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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overcome the ecosystem-crisis of resource depletion and climate change, we should maintain and develop a 

'Sustainability' of our society.
'After-market' is defined like this : any market where customers who buy one product or service are likely to buy a related 

follow-on product. This is related to a automotive, electric and electronic, and remanufacturing industry.
'After-market' will be helpful for reuse and recycling of resources aspects, cost and economic efficiency, low-carbon, 

climate protection, and new industries and job creation effects, 
To promote 'After-Market', we need to guarantee the quality of products. In this regard, we refer and introduce  a new 

standard, for example, BS8887, PAS141 and ISO20245 etc. 
In order to promote 'After-Market', first of all, product quality assurance and safety must be demonstrated in the process of 

reuse. Second, many aspects of a device that protects the rights of consumers to be provided. And third, the related laws and 
standards should be reviewed. Finally, original manufacturer's awarenes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resource 
conservation and government's institutional support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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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자원고갈과 기후변화 등 지구 생태계의 위기와 대량

생산과 대량소비로 특징지어지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구촌 사회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 자원을 절약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방식을 찾아내야 하는 절박한 상

황에 놓여 있다. 

1992년의 ‘리우선언’과 21세기를 앞두고 실천해야 

할 ‘의제 21’의 내용을 거론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지키고 있는지 항상 자문해 봐

야 하며, 현재 우리의 산업과 경제와 생활양식이 제대

로 가고 있는지 진단해야 한다. 또한 애프터 시장에 대

한 논의는 산업발전론의 관점에서 제기되어 왔지만, 
그 근원은 자원의 재이용과 재활용 측면, 비용대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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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효율성, 저탄소를 통한 기후보호 효과, 새로운 산

업과 고용 창출 효과 등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

서 재조명하고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애프터 시장’(Aftermarket)이라 하면, ‘물건이나 

서비스 판매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팔고 난 그 다음에 형

성되는 새로운 시장’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를 구입하여 설치한 사람은 후에 소프트웨어 지원서비

스를 위한 애프터시장을 형성하게 된다. (Wikkipedia 
dictionary) 

After-market : any market where customers 
who buy one product or service are likely to 
buy a related follow-on product. For example, 
customers who install a software package will 
constitute an after-market for software support 
services.

‘애프터 시장’에 대해 국내의 용어사전에서는 이렇

게 정의한다. ‘물건을 팔고 난 다음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수요에 착안, 이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견해. 
즉 가전제품의 애프터서비스, 자동차․자전거의 수

리, 가옥의 보수․관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수

요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소비자들이 절약의식을 

갖게 되면서부터인데 미국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가 

개발돼 하나의 산업분야가 되고 있다. 자동차 산업에

서 보면, 정비나 액세서리용품, 텔레매틱스, 중고차 매

매시장이 애프터시장으로 볼 수 있고, 프린트 제조업

을 중심으로 보면 잉크카트리지 판매나 유지보수사업

이 관련 애프터시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카메

라의 경우, 메모리나 부속장비, 디지털 인화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Maekyung dictionary)
애프터마켓(Aftermarket)이 있다면 당연히 비포마

켓(Beforemarket)이라는 개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비포마켓의 개념은 그리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사전적으로 보면, 소비자의 니즈(Needs)가 형성되기 

전에 제조자가 미리 즉 사전(before)에 시장조사를 통

해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여 시장에 내놓음으로서 

형성되는 ‘마켓’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출

고하기 전에 미리 기본적으로 장착해서 나가는 제품

군을 일컫는데, 소비자의 니즈가 형성되기 전에 이미 

자동차 회사에서 마켓조사를 하고 고객의 니즈를 확

인한 후 제조사가 임의로 장착하여 시장에 내놓는 경

우를 말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구 천연자원과 화석에너지가 

고갈되어가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신제품 시장의 무

분별한 성장과 대량생산에 대응하여 EU 등 선진국에

서 추진되고 있는 애프터마켓(판매후시장)에 관한 체

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애프터시장의 국내도입에 

따른 법적 제약, 시장에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적 장치 및 재 제조 제품을 통한 신시장 창출을 위한 

제품통합서비스화(PSS) 가능성 등을 조사하는 데에 

있다. 

2. 자료 및 방법 

2.1. 국내 현황 조사

2.1.1. 자동차 관련 시장

애프터시장에 대한 대표적 사례는 자동차 산업이

다. 산업마케팅 전문 연구 기관인 한국산업마케팅연

구소는 지난 2010년 11월 ‘한국자동차 애프터마켓 동

향과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KIMR, 2010) 이 보

고서에 따르면 2008년 자동차 애프터마켓 규모는 85
조 6천억원으로 2004년 이후 연평균 9.89% 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포마켓이 2004년 16조 8천
억원에서 2008년 21조 7천억원으로 연평균 6.55%, 
자동차보유대수가 2004년 1,483만대에서 2008년 

1,679만대로 연평균 2.98%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높

은 성장세다. 
2009년 미국 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2007년 

말부터 시작된 세계경기침제 영향이 직접적으로 내수

에 반영되면서 애프터마켓 규모가 전년대비 8.01% 감
소하여 78조 7천억원으로 위축되었지만, 2010년에는 

경기회복과 기저효과에 따라 2009년 대비 11.00% 증
가한 87조 3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산업마케팅연구소는 향후에도 6~7%대의 성장이 예

상되어 2015년 애프터 마켓 규모는 12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렌터카와 오토리스 분야의 성

장세가 주목되며, 중고차, 자동차 보험시장의 확대를 

예상했다. 
한국 자동차 관련 시장규모는 2008년 기준 총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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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3,406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Before-Market이 21
조 7,133억원으로 20.23%, After-Market이 85조 

6,272억원으로 79.79%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After-Market의 경우에는 주유와 부품 및 

내장품, 자동차 보험, 할부금융, 수리 및 세차, 중고차 

판매, 자동차 임대업만 포함한 수치이기 때문에 여타 

산업을 포함할 경우 100조원을 넘어 선 것으로 추정

된다. 
After-Market의 세부 시장별로 살펴보면, 2008년 

주유 시장이 41조 1억원으로 전체 자동차 관련 시장

의 38.20%를 점유하고 있으며, 부품 및 내장품 시장

이 11조 7,382억원으로 10.94%, 자동차 보험 시장이 

10조 9,371억원으로 10.19%, 할부금융 시장이 10조 

3,660억원으로 9.66%, 수리 및 세차 시장이 7조 8,899
억원으로 7.35%, 중고차 판매 시장이 2조 4,725억원

으로 2.30%, 자동차 임대 시장이 1조 2,234억원으로 

1.14%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2. 재제조 관련 시장

재제조(remanufacturing)란 제품의 수명이 다하여 

폐기 단계에 있는 사용 후 제품이나 부품을 회수하여, 
완전분해/ 세척/ 검사/ 보수 조정/ 신제품조립공정과 

같은 재조립 과정을 거쳐 본디 가지고 있던 제품의 기

능 및 성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제조방법의 하나이다. 
새로운 원료나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 후 제품이

나 부품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이 기존의 일반 

제조와 크게 다른 점이다.
미국의 경우 약 7만3천개의 재제조업체에 매출액

이 2005년 현재 약 530억불로 추정되며 연간 5천만개

의 1회용 코닥 카메라가 재제조되고 있다. 전세계적으

로 자동차 부품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으며, 토너카트

리지, 전기․전자, 의료, 군수용품 등에도 적용되고 있

다.(KIET, 2011) 우리나라는 자동차 부품(20여 품목), 
전기․전자 제품, 화학촉매 등에 국한되어 있으며, 대
부분 자동차 부품과 토너카트리지가 적용되고 있다. 

국내 재제조 제품 중 정부가 품질인증 대상으로 고

시한 품목은 등속조인트, 교류발전기, 시동전동기, 에
어컨컴프레서로 4개 품목이다. 자동차부품인 클리치

커버, 브레이크 캘리퍼, 쇽업쇼버, 로어컨트롤암, 터보

차저, 디젤 인젝터 등을 추가해 우선 10개 품목으로 

확대하려고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 기타 자동차부품, 
전기․전자제품, 산업기계 등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

이다. 
제제조는 고장․폐기․교환된 물건을 회수하여 신

제품과 같은 상태로 회복시키는 일련의 과정(Lund, 
2010)을 의미한다. 재제조는 신제품시장 및 중고시장

과는 다른 제3의 시장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재제조

(remanufacturing)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

는 분야로 주목 받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발전 상태가 

아직 미약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1.3. 재제조 산업 관련 법제도 현황

우리나라는 2005년 재제조 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적 근거가 확보되면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

한 토대가 마련되었으나, 재제조 산업의 수준은 여전

히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재제조 산업 육성에 관한 

규정은 2005년「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마련되었으며, 재제조

의 정의, 대상, 품질인증제도, 자금지원 등에 관한 내

용이 포함되어 있다. 근거 규정 마련 이후, 재제조 기

술 지원, 품질인증 추진 등을 통해 재제조 기술 및 품

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의 효과 등이 있었으나, 
재제조 산업 의 성장은 아직 느린 편이다. 국내 재제조 

산업은 대부분 자동차부품, 토너 카트리지 등에 집중

되어 있으며, 소규모 영세업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자동차부품의 경우 약 2,000개 업체가 있

으며, 매출 규모는 연 2,500억 원 내외로 추정된다. 
판매되는 재제조 부품의 반품회수율(불량률)은 

5~10% 정도이나, 재제조 기술 수준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30% 정도로 평가되고 있는데, 토너 카트리

지는 200~250개 업체가 있으며, 시장 규모는 연 820
억 원으로 추정된다. 최근에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컴
퓨터, 카메라, 가전 등 전자제품 분야에서도 재제조 시

장이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 재제조 산업은 대상 부문 및 시장 규모 등

에서 미국에 비해 매우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데, 재제

조 산업이 갖는 경제적․환경적 가치를 고려할 때 관

련 산업을 적극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재제

조품에 대한 무역장벽이 제거되어 국가 간에 자유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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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거래될 경우 미국, 유럽의 선진국 제품과 경쟁할 수 

있도록 재제조 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2.2. 외국 현황 조사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재제조의 역사가 70년에서 

100년 이상 지속되어 왔으며, 다양한 부문에서 재제

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각 나라의 재제조 현황을 살려 

보면 다음과 같다. 

2.2.1. 미국의 현황

미국은 재제조 산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로 1920년
대 자동차 부문에서 시작하여 이후 항공기, 선박, 기관

차, 건설중장비, 기계류, 전기기기, 의료기기, 사무용 

가구, 토너 카트리지, 전자제품 등 자본재와 내구소비

재 분야에서 관련 산업이 발전하여 왔다. 재제조 산업

의 규모는 연간 약 1,000억 달러로 추정되며, 7만 

5,000개의 재제조업체에서 5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Kripli & Joe, 2011) 재제조 산업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부문은 자동차부품이며, 2010년 매출 

규모가 약 400억 달러, 재제조업체 수가 5만여 개에 

달한다.(US DOC, 2011) 미국의 자동차부품 재제조 

규모는 전 세계 자동차부품 재제조 산업(850억~1,000
억 달러)의 4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2.2.2. 영국의 현황

영국은 1940년대 자동차부품에서 재제조가 시작되

었으며, 이후 잉크․토너 카트리지, 비동력 기계, 펌프 

및 압축기 등 10여 개 부문으로 확대되어 왔다. 전체 

재제조 산업 규모는 2009년 기준으로 약 12억 파운드

이며, 부문별로는 잉크․토너 카트리지가 4억 3,500
만 파운드로 가장 비중이 크고 자동차부품(2억 6,300
만 파운드)이 그 뒤를 잇고 있다.(Chapman, 2010) 최
근에는 미국과 영국 등에서 컴퓨터, 휴대폰, 가전 등 

전자제품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재제조 산업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2.2.3. 중국의 현황

신흥 거대시장인 중국도 재제조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중국은 현재 재제조 

산업이 형성 단계에 있으나,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관

심이 증대하면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현재 재제조는 일부 자동차부품을 중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업 규모는 20억 위안

(3,300억 원) 정도다. 중국 정부의 재제조 산업 육성 

정책은 2008년 14개 자동차부품 재제조 시범기업을 

선정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동안 교통안전 등의 이유

로 엔진, 변속기, 스티어링기어 등 중요 부품에 대해 

폐자동차 부품의 재제조가 금지되어 왔는데, 시범기

업 선정과 함께 이규제가 해제되면서 자동차부품 재

제조 산업 발전의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또한, 같은 

해 자원순환촉진법 (Circular Economy Promotion 
Law)이 제정되면서 재제조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등

이 마련된 한편, “국가 중장 기 과학기술발전계획 프

로그램”에 재제조 기술이 제조업 분야의 핵심 기술로 

포함되었다.(KIET, 2011) 
2010년에는 제12차 5개년계획(2011~2015)에 재

제조 산업 육성방안을 포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으

로써 재제조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

명하고 있다. 향후 중국 정부는 자동차부품 외에 건설

기계 분야도 적극 육성할 계획인데, 관련 부문에서 재

제조품의 시장점유율이 5%만 되어도 재제조 산업규

모가 400억 위안(6조 6,7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되고 있다. 

2.3. 국내 관련법 현황 조사

2.3.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등

재제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참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및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 가 있

다. 현재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에 재제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등에 대

한 자금 지원 규정은 있으나, 설비 투자에 대한 지원 

규정은 별도로 없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원재료의 일부 가치만 복원되는 재활

용에 비해 재제조는 가치의 상당 부분이 복원되므로 

재활용보다 더 환경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

서 투자세액공제 제도 적용의 논리적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재제조 산업은 자원 절감 및 탄소 배출 저

감 등 환경보전의 효과가 크므로 현재 시행 중인 환경

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재제조 산업에

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행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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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제도에 의해 현재 재활용시설에 대해서는 투자세

액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KNCPC, 2007) 그러나 재

제조 산업의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제도 역시 외

국 사례에서는 찾아 볼 수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 도입

이 되고 있지 않다.
현재 애프터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한데, 일반적으로 재제조 산업

이 안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제품의 품질 및 성능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재제

조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

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

보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제조품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환경친화적 산

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에 품질인증 규정

이 있으나, 품질 인증을 받지 않은 재제조품에 대해서

는 소비자보호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품
질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재제조품에 대해 재제

조임을 표시하고 재제조업체를 명기하도록 하며, 품
질보증기간 규정을 도입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미국은 

1998년 5월 연방거래위원회에서, 중국은 자원순환

촉진법 에서 재제조품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며, 독일은 소비자보호법에 재제조품에 대해 최소 1년
의 보증기간 규정을 두고 있다.  

2.3.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환경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에서 2006년 9
월 공동으로 입법예고하였으며 2007년 4월 27일 공표

하였다. 따라서 EU의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 제한

지침(RoHS) 및 폐가전처리지침(WEEE), 폐자동차처

리지침(ELV)를 모태로, 유해물질 사용제한과 재활용

가능률 준수, 재활용 정보제공 의무 부여, 전기․전자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회수․재활용 의무 부

여,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등의 역할 분담과 재활용 

방법 및 기준, 환경오염물질의 분리․보관과 처리․

재활용비용의 효율적 결정 등을 규정하는 자원순환 

촉진 법률을 만들게 되었다. 
이제 우리나라도 2008년 1월부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등 환경 유해물

질 사용이 제한되며,  폐자동차의 재활용율은 85% 이
상, 2010년부터 95% 이상 높여야 한다.  환경부는 이

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공표하였는데, 이 법에 의한 

환경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은 TV,냉장고,세탁기,에
어컨,컴퓨터,휴대폰,오디오 등 전기․전자제품 10종, 
승용차 및 3.5톤 미만의 승합차와 화물차 등이다. 또
한 환경유해물질 함유기준은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납, 수은, 6가 크롬, PBB, PBDE 1,000 mg/kg, 카드뮴 

100 mg/kg이고 예외 규정은 유럽 규제지침과 동일하

게 적용될 예정이다. 

2.4. 외국의 표준 현황 조사

2.4.1. BS8887

제품의 ‘제조, 조립, 분해 및 최종 단계 처리(MADE)
를 위한 디자인’ 규격인 BS8887은 2006.10.31일 제정

되었다. 이 규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SI, 
2006)

Tabel 1.  Contents of BS 8887-1:2006

 1 Scope 
 2 Normative references 
 3 Terms, definitions and abbreviations 
 4 Design process 
 5 Design brief 
 6 Design methodologies 
 7 Cost considerations 
 8 Industrial design 
 9 Detail design 
10 Requirements for assembly 
11 Life cycle considerations 
12 Requirements for verification
13 Documentation 
   Annexes 

BS8887은 제품 설계를 할 때는 반드시 부품생산

(part production), 조립(assembly), 분해(dis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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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회수/폐기(materials recovery/disposal), 부품재

가공(part reprocessing) 단계를 고려하여야 함을 강조

하고 있다. 

* DFX : all the “design for” approaches

Fig. 1. Terms of Design for all stages. 

BS8887은 디자인 업무(design brief)를 진행할 때

는 Tabel 2에서 나타내듯이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시

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시장의 요구(market need) - 시장 민감도, 예상매

출액, 가격, 경쟁, 기회

- 기술적 이행가능성(technical feasibility) - 원료, 
공정, 건강/안전, 리스크관리

- 서비스 가용성 (Serviceability) - 제품내 레벨 및 

관련 레벨 접근 용이성, 업그레이드

- 라이프 싸이클 (Life cycle) - 원료, 에너지소비, 오
염, 독성, 제품운영, recycle, reuse 

Tabel 2. Parameters for consideration in design brief

또한, BS8887은 디자인방법론(Design methodologies) 
관련해서 가장 바람직한 절차로 다음Fig. 2와 Fig. 3과 

같이 진행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Fig. 2. Application of best practice sequence in design 
methodologies.

Fig. 3. Stages in the life of a product including 3 routes.

BS8887은 제품의 제조, 조립, 분해 및 최종 단계 처

리를 위한 디자인 규격이어서 직접적으로 재제조 제

품이나 재이용제품의 품질규격으로 직접적으로 활용

하기는 어렵지만, 이 규격에서 제시한 요건을 최대한 

따른다면 애프터시장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는 

도구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4.2 ISO20245

중고상품(SHG)의 국경 간 무역 표준(Standard for 
cross-border trade of second-hand goods)인 ISO20245
는 현재 제정과정에 있다. 첫 번째 WD(Working Draft)
가 2011년 2월 회람되었고, 같은 해 3월 캐나다 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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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에서 ISO/PC 245 회의가 열렸다. 현재 논의 중인 핵

심 주제는 중고상품의 국경 간 무역에서의 책임성 문

제와 국제 협력 방안과 무역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윤

리적 측면을 확실히 하는 방법론 등이다. 현재 이 표준

은 규제나 적합성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의 성

격을 띠는 가이던스(guidance)형태로 개발이 추진되

고 있다. 

2.4.3. PAS141 

사용 후 및 폐기된 전기 전자 제품의 재사용 공정 

관리 규격인 PAS141는 2011년 재정되었다. 이 표준

은 사용 후 전기전자제품과 폐(waste)전기전자제품의 

재이용(reuse)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규격이다. 이 규

격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Tabel 3과 같다. (BSI, 
2011)

Tabel 3. Contents of PAS141

0 Introduction 
 0.1 Aims 
 0.2 Background 
 0.3 EEE, UEEE, WEEE and REEE 
 0.4 The preparing for reuse process 
 0.5 Safety of REEE 
 0.6 Certainty of use 
 0.7 Export for reuse 
1 Scope 
2 Normative references 
3 Terms and definitions 
4 Handling 
 4.1 Tracking 
 4.2 Segregation and storage 
 4.3 Protection 
5 Preparing for reuse 
 5.1 Visual inspection 
 5.2 Safety 
 5.3 Function 
 5.4 Data 
 5.5 Software 
 5.6 Disassembly 
 5.7 Repair 
 5.8 Cleaning 
 5.9 Classification of prepared equipment as REEE or WEEE 
6 Reuse 
 6.1 General 
 6.2 Reuse label 
 6.3 User information 
 6.4 REEE documentation 
 6.5 Description of REEE 
 6.6 Product warranty 
 6.7 Export for reuse 
7 Recycling/other recovery and disposal 
8 Operational management 
 8.1 Legal and other requirements 
 8.2 Permits, licences and other authorizations 
 8.3 Competence 
 8.4 Health and safety 
 8.5 Records and record keeping 

PAS141은 재이용(reuse)의 중요성에 바탕을 둔 폐

기물의 위계 분석을 기초로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
은 오염 및 폐기물 발생을 방지(prevention)하는 것이

고, 다음 단계는 재이용을 도모하는 것이며, 그 다음이 

재활용(recycling) 단계이다. 그 후 다양한 회수

(recovery)단계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폐기(disposal)
하는 방식이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Fig. 4와 
같다. 

Fig. 4. The waste hierarchy.

이에 따라 전기전자제품(EE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의 개념을 구분하여 UEEE, 
WEEE, REEE 단계를 Table. 4와 같이 설정하고 있다. 

Table 4. Summary of EEE, UEEE, WEEE and REEE 

WEEE 지침, 즉 폐기물, 전기 및 전자 장비에 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2003년 1월 27일부 지침 

2002/96/EC는 생산자와 유통자에게 “다시 수거” 및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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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용자, 처리시설에 정보를 제공하고 당국에 보고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WEEE 지침의 주요 목적은 

매립하는 WEEE 폐기물을 다음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감소시키는 데 있다. 이 지침의 효과는 다음과 같

다. 
   
- 소비자를 위해 수명이 다 된 장비의 생산자 재수

거 제도 무료 제공함.
- WEEE를 막고 복구 능력, 재사용성 및/또는 재활

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제품 디자인을 개선함.
- 다양한 등급의 WEEE의 복구, 재사용 및 재활용

을 위한 목표를 달성함.
- 수집 시설 및 가정으로부터 WEEE를 수집하는 별

도의 수집 시스템의 확립하고 준비함.
- 시장에 출시되는 신제품에 대한 금융 보증 제공 

등 생산자의 WEEE의 복구 및 처리를 위한 시스

템의 확립 및 자금 공급을 준비함.

본 지침의 부록 1A는 WEEE 지침의 적용을 받는 

제품의 영역은 다음과 같다. 

- 대형 가전제품

- 소형 가전제품

- IT 및 원격통신 장비

- 소비자 장비

- 조명 장비

- 고정된 대형 산업용 도구를 제외한 전기 및 전자 

도구

- 장난감, 레저 및 스포츠 장비

- 이식 또는 감염된 모든 제품을 제외한 의료기기

- 기기 감시 및 제어

- 자동 판매기

2008년 12월 새로이 개정된 WEEE는 이러한 제품 

범주의 수집 대상을 65%로 증가시키는 데 주요 목적

이 있으며, 새롭게 의료기기를 포함하는 것으로 Fig. 5
와 같이 제안되었다.

Fig. 5. An overview of the preparing for reuse process.

PAS141은 전기전자제품의 재이용에 대한 표준인 

바, 이를 잘 활용하면 재이용 제품 표지(label) 운용할 

수도 있고, 이들 재이용 제품을 동일한 품질 기준을 가

지고 국제적 무역을 통하여 더욱 널리 사용할 수 있고, 
소비자들의 품질 보증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어서 향

후 그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3. 결과 및 고찰 

애프터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과 에너지를 아끼고 기후변화를 방지하며, 지속가

능한 소비와 생산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Giuntini, 
2010) 또한 건전한 시장이 창출되고, 새로운 산업이 

자리잡게 되며, 고용 창출 효과도 크게 기대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창조경제'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기

도 한다. 
그러나, 사회적 필요가 있다고 하여 당장 관련 입법

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더욱 폭넓은 사회 각계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기존의 다른 법률과의 상충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BS8887, PAS141, 
ISO20245 등의 사례는 애프터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률 제정 이전에도 표준 제정 등을 통하여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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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식으로 자발적 제도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유럽사회에서의 표준은 특정 모범사례

(best practice)가 점차 알려지고 보급되면서 PAS→
BS→EN→ISO 순으로 표준이 발전해 간다. 이 프로세

스에서는 입법 절차 이전에 민간 부문에서의 자발적 

개선 노력이 상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애프터시장' 개념을 기반으로, 이러한 표

준을 적극 도입하고, 활용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제품

의 신뢰 제고를 통해 애프터시장이 더욱 활성화할 필

요가 있다.

4. 결 론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을 높이기 위하여 ‘애프터시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향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

켜나갈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결
론에 대신하여 애프터시장이 활성화하기 위한 몇 가

지 과제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애프터시장에서 통용되는 제품은 품질을 보

증하고 재이용 과정에서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의 재제조 제품 현황을 보면, 품질 인증 제품 

수가 적고, 저급 중고재생품과 우수 재제조품이 뒤섞

여 거래되고 있어 소비자 신뢰가 매우 낮은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12년 재제조 품질인증 대

상은 10개 자동차부품뿐이나, 이외에도 이미 가구, 복
사기, 가전 등에서 일부 재제조 제품이 유통되고 있어 

인증/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더 제기되고 있는 실

정이다. 또한 해외로 수출되는 중고제품의 안전성과 성

능보장을 위한 국제표준(ISO20245)이 현재 Working 
Draft 단계로 제정과정에 있는 바, 이에 맞춰 국내 중

고제품에 대한 품질 인증기준 마련 은 절실하다. 유럽

은 전기전자제품을 대상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재사용 

가능제품에 대한 품질기준 및 인증, 재사용 업체의 자

격 사항, 네트워크 정보망 구축 등 국제적인 프로그램

(CERREC: Central Europe Repair & Re-use Centres 
and Networks)을 시행중이고, 영국표준협회(BSI)는 

2011년 3월 전기전자 중고제품에 대한 성능기준인 

PAS141을 재정하였고, 현재 영국 CRR(Center for 

Remanufacturing & Reuse)이 인증서비스(인정기

관:UKAS) 실시 예정으로 있는 바, 국내에서도 애프

터 마켓 제품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확고히 마련해야 한다. 

재제조 등 애프터마켓 제품이 시장에서 활성화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소비자 보호 시스템이 미흡

하다는 점이다. 현재 일부품목(중고자동차, 중고전자

제품, 정수기임대)을 제외하고는 소비자보호법상 규

정이 미흡하여 수리․교환․환불이 어려운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는 ‘중고물품거래 관련 법률’을 통해 온․

오프라인 매매와 중고매매상에 대한 자격요건을 명시

하여 중고제품 거래에 신뢰 기반을 쌓고 있고, 독일 소

비자 보호법(Consumer protection policy in Germany)
에서는 중고제품(제제조 포함)의 성능 보증기간을 최

소 1년(우리나라는 현재 6개월)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역시 소비자렌털제품을 대상으로 보증기간, 제
품정보(권장소비자가격, 렌털가격, 중고제품 사용여

부 등)공개를 법률로 의무화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의 California Rental-Purchase Act, 버지

니아의 West Virginia Consumer Goods Rental 
Protection Act 등이 존재한다. 소비자 보호 규정이 마

련되어 있지 않는 제품의 경우, 소비자 분쟁의 요인이 

되고 애프터 산업 제품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요인

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
셋째, 원(原)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인식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국내 시장 상황은 원(原)제조업

체의 비협조와 견제가 심해 재제조제품의 생산 및 판

로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유럽은 완성차 업체의 독

점적 권리를 제한하고, 애프터산업에 부품공급권한을 

부여하여 재제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도 적극 검토가 되어 애프터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국
내 애프터산업체의 경우, 대부분 영세기업으로 품질

관리, 환경관리, 전문기술인력 확보에서 매우 취약하

다. 시장에서 요구되는 고품질의 제품 및 서비스를 제

공하기에는 기술개발의 한계와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유럽의 경우 부

품 원(原)제조사와의 위탁계약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

거나(예, 독일의 Contis 등), 동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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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이 어려운 중요 Inner Part를 특화시켜 전문재제

조산업을 형성(예, 폴란드의 EXPOM 등)하는 등 애프

터산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적 관계형성이 

활성화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애프터산업의 확산을 위한 정부 차원

의 지원 및 기반 조성이 매우 절실하다. 현재 자동차산

업, 전자산업 등에 대한 산업자원부와 관련 협회들의 

관심이 미미하고, 선진국 대비 관련 법․제도가 불충

분한 상태다. 애프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미국의 경우

처럼, 세금면제, 정부 우선구매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

고, 유럽연합처럼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품질보증 의

무화, 원(原)제조사가 재(再)제조사에게 수리, 유지․

보수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 등 관련법과 제도를 정

비할 필요가 있다. 품질 보증과 관련하여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BS8887 및 PAS141등 국제 표준화 작업의 

결과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국내 제도로 정착시켜 나

간다면 사용자 및 소비자들의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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