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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태양광 폐모듈에서 고순도의 실리콘 회수 및 분리공정 기술개발
목표 : 태양광 폐모듈의 재활용을 통해 환경부하 저감 및 폐 모듈 Recycling
과정에서 환경친환적인 공정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의 저감.

연구 내용 및 결과
[연구내용]
- 태양광 폐모듈의 조성 및 특성 분석, 태양광 폐모듈 내 유가금속 침출 공정기술 개발,
침출용액으로부터 유가금속의 분리공정 기술개발, 전산기법을 적용한 공정최적화와 반응기설
계 및 해석 등
[

연구결과]

- 폐 태양광 모듈 1톤당 재활용 가능량(kg) : 알루미늄 (147), 강화유리 (597), 은 (0.38),
실리콘(59), 구리(10)
- 폐 태양전지에서 유가금속인 Al, Ag 및 Cu의 회수율은 각각 92.55, 81.38, 92.35%.
- 폐 태양전지에서 회수된 유가금속의 순도는 A1이 95.87%, Ag가 98.08% 그리고 Cu가
98.87%.

연구 성과
-

국가현안 문제와 부합되는 연구성과

- 폐기물 재활용으로 인한 지역 내 환경산업체 육성 및 해당기술 보급 활성화에 기여.
- 1톤의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모듈을 재활용하였을 경우, 약 1,200kg의 CO2 감축효과.
- 폐 태양광 모듈 1톤당 재활용품 판매편익(약 1,000,000원/kg)
- 폐 태양광 모듈 1톤당 환경비용 저감편익(약 7,500,000원/kg)

연구과제 활용 실적
-

“A Study of Recovery of Highly Purity Valuable Materials from End-of-Life Thin Film
Photovoltaic Panels ” 국제학술회의발표

- “Recovery of Valuable Metals
표

from Spent Solar Cells by Solvent Extraction” 국내학술회의발

- 다성분계 폐 태양전지 침출수로부터 은의 분리회수에 관한 방법 특허출원

연구성과 활용사례 및 활용계획
- 자원부족 국가에서 태양전지 폐모듈의 순환 사이클을 통해 자원을 재생산함으로서, 에너지
연관 산업에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반 기술에 활용.

- 폐태양전지 모듈에서 고순도 실리콘 회수를 통하여 리튬이차전지 음극 소재 공급을 위한
기반 구축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향후 국내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국가적 에너지 기술
정책에 활용

- 태양전지 폐모듈 처리 기술 개발은 유사 산업폐기물에서 자원순환의 구조를 형성하고, 개
발된 유가금속 회수 기술개발은 다른 융복합 산업으로 응용 발전에 활용이 가능함.
- 태양전지 모듈 내부에는 납과 같은 유해 물질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 태양광 설비의
장기간 방치는 향후 사회∙환경적 측면에서 커다란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 따라서 재활용
을 통해 환경부하를 줄일 수 있어 국민보건향상에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