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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원 수급의 불확실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글로벌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효율적인 자원관리의 필요

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자원 수급과 관련하여 국제 환경에 매우 취약한 산업구조를 나타냄에 따라 국가 자원효율성의 획

기적인 제고 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자원빈국으로서 자원효율성 제고를 위해 산업내에서 발생하는 산

업 폐자원의 재자원화 추진 등 자원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업

폐자원의 발생, 처리, 재자원화 현황 분석 및 일본 현황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자원효율성 측면에서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이를 기

반으로 국가 자원효율성 향상을 위한 산업 폐자원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산업 폐자원, 발생, 재자원화, 처리, 자원효율성, 국내산업

Abstract

Recently, the importance of efficient resource management has been highlighted due to the uncertainty of its security. Korea

has thus made an effort to improve the resource productivity in various fields such as the increase of recycling rate and the estab-

lishment of methodical resource management system. It is still necessary to draw the innovative improvement measure of

national resource efficiency. This study derives major issues of recycling potential in the domestic industry by analyzing the cur-

rent status of generation, treatment and recycling of industrial wastes in Korea. Futhermore, main tasks for promoting the

improvement of national resource efficiency through the recycling of industrial wastes in Korea have been propos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ith the comparison of Japan's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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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부존자원의 급감 및 자원의 국가편중

이 심화됨에 따라 자원국유화를 통한 자국산업 보호 기

조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원의 안정적 수급

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

리나라의 경우 철강,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등 자원다

소비산업이 국가 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자원 수

요의 약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등 자원 수급과

관련된 국제 정세의 변화에 매우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

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유한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

한 정책의 일환으로, 자원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

계적인 자원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U의 경우, 장기적인 성장전략인 “EUROPE

2020”을 채택하여,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폐기물의

자원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원효율화를 주요 테마

로 선정하였다.1)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원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에서는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

고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원유효이용촉진법”에 의거한 공정부

산물 목표관리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이를 통해 매년 특

정자원저감업종가)을 선정하여, 산업 폐자원 저감을 위한

목표 및 구체적인 추진계획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2)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사업장폐기물로 배출된 산업

폐자원의 총 경제가치는 28조 2천억원, 연간 발생가치

는 2조 2천억원으로, 산업 폐자원의 시장가치가 지속적

으로 증대되고 있다.3) 이러한 산업 폐자원을 재자원화

하여 천연자원을 대체할 경우, 자원 및 에너지 절감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산업 폐자

원의 재자원화를 통한 자원 및 에너지 사용 절감을 달

성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 범위가 일부 금속류 정

도로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국가 자원효율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성상 및 특성을 보유한 폐자원이 어떠한 경로에서 어떤

형태로 배출되고, 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명

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산

업에서 서로 다른 형태로 배출되고 있으며 산업 폐자원

의 발생 및 처리현황을 파악하여 자원효율성 측면에서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분석한 결과를 기

반으로 국내와 유사한 산업구조를 나타내고 있고 산업

폐자원 재자원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국가 자원효율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제지 , 화학공업 , 철강 , 비철 제·정련 , 자동차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생산량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

Table 1. Definition of industrial wastes

명칭 정의

사업장폐

기물

-배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

는 폐기물

Fig. 1. National classification scheme for domestic was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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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 폐자원 발생현황

2.1. 산업 폐자원 정의 및 범위

국내 법률 상에서 아직까지 산업 폐자원에 대한 구체

적인 정의는 없으나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사업장에서

발생하여 외부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로 정

의하고 있다(Table 1).

또한 국가 폐기물 통계인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

리현황”에서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하여, Fig. 1과 같

이 사업장폐기물을 크게 사업장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로 구분하여 관련 통계를 구축하고 있다.4,5)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다시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사업

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는데,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배출시설 등의 운영에 관계되지

Table 2. Classification of wastes in the domestic industry based on the national statistics

폐기물 유형
사업장배출시설계페기물

사업장지정페기물
가연성 불연성

폐지류 O

폐목재류 O

폐섬유류 O

폐합성수지 O O

폐합성고무 O O

폐피혁 O

오니류 O O O

동식물성폐잔재물 O

폐식용유 O

광재류 O O

연소재 O

소각재 O O

분진류 O O

폐주물사 모래류 O O

폐금속류 O

폐석회 석고류 O

폐촉매 O O

폐흡착재/폐흡수제 O O

유리도자기편류 O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O

폐내화물 및 도자기조각 O

폐농약 O

폐산 O

폐석면 O

폐알칼리 O

폐유 O

폐유독물 O

폐페인트 및 폐락카 O

할로겐족유기용제 O

PCB함유폐기물 O

기타폐유기용재 O

기타 O O

<출처 : 한국환경공단, 2011, 2010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10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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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으로서 가정부문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함

께 생활폐기물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사업장 배출시

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은 사

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로 정

의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업장폐기물 중 사

업장생활계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배출시

설계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이 산업 폐자원에 포함된다고

가정하여 최근 통계구축년도인 2010년을 기준으로 해

당 항목의 발생 및 처리현황을 분석하였다.6) 

국가 통계조사 대상 산업 폐자원 형태를 분석한 결과,

사업장지정폐기물이 21종,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20

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사업장배출시

설계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중 동일한 형태의 폐기물을

통합하여 총 32종의 산업 폐자원에 대한 발생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하였다(Table 2).

2.2. 형태별 산업 폐자원 발생현황

2010년 기준 국내 산업 폐자원은 총 5,402만톤이 발

생하였고, Fig. 2와 같이 배출량 기준 상위 5개 물질이

전체 배출량의 7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재류는 연간 1,460만톤이 배출되어 전체 배출

량 중 27.0%를 차지함으로써 가장 높은 배출 비중을

나타냈다. 광재류의 경우, 알루미늄, 납, 아연 등 금속

제조 공정과 야금 및 열처리 등과 같은 가공 공정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이러한 금속 제조 및 가공 공정이 수

반되는 “1차금속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

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의 출하액 기준 생산비중나)이 전체 제조업의 40.6%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산업구조의 특성으로 인해 가장 많

이 배출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7)

또한 오니류는 연간 1,125만톤이 배출되어 전체 배출

량 대비 20.8%를 차지함에 따라 광재류와 함께 주요한

산업 폐자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니류가 제조 공

정뿐만 아니라 폐수, 하수, 정수, 분뇨가축분뇨 처리 등

과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배출되는 것에 기인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2.3. 산업별 산업 폐자원 발생현황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통계상의 총 45개

산업분류를 크게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서

비스업 및 기타 등 5개 분야로 대분류하여 산업 폐자원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Fig. 3과 같이 제조업 부문에

서 가장 많은 산업 폐자원이 배출되었으며(64.5%), 다

음으로 서비스업 및 기타산업(32.7%), 건설업(2.2%), 농

림수산업(0.3%), 광업(0.2%) 순으로 배출량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내에서는 배출량 기준 상위 5개

산업의 배출 비율이 73.8%를 차지하여, 해당 산업 부

문에서 산업 폐자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특히 “1차금속 제조업”과 “기타 제품

제조업”의 발생량이 전체 제조업 중 58.2%를 차지함으

로써, 산업 폐자원의 주요 발생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

었다.

Fig. 2. Current status of 5 major industrial wastes generation in 2010.

나)제조업 부문 중 출하액을 기준으로 “1차금속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

러 제조업”의 생산비중이 각각 10.5%, 19.1%, 11.0%로 나타남 .



國內 産業 廢資源의 發生·處理·再資源化 現況 및 資源效率性 向上 方案 7

자원리싸이클링 제 22권 제 3호 , 2013

배출량 기준 상위 5개 물질의 산업 대분류별 발생현

황을 분석한 결과, Fig. 4와 같이 연소재를 제외한 4개

물질이 제조업 부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가운데, 특

히 광재류는 전체 발생량 중 97.4%가 제조업 부문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소재는 국가 전력 생산

시 다량 발생되는 특성을 가짐에 따라 전력 산업이 포

함된 서비스업 및 기타 산업 부문에서 가장 많이 배출

되었다(98.0%).

현재 국내에서 산업 폐자원이 가장 많이 배출되고 있

는 제조업 부문, 그 중에서도 배출량 기준 상위 5개 산

업의 산업 폐자원별 발생현황은 Table 3과 같다. “1차

금속 제조업” 및 “기타 제품 제조업”에서는 광재류의

발생량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서는 폐석회 석고류, “비금속 광물

제조업” 및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에서는 오

니류가 가장 많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산업 폐자원 처리현황

3.1. 데이터 처리 방법

국내에서 발생하는 산업 폐자원은 “폐기물 관리법”

에 의거하여 재활용, 중간처분(소각 등) 및 최종처분(매

립 등)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Table 4와

같다.

현재 국내 폐기물 통계에서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

라 산업 폐자원별 재활용, 중간처분(소각), 최종처분(매

립)량을 산정하고 있으나, 재활용량 산정 시 산업 폐자

원에 대한 중간처분(재활용 포함) 공정에서의 감량화량

Fig. 3. Current status of industrial wastes generation in each industry in 2010.

Fig. 4. Generation ratios of main wastes in each industry i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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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urrent status of industrial wastes generation in each major manufacturing industry in 2010

우선순위 제조업 부문 산업 폐자원 유형 발생량(톤/년) 구성비(%)

1 1차 금속 제조업

오니류 1,036,329 9.0%

광재류 8,310,853 72.6%

분진류 1,013,348 8.8%

폐주물사 및 모래류 537,010 4.7%

폐금속류 555,421 4.8%

Others 802 0.0%

총계 11,453,763 100.0%

2 기타 제품 제조업

폐합성수지 274,407 3.4%

오니류 953,747 11.8%

광재류 5,431,499 67.5%

폐주물사 및 모래류 192,647 2.4%

폐석회 석고류 491,436 6.1%

Others 706,690 8.8%

총계 8,050,426 100.0%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폐합성수지 134,785 6.7%

오니류 448,611 22.5%

소각재 85,689 4.3%

폐석회 석고류 684,521 34.3%

기타폐유기용제 160,340 8.0%

Others 483,745 24.2%

총계 1,997,691 100.0%

4 비금속 광물 제조업

폐목재류 74,387 3.9%

폐합성수지 111,435 5.9%

오니류 868,853 46.1%

광재류 71,074 3.8%

유리도자기편류 85,666 4.5%

Others 672,250 35.7%

총계 1,883,665 100.0%

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폐합성수지 308,702 19.8%

폐합성고무 20,513 1.3%

오니류 805,097 51.6%

소각재 331,900 21.3%

폐주물사 및 모래류 23,397 1.5%

Others 70,518 4.5%

총계 1,560,127 100.0%

제조업 전체

폐합성수지 1,698,757 4.9%

오니류 6,875,306 19.7%

광재류 14,218,427 40.8%

분진류 1,466,565 4.2%

폐주물사 및 모래류 1,535,590 4.4%

Others 9,072,775 26.0%

총계 34,867,420 100.0%

<출처 : 한국환경공단, 2011, 2010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10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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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처리잔사량을 제외하지 않고, 재자원화를 위해 수집

한 산업 폐자원이 모두 재활용된다고 가정다)하여 관련

통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재활용량보다 과대

산정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Fig. 5). 

일반적으로 산업 폐자원은 1차부터 n차까지의 중간

처분을 거치면서 재활용된 자원, 처리 후 잔사로 남아

최종매립되는 자원, 감량화된 자원(소각 포함)으로 최종

귀결된다. 국내 통계에서는 최종매립에 대한 양은 별도

로 구분하여 집계되고 있으므로, 국내 통계상의 재활용

량은 세 부분 중 재활용량과 감량화량이 포함된 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산업 폐자원의 실질적인 재활용

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감량화량을 제외하기 위한 고

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통계 데이터의 문제점

을 보완하기 위해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및

“전국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간처분 시 감량화량을 고려하고, 재자원화

된 산업 폐자원 양을 재산정하여 처리유형별 비율을 도

출하였다. 단, 우리나라에서는 중간처분 시 감량되는 산업

폐자원양이 통계화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내와 유사한

산업 구조 및 재활용 기술을 보유한 일본의 산업 폐자원

별 감량화량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8)라)

일본의 경우, 다음 Table 5와 같이 산업 폐자원의

처리 유형을 크게 재활용, 중간처분, 최종처분으로 구분

하여 관련 통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재활용 시 직접

재활용되는 산업 폐자원의 양과 중간처분(1차 ~ n차)을 통

해 재활용되는 산업 폐자원의 양을 별도로 산정하고 있

다. 이를 통해 산업 폐자원별 감량화율, 즉 중간처분(재활

Table 4. Definition of industrial wastes from each treatment type

산업 폐자원 처리방법 정의

재활용

-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

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법률 제2조제7항)

중간처분
-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법률 제2조제6항)

최종처분
-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활동

  (법률 제2조제6항)

Fig. 5. Overview for the treatment of industrial wastes.

다)“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량은 재활용 시설로 반입 처리된 관할구역내의 재활용을 목적으

로 별도로 분리·배출한 연간 폐기물 양으로 정의하여 관련 통계를 구축
라)한·일 양국의 산업구조가 유사하고, 발생하는 산업 폐자원 유형 및 중간처분·재자원화 기술 또한 유사하므로, 중간처분 시 일본의 감

량화율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재활용량을 재산정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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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urrent status for generation, treatment and recycling of industrial wastes in Japan

산업

폐기물

배출량

(A)

직접

재활용량

(B)

직접

최종

처분량

(C)

중간처분
재활용

량계

(B+F)

감량화량

(D-E)

최종

처분량계

(C)+(G)

감량화율

(D-E)/D
중간

처리량

(D)

처리

잔사량

(E)

재활용량

(F)

최종

처분

(G)

연소재 1,820.6 87.2 388.3 1,345.1 1,237.6 1,198.8 38.8 1,286.0 107.5 427.1 8.0%

오니류 86,814.6 907.2 723.2 85,184.2 8,362.8 6,590.3 1,772.5 7,497.5 76,821.5 2,495.7 90.2%

폐유 3,047.6 112.8 44.0 2,890.8 1,063.7 986.6 77.2 1,099.4 1,827.1 121.2 63.2%

폐산 2,541.8 70.9 1.6 2,469.2 861.3 783.6 77.8 854.5 1,607.9 79.4 65.1%

폐알카리 1,867.1 38.8 3.5 1,824.8 483.8 451.3 32.5 490.0 1,341.0 36.1 73.5%

폐

플라스틱
5,665.0 88.5 317.5 5,259.1 3,789.4 2,876.8 912.6 2,965.3 1,469.7 1,230.1 27.9%

폐지 1,265.1 90.7 13.9 1,160.5 783.4 740.8 42.5 831.6 377.1 56.4 32.5%

폐목재 6,294.2 107.0 65.2 6,122.1 4,954.9 4,762.6 192.3 4,869.6 1,167.2 257.5 19.1%

폐섬유 69.3 1.8 2.1 65.4 41.2 35.2 5.9 37.0 24.2 8.1 37.0%

동식물성

잔사
2,888.2 252.9 12.4 2,622.8 1,674.6 1,630.2 44.4 1,883.1 948.2 56.9 36.2%

동물계 

고형

폐기물

113.2 0.7 1.6 111.0 92.1 90.0 2.1 90.7 18.9 3.7 17.0%

폐고무 27.2 1.0 2.3 23.9 19.2 12.8 6.4 13.8 4.8 8.7 20.1%

폐금속 7,829.5 3,611.1 47.7 4,170.7 4,097.7 3,909.8 187.9 7,520.9 73.0 235.6 1.8%

폐유리, 

도자기, 

콘크리트

5,410.9 146.0 481.4 4,783.4 4,480.1 3,709.6 770.5 3,855.6 303.3 1,251.9 6.3%

광재류 14,109.4 2,715.6 846.2 10,547.6 10,101.6 9,915.2 186.4 12,630.8 446.0 1,032.6 4.2%

기와

자갈등
58,921.3 825.8 756.6 57,339.0 56,876.6 55,702.0 1,174.6 56,527.8 462.4 1,931.2 0.8%

동물분뇨 88,162.4 77,585.3 0.5 10,576.6 7,035.5 6,989.6 45.9 84,574.9 3,541.0 46.4 33.5%

동물사체 160.7 0.9 2.3 157.5 84.3 78.7 5.6 79.6 73.2 7.9 46.5%

분진 15,923.3 1,708.1 1,672.3 12,542.8 10,535.2 10,398.2 137.0 12,106.3 2,007.6 1,809.3 16.0%

합계 302,931.4 88,352.3 5,382.6 209,196.5 116,575.0 110,862.1 5,712.9 199,214.4 92,621.6 11,095.8 44.3%

Fig. 6. The ratios of industrial wastes from each treatment type i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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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포함)을 위해 수집된 양 중 실제 재활용되거나 처리

후 잔사량을 제외한 양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일 양국의 산업 폐자원 형태

를 고려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산업 폐자원의 일본 감

량화율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국내 산업 폐자원의 재

활용 및 중간처분량을 재산정하였다. 

현재 일본은 국내와는 달리 소각 처리량을 별도로 산

정하지 않고, 재활용 및 중간처분 시 감량되거나 잔존

하는 폐기물 양을 전부 고려하여 감량화량 통계 데이터

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보정을 위해서는 국내

통계의 재활용량 및 소각량을 모두 고려하여 감량화율

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의 감량화량 중 소각 부

분에 대한 개별 감량화량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며, 국

내 재활용량 및 소각량을 합산한 후 일본 감량화율을

적용하여 재활용량을 재산정할 경우 음수값이 나오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산업 폐자원별 감량화율을 국내 통계의 재활용량

에만 적용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소각에 의한 감량화량

을 고려하지 못함에 따라 보정된 중간처분량이 실제보

다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그 양은 미비하다고 사

료된다.마)

3.2. 형태별 산업 폐자원별 처리현황

2010년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산업 폐자원은

재활용, 중간처분(소각 등), 최종처분(매립) 순으로 처리

되고 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 폐자

원의 재활용률은 통계상으로는 70.8%(이하 통계), 감량

화율을 고려하여 재활용률을 재산정한 결과는 55.3%(

이하 보정)로써 그 차이가 약 15.5%p로 매우 높은 수

준인 것으로 나타났다(Fig. 6).

배출량 기준 상위 5개 산업 폐자원의 처리현황은

Table 6과 같다. 대상 산업 폐자원 중 광재류(통계:

87.9%, 보정: 84.3%), 폐주물사 및 모래류(통계:

82.6%, 보정: 76.9%)의 재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

면, 오니류(통계: 52.7%, 보정: 5.4%)의 재활용률은 가

장 낮았으며, 특히 통계 및 보정 데이터 간 약

47.3%p의 큰 차이가 발생하여 재활용 단계에서 감량되는

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오니류의 특성상 이를 건조하는 과정

에서 상당량의 수분이 증발됨에 따라 실제 재활용되는 오

니류의 양이 매우 적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3.3. 산업별 산업 폐자원 처리현황

산업 전체의 산업 폐자원 재활용률은 70.8%(보정

55.3%), 산업 부문(대분류) 중 배출량이 가장 많은 제조

업 부문의 재활용률은 77.3%(보정 60.7%)로 나타났다.

산업 대분류 중 농림수산업의 재활용률은 95.4%(보정

마)국내에서 소각에 의한 중간처분은 가연성 산업 폐자원에 한해서 이루어지며, 2010년을 기준으로 전체 산업 폐자원 중 가연성

산업 폐자원이 약 22.7%를 차지하고 있으나, 실제 소각량은 6.5%로 미비.

보정방법 : 동일한 폐기물 유형에 대하여 일본 통계 데이터

의 감량화율을 적용하여 국내 산업 폐자원 재활

용량에서 재자원화 시 감량화량 제외

* 재활용량 : 기존 통계 재활용량 - 감량화량

* 중간처분량 : 기존 통계 중간처분(소각)량 +감량화량

* 감량화량 : 산업 폐자원을 중간처분(소각, 중화, 파쇄 등)

하기 위해 회수된 양에서 재활용되거나 처리

후 잔사량을 제외한 양

<감량화량 산정 방법>

감량화량 =기존 국내통계의 재활용량 ×감량화율_일본  =기

존 국내통계의 재활용량 × (감량화량_일본/중간처

분량_일본)

Table 6. Current status of 5 major industrial wastes treatment in 2010

우선

순위
산업 폐자원 형태

산업 폐자원 발생량

(톤/년)

재활용(%) 중간처분(%) 최종처분(%)

통계 보정 통계 보정 통계 보정

1 광재류 14,601,439 87.9% 84.3% 0.0% 3.5% 12.1% 12.1%

2 오니류 11,245,775 52.7% 5.4% 12.4% 59.8% 34.8% 34.8%

3 연소재 3,198,021 75.8% 69.7% 0.0% 6.2% 24.2% 24.2%

4 폐합성수지 1,808,582 61.0% 43.9% 37.2% 54.3% 1.7% 1.7%

5 폐주물사 모래류 1,789,017 82.6% 76.9% 0.0% 5.7% 17.3% 17.3%

전체 54,019,363 70.8% 55.3% 6.5% 22.0% 21.7%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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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urrent status of industrial wastes treatment in each industry in 2010

산업부문

(대분류)

산업 폐자원 

발생량(톤/년)

통계 보정

재활용 중간처분 최종처분 재활용 중간처분 최종처분

농림수산업 151,586 95.4% 2.6% 2.0% 77.8% 20.2% 2.0%

광업 71,139 87.6% 4.5% 6.2% 41.5% 50.6% 6.2%

제조업 34,867,420 77.3% 6.8% 15.5% 60.7% 23.4% 15.5%

건설업 1,200,669 82.2% 4.7% 13.0% 58.4% 28.5% 13.0%

서비스업 및 기타 17,670,374 56.9% 6.0% 34.7% 44.3% 18.7% 34.7%

산업 전체 54,019,363 70.8% 6.5% 22.0% 55.3% 21.7% 21.7%

Table 8. Current status of industrial wastes treatment in each major manufacturing industry in 2010

제조업 부문 산업 폐자원 형태
산업 폐자원

발생량(톤/년)

재활용(%) 중간처분(%) 최종처분(%)

통계 보정 통계 보정 통계 보정

1차 금속 제조업

오니류 1,036,329 75.9 7.7 3.6 71.7 20.5 20.5

광재류 8,310,853 99.8 95.8 0.0 4.0 0.2 0.2

분진류 1,013,348 82.1 68.6 0.0 13.5 17.8 17.8

폐주물사 및 모래류 537,010 84.9 79.1 0.0 5.8 15.1 15.1

폐금속류 555,421 100.0 98.1 0.0 1.9 0.0 0.0

전체 12,254,932 94.2 0.8 4.9 83.8 11.3 4.9

기타 제품 제조업

폐합성수지 274,407 60.9 43.9 38.4 55.4 0.8 0.8

오니류 953,747 44.0 4.5 33.0 72.5 23.0 23.0

광재류 5,431,499 69.2 66.4 0.0 2.8 30.8 30.8

폐주물사 및 모래류 192,647 88.2 82.2 0.0 6.0 11.8 11.8

폐석회 석고류 491,436 71.8 71.8 0.0 0.0 28.2 28.2

전체 8,050,427 65.6 5.4 29.0 57.7 13.3 29.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가구제외

폐합성수지 134,785 61.8 44.5 35.2 52.5 3.0 3.0

오니류 448,611 23.7 2.4 5.4 26.7 70.7 70.7

소각재 85,689 2.6 2.4 0.0 0.2 97.3 97.3

폐석회 석고류 684,521 99.4 99.4 0.0 0.0 0.6 0.6

기타폐유기용제 160,340 84.3 84.3 12.7 12.7 0.0 0.0

전체 1,997,690 67.2 6.6 25.1 58.5 15.3 25.1

비금속 광물 제조업

폐목재류 74,387 95.2 76.6 0.8 19.4 4.0 4.0

폐합성수지 111,435 77.2 55.6 22.0 43.6 0.8 0.8

오니류 868,853 89.9 9.2 0.4 81.2 9.5 9.5

광재류 71,074 90.8 87.2 0.0 3.6 9.2 9.2

유리도자기편류 85,666 79.3 73.9 0.0 5.4 20.7 20.7

전체 1,883,664 84.0 3.1 12.7 41.8 45.4 12.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폐합성수지 308,702 12.7 9.1 87.3 90.9 0.0 0.0

폐합성고무 20,513 0.0 0.0 100.0 100.0 0.0 0.0

오니류 805,097 51.6 5.3 28.4 74.7 20.0 20.0

소각재 331,900 35.6 32.7 11.0 13.9 53.4 53.4

폐주물사 및 모래류 23,397 32.4 30.2 0.0 2.2 67.6 67.6

전체 1,560,127 38.2 35.9 25.8 12.7 61.4 25.8

제조업 전체

폐합성수지 1,698,757 52.1 37.6 45.9 60.5 1.9 1.9 

오니류 6,875,306 62.9 6.4 11.7 68.2 25.3 25.3 

광재류 14,218,427 87.7 84.2 0.0 3.5 12.2 12.2 

분진류 1,466,565 71.2 59.5 0.3 12.0 28.1 28.1 

폐주물사 및 모래류 1,535,590 84.5 78.7 0.0 5.8 15.5 15.5 

전체 15.523.460.715.56.877.334,86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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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재활용률이 상대

적으로 높은 폐목재류, 동식물성폐잔재물 등의 배출비

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비스업 및 기

타 부문에서는 전반적으로 오니류의 발생량이 매우 높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물질의 재활용률이 매

우 낮은 수준이므로 해당 산업 부문의 재활용률 또한

56.9%(보정 44.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7).

제조업 부문별 산업 폐자원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Table 8과 같이 배출량 기준 상위 5개 산업의 평균 재

활용률은 81.6%(보정 66.3%)로 제조업 부문 전체(통계:

77.3%, 보정: 60.7%) 대비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

었다. 특히 제조업 부문 중, 가장 많은 산업 폐자원을

배출하고 있는 “1차 금속 제조업”의 재활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 94.2%, 보정: 83.8%). 일

반적으로 재활용률이 높은 광재류가 많이 배출되는 산

업에서 상대적으로 재활용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제조업 부문 중 재활용률이 가장 높은 “1차

금속 제조업”의 경우, 해당 산업 전체 폐자원 배출량의

72.6%를 차지하고 있는 광재류의 재활용률이 99.8%(보

정 95.8%)로 가장 우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비금속 광물 제조업” 및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오니류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재활용률을 나타냄으로써 해당

산업의 재활용 실적 또한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4. 한일 산업 폐자원 발생 및 처리현황 비교

4.1. 데이터 처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산업구조(제조업

중심)를 나타내고 있으며, 산업 폐자원의 재자원화 활

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는

일본을 대상으로 하여 산업 폐자원별 재활용률과 산업

별(제조업 부문) 원단위 산업 폐자원 발생량을 비교분

석하였다.

현재, 한일 양국의 폐기물 통계 구축체계가 상이하므

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폐기물 형태 및 산업(제조업

부문) 분류를 기준으로 국내 산업 폐자원 및 산업 분류

를 재조정하여 발생 및 처리 현황을 비교하였다. 일본

은 현재 지정폐기물 및 배출시설계폐기물 구분 없이 19

종의 폐기물 유형을 Table 9와 같이 산업폐기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8)

산업 폐자원 유형은 한국이 일본에 비해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일본을 기준으로 동일한 유형을 그룹화하였으

며, 상호 매칭이 불가한 산업 폐자원 유형은 비교 시

제외함으로써 총 15종의 비교 대상 산업 폐자원을 선

정하였다.4,5,8) Table 10은 한일 양국의 산업 폐자원 발

생 및 처리 현황을 비교하기 위해 재조정한 산업 폐자

원 형태를 나타낸다.

또한, 양국 폐기물 통계 상에서의 산업 분류(제조업

부문) 범위가 서로 상이하므로, 동일한 유형의 산업 부

문을 통합하여 총 18개 부문의 제조업 산업에 대한 발

생 및 처리현황을 비교하였다(Table 11).4,5,8) 기타 제품

제조업의 경우, 한일 양국의 조사 범위 및 상세분류를

파악하기 어려워 직접적인 비교는 수행하지 않았다.

4.2. 산업 폐자원별 재활용률 비교

본 연구에서는 한일 양국의 산업 폐자원 발생량 및

재활용량을 기준으로 Fig. 7과 같이 일본의 산업 폐자

원별 재활용률을 100으로 가정하였을 때 국내 재활용

수준을 지수로 표현하였다. 그 결과, 비교대상 산업 폐

자원 15종 모두 한국이 일본에 비해 낮은 재활용률을

나타냈다. 비교대상 산업 폐자원의 평균 재활용률은 일

본의 77% 수준이며, 폐금속, 광재류, 폐고무 등의 재활

용률은 일본과 동등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폐유, 폐섬

유, 폐알칼리의 재활용률은 아직까지 일본에 비해 현저

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Table 9. Classification of industrial wastes in Japan

산업폐기물

형태

- 연소재

- 오니류

- 폐유

- 폐산

- 폐알칼리

- 폐플라스틱

- 폐지

- 폐목재

- 폐섬유

- 동식물성 잔사

- 동물계 고형폐기물

- 폐고무

- 폐금속

- 폐유리·도자기·콘크리트

- 광재류

- 기와자갈 등

- 동물분뇨

- 동물사체

- 분진류

Table 10. Industrial waste types for the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Japan

비교 대상

산업 폐자원

(총 15종)

- 연소재

- 오니류

- 폐유

- 폐산

- 폐알칼리

- 폐플라스틱

- 폐지

- 폐목재

- 폐섬유

- 동식물성 잔사

- 폐고무

- 폐금속

- 폐유리·도자기·콘크리트/

 기와·자갈 등

- 광재류

- 분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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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재자원화 시 비교적 부가가치가

높은 폐금속과 제강 슬래그, 고로 슬래그 등 다양한 형

태로 건축물 및 시멘트 산업 등의 대체 원료 및 연료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광재류는 우수한 수

준의 재활용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산업 폐자원

내 유해물질 함유 기준에 따라 발생량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되고 있는 폐유, 폐

섬유, 폐알칼리의 경우 재활용보다는 소각 등 중간처분

과정을 거쳐 처리되는 양이 많아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

로 낮은 재활용 실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3. 산업별 원단위 산업 폐자원 발생량 비교

본 연구에서는 한일 양국의 산업별 산업 폐자원 재자

원화 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배출량이 가장 높은 제조

업 부문을 대상으로 연간 생산량(부가가치 기준) 대비

산업 폐자원 발생량을 비교분석하였다(Table 12).9,10) 

Fig. 8과 같이 양국의 산업별 생산량(부가가치 기준)

을 기준으로 산업 폐자원 발생량을 비교한 결과, 한국

은 9.9톤/억원, 일본은 7.8톤/억원의 원단위 발생량이 산

정되었다. 제조업 부문에서 한국이 일본 대비 높은 원

단위 발생량을 나타낸다는 것은 한국이 동일한 부가가

치를 창출하는데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산업 폐

자원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대비 원단위 발생량 기준 취약산업은 총 10개

부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

계 제조업/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원단위 발생량

이 일본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나 그 차이가 매우

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원단위 발생량이 일본

에 비해 낮아 산업 폐자원 재자원화 수준이 우수한 산

업은 총 8개 부문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산업의 오

니 발생량이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는데 향후 한일 양국의 오니류 발생량에 대한 통

계 세부내역을 상세히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

료된다. 또한 “1차금속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

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의 원단위 산업

Table 11. Manufacturing industry fields for the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Japan

비교 대상

제조업 부문

(총 18개 부문)

- 식료품 제조업

- 음료담배사료 제조업

- 섬유 산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조업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인쇄업

- 화학공업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가죽, 가방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 수송용 장비 제조업

Fig. 7. Recycling rates comparison of industrial wastes of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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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 발생량은 양국 공통으로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은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업 폐자원의 발생 및 처리현황

을 분석하고 일본과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산업 폐자

원의 재자원화 실태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5.1. 배출량이 높은 산업 폐자원 및 산업에 대한 

자원효율성 개선 방안 우선적 마련 필요

국내 산업 폐자원은 특정 형태 및 제조업 부문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므로, 해당 분야에 대한 자원효율성

제고 방안 확보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국내 산업 폐

자원을 크게 금속계, 무기계, 유기계 산업 폐자원으로

분류하였을 때 광재류, 연소재, 폐주물사 및 모래류 등

이 포함된 무기계 산업 폐자원의 발생비율은 64.6%, 폐

합성수지, 오니류 등을 포함하는 유기계 산업 폐자원의

발생비율은 32.1%로 나타나 전체 대비 96.7%를 차지하

고 있는 반면, 해당 산업 폐자원의 재자원화 R&D 기술

개발을 위한 주요 정부부처의 지원 비율바)은 61.2%로 발

생 비율에 비해 저조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Fig. 9).11)

따라서 유기계 및 무기계 산업 폐자원, 그 중에서도

전체 산업 폐자원 배출량의 72.4%를 차지하고 있는 ①

광재류, ②오니류, ③연소재, ④폐합성수지, ⑤폐주물사

및 모래류에 대한 배출 저감 기술 개발 및 적용이 시

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체 산업 폐자원 배출량 중 62.6%를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 부문, 그 중에서도 ①1차금속 제조업, ②기

타 제품 제조업, ③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④비

금속 광물 제조업, ⑤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등

5개 산업(제조업 부문 배출량 대비 73.8% 차지)을 대상

으로 한 산업 폐자원 발생 억제 및 재자원화 기술 개

Table 12. Generation and its added value of industrial waste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ies of Korea and Japan

제조업 부문

한국 일본

산업 폐자원

발생량 (톤/년)

부가가치

(억원)

산업 폐자원

발생량 (톤/년)

부가가치

(억원)

식료품 제조업 1,390,013 108,211 5,793,100 1,336,992

음료담배사료 제조 520,118 124,477 2,627,850 576,355

섬유 산업 363,274 137,738 614,700 166,10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78,884 14,283 906,000 103,938

가구 제조업 44,826 28,609 197,900 84,39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560,127 57,959 18,182,950 349,483

인쇄업 83,743 32,432 640,550 422,907

화학공업 2,190,688 298,237 8,160,800 635,00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414,194 281,379 754,650 758,9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527,977 151,158 1,155,750 391,731

가죽, 가방 제조업 152,465 12,754 154,950 16,00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883,664 104,379 6,120,050 342,596

1차 금속 제조업 12,254,932 354,797 25,263,500 828,187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725,537 212,864 2,517,050 627,025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1,425,319 220,307 1,699,300 1,211,80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708,908 559,096 1,975,600 578,687

전기장비 제조업 38,176 290,567 901,600 525,116

수송용 기계기구 제조업 1,354,148 513,924 2,460,900 1,029,457

제조업 전체 (기타 제품 제조업 포함) 34,867,419 3,524,664 80,395,600 10,516,950

바 )최근 2년간 (2010~2011년 ) 자원 재활용 기술개발 관련 국가 출연 연구과제 수 기준 (지식경제부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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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5.2. 일본 대비 원단위 발생량이 높은 산업 및 재활

용 수준이 저조한 산업 폐자원에 대한 재자원화

율 향상 필요

제조업 부문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의 원단위 산업

폐자원 발생량은 9.9톤/억원으로 일본(7.6톤/억원)에 비

해 동일한 부가가치 창출에 더 많은 산업 폐자원이 발

생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집

중적 자원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원단위 발

생량이 일본에 비해 3배 이상 높아 해당 산업에 대한

재자원화율 제고 방안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한

일 양국의 산업 폐자원별 재활용률을 비교한 결과, 비

교 대상 15종 모두 일본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며, 재활

용률이 현저히 낮은 폐섬유, 폐유, 분진류에 대한 재자

원화 기술 개발 및 보급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

Fig. 8. The basic unit generation of industrial wastes in Korea and Japan.

Fig. 9. The generation rates of industrial wastes and the national R&D support for their recyc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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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료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본은 “자원유효이용촉진법”에 따

라 철강, 자동차 등과 같은 자원 다소비 업종에 대한 산업

폐자원목표관리제도 시행을 통해 산업별 산업 폐자원 저

감 목표 및 실행 계획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도 多배출 산업 폐자원 및 산업에 대한 자원관리

현황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및 추진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5.3. 폐기물 통계구축체계 개선을 통한 데이터 

신뢰성 제고 필요

현재 국가 폐기물 통계에서는 재활용을 위해 수집된

폐기물 양을 전부 재활용량으로 집계하고 있으나, 실제

로는 대부분의 폐기물이 1차 가공 단계인 중간처분(소

각, 중화, 파쇄 등) 과정을 거친 후 재활용되고 있으며,

해당 과정에서 상당량의 폐기물이 감량되거나 폐기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국가 통계 데이터와 일본의 산업

폐자원별 감량화율을 적용한 보정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에서도 재활용률이 15.5%p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기

구축된 통계 데이터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현재 폐기물 통계구축체계의 세분화, 즉 중

간처분 항목의 추가 및 해당 단계에서의 감량잔존하는

폐기물 양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폐기물 통계 데이터

의 신뢰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활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 도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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