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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 industrial development and technological breakthroughs have made our life much more convenient, 

however, at the cost of environmental degradation resulting from indiscreet focus on development in combination of 

disregard of impact on eco system. Notably, global warming is one of the most serious environmental issues, 

triggering attention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in Korea and elsewhere. To address such issues, nations around 

the world are beefing up environmental regulatory framework such as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to tackle environmental challenges from global perspective. Against the backdrop, 

Korea has been engaging actively in global initiatives to reduce climate change, ratifying UNFCCC in 1993 and the 

Kyoto Protocol in October, 2002. However, unlike the government responding to environmental degradation in 

earnest, construction industry is far from making efforts to reduce wastes. Construction waste is a source of 

environmental deterioration world wide and adds to the aggregate cost that construction companies should assume. 

Korean construction firms also need to develop initiative aggressively to respond to changes in environmental 

policies and reduce construction costs. Therefore,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sources of wastes in construction 

sites and suggest solution in order to prod local construction companies to develop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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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 으로 지원받아 연구되었음.

1. 서 론

  1.1 연구배경  목

  최근 산업발   기술향상으로 인하여 인간은 생활의 

편리성을 하게 되었으나, 자연생태계에 한 향을 

무시한 채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환경문제가 두되고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는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 의 하나

이며 국내·외 으로 환경보호에 한 심이 증 되고 있

다. 이러한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하여 각 당사국들은 지

구 체 인 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국제 으로 

유엔기후 약(UNFCCC)
1)등을 통해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UNFCCC에 비 하 고 이

어 2002년 10월 교토의정서에 비 하는 등 세계의 기후변

화 방지노력에 극 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변화에 한 정부의 응과는 달리 건설산업에서의 폐

기물 감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2008년 수도권매

립지 통계연감에 따르면 폐기물 반입량은 연간 11,665천톤

(39천톤/일)에서 2007년 5,097천톤(19천톤/일)으로 반 이

하로 감하 으며, 동 기간  매년 6%정도 감소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1) 그러나 생활 폐기물이 21% 감소한 반면 

건설폐기물은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 매립

지 통계연감 2008) 그러나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된 폐기물

은 매립이 목 이기 때문에 실제 발생량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도권 매립지 통계연감(2008)에 따른 분

석에 의하면 건설폐기물 반입량은 2000년 35%에서 2007년 

53%로 약66%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

한 건설폐기물은  세계 인 환경문제의 원인이 되며 기

업측면에서는 공사총액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러한 환경정

책에 한 변화에 응하고 공사비를 감소시키기 하여 

국내 건설업체들도 자구책 마련이 실하다. 기존 연구 문

1) 유엔기후변화 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

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1992년 6월 라질의 리우환

경회의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 상을 방하기 

한 목 으로 채택된 것으로서 회의 참가국 178개국  우리

나라를 포함한 154개국이 서명하 으며 1994년 3월 21일 공

식 발효되었다. 한, 동 회의시 도서국가연합  EU 등은 

구속력 있는 감축의무 규정을 주장하 으나 미국 등 여타 선

진국들이 반 하여 단순한 노력 사항으로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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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을 분석한 결과 국내의 경우 김재문(2008)은 건축자재별 

해요인을 도출하 고, 정찬 (2007)과 김지혜(2006)는 건

설폐기물의 발생요인을 분석하 다. 한 국외의 경우는 

Tom(2006), Carlos(2002)는 폐기물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 다. 이와 같이 국내의 경우  국외와 비

교하 을 때 상 으로 발생요인에 한 연구가 부분이

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국내 건설 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발생원인을 조사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건설

기업들의 폐기물 재활용을 구하는 것이다.

  1.2 연구의 범   방법

  연구범  설정을 하여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상

으로 건축허가 황을 조사한 결과 주거용도  공동주택이 

약 87.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국토해양

부 건축허가 통계 2008) 따라서 연구의 효율성을 하여 

연구범 를 수도권의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연구방법은 

<그림 1>과 같다.

  먼 , 기존연구  문헌고찰을 통하여 폐기물 련 연구

동향을 악한 후 건설폐기물의 정의와 체계를 조사한다. 

수도권의 건설폐기물 발생 황을 악하기 하여 수도권 

매립지 통계연감을 조사하고 건설폐기물을 분류하기 하

여 S건설 장을 방문하여 내역서를 분석한다. 한, 건설

폐기물의 발생원인  발생 향요인을 악하기 하여 

장조사  실무자 인터뷰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건설폐

기물의 재활용 방법을 도출하기 하여 수도권에 치한 

10개의 공동주택 장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그림 1. 연구흐름도

2. 이론  고찰

  2.1 건축폐기물 련 연구동향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복성을 피하기 한 선행작업으

로 기존 연구문헌을 <표 1>과 같이 조사하 다. 국내의 경

우 김재문(2008)은 건설물 처리과정의 해요인을 도출하

고 주요 자재별 해요인을 도출하 다. 즉, 처리과정측면, 

제도 인측면, 건설 장  간처리업체 측면으로 악하

다. 정찬 (2007)은 건설폐목재를 심으로 발생원인을 

분석하여 폐목재의 처리상의 문제 을 도출한 후 요인분석

을 통하여 재활용 진방안을 추출하고자 하 다. 한 김

지혜(2006)의 경우 효과 인 폐기물 리시스템 구축을 

한 선행작업으로써 고층주택단지에 을 둔 건설폐기물 

발생패턴과 발생유발 요인 도출을 목 으로 사례조사를 하

다. 즉, 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손실액, 주요 자재 폐기물 

발생량, 발생 치, 리주체, 발생원인, 재활용폐기물, 집

형태, 반출방식을 조사하 다.

  국외의 경우 Tom(2006)의 경우 재활용방법으로 아스팔

트, 벽돌, 콘크리트, 속, 유리, 종이, 목재 등의 자재를 재활

용하고 건설폐기물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믹스에 혼합하여 

사용하는 안을 제시하 다. Carlos(2002)는 폐기물 감방

안과 발생원인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 다. 이처럼 

국외의 경우 폐기물의 해결방안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폐기물 발생원인에 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나 해결방안에 한 제시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국내의 폐기물 발생원인에 하여 

분석한 후 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표 1. 건설폐기물 련 문헌조사

연구자 내  용

김재문 외

(2008)

건설폐기물 처리과정의 해요인을 도출하기 해 

문헌조사, 건설 장  폐기물 처리업체 실무자면담

을 통하여 주요 자재별 해요인을 도출하 다.

정찬  외

(2007)

건설폐목재의 발생원인을 조사, 분석하고 폐목재의 

처리상의 문제 을 도출하여 요인분석을 통하여 반

으로 재활용이 진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

김지혜 외

(2006)

고층 공동주택단지를 심으로 건설폐기물 발생패턴

과 발생유발 요인을 도출하 다. 

Tam 외

(2006)

재활용방법으로 아스팔트, 벽돌, 콘크리트, 속, 유

리, 종이, 목재 등의 자재를 재활용하고 건설폐기물

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믹스에 혼합하여 사용하는 

안을 제시하 다.

Carlos 외

(2002)

건설폐기물 감방안으로 새로운 기술을 용하여 

감시키는 방안과 폐기물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해

결방안을 제시하 다.

  2.2 건축폐기물의 정의

  1991년에 개정된 우리나라 폐기물 리법(1986년 제정)

에서는 폐기물을 “쓰 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알칼리, 동

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 활동에 필요하

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그 유해성 

여부에 따라 일반폐기물2)과 특정 폐기물3)로 구분하고 있

다. 한, 한 주택공사의 건설공사 안 ·환경 실무지침서

(1999)에 의하면 건설폐기물은 “건축물의 해체·신축·증축·

개축·재건축 등과 도로의 신설·굴착·개보수과정 등 건설과

정에서 재사용되지 않고 는 사용된 후 배출되는 폐기물 

 지정폐기물과 건설 장에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

2) 일반폐기물은 이외의 폐기물로서 주로 가정의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쓰 기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무해성의 폐기물을 

말한다. 

3) 특정 폐기물이란, 산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슬러지, 폐

유, 폐산,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환경  국민 보

건에 유해한 물질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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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음식물쓰 기 등을 제외한 폐기물”이라 정의되어 있

다. 즉, 건축폐기물은 건축물의 생애주기 동안 발생되는 폐

기물 체를 포 한다.

  2.3 건설폐기물 리법의 체계

 「자원의 약과 재활용 진에 한 법률」에 의하면 자

원의 효율 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자원의 약   

재활용 진을 통하여 환경을 보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 한주택공사 건설공사 안 ·환경 실무지침서

(1999)를 참고하여 장폐기물의 처리과정과 장존치폐기

물의 처리과정을 분석하면 <그림 2>와 <그림 3>과 같다. 

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그림 2>와 같이 분리수거하여 

재활용쓰 기와 소각쓰 기, 외부반출쓰 기로 구분한다. 

내부처리쓰 기는 재활용수거함을 이용하여 재활용처리하

고 장 내 소각로가 있는 경우 소각한다. 한 장 내에

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콘크리트덩이, 시멘트몰탈류, 불

연 내·외장재, 폐 라스틱류)은 외부 탁처리업체로 반출 

처리한다. 

그림 2. 장폐기물의 처리과정

( 한주택공사 건설공사 안 ·환경 실무지침서 1999)

그림 3. 장존치폐기물의 처리과정

( 한주택공사 건설공사 안 ·환경 실무지침서 1999)

  장 존치 쓰 기4)의 처리과정은 <그림 3>과 같다.  즉, 

장에서 존치되는 폐기물의 경우 분리수거를 하여 유형 

 수량을 조사한다. 이후 성분조사를 통하여 일반(생활) 

는 지정폐기물여부를 단하여 일반폐기물의 경우는 쓰

기와 토사 선별분리 가능 시 토사는 성토재로 활용하고 

쓰 기만 장외반출 는 탁 처리한다. 한 지정폐기물

의 경우 량을 폐기물처리를 문으로 하는 업체에 탁

처리 하여야 한다. 지하에 기 매립되어 있는 숙성된 폐기물

은 지자체의 쓰 기 매립장으로 반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책 수립 시 지자체와 긴 하게 사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축폐기물의 황  분류

  3.1 건축폐기물의 황 

  연구범 인 수도권을 상으로 연도별 폐기물 반입량을 

조사하 다. 수도권매립지 통계연감(2007)에 의하면 수도

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은 <그림 4>와 같이 1994년 

11,665천톤에서 2007년 5,097천톤으로 반이하로 감소하

다. 

그림 4. 연도별 수도권 건축폐기물 반입량

    

  건축폐기물은 1992년부터 15년간 총 1억 7백만 톤의 폐

기물이 반입되었으며 이는 1994년 이후 매년 평균6%씩 감

소한 수치이다. 한 <표 2>와 같이 폐기물 종류별 반입비

율을 보면 생활계폐기물은 21% 감소한 반면 건설폐기물은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폐기물 종류별 반입비율

        분 류  

연도

생활계폐기물 

(%)

배출시설계

(%)

건설폐기물

(%)

1994년 58 9 33

2007년 37 10 53

※ 출처: 수도권 매립지 통계연감(2007)

  이와 같은 폐기물 반입량의 변화는 정부  지자체의 폐

4) 장존치쓰 기란 기존에 매립되어 있는 쓰 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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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 감량과 재활용 정책의 극  추진, 1인당 폐기물량5)

의 감소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수도권 매립지 통계연

감 2007)

  3.2 건축폐기물의 분류

  일반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 가연성폐재류, 가연성 

건설폐기물, 불연성 건설폐기물, 토사, 혼합건설폐기물로 

구분할 수 있고, 손실액비교(자재별)로 분류할 수도 있다.

(김지혜 2006)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분류체계를 정

립하여 S건설 장의 내역서를 심으로 <표 3>과 같이 공

종별 폐기물을 조사하 다. 

표 3. 주요 공종별 건설폐기물 종류

구분 공종 폐기물 종류

토목·

조경공사
토공사 모래·자갈·콘크리트

구체공사
철근·

콘크리트

이형철근, 합 , 각재,  

콘크리트덩이, 시멘트, 모래

건축

공사

조 공사
시멘트벽돌, 블록, 합 , 각재, 

스티로폼, 시멘트, 모래, 자갈, 

단열공사 육송각재, 합 , 단열재

미장공사
화강석, 부직포, 시멘트모르터, 모래, 

자갈, 인조석  테라조 

방수공사 각종 포장용기

목공사
합 , 육송각재, 석고보드, 스티로폼, 

시멘트석면

속공사 속

지붕  

홈통공사
홈통, 콘크리트덩이, 합 , 코 합

창호  

유리공사
폐유리

타일공사 타일, 시멘트, 모래

도장공사 페인트

수장공사 석고, 알미늄, 단열재, 라스틱

도배공사 벽지, 부직포, 룸카펫트, P·E필름

설비공사 설비공사 라스틱, 단열재

주요 공종별 조사결과 토공사에서는 모래·자갈·콘크리트가 

발생되었다. 구체공사에서는 철근과 목재, 콘크리트덩이가 

주로 발생하 다. 한 건축공사에서는 철근, 목재류, 시멘

트, 단열재, 유리, 타일, 라스틱, 종이류 등이 주로 발생하

으며 설비공사에서는 라스틱과 단열재 종류가 발생하

다.

4. 건설 장 폐자재의 발생원인 분석

  4.1 건설폐기물 공종별 발생원인 분석

  국내 건설 장에서는 폐기물 반출 시 통상 으로 차량

수를 기 으로 처리비용이 지불되기 때문에 폐기물 발생량

을 분석하기 하여 건설 장 S사의 월별 건설폐기물 집계

5) 2007년 수도권매립지 통계연감에 의하면 1인당 1일 발생폐기

물은 1994년 1.3kg/인/일에서 0.99kg/인/일로 감소하 다.

황을 기반으로 공종별 폐기물 비용과 차량 환산 수를 

조사하 다. 일반 으로 폐기물 반출은 15ton차량이나 

20m3 압롤트럭이 사용되고 15ton차량은 폐기물을 11,745kg 

재할 수 있고 20m3 압롤 트럭은 16,807kg을 재할 수 

있다.(임수정 1998) 조사 상인 S 장에서는 20m
3 압롤 트

럭을 사용하 다. 폐기물 처리 단가표를 기반으로 폐기물 

처리 황을 조사한 결과 철근·콘크리트공사, 조 공사, 미

장공사, 타일공사, 단열공사 순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많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 4>와 같이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상  5개의 주요 공종에 하여 폐기물 발생 원인을 

폐기물 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조사하 다.

표 4. 주요 건설폐기물 발생원인

주요

공종

주요 

폐기물
폐기물 발생원인

철근·

콘크

리트 

공사

콘크

리트

· 주문 시 많은 양

· 시공능력 부족

· 평탄화 작업으로 인한 다듬기

목재

. 각재 주문 시 정해진 규격에 의해 

사용 후

 잔량발생

· 자재 리 부족으로 목재의 뒤틀림, 

변형발생

· 거푸집 제작 시 가설재로 쓰임

  (사용 후   폐기물) 

· 폐목재 종류별, 성상별 분리 미흡

조

공사

벽돌·

블록류

시멘트

· 주문 시 많은 양

· 운송 시 손

· 커  작업 시 잔량 발생

· 폐시멘트 발생원인은 미장공사 부분 

참조

미장

공사
시멘트

· 자재 리 부족

· 부 한 장비 사용으로 인한 비빔

· 작업 시 과도한 두께 산정

타일

공사
타일

· 주문 시 많은 양

· 운송 시 손

· 커  작업 시 잔량 발생

· 시공능력 부족

단열

공사

스티

로폼

· 주문 시 정해진 규격에 의해 사용 후 

잔량 발생

· 운송  손

· 자재 리 부족

· 포장재로 발생

· 잔여자재 재활용 불가

  1) 철근·콘크리트 공사에서는 콘크리트와 목재류가 많이 

발생된다. 이는 콘크리트 주문 시 미콘의 부 한 양의 

산출로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며, 콘크리트 타설 시 리

능력의 부족으로 계획되지 않은 모양으로 시공되어 재시공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된다. 한, 콘크리트 타설 후 

하자보수에 의한 깍는 작업이나 다듬기 작업에서 콘크리트 

잔재가 발생된다. 폐목재의 발생은 가설재로 사용 후 폐기

물로 처리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자재 리 부족으로 인

해 뒤틀리거나 변형되는 사례도 있었다. 한, 각재 주문 

시 정해진 규격에 의해 사용 후 잔량이 발생하는 경우와 

폐목재를 종류별 성상별 분리를 하여 재사용하여야 하나 

리가 되지 않아 폐목재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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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 공사에서는 작업 시 발생되는 폐기물이 가장 빈

번하다. 즉, 운송 시 부주 로 인한 손이나 커  작업 시 

잔량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 주문 시 과도한 양을 

주문하여 폐기물처리 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되었다.

  3) 미장공사에서는 시멘트가 주요 폐기물로 발생되었다. 

특히 보 상 부주 로 습기에 노출되어 시멘트가 굳는 사

례가 가장 빈번하 고 작업 시 과도한 두께 산정으로 

잔량이 발생된다. 한 부 한 장비를 사용하여 비빔작

업을 하여 워커빌리티6) 불량으로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도 있다.

  4) 타일공사에서는 타일이 주요 폐기물로 발생되었다. 

이는 부정 한 주문을 하거나 운송 시 손되는 경우, 커  

작업 시 잔량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 작업자의 시

공능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하 다.

  5) 단열공사에서는 스티로폼이 주요 폐기물로 발생된다. 

이는 주문 시 정해진 규격에 의해 사용 후 잔량이 발생되

나 잔여자재를 재활용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된다. 한 

운송  손되거나 자재 리 부족으로 발생될 수 있고, 포

장재로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

  4.2 건설폐기물 발생의 향요인 도출

  건설폐기물의 감  재활용 방안의 선행 작업으로 

<표 4>를 바탕으로 문가자문을 통하여 <그림 5>와 같

이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요인을 리, 시설, 정책, 체계, 자

재, 지원의 6개 항목과 24개 세부항목으로 도출하 다.

그림 5. 폐기물 발생의 향요인도

  1) 리 인 측면에서의 폐기물 발생요인은 소장의 확고

한 폐기물 감의지가 없다면 폐기물 발생량을 감하기가 

어렵다. 한, 폐기물 담당자를 지정하여 리하게 하여 폐

기물 발생량을 감시켜야 하나 이에 한 시행이 시의

하게 이루어 지지 않거나 폐기물 발생주체인 력업체 

리와 작업자 리가 정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이 폐

기물 발생요인이 될 수 있다. 한 폐기물 처리 방법이나 

최신 시설 등에 한 정보를 신속히 악하여 장에 용

6) 워커빌리티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타설, 응결  마감 

등의 작업이 용이한 정도를 의미한다.

되게 하여야 하나 그 지 못할 경우 폐기물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2) 시설 인 측면에서의 폐기물 발생요인은 다음과 같

다. 폐기물과 련된 정보를 지속 으로 수집하고 공유하

기 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효율 으로 폐기물을 발생량

을 감시킬 수 있으나 부분의 건설 장에서는 폐기물 

정보 리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 한,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리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

한 시스템 구축이나 련 시설 부족이 폐기물 발생의 원인

이 된다.

  3) 건설회사의 폐기물과 련된 정책  측면에서의 폐기

물 발생요인을 분석하 다. 폐기물의 정보를 본사차원에서

의 리로 각 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

로 분석되었고, 폐기물 담당 련자들이나 작업자에 한 

징계나 포상 규정을 마련하여 폐기물 발생을 통제하여야 

한다. 한 폐기물 분리발주제도 원칙에 입각하면 공사

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발주자의 책임으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

제로는 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분리  리에 

해서는 시공회사가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정책

으로 방침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한, 장 

폐기물 리에 한 모니터링이 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결국, 이러한 정책 인 부분의 미흡이 폐기물 발생의 원인

이 되고 있다.

  4) 폐기물의 체계 인 측면에서의 폐기물 발생요인을 분

석하 다. 폐기물의 처리방법이나 리, 포장, 보 , 운반방

법이 매뉴얼화 되어 있지 않아 리가 효율 으로 이루어

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한, 정보수집방법이 한정되어 

있어 련기 과의 정보수집  공유 방법을 효율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부분의 장에서 이러한 폐기물 련 업무

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고 이러한 부분이 폐기물 

발생의 원인이 된다.

  5)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시키기 한 자재 인 측면에

서의 향요인을 도출하 다. 즉, 작업자가 자재의 특성을 

사 에 악하여 한 방법으로 시공하고 작업자 개인별 

부주 로 인해 자재가 낭비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러한 

자재의 특성과 작업자의 특성이 폐기물 발생의 원인이 된

다.

  6) 폐기물 처리에 한 지원 인 측면에서의 향요인을 

도출하 다. 폐기물 발생을 감시키기 하여 폐기물 

리에 한 교육이나 시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하고 이에 

상응하여 비용과 홍보에 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러나 부분의 장에서 이러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폐기물 발생의 원인이 된다.

5. 건설 장 폐자재의 재활용방법

  건설 장에서 발생되는 폐자재의 재활용방법을 도출하

기 하여 기존 문헌 분석 결과를 토 로 폐자재를 자재특

성별로 11개항목으로 분류하 다. 이후 실행 가능한 재활

용 방법을 5개 항목으로 도출하여 폐기물 문가 설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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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각 재료별 재활용 방법의 요도를 5 척도 방법으로 

통계 분석하 다.

  5.1 설문조사 개요

  건설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자재에 한 재활용 방법 

용을 해서 <표 3>에서 분류한 공종별 건설폐기물의 

종류를 건설공사 안 ·환경 리 실무( 한주택공사 1999)

를 참조하여 <표 5>와 같이 재분류하여 설문조사에 활용

하 다. 

표 5. 건설 장 폐자재의 특성별 분류(1)

분 류 종   류

1.종이류 ①포장재, 박스, 벽재(초배지)류

2.폐플라스틱류
①폐합성수지자재 ②스티로폼 

③테이프류 ④보양재, 로프류

3.목재류
①해체시 발생되는 목재  ②거푸집, 동바리 

및 내장·마감공사등의 잔재

4.콘크리트류
①레미콘잔재 ②아스콘 ③벽돌·블록파편

④콘크리트 2차제품

5.보드류 ①석고, 시멘트판류

6.금속류
①철골·철근류 ②금속가공류 ③폐깡통류

④동바리 파이프와 보안널판

표 5. 건설 장 폐자재의 특성별 분류(2)

분 류 종   류

7.유리·도자기류 ①유리 ②타일, 위생도자기 ③내화벽돌

8.연소재 ①현장내 소각잔재물

9.오니류

①인조석 테라죠갈기 슬러지

②함수율이 높은 미세한 입자가

  혼입된 굴착토

10.폐유

①방수아스팔트, 아스팔트유재등의    

사용잔재 ②폐유등으로서 휘발유류, 등유류 

및 경유류를 제외한 것

11.혼합폐기물
①2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분리가 안된 폐기물

  <표 5>의 11항목에 한 재활용 요도를 악하기 

하여 수도권의 10개 장의 폐기물 련 실무자  문가

에게 설문조사를 <표 6>과 같이 실시하 다.

표 6. 재활용 요도에 한 설문

분 류 종   류
중요도

영향적다 영향크다

종이류

·

·

혼합

폐기물

  ·포장재

  ·박스

  ·벽재류

  (초배지)

0 1 2 3 4 5

발생의억제

분리 수거

자가 처리

위탁 처리

특수 처리

 

  즉, 실제 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재활

용 방안을 생각한다면 가장 효율 인 방법의 우선순 를 

악하 다. 여서서 요도의 척도는 0 은 재활용방법으

로 부 한 방법이고 1에서 5로 갈수록 한 재활용 방

법이다. 한, 재활용의 객 성을 유지하기 해 비용 인 

측면은 고려하지 않았다.

  설문조사 장의 수도권 내에 있는 10개의 공동주택 

장을 상으로 한정하 고, 폐기물 담당자가 설문에 응하

다. 설문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건설 장 경력이 평

균 6.1년으로 나타났다.

  한, 여기에서 건설 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 방

법을 건설공사 안 ·환경 리 실무( 한주택공사 1999)를 

참조하여 <표 7>과 같이 한정하 다. 

표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방법

분 류 내  용

발생의 억제
1회용 자재등의 사용을 줄이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자재 선정으로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

분리수거
폐기물의 가연성, 불연성등으로 분리하여 재

활용하는 방법

자가처리
현장내에서 자체소각하거나 감량, 파쇄, 재

활용하는 방법

위탁처리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소각, 감량, 재활용,  

매립하는 방법

특수처리 상기의 내용이외의 특수한 처리방법

  즉, 발생의 억제는 건설 장에서 1회용 자재 등의 사용

을 이거나, 재활용 할 수 있는 자재를 선정함으로써 원천

으로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이고 분리수거는 폐기물을 가

연성, 불연성들으로 분리하여 재활용하는 방법을 말하며 

자가처리는 장내에 자체소각장이 있는 경우 자체소각하

거나 감량, 쇄, 재활용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한 탁

처리는 탁 문업체에 탁하여 소각, 감량, 재활용, 매립

하는 방법이고 특수처리는 상기 이외의 특수한 처리방법을 

의미한다.

  5.2 설문조사 결과

  <표 5>를 바탕으로 11개 폐기물(종이류, 라스틱류, 목

재류, 콘크리트류, 보드류, 속류, 유류·도자기류, 연소재, 

오니류, 폐유, 혼합폐기물)에 한 재활용 방안으로 5개 항

목(발생의 억제, 분리수거, 자가처리, 탁처리, 특수처리)

을 설문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발생의 억제

  폐기물의 재활용 방안으로 발생의 억제 부문에 있어서는 

<그림 6>과 같이 11개 항목 에서 부분 4.0∼4.5로 높

은 분포를 나타났고 이는 부분의 폐자재를 발생되지 않

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 인 재활용 방안인 것으로 분석

된다. 그러나, 오니류는 발생을 억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폐자재의 발생원인 분석 및 재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갑규 신동화 김동혁 김선국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Vol. 8, No. 5  2008. 10 75

그림 6. 발생의 억제

  (2) 분리 수거

  재활용 방안으로 분리수거는 <그림 7>과 같이 부분의 

폐기물이 분리수거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그

에서 종이류가 5.0으로 가장 효율 인 방안으로 조사되었

다.

그림 7. 분리 수거

  (3) 자가 처리

  설문 조사 결과 <그림 8>과 같이 폐유, 종이류, 연소재

가 재활용 방법으로 자가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 인 

방법으로 나타났고, 혼합폐기물, 폐 라스틱류, 콘크리트

류, 보드류는 자가처리가 비효율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8. 자가처리

  (4) 탁처리

  설문조사 결과 <그림 9>와 같이 혼합폐기물, 폐유, 콘크

리트류는 재활용방법으로 탁처리하는 것이 효율 인 것

으로 분석되었고 보드류나, 종이류, 폐 라스틱류 등은 

탁처리가 비효율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9. 탁처리

  (5) 특수처리

  설문조사 결과 <그림 10>과 같이 특수처리는 거의 용

되지 않으나 폐유와 유류·도자기류는 특수처리가 다소 필

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외의 폐기물은 특수처리가 불필

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0. 특수처리

  5.3 폐기물 재활용의 효율성 분석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림 11>과 같이 재활용의 

효율성을 비교하 다. 비교 기 은 재활용 방법의 5개 항

목  재활용 방법으로 가장 우선시 되는 항목을 기 으로 

비교하 다. 분석결과 11개의 폐기물  발생을 억제가 

요한 요소로 간주되는 것은 라스틱류, 목재류, 콘크리트

류, 보드류, 속류, 유류·도자기류, 연소재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한 분리수거가 요한 요소로 간주되는 것은 종

이류, 속류, 연소재, 오니류로 분석되었다. 자가처리가 

요한 요소로 간주되는 것은 연소재와 오니류 다. 탁처

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콘크리트류, 폐유, 

혼합폐기물이었다. 마지막으로 특수처리 하여야 할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폐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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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재활용 효율성 비교

6. 결 론

  본 연구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공동주택을 상

으로 국내의 폐기물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재활용 방안을 

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이를 하여 

실무자  폐기물 문가의 조언  설문을 바탕으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폐기물의 발생원인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폐콘크리트

는 주문을 과도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부족, 작업능력의 부

족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폐목재는 작업 후 잔

량이 발생하고 보  미흡으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조 공사의 폐벽돌·블록·시멘트류는 주문의 과도

함, 운송 시 손 커 작업시 잔량이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조 공사와 미장공사의 폐시멘트는 자재 리부족, 

부 한 장비사용으로 인한 비빔, 작업시 과도한 두

께를 산정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타일공사에서

는 주문과도, 운송 시 손, 커 작업 시 잔량발생, 시공능

력이 부족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열공사의 

스티로폼은 작업 후 잔량발생과 운송  손, 자재 리 부

족, 포장재로 인한 발생, 잔여자재의 재활용이 불가한 자재

의 특성으로 분석되었다. 

  한, 폐기물을 11가지(종이류, 라스틱류, 목재류, 콘크

리트류, 보드류, 속류, 유류·도자기류, 연소재, 오니류, 폐

유, 혼합폐기물)에 한 재활용 방안으로 5개 항목(발생의 

억제, 분리수거, 자가처리, 탁처리, 특수처리)을 설문조사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폐기물  발생을 억제가 요한 요

소로 간주되는 것은 라스틱류, 목재류, 콘크리트류, 보드

류, 속류, 유류·도자기류, 연소재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

리수거가 요한 요소로 간주되는 것은 종이류, 속류, 연

소재, 오니류로 분석되었다. 자가처리가 요한 요소로 간주

되는 것은 연소재와 오니류 다. 탁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

로 간주되는 것은 콘크리트류, 폐유, 혼합폐기물이었다. 마

지막으로 특수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폐유

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업에 하여 폐자재의 

재활용을 구하고자 폐기물의 재활용 방안을 으로 

제시하 다. 그러나 본 연구의 재활용 방안을 실제 장에 

용하기 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재활용 방법에 한 

구체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연구로는 재

활용 방법에 한 세부 인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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