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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냉장고는 폐 전기전자제품(WEEE)에서 가장 많은 양이 처리되고 있는 품목이며 또한 가장 재활용이 복잡한 공정이다. 이는 가전제

품 중 부피와 중량이 가장 크며 철, 비철금속, 플라스틱(PP, PS, ABS)등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부품과 소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대용량 양문형 냉장고나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등의 새로운 모델 출시와 더불어 다양한 혼합 재질의 사용으로 인해 폐

냉장고 재활용 공정의 어려움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WEEE 재활용 관련 입법의 도입으로 폐 냉장고의 재활용 및

재자원화는 필수이고 관련 자원순환기술개발은 국가 기술경쟁력의 강화 및 국제 환경규제 대응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폐 냉장고 재활용 처리 및 기술개발 현황을 분석하고 선진국의 재활용 기술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주제어 : 폐 전기전자제품, 폐 냉장고, 해체/분리 공정, 파쇄/선별 공정, 재활용

Abstract

Waste refrigerator is the most large amount of item being recycled and the recycling process is the most complicated in 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because refrigerator is biggest product and consists of various parts and materials

such as ferrous, non-ferrous, and plastics. Recently, recycling process of waste refrigerator has been being more complex since

large capacity 2 door refrigerators and standing Kimchi refrigerators with various material are distributed on custom market. In

addition, recycling of valuable resource from waste refrigerator is mandatory by WEEEs recycling legislation; therefore, high

efficiency recycling enough for economic and environment-friendly recovery of valuable resource through present technical sit-

uation analysis and comparison of recycling technologies of waste refrigerator with advanced country.

Key words :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aste refrigerator, dismantling process, shredding/separation

process, recyc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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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전기전자제

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대형가전제품 중 냉장고와

김치냉장고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1), 전자전

기제품의 교환주기도 짧아 폐기되는 폐 가전제품의 양

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2). 이처럼 냉장고를 포함한

전기전자폐기물의 발생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재활용

량도 증가하고 있어 국가차원에서 폐기물 자원순환에

대한 정책 및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해외 각국은

전자전기제품에 대한 규제 및 재활용 법안을 강화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추세이며, 일

본은 2000년대 초부터 유효자원이용촉진법, 자동차가전

제품 리사이클링법 등을 통해 자원재활용 의무를 강화

하였다3).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10개 전자제품(TV, 냉장고, 세

탁기, 에어컨, 컴퓨터, 휴대폰, 오디오,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등)에 대하여 생산자들이 제품 생산부터 사용

후 회수 재활용단계까지 책임을 갖는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EPR)를 실시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환경부를 중

심으로 기존 EPR에서 관리한 10종의 전자제품과 ‘자동

차’ 3종을 환경성보장제(EcoAS,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

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로 규제 및 관리를 하고 있

다. 특히 2013년 2월부터 20개 품목으로 늘어나 체계

적인 WEEE 재활용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책적으

로도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 의무율을 높임에

따라 국내에서는 권역별 7개소 리사이클링센터에서 재

활용을 실시하고 있다. Fig. 1은 국내 전기전자제품의

연도별 재활용 의무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형가전 중

하나인 냉장고는 2012년도에 재활용 의무율이 26.7%로

세탁기, 휴대폰을 제외한 다른 환경성보장제 대상 전자

제품 보다 높은 수준이다.4) 또한 Fig. 2와 같이 냉장고

의 재활용 처리량도 2010년 기준으로 62,150톤으로 대

형가전제품 중에 가장 많은 양이 재활용되고 있다.5) 하

지만 폐 냉장고의 재활용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40 ~ 50% 수준에 불과하고, 파쇄/선별 전 단계인 전처

리 공정에 있어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에 비해 인력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폐 냉장고의 평

균 처리 tack time도 선진국에 비해 소요가 많은 실정

이다. 또한 파쇄/선별 장치는 대부분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파/분쇄 장치의 효율성 평가에 대한 기초 자료

도 전무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폐 냉장고 재활용 시스템

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폐 냉장고 재활용에 대한 재자원화 가치

를 살펴보고, 재활용 공정 및 국내외 폐 냉장고 재활용

의 공정 기술개발에 대해 요약 소개하고자 한다.

2. 폐 냉장고의 재자원화 가치

냉장고는 내부온도 유지를 위한 부품으로 압축기, 응

축기, 팽창변, 전열히터, 증발기 및 캐비닛 내부의 두꺼

운 단열재를 사용한다. 또한 플라스틱 또는 유리 선반

과 저장함, 철판, 알루미늄 판, 동 파이프, 온도 조절기,

전선, 램프 등의 다양한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2) 폐

냉장고의 구성 재질은 Fig. 3과 같이 냉장고 1대의 평

균 중량 70kg 기준으로 철 45%, 동 2%, 알루미늄

2%, 기타비철 5%, 합성수지 21%, 그 외 기타 물질(우

레탄, 유리, 오일 등)이 25%를 차지하고 있다. 다양한

부품과 재질로 구성된 폐 냉장고는 제조사 및 용도에

따라 제품의 사이즈 및 디자인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

에 기계적인 자동화 재활용 공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

라서 상기와 같은 부품에 대해 수작업에 의한 해체 및

분리가 이루어지고 이후 파/분쇄 및 선별을 통하여 철,

Fig. 1. Recycling duty ra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by year.

Fig. 2. Recycled amount of refrigerator, washer, and air

conditioner by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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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철금속, 플라스틱 등으로 회수하고 있다.

2009년 환경부에서 발표한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에

따르면 2008년 기준 냉장고 보급량의 총 가치가 11,488억

원이며, 배출량 기준 연 가치가 1,494억 원으로 추정되어

폐 냉장고 1대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약 38,010원 이

다.6) 또한 2009년과 2011년도 한국전자환경산업협회에

서 공개된 폐 냉장고의 재자원화량을 기준으로5) 판매

가능한 재질의 경제적 가치를 계산하면 Table 1과 같다.

이때 각 재질 별 가격은 2013년 2월 LME 거래가 기준

철 395원/kg, 동 8,061원/kg, 알루미늄 2,054원/kg, 기타비

철 2,129원/kg, 합성수지(PP 기준) 1,567원/kg, 기타

1,000원/kg 을 적용하였다. 2009년도 폐 냉장고의 재자

원화량은 47,056톤으로 가치총액은 501억 원이며, 2011

년도에는 회수량 및 재활용률의 상승으로 인해 재자원

화량은 60,058톤으로 증가하였으며 경제적 가치 총액은

640억 원 정도로 2009년 대비 27.7% 정도 상승하였

다. 하지만 현재의 폐 냉장고 재활용 공정에서의 분리/

선별에 대한 기술력 부재로 인하여 대부분 비철금속(알

루미늄, 구리), 고철, 플라스틱으로만 분류하여 재활용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현 공정에서 별도로 회수되

지 않는 희소금속 및 기타 비철금속을 포함하면 현재의

폐 냉장고 경제적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본 연구에서는 현재 고철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컴프레셔를 해체한 결과, Fig. 4와 같이

실제 폐 냉장고로부터 회수한 표준 크기의 컴프레셔

내부에는 철 스크랩을 제외하고도 거래단가가 높은 에

나멜 동선과 페라이트 스크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컴프레셔 분리 및 내부의

유용자원 재활용 기술이 확보된다면 폐 냉장고의 재자

원화에 따른 가치가 더욱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3. 폐 냉장고 재활용 처리 공정

2009년을 기준으로 국내의 폐 전기전자제품은 전국의

약 3,300여개 판매점과 90여개 물류센터를 통하여 가정

에서 배출되는 냉장고, TV, 세탁기 등 연간 10만 톤

가량을 회수하여 국내의 지역별 7개 재활용 센터에서

각각의 품목이나 제품 모델에 맞게 재활용 실시 및 재

활용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5) Fig. 5는 폐 냉장고 재활

용 처리 공정을 나타내고 있다. 전처리 단계에 해당되

Fig. 3. Material proportion of refrigerators.

Table 1. Estimated economic value of the wasted refrigerator(2011 Penetration amount)

구분

2009년 2011년

회수량

(톤)

재자원화량

(톤) 재자원화 가치

(천원)

회수량

(톤)

재자원화량

(톤) 재자원화 가치

(천원)
56,973 47,056 60,404 60,058

재질별

재자원화

가치

철 21,175 8,364,204 철 27,026 10,675,309

동 941 7,586,368 동 1,201 9,682,550

알루미늄 941 1,933,040 알루미늄 1,201 2,467,182

기타비철 2,353 5,009,111 기타비철 3,003 6,393,174

합성수지 9,882 15,484,717 합성수지 12,612 19,763,286

기타 11,764 11,764,000 기타 15,015 15,014,500

합계 50,141,440 합계 63,996,001

*냉장고 1대 기준 철 45%, 동 2%, 알루미늄 2%, 기타 비철 5%, 합성수지 21%, 기타 25% 비율로 계산



廢 冷藏庫 再活用 現況과 技術 展望 73

자원리싸이클링 제 22권 제 4호 , 2013

는 해체/분리 공정과 후처리 단계에 해당되는 파/분쇄,

선별, 우레탄 압축 공정, 최종 재활용 소재의 매각 또는

폐기물 처리의 단계를 거친다. 폐 냉장고의 전처리 공

정은 수작업에 의존하는 해체/분리가 대부분이며, 주로

냉장고의 고 부가가치 재료가 집적되어 있는 내부 부품

분리 및 컴프레셔의 냉매/오일을 회수한다. 컨베이어 라

인 위에서 전처리 공정을 거친 폐 냉장고는 후처리 단

계에서 shredder를 거쳐 스크랩 형태로 잘게 파/분쇄

된다. 파/분쇄된 스크랩은 다시 자력, 중력, 비중 선별

장치 등에 의해 재질 별로 각각 선별되어 최종적으로

철, 비철, 플라스틱, 우레탄 등의 자원으로 재활용 된다.

Fig. 6과 Table 2는 폐 냉장고의 일반적인 전처리

공정 및 각 부품으로부터의 최종 회수자원을 도식화한

것이다. 전처리 공정에서 해체/분리된 부품은 Fig. 7, 8

과 같이 별도 파쇄를 거쳐 스크랩 형태로 회수되어 새

로운 상품의 원료물질로 사용된다. 내부 선반과 선반 분

리대는 polypropylene(PP)과 polystyrene(PS)의 고품질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 다시 전자제품의 원료물질로 사

용되며 가스켓과 전선 피복 등은 일부 공정을 거쳐 건

축 보강재로 재활용되기도 한다. 냉장고 냉매배관의 냉

매와 컴프레셔 내에 존재하는 오일과 냉매는 회수과정

을 거쳐 컨테이너에 보관하게 되는데, 컴프레셔의 오일

Fig. 4. Compressor value from waste refrigerator.

Fig. 5. Recycling flow of waste refrige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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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냉매는 회수 과정 중 순도를 높여 분리 보관 후 일

부 재활용되고, 냉매와 오일이 제거된 컴프레셔는 따로

분리하여 재사용하거나 재질별로 다시 분리하여 제품생

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사용된다. 냉장고의 단열재 역할

을 하는 우레탄 폼은 캐비닛 내피와 외피 사이에 존재

하기 때문에 파쇄 후 선별 단계에서 회수되며 그 외

전처리 공정에서 분리되는 팬 모터, 온도조절기와 PCB

는 재활용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부품의 재사용 또는

제련과정을 거쳐 구리, 알루미늄 등의 유용자원을 회수

하게 된다.7)

4. 국내외 폐 냉장고 재활용 공정 기술

4.1. 국외현황

EU 및 선진국에서는 EPR을 위주로 하는 WEEE의

재활용의무화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중이다. EU에

서는 ELV(폐차처리지침), RoHS(유해물질제한지침),

REACH(화학물질관리규정) 및 WEEE 지령을 추진하여

폐차 재활용, 유해물질 사용제한, 폐가전제품 의무재활

용을 법제화하고,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을 위한 폐기물

재자원화 신기술(환경친화적 회수기술, 생물학적 분해

등) 개발을 추진 중이다.8-10) 미국은 EPA(환경보호청)

주도하에 “국가환경기술 수출전략”을 수립, zero-

discharge 개념에서의 재활용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으

며11), 독일은 DSD(생산자책임 재활용기구)등을 통해 폐

기물의 분리수거에서 ‘재생’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일

관적인 재활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12) 일본의 가전

리사이클링 제도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가 기본

대상품목이며, 2010년부터 ‘Eco Point 활용에 의한

Green 가전보급 촉진 사업(고효율 가전으로 교체 시 비

Fig. 6. General dismantle flow of waste refrigerators.

Table 2. Major components and key materials of waste refrigerators

재활용 공정 주요 부품 최종 회수 자원

전처리 공정

(해체/분리)

전기 코드

플라스틱, 유리, 고무 등

도어

가스켓

선반

선반 분리대

모터 스틸, 구리, 플라스틱, 알루미늄

PCB 플라스틱, 구리

컴프레셔 냉매/오일, 스틸, 구리

후처리 공정

(파쇄/선별)

냉매 배관 구리, 스틸

캐비닛 우레탄, 스틸,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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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원 하는 제도)’으로 인해 폐가전제품의 수가 급증

하였다가 2011년 Eco point 제도 종료로 인해 다시 감

소하는 추세이다(Fig. 9). 전국 379개 수집소로부터 수

집된 폐가전제품은 제조사 별로 A, B 그룹으로 나뉘어

49개의 가전 재활용 플랜트에서 재활용 처리하고 있으

며, 2014년부터는 청소기 등 총 19개 품목에 대해 회

수 및 재활용을 실시할 예정으로 한국에 비해 재활용

관련 법규나 제도 등이 이미 정착되어 있는 상태이다.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 WEEE의 수거, 분리/해체, 파쇄

/선별장치, 유용자원 추출 등 전체적인 재활용 시스템기

술의 완성도가 높으며, 대부분 자국 재활용 센터에 기

술보급 및 해외수출까지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폐전

기전자기기의 재활용 기술은 10년 전과 크게 달라진 점

이 없는 반면, 일본과 독일은 오히려 고용창출과 작업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한 정책수립 및 기술개발을 진행

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일본과 독일의 폐 냉장고 재활

용 공정기술과 국내 기술에 대해 비교하고자 하였다.

Fig. 10과 같이 일본의 폐 냉장고 재활용 공정은 근

무 환경적인 측면이나 자동화 시스템 적용 측면에서 상

당히 선진화 되어있다.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전처리 공정을 비교하였을 때, 작업자의 노동 강도가 높

은 공정인 폐 냉장고 투입 공정과 컴프레셔 분리 및

운반공정에는 반자동화 로봇 또는 자동화 라인 설치, 폐

냉장고 높이에 따른 작업 위치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으

로 노동 강도를 최소화 하고 있다. 또한 1개의 공정라

인으로 양방향 해체/분리 작업을 진행하거나, 냉장고의

입식 투입 방식, 냉매회수율 증가 및 병목공정 제거를

위한 단위 셀 방식의 냉매회수시스템 도입 등 좁은 공

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공정효율을 높이고

있는 점은 국내의 폐 냉장고 전처리 공정 개발을 위해

충분히 검토 가능한 부분이다.

Fig. 7. Typical recovery parts from waste refrigerator.

Fig. 8. Final recycled resource of waste refrigerator.

Fig. 9. Home Appliance Recycling Plant Product Recycling

Results of Mitsubishi Electric and Affiliates in

Japan(www.mitsubishilelectr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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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는 재활용 플랜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본의 폐 냉장고 재활용 공정과 유사하게 one-line, 양

방향 전처리를 실시하는 추세이며, 처리율을 비교했을

때 국내에서는 폐 냉장고 전처리 시 평균적으로 50초

에 1대의 처리율(72대/1시간)을, 일본에서는 30초에 1대

의 처리율(120대/1시간)을 나타낸다. 이는 전술한 공정

라인의 개수와 길이, 해체/분리 작업 방향, 냉장고의 투

입 방식(입식, 와식)에 의해 처리율이 달라지기도 하지

만 작업인원 수, 병목 현상 공정의 제거 여부에 따라서

도 달라진다. 국내의 폐 냉장고 전처리 공정을 위해 투

입되는 작업인원은 평균 8 ~ 9명인데 반해 일본에서는

가전 리사이클링 업계에서의 고용창출효과를 중요시 하

는 경향으로 인해 평균 15명의 작업인원이 폐 냉장고

전처리 공정에 투입되어 1인당 노동강도를 낮추고 있다.

냉매/오일 회수공정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폐 냉장

고의 냉장고 냉매배관으로부터의 냉매회수 시간은 1분

이내로 상당히 짧은데 반해 컴프레셔로부터 냉매/오일

을 회수할 때는 컴프레셔의 방향에 따라 약 5 ~ 10분의

시간이 소비된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일부 재활용센터

에서의 냉매/오일 회수공정은 폐 냉장고 전처리 공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병목공정으로 여겨지는데

컴프레셔로부터의 냉매/오일을 회수하는 동안 라인 위

에 냉장고가 머무르게 되는 시간으로 인해 병목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냉장고의 전처

리 라인 투입과 동시에 냉장고로부터 컴프레셔를 분리

하여 별도의 작업공간에서 냉매/오일을 회수함으로서,

병목공정 해소와 동시에 컴프레셔로부터의 냉매/오일 회

수율 증가, 회수시간 감소 등의 효율적인 전처리 시스

템을 갖추고 있다. 그 외에도 전처리 공정 라인 가까이

에 분진 측정 및 제거 장치, 소음을 유발하는 장치(주

로 파쇄기)를 벽으로 둘러싸서 소음을 차단하거나 별

도의 장치를 이용하여 소음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는

등 상당히 친환경적이며 작업자들을 보호하는 점이 특

징이다.

한편 후처리 공정인 파쇄공정을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업체에 따라서 주파쇄기 전단에 보조파쇄기를 도입하고

있지만 일본과 독일은 단일파쇄기로 통합하여 처리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Fig. 11을 참조하여 설명하자면 독

일의 MEWA사에서 이용하고 있는 단일 파쇄시스템인

QZ(Querstromzerspaner) 쇠사슬 파쇄기는 국내 파쇄시

스템의 1, 2, 3차 파쇄기 처리량보다 많은 양을 처리하

면서 이론적으로 40%의 전력소비를 줄일 수 있다. 또

한 일본의 KRSC(Kansai Recycling System Co.,

Ltd.)를 비롯한 대부분의 재활용 플랜트에서도 독일과

유사한 단일 shredder 시스템으로 30 mm 이하로 파쇄

하여 후속공정인 선별장치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구

Fig. 10. Refrigerator disassembly process of Kansai Recycle Systems Co., Ltd and Tokyo Eco Recycle., Lt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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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있다(Fig. 11(b)). 또한 파쇄 공정 시 우레탄 내

부에 존재하는 가연성 냉매 가스나 철계 파쇄물과 커터

와의 충돌로 인한 불꽃 발생 및 고온화에 따른 화재

예방을 위해 질소 가스를 투입한다. 이때 공정에 대한

실시간 적외선 센서 모니터링과 동시에 화재 등의 이상

발생 시 자동 살수시스템이 작동하고 담당자에게 문자

로 통보되는 통합 네트워크 시스템이 갖추어져 공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Fig. 11(c)). 우리나라에서도 파

쇄기 내부를 카메라를 통해서 모니터링과 온도 측정은

하고 있으나 육안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발생하면 조치

를 취하는 방식으로 대응방법이 자동화되어 있지 못하

기 때문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Fig. 11(d)처럼 국내에서도 파쇄공정에 대한 모니터링은

물론 다양한 영향인자들인 소음, 분진, 동력 등에 대한

실시간 혹은 정기적인 계측과 점검을 통하여 공정의 안

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기술개발이 필

요하다.

파쇄 후 선별 공정기술을 살펴보면 비중 선별, 정전

전류 선별, 자력 선별 등으로 PP, PS, ABS 등의 플라

스틱과 금속을 선별하고 있으며, 정전전류 선별기를 통

한 비철선별 시스템과 색채선별기를 이용하여 구리와

알루미늄의 선별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서는 선별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진행 중

이며 대부분의 선별 기술은 국내 재활용센터에 적용 중

에 있다. 선별 후 회수된 플라스틱은 국내 자원순환 시

스템과 마찬가지로 품질에 따라 냉장고와 세탁기 부품

으로 재제조 되기도 하며, 냉장고 단열재인 우레탄의 경

우, 압축 분쇄하여 시멘트 회사나 연료로 재자원화 하

여 사용되거나 제련소에서 환원제 대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한편 전처리 공정에서 회수된 냉매의 대부분은 화

학회사에서 열분해 처리를 하고 일부는 불소필터로 재

사용하기도 하며, 파쇄공정과 선별 중 우레탄에서 발생

하는 냉매 가스는 액화시켜 포집하는 시스템 기술을 보

유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4.2. 국내현황

폐가전제품의 발생량 증가와 국내외 각종 환경규제로

인한 폐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연구

개발의 필요성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2000년부터 2010

년까지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연계로 21C 프론티어연

구개발사업의 ‘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단계별로 자원재활용을 위한 기반 조성,

실증기술 확립, 실증기술의 상용화 등을 목표로 진행되

었다. 이후 2011년부터는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폐금속·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에서

폐 냉장고의 고효율 전처리 공정기술, 파쇄/선별기술 및

Fig. 11. Cutter image and process monitoring system of MEWA, KRSC, and Tokyo Eco Recycle., Lt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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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원소 회수기술 개발 등 폐 냉장고를 포함한 본격

적인 폐가전제품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가 시작

되었다. 즉, 폐 냉장고 고효율 전처리 공정라인 설계,

분리/해체 단위 공정의 자동화 시스템 도입, 최종적으로

개발된 고효율 전처리 공정라인과 자동화 시스템의 통

합으로 작업부담공정 감소, 냉매/오일 처리율 상승, 유

가금속 회수율 상승 등 폐 냉장고의 친환경 전처리 공

정기술을 개발 중이다. 또한 단위 선별/파쇄기술의 실증

을 통한 플라스틱, 알루미늄, 구리, 스테인리스 스틸 등

의 선별효율상승을 목적으로 파일럿 플랜트 구축 및 상

용화 기술과 함께 폐 컴프레셔의 모터로부터 폐 자석

회수 및 희토류 회수기술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5년 이내 폐 냉장고에 대한 재활용 공정 및 소재화 핵

심기술, 시스템 공정기술의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된다. Table 3에는 현재의 환경부 폐금속·유

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에서 수행중인 폐 전기전자

제품 재활용 연구 관련 국내 주요 연구기관 및 대학과

연구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전술한 국외 기술 개발 현황과 비교하면 선진

국에 비해 작업환경, 자동화정도, 환경유해물질 제거효

율, 재료별 분리/선별효율, 재활용설비 제작 기술 등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양문형 냉장고와 스탠드

김치 냉장고의 수요량이 점차 증가하고 대형화되면서,

폐기 후 해당제품의 재활용 센터 입고량 또한 점점 증

가 추세에 있기에 폐 냉장고 전처리 공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따른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첫 번

째로, 소비자의 안전성을 고려한 디자인과 부품을 적용

한 일부 양문형 냉장고의 경우 오히려 폐 냉장고 재활

용을 위한 수작업 해체/분리가 쉽지 않아 전처리 공정

의 작업효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

체/분리 전용 툴 개발이 필요하다. 게다가, 최근 생산된

냉장고의 경우 대부분 강화 유리도어 적용으로 인해 전

처리 공정 시 도어 분리 및 유리 파쇄 공정이 추가되

고 있으며, 강화 유리도어의 운반 작업 시 도어무게로

인한 작업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

제점을 가지고 있기에 관련 자동화 기술이 요구된다. 또

한 전처리 공정 중 회수하는 냉매 및 오일의 분리효율

과 회수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장비 기술개발 등이 필

요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전처리 공정의 관련 기술 부족으로 폐 냉

장고 내 재질별 분리효율이 낮아 후처리 단계에서도 파

쇄기 커터 손상 등의 수명단축이 예상되는바 커터 수명

연장 기술 또는 재질 개발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나 아

직 파쇄 시스템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냉장고 내부 스틸 부품의 부식을 막기 위한 비

자성체 물질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후처리 선별 단계

의 자력선별 효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

한 선별 기술개발 또한 필요한 상황이다. 그 외에도 최

근 냉장고에 적용된 단열재의 재활용 공정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즉, 2011년 하반기부터는 일부 냉장고 제조

사에서는 더 얇고 단열성능이 뛰어나며 유리섬유로 구

성된 진공단열재(Vacuum Insulation Panel, 이하 VIP)

를 기존 폴리우레탄과 혼합하여 적용하기 시작하였는데

VIP의 유리섬유에 대한 재활용 사례가 아직 없어 전처

리 공정에서 냉장고 샌드위치 패널 분리 등의 별도 작

업을 해야 하는 등 전처리 및 선별 공정에서 관리가

어려워 VIP가 적용된 폐 냉장고 재활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추후, VIP가 적용된 폐 냉장

Table 3. Current recycling project for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by R&D Center for Valuable Recycling

(2012~2013)

주요 연구내용 참여기관명

• 전기전자폐자원으로부터 유가금속회수 상용화기술

• 폐가전제품 내 유가금속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파쇄/선별 기술

• 폐전자기기 영구자석으로부터 희토류원소 회수기술

• 폐가전제품 리사이클링 선진화를 위한 고효율 전처리공정 기술

• 폐 디스플레이 토탈 리사이클링 기술

• 폐 CRT Cullet 재활용 기술

• E-waste 유기계 잔류물의 고부가 자원화 기술

• 폐조명기기로부터 유가자원회수 및 무해화 기술

• 고활성금속 회수를 위한 친환경 전해시스템 기술

고등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경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서울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전북대학교

㈜웰탑테크노스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센터

㈜이오니아이엔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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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재활용

처리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5. 요 약

폐 냉장고 재활용 기술은 다른 폐 전기전자기기와 마

찬가지로 발생되는 폐 냉장고의 모델에 따라 추적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복잡한 부품 구성과 적용 소

재의 다양성으로 인해 기술 우위가 유지되지 못하는 상

황으로 지속적인 개발이 요구된다. 향후 가전 리사이클

링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핵심요소로서 고효율의 전

처리 공정 개발과 유용자원 회수율을 극대화 할 수 있

는 기술개발, 폐 냉장고의 재자원화율을 높이기 위한 2

차 폐기물의 자원화 기술 개발 등을 통해 폐 냉장고의

리사이클링 시스템을 선진화 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중

요하다. 특히 유럽의 환경 규제와 생산자책임재활용 제

도 확대 등이 강화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폐 냉장

고를 포함한 가전 리사이클링 시스템의 국제적인 경쟁

력을 확보하고 재활용 기술을 수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

는 것 또한 필요하다. 아직 국내의 폐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기술은 개발(도입)기 기술이므로 관련기술의 확

보에 의한 파급효과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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