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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prospect current recycling status in Korea. wastes genemtion and recycling mte weπ.e reviewed. Approximately 
188.600 tonlday of wastes was generated in 1998; 44,600 tonlday of domestic waste and 144,000 to띠'day of industrial waste 
During the last five years, waste management laws such as recycling law and environment friendly indusσy law were prepared ‘ 

In this article, conceming over waste generation 때d recycling, the problems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s associated with 
recycling were summarized 

1. 머리말 

우리나라에 있어서 현대산업의 시작은 1970년대라 

고 말할 수 있다 1970년 7월 7일 서울과 부산간의 

고속도로 개통식에 참가하고， 현대조선소의 닥크공사， 

포항제철소의 파일토목공사를 참관한 기억이 새롭다 

그리고 1975년 현대지통차가 한국형 숭용차 “Pony".를 

생산하여 처음으로 市場에 나왔을 때 감격은 대단하였 

다 1979년에는 대규모의 網製짧所(LO금속)와 亞짧맹 

짧所(고려아연까 건설， 준공되었다 이와 같이 1970년 

대가 되어서 중공업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산업이 일 

어나고， 그에 수반하여 산업폐기물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산업폐기물이 공해로서 섬각한 사회문제화로는 

미치지 못하였다. 즉， 공해 때문에 산업의 발전을 저 

해해서는 안 된다는 마인드가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사 

료된다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지금은 환경오염을 방지하 

기 위하여，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그리고 

資源의 짧뚫型社會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원리싸이클링 

.. 1999년 12월 15일 접수， 2때0년 l왈 30일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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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대에 있어서 비즈니스와 자연과의 충돌， 경제학과 

생태학과의 충툴의 주된 원인은， 자연은 순환형인데 대 

하여 , 오늘의 산업시스댐은 선형(線펄)인데 있다고 지 

적하고 있다 우리는 자연에서 관찰할 수 있는 순환패 

턴을 배워야 한다 생태계 중에서는 어떤 종류가 배출 

151'는 폐기물이 다른 종류에 있어서 식량이 되는 경우 

와 같이， 지속 기놓한 비즈니스 사회에서도 어떤 산업 

의 폐기물이 다른 산업의 지원이 되어야 한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리싸이클링 산업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야한다 

2 폐기물(부생물)으| 발생 

2.1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의 발생현황은 Table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 

생활폐기물은 1990년대에 들어 폐기물 감량회를 위해 

서 도입된 “종량제”의 시행과 연탄사용의 감소로 인해 

서 점진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반면에 사업장폐기물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말전으로 인해서 매년 10%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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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국내 폐기불 발생 추이 땅위 천동/일) 

구 분 '92 "93 ’94 '95 '96 '97 '98 

계 144.5 141.4 147.1 148.1 180.8 194.7 188.6 

생활폐기물 75 .1 62.9 58.2 47.8 49.9 47.9 44.6 

소계 69.4 78.5 88.9 100.3 130.9 146.8 144.0 

사업기장 
폐 물 

일반 48.0 56.0 85.2 95.8 125 .4 141.3 138.7 

지정 21.4 23.4 3.7 4.5 5.5 6.1 5.3 

주 1. 1994'년 폐기울분류체계 조정애 따라 오니류， 폐석고류 둥 지정(특정)폐기울 중 80% 이%에 사업장 일반폐기울로 전환 
2. 1996년 사업장 폐기물 중 일반폐기물이 급증하게된 이유는 건성폐기울 관리강화에 따른 신고량이 늘어셔임 
3 사엽장폐기울 발생양은 추정치엄 

자료 환경부(1999) ， 환경백셔 

Tab’e 2. 푹내 폐기울 처리현황 

연도 폐기울형태 

생활폐기물 

1995 사업장 일반 
폐기물 지정 

생황폐기물 

사업장 일반 
1996 

폐기물 지정 

건셜폐기물 

생활폐기울 

사업장 일반 
1997 

폐기울 지정 

건설폐기물 
L-__ • 

자료 환경부， 전국 폐기울 발생 및 처리현황. 1998 
환경부， 전국 지정폐기울 발생 및 처리현황. 1998 

53.6% 

* 사업장얘기물발생량은 추청치임 
자료 : 환경부(1999). 환경액서 

매링 (%) 소각(%) 재활용(%) 기타 (%) 

72.3 4.0 23.7 

32.6 5.9 61.5 

4.9 15.5 48.2 31.4 

68.3 5.5 26.2 

25.5 5.8 68.7 

7.3 13.5 46.4 32.8 

38.6 3.0 58.4 

63.8 7.1 29.0 

36.1 5.8 58.1 

9.7 13.1 51.2 26.0 

20.4 3.0 76.5 

Fig. 1. 폐기물처리실태 (1998) 

2.2 폐기물의 처리현황 

국내 발생 폐기물의 처리현황은 Table 2 및 Fig. 1 과 

갇다 발생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경우 시장， 군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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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의 책임하에 그려고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자 책임 

하에 처리되고 있다 전체적인 폐기물 처리구조를 보연， 

매럽처리비율이 크게 낮아지고 재활용이 확대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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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금속캔(특히 스틸캔)은 포장용기 중 재활용갱이 가 

장 좋은 ';;<\원으로서 수집， 회수， 처리(션별 압축 • 매각) 

과정에서 경제성 창출이 가능하며 80%이상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문제는 경제적인 폐캔의 

수집， 회수， 처리시스댐을 구축하는 일이며 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 일정 재원 확보 @ 제도적인 보완 

@ 조직의 활성화 @ 정부자치단체 및 관련업계의 유기 

적인 협조체제 구축에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포항제철 주관 히에 (사)한국금속캔재활 

용협회의 발족(1994년 6월， 소재， 제관， 식음료사 침여) 

과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금속캔의 재활용융이 

60% 대에 이르고 있다 (사)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가 설 

정한 재활용융 및 목표율은 Table 5 와 갇으며 이는 일 

본에 비하여 13년을 단축시킨 것으로써 그 활성화의 전 

망은 매우 유땅하다고 사료된다 

3.3.4 말포스틸렌(스티로폴) 

폐스티로폴의 재활용율을 보연 1993년 14%에서 

1998년 4 1.9%로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이는 발 

포스티렌의 소재 및 형물업체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 

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카 1993년 4월에 발족하여 그간 

폐스티로폴 자원화 촉진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 

과， 행정개혁위원회에 의해 폐스티로폴의 재활용가능 

품목 지정 결정에 따라 1996년 3월부터 전국적인 분 

려수거 제도가 실시되어 각 지자체의 회수율 증대 및 

재활용기술의 개발보급에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폐스티로폴의 연도별 재활용 현황은 Table 6 과 같다 

3.2 古紙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분리배출 • 수집 

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신문지와 단볼지이다 

1998년도의 국내 고지 시용량은 3.869천톤이고， 58.2% 

의 재활용율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7 은 고지 재활용 

의 실적을표시한것이다 

3.3 절스크랩 

고철은 전기로에서 철강， 협긍철 제조시 λF용할 수 

Thble 6. 연도별 폐스티로폴의 재활용현황 (단위 톤) 

구 분 1993 년 1994 년 1995 년 1996 년 1997 년 1998 년 

총발생량 36,800 38,200 40,000 40,130 46,476 38,193 

재활용량 5,000 8,010 10,420 13,280 16,889 16,012 

재활용률 14% 21% 26% 33 .1% 36.3% 4 l.9% 

Thble 7. 국내 연도별 지류수급 • 펄프 및 고지수급 현황 (단위 ‘千MfT)

찮 
연도별지류수급 펄프수요 고지수급 수입 종이 l 

공 급 수 요 공 급 국내 고지 인당 
지급융 

지긍량 수입 
지급융 

회수율 금액 소비량 

생산 수입 내수 수출 생산 수입 (%) (%) 
(%) (천$) (kg) 

'89 4ρ17 247 3,565 401 301 951 24.0 1,619 1,324 55.0 42.5 272,237 90.0 I 
'90 4 ,524 274 4,050 483 301 1.156 20.7 1,875 1,467 56.1 43.4 271 ,712 101.0 I 
'91 4,922 412 4,454 458 323 1,216 21.0 2 ‘.094 1,550 57.5 43.0 249.751 112.5 

'92 5,503 489 4,793 602 310 1,456 17.6 2,325 1.608 59.1 44.0 240,309 121.6 I 

'93 5,803 494 5,125 695 449 1,474 23.3 2,701 1,542 63.7 46.3 208,209 127.5 

'94 6,434 562 5.542 952 521 1,649 24.0 3,305 1,399 70.3 50.5 216,521 137.3 

'95 6,877 697 5,726 994 500 1,718 22.5 3,662 1,283 74.1 53.2 404,561 143 .2 

'96 7,681 676 6,121 1,384 560 1,966 22.2 3,943 1 ，.μ8 73.0 54.7 281.226 150.2 

'97 8,364 548 6,352 2,076 610 2,080 22.7 4,530 1,556 74.4 56.8 239,013 150.0 

'98 7,750 258 5β18 2,765 468 1,756 21.0 3,869 1,895 67 .1 58.2 22뻐O 113.6 

자료출전 제지공엽 현황(한국제지공엽연합회) 

J. of Korean Inst. Resources Recycling Vol. 9, No. 1, 2，α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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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폐타이어 용도별 재활용 현황 (단위 천개) 

'94 년 

발생량 12.770 

재생타이어 

고무분말 686 
가공이용 

맛 중 228 

소 계 914 

실멘트킬른 120 

열이용 건류소각 324 

-까， 계 444 

수 출 297 

원형이용 
토목공사 

매립장 

6.552 

{까~ 계 6,849 

합 계 8,207 

(대한타이어공업협회 '99) 

Table 11 연도별 치종별 폐차대수 (단위 대) 

차종별 
숭용 숭합 화울 특수 계 

년도 

’86 4 1.271 6,759 22.809 191 71 ,030 

'87 58,307 7,341 34,121 303 100.072 

~8 46,623 7,980 34,550 186 89.338 

'89 50,057 12,096 38,718 287 101 ,158 

'90 90.960 21 ,078 58,895 288 171.221 

'91 109.508 28.175 79.840 460 217,983 

’92 123,236 33,588 95,440 505 252,769 

'93 165,081 40,187 102,447 537 308,252 

'94 198,757 42,887 110,369 569 352,582 

'95 242,581 46,894 116,168 412 406,055 

'96 302,493 56,684 129,374 627 489,178 

'97 389,431 59,797 135,309 1,152 585,689 

'98 419.688 44,335 96,744 1,485 562,252 

Table 11 은 연도별， 치종별， 폐차대수를 보인 것이 

다 '86년도 페차 대수는 71.030대였으나， 매년 증가하 

여 ’97년도 585 ，689대에 이르렀다.~ì러나 %년도에는 
약간 감소하여 562，252대로 후퇴하였다 차종별에 있 

어서는 숭용차가 압도적이며 '98년도 폐차대수의 약 

J. of Kor잉n Inst Resources Recycling Vol. 9, No. 1, 2이)(} 

'95 년 '96 년 '97 년 '98 년 

13.960 15,388 17,584 20,729 

1,100 1,200 1,076 1.180 

757 694 1,615 2,166 

237 281 312 365 

2,094 2,175 3,003 3,711 

1,009 3.860 

380 305 329 194 

380 305 1.338 4,054 

956 975 1,084 754 

7,080 6.539 4,238 4.283 

493 788 859 824 

8.529 8,302 6,181 5,861 

11,003 10.782 10,522 13.626 

Tab’e 12 가전제품 판매 추이 엔위 천대) 

구 분 1994 년 1995 년 1996 년 1997 년 1998 년 l 

칼라텔레비전 2,892 3,149 2,743 2.350 2,488 

세탁기 1,502 1,520 1,502 1,295 877 

냉장고 2,052 2,140 1,723 1,478 1,359 

룸에어콘 182 260 539 571 446 

VTR 1,630 1,744 2,244 1,189 659 

천지례인지 1,057 1,094 903 926 656 

게 9,315 9,907 9,654 7.809 6,485 

자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75%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 폐치장의 가 

장 큰 특정은 폐차장수의 급증과 영세성에 있다. 

1996년 l월부터 폐차 해체업의 면허제가 동록제로 변 

경됨으로 기본적으로 자동차 해체업의 신규참가가 용 

이하게 되었다 

지동차 리싸이클링은 자동차 메이커측과 폐차업계 

측 양쪽에서 접근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 

지동차공업협회는，폐차업계가 참가한 자동차 재활용 

협의회률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 협의회가 도출한 

우리나라 지동차 리싸이클링 촉진방안은 다음과 같 

이 요약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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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ble 14. 1996년도 제강더스트발생량， 발생원단위， 활용현황 힘국철강협회 및 각 제강회사， 1997) 

회사명 발생공장 발생량 (t) 
제 풍 더스트발생 

재활용융 활용방법 
생산량(t) 원단위 αglt) 

STS 
포항제청 

19,200 732,500 26.2 100% 위탁처리 ι 

ffiIα mill 2,200 84,000 26.2 0% 

인천제철 제강 53,300 3,543,500 15.0 82.9% 안정화，아스콘 

통록제강 제강 38,600 2,318,200 16.7 45.6% 아스콘 

강원산업 제강 29,900 2 ，341 ，1어O 12.8 85.8% 시엔트，아스콘 

한보철강 제강 30,600 2,902,000 10.5 49.5% 시멘트，아스콘 

한국철강 제강 33,300 1,479,000 22.5 19.8% 아스론 

상미특수강 제강 7,200 435때O 16.6 3.8% 아스콘 

기아특수강 제강 8,000 331 ,000 24.2 16.6% 아스콘 

서올제강 제강 2,800 150,800 18.6 0% 

한국제강 제강 6,800 359,900 18.9 81.4% 아스콘 

대한제강 제강 8,200 450,700 18.2 0% 

한국중공엽 제강 1,600 339,000 4.7 0% 

환영철강 제강 4,500 493,000 9.1 97.7% 아스콘 

합 제 246,200 15,959,600 평균 15.43 

Thble 15. 포항제철의 슬래그발생 및 처리현황('98) (단위 천톤/년)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 
구분 

발생 활용 활용율 (%) 발생 활용 활용율 (%) 

고로 

전로 

합계 

3,963 3,963 

2,381 2,011 

6,344 5,974 

Iab’e 16. 제청 분진의 발생량'('98) 

공정별 분진 발생량 e전통) 

'98년에는 성토용도의 수요개발을 촉진함에 따라 전년 

전로활R그 재활용융 40%대비 약 2배정도 증가한 82% 

를 기록하였다 

3.9.2 분진 

제철분진이 발생히는 공정은 소결공정， 고로공정 및 

제강공정이다 연간 조강 생산능력은 2，800만톤이나， 

1998년도에는 Tab1e 16 에 나타낸 바와 같이， 2， 55멘여 

톤의 조강을생산하였다 

제철분진의 발생원별로 구분하연 소결공정 31%, 고 

J. of Korean Inst. Resources Rεcycling Vo1. 9. No. 1, 2-αm 

\00 

84.5 

94.2 

4,188 4,188 \00 

2,233 1,717 76.9 

6,421 5,905 92.0 

Thble 17. 제철분진의 처리 실적 

발생량(천동) 

1,067. 9 

로공정 35%, 제깅꽁정 25%이며， 이외에 석회소성 및 

코크스공정 9-%.로 구생된다 

각 공정에서 포집된 분진 총발생량은 1998년 현재 

약 107 만톤이다 이에 따라 조강 톤당 분진의 발생원 

단위는 41.8 k밍'ton-steel 수준으로 이와 갇이 낮은 값 

은 집진기의 추가 설치 등 지속적인 환경설비의 투지활 

성화에 기인한다‘ 한편 발생 분진에 대한 처리 내역은 

Table 17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철소 내 자가활용이 

83.5%, 사외 판매 11.9%, 매립 4.6%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