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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요

제1장 개요

1.1. 작성 배경
전 세계 에너지믹스 개편을 통한 재생에너지 투자는 태양광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설비가 확대됨
l 가장 많은 설비용량을 차지하는 태양광은 베트남을 중심으로 중국, 호주, 독일, 미국에서

수요가 증가하여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39GW가 신규 설치되면서 전 세계 누적 설비용량은
760GW로 예상

출처: REN21, 2021

[그림 1] 전 세계 태양광 설비용량 현황

l 국내는 2000년대 들어와서 태양광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19년에는 3.79GW

신규 설비가 추가되면서 총 11.77GW 누적 설비용량을 달성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21.10.)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
*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재생에너지 소비량 비중 시나리오(%): 70.8(A안), 60.9(B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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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에너지공단, 2014~2019 데이터로 저자 작성

[그림 2] 국내 태양광 설비용량 현황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및 보급에 따른 사용 후 폐자원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처리 및 재활용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l 태양광 패널의 사용기한(20~25년) 만료, 발전설비의 사용 기간 만료, 리모델링 및 발전시설

폐쇄 등으로 폐패널이 대량 발생할 수 있으며, 최근 파손 및 효율 저하로 인해 조기 폐기
(early-loss)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폐패널의 발생 시점은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음
l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폐패널 예상 발생량은 2030년까지 최대 800만 톤, 2050년 기준으로

7,800만 톤이 누적 폐기될 것으로 추정되며, 2030년에는 아시아 최대 300만 톤, 유럽
최대 197만 톤, 미국 최대 100만 톤으로 예상 (IEA-IRENA, 2016)
l 국내 태양광 폐패널의 발생량은 2020년 기준으로 175 톤, 2030년 예상 발생량은 1만

7,531 톤, 2040년 5만 9,194 톤, 2050년 11만 5,250 톤으로 추정(임송택, 2019)

출처: IEA-IRENA, 2016 데이터로 저자 작성

[그림 3] 전 세계 태양광 누적 폐패널 발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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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임송택, 2019 데이터로 저자 작성

[그림 4] 국내 태양광 폐패널 발생 전망

태양광 패널의 약 85% 이상 재활용할 가능성이 있지만(IEA-IRENA, 2016),
현재는 폐패널 재활용을 위한 기술이 부족하고, 재사용과 재활용 분류 기준이
없이 일반 산업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되고 있음
l 중고 패널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대부분 폐기, 손상 또는 결함이 있는 태양광 패널은

기존 폐기물 처리장으로 보내져 고부가가치 자원(은, 구리 및 실리콘) 또는 유해금속(납)에
대한 회수가 어려운 상황임
l 폐패널의 재활용은 소량의 실리콘, 구리 등 유가 물질에 집중되고 있으며,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도 부족하고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재활용의 실익이 크지 않음(김지환, 2020)
l 국내 폐패널 재활용을 위한 기술 및 기준 등이 미비하다는 것은 폐패널이 단순 매립 또는

방치될 경우 환경(토양)오염의 위험이 내재하여 있다는 것을 의미함

본 브리프에서는 태양광 폐패널 관련 국내외 재활용 기술 프로세스를 소개하고,
정책 동향과 정부 R&D 투자현황을 분석하여 폐패널 재활용 기술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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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술의 정의 및 범위
태양광 패널의 핵심부품은 반도체소자인 태양전지며, 태양전지의 최소단위를
셀이라고 하며 태양광 패널은 약 15cm 크기인 셀이 연결된 형태로 프레임-유리밀봉재-태양전지-밀봉재-백시트-정션박스의 구조로 이루어짐

출처: 임송택, 2019

[그림 5] 태양광 패널의 구성

l 태양광 패널은 태양전지의 종류에 따라 크게 실리콘계, 화합물계, 유기계, 유/무기계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국내 시장의 90%는 결정질 실리콘계(c-Si)가 차지하고 있음
l 태양광 패널은 알루미늄 프레임 8%, 강화유리 76%, EVA/백시트(폴리머) 10%, 셀(실리콘) 5%,

기타금속류 1% 등으로 구성됨

태양전지 종류에 따라 재활용 기술의 특성이 다를 수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기술체계(Tech Tree)가 정립되지 않음
l 일반적으로 실리콘계 태양광 폐패널의 경우, 프레임 및 정션박스 분리 → 유리 분리 → 밀봉재

(EVA) 제거 → 태양전지(Solar cell) 내 금속 회수 → 백시트 분리 단계로 재활용 처리가
이루어짐
- (프레임 및 정션박스 분리 단계) 물리적으로 제거 가능하며 별도의 공정 없이 프레임의
알루미늄을 재활용 및 재사용할 수 있음
- (유리 분리 단계) 패널을 물리적으로 파쇄하여 혼합분말에서 실리콘과 금속을 분리･회수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파쇄된 혼합분말에서는 고순도의 실리콘 회수가 어려워
파쇄되지 않은 판유리로 회수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음
- (밀봉재 제거 단계) 열처리를 통해 밀봉재만 제거하고 순도 높은 태양전지를 얻는 방법을
중심으로 연구 중이며 열처리를 통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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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전지 내 금속회수 단계) 산처리를 통한 화학적 방법으로 실리콘(Si), 은(Ag) 등의
금속을 회수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며, 고순도의 금속을 높은 회수율로 얻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본 브리프에서는 국내외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리콘계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기술’로 범위를 지정하여 작성되었으며, 이는 크게 박리기술과 금속회수
기술로 나눌 수 있음
l 박리기술은 프레임, 정션박스, 유리, 밀봉재 등을 적층된 구조에서 분리 및 제거하는 기술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기술로 열적, 화학적, 물리적 방법으로 가능함
l 금속회수 기술은 실리콘 전지에서 금속을 분리하여 회수하는 기술로 화학적(에칭) 방법으로

가능함
<표 1> 실리콘계 태양광 패널 분석 분류
패널 종류

분석 분류
구성물질

재활용 방법

프레임
EVA(밀봉제)
실리콘계
태양전지
구리선

회수되는 물질
알루미늄(Al)

물리적
화학적
열적
광학적
전기화학적

유리
셀
실리콘(Si)
은(Ag)
구리(Cu)

출처: IEA,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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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술동향

제1장에서 서술한 기술 단계 개념을 기반으로 주요국들에서는 폐패널이 재사용 및
재활용될 수 있도록 분리･회수하는 기술과 물질의 고순도 분리 또는 회수율 등을
위한 심화 연구 또는 R&D 프로젝트를 진행함

2.1. 해외 기술동향
(유럽) 유럽에서는 PV CYCLE1)이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태양광 폐패널의 회수 및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럽 내 국가들과 협력하여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을
위한 R&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l (CU-PV 프로젝트, 2012~2015) 태양광 폐패널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2)을

최소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함
＊ Cradle-to-cradle sustainable PV modules

- Ag(은) 사용량 감축을 위한 구리 도선 대체 기술, 태양전지판 두께를 100㎛ 이하로 줄이기
위한 후면전극 태양전지 기술 및 재활용이 용이한 패널 디자인 설계 기술을 포함하는
총 3개의 요소기술 개발로 구성됨
*

l (PV Mo.Re.De 프로젝트, 2013) 태양광 폐패널 모바일 재활용 장치 개발을 목적으로

이동식 또는 고정식 기반으로 작동하는 컨테이너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함
＊ Photovoltaic Panels Mobile Recycling Device

- 시간당 약 1.2톤의 패널을 처리하고 1개의 패널을 재활용하는 데 약 40초가 소요되고
원재료의 99%를 회수 가능한 장치를 개발함
*

l (FRELP 프로젝트, 2013) 수명이 다한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폐패널을 100%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7,000ton/year 용량의 자동화 플랜트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5년간 진행함
＊ Full Recovery End of Life Photovoltaic
1) 유럽 태양광 모듈 제조사들로 구성된 협회
2) 희토류 물질 및 유독성 물질의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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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LP 프로젝트를 통해 알루미늄과 구리는 99%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유리 98%, 실리콘
금속 95%, 은 94%의 회수율을 보임

(일본) 키타큐슈시에 태양광 발전 재활용 거점 도시를 조성하였으며, 2015년부터
태양광 발전 리사이클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함
※ 출처: NEDO(2014), 태양광 발전 개발전략

l Toho Kasei社 습식 공정 방법으로 무거운 유리를 하단에 가라앉고 가벼운 Si+EVA는 상단에

떠오르는 비중 차이에 의한 패널 분리 공정을 연구함
l Hamada社는 저비용으로 태양광 폐패널을 재활용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열처리

또는 화학적 처리가 아닌 Hot Knife에 의해 물리적으로 판유리를 분리하는 기술을 연구함

(중국) IEE* 주도로 태양광 폐패널 원료를 재활용하는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열적 방법 및 물리적 방법을 통해 고효율, 친환경적인 연구개발을 시도함
＊ 중국 전자공학연구소(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ing)
*

l CARES 는 가열로(tube furnace)에 반복적인 열처리를 통해 기존 유기용매 이용 대비 단시간에

판유리 및 셀을 분리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셀에서 수산화나트륨, 질산, 불산을 이용한
화학적 처리를 통해 Si 및 금속(Ag, Al)을 분리･회수함
＊ 중국환경과학연구원(Chinese Research Academy of Environmental Sciences)

l YingLi Solar社는 태양광 패널을 파쇄한 후 –197°C 하에서 분쇄하고 Si 혼합파우더(Si, Ag,

Al 등), 백시트, EVA의 3가지의 분말을 물리적 방법으로 회수하는 친환경적인 방법을 연구함
- 물리적 방법을 통해 얻은 분말은 약 90%의 재사용율을 보였으나, Si는 낮은 순도로 인해
태양광 패널에 재이용되지 못함
<표 2> 주요국의 태양광 폐기물 재활용 관련 R&D 프로젝트 현황
국가

유럽

일본

프로젝트

수행기관

주요 계획

연구기간

회수자원

CU-PV

ECN

FP7
프로그램

2012-2015

Si, 금속

PV-Mo.Re.De

La Mia Energia EU Eco Innovation
2013-2016
Scarl(이탈리아) 등
계획

FRELP

Sasil, SSV(이탈리아),
PV CYCLE(벨기에)

c-Si PV 모듈 재활용 기술 개발

Mitsubishi
Materials Corp.

EU Life
프로그램

2013-2017

유리, 금속
유리, 금속

NEDO PV
2015-2018 프레임, 유리, Ag
Challenges 전략

습식 공정에 의한 c-Si PV의 고차원
NEDO PV
Toho Kasei Co., LTD
2015-2016 판유리, 금속
재활용 기술 개발
Challenges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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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프로젝트

수행기관

주요 계획

연구기간

회수자원

가열 커터를 이용한 c-Si PV의 유리, Hamada Corp. &
금속의 완벽한 재활용 기술
NPC Incorporated

NEDO PV
2015-2018
Challenges 전략

범용(c-Si, thin-film Si, CIS) PV
모듈을 위한 저비용 재활용 공정 개발

Shinryo
Corporation

NEDO PV
2015-2017 판유리, 금속
Challenges 전략

가열 방법에 의한 PV 모듈 재활용

중국환경
과학연구원 CRAES

863계획

2012-2015

유리, 금속

기계적 방법에 의한 PV 모듈 재활용

YingLi Solar

863계획

2012-2015

유리, 금속,
플라스틱

중국

유리, 금속

출처: IRENA/IEA PVPS, 2018;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2019을 기반으로 업데이트

2.2. 우리나라 기술동향
2016년부터 산업부가 지자체 매칭 사업으로 폐모듈 재활용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북 진천에 ‘태양광 재활용센터’가 완공을 앞두고 있음
＊ 산업부 ‘태양광재활용센터 구축 기반조성사업’ 6개 수행기관이 참여함

l 폐패널 수거 및 운반 체계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고 태양광모듈연구센터 건축, 재활용 설비 및

친환경안전시스템 구축 등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l 태양광 재활용센터는 연간 3,600ton의 태양광 폐패널을 처리할 수 있으며 셀, 유리, 유가금속을

80% 이상 회수하고 재활용할 수 있음

2016년에 정부R&D 사업*을 통해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을 위한
연속식 통합공정(Total Recycling)을 개발하고 실증연구를 수행함
＊ 산업부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內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폐모듈의 저비용/고효율 재활용 공정
시스템 및 소재화 공정기술 개발 (2016~2019)’으로 5개 기관 참여

l 본 사업에서 비파쇄 방식으로 상온에서 패널을 분리하는 공정을 개발하여 기존 열적 공정

대비 연간 64% 수준으로 전력소모를 줄였으며, 기존 파쇄 공정 대비 고품위 소재 회수가
가능하게 되어 수익성을 2.5배 향상함
l 유가금속 회수 기술에는 습식 공정과 건식 공정이 있으며, 산(acid) 처리를 통해 전극층을

용해하고 은, 구리 및 Si 웨이퍼를 회수하는 습식 공정과 열처리를 통해 주석-납 합금을
분리하는 건식 공정을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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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광용, 2018

[그림 6] 2TPD(ton/day)급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폐패널의 재활용 연속식 통합공정 시스템 구축

위에서 서술한 정부 R&D 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2020년부터 환경부에서 패널
분리기술을 상용화 규모로 확장하여 실증하고 있음
※ 환경부 ‘태양광 폐패널 수거 및 파쇄 기반 유가 소재 회수 기술개발’ 3개 기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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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해외 정책 동향
(유럽) 2015년에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순환경제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
정책제안을 발표하였으며, 그 외에도 환경행동 프로그램(Environmental Action
Program),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WEEE) 등의 환경규제를 구축함
l ‘순환경제패키지’는 제품 생산, 소비, 폐기물 처리, 재활용촉진 등으로 구성된 순환경제 구현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과 4개의 폐기물 규정 개정안으로 구성
l 제8차 환경행동프로그램은 2030년까지 환경보호를 위한 6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3)
l EU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은 (WEEE, 2012/12/EU4))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의무

대상에 태양광 폐패널을 포함시켜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함
- EU 내 시판되는 폐전기･전자제품의 매립,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recovery),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비율을 지정하고 폐패널 수거 및 폐기 시 드는
비용은 모두 생산자 부담 원칙에 따르도록 함
※ 회수/재활용률 목표: (2016까지)75%/65%→(2018까지)80%/70%→(2019부터)85%/80%

(일본) 2002년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을 제정하여 가전, 자동차, 산업폐기물 등
개별물품의 특성에 따라 개별법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함
l 기본계획은 총 물질투입량, 자원채취량, 폐기물 발생량 등의 억제, 재사용, 재생이용을 통한

천연자원 소비억제와 환경부하 저감을 목표로 추진
l 2015년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은 재생에너지 설비 사용 후에 대한 수거, 재활용, 적정처리를

위한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술 R&D, 친환경적 설계, 사용자 대상 해체･운송･처리･홍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3) 자세한 내용은:https://ec.europa.eu/environment/strategy/environment-action-programme-2030_en
4) 2005년 WEEE가 시행된 이후, 2012년 개정된 WEEE2 발표되어 국가별 규제로 개정하여 이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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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09년 「순환경제촉진법」을 제정하여 폐기물 감량, 재활용, 자원화 활동을
규정하여 추진하였지만, 태양광 폐패널 규정은 없음
l 2011년에 전자폐기물(e-waste) 회수 및 재활용 관련 규정은 수립되었지만, 태양광 폐패널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재 관련 규정은 없음

(미국)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는 폐기물에 대한 자원화
정책으로 매립 가스 자원화 정책, 장기 폐기물 관리 정책, 폐기물 감량화 정책을
추진 및 지원하지만, 국가 차원의 태양광 폐패널 규정은 없음
l 태양광 폐패널 회수 및 재활용 관련 연방 정부의 법 또는 규정은 아직 없지만, 주 정부와

산업체 중심으로 재활용 관련 정책 수립
- 워싱턴 주에서는 모든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을 시행하며, 2023년 7월부터 제조업체가 주 내에서 2017년 이후에
판매된 태양광 패널의 회수 및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하며 최종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정책을 시행
- 캘리포니아 주에서 태양광 폐패널의 수집, 재사용, 재활용 시스템 구축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에 규정을 발의하고 범용 유해 폐기물로 관리할 수 있도록 2021년에
통과함

3.2. 국내 정책 동향
정부는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에 따라 2022년까지 태양광
패널 회수･보관 체계를 구축하고 재활용 기술개발 등 기반을 마련해야 함
l ‘생산-소비-관리-재생’으로 이루어진 순환경제 정책을 추진하며 2027년까지 폐기물 원 단위

발생량 20% 감축, 순환 이용률 70%->82% 향상을 목표로 세부정책 시행계획 수립
※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80년대) 중심에서 재활용 촉진 제도 수립(’90년대)으로 발전, 2000년
대부터 ‘자원순환’ 정책 방향으로 정착

-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신규 발생 폐기물 중 재사용·재활용 필요성이 높은
제품을 수거 및 보관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 센터5)’를 구축 예정

5) 사업비 171억원을 들여 경기 시흥(수도권), 충남 홍성(충남권), 전북 정읍(호남권), 대구 달서(영남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설치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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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환경부, 2018

[그림 7] 태양광 폐패널 수거체계 구축 시범사업 개념도

늘어나는 폐기물과 신규폐기물에 대한 이슈 해결을 위해 「자원기술 R&D 투자
혁신전략(안)(2020.04.)」을 부처협동으로6)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한
자원기술 R&D 전략을 발표함
l 이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기술 R&D 방향의 구체화, 중점투자 영역 도출 등의 「자원기술

R&D 투자로드맵(2021.04.)」을 수립
l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측면에서의 물질재활용, 재제조 분야의 R&D 투자를 강화하여 성능복원

고도화 및 품질평가･인증기술 확보로 재활용 극대화를 목표로 제시함
l 태양광 폐패널을 포함한 신규 발생 폐자원은 구성요소가 다양하고 기술이 미흡하므로 유해성･성능

평가, 해체･선별 등 재활용 전주기 공정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함

태양광 패널의 경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2021.01.
개정)｣에 태양광 폐패널 품목을 포함하여 2023년 1월부터 EPR이 시행되며,
업체는 회수한 폐패널을 80% 이상 재활용 해야 함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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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PR은 제품의 생산자에게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
- 태양광 패널 등 발생량이 급증하는 신규 전자폐기물(23종)을 EPR 대상 품목에 포함
- 생산업체는 자체 산정한 분담금을 재활용사업공제조합7)에 납부하여 재활용 의무를 달성

출처: 김지환, 2020

[그림 8] EPR 운영체계

7) 재활용의무 공동 이행을 위한 분담금 관리(자원재활용법 제27조 의거 인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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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2020년 NTIS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정보 중 ‘태양광 폐패널’ 관련 키워드*로 추출한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목표’. ‘연구내용’, ‘기대효과’에 대한 연구진의 검토를 통해 분석 대상을 확정
* 태양광, 폐패널, 폐모듈, 태양전지, 재활용, 솔라셀, PV, photovoltaic, solar cell

4.1. 정부 R&D 투자 동향
최근 6년간(2015~2020)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기술분야에 대한 정부 R&D
투자규모는 총 53,425 백만 원 수준이며, 연평균 11.5%의 증가율을 보이지만
그 규모가 아직 미미한 수준임
l 2019년부터 환경부에서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기술 관련 과제를 시작으로, 2020년 세부사업이

추진되어 그 규모가 소폭 증가하였지만, 이전에는 세부사업의 세부과제 단위에서 산발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 그 규모도 일정하지 않음

[그림 9]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기술 관련 정부연구개발 투자 규모 및 과제 수(2015~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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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개 부처에서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관련 기술개발 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며,
부처별로는 산업부(82.8%), 중기부(7.2%), 과기정통부(5.8%) 순으로 나타남
l 세부과제 단위에서 산업부, 과기정통부 참여가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2019년 8월부터 환경부와

산업부의 태양광 폐패널의 EPR 도입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고 환경부가 참여를 시작하여
2020년부터는 세부사업 단위의 참여를 보임
l 산업부는 재활용을 위한 검사 기술 및 재사용 적정처리 기술 분야, 중기부는 재활용 소재분리

장비 국산화 및 유가금속 회수 장치 분야, 과기정통부는 할로겐화물 태양전지 재활용 핵심
요소 기술 등 기초원천기술 분야 과제들의 투자 비중이 높음

[그림 10] 2016~2020년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기술 관련 부처별 정부R&D 투자비중

연구개발 단계별로는 개발연구(53.8%), 기초연구(22.0%), 응용연구(13.3%) 순으로
투자되었으며, 연구수행 주체는 중소중견기업(71.7%), 출연연구소(11.4%), 대
기업(8.3%) 순으로 나타남
l 세부 재활용기술별 연구개발단계 투자현황은 박리 기술 분야는 개발연구(60.0%), 기초연구

(36.6%) 순으로 투자되었고, 금속회수 기술 분야는 응용연구(68.3%), 개발연구(31.7%)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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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2016~2020년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기술 관련
연구개발단계별(좌) 및 연구수행주체별(우) 정부 R&D 투자비중

4.2. 정부 R&D 주요 사업
2023 년부터 EPR 도입 전까지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환경부는 2020년부터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기술개발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신규 세부사업 착수
l 이전까지는 세부과제 단위에서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기술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음

(재활용저해제품 순환이용성 개선 기술개발사업, 2020~2022) 태양광 폐패널을
포함하여 재활용이 어려운 폐자원의 순환이용성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60억 원 국고가 투입될 예정
l (사업구성) ‘재생에너지 폐기물 재활용’ 내역사업 內 태양광 폐패널 수거, 파쇄 및 회수기술개발,

태양광 폐패널 회수 실리콘을 활용한 재활용 및 제품화 기술개발 등을 추진
- 플라스틱 용기류, 재활용저해 전자제품, 재생에너지 폐기물 재활용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약 10개 내외의 세부과제를 통해 지원

(미래폐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 2021~2024) 에너지 정책 전환에 따라 대량
발생이 예측되는 태양광 폐패널, 폐이차전지, 풍력 폐블레이드 등의 물질 재활용
구축 사업으로 총 252억 원 국고가 투입될 예정
l (사업구성)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전처리 및 유가자원 회수 기술 개발 등이 추진 중임

- 폐이차전지 해체 및 선별 기술개발, 풍력 블레이즈 해체 및 유용자원 회수 시스템 개발,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전처리 기술개발 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약 7개
내외의 세부과제를 통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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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5장 결론

5.1. 요약 및 정리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확산하면서 태양광 보급이
급증할 것이며, 이에 따라 태양광 폐패널의 발생 또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처리 및 재활용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l 전 세계 태양광 설비용량은 2020년에 139GW 추가되면서 누적 설비용량이 760GW로

예상되고, 국내 태양광 설비용량도 2019년 기준으로 11.77GW 달성하였고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해서 확대될 예정임
l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2050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누적 7,800만 톤 예상되며, 국내

태양광 폐패널의 누적 발생량은 11만 5,250 톤으로 예상됨

실리콘계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기술개발 단계는 초기로 기술체계가 정립되지
않았으며, 국내외 주요국들은 유용자원 회수율 향상 및 박리 기술 관련 R&D
프로젝트 진행
l 유럽과 일본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기술개발에 선두주자이며, 유럽은 원재료 회수율을

높이는 기술개발, 일본은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박리 기술개발 추진
l 국내는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을 위한 기반 조성을 포함하여 수거 및 유용자원 회수 등 전

주기에 걸쳐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국내에서 태양광 폐패널은 2023년 1월부터 EPR 대상으로 포함될 예정인 가운데,
환경부는 재활용 관련 R&D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있음
l 정부는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따라 태양광 폐패널 회수⋅보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미래폐자원 거점 수거센터’를 추진
l 2019년 환경부와 산업부의 태양광 폐패널의 EPR 도입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 정부

R&D 신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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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시사점
국내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을 위한 기술체계 정립과 재활용과 재사용을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적정처리기준을 마련해야 함
l 폐패널의 회수 및 적정처리를 위해 제품 설계부터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기술개발

단계 및 기술체계 정립이 완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통계관리도
선행되어야 함
l 현재 발생한 폐패널은 국내 재사용 인증기준의 부재로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되고 있어

국내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제품 안정성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l 폐패널의 재사용과 재활용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EPR 시행에 대한 산업계의 부담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정부-민간 간의 협업체계를 통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

향후 태양전지 종류별(화합물계, 유/무기계) 구성물질을 고려한 폐패널 재활용
기술 전략 마련 및 R&D 투자 필요
l 태양광 에너지 기술개발 추세에 맞춰 발생하는 폐패널의 적정처리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폐패널 재활용 기술개발은 다양한 태양전지 구성물질이 고려되어야 함

태양광 폐패널을 포함한 신규 발생 폐자원은 복합적인 구성물질로 이루어져
있어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한 부처협업 필요
l 신규 발생 폐자원은 유리, 금속, 화학물질 등 구성요소가 다양하여 R&D 추진 시 부처별

고유 역량을 고려하여 부처협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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