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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composition promoting factors and decomposition mechanism in the zinc decomposition process of waste hard metals which are
composed mostly of tungsten carbide and cobalt were evaluated. Zinc volatility amount was suppressed and zinc valatilization pressure
was produced in the reaction graphite crucible inside an electric furnace for ZDP. Reaction was done for 2 h at 650

o
C, which 100 %

decomposed the waste hard metals that were over 30 mm thick. As for the separation-decomposition of waste hard metals, zinc melted
alloy formed a liquid composed of a mixture of γ-β1 phase from the cobalt binder layer (reaction interface). The volume of reacted
zone was expanded and the waste hard metal layer was decomposed-separated horizontally from the hard metal. Zinc used in the ZDP
process was almost completely removed-collected by decantation and volatilization-collection process at 100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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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1세기에 있어서 자원재활용은 지구의 자원과 환경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고갈위기에 있는 부족한 자원을 효

과적, 경제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

재 산업체에서 폐기되는 각종 유가금속 (valuable metal)중

에서 텅스텐 카바이드와 코발트 바인더로 이루어진 초경

합금은 다양한 응용성과 고가인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기

에 재생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1-3)

 폐 초경합금으로부

터 텅스텐 카바이드를 재활용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폐 초경합금을 고온에서 산화 시

킨 후 다시 환원시켜 재활용하는 산화법과 폐 초경합금을

탄산나트륨 (NaCO3)과 반응 시킨 후 염기성 용액인 수산

화나트륨 (NaOH) 또는 암모니아수 (NH4OH)에 용해시켜

암모늄파라텅스텐을 만들어 재생 하는 방법이 있다.
4-8)

 위

두 가지 방법은 폐 초경합금의 분해공정에서 직접적으로

텅스텐 카바이드 분말을 얻지 못하고 환원처리를 해야만

하는 경제적 손실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폐 초경합금을 고온의 아연 용탕에서 바인더 역할을 하는

코발트를 분해-분리시킴으로써 텅스텐 카바이드-코발트를

직접 획득하는 Zinc decomposition process (이하 ZDP 또

는 아연 처리법)가 있다.
1,2,9)

 ZDP에 의한 폐 초경합금의

재활용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기본적인 분해반응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나, 폐 초경합금의 분해 촉진 인자와 분해 기

구의 고찰이 부족하다. 또한 폐 초경합금의 분해를 위해

1000
o
C 이상의 고온 공정에서 진행됨으로써 재생 비용이

상승한다는 단점도 있다.
9)

 이에 본 연구에서는 WC-Co 만

으로 이루어진 폐 초경합금을 저온의 ZDP에 의해 분해시

키는 촉진 조건과 분해 기구에 대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2. 실험방법

 

본 실험에 사용된 폐 초경합금은 Fig. 1(a)와 같이 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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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mm, 높이 20 mm인 원통형 몰드를 사용하였다. 구성 성

분은 XRF 성분분석결과, 92.76%가 텅스텐 카바이드 이며

7.24%가 코발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몰드용으로 제작되

었기 때문에 초경합금의 물성향상에 필요한 희유금속 (Ta,

Nb 등)은 첨가되지 않은 단순 초경합금으로 분석되었다.

텅스텐 카바이드의 입자 크기는 Fig. 1(b)에서와 같이 약

0.8~1.5 µm이며, 입자의 형상은 각진 모양을 관찰할 수 있

다. 폐 초경합금의 주결정상은 Fig. 1(c)에서와 같이 텅스

텐 카바이드가 주 결정상으로 분석되었고, 초경합금의 바

인더 역할을 하는 코발트상도 44도 부근에서 관찰되었다. 

현재 사용중인 ZDP 용융로 도가니에 아연이 용융되었

을 때 폐초경이 완전히 잠입되는 비율이 1:4이기 때문에

초경합금의 질량대비 아연량을 1:3 과 1:4로 하였고, 반응

온도는 아연 융점보다 높은 500~650
o
C 범위에서 실험을

하였다. ZDP용 전기로의 분위기는 아르곤 가스로 제어하

였고, 전기로 내부의 압력은 진공펌프를 활용하여 진공상

태를 유지 하거나, 아르곤 가스를 5 l/min로 투입하여 대

기압정도의 불활성 분위기를 유지하였다. 또한 반응 흑연

도가니를 밀폐구조로 제작하여 도가니 내에서 아연 증기

압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ZDP 반응이 완료된 도가니로부

터 decantation 공정으로 코발트가 일부 용융된 아연 용탕

을 분리하였다. 이때 밀봉된 덮개는 decantation 공정 중

에 자동으로 분리 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분해

완료된 텅스텐카바이드-코발트 괴(응집체)에서 잔류하는

아연을 제거하기 위해 1000
o
C까지 재 가열하여 1시간동

안 유지하면서 잔류 아연을 휘발시켰다.

ZDP에서 조건별 반응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반응물을

다이아몬드 커터기를 이용하여 반으로 절단하여 반응된

분해중량으로 측정한 경우 부착된 아연의 제거가 용이하

지 않아 재현성 있는 측정이 불가하여 반응된 시편을 절

단하여 반응되지 않은 시편으로 분해율을 계산하였다. 층

의 두께를 측정함으로써 분해율을 계산하였다. 분해된 폐

초경합금 괴를 유발로 분쇄하여 텅스텐 카비이드-코발트

분말을 얻었다. 분말의 결정상 분석을 위해 XRD (X-ray

diffraction, Right D/max 2500v/pc, Rigaku, Japan), 미세

조직 관찰을 위해 SEM (JSM-6390, JEOL, Japan)을 이용

하였으며, EDS (7421 Resol at 5.9Kev, Oxford instruments,

England)와 XRF (ZSX Primus, Rigaku, Japan)로 성분분

석을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반응 온도에 따른 폐 초경합금의 분해

Fig. 2은 아연 증기압이 발생하는 밀폐 흑연 도가니에

서 아연과 폐 초경합금의 투입 비율을 1:4로 장입하여

ZDP 반응 온도별로 2시간동안 반응 시킨 후 획득된 반

응물의 단면 사진이다. 반응 온도가 올라 갈수록 분해 층

의 두께가 두꺼워 지는 것이 알 수 있다. 650
o
C에서 2시

Fig. 1. External appearance of waste hard metal (a), microstructure of waste hard metal (b) and crystal phase analysis of waste hard

metals (c).

Fig. 2. Decomposition state of waste hard metals depending on ZDP reaction temperature for 2 h((a) 500
o
C, (b) 550

o
C, (c) 600

o
C, and

(d) 650
o
C).



ZDP(Zinc Decomposition Process)를 이용한 폐 초경합금의 분해기구 175

제48권 제2호(2011)

간 반응 시킨 시편은 폐 초경합금의 구조체가 완전히 무

너져 원통형의 형상이 아닌 무정형인 것을 알 수 있다.

반응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폐 초경합금의 분해가 촉진됨

을 알 수 있다. 

Fig. 3는 ZDP에서 아연 투입 비율에 의한 폐 초경합금

의 분해율을 나타낸다. ZDP용 전기로 내부는 진공펌프로

진공상태 (760 mmHg)를 유지하였고, 개방형 흑연 도가니

를 사용하였다. 개방형 도가니를 사용함으로써 반응온도

가 상승함에 따라 아연의 휘발량도 증가하여 포집기에 다

량의 아연이 포집되었다. 아연 투입 비율은 폐 초경합금이

용융 아연 속에 완전히 잠기는 비율 1:3, 1:4로 하였다. 아

연 투입 비율이 1:3일 때 반응온도가 증가 하면서 분해율

이 500
o
C에서는 10.4%였지만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650

o
C

에서는 폐 초경합금이 72.4%까지 분해율이 증가 한 것을

알 수 있다. 아연 투입 비율이 1:4일 때는 500
o
C에서 아

연 투입 비율이 1:3일 때 보다 높은 13.9%였고, 온도가

증가 하면서 650
o
C에서는 83.4%였다. 온도가 증가 하면

서 코발트와 아연의 공정반응이 활발해져 고상 코발트의

액상형성속도가 증가하여 폐 초경합금의 분해가 촉진되

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아연 투입량이 1:4에서 분해율

이 높은 것은 폐 초경합금의 코발트가 용융 아연으로의

확산용융이 빨라진 것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3.2. ZDP용 전기로의 내부 분위기와 도가니 내의 아연 증

기압 발생에 따른 폐 초경합금의 분해율

Fig. 4는 ZDP용 전기로 내부의 분위기에 따른 폐 초경

합금의 분해율을 나타낸 것이다. 아연의 투입비율을 1:4

로 고정 하고 ZDP용 전기로 내부를 진공상태와 아르곤

가스를 5 l/min로 투입하여 압력을 대기압으로 유지하면

서 폐 초경합금을 반응시켰다. 전기로 내부의 압력이 진

공일 때 보다 대기압 상태에서 분해율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진공상태에서는 개방형 흑연 도가니로부터

아연 증기가 다량 발생하나 대기압 분위기일 경우에는 아

연 휘발량이 다소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아연

휘발량이 다량 발생 할 경우 도가니 내의 아연량 감소로

폐 초경합금과의 반응이 감소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Fig. 5은 ZDP에서 반응 완료 후 decantation 공정에 의

해 반응 도가니에서 제거한 잔류 아연 량을 비교한 결과

이다. 즉 ZDP에서 반응 완료 후 흑연 도가니로부터

decantation에 의해 제거한 잔류 아연 량을 비교하면 진공

상태보다 대기압 상태에서의 아연 잔류량이 많다. 이는

아연 휘발량이 감소하여 잔류 아연 량이 감소하지 않았

고, 이는 폐 초경합금과의 반응 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

여 폐 초경합금의 분해율을 상승시킨 원인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전기로 내부의 흑연 도가니를 밀폐구조로 하여 아

연 증기가 반응 도가니 밖으로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하였

다. 이 아연 증기압은 반응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반응 도

가니 내부에서 증가된다.
10)

 아연 증기압의 상승은 아연

용탕이 폐 초경합금 내부로의 침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Fig. 6에서와 같이 폐 초경합

금의 분해율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폐

초경합금의 분해가 촉진되어 650
o
C에서 2시간 반응으로

Fig. 3. Decomposition rate of waste hard metals depending on

zinc input ratio in ZDP for 2 h (open crucible).

Fig. 4. Decomposition rate of waste hard metals depending on

furnace atmosphere.

Fig. 5. Removed zinc contents from the graphite crucible after

Z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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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분해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반응 도가니

를 밀폐구조로 함으로써 아연 휘발량을 감소시켜 분해 반

응을 더욱 촉진시켰다. 따라서 Fig. 5에서와 같이 반응 도

가니를 밀폐 시켜 반응이 진행된 것에서 잔류 아연을 가

장 많이 제거 할 수 있었다.

Fig. 7(a)는 ZDP 반응 이후 얻어진 괴를 분쇄 한 분말

에 대한 결정상 분석 결과이다. 대부분이 텅스텐 카바이

드 peak 이고 42도 부근에서 일부 코발트 peak이 존재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ZDP에서 사용된 아연은 결정상 분

석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Fig. 7(b)는 ZDP 공정에서 얻

어진 텅스텐 카바이드-코발트 분말의 미제조직이다. ZDP

에서 초경합금의 구조체는 무너졌지만 1~40 µm급 분말

응집체가 관찰되었다. 이를 확대 관찰하면 초경합금의 바

인더 역할을 하는 코발트가 아직 내부에는 잔존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텅스텐 카바이드의 입자 크기는 초기

상태인 약 0.8~1.5 µm를 유지 하는 것으로 관찰 된다. 이

들 분말에 대한 XRF 분석 결과에서 텅스텐 카바이드는

91.32%, 코발트는 6.89%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1000
o
C에

서 아연을 휘발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XRF 분석결과에서

는 아연이 1.79%가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폐 초

경에서 TC (Total Carbon)량은 평균적으로 6.15 wt%인 것

으로 판단하였다. ZDP처리 후 TC변화를 측정한 결과

6.13~6.15 wt%로 나타나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3.3. ZDP에서의 폐 초경합금 분해기구 

Fig. 8는 650
o
C에서 반응 30분 만에 반응 중지시키고,

그 시편의 미세구조를 SEM으로 관찰한 사진이다. 폐 초

경합금이 층상 형태로 모재로부터 분해-분리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분해-분리 된 층은 초경합금 모재와 수평 방

향으로 분리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분리된 층이 모재에서

멀어질수록 하나의 층이 입자 덩어리로 분리되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는 아연이 텅스텐 카바이드의 바인더 역할을

하는 코발트와 만나 공정반응을 통해 코발트-아연 용탕을

먼저 형성한다. 이 용탕은 부피를 팽창시키고, 코발트 층

을 따라 아연의 계속적인 침투를 촉진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즉 텅스텐 카바이드 사이에 존재 하는 코발트 층으

로 코발트-아연 용탕을 형성 하면서 모재로 부터 층상 형

태로 초경합금이 분리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모재

로 부터 분리된 층은 아연 용탕 방향으로 부유-분리되고

분리된 층 안에서는 텅스텐 카바이드를 붙잡고 있던 코

발트까지 주위의 아연과 반응하여 입자 덩어리로 분해되

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9은 Fig. 8(b)의 미 반응 초경합금 모재(반응계면)

에서 아연 용탕 방향으로 40 µm 간격으로 EDS를 이용,

성분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미반응 초경합금에서는

Fig. 6. Decomposition rate of waste hard metals depending on

zinc volatilization pressure (closed crucible).

Fig. 7. Microstructure (a) and crystal phase analysis (b) of WC-

Co powders obtained from ZDP.

Fig. 8. Microstructures of cross section of waste hard metal

after ZDP reaction (650
o
C, 30 min) (a) vertical and (b)

horizontal part of reaction zone.

Fig. 9. EDS analysis of reaction interface in the Fig. 8 (b) from

the matrix toward reaction zone by 40 µm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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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연이 침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연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응계면에서 아연 용탕 방향으로 40 µm 떨어진 부분부

터는 아연이 침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부분부터는 코

발트와 아연이 아연-코발트 용탕을 형성하여 코발트의 부

피 팽창을 촉진 하여 분리가 시작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1은 Fig. 9에서 나타난 코발트와 아연의 EDS 측

정 결과에서 코발트-아연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반응

계면에서 아연 용탕 방향으로 멀어질수록 아연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위치에서 측정된 코발트와

아연의 비율을 평가함으로써 반응시의 액상 조성을 유추

할 수 있다. 그래서 코발트-아연 상태도를 토대로 Table 1

에서 나타난 코발트-아연 성분비와 비교하여 반응 당시의

액상을 평가하였다.
11)

 Fig. 8 (b)의 반응계면에서 γ-β1 혼

합상의 조성인 액상이 형성되고 아연 용탕 방향으로 진

행하면서, γ상, γ1상, γ1+γ2상의 조성인 액상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순수한 코발트-아연 접합 반응 실험에

서는 아연과의 반응 율속 단계를 β1상에서 상호 확산 과

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11)

 하지만 이번 결과에서

는 β1상 단독으로는 관찰 되지 않았으며, 미반응 초경합

금에 가장 가까운 쪽에서는 γ-β1 혼합상의 조성이 나타났

다. 즉 본 연구에서 관찰된 결과에 따르면 코발트와 아연

이 γ-β1혼합상인 조성의 액상이 ZDP 반응계면에서 형성

되고, 이 용탕으로 인해 코발트가 부피 팽창을 하여 텅스

텐 카바이드 입자 사이가 벌어지면서 아연이 침투가 이

루어져 텅스텐 카바이드가 층을 이루며 초경합금 모재로

부터 분리됨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이번 연구에서는 텅스텐 카바이드와 코발트가 주요 구

성성분인 폐 초경합금을 ZDP에서 분해 촉진되는 조건과

분해 기구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ZDP에서 밀폐형 반응

도가니를 사용하여 650
o
C에서 2시간동안 반응 하였을 경

우 폐 초경합금이 완전히 분해됨을 알았다. 반응온도와

아연 증기압이 증가 할수록 분해가 촉진됨을 알 수 있었

다. ZDP의 반응계면에서는 γ-β1 상의 조성인 액상이 형

성됨을 알았다. 이 조성의 액상이 형성되는 부분에서의

부피 팽창으로 인해 코발트 층을 따라 반응이 진행되어

초경합금 층을 분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ZDP에서 사

용된 아연을 decantation 공정으로 제거 후 1000
o
C에서도

휘발 시켜 잔존량을 최소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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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balt - Zinc Ratio Obtained from EDS Analysis of the

Fig. 9

µm Co (%) Zn (%)
Co-Zn 

Ratio
Phase

40 3.54  8.58 1 : 2.4 γ-β1

80 3.02 18.58 1 : 6.15 γ

120 2.96 23.04 1 : 7.78 γ1

160 2.81 25.90 1 : 9.21 γ1+γ2

200 2.69 29.67 1 : 11.03 γ1+γ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