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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과제의 수행목적은 폐타이어 고무분말 수요를 활성화하는데 있다. 최근 국

내 폐타이어 발생량은 약 19만톤이며 일본은 95만톤 미국이 240만톤 그리고 

서부유럽이 244만톤이었다. 국내 고무분말 시장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서와 

아울러 고무분말 샘플을 관련 업계에 송부하 다. 회신 내용을 종합한 결과 

고무분말 수요는 98년도에 약 9,000톤, 99년도에는 16,000톤이었다. 공사에서 

생산예정인 16mesh이하 고무분말을 중점적으로 조사하 으며 여기에는 수출

예정물량과 자체소비목적으로 생산한 분말은 포함되지 않았다. 조사과정에서 

소규모 수요자는 누락될 수 있으며 경기변동에 따라 수요량이 변할 수 있다. 

공사에서 1998년부터 고무분말을 생산함에 따라 특히 미세 고무분말 수요가 

유발되는 현상이 있었다. 

  신제품기술개발과 미세 고무분말 수요처를 확보할 목적으로 고무분말 2종을 

구입하여 견본품을 제조하고 제품의 물성을 측정하 으며 국내 관련 사업장에 

샘플을 보내는 목적으로 사용하 다. 

  고무분말 수요를 확대하고 홍보목적으로 한국자원재생공사와 한국에너지기

술연구소 공동으로 1998년 2월 24일 “폐타이어 고무분말 수요확대를 위한 

Workshop"을 개최하여 정부, 연구소, 학계, 사업관련자들이 모여 고무분말 수

요확대를 의한 활발한 토의를 하 다.

  폐타이어 고무분말 특히 미세 고무분말의 수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술개

발이 필수적이다. 고무분말 시장에 특히 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로 합성고

무의 탈황기술, 고무분말 표면 개질기술, 그리고 가격이 저렴한 결합제 개발이

다. 

  현재 국내에서의 재활용체제는 폐기물을 우선 처리하기 위하여 에너지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향후 환경문제 해결 및  원료물질을 재활용차원에서 

“Material Recycle"개념인 자원재활용 우선정책으로 전환활 필요가 있다고 사

료된다. 

주제어 : 고무분말, 폐타이어, 고무아스팔트, 폐타이어 연료, 고무분말시장, 표

면개질 고무분말



ABSTRACT

  An investigation on the extended recycling of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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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tend demand of waste tire crumb 

rubber. Recently, waste tire generation rate in Korea, Japan, USA, and 

west European countries are about 190,000ton, 950,000ton, 2,400,000ton, and 

2,440,000ton respectively. In order to investigate domestic crumb rubber 

market, questionnaires with crumb rubber samples were distributed to 

related companies or organizations. Summarization of replied answers show 

that crumb rubber demand is expected to be 9,200ton in 1998 and 16,000ton 

in 1999 and these figures does not involve export nor self-consumed 

quantities. Investigation was focused on crumb rubber whose particle size 

are under 16 mesh. Small-scale consumers could be dropped out during 

investigation and demand rates are subject on the tone of the market. 

Since KORECO(Korea Resources Recovery and Reutilization Cooperation) 

announce their production plan of crumb rubber, new demand of small 



sized crumb rubber (rubber dust) was developed with this announcement.

  In order to develop new technology and to secure crumb rubber demand, 

two kinds of crumd rubber was purchased and used for making specimen 

and testing for their properties. Also these crumb rubber samples were 

distributed to future users. "Workshop for the extended recycling of waste 

tire crumb rubber" was held for the purpose of extended-demand and 

publicity on Feb. 24, 1998. This workshop was jointly sponsored by 

KORECO and KIER(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Variety of 

opinions were exchanged among attenders who belongs to Government, 

research institutions, universities, and companies.

  Technology development are key factors for the extension of crumb 

rubber market, typically rubber dust. Technology which may affect 

significantly on crumb rubber market are de-vulcanization of synthetic 

rubber, surface modification of crumb rubber, and development of cheap 

binder. 

  At the present, domestic recycling system give emphasis on the energy 

conversion to treat waste materials easily. However, this trend needs to be 

changed such that emphasis should placed on material recycling.

Key words : crumb rubber, waste tire, rubber asphalt, tire derived fuel, 

crumb rubber market, surface modified crumb rub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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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과업의 목적

 국내에서 발생한 폐타이어는 1996년 1,854만개로서 연평균 약 17%씩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나고있다.  연도별 폐타이어 회수량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1996년도에는 약 65%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토목공사에의 이용량 증가에 

기인한다 (진지구축 포함). 국내의 폐타이어 재활용현황을 살펴보면 원형이용

이 67.9%, 열이용이 32.8%, 가공이용이 27.5%이었다. 원형이용에는 수출이 

9.0%, 토목공사 60.7%이었으며 열이용에는 건류소각이 2.8%이었고 가공이용

에는 재생타이어 11.1%, 고무분말이용 13.8%, 밧줄 등 기타가 2.6%이었다.   

 현재 국내에서 폐타이어 회수처리 체계는 환경부고시 제1004-45호 “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폐타이어 회수의무자인 타이어제조

업체 및 수입업체가 대한타이어공업협회에 회수 및 처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

하고 타이어공업협회에 수거비 및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타이어공업협회

는 전국에서 지정수거업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수거업자는 배출자의 

요청에 의하여 유상으로 폐타이어를 수거하며 재활용업자에게 무상으로 폐타

이어를 공급한다. 타이어공업협회는 지정수거업자로부터 수거 및 처리실적을 

보고 받고 수거비를 지급한다.  

 폐타이어의 처리와 관련하여 주된 방법이었던 원형 이용방법중 군부대 진

지구축이 향후 수요가 감소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른 처리방법이 적극적으

로 강구되어야한다. 폐타이어의 야적시 야적장의 부족, 도시 미관, 화재, 해충

의 서식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열이용방법중 직접소각, 건류 소각방법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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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잔사물, 아황산가스등 2차폐기물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열분해방법

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있다. 가공이용방법으로 재생타이어도 좋은 방법이

지만 수요량에 한계가 있으므로 폐타이어를 처리하여 고무분말을 활용하는 방

법이 바람직하다. 현재 고무분말 수요량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다. 고무분말 

수요확대와 관련하여 문제점으로는 폐타이어 고무분말 활용제품의 판로, 수익

성이 불투명한 실정이며 기존의 폐타이어 재활용정책을 강화하여 폐타이어를 

이용한 재활용 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촉진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세 고무분말의 경우, 기술개발에 의하여 수요가 창출된다. 고무분말은 

타이어 분말 가공공장 시설비, 운 비를 고려할 때 분말가격의 인하에는 한계

가 있으므로 수요확대를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상품의 꾸준한 개발이 필수적이

다.  또한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소비자가 타이어를 구매시 납부하는 예치금

을 인상하여 일부는 타이어 수거업자에게 그리고 나머지는 타이어를 처리하는 

업체에게 주어 시장규모를 확대하여야 한다. 현재는 타이어 원형이용 또는 소

각까지 폐타이어를 처리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원형이용은 용도가 끝나

면 다시 폐기물로 발생하므로 고무분말 등 Material recycle을 하는 경우로 한

정하여 인상된 처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폐타이어의 고무 분말화 플랜트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시화지구에 

연산 9,900톤 규모의 처리 플랜트를 건설중에 있으며, 기타 한국그린산업(전남 

곡성군), 현진화학(전남 함평군), 대성산업(경남 함안군), 우일산업사(경남 함안

군)가 있고, 소량 분말생산업체로 신흥고무(경기도 구리시), 정우화학(광주시 

광산구), 삼성고무(경북 천시), 우성고무(부산시 북구), 부성종합산업사(대구

시 달성군), 도화학(경북 구미시)가있다. (주)성산에서는 현재 고무 분말화 

플랜트의 일부가 설치되어있으며 나머지 설비는 공사중에 있다. 현재 가동중

인 고무분말 플랜트는 대개 분말입도가 1mm이상인 분말을 생산하고 있다. 현

재 국내에서 생산중인 폐타이어 고무분말을 이용한 제품은 고무 아스팔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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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봉합재(Sealant), 보도블럭, 신발, 방진 Mat(기계 설치용, 아파트 층간 방진

재), 철도용 방진 Mat, 고무분말이 포함된 단열몰탈, 흡음제, 자전거 또는 산

업 및 농경용차 타이어, 고무디스크, 링, 고무병마개, Filler, 충격완화제(도로)

등이 있다. 상기제품들은 시장이 활성화되어 수익성이 높은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공업진흥청에서는 폐타이어 고무를 이용한 보도블럭에 대한 KS규

격제정을 추진하고있으며, 국립기술품질원에서 재활용제품의 품질향상을 통한 

소비촉진과 재활용 제품의 규격, 품질 기준의 설정 및 품질을 인증할 목적으

로 환경마크(E마크)와 재활용제품 인증마크인 GR마크를 부여하고있다.

   폐타이어 재활용 이용이 활성화되기 위하여는 여러 처리방법 중에서 자원

의 활용도가 높고 부가가치 창출이 큰 고무분말 활용에 대하여 우선적인 보급

확대가 이루어져야하며 정부의 지원정책은 재활용제품의 수요를 촉진하는 방

향으로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현재의 고무분말의 KS규격 중 일부 중요한 항

목이 빠져있는 것을 보충하고 분말활용제품에 대하여도 규격이 제정되어야한

다. 재활용체제개선은 현행의 예치금제도를 개선하여 미반환금이 폐타이어 회

수 및 처리에 투입되지 않고 정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에 편입되어서는 안된

다. 폐타이어 고무분말 생산공장이 원활히 가동되기 위하여는 폐타이어 고무

분말의 꾸준한 수요개발이 이루어져 적절한 수요량과 가격이 형성되어야하며 

이를 위하여 고부가 상품이 꾸준히 개발되어야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폐타이어 고무분말의 수요 활성화에 있다. 이를 위하

여 국내.외 고무분말 시장조사, 견본품 제조 및 물성분석, 외국의 기술현황 및 

개발사례조사,  재활용 체계분석, 적절한 정부의 지원대책수립, 향후 폐타이어 

분말화 사업의 경향예측 등의 업무를 추진하 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에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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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과업추진실적 요약

   폐타이어 고무분말 수요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조사, 이용부문별 고무분말 

적용제품 견본품 제조, 기술분석 및 각종 지원관련 제도 평가를 통한 수요확

대 방안의 도출이 필요하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각종정보가 수집되어야한다.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수집한 각종 관련자료

는 크게 기술자료, 시장자료, 정책자료로 구분되어 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자

료내용은 참고문헌에 수록된 바와 같다. 문헌조사 방법으로 간접적인 방법과 

직접적인 방법이 있으며 간접적인 방법으로 Dialogue 정보검색 (미국의 Data 

Base이용), NTIS(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ETIS(Energy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와 연구단지내 각종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

다.  

 신제품제조 기술개발을 위한 견본품 제조는 공사에서 생산예정인 고무분말

의 Spec과 되도록 같은 Spec의 분말을 공사와 협의 하에 구입하여 수행하

다. 16-30mesh 고무분말은 국내의 KG사로부터 구입하 다. 분말입도가 상기 

범위 내에 들어가는 분말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1mm분말을 생산

하는 공장에 특별히 주문을 하여 생산하 다. 입경이 1mm 분말을 생산하기 

위하여 4단계의 분쇄과정을 거치고 있었으며 각 단계마다 철심은 자석을 이용

하여 제거하고 섬유분은 Air로 불어주어 섬유분이 포함된 공기를 싸이크론과 

Bag Filter를 거치게 하면서 섬유분을 제거하고 있었다. 16-30mesh분말을 생

산하기 위하여 1mm분말을 최종 분쇄단계를 다시 한번 거치게 하여 입도를 

조절하 다. -30mesh 분말은 네덜란드의 Vredestein Rubber Recycling사 (주

소 : P.O.Box 437, 6200 AK Maastricht)로부터 구입하 으며 공사에서 생산예

정인 30-40mesh, -40mesh분말을 대체하여 실험하기 위하여 2종류의 분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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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하 으며(RNM 45, RWM 45) 자세한 분말 Spec.은 제 3장에 기술하 다. 

구입한 고무분말은 신제품제조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상되는 고무분말 수요자

에 견본품 제조 및 견본품의 물성평가 목적으로 사용하 다.  

   고무분말을 이용한 견본품제조 및 물성평가 실험은 공사와 협의하 으

며, 대상업체 및 견본품 종류는 업체의 생산품목 및 사용하는 고무분말 Spec

등을 면 히 검토하여 수행하 다. 견본품 제조는 국내에서 고무분말을 상당

량 소모할 수 있는 분야로 정하 으며 제조한 품목은 방진 고무패드, 다기능 

몰탈제품(단열, 방음, 방수, 결로보완), 철도용 Ballast Mat, 고무아스팔트, 가

전제품용 고무부품 등이다. 견본품 제조에 앞서 국내 고무제품 생산업체에 연

락하여 사용하고 있는 분말입도, 분말의 특기사항, 생산제품종류, 공정상의 문

제점, 분말제품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취하여 주어야할 정책적인 건의사

항, 원하는 분말가격 등을 조사하 다. 

   국내 고무분말 시장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관련업체에 유선상으로 연락하거

나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방법과 설문서와 구입한 고부분말 샘플을 관련업

체에 송부하여 조사하는 방법을 병행하 다. 설문서 내용은 사용하는 고무분

말 Spec., 고무분말 사용량, 고무분말 가격이 제품에 미치는 향, 기술개발에 

대한 건의사항, 정책 및 건의사항, 동봉한 고무분말이 제품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가에 관한 겸토의견을 조회하 다. 해외 고무분말 시장은 자료조사를 통

한 외국의 고무분말 시장에 관한 뉴스, 각종 문헌 및 Inter-net을 이용하 으

며, 좀더 자세한 선진 외국의 시장 및 기술 조사는 해외출장을 통하여 조사하

다.

   국내 및 해외 선진국에서 고무분말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은 

주로 국내.외 문헌 조사를 통하여 수행하 다. 일부 자료는 해외 출장을 통하

여 습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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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고무분말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폐타이어 고무분말 

활용기술, 고무분말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의 시장정보, 업체에서 고무분말을 이

용한 신제품 개발 사례, 정부의 지원정책, 국내.외 재활용 체제에 대한 분석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고무분말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목적으로 한국자원재생

공사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공동으로 폐타이어 고무분말의 수요확대를 위한 

Workshop을 한국자원재생공사 대회의실에서 1998년 2월 24일 개최하 다. 정

부, 연구소, 한국자원재생공사, 대학교, 고무분말 관련 산업계 인사 12명을 연

사로 초대하여 각 주제별로 발표하고 이에 대한 각종 현안 문제를 발표자와 

참석자간에 활발한 토로의 장이 열리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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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폐타이어 고무분말의 이용부문별 국내외 

       시장조사

2.1 국내.외 폐타이어 발생현황 및 고무분말 생산제품 현황조사

   

2.1.1 국내 폐타이어 발생 및 처리현황조사

   국내의 폐타이어 발생량의 변화추이는 <표 2-1>과 같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폐타이어의 발생량의 증가를 주도하는 것은 승용차 타이어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금준,1997]

 <표 2-1> 국내의 폐타이어 발생 및 회수현황 추이 (단위 : 1,000 개)

구 분 1992 1993 1994 1995 1996
연평균

증가율(%)

대 형
발 생 1,352 1,635 1,705 2,128 1,893 8.8

회 수 815 1,220 1,351 2,625 2,767 35.7

중․소형
발 생 7,409 9,473 12,283 14,102 15,634 20.5

회 수 3,125 5,253 6,634 8,478 9,341 31.5

이륜차형
발 생 986 1,142 1,165 1,206 1,017 0.8

회 수 - 2 17 33 48 -

계
발 생 9,747 12,250 15,753 17,436 18,544 17.4

회 수 3,940 6,475 8,002 11,136 12,156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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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이륜차의 경우는 폐타이어 회수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

에 발생량에 비하여 회수량이 월등히 적으며 대형차의 경우 1995년부터 폐타

이어의 발생량에 비하여 회수량이 증가한 이유는 그 동안 누적된 폐타이어 양

의 일부가 함께 회수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기간 중에는 군부대 

진지공사 등으로 이용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2-2>는 권역

별 폐타이어 발생량을 나타낸다.

<표 2-2> 전국의 자동차 보유대수를 기준으로 한 각 권역별 폐타이어 발생량

                                                 단위: 1,000 대(개) 

시,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자동차 2,168 672 580 504 259 294 1,810 324 299 353 367 346 592 863 124

% 22.7 7.0 6.1 5.3 2.7 3.1 18.9 3.4 3.1 3.7 3.8 3.6 6.2 9.0 1.3

발생량 4,209 1,298 1,131  983  501  575 3,505  630  575  686  705  668 1,150 1,669  241

   열이용 분야로서는 최근 시멘트킬른 이용분야가 대두되고 있으며 쌍용시멘

트 월공장에 연간 200만개의 폐타이어를 원형상태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추고 가동중에 있다. 이 공장에 대한 설치비는 대한타이어공업

협회와 쌍용시멘트가 50:50으로 투자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유연탄에 대

한 연료대체효과는 5% 정도이다. 이 보다 더 많은 폐타이어를 사용할 경우 

시멘트 품질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쌍용시멘트 동해공장에 폐타이어를 연료로 이용하는 설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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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중에 있으며 이 설비는 통타이어 300만개를 그대로 연소시킬 수 있는 설

비와 통타이어 300만개를 파쇄하여 연소하는 설비 두 종류를 갖출 것으로 예

상되어 향후 쌍용시멘트 공장에서 만으로도 800만개의 통타이어를 소모할 수 

있는 체재가 구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대한타이어공업협회에서는 폐타이

어를 시멘트 현지공장까지 무료로 공급해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표 2-3>은 국내의 폐타이어 재활용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서 원형이용, 열

이용, 가공이용 분야로 분류하 으며 이 가운데 관심분야인 폐타이어 고무분

말의 활용현황은 94년 이후로 상당한 증가추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1994년에 재활용 구성비율 10% 이내이던 것이 1996년 13.8%

로 증가되어 고무분말의 수요가 꾸준히 상승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반면에 원

형이용 분야 중의 토목공사 부분은 점차 수요가 줄고 있고  가공이용분야 중 

재생타이어 분야가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그 특성상 대형타이어의 천연고무 

부분의 Buffing에 의한 Recycling이 대부분으로 근본적인 폐타이어의 활용대

책으로 보는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수출분야 역시 중고 타이어로 동남아 등 

후진국에 수출하지만 국내의 대량 발생되는 폐타이어를 소화하기에는 역부족

이다. 

따라서 폐타이어 고무분말 분야가 향후 폐타이어의 가공 이용분야에서 주도적

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체의 폐타이어 발생량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처럼 주변 폐타이어 고무분

말 시장의 고부가의 상품개발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고무매트나 고무블럭의 경우 등으로는 고무분

말의 사용에 따른 원가부담이 높아 근본적인 폐타이어의 활용방안으로는 한계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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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3> 국내의 폐타이어 재활용 현황         (단위 : 1,000 개)

            연도

이용방법
1992 1993 1994 1995 1996

원

형

이

용

수  출
149

(4.7)

260

(4.2)

297

(3.6)

956

(8.7)

975

(9.0)

토 목 공 사
2,048

(65.5)

4,487

(73.3)

6,552

(79.8)

7,080

(64.3)

6,539

(60.7)

소  계
2,197

(70.2)

4,747

(77.5)

6,849

(83.4)

8,036

(73.0)

7,514

(69.7)

열 

이 

용

시멘트 킬른용 - -
120

(1.5)
- -

건 류 소 각
639

(20.4)

730

(11.9)

324

(3.9)

380

(3.5)

305

(2.8)

소 계
639

(20.4)

730

(11.9)

444

(5.4)

380

(3.5)

305

(2.8)

가 

공

이 

용

재생타이어 - - -
1,100

(10.0)

1,200

(11.1)

고무분말 이용
140

(4.5)

452

(7.4)

686

(8.4)

1,250

(11.4)

1,482

(13.8)

밧줄 등 기타
152

(4.9)

194

(3.2)

228

(2.8)

237

(2.1)

281

(2.6)

소 계
292

(9.4)

646

(10.6)

914

(11.2)

2,587

(23.5)

2,963

(27.5)

합  계
3,128

(100)

6,123

(100)

8,207

(100)

11,003

(100)

10,782

(100)

  고무분말을 이용한 일반 고무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애로사항을 근거로 하

면 제품의 제조에서 접착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원가 상승의 원인이 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저렴한 접착제의 개발이 고무분말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여타 폐타이어 이용분야에 대한  폐타이어 고무분말 사용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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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폐타이어 고무분말 이용분야는 Material Recycle 분야로 열이용을 전제로 하

는 Thermal Recycle분야에 대해서 2차적인 환경문제를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

점을 살리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제안

은 현재까지 대부분의 폐타이어의 수요처이던 토목공사의 주요 활용분야인 군

부대 진지공사의 수요가 거의 충족된 상태에서 이를 대체할만한 수요창출의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Thermal Recycle이 안고있

는 근본적인 문제가 2차 공해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일

반화된 에너지 이용분야인 폐타이어 건류소각 기술은 폐타이어를 저산소 상태

에서 열을 가하여 생성가스를 발생시키고 이를 연소하여 열을 얻는 방법이다. 

이 기술의 사용은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 따라 향후 그 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타이어 제조시 가류제로 사용된 약 2% 이상의 황이 연소

하면서 아황산가스를 발생시키고 Dioxin의 발생에 대한 염려가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는 현재 저황 유류를 강제화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역행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며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 및 운 비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건류소각 후 발

생되는 소각회나 철심 등의 후처리 문제가 2차 폐기물 처리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폐타이어를 환경문제 없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소 처리비

용이 들더라도 상당량이 Material Recycle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국내의 폐타이어 고문분말 생산현황은 아직 공식적으로 집계되지는 않고 있

지만 생산규모는 <표2-4>와 같다. 현재 가동중인 국내의 폐타이어 주요 고무

분말 생산업체는 4개 정도이며 그 외의 군소업체는 생산규모가 적다.  문제는 

국내의 고무분말 생산업체 대부분이 정규적인 생산을 하지 못하고 주문생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기업의 운 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로는 1) 국내의 고무분말의 시장기반이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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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소화할 정도로 구축되지 않은 점과 2) 고부가의 상품개발 미비 등으로 인

하여 분말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어떤 업체는 경

상의 이유로 가동을 중단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표 2-4>에 나타난 현재 가

동중인 공장의 경우도 생산능력대로 생산하는 회사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국내 시장의 경우 고무분말의 크기 즉 입경 1 mm 이하의 소모량

이 거의 없어서 모 회사의 경우 설비는 설치해 놓고도 운전을 중지한 상태이

다. 따라서 국내의 현재 수요는 1 mm에서 3 mm정도의 범용으로 사용되는 

고무가공제품에 국한되어있다. 

<표 2-4> 국내의 폐타이어 주요 고무분말 생산업체의 현황

업  체  명
생산능력

(톤/년)
현   황 소 재 지

(주) 여진산업 10,000 가동 준비중 강원도 횡성군

현진화학 3,000 가동중(?) 전남 함평군

(주) 대성산업 3,000 가동중(주문생산) 경남 함안군

우일산업사 2,400 가동중(트럭타이어 분말) 경남 함안군

한국그린산업(주) 10,000 가동중(주문생산) 전남 곡성군

(주) 성산 10,000 생산예정 경기도 김포군

한국자원재생공사 10,000 생산예정 경기도 시화

2.1.2 국외 폐타이어 발생 및 처리현황 조사

  최근 선진외국에서의 폐타이어 발생량에 대한 처리구조를 살펴보았으며 <

표 2-5>는 일본, 미국, 국의 처리구조별 처리율을 비교한 결과이다.  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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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우리의 대상이 되는 가공이용 분야는 유럽의 국이 40.7%로 높고 일본

과 미국은 23%, 21%로서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반면에 열이용은 미국, 일본이 높으나 국은 18%로 낮다. 이는 유럽에서는 

열이용보다는 가공이용 즉 자원 재활용을 통한 폐타이어 해결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최근 미국에서는 전체 처리율의 24% 정도를 차지하는 시멘

트 킬른 에서의 연료사용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향후 이 처리분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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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일본 및 미국의 폐타이어 처리현황      (단위 : %)

                     국별

  활용분야
일  본 미  국  국

     발 생 량 (1995년 기준)   9,900만개  25,300 만개 3,600만개

 가공이용

재생고무 및 분말

밧줄

재생타이어

13.4

-

9.6

6.1

14.7

18.0

-

22.7

소     계 23.0 20.8 40.7

  열이용

시멘트 연료

건류소각

중소형 보일러 

제련, 제지

발전

타이어 제조업체

30.4

-

14.4

7.2

24.4

-

-

14.7

17.1

7.3

-

-

-

-

18.0

-

소   계 55.7 63.5 18.0

   기 타

토목공사

수출

기타

-

17.1

3.3

8.3

7.3

-

-

4.0

37.3

소   계 20.4 15.6 41.3

  미국에서 연간 발생되는 폐타이어는 1995년 기준으로 2억 5천 3백만개이며 

현재 미국에 누적된 폐타이어의 양을 합산하면 7억 5천만개에서 8억 5천만 개

로 추정된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폐타이어의 수요처는 단연 연료로 활용되는 시장이며 

다음은 폐타이어를 후진국에 수출하는 경우와 고무분말을 활용한 제품 제조나 

토목 건축에 활용되는 분야로 보고되고 있다. 고무분말 활용분야는 원료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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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회수하여 고무적인 성질을 이용하는 분야이다. [Jeff Higley,1996; Chuck 

Slaybaugh,1995]

  전술한 바와 같이 소요처가 가장 많은 곳은 역시 에너지 이용분야로 74.5%

에 이른다. 실제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분말고무 분야는 소요량이 6백만개로

서 3.4% 정도이며 1994년에는 4백5십만개에 비교하면 33%의 증가율을 보

다. 그리고 1996년에는 7백만개 정도가 분말고무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995년에는 폐타이어 고무분말 발생량의 75%(11만톤정도)가 재생 타이

어 업체의 타이어의 Buffing Dust에서 발생한 것이며 25%(3만 6천톤)는 통타

이어의 분쇄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폐타이어 분말이 

대부분 대형 타이어의 트래드 부분에서 생성되고 있음을 말하며 국내의 경우

를 감안하면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천연고무의 원료로 회수, 재활용되는 것

으로 추정된다. 

  국에서의 폐타이어 수집은 폐기물 운반업종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배출장

소, 수집장소, 처리장소 등에 따라 운반, 수집비를 별도로 산정하게 된다.[자

료,1997] Scrap Tire Working Group가 발족되어 업계와 정부의 폐타이어 처

리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Association Pneumatique 

Usager Non-Rechapable과 이탈리아의 EcoPneu 등과 같은 조직이 폐타이어 

수거, 처리에 조직적으로 나서고 있다. 독일에서는 Continental Tire사와 

VEBA사가 운 하는 REG가 있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 폐타이어 적체율이 

30%이고 국의 경우 매립 방치되는 비율이 37%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 두 

나라의 적체율은 열병합 발전의 이용으로 적체율이 비교적 낮게 유지되고 있

으며 다른 국가들은 50-70% 정도가 적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미각국도 

폐타이어 처리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폐타이어 처

리분야별 각국의 처리율 변동은 <표 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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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6> 구미 각국의 폐타이어 처리현황     (단위 : %)

     이용분야

 나라별
재생타이어 열이용

분말, 

기타가공
미처리

프랑스
‘90 13.1 10 23.8 53.1

‘94 23.0 9.8 7.4 59.8

독일
‘90 18 37.7 10.8 33.5

‘94 16.7 32 19.3 32

네덜란드
‘90 6.1 24.6 19.7 49.6

‘94 25.4 12.8 8.2 53.6

이탈리아
‘90 27.9 13.9 8.7 49.5

‘94 30.8 9.8 8.2 51.2

국
‘90 24.6 7.7 10.7 57

‘94 24.6 29.5 18.9 27

이상의 표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분말 및 기타 가공분야로서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의 나라는 1990년에 비하여 1994년에는 재활용 비율이 

낮아졌고 독일과 국의 경우는 8% 이상의 신장율을 보 다. 미처리 비율이 

올라간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의 경우를 보면 분말 이용의 감소가 미처리

율을 높혔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반하여 미처리율이 감소한 독일과 국의 

경우는 분말이용 분야와 열이용 분야에서 각각 급속한 증가를 보 다. 이는 

고무분말 시장이 구미 각국에서도 아직 정착단계는 특히 독일의 경우는 재생

타이어 분야와 분말 및 기타가공의 분야가 향상되어 미처리율을 감소시켜 대

조가 된다. 이는 독일의 폐타이어에 대한 환경정책이 물질회수 방향으로 흘러

가고 있음을 말해준다.[Liz White, 1992 and 1993]

  실제로 독일의 경우 고무분말 제품의 활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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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고부가 상품의 개발도 상당한 진전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유럽에서의 폐타이어 발생량 통계는 <표 2-7>과 같다. 독일, 프랑스, 

국, 이탈리아에서의 인구수가 많고 또한 G-7국에 속하는 선진국이므로 폐타

이어 발생량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1.3 국내 고무분말 생산제품별 시장

 현재 국내에서 생산하고있는 폐타이어 고무분말 활용제품은 고무 아스팔

트, 도로봉합재(Sealant), 보도블럭, 신발밑창, 바라스트와 스라브 Mat, 방진고

무패드, 고무판, 고무분말이 포함된 단열몰탈, 흡음제, 산업 및 농경용 타이어, 

고무디스크, 링, 고무병마개, 도로용 충격완화제, 고무-플라스틱 혼합재 등이 

있다. 국내에서 예상되는 주요 고무분말 수요업체는 아래 <표 2-8>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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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Annual Used Tyre Accumulation by EU State

     Country Used tyres per year     Population

 Austria     41,000t     8,015,000

 Belgium     70,000t    10,101,000

 Denmark     38,500t     5,196,600

 Finland     45,000t     5,117,600

 France    480,000t    57,779,300

 Germany    650,000t    81,338,000

 Greece     58,500t    10,470,000

 Ireland      7,640t     3,710,000

 Italy    360,000t    58,019,600

 Luxemburg      2,000t      400,900

 Netherlands     65,000t    15,341,600

 Portugal     19,825t     9,887,600

 Spain    115,000t    39,117,000

 Sweden     65,000t     8,745,100

 UK    400,000t    58,400,000

 Total EU   2,437,640t   371,638,086

국내에서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고무분말 및 건축자재 목적으로 1997년에 

30,000톤이 사용되었다고 발표되었다. 각 제품별로 국내에서 어느 정도의 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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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이 소요되었는가에 대하여 발표된 자료는 없으나, 2.2.1의 국내 고무분말 

크기별 수요량 조사에서 각 업체별로 조사한 현재 및 장래 고무분말 소요량 

조사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표 2-8> 고무분말 수요업체

 업체명  생산제품

 G사  단열, 방수용 몰탈

 W사  방진고무패드

 Y사  고무 아스팔트

 D사  바라스트 매트, 보도블럭

 K사  보도블럭

 P사  바라스트매트, 고무병마개, 링

 HA사, S사  산업 및 농업용 타이어

 H사  고무-플라스틱 혼합재

 DR사  경량고무판

 SC사  건축자재

 YT사  보도블럭

 B사  특수고무블럭

 C사  자동차 Stopper, 완충고무

 DD사  O-Ring, 배관용 고무제품

 N사  특수고무(가전제품)

 YP사  고무판(건축자재, 방진, 방음)

 CI사  재생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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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사는 방진고무 Mat를 주로 생산한다. 사용하는 분말입도는 1mm가 30%, 

2-3mm가 70%이며 특기사항으로 분말 중 철심이 일부 포함되거나 분말의 색

깔과는 무방하나 섬유분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제품생산에 주로 쓰이는 재

료는 천연고무이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가격과 납기에 문제점이 있어 폐

타이어 고무분말을 대용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제품 제조시 고무분말이 원가

에서 처지하는 비율은 약 26%이며 원하는 고무분말 구입가격은 IMF이전 가

격으로 입경이 1mm인 경우 Kg당 250원, 그리고 2-3mm분말은 200원이었다.

G사는 단열몰탈을 생산하는 업체로 1mm이하 분말을 약 95%, 1.0-1.4mm분

말을 약 5%비율로 사용하고 있다. 단열몰탈은 방수, 방음, 단열의 3가지 효과

를 낼 수 있으며 프리믹스 타입으로 시공이 용이하고 부착성이 우수하며 타 

재료와의 시공이 가능하다. 사용범위는 건축물의 내.외부면, 건물의 단열공사, 

방음공사, 방수공사, 각종 크랙의 보수공사, 결로 및 박리현상 방지공사, 차음

벽체의 방음공사 등이다. 단열몰탈은 고무분말, 광산 폐석재, 결집재등 6종의 

성분을 배합하여 만들며 시공시 물을 가하여 바르는 몰탈로 제품에 따라 고무

함량이 다르지만 약 중량비로 15%정도이다. 분말입도가 대략 16-30mesh사이

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분말 특기사항으로 섬유분 또는 철심의 함유여부

에 관계가 없으며 백테 분말이 혼입되어도 제품 품질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다. 97년도 고무분말 수요량은 약 5톤 정도이지만 향후 예측에 의하면 대량수

요가 예상되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제품 제조시 고무분말이 제품원가에 

미치는 비율은 약 13%정도이며 원하는 분말 구입가격은 IMF이전 가격으로 

입경이 1.0mm경우는 Kg당 150원, 그리고 1.0-1.4mm분말은 140원이었으며 중

국수출의 경우 현지 도착가격이 Kg당 200원 이하이었다.

D사는 Mat종류로 철도차량괘도(Ballast Mat), 보도블럭 등을 생산하는 업체

로 주 생산품은 Ballast Mat이다. 사용하는 고무분말 입도는 10mesh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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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esh 80%이다. 분말 특기사항으로 섬유분 또는 철심이 함유되어서는 안되

며 유색성분이 함유되어도 안된다. 고무분말 소요량은 Ballast Mat수요량에 

따라 분말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  제품제조에 소요되는 분말량은 개

당 40kg이며 평방 미터당 20kg이다. 제품 제조시 고무분말이 원가에 차지하는 

비율은 20%이다. 희망하는 고무분말 구입가격은 IMF이전 가격으로 입경이 

10mesh(2mm)분말이 Kg당 150원, 그리고 입경이 20mesh(1mm)분말은 Kg당 

200원이었다.

Y사는 고무아스팔트를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업체로 미국의 VSS/ISS사로부

터 Wet Process인 고무아스팔트혼합기술(맥도날드 공법)을 이전받은 업체이

다. 사용하는 고무분말은 16-30mesh가 대부분이며 소량 30mesh이하를 사용

한다. 고무분말 특기사항으로 섬유분 및 철심이 함유되어서는 안되며 모래 등 

이물질이 함유되어서도 안된다. 97년도 고무분말 수요량은 약 60톤 정도이나 

국내에서 고무아스팔트가 본격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험포장 후 추적조사를 통하여 고무아스팔트의 우수성

이 입증되면 본격적으로 고무아스팔트가  포설되리라 본다. 현재 도로관리 시

스템을 살펴보면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할하며 국도는 건설교통부에서 

관할하고 지방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하고 있다. 고무분말이 제품원가에

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2%정도이며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고무아

스팔트콘크리트 톤당 고무분말이 약 18kg이 소요된다. 현재 원하는 분말구입

가격은 IMF이전 가격으로 10-20mesh분말의 경우 Kg당 200원이다. 고무아스

팔트의 장점은 도로수명기간이 연장되며, 탄력성이 향상되어 균열이 감소되고, 

온도변화에 따른 아스팔트의 점도변화가 적어 여름철에 아스팔트가 녹아 내리

거나 겨울철에 금이 가는 것을 막아주며 아스팔트의 인장강도가 기존의 아스

팔트에 비하여 크고 골재와의 접착력이 좋기 때문에 소성변형이 감소하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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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는 주로 특수 고무블럭, 롤 매트, 보행로(골프장 등) 제조하는 회사로 고

무분말은 일부 자체생산하며 일부는 타 회사제품을 사용한다. K사는 고무 

Mat를 제조하는 회사로 주로 어린이 놀이터, 통로, 수 장 등에 시공한다. 고

무분말 샘플을 우송하여 사용가능성을 타진하여 본 결과 K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무분말 입도가 1-2mm사이이며, 공사에서 공급하는 분말은 입도가 

16-30mesh로 분말이 미세하기 때문에 분말 가격이 높고 바인더 사용량이 증

가하기 때문에 부적합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P사는 주로 철도용 방진고무 매

트 (Ballast Mat, 슬라브 Mat)를 생산하고 있으며 고무병마개 및 링제품 등 

기타제품도 생산하는 업체이다. 주로 사용하는 고무분말 입도는 0.5mm, 

1.5mm로 16-30mesh 이다.

  YP사는 재생타이어, 고무분말, 약품을 혼합하여 고무판 (1.6t - 25t)을 제조

하는 회사이다. 일반 건축자재용, 방진용 고무판(철도청), 방음용(지하철) 고무

판을 생산하며 고무분말은 미세한 분말이 제품의 물성에 도움이 된다. H사는 

고무-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특이한 점은 고무분말에 일부 포함되

어있는 섬유분은 제품의 물성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 SC사는 일부 고무분말 

생산플랜트가 있으며 주로 건축용 고무제품을 생산한다. YT사도 고무분말 생

산 플랜트를 가지고 분말을 생산하며 자사 고무분말을 활용하여 보도블럭 제

품도 생산한다. N사는 가전제품용 고무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필요로 하는 

고무분말은 미세한 고무분말 (-30mesh 이하)이다.

2.1.4 국외 고무분말 생산제품별 시장

   선진국에서는 폐타이어 고무분말을 재활용하는 기술을 각 회사별로 꾸준히 

개발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를 미국, 일본,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 볼 수 있

다. 선진국에서의 고무분말이 활용되는 용도를 고무분말 크기별로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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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ㅇ 4-10mesh : 고무아스팔트, 스포츠표면, 승마장 표면, 운동장 표면

ㅇ 10-20mesh : 산업 및 소비재몰드, 고무아스팔트, 스포츠표면, 카펫깔개, 소

비재, 비피로매트, 

ㅇ 20-30mesh : 문 또는 자동차 매트, 접착제, 지붕, 고무아스팔트

ㅇ 30-40mesh : 플라스틱/고무제품, 크랙접착제, 카펫깔개

ㅇ 40-60mesh : 경화방지, 고무/플라스틱 압출, 브레이크 패드, 고무제품의 고

급 확장재, 고무아스팔트, 카펫깔개

ㅇ 60-80mesh : 타이어제조, 플라스틱 주입몰딩, 경화방지, 고무제품용 고급 

확장재, 표면처리고무

ㅇ 80mesh이하 : 플라스틱/고무제품, 플라스틱 주입몰딩, 경화방지, 고무제품

용 고급 확장재, 타이어제조, 표면 처리고무, 스프레이 코팅

    미국내 폐타이어 분말고무의 시장 분포는 <표 2-9>에 나타난바와 같다. 

이 가운데 소요량이 가장 많은 곳은 고무 아스팔트 분야이며 1991년 미국의 

Intermodal Surface Transportation Efficiency Act(ISTEA)의 통과로 연방 정

부의 자금으로 지원되는 고속도로에는 그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1995년 

National Highway System 법안에 의하여 무효화되었다. 그러나 그 후로도 미

국 하원은 ACIR(U.S. Advisory Commission on Intergovernment Relations)

에게 자금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법령정비에서 개정을 해야 할 것인지 폐지를 

해야 할 것인지를 정하도록 하 다. 이는 폐타이어 고무분말의 아스팔트 활용

에 대하여 미국 주정부의 의견이 확실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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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9> 미국의 폐타이어 고무분말 시장의 분포

       활  용  분  야      점 유 율 (%)    

 1) 고무 아스팔트          44

 2) 타이어 제조에 사용          20

 3) 완충 매트          18

 4) 운동장 매트           8

 5) 마찰재료           4

 6) 성형물           3

 7) 고무 플라스틱           3

         합  계         100

  다음이 타이어 제조시에 사용되는 고무분말 분야로 이는 섬유질 및 철심을 

제거한 후 순수 고무로 회수되는 것이다. Michelin North America에서는 10% 

정도의 폐타이어 고무분말을 타이어 제조시에 첨가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Ford 자동차사에서 이 타이어에 대한 성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 기술이 

검증되면 연간 3,000만개 정도의 폐타이어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

다. 이 기술은 이미 가황된 타이어 분말을 가황되지 않은 타이어 원료와의 혼

합성능 향상 문제 해결에 관한 것으로 혼합에 따른 장애문제가 해결될 경우 

다른 여타의 폐타이어 고무분말을 활용하여 재생하는 기술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수년 내에 이 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향후 이 기술이 개발된다면 폐타이어 이용기술의 새로운 혁명으로 일컬어질 

가능성이 있다.

  폐타이어 고무분말 활용분야에서 세 번째로 수요량이 많은 곳은 완충 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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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바닥재로 사용되는 것이며 내구성에 관한 문제와 제조시 첨가되는 결합

제의 가격에 의하여 경제성이 수반되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 제조 원

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유럽기술이 미국으로 수입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운동장 매트로 활용되는 분야는 폐타이어 고무분말의 일반적인 사용분야로 트

랙이나 테니스 코트의 매트 제조에 사용된다. 현재는 미국내 운동장 매트용 

고무분말 재고가 많아 수 년 이내에 가격하락이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기술 

개발에 따른 수요증가로 소요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Resource 

Recycling March 1996; John R. Serumgard, 1997] 

  그 외에 성형물이나 고무 플라스틱의 경우도 결합제의 가격을 낮추거나 제

조공정의 경제성 향상이 뒤따를 때 그 수요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

히 고무 플라스틱의 경우는 향후 새로운 응용분야로 개발될 수 있으나 결합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면 다양한 제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이상에서 1995년 기준으로 볼 때 미국내에서 발생하는 폐타이어 중에서 폐

타이어 고무분말로 활용되는 분율은 3.4%이며 그 중에서 가장 수요처가 많은 

곳은 고무 아스팔트 제조분야이나 아직 정착화되지 않은 점이 있다. 또한 이

는 부가가치가 낮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가장 많은 잠재 수요

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경우도 폐타이어 고무분말의 고부가가치 시장 형성을 위해서는 이미 

가황된 고무분말의 혼합기술 향상, 경제성 있는 결합제 및 신공정 개발, 새로

운 제품 개발 등과 같은 시장 형성 분위기가 급선무인 것으로 판단된다.

  고무분말을 이용하여 새로운 개념의 제품을 생산하는 몇몇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성장하는 미세 고무분말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 가운

데 Pennsylvania Allentown의 Composite Particles, Inc.가 있다. 이 회사는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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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고무분말의 표면을 개질하여 새로운 개념의 고무분말을 시장에 공급한

다. 표면을 반응성 가스를 이용하여 얇게 개질함으로써 폴리우레탄이나 라텍

스 등 다른 고분자 물질로 결합이 용이하도록 한다. 표면 개질이 없이는 성능

이나 결합력이 우수한 분말제품을 제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개질 고무분

말 시장은 성장하고 있으며 1991년 Air Products가 개질용 반응기에 의하여 

3,000 lb 고무분말이 생산되었지만 1992년에는 15,000lb로 성장하 다. 1994년

에는 Composite Particle, Inc.는 연간 5백만 lb를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었다. 

이 회사는 1,000 개이상의 시료를 400 여개의 회사에 보내어 제품을 만들도록 

하 다. 그리고 1995년에는 연간 3천5백만 lb의 개질분말을 제조하는 공정으로 

확장하 다. 그 가운데 한 회사는 백오십만 lb를 소모하는 구매력을 갖추었다. 

폐타이어 개질고무 분말(Vistamer)의 활용처 가운데 하나는 신발창 제조로 고

무분말은 사출성형을 통하여 열가소성 플라스틱과 혼합하여 사용된다. 이 회

사는 6, 7가지의 신발을 제조하 는데 마찰저항과 마모저항에서 우수한 결과

를 얻었다. 또 다른 한 회사는 20%의 개질 고무분말을 폴리우렌탄 Foam과 

결합하여 카펫을 제조하여 인장강도와 마찰저항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어 새

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Colorado Denver에 있는 Jaitre Industries는 폐타이어 고무분말을 이용한 

1992년 Rebound라는 새로운 개념의 토양 개선제를 개발하 다. 폐타이어 분

말을 퇴비와 혼합하여 운동장이나 골프장 잔디 토양으로 사용할 경우 30% 정

도의 수분 소모 및 비료, 살충제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토양이 더 부드

러워지고 Rebound 잔디 뿌리의 길이는 보통 잔디보다 3인치 정도가 더 길다.  

퇴비와 고무의 혼합물인 Rebound는 소비자 격이 톤당 $325로서 폐타이어 고

무분말이나 퇴비의 별개 가격보다 높다. 축구장 건설시 가격은 토양의 형태나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22,000 ∼ $45,000 정도이다. 1995년 2월까지 28개의 

경기장이 건설되었다. 1993년에는 캘리포니아 Lancaster 시에 폐타이어 1만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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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퇴비 70톤이 사용된 Rebound가 California Integrated Waste Management 

Board의 지원하에 $50,000에 건설되었다. 또한 Florida Jacksonville시는 

Metropolitan Park의 3.5 Acre를 Rebound 시설을 위하여 $100,000에 계약한 

바 있다.

  최근에는 Michigan State University의 잔디, 작물 토양학과에서 개발한 토

양 위에 폐타이어 고무분말 만을 덮는 Topdressing공법을 개발하여 토양이 

씻겨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고 싹 봉우리를 보호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하 다. 

  폐타이어 고무분말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은 두 개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생고무를 위한 표준

개발은 Rubber Recycling Topical Group에 위탁하 다. 이 Group은 기업체에

게 재생고무분말 사용시 기술적인 장점을 인식시키고 산업체나 수요자의 질과 

성능향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있다. 1995년 현재 

Composite Particles, Inc.를 포함한 22개 회사가 창설 Member로 참여하고 

200여 업체가 여기에 합류하 다. 이는 향후 시장개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2 국내.외 고무분말 크기별 수요량 조사 및 장.단기 수요예측

2.2.1 국내 고무분말 크기별 수요량 조사

  국내 고무분말 수요량 조사는 유선상 또는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설문

서에 고무분말을 동봉하여 관련 기관에 발송하고 회신을 받는 방법으로 조사

하 다. 발송한 설문서는 아래와 같다. 발송한 기관은 고무공업협동조합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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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에서 과제를 수행하면서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 던 

사업장이다. 각 회사별로 수요량을 조사하 으며 예상 고무분말 사용량은 회

사에서 예측한 분말 사용량을 수록하 다. 조사 과정에서 공사에서 생산예정

인 고무분말(16mesh보다 분말입도가 작은 분말) 수요처를 중점적으로 조사하

기 때문에 전체적인 고무수요량은 이보다 많을 곳으로 예상되며 조사 과정

에서 소규모 분말 수요자들은 누락되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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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타이어 고무분말 사용 제품개발에 대한 설문서

1. 사용하는 폐타이어 고무분말 Specification (사용비율의 합은 100%)

가. 분말입도
    ∼   mesh

   (     mm)

    ∼   mesh

   (     mm)

    ∼   mesh

   (     mm)

나. 사용비율             %                %               %

다. 특기사항 : 

  * 예) 섬유분 또는 철심 함유 유무, 칼라(백테)함유 유무 등 제품제작에 기록 

2. 폐타이어 분말 사용량(품목이 3개 이상의 경우 별지 사용가능)

 생산품 또는 

 개발 예정품

                         연  간  소  요  량 (톤)

        97        98        99        2000

1)          

2) 

3)

3. 현재 사용하는 폐타이어 분말 가격이 제품가격에 미치는 향

   분말 입도
   ∼   mesh

   (     mm)

    ∼   mesh

   (     mm)

    ∼   mesh

   (     mm)

 예정 구입가격

 나. 제품 제조시 고무분말이 제품원가에 미치는 비율:      %

 다. 제품 제조시 단위 제품당 폐타이어 분말 사용량 :     %

4. 기술개발에 대한 건의 (별지사용가능)

 가. 기술개발에 대한 애로사항(구체적으로):

 나. 기술개발에 의한 품질향상, 신개발품의 필요성 :

5. 정책 및 건의사항

 가. 제품판매 및 개발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

 나. 폐타이어 고무분말 활용기술조합의 필요성 :

6. 동봉한 고무분말이 귀사의 제품제조에 사용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검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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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국외 고무분말 크기별 수요량 조사

  1995년을 기준으로 미국내의 폐타이어 고무분말 총 생산능력은 14만 8천톤 

정도이며 해마다 늘어나는 폐타이어 분말량의 증가로 11만톤 정도의 분말이 

누적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이유로 폐타이어 고무분말 제조업

자가 필요량보다 25∼30% 정도를 추가 생산하기 때문이며 이는 공급과잉의 

원인이 되고있다.  그러나 폐타이어 고무분말 시장은 새로운 제품의 개발로 

매년 10∼15% 정도의 신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995년 기준으로 미국내에는 80여개의 고무분말 가공회사가 있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으며 총 폐타이어 분말 생산량 15만톤의 85% 정도를 20여개 회사에

서 생산하고 있어서 한국처럼 생산규모가 세한 업체도 상당히 존재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가격은 질에 따라 11∼17￠에 형성되고 있으나 이 가격은 업

체에서 받으려고 하는 19∼20 ￠에 비하면 다소 낮은 가격이어서 생산업자가 

원하는 가격으로 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1994년 미국의 MAC/Saturn 회사는 Granutech Environmental Systems, 

Inc.를 인수하고 폐타이어 고무분말 플랜트를 30 Mesh까지 만들 수 있는 공

정을 만들었다. 초기에는 연료용 분말로 공급하고 향후 적은 크기로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을 수립하 다. 미국내 주요 폐타이어 고무분말 제조회사인 

Baker Rubber는 Goodyear Rubber Co.의 Micron Material Division을 인수하

고 10-100 Mesh의 고무분말을 제조하여 Goodyear 회사에 납품하 다. 

Goodyear사는 미세분말의 경우 타이어 Filler로 활용하 다. Baker사는 Mesa, 

Arizona, Chambersburg, Pennsylvania에 공장을 설치하고 연간 1억2천만 lb의 

분말처리규모를 갖추었다. 이 가운데 30-100 Mesh의 미세 고무분말의 경우는 

Wet Grind Mill에 의하여 제조하고 Goodyear사는 연간 천만lb의 고무분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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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미국과 한국의 폐타이어 고무분말 생산량의 비교에 

관한 분석으로 이는 두 나라의 총 폐타이어 발생량에 대한 폐타이어 고무분말

의 소요량 비율을 기준으로 가늠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비교적 폐타이어 고

무분말의 활용기술이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어서 폐타이어 분말 수요에 대한 

저변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5년 기준으로 폐

타이어 고무분말 수요는 총발생량의 3.4% 정도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총발생량에 대해 국내의 고무분말 소요량은 11.4%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미

국을 기준으로 볼 때 국내 폐타이어 고무분말 활용 제품의 개발과 활용처 개

발에 대한 저변확대가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현재 고무

분말을 생산하는 업체가 주로 수요업체의 주문에 따라 생산하는 현실이 말해

주고 있다.

  고무분말 제조업체는 시장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 세 가지에 유의하여야 한

다. 첫째는 어떤 시장이 가장 유력한가를 알아야 하고 둘째는 그 제품의 사양

이 어떤가를 알아야 한다. 셋째는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사양을 생산업체가 갖

고 있는 장치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아주 기본적인 것 같지만 고무

분말 품질관리와 함께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폐타이어 고무분말의 규격은 시장의 제품개발 및 제조와 접한 관계를 갖

고 있으므로 미국에서는 일정한 품질규격의 유지와 불순물의 유입 여부 등을 

핵심기술로 보고 있다. 예를 들면 제조업체가 요구하는 입도분포를 생산업체

가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할 수 있는 기술과 철심이나, 섬유질, 흙 등의 불순

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기술 등이 경우에 따라 핵심기술이 될 수 있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므로 폐타이어 고무분말 사업은 수요자 측면에

서의 개발과 함께 요구되는 품질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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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 경우, 만약에 폐타이어 중 60%가 재활용되고, 타이어 무게의 60%가 

분말로 회수된다면 서기 2000년에 EC에서는 800,000톤의 분말이 생산된다. 많

은 고무생산업체에서 고무분말을 생산품에 일부 넣어 재활용하고 있지만 그 

양은 매우 적다. 자동차 생산업체는 부품생산업체에게 고무나 플라스틱 부품

이 재활용될 수 있게 제조할 것을 요구하고있다.

  1995년 일본의 고무분말 시장규모는 56,000톤 이었으며 고무분말 규격은 

(사)일본고무협회 표준규격 SRIS0002표 7에 측정되어있으나 실제는 분말메이

커와 사용간의 요구에 맞춘 형태를 채택하고있다. Material Recycle을 확대하

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고무분말의 JIS규격화가 실현될 것이다. 

  참고로 고무분말 공급하는 주요 재활용고무 사업자는 아래 <표 2-11 >과 

같다.

2.3 국내.외 고무분말 재활용 기술현황 및 기술개발 사례조사

2.3.1 국내 고무분말 재활용 기술조사

  현재 국내 시장에서 고무분말 소요분야는 각종 고무 보도블럭, 방진 고무패

드(기계 진동흡수용), 고무아스팔트, 건축용 단열몰탈, 바라스트 및 스라브 매

트, 고무-플라스틱 복합재, 자동차 및 가전제품용 고무부품, 저급용 타이어 

Filler(개발중), 고무 호스,  Coupling rubber, 이음새 배관 Ring, 미끄럼 방지 

Sheet, 고무판(가스관 배관, 건축용 방진고무, 철도용 방진고무, 지하철 방음

용), 방진 Sheet(아파트 층간 진동 및 소음흡수용), Sports용 Sheet( Running 

track, 체육관 바닦재), 각종 바닦재, 대형 각종 성형물(도로 분리대, 충격흡수

용 보호대)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적용분야는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다.[David Riggle, 1995; Michael Blumental,1996,1997; Mark Phillips,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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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주요 재활용 고무 사업자

회사명 소재지
제품 

브랜드
 공법

고무생산

량(100

만lb/년)

최종소비처

ATR
Jacksonville

Florida, USA
Various 기계식   20

토양개량,운동

장,아스팔트

Baker

Rubber

South Bend

Indiana,USA
Granulite 기계식  100

타이어, 아스팔

트, 접착고무

Composite

Particles

Allentown,

PA, USA

Vistomer

-R
표면가공   35

구두창,폴리우

레탄 제품

Custom

Cryogenic

Slimcoe,

Ontario,카나다
n/a 냉동식   10

도료, 브레이크

슈, 프라스틱 

혼합물

Cycletech
Hudson, NY

USA
n/a 냉동식    4.2 시험중

Midwest

Elastomer

Wapakoneta

Ohio, USA
Cryofine 기계/냉동   25

몰딩, 지붕재,

타이어보강재

National

Rubber

Toronto,

Ontario,카나다
Symar Various   60

자동차부품,

잡화

Recovery

Tech-

nologies

Cambridge,

Ontario,

카나다

Reclaprene 냉동식   13
타이어,몰드,아

스팔트,카펫

Rouse
Vicksburg,

Missouri, USA
Ultrafine Various   72

몰드제품,타이

어,아스팔트

STI-K Various DeVulc 기계/화학   60 시험중

Syntene
Richmond,

Indiana,USA
Ecoprene 화학/혼합    5

올레핀 프라스

틱 혼합물

Texas

Encore

Houston,

Texas,USA
n/a

냉동/기계

식
  70

분체도료,몰드,

아스팔트

Vredestein

Rubber

Maastricht,

네덜란드

Ecorr

Surcrum
기계식 n/a

개질고무

J a p a n 

Recycle
n/a 냉동식   62

관서 Tire

Recycle,

일본

 大阪市,일본 기계식

탄성포장,方音

床材고무매트,

바라스트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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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품들은 보도블럭 등 초기 상품으로부터 출발하여 고무-플라스틱 복

합재, 각종 Compounding제품 둥으로 기능이 다양하고 점차 고부가 가치 상품

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고무분말의 수요창출이나 적정 가

격 형성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에서 고무분말을 이용하는 기

술은 대개 분말입도가 30mesh보다 큰 고무분말과 관련되어 있지만 국내에서 

기술이 개발되어감에 따라 일부 고무 Compounding, 타이어 Filler, 또는 특수

고무판을 제조와 관련하여 이 보다 미세한 고무분말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중

이다.[Goodyear 자료, 1996] 

  국내의 고무분말 재활용기술을 조사하 으며 각 업체별 조사내용을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G사에서는 방수, 단열, 방음 3가지 효과를 1회 시공으로 할 수 있는 몰탈을 

국립기술품질원과 공동으로 개발하 으며 특허를 출원한바있다. 특징은 시공

성을 개선하여 프리믹스 타입으로 물에 섞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범위는 건축물의 벽체, 바닥, 지붕 등 내,외면에 시공이 가능하고 건물의 단열, 

방음, 방수, 크랙 보수공사, 결로 및 박리현상 방지공사, 차음 벽체의 방음공사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하는 고무분말 입도는 1mm정도이며 고무분말내의 

이물질의 유무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W사에서는 기계설치시 기계의 진동을 흡수하기 위하여 기계설비 하부에 설

치하는 방진 고무패드를 개발하 다. 접착제 대 고무분말 사용량은 중량비로 

1 : 10-15 정도이며 사용하는 고무 분말입도는 1mm와 2-3mm이다. 고무분말

은 색깔과는 무관하며 약간의 철분함유를 허용하지만 섬유분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고무아스팔트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Wet공법과 Dry공법이 있다. Y사에서는 

최근 선진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Wet공법인 McDonald기술을 미국 VSS/ISS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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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이전받아 필요한 장비를 도입하 으며 97년도에 국내에서 시험포장을 

하고 98년도에는 본격적인 도로포설을 계획하고 있다. 사용하는 고무분말 입

도는 약간 범위를 벗어나기는 하지만 대개 16-30mesh 정도의 크기이다.

  D사는 각종 고무제품을 생산하는 전문업체로 바라스트 매트를 생산하는 업

체이다. 당사는 ISO 9001의 품질기준과 고속철도 관리공단의 품질기준에 맞는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다. 사용되는 고무분말은 입도가 1-2mm이다. 제품의 품

질을 판단하는 주요한 인자로 인장강도, 신장율, 인열강도, 내수시험, 피로강

도, 압축열구 줄음율, 스프링정수, 내마모성 실험, 제품 노화실험 등이 있다.

  K사, YT사는 각종 고무 Mat를 제조하는 업체로 주로 어린이 놀이터, 통로, 

수 장 등이 시공되고 있다. 사용하는 고무분말 입도는 1-3mm정도이며 착색

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무분말에 백테가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또한 섬유분

이 포함되어 있어도 안된다.

  P사는 철도용 방진고무 Mat인 바라스트 매트, 슬라브 매트를 생산하는 업

체이며 사용하는 고무분말 입도는 0.5mm, 1.5mm이다.

  HA사, S사는 자동차 타이어처럼 고품질을 요구하는 경우나 자전거 타이어

처럼 트레드부분이 얇은 경우를 타이어에 미세 고무분말을 Filler로 또는 일부 

재생고무 대체용으로 사용하는 기술을 검토하고 있다. DD사는 Coupling 

Rubber, 이음새 배관 Ring, 깔판, 호스 등에 고무분말을 Filler로 사용하고있

다. B사는 특수고무블럭, 건축용으로 여러 종의 고무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상당량의 고무분말을 제품제조에 사용하고있으며 SA사는 미세 고무분말을 내

산재(고무라이닝)에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고있다. 

  N사는 가전 3사에 각종 특수고무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Sponge제품, 바닥

재 등을 생산하고 있다. 사용하는 고무분말은 -30 mesh의 미세 고무분말이다. 

H사는 고무-플라스틱 혼합재를 생산하는 업체이며 고무분말을 플라스틱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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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Filler로 사용하며 분말에 포함되어 있는 섬유분은 오히려 제품을 물성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된다. YP사는 고무판을 제조하며 일반 건축자재, 철도용 

방진고무판, 지하철용으로 방음용 고무 Sheet를 공급한다. 고무분말 입도는 미

세할수록 유리하나 분말가격이 상승하므로 가격과 품질의 적절한 선에서 분말

입도가 결정된다. C사는 고무분말을 가스관 배관용 또는 건축용 방진고무판 

제조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에서의 고무분말 수요촉진과 재활용 기술을 조사하기 위하여 고무분말 

샘플을 공급하여 직접 시제품을 제작, 물성을 분석하여 보았으며 자세한 내용

은 제 3장 폐타이어 고무분말을 이용한 시제품 제조에 자세히 기술하 다. 

  폐타이어 고무분말 제품의 활성화에는 분말자체 및 제품의 표준화와 기술개

발 필요성인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에는 산업체에서 미세고무분말

(-80mesh 이하)에 대한 수요가 적지만 향후 고급제품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이 

부문에서의 수요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되며 고무분말의 미세화 기술개발이 뒤

따라야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미분쇄에 따른 분쇄가격의 급격한 상승

을 어떻게 줄이고 가격에 상응하는 고부가가치 상품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의 문제가 있다. 이는 기존의 폐타이어 고무분말 크기로서는 현재의 시장구조

를 개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폐타이어 고무분말을 미세화하여 용

융상태로 만들고 분무할 수 있는 크기가 된다면 기존의 Latex제품과 혼합하여 

보다 수명이 길고 용제에도 강한 제품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

다. 

  폐타이어 고무분말 크기나 생산량은 기존의 시장구조와 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현재 한계에 있는 고무분말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품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향후 미세 고무분말의 수요처 개발은 고부가 상품의 

개발이 활성화되어야 시장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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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국외 고무분말 재활용 기술조사

2.3.2.1 궤도용 고무매트

일본에서 개발된 고무분말 응용제품으로  바라스트 매트와 스라브 매트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철도의 궤도 구조에 있어서 적당한 탄성이 필요한 

것은 예전부터 알려져 있었고 종래의 성토 상에 쇄석도상(碎石道床)을 설치한 

궤도는 그 점에서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신간센에 이용되어지고 있는 것

과 같은 고가구조물이나 터널 등의 각종 구조물상의 유도상 궤도에는 종종 문

제가 생긴다. 이들의 대책으로서 고안 실용화되어진 것이 바라스트 매트이고 

또 도결식 궤도구조의 대표로서 슬라브궤도 방진용 매트는 슬라브매트라고 불

려진다. 그 후 개발중의 탄성 피복을 갖는 도결식 침목궤도 등도 일종의 매트

를 이용한 것이다. 이들은 어느 것이나 사용이 끝난 타이어로부터 얻어진 

SBR계 고무분을 이용하고 있고, 바라스트 매트나 슬라브매트는 신간센을 중

심으로 수만 톤의 사용 실적을 가지고 있다.[Usami Tamio,1979]

(1) 바라스트 매트

국철에는 소화43년에 신간센의 250km/h운전의 실현에 대응하여 시험 전차

를 이용해서 동해도 신간센 米原-京都간 상행선에 대해서 실시하 다. 그 결

과, 현재의 최고 운전 속도인 210km/h에서 통상의 차중보다 훨씬 커다란 변

동 차중이 발생함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것은 궤도와 차량간의 탄성계의 문제

와 레일과 차량노면의 부정 등에 기초한 것으로 차량측의 대책에 더하여 궤도

측에서는 특히 고가교 등의 견고한 기초에 시설되어진 레일지지계에 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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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그 목표치 등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와 같

은 목적 때문에 레일 지지 부분에 고무를 이용하는 일은 종래부터 생각되어지

고 있었고 예를 들면 프랑스 국철에 있어서의 이조리프 채용 등이 있다.

여기에 사용하는 고무 재료의 재질을 결정하는 인자는 탄성 정수, 내구성 

및 가격에 있다. 특히 가격은 전면적 채용의 가부를 결정할 만큼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조리프 패드와 같은 파상의 EPDM제품 등은 비교적 건설비

가 낮은 유도상 궤도구조에는 부담이 커서 사용 곤란하다. 고무 재료의 형상 

수치는 신간센의 궤도 구조의 수치에 대응하고 또한 시공의 용이성 및 제조장

치 등의 모든 점으로부터 건설 시점의 것으로서 200 x 100 x 2.5cm, 도상 교

환시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200 x 50 x 2.5cm이며 그 부설 상황은 [그림 2-1]

에 나타내었다.

고무판의 두께는 사용되어진 도상쇄석의 입경에 대응해서 실험적으로 구해

진다. 고무 재질은 저 가격을 목표로 해서 종래 그다지 고려되지 않았던 사용 

후의 승용차 타이어로부터 얻어진 SBR베이스의 고무분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탄성 정수나 내구성의 검토에 의해 실험실적 스크리닝 테스트를 행한 후 비브

로질실험 등 각종 필드 테스트를 행하여 현장 시설 실험에 의해 그 성능을 조

사 확인하는 것과 함께 규격 등을 정하여 실용화를 하 다.

탄성 정수는 고가구조물 상의 그것을 土路盤의 그것과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 기 때문에 土路盤계수 C의 값이 통상, 5 - 40 kg/cm
3
인 것으로부터 40 - 

50kg/cm3을 목표치로 한다. 탄성 정수는 사용하는 고무분의 입도 분포, 배합, 

가황조건 등에 의해서 무척 광범위하게 변하며 이것들과 비중과의 관계를 정

리하면 [그림 2-2]가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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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현장 부설시험에 있어서 바라스트매트 부설상황

목표의 탄성 정수에 대해서는 비중 1.15전후의 시험이 적당하다고 사료된다. 

일례로서 비중이 다른 경우를 각종 물성 시험결과를 <표 2-12>과 <표 2-13>

에 나타내었다.

[그림 2-2] 비중과 탄력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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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노화시험에 의한 경도와 탄력정수의 변화

       시험

시료(비중)

 경도 (JIS)  용수철 정수(t/cm)

 노화전  노화후  노화전  노화후  변화율

 No.1 (1.101)   61   66   3.12   3.40  +0.09%

 No.2 (0.936)   44   46   2.83   2.86  +0.01%

 No.3 (1.155)   63   66   3.94   5.18  +30%

<표 2-13> 인장 혹은 노화시험결과

         노화시간(h)

시료, 시험

  0   24   48   96  168

 No.1

 TB, kgf/cm
2

  42.5
  45.7

 (107.5)

  41.7

 (98.1)

  44.3

 (104)

  43.0

 (101.2)

 EB (%)  152.5
 164

 (107.5)

 125

 (82.0)

 138

 (90)

 129

 (84.6)

 No.2

 TB, kgf/cm
2

   6.52
   5.13

 (78.7)

   7.39

 (113.3)

   5.2

 (107)

  7.07

 (108.4)

 EB (%)  157.0
 128

 (81.5)

 158

 (100.6)

 124

 (79)

 158.5

 (101.0)

 No.3

 TB, kgf/cm
2   29.3

  28.5

 (97.3)

  27.9

 (95.2)

  30.9

 (106)

  31.4

 (107.2)

 EB (%)  142.0
 138

 (97.2)

 122.5

 (86.3)

 128

 (88)

 126

 (88.7)

또한 평판 상의 바라스트 매트상에 쇄석이 있는 경우의 압축 시험의 결과를 

[그림 2-3]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로부터 확인되어진 탄성 정수는 1레일 지지 

탄성 정수의 계산치, 약 90t/cm보다 낮은 값이 얻어져 실용상 만족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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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생각된다. 물성시험에는 특히 반복압축피로시험, 내수성, 쇄석에 의

한 고무의 파괴 등에 대한 신중한 시험이 반복되어 졌다. 고무의 파괴에 대해

서는 실험실에는 나이프엣지(Knife Edge)를 갖는 강제치구(鋼製治具)에 의한 

압절시험에 의해 확인하고 아울러 필드 테스트에 이것을 확인하 다. 최종적

인 바라스트매트의 물성규격을 <표 2-14>에 나타낸다.

[그림 2-3] 바라스트 매트를 이용한 모형도상의 하중과 침하량의 관계

비브로질 시험기는 [그림 2-4]에 나타낸 것처럼 언바란스마스를 회전시키는 

진동 발생부에 의해서 상하 방향의 가진을 산복하는 것으로 각종 궤도용 재료

는 모두 이 시험기에 의한 테스트를 거친 후 현장 시험을 행한다. 

가진력은 회전수에 의하지만 재하(載荷)속도 3,311회/분에 있어서 정하중 40

톤, 변동하중 ±5.4톤으로 되어있다. 이 시험기에 의한 쇄석의 열화, 레일의 수

직 방향의 침하, 바라스트매트의 열화 및 손상 등이 밝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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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바라스트매트의 규격

 항 목  단 위

 국철 규격치

 JRS 07116-

 1A-13BR2B

 용수철 정수  kgf/cm  4500±1000

 압축 구 변형률  %  25이하

 인장강도  kgf/cm2  25이하

 신율  %  100이상

 인열강도  kgf/cm  10이상

 노화

 시험

 인장강도  kgf/cm
2

 -10 - +25%

 신율  %  -20 - 0%

 인열강도  kgf/cm  -10 - +25%

 흡수율  %  1.5이하

 피로강도  mm  1.5이하

[그림 2-4] 도상침하의 측정방법

궤도의 수직 방향의 침하상황을 [그림 2-5]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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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스트 매트의 시설에 의해 침하량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또한 어느 량의 침

하에 도달한 후 이것을 상정 정한 후 시험을 반복하면 침하의 정도가 적어지

는 경향이 보여진다 또한 이 시험 종료 후의 조사에는 바라스트 매트의 손상

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비브로질 시험 후의 바라스트 매트의 물성을 <표 

2-14>에 나타내었다.

   

[그림 2-5] 비브로질에 의한 레일면의 침하

  

시설 시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昭和46년 11월부터 동해도 신간센 米原 - 

京都간에 있어서 현장시설 시험이 있었다. 5년간 추적조사 결과 도상쇄석의 

세립화 혹은 그 결과로서 쇄석분이나 콘크리트 침목으로부터의 콘크리트 마모

분 등의 빗물에 의한 道床의 固結化등에 대해서는 현저한 효과가 보이고 필요

한 탄성 정수가 장기간 유지되어지는 것 및 도상의 보수 노력이 이전에 비해

서 반감되는 것도 판명되었다. 또한 소음 진동 대책으로서도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고 고가의 진동 가속도는 시설 전의 45%정도로 내려가고 소음은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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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 근방에서 효과적으로 8dB정도의 감소가 보여졌다.

다음은 바라스트매트의 製造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바라스트 매트에 

있어서는 원료가 되는 고무분이 비교적 타 재료에 비하여 저렴하고 배합, 가

류 공정 등도 가능한 한 그와 같은 목표에 적합한 것이 바람직하다. 앞서 물

성 규격치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가황 고무로서는 왜 낮은 물성을 나타내는 것

으로 말할 수 있지만 실용상 필요한 내구성은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분말 

타입의 이종의 고무로서는 종래로부터 탈황한 것 혹은 재생고무로서 신 고무

에 첨가되어져 있지만 이와 같은 견지로부터 고무 분으로서는 90%이상 SBR

고무 분을 사용하고 소량의 신 고무 (NR, SBR경우에 따라서는 라텍스타입)를 

가하여 카본 블랙, 유황, 가소제 등을 배합한다. 일반적으로 고속 믹서로 수분

간 혼합, 금형에 부어넣어져 프레스 성형되어지는 것이 많다. 가황온도는 섭씨 

140-160도, 가황시간은 25- 45분의 조건으로 제조되어지고 있다. 원료 고무의 

입도는 작은 쪽이 인장강도 등 물성은 좋아지지만 탄성 정수도 증가하는 우려

가 있고, 입도 분포와 배합의 관계는 중요하다. 

(2) 슬라브 매트 

유도상 궤도에 있어서는 부하 구조물의 여하에 상관없이 궤도의 침하나 레

일의 각종 부정의 발생은 피할 수 없다. 이 대책으로서는 高架路 盤上에 평판

상의 PC제 궤도 슬라브를 설치, 그 위에 직접 레일을 부착하는 이른바 슬라브

궤도가 10년정도 전부터 실용화되어져 있다. 이 궤도의 채용에 의해서 보수 

노력은 대폭으로 경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비교적 궤도로서의 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음 진동이 크게 되고 그 대책으로서 궤도 슬라브판의 밑에 

접착제에 의해 시설되어진 것이 슬라브매트라고 불려진다. 슬라브매트도 바라

스트 매트와 마찬가지의 發想에 의해 개발되어지고 또한 마찬가지의 시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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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거쳐 실용화 되어진 것이지만, 후자에 비교해서 탄성 정수가 약 1/2 정

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배합에 있어서도 신 고무 량이 약간 증가한 것, 원

료고무분의 입도 분포를 엄 히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 가소제의 종류나 양의 

변경 등 재질면에의 변경이 필요하다. 매트의 형상 수치는 궤도 슬라브판의 

그것에 맞추어 240 x 100 x 2.5cm로 되어있다. 슬라브매트의 궤도에 사용되어

지는 원료고무분의 성질에 일례를 <표 2-15> 에 나타내었다.

슬라브매트를 사용한 방진 슬라브는 고가 슬라브下面 振動加速度 레일에서 

4dB,高架橋直河地 표면의 소음 레벨(A)에서 IdB의 저하가 측정되었지만 평판

상의 슬라브매트를 설치했기 때문에 고무의 자유 표면을 채택하기 힘들고 탄

성 정수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효과가 보여지는 것에 멈추어졌다.

<표 2-15> 분말고무의 성질

 승용차 타이어 고무분   R3

 입도분포               0.297mm 이하        0.279-0.21mm  35%

                        0.21-0.149mm 32%    0.129mm이하  33%

 폴리머 鑑別            NR + SBR           회분   4.6%

 Blend 비               35 : 65              수분  0.6%

 폴리머 량              48.3%(직접법)        비중  1.15

  “                     45.3%(간접법)        겉보기비중 0.33

 아세톤 추출물          17.2%                코드분  Trace

 全 硫 黃               1.8%                 철분 Trace

 카본블랙               30.0%

 탄성 침목용 고무매트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直結軌道 구조에 있어서 



- 49 -

레일 지지 탄성계수를 저하시키기 위해 종종 시험이 행하여지고 있고 그 한가

지로서 검토되어지고 있는 것이 탄성 침목식 直結軌道이다. 통상의 침목보다 

약간 큰 PC제 침목의 상면을 제거, 외면을 탄성 재료로 피복하고 고가 슬라브

상에 직결 식으로 시설한 것이다. 종래 10 x 10 x 2.5cm의 단위 시료에 의하

여 탄성 정수를 측정하고 있고 바라스트 매트에는 4.5t/cm, 슬라브 매트로 

2.4t/cm로 되어있지만 여기에 사용하는 재료는 0.8t/cm으로 하는 목표치가 부

여되기 때문에 이것까지의 발생에는 재료의 선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 때

문에 비교적 탄성 정수가 낮은 액상 우레탄 고무, 이제까지 사용해온 SBR계 

고무분 등을 혼합해서 이것을 금형을 이용해서 콘크리트 침목 외주에 프레스 

성형하는 방법이 취해졌다. 이 경우 사용하는 원료 고무분은 약간 입경이 크

고, 최대 I mm정도의 것이 포함된다.

사용한 원료 우레탄과 고무 분의 혼합물의 물성을 <표 2-16>에 나타냈지만 

이 결과 및 시행성의 양호함으로부터 우레탄 고무와 고무분의 혼합비는 중량

으로 1:1로 하 다. 이것에 대한 각종 실험 실적 시험의 결과를 <표 2-17>, <

표 2-18>에 나타내었다.

이른바 물성치는 가황고무와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촉진 열화시험과 피로 

강도의 점에는 꽤 좋은 결과가 얻어졌기 때문에 전술과 같이 각종 필름테스트

를 실시하고, 현재 현장시설 시험을 계속 중에 있다. 괘도용 재료로 개발연구

가 본격화 되고있으며 입도의 조정이나 바인더의 선택에 의하여 실용화의 가

능성이 아주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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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우레탄 고무의 물성과 고무분 첨가의 향

우레탄고무

100%에 대

한 고무분량

 용수철

 정수

 (t/cm)

 인장강도

 (kgf/cm
2
)

 인열강도

 (kgf/cm)

 연신율

 (%)

 압축 구

 변형율

 (%)

   0    1.70    48.6    20.8   650   20.8

  50    1.17    22.2    16.1   390   27.3

  75    1.20    16.8    13.3   290   28.9

 100    1.20    15.4    12.0   270   30.2

<표 2-17> 촉진열화시험에 대한 물성의 변화

 노화

 시간

 열노화  수침적
 3% NaOH침

적

 6%NaOH침

적

 TB  EB  TB  EB  TB  EB  TB  EB

  24   +5.5   -5.8  +1  +5.8  -1.8  -5.8  -4.6  -17.6

  48   +5.5   -11.7  -1.8  -11.7  -4.6  -11.7  -7.4  -29.0

  96   -1   -17.6  -1  -17.6  -7.4  -35  -6.4  -41.0

 144   +6.4   -17.6  -2.7  -17.6  -9.2  -35  -7.4  -47.0

EB : 연신율, TB : 인장강도. 수치는 오리지날을 100으로 했을 때의 변화율(%)

로 시험편 5점의 평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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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피로시험 결과

    반복회수 

  (단위 : 만회)
 휨량, %

 용수철 정수의

 변화율(%)

      10    0.5    + 7.4

      70    0.8    +15.8

     160    1.1    + 9.4

     230    1.2    +23.7

     300    1.4    +23.7

2.3.2.2 열 경화성 수지 피복 금속관

열 경화성 수지 피복 금속관과 그 제조 방법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금속

관의 외면에 에폭시, 타르 우레탄 또는 타르 에폭시 등의 열 경화성 피복을 

형성하고 이 피복상에 입경 0.1- 5.0mm의 고무분을 부착시킨 피복 보호층을 

형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 경화성 수지 피복 금속관. (2)회전하면서 긴 쪽 

방향으로 보내지는 금속관의 외면에 우선 에폭시, 타르 우레탄 또는 타르 에

폭시 등의 열 경화성 수지를 피복하고 그 후 이 피복이 미경화이고 또한 태킹

을 나타낼 때에 입경이 0.1- 5.0mm의 고무분을 앞서 기술한 피복상에 부착시

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 경화성 수지 피복 금속관의 제조 방법이다.

기술적 배경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면 종래의 열 경화성 수지 외면 피복강관

에 대표적인 것으로서 에폭시 분체피복, 타르 우레탄 피복 및 타르 에폭시 피

복을 행한 것이 있다. 그 제조에 관해서는 원래의 관을 브라스트 또는 산 세

정에 의해서 그 표면을 청정화 한후, 열풍로 또는 유도가열등에 의해 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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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로 예열하고 이어서 세정 분체스프레이법이나 핫 에어레스 스프레이 법 

등에 의해 앞서 기술한 수지를 피복 하는 것에 의해서 얻어진다. 이 제조조건 

예를 <표 2-19>에 나타내었다.[Japanese Patent, 1985]

<표 2-19> 종래의 열 경화성 수지 외면 피복강관 제조조건

 예열온도
 에폭시 분체  섭씨 160 - 240도

 타르우레탄  섭씨 40 - 90도

 피복방법
 에폭시 분체  정전분체 도장법

 타르우레탄  2液形 Hot Airless Spray

 피복두께

 에폭시 분체  0.25 - 0.6mm

 타르우레탄  1.0 - 2.0mm

 타르에폭시  약 0.5mm

이 종류의 방식 피복의 단점은 쉽게 흠집이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출하 수

송의 때에는 엄중한 포장이나 폐타이어의 쿠션재의 이용이 필요하며 또한 매

몰 배관시에는 채워넣는 흙으로서 커다란 암석을 포함하지 않는 모래 등으로 

대체하여 피복에 커다란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특별한 처치를 행하여한다. 그

러나 이것에는 피복 보전을 위한 작업에 다대한 노력을 요하고 경제성 면에서 

커다란 문제로서 남는다.

본 기술의 목적은 앞서 기술한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피막 자체가 내 

충격성에 뛰어나고 더욱이 취급자에게 있어서 각별한 보호 작업이 불필요하게 

되는 열 경화성 수지 피복 금속관과 이것을 적합하게 제조 가능한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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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금속관은 금속관의 외면에 에폭시, 타르 우레탄 

또는 타르에폭시 등의 열 경화성 수지 피복을 형성하고 이 피복상에 분말입경

이 0.1-5.0mm의 고무분을 부착시킨 피복 보호층을 형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

는 것이다.

또 그 제조 방법은 회전하면서 긴 쪽 방향에 보내어지는 금속관의 외면에 

우선 에폭시, 타르 우레탄 또는 타르 에폭시 등의 열 경화성 수지를 피복하고 

그 후 이 피복을 미 경화로 또한 태킹을 나타낼 때에 분말입경이 0.1-5.0mm

인 고무분말을 앞서 서술한 피복상에 부착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이는 고무 분의 피복 상에의 부착에 의해서 내 충격성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Hashimoto Takashi, 1978, 1979]

구체적인 예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6]에 금속관의 구조를 설명하

다. 상기 [그림 2-6]에서 그림 1은 강관이고, 그 표면에 수지의 종별에 의해

서 <표 2-19>에 나타낸 종래와 마찬가지의 두께 범위 내의 열 경화성 수지 

피복층 2가 형성되어지고 다음으로 그 위에 분말입경 0.1-5.0mm, 바람직한 것

은 0.1-2.0mm의 고무분말3이 거의 전면을 덮도록 균일하게 부착된 피복 보호

층이 구성되어져 있다. 여기에서 고무분말로서 예를 들어 폐타이어를 상온 혹

은 저온에서 분쇄기에 의해 분쇄한 것을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고무

분말 입경이 너무 작으면 충격 흡수 능력에 결함이 있고 너무 크면 피복층(2)

에 대한 부착성이 나빠서 떨어지는 것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

문에 주의를 요한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피복 금속관은 다음의 실시 예에서 

나타난 것처럼 내충격성에 뛰어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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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금속관의 구조  

(제 1도는 금속관의 구조를 나타낸 부도 단면도, 제2도는 그 제조법의 일예

를 나타낸 개요도이다. 1.---- 금속관, 2----피복층, 3- ---고무분, 12----수

지 스프레이, 13----고무분 후부장치)

다음으로 제 2도에 의해서 본 발명에 관한 금속관의 제조 방법의 일례를 나

타내면 금속관 1에 우선 브라스트 처리 10을 형성 청정화하고 그 후 예열 11

을 행한 후에 우선 피복층 2의 형성을 위해서 통상의 정전 분체 스프레이 또

는 에어레스 핫 스프레이 등의 수지 스프레이 12에 의해 열 경화성 수지를 불

어 부착시킨다. 이 경우, 초기의 막 두께를 얻기 위해서 피복 도포를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하류 측에 있어서 진동법 또는 분체 스프레이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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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고무 분 후부 장치 13을 배치 시켜두고 앞서 서술한 피복층 2의 피막

이 미경화로 또한 태킹을 나타낸 때에 고무분 3을 피복층 2의 전면에 균일하

게 불어 부착시켜 그 피막에 부착시킨다. 그 후 피복이 완료되었다면 물 등의 

냉각장치 14에 의해 냉각시키고 제품화 공정에 이송한다. 그런데 고무 분의 

부착에 대하여 피복층 2를 구성하는 수지가 경화하여 버린다거나 태킹을 나타

내지 않는 경우에는 고무 분의 부착을 거의 행하는 일이 불가하고 종래품과 

마찬가지의 내 충격성밖에 얻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외 표면을 브라스트에 의하여 방청시킨 

32"OD 5/8"WT의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을 이하에 나타낸 것처럼 시작하고 

강관 외면 피복의 내 충격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DIN규격 및 ASTM규격에 

의한 낙중 충격시험을 실시하 다.

( 실시예 1) 앞서 서술한 강관을 유도 가열에 의해 관 온도를 섭씨 230도로 

승온하고 이어서 에폭시 분체도료[스코치 코드 20GN] (3MCo 제)를 종래 통

상의 에폭시 분체 피복과 마찬가지로 400μ도장한 후 미경화의 상태일 때 즉

시 입경 2.0mm이하의 고무 분을 전면 균일하게 에어 스프레이법으로 불어 부

착시키고 피복을 완전 경화후 수냉시켜 실시예 1로 하 다 

( 실시예 2) 강관을 열 풍로에 의해 관온도 섭씨 60도로 승온시키고 이어서 

타르 우레탄 도료[프로테골 32-10](T.I.B Chemical사 제)를 1.8mm 도장한 후 

곧 입경 2.0mm이하의 고무 분을 전면 균일하게 에어스프레이법으로 불어 부

착시켜 피복이 완전 경화 후 수냉시켜 실시예 2로 하 다 

( 실시예 3) 강관에 타르에폭시 도료[스미타르#1000] (대일본도료사 제)를 

0.6mm도장하고 곧 입경 2.0mm이하의 고무 분을 전면 균일하게 에어스프레이

법으로 불어 부착시키고 상온으로 3일간 방치하여 건조 경화시켜 실시예 3으

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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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예 1) 실시예 1과 마찬가지로 예열하고 400 μ의 에폭시 분체 피복을 

행한 후 완전 경화 후 수냉하여 비교예 1로 하 다.

( 비교예 2) 실시예 2와 마찬가지로 타르 우레탄 피복을 1.8mm행한 후 완

전 경화시켜 수냉하여 비교 예 2로 하 다.

( 비교예 3) 실시예 3과 마찬가지로 타르에복시 피복을 0.6mm행한 후 건조 

경화시켜 비교예 3으로 하 다.

(비교예 4) 실시예 1과 마찬가지이지만 고무 분의 입경이 0.1mm미만인 것

을 비교예 4로 하 다,

( 비교예 5) 실시예 1과 마찬가지이지만 고무 분의 입경이 5.0mm를 넘는 

것을 비교예 5로 하 다.

강관 외면피복의 충격 강도를 평가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ASTM혹은 DIN규격에 의하여 시험을 행한 결과를 <표 2-20>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고무분에 의해 매스틱화층 형성을 한 열 경화성 수지 피복 강관은 

뛰어난 내 충격성을 갖는 것을 나타내었다.

이상과 같이 열경화성 수지의 피복층상에 분경 0.1-5.0mm의 고무분을 부착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고무분의 존재에 의하여 내 충격성이 현저히 개선되고 

종래 출하 시에 필요하게끔 되었던 보호 작업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또한 피복 

층의 피막이 미 경화로 또한 태킹을 나타낼 때에 고무분을 부착시키기 때문에 

고무분을 떨어뜨리지 않고 적합하게 부착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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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0> 내충격성 실험결과

      강관 외면피복
 내 충격성 (피복이 관통되는 손

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에너지)

 열경화성

 수지재료

 고무

 분체

 경

고무분

보강

수법

 총

 막두께

 DIN-30670

 (25mmΦ)

 ASTM C-14

 (16mmΦ)

- 3 0

도

23

도

80

도

- 3 0

도

23

도

80

도

실시예

 1

 에폭시

 분체도료

<2.0

mm

보호

층

형성

0.4(고무

분 층에

한함)

 1.5  2.0  2.0  1.0  1.5  1.5

실시예

 2

 타르우레탄

 도료
  "   “ 1.8( “)  2.0  3.0  2.0  1.5  2.0  1.5

실시예

 3

 타르에폭시

 도료
  "   “ 0.6( “)  1.0  1.5  1.5  0.8  1.0  1.0

비교예

 1

 에폭시

 분체도료
  "   “  0.4  0.5  0.9  0.9  0.3  0.5  0.5

비교예

 2

 타리우레탄

 도료
  -   “  1.8  0.3  1.8  1.2  0.2  1.1  0.8

비교예

 3

 타르에폭시

 도료
  -   “  0.6  0.1  0.1  0.1  0.1  0.1  0.1

비교예

 4

 에폭시

 분체도료

<0.1

mm
  “ 0.4( “)  0.5  0.9  0.9  0.3  0.5  0.5

비교예

 5

 에폭시

 분체도료

3-5

mm
  “ 0.4( “)  0.6  1.0  1.0  0.4  0.6  0.6

*1, ( )안의 수치는 제조시의 마스틱층 형성되는 반복회수이다. 온도단위: 섭

씨

*2, 폐타이어 상온분쇄물 (1.0-2.0mm 30%, 0.5-1.0mm 50%, 0.5mm이하 

20%)

*3, 폐타이어 저온분쇄물 (0.149mm 이하 100%)

*4, 폐타이어 상온분쇄물 (4.76-5.66mm 10%, 2.83-4.76mm 80%, 

    2.83mm이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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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 폐타이어 분말을 이용한 방액 방법 

폐타이어 분말을 이용한 방액방법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입경 I mm이하

의 폐타이어 분말에 폴리비닐알콜 수용액, 비스페놀 A계 에스테르화 에폭시 

수지 에멀젼, 이소프칠렌 말레인산 공중합체 수용액 초산 비닐에칠렌 공중합

체 에멀젼을 배합성분으로 하는 에멀젼계 바인더를 첨가 혼련, 혼합하여 형성

된 조성물을 방액을 위하여 도포해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폐타이어 분

말을 이용한 방액방법, (2) 신축성이 있는 상칠재의 下地材로서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Japanese Patent, 1953]

폐타이어 분말고무는 보통 카본 블랙이 보강제로서 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모두 흑색을 띄고 있다. 비중은 1.1 -1.5의 범위이고 부피 비중은 입경 및 입

경분포에 의하여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0.3 - 0.5의 범위로 형성되어져 있다. 

분말 고무는 본질적으로는 가황고무이기 때문에 다른 고분자 재료와의 사용성

에 빈약하고 불활성이기 때문에 다른 재료와 단순히 혼합한 것 만으로는 보강 

작용을 기대하기 어렵다. 보강작용에 한하지 않고 내약품성, 신축성 등 각각의 

성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분말 고무의 성

질을 활용 수단으로 하려면 분말 고무와 상대편의 재료에 공통의 접착재 성분 

등을 첨가하든가 혹은 분말고무의 표면에 활성기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위의 관점으로부터 폐타이어고무의 분말이 내후성에 뛰어난 것에 착안해서

분말 고무에 약품을 첨가 혼합하여 방액제를 제조하여 각 제조물의 특질에 기

초한 적절한 사용 방법을 제공하는 것에 의하여 이 분야에 있어서 현안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입경 I mm이하의 폐타이어 분말에 폴리비닐 알콜 수용액, 비스페놀 A계 에

스테르화 에폭시 수지 에멀젼, 이소프칠렌 말레인산 공중합체 수용액, 초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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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 에칠렌 공중합체 에멀젼을 배합 성분으로 하는 에멀젼계 바인더를 첨가 혼

합하여 형성되는 조성물을 방액을 위하여 도포 하여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폐타이어 분말을 이용한 방액방법에 있어서 각 조성물을 신축성이 있는 

상칠재의 하지재로서 사용한다면 실시상의 효과가 크다.

  이하, 실시예에 기초하여 자세히 설명한다. 방액방법에 대하여 사용하는 방

액제는 입경 I mm이하의 폐타이어 분말에 폴리비닐 알콜 수용액 비스페놀 A

계 에스테르화 에폭시 수지 에멀젼, 이소프칠렌 말레인산 공중합체 수용액, 초

산비닐에틸렌 공중합체 에멀젼을 배합 성분으로 하는 에멀젼계 바인더를 첨가

하여 혼합하여 제조하여 얻은 것이다. 폴리비닐 알콜수용액에 비스페놀 A계 

에스테르화 에폭시 수지의 에멀젼과 이소프칠렌 말레인산 공중합체 수용액을 

소량 가한 것은 폴리비닐알콜 수용액의 접착력이 극히 뛰어난 효과를 갖는다. 

이것은 에폭시사이드의 반응 기와 폴리비닐 알콜의 활성수소기가 부가했기 때

문에 에폭시기에 유도체가 발생 에폭시기와 결합하는 수용성 폴리 비닐 알콜

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어진다. 또한 이소프칠렌 말레인산 공중합 수용액이 

폴리 비닐 알콜, 에폭시 수지와 가교 반응을 일으켜서 서로를 결합시키기 때

문에 에폭시 수지의 특징인 강도의 접착성이 폴리비닐 알콜수용액에 부가한 

것에 의하여 접착성의 향상이 나타난 것이다.

위에 서술한 것에 초산 비닐에칠렌 공중합체 에멀젼을 가한 것에 의해 접착

성 이외에 더욱이 강성, 내충격성, 내약품성이 나타나고, 훨씬 증대한다.

이 방액제는 에멀젼 상의 것인데 어느 것이나 단순히 도포 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분사, 롤에 의한 도포, 붓에 의한 도포 등 각종의 도포 방법이 

적용되어진다. 더욱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경화도 99.6±0.5인 폴리비닐 알콜 

분말 10부(비중%)을 100부의 청수에 분산, 혼입하고 용해 설비를 이용해서 교

반하는 것과 동시에 가열하여 폴리비닐알콜 수용액을 만든다. 이 수용액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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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 30도 이하에 냉각해서 그것의 61부에 비소프칠렌 말레인산 공중합체 분말

(분자량 19 - 20)5부를 100부의 청수로 교반,용해한 것 4.8부와 에스테르화 에

폭시 수지에멀젼 (PH 약 5 점도410 CPS/섭씨 25도 에폭시당량 450g/0g 비중 

1.01)19.1부와 작산비닐에칠렌 공중합체 에멀젼(고형분 55 - 57, 점도 

1,100-1,600 CPS, PH 5.0-6.5)14.1부와 메칠 셀룰로스 1부를 가해서 혼합교반

한다. 이리하여 생긴 것을 바인더로서 분말 고무를 혼합하면 목적 조성물이 

얻어진다. 이용되는 분말 고무는 입도 1 mm이하의 것을 31%로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폐타이어의 고무 부분을 분쇄하여 1 mm이하의 입도에 조정한 분말 고무를 

만들고 이것에 이하에 나타내는 혼합 비율로 본 발명에 관한 바인더를 첨가 

혼합한 것을 몰탈 콘크리트판(300mm x 300mm x 10mm)의 위에 2.1Kg/m
2
의 

비율로 균일하게 두께 3mm가 되도록 북으로 상온에서 도포 해서 시험을 행

한다 : (폴리비닐알콜 10%수용액 20.7부, 초산 비닐에칠렌 공중합체 에멀젼 

27.5부, 에스테르화 에폭시 수지 에멀젼 17.6부, 이소프칠렌 말레인산 공중합체 

5%수용액 1.6부, 메칠 셀룰로스 0.3부, 고무 분말 42부, 아스팔트 유제 11부, 

계면활성제 1부, 소포제 0.1부).

이 배합의 것을 도포하고 건조를 시키고 나서 하기의 배합비율에 의한 클로

로르레인 고무계 방수제(공지시판품)를 0.5 kg/m
2
, 본 발명에 의한 방수층의 

위에 도포 한다. 배합비율 : (네오프레 인W (폴리 클로로프레인) 100부, MgO 

4부, ZnO 5부, 노화방지제 2부, 산화철 100부, 페놀수지 45부, 크실렌  390부. 

피 시험품을 7일간 방치(상온)해서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시험전 인장 강도 : 7.5 (kg/m
2
), 신장 : 685 (%)

  1000hr후 인장 강도 : 9.2 (kg/m
2
), 신장 : 613 (%).

  내한성 --- 섭씨 : -2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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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탈에 대한 접착력 

  상태 : 7.5 (kg/m
2
), 수중침적후 : 6.3(kg/m

2
), 침수율 : 0.02.

  배 약품성 침적시험 : 인장강도(kg/m2)

  수돗물 : 7.7, 포화 식염수 : 7.6, HCI수용액 (5%) : 7.3, H2S04 (5%) : 7.3, 

  HN03 (5%) : 7.4, NaOH (5%) : 7.3, 포화 Ca(OH)2--- 7.6.

(또한 도프코팅제인 상기 클로로프레인계 고무에 반한여 에스테르화 에폭시 

수지에멀젼을 사용한 경우도 상기 결과와 마찬가지의 만족을 얻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본 방수제, 방액제는 그것 단독으로 방수, 방액효과가 있지만 코팅제

를 이용한다면 (즉 하지제로서 사용한다면)보다 한층 뛰어난 효과가 있다. 본 

제품의 이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1) 탄력성이 풍부하다. 따라서 병원, 

학교 공장 선박 등의 바닥, 계단 등(특히 물, 기름이 묻기 쉬운 곳)에 적합하

다, (2 )고무 분말과 다른 배합 성분과의 상용성이 뛰어나다. 하지제에 요구되

어지는 접착성이 좋다, (3)접착성, 내후성, 작업성이 뛰어나다, (4) 신축성이 풍

부하다. 수축벽의 방액제로서 적합하다, (5)이어서 또한 신축성이 있는 코팅제

의 하지제로서의 적용이 가능하며 또한 강도가 크다, (6) 제조비가 저가이다, 

(7) 기재의 습윤에 있어서도 상기의 효과가 뒤지지 않는다. 본 발명품을 하지

제로서 사용하여 그 위에 코팅제(예, 클로로프레인계 고무 에멀젼)를 위에 칠

한 때에는 특히 뛰어난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 (1)양층의 신장이 상호간에 

서로 상응하기 때문에 이중층화가 가능하다. 이 결과 시공 재료비의 감소 경

량화(옥상 콘크리트, 지붕 등)를 고려할 수 있다, (2) 양층 모두 에멀젼상인 것

에 의해 형성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층인 것과 다르지 않으며 또한 층간 

새어남이 없다, (3) 습도 변화에 대해서 안전하다 예를 들면, 아스팔트 방수에 

저온에 위화하지 않는 한편 고온으로 늘어지는 일이 없다, (4) 시공이 간단하

여 롤러, 흙손, 분사 등 각종의 방법이 가능하다. 급구배의 면, 요철면,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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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의 돌출부, 움푹한 부분, 구멍 등과 같은 장소에도 도포가 단순하게 행하

여진다, (5)보수가 용이하다, (6)냉간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스팔트 방수와 

같은 화기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 (7)그리고 무엇보다도 탄력성, 신축성미 풍

부하기 때문에 가령 콘크리트 등의 기재에 크랙 현상이 발생하여도 코킹층 까

지는 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방액의 신뢰성이 절대적인 효과가 있다. 

2.3.2.4 고무함유 역청물질, 가류 고무분말계 성형물의 제조

  가류 고무분말 중량기준 100에 대해 유황, 가류조제, 가류 촉진제 등을 혼합

한 고무 함유 역청물질 에멀젼 배합물 건조중량기준 2 -50을 혼합한 함수량 

중량부분 10 이하의 혼합물을 2kg/cm
2
 이상의 압력으로 가온성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무 함유 역청물질 가류 고무 분말 성형물에 관한 제조이

다.[Japanese patent, 1950]

(1) 제품의 제조기술

  이 기술은 고무함유 역청물질 에멀젼과 가류 고무분말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고무탄성을 갖춘 고무 함유 역청물질 가류 고무분말계 성형물을 제조하는 방

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자동차 타이어의 수요량의 증대에 반해 폐타이어의 처리나 그 재이용

의 문제가 중시되고 있다. 이 기술자들은 폐타이어와 그 밖의 가류 고무 폐기

물의 재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런 가류 고무 분말을 역청물질 에멀젼으로 

접합시켜 성형을 시키는 방법을 검토하 다.  그러나 물성이 우수한 성형물을 

얻을 수 없었다. 이런 성형물들의 물성향상을 꾀하기 위한 검토를 반복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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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가류 고무분말 중량기준 100에 대하여 유황, 가류조제, 가류 촉진제 등을 

함유하는 고무함유 역청물질 에멀젼 배합물 건조중량 부분 2 - 50을 균일하게 

혼합하여 얻은 중량기준 함수량 10 이하의 혼합물을 2 kg/cm
2
 이상의 압력으

로 가온 성형하면 고무탄성을 가진 물성이 우수한 고무 함유 역청물질, 가류 

고무 성형물이 용이하게 얻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기술에서 사용한 가류 고무 분말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경제적으로 특

히 좋은 것은 예를 들면 타이어, 벨트, 신발, 공업용품 등의 고무제품을 분쇄

한 것 가운데 섬유, 금속을 제거하여 제조한 분말상 가류 고무이다. 보다 좋은 

물성의 성형품을 얻기 위해서는 그 입도가 20 Mesh보다 가는 가류 고무분말

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 기술에서 사용한 고무함유 역청물질 에멀젼에는 예를 들면 스티렌 부타

디엔계 공중합체, 아크릴로 니트릴, 부타디엔계 공중합체, 폴리부타디엔 폴리

이소프렌 에티렌 프로필렌 디엔조계 공중합체 등과 같은 유황가류가 가능한  

합성고무 혹은 천연고무 등보다 우수한 1종 혹은 2종 이상의 고무상 중합체를 

합유하는 스레트 아스팔트브론 아스팔트, 천연 아스팔트 등의 역청물질 에멀

젼이 있다. 이런 고무 역청물질의 에멀젼은 역청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것이

지만 중량기준 역청물질 100에 대하여 고무는 20이상을 함유하는 것이 좋다. 

가급적이면 고무 함량이 이 이하가 되면 물성이 우수한 성형물을 얻을 수가 

있다.

  이 기술의 고무함유 역청물질 에멀젼 배합은 이런 고무함유 역청물질 에멀

젼에 유황, 가류조제, 가류 촉진제 등을 첨가함으로 제작한다. 여기에 안정제, 

增粘劑 등이 혼합된다.

  이런 고무 함유 역청물질 에멀젼 배합물의 함수량은 가능하면 적은 것이 좋

다. 왜냐하면 저함수량의 고무 함유 역청물질 에멀젼 배합물을 이용한 경우에



- 64 -

는 이것과 가류 고무 분말과를 균일하게 혼합하는 중에 건조공정을 포함하지 

않고 그대로 성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류 고무분말에 혼합한 상기의 고무함유 역청물질 에멀젼 배합물의 너무 

적은 경우에는 성형물의 강도가 낮다. 또한 고무 고무함유 역청물질 에멀젼 

배합물을 과잉으로 사용하면 혼합물중의 수분이 증가하여 성형시에 발생하는 

수증기가 많게 되고 작업상 위험이 되는 것은 없지만 성형물의 물성이 저하하

는 경향이 있다. 가류고무 분말 100(중량비)에 대하여 고무함유 역청물질 에멀

젼  배합물은  2 - 50(건조중량기준)의 범위인 것이 좋다.

  성형전의 혼합물 중에는 함유된 수분이 적은 것이 좋다. 함수량이 많으면 

성형중에 발생하는 수증기가 부압시 급격히 토출하게 되고 작업상 위험하고 

성형물의 물성도 저하하게 된다. 혼합물 중에 함유된 수분은 가류고무 분말

(중량기준) 100에 대하여 10 이하의 것이 좋다.

  이 기술에서는 성형물이 압력이 너무 저하되면 성형물의 강탄성이 저하된

다. 성형압력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높은 것이 좋고 2 kg/cm2 이상이 필요하

다. 성형의 한도는 사용되는 고무 함유 역청물질 에멀젼 배합물의 가교특성에 

대하여 적당하게 선정될 수가 있지만 통상 100 - 200℃의 범위가 좋다.

  이 기술의 방법에 의하면 고무함유 역청물질 가류고무 분말계의 탄성이 있

는 성형물을 저가격으로 제조가 가능하고 이 성형물은 예를 들면 방진재, 방

음재, 床張用 타일 등의 床材, 신발류의 바닥, Packing류 등 건축토목용 재료, 

공업용품 , 그 밖의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가 있다.

  다음에 제조방법을 나타내어 이 기술의 효과를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

다. 이하에 나타낸 이하에 나타낸 백분율은 모두 중량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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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방법 

  침입도 80/100 스레트 아스팔트 100과 결합 스티렌 24%의 스티렌 부타디엔 

고무 35%를 함유한다. 고형분 85%의 고무 함유 아스팔트 에멀젼에 제 1 표에 

나타낸 부분에서 오레핀산 칼륨, 유황, 아연X, 가류촉진제 TET(테트라 에칠 

티오 제오화이트), MZ(2 메캅토 벤조지아졸 아연염)을 혼합하여 고형분 

82.5%의 고무 함유 아스팔트 에멀젼 배합물을 만든다.

  폐타이어를 분쇄한 섬유, 금속을 제거하고 약 40메쉬 입도의 가류 고무분말 

100에 앞서 언급한 고무 함유 아스팔트 에멀젼 50%(건조)을 균일하게 혼합하

여 압력 10 kg/㎠, 온도 135℃에서 15분간 프레스 성형을 하고 두께 약 3 mm

의 판상 성형물을 만든다. 이 성형물과 이 성형물과 황산, 아연X, 가류 촉진제

를 가하지 않은 고무함유 아스팔트 에멀젼을 사용하여 같은 모양을 만들었다. 

  가교제를 혼합한 고무 함유 아스팔트 에멀젼을 혼합한 성형물은 표면을 매

끄럽게 하여 고무 탄성을 갖고있지만 가류제를 사용하지 않은 성형물은 물성

이 낮고 표면의 매끄러움이 좋지 않고 결합력 부족에 의하여 프레스 완료시에 

내부에 기포를 생성하여 만족한 성형물을 얻을 수 없었다. 

2.3.2.5 고무분의 응용제품(운동상)

(1) 개요

  앙투카, 점토 등은 지금까지 테니스코트나 육상경기장 등에서 비가 내릴 경

우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최근에는 전천후형 탄성 포

장재의 등장으로 비가 내린 후에도 간단한 물 제거작업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때문에 전천후형 포장재는 업용 테니스코트를 중심으로 급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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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되었다. 전천후형 포장재로서는 여러 종류가 판매되고 있지만 이것들을 

분류하면 1) 아스팔트계, 2) 합성수지계, 3)고무계 등 3종류이다.[Aoyama 

Shotaro,1979]

  합성수지계 혹은 고무계 포장재에는 고무분의 탄성을 잘 살린 형태로 신축

성이 있고 산업 폐기물의 새로운 수요를 개척하고 있다. 본 내용에서는 먼저 

전천후형 포장재의 개략을 설명하고 다음에 고무분을 이용한 특징을 정리하고 

싶다.

(2) 전천후형 포장재

  전천후형 테니스 코트가 미국으로부터 도입된 것은 1958년으로 알려져 있

다. 처음 10년간은 보급되었지만 1970년의 EXPO‘70에서 인건비가 상승하고 

이때부터 점토질 코트, 앙투카 코트와의 가격차가 줄어들고 때마침 테니스 붐

과 수용 부족이 서로 겹쳐 전천후형 코트가 증가하게 되었다. 아스팔트계의 

Hard 코트가 대부분이고 합성수지계, 고무계의 탄력성이 우수한 코트는 여기

저기에 2 ∼ 3년안에 보급된 것이다.

  이 전천후형 포장재의 특징은 시행 후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색채적으로도 

아름다워 업용 코트로 보이지 않고 지방자치체의 코트로도 확산시켜 이미 

1,000 개 이상을 달성하고 있다. 보급에 따라 신규 참여업체도 증가하여 품종

은 50종에 가깝게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소재면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구

조에 관해서 간단히 서술한다.

 

ㅇ 아스팔트계

  표층의 착색이 자유롭고 비교적 가격이 싸서 현재 시판되고 있는 것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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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와 같다.

ㅇ 합성수지계

  테니스코트, 육상경기장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우레탄 수지계이

다. 종류도 다양하여 <표 2-22>과 같이 시판되고 있다. 우레탄 대신에 EVA, 

아크릴 수지 등을 사용하고 있다.

<표 2-21> 아스팔트계 전천후 포장재

      플 랜 트            제 조 회 사

      레이콜드

      데코랄트

      소프트 스텝

      니뽀 테니스코트

      올 웨자 -H

          東 亞 道 路 

          쉘 석유

          日 本 道 路

          日 本 舖 道

          奧 앙투카

<표 2-22>  합성수지계 전천후형 포장재

     플  랜  트            제 조 회 사

     올 웨자 - S

     그랜드 마스타

     레 오 탄

     New 화인 코트

     하이랜드 코트

     노바 코트

     단롭프 UC6800A

     레진에스 

           奧 앙투카

         三丼東壓化學

              “

          大和高分子

          스미도모 3M

            美津濃

           스미도모 고무

           가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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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무계

  클로로프렌, 하이팔론, SBR 등 합성고무를 사용한 것으로부터 고무분말과 

우레탄을 조합시킨 것 등이다. 운동경기장에서 무릎이나 아킬레스근에 무리가 

없고 근육의 피로가 적은 이점이 있어서 점차 신장될 분야이다. 

ㅇ 염화비닐계

  염화 비닐과 합성고무로 할 수 있는 유니탑(스미토모 고무)나 염비화이바

라스․우레탄의 사브리윰(東洋曹達)등이 있다.

(3) 고무분 이용 탄성상

  폐타이어를 분쇄한 고무분을 이용하려는 시도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고무

분을 싼 가격으로 대량 공급하는 문제, 고무분 바인더의 소재 문제 등 원료면

에서 해결과 전천후형 포장재의 수요 증가 등으로 주위의 조건이 정리되고 2 

-3 년간 급속히 실용화가 진행되고 있다.

  외국의 문헌에서는 고무분의 적당한 바인더(액상 폴리우레탄, 아크릴 에멀

젼, NR, SBR, CR 등의 고무 라텍스)를 고무분의 10 - 15% 혼합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기술도입사를 포함하여 여러 회사가 판매중 시험, 시공중에 있

고 이런 내용들에 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 품질평가도 정해져 있지 않

았다. 현재 일본에서 시행실적이 있는 것을 <표 2-23>에 도시하 다.

  액상 우레탄을 사용한 것의 하나의 예로서 사후암의 구조를 그림 2에 도시

하 다. 쇄석층 위에 투수 아스팔트층 그 위에 고무분을 우레탄으로 고정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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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층, 다시 그 위에 우레탄 고무층을 입히고 최후로 표면을 우레탄 Chip으

로 입힌다. 투수성과 비투수성의 2종류가 있고 투수성은 주로 테니스 코트나 

육상 경기장의 트랙 등 옥외 사용의 것이고 비투수성은 체육관이나 유치원 등

의 Floor용으로 이용된다.[Hashimoto Takashi, 1979]

  고무분은 이미 사용된 폐타이어를 상온에서 분쇄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있지

만 대판가스(주)의 今津總合그라운드의 경우는 대판가스(주)가 개발한 LNG 

냉열을 이용하여 폐타이어를 저온 분쇄한 고무분 일부도 사용되고 있다.  今

津總合그라운드는 400 m 트랙코스, 100 m트랙(직선부) 8코스 외에 넓이뛰기, 

장대 높이 뛰기 등의 보조 트랙에 합하여 5,000 m2로 우레탄을 바인더로 하여 

고무분을 약 30톤(승용차 타이어로 환산하면 약 5,000 본)이 사용된 것으로 보

고된다.

  한편 고무 라텍스의 바인더로 한 것도 스웨덴의 스게카社가 북유럽을 시작

으로 하여 호주, 동남 아시아 등에도 넓게 시공 실적을 갖고 있다. 일본에서도 

스미도모 고무가 기술 도입을 하여 여러 차례 시험, 시공되고 있다. 테니스 코

트나 각종 구기에 사용하는 101 타입과 육상 경기장용으로 사용되는 106 타입

이 있다.

<표2-23> 고무분 이용의 운동상

    고무분 바인더                   플    랜    트 (Maker)

    액상 우레탄

사후암(요코하마 ↔ 독일 메켈사), 

렉볼(保土谷 化學↔ 독일 BSW사)

스와카텐사(廣島化成)

    고무 라텍스  스케가 스포츠(스미도모 고무 스웨덴 스케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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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 혹은 구조를 다르게 함으로서 각종 전천후형 포장재가 있지만 이런 특

징을 특히 점토질 코트, 앙투카 코트에 비교하면 (1)강우시에 배수가 좋기 때

문에 곧 바로 경기가 가능하고 (2) 降雪防止, 물뿌림, 롤라작업 등의 수고가 

필요없고 (3) Colorful하여 아름답고 (4)내구성이 우수한 것으로서 오래 유지

하는 것을 셀스 포인트로 하고 있다. 여기에 고무탄성을 그 특징으로 부가한 

것이지만 고무분 이용의 포장재이다. 이 고무계 포장재는 경기를 하여도 다리

가 피곤하지 않고 경쾌한 Footwork을 만들고 넘어져도 상처의 염려가 없고 

손발의 捻挫나 경기중의 아킬레스근의 아픈 것이 없는 등의 특징을 갖추고 있

다.

  한편 쿠션이 너무 좋아 피로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코트와 고무바닥의 접

촉이 너무 좋아서 근육의 통증이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것들의 특성의 균

형을 갖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트의 평가로서는 전문 운동선수의 의견을 듣는 것도 있지만 이것을 수치

화한 평가에 치환하는 수단으로서 三浦씨의 방법을 소개한다.

  코트의 특성치를 볼의 반발계수 e와 動摩擦係數 μ로서 표현하고 점토질 코

트를 중심으로 각종 코트를 도시하여 보면 그림 4와 같다. 아스팔트계는 High 

and Slippy의 역에 있고 케미컬 소프트는 High and Frictional의 유형이다. 

그 외에 다른 것으로서 큰 마찰계수와 반발계수에 의하여 다른 사훼스로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되어 있다. Stock Type(人工芝)은 Low and Slippy한 유형에 

속하고 사브리움코트(염비 화이바 라스, 우레탄)는 젖은 점토 때와 같이 Low 

and Friction 유형이 된다. 

  본 기술에서 소개한 각종 전천후형 탄성 포장재는 이 그림에 맞게 위치하는 

자료는 없지만 대부분 넓은 범위에 분포하게 될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다양한 

사웨스로서 운동을 즐겁게 하게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운동선수들에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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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장 운동을 쾌적하게 사웨스하는 조건을 나타내도록 하려면 삼포씨는 케

미칼 소프트를 제외하고 아스팔트계, 사브리움, Stock Type 등을 결합하여 만

든 삼각형 중심의 부근을 추천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점토질에 근접하는 것

이 된다.

  고무분을 이용한 코트가 어떻게든 클레이 코트에 근접할 수가 있지만 또한 

역으로 점토질과는 다른 특징을 인정하여 운동선수들을 확보하여 가고 있지만 

점토질처럼 되는 것이 이후의 과제라고 말하고 있다.

(4) 고무분말 운동상에 대한 결론

  테니스 코트면에 500본의 타이어를 이용할 수가 있고 또한 육상경기용의 총

합 그라운드라면 수천 본의 폐타이어의 사용이 가능한 것도 고무분 이용의 탄

성포장재의 발전에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운동상으로서의 필요특성(여기에

는 운동경기나 테니스, 배구 등 구기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에 언제든지 맞는 

포장재가 개발되는가에 관련되어 있다. 이후의 발전을 기대한다.

2.3.3 선진 외국 고무분말 재활용기술 추이분석

  향후 고무분말의 시장 확대를 위하여는 전술한 바와 같이 기술개발이 필수

적이다. 선진국에서는 고무분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前보다 품질을 향

상시켜야하며 대표적으로 다음의 2가지 방법이 제안되고있다 : 1)고무분말을 

탈황하여 방법, 2)여러 가지 결합재 시스템과 표면처리방법을 사용하여 고무

분말표면을 활성화시켜 더욱 향상된 결합특성과 고무분말의 물질적 특성을 향

상하는 방법이다.

  네덜란드의 Vredestein Icopro BV와 미국의 Environmental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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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는 고무분말에 chlorine gas를 도입하여 분말표면이 극성(polar surface)을 

띠게 하 다. 이는 고무분말이 다른 폴리머와의 상용성(compatibility)을 증진

시켜 폴리우레탄과 같은 물질들과 좋은 물리적 성질을 가지는 합성물이 되도

록 하 다. 다른 공정은 Huls의 Vestenamer tran-polyoctenamer 재료를 결합

재로 사용하여 물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결합재는 가격이 저렴하여야하고 

다루기 쉬우며 독성이 없어야하며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가교제(crosslinking)

를 포함, 분말표면을 coating, 분말사이 공극을 채움. Vestenamer은 가격이 비

싸므로 고급제품에만 사용이 가능하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일반 가소제에 

희석을 하여 사용할 수 있다.[Motokawa Hiroshi, 1981]

  네덜란드의 Vredestein Rubber Resources사는 고무분말 표면에 얇은 폴리

머 코팅을 하여 고무분말 표면을 개질하는 기술을 개발하 다. 개질제는 다른 

폴리머와의 상용성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가교결합을 원활히 하는 역할을 한

다. 따라서 결합재의 사용없이 개질된 고무분말을 고온 압축하여 성형된 제품

을 만들 수가 있으며 다른 고무제품과 같이 가황을 할 경우 고무분말 표면과 

타재료와의 Cross-linking발달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인 기술자료는 

부록 1에 수록하 다.

  고온에서 폴리머 chain의 탈황을 하기 위하여 촉매를 사용한 고무의 가속화

된 산화 분위기하에서 천연고무와 합성고무는 다르게 반응한다. 천연고무는 

분자량이 줄어들면서 가소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지만 합성고무는 그

러하지 못하다. Rhein Chemie's Aktiplast 6과 같은 sulphide재료를 이용한 촉

매는 합성고무가 가능한 낮은 온도에서 그리고 빠른 속도로 탈황할 수 있게 

하여준다. 미분쇄된 고무분말을 Aktiplast 6과 같은 촉매와 오일에서 섭씨 150

도내지 180도의 포화증기로 가열하는데 산소의 존재는 필요하다. 이렇게 비교

적 온화한 분위기하에서 탈황된 고무의 품질은 열에 의하여 강제로 품질을 떨

어뜨린 고무에 비하여 물성이 뛰어나다. 촉매는 고무분말에 균일하게 분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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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하며 분말은 오일과 촉매의 존재하에 약 12시간정도 부피가 팽창하도록 

한다. 다음에 활석가루 tray에 2-3mm두께로 놓아 산소가 재료내부로 침투할 

수 있게 하여준다. Tray는 autoclave내에서 봉되어 놓아지며 공기/스팀에 

의하여 8-9 bar의 압력으로 가압하여 온도가 섭씨 190도에 이르도록 하며 이 

상태로 약 3-5시간동안 유지한다. 끝으로 straining, refining공정을 거친다.

2.4 국내.외 고무분말 제품가격비교 및 수출 가능성 조사

2.4.1 국내.외 고무분말 제품가격조사

  국내의 고무분말 제품가격은 아직 시장가격으로 형성된 것도 아니고 고시 

가격으로 형성된 것도 아니며 분말 생산업체가 수요업체의 주문사양에 따라 

제조해주고 가격을 협상하는 선에서 이루어진다. 현재로서는 각 업체에서 수

요조사를 통하여 원하는 구입단가를 기준으로 예측할 수 밖에 없으며 그 자료

는 <표 5-2>의 국내의 고무분말 시장구조 및 사용 예정량에 잘 나타나 있다.  

입도에 따른 예상 구입단가 범위는 <표 2-24>와 같다. 

  여기에서 공사 예정가는 공사의 “폐타이어 재생 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연구 보고서” 예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표시한 것이다. 시중 예상가는 업체의 

자료조사를 통하여 입수된 것으로 현재의 시중가격을 감안하여 적용하 다.  

유럽의 가격은 최근 해외 출장을 통하여 입수된 자료와 문헌을 통하여 얻은 

자료를 기초로 하 으며 미국의 자료는 Internet을 통하여 입수한 최근 자료이

다. 여기에서 환율은 미국의 경우 1달러당 1,400원을 적용하 으며 유럽의 경

우는 1크로네당 205원을 적용하 다.

<표 2-24> 폐타이어 고무분말 가격의 비교          (천원/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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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공사

예정가 

시중

예상가

유럽

(‘98현재)

미국

(‘98현재)

  >16 Mesh

 (1∼3 mm)
     ?      200     210      364

 16∼30 Mesh

 (0.5∼1.0mm)
    130      250     290      400

 30∼40 Mesh

 (0.4∼0.5mm)
    300      300     500      450

  <40 Mesh

 (0.4 mm이하)
    430      300     580      493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16∼30 Mesh의 경우는 공사 예정가인 톤당 130,000

원으로 시중 가격인 250,000원보다 낮게 예시된 것을 알 수 있으며 30∼40 

Mesh의 경우는 톤당 300,000원으로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40 Mesh 이상의 미분쇄 분말은 가격이 실제 예시가 보다 시중

가가 낮게 유지되어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는 재생고무로 사용하는 업체의 

채산성이 낮기 때문에 그 이상의 가격으로는 경제성이 없어서 적절한 가격형

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40 Mesh 이상의 가격은 외

국의 다소 높게 유지되어 국내와는 상당히 대조를 이룸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무분말 제품 생산시에는 수요에 따라 가격조정과 생산분말 입도 

분포조정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4.2 고무분말 제품별 외국 수출 가능성 조사 

  최근 외국의 고무분말 제품 가격은 <표 2-24>에 표시한 것과 같다. 각 분

말의 입도에 따라 유럽과 미국의 경우는 다소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유

럽의 경우는 16 Mesh이하의 경우에는 톤당 210,000원 정도로 유지되어 국내



- 75 -

의 가격과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톤당

364,000원 정도로 높게 유지됨을 알 수 있다. 또한 16∼30 Mesh까지는 미국의 

가격이 높게 유지되지만 30Mesh이상에서는 유럽의 가격이 더 높게 유지되어 

다소 차이를 보인다. 실제로 분말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보면 유럽의 가격분포

가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입도 크기에 따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이 특징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큰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한

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분말 입도가 작아짐에 따라 고부가 재활용품의 제조

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재활용 산업이 발달한 유럽의 

경우는 미세 분말에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0Mesh 이하의 고무분말에 대하여 유럽의 경우는 톤당 580,0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미국의 경우는 493,000원을 받을 수 있어서 톤당 100,000원 정

도의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수출을 할 경우에는 미세 분말의 경우는 유럽으

로 하는 것이 좋고 입도가 큰 경우는 미국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

다. 

  <표 2-25>는 해외 각 나라에 대한 선적비용을 나타낸 것으로 이를 기초로 

한국에서의 수출 단가를 계산하 다. 수출 포장 단위는 1톤Bag으로 하는 것으

로 하고 40ft크기의 콘테이너에 60톤이 선적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기초로 

선적단가를 계산하고 해와 각 지역에서의 입도별 고무 분말단가에서 선적단가

를 뺀 가격을 한국의 수출가격으로 하 다. 미국의 경우는 서부를 기준으로 

적용하 고 홍콩의 경우는 미국과 유럽가운데 저렴한 분말가격을 기준으로 하

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6 Mesh 이하 또는 16∼30 Mesh의 경우는   

<표 2-24>의 시중 예상가와 비교할 때 미국 수출이 경쟁력이 있으며 30∼

40Mesh, 40Mesh 이상의 경우는 독일과 국에서 수출 경쟁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미세분말인 30 Mesh이상의 경우는 유럽의 가격과 국내가격

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수출활로를 모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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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30 Mesh이하의 굵은 입도는 국내 수요가 많고 수출 가격과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주로 내수용으로 판매하는 것이 좋고 30 Mesh이상

은 유럽 수출을 통하여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2-25> 해외의 선적비용과 예상 수출단가 

      선적지

구 분
    독  일       국     미 국     홍  콩

Container

선적비용

($/40ft)

    2,000     1,600     1,200      580

톤당 선적비용

 ($/￦)
   33/46,200   26.7/37,300    20/28,000   9.7/13,500

 분말

 수출 

 가격

(천원

/톤)

 <16    163,800    172,700    336,000    196,500

 16∼30    243,800    252,700    372,000    276,500

 30∼40    453,800    462,700    422,000    436,500

 >40    533,800    542,700    465,000    479,500

   적  용   유럽가격    유럽가격    미국가격
   해외

  최저가격



제 3 장 폐타이어 고무분말을 이용한 시제품제조 및   

       결과분석

3.1 국내.외 고무분말 이용분야별 기술개발실험 및 견본품 물성분석

3.1.1 고무분말 특성

견본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16-30mesh분말은 국내의 KG사로부터 구입하

으며 -30mesh분말은 Holland의 Vredestein Rubber Resources사로부터 구입

하 다. KG사는 1mm, 2mm고무분말만을 생산하고 있었으며 0.5mm분말은 생

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었지만 수요가 따라주지 못하여 가동하지 못하

고 있었다. 16-30mesh고무분말은 1mm분말을 재차 가공함으로써 분말입도를 

거의 맞출 수 있었으며 구입한 분말을 체가름하여 측정한 분말입도는 다음 <

표 3-1>와 같다.

미세분말은 Vredestein Rubber사로부터 구입하 으며 분말의 입도는 동일하

지만 조성 성분비가 다른 2가지 종류의 분말을 구입하 다. 구입한 분말의 입

경분포는 아래 <표 3-2>과 같다.

입경분포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ASTM D 5644를 이용하 다. 분말의 종류는 

2가지를 구입하 으며 물성의 차이는 아래 <표 3-3>와 같다.

 상품번호 RNM 45는 고무성분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고급 고무분말로 분

류될 수 있으며 이를 -40mesh가 요구되는 제품의 대용품으로 사용하고 

RWM 45를 30-40mesh 고무분말 대용품으로 사용하 다. 실제로 이 고무분말

들은 30mesh 체에서 0.8%만이 남고 나머지는 통과하므로 거의 -40mesh분말



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표 3-1> 국내산 고무분말 입도분포

 체 크기  통과분 (%)

 16 mesh (1.13mm)   99.9

 30 mesh (0.535mm)   10.2

 45 mesh (0.323mm)    0.8

 60 mesh (0.221mm)    0.3

 <표 3-2> 수입 고무분말의 입경분포 

  체 크기  Sieve Analysis, % Retained

  30 mesh    0.8 max

  40 mesh   16.0 max

  50 mesh   52.0 max

  60 mesh   66.0 max

 100 mesh   85.0 max



<표 3-3> 수입분말의 화학적 특성

     검 사 항 목  RWM 45  RNM 45

 Acetone-extract, % ASTM D297  <17  <13

 Ashes, % ASTM D297  <10  <6

 Carbon black, % ASTM E1131  <35  31 ± 2

 Rubber content, % ASTM E1131  >47  56 ± 4

3.1.2 견본품 제조 및 물성분석

3.1.2.1 몰탈제품

G사는 방수, 방음, 단열 3가지 효과를 1회 시공으로 할 수 있는 몰탈을 개

발하 으며 시공성을 개선하여 프리믹스 타입으로 물에 섞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부착성이 우수하며 타 재료와도 시공이 가능하고 크랙(Crack)보수에

도 용이하게 사용 가능하다. 사용 범위는 건축물의 벽체, 바닥, 지붕 등 내,외

면에 사용이 가능하고 건물의 단열, 방음, 방수, 크랙 보수공사, 결로 및 박리

현상 방지공사, 차음벽체의 방음공사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몰탈제품 제조공

정은 비교적 간단하며 [그림 3-1]과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쇄된 고

무분말에 시멘트, 폐석분, 모래와 결합재, 혼화제 등을 섞어서 제조한다. 제품

의 특징은 재료중 폐자원의 재활용품을 많이 사용하 다는 점이다.



[그림 3-1] 몰탈제품 제조공정   

G사는 몰탈제품을 국립기술품질원과 공동으로 개발하 으며 특허를 출원하

다(발명의 명칭 : 건축물의 내.외면 피복재 및 그 제조방법, 특허 제 125601

호).  [그림 3-2]는 당 연구소에서 제공한 고무분말을 이용하여 제조한 표면 

방수용 몰탈이며 [그림 3-3]은 단열, 결로보완, 방음몰탈이다. 표면 방수용 몰

탈은 단열몰탈에 비하여 비교적 접착제를 더 많이 사용하여 재료 한쪽면에 접

착제가 얇은 층을 형성하도록 하 고 더욱 미세한 골재재료를 사용하여 기포

형성을 억제하 으며 단열몰탈과 달리 구성 성분중 결집 및 단열효과용 재료

는 포함되지 않았다. 상기 몰탈제품은 타 재료와의 부착성이 용이한 점을 이

용하여 아래 [그림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티로폴을 부착시켜 단열효과를 

높이기도 하며 [그림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티로플을 가운데 두고 양측



으로 판상의 몰탈을 부착시키고 미관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마감재를 미장

으로 발라서 처리하 다. 

 

[그림 3-2] 표면 방수용 몰탈



[그림 3-3] 단열, 결로보완,방음몰탈

[그림 3-4] 몰탈제품 (스트로플과 몰탈의 1면 결합제품) 

[그림 3-5] 몰탈제품 ( 스티로폴과 몰탈의 양면 결합제품)



내면의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벽지를 바를 수도 있고 간단히 페인트 도

장을 할 수도 있다. 당 연구소에서 공급한 고무분말과 기존의 분말을 사용하

여 제조한 제품을 비교하여 검토한 결과 여하한 차이점도 발견하지 못했다. 

고무분말 자체가 조성상 동일하며 다만 몰탈제품 생산시 고무 분말입도만 선

별하여 사용하면 된다. 고무분말을 사용한 몰탈제품의 고무분말, 혼화제, 그리

고 안료 물성분석 실험 결과는 아래 <표 3-4>과 같다. 

결과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방수성능에 대한 물성치인 흡수량은 KSF 

4716-92(시멘트계 바탕 바름재)기준치는 1.0g이하인데 결과치는 약 0.3g이었

고, 투수량은 KSF 4715-92(엷은 마무리 옹벽 바름재)의 기준치는 1.0cm이하

인데 투수량은 0.4cm이하 다. 강도에 대한 물성치인 압축강도는 약 88 

kgf/cm
2 
이었다. 부착강도는 표준상태에서 10.8 kgf/cm

2 
이었으며, 침수 후는 

4.6 kgf/cm2 (피착제 파괴)에서 피착체인 경량기포콘크리트(ALC 패널)가 파괴

되었다. 한국공업규격에 의하면 (KSF 4715-92 : 엷은 마무리 옹벽 바름재) 부

착강도의 기준값이 표준상태에서 5.0 kgf/cm
2 
이고, 침수 후는 3.0 kgf/cm

2 
이

상이다. 열전달에 대한 시험인 열전도율은 경량기포콘크리트(ALC 패널)에 도

포한 후 0.13 Kcal/m.h.
0
c로 나타났다. 촉진 내후성(ALC패널)에 대한 물성치는 

외관에서 변색이 일어났고, 색의 변화에 대한 색차(△E)는 약 8.2이었다. 온도

변화에 대한 저항성인 온냉 반복실험에서 벗겨짐, 잔갈림, 부풀음, 변색이 일

어나지 않았다.



<표 3-4> 고무분말을 이용한 몰탈제품 물성분석표

   시험항목   단 위           결   과   치

 비 중   -   1.02

 고형분   %   47

 흡수량   g   0.3

 투수량   cm   0.4

 압축강도  kgf/cm
2

  88

 부착

 강도

 표준

 상태
 kgf/cm2   10.8

 침수후  kgf/cm
2

  4.6 피착제 파괴

 열전도율  Kcal/mh
0
c   0.13

 촉진

 내후성

 외관   -   변색있슴

 색차

 (△E)
  -   8.2

 온냉 반복실험   -   이상없슴

 내충격성   -   이상없슴

 내산성   -   이상없슴

 내알칼리성   -   이상없슴

 촉진

 내후성

 색차

 (△E)
  -

노랑 녹색 적색 청색 하늘색 회색

0.79 1.91 1.20 0.80 1.27 1.04

3.1.2.2 방진고무패드



방진 고무패드는 기계설치시 기계 하부와 바닥 사이에 위치하는 패드로 방

진기능과 차음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한다. W사는 고무분말에 접착제

를 혼합하고, 고온에서 프레스로 성형하여 방진패드를 생산하고 있다. 접착제 

대 고무분말 사용량은 무게비로 하여 약 1 : 10 - 1 : 15정도이다. 주로 사용

하는 고무분말의 입도는 1mm와 2-3mm(Rubber chip)이다. 분말의 색깔이나 

철심의 함유 유무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섬유분은 결합제에 의한 분말의 

결합에 나쁜 향을 미치므로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방진패드 물성에 가장 중

요한 점은 Spring정수이며 여기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인자는 단면적과 

도이다. 

[그림 3-6]은 당 연구소에서 공급한 분말을 사용하여 제작한 방진패드 시작

품 사진이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닥과 접지하는 단면적을 비교적 크

게 설계하 으며 분말 도를 비교적 높게 한 제품이다. [그림 3-7]의 방진패드

는 단면적을 작게 설계하 으며 표면을 발포고무로 Coating한 제품이다. 



[그림 3-6] 방진 고무패드 시작품 사진(1)



[그림 3-7] 방진 고무패드 시작품 사진(2)

[그림 3-8]은 역시 표면을 발포고무로 Coating하 으며 단면적은 [그림 3-6]

의 경우와 같지만 재료가 당 연구소에서 공급한 분말과 Chip(2-3mm)을 섞어

서 제작한 시작품이다. [그림 3-7]과 [그림 3-8] 시작품의 도는 [그림 3-6]

의 시작품에 비하여 낮게 제작되었다. 

시작품의 물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Spring정수를 측정하 다. [그림 3-9], [그

림 3-10], 그리고 [그림 3-11]은 각각 [그림 3-6], [그림 3-7], [그림 3-8]의 시

작품에 대한 Spring정수를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 3-8] 방진 고무패드 시작품 사진(3)

[그림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하여준 하중과 변형은 Spring처럼 대체로 

비례함을 보여준다. 가하여준 하중에 비하여 비교적 변형량이 적은데, 이는 단

면적이 넓고, 도가 높게 설계된 이유에 기인한다. Spring정수에서 최적의 값

은 존재하지 않으며 설치될 기계의 특성(하중 및 진동)에 따라 적절한 Spring

정수 값을 가진 패드를 선정하면 된다. 너무 Spring정수 값이 높은 재료를 선

정하면 공진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림 3-10]은 가하여준 하중에 비하여 

변위가 쉽게 일어나며 하중과 변위는 서로 비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는 

도가 낮고 단면적이 작으며 표면을 발포고무로 Coating하 기 때문이다. 

[그림 3-11]은 하중-변위 그라프에서 [그림 3-9]와 [그림 3-10]의 중간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는 도가 낮고 표면을 발포고무로 Coating하 지만 단면적이 

[그림 3-9]와 같이 크게 설계하 기 때문이다. 제품에는 접합제가 포함되어 있



기 때문에 프레스기에서 성형시 분말과 프레스기 형틀사이에서 제품과 형틀이 

서로 들러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형제를 사용하 다.    

[그림 3-9] 하중-변위 그라프([그림 3-6] 견본품)

[그림 3-10] 하중-변위 그라프([그림 3-7] 시작품)



[그림 3-11] 하중-변위 그라프([그림 3-8] 시작품)



3.1.2.3. 고무 아스팔트

폐타이어 고무분말의 대량 사용처는 토목분야이다. 고무아스팔트는 1980년

대 초 McDonald공법이 실용화된 후 활발히 보급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주로 

덧씌우기 공사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Y사는 미국 VSS/ISS회사로부터 고무

아스팔트(CRM) 제조기술을 이전받아 필요한 장비를 도입하고 1997년 8월 홍

성소재 지방도 619호선 1km구간에 시험포장을 하 으며 9월에 남해고속도로 

2km구간에서 시험포장을 한바있다. 

McDonald공법은 고무아스팔트 기술중 습식공정에 해당되며 고무와 아스팔

트를 혼합 가열하여 아스팔트 바인더의 품질을 개선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조공정은 간단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아스팔트를 가열하고 여기에 고무

분말을 첨가한 다음 혼합기에서 고무분말이 아스팔트에 균일하게 분산될 수 

있게 교반한다. 저장 탱크로 옮겨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항온조에서 고무

가 아스팔트 성분중 Aromatic Oil을 흡수하여 팽윤현상을 일으키면서 고무의 

일부가 아스팔트에 녹으면서 점도가 높고 끈적끈적하며 탄성이 큰 접합제를 

생산한다. 고무아스팔트를 특수펌프를 이용하여 아스콘 플랜트의 혼합기로 이

송한 다음 골재와 혼합하여 고무아스팔트를 생산한다. 고무아스팔트 포설은 

기존의 아스팔트와 동일하나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ㅇ 기존의 공

정에 비하여 혼합공정이 추가된다, ㅇ 공정 온도가 기존공법에 비하여 높게 

유지되어야한다(교반, 포설, 전압). 포설시 온도가 섭씨 120도 이상이 되어야하

며 포설직후 전압을 하여야하는데 이는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 아스콘의 점도

가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이다, ㅇ 고무아스팔트를 처리하는 모든 장비 표면이 

석유화학제품의 것을 피하여야하는데 이는 고무아스팔트가 끈적끈적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석유로부터 만들어진 제품과 반응하기 때문이다. ㅇ 전압시 타



이어 롤라는 피하여야한다. 전압후 개방시 자동차 타이어에 고무아스팔트가 

들러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표면에 단위 평방미터당 약 1.5kg의 모래

를 살포하는 것이 좋다.

고무아스팔트의 장점을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ㅇ 고무아스팔트의 

원료가 되는 폐타이어에는 내산화제가 포함되어있어 아스팔트가 노화되는 속

도를 늦추어준다. ㅇ 고무아스팔트는 기존의 아스팔트에 비하여 온도변화 따

르는 점도변화가 적다. 겨울철에는 고무아스팔트가 기존 아스팔트에 비하여 

부드러워 지므로 균열 발생이 감소하며,  여름철에는 상대적으로 점도가 증가

하므로 소성변형을 억제하여 준다. 아울러 고무아스팔트의 특징인 탄성이 증

가하는 것도 도로의 변형과 균열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ㅇ 고무아스

팔트는 기존 아스팔트에 비하여 접착력이 크기 때문에 골재와의 결합력이 우

수하여 내변형성이 증가한다. ㅇ 고무아스팔트의 또 다른 특징은 타이어와의 

접지시 발생하는 소음이 감소하는데 있다. 미국 아리조나주 피닉스시에서 열

린 고무아스팔트 소음연구발표회에서 Western Technology사는 10db의 소움

이 감소하 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ㅇ 고무아스팔트는 주로 덧씌우

기 공사에 적용되고 있다. 기존의 아스팔트에 비하여 고무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단가가 비싸지만 시공시 포장두께가 기존 공법에 비하여 얇고 품질이 우

수하므로 상대적으로 시공비가 비싼 것은 아니다. 또한 부가적으로 폐타이어

를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Y사는 충남 예산군 대흥에서 광시간 연결도로인 지방도 619호선중 1km구

간에서 시험포장을 하 다. 2차선 도로이며 폭은 6m이고, 포장 두께는 3cm 

길이 400m(Gap-graded), 4cm 길이 300m(Gap-graded), 3cm 길이 

300m(Open-graded)이었다. [그림 3-12]는 덧씌우기 공사하기전 도로의 균열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이다.



[그림 3-12] 덧씌우기 공사전 도로의 균열사진

다음 [그림 3-13]은 고무아스팔트와의 접착력을 좋게 하기 위하여 덧씌우기 

공사를 할 도로 표면에 아스팔트를 Spray한 사진이다. 기존의 공사와 달리 급

속 경화성 유화AP를 사용하지 않고 AP-3를 분무하 다. 





[그림 3-13] 덧씌우기 공사전 도로표면에 아스팔트를 살포한 사진

[그림 3-14]는 균열에 의하여 도로가 패인 현장을 확대하여 촬 한 사진이다. 고

무 아스팔

트를 생산

하기 위하

여 아스팔

트와 고무

분말을 교

반하는 설

비와 교반

된 이들 

물질을 일

정한 온도

가 유지된 상태에서 반응시키는 반응기가 필요하다. 반응기는 기계적인 교반장치가 

부착되어 고무분말이 아스팔트 내에서 균일하게 분산되도록 하여야하며 반응기내 

일부 부위의 온도가 높아 개질 접합재가 "Burn또는 Coke"되는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사용되는 고무분말 



[그림 3-14] 덧씌우기 공사전 기존도로의 패인현장 확대 사진



입도는 고무아스팔트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여기에서는 #200체 통과 0-5%, 

#50체 통과 0-20%, #30체 통과 25-60%, #16체 통과 70-100%, #10체 통과 

100%(대략 16-30mesh범위) 분말을 사용하 다. [그림 3-15]는 고무아스팔트 

혼합 및 반응공정을 나타내는 그림이며 [그림 3-16]은 혼합설비 사진이다.  

 [그림 3-17]은 고무아스팔트 반응기 사진이다.  교반기로부터 고무분말과 

혼합된 아스팔트를 공급받아 적정온도와 정해준 시간동안 반응을 시키는 장치

이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개조가 동시에 연동으로 작동하며 시간당 

24,000 리터의 고무아스팔트 Binder를 처리할 수 있다. 

[그림 3-15] 습식공정의 개략도



[그림 3-18]은 고무아스팔트를 생산하고있는 현장 사진이다. 혼합기와 반응

기는 이동이 가능하며 기존의 아스콘 플랜트 시설 옆에 설치하여 고무아스팔

트가 생산되는 대로 기존의 아스콘 플랜트에서 골재와 교반하여 고무 아스팔

트콘크리트를 생산할 수 있다.  

[그림 3-19]는 고무 아스팔트콘크리트를 생산하는 현장사진이다. 아스팔트대

신 고무아스팔트를 결합재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면 기존의 아스팔트콘크리

트를 생산하는 공정과 동일하다. 아스콘 플랜트의 혼합기에서 골재와 혼합된 

고무아스팔트콘크리트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혼합기 밑 배출구가 열리면

서 트럭에 그대로 상차된다. [그림 3-20]과 [그림 3-21]은 고무 아스팔트콘크

리트를 포설하는 사진이다. 기존의 방법과 동일하나 전술한 바와 같이 전압시 

타이어로라는 사용할 수 없다. 

[그림 3-16] 고무분말과 아스팔트 혼합설비



[그림 3-17] 고무 아스팔트 반응기



[그림 3-18] 고무아스팔트를 생산하는 현장 사진 



     [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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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그림 3-20] 고무 아스팔트콘크리트를 포설하는 사진(1)

[그림 3-21] 고무 아스팔트콘크리트를 포설하는 사진(2)



3.1.2.4. 바라스트 매트

D사는 각종 고무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생산제품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전동용 벨트, 운반용 벨트, 자동차용 방진고무, 자동차용 실링제, 기타 차량

용 고무부품, 농업기계용 고무부품, 토목 및 건축용 고무부품(고무댐, 루핑 

Sheet, Wall Fender, Rubber Tile, 수팽윤 고무지수판, Rubber Chute), 해양용 

고무부품(Rubber Fender, Suction Hose, Sleeve Hose), 철도 및 도로용 고무

부품(Starflex, 철도 방진재, 교량지지용 탄성받침, Ballast Mat), 산업용 고무

부품, 열가소성고무. 철도용 Ballast Mat는 앞으로 대량수요가 예상되고 제조

시 타이어고무분말이 상당량 소요되므로 견본품을 제작하여 보았다. Ballast 

Mat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고무분말, 천연고무, 황, 가류 촉진제, 재생고무, 

그리고 카본블랙이다. Mat자체의 크기는 약 1m x 2m x 25t정도이며 하나당 

무게는 약 60-65kg정도이다. 고무분말이 제품에서 차지하는 무게비는 약 40%

가 조금 넘는 정도이다. 종래는 분말 입경이 약1-2mm정도인 분말을 사용하

으나 당 연구소에서 공급한 분말은 입경이 작으므로 작업성이 우수하 으나 

비표면적 증가에 따라 Binder량이 증가하 다. 저강도 제품에서 입경 차이에 

따른 물성변화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아래 [그림 3-22]는 견본품으로 제

작한 Ballast Mat사진이다.

현재 국내에는 <표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속철도용 방진방음매트 규

격이 있으며, 여기에 시험조건도 같이 기술하 다. 바라스트 매트 제작업체는 

ISO 9001의 품질기준과 고속철도 관리공단의 품질기준에 맞는 생산 설비를 

갖추어야하며 매트 제작설비에 대하여 사전에 공단의 심사를 받아야한다. 또

한 제조업체는 바라스트 매트 제작에 소요되는 재료 및 제품의 품질을 검사할 

수 있는 시험 및 검사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품질관리실을 설치 운 하고 적정



인원을 배치하여야한다. 제조업체는 매트를 보관할 수 있는 적하장 및 운반장

비(설비)를 갖추어야한다. 한편 매트의 외관 및 재질에 관하여는 다음의 조건

을 만족하여야 한다. 매트의 표면에 균열 및 주름이 없어야한다. 매트는 전 부

분이 일정한 두께로 제작되어야 하고 모든 부분의 재질이 균질하여야 하며 외

관 조직뿐 아니라 내부 절단면의 조직이 균질하여야 한다. 매트 형상은 휨, 굴

곡, 비틀림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평활한 면에 놓았을 때 평면을 유지하

여야한다. 

[그림 3-22] Ballast Mat 견본품 사진

<표 3-5>에서의 시험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스프링 

정수 시험은 KSM 6604(방진고무 시험방법)의 스프링 정수 시험방법에 따르

되 매분 1mm의 압축 속도로 시험편을 2회 예비 압축 후 3번째 하중-변위 곡



선으로부터 다음 식에 의해 스프링 정수를 측정한다.

K =
p 2- p 1

δ(p 2)-δ(p 1)

여기에서 K는 스프링 정수(kg/cm)이며, p2 는 상한하중이며 p1은 하한하중

이다. δ(p1), δ(p2)는 하중 p1, p2 에서의 변위를 나타낸다.  인장강도 및 신장

율 시험은 KSM6518의 인장시험에 의하여 노화전 및 노화후의 인장시험을 실

시하고 인장강도, 신장율 및 인장응력을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다. 

인장강도 : Tb = Fb/A

신장율 : Eb = (L1-L0)/L0 x 100

인장응력 : Mn = Fn/A

상기 식에서 Tb는 인장강도(kg/cm2), Fb는 최대하중(kg), A는 시험편 단면

적(cm
2
), Eb는 신장율(%), L은 표선거리, L1은 절단될 때의 표선 사이의 길이

(mm), Mn은 인장응력(kg/cm
2
), Fn은 특정한 신장율(%)에서의 하중(kg)을 나

타낸다. 인열강도 시험은 KSM 6518의 인열 시험방법에 따르며 인열강도는 

다음 식에 의해 구한다.

Tr=
F
t

여기에서 Tr은 인열강도(kg/cm), F는 최대하중(kg), t는 시험편의 두께(mm)

를 나타낸다. 내수시험은 KSM 6518의 침지 시험방법에 따르되 시험편을 섭

씨 23 ±2도의 물속에 96시간 담근 후 제16조의 인장강도시험 및 신장율 시험

을 실시한다. 피로강도시험은 KSM 6675 방진고무용 고무재료의 피로시험방

법에 따르되 다음 <표 3-6>의 조건으로 시험을 실시한 후 시험편을 꺼내 30

분후 시험편 두께를 측정하여 최대 격차율을 구한다. 참고로 매트의 내구연한

은 40년 이상이어야 하며 품질보증 기간은 매트 부설일로부터 10년이다. 



<표 3-5> 고속철도용 방진 방음매트 품질기준표

 시험항목  단위
 현 고속철도

 규격
  비고(시험조건)

 인장

 강도

 노화전  kg/cm2  25이상 

 1. 노화조건

   섭씨 70도 x 96hr

 2. 스프링정수(정적)

   1kg/cm2 

   - 4kg/cm2

   시편크기 :

   100 x 100mm

 3. 내수시험

   실온 x 96hr

 노화후  %
 노화전 값의 +25, 

-10

 신장율

 노화전  %  100이상

 노화후  %
 노화전 값의 -20, 

0

 인열

 강도

 노화전  kg/cm2  10이상

 노화후  %
 노화전 값의

 +25, -10

 내수

 시험

 흡수율  %  1.5이하

 인장강도  %
 침수전 값의

 ±10 이내

 신장율  %
 침수전 값의

 ±10 이내

 피로

 강도

 외관  -
 외관의 변화

 주름, 균열없음

 격차  mm  1.5이하

 압축 구줄음율  %  25이하

 스프링

 정수

 정적  -
 4 5 0 0 ± 1 0 0 0 

kg/cm

 동적  N/mm3  -

 오존실험  -  -  400c x 50pphm x 4hr

 내마모

 성

 실험

 외관  -  -
 50Hz, 200시간

 -2.5kN에서 +42.5kN

 의 수직하중

 두께  %  -

 정 적스프  

   링정수
 N/mm

3  -

 제품노

 화실험

 정적스프

 링정수
 N/mm3  -

 5Hz, 5000Cycle

 0.05MPa 에서

 0.15MPa 수직하중



   

<표 3-6> 피로강도 시험

 항 목   단  위   조  건

 예비압축   mm   4

 진 폭   mm   ±2

 진동수  회/분   300±10

 반복회수  회  1 x 10
6

 시험온도  섭씨(C)  20 + 10 (0)

견본품으로 제작한 매트[그림 3-22]에 대하여 인장강도를 시험하여 보았으

며 결과는 아래 <표 3-7>와 같다. 고속철도규격에서 25 kg/cm
2
을 요구하고 

있는데 비하여 견본품은 63 kg/cm2으로 규격을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럽의 고속철도에서는 현행 국내의 규격에 비하여 더욱 엄격한 규격을 요구

하고 있는데 이를 만족하기 위하여는 고무의 배합설계와 사용되는 재료의 품

질이 더욱 향상되어야한다. 



<표 3-7> 매트 견본품에 대한 인장강도 시험결과

시료

번호

Stress at

Max.Load

(Kg/cm
2
)

Strain at

Max. 

Load(%)

Stress at

5%

(Kg/cm
2
)

Stress at

10%

(Kg/cm
2
)

Stress at

20%

(Kg/cm
2
)

Stress at

100%

(Kg/cm
2
)

  1  61.87  189.4   4.327   6.723   9.993  30.67

  2  66.25  214.8   3.392   6.036   8.816  28.65

  3  68.90  218.0  11.040  12.400  15.060  35.50

  4  63.20  255.0  12.500  13.360  15.110  32.10

  5  61.59  238.3  12.590  13.430  15.090  32.47

  6  59.53  229.5  12.670  13.490  15.140  32.62

평균  63.56  224.2   9.421  10.910  13.200  32.00

표준

편차
  3.43   22.4   4.360   3.536   2.966   2.27

최소  59.53  189.4   3.392   6.036   8.816  28.65

최대  68.90  255.0  12.670  13.490  15.140  35.50

3.1.2.5. 폐타이어 고무분말의 첨가량이 고무제품 물성에 미치는 향

  폐타이어 고무분말을 첨가가 제품물성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으며 실험

목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ㅇ 각종 원료고무를 기초로 한 배합에 고무분말을 첨가, 변량하여 그에 따른 

고무제품의 가공성, 물성을 조사, 



ㅇ 고무분말의 고무제품에 대한 활용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고무분말 첨가 

가능량을 조사, 

ㅇ 산업분야에 고무분말 응용성을 검토. 향후 폐자원 재활용의 방향설정과 적

용가능성 검토하는데 있다.

  실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ㅇ 4가지 원료고무(NR/SBR, NBR, EPDM, CR)를 선정. 종류별로 고무분말 

첨가량을 변화시키면서 작업성 및 물성을 조사

ㅇ 고무분말 변량범위 : 0 - 200 PHR

ㅇ 특성조사 항목 : 가공작업성, 흐름성, 가황 Torque특성, 경도, 비중, 인장강

도, 신장율, 인열강도, 압축 구줄음율 실험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고무분말 혼합량이 많아질수록 배합물의 Roll에 대한 Tack성이 떨어졌으

며, 20-40 PHR이상 혼합이 되면 혼련작업은 가능하지만 Tack특성이 저하되

어 작업성이 좋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경우 100PHR이상이 혼입되면 작업이 

어려웠다. Base고무종류 및 기본배합제의 특성에 따라 작업성의 향은 다소 

차이가 생겼으며 고무분말이 들어가지 않은 고무 배합물중에는 초기 작업성이 

좋지 않았던 경우에 소량의 고무분말이 들어가므로 오히려 약간 작업성이 좋

아지는 경우도 있었다. Roll작업성 및 혼련 기공성을 고려하면 고무분말을 

20-30 PHR정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고무분말을 혼입함에 따라 점도

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 으며 배합물 가황곡선 Torque값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 다. 고무종류별로 고무분말을 첨가함에 따른 향은 다음과 같다. 



<표 3-8> NR/SBR을 Base Rubber로 한 경우 고무배합물의 특성

기본배합  W-1  W-2  W-3  W-4

 고무분말(PHR)   -   20   50   70  100

 Roll작업성  양호  양호 좋지않음 좋지않음 작업어려움

 Torque변화        → 낮아짐 

 제품형태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Hardness   54   54   54   54   54

 인장강도(Kgf/cm2)  124  105   90   87   86

 Elongation(%)  480  420  370  350  330

 인열강도(Kgf/cm)   34   28   27   27   27

 Compression(%)   20   21   20   22   23

<표 3-9> NR/SBR을 Base Rubber로 한 경우 고무배합물의 특성

기본배합  NW-1  NW-2  NW-3  NW-4

 고무분말(PHR)   -   20   50   70  100

 Roll작업성   양호   양호  좋지않음 좋지않음 작업어려움

 Torque변화      → 낮아짐

 제품형태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Hardness   60   60   60   60   61

 인장강도(Kgf/cm
2
)  118   81   61   54   48

 Elongation(%)  440  350  290  270  250

 인열강도(Kgf/cm)   84   56   41   38   32

 Compression(%)   19   19   20   25   26



<표 3-10> EPDM을 Base Rubber로 한 경우 고무배합물의 특성

기본배합  EW-1  EW-2  EW-3  EW-4

 고무분말(PHR)   -   40  100  150  200

 Roll작업성  양호  양호 좋지않음 좋지않음 작업어려움

 Torque변화        → 낮아짐 

 제품형태  양호  양호 표면거침 표면거침 표면거침

 Hardness   47   49   51   53   55

 인장강도(Kgf/cm2)  110   48   42   40   42

 Elongation(%)  440  290  240  230  210

 인열강도(Kgf/cm)   33   28   28   27   23

 Compression(%)   23   27   35   35   44

<표 3-11> CR을 Base Rubber로 한 경우 고무배합물의 특성

기본배합  CW-1  CW-2  CW-3  CW-4

 고무분말(PHR)   -   20   50   70  100

 Roll작업성   양호   양호  좋지않음 좋지않음 작업어려움

 Torque변화      → 낮아짐

 제품형태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Hardness   50   51   53   54   55

 인장강도(Kgf/cm
2
)  118  118  117  107  106

 Elongation(%)  370  370  370  340  340

 인열강도(Kgf/cm)   31   23   23   25   24

 Compression(%)   23   22   18   19   21



  이상과 같은 실험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ㅇ 고무분말의 성분을 정확히 알 수 있으면 그 성분과 상용성이 우수한 고무

를 Base Rubber로 선정할 수 있으며 , 여기에 고무분말을 배합하면 우수한 

물성을 갖는 고무제품 제조가 가능

ㅇ 적정한 양의 고무분말을 배합하면 외관 및 제품의 물성이 우수한 배합설계

가 가능

ㅇ NR/SBR, CR계 시스템이 비교적 우수한 특성을 보임

ㅇ 고무분말 함량이 50 PHR이 되면 배합시 작업성이 떨어지나, 첨가제를 조

정하면 작업성 개선이 가능

ㅇ 기본 고무배합 시스템의 Recipe를 적절히 조절하면 단가를 낮추면서 물성

이 우수한 제품의 제조가 가능

ㅇ Spec을 미리 정하고 고무분말 함량 및 배합조성비를 조정하면 각종 산업

제품, 기계제품, 정  전자제품의 부품소재로 사용이 가능.

3.1.3. 향후 기술전망

  폐타이어 고무분말을 이용한 고무관련 제품 시장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성

장하는 시기에 있다. 국내 고무분말을 이용한 제품 중에서 단열몰탈의 경우 

국내 및 중국에서의 시장규모가 급격히 커지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

망이고 바라스트 매트는 국내에서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고

무분말을 이용한 각종 보도블럭의 경우 국내에서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

으며 주로 야외에 사용되기 때문에 햇볕에 의한 노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효과

적인 Anti-aging agent와 값이 종래의 결합재에 비하여 저렴하고 품질이 보장

되는 결합재의 개발 또는 구입이 제품의 시장성을 확대하는데 필요하다. 고무



아스팔트의 경우 특히 미국에서 도로의 덧씌우기 공사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추적조사의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현재는 시험포장의 수준에 

있지만 조만간 본격적으로 이용되리라 전망된다. 고무아스팔트는 Wet 공법인 

McDonald공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아스팔트와 고무분말이 적절히 녹아서 혼

합되는 기술이 매우 중요하며 아스팔트를 생산하는 원유의 원산지에 따라 아

스팔트의 구성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고무아스팔트 제조시 유변학적인 측면에

서 화학적인 고려가 필수적이다. 고무-플라스틱 혼합재는 새로이 개발되는 분

야중 하나이며 장래 성장성이 있는 분야이고[Mike Hefferman, 1993; 

Nishibori Setsuo, 1993; Kobayashi Yukio, 1993; Hirata Yasushi, 1993] 국내

에는 아직 본격적으로 Running track등 Sport surface제품의 개발이 느리지만 

장래성있는 분야로 사료된다.

  국립기술품질원에서 폐고무를 사용하여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을 원료

의 50%이상 폐고무를 사용한 제품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미세고무 분말을 이

용하여 결합재와 혼합하여 고온 고압에서 성형하는 제품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 경우 고무분말만으로 적절한 인장강도를 얻을 수 있다.

  세계적으로 합성고무의 탈황, 고무분말 표면 개질기술이 고무분말시장을 크

게 변혁할 수 있는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 분야에 좀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표면개질을 한 고무분말은 결합재없이 

고무분말만으로 고온 고압하에서 성형할 수 있으며 다른 고무와 혼합하여 가

황시 타고무와 고무분말 계면에서의 가교결합이 더욱 튼튼히 형성되는 것을 

도와준다.



제 4장 폐타이어 재활용정책 및 재활용업체 

       수혜방안

4.1 국내.외 폐타이어 재활용 정책 및 지원제도 비교분석

4.1.1 재활용 체제 분석

4.1.1.1 이상적인 폐기물 처리대책과 폐타이어 고무분말 활용

  폐기물은 인간의 생산 및 소비 활동을 통하여 배출되는 불가피한 산물로서 

인류가 존재하는 한 폐기물과의 전쟁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발생하는 폐기물

을 어떤 절차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 중요한 문

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정부, 제품 생산자, 소비자로 볼 수 있으며 각각의 역할

이 잘 조화를 이룰 때 적절한 폐기물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폐기물은 일반 생산 제품과는 다르기 때문에 경제 논리를 앞세워 추진할 경

우 자칫하면 폐기물을 처리하기보다는 또 다른 폐기물을 양산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그렇다고 폐기물 처리에 전혀 경제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다소 처리상 경제성이 낮더라도 효율적인 처리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므로 폐기물의 처리는 정부가 폐기물 처리에 대한 Guideline이나 제반 

규정 혹은 법률을 정부가 제시함으로서 폐기물 처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

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폐기물 처리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다. 첫째로 생산 및 소비현장에서 폐기물의 배출을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우선책이며 둘째로 일단 배출된 폐기물에 대해서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차선책이 될 수 있다. 셋째로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에 

대해서 최종 처리를 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 원칙이 지켜질 때 자원활

용과 환경보존이라는 두 개의 공동목표를 충족시킬 수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원칙을 전제로 두고 폐기물 정

책을 추진하여야 환경문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활용은 극대화

할 수가 있다. 

  이런 원칙에서 볼 때 가연성 폐기물의 처리도 예외일 수는 없으며 특히 가

연성 고분자 폐기물가운데 폐타이어는 폐플라스틱과는 달리 분리수거의 문제

가 없고 종류에 따라 고분자 성분은 다소 다르지만 고무라는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어서 자원의 재활용이 용이한 폐기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폐타이어

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우선 순위는 재생타이어로 활용하거나 폐타이어로 수출

하는 방안이 우선이며 다음이 고무분말로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종

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매립은 

국토가 좁고 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국내 여건상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된

다. 현재 국내에서 폐타이어 처리율이 신장하고 있는 분야는 폐타이어의 시멘

트 킬른 사용이나 건류 소각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경향은 최근의 에너지

가격상승으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그 동안 누적된 폐타이어

를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활로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정책에서 고려해야할 두 가지가 있

다. 첫째는 폐기물 처리에 따른 2차 환경문제 유발의 가능성이다. 폐타이어를 

시멘트 킬른에 연료로 사용한 경우는 타이어 중에 가황제로 사용된 유황분이 

연소과정에서 아황산가스를 배출되더라도 석회석과 반응하여 석고로 전환되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이에 따라 쌍용시멘트는 월공장을 

개조하여 폐타이어 연소설비를 도입하 다. 향후 동해공장에도 도입할 예정에 

있으며 다른 시멘트 회사들도 도입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의 시멘트공장에서 폐타이어를 연료로 사용할 시 팽창

의 문제, 엄격한 환경규정, 계속적인 배출문제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로 인하여 

소송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Internet Home Page : http://www. 

unitedtire.com/utrinfo.htm) 이로 인하여 시멘트 킬른에 사용되는 연료가 급격

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폐타이어를 적정량 이

상으로 연료로 사용할 경우 시멘트 질의 저하도 우려된다. 

  건류 소각의 경우는 환경부에서 사용승인은 하고 있지만 폐타이어 중에

1.5% 정도 들어있는 유황분의 연소로 인하여 아황산가스 배출 농도가 규제치

보다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서 후처리 설비의 가동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둘째는 자원의 재활용 측면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폐타이어는 앞서 언급한 

대로 고무 원료로 재활용 하거나 고무적인 성질을 그대로 활용 가능한 자원으

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좋은 특성을 갖고 있는 폐타이어를 연료로 사용

하는 것은 자원이 효용가치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문

제는 현재 국내의 폐타이어 고무분말의 재활용 시장구조 및 가격형성이다. 구

체적으로 고부가상품 생산을 위한 폐타이어 고무분말의 사용이 고무분말 사용

의 견인차 역할을 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데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폐타

이어가 폐기물 처리의 최종 단계인 연료활용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이런 폐타이어 처리구조가 굳어질 경우 폐타이어의 자원 재활

용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후퇴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참고로 최근 외국에서

는 폐타이어를 이용한 고무분말 활용기술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고부가 

상품이 개발로 자원 재활용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유럽의 폐

타이어 고무분말 시장이 사양화되지 않고 일정한 처리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현재 문제시되는 폐타이어의 대량 처

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한 방향으로 치우친 처리구조로 굳어지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는 처리구조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현재까지 국내 폐타이어 고무분말의 시장구조는 정착되지 못하 고 

과거에 시장기반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소기업이 폐타이어 고무분말 사

업에 투자했다가 수익을 얻지 못하고 도산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무아스팔트 사업이나 건축 단열 마감재 사업, 재생고무 사업으로 고무분말

의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새로운 고부가 상품의 개발로 고무분말의 시장

에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이다.     

  참고로 [그림 4-1]은 자원 재활용을 전제로 한 폐기물 처리의 계통도로 

Product System Life Cycle이다. 어떤 폐기물이든지 이와 같은 계통도를 거쳐

서 최종 처리에 이르게 된다. 원료물질로부터 중간 원료 물질로 다시 최종 생

산물로 발생되고 이 과정에서 폐기물이 발생하게 되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폐

기물은 최종 다섯 번째 단계인폐기물 처리단계에 이른다. 

  여기에서 4단계인 최종 생산물 소비단계까지는 자원 소비단계에 속하고 각 

단계마다 공해방지 전략 즉 정책이 개입하여 자원소비를 억제한다. 또한 각 4

단계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도 각 단계마다 공해방지 전략 즉 정책이 개입하여 

폐기물의 배출을 억제한다.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배출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 

역경로 구축 시스템에서 재활용 전략(정책)에 따라 시장에 다시 배출하고 이 

생성물은 다시 수요자에게 되돌아간다. 재활용 전략(정책)에서 폐기물로 선정

된 폐기물은 최종 처리로 유입된다. [Donal A. Fuller, 1996]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단계에서 4단계 까지의 배출된 폐기물이 5단계의 폐

기물 관리시스템에 의하여 구분이 이루어지고 최종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며 또한 각 단계마다 Polution Prevention(PP) Strategy가 개입한다는 점이다. 



[그림 4-1] 일반적인 생산계 생활환(Product System Life Cycle)의 5단계

  이와 같이 생산품에서 폐기물이 발생하기까지 각 단계마다 확인 정책이 필

요하고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이를 총괄하는 Waste Management Network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폐기물 관리의 경제성 차원이 아닌 국가의 자

원 및 환경차원의 폐기물관리 체제로 볼 수 있다.  [그림 4-2]는 5단계에서 발



생한 폐기물을 역유통구조 즉 생산품이 소비자에게서 발생하여 매립으로 가는 

구조와는 다른 재생으로 가는 구조 즉 역구조단계로 5단계의 이상적인 처리유

통 경로를 나타낸 결과이다. 

  유통구조는 3단계로 분류되는데 일단 소비자에게서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 

발생하면 폐기물관리 Network으로 유입이 되고 이는 다시 생산회사나 재활용

회사로 흘러가게 된다. 이는 시장 Process에 의하여 흘러가도록 되어 있으며 

경제성보다도 정책에 의하여 흘러가는 시장 Process로 보아야 한다.

 [그림 4-2] 폐기물재생을 위한 역유통 구축구조(Reverse  Channel Networks)



 이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재생을 위한 Reverse Channel 구조이다. 소비자에

게서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발생 위치에 따라 대략 다섯 가

지의 수집 단계를 거쳐 생산회사의 원료로 또는 제품으로 되돌아간다.

  다섯 종류의 수집 및 처리구조는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재활용을 위하여 각 

기능을 갖고 있다. 맨 위의 점선으로 된 부분은 대량 재활용 폐기물의 발생처

를 의미하며 여기에서 발생한 재활용 폐기물은 하부의 네 개의 처리, 수집구

조로 이동하거나 직접 생산회사로 연결된다. 여기에서 대량 폐기물 발생처는 

분리수거가 가능한 장소를 의미한다. 

  두 번째의 Corporate-Integrated Network은 특정한 단일 품목의 재활용 폐

기물을 수집망을 이용하여 분리 수거하여 이윤을 남기는 회사로 소비자에게서 

또는 대량 발생처에서 수집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하부의 현장 잡다한 분리, 

수집가로부터 재활용 폐기물을 인수하여 생산회사로 직접 연결하는 역할을 한

다. 이 경우는 생산회사가 수집회사를 겸하는 경우가 많으며 국내 폐타이어의 

수거 및 처리에 관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된다. 

  다음 세 번째가 현장을 돌면서 재활용 폐기물을 수집하는 최하부 구조이다. 

여기에서는 대부분의 재활용 폐기물을 관리하며 상하의 특정 단일 재활용 폐

기물 업자에게 인계하거나 특정한 폐기물을 여러 종류로 재생, 중간 생성물을  

만드는 구조로 보낸다.

  다음 네 번째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한 여러 종류의 폐기물 수거 

운 하는 체계이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자신들이 제조한 생산품을 그대로 회수하거나 바꾸

어주기 위하여 움직이는 처리구조이다. 즉 프린터 및 복사기 토너를 회수하거

나 바꾸어 주는 재생회사가 여기에 속한다. 독일에서는 폐타이어의 경우도 이

와 같이 운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는 폐타이어 수거 처리비를 청구하지 않

는다.



  최종적으로 수거된 재활용 폐기물을 받아서 본래의 생성물의 원료로 되돌리

거나 재활용품을 만드는 회사로 Recycle 한다. 한국자원재생공사의 폐타이어 

고무분말 제조는 폐타이어를 이용하여 고무분말로 제조하여 고무원료로 되돌

리거나 재활용품 제조회사에 공급함으로서 소비자에게서 발생한 폐타이어가 

다시 소비자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생산품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시스템으로 보

아야 한다. 

  현재 국내의 수거, 처리구조로서는 대한타이어공업협회가 지정한 수거업체

에서 수거한 폐타이어를 인계받아서 고무분말을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가게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자체의 수거망을 이용하여 폐타이어를 수

집하여 고무분말을 생산할 경우는 Corporate-Integrated Network을 겸하는 방

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4.1.1.2 국내의 폐타이어 처리회수 체계

  국내 폐타이어의 회수 및 처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한타이어공업

협회가 국내 타이어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전국에 22

개의 수거 업체를 관리 처리하고 있다. 수거업체는 대한타이어공업협회로부터 

일정한 수거비용을 받고 자가 이용 및 재활용업체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협회가 지정한 수거업체들은 필요한 인력과 차량들을 확보하고 있으며  

430 여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연간 2,000만개의 폐타이어를 수거할 수가 있다. 

전국적으로 5개 지역별 수거능력은 경인, 강원지역 690만개, 대전, 충청지역 

270만개, 대구, 경북 지역 198만개, 부산, 경남지역 522만개, 광주, 호남지역은 

261만개이다. 폐타이어를 집하할 수 있는 전체 면적은 4만평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각 지역에서 발생한 폐타이어의 양은 각 지역의 자동차 보유비율로 볼 



수 있다. 경인 지역의 폐타이어 발생량은 자동차 보유대수를 기준으로 할 때 

전체 발생량의 47% 정도가 되어 900만개 이상의 폐타이어 처리 시설이 경인 

지역에 설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4.1.1.3 국내의 재활용정책 및 폐타이어 처리비

  산업자원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자원재활용 촉진 방안을 보면 폐기물을 자원

순환적 산업 기반 구축을 통한 자원 재활용 원료를  재순환하는 것이 핵심 내

용이다.  그 추진방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재활용시설 설치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기술자금, 산업기반

기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및 환경개선 특별회계 등의 재활용산업에



의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재활용 폐자원 수집 사업자 및 재활용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나. 재활용제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인식의 재고를 위하여 재활용 제품의 

품질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재활용제품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를 강화하여 

대상기관을 107개로 확대한다. 

  다. 사업장 폐기물 정보 유통시스템을 구축, 운 하여 산업 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재활용을 획기적으로 증대하기 위해 업체별 폐기물 발생현황 및 처리

실태를 파악한다. 이와 함께 재활용 가능자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환이용을 

촉진하여 자원 재활용 효율을 증대한다.

  라. 다량 발생되는 폐기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고부가 가치의 재활용 

기술을 선정, 개발하여 재활용의 경제성을 재고한다.

  마. 재활용 관련 제도의 정비를 통해 경제 주체별 역할 분담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폐기물 예치금 및 부담금 제도의 운용을 개선한다.  

결론적으로 폐기물 처리는 환경정책이 뒷받침이 되어야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

이 가능하며 폐기물 재활용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주

체(사용자 및 발생자)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처리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의 이는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지원까지를 포함한다.

  정부의 재활용 정책은 1992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정부의 시책이 정립되었으며 우선은 폐기물 발생시 원료회수를 원

칙으로 하고 다음이 소각 및 감량화이며 최종적으로 매립으로 하는 방안이 되

었다. 이는 당연한 원칙으로 해석되며 선진 각국에서도 이와 동일한 원칙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는 환경 친화적인 단계를 우선으로 하는 방안이다. 문제

는 이런 각 처리단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정책의 우선에 따라 폐

기물 처리의 진행이 이루어진다.  

  폐타이어와 관련한 정책으로서는 상위 법률의 18조에 의거 우선 예치금에 



의한 처리효율의 향상을 들 수 있으며 이는 타이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폐타이어의 수거 및 처리의무를 지는 방안이다. 이 제도는 대한타이어공업협

회가 예치된 금액을 수거 및 처리업자에게 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

나 현재는 수거업자에게 수거비용을 지불하고 처리업자에게는 원형 또는 파쇄

된 형태로 무상 공급해 주고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처리업자는 폐타

이어를 처리하고도 처리비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제조 및 수입업자 측면에서 보면 예치금 요율을 낮추고 처리함으로서 생산 

및 판매원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예치금 납부 내용은 전년도 타이어 출고 실적에서 전년도 폐타이어 회수 처

리량을 뺀 양을 대형 및 중소형 이륜차용 요율에 따라 예치금을 납부하게 된

다. 현재 예치금은 대형의 경우 450원, 중소형은 130원, 이륜차용은 50원으로 

되어있다. 

  반환금에 대해서는 전년도 회수 처리량에서 직전년도 회수 처리량을 뺀 양

을 예치금 요율에 따라 반환하게 된다. 따라서 반환액은 처리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며 미반환 누적액 비율이 늘어날수록 폐타이어 처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군부대 처리량이 많은 해에는 처리율이 높다가 96년 이후에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에서 원형처리를 인정하지 않고 가공처리 혹은 

연소에만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는 타이어 제조업체의 불만이 되고 있으나 현

실적으로 원형처리를 인정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원형처

리로 놀이터 혹은 선박의 완충재로 활용하 다고 하면 후에 그것이 다시 폐기

물로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원형처리를 처리로 보기에는 어려

운 면이 있다. 아무튼 누적액이 63억에 이르 으니 폐타이어 처리에 대한 획

기적인 대안이 수립되든지 아니면 폐타이어 처리업자에게 처리비를 지급하고 

처리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4-1> 연도별 예치금 납부 및 반환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구 분
‘92 ‘93 ‘94 ‘95 ‘96

예치금 납부 

대상금액

A

1,897 2,045 2,417 2,658 2,787

납부 면제액

B
110 650 946 1,207 1,333

실납부액

C: (A-B)
1,787 1,395 1,471 1,451 1,454

 반환액

D
548 685 276 150 △378

미반환액

E: (C-D)
1,239 710 1,195 1,301 1,832

미반환 누적액

E(1+2+....)
1,239 1,949 3,144 4,445 6,277

반환실적

(면제액 포함)

F: B+D

658 1,335 1,222 1,357 955

반환율 (%)

G: (F/A) X 100
34.7 65.3 50.6 51.1 34.3

  

  실제로 현재 폐타이어 고무분말 처리공장의 경우 수거업자로부터 수거비보

다 높은 금액에 의하여 처리되는 예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시내의 타이어 판

매상이 처리비를 높게 주어 수거업자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대한타이어공업협회는 향후 누적되는 폐타이어를 시멘트 공장에서 처리함

으로서 이와 같은 폐타이어 발생과 처리에 대한 불균형을 시정할 계획이다. 

협회가 제안하는 방안은 폐타이어를 원형대로 또는 파쇄된 형태로 처리업체까

지 무료로 운송해주고 별도의 처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안이다. [박금준, 

1996]



4.1.2 재활용업체 지원제도

4.1.2.1 재활용품 품질인증제도

 자원 절약과 환경친화적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산업 발전 

종합 시책”을 97년 4월 15일 환경보전위원회에서 확정하고 그 시책의 일환으

로 재활용 제품 인증제도를 97년 5월 1일부터 도입시행하기로 하 다.[박중

환,1997]

  이는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 대해 정부가 품질인증을 함으로서 재활용 제품

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에게 재활용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재고시켜 재활용 제품의 수요기반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기초로 

자원의 절약 및 환경문제의 해결에 접근하는데 있다.

  가. 인증대상 재활용 제품

   1) 원칙적으로 폐자원을 제품생산의 원료로 사용한 모든 재활용 제품

   2) 규격 및 품질기준 제정에 소요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기존의 K.S 및 Q

마크 제정되어 있는 품목 외에 폐지, 폐플라스틱, 폐고무를 이용하여 제조한 

재활용품에 대하여 우선 실시하고 향후 분야를 확대

 나. 품질수준

   1) 인증대상인 재활용 제품의 품질기준은 일반 공산품과 유사한 수준까지 

이르도록 함.

  2) 품질기준은 우선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적,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품목별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조정



다. 규격제정 및 인증수행기관 

  1) 규격제정의 합리성을 보장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공산품 품질관리

기관인 국립기술품질원이 업무를 관장하도록 함. 

  2) 업무추진을 위한 실무 위원회 및 심의 위원회 등에 산업자원부, 환경부, 

한국자원재생공사 등이 참여토록 하여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

라. 규격제정 및 인증절차

  1) 국립기술품질원에서 품질규격을 제정한 후 재활용업체의 신청에 의해 인

증실시(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부담)

  2) 품질이 우수하고 우량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판단

되면 인증을 함 (제품검사 뿐만 아니라 공장심사 포함) 

  3) 품질인증에 대해서는 GR (Good Recycled Products)마크 부여

  4) 인증에 대해서는 사후 심사를 통하여 인증마크 계속부여 판단

마. 인증획득에 대한 특전

  1) 인증제품 생산 촉진을 위한 정부 정책자금 지원

   - 환경친화적 산업기반조성 사업(1998년 46억 확보)

   -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으로 우수 재활용제품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2) 인증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 실시

 바. 환경표지제도와의 비교

  1) 재활용품 인증제도는 재활용품에 대한 품질수준을 국가가 인증해 줌으로

서 우량 제품의 수요를 촉진하고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로 일정 수준의 품질확보를 위한 인증에 중점을 둠(K.S보다 엄격한 기준적용)



  2) 인증의 신뢰성 재고를 위해 제품검사뿐만 아니라 기업의 공장심사 및 사

후관리 등 종합적인 품질경 능력 측정

  3) 적용성이 높은 폐지, 폐플라스틱, 폐고무 등에 우선 실시하여 활성화하고 

향후 대상 품목을 확대

  4) GR 마크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제도적인 지원과 사용자에 대한 인

식전환 유도  

 사. 환경 표지제도

  1) 환경친화적 제품에 대해 민간단체(환경마크협회)가 인증함으로써 환경친

화적인 제품에 대해 인증을 실시하여 수요촉진 유도.

  2) 품질기준은 K.S 규격 등 최소한의 요구

  3) 민간단체 중심의 운 인 관계로 공장심사 및  사후관리 등 인증제품의 

신뢰성 확보에 제도적 장치 미약

  4) 재활용품을 포함하여 모든 제품을 인증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본래의 취

지가 다소 약화된 면이 있음.

  결론적으로 환경표지제도는 환경친화성을 주안으로 하고 있으나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운 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미약하고 재활용품 품질인증제도

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 운 되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 및 제조업체의 품질유지 

능력 등의 평가가 엄격히 이루어질 수가 있다. 

  GR마크의 인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부록에 언급하 다.  <표 

4-2>에는 환경표지제도와 재활용품 품질인증제도에 대한 비교를 나타내었다.

4.1.2.2 재활용 업체 지원 금융제도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생산되는 폐타이어 고무분말이 제품화되고 시장이 활



성화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국가적인 정책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생산업체

에 대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재활용품 제조업체는 대부분 중소

기업으로서 금융지원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폐타이어 고무분말을 이용한 재활용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산업자원부 산

업정책과에서 지원하는 산업기반기금중 환경친화적 산업기반기금과 한국자원

재생공사에서 지급하는 재활용 산업 융자지원이 있을 수 있다. 환경친화적 산

업 기반조성사업은 청정생산시설 및 환경설비 투자와 환경설비 생산에 지원하

며 시설 및 설비투자액으로 98년 예산에는 39억원이 책정되었으며 환경설비 

생산지원에는 7억원이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산업기반 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 생산성향상, 2)고부가가치화 3)신기술보급 자원에서 지원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원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표 4-2> 환경표지제도와 재활용품 품질인증제도



구 분 환경표지제도 재활용품 품질인증제도

근  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31조

- 공업발전법 제 15조

목  적  제품의 환경친화성 홍보
 재활용 제품의 품질

향상을 통한 소비촉진 

주  관  민간단체(환경마크 협회)  국가(국립기술품질원)

품질기준  K.S 규격기준 
 신제품과 유사한 성능

(우수 공산품)

인증방법  시험성적서 제출  제품검사, 공장검사 실시

사후관리  없음  실시

인증표지  환경마크 부여
우수 재활용제품마크 

(GR마크) 부여

인증경비  신청자 부담  전액 국고지원

비  고  색상, 질감 등 미검토
 재활용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품질기준 마련

   

  특히 재활용분야일 경우에는 GR마크를 획득한 업체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단지 산업기반기금 신청은 각종 전문분야 조합이나 협회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폐타이어 고무분말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 재활

용업체가 이 자금을 이용하기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GR마크 획득을 통한 자금지원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융자조건은 연리 

8.5%이며 3년거치 5년 분할 상환조건이다. 동일인 한도는 30억원 이내이다.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운 하는 재활용산업 융자지원은 시설자금과 기술개

발자금으로 분류되어 지원된다. 시설자금의 경우 제조시설은 15억원까지, 수집

운반장비는 1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기술개발자금은 2억원 이하이다.  

  이와 함께 인증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산하도록 한다. 국립기술품질원 내에 가칭“자원재활용기술개발센타” 및 개

방실험실을 설치하여 인증획득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도록 한다.

4.1.3 공사의 폐타이어 분말 생산시설 운 시 정부지원 방안 조사

  공사의 폐타이어 분말생산 시설운 시 정부지원은 두 가지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데 하나는 기존 재활용업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보고 정책적인 지원 및 

금융지원을 받는 방안이 있다. 다른 하나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생산하는 

고무분말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정책 및 금융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환경적인 문제 해결차원에서 폐타이어 처리비를 예치금에서 

일부 지급받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최종 생산품을 만드는 재활용업체

와의 지분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향후 환경문제 해결 차원에서 폐

타이어의 완전한 처리가 Material Recycle 방향으로 정착되어야 하는 관점에

서 보면 정부차원에서 고무분말 활용제품에 대한 예치금의 지급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타이어 수거 및 재활용업체가 수거비 명목으로 일부 예치금



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한타이어공업협회는 폐타이어를 대량으로 소비, 가능한 

시멘트공장에 무료로 공급하는 방안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쌍용시멘트는 현재 이미 건설된 강원도 월공장외에 동해공장에도 유연탄 대

체연료로 폐타이어를 사용할 계획이며 여타의 시멘트 회사들도 점차 이런 시

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예측되어 대부분의 폐타이어 소모처로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전체 폐타이어 발생량의 50% 이상이 경인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시멘트 공장은 대부분 강원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서 운송비 문제가 수거비의 

경제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고 동절기에는 폭설로 인하여 폐타이어 수급의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미국에서 폐타이

어를 시멘트 킬른에 사용할 경우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폐타이어를 시멘트 킬른의 연료로 대부분 활용하는 문제는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편중된 활용보다는 다양한 폐타이어 활용

기술의 적용이 절실하다. 특히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 볼 때 폐타이어 고무

분말 활용에 의한 폐타이어 처리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현재 폐타이어가 단순한 폐기물의 개념보다는 자

원의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예로 고무 아스팔트나 재생공무의 

원료로 사용이 되고 있으며 단열 마감재의 재료로 대량의 수요가 일어날 수 

있음을 감안할 때도 폐타이어 처리를 경제성만으로 획일적으로 추진하기보다

는 접근방법이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함을 말해준다. 특히 향후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폐타이어 고무분말에 의한 고부가 상품의 개발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고무분말 활용제품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고무분말 생산자에 대한 GR마크 특전에 의한 기술 및 금융지원 또는 

정책적인 지원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자원재생공사와 생산업자간의 



기술교류를 통하여 생산업자가 신기술을 개발하도록 하여 제품의 부가 가치화

를 이루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고무분말 공장의 운 은 단순한 폐기물처리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자원 

재활용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재생공사에서 생산하는 고무분말은 고무의 특

성을 이용한 최종제품의 중간 원료이기 때문에 분말공장에 폐타이어의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여타의 생산공정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폐타이어 고무분말 생산공장이 운전될 경우에는 폐타이어가 안정적

으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대책이 강구되

어야 한다. 특히 고무분말이 생산되어 각 재활용제품 생산공장이 양산체재에 

들어갈 경우에는 공사 입장에서 폐타이어 수급상의 문제와 고무분말 공급상의 

문제를 함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1.4 폐타이어 고무분말 수요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정책검토

 

 폐타이어 고무분말의 수요확대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고

무분말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과 둘째는 재생공사에 대한 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업체에 대한 지원은 기술지원과 사업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고 기술지

원은 신기술의 개발지원과 GR 마크와 같은 인증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신기술의 개발지원은 공사가 외국의 신기술을 생산업체에 소개해주고 전문

연구기관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담당함으로 생산업체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고부가 상품의 개발 및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고무분말 활용기술 워크샾을 해마다 또는 격년제로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방안

도 검토될 수 있다.



<표 4-3> 폐타이어 고무분말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정부, 기업, 공사의 역할

  분 야 한국자원재생공사 정  부 기  업

기술지원

-고무분말생산업체

로서 기업에 대한

기술공급의 주체

(정보, 신기술보급)

- 자원 재활용 차원에

서 공사 및 업체에 대

한 기술개발 투자

- GR과 같은 인증에 

대한 기술지원 

- 신기술의 적용 및 

기술개발로 제품의 

고부가 가치화

- GR 마크의 

인증을 위한 노력

금융지원
- 생산업체 대한 

재활용자금지원

- 산업기반기술자금 지

원

- 예치금의 재활용업체

에 대한 지급으로 폐타

이어 활용의 다양화

- 공사 및 정부로 

부터 자금지원

 (생산시설및기술개발

투자로 제품개발) 

생산지원

- 업체에 대한 고무

분말의 안정적 공급

- 분말의 품질관리

를 통한 업체지원

- 재활용품에 대한 우

선 구매제도 시행

- 폐타이어 및 고무분

말의 안정적인 공급방

안 수립

- 고부가상품의 

생산으로 기업의 

경제성증대 필요

 또한 외국이나 국내의 시장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업체에 제공함으로서 업체

가 시장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지

원은 단순한 공사의 경 원리 차원이 아니라 재활용제품 생산기업의 경쟁성 

향상을 통하여 산업기반을 확고히 해주고 더 나아가 재활용산업의 활성화로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접근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업체에 대한 사업지원은 재활용업체 지원제도에서 정책적인 지원과 금융지

원으로 분류하여 언급한 바 있으나 정책적인 지원이 실제 제품 생산회사에서 

유익하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실효성있는 재활용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폐타이어의 경우는 다른 여타의 폐기물에 비하여 분리수거 또는 수집상의 

문제에 장애가 없으나 실제 효율적인 처리공정의 개발 미비로 적체되고 있는



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체재로 유지되는 폐타이어 수거 및 처리문제

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거업자가 처리업체에 폐타이어를 인계하는 것으

로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최근 에

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폐타이어 건류소각 및 시멘트 연료로 활용되고 있으나 

에너지가격은 환율상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환율이 하향 안정될 경우

에는 현재의 폐타이어 활용구조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추세는 폐타이어를 시멘트 연료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폐타이어 처리문제를 해

결하고자 하나 앞서 언급한 향후 활용구조나 폐타이어 운반 및 수거비용에 대

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원형이용까지도 폐타이어를 처리하는 것

으로 인정함으로서 근본적인 폐타이어 처리 접근방법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외국의 경우처럼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여 폐타이어를 처리하도록 유

도하고 가급적 환경 공해문제가 없고 2차 폐기물의 발생 우려가 없는 

Material Recycle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덴마크)의 경우는 폐타이

어 처리 우선순위가 정책적으로 1)재생→ 2)원료로 재활용 → 3) 소각에 의한 

열회수 등으로 되어 있어서 2차 폐기물이나 환경오염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

향으로 국가정책이 수립되어 있다.  특히 처리비의 경우도 수거업자 보다는 

재활용 처리업자에게 다 많은 비율을 지급함으로서 수거보다는 재활용처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톤당 폐타이어 처리비용 1,200 크로나 중 700크로나를 

재활용업체에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폐타이어를 연료로 사용하는 업체는 물

론이고 폐타이어를 수출하거나 재생타이어를 제조하는 업체까지도 처리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폐타이어 처리구조와 고무분말 사업에 대한 상관관

계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접한 관계에 있으며 정부가 어떤 자원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폐타이어 처리구조가 변경될 수가 있다. 

  향후 폐타이어에 의한 환경문제를 고려하면 국내의 처리방향도 유럽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1.5 외국의 폐타이어 처리정책

 4.1.5.1 일본 

  1996년 일본의 폐타이어 총발생량은 1억1백만 개로서 98만7천톤에 이른다. 

최근 5년간 평균 2.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발생량의 77%는 타이어 교

체시 발생하며 나머지 23%는 폐차장에서 발생하 다. [이종열, 1996]

  이에 대하여 일본의 폐타이어 처리율은 높게 나타나는데 96년 기준으로 

91%가 처리되었다. 이 가운데 관심이 있는 분야인 고무분말 활용분야는 12%

로서 전년도의 12%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여 여전히 고무분말을 이용한 재

활용분야가 지속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여기에서 주목할만한 사실은 수출 및 

가공이용이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시멘트 킬른의 연료로는 

28%가 소요되고 있다.

  일본의 관련제도는 1994년 3월 1일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1995

년 3월1일 시행)에 의거하여 타이어 판매점에서 발생하는 폐타이어는 지정 일

반 폐기물로 분류하고 버스, 트럭, 택시회사에서 발생하는 폐타이어는 지정 산

업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폐타이어를 배출하는 판매점 및 수집, 운반, 처리

업자는 지방 자체단체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후생성장관의 지정을 받은 타

이어 판매점은 소비자로부터 폐타이어를 인수할 때 적법하게 폐타이어를 처리

하기 위하여 처리비 명목으로 적정한 요금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요금은 폐타

이어 처리방법, 재생 이용처까지의 거리 등에 따라 처리비가 다를 수 있다. 따

라서 일본은 폐타이어 처리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고 있으며 처리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1.5.2 미국

  미국의 폐타이어 발생량은 1995년 기준으로 2억 5천 3백만개이며 전국적으

로 누적된 폐타이어의 양은 20억∼30억개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

다.[Ferry G. Smith, 1992;Market Focus,1996;이종열, 1996; 김민,1996] 1995년 

기준으로 재이용된 폐타이어의 양은 1억7천4백만개로 나머지는 모두 누적된 

것으로 볼 수 있다.[Matt Ewadinger, 1996] 이 가운데 대체연료로 사용한 양

이 1억 3천만개로서 가장 높으며 대부분 시멘트킬른 연료로 사용하거나 발전

소 연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Fernley G. Smith, 1993;자료, 1996; 

Michael Blumenthal, 1997;Kathy McCarron, 1994]그러나 시멘트 킬른에 사용

하고 있는 경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서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문제점은 노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양의 폐타이어가 시멘트 소성용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

을 감안하면 향후 폐타이어 이용방법의 변화가 예상된다. 

  관련제도를 살펴보면 미국은 36개주에서 폐타이어의 수집, 운반, 보관, 처분

에 대한 방법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보관방법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

의 주에서 법률로 채택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 폐타이어 처리비는 타이어 개당 판매가에 $0.5∼1.5 정도의 

처리비를 부과하여 기금을 운 하고 있으며 이는 폐타이어의 수집, 운반, 처리 

등의  비용으로 지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리조나주는 타이어 판매가의 2%

를 처리비로 받고 있으며 텍사스주는 승용차 타이어 개당 $2, 트럭/버스용 타

이어는 개당 $3.5를 적용하고 있다. 

  폐타이어의 처리에 관한 사업은 각 주마다 근소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대

동소이하며 주정부가 폐타이어 관련 수집, 운반, 처리 회사 또는 공공기관 또



는 지방정부에 신타이어 가격의 5∼10%를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설비 

및 장비구입비 또는 기술개발 자금을 융자 혹은 지급해주고 있으며 재활용품

의 우선구매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

 4.1.5.3 독일

  독일의 경우는 1997년 기준으로 폐타이어 발생량은 65만톤 정도(5,000만개 

정도)이며 재활용률은 89%이며 이 가운데 시멘트 업체에서 연료로 사용한 비

율은 40% 정도로 높다. [K. B. Hoezen,1993]

  독일의 경우는 대형 타이어뿐만 아니라 소형타이어의 경우도 재생타이어로 

폐타이어를 활용하고 있으며 재생타이어를 교체한 고객에게는 발생하는 폐타

이어를 무료로 수거하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 때 발생한 폐타이어 중 재생이 불가능한 타이어는 에너지로 활용되거나 

고무분말로 가공될 수 있다. 연간 독일의 고무분말 시장은 발생량의 5% 이내

인 30,000톤 정도로 비교적 낮다. 고무분말 생산공장에 폐타이어 처리를 의뢰

할 경우 DM100∼170/톤을 지불해야 한다. 

  독일의 처리요금은 법률로 정하여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며 승용차용

의 경우 개당 DM3∼5를 지불하며 트럭/버스용의 경우 DM5∼10 정도이다. 그

러나 이처럼 독일이나 네덜란드에서는 타이어 교환처리시 써비스센타 업자에

게 일정액을 지불하나 재활용업자에게는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수거업자 혹은 재활용업자가 폐타이어를 수거하기는 어려우며 폐타이어

가 수출이나 재생타이어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EC에서는 국내와 마찬가지로 각 타이어 생산자 혹은 수입업자가 폐타이어 

처리에 관한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벨기에 브루셀에 폐타이어 처리를 위한 

위원회를 만들고자 하 으나 각 회사 및 각 나라의 견해차 때문에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4.1.5.4 국

  국의 경우는 면허를 받은 폐기물관리회사가 폐타이어를 수집, 관리하며 

수거조건 즉 운송거리, 처리장소 등에 따라 처리비를 달리하고 있다.  이 업체

들은 양호한 상태의 폐타이어를 골라서 수출을 하거나 재생타이어 업체로 보

내기도 하고 상태가 좋지 못한 폐타이어는 열이용 및 고무분말 제품이용 등으

로 처리한다. 

  국의 폐타이어 처리현황을 보면 1995년 기준으로 발생량 441,000톤 가운

데 재생타이어 제조에 100,000톤, 수출 18,000톤, 열이용에 80,000톤, 고무분말 

제조에 80,000톤, 매립 등에 163,000톤 정도를 소요하여 열이용분야나 고무분

말 이용분야가 처리비율이 동등함을 알 수 있다. 

 

<표 4-4> 외국의 폐타이어 처리시 보조금 현황



국 가 별 수 혜 자 보 조 액 부 담 자

미국, 미네소타

      아리조나

수집 처리자

고무분말 제조자

대리점

처리자

$3/개

$1∼2/개

$1/개

$37/톤

소비자

수거자

소비자

주정부

  국 수집 처리자 $0.5/개 정 부

캐 나 다
고무분말 제조자

제품제조자

$85/톤

$50/톤

정 부

정 부

호  주 고무분말 제조자 $0.7/개 소비자

독  일
고무분말 제조자

수집자

$0.4/개

$1.6/개
소비자

덴 마 크
고무분말 제조자

수거자

$70/톤

$85/톤

정 부

정 부

4.2 고무분말 수요확대를 위한 Symposium

  폐타이어 고무분말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폐타이어 고무분말 활용기술, 

시장정보, 정부의 지원정책, 재활용 체제 분석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

고 고무분말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목적으로 한국자원재생공사와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소 공동으로 한국자원재생공사 대회의실에서 1998년 2월 24일 “폐타

이어 고무분말의 수요확대를 위한 Workshop"을 개최하 다. Workshop에서의 

발표자 및 발표제목은 아래 <표 4-4>와 같다. Workshop에서의 세부일정 및 

발표된 원문은 부록2에 수록하 으며, Workshop에 참가하여 방명록에 등록을 

한 기관명은 부록3에 수록하 다.   Workshop에서 발표자의 발표 후 토의된 

내용을 종합정리 하는 시간이 있었으며 참석자간에 교환된 의견을 간단히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질문 1 : GR인증제도의 문제점 : 현재의 GR인증제도가 원료물질을 기준으

로 하여 50%이상의 재활용 제품을 사용하여야 인증의 대상으로 되어있는데 

재활용량이 많아도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GR마크를 받지 못하는 불

합리성에 대하여 시정할 용의는 ?

  답변 1 : 국가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재활용제품의 수요를 활성화 하기 위하

여 정해진 Guide line이므로 이를 조만간에 수정하기는 어려움

  질문 2 :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건설중인 폐타이어 고무분말공장에서 상온

분쇄 방법으로 미세고무분말 (40mesh)을 생산하는데, 제품제조시 화재 위험성

은 ?

  답변 2 : 현재 건설중인 고무분말 공장은 그 동안 충분한 해외답사와 충분

한 기술검토를 거쳐 건설되고 있으므로 화재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문 3 : 현재 환경부에서는 폐타이어 원형이용분야까지 재생처리로 인정하

여 예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원형을 가장한 또 다른 폐기물로 방

치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군부대에서의 활용도 수십년 후에는 다시 폐

기물로 발생할 소지가 있다. 환경론자의 입장에서 보면 원형이용을 재활용으

로 보기에는 무리라고 생각되는데 정부부처에서의 의견은?

  답변 3 : 현재 폐타이어의 원형이용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폐타이어의 재활

용활성화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원형이용의 재활용 인정은 현 시점에서

는 불가피함.



<표 4-5> Workshop에서의 발표자 및 발표내용

 번호

   소  속   성 명   발표내용

  1
 산업자원부

 산업환경과
 박중환

 폐타이어재활용 촉진을 위한

 통상산업부 시책방향

  2
 환경부

 폐기물재활용과
 천승규

 폐타이어 재활용관련

 환경부 정책방향

  3
 국립기술품질원

 고분자 재료과
 임완빈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요령

  4
 한국자원재생공사

 사업개발처
 김낙선  폐타이어 재생처리시설 현황

  5
 경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서관호

 고무 발표체 제조에서의

 폐타이어 분말의 응용

  6
 서울산업대학교

 대헌전문대학

 이수구

 박주량

 폐타이어 고무분말과 플라스틱

 복합재의 성능 및 평가

  7
 수원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정경호

 홍 근
 폐고무를 이용한 고무콘크리트

  8  (주)그린탈  권 은
 폐타이어 고무분말을 이용한

 건축용 단열몰탈의 개발

  9  (주)유닉스라바  원충희
 자원재활용을 위한 폐타이어

 고무(CRM)아스팔트

 10  금호타이어(주)  한민현
 가황고무분말을 함유한 천연고무

 배합물의 혼합 및 물리적 특성

 11  호인산업  이규호
 분말고무와 폐합성수지의

 혼합물에 관하여

 12
 한국에너지기술

 연구소

 김상국

 정수현
 고무분말 이용기술 사례



 제 5 장 폐타이어 고무분말 수요확대를 위한 방안

5.1 기술 이용분야 측면의 수요확대 방안

5.1.1 국내 이용업체의 소요량 조사 및 예측

  현재 상당량의 수요가 예상되는 고무 아스팔트의 경우 Y사가 시험포장용으

로 사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의 고무 아스팔트 정책 뒷받침이 아직 이루어지

지 않아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Y사는 분말 크기가 16∼50 mesh인 폐타이

어 고무분말 구입하여 고무 아스팔트 재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량은 아스

팔트 콘크리트 중량비로 20% 이내이고 구입가격은 톤당 25만원 정도이다.  

그러나 고무 아스팔트 이용분야도 고무분말의 가격이 아스팔트 가격에 비하여 

높고 기존 일반 아스팔트의 시공비보다 높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몇 가

지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첫째는 고무 아스팔트 포장의 국내 적용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까지 국내에 적용된 고무 아스팔트의 경우 시도는 있었으나 별다른 좋은 호응

을 얻지 못하 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 적용된 고무 아스팔트의 기술이 건식

법에 의한 것으로 도로 개선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하여 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Y사에 의하여 최근에 

도입된 McDonald Process는 습식공정으로 시공비는 다소 높으나 도로 개선효

과가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이미 미국에서 검증된 기술이다. 그러나 아무

리 미국에서 검증된 기술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 적용을 위한 검증자료를 준비중에 있으며 

시험포장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둘째는 고무 아



스팔트의 시공비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함으로써 시공비를 높게 인정해주는 것

이고 정부의 권장사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무 아스팔트는 기존 아스팔

트에 비하여 수명이 연장되기 때문에 건설비가 적게드는 일반 아스팔트보다 

더 경제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시험포장의 추적실험을 통하여 입

증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의 폐타이어 고무분말 수출, 수입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무역협

회에서 1996년 수출, 수입실적을 조사하 다. 그러나 폐타이어 고무분말 분야

로 별도의 항목으로 관여한 회사는 없었으며 고무원료 및 고무제품 수출, 수

입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었다. 수출, 수입에 관여한 회사는 <표 5-1>에 나타

난 바와 같이 총 6개 으며 폐타이어 고무분말을 별도로 수입하거나 수출한 

회사는 없었다. 

  단지 KG사가 국에 20톤 정도를 수출하 으나 국내 판매가격인 톤당 30만

원보다 훨씬 낮은 톤당 14만원에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가격이 맞지 않아 중단

된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 가동중인 현재까지 형성된 국내의 폐타이어 고무분

말 시장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로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

해서는 분말가격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서는 현재의 시장구조가 신제품의 개발을 통한 고부가 고무분말 제품으로 전

환되어야 한다.

  국내 폐타이어 고무분말 수요업체의 예상 소요량 및 구입가격에 대한 내역

은 5.2장에 기술하 다. 표기된 고무분말 업체의 소요량이나 예상 가격은 업체

의 조사를 통해서 입수한 자료이며 이러한 자료들이 현재 국내의 전체 소요량 

및 예상 가격을 대표할 수 없지만 대체로 국내 소요량이 많은 업체를 중심으

로 조사된 것이므로 그 경향은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표 5-1> 고무의 웨이스트, 폐어링, 스크랲 및 파우더 (1996년 기준)

업체코드 회 사 명 전화번호
수,출입량

(톤/년)
수,출입 내용

865393 대한산업씨오 (051)323-8811
32 

(반제품)

 폐타이어 고무분말수입 

 (대형타이어 Tread분 

 및 폐튜브분)

966429 대한산업(주) (0525)32-8811
 대한산업씨오와 동일계열 

기업

12018428 경남종합상사 (051)972-4200
폐타이어 수출 

(중국 및 호주)

945608 (주)한국베랄 (02)925-3031 브레이크 라이닝 수입

11249777 반도써플라이 (02)632-8347
다공성 

분말

천연 고무분말로  

고무인장 재료로 사용

한국그린산업 (0688)63-6080 60
톤당 14만원에 수출

(현재는 중단상태임) 

  그러나 일부 소요량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예상가격도 업체의 입장에서 

현싯가를 기준으로 예상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상향하는 방향으로 변동할 가

능성이 있다. 이 표에서 분말 소요 예상량을 볼 때 G사가 사업성에 대하여 낙

관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서 향후 폐타이어 고무분말 수요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 제품을 수출할 경에는 엄청난 수요증가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Y사의 경우는 고무아스팔트의 사업성이 완전

히 정착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98년 이후의 고무분말 수요량은 아직 예측

하지 않고 있으나 정부에서 고무 아스팔트에 대한 신기술 인정 및 도로 건설

에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얻을 경우에는 이 또한 상당한 수요를 불러 일으

킬 것으로 판단된다.

  금호타이어 연구소의 경우 미쇄 분말의 활용을 시도했으나 그 입경은 대부

분 상온분쇄에서 얻을 수 없는 입경크기로서 50 ∼ 80 ㎛ 으며 이는 일반 타

이어 제조시 30%까지 첨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크기는 냉동분



쇄에 의하여 얻어질 수 있는데 폐타이어를 냉동분쇄로 처리하여 미세분말을 

얻는다면 설비비와 운전비 등을 합한 미세분말 생산가격과 기존의 원료 고무

값 및 품질을 비교하여 사용여부가 판단될 것이다. 현재는 미세 고무분말에 

대한 수요가 적지만 수요는 기술개발과 접한 관계가 있다. 예를 들면 다음

과 같다. 미세 고무분말을 Binder, 첨가제와 함께 고압에서 성형하면 원료고무

없이 고무분말만 사용하여도 단단한 성형물을 제조할 수 있으며 이는 미세 고

무분말 수요를 증가 할 수 있는 Item이 될 수 있다. 또한 타이어 등 고급고무

제품 제조시 미세 고무분말과 타 고무 계면에서의 Cross-linking이 문제가 되

는데 고무분말 표면을 개질하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근본적으로 폐타이어 고무분말을 이용한 제품 생산시 가격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가 제품 수요를 결정하는 관건이며 대량 수요처가 발생할 경

우 자체 분말공장을 보유할 의사가 다분히 있어서 가격형성의 분기점이 되는 

가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기존업체의 분말을 구입하여 제품을 제

조하는 경우와 별도의 분말공장을 소유하여 제조하는 경우의 경제성 분석결과

에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5.1.2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무분말 활용품의 소개 및 수요창출방안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재활용품의 가격과 품질이 기존제품의 가격, 품질

과 동일하다면 재활용품을 사용할 것이지만 가격이나 품질이 떨어진다면 정부

에서 소비를 권장하여도 수요가 진작되지 않을 것이다. 재활용품의 가격의 경

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하여는 정부에서의 재활용 정책이 Material 

Recycle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입안되고 수행되어야한다. 폐타이어의 경우 신

규 타이어를 구입할 때 소비자가 지불하는 처리비는 구미 선진국에 비하여 낮



게 책정되어있으며 처리비를 원형 이용하는 사업자들에게까지 확대 적용하여 

폐타이어 고무분말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처리비

가 적게 되고 이것은 시장에서 기존제품에 비하여 불리한 가격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가 고무분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을 선호하기 위하여는 우선 소비자

의 용구를 만족하는 제품을 만들어야한다. 여기에는 꾸준한 기술개발의지가 

중요한 관건이다. 예를 들면, 폐타이어 고무분말 자체는 내후성 등 장점이 많

지만 타 폴리머 재료와의 상용성이 떨어지는 등의 단점이 있고 탈황시 특히 

합성고무의 경우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물성에 나쁜 향을 준다. 이를 극복

하기 위하여는 사업자 자체의 기술개발 노력과 정부의 지원 노력 즉 정부에서 

Matching Fund를 제공하고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제품이 개발되면 시설 투

자시 장기 저리로 신용 융자할 수 있는 System을 갖추어져야한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제품은 선진국 등에서 소비자에게 호감을 주는 Item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Sports Surface, 고무매트, 바라스트 및 

스라브 매트, 고무-플라스틱 혼합재, 진동 및 소음 흡수재, 가전 및 산업용 각

종 고무부품, 범퍼 등 다양한 제품이 있으며 신제품도 기술개발 노력에 따라 

새로이 시장에 출현 하고있다.

5.2 폐타이어 고무분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대책

    

5.2.1 국내의 폐타이어 고무분말 시장구조

  국내의 폐타이어 고무분말 시장구조는 향후 공사의 폐타이어 고무분말 공장

을 어떻게 운 할 것인가와 접한 관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생산규모와 생산 

사양의 결정에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재의 국내의 폐타이어 고무분말 시장은 소요량이 얼마인지 어떤 분말의 

사양을 원하는지 향후 소요량이 얼마나 될 것인지 파악한 자료가 없는 상태이

다. 다만 이번 연구과제의 수행과정을 통하여 입수된 기업의 설문자료와 기타 

재생공사 자료를 통하여 현재의 시장구조를 확인하 다. 

  그러나 기업이 조사에 응할 때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은 경

우도 있고 제공한 자료도 기업이 공개를 원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일부 자

료의 신빙성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는 그 회사가 나름대로의 

Know-how에 대하여 회사의 생산규모에 대해서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회사는 자체 고무분말 공장을 운 하기 때문에 재생공사

와 경쟁적인 관계로 보고 자료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이런 조

사를 통하여 현재의 국내의 고무분말시장 동향 파악과 원하는 사양의 분포를 

점검하는데 효율적인 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조사결과를 기초로 현재

의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 5-2>는 현재까지 조사된 고무분말의 예상 소요량 및 가격을 나타내며 

기타 조사되지 않은 업체도 있을 수 있으나 소요량이 많은 회사는 자료에 대

부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1998년부터 2,000년까지의 예상 소

요량은 업체의 자료제공에 의한 것으로 다소 유동적이기는 하나 어느 정도 사

업계획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998년 기준으로 연간 500톤 이상 소요하는 업체는 7개 업체이며 1999년에

는9개 업체가 2,000년에는 10개 업체가 500톤 이상을 소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서 폐타이어 고무분말의 대량 소요를 예상하고 있는 업체는 G사로 국

내 수요는 98년 기준으로 3,000톤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G사가 개발한 

그린탈 제품을 대한주택공사의 단열재 공사에 납품하기로 예정된 양이다. 향

후 99년 이후로도 그 수요가 확장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 



<표 5-2> 국내의 고무분말 시장구조 및 사용 예정량

번호   업체명  주생산제품
분말사양

 (mm)

구입예상가

 (원/kg) 

수 요 량 (톤/년)

  ‘98   ‘99  2,000

 1  W사 방진고무
   1 

   2 

   250

   200
  100   150   200

 2  K사  고무매트  1∼3   200   200   200

 3  Y사
  고무 

 아스팔트
0.5 ∼1.2    200   350   750   750

 4  G사 단열 마감재 1.0∼1.3    200
 3,000

(50,000)

 6,000

(50,000)

 6,000

(50,000)

 5  D사
바라스트매

트,고무벨트
  1.0    250   600   600   600

 6  P사
바라스트매

트,마개, 링
0.5∼1.5     -   500   500   500

 7  YP사 고무판  <1.0     -   500  1,000  1,000

 8  H사 

고무플라스

틱,바라스트

매트

  1.0

  1.5 

   300

   250
  700  1,400  1,400

 9  YT사 
 특 수 고 무   

 제품

  1.0

 <0.5

   200

   300

  20

 100

   50

  300

  100

  500

 10  B사
 특 수 고 무   

 블럭
다양함  자체공장  1,500  1,500  1,500

 11  CI사  탈황고무
  0.5

  2.0 

   200

    80
 1,200  2,400  2,400

 12  I사
차음, 진동

방지재 

  0.7

 1.0∼3.0 

   300

   250
  120   840  1,300

 13  SA사
   0.3

   0.4
   200   150   200   200

 14  DD사
 고무매트

 방진고무 

  0.1

  0.2
   220   150   200   250

 계
 9,190 

(50,000)

 16,090  

(50,000)

16,900 

(50,000)

* (  )은 (주)그린탈이 중국에 단열마감재 재료로 수출할 때 소요되는 예상량



또한 괄호안의 수치는 중국정부와 그린탈 수출계약에 따른 예정량으로 G사는 

연간 50,000톤 정도를 계속 소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음에 소요처가 많은 기업은 신일화공으로 합성고무를 일정 비율로 천연고

무와 혼합하여 탈황하여 재생고무를 제조하는 업체이다. 그러나 이 업체는 합

성고무가 혼합된 폐타이어 고무분말을 천연고무와 사용하는 비율에 한계가 있

고 Buffing에 의하여 얻어지는 천연고무 가격과의 비교가 폐타이어 고무분말

의 사용량의 결정에 중요한 인자라고 말하고 있다.     

  다음으로 예상되는 대량 소요처는 Y사이며 1998년 소요량은 350톤이나 

1999년, 2,000년에는 750톤 정도로 소요를 예상하고 있다. 이런 예상량은 시험

포장에 소요되는 예상량보다 약간 상회하는 양으로 시험포장의 결과에 따라 

다소 유동적인 양이다.  만약에 시험 포장결과가 좋을 경우 건설교통부 신기

술 인정이 가능하게 되어 분말 소요량이 급격히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폐타이어 고무분말의 시장은 현재로서는 상당한 소요량이 확보된 것

으로 볼 수 있으며 예상치대로라면 재생공사에서 준공한 고무분말 공장으로도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업체의 

고무분말 사용에 따른 제품의 경제성이 고려될 때 다른 인자가 발생될 가능성

이 있다.   

5.2.2 단기적인 대책

  5.2.2.1 가격적인 측면

  시장 활성화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정한 수요

가 유지된다면 활성화는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단 수요가 주변 경기의 활

성화와 관련하여 상당히 유동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경기가 상향되는 방



향으로 선회할 경우 그 예상되는 고무분말 수요도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

다. 

  재생공사에서 제시하는 가격이 업체의 수요와 접한 관계가 있으며 업체는 

가급적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기를 원하며 참고로 업체 수요조사에서 밝힌  

예상 소요가는 kg당 200∼300원으로 예상되었다. 업체마다 분말 입도에 대한 

예상 구입가격이 다르지만 대부분 이 범위내에서 구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실제 가격은 공사가 예상하는  30∼40 Mesh기준으로 kg당 300원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6∼30 Mesh의 경우 대부분의 업체  수요가 일어나는 

입도범위로서 공사에서 예상하는 가격인 kg당 130원보다는 높은 가격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국내의 폐타이어 고무분말 시장은 그 수

요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IMF구제금융으로 인하여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분말 수입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국

내 고무분말의 예상된 수요가 해외 수입에 의하여 대체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

상된다.

5.2.2.2 정책적인 측면

  정책적인 측면은 폐타이어 고무분말을 생산하는 재생공사의 입장과 폐타이

어 고무분말을 이용하여 제품을 만드는 생산회사의 입장이 다를 수 있으나 우

선 공상의 입장에서 보면 폐타이어 수급구조에 관한 것이 확립되어야 한다.

  고무분말의 원료는 폐타이어이기 때문에 수거하는 양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며 현재 운 체계인 대한타이어공업협회 산하의 수거업자로부터 물량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폐타이어 처리구조와 관계가 있으며 



시멘트 킬른으로 활용이 치중할 경우 수급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만

약에 폐타이어 원료수급 불균형에 따라 국내의 폐타이어 고무분말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외국에서 폐타이어를 수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외화낭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외국처럼 폐타이어 처리구조가 재활용 우선정책으로 선회하여야 환경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고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의 고무분말 제품의 활용기술이 개발되고 보급화됨에 따른 재활용

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는 이와 같은 경향을 감안하여 정책

수립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2.2.3 기술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은 고부가 가치적인 측면에서 수요창출과 일반 기술수요에 따

른 수요창출로 볼 수 있으며 전자는 현재 국내에서는 정착되지 않은 상태로 

보아야 한다. 이는 현재 국내의 폐타이어 고무분말 시장구조는 후자의 일반 

기술수요에 따른 단순한 고무분말 제품이나 첨가재 혹은 충진재 활용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고무분말 시장 활성화는 현재 국내에서 사용중

인 기술개발이 보완되도록 지원하고 더 나아가 기존 기술을 기초로 새로운 고

부가 상품의 제품개발에 전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하여 정부, 공

사, 기업의 역할이 정립되어야 하고 폐타이어 고무분말 활용기술워크샾과 같

은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정부, 공사, 개발기업이 함께 의견을 수렴하

는 것도 바람직하다. 

  따라서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폐타이어 고무분말시장 활성화는 단기적인 측

면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고무분말 활용기술 개발에 대한 



향후 계획이 선진 외국의 경우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한다. 

  

5.2.3 장기적인 전략

  

 5.2.3.1 가격적인 측면

  장기적인 면에서 가격적인 측면은 자료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가격형성과는 

다르게 흘러갈 수 있으며 특히 장기적인 면에서 IMF의 구제금융에 대한 향

도 고려해야 할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소한 현재의 고무분말 시장구

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며 기술개발의 진전에 따라 수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한 것은 정책적인 측면과 맞물려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폐기물의 재활용

화가 우선될 경우에는 폐타이어 고무분말 생산회사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선진국의 폐타이어 처리구조가 이와 같은 방

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기술적인 측면과 연계된 가격적인 측면이 장기적인 시장활성화와 관련되는

데 외국의 선진기술의 도입이나 새로운 획기적인 기술개발은 수요를 향상시키

고 가격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 

  5.2.3.2 정책적인 측면

  장기적으로 볼 때 타이어를 단순한 폐기물로 보고 처리만을 우선으로 생각

하는 현재의 분위기는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폐타이어는 자원 재

활용 방향으로 선회가 가능하고 고무분말 산업 활성화가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유럽의 경우처럼 폐타이어 고무분말 사업에 대한 예치금

의 적정 지분의 지급도 가능하여질 것이며 처리비도 환경부담금 차원에서 다



소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폐타이어 처리에 목적을 둔 시멘트 킬른 연소 연료에 대한 처리비율도 

적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지는 않고 선진국처럼 처리율 재고에 따른 일정수

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정책적인 추진방안은 향후 폐타이어 고무분말 사업의 활성화와 

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환경문제 해결 차원과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계획안

을 마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 정부의 인식 재고와 함께 추진되어야 한

다. 특히 편중된 방안으로 또는 근시안적으로 폐타이어를 처리하는 방안에 대

해서는 대비를 하고 대안을 마련하여야 폐타이어 고무분말의 재활용 분야가 

위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5.2.3.3. 기술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은 장기적인 폐타이어 고무분말 시장 활성화와 가장 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기술적인 분야가 활성화되면 정책적인 측면 또는 가격적

인 측면이 자연스럽게 동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현재 기술개발중인 고속철도의 바라스트 매트나 폐타이어 고무분

말표면의 개질기술, 합성고무의 저렴한 탈황기술 등은 폐타이어 고무분말 활

용시장을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은 현재 외국

에서 개발중인 경우도 있고 일부 국내에서 적용하기 위한 시험단계에 있는 것

도 있다. 

  이러한 기술들이 개발될 경우 폐타이어 고무분말은 원료고무값에서 분말 생

산에 소요되는 가격을 뺀 값 수준까지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  



제 6 장 공사 생산 고무분말 판매방안

6.1. 수요에 따른 고무분말 적정 판매가격 분석  

6.1.1 공사에서의 고무분말 생산비 조사

  공사의 고무분말 생산비는 고무분말 플랜트의 시설운 비를 기준으로 계산

이 가능하며 <표 6-1>과 같다. 총 소요예산은 18억 정도가 소요되며 이 가운

데 인건비는 28% 정도로 5억 1천 4백만원 정도이다. 또한 제반경비는 1억 3

천만원 정도로 총생산비의 72%에 해당된다. 이를 기초로 톤당 생산비를 계산

하면 184,000원 정도이다. 이는 순수 생산비만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다. 이 

수치는 폐타이어 고무분말 플랜트 설치시 계산근거를 기초로 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원가계산은 1)부산물 판매비용과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경우와 

2)부산물 판매비용과 감가 상각비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로 분리하여 계산하

다. 감가상각은 건물, 토목부분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설비부분과 운송장비 

부분만을 포함하 다.

  감가상각비용을 포함 한 경우 폐타이어 고무분말의 톤당 판매원가는 

219,000원이며 감가상각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톤당 판매원가는 170,000원

으로 포함한 경우와 49,000원 정도의 차이를 보 다.

  <표 6-3>은 국내 한 업체의 폐타이어 고무분말 생산가격에 대한 경제성분

석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결과이다. 생산규모는 하루 생산량 기준 10톤( 16∼

30 Mesh 기준)으로 연간 3,000톤으로 보았을 경우이다. 

  이 때의 연간 비용은 8억 6천 5백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톤당 생산가격

은 288,000만원 정도가 산출되었다. 이는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이며 폐타이어 



<표 6-1> 고무분말 생산비                   

구  분 금  액 계 산 근 거

인 건 비   514,560 천원

사무직 : 2명

사무, 기술겸직 : 2명

기술연구직 : 4명

기능직 : 26명 

총 34명

운

경비

1. 사무비   46,613 천원
인건비 10% 적용

(운전,경비원제외)

2. 전력비  293,982 천원
 파쇄, 분쇄, 분리, 저장, 반출 

 설비

3. 수도요금      651 천원  폐타이어 세척, 플랜트 용수

4. 시설물보수비    15,000 천원  전기계장비 3억원의 5%  

5. 차량 유지비     7,800 천원  차량구입비 2억6천만원의 3%

6. 설비 유지비   565,505 천원  파쇄, 분쇄 설비의 유지비

7. 폐기물처리비   375,000 천원  섬유분 처리비

    소 계  1,304,551 천원  총시설 운 비의 72% 

합  계  1,819,111 천원

톤당 생산비       184 천원  

처리비 수입은 가산하지 않은 경우이다. 따라서 실제로 이 회사는 폐타이어 

처리비에서 일부 이윤을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회사는 현재 톤당 

30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여야 수지균형이 맞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수

치는 실제로 다른 고무분말 생산회사도 현재 이 정도는 되어야 현상유지가 가

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현실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연간 생산량 9,900 톤을 생산하는 한국자원재생공사의 폐타이어 고



무분말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고무분말의 원가는 219,000원인데 반하여 일반 

고무분말 생산회사에서 생산하는 고무분말 원가는 288,000원으로 69,000원정도

의 차이를 보인다.

<표 6-2> 폐타이어 고무분말 원가계산                      

     구 분

 항 목

계   산   근   거 (9,900 톤/년 고무분말생산시)

A : 감가상각비 포함 B : 감가 상각비 불포함

시설 운 비  1,819,111 천원(<표 6-1>참조)  1,819,111 천원(<표 6-1>참조)

부산물 

판매비용

1,800톤/년 X 75천원 =

                 135,000 천원

1,800톤/년 X 75천원 =

                 135,0000 천원

감가상각비

총액 : a+b = 484,690 천원

a: 분말생산 설비부분 

3,040,000 천원 ÷ 7 년 =

              434,286 천원/년

b: 자산 부분(운송장비 부분)  

352,826 천원 ÷ 7년 =

              50,404 천원/년   

 적용하지 않음

분말생산

원가총액

총액: 2,168,801 천원/년 

내역: 시설운 비 + 감가상각비 

- 부산물 판매비용  

총액 : 1,684,111 천원/년

내역 : 시설운 비 - 부산물 판

매비용 

톤당 

분말가격

2,168,801 천원/년÷ 9,900 톤/년  

              = 219 천원/톤  

1,684,11 천원/년 ÷ 9,900 톤/년

               = 170 천원/톤

 

이는 폐타이어 분말을 생산하는 일반 회사는 폐타이어 분말설비에 소요된 비

용을 은행차입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과 

같이 은행차입에 따른 이자부담이 증가하고 정부보조금마져 이자율이 증가하

는 현실에서는 향후 고무분말 생산을 위하여 일반 회사가 재생고무분말 사업

에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자원재생공사의 



고무분말의 가격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6-3> 폐타이어 고무분말 생산가격에 대한 경제성 분석 (단위:천원)

         구     분
    금 액     

 
         비      고     

         투  자  비    2,000,000  처리용량 : 3,000 톤/년 기준

   연

 

   간 

  

   운  

   

   비

   자

 

   본

   비

  감가상각비     200,000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없음

  투자비이자     200,000
 투자비 전액융자, 연리 10%

기준

  보험료, 기타      35,000  투자비의 1.75% 적용 

   운

   

   관

   리

   비

  인  건  비     240,000
 1인당 200만원/월, 10인 근무

     (상여금 포함)

  Utility 비      84,000   전기 및 기타 요금

  보수유지비     100,000       투자비의 5%

   기타경비      6,000      투자비의 3%

           합       계    865,000  -

6.1.2  국내 분말 입도, 품질별 판매가격 조사

  국내의 입도별 고무분말 판매가격은 현재 고시가격이 없는 상태이며 단지 

일반적으로 분말제품 생산업체가 구입가격 또는 예상가격이라고 주장하는 가

격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추정가의 개념을 도입할 수 밖에 없다.

  <표 6-4>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폐타이어 재생 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

성 보고서에서 예시한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투자회수기간을 재산정한 결과



이다. 여기에서 시설투자비는 공사비 및 시운전비용 등을 제외한 것이며 일반

적으로 토목, 건축공사비는 경제성 분석에서 제외하고 실시한다. 또한 여기에

서 시설의 잔존가치를 인정하면 경제성분석 결과는 더욱 상승하고 투자회수기

간은 단축되게 된다. 단지 고무분말의 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투자

회수기간은 변동폭이 크게 존재할 수 있다.  또한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투

자 회수기간이 5.5년이면 시설의 수명을 7년으로 보았을 때의 가정과도 1.5년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고무분말 가격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상

의 근거를 기준으로 현재 각 업체에서 분말입도별 예상가와 외국의 분말 입도

별 가격을 <표 2-24>에 비교하 다. 

  시중 예상가는 폐타이어 고무분말을 이용하는 재활용 업체의 조사내용과 현

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다. 또한 40 Mesh 이하

는 시중에서 현재로서는 소요량이 조사되지 않았다. 유럽의 가격은 1998년에 

조사된 가격으로 현재의 환율(1 Ddr = 205원)을 적용하 다. 또한 미국의 분

말가격은 최근 Internet을 통하여 조사된 FOB 가격으로 환율은 1달러당 1,400

원을 적용하 다. 따라서 공사 예정가는 16∼30 Mesh의 경우 톤당 130,000원

으로 시중가격250,000천원보다 낮게 책정되어 향후 상향 조정이 가능할 것으

로 예상되며 더구나 이 입도범위에서 소요되는 분말의 양이 많아 소요량을 현

재의 30% 생산비율 수준에서 다소 늘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대규모 소요처가 이 입도범위에 있어서 향후 운전시 입도분포를 시장원리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30∼40 Mesh의 경우 300원 정도로 책정하 는데 시중가와 보합세를 

이루어 적정 수준으로 예상한 것으로 판단되며 40Mesh 이하의 소요는 고무분

말을 이용하여 재생고무의 제작에 활용되기 때문에 수요는 있으나 원하는 구

입가 생산 원가와 다소 차이를 보일 수도 있어서 향후 가격조정이 예상된다.



<표 6-4> 폐타이어 고무분말 처리공장의 경제성 분석결과

구   분 금  액 계  산  근  거

시설투자비  3,392,826 천원
 토목, 건축비용 및 설치 

 공사비용은 제외 

연간

수입

1) 고무분말

2) 철심    

 2,786,850 천원

  135,000 천원

고무분말:  

 1) 16∼30 Mesh : 2,970 톤/년 

  X 130 천원/톤 = 386,100 천원

 2) 30∼40 Mesh : 4,455 톤/년 

  X 300천원/톤 = 1,336,500 천원

 3) 40Mesh이하 : 2,475 톤/년 

  X430 천원/톤 = 1,064,250천원       

철심 : 1,800 톤/년 X 75,000원/톤

       = 135,000 천원   소 계  2,921,850 천원

연간

지출

1) 인건비

2) 시설운 비

3) 감가상각비

  514,560 천원

 1,304,551 천원

  484,690 천원
  <표 6-2> 참조

   소 계  2,303,801 천원

연간 업이익 (A)  618,049 천원 (감가상각비 포함)

연간 업이익 (B) 1,102,739 천원 (감가 상각비 제외)

투자 회수기간 (A)    5.5 년  시설투자비÷ 업이익 (A)

투자 회수기간 (B)    3.1 년  시설투자비÷ 업이익 (B)

  

현재의 시장구조를 기준으로 볼 때 16∼30 Mesh로 생산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고무분말 시장가격은 최근 환율인상에 따라 국내의 생산 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공사 



예정가보다 높은 40 Mesh 이상의 경우는 톤당 150,000원∼270,000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6.2 판매방법 검토 방안

  현재의 국내의 시장구조 및 가격구조로서는 판매에 있어서 별다른 장애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의 경제여건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다소 유동적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내의 내수판매의 부진 시에는 환율이 높은 잇점을 이용하

여 수출로 판매의 활로를 개척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경제성 분석결과를 기초로 본다면 충분히 적정가격 이상

으로 판매가 가능하고 특히 대규모로 소요되는 몇 업체들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국내의 폐타이어 고무분말 가격은 외국의 FOB 

가격보다 상당히 낮기 때문에 수입에 의한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새로운 자체공장을 지어서 분말을 자급 자족하는데는 자금의 투자여력이 충분

하지 못할 것이며 시설투자비를 은행 이자로 환산할 경우 현재의 공사 예정가

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 정부 및 공사가 공개입찰을 수행하더라도 판매가격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향후 업체의 예상량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미지수이지만 향후 2년(IMF구제금융 예상기간) 이내에는 수출이

라는 활로가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6.3 고무분말 판매의 장, 단기적 전략

  6.3.1 단기적 전략



  단기적 전략은 현재의 고무분말 시장구조와 예상 수요와 접한 관계가 있

으며 가격형성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면 충분히 공사의 분말설비 운 은 경

제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수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의 한 개 업

체가 연간 3,000 톤의 소요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의 소요량에 따라 

98년도에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99년 이후에는 이 업체의 소요량

을 배제하더라도 전반적으로 10,000톤 소요량을 넘어서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

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 업체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양을 국내에서 

조달한다면 50,000톤의 수요가 요구되기 때문에 국내 수요로는 불가능할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은 유동적이며 한 업체의 수요에 지나치게 의

존할 경우 수요의 진폭이 크기 때문에 분말공장의 운 에 불투명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외국 수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특히 현재의 환율상태

에서 외화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의 수요를 충족한 후에는 수출도 모색

할 수 있다. 수출이 가능해질 경우에는 국내의 가격이 현지 도착 가격수준으

로 향상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나 국내 재활용 산업의 지원차원에서 수출가

격보다 낮은 현재의 시중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

히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설립취지를 고려할 때도 이러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

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내 재활용 사업의 지원이 향후 장기적인 고무분말 시

장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6.3.2 장기적인 전략

  장기적인 전략은 국내의 재활용 산업의 기반조성을 통한 내수시장 확보와 

재활용산업에서 발생된 생산품의 수출 혹은 분말 수출 등 3가지 측면에서 고



려할 수 있다.  

  내수 재활용산업의 기반 조성은 신기술 개발과 현재 개발된 기술의 개선 등

을 통한 제품의 고부가 가치화이며 이를 통하여 분말가격의 안정을 도모할 수

가 있다. 이렇게 되면 재활용 산업에서 생산된 재활용품의 외국 수출이 가능

할 수도 있다. 또한 현재의 환율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출을 추진하여 외화를 

획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출은 공사 자체의 수출팀에서 추진하던가 아니면 

전문 수,출입업체를 통한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환율이 안정될 경우에는 수출보다 내수로 전환할 가능성은 언

제든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여기에 대한 대비는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환

율이 하향 안정되는데는 당분간 상당한 시간이 요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

로도 수출 위주의 적극적인 전략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참고로 1달러

당 환율 1,100원대까지는 수출 경쟁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6.4 고무분말 수요처 확보 및 지속적 관리방안  

  

 6.4.1 수요처 확보 

  고무분말의 수요처는 내수와 수출이며  내수는 현재 조사된 주요업체가 주

로 유도할 것으로 예상되나 조사되지 않은 업체도 상당량 있을 수 있는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98년 현재로서는 6,000톤 규모의 내수가 가능하며 나

머지는 수출물량으로 전환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요처에 대한 통계자료를 공사주관으로 업체 협조 하에 작성하여 향

후 입도별 생산계획이나 수요처 관리 차원에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

를 위해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연간 500톤 이상의 대량 소요처로 



예상되는 곳은 정확한 수요자료를 확보하여야 분말생산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

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의 수출도 미국 또는 유럽 가운데 분말입도별 가격 경쟁력이 다를 경우

에는 별도로 선별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6.4.2 지속적인 관리방안 

  수요처는 분말을 이용하여 분말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다음 4가지를 충

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1)원하는 물량 확보, 2)구입가격, 3) 분말 품질유지, 

4) 납품기일 등이다. 이 네 가지 요소는 공급자인 재생공사가 수요회사와 함

께 맞추어야 한다.  이 네 가지는 상호 접한 관계가 있다.

  원하는 물량에 대한 공급은 가격과 접한 관계가 있으나 재생공사에서 미

리 예상된 수요를 기준으로 재고로 확보하고 운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구입

가격은 시장가격 기준으로 형성하여 공정한 거래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입찰이 가능하지만 공급부족시 과당 경쟁이나 공급과잉

시 덤핑에 대한 입찰 또는 담합에 의한 것도 공사로서는 경계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상거래 차원이 아니라 공급자인 공사와 소비자인 분말 업체와의 신뢰

감 구축이 이루어져야 고무분말 시장구조가 정착되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재

활용 산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분말 품질유지는 외국에서도 업체별 원하는 사양에 따라 사양을 충족시켜주

고 원하는 가격을 받는 수요자 측면의 시장관리이다. 예를 들면 백테의 함유 

여부나 섬유질, 철심의 함유 여부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입도분포의 사양

은 기본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 [Ishikura Noriyoshi, 1979, 1981]  

  분말의 납품기일은 재고관리 또는 구매시기 등을 조절하여 맞추어야 하며 

품질기준에 따라 다소 납품기일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공사가 이를 대행



하는 업체 또는 재고관리를 하는 판매전문 자회사를 설치할 수도 있다.



제 7장 공사 향후 추가 시설설치 필요성 검토

7.1 장.단기적 측면에서 고무분말 생산시설 추가설치 필요성 검토

7.1.1 단기적인 측면

  1998년 현재 고무분말의 수요는 내수만을 기준으로 할 때는 약간 부족한 상

태이나 현재의 환율로 충분히 수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분말 생산의 제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외국의 품질관리 기준을 맞춘다는 전제

하에서 가격비교를 하 을 때이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의 수출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국내의 다른 

분말 생산회사의 폐타이어 고무분말 생산공장까지 가동하여도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00년까지의 수요는 현재의 고무분말 생산규모로 내수를 충족시킬 수 있

으나 수출 예상량의 확보를 위해서는 폐타이어 고무분말의 소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고무분말 설비의 내구연한을 7년 정도로 볼 때 7년 

안에 외국의 폐타이어 분말 시장구조와 환율이 어떤 형태로 변화될지 불투명

한 상황에서 단기적인 수요를 맞추기 위해 거액의 고무분말 공장을 추가로 설

치하는 것은 위험한 요소를 안고 있다. 따라서 향후 3년간의 단기적인 기간에

는 10,000톤 규모로 운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3년 동안의 운 결

과와 시장구조의 변화를 분석한 후 추가설비의 설치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7.1.2  장기적인 측면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폐타이어 고무분말 공장의 증설은 기술적인 측면과 정

책적인 측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특히 장기적인 측면에서 설

치는 먼저 국내 내수가 확보되어야 설치에 따른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첫째는 기술적인 측면으로 국내의 시장구조 변화와 수요를 주도하기 때문이

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고속철도의 바라스트매트나 고무분말 표면 개질기술, 

합성고무 탈황기술 등에 의한 원천 고부가 원료나 상품개발이 정착되고 수요

가 증대가 시작될 경우에는 근본적인 시장구조의 변화의 틀을 바꾸기 때문에 

그 때는 수요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분말설비를 제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이 2∼3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예측판단이 중요하다.  

  또한 1차 설비를 운 하면서 축적된 Know-how와 운 결과가 2차 또는 3

차 설비를 건설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는 정책적인 측면이다. 이는 정부에서 폐타이어 재활용 정책을 어떻게 

유도하느냐와 관련된다. 현재처럼 에너지 활용방향으로 계속 추진이 이루어질 

경우 에너지가격이 비싼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경제성 면에서 이와 경쟁을 

할만한 처리기술은 빈약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흐

름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활용 정책이 개입되어야 하며 유럽처럼 자

원 재활용 위주의 우선 정책지원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덴마크나 독일처럼 자원재활용에는 처리비를 지급하지만 에너지

활용에는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에너지 활용은 2차 

폐기물을 발생시키거나 연소 과정에서 2차 오염물질을 배출시킬 가능성이 있

기 때문이다. 유럽의 경우 몇 나라에서는 에너지 활용과 재활용 비율이 비슷

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고부가 상품의 재활용품 개발은 에너지 활용으로의 편중된 경향을 경

제성 면에서도 바꿀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재활용품에 사용되는 고무분말의 가



격이 높게 유지되어야 하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가격이 원료고무의 가

격에서 분말 생산원가를 뺀 가격으로 상향 유지될 때 가능하다. 따라서 향후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책적인 측면은 폐타이어 고무분말 설비를 추가 건설해야 

할 것인지에 민감한 향을 미칠 수도 있다. 

7.2 추가 설치시 적절한 고무분말 입도 선정

  7.2.1 현재의 소요 고무분말 입도와 소요량

  현재 국내의 고무분말 수요는 분말입도가 대부분 매트나 블록 등과 같은 재

활용제품이나 고무 대용제품의 생산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대략 0.5∼3 mm정

도로 다양하며 입도분포로는 7∼30 Mesh에 해당되는 고무분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조사된 국내의 고무분말 입도별 소요량은 <표7-1>과 같다. 이 표는 정

확한 각 분말 생산품회사의 입도분포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사의 생산

분말 중심으로 사양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 경향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가장 소요가 많은 분야는 16 Mesh이상으로 정확인 한 입도분포는 

1∼3 mm정도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고무분말을 이용한 재활용 산업이 고무 

매트나 블록제조 또는 고무첨가재 같은 부가가치가 다소 낮은 산업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높은 것이 16∼30  Mesh범위이며 

1998년 소요기준으로 23% 정도를 차지한다. 상대적으로 30∼ 40 Mesh의 범

위에서 고무분말 소요가 낮은 것이 특징이며 반대로 40Mesh이하 0.4 mm이하 

고무분말 입도를 원하는 회사도 15% 정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표 7-1> 단기적인 예측에서의 고무분말 소요 입도분포와 소요량 

  입도 분포
예  상  소  요  량 (톤/년)

1998   % 1999   % 2000   %   합  계

 16 Mesh 이상 

  (1∼3 mm)

  5,500

 (50,000)
 59.8

 9,250

(50,000)
 57.5

 9,300

(50,000)
 55.0

  24,050

 (150,000)

16 ∼ 30 Mesh

 (0.5∼1.0 mm)
  2,090  22.7  3,740  23.2  4,250  25.1   10,080

30 ∼ 40 Mesh

 (0.4∼0.5 mm)
   250   2.7   500   3.1    700   4.1    1,500

 40 Mesh이하

 (0.4mm이하)
  1,350  14.7  2,600  16.2   2,650  15.7    6,600

    합  계
  9,190  

 (50,000)
 100

16,090

(50,000)
 100

 16,900

 50,000)
 100

  42,230

 (150,000)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향후 각 회사의 예상 수요량이 미세 분말입도 방향으

로 증가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각 회사들이 고부가 상품의 분말제조에 관심

을 갖고 있음을 말해준다. 

  7.2.2 추가설치시 적절한 입도분포

  <표 7-1>의 국내 고무분말 생산품 업체의 수요량을 기준으로 할 때는 당분

간 국내 수요는 주로 1∼3 mm의 굵은 입도 분포 방향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

상된다. 그러나 수출을 감안하거나 미세 고무분말의 소요를 예상하면 입도분

포는 30 Mesh 이상의 방향으로 일부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도 있다. 이는 국

내의 수요가 주로 30 Mesh 이하로 수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그 수요

의 틀이 쉽게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이다.

  40 Mesh 이상의 입도분포는 현재 주로 재생고무의 제조에 활용되는데  그

이하의 입도분포가 되면 인장강도나 혼합물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 또한 타이어 제조업체의 보고에 의하면 입도가 미세할수록 물

성에 미치는 향이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40Mesh이상의 미세분

쇄를 위해서는 저온 냉동분쇄가 불가피하나 이를 위해서는 액체질소와 같은 

냉매의 사용에 따른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성분석의 근거는 폐타이어 미세분말의 가격이 현재 타이어 제조회사에

서 구입하고 사용하는 대표적인 합성고무 SBR과 천연고무의 가격과 어느 정

도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  현재 SBR의 가격은 kg당 900원이며 천연고무의 

가격은 kg당 1,200원 정도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료 고무의 사용을 폐타이어 

고무분말로 일부 대체하기 위해서는 일단 고무 성능에서 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함량 범위 내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인장강도 기준으로 보았

을 때 평균 입도 80㎛ (180∼200 Mesh)정도의 폐타이어 분말을 천연고무에 

대해서 10 phr정도 첨가하면 5% 정도의 인장강도 감소효과가 나타나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적정 물성 허용범위 내에서 폐타이어 고무분말 첨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때의 가격은 합성고무의 가격인 kg당 900원 보다 낮은 

가격에서 유지되어야 타이어 생산업자는 구입할 수가 있다. 현재 공사의 평균 

생산원가가 kg당 219원이므로 여기에 냉동분쇄에 따른 미세 분쇄비용이 얼마

나 더 소요될는지는 검토대상으로 남는다.

  따라서 향후 설치예정인 폐타이어 고무분말 설비의 분말생산 입도분포는 현

재의 고무분말 시장구조를 기준으로 유지하되 다소 미세고무 분말 30∼40 

Mesh 분포를 20∼25% 정도까지 약간 늘리는 수준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예상되며 40 Mesh 이상의 고무분말 소요에 대해서는 냉동분쇄에 

따른 정확한 자료조사 및 경제성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7.3 국내시장을 감안한 적정 고무분말 생산량



  <표 7-1>은 현재까지 조사된 고무분말 예상소요량으로 1998년에 가동 생산

에 들어갈 분말설비의 수요로 충족시킬 수 있는 양으로 생각된다. 다만 여기

에서 변수는 중국으로의 수출물량이 변수이기는 하나 현재로서는 다소 유동적

인 면이 있다. 따라서 불투명한 외국의 시장구조를 기초로 설비를 증설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설비 증설은 국내 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무리

한 경 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낮다. 그렇다고 수출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내수와 수출의 비율을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인가를 먼저 정하되 그 

정하는 기준은 수출 환경변화에 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로 선정해야 한

다.  특히 최근과 같이 환율이 상승한 상태에서는 충분히 수출에 대한 우위가 

존재하지만 환율이 다시 하향 안정될 경우에는 내수에 의하여 폐타이어 고무

분말이 소화되지 않음으로 적체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 연간 10,000 톤 규모의 폐타이어 고무분말 설비로 향후 3년 

안에는 충분히 국내 수요는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999년 안

에 폐타이어 고무분말 공장 운 결과와 시장 구조분석에 따라 추가설비의 용

량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현재 고무분말 생산업체 가운데

는 자체 생산설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중소규모의 분말 공장에서 공

급받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2,000년 기준으로 17,000톤 규모가 소요된다고 해

서 증설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이다.  

  또한 여러 차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폐타이어 활용 처리구조가 재활용 

우선으로 전환되어야 폐타이어 고무분말 추가시설에 긍정적인 효과가 될 것으

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장기적인 폐타이어 고무분말 설비 증설에 관한 것은 시장구조의 

유동성과 재활용 정책에 대한 유동성, 환율변화에 대한 유동성 등으로 예측하

기는 어려우나 당분간 연간 10,000톤 규모의 운전으로 국내의 수급조절은 충



분히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2∼3년간의 운전경험과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설비의 건설을 검토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제 8 장  결과요약

폐타이어 고무분말 제품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시장조사, 견본품제조 

및 품질평가, 외국의 기술현황 조사, 정부의 지원대책을 포함한 재활용 정책, 

수요확대를 위한 방안 도출 작업을 수행하 다. 현재까지의 연구진행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내 고무분말 시장조사는 유선상 문의 또는 직접 방문하거나 설문서와 

아울러 고무분말 샘플을 고무제품 제조 사업장에 보내어 회신을 받는 방법으

로 조사하 다. 중점을 두어 조사한 고무분말은 입도가 16mesh보다 작은 고

무분말 이었으며 여기에는 Buffing고무가루는 포함되지 않았다. 일부 수요가 

적은 사업장은 조사과정에서 누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고무분말 수요량

은 발표된 자료보다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추가로 지적할 사항은 97년

까지는 국내에서 미세고무분말이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되지 못하 기 때문에 

수요가 적었지만 공사에서 적절한 가격으로 대량 생산됨에 따라 수요가 유발

되는 현상이 있었으며, 97년부터 신제품이 개발됨에 따라 98년 이후에는 분말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97년도 분말 소요량은 2,740톤, 98년에 

9,190톤, 99년은 16,090톤, 2,000년은 16,900톤으로 예상되며, 여기에는 수출분

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 분말 수요량은 사업장에서의 예상 분말 수요량을 그

대로 합한 내용이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수치임을 밝혀둔

다.

2) 외국에서의 폐타이어 발생량 및 고무분말 시장은 문헌조사 또는 해외출

장을 통하여 조사하 다. 최근 유럽지역에서의 폐타이어 발생량은 2,437,640톤

이었으며 일본은 953,000톤, 그리고 미국은 26,000만개 정도의 폐타이어가 발

생하므로 중량으로는 약 2,400,000톤 정도이다. 미국에서의 활용현황은 에너지



이용, 수출, 토목이용, Buffing 및 Cutting, 그리고 고무분말, 농업용 순이었다. 

일본에서는 열이용, 수출 및 재생타이어, Material Recycle(고무분말, 재생고

무), Chemical Recycle(열분해,화학분해) 순이었다. 유럽에서는 재생타이어와 

수출, 열이용, 고무분말을 포함한 가공 순으로 처리하 다. 

3) 외국에서의 폐타이어 고무분말 가격은 다음과 같다. 유럽에서의 Buffing

가루는 166원/kg이며 저급 고무분말(입경이 2mm이상, 이물질 약간 포함)가격

은 210원/kg, 2-3mm분말이 약 290원/kg, 미세고무분말(40mesh)가격은 580원

/kg이었다. 미국에서의 분말가격은 16mesh이상이 364원/kg, 16-30mesh가 400

원/kg, 그리고 40mesh이하 미세고무분말은 493원/kg이었다. 유럽에서는 동유

럽지역에서 생산된 값싼 고무분말이 독일을 통하여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유

럽에서의 고무분말 가격 형성에 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며 고무분말 가격

은 구입하고자 하는 물량 그리고 품질에 따라 가격 편차가 심하게 발생한다.

4) 신제품제조 기술개발과 미세고무분말 수요처 확보 목적으로 고무분말을 

구입 (16-30mesh 고무분말은 국내에서 구입, -30mesh고무분말은 외국에서 수

입)하여 견본품을 제조하고 그의 물성을 측정하 으며 국내 대상사업장에 샘

플을 공급하여 사업장에서의 고무분말을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

다. 견본물의 제조 및 제조된 시제품의 물성분석 결과는 제3장에 자세히 기술

하 으며 샘플을 송부하여 소요량을 조사한 결과는 제2장 국내 고무분말 크기

별 수요량 조사에 기술하 다.

5) 폐타이어 고무분말 수요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는 기술개발이 필수적이며 

특히 미세 고무분말의 경우 기술개발과 수요량은 아주 접한 관계가 있다. 

외국에서 고무분말 시장에 커다란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기술은 합성

고무의 탈황기술과 고무분말 표면 개질기술, 그리고 값이 싸며 성능이 우수한 

새로운 Binder개발이다. 고무분말은 재료자체의 물성이 좋고 내후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는 반면에 타 폴리머 재료와의 상용성이 부족한 단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무분말 표면을 반응성 가스 또는 폴리머로 얇게 Coating하

여 다른 고무재료와 함께 가황시 고무분말 표면과 타 고무재료 계면사이에서 

Cross-linking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도와주고 Compounding시 타재료와

의 상용성을 증진시키는 표면개질기술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고무분말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개발 방법중 하나는 대부분의 분말 이용

업체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부에

서 Matching Fund를 제공하여 전문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기술개발이다.

6) 재생공사에서 생산되는 고무분말의 입도중 16∼30 Mesh 또는 16 Mesh이

하(1∼3 mm)는 내수판매에 의하여 톤당 250,000원까지 가격형성이 예상되며 

30 Mesh이상은 유럽 수출을 통하여 톤당 450,000까지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7) 국내의 재활용체재는 폐기물 처리를 우선으로 한 에너지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향후 유럽처럼 환경문제 해결 및 자원 활용 차원에서 재활용 우선정책

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8) 고무분말을 이용한 고부가 상품의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신기

술의 개발 및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한국자원재생공사가 기술보급 및 

정책, 금융지원에 관한 창구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9) 국내의 폐타이어 분말 수요는 1998년 기준으로 10,000톤에 이르고 1999년 

이후에는 16,000톤을 상회(해외 수출분 제외)할 것으로 보이나 폐타이어 고무

분말 설비를 추가 건설하는 것은 향후 시장구조와 수출환경 등을 면 히 검토

한 후 결정해야 함. ⇒ 2, 3년간의 분말설비 운전결과와 시장분석을 통하여 결

정

10) 현재의 국내시장 분말가격을 기준으로 볼 때는 공사의 수익성이 예상되며 

현재의 환율기준으로는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됨.

11) 향후 장기적인 고무분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재

활용 우선정책을, 기술개발 측면에서는 신기술의 개발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

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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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분말 개질기술



부록 2

Workshop Proceeding



부록 3

 Workshop 참가 기관(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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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창화학(주)  23
 농업기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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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남양특수고무(주)

  2
 산업기술평가

 연구소
 24

 포항산업과학

 연구원
 46

 하이텍산업기술

 (주)

  3  진로 인더스트리즈  25  익성특수인물  47  RIST

  4  이원중공업(주)  26
 쌍용양회

 중앙연구소
 48  금호타이어(주)

  5  도화학(주)  27
 동성화학

 중앙연구소
 49  K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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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한국자원재생공사  37  (주)맥산  59  (주)보광타이어

 16  폐타이어 건설현장  38  (주)뮤지움  60  월간폐기물

 17  한국자원연구소  39  세일산업(주)  61  (주) 주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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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재활용 관련정책 및 금융지원제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운 요령

제정 1995.10. 4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5 - 97호

개정 1996. 3.13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 - 28호

개정 1997. 3.24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 - 44호

개정 1998. 3.19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8 - 10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운 요령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

사업 및 동사업을 위한 수요조사사업(이하 “수요조사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기반조성사업의 범위) 법 제5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

     2. 산업정보의 모집․분석․유통의 촉진

     3. 기술연구시설등의 확충

     4. 기술연구의 집단화의 지원

     5. 신기술보육사업

     6. 국제기술협력의 촉진

     7. 기술력의 재고를 위한 경  또는 기술의 진단․지도

     8. 기술의 표준화

     9. 산업재산권의 보호 및 지원

    10. 품질 및 정 도 향상의 지원

    11. 기업․대학 및 연구소간의 협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제 2 장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운

제3조(산업기술발전심의회) ①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발전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정책교류회 위원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위

촉하는 자

     3.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기술기반조성사업 관련전문가 중 산업자원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

원장은 위원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제1항제1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위촉

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심의회에는 간사를 두되, 사업에 따라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장 

또는 산업기술개발과장으로 한다. (1997. 3. 24. 제3조 조문 삭제)

   

제4조(분야별 기술정책교류회등) ①기술기반조성사업의 장단기 방향제

시, 수요조사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인력, 정보 등 분야별 기술정책교류

회(이하 “정책교류회”라 한다)를 둔다.

  ②기술기반조성사업의 선정․관리․평가등의 심의를 위하여 제5조

의 기획관리평가 전담기관내에 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둔다.

  ③정책교류회, 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 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3 장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등

제5조(전담기관)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설 산업기술정책연구소로 

하되 기술기반조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책교류회 운 , 관리 및 수요조사 실시, 결과의 종합분석

     2. 사업계획서의 검토․조정 및 평가

     3. 사업 수행의 지도․감독 및 사업비 정산․환수

     4.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활용촉진



     5. 평가위원회 및 운 위원회의 구성․운

     6. 기타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0조 제2항의 경우 전담기관은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행예산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④전담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 할 수 있다.

   ⑤제4항에 의한 별도의 규정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주관기관 등) ①법 제5조제2항 각호의 기관중 당해 기술기반조성사업

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사업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

이라 한다.

   ②법 제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기술력의 재고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기관과 같다.

     1.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비 리 법인

     2. 공업발전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 및 단체

     3. 기술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4. 기타 지원대상사업 공고시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

인 또는 단체

   ③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기술기반조성사업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2. 기술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

     3. 기술기반조성사업비의 관리

     4. 기술기반조성사업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

제7조(참여기관 및 위탁기관) ①당해 기술기반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기술기반조성사업에의 공동수행

    2. 기술기반조성사업에의 제18조에 의한 출연금 이외의 현금 또



는 현물의 부담

    3. 기술기반조성사업결과의 활용

  ②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당해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일부를 수행

하는 기관을 위탁기관이라 한다.

제8조(총괄책임자) ①당해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②총괄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2. 기술기반조성사업비의 사용 발의

     3. 기술기반조성사업 수행과정의 지도 및 조정

     4. 기술기반조성사업 결과의 보고

제 4 장 수요조사사업

제9조(기술기반조성사업의 발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

은 수요조사사업를 통해 발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자원부장

관이 산업기술기반 정책수행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요조사사업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수요조사사업의 실시)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당해년도 수요조사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제1항에 의한 수요조사사업의 기본계획에 따라 분야별 정

책교류회를 통하여 수요조사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별도의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수요조사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지정하여 수시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수요조사사업비)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0조에 의한 수요조사사업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요조사결과의 활용) 산업자원부장관은 수요조사결과를 종합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관련연구기관, 학계, 산업계에 널리 배포하여 기술기

반조성계획수립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장 지원대상분야의 공고․심의 등

제13조(지원대상사업의 공고)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

여 발굴된 기술기반조성사업 중 당해년도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주관기관 선정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공모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시에는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요내용, 

신청자격, 접수처, 신청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기술기반조성사업의 신청) ①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기술기반

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관기관은 별도의 서식에 따라 기술기반

조성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신청

하여야 한다. 

   ②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사업 주관기관을 지정한 

경우, 지정된 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

하여  전담기간에 신청하도록 한다.

제15조(사업계획서의 검토․조정 및 심의) ①전담기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신청받아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들을 사전 검토․조정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조정 및 심의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종합



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1. 사업목표의 명확성

     2. 추진계획의 현실성

     3. 사업내용 및 참여기관 등의 공공성․기반성

     4.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5. 공동활용계획의 실질성

     6. 사업비 계상 및 사업기간의 타당성

     7.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③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시 중소기업의 참여도 지방자

치단체의 출연규모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으며, 우대조건은 별도로 

정한다.

   ④전담기관은 필요한 경우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당해 주

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통합하거나 집단적 사업으로 조직화하고 사

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은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

당 주관기관이나 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여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조정 및 심의를 완료하고 심

의결과를 사업별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이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주관기관은 통보일로부터 1

5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전담기

관은 선정여부 등 중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치고 사업비 

조정 등 경미한 사항은 자체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전담기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재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체 검토 또

는 평가위원회의의 재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기술기반조성사업의 선정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5조의 전



담기관 심의결과 등과 해당년도 사업규모, 기술기반조성정책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주관기관을 확정한 후 전담기관에 통보한

다.

   ②전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정통보에 따라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주관기관에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선

정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 6 장 기술기반조성사업비

제17조(기술기반조성사업비 계상) 주관기관이 당해 기술기반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기술기반조성사업비”라 한다)을 계상하거나, 전담

기관이 이를 검토․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비목별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기술기반조성사업비 및 계상비목을 조정할 

수 있다.

     1. 인건비는 기술기반조성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인원에 대하여 지급하

는 보수로서 참여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인건비기준에 따라 인정

하되 공무원으로서 정부에서 100% 보수를 지급받는 인원은 인건비

를 계상․지급할 수 없다.

     2. 직접사업비는 당해 기술기반조성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경비

로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세부비목을 별도로 정하여 운

할 수 있다.

     3. 간접사업비는 당해 기술기반조성사업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로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세부비목을 별도로 정하여 운

할 수 있다.

     4. 위탁사업비는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데 소요되는 경



비를 말하며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한 비목별로 계상하고 조정

한다.

제18조(출연금의 지원 등) ①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당해년도 사업비의 75% 이내로 하되, 산업자

원부장관은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

여 지원할 수 있다.

   ②정부출연금의 지원기간은 5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산업자원부장관

은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정부출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

다.

제19조(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부담금의 부담형태) 당해년도 기술기반조성사

업비 중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17조의 규정에 의

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할 수 있다.

제 7 장 협약의 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

제20조(협약의 체결) ①주관기관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 및 제

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계속”으로 평가된 사업은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기반조성사업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

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동 기간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

우 산업자원부장관은 당해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시 별도로 정한 서식에 의

한 기술기반조성사업협약서 및 그 첨부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부담현금 납입증빙서류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현금부담분



을 입금한 기술기반조성사업비 관리통장 사본 또는 이에 상당하는 주관

기관 및 참여기관 명의의 약속어음 사본으로 한다.

   ③협약은 산업자원부장관과 주관기관의 장간에 체결한다. 단, 필요시 산

업자원부장관은 협약체결을 전담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④참여기관과의 협약은 주관기관의 장과 참여기관의 장간에 체결하

되, 주관기관의 장은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약체결시 동 협약서를 첨

부하여야 한다.

   ⑤주관기관이 되려고 하는 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

학의 독립된 단위부속기관인 경우에는 동부속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본래 주관기관의 장이 부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기술기반조성

사업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에 한한다.

   ⑥위탁사업 협약은 주관기관의 장과 위탁사업기관의 장간에 체결하

되, 주관기관의 장은 산업부장관과 협약시 위탁사업협약서를 첨부하

여야 한다.

제21조(협약의 변경) ①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또는 주관기관의 요

청이 있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으

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을 변경할 수 있

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

한다.

제22조(협약의 해약)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 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1.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기술기반조성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술기반조성사업 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에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술

기반조성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산업기술기반정책 수행상 기술기반조성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

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에 기교부된 정부출연금의 범위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기자재등 유형적 재산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

기관등으로부터 환수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환수방법에 관하여는 별

도로 정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당해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참여기관, 산업자원부장관, 총괄책임

자 등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동안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단, 협약 해약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

제한조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참여제한대상, 참여제한기간 등에 관하여는 별도

로 정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된 금액은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

용하며, 환수한 기자재 및 설비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연구기관, 학교등 

관련기관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23조(출연금의 지급)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또는 분할지급한다.

제24조(기술기반조성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을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기술기반조성사업비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나 전담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하여

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비는 총괄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

며 타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비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가치

세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받는 금액은 당해 기술기반조성사업비 지

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기술기반조성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협약기간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

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당해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

요한 것으로 전담기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위탁사업의 경우 위탁사업기관의 장 또는 위탁사업책임자는 제1항 내

지 제5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협약당시의 사업계획서에 의한 당해년도 기술기반조성사업비를 제17

조의 규정에 의한 비목별로 10%이상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와 사

업별 협약서상의 구입액 5천만원 이상의 동일기자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위탁사업의 경우에도 주

관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위탁사업비가 당해년도 기술기반

조성사업비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위탁사업비의 비목별 변경은 전담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⑧제17조제1항제1호에 의해 계상된 인건비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

하여 주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기관의 보수체계, 참

여인원수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인건비 예산내에서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참여기관 등의 기술기반조성사업 참여)  ①주관기관은 참여기관이 

사업수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참여기관에 대하여 정

기적으로 사업의 수행현황을 설명하여 참여기관의 의사가 충실히 반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기반사업비를 사용할 



경우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참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

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기술기반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산․학․연․관 관련전문가등으로 사업협력팀을 구성․운 할 수 있다.

제 8 장 기술기반조성결과의 보고, 평가, 활용 등

제26조(기술기반조성결과의 보고) ①총괄책임자는 당해 기술기반조성사업이 

계속사업인 경우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 정한 당해년도 기술

기반조성사업 종료일 1개월전까지 별도의 서식에 의한 중간보고서와 차

년도 사업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제출기한은 사업별 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총괄책임자는 최종년도 기술기반조성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별도의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중단” 또는 “목표미달”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④전담기관은 당해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수행현황, 기술기반조성사업비 

사용실태등 기술기반조성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기술기반조성사업 결과의 평가) ①전담기관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기관이 제출한 중간보고서에 대하여 자체검토 및 평가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 “중단”, “보완”의 3등급으로 평가하고 그 결

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이때 “계속”으로 평가된 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



계획서에 대한 제15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검토, 조정 및 

심의하여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하여

는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완

조치가 완료된 경우 보완결과에 대하여 “계속” 또는 “중단”여부를 평가

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관은 심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이의신

청을 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자체검토 또는 평가위

원회 재심의 후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산업자원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된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확정 결과를 전담기관에게 통

보하고, 통보받은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산업자원부장관은 “계속”으로 평가된 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기

반조성사업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며 “중단”으로 평가된 기술기반조

성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

다.

  ⑤전담기관은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최종보고서

에 대하여 자체 검토 및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목표달성도에 

따라 “목표달성”, “목표미달”로 평가하여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관은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여

야 하며, 이의신청에 대하여 전담기관은 자체검토 또는 평가위원회 

재심의 후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자

원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확정 결과를 전담기관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은 이를 주관기관에 

통보한다.

   ⑦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시 전담기관은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 위원 이외의 정책전문가로부

터 의견을 듣거나 공개평가회를 가질 수 있다.

   ⑧전담기관은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및 현장조사결과 기

술기반조성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계속수행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을 산업자

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 또는 “목

표미달”로 확정된 경우 당해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참여기관,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총괄책임자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동안 기술기

반조성사업에의 참여제한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

다. 다만 사업목적외의 기술기반조성사업비 사용 등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전액을 일시에 환수한다.

제28조(기술기반조성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기술기반조성사업비 사용실적을 별도

로 정한 서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실적을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2호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

연․보조연구기관, 대학인 경우에는 사업비사용의 적정여부에 대한 

해당기관장 또는 총(학)장의 확인서로 회계감사보고서를 갈음할 수 



있다.

    1. 사업시작일로부터 6개월까지의 실적

    2. 사업시작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의 실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하

을 경우에는 기교부한 정부출연금을 환수하고 해당 주관기관 및 총괄

책임자에 대하여 기술기반조성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7조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전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기술기반조성사업비 사

용실적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 후 정산결과 및 이월금액을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주관기관은 

통보결과에 이의가 없을 경우 정산잔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을 전담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기술기반조성사업비 잔액중 정

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정산금액 및 제22조제2항, 제27조제9항의 규

정에 의한 환수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하며 전담기관은 정산금 

등의 관리상 발생하는 이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획관리

평가사업 등에 필요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1. 당해 주관기관의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실시

     2. 다른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실시

     3. 기타 기술기반조성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로 하는 사업 

   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증빙서류 및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최종년도 기술기반

조성사업 종료일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이나 전담

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⑥주관기관의 장은 당해사업 수행도중 발생한 이자 등 사용잔액에 대해

서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차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종료 후 발생한 수익금 등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

간동안 당해사업의 성과활용 등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제29조(기술기반조성사업 결과의 활용 등) ①주관기관의 장은 조성된 산업

기술기반의 공동활용 등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목표달성”으로 평가된 기술기반조성사

업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종료 후 사업별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매년 12월말까지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기술기반조성사업 결

과활용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

라 결과활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

략할 수 있다.

   ③제2항을 위반하 을 경우 기교부한 정부출연금을 환수하고 해당 주관

기관 및 총괄책임자에 대하여 기술기반조성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7조제9항을 준용한다.

   ④전담기관은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주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결과

활용보고서를 분석하여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장    보    칙

제30조(포상) 산업자원부장관은 우수 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자 및 관련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기한변경) 이 요령상의 각종 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제5조제4

항의 규정, 사업별 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2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요령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기술기반조성사업에의 참여제한, 정부정책자금의 지원제한, 

기타 기술기반조성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제재조

치를 취할 수 있다.

제33조(지침의 제정 등)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사업별로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제34조(서식의 변경 등)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요령에서 정한 표준서식을 사

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요령 시행 이전에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과 관련된 별도

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본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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