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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일반적으로 재활용대상 폐자원은 가정에서 분리 배출된 후 재활용선별장에서 수선별에 의해 유가자원으로 회수된다. 그러나 기

존의 재활용선별장에 반입되는 폐자원의 경우 성상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 할 뿐만 아니라 이물질의 함량이 높아 기존의 회수방법

으로는 선별효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선별장에서 재활용품 회수 후에 발생되는 잔재물은 대부분 매립 또는 소각되고 있

어서 그로인한 2차환경오염 및 잔류물로부터 추가적인 유가자원의 회수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활용선

별장에 반입되는 폐자원에 대한 성상조사를 실시하여 폐자원의 발생특성 변화를 파악하였으며, 전처리시설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입도분석을 통하여 향후 재활용 선별시설 구성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주제어 : 순환자원, 재활용, 자동화, 물리적 성상, 입도

Abstract

In general, recyclable items are separately discharged from households and then, hand-sorted into different types of valuables

at materials recovery facilities (MRF). However, most of residues after hand-sorting are finally end up with landfill and/or incin-

eration due to lack of separation technologies and economical reasons. In the present study, physical properties on recyclable

items obtained from an MRF are investigated to improve the recovery of valuable items. The results of physical compositions

based on the sizing tests are also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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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경제규모의 확대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소비자들의 다

양한 구매욕구 등으로 폐기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대량생산, 대량공급 체제에 따른 물량증가와 과대

포장, 새롭고 다양한 소재의 포장용기의 등장과 신제품

의 출현, 상품의 수명단축 등으로 폐기물의 질이 다양

해지고 발생량 또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발

생한 각종 폐기물이 다시 이용되지 못하고 마구 버려지

고 있어 일차적으로 소중한 자원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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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오염과 생태계 파괴에 의한 인류 생존의 위협,

쓰레기 매립지 조성에 따른 지역 갈등 등 바람직하지

않은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

원화시설은 일반적으로 매립 방식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은 우선적으로 회수하여 물질 재활용하고, 에너

지화가 가능한 모든 폐기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궁극적

으로는 이산화탄소(CO2)의 발생을 저감시켜 녹색성장

구현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 

폐기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폐기물의 성상과

특징을 잘 파악하여 그에 맞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

다. 폐기물의 물리적 특성은 폐기물관리 및 처리 대책

수립에 기본적인 자료이다. 폐기물의 효과적인 처리와 관

리 방안을 제시하고 장래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폐기

물의 물리적 조성이 우선적으로 조사 되어야 한다.

국내 지자체선별장의 경우 분리·배출된 폐자원 중

재활용에 부적합 물질의 함량(유가물, 대형폐기물류 등)

이 높아 재활용품 회수율이(60%미만) 매우 낮은 실정

이다. 특히,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발리스틱,

flip-flop 등 전처리 장치는 여전히 해외의존도가 높고

국내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특히 안산시, 용인시, 수원

시 등 일부 지자체 선별장에 준 자동화 시설이 설치되

어 있으나 전처리 부분의 자동화 설비가 미비하여 수선

별이 주를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주요 품목만을 선별

회수함으로써 선별효율이나 회수품목의 순도 및 다양화

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활용 선별시설에 반입되는 폐자원에

대한 성상조사를 실시하여 폐자원의 발생특성 변화를

파악하였으며, 전처리 시설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

하여 입도분석을 통해 향후 재활용 선별시설 구성의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실험방법

2.1. 시료채취 

본 연구는 선별시설에 반입된 재활용폐기물을 대상으

로 총 3개 지점에서 유리병류 총 40,194 g, 플라스틱류

총 67,290 g을 마대자루와 비닐봉지에 담겨진 상태와

일부는 파봉 되어 흩어져 있는 폐자원을 무작위로 채취

하여 물성분석을 실시하였다. 

시료를 유리병류와 플라스틱류로 구분한 이유는 해당 재

활용선별장이 유리병류와 플라스틱류를 분리하여 반입한

후 각기 다른 선별라인에서 분리선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작위로 시료를 채취한 이유는 재활용폐기물의 분리

배출과 수거 및 반입특성상 시점에 따라 물성이 달라진

다. 따라서 이러한 물성의 변화를 고려한 재활용선별시

설을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혼합하지 않고 채취지점을 달리하여 무작위로 시료를 채

취한 것이다. 실험은 Fig. 1과 같은 절차로 수행하였다. 

2.2. 분석방법

2.2.1. 입도분석 

입도분석은 발생된 생활폐기물의 크기를 고려하여 트

롬멜, 즉 원통형 스크린을 200 mm, 150 mm, 100 mm,

80 mm, 50 mm, 30 mm 및 10 mm이하 타공 된 것들

을 7단계로 사용하였다. 트롬멜의 운전조건 및 크기분

류는 분류폐기물의 선별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장치

의 1/3정도씩 시료를 여러 차례 투입하여 실험하였다. 트

롬멜의 속도는 16 rpm으로 설정하였으며 구동 시간은 2~3

분으로 하였다. 끈이나 긴 막대기처럼 크기구분이 일정치

않은 폐기물은 스크린을 통과함에 따라 구분하였다. 

겉보기 밀도는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부피를 정

확히 알고 있는 용기에 시료를 담고 30 cm 높이에서 3

회 낙하시킨 후 표시된 눈금보다 시료의 높이가 낮아지

면 시료를 표시된 눈금까지 채운 후 30 cm 높이에서

다시 떨어뜨리는 조작을 반복하여 눈금의 변동이 없을

때까지 시료를 채워 무게를 측정하여 구하였다. 

시료량이 너무 적거나 겉보기 밀도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하였다. 시료량이 많은 것은 110 L용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시료량이 적은 것은 20 L용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겉보기 밀도는 크게 전체 시료의

‘총괄 겉보기 밀도’, 입도별로 나누어진 시료의 ‘입도별

겉보기 밀도’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2.2.2. 물리·화학적 성상분석

반입된 시료는 입도분석 후 입도별 성상분석을 실시

하였다. 물리적 성상분석은 재활용폐기물과 비재활용폐

기물 그리고 협잡물로 분류하였으며, 재활용폐기물은 재

Fig. 1. Experiment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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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선별장에서 분리·선별하는 기준에 따라 캔은 철

및 알루미늄 캔류 등으로 세분류하였고 플라스틱의 경

우 PET, PP, PE, PS, PVC, 혼합폐플라스틱, 비닐류

등 총 7가지로 세분류하였다. 비재활용폐기물은 음식물,

섬유류 등 가연물 4가지와 도자기와 돌류 및 폐건전지

등 불연물 2가지로 세분류 하였으며, 조성분류가 어려

운 작은 사이즈의 협잡물은 트롬멜 장치에 의해

10 mm스크린을 이용하여 분류 하였다. 

특히 30 mm이하의 경우 크기가 작아 재활용폐기물을

더 이상 선별하기 어렵고 여러종류의 폐기물이 섞여 있

어 현실적으로 폐기물에너지로 이용할 수 밖에 없기 때

문에 가연물과 불연물 그리고 협잡물로 재분류하였다.

이렇게 분류함으로써 에너지로서의 이용가능성을 판단

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2.3. 유리병류의 분류 

다양한 크기와 종류의 유리병은 색깔별로 선별되어

판매되기 때문에 투명, 청록색, 갈색으로 구분한 후 각

각의 색깔별로 대, 소 및 파손으로 세분류하였다. “대”

는 크기가 220~300 mm인 것들이며, “소”는 크기가

80~120 mm인 병들이며, “파손”은 깨진 병들을 말하며

특이사항은 유리병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로 “음식물

병”으로 분리하였고, 유리병이 아닌 경우는 “도자기 및

돌류”와 “그 외 기타”등으로 분류하였다. Table 1에는

유리병 분류기준을 제시하였다. 

3. 실험결과

3.1. 총괄시료의 겉보기밀도

Table 2는 유리병류 3개와 플라스틱류 시료의 총

겉보기 밀도를 나타내었다. 3개 시료의 경우 시료 1

245.43 kg/m3, 시료 2 253.25 kg/m3, 시료 3 263.9 kg/m3

로 평균 겉보기밀도는 254.19kg/m3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의 경우 시료 1 53.6 kg/m3, 시료 2 46.5 kg/m3,

시료 3 42 kg/m3, 평균 47.4 kg/m3로 플라스틱류와 유리병

류를 비교하였을 때 약 5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3.2. 플라스틱류 구성비 

Table 3은 플라스틱류 시료의 크기별 무게와 구성 비

Table 1. Classification of glass bottles

Bottles Classification

Transparent

Large (220~300 mm)

Small (80~120 mm)

Broken

Green

Large (220~300 mm)

Small (80~120 mm)

Broken

Brown

Large (220~300 mm)

Small (80~120 mm)

Broken

Others

 Bottles with food

Ceramics & Stones

Others

Table 2. Apparent densities of test samples

Classification Apparent Density(kg/m3)

Bottles sample# 1 245.4

Bottles sample# 2 253.3

Bottles sample# 3 264

Average 254.2

Plastics sample# 1 53.6

Plastics sample# 2 46.5

Plastics sample# 3 42

Average 47.4

Table 3. Weight and ratio for plastics based on size classification

Item Size(mm) Weight(g) Ratio(%) Size(mm) Weight(g) Ratio(%)

Average for 3 

samples

> 200 8,782 13.05 > 50 17,176 25.53

> 150 5,767 8.57 > 30 4,206 6.25

> 100 19,564 29.07 > 10 1,485 2.21

> 80 9,750 14.49 < 10 560 0.83

Total 67,29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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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의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시료 1은 22,284 g, 시료 2

는 20,274 g, 시료 3은 24,732 g으로 총 67,290 g 시료

를 분석하였다. 

100 mm와 50 mm의 시료의 경우는 대부분 PET병,

용기 등과 요구르트병과 같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비

율이 높다. 크기별 시료 분석결과 PET병 뚜껑의 분리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PET병 뚜껑의 선별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Table 3에서 알 수 있듯이 입도별 시료의 구성비는

100 mm 및 50 mm가 각각 29.07% 및 25.53%로 비

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에 반해 150 mm 초과와

30 mm 초과 및 그 이하 크기의 경우는 10%가 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3. 입도별 성상분석 

Table 4는 총 시료에 대한 성상분석 결과를 요약한

표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재활용 폐기물과 비재활

용 폐기물을 구분하여 분류하였을 때 재활용 폐기물은

Table 4. Weights of the physical compositions based on size classification

Item Physical Composition >200 mm >150 mm >100 mm >80 mm >50 mm >30 mm >10 mm <10 mm Total

Recyclables

Bottles 0 0 0 0
4,082

(23.77%)

1321

(31.41%)

428

(28.82%)
0

5,831

(8.67%)

Cans

Ferrous 0 0 0
658

(6.75%)

674

(3.92%)
0 0 0

1,332

(1.98%)

Al 0 0
135

(0.69%)

346

(3.55%)

877

(5.11%)
0 0 0

1,358

(2.02%)

Scraps
34

(0.39%)
0

32

(0.16%)

171

(1.75%)
0

97

(2.31%)

21

(1.41%)
0

355

(0.53%)

Non-ferrous 0
36

(0.62%)
0 0 0

46

(1.09%)

49

(3.30%)
0

131

(0.19%)

Plastics

PET

Normal
832

(9.47%)

507

(8.79%)

12,244

(62.58%)

4,218

(43.26%)

3,693

(21.50%)
0

612

(41.21%)

0
22,106

(32.85%)

Abnorm

al
0 0

866

(4.43%)

1,415

(14.51%)

2,643

(15.39%)
0 0

4,924

(7.32%)

PP
2,113

(24.06%)

3,172

(55%)

2,847

(14.55%)

726

(7.45%)

1,227

(7.14%)

183

(4.35%)
0

10,268

(15.26%)

PE
345

(3.93%)

252

(4.37%)

1,561

(7.98%)

509

(5.22%)

383

(2.23%)

838

(19.92%)
0

3,888

(5.78%)

PS
113

(1.29%)

551

(9.55%)

500

(2.56%)

444

(4.55%)

860

(5.01%)

1,054

(25.06%)
0

3,522

(5.23%)

PVC
112

(1.28%)

30

(0.52%)
0

7

(0.07%)

60

(0.35%)
0 0

209

(0.31%)

Mixed

Plastics

5,233

(59.59%)

1,018

(17.65%)

598

(3.06%)

817

(8.38%)

2,087

(12.15%)

541

(12.86%)
0

10,294

(15.3%)

Vinyl 0
127

(2.2%)

41

(0.21%)

25

(0.26%)

20

(0.12%)

55

(1.31%)

3

(0.2%)
0

271

(0.4%)

Total
8,748

(99.61%)

5,657

(98.09%)

18,657

(95.36%)

8,161

(83.70%)

10,973

(63.89%)

2,671

(63.50%)

615

(41.41%)
0

55,482

(82.45%)

Papers 0
74

(1.28%)

720

(3.68%)

333

(3.42%)

467

(2.72%)

57

(1.36%)

39

(2.63%)
0

1,690

(2.51)

Styrofoam 0 0 0 0
18

(0.10%)
0 0 0

18

(0.03%)

Total
8,782

(100%)

5,767

(100%)

19,544

(99.90%)

9,669

(99.17%)

17,091

(99.51%)

4,192

(99.67%)

1,152

(77.58%)
0

66,197

(9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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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98.38%이고 비재활용 폐기물은 0.62%, 협잡물은

1.01%이다. 재활용 폐기물 중 플라스틱류가 82.45%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플라스틱 재질별로는

PET 32.85%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혼합플라스

틱 15.3%, PP 15.26%의 순으로 나타났다. PET의 특

이사항은 PET용기 내에 물이 들어 있거나 음식물이

들어있는 경우도 약 7.3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서 풍

력선별 등 비중선별 기술을 적용할 경우 선별효율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플라스틱류 외의 폐기물로는 유리병류 8.67%, 캔류

4%의 비율로 비재활용계 폐기물은 성상별로 구성 비율

이 매우 낮았다. 

크기별 성상 구성비는 각 크기별로 비교적 플라스틱

류가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으며, 200 mm와 150 mm

초과에는 혼합플라스틱, 100 mm, 80 mm 및 50 mm초

과에는 PET, 30 mm초과에는 PE, PS가 가장 높은 비

율을 보이고, 8종류의 크기종류에서 비재활용 폐기물은

30 mm초과에서만 높은 비율을 보였다. 

비재활용 폐기물 중 가연물과 불연물과의 비율을 보

면 가연물이 91.83%이고 불연물이 8.17%로 가연물의

함량이 높고 섬유와 목재류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협

잡물은 10 mm초과에서는 10.88%, 10 mm이하에서는

100% 비율이 확인되었다. 

3.4. 유리병류 성상별 시료 무게 및 구성비

유리병류는 투명, 청록색 및 갈색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색깔별로 대·소와 파손, 특이사항 등 4종류로 세분

류하였다. Table 5는 유리병류 시료전체에 대한 성상별

Table 4. Continued

Item Physical Composition >200 mm >150 mm >100 mm >80 mm >50 mm >30 mm >10 mm <10 mm Total

Non-

Recyclables

Combu

-stibles

Food 0 0 0 0 0 0
32

(2.15%)
0

32

(0.05%)

Fiber 0 0
20

(0.1%)

81

(0.83%)

50

(0.29%)

14

(0.33%)

46

(3.1%)
0

211

(0.31%)

Wood 0 0 0 0
31

(0.18%)
0

104

(7%)
0

135

(0.2%)

Rubber 0 0 0 0
4

(0.02%)
0 0 0

4

(0.01%)

Incom

-bustibles

Ceramics & 

Stones
0 0 0 0 0 0 0 0 0

Waste Battery 0 0 0 0 0 0
34

(2.29%)
0

34

(0.05%)

Total 0 0
20

(0.1%)

81

(0.83%)

85

(0.49%)

14

(0.33%)

216

(14.55%)
0

416

(0.62%)

Impurities 0 0 0 0 0 0
117

(7.88%)

560

(100%)

677

(1%)

Total
8,782

(100%)

5,767

(100%)

19,564

(100%)

9,750

(100%)

17,176

(100%)

4,206

(100%)

1,485

(100%)

560

(100%)

67,290

(100%)

Table 5. Weight and ratio for bottles

Bottles Weight(g) Ratio(%)

Transparent

Large (大 ) 5,138 12.78

Small (小 ) 9,387 23.35

Broken 1,995 4.96

Green

Large (大 ) 7,819 19.45

Small (小 ) 4,782 11.90

Broken 1,229 3.06

Brown

Large (大 ) 1,934 4.81

Small (小 ) 3,032 7.54

Broken 2,902 7.22

Others

Food 551 1.37

Ceramics & Stones 302 0.75

Others 1,122 2.79

Total 40,193 100.00

Large : 220~300 mm, Small : 80~12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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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및 구성비를 나타낸 표이다. 

유리병류의 성상별 구성비는 투명 대(大) 12.78%, 투

명 소(小) 23.35%, 파손 4.96%이고 청록색의 경우 대(大)

19.45%, 소(小) 11.90%, 파손 8.07%로 각각 조사되었

으며, 갈색의 경우 각각 대(大) 4.81%, 소(小) 13.97%,

파손 7.22%이며 특이사항은 총 4.91% 이다. 투명과

갈색의 경우는 소(小) 크기의 병이 가장 많았고 청록색

은 대(大) 크기의 병의 비율이 높았다. 

성상결과에서 나타나 있듯이 유리병은 재활용 선별장

반입 시 많은 양이 파손되어 반입되기 때문에 인력선별

시 부상의 위험은 물론 선별효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

문에 자동선별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재활용 선별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유리병류 40,194 g, 플라스틱류 67,290 g을 각각 채취하

여 크기분포 및 물리적 조성특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

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재활용 선별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은 비닐봉투나

마대자루에 담겨져 반입 되는데 선별시설을 자동화 할

경우 담겨져 있는 폐기물에 대한 파봉장치의 도입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플라스틱류 시료의 구성비를 보면 200 mm와

150 mm초과에서 플라스틱 중 혼합플라스틱에 대한 비

율이 높았으며, 혼합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의 자동선별장

치인 광학선별장치의 적용에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

에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폐기물은 미리 제거하여 선별

장치에 투입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플라스틱류 시료에 대한 성상분석 결과 재활용 폐

기물이 98.38%, 비재활용 폐기물은 0.62%로 재활용 폐

기물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며, 특히 재활용 폐기물 중

플라스틱류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또한 이중 PET

비율이 가장 많이 분포 되어 있다. PET 용기류 중 음

식물이나 물이 들어 있어 선별장치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특이사항도 7.32%에 달하였다.

4. 유리병류를 색깔별로 분류하였을 때 투명과 청록

색 비율이 높고, 크기별 구분 결과 투명과 갈색병의 경

우는 소(小)크기의 병이 많이 분포되어있다. 유리병류는

비중이 무겁고 파손 때문에 취급과 저장이 용이하지 않

기 때문에 플라스틱류와 혼합하여 분류하는 것보다 우

선적으로 별도 분류하고, 파손으로 인하여 인력에 의한

수선별시 부상의 위험이 있으며, 또한 선별효율 등도 크

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동선별시스템의 도입이 필

요하다 판단된다. 

5. 재활용 선별시설의 단위공정 구성 시 반입되는 폐

기물의 특성은 선별장치를 설치 할 때 가장 중요하다.

특히 폐기물의 크기별 성상분석을 통해 폐기물 전처리

장치 구성에 대한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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