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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제조 산업은 환경을 보존하면서 제조 시 사용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에서 재제조 산

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선, 원제조업체, 재제조업체 그리고 수리업체 사이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 원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재

제조 활성화를 위한 기본 원칙들은 재제조 절차와 주요 구성원간의 관계분석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 

주제어 : 재제조, 활성화, 환경, 협업, 기본 원칙

Abstract

Remanufacturing is one alternative to conserve the good environment of our earth and to save the production resources and

manufacturing energy. To make active remanufacturing in Korea we have to prepare basic rules to support the collaboration

among the original manufacturing, remanufacturing, and repairing companies. Basic rules for active remanufacturing can be

established by the analysis of recently environments of remanufacturing procedures and the relationship among the main con-

stitu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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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재제조 산업의 문제점

재제조(Remanufacturing)란 사용한 제품이나 사용 중

인 제품을 수거하여, 제품을 완전히 부품과 조립군으로

해체하여, 고장이 난 부품들과 마모된 부품들은 교체를

하고, 수리를 해야 될 부품은 수리를 하여, 각 부품과

조립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부품들과

조립군 들을 다시 재조립하여 제품으로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1)

재제조 산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

의 제조 공정을 거친 제품들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경제적인 효과와 기술적인 면을 고려하여, 현재에는 일

부 제품에 국한되어 재제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

차 부품(트렌스미션, 교류발전기, 엔진, 스타트 모터, 클

* Received : January 25, 2013·1st Revised : February 28, 2013·2nd Revised : March 28, 2013·Accepted : April 10, 2013
Corresponding Author : Hak-Soo Mok (E-mail : hsmok@pusan.ac.kr)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San 30 Jangjeon-dong, Keumjung-ku, Busan 609-735, Korea

Tel : +82-51-510-2426 / Fax : +82-51-512-7603

ⓒThe Korean Institute of Resources Recycling.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82 睦鶴洙·朴南圭·全昌秀·宋敏峻·韓昌孝

J. of Korean Inst. Resources Recycling Vol. 22, No. 3, 2013

러치 등)이나 복사기 및 토너 카트리지 등에서 특히 많

이 재제조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는 더 많은

대상들에 대해, 예를 들어 항공기, 기차, 탱크, 공작기계

등과 같은 중대형 제품에 대한 재제조 산업도 활성화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재제조 산업의 육성 방안을

찾아보고, 이러한 재제조 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법을 만들기 위한

기본 원칙들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재제조 산업의 문제점에 대해 간

단히 정리를 하면 다음 Fig. 1과 같다.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재제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재제조 업체들의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부와 재제조 협회 등에서 재제조로

생산된 제품들이 일반 소비자에게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음을 널리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믿고 재제조 제품을 사용

해도 괜찮다고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재제조 제품

의 품질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

를 위해 정부에서 완성 제품을 생산하는 원제조업체와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재제조업체 간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재제조 제품의 품질의 균일화를 위해, 그리고 소비자

의 안전을 위해서는, 완성 제품을 만드는 원제조업체에

서 제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방법과 기준들에 대해, 재

제조업체와 정비업체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2. 재제조 산업의 필요성

Fig. 2에서는 재제조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이유를

보이고 있다. 재제조 제품을 생산할 때에는 신품의 제

품을 생산할 때 소요되는 자원을 재사용되는 소재를 절

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용을 많이 줄여주

고, 더 나아가 CO2 의 발생을 현저히 낮추어 줌으로써

환경 오염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의 보존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육성되어야 할 산업이다.

Fig. 3에서는 재제조 산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

제적인 이익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1년에 우리나

라에서 50만 대가 폐차되고, 이중 50%의 제품들이 재

제조에 사용되며, 재제조 제품이 신품 가격의 20%를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 29개 자동차 부품에 대한 예상

매출액의 크기는 약 2조 3500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은 재제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많은

나라, 특히 미국에서는 재제조산업을 제조적으로 뒷받

침하기 위해 많은 주에서 재제조를 위한 지원법을 만들

고 있거나 일부 시행되고 있다. Fig. 4는 미국에서는

재제조 산업의 육성을 위해 여러 주(State)에서 법을 만

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4,5)

우리나라에서도 재제조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법

을 만들어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

리나라에서는 재제조 산업 보호를 위한 법이 제정 되어

야 하는 이유는 재제조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와 재제

Fig. 1. The problem of domestic remanufactur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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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즉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재제조 산업이 활

성화되어야 한다.6,7)

- 재제조로 생산되는 제품의 경제적인 이득을 소비자

에게 주어야 함 (소비자 보호, 재제조 제품의 가격은

신품 가격의 30 ~ 50% 수준임)

- 현재 우리나라 재제조 제품의 품질 수준이 선진국

의 재제조 제품의 품질 수준보다 낮기 때문에 재제조

제품의 품질 수준을 높여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재제조업체 보호, 예를 들어, 독일에서

는 재제조 제품의 가격이 신품의 50 ~ 70%정도)

- 재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재제조 제품의 품질 수준

을 높이기 위해 원제품 생산업체의 기술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재제조업체, 소비자 보호)

- 진단 및 검사 장비에 대한 기술 사양의 공개를 의

무화해야 함.(재제조업체, 소비자 보호)

- 재제조에 사용될 코어의 고철로써 해외 수출을 막

아야 됨. 자동차 부품인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많

은 폐차장에서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로 폐차들이 ‘고철’

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수출되고 있다. 폐차 속에

는 재제조를 통해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부품

들이 많다. 이렇게 ‘고철’로 팔려나가는 것을 제도적으

로 막지 못하면, 재제조 산업에 사용될 수 있는 코어의

부족을 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들 나라들로부터 코

어를 역수입해야 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고철로써

해외로 팔려나가는 것을 제도로 막아야 할 것이다.(재

제조 업체 보호)

- 재제조 제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한 검인

Fig. 2. Reduction of CO2 from automotive parts remanu-

facturing.2)

Fig. 3. Economics effect from automotive parts remanu-

facturing.3)

Fig. 4. Relevant laws of each state in the United States

remanufacturing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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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소비자 보호)

- 재제조 제품을 사용 중 발생한 고장에 대한 보증

제도(소비자 보호)

- 영세한 재제조업체의 세제 혜택 부여 (재제조업체

보호)

- 재제조 산업단지 조성.(재제조업체, 소비자 보호)

Fig. 5에서는 현재 국내 재제조 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분석하여, 이 문제점들을 해

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세울 때, 국내 재제조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현재 국내 재제조업체의 영

세성과 생산되어 나온 재제조 제품의 품질 균일성과 신

뢰성에 소비자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들의 여러 문

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원제조업체와

재제조업체 간의 상호 협력체계를 이루는 것이 우선 되

어야 한다.

따라서, 재제조 산업은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재제조를 할 때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제품 설계

정보를 신제품 출시와 동시에 제공의 의무화

- 재제조 산업의 주체들 간에 기술협력의 제도화

- 재제조산업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 자유화

- 환경친화적인 재제조공정의 의무화

3. 재제조 활성화를 위한 제품설계 정보 제공의

제도화

재제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품의 재제조의

기본 세부 기능으로는 사용한 제품의 수거, 수거된 제

품의 해체, 조립군과 부품의 세척, 조립군과 부품의 검

사, 부품의 가공, 조립군과 부품의 재조립이 용이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즉, 제품을 설계할 때에는 재제조

를 위한 설계(Design for Remanufacturing)가 되어야

한다. 아래 Fig. 6에서는 재제조의 기본 기능들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기본 기능 들이 잘 수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신제품을 설계할 때부터 각각의 기본 기능들

이 고려되어야 한다. 재제조 제품의 가격에 많은 영향

Fig. 5. Institutionalization for the activation of remanu-

facturing industry.

Fig. 6. Design for re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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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는 것이다.

사용된 제품들이 어디에 있으며, 회수를 위해서는 어

떠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신

제품이 출하되어 판매되고 난 후, 이들 제품의 재제조

를 위해 재제조업체로 회수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제품

의 이력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 신제품으로 생산

되고 난 후, 제품의 각 구성 요소들의 기본 정보 (즉,

구조, 재질 등) 들이 관리되어야 한다.

사용된 제품이 고품으로써 수거된 후, 재제조를 위해

해체가 되어야 한다. 제품의 구조 및 단위 요소들의 체

결 방법에 따라 해체의 쉬움 정도가 결정된다.8) 해체에

소요되는 경비를 줄이고, 해체될 때 조립군과 부품의 파

손을 방지하기 위해 해체 용이성이 높도록 제품이 설계

되어야 한다.

해체된 조립군과 부품들은 먼지나 오물 및 표면에 낀

녹 등을 제거해야 하는 세척 공정을 거치게 된다. 세척

이 잘 되기 위해서는 부품이나 조립군이 단순한 구조로

설계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한 한 세척에 사용되는 도

구의 접근성이 뛰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체되어 세척된 부품이나 조립군들이 재사용이 가능

하지를 검사해야 한다. 재사용이 가능한지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부품의 신뢰성 점검이 필요하다. 재제조된 제

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뢰할만한 검

사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해체되고 세척된 부품의 일부를 가공 공정을 통해 부

품의 원형으로의 복구가 쉽게 될 수 있어야 한다. 제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외형의 형상 치수와 재질적인 특

성이 본래 설계 치수에 맞아야 할 것이다. 부품의 복구

가 힘들 경우, 신 부품으로 반드시 교체를 해야 한다. 

해체된 조립군과 부품, 그리고 일부 신 부품들은 다

시 재조립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제조 제품이 완성되는 것이다. 재조립 공정이 수

월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도 앞에서와 같이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 조립을 위한 설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재제조를 위한 기본 기능들이 원활히 수행

되기 위해서는 제품의 설계정보들이 있어야 한다. 특히,

제품을 해체할 때나 부품을 가공하여 검사하는 과정에

서는 반드시 설계정보들이 더욱 필요하다. 즉, 원제조업

체의 설계 사양들이 재제조 업체나 정비업체에게 제공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들이 신 제

품이 출시될 때 반드시 제공 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4. 재제조 산업의 주체들 간에 기술협력의 제도화

우리나라의 재제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

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 재제조 업

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의해 재제조 제

품의 품질과 재제조에 사용되는 코어수집의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제조 제품의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는 미국에서도

Fig. 4에서와 같이 주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 재제조 제

품의 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와 같이 법을 만들어 재제조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초

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재제조에 관련된 제도를 만들 때에는 여러 가지의 주

체들, 즉, 원제조업체, 재제조업체, 부품생산 및 공급업

체, 정비업체, 그리고 소비자 들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파악하여, 최종적으

로 사용자인 소비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Fig. 7은 재제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주체들을 나타내

고 있다.

원제조업체인 완성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와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제품의 정비를 맡고 있는 서비

스업체, 그리고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와의 관계

를 면밀히 분석하여 관련될 수 있는 법규를 만들어 제

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생겨난다.

아래와 같은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들을 분석함으로써, 소비자 중심의 재제조 산업을 육성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Fig. 7. The subject of remanufactur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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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조업체와 재제조업체와의 관계

- 재제조업체와 소비자와의 관계

- 원제조업체와 소비자와의 관계

- 원제조업체와 정비업체간의 관계

- 재제조업체와 정비업체와의 관계

- 재제조업체와 부품생산 및 공급업체와의 관계

이와 같은 여러 주체들과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관

점에서 재제조 육성을 위한 법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즉, 자동차 부품의 재제조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기

본 원칙을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하는 법

규 혹은 제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이 필요하다.

재제조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희망하는 사항을 대

략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1. 재제조 제품의 품질의 신뢰성 

2. 재제조 제품의 가격

3. 재제조 제품 구입의 수월성

위와 같은 것들에 대해 제도적으로 소비자의 안정과

시장 경쟁의 자유화를 위해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법이 제정되어야 하며, 본 논문에서는 법 제정

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4.1. 재제조 제품의 품질의 신뢰성

재제조 제품의 품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

제조 업체가 가지고 있는 재제조 제품 생산 공정을 원

제조 생산 업체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제품 생산

의 단위 공정에서의 작업들이 제품의 품질을 보장한다

고 하면, 반드시 이 수준으로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재제조 제품의 품질을 균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원제품(완성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재제조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들 필요가 생겨난다. 이것

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 생각된다.

4.1.1. 재제조 공정의 표준화

재제조 제품의 품질을 신제품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

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제품이 생산되는 공정이 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재제조 단위 공정에 대한 표준

화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단위공정이 가져

야 할 세부 기능과 사용되는 장비들에 대한 요구 조건

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 사항들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원제조업체의 생산 공정에 대한 내용이 제시

되어야 한다. 

4.1.2. 진단 및 검사 장비의 표준화

재제조 제품을 생산할 때, 제품의 품질을 진단하거나

검사하는데 필요한 장비는 신품을 검사하는 장비의 품

질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덧붙여 검사하

는 방법도 함께 표준화가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재제

조 제품의 품질 수준을 진단하거나 검사하는 장비들에

대한 신뢰가 우선 되어야 한다.

4.1.3. 원제조업체와 재제조업체 간 기술협의회 구성

재제조 제품의 품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제조

업체와 재제조업체 간 기술협의회를 반드시 구성하여

재제조 공정을 수행할 때 유지해야 할 기술 수준이나

교체 부품들에 대한 기준 등에 대해 서로 토의를 해서

일정 수준의 재제조 제품이 될 수 있도록 한다.

4.1.4. 원제조업체와 정비업체 간 기술협의회 구성

원제조업체에서는 정비업체에서 신품의 부품이나 재

제조된 부품을 가지고 정비를 할 때, 전체 제품의 품질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비의 지침 방법이나 교체되는

부품의 품질 수준 등에 대해 제시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제조업체에서는 새로운 제품을 출하될 때

마다, 정비의 지침과 기준을 새로 만들어 정비업체의 기

술자에게 인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1.5. 재제조 방해하는 설계 방지

수거된 코어인 고품을 해체할 때, 해체를 방해하는

부품의 설계 요소를 설치하면 안된다. 즉, 원제조업체에

서 제품을 설계할 때, 재제조를 방해할 목적으로 재제

로가 불가능하게 한다든지, 재제조를 심하게 방해하는

설계를 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체하는 순

간 부품에 손상이 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부품들을 체

결하는 요소가 영구체결로써 부품의 체결이 이루어져

있다든지, 부품들을 체결할 때 한쪽 방향으로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해체가 불가능하게 한다면, 이러한 설

계 행위를 법적으로 제제를 가해야 한다. 

4.1.6. 재제조 시 특허료 지불

재제조 시 필요할 경우 재제조업체는 특허 부품을 재

제조할 경우 반드시 특허료를 지불해야 한다. 

4.2. 재제조 제품의 가격

재제조 제품의 가격은 재제조 공정에서 사용된 신품

의 교환 부품의 수와 재제조 제품의 품질 수준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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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좌우된다. 이렇게 설정된 재제조 제품의 가격은 지

역에 따라서 별 차이가 없이 책정될 수 있도록 재제조

업체들간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4.2.1 재제조업체들 간의 담합 금지

재제조 제품의 가격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날 경우 소

비자의 불신이 생겨날 수가 있다. 그러나, 재제조업체들

간의 담합으로 재제조 제품의 가격이 매우 높게 되는

것을 단속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4.2.2. 재제조업체들 간의 자유 경쟁 유도

같은 품질 수준을 갖는 재제조 제품일 경우, 소비자

측면에서는 재제조 제품의 가격이 낮은 것을 선호하게

된다. 이를 위해 재제조업체들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

해 재제조 제품의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4.2.3. 재제업체들 간의 정보교류 활성화

재제조업체 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및 영업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

받침이 필요하다. 새로운 재제조 기술에 대한 기술을 소

개하는 세미나나 기술 교류의 장이 만들어져서 재제조

업체들의 궁금한 사항들을 서로 알 수 있도록 한다. 

4.3. 재제조 제품 구입의 수월성

소비자는 재제조로 생산된 제품의 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충분한 코어의 확보

가 필요하다. 

4.3.1. 재제조에 사용되는 고품의 확보

재제조 제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제조에 사

용되는 코어(재제조에 사용되는 고품)의 확보가 원활히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코어의 확보가 그

렇게 용이하지 않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완성차 메

이커인 현대와 기아자동차에서는 자동차 정비 업체인

Green Service업체들과 계약을 해서 신품과 1 : 1로 사

용된 부품을 회수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기에, 일반 자

동차 부품의 재제조 업체에서는 코어 확보가 쉽지 않은

사정이다. 주로 자동차 폐차장에서 코어를 찾고 있다.

그나마, 이러한 코어들도 동남아시아 상인들이 고철로

써 자기 나라로 폐차를 사가지고 가기 때문에 코어의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폐차들이 고철로 동남아시아나 다른 나라

로 팔려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폐차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코어

로써 이용될 수 있는 자원의 유출을 막을 수 있기 위

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4.3.2. 재재조업체들 간 네트워크 형성

재제조 제품이 필요한 소비자에게는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제

조 제품의 판매가 늘어날 수 있다. 재제조업체에서는 자

신들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자신들이 생산하고 있는 재

제조 제품의 종류들과 제품의 품질 수준, 그리고 재제

조 제품의 가격을 홈페이지에 나타낸다. 재제조 제품이

필요한 소비자가 쉽게 재제조 제품에 접근이 가능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일정한 품

질을 유지하고 있는 재제조 제품을 구입하는데 어려움

이 없도록 해준다.

4.4. 환경친화적인 재제조공정의 의무화

재제조의 대상은 사용하던 것이나 사용이 끝난 제품

이다. 재제조를 위해 오래된 제품을 해체할 때 발생되

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이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생겨날 수 있다. 즉, 폐유, 미세 먼지, 유해 가스, 환경

유해 합성 물질들을 회수해야 함을 반드시 제도화해야

한다. 

4.5. 부품의 물성 표기 의무화

제품을 설계해서 생산할 때에는 반드시 각각의 부품

에 자신의 물성을 표시해야 함을 의무화해야 한다. 재

제조를 위해 해체된 부품들의 물성들이 파악됨으로써

재제조 공정을 보다 수월하게 수행되게 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제조 할 수 없는 부품들의 소재를 다시

사용하고자 할 때, 소재의 재활용이 가능하게 할 수 있

게 된다. 이를 통해 환경보호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4.6. 독립 정비업체에게도 원제조업체의 정비 기술 

접근 허용

원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독립 정비업체에

게도 원제조업체에서 만든 정비 방법이나 정비 장비들

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정비업체에게만 정비기술의 접근을 허용

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정비업체의 정비 수준

을 보장하기 어렵게 된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

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독립 정비업체도 원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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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만든 정비 방법과 정비에 사용되는 검사 장비의 특

성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4.7. 소비자의 부품 자유 선택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해서 사용하는 제품의 정비를

위해 재제조로 생산된 제품 혹은 신 부품의 선택이 자

유로워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제조로 생산된

제품의 품질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다양한 부품들이

재제조 되어야 한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제품의 남은

사용 연한을 고려하여, 정비에 사용되는 부품에 대하여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8. 원제조업체의 생산기술 비밀 보장

원제조업체, 재제조업체 및 정비업체들 간의 기술협

의회에서 이야기된 사항에 대해 원제조업체의 생산기술

에 대한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이것에

대한 보장이 없을 경우, 원제조업체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신제품을 개발할 때, 그리고 신제품을

생산할 때에 필요한 제조공정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투

자를 한 원제조업체의 기술 보호를 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4.9. 재제조에 필요한 신부품 공급의 자유화

재제조하는 과정에서나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신 부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원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부품을 생산하고 납품하는

회사에서는 재제조업체나 정비업체의 판매 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라도 신 부품을 팔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

제조업체가 부품 생산업체에게 압력을 넣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법이 필요하다. 재제조에 사용되

는 신 부품의 구매가 자유로워야 재제조 제품의 품질을

높게 유지할 수 있다. 자동차 제조업자는 자사의 부품

생산업자가 부품 및 수리 장비 등 기타 정비 등에 소

요되는 부품을 다른 인증된 정비소 및 독립 정비소에

판매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Fig. 8).

4.10. 재제조업체와 부품생산 /공급업체와의 계약

재제조업체는 자유로이 신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나 부

품의 공급업체들과 판매 및 구매 계약에 어떠한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신부품의 공급이 원활하

지 않을 경우, 재제조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재제조 제품의 원활한 공급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5. 사회제도를 통한 재제조 산업 활성화

5.1 재제조 제품의 보증 제도

재제조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던 중에 재제조 제품

의 품질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제품의 품질 보증에 대

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재제조

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거부 반응을 하지 않을

것이다.

5.2 재제조업체를 위한 기술보증보험 제도

재제조업체들이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에 대해 투자를 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경

제적인 기술보증보험 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

해 재제조업체들의 영세성을 막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장

비들을 구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5.3. 영세한 재제조업체의 세제 혜택 부여

3D업종 중의 하나인 재제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재제

조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제조업이 활성화 될 경우, 새로

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얻어

진 일자리는 우리나라의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데 일익

을 담당할 것이다. 

5.4. 재제조 산업단지 조성

재제조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한 지역에 재제조업체들을

Fig. 8. The regulations of Block Exemption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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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시켜, 재제조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들을 공동으

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이곳에서 생산되어 나오는 재

제조 제품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공동으로 품질을 보증

해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Fig. 9). 이를 통해 재제

조 제품이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심어 줄 수 있는 체계

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재제조 산업의 활성화

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5.5. 재제조 산업 관련 제도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재제조 산업에 관련이 있는 정부의 기관, 원제조업체,

재제조업체, 정비업체, 부품생산업체 및 소비자 대표로

재제조에 관련된 제도화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필요한 제도를 구체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

6. 결 론

재제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제조에 사용되는

코어의 확보에서부터 재제조공정의 세부 단계들에 대한

기술 개발이 중요한 사항이겠지만, 재제조 제품의 품질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나, 소비자의 안

전을 우선시하는 제품에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국가적으로 재제조에 관련된 법이 제정되거나 보완

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재제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품의 설계정보들이 재제조업체와 정비업체

에 지체 없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

며, 재제조 산업의 주체들 간의 협력에 대한 기본 개념

들에 대해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의 안전이나

이익을 위해 재제조 산업에 필요한 부품들이 어려움 없

이 구매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의 세제 혜택과 같은 제

도 도입으로 재제조 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재제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화를 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기본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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