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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ELV 및 E-waste의 재자원화기술은 일본과 한국이 대동소이하나 일본과 비교해서 한국이 개선해야할 몇 가지 과제(개선책)를 지니

고 있다. ELV에 있어서는 잠재성 오염물질(프레온가스, 에어백, ASR)의 처리가 불충분하다. ASR 70% 이상의 리싸이클링 없이는 ELV

재활용율 95% 달성은 불가능하다. E-waste에 있어서는 리싸이클링 산업체간의 심한 기술수준 격차를 평균화해야 한다. 또 투명한 유

통경로와 리싸이클링 처리량의 향상을 위한 처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일본의 정부 주도 리싸이클링 대형프로젝트는 좁은 분

야로 집중되어 있고, 산업체의 참여비중이 높다.

주제어 : 도시광산자원, 재자원화기술, ELV, E-waste, 한·일간 비교

Abstract

In order to review the recent technological progress and issues on the urban mine resources recycling in Japan and Korea,

recycling process of the ELV(End of Life Vehicles) and E-waste(WEEE) were studied. Although technological level for pro-

cessing of the ELV and E-waste is almost similar in both countries, the treatment of hazadous materials of ELV such as freon,

air bag and ASR is unsufficient in Korea. In the E-waste recycling, the technological level is deep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enterprise size in Korea. Finally, the big R&D project on recycling of urban mine resources sponsored by government in both

countrie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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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도시광산 재자원화기술은 원천적으로 자연 광석 처리

유래의 사전처리(선별), 건식공정, 습식공정 및 정제공

정 등으로 소위 비철제련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다. 한

편 도시광산 영역대상이 되는 ELV(사용후자동차), E-

waste(폐전기·전자기기), 사업장 배출물 등의 리싸이클

링에 특성화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비철제련 프로세스의 원천기술은 일본의 경우 10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오랫동안 배양된 비

철제련 프로세스와 환경오염방지의 고도화된 전문기술

과 기술개발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보에

서는 도시광산에 특성화된 ELV 및 E-waste 리싸이클링

기술의 진보와 과제를 논술하였다. 도시광산자원도 궁

극적으로는 비철제련 프로세스에 투입되어야 하지만, 비

† 2012년 2월 3일 접수, 2012년 3월 27일 1차수정

2012년 4월 2일 수리
E-mail: kirr@kirr.or..kr

 



18 吳在賢·金俊秀·文碩敏·閔芝源

J. of Korean Inst. Resources Recycling Vol. 21, No. 2, 2012

철제련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Cu·Pb·Zn 제련에서는

RE, W, Mo, Mn, Cr, Nb, Ta, Li 등은 회수가 어렵

다. 그러므로 소형가전에 함유되어 있는 이들 희유금속

종은 별도의 회수·선별과 제련공정이 불가피하다.

본보에서는 ELV와 E-waste의 재자원화기술에서 모

범이 되는 사례를 들어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면서 기

술의 진보와 앞으로의 과제를 검토하였다. 끝으로 일

본과 한국의 정부가 주도하는 대형 도시광산연구 및

개발사업의 일예를 들어 그 내용을 약술하였다. 최근

의 도시광산 기술동향과 수준을 고찰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사업장 배출물(폐촉매, 제강분진, 2차전지, PCB

등)의 리싸이클링기술에 관해서는 후일 별도로 논술하

려고 한다.

2. ELV(사용후자동차) 재자원화기술의 진보와 과제

2.1. 해체기술

2.1.1. 해체기술의 모범사례(西日本Auto Recycle,

WARC)

Table 11,2)은 日本에서 가장 앞선 해체공정으로 알려

진 西日本오토리싸이클 주식회사(WARC)의 예를 표시

한 것이다. 한국의 상위급 해체공장(예, 인천폐차산업)

의 경우에도, Table 1과 같은 해체공정으로 중고부품을

회수하고 있다. 즉 해체기술에 있어서 일본과 비슷한 기

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사전처리

공정에서 프레온가스 처리와 에어백 전개는 일본의 수

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자동차리싸이클법에

서 프레온가스 처리 및 에어백 전개에 필요한 비용(리

싸이클 요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고,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이러한 제도상의 차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오염

성물질의 철저한 처리가 부족하여 아쉽다.

WARC에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효율적인 앞유

리 절단기, 하체부품 절단가위 등을 사용하는 등 철저

한 수작업(手作業)으로 98% 이상의 리싸이클링율을 확

보하고 있다. 현재 초기의 하이브리드차가 ELV로서 반

입되고 있는데 앞으로 전기자동차의 리싸이클링도 대비

하고 있다. 전자제어에 의한 전자부품 등이 증가하고 있

다. 모터의 자석에서 희토류금속의 회수도 고려하고 있

다. 이러한 대비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다.

2.1.2. ELV에서 E-scrap의 회수과제

일반적으로 자동차에는 에어컨, 내비게이션, ETC기기

및 오디오기기 등의 전기제품이 탑재되어 있을 뿐 아니

라, 파워윈도우 및 와이퍼, 도어미러용의 전자회로기판·

전장부품이 탑재되어 있다. 더욱 하이브리드차(HV)와 전

기자동차(EV)에 있어서는 전기구동용 발전기, 인버터, 모

터, 배터리를 비롯하여 많은 제어계기판·전장품이 탑

재되어 있다(Fig. 1참조3)). 이미 회수 루트가 정비되어

있는 폐촉매로부터 백금류 회수와 Li이온전지, 니켈수

소전지 등은 예외이지만, 기타부품에 있어서는 리싸이

클링이 부진한 상태이다. 가령, 전장부품에 있어서는 해

체시 회수된 것만이 리싸이클되며, 대부분은 회수되지

않고 슈레더 더스트가 된다. 전기구동용 모터 등에 함

유되어 있는 희토류자석은 해체시 회수되지 않고 프레

스되어 철 스크랩으로 리싸이클되고 있다. 프레스·파

쇄된 즉 하류단계에서 레어메탈의 회수는 곤란하기 때

문에 보다 상류의 해체시 레어메탈이 함유된 부재를 분

리 회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본의 연구계 및 산업계에서는 희토류금속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HV차의 구동용 모터부터 Nd

Table 1. Dismantling process in WARC

해체공정 회수품 주요설비

① 사전처리공정 프레온가스 전개된 에어백 프레온 회수기 에어백 차상전개장치

② 파즈회수공정 엔진 등의 기능부품 헤드라이트 등의 전장부품
포크리프트, 리프터, 엔진테스터, 

컴프레셔테스터, CPU관리, 파즈창고

③ 액체회수공정 연료, 오일류, 냉각액 본넷트, 범퍼 연료, 오일 회수장치, 냉각액 회수장치, 리프터

④ 전처리공정 타이어, 배터리, 유리, 공구, 호일캡, 내장수지부품 차량회전대, 유리 회수장치

⑤ 해체공정 엔진, 밋숀, 배기계부품류, 하체부품류, 후면유리 차체반전기, 절단장치, 지프크레인

⑥ 비철회수공정
히터코아, 에바포레이테, 콘덴서, 모터류, 전자기판,

각 하니스(harness)류 등의 비철제품, 전자부품류
비철 회수장치, 지프크레인, 차체 고정장치

⑦ 프레스공정 보디셜(body shell)의 프레스성형품 싸이크로 프레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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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Dy의 회수·재자원화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긴급

과제로 되어 있고, 연구실적이 누적되고 있다.

2.2. 슈레딩 (Shredding)기술

2.2.1. 슈레딩기술의 사례

Fig. 24)는 포항에 소재한 (주)경한의 슈레딩공정을 도

시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완벽한 슈레딩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이 공정(경

한의 공정)이 슈레딩기술의 표준으로 되어 있다. 최근

공장을 건설한 일본 靑南商事 釜슈레딩에서는 Al을 대

상으로 센서선별기를 도입하여 가동하고 있는 것이 특

징이다(Fig. 3참조5)). 한편 도요타자동차의 자회사인

도요타메탈에서 개발한 ECO플랜트는 슈레딩공정과

ASR(슈레더 더스트) 리싸이클링의 모범사례로 지목받

고 있다(Fig. 4참조6)).

2.2.2. ASR 리싸이클링의 과제

ASR의 리싸이클링은 ELV재활용율과 직결된다. 즉

ELV 1대당 ASR 발생량이 171.3 kg라고 할 때7) 이

중량의 70%이상(119.91 kg 이상) 재활용 또는 에너지회

수를 하여야만 ELV재활용율 95%를 달성할 수 있다.

이 ELV 재활용율 95%는 2015년부터 시행해야 될 우

리나라 법정기준율로 되어 있다. 최근까지 우리나라 시

멘트공장에서 많은 량의 ASR을 연료로 소비해 왔으나,

일부항목이 폐기물관리법상의 품질기준을 초과하는 것

으로 분석되어 재활용에 장애가 되고 있다8). 한편 2011

년 5월에 준공된 GRM 단양공장은 ASR 3만톤/년을 재

Fig. 1. Rare metals containing on the ELV.

Fig. 2. The processing flow of shredding by Kyunghan.

Fig. 4. ECO shredding plant in Toyota Metals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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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classification for the new technology of ASR recycling and recycling rate in the recycling plants in Japan

신기술 분류 회사명
ASR의

리싸이클링율 (%)

신기술 분류군의

 평균치 (%)

A

(株 )マテック ASR 資源化工場 62

74.3

(株 )エコネコル 81

(株 )アビヅ 88

豊田メタル (株 ) 46

東北東京鐵鋼 (株 ) ASR 再資源化施設 62

明海リサイクルセンタ (株 ) 100

拓南商事 (株 ) 81

B
東北東京鐵鋼 (株 ) 廢プラ炭化爐施設 77

70.0
廣島ガステクノ (株 ) 63

C

エゴシステム小坂 (株 ) 100

90.6
日産クリエイテイブサビス (株 ) 79

エコシステム岡山 (株 ) 81

財團法人宮崎縣環境整備公社 94

D

三重中央開發 (株 ) 三重事業所 99

97.0
(株 )GE 100

大榮環境 (株 ) 三木事業所 92

光和精鑛 (株 ) 97

E 太平洋セメント (株 ) 上磯工場 100 100.0

F1 小名浜製鍊 (株 ) 小名浜製鍊所 100 100.0

F2

(株 )エコバレ歌志內 92

95.8

(株 )住金リサイクル 94

シモダ産業 (株 ) 98

新日本製鐵 (株 ) 名古屋製鐵所 99

共英製鋼 (株 ) 山口事業所 98

北九州エコエナジ (株 ) 90

F3

靑森リニュアブル · エナジ · リサイジュリング ( 株 ) 92

97.0
日鑛三日市リサイクル (株 ) 100

三菱マテリアル (株 ) 直島製鍊所 100

(株 )カネムラエコワクス 96

F4

ジヤパン ·リサイクル (株 ) 99

99.5
オリックス資源循環 (株 ) 寄居本社工場 99

(株 )クリンステジ 100

水島エコワクス (株 ) 100

- 平均 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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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에너지 회수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

러나 ASR 리싸이클링요금 문제로 ASR 처리가 보류되

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ASR 리싸이클링은 불투

명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 있어서는 자동차리싸이클법에서 사업체가

ASR 1톤 처리시 40만원 이상의 리싸이클링요금을 받

도록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체가 앞 다투

어 ASR 확보와 처리에 노력하고 있다. 참고적으로 일

본기업체의 ASR 리싸이클링 시설의 신기술 분류와

ASR 리싸이클링률을 Table 29)에 예시하고, Table 39)

에 ASR 리싸이클링 기술의 새로운 분류일람을 표시하

였다. 이와 같이 일본의 ASR의 재활용율은 70% 이상

이고, 90% 이상인 ASR리싸이클링업체가 주류를 차지

하고 있다.

3. E-Waste 재자원화기술의 진보와 과제

3.1. 일본 리싸이클링기술의 모범사례10)(Hyper Cycle

Systems Corporation, HCS)

미쓰비시전기(三菱電機)가 건설한 HCS의 기본적인 리

싸이클링 방침은 가전 4품목(에어컨, TV, 냉장고, 세탁

기)의 처리 시에 저코스트로 다음 항목을 실행하는데

있다.

① 환경오염물질의 확산을 최소로 한다.

Table 3. The classification list for the new technology of ASR recycling in Japan

기술분류 리싸이클링기법 리싸이클링시의 온도(oC) ASR 리싸이클링율의 평균치(%) 시설수

A 성형 150~200 74.3 7

B 건류 400~600 70.0 2

C 소각 700~900 90.6 4

D 배소 1000~1100 97.0 3

E 소성 1300~1500 100.0 1

F1 일체형용융(비철정련계) 1300이상 100.0 1

F2 일체형용융(제철계) 1300이상 95.8 6

F3 분리형용융 1300이상 97.0 4

F4 가스개질형용융 1300이상 99.5 4

Table 4. Material composition of home appliances of HCS

Appliances Material Ratio(wt.%) Appliances Material Ratio(wt.%)

Air-conditioners

Steel 48

Refrigerators

Steel 49

Copper 17 Copper 5

Aluminium 25 Aluminium 4

Plastic 11 Plastic 32

F-gas 1 F-gas 1

Others 8 Others 9

Television sets

Steel 5

Washing machines

Steel 51

Copper 3 Copper 5

Aluminium 1 Aluminium 1

Plastic 18 Plastic 29

Glass 64 Salt water 3

Others 9 Others 11



22 吳在賢·金俊秀·文碩敏·閔芝源

J. of Korean Inst. Resources Recycling Vol. 21, No. 2, 2012

② 자원회수를 최대로 한다(폐기물을 최소로 한다).

③ 리싸이클링을 하기 쉬운 제품설계정보를 제공한다.

Table 4에 상기 가전 4품목의 제품별 소재구성을 표

시하였다. Fe, Cu, Al 뿐만 아니라 많은 고급 플라스

틱 및 프레온 등이 함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1.1. HCS의 운영과 처리시스템

HCS에서는 소재회수량과 소재순도의 향상을 위하여

미쓰비시전기와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구체

적으로는 Fig. 5의 리싸이클링 처리흐름에서 나타낸 기

계파쇄·소재선별·이물제거 등의 설비개발·개선 및

각종 선별기기 등의 배치 등에 의하여 선별성적을 향상

시키고 있다.

리싸이클링 처리공정에서 회수물은 여러 단계에서 선

별되고 인력해체, 파쇄와 선별, 고순도화방법을 채택하

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출하품종이 100종류 이상이다.

HCS에서 인력해체(手解體)로 회수되는 부품은 다음 3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유해물, 환경영향물질, 인화성물질 등의 파쇄부적

합물 : 냉매프레온, 형광램프, 전자기판, 기름, 유리

② 난파쇄물 : 모터, 컴프레서, 고무

③ 유가성이 높은 물품 : 열교환기, 플라스틱틀, 전자

기판, 케이블

이들의 부품을 회수한 후 기계파쇄·선별처리시스템

에 투입된다. 기계파쇄·선별시스템은 목적별 3종류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기계파쇄해서 금속을 회수하는「HEART* 시스템」:

인력 분해 후 충격형 파쇄기에 투입해서 일정 입도 이하

로 파쇄 한 다음, 풍력선별기로 더스트를 제거하고 현

수형자선기로 철 등의 자성금속을 회수한다. 그 후 분

급기(트롬멜로 분급한 후 와전류선별기(Eddy current

separator) 및 비중선별기를 사용해서 비철금속을 회수

한다. 남은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처리시스템으로 보낸다.

② 냉장고·냉동고의 단열재에 함유되어 있는 단열

재 프레온을 회수하는 단열재 프레온 회수 시스템: 냉

장고·냉동고를 인력 분해한 후 충격형 파쇄기에 투입

한다. 파쇄기내에서 냉장고로부터 박리된 우레탄을 풍

력선별기로 선별해서 우레탄 분쇄공정에 투입하여 단열

재 프레온을 회수한다. 우레탄이 제거된 파쇄물은 현수

형자선기로 자성금속을 회수한 후, HEART시스템의 비

철 선별 공정에 투입된다.

③ 혼합플라스틱 잔사로부터 고순도 플라스틱을 회수

하는 플라스틱 잔사처리 시스템: HEART 시스템으로부

터 배출된 플라스틱 잔사를 더욱 파쇄한 후 소재별로

Fig. 5. Recycling process flow of HCS.

* High Efficient Applicable Recycl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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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하는 시스템이다(Fig. 6 참조). 플라스틱 잔사로부

터 난파쇄물을 제거한 후 수mm ~십수mm 크기로 파

쇄한다. 파쇄 후 풍력선별에 의하여 더스트 위주의 경

물질을 제거하고, 비중선별기로 동선(Cu) 위주의 미세

금속을 제거한다. 그 후 정전선별기를 사용하여 염화비

닐 위주의 플라스틱과 염화비닐을 포함하지 않은 혼합

플라스틱으로 분리하는 시스템이다. 염화비닐을 포함하

지 않는 플라스틱은 석탄 대체의 고로환원제로 리싸이

클링된다.

3.1.2. HCS의 품목별 리싸이클링 처리

① 냉장고 처리 : 인력해체로 야채박스, 선반, 전구,

형광등, 전자기판, 도어패키지 등을 회수하고, 냉매프레

온을 회수한다. 컴프레서를 회수한 후, 단열재 프레온회

수시스템에 투입한다. 냉장고는 충격형파쇄기에 의하여

수 mm~십수 mm의 크기로 파쇄되고, 단열재인 우레탄

은 풍력선별기에 투입·선별되어 우레탄선별기로 보낸

다. 우레탄을 분쇄기에서 세립으로 분쇄함으로써 미세

기포로 존재하는 프레온을 공기와 같이 회수해서, 활성

탄을 이용한 회수시스템으로 프레온을 분리 회수한다.

단열재 프레온 회수시스템에서는 단열재프레온이 외기

(外氣)에 의해 도망가지 않도록 전공정이 부압(負壓)으

로 되어있다. 전공정으로부터 프레온이 혼합된 공기를

회수하여, 프레온을 활성탄에 흡착시켜 공기와 분리한

다. 우레탄이 제거된 잔사에는 금속과 냉장고의 틀인 플

라스틱이 포함되어 있어 이것을 HEART 시스템에 투입

한다.

② 에어컨 처리 : 인력해체한 열교환기, 송풍팬, 배관

동부품, 케이블, 전자기판 등을 회수하고 냉매프레온을

회수한다. 컴프레서를 회수한 다음 HEART 시스템으로

보낸다.

③ 세탁기 처리 : 인력해체로 모터, 고무벨트, 케이블,

전자기판, 조작패널, 내조(內槽) 등을 회수하고, 수조의

밸런스로 사용되는 염수를 회수한 다음 HEART 시스템

으로 보낸다.

④ TV 처리 : 인력해체된 틀, 케이블, 전자기판, 전

자총, 편향요크, 스피커 등을 회수하고, 브라운관은 커

렛트시스템에 투입되어 패널, 판넬, 마스크, 방폭(防爆)

Fig. 6. Micro-Shredding process flow.

Fig. 7. Recycling rate of the home appliances in B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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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등이 분리 선별된다. 플라스틱의 틀은 플라스틱 분

쇄시스템에서 분쇄되어 플라스틱으로 이용된다.

이상의 리싸이클링 처리에 의해서 가전의 구성재료는

재상품화된다. Fig. 711)은 B*그룹 플랜트 전체의 재상

품화율 추이를 도시한 것이다.

3.2. 한국의 가전 4품목의 리싸이클링기술

Table 512)는 가전 4품목을 포함한 법정 E-waste의

리싸이클링량을 권역별 리싸이클링센터(R/C)와 협력업

체별로 나누어 표시한 것이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은 권역별 R/C(수도권, 아산, 칠서, 정읍, 제주, 영천,

경기북부)에서 많은 량이 처리되고, 나머지 E-waste는

35개여의 협력업체가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역별

R/C의 리싸이클링기술의 수준은 日本의 예와 대동소이

하다. 2011년 5월에 준공한 KRC13)(경기북부리싸이클

링센터)는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와 (주)나래R/C가 투자

하여 건설한 회사로 후발기업체 답게 최신설비를 갖추

고 있다.

KRC는 권역별 R/C임에도 불구하고 TV는 물론 20

종의 전기·전자기기를 처리하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나래R/C의 기술적 뒷받침이 있어 가능한 것으로 짐작

된다. 냉장고 처리라인, 세탁기 처리라인, TV 처리라인

Table 5. Recycling amount of the E-waste by the recycling organization         (단위 : 톤)

년도 품목
권역별 R/C 재활용 협력업체

계
재활용량 비율 재활용량 비율

2008

냉장고 40,951 76% 12,604 24% 53,555

세탁기 14,666 67% 7,369 33% 22,035

에어컨 2,015 83% 417 17% 2,432

TV 1,765 9% 17,773 91% 19,538

컴퓨터 96 1% 9,926 99% 10,022

오디오 231 20% 943 80% 1,174

이동전화단말기 0 0% 721 100% 721

프린터 249 21% 942 79% 1,191

복사기 39 8% 458 92% 497

팩시밀리 5 5% 106 95% 111

합계 60,018 54% 51,258 46% 111,276

2009

냉장고 42,137 74% 14,640 26% 56,777

세탁기 17,188 66% 8,858 34% 26,046

에어컨 1,743 60% 1,144 40% 2,887

TV 2,060 11% 16,484 89% 18,544

컴퓨터 149 2% 8,163 98% 8,312

오디오 91 13% 594 87% 685

이동전화단말기 0 0% 629 100% 629

프린터 176 15% 1005 85% 1,181

복사기 76 18% 347 82% 423

팩시밀리 6 5% 111 95% 117

합계 63,627 55% 51,974 45% 115,601

*A 그룹 : 東芝 , Panasonic 등

B 그룹 : 日立アプライアンス , 三菱電機 , シヤ一プ , 三洋電機 , 富士通ゼネラルソニ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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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플라스틱 처리라인이 있는데, 앞으로 소형가전 처리

라인을 신설할 계획이다. KRC의 분해프로세스는 여느

리싸이클링센터와 대동소이하나 프레온가스 회수장치와

브라운관 절단설비는 최신식이다. 그리고 12개의 파·

분쇄기계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이 공장의 자랑

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공장이 조용하고 깨끗하다.

KRC가 설립됨으로서 나래R/C의 E-waste 재자원화산업

은 한층 활성화되고 고도화 되었다. 한국의 E-waste 재

자원화산업의 선도기업체로서 활약과 발전이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권역별 R/C와는 별도로 협력업체 중

에는 시설과 기술이 열악한 업체가 많다. 모든 것이 수

작업이며, 프레온가스의 회수도 지키지 않는 업체가 허

다하다. 기술과 시설의 평준화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업체의 시설수준과 기술수준을 높이는 것이 우

리나라의 당면 과제이다. Fig. 8은 한국의 E-waste 물

질흐름14)을 도시한 것이다.

Fig. 8에서 알 수 있는 것은 E-wast의 눈에 보이는

투명한 흐름은 25.9%에 불과하고 74.1%가 통계가 집

계되지 않는 흐름에 의해 유통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

이후의 흐름이 불명료하다. 즉 생산자는 배출량의

25.9%만을 재활용하고 있다. 이 E-waste의 투명한 유통

과 재활용율의 향상이 두번째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Fig. 915)는 일본에 있어서 가전의 흐름을 도시한 것

이다. 배출된 가전은, 제조업자 등에 인수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다. 리싸이클링 플랜트는 제조업자 등의 철저

한 관리와 지도를 받고 있다. 가전 제조업자들로 구성

된 A, B 그룹이 경쟁적으로 재생자원의 이용과 폐기물

의 적정처리를 기하고 있다. 리싸이클링 요금은 리싸이

클링 플랜트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된다. 한국보다 앞선

리싸이클링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일본에서나, 한국에

있어서나 가전의 수준 높은 리싸이클링을 실현하기 위

해서는 환경배려 설계를 구현해야 된다. 그리고 수작업

분해로 발생하는 복합부품과 기계선별 공정에서 발생하

는 혼합 비철금속, 플라스틱 등의 혼합소재를 단일 소

재화하기 위한 기계선별기술을 저 코스트로 개발할 필

요가 있다. 

3.3. 소형가전으로부터 레어메탈 회수기술의 과제

Fig. 1016)은 일본 환경성 리싸이클 추진실에서 발표

한 소형가전에서 레어메탈을 회수하는 시나리오이다. 기

존의 레어메탈 회수시나리오에 있어서는 전지를 분리한

휴대전화, 전자회로기판은 통째(실장기판)로 용광로에

투입·처리된다. Fig. 1117)에서 보는바와 같이 동·연·아

연 비철제련에서는 20여종의 금속(베이스메탈과 레어메

탈)을 회수할 수 있지만, Re, W, Mo, Cr, Nb, Ta,

Li 등은 비철제련 프로세스에서 분리회수가 어렵다. 

그러나 전자회로기판에는 콘덴서, IC, 저항, 다이오드,

코일 등 여러 부품이 실장되어 있고, 동과 귀금속 이외

에도 Ta, Ni 등의 레어메탈도 함유되어 있다. 실제로 전

자회로기판이 동용광로에 투입되는 경우, 회수되는 금

속은 당해 동제련소 프로세스에 국한되고, 기타금속은

슬래그 혹은 배가스 중에 확산되어 폐기된다.

레어메탈 중점 회수 시나리오에 있어서는, 인력해체·

선별(수작업·手作業)에 의하여 기판, 특정부품(모터, 마

이크스피커, 액정패널)을 선별·회수한다. 잔여부품은

기계적으로 파쇄·선별해서 Fe, Al, 플라스틱 등을 선

별 회수한다. 수작업으로 회수한 기판을 특수 파쇄·분

리해서 Ta 콘덴서 등을 선별 회수한다. 이 Ta 콘덴서

등과 특정부품은 레어메탈 전문 제련메이커에 보내어

W, Ta, Nd, Dy, In 등의 금속을 생산하게끔 한다. 이

레어메탈 중점 회수 시나리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

수파쇄, 부품선별 및 분체선별의 조합 등에 관한 신기

술을 개발하여 회로기판에서 각종 금속류의 농축이 가

능하도록 해야 한다.

Fig. 8. Material flow of the E-waste in Korea (2009).

Fig. 9. Material flow system of the home appliance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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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철제련 프로세스의 진보와 과제 

-한국과 일본의 비교-

Table 618)은 한국과 일본의 구리, 납, 아연 제련소를

표시한 것이다. 한국은 구리제련소 및 납·아연제련소가

각각 하나씩 가동하고 있으나 일본은 구리제련소 7개소,

납·아연제련소가 9개 가동하고 있다. 광석 정광만을 처

리하고 있는 곳은 玉野製鍊所(구리), 彦島製鍊所(아연)

및 神岡製鍊所(아연) 뿐이고, 한국, 일본 대부분의 구

리·납·아연 제련소는 폐자원도 같이 처리하고 있다.

Table 719)은 일본의 대표적인 비철제련소인 DOWA

그룹의 小坂제련소 그리고 JX그룹 JX NMMC(JX

Fig. 10. Recycling scenario of the rare metals by the conventional process ① and by the process focussed on the rare metal

recycling ②.

Fig. 11. Base metals and some rare metals recovered from the primary and the secondary resources in non-ferrous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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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ppon Mining & Metal Corporation)의 HMC(Hitachi

Metal Recycling Complex)와 한국의 비철제련소인

LS-Nikko동제련 그리고 고려아연에서 생산되는 금속종

을 비교한 것이다. 참고적으로 Umicore precious

metal20)(이하 Umicore)에서 생산되는 금속종도 추가해서

기입하였다.

Fig. 1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리, 납, 아연제련소

에서는 20종 이상의 금속종을 생산할 수 있으나, RE,

W, Mo, Mn, Cr, Nb, Ta, Li 등은 생산할 수 없다.

Table 7의 5개 제련소에서도 22종의 금속종을 생산하고

있지만 상기 8종의 금속생산은 볼 수 없다.

Umicore 이외의 상기 4개소의 제련프로세스에 관해

서는 이미 상술한4,14) 바 있으므로 본보에서는 Umicore

의 리싸이클링 시스템을 吉田文和 氏의 論說21)을 바탕

으로 간단히 기술하고자 한다. Umicore의 특징은 투입

원료로 천연광석이 아닌 리싸이클링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 귀금속 회수를 중시하는 것이다. Umicore가

이용하고 있는 리싸이클링 원료는 동사의 분류에 의하

면 다음과 같다.

① 산업으로부터의 부산물이 70%이고, 내역은 니켈,

PGM(자동차 촉매), PM(귀금속), 각 산업으로부터의 슬

래그 및 연도(煙道)더스트, 아연산업으로부터의 동시멘

테이션(cementation)과 황산연, 동산업으로부터의 전해

슬라임, 연용광로로부터 연재(鉛滓) 등이다.

② 산업폐기물이 17%로 내역은 공장의 공정폐기물(회

로기판 등), 석유화학산업의 촉매 등이다.

③ 사용후 제품 13%로 내역은 사용 후 전자제품,

연료전지, 사진현상폐액 등이다.

2007년의 처리실적으로는 상술의 리싸이클링원료

300,000톤/년을 투입하여 금속자원 70,000톤/년을 회수

하였다. 그중 귀금속은 은 1,200톤/년, 금 25톤/년, 백

금 12톤/년, 팔라듐 15톤/년을 포함한 17종류의 금속이

다. Umicore가 주목하고 있는 도시광산은 귀금속, 베이

스메탈, 유해금속, 플라스틱 등을 함유한 성분이 복잡한

컴퓨터, 휴대전화 등 사용 후 전자제품이다. 

Umicore의 금속회수·제련기술은 동·연·니켈 3금

속 조합의 야금기술적 특성을 이용한 희소금속 추출기

술로 타 제련회사에서는 없는 기술이다. 현재 세계 최

대의 희소금속 리싸이클링 설비를 갖추고 있고, PGM

50톤, 금 100톤, 은 2,400톤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다.

Umicore의 공정에서는 용광로의 반응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플라스틱을 10%정도 투입하고, 유기물과 Al 등도

투입한다. 그리고 열회수도 한다. 배연(排煙)에 있어서는

다이옥신 처리의 급냉장치는 물론, 집진기, 물세증장치를

설치하고 가스회수도 한다. 휴대전화 등은 전처리의 분해

Table 6. Non-ferrous smelters in Korea and Japan 

한국 일본

구리 제련소 LS-Nikko동제련 온산제련소

小坂製鍊所

日立製鋼工場

東予工場

佐賀關製鍊所

直島製鍊所

小名浜製鍊所

玉野製鍊所 *

납 ·아연 제련소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細倉製鍊所

神岡製鍊所 *

八戶製鍊所

彦島製鍊所 *

安中製鍊所

契島製鍊所

播磨事業所

竹原製鍊所

飯島製鍊所

* 정광만을 처리하는 제련소

Table 7. Metal production in the non-ferrous smelter

Cu Zn Bi Sn Co In Pb Te Ni Cd Au Se Ag Pt Pd Rh Ru Re Ir Sb Ga Ge As

LS-Nikko ○ ○ ○ ○ ○ ○ ○ ○ ○ ○*

고려아연 ○ ○ ○ ○ ○ ○ ○ ○ ○ ○ ○ ○ ○ ○ ○ ○

小坂製鍊所 ○ ○ ○ ○ ○ ○ ○ ○ ○ ○ ○ ○ ○ ○ ○ ○ ○

HMC ○ ○ ○ ○ ○ ○ ○ ○ ○ ○ ○ ○ ○ ○ ○ ○ ○

Umicore ○ ○ ○ ○ ○ ○ ○ ○ ○ ○ ○ ○ ○ ○ ○ ○ ○

*2012년도부터 생산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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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높이면 귀금속의 손실이 많아지기 때문에, 분해율

60% 정도로 용광로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전지를 제거 후 그대로 용광로에 투입, 이때 44.2%를 점

유한 플라스틱은 연료대체가 된다(Fig. 12 참조). DOWA

와 비교하면 Umicore는 Zn, Cd 생산공정이 없다. Ga,

Ge의 공정도 없다. 대신 Pb로부터 파생하는 Ni-As의

계열이 있다. DOWA도 Umicore도 생산한 금속을 원료

로 공업제품을 제조하고 있다.

휴대전화 및 PC 등 사용후 전자제품이 도시광산으로

서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하이텍제품의 확대와 급속

한 기술발전이 있고, 한편으로는 레어메탈의 공급제약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용후 전자제품의

회수와 리싸이클링 체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

다. 본보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전자제품류 등으로부터

비철금속 리싸이클링을 담당하는 기업은 광산의 제련·

정제업을 배경으로 폐기물 적정처리와 자원유효이용을

통합하는 고도의 기술과 기술개발력을 가지고 있다.

근년 도입한 DOWA 및 LS-Nikko동제련의 TSL로는

리싸이클링 원료를 다량 처리할 수 있어 리싸이클링 체

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레어메탈 중

점 회수시스템의 구축에 있다. 즉 특정부품의 인력회수

와 기판 등의 특수파쇄·선별에 의한 Ta콘덴서 등의 회

수 기술 향상에 있다. 그리고 레어메탈 전문 제련메이

커의 육성과 인공광상(人工鑛床) 구상도 주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재자원화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재자원화기술의 진보와 과제는 재자원화기술의 연구

개발 동향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 장에

서는 일본과 한국의 정부 주도하에 시행한 대형 재자원

화 기술개발 프로젝트의 일예를 예시하였다. 이 예시로

부터 양국의 도시광산 재자원화 기술개발의 당면과제와

수준을 검토·평가할 수 있다.

5.1. 일본의 희소금속 등 고효율 회수시스템 개발사

업 22)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는 경

제산업성의 에너지사용 합리화 기술개발비의 보조금으

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계획으로 상기 사업을

추진하였다. 

5.1.1. 사업개요

목적 : 레어메탈을 함유한 소형 전자·전기기기, 폐

Fig. 12. Umicore precious metals refining at Hobo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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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공구로부터 레어메탈 등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회

수·재생하는 최적기술을 개발하고, 회수공정의 성에너

지 및 레어메탈 등의 회수율 향상을 도모한다.

기간 : 2007년도 ~ 2010년도(4년간)

연구사업비 : 총 10억엔

사업내용 및 기술개발의 과제 : 본 사업은 크게 다음

의 두 과제로 구성된다.

- 폐소형 전자·전기기기로부터 레어메탈의 회수 : 물

리적선별과 화학적침출을 조합한 레어메탈 회수 흐름의

확립

- 폐초경공구로부터 텅스텐 등의 회수 : 기존의 방법

보다 간단한 공정으로 텅스텐을 회수하는 기술의 개발

5.1.2. 실시체제 (Fig. 13)

5.1.3. 폐소형 전자·전기기기로부터 희소금속 등의

회수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회로기판 중의 금속분포 해석시스템,

분쇄기판의 물리적선별, 물리적선별 후의 금속 농집산

물로부터의 화학적 침출 및 금속 회수에 관해서 연구하

여 폐소형 전자·전기기기에 함유된 희소금속 등의 효

율적 회수프로세스 개발시험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소

형 전자·전기기기에 사용하고 있는 Nd-Fe-B계 자석의

합리적인 리싸이클링방법에 관해서도 연구하였다. 프로

젝트 1과 관련하여 수행하고 있는 과제명과 연구자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폐소형 전자·전기기기의 실태조사

연구자 : DOWA에코시스템(주)

② 폐소형 전자·전기기기의 고도분석시스템의 개발

연구자 : 東北大學 大學院 환경과학연구과, 白鳥

壽一 교수

③ 분쇄물 선별 및 부품선별에 의한 PC, 휴대전화기

판으로부터의 희소금속의 농집

연구자 : 早稻田大學 理工學術院 大和田秀二 교수

내용·성과 : 휴대전화, PC의 기판분쇄물에 관해서

입도의존성의 파악, 자력선별을 행하였다. 휴대전화

분쇄물의 입도의존성에 있어서는 Zr, Ta, REE가 미

립쪽으로 농집경향을 나타내었다. PC분쇄물에 있

어서는 입도의존성이 휴대전화만큼 현저하지 않았

다. 파괴입자모델을 도입한 OEM시뮬레이션을 구

축해서 실장기판이 부품선별기내에서 파괴되는 상

Fig. 13. Research project system of the JOGM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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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검토하였다. OEM시뮬레이션에 의하여 기판

이 교반날개에 충돌해서 일부 부품이 기판으로부

터 박리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④ 분쇄기판의 물리선별

연구자 : 産業技術總合硏究센터(AIST), 大木達也

그룹장

내용·성과 : 휴대전화, PC의 기판분쇄물에 관해

서 특히 2 이하의 미립부분의 입도의존성, 자착분

리성, 비중분리성을 조사하였다. PC기판 및 휴대

전화 기판중의 희소금속에는 입도의존성이 강한

원소가 많아, 많은 희소금속이 미립자쪽으로 농축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분쇄기 또는 분쇄조건을

적절히 선택하면 특정 원소를 우선적으로 분쇄 혹

은 분쇄 안하도록 하는 선택분쇄도 가능함을 알

았다(Photo 1 참조). 소자선별 관련 자료를 데이

터베이스화하여 선별자동화의 기반을 정비하였다.

⑤ 폐소형 전자·전기기로부터의 금속회수

연구자 三井金屬鑛業(株)

⑥ 폐플라스틱 및 폐기판류에서 脫할로겐과 금속회수

기술의 개발

연구자 : DOWA에코시스템(주)

⑦ 탄탈(Ta) 콘덴서의 건류처리에 의한 금속 Ta의 미

분화 회수

연구자 : 東北大學 多元物質科學硏究所 柴田 悅郞

준교수

⑧ 습식제련 수법을 적용한 폐기물로부터의 희소금속

의 분리회수

연구자 : AIST 田中 幹也 그룹장

⑨ Nd-Fe-B 자석의 전처리기술 및 슬러지로부터의

희소금속 회수

연구자 : JOGMEC 금속자원기술연구소

⑩ Nd-Fe-B계 희토류자석 리싸이클링에 습식프로세

스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조사연구

연구자 :東北大學 多元物質科學硏究所 中村 崇 교수

5.1.4. 폐초경공구로부터 텅스텐 등의 회수

보다 간단한 프로세스로 화학적처리에 관한 기술을

개발하여 회수율의 향상을 기하고 기존에 회수되지 않

던 코발트도 회수하게끔 한다. 프로젝트 2와 관련하여

수행중인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자 :住友電氣工業(株), 住友電工하드메탈(株), 

(株)어라이드머터리얼

- 연구내용 : 초경공구스크랩을 산화배소공정을 거치

지않고 직접 텅스텐산나트륨을 제조하는 기술을 개

발하였다. 그리고 코발트 및 탄탈 등의 희소금속의

회수기술에 관해서도 검토하였다.

- 연구성과 : 기존의 프로세스와 비교해서 생산성 향

상(에너지코스트 삭감, 인건비 삭감, 원료梳망뗌渶·

코스트삭감 등)을 달성하였다. 구체적으로는 APT의

순도는 기존과 같고 에너지소비는 40% 이상 삭감,

약품소비 원단위는 30%이상 삭감, 텅스텐의 회수율

95% 이상으로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였다.

이외에 三菱머터리얼(株), 日本新金屬(株)에서도 이 분

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5.2. 한국의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23)

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단장 이강인 박사)은 교육

과학기술부와 환경부의 지원으로, 2000년도부터 2010년

3월까지 상기 사업을 추진하였다. 본 사업은 9과제로 구

성되어 있다.

5.2.1. 사업개요

- 목적 : 원료화 및 연료화, 유가금속 회수 및 무해

와, 선별분리 재활용시스템 구축 및 소재화에 의한 고

부가재자원화를 추진하여 자원순환형 사회기반을 구축

한다.

- 기간 : 2000년 7월 ~ 2010년 3월(9년 9개월)

- 사업비 : 총 1,321억원(정부 978억원, 민간 343억원)

- 사업내용 : 다음 9개 사업Photo 1: Concentrate of the Ta condenser from the P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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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혼합폐플라스틱 종합자동선별 분리기술 개발

연구자 : 수원대학교 최우진 교수, 서흥인테크(주)

② 가연성 폐기물로부터 에너지자원 추출 기술개발

연구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김재호 박사, 광

운대학교, (주)MRC, (주)서울암면

③ 폐타이어 이용 고무플라스틱 복합소재 제조기술 개발

연구자 : 경상대학교 김진국 교수, 금오공과대학교,

H-ENG

④ 폐전기·전자기기의 토탈리싸이클링 기술개발

연구자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재천 박사, 리컴(주)

연구내용 및 성과 : 

• 폐전기·전자기기 속 유가금속 순환자원화 시

스템(3백톤/년) 개발

• 전해침출법과 바이오침출법 등 친환경 미래

원천기술 확보

• 국제환경규제(WEEE/RoHS)의 효율적 대응을

통한 국내 전자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

 ⑤ 폐전지로부터 유가금속 회수 및 소재화 기술개발

연구자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손정수 박사, (주)에

코닉스, (주)코바, 한국자원재생(주)

연구내용 및 성과 : 

• 코발트 재활용율 90% 이상, 망간 및 아연

재활용율 80% 이상의 폐수 저감형 폐전지

재활용기술 완성

• 500톤/년 Pilot Plant 설치 및 운전으로 상용

화 기술 확립

 ⑥ 지능형 폐자동차 해체시스템 기술개발

연구자 : (주)오토에코 원종수 사장, KIST

연구내용 및 성과 : 

• 해체 공정 전산화 S/W 개발 및 폐차 해체

플랜트(6천대/년) 시범운영

• EU 폐차 재활용 법규에 대한 대응 전략 기

술 개발

• 해체 시범 플랜트 표준화(만대/년), 사업화 성

공(운영 5건, 계약완료 7건)

⑦ IT산업 공정폐액으로부터 유용자원 회수기술개발

연구자 : RIST 박성국 박사, 엔아이티(주)

연구내용 및 성과 : 

• 용매추출, 이온교환, 진공증발, 확산투석 기술

에 의한 공업용 인산 및 LCD급 고순도 인산

회수(99% 이상 회수, 불순물 1 ppm 이하)

• 60톤/월 Pilot Plant 설치 및 운전으로 상용

화 기술 확립

⑧ 폐분진 이용 에코소재 상용화 기술 개발

연구자 : 경기대학교 김유택 교수, 쎄라그린

연구내용 및 성과 : 

• 에코경량골재 시제품 Pilot(100 m3/일) 및 시

장성 반영한 이차 시제품 제작

• (주)두산산업개발과 인공경량골재 전량 공급

MOU 체결

• 남동발전 170억 상용화 설비 착공 및 남부발

전 사업화 MOU 체결

⑨ 생활폐기물 소각 바닥재 토건재료화 기술개발

연구자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안지환 박사, 서울

대학교, 제철세라믹(주), 효정환경(주),

(주)MRC, RESCO, 인광환경(주)

연구내용 및 성과 : 

• 소각재 재활용 “복합처리 실험동” 처리플랜트

(3천톤/년) 구축 완료(민자유치 총15억원)

• 소각재 재활용 공동 시범화 사업(대전시, 100

억) 및 수도권매립지와 실증화 사업(70억) 추진

2011년도에는 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과 유사한 폐

금속·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단장 조봉규 박사)

이 발족하여 다음 과제24)(Table 8)의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6. 맺는 말

본보는 도시광산 재자원화기술에 대한 최근의 진보와

앞으로의 과제를 탐색·검토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또

하나의 목적은 일본과 한국을 비교해서 한국의 단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데 있다.

ELV의 재자원화기술에 있어서는 해체기술, 슈레딩기

술 모두 일본이 약간 우수한 점이 있기는 하나 거시적으

로는 대동소이하다. 다만 잠재오염성물질(프레온가스, 에

어백, ASR 등)의 처리에 있어서 한국은 개선되어야할

점이 많다. E-waste의 재자원화기술에 있어서도 기본적

으로는 일본과 한국이 대동소이하지만, 한국의 일부 재

자원화산업 현장은 열악한 환경으로 기술수준의 평준화

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ELV에 관한 과제에 있어서는 리싸이클링요금 등 리싸

이클링시스템의 개선이 key point로 부각되며, 리싸이클

링 지원금 없이는 ASR의 처리가 불투명하다. E-waste는

리싸이클링 기술수준의 평준화, E-waste의 투명한 유통,

리싸이클링율의 향상, 소형 E-waste로부터 레어메탈 회

수에 대한 대비 등이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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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일본이 한국보다 연구범위가 좁고

집중되어 있으며 산업체 참여의 비중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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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research project list of the R&D conter for valuabkr Recycling.

세부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전기전자폐자원으로부터 유가금속회수 상용화기술 개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정진기

폐디스플레이 토탈 리사이클링 기술 개발 고등기술연구원 이성규

폐 CRT Cullet 재활용기술 개발 연세대학교 서용칠

E-waste 유기계 잔류물의 고부가 자원화 기술 개발 전북대학교 이대수

전자제품 리사이클링 시스템 선진화사업 기획조사연구 고등기술연구원 김연철

1·2차 혼합전지로부터 맞춤형 금속소재 제조 융복합기술 개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신선명

폐조명기기로부터 유가자원회수 및 무해화기술 개발 경기대학교 이승희

반도체·태양전지용 Si 컷팅슬러지로부터 초고순도 Si 제조기술 개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장희동

반도체 백그라인딩 Si 슬러지로부터 실리콘기판 개발 (주)이피웍스 김구성

폐전자기기/자동차 영구자석으로부터 희토류원소 회수기술 개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윤호성

폐가공송배전선의 알루미늄 선재 재활용기술 개발 (주)메탈링크 구재관

LCD/반도체 공정폐액으로부터 고효율/고순도 유가자원 회수기술 개발 (주)코렉스 이호경

고활성 금속 회수를 위한 친환경 전해시스템 개발 금오공과대학교 이철경

폐자동차 해체설비 및 공정기술 고효율화 영남대학교 이화조

적응형 해체 plant 설계운영지원기술 개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면웅

ASR 자원화를 위한 고효율 복합선별시스템 개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전호석

ASR로부터 유가금속 및 에너지 회수 통합시스템 개발 한국기계연구원 김우현

마그네슘 폐부품의 고효율 재활용기술 개발 재료연구소 유봉선

비철제련 슬래그의 자원화 녹색공정 개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재천

제강 환원슬래그의 고효율 급냉 재활용기술 개발 공주대학교 김진만

용융환원 기술을 이용한 폐촉매로부터 유가금속 회수기술 개발 한양대학교 박종진

폐촉매로부터 희유금속회수 및 촉매소재화 기술 개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진영

초임계유체 이용 불융/불용 폐플라스틱의 자원순환기술 개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홍순만

PET 폐자원의 화학원료화 및 고부가 제품화기술 개발 (주)시온텍 강경석

고무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기술 개발 경상대학교 김진국

동식물유 폐자원의 모노머화를 통한 자원순환기술 개발 한국화학연구원 김영운

석탄 연소부산물의 지오폴리머 원료화 기술 개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수정

석탄회 및 폐플라스틱 활용 고기능 복합소재화기술 개발 인제대학교 전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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