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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폐LIBs 소각시스템에 대한 환경적인 측면들을 규명하고, 개선시키기 위해서 전과정평가를 수행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대부분 연구에서는 생략이 되었던 소각재의 매립과 관련된 환경영향도 평가되었다.
전기 생산과정과 소각공정으로부터 배출되는 CO2와 소각공정에서 대기와 수계로 배출되는 중금속에 의한 환경영
향이 전체 환경영향의 약 90%를 차지하였다. 특히, 중금속의 배출에 의한 환경영향이 압도적인데, 이를 개선시키
기 위해서는 폐LIBs와 같이 중금속의 함량이 높은 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소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
면에, 소각 후에 발생되는 소각재에 의한 환경영향은 미미하였다. 이는 소각재가 소각과정을 거치면서 이미 안정
한 산화물을 형성한 것에 기인한다.
A Life Cycle Assessment (LCA) study was carried out to identify and improve the environmental aspects associated
with the present incineration system of spent Li-ion batteries (LIBs) in Korea. The environmental impact associated with
the landfill of the incineration ash was also assessed in this study, while so far it was excluded in most studies. It was
found out that the CO2 emission from the electricity generation as well as the incineration process and heavy metals
emissions to air and water accounted for about 90% of total environmental impacts. In particular, the effect of the
emission of heavy metals were dominant. In oder to improve the current incineration system environmentally, it is
needed to incinerate the wastes like spent LIBs which contained relatively high portion of heavy metals separately from
other combustible wastes. On the other hand, the effect of the landfill of ash after incineration was insignificant since
the ash from the incineration process was chemically s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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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 의미있는 일이다.
LIBs는 Pb, Cd 등의 유해 중금속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경

생활폐기물(Municipal Solid Waste; MSW)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

친화적인 전지라고 여겨졌으나 폐LIBs는 Cu, Al, Co, Li 등의 금속을

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폐기물별로 특화된 연구, 특히 요즘 사

함유하고 있으며 이 금속들은 폐기 시에 환경영향을 발생하는 폐기물

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휴대폰 배터리인 리튬이온전지(Lithium-ion

인 동시에 재활용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가치도 함께

Batteries; LIBs)에 대한 폐기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전무후무하다고

지니고 있다[2].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용이 끝난 휴대폰 배터

할 수 있다. MSW에는 종이류, 목재류, 플라스틱류, 피혁류, 유리 및

리는 집안 보관이 36%, 보상판매 시 휴대폰과 함께 처리한다는 대답

기타 불연물 등의 다양한 폐기물이 섞여 있으며 폐기물의 종류마다

이 35%, 나머지 29%가 종량제 봉투 등을 이용하여 폐기 즉 소각, 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도 다를 것이다. 따라서 폐LIBs의 성분을

립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

파악하고 소각했을 경우의 환경부하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매

폐기물을 소각하는 이유는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폐기물의 중
량과 부피를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과 소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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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폐열을 에너지로 회수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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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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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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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amage Categories and Damage Units for EI99 Methodology
Damage categories

Human health

Figure 1. Phases and applications of an LCA(ISO 14040).
이지만 반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것과 소각재가 발생하여 매

Ecosystem quality

립과 같은 최종처분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폐기물이 발생하면 재활용을 거쳐 자원화할 수 없는 폐기물만을 소각

Resources

하고 재활용도 소각도 할 수 없는 최종 산물만을 매립한다고 알려져

Damage unit

carcinogenic effect

DALY

respiratory (organic)

DALY

respiratory (inorganic)

DALY

climate change

DALY

ionizing radiation

DALY

ozone depletion

DALY

ecotoxicity

PDF*m2*yr

acidification/nutrification

PDF*m2*yr

land-use

PDF*m2*yr

minerals

MJ

fossil

MJ

있다. 그러나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환경부하가 다를 수 있으므
로 소각, 매립, 재활용의 세 가지 시스템의 전과정평가를 실시하여 각

인식되고 있으며 ISO 14000 Series의 기술적 근간을 이루고 있어 다

시스템의 환경부하를 정량적으로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폐기물

른 기법에 비해 국제적으로 보다 중요시되는 기법이라 할 수 있다.

의 특성에 따라 재활용, 소각, 매립에 따른 환경부하는 다를 수 있기

따라서 오늘날 각종 환경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기업체 및 행정기관,

때문에 각 시스템별로 전과정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폐기물처리 정책

소비자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효과적인 환경보존방안을 모색하고자

을 결정하는데 우선이 되어야 한다.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 정책적 의사결정도구로서 전과정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폐LIBs의 폐기 방법 중 소각 처리에 대한 전과
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를 수행하여 소각으로 인한 단기

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전과정평가의 원칙과 구조는 Figure 1에 나타
나있다.

적인 환경영향 및 중금속 용출 실험 결과를 적용한 장기적인 환경영
향을 분석하여 폐LIBs의 적절한 처리방안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
용하고자 한다.

2.2. 영향평가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환경성평가를 위하여 네덜란드 PRe consulting 기관
에서 개발한 종말점 개념의 Eco-indicator 99 (EI99) 방법론을 적용하

2. 이론적 배경

였다. EI99 방법론에서는 3가지 피해 범주, 즉 인간 건강, 생태계 건
강, 자원을 3가지 피해 범주로 고려하고 있다. 이들 범주는 또 다시

2.1. 전과정평가(LCA)

각각의 내부 범주로서 발암성, 호흡기 영향, 기후 변화, 방사능, 오존

전과정평가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전과정(원료채취, 제품생산, 사용,

층, 생태독성, 산성화, 토지이용, 자원 및 연료 채취 등으로 나뉜다.

폐기)에 걸친 환경부하 즉, 대상 시스템의 투입, 산출물을 정량화 하고

Figure 2에 EI99 영향평가 방법론의 기본 개념을 나타내었다. 이 그

객관적, 과학적 방법으로 이들의 환경영향을 평가, 규명하여 환경 개

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연계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면 그들이 어떤

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4,5].

영향범주와 관련이 있는지를 분류하고, 각 영향범주에서는 배출물의

전과정평가는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경로, 노출정도 및 영향 등을 분석하고 최종적인 피해 분석을 통하여

위해성평가(Risk Assessment; RA) 등과 함께 환경경영기법 중 하나로

특성화함으로써 종말점 수준에서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방법론이다[6].

Figure 2. The concept of the EI 99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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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ystem boundary of spent LIBs incineration system.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간 건강 범주에서는 발암성, 호흡기
장애 등으로 인해 인간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기간(Disability

Figure 4. Process diagram of spent LIBs incineration system.

Adjusted Life Years; DALY)을 지표로 하여 종말점 수준의 지수를 도
출할 수 있다. 생태계 건강 또한 자연계로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산성

는 기술로 하고 불가능한 경우에 유사한 기술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화, 생태독성에 의해 단위면적(m2)당 종이 잠재적으로 사라질 확률
(PDF*m2* yr), 자원고갈 범주에서는 자원 1 kg을 채취하기 위해 투입

3.1.4. 할당

되는 잉여 에너지를 각각 지표로 선정하여 종말점 수준의 피해지수를

소각공정은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투입되어 환경부하로 산출되는

도출한다. 인간 건강, 생태계 건강, 자원에 대해 각각 도출된 종말점

대표적인 다중 투입 공정 중 하나이므로 할당문제가 발생한다. 폐

수준의 피해지수들은 정규화와 가중치 부여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LIBs의 소각 공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생활폐기물 소

하나의 지수가 도출된다.

각공정의 데이터를 수집한 후 생활폐기물의 성분과 폐LIBs의 성분분

본 연구에서는 전과정 영향평가 시에 분류, 특성화, 정규화, 가중화

석을 통한 할당작업이 필요하다.

단계까지 고려하여 분석하였으며 생태계 건강 범주에서 고려하는 토
지 이용부분은 데이터의 부재로 고려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폐기물과 폐LIBs의 소각 시 발생되는 폐열을 이
용하여 스팀을 생산하는 공정에서 각각의 발열량을 기준으로 회수되
는 열량에 대한 할당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기 및 수계로 배출되는 일

3. 전과정평가 수행

부 배출물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과 폐LIBs과 관련된 적절한 할당인
자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원소별로 소각 시 대기, 수계,
소각재로 배출되는 factor에 대한 연구 자료를 참고하였다[9-11].

3.1. 연구의 범위 정의
3.1.1 기능 및 기능단위

3.1.5. 가정 및 제한사항

폐LIBs 소각 시스템에 대한 기능단위와 기준흐름은 휴대폰의 전원

￭소각 설비는 일반적으로 10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며 기능단위에

공급장치로 사용된 후 생활폐기물과 함께 폐기된 폐LIBs 1 kg을 소각

대한 설비 환경부하는 그 정도가 미미하므로 고려하지 않는다.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폐LIBs만을 소각하는 소각장은 없으므로 생활폐기물 소각장의
데이터를 토대로 폐LIBs 소각의 투입산출물을 계산하였다.

3.1.2. 시스템 경계

￭소각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에 대한 발열량은 원소조성비와 저

Figur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스템 경계는 수거된 폐LIBs가 소각

위발열량(Dulong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장으로 투입된 후 소각되어 소각재가 매립되기까지 이며, 국내 11개

￭바인더, 전해액 등의 소각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각 물

소의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대상으로 하였다[7,8].

질의 탄소함량 분석 후, 이론연소방정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3.1.3. 데이터 품질요건
3.2. 전과정 목록분석

Table 2는 본 연구에서 정의한 데이터 품질요건을 나타내고 있다.

3.2.1. 소각 시스템의 공정흐름도 및 단위공정

데이터의 시간적 경계로 2001년의 11개 소각장의 실측 데이터를 기준
으로 하였으며 대상업체 외부데이터의 경우에는 가능한 최신의 데이

소각 시스템은 폐기물 반입, 저장, 투입, 소각, 연소가스 처리, 소각

터베이스를 조사하여 사용하였다. 공정 자체 및 에너지 데이터베이스

재 처리, 배출수 처리, 여열 이용 공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실제

사용에 대해서 국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공간적

데이터 관리 시에는 세분화된 공정 대신 공정 전체를 통합 관리(예 :

경계를 정의하였다. 기술적 경계는 소각 공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

전기, 용수 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데이터 관리수준을 반영하

제 기술과 외부데이터의 경우에는 사용되는 물질 및 에너지에 사용되

여 단위공정을 소각공정, 여열회수공정, 소각재 매립공정으로 구분하

Table 2. Data Quality Requirements
Element

On-site

Database

Time

2001

Best available database

Region

11 incineration sites in Korea

Similar materials and energy using in 11 incineration sites

Technology

Present technology of ii incineration systems in Korea

Similar technology using in 11 inciner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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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osition of Li-ion Batteries (for Mobile Phones)
Composition
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ABS)
Copper
Gold
Lead
Zinc
Silver
plastics
Aluminum
plastic
Polyethylene (PE)
Polypropylene (PP)
Aluminum foil

Cover (Phone)

IC

Cover (Cell)
Separator
Current
Collector

Copper foil
Lithium cobalite (LiCoO2)
Carbon powder
Propylene carbonate (PC)
Diethyl carbonate (DEC)
Lithium hexafluoro phosphate (LiPF6)
Polyvinylidenefluoride (PVDF)
Total

Cathode
Anode
Electrolyte
Binder

Table 4. Results of Leaching Tests for Residues of Spent LIBs
After Incineration
Element

Leached amount
(kg/kg_ash)

Element

Leached amount
(kg/kg_ash)

g/cell ea.

kg/cell 1kg

%

6.48

2.308E-01

23.1

1.15
0.00
0.06
0.00
0.00
0.29
3.32
0.27
0.3
0.3
0.75

4.106E-02
1.303E-04
2.085E-03
8.689E-05
1.303E-04
1.033E-02
1.182E-01
9.615E-03
1.068E-02
1.068E-02
2.671E-02

4.1
0.0
0.2
0.0
0.0
1.0
11.8
1.0
1.1
1.1
2.7

2.05
6.47
3.11
1.17
1.17
0.29
0.88
28.08

7.301E-02
2.304E-01
1.108E-01
4.184E-02
4.184E-02
1.034E-02
3.134E-02
1.000E+00

7.3
23.0
11.1
4.2
4.2
1.0
3.1
100.0

[9-11].
3.2.2.4. 소각재의 중금속 용출 데이터
장기간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폐기물공정시험법에 따른 중금속 용

Al

5.800E-05

Cr

N.D.

출실험을 통하여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각재로부터의 중금속

Cu

N.D.

Au

N.D.

용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시료는 폐LIB를 생활폐기물 소각공정과

Fe

N.D.

Ag

N.D.

같은 운전조건으로(850 ℃, 4 h) 소각한 잔사를 사용하였다.

Li

2.100E-03

Zn

N.D.

Co

1.200E-06

Pb

N.D.

Ni

N.D.

3.2.2.5. 상/하위흐름 데이터베이스
폐LIBs 소각 공정에 사용되는 전력, 연료(경유, LNG), 기타 유틸리
티(공업용수, FW, DW) 및 각종 화학물질에 대한 전과정 목록 데이터

였다(Figure 4).

는 Table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산업자원부 및 환경부에서 구축된 국
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다. 소각재의 매립에 대한 데이터는 국내

3.2.2 데이터 수집

의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 자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

3.2.2.1. LIBs 구성성분 데이터

였다. 소각으로부터 회수되는 에너지에 대한 환경이득을 고려하기 위

폐기처리 공정은 대표적인 다중 투입 시스템이므로 이에 대한 전과

해서 산업자원부의 전력 데이터베이스와 독일의 스팀 데이터베이스

정평가의 수행 시에는 투입물, 산출물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

를 사용하였다.

하여 LIBs의 구성성분을 알고 있어야 한다(Table 3).
3.2.3. 데이터 계산
3.2.2.2. 소각 공정 데이터

3.2.3.1. 이산화탄소 배출량

데이터 수집을 위해 2002년을 기준으로 안정적 운영을 하고 있는

Table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폐LIB 1 kg 연소 시 LIB에 포함되어

전국 18개 소각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들 중 11

있는 유기물(플라스틱, 바인더, 유기용매 등)의 탄소함량을 조사하여

개 소각장으로부터 대기 및 수계배출물 데이터, 전력 및 연료 사용 현

계산한 이론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보조연료(LNG, 경유)의 연소

황, 용수 사용 현황, 화학물질 사용 현황에 대한 연간, 월간 데이터를

로 인한 이산화탄소량을 합산하여 소각 공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

수집하였다.

소량을 산출하였다.
폐LIBs 1 kg 소각 시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폐LIBs에 의해서 약

3.2.2.3. 폐기물의 원소조성별 배출량 산정 기준

1.47 kg, 보조연료 소각에 의해서 1.61E-2 kg이 발생한다. 폐LIBs 구

폐LIB 소각 시에 각 원소들이 각 배출경로로 얼마만큼 배출되는지

성원소 중 탄소는 약 40%를 차지하는데 비교적 탄소의 비율이 큰 이

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잠재적인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유는 핸드폰 케이스와 분리막, 전해액 등이 고분자 물질로 이루어져

그러나 국내에는 폐기물의 성상과 배출경로별로 배출되는 양에 대한

있기 때문이다.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해외 연구 사례를 참고하였다
공업화학, 제 17 권 제 2 호, 2006

전과정평가를 이용한 폐리튬이온전지의 소각에 대한 장/단기 환경영향 평가
LIBs에서 고분자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기 때문이다. 즉

Table 5. Upstream and Down Stream Databases
Module
Electricity
Diesel
Industrial water
FW (Filtered water)
DW (Demineralized water)
LNG
Activated Carbon
Aluminum Sulfate
Calcium Hydroxide
Sulfuric Acid
Hydrogen Chloric acid
Sodium Hydroxide
Ammonia
Polyacryl Amide (PAA)
Steam (avoided)
Ash (Bottom, Fly) landfill

Source
MOCIE
MOCIE
MoE
MOCIE
MOCIE
MoE
MoE
MoE
MoE
MoE
MoE
MoE
MoE
MoE
Germany (GaBi3)
Database builded by this project

Year
2000
2000
1999
2003
2003
2003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1997
2004

동일한 양을 소각할 경우 회수되는 열량에 의한 환경이득 측면에서만
본다면 생활폐기물보다 폐LIBs를 소각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의미
한다.
3.2.3.4. 소각재 매립에 따른 중금속 용출량 계산
폐LIBs 1 kg 소각 시에는 약 0.52 kg의 소각재가 발생한다. 이 소각
재가 매립되어 침출수로 발생하는 토양으로 용출되는 중금속량을 계
산하기 위하여 Table 4의 중금속 용출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폐LIB
1 kg 소각 당 중금속 용출량을 계산하였다. 금속 중 Co와 Al만 용출되
었는데, 그 양은 폐LIBs 1 kg 소각 시에 각각 1.67E-7 kg, 8.41E-6 kg
으로 전체 환경영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3.3. 전과정 영향평가
본 연구에서는 EI99 영향평가 방법론을 적용하여 인간건강, 생태계
건강, 자원의 3가지 영향 범주에 대하여 분류, 특성화, 정규화, 가중치
부여의 순서로 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단 가중치 부여의 경우 모든
영향범주가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보고 평가하였다.

3.2.3.2. 중금속 배출물 계산
폐LIBs에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들이 대기 및 수계로 배출되는 양은

일반적인 가연성 폐기물이 소각된 후 발생하는 소각재는 처음의

소각장의 데이터 수집만으로는 계산이 불가능하다. 생활폐기물과 폐

10% 정도인데 반해, 폐LIBs는 주로 비가연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

LIBs의 정확한 중금속 함량 분석 자료가 있어야 할당을 통하여 정확

가연성분이 모두 소각된 후에도 처음의 52% 정도가 소각재로 발생하

한 계산이 가능하나 국내에는 이러한 자료나 연구가 없으므로 해외

게 된다. 발생된 소각재는 매립되는데, 오랜 시간을 두고 소각재에 포

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중금속의 대기 및 수계 배출물을 계산하였다.

함된 중금속이 용출되어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중금속 용

그 결과 대기 및 수계로의 Cu 배출은 2.28E-04 kg, Pb 배출은 대기

출 실험 결과를 적용하여 단기 영향 평가는 물론 장기 영향 평가도

로 4.17E-06 kg, 수계로 1.51E-08 kg, Zn 배출은 대기로 2.61E-07 kg,

실시하였다[11,13].

수계로 9.49E-08 kg이 배출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다른 금속보다 구

결과 해석의 편의를 위해 투입산출 인자를 소각공정 배출물

리의 배출량이 많은 이유는 그 함량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코발트,

(on-site), 전력, 용수(공업용수, 순수), 보조연료(경유, LNG), 화학물질

리튬 등의 금속은 소각장에서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계

(활성탄, 황산알루미늄, 수산화칼슘, 황산, 염산, 염화나트륨, 수산화나
트륨, 암모니아, PAA 등) 및 환경영향 회피효과(avoided impact : 외부

산에서 제외되었다.

공급 스팀, 전기)로 구분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3.2.3.3. 폐리튬이온전지의 발열량

4. 결과 및 고찰

폐기물의 발열량값을 얻기 위한 측정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
나 본 연구에서는 Dulong식을 적용해 생활폐기물과 폐리튬이온전지
의 저위발열량값을 산출하여 발열량을 할당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스

단기 영향 평가를 실시한 결과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간건

팀을 생산하기 위한 환경영향을 저감한 환경이득을 계산하였다[12].

강 범주와 생태계건강 범주에서는 소각 공정에서 배출되는 공정배출

LHV(kcal/kg) = 8100C + 34250(H-O/8) + 2250S - 600(9H + W)
- C, H, O, S : 원소분석에 의한 C, H, O, S의 조성비(%)

물에 의한 영향이 지배적이며, 폐열 회수로 인한 환경이득 효과는 인
간건강 범주를 제외하고 다른 범주에서는 미미했다.
Figur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간건강 범주에서는 세부 범주 중 기

- W : 폐기물 중의 수분 함량(%)
폐LIBs 소각으로 인한 발열량은 생활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발열량

후변화 범주에 대한 영향이 지배적이었으며 그 원인은 소각과정의 공

보다 약 1.7배 가량 높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생활폐기물보다 폐

정배출물 중 이산화탄소 배출 때문이었다. 폐열 회수로 인해 스팀을

Table 6. Calculation of CO2 Emission for Spent LIBs Incinerati System
Element
C
Electrolyte
Binder
Separator
Cover (Phone)

Carbon
PC
DEC
LiPF6
PVDF
PE
PP
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Structural Formula

Molecular Weight

Carbon (wt%)

C
C4H6O3
(C2H5)2CO3
LiPF6
-[CH2-CF2]-[CH2=CH2]-[CH3CH=CH2]CH2=CHCN
C4H6
C6H5CH=CH2

12
102.09
118.13
151.91
64.03
28.05
42.08
53.07
54.09
104.15

100.0
47.0
50.8
0.0
37.5
85.63
85.62
67.9
88.8
92.3

Carbon dioxide
(kg CO2/kg)
3.67
1.72
1.86
1.38
3.14
3.14
2.49
3.26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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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haracterization Results of Spent LIBs Incineration System in Short-term Perspective
Short-term
human health
[DALY] (%)
eco-system
[PDF*m2*yr]
(%)
resource[MJ]
(%)

On-site
3.35E-7
(90.7%)

Elec.
2.66E-8
(7.2%)

Diesel
1.87E-9
(0.5%)

Water
1.37E-10
(0.0%)

Chemicals
5.27E-9
(1.4%)

Ash Landfill
3.3E-10
(0.1%)

Total
3.69E-7
(100.0%)

Avoided Impact
-1.34E-7
(-36.3%)

3.79E-1
(99.7%)

7.86E-4
(0.2%)

4.92E-5
(0.0%)

3.58E-6
(0.0%)

2.15E-4
(0.1%)

2.35E-5
(0.0%)

3.80E-1
(100.0%)

-2.71E-3
(-0.7%)

0.0E+0
(0.0%)

2.76E-2
(36.5%)

3.08E-2
(40.8%)

2.10E-5
(0.0%)

1.62E-2
(21.5%)

8.24E-4
(1.1%)

7.55E-2
(100.0%)

-1.81E-3
(-2.4%)

Figure 6. Weighted results for spent LIBs incineration system.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토양으로의 배출물을 계산한 결과 단기 영향
평가 결과와 거의 비슷하였다. 그 이유는 금속이 소각공정을 거치면
서 산화되어 안정한 산화물을 형성하기 때문에 산분위기 하에서도 용
출되는 금속의 종류와 그 양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즉 폐LIBs 소각잔
사 내의 중금속이 안정한 산화물로 형성됨에 따라 용출되는 금속의
영향이 거의 없어 단기 영향 평가와 장기 영향 평가에서 거의 차이가
없는 환경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특성화 결과는 범주별로 서로 다른 단위를 사용
하여 영향범주들 간의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규화 및 가중화를
수행하여 폐LIBs 매립 시스템에서 영향범주 간 환경영향을 분석해 보
았다.
Figure 6의 가중화 결과를 살펴보면 공정배출물에 의한 영향이 전
체 영향의 89.3%를 차지하며, 인간건강 범주에 대한 영향이 20.3%,
생태계건강 범주에 대한 영향이 69%로 이 중 대부분의 환경부하가
생태독성 범주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 생태독성의 영향이 가장 큰
Figure 5. Characterization results by damage categories for spent
LIBs incineration system in short- and long- term perspective.

이유는 소각공정으로부터 폐LIBs에 포함된 구리가 대기 및 수계로 배
출되기 때문이다. 즉, 일반적으로 소각공정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의한 영향이 큰 반면에, 폐LIBs의 소각의 경우에는 중금속 배출에 의

대체함으로써 얻는 환경이득은 인간건강 범주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

한 환경영향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는데 그 이유는 스팀 생산 시에 Poly Aromatic Hydrocarbons (PAHs)

한편 소각재 매립에 따른 영향은 예상과는 달리 환경부하의 0.1%

가 수계로 많이 발생하게 되어 인간건강 범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을 차지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금속 용출 실험

데 스팀을 회수하는 만큼 수계로의 PAH 배출도 저감되기 때문이다.

결과 폐LIBs에 포함된 금속이 소각과정을 거치면서 안정화되었기 때

생태계건강 범주에서는 공정배출물로 인한 생태독성 범주에 대한

문에 소각재가 비교적 안정한 상태를 이루어 중금속의 용출이 거의

영향이 지배적이었으며 그 원인은 대기와 수계로의 구리 배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폐열을 이용한 스팀 생산은 전체 환경영향을 100%로 보았을 때 약

자원고갈 범주에서는 화석연료에 대한 영향이 대부분으로 그 원인

8.8% 만큼의 환경영향을 저감하는데 그쳤다. 일반 생활폐기물보다 플

은 소각공정에서 연료 및 전력 사용에 의한 natural gas와 crude oil 사

라스틱의 함량이 더 많은 폐LIBs를 소각할 때의 발열량이 더 높아 회

용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장기 영향 평가를 위해 Table 4의 폐LIBs 소각 잔사의 중금속 용출
공업화학, 제 17 권 제 2 호, 2006

수되는 스팀의 에너지도 더 높으나 중금속 배출로 인한 환경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체 환경영향의 8.8%만을 감소시킨다.

전과정평가를 이용한 폐리튬이온전지의 소각에 대한 장/단기 환경영향 평가

5. 결

론

본 연구에서 폐LIBs의 소각 처리에 대한 전과정 평가를 수행하였
다. 기존의 소각에 대한 전과정 평가에서는 소각재 처리에 관한 데이
터가 많이 누락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소각재 매립에 의한 영향 및
중금속 용출 실험 데이터를 이용한 장기적인 환경영향 분석을 시도하
였다.
폐LIBs는 불연물이 약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나머지가 가연분
으로 소각장에서 처리 후 대기 및 수계로 배출된다. 폐LIBs 소각 시,
환경부하의 89.3%가 인간건강과 생태계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그
원인은 소각공정 자체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대기 및 수계로의
구리 배출에 의한 영향이었다. 반면 소각재 매립에 따른 영향은 전체
환경부하의 0.1%만을 차지했으며, 폐열회수로 인한 환경이득 또한 중
금속 배출에 의한 환경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체 환경영향의 8.8%만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LIBs의 소각은 중금속 배출에 의한 영향이 전체 환경영향의 약
69%를 차지하므로 중금속의 함량이 높은 폐기물을 일반 가연성 폐기
물을 소각하듯이 소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소각의 장점
중의 하나인 폐기물의 감량 측면에서도 처음의 52%가 소각재로 발생
하는 폐LIBs 소각은 적절한 처리로 볼 수 없으므로 향후 다른 폐기
방법과의 환경성 비교를 통하여 적절한 처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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