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 가전제품의 리싸이클 기술 

 

특정 가정용 기기 재상품화 법(가전 리싸이클 법)이 2001년 4월에 시행되어 

가전제품의 리싸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대상이 되는 가전제품은 4품

목(냉장고,세탁기, 에어컨, TV)이다. 이들은 철, 동, 각종 플라스틱, 유리, 프

린트기판 등으로 구성 되 있으며, 파쇄 및 분별 등의 기술에 의해 유가물이

나 프레온 등의 유해물을 회수하고 있다. 2000년 3월말에 준공한 서일본 가

전 리싸이클(NKRC)의 가전 리싸이클 공장은 도시바가 건설을 담당하였다. 

플랜트의 성능은 재상품화 율에 관한 성능평가 시험을 행하여 가전 리싸이

클 법의 규정을 충분히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하 가전 리싸이클 법에서 대상이 되는 4품목의 재료조성으로부터 리싸이

클의 착안점을 기술하고 NKRC에서의 가전제품 처리 프로세스의 특징 및 플

랜트 성능에 대하여 기술한다 

 

1. 가전제품 4품목의 소재구성과 재상품화 

 

 

가전 리싸이클 법의 대상이 되는 가전제품은 냉장고,세탁기,에어컨,TV 4종이

다. 이들은 철, 동, 알루미늄, 플라스틱 류, 유리등으로 구성되며, 금속 및 

플라스틱등의 복합제품 이라 할 수 있다.  

 

가전 리싸이클 법에 있어서 재상품화는 가전제품을 처리하여 생긴 것이 유

상 및 무상으로 인도하는 것 및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품목마다 리싸이클 율이 정해져 있다. 각각 냉장고 50%, 세탁기 

50%, 에어컨 60%, TV 55%이다. 

 

리싸이클 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표1에서와 같이 금속 류, 유리, 플라스틱 

류 등의 회수가 필수이지만, 플라스틱은 종류도 많고 이물질 제거등의 일손 

에 들기 때문에 유기화가 어렵다. 이 때문에 가전제품의 처리에 있어서는 제 

품마다 手분해나 기계파쇄에 의해  소재로 분리하여 금속류와 유리의 회수 

를 주체로 하는 프로세스가 일반적이다. 또한, 유해물을 배출하지 않는 방침 

으로부터 냉장고, 에어컨의 냉매용 프레온 및 냉장고 단열재 우레탄 주의 프 

레온의 회수를 추진하는 플랜트도 있다 

 

 



 

표1. 가전제품의 소재구성 

 

가전제품 품목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철 49 52 54 12 

동 4 2 18 3 

알미늄 1 4 9 1 

플라스틱 43 33 16 26 

유리 - - - - 

염수 - 6 - - 

기타 3 3 3 5 

 

 

2. 가전제품처리 프로세스의 특징 

 

NKRC에 가져온 가전제품은 품목별로 분류되어 각 처리 라인에 반송된다, 

각 가전제품은 개별적으로 관리표가 붙여져 있으며, 인수시에 바코드로 입력

된다. 그리고 처리라인의 투입구에 있어서, 현물과 대조하여 확실하게 처리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NKRC의 전체 프로세스는 手분해, 기계파쇄, 분별을 기본 구성으로, TV는 유

리, 기타 품목은 금속류를 주체로 회수하도록 구성하였다. 회수 된 플라스틱

류는 매립을 위하여 최종 처리장으로 보내지지만, 플라스틱의 리싸이클은 금

후 과제이다.  

 

가. TV 처리 라인 

 

TV는 手분해로, 케이스, 기판, 편광 요크(전자석), 브라운관 등으로 분해된다. 

케이스는 플라스틱제가 주체이며, 손으로 분해 후 파쇄 및 감용하여 최종 처

분장에 보내진다. 브라운관은 유리업체의 인수 요구사양에 적합해야 하기 때

문에 브라운관의 전면유리(패널유리)와 후면 유리(판넬유리)로 분리, 판넬유

리는는 세정, Cullet화 한다. 세정은 실리콘카바이드(SiC)의 분말을 Cullet화 

시킨 유리조각에 충돌시키는 것으로 유리 표면의 정화한다. 건식 프라스트법

을 채용하고 있다.  

 

 



나. 세탁기 및 에어컨의 처리 라인 

 

세탁기는 그대로 1차 파쇄기에 투입된다. 1차 파쇄기의 출구에서 모터가 회

수되고, 그 후 2차 파쇄기로 보낸다. 에어컨은 냉매용 프레온을 회수한 후, 

열교환기, 컴프레서, 동선, 동 파이프등을 손으로 분해하여 회수한다. 나머지

는 세탁기 처리 라인과 같이 사용하는  2차 파쇄기로 보내져, 파쇄 후 자력 

선별기로 철을 회수하고, 나머지는 비철 선별 라인에 보내진다. 회수 된 철

은 회수유르 순도 모두 90% 이상이다. 세탁기의 모터, 에어컨의 컴프레서, 

열교환기등은 그대로 유기물로서 처리된다 

 

다. 냉장고 처리라인 

 

냉장고는 냉매용 프레온과 냉동기 油를 회수한 후, 냉장고 문 패킹, 컴프레

서등을 손으로 분해하여 벗겨내어 파쇄기에 건다. 파쇄기는 2단 구성으로 전

단에서 300mm정도로 파쇄하고, 후단에서 30mm 이하가 되도록 파쇄한다. 

파쇄 후는 풍력 선별에 의해 중량이 무거운 철, 비철, 플라스틱류로부터 우

레탄을 선별 및 회수하여 우레탄 처리라인에 보낸다 

 

철, 비철을 포함하는 파쇄물로부터 자력선별기에 의해 철이 회수되고 나머지

는 비철 선별라인에 보내진다. 또한 파쇄기는 밀폐된 방에 설치하여 파쇄시

에 방출되는 단열재 중의 프레온을 회수하는 것에 의해 대기방출을 방지한

다. 

 

라. 우레탄 처리라인 

 

단열재인 우레탄으로부터의 프레온 회수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열처리

에 의한 프레온 추출과 우레탄의 감용화를 동시에 행하는 장치를 채용하였

다. 1축의 스크류 피더와 가열기에 의해 구성된다(그림5). 우레탄은 가열 및 

감용 공정중에 먼저 프레온이 탈리 및 회수된 후, 약 1/15로 압축 및 감용

화 되어 고형물로 회수된다. 잔류 프레온양은 1% 이하로 되 있다  

 

마. 비철 선별라인 

 

철 회수 후의 잔사로부터, 동, 알미늄등의 비철금속을 고회수율 및 고 품위

로 회수 가능한 선별장치의 합리적 구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가전제품 4

품목을 대사으로 한 파쇄물에서, 파쇄입도가 30-40mm에 적합한 장치로 하



여 와전류를 이용한 선별기를 2단, 직렬로 사용하는 구성을 채용하였다(그림

6). 회수율, 순도 모두 90% 이상을 실현하였다  

 

바. 단열재 중의 프레온 회수라인 

 

냉장고의 파쇄 공정 중에서 회수된 단열재 프레온 중의 프레온가수와 전술 

우레탄 처리 라인에서 회수 된 프레온 가스는 기체상태에서 활성탄에 일단 

흡착 된 후, 탈리 되어 액화 회수된다.  

 

3. 재 상품화 율과 단열재 중 프레온 회수율 

 

플랜트의 재 상품화 율에 관한 성능 확인으로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의 각 가전제품 4 품목마다 실증 시험을 행하였다. 기계 파쇄전의 수 분해에 

의한 회수, 기계 粗 파쇄 후의 모터회수, 기계 미세 파쇄 후의 자력선별에 

의한 철 회수, 비철 선별기에 의한 동, 알미늄 회수등에 의한 유가물의 회수

율을 표2 나타내었다. 이들의 시험결과는 각 가전제품 품목마다 가전 리싸이

클법에 규정 된 요구를 만족하고 있다. 

 

냉장고의 단열재 우레탄 중의 발포제 프레온 함유량을 추정할 수 있는 냉장

고 80대를 이용하여, 냉장고의 파쇄 과정 및 우레탄의 가열 탈 프레온 장치

로부터 회수되는 프레온 양의 측정시험을 행하여, 프레온 회수율이 약 87%

가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또한 단열재 중의 프레온의 흡착장치에 의한 회수

율의 측정시험에서는 약 90%의 액체회수가 확인되어 시스템 전체로서의 액

화 회수율은 약 80%가 되었다.  

 

4. 결론 

 

플랜트의 성능은 철, 비철 등을 회수하는 것으로, 가전 리싸이클법에 있어서 

재 상품화율을 충분 만족하는 것이였다. 자원의 유효활용 및 적정처리는 금

후에는 법적인 재상품화율의 상승 및 피 재상품화 제품으로서 퍼스컴등으로 

범위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 된다. 가전제품은 2001년에 2,100 만대, 약 70

만 톤 배출될 것으로 보이며, 제조자 책임의 입장에서 가전 메이커는 가전제

품의 재 상품화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플라스틱의 리싸이클등 과제

도 많지만 자원 순환형사회의 실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표2. 재상품화(리싸이클)율 평가시험 결과  

 

가전제품 

품    목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전자동 2槽式   

재 상품화 

율(%) 
62 59 63 70 90 70 

가전 리싸

이클 법의 

기준값(%) 

50 이상 50 이상 60 이상 55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