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루미늄캔의 힘￡用 용에限j兄 5 

의 재활용 질적 및 재활용율을 나타내었다.2) 

국내의 금속캔 재활용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영 
세 재생회사들이 많아서 아직 정확한 통계자료도 나와 

있지 않은 실정이다. 사용한 알루미늄 캔을 다시 캔으 

로 재활용 하는 단계는 폐캔의 수집， 피쇄， 선별， 도료 
제거， 용해 및 2차지금을 제조하는 제 1단계와 이 까지 

금을 이용하여 열처리， 열간 및 냉간압연， 중간소둔처리 

둥을 거쳐 다시 캔을 성형하는 제2단계로 나눌수 있다 

제 l단계는 한국자원연구소와 알루미늄 폐캔 전문재활용 

업체인 (주)석진에서 공동확립하여 상용화 된 상태이고 4) 

대성금재(주)에서도 일본에서 기술을 도입하여 강}지금 
이 아닌 압축캔 형태로 제조하고 있다， 알루미늄 캔 재 

활용의 제2단계 연구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5) 디음절에서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 

는 관련연구내용과 한국지원연구소에서 1992 부터 1993 
년까지 2년간 연구한 결괴를 요약하였다 

2.2 한국자원연구소의 연구내용 4) 

한국자원연구소는 1992-1993 년에 걸쳐 폐 알루미늄 
캔의 재활용 방안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지 

금은 보편화되어있는 알루미늄폐캔을 세편(，hredding)， 

도료 및 내부락커제거 등의 예비처리를 하여 재생지금 

의 금속회수율을 높이는 실험을 하였다 용해시에는 금 

속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용팅에 염(，a11)-을 첨가하여 

용해하였고， 재생알루미늄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제품으 

로서 용SJR말을 위하여 알루미늄캔 쇼깨합금을 제조하 

였다 그리고， 음료용 2-piece 스틸폐캔의 예비처리방법 

으로서 알루미늄 마개를 스틸몸체로부터 분리하는 방법 

에대해서도 실험적으로 연구하였다 

2.3 효닥기계연구원의 연구내용 5) 

한국기계연구원에서는 1997 년 1 월부터 알루미늄캔 
의 켄으로의 재활용 기술에 대한 연구를 시직하였으며， 

Can to Can의 재활용 시스댐 구축에 띠른 제반 운제점 

에 대하여 연구 및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펴1알루미 

늄캔의 처리기술 및 용해기술과 폐캔을 다시 알루미늄 

캔 소재로 제혈논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며， 재 
활용 압축캔과 순알루미늄 및 미량 협곰원소를 첨가하 

여 캔소재용 알루미늄 협→금을 제조하고， 정출물 및 석 

출물의 크기 및 분포가 기계적 성질 및 성형성에 미치 
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또한 가공 및 재결정 집합조직 

의 체적분율을 조절함으로써 귀융(earing rate}을 최소화 

시키는 공정을 개발한 바 있다 

알루미늄캔 소재는 고강도와 낮은 귀율이 요구되는 

데，6) 고강도는 냉간압히율을 높임a로써 얻을 수 있지 

만 냉간압하융을 높게할 경우 재결정 집합조직이 약하 

게 발달하기 때문에 딩드로잉시 귀 (earing)가 생성되어 

캔재의 손실 및 생산비의 중기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 
한 귀생성은 소재의 집합조직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 

문에 고품질의 알루미늄캔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집합조 
직의 제어가 절대적으후 필요하다 연섬입빙구조를 갖 

는 알루미늄 협끔은 가공집합조직 및 재결정 집합조직 

을 조절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귀발달을 억제하기 
위해서 집합조직을 조절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 

다. 일반적으로 3000 계 알루미늄 합금은 5000 계 알 
루미늄협곰과 더불어 비열처리형 협금으혹서 캔제조시 

컵펑하기 이전에 최종열처리를 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캔재로 사용하는 소재는 기공조직이 잘 발달하기 때문 
에 최종 냉간압연전에 45' 귀를 생성히는 집합조직의 
발달을 억제시켜야만 한다 

3 일본의 알루미늄캔 재활용 현황.7) 

3.1. 서 론 

일본에서 알루미늄 캔을 처음으로 제조 판매한 것은 

1971 년부터이다， 알루미늄 캔의 판매량은 계속 증가히여 

1997 년에는 165억6000 만켄(일본1인당 13l캔)이었고， 

2000 년의 판매량은 약 200 억캔(1인당 160'캔)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오래전부터 에너지절약， 환경보 

전에 첨가하여 최근에는 쓰레기의 강량화， 지구환경보 

전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8) 특히 일본에서는 

포장용기의 리싸이를법이 1997 년 4 월부터 시행되어 

알루미늄캔 등의 알루미늄 포장용기의 분별수집이 촉진 
되고있다 

3.2 알루미늄캔의 판매 

일본에서 과거 12 년간의 알루미늄캔의 판매량센 추 

이를 Table 3 에 나타내었다 과거 12 년간(1986-1명7)에 

있어서 판매캔수는 4.7 배， 판매중량은 3.9 배 증가하였 
다 판매중량의 증가가 판매캔수의 증가를 믿도는 것은 

알루미늄캔의 경량화가 추진되었기 때운이다 

전 음료캔에서 알루미늄캔의 비율 추이를 τab1e 4에 
나타내었다 알루미늄캔의 비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맥주(빌포주 포함) 시장은 성숙되어 있어 금 

후의 맥주출하량 증가는 작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맥주의 알루미늄캔화율은 앞으로도 착실히 증가할 것으 

자윈려8에이클링 제 9권 제 2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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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Aluminum can consumption and [，εcycling rate in Europe (1996) 

Nation 
Population Tota1 can Al can A1 can ratio Al can recycling 
(million) (million) (million) (%) 떠tε (%) 

Great Britain 58 7,760 4,890 63 31 

Francε 58 2,000 660 33 14 

Gennany 81 6,290 629 10 81 

Italy 57 1,710 1,351 79 37 

Austria 8 370 278 75 50 

Belgium 10 750 165 22 25 

Denmark 5 0 0 

Greece iO 890 890 100 35 

Netherlands 15 880 194 22 25 

Norway 5 40 40 100 80 

Switzerland 7 120 120 100 87 

Portugal iO 320 192 60 17 

Spain 39 3,200 1 ，μo 45 17 

Sweden 9 835 835 100 91 

Finland 5 70 70 100 80 

lreland 4 280 210 75 20 

Turkεy 61 1,170 819 70 40 

East Europe 2,985 2,050 69 

Total 29,670 14,833 50 37 

일은 분별 쓰레기 수집을 교육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도 

1 만개 이상의 학교가 정기혀으로 알루미햄을 회수하 

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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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an 10 Can 재활용 

폐 알루미늄캔을 재활용하여 지금까지는 자동차용 주 

조품(다이캐스트 포함)이나 철강엽의 탈산제로 많이 사 

용되고 있다 그러나 알루미늄캔의 재활용 효율을 극대 

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cascade식 재활용(저급품으로 

의 재활용) 대신에 다시 캔으로 재활용 동뜯 기술(can 

to can 재활용)을 개발해야 한다 Fig.l 은 일반적인 알 

루미늄캔 재생공정을 보여주고 있다 

회수된 알루미늄캔(캔프레스 형태가 대부분임)은 임 

펠러 브헤이크로 분해하고 이물질 제거가 이루어진다 

스틸캔은 지석으로 제거되고 플라스틱은 수작업으로 제 

거된다， 그후 슈레더에 투입되어 알루미늄 조각(통상 한 

조각의 크기는 1O-40mm엽로 된다 알루미늄 조각은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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