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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nagement of waste generated from end of life vehicles (ELVs) has become one of the major
environmental issues. In 2008, total number of registered vehicles in Korea was about 16,800,000
which is about 2.5 times compared to 10 years ago. With the sharp increase in number of vehicles
ELVs is also increasing, which were about 670,000 in 2009. Out of which, about 100,000 -150,000
vehicles were exported as a used car and 500,000-550,000 were sent to dismantling as scrap car.
The ferrous scraps, aluminum, waste oil, tire, battery etc. and the regulated items are separated
from ELVs for recycling. The remaining part composed of fluffs and soil-like residue is called as
Automobile Shredder Residues(ASR). In Korea, several studies on the management of ELVs and
the environmental issues related to it are presented in earlier publications.
The present technology to handle ELVs is usually generating around 20% of ASRs of a new car
in weight at shredding facilities, which is almost disposed off by landfill or combusted. In future,
it is expected that landfill will not be permitted for disposing the organic portions of waste. The
recycling rate of ELVs must be above 95% of a new vehicle due to forthcoming regulation being
effective around 2015 in some countries like EU, Japan and Korea. EU Directive(2000/53/EC)
emphasizes on minimizing the impact of ELVs on the environment and improves the quality of
environment and energy conservation. Recently, energy recovery methods such as pyrolysis,
gasification and injection into blast furnaces are also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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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의 등록사례는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발생
되는 ASR의 적정재활용이 재활용율 목표 달성

현재 국내외에서는 대량생산, 소비 및 자원
고갈로 인하여 유가금속의 회수 및 재활용이 이
슈화 되면서 자동차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폐차 발생량
은 2009년을 기준으로 67만대이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년간 폐차발생 증가율이 5% 정도로
서

향후

폐자동차

파쇄잔재물(ASR:Automobile

shredder residue)의 증가율도 5% 정도로 예상되
어 국내 연간 ASR의 예상발생량은 Table 1과 같
다.
Table 1. Number of generated ASR in Korea
(단위 : 만톤/년)

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Table
2.는 현행 법률상 주체별 주요 의무내용을 요약
하여 나타낸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폐자동차의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제조자가
폐차에 대해서까지 의무적으로 책임을 지는 강
력한 규제가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독일
의 경우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재활용 가
능한 자동차 부품으로 대체하는 등 자동차를 폐
차시킬 경우 발생될 폐기물의 평균적인 양을
2005년까지 15%, 2014년까지 5% 이하로 감소시
킬 것을 법제화하였다. 국내 자원순환법에서는
2014년까지는 재활용율 85%, 2015년부터는 95%

구분

2010

2015

2020

2025

ASR

12

14

18

23

계

12

26

44

67

국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
환에 관한 법률”에서는 2014년까지 재활용율
85%(에너지 회수율 5%이내), 2015년부터는 95%
(에너지 회수율 10%이내)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목표율 달성이 어려운 상태(2009년 약 84%)이며,
2011년 현재 Table 2.와 같이 법률에서 재활용
의무 이행 주체로 명시하고 있는 해체 재활용업
자, 파쇄 재활용업자, ASR 재활용업자, 폐가스류
처리업자 중 ASR 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 처리업

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목표율 달성이 어려운
상태(2009년 약 84%)이며, 발생되는 ASR의 적정
재활용이 재활용율 목표 달성에 가장 중요한 관
건이다. 일본은 폐자동차의 해체재활용 및 파쇄
단계에서 부품 및 금속회수를 최대한 실시된 후
발생되는 ASR의 재활용율을 법으로 정하여 약
80%(2008년)가 재활용되어 전체 폐차 중 ASR의
재활용효과가 18%까지 이르고 있으며 유럽은 전
체 재활용 목표율 95% 중 10%의 열회수를 인정하
므로 이의 필요성이 입증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
서 발생하는 ASR은 매립, 소각으로 처리되거나
시멘트 소성로의 열원(2011년 7월부터 금지)등으

Table 2. Mainly obligational contents of a legal
구 분

․

자동차 제조 수입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

파쇄재활용업
파쇄잔재물재활용업
폐가스류처리업

-

의무내용
사전오염방지의무, 자기선언의무
재활용기술개발, 기술지원
분리회수 의무
차피, 냉매의 적정 처리 및 인계
차피 금속 회수

- ASR

분리배출

- ASR

물질재활용 및 에너지회수

-

냉매 재사용 및 고온 분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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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재활용 대행사 계약가능
적정처리기준 제시, 분리보관/배출,
적정인계/인수 등의 의무부과
적정처리기준 제시, 분리보관/배출,
적정인계/인수 등의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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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처리되고 있어 ASR의 열적재활용 및 ASR 내

된 TSL Furnace 설비에 ASR중에 함유된 구리나

함유된 철, 알루미늄, 구리 등의 유가 금속을 효

유가금속류를 회수하면서 보조연료로 병합 처리

과적으로 재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

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문에 95%의 재활용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ASR

량화와 동시에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면서 유

의 재활용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

가 금속을 효과적으로 회수 할 수 있고 발생되

수적이며 이를 통해 약 10-15%의 열회수와 유가

는 슬래그의 완전 재활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이

금속의 재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단계에 있다.

따라서 ASR의 감

국내에서는 ASR 총 발생량의 극히 일부분만이
소각 처리되고 있지만 소각처리의 경우에도 발

2. ASR의 발생공정 및 특성

열량이 높고 난연성이어서 효율적으로 연소시키
지 못하고 특히 ASR 중에 함유된 염소화합물이
나 중금속류 등의 영향으로 유해가스상 오염물
질들을 다량으로

2.1. ASR의 발생 현황
폐자동차 파쇄 업체로 입고되는 폐차에서 발
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계중해보면 개략적으로

체 재활용 목표율 95%중 10%의 열회수를 인정
하므로 이의 필요성이 입증되고 있다. 반면 국내

다음과 같으며 전체 차량 중량의 약 16%(180kg)
정도로 추산된다.

에서 발생하는 ASR은 매립, 소각으로 처리되거

※ 차량 1대 중량(승용차 기준) : 약 1,100kg (100%)

나 시멘트 소성로의 열원(2011년 7월부터 금지)

※ 폐차장에서 회수되는 부품 총중량 : 약 550kg/대 (50%)

등으로 처리되고 있어 ASR의 열적재활용 및

※ 슈레더 공장에 입고되는 폐차의 중량 : 약 550kg/대 (50%)

ASR 내 함유된 철, 알루미늄, 구리 등의 유가 금
속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

※ 슈레더 작업시 발생되는 ASR 중량 : 약 180kg/대 (16%)
※ 연간발생 폐차 ASR중량 : 180kg/대 × 67만대 = 120,600ton
(2009년 기준)

이기 때문에 95%의 재활용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나 위에서 추산된 값은 순수한 폐자동차 해

는 ASR의 재활용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양이며, 이 외에도 폐자동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약 10-15%의 열회수

차를 수입하거나, 생활폐기물에 의해 발생되는

와 유가금속의 재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

Shredder의 양을 합하게 되면 연간 발생되는

만 현재 국내에서는 ASR 총 발생량의 극히 일부

ASR의 총 중량은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할

분만이 소각 처리되고 있지만 소각처리의 경우

수 있다.

에도 발열량이 높고 난연성이어서 효율적으로
연소시키지 못하고 특히 ASR중에 함유된 염소화
합물이나 중금속류 등의 영향으로 유해가스상
오염물질들을 다량으로

2.2. ASR의 발생공정
다음 Fig 1.은 폐차처리 공정도를 나타낸 것으

배출하기 때문에 소각

로 폐차의 처리공정을 보면 폐차에서 먼저 액상

처리를 꺼리는 실정이다. 또한 생활폐기물이나

폐기물을 제거하고 1차 해체 과정을 통해 재활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열분해가스화 하

용 가능 부품을 분리한 후에 2차 해체 과정에서

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에

고철이나 고비철 등의 재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있으나 ASR의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ASR을

부분 외에는 폐기물이 된다. 시트 등의 내장재

대상으로 열분해가스화 방법으로 처리하는 기술

및 범퍼류와 같은 폐플라스틱은 대부분 폐기물

개발을 최근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시도하였으며

처리업자에 의해 위탁 처리되며, 압축 파쇄 과정

아직 상용화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에서 배출된 ASR도 대부분이 고분자계 폐기물로

그리고 국내 초대 동제련기업인 ㈜LS-Nikko동제

발열량이 평균 5,500 kcal/kg을 넘는다. 이러한

련의 자회사인 GRM에서는 폐자원재활용 전문기

ASR은 국내 폐기물 분류에서 폐합성 고분자 화

업으로서 최근 오스트리아의 기술도입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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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동차
액상
폐기물
회수
1차

2차

해체

해체

․

휘발유 경유
엔진오일 등
부동액

폐기물
처리업체

재사용가능부품

재사용

타이어, 범퍼,
연료장치 등

수출

엔진, 변속기

엔진해체
업자

차축, 등속 조인트
스프링, 압쇼바 등
라디에이터, 콘덴서
배터리

중고
부품
재활용
분해

고철
비고철

고철
고비철

수거업자

비철

전선류
타이어
시트
폐플라스틱
절단

수거업자

폐기물
처리업체

시멘트회사,
매립, 소각

재
료
리
사
이
클
링

고철

압 축
고비철
파쇄

잔재물

폐기물
처리업체

Fig 1. Summarized flow sheet of end-of-life vehicle treatment system.
합물로 분류되고 있다. 승용차량 1대의 중량

분석한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Table 3.

을 1,100 kg으로 추산할 때, 폐차장에서 회수되
는 부품의 총중량은 약 50%이고, 나머지 50%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ASR은 대부분이 플라스틱

중량이 파쇄공장에 입고된다. 파쇄공정에서 발생

지하는 고분자 화합물로서 높은 발열량을 가지

하는 ASR은 약 180 kg으로 16% 정도를 차지한
다. 따라서, 연간 국내에서 발생하는 ASR은 최소

고 있으며, 금속이나 전선류도 적지 않은 양이

120,000톤 이상으로 막대한 양이 된다. 그러나
파쇄잔재물 재활용업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처리 상황을 추산할 수
없다.

2.3. ASR 특성
현재 발생되고 있는 ASR의 조성 및 발열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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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스폰지류, 섬유류 및 고무류가 대부분을 차

포함되어 있지만 유리나 토사류도 비교적 많이
포함하고 있어 폐기물 처리업체에서도 소각이
대단히 곤란한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개발을 통하여 비교적 높은 열량을 가
진 ASR을 보조연료로서 활용을 하고 더불어 소
량이지만 함유되어 있는 금속류는 유용자원으로
나머지 용융슬래그는 재활용자재로서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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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매우 적합한 폐기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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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이는 Cl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단손

전체 파쇄공정에서 발생되는 ASR은 분리 선별과

소각을 할 경우 염화수소가스에 의한 오염문제

정에 따라 총 6개의 시료로 나눌 수 있다. 폐차

나 설비의 부식문제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단순

처리 공정도에서 보는바와 같이 압축된 차피는

소각을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ASR을 열분해를

main shredder에서 파쇄된 후 1차적으로 cyclone

통한 가스화 공정을 거친다면 염화수소가스의

에서 비교적 가벼운 물질인 스티로폼, dust와 같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에너지원으로 효과적으

은 light fluff가 먼저 분리되고, 나머지 잔재물은

로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물질인 것으로 판단

자력선별기로 이동하여 철 스크랩이 분리 회수

된다.

되며, 나머지 잔재물은 비철금속 선별기로 이동
하여 알루미늄, 아연 등이 분리회수 된 나머지

Table 6.은 ASR 중에 함유된 중금속 함량을 분

잔재물은 trommel screen을 통하여 heavy fluff

석한 결과로서 ASR 내에 함유된 중금속으로는

와 glass, soil 등으로 최종 배출된다. 이와같이

Fe 와 Al, Zn, Cu, Pb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각 공정별로 발생되는 ASR의 종류별 원소 분석

수은은 검출되지 않았고 Cr, Cd 등 유해 중금속

및 발열량 분석결과는 Table 4,5.와 같다. Table

성분도 소량 검출되었다. 철이나 알루미늄, 아연,

4,5.에서 보는바와 같이 ASR은 휘발성물질이 높

구리 등과 같이 자원으로 회수 가능한 유가금속

기 때문에 발열량이 높으며 수분 함유량이 그다

의 함량이 비교적 높다. 따라서 ASR을 단순 소

지 높지 않다. 따라서 발열량은 목재나 석탄과

각처리하기 보다는 가스화 용융기술을 적용할

유사한 4,500kcal/kg

정도의 비교적 높은 열량

경우 가스상의 에너지와 용융잔류물 중 유가금

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대체에너지 자원으로 활

속을 회수하여 최종적으로 처분해야 되는 물질

용할 가치가 충분히 높다. 그러나 ASR 중에는

의 양을 최소화하므로서 ASR의 재활용율 95%

전선과 같은 polyvinyl chloride (PVC)에 기인된

이상을 달성하기에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 Material composition and calorific value of ASR
분류

소형(%)

중형(%)

혼합(%)

발열량(kcal/kg)

금속

1.58

0.78

1.05

-

고무류

8.06

5.85

6.40

5,526

섬유류

30.83

31.15

24.30

4,073

전선류

4.22

5.14

1.97

4,950

스폰지류

5.54

15.92

16.75

4,532

플라스틱류

20.59

23.55

22.63

9,086

목재류

0.49

0.03

0.63

3,757

종이류

1.14

0.92

4.53

4,043

유리류

2.74

1.92

1.77

-

토사류

16.80

8.77

16.04

1,378

기타

8.01

5.99

3.94

7,517

계

100.00

100.00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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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roximate analysis of ASR
ASR
Proximate analysis
Volatile matter
Fixed carbon
Ash
Moisture
Heating value (cal/g)

wt%

Ultimate analysis

wt%

60.3
15.6
23.2
0.9
4433.6

C
H
O
N
S
Cl

48.5
6.3
19.5
1.9
0.6
1.73

Table 5. Element analysis & calorific value of ASR
C

H

N

S

O

발열량(kcal/kg)

Light Fluff

52.9

6.9

2.2

0.6

18

4756

Light 토사

39.4

5.1

1.5

0.5

13

3086

Heavy 분쇄

52.4

7.3

0.8

0.5

10.7

6607

Heavy 잔재

44.3

5.8

1.3

1.0

18.4

5802

Screen

22.5

2.8

0.3

0.4

0.2

3014

Trommel

5.4

0.5

0.2

0.1

0.27

519

Table 6. Metal content of ASR
mg/kg (ppm)

항목
Light
Fluff
Light
토사
Heavy
분쇄
Heavy
잔재

Al

V

Cr

Mn

Fe

Co

Ni

Cu

Zn

As

Se

Cd

Hg

Pb

12,148

6.8

52.4

196.4

18,840

6.6

42.3

6,028

1,924.0

9.0

2.5

3.2

N.D

454.4

12,148

9.5

118.8 263.4

28,356

7.9

73.8

313.5

2,158.4

6.7

2.4

3.7

N.D

768.0

4,928

3.0

153.9 153.1

37,948

2.6

22.6

46.5

2,106.8

7.1

1.8

5.8

N.D

1,019.2

10,132

5.6

28.6

4,704.

2.6

17.1

4,372

4,412.0

8.6

2.4

15.4

N.D

431.2

84.4

Screen

19,028

158.6 135.4 882.4

109,240

20.1

72.8

17,568

14,212.

15.8

2.6

2.9

N.D

4,152.0

Trommel

16,928

141.5 306.8 1,487

130,400

29.9

149

1,312

1,764.8

23.2

4.0

3.8

N.D

2,423.6

3.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3.1 국외 기술개발 동향
EU국가들의 폐 자동차 재활용 체

등은 파쇄재활용 및 잔재물 재활용 기술에 중

계 강화 및 자원순환을 위하여 2002년부터

심을 두고 Post shredder 기술 및 시설 개발에

ELV폐차처리지침을 제정, 시행해오고 있다. 프

중점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랑스 등의 국가는 해체재활용 중심의 재활용

한편, EU 집행위원회에서는 폐차처리지침을 제

체계 및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독일, 벨기에

정하여 운영하면서 EU 27개 회원국 간의 국가

EU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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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제도 특성 및 다른 추진 전략 등으로 폐차
재활용율 기준이 모호해지고 있기 때문에 재활

며 팀별 공동연구 및 처리시설의 개발로 인하

용율 계산방법 제시 등 주요내용에 대한 회원

로 상승하고 있으며 약 68~76%의 파쇄 잔재물

국 통합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

재자원화율을 보이고 있다.

며, 또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수긍할 수 있고

TH팀의 2007년 ASR 재활용율 실적을 나타낸

국제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영향력 및 일관성

것이다.

여 자동차 파쇄 잔재물의 재자원화는 지속적으
Table 7.은 ART와

을 지닌 국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ISO 표준 신설 및 개정에 대하여 노력하고 있
다.
일본의 경우, 폐 자동차의 재자원화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일본의

Table 7. Recycling rate of end-of-life vehicle
in 2007 for ART & THT

Nissan
Suzuki
Mazda
Mitusbishi
FHI

효율(%)
94.7
94.5
95.0
95.0
95.4

Toyota

76.0

96.0

Honda

77.8

96.2

Daihatsu

76.0

96.0

ART팀

영 면에서 EU와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규를 만들어 이
해관계자 간의 협조를 통해 점차 갖춰가는 형
상을 보이지만, 일본은 과거부터 자동차 재활
용의 인프라를 담당해온 관련 사업자의 역할

재활용실

제조업체

폐 자동차의 처리 및 재활용 법률의 제정, 운
있는데, EU는 자동차 재활용 관련 인프라 구축

ASR재자
원화율(%)
72.0
69.9
69.0
68.8
72.9

구분

TH팀

분담을 전제로 하고 인프라 구축을 마친 상태
에서 이전의 재활용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지적
된 자동차 파쇄 잔재물, 프레온가스 및 에어백
류를 중심으로 하여 이것들의 적절한 처리와
재활용을 재활용 목표로 설정하고 운영하고 있
다.
또한, 일본은 자동차 재활용법의 ASR 및 에
어백류의 재활용 및 재자원화의 목표율을 달성
하기 위하여 자동차 제조업계는 비용절감, 파
쇄업자의 업무원활화를 배경으로 ART와 TH팀
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ART는 Suzuki,
Nissan, Nissan Diesel, JARC, Chrysler Japan,
Jaguar Japan, Mitsubishi Fuso등으로 재활용 기
술 개발 및 노하우 공유와 참여기업의 ASR 공
동회수 및 처리에 의한 재활용 비용 저감달성
을 목적으로 관련업체 14개 업체가 구성원으로
활동중이고, TH는 ASR의 처리시설을 공유함으
로써 비용절감 및 재활용율 제고 달성을 위하
여 설립되었으며, 현재 도요츠 리사이클(주)에
TH팀에서 발생한 ASR 처리를 위탁하고 있다.
이는

Toyota,

Peugeot,

BMW,

Volkswagen,

Honda, Audi 등의 8개의 업체로 구성되어 있으

일본 동제련 산업계는 폐광산 및 제련소의
유휴 설비를 활용하여 동 함유 산업 폐기물 처
리를 시작했으며 최근 자원 리싸이클링 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Kosaka 제련소는
최근 별도의 처리 설비를 갖추고 자동차 폐촉
매 및 자동차 폐축전지를 처리하고 있으며 최
종 매립지의 부족에 따라 폐광산을 매립 시설
로 전환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 최종
처리 소각재 및 무기성 불연소 물질을 처리하
고 있다.
한편 Naoshima제련소의 Eco-town plant의 주
처리 품목은 ASR이며 PCB와 동 슬러지의 혼합
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여기에서 발
생되는 Slag와 소각재는 인근 Teshima plant의
소각재와 함께 Naoshima 동제련 설비로 투입
되어 유가 금속이 회수되어 진다. Teshima
Project는 일본 지방 정부가 직접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아 투자 시행하였으며 Naoshima 제
련소는 공장 부지의 장기 임대, 가동 인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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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asification melting process of NAOSHIMA Japan.
조업 기술 그리고 소각재의 처리를 담당함으로

체, 철강업체, 자동차업체, 기타 재활용업체에

써 Naoshima 제련소 자체의 Eco-town plant와

서 재활용되고 있으며, 그 중 동제련 업체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으도

ASR이 가장 많이 재활용 되고 있는 실정이다.

충분한 수익사업이 되어 자원 리싸이클링 사업

특히 NAOSHIMA 동제련소는 1200℃에서 가스

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1].

화/용융을 하여 생성된 가스는 연소하여 스팀

또한 신일본제철 나고야 제련소 내에는 일 120

을 제조하고 전기를 생산하는 공정이 포함되어

톤 처리 규모의 직접용융 샤프트로방식의 ASR

있는데, 여기서 발생된 전기는 전체공정의 전

열분해 가스화 용융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력소비의 10%를 충당할 수 있고, 생성된 슬래

자동차 제조사인 도요타자동차의 요청에 의해

그는 동제련설비에서 유가금속을 회수하고 잔

설치되었고, 폐자동차잔재물인 ASR만을 열분해

재물은 골재로 판매하여 잔재물이 발생되지 않

용융시켜 처리하는 설비로 정부로부터 설치허

는 Zero-emission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Fig

가를 받아 신일본제철의 자금으로 건설하였으

2.는 NAOSHMA의 Eco Town Plant 및 Teshima

며 일부 설비 건설비의 약 30%를 에너지회수

Plant 공정을 나타낸 것이다.

시설에 대한 국고지원비로 충당한 것으로 알려

유럽의 대표적인 ASR 처리 기술로는 SiCon

져 있다. 한편, 용융 후 생산되는 Metal slag는

GmbH사를 예로 들수 있는데

동함량이 20% 정도 되기 때문에 동제련회사로

는 Mechanical 재질선별 Process를 기본으로

판매하고 있다[2].

처리 능력은 각 Shredder 4,000 HP(100ton/h),

현재 일본에서는 폐 자동차가 년간 400만대

Shear

1,250

HP

(45ton/h),

SiCon GmbH사

Press

1,000

가 발생되어 5천여 개의 폐차장에서 해체과정

HP(50ton/h)를 보유하고 있고, 경제성에 입각한

을 거치게 되어 부품을 회수하고 140개의 슈레

재질 선별 및 최종선별물을 재활용하고 있으며

더 업체에서 파쇄 후 자원회수를 하고 있다.

정체 공정도는 Fig 3.과 같으며 총 재활용율 향

한편 ASR은 년간 80만톤이 발생되어 ASR 재활

상을 위해 시장성이 적은 최종선별물의 유화

용 업체로 운반되어 재활용 되는데 동제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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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Shreddering & sorting Technology in EU
기술명
VW-SiCon

기술개발수준
·1st Plant : 운전중
·2nd Plant : 건설중

Galloo

· 운전중

Sult

· 운전중

R-Plus

· 운전중

생성물
·
·
·
·
·
·
·
·
·
·
·
·

처리비용

Granulate
Fiber
금속류
재활용 플라스틱
금속류
RDF
유기물(플라스틱)
금속류
광물류
유기물
금속류
광물류

20 ~ 50 유로
.
100유로
90유로

및 가스화 적용을 위한 열적 재활용 기술을 개
발중에 있다. 이들 기술은 크게 두 방향으로
진중인데 유화(Depolymerization)기술은 ASR을
이용한 Gasolin과 Diesel 생산 기술이며, 가스화
(Gasification)기술은 H2, CO 합성 및 전력 생산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Fig 4.는 SiCon GmbH
사의 ASR 가스화, 유화 설비 공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독일의 Benz 사의 경우 폐차 재활용 관련
추진사항으로 재생 플라스틱 사용을 확대하여
Fig 3. Sorting procss of ELV's in VW-SiCon.

신모델 차종의 경우 총 중량의 5% 정도를 재
생재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자동차 재활용
을 위한 새로운 개념으로 야금학적 폐자동차
처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EVA에서 개발한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에서 매립하거나 열회수
없이 용해되던 ASR을 용해공정의 열원으로 사
용하여 에너지를 회수함으로써 ASR 처리문제
를 해결함과 동시에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극대
화시키고 있다[3].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등은

최근

Post

Shredder Technology 시설의 개발과 함께 지금
까지 해체 중심으로 실시해 오던 재활용 체계
를 파쇄 잔재물 중심으로 점차 변화시키고 있
음. VW-SiCon 공정을 포함한 Galloo, Sult,
R-Plus등의 대표적인 PST시설 및 기술현황을
Fig 4. Gasification melting process of SiCon

Table 8.에 나타내었다.

GmbH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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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현

3.2 국내 기술개발 동향
우리나라는 EU의 ELV폐차처리지침을 기반으

래그에는 구리가 2% 이상 함유되어 동제련회

로 하여 2008년부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

사에서 동회수를 통한 물질재활용을 함으로서

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해오고 있으

최종적으로는 ASR의 재활용율 95% 이상을 달

나 2009년 EcoAS 재활용 실적 보고에 의하면

성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하였다. 그리고 국

현재 국내 폐 자동차의 대당 재활용율은 84.1%

내

에 불과하다.

(주)GRM과 고려아연을 예로 들 수 있으며 그

이에 따라 환경부는 재활용율 향상 및 법률의

중 (주)GRM이 자동차파쇄잔재물 재활용업자로

수정 및 보완을 위하여 제도적, 기술적 R&D

등록예정이다. (주)GRM은 LS Nikko 동제련의

및 자동차 재활용 체계 강화 T/F 팀을 구성하

자회사로 현재 충북 단양에 유가금속 생산 플

여 폐 자동차 재활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랜트를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Fig. 6.은

있는 실정이다.

(주)GRM의 유가금속 제조 공정을 나타낸 것이

비철금속

제련의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국내에서는 석탄 및 일반폐기물에 대한 가

며, 이는 호주의 Ausmelt사의 첨단 용융로 공

스화 용융 및 열분해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

법과 공해방지시설을 도입, 건설하여 현재 가

행되고 있으나, ASR의 적정 재활용을 위한

동 중에 있으며, 2012년 말에 자동차 파쇄잔재

ASR 전용 열적처리 방법을 통한 재활용 연구

물 재활용업체로서 등록까지 하였으며 ASR을

로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수행한 “가연성 혼합

공정에 이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전처리 과정을

ASR(폐차잔재)의 청정 재자원화 시스템 및 대체 연

거쳐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기계연구원, 연세대

료화 기술개발” 이 대표적이고, 5톤/일의 pliot 설

학교, ㈜경한 등과 같이 공동으로 기술개발 중

비를 구축하였으나 아직 상용화 단계에는 진입

에 있다.

하지 못하고 있으며 Fig 5.는 한국기계연구원에
서 기술 개발한 일 5톤 규모의 샤프트방식
Ÿ

가스화용융로 pilot plant를 보여주고 있다.

Fig 5. Gasification melting pilot plant(5t/d)

Fig 6. Valuable metals manufacturing process

of ASR in KIMM.

of GRM[5].

해당 기술은 샤프트방식의 용융로를 이용하
여 투입된 ASR을 먼저 가스화 반응을 통하

4. 결 론

여 청정가스를 생산하여 에너지로 이용하
고, 잔류물은 용융 슬래그화하여 메탈슬래
그 및 일반 슬래그로 분리 배출하여 메탈슬

열환경공학, 제10권 제1호, 2013

유럽을 시작으로 자동차 자원순환 관련 규제
가 강화되면서 유럽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을 중

심으로 자동차재활용율 95% 이상 달성을 위하여

재이용 기술개발 등은 이제 실용화 단계에 가깝

많은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물질재활용이

게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기술들이

나일부 기술들은 상용화 단계에 있기도 하다. 국

경제성 측면에서는 아직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

내에서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

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계속 증가하는

에 관한 법률이 2007년 발효가 되어 2015년까지

자동차생산 보급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페자동

는 자동차 재활용율 95%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

차의 안정적 처리 면에서 경제성을 뛰어넘는 환

록 제도적인 측면에서부터 기술개발까지 정부와

경보전의 차원에서 감내하여야 할 과제가 아닌

관련 기업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

가 한다.

나 현실적으로 아직 제도적인 측면이나 기술적
인 측면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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