발포화 공정을 조사하였다.

Table 1은 발포화 조건 및 발포체의 밀도 및 개기공률 등 발포체의 

특성을 나타내며, Figure 12는 이들 발포화 공정에서 얻어진 발포체의 

형상을 사진 촬영한 것이다.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Run No. 1-1, 

1-2의 경우는 전보[13]의 조건으로 발포화 시킨 것이며, 나머지의 것

은 전보[13]의 조건에 개기공 형성에 가능성 있는 추가적인 첨가물을 

하여 발포체를 제조한 경우이다.

Run No. 2, 3, 4의 경우는 기공조절의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첨가

물로서 H3BO3 및 SiO2를 Run No.1의 조건에 추가 첨가하여 발포화를 

시동한 것이다. 여기서 SiO2는 유리의 구조를 안정화하고 균일화하여 

유리 분말을 연화점 이하에서 용융 상태의 구조로 유지시킬 수 있으

며, 붕산은 발포유리의 열응력(Thermomechanical strain)을 감소시킴과 

아울러 서냉, 소둔 시키고 열응력을 단순화시켜 최종 생산품인 발포유

리 블록의 기계적인 물성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선택되었다. 즉 개기공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발포화단계 초기에 형성

되는 폐기공 속의 기체가 밖으로 빠져나와야 하며 이러한 과정이 용이

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유리분말로 형성된 폐기공막이 발포과정에서 

열려야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첨가된 이산화규소는 이 폐기공막을 

형성하고 있는 유리분말의 연화상태가 용융온도 이하에서도 지속되게 

하며, 붕산은 이러한 연화된 유리상태가 용이하게 되도록 유리질을 형

성하며 더욱 기포생성을 용이하게 하여 폐기공 속 기체의 압력이 증대

되는 효과를 주게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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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 No. Foaming Condition W1 (g) W3 (g) W3-W1 W2 (g)
volume 
(cm3)

Density W3-W2
Open pore 

(%)

1-1 No Additives 56.85 68.31 11.46 6.70 203.03 0.28 61.61 3.6

1-2 No Additives 60.93 73.34 12.41 7.20 253.88 0.24 66.13 2.7

2-1 H3BO3 10 g 52.28 70.37 18.09 16.20 261.40 0.20 54.17 33.4

2-2 H3BO3 20 g 50.20 74.35 24.15 19.50 264.20 0.19 54.85 44.0

3-1 SiO2 10 g 43.00 52.20 9.20 13.00 143.33 0.30 39.20 23.5

3-2 SiO2 20 g 40.00 53.50 13.50 14.60 148.15 0.27 38.90 34.5

4-1
H3BO3 5 g,

SiO2 5 g
50.50 69.20 18.70 16.30 202.00 0.25 52.90 35.0

4-2
H3BO3 10 g, 

SiO2 10 g
52.10 72.70 20.60 16.70 236.81 0.22 56.00 37.0

Table 1. Effect of Additives on Formation of Open Pore in the Foamed Body

(a)

   

(b)

   

(c)

   

(d)

Figure 12. Foamed borosilicate glass body obtained foaming proess according to various conditions ((a) No additives, (b) H3BO3 10 g, (c) SiO2

10 g, (d) H3BO3 5 g + SiO2 5 g).

여기서 제조한 발포유리의 개기공률은 KS L 3114에 따라 결정하였다.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보[13]에서 조사된 발포조건을 적용

하여 얻어진 Run No. 1-1, 및 1-2의 경우 얻어진 붕규산유리 발포체의 

밀도는 0.28 g/cm3 또는 0.24 g/cm3로서 발포화가 잘 이루어 졌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첨가물을 첨가하여 발포체 내에 개기공 형성을 시

도한 Run. No. 2, 3, 4의 경우, 붕산을 첨가한 경우는 아무런 추가성분

을 첨가하지 않은 Run No. 1의 경우에 비해 발포체의 밀도는 더 낮아

졌으며, SiO2를 첨가한 Run No. 3의 경우는 Run. No. 1의 경우보다 

밀도는 오히려 증가되었고, H3BO3과 SiO2를 동량으로 함께 첨가한 경

우는 Run. No. 1의 경우 발포체와 거의 비슷한 밀도 값을 나타내어 

이들 SiO2와 H3BO3의 첨가는 발포체의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보여주였다. 그러나 이 경우 더욱 중요한 점은 이들 성분

들을 첨가한 모든 경우 아무런 성분을 첨가하지 않은 경우인 Run No. 

1의 경우보다 공히 개기공이 뚜렷이 형성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폐 붕

규산유리를 사용한 발포화가 잘 진행되었으며 또한 개기공의 형성 등

의 경향성은 Figure 12의 발포공정을 통해 얻어진 발포체의 모양에서

도 확인될 수 있다. Figure 1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개기공이 형성

된 Run No. 2, 3, 4의 경우 발포체는 개기공이 거의 없는 Run No. 1의 

발포체에 비해 기공이 많이 존재하여 특히 붕산을 첨가한 경우 밀도 

저하 및 개기공 형성이 커짐을 더욱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사용 후 발생되는 폐 디스플레이 모니터인 LCD판넬을 대상으로 습

식분쇄 공정을 통해 얻어진 폐 붕규산유리는 발포체 제조의 원료 유

리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흡음 특성 등 기능성을 부여

하는 개기공을 갖는 발포체의 제조에도 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1) 사용 후 발생되는 폐 디스플레이 모니터인 LCD판넬을 대상으로 

발포체 제조의 원료 유리로 사용할 수 있는 폐 붕규산유리는, 폐 LCD

판넬 중량 20 kg에 15 kg의 물, 그리고 강철볼을 볼밀 부피의 80%까

지 채운 다음 12 h 동안 분쇄한 후 정치된 하단부의 유리질을 얻음으

로서 회수된다.

2) 회수된 폐 붕규산유리를 입도 270 mesh 이하의 크기로 분쇄 조

절된 폐 붕규산유리를 대상으로 폐 붕규산분말 100 g에 대해 발포제

로서 탄소분을 0.3 중량 분율, 추가 발포조제로서 Na2CO3, Na2SO4, 

CaCO3를 각각 1.5 중량 분율이 되도록 첨가한 원료 유리분말을 용기

에 담아 이를 650 ℃에서 30 min간 예열한 다음, 발포소성온도 950 

℃에서 20 min간 발포를 진행함으로서 밀도가 0.3 g/cm3 이하되는 발

포체를 제조할 수 있었으며, 추가적으로 SiO2 또는 H3BO3를 첨가함으

로서 얻어지는 발포체에 효과적으로 개기공을 형성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3) 붕규산유리 발포체 내에 개기공의 형성은 흡음 등 새로운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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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 발포체의 제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이는 폐 LCD판넬

용 유리의 새로운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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