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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기밥솥, 청소기, 선풍기 등 폐소형가전 기기들은 종류 및 품목에 따라 내부 구성 물질과 플라스틱 재질이 다양하기 때문에 해

체 및 선별에 특정기술의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폐소형가전 제품 중 재활용 업체에서 비교적 취급양이 많은 품

목 중,  전기밥솥 등 5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작업으로 해체 후 물리적 성상을 분석하였다. 또한, 폐소형가전은 대형가전제품에 비

해 플라스틱의 함량이 비교적 높을 뿐만 아니라 재질이 다양하여, 재질별 선별이 어려워 플라스틱의 재활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폐소형가전의 경우 검정색 플라스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재질 선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혼합물의 형태로 저

급 재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액선별, 정전선별 그리고 근적외선 선별 등 기존의 선별 기술을 적용하여 검정색 플라스틱에

대한 재질 선별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각 기술에 대한 문제점 및 제한사항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폐소형가전, 해체, 물리적 성상, 플라스틱, 재활용

Abstract

Small household appliances such as electric rice cooker, a vacuum cleaner, an electric fan, etc. are diverse and complex due

to the materials and components and waste streams from the manufacturing processes. In the present study, physical char-

acterization of small e-wastes was analyzed on major items including electric rice cooker after manual dismantling. Small house-

hold appliances is an important potential source of waste plastic, however, recycling plastics from small e-waste is still unusual.

The present communication gives results of separation processes on black plastics and the limitations of these sorting processes

in used small household appli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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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전기·전자제품의 보급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그로인한 폐가전제품(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의 발생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폐가전제품의 재활용은 매우 중요한 과

제이며, 재활용 공정을 통하여 소각·매립 등 최종 처분

되는 폐기물의 양을 크게 저감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재질의 회수와 환경적으로 유

해한 성분이 함유된 부품이나 유해물질을 사전에 효율

적으로 제거하므로서, 환경오염 문제를 최소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EU 등 선진국의 경우 폐가전제품에 대한 다양한 재

활용 정책을 확대 실시하므로서 환경에 대한 지속성

(Sustainability)의 확보는 물론, 일자리 창출 및 귀금속/

희유금속(Precious or rare metals) 등 자원 확보를 위

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1).

국내의 경우 2003년에 도입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xtended Product Responsibility, EPR)는 폐가전제품

의 재활용을 촉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2008년

이후 재활용율은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정부

는 폐가전제품의 재활용량 제고를 위해 환경성보장제

대상 품목을 10개 품목에서 27개 품목으로 확대하였으

며, 국민 1인당 폐가전제품의 재활용 양을 2014년

3.9 kg/Capita에서 2018년 6 kg/Capita로 확대하기 위한

관련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정부는 폐가전제품에 대한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를 대형제품 뿐만 아니라 중소형

가전으로 확대 실시하므로서, 향후 폐가전 재활용 대상

물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2),3). 다음 Table 1

에는 국내 폐가전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을 요약한 표이

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추가된 중소형가전의 경우 전

기밥솥, 청소기, 선풍기, 비데 등 다양한 품목이 포함되

어 있다4).

국내 폐가전제품의 재활용은 그 동안 전국 8개 재활

용센터(Recycling Center, RC)를 중심으로 대형가전제

품 위주로 재활용이 이루어져 왔으며, 그 외는 단일공

정이나 협소한 범위의 재활용 공정으로 이루어져 폐전

기·전자제품의 재활용률은 약 35.8% 수준이다. 특히, 비

철금속 및 희유금속의 재활용률은 약 15% 내외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2,3). 반면에 EU의 경우 WEEE로부터

철·비철금속의 회수는 물론 인쇄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 PCB)로부터 Precious metals (Ag, Au, Plati-

num-group metals)의 회수에도 관심이 크며 Plastic류의

효율적 선별·회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3).

폐소형가전은 대형가전제품에 비해 플라스틱의 함량

이 비교적 높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혼합플라

스틱 형태의 저급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폐소형가전의 경우 검정색 플라스틱의 비율이 상대적으

로 높을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재질선별이 제대로 이

루어지지 못하여 대부분이 혼합물의 형태로 매각되고

있다. 또한, 폐소형가전의 경우 기기의 종류 및 품목에

따라 내부 구성 물질과 플라스틱 재질이 다양하여, 해

체 및 선별에 특정 기술의 적용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

다. 따라서, 대부분 중소재활용업체의 현장에서는 인력

에 의한 수선별을 통하여 일부 유용자원을 회수하고 있

다. 국내의 경우 폐소형가전의 재활용을 위한 해체, 선

별기술 및 재활용 관련 기술이 부족하여 향후 관련 기

술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며, 재활용 관련 인프라도 제

대로 갖추어 있지 못하다. 또한, 선별·해체 과정에서 인

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컴퓨터나 프린터 인쇄회로

기판(PCB)의 경우는 유용금속의 함유량이 높아 국내 재

활용업체에서 선호하지만, 폐소형가전에 함유된 인쇄회

로기판의 경우 유용금속의 함유량이 낮기 때문에 적극

적으로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4),5).

따라서,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폐소형

가전의 재활용을 위한 해체·분해 기술의 개발뿐만 아니

라 상용화가 가능한 재활용 기술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

이다. 최근에는 폐소형가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

Table 1. EPR target items for WEEE recycling in Korea

Target Items (’03 - ’13) Extended Items (‘14 -)

WEEE

Items

TV, Refrigerator,

Air conditioner, Washer,

Computer, Audio equipment,

Cell phone, Copier,

Facsimile, Printer

Water purifier, Electric rice cooker,

Electric oven, Water softener, Microwave oven,

Humidifier, Food disposal, Electric iron,

Dish dryer, Electric fan, Electric bidet, Blender,

Air cleaner, Vacuum cleaner, Electric heater,

Video player, Vending machine

Total 10 items 17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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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Total recycling 개념의 기술개발을 통하여 재활용의

확대 및 개발기술의 현장적용 및 WEEE로부터 전략광

물(Li, Ga, Te, Ge, Rh 등)의 회수를 위해 다양한 기

술개발이 추진되고 있다6),7).

본 연구에서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소형가전 중 취

급양이 많은 품목 즉, 전기밥솥 등 5개 품목을 선정하

여 수작업으로 해체 후 물리적 성상을 분석하였으며 특

히, 주요 구성 성분 중 하나인 플라스틱 재질에 대한

선별 및 재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2. 폐소형가전 해체실험 및 결과

2.1. 해체 실험

본 연구에서는 2014년부터 EPR 대상품목으로 포함

된 폐소형가전제품 중 전기밥솥, 선풍기, 전기히터, 청

소기, 비데 등 발생량 상위 품목을 해체실험의 대상으

로 선정하였으며, 경기도 H시에 위치한 민간수집업체를

통하여 시료를 확보하였다. 확보한 시료는 Fig. 1에 제

시된 순서에 따라 수작업으로 해체하였다. 특히, 물리적

성상분석을 위해 플라스틱, 철금속, 비철금속, 고무/섬유,

전선, 모터, PCB기판 및 기타(유리, 세라믹, 콘덴서 등)

재질로 구분하여 해체 후 각각의 중량을 측정하였다.

2.2. 해체실험 결과

Fig. 2에는 본 실험에서 사용한 폐소형가전제품의 실

제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일반 가정용 선풍기(선풍기-

A, B, C)와 탁상용 미니선풍기(선풍기-D)를 보여주고

있다. 전기밥솥의 경우 압력기능을 가진 전기압력밥솥

(전기밥솥-A, B, C)과 압력기능이 없는 일반전기밥솥(전

기밥솥-D)을 사용하였다. 청소기의 경우 최근 소형화되

어 가정에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충전용 진공청소

기(청소기-A, B, C)와 일반 가정용 진공청소기(청소기-

D)를 사용하였으며, 전기난로는 스텐드형 전기히터(전기

히터-A)와 벽걸이형 전기히터(전기히터-B), 비데는 일반

형 비데를 해체 실험에 각각 사용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폐소형가전을 수작업으로 해체 후

물리적 성상분석을 수행하였으며, Fig. 3에는 일반 가정

용 선풍기에 대한 해체 실험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1. Flowsheet of dismantling process of used small household appliances. 

Fig. 2. Small e-wastes from private collection company in H City (Electric fan (①A, B, C, ②D), Vacuum cleaner (③A, B,

C, ④D), Electric rice cooker (⑤A, B, C, ⑥D), Electric heater (⑦A, ⑧B), Electric bidet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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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와 Fig. 5에는 선풍기 구형(A)과 신형모델(B)

각각에 대한 구성 물질과 비율을 제시하였으며, 플라스

틱류가 각각 38.3%와 3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모터류 28.4%와 30.7%, 철금속 및 나사

류 18.5%와 22.7%, 비철금속류 5.0%와 5.4%, 전선류

3.4%와 4.2% 및 기타류 0.5%로 분석되었다. 구형이나

신형모델 선풍기의 경우 구성 물질과 비율은 거의 유사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2는 폐소형가전의 해체 후 물리적 성상을 분석

한 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결과치는 대상시료 3 ~ 4개를

분석한 값의 평균으로 제시하였다. 표에서 알 수 있듯

이 대상 폐가전제품의 물질구성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플라스틱류의 함량이 34.99% ~ 73.71%로

매우 높게 분석되었다. 특이사항으로는 전기밥솥의 경

우는 스테인레스 재질 함량이 22.77%로 플라스틱 다음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전기히터의 경우 구성 재

질 중에는 유리·세라믹류가 포함되었으며, 청소기의 경

우 배터리 함량이 24.78%로 매우 높게 분석되었다.

5개 폐가전제품에 대한 20개 시료의 해체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대상품목에 대한 재활용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즉, 폐소형가전의 구성 물질 중 플라스틱, 철금속류, 비

철금속류(SUS, 전선, 구리, 알루미늄 등) 등을 재활용

가능 재질로 분류하였다. 다음 Table 3에는 폐소형가전

의 제품별 재활용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Table 3에서 알 수 있듯이 재활용 가능성의 경우 전

기히터가 93% 이상으로 매우 높게 제시되었으며, 청소

기의 경우는 약 50% 수준으로 낮게 분석되었다. 청소

기의 경우 모터류와 배터리의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다른 품목에 비해 재활용 가능성이 낮게 조사되었다. 일

Fig. 3. The main components of the electric fan after

dismantling.

Fig. 4. Material contents and compositions of the electric

fan (A).

Fig. 5. Material contents and compositions of the electric

fa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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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대형가전의 재활용율은 약 80% 수준에 그치

고 있어서, 향후 폐소형가전으로부터 유용자원을 효율

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해체/파쇄/선별 기술의 개발이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폐소형가전의 경우

모든 제품에 PCB기판을 함유하고 있어서 해체단계에서

Pb 등 중금속이 함유된 부품/재질의 사전분리가 요망되

고 있다.

3. 플라스틱의 재질선별 실험 및 결과

앞서 언급하였듯이 폐소형가전의 경우 재질 중 플리

스틱의 구성 비율(평균 60% 이상)이 상대적으로 높아,

플라스틱의 선별적 회수 및 재활용은 매우 중요한 과제

이다. 현재 대부분의 재활용현장에서는 수작업에 의한

해체를 통하여 일부 유용자원을 회수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작업은 작업의 안정성/환경성 측면에서 많

은 문제를 야기 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성 측면에서도

불리한 측면이 있다. 특히, 폐소형가전에는 복합재질의

부품 등이 상당량 포함되어 있어서 수작업의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활용 현장에서는

인력에 의한 해체공정의 경제성이 낮아, 해체 공정에서

모터류 등 일부 부품을 제거한 후 파쇄 및 선별공정을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폐소형가전에는 다양한 재질의 플라스틱이 사용되고

있으며, 주요재질로는 ABS, PS (HIPS 등) 및 PP 등

이 주를 이루고 있다. 폐소형가전의 경우 사용되는 플

라스틱의 종류가 다양하기도 하며 또한, 검정색 플라스

틱의 사용비율이 매우 높은 점이 특징이다.

본 연구에서는 폐소형가전에서 회수된 플라스틱의 재

활용을 추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재질 선별기술의 적용

을 검토하였다. 특히, 본 실험에서는 검정색 플라스틱의

재질 선별을 위해 중액선별, 정전선별 그리고 근적외선

(NIR) 선별기술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3.1. 중액선별

일반적으로 플라스틱과 금속은 비중차이가 크기 때문

에 비중선별기술을 적용하면 재질선별이 가능하다. 그

러나, 플라스틱 재질의 경우 Table 4에서 알 수 있듯이

일부 재질의 경우 비중값의 차이가 크지 않아 비중선별

이 효율적이지 못하다8,9,10).

본 실험에서는 폐소형가전제품에서 회수한 검정색 플

라스틱의 재질선별을 위해 중액선별 실험을 수행하였다.

Table 2. Material contents and compositions of small e-wastes

Product
Material/Part(%)

Plastics SUS Ferrous PCB Wire Cu Rubber Motor Aluminum Remark

Electric

rice cooker
48.26 22.77 9.58 9.16 3.62 3.42 0.95 1.56 0.68

Electric

heater
62.01 3.56 22.67 - 8.27 - - - 2.08

Glass/ceramics

1.41%

Electric

fan
34.99 - 26.43 0.63 3.78 - - 33.24 - Wood 0.94%

Vacuum

cleaner
43.46 - 3.33 0.96 4.53 - - 21.42 -

Battery 

24.78%

Electric

bidet
73.71 - 3.36 7.94 9.32 - 1.18 3.20 1.29

Table 3. Recyclability of small e-wastes

Product Plastics (%) Ferrous metals (%) Nonferrous metals (%) Aluminum (%) Total (%)

Electric fan 55.86 14.95 5.23 - 76.04

Electric rice cooker 35.54 30.86 25.31 0.58 92.29

Electric heater 45.65 31.85 14.89 2.08 93.68

Electric bidet 73.71 3.36 9.32 1.29 87.68

Vacuum cleaner 43.46 2.73 4.53 - 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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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파쇄시료(입자크기 15 mm이하)는 재활용업체

에서 입수하였으며, ABS와 PS재질의 시료를 중액선별

실험에 사용하였다. PP 재질은 물에서 쉽게 회수가 가

능하였으나, ABS와 PS는 물에서 비중분리가 불가능하

여 중액을 이용하여 재질분리실험을 수행하였다. 소금

을 이용하여 비중값이 다른 비중액을 준비하였으며, 재

질을 알고 있는 검정색 플라스틱 시료를 이용하여 선별

효율을 평가하였다.

Table 5는 중액선별 실험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표에

서 알 수 있듯이 검정색 PS 재질의 경우 비중값

1.065에서 회수된 PS의 품위와 회수율은 각각 85.0%와

72.0%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ABS 재질의 경우 비

중값 1.070에서 회수된 ABS의 품위는 86.5%, 그러나

ABS의 회수율은 64.0%로 매우 낮게 조사되었다. 본

실험결과에 의하면 ABS와 PS간의 비중차이가 크지 않

아 중액선별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물을 이용한 비중선별이나 중액

선별은 습식공정이므로 선별 후 시료의 건조 및 폐수처

리 문제 등으로 본 기술의 현장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

3.2. 정전선별

재질이 다른 두 종류의 플라스틱이 마찰을 하게 되면

이들 플라스틱은 재질별 일함수값의 차이에 따라 +와 -

로 하전되는 경향이 있으며, 하전된 입자를 높은 전류

가 흐르는 전기장내로 투입하면 재질분리가 가능하다11).

이러한 선별방법을 마찰하전형 정전선별법(Triboelectro-

static)이라고 한다. 파쇄된 혼합 플라스틱 시료(15 mm

이하)를 이용하여 정전실험을 수행하였으며, 혼합 시료

의 경우 검정색 플라스틱이 포함된 시료를 실험에 이용

하였다. 흰색 재질의 플라스틱 시료는 NIR 공정을 통

하여 분리선별 후 회수된 시료를 분쇄하여 실험에 사용

하였다. 정전선별 실험은 I사가 소유한 Pilot 실험장치(용

량 : 200 kg/hr)를 활용하였다. 또한, 정전선별 실험 후

선별효율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선별대상 재질

중 한 가지 시료는 재질을 알고 있는 흰색 시료를 유

색시료와 혼합한 복합시료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본 실

험에 사용된 시료는 마찰하전 후 ABS와 PP재질은 각

각 +와 −로 하전되어 반대전극에서 회수되었다.

Table 6은 정전선별 실험결과를 요약한 표이다. 표에

서 알 수 있듯이 ABS 재질의 경우 선별 후 ABS의

품위는 95.0 ~ 97.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회수율

도 91.0%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PP재질의 경우

품위는 91.0 ~ 92.4%, 회수율은 ABS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6에는 마찰하전형 정전선별 실험 후

회수된 플라스틱 시료를 보여주고 있다. 정전선별법은

건식공정이며 플라스틱 재질 선별에 유용한 것으로 사

Table 4. Specific gravities of plastics

Plastics Specific gravities(S.G)

PP 0.90 ~ 0.92

LDPE 0.91 ~ 0.93

HDPE 0.94 ~ 0.96

PET 1.35 ~ 1.38

PVC 1.32 ~ 1.42

PS 1.03 ~ 1.06

Table 5. Result of dense medium separation on plastics obtained from small e-waste        (Unit : %)

S.G 1.060 1.065 1.067 1.070 1.080

Plastic ABS PS ABS PS ABS PS ABS PS ABS PS

Float product 15.0 66.0 13.0 72.0 39.0 84.0 36.0 90.0 41.0 90.0

Sink product 85.0 34.0 87.0 28.0 61.0 16.0 64.0 10.0 59.0 10.0

· PS(Grade) : ~ 85.0% at S.G of 1.065

· ABS(Grade) : ~ 86.5% at S.G of 1.070

Table 6. Result of triboelectrostatic separation on plastic mixtures obtained from small e-waste

Feed
ABS PP

Recovery (%) Grade (%) Recovery (%) Grade (%)

ABS (White) : PP (Color) 91.4 95.0 93.1 91.0

ABS (Color) : PP (White) 91.2 97.1 88.7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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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되나 재질의 종류가 3가지 이상인 경우 입자 상호 간

의 하전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또한, 시료중에 미

립자의 함량이 높을 경우 전기장내에서 spark 현상이

발생하므로서 장치의 가동에 문제를 야기시킨다.

3.3. 근적외선 선별 (NIR)

근적외선 분광법(Near-infrared Ray, NIR)은 근적외

선 빛을 플라스틱 재질에 방사하면 반사되는 파장의 특

정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재질을 선별하는 기

술이다. 본 기술은 플라스틱의 재질을 자동 선별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폭 넓게 응용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도 재활용 선별장 및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등에 활용되

고 있다. 그러나, NIR장치의 경우 검정색 플라스틱은

근적외선을 흡수하므로서 재질 인식에 한계가 있다. 앞

서 언급하였듯이 폐소형가전의 경우 검정색 플라스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재질선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저급으로 재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Table 7은 폐가전 재활용업체 현장에서 해체/파쇄/선

별 공정 적용 후 회수된 물질의 구성 비율을 제시한

자료이다. 현장에서는 폐가전제품 중 선풍기, 전기밥솥,

비데, 청소기, 전기히터,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의 품목

을 대상으로 재활용 가능자원을 회수하고 있다. 본 자

료는 해체파쇄 후 수작업으로 모터류, PCB 등을 제거

한 후 자력, 와전류, NIR 등의 선별공정을 거쳐 회수

된 재활용 가능물질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플라스틱 비율이 약 6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

으며, 플라스틱의 재질 구성 비율, 즉 ABS : PS : PP

비율은 2 : 1 : 1로 조사되었다.

Table 8은 폐가전 재활용업체에서 폐소형가전으로 발

생되는 플라스틱 파쇄물의 NIR 선별 전후의 검정색 플

라스틱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이다. 폐소형가전으로부터

발생하는 플라스틱 중 검정색 플라스틱과 컬러 플라스

틱은 각각 약 38.2%와 61.8%이었으며, NIR 선별 공

정을 거친 후 검정색과 컬러 플라스틱의 비율은 각각

67.3%와 32.7%로 분석되었다. 폐소형가전으로부터 발

생하는 흑색 플라스틱은 NIR 선별기에서 선별회수되지

못하기 때문에 선별 후 검정색 플라스틱의 함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폐소형가전 중 취급양이 많은 품목 즉,

전기밥솥 등 5개 품목을 선정하여 수작업으로 해체 후

물리적 성상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폐가전 구성 물질

중 재질선별이 어려운 검정색 플라스틱을 대상으로 다

양한 선별 공정을 적용하여 재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

으며,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폐소형가전 중 선풍기, 전기밥솥, 청소기, 전기히터,

Fig. 6. ABS and PP samples after triboelectrostatic separation tests.

Table 7. Plastic concentration in small e-wastes

Material Plastics Ferrous Nonferrous Rubber Remark

Ratio (%) 60 15 20 5 The ratio of plastic ABS : PS : PP = 2 : 1 : 1

Table 8. Plastic concentration in small e-wastes before and after NIR sorting tests

Material
Before NIR sorting After NIR sorting

Remark
Black Color Black Color

Ratio(%) < 38.2 > 61.8 > 67.3 <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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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데 등 5개 품목에 대한 해체 후 물리적 성상분석결과

폐가전제품의 구성 재질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조사되

었으며 특히, 플라스틱의 함량(34.99 ~ 73.71%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특이사항으로는 압력전기

밥솥의 경우 스테인레스 재질 함량이 플라스틱 다음으

로 높게 나타났다.

2. 폐소형가전의 구성 물질 중 플라스틱, 철금속류,

비철금속류의 총 함량을 기준으로 대상품목에 대한 재

활용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전기히터가 약 93%이상으

로 매우 높게 분석되었으며, 청소기의 경우 약 50% 수

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일부 청소기의 경우 충전용 배

터리로 인하여 재활용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폐소형가전의 경우 모든 제품에 PCB 기판을 함유

하고 있어서 유용자원의 회수 측면보다 환경성 측면을

고려하여, 해체단계에서 Pb등 중금속이 함유된 부품/재

질의 사전 분리가 요구된다.

4. 본 연구에서는 폐가전 대상품목의 해체·파쇄 후 회

수된 플라스틱에 대한 재질선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특히, 폐가전에서 회수한 플라스틱 중 검정색의 비율

(~ 38%)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현재 검정색 플라스

틱에 대한 재질 선별 기술은 매우 제한적이다.

5. 폐소형가전의 경우 검정색 플라스틱의 주요 재질

은 ABS, PS, PP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중(중액), 정전,

NIR 선별기술을 적용하여 재질 선별을 수행하였다. 선

별 실험결과 정전선별의 경우 일부 재질의 선별이 가능

함을 확인하였으나 중액선별 및 NIR 선별은 재질 선별

이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6. NIR 선별법은 플라스틱 재질을 자동으로 선별하

는데 전 세계적으로 폭 넓게 응용되고 있으나 본 기술

의 경우 검정색 플라스틱의 재질 인식이 불가능하여, 향

후 IR/Raman 분광법 등을 적용한 새로운 자동인식/선

별 기술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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