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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제조는 사용 후 제품을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신품의 성능수준으로 복원하는 방법으로 물질 재활용에 비하여 자원에너지 절감효

과가 높고 환경부하가 작아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고부가가치 자원순환방법이다. 재제조를 통한 자원순환은 최근 이

슈가 되고 있는 자원수급 불균형 및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제조의 특성 및

효과를 고찰하고,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해외 주요국의 재제조산업 현황, 기술수준, 제도 등을 비교, 분석하여 문제

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재제조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 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재제조산업, 자원순환, 시장규모, 자동차부품, 토너카트리지

Abstract

Remanufacturing is a series of industrial process by which retired or non-functional products are restored to a like-new con-

dition. The remanufacturing industry provides much more economical and environmental benefits in view of significant mate-

rials and energy savings than existing material recycling way. It also has an effect on the substitute of natural resources, and gives

the opportunity of high employment creation due to its highly labor intensive work. This paper thus presents the features of

remanufacturing and its various benefits, and current status of domestic and overseas remanufacturing industry including USA,

Europe, Japan and China. Furthermore, three major tasks for promoting the remanufacturing industry in Korea have been pro-

posed based on the analysis of remanufacturing activities, technologies and related system in advanced countries. 

Key words : Remanufacturing industry, Resource recycling, Market size, Auto parts, Toner cartridge.

 

 

1. 서 론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금세기 주요 이슈로 떠오

르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인구증

가, 식량, 고용, 교육, 천연자원고갈, 에너지 소비, 지구온

난화,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증가 등 범지구적 당면과제들

이 제기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필요성에 대한 전 세계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1)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최근 다양

한 시각으로 많은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자원이용 효

율화 측면에서는 저비용 고효율 자원순환방법인 재제조

가 이러한 문제해결의 우선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

다. 특히, 자원확보를 위한 국가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제품 전과정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됨으로써 자원순환

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소비

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0위2)의 에너지 다소비

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저비용 고효율적 방법의 자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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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을 통한 자원확보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다.

자원순환(Resource Recycling)이란 각종 제품의 생산

공정을 통해 발생하는 공정스크랩이나 사용 후 제품을

재이용(Reuse), 재제조(Remanufacturing), 물질재활용

(Material Recycling) 등을 통해 산업원료나 부품, 제품

으로 재생산하는 것을 말한다(Fig. 1). 이 중 물질재활

용은 사용 후 제품 또는 공정스크랩을 파쇄, 분쇄, 용해

등을 거쳐 소재 및 부품의 원료로 재생산하는 것으로서,

재제조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많고, 소요 비용이 높다

는 단점이 있다. 재이용은 간단한 수리 또는 세척을 통

해 동일한 용도로 다시 사용하기 때문에 자원 및 에너

지 절감 측면에서 가장 효과가 뛰어나지만 신상품으로

서의 효과 또는 가치를 누릴 수 없다. 반면 재제조는

사용 후 제품을 비파괴 분해, 세척, 검사, 보수조정, 재

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수준으로 복원

하기 때문에 에너지 및 자원 절감 효과가 물질재활용에

비해 훨씬 우수한 효율적인 자원순환방법이라 할 수 있

다.3) 기존의 물질재활용 프로세스에서는 (사용 후)제품

을 분해·선별·용해하여 다시 원료나 부품으로 재가

공하는데 에너지, 자원이 소모되지만, 제품 또는 부품상

태의 리싸이클링 형태인 재제조를 하게 되면 용해하거

나 부품으로 재가공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나 자원을 절

감할 수 있다.3)

특히, 재제조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제품들이 신제품

생산에 비해 에너지 및 자원절감효과가 80% 이상인 것

으로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8) 또한, 한 분야의 산업으

로써 재제조산업이 활성화 되면 고용창출 효과와 수출

산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6) 그러나

국내 재제조산업의 현실은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 대부

분이 중소규모의 영세한 업체로 형성되어 있으며, 기술

수준, 품질수준 및 시장규모가 미국, 독일 등과 같은 재

제조 선진국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또한 재

제조산업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이 산재한 실정

이다. 이러한 장애요인들을 조사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재제조산업 활성화의 시금석

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재제조 산업의 현황, 기술

수준 그리고 제도 등을 해외 선진국과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국내 재제조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재제조의 특성 및 효과

2.1. 재제조의 특성

재제조(Remanufacturing)란 사용 후 제품을 체계적으

로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조정, 재조립 등 일

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

드는 것을 말하며, 재제조 과정은 Fig. 2에 나타낸 바

와 같이 크게 5단계로 나누어진다.7,8)

첫 번째 단계는 회수된 코어(Core, 성능저하 또는 고

장으로 인해 소비자가 폐기한 사용후 제품)를 재제조

공장에서 완전히 분해하는 단계이며, 두 번째 단계에서

는 분해된 부품들을 세척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부

품들의 성능(사용가능여부) 검사를 거쳐서 분류하며, 네

번째 단계에서는 신제품 수준의 성능을 갖도록 수리, 조

정하거나 수리가 어려운 경우 신부품으로 교체한다. 다

섯 번째 단계는 원래 제품으로 재조립하며, 재조립된 제

품은 최종성능 검사를 한다. 

Fig. 3은 공정측면과 특성측면에서 재제조와 수리

(Repair)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8) 그림에

Fig. 1. Comparison between reuse, remanufacturing and material recyc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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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 바와 같이 재제조는 어느 특정 부분의 결함문제

만 해결하는 수리와 달리 신제품과 같은 수준의 품질과

성능을 보증하는 것은 물론이며, 수리에 비하여 훨씬 높

은 기술 수준(재제조가 되고 있는 시점의 최신 기술 활

용)을 요한다. 

이상과 같이 재제조는 신제품 생산과 비슷한 일련의

제조공정 및 기술을 필요로 하고, 제품의 품질관리를 우

선으로 하는 생산공학적 과정으로서 재이용과 재활용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재제조는 재제조업체와 원제조업체의 관계에 따라 독

립 재제조(Independent Remanufacturing), 위탁 재제조

(OEM Remanufacturing) 그리고 통합 재제조(Integrated

Remanufacturing) 등 3가지로 분류된다. Table 1은 재

제조 유형별 특징을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독립재제

조는 재제조업체가 원제조업체와 협력 관계없이 독자적

으로 재제조를 실시하는 경우로 재제조에 필요한 제품

정보를 원제조업체로부터 구할 수 없으므로 신품에 비

하여 품질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탁재제조는 재

제조업체가 원제조업체와 제한된 범위에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재제조를 실시하는 경우이다. 즉, 재제조에 필요

한 제품정보 및 부품을 제한적으로 원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생산하는 경우이다. 반면, 통합재제조는 원제

조업체가 신품제조라인에 직접 재제조라인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재제조업체가 원제조업체의 일부로서 또는

아주 밀접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재제조를 실시하는 경

우이다. 재제조에 필요한 제품 정보를 모두 얻을 수 있

으므로 신품과 동등한 수준의 품질을 가진 재제조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설명한 재제조 유형별 특성에 따라 생산된 재제

조제품의 가격을 유럽에서 생산되는 교류발전기를 예로

살펴보면, 신품 대비 독립 재제조제품의 가격이 1/5 수

준으로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합 재제조제

품의 가격이 독립 재제조제품에 비해 2배 이상으로 형

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Fig 4).12) 하지만 제품

Fig. 2. The five key steps of remanufacturing.

Fig. 3. Differences between remanufacturing and repair with respect to processes and product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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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별, 제조 메이커별 재제조제품 가격은 천차만별이

다. 예를 들면 독일의 LuK(사)에서 생산되는 재제조

클러치는 신품가격의 80% 이상 가격으로 시판되고

있다.

2.2. 재제조의 효과

재제조는 환경적, 경제적 측면 그리고 고용창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적인 자원순환방법이다. 먼저 경

제적인 측면에서 재제조는 신품생산 시 투입되는 에너

지와 원재료의 대부분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신품

생산에 비하여 에너지와 자원소모량을 절감시킬 수 있

다. 자동차부품인 교류발전기(Alternator)와 시동전동기

(Start Motor)를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소모량을 비

교한 결과(Fig. 5), 재제조가 신품생산에 비하여 자원

과 에너지를 85∼90% 가량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8) 

Fig. 6은 신품, 재제조품 그리고 재활용품의 가치 보

존율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신제품의 가치(총

100%)는 재료비(15%), 인건비(45%), 에너지(10%), 설

Table 1. Types of remanufacturing

종류 특징 장점 단점

독립 재제조

(Independent remanufacturing)

ㆍ원제조업체와 협력없이 

독자적으로 재제조품 생산

ㆍ독자브랜드로 시장에 유통

ㆍ저렴한 가격

ㆍ넓은 사업영역

(다수 브랜드 취급)

ㆍ장비기술수준에 따라 품질편차

발생

ㆍ코어ㆍ재제조용 부품

(Inner parts) 조달이 어려움

ㆍ신품 정보부족으로 품질

향상이 어려움

위탁 재제조

(OEM remanufacturing)

ㆍ원제조업체와 협력을 통해 

재제조품 생산

ㆍ원제조업체로부터 제품

정보 및 부품을 제공받음
ㆍ고품질 경쟁력

ㆍ신품수준의 품질보증

ㆍ코어ㆍ재제조용 부품

(Inner parts) 조달이 용이

ㆍ원제조사 의존도 높음

ㆍ판로 제한

통합 재제조

(Integrated remanufacturing)

ㆍ원제조업체에서 직접 재제

조품 생산

ㆍ신품과 동일한 물류체계를 

통해 재제조품 유통

ㆍ사업영역이 제한적

 (자사 브랜드만 취급)

Fig. 4. Price comparison of alternators breakdown of average

unit prices (in Euro) quoted by type of provider(2007).

Fig. 5. Comparison of material and energy consumption for manufacturing and re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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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비구축·사용(30%)로 구성된다. 사용후 제품을 재

제조하여 생산된 재제조품은 신제품에 포함된 잔존가치

(85%)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총 15%(재

료비 3%, 인건비 5%, 에너지 2%, 설비/장비구축·사

용 5%)만 투입하면 신품과 동일한 가치를 갖게 된다.

반면 재활용은 제품을 파쇄ㆍ용해하여 원료로만 사용하

기 때문에 신제품의 가치를 대부분 상실(92%)하고 오

직 재료로써의 잔존 가치(8%)만을 보유하게 된다. 다시

말해 재활용은 92%(인건비, 에너지, 설비장비 등)의 추

가 가치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만 신제품과 동일한 가치

를 회복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후 제품의 잔존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재제조가 재활용에 비해 경제적

인 측면에서 비용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1,9)

경제적 효과 이외에도 재제조는 환경적인 기여도 또

한 매우 크다. 재제조를 하게 되면 폐기물 발생량이 줄

어들게 되므로 매립 및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

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재제조를 통한 에너지 절감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의 발생

량을 줄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Fig. 7은 토너

카트리지를 대상으로 재활용과 재제조시 자원과 온실가

스(CO2)배출 저감효과를 비교한 결과이다. 재제조시에

는 제품에 포함된 자원의 97%를 재자원화할 수 있는

반면, 재활용은 70%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O2 배출량도 재제조가 물질재활용에 비하여 20% 이

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10) 이는 재활용시 사용 후 제

품을 원료물질로 만드는 과정(파쇄, 용융 등)에서 자원

손실이 발생하고, 에너지 투입량이 재제조에 비해 많기

때문이다.

한편 재제조품은 신품과 유사한 품질을 가지면서 낮

은 가격대(약50% 수준)를 형성함으로써 소비자의 제품

선택 폭을 넓힐 뿐만 아니라 지출비용을 줄여 소비자효

용(물가안정)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다. 또한 분해, 세척,

검사 등의 재제조 공정은 자동화가 곤란하기 때문에 고

용창출 효과가 우수하고 특히 퇴직자의 재취업과 유휴

인력 활용에 효과적이다. Lund(1996)에 따르면 재제조

산업은 매출액 10억원당 약 8명가량의 고용이 창출되

며,9) 이와 같은 비율은 국내 제조업 평균인 10억원당

3명보다 월등히 높으며, 노동집약도가 높은 섬유가죽제

품 업종의 7.8명과 유사한 수준이다(Fig. 8).11) 

이상과 같이 재제조산업은 자원 및 에너지 절감으로

인한 비용절감, 폐기물 발생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저

감, 소비자 지출비용 절감에 따른 물가안정 등의 효과

가 큰 산업으로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해서 재제조

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Fig. 6. Comparison of value preservation for new product,

remanufactured product and material-recycled pro-

duct9).

Fig. 7. Comparison of material amount reclaimed and CO2 emission between manufacturing, material recycling and

re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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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재제조산업 현황

해외 재제조 선진국은 경제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생산이 중단된 자동차를 저비용으로 유지보수

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제조를 도입하였으며, 적용분야

를 항공기, 전기·전자제품, 고가의료장비, 선박 등 다

양한 제품으로 확대해 왔다. 

Table 2는 자동차부품과 토너카트리지를 중심으로 재

제조 선진국(미국, 유럽, 일본)과 우리나라의 재제조

시장규모를 나타낸 것이다. 시장규모는 기존의 연구자

료,7,12,13,15) 관련협회가) 자료 및 관계자 면담을 토대로

추정하였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재제조산업이 발달된

국가의 경우에도 품목에 따라 현황파악이 어려운 소규

모 업체가 존재하고, 각 나라마다 재제조품에 대한 정

의와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시장규모를 파악하

는데 한계가 있어 실제 재제조 시장 규모와는 다소 차

이가 있을 수 있다. 

재제조 시장규모는 역사가 가장 오래된 미국이 63.5조

원으로 가장 크며, 독일과 영국을 포함한 유럽은 미국

의 1/3 정도인 21.2조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의

재제조 시장규모는 0.75조원으로 미국과 유럽에 비하여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가 미국, 독

일, 영국 등에 비하여 재제조 역사가 짧아 기술수준이

나 소비자의 재제조품에 대한 인식 등이 상대적으로 낮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1. 미국

100여년의 재제조 역사를 가진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는 달리 자발적인 시장수요에 따라 재제조산업이 발전

해 왔다. 미국에서 재제조산업이 활성화된 주요 원인은

첫째, 우리나라와 달리 차량검사제도가 자기책임이며,

차량 사용연수가 높아 자가정비가 활성화되어 있어 재제

조품의 수요가 높은 사회적 구조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둘째, 재제조품 생산을 위한 코어회수 및 유통구조가 체

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어 재제조 시장이 보다 원활하게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최근 들어 자동차 제작사에

서 품질보증 기한 내 부품 교환을 재제조품으로 사용하

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재제조산업 활성화의 주

된 요인 중의 하나이다.6)

미국의 재제조 시장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부품 재제조 시장 규모는 52조원으로 보수용 자동차부

품(시동전동기, 클러치, 교류발전기 등)시장의 약 42%

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자동차부품 재제조

시장의 성장률은 연 3.9%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12) 재

제조 업체수는 총 73,000여개이며 종업원수는 48만명

규모로 추정된다. 재제조 역사가 오래된 만큼 재제조 대

상 품목도 매우 다양하여 자동차부품과 프린터카트리지

이외에 항공기, 의료용품, 군수장비 등 미국 표준산업분

Fig. 8. Comparison of sales and employees by industry in

USA.

Table 2. Remanufacturing industry(automotive parts and toner cartridges) in major countries(2010)

구 분 미 국 유 럽 일 본 한 국

총 재제조 시장규모 63.5조원 21.2조원 1.4조원 0.75조원

 - 자동차부품 52.0조원 11.2조원 1.0조원 0.61조원

 - 토너카트리지 3.0조원 1.8조원 0.4조원 0.11조원

업체수 73,000여개 24,300여개 1,500여개 1,600여개

고용인원 48만명 16만명 1.8만명 1.1만명

재제조품 가격대 (신제품대비) 50∼75% 50∼85% 50∼70% 30∼60%

가) 미국 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APRA), 영국 재제조 및 재이용 센

터(CRR),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한국프린터&카트리지재

제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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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체계상의 84개 제품이 재제조 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6) 

미국 재제조산업의 특징 중의 하나는 원제조 업체가

재제조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Ford, GM 등이 공식적으로 재제조품을 생산ㆍ판

매하고 있으며, Xerox는 복합기를 통합재제조하고 있으

며, 토너카트리지를 위탁(OEM)재제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제조업체의 재제조 참여가 소비자에게 재제조품

의 품질에 대한 신뢰를 높여 준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어 시장 가격이 신품대비 50∼75% 정도로

높게 형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랙 앤 피니언 스티어링 기어, 자동트랜스미

션 및 디젤엔진 등 고가품목의 수요가 상승하고 있으며,

전통적 재제조품인 교류발전기 및 시동전동기의 꾸준한

수요로 미국의 자동차 재제조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

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 교체(Prime replacement)단계나)

에 있는 자동차의 증가 또한 재제조 시장을 견인할 것

으로 보인다.12)

3.2. 유럽

영국은 유럽국가 중 재제조산업이 가장 먼저 활성화된

국가로 Lucas社가 최초로 재제조 기술을 도입하였다. 독

일의 경우는 Volkswagen社가 1947년에 그리고 Bosch

社가 1970년대에 재제조사업을 시작하였다.6) 유럽의 재

제조 시장은 총 21.2조원 규모이며, 업체수는 24,300여

개로 약 16만명이 재제조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 재제조 시장의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의 경우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형 완성

차업체들이 자동차 부품 재제조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Daimler Benz, BMW, Daimler Crysler 등은 자사의

재제조 프로그램을 통해 150여개의 자동차 부품을 재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

유럽의 자동차 재제조 시장의 부품별 점유율은 Fig 9에

서 보는 것과 같이, 교류발전기, 시동전동기가 50%이상

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애프터마켓에서 신품

및 중고품보다 재제조부품의 시장 점유율이 높게 나타

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유럽내에서 수거된 코어

중 재제조가 가능한 코어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엑슬샤프트이며, 에어드라이어, 트랜스미션 등의

순으로 파악되었다(Table 3).12)

재제조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영국의 전체 재제조

시장규모는 약 1.9조원이며, 프린터카트리지와 자동차

부품 분야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약 63%를 차지하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Fig. 10). 자동차 재제조 부품 시

장은 0.5조원 규모로 전체 재제조 시장의 23.7%를 보

이고 있으며, 특히 엔진(43.7%)과 구동장치(24.7%)가

자동차 부품 재제조 시장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Fig. 9. Percentage share breakdown of annual remanufacturing volume by component type.

Table 3. Remanufacturable cores presented as a percentage of total recovered cores

코어 종류 재제조 가능 코어 비율(%) 코어 종류 재제조 가능 코어 비율(%)

클러치구동판 71.3 교류발전기 86.2

클러치커버 79.8 스프링 브레이크 액츄에이터 89.8

에어 컴프레서 80.2 트랜스미션 93.2

엔진 84.7 에어 드라이어 95.2

시동전동기 85.8 액슬샤프트 98.8

나) 자동차 부품이 주로 교체되는 시기로 엔진의 경우 차령 7-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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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5) 승용 자동차 재제조분야에서의 주요 기업으로

Lynwood, Caterpillar, Cosworth, Ivor Searle, Mitchell

Cotts, Autocraft 등이 있으며, 생산되는 재제조품의

58%가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건설장비, 응급차량, 농

기계, 군사용 차량 등 상용 자동차 재제조분야는 OEM

이 재제조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기업으로

Caterpillar, Vickers, Cummins, John Dere, Deutz, Scania,

Volvo, APRO 등이 있다.12)

유럽 재제조산업의 특징은 재제조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먼저 공

급망 내의 가치흐름상에서 최상위에 있는 완성품 업체

가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한 권리를 취하는 불공정

경쟁을 제재하여 재제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

하는 BER(Block Exemption Regulation)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완성차 공급망 내에서 협력업체에게 자

유로운 구매 및 판매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원제조사가

재제조사를 포함한 독립 사업자(Independent Operator)

에게 수리, 유지보수하는데 필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하

도록 의무화하였다.16) 이를 위해 완성차 업계가 생산하

는 부품에만 부여되었던 보수용 순정부품(Original

Spare Parts)이란 정의를 ① 완성차업체가 제조한 보수

용 부품, ② 부품협력사의 부품으로써 완성차업체의 유

통망을 통해 판매된 부품(이때 부품협력사가 자사로고

를 부품에 표시하기를 원할 경우, 완성차업체가 이를 제

한할 수 없음), ③ 부품협력사가 제조하여 자사로고를

부착하고 독립 애프터마켓에 판매한 기술적으로 순정품

과 동일한 부품 등 3가지로 정의하고 있다.16) 

Fig. 11은 BER의 적용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의무를 나타낸 것으로, BER 제도하에서는 재제조제품

의 잠재적 생산자인 부품공급업체와 OEM 부품공급업

체는 재제조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데 제약을 받지 않

으며, 오히려 완성차 업계로부터 부품에 대한 기술정보

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BER 제도는 당초

2002년부터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으

나 최근 들어 2013년까지 연장되었다.17)

BER 제도와 함께 유럽에서는 재제조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와 가이드라인을 개발·시행중이다. 독일의

경우 자동차 부품에 대해 ISO 9000/9001, VDA(독일

Fig. 10. Proportion of each sector associated with remanufacturing industry in UK.

Fig. 11. Rights and obligations in BER(Block Exemption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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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기술자협회) 6.1 및 ISO/TS 16949:2002규정

에 의한 공정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법

에 의거하여 재제조품의 경우 최소 1년의 품질 보증기

간을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은 제조 기준(BS: British

Standard)에 해체와 사용이후(End of life)에 관한 규정다)

을 강화하면서 제조 시 재제조를 고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3.3. 일본

일본의 재제조 시장규모는 1.4조원으로 미국과 유럽

에 비하여 소규모이지만 “자동차 리사이클법(2002)”을

비롯한 자원순환형 사회 형성을 위한 각종 제도가 제

정·시행되면서 급성장하는 추세이다.18) 자동차부품의

경우 1,100여개 업체에서 약1조원 규모(보수용 자동차

부품시장규모의 4~5%)의 재제조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카트리지는 400여개의 재제조업체에서 4천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에서도 Toyota, Honda, Nissan 등 주요 완성차

업체가 자동차 부품을 재제조하고 있으며, Canon,

Ricoh 등과 같은 전자업체도 토너카트리지 등의 재제조

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재제조품 등 재활용부

품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이용촉

진을 위하여 ① 재사용ㆍ재활용부품의 정의, ② 정비업

체가 재활용부품 주문시 재활용부품생산업체에 알려야

할 정보, ③ 재활용부품 생산 관련 정보, ④ 재활용부품

이용시 소비자의 점검 사항, ⑤ 부품의 보증 기간, 보증

내용, ⑥ 정비업체가 재활용부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공

지할 사항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3.4. 중국

중국은 최근 재제조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이 확

대되면서, 신흥 거대 재제조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재제조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법인「순환경제촉진

법」을 2008년 8월 제정하여 재제조 지원을 위한 국가

의 역할, 재제조제품의 품질기준, 재제조제품 표시 및

양벌규정 등을 법 조항에 명시하였다. 중국 정부는 법

제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재제조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국무부는 폐전기기

계 제품에 대한 재제조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문서

No.21, No.22를 2005년 6월에 발표하였으며, 11개 관

계부처 합동 Opinion 발표(’10.5)를 통해 국가경제발전

을 위한 방향으로 재제조산업 육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무원에서는 2010년 10월 7대 전략적 육성산업에 재

제조산업을 포함시켰고, 2011년 8월에는 2030년까지의

전략적 재제조 기술개발 로드맵을 발표한바 있다. 이처

럼 법 제정과 각종 지원 정책은 중국정부의 재제조산업

을 육성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로 볼 수 있다.19)

앞서 살펴본 재제조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

발전개혁위원회는 트랜스미션, 엔진, 시동전동기, 컨버

터, 발전기 등 5개 자동차 부품에 대한 재제조 시범사

업을 Shanghai-Volkswagen, FAW 등 14개 기업을 통

해 2008년 시작하였으며, 특히 연간 30,000대(400억원

규모) 처리 시설을 구축하는 Engine Re-manufacturing

Project가 주요 사업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12) 2009년

에는 산업정보기술부에서 재제조 시범사업을 35개 기업

으로 확대하면서 재제조심포지엄, 재제조엔진박람회 등

을 개최하였다.19)

또한, 중국 정부는 재제조기업이 스크랩 수집 업체로

부터 5개 타입의 동력전달장치(Power train)를 매입하는

것과 무허가 기업으로부터 코어를 회수하여 재제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재제조제품의 품질기준을 신품 기준

과 유사하게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였으며, 재제

조제품의 투명한 유통구조를 형성하기 위하여 재제조기

업이 소비자에게 직접 재제조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

하였다.12)

4. 국내 재제조산업 현황

우리나라의 재제조산업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

장규모가 0.75조원으로 미국, 유럽 등에 비해 매우 작

고 재제조 대상도 자동차부품(0.61조원)과 토너카트리지

(0.11조원)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재제조 업체 현

황(Table 4)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재제조 업체가

1,600여개로 파악되나 일부 업체를 제외하면 상대적으

로 품질이 낮은 재제조품을 생산하는 소규모 업체가 대

부분이다. 

Table 4는 2010년 재제조 관련 협회라)의 조사를 바

탕으로 분석한 국내 재제조 업계의 고용인원 분포를 나

타낸 것이다. 1,600여개의 재제조 업체 중 상시 근로자

가 50인 미만인 업체가 99%에 달하며, 5인 미만 업체

다) 기준번호 : BS 8887_Design for Manufacture, Assembly, Dis-
assembly and End of Life(MADE)

라)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한국프린터&카트리지재제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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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재제조 업

체들이 소규모 영세업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300여개의 자동차부품 재제조 업체의 90% 이상이 연

매출 1.5억원 미만이며, 절반 이상이 재제조품뿐만 아

니라 신제품과 중고품을 동시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현재 국내 업체가 재제조만으로 안정된 사업

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된다. 

국내 재제조 업체의 지역 분포(Table 5)를 살펴보면,

전체의 47%가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이는 재제조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인 코

어발생과 재제조품의 수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적으로 재제조 사업은 원료가 되는 코어를 얼마

나 안정적으로 수집하는지와 어떠한 방식으로 판매하는

지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재제조 제품은 품목

별 특성상 상이한 유통구조를 가지는데 자동차부품의

경우 대부분의 업체가 도소매 업종으로 분류되어 소비

자가 부품 구입시 코어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수거 또는

폐차장 등에서 구매하며 재제조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

을 공업사 또는 카센터에 판매하고 있다. 토너카트리지

의 경우에도 판매와 동시에 코어를 회수하거나 또는 구

매하고 있으며 정부조달과 같은 대규모 판매 이외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1:1 판매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카

센터와 같은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게 되면 유통마진이

커지게 되며 인터넷을 통한 1:1 판매방식은 일정한 판매

규모를 유지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코어수집도 용이하

지 않아 수익발생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재제조산업에 있어서 후발국가인 우리나라는 재제조

산업 육성 제도를 마련하여 재제조산업 발전을 위한 노

력을 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

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5년)을 통해 재제

조품 품질인증(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자금지원(

제23조의4), 우선구매 요청(제22조제2항) 등 재제조산업

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를 명시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정부차원에서 재제조품의 품질을 인

증하는 국가품질인증제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시행중

에 있으며, 앞서 언급한 해외의 재제조 품질관리와 관

련 제도들과 비교할 때, 매우 적극적인 산업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품질인증대상 재

제조 품목은 교류발전기, 시동전동기, 등속조인트, 에어

컨컴프레셔 등 4개 품목이며, 지식경제부는 향후 클러

치 커버, 터보차저, 디젤 인젝터, 로어 컨트롤암, 브레이

크 캘리퍼, 쇽 업소버 등 품질인증 대상품목을 지속적

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품질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제품에 버금가는 높

은 수준의 제품심사 및 공장심사를 거쳐야 한다(Fig. 12).

제품심사는 기술표준원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해당 재

Table 4. Employment of domestic remanufacturing industry (단위 : 개소)

구분 5인 미만 5인∼10인 10인∼50인 50인∼100인 100인 이상 합계

자동차 부품 956 234 155 1 - 1,346

토너카트리지 2 89 154 3 2 250

합계 958 323 309 4 `2 1,596

Table 5. Regional distribution of domestic remanufacturing industry (단위 : 개소)

구분 서울 경기 전라 경상 인천 충청 대구 광주 강원 부산 대전 울산 합계

자동차 부품 230 324 149 149 124 108 86 84 38 34 24 12 1,362

토너카트리지 115 85 7 3 13 7 3 3 3 3 7 2 251

합계 345 409 156 152 137 115 89 87 41 37 31 14 1,613

Fig. 12. Procedure of national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for remanufacturing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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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품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기술

표준원이 고시하는 모든 품질성능기준(출력, 소음, 진동

등)에 적합한 시험결과를 받으면 제품심사를 통과하게 된

다. 공장심사의 경우, 품질경영, 자재관리, 공정관리, 제조

설비 관리, 제품 생산관리,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현장실

사를 통해 일정수준 이상이면 합격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품질인증제도는 대상품목

이 제한적이고 대중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재제조품

의 유통 확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12년 5월 현재까지 재제조품 품질인증을 취득한 업

체는 5개에 불과하다.

5. 국내 재제조산업의 문제점 및 발전 방향

5.1. 국내 재제조산업의 문제점

미국 및 유럽 등의 해외 재제조 선진국 및 국내 재

제조산업에 대한 시장규모, 주요 재제조품목, 특징 및

관련정책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재제조산

업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재제조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많은 소비자들이 재제조품을 인식하지 못하거

나 품질을 신뢰하지 못해 매우 소극적으로 구매하고 있

다. 경쟁대상인 신제품이 체계적인 유통구조와 A/S를

제공하는데 반해 재제조품에 대해서는 A/S가 가능한지

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은 실정이다. 미

국, 유럽 등 재제조 선진국은 재제조품의 A/S 시장점유

율이 약 40%에 달하는 반면 국내 주요 재제조제품의

A/S 시장 점유율은 12% 내외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소비자들의 재제조품에 대한 인식 및 신뢰부족으로 인

하여 재제조품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소비자가 재제조품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에는

신품에 준하는 고품질의 재제조품과 저급 재생품의 차

별화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다. 신제품

에 준하는 재제조품과 체계적인 공정을 거치지 않은 저

급 재제조품(재생품수준)이 시장에서 혼재하지만 일반

소비자는 품질의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고품질의 재

제조품이 저급 재생품과 동일하게 취급해버리며 이는

품질에 관계없이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하게 하여 고품

질의 재제조품을 생산하는 업계의 품질관리 의지를 상

실하게 만든다. 신제품과 대비할 때 재제조품의 가격은

미국, 일본 등에서는 50~80%에 육박하는 반면 우리나

라는 30~60%에 불과하여 일부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

는 업체마저도 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품질보다는 가

격경쟁에 몰두하게 됨으로써 업계의 자체적인 시장 활

성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소비

자에 대한 홍보부족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

셋째, 국내 재제조산업 현황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국내 재제조 업체의 영세성은 재제조산업 성장 가능성

을 위축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영세성은 저수익성, 저

품질, 오염발생, 낮은 기술력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

다. 재제조는 일반적으로 고품의 체계적인 회수를 통해

분해, 세척, 검사, 보수, 조정, 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신제품과 동등한 수준의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

한다. 그러나 국내의 재제조 업체들은 불량품 여부를 진

단하거나 최종 제품의 성능과 내구성을 시험할 때 시험

기기를 이용하지 않고 육안으로 검사하는 수준에 그치

고 있는 업체들이 많은 실정이다. 또한 폐수처리, 대기

오염 방지 등 환경규제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

지 못하는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정

부의 재제조산업 진흥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우려

가 있다.

 

5.2. 국내 재제조산업 발전방안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국내 재제조산업의 문제점

들을 해결하고 재제조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이 주요 3가지의 재제조산업 발전방안을 제안한다. 

(1) 재제조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확보

재제조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비자

들의 재제조품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국내 재

제조산업의 문제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는

재제조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부족한 실정이다.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현재 자동차부품

위주의 재제조 품질인증 대상품목을 전기전자제품, 화학

촉매, 특수기계 분야 등으로 확대하여 재제조품의 품질

향상을 유도해야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재제조품을 사용

시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체계적인 유통시스템을 구축하

고 A/S 처리체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

다. 이와 더불어 정부, 재제조업계, 민간단체들이 서로

연계하여 품질시연회, 정책공모 등의 캠페인을 통하여

품질인증을 취득한 재제조품의 이용확대 및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2) 재제조 시장 확대

일련의 재제조 공정을 거쳐 신품 수준의 성능을 가진

고품질의 제제조품이 시장에서 그 가치를 평가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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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저품질의

재생품과 품질인증을 취득한 고품질의 재제조품이 차별

화 될 수 있는 시장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먼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이 보유한 차량수리

나 토너카트리지 교체시 품질인증 재제조품을 우선적으

로 활용토록 유도하는 등 공공부문에서의 재제조품의

이용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

근 국내 자동차보험에는 보험수리시 품질인증 재제조품

을 사용한 경우 해당 신품 가격의 20%를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중고부품(친환경부품)사용 특별약관

이 포함된 상품이 도입되었다. 따라서 재제조 시장 확

대를 위해서 소비자 및 정비소 등을 대상으로 관련 보

험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완성

차 업계의 차량 단종후 부품공급 의무기간(8년) 이후의

부품 공급시 품질인증 재제조품으로 공급대체가 이루어

지도록 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3) 중소 재제조업계 기술 역량 강화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 국내 대부분의 재제조 업체는

중소규모의 열악한 영세한 기업이 대부분이다. 이로 인

해 기술인력 수급 애로, 기술력 미흡 및 재제조 공정관

리능력 부족 등이 초래되어 재제조산업 활성화 저해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규모의 재제조기업

을 대상으로 재제조품 품질향상 및 공정개선을 위한 재

제조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업계에 필수적

인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재제조 관련 전문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해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중소 재제조업계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전문 연

구기관이 보유한 품질시험장비를 중소 재제조 업체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생산되는 재제조품

의 품질향상과 품질인증 취득을 유도할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국내 재제조산업 발전 방안이 이행되었

을 때 자동차부품, 토너카트리지 및 유망 대상품목을 포

함한 국내 재제조산업의 시장전망을 Table 6에 정리하

였다. 시장규모는 ① A/S 제품시장에서 재제조품의 점

유율 확대, ② A/S 제품시장규모 증가율 연간 3.0%(미

국 3.9%)를 고려하여 추정하였다.) 그 결과 2020년 국

내 재제조 시장은 약 5.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2010년에 비하여 약 7.5배 이상 확대 될 것으로 예상

되었다. 따라서 재제조산업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신성장 산업으로서 그 가치가 매우 클 것

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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