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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태양광 모듈 EPR과 태양광 기업 최신 동향

안 희 민

들어가는 말
환경부가 사용후 태양광 모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도입하려는 움직임
을 보이고 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조기업이 제조품목의 재활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2007년부터 태양광발전설비가 본격적으로 보급되었다고 규정하고 기
대 수명이 도래하는 2023년부터 사용후 태양광 모듈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이
라고 분석하였다. 사용후 태양광 모듈의 환경적 유해성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
니지만 일부 중금속이 함유된 것으로 파악되어 사용후 태양광 모듈의 재활용과
적정치리 방안이 필요하다며 태양광 모듈 제조기업이 스스로의 생산품목의 재활
용에 책임을 지는 ‘사용후 태양광 모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하 ’태양광 모
듈 EPR’)’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부의 움직임은 태양광 기업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고 있
다. 태양광 기업들은 환경부의 논리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태양광 모듈 EPR을 한
국에 도입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 글에서 태양광 모듈 EPR 도입과 관련하여 태양광 기업들의 입장을 최신동향
과 함께 살펴보았다.

04

태양광 제조기업 입장
태양광 기업들은 태양광 모듈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을 적용하기 전에
법철차와 형평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태양광 기업은 6개 항목으로 입장을 정리하였다. 태양광 기업들은 첫째 EU가 제
도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한국도 태양광 모듈 EPR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환
경부의 주장이 논리비약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태양광 기업들은 2012년 EU엔
태양과 제조기반이 붕괴되어 외국산 모듈이 범람하였고 특히 중국산이 외국산의
75%를 차지하였지만 한국은 현재 국산 태양광 모듈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70%
에 이르러 EU와 상황이 사뭇 다르다고 말하였다.
특히 EU가 태양광 모듈 EPR을 도입할 때 외국 태양광 제조기업의 분담금으로
태양광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여 역내 고용창출에 이바지 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한국은 내수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이 재활용 산업 육성
비용을 대기 때문에 고스란히 한국 태양광 제조기업의 부담이 되고 있다고 강조
하였다.
둘째 태양광 기업들은 태양광에 대하여 태양광 제조기업과 환경부 간 상이한 시
각차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태양광 모듈이 수명 30년의 발전설비로 보고 있지만
환경부가 폐기물이 다수 발생하는 전기전자제품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
양광 기업은 태양광 모듈이 납(Pb) 외 중급속 없는 없다고 보았지만 환경부가 태
양광 모듈에 납(Pb), 비소(As), 카드뮴(Cd)이 함유된 것으로 분석하였다고 말했
다.1) 태양광 기업은 태양광 모듈이 발전설비의 부품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전
자제품이 아니라고 보았지만 환경부는 그렇지 않다고 전하였다. 더불어 태양광 기
업은 환경부가 제시한 EPR 부가금 산식이 태양광엔 비현실적이라고 강조하였다.
태양광은 설치 후 30년 후 폐기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셋째, 태양광 기업은 환경부가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자원순환법의 시행령을 개
정하여 전기전자제품에 태양광 모듈을 삽입하는 일이 법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태양광에 EPR 적용이 불가능하며 母法
1) 결정질 실리콘 모듈 PV 시장점유율 95% 차지, CdTe-CIGS가 나머지 5% 점유.

‘전기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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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자동차 자원순환
법’) ‘전기전자제품‘의 규정을 개정하여야 시행령 변경이 가능다는 것이 법상
식에 맞다고 설명하였다.2)
넷째, 태양광 기업은 태양광 모듈 제조기업만 EPR 의무를 부과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태양광 전 밸류체인 가운데 태양광 셀모듈 제조 부문만 EPR
의무를 부과하려는 환경부의 움직임에 대하여 태양광 기업은 풍력, 연료전지,
ESS와 대형 설비인 원전, 화전은 EPR 대상 아닌 점을 들어 환경부가 추진하는
일이 불평등하다고 비판하였다. 특히 태양광은 대형 고정식 발전설비로도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언급이 없으며 무엇보다
태양광 제조기업이 기후변화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역군이지만 직접적인 혜택이
없어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적시하였다.
다섯째, 태양광 기업들은 환경부가 내세우는 태양광 모듈 EPR 도입 근거가 취
약하다고 분석하였다. 태양광 모듈 EPR 적용의 근거가 된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의
용출실험(KEI 정책보고서 2018-01)은 시료를 파쇄한 상태로 진행하여 여러 종
류의 금속성분이 검출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3)
여섯째, 태양광 기업은 문재인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과
일치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태양광 모듈 EPR아 태양광 기업에 부담이 될
뿐더러 문재인 정부 재생에너지 3020 기조와 일치하지 않고 있다고 강변하였다.

2) 발전설비는 전력을 생산하는 설비이기 때문에 전력을 소모하는 ‘부하’인 전기전자제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태양광 제조기업의 기본 입장임.
3) 태양광 제조기업의 용출시험을 대행하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완제품을 변형없이 시료로 사용하
여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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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모듈에 대한 이해
태양광 기업들은 환경부가 기후변화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활동의 주무부서이지
만 태양광의 진면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질타하였다. 태양광 기업들
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한번 설치 후 연료비가 들지 않으며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2015년 파리협약을 실현할 유력한 도구다. 태양광의 수명이 30년 이상이며
기대 성능이 최초 성능의 80%를 유지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말하는 ‘태양광 폐
모듈‘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으며 발전효율만 떨어질 뿐 햇빛이 있는 한 계
속 발전한다.
태양광 기업들은 환경부가 태양광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태양광 모듈 폐기와 재
활용보다는 태양광 모듈 재사용을 고민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환경부
가 제시한 EPR 산식에서 기준년도 다음해에 폐기물이 발생하는데 태양광은 30
년 후 폐기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일본의 넥스트에너지가 성능이 저하된 태양광 모듈을 재사용하여 280.78kW규
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였고 태양광의 잉여전력을 수소로 변환하여 저장하는
P2G(Power to Gas) 기술에 태양광 모듈을 재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환경부
가 명확히 인식하여 정책을 재설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기전자제품이 될 수 없는 태양광 모듈
태양광 기업들은 태양광 모듈이 ‘전기전자제품’4)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제
품·자동차 자원순환법에 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 EPR 대상품목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은 ‘전자제품·자동차 자원순환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태양광 기업들은 ‘전자제품 자원순환법’의 시행령을 수정하여 태양광 모듈을
EPR로 편입시키는 것은 입법과정을 간과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며 법의 범위를 재
정의하여 태양광 모듈을 포함하는 등 모법을 개정한 후 시행령에 태양광 모듈을
삽입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옳은 입법과정이라고 밝혔다.
4) 법령상 ‘전기전자제품’은 전류나 전자기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 기구(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를 의미(법 2조
1항)하여 발전설비인 태양광 모듈이 포함되지 않음.(전기전자제품=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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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태양광 기업들은 환경부가 제시한 전자제품·자동차 자원순환법 시행령 개
정안은 태양광 역차별 안(案)이라고 강조혔다.
제8조가 규정하는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포
함되지 않는 제품으로 ①자동차 부품용 전기전자제품 ②안보군사장비 전기전자제
품 ③대형 고정식 산업기기 ④대형 고정 설비 ⑤의료기기 전기전자제품이 있다.
태양광 기업들은 대형 고정 설비와 대형 고정식 산업기기의 범주 안에 원전과
석탄발전이 들어갈 수 있으며 태양광은 해당되지 않아 원전과 화전, 가스발전을
위한 안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일갈하였다. 태양광 발전소가 규모를 키워 ‘대형
고정 설비’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기준이 없어 입법미비라고 강조하였다.

오염원이 될 수 없는 태양전지 모듈
태양광 기업들은 KEI 정책보고서(2018-01)에서 4가지 시료에서 구리(Cu), 수
은(Hg), 6가크롬(Cr6+)과 납(Pb)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고 3가지 시료에서 비소
(As)가 검출되었다는 연구결과5)를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제조기업은 자사의 태양광 모듈을 KTR에서 용출검사를 받고
있다.
태양광 제조기업 A의 경우 ①결정질 태양전지 모듈(모노, 멀티) ②수상용 태양
전지 모듈 2종에서 카드뮴, 수은, 셀레늄, 납, 비소, 6가크롬, 시안 불소, 질산성질
소 및 아질산성질소, 사염화탄소, 벤젠, 아연, 철, 구리 등이 불검출 되었다.
검출물을 살펴보면 ①결정질 태양전지 모듈(모노, 멀티)에서 증발잔류물, 과망간
산칼륨소비량, 나트륨 ②수상태양전지 모듈에서 아연(Zn), 증발잔류물, 과망간산
칼륨소비량만 검출되었다.
이들 검출물은 수도법 14조에 따라 시행령 24조의 별표1의2에 명시된 위생안전
기준에서 나트륨(20mg/l)을 제외하고 기준치 이하의 수치들이며 물환경보전법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기준치 이하의 수치들이다.
태양광 기업들은 이들 자료를 두고 결정질 태양전지 모듈과 수상용 태양전지 모
5) 조지혜 et al.(2018) ‘태양광 폐패널의 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KEI 정책보고서 2018-01. pp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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듈이 수도용 강관, 수도꼭지 등 상수도에 사용되는 제품들보다 깨끗하며 수생태계
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KTR에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표 1] 태 양 광 제 조 기 업 A의 태 양 전 지 , 모 듈 의 용 출 실 험 (KTR 의 뢰 ) (출 처 -KTR, 수 도 법 ,
물환경보전법 종합)
종류
결정질 태양전지
모듈(모노)
결정질 태양전지
모듈(멀티)
수상태양전지 모듈

용출물

용출량

위생안전기준

증발잔류물
6~10mg/l
과망간산칼륨소비량
0.3mg/이하 기준치 이하
나트륨
0.33mg/l
나트륨
0.22~0.42mg/l 기준치 상회
증발잔류물
3~6mg/l
과망간산칼륨소비량 0.3mg/l 이하
아연
0.003mg/l 기준치 이하
증발잔류물
4mg/l
과망간산칼륨소비량 0.3~0.5mg/l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해당없음
기준치 이하
해당없음

태양광 기업들은 KEI 정책보고서(2018-01)와 KTR의 용출검사 결과가 다른
이유는 시료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KEI 정책보고서(2018-01)
가 절단, 미분쇄 과정을 거쳐 파쇄된 시료를 사용6)하였지만 KTR의 용출검사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 2015’7)에 따라 완제품을
변형없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았다.
태양광 기업들은 KEI 정책보고서(2018-01)가 시료의 종류(결정질 실리콘,
CdTe, a-Si 등)를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태양광 폐패널 시료’로만 표기하여
혼선을 주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가령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와 모듈이 카드뮴(Cd), 테루륨(Te)을 사용되지 않
음에도 불구하고 함유하여 인체에 유해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비판하였댜. Cd,
Te은 ‘CdTe’이라는 박막전지에 사용되는 중금속이다.

6) 상동, “해당 샘플을 4cmX4cm로 절단한 후 1차 실험실용 밀을 사용하여 2mm체로 거른 다음 2차 볼밀로
미분쇄한 것을 시료로 사용하였다. 용출실험에서는 파쇄된 시료 100g을 폐기물 공정기준에 준하여 진행되었
다”고 명시함.
7)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위생안전 공정시험방법 시료의 준비 항목에서 “용출시료는 보정계수 산정 등을 감안하여 완제
품 형태로 평가함을 기본조건으로 하며, 용출시험 절차상 시료의 크기 및 무게 등 외형적인 조건으로 완제품 형태
로 조작이 어려운 경우는 시료의 시편으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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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기업들은 용출 및 함량분석을 수행한 국립환경과학원이 이른바 ‘태양광
폐패널 시료’가 무엇인지, 이를 이용한 실험 데이터의 내용을 밝혀 혼선을 예방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태양광 기업들은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모듈과 금속들
이 총량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솔라월드 등의 자료에 따르면
결정질 태양광 모듈에서 구리 비중이 총량 대비 0.57%, 은 0.06~0.1%이며 중금
속인 납은 최대 0.07%이다. 결정질 태양광 모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유리(Glass)로 74.16%이며 알루미늄 프레임이 10.3%를 차지함, 태양전지
가 차지하는 비중은 3.4%로 EVA시트와 백시트보다도 적다.

[표 2] 결 정 질 실 리 콘 태 양 광 모 듈 102.3kg/kWp의 조 성 2007년 기 준 (자 료 =Solar World)
부속
유리
프레임
EVA
태양전지
백시트
정션박스
접착제

비중(%)

74.16
10.3
6.55
3.48
3.60
1.16

금속과 실리콘
구리
은
주석
납
실리콘

비중(%)

0.57
0.06~0.1
0.12~0.16
0.0~0.07
3

[그 림 1] 결 정 질 실 리 콘 태 양 광 모 듈 의 조 성 2018년 기 준 (자 료 =Chalmers Industrikeknik)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전지에는 박막 태양광 모듈과 달리 인듐, 셀레늄, 테루륨,
카디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전지와 박막 태양광 모듈 모두에 공통되게 포함되는 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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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듐, 셀레늄이, CdTe에는 테루륨과 카드뮴이 단독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 림 2] 태 양 전 지 의 앞 면 (왼 쪽 )과 뒷 면 (오 른 쪽 )

[표 3] 결 정 질 실 리 콘 태 양 광 모 듈 과 박 막 태 양 광 모 듈 의 구 성
결정질 실리콘
%에서 차지비중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폴리머
아연
납
구리(케이블)
인듐
셀레늄
테루륨
카드뮴
은

74
10
약 3
약 6.5
0.12
< 0.1
0.6

CIS

CdTe
85
12

95
< 0.01

6
0.12
< 0.1
0.85
0.02
0.03

3.5
0.01
< 0.01
1.0

< 0.006

0.07
0.07
< 0.01

자료 : Recycling of solar modules – potential and requirements of a future material flow / PV CYCLE study 2007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11g)8)에는 실리콘과 앞면 은, 앞면 유리, 앞면 납, 후
면 은, 후면 알루미늄이 포함되어 있다. 각각의 무게를 살펴보면 앞면 은 0.12g,
뒷면 은 0.025g, 뒷면 알루미늄 0.85g이다. 특히 앞면 은 0.12g엔 0.114g와 유
리 0.045g, 납 0.015g 포함되어 있다.
박막 태양전지에서도 총량에서 차지하는 납의 비중이 미비하다. 특히 Cd-Te에
는 인체에 해로운 카드뮴(Cd)이 차지하는 비중이 0.1336%에 불과하다. CIGS
태양전지의 경우 대부분이 유리 75.27%이며 알루미늄 15.05%이며 폴리머
6.52%, 구리 1.51%, 인듐 0.02%이며 카드뮴의 비중은 0.0005%이다.
8) 신성이엔지 기술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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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Te 태양전지의 경우 유리 83.5%, 알루미늄 12.29%, 폴리머 3.67%, 구리
0.2%, 테루륨 0.13%이며 카드뮴은 0.1336%이다.
[표 4] 박 막 태 양 전 지 의 조 성 2007년 기 준 (자 료 =Solar World)
CIGS 태양전지
재활용(Recycling)
부분
유리
알루미늄
인튬
구리(전선)
갈륨
복구(Recovery)부분
폴리머
인체유해 부문
카드뮴

%

84.6
10.15
0.02
0.85
0.01
6.52
%
0.0005

CdTe 태양전지
재활용(Recycling)
부분
유리
알루미늄
테루륨
구리
복구(Recovery)부분
폴리머
인체유해 금속
카드뮴

%

83.5
12.29
0.13
0.2
%

3.67
%
0.1336

[표 5] 미 이 행 률 별 재 활 용 부 과 금 및 회 수 부 과 금 가 산 금 액 (자 료 =환 경 부 )

전기전자제품과 다른 태양광 모듈
환경부의 태양광 모듈 EPR 안에 따르면 기준년도 태양광 제조기업은 다음해부터
재활용을 하여야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금을 내야한다. 태양광 기업들은 이러
한 계산이 태양광 모듈에 적용하기에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한다. 태양광 기업들에
따르면 태양광 모듈 수명이 30년 장수명이기 때문에 기준년도 다음해서부터 재활
용 모듈이 나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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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2017년 5만9740톤의 태양광 모듈을 출고한 태양광 제조기업 B의 경우
2018년 1만8937톤의 태양광 모듈을 재활용하여야 한다. 재활용 이행을 하지 않
으면 미이행율에 따라 각종 부과금을 내야되는데([표5]참조) 재활용 이행을
100% 하지 않을 경우 부담해야하는 페널티가 W당 40원에 이른다.
따라서 태양광 기업들은 태양광과 전기전자제품과 동격으로 취급할 수 없고 태양
광의 특성을 반영한 수식이나 재활용 비율 최소폭으로 축소(재사용 극대화) 등 정
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 국 과 EU의 태 양 광 산 업 차 이 점
양광 기업들은 EU가 전기전자기기 폐기물(WEEE)에 태양광을 포함시킨 때는
유럽 PV 경쟁력이 중국의 공세에 타격을 받아 대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히고 있
다. 실제로 2012년 전후로 EU의 태양광 제조기반은 붕괴되었다.

WEEE에
PV포함시점

[그 림 3] EU시 장 에 서 외 국 산 ,중 국 산 ,EU산 PV 점 유 비 중 (자 료 =Eurostat) 9)

2008년 유럽에선 큐셀, 솔라월드 등 태양전지 전문업체가 강세를 보이며 세계
시장을 독일의 큐셀과 일본의 샤프, 중국의 선테크가 각각 300~400MW 생산량
을 기록하며 일본 샤프의 독주 시대가 막을 내렸다.10)
2012년 독일 Solon SE, 큐셀은 각각 Microsol과 한화에 인수되었으며 프랑스
9)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43호, ‘유럽 태양광발전산업의 과제와 시사점’ 2015년 11월 27일
10) 김동환(2008), ‘1장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백서 제1장, 녹색성장위원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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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versun, Solarezo, Tensol 등을 비롯하여 유럽 다수 태양광 기업이 파산 신청
과 함께 다른 기업에 부분 혹은 전체 인수되었다.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에 따르면 프랑스는 태양광산업의 호황기였던
2010년에 관련 종사자 수가 약 3만1500명에 달하였으나 2013년에는 그 수가
2010년 대비 67%나 감소하였다. 태양광 기업들은 EU가 WEEE에 태양광을 포함
한 것은 외국산 태양광 공세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태양광 제조업을 포기하고
재활용산업을 대안으로 육성하기 위함으로 보았다. EU는 2012년 WEEE을 개정
하여 태양광 모듈을 EPR 대상에 포함한 후 재활용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하였
다.(2018년

8월

시행)

이를

기반으로

비영리

민간조합인

PV

CYCLE,

Take-e-way GmbH 등 태양광 재활용업체가 출현하여 현재 활황을 구가하고
있다.11)
태양광 기업들은 이러한 역사사회적 사실을 바탕으로 EU가 도입했다고 해서 무
작정 따라할 것이 아니라 한국적인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환경부가 도입 시점을 연도(가령 2023년)으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
외국산 비중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될 때(가령, 외국산 70%차지)로 지정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외국기업의 비용으로 국내 태양광 재활용 사업을 육성하
는 효과가 있다. 그렇지 않고 국내 기업의 자본으로 재활용 산업을 육성할 경우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뿐이라고 태양광 기업들은 강조하였
다.
태양광 기업들은 해외에서 태양광이 활성화된 시기는 1983년으로 생산능력이
22MW 규모라며 30년 후 EU에서 태양광 재활용 사업을 준비하는 것은 태양광
모듈 수명을 고려하면 이치에 맞다고 설명하였다.12)

2002년 11월 산업자원부가

‘태양에너지 실증연구단지’를 개소한 때를 태양광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시기라
고 간주하면 한국에서는 태양광 재활용 사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는 시기가 2021
11) Christoph Brellinger(2012), ‘PV Recycling-WEEE obligations and solutions’, Eergetica Int’l July/August
이 글에서 필자는 2012년 EU의 WEEE에 태양광 모듈 포함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전하며 우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는 논리를 전개하며 Take-e-way와 같은 태양광 재활용 사업 등 신산업이 태동하고 있다고 전언함.
12) Agathe Auer(2015), “Photovoltaic module decommission and recycling in Europe and Japan”,
SLU(Swedish University of Agricultural Sciences)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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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이 아닌 2032년이어야 한다는 것이 태양광 기업들의 논리다.

한 국 의 태 양 광 모 듈 EPR 도 입 시 기
태양광 기업들은 태양광 모듈 EPR을 도입한 EU, 일본, 독일의 태양광 보급량과
한국의 보급량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등 상황이 사뭇 다르다고 강조하였다. 2014
년 EU의 태양광 누적 보급량은 70GW, 미국 9GW, 중국 8GW, 일본 6.6GW를
기록13)하였으나 한국은 0.926GW에 불과하였다.14)
한국 태양광 보급량은 2013년 530㎿, 2014년 0.926GW 이후 2015년 처음
1GW를 돌파하면서 1.133GW로 늘었다. 2016년 0.909GW로 주춤했지만 지난해
1.184GW로 다시 성장세를 보였다.

[그 림 4] EU와 한 국 사 용 후 태 양 광 모 듈 발 생 량 비 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올해 태양광발전설비 신규 설치량은
1~3분기 누적 기준으로 1.4GW를 기록하고 지난 8월에 1.296GW로 지난해 연
간 보급량(1.184GW)을 넘어섰지만 유럽 등 선진국과 동일선상에서 놓고 비교하
기 불가능한 수치다. 태양광 기업들은 사용후 태양광 모듈 발생량과 예측치도 EU
와 한국 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논증하였다.
태양광 기업들에 따르면 환경부가 한국의 사용후 태양광 모듈 발생량이 2023년
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한다15)고 표현하였지만 2011~2028년 간 한국의 사용

13) Agathe Auer(2015), “Photovoltaic module decommission and recycling in Europe and Japan”,
SLU(Swedish University of Agricultural Sciences) p8
14) 전기신문, ‘3분기 벌써 1.4GW, 올해 태양광 사상 최대 보급...과제도 쌓여’, 2018년 10월 7일字
15) 환경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체계 구축방안’, p7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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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태양광 모듈 발생량은 EU의 0.3~2.7%에 불과하였다. 그림4에서 확인 가능하
듯 EU의 사용후 태양광 모듈 발생량16)은 2024년 이후 급증하지만 한국은 그래
프 상에 표시되지 않는 수준이다. 태양광 기업들은 환경부의 분석이 과장되었다며
정부 당국이 할 일은 태양광 모듈 EPR 도입이 아닌 태양광발전설비 보급이라고
밝혔다.
[표 6] EU와 한 국 의 사 용 후 태 양 광 모 듈 발 생 량 과 예 측 치 (자 료 : S&T 환 경 부 종 합 )

태양광 기업들은 환경부의 사용후 태양광 모듈 발생 예측치엔 태양전지와 모듈
의 효율향상 등 기술혁신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태양전지의 전환효율
은 2010년 18.6% → 2017년 21% → 2020년 22%로 계속 향상되며 태양광
모듈의 전환효율도 2010년 16% → 2017년 19.1% → 2020년 20%로 향상되
었다. 태양광 모듈의 면적 대비 발전량도 증가하는 추세다. 가령 신성이엔지가 올
해 하반기부터 양산에 들어간 430W급 PowerXT는 기존의 태양광 모듈과 유사
한 사이즈에서 출력이 20% 높다. 태양광 기업들은 이러한 기술 혁신 추세라면
태양광 모듈 성능보증률인 20년 후 80%을 적용하더라도 발전량 감소폭이 줄어
들 뿐만 아니라 사용후 태양광 모듈 발생량도 당초 예측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보
았다.

결론
태양광 기업은 ‘재활용’을 위해 수명이 30년 이상이며 성능보증 기간 20년
도과 후에도 80%의 에너지 전환효율을 보이는 태양광 모듈을 재활용을 명목으로
파기하는 것을 재고하여하 한다고 말하고 있다.
재활용 공정기술을 살펴보면 사용후 태양광 모듈을 완전히 분해하는 것을 전제
로 하고 있다. ① 정션박스와 알루미늄 프레임 등 물리적인 분리, ② 유리 추출을
16) S.Bilimoria & N. Defrenne, ‘The evolution of photovoltaic waste in Europe’, p7 S&T Consulting
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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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분쇄·분리 작업, ③ 리칭 화학 공정을 통한 실리콘-금속 혼합액 추출 ④
침출을 통한 실리콘 추출 ⑤ 전기분해나 화학 반응을 통해 구리와 은 추출.17) 등
으로 이뤄져 있다. 유리 추출 기술은 유리에 부착되어 있는 EVA와 반도체 샌드
위치를 완벽히 분리하여 추출된 유리의 순도를 높여야한다.
실리콘 추출 기술은 태양전지에 쓰이는 붕소 도판트가 포함된 실리콘에서 실리콘
을 순도 높게 추출하는 기술이다. 금속 추출 기술은 은과 구리를 추출하기 때문에
사용후 태양광 모듈 재활용 과정에서 가장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과정이다.
전기분해를 통하여 구리, 은을 추출한다. 리칭 작업 후 용액에서 실리콘을 추출하
고 나면 금속 성분이 남는데 MSA 화학공정을 통하여 추가로 은을 추출한다.
태양광 기업들은 사용후 태양광 모듈을 완전히 분해하는 것보다 재사용하는 쪽으
로 관심을 갖고 있다.
태양광

기업들은

사용후

태양광

모듈을

철거하지

않고

내구

수명만큼

P2G(Power 2 Gas)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사용후 태양광 모듈은 성능보
증 기간이 끝나도 전력을 수명이 다할 때까지 생산하기 때문에 이 전력을 이용해
수전해를 진행하여 수소를 생산한다.
수소는 에너지 캐리어(carrier)라고 불린다. 수소를 연료전지에 공급하여 생산한
전력보다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전력이 더 크기 때문에 수소 생산을 위하여 별도
의 발전원을 건설하지 않고 사용후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는 것이다.
수전해 방식은 ① 알칼리 수전해 ②고분자 전해질 수전해 ③ 고온 수전해 방식이
있다.18)
알칼리 수전해는 20~30%의 수산화칼륨(KOH) 용액을 이용함. 전해질로는 수산
화 이온(OH-)만을 통과시키는 다공질 석면이나 테플론을 사용한다 전극은 니켈
층을 입힌 금속이나 철과 탄소의 합금을 사용한다. 알칼리 수전해 셀에 전기를 가
하여 주면 음극에서 물이 분해되어 수소가 발생함, 분해된 수산화이온은 전해질을
통과해 양극으로 이동해 산소와 만나 물이 된다.
고분자 전해질막 전기분해는 물을 전해액으로 사용하고 고분자 계열 이온교환막
이 이용된다, 전극 재료로는 주로 백금 계열 금속이 사용된다, 고분자 전해질막
수전해 셀에 전기를 가하면 양쪽 극에서 물이 분해되어 산소가 발생한다. 분리된
수소는 이온교환막을 통해 음극으로 이동하여 수소가 된다.

17) 권호진 et al. ‘3R: 폐 태양광 패널의 새로운 가치를 찾아서’, LG 글로벌챌린저 23기 SOLA-R, 2017.9
18) 이원욱안희민, ‘미래에너지백과사전’, p52~55 KPBook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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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수전해는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와 전기 분해를 융합한 고체산화물 수전해셀
을 이용한다. 고온의수증기를 전기로 자극하면 전기화학적인 분해반응이 일어나
수소와 산소가 분리되는 공정이다. 이 때 주변에서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 일
어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열과 전기에너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태양광 기업들이 재활용보다 재사용을 선호하는 이유는 사용후 태양광 모듈을
파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파쇄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재사용하는 방안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태양광
기업들은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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