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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se of water purifiers has been increasing every year due to increased drinking water safety concerns 

raised by the water pollution accidents occasionally reported. Currently, more than 10 million water purifiers 

have been distributed in Korea, and the estimation of the purifier sales reaches two million units per year. As a 

result, the number of used water purifier filters that must be replaced on a regular basis has gradually 

increased. However, regardless of the considerations for the capacity of used filters remaining, water purifier 

filters were replaced and collected at regular intervals. The high cost of disposal of the used filters by landfill 

or incineration were required. Thus, in this study, the current status and trends of recycling technologies for 

used water purifier filters were reviewed. It is noted that there was insufficient statistical data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number of used water filters discarded and the number of those 

recycled. Most studies on the recycling of old water purifier filters have concentrated on pretreatment and 

cleaning methods for sediment filters and membrane filters, with the goal of extending the lifespan of used 

filters. Further, the study suggested future study directions on the recycling of used water purifier filters, which 

could be useful information on establishing environmental policy to promote the recycling of used fil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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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2020년 인천 수돗물 유충 사태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 부

산 역시, 경기도 시흥시, 화성시, 수원시 등 각 자치구 등지

로 수돗물 유충 사태가 확 되는 등의 크고 작은 수질사고가 

발생하면서 먹는 물의 안 에 한 소비자들 불안감은 심화

되고 있다. 한, 인체·동물용 항생·항균제인 chlortetracycline, 

sulphathiazole(Kim et al., 2013), acetaminophen(Kim and 

Zoh, 2016)와 속물질인 Antimony 등과 같은 수 에 ng/L~

μg/L 수 으로 존재하는 미량오염물질과 Pseudomonas spp. 

과 같은 병원성 미생물(Kim et al., 2006)은 발병사고로 연결

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Chung, 2003), 정수기 련 시

장은 수돗물 생이 불안 하고 사회 으로 신뢰도가 낮아질

수록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Kim and Lee, 2020).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수기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여 재 

약 천만  이상 보 되어 있으며, 정수기 매 수는 2009년 

1,468,470 에서 2018년 2,505,000 로 10년간 약 71% 증가

하 다(ME, 2016; 2019).

정수기 보 량이 늘어남에 따라 주기 으로 교체해야 하는 

정수기 필터의 양 한 기하 수 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

나, 정수기 필터는 정수기 회사들의 트 사업과 마 에 따

라 사용 용량 잔존 여부에 계없이 일정한 주기에 맞춰 교체 

 수집되며, 부분을 매립 는 소각 등의 방법으로 고비용

을 들여 폐기하고 있다. 한, 정수기 산업의 확 로 발생되는 

폐기물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Hannam University, 

2016).

반면, 환경백서(ME, 2019)에 따르면, 2030년까지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70%까지 올리고 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이겠다고 발표했으나 폐기물의 환경 황과 향후 정책에 정

수기 폐필터와 련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수기 폐필터 처리 황  련 재활용 

기술을 분석하여 정수기 폐필터 재활용의 연구 동향에 하

여 고찰하고자 한다.

2. Characteristics of Water Purifier Filters

정수기는 크게 수조형 정수기와 직수형 정수기로 분류할 

수 있다. 최근 주거공간의 심미성을 해 소형의 직수방식 정

수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그럼에도 여 히 우리나라 

가정용, 공공장소, 식당, 병원, 회사, 가정 부분 설치된 정

수기는 수조형 정수기 사용량이 더 많은 실정이다(Korean 

Women’s Association Headquarters, 2019). 수조형 정수기

는 보통 3개 는 4개의 필터로 구성되어 있으나, 주로 4개의 

필터가 사용되고 있다. 일반 으로 사용되는 세디멘트 필터

(Sediment filter), 리 카본 블록 필터(Pre-carbon block filter), 

멤 인 필터(Membrane filter), 포스트 카본 블록 필터(Post- 

carbon block filter)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세디멘트 필터(Sediment filter)는 보통 고 도 폴리 로필

(Polypropylene)으로 제작되며 5 마이크론의 미세한 불순물과 

상수도나 지하수에 함유된 모래 수도 의 녹물 등과 같은 부

유물질을 제거하여 다음 단계의 필터 수명을 연장시켜주며 필

터 교환주기는 4~6개월이다(Coway, 2020; LG Puricare, 2018; 

Quming, 2020; SK magic, 2015; Wonbong, 2020).

리 카본 블록 필터(Pre-carbon block filter)는 활성탄, 폴

리에틸 , 부원료로 구성된 원통형 필터이며 활성탄의 흡착을 

이용한 필터로 잔류염소, 농약성분, 발암 물질 등 각종 유기

화학물질과 불쾌한 냄새를 흡착 제거하고 필터 교환주기가 

6~8개월이다(Coway, 2020; LG Puricare, 2018; Quming, 2020; 

SK magic, 2015; Wonbong, 2020).

수조형 정수기는 미량유해물질과 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

생물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한 막 여과방식이 사용되는데, 

UF 멤 인 필터(Ultra Filtration Membrane filter)와 RO 멤

인 필터(Reverse Osmosis Membrane filter)가 표 이다

(Cho et al., 2013). UF 멤 인 필터는 폴리설폰(Polysulfone)

이나 나노 셀룰로스 등으로 만든 기공성 필터로 0.01~0.04 마

이크론의 기공으로 일반 세균은 물론 장균과 입자상의 불

순물 등을 제거하고 미네랄 성분이 그 로 함유된 깨끗한 물 

만을 통과시키는 기능을 가진 필터로 교환주기는 12~20개월

이다(Coway, 2020; LG Puricare, 2018; Quming, 2020; SK 

magic, 2015; Wonbong, 2020). RO 멤 인 필터는 TFC 

(Thin-film Composite) 등의 폴리아미드계(Poly Amide) 고분

자 재질의 가느다란 튜  모양의 필터 섬유가 수백개의 고리

를 이루어 필터를 형성하며 압력차에 의해 물속의 불순물 농

도가 높은 쪽으로부터 낮은 쪽으로 이동시켜 정수시키는 방

식이다. 이 필터는 0.001 마이크론의 세균, 속, 발암물질 

등 불순물을 완 히 제거하여 무색, 무취의 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며 필터 교환주기는 20~24개월이다(Coway, 2020; 

LG Puricare, 2018; Quming, 2020; SK magic, 2015; Wonbong, 

2020).

Company Sediment filter Pre-carbon block filter
UF/RO Membrane 

filter

Post-carbon block  

filter
reference

A Compound type [6 months] RO [20 months] [12 months] Coway,  2020

B Compound type [6 months] UF [12 months] [9 months] Quming,  2020

C [4 months] [8 months] RO [24 months] [12 months] LG Puricare, 2018

D [4 months] [8 months] UF [20 months] [12 months] SK magic, 2015

E [4 months] [8 months] UF [20 months] [12 months] Wonbong, 2020

Table 1. Component of water purifier filter system and exchange cycle [ ]: exchange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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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포스트 카본 블록 필터(Post-carbon block filter)

는 리 카본 블록 필터와 구성성분이 동일하거나 실버 우

더 등을 추가하여 세균 번식을 방지하고 물맛을 개선시키기 

해 가스 성분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고 필터 교환주기는 

9~12개월이다(Coway, 2020; LG Puricare, 2018; Quming, 

2020; SK magic, 2015; Wonbong, 2020).

Table 1에 분석에 사용된 5개 사의 필터시스템과 교환주기

를 구분하여 나타냈다. 이  3개 사에서는 세디멘트 필터

(Sediment filter), 리 카본 블록 필터(Pre-carbon block filter), 

멤 인 필터(Membrane filter), 포스트 카본 블록 필터(Post- 

carbon block filter)로 4단계의 필터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었

으며, 나머지 2개 사는 세디멘트 필터와 리 카본 필터가 혼

합된 형태의 복합 필터, 멤 인 필터, 포스트 카본 블록 필

터로 구성된 3단계의 정수 필터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었다.

3. Market Size and Treatment of 

Water Purifier Filters

우리나라는 재 약 1,000만  이상의 정수기가 보 되어 

있으며(Fig. 1), 매 수는 약 200만 /년 수 으로 추정된

다. 2018년 12월 말 정수기 수입 매・제조업체는 수입 매

업 43개소, 제조업 197개소 등 총 240개 업체에 이르고, 정

수기 시장규모는 약 2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된다

(ME, 2019).

세디멘트 필터는 매년 1,500만개, 리 카본 블록 필터는 

1,000만개, 멤 인 필터는 360만개, 포스트 카본 블록 필

터는 700만개 정도의 분량이 폐기되고 있으며 이를 가격으

로 환산하면 약 3,000억 원/년의 정수기 필터가 폐기되고 있

는 것으로 추산되며, 동시에 같은 양의 새 필터가 매되고 

있다. 버려지고 있는 정수기 폐필터의 10%를 재활용할 경우 

약 300억 원이 약될 수 있으며, 보고된 추정 비율 결과

(Hannam University, 2016)를 토 로 재산정 시, 필터를 복원

하여 매할 경우 원가와 유통비용 포함된 가격으로 약 120

억 원이 재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정수기 폐필터의 커버로 사용되는 라스틱은 분쇄 후 가

공하여 재활용되고 있으며 카본 블록 필터와 혼용되고 있는 

카본 필터의 입상 활성탄은 재생 후 산업용으로 일부 재활용

되고 있으나 폐기되는 양에 비해 히 은 실정이다. 일

부 정수기 제조사는 정수기 폐필터를 직  수거하여 재활용

업체로 보내고 있지만 정수기 폐필터 내의 분리막 등은 량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폐필터에 사용되는 입상 활

성탄은 일정량 세척 후 재활용되고 있지만, 활성탄과 폴리에

틸 을 함께 혼합하여 원통형으로 제조한 카본 블록형의 경

우는 량 폐기되고 있다.

재 정수기 매 업체, 정부, 공공기  등에서는 정수기 

폐필터의 처리량이 많고 고비용을 들여 처리하고 있으나, 아

직까지 국가 는 지자체에서의 정수기 폐필터 재활용에 

한 책과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이것은 폐필터로 인한 환

경오염 부담이 심각하다는 문제 인식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

으로 단된다. 환경오염원인자와 해당 배출량을 정확하게 

악하는 것은 환경오염 감을 한 가장 요한 제이다. 

하지만, 정수기 필터에 한 생산량  배출량의 악이 정

확하게 이 지지 않고 있다. 정수기 폐필터는 부분 리

에서 취합하여 배출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각 리 을 통

한 정확한 배출량 조사는 필수 이다.

한, 정수기 폐필터와 같은 폐기물의 재활용이 갖는 구조

인 문제 은 시장의 불안정과 기술  제약성에 있다. 재활

용된 상품의 가격은 자연자원으로부터 직  생산된 상품의 

가격보다 그 변동 폭이 일반 으로 큰 경향(Ahn, 1995)이 있

으며 아직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 않은 경우

도 있다. 정수기 폐필터 재활용이 미비한 원인은 가격의 폭넓

은 변동보다는 기술 이 제약성이 큰 것으로 사료된다. 재활

용 가능한 필터의 경우 라스틱 이스 내부에 여재를 충진

시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 있지만, 시 되고 있는 

정수기 필터들은 부분 열융착식 구조로 제작한 폐형으로 

Fig. 1. Water purifier market status (M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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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필터 여재뿐만 아니라 외부 이스까지 동시에 버려지

고 있다. 폐필터 커버와 여재를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는 방

안이 필요하며 정부와 공공기 , 정수기  필터 련 회사들

의 폐필터 재활용에 한 기술개발이나 연구가 요구되는 시

이다.

4. The Current Status and Trends of 

Recycling Used Water Purifier Filters

4.1 The case of recycling used water purifier filters

부분의 정수기 폐필터는 량 매립, 소각 등으로 처리되

고 있으며 일부 정수기 제조사가 정수기 폐필터를 수거하여 

재활용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련 자료와 황 보고서는 

미비했다. 정수기 필터 련 재활용의 표 인 사례는 세

계 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리타이다. 리타는 

1992년부터 소비자들에게 재활용 로그램을 제공한 세계 최

의 정수기 제조사이지만, 재활용 로그램은 기업이 먼  

나서서 실행되었던 이스가 아닌 환경을 걱정한 이용자들의 

자발 인 온라인 청원과 폐필터를 수거 캠페인을 통해 공식 

리타 필터 수거 로그램이 작동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리타 재활용 방법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독일의 리타의 

재활용 계획은 독일 타우 스타인에 치한 통합 폐수 처리

시설을 통한 자체 재생시스템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인하

우스 설비를 활용해 재생된 이온교환수지는 신규 필터 카트

리지에 재활용되고 있다(BRITA, 2020). 최근 리타 재활용 

로그램은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되었다. 2019년 하반기 십

년 후연구소, 알맹상  등 27개 단체 제로 웨이스트 상 이 

모인 ’ 리타 필터 재활용 캠페인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필

두로 소비자들의 서명운동과 어택 로그램을 개설하여 홍보

하고 소비자들이 직  라스틱 필터 하우징을 해체시켜 여

재만 교체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여 라스틱 하우징을 재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Tak, 2021). 한, 사용하고 버려지

는 여재는 건조시킨 후 화분에 흙을 신서 사용하거나 신발

장, 옷장 등의 냄새 탈취제로 활용하도록 유도하 다.

물환경에 한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정수기 사용량과 폐

필터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 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

화 응을 한 폐기물 재활용의 필요성은 증 되고 있다. 그

러나, 정수기 폐필터의 재활용은 활성화되어있지 않으며, 기

존 정수기 폐필터 재활용 련 기술은 주로 세디멘트 필터와 

멤 인 필터의 수명연장을 한  처리 기술이나 세정 기

술 주로 연구되고 있다. 카본 블록 필터의 경우 카본 블록 

필터로부터 폴리에틸 을 제거하여 활성탄을 재활용하는 연

구가 존재하고 있으나 실질 으로 폐카본 블록 필터는 량 

폐기되고 있다. 카본 블록 필터의 교체주기는 멤 인 교체 

주기의 1/2에 해당하며, 필터 네 단계  리 카본 블록 필터

와 포스트 카본 블록 필터로 두 단계를 차지하기 때문에 카본 

블록 필터 폐기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상된다. 다양한 카본 

블록 필터 재활용 기술의 개발  용은 폐필터의 재활용율

을 높이고 총 폐기량을 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된다. 한, 카본 블록 필터는 기존 활성탄 사용량이 높

은 폐수처리 시설, 자동차 공업, 매업 등에 친환경 체제

로 사용할 수 있어 활용 가능 범 가 넓고 상업화하기 좋은 

장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장기 으로 폐카본 블록 필터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용한다면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오

염부하 감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4.2 The trends of recycling technology for used water 

purifier filters

정수기 폐필터 재활용에 용할 수 있는 기존의 필터 련 

기술들은 멤 인 필터와 세디멘트 필터 재생기술에 이 

맞춰져 있으며, 그 기술은 Table 2와 같다. 정수기 폐필터를 

이용한 고농도 폐수처리 장치(Kim, 2000)는 생활쓰 기 수거 

시 발생되는 고농도 유기성 폐수를 스텐 이  안에 메쉬망

(1M/M)을 설치하여 담채에 공기  폭기로 인해 발생된 기체

로 가압 부상시켜 농도 폐수로 안정화시키고 처리수는 농

업용  식물 양제등으로 재이용했으며, 발생되는 슬러지는 

퇴비화 함으로써 폐수처리와 퇴비화의 상호 호환성이 높게 

하 다. 한, 사용되는 담채는 정수기 폐필터를 쇄  분

쇄하여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 감량화  자원화가 가능하도

록 고안되었다.

Kim (2004)은 유기성폐기물(하수슬러지·음식물쓰 기 등)을 

1차 고속발효후 물성을 바꾸어 매립이 가능하도록 하여 정수

기 폐멤 인 필터에 담아 해상  육상에 매립함으로써 유

출수로 인한 오염  폐기물양을 감소시키고 복토한 토양 자

체의 정화 능력과 폐기물의 재활용을 향상하도록 제안하 다.

한국 ㈜그린엔텍에서 개발한 분리막 세정장치  이를 이

용한 분리막 모듈 세정방법(Choi et al., 2010)은 외압식 공

사형 모듈의 하우징 내부에 세정액을 주입하여 막 표면과 세

Title Filter type References

High Concentration Wasted Water Treatment System Used Water Purifier Wasted Filter Membrane Filter Kim, 2000

Apparatus and Method for Maintenance Clearing with Air Scrubbing Membrane Filter Choi et al., 2010

Method for Cleaning the Membrane Filter Membrane Filter Yoon et al., 2010 

Cleaning Agent for Fouled Reverse Osmosis Membrane and Cleaning Method Using the Same Membrane Filter Lee at al., 2011

Cleaning of the Waste Reverse Osmosis Membrane Filters for the Household Water Purifier and 

Their Performance Enhancement Study
Membrane Filter Cho and Rhim, 2017

Method for Recovering Polypropylene by Washing Waste Sediment Filter for Water-Purifier Sediment Filter Rhim et al., 2017

Table 2. Waste filter recycling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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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에 부착된 오염물질을 분해하여 제거하는 화학  세정단

계와 분리막 모듈의 하우징 내부로 일정 압력의 공기를 주입

하여 막으로부터 분리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물리  세정

단계가 동시에 반복 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물리화학  세

정방법이다. 이 기술은 종래의 통 인 화학  세정기술의 

특징인 오랜 시간 소요와 고농도 세정제 과다 사용 문제 을 

개선하 다.

서울 학교 산학 력단(Yoon et al., 2010)에서는 임계 유

체가 보유한 고유한 특성과 미생물 살균력을 이용하여 세정 

챔버 내에 치시킨 바이오- 울링이 생성된 멤 인 필터

에 임계 유체를 연속 으로 유입/통과시켜 멤 인 필터를 

세정하는 방법을 고안하 다. 이를 통해 2차 오염물 발생과 

멤 인 필터의 손상을 방지하고 바이오 울링을 효과 으

로 제거할 수 있는 친환경 인 세정방법을 제시하 다.

한국수자원공사와 ㈜ 라임 텍 인터내쇼냘(Lee et al., 2011)

에서는 분해 진제를 포함하는 역삼투막 세정제  이를 이

용한 역삼투막의 연속 세정방법을 용함으로써 토  미

생물 등으로 오염된 역삼투막의 세정을 하게 향상시키고 

공정을 단순화함으로써 세정시간 단축과 동시에 세정수  세

정과정 에 발생하는 폐액의 양을 감소시켰다.

Cho and Rhim (2017)은 정수기 폐필터  역삼투막 필터

를 세정하여 새 필터 수 으로 복원시키는 연구를 수행하

다. 수산화나트륨, 아황산나트륨, EDTA용액을 각각 마이

크로버블 발생 장치와 함께 in-situ의 방법으로 세정한 결과, 

EDTA를 이용하여 세정했을 때 막 표면 오염물질 제거가 제일 

잘 되었으며 세정  필터 성능보다 투과도는 19.87%, 회수

율은 49.46% 증가하 으며, 염제거율은 2.3% 감소되어 새 

필터와 동등한 수 으로 회복시켰다.

한남 학교 산학 력단(Rhim et al., 2017)에서는 정수기 

폐필터  세디멘트 필터에 오염 재부착 방지제가 포함된 세

정제로 화학  세정을 실시하고 마이크로 버블을 이용한 물

리  세정을 수행하여 세정효율을 향상시켰다. 이를 통해 세

정 약품의 살균 소독효과를 극 화할 수 있었으며 폴리 로

필  세정 시 발생하는 소재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 보다 

우수한 물성과 순도를 갖는 필터 내부의 소재(폴리 로필 )

의 회수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 다.

5. The Policy Discussion for 

Recycling Water Purifier Filters

재 가정용 정수기 폐필터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 심각성

에 한 인식이 부족하고 재활용에 용할 수 있는 기술의 상

업성이 부족하며 이를 개선하기 한 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1985년 국세청 고시로 시행된 빈용기보조 제도는 병입 주

류  음료 등의 제품가격에 별도의 보증 을 붙여 매한 후 

소비자가 빈 용기를 반환할 때 이를 환불해 주도록 하는 정책

으로써, 빈 용기의 재사용  원가 감을 도모하기 한 제

도 으나 소비자 반환율이 낮아 그 실효성이 부족했다. 제도

의 실효성을 높이고 총 폐기물 재활용율을 증가시키기 해 

환경부에서는 빈용기보조 제도 황을 환경백서에 추가하

으며 2016년 1월 ｢자원재활용법｣ 등 련 법규를 폭 개정 

 시행하 다(ME, 2016). 그 결과, 빈 용기 반환율이 24% 

(2014년)에서 2017년에 50%, 2018년에 60%로 증가하 다

(ME, 2018). 이처럼, 환경백서에 정수기 폐필터 련 내용이 

추가될 경우 발생량과 처리 황을 보다 정확하고 용이하게 

악할 수 있어 재활용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재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한 정책이 도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사료된

다.

Yi (2018)에 따르면, 재활용 용도  방법 확  정책이 재활

용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향에 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설문조사 상은 공무원 등 재활용 련 이해 

계자  재활용 련 기 을 상으로 한 재활용 문가와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회원사 총 1,215개소  271개소

를 표본 추출하 다. 재활용 용도  방법 확 가 재활용 산

업활성화에 미치는 효과에 한 응답은 “보통이다” 이상을 

선택한 정 인 응답이 체 응답  93.3%(253개소)에 달

하 다. 이처럼 재활용 련 정책 도입은 가정용 정수기 폐필

터 재활용 활성화에 큰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다.

기존 필터 련 기술은 주로 수명연장을 한 처리 기술 

 세정 기술이 부분을 차지했으며 정수기 폐필터 사용 후 

재활용에 용할 기술은 미비했다. 정수기 시장의 특성상 교

체주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환경 오염부담을 이기 해 

폐필터 재활용 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친환경 인 필터 

세정 기술과 사용 후 재활용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한, 재

활용 가능한 폐필터 선정과 재활용 기술의 효과를 정확하게 

단하기 한 진단 기술이 미비하므로 폐필터 잔여용량  

수명진단 기술 개발이 필수 이다. 이에 따라, 가정용 정수기 

폐필터 재활용 기술 개발과 기술의 상업화 장려를 한 정책

이 도입될 경우 폐필터 재활용 산업이 확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를 들어, 폐필터 재활용 련 R&D 사업 활

Fig. 2. Research on the impact of the policy to expand the 

use and method of recycling (Yi,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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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를 통해 산학연 공동연구가 진행될 수 있게 하고 융합연

구 성과가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다.

한, 정수기 폐필터 재활용 업체가 매년 기존 기술을 업그

이드하면서 발 시킬 수 있도록 우수기업선정  포상 제

도 도입 등은 폐필터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폐필터 재활용은 자연자원 약이 가

능하고 재활용되는 만큼 매립에 필요한 땅이 약되므로 폐

필터 매립 소요 비용과 쓰 기가 노출되거나 처리 시의 발생

하는 2차 환경오염을 감소시켜 다(Rhee, 2011). 이와 같이, 

폐필터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는 사회 으로 큰 경제성과 이

익을 가져올 것으로 사료된다.

6. Conclusion

물환경에 한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정수기 사용량과 폐

필터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 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

화 응을 한 폐기물 재활용의 필요성은 증 되고 있다. 그

러나, 정수기 폐필터의 재활용은 활성화되어있지 않으며, 기

존 정수기 폐필터 재활용 련 기술은 주로 세디멘트 필터와 

멤 인 필터의 수명연장을 한  처리 기술이나 세정 기

술 주로 연구되고 있다. 카본 블록 필터의 경우 카본 블록 

필터로부터 폴리에틸 을 제거하여 활성탄을 재활용하는 연

구가 존재하고 있으나 실질 으로 폐카본 블록 필터는 량 

폐기되고 있다. 카본 블록 필터의 교체주기는 멤 인 교체 

주기의 1/2에 해당하며, 필터 네 단계  리 카본 블록 필터

와 포스트 카본 블록 필터로 두 단계를 차지하기 때문에 카본 

블록 필터 폐기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상된다. 다양한 카본 

블록 필터 재활용 기술의 개발  용은 폐필터의 재활용율

을 높이고 총 폐기량을 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된다. 한, 카본 블록 필터는 기존 활성탄 사용량이 높

은 폐수처리 시설, 자동차 공업, 매업 등에 친환경 체제

로 사용할 수 있어 활용 가능 범 가 넓고 상업화하기 좋은 

장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장기 으로 폐카본 블록 필터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용한다면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오

염부하 감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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