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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기업들에서는 폐기물을 감량화, 재활용, 재이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폐기물이 재활용되고 있지만, 많은 폐기물

이 소각 또는 매립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여전히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기업의 폐기물을 원료로 재활용하는 폐기물 자원순환에 의해 저감되는 탄소배출량과 경제성

평가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폐합성수지와 폐유기용제의 자원순환사례를 평가하였다. 재활용과 

소각 측면에서 환경적 및 경제적인 측면을 분석하였다.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재이용함으로써, 탄소배출량은 2009년에 1,0705 
톤, 2010년에 1,234톤이 저감되었으며, 비용은 2009년에 6.57억원, 2010년에 7.55억원이 저감되었다. 폐유기용제를 재활용

할 시에는 2010년에 7.3톤, 2011년 5.6톤의 탄소배출량이 저감되었으며, 비용은 2010년에 1,591만원, 2011년에 1,218만원이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폐기물자원, 재활용, 자원순환, 탄소배출량

Abstract : These days many companies are trying to reduce, recycle and reuse their wastes. Even though many wastes can be 
recycled, those are incinerated or landfilled. To solve these problems, there are many projects to make efforts to recycle wastes in 
especially the industrial complexes. But, due to the absence of information about waste recycling, recyclable wastes are still 
incinerated or landfilled. Based on these research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evaluation methodology of the CO2

emissions and cost reduced by circulating the industrial waste to resource. We evaluated the environmental and economic effect 
between companies which emit the plastic waste and organic solvent waste and use them as raw-materials in the off-line recycling 
information exchange network. The environmental and economic aspects were analyzed comparing waste recycling with waste 
incineration. By recycling the plastic waste as raw-materials, CO2 emission were reduced 1,070 ton in 2009 and 1,234 ton in 2010 
and 657.4 million won in 2009 and 755.0 million won in 2010 were reduced. In recycling the organic solvent waste, 7.3 ton-CO2

in 2010 and 5.6 ton-CO2 in 2011 were reduced and 15.9 million won in 2010 and 12.2 million won in 2011 were reduced. 

Keywords : Waste resource, Recycling, Resource circulation, CO2 e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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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Boundary for CO2 calculation in incineration and energy recovery.

1. 서 론

산업화로 인하여 인류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산업

화가 진행됨에 따라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이라는 문제가 나타

나고 있다. 특히, 환경오염과 자원남용이 인류의 생존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환경문제는 일

반시민을 비롯한 환경단체, 정치단체의 주요한 정치적, 사회

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환경문제는 1980년대부터 선진국

들을 중심으로 지구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의 확대와 환경규제

를 시작으로 1990년대에 들어와서 국가별 지역별 해결이 아닌 

전 지구적 차원의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

름으로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UN회의(UNCED: Uni-
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환경과 조화된 지속 가능한 개발(ESSD: Environmental Soundly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의 이념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
로 인해 국제적으로 WTO, ISO/TC207, GATT, OECD, UNEP 등
의 기구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이 진행 중에 있다[1,2].

정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및 기업에서는 자원순환측면에서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기업에서 발생되

는 폐기물[3,4]은 크게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로 구분된다. 2009년 기준의 재활용율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

기물은 66.5%, 지정폐기물은 56.8%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

기물의 자원순환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
히, 매립장 확보의 어려움과 매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 

인하여 매립은 한계에 이르렀다. 또한, 폐열이나 발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지만, 이로 인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도 소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자원을 환경영향 및 폐

기물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제품 및 공정의 개발 및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폐기물자원순환 사례를 통해 얻어지는 

환경적인 효과와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폐기물자원

순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전과정 관점에서 폐기물의 자원순환에 따른 

환경성(탄소배출량 산정)과 경제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환경

성 분석과 경제성 분석방법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2.1. 환경성 분석

기존의 연구[5,6]에서는 폐기물을 자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탄소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폐기물을 재활용할 경우 소각

이나 매립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연료에 의한 탄소배출량과 

매립 시 발생하는 메탄으로 인한 탄소배출량 등 직접배출량만

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의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은 전과정 평가 개념을 적용한 탄소배출량 관점에서 폐기

물을 배출하는 측면과 폐기물을 이용하는 측면을 모두 고려하

였다.

2.1.1. 폐기물 소각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

배출된 폐기물이 소각되는 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은 소각

공정에서의 탄소배출량과 소각 후 열 회수에 의한 탄소배출량

을 산정하여야 한다.
탄소배출량 산정범위는 Figure 1에 나타내었다. 폐기물을 

소각 후 에너지를 회수하는 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Ceri)을 산

정하는 범위로, 소각과정에서 사용되는 원료, 유틸리티의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CO2량과 소각과정에서 사용되는 연료의 연

소과정에서 배출되는 CO2량,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여열을 

재이용함으로써 저감되는 CO2량을 고려하였다.
산정방법은 소각 후 에너지회수에 의한 탄소배출량(Ceri)은 

소각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Cd,i,i)에서 에너지회수에 따른 탄

소배출량(Cre)을 제외한다. 먼저, 소각공정에서의 탄소배출량

은 전과정 측면에서 소각과정에서 사용되는 원료, 유틸리티 등

의 생산과 연료의 연소로 인하여 배출되는 CO2량을 고려하여

야 한다. 따라서, 소각에 의한 탄소배출량은 소각되는 폐기물량

(Qd,i,i)에 환경부의 탄소성적표지인증시 사용되는 폐기물별 소

각의 탄소배출계수(Fd,i,i)[7]를 적용할 수 있다.
소각 후 에너지회수에 의한 탄소배출량(Cre)은 폐기물 1 kg 

기준의 소각 후 에너지회수에 의한 탄소배출계수와 소각되는 

폐기물량(Qd,i,i)의 곱으로 산정한다. 여기에서, 소각 후 에너지

회수에 의한 탄소배출계수(Fre)를 산정하기 위해, 소각 후 에너

지회수시 용도를 살펴보았다. 회수된 에너지는 발전용과 열로 

사용되며[8], 발전용은 전력으로, 열은 LNG로 고려하였다. 에
너지회수에 의한 탄소배출계수는 전력 및 LNG생산 및 사용에 

의한 탄소배출량을 소각처리량(Qd,i,t)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전력 및 LNG생산에 의한 탄소배출량(Cp,e, Cp,LNG)은 전력사용

량(Qe) 및 LNG사용량(Qlng)에 전력 생산에 의한 탄소배출계수

(Fp,e)와 LNG 생산에 의한 탄소배출계수(Fp,LNG)를 곱하여 산정



국내 기업들의 폐기물자원 순환에 따른 탄소배출량 및 경제성 분석 113

Figure 2. Boundary for CO2 calculation in recycling waste as raw-material.

Figure 3. Boundary for CO2 calculation in recycling waste as raw-material through processing.

하였으며, LNG 사용에 의한 탄소배출량(Cu,LNG)은 LNG사용에 

의한 탄소배출계수(Fu,LNG)를 적용하였다.

Ceri = Cd,i,i - Cre (1)
Cd,i,i = Qd,i,i × Fd,i,i (2)
Cre = Qd,i,i × Fre (3)
Fre = (Cp,e + Cp,LNG + Cu,LNG) ÷ Qd,i,t (4)
Cp,e = Qe × Fp,e (5)
Cp,LNG = Qlng × Fp,LNG (6)
Cu,LNG = Qlng × Fu,LNG (7)

2.1.2. 폐기물 재이용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

폐기물 재이용에 의한 탄소배출량 산정범위는 Figure 2와 

Figure 3과 같이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폐기물을 직

접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와 폐기물을 재이용하기 위해 중간처

리공정을 거쳐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Figure 2와 같이 중

간처리공정을 거치지 않고 폐기물이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탄소배출량은 저감된 원료생산에 의한 탄소배출량과 저감된 

원료 수송에 의한 탄소배출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반면에, 
Figure 3과 같이 중간처리공정을 거쳐 원료로 재이용하는 경

우의 탄소배출량은 재활용되는 폐기물량만큼 저감된 원료의 

생산에 의한 탄소배출량과 저감된 원료의 수송에 의한 탄소

배출량에서 중간처리공정에서의 발생되는 CO2량을 제외하여

야 한다.
산정방법은 중간처리를 거치지 않고, 재활용하는 경우의 

탄소배출량(Crwp)은 저감된 원료의 생산에 의한 탄소배출량

(Cp,i)과 저감된 원료에 의한 운송에 의한 탄소배출량(Ct,i)의 

합이며, 중간처리를 거쳐 재활용시의 탄소배출량(Crtp)은 중

간처리를 거치지 않고, 재활용시의 탄소배출량에서 재활용을 

위한 중간처리공정에서의 탄소배출량(Cd,p,i)은 제외하여야 한

다. 세부적으로 보면, 저감된 원료의 생산에 의한 탄소배출량

은 저감된 원료량(Qp,i)과 해당물질의 생산에 의한 탄소배출

계수(Fp,i)의 곱이며, 저감된 원료에 의한 운송에 의한 탄소배

출량(Ct,i)은 저감된 원료량(Qp,i)과 운송에 따른 탄소배출계수

(Ft)의 곱이다. 재활용을 위한 중간처리공정에서의 탄소배출

량(Cd,p,i)은 재활용 폐기물량(Qr,i)에 폐기물별 재활용에 의한 

탄소배출계수(Fd,r,i)를 적용하였다. 각각의 산정식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Crwp = Cp,i + Ct,i (8)
Cp,i = Qp,i × Fp,i (9)
Ct,i = Qp,i × T × Ft (10)

Crtp = Crwp - Cd,p,i (11)
Cd,p,i = Qr,i × T × Fd,r,i (12)

2.2. 경제성 분석

2.2.1. 폐기물 소각과정에서의 경제성 분석

폐기물을 소각 시, 경제성 분석범위는 Figure 4에 나타낸 바

와 같이 폐기물을 배출하는 기업에서는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

한 위탁처리비를, 소각처리 기업에서는 열 회수비를 고려하

였다.
산정방법을 살펴보면, 소각 후 에너지회수비용(Eeri)은 폐기

물의 소각처리비(Ed,i,i)에서 에너지회수에 의한 판매비(Ere)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폐기물 소각처리비는 폐기물 소각처리량

(Qd,i,i)과 폐기물 1 kg 기준의 처리단가(Ud,i,i)의 곱으로 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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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Boundary for economic analysis in recycling waste as raw-material.

Figure 6. Boundary for economic analysis in recycling waste as raw-material through processing.

Figure 4. Boundary for economic analysis in incineration and energy recovery.

다. 에너지 회수비용은 폐기물 소각처리량과 폐기물 1 kg 기
준의 에너지판매비(Ure)의 곱으로 산정한다.

Eeri = Ed,i,i - Ere (13)
Ed,i,i = Qd,i,i × Ud,i,i (14)
Ere = Qd,i,i × Ure (15)

2.2.2. 폐기물 재이용과정에서의 경제성 분석

폐기물을 재이용 시, 경제성 분석범위는 Figure 5, 6과 같이 

중간처리공정을 거치는 경우와 거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

다. Figure 5와 같이 중간처리공정을 거치지 않고, 원료로 사

용하는 경우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기업에서는 폐기물 판매비

를, 폐기물을 이용하는 기업에서는 저감된 원료구매비와 폐기

물 구매비용을 고려하였다. 반면에, Figure 6과 같이 중간처리

를 거치는 재이용하는 경우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기업에서는 

폐기물 재이용위탁처리비, 중간처리 기업은 폐기물 재이용을 

위한 판매비, 폐기물을 이용하는 기업에서는 원료구매비와 폐

기물 구매비를 고려하였다. 한편, 저감된 원료운송비는 원료

구매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고려하지 않으며, 중간

처리업체에서 제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배출자의 폐

기물 처리비만을 고려한다.
산정방법을 살펴보면, 중간처리가 없이 폐기물을 원료로 

재활용하는 비용(Erwp)은 재활용폐기물판매비(Es,w,i)와 원료구

매비(Ep,i)에서 재활용폐기물구매비(Ep,w,i)를 제외하여 산정한

다. 중간처리를 거쳐 폐기물을 원료로 재활용하는 비용(Ertp)
은 중간처리가 없이 폐기물을 원료로 재활용하는 비용에서 중

간처리비용(Ed,p,i)을 제외하여 산정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

면, 재활용폐기물판매비는 재활용 폐기물판매량(Qs,w,i)과 판매

단가(Us,w,i)의 곱이며, 원료구매비는 저감된 원료량(Qp,i)와 원

료구매단가(Up,i)이다. 재활용폐기물구매비는 재활용 폐기물구

매량(Qp,w,i)과 구매단가(Up,w,i)의 곱이며, 중간처리비용은 재활

용을 위한 폐기물 중간처리량(Qd,p,i)과 재활용 중간처리단가

(Us,w,i)의 곱이다.

Erwp = Es,w,i + Ep,i - Ep,w,i (16)
Es,w,i = Qs,w,i × Us,w,i (17)
Ep,i = Qp,i × Up,i (18)
Ep,w,i = Qs,w,i × Up,w,i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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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2 emission reduced by heat recovery from waste incineration

Quantity of incinerated waste
(ton/year)

CO2 emission by heat recovery (ton CO2) Reduced CO2 emission per incinerated 
waste (kg CO2/kg-waste)Power Heat Total

4,750,840 721,268 1,466,177 2,187,445 0.460

Table 2. Heat recovery from waste incineration

Quantity of incinerated waste 
(ton/year) Production of extra heat (Gcal/year)

Usage of extra heat (Gcal/year)
Total Power Heat

4,750,840 6,976,727 6,330,363 1,253,112 5,077,251

Table 4. Cost reduced by heat recovery from waste incineration

Quantity of incinerated waste
(ton/year)

Cost by heat recovery (million won) Recovery cost per incinerated waste 
(Won/kg-waste)Power Heat Total

4,750,840 150,636 375,818 518,716 111

Ertp = Erwp - Ed,p,i (20)
Ed,p,i = Qd,p,i × Us,w,i (21)

3. 폐기물 자원순환 사례 분석

3.1. A사 폐기물자원순환 현황

현재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A사는 생활용품이나 화장품

에 사용되는 PP(폴리프로필렌) 포장상자를 생산하는 업체이다. 
A사는 2011년부터는 인천에 생산설비를 갖추어 제품을 생산하

고 있다. 제품제조공정은 PP원단을 이용하여 잉크를 PP 원단

위에 도포한 후,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여 제품을 제조한다. 제
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 PP원단은 잉크가 도포되지 않는 폐 

PP원단(이하 “PP무지”)과 잉크가 중량기준으로 5% 도포된 폐 

PP원단(이하 “PP파지”)이 발생되고 있으며, 발생된 무지는 각

각, 경기도에 위치한 B사와 C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되고 있다.
2009년과 2010년이 무지와 파지의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2009년의 폐기물발생량은 308,561 kg으로, 발
생비율은 PP무지가 45%, PP파지가 55%를 차지하였으며, 2010 
년에는 356,023 kg으로, 발생비율은 무지가 48%, 파지가 52%
로 나타났다. 연도별 PP무지와 PP파지의 증감률을 살펴보면, 
공정개선을 통해 PP무지의 비율이 9%가 증가하였으며, PP파지

의 비율은 7%가 감소되었다.

Table 1. Waste emission and disposal status of company A

Waste
Emission rate

2009 2010
PP smeared without ink  45%  48%
PP smeared with ink of 5% in total weight  55%  52%
Total 100% 100%
Quantity of waste emission (kg/year) 308,561 356,023

3.1.1. A사의 폐기물자원순환 환경성 및 경제성 분석

A사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가 재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A사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가 소각 후 열회수가 된다고 가

정하여, 환경성 측면의 탄소배출량과 경제적인 저감효과를 분

석하였다. A사의 폐기물자원순환에 의한 환경성 및 경제성을 

분석하기에 앞서, 소각 시 발생하는 여열에 의한 탄소배출량 

및 경제적인 대체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Table 
2에 나타낸 2008년도 환경부자료[8]를 이용하였다.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폐기물 소각에 의한 여열은 발

전용과 주택용 열로 사용된다. 탄소배출량 및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발전용은 전력, 주택용 열은 LNG를 대체하는 것으로 가

정하였다. Table 3에 나타낸 소각여열에 의한 탄소배출량은 

환경부에서 제시한 전력 생산, LNG의 생산 및 사용에 의한 탄

소배출계수[7]를 적용하였으며, 폐기물 1 kg 기준으로 0.460 kg 
CO2가 저감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Table 4에 나타낸 소각여열에 의한 비용은 LNG는 지역난

방공사[9]에서 제시한 LNG가격인 74.02 원/Mcal을, 전력은 주

택용 판매가격[10]인 103.38 원/kwh을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소각 여열을 이용 시, 소각 폐기물 1 kg 기준으로 111원의 수익

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환경성 분석

각각을 살펴보면, A사는 발생되는 PP무지와 PP파지를 소

각한다고 가정하여 산정한 A사의 탄소배출량은 소각과정에

서 발생되는 탄소배출량(Cd,i,pp)에서 에너지 회수에 의한 탄소

배출량(Cre)을 제외하여 산정하였다. 소각과정에서의 탄소배

출량은 PP무지량(Qd,i,ppsi)과 PP파지량(Qd,i,ppsw)에 PP의 탄소배

출계수(Fd,i,pp)를 곱하였으며, 에너지 회수에 의한 탄소배출량

은 PP무지량과 PP파지량에 에너지 회수에 따른 폐기물 1 kg 
기준의 탄소배출량(Fre)을 곱하였다. B사의 탄소배출량은 PP
무지 사용에 따른 저감된 PP 생산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Cp,pp 

of ppsi)과 저감된 PP 운송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Ct,pp of pps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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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duced effect of carbon dioxide emission (Unit : kg CO2)

Company Content 2009 2010 Etc.

Waste
emission A

Incineration of waste PP smeared without ink 322,798 404,983

Reduced CO2 emission that 
waste were incinerated

Incineration of waste PP smeared with ink 402,320 431,672
Heat recovery -142,072 -163,925
Sub-total  583,047  672,729

Waste
recycling

B
Production of reduced PP  201,921  253,330 Reduced CO2 emission that 

wasted PP smeared without 
ink is recycled

Transportation of reduced PP 13,036 16,355
Sub-total 214,957 269,685

C

Production of reduced PP 239,081 256,523
Reduced CO2 emission that 
wasted PP smeared with ink 
is recycled

Production of reduced ink 16,863 18,093
Transportation of reduced PP 15,435 16,561
Transportation of reduced ink 128 137
Sub-total 271,507 291,314
Reduced CO2 emission 1,069,510 1,233,729

합으로 산정하였다. C사의 탄소배출량은 PP파지 사용에 따

른 저감된 PP 및 ink생산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Cp,pp of ppsw, 
Cp, ink of ppsw)과 저감된 PP 및 ink 운송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

(Ct,pp of ppsi, Ct,ink of ppsi)의 합으로 산정하였다.

CO2 emission of Company A = Cd,i,pp - Cre (22)
Cd,i,pp = (Qd,i,ppsi + Qd,i,ppsw) × Fd,i,pp (2.35 kg CO2/kg) (23)
Cre = (Qd,i,ppsi + Qd,i,ppsw) × Fre (0.460 kg CO2/kg) (24)

CO2 emission of Company B = Cp,pp of ppsi + Ct,pp of ppsi (25)
Cp,pp of ppsi = Qp,pp of ppsi × Fp,pp (1.47 kg CO2/kg) (26)
Ct,pp of ppsi = Qp,pp of ppsi × Ft (0.249 kg CO2/ton･km) (27)

CO2 emission of Company C = Cp,pp of ppsw + Cp,ink of ppsw +Ct,ppsw

(28)
Cp,pp of ppsw = Qp,pp of ppsw × Fp,pp (1.47 kg CO2/kg) (29)
Cp,ink of ppsw = Qp,ink of ppsw × Fp,ink (1.97 kg CO2/kg) (30)
Ct,ppsw = Qp,ppsw × D × Ft (0.249 kg CO2/ton･km) (31)

폐기물을 발생하는 A사와 폐기물을 원료로 이용하는 B사, 
C사에 대한 환경영향은 탄소배출량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분

석하였으며, 탄소배출량 저감효과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전
체적으로 보면, 2009년에는 1,070 ton, 2010년에는 1,234 ton의 

탄소배출량이 저감되는 효과를 나타냈다.
PP무지와 PP파지를 배출하는 A사는 플라스틱 소각과 Table 

4에 나타난 소각에 의한 여열 회수에 따른 탄소배출량을 고

려하여 탄소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2009년 583 ton, 2010년 673 
ton의 저감효과가 나타났다. PP무지를 원료로 사용하는 B사

는 저감된 PP 생산과 운송에 대해서 탄소배출계수를 적용하

여, 탄소배출량의 저감량을 산정한 결과, 2009년은 215 ton이 

2010년에는 270 ton이 저감되었다. PP파지를 원료로 사용하는 

C사는 저감된 PP와 잉크의 생산과 운송에 의한 탄소배출량을 

고려하여 탄소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탄소배출량의 저감량은 

2009년은 272 ton이 2010년에는 291 ton이 저감되었다.

2) 경제성 분석

폐기물 배출기업 A사는 소각위탁처리비용(Ed,i,pp), PP무지

의 판매비용(Es,w,ppsw) 및 PP파지의 판매비용(Es,w,ppsi)의 합계

에서 소각 후 에너지회수비용(Ere)을 제외하였으며, PP무지를 

이용하는 B사는 PP구매비용(Ep,pp of ppsw)에서 PP무지의 구매

비용(Ep,w,ppsw)을 제외하였다. PP파지를 이용하는 C사는 PP구
매비용(Ep,pp of ppsi)에 잉크구매비용(Ep,ink of ppsi)을 더한 후, PP파
지의 구매비용(Ep,w,ppsi)을 제외하였으며,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Cost analysis of company A = Ed,i,pp + Es,w,ppsw + Es,w,ppsi - Ere

(32)
Ed,i,pp = (Qd,i,ppsi + Qd,i,ppsw) × Ud,i,wp (180 won/kg) (33)
Es,w,ppsw = Qd,i,ppsw × Us,w,ppsw (1,400 won/kg) (34)
Es,w,ppsi = Qd,i,ppsi × Us,w,ppsi (700 won/kg) (35)
Ere = (Qd,i,ppsi + Qd,i,ppsw) × Ure (111 won/kg) (36)

Cost analysis of company B = Ep,pp of ppsw - Ep,w,ppsw (37)
Ep,pp of ppsw = Qp,pp of ppsw × Up,pp of ppsw (1,900 won/kg)

(38)
Ep,w,ppsw = Qp,w,pp of ppsw × Up,w,ppsw (1,400 won/kg) (39)

Cost analysis of company C = Ep,pp of ppsi + Ep,ink of ppsi - Ep,w,ppsi 
(40)

Ep,pp of ppsi = Qp,pp of ppsi × Up,pp of ppsi (1,900 won/kg) (41)
Ep,ink of ppsi = Qp,ink of ppsi × Up,ink of ppsi (7,000 won/kg)

(42)
Ep,w,ppsi = Qp,w,pp of ppsi × Up,w,ppsi (700 won/kg) (43)

상기 산식에 의거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Table 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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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conomic effect of company A, B and C
(Unit : 10 thousand won)

Company Content 2009 2010

Waste 
emission A

Disposal cost for waste 
incineration  6,172 7,120

Recovery cost for energy -3,419 -3,942
Selling cost of waste PP 
smeared without ink 19,231 24,127

Selling cost of waste PP 
smeared with ink 11,984 12,858

Sub-total 33,967 40,160

Waste 
recycling

B

Purchasing cost of redu- 
ced PP 26,099 32,743

Purchasing cost of waste 
PP smeared without ink -19,231 -24,127

sub total 6,868 8,617

C

Purchasing cost of redu- 
ced PP 30,902 33,156

Purchasing cost of redu- 
ced ink 5,992 6,430

Purchasing cost of waste 
PP smeared without ink -11,984 -12,858

sub total 24,910 26,727
Reduced cost 65,744 75,504

나타내었으며, 경제적인 저감효과는 2009년에는 6.6억원, 2010 
년에는 7.6억원으로 나타났다.

각각을 살펴보면, A사는 PP무지와 PP파지를 판매함으로

써, 2009년 33,967만원, 2010년 40,160만원을 절감하였다. B
사는 PP무지를 이용함으로써, 2009년에는 6,868만원, 2010년
에는 8,617만원을 절감하였다. C사는 PP파지를 이용함으로

써, 2009년에는 24,910만원, 2010년에는 26,727만원을 절감하

였다.

3.2. D사 폐기물자원순환 현황

현재 인천에 위치하고 있는 D사는 플라스틱접착제를 생산

하는 업체이다. 제품제조공정은 천연고무와 용제를 이용하여 

접착제를 제조한다.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유기용제가 발

생하고 있으며, D사에서 발생된 폐유기용제는 E사가 자체적

으로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도료의 원료로 재활용하고 있다. 
Table 7은 2010년과 2011년의 폐유기용제 발생 및 처리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D사에서는 2009년까지 폐유기용제를 전량 소각 

Table 7. Waste emission and disposal in company D

waste
Emission rate

2010 2011
Waste solvent (Recycling) 54% 53%
Waste solvent (Incineration) 46% 47%
Quantity of waste emission (kg/year) 19,612 15,300

위탁처리하였으며, 2010년부터 폐유기용제의 일부를 재활용하

기 시작하였다.

3.2.1. D사의 폐기물자원순환 환경성 및 경제성 분석

D사에 발생되는 폐유기용제 중 재활용하고 있는 폐유기용

제에 대해서 소각 후 열회수가 된다는 가정 하에서 자원순환 효

과를 분석하였다.

1) 환경성 분석

폐유기용제를 배출하는 D사와 폐유기용제를 이용하는 E사

의 탄소배출량 산정방법을 살펴보면, D사의 탄소배출량은 소

각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배출량(Cd,i,ws)에서 에너지 회수에 의

한 탄소배출량(Cre)을 제외하여 산정하였다. 소각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은 폐유기용제발생량(Qd,i,ws)에 지정폐기물 소각의 

탄소배출계수(Fd,i,hw)를 곱하였으며, 에너지 회수에 의한 탄소

배출량은 폐유기용제 발생량에 에너지 회수에 따른 폐기물 1 
kg 기준의 탄소배출량(Fre)을 곱하였다. E사의 탄소배출량은 폐

유기용제 사용에 따른 저감된 톨루엔 생산과정에서의 탄소배

출량(Cp,tol)과 저감된 톨루엔 운송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Ct,tol) 
의 합에서 재활용하기 위한 중간처리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

(Cd,p,ws)을 제외하여 산정하였다.

CO2 emission of Company D = Cd,i,ws - Cre (44)
Cd,i,ws = Qd,i,ws × Fd,i,hw (0.343 kg CO2/kg) (45)
Cre = Qd,i,ws × Fre (0.460 kg CO2/kg) (46)

CO2 emission of Company E = Cp,tol + Ct,tol - Cd,p,ws (47)
Cp,tol = Qp,tol × Fp,tol (0.826 kg CO2/kg) (48)
Ct,tol = Qp,tol × D × Ft (0.249 kg CO2/ton･km) (49)
Cd,p,ws = Qr,ws × Fd,r,ws (0.015 kg CO2/ton･km) (50)

상기 방법으로 산정한 탄소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Table 8
에 나타내었으며, 2010년에는 7.3 ton, 2011년에는 5.6 ton이 

저감되는 효과를 보였다.
각각을 살펴보면, D사는 발생되는 폐유기용제를 소각하는 

경우보다, 소각여열에 의한 탄소배출량 효과가 커서, 소각이 

재활용보다 2010년 1,238 kg, 2011년 948 kg의 저감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유기용제(폐톨루엔)를 원료로 사용하는 

E사는 탄소배출량 산정한 결과, 2010년은 8.5 ton이 2011년에

는 6.5 ton이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경제성 분석

D사는 자체적으로 중간처리를 통해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

고 있는 E사에 폐유기용제 재활용위탁처리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산정방법을 살펴보면, 폐기물 배출기업 D사는 소각위탁처

리비용(Ed,i,ws)에서 폐유기용제 중간처리비용(Ed,p,ws)과 소각 후 

에너지회수비용(Ere)을 제외하였으며, 폐유기용제를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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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Reduced effect of carbon dioxide emission (Unit : kg CO2)

Company Content 2009 2010 Etc.

Waste emission D
Incineration of waste solvent 3,615 2,768

Reduced CO2 emission that 
waste solvent were incineratedHeat recovery -4,853 -3,716

Sub-total -1,238 -948

Waste recycling E
Production of reduced toluene 8,706 6,666

Reduced CO2 emission that 
waste toluene is recycledProcessing of waste solvent -158 -121

Sub-total 8,548 6,545
Reduced CO2 emission 7,310 5,597

Table 9. Economic effect of company D and E (Unit : 10 thousand won)

Company Content 2010 2011 Etc.

Waste 
emission D

Disposal cost for incineration  242   186

Reduced cost that waste solvent 
were incinerated

Recovery cost for energy -117 -88
Disposal cost for processing -21 -16
Sub total  105   80

Waste 
recycling E Purchasing cost of reduced toluene 1,486 1,138 Reduced cost that waste toluene 

is recycled
Reduced cost 1,591 1,218

E사는 톨루엔구매비용(Ep,tol)을 고려하였으며, 산정식은 다음

과 같다.

Cost analysis of company D = Ed,i,ws - Ed,p,ws - Ere (51)
Ed,i,ws = Qd,i,ws × Ud,i,ws (230 won/kg) (52)
Ed,p,ws = Qd,i,ws × Ud,p,ws (20 won/kg) (53)
Ere = Qd,i,ws × Ure (111 won/kg) (54)

Cost analysis of company E = Ep,tol (55)
Ep,tol = Qp,tol × Up,tol (1,410 won/kg[11]) (56)

상기 계산식을 적용하여 Table 9와 같이 경제적인 측면을 

분석한 결과는 2010년에는 1,591만원, 2011년에는 1,218만원

이 저감되는 효과를 나타냈다.
각각을 살펴보면, D사는 E사에 재활용 위탁 처리함으로써, 
2009년 105만원, 2011년 80만원을 저감하였다. E사는 폐유기용

제(폐톨루엔)를 수거하여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여, 2010년에는 

1,486만원, 2011년에는 1,138만원을 저감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A사와 D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자원의 사례

를 들어, B사, C사 및 E사와 폐기물 자원순환에 따른 탄소배

출량 평가와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방식과 달리, 탄소

배출량은 전과정평가 개념으로 도입하여, 원료생산 및 소각과

정에서의 탄소배출량과 소각 시 발생되는 여열회수에 의한 탄

소배출량을 고려하였다.

A사와 B사 및 C사와의 폐기물 자원순환에 따른 탄소배출

량 저감효과는 2009년에는 1,070 ton이, 2010년에는 1,234 ton
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인 저감효과는 2009년에는 6.6억원, 
2010년에는 7.6억원으로 나타났다. D사와 E사간의 폐기물 자

원순환에 따른 탄소배출량 저감효과는 2010년에 7.3 ton, 2011 
년에 5.6 ton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인 효과는 2010년에 1,591 
만원, 2011년에 1,218만원이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많은 국내 기업들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는 폐기물 자원순환에 대한 환경성 및 경제성평가와 이의 산

정방법에 있어서 표준화된 방법들의 부재로 인해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어떤 종류의 

폐기물자원이 발생되어지고 얼마나 많은 양의 폐기물자원이 

기업들 간에 어떻게 재이용 및 재활용되어지는가에 대한 평

가들도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업들 간의 폐기물자원 순환에 

대한 탄소배출량 산정방법과 경제성 평가방법은 국내의 표준

화된 평가방법을 구축 및 제시하기 위한 기초적인 평가 자료

로 활용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기업 간 폐기

물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들도 세워져야 

할 것이며, 국내 기업 간 폐기물 자원순환이 효율적으로 이루

어질 수 있는 방안과 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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