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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탈황 폐촉매 금속회수 재활용 기술에 대한 전과정평가 수행을 통해 해당 기술의 환경성 및 환경영향에 기여하는 주요

이슈를 규명하여 친환경적인 재활용 기술이 되도록 하는 개선안을 제시하고, 탈황 폐촉매 재활용 기술의 미적용 시 소각 처리되는

경우와의 비교를 통해 탈황 폐촉매 재활용 기술의 환경적 가치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의 환경성적표지인증제도

의 영향평가 방법인 환경부 영향평가 방법론을 활용하여 지구온난화, 자원소모, 산성화, 부영양화, 광화학적산화물생성, 오존층파괴

를 대상으로 환경영향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탈황촉매 1 ton 처리 시 환경영향은 각각 지구온난화 3.53E+00 ton CO2-eq., 자원

소모 1.73E-02 ton Sb-eq., 산성화 5.13E-03 ton SO2-eq., 부영양화 9.16E-04 ton PO4

3−eq., 광화학적산화물생성 1.94E-03 ton

C2H4-eq., 오존층파괴 1.11E-07 ton CFC-eq.로 나타났다. 전체 공정 중 용융환원 공정이 환경영향을 발생시키는 주요 공정이며, 투

입·산출물 중 용융환원공정에서 사용되는 전기가 전체 환경영향에 기여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전과정평가(LCA), 폐촉매 재활용 기술, 환경영향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sis the environmental impact on waste catalyst recycling technology using entire life cycle assessment.

Environmental impacts consist of the five categories of impacts: global warming, resource depletion, acidification, eutro-

phication, and photochemical oxide production. The waste catalyst recycling presently have a GWP 3.53 ton CO2 equivalent/

ton, a ADP 0.017 ton Sb equivalent/ton, a AP 0.051 SO2 equivalent/ton, a EP 0.0092 PO4

3− equivalent/ton, a 0.0019 ton C2H4

equivalent/ton. The smelting reduction process is the greatest contributor to all categories of environmental impacts in waste cat-

alyst recycling. Electricity used in the smelting reduction process is the major contributor of all impact 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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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정유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석유화학 탈황 폐촉

매는 연간 약 2만 7천톤에 달하지만 재활용되고 있는

양은 극히 미량으로 이는 기술적 한계성과 경제성 결여

가 주된 이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1). 폐촉매에는 알루

미나를 주성분으로 하는 촉매 자체의 금속성분(Ni, Mo,

Co)외에도 원유에 포함되어 있는 다량의 바나듐(V)과

유분, 유황(S)을 함유하고 있어 기술개발이 뒷받침이 될

경우 유가성으로 인해 경제성을 확보하기에 유리하고,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제시하는 폐기물의 매립과 소각에

대한 부담금은 재활용 기술의 경제성 확보에 힘을 실어

주고 있는 상황이다2). 하지만 환경성 측면에서 보면 재

활용은 버려지는 폐기물을 자원화 시키는 기술이기 때

문에 환경개선 효과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재

활용 과정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에너지와 물질을 사용

하기 때문에 재활용에 대한 환경개선 효과와 환경오염

에 대한 세부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성 평

가 방법론인 전과정평가를 활용하여 탈황 폐촉매의 재

활용 기술인 건식법과 습식법(왕수 또는 HCl/산화제에

의한 백금족 금속의 직접침출, 고압멸균기 이용 직접 침

출 등) 중 아크용융로 기반 탈황 폐촉매 금속회수 재활

용 기술(건식법)2)에 대한 환경성 분석을 수행하여 해당

재활용 기술의 환경적 편익을 분석하였다. 환경성 분석

을 통해 폐촉매 재활용이 환경영향을 감소시키는 기술

인지 아니면 재활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더 큰 기술인

지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였고, 해당 기술의 환경성 개

선안을 제시하여 친환경 재활용 기술로서의 가치를 높

이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방법론

전과정평가는 제품시스템과 관련된 투입물 및 산출물

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이들과 연관된 잠재적인 환경

영향을 평가하며, 연구목적과 관련해서 목록분석 결과

와 영향평가 결과를 해석함으로써 제품의 잠재적인 환

경영향을 평가하는 기법으로써 정의된다. 이때 전과정

이란 원료의 추출과 가공, 제조, 수송, 사용, 재활용, 폐

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포함한다. 

전과정평가 표준인 ISO 14040, 14044에서는 전과정

평가 수행을 목적 및 범위정의, 전과정 목록분석, 전과

정 영향평가, 전과정 해석의 네 가지 단계를 진행하도

록 하고 있다. 목적 및 범위정의 단계에서는 우선 연구

수행 목적을 명확히 정의하고 목적에 맞추어 대상제품

이나 공정의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또한 필요한 데이

터와 그 출처, 연구수행 기간, 연구수행 지역 등도 목적

에 맞게 설정되어야 한다. 전과정 목록분석 단계는 원

료의 추출에서부터 제조 및 가공, 수송 및 유통, 사용,

최종 폐기에 이르는 한 제품이나 공정의 전과정 동안의

에너지 및 원료 소요량과 환경 배출물을 정량화 하여

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이다. 전과정 영향평가 단계에서

는 목록분석에서 규명된 자원 소요량과 환경 배출물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하여 각 영향 범주 별로 미치는

잠재적인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전과정 해석 단계에서는 제품이나 공정에 대한 목록분

석 또는 영향평가의 결과들을 연구에서 정의된 목적 및

범위에 맞게 해석하고 환경 배출물 또는 환경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평가

한다3-6).

3. 연구 목적 및 범위

3.1.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탈황 폐촉매 금속회수 재활용 기술

에 대한 전과정평가 수행을 통해 해당 기술의 환경성

및 환경영향에 기여하는 주요이슈를 규명하여 친환경

재활용기술이 되도록 하는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탈황 폐촉매 재활용 기술의 미적용 시 소각 처리

되는 경우와의 비교를 통해 탈황 폐촉매 재활용 기술의

환경적 가치를 규명하고자 한다.

3.2. 연구범위

3.2.1. 제품 시스템

본 연구의 전과정평가 수행 대상 시스템은 탈황 폐촉

매 금속회수 재활용 기술인 아크용융로 기반 탈황 폐촉

매 금속회수 재활용 기술이다. 아크용융로 기반 탈황 폐

촉매 금속회수 재활용 기술은 기존의 재활용 공정에서

폐촉매에 포함되어 있는 S를 제거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배소 설비가 필요하고 배소 공정을 통하여 발생하는

SOx 가스에 의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점과 다

량의 소다를 포함한 폐수와 니켈이 회수되지 않는 Ni

함유 잔사 처리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2.2. 기능, 기능단위 및 기준흐름 설정

본 연구는 탈황 폐촉매 금속회수 재활용 기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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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을 평가하기 위해 Table 1과 같이 기능, 기능단

위 및 기준흐름을 나타내었다. 이 때 기능단위는 탈황

폐촉매의 처리를 기준으로 하였다.

3.2.3. 시스템 경계

본 연구의 시스템 경계는 탈황 폐촉매 재활용 공정으

로 한정하였다. 폐기물 재활용을 위해서는 폐기물이 발

생된 지점에서 재활용을 위한 공정까지의 수집, 운반 공

정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이 발생한 탈

황 폐촉매의 재활용 기술의 환경성 분석과 재활용 되지

않고 처리될 때의 환경성과의 비교이기 때문에 수집, 운

반 공정의 경우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대상 시스템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전과정평가 수행을 위한 시간적, 공간

적, 기술적 경계는 다음의 Table 2와 같다.

3.2.4. 제외기준

본 연구에서는 재활용 공정에 투입, 배출되는 물질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

러나 재활용 공정에 원료물질로 투입되는 탈황 폐촉매

에 대한 환경부하는 국가 LCI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이

드라인7)에서 제시하고 있는 Open loop recycling의

Cut-off 기준을 적용하여 제외하였다. 그 외 제품 생산

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무시설 및 편의시설 등은

제외하였다.

3.2.5. 가정 및 제한사항

본 연구의 탈황 폐촉매 재활용에 대한 가정 및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 기술은 상용화된 기술이 아닌 개발단계

이기 때문에 실제 대량의 공정을 운영한 연간 평균 데

이터가 아닌 파일럿 규모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환경성

결과를 도출하였다.

2) 원료물질인 탈황 폐촉매에 대한 환경영향은 국가

LCI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이드라인7)에서 제시하고 있

는 Open loop recycling의 Cut-off 기준을 적용하여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3) 투입되는 물질 중 국가 LCI DB가 없는 경우 국

외 LCI DB를 적용하였으며, 국내외 LCI DB에서 동

일한 물질에 대한 DB가 없는 경우 유사한 물질에 대

한 LCI DB를 선정하여 적용하였다.

4) 개발단계의 기술로 원료물질 및 폐기물의 수송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수집, 선별 및 수송공정은

시스템경계에서 제외하였다.

5) 탈황 폐촉매 소각에 대한 환경영향의 경우 환경부

에서 구축한 지정폐기물 소각 LCI DB를 활용하여 환

경성 결과를 도출하였다(1 ton 소각 시 온실가스 0.34

ton CO2-eq. 배출).

6) 영향평가 수행(특성화)을 위하여 SimaPro 7.0 소

프트웨어를 활용하였다.

4. 전과정 목록분석

4.1. 공정흐름도 작성

초기 수집된 공정흐름도(process flow diagram)를 근

거로 현장데이터 수집단위인 단위공정을 결정하였다. 데

이터 수집의 용이성, 공정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공

정을 용융환원, 산화정련, Fe-V제조 공정 3개로 구분하

였다. 탈활 폐촉매 재활용에 대한 공정흐름도는 다음

Fig. 1에 제시하였다.

4.2. 데이터 수집 및 계산

4.2.1. 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서는 탈황 폐촉매 재활용 기술의 환경성 평

가를 위하여 환경부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유용

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아크용융로 기

반 탈황 폐촉매 금속회수 재활용 기술의 투입, 산출물

에 대한 현장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현장데이터

는 상용화 이전의 lab scale 수준의 데이터로 데이터

수집이 불가능 한 경우 계산 및 전문가 추정을 통하여

데이터를 보완하였다. 

또한 원료물질, 보조물질, 에너지, 폐기물 처리 등 투

Table 1. Functional unit and reference flow of waste catalyst

recycling technology

Group Waste catalyst recycling technology

Function 석유화학 탈황 폐촉매 금속회수

Functional unit 석유화학 탈황 폐촉매 1ton 처리

Reference flow 폐촉매 1ton 처리

Table 2. Spatial, temporal, and technical boundary

Group Boundary

Spatial 대한민국

Temporal 2017년

Technical 최신기술(개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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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출물에 대한 전과정 환경영향을 산출하기 위하여

LCI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는데, LCI 데이터베이스

사용의 경우 국가 LCI 데이터베이스(환경부, 산업

통상자원부)를 우선 적용하였고, 국내 데이터베이스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국외 LCI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

였다.

4.2.2. 데이터 계산

물질수지, 단위공정, 기준단위, 데이터 통합 등은 전

과정평가 일반원칙을 따라 데이터를 검증·계산하였다.

주요 원료 및 보조물질 등 투입물과 산출물에 대한 데

이터 출처는 다음 Table 3와 같다. 

5. 전과정 영향평가

5.1. 전과정 영향평가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탈황 폐촉매의 전과정 환경영향을 도

출하기 위하여 환경부 영향평가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환경부 영향평가 방법론은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환경

성적표지인증제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법론으로서 지

구온난화, 자원소모, 산성화, 부영양화, 광화학적산화물

생성, 오존층파괴 6대 영향범주를 대상 환경영향으로 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활용 기술의 환경성을 다양

한 영향범주별로 분석하여 trade-off를 보고자 6개의 영

향범주를 제공하는 환경부 방법을 채택하였고, 또한 향

후 재활용 된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국가 인증제도의

활용을 위하여 환경성적표지인증제도에서 활용하는 방

법론을 활용하였다. 

Fig. 1. Process flow diagram of waste catalyst recycling

technology.

Fig. 2. Contribution by unit process of waste catalyst recycl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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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주요 환경영향 분석

탈황 폐촉매 재활용 기술에 대한 환경성 평가를 수행

한 결과, 탈황촉매 1ton을 처리 시 지구온난화영향은

3.53E+00 ton CO2 eq., 자원소모영향은 1.73E-02 ton

Table 3. Data sources of waste catalyst recycling technology

Group Material Purpose of use 
Data source

Database
Survey Calculation Estimation

용융
환원
공정

원료물질 폐촉매 용융, 환원용(원재료) V Open loop recycling Cut-off

보조물질 생석회 용융, 환원용 V
[Ecoinvent] Quicklime, milled, 

loose, at plant/CH U

보조물질 Fe scrap 용융, 환원용 V Open loop recycling Cut-off

보조물질 COKES 용융, 환원용 V
[Ecoinvent] Hard coal mix, 
at regional storage/UCTE U

보조물질 냉각수 - V [환경부] 공업용수_전북권

보조물질 전극봉 - V [지식경제부] 구리로드 

에너지 전기 장비사용 V [지식경제부] 전기

유지/보수 윤활유 기계설비/중장비 성능유지 V [환경부] 윤활유 

유지/보수 카본블랙 노체 내벽용 내화재 V [환경부] 카본블랙

부산물
CaO-Al2O3

슬래그
- V

[Ecoinvent] Aluminium oxide, 
at plant/RER 

폐기물 폐윤활유 - V [환경부] 지정폐기물 소각

폐기물 폐 C paste - V [환경부] 지정폐기물 소각

산화
정련
공정

보조물질 철광석 V 산화분리용 V [환경부] 산화철

보조물질 생석회 V 산화분리용 V
[Ecoinvent] Quicklime, milled, 

loose, at plant/CH U

보조물질 냉각수 - V [환경부] 공업용수_전북권

에너지 전기 장비사용 V [지식경제부] 전기

유지/보수 윤활유/오일 기계설비/중장비 성능유지 V [환경부] 윤활유 

유지/보수
Al2O3 

castable 노체 내벽용 내화재 V
[Ecoinvent] Aluminium oxide, 

at plant/RER 

제품
Fe-Ni-Mo

합금철
- V

[Ecoinvent] Iron-nickel-chromium 
alloy, at plant/RER U

페기물 폐윤활유/오일 - V [환경부] 지정폐기물 소각

폐기물 폐 castable - V [환경부] 지정폐기물 소각

대기배출물 CO2 - V [Elementary flow] CO2

Fe-V

제조
공정

보조물질 Al powder - V
[Ecoinvent] Aluminium oxide, 

at plant/RER 

보조물질 생석회 - V
[Ecoinvent] Quicklime, milled, 

loose, at plant/CH U

제품
Fe-50%V

합금철
- V

[Ecoinvent] Iron-nickel-chromium 
alloy, at plant/RER U

부산물
CaO-Al2O3

슬래그
- V

[Ecoinvent] Aluminium oxide, 
at plant/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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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eq, 산성화영향은 5.13E-03 ton SO2-eq, 부영향화영

향은 9.16E-04 ton PO4
3−eq, 광화학산화물생성영향은

1.94E-03 ton C2H4-eq., 오존층파괴영향은 1.11E-07

ton CFC-eq.로 나타났다. 각 영향범주별 공정도 기여도

를 보면 용융환원 공정의 기여도가 전체 영향범주에서

최소 65%에서 최대 91%까지 나타내고 있을 정도로

환경영향을 발생시키는 주요 공정이다. 이는 다음의

Table 5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용융환원 공정에서 폐촉

매 내 유가금속 성분들을 회수하기 위해 사용되는 아크

용해로에 투입되는 전기로 인한 영향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 할 수 있다. 또한 세 개의 공정에서 원료물질로

사용되는 생석회와 Fe-V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Al 파

우더로 인한 영향이 전체 환경영향에 기여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탈황 폐촉매 재활용 기술

의 환경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용융환원공정에서

사용하는 아크용해로에 효율개선 및 에너지원 변경 또

는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전기의 환경영향 저감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전체 공정의 수율 개선을 통한 생

석회와 Al 파우더의 투입량 감소 역시 중요한 개선안

중 하나이다. 

다음 Table 4, Table 5에 단위공정별 및 투입·산출물

별 특성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주요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표시하였다.

5.2.1. 지구온난화 영향(GWP)

탈황 폐촉매 1ton을 재활용하는데 용융환원공정, 산

화정련공정, Fe-V제조공정에 걸쳐 3.53 ton의 CO2가

배출된다. 공정별로는 용융환원공정이 78.7%로 가장 큰

기여도를 나타내었고, 산화정련공정 12.57%, Fe-V제조

공정 8.7%로 상대적으로 작은 기여도를 보였다. 투입·

Table 4. Environmental impact by unit process of waste catalyst recycling technology

Group
GWP ADP AP EP POCP ODP

ton CO2-eq. ton Sb-eq. ton SO2-eq. ton PO4

3−-eq. ton C2H4-eq. ton CFC11 eq.

Smelting reduction process 2.78E+00 1.57E-02 3.90E-03 6.46E-04 1.77E-03 7.30E-08

Oxidizing refining process 4.43E-01 3.30E-04 2.42E-04 3.71E-05 5.37E-05 7.10E-09

Fe-V manufacturing process 3.07E-01 1.25E-03 9.91E-04 2.33E-04 1.11E-04 3.11E-08

Sum 3.53E+00 1.73E-02 5.13E-03 9.16E-04 1.94E-03 1.11E-07

Fig. 3. Contribution by Input/Output of waste catalyst recycl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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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을 기준으로 분석 해보면 용융환원공정에서 유가

금속을 회수하기 위해 탈황 폐촉매를 용융시키는 아크

용해로를 위해 투입되는 전기로 인한 영향이 50.3%로

가장 큰 기여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용융환원공정

과 산화정련공정에 원료물질로 투입되는 생석회로 인한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5.2.2. 자원소모 영향(ADP)

탈황 폐촉매 1ton을 재활용에 대한 자원소모 영향은

1.73E-02 ton Sb eq.이며, 전체 자원소모 영향에서 용

융환원공정이 차지하는 기여도는 90.9%로 대다수를 기

여하고 있다. 투입·산출물을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전기

66.6%, 코크스 15.4%, 생석회 10.9%로 자원소모영향

역시 탈황 폐촉매를 용융시키는 아크용해로를 위해 투

입되는 전기로 인한 영향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나타

났다. 

5.2.3. 산성화 영향(AP)

탈황 폐촉매 1ton을 재활용에 대한 산성화 영향은

5.133E-03 ton SO2-eq.이며, 전체 산성화 영향에서 용

융환원공정이 차지하는 기여도는 76.0%이고, 다음으로

Fe-V제조공정이 19.3%, 산화정련공정은 4.7%로 나타났

다. 투입·산출물을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전기 58.3%,

Al 파우더 16.9%, 생석회 15.8%로 산성화 영향 역시

탈황 폐촉매를 용융시키는 아크용해로를 위해 투입되는

전기로 인한 영향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5.2.4. 부영양화 영향(EP)

탈황 폐촉매 1ton을 재활용에 대한 부영양화 영향은

9.16E-04 ton PO4
3−-eq.이며, 전체 부영양화 영향에서

용융환원공정이 차지하는 기여도는 70.5%이고, 다음으

로 Fe-V제조공정이 25.5%, 산화정련공정은 4.0%로 나

타났다. 투입·산출물을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전기

60.8%, Al 파우더 24.1%, 생석회 8.9%로 부영양화 영

향 역시 탈황 폐촉매를 용융시키는 아크용해로를 위해

투입되는 전기와 Fe-V제조 공정에서 원료물질로 투입

되는 Al power로 인한 영향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나

타났다. 

5.2.5. 광화학산화물생성 영향(POCP)

탈황 폐촉매 1ton을 재활용에 대한 광화학산화물생성

영향은 1.94E-03 ton C2H4-eq.이며, 전체 광화학적산화

물생성 영향에 대한 공정별 기여도는 용융환원공정

91.5%, Fe-V제조 공정 5.7%, 산화정련공정 2.8% 순으

Table 5. Environmental impact by Input/Output of waste catalyst recycling technology

Group

Group

GWP ADP AP EP POCP ODP

ton CO2 eq. ton Sb eq. ton SO2 eq. ton PO4

3− eq. ton C2H4 eq. ton CFC11 eq.

Carbon paste 1.33E-02 8.00E-05 3.06E-05 5.69E-06 4.35E-05 2.11E-09

전극봉 1.80E-02 1.29E-04 7.44E-05 6.46E-06 1.69E-05 2.22E-10

코크스 1.28E-02 2.67E-03 2.16E-04 2.07E-05 1.78E-05 5.56E-10

전기 1.77E+00 1.15E-02 2.99E-03 5.57E-04 1.50E-03 7.80E-08

Al2O3 castable 9.85E-04 5.58E-06 5.01E-06 1.27E-06 3.92E-07 5.56E-13

윤활유 1.96E-06 1.38E-07 2.69E-08 1.41E-09 7.49E-09 4.45E-13

용수 1.66E-06 6.76E-08 3.83E-09 5.86E-10 1.28E-09 1.00E-12

철광석 3.92E-03 2.42E-05 1.25E-04 2.23E-05 1.02E-05 3.33E-10

생석회 9.03E-01 1.88E-03 8.13E-04 8.12E-05 2.86E-04 1.70E-08

Al 파우더 1.71E-01 9.69E-04 8.69E-04 2.21E-04 6.80E-05 1.28E-08

폐 윤활유 처리 6.39E-05 3.93E-07 2.53E-07 3.13E-08 4.67E-08 1.67E-13

폐 castable 처리 1.38E-03 8.51E-06 5.47E-06 6.78E-07 1.01E-06 1.11E-10

공정 CO2 배출 6.30E-01 0.00E+00 0.00E+00 0.00E+00 0.00E+00 2.33E-14

Sum 3.53E+00 1.73E-02 5.13E-03 9.16E-04 1.94E-03 1.11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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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도출되었다. 투입·산물물을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전

기 77.1%, 생석회 14.7%, Al 파우더 3.5% 순으로 기

여도가 나타났고 광화학산화물생성 영향 역시 탈황 폐

촉매를 용융시키는 아크용해로를 위해 투입되는 전기로

인한 영향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5.2.6. 오존층파괴 영향(ODP)

탈황 폐촉매 1ton을 재활용에 대한 오존층파괴 영향

은 1.11E-07 ton CFC-eq.이며, 전체 오존층파괴 영향

에 대한 공정별 기여도는 용융환원공정 65.6%, Fe-V제

조 공정 28.2%, 산화정련공정 6.4% 순으로 도출되었

다. 투입·산물물을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전기 70.2%,

생석회 15.3%, Al 파우더 11.5% 순으로 기여도가 나

타났고 오존층파괴 영향 역시 탈황 폐촉매를 용융시키

는 아크용해로를 위해 투입되는 전기로 인한 영향이 주

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6. 시나리오 분석

6.1. 신재 대체로 인한 회피효과 고려

환경영향에 대한 회피영향(Avoided impact) 분석은

시스템경계를 모든 관련된 전과정 시스템으로 확장시켜

할당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한 전과정 시스템에

서 물질이 사용된 후 재활용되어 다음 단계의 원료물질

로 사용되는 경우, 이 재활용된 물질의 사용으로 인하

여 다음 단계에서 감소된 환경영향에 대한 이득을 전

단계 전과정 시스템에 부여하는 방법이다. 즉 탈황 폐

촉매 재활용 공정에서 회수되는 CaO-AL2O3 슬래그,

Fe-Ni-Mo 합금철, Fe-50%V 합금철을 별도로 생산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각각의 물질을 별도 공정으로

생산할 때의 환경영향을 탈황 폐촉매 재활용 공정으로

인한 환경영향 회피효과로 고려하는 것이다. 계산 중심

으로 설명을 하면 탈황 폐촉매 재활용 공정에 대한 전

체 환경영향에서 회수되는 CaO-AL2O3 슬래그, Fe-Ni-

Mo 합금철, Fe-50%V 합금철의 환경영향을 빼주는 방

식으로 산정된다.

다음 Table 6, Fig. 4는 CaO-AL2O3 슬래그, Fe-Ni-

Mo 합금철, Fe-50%V 합금철 대체에 따른 회피영향을

고려한 지구온난화 영향 결과이다. 탈황 폐촉매 1ton을

처리할 때 총 3.53ton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 CaO-

AL2O3 슬래그, Fe-Ni-Mo 합금철, Fe-50%V 합금철

회수로 인해 3.28ton의 온실가스가 회피되어 총 0.25ton

Table 6. Global warming considering avoided impact of

waste catalyst recycling technology

Group

Results of GWP 

characterization 

(ton CO2 eq.)

Smelting reduction process 1.97

Oxidizing refining process -1.27

Fe-V manufacturing process -0.45

탈황 폐촉매 1ton 재활용 환경영향 0.25

Fig. 4. Global warming considering avoided impact of waste catalyst recycling technology (Unit: kg CO2 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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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게 된다. 이는 탈황 폐촉매를 재

활용하지 않고 소각을 통해 처리할 때의 온실가스 배출

량인 0.34ton과 비교할 경우 0.09ton이 적은 양으로 약

25%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효과를 나타낸다. 이를 국내

연간 폐촉매 배출량인 2,700ton에 적용할 경우 연간

2,430ton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6.2. 원료물질 사용량 감소에 따른 환경영향 분석

현재 개발된 폐촉매 재활용 기술에 대한 공정 데이터

는 최적화된 처리공정에 대한 데이터가 아닌 Pilot

plant에서 수집된 데이터로 원료물질에 대한 사용량이

과대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폐촉매 재활용 처

리효율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원료물질 중 지구온난

화 영향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철광석의 사용량이

10~50% 감소하였을 때 지구온난화 영향의 변화를 분석

하였다.

다음 Table 7은 철광석 사용량 감소에 따른 폐촉매

1ton 건식처리에 대한 지구온난화 영향 결과를 보여준

다. 폐촉매 건식 재활용 공정에 대한 철광석의 지구온

난화 영향 기여도는 약 80%이므로, 철광석이 가장 중

요한 이슈인 것은 분명하다. 철광석 사용량이 10% 감

소할 때 약 8%의 지구온난화 영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7.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탈황 폐촉매 재활용에 대한 환경영향

을 도출하였고, 환경영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과정평

가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환경영향 도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탈황촉매 1ton을 처리 시 지구온난화영향은

3.53E+00 ton CO2 eq., 자원소모영향은 1.73E-02 ton

Sb-eq, 산성화영향은 5.13E-03 ton SO2-eq, 부영향화영

향은 9.16E-04 ton PO4
3−eq, 광화학산화물생성영향은

1.94E-03 ton C2H4-eq.로 나타났다.

2) 용융환원 공정의 기여도가 전체 영향범주에서 최

소 65%에서 최대 91%까지 나타내고 있을 정도로 환

경영향을 발생시키는 주요 공정이고, 환경영향 기여도

가 큰 주요 투입·산출물은 용융환원 공정에서 폐촉매 내

유가금속 성분들을 회수하기 위해 사용되는 아크용해로

에 투입되는 전기와 세 개의 공정에서 원료물질로 사용

되는 생석회 및 Fe-V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Al 파우더

로 인한 영향이 전체 환경영향에 기여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탈황 폐촉매 재활용 기술의 환경영향을 감소시키

기 위해서는 용융환원공정에서 사용하는 아크용해로에

효율개선 및 에너지원 변경 또는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전기의 환경영향 저감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전체

공정의 수율 개선을 통한 생석회와 Al 파우더의 투입

량 감소 역시 중요한 개선안 중 하나이다. 

4) 탈황 폐촉매 1ton을 처리할 때 3.53ton의 온실가

스를 배출하는데, 재활용 공정을 통해 회수되는 CaO-

AL2O3 슬래그, Fe-Ni-Mo 합금철, Fe-50%V 합금철의

회피효과를 고려할 경우 3.28ton의 온실가스 회피효과

를 발생시켜 0.25ton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낸다. 이

는 폐촉매를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할 경우 배출되는

0.34ton의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0.09ton이 저감되는 것

으로 연간 발생되는 폐촉매량에 적용할 경우 재활용 기

술 개발을 통해 연간 2,430ton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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