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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폐패널의 순환경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첫 단계.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률을 높이고 고부가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기술과



태양광 폐패널의 순환경제를 구축하는 제도가 맞물려, 새로운 가치가 창출됩니다.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가장 핵심적인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손꼽히는 태양광 에너지.
우리나라 또한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태양광 패널의 
사용 연한은 약 20-30년 정도. 우리는 이제 태양광 
폐패널을 재활용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자연을 
보호하면서 폐패널 속 유가 자원을 회수·재활용 
하고자 한다. 태양광 폐패널의 순환경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첫 단계를 밟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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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 기술과 제도의 공진화
최지영

EPR 제도 시행을 반년 앞둔 지금,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기술과 
시장의 현 상황은? - 이진석 박사, 박병욱 팀장, 이상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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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택 

3°C의 경고 
유 란

패스트 패션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 
유재경

녹아내리는 빙하를 글꼴에 담아내 기후위기 현실을 보여준 
기후위기 폰트, 빙하체 - 글꼴 디자이너 노은유, 이주희

우리들의 ‘탄소 제로 여행’ 
‘에코 아일랜드’ 통영 연대도

기후위기를 담아내는 새로운 시선들

아리송한 플라스틱 분리 배출 방법, 
제대로 파헤쳐보자

BELOW 1.5ºC
2022
Vol.3



Issue Solar panel waste

356과 17,323. 두 수의 차이는 약 49배.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2008년, 2020년 

기준 국내 태양광 발전 설비 누적 보급용량이다(단위 : MW).1 국내 태양광 발전은 2000년대 

초에 본격적으로 시작돼 현재까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대비 2020년 태양광 

발전 설비 누적 보급용량 증가율을 보면, 36.2%(2019년 누적 보급용량 12,717MW)로 불과 1년 

사이 엄청난 양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의 가파른 성장세를 

지켜보는 기대 한편에는 걱정과 우려의 시선도 있다. 태양광 폐패널 문제 때문이다.

기술과 제도의 
공진화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 

writer. 최지영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정책연구실
illust. May Kang

1세대 태양광 패널의 전성기가 끝나는 시점

텔레비전, 에어컨과 같은 가전제품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성능 저하나 고장, 에너지 효율 등의 문제로 교체를 

생각한다. 태양광 패널도 가전제품과 마찬가지로 적정 사용기한이 있다. 약 20~30년 정도다. 태양광 발전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게 2000년대 초반이니, 2020년대 후반부터 폐패널 발생량이 매우 

증가할 것이다. 물론 자연재해2로 인한 파손, 효율 저하로 인한 조기 폐기3 등 여러 변수로 인해 폐패널 대량 

발생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환경연구원은 폐패널 예상 발생량을 2023년 9,665톤, 2025년 

4,596톤, 2028년 16,245톤, 2030년 20,922톤, 2033년 41,743톤으로 전망했다.4 

현재 손상이나 결함이 있는 폐패널은 폐기물 처리장을 거쳐 단순 매립된다. 실리콘, 구리, 알루미늄 등을 

분리하여 재활용하지만, 소량에 불과하다. 폐패널 재활용 시장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아 실익도 크지 않다.5 

하지만 폐패널 재활용률을 높이고 고부가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기술의 가능성6과 폐패널 발생량 예측치를 

고려하면, 폐패널 재활용 시장이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술의 고도화와 제도 

설계・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 

08 09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나라가 더욱 효과적으로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기술 고도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최우선이다. 우리나라보다 기술적으로 앞선 해외 주요국은 원재료 

회수율 향상 기술, 고효율 박리 기술 등을 개발하기 위해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다음은 EPR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태양광 폐패널 통계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다. 물론 지금도 5톤 이상 배출되는 태양광 폐패널은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집계하며, 2023년 1월부터 철거 규모와 관계없이 꼼꼼히 관리하기로 법령개정을 

마쳤다.9 해당 제도의 정착 유도를 위해 특히 시행 초기에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태양광 발전 시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기술 개발과 제도의 결합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목도했다.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활성화 또한 기술과 제도의 공진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해외 주요국의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기술, 제도 비교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기술과 제도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우선 기술 동향을 

살펴보자. 유럽은 한국보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빨라, 2010년대 초부터 폐패널에서 유리, 금속과 같은 자원을 

회수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대표적으로 ‘PV Mo.Re.De. 프로젝트’를 꼽을 수 있다. 2013년부터 3년간 수행한 

연구인데, 폐패널 재활용 장치에 사용할 컨테이너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패널의 주요 원재료인 유리, 

알루미늄, 구리 등을 회수하는 기계식 공정을 개발했다. 또한 ‘FRELP 프로젝트’는 폐패널을 100%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연간 7천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자동화 플랜트 구축을 추진했다. 일본은 2015년부터 폐패널 재활용 

기술 연구를 시작하여, Hot Knife를 이용해 유리와 금속을 분리・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중국은 가열 

방식과 기계적 방식을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우리나라는 ‘태양광재활용센터 구축 기반조성사업’을 통해 

2021년 12월, 충북 진천에 ‘태양광재활용센터’를 준공했다. 이곳에서 연간 3,600톤의 폐패널 처리를 통해 셀, 

유리, 유가금속 회수・재활용을 추진할 예정이며, 재활용률이 90%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음은 정책과 제도를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2019년 8월, 환경부, 산업부,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태양광 패널(모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폐패널 재활용 기반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환경부는 2019년 12월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개정을 완료하였고, 지난 2월 초에 미이행 부과금을 산정・발표했다.7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생산자책임활용(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PR 제도는 제품생산자 등에게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해당 제품의 재활용을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활용에 드는 비용 이상을 생산자에 부과한다. 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폐패널 재활용 

시장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EPR 제도 시행 이후 폐패널 재활용 시장이 급격하게 

활성화되었다.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10여 년 앞선 2014년에 폐전자제품처리지침(WEEE)을 개정해 폐패널 

재활용을 의무화했고, 폐패널 처리 실적 집계의 정확도를 높였다. 또한, 유럽 태양광 모듈 제조사들로 구성된 

협회인 ‘PV CYCLE’을 통해서 2019년 3분기 누적량 기준 약 3만 5천 톤의 폐패널을 처리했다. 

국가 프로젝트명 수행기관 펀딩기관 연구기간 회수자원

유럽 PV-Mo.Re.De La Mia Energia Scarl
(이탈리아)

EU Eco Innovation 2013-2016 유리, 금속

FRELP Sasil, SSV(이탈리아),
PV CYCLE(벨기에)

EU Life 2013-2017 유리, 금속

일본 c-Si PV 모듈 재활용 기술 개발 Mitsubishi
Materials Corp.

NEDO 2015-2018 프레임, 유리, 은

가열 커터를 이용한 c-Si PV의 유리, 
금속의 완벽한 재활용 기술 개발

Hamada Corp. &
NPC Incorporated

NEDO 2015-2018 유리, 금속

중국 가열 방법에 의한 PV 모듈 재활용 중국환경과학연구원
CRAES

863계획 2012-2015 유리, 금속

기계적 방법에 의한 PV 모듈 재활용 YingLi Solar 863계획 2012-2015 유리, 금속

한국 태양광재활용센터 구축 기반조성사업 충북TP, 에너지연, KTL, 
녹색에너지연구원, KCL, 
한국법제연구원

산업부 2016-2012 셀, 유리, 금속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8 디에스프리텍, 에너지연 등 산업부 2016-2019 은, 구리, Si

태양광 폐패널 수거 및 파쇄 기반 
유가 소재 회수 기술개발

원광에스앤티, 에너지연, 
부경대

환경부 2020- 유리, Si

표. 국내외 주요 태양광 폐패널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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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에너지공단(2021)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2021년 공표)

2.   2018년, 청도에 이틀간 쏟아진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하여 

태양광 패널 파손.(경북매일(2018.7.5.) “허가 남발한 산림 

태양광 산업, 제대로 관리돼야 한다”)

3.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 예측 시나리오는 ‘Regular-loss 

시나리오’, ‘Early-loss 시나리오’로 구분한다. Regular-

loss 시나리오는 조기 폐기를 고려하지 않는다. Early-loss 

시나리오는 설치·운송 단계에서 0.5%, 설치 후 2년 이내 0.5%, 

10년 후 2%, 15년 후 4%가 손상이나 기술 결함으로 평균 수명에 

도달하기 전에 조기 폐기를 고려한다(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19).

4.   기관, 연구자, 시기에 따라 다른 예측치를 제시한다. 

임송택(2019)이 예상한 폐패널 발생량은 2030년 1만 7,531톤, 

2040년 5만 9,914톤, 2050년 11만 5,250톤이다.

5.   김지환(2020), 「미래폐기물 재활용 및 적정처리」, 코네틱 

리포트, 환경부

6.   IEA-IRENA(2016) End-of-life management solar 

photovoltaic panels

7.   해당 시행령에서 부과금 산정에 적용하는 재활용 단위비용은 

1kg 당 727원, 회수 단위비용은 1kg 당 94원으로 지정하였다.

8.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폐모듈의 저비용/고효율 재활용 공정 

시스템 및 소재화 공정기술 개발(2016-2019)

9.  환경부(2022),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23년부터 차질없이 

시행하여 태양광 폐모듈을 회수·재활용할 계획」, 환경부 보도 

설명자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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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18년 폐패널을 제대로 수거하고 바르게 재활용하기 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마련해 입법 예고했고, 2023년 1월 1일 

자로 시행 첫발을 뗀다. 지금까지 폐패널은 대부분 매립 방식으로 처리되었는데, 내년부터는 폐패널 

재활용 공정기술을 활용해 최소 80% 이상의 자원을 회수할 예정이다. EPR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폐패널 재활용 공정기술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진석 책임연구원이 2012년부터 기술개발을 

수행했다. 이 기술은 충북테크노파크 태양광재활용센터와 민간기업인 (주)원광에스앤티, 

(주)에이치에스티에 기술이전 되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정책연구실은 EPR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진석 책임연구원, 박병욱 팀장, 이상헌 대표와 만나 폐패널 재활용 공정기술과 EPR 제도 

준비 상황, 관련 시장 현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이진석이진석

박병욱박병욱

이상헌이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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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기술과 
시장의 현 상황은?

EPR 제도 시행을 
           반년 앞둔 지금, 

Q:

writer. 유 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정책연구실
               박세란 슬로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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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기술의 탄생

2018년, 그해 일곱 번째로 발생한 태풍 

프라피룬으로 인해 집중호우가 며칠간 이어졌다. 

경북 고령, 경남 산청, 충북 제천 등에서 산사태가 

발생했고,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된 곳의 피해가 

특히 컸다. 이때 태양광 패널이 파손되어 처리해야 

할 폐패널이 쏟아졌고, 이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불거졌다. 그중 가장 화두로 떠오른 것은 폐패널 처리 

방법과 재활용 여부다. 기존에 폐패널은 주로 매립 

방식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재활용할 수 없는 산업 

쓰레기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최근 고순도의 

유가자원을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폐패널을 재활용할 수 있는 ‘태양광 폐패널 순환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진석 책임연구원은 

2012년부터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공정기술을 

연구했다.

이진석    연구원에 들어와 맡았던 연구는 패널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폴리실리콘은 시장 가격이 kg당 400달러로 굉장히 

비쌌어요. 이 가격을 kg당 15달러까지 낮추자는 

목표를 잡고 연구를 시작했죠. 하지만 예상치 

않게 공급이 너무 많아져 kg당 10달러 아래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연구 목표는 달성했지만 상용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실리콘을 정제하고 회수하는 기술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 기술로 어떤 연구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폐패널 재활용 기술에 활용하면 

좋겠더라고요. 당시 유럽은 이미 폐패널 재활용 

의무화 법안이 마련돼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태양광 

발전 설비가 깔리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연구를 시작하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 좋게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연구사업을 

수행하게 되었고, 연구원 임무형 과제로까지 이어져 

정식으로 론칭하게 되었죠.

처음부터 크게 주목받았던 연구과제는 아니었지만, 

연구 목표를 거듭 달성해내는 동시에 산업부 

정책용역을 수행하게 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충청북도에서 기획연구사업으로 진행한 

태양광재활용센터 건립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 뒤 

환경부 정책연구도 수행했다. 이렇게 꾸준히 연구 

영역이 확대되었고, 이제 이 기술은 상용화 수준으로 

스케일업 되었다.

이진석    이 기술은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해체-분리-선별-회수’인데요. 충북테크노파크 

태양광재활용센터와 (주)원광에스앤티, 

(주)에이치에스티에는 1~2단계에 해당하는 해체와 

분리에 대한 기술이전이 수행되었습니다. 나머지 

단계는 기관, 기업별로 상이하게 운용됩니다. 본래의 

기술은 패널로부터 알루미늄, 은, 구리, 실리콘 

분말, 실리콘 스크랩 등을 회수할 뿐만 아니라, 

회수한 재활용 실리콘으로 단결정 실리콘 웨이퍼와 

태양전지, 단결정 잉곳 등을 재제조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폐패널의 순환경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기술이 

완성된 것이죠. 

새롭게 시작되는 EPR 제도, 

폐패널 재활용 시장의 문이 열렸다

환경부는 2018년 EPR 제도를 입법 예고했다. 

EPR 제도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를 시행하지 않을 시에는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한다. 지난 2월 3일, 환경부는 

부과금 산정에 적용하는 단위비용을 발표했다. 

재활용 단위비용은 kg당 727원, 회수 단위비용은 

kg당 94원이다. 재활용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주체는 패널 판매업자와 수입업자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할당된 재활용 의무 물량을 맞추기 위해 

태양광재활용센터와 민간기업에 위탁하게 된다.

박병욱    한국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폐패널 발생량 

예측치를 살펴보면, 2023년 9,665톤, 2028년 

그림3
태양광 폐패널에서 회수한 구리 금속. 이렇게 회수한 후 원재료로 
변환해 재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4
충북테크노파크 태양광재활용센터 직원들이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장비(프레임해체장비)를 가동 중이다.

그림1
태양광 폐패널에서 회수한 실리콘을 재활용해 만든 태양전지. 
회수한 소재가 고순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다.

그림2
태양광 폐패널에서 회수한 태양전지와 리본전극. 이것을 파쇄해 
실리콘, 은, 구리 등을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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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5톤, 2032년 27,627톤입니다. 2017년에 

17톤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그 양이 엄청나게 

급증했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우리 센터와 민간기업 두 곳, 그 외에 

파쇄법으로 재활용하는 민간기업까지 포함하면, 

앞으로 발생할 폐패널 재활용 물량을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폐패널 재활용 공정기술은 파쇄법과 상온 작동 

비파쇄 방식으로 나뉜다. 이 두 기술의 재활용률은 

어느 정도 차이 날까?

박병욱    파쇄법을 활용하더라도 EPR 제도에서 

요구하는 ‘재활용률 80% 이상’은 맞출 수 있습니다. 

패널은 알루미늄 프레임과 유리, 셀/리본/EVA/

백시트 등으로 구성된 샌드위치, 정션박스 등으로 

분리되는데요. 전체 자원에서 알루미늄과 유리의 

비중이 75~80%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회수하더라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재활용률을 

맞출 수 있는 거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술의 

포인트는 자원을 ‘고순도’로 회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쇄법은 패널에서 알루미늄 프레임을 떼어낸 후, 

유리와 백시트를 분리하지 않은 채 파쇄 장비에 

넣는다. 그러면 유리나 실리콘, 구리, 은과 같은 

자원에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 

박병욱    이렇게 회수한 자원은 소재별로 재제조할 

수 있는 기업으로 가게 됩니다. 원자재 값이 엄청나게 

뛴 이 시점에 기업에 고순도 물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기술이 가진 탁월한 경제성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태양광재활용센터는 폐패널을 연 3,600톤 처리할 

수 있으며, 올해 8월 정상 가동을 시작했다.

박병욱    우리 센터는 정부과제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폐패널에서 유가 자원을 회수하는 역할뿐만 

재활용했을 때 탄소 배출이 어느 정도 절감되는지에 

관한 연구 또한 수행 중이다. 탄탄한 기술력을 갖춘 

하나의 기술이 우리나라 과학과 산업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 세계로 뻗어나가는 

길목에 서 있다.

이진석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기술은 탄소중립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이 기술이 민간 

영역에 잘 수용될 수 있도록 경제성을 극대화하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EPR 제도 시행을 반년 앞둔 지금. 물론 혼란도 

많다. 아직 이 제도가 어떻게 운용된다는 세부 

지침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 폐패널 

재활용 시장이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폐패널 재활용 시장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다 보면, 우리 기술과 우리 제도로 

구성된 태양광 폐패널 순환경제의 표준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기술과 제도의 성장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아니라 폐패널 재활용에 대한 홍보 역할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센터에서 개발한 장비가 안정화되면 

민간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할 

예정입니다. 

현재 구축된 인프라로 폐패널 물량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

(주)원광에스앤티는 해당 기술을 이전받은 1호 

기업이다. 2020년 8월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상헌    기업을 운영하기 전, 태양광 발전 관련 

회사에 재직할 때부터 폐패널 이슈가 터질 거라는 

생각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일어난 

산사태를 기점으로 자체 연구와 조사를 수행했죠. 

그러던 중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기술을 알게 

되었고, 이 기술을 모태로 장비를 개발해 사업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태양광 발전 분야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위급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태양광 발전 분야에 

상당히 늦게 뛰어들었는데도 기술력을 빨리 

따라잡았다. 물론 폐패널 재활용 시장 자체는 아직 

유럽보다 규모가 작지만, 기술만큼은 뒤지지 않는다.

이상헌    우리 기업은 현재 연간 1,200톤의 물량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내년까지 연 3,6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동년 하반기부터 가동할 

예정이에요. 더불어 해외 진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이나 폐패널 재활용 시장이 우리보다 

앞선 유럽이나 일본도 파쇄법을 쓰고 있거든요. 어떤 

기업은 파쇄 후 자원을 선별해 재활용하는 게 아니라 

매립한다더군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기술은 

회수한 자원을 재활용하는 게 목표이기에 기술력이 

이렇게 탄탄하게 성장한 거고요. 아직 허들은 높지만, 

미국 시장에 진출해보고자 합니다.

(주)원광에스앤티는 폐패널 재활용 사업을 통해 

탄소를 절감했다는 인증을 받아, 탄소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그래서 폐패널을 

Reportagewriter Solar panel waste

16 17

이 기술은 태양광 발전 분야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위급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태양광 발전 분야에
상당히 늦게 뛰어들었는데도 
기술력을 빨리 따라잡았다.

그림5
태양광재활용센터는 헌재 구축되어 있는 장비를 운용하면서, 
지금보다 에너지가 더 적게 드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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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온에서 작동하는 
비파쇄 방식 기반 
태양광 폐패널 
분리 기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재생에너지연구소 
에너지저장연구실 
이진석 책임연구원

1

(주)원광에스앤티

3

충북테크노파크 
태양광재활용센터

2 태양광재활용센터는 시행기관 충청북도, 참여기관 진천군, (재)충북테크노파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녹색에너지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이 함께 ‘태양광 재활용센터 구축기반조성 

사업’에 참여하여 건립되었다. 2016년 11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약 5년만인 2021년 11월에 

완료되었다. 이곳에서는 연 3,600톤의 폐패널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장비가 구축되어 

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았고, 일부 장비는 사업화 환경에 맞춰 

개발했다. 더불어 태양광 재활용 친환경 안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태양광 재활용 

의무화제도, 폐모듈 신고・수거・운반체계, 태양광 모듈 재사용 현황 분석 및 평가법 등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폐패널 재활용 R&D 과제도 진행될 예정이다. 

태양광재활용센터는 폐패널 재활용 처리 외에도 재활용 시장의 활성화에 힘쓸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관계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센터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폐패널 

재활용 기술과 장비, 시장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주)원광에스앤티는 2014년 창업한 태양광 발전 전문기업이다. 태양광 사업 EPC(설계, 조달, 

시공)부터 O&M(관리, 운영)까지 담당한다. 세부적으로 태양광 발전 관련 각종 인허가 대관,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계, 구조물 제작 및 시공, 태양광 전기공사, 모니터링, 사후관리 등을 

수행한다. (주)원광에스앤티는 앞으로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사업이 필수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련 기술을 이전받고 그것을 모태로 (주)원광에스앤티만의 장비를 

개발하는 등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폐패널 수거와 재자원화를 위한 웹사이트를 

구축했다. 자원순환 접수센터인데, 태양광 폐패널은 일반 폐기물로 처리할 수 없어 태양광 

발전소 소유주(공공기관, 지자체, 민간기업, 일반인)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태양광 폐패널 

처리와 철거, 리파워링 접수를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했다. 

앞으로 (주)원광에스앤티는 자원순환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

이 기술은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패널로부터 패널 구성 부품을 분리한 후, 물리・화학적 

방법을 이용해 고순도 물질을 회수하여 자원화할 수 있는 저비용・고수익 재활용 방법이다. 

전체 공정 과정은 ‘해체-분리-선별-회수’로 나뉜다. 먼저 프레임과 정션박스를 해체한다. 

이때 알루미늄과 플라스틱을 회수할 수 있다. 그다음, 셀, 리본, EVA, 백시트로 구성된 일명 

‘샌드위치’와 유리를 분리한다. 특히 유리는 저철분이어서 회수하여 재활용하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샌드위치에서는 실리콘, 은, 구리 등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기술의 핵심은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유리 분리 기술력이다. 연구진이 자체 개발한 장비를 통해 

폐패널 내 유리와 봉지재(태양광 패널이 외부 노출에 잘 견디도록 방어하는 역할) 계면을 

분리시킴으로써 100%에 근접하는 유리 회수율을 얻었다. 두 번째는 비파쇄 방식이다. 분리된 

부품・소재가 섞이지 않아 여러 가지 소재를 고순도로 회수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세 번째는 

파손된 패널에도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네 번째는 회수한 실리콘을 정제해 다시 

태양전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정제한 실리콘으로 6인치 단결정 잉곳과 웨이퍼를 만든 후, 

일반적인 태양전지 제작 공정을 통해 20.05%의 고효율 태양전지를 재제조했다. 앞으로 기술 

고도화를 통해 태양전지 효율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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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도시 호모 우루바누스(Homo Urbanus)는 도시가 우리 호모 사피엔스 삶을 관통한다는 말이다. 

역사적으로 호모 사피엔스의 문명은 우리가 건설한 도시에 모두 반영되어 우리 삶의 근간이 되었고, 

아마도 호모 사피엔스에는 도시 유전자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그림 1). 신석기 시대에 등장한 

것으로 알려진 수메르인의 도시 예리코(Jericho)부터 런던, 파리, 뉴욕, 도쿄, 상하이, 그리고 

서울과 같은 오늘날의 도시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신화 속에는 마르두크(Marduk)라는 신이 도시인 에리두(Eridu)를 만들고 나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한다.1 인류의 역마살 본능으로 인류의 조상이 아프리카 대륙을 떠나 아시아와 

남아메리카로 퍼져나갔으며, 이제는 지구 밖 다른 행성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호모 사피엔스의 이주 본능은 사실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도시화의 

물결이라고 할 수 있다.

climate 
crisis

and
city

writer. 홍진규
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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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과 냉난방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자급자족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대 

도시는 대규모 자연 재난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 지구온난화의 피해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일어나지 않고 취약한 계층에 더 큰 피해를 안긴다. 

그렇게 우리 사회를 무너뜨린다.

IPCC 6차 보고서는 새로운 사회경제 시나리오를 

담았다. 이전에 기후 모형을 위해 사용했던 

대표농도경로(RCP :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지정한 것이었다면, 이번에 

사용된 공통사회경제경로(SSP :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 즉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의 적응 

및 완화 정책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주체적으로 바꿀 수 있음을 말한다. 

도시를 어떻게 바꾸어 가느냐에 따라 기후변화 시대 

속에서도 우리 후손이 살아갈 수 있으며, 탄소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기후 민감 도시

도시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구조와 

기능에 따라 주변 지역과 매우 다른 기후 및 환경 

호모 우루바누스

신석기 시대 정착 생활을 하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도시 문명은 환경 변화로 인한 질병의 창궐 속에서도 

멈출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18세기 산업혁명 

시기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 도시의 인구 집중이 

일어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시화는 세계 

곳곳에서 유례없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는 지구 

육지 면적의 1%에 불과한 도시에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게 되었으며, 천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메가시티(megacity)’의 등장은 도시화의 

규모와 속도가 아주 빠르다는 것을 이야기해준다. 

특별히 2007년 5월은 도시 거주 인구가 전체 

인류의 50%를 넘어선 해다.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의 3/4과 코로나19 환자의 90%가 

도시에서 발생하였다. 자원과 자본이 집중되는 

도시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매주 도시로 

이주하는 인구가 130만 명 정도에 이른다. 특히 

과거의 도시와는 다르게, 현재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 삶에 필요한 의식주 물건들을 스스로 

생산하지 않는다.2 그리고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기후변화 충격에 따른 식량, 물, 에너지 공급 중단이 

도시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리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밀집되고, 자원이 집중되는 도시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소비가 이루어지고 인구가 밀집해 있는 도시를 

효과적으로 건설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한다면, 

우리의 기후변화 적응 정책은 매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도시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의 삶까지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기후위기

지구온난화는 이제 위기라는 인식을 낳을 만큼 

심각해져(그림 2), 몇몇 선진국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 전체의 변환을 시도할 만큼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최근 발표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6차 보고서(2021년)에 

따르면 인류의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지구온난화는 

명백하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현재 우리는 단순히 

북극곰의 멸종을 안타까워 해야 할 게 아니다. 

후손의 후손이 영향을 받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세대에 일어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다.

역사 속에서 사라진 도시 문명의 흥망성쇠는 

기후변화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기후위기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사는 우리 대부분은 자연 재난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그것은 도시에 상하수도 

특성을 가진다. 도시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은 

열섬 현상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배출된 먼지와 

부유 물질로 인하여 강수량과 대기오염도가 다른 

특성을 보인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건물의 배치, 

높이, 면적, 숲의 특성 등과 같은 구조 및 기능에 

따라 기후가 바뀐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건물의 

밀집도나 건축 재료 등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이 

달라지며, 폭염의 강도나 열섬 현상의 빈도가 

다르다.3, 4, 5 특히 우리나라 도시에서는 폭염 강도와 

열섬 현상 빈도가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은 

도시 재개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3 즉 도시를 

어떻게 건설하느냐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을 

더욱더 쉽게 할 수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그림 3). 도시를 만드는 일은 우리 삶을 

기후 재난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하는 기후변화 

적응 문제에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 

2015년 UN은 11개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설정했다. 그중에서 회복성, 

지속가능성, 포용성, 안정성에 우선을 두는 도시 

문제를 언급하면서 도시 기후 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기후 민감 도시 설계(Climate-

sensitive urban design)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도시 설계 

그림1
인공위성으로 바라본 밤의 동아시아. 우리나라, 일본, 중국 도시들의 
불빛과 함께 북한 지역의 어두움이 극명하게 대비된다.
(https://commons.wikimedia.org/wiki/
File:Eastasia_lights.jpg)

그림2

1901년 이후 우리나라의 기온 변화를 나타낸 그림. 붉은색이 
푸른색보다 기온이 높음을 의미한다. 
(출처 : https://showyourstripes.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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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으로 세계의 많은 나라가 경쟁적으로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단순히 

도시 내 녹지 공간과 물의 배치를 통해 쾌적한 

외부 환경을 만들고자 했다면, 이제는 자연재해 

및 기후위기 측면을 고려해야 하기에 많은 분야의 

다양한 시각이 반영되어야 한다. 기후 민감 도시 

설계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고려한다.6

미기후학으로서의 도시 기후학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대기과학의 한 

분야인 도시 기후학이 주목받고 있다. 도시 기후학은 

미기상학(micro-meteorology)과 미기후(micro-

climate)에 근거한다. 지난 몇십 년간 대규모 

연구가 수행된 기후 과학은 지구 전체의 기온 상승과 

이를 유발하는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의 인과성을 

밝히는 데 있었다. 지구 전체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도시와 같이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제외해 왔지만,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정책을 지원하는 데 있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기후학은 태풍 진로를 예측하고 날씨를 예측하는 

기상학이나, 엘니뇨 및 북방 진동을 연구하는 대규모 

기후학과는 다르게 도시의 구조와 기능에 따른 환경 

변화를 살피는 학문이다. 태양광 발전의 영향, 대규모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빌딩풍이나 조망권 

등과도 연관된 학문이다. 기초 학문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폭염, 미세먼지, 신재생에너지, IoT 기술의 

접목을 통한 다양한 응용 분야를 가지는 기초 

과학이자 응용과학이다. 도시의 건축물을 활용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열섬 현상을 

줄이는 방법이나 태양광 발전 등으로 인한 환경 

변화에 주목하는 학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도시 기후

우리는 코로나19 시대에 과학 기반의 정책이 

가지는 강력함을 목격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 스마트 도시를 만들 때 과학적 성과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정책이 같은 

효과를 낼 수 없는 도시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도시는 유럽 도시와는 다른 구조 및 

기능의 복잡함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건물 수명은 

30년 정도로 유럽이나 미국 도시보다 매우 짧다. 

경제 부흥과 함께 건설된 아파트가 노후화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의 재개발은 초고층 아파트의 

등장과 함께 녹지를 더 많이 확보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그림 4). 지금의 기후위기 시대에는 

녹지가 넓어지는 것이 가져오는 기후적 측면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주변 도시 기후 및 환경 변화 

등을 전체 도시 규모에서 조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만이 가지는 재개발에 대한 욕구와 스마트 

시티에 대한 관심은 역설적으로 기후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지금이 우리나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향상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 설계와 개발

인류가 유발한 기후변화는 급격한 도시화와 맞물려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문제를 만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비책을 요구한다. 이러한 대비책은 단순히 개인의 

노력이 아닌 사회시스템의 대변혁을 요구하는 

어려운 일이다. 에너지 전환, 물과 식량 확보, 안전한 

거주 공간 유지, 전염성 질환 억제 등을 해내야 한다. 

이 노력이 부족하다면 인류 문명은 결국 1800년대 

중반에 일어난 아일랜드 대기근과 같은 도끼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 최근 우리나라를 강타한 폭염은 

110년 만의 더위라고 한다. 우리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이러한 폭염은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앞으로의 도시 설계와 개발은 

기후변화가 인류에 가하는 압력을 완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건물
녹지
나무

(b) 기후민감 변경

그림3
나이지리아 도시 설계계획. 공식 계획(a)와 미기후와 지형을 고려한 
새로운 대안(Herz, 1987 논문에 실린 그림을 재가공함).

그림4
서울 어느 지역의 항공 사진. 1970년대부터의 도시 변화를 알 수 있다. 
(‘스마트서울맵’ 서울시 변천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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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최소화를 통한 기후변화 완화

건물들과 그 주변 도시 기후의 조절을 
통한 기후변화 적응

극한 자연 현상(폭염, 홍수 등)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기후변화 적응

1

2

3

(a) 공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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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기상기구(WMO)는 최근 기후변화의 4대 지표인 

온실가스 농도, 해수면 상승, 해수 온도, 해양산성도가 

지난해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럼 과연 기후변화의 신호를 최초로 감지한 과학자는 누구였으며, 

당시 과학계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기후변화의 신호를 
최초로 감지하다

writer. 이성규 
과학칼럼니스트 

illust. 이쿵

2030년부터 매년 사망자 25만 명 발생

지난 5월 23일 이라크 보건부는 주민 1,000여 

명이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날 바그다드 및 나자프 등지의 국제공항 

항공편도 일제히 중단되어 입국 비행편이 자국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바로 이라크 전역을 덮친 모래폭풍 

때문이었다.

사막지대인 중동에선 해마다 그맘때쯤 강한 

모래폭풍이 몰아치는데, 올해는 유독 더 잦고 농도가 

짙었다. 이처럼 모래폭풍이 심해진 것은 기후변화로 

날씨가 더 더워지고 건조해진 탓이다. 

영국의 의학전문지 ‘랜싯’에 의하면 기후변화로 인해 

2030년부터 전 세계에서 매년 25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날이 갈수록 모래폭풍 같은 

기상이변이 더욱 잦아지고 기온 및 수온 상승으로 

오염물질 및 감염병 등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기후변화의 주범이 온실효과 때문이라는 

사실은 요즘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럼 이를 제일 먼저 

알아낸 과학자는 과연 누구였을까. 

그 주인공은 바로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요셉 푸리에다. 그는 1822년에 수학적 관점에서 

지구의 온도를 처음으로 분석했다. 

낮과 밤, 그리고 여름과 겨울 사이의 기온 변화를 

조사한 결과, 태양에서 받는 열에너지의 양보다 

지구가 훨씬 따뜻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 이는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는 어떤 요인이 있음을 

나타낸다.



기후변화에 대한 찬반 논쟁

그런 인식이 뒤집힌 것은 1957년 이후부터였다. 

미국 스크립스해양연구소의 책임자인 로저 르벨은 

바다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할수록 산성화되어 흡수할 

수 있는 탄소의 양이 근본적으로 제한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후 르벨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한 

장소에서 장기간 측정하는 작업을 찰스 킬링 

박사에게 맡겼고, 킬링은 1958년부터 사망하기 바로 

전인 2005년까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산업화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하와이의 마우나로아 

산에서 꾸준히 측정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킬링 곡선’으로 인해 

지구온난화에 대한 낙관론은 사라지고 인류에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번져 

나갔다.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논문의 수가 급증했다. 

또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것은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배출되는 메탄, 

아산화질소, 프레온가스 때문이라는 사실이 

줄줄이 밝혀졌다. 특히 냉장고나 에어컨의 냉매로 

오랜 기간 이용된 프레온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최대 8,000배까지 유해하며, 지구의 오존층까지 

파괴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학자들은 인간의 산업 

활동이 기후변화의 근본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견지했다. 그들은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대신 태양의 밝기 변화 등과 같은 자연적인 요인들을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지목한 것이다.

이처럼 한때는 기후변화가 정말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또한 그 변화가 인간의 영향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찬반 논쟁이 끊이질 않았다. 그러나 ‘킬링 

곡선’ 같은 꾸준한 연구로 인해 기후변화는 실제로 

진행되며, 그것이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과학계는 합의를 거의 이루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해 인류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관한 실제적인 대응책 및 규제 등에 관한 

논쟁은 현재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는 지구의 대기에 의해 태양열이 머물게 되면서 

지구의 실제 온도가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토대로 

계산한 것보다 훨씬 높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온실효과 개념이다.

1856년에는 아일랜드의 존 틴들이 가스에 의해 

태양열이 어떻게 흡수되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일련의 실험을 진행했다. 여러 기체를 번갈아 

가며 실험한 결과, 그는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등이 

열복사의 강력한 흡수제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즉,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가 기후변화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제일 먼저 알아낸 셈이다.

연필만으로 슈퍼컴퓨터만큼 정확히 예측

그 후 온실효과가 가져오는 지구의 기온 상승에 

대해 최초로 상세하게 밝혀낸 이는 스웨덴의 

물리화학자인 스반테 아레니우스다. 그는 빙하기에 

대해 연구하던 중 온실가스가 적었던 것이 혹시 그 

원인이 아니었을까 추측했다. 

연구를 거듭한 끝에 그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2배 

상승하면 지구 온도는 5~6°C 상승하게 된다는 

내용의 논문을 1896년 스톡홀름 물리학회에 

기고했다. 반대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희박해지면 

지구는 빙하기처럼 추워지게 된다는 것. 

당시 그는 이처럼 복잡한 계산을 노트와 연필만 

가지고 혼자서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의 

농도 증가 폭과 온도 상승의 상관 수치 등을 현대의 

슈퍼컴퓨터만큼 놀라우리만치 정확하게 예측해냈다.

그런데 아레니우스는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인한 

온실효과가 인류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했다. 기온이 

상승하면 인류의 생활 반경이 그만큼 더 넓어지고 

먹을거리도 풍성해질 거로 추측해서다. 

하지만 당시의 주류 과학자들은 아레니우스의 

연구 결과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산화탄소가 증가할지라도 지구 전체 표면의 

70%를 차지하는 거대한 대양이 흡수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발견한 이는 

1938년 영국의 증기기관 기술자인 가이 스튜어트 

캘린더였다. 그는 1890년에서 1935년 사이 지구가 

약 0.5°C 따뜻해졌음을 보여주는 수치를 발표했다. 

그는 이 시기에 산업혁명으로 인해 이산화탄소 

수치가 10%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와 

인간의 탄소 배출을 연결한 최초의 확실한 과학적 

연구였다. 하지만 그 역시 이 같은 지구온난화 현상이 

인간에게 유익할 것으로 예측했다. 

Signal Solar panel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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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보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변화

1990~2019 대한민국 온실가스 배출량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그래프는 우리나라 17개 광역지자체별로 배출량을 구분해놓아, 지역별 배출 특성과 증감 

추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은 충남이다. 충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다른 지역에 비해 유난히 

많은데, 전국 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충남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강원도도 눈에 띈다. 대부분 지역은 에너지 

부문이 온실가스 배출 비중을 가장 크게 차지하는데, 강원도는 산업공정 부문이 높다. 온실가스 흡수량(LULUCF)이 

두드러지는 지역은 강원도와 경상북도다. 두 지역의 산림면적이 국내 산림면적의 42.8%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그래프는 30년간의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여준다. 온실가스 배출원은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부문으로 구분되며, 흡수원은 LULUCF(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토지이용・토지전용・산림 분야)다.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침체로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시점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그중 다행인 

점은 2018년에 최고치를 찍었으나 2019년에는 감소했다는 점이다.

1990~2019 대한민국 17개 광역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지금 이 시대의 데이터는 ‘세상을 읽는 새로운 언어’다. 데이터의 영역과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많아지면서, 데이터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힘’이 되었다. 본고의 시작 또한 이러한 

맥락이다. 데이터의 눈으로 기후변화를 바라보고 싶었다. 특히 대한민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현 상황과 

변화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 과정과 노력이 <Below 1.5°C> 독자에게 새로운 인사이트가 되길 바란다.

※ 본고의 데이터는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공표한 ‘2021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1990~2019)’를 활용했다.writer. 안지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정책연구실

울산 충북 부산 전북

광주 제주 세종

1990 1990 19902019 20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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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앞의 그래프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이 에너지, 공정, 농업, 폐기물 부분으로 나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 그림을 통해 네 개 부문이 어떤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는지, 부문/분야별 배출량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데이터 시각화 방법 중에는 트리맵(Tree map) 방식이 있다. 이는 다양한 색상과 크기의 

사각형을 활용해 데이터의 계층구조와 변수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에 활용한다. 아래 그림은 2019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분야별・부문별로 분석해 도출했다. 분야와 부문별 배출량이 상이하기에 

시각화에 적합한 수준으로 데이터를 가공해 제작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87.2%는 에너지 부문이 

차지한다. 즉,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의 절대량을 줄여야 한다면, 에너지 부문의 배출량 감축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9년도 수치를 기반으로 히트맵 방식을 활용해 

시각화했다. 색이 진할수록, 높이가 높을수록 배출량이 많은 것이다. 히트맵 방식은 색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를 일정한 이미지 위에 열분포 형태로 그래픽화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실제 지도 위에 배출량을 

시각화함으로써 배출량의 지역별 차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수 있다.

2019 대한민국 온실가스 총배출량 부문별 트리맵(Tree map)2019 대한민국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 히트맵(Heat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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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Below 1.5°C> 2호에서는 ‘암모니아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암모니아가 인류 발전에 기여한 역사와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도 주요한 수단이 되리라는 내용을 담았다. 
본고에서는 한층 더 나아가, 청정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기술개발 동향, 미래 조선 시장을 주도할 암모니아 
선박 기술 동향 등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뤄보았다.

암모니아 생산  

1 고온·고압 암모니아 생산

암모니아 생산 기술은 수소와 질소의 촉매 반응, 

전기화학적 반응 등을 이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현재 암모니아 대부분은 하버-보슈 공정을 통해 

생산된다. 하버-보슈 공정은 150-300bar의 고압 

및 400~500。C의 고온에서 수소와 질소의 촉매 

반응으로 암모니아를 생산한다. 이는 암모니아를 

경제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1909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하버-보슈 

공정에서는 철 기반 촉매를 주로 사용하고 암모니아 

합성 효율은 약 70% 정도로 높은 편이다. 

하버-보슈법은 상업화된 공정의 최적화를 통해 

효율을 지속해서 개선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며, 

암모니아 생산에 소요되는 에너지는 1950년대 중반 

60GJ/ton NH3 이상이었으나 최근 27GJ/ton 

NH3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현재 청정 암모니아를 경제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정은 하버-보슈 공정이 유일하며, 현재 추진 

중인 다수의 청정 암모니아 생산 프로젝트에 활용될 

전망이다. 

Air Products 社, Acwa Power 社, Neom 

컨소시엄은 2025년 가동을 목표로 사우디아라비아 

NEOM 시에서 4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이용하여 연간 120만 톤의 그린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50억 달러 규모의 ‘Helios Green 

Fuel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Air Products 

社는 2026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Louisiana 주 

Ascension Parish 지역에서 블루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45억 달러 규모 ‘Louisiana Clean 

Energy Complex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CWP Renewables 社, Intercontinental 

Energy 社, Vestas 社, Pathway Investment 

社는 호주 Pilbara 지역(6,500km2)에서 26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이용하여 그린 수소 및 

그린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220억 호주달러 규모의 

‘Asian Renewable Energy Hub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고온・고압 암모니아 합성 

공정에 재생에너지 전력 기반 수전해 기술을 

연계하는 실증 플랜트 계획 또한 추진되고 있으나 

부하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암모니아 합성 전 

대량의 수소 저장이 필요하여 경제성 확보를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림1 주요 암모니아 생산 프로젝트 현황

Dynamic Green Ammonia 
Plant Project
(덴마크 Skovgaard Invest 社 등)
Western Jutland 지역, 
5,000톤/년(’23년 가동 예정)

ørsted-Yara
(덴마크 ørsted 社 등)
네덜란드 Sluiskil 지역, 
75,000톤/년(’24/’25년 가동 예정)

TA’ZIZ Blue ammonia Project
(UAE ADNOC 社 등)
UAE MENA 지역,
100만 톤/년(’25년 가동 예정)

Helios Green Fuels 
(미국 Air Products 社 등)
사우디 NEOM 지역, 
120만 톤/년(’25년 가동 예정)

Saudi Blue Ammonia Shipment
(사우디 Aramco 社 등)
사우디 Jubail 지역, 
블루 암모니아 생산 및 운송

Alberta Blue Ammonia 
Production Facility(일본 Itochu 社 등)
캐나다 Alberta 지역, 
100만 톤/년(’27년 가동 예정)

Louisiana Clean Energy 
Complex
(미국 Air Products 社)
미국 Ascension Parish 지역, 
블루 수소 생산(7.5억 표준입방피트/일)

Barents Blue Project
(노르웨이 Horisont Energi 社)
노르웨이 Finnmark 지역, 
100만 톤/년(’25년 착수 예정)

HEVO Ammonia Morocco
(모로코 Fusion Fuel Green 社 등)
모로코 Rabat 지역,
18.3만 톤/년(’23년 2만 톤에서 규모 확대)

Eyre Peninsula Gateway
(호주 H2U 社)
호주 Eyre Peninsula 지역,
(1단계) 40,000톤/년, (2단계) 2,400톤/일

Asian Renewable Energy Hub
(호주 CWP 社 등)
호주 Pibara 지역,
최대 1,000만 톤/년

writer. 김경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정책연구실

청정 암모니아 
분야별 기술개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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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온·저압 암모니아 생산

최근에는 상용화된 암모니아 생산 공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저압에서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암모니아 생산 과정 중 압축 및 냉각 부문이 

에너지 사용이 가장 많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암모니아를 저압에서도 높은 효율로 합성할 수 

있는 고성능 촉매와 고효율 공정기술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이나 아직은 소규모 pilot-scale 수준이다.

미국 에너지국(DOE)의 ‘ARPA-E REFUEL 

프로그램’ 지원으로 RTI International 社, 

Starfire Energy 社, Minnesota 대학 등 

기관에서 저압 암모니아 합성 촉매 및 공정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1 Starfire Energy 社에서는 수전해 

시스템과 연계하여 30bar의 합성압력에서 하루 

10kg 이상의 암모니아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성공하였으며, 2021년 100kg/일 규모의 시스템 

검증을 완료하고 최근 Chevron Technology 

Ventures 社, Mitsubishi 중공업 社 등으로부터 

투자 유치에 성공하였다. RTI International 社는

100bar, 500。C 조건에서 10kg/일 규모의 

암모니아 합성 실험에 성공하였으며, Minnesota 

대학에서는 30bar의 합성압력에서 흡착 암모니아 

분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1kg/일 규모의 암모니아 

합성 실험에 성공하였다. 

일본 JGC corporation 社는 전략적 혁신 

창조 프로그램(SIP·Strategic Innovation 

Promotion Program)의 Energy Carriers 

과제에 참여해, 저압 암모니아 합성 촉매 및 

재생에너지 직접 연계 그린 암모니아 합성 공정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하였다. 2019년 50bar 

운전 조건에서 50kg/일 규모의 실증 운전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스케일-업 연구를 진행 중이다.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50bar 이하의 저압에서 

암모니아를 합성할 수 있는 고성능 촉매(0.68g/g·hr 

@50bar 달성) 및 시스템 원천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300시간의 촉매 안정성 

평가를 완료하고 시스템 원천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다.

3 전기화학적 및 기타 암모니아 생산

전기화학적 암모니아 생산 기술은 저온(<100。C), 

저압(<10bar)에서 물과 질소를 전기화학적으로 

반응시켜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기술이다.3 최근 그린 

암모니아 생산에 전기화학적 암모니아 생산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전기화학적 

암모니아 생산 기술의 핵심은 촉매 개발이며, 삼중 

결합을 갖고 있는 질소 분자에 수소를 첨가하는 수첨 

반응속도가 빠른 환원 전극 촉매 개발이 필수적이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저에너지・저비용 암모니아 

생산을 위한 차세대 전기화학적 그린 암모니아 

합성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상온・상압에서 

0.2g/g·hr 수준의 합성률(패러데이 효율 35%)을 

달성하였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암모니아 합성률 

및 패러데이 효율 수준이다. 

UNIST는 빠르게 회전하는 쇠구슬을 

이용하여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볼-밀링법으로 

저온(45。C)・저압(1bar)에서 82.5%의 효율로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 기술은 

용기에 쇠구슬과 철가루를 넣고 회전시키면서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를 주입하는 방식이며, 

빠르게 회전하는 쇠구슬에 부딪혀 활성화된 

철가루 표면에서 분해된 질소 기체에 수소가 

결합하여 암모니아가 생산되는 원리를 이용하였다. 

한국기계연구원은 상온・상압에서 청정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플라즈마-촉매 융합 공정을 개발하였다. 이 

기술은 질소 플라즈마에 물을 공급・분해하여 수소와 

질소산화물을 생산하고, 이를 촉매로 공급하여 

암모니아를 생산한다. 

암모니아 발전

암모니아 발전 기술은 화석연료에 암모니아를 

혼소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혼소 기술과 암모니아를 

100% 연료로 활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전소 

기술로 나뉜다. 암모니아 혼소/전소 기술은 발전 

부문에서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한 암모니아 

투입량(발열량 기준)에 비례하여 CO2 배출을 감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최근 에너지 자립률이 

낮은 한국과 일본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1 석탄-암모니아 혼소/전소 기술

발전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 화력발전 분야는 석탄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연료전환 기술이 중요하다. 특히 연료전환 기술 중 

석탄-암모니아 혼소 기술은 단기간 내 실증이 가능한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17년 10MWth급 시험설비에서 

석탄-암모니아 20% 혼소에 성공하였다. 현재 일본 

중부 헤키난 발전소 내 1GW급 초초임계압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해당 기술에 대한 실증을 진행 

중이다. 신에너지・산업기술총합개발기구(NEDO)가 

지원하는 석탄 화력발전 암모니아 혼소 프로젝트는 

일본 발전 부문 최대 합작사 JERA 社와 엔지니어링 

기업 IHI가 수행 중이며, 1GW급 초초임계압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암모니아 20% 혼소를 위해 

30,000-40,000톤의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하였다. JERA 社는 2030년까지 

노후화된 저효율 석탄 발전설비를 전부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고효율 발전설비는 석탄-암모니아 

혼소 후 전소로 전환하기 위해 2040년까지 암모니아 

전소를 목표로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다.

한국은 최근 한국전력, 발전공기업과 함께 

‘수소・암모니아 발전 실증추진단’을 발족하고 산업부, 

한국전력, 발전사 등 민관 합동으로 ‘Carbon-

Free 친환경 암모니아 발전기술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까지 석탄-암모니아 혼소를 

위한 연소・저장기술 등 원천기술 개발, 2025년 

상용발전소에 연료공급 인프라 구축, 2025~2026년 

잔여 설계수명, 대규모 석탄발전 단지로 인한 규모의 

Integrated 10 kg/day system
Capable of operation up to 500。C/100 bar
Unattended operation, remote monitoring
Can simulate intermittency,~1400h on stream 

Integrated > 10 kg/day unit
Complete system with AEM electrolyzer and ASU
High activity monolith catalyst
Capable of operation at 30 bar 

Integrated > 1 kg/day system
Capable of operation at 30 bar
Adsorbent capacity stable for 100 cycles
Operation time over 500 hours

그림2 미국 저압 암모니아 합성 실증 연구

※ 출처 : JERA 홈페이지

그림3 JERA 암모니아 혼소 실증사업 대상 헤키난 석탄화력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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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을 고려한 

석탄-암모니아 혼소 대상 선정, 2027년까지 4기의 

석탄 화력발전 설비를 대상으로 실증을 추진한다. 

석탄-암모니아 혼소 대상 발전기는 2030년까지 

석탄-암모니아 20% 혼소를 진행하고, 2031년 

이후 암모니아 혼소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2050년까지 암모니아 전소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2 LNG-암모니아 혼소/전소 기술

LNG 발전 분야의 암모니아 연소 기술은 암모니아를 

직접 연소하여 가스터빈을 가동하는 기술과 

분해기로 암모니아를 수소와 질소로 분해 후 수소를 

연료로 가스터빈을 가동하는 기술로 구분된다. 

일본 IHI 社는 2019년 2MWe급 

가스터빈(IM270)을 대상으로 LNG-암모니아 

20% 혼소(발열량 기준)에 성공하였으며, 2021년 

3월 액체 암모니아 혼소율 70%(발열량 기준)를 

달성하였다. 암모니아 혼소율 증가에 따라 NOx 

배출이 약 3배 증가하였으나, 후단 상용 SCR 

설비를 이용하여 최대 6ppm 이하의 NOx 배출을 

달성하였다. MHI Power 社는 40MW급 암모니아 

전소 가스터빈 개발에 착수하였으며(’21.3), 2025년 

세계 최초 암모니아 전소 터빈 상용화를 목표로 

수립하였다. 암모니아 연소로 인한 NOx 배출 증가 

문제는 새로운 연소기 및 SCR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며, 암모니아 전소 터빈 개발과 함께 가스터빈의 

선박 엔진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기업들은 암모니아의 연소 성능을 보완하기 위해 

이중연료 엔진(Duel Fuel Engine)으로 개발 

중이다. 

독일 MAN-ES 社는 2행정 암모니아 대형 엔진을 

개발 중이며, 빠르면 2024년 개발 완료 예정이다. 

MAN-ES 社의 2행정 암모니아 엔진은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ME-LGIP 엔진과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ME-LGIM 엔진을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다. NOx 배출은 SCR 설비와 EGR(Exhaust 

Gas Recirculation, 선박 배기가스 재순환) 

시스템을 적용하여 저감할 계획이다.

스위스 선박 엔진 설계기업 WinGD 社는 

2025년까지 2행정 저속 암모니아 대형 엔진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2행정 암모니아 엔진은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X 엔진 시리즈와 이중연료를 

사용하는 X-DF 엔진 시리즈를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다. 두 엔진은 저탄소 연료인 액체 바이오 연료, 

바이오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엔진으로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큰 수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2 4행정 중형엔진

핀란드 Wärtsilä 社는 2021년 7월 일반적인 선박 

추진 부하에서 70% 암모니아 혼소 엔진 테스트에 

성공했다고 발표하였으며, 2023년까지 4행정 

암모니아 전소 중형엔진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폐열을 이용하여 암모니아를 수소, 질소로 분해하고, 

분해된 수소를 수소 가스터빈에 사용하는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한국은 ‘암모니아 직접 연소’와 ‘암모니아 

분해연료(수소) 연소’, 두 가지 방향으로 암모니아 

가스터빈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암모니아 직접 

연소기는 단기간에 개발이 어려우므로 1차적으로 

LNG-암모니아 혼소 가스터빈을 개발하고, 

최종적으로 암모니아 직접 연소 방식의 가스터빈 

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 암모니아 분해연료 연소 

기술의 경우 대형 가스터빈을 대상으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는 암모니아 분해를 위해서는 

고온의 열이 필요하며, 대형 가스터빈에서 배출되는 

고온 가스의 열을 회수하여 암모니아 분해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포스코는 두산중공업,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과 함께 암모니아 분해 

수소를 활용한 연소기, 가스터빈을 개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CO2-free 암모니아 직접 이용을 위한 저 NOx 

가스터빈 연소기술 개발’을 통해 암모니아 전소 

기술을 개발 중이다.

암모니아 선박

1 2행정 대형엔진

암모니아 선박 엔진은 Diesel Cycle 방식의 

2020년 핀란드 Vaasa 시에서 암모니아 선박 

엔진의 첫 번째 연소 테스트 진행 후 최적의 엔진 

매개변수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노르웨이 

Stord 지역 Sustainable Energy Catapult 

Centre’s 테스트 설비에서 세계 최초로 full-

scale 장기테스트에 착수하였다. 독일 MAN–

ES 社는 독일 연방경제기술부(BMWi)의 지원을 

통해 2020년 12월 4행정 중형 엔진 개발을 위한 

AmmoniaMot 프로젝트를 착수하였으며, 디젤 및 

암모니아를 이중연료로 사용하는 4행정 중형 엔진 

개발이 목표다.

중국 최대 조선소 그룹인 CSSC 산하 

중국선박해양공정설계연구원, 중국 최대 선사 

코스코 산하 조선사 CSHI, 코스코 에너지 운송 

등은 암모니아 연료 기반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설계를 공동 개발하였으며, 2021년 9월 중국 

선급협회와 미국 해운국 등에서 기본승인(AIP)을 

획득하였다. 31만 DWT 초대형원유운반선이 

대상이며, MAN-ES 社의 암모니아 대형 엔진을 주 

엔진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국내 주요 선박기업은 MAN-ES 社와 협력하여 

암모니아 추진선을 개발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MAN–ES 社의 2행정 암모니아 대형 엔진이 

시장에 출시되는 2024년을 기준으로 암모니아 

연료추진 시스템 적용 선박 및 4행정 암모니아 

중형 엔진(HiMSEN 엔진)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선박용 엔진 외에도 신재생에너지 연계 분산발전 

그림5 MAN-ES의 2행정 암모니아 엔진의 기반이 되는 ME-LGIP 엔진(좌) 및 연료공급시스템(우)

※ 출처 : (좌) MAN Energy Solutions 홈페이지 (우) MAN ES(2019), Engineering the future two stroke green ammonia engine

그림4 IHI 암모니아 혼소 가스터빈 테스트 시설

※ 출처 : IHI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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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Viking Energy의 암모니아 SOFC 선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AIST, 고려대학교 등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고온 암모니아 연료전지 

촉매와 관련한 기초 연구를 수행 중이다. 현재 Ni/

YSZ의 상용 음극지지형 셀(ASC)을 구입하여 

실험하고 있다. 다만, 암모니아 SOFC의 가장 큰 

문제점인 연료극 지지체의 내구성 향상에 관한 

연구는 진행하지 않아 아직은 기술적 한계가 

존재한다. 국내 고온 암모니아 연료전지 촉매 관련 

연구는 기초 연구에서부터 관련 분야 선점을 위한 

특허 출원에 이르기까지 선도국에 비해서는 걸음마 

단계 수준이다.

최근 암모니아 SOFC 기술을 선박 부문에 

적용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전지 기술은 유럽이 주도한다. 

세계 최대 해운선사인 덴마크 Mærsk 社의 Mærsk 

Mc-Kinney Møller Zero Carbon Shipping 

시장을 목표로 발전용 4행정 암모니아 엔진도 개발 

중이며, 2023년 상용화 및 육상발전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HSD엔진도 MAN-ES 社의 2행정 

암모니아 대형 엔진이 시장에 출시되는 2024년을 

기준으로 암모니아 추진선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며, 

NOx 제거를 위한 SCR 설비, AOC(Ammonia 

Oxidation Catalyst, 암모니아정화촉매), N2O 

저감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삼성중공업은 

암모니아 추진 아프라막스(A-Max) 탱커에 대해 

영국 로이드선급의 기본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독자 암모니아 연료공급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여 

2024년 상용화가 목표다. 현대미포조선은 영국 

로이드선급에서 MAN-ES 社와 공동개발 중인 

암모니아 추진선에 대해 국내 최초로 기본 인증을 

획득하였고 2025년 상용화가 목표다.

암모니아 연료전지

암모니아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 기술은 

암모니아 분해 후 생성된 수소와 질소의 혼합가스 

중 수소를 연료로 활용하여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이다. 현재 SOFC에 기반한 연료전지 셀/스택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온에서의 암모니아 

열분해 반응을 활용한 암모니아 직접공급 방식으로 

개발 중이다.

일본 교토대학교에서는 연료극(Anode)에서 

암모니아를 수소와 질소로 분해할 수 있는 촉매에 

관한 연구 및 연료극 지지체 안정성 향상에 관한 

연구를 지속해서 수행하고, 논문 및 특허에 관련 

내용을 꾸준히 보고하고 있다. 일본 IHI 社는 

2017년 암모니아를 에너지 공급원으로 사용한 

1kW급 SOFC 연료전지 시스템을 1,000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작동시켰다고 보고하였다. 해당 

암모니아 SOFC 시스템은 교토대학교 Koichi 

Eguchi 교수와 Toyota Industries 社, Noritake 

社, Tokuyama 社, Nippon Shokubai 社, 

그리고 Mitsui Chemicals 社가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하였다. 

덴마크 Haldor Topsoe 社는 고온 암모니아 

연료전지용 촉매를 적용하여 암모니아를 직접 

주입할 경우, 수소와 질소를 3:1로 주입하는 경우와 

성능 차이가 거의 없거나 850。C에서 오히려 더 

월등한 성능을 나타낸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대표적인 암모니아 SOFC 기업인 미국 Bloom 

Energy 社에서도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는 

SOFC 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4.

※ 출처 : https://www.fch.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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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컨소시엄을 통해 선박용 암모니아 SOFC 

개발을 위한 SOFC4 Maritime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노르웨이 NCE Maritime 

CleanTech 社는 14개 기관이 참여한 컨소시엄을 

통해 2020년 1월 선박에 암모니아 SOFC 

연료전지를 적용하는 Horizon 2020 ShipFC 

프로젝트에 착수하였으며, 선박에 2MW급 

암모니아 SOFC를 장착하여 연간 최대 3,000시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프로젝트 기간인 

5년 동안 100kW급에서 2MW급으로 확장하여 

선박에 적용한 후 장거리 항해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암모니아 분해 수소생산

암모니아 분해 수소생산 기술은 촉매 분해 반응 

또는 전기화학적 방법 등으로 암모니아를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촉매 분해 반응을 

이용하는 기술은 1 암모니아를 고온・고압에서

촉매 분해 반응을 통해 수소와 질소로 분해하고, 

2 상온에서 미반응 암모니아 제거하며, 

3 최종적으로 PSA(Pressure Swing 

Absorption, 압력변동흡착)를 통해 질소 농도를 

100ppm 이하로 낮추고 고순도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LNG 개질을 통해 고순도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과 비교하면, 청정 암모니아를 

이용하는 경우 반응 온도가 낮고 공정이 단순하며, 

CO2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는 암모니아 

촉매 분해반응기 및 금속 분리막 정제 시스템을 통해 

고순도 수소를 생산하고 수소전기차(도요타 Mirai, 

현대자동차 Nexo 대상)를 대상으로 충전 실증까지 

완료하였다. 이 기술은 1 루테늄 촉매를 이용하여 

암모니아를 질소와 수소로 분해, 2 바나듐 기반 

금속막을 이용하여 수소를 다른 원소로부터 분리, 

3 모듈식 멤브레인 반응기를 통해 고순도 수소로 

정제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일본은 SIP Energy Carrier를 통해 수소충전소급 

고순도 수소 생산을 위한 암모니아 분해 수소 생산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수소 추출 시스템 및 PSA 

정제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일본 히로시마 대학, 

Taiyo Nippon Sanso 社, AIST 社, Toyota 社, 

Showa Denko 社가 참여하였으며, 1Nm3/h급 

암모니아 수소 추출 시스템 및 10Nm3/h급 

수소 정제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루테늄(Ru)/산화마그네슘(MgO)(Ru=3 wt%) 

촉매를 이용하여 500。C에서 암모니아 전환율 

99.8%(잔여 NH3 1,000ppm)를 달성하였다. 

암모니아 생산 3대 기업 중 덴마크 Haldor Topsoe 

社, 독일 Uhde 社는 암모니아 분해 수소생산 기술을 

연구 중이며, 빠른 시일 내 상용화된 공정을 완료할 

것이라는 소식을 관련 기업에 전하고 있으나 정확한  

현황은 파악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덴마크 Haldor 

Topsoe 社의 경우 암모니아 분해 공정을 30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다고 발표하였으나 구체적인 

용량과 설치 위치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프랑스 ENGIE 社는 스페인 Tecnalia 社와 

Eindtoven University of Technology 社에서 

만든 스핀오프 기업 H2SITE 社에 전략적 투자를 

발표하고 멤브레인 기반 암모니아 분해 수소생산 

장치 개발 중이다. 

국내의 경우 (주)씨이에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현대자동차, 젠스엔지니어링,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20Nm3/h급 암모니아 분해 수소 생산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암모니아 분해 시스템 효율 85% 

이상을 달성하였다. 이후 2021년 11월부터 

롯데정밀화학, 롯데케미칼, 삼성엔지니어링,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충남대학교,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국민대학교, 미래기준연구소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암모니아 

기반 청정 수소 생산 1,000Nm3/h 규모 Pilot 

플랜트 실증화 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 중이다.

원익머트리얼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부터 

고효율 암모니아 수소촉매 기술을 이전받았으며, 

현재 500kg/일 규모의 암모니아 분해 수소생산 

시스템 실증을 진행 중이다. 현재 촉매 및 정제 

부문의 밸런스 관련 최적화 연구를 진행 중이며 

2022년까지 최적화 연구를 완료하고, 2023년부터 

장기 실증을 통한 Track record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충북 충주 그린수소 규제자유특구의 

‘암모니아 기반 그린수소 생산・활용 실증사업’에 

참여하여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내 부지에서 

500kg/일 규모 암모니아 기반 수소생산 시스템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 출처 : 호주 CSIRO ※ 출처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내부자료, 월간수소경제(’21.7.30), 수소 규제자유특구 진단

그림9 도요타 이동식 수소 연료공급 장치(위) 및 암모니아 분해 그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개발한 암모니아 분해 반응기와 
원익머트리얼즈 암모니아 분해 수소생산 설비

1.   US DOE ARPA-E, REFUEL, https://arpa-e.energy.gov/

technologies/projects

2.   GC corporation, ammonia fuel conference 2019

3.   이후경, 우영민, 이민정, 탄소중립을 위한 암모니아 연소기술의 

연구개발 필요성 - PartⅠ연료 암모니아의 보급확대 배경과 

경제성. J. Korean Soc. Combust, 26(1), (2021), pp.5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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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의 경고 writer. 유 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정책연구실

공통사회경제경로(SSP,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에 따른 시나리오 구분

구 분 시나리오별 세부 의미

SSP1-2.6
사회 불균형의 감소와 친환경 기술의 빠른 발달로 기후변화 완화, 적응능력이 좋은 
지속성장가능 사회경제 구조의 저배출 시나리오

SSP2-4.5 중도성장의 사회경제 시나리오로 기후변화 완화 및 사회경제 발전정도를 중간 단계로 가정 

SSP3-7.0
사회경제 발전의 불균형과 제도적 제한으로 인해 기후변화에 취약한 상태에 놓이는 
사회경제 구조의 시나리오(기준 전망치 시나리오)

SSP5-8.5
기후정책 부재, 화석연료 기반 성장과 높은 인적 투자로 기후변화 적응능력은 좋지만, 
완화능력이 낮은 사회경제 구조의 고배출 시나리오 

국제표준 기후실험에 관한 국제공동 프로젝트인 CMIP6은 
IPCC AR6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수준 및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행 여부 등에 따라 미래 사회경제 구조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고려한 새로운 온실가스 경로인 SSP(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공통사회경제경로)를 개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국립기상과학원, 국립생태원, 
녹색기술센터,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극지연구소

국립기상과학원은 최근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2020」을 발간했다. 

IPCC 제6차 보고서의 최신 온실가스 경로(SSP)1에 따라 산출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2100년까지의 우리나라 기후변화를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상승이 최악의 시나리오(SSP5-8.5)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정부가 선언한 탄소중립 시점인 2050년에 해당하는 미래중반기

(2041-2060년)에 우리나라 평균 기온은 3°C 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환경 관련 연구기관2으로 구성된 환경연구기관장협의회는 

‘3°C 대응 연구협의체’를 설립하고, 3°C 상승 시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적응 방안을 분과별(건강·보건, 국토·도시, 수자원·가뭄·홍수, 생태계·환경·산림, 

산업·에너지, 식량)로 연구·조사하고 있으며, 본고에서 이 내용을 간략히 

다뤄보고자 한다.

3°C Scenario Solar panel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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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건강·보건

우리나라는 지구 평균 기온 1°C 상승 시 사망 

위험이 5% 증가하고, 폭염 기간 사망 위험이 비폭염 

기간 대비 8% 증가할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기온상승으로 인해 오존, 꽃가루,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여 관련 질환 발병률 및 사망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말라리아 

모기 매개 감염질환 발병 위험이 30~60% 증가하고, 

제주도를 비롯한 일부 해안 지역(부산, 울산, 군산, 

무안 등)은 뎅기열 바이러스의 고위험 지역이 될 

것이다. 건강・보건 분과에서는 예측 현상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예・경보 및 관리 시스템 고도화,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등을 강조했다. 

국토·도시

국립해양조사원은 최악의 경우 2100년에 우리나라 

해수면이 서해는 40cm, 동해는 73cm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급격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현재 100년에 1번 정도 발생하는 극한 해수면 

현상(큰 파도, 슈퍼태풍 등 바다에서의 자연현상)이 

2050년 즈음이면 매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50년 

후 높아진 해수면 수위에서 해일이 잦게 발생하면, 

전국 29개 무역항의 62%인 18곳이 물에 잠길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50년 후만의 문제가 아니다.

2030년경에도 해수면 상승과 태풍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경우, 국토의 5%가 침수되고 332만 

명이 침수피해를 겪게 된다. 국내 연안 지역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0%가 거주한다. 더불어 

국가산업단지와 원자력발전소, 항만시설 등 

국가 주요 기반 시설과 배후도시가 구축돼 있어, 

산업・경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진다. 따라서 극한 

해수면 현상이 발생하면, 심각한 규모의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 국토・도시 분과에서는 항만 

구조물의 성능 향상과 내륙 도시로의 이주, 해상도시 

건설, 안전강화시스템 구축을 통한 적응 방안을 

제안했다.

산업·에너지

우리나라 산업의 주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자원 

의존형 산업(반도체, 철강, 정유, 석유화학, 자동차, 

섬유 등)’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후재해로 인해 

계획생산이 어려워져 생산량 감소가 예상된다. 평균 

기온이 1°C 상승할 경우, 1인당 총생산량은 12% 

감소한다는 조사 결과와 같이, 노동자의 생산 효율성 

저하 역시 우려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 약화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산업・에너지 

분과에서는 안전강화시스템, 예・경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원 수급의 다각화, 에너지 

설비 유지・관리 고도화, 에너지믹스 등을 통한 자원과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향상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생태계·환경·산림

대부분 사람이 알고 있듯, 평균 기온 상승은 자연에 

특히 치명적이다. 동・식물 분포가 변화하면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일부 국내 토종 생물의 서식이 

불가능해진다. 생태계・환경・산림 분과에서는 

생물 종 관리・보전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동향을 파악하면서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3°C Scenario Solar panel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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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가뭄·홍수

평균 기온 상승으로 인해 가뭄이 심해질 것이다. 

이는 토양의 황폐화를 초래해 식수과 용수 

부족에 시달리게 된다. 용수 조달이 필수적인 

농업・제조업・에너지 산업 등 국가 산업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지하수의 경우 2030년대 

후반에 함양량이 가장 낮아진다. 지하수위는 

2050년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 

경우 대도시를 제외한 소규모 지역은 상수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 침수・범람 등 물 관련 

재해가 발생하는 빈도・강도가 늘어나면, 주거지 

침수피해는 물론 하수처리장의 효율이 낮아져 

지표수 오염이 심각해진다. 하수처리는 

도시 에너지 소비의 20%를 차지해, 물과 에너지가 

동시에 부족해지는 극단적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수자원・가뭄・홍수 분과에서는 해수담수화 및 수자원 

관리 기술을 통해 부족한 용수 확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대규모 수재해 피해 

최소화를 적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식량

우리나라는 평균 기온 상승으로 인해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바뀌고 곡창지대가 수몰되면서 

쌀 수확량이 2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가축의 경우 38℃ 이상 고온 노출이 지속되면 

폐사율이 급격히 증가해 축산업 생산량이 감소한다. 

어업생산량 역시 수온 상승으로 인해 2100년에 

약 30% 감소한다. 식량 분과에서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농작물 재배 기술, 기후재해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어장 관리 기술 등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상승이 
최악의 시나리오(SSP5-8.5)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정부가 선언한 탄소중립 
시점인 2050년에 해당하는 
미래중반기(2041-2060년)에 
우리나라 평균 기온은 3°C 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1.

2. 3.

5.

6.

4.

※  본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연구기관장협의회에서 발간한 「3°C의 경고 Ver.1」에 수록되어 있다. 향후 새로운 연구결과가 발표되면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고 새로운 내용을 보강할 예정이다.



패스트 패션은 최신 트렌드를 즉각적으로 담아낸 디자인,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빠르게 공급하는 

패션 경향을 말한다. 이 용어는 유니클로, Zara, H&M으로 대변되는 SPA(Specialty stores/

retailers of Private-label Apparel, 자체 개발 의류를 판매하는 소매점)와 동의어처럼 쓰인다. 

보통 패션업계에서는 6개월 주기로 컬렉션을 내놓지만, SPA 브랜드는 52개의 마이크로 컬렉션을 

출시한다. 거의 매주 새로운 옷이 생산되고, 그중에 팔리지 않은 수많은 재고품은 폐기된다. 이는 

우리 지구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 본고는 패션산업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산부터 

이용, 폐기까지 전과정평가(환경영향 평가방법의 일종)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표1 2018년 의류산업의 밸류체인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생산
브랜드 운영

사용 및 사용 후 폐기

2,106

3% 폐기

38%원재료 생산

8%방적

6%직조

20% 제품사용

3% 유통

3% 판매

4% 재단, 봉제

15% 습식공정

백만톤

폐기까지

기후에 미치는 영향

생산부터

패스트 패션이

Series Solar panel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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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유재경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업협력실

패션산업 공급망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은 원단이나 재료 가공 

먼저 글로벌 경영 컨설팅 기업 맥킨지앤드컴퍼니 

(McKinsey & Company)에서 발간한 보고서 

「Fashion on Climate」를 살펴보자.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패션산업은 원재료 생산, 사용 

및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원단 등 재료 생산이 전체의 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후의 가공 및 완제품 생산 단계까지 

포함하면 비중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71%까지 

증가한다. 그 외 유통 및 브랜드 운영, 사용, 사용 

후 폐기 단계가 약 29%다. 이 또한 절대 작지 않은 

비중이다. 패션산업의 전 과정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10%1를 차지한다. 이는 항공 및 해상 

운송에서 기인하는 배출량보다도 많다.

패션산업은 공급망의 단계별 배출량과 비중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렵다. 또한, Scope 3(직・간접 

탄소 배출을 제외한 모든 탄소 배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관련 보고서마다 다소 다른 추정치를 

제시한다. 「World Resources Institute & 

Apparel impact institute(2020), Roadmap 

to net zero」 보고서는 2019년 기준 패션산업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1.025Gt CO2e,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2%로 추정했다. 향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노력이 없다면, 배출량은 2030년까지 

1.588Gt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1.   UN(2018), 지속가능한 패션과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 

파트너십

참고자료



어느 바닷가에 쌓인 ‘옷 무덤’을 보도했다. 세계 

각지에서 기부 혹은 수출을 명목으로 유입된 후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 옷이 이곳에 쌓이는데, 

소들이 풀 대신 옷을 뜯어먹는 광경은 가히 

경악스럽다. 본 보도에서 지난 30년간 미국인이 

구매한 의류 양은 5배 증가했지만, 옷을 착용한 

횟수는 평균 7번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러한 소비 

패턴은 매주 1,500벌의 중고 의류가 산처럼 쌓이게 

하고, 이중 40%는 고스란히 매립된다.

국내 상황도 다르지 않다. 비영리 대안매체 

‘단비뉴스’의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국내 한 

헌옷수출업체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한 대목이 

나온다. 전국에서 해당 기업으로 들어오는 

헌옷이 하루에만 약 80톤에 달하며, 이중 

80%는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되고 15% 가량은 소각 등 영구 폐기되며, 3% 

정도는 국내 중고의류(구제) 매장으로 옮겨진다고 

한다.

의류 폐기물 처리는 매립과 소각이 비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재활용과 재사용 비중은 매우 작다. 

도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녹색 헌옷 수거함. 이것이 

본래 취지인 자원 재활용과 불우이웃돕기가 아닌 

영리 목적으로 쓰인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도 

참 씁쓸했는데, 기후위기를 앞당기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하니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우리가 옷을 이렇게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작년 말, UN은 패션산업이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기 위한 ‘기후행동 

가이드북’을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3월, EU는 

패스트 패션 규제를 공식적으로 예고했다. 오는 

2030년까지 일정량 이상의 리사이클링 소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재고품 폐기 처분 금지,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한다는 내용이다. EU 집행위원회 프란스 

팀머만스(Frans Timmermans) 부위원장은 해당 

내용을 발표하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내놓았다. 

“앞으로는 지속가능 상품이 새로운 표준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입는 옷은 최소한 세 번 이상 세탁해 

입을 수 있어야 한다.”

사람에게 옷은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넘어서서, 각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옷을 바꿔 입는 것이 

당연해진 오늘날, 그래서 우리는 패션산업이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을 깊이 알고자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 이제 우리에게는 옷에 대한 ‘새로운 

표준’이 필요하다. 소비자는 가지고 있는 옷을 최대한 

오래 입고, 옷을 버리는 것에 신중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

기후위기로 인류의 미래가 위협받는 지금. 우리가 

옷을 이렇게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것이 부끄러운 

일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 당장 ‘새로운 

표준’을 세우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표2 의류산업 밸류체인

TIER 
4

TIER 
3

TIER 
2

TIER 
1

TIER 
0

CONSUMER
USE

END OF
LIFE

원재료 추출
토양 및 
동・식물에서 
원재료 추출 

원재료 가공
원재료를 중간 
제품용 재료로 
가공

재료 생산
원단, 장식 등 
최종 제품의 
재료 생산

완제품 봉제
완제품 봉제 및 
생산

사무실, 소매점, 
유통업체
생산과 무관한 
건물 임대비용 등

사용
세탁, 건조, 
드라이클리닝 등

사용 후 폐기
재사용, 재활용, 
매립

• McKinsey(2020), Fashion on Climate

•  World Resources Institute & Apparel impact 

institute(2020), Roadmap to net zero : Delivering 

sciencebased targets in the apparel sector 

•  Mathilde Charpail(2017), Sustain your style website 

What’s wrong with the fashion industry?

•  Christina Animashaun/Vox(2019), More than ever, our 

clothes are made of plastic. Just washing them can 

pollute the oceans.

•  Common Objective(2018), Fashion and Waste : An 

Uneasy Relationship

•  한국일보(2021), 세탁만 해도 미세플라스틱이 탈탈... 줄일 수 

없을까?

• 단비뉴스(2021), 나는 오늘 옷을 샀다, 기후위기를 샀다

참고자료

해당 보고서는 패션산업 전 과정을 생산(Tier 1~4), 

유통(Tier 0), 사용, 사용 후 폐기로 구분한다. 생산 

단계는 다시 4단계로 구분하여 배출량과 비중을 

제시했다. 원재료 추출 부문(Tier 4)은 241Mt을 

배출하고 비중은 24%다. 원재료 가공 부문(Tier 

3)은 156Mt을 배출하고 비중은 15%다. 원단 

등 재료 가공 및 생산 부문(Tier 2)은 536Mt을 

배출하며 비중은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봉제 등 

완제품 생산 부문(Tier 1)의 비중은 9%인데 이는 

대부분 전력 사용에서 기인한다. 

패스트 패션 업체 대부분은 Tier 1~4단계를 

생산비가 저렴한 세계 각국(특히 아시아 지역 

개도국)에 아웃소싱한다. 이로 인해 유통과정 중 

사용하는 화석연료의 소비를 촉진한다. 더불어, 생산 

부문의 물 소비와 수계 배출물로 인한 해양 오염 

문제가 심각한데, 이는 원단 염색이나 연화 등 가공 

단계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때 나온 폐수를 정화하는 

데도 많은 에너지가 낭비된다.

일상 곳곳에서 생태계를 위협하는 ‘미세 플라스틱’

기후 감수성이 높은 유럽의 경우 패스트 패션의 

대명사인 합성섬유 세탁과 관련한 규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프랑스는 낭비 방지 및 

순환경제법에 따라 2025년부터 판매하는 세탁기에 

미세 섬유(미세 플라스틱) 필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영국 또한 2025년부터 

모든 신규 세탁기에 미세 섬유 필터 장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도 이와 비슷한 

법안이 제출되었다.

각국의 합성섬유 세탁 관련 규제 도입의 이유는 

무엇일까? 전체 의류 원단의 70% 이상 차지하는 

폴리에스터는 단독으로도 활용되지만, 면과 혼방하는 

비율까지 포함하면 원단 시장 대부분을 잠식하는 

존재가 되었다. 폴리에스터는 화석연료에서 추출한 

원재료를 사용하는 만큼, 생산 단계에 많은 양의 

전기와 열을 소비한다는 문제점뿐만 아니라 세탁 

시 발생하는 미세 섬유의 해양 오염 문제도 있다. 

의류 6kg(4인 가족 1회 빨래량)을 세탁하여 

재질별로 비교했을 때, 아크릴 섬유는 72만 

8,789개, 폴리에스터는 49만 6,030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배출되었다. 반면, 폴리에스터-면 혼방 

의류는 폴리에스터 단독 소재보다 검출량이 절반 

이하였다. 하지만 세탁 횟수를 거듭해도 미세 섬유가 

꾸준히 검출된다는 점은 마찬가지였다. 2017년 

세계자연보전연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양에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35%는 미세 섬유라고 

한다. 

기후위기를 앞당기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의류 폐기물

미국 방송사 CBS는 ‘죽은 백인의 옷(Dead white 

man’s clothes)’이라는 기획보도를 통해 가나의 

Series Solar panel waste

50 51

유통

원재료 및 제품 운송



녹아내리는 빙하를 
글꼴에 담아내

기후위기 현실을 보여준
기후위기 폰트, 

빙
하
체

‘Nohtype’ 
글꼴 디자인 스튜디오 ‘노타입’
노은유 대표, 이주희 디자이너

People Solar panel waste

52 53

사람의 필체를 보면 그 사람의 대략적인 성격이나 마음가짐을 읽을 수 있다. 쓰는 사람마다 획의 

굵기나 힘, 형태가 제각각이어서 느껴지는 감상 또한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직접 쓴 필체보다 

컴퓨터 속 폰트가 더 익숙한 이 시대. 폰트에 사용자의 표정이 깃들 수는 없지만, 그것을 디자인한 

사람의 의도와 이야기는 녹아 있다. 글꼴 디자인 스튜디오 ‘노타입(Nohtype)’의 노은유 대표, 

이주희 디자이너는 폰트에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담아냈다. 그 이름은 ‘빙하체’다. 이 폰트의 시작은 

핀란드다. 핀란드 신문사 ‘헬싱긴 사노마트(Helsingin Sanomat)’는 광고대행사 ‘TBWA 

Helsinki’와 함께 지구온난화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로마자 서체 ‘Climate Crisis 폰트’를 기획·제작해 무료로 배포했다. 노타입은 이 폰트의

한글 버전을 디자인했다.



거대한 빙산을 닮은 글꼴, 

형체를 알아보기도 힘든 글꼴

노은유 이 프로젝트에는 제가 네덜란드에서 유학 

생활할 때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인 글꼴 디자이너 

에이노 코칼라(Eino Korkala)와 다니엘 쿨(Daniel 

Coull)이 참여했어요. 어느 날 친구들 SNS에서 

Climate Crisis 폰트를 보았는데 한글 버전을 

디자인하면 좋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즉흥적인 

생각이었는데, 꼭 해야 할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이주희 디자이너가 노타입에 

합류하면서 진행하게 되었죠. 저는 기획과 감수를, 

이주희 디자이너는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기후위기 폰트의 특징은 오픈타입 

배리어블(Variabe) 폰트라는 점이다. 우리는 보통 

어떤 글꼴을 사용할 때, 하나의 글꼴이 여러 가지 

굵기로 나뉘어 있어 취향에 따라 선택해 사용한다. 

배리어블 폰트는 사용자가 직접 굵기나 너비, 기울기 

등을 조절해 사용할 수 있다. 최근 글꼴 디자인에 

도입된 신기술이다.

이주희 기후위기 폰트는 ‘글자 축’을 활용해 북극해 

빙하가 녹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위해 얇게나마 유지했습니다. 한글 버전은 얼음이 

녹아내리는 모양새를 로마자보다 많이 반영했어요.

노은유 두 가지 언어가 하나의 폰트에 묶여야 

했기에, 어떻게 하면 같은 특징을 지닐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어요. 그간 한글과 로마자 글꼴 디자인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완벽하게 똑같이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글꼴의 분위기는 

비슷하게 맞추되, 언어가 가진 특징에 맞게 바꿔 

디자인했습니다.

노은유 대표, 이주희 디자이너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글꼴 디자인에 관한 

생각을 깨고 또 깨며 도전했다. 

이주희 빙하체를 디자인할 때 그림처럼 느껴졌어요. 

보통 글꼴을 디자인하다 보면 1픽셀의 움직임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되는데, 빙하체는 굉장히 

자유로웠죠. 1픽셀을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중요했고요.

노은유 글꼴 디자이너는 가독성을 생명처럼 

여겨요. 그래서 2050년 타입을 디자인할 때 고민이 

많았죠. 로마자처럼 가로획을 생략해야 하는지, 

가독성을 위해 남겨둬야 하는지요. 이 프로젝트는 

글꼴 디자이너인 저희로서도 굉장히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미국 국립 빙설자료센터(NSIDC, National Snow 

and Ice Data Center)에서 측정한 1979년부터 

2019년까지의 북극해 빙하량 데이터, 그리고 

IPCC(기후 변동에 관한 정부 간 패널)가 현재 기후 

상황이 계속되었을 때를 바탕으로 예측한 2050년의 

빙하량 데이터를 활용했어요. 그래서 1979년부터 

2050년까지 1년 단위로 글자의 굵기를 조절할 수 

있죠.

기후위기 폰트는 로마자, 한글 버전 모두 1979년과 

2050년 타입을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가장 

극명하다. 1979년 타입은 거대한 빙산을 연상할 수 

있는 아주 넓적한 굵기이고, 2050년 타입은 대부분 

녹아내려 얼마 남지 않은 빙하를 연상할 수 있도록 

글자의 형태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로마자 버전 

디자인은 가로획이 대부분 생략되어 있을 정도다.

이주희 한글 버전의 특징을 꼽는다면, 1979년 

타입은 넓적한 붓으로 글자를 쓴 듯한 모양새로 

거대한 빙하의 느낌을 주는 동시에 과감하고 

힘찬 획을 통해 심미성이 돋보이도록 했습니다. 

2050년 버전은 가로획이 대부분 생략된 로마자와 

달리 한글 버전에서는 글자의 가독성을 유지하기 

10월 9일 한글날부터 무료 배포되는 빙하체 

기후위기 폰트의 한글 버전을 제작하고 싶다는 

이야기에 헬싱긴 사노마트는 반겼지만, 제작비를 

지원받을 수는 없었다. 한글이 로마자보다 디자인해야 

하는 글자 수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최대한 빨리 

제작하고 싶은 마음에 텀블벅을 통해 제작비 후원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노은유 텀블벅 후원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해 

여든여섯 명이 참여해주셨고, 목표액을 달성했어요. 

빙하체를 후원해주시는 분들에게는 한글날 무료 배포 

전까지 베타 버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글꼴 

굿즈도 제작해 보내드리고 있어요.

노은유 대표와 이주희 디자이너에게 빙하체는 

‘목소리’다. 지금 인류가 처한 현실을 글꼴에 담아내, 

글꼴이 가진 힘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있기 때문이다. 설사 사용자들이 디자이너의 의도와는 

다르게 ‘예뻐서’ 사용하기 시작한다고 해도, 이 글꼴의 

이름이 왜 빙하체인지 궁금해 하나하나 알아가다 

보면, 빙하체에 담아낸 메시지가 읽히리라고 확신한다. 

그것이 빙하체를 알게 된 그 누군가에게는 ‘환경적인 

행동의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노은유 
대표

이주희 
디자이너

People Solar panel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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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 zero trip
우리들의 ‘탄소 제로 여행’

여행을 멈추기는 힘들어도 ‘방식’을 바꿀 수는 있다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에 속한 면적 0.773km2의 

작은 섬, 연대도. 이곳은 2007년 ‘에코 아일랜드 

연대도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통영 섬에 관한 관심 

증대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연대도가 우리나라 친환경 

관광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화석에너지 

사용을 제로로 만들 수 있는 기반 구축에 나섰고, 

이것이 주민의 삶과도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여건을 조성했다. 2011년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완공해 국내 최초로 ‘에너지 자급자족’을 

실현했다. 이제는 명실상부 ‘탄소 제로 여행지’로서 

친환경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패시브하우스

통영 달아항에서 배를 타고 15분 남짓이면 연대도 

선착장에 도착한다. 가장 처음 눈에 들어오는 곳은 

마을회관 겸 비지터센터. 이곳은 패시브하우스로 

지어져 있다. 패시브하우스란 집 안의 열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차단해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화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경로당 ‘구들’ 또한 패시브하우스로 지어졌다.

에너지 자급자족을 실현한 태양광 발전기

연대도는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섬에 필요한 

전기를 자체 생산한다. 이 발전기가 생산하는 

전력량은 주민들과 여행자들이 충분히 사용하고도 

남아, 남은 전기는 한국전력에 판매하고 있다.

에너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에코체험센터

옛 산양초등학교 조양분교 자리에는 에너지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에코체험센터가 있다. 

이곳에서는 자전거 발전기로 만드는 솜사탕, 

태양열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조리기,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 타는 시소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며 에너지에 대해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어 특히 아이들과 함께 연대도를 방문한 

가족 여행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더불어 이곳에서 

캠핑도 할 수 있다.

‘탄소 없는 여행’ 프로그램

통영시와 한국관광공사 경남지사는 연대도를 

‘친환경 추천 여행지’로 선정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가 특별 기획하여 ‘국내 최초 에코 

캠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박 2일 동안 탄소 

없는 여행을 위한 세 가지 약속(1.화석연료 사용 

안 하기, 2.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3.재활용 불가 

쓰레기 배출 안 하기)을 지켜야 하며, 에너지를 

최소화한 섬 속 미니 콘서트, 탄소 없는 요리 교실, 

생태전문가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느끼기, 해변의 

쓰레기를 비치코밍하고 나만의 정크아트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7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매주 금요일~토요일 

운영되며, 매주 열다섯 팀을 모집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막혔던 이국 여행길이 1년여 만에 꽤 자유로워졌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여름 여행지를 고르기 바쁘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 불편함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인간의 

활동이 멈췄을 때, 우리는 자유로움과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 떠나는 여행이 자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했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시대의 여행은 어떤 방식이어야 할까.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그래서 소개한다. 탄소 배출이 없는 여행지, ‘에코 아일랜드’ 통영 연대도.

Ecotourism Solar panel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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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연대도는 에너지 자급자족을 실현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했다.

그림1  연대도 비지터센터는 공공시설이 패시브 하우스로 건설된 
첫 사례다.

# 에코 아일랜드 통영 연대도# 탄소 배출이 없는 여행지 # 국내 최초 에너지 자급자족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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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재난을 소재로 삼는 재난영화를 보면, 재앙의 종류는 저마다 달라도 그 

끝은 비슷한 경우가 많다. 난제를 해결할 영웅이 나타나, 희생을 감수하고 

인류의 삶을 지켜낸다. 하지만 <Don’t Look Up>은 이 보편적 기조를 

따르지 않는다. 영웅도 없고 반전도 없다. 케이트 디비아스키는 천문학과 

대학원생이다. 평소처럼 행성을 살피던 어느 날, 혜성이 지구를 향해 돌진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들은 즉시 이 상황을 국가에 알리지만, 정부는 정치적으로 

이용할 뿐이다. 혜성과 지구의 충돌이 예정된 날짜가 가까워지자 육안으로도 

혜성이 관찰되는데, 그것을 올려보라는 사람들과 올려보지 말라는 사람들로 

나뉜다. 영화 속 사람들의 모습은 현실의 우리와 다르지 않다. 여전히 과학적 

데이터를 눈앞에 두고도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보다는 외면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다. 영화는 어쩌면 이런 메시지를 

던지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부정과 외면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발 현실을 직시해라.’

기후변화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잔인하게도, 인류로 인해 문명이 쇠락의 길을 걷는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 

불안과 혼란을 감내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야 한다. 

이 책 속 인류는 자가증식 하는 먼지인 ‘더스트’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한다. 

일부 사람들은 내성이 있어 살아남아, 안전지대인 ‘돔시티’ 안에 들어가 산다. 

돔시티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프롬 빌리지’에 모여 산다. 그러던 중 

폐허 도시 해월에서 덩굴식물인 모스바나의 존재를 발견하고, 모스바나가 

더스트의 종식과 문명 재건을 이루는 핵심 역할을 한다. 『지구 끝의 온실』은 

기후변화를 담은 작품은 아니다. 하지만 ‘문명의 멸망’을 이야기하게 된 인류가 

앞으로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다. 불안과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끈끈한 

연대로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의 한 도시를 보여주며 영상이 시작된다. 1986년 4월 

26일, 이곳은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가 

됐다. 이 사고는 엄청난 환경 재앙을 초래했다. 데이비드 애튼버러는 말한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일회성 사고일 뿐, 이 시대의 진정한 비극은 매일매일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물 다양성 감소라고. 다큐멘터리의 해설을 맡은 

데이비드 애튼버러는 영국의 동물학자이자 환경보호론자다. 여러 다큐멘터리의 

해설과 제작을 맡은 방송인이기도 하다. 다큐멘터리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11세, 

28세, 34세, 52세, 71세, 94세)과 함께 해당 연도의 지구 상태를 수치화하여 

보여준다. 더불어 자연환경이 무너지는 모습, 생물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담아낸다. 데이비드 애튼버러는 자신이 다큐멘터리 해설자이자 제작자로 

활동하면서 목도한 지구환경의 변화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그의 

인생 안에는 인류 문명의 황금기와 위기가 모두 녹아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나의 증언인 동시에 미래를 위한 나의 제언이다.”

지금도 여전히, 매스컴에서는 기후변화를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를 내놓는다. 

하지만 사람들의 일상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다. 기후변화를 제대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건 아닐까? 저자인 호주의 사회과학자이자 작가 

리베카 헌틀리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보통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지식인으로서 알아야 할 교양이자 지켜야 하는 당위 문제로 인식했다. 

그러던 어느 날, 10대 아이들이 기후 시위를 하는 모습을 뉴스 채널에서 본 후, 

그 인식은 완전히 깨졌다. 아이들이 들고 있는 팻말 속의 말은 다름 아닌 

기성세대인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그는 말한다. 자신을 바꾼 것은 기후학자나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아니라 10대 아이들이 전한 

‘감정적이고 직관적인 메시지’였다고. 저자는 사람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미온적인 이유를 사회적 관점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학적 증거가 아니라 ‘심경 변화를 일으킬 계기’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Don’t 
Look Up

데이비드 애튼버러 : 
우리의 지구를 위하여

지구 끝의 
온실

기후변화, 이제는 감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 
우리 일상을 바꾸려면 기후변화를 어떻게 말해야 할까

과학적 데이터를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다루는 매스컴의 목소리 또한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다양한 

장르 속에 녹아든 기후위기의 목소리 또한 들어야 한다. 현실을 명확히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내일을 바르게 바꿔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영화, 다큐멘터리, 소설 등을 통해 기후위기를 담아내는 새로운 시선들을 소개한다. 

기후위기를 담아내는 
새로운 시선들

1 3

2 4

영화 / 감독 : 아담 맥케이 / 139분 / 2021 소설 / 저자 : 김초엽 / 자이언트북스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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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송한 플라스틱 분리배출 방법,
제대로 파헤쳐보자

페트(PET, PETE)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페트병. 무색은 

재활용되고, 유색은 재활용이 안 된다. 

무색 페트병은 꼭 라벨의 비닐을 

제거하고 같은 종류끼리 모아 분리 

배출한다. 

고밀도 폴리에틸렌(HDP, HDPE)

화학성분 배출 우려가 적어 샴푸나 

세제 용기, 장난감, 식품 용기 등에 

사용한다. 재활용할 수 있으니 내용물을 

잘 씻어내고 라벨을 제거하여 분리 

배출한다.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얇은 비닐봉지, 일회용 비닐장갑 등에 

쓰인다. 재활용이 어려워 일반쓰레기로 

배출한다.

폴리염화비닐(PVC)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랩을 

들 수 있다. 바닥재, 벽지, 파이프 등 활용 

범위가 매우 넓다. 우리나라는 PVC를 

분리배출 했지만, 지금은 그 목록에서 

빠졌다. 일반쓰레기로 배출한다.

폴리프로필렌(PP)

흔히 음식 일회용기, 밀폐용기로 

쓰인다. 재활용이 가능해 분리배출 해야 

한다. 특히 음식을 담았던 용기의 경우 

기름기가 잘 없어지지 않아 그냥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햇볕 아래에 1~2일 정도 

놔두면 말끔해진다.

폴리스타이렌(PS)

요구르트나 요거트, 테이크아웃 음료 

용기 등에 쓰인다. 잘게 부서지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 

재활용이 어렵다.

그 외(OTHER)

플라스틱 소재가 두 가지 이상 섞인 

것을 말한다. 즉석밥 용기, 치약 용기, 

스마트폰 케이스, 안경 등에 쓰인다. 

재질 파악이 어려워 재활용 여부 또한 

판단하기 힘들지만 플라스틱으로 분리 

배출한다.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라벨이나 뚜껑, 상표 스티커, 부속품 등을 

구분한 후 재질에 맞게 분리 배출한다.

많고도 많은 플라스틱 종류와 
올바른 배출법

매일매일 버려지는 플라스틱이 쌓이고 쌓이다 산을 이룬 광경, 플라스틱 문제가 매스컴에 

나올 때마다 으레 보게 되는 모습이다. 이때 ‘나 하나 플라스틱 문제에 신경 쓴다고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와 

조지아주립대학교는 공동연구를 통해 국제학술지 <Science Advances>에 논문을 

발표(2017)했다. 1950년부터 2015년까지 66년 동안 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은 

83억 톤으로 이 중 63억 톤은 폐기되었고, 폐기량 중 9%는 재활용, 12%는 소각, 

79%는 매립되거나 자연에 버려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치를 보면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한 명 한 명의 노력이 미미해 보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다. 여전히 

아리송한 플라스틱 분리배출 방법을 제대로 파헤쳐, 생활 속에서 실천해보자.

recycling plastic 9%

디지털 기기 이용할 때 
전력 소비와 데이터 사용량 
줄이는 방법

실시간 스트리밍은 그만, 
휴대기기나 컴퓨터에 
다운로드해서 즐기자!

밝기도 화질도 한 단계 
낮추고, 자주 가는 
웹사이트는 북마크 해두기!

개인정보 보호모드
(시크릿 모드, InPrivate)를 사용해 
불필요한 트래픽 발생을 막자!

지금 우리가 누리는 

디지털 라이프는 참으로 편리합니다. 

하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늘 켜놓는 컴퓨터, 습관적으로 

재생해놓는 영상… 

이런 습관이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것이죠. 

디지털 라이프가 불편해지더라도,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이면
디지털 탄소발자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메일 전송 

1통당

4g

전화 통화

1분당 

3.6g

데이터 사용 

1MB당 

3.6g

영상시청 

10분당 

1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