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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interest in sustainable architecture has increased, research on the recycling method of waste materials has been actively conduc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omestic and foreign cases using recycled building materials an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suggest the improvement value and future improvement direction. For this, the preceding research was conducted. second, I examined 
domestic regulations. third,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domestic and foreign cases, and revealed the values and limitations. Finally, we 
sugest a direction for domestic activat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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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선행연구 분석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지금까지 건축이 도시에서 가해왔던 영향력을 최대한 

줄이고 지속가능한 건축을 도모하는 사회적 관심과 필요

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재활용 건축자재를 건축에 활용하는 다

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계점이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제도, 사례, 한계에 관해 선행된 연구를 

진행한다. 둘째, 국내외 사례와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

를 분석하였다. 셋째, 재활용 건축자재가치 활용된 국내외 

건축물 사례별 특성을 분석하고 가치와 한계점을 도출한

다. 넷째, 향후 국내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1.2 선행연구 분석2)

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국내외 재활용 건축자재를 활용

한 관련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국내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었다. 첫째, 건설 폐자재 재활용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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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분류 요구조건

폐금속류

주원료

폐산폐알칼

리

폐유기용제

폐섬유

폐내화물 및 

도자기 편류

건설페자재

폐석고류

폐석회류

폐지 제품 종류에 따라 일정비율이상 사용

폐목재 중량기준 50%이상 사용한 나무판제품

폐플라스틱

중량기준 50%이상 사용한 성형제품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폐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중량기준 

80%(건축자재는 60%) 이상 사용한 성형제품

폐고무

재생타이어 및 폐타이어 단순가공제품

중량기준 원료의 50% 이상 사용한 제품

폐고무 고무분말을 중량기준 15% 이상 

사용한 고무아스팔트 제품

고로슬래그, 

석탄재, 

광재, 분진, 

연소재, 석분 

오니, 소각 

잔재물, 

폐주물사

고로슬래그의 중량기준 40% 이상 사용한 

토목, 건축자재

중량기준 40% 이상 사용한 요업제품

중량기준 50% 이상 사용한 토목, 건축자재 

시멘트 대체재로서 석탄재, 고로슬래그를 

중량기준으로 시멘트 소요량의 5% 이상 

사용한 레미콘 및 건축자재

폐유리
중량기준 50% 이상 또는 부피기준 70% 

이상 사용한 건축자재

그림 1. 건설폐기물 발생현황 추이 

(출처 : 국가통계포털, 2017)

구분 내용

순환골재 의무 사용 

대상공사 및 용도확대

-의무사용율 10%에서 15%로 확대

- 도로공사 4km 이상에서 1km 

이상으로 확대 등

성상별 실질재활용 

목표율 설정

09년도 실질재활용률 30%달성, 

11년도 33% 초과달성 추정

인센티브 확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상의 인센티브 부여

건설폐기물 정보관리 

시스템 안착

국가폐기물관리시스템인 Allbaro 

시스템에 건설폐기물 처리체계 구축

표 3. 순환골재 재활용 관련 제도

2. 국내 제도 및 현황

2.1 국내 제도 

국내에서 시행중인 재활용 자재 활성화 정책으로는 GR

마크 인증 자재와 환경마크가 있다.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제도인 GR인증제도는 제품 전 과정에서 종합적 품질관리

시스템과 품질, 성능,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에 대하여 인

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15조 및 

제3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하여 신

청업체 구두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개발기술 및 환경친

화성, 자원순환 파급효과 등을 평가한다.3) 한국환경산업기

술원에서 운영하는 환경마크는 소비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이 친환경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이다. 동일 용도의 제품 서비스 

가운데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 제품을 선정한다.4) 위 두 가지 제

도는 국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있는 제도로써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건축을 진전을 시도하고 있다.  

표 2. 법률에 근거한 재활용 건축재료 생산 가능한 원료와 조건

3) GR제품정보시스템 : http://www.buygr.or.kr/ 
4) 친환경마크 : http://el.keiti.re.kr/service/index.do

 (출처 : 국내 건축 설계에서의 재활용재료 적용에 대한 연구, 

2017)

 2.2 국내 현황

건축폐자재 재활용 부문에 있어서는 순환골재의 활용이 

가장 대표적이다.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총량 중 폐콘크리

트, 폐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양이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현

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현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구

되고 있는 것이 폐콘크리트 재활용 자재인 순환골재이다.

2013년도에 환경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배출된 

건설 폐기물 중 97.9%가 재활용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

다. 순환골재 재활용은 주로 도로기층용, 도로보조기층용, 

콘크리트용,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하수관 설치용 모래대

체 잔골재 등 이었다. 순환골재의 판매량 중 의무사용용도

인 도로기층용과 도로보조기층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의무사용용도 외에서 블록, 벽돌, 도로경계석과 

같은 콘크리트제품의 판매량은 2012년도 대비 약 85.8%의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

용은 11.8%,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은 3.6% 증가하는데 

그쳐 다양한 분야의 활용과 고부가가치 항목 활용에 있어 

한계점을 보였다. (순환골재 활성화 방안 연구, 2014) 앞으

로 정책과 관련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순환골재를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사항이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출처 : 제2차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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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시범사업대상 사업시간

환경부

(공원관리

공단)

내장산국립공원 금선교 화장실 15.01-15.10

도로공사 88고속도로 순창휴게소 화장실 15.03-15.12

수자원

공사
송산그린시티 캠핑장 관리사무소 15.07-15.12

LH
행복도시 3-2생활권 공원 

관리사무소
15.05-15.11

철도시설

공단 
진주-광양 복선화 구간 황천역사 15.04-15.08

대전국토

관리청
청양-홍성 국도구간 표층(300m) 15.03-15.12

대전국토

관리청

대산-석문 도로건설 순환 아스콘 

표층 공사
15.3-16.12

표 4. 순환골재 100% 활용 시범사업 참여기관 및 대상

적용

사례
공사명

발주처/

시공사
사업기간 이미지

도로

보조

기층

용

고속도로 

제 

50호선

한국도

로공사 / 

현대건

설

10.9.20-1

0.12.31

되메

우기

용

공주

시관내 

하구관거 

매설공사

공주

시청 / 

동진

건설

09.1.1-10

.6.30

도로

보조

기층

용

행정도시

-대전

유성 

도로확장

공사

행정중

심복합

도시건

설청 / 

포스코

건설 등

08.8.6-11

.12.31

콘크

리트 

제품

제조

용

콘크리트 

제품 

생산

태진

기업사

09.1.1-10

.12.31

표5. 순환골재 활용 사례

그림 2. 금선교 화장실 

(출처 : 에코타임스, 2015)
그림 3. 대산-석문 도로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3. 국내외 사례별 특성

3.1 국내 정부주도 사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순환골재 100% 활용 시범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건설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

고, 환경훼손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며, 사용인구

가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 국립공원, 캠핑장 등을 순환골

재로 시범 시공하여 폐자재 재활용의 필요성과 효과를 보

여주는 데 의미를 갖는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건설기술연

구원과 한국건설자원협회가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인하고 

현장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계획을 세웠다.5) 순

환골재를 공공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생산량과 판매

량의 증가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순환골재의 안정성을 대

대적으로 홍보하였다.

(출처 : 환경부, 2015)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국토교통부는 도로 유지, 보수 

공사 공공건설공사에 40%이상을 순환 골재로 사용하는 것

을 의무로 하였다. 정부 주도의 폐자재 활용 정책이 계속

해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2 국내 민간 사례

 공통적으로 순환골재를 활용한 사례들은 지역의 천연

5)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portal.do

골재 대비 40~50% 가량 저렴한 가격6)에 골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순환골재에 관한 

인식부족과 품질에 대한 막연한 불신으로 인하여 품질관

리 등 부가적 업무가 수반되는 한계점을 보였다. 이에 품

질모니터링이 수반되었는데 시공이 완료된 공사구간에 대

해 들밀도 등 시험을 실시하였고 천연골재와 비교하여 성

능 면에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환골재가 저렴

한 가격과 천연골재와 다르지 않은 품질을 가졌음에도 불

구하고 재활용재료라는 점에서 오는 막연한 불신감으로 

인해 사용을 기피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여 

순환골재 활용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출처 : 2011 순환골재, 재생아스콘 우수활용 사례집, 2012 )

3.3 한계점

건축 폐자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폐콘크리트와 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재활용 방법, 정책에 관한 연구는 적

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기타 폐자재들에 관한 연

구, 정부의 정책 준비 등은 미비한 상황이다. 다양한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순환골재의 주용도가 도로 

포장에 관련된 분야에 국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재활용율

애 비해 실질 재활용률이 낮은 모습을 보인다. 재활용 자

재에 대한 시민들의 막연한 불신감 또한 폐자재재활용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중 하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정성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와 인지도 향상이 필

요해 보인다.

6) 골재단가(m3당) : 순환골재 6,000원, 천연골재 11,000원 

환경부 : http://www.me.go.kr/home/web/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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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는 국내 건축폐자재의 재활용 현황과 주된 활용

도 분석과 더불어 국외 건축폐자재 재활용 현황을 분석하

여 건축폐자재 재활용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더욱 

적극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경제성장과 함께 급격하게 확장되어온 건축업계는 

더 이상 확장이 아닌 지속가능한 건축의 중요성에 대해 

실감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한

국과 마찬가지로 폐콘크리트가 건설폐기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일본은 2000년도부터 건설폐기물 발생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70m²이상의 공사에서 폐콘크리트, 

폐목재, 건설혼합폐기물의 분별해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공사현장 주변 40km 내에 폐기물재자원화 시설이 

있을 시 순환골재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자원 순환

형 사회 구축을 위한 순환골재의 새로운 재활용 방안 모

색, 2014) 폐콘크리트와 폐아스팔트콘크리트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기타 다양한 폐자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

루어져야하고, 재활용 자재 활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제시, 국민적 인식재고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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