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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10년 기준 전 세계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10억 대에 이르며, 약 4천만 대의 폐 자동차가 발생하였다. 이에 EU를 비롯한 선진

국들은 2015년까지 폐 자동차의 재활용률을 95%까지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

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폐 자동차의 95% 재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 충분히 재활용

되지 못하고 파쇄잔재물의 형태로 매립되고 있는 플라스틱, 비철금속 등의 처리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폐 자동차 처리 선진국의 재활용 현황 조사의 일환으로, EU 폐차처리규정 설정 방향과 EU의 ELVs & SLF/ASR 처리 현황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여, ELVs & SLF/ASR 처리의 세계적인 흐름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폐 자동차, 파쇄 잔재물, 재활용, EU 폐차처리규정

Abstract

The statistics showed that about 1 billion automobiles were registered and about 40million ELVs occurred on the world in

2010. So all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EU had plan to increase the ELVs recycling rate up to 95% of total by 2015. The

Korean government also established a target for raising up to 95% of ELVs recycling rate according to ‘Act on the Resource

Circulation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Vehicles’. Before being satisfied with the requirement of recycling of

ELVs however, the problem is issued on the scraps of plastic and non-ferrous metals which are now being abandoned and

reclaimed with no adequate reuse. Therefore, as a part of preceding investigation on the present state of ELVs recycling in the

world, this preliminary investigation study was carried out focusing on the state of EU's disposal and management regulations

of ELVs and SLF/ASR including the world trend of disposal and management regulations of ELVs and SLF/A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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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구 부존자원의 채굴량 한계, 산업규모의 증가 등으

로 인해 원료 자원의 수요에 비해 공급량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미 사용수명이 다한 폐

기물로부터 유효한 자원을 회수하는 재활용 이슈가 부

각되고 있다1,2). 특히, 근대화된 도시로부터 발생하는 폐

기물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자동차

의 경우 전기 ·전자제품과 더불어 주요 대체자원으로서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대체자

원의 활용 및 환경오염 방지 전략의 일환으로 1998년

독일의 주요 산업체들은 자발적으로 철 및 비철금속이

75% 이상 함유된 폐 자동차(ELV : End-of-Life Vehicle,

이하 ELV & 폐 자동차)의 재활용처리규정을 제정하고

실행하였으며, 이러한 기본 규정을 바탕으로 EU 위원

회에서 2000년 EU 폐차처리규정(EU ELV Regulation)

을 발효시킨 점 등은 대표적인 실례라고 할 수 있다3,4).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2010년 기준 전 세계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10억 대에 이르며,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로 인하여 폐 자동차의 발생량도 일시적인 감

소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약 4천만 대

의 폐 자동차가 발생하였다5). 이에 유럽공동연합(EU)은

2015년까지 폐 자동차의 재활용률을 95%까지 높일 것

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주도로 각 주를 중심으로 재활용

에 대한 요구조건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폐 자동차의 95% 재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충분히

재활용되지 못하고 파쇄잔재물(ASR : Automobile

Shredder Residue, 이하 ASR)의 형태로 매립되고 있는

플라스틱류와 비철금속의 재활용률이 현저히 향상되어

야하며, 에너지 회수의 형태로도 재활용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4,6).

일반적으로 폐 자동차 또는 폐 전기·전자제품의 재활

용은 해체와 슈레더의 2단계 공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해체와 슈레더 공정을 살펴보면, 최초 해체업자에게 인

도되어 유용 부품이 회수된 후, 압축하여 슈레더 업체

로 옮겨지며 이렇게 압축된 차량을 press Body라고 한

다. Press Body에서 철, 비철금속 등의 유가금속을 회

수하기 위한 슈레더(파쇄) 공정을 거치고 나면, 재이용

이 곤란한 합성수지, 유리, 고무 등의 잔재물이 남는데,

이러한 잔재물을 ASR 또는 SD(Shredder Dust)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중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ASR은 금속에 비해 재활용률이 낮고 관련 기술이나 처

리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소각이나 매립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다1,7).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배경 하에 EU 폐차처리

규정 설정 방향과 독일과 벨기에를 중심으로 EU 국가

별 ELVs & SLF/ASR 처리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을

수행하여, 국내 ELVs & SLF/ASR의 재활용 방향과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

다. 조사 분석의 주요 방향은 해체 및 슈레더 공정을

통한 폐 자동차의 재활용 비율과 SLF/ASR의 재활용

실적 및 매립처리 상태 등이다. 각 국가별로 슈레더 입

력량(Shredder Input)에 대한 물질 재활용과 에너지 회

수, 매립 비율에 대한 조사 분석 후, ELVs & SLF/

ASR의 재활용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1. Flowchart to clarify the terminology for classification of reuse, recycling and recovery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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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물 처리공정의 전문용어 개요

Fig. 1은 EU 국가들에서 폐기물들의 재사용, 물질 재

활용 및 에너지 회수 처리과정 중 빈번히 사용되는 전

문용어들의 이해를 위한 공정도이다. 예를 들어 해체장

(Dismantling Plant)에서 부품해체 이후, 다른 차량 운

행을 위해 완전히 재이용이 가능한 부품으로 사용되는

경우 재사용(Reuse)이란 용어로 불리며, 해체된 부품의

재이용이 불가능하여 해당 폐기물들을 용광로에서 재처

리하여 부품제조 즉, 물질 재이용이 될 경우 물질 재활

용(Material Recycling or Recycling)이라고 명칭 한다.

또한 파쇄장(Shredder Plant)에서 발생되는 ASR 중 가

연성의 슈레더 라이트 프랙션(SLF, Shredder Light

Fraction, 이하 SLF)으로부터 함유된 열을 재이용할 경

우 에너지 회수(Energy Recovery or Recovery)라고

명칭 한다6). 그리고 본 고에서는 상술한 재사용, 물질

재활용, 에너지 회수 전 과정을 재활용이라고 명명하

며, 이하 ASR과 SLF를 동등한 의미로 설명하였다.

3. EU의 폐 자동차 처리 규정에 의한 ELVs

 & SLF/ASR 재활용 전략

일반적으로 해체장에서 폐 자동차의 액상류 배수 및

부품분리 후, 최종 남은 압축 잔류차체(Residue Car

Body, Press Body)들이 파쇄장으로 이동된다. 이러한

잔류차체들이 기타 스크랩들과 슈레더에 의해 파쇄 처

리된 이후, 자력선별(Magnetic Separation), 와류정전선

별(Eddy Current Separation), 공기선별(Air Separation/

Wind Shift) 등에 의해 철금속, 비철금속 및 기타 비금

속 물질들과 SLF/ASR이 분리 처리된다8). 근본적으로

폐 자동차로부터 발생된 ASR 처리에 관한 지침은 위

에 언급한 폐 자동차 처리 공정과 규정에 일치시켜 설

정되어 있으므로 우선, EU의 ELV 규정에 관한 요약설

명이 요구된다. 전체 EU 국가에서 재활용 처리가 요구

되는 폐 자동차 발생량은 연간 약 8-9백만 톤이며, 환

경 친화적 및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이미 2000년에 EU

위원회는 폐차처리규정(2000/53/EG)을 발효시켰다9).

Fig. 2는 EU의 폐차처리규정(ELV Regulation)을 나타

낸 것으로 궁극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2006년부터 85%, 2015년 1월1일부터 95%

재활용 비율 준수(에너지 회수 포함)

· 둘째, 2006년 1월 1일부터 80%, 2015년 1월 1일

부터 85% 물질 재활용 비율 준수

2015년 1월 1일부터 재활용 비율 95%는 물질 재활

용 비율 85%(해체 및 슈레더 공정) 그리고 에너지 회

수 비율 10%를 준수해야 됨을 의미한다. 폐 자동차 재

사용 및 물질재활용 비율 목표량은 해체와 파쇄 과정

등을 포함한 것이다. 이 중 재사용 비율은 해체 과정에

의해 가능하지만, 물질 재활용 비율은 해체와 파쇄 과

정을 통해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통계경험

에 의하면 폐 자동차별로 발생되는 SLF/ASR 비율이

약 25%이며, 결국 2015년부터 SLF/ASR 25% 중

10%가 에너지(연료/열)회수가 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

Fig. 2. Target of the recycling rate according to the ELV-Dir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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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 EU 폐차규정이

EU 각 국가들 별로 위임되었으며, 독일의 경우 EU 폐

차규정이 2002년 7월 21일부터 유효화 되었다. 또한

EU 각 국가들은 2006년 1월까지 지난 3년간 즉 2002

년 2월 21일 부터 2005년 2월 21일까지의 재사용 및

재활용 실적에 대해 EU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제정되어

있다10). 2000년 9월 EU 위원회의 폐차처리규정 결정

이후부터 단계적 규정 발효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000. 9. 18, 폐차처리규정법안에 대한 EU 의회

결의 (EU directive 2000/53/EG)

· 2002. 4. 21, EU 소속 국가 자체별 폐차처리규정

시효의 허용시기

· 2002. 7. 01, 독일 해체자동차 처리규정법 시효  

2002. 7. 21.일부터 운행 허가받은 신규 자동차의

폐 자동차 처리 반환 시 최종차주재생 처리비 부담

제외 (해당 자동차 업체 또는 수입 업체 책임 부담)

· 2003. 7. 01, 이후 제작 자동차 납, 카드뮴, 크롬6

가, 수은 등의 물질 투입 금지

· 2006. 01. 01, 이후부터 85% 비율의 재활용 엄수

 (재사용, 물질 재활용 및 5% 에너지 회수율 포함,

Fig. 1 참조) 

· 2007. 01. 01, 이후부터 일체 반환 폐 자동차의 최

종차주 재활용 처리 부담비 제외 (해당 자동차 업

체 또는 수입 업체 재활용 처리 책임 부담)

· 2015. 01. 01, 이후부터 95%의 폐 자동차 재생

비율 엄수 (재사용, 물질 재활용 및 10% 에너지 회

수율, Fig. 1 참조) 

4. EU의 ELVs & SLF/ASR 재활용 현황

4.1. 독일의 사례

4.1.1. 폐 자동차 재활용 현황

지난 2010년 독일의 해체 및 슈레더 공정을 통한 총

폐 자동차의 재활용 비율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은 EU 위원회에서 제시한 지침표 COM-Table 4의 기

준 하에 정리된 종합표로서 독일 환경청(UBA)에서

2012년에 2010년 실적으로 EU 위원회에 보고된 기본

Table 1. Total recycling and recovery rate from ELVs in Germany, 2010

COM-Table(Rate) for Germany, 2010

Transferred from 

Reuse

(A)

Recycling

Total

B1+B2+F1

Recovery

Total

D1+D2+F2

Reuse & Recycling Total

X1=A+B1+B2+F1

Reuse & Recovery Total

X2=A+D1+D2+F2

[t] [t] [t] [t] [t]

Tab 1 : Dismantling

(A, B1, D1)

(non ferrous)

40,263 92,666
92,052

(2,386)
132,929 135,315

Tab 2 : Shredder

(A, B2, D2)

(incl. all metals)

334,631
385,244

(50,883)
334,631 385,244

Tab 3 : Export

(F1, F2)

(non metals)

25,347
27,421

(2,034)
25,347 27,421

Sum 40,263 452,644 507,718 492,907 547,980

Recycling & Recovery rates 2010

W (total number of old vehicles) 500,193 piece 95.5% 106,1%

W1 (vehicle total weight) 516,128 ton X1/W1 X2/W1

 ( ) : Value for energy recovery Data source : Federal Statistical Office in Germany, Eurostat

 B1 : Recycling at Dismantling plant, B2 : Recycling at Shredder plant

 D1 : Recovery at Dismantling plant, D2 : Recovery at Shredder plant

 F1 : Recycling of (part) exported a total ELVs, F2 : Recovery of (part) exported a total ELVs

 · Dismantling( A, B1, D1) : Reuse, recycling and recovery at dismantling plant (non metals) 

 · Shredder (B2, D2) : Recycling and recovery at shredder plant (non metals incl. all metals ) 

 · Export (F1, F2) : Recycling and recovery of exported ELVs (non me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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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이다. 2009년에 부진하였던 재활용 비율에 비해 2010

년도에는 2015년부터 계획한 궁극적인 최종 재활용 목

표인 95%를 초과하였다. 에너지 회수를 제외한 재활용

비율(Reuse & Recycling total)은 95.5%이며, 에너지

회수를 포함한 재활용 비율(Reuse & Recovery total)

은 106.1% 이었다. 100% 이상 재활용 비율의 이유는

전년도인 2009년에 실행한 폐 자동차 프리미엄 보상제

도로 인해 발생된 대량의 압축 잔류차체 축적 재고량에

때문이다. 여기에서 X1은 해체와 슈레더 공정의 재사용

및 물질 재활용 총량을 의미하며, X2는 X1에 에너지

회수량을 추가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X2는 X1보다

항상 총량이 크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X1 = Reuse + Material Recycling

· X2 = Reuse + Material Recycling + Energy Recovery

· W1 = Total weight of ELVs

· (X2/W1) > (X1/W1)

Fig. 3은 2008년부터 2010까지 3년 동안 독일의 폐

자동차 재활용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Fig. 3에서 알

수 있듯이 EU 폐차처리규정에서 2006년 1월부터 계획

한 에너지 회수를 제외한 재활용 비율 80%와 에너지

회수를 포함한 재활용 비율 85%의 목표선(적색점선)이

초과되었다. 그리고 2010년에 2015년 1월부터 계획한

재활용 목표도 초과되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재사용, 물질 재활용, 에너지 회수(X2/W1)는 재사용,

물질 재활용(X1/W1)보다 큰 점을 Fig. 3에서 볼 수

있으며, 이와 직결되는 X1(t), X2(t)은 다음과 같은 기

본 수식으로 성립된다.

· X1(t) = [(Reuse + Material Recycling)/100] * W1

· X2(t) = [(Reuse + Material Recycling +

Energy Recovery)/100] *W1

4.1.2. SLF/ASR 재활용 현황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독일의 SLF/ASR 처리

현황은 Fig. 4와 같으며, 이 그래프로부터 연별 슈레더

공정에 의한 물질재활용, 에너지회수 그리고 매립 비율

을 비교 평가할 수 있다. 2004년에 전체 SLF/ASR에

대한 매립 비율이 약 90% 이었으며, 점차 저감되어

2010년에는 9%로 5년 만에 약 10배 저감되었다. 또한

2004년 전체 SLF/ASR에 대한 물질 재활용 및 에너지

회수 비율이 각각 4%와 6%이었으나, 2010년 각각

54%와 37%의 비율로 대폭 증가되었다. 이와 같은 폐

자동차로부터 발생된 SLF/ASR의 물질 재활용과 에너

지 회수는 앞으로 폐차처리규정의 재활용 비율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들이다. 예를 들어 폐 자동차에 대한 재

사용 비율 약 10%는 해체장에서 확보가 가능하며,

Fig. 3. Development of reuse, recycling and recovery of ELVs in Germany from 2008 to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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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의 물질 재활용 비율은 대부분 파쇄장에서 압축 잔

류차체의 철 및 비철금속으로 보강이 가능하다. 일반적

으로 자동차별로 함유된 철과 비철금속이 약 70-75%로

간주되고 있으므로, 70%의 물질재활용은 이미 오래전

부터 가능하였다. 따라서 폐 자동차 무게별 95% 이상

의 물질 재활용 및 에너지 회수를 위해서는 SLF/ASR

의 처리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상되었다. 예를 들

어 2010년 독일 슈레더플랜트에서 처리된 총 슈레더

입력량이 516,485 톤이며, 여기서 발생된 총 SLF의 무

게는 136,349t으로 슈레더 입력량에 대한 SLF 비율은

약 26%나 되기 때문에 SLF/ASR의 처리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상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독일의 연별

슈레더 입력량에 대한 연별 SLF 발생 비율이 15%-

25% 정도로 추정된다. 2009년에 다른 년도들 보다 슈

레더 입력량 또는 SLF량이 많은 것은 앞에서 언급한

폐차프리미엄 보상제도에 기인한다.

4.2. 벨기에의 사례

4.2.1. 폐 자동차 재활용 현황

벨기에에서 2010년 폐 자동차 및 슈레더 공정을 종

합한 재활용 비율에 대한 결과표는 Table 2와 같다.

2010년에 해체 공정에서 재사용량 43,827톤과 해체 및

슈레더 공정을 통한 물질 재활용량은 80,787톤 그리고

에너지 회수량은 1,577톤 이었다. 또한 2010년 벨기에

에서 에너지 회수를 제외한 재활용 비율(X1)이 89.0%

이며, 에너지 회수를 포함한 재활용 비율(X2)는 91.2%

로 2015년부터 계획한 EU 규정목표선인 95%는 아직

미달된 상태이다.

Fig. 5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폐 자동차 처리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2008년 144,121톤의 총 폐 자

동차 중 88.0%의 에너지 회수를 제외한 재활용 비율이

2010년 89.0%로 1% 증가되어, 독일에 비해 증가폭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에너지 회수를 포함한 재활용

비율 또한 2008년에 비해 2010년에 1%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15년부터 EU 규정목표 비율인

85%의 에너지 회수를 제외한 재활용 비율에는 도달했

지만, 에너지 회수를 포함한 재활용 비율인 95%까지

도달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에너지 회수 비율의 증가가

요구된다.

4.2.2. SLF/ASR 재활용 현황

Fig. 6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벨기에의 SLF/

ASR 처리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SLF의 물질재활용

비율이 평균 약 30%, 에너지 회수율이 평균 약 3-4%,

그리고 비교적 높은 65%의 매립 비율로 처리되었다.

2009년과 2010년의 경우, 2006년보다 물질 재활용율과

에너지 회수율이 다소 증가되었으나, 증가 폭이 낮은 수

준이다. 특히, 에너지회수율이 저조한 수준으로 앞으로

더욱 대폭적인 증가가 요구된다.

Fig. 4. Development of recycling, energy recovery and disposal rate of SLF/ASR in Germany from 2004 to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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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U 국가의 종합적인 재활용 현황

4.3.1. 폐 자동차 재활용 현황

Fig. 7은 2010년도 EU의 폐 자동차 재활용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의 성과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프랑스(FR)와 아일랜드(IE)를 제외하고 나머

지 8개국들의 에너지 회수를 제외한 재활용 비율이

2006년의 목표선인 80%를 초과하였으며, 에너지 회수

를 포함한 재활용 비율 역시 두 나라를 제외하고 2006

년 목표선인 85%를 초과하였다. 또한 오스트리아(AT),

독일(GE), 네덜란드(NL), 스페인(ES)은 2015년 재활용

Table 2. Total recycling and recovery rate from ELVs in Belgium, 2010

COM-Table(Rate) for Belgium, 2010

Transferred from

Reuse

(A)

Recycling

Total

B1+B2+F1

Recovery

Total

D1+D2+F2

Reuse & Recycling Total

X1=A+B1+B2+F1

Reuse & Recovery Total

X2=A+D1+D2+F2

[t] [t] [t] [t] [t]

Tab 1 : Dismantling

(A, B1, D1)

(non ferrous)

30,972 12,855
14,155

(1,300)
43,827 45,127

Tab 2 : Shredder

(A, B2, D2)

(incl. all metals)

80,738
82,315

(1,577)
80,738 82,315

Tab 3 : Export

(F1, F2)

(non metals)

32,408
33,523

(1,115)
32,408 33,523

Sum 30,972 126,001 129,993 156,973 160,965

Recycling & recovery rates 2010

W (Total number of old vehicles) 170,562 piece 89.0% 91.2%

W1 (vehicle total weight) 176,446 ton X1/W1 X2/W1

( ) : Value for energy recovery Data source : Based on Eurostat

Fig. 5. Development of reuse, recycling and recovery of ELVs in Belgium from 2008 to 2010.



EU의 ELVs & SLF/ASR 재활용 현황 65

자원리싸이클링 제 23권 제 4호 , 2014

목표선인 90%와 95%에 도달하였다. 독일의 경우,

2010년 에너지 회수를 포함한 재활용 비율이 100%를

초과한 것은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2009년에 폐차

처리 프리미엄 보상제도의 실행으로 대량의 압축 잔류

차체의 재고량 때문이다. Fig. 7에 소개된 국가들 중

일부 국가들은 EU가 2015년부터 계획한 재활용 목표

선인 95%에 이미 도달하였으며, 나머지 국가들도 향후

2-3년 내에 대부분 2015년부터 계획한 재활용 목표선에

도달할 것으로 독일 환경청은 전망하고 있다.

4.3.2. SLF/ASR 재활용 현황

독일과 벨기에(BE)에서 SLF/ASR의 처리현황에 대해

앞에서 요약 소개된 바와 같이 슈레더 공정 중 슈레더

입력량의 15%-30% 정도 SLF가 발생된다. 이와 같은

대량의 SLF를 종전까지 대부분 매립 또는 연소처리를

하였으나, 최근 몇 년 전부터 SLF의 재활용에 집중하

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EU 국가들 중에서 일부 국

가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SLF의 재활용이 부진한 상

태이다. 본고에서는 9개 국가들을 선정하여 2010년

Fig. 6. Development of recycling, energy recovery and disposal rate of SLF/ASR in Belgium from 2006 to 2010.

Fig. 7. Recycling and recovery rate of ELVs for comparison of selected EU countries i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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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F/ASR 재활용 실적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Fig. 8은 EU 9개 국가들의 SLF/ASR 재활용 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의 경우, SLF

의 매립 비율이 88% 이상으로 재활용 실적이 매우 저

조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네덜란드의 경우, 각각 9%, 24% 그리고 19%로 비교

적 낮은 매립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의 경우, 앞서

언급되었듯이 물질재활용과 에너지 회수 비율이 각각

54%와 37%로 91%의 재활용 비율로 EU 국가들 중

가장 효과적인 재활용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오스트리

아의 경우, 독일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50%의 에너지

회수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매립 비

율은 19%로 낮지만, 에너지 회수 비율이 81%로 전체

를 에너지 회수로 재활용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8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은 대부분의 EU 국가들

이 부진한 SLF/ASR 재활용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따

라서 폐차 재활용률 95% 달성을 위하여 향후 진취적인

SLF/ASR 처리 기술 및 전략이 요구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EU 폐차처리규정 설정 방향과 독일과

벨기에를 중심으로 EU 국가별 ELVs & SLF/ASR 처

리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연구의 결론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EU의 ELVs & SLF/ASR 재활용 전략

EU 국가들의 폐 자동차 발생량은 2010년 기준 약

8-9백만 톤이다. 이와 같은 대량의 폐 자동차에 대한

경제적 및 친환경적 처리를 위하여 EU위원회는 2000

년 폐차처리규정(ELV Regulation)을 발효하였다. 이 규

정의 최종 재활용 비율(에너지 회수 포함)은 2006년 1

월 1일부터 85%, 2015년 1월 1일부터 95%이다. 현재

개발된 재활용 기술 및 공정에 의해 물질재활용 80%

수준은 가능하지만, 핵심적인 사항은 SLF/ASR의 효율

적 에너지 회수이다. 최대한의 물질 재활용과 에너지 회

수를 SLF/ASR으로부터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다. EU 위원회는 이와 같은 궁극적인 재활용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각 국

가별로 EU COM(Commission)-지침표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제정하였다.

2. EU 국가들의 폐 자동차 재활용 현황

독일의 경우, 2010년도에 2015년부터 계획한 폐 자

동차의 최종 재활용 목표율인 95%를 초과하였다. 에너

지 회수를 제외한 재활용 비율이 95.5%이며, 에너지

회수를 포함한 재활용 비율은 106.2%이다. 100% 이상

의 비율의 이유는 2009년에 폐차 프리미엄 보상제도에

의해 발생된 대량의 압축 잔류차체 재고량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EU 10개 국가들 중 프랑스와 아일랜

드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모두 2006년의 목표선

(80%, 85%)을 초과하였다. 그리고 일부 국가들의 경우,

Fig. 8. Material recycling, energy recovery and disposal of SLF/ASR in selected EU countries i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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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015년의 목표 비율에 도달하였으며, 이외 양호한

실적을 보여준 일부 국가들도 2014년까지 재활용 목표

비율에 도달할 것으로 독일 환경청은 전망하고 있다.

3. EU 국가들의 SLF/ASR 재활용 현황

EU의 SLF/ ASR 처리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

체 EU 국가들 중 일부 국가들만이 효율적으로 재활용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010년 프랑스, 스페인, 이

탈리아 등은 SLF/ASR의 88% 이상을 매립 처리하여

매우 저조한 재활용 실적을 기록하였다. 반면, 독일의

경우 동년에 재활용 비율 91%와 매립비율 9%로 우수

한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이외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도 약 80% 이상을 재활용하여 우수한 실적을 보여 주

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EU 국가들이 저조한 SLF/ASR

재활용 비율을 기록하였다. EU 전체적인 측면에서

SLF/ASR 재활용 실적이 평균적으로 저조한 수준으로

평가되며, 궁극적인 재활용 목표 비율에 도달하기 위하

여 SLF/ASR의 재처리를 통한 물질 재활용 및 에너지

회수의 획기적인 증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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