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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제조 산업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요 약]
재제조는 고장·폐기·교환된 물건을 회수하여 신제품과 같은 상태로 회복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
- 재제조 개념의 핵심은“신제품과 같거나 더 나은 상태”
로 제품을 회복시키는
데 있으며, 따라서 재제조는 신제품시장 및 중고시장과는 다른 새로운 시장
을 창출
재제조 산업은 자원 및 에너지 절감으로 녹색경제에 기여하며, 노동집약적 특
성으로 인해 소비재 산업 수준의 고용을 창출
- 또한 신제품과 같은 품질의 제품을 보다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시
장을 창출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고 물가안정에도 기여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부문에서 재제조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신
흥 거대시장인 중국도 재제조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
- 우리나라는 2005년 재제조 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관련 산업 수준은 여전히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재제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 지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
치를 마련할 필요
- 재제조 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 지원 제도를 도입할 필요
- 재제조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제품표시 제도 및 품질보증
기간 규정을 도입할 필요

□ 재제조는 신제품시장 및 중고시장과는 다른 제3의 시장을 창출
재제조(remanufacturing)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주목
받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발전 상태가 아직 미약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재제조는 고장·폐기·교환된 물건을 회수하여 신제품과 같은 상태로 회복시
키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함.1)
- 재제조품은 그 제품이 처음 제조되었을 때의 사양을 충족시키거나, 그 이
후의 기술발전 상황을 반영하여 애초의 신제품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유
하도록 만들어져야 함.
- 즉, 재제조 개념의 핵심은 성능 및 외양에서“신제품과 같거나 더 나은 상
태”
로 제품을 회복시키는 데 있으며, 따라서 재제조는 신제품시장 및 중고
시장과는 다른 새로운 시장을 창출함.
재제조의 개념은 재활용(recycling) 및 재사용(reuse) 개념과의 대비를 통
해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음.
- 재활용은 사용 후 제품을 용해(또는 분해)하여 원재료를 생산하고, 이를
동일 제품 또는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을 의미함.
- 재사용은 사용 후 제품을 특별한 생산 공정 없이 단순한 세척이나 수리를
통해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남은 수명만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됨.
- 반면, 재제조는 분해·세척·검사·수리 및 조정·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 신제품의 성능을 갖도록 회복시키는 과정이므로, 제품의 수명
이 새롭게 연장됨.
□ 재제조 산업은 녹색경제, 일자리 창출 및 물가안정에 기여
재제조품은 신제품 생산에 투입된 생산요소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생산요소 투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또한 이로부터 환경
개선의 효과도 낳음.2)
- 재제조 산업 전체로 보았을 때, 통상 재제조품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

1) Lund, R.,“Remanufacturing: American Perspective”
, Boston University, 2010.
2) Giuntini, R. and K. Gaudette,“Remanufacturing: The next great opportunity for boosting US
productivity”
, Business Horizons, Nov.-Dec. 2003, pp. 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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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비해 40~65% 정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대부분 원재
료의 절감에 기인함.
- 이 같은 비용 감소를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보면, 재제조품은 신제품 생산
에 필요한 에너지의 15% 정도만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됨.
- 전 세계적으로 재제조로 인한 에너지 절감 효과는 연간 400조 BTUs3)로
추정되는데, 이는 원유 1,600만 배럴에 상당하는 것으로 매년 2,800만 톤
의 탄소 배출을 절감하는 효과를 갖는 것임.
재제조 산업은 대체로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고용창출 효과가 소
비재 산업과 비슷한 수준이며, 철강 산업의 2배를 상회함(<그림 1> 참조).4)
재제조는 또한 신제품과 같은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을 신제품보다 싼 가
격에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형성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확
대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짐.
- 일반적으로 신제품에 비해 약 20~40% 정도 싸게 판매되는5) 재제조품은
비용 부담으로 신제품 구입을 망설이지만 중고품 사용은 꺼리는 소비자층
에게 새로운 시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그림 1>

미국의 산업별 매출액과 고용인원 비교

매출액(십억 달러)

고용인력(천명)

자료 : Lund, R. T.,“Remanufacturing Industry: Hidden Giant”
, Boston
University, 1996.

3) BTU(British Thermal Unit)는 에너지 단위이며, 1BTU는 1파운드의 물을 1℉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량으로 정의됨.
4) 매출액(100억 달러)당 고용인원이 재제조 산업 9만 6,000명, 철강 산업 4만 명임. Lund, R. T.,“Remanufacturing Industry: Hidden Giant”
, Boston University, 1996 참조.

5) Giuntini and Gaudette(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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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재제조는 이윤 추구와 환경 보전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상당
부분 해소하면서 녹색일자리(green jobs)를 창출하고, 또 소비자의 보다 다
양한 선호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산업 영역임.
□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부문에서 재제조 활성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재제조의 역사가 70년에서 100년 이상 지속되어 왔
으며, 다양한 부문에서 재제조가 이루어지고 있음.
미국은 재제조 산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로 1920년대 자동차 부문에서 시작
하여 이후 항공기, 선박, 기관차, 건설중장비, 기계류, 전기기기, 의료기기, 사
무용 가구, 토너 카트리지, 전자제품 등 자본재와 내구소비재 분야에서 관련
산업이 발전하여 왔음.
- 재제조 산업의 규모는 연간 약 1,000억 달러로 추정되며, 7만 5,000개의
재제조업체에서 5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6)
- 재제조 산업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부문은 자동차부품이며, 2010년 매출 규
모가 약 400억 달러, 재제조업체 수가 5만여 개에 달함.7)
·미국의 자동차부품 재제조 규모는 전 세계 자동차부품 재제조 산업
(850억~1,000억 달러)의 40%를 상회하는 수준임.
영국은 1940년대 자동차부품에서 재제조가 시작되었으며, 이후 잉크·토너
카트리지, 비동력 기계, 펌프 및 압축기 등 10여 개 부문으로 확대되어 왔음.
- 전체 재제조 산업 규모는 2009년 기준으로 약 12억 파운드이며, 부문별
로는 잉크·토너 카트리지가 4억 3,500만 파운드로 가장 비중이 크고 자
동차부품(2억 6,300만 파운드)이 그 뒤를 이음.8)
최근에는 미국과 영국 등에서 컴퓨터, 휴대폰, 가전 등 전자제품 시장이 커지
면서 관련 재제조 산업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6) Kripli, Joe,“The Current Status in Remanufacturing Industry (USA)”
, International Remanufacturing
Industry Conference, May 2011.
7) U.S. Department of Commerce, On the Road: U.S. Automotive Parts Industry Annual Assessment,
2011.
8) Chapman, Adrian, Caroline Bartlett, Ian McGill, David Parker and Ben Walsh,“Remanufacturing in
the UK: A snapshot of the UK remanufacturing industry, 2009”
, Resource Recovery Foru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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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영국의 부문별 재제조 매출 현황(2009년)
단위 : 백만 파운드, %
매출액

전체 재제조 매출액 대비 비율

잉크·토너 카트리지

435

39.2

자동차부품

263

23.7

비동력 기계

165

14.9

펌프 및 압축기

130

11.7

철도

40

3.6

산업용 공구

25

2.3

취사장비(냉장 디스플레이, 자판기 포함)

20

1.8

의료·정밀·광학기기

19

1.7

물품취급장비

8

0.7

사무용 가구

4

0.4

1,109

100.0

합계

자료 : Chapman, Adrian, Caroline Bartlett, Ian McGill, David Parker and Ben Walsh,“Remanufacturing in
the UK: A snapshot of the UK remanufacturing industry, 2009”
, Resource Recovery Forum, 2010
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

□ 신흥 거대시장인 중국도 재제조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
중국은 현재 재제조 산업이 형성 단계에 있으나,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관심
이 증대하면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 현재 재제조는 일부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업 규
모는 20억 위안(3,300억 원) 정도임.9)
중국 정부의 재제조 산업 육성 정책은 2008년 14개 자동차부품 재제조 시
범기업을 선정하면서 시작되었음.10)
- 그간 교통안전 등의 이유로 엔진, 변속기, 스티어링기어 등 중요 부품에 대
해 폐자동차 부품의 재제조가 금지되어 왔는데, 시범기업 선정과 함께 이
규제가 해제되면서 자동차부품 재제조 산업 발전의 기반이 마련된 것임.
- 또한 같은 해「자원순환촉진법」
(Circular Economy Promotion Law)이
제정되면서 재제조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이 마련된 한편,“국가 중장
9) China.org.cn, April 20, 2011(www.china.org.cn/china/2011-04/20/content_22404319.htm).
10) Zhang, Tongzhu, Jiangwei Chu, Xueping Wang, Xianghai Liu and Pengfei Cui,“Development
pattern and enhancing system of automotive components remanufacturing industry in China”
,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ycling, Vol. 55, No. 6, April 2011, pp. 61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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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과학기술발전계획 프로그램”
에 재제조 기술이 제조업 분야의 핵심 기
술로 포함되었음.
2010년에는 제12차 5개년계획(2011~2015)에 재제조 산업 육성방안을
포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재제조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향후 자동차부품 외에 건설기계 분야도 적극 육성할 계획인
데, 관련 부문에서 재제조품의 시장점유율이 5%만 되어도 재제조 산업
규모가 400억 위안(6조 6,7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11)
□ 우리나라 재제조 산업 역시 시작단계로 적극적인 육성 정책 필요
우리나라는 2005년 재제조 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확보되면서 관
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마련되었으나, 재제조 산업의 수준은
여전히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음.
- 재제조 산업 육성에 관한 규정은 2005년「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면서 마련되었으며, 재제조의 정의, 대상, 품
질인증제도, 자금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근거 규정 마련 이후 재제조 기술 지원, 품질인증 추진12) 등을 통해 재제조
기술 및 품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의 효과 등이 있었으나, 재제조 산업
의 성장은 아직 느린 편임.
- 국내 재제조 산업은 대부분 자동차부품, 토너 카트리지 등에 집중되어 있
으며, 소규모 영세업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자동차부품의 경우 약 2,000개 업체가 있으며, 매출 규모는 연 2,500억
원 내외로 추정됨.13)
·판매되는 재제조 부품의 반품회수율(불량률)은 5~10% 정도이나, 재제
조 기술 수준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30% 정도로 평가됨.
- 토너 카트리지는 200~250개 업체가 있으며, 시장 규모는 연 820억 원으
로 추정됨.14)
11) China.org.cn, April 20, 2011(www.china.org.cn/china/2011-04/20/content_22404319.htm).
12) 2008년 교류발전기(만도 마이스터), 2010년 등속조인트(만도 마이스터, 아산엔지니어링)에 대해 품
질인증이 이루어짐.
13) (사)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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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컴퓨터, 카메라, 가전 등 전자제품 분야에
서도 재제조 시장이 형성되고 있음.
우리나라 재제조 산업은 대상 부문 및 시장 규모 등에서 미국에 비해 매우 초
보적인 단계에 있는데, 재제조 산업이 갖는 경제적·환경적 가치를 고려할
때 관련 산업을 적극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향후 재제조품에 대한 무역장벽이 제거되어 국가 간에 자유롭게 거
래될 경우 미국, 유럽의 선진국 제품과 경쟁할 수 있도록 재제조 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음.15)
□ 재제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필요
재제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참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및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
가 있음.16)
- 현재「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에 재제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금 지원 규정은 있으나, 설비 투자에
대한 지원 규정은 별도로 없음.
재제조 산업은 자원 절감 및 탄소 배출 저감 등 환경보전의 효과가 크므로 현
재 시행 중인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재제조 산업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 동 제도에 의해 현재 재활용시설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원재료의 일부 가치만 복원되는 재활용에 비해 재제조는 가치의 상당 부
분이 복원되므로 재활용보다 더 환경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투자세액공제 제도 적용의 논리적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재제조 산업의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제도는 외국 사례에서도 찾아
14) 이상덕,“복사기, 토너 카트리지 분야의 재제조산업 동향과 발전 방향”
, International Remanufacturing
Industry Conference, May 2011.
15) 현재 미국이 FTA, WTO 협상 등을 통해 재제조품에 대한 무역장벽 제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WTO,
“Market Access for Non-Agricultural Products: Negotiating NTBs Related to Remanufacturing
and Refurbishing”
, December 5, 2005 참조.
16) 추후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어 기업이 자발적으로 적극 참여하게 되면 이 같은 지원의 필요성이 낮아질
것이므로, 투자촉진 지원정책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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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음.
·미국 뉴욕 주의 경우 2000년부터 재제조 기업에 대해 근로자세액공제
와 투자세액공제17)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있음.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도 필요
일반적으로 재제조 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제품의 품질 및 성능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다는 점임.
- 따라서 재제조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재제조품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에 품질인증 규정이 있으나, 품질 인증을 받지 않은 재제조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품질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재제조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비자의 신
뢰를 높일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재제조품에 대해 재제조임을 표시하고 재제조업체를 명기하도록 하며, 품
질보증기간 규정을 도입함.
- 미국은 1998년 5월 연방거래위원회에서, 중국은「자원순환촉진법」
에서
재제조품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소비자보호법에 재제조
품에 대해 최소 1년의 보증기간 규정을 두고 있음.

김숙경
(초청연구원·서비스산업연구센터)

skkim@kiet.re.kr
(02-3299-3031)

17) 시설투자, R&D지출, 첨단기술 훈련지출 등이 대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