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폐석고보드 재활용 동향

서론1.

석고보드는 석고를 심재로 한 양면을 보드용 원지로 피복한 내장재료로서 경제적이며 방화성

및 내화성이 우수하고 절단이 용이하여 시공이 간편하므로 벽 천정 등 건축물의 내장재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석고보드의 원료는 수입천연석고와 화력발전소 등의 배연탈황석고로서 년. 2000

도의 수입천연석고 이용량은 만톤 배연탈황석고의 이용량은 만톤이다212 , 228 .

폐석고보드의 재생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폐석고보드의 리사이,

클 및 적정처리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 자료 및 문헌을 정리하고 재활용.

기술의 개발 연구 현황 및 향후 전망을 파악하고 지자체의 폐석고보드 처리에 관한 실태를 조,

사하였다.

조사결과의 개요2.

년도에 석고보드의 연간생산량은 만톤이며 이 중 건축물에 사용된 것이 만톤이2000 468 , 426

며 신축시 발생하는 폐재는 만톤이었으며 기존 건축물의 해체시에 배출되는 폐석고보드는42

만톤으로 추산된다 신축시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등에 의한 폐석고보드의 파쇄 종이의53 . ,

분리를 거쳐 석고보드 원료로의 리사이클이 이루어지는 경로가 확립되어있고 년도에, 2000 16

만톤이 리사이클 되었다 이 중 광역재생이용지정제도를 활용한 폐석고보드의 회수량은 만톤. , 11

이며 나머지 만톤은 시멘트 제조업으로의 리사이클이다. 5 .

해체시는 중간처리업자 등에 의한 폐석고보드의 파쇄 종이의 분리를 거쳐 일부는 석고보드, , ,

원료로의 리사이클이 이루어지지만 해체시의 분별 선별의 곤란성 리사이클시장의 부족 등으, / ,

로 대부분은 매립처분되고 있다, .

사 석고보드공업회는 년까지 신축시의 폐석고보드의 재자원화율 해체시의 폐석( ) 2010 80%,

고보드의 재자원화율 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폐석고보드대책위원회의 보고20% .

서에 의하면 폐석고보드의 잠재적인 수입량은 년간 석고보드 원료로서 만톤 시멘트 원료, , 1 45 ,

로서 만톤 지반개량재로서 만톤으로 계산하고 있다 그 외 제철소의 소결원료로서88 , 39-43 . ,

만톤이 수입가능하다고 추산되어 이러한 종류의 리사이클에 의한 수입가능량은 만40 , 212-216

톤으로 전망된다.



신축시의 폐석고보드는 리사이클 시스템의 확대 및 보급과 새로운 리사이클 용도 및 관련기

술의 개발을 통하여 리사이클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해체시의 폐석고보드는 건설리사이클“

법 에 의한 특정건설자재 폐기물의 분별해체 및 재자원화의 의무화에 따라 해체시에 그 외의” ,

건설자재폐기물인 폐석고보드에 대해서도 분별 선별을 철저히 할 것 신축시 폐재의 리사이클/ ,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리사이클의 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리사이클 시스템의 활용을. ,

촉진하기 위해서는 리사이클을 위한 수입기준에 적합한 분별해체기준의 확립이 필요하다.

석고보드 제조업 건설업 및 리사이클 중심의 산업폐기물처리업의 각업계는 협력해서 건축, ,

물의 해체시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리사이클에 관한 기술개발 및 리사이클루트의 확립을 적극적

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량의 리사이클가능성이 전망되는 석고보드 원료 시멘트원료, ,

제철소의 소결원료 등의 관계업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리사이클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리사

이클 용도 및 수입의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일본국내에서는 개사의 개공장에서 석고보드를 생산하고 있으며 년도 기준 연간생11 24 2000

산량은 억5.6 m2으로서 무게로따지면 약 만톤에 이른다 세계적으로는 억468 . 55 m2 가 생산되며.

주요국가의 연간소비량은 대략 미국 10m2 인 북유럽/ , 7m2 인 및 일본/ 4.4m2 인에 달한다/ .

사 석고보드공업회에 따르면 석고보드의 생산량 및 폐석고보드의 배출량은 향후 증가할 것( ) ,

을 전망 석고보드 생산에 따라 석고보드 공장내에서 발생하는 제조시폐재는 년도가. , 2000 234

천톤 년도가 천톤 년도가 천톤으로 추산되며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신축현, 2005 271 , 2010 318 .

장에서 배출되는 신축시폐재는 년도가 천톤 년도가 천톤 년도가, 2000 213 , 2005 211 , 2010 207

천톤으로 추산된다 또한 건축물의 해체공사 등에 따른 해체현장에서 배출되는 해체시폐재는. , ,

년도가 천톤 년도가 천톤 년도가 천톤으로 추산된다2000 530 , 2005 531 , 2010 878 .

폐석고보드의 법적 취급은 년 월의 개정에 의해 년 월 일이후 폐석고보드는 안1997 12 1998 6 17

정형 산업폐기물에서 관리형 산업폐기물로 개정되었다 단 종이와 석고를 분리했을경우에는. , ,

종이는 관리형 산업폐기물 석고는 안정형 산업폐기물로 지정되었다.



폐석고보드의 처리3.

폐석고보드의처리방법은 배출프로세스와 배출시의 형상에 따라 세가지로 구분된다 제조시.

에 발생하는 폐재는 석고보드제조공장에서 거의 전량이 석고보드원료로 리사이클되고 신축시

폐재는 광역 재생이용지정제도의 지정을 받아 제조시에 발생하는 폐석고보드와 마찬가지로 리

사이클된다 하지만 기존 건축물의 해체시에 발생하는 폐재는 분별해체 및 이물제거가 곤란하.

여 리사이클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폐석고보드 파쇄 분쇄 분리 혹은 선별등의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전국 처리업자, , , 293

사업소를 대상으로 폐석고보드의 처리실태에 대한 앙케이트를 조사한 결과 사업소로부터120

유효회답이 있었으며 조사항목으로는 현재 처리상황 반입상황 반입실적량 반입조건 처리능, , , ,

력 향후 대책 등이었다 조사대상사업소의 특성으로는 사업소의 주된 사업내용이 산업폐기물, .

처리업만을 하는 업소가 개 사업소 산업폐기물처리업이외의 사업내용으로서 건설업 해체업67 , (

을 포함 을 겸한 사업소가 개 사업소 석고보드 제조업이 개 사업소이다) 39 , 12 .

반입폐석고보드가 신축시 폐재인가 해체시 폐재인가에 대한 답변으로 양쪽 모두를 반입하고

있다가 신축시폐재만 반입한다가 이었으며 신축시폐재만 반입하고있는 개 사업소82%, 13% 16

중 개 사업소는 향후 해체시 폐재도 반입예정이었고 개 사업소는 조건이 갖춰지면 해체시 폐8 , 5

재도 반입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폐석고보드의 반입량 및 실적량에 대하여는 아직 여력이 있다가 꽤 여력이 있다가39%,

거의 여력이 없다가 반입량이 적어서 곤란하다가 로 나타났다 반입량에 대한27%, 18%, 8% .

처리 항목별 비율로는 반입량의 가 파쇄 분별 선별 등의 전처리를 하고 있고 가 전처63% / / , 37%

리를 하지 않고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반입후 가 파쇄 분쇄 등의 처리가 되고 있고 는. 97% / , 3%

별다른 처리없이 직접리사이클되고있다 파쇄 분쇄 후의 석고는 로 가 리사이클되고. / 76% , 65% ,

가 최종처분되고 있다11% .

폐석고 리사이클 용도로는 석고보드의 원료로의 이용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토양개량재로,

이용 그외에 지반개량재 특수비료 노반재원료 기와 및 시멘트 원료 토목공사의 라인용 흰. , , , , (

선 등으로 리사이클되고 있었다 폐석고보드의 리사이클 조건으로는 물에 젖어있지 않을 것이) .

이물질의 혼입이 없을 것이 로서 이물질의 혼입에 못지않게 수분에 신경을 쓰고 있음46%, 43%

을 알 수 있다.



폐석고보드의 파쇄 등 처리시설의 규모는 톤 일 미만이 로서 비교적 영세하며 처리방20 / 74%

식은 대부분이 파쇄 후에 석고와 종이를 분리하고 있었고 리사이클 시설의 처리능력 톤50-100

일 미만이 가장 많고 다음이 톤 일 미만이었다 파쇄 등 전처리 후의 처리방식은 리사이/ , 10-20 / .

클 용도에 따라 달랐으며 예를 들어 석고보드 원료의 경우는 소성 토양개량재등의 경우는 토양,

등과 혼합 후에 수분조정 처리를 하고 있었다.

폐석고보드에 관한 향후 리사이클 추진 대책으로는 리사이클 용도의 확대 파쇄시설 수송의, ,

증강 반입요금의 인상을 들었으며 석고를 최종처분하는 처리업자는 분리후 석고의 이용 방법,

의 확보 리사이클 용도 정보의 공유 등을 대책으로 들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폐석고, .

보드의 파쇄 분리 등의 전처리 후 폐석고는 석고보드의 원료로 주로 이용되고 시멘트원료로, , ,

도 이용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폐석고보드의 리사이클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자 및 해체

공사자 폐기물처리업자 석고보드제조회사가 일체가 되어 리사이클에 관한 정보의 공유화 폐, , ,

석고보드의 분별해체의 촉진 폐석고보드의 리사이클루트의 정비를 행할 필요가 있다, .

관련업계의 대응4.

가 석고보드 업계.

폐석고보드의 리사이클은 석고보드의 리사이클이 중심이지만 리사이클 용도의 개발에도 주,

력하여야 하므로 석고보드 제조공장 신축현장 및 해체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석고보드에 대한,

업계의 동향으로는 다음의 네가지를 들 수 있다

석고보드 공장 가공장 유통창고등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한 회수 및 리사이클율이 높아지고(1) / /

있으며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재에 대해서는 각 기업 모두 전량 리사이클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별기업간의 계약에 기초한 대규모 건축현장에서 발생한 석고보드의 회수와 재이용 등이(2)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관련수요업계의 협력과 지원을 얻어 단계적으로,

재활용율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폐석고보드의 절대량을 줄이기 위해 건축설계단계부터 시공단계까지 종합적 검증 및 관리(3)

를 강화하고 제품에 대해서는 표준장비품의 사용촉진 발생단계에서의 제품수치의 명확화와 발,

생수량의 검증 폐재의 유효이용 촉진 목적외 용도로의 사용자제 잔재의 타용도로 사용등을, , ,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수요업계의 협력을 얻어 현재의 발생량 정도를 이하로 삭감될8% 5%

것을 기대한다.



해체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혼합폐기물을 자원으로 재이용하는 기술개발을 진행할 필요가 있(4)

으며 경제산업성의 지도에 따른 지원을 얻어 신에너지산업기술 종합개발기구에서 해체 폐석고

보드의 재자원화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한편 석고보드 제조회사의 당면 대응책과 목표로는 신축시의 폐석고보드의 재자원화율의 목,

표치를 년 에서 년 로 향상하고 해체시의 폐석고보드의 재자원화율의 목2000 38.3% 2010 80%

표치를 년 에서 년 로 향상시킨다2000 1.0% 2010 20.0% .

나 건설 및 해체공사업계.

신축시에 발생하는 폐석고보드의 리사이클에 관한 향후 방안으로는

폐재의 발생억제(1)

소규모 컨테이너 등을 이용하여 분별한 폐석고보드를 회수 처리업자의 협력을 얻어 복수의(2)

건설업자 혹은 공무점이 협력해서 실시하는 폐기물의 루트회수체제를 건설업계가 중심이 되어

운영

폐석고보드의 발생억제 리사이클에 대한 의식향상(3) /

처리업자와의 연대에 의한 폐석고보드의 회수(4)

납입 회수에 대응한 운반용기의 이용(5) ,

석고보드 제조회사의 배송센터 혹은 납품업자 등을 활용한 폐석고보드의 회수(6)

광역재생지정제도의 활용(7)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해체시에 발생하는 폐석고보드의 리사이클에 관한 향후 방안으로는

크로스바리를 사용한 접착제(1)

석고보드 자재의 설비방법 개발 및 실러의 사용(2)

해체공사를 담당한 업자는 폐석고보드의 내구성과 분별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3)

기술기준의 작성과 건설업자 및 해체업자의 의식향상(4)

석고보드를 포함한 건설폐기물의 리사이클에 관한 기술개발의 촉진(5)

등을 들 수 있으며 전국해체공사업 단체연합회에서는 목조건축물별 시공지침 목조건축물 해, ,

체공사의 현장 목조건축물 분별해체방법 등에 의해 분별해체 및 폐석고보드의 적정처리 리사, , ,

이클의 촉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 폐기물처리업계.



폐기물처리업계의 폐석고보드의 리사이클에 관한 향후 방안으로는

리사이클에 관한 의식 향상(1)

건설업계와 연대해 분별의 철저(2)

건설업계와 연대하여 폐석고보드를 회수(3)

석고보드를 포함한 건설폐기물의 리사이클에 관한 기술개발의 촉진(4)

등을 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