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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의 양은 폐비닐류를 포함하여 연간 500만톤에 이르며 이 가운데 재활용 선별장을 통하여 배출되

는 폐비닐류의 양은 연간 100만톤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재활용 선별장의 폐비닐류는 RPF(Refuse Plastic Fuel) 또

는 재생원료로 전환되어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활용 선별장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을 열매체 가열공정에 의하

여 용융처리하여 재생 폐비닐 원료로서 이용가능성을 인장강도를 통하여 분석하고 기존의 재생품과 비교함으로서 용융재생원료의

이용 가능성을 판단하였다. 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폐비닐류를 이용한 재생원료의 인장강도는 100 kgf/cm2 정도가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열매체, 플라스틱 재생원료, 용융처리, 인장강도, 쌍축스크루, 폐비닐류

Abstract

The produced quantity of waste plastics including waste vinyls was assumed as about 5 million tons per year. The quantity

of waste vinyls produced from the waste recycling center among total quantity of waste plastics was estimated as about 1 million

tons per year. Most of waste vinyls produced from the waste recycling center were recycled as refuse plastic fuel(RPF) or recy-

cled feedstock material. In this study, the medium material using waste vinyls was made by the melting process of heat medium

heating and the tensile strength was analyzed for checking the usable possibility of recycled waste vinyl material by comparing

with the existent product. In order to use the medium material for producing the recycled product,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tensile strength of medium material is more than 100 kgf/cm2.

Key words : Heat medium, Recycled material of waste plastic, Melting treatment, Tensile strength, Twin screw, Waste viny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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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개요

국내에서 발생하는 고분자 폐플라스틱의 양1)은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약 500만톤 정도에 이르

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약 50% 정도가 아직도 매

립 및 소각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어서 국내에서 아직도

재활용율의 향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일본이나2)

유럽의 경우는3) 재활용율이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폐비닐류를 포함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기술은 크게

물질 재활용과 에너지 재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물

질 재활용의 경우는 대부분 폐플라스틱을 파쇄하거나

폐비닐류를 용융하여 재생원료로 생산하고 이것을 이용

하여 압출성형4) 또는 성형압축을 통하여 재생제품을 생

산하는데 활용하는 기술이다. 물질 재활용을 위해서는

가연성이라고 하더라도 종이류 등 비용융성 물질이 혼

합된 경우에는 물성이 좋지 않아 활용성이 낮기 때문에

전처리를 통하여 이물질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5-8) 

에너지 재활용은 폐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재생유를 생

산하는 열분해유화 기술과 폐플라스틱 재생연료인

RPF(Refuse Plastic Fuel)를 생산하는 기술로 분류할

수 있으며 열분해 유화의 경우에는 종이류와 같은 가연

성 폐기물은 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적

으로는 물질 재활용에 사용되는 동일한 원료를 사용하

여야 한다. 반면에 RPF의 경우에는 종이류와 같은 가

연성 물질이 혼합된 경우에도 비교적 이용에 문제가 없

기 때문에 품질이 낮은 폐비닐류를 활용하더라도 문제

가 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물질 재활용의 과정에서 폐기

물로 발생하는 폐비닐류를 포함한 가연성 폐기물을 주

로 원료로 사용한다. 

물질 재활용의 원료로 사용되는 용기류 폐플라스틱의

경우에는 비교적 수거상태가 양호하여 이물질의 함량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물질 재활용의 원료로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여기에 반하여 폐비닐류의

경우에는 도시의 재활용 선별장에서 EPR(Expa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품으로 분류하여 처리하는

폐비닐류는 용기류 폐플라스틱 원료보다는 못하나 비교

적 양질에 해당되며 무상처리되고 있다. 

EPR 폐비닐류는 비닐제품을 포장재로 활용하여 생산

하는 회사가 의무분담금으로 국가에 부담하고 있는 대

상 폐비닐류를 의미하며 생산에 사용된 양보다 약간 낮

은 양을 의무분담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활용 선별장에서 최종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잔

재물이며 비가연성 물질 등 재활용이 어려운 물질이 다

량 함유되어 있어서 유상처리에 의존하며 일반적으로

Table 1. Annual trends on production and recycling of waste plastics          (Unit:1,000 t)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산업계 생활계 합계 산업계 생활계 합계 산업계 생활계 합계

발생량 2,281 1,491 3,772 2,480 1,489 3,969 2,848 1,647 4,495

매립량 229 593 822 109 472 581 105 483 588

소각량 1,467 377 1,844 1,654 432 2,086 1,839 486 2,325

재활용

(%)

585

(25.7)

523

(35.0)

1,108

(29.3)

716

(28.9)

584

(39.2)

1,300

(32.8)

904

(31.7)

677

(41.1)

1,581

(35.2)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산업계 생활계 합계 산업계 생활계 합계 산업계 생활계 합계

발생량 2,600 1,912 4,512 2,614 1,861 4,475 2,729 1,881 4,610

매립량 75 437 512 45 398 443 40 369 409

소각량 1,523 573 2,096 1,296 560 1,856 1,330 575 1,905

재활용

(%)

1,002

(38.5)

902

(47.2)

1,904

(42.2)

1,273

(48.7)

903

(48.5)

2,176

(48.6)

1,358

(49.8)

937

(49.8)

2,295

(49.8)

출처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환경부, 2010년

주) 1. 산업계는 건설계와 사업장배출계 폐플라스틱량 합계

2. 생활계는 사업장생활계와 일반 생활계 폐플라스틱량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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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당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서울시의

경우 2012년 사업장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의하

면 연간 14만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폐비닐 재생원료로 사용한 것은

재활용 선별장에서 발생하는 EPR 폐비닐류를 사용하였

다. 폐비닐류를 사용하여 그 중에 함유된 염산 성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각 온도별로 탈염소 처리를 실시하였

으며9-13) 각 온도에 따른 인장강도를 분석함으로서 기

존제품의 인장강도와 비교함으로서 폐비닐류 용융에 따

른 재활용 제품 제조의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1.2. 폐플라스틱 발생 및 재활용 동향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은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연도별로 해마다 재활용 비율이 증가되어

왔다. 2004년에 재활용 비율이 29.3%이던 것이 2009

년에는 49.8%로 증가되어 재활용 비율이 급격히 증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08년과 2009년의 재활용 동향을 살펴보면 전체 발

생량은 큰 증가가 없으며 산업계로부터 발생된 양이 생

활계로부터 발생한 양보다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소각에

의하여 처리되는 양은 생활계보다 산업계의 양이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매립되는 양의 경우는 산업계보다 생활계의

경우가 훨씬 많으며 이는 가정 및 직장에서 배출되는

상당량의 폐플라스틱이 재활용되지 않고 종량제 봉투를

통하여 배출되고 매립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활용 비율이 2004년부터 2009년에 이르는 과정에

꾸준히 증가한 이유는 재활용 정책에 의한 분리수거의

정착에 따른 이유도 있지만 석유류 가격의 급격한 증가

에 의하여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플라스틱 제품가격

의 상승에 의하여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의 수요가 증가

하였기 때문이다. 

Table 2는 2010년도의 국내 폐비닐 처리방법 및 재

활용 대상물질별 재활용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처리대

상 폐비닐은 EPR 대상과 EPR 비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EPR 대상은 EPR 선정에 따른 처리

분담금을 받고 처리한 양이며 EPR 비대상은 EPR 처

리분담금을 받지 않고 처리한 양에 해당된다. 전체 처

리량 12만톤 중에 78%는 EPR 분담금에 의한 처리가

이루어진 것이며 나머지는 처리 분담금을 수령하지않고

처리한 비율에 해당된다. 

재활용 방법별 비율을 보면 RPF 분야가 약 70% 정

도의 처리를 담당하였으며 나머지 29% 정도가 물질 재

활용 분야임을 알 수 있으며 반면에 열분해 유화분야는

1.4% 정도로서 극히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3은 연도별 처리방법별 동향변화를 나타낸 것

이다. 재생원료 생산을 위한 물질 재활용 방법은 2005

년도에 61%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던 것이 2010년도에

는 29% 정도로 급격히 그 비중이 감소되어 물질 재활

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

면에 고형연료인 RPF 제조분야는 동일한 기간에 34%

정도에서 69%로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사용량도 2배 가

까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열분해 유화기술

은 그 비중이 낮기는 하지만 5%에서 1% 정도로 감소

하면서 처리량도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Table 2. Recent situations of waste plastics on recycling methods and object materials(2010)

재활용 방법

물질 재활용

(재생 원료

또는 Profile)

열분해 유화
RPF

(고형연료화)
합 계

업체수 (개) 30 6 32 68

재활용량

(톤/년)

EPR

대상
26,787 1,302 63,586

91,675

(78.3%)

EPR

비대상
7,424 360 17,622

25,406

(21.7%)

합 계
34,211

(29.2%)

1,662

(1.4%)

81,208

(69.4%)

117,081

(100.0%)

주) 1. EPR 대상 포장재 : 식음료품, 의약품, 세제 및 화장품, 농수축산물의 포장재, 의복류 포장재, 종이제품 포장재, 고무장갑

 포장재, 1회용 봉투쇼핑백 등

2. EPR 비대상 포장재 : EPR 대상 포장재를 제외한 모든 포장재(문구 완구, 각종 생활용품 등의 포장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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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동향은 에너지가격의 상승에 의한 폐기물

에너지화기술의 수요가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매립 및

소각에 의한 기술 단순처리기술의 비중이 에너지 재활

용 분야로의 전환에 의한 정책적인 측면도 고려된 것을

알 수 있다. 열분해 유화기술의 경우에는 2005년경에는

중소 규모의 유화업체들이 현장적용 기술을 개발하였으

나 공정이 복잡하고 운전비용이 높기 때문에 상용화 진

입에 실패하게 되었으며 그 처리량도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열분해 유화기술의 경우에는 고형연료와

다르게 비교적 양질의 폐플라스틱 또는 폐비닐류를 사

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정이 단순하면서 고부가 가치

가 높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물질 재활용 기술에

뒤질 뿐만 아니라 질이 낮은 폐비닐류를 사용하는 고

형연료 제조기술과의 경쟁에도 떨어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2. 실험 방법 및 실험장치 

2.1. 실험시료

재활용 선별장에서 회수한 폐비닐류는 용적이 큰 벌크

상으로서 실험장치에 직접투입이 불가능하므로 Fig. 1과

같이 200oC 정도의 예비 용융과정을 거쳐 몰드형태로

1차 제조한 후 재파쇄하여 시료로 사용하게 된다. 

Table 4는 재활용 선별장에서 회수한 폐비닐을 용융

하여 파쇄한 후 측정한 공업분석과 원소분석 결과를 나

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공업분석의 경우

대부분이 휘발분에 해당되고 상대적으로 고정탄소 함량

이 낮은 것은 폐비닐 대부분이 석유계 유기물로 구성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신에 회분은 극히 낮아 비가

연성의 성분이 극히 적은 양이 혼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PVC 등을 제조할 경우에 사용된 일

부 무기물 첨가재이거나 폐비닐 중에 묻어있는 토양성

분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계 성분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 

원소분석의 경우는 탄소성분이 주성분으로 되어있으

며 일부 수소성분이 차지하고 있어서 PE, PP, PS,

PVC 등 탄화수소 계열의 플라스틱 제조성분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대신에 질소 성분은

극히 낮으며 유황성분은 무시할 정도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폐비닐류의 탈염소 처리에 대한 조업조건 선정을 위

하여 Table 5에 나타난 신제 Compound 고분자를 사

용하였으며 HDPE와 PP의 경우 SK Corporation 제품

을 사용하였고 PP의 경우는 용기류 플라스틱용으로 사

용되는 Random 사양으로 제조된 제품을 사용하였다.

PVC의 경우 광성플라스틱에서 생산되는 연질 PVC를

Table 3. Annual trends by recycling methods

 연도별방법
2005

비율(%)

2006

비율(%)

2007

비율(%)

2008

비율(%)

2009

비율(%)

2010

비율(%)

물질 재활용

(재생원료)

38,442

(60.9)

29,432

(44.4)

43,686

(50.6)

45,178

(46.6)

37,959

(35.6)

34,211

(29.2)

열분해 유화
3,167

(5.0)

2,830

(4.3)

1,288

(1.5)

970

(1.0)

831

(0.8)

1,662

(1.4)

RPF

(고형연료)

21,539

(34.1)

33,969

(51.3)

41,294

(47.9)

50,744

(52.4)

67,891

(63.6)

81,208

(69.4)

합계 63,143 66,231 86,268 96,922 106,681 117,081

Table 4. Proximate and elemental analysis data of waste vinyl

공업분석 (wt%) 원소분석 (wt%)

수분 휘발분 회분 고정탄소 탄소 수소 질소 유황

0.18 98.46 1.22 0.14 78.25 10.43 0.45 0.02

Fig. 1. Melted product and chipped sample of waste viny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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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실험조건에 따라 함량비를 조절하여 사용

하였으며 유리전이온도와 용융온도는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다. 

혼합된 플라스틱은 250oC 정도로 가열된 스크루 반

응기를 통과하게 되면 검정색의 용융물로 배출되어 유관

상으로 혼합된 형태를 분간할 수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2.2. 실험장치

실험시료는 Fig. 2와 같은 시간당 10 kg 처리용량의

장치를 이용하여 탈염소 처리 및 용융과정을 거치게 된

다. 실험시료는 호퍼에 일정량을 장입한 후에 원료공급

기의 회전수를 조절하여 공급속도를 조절한다. 장입된

시료는 탈염소 반응기의 내부로 투입되어 쌍축 스크루

를 통하여 용융된 고형물형태로 배출구로 배출된다. 용

융과정에서 폐비닐류 중에 함유된 PVC 성분으로 인하

여 분해된 염산성분이 반응기 내부에서 기타 분해 가스

와 함께 발생하게 된다. 발생가스는 진공펌프에 의하여

흡입되는 흡입압력에 의하여 급냉조, 염소회수관, 여과

기, 염소 응축관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기중으로 배출되

며 염소 응축관 하부에는 가성소다 용액을 장입하여 배

출되는 배기가스 중에 염산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염산은 급냉조에서 기타 유기성 응축물과 함

께 90% 이상 회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후속처리공정

에서의 염산부하는 낮은 편이다. 

탈염소 반응기에서 생성물과 함께 배출구에서 배출되

는 배기가스 중 염산의 농도는 10 ppm 이하로서 매우

낮은 편이며 유인 송풍기에 의하여 염소가스 흡입관을

통하여 세정탑으로 유인하여 가성소다수를 분무함으로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배기가스 중에 함

유된 염산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0.1 N 가성소다

Table 5. Physical properties of polymers used for the experiment

HDPE PP PVC

모양

제조사 SK Corporation (Linear) SK Corporation (Random) 광성플라스틱 (연질용)

Tg(oC) −120 −20 85

Tm(oC) 135 150 200

Fig. 2. Process flow diagram of de-chlorination apparatus for recycling plastic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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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 150 ml에 염산가스를 흡수시키고 이온크로마토그

래피에 의하여 염화나트륨의 농도를 측정하여 염산의

농도를 환산하였다. 

탈염소 반응기의 가열은 외통 자켓에 가열된 열매체

를 통과시킴으로서 반응기 내부 온도를 200-330oC 까

지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별도로 설치된 열매

체 보일러에서 가열된 열매체를 공급하고 순환하여 재

가열하도록 되어있다. 

3. 결과 및 고찰

Fig. 3은 플라스틱 성분별 탈염소 비율을 분석하기

위하여 Table 5에 나타낸 PP, PE, PVC의 성분비를

조절하여 혼합한 시료를 반응기에 투입시켜 PVC 중에

함유된 염소분의 탈염소 비율을 측정한 결과이다. 

반응기 가열온도에 따라 탈염소 비율은 민감하게 변화

가 일어나며 온도가 증가할수록 탈염소율은 증가한다. 동

일한 PVC 함량에도 불구하고 PE의 함량에 따라

300oC에서 탈염소 비율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PE의 융

점이 다른 성분보다 높아서 반응기 내에서 점도를 올리

는 현상을 일으키고 탈염소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반응기

스크루에 의한 혼합도를 저하시기키 때문이다. 반면에

온도가 330oC로 증가할수록 혼합 플라스틱의 점도가 낮

아지면서 탈염소율은 증가하고 PE 함량에 따른 영향은

감소하고 편차도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탈염소 비율은 PE 함량별로 300oC의 낮은 온도에서

84%에서 88%의 편차를 보이던 것이 330oC에 이르면

서 PE 함량에 무관하게 거의 동일한 90%에 가까운 탈

염율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4는 재활용 선별

장에서 회수한 폐비닐을 사용하여 반응기에 의하여 처

리온도별로 실험하여 얻은 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이 그

림에서 알 수 있듯이 탈염처리전 원시료 중의 염소농도

는 1.37%이며 310oC로 처리할 경우 염소농도는 0.76%로

낮아지며 330oC일 때 0.62%, 340oC와 350oC로 처리

하였을 때는 0.6%로 동일한 값이 얻어졌다. 시료중의

염산의 농도는 Eschka Metod(ASTM D2361-66)을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Fig. 3의 결과처럼 낮은

온도보다는 높은 온도에서 탈염효과가 높게 나타나며

고온쪽으로 갈수록 그 편차는 좁아진다. 폐비닐 중의 염

소분 함량 또는 폐비닐의 플라스틱 성분비 등에 따라

탈염효과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원재료를 사

용한 Fig. 3과 폐비닐을 사용한 Fig. 4와의 직접적인

탈염율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폐비닐류의 인장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190oC 정

도로 용융한 후 한국공업규격(KSM3006)에 따라 시편

을 제조하고 인장강도를 측정하였다.14-17) 

Fig. 5는 폐비닐 원료를 이용하여 탈염처리온도에 따

라 실험장치를 통과한 후 얻은 각 시료의 인장강도 변

화를 나타낸 것이다. 

 탈염처리장치를 통과하기 전에 원료는 폐비닐을 용

융하여 얻은 시료로서 그 인장강도는 92.4 kgf/cm2이었

으며 100 kgf/cm2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용융 자체로

서도 일정한 인장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응기의 온도를 250oC부터 330oC까지 변화하여 인

장강도변화를 측정한 결과 310oC까지는 원료의 인장강

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이상이 330oC가 되었

Fig. 3. De-Chlorination ratio on reactor temperature. Fig. 4. De-chlorination effects of waste vinyl by using

experimental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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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는 원료의 인장강도보다 저하되어 역효과가 나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을 Fig. 4의 탈염소 처리효과와 비교하여

보면 탈염소 처리온도에 따라 인장강도가 증가하는 것

이 아니라 일정온도 이상에서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용융된 폐비닐 내에 잔류하는 염소의 양이 염소량을

결정하게 되는데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반응기 내에서

염소의 증기압이 증가하게 되고 흡입에 의하여 제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때 잔류 염소의 양은 감소할 수가

있다. 잔류되는 염소가 기포형태로 존재할 때 인장강도

의 저감현상을 나타낼 수 있지만 330oC 이상에서는 오

히려 용융된 폐비닐의 결합력을 떨어뜨리는 역효과가

발생하여 인장강도를 저감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분해된 PVC 성분이 오히려 용융되어 혼합된

형태로 용융된 다른 폐비닐 성분과 균일한 혼합이 이루

어지지 않고 경화되어 쉽게 인장강도를 저감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250oC 이하에서는 거의 탈염소 현상이 발생하

지 않으며 탈염소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인장강도가 높게

유지되며 다만 점도상승의 원인이 되는 PE의 함량에 따

라 반응기내의 혼합효과가 결정되므로 혼합효과가 유지되

는 250oC 정도에서 재활용선별장에서 배출되는 혼합 폐

비닐의 인장강도가 좋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6은 산업현장에서 폐비닐류를 용융하여 제조한

산업용 생산품의 인장강도를 측정한 결과이며 실제 생

산현장에서 생산용 재료로 사용한 시료를 입수하여 인

장강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 농수용 수로나 폐수처리용 관로용으로 사용하는

배수용 홈통의 경우 질이 낮은 폐비닐을 사용하는 관계

로 인장강도가 82 kgf/cm2으로 측정되었으며 높은 하중

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재생용품으로 대체 사용이 가

능한 분야이다. 

반면에 화물용 파랫트나 전선용 릴의 경우는 제품의

특성상 보다 높은 인장강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폐비닐

류 중에서도 비교적 선별이 잘된 양질의 폐비닐을 사용

하여야 원하는 인장강도를 얻을 수 있다. 두 제품 모두

폐비닐류를 원료로 사용하였으나 양질을 사용한 관계로

배수용 홈통보다 높은 112 kgf/cm2로 높게 나타났다. 

산업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최적 탈염온도보다 훨씬

낮은 250oC 정도로 용융하여 제품원료를 생산하는 운

전온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활용한 폐비닐 용융처리 장치에

의하여 일정한 품질을 가진 재생용품의 원료를 생산할

경우 생산현장에서 생산하는 재활용 제품의 인장강도

수준에 근접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5. Tensile strength changes on de-chlorination temperature. 

Fig. 6. Tensile strength of recycling products using waste viny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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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재활용 선별장에서 배출되는 폐비닐류를 이용하여 최

적 탈염온도를 측정하고 인장강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

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폐비닐류의 최적 탈염온도는 330oC 이상이 될 때

폐비닐류의 성분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90% 이상의

탈염율을 유지하며 염소농도 1.4% 정도의 폐비닐 원료

는 탈염처리에 의하여 0.6% 이하까지 감소될 수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2) 플라스틱 성분 함량에 따라 탈염소 온도에 따른

탈염소율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300oC보다 낮은 온

도에서는 PE 함량이 높을수록 탈염율은 저하되며

300oC 이상에 이를수록 PE함량에 따른 탈염율의 차이

는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이유는 반응기 내

에서 온도에 따른 플라스틱 성분별 점도의 차이에 따라

탈염소 효율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3) 폐비닐류의 용융에 의하여 재생용품을 생산하고

자 할 경우 필요로 하는 인장강도는 100 kg/cm2 이상

이며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장치에 의하여 제품 수준에

이르는 인장강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재생용품의 최적 용융생산온도는 250oC로 판단되었다. 

(4) 시중에서 활용되는 재활용 제품의 인장강도를 측

정하여 본 연구를 통하여 생산하는 재활용 원료의 인장

강도와 비교한 결과 110 kgf/cm2 정도에는 이르지 못

하였으나 250oC에서 비슷한 수준에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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