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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리소재는 금속과는 다른 세라믹의 특성 때문에 오랜 기간 인류가 지속적으로 사용한 소재로서, 현대에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유

리소재도 고도화되어 스마트 유리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스마트 유리는 주로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고기

능성 첨단유리 제품으로, 사용 후 유리 발생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2년의 경우 적어도 60,000톤 이상의 폐기물이 발

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 고에서는 국내 스마트 유리산업 및 재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의 재활용기술과 향후 전망에 대해 요

약 소개하고자 한다. 

주제어 : 스마트 유리, 국내 산업현황, 재활용 현황, 재활용 기술

Abstract

Glass materials possess unique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ceramics different from those of metals, which has marked glass

as one of the mainstay materials in the history of mankind. Nowadays, industrial sophistication necessitates comparable “smart”

attributes of glass materials as a significantly advanced form of sophistication. Smart glasses are increasingly applied in many

state-of-the-art digital appliances such as displays and semiconductors and waste is also expected to accumulate therefrom in the

near future: More than 60,000 tons of smart glass wastes were reported as of 2012, for example. In the present paper, current

status of domestic Korean smart glass industry and related recycling enterprise have been comprehensively investigated. Finally,

Korean domestic smart glass recycling technology and its future prospect are also briefly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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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리는 높은 광 투과성, 내열성, 화학적 안정성, 경제

성, 심미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고대시대부터 현재에 이

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상용품에서부

터 산업용까지 폭 넓은 범위에서 꾸준하게 활용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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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현재 IT, 전기전자기술 등이 발달함에 따라 유리

소재의 기술개발도 함께 진행되어 스마트유리(smart glass)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유리란 기존의 병

유리, 창문 유리와 같은 전통 유리와 차별화하여 조명/디

스플레이, 반도체, 태양전지 분야 등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고기능성 첨단유리 제품을 일컫는다. 

스마트유리 국내시장규모를 품목별로 보면, 2010년

기준으로 디스플레이유리가 약 7.5조 원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고, 석영유리가 0.8조 원(약 10%),

광학유리가 0.2조 원(약 2%)를 나타내고 있다.1) 스마트

유리 품목 전체에 대한 향후 국내시장전망을 보면,

2015년까지 연간 5 ~ 10%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 2013년에는 약 11조 원, 2015년에는

현재보다 1.5배 수준인 약 13조 원에 도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활용 측면에서 전통유리인 병유리의 경우 음식료품

류, 세제류, 주류, 의약품류 등에 사용된 유리병이 EPR

(Extended Product Responsibility) 대상이다. 2007년

기준 EPR 대상 유리병 출고량은 458,000여 톤이고, 재

활용된 량은 360,000여 톤으로 80%정도의 재활용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스마트유리 품목의 경우, 폐유리 발

생량 통계가 체계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나,

추정치 등을 포함할 경우 전체 발생량은 Fig. 1에서 보듯

이 연간 6만여 톤 정도일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2) 본

고에서는 국내 유리 산업현황 및 재활용 시장을 살펴보

고, 국내의 재활용기술과 재활용 현황, 향후 전망에 대

해 요약 소개하고자 한다.

2. 유리산업 및 재활용 기술 현황

2.1. 조명유리

2.1.1. 제조 및 생산현황

조명기기의 분류는 광원에 의한 분류로 방사램프, 방

전램프, 차세대 램프 3가지로 분류하면 현재까지 사용

되는 모든 조명은 Table 1과 같은 범주에 속한다. 통계

청 2011년 자료에 의하면 조명 산업과 관련한 국내 연

도별 생산 현황은 2009년도에 4조 1,203억원으로 연평

균 전체 성장률은 5.8%를 나타내었고, 2011년 한국무

역협회 자료에 의하면 조명산업 수출 현황은 2010년

기준 7억 93,591 US천 달러로 연평균 증가율은 9%로

보고되었다.

2.1.2. 폐유리 발생현황

국내 폐형광등은 한국조명재활용공사(주)에서 재처리

되며, 전국적으로 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사업장은 경

기 화성, 경북 칠곡, 전남 장성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폐형광등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폐형광등

무해화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 폐형광등 수

거 절차는 Fig. 2와 같다.4) 현재 한국조명재활용공사(주)

에서 수집하여 재활용 처리가 되는 폐조명은 전체의

25 ~ 30%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Table 2 참조). 이렇

게 낮은 이유는 1차 발생원 및 수집과정에서 파손되어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단순히 배출하거나 이를 일반 유

리로 분류하여 배출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폐형광등을 제외한 가로등, 자동차 램프, 디스

플레이에서 발생되는 유리(냉음극관 등)는 수거 자체가Fig. 1. Production rate of waste glass in Korea.3)

Table 1. Classification of light devices by source and lamp usages

대분류 광원

중분류 방사램프 방전램프 차세대 광원

소분류
백열전구

할로겐램프

형광램프(냉/음극)

나트륨램프, 고압수은램프

메탈할라이드, 제논램프

LED램프, OLED램프

화학발광램프

CNT 기반 램프

사용처 실내조명, 가로등 조명 등
차량조명, 터널조명, 무대조명, 가로등, 

인테리어 조명 등

반도체 조명, 디스플레이 조명, 

가로등 조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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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의무규정이 없고 수거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는 형광등과 달리 규

격 자체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거를 해도

이를 처리하는 기술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이 있

다 하더라도 경제성을 고려하여 사업성이 있어야 전문

적으로 처리하는 업체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된다. 

2.1.3. 재활용 기술 및 산업 현황

폐형광등 재활용기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은의 안정적 처리에 있는데 이에 대한 기술은 크게

건식방법과 습식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건식방법은

수은증기를 냉각 응축하여 포집하여 제거하는 방법이다.

습식방법은 금속산화제를 사용하여 침전법으로 수은을

제거하는데 공정도를 Fig. 3에 나타내었다.5)

국내에서 폐형광등 재활용 기술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국내 기술을 적용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는 실정이고 기

술 개발의 성과는 특허부분에 있어서 산학연 중심으로

많이 출원되고 있다. 특히 폐유리를 이용한 발포체, 보

도블럭, 보온재 등 그 활용 범위가 넓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국내기술을 이용한 폐형광등 실용화 기술은 현재

까지 전무한 실정이나 최근에는 산연 중심으로 외국 기

술이 아닌 국내 원천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경기대에서는 건식방법에 의한 폐형광등

절단 및 무해화처리 공정기술, 고등기술연구원에서는 폐

디스플레이 조명에 사용되는 CCFL의 재활용 기술개발

등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의 폐형광등 재활용 현황을 보

면 가장 앞선 나라가 독일로 평가되며 폐형광등 처리

후의 수은의 회수율은 물론이고 순도까지 세계 최고 수

준이라 평가된다.6)

2.2. 자동차유리

2.2.1. 제조 및 생산현황

자동차용 유리는 접합유리(laminated glass)와 강화유

리(tempered glass)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부위별로

Fig. 2. Schematics of the collection steps for the domestic waste fluorescent lamp.4)

Fig. 3. Scheme of mercury (Hg) removal process by chlorine cementation methods. 

Table 2. Production rates of waste light glass at 20114) 

구분 국내 전체
재활용 처리

(한국조명재활용공사(주))

폐조명기구 발생량(만개/년) 15,500 3,800

폐조명용 유리 발생량(톤/년) 19,000 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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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유리는 접합유리, 옆 유리 및 뒤 유리는 강화유리로

구성되어있다. 접합유리는 일반판유리 사이에 고충격 저

항을 갖는 합성수지 필름을 삽입하여 일반유리의 취약

점을 역학적인 측면에서 보완하였다. 접합유리는 충격

흡수성이 있어 자동차가 충돌할 때 탑승자의 안전을 지

켜주며 유리가 파손될 때에는 유리 파편이 비산되지 않

아 탑승자의 피해를 극소화시켜준다. 강화유리는

3 ~ 5 mm의 일반유리를 열처리, 성형 가공한 제품으로

일반판유리보다 3 ~ 5배의 강도를 가지고 있다.

자동차용 유리의 생산 및 출하현황을 살펴보면, 2006

년부터 2009년까지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생산

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동일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이 나

타났지만 2010년에는 전년도 대비 약 33%의 높은 증

가율을 나타내며 생산량이 급증하였다(Table 3). 2011년

에는 약 3천5백만 평방미터의 자동차용 유리가 생산되

고 있으며 최근 국내자동차업체의 세계판매량이 증가하

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자동차용 유리의 생산량

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2.2. 폐유리 발생현황

Fig. 4와 같이, 자동차에 사용되는 소재 구성은 주로

철(68%)과 플라스틱(11%)으로 되어있으며, 유리의 경

우 전체 소재의 2.9%를 차지하고 있다.8) 일반적으로

소형차에는 30 kg의 유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2011년

승용 폐차대수(약 65만대,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통계자료)를 감안하면 폐유리는 연간 19,000 톤이 발생

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자동차의 폐기물 재활용 기

준인 85%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고무 및 유

리 재질 등에 추가적인 재활용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자

동차 생산업체에서는 안정적인 폐기물 회수 및 관리를

위해 폐기물 회수/재활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보

통 폐 자동차는 해체를 통해 유용부품을 회수한 후, 압

축하여 press body로 만들고 슈레더 공정을 통하여 철,

비철금속 등의 유가금속을 회수하고 있으며, ASR (Auto-

mobile Shredder Residue)이라 불리는 수지류와 유리 및

고무 등의 잔재물은 대부분 소각 및 매립되고 있다.

2.2.3. 재활용 기술 및 산업 현황

자동차 접합유리의 경우는 분쇄기로 작은 입자로 분

쇄한 후 흡착분리법으로 PVB 수지와 정제된 유리로

분류하여 포집해야 한다. 강화유리는 강도가 높아 분쇄

공정 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분쇄 장치의 마모가

심하게 되며 유리 표면이 코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이를 제거하는 추가 공정이 요구되고 있다. 재활

용 공정으로 정제된 유리는 도로포장용, 콘크리트용, 아

스팔트용, 보도블럭용 등의 골재 대용으로 사용되거나

재생유리, 발포유리, 다공성세라믹, 유리질타일, 인조대

리석 등의 상대적인 고부가가치 재료로 사용된다.

자동차의 앞 유리와 뒤 유리는 내부 공간의 밀폐를

위해 유리를 차체에 접착하여 부착하기 때문에 차체로

부터 유리를 분리하기가 어려우며 이를 위해 국내외 자

동차 제조업계에서는 해체분리가 용이하도록 제품의 설

Table 3. Production and shipment status of the automotive glass7)

구분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자동차용

유리(㎡)

생산량 33,533,141 29,928,205 30,180,151 27,417,116 23,841,478 31,665,462 35,436,807

출하량
내수량 32,901,614 29,728,133 30,378,737 28,158,927 23,489,052 30,705,627 35,207,580

수출량 62,575 63,671 75,298 54,544 35,357 40,819 78,409

증감율 (%) -10.8 0.8 -9.2 -13.0 32.8 11.9

Fig. 4. (a) components of wasted car and (b) ASR component rati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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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터 폐차 단계까지를 고려하여 친환경제품설계 연구

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 폐유리는 효과적으로 재

활용할 수 있는 상용기술의 부재 및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ASR 형태로 파쇄되어 소각 및 매립하고 있으며,

일부 자동차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재활용에 대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 폐자동차의 재활용은 재활용업체에서 폐

자동차를 수거 및 유해물질을 폐기한 후 이를 한국환경

공단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폐자동차의 재활

용률을 2009년 85%, 2015년 95%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부와 현대-기아자동차(주)는 폐

자동차 자원순환체계 선진화 시범사업을 2012년 1월 추

진하여 폐차 78,000대에 대해 고철, 플라스틱 등을

95%까지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착수하였다. 자동차 폐

유리는 일부 업체로부터 파쇄선별 등의 공정을 거쳐 유

리분말 형태로 제조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서울유리

산업, 경남물산, 서진유리산업 등에서 자동차 폐유리를

재활용 하고 있다.10) 현재 재활용된 자동차 폐유리는

고부가가치 창출이 어렵고, 오히려 처리 비용이 더 높

기 때문에 폐유리 반입 업체로부터 폐기물 처리 비용을

받아 재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2.3. 디스플레이용 유리

2.3.1. 제조 및 생산현황

영상미디어 시대의 매체 역할을 하는 디스플레이 패

널은 다양한 제조 공법과 고 난이도의 품질관리가 필요

하므로 기술 진입장벽이 높아 몇 개의 공급자들에 의해

독점체계가 유지되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성장하고 있

다. 패널의 종류별 예상 판매량이 Fig. 5에 나와 있다.

현재 LCD 패널용 유리기판의 세계시장은 한국의 삼성

코닝정밀유리 (30.8%), 일본의 Asahi Glass (24.4%), NEG

(14.1%), AvanStrate (6.5%), 미국의 Corning (24.2%)에 과

점되어 있으며 일본 업체의 점유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

다. 삼성코닝정밀유리는 국내시장 수요량의 약 65%를

공급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수요량의 약 86%를 공급하고

있다. 한편 LG 디스플레이는 유리기판 수요의 약 47%를

삼성코닝정밀유리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NEG에서 약

41%, 아사히 글라스에서 약 12%를 공급받고 있다.11)

2.3.2. 폐유리 발생현황

현재 국내에서 발생되는 CRT(Cathode Ray Tube)와

평판 디스플레이(FPD: Flat Panel Display, LCD, PDP,

OLED) 전자제품 폐기량 관련된 체계적인 현황 통계 파

악 및 관리 유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예상 수명

을 대략 10년으로 잡으면 Table 4와 같이 2015년부터

약 200 ~ 300만대 정도의 폐 평판디스플레이 제품이 발

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2.3.3. 재활용 기술 및 산업 현황

90년대 대량으로 특허출원이 이루어진 CRT 유리 재

활용 기술은 디스플레이의 해체와 단순 물질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 및 건식 처리기술에 관한 것으로 CRT의

패널용 유리와 funnel용 유리의 조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의 분리 기술을 재활용 요소 기술로 개발하였으며 추

가 공정으로는 이를 위한 전처리 기술과 분리된 부품의

세정기술을 개발하였다. 한편 폐 LCD 재활용 관련 특

허 동향을 분석해 보면 주로 일본의 기업을 중심으로

Fig. 5. Sales forecasts of display panels.11)

Table 4. Waste display devices production rate (thousand)

구분 현재* ‘15** ‘20** ‘25***

CRT 5,650 2,640 1,210 554

PDP 1 150 180 220

LCD 340 2,830 2,620 2,430

LED**** 0 0 4 3110

계 5,991 5,620 4,010 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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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이 되고 있으며 LCD 유리를 공정 첨가물 또는 대

체물로 재활용하는 기술, LCD로 부터 유리, 액정, 분광

판, 인듐, 광학필름을 분리 및 회수하는 기술, 유리 및

유가금속의 재활용/무해화 처리 공정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LCD 패널 유리에 관한 국내외 특

허가 가장 많이 출원되었다.12)

(1) CRT 유리의 재활용 기술 및 산업 현황

CRT 제품의 중량대비 재질 구성은 금속 16.4%, 유

리 61.7%, PCB 및 기타 소재 6.7%, 플라스틱 14.4%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 유리, PCB 및 기타소재의 재활

용 단가는 대략 12.5 원/kg으로 평가됨에 비추어 볼 때

재료 재활용 시의 경제성 분석 결과 231 원/kg CRT

TV이다.11) 현재 CRT의 국내 제조가 중단되었고 CRT

cullet 재활용 공장이 완전 폐쇄되어 국내의 폐 CRT

유리 보관처에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러 있는 CRT 유

리를 타원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 재활용 방안을 시

급하게 확보할 수 있다면 국내의 전기전자 제품 및 자동

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8405호 (2007.4.27.)에 의

거 환경 부하도 경감시키고 수익성도 확보할 수 있다. 

최근 일본의 파나소닉에서는 Fig. 6과 같이 폐 CRT

에서 해체한 유리를 이용하여 유리 섬유를 제조하고 이

를 냉장고 등의 제조에 진공 단열재로 사용하는 양산

공정을 가동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향후 유사한 응용

분야를 넓혀 나가고 특허 쟁점을 회피할 수 있다면 국

내에서도 이러한 재활용 기술을 벤치마킹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13)

(2) LCD, PDP 유리의 재활용 기술 및 산업 현황

(1)에서 기술된 CRT 구성 소재의 단가를 LCD와

PDP에 적용 해 본다면 2007년도 단가 기준으로 kg당

PDP TV 434원, LCD TV 467원이다.11) 주목할 것은

최근 일본 Sharp에서 액정 패널 유리의 재자원화 공정

을 개발하였는데 Fig. 7을 보면 먼저 폐 액정 유리를

파쇄하여 큰 덩어리는 물이 통과할 수 있는 보도블록,

건축자재, 표찰을 만들고 미세한 분말은 고기능성 도료

를 제조하는데 사용한다.13) 한편 국내 고등기술연구원에

서는 폐평판디스플레이 제품의 토탈 리사이클링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이는 금속 이외에 유리, 플라스틱 등

모든 재질의 폐 부품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상용화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14) 

2.4. 석영유리

2.4.1. 제조 및 생산현황

석영유리는 SiO2만으로 이루어진 고순도의 특수유리

로, 기타 금속 불순물의 함량이 매우 적은 유리이기 때

Fig. 6. Panasonic’s CRT glass recycling technology.

Fig 7. Sharp’s LCD glass recyc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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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화학적 안정성이 매우 우수하며, 자외선 영역에서

의 투과율이 뛰어나고, 내열성(연화점: 1700oC)이 우수

한 재료이다. 석영유리는 초기에 독일의 Heraeus사에서

자연에서 산출되는 석영결정을 용융하여 만들었으나, 이

후에 합성석영유리(synthetic quartz glass) 등 화학적인

합성법으로 석영유리를 제조하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석영유리 소재의 세계시장 규모는 2007년 기준으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포토마스크용이 약 1조 원, 반도

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용 부재류가 1.5조 원, 광파이버

및 광학용 약 1조 원, 석영도가니 1.5조 원 및 기타

약 0.5조 원 등 약 5.5조 원 정도로 조사되고 있으며,

품목별로 연평균 5 ~ 2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므로

2010년 기준 약 6조 원 이상의 규모로 추정된다1). 국

내 석영유리 시장은 아직 국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

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광학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2009년 약 6천억

원, 2010년 기준으로 8천억 원 정도의 시장 규모로 크

게 확대되었다.1)

2.4.2. 폐유리 발생현황

석영유리는 산업원자재인 디스플레이, 반도체, 광통

신, 광학, 조명 산업 부품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폐유리 발생량 통계수치로부터 폐석영유리

의 발생 규모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없다. 따

라서 석영유리제품 국내 수출입 현황을 바탕으로 석영

유리제품의 life cycle을 3년으로 가정하였을 때, 2012

년에는 약 2,556톤 규모의 폐석영유리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폐석영유리는 제조 또는 가공업체의 품질검사 공정을

거쳐 발생되는 유리불량품인 internal cullet이 대부분으

로, 석영유리모재를 수입하여 가공하는 국내 업체의 경

우에는 가공 후 발생된 자투리 유리는 재사용 하고 있

다. 또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품 제조사에서는 석

영유리의 높은 단가로 인해 In-house 개념으로 직접 석

영유리의 제조 및 부품화가 진행 중이다.15)

2.4.3. 재활용 기술 및 산업 현황

수집된 폐석영유리는 재활용 플랜트에서 visual 검사

후, 사용가능한 폐석영유리에 대해 파쇄단계를 거쳐 크

기별 분류 또는 세척을 실시하고, 이후 선별과정을 거

쳐 표면 유기물을 제거하여 cullet 형태로 처리 후 제

조사로 넘겨지고 있다. 초기 특수한 목적으로 제조된 석

영유리는 다시 본래의 용도에 맞는 석영유리로 재생 또

는 재제조가 가능하며, flux 형태로 다른 유리상품을 제

조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Re-melting 공정을 거

치지 않은 일부 석영유리는 다른 폐유리와 마찬가지로 투

수성이 우수한 블록이나 조리대 등에 응용되고 있다.

국내에서의 석영유리 재활용은 대부분 석영유리기판

을 세정하거나 열성형하여 다시 기판재로 재활용하거

나, 석영입자와 분말로 가공하여 코팅재로 재활용하기

도 한다. 국내의 주요 재활용 기술을 살펴보면, 폐석영

유리를 입자와 분말로 가공하여 각종 렌즈나 타겟의 진

공 증착용 코팅재료로 재활용하고 있으며,16) 세정을 통

하여 반도체 Diffusion 공정에서 사용된 Quartz를 재활

용하고 있다.17) 또한 석영돔 (dome) 진공 열성형 기술

을 이용해 파기된 석영글래스를 다양한 규격의 판재 글

래스로 리사이클링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폐석영유리를

재활용하고 있다(Fig. 8).18)

Table 5. Quartz glass classification by production method1)

분 류 1종 2종 3종 4종

원료 수정 수정 SiCl4 외 규소화합물 SiCl4 외 규소화합물

제조방법
아크, 플라즈마, 

전기로분위기(진공,불활성)

화염(산,수소) 

(탄화수소,산소)

화염(산,수소) 

(탄화수소,산소)

고주파 유도플라즈마

(산소,산소+Ar)

화학적특징

(OH함량)

(금속불순물)

10 ppm

50 ~ 100 ppm

100 ~ 300ppm

< 100ppm

800 ~ 1300 ppm

< 1 ppm

< 5 ppm

< 1 ppm

응용범위

램프재료(할로겐,크세논,수

은등의 램프튜브)

반도체용(로심관,치구 등)

공학용(적외선용)

IC봉지재

반도체용

(로심관,치구,세정조 등)

광학용(렌즈,프리즘 등)

IC봉지재

광섬유관

실리카유리섬유

광학용(렌즈,프리즘,셀 등)

광섬유관

실리카유리섬유

IC봉지재

포토마스크

광학용(적외,자외)

섬유봉(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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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태양전지용 유리

2.5.1. 제조 및 생산현황

태양전지용 유리는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및 박막

형 태양전지(a-Si, CIGS, CdS/CdTe)에 있어서 모듈을

보호하는 커버유리로 사용되며,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경우는 투명전도막이 코팅된 전후면 기판유리로 이용된

다. 이러한 태양전지용 유리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듈의

효율향상을 위해 광투과도가 매우 우수한 저철분

(150 ~ 200 ppm) 백색유리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열강화공정을 통해 충격강도가 일반유리에 비해 3배 이

상 높고 내열성도 향상되어 파괴 시 아주 작은 조각으

로 깨지는 특징이 있다. 태양전지 산업용 유리의 세계

적인 규모는 2009년도에 약 11.7 GW 수준으로 이를

유리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114,523 ksqm 정도이고 무

게로 환산 시 약 900 kton 인 것으로 분석된다. 연도별

태양전지용 유리의 수요는 Fig. 9와 같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2011년도부터 태양전지의 수요

위축과 중국업체를 주축으로 한 꾸준한 증설을 통해 유

리 산업의 수요 공급은 이미 밸런스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2. 폐유리 발생현황

태양전지 모듈의 생산은 1998년에 최초로 이루어졌

으므로 본격적인 폐모듈의 발생은 2020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19) 따라서 모듈 생산 시 발생하는 불량품을 제

외하면 아직까지는 태양전지용 폐유리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그 수량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대만의

경우 1년에 약 1,000톤의 폐모듈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으나 신빙성있는 조사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여

겨진다.20) 

2.5.3. 재활용 기술 및 산업 현황

태양전지용 유리의 재활용은 일반적인 유리(유리병,

창문 등)의 재활용 공정과 유사하게 파쇄 공정을 거치

게 된다. First Solar사의 경우 수명이 다 된 모듈을

건식으로 파쇄한 후 습식법을 통해 반도체 물질과 유리

부스러기로 재활용하고 있다(Fig. 10).

재활용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써, 태양전

지용 유리의 재활용에 대한 경제적 이득을 계산해 보아

야 한다.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1 m2의 크기를 갖는 태

양전지 모듈을 재활용했을 때 Table 6에 나타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19)

Table 6에 따르면 CIGS를 제외한 다른 태양전지 모

듈을 재활용할 경우 경제적인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경제적 불이익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태양

전지 모듈 재활용을 꺼려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0년 이후에는 많은 태양전지

폐모듈이 발생할 것이고,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의 향상 및 공정비용 절감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태양전지용 유리는

Fig. 9. World sales forecast of solar cell glass. 

Fig. 8. Waste quartz glass washing process17) and ground powder.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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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철분 강화유리로써 투명도와 안전성 면에서 우수하므

로 재활용 시 파쇄하기 이전에 새로운 용도로의 재사용

이 가능하도록 선별 및 해체/분리 기술을 개발하는 것

이 비용절감과 재활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2.6. 화학강화유리

2.6.1. 제조 및 생산현황

화학강화유리는 유리를 화학 처리하여 강도를 부여하

는 일종의 가공 유리이기 때문에 특정한 조성만이 화학

강화가 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유리는 화학강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화학강화 처리 후의 효과가 매우 높은

일부 유리를 화학강화 유리로 특별히 표현하고 있다. 화

학강화유리는 휴대폰, 공업용 터치스크린, 게임기, 태블

릿 PC, 노트북, 카메라 등 개인 IT 제품에서 DID

(Digital Information Display)와 태양전지 보호 유리

등과 같은 공공재에 적용할 수 있으며, 2011년 기준으

로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급신장하고 있는 추세로 화학

강화유리의 시장규모는 스마트폰의 경우 약 9.4억 달

러 규모로 추정되고 있으며, 휴대폰 이외의 시장규모

를 고려하면 약 11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11).

2.6.2. 폐유리 발생현황

대부분의 화학강화유리는 스마트폰이나 Tablet PC에

적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Fig. 12에 나타낸 것처럼

2009년을 기점으로 스마트폰의 보급이 본격화 되고 있

으며, 2010년 기준으로 스마트폰은 약 700만대 가량

판매된데 이어, 2011년 3분기까지 누적 판매량은 약

1400만대로 나타났다.8) 스마트 모바일 시대의 합리적

단말 이용 구조 정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에 의하면,

국내 휴대폰의 교환주기는 2010년 기준 26.9개월,

2011년 기준 약 27개월 정도로 보고되고 있어 스마트

폰을 기준으로 교체된 스마트폰이 모두 수거된다고 가

Fig. 10. First Solar’s module recycling technology.

Table 6. Profits of Solar cell module recycling19)

CIGS CdTe c-Si p-Si

재활용 이익 (USD) 22.25 -0.24 -23.96 -23.99

*CIGS: copper indium gallium diselenide, CdTe: cadmium telluride, p-Si: poly-crystalline silicon, c-Si: mono-crystalline silicon.

Fig. 11. Touch screen panel production rates (expec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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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했을 경우 폐기되는 화학강화유리가 2014년 이후 년

간 1400만장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2011년 9월 기준 약 50만 명이 Tablet PC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국내 Tablet PC 이용자

수는 2010년 말 18만 명에서 2012년 383만 명, 2015

년에 98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21) 따라서,

Tablet PC의 교체주기를 4년으로 가정했을 때, 2016년

이후에는 폐기되는 화학강화유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6.3. 재활용 기술 및 산업 현황

화학강화유리는 현재 스마트폰이나 Tablet PC의

cover glass로 이용되고 있지만 점점 그 용도가 증가하

여 수족관용 유리, 건축용 유리 및 태양광 모듈 보호

유리로 사용처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일반 강화유

리에 비해 강도가 높고, 가공이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22) 대형 화학강화유리를 절단하여 소형 크기의 제

품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23) 그러므로 Tablet PC의

Cover glass를 회수하여 절단 후 스마트폰 용 Cover

glass로 사용할 수 있으나, 절단면이 강화 처리되어 있

지 않은 단점이 있어 이에 대한 처리기술의 개발이 필

요한 실정이다. 

일반적인 유리의 재활용의 문제점은 사용 후 폐기되

는 유리에 따라 조성이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다. 따라서 고품질의 유리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조성

이 같은 유리별로 재생 공정이 이루어져야 효율성이 높

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화학강화유리에 사용되는 모재의

경우 제조사가 미국의 Corning(알루미노 실리케이트 글

라스)과 일본의 Asahi glass(소다석회유리)로 다른 유리에

비해 일정한 성분을 가지고 있어 모재의 성분에 따라 분

류 후 유리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의 추가 또는 제거를

통해 고부가가치의 유리 생산이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앞에서 언급한 Reuse나 Recycle 공정은 일반적인 유

리 생산 공정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하

다 볼 수 없다는 관점이24-25) 지배적으로, 그 대안으로

폐유리에 포함되어 있는 알카리성분이나, 금속성분을 상

분리 방법을 통해 분리하여 고순도의 실리카를 제조하

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며, 상분리 방법으로 제조된 실

리카의 경우 순도가 약 99.5%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25)

3. 맺음말

최근 유리제품 폐기물의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

세로 이로 인한 환경오염 및 순환가능 자원의 낭비문제

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2003년부터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폐기물의 재활용

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금속자원 순환에 대한 관

심과 기술개발투자에 비해 폐 유리제품의 재활용은 주

목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WEEE에서도 폐제품의 재활

용률을 무게비로 정하고 있어 유리의 재활용은 앞으로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폐유리 재활용 분야

에 대한 기술개발이 시급하며 정부에서 여러 정책적 지

원이 필요하고 더불어 산학연관의 연계기술개발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폐유리 재활용의 특징은 다량의 폐유리가 발생한 다

는 것인데, 재활용기술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첫째, 폐유

리 제품의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하며 둘째, 폐유리를 대

량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요처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

으로 이를 이룬다면 폐유리 재활용의 미래는 희망적이

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유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제

품들의 핵심소재로 사용되면서 원소재는 아직 수입에

의존하지만, 가공 및 제품제조기술에 대한 오랜 기간의

축적된 노하우를 갖고 있으므로 재활용 기술 역시 국제

적인 선도기술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폐유리 발생현황분석 같은 재활용 관련 통계 파악은

재활용 기술개발의 선결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

만 본 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폐 스마트 유리의 경

우 국내에서의 배출현황, 스크랩 유통현황, 폐기현황, 관

련기업 실태 등에 대한 분석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빠른 기

간 내에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재활용 선진국으로 경

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Fig. 12. Mobile phone production rate and smart phone

ratio change (unit: thou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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