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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원고갈, 원자재 가격상승 그리고 환경규제 강화 등의 원인으로 자동차 부품의 재제조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재제조를 위해

서는 코어의 안정적인 수급이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 재제조 기업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코어를 회수하고 있지만, 폐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코어의 회수율은 저조한 편이다. 매년 수십만대가 발생하는 폐자동차에서의 코어를 체계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면 재제조

를 위한 코어의 회수율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폐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코어를 회수하기 위한 방

안으로 폐자동차에 대한 등급분류체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우선 등급 분류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선정하고 평가를 위한 범위를

결정하였다. 다음 영향요소들 간의 가중치를 산정하여 최종 등급 분류 체계를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례연구를 통해 실제 입고

된 폐자동차의 해체 등급을 평가하여 2등급의 판정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 재제조, 코어, 폐자동차, 등급 분류, 종합가중치

Abstract

The need for remanufacturing automotive parts is required due to the depletion of resources, rising raw material prices and

strengthen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For remanufacturing, stable supply and demand of core must be accompanied. At pres-

ent, remanufacturing companies collect cores through various routes, but the recovery rate of cores from the End-of-Life Vehicles

is low. If we can systematically collect cores from hundreds of thousands of ELVs that were generated each year, the recovery

rate of the core for remanufacturing will be further improved. Therefore, in this paper, we tried to establish a classification system

for the ELV as a method for collecting the cores from the ELV. First, we selected the elements affecting the classification and

determined the scope for the evaluation. The final rating classification is established by calculating the weights among the influ-

ence elements. Finally, through the case study, the dismantling grade of the actual ELV was evaluated to derive the second grade.

Key words : Remanufacturing, Core, End-of-Life Vehicle, Rating classification, Total weighting

1. 서 론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은 비약적으로 발

전하였다. 이는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다양한

물질적인 욕구에 대한 갈망으로도 이어졌다. 과거 단순

한 교통수단에 불과하였던 자동차는 오늘날 생활필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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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으며, 자동차 보유대수의 급속한

증가는 폐자동차 대수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토

록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가 주류를 이루는 현

재의 사회경제 시스템으로는 당면한 환경, 자원, 에너지

위기의 극복에 한계가 있다. 이에 폐기물 발생을 억제

하고 발생된 폐기물과 순환이 가능한 자원을 경제활동

의 순환계로 되돌려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사용을 최소

화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이 시급하다1).

그 중 재제조는 최근 자원순환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기술로서 사용 후 제품(이하 코어)을 체계적으로 회

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 및 조정, 재조립 등 일

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

드는 것을 말한다2,3). 평균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

는데 소요되는 원재료 및 에너지의 70 ~ 80% 가량을

재제조제품의 생산으로 절감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환경오염 저감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4).

지금도 다량의 폐기물 배출과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폐자동차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홍석

진 외 3명의 연구에서는 LCA기법을 활용하여 국내 기

존 폐자동차의 처리시스템에 대한 환경성평가를 실시하

여 주요 환경측면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의

개선기회를 강구하고자 하였다5). 백지환 외 2명의 연구

에서는 폐자동차의 리싸이클링 효율을 위한 해체공정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6). 정호원 외 3명의 연구에서는

주로 환경친화적 폐자동차의 해체기술에 중점을 두었다7).

앞선 폐자동차와 관련된 연구와는 달리 본 논문에서

는 단순물질 재활용으로서의 폐자동차가 아닌 폐자동차

에서 발생되는 코어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해 등급분류

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등급분류를 통하여 자

동차해체재활용업은 단순 물질재활용 판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코어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

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재제조

를 위한 폐자동차의 등급 분류를 수립하기 위하여 직접

폐자동차의 해체실험진행 및 해체재활용업체 현장 작업

자의 경험을 수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코어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세분화 하여 평가요소와 영향요소를 결

정하였으며, 이러한 요소들의 가중치를 이용하여 최종

등급 분류 체계를 수립하고자 한다.

Fig. 1에서와 같이 우선 등급분류를 위한 영향요소를

결정하고 결정된 영향요소를 그룹화하여 평가요소를 결

정한다. 결정된 평가요소의 영향요소별 평가 범위(점수)

를 결정하고, 평가요소 및 영향요소에 대한 가중치를 산

정한 후 최종 등급 분류를 위한 종합가중치를 결정한다.

선정된 종합가중치를 기준으로 사례연구를 통하여 등급

분류를 실시하였다. 

2. 영향요소 및 평가요소 결정

폐자동차에 대해 단순히 해체만 고려한다면 신속한

해체시간, 정확한 해체도구 그리고 작업자의 능숙정도

에 그치게 된다. 그러나 재제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코

어회수가 우선시 고려돼야 하며 폐자동차의 해체공정과

재제조의 산업적 특성도 함께 고려한 평가를 바탕으로

등급을 분류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본 논문의 등급분류란 폐자동

Fig. 1. Frameworks for rating classification.

Fig. 2. Selections of influence elements for rating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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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부품이 코어로써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회수했을

때 품질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해체작업을 선정하고 안정적으로 코어를 회수하기

위한 기준을 정의한 것이다. Fig. 2와 같이 현재 폐차

장에서 폐차 입고시에 사용되고 있는 ‘폐차검수표’를 바

탕으로 폐자동차 정보 관련 항목과 영향요소 선정을 위

한 고려사항 등을 이용하여 등급 분류를 위한 영향요소

를 선정할 수가 있다.

2.1. 영향요소 선정

재제조를 위한 폐자동차의 등급 분류를 진행하려면

우선 등급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선정해야

한다. 영향요소를 선정함에 있어 가장 우선시 고려해야

될 것은 코어품질이다. 즉 영향요소가 코어품질에 영향

을 미치는 정도이며, 코어품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면

재제조를 진행함에 있어 수리나 교체비용을 절감할 수

가 있다. 따라서 코어품질을 영향요소 선정을 위한 첫

번째 고려사항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는 자동차 부품 재제조 대상 고시품목에 한

해서 고려사항으로 선정하였다. 현재 정부의 품질인증

대상으로 고시되고 있는 품목을 원칙으로 하였다. 폐자

동차에서 다수의 중고부품을 수거하는 경우도 있지만

Table 1. Evaluation tables of selecting influence elements for rating classification

영향요소 선정을 위한 고려사항

코어품질
재제조 대상 

고시품목
해체실험

현장 작업자 

경험
점수

폐

자

동

차

 

정

보

관

련

항

목

차령 ● ○ ● ● 6

주행거리 ● ○ ● ● 6

사고구분 ● ○ ● ● 6

승차장치 ○ ○ ○ ○ 0

연료방식 ○ ● ● ○ 4

매연절감장치 유무 ○ ○ ○ ○ 0

창유리 ○ ○ ○ ○ 0

차량무게 ○ ○ ◑ ○ 1

현가장치 ● ● ◑ ○ 5

전기장치 ○ ○ ◑ ○ 1

등화장치 ● ● ◑ ○ 5

물품적재 장치 ○ ○ ◑ ○ 1

제조사 ○ ○ ● ● 4

부품 부족 여부 ○ ● ● ◑ 5

차종 ○ ○ ○ ◑ 1

엔진 ● ● ◑ ○ 5

동력전달장치 ● ● ◑ ○ 5

주행장치 ◑ ○ ◑ ○ 2

제동장치 ● ● ◑ ○ 5

조향장치 ○ ○ ◑ ○ 1

연료장치 ● ● ◑ ◑ 5

차대 및 차축 ○ ○ ◑ ○ 1

연결 및 견인장치 ○ ○ ○ ○ 0

●: 해당됨(2점) ◑: 조금 해당됨(1점) ○: 해당안됨(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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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폐자동차에 대하여 해

체실험을 실시하였다. 해체실험은 코어의 부품위치 확

인 및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한 작업으로 함께

수행했던 연구원 및 현장작업자들의 의사결정을 바탕으

로 영향요소를 선정하였으며, 해체실험을 통해 얻은 코

어상태를 확인하고 역으로 그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체실험을 함께 진행했던 해체재활용업

체 현장 작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향요소를 선정

하였다. 특히 현장 작업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간과했거

나 또는 누락되었던 영향요소들을 보충하였다. 이와 같

이 코어품질, 자동차 부품 재제조 대상 고시품목, 해체

실험 그리고 현장 작업자 경험을 4가지 고려사항으로

하고 폐자동차 정보 관련 항목들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

였으며, Table 1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해체실험을 통하여 같은 종류의 부품에서 그 상태나

품질이 차령 및 주행거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

는 현장작업자가 직접 육안으로 확인 및 경험에 의해

판단되었다. 그리고 사고구분이나 부품 부족으로 인한

코어상실이 우려될 수도 있다. 또한 연료방식과 선정된

장치들은 재제조 대상 고시품목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제조사는 코어의 시장유동성에 크게 연관되는 요

소이다.

Table 1과 같이 적어도 2가지 고려사항에 해당하는

항목, 즉 평가점수가 최소 4점(50%) 이상인 항목들을

영향요소로 선정하였다.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

여 등급 분류의 영향요소로 Fig. 3과 같이 차령, 엔진,

현가장치, 부품 부족 여부, 주행거리, 연료장치, 사고구

분,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연료방식, 등화장치 그리고

제조사 등 12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2.2. 평가요소 선정

본 연구에서는 폐자동차에 대해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등급 분류를 위한 평가요소로 규정한다. Fig. 4

와 같이 평가요소가 될 수 있는 정보는 차주정보, 신청

인정보, 차량정보, 입고정보, 점검정보이며, 이중 차주정

보 및 신청인 정보는 폐자동차 상태 및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를

평가요소로 선정하였다. 평가요소에 해당하는 정보는 각

각 다음과 같이 세부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정보는

폐자동차 부품 등급 분류를 위한 영향요소 후보군이 될

수 있으며, 최종 선정을 위해 각 세부정보를 코어품질,

재제조 대상 고시품목 여부, 해체실험, 현장작업자 경험

등을 고려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미 선정된 12개의 영향요소들의 특징을 고려하여

1차평가와 2차평가 진행을 위하여 영향요소들의 그룹화

를 실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등급 분류에 사용될 평가

요소는 영향요소들의 집합이고 영향요소는 평가요소의

세부요소라고 정의한다. 등급 분류를 진행할 때 Fig. 5

Fig. 3. Influencing elements for the rating classification. Fig. 4. Evaluation elements of the rating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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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3개의 평가요소 중 차량정보와 입고정보는 1

차 평가로 하고 점검정보는 기능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에 독립적으로 2차 평가를 진행한다. 최종 등급 분

류는 1차 평가와 2차 평가의 결과를 합산하여 진행한다.

2.3. 평가요소별 영향요소 범위 결정

2.3.1. 차량정보

차량정보의 영향요소는 차령, 제조사, 연료방식으로

결정하였다. 재제조를 위한 폐자동차의 등급 분류의 평

가요소인 차량정보의 각 영향요소와 그 범위는 Fig. 6

과 같이 나타냈다.

폐자동차의 차령은 자동차가 생산된 해로부터 폐차

처리될 때까지의 사용연한이다. 차령만 고려한다면 차

령이 많을수록 부품(코어)의 품질이 낮을 수 있다. 하지

만 노후차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현장

작업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차령이 20년 이상이 된 폐

자동차의 부품들은 재제조가치가 희박하고 회수 시 코

어의 품질도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두 번째로 제조사는 자동차의 고유정보 중의 하나이

다. 코어회수를 통해 재제조를 진행하여 재제조품이 시

장에 유통되었을 때 시장점유율이 높은 제조사 부품이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최근 5년간 국내 자동

차 시장 점유율에 관한 조사를 통해 A사와 B사는 점

유율이 줄었지만 여전히 부동의 1, 2위를 차지하고 있

고 C사의 경우 국내 시장 침투로 인해 점유율이 높아

지고 있는 추세이다. 

마지막으로 엔진의 연료방식은 주로 가솔린, 디젤,

LPG형식을 갖추고 있다. 자동차 부품 재제조 대상 고

시품목 중 공통부분을 제외하고 디젤 차량의 품목이 가

Fig. 5. Determinations of evaluation and details elements.

Fig. 6. Score tables of vehicl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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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폐자동차에서 회수할 수

있는 코어가 많을수록 해체를 진행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수익이 높아지고 해당 폐자동차의 가치 또한 높

아질 것이다. 

2.3.2. 입고정보

입고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영향요소는 Fig. 7과 같이

주행거리, 사고구분, 부품부족여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

었다. 

입고정보의 영향요소로써 주행거리란 교통계획 분야

에서 차량이 통행한 총 운행거리를 말한다. 주행거리만

고려한다면 짧을수록 차량의 부품기능이 좋고 전체 차

량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으므로 코어품질

또한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현장 작업자들의 경험을 토

대로 20만Km 이상 달린 폐자동차에서 회수된 코어는

오랜 사용으로 인하여 제품의 품질이 낮은 것으로 판단

하였다.

다음으로 사고구분은 폐자동차가 입고되었을 때 사고

여부와 사고발생부위 및 사고경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코어회수를 목적으로 폐자동차를 판단할 때 무사고인

차량은 내부 부속품이나 기능이 양호한 상태로 간주할

수가 있다. 반대로 전손차량인 경우에는 코어로서의 가

치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고발생

부위를 전부분, 중부분, 후부분 3개로 구분하였다. 사이

드미러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부분은 전부분, 뒷바퀴를

기준으로 뒤에 있는 부분은 후부분, 그리고 전부분과 후

부분사이를 중부분으로 정의하였다. 전부분에는 엔진룸

계통을 포함한 대부분의 고시품목이 위치하고 있으며,

후부분에는 브레이크 캘리퍼, 컴비네이션 램프, LPG기

화기와 LPG믹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재제조 대상 고

시품목이 위치한 전부분과 후부분에 대한 사고경위는

정도에 따라 엄중, 보통, 경미로 나누었고 중부분은 사

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경위와 상관없이 코어손실이 거

의 없다고 간주한다. 특히 전부분과 후부분의 사고정도

에 따른 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고발생부분의 영향

도 및 사고발생정도의 영향도를 정의하여 최종영향도를

산출하였다. 최종영향도가 높을수록 반대로 입고정보의

점수는 낮게 평가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폐자동차가 입고되었을 때 부품의 부족

여부 또한 입고정보의 영향요소 중 하나이다. 부품의 부

족함이 많거나 혹은 재제조 대상 품목이 없는 경우는

일종의 코어손실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작업자

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기에 따로 해체도구

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부품 부족 여부는 그 정도에

Fig. 7. Score tables of receiving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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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많이 부족한 경우, 일부 부족한 경우, 부족하지 않

은 경우로 구분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입고정

보의 영향요소는 주행거리, 사고구분, 부품 부족 여부로

결정하였다. 

2.3.3. 점검정보

점검정보란 폐자동차에 대해 기초적인 기능점검 사항

중 코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말한다. 점검은 현

장 작업자가 진행 및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점

검사항에 따라 공차상태에서 진행하거나 승차하여 시행

한다. 재제조 대상 고시 품목에 관련된 기능점검을 최

우선 원칙으로 진행하였다. 이는 코어의 외부 손상뿐만

아니라 그 기능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점검정보의 영향요소로는 엔진, 동력전달장치, 등화장

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그리고 현가장치로 결정하였으

며, 재제조 등급 분류의 평가요소인 점검정보의 각 영

향요소와 그 범위는 Table 2와 같이 나타내었다.

실제 해체재활용업체에서 사용하는 점검내용 중에서

재제조 대상 고시품목이 포함되는 사항들을 점검정보의

영향요소로 정하였다. 점검정보는 차량정보나 입고정보

와 달리 기능적인 부분을 포함하기에 등급 분류를 위한

평가를 진행할 때 단독으로 진행(2차 평가) 하였다. 모

든 점검정보의 영향요소들의 범위는 그 기능 상태의 정

도에 따라 좋음, 보통, 나쁨 3개로 구분한다. 해당 장치

의 손상이 전혀 없고 기능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좋음에 해당되고 손상이 조금 있거나 기능이 일시적으

로 가능하나 지속적이지 못한 경우는 제품이 완전히 고

장난 상태가 아닌 제품으로 보통에 해당하며 손상이 심

각하거나 기능이 불가능한 경우는 나쁨에 해당된다.

3. 요소별 가중치 산정

재제조를 위한 폐자동차의 등급 분류를 평가하는 요

소는 차량정보, 입고정보, 점검정보로 결정하였다. 그 중

점검정보는 기능적인 부분이기에 독립적으로 평가를 진

행한다. 우선 차량정보와 입고정보의 중요도를 결정하

여 가중치를 산정해야 한다. 

3.1. 평가요소의 가중치 산정

폐자동차를 대상으로 해체실험 및 분석을 통하여 각

평가요소들에 대한 중요도를 정량화하여 가중치를 산정

하였다. 이를 위하여 폐자동차 해체실험을 통하여 얻은

코어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평가요소를 결정하

기 위한 요인을 결정하였다. 코어와 해체를 우선시하여

결정된 요인은 코어가치, 코어회수, 코어품질, 해체작업

으로 현장작업자 및 참여연구원의 의사로 결정되었으며,

결정요인들을 바탕으로 평가기준을 수립하였다. 폐자동

차가 처음 접수되었을 때 재제조를 고려하여 코어에 영

향을 주는 요인들을 평가기준에 적용하여 정량화하였다.

폐자동차의 재제조 등급 분류의 평가요소들의 가중치

산정을 위해서 Table 3과 같이 앞선 4가지 요인들을

바탕으로 기준을 설정하였다. 평가기준의 점수는 최고

5점이며 최저는 1점으로 하였다.

평가요소에 대해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가중치 산정을

위한 점수를 도출한다. 가중치 산정을 위한 평가참여인

원들은 Table 4와 같이 나타냈다. 각 그룹별 평가된 가

중치의 값을 비교하기 위하여 참여인원의 경력에 따라

Table 2. Score tables of inspection information

영향

요소
범위 점수 내 용

엔진

좋음 5 엔진의 손상 및 누유가 없는 경우

보통 3 엔진의 손상 및 누유가 경미한 경우

나쁨 1 엔진의 손상 및 누유가 심각한 경우

동력

전달

장치

좋음 5 동력전달장치의 손상 및 변형이 없는 경우

보통 3 동력전달장치의 손상 및 변형이 경미한 경우

나쁨 1 동력전달장치의 손상 및 변형이 심각한 경우

연료

장치

좋음 5 손상변형이 없고 연료누출도 없는 경우

보통 3 손상변형이나 연료누출이 경미한 경우

나쁨 1 손상변형이나 연료누출이 심각한 경우

제동

장치

좋음 5 브레이크 기능이 잘 되는 경우

보통 3
브레이크 기능이 일시적으로 가능하나 지

속적이지 못한 경우 

나쁨 1 브레이크 기능을 전혀 못하는 경우

등화

장치

좋음 5
컴비네이션 램프의 손상이 없고 작동이 잘

되는 경우

보통 3

컴비네이션 램프의 손상이 경미하거나 작

동이 일시적으로 가능하나 지속적이지 못

한 경우

나쁨 1
컴비네이션 램프의 손상이 심각하거나 작

동이 전혀 안되는 경우

현가

장치

좋음 5 쇽 업소바의 손상이 없고 누유도 없는 경우

보통 3 쇽 업소바의 손상이나 누유가 경미한 경우

나쁨 1 쇽 업소바의 손상이나 누유가 심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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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그룹(10년 이사, 10년 이하)로 분류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에 참여한 현장작업자는 평가요소의 세부 영향요

소를 미리 인지하고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기준에

따른 영향정도를 5가지로 분류하여 점수를 산정하였다.

즉 차량정보, 입고정보에 대한 평가기준 점수를 부여하

였고 Fig. 8과 같이 AIJN에 해당된다. 이미 점수를 부

여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요소별 점수의 평균을 구한

다. 즉 평가기준에 따른 차량정보, 입고정보에 대한 점

수의 평균값을 구하며 AIJ에 해당된다. 이미 구한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요소별 점수의 평균을 합산한다. 즉 평

가기준에 따른 차량정보, 입고정보에 대한 점수의 평균

값들을 합산하는데 KJ에 해당된다. 그리고 평가요소별

Table 3. Evaluation criteria of evaluation elements

평가기준 점수 내 용

코어가치에

주는 영향

정도

1 코어가치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2 코어가치에 작게 영향을 주는 경우

3 코어가치에 보통정도로 영향을 주는 경우

4 코어가치에 조금 크게 영향을 주는 경우

5 코어가치에 매우 크게 영향을 는 경우

코어회수에

주는 영향

정도

1 코어회수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2 코어회수에 작게 영향을 주는 경우

3 코어회수에 보통정도로 영향을 주는 경우

4 코어회수에 조금 크게 영향을 주는 경우

5 코어회수에 매우 크게 영향을 주는 경우

코어품질에

주는 영향

정도

1 코어품질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2 코어품질에 작게 영향을 주는 경우

3 코어품질에 보통정도로 영향을 주는 경우

4 코어품질에 조금 크게 영향을 주는 경우

5 코어품질에 매우 크게 영향을 주는 경우

해체작업에

주는 영향

정도

1 해체작업에 매우 작게 영향을 주는 경우

2 해체작업에 조금 작게 영향을 주는 경우

3 해체작업에 보통정도로 영향을 주는 경우

4 해체작업에 조금 크게 영향을 주는 경우

5 해체작업에 매우 크게 영향을 주는 경우

Table 4. Evaluator's experience for weighting calculation

구분 참여인원 경력

그룹 A

(경력 10년 이상)

현장작업자 1 18년

현장작업자 2 15년

현장작업자 3 15년

현장작업자 4 12년

그룹 B

(경력 10년 이하)

현장작업자 5 6년

현장작업자 6 4년

현장작업자 7 3년

Fig. 8. Calculation procedures for weighting of the evaluation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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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합산한 평균치와 전체 평균치들을 합산한 값과의 비

율을 평가요소의 가중치인 WJ로 결정하였다.

그룹 A(경력 10년 이상)의 결과는 차량정보의 가중

치는 0.69, 입고정보의 가중치는 0.31로 나타났다. 또한

그룹 B(경력 10년 이하)의 결과는 차량정보 0.67, 입고

정보 0.33으로 나타났다. 두 그룹의 결과가 거의 비슷

하게 나왔기에 본 논문에서는 두 결과의 중간 값인 차

량정보의 가중치는 0.68, 입고정보의 가중치는 0.32로

나타났다.

3.2. 영향요소의 가중치 산정

평가요소별 영향요소의 결정과 범위는 이미 제2장에

서 결정되었다. 이러한 각 평가 요소들의 세부 영향요

소들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방법을 이용

하여 가중치를 산정하였다8). 이와 같은 방법의 신뢰도

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중요도의 결정은 자동차 부품

재제조산업 분석 및 폐자동차 산업 분석 그리고 폐자동

차 해체실험을 통하여 영향요소를 분류하고 결정하였다.

또한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참여인원들은

실제 해체재활용업체 현장 작업자 7인과 재제조 관련

연구인원 10인(교수, 석/박사과정, 기업체 연구원)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AHP에서의 판단자료는 계층 내

요소간의 쌍대비교를 통하여 도출된 요소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데 쌍대비교를 통한 계량적인 판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만하고 이용가능한 척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Table 5와 같이 9점 척도를 이

용하였다.

가중치 산정결과는 Fig. 9와 같이 차량정보의 차령은

0.65, 제조사 0.23, 연료방식 0.12로 나타났으며, 입고정

보의 주행거리는 0.30, 사고구분은 0.60, 부품부족여부

는 0.10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점검정보의 엔진은 0.45,

동력전달장치는 0.22, 연료장치 0.04, 제동장치 0.14,

등화장치 0.09, 현가장치 0.06으로 나타났다. 

3.3. 종합가중치 산정

해체재활용업체 현장 작업자의 경험과 폐자동차의 해

체실험을 바탕으로 영향요소 간의 쌍대비교를 통해 행

렬을 사용하여 초기값을 나타내었다. 그 다음 각 열벡터

의 합을 구하고 각 열을 정규화한다. 최종적으로 행 평

균을 구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낸다. 이미 산정한 평

가요소 가중치와 AHP를 통해 산정된 영향요소 가중치

를 이용하여 Table 6과 같이 종합가중치를 산정하였다.

평가요소중 1차 평가 및 2차 평가를 위해 각각의 세

부 영향요소간의 쌍대비교를 통하여 가중치를 산정하였

다. 종합가중치는 계산된 영향요소 가중치에 평가요소

가중치를 곱한 결과값으로 식 (1)과 같이 산정하였다.

종합가중치=평가요소 가중치×영향요소 가중치. (1)

4. 최종 등급 분류

각 영향요소의 범위에 따른 평가점수는 최고점은 5점,

최저점은 1점으로 하였으며, 실제 평가는 현장작업자가

실시하였다. 영향요소별 값들은 평가요소 가중치와 영

향요소 가중치 그리고 평가점수를 곱하여 산정하였으며,

평가표를 이용하여 폐자동차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산정된 점수들은 각 영향요소별로 합산하고 최종 평가

요소별로 합계를 구하여 전체 점수를 구한다. 전체 점

Table 5. Scales for AHP analysis

중요도 정 의 설 명

1 비슷함 어떤 기준에 대하여 두 항목이 비슷한 중요도를 가진다고 판단 됨

2 1과 3의 중간 값 경험에 의거하여 판단할 때, 1과 3의 중간에 해당

3 약간 중요함 경험에 의거하여 판단할 때, 한 항목이 다른 항목보다 약간 선호 됨

4 3과 5의 중간 값 경험에 의거하여 판단할 때, 3과 5의 중간에 해당

5 중요함 경험에 의거하여 판단할 때, 한 항목이 다른 항목보다 강하게 선호 됨

6 5와 7의 중간 값 경험에 의거하여 판단할 때, 5과 7의 중간에 해당

7 매우 중요함 경험에 의거하여 판단할 때, 한 항목이 다른 항목보다 매우 강하게 선호 됨

8 7과 9의 중간 값 경험에 의거하여 판단할 때, 7과 9의 중간에 해당

9 극히 중요함 경험에 의거하여 판단할 때, 한 항목이 다른 항목보다 극히 강하게 선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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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바탕으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사이의 범위를 5등

분하여 최종 등급을 분류한다. 전체 등급은 Fig. 10의

최종등급분류표와 같이 5개로 분류하였으며, 그 기준은

총 점수 체계를 산술적으로 5개로 나누어 결정하였다.

최고 점수인 10점과 최저점수인 2점 사이를 똑같은 범

위로 5개로 나누어 각 등급을 결정한 것이다.

재제조를 위한 폐자동차의 등급 분류는 단순히 폐자

동차의 재제조가치만 나타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

다. 자동차 부품의 재제조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등급

분류에 따라 그에 상응한 해체작업을 진행하여 코어를

회수하여야 한다.

Fig. 11과 같이 1등급과 2등급의 판정을 받은 폐자동

차는 재제조가치가 높고 코어품질 또한 우수한 것으로

예측하여 코어손상을 최소화하여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해체를 진행하여야 한다. 1등급은 고시품목 중 90% 이

상을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2등급은 70% 이상

Fig. 9. Calculations of weighting.

Table 6. Calculations of total weighting

재제조를 위한 폐자동차의 등급 분류 요소 가중치

구분 평가요소 가중치 영향요소 가중치 종합가중치

1차 

평가

차량

정보
0.68

차령 0.65 0.45

제조사 0.23 0.15

연료방식 0.12 0.08

입고

정보
0.32

주행거리 0.30 0.10

사고구분 0.60 0.19

부품부족여부 0.10 0.03

2차 

평가

점검

정보
1

엔진 0.45 0.45

동력전달장치 0.22 0.22

연료장치 0.04 0.04

제동장치 0.14 0.14

등화장치 0.09 0.09

현가장치 0.06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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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표로 한다. 

3등급판정을 받은 폐자동차는 재제조가치나 코어품질

을 보통으로 간주하고 코어손상을 최소화하여 해체를

진행하되 회수된 코어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고

시품목 중 절반이상을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해체를 진

행한다.

Fig. 10. Final rating classifications.

Fig. 11. Follow-up works according to rating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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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판정을 받은 폐자동차는 재제조가치나 코어품

질이 낮은 것으로 간주하여 재사용부품, 물질재활용 중

심으로 해체를 진행한다. 그러나 코어회수 여부는 회수

된 상태를 참조하여 보류한다. 5등급 판정을 받은 폐자

동차는 재제조가치가 희박하고 코어품질도 매우 낮은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의 방식인 프레스작업 및 원료 회

수처리를 진행하도록 한다.

5. 사례연구

본 논문의 사례연구에서는 실제 해체재활용업체에서

인계된 폐자동차를 대상으로 하여 등급 분류를 적용시

켰다. 대상 차량은 2005년식 무사고의 A사 가솔린 차

량으로 주행거리는 17만Km이다. 대상 차량의 차량정보,

입고정보 그리고 현장 작업자의 도움을 바탕으로 점검

정보까지 확보하여 앞서 제시한 최종등급분류표에 따라

Fig. 12와 같이 평가를 진행하여 최종 등급이 결정되었

다. 대상 차량은 최종합계 점수 7.94점으로 등급분류

범위에 따라 2등급으로 판정되었고 2등급에 해당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더니 실제 코어의 상태가 우수하였으며,

재제조 기업에 구매 의사를 타진해보니 긍정적인 결과

가 나타났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 부품의 재제조산업 활성화를

위한 코어를 더욱 용이하게 회수하기 위해 폐자동차에

대해 등급을 분류하였다. 이를 위하여 폐자동차의 코어

를 회수하기 위하여 직접 해체작업을 진행하였으며, 폐

자동차에 대한 해체 분석을 통하여 등급 분류의 필요성

을 찾고 이에 고려되는 평가요소와 영향요소를 선정하

고 그 범위를 결정하였다. 

1) 3개의 평가요소(차량정보, 입고정보, 점검정보)와

12개의 영향요소(차령, 제조사, 연료방식, 주행거리, 사

고구분, 부품 부족 여부, 엔진, 동력전달장치, 등화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현가장치)의 중요도를 위해 가중치

를 산정하였다. 

2) 평가기준에 따라 차량정보와 입고정보를 1차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점검정보는 기능적인 부분이기에

독립적으로 2차 평가를 진행하였다. 

3) 영향요소 간의 가중치는 AHP기법을 활용하여 해

체실험 참여연구인원 및 해체재활용업체 현장 작업자들

의 의사결정을 통하여 산정하였다. 

4) 평가요소와 영향요소의 가중치를 통하여 폐자동차

등급 점수표를 작성하고 등급 결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를 통해 그 결과를 정량화하여 나타내었다. 1차 평가결

Fig. 12. Final rating classifications for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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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 2차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얻은 점수를 바탕으로

산술적으로 5등분하여 최종등급을 결정하였다. 

5) 실제 폐자동차에 등급분류를 적용하여 합계점수

7.94점인 2등급 판정을 도출하였으며, 해체 작업을 통하

여 코어의 상태가 우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등급분류를 통해 단순 물질재활용으로써의 해체보다

는 재제조가 가능한 코어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자원순환 및 재제조산업의 활성화에 도움

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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