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타이어 재활용 현황과 과제
곽 대 종
(부연구위원)

〈요

약〉

대부분의 포장폐기물은 발생처가 다양하고 산란성이 높아 수거ㆍ회수단계
의 어려움이 있는 반면, 폐타이어는 폐차시나 타이어를 교체할 때 발생하는
데 발생처가 주로 폐차장이나 타이어 판매소 및 정비업소로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재생가치가 포장폐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재활용이 용이
한 편이다. 따라서 선진국의 경우 재생타이어로서 뿐만 아니라 시멘트소성
로의 보조연료로 사용하거나 폐타이어를 분말화하여 재생원료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재활용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1,200만대를 넘어서는 자동차 보유로 인해 폐타이어 발
생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1996년 이전까지는 군부대 진지 구축용 등의 비
중이 절대적일 정도로 재활용구조가 열악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으나, IMF
금융 외환위기로 인한 환율급등으로 에너지가격이 치솟자 열이용 특히 시멘
트소성로에 보조 원ㆍ연료로 투입되는 비중이 급증하였다.
그러나 향후 소재 재활용과 열이용간의 사회적 비용/편익에 입각한 재활
용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국제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변동에 탄력적으
로 대응할 수 있는 재활용구조 정착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1. 서 론
대부분의 재활용성 폐기물은 발생
처가 다양하고 산란성이 높아 수거ㆍ
회수단계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비용
효율적인 처리 및 재활용상 근본적인
제약 요인이 있다. 반면, 폐타이어의

경우는 폐차시나 타이어의 수명이 다
하여 교체할 때 주로 폐차장이나 타
이어 판매소 및 정비업소에서 집중
발생되므로 상대적으로 회수가 용이
할 뿐만 아니라 재생가치 역시 높아
재활용이 용이하다.
폐타이어의 재활용방법은 크게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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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공사 등에 투입하는 원형이용, 재생
타이어 제조나 재생고무 등으로 활용
하는 가공이용, 그리고 시멘트소성로
등에 투입하여 열에너지를 활용하는
열이용의 세 가지로 대별된다. 선진국
의 경우 오래 전부터 재생타이어로서
뿐만 아니라 시멘트소성로의 보조연
료로 사용하거나 폐타이어를 분말화
하여 재생원료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재활용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우리의 자동차문화는 선진국에 비
해 일천하지만 최근 자동차 보유대수
가 1,200만대를 넘어섬에 따라 폐타
이어 역시 발생량이 증가추세에 있어
효율적인 재활용은 매우 중요한 사안
이다.
폐타이어는 1998년 이전까지 대량
처리처였던 군부대 진지구축용으로의
수요가 한계에 달하고, IMF 금융 외
환위기로 인한 환율급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치솟아 시멘트소성로에 보조
원ㆍ연료로 투입되는 비중이 급증하
였다. 그러나 향후 부가가치가 높으며
환경적으로도 안전한 수요부문인 고
무분말로의 재활용 비중이 높아질 필
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폐타이어의 재활용과
관련하여 선진국의 현황을 먼저 살펴
보고, 국내의 현황, 제도추이, 기술 및
업계 동향을 살펴본 후, 향후 폐타이
어 재활용 효율화를 위한 과제를 정
리해 보고자 한다.

2. 주요 선진국 현황
(1) EU국가
유럽 타이어재활용협회에 의하면
EU 전체에서는 연간 약 2억 5,000만
개의 폐타이어가 발생하고 있으며, 약
30억 개의 폐타이어가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각국별 연간 발생량을 살펴보면 독
일이 65만톤으로 EU 전체의 1/4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영국 40
만톤, 프랑스 38만톤, 이탈리아 36만
톤, 스페인 33만톤의 순으로 상위 5
개국의 비중이 83%를 넘어서고 있다.
향후 2008년까지는 약 2% 정도의 연
평균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2008년에는 연간 약 350만톤 정도 발
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는 별도로
EU 차원의 「폐차법」
이 완전히 발효
됨에 따라 약 30만톤 내외의 폐타이
어가 추가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처리 및 재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1994∼99년 기간 중 매립의 비중은
62% 내외에서 39%로 감소한 반면,
열이용과 소재 재활용의 양 부문의
증가가 괄목할 만하게 증가하여, 열
이용은 11%에서 20%로, 소재 재활
용은 6%에서 18%로 급증하였다.
열이용의 경우 특히 시멘트소성로
와 열병합 발전 분야가 처리의 부담
을 받고 있는데 보다 효율적이고 대
량 투입이 가능한 신규 설비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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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음에 따라 이 분야 시장은 점
진적이지만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
인다.
소재 재활용은 환경적으로 안전하
며 경제성과 잠재력이 있는 시장임에
도 불구하고 많은 재생제품이 여전히
제한된 영역에서 생산되거나 사용되
고 있다. 그리고 재생타이어 제조
12%, 수출이 11%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재활용구조는 미국, 일
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열이용 비중이 여전히 낮은 양상
이다.
이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볼 때 각
국별로 폐타이어 처리 재활용 관련
법 제도가 상이하여 아직까지도 전적
〈표 1〉
부과형태

으로 매립에 의존하는 국가가 있는
데 부분적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
다. 그러나 EU 차원의「매립법」
이 확
정 통과됨에 따라 매립은 더 이상 불
가능하게 되어 여타 처리대안의 모색
이 시급한 실정이다.
폐타이어와 관련된 환경경제수단
은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 EU국가
에서 시행 중인데,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국의 경우 폐타
이어에 부과금 및 조세를 부과하고
있다. 스웨덴은 제품부과금으로, 그리
고 덴마크와 핀란드는 제품세의 형태
로 운용 중이며 요율은 국별로 상이
하나 타이어 1개당 1.07~42 EURO
수준이다.

북유럽국 폐타이어 관련 환경경제 수단
부과체계 및 요율

재 원

기

타

-제조, 수입 및 판매업자에게 폐타
-수거 및 재활용 전담업체 구

이어 재사용, 재활용, 열이용 및
스 제품 부과금 적정처리 의무 부과
웨
-부과요율(개당)
덴
ㆍ승용차용 :1.4EURO

타이어 재활용
재원 확보

성
「
- 타이어 생산 자재활용령
(1994)」
에 따른 의무 이미
충족(1998년 회수율 80%)

ㆍ트럭 35EURO
ㆍ트랙터 8.7EURO
덴 재정수입
마 확보/
크 제품세

-신제품/중고타이어: 1.07 EURO 폐타이어
-재생재료사용타이어: 0.54 EURO 수거/재활용
(목적세)
-소비자 부과금

핀
란 제품세
드

1995년 도입

민간기업이 재활용 -1996년 도입, 재생타이어 시

-부과요율(부가가치세 포함, 개당): 및 여타 회수시설 장 활성화 목적세
승용차용 2.1EURO~여타 비도로 관련 비용에 상응하 -재생타이어는 승용차용 개당
운행용 42EURO

는 금액을 걷음.

1.2EURO로 인하

자료 : European Commission의 각국 환경세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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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제도를 살펴보면 34개 주가 부
과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 중 8개
주는 주 당국이, 1개 주는 주 당국과
수입자가, 1개 주는 주 당국과 도매업
자가 수거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23개 주가 수거수수료를 재원으로 하
여 관리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
다. 수거 운반 처리와 관련해서는 10
개 주가 폐타이어 수거 처리증명제도
를 채택하고 있고, 6개 주는 타이어거
래업자의 추가수수료 징수수취를 금
지하고 있으며, 34개 주는 폐타이어
수거 운반관련 등록 허가제도를, 46개
주는 폐타이어 수거 처리설비 관련
등록 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 미 국
세계 최대의 자동차 생산 소비국인
미국에서는 연간 2억 7,000만개 정도
의 폐타이어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막대한 물량을 재활용하기 위해 미국
은 열이용부문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
다. 동 비중은 약 64% 정도를 차지하
고 있는데 세부 부문별로는 시멘트소
성로 21%, 전력설비 14%, 펄프/종이
생산설비 11%, 산업용 보일러 8.5%
등으로 비교적 균형된 양상을 유지하
고 있다. 그리고 토목공사용이 11%,
가공제품이 13%, 수출 8.5% 등의 순
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미국의 폐타이어 재활용 현황(1998)
물량(백만 개)

비 중(%)

114

64.2

시멘트소성로

38

(21.4)

전력설비

25

(14.1)

펄프/종이생산설비

20

(11.3)

산업용 보일러

15

( 8.5)

기타

16

( 0.9)

토목공사용

20

11.3

가공제품

23

13.0

Ground Rubber

15

( 8.5)

기타

8

( 4.5)

기타/농업용

5.5

3.1

수출

15

8.5

계

177.5

100.0

발생량

270

열이용

발생량 대비 재활용률

65.7

자료 : The Scrap Tire Managemen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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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에 대해서는 37개 주는 원형타
이어 매립을 금지하고 있고, 9개 주는
절단 파쇄된 폐타이어 매립을 금지하
고 있다. 또한 34개 주는 폐타이어 야
적장 clean-up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바, 19개 주는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토목공사용 폐
타이어 파쇄 사용을 허용(39개 주)하
거나 권장(17개 주)하는 경우도 있다.
각종 지원제도로서는 33개 주가 폐
타이어 처리 재활용업자에게 유ㆍ무
상 자금 지원을 실시하고 있고, 18개
주는 폐타이어 처리 재활용시장 육성
유인제도를 운영 중이다. 한편, 재활
용시장 규모와 관련하여 34개 주는
연간 발생량 전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재활용시장이 작동 중인 것
으로 알려졌다.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는 미국이
폐타이어를 고무아스팔트로 재활용할
것을 1990년대 초에 법제화를 통해
의무화하려 한 사례이다. 그러나 기존
도로포장업계가 자금지원 없는 의무
화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이의를 제기
하여 1995년에 동 법은 폐기된 바 있
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주별로 고
무아스팔트의 유용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현재 채용하고 있는 캘리포
니아, 애리조나 및 플로리다 주뿐만
아니라 몇몇 주에서도 도입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일 본
일본은 세계 2위의 자동차 생산국
이며 차량보유대수도 독일 및 프랑스
등과 같은 인구 1인당 0.56대 수준으
로서, 폐타이어의 효율적 처리 재활용
을 위해 일찍부터 노력해 오고 있다.
최근 타이어제조업계는 사업자단체
(日本自動車タイヤ協會, JATMA)를
중심으로 추진하여 오던 회수ㆍ재활
용사업을 최근 범국가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循環型 社會 構築’
에 맞
추어 2000년 7월 생산자와 판매업체
모두가 참여하는 운영조직(日本タイ
ヤリサイクル協會, JTRA)으로 확대
하여 폐타이어 재활용 효율화를 추진
중이다.
2000년에 일본의 폐타이어 발생량
은 약 1억 300만개로서 중량은 102만
9,000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수량으로는 2.0%,
중량으로는 5.9% 증가한 것이다. 재

1) 즉, 1991년 12월 「Public Law 102-240 “International Surface Transportation Efficiency,
1991”
」
을 제정하고, 동법(안) 제1038조 재생포장재료의 사용규정에 의거, 각 주가 아스팔트 사
용량에 따라 재생고무를 첨가한 아스팔트포장을 1994년에 5% 이상, 1995년에 10% 이상, 1996
년에 15% 이상, 그리고 1997년 이후 20% 이상 포설하도록 의무화하려 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입법화가 좌절된 이면에는 당초 도로포장업계가 침출수 등 오염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미국 EPA가 환경성 검토에 착수하였는데 환경상의 뚜렷한 위해 요인은 발견되
지 않았지만 최종판정은 유보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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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일본의 폐타이어 재활용 현황(2000)
세부분야별 비중(%)

비중(%)

시멘트소성로(28), 중소보일러(7), 제철(3), 금속제련(3), 타이어제

열이용

50

소재재활용

20

재생고무 분말(10), 시멘트원료(7), 제철용환원제 원료(3)

재사용

18

재생타이어제조용(수출, 9)

조(4), 제지(4), 발전(타이어제조 제외, 1)

불명

12

계

100

자료 : 日本タイヤリサイクル協會.

활용실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시멘
트 및 제철용 원료로 투입하는 부분
을 열이용으로만 분류하여 왔으나
‘순환형 사회 구축’관점에서, 연소후
남은 폐타이어 성분이 시멘트 및 제
철용 원료로 구성되는 것을 반영하여
2000년부터는 원료로서의 비중으로
별도 계상하고 있는 점이 이전의 집
계방식과 다른 점이다.

3. 국내 현황
(1) 발생 및 재활용 현황
1980년대 중반 이후 국내 자동차
보유대수가 급증하여 현재는 전국에
1,200만대를 넘어서 자동차에 관한
한 이제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다. 이
에 따라 폐타이어 발생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바, 2001년 총발생량은
약 1,700만개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
1인당 발생량으로 볼 때 포르투갈 및

오스트리아와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폐타이어의 총발생량 대비 재활용률
도 1990년대 초반의 36% 수준에서
2001년 85%로 급증하여 재활용이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방법별 재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가
장 두드러진 특징은 1990년대 중반까
지 60% 정도로 절대적 비중을 점하
던 군부대 진지구축용 등 토목공사에
의 투입 물량이 최근 거의 없는 반면,
시멘트소성로에 보조 원ㆍ연료로서
투입하는 물량이 급증하여 이를 대체
하였다는 점이다.
즉, 1997년 처음으로 연간 100만개
씩 시멘트소성로에 투입되던 물량이
연평균 72% 수준의 급증추세를 보여
작년에는 900만개 가까이 이르러 전
체 재활용물량의 60% 이상을 점하였
고, 건류소각 역시 1998년 이전까지
는 연간 20만~30만개 수준에서 안정
적인 양상을 보였으나 1999년부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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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폐타이어 발생, 회수 및 재활용 현황
단위 : 천개, %
1995
발생량

인구 1인당
차량 1대당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13,960 15,388 17,584 20,729 22,722 19,596 16,919
0.31

0.34

0.38

0.45

0.50

0.41

1.65

1.61

1.73

1.98

2.04

1.63

0.36

회수량

11,136 12,155 12,155 10,477 9,647 13,448 14,775

(회 수 율)

(79.8) (79.0) (79.0) (50.5) (42.5) (68.6) (87.3)

처리량

11,003 10,782 10,522 13,626 10,816 13,271 14,315

2002
(예상)

1995∼2001
연평균
증가율

24,023
0.50

3.3

15,000

4.8

15,000

4.5

1,200

1.9

500

19.3

(발생량 대비 재활용률) (63.1) (70.1) (59.8) (65.7) (47.6) (67.7) (84.7)
수출

956

975

1,084

( 9.0)
원
7,080 6,539 4,238
토목공사
형
이
(60.7)
용 매립장공사용 495
859
788

754

656

716

( 7.5)
4,283

-

-

재생타이어

법
별

1,100

1,200

47
( 0.3)

824

1,038

810

1,426
(10.0)

(7.3)
방

1,072

1,076

1,180

980

2,166

1,516

1,100 (960)p

-2.2

(11.1)

가
공 고무분말이용 1,250 694 1,615
이
(13.8)
용
312
281
237
밧줄 기타

1,663

365

226

348

( 2.6)
열
이
용

1,799

1,800

6.3

300

6.8

10,500

71.9a

700

13.6

(12.6)
351
( 2.5)

시멘트소성로

-

-

1,009

3,860

5,539

7,827

건류소각

380

305

329

194

861

807

8,805
(61.5)

(2.8)

815
( 5.7)

자료 : 대한타이어공업협회.
주 : 1) 방법별 재활용의 하단 ( ) 안은 각 방법별 비중임.
2) 연평균증가율 중 a는 1997∼2001년 기간임.
3) p는 대한타이어공업협동조합 추정치로서, 재생타이어 역시 타이어제품임을 감안하여
2001년부터 처리량통계에서 제외

간 70만~80만개로 급증하여 전체 재
활용에서 약 6%를 점유하게 되었다.
이에 반해 전통적인 재활용분야는
점유비중 측면에서 큰 변동이 없는

상태이다. 그중 비교적 비중이 높은
분야인 고무분말은 1990년대 중반이
후 연평균 약 6% 수준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전체 재활용 비중은 13%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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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 안정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매립장 공사로 투입되는 비중 역시
다소 변동이 있으나 10% 미만 수준
을 보이고 있고, 수출 역시 10% 내외
를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급격한 증
가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밧줄 등으로
가공하는 방법의 비중은 2~3% 수준
에서 머무르고 있다.

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
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는 타이어에 대해 예치금납부액
은 (전년도 내수출하량-전년도 처리
량)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반면, 반환
액은 (전년도 처리량-전전년도 처리
량)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초년도의
처리량을 일종의 base로 하여 추가처
리에 대해 반환받는 체계로 되고 있
어, 실제 재활용량(반환율)이 낮게 나
타나고 있는 점과 일부 기간 중의 처
리량 가운데 군부대 진지구축용 등
원형 이용 부분이 제외되었음을 감안
할 때 더욱 그러하다.
한편, 2003년부터 폐타이어는 가전
제품, 형광등, 유리병 및 금속 캔과 함
께 생산자 책임재활용 체계로 관리방
식이 전환되어 적용될 예정이다. 금년
2월 초에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제
16~19조에 따르면 폐기물의 회수ㆍ
재활용을 위하여 회수ㆍ처리비용을
사전에 예치하는 폐기물예치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
포장재의 제조ㆍ수입ㆍ판매업자에게

(2) 국내 관련 제도
작년까지 타이어제조 수입업자에게
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의한법
률(이하 자원재활용법)」제18조에 따
라 예치금 납부 의무가 부과되어 왔
다. 2001년의 경우 1개당 예치금요율
은 대형 타이어는 450원, 중ㆍ소형은
130원, 이륜차형은 50원/개로서 예치
금 반환 실적을 살펴보면 1990년대
초반의 40~50% 수준을 나타냈으나
이후 1998년까지 다소 저조했던 시기
를 거쳐 현재는 50% 내외의 수준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타이어의 경우 실
제 재활용률은 재활용대상 폐기물 가
〈표 5〉

타이어 등 예치금 반환 실적
단위 : %
1992

1993

1994

1995

1996

타이어

-

41.2

49.2

21.0

윤활유

1.4

30.7

22.5

83.2

가전제품

-

0.03

-

3.1

5.6

8.3

7.3

8.7

8.7

전체

1.9

7.8

8.6

13.7

29.3

29.7

43.3

43.6

59.9

자료 : 환경부,「환경백서」
, 각 년호
주 : 2002년 현재 전체 부과대상은 7종 16개 품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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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998

1999

2000

32.2

0.8

12.0

57.9

46.2

52.0

21.3

51.3

1.1

73.3

폐기물의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여 자
체적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
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재활용의무자
및 공제조합이 재활용 의무를 불이행
할 경우 재활용의무량에 재활용되지
않은 폐기물의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
에 30% 추가 징수(부과금납부 의무
불이행시 체납분에 5% 추가 징수)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전환을 위해 작년 12월
환경부와 타이어업계간의 「폐타이어
생산자 책임 재활용 자발적 협약」
이
체결된 바 있다(협약 조인업체 : 총
20개 업체, 자동차용 타이어 3개사,
이륜차용 타이어 2개사 및 수입업체
15개사). 동 협약에 따라 금년의 폐타
이어 재활용 의무량은 2000년 대비
21%가 증가된 1,500만개이며, 2003년
은 금년에 비해 각각 100만개가 증가
된 1,600만개, 2004년은 200만개가 증
가된 1,700만개로 설정되었다.
한편, 재활용실적 및 목표 이행 여
부 확인은 매년 3월 말까지 제출하게
될 서류2)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되는
데, 실제 발생량이 예상 발생량 이하
인 경우에는 재활용률이 85% 이상이
어야 이행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방침
이다.

4. 국내 기술개발 및 업계 동향
1992년부터 작년에 걸쳐 환경부가
주관하고 과학기술부의 협조하에 추
진된 환경기술연구개발 사업의 성과
가운데 폐타이어와 관련된 것은 4개
과제, 기술 6건에 불과하다. 이 가운
데 공업소유권이 등록된 사례로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가 추진한 ‘폐
타이어 폐유의 복합처리에 의한 오일
회수 공정개발’ 연구를 통해 폐타이
어를 아스팔트로 활용하는 기술이
1994년 건설교통부의 신기술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폐타이어로부터 오일회
수를 위한 열분해공정기술은 1994년
특허를 취득한 바 있다. 그리고 경상
대학교에서 개발한 폐타이어 재활용
고무 보도블록이 1998년 특허를 취득
하였는데, 경상대는 이미 1995년에
고무접착제 사용 고무보도블록 기술
을 민간기업에 무상 이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기술의 상업화 성공 여
부는 명확하지는 않다.
대규모 상업화와 관련해서는 시멘
트소성로에 보조 원ㆍ연료로 투입하
는 기술을 시멘트업계가 개발하여 성
공적으로 현장에 적용한 사례가 돋보
인다. 즉, 쌍용중앙연구소와 동양중앙
연구소가 공동으로 추진한‘시멘트공
정에서 폐타이어 열이용 기술개발’
과제를 통하여 원형 및 칩 타이어 투

2) 폐타이어 처리확인서, 계량 증명서, 회수처리관리대장 사본, 관세청 무역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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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폐타이어 재활용 관련 업계 동향

업체명(업종)

에코엑티바
(환경벤처)

제품ㆍ기술

폐타이어
보일러

연안이엔씨
열 (자동제어분야 중

건류설비

소기업, ESCO)
이
용

조양기계

드림엔테크
(환경벤처)
쌍용양회

열분해
기화기

아세아시멘트

열분해
오일 생산
시멘트
소성로 투입
〃

코오롱건설

냉열분해

정경산업
(환경설비업체)

저온 열분해

열
분
해

아
스
팔
트

(주)유닉스라바 고무아스팔트
(주)다린테크

건축용 몰탈

고무
분말

한국자원재생공사

고무분말

(주)대우

기
타
재생
타이어

신발바닥재
고무보도블록,
세경산업(주)
고무바닥재
삼성물산
폐타이어칩 이용
주택부문
방음 방진
재생타이어
홍아타이어 등
5개 업체

특성, 성과
- 자체 개발한 세라믹 신소재를 소각로의 내화물로 사용하여 고온
상태를 유지시킴으로써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의 완전연소가 가능
할 뿐만 아니라, 경유보일러 보다 열효율이 높고 운영비용도 1/10
정도에 불과한 폐타이어보일러를 개발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로부터 기술검증 획득, 시판 개시(2000. 10)
- 농림부는 비닐하우스, 온실 등의 난방에 이용할 것을 권장키로 했
으며 대당 5천만원인 소각로를 농가에 5백만원에 공급 방침
- 원형 투입, 고온(1,300。
C) 완전연소로 유해가스 배출 없음.
- 기존 용해로, 건조로, 보일러, 열풍기 등을 보조장치로 활용시 연
료비 대폭 절감 가능
- 투자후 8개월만에 투자비 회수 가능
- 저온(200。
C) 열분해 메탄, 프로판 등 기체연료 생성
- 열효율 높음(폐타이어 중량과 동일한 중량의 중유 열량으로 전환 가능)
- 기존 보일러, 건조설비, 용해로 등에 보조연료장치로 장착시 연료
80% 이상 대체 가능
- 8,000만~1억원/기(2톤/일 연속가동 기준), 무인 자동운전 가능,
6개월 정도면 투자비 회수 가능,
- 산업시설(기계공업진흥회), 농업용(농협) 설치시 저리 융자
- 폐타이어 중량의 절반 가량을 오일로 추출
-

전 사적으로 2001년 약 140억원 절약
동해공장 16억원 투자, 연간 8억 7,400만원의 연료비용 절감
2002년 상반기까지 80억원 투자 투입시설 확충
LNG냉열을 이용한 냉동분해
1997년부터 산자부 자금지원으로 개발완료, 2001년 3월 KT(과기
부 국산신기술) 인증 획득
특허(3건 출원), 인천 연수구 LNG냉열이용사업 등에 적용 시스템 개발
90억원 투입 3만톤/연 처리시설 구축시 30억원 이상 수입 가능
2003년까지 1만톤/연 설비 계획
(주)대우 통해 미국 수출(300만 달러/기)
1994년 상용화, 1997년 미국 GTR사(환경전문기업)에 수출
도로 마찰음 40% 감소, 미끄러짐 감소, 도로결빙 완화 , 승차감 향상
국산 신기술로 분말형 첨가제 이용
2000년 서울 시흥대로, 남부순환로 등 전국 8개소 설치
KOTRA 통해 미국 수출 모색

- 1998년 완공, 연간 200만개 처리가능(고무분말 9,000톤)
-

나이키와 수출계약
ISO9002, 14001 인증 획득, 중기청 우수벤처, 조달청 우수제품업체
2001년 매출 70억, 중국시장 진출(요녕성, 현청광장 포장)
자체 개발

- 1998년 GR(재활용제품 품질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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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기술을 개발하여 쌍용양회(주)의
영월 및 동해공장에 기술이전한 바
있다.
민간기업들의 폐타이어 재활용 제
품 및 기술개발은 최근 더욱 활발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운영
비용이 경유에 비해 매우 저렴하며
유해가스 배출도 거의 없는 폐타이어
보일러, 건류설비 및 열분해 기화기
등 열이용 설비가 속속 개발되고 있
으며, 폐타이어 중량의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연료유를 열분해로 추출해
내는 데 성공한 환경벤처기업도 있다.
또한 국내 모 재벌그룹 계열사는
LNG냉열을 이용하여 폐타이어를 분
해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과기부 국산
신기술 인증을 획득하는 데 성공하였
을 뿐만 아니라 2003년까지 연간 1만
〈그림 1〉

톤 규모의 설비 구축을 계획 중에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효율화를 위한 과제
우리의 경우 폐타이어의 열이용은
기술, 비용 및 환경적 차원에서 효율
적인 대량처리 대안으로서 중요한 의
미를 가지며 생활폐기물의 소각과는
다르다. 따라서〈그림 1〉
에서 보듯이
폐타이어 열이용은 이미 포괄적인 재
활용 내지 폐기물 최소화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폐타이어 재활용구조상 어
느 한 분야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될
경우 기술 및 시장가격의 변화에 적
시에 대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재로서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근본

폐기물 발생억제 개념

제품/소재

폐기물
제로화

발생원단계
감량화

폐기물

제품재사용

제품재사용 소각

소각

매립

폐기물 발생억제
폐기물 최소화

폐기물 최종처리
우선순위

자료 : OECD, Waste Prevention Government Self-Assessment Guide, 2000. 3. p. 36.
주 : *많은 국가가 에너지회수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소각을 폐기물 최소화 방법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지만, 국가에 따라 폐기물 최소화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는 바, 어떤 국가는 에너지
회수의 경우를, 또 어떤 국가는 단순 소각까지도 폐기물 최소화로 간주하고 있음에 따라 소
각을 별도 표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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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타이어 재활용 현황과 과제

적으로 저해할 우려도 없지 않다. 따
라서 향후 폐타이어 재활용 효율화를
위한 근본적인 과제는 기술변화에 유
연하면서도, 소재 재활용과 열이용간
의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에 철저히
기초한 재활용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
고, 국제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변동
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활
용구조를 어떠한 정책적 지원을 바탕
으로 정착시킬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
진다.
순수하게 소재 재활용 차원에서의
폐타이어 재활용 우선순위는 원형이
용, 가공이용 및 열이용의 순으로 설
정될 수 있으나 원형이용과 가공이용
의 경우 내구연한이 다하면 다시 폐
기물로 발생되며 재생제품의 특성상
물성이 복잡해져 기술, 비용 및 환경
적 측면에서 재활용은 더욱 곤란해지
게 된다. 한편, 열이용은 현재 여건하
에서는 모든 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
으나 소재의 해외의존도를 높이는 간
접적인 압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물론 최근 4∼5년 동안 국내 타이
어업계와 시멘트업계간의 긴밀한 협
력을 바탕으로 하여 시멘트소성로에
보조 원ㆍ연료로서의 활용비중을 급
격히 높여 발생량이 증가추세에 있는
폐타이어를 대량으로 소화할 수 있도
록 한 사실은 상당한 성과로 인정해
야 할 것이다. 즉, 대량처리가 가능하
면서 동시에 환경적으로도 안전한 현
실적인 대안으로서 현재 여건상 그

외의 대안을 찾기가 곤란하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열이용 가운
데 시멘트소성로 투입비중이 30% 미
만 수준이고 전력설비, 펄프/종이생산
설비, 산업용 보일러 등의 투입비중이
각각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점
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열이용
분야 내에서도 여타 분야의 비중을
적절히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
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도 오염유발이 거의 없으면
서 저비용, 고효율인 열이용 설비가
개발되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채용
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특히 시멘트
제조설비가 석회석 산지에 위치한 관
계로 폐타이어 집중 발생처인 대도시
와의 거리가 멀어 수송비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인건비 및 각종 물류비의 상
승, 인력부족 등 재활용 기초 여건은
악화되고 있으나 재활용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진 현재로서는 추가적
재활용에 따른 한계비용이 급격히 상
승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향후 보다
비용효율적으로 재활용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중ㆍ장기적 재활용전략을 수
립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냉동분해 및 열분해
등을 통한 소재로의 재생비중을 높여
야 할 필요가 있으나 아직은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고밀도
파쇄 등을 통해 재생용 원자재로 중
간처리하여 타이어제조에 재활용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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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적
용할 수 있는 방안3)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러한 폐타이어

재활용 구조고도화를 이루기 위해서
지역별로 수거 관련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수요처에 대한 각종 지원제
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3) 1999년 파이낸셜타임스는 세계 최대 타이어 제조업체인 굿이어가 폐타이어에 유황과 고무를 혼
합해 생고무를 추출해 내는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다고 보도한 바 있음. 또한 2000년에는 미국
일리노이대학과 일리노이주 지질탐사국의 공동 연구팀이 폐타이어와 피스타치오 껍데기를 이용
해 만든 활성탄소 흡착제로 화력발전소의 수은을 제거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는 현재 사용되는
흡착제에 비해 그 효율이 비슷하거나 우수할 뿐만 아니라 생산비용면에서도 유리하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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