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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국제사회는 제품의 전 주기에 걸쳐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순환경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품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재사
용 및 회수를 고려하는 순환경제는 파리기후협정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새로운 혁신과 경제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019년
EU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유럽 그린딜’은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대륙을 목표로
하며, 후속조치 사항으로 순환경제를 모색하는 산업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
라 또한 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중점과제로 순환경제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
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순환경제 추진을 위한 대응방안을 도
출하였습니다. 먼저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전환 노력을 분석하고, 순환경제의 관점에
서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폐기물 현황과 주요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국제협력 차
원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원, 국제무역과의 연계 및 민간 주도의 협력 사례를 분석하
고, 순환경제에 대응한 정보제공 환경정책의 경제학적 의미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본격화될 순환경제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문진영 연구위원의 연구책임하에 박영석 부연구위원, 나승권, 이성희,
김은미 전문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연구 수행 과정에서 자문과 조언을 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 보고서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
한 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21년 12월
원장 김 흥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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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국제사회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EU를 필두로 주요국들이 잇달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하
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와 같은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늘
어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추진 노력을 분석하고, 폐기물 관리 측면에서
의 주요 쟁점, 국제협력에서의 대응 사례 및 순환경제 인증제도 효과에 대한 실
증분석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순환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순환경제의 개념과 중요성을 살펴보고, 주요국 및 다자기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순환경제 전환 노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순환경제’
를 ‘자원이나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투입하고, 폐기물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며,
제품을 가능한 한 오래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제체제’로 요약하였다.
순환경제가 환경,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추진 노력도 강화되고 있다. EU에서는 생산자가 제품 설계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순환경제 원칙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비자가 자
원효율성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본은 순환형 사회 건설
을 추구해왔으며,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관심 이슈(3R 등)에 대한 논의를 이끌
고자 노력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민간의 활약이 두드러지며, 우리나라는 2020년
부터 순환경제 관련 법령, 정책, 추진계획 등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다. 다자 차
원에서는 G7과 G20이 회원국의 자원 관리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모니터링을
권고하였다. 국제표준화 논의는 ISO 순환경제기술위원회(ISO/TC 323)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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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진행 중이나, 산하 작업반에 주도적으로 참가하는 일부 국가가 이를 규제 수
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제3장에서는 순환경제의 관점에서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과 처
리 현황, 관련 정책 동향,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폐기물 관리는 선형경제와
순환경제를 결정적으로 구분하는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다. EU 28개국에서 발
생하는 도시폐기물 재활용률은 2000년 25.2%에서 2018년 46.8%까지 개선되
었다. 미국의 경우 도시폐기물의 매립 처리 비중이 가장 높고, 폐기물 재활용률
(퇴비화 제외)은 2000년 21.8%에서 2018년 23.6%로 소폭 상승하였다. 일본
의 폐기물 배출량은 10년 전에 비해 감소한 가운데 재활용률은 20% 수준을 유
지하고 있다. 중국의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각에 의
한 폐기물 처리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폐기물은 2014년 40만 톤/
일에서 2019년 49만 톤/일로 증가하였고, 재활용률은 2019년 기준 86.5%로
보고되었다. 순환경제의 관점에서 폐기물 관리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
째,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후처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줄이도록 제품을 설계·생산하며, 최대한 재사용
하도록 하는 사전예방조치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둘째, 2017년 중국의 폐기
물 수입 금지조치와 유해폐기물에 대한 바젤협약 개정으로 폐플라스틱의 국경
간 이동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끝으로 적절한 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정
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폐기물 통계의 신뢰성과 이용가능성이 개선되어야
하며,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 및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는 국제협력 차원에서의 순환경제 대응 사례 및 관련 쟁점을 개도
국에 대한 지원 및 협력, 순환경제 정책과 국제무역과의 연계, 민간 주도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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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제 협력 사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개도국 지원과 관련하여
ODA 지원 사업의 경우 아직 폐기물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EU 및
UN 산하기구들은 보다 다양한 채널 및 방식을 통해 개도국에 대한 지원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EU의 경우 ‘신순환경제 행동계획’이라는 상위 계획의
일환으로 Switch to Green, 아프리카 파트너십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순환경제 정책의 국제무역 연계성 측면에서는 생산자책임활용
제도(EPR), 그린정부조달, 라벨링 및 표준 등 3개 쟁점 분야를 중점 검토하였
다. 세부 쟁점에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각 분야를 관통하는 핵심적
인 요소는 각 제도의 도입 및 이행이 국내 및 국외 업체들에 상호 차별적인 조
건을 부여하는지의 여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각각의 순환경제 정책 이행에
따른 무역왜곡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의 투명한 수립 및 운
영, 국가간 제도의 조화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민간 주도 국제협력 사례의 경우 대체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순환경제로의 전환
지원, 기업간 연합을 통한 순환경제 라벨링 개발, 정부정책에 대한 기업 의견
전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민간 주도 국제협력 사례들 또한 개별적인
사업보다는 국제기구, 각국 정부,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 사업 형태로 추진되
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제5장은 ‘순환경제’를 ‘제품 전 주기 중 소비 단계에서 어느 소비자에 의해 폐
기된 생산물을 다른 소비자에 의해 다시 소비되게’ 하거나, 혹은 ‘다른 생산자
의 생산요소로 다시 투입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생산물의 재사용과 재활용률
을 높이려는 정책 의제(agenda)’로 정의했다. 순환경제의 확산을 위해 정부는
정보제공 환경정책 방식인 ‘순환경제 인증제도(circular economy lab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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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를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순환경제 인증제도란 제품이 순환경제
의 확산에 부합하는 제품인지를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순환경제 인증제도 프로
그램은 기본적으로 시장 내 비대칭 정보(asymmetric information)에서 오는
시장실패를 시장의 유인(incentive)구조를 활용하여 해결하려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간단한 메커니즘 디자인(mechanism design) 모형
을 설정하여 시장에 유인구조를 활용한 순환경제 인증제도 프로그램을 작동시
켜 비대칭 정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내재가격 추정 회귀
분석을 통해 친환경 인증제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최근의 연구들도 이
러한 이론적 분석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
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6장에서는 순환경제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
한 정부 및 민간의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기존의 폐기물 관리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제품의 전 주기를 충분히 고
려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자원 사용량을 줄이고 폐기물 발생 자
체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생산과 소비 단계에서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
다. 생산 단계에서는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폐기물 발생 가능성을 낮
추고, 생산에 투입한 부품 등을 나중에 어떻게 다시 활용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소비 단계에서도 소비자가 순환성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여 오래 사용하고 폐기
물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배출하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
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고, 제품을 최대한 길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소비자끼리 필요 없는 제품을 나눠
쓰거나 임대할 수 있는 플랫폼(공유경제 관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도 활성
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2050년까지 추진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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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목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어린 시절부터 적절한 교육을 통해 순환
경제의 필요성을 깨닫고 이를 실천하는 방법을 체득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순환경제 국제표준을 중심으로 국제무역 관점에서 순환경제 논의에 주
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순환경제
정책들이 직·간접적으로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책 설계 및 운
영 과정에서 국제무역에 대한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
도 특히 순환경제 표준은 라벨링 및 그린정부조달제도 등 다양한 환경정책과 밀
접히 연계된 분야로, 국제사회에서 표준 개발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각국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자국 내 표준 정비에 주력하
고 있어, 향후 이러한 표준들이 기술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ISO/TC 323 등과 같은 다자협의 채널을 통해 국제표준 전략 수립 단계에서부
터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표준을 제안하는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
가 있다. 더불어 이러한 국제 논의를 기반으로 국내 표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
게 정비해 나감으로써 투자환경 개선 및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참여 촉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다자적인 측면에서의 가시적인 성
과 도출에 상당한 시간과 절차가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FTA와 같은 양자 혹
은 지역 단위에서의 협력의 틀을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는 국내 차원에서의 순환경제 대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국제협력을 보다 구체화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 순환경
제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EU와의 협력은 향후 우리나라의 다자 및 양자 협력을
설정함에 있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글로벌 플라스틱 협정, 글로벌 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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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연맹 등 EU가 다자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협정이나 이니셔티브는 향후 글
로벌 기준을 형성하는 단초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EU와의 협력을 모색
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EU의 대(對)개도국 협력 사례를 통해 개도국 지원 방향
을 참고하고,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로서 경제적 교류가 많은 신남방지역과
의 협력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신남방지역은 이미 국내 기업
의 주요한 생산기지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들 지역에서 국내 기업이 생산하
는 최종재나 중간재 생산에서부터 국제협력을 통해 제품의 순환성을 제고한다
면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와 신남방지역의 순환경제 대응에서 상호 윈윈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넷째, 정부는 민간 부문이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글로
벌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자원효율적인 친환경 소재 또는 재생원료를 활용한 소재의 기초연구, 실증, 상
용화 등의 단계에 걸친 연구개발 인프라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생산 공정을 개선하거나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원 사용을
줄이거나 대체하는 기술 개발에도 정부가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야 할 것
이다. 이용가능한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세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자원순환성 개선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사업 모
델을 가진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초기자금 지원, 멘토링, 해외 네트워킹 기회 제
공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정부조달의 경우 친환경 녹색제품에 대한 의무구매 외
에도 순환자원 인증을 받은 제품을 의무구매 범위에 포함한다거나 공유제도와
재사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확장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순환경제
정책이나 제도가 개별 국가 내의 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간 경제활동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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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주는바, 해외 주요국의 규제나 정책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민간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신뢰할 만한 기준에 따라 축적된 데이터와 통계체계를 토대로 순환경
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폐기물 관
리에 대한 OECD 통계, 주요국의 자체 통계, 우리나라의 통계를 비교해보면 유
사한 면도 있지만 폐기물 처리방식이나 재활용률 산정 기준이 국가마다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폐기물이나 재활용뿐만 아니라 자원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국
제적으로 합의된 통계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나갈 필요
가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특히 관련 통계체계가
미흡한 개도국과는 제도 마련 및 역량 배양 차원의 협력도 모색해볼 수 있겠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순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통계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제
기준으로 간주되는 OECD와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 처리방식 분류나
재활용 인정 범위 및 산정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물질흐름과 같이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산업이나 경제 전반의 자원흐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순환경제의 다양한 요소를 객관적으로 평
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현재 정부가 추진 또는 수립하고 있는 순환경제
관련 각종 정책의 성과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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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범위와 구성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가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다. 기존 경제체제는 제품의 생산, 소
비, 폐기라는 선형적인 구조인 반면, 순환경제는 제품의 설계에서부터 생산 및
소비 전 주기에 걸쳐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사용 및 회수 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GDP로 대표되는 기
존의 경제성장은 자원의 소비를 통한 생산 확대와 경제적 이윤 극대화를 모색
하고 있지만, 제품의 초기 계획 단계부터 제품이나 원료의 지속가능한 사용이
나 해당 경제활동이 초래할 경제 외적인 환경 요인 및 자원 고갈 등의 부정적인
요인까지 온전히 반영하고 있지는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선형구조의 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는 대안으로 순환경제의 잠재력과 파급력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2015년 국제사회가 채택한 파리기후협정이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도
기존의 경제구조를 벗어나 보다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모색하는 방향을 추구
하고 있으며, SDGs는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패턴의 확보를 주요한 목표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순환경제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합하는 경제적
구조 확보에 일조할 수 있다.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혁신과 경제성장, 일자리 창
출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순환경제를 통한 글로벌 차원의 경제적 효과는
2030년까지 4조 5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1)
단적인 예로 2017년에 중국이 해외 쓰레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고, 우리
나라에서 동남아 국가로 보내졌던 쓰레기가 해당 국가에서 큰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며 국내로 반송된 경우도 있었다. 국내에서 일회성 플라스틱의 사용을

1) World Economic Forum(2020), “How can businesses accelerate the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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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이용업소 중심으로 제한하게 된 것도 국제사회의 이러한 영향과 더불어
폐기물 처리와 활용을 증대해야 할 필요성과 맞물려 있다. 또한 미세플라스
틱으로 대표되는 해양 생태계에 대한 위협 등 순환경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 등을 통해 순환경제 대응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내
외적 과제가 되고 있다.
순환경제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 2019년 EU 집행위가 발표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은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대륙을 목표로 여러 후속조치 사항
등을 담고 있는데, 순환경제를 모색하는 산업 전략을 중요한 부분으로 삼고 있
다. 1970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 글로벌 광물채굴 규모가 세 배 이상 증가한
상황에서 자원채굴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축소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EU는 자원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생산을 모색하는
순환경제행동계획 추진을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EU에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
면서도 지속가능한 생산을 모색하고 있다. 환경에 유해한 상품에 대한 최저 기준
을 마련하는 것 이외에도 재활용 이전 단계에서부터 광물 사용을 줄이고 재사
용을 우선하며 이와 관련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2)
우리나라는 2020년 7월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저탄소경제로의 경제구조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2021년 7월 한국
판 뉴딜 1주년을 맞이하여 ｢한국판 뉴딜 2.0｣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그린뉴
딜을 뒷받침하는 추진 과제로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정책을 지속적·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한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신규로 포함하였다. 폐기물의
연·원료 전환, 재제조·재사용 등 순환경제 기반 강화를 위해 신사업 모델 발굴
등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가 탄소중립 기반 구축의 주요 과

2) European Commission(2019a), “The European Green Deal,” pp. 7-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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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제시되고 있다.3) 또한 2020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의 10대 중점과제에도 순환경제 활성화가 포함되어 있다.4)
따라서 국내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순환경제 정책의 주요 사항을 토대로 우리
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순환경
제 전환 노력을 분석하고, 기존 경제체제와 순환경제를 결정적으로 구분하는 폐기
물 발생 및 관리 단계에 대한 각국의 대응과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다. 국제협력 차
원에서의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 지원과 국제무역과 연계한 민간 주도의 협력
사례를 살펴보고, 순환경제에 대응한 정보제공 환경정책의 의미도 분석하였다. 이
를 토대로 향후 본격화될 순환경제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최근 순환경제 관련 정책 연구는 특정 분야나 전체적인 국내 순환경제 대응
을 주제로 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이소라 외(2019)는 순환경제 및 플라스틱
에 관한 현황과 제도를 분석하였으며, 전 주기(생산과 배출, 처리 등)에 걸친 물
질흐름 분석을 통해 관련 정책의 연계성과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조지혜, 주문솔 외(2020)는 국내 순환경제로의 이행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자원 전 과정에 대한 자원 이용 효율성 및 순환성을 평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지표를 마련하고, 추이를 분석하여 향후 순환경제 이행 진단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조지혜, 이소라 외(2020)에서는 전기차 배
터리를 중심으로 다부처 정책 연계성 확보를 통한 순환경제 정책 로드맵 연구
를 수행하였다. 김은아, 민보경(2020)는 국내 지역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
3) 관계부처 합동(2021), p. 31.
4) 관계부처 합동(2020b), p. 12. 순환경제 활성화의 주요 내용으로 △제조 공정의 원료·연료 순환성 강
화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기반 구축 및 이용확대 △선별·재활용 시스템의 선진화 및 재제조산업 활성
화 △부문별 탄소중립방안 연계 및 자원 모니터링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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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역순환경제 전환 프레임워크를 고안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순환경제 사례를 분석한 뒤 국내 지역순환경제로의 전략을 제
언하고 있다. 배진수(2021)는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자 및 정책 방향
을 검토하고, 국내 순환경제의 시사점을 고찰하고 있다.
최근 해외 사례에 대한 영향을 반영한 연구로서 주문솔, 신상철 외(2019)는
중국의 최근 폐기물 수입 규제조치 내용을 분석하고, 이로 인한 폐플라스틱의
수출입 흐름 변화와 국내 재활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국제 폐지
시장의 가격 변화가 국내 폐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시계열 모형 분석을 통해
다루고 있다. 박상우(2019)는 EU의 순환경제 행동계획과 폐기물 관련 법률 개
정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 바 있고, 오태현(2018)도 EU의 순환경제 패키지와
플라스틱 대응 전략을 토대로 시사점을 연구한 바 있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순환경제의 특징을 분석하고, 폐기
물 관리 측면에서의 국제적인 쟁점, 국제협력에서의 대응 사례와 순환경제 인
증제도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정리하여 향후 국내에서 추진될 순환경제 대응
방안에 일조하려 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다.

3. 연구 범위와 구성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2장에서 순환경
제의 개념과 중요성을 정리하여 국제사회가 순환경제로 전환하고 있는 이유를
살피고, 주요국의 주요 정책 및 다자협력 차원에서의 주요 추진 특징을 검토하
였다. 3장은 순환경제와 선형경제를 결정적으로 구분하는 폐기물 관리 단계에
서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관리정책을 비교분석하면서
순환경제 관점에서 폐기물 관리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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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에의 대응은 각국의 국내적인 조치에 한정되지 않는 국제사회 공통
의 과제라는 점에서, 4장에서는 국제협력 차원에서의 순환경제 이슈를 개도국
지원과 협력, 순환경제 정책과 국제무역과의 연계, 민간 주도의 순환경제 협력
사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5장은 순환경제의 국내외적인 이행에 있어서 각국
의 규제조치 이외에도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보제공 환경
정책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해당 정책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였다. 6장은 이상의 종합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순환경제 확산에 대비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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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전환
노력

1. 순환경제 개요
2.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추진 특징

1. 순환경제 개요
가. 순환경제 개념 및 범위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들이 외출을 기피하고 마스크를 비롯한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늘어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각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봉쇄조치를 취하면서 석유에 대
한 수요가 줄어들어 석유 가격이 하락하였다. 플라스틱을 새롭게 생산하는 비
용이 재활용하는 비용보다 저렴해지면서 재활용을 할 경제적 이유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5) 음식을 포장 또는 배달시키거나 택배를 주문하는 일이 많아지
면서 버려지는 폐비닐, 폐지 등도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 23개국 소비자를 대
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봉쇄조치 기간에 늘어난 폐기물 증가 추이
는 플라스틱 포장지(53%)와 음식물 쓰레기(45%)가 가장 높았다.6) 이처럼 코
로나19라는 복병이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순환경제 전환 노력을 방해하는 요
인이 되고 있다.
사실 순환경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이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어져 왔다. 순환경제는 자원을 취득(take)하여 제품을 생산(make)
하고, 소비한 제품을 폐기(dispose)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선형경제(linear
economy)’와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순환경제에서
는 제품을 소비한 후 바로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나중에 쉽게 분해 또는
보수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억제한다는 점이
다.7) 예를 들어 낡은 차량에 들어있는 자재나 부품을 재가공하여 새로운 차
량 생산에 다시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산 방식이 ‘폐쇄된 루프(closed
5) Adyel(2020), p. 1314 재인용.
6) 2020년 3~6월 시행된 봉쇄조치 기준. Filho et al.(2021), pp. 3-4.
7) Ellen MacArthur Foundation(2013), “Toward the Circular Economy: Economic and Business
Rationale for Accelerated Transition,” p. 2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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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p)’이다.8) Bourguignon(2016)은 순환경제를 “(거의) 폐쇄된 루프에서 공
유, 임대, 재사용, 수리, 보수 및 재활용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모델”이
라고 정의하였고,9) Geissdoerfer et al.(2017)도 “물질과 에너지 루프를 늦추
고, 닫고, 좁힘으로써 자원 투입과 낭비, 배출 및 에너지 누출을 최소화하는 재
생 시스템”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10)
순환경제를 연구하는 대표 기관인 Ellen MacArthur Foundation(2013)은
순환경제를 “재생가능한 에너지원 사용을 목표로 하고, 독성 화학물질 사용을
최소화 및 추적·제거하며, 신중한 설계(디자인)를 통해 폐기물을 근절하려
는 의도에 의해 복원되는(restorative) 산업경제”로 소개하였다.11) 특히 여기
에서는 제품을 구성하는 요소를 ‘생물학적 요소(biological nutrients)’와 ‘기
술적 요소(technical nutrients)’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생물학적 요소
(농산물 등)는 독성이 없고 퇴비화 등을 통해 생물계로 되돌아갈 수 있으나, 기
술적 요소(합금 등)가 포함된 제품은 이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재사용할 수 있
도록 디자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사용자는 기술적 요소가 포함된
제품은 오래 사용하고, 생산자(부품·제품 제조업체, 서비스 공급자)는 이미 사
용된 제품, 부품 및 자재를 회수하여 활용(재사용·재유통, 보수·재제조, 재활용
등)해야 한다(그림 2-1 참고).12)

8) Nguyen, Stuchtey, and Zils(2014), “Remaking the industrial econom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10).
9) Bourguignon(2016), “Closing the loop – New circular economy package,” p. 2,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4. 8).
10) Geissdoerfer et al.(2017), p. 766.
11) Ellen MacArthur Foundation(2013), “Toward the Circular Economy: Economic and
Business Rationale for Accelerated Transition,” p. 2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10).
12) Ibid., pp. 22-24 재인용,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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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순환경제: 생물학적 요소 및 기술적 요소 기반 제품 순환

채굴 및 원자재 제조

농사, 사냥, 낚시

부품 제조업체

“생물학적 요소”
생화학적
공급 원료

복원

“기술적 요소”

제품 제조업체

재활용

서비스 제공자

보수·
재제조
재사용·재유통

캐스케이드*

바이오 가스

혐기성 소화·
퇴비화

유지
소비자

사용자

수거

수거

생화학적 공급 원료
추출

에너지 회수
누출 최소화
매립

주: * 캐스케이드(Cascades)는 다양한 방식으로 생물학적 요소 기반 제품을 재사용하는 것을 의미.
자료: Ellen MacArthur Foundation(2013), “Toward the Circular Economy: Economic and Business Rationale
for Accelerated Transition,” p. 2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10).

순환경제에 복원 개념이 포함된 이유에 대해 Murray, Skene, and Haynes
(2017)는 “해당 산업이 일으킨 피해를 자체적으로 복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13) Kirchherr, Reike, and Hekkert(2017)는
114개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순환경제 정의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재정리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순환경제란 “제품 생산, 유통 및 소비 과정
에서 사용하는 물질을 절감, 재사용, 재활용 및 회수(recovering)하는 비즈니
스 모델을 기반으로 한 경제체제이며,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을 목표로 미시(제
품, 기업, 소비자), 중간(친환경 산업단지) 및 거시적 수준(도시, 지역, 국가 등)
에서 운영되고, 이로써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 환경의 질, 경제적 번
영 및 사회적 형평성을 제공해야 한다.”14)
13) Murray, Skene, and Haynes(2017), p.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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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책과 법령에 기재된 순환경제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순환경
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활발하게 노력해온 EU의 경우 2015년에 발표한 ‘순환
경제 행동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에서 순환경제란 “제품, 자
재 및 자원의 가치를 가능한 한 길게 유지하고, 폐기물 생성을 최소화하는 경
제”라고 명시하였다.15) 영국의 국가표준 제정기구인 BSI(British Standards
Institution)는 “자원이 재배치되거나 재사용되며, 폐기물의 흐름이 차후 생산
으로 투입되는 시스템”으로 설명하고 있다.16) 일본은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법(循環型社会形成推進基本法)」에서 “순환형 사회란 제품 등이 폐기물 등
이 되는 것을 억제하고, 재활용 자원이 되는 경우 적절한 순환적 사용을 촉진하
며, 재활용 자원을 적절하게 처리하여 천연자원 소비를 억제하고 환경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사회”라고 정리하였다.17)
[표 2-1]과 같이 선행연구와 국가별 정책·법령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하고 있
는 사항들을 토대로 순환경제의 주요 원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순환
경제에서는 필요한 자원이나 에너지는 최소한으로 투입하면서 이를 효율적으
로 이용하고자 한다. 둘째, 이미 사용했던 제품, 부품, 자재 등을 생산 단계에
다시 투입함으로써 폐기물 배출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특히 제품을 설계(디
자인)하는 단계에서부터 나중에 이를 어떻게 재사용(또는 재활용)할지를 고려
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셋째, 완성된 제품의 경우 제품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오
래도록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가 해당 제품의 가치를 최대한 유지하
면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대·공유하는 등의 방법이 활용된다. 이처럼 순환
경제는 버리기 직전의 제품을 재활용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제품의 전 주기를
고려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18)
14) Kirchherr, Reike, and Hekkert(2017), p. 229.
15) European Commission(2015), “Closing the loop - An EU action plan for the Circular
Economy,” Introduc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8).
16)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BSI) 홈페이지, “Circular economy”(검색일: 2021. 5. 10).
17) e-Gov法令検索, 「循環型社会形成推進基本法」, 第二条.
18) [표 2-1]과 동일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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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기존 문헌에서의 순환경제 정의
선행연구

순환경제 정의

Ellen MacArthur

∙ 재생가능한 에너지원 사용을 목표로 하고, 독성 화학물질 사용을 최소화

Foundation
(2013)
Bourguignon
(2016)
Geissdoerfer et al.
(2017)

및 추적·제거하며, 신중한 설계(디자인)를 통해 폐기물을 근절하려는 의도
에 의해 복원되는(restorative) 산업경제
∙ (거의) 폐쇄된 루프에서 공유, 임대, 재사용, 수리, 보수 및 재활용하는 것
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모델
∙ 물질과 에너지 루프를 늦추고, 닫고, 좁힘으로써 자원 투입과 낭비, 배출
및 에너지 누출을 최소화하는 재생(regenerative) 시스템
∙ 제품 생산, 유통 및 소비 과정에서 사용하는 물질을 절감, 재사용, 재활용

Kirchherr, Reike,

및 회수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한 경제체제로 미시(제품, 기업,

and Hekkert

소비자), 중간(친환경 산업단지) 및 거시적 수준(도시, 지역, 국가 등)에서

(2017)

운영되며, 이로써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 환경의 질, 경제적
번영 및 사회적 형평성을 제공

EU 순환경제 행동계획 ∙ 제품, 자재 및 자원의 가치를 가능한 한 길게 유지하고, 폐기물 생성을 최
(2015)
영국 BSI

일본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법
한국 자원순환기본법

소화하는 경제
∙ 자원이 재배치되거나 재사용되며, 페기물의 흐름이 차후 생산으로 투입되
는 시스템
∙ 순환형 사회: 제품 등이 폐기물 등이 되는 것을 억제하고, 재활용 자원이
되는 경우 적절한 순환적 사용을 촉진하며, 재활용 자원을 적절하게 처리
하여 천연자원 소비를 억제하고 환경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사회
∙ 순환경제: 원료나 제품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2021. 6. 30. 송옥주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활성화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

하는 친환경 경제체계

자료: Ellen MacArthur Foundation(2013), “Toward the Circular Economy: Economic and Business Rationale
for Accelerated Transition,” p. 2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10); Bourguignon(2016), “Closing the
loop–New circular economy package,” p.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4. 8); Geissdoerfer et al.(2017),
p. 76; Kirchherr, Reike and Hekkert(2017), p. 229; European Commission(2015), “Closing the loop An EU action plan for the Circular Economy,” Introduc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8);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BSI) 홈페이지, “Circular economy”(검색일: 2021. 5. 10); e-Gov法令検索, 「循環型社会形成推進
基本法」, 第二条;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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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순환경제의 중요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순환경제는 ‘제품의 전 주기에 걸쳐 자원과 에너지 투
입에 낭비가 없도록 하고,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며, 경제 활동으로 인해 발생
한 피해를 복원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경제체제’로 요약할 수 있다.
Kirchherr, Reike, and Hekkert(2017)와 같이 현재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이익까지 고려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19) 순환경제가 지속가능성,
자원효율성에 관한 용어와 혼용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순환경제와 지속
가능성 간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존재하나,20) 본 장에서는 순환경제
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체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환경, 경
제 및 사회적으로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가 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도모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환경적 측면
순환경제는 폐기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20억
톤의 도시고형폐기물(주거, 상업 및 기관 폐기물)이 생성되고 있으며,21) 이를
처리 및 폐기하는 과정에서 16억 톤(CO2eq.)의 온실가스가 배출된 것으로 추
정되었다(2016년 기준). 이는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5%에 달하는 규모로 앞으
로 더 이상의 진전이 없이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2050년에는 매년 26억 톤
(CO2eq.)이 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22) 그러나 순환경제 원칙을 특정 산업(알
루미늄, 플라스틱, 철강, 시멘트 및 음식)에 적용하면, 2050년 기준 약 93억 톤

19) Kirchherr, Reike, and Hekkert(2017), p. 229.
20) Geissdoerfer et al.(2017), pp. 765-766 참고.
21) Kaza et al.(2018), “What a Waste 2.0: A Global Snapshot of Solid Waste Management to
2050,” p. 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10).
22) 총배출량은 폐기물 관련 수송 부문을 제외한 기준. Ibid., p. 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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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으며,23) 이는 현재 수송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
량을 0(zero)으로 만드는 것과 동일한 효과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위해서
는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제품이나 물질을 재사용·재활용해야 하며, 재생 농
업24)과 같이 자연 시스템을 재생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25) 이처럼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
축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파리협정과 주요국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경제적 측면
순환경제는 원자재 관련 비용을 줄이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제품 생산, 유통 및 소비에 필요한 물질을 최
대한 적게 투입하고 오래 사용한다면,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변동하는 원자재 가격으로 인한 리스크나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정학적 리
스크 등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26) 기존 문헌에서도 순환경제가 2030년까
지 4조 5,000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
고,27) 제조업에 도입될 경우 EU에서만 매년 3,400억~6,300억 달러의 물질
투입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분석되었다.28) McCarthy, Dellink, and Bibas

23) 알루미늄, 플라스틱, 철강 및 시멘트산업에서 약 37억 톤(제품 디자인 및 가치사슬 내 폐기물 발생 제
거: 9억 톤, 제품 재사용: 11억 톤, 부품 등 물질 재활용: 17억 톤)을, 음식 연관 산업에서 약 56억 톤(폐
기물 발생 제거: 14억 톤, 퇴비화: 3억 톤, 재생 농업: 39억 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24) 토양 건강성(health), 농업 생물다양성 및 지역 생태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
을 의미.
25) Ellen MacArthur Foundation(2019), “Completing the Picture: How the Circular Economy
Tackles Climate Change,” p. 12, pp. 26-27, pp. 39-41 재인용,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3).
26) Ellen MacArthur Foundation(2013), “Toward the Circular Economy: Economic and
Business Rationale for Accelerated Transition,” pp. 66-6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10).
27) WEF, “The world needs a circular economy. Help us make it happe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8) 재인용.
28) 물질 관련 순비용 절감액(net material cost saving) 기준. Ellen MacArthur Foundation(2013),
“Toward the Circular Economy: Economic and Business Rationale for Accelerated
Transition,” p. 6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10).

32 •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확산과 한국의 과제

(2018)는 24개의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순환경제 관련 정책이 이
행되면 천연자원 채굴이 줄어들 것이며,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거나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29) Aguilar-Hernandeza,
Rodrigues, and Tukker(2021)가 메타분석을 통해 27개의 선행연구에서 사
용한 324개의 시나리오를 살펴본 결과도 순환경제가 GDP 증가와 일자리 창
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0)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품 재사용, 재제조, 재활용 등에 관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산업이 발굴될
것이며, 이를 통해 산업구조가 다변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31)

3) 사회적 측면
순환경제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추구하는 다수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며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원과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12번 목표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와의 접점이 가장 크고, 7번 목표(적정 가격의 청정
에너지), 13번 목표(기후변화 대응), 15번 목표(육상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
전) 등과도 연계되어 있다. 순환경제가 경제성장과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끼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1번 목표(빈곤 퇴치)와 8번 목표(양질
의 일자리 및 경제성장)에 순환경제가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는 결국 각국의
웰빙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32) Schroeder, Anggraeni,

29) McCarthy, Dellink, and Bibas(2018), “The Macroeconomics of the Circular Economy
Transition: A Critical Review of Modelling Approaches,” p. 18, p. 39.
30) 순환경제가 거시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 총 324개의 시나리오를 2종(Ambitious 및 Moderate)
으로 분류한 후 Ambitious 시나리오에서 2030년 기준 GDP, 일자리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BAU(business-as-usual) 시나리오 대비 얼마나 증감할 것인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참고
로 도출된 중앙값은 GDP: 2.0%, 일자리: 1.6%, 이산화탄소 배출량: –24.6%임). Aguilar-Hernandez,
Rodrigues, and Tukker(2021), “Macro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impacts of a
circular economy up to 2050: A meta-analysis of prospective studies,” pp. 3-8.
31) Ellen MacArthur Foundation(2013), “Toward the Circular Economy: Economic and
Business Rationale for Accelerated Transi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10) 참고.
32) 지속가능발전포털,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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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Weber(2018)는 순환경제 관련 활동(practices)이 총 169개의 SDGs
세부 목표 중 49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SDGs도 순환경제 도입
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33) Kruchten and Eijk
(2020)도 순환경제가 7개의 SDGs 목표34) 달성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기여하
는지와 그 외 목표와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35) 다만 Velenturf and
Purnell(2021)은 SDGs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순환경제가 필요하나, 순환경
제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활동이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지는 활동별로 구
분하여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36)

2.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추진 특징
국제사회는 UN SDGs 등을 통해 한정된 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
하고자 노력해왔다. UNEP(UN Environ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
의 IRP(국제자원패널)37)에 의하면, 분석 기간(2000~17년) 동안 전 세계 자원
채취량과 국내 물질 소비량(DMC)38)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같은 기간 GDP 또
한 증가해왔으나 국내 물질 소비량이 증가하는 속도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
로 인해 [그림 2-2]와 같이 물질생산성(GDP/DMC)이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
는 동일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기존보다 더 많은 자원을 사용했음을 의
미한다. 전 세계적으로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자원 이용의 효율도 개선되는 탈
33) Schroeder, Anggraeni, and Weber(2018), p. 77, p. 81.
34) 2번 목표(기아 종식), 6번 목표(깨끗한 물과 위생), 7번 목표(적정 가격의 청정에너지), 8번 목표(양질
의 일자리 및 경제성장), 12번(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15번(육상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17
번 목표(파트너십 활성화).
35) Kruchten and Eijk(2020), “Circular Economy & SDGs: How circular economy practices
help to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pp. 14-6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10).
36) Velenturf and Purnell(2021), p. 1440.
37) International Resource Panel.
38) Domestic Material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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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화(Decoupling)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주요국별로는 영국,
일본, 프랑스 등의 순으로 물질생산성이 높았으나(그림 2-3 참고),39) 고소득
국가의 1인당 물질발자국(2017년)40)이 그 외 국가보다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났
다.41) 선진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
음에도 최종 소비 수요를 위해 채취한 원료 총량이 더 많아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요국 및 다자기구가
추진 중인 순환경제 전환 노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한다.

그림 2-2. 전 세계 자원 이용 추이
(2000~17년)

그림 2-3. 주요국별 물질생산성
(GDP/DMC) 비교(200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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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EP IRP, “Global Material Flows Database,”
온라인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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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GDP는 2010년 미 달러 불변가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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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8. 13).

39) UNEP IRP, “Global Material Flows Database,” 온라인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8. 13).
40) 물질발자국(Material Footprint)은 최종 소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채취된 원료(raw materials)
총량을 의미함.
41) UN 홈페이지, “Goal 12: Ensur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검색일: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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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국의 순환경제 전략 및 정책
1) EU
EU는 2010년에 발표한 장기 성장전략인 ‘EUROPE 2020’에서 지속가
능한 성장을 위한 이니셔티브 중 하나로 자원효율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
다.42) 이후 2015년 ‘순환경제 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를 통
해 4개의 관련 지침(Directives) 개정안43)과 행동계획44)을 발표함으로써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밝혔다. 행동
계획에는 생산(디자인 및 생산 공정), 소비, 폐기물 관리, 이차원료 시장 등
제품의 전 주기를 포괄하는 54개의 이행조치를 포함하였다.45) 이러한 노력
은 2019년 말 발표된 ‘유럽 그린딜’로 이어졌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 분야 중 하나로 순환경제를 포함하였고,46) 2020년
‘신순환경제 행동계획(A 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이 발표
되었다.
위 행동계획은 첫 번째 계획(2015년)을 보완하는 총 35개의 이행조치로 구성
되었다. 특히 지속가능한 제품 정책의 일환으로 ‘에코 디자인 지침(Ecodesign
Directive)’ 규제 범위를 에너지 사용 제품(EuP),47) 에너지 관련 제품(ErP)48)
뿐 아니라 그 외의 제품으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제품이 환경
42) European Commission(2010), “EUROPE 2020: A strategy for 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pp. 15-1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11).
43) Directive (EU) 2018/849(폐차, 배터리 및 축전지, 전기·전자폐기물), Directive (EU) 2018/850
(폐기물 매립), Directive (EU) 2018/851(폐기물), Directive (EU) 2018/852(포장 및 포장폐기물).

44)
45)
46)
47)
48)

참고로 2018년 5월 지침 개정이 승인됨. Bourguignon(2018), “Circular economy package:
Four legislative proposals on waste,” pp. 1-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11).
European Commission(2015), “Closing the loop - An EU action plan for the Circular
Econom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8).
Ibid., Annex,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8).
European Commission(2019a), “The European Green Deal,” p. 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14).
Energy using Product. 에너지 투입에 의존하여 작동하거나 에너지를 생산, 전송, 측정하기 위한 제품.
Energy-related Product.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끼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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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끼치는 영향의 최대 80%가 설계(디자인) 단계에서 결정된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제품 순환성에 관한 조건49)을 추가하여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면서 수리할 권
리를 보장하고, 생산 공정에서의 순환성도 높이고자 한다. 자원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나 순환 가능성이 있는 7대 제품군(△전자제품 및 ICT △배터리 및 차량
△포장 △플라스틱 △섬유 △건설 및 건물 △식품, 물 및 영양분)과 폐기물에 대
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역내에서 순
환성이 확보된 제품을 생산하여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방해하는 제도적
요인을 개선하고자 한다(표 2-2 참고). 국제협력 강화 측면에서는 2021년에
16개국, 국제기구·기관이 참여하는 ‘순환경제 및 자원효율성을 위한 국제연맹
(GACERE)’50) 결성을 주도하였다.51)

표 2-2. EU의 ‘신순환경제 행동계획’ 주요 내용
구분

정책 방향

주요 내용

지속가능한

∙ 지속가능한 제품 정책의 법제화 추진

제품 설계
지속가능한
제품 정책
프레임워크

 ‘에코 디자인 지침’ 개정 등

소비자 권리 및

∙ EU 소비자법 개정을 통한 정보제공 강화, ‘수리할 권리’ 마련

공동구매 강화

∙ 녹색 공공조달 관련 최소한의 의무 및 목표 제공 등

생산 공정의
순환성

∙ ‘산업배출지침(Industrial Emissions Directive)’ 개정 검토
∙ 산업계가 주도하는 보고 및 인증시스템 개발을 통한 공생 추구 등

49) △제품의 내구성·재사용 가능성·업그레이드 가능성·수리가능성 개선, 제품 내 존재하는 독성 화학물
질 처리 및 제품의 에너지·자원효율성 향상 △제품 내 재생소재(recycled content) 사용 증대 △재제
조 및 고품질 재활용 추구 △탄소·환경발자국 감축 △일회용 사용 및 조기 폐기 금지 △판매되지 않은
내구성 제품의 폐기 금지제도 도입 △제품의 서비스화 등 장려 △제품 정보에 대한 디지털화 △제품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성과 기반 보상 제공 등.
50) Global Alliance on Circular Economy and Resource Efficiency.
51) European Commission(2020a), “A 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 For a cleaner and
more competitive Europ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14);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
“Global Alliance on Circular Economy and Resource Efficiency (GACERE)”(검색일: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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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계속
구분
주요 제품
가치사슬

폐기물

모니터링

정책 방향

주요 내용

제품별 순환성

∙ 7대 제품군(△전자제품 및 ICT △배터리 및 차량 △포장 △플라

확보 및
저해요인 개선
폐기물 저감 및
안정성 확보
정책 이행
모니터링 강화

스틱 △섬유 △건설 및 건물 △식품, 물 및 영양분) 관련 지침/규
제 검토·개정, 신규 전략·이니셔티브 추진 등
∙ 폐기물 정책 강화(저감 목표 제시, 생산자책임 확대 정책 강화,
재활용 관련 정보 공유 장려 등), 유해물질 관리 강화, 이차원료
시장 구축·확대 등
∙ 순환경제 모니터링 프레임워크(Circular Economy Monitoring
Framework) 보완 및 추가 지표 개발 등

범분야, 지역 및 ∙ 순환경제와 기후변화 정책 간 시너지 추구
기타

국제사회 차원의 ∙ 지역/도시의 순환경제로의 전환 노력(교육훈련 등) 지원
노력 강화

∙ 글로벌 리더십 발휘(플라스틱 관련 국제협약 체결 추진 등)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0a), “A 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 For a cleaner and more competitive
Europ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14).

EU의 순환경제 정책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EU는 생산자가 제품 설계(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순환경제 원칙을 고려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소비자에게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효율
과 순환성이 높은 제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에코 디자인
지침과 에너지 라벨링 지침(Energy Labelling Directive)을 토대로 추진되었
다. 주로 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특정 제품군을 선정한 후 이를 어떠한 법적 기
준 아래 관리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2005년에 EU는 에너지 사용 제
품(EuP)을 관리하기 위한 에코 디자인 지침을 마련하였고, 2009년에는 에너
지 관련 제품(ErP)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두 지침은 에너지 효율 향
상에 방점을 둔 규제로, 생산자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적합성 평
가를 통해 친환경 여부를 검증해야 하며, EU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 CE 인증마크를 부착해야 한다.52)
52) European Union(2005), “Directive 2005/3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July 2005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the setting of ecodesign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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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에 순환경제 원칙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첫 번째 행동계획이
발표된 2015년 이후이다. 2016년, EU는 ‘에코 디자인 실무계획(Ecodesign
Working Plan)’에서 제품별로 설계(디자인) 관련 요구조건(제품 내구성, 수리
가능성, 부품 분해 디자인, 재사용·재활용 용이성 등)과 판단 기준을 마련하겠
다고 밝혔다.53) 그 결과 2019년에 총 10개 제품54)에 대한 이행방안이 채택되
었는데 여기에 자원순환에 대한 조건이 포함되었다.55) 예를 들어 냉장기기 생
산자는 자원효율성 요구조건(예비 부품 제공 및 배송 기간, 수리 및 유지보수
정보 접근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표 2-3 참고).56) EU가 2021년부터 회원국
을 대상으로 재활용이 불가한 플라스틱 포장폐기물 배출량에 대해 과세(0.8유
로/kg)할 방침57)인 만큼 제품의 설계(디자인) 단계부터 재사용·재활용 가능성
을 고려하고 이차원료를 활용하려는 노력을 확대해갈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 효율의 경우 2017년에 에너지 관련 제품에 대한 기존 등급(A+, A++,
A+++)을 없애고 7단계(A~G)로 단순화하는 방안에 합의하였다. 시장에 출시
된 다수의 제품이 A등급이 되려면 최소 10년이 걸리도록 하고, 라벨 부착 초반
에는 A나 B등급을 부여받지 못하게 하는 등 엄격히 관리할 것임을 밝혔다. 주목
할 만한 또 하나의 변화는 소비자가 라벨에 인쇄된 QR 코드를 스캔하여 별도의
for energy-using products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2/42/EEC and Directives
96/57/EC and 2000/5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rticle 2,
Article 8, ANNEX III, 온라인 자료; European Union(2009), “Directive 2009/1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October 2009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the setting of ecodesign requirements for energy-related products,” Article 2, Article
8, ANNEX III,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6. 15).
53) European Commission(2016), “Ecodesign Working Plan 2016-2019,” p. 7, p. 9,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15).
54) 냉장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디스플레이 제품(TV 포함), 광원 및 개별 제어 장비, 외부 전원 공급 장비,
전동기, 상업용 냉장고, 전력 변압기, 용접기기.
55)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 “The new ecodesign measures explained”(검색일: 2021.
6. 15).
56) European Commission(2019b), “Commission Regulation (EU) 2019/2019 of 1 October
2019 laying down ecodesign requirements for refrigerating appliances pursuant to
Directive 2009/1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pealing
Commission Regulation (EC) No 643/2009,” ANNEX II,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16).
57)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 “Plastics own resource”(검색일: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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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58)에 접속함으로써 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는 점이다.59) EU 집행위는 에코 디자인과 에너지 라벨링 관련 조치를 통해
2030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량을 매년 167TWh 절감할 수 있는데, 이는 온실
가스를 4,600만 톤(CO2eq.) 이상 감축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분석하였다.60)

표 2-3. EU의 에코 디자인 및 에너지 라벨링 요구조건: 냉장기기
에코 디자인 요구조건
에너지
효율
기능
관련

변경된 에너지 라벨링 예시

∙ 제품 종류별 에너지 효율 지수(EEI) 허용 기준 제시
∙ 급속 냉동 기기의 온도조절 기능, 기기 구획별 라벨링 표시(냉동:
☆, 냉장: 보관해야 하는 음식), 진공 단열재(VIP) 사용 및 표시
의무 등
∙ 예비 부품 제공 기간: 최소 7년/도어 개스킷(door gaskets)은 10년
이상

자원

∙ 예비 부품 배송 기간: 요청일로부터 15일 내 완료

효율성 ∙ 수리 및 유지보수 정보 접근성: 출시 2년 후부터 웹사이트에
공지 필요
∙ 오염물 제거, 물질 회수와 재활용 가능 해체 기준 제시 등
정보

∙ 제품 설치자 및 사용자 설명서(매뉴얼) 무료 제공

관련

∙ 생산업체/수입업체 웹사이트에 표기되어야 되는 정보 등

주: 2021년 3월부터 시행.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9b), “Commission Regulation (EU) 2019/2019 of 1 October 2019 laying
down ecodesign requirements for refrigerating appliances pursuant to Directive 2009/1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pealing Commission Regulation (EC) No 643/2009,”
ANNEX II, 온라인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9c),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9/2016 of 11 March 2019 supplementing Regulation (EU) 2017/136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with regard to energy labelling of refrigerating appliances and repealing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No 1060/2010,” ANNEX III,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6. 16).

58) EPREL: European Product Registry for Energy Labelling.
59) European Union(2017), “Regulation (EU) 2017/136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4 July 2017 setting a framework for energy labelling and repealing
Directive 2010/30/EU,” Article 1, Article 11, Article 1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16).
60)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 “The new ecodesign measures explained”(검색일: 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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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EU는 순환경제로의 전환 과정을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EU 차원 및 회원국
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왔다. 2015년 발표된 첫 번째 순환경제 행동계획에서 이
러한 계획을 언급하며 회원국 및 유럽환경청(EEA)61)과 협력할 것임을 밝혔고,62)
2018년부터 ‘순환경제 모니터링 프레임워크’가 시작되었다. 주로 역내 물질흐름
을 생키 다이어그램(Sankey Diagram)으로 도식화하여 물질이 어떻게 이동하는
지를 파악하고, 총 10개의 객관적 지표를 통해 개선 추이를 분석하고 있다. 지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법론 개발, 지표 계산 방법 조정,
Horizon 2020을 이용한 연구 프로젝트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63)
모니터링 지표의 경우 제품의 전 주기에 따라 4개의 단계(생산 및 소비, 폐기
물 관리, 이차원료, 경쟁력 및 혁신)로 나뉜다(표 2-4 참고). 2019년, EU에서는
천연자원 채굴(67%), 수입(21%) 및 재활용 등(12%)을 통해 약 80억 톤의 물질
이 투입되었다. 그중 58.5%(47억 3,000만 톤)가 제품 생산을 위해 사용되었으
며, 이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17억 9,000만 톤)은 주로 재활용(43%) 또는 매립
(39%)되었다.64) Eurostat에 의하면, EU의 GDP당 폐기물 발생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이후 1인당 도시폐기물(municipal waste) 발생량은 증
가하고 있으나,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률 또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차원료 관련 교역은 수출이 수입을 3배 이상 초과하
고 있다(2020년 기준).65) 아직은 폐기물에 관한 지표가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자원 사용(소비, 물질발자국 등) 관련 지표를 개발·활용할 계획이다.66)
61) European Environment Agency.
62) European Commission(2015), “Closing the loop - An EU action plan for the Circular
Econom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8).
63) European Commission(2018),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on a monitoring framework for
the circular economy,” pp. 2-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14).
64) 2021년 5월 기준. Eurostat Statistics Explained, “Material flows in the circular econom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14).
65) 2020년 EU 역외 국가로부터의 이차원료 관련 수입량은 828만 2,207톤, 역외 국가로의 수출량은
2,749만 340톤임. Eurostat, “MONITORING FRAMEWORK,”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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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EU의 순환경제 모니터링 지표 구성 및 추세
단계

데이터

추세

1. 원자재 자급률

-

N/A

2. 녹색 공공조달

-

N/A

지표

∙ 1인당 도시폐기물 발생량

생산 및
소비

3. 폐기물 발생

∙ GDP당 폐기물 발생량
∙ 국내 물질 소비량당 폐기물 발생량

4. 음식물폐기물
5. 재활용률

∙ 1인당 도시폐기물 재활용률
∙ 폐기물(광물폐기물 제외) 재활용률
∙ 전체 포장재 재활용률
∙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률

폐기물
관리

6. 재활용 및 회수
(특정 폐기물)

∙ 목재 포장재 재활용률
∙ 전기·전자폐기물(ewaste) 재활용률
∙ 바이오폐기물 재활용량
∙ 건설폐기물 회수율

7. 원료 수요에의
이차원료 기여
이차
원료

∙ 최종 재활용 투입률

N/A

∙ 순환물질 이용률
∙ EU 역외 국가로부터의 수입량

8. 재활용이 가능한
원료 교역

∙ EU 역외 국가로의 수출량
∙ EU 역내 교역량
∙ GDP에서의 유형재 대상 총투자 비중

경쟁력
및

9. 민간 투자, 고용,
총부가가치

∙ 총고용에서의 순환경제 연관 고용 비중
∙ GDP에서의 요소비용에 의한 부가가치 비중

혁신
10. 특허*

-

주: * 이차원료 및 재활용 관련 특허 수.
자료: Eurostat, “MONITORING FRAMEWORK,”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15).

66) European Commission(2020a), “A 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 For a cleaner and
more competitive Europe,” ANNEX,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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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일본의 순환경제 전환 노력은 2000년에 제정된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
법(이하 기본법)」을 근간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림 2-4]와 같이 일본은 위 기
본법을 토대로 폐기물 처리와 자원 이용에 관한 기존 법률67)을 개정하고,
3R(Reduce, Reuse, Recycle)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규제를 마련해왔
다.68) 여기에 최근 해양 플라스틱 문제 등이 부각되면서 환경성(環境省)이 발
의한 ｢플라스틱 자원순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プラスチックに係る資源循環
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案)｣이 2021년 6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미 제품 특성
에 따른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모든 제품
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제품의 전 주기에 걸쳐
‘3R+Renewable’을 실현하고자 △제품의 설계(디자인) 지침 수립 및 인증 도
입 △일회용품 판매 사업자에 대한 지침 제공 △지역(시·구·정·촌)의 분리수거
및 재활용 촉진방안 수립 △제조·판매업자의 자발적 회수 촉진 △다배출 사업
자의 재자원화 계획 수립 독려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69)

67) 폐기물처리법(廃棄物処理法), 재생자원이용촉진법(再生資源利用促進法) 등.
68) e-Gov法令検索, 「循環型社会形成推進基本法」; 経済産業省(2020a), 「資源循環ハンドブック
2020: 法制度と３R の動向」, pp. 10~1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8).
69) 衆議院 홈페이지, 環境省, 「プラスチックに係る資源循環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案」, 온라인 자료(모든 자
료의 검색일: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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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일본의 순환경제 관련 법제구조

기본법 수립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법(2001년 시행)
- 순환형 사회 형성에 관한 기본 원칙 수립
-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사업자 및 국민의 의무 명시
- 국가 정책 수립(‘순환형 사회형성 추진기본계획’ , 5년 단위)

3R 추진

폐기물의 적정 처리
일반 법제구조 확립

폐기물처리법

자원유효이용촉진법

(2010년 일부 개정)

(2001년 전면 개정)

제품 특성에 따른 규제 도입

포장용기
리사이클법

(2000년 전면 시행)
(2006년 일부 개정)

가전
리사이클법

(2001년 전면 시행)

식품
리사이클법

(2001년 전면 시행)
(2007년 일부 개정)

건설
리사이클법

(2002년 전면 시행)

제품 소재 관련 규제 도입

자동차
리사이클법

(2003년 일부 시행)
(2005년 전면 시행)

소형가전
리사이클법

(2013년 전면 시행)

플라스틱 자원순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2021년 제정)

그린구입법 (정부 등 공공 부문의 재생 상품 조달 추진, 2001년 전면 시행)

자료: 経済産業省(2020a), 「資源循環ハンドブック 2020: 法制度と３R の動向」,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8)의
図-Ⅱ-1(p. 10)에 플라스틱 관련 법률 제정 동향(衆議院 홈페이지(검색일: 2021. 7. 9))을 업데이트.

이처럼 일본은 2000년대 초부터 순환형 사회를 추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해왔다. 이를 토대로 시행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기본법｣ 제15조를
근거로 5년마다 수립되는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계획(循環型社会形成推
進基本計画, 이하 기본계획)’이다. 2018년에 발표된 제4차 기본계획의 주된 특
징 중 하나는 7개의 순환형 사회 추진 방향을 제시하며 일본이 추구하는 미래
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도출했다는 점이
다. 여기에는 제품의 전 주기와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순환체계 구축부터 폐기
물 적정 처리 및 관리, 순환산업 해외 진출, 기반 정비 등이 포함되었다(표 2-5
참고). 그중 지역순환공생권(地域循環共生圏) 형성은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
여 순환자원(가축 분뇨, 음식물폐기물 등)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
려는 계획으로 역내에서 자체적인 순환형 사회를 구축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
가 담겨 있다.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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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본계획에는 순환형 사회의 전체 모습을 파악하고 진척 정도를 측정하여
활용하고자 ‘전체 지표’와 ‘정책 추진 방향별 지표’가 포함되었다.72) 앞서 EU가
제품의 전 주기에 따른 단계별 지표를 제시한 것과는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먼저 기본계획을 아우르는 ‘전체 지표’에는 물질흐름(material flow)에 관한 4개
의 대표 지표(자원생산성, 입구 및 출구측 순환이용률, 최종처분량)를 포함하였
다. 2018년 기준 일본의 자원생산성은 약 42만 3,000엔/톤으로 2000년 대비
약 60% 증가하였고, 입구 및 출구측 순환이용률도 각각 5%p, 8%p 상승하였다.
같은 기간 최종처분량(매립량)은 5,600만 톤에서 1,310만 톤으로 감축되는 등
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정책 추진 방향별 지표’의 경우 기존에 없던 대표 지표
(식품 절감량, 폐기물 종류별 출구측 순환이용률, 폐기물 최종처분장 잔여 기간,
환경 국제협정 체결 국가 수 등)를 추가하며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73)

표 2-5. 일본의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계획」 추진 방향 및 주요 내용
추진 방향

구분*
미래상

1. 지속가능한

주요 내용
∙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풍부한 생태계 확보
∙ 환경, 경제 및 사회적 측면에서의 통합적 향상
∙ 순환형 사회 비즈니스 시장 규모 확대(2030년까지 2000년 대비 약 2배)

사회 형성과

목표

통합적 추진

(지표) ∙ 가정계 및 산업계 식품 손실량 감축
정책

2. 지역순환공생권 미래상
형성에 의한
지역생활화

목표

∙ 아래 2~6번 추진 방향 관련 정책(예: 지역순환공생권 형성) 등
∙ 지역 자원생산성 향상, 생물다양성 확보, 저탄소화 및 지역 활성화
∙ 재해에 강한 지역개발
∙ 1인 1일당 폐기물 배출량: 약 850g

(지표) ∙ 1인 1일당 가정계폐기물 배출량: 약 440g

70) 일례로 농촌, 산촌, 어촌에서 순환자원(가축 배설물, 음식물폐기물 등)을 비료, 사료 등으로 이용하고
이를 통해 생산된 농림수산품이 역내에서 소비되며,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순환자원과 재생가능자원
은 지역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해당함. 環境省(2018), 「第四次循環型社会形成推進基本計」,
p. 1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2).
71) Ibid., pp. 12~2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2); 環境省, 「第四次循環型社会形成推進基本計
画の概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9).
72) 각 지표는 대표 지표와 보조 지표로 구성.
73) 環境省(2018), 「第四次循環型社会形成推進基本計」, pp. 80~9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2);
環境省(2021), 「環境·循環型社会·生物多様性白書(令和3年版)」, p. 18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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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계속
추진 방향

구분*
정책

미래상
3. 전 주기
(라이프사이클)
에서의

목표

주요 내용
∙ 지역순환공생권 형성(과제 발굴, 타당성조사 지원, 가이드북 작성 등)
∙ 지역 내 바이오매스 활용(재생에너지로의 변환 등)
∙ 4차 산업혁명으로 ‘필요한 물건 및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제공, 라이프사이클 전체에서의 철저한 자원순환
∙ 1인 1일당 천연자원 소비량(1차자원 등가 환산량)

(지표) ∙ 폐기물 종류별 출구측 순환이용률(약 47%, 2025년)
∙ 개발, 설계 단계에서의 자원효율화 추진(이차원료 사용 확대 등)

엄격한 자원순환
정책

∙ 공유 등 2R 비즈니스 촉진 및 평가
∙ 소재별(플라스틱, 바이오매스, 금속, 건축자재 등) 대응방안
∙ 폐기물 적정 처리 시스템, 체계 및 기술이 적절히 정비된 사회

미래상 ∙ 지역 환경의 재생을 도모하는 사회
4. 적정 처리
추진과
환경 재생

∙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의 환경 재생 및 미래지향적 복구
목표

∙ 불법 투기, 부적절한 처리 발생 건수

(지표) ∙ 일반폐기물 및 산업폐기물 최종처분장의 잔여 기간(연 단위)
∙ 적정 처리(안정적·효율적 처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처리시설 등)
정책

∙ 환경 재생(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해양 쓰레기 대책 등)
∙ 동일본 대지진 관련 환경 재생(방사능오염폐기물 적정 처리 등)

미래상

5. 재해폐기물
처리체계 구축

목표
(지표)

∙ 중층적(지자체-지역-전국)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강화되고, 재해폐기물
등을 신속·적정하게 처리하는 사회
∙ 재해폐기물 처리계획 정책 비율(2025년까지 도도부현(都道府県): 100%,
시구정촌(市区町村): 60%)
∙ 지자체: 재해폐기물 처리계획 정책, 국민 대상 정보 및 소통 지원

정책

∙ 지역: 지역 블록 협의회 운영, 공동 훈련, 인재교류 및 세미나 개최 등
∙ 전국: 재해폐기물 정보 플랫폼 정비·운영, D.Waste-Net 강화 등

미래상
6. 적정 국제자원

목표

순환체계 구축과

(지표)

순환산업 해외진출

∙ 적정 국제자원순환체계 구축, 순환산업 해외 진출로 인한 자원효율성
향상 및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과 다양한 생태계가 확보된 세계
∙ 환경협력(자원순환 분야 포함) 관련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 수
∙ 도야마 물질순환 프레임워크 등에 따른 자원효율성 향상 및 3R 추진

정책

∙ 이차원료에 환경선진기술을 활용한 재활용 추진(바젤법 개정 등)
∙ 고품질 환경 인프라 패키지(제도, 시스템, 기술 등) 해외 진출 등

7. 순환 분야
기반 정비

미래상

∙ 정보 기반 정비 및 갱신, 필요한 기술의 지속적 개발, 인재 육성, 다양
한 주체가 높은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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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계속
추진 방향

구분*
목표

주요 내용
∙ 전자매니페스토(電子マニフェスト)** 보급률(2022년, 70%)

(지표) ∙ 구체적인 3R 행동 실천 비율(2025년에 2012년도 조사 대비 20% 향상)
∙ 폐기물 정보 전자화 및 전자매니페스토를 포함한 정보 활용
정책

∙ 인재 육성(Re-Style 캠페인, 다수 기업 참여 소비자 캠페인 등)
∙ 기술 개발(폐기물 수집 효율화, 첨단 선별기술의 도입 촉진 등)

주: * 두 번째 열에서의 ‘목표(지표)’의 경우 일부 지표만 발췌한 것으로 그 외 지표도 존재함.
** 전자매니페스토는 배출 사업자의 폐기물 처리 관련 전자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임.
자료: 環境省, 「第四次循環型社会形成推進基本計画の概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9).

일본은 순환형 사회로의 전환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
라 자원에 대한 높은 해외 의존도, 고령화된 인구구조, 경기침체와 소사이어티
(Society) 5.0으로의 전환 필요성 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왔다.74)
이러한 경제적 요인은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이 환경성과 함께 연관 정책을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축으로 활약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경제
산업성은 1999년에 ‘순환경제 비전(循環経済ビジョン)’을 채택한 바 있으며,
2018년부터 관련 전문가와 기업이 참여하는 순환경제비전연구회를 운영해왔
다. 2020년에는 ‘순환경제 비전 2020’을 발표하며 순환경제를 순환형 제품과
사업을 전개하는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고, 기업이 이를 경영 전략에 반영하도
록 독려할 계획임을 밝혔다.75) 일본은 앞서 기본계획에서도 시장 규모 확대 등
을 정책 목표로 포함시키며 순환경제가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기회에 주목하
고 있음을 발표한 바 있다. 실제 폐기물 관리 기술에 대한 특허 수가 EU(27개
국),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는 점은 관련 산업이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음
을 시사한다.76) 국제사회에서도 3R, 자원효율성, 해양폐기물 등 자국이 관심

74) 環境省(2018), 「第四次循環型社会形成推進基本計」, pp. 3~1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2).
75) 経済産業省(2020b), 「循環経済ビジョン2020(概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2).
76) 2018년 기준 2개 이상의 국가에서 특허 출원을 한 경우. OECD Stat, “Patents - Technology
developmen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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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고 있는 정책 이슈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77)

3) 영국
영국은 EU와 마찬가지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강조해왔다. ‘순환경제’라
는 이름의 국가 전략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78) 지속가능발전전략(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등을 통해 이를 추진해왔고, 2017년 세계 최초로
순환경제 관련 국가표준(BS 8001:2017)79)을 도입한 바 있다.80) 다음 해 발
표된 ‘25개년 환경계획(25 Year Environment Plan)’과 ‘자원 및 폐기물 전
략(Resources and waste strategy)’을 통해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 계획에서 수립한 총 10개의 장기 목표 중 2개 목표(천연자원
의 지속가능한·효율적 이용, 폐기물 최소화)가 순환경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81) ‘자원 및 폐기물 전략’에는 제품의 전 주기를 고려한 정책과 이러한 방
식으로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폐기물 관련 범죄, 음식물폐기물) 및 그 외
이슈(글로벌 리더십, R&D,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한 세부 방안이 포함되었
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50년까지 재사용 또는 재활용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고 발생하는 폐기물을 근절하고, 자원효율성을 2배로 향상시키고자 한
다.82) 브렉시트(Brexit) 발표 이후에는 EU의 순환경제 패키지에 담긴 지침 개

77) 2005년 3R 이니셔티브 장관회의 개최, 2009년 아·태 3R 포럼(Regional 3R Forum in Asia and
the Pacific) 개최, 2016년 G7 환경장관회의에서 도야마 물질순환 프레임워크(Toyama Framework
on Material Cycle) 채택에 기여, 2019년 G20 정상회의에서 해양폐기물 관련 오사카 블루오션 비전

78)
79)
80)
81)

(Osaka Blue Ocean Vision) 채택에 기여 등. 環境省 홈페이지, ｢国際連携·国際協力｣(검색일: 2021.
7. 13).
2021년 7월 기준. 단, 지역 차원(런던, 스코틀랜드 등)의 순환경제 로드맵 또는 전략은 존재함.
조직에서 순환경제 원칙을 실행하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과 권고 사항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BSI) 홈페이지(검색일: 2021. 7. 16).
HM Government(2018a), “A Green Future: Our 25 Year Plan to Improve the Environment,”

p. 2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6).
82) HM Government(2018b), “Our Waste, Our Resource: A Strategy for England,” pp. 7-13, 온
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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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 중 어떠한 항목을 채택, 수정 또는 기각할지에 대한 방안을 발표하였
다.83) EU와 달리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생원료(recycled plastic) 함유 비중
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022년부터 과세(200파운드/톤)할 계획이기
도 하다.84)
영국 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순환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활약하고
있는 민간의 노력이다. 영국은 순환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관(Ellen
MacArthur Foundation, Green Alliance, RSA85) 등)을 보유하고 있
고, 이들이 추진한 프로젝트가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다. Ellen MacArthur
Foundation은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순환경제 전문 연구기관으로 2018년부
터 UNEP와 함께 전 세계 500개 이상의 기업, 기관 및 정부가 2025년까지 플
라스틱 포장재를 100% 재사용·재활용 또는 퇴비화하겠다는 공약86)에 참여하
도록 이끌며 이들의 추진 과정을 점검 중이다.87) Green Alliance가 2013년
부터 주도한 순환경제 태스크포스(TF)의 권고안88)은 정부의 자원 및 폐기물
전략 수립, 의회 활동 등에 활용되었다.89) 식품 잉여분을 취약계층에 기부하
는 FareShare는 지금까지 약 5,700만 끼의 식사를 제공하였고, 코로나19 확
산 이후 식품업계의 기부와 정부 지원(총 1,310만 파운드)을 끌어냈다.90)
OLIO 등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스타트업도 이웃 간 음식물 공유를
독려하고 있다.91)
83)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et al.(2020), “Circular Economy
Package policy statement,” Annex I,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6).
84) GOV.UK, “Plastic packaging tax,”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5).
85) Royal Society for the encouragement of Arts, Manufactures and Commerce(영국왕립예술
학회).
86) New Plastics Economy Global Commitment.
87) Ellen MacArthur Foundation(2020), “The Global Commitment 2020 Progress Report,” p. 5,
pp. 10-1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0).
88) Green Alliance 홈페이지, “Circular Economy Task Force”(검색일: 2021. 7. 20).
89) Hill(2016), “Circular Economy and the Policy Landscape in the UK,” p. 268 재인용,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0).
90) FareShare, “Annual Report 2019/2020,” pp. 5-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0).
91) OLIO 홈페이지, ‘Our Impact’(검색일: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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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선단체의 경우 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기업의 후원을 통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각 경제주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중 민·관 협
력의 선두주자로서 정부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인
WRAP92)의 사례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000년에 설립된 WRAP
는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fra),93) 웨일스 정부, 북아일랜드 농업환경농촌부
(DAERA)94) 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과 민간 후원금을 통해 연간 약 2,000만
파운드를 지출하고 있다.95) 사업 영역은 △음식물 △플라스틱 △의류 및 섬유
△기타로 구분되며, 정부 정책 및 기술 지원과 함께 기업과 소비자의 행동 변화
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유럽, 오세아니아, 아시아, 아프리카 내
일부 국가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 사례는 2005년부터 추진 중인
‘Courtauld Commitment’96)이다. 현재까지 150개 이상의 식음료기업, 정
부기관, 다자기구 등이 동참하겠다고 서명하였고, 이를 통해 영국은 음식물폐
기물을 약 27% 줄일 수 있었다(2007~20년 기준). 플라스틱 포장재 관련 협약
인 UK Plastic Pact를 주도하고, 소비자 대상 캠페인(Recycle Now, Love
Food Hate Waste 등)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순환경제로의 전환과
SDGs 12번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표 2-6 참고).97)

92)
93)
94)
95)

Waste and Resources Action Programme.
Department of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partment of Agriculture, Environment and Rural Affairs.
2018년 4월~2019년 3월 기준. WRAP(2020a), “WRAP Annual Review 2018-2019,” p. 26, 온

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1).
96) Courtauld Commitment 2025는 음식물폐기물 및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을 1인당 최소 20% 감축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며, 2018년 P4G 정상회의에서 ‘State-of-the Art Partnership of the
Year Award’를 수상한 바 있음.
97) WRAP 홈페이지, “Who’s signed up to Courtauld?”; WRAP(2020b), “Our Plan For a Sustainable
Planet,” pp. 9-14, 온라인 자료; WRAP(2020c), “We are Accelerating Sustainability Worldwide,”
pp. 12-17,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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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영국의 순환경제 관련 민·관 협력 사례: WRAP
구분

활동 내역
∙ Courtauld Commitment

음식물

∙ Food Waste Reduction Roadmap
수립

주요 성과
∙ 2015~18년, 1인당 폐기물/온실가스 배출량 7%
감축
∙ 2007~20년, 공급망 내 음식물폐기물 27% 감소

∙ Love Food Hate Waste 캠페인 등 ∙ 2018년, 1억 6,600만 끼의 식사 상당량 재분배
플라스틱

의류,
섬유

∙ UK Plastic Pact
∙ Clear on Plastics 캠페인 등
∙ 지속가능한 의류 행동 계획

∙ 2018~20년,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 40% 감소
∙ 2019년, 플라스틱 포장재 내 재생원료 평균 함
유량 2018년 대비 약 4%p 증가
∙ 2015~20년, 탄소발자국 15.9% 감소

(Sustainable Clothing Action Plan)

물 발자국 19% 감소

∙ Love Your Clothes 캠페인 등

폐기물 매립 2.3% 감소
∙ 2015~20년, 식품 잉여분(65만 톤/년) 사료로 활용

기타

∙ 순환경제 관련 활동
∙ Recycle Now 캠페인 등

지역 재활용률 증가(웨일스: 65% 등)
∙ 2016~18년, 기부 소매업체의 재활용 의류 판매
8% 증가

주: WRAP이 주관 또는 참여하는 주요 사업만 발췌한 것으로 그 외 활동 및 성과가 존재함.
자료: WRAP(2020b), “Our Plan For a Sustainable Planet,” pp. 11-14, 온라인 자료; WRAP(2020c), “We are
Accelerating Sustainability Worldwide,” pp. 16-17,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7. 21).

4) 우리나라
순환경제를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은 2016년에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과
이를 근간으로 수립된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년, 이하 기본계
획)’에 따라 본격화되었다. 이는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되 5년마다 타당성을 점검하도록 명시하였다. 기본계획에는
자원순환 정책의 추진 방향, 핵심 전략, 세부 과제,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계획 등
이 포함되었으며, 세부 과제의 경우 제품의 전 주기를 고려한 단계별 과제를 제
시하였다.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자원순환 지표와 세부 과제별 지표를 수립하였
다. 그중 자원순환 지표(△원단위 폐기물 발생량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
에너지회수율)의 경우 폐기물이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며, 세
부 과제별 지표에도 앞서 살펴본 EU나 일본과는 달리 이차원료, 기술혁신(특허),
천연자원 소비량 등에 중점을 둔 지표는 포함되지 않았다(표 2-7 참고).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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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우리나라의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년)
핵심 전략 및 단계별 세부 과제

구분

∙ 자원 전 과정 순환이용체계 구축
∙ 폐기물 발생 저감을 최우선으로 하고,
총괄

고품질 물질 재활용 촉진
∙ 국민 참여 거버넌스 기반 지역별 폐기물
처리 최적화

주요 지표
∙ 원단위 발생량(국내총생산
∙ 순환이용률(폐기물

대비 폐기물 발생량, 톤/십억 원)

발생량 중 실질재활용량 비중, %)

∙ 최종처분율(폐기물 발생량 중 최종처분량 비율,
∙ 에너지회수율(가연성폐기물

%)

발생량 중 에너지화 비율, %)

∙ 국가/업종 자원생산성 산정 수
업종별 자원생산성 제고

∙ 자원효율전문기업 육성 수
∙ 생태산업계발 특성화대학 지정 수

생산
단계

생산 단계 폐기물 원천감량 촉진

∙ 업종별·공통기술 가이드라인 수
∙ 생산 원단위 폐기물 발생량(kg/톤)
∙ 포장재·전기전자제품 순환이용성 평가비율(%)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

∙ 자원순환형 생산 가이드라인 수
∙ 유니소재화 시제품 제작 지원 대비 상용화 비율(%)
∙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kg/인)

생활 속 폐기물 발생 억제

∙ 공동주택 음식물 RFID 보급률(%)
∙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율(주민부담률, %)
∙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비율(%)

소비
단계

자원효율적인 친환경 소비 촉진

∙ 환경표지 인증기준 제·개정(건)
∙ 녹색매장 확대지원(건)

자원순환 문화 조성 및 확산

∙ 자원순환 인식 조사(점)
∙ 지역 자원순환네트워크 구축 수

재활용 촉진을 위한 배출·수거·선별체계 ∙ 건설폐기물 발생량 대비 혼합폐기물 발생비율(%)
혁신

∙ 재활용 선별 잔재물 발생비율(%)
∙ 생활폐기물 직매립 비율(%)

관리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및 처리 최적화

∙ 폐기물 최적화 협약 체결 수
∙ 친환경에너지타운 수

단계

∙ 사업장 음식물 수집·운반차량 GPS 부착(%)
IT 기반 폐기물 안전 관리 강화

∙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허가용량 대비 처리량(%)
∙ 환경부-관세청 현장검사 세관 수

98)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 관계부처 합동(2018),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
2027)｣, pp. 39~41, pp. 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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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계속
구분

핵심 전략 및 단계별 세부 과제

주요 지표
∙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수

미래 고부가가치 재활용 촉진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평가 승인업무 수행
건수
∙ 권역별 업사이클센터 수
∙ 순환골재 실질 재활용 목표율(%)

재생
단계

∙ 비닐류 재활용 의무율(%)
물질 재활용 중심의 재활용체계 개선

∙ 자동차 재활용률(%)
∙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확대(%)
∙ 바이오가스 이용률(%)

재활용 시장 안정화 및 산업 육성

∙ 재활용 시장안정화 재원 규모(억 원)
∙ 재활용 육성자금 융자(억 원)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 pp. 39~41, pp. 44~92.

2020년을 기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과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법령, 정
책, 추진계획 등이 연이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표 2-8 참고). 순환경제는 이
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다뤄지고 있다. 「한국판 뉴딜」의 핵
심축 중 하나인 그린뉴딜의 경우 5대 선도 분야에 ‘자원순환’을 포함시키고, 녹
색 융합 클러스터 조성,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말 발표
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2021년 7월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 2.0」의
그린뉴딜에서는 ‘순환경제 활성화’를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순환경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고조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2050년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순환경제 혁
신 로드맵’을 2021년 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자원순환 전 과정 관리,
순환경제 이행 확산, 부문별(에너지, 물, 자원) 계획, 이행 점검 및 모니터링 관
련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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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관련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자원순환기본법」 전면 개정
안(‘순환경제사회촉진법’) 제출과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친환경산업법」 개
정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자원순환기본법」 전면 개정안은 순환경
제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안 제2조), 정부가 기업의 관련 기술 및 서비스 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한다(안 제8조). 특히 규제
특례 등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신설(안 제30조)할 것임을 밝히며 순환경
제 관련 기업과 시장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모니터링 측면에서는 폐기
물 위주의 지표에서 나아가 자원생산성, 순환원료사용률 등을 추가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수립하여 조치해야 한다(안 제14조).
소비자가 제품을 수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수입업자가 예비
부품 제공, 수리·유지관리 정보제공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
준을 준수하도록 하였다(안 제21조).100)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를 근거
로 수립되는 기본계획도 전면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8. 최근 우리나라의 순환경제 관련 주요 법령 및 정책(2020~21년)
구분

연도

법령 또는 정책명

순환경제 관련 내용
∙ 순환경제 정의(안 제2조)
∙ 순환경제기술·서비스 촉진 및 지원(안 제8조)

법령*

’21년 「자원순환기본법」 전면 개정안 ∙ 순환경제 통계조사(안 제13조)
6월

(‘순환경제사회촉진법’)

∙ 순환경제 목표 설정(안 제14조)
∙ 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안 제21조)
∙ 순환자원의 고시(안 제25조) 등

99) 관계부처 합동(2020a),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 p. 16;
관계부처 합동(2020b),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p. 12; 관계부처 합동(2021), 「한국판 뉴딜
2.0: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 p. 31, pp. 55~56; 환경부(2021), 「2021년 환경부 탄소중립 이
행계획」, pp. 14~15.
100) 의안정보시스템,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pp. 2~6; 국가법령정보센터, ｢기후위기 대응
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제64조; 산업통상자원부(2021. 10.
1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온라인 보도자료
(검색일: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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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계속
구분

연도
’21년
9월

’21년
10월

법령 또는 정책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 ∙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추진(제64조)
소중립기본법)」 제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 ∙ 산업 부문의 순환경제 활성화 추진
환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

- 순환경제 정의 및 관련 활동 지원 근거 마련

환경산업법) 일부 개정안

- 금속자원 재자원화, 재제조 대상 품목 고시 폐지

’20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7월

순환경제 관련 내용

- 그린뉴딜

∙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5대 선도 분야 중 하나로 ‘자원순환’ 포함
-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 개발 추진 등
∙ 추진전략 10대 과제 중 순환경제 활성화 포함

’20년
10월,
정책

12월

- 제조 공정의 원료·연료 순환성 강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선언

-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기반 구축·이용 확대

및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 선별 재활용 시스템 선진화 및 재제조산업 활성화 등
∙ ‘순환경제(K-순환경제) 혁신 로드맵’ 발표 예정
(2021년 내)
∙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신규>
- 순환경제 활성화 및 탄소흡수원 확충 추진

’21년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7월

- 그린뉴딜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스템 토대의 산업단지 조성,
사업화·실증, 시제품 제작 등 기업 맞춤형 지원)
∙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자원 활용도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확대 등

주: * 「자원순환기본법」 전면 개정안(2021. 6. 30)은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중이며, 「친환경산업법」 일부 개정안(2021.
10. 19.)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2021. 10. 12.)에서 의결됨(2021년 10월 기준).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pp. 2~6; 국가법령정보센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
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제64조; 산업통상자원부(2021. 10. 1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1. 10. 14); 관계부처 합동(2020a),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 p. 16; 관계부처 합동(2020b),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p. 12; 환경부(2021), 「2021년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 p. 14; 관계부처 합동(2021), 「한국판 뉴딜 2.0: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 p. 31, pp. 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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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자협력101)
1) G7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및 EU가 참여하고 있는
다자협의체인 G7은 고위급 회의(정상회의, 환경장관회의 등)와 자원효율성연
합(G7 Alliance on Resource Efficiency) 등을 통해 순환경제에 관한 국가
간 협력을 추진 중이다. 그중에서도 2015년 독일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
서 출범한 자원효율성연합에는 정부기관을 비롯하여 다자기구, G7 재계 대표
자 회의체(Business 7), 연구기관, 학계, 소비자,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
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G7에서는 자원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
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UNEP의 IRP에 자원효율성 개선의 필요성, 경제적 기회
및 모범 사례에 관한 보고서 작성을 요청하고, OECD에는 정책 지침에 관한 보
고서 제출을 요청함으로써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려는 의지를 밝혔다.102)
매년 자원 관리, 저탄소 사회, 해양폐기물, 음식물폐기물 등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며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도 하다.103)
특히 2016년 일본에서 개최된 환경장관회의에서 ‘도야마 물질순환 프레임
워크’가 채택되었다. 여기에서 2008년에 발표된 ‘고베 3R 행동계획’의 중요성
이 재차 강조되었다. 해당 계획은 3대 목표(△3R 정책의 우선순위화 및 자원생
산성 향상 △국제적으로 건전한 자원순환 사회 구축 △개도국의 3R 관련 역량
101) 본 항에서는 유해폐기물을 대상으로 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유해화학물질에 관
한 로테르담 협약(Rotterdam Convention on the 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 for
Certain Hazardous Chemicals and Pesticides in International Trade), 잔류성 유기오염물
질에 대한 스톡홀롬 협약(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등과 같이
특정 물질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려는 국제협약보다는, 주요 다자기구가 최근 추진 중인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국제환경협약｣, 온라
인 자료(검색일: 2021. 8. 12) 참고.
102) G7(2015), “Annex to the Leadersʼ Declaration G7 Summit 7-8 June 2015,” pp. 6-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2).
103) G7 Alliance on Resource Efficiency 홈페이지, “G7 PRESIDENCY,”(검색일: 2021.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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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위한 협력)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위 프레임
워크는 자원효율성과 3R을 촉진하기 위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데, 기존 계
획과 달리 유해물질의 수명주기와 환경·경제·사회적 측면을 고려한 정책을 추
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가계의 지속가능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최
종 수요자(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고,
각국이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104) 다음 해인 2017년 개최
된 환경장관회의에서는 후속조치로서 ‘볼로냐 5개년 로드맵(5-year Bologna
Roadmap)’을 채택하였다. 주로 △자원효율성 평가·모니터링 지표 개발 △연
관 정책의 잠재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 평가 △지속가능한 물질 관리를 위한
정보 공유 △자원효율성의 거시경제영향 분석 △민간의 참여 및 인식 제고 등
을 위한 계획을 제시하였다(표 2-9 참고).105)

표 2-9. G7의 순환경제 관련 협력 성과
연도

회의 명칭

주요 성과
∙ ‘고베 3R(Reduce, Reuse, Recycle) 행동계획’ 채택

’08년 환경장관회의

- 목표 1. 3R 정책의 우선순위화 및 자원생산성 향상
- 목표 2. 국제적으로 건전한 자원순환 사회 구축
- 목표 3. 개도국의 3R 관련 역량 개발을 위한 협력

’15년

정상회의

∙ 자원효율성연합(G7 Alliance on Resource Efficiency) 설립 승인
∙ ‘도야마 물질순환 프레임워크(Toyama Framework on Material Cycle)’ 채택
- 목표 1. 자원효율성 및 3R을 위한 선도적인 국내 정책 추진
수명주기, 환경·경제·사회적 측면을 고려한 정책 통합 및 촉진,

’16년 환경장관회의

지역과의 협력 이니셔티브 추진, 지속가능한 소비 촉진 등
- 목표 2. 글로벌 자원효율성 및 3R 촉구
정보 공유, 개도국 지원, 글로벌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협력 등
- 목표 3. 꾸준하고 투명한 후속조치
과학 기반/널리 인정받는 지표 도입 고려, 로드맵 마련 등

104) G7(2008), “G8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2008: Kobe 3R Action Plan,” pp. 1-8, 온라
인 자료; G7(2016), “Toyama Framework on Material Cycles,” pp. 1-5, 온라인 자료(모든 자
료의 검색일: 2021. 8. 18).
105) G7(2017), “G7 Bologna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Bologna, Italy 11-12 June 2017
Communiqué,” pp. 13-1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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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계속
연도

회의 명칭

주요 성과
∙ ‘볼로냐 5개년 로드맵(5-year Bologna Roadmap)’ 채택
- 자원효율성 평가 및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개발
- 자원효율성 정책의 잠재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 평가

’17년 환경장관회의

- 국제사회 차원의 지속가능한 물질 관리를 위한 정보 공유
- 자원효율성의 거시경제영향 분석
- 민간의 참여 및 인식 제고
- 민간 부문의 참여, 음식물폐기물, 플라스틱, 녹색 공공조달 등

’18년 환경장관회의

∙ ‘해양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챌린지’ 승인
∙ ‘해양 플라스틱 헌장*(Ocean Plastics Charter)’ 승인 등

주: * 해양 플라스틱 헌장의 경우 미국과 일본은 승인을 거부하였고, 그 외 5개국 및 EU만 승인함.
자료: G7(2008), “G8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2008: Kobe 3R Action Plan,” 온라인 자료; G7(2016),
“Toyama Framework on Material Cycles,” 온라인 자료; G7(2017), “G7 Bologna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Bologna, Italy 11-12 June 2017 Communiqué,” pp. 7-8, pp. 13-15; G7 Alliance on Resource
Efficiency 홈페이지, “G7 PRESIDENCY”(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8. 18).

최근 영국에서 열린 기후·환경장관회의(2021년)에서도 자원효율성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순
환경제, 자원효율성 원칙 등을 활용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106) 이처럼 G7은
회원국의 자원 관리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정기적인 정보 공유 및 교류의 장(자
원효율성연합 등)을 마련하였다. 또한 관련 지표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자원
효율성 개선이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를 다각도에서 평가하고자 노력하며 회원
국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2) G20
전 세계 60%의 인구, 80%의 GDP 및 75%의 수출을 차지하는 20개국이 참
여 중인 G20에서는 매년 정상회의를 비롯하여 장관급 회의, 작업반 회의 등이
개최되고 있다.107) 순환경제 관련 의제는 주로 환경장관회의와 G20 자원효율
106) G7(2021), “G7 Climate and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Communiqué,” pp. 15-16,
pp. 20-2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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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대화(G20 Resource Efficiency Dialogue)를 통해 논의되었으며, 2021
년부터 환경·기후·에너지장관회의108)에서도 진행 중이다. 특히 2017년 창설
된 G20 자원효율성 대화는 회원국별 정책 추진 경험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자 출범하였으며, 국제기구, 기업(B20 등), 학계, 시민사회가 동참하고 있다.109)
그동안 세 차례의 워크숍(2017~19년)을 통해 순환경제를 이용한 원자재 소비
절감 사례, 기업의 자원효율성 개선 사례, 순환경제와 지속가능금융 간 연계 필
요성,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해결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110) G20
은 위 대화 채널을 통해 회원국간 정보 공유뿐 아니라 자원효율성을 향상시키
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주류화하고, 이러한 정책의 추진 과정을 통계를 이용
하여 모니터링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G7 자원효율성연합 등 타 기구와의 협력
도 추진할 계획이다.111)
G20 정상회의 및 환경장관회의에서는 해양폐기물에 관한 정책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019년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는 ‘오사카 블루 오션 비
전(Osaka Blue Ocean Vision)’을 채택하며 2050년까지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해당
의제를 선도하려는 일본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같은 해 최초로 개
최된 환경장관회의에서도 2017년에 채택한 ‘해양폐기물에 관한 G20 행동계
획(G20 Action Plan on Marine Litter)’을 이행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에 대
해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위 행동계획과 일치하는 정책 사례와 과학 기반
의 지식을 공유하고, 기술협력 및 개도국 지원, 국제협력 등을 추진하고자 한
107) G20 회원국은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
리아, 멕시코,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터키, 영국, 미국 및 EU이며, 스페
인의 경우 영구 초청국 자격으로 참가 중임. G20 홈페이지, ‘About the G20’(검색일: 2021. 8. 19).
108) 합동장관회의 및 의제별 회의(환경장관회의, 기후·에너지장관회의)로 나누어 개최.
109) G20(2017a), “G20 Leaders’ Declaration: Shaping an interconnected world,” pp. 12-1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8).
110) G20 Resource Efficiency Dialogue 홈페이지(검색일: 2021. 8. 18).
111) G20 Resource Efficiency Dialogue(2019), “Roadmap for the G20 Resource Efficiency
Dialogue,” pp. 1-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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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12) 그 일환으로 2019년부터 G20의 이행 노력에 관한 보고서가 발간되고
있다. 일례로 조사 국가(36개국) 중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정책을 시행 중
인 국가는 22개국(61%), 법률을 시행 중인 국가는 31개국(86%)이나, 그중 절
반만이 객관적 지표로 이행 과정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3) 2021
년 장관급 회의에서도 해양폐기물에 대한 협력 의지를 밝히며 개선 노력을 이
어가고 있다.114)

표 2-10. G20의 순환경제 관련 논의 동향
연도

회의 명칭

논의 내용
∙ ‘G20 자원효율성 대화(G20 Resource Efficiency Dialogue)’ 창설 승인

’17년

정상회의

∙ ‘해양폐기물에 관한 G20 행동계획(G20 Action Plan on Marine Litter)’ 채택
- 7개 정책 영역에 대한 41개 세부 과제 제시 및 회원국의 자발적 참여 독려

정상회의,
’19년

환경장관회의
G20 자원효율성
대화

’20년

환경장관회의

’21년

환경장관회의

∙ ‘오사카 블루 오션 비전(Osaka Blue Ocean Vision)’ 채택
∙ ‘G20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이행 프레임워크(G20 Implementation
Framework for Actions on Marine Plastic Litter)’ 채택
∙ ‘로드맵(Roadmap for the G20 Resource Efficiency Dialogue)’ 수립
∙ 토양 황폐화 방지,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협력 추진 등
∙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노력 지속 및 국제협력 강화
∙ 지속가능·순환적 자원 이용을 위한 혁신, 설계 및 생산 촉구 등

자료: G20(2017a), “G20 Leaders’ Declaration: Shaping an interconnected world,” 온라인 자료; G20(2017b),
“G20 Action Plan on Marine Litter,” 온라인 자료; G20(2019a), “G20 Osaka Leaders’ Declaration,” 온라인
자료; G20(2019b), “Communiqué: G20 Ministerial Meeting on Energy Transitions and Global Environment
for Sustainable Growth,” 온라인 자료; G20 Resource Efficiency Dialogue(2019), “Roadmap for the G20
Resource Efficiency Dialogue,” 온라인 자료; G20(2020), “G20 Environment Ministerial Meeting
Communiqué,” 온라인 자료; G20(2021), “G20 Environment Communiqué Final,”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8. 18).

112) G20(2019a), “G20 Osaka Leaders’ Declaration,” 온라인 자료; G20(2019b), “Communiqué:
G20 Ministerial Meeting on Energy Transitions and Global Environment for Sustainable
Growth,” 온라인 자료; G20(2019c), “G20 Implementation Framework for Actions on
Marine Plastic Litter,”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8. 18).
113) Ministry of the Environment, Japan(2021), “G20 Report on Actions against Marine Plastic
Litter: Third Information Sharing based on the G20 Implementation Framework,” p.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8).
114) G20(2021), “G20 Environment Communiqué Final,” pp. 5-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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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SO115)
각국은 원활한 상품 및 서비스 거래를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을 도
입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환경 부문의 경우 전 세계 166개 국가표준기
구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이하 약칭 ISO)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
다.116)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117) 태평양지역표준회의(PASC)118) 등과 같
이 특정 산업이나 지역 이슈를 논의하는 기구도 활동 중이나, 이들이 추진하는
순환경제 관련 협력 활동은 ISO의 활동과 연계된 경우가 많다. 이를 감안하여
ISO를 중심으로 순환경제에 관한 국제표준 수립 현황과 논의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환경 관련 국제표준은 ‘환경경영기술위원회(이하 약칭 ISO/TC 207)’에서
제정한 ISO 14000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해당 분야의 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
여해온 EU의 경우 제품환경발자국(PEF)119) 제도를 통해 역내 회원국간 상이
한 친환경 라벨링 제도들을 통합하여 법제화해왔으며, 이후 국제표준화 과정을
거쳐 제정된 결과물 중 하나가 제품에 대한 탄소발자국(ISO 14067)이다. 이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국제
기준으로, 최근 강조되고 있는 탄소중립 이슈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
할 만하다. ISO/TC 207에서 순환경제 논의를 위해 특별작업반이 운영된 바
있으며, 2021년부터 이차원료(ISO/AWI 59014) 관련 국제표준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120)

115)
116)
117)
118)
119)
120)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홈페이지, ‘ABOUT US’(검색일: 2021. 10. 7).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Pacific Area Standards Congress.
Product Environmental Footprint.
ISO 홈페이지, “ISO/TC 207, Environmental management,” “ISO 14067:2018, Greenhouse
gases–Carbon footprint of products–Requirements and guidelines for quantification,”
“ISO/AWI 59014, Secondary materials–Principles, sustainability and traceability
requirements”(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10. 12); 전문가간담회, 「탄소발자국, 순환경제 관련 국
제표준 논의 동향 및 대응 방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백춘열 선임연구원
(2021. 10. 18., 세종) 발표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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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로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산하 ‘전기·전자제품 및 시스템에 대
한 환경표준화 기술위원회(IEC/TC 111)’에서의 협력이 대표적이다. 2017년
에 특별작업반(AHG 13)을 통해 주요국의 순환경제 정책을 분석한 바 있으며,
2019년부터 물질순환성 설계에 관한 프로젝트 작업반(PT 111-1)을 운영 중
이다. 최근 전기·전자폐기물(e-waste)에 관한 작업반(WG 18)도 신설되었다
(2021년 5월). 해당 산업에서의 순환경제 관련 국제표준은 물질 재활용, 자원
효율성, 재활용 원료 함유율, 순환경제를 고려한 제품설계 등에 대해 다루고 있
다. 특히 ISO/TC 207과의 협업을 통해 환경배려설계(ECD)121)에 대한 국제
표준(IEC/ISO 62430)이 마련되었는데, 이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단
계부터 나중에 이를 어떻게 재사용(또는 재활용)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순환경제의 기본 원칙과 연계되어 있다.122)
‘순환경제’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국제표준은 2019년에 설립된 ‘순
환경제기술위원회(이하 약칭 ISO/TC 323)’에서 개발 중인 상태이다. 앞서 소
개한 ISO/TC 207이 환경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 ISO/TC 323은 경제적 측면
을 고려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최대한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밝히고 있
다. 현재 71개의 회원기구와 14개의 참관회원이 위원회에 참여 중이다(2021년
10월 기준). 해당 위원회 창설을 건의(2018년)한 국가는 프랑스로 현재 의장국
역할을 수행 중이다. 주로 순환경제에 대한 프레임워크, 지침, 지원 도구 및 연
관 활동을 이행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개발하여 표준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하고 있다.123)
이를 위해 현재까지 총 3번의 총회124)가 개최되었으며, 산하에는 5개의 작
업반(WG)을 운영 중이다. 작업반별 의제와 개발 중인 국제표준 초안 목록은
121) Environmental Conscious Design.
122) IEC 홈페이지, “TC 111 Subcommittee(s) and/or Working Group(s),” “JWG ECD–62430,
Environmental Conscious Design (ECD) - Principles, requirements and guidance”(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10. 18).
123) ISO 홈페이지, “ISO/TC 323, Circular economy”(검색일: 2021. 10. 7).
124) 2019년 5월(프랑스 파리), 2020년 6월(화상회의), 2021년 1월(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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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와 같다. 여기에는 순환경제에 대한 기본 이해(용어, 원칙, 이행체
계, 관리 기준 등)를 돕기 위한 문건 및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보와 가
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순환성(circularity) 관련 성과를 측정·평가하려는 활동
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21년 4월에는 제품의 순환성 관련 데이터를 표준화하
기 위한 작업반(WG 5)이 새롭게 추가되었다.125)

그림 2-5. ISO/TC 323(순환경제) 산하 작업반별 활동 내역

ISO/TC323: 순환경제

주관

의제
작업
문건

작업반 1

작업반 2

작업반 3

작업반 4

작업반 5

프랑스·브라질

일본·르완다

네덜란드

프랑스·브라질

룩셈부르크·중국

순환경제
이행 체계 및 원칙

비즈니스 모델 및
가치사슬
가이드라인

순환성
측정 및 평가

성과 기반 접근
:사례 분석

제품 순환성
데이터 표준화

ISO/WD 59004

ISO/WD 59010
ISO/DTR 59032.2

ISO/WD 59020.2

ISO/CD TR 59031

ISO/AWI 59040

주: 1) ISO/TC 323은 의장자문그룹(Chairman’s Advisory Group)과 5개의 작업반(Working Groups)으로 구성.
2) 작업문건은 신규 승인된 작업 아이템(AWI: Approved new Work Item), 작업안(WD: Working Draft), 위원회안
(CD: Committee Draft), 기술보고서(TR: Technical Report), 기술보고서안(DTR: Draft Technical Report),
국제표준최종안(FDIS: Final Draft of International Standard) 등의 코드로 구분하여 명명.
자료: ISO/TC 323 日本国内委員会事務局(2021), “ISO/TC 323 サーキュラーエコノミー 活動紹介,” p. 7, 온라인 자료에
ISO 홈페이지, “STANDARDS BY ISO/TC 323”(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10. 8)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정리.

이러한 활동은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등과 같이 순환경제에 대한 국가표준
을 수립·이행 중이거나 국제표준화 노력에 관심이 많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표준협회(AFNOR)는 2018년에 순환경제
관련 국가표준(XP X30-901)126)을 발표한 바 있다.127) 같은 해 룩셈부르크는
125) ISO/TC 323 日本国内委員会事務局(2021), ｢ISO/TC 323 サーキュラーエコノミー 活動紹介｣, p. 5,
p. 7, 온라인 자료; The Luxembourg Government(2021. 4. 29), “Launched by the Ministry
of Economy, the PCDS initiative on product circularity data has taken a major step
towards becoming an internationally recognised standard,” 온라인 보도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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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순환성에 관한 데이터를 일관되게 정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문서 양식
(PCDS)128)을 배포하고, 이를 제품에 연관된 모든 이해당사자와 공유하도록
장려해왔다.129) 일본의 경우 ISO/TC 323에서의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
의 조직을 운영 중이다.130) 이는 해당 국가들이 순환경제 추진 경험을 바탕으
로 국제표준 논의를 이끌어가면서 동시에 자국에 유리한 제도를 만들어가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126) Circular economy–Circular economy project management system–Requirements and
guidelines.
127) AFNOR 홈페이지, “A practical guide to getting into circular economy”(검색일: 2021. 10. 8).
128) Product Circularity Data Sheet.
129) The Luxembourg Government(2021. 4. 29), “Launched by the Ministry of Economy, the
PCDS initiative on product circularity data has taken a major step towards becoming an
internationally recognised standard,”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1. 10. 8).
130) ISO/TC 323 일본국내위원회는 도쿄대학 생산기술연구소 中村 崇 특임교수가 위원장을 담당하고,
대학, 기업, 정부 부처 관계자가 위원 및 옵저버로 참여하며, 사무국은 일본산업환경관리협회(日本
産業環境管理協会)임. ISO/TC 323 日本国内委員会事務局(2021), ｢ISO/TC 323 サーキュラーエ

コノミー 活動紹介｣, p. 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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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순환경제와 폐기물 관리

1.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
2.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정책
3. 순환경제 관점에서 폐기물 관리의
주요 쟁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순환경제는 생산, 판매, 소비, 폐기 등의 과정에 걸쳐
자원효율성을 높이는 일련의 순환적 흐름을 의미한다. 이 중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재사용, 재활용, 처분 등을 포함)를 의미하는 폐기물 관리는 순환경제의
전부는 아니지만 선형경제와 순환경제를 결정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단
계 중 하나이다. 생산과 소비를 거쳐 발생하는 폐기물은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
이나, 처리방식을 다양화하고 물질에 남아있는 가치를 재가공한다면 재사용이
나 재활용이 가능해진다. 즉 폐기물 관리는 자원의 재사용이나 재활용을 도모
하고 그 외 폐기물은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처분함으로써 자원효
율성 제고와 지속가능한 환경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폐기물 발생 이후의 관리뿐 아니라 생산 및 소비와 유기적으로 연계하
여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것도 순환경제의 한 축이 될 수 있다. 즉 기존
선형경제에서는 폐기물 발생 이후의 처리에 집중했다면 순환경제 패러다임은
폐기물 발생 자체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에도 주목한다. 순환경제에 관한 논의
는 폐기물 관리나 재활용에 한정되지 않지만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을 논외로
할 수도 없다. 이와 더불어 폐기물 관리는 생산과 소비 단계보다 활용 가능한
통계자료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고 국가별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면밀
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
량과 처리방식별 비중을 비교해보고, 폐기물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정책
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토대로 순환경제의 관점에서 폐기물 관리의 주요
쟁점을 상세히 분석하기로 한다.

1.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
우리나라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
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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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의미한다.131) 폐기물 관리의 기본적인 개념은 [그림
3-1]과 같다. 우리나라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한다. 그 외에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과 같
은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간주한다. 폐기물의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처분’은 소각, 파쇄, 매립 등의 중간
및 최종처분을 뜻한다. ‘재활용’이란 ① 폐기물을 재사용, 재생이용하거나 그러
한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②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 중 하나에 해당하는 활
동이다. 본 장에서는 폐기물 관리 단계 중 특히 순환경제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
미를 갖는 재활용 단계에 주목하여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의 현황과 관련 정책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3-1. 우리나라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 관련 정의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폐기물의
발생

사업장폐기물: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폐유, 폐산 등)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
수집-운반-보관-재활용-처분 으로 구성

폐기물의
처리

처분: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 중간처분과 매립이나 해역으로의 배출 등 최종처분
재활용: 1) 폐기물을 재사용, 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2)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

자료: 「폐기물관리법」(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1호, 2021. 1. 5., 일부개정) 제2조.

131) 「폐기물관리법」(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1호, 2021. 1. 5., 일부개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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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제사회의 폐기물 발생과 처리
1)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
먼저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구성과 처리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
다. [그림 3-2]와 같이 World Bank에 따르면 전 세계 210여 개국에서 배출되
는 폐기물 가운데 음식물폐기물과 정원폐기물이 4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며, 이어 종이류(17%), 기타(14%), 플라스틱(12%) 순으로 나타난다. 고소득
국가에서는 음식물폐기물보다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의 폐기
물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발생된 폐기물의 33%는 단순투기(open
dump) 방식으로 처리되었고 그 외 매립 25.2%, 재활용 13.5%, 소각 11.1%
등의 방식으로 처리되었다(그림 3-3 참고).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는 폐기물 단
순투기가 93% 비중을 차지한 반면, 고소득 국가에서는 매립 39%, 재활용과 퇴
비화 36%, 소각 22%의 비중을 보여 폐기물 처리방식에 있어서도 국가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보인다.132)

그림 3-2. 전 세계 폐기물 구성비

그림 3-3. 전 세계 폐기물 처리방식별 비중

(단위: %)
고무, 2%
금속, 4%
유리, 5%

(단위: %)
통제매립, 4%

목재, 2%

기타, 0%

퇴비화, 6%
위생매립, 8%

플라스틱
12%

음식물,
정원폐기물
44%

기타
14%

단순투기
33%
소각
11%

재활용
13%
종이
17%

자료: World Bank, “What a waste 2.0,” 온라인 자료(검색
일: 2021. 8. 19).

매립(불특정)
25%

자료: World Bank, “What a waste 2.0,” 온라인 자료(검색
일: 2021. 8. 19).

132) World Bank, “What a waste 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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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시계열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비교가 가능한 OECD의 폐기물 데
이터를 살펴보겠다. OECD는 회원국의 도시폐기물133)의 발생(generation)과
처리(treatment)에 대한 통계를 제시한다. 폐기물의 처리는 회수(recovery)와
처분(disposal)으로 구분되며, 회수는 재활용(recycling), 퇴비화(compositing),
에너지회수를 동반한 소각(incineration with energy recovery), 기타 회수
(other recovery)로 나뉜다. 처분은 에너지회수 없는 소각, 매립, 기타 처분으
로 나뉜다. 폐기물 발생량의 경우 이용가능한 가장 최근 데이터는 2019년 수치
이나, 일부 회원국의 데이터가 누락되어 2018년 기준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
한 36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폐기물 처리에 관해서는 2018년 기준 폐기
물 처리방식별 비중 데이터가 비교적 충실히 보고된 31개국을 대상으로 분석
하였다.

그림 3-4. OECD 회원국의 도시폐기물 발생량
(단위: 천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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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포르투갈

그리스

칠레

스위스

이스라엘

네덜란드

콜롬비아

호주

폴란드

한국

스페인

영국

터키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독일

1

미국

10

주: 2018년 기준, 호주와 아이슬란드의 도시폐기물 발생량은 2017년 수치를 사용, 캐나다와 멕시코는 도시폐기물 발생량
통계가 없어 본 그림에서 제외함.
자료: OECD Sta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8)

133) OECD 통계의 도시폐기물은 가정폐기물 및 유사한 폐기물을 지칭하는데, 상업활동, 소기업, 사무실
건물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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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OECD 회원국의 인구 천 명당 도시폐기물 발생량
(단위: 톤)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일본

폴란드

한국

헝가리

에스토니아

벨기에

라트비아

터키

슬로바키아

칠레

스웨덴

영국

스페인

리투아니아

체코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네덜란드

호주

프랑스

핀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아일랜드

이스라엘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미국

뉴질랜드

덴마크

0

룩셈부르크

100.0

주: 2018년 기준, 호주와 아이슬란드의 도시폐기물 발생량은 2017년 수치를 사용, 캐나다와 멕시코는 도시폐기물 발생량
통계가 없어 본 그림에서 제외함.
자료: 폐기물 발생량과 인구 통계 모두 OECD Stat.(검색일: 2021. 7. 28) 활용하여 저자 계산.

해당연도 기준 도시폐기물 발생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연간 2억
6,500만 톤의 폐기물이 발생했으며, 이는 2위인 독일(5,026만 톤)의 5배가 넘
는 양이다(그림 3-4 참고). 이어 일본(4,271만 톤), 프랑스(3,588만 톤), 터키
(3,453만 톤) 등의 순이며 우리나라는 2,045만 톤으로 스페인에 이어 OECD
회원국 가운데 9번째로 많은 폐기물을 발생시켰다. 2018년 기준 36개국의 폐
기물 발생량과 GDP 사이에는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134)
한편 인구 천 명당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국가는 덴마크(814톤), 미국(810
톤), 룩셈부르크(803톤), 뉴질랜드(758톤), 노르웨이(739톤) 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그림 3-5 참고). 특히 연간 폐기물 양이 48만 톤에 불과한 룩셈부르크는

134) 다만 이는 본 절의 분석대상인 OECD 36개국의 폐기물 데이터와 World Bank의 GDP 데이터
(2018년 기준)를 토대로 한 결과이며, 대상국가 범위를 다르게 설정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
음. 예를 들어 EU는 2010~18년 사이 역내 경제성장률이 23%인 데 비해 같은 기간 폐기물 발생량은
5% 증가하는 데 그쳤으므로 ‘상대적인 탈동조화’에 들어섰다고 평가함. 관련된 내용은 European
Environment Agency(2021), “Waste generation and decoupling in Europe,” 온라인 자료(검
색일: 2021. 10. 2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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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천 명당 폐기물 발생량이 803톤으로 회원국 가운데 3위에 오른 점이 눈에
띈다. 또한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등은 발생량 기준으로는 상위권에 속하였
으나, 인구 천 명당 발생량으로 환산할 경우 중하위권으로 분류된다는 점도 주
목할 만하다. 우리나라는 인구 천 명당 396톤의 폐기물이 발생하여 OECD 회
원국 36개국 가운데 29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은 2018년 기준 OECD 일부 회원국(31개국)의 도시폐기물 처리방
식별 비중을 정리한 것이다. 현재 기준 이용가능한 OECD 폐기물 데이터를 토
대로 한 분석이며 OECD 폐기물 통계의 신뢰도 문제는 별도의 논의사항이라
는 전제하에, OECD 회원국 전체의 폐기물의 회수율은 55.4% 수준이다. 폐기
물 회수율이 90% 이상인 국가로는 스위스(100.0%), 스웨덴(99.3%), 핀란드
(99.2%), 덴마크(98.9%), 독일(98.2%), 호주(97.8%), 네덜란드(97.5%), 노르
웨이(96.8%), 일본(94.2%)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회수율은 87.7%로 슬로베
니아(87.0%), 아일랜드(85.4%), 영국(82.2%) 등과 유사한 수준이다. OECD 평
균을 하회하는 국가로는 미국(46.8%), 스페인(46.4%), 캐나다(28.7%), 이스라
엘(23.8%), 그리스(21.6%) 등이 있다. 회수율이 낮다는 것은 반대로 처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거의 모든 국가에서 매립 방식이 폐기물 처분의 대부
분을 차지한다. 폐기물 발생량으로는 최상위국인 미국의 회수율이 46.8%에 불
과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표 3-1. OECD 회원국의 도시폐기물 처리방식별 비중(2018년)
(단위: %)

국가

회수

재활용

퇴비화

에너지회수

처분

에너지회수
없는 소각

소각

매립

호주

97.8

25.8

32.7

39.2

2.2

0.0

2.2

벨기에

98.2

34.4

19.9

42.4

1.8

0.8

1.0

캐나다

28.7

20.3

8.4

-

71.3

-

71.3

체코

51.6

23.0

10.6

17.4

48.4

0.1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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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계속
(단위: %)

국가
덴마크

회수
98.9

재활용
32.4

퇴비화
17.6

에너지회수

처분

에너지회수
없는 소각

소각
48.9

1.1

매립

0.0

1.1
22.8

에스토니아

77.2

25.7

4.0

43.7

22.8

0.0

핀란드

99.2

29.1

13.1

57.0

0.8

0.0

0.6

프랑스

79.3

24.8

20.2

34.2

20.7

0.3

20.5

독일

98.2

49.2

17.9

31.1

1.8

0.4

0.2

그리스

21.6

15.0

5.1

1.5

78.4

0.0

78.4

헝가리

50.6

29.0

8.2

13.4

49.4

0.0

49.4

아일랜드

85.4

29.7

8.6

43.4

14.6

0.0

14.6

이스라엘

23.8

6.9

15.8

1.2

76.2

-

76.2

이탈리아

75.7

31.6

23.0

20.3

24.3

0.7

23.6

일본

94.2

19.6

0.4

74.2

5.8

4.7

1.0

한국

87.7

64.1

0.5

23.2

12.3

0.1

12.2

라트비아

31.6

22.2

7.1

2.2

68.4

0.0

68.4

리투아니아

72.5

27.0

31.6

13.9

27.5

0.0

27.5

룩셈부르크

95.6

29.7

19.2

46.7

4.4

0.0

4.4

네덜란드

97.5

27.2

28.7

41.7

2.5

1.0

1.4

노르웨이

96.8

31.0

9.7

51.1

3.2

0.0

3.1

폴란드

56.9

26.2

8.1

22.6

43.1

1.5

41.6

포르투갈

49.5

12.8

17.7

19.0

50.5

0.0

50.5

슬로바키아

43.3

26.8

9.5

7.0

56.7

1.3

55.4

슬로베니아

87.0

53.9

20.7

12.3

13.0

0.8

12.2

스페인

46.4

18.0

16.8

11.6

53.6

0.0

53.6

스웨덴

99.3

29.9

15.9

53.5

0.7

0.0

0.7

스위스

100.0

30.9

21.6

47.5

0.0

0.0

0.0

터키

12.3

11.9

0.4

0.0

87.7

0.0

87.7

영국

82.2

27.1

16.8

37.9

17.8

1.1

14.4

미국

46.8

25.1

9.1

12.6

53.2

-

53.2

OECD 전체

55.4

24.8

10.3

19.9

44.6

0.5

42.3

주: 1) 폐기물 회수 방식에서 기타 회수는 비중이 매우 적어 위의 표에는 포함하지 않음. 2) 폐기물 처분 방식에서 기타
처분 역시 비중이 매우 적어 위의 표에는 포함하지 않음. 3) 폐기물 처리방식은 서로 일부 중복될 수 있어 처리방식별
비중의 합은 100%가 아닐 수 있음.
자료: OECD Sta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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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OECD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64.1%로 OECD 전체
재활용률 24.8%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OECD는 연료로의 재사용을 제외
한 다양한 형태의 물질 재처리를 재활용으로 간주하며 같은 유형의 제품이나
다른 목적으로의 재처리 모두를 포함한다. 슬로베니아(53.9%), 독일(49.2%),
스위스(30.9%), 벨기에(34.4%), 덴마크(32.4%), 노르웨이(31.0%) 등의 폐
기물 재활용률도 OECD 평균보다 훨씬 높다. 반면 이스라엘(6.9%), 터키
(11.9%), 포르투갈(12.8%), 그리스(15.0%), 스페인(18.0%), 일본(19.6%) 등
은 20% 이하의 재활용률을 보고하였다. 에너지회수를 동반한 소각은 일본
(74.2%), 핀란드(57.0%), 스웨덴(53.5%), 노르웨이(51.1%) 등의 국가에서 높
은 비중을 보인다.
EU의 인당 도시폐기물 발생량은 2000년 521kg에서 2010년 504kg으
로 줄어든 데 이어 2018년에는 492kg까지 감소하였다. 네덜란드는 2010년
571kg에서 2018년 511kg까지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데 성공하였다. 현재는
EU 회원국이 아닌 영국의 경우도 인당 폐기물이 2010년 509kg에서 2018년
463kg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룩셈부르크는 2010년 인당 679kg이었던 폐기
물이 2018년 800kg 수준까지 늘어났고, 노르웨이 역시 2010년 인당 469kg
에서 2018년 739kg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그림 3-6]은 EU 회원국 중 인당
도시폐기물 발생량 상위국 중심으로 2010, 2015, 2018년의 발생량 변화 추이
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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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EU 주요국의 인구 1인당 도시폐기물 발생량
(단위: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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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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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0, 2015, 2018년 EU 전체는 영국을 포함한 28개국의 평균임.
자료: Eurostat, “Generation of municipal waste per capit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7).

EU는 OECD 폐기물 통계와 유사한 분류 기준에 따라 역내 폐기물 통계를
공개하며, 도시폐기물의 재활용률은 물질 재활용, 퇴비화, 혐기소화(anaerobic
digestion) 처리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먼저 [그림 3-7]을 보면 2000년 기준
EU 28개국에서 발생하는 도시폐기물의 단 25.2%만이 재활용되었으나 2018
년 46.8%까지 재활용률이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2000년 대비 2018년 재활
용률이 대폭 개선된 국가로는 슬로베니아(6.0% → 58.9%), 이탈리아(14.2%
→ 49.8%), 프랑스(24.5% → 45.1%), 덴마크(37.1% → 49.9%) 등이 있다.
2018년 기준 도시폐기물 재활용률이 EU 평균을 하회하는 국가로는 헝가리
(37.4%), 체코(32.2%), 루마니아(11.1%) 등 동유럽 국가들과 그리스(20.1%),
사이프러스(16.5%), 몰타(10.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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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EU 주요국의 도시폐기물 재활용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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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스웨덴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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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2000, 2010, 2015, 2018년 EU 전체는 영국을 포함한 28개국의 평균임. 2) 덴마크는 2010년 수치가 누락되어
2009년 수치를 적용함.
자료: Eurostat, “Recycling rate of municipal wast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7).

EU는 도시폐기물 외에도 포장재폐기물, 전자폐기물, 바이오폐기물 등에 대
한 통계를 제공한다. 포장재폐기물 재활용률은 전체 및 종이, 플라스틱, 목재,
금속, 유리와 같은 자원별 재활용률로 나뉜다. [표 3-2]는 EU 주요 회원국의
포장재 전체와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률을 비교한 것이다. 먼저 2018년 기준
EU 28개국 평균 포장재 전체 재활용률은 65.7%로 2010년 63.5%보다 소폭
개선되었다. 벨기에가 같은 기간 79.8%에서 85.3%의 재활용률 증가를 기록한
가운데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핀란드, 독일 등의 국가는 EU 평균보다 높은 포
장재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재활용률이 높아진
것에 비해 덴마크의 경우 2010년 84%였던 포장재 재활용률이 2018년 70.1%
로 떨어진 것이 특징이다.
한편 [표 3-2]와 같이 2018년 EU 28개국의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률은
41.8%로 전체 포장재 재활용률인 65.7%보다는 낮으나 2010년 32.5%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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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p 개선되었다. 2018년 기준 리투아니아(69.3%), 불가리아(59.2%), 체코
(57.0%), 슬로바키아(51.4%) 등의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률이 높은 것이 특
징이며, 그리스(39.8%), 오스트리아(31.9%), 핀란드(31.1%), 프랑스(26.9%)
등의 국가에서는 EU 평균 이하의 재활용률이 보고되었다. 특히 2018년 프랑
스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26.9%로 2010년 23.7% 대비 소폭 개선되는 데 그
쳤고, 몰타(11.1%)나 리히텐슈타인(21.4%)과 더불어 EU 회원국 가운데 최하
위 수준을 기록했다.

표 3-2. EU 주요 회원국의 포장재 및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률
(단위: %)

포장재 전체

플라스틱 포장재

국가

2010

2015

2018

국가

2010

2015

2018

벨기에

79.8

81.5

85.3

리투아니아

38.4

54.8

69.3

네덜란드

73.9

71.7

72.9

불가리아

40.9

60.8

59.2

룩셈부르크

66.0

70.0

70.9

체코

54.0

61.7

57.0

사이프러스

50.0

59.8

70.2

사이프러스

27.2

63.7

54.3

핀란드

55.4

60.9

70.2

네덜란드

47.6

49.8

52.0

덴마크

84.0

73.9

70.1

슬로바키아

44.9

54.4

51.4

스웨덴

69.2

71.8

70.1

스페인

29.2

44.0

50.7

체코

70.0

74.3

69.6

스웨덴

32.4

49.0

50.0

스페인

61.9

68.4

68.8

슬로베니아

67.3

63.4

48.8

독일

72.7

69.3

68.5

독일

45.1

47.4

46.4

이탈리아

64.4

66.8

68.3

이탈리아

34.5

41.1

43.4

EU 28개국

63.5

65.8

65.7

EU 28개국

32.5

40.3

41.8

주: 2010, 2015, 2018년 EU 전체는 영국을 포함한 28개국의 평균임.
자료: Eurostat, “Recycling rate of packaging waste by type of packaging,”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7).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도시고형폐기물(MSW: Municipal Solid Waste,
이하 도시폐기물)의 발생과 처리에 대한 통계를 제공한다. 미국에서 발생한 도
시폐기물은 2000년 2억 4,300만 톤에서 2018년 2억 9,200만 톤까지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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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그림 3-8 참고). 단 2017년 대비 2018년 폐기물 발생량 증가는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통계를 엄밀하게 추적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도시폐기물의 매립 비중은 2000년 57.6%에서 2018년 50.0%로 떨
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재활용이나 에너지회수 소각을 제치고 가장 높은 비중
을 차지한다. 폐기물의 재활용 비중이 2000년 21.8%에서 2018년 23.6%로
1.8%p 개선되는 데 그친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135) 재활용률에 퇴비화율
을 합쳐 재활용률로 간주할 경우에도 미국의 재활용률은 32.1%에 불과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2018년 EU 28개국 평균 도시폐기물 재활용률이 46.8%인
것과 매우 대조적이며, 특히 독일은 도시폐기물의 67.1%가 재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의 재활용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그림 3-8. 미국의 도시폐기물 발생량 추이와 처리방식별 비중
(단위: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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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PA, “National Overview: Facts and Figures on Materials, Wastes and Recycling,”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7).

135) 다만 미국 EPA는 재활용과 퇴비화를 합쳐 재활용률 수치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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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 환경성에서 발표하는 폐기물 통계에 따르면 2010년 4,536만 톤
이었던 일본의 폐기물 배출량은 2019년 4,274만 톤으로 감소하였다(그림 3-9
참고). 반면 일본의 폐기물 재활용률은 2010년 20.8%에서 2019년 19.6%로
소폭이지만 하락하였다. 일본의 재활용률은 직접회수, 중간처리 이후의 재활
용, 지역 단위 집단회수량을 합하여 산정되며 고형연료 소각재 원료화 등은 제
외된다.

그림 3-9. 일본의 폐기물 배출량과 재활용률 추이
(단위: 좌축-배출량, 천 톤/우축-재활용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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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폐기물 배출량은 계획수집량, 직접반입량, 집단회수량의 합계이며 재해폐기물은 제외임.
자료: 環境省環境再生(2021), ｢日本の廃棄物処理. 令和元年度版｣,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9).

중국의 경우 중국에서 발생하는 가정(소비)폐기물 처리방식을 매립, 소각, 기
타 처리로만 분류하며 재활용에 대한 공식 통계는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국내
외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중국의 재활용률은 대략 20% 수준으로 추정된다.136)

136) 중국이 정식 재활용률 통계를 공개하지 않아 다양한 추정치가 존재하며 대략 5~20% 수준일 것이라
고 알려짐. Waste Management World(2021), “Recycling in China: From zero to hero?” 온
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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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은 중국 통계국이 발표한 폐기물의 발생량(수집운반 기준)과 처리량
추이를 나타낸다. 2010년 중국에서 수집운반된 폐기물은 1억 5,800만 톤으
로 이 중 매립이나 소각 등의 방식으로 처리된 폐기물은 1억 2,300만 톤이
다. 처리된 폐기물 중 매립 방식은 78%, 소각 방식은 19% 비중을 차지했다.
2018년에는 수집운반된 폐기물이 2억 2,800백만 톤까지 늘었고, 매립 방식
의 폐기물 처리는 52%로 줄어들고 소각 비중이 45%까지 늘었다.137) 중국의
지방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발생, 수집, 처리에 대한 통계가 빈약하다
는 점도 중국의 폐기물 현황을 이해하는 데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표 3-3. 중국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단위: 만 톤)

연도

수집운반된
폐기물

처리된 폐기물
합계
(A+B+C)

매립(A)

폐기물

소각(B)

기타(C)

처리율(%)

2010

15,804.8

12,317.8

9,598.3

2,316.7

180.8

77.9%

2015

19,141.9

18,013.0

11,483.1

6,175.5

354.4

94.1%

2016

20,362.0

19,673.8

11,866.4

7,378.4

428.9

96.6%

2017

21,520.9

21,034.2

12,037.6

8,463.3

533.2

97.7%

2018

22,801.8

22,565.4

11,706.0

10,184.9

674.4

99.0%

주: 2010년 통계는 폐기물 처리방식을 landfill, burning, piling으로 구분, 그 이후의 통계에서는 landfill, incinerate,
others로 구분함.
자료: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China statistical yearbook,”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4).
각 연도별 해당 주제(collection, transport and disposal of consumption wastes in cities by region)의 데이터를
검색하여 사용함.

137)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China statistical yearbook,”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4). 각 연도별 해당 주제(collection, transport and disposal of consumption wastes
in cities by region)의 데이터를 검색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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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물의 수출입
폐기물의 수출입은 지난 2017년부터 중국이 폐기물 수입 금지조치를 실시
하고 유해폐기물의 불법 수출입을 금지하는 바젤협약 개정안이 채택되면서 국
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간 수출입이 이뤄지는 다
양한 폐기물 품목 가운데 플라스틱 폐기물 현황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2017년
이전까지 폐플라스틱 최대 수입국은 중국(홍콩 포함)으로 전체 수입액의 70.2%
비중을 차지했으며 2위인 미국의 수입액보다 약 20배 많은 46억 달러 규모였
다(표 3-4 참고). 중국의 2016년 폐플라스틱 수입액은 중국 본토 37억 달러와
홍콩 9억 달러로 구성되어 중국 본토의 비중이 훨씬 높았다. 중국이 폐기물 수
입을 금지하는 각종 조치를 발표한 이후 2018년 전 세계 플라스틱 수입액 자체
가 2016년의 절반 수준인 30억 달러 규모로 줄어들었고, 최대 수입국은 미국
으로 전체의 8.9%에 해당하는 2억 6,900만 달러의 폐플라스틱을 수입하였다.
2020년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은 21억 9,000만 달러까지 줄어들었으
나 전체 수입액의 20% 이상을 미국이 차지한다. 지난 5년간 중국을 대체하는
폐플라스틱 수입처로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같은 동남아 국가로의 유입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며, 유럽에서는 터키가 주요 수입국이 되었다. 중국 본토의 폐플라
스틱 수입은 우리나라의 수입액보다 미미한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홍콩 역시
2020년부터는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규모가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4. 플라스틱 폐기물 주요 수입국
(단위: 백만 달러, %)

2016
국가
중국

수입액

2018
비중

3,694.7 56.2%

2020

국가

수입액

비중

국가

수입액

비중

미국

269.0

8.9%

미국

233.0

10.6%

홍콩

918.7

14.0%

홍콩

243.6

8.1%

네덜란드

192.3

8.8%

미국

233.8

3.6%

네덜란드

194.2

6.4%

말레이시아

167.7

7.6%

네덜란드

194.7

3.0%

아시아(NES)

192.8

6.4%

베트남

141.5

6.4%

독일

187.5

2.9%

말레이시아

183.2

6.1%

독일

140.0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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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계속
(단위: 백만 달러, %)

2016

2018

2020

국가

수입액

비중

국가

수입액

비중

국가

수입액

비중

이탈리아

103.9

1.6%

독일

156.5

5.2%

터키

139.8

6.4%

벨기에

97.6

1.5%

터키

112.5

3.7%

아시아(NES)

133.5

6.1%

인도

79.7

1.2%

이탈리아

109.4

3.6%

홍콩

96.8

4.4%

캐나다

75.8

1.2%

베트남

108.1

3.6%

벨기에

71.2

3.2%

아시아(NES)

71.5

1.1%

벨기에

107.5

3.6%

캐나다

70.0

3.2%

··
·

··
·

··
·

··
·

··
·

··
·

··
·

··
·

··
·

18.0

0.3%

64.3

2.1%

35.3

1.6%

한국
전 세계

6,578.7 100.0%

한국
전 세계

한국

3,023.0 100.0%

전 세계

2,195.0 100.0%

주: HS Code 3915(waste, parings and scrap, of plastics) 기준이며 이는 391510(Ethylene polymers; waste,
parings and scrap), 391520(Styrene polymers; waste, parings and scrap), 391530(Vinyl chloride polymers;
waste, parings and scrap), 391590(Plastics n.e.s. in heading no. 3915; waste, parings and scrap)을
포함함.
자료: UN Comtrad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9).

한편 [표 3-5]와 같이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액은 2016년 52억 달러
에서 2020년 23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2017년부터 미국, 독일, 일본이 플라
스틱 폐기물 수출액 기준 상위 그룹을 형성하였고,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등의 유럽국가도 폐플라스틱 수출 규모가 큰 편이다.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수
출액은 2016년 5,700만 달러에서 2020년 700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표 3-5. 플라스틱 폐기물 주요 수출국
(단위: 백만 달러, %)

2016

2018

2020

국가

수출액

비중

국가

수출액

비중

국가

수출액

비중

홍콩

881.2

16.9%

미국

446.5

12.8%

독일

291.6

12.5%

미국

733.9

14.0%

독일

414.7

11.9%

일본

288.2

12.3%

일본

548.8

10.5%

일본

393.6

11.3%

미국

225.3

9.7%

독일

491.5

9.4%

프랑스

172.2

4.9%

중국

135.2

5.8%

영국

220.5

4.2%

네덜란드

162.2

4.6%

네덜란드

156.0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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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계속
(단위: 백만 달러, %)

2016

2018

2020

국가

수출액

비중

국가

수출액

비중

국가

수출액

비중

네덜란드

191.7

3.7%

영국

153.0

4.4%

영국

118.8

5.1%

멕시코

179.3

3.4%

멕시코

149.5

4.3%

프랑스

110.8

4.7%

프랑스

177.8

3.4%

벨기에

140.3

4.0%

벨기에

98.8

4.2%

태국

164.0

3.1%

태국

121.7

3.5%

멕시코

96.8

4.1%

벨기에

119.6

2.3%

홍콩

95.1

2.7%

오스트리아

67,8

2.9%

··
·

··
·

··
·

··
·

··
·

··
·

··
·

··
·

··
·

57.2

1.1%

15.6

0.4%

6.9

0.3%

한국
전 세계

5,223.6 100.0%

한국
글로벌

3,489.3 100.0%

한국
글로벌

2,333.7 100.0%

주: HS Code 3915(waste, parings and scrap, of plastics) 기준이며 이는 391510(Ethylene polymers; waste,
parings and scrap), 391520(Styrene polymers; waste, parings and scrap), 391530(Vinyl chloride polymers;
waste, parings and scrap), 391590(Plastics n.e.s. in heading no. 3915; waste, parings and scrap)을 포함함.
자료: UN Comtrad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9).

폐플라스틱의 교역국 가운데 2017년 이전 최대 수입국이었던 중국과 현재
최대 수입국이자 수출면에서도 상위그룹에 속한 미국의 수출입 현황을 자세
히 살펴보도록 하겠다(표 3-6 참고). 2020년 기준 중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액은 2016년 대비 81% 감소하였고 수입액은 98% 급감하였는데, 특히
주요 수입국으로부터의 폐플라스틱 수입액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베트남, 태국, 오만, 싱가포르 등으로의 수출액이 늘어난 것이 눈
에 띈다. 지난 5년 사이 미국의 대중국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액은 95% 감소
한 반면, 말레이시아가 미국의 새로운 수출처로 부상하였다. 미국은 주로 캐
나다와 남미 국가들로부터 폐플라스틱을 수입하며, 일본도 미국의 주요 수입
처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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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중국과 미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교역 주요 대상국
(단위: 백만 달러)

중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입
수출액
대상국

수입액

2016

2020

대상국

2016

2020

베트남

1.0

28.1

미국

598.9

27.1

태국

4.5

23.0

일본

654.8

12.1

말레이시아

13.7

20.2

독일

260.2

11.8

오만

0.5

18.3

멕시코

85.2

10.4

싱가포르

4.6

14.9

벨기에

202.2

6.6

전 세계

942.4

179.1

전 세계

4,613.4

97.0

미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입
수출액
대상국

수입액

2016

2020

대상국

496.1

22.6

캐나다

74.6

인도

49.6

말레이시아

8.0

중국

2016

2020

멕시코

92.7

75.2

59.8

캐나다

50.1

49.2

7.6

온두라스

11.4

9.4

27.9

중국

9.5

4.9

베트남

20.0

13.9

일본

전 세계

733.9

225.3

전 세계

7.9

10.0

233.8

233.0

주: 1) 중국은 본토와 홍콩을 합친 수치임. 2) HS Code 3915(waste, parings and scrap, of plastics) 기준이며 이는
391510(Ethylene polymers; waste, parings and scrap), 391520(Styrene polymers; waste, parings and
scrap), 391530(Vinyl chloride polymers; waste, parings and scrap), 391590(Plastics n.e.s. in heading
no. 3915; waste, parings and scrap)을 포함함.
자료: UN Comtrad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9).

한편 EU 회원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량 역시 2015년 20만 1,911톤에서
2018년 15만 2,095톤으로 감소했다. 2015년 EU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었으나 강력한 수입 제한조치가 시작된 이후 인도, 인도
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의 국가로 수출처가 변경되었다. 최근에는 터키와
베트남이 EU의 폐플라스틱 최대 수출 대상국이 되었다.138)
138) European Environment Agency(2019), “The plastic waste trade in the circular econom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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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과 처리
1)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관련법상 폐기물은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
업장폐기물로 나뉘지만, 매년 발표되는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보고서와 통
계에서는 △생활계폐기물(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공사장생활계폐
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사업장지정폐기물, 의료폐기
물) 이상 네 가지 분류로 배출량을 산정한다.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방식 등 혼
합배출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이상 세 가지
발생방식으로 구분한다. 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은 매립, 소각, 재활용으로 구
분한다. 유의할 사항은 처리방법별 처리량은 각각 매립장, 소각장, 재활용시설
로 반입 처리된 폐기물의 양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처리시설로의 반입량 기준
으로 처리량을 산정하는 방식은 추후 순환경제하에서 폐기물 관리의 쟁점 중
하나로 다룰 폐기물 관련 통계의 개선점과도 연계된다.

그림 3-10.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 추이
(단위: 톤/일)
600,000
497,238

500,000
400,000

401,658

418,214

2014

2015

429,128

429,531

446,102

2016

2017

2018

300,000
200,000
100,000
0

생활계

사업장 배출시설계

건설

지정

자료: 환경부, 한국환경공단(2020),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2019년도)｣,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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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3-10]과 같이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량은 2014년 40만 톤/일
에서 2019년 49만 톤/일로 증가하였다. 2019년 기준 건설폐기물 44%, 사업
장배출시설계폐기물 41%. 생활계폐기물 12%, 지정폐기물 3%의 구성비를 보
인다. 2018년 대비 2019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20.8% 늘어난 반면 생
활계폐기물은 3.4% 증가에 그쳤다.
[그림 3-11]은 우리나라의 폐기물 처리방식에 따른 비중을 보여준다.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보고서에서는 발생된 전체 폐기물을 매립, 소각, 재
활용, 기타 방식으로 나누어 처리량을 산출하는데,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2019년 기준 86.5%로 앞서 EU 주요국이나 미국, 일본 등의 재활용률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림 3-11. 우리나라의 폐기물 처리방식별 비중
(단위: 좌축-처리량(톤/일)/우축-재활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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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환경부, 한국환경공단(2020),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2019년도)｣, p. 25.

2) 폐기물의 수출입
우리나라의 폐플라스틱 주요 교역국은 [표 3-7]과 같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폐플라스틱 수출입액 비중은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입
액 가운데 1% 내외를 차지하여 매우 적은 비중을 보인다. 2016년 5,700만 달

제3장 순환경제와 폐기물 관리 • 85

러에 달하던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액은 급격히 줄어들어 2020년에는 690만
달러까지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폐플라스틱 수입은 1,800만 달러에서 2018년
6,400만 달러까지 늘어났다가 2020년 다시 3,500만 달러 수준으로 감소하였
다. 2016년 우리나라 폐플라스틱 수출의 대부분이 중국(홍콩 포함)으로 유입
되었으나 현재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으로 수출된다. 수입의 경우 일본과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높으며 벨기에, 네덜란드 등으로부터의 수입도 보
고되고 있다. 2018년 우리나라의 폐플라스틱 수입량이 늘어났던 것은 최대 수
입국이었던 중국의 수입 금지조치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국들이 일시
적으로 중국을 대체하는 유입처로 부상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3-7.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폐기물 주요 교역국
(단위: 백만 달러)

수출

수입

국가

2016

2018

2020

국가

2016

2018

2020

베트남

4.4

6.5

3.9

일본

9.5

24.3

13.3

말레이시아

3.9

3.0

1.5

미국

0.5

13.1

6.5

태국

0.0

3.1

0.3

중국

0.4

5.4

3.6

체코

0.7

0.1

베트남

2.9

2.8

0.8

아시아(nes)

0.0

0.3

0.1

벨기에

0.5

1.3

1.3

호주

0.3

0.0

0.3

독일

0.1

1.9

0.6

인도네시아

0.0

0.2

0.1

필리핀

0.8

1.3

0.8

일본

0.3

0.1

0.0

아시아(nes)

0.0

2.2

1.2

미국

0.0

0.0

0.1

영국

0.9

1.3

0.3

중국

47.3

1.9

0.0

네덜란드

0.3

2.1

1.0

전 세계

57.2

15.6

6.9

전 세계

18.0

64.3

35.3

0.2

주: 1) 중국은 본토와 홍콩을 합친 수치임. 2) HS Code 3915(waste, parings and scrap, of plastics) 기준이며 이는
391510(Ethylene polymers; waste, parings and scrap), 391520(Styrene polymers; waste, parings and
scrap), 391530(Vinyl chloride polymers; waste, parings and scrap), 391590(Plastics n.e.s. in heading
no. 3915; waste, parings and scrap)을 포함함.
자료: UN Comtrad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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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정책139)
가. 주요국의 정책과 제도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U는 유럽 그린딜을 통해 역내 탄소중립을 구현
하기 위한 다양한 테마 중 하나로 순환경제를 포함시킨 바 있다. 또한 순환경제
패키지를 별도로 마련하여 자원효율성과 자원순환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
안을 추진하고 있다.
폐기물 기본 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은 EU의 폐기물 관련 법률
의 가장 기본이 되는데, 2018년 해당 지침이 개정되면서 폐기물 관리의 우선순위
(hierarchy)로 예방(prevention) - 재사용 준비(preparing for re-use) - 재활
용(recycling) - 기타 회수(other recovery, 에너지회수 등) - 처분(disposal)의
우선순위가 새롭게 제시되었다.140) 폐기물 발생 이후에 재활용을 장려하거나 기
타 회수 및 처분하는 사후적 관점의 관리보다는 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사전적으
로 예방하는 보다 선제적인 정책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해당
지침에 제시된 예방의 정의는 단순히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데만 그치지 않는
다. 원료, 물질 또는 제품이 폐기물이 되기 전에 취하는 조치를 의미하며, △제품
의 재사용 또는 제품의 수명 연장을 포함한 폐기물의 양 △발생된 폐기물이 환경
및 인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물질과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 함유량 등 세 가
지 항목의 감소까지를 예방에 포함되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141)
2018년 EU가 발표한 플라스틱 전략(Plastic Strategy)은 2030년까지 EU
시장의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를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전환하고 미세플라스
139) 앞서 2장에서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순환경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이 설명되었으므로, 본 절에
서는 폐기물 관리나 재활용 부분에 집중된 정책과 제도 위주로 소개하고자 함.
140) EUR-Lex(2018b), “DIRECTIVE (EU) 2018/85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18 amending Directive 2008/98/EC on waste,”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23).
141) 박상우(2019), ｢EU의 폐기물 관련 법률 개정: 순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조치｣,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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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 사용을 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해당 전략은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
의 설계 △플라스틱 폐기물 자체의 양을 저감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투
자와 혁신 지원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30년까지 역내 플라스
틱 수거 선별 및 재활용 역량을 2015년 대비 4배 확충함으로써 관련 부문에
서 20만 개의 일자리 창출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142)
아울러 2019년 제정된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관련 지침에는 2025년부터
PET 소재 음료수 병에 재활용 플라스틱을 최소 25% 이상 사용할 것과 2030년
부터는 모든 플라스틱 음료수 병에 최소 30%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해야 한
다는 내용이 명시되었다.143) 또한 생산자책임을 확대하여 제조사가 일회용 음
식용기 및 비닐봉지 등 제품의 폐기물 처리비용과 제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
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을 책임지도록 하였다. 2021년 2월 EU 의회는 약
12% 수준에 불과한 역내 재생소재 사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유럽집행위원회
(EC)에 재생소재 의무사용 조건과 비율을 법제화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144) 영
국 역시 2022년 4월부터는 플라스틱 포장세(Plastic Packing Tax)를 도입하
여 영국에서 생산 또는 수입되는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생플라스틱 사용 비율이
30% 이하일 경우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145)
한편 EU는 2021년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한 포장재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해
kg당 0.8유로를 부과하는 이른바 플라스틱세를 도입하였다. EU 각 회원국 정부
가 자국 내에서 발생하는 연간 포장재 플라스틱 총량에서 재활용되는 양을 뺀 나
머지 폐기물에 대해 플라스틱세를 납부하는 방식이다.146) 회원국이 보고하는 플
142) EUR-Lex(2018a),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A European Strategy for Plastics in a Circular
Econom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3).
143) EUR-Lex(2019a), “Directive (EU) 2019/9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June 2019 on the reduction of the impact of certain plastic products on the
environment (Text with EEA relevanc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6).
144) European Parliament(2021),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0 February 2021 on
the 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 (2020/2077(INI)),”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6).
145) GOV.UK., “Plastic packaging tax,”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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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틱 포장재폐기물 발생량과 재활용량을 토대로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 포
장폐기물을 산출하고 이에 kg당 0.8유로를 적용한다. 다만 저소득 EU 회원국에
게는 일정 금액을 감액해주는 방식을 취한다. 각 회원국은 부여받은 플라스틱세
를 충당하기 위해 플라스틱 포장 생산주체나 소비활동주체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 플라스틱세에 관해서는 플라스틱 소비 및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에 관련된 기술 개발과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는 전망과, 폐기물
저감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며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공존해 향후 진행 경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다.147)
일본은 앞서 [그림 2-4]와 같이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포장재, 가전제품,
식품, 자동차 등 개별 물품의 특성에 따라 세밀하게 재활용법을 시행해왔다. 재
활용의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방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다.148) 각 제품군에 따른 재활용법에는 구체적인 처리방식과 지자체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다. 최근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 통제와 해양폐기물 문제
가 심화됨에 따라 2021년 3월 일본은 ｢플라스틱 자원순환 촉진 등에 관한 법
률｣을 새롭게 제정하였다.149)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친환경 설계 지침을 마련
하고, 상점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용품의 사용을 규제하는 한편, 제조업체나
판매자의 자발적인 플라스틱 제품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에도 IoT나 AI를 활용하여 폐기물의 적정 처리 공정을 고도화하고 모니터링하
는 방안이나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의 정비를 도모하고 있다.150)
146) European Commission, “Plastics own resourc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3).
147) 플라스틱세가 순환경제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에서는 각 회원국에 부여되는 플라스틱세의 금액이
재활용되지 않는 포장재 플라스틱 양에 의해 좌우되므로 각 국 정부가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줄이
거나 플라스틱 재활용을 제고하는 정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그러나 EU의 재정마련을 위
한 정책을 환경을 위한 제도인 것처럼 위장(그린워싱, Greenwashing)하는 제도라는 견해도 제기
됨. Centres for European Policy Network(2021), “The EU Plastic Tax,”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5).
148) ｢日, 재활용 분리 법으로 규정…폐플라스틱 90% 국내서 처리｣(2018. 4. 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16).
149) 経済産業省(2021), 「プラスチックに係る資源循環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案が閣議決定されました」,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6). 2022년 중순부터 발효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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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21년 14차 5개년 순환경제발전규획을 발표하였다.151) 해당 규획
에는 2020년 대비 자원생산성 20% 증가, 2020년 대비 GDP당 에너지 소비량
13.5% 및 물 소비량 16% 감소, 고체폐기물 종합이용률(재활용률) 60% 달성
등의 목표치가 제시되었다. 중국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추진 과제(자
원 재활용산업 시스템 구축 및 자원효율성 제고, 폐기물 자원순환체계 구축, 농
업의 순환경제 발전)를 토대로 도시폐기물, 재제조업, 폐전자제품과 폐배터리,
친환경 포장재 등 11대 프로젝트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중국은 폐기물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생
활쓰레기분류제도실시방안(2017)｣에 따라 46개 분리수거 의무화 도시의 회수
이용률을 35% 이상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152) 2019년 기준 해당 46개
도시의 쓰레기분류 시행률은 53.9%이며, 상하이, 샤먼, 광저우 등 14개 도시
에서의 시행률은 7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153) 최근 중국은 폐기물 및 자
원재활용으로 정책의 방향을 선회하고자 하나, 아직 실제로는 자국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에 있어 소각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미국의 경우 그간 폐기물 처리에 있어 매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고
국내에서의 재활용보다는 폐기물을 중국 등에 수출하는 방식을 사용해왔다. 중
국이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면서 미국에서 발생한 폐기물들이 국내에 적체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일부 주 정부는 재활용비용 상승으로 폐기물 재활
용을 위한 수거 품목을 줄이거나 중단한 바 있다.154) 개도국으로의 미국의 폐
150) 예를 들어 일본은 2030년까지 음식물폐기물의 양을 200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음. 이에 편의점에서 진열된 상품의 미판매 또는 수요부족 수준을 측정 및 예측하거나, 음
료제조업체가 물류이동단계에서 포장재의 손상도를 측정하는 등 음식물폐기물 절감을 위해 AI기술
이 활용되고 있음.
151) 国家发展改革委(2021), ｢十四五”循环经济发展规划｣,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6).
152) 国务院办公厅(2017), ｢国务院办公厅关于转发国家发展改革委住房城乡建设部生活垃圾分类制度实
施方案的通知｣,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4).
153) “23 garbage recycling companies are registered in China per day”(2019. 11. 2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25).
154) Waste Dive(2019), “How recycling has changed in all 50 states,”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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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 관리 및 재활용 관련 정책과 제도는 연방이 아닌 주 정부 차원에서 관할된
다. 최근 국제사회의 폐기물 저감 및 순환경제 정책 기조를 따라 포장재 관련
규제나 확대된 생산자책임제도를 도입하는 주 정부가 늘어나고 있다. 2021년
7월 메인(Maine)주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포장재 제조사가 포장재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생산자책임제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155)
오리건, 뉴욕, 메릴랜드 등도 메인주와 유사한 제도를 논의 중에 있으며, 그 외
에 많은 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열악한 폐기물 수거, 선별, 재활용 시
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나. 우리나라의 정책과 제도
먼저 [표 3-8]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원순환제도 가운데 폐
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제도들을 정리
한 것이다. 유해물질을 포함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이나 재료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폐기물부담금제도가 대
표적이다. 예를 들어 일반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합성수지 투입 kg당 150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2008년부터 생산자 또는 협약의
무이행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플라스틱 폐기물을 회수하고 재활용 의
무율을 달성할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 자발적 협약제도를 운영하고 있
다. 또한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의
무를 부과하고 미이행에 대한 부과금을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도 200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156) EPR
은 제품 설계와 생산에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

155) Main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2021),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Program for Packaging,”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28).
156) 1992년부터 운영한 예치금제도를 보완·개선하여 2003년부터 EPR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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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4개 포장재군(종이팩, 금속캔, 유리
병, 합성수지포장재), 8개 제품군이 의무대상에 해당된다. 그 외에도 폐기물 중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술검토 지원, 재활용 방법에 대한 환경성 평가,
포장지 재질에 대한 재활용 용이성 평가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

표 3-8. 우리나라의 자원순환제도: 폐기물 저감과 재활용 촉진제도를 중심으로
구분

내용
-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
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폐기물
부담금제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 부과대상: ① 살충제, 유독물, 부동액, 껌, 일회용 기저귀, 담배(전자담배 포함)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도·소매업자 ②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제조업
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
-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수입업자(협약의무이행생산자) 및 협약

자발적
협약제도

의무이행단체가 환경부장관과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을 체결
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폐기물부담금 면제
- 2021년도 자발적 협약 대상 품목: 프로파일, 바닥재, 산업용 PE 필름, 인조잔디,
어망, 파렛트, PE관, PVC관 등
-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의무 부여, 미
이행시 재활용 소요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 부과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EPR)

- 생산자책임원칙에 의해 1992년부터 운영한 예치금제도를 보완·개선하여 2003.
1. 1.부터 시행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은 4개 포장재군(종이팩, 금속캔, 유
리병, 합성수지포장재), 8개 제품군(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형광등, 양식용부자,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김발장, 필름류제품 5종)
-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

분리배출
표시제도

율을 높여 생산자들의 재활용 의무를 수월하게 하는 제도
- 포장재 종류(종이팩,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등)와 포장 대상 품목(음식료품
류, 세제류, 화장품, 의복, 전기기기류 등) 고려하여 적용
-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

빈용기
보증금제도

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 대상품목: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음료, 발효주류, 증류주류, 먹
는 물 등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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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계속
구분

내용
- 순환자원: 폐기물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 인정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

기술검토

-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폐기물 규제없이 자유롭게 유통 가능, 원자재와 동일한 수

재활용

- 재활용되기 이전에 재활용 방법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기술의 적합성 등

준으로 운반·보관·사용에 있어 제한을 받지 않음.
을 예측·평가하여 안전한 경우 이를 승인하는 제도

환경성평가

- 소각 또는 매립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처리의무자(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폐기물처분

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폐기물처분부담금 = 폐기물 소각·매립처분량(kg) ×

부담금제도

요율(원/kg) × 산정지수)
-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하여 제품 설계·생산 단계부터 재활용

포장재재질
구조평가제도

용이성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

자료: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제도 운영·관리｣,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2).

2018년 정부는 중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금지조치와 수도권 일부에서
재활용업체가 폐비닐 수거를 거부하는 등 폐기물 관련 현안이 대두됨에 따라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종합대책에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 제시
되었다. 종합대책에는 제조·생산, 유통·소비, 분리·배출, 수거·선별 등 자원순
환의 단계별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포함되었는데 자세한 내용
은 [표 3-9]와 같다.

표 3-9. 우리나라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2018) 주요 내용
구분
목표

추진목표 및 단계별 대책
-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 감축, 재활용률 70%
(제품 설계)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생산하도록 단계적 의무화

제조·생산

- 모든 포장 용기류에 재활용 용이성 평가 의무화, 재활용비용 분담금 차등 부과
(생산자책임 강화) 생산자 분담 재활용분담금 늘려 재활용업계 추가 지원
- 생산자분담금 납부품목 확대(기존 43개에서 2022년까지 63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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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계속
구분

추진목표 및 단계별 대책
- 유통단계 - 과대포장 억제: △운송포장재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 및 법적 제한기
준 마련 △전자제품 등 과대포장 기준 신설
- 소비단계 - 일회용품 최소화: △다회용컵 인센티브, 재질단일화 자발적 협약, 컵보증

유통·소비

금제 등 재활용법 개정 △비닐봉투 감량을 위해 편의점·제과점 등 자발적 협약, 대형
마트에서의 사용금지 등 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 △공공부문 사용감축 지침 마련
- 현장이행 강화: △과대포장 사전검사 의무화 등 재활용법 개정 △지자체·시민사회 합
동점검반 구성·점검

분리·배출

- 홍보·모니터링: 올바른 분리배출 집중 홍보
- 체계 개선: 분리배출 기준 명확화, 취약지역 인프라 개선
- 공공관리 강화: △공동주택 민간수거 보고 의무화 △수거중단 등 비상대응체계 마련

수거·선별

△공공선별장 확충, 노후시설 개선
- 수거·선별업체 지원: △수거업체 수익안정화 △선별업체 지원확대 △가격연동 표준계
약서 보급 △EPR 생산자책임 강화로 지원금 확대
- 시장 안정화: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구축 △수입관리 강화 △국산 재생원료 사용
제고 △재활용시장 관리위원회, 관리센터 구축 △수입폐기물 사전심사 강화 △국산

재활용

재생원료 이용목표율 상향 고시 개정
- 수요 확대: 공공구매 확대, 재활용제품 R&D 지원
- SRF 관리 개선: 환경안전성 강화, 관리체계 개선

홍보·교육

- 대국민 집중홍보, 실천운동 확산, 수요자 맞춤형 자원순환 교육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3).

이어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일회용품의 사용과 폐기물 발생이 다시
증가하면서 폐기물 처리시설이 포화되고 재활용률이 정체됨에 따라 정부는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추진계획은 2018년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큰 틀은 유지되었으나 이행 점검 및 관리 단계가 자세히 추가
된 점이 특징이다. 여기에서는 2022년까지 주요 일회용품 사용을 35% 줄이고
플라스틱 포장폐기물은 10% 감축한다는 목표가 제시되었다. 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폐기물 중 실제 재활용이 이루어지는 실질재활용률 중심
으로 통계체계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157)
157) 관계부처 합동(2020),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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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폐기물이 늘어나고 재활용 시장 불안정화가 지속되며 2050 탄소
중립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대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2020년 12월 정부는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하였다(표 3-10). 단기적으로는 플
라스틱 사용량을 2020년 대비 2022년 10%, 2025년 20%까지 감축하고, 폐플
라스틱 재활용 비율은 2025년까지 70%로 높인다는 목표가 제시되었다.158)
이에 따라 해당 대책에서 제시된 플라스틱 사용과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
기 위한 방안(재질 전환, 폐기물부담금 현실화, 일회용품 사용 금지)과 플라스
틱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페트병 무색 의무화, 재생원료 의무
사용 도입, 폐플라스틱 수입 금지 등)이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장기적으로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물질에 대한 연구개발 및 투자를 통해 기존의
플라스틱 사용의 제로화를 도모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표 3-10.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2020) 주요 내용
구분
폐기물
관련 목표

세부 계획
- 플라스틱 사용량 2020년 대비 2022년 10%, 2025년 20%까지 감축
-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비율 2025년까지 70%로 높임
- 플라스틱 용기를 다른 재질로 전환(캔, 유리, 종이 등으로 전환)

플라스틱 발생
원천 저감

- 폐기물부담금 요율 현실화: 현 150원/kg → EU 플라스틱세(€0.8/kg) 도입 예정
-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금지·제한: 플라스틱 일회용품은 원칙적으로 생산·사용을 금
지하고,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영역은 재질기준(재생원료 사용 등) 신설
- 배달용 플라스틱 포장재 감량(과대포장 퇴출, 다회용 포장재 개발)
- 재질구조 개선 및 재생원료 의무사용 신설: 페트병 무색 의무화, 플라스틱 재생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원료 의무사용 도입 및 단계적 강화
- 폐플라스틱 수입 금지 및 군내 재활용제품 소비 촉진: 현재 4종 폐플라스틱 수입
금지를 모든 폐플라스틱 수입 금지로 확대, 재활용제품 공공기관 의무구매율 규정
- 분리수거 강화 및 비축·재활용 인프라 확충

158) 환경부(2020. 12. 24), ｢플라스틱 전주기 발생 저감 및 재활용 대책 수립｣,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1.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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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계속
구분

세부 계획
- 석유계 혼합 바이오플라스틱 제한 사용: Bio-PET, Bio-PP 등 기존 PET, PP

대체 플라스틱
사회로 전환

등과 물성이 동일한 바이오플라스틱 사용 유도
- 순수 바이오플라스틱으로 대체(2050년): 전 주기 R&D 기술 개발, 바이오플라스
틱 재생원료 재활용체계 구축
- 이행기반 강화: 주요 업종별 플라스틱 전 과정 물질흐름 DB 구축, 범부처 R&D

범부처 이행
지원

기획 및 추진
- 홍보 및 교육 확대
- 범사회적 참여 촉진: 탈플라스틱 연합체 구축

자료: 환경부(2020. 12. 24), ｢플라스틱 전주기 발생 저감 및 재활용 대책 수립｣,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1. 8. 23).

3. 순환경제 관점에서 폐기물 관리의 주요 쟁점
앞서 순환경제 관점에서 폐기물 관리가 갖는 중요성을 살펴보고 폐기물 발
생 및 처리 현황을 다양한 통계자료를 통해 정리해보았다. 또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발생한 폐기물로부터 자원회수를 촉진하기 위한 주요국의 정책적 노력
을 비교했다. 이를 토대로 최근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한 폐기
물 관리와 순환경제에 기여하는 폐기물 처리에 관해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
을 다루도록 하겠다. 첫째,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억제하는 사전예방과 폐기물
발생 이후의 사후 관리 강화, 둘째, 폐기물 교역에 관한 규제, 셋째, 폐기물 관
련 개념 및 통계체계의 개선이다.

가. 사전예방과 사후처리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기 위해 폐기물 관리 측면에서는 첫째, 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둘째, 발생한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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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처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림 3-13]은 폐기물 관리의 계층구조를 나
타내는데, 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줄이거나 제품에 포함되는 유해요소를 저감하
는 예방에서부터 수명이 다한 제품을 재사용 또는 재제조하는 작업까지는 사전
적인 폐기물 관리 단계라고 볼 수 있겠다. 그 이후 폐기물로 선별된 자원에 대
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에너지회수를 거친 후 처분함으로써 사후적인 폐기물 관
리를 진행한다.

그림 3-12. 폐기물 관리의 우선순위(hierarchy)

예방(prevention)

↑ non waste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제품 내 유해요인 저감
수명이 다한 제품을 재사용/재제조하기
위해 폐기물을 준비

재사용(reuse)

↓ waste

재활용(recycling)

에너지회수
(energy recovery)
처분
(disposal)

이차원료 또는 새 제품으로 재처리

에너지와 열 생산을 위한 연료로 사용

에너지회수 없이 매립하거나 소각

자료: OECD(2020), “Circular economy, waste and material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5).

기존의 선형경제에서는 폐기물 발생 이후의 사후처리에 주목했다면, 순환경
제 구조로의 변환을 위해서는 사전예방, 즉 재사용이나 수리용이성을 고려한
제품설계, 재제조, 생산자책임제도의 범위 확대 등에도 방점을 두어야 한다. 앞
서 EU도 폐기물 기본 지침 개정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는 선제적인 정책
기조를 강조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에 발표된 폐기물 정책이
나 자원순환 정책에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였다. 재
활용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통해 자원효율성을 제고하는 일이 요

제3장 순환경제와 폐기물 관리 • 97

원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외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때 분류와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색을 입히지 않은 무색 투명 플라스틱 용기로 교체하거나 라벨이
쉽게 제거되도록 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
소재를 개발하거나, 포장재에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생원료를 사용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등의 노력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폐기물 관리를 통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폐기물을 수거, 선별,
처리하는 데 직접 관여하는 주체뿐 아니라 제품을 설계 및 생산하고 소비하는
주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때 정부는 민간이 새로운 소재와 자원효율적 생
산기술의 개발과 인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적 인센티브를 설계
하여 생산자가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유해물질 함유를 낮출 수 있도록 유도하
는 데 그 역할이 있다. 우리나라는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여 제품 설계와 생산
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자 2020년부터 제조 및 수입된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등급 평가 및 표시제도를 도입하였다. 앞서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U가 이
른바 ‘수리할 권리’와 제품의 내구성 정보제공을 강조하는 가운데, 프랑스의 경
우 EU 회원국 중 최초로 2021년부터 일부 전자제품159)의 제조사에서 제품의
수리가능성(repairability)에 대한 점수(index)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
도 주목할 만하다.160)
한편 사전예방뿐 아니라 발생한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률을 제고하고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폐기물의 매립과 소각이 가능하도록 제도 및 물리적 인프
라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재활용이나 에너지회수 공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생산자, 소비자, 관련업계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소각과 매립을 최소화하면서도 해당 공정에서
오염방지시설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기술과 설비
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159) 스마트폰, 노트북, TV, 세탁기, 잔디 깎는 기계 등 5종에 대해 적용.
160) Ministè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Indice de réparabilité,”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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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의 활용과 재활용 관련 산업은 경제적으로도 활용가치가 높은 산업이다.
전 세계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은 2017년 348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2025년
에는 669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161) 우리나라의 환경산업 통계
조사에 따르면 환경산업 전체의 매출(환경부문)은 2019년 100조 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매체별로는 자원순환관리 부문이 29조 5,850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한다. 자원순환관리 부문은 재생용 가공원료 및 재활용제품 제조(13조
2,745억 원)의 비중이 제일 높으며 재활용제품 유통(3조 8,142억 원), 폐자원에
너지화 관련 서비스(3조 2,734억 원), 폐기물 관리 관련 서비스(2조 9,061억 원),
폐기물 관리기기 제조(2조 7,534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표 3-11, 표 3-12 참고).

표 3-11. 우리나라 환경산업 매출액

표 3-12. 우리나라 자원순환관리산업 매출액
(단위: 억 원, %)

(단위: 억 원, %)

구분

2018

2019

증감률

자원순환관리

294,928 295,850

0.3

물관리

259,325 261,231

0.7

10,054

10,184

1.3

기후대응

33,068

33,373

0.9

대기관리

56,732

58,470

3.1

환경안전·보건

81,004

83,999

3.7

190,115 191,088

0.5

71,804

0.9

환경복원 및
복구

지속가능
환경·자원
환경지식·
정보·감시

72,428

주: 전체매출이 아닌 환경부문의 매출을 의미함.
자료: 환경부, 한국환경산업협회(2021), ｢2019년 기준 환경
산업통계조사보고서｣.

구분
2018
폐기물 관리기기 제조 27,341
폐기물 관리
11,105
관련시설 건설
폐기물 관리
28,830
관련 서비스
폐자원에너지화
9,549
기기 제조
폐자원에너지화
10,874
관련 시설 건설
폐자원에너지화
32,704
관련 서비스
재생용 가공원료 및
133,413
재활용제품 제조
재활용제품 유통
37,616
분석, 자료수집 및
3,496
평가 서비스

2019
27,534

증감률
0.7

11,172

0.6

29,061

0.8

10,084

5.6

10,874

0.0

32,734

0.1

132,745

-0.5

38,142

1.4

3,505

0.2

주: 전체매출이 아닌 환경부문의 매출을 의미함.
자료: 환경부, 한국환경산업협회(2021), ｢2019년 기준 환경
산업통계조사보고서｣.

161) Locock et al.(2017), “The Recycled Plastics Market: Global Analysis and Trends,”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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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을 예로 들자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플라스틱 재활
용 업체들은 재료의 표준이나 상품의 재활용 가능성 부족 문제, 소비자의 수요
나 관련 시장의 불안정성, 선별기술의 부족, 수거된 폐기물의 오염도 문제 등을
어려움으로 꼽는다.162) 원재료를 다루거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비해 폐기
물을 다루거나 자원재활용에 관여하는 기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우리 정부는 △분리배출 및 회수체계의 개선 △재
생원료 및 재활용품 수요 확대 △폐자원에너지 활성화 △생산자책임 확대 △세
제 지원 △재활용시설 설비 지원 등163)의 정책수요를 토대로 단기 및 중장기적
계획들을 마련 및 시행 중에 있다. 또한 최근 민간에서 폐기물 매립 및 소각이
나 재활용업체 간 대형 인수합병이 진행되고, 국내 화학업체들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재활용기술 개발 및 투자를 연이어 발표하는 등 산업 고도화나 시장 확
대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164)

나. 폐기물 수출입 규제
폐자원은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거나 가공하여 에너지화함으로써 원자재
수입이나 투입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산업적인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내의 처리 역량이 부족하거나 국내에서의 처리가 어려울 경우
해외로 수출할 수 있고, 국내에 폐자원이 부족할 경우 이를 수입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단 상대적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이 저렴하여 폐기물을 주로 수입하
는 입장인 개도국은 대개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처리 또는

162) McKinsey & Company(2020), “The European recycling landscape-the quiet before the
storm?”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5).
163) 환경부(2016), ｢재활용제품 수요창출을 위한 재활용시장 실태조사｣, 재인용: 이경선(2019), ｢국내
폐기물의 효율적인 재활용 방안｣.
164) ｢“폐플라스틱 돈 된다”,,, 재활용 기술 확보 뛰어든 화학업계｣(2021. 7. 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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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역량과 물리적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폐기
물 수출국에서 불법적인 반출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과 규제를 소홀히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하에서 상세히 기술할 폐기물 수출입에 관한
최근 국제사회의 동향은 개별 국가의 폐기물 문제가 전 세계 폐기물 관리와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실제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7~18년부터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중단
하면서 폐기물의 불법적인 수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었다. 먼저
중국은 2017년 7월 중국 내 고체폐기물 재활용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폐플
라스틱, 폐지, 폐금속과 폐방직원료 등 24종에 대한 수입 금지조치를 WTO에
통보하였다. 이어 2018년 4월에는 폐선박, 폐차, 폐비닐 등 32종 고체폐기물
단계적 수입 금지를 발표하며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당시 중국이 폐기물 수입
금지를 선언하자 미국은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중국의 규제가 전 세계 폐
기물 공급구조를 흔들어 생산적인 재활용을 방해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165)
일부 폐기물 수출국들의 우려나 비판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월 중국은 ｢고체
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을 개정하였고, 2021년 1월부터는 외국으로부터의 고
체폐기물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166)
이러한 가운데 2019년 제14차 바젤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모든 폐플라스틱
을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로 추가하는 내용의 바젤협약 개정안이 채택되었
다.167)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간 불법거래를 방지하
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1992년 발효되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188개국이 가입되

165) “U.S. asks China not to implement ban on foreign garbage”(2018. 3. 2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16).
166)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2020), 온라인 자료; “Xinhua Headlines: In green
milestone, China to end solid waste imports”(2020. 12. 5), 온라인 기사(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9. 25).
167) Basel Convention, “Basel Convention Plastic Waste Amendmen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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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168) 바젤협약 개정안이 2021년 1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단일 재질(총
17종)로 구성된 폐플라스틱이나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
(PP) 등 3종으로만 혼합된 폐플라스틱을 제외한 모든 플라스틱 폐기물은 통제
대상 폐기물에 해당된다. 통제 대상 폐기물은 수입국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국가간 이동이 가능해진 것이다. 우리나라는 통제 대상 폐기물을 ‘허
가’품목(수출입규제폐기물)으로 관리하고 그 외의 폐기물은 수출입 ‘신고’품목
으로 규정하므로 바젤협약 개정에 맞춰 기존에는 허가 대상이 아니었던 플라스
틱 폐기물이 허가 품목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바젤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회원
국(미국, 아이티)은 이번 개정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중국의 폐기물 수입 중단과 바젤협약 개정안의 채택 이후 주요국, 특히 동남
아 등 개도국에서 폐기물의 무분별한 수입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주요국의 폐기물 수출입 관련 규제는 [표 3-13]과 같다. 중국으로 유입되던 폐
기물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주변국으로 유입되었는데 주로 동남아 개도
국이었다. 제도권 밖에서 불법적인 수출입이 이루어졌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
물로 수출된 폐기물이 실제로는 오염되거나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인 경우도
많았다. 이에 폐기물 수입국들은 연이어 강력한 수준의 폐기물 수입 규제조치
를 도입하게 되었다. 베트남은 2018년 신규 폐기물의 수입 허가증 발급을 중단
하고 불법 폐기물 수송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바 있으며, 2019년에는 2025년
부터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필리핀
정부는 과거 캐나다로부터 불법 밀반입된 대규모의 폐기물을 다시 회수해갈 것
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국가간 폐기물 이동 문제가 외교적 문제로까지 번진 바
있다.169) 이에 앞서 필리핀은 우리나라 민간업체가 불법 수출한 폐기물에 대해

168) 환경부(2020. 12. 8), ｢폐플라스틱, 수입국 동의 후 국가간 이동…바젤협약 발효｣, 온라인 보도자료
(검색일: 2021. 9. 25).
169) 캐나다 정부는 당초 민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결국 회수 비용
을 부담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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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회수를 요구한 바 있고 환경부가 대집행을 통해 일부를 국내로 되가져왔
다. 이 시기부터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서도 유사한 폐기물
수입 제한 또는 금지조치들이 마련되었다.
반면 폐기물을 수출했던 국가들은 바젤협약 개정안을 토대로 재활용이 어려
운 폐플라스틱 또는 그 외 폐기물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연이어 내놓
았다. EU는 OECD 회원국이 아닌 개도국에 재활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을 수
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고, 수출이 가능한 경우에도 폐기물의 유해성, 형태
등에 대해 보고하고 허가를 받도록 기준을 강화하였다. 영국에서는 폐플라스틱
에 대한 수출을 전면 금지할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조율되고 있으며 호주는 플
라스틱과 유리 등의 폐기물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켰다.
한편 캐나다는 최근 바젤협약 개정안을 비준하기에 앞서 미국과 유해하지
않은 폐기물의 국경간 이동에 대한 양자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를 두고 국내
외적인 비판에 직면했다.170) 즉 일각에서는 캐나다가 바젤협약을 비준하지 않
은 미국에 폐기물을 수출하고 미국이 이를 다시 개도국에 반출하는 식으로 바
젤협약 개정안을 위반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또한 바젤
협약 개정안이 발효된 직후에도 미국의 폐플라스틱 수출량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두고 미국은 바젤협약을 비준하지 않았고 재활용 가
능한 폐기물만 수출한다는 옹호론적 시각과 바젤협약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것
이라는 비판 모두 제기되고 있다.171)

170) “Government quietly made ‘back door’ agreement with U.S. that could undermine
treaty on plastic waste”(2020. 12. 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25).
171) “Countries Tried to Curb Trade in Plastic Waste. The U.S. Is Shipping More”(2021. 3.
1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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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주요국의 폐기물 수출입 제한조치
국가

발표시기
2017년 7월
2018년 4월

중국
2020년 4월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2018년 7월
2019년 3월
2018년 8월

폐기물 수출입 제한조치 내용
- 폐플라스틱, 폐지 등 24종의 수입 금지조치 WTO에 통보
- 32종 고체폐기물의 단계적 수입 금지 발표
-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개정하여 2021년 1월부터 전면 수
입금지 시행
- 폐기물 수입 허가증 신규발급 중단
- 2025년부터 폐플라스틱 수입 전면금지계획 발표
- 폐플라스틱과 전자폐기물 수입 금지, 2년 이내에 모든 폐플라스
틱 수입 금지계획 발표

2018년 10월 - 폐플라스틱 영구적인 수입 금지조치
2019년 5월 - 환경부, 모든 폐기물 수입 금지조치를 준비
2019년 11월 - 폐기물 수입 규제 강화
2021년 7월
2020년 6월

- 기존의 폐기물(금속, 폐지) 수입 허가 기준(오염도 0.5%)을 완화
하여 2%까지 높임
- PET, PP, PE, PS 등 폐플라스틱 품목 수입 금지
- 바젤협약 개정안 발효에 따라 모든 폐플라스틱 수출입 통제대상

2021년 1월
우리나라

폐기물로 관리
- 수입량이 많은 10개 품목의 수입 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 발표

2021년 10월

-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불법 수출입 방지를 위
해 과태료 상향, 폐기물 수출입자 보증보험 관련 제도 개선)
- 2021년 1월부터 OECD 비회원국(개도국)에 재활용이 어려운 유

EU

2020년 12월

해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출 금지, OECD 국가간 수출입도 엄격
히 규제(기준 강화)

영국

진행 중
2020년 10월

캐나다
2021년 4월

- 환경법안(Environment Bill)에 폐플라스틱 수출 전면금지 포함
여부를 놓고 정당 간, 정부와 환경단체 간 이견 조율 중
- 캐나다·미국, 유해하지 않은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국경간 이
동에 대한 협약 체결
- 재활용 불가능한 폐플라스틱 수출 금지 법안(Bill C-204) 의회
환경위원회에서 채택
- 호주 최초의 폐기물 법안인 ‘Recycling and Waste Reduction

호주

2020년 12월

Act’ 상원 통과, 2021년 1월부터 플라스틱, 종이, 유리 등의 폐
기물 수출 금지하는 내용

일본
터키

2019년 2월
2021년 5월

- 환경부 장관, 재활용 불가능한 폐플라스틱 수출 금지 발표
- 플라스틱(PE) 폐기물 수입 금지조치 발표

2021년 7월

-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금지 철회, 강화된 면허제도 도입

자료: 정부기관 자료 및 언론보도 토대로 저자 정리.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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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협약이 개정되고 폐기물 수출입에 대한 다양한 제한조치가 마련되긴 했
으나 여전히 국내외적으로 제도적 허점이 존재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바젤협약 개정안 발효 이후에도 미국의 폐플라스틱 수출에 변화가 없고, 말레
이시아와 같은 수입국은 오히려 수입량이 늘어난 것도 수출국 또는 수입국의
폐기물 교역에 대한 관리감독 운영상의 허점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폐기
물의 수출이나 수입 제한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출국과 수입국 모
두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집행체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역외로 수출된
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에서 폐기물의 수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바
폐기물을 국내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처리하고, 국내 재사용 및 재활용 시
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172)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2020), 온라인 자료; “Xinhua Headlines: In green
milestone, China to end solid waste imports”(2020. 12. 5), 온라인 기사; WTO,
“G/TBT/N/CHN/1211,” 온라인 자료; 中华人民共和国生态环境部(2020), ｢中华人民共和国固体
废物污染环境防治法｣, 온라인 자료; “Vietnam to limit waste imports as shipments build up

at ports”(2018. 7. 26), 온라인 기사; “Vietnam to end plastic scrap imports from
2025”(2019. 3. 26), 온라인 기사; “Thailand to ban imports of high-tech trash, plastic
waste”(2018. 8. 16), 온라인 기사; “Malaysia issues permanent ban on import of plastic
waste”(2018. 10. 26), 온라인 기사; Government of Philippine(2019. 6. 30), “DENR readies
order banning waste importation,” 온라인 보도자료; “Updated: Indonesia releases new
import regulation on scrap commodities”(2019. 11. 26), 온라인 기사; “Indonesia affirms
scrap import impurities rule”(2021. 7. 21), 온라인 기사; 환경부(2020. 6. 29), ｢페트 등 4개 폐
플라스틱 품목 수입 금지한다｣, 온라인 보도자료; 환경부(2020, 12. 8), ｢폐플라스틱, 수입국 동의
후 국가간 이동…바젤협약 발효｣, 온라인 보도자료; 환경부(2021. 1. 6), ｢모든 폐기물 원칙적 수입
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 마련｣, 온라인 보도자료; 환경부(2021. 9. 28), ｢폐기물 수출입 관리 강
화…불법 수출입 방지｣, 온라인 보도자료; “Japan to ban exports of nonrecycliable dirty
plastic waste”(2019. 2. 27), 온라인 기사; Plastics recycling updates(2021. 7. 14), “Turkey
reverses ban on scrap plastic imports,” 온라인 기사; European Commission(2020c),
“Plastic waste shipments: new EU rules on importing and exporting plastic waste,” 온라
인 자료; Government of Canada, “Canada-US Arrangement on non-hazardous waste
and scrap,” 온라인 자료; “Bill banning plastic exports passes through committee”(2021.
4. 1), 온라인 기사; Waste management review(2020), “Senate passes recycling ans waste
reduction act,”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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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계체계 개선
앞서 순환경제로의 전환과 자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폐기물의 발생과 처
리에 관한 국내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고 국제협력이 강화되어야 함을 확인하였
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국가, 지역, 국제적으로 폐기물에 대한 통
계와 모니터링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World Bank를 비롯한 일부
국제기구들이 전 세계 폐기물 발생과 처리 현황을 개괄적으로 제공하기는 하나
개별 국가, 특히 개도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극히 제한
되어 있으며, 자료의 신뢰도도 높지 않다. OECD나 EU를 중심으로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에 대한 통계체계가 구축되어 있지만 여전히 국제적으로 통일되거
나 합의된 정의나 기준이 없고, 불법적이거나 소규모 민간에서 다뤄지는 폐기
물 처리량에 대해서도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173) 불충분한 폐기물 통계로 인
해 국가간 비교가 어렵고, 국가 내에서도 공식 통계에 포함되는 폐기물 현황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표 3-14. 폐기물 배출유형별 재활용 처리량 비교(2019년 기준)
(단위: 톤/일)

발생량 및

가연성

처리현황

음식물류

발생량
매립
처리 소각
방법 재활용
기타

폐기물
1,685.10
328.9
958.9
350.1
47.2

폐지류
4,992.60
1,226.90
3,275.60
475.3
14.8

종량제 방식에 의한 혼합배출
불연성
폐합성
연탄재
폐유리류
수지류
7,430.30
155.7
643.8
1,091.50
118.9
325.9
3,555.80
10.9
263.8
2,677.40
22.3
50.3
105.6
3.6
3.8

건설
폐금속류
449.9
196.8
216.1
33.3
3.7

폐재류
876
188
62.9
169.2
455.9

173) 폐기물의 성격, 출처, 처리방식 등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국제 통계 기
준이 필요하나 아직까지는 부재하다는 평가임. FDES(Framework for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 Statistics)에서 제공하는 폐기물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단순하여 국가마다 다른 해석
을 할 여지를 줄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UNECE(2017), “Problems with waste statistics and
action take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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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계속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발생 및
처리현황

폐유리병류

금속캔

폐합성

폐고무류

수지류

폐전기
전자제품

폐전지류

3,540.7

831

414.4

3,583.80

64.8

238.6

36.5

매립

0.0

0.0

0.0

0.0

0.0

0.0

0.0

소각

0.0

0.0

0.0

0.0

0.0

0.0

0.0

3,540.7

831

414.4

3,583.80

64.8

238.6

36.5

0.0

0.0

0.0

0.0

0.0

0.0

0.0

발생량

처리

폐지류

방법 재활용
기타

주: 1)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합계를 기준으로 함. 2) 원 자료에는 종량제 방식에 의한 혼합배출과 재활용가능자
원 분리배출 분류하에 다수의 자원 소재별 처리방법 데이터가 보고되어 있으나, 본 표에서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로
배출된 폐기물은 전량 재활용 처리로 산정된다는 점을 예시를 들어 설명하기 위해 일부 소재의 데이터만 발췌함.
자료: 환경부 환경통계포털, ｢폐기물 처리현황_생활계폐기물(생활폐기물_사업장생활계폐기물)｣,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0).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폐기물 통계에 있어 국제기준과 부합하지 않아 일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분리배출된 자원은 전부 재활용
되었다고 간주하고, 재활용에 고형폐기물연료(SRF)가 포함되어 집계되는 우리
나라의 현행 폐기물 통계 기준이 그 예이다.174) 실제로 [표 3-14]와 같이 환경
부의 환경통계에 따르면 종량제 방식에 의한 혼합배출의 경우 소재별로 매립,
소각, 재활용, 기타 처리되는 양이 다르지만,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분리배출된
폐지, 유리, 플라스틱 등은 발생량 전부 재활용된 것으로 보고된다. EU의 경우
최근 역내 재활용률 산출 방법을 통일하고 포장재 재활용률 산출에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즉 포장재 재활
용률을 수거, 분류, 세척 이후 실제 재활용 작업에 들어간 양을 기준으로 측정
하도록 지침을 개정한 것이다.175) 또한 OECD와 EU, 미국 등이 재활용률 수
174) 박상우(2018), ｢국가 폐기물통계의 개선 방향: OECD 통계와의 정합성｣,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3); ｢[팩트체크] 대한민국 재활용률 세계 2위, 숨겨진 비밀｣(2019. 6. 10), 온라인 기사(검
색일: 2021. 7. 13).
175) EUR-Lex(2019b),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U) 2019/665 of 17 April
2019 amending Decision 2005/270/EC establishing the formats relating to the database
system pursuant to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94/62/EC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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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에너지회수(연료화 포함)를 포함하지 않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가 OECD
에 보고한 물질재활용 수치에는 SRF화하여 에너지회수한 부분이 일부 포함되
어 있다.176) EU의 경우 폐기물 통계 시스템이 OECD 폐기물 통계와 거의 유
사하게 구성되어 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폐기물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비
교분석할 수 있고, 이를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폐기물
통계는 폐기물의 재활용 수준이 과대평가되는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우리 정부는 실질재활용률 중심으로 폐기물 관리와 순환경제 평가 관련
통계 지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으므로, 국제동향을 검토하여 이
를 반영해나갈 필요가 있겠다.
나아가 순환경제의 목적이 단순히 폐기물 관리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으므
로, 보다 거시적으로 자원, 산업 또는 국가 차원에서 자원 이용의 효율성과 생
산성을 파악할 수 있는 물질흐름 분석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OECD에
따르면 물질흐름이란 주어진 한 시스템(경제체제)에 유입되어 시스템을 거쳐
간 천연자원과 물질의 물리적인 흐름에 대한 분석이다.177) 1990년대부터 유
럽을 중심으로 물질흐름계정이 발표되었고, 이후 자원소비의 생산성과 효율성
에 관한 정책 의사결정의 자료로 물질흐름 분석기법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대
표적으로는 EU와 일본이 물질흐름 분석을 이용하여 정책평가 지표로 활용하
고 있다. 국내에서는 범경제물질흐름계정(EW-MFA) 중 폐기물 계정에 대한
연구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한 바 있으나 2019년 중단되었다. 또한
기존에 국내에서 진행된 물질흐름 관련 연구는 일부 물질(전자제품, 플라스틱,
건설폐기물 등)과 폐기 단계에 국한되어 있다.178) 다만 앞서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년)에는 자원순환

176) 박상우(2018) 참고.
177) OECD(2008), “Measuring material flows and resource productivit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6).
178) 주문솔, 이소라, 이진혁(2019), ｢순환경제사회를 위한 물질흐름분석의 정책적 활용 동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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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측정 및 평가할 수 있도록 원료 투입부터 생산과 폐기에 이르는 물질흐
름 분석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추후 실제 작업 경과와 성과를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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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제협력 차원의 순환경제
대응 분석

1. 개도국 지원과 협력 특징
2. 순환경제 주요 정책의 국제무역
연계성
3. 민간 주도의 순환경제 국제협력
4. 순환경제 국제협력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앞 장에서 살펴본 대로 순환경제를 향한 대응은 국내적인 조치에 한정되지 않
는 글로벌 문제로서 국제사회에서의 다양한 협력과 대응을 필요로 한다. EU 등
선진국 중심으로 순환경제 관련 정책 및 규제 등이 모색되고 있지만, 국제적인
협력 없이는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국제협력과 관련
된 순환경제 이슈를 개도국 지원, 통상 정책과의 연계, 순환경제 대응에서의 핵
심주체인 민간 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 개도국 지원과 협력 특징
주로 선진국에서 국가적 차원의 순환경제 대응을 모색하고 있지만, 순환경
제로의 전환은 선진국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개도국은 현재 글로벌 경
제 전반에서 생산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고, 향후 경제성장에 따라 중요한 소
비 시장으로 부상할 수 있다. 2025년까지 18억 명의 소비자가 전 세계적으로
더 증가하고, 이 중 10억 명은 개도국의 대도시에 거주한다는 전망으로 보아
도 개도국에서 순환경제 대응은 향후에 더욱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다른
글로벌 과제와 마찬가지로 개도국은 순환경제 대응에서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공적개발원조(ODA)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국제기구 등 대표적인 국제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공적개발원조 지원
2015년 채택된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
한 사회, 경제, 환경 부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17개 목표 및 세부 목표를 제시
하고 있다. 앞서 2장에서 언급된 대로 순환경제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서 제시된 17개 목표 및 169개 세부 목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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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순환경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12번 목표(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및
세부 목표에서 확인된다(표 4-1 참고).
표 4-1. SDG12(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주요 내용
SDG12 세부 목표

세부 목표 주요 내용

12.2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효율적인 사용

12.3

소비 단계에서의 음식물 쓰레기 절반 감소, 생산 및 공급 과정에서 손실 감소

12.4

화학물질 및 모든 폐기물에 대한 친환경적 관리

12.5

예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해 폐기물 감소

12.6

기업이 지속가능한 활동을 도입하고 보고체계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통합

12.7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시행을 촉진

자료: United Nations(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 22.

국제사회의 개도국 ODA 지원 활동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t Committee)의 데이터베이스(CRS: Creditor
Reporting Syste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DAC에서는 기후변화 등 일부 지
원 분야를 별도의 마커를 통해 지원 규모를 구분하고 있으나, 순환경제와 관련
한 지원 규모에는 별도의 마커 표기가 없어서 CRS 데이터 집계를 위해 공여기
관에서 기술한 지원 분야나 세부 사업의 내용을 통해 일부 유추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SDG12와 연관되거나 세부 사업 목적이 순환경제와 연관된 지원 규
모를 별도로 살펴보았다.
OECD는 SDG별 지원 규모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CRS에 보고
된 세부 항목을 토대로 각 SDG별 지원 규모를 분류하는 시스템179)을 고안하
였다(표 4-2 참고). 다만 국제사회의 개도국 지원 활동이나 프로그램이 여러
SDG에 중복적으로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된 SDG에 모두 지원
규모가 반영되도록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고, 자료는 해당연도별 각 사업의 지
출액 기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179) The SDG Financing LA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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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12번 목표(책임있는 소비와 생산)는 전체 지원 규모에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2012년~19년 동안 12번 목표와 관
련한 지원 규모는 연평균 28억 4,000달러이며, 연평균 지원 규모에서 차지하
는 비중도 1.34%에 그치고 있다.

표 4-2. 17개 SDG별 ODA 지원 규모 및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SDG 목표

연평균 지원 규모

지원 비중

3

건강과 복지

22,614

10.68

16

평화, 정의 및 제도

20,662

9.76

9

산업, 혁신과 인프라

20,269

9.57

2

기아 종식

18,393

8.68

17

글로벌 파트너십

18,198

8.59

10

불평등 완화

17,824

8.42

4

양질의 교육

16,050

7.58

7

청정 에너지

14,271

6.74

8

일자리와 경제성장

13,569

6.41

11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11,744

5.54

6

깨끗한 물과 위생

9,769

4.61

13

기후행동

8,159

3.85

1

빈곤 종식

6,391

3.02

15

육상 생태계

4,744

2.24

5

양성 평등

4,285

2.02

12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

2,841

1.34

14

해양 생태계

2,019

0.95

주: 지원 비중은 연평균 지원 규모 총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The SDG Fiancing LA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4)를 토대로 저자 작성.

12번 목표의 국가별 지원에서는 유럽 국가의 지원 규모가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개별 EU 회원국이 아닌 EU 차원에서 지원하는 규모가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연평균 4억 5천만 달러 수준이다. 우리나라 지원 규모는 주요 공여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2천만 달러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표 4-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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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주요 공여국의 SDG12 관련 ODA 지원 규모 및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2015

2016

2017

2018

2019

평균

비중

EU

696

226

381

472

475

450

15.7

독일

254

366

487

404

562

414

14.5

미국

285

540

452

820

340

488

17.0

일본

176

49

427

254

75

196

6.9

프랑스

205

175

129

70

333

182

6.4

영국

52

87

45

97

163

89

3.1

한국

8

17

8

16

56

21

0.7

자료: The SDG Fiancing LA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4)를 토대로 저자 작성.

SDG별 지원 규모 데이터베이스는 CRS에 집계되는 세부 사업별로 17개
SDG 목표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하에서는 2016년부터 2019년 동안 OECD CRS에 세부 사업 내역이 보고된
총 97만 4,716건의 세부 사업을 활용하였다. OECD CRS에 집계된 사업목적
코드를 활용하여 순환경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4가지 사업목적코드180)를 통
해 개도국 지원 규모를 분석하였다(표 4-4 참고). 최근 OECD에서 G20를 앞
두고 작성한 보고서181)에서도 폐기물 관리 및 처분, 바이오와 폐기물 화력발전
을 포함한 ODA 규모를 분석한 바 있으나, 추가적으로 책임있는 사업행위 역시
광범위한 생산자의 순환경제 대응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
목적도 추가적으로 지원 규모 분석에 반영하였다.

180) DAC CRS에 집계하는 5자리 목적코드(purpose code) 중에서 14050(Waste management/
disposal), 23270(Biofuel-fired power plants), 23360(Non-renewable waste-fired electric
power plants), 25040(Responsible business conduct)를 활용하였음.
181) OECD(2021),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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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순환경제 관련 주요 ODA 지원 규모
(단위: 백만 달러)

OECD CRS 세부 목적

2016

2017

2018

2019

평균

폐기물 관리 및 처분

425.8

657.3

457.6

764.8

576.4

바이오 화력발전

33.5

119.5

43.5

3.4

50.0

-

-

19.4

41.0

30.2

책임있는 사업행위

0.5

0.1

48.3

1.4

12.6

소계

459.9

776.8

568.7

810.6

654.0

전체 ODA 내 비중

0.25%

0.40%

0.28%

0.40%

0.33%

폐기물 화력발전

주: 공여국의 약정액(commitment) 기준 금액임.
자료: OECD Stat, Creditor Reporting System(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4)를 토대로 저자 작성.

4가지 사업목적 중에 폐기물 관리 및 처분과 관련한 ODA 지원 규모가 최근
4년 평균 5억 7,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2016년 대비 2019년에 3억 4,000만
달러 증가하고 있다. 나머지 세 가지 사업목적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
으며, 바이오연료 또는 재생할 수 없는 폐기물을 통한 화력발전 지원도 확인할
수 있다. 책임있는 사업행위 분야는 기업의 책임있는 사업행위 촉진과 이를 실
현하기 위한 정책 개혁 및 이행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

표 4-5. 폐기물 관리 및 처분 관련 ODA 지원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공여국
EU

2016

2017

2018

151.5

137.2

77.7

2019
420.4

평균
196.7

독일

56.0

206.5

28.2

99.8

97.6

국제개발협회

32.8

97.8

14.3

93.3

59.5

일본

30.4

32.5

90.4

53.2

51.6

아시아개발은행(ADB)

8.6

31.0

152.5

6.1

49.5

한국

65.2

35.8

0.5

3.6

26.3

주: 공여국의 약정액(commitment) 기준 금액임.
자료: OECD Stat, Creditor Reporting System(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4)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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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를 보면, 폐기물 관리 및 처분을 지원하는 ODA의 주요 공여국 및
기관은 EU, 독일, 국재개발협회, 일본 등이며 우리나라도 연간 평균 2,6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폐기물 관리 및 처분과 관련하여 최근 사업을 지원한 국
가는 11개국에 불과하였고, 우리나라보다 지원 규모가 낮은 국가로는 이탈리
아,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이 있는데, 대부분의 지원 국가는 유럽 국
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바이오연료 발전 지원은 독일의 지원 규모가 가장 많았고, 폐기물 발전의 대
부분은 캐나다의 지원 규모에 의존하고 있다. 책임있는 사업행위를 지원하는
ODA 역시 대부분 유럽국을 중심으로 지원이 나타나고 있으며, 2018년 스웨
덴이 1,500만 달러, 2019년에는 독일이 1,9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전혀 지원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참고).

나. EU의 순환경제 국제협력 전략 및 개도국 지원
현재 개별 국가 혹은 지역 연합체 차원에서 순환경제 부문에 대한 명시적인
국제협력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 사례로는 EU가 가장 대표적이다. 앞서 제시
한 바와 같이 EU는 ‘신순환경제 행동계획’의 세부 정책 방향 중의 하나로 국제
적인 논의 주도를 위한 대외협력 전략을 포함하고, 현재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채널을 활용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182) 순환경제 부문과 관련한 EU 국
제협력 전략은 ‘글로벌 플라스틱 협정’ 및 ‘글로벌 순환경제 연맹’ 추진, 아프
리카와의 협력 강화, 자유무역협정 체결 과정에서의 순환경제 정책 반영 등 다
양한 분야를 포괄하는데, 이 중 상당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프리
카 국가를 비롯한 개도국의 순환경제 전환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들이라고 볼
수 있다.183)
182) European Commission(2020a), p. 22
183) Ibid.,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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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EU 순환경제 관련 국제협력 전략
주요 협력 전략

구분

∙ 글로벌 플라스틱 협정(Global Agreement on Plastic)
∙ 순환경제 및 자원효율성을 위한 국제연맹(Global Alliance on Circular Economy
and Resource Efficiency)
∙ 천연자원 관리에 대한 ‘Safe Operating Space’ 정의 및 국제협정 논의
다자협력

∙ UN: UN Environment Assembly(UNEA), UN Environment Programme(UNEP)
∙ G7/G20: G7 Alliance on Resource Efficiency, G20 Resource Efficiency
Dialogue, G7 Innovation Challenge to Address Marine Plastic Litter, G20
Implementation Framework for Action on Marine Plastics Litter 등
∙ 기타 다자 이니셔티브: Partnership for Action on Green Economy (PAGE),
Platform for Accelerating the Circular Economy(PACE), Green Initiative 등

양자협력

∙ 정책대화: 중국, 캐나다,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서부 발칸지역 등
∙ 아프리카 지역 협력: The new EU Strategy with Africa 등

무역과 순환경제 ∙ 지역무역협정에의 순환경제 관련 조항 반영
연계

∙ WTO를 통한 무역과 환경 연계 이슈 논의
∙ EU의 그린 외교

지원활동

∙ 순환경제 정책 관련 EU 회원국간 협력 및 조정
∙ 시민사회 및 민간 분야 참여 촉진
∙ EU external financial instrument
∙ EU 프로젝트: Switch to Green, Reducing Plastic Waste in the Americas,

글로벌 순환경제
전환 금융지원

Strategic Partnership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aris Agreement
in major economies(SPIPA) 등
∙ 지속가능 금융 및 민간자금: International Platform on Sustainable Finances
(IPSF), EU Taxonomy Regulation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0b), pp. 22-43.

이 중 지원 규모 등의 측면에서 순환경제 관련 개도국 지원의 가장 대표적인 사
례로 EU의 ‘Switch to Green’ 이니셔티브를 들 수 있다. EU는 자체 재원을 활용
하여 아프리카, 아시아, 지중해(북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기술 지원, 역량 강화, 정책대화 등 친환경 분야에서의 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184) [표 4-7]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Switch to Green’ 이니셔티브의 세
부 프로젝트는 Switch Asia, Switch Med, Switch Africa, Switch to Circular
184) Switch to Green 홈페이지(검색일: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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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Value Chains 등 지역별·분야별 지원 프로젝트로 구분할 수 있으며,185)
각 프로젝트별 특성에 따라 UNEP, UNIDO(UN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상대국 정부 및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이행되고 있다. 각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주요 협력 분야는 에너지 효율성, 라벨링 및 표준 등
환경 분야의 주요 이슈와 함께 현지 개도국들의 순환경제 전환 지원 사업을 포괄
하고 있다.

표 4-7. ‘Switch to Green’ 이니셔티브 관련 주요 실행 과제

실행 과제

EU 약정액

사업 개요

규모

∙ 대상국가: 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 가나, 케냐, 모리셔
Switch Africa

3,900만
유로

스, 남아프리카공화국
∙ 협력분야: 에너지효율성, 라벨링 및 표준, 수자원효율성,
에코 혁신 및 지속가능한 무역 등
∙ 대상국가: 인도, 중국, 카자흐스탄 등 아시아 지역(동남아

Switch Asia

2억 8,000만

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몽골 및 중국) 주요 24개국

유로

∙ 협력분야: 저탄소, 자원효율성, 순환경제로의 전환 지원(지
속가능 생산 및 소비 등)
∙ 대상국가: 알제리,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모로코, 팔레스

Switch Med

3,940만
유로

타인, 튀니지
∙ 협력분야: 지중해 지역 국가들의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지
속가능 소비 및 생산 분야 등 지원

Switch to Circular

1,900만

Economy Value Chains

유로

Partnership for Action
on Green Economy
(PAGE)

1,750만
유로

Green Economy

500만

Coalition

유로

∙ 국가별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각 가치사슬 행위자의 순
환경제 도입 가속화 지원
∙ UNEP, ILO, UNDP, UNIDO, UNITAR 등 5개 UN기구
간 협력을 통해 친환경·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
∙ 노동조합, 기업, NGO, UN 기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
하는 Green Economy 관련 협의 채널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0b), p. 40; Switch to Green, “SWITCH Africa Gree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3); SwitchAsia 홈페이지(검색일: 2021. 10. 14); SwitchMed 홈페이지, ‘What we do’(검색일: 2021. 10.
14); Switch to Green, “SWITCH to Circular Value Chain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4); Switch to
Green, “PAGE – Partnership for Action on Green Econom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4); Switch
to Green, “Green Economy Dialogues,”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4).

185) European Commission(2020b), pp.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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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EU는 순환경제 분야 국제협력 전략에 있어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을
특히 중요한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U 회원국들과 아프
리카는 식민지 시절부터 밀접한 관계를 이어왔으며, EU는 순환경제 등 지속
가능발전 부문에서 글로벌 주도 전략의 일환으로 주변국이자 높은 성장 잠재
력을 지닌 아프리카 지역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186) 실제 ‘신순환경제 행
동계획’에서 국제협력의 중점 분야로서 특히 아프리카와의 지역 간 파트너십
을 강조하였으며, EU의 새로운 아프리카 전략(The new EU Strategy with
Africa)에서도 순환경제 진전을 위한 그린 전환 및 에너지 접근성 등에서의
파트너십 전략을 포함한 바 있다.187)
이와 관련하여 European Commission(2021)은 순환경제 분야와 연관
된 EU와 아프리카의 주요한 협력 채널 및 관련 사업을 [표 4-8]과 같이 정책
및 규제 관련 정책대화, 개발협력 및 금융지원, 연구협력 등으로 구분하여 제
시하였다.188) 현재 EU와 아프리카는 순환경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다양
한 협력 채널이 구축되어 있으며, EU 차원에서 순환경제의 정책적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향후 각각의 협력 채널에서의 순환경제 이슈의 중요도 또
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European Commission(2021)에
서도 특히 개발협력 부문과 관련하여 앞서 제시한 Switch Africa, Switch
Mediterranean 등의 지원 프로그램 외에 ‘Neighbourhood,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strument(NDICI)’, ‘Pan-African
Programme’, ‘African Green Stimulus Programme’ 등과 같은 기존의
다양한 협력 채널 또한 순환경제 측면에서 유의미한 협력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다.189)

186)
187)
188)
189)

European Commission(2021), p. v.
European Commission(2020b), p. 33.
European Commission(2021), pp. 85-99.
Ibid., pp. 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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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EU-아프리카 순환경제 파트너십 관련 주요 협력 채널
구분

주요 내용
∙ 아프리카 플랫폼: 아프리카 농업, 농촌개발, 수자원 및 환경 분야 연합 기술위원회

순환경제
정책대화
플랫폼

(AU STC ARDWE), 아프리카 순환경제 연합(ACEA), 아프리카 순환경제 네트워크
(ACEN)
∙ 글로벌 플랫폼: PACE, World Circular Economy Forum 등
∙ EU·아프리카 플랫폼: 아프리카·EU 파트너십, 아프리카 연합·EU 정상 회의
∙ EU·아프리카 개발협력 프로그램: EU the Neighbourhood,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strument(NDICI), Pan-African Programme, African
Green Stimulus Programme

개발협력 및 ∙ 순환경제 관련 다국적 개발협력 프로젝트: Switch African Green, Switch
금융지원

Mediterranean, InTex(Innovative Business Practices and Economic Models in
the Textile Value Chain)
∙ 다국적 순환경제 프로그램 금융지원: Clean Ocean Initiative, EU External
Investment Plan and the Africa Investment Platform
∙ EU·아프리카 R&I 협력: EU·아프리카 과학기술혁신 분야 고위급 정책대화, Horizon

순환경제
연구 및
혁신 협력

2020 & Horizon Europe
∙ EU·아프리카 연구 및 혁신 파트너십: Africa-Europe Innovation Partnership, R&I
Partnership on Food and Nutrition Security and Sustainable Agriculture,
Partnership for Research and Innovation in the Mediterranean Area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1), pp. 85-99.

다. UN의 개도국 순환경제 지원
UN의 경우도 UNEP, UNIDO 등 산하기구를 중심으로 녹색경제 이행, 순
환경제 전환 등에 대한 다수의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다만 EU와 같이
직접적으로 순환경제 부문에 특정한 전략이 제시된 것은 아니다. 본 절에서는
기존의 다양한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 중 순환경제 부문과 연계된 것으로 판단
되는 PAGE(Partnership for Action on Green Economy, 녹색경제이행 파
트너십) 및 UNIDO의 Chemical Leasing, Mercury Program 등의 사례와
함께 UNEP의 Special Programme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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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PAGE는 친환경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국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리오+20 정상회의’ 합의의 실천을 목적으로 2013년부터 시작
되었다.190) 동 프로젝트의 지원 사업은 주로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
정책 수립 및 분야별 개혁조치 지원, 역량 강화, 지식공유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표 4-9 참고),191) UNEP,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UNDP(UN Development Programme), UNIDO, UN Institute for Training
and Research(UNITR) 등 5개의 UN기구들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192)
2021년 현재 회원국은 몽고, 페루, 세네갈, 부르키나파소, 가나, 모리셔
스, 바베이도스, 브라질, 중국, 가이아나 등 20개국이며, 자금조달 파트너로
는 EU, 한국 환경부, 독일 연방환경청, 핀란드 외무부, 노르웨이 기후환경
부, 스웨덴 국제개발협력기관, 스위스 국가경제사무국, UAE 기후환경부 등
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193) 본 사업은 주요 자금조달 파트너를 통한 신탁
기금의 형태의 금융 메커니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해당 펀드의 관리
는 UNDP가 담당하고 있다.194)

표 4-9. PAGE 사업 분야별 성과(2020년 기준)
구분

내용
∙ 총 15개국의 녹색경제 관련 43개의 국가 개발계획 혹은 교차 부문 전략 수립 지원

국가 정책 수립 ∙ 국가 녹색경제 진단, 평가 및 정책 분석 제공 및 국가 계획 프로세스에 반영하는
40개의 보고서 작성
분야별 개혁

190)
191)
192)
193)
194)

∙ 총 13개국의 녹색경제 관련 37개 부문별 또는 주제별 정책 수립 지원
∙ 85개의 부문별 또는 주제별 녹색경제 진단, 평가 및 정책 분석 보고서 작성

PAGE 홈페이지, ‘About PAGE’(검색일: 2021. 10. 15).
PAGE 홈페이지, ‘Impact’(검색일: 2021. 10. 15).
PAGE 홈페이지, ‘About PAGE’(검색일: 2021. 10. 15).
PAGE 홈페이지, ‘PAGE Countries’(검색일: 2021. 10. 15).
PAGE 홈페이지, ‘Governance’(검색일: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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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계속
구분

내용
∙ 75개 국가기관에 녹색경제 정책 분석 또는 교육 제공, 정책 및 이해관계자 협의

역량 강화

프로세스 주도 역량 강화 지원
∙ 15,123명을 국가 및 지방 단위 교육 프로그램, 전 세계 혹은 지역적으로 제공되는
온라인교육 프로그램 및 캠퍼스 교육 프로그램에서 지원

지식 공유

∙ 46건의 지식공유 행사 개최
∙ 71개의 기관 및 이니셔티브로의 PAGE 네트워크 확대

자료: PAGE 홈페이지, ‘Impact’; PAGE, “National Policymaking”; PAGE, “Sectoral Reform”; PAGE, “Strengthening
Capacity”(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10. 15).

다음으로 UNIDO는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된 유엔의 전문기구로서, 순환경제를 주요 협력 분야로 선정하고 관련 프로젝
트로 SwitchMed, Chemical Leasing, Mercury Program 등을 추진하고 있
다.195) 우선 SwitchMed는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EU의 지원하에 UNEP 등
과 함께 진행하는 국제협력 프로젝트로서, 지중해 주변 국가들을 대상으로 순
환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협력 사업으로 포함하고 있다. 또한
UNIDO의 Chemical Leasing 사업은 화학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대여
하는 개념으로 전환시켜 총 화학물질의 사용량은 감소시키고 경제적·환경적
편익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프로그램이다.196) 동 프로그램은
2004년 오스트리아 정부 지원하에 진행되었던 파일럿 프로젝트인 ‘글로벌 화
학임대 프로그램(Global Chemical Leasing Programme)’으로 시작되었으
며, UNIDO는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등의 유관기관과 함께 동 프로그램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 촉진을 위해 ‘Global Chemical Leasing Award’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197) 마지막으로 Mercury Program은 수은의
195) UNIDO, “Circular Econom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7).
196) UNIDO, “Open Data Platform: Global Promotion, Adaptation and Application of
Innovative Chemical Leasing Business Approachaes for Sound Chemical Managemen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7).
197) UNIDO, “Chemical le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4).

제4장 국제협력 차원의 순환경제 대응 분석 • 123

사용과 배출 최소화를 위해 청정기술의 도입과 정책 개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으로, 주로 영세 및 소규모 금광 부문과 각종 산업 공정에서의 수은 배출 감소
에 지원 사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표 4-10 참고).198) UNIDO는 이러한 3가
지 프로젝트 외에도 개도국들의 몬트리올 의정서,199) 스톡홀름 협약200)의 준
수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UNIDO는 이 또한 순환경제
전환과 관련한 지원 프로젝트로 분류하고 있다.201)

표 4-10. UNIDO ‘Mercury Program’의 주요 지원 분야
구분

내용
∙ 수은 사용 및 배출의 우선순위 등의 식별을 위한 미나마타 초기평가(MIAs) 수행

미나마타 협약*
관련

∙ 수은폐기물 처리시설 구축 및 안정화
∙ 수은 관리 분야 기술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이행
∙ 미나마타 협약 국가 액션플랜(NAPs) 개발

영세 및
소규모 금광

∙ 영세 및 소규모 금광 분야 국가 액션플랜 개발
∙ 지속가능한 영세 금광 가치사슬 촉진
∙ 수은 오염지역에 대한 파일럿 정화기술 평가 및 시연
∙ 염소 알칼리(Chlor Alkali) 설비의 전환 촉진

산업 공정에서의 ∙ 염화비닐단위체(vinyl chloride monomer) 생산 등의 제조공정상 대체기술 촉진
수은 배출 완화

∙ 시멘트 생산, 폐기물 소각 및 비철 금속 제련 시설에서의 수은 배출 감소 지원
∙ 기술 보급 및 지식관리 촉진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체제 구축

주: * 2017년 5월 18일 채택되었으며, 협약 명칭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Minamata Convention on Mercury)’으로
무역, 수은첨가제품 및 제조공정, 대기 중 배출, 수은폐기물 처리까지 수은의 전 과정(Life-cycle) 관리에 대한 포괄적
규제 방안을 국제사회가 동의·결성한 국제협약. 수출입은행, ｢미나마타 협약｣,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21).
자료: UNIDO, “UNIDO’s Mercury Programm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7).

198) UNIDO, “UNIDO’s Mercury Programm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7).
199) 오존층 파괴물질의 배출을 억제하여 오존층을 보호함으로써 오존층 파괴로 인한 지구생태계 및 동
식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엔나 협약」(1985년 3월에 채택)의 후속의정서인 「몬트리올 의정서」
는 염화불화탄소(CFCs), Halon 등 96종의 오존층 파괴물질을 규제대상물질로 정하고 이 물질에 대
해 생산량 및 소비량 전폐 일정을 확정하였음. 국가기록원,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21).
200) 2001년 5월 22일 채택되었으며, 협약의 명칭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으로 제품 생산 과정에서 연료로
사용하거나 직접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을 저감하되 궁극적으로 배출 자
체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조치를 담고 있음. 수출입은행, ｢스톡홀름 협약｣,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21).
201) UNIDO, “Circular Econom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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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Special Programme’은 순환경제와 연관된 UNEP의 지원 프로
그램으로, 바젤 협약,202) 로테르담 협약,203) 스톡홀름 협약 등의 효과적인
이행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에 대한 개도국 역
량 강화 지원 사업이다.204)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이라는 사
업명으로 알려져 있는 동 프로그램은 UNEP의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련 5개
하위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서, 개도국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및 폐기물의 적
정한 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구축 등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
고 있다.205)
동 프로그램은 2015년에 시작되어 현재 57개국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으며,206) EU, 스웨덴, 미국,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영국, 오스
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등 자발적인 참여국으로부터 지원자금을 유치하였
다.207) 2019년에 시행된 동 사업에 대한 중간 평가 결과에 따르면, 동 프로
그램에 의해 지원을 받은 국가들의 주요 법률 및 정책 개혁성과는 다음의 [표
4-11]과 같이 제시되었다.

202) 1989년 3월 22일 채택되었으며, 협약의 명칭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협약’
으로 국가간 유해폐기물의 이동통제 및 처리감시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음. 국가기록원, ｢유해폐기
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협약(바젤협약)｣,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21).
203) 1998년 채택되었으며, 협약의 명칭은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에 있어서 사전통보승
인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으로,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 및 농약의 교역 시 수출국이 사전에
수입국에게 동 물질에 관한 사전통보승인(PIC) 절차를 밟아야 하며, 화학물질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에 관한 정보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출입은행, ｢로테르담 협약｣, 온라인
204)
205)
206)
207)

자료(검색일: 2021. 10. 21).
UNEP, “Goal of the Special Programm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7).
UNEP(2019), p. 6.
UNEP, “Special programme projects data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5).
UNEP, “Goal of the Special Programm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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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Special Programme’ 관련 주요 국가별 사업성과 예시
지원 국가

주요 사업(제도개혁) 성과
∙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국 설립

아르헨티나

∙ 화학물질의 건전한 관리에 관한 법률 초안 구축
∙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다양한 실무그룹 설립
∙ 2018년 바젤, 로테르담, 스톡홀름 협약 관련 보고서의 적기 제출

벨라루스
베냉
도미니카
공화국
가나

∙ 로테르담 협약 비준에 관한 법률 초안 준비
∙ 화학물질 및 관련 폐기물에 관한 법률 초안 작성
∙ 화학 물질 및 폐기물에 대한 상임위원회 설치
∙ 유해물질 및 물질 운송에 관한 규정 개정
∙ 위험화학물질의 수입 등록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화학제품 및 유해폐기물과 관련한 위험관리 지침 작성
∙ 화학물질 및 폐기물의 건전한 관리에 관한 5개년 전략계획 수립
∙ 화학물질 관리의 조정 메커니즘을 위한 부서 간 작업그룹 설립

키르기스스탄

∙ 유해화학물질 및 살충제 부작용 대응조치 관련 법령 수정
∙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 관련 정부기관 간 정보 교환 메커니즘 개발
∙ 건설 및 철거 폐기물 관리에 대한 실행 계획 수립

세르비아

∙ 전기·전자폐기물에서의 브롬화난연제(PBDEs) 식별 및 분리에 관한 재활용산업에의
지침 수립
∙ 2004년 환경 관리법에 따른 수은 배출 통제에 관한 규정 초안 작성

탄자니아

∙ 파일럿 단계에 있는 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 구축
∙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에 관한 국가 전략 도입

우간다

∙ 신환경법 시행
∙ 국가 화학물질 프로필과 화학물질 및 폐기물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자료: UNEP(2019), pp. 33-35.

2. 순환경제 주요 정책의 국제무역 연계성
글로벌 분업구조의 심화로 인하여 국가 및 글로벌 차원에서 이행되는 순환
경제 및 관련 환경정책은 자국 내뿐만 아니라 국제무역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물론, 순환경제 정책 등의 국제무역구조에 대한 파급효과에 대해
서는 아직 충분한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명시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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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최근 Yamaguchi(2021)는 각종 무역정책이 순환경
제로의 전환에 어떠한 기회와 과제를 부여하고 있는지, 또한 순환경제 정책이
현행 국제무역체제하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 바 있다.
순환경제 정책과 통상환경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보다 포괄적·심
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있으나, 본 절에서는 해당 연구에서 제기하고 있는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순환경제 정책이 국제무역 환경 변화에 미칠 수 있는 영
향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정책적 대응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Yamaguchi(2021)가 제시한 다양한 쟁점 사항
중에서도 우리의 대외경제 정책에 대한 시사점 도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EPR), 그린정부조달, 라벨링 및 표준 등 세 가지 영역을 우선
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정보비용 및 유통망 접근의
비차별성
Yamaguchi(2021)는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순환경제 관련 정
책 중의 하나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제시하였다.208) OECD(2001)에 따
르면 EPR 제도는 “제품 생산자의 물리적 혹은 재정적 책임을 재활용 단계까
지 확대하는 환경정책”으로 정의되며, 관련 정책은 기업의 책임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품의 디자인 단계에서 환경적 고려를 하도록 인센티브를 부
여하는 정책도 포함한다.209) 일반적으로 EPR 제도는 회수(Take back) 요
건, 재활용 목표, 생산자 부담금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포괄하는 개념
이다.210)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시행을

208) Yamaguchi(2021), p. 45.
209) OECD(2001), p. 18.
210) OECD(2019),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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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제품의 생산자에게 해당 제품 혹은 제품 포장재폐기물에 대하여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211)
표 4-12. EPR 제도의 주요 국가별 운영 사례
대상 국가

주요 제도운영 내용

덴마크, 에스토니아

∙ 다수의 PRO 조정을 위한 정보센터 메커니즘

노르웨이

∙ 환경 표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PRO 인증
∙ 효율성 및 규모의 경제 보장을 위해 생산자책임기구(PRO) 통합

한국

∙ 회수(take back) 프로그램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소량 폐기물에 대한 사전
처리 수수료 부과
∙ 효율성 및 규모의 경제 보장을 위해 생산자책임기구(PRO) 통합

네덜란드

∙ 업계 및 관련 당국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 계획 수립 및 운영 중 이해 관
계자와 협의 진행

콜롬비아

∙ 재활용 목표와 같은 핵심적 부분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EPR 제도
이행에 대하여 포트폴리오 접근 방식 활용
∙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매업체와 유통업체가

체코

제품 회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 무임승차를 억제하고 소매업체가 규
정을 준수하도록 유도

자료: OECD(2019), p. 73.

한편 OECD(2019)가 OECD 주요 11개 국가의 산업별 EPR 관련 제도의 이
행 상황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주로 폐전자제품과 포장재폐기물, 배
터리 분야에 EPR 제도가 집중되고 있는 반면, 폐유 및 건축 재료 분야 등에서
의 EPR 제도 채택 여부는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212) 또한 다양한 EPR 관련 정책 도구 중에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회
수 요건이었으며, 사전처리 수수료 부과의 경우는 일본(포장재, 차량 및 일부
가전), 한국(다수의 소규모 폐기물 처리), 네덜란드(포장재, 차량), 슬로베니아
(차량, 타이어)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3)
21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홈페이지, ‘제도소개’(검색일: 2021. 10. 6).
212) OECD(2019), p. 89.
213) Ibid.,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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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EPR 제도의 주요 OECD 국가별 적용 범위

국가

폐전자

포장재

제품a)

폐기물b)

배터리

중고차

중고
타이어

콜롬비아

√

체코

√

√

√

√

√

에스토니아

√

√

√

√

√

헝가리

√

√

√

√
√

건축

기타

재료

√

일부c)

√

이스라엘

폐유

농약, 의약품
√
농업용 폐플라스틱
의약품

√

일본

√d)

√

일부e)

√

한국

√

√

√

네덜란드

√

√

√

√

√

√

노르웨이

√

√

√

√

√

√

폴란드

√

√

√

√

√

√

슬로베니아

√

√

√

√

√

√

식품

√

HFCs(수소불화탄소),
√

PFCs(과불화탄소),
SF6(육불화황) 등
의약품, 묘지 랜턴

주: a) 조명, 형광등을 포함하나, 모든 EPR 계획이 모든 범위의 폐전기 및 전자 장비를 포괄하는 것은 아님.
b) 음료 용기를 포함하나, 음료 용기 부문을 시행한 모든 국가에서 포장조치에 대해서도 시행함.
c) 납축전지만 해당됨.
d) 에어컨,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의류 건조기 등 제한된 수의 가전 제품에만 적용됨.
e) 충전식 배터리만 해당.
자료: OECD(2019), p. 90

EPR과 무역 간의 연계성과 관련하여 Yamaguchi(2021)에서 지적하고 있
는 부분은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EPR 제도의 이행 과정에서 수입 제품에 대
하여 차별적인 조건을 부여하게 되는 경우 국제무역을 왜곡시킬 수 있는 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OECD(2001)에서는 EPR 정
책 중 회수 프로그램 및 생산자책임기구(PRO: Producer Responsibility
Organization)214) 등의 제도 이행과 관련한 수입업체 차원의 우려 사항을 정
보비용, 높은 규정준수비용, 비표준 포장 혹은 제품으로 인한 문제 등으로 구분
하여 제시하였다.215) 첫째, 정보비용의 문제는 외국의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
214) 생산자책임기구는 생산자들이 회수제도를 통합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설립하는 제3의 기관을 의
미함. OECD(2001), pp. 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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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각국의 각종 환경 규제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216) 둘째, 수입업체들의 경우 현지 기업에 비해 현지 유통망에
대한 접근성 취약 등으로 인하여 회수 프로그램 등을 이행하는 데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217) 셋째, 재활용 인프라는 일반
적으로 현지 국가의 자체 기준에 맞추어 대규모로 구축되기 때문에, 현지 표준
과 다른 기준을 따르고 있거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외국(특히 개도국) 업체
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218)
한편 EPR 정책은 해당 제도가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제품 시장 외에도 제품
의 사용 후 수집 및 재활용 관련 물질 등 2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EPR 프로그램은 추가적인 재활용제품의 공급을 통해 재활용 물질 시장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EPR 프로그램 도입 초기 단계와 같이 재활용
처리 등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 재활용되지 못하는 잔여분이 재활용
비용이 낮은 해외로 수출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219)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국
의 경우 자국 내 EPR 프로그램을 통한 실제 재활용 규모가 줄어들게 되며, 수
입국이 충분한 재활용기술 및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 해당 국가의 순환
경제로의 전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220)
이와 같이 국가간 EPR 제도의 차이, 유통망 접근성 취약 등으로 인하여 현실
적으로 외국 기업이 높은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다수 존재한다. 근
본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으나, 무역왜곡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는 EPR 제도의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수입업체들에게 가능한 한 충분한 정보
를 제공하고 상호 협의를 진행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
다는 평가이다.221)
215)
216)
217)
218)
219)
220)
221)

OECD(2001), p 67.
Ibid., p 67.
Ibid., pp. 67-68.
Ibid., p. 68.
Ibid., p. 70.
Yamaguchi(2021), pp. 48-49.
OECD(2001),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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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린정부조달: 조달제도 운영의 투명성 및 비차별성
그린정부조달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다른 방식으로 확보하려고 하였던 동일
한 기능의 제품 혹은 서비스가 있을 경우, 이를 제품 순환주기 전반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은 제품 혹은 서비스로 조달하는 것”을 의미하며,222) 국
가적 차원에서 순환경제 활성화 등의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
로 활용될 수 있다. 실제 2015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약 84%가 실질적으
로 그린정부조달을 목적으로 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으며,223) OECD 국가들
중 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의 경우 재활용제품의 사용 촉진을 위한 수단으
로 그린정부조달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4) 우리나라의 경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은 상품 구매 시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
며,225) 네덜란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존의 ‘지속가능한 정부조달’ 목표를 ‘순
환경제 정부조달’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226)
한편 EU의 경우 2017년 발표한 「순환경제를 위한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에
서 정부조달 시 일정 비율의 재활용 물질 사용 및 유해물질 배제 등 재활용제
품의 조달 규정들을 포함하였다.227) 특히 EU는 이른바 순환조달(Circular
Procurement) 모델의 이행을 위하여 제품의 원재료 구성 요건 외에도 대여
및 리스 활성화, 공유제도 활용, 재사용 촉진, 공급자 회수 시스템 등 조달 시
스템 및 공급망 차원에서의 순환경제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
하였다.228)

222)
223)
224)
225)
226)
227)
228)

European Commission(2017), pp. 4-5.
OECD(2016), p. 59.
OECD(2019), p. 92.
환경부(2020), 「2021년도 녹색제품 구매지침」, p. 2.
OECD(2019), p. 92.
European Commission(2017), p. 14.
Ibid.,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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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그린조달제도의 주요 운영 사례
대상 국가
한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체코
리투아니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EU

주요 제도운영 내용
∙ 정부조달 시 에코라벨(환경표지 인증, 저탄소제품, 우수재활용 인증)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
∙ 정부 차원에서 폐기물 감축을 촉진
∙ 그린정부조달의 이행을 위한 목표 설정
∙ 순환경제 정책 수단으로 정부조달 활용: 재활용제품 사용 및 순환조달 지원
∙ 정부조달 조직에 대한 그린조달 모니터링 이행
∙ 리투아니아 도로청: 도로 및 고속도로 건설 계약 시 환경 관리조치에 대한 역량 증빙을
요구
∙ 오스트리아 조달청: EU 에코 디자인 및 에너지 라벨 규제 등을 반영한 새로운 전자
제품 조달 기준 개발
∙ 덴마크 콜링(Kolding)시: EU 에코라벨 등 주요 에코라벨을 공공조달 기준에 포함
∙ 2017년 순환경제 공공조달 가이드라인 발표

자료: OECD(2019), Waste Management and the Circular Economy in Selected OECD Countries, p. 73; 환경부
(2020), 「2021년도 녹색제품 구매지침」, p. 5; European Commission(2016), Buying Green Handbook 3rd
edition, p. 47, p. 75, p. 38.

그린정부조달은 국외 기업들에 해당 국가와의 무역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기
회가 될 수도 있으나, 정부조달 과정에서 요구하는 각종 기준 및 표준 등이
무역 활성화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 또한 상존한다. 국제무역규범측
면에서 정부조달제도는 일반적으로 WTO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의 통제를 받으며,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제도 운
영상의 투명성 및 비차별성 등을 충족하는 조건하에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규칙(조달 제품의 품질, 기능, 안전성, 생산의 절차 및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229) 그린정부조달 시장에 대한 상호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는 실제
이러한 원칙에 따라 각국의 정부조달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이로 인한 무역
왜곡효과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평가 및 대응을 위한 양자 혹은 다자 차원의 효
과적인 협의 채널의 운영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Casier(2019)

229) Yamaguchi(2021),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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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 또한 캐나다 사례를 대상으로 지속가능 정부조달제도의 무역장벽으로
서의 기능을 완화하기 위한 제안 사항으로 기존 조달정책과의 연속성 있는 제
도 운영, 원스톱 질의 및 협의 채널 구축, 제도에 대한 학습 및 공유 플랫폼의
운영 등 투명성 있는 제도 운영을 강조하였다.230)
그린조달의 경우 다양한 제도적 요소를 포괄하고 있으나, 이 중에서도 원재
료 기준, 재활용성, 수리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순환경제 개념을 지원하는 다양
한 라벨링 및 표준제도가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판단
된다. 이에 따라 다음 절에서는 순환경제와 관련한 각종 라벨링 및 표준제도 관
련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다. 라벨링 및 표준: 국가간 제도의 조화 및 상호 호환성
라벨링은 제품의 가치사슬상에서의 정보격차를 줄임으로써 경제행위자들이
환경적 결과를 고려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장치 중
하나이다.231) Yamaguchi(2021)에 따르면 순환경제 관련 라벨링은 담고 있
는 정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보격차를 줄여주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표
4-15]의 내용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232) 현재 주요 사례들을 참조해보면,
B2C(기업 대 소비자) 관련 라벨링은 각 제품의 지속가능성, 수리 및 업그레이
드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등 제품의 사용주기를 확대하는 데 도움
을 주거나, 사용 후 재활용 요건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폐기물 분리수거를 촉
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B2B(기업 대 기업) 라벨링의 경
우는 제품의 원재료 구성에 대한 규정 및 생산 과정의 환경적 영향을 표시함으
로써 제품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30) Casier(2019), p. 33.
231) Yamaguchi(2021), p. 53.
232) Ibid.,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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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순환경제 관련 주요 라벨링 사례
라벨링체계

채널

제품 내구성

B2C

사례
∙ EU Ecolabel
∙ EU Ecolabel
∙ i-Fixit scoring system(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제품 수리가능성

B2C

∙ Product 10Y Repairable label(소형 가정용품)
∙ Environmental Claim Validation Program on Recyclability
(다양한 제품의 재활용성 평가)

제품 업그레이드 가능성
중고제품으로서의
제품 품질
폐기물 분리수거

B2C

∙ EU Ecolabel

B2C

∙ PAS 141:2011 standard(재활용 모바일 기기의 기능 벤치마크)

B2C

∙ Triman label(가정폐기물 재활용)
∙ How2recycle label
∙ SCS Global Services, recyle content certificate(재활용 원재료
활용 관련 인증)

B2C

∙ Environmetal Claim Validation Program on Recycled Contents
(재활용 원재료 활용 평가)
∙ Label for Recycled Content for wood and paper products

원재료 콘텐츠

(나무 및 종이제품의 재활용 원재료 활용 관련)
∙ IMDS(International Material Data Systems)
B2B

∙ RoHS(EU Directive on the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 MRSL(Manufacturing Restricted Substances List)
∙ GOTS(Global Organic Textile Standard)

지속가능 생산

B2B

∙ Standard system of BCI(Better Cotton Initiative)
∙ Higg Materials Sustainability Index(의류 및 신발 제조)

자료: Yamaguchi(2021), p. 55.

라벨링의 국제무역에 대한 영향과 관련하여 Prag, Lyon, and Russillo
(2016)는 순환경제 관련 라벨링의 확산이 다국적 생산업체들로 하여금 각 국
가 및 지역의 서로 다른 다양한 요건 충족을 위한 규정준수비용을 증대시키게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233) 더 나아가 만약 이러한 라벨링 요건이 해당 시장에
서 강제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면 이는 시장 접근과 국제무역에 대한 장애요인

233) Prag, Lyon, and Russillo(2016),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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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234) Prag, Lyon, and Russillo
(2016)는 이러한 라벨링의 국제무역에 대한 부정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정
부 차원의 대응방안으로 서로 다른 라벨링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 구축을 위
한 국가 단위의 협력과 상호운용성이 높은 라벨링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235)
한편 Yamaguchi(2021)는 라벨링과 함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
인 중의 하나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폭넓은 표준의 채택 여부
를 지적하였다.236) 이와 관련하여 「순환경제를 위한 가치사슬에 대한 G7 워크
숍」에서는 순환경제와 관련한 국제표준의 채택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화 활성화, 기업간 협력을 위한 신뢰성 향상 및 글로벌 시장으로의 접근성 향
상, 무역 원활화를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 심화, 에코 디자인 이행 환경 개선 등
과 같은 잠재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237)
순환경제 관련 표준은 조직 및 관리 측면의 표준화와 제품 표준화 등 크게 2
가지 형태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조직 및 관리 측면의 표준화 사례로
는 영국의 “조직 측면에서의 순환경제의 원칙 이행을 위한 프레임워크(BS
8001)”, 프랑스의 “순환경제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XP X30-901)” 등의 국가
별 표준 사례와 ISO 순환경제 기술표준위원회(ISO/TC 323) 운영 사례를 들
수 있다.238) 다음으로 제품 표준화와 관련하여, Yamaguchi(2021)는 현행
제품 표준을 제품의 가치사슬구조에 따라 크게 디자인 및 생산 단계 등 ‘업스
트림(Upstream) 단계에 대한 표준’과 폐기물 및 2차 원재료, 재가공 관련 품
질 기준 등 ‘다운스트림(Downstream) 단계에 대한 표준’으로 구분하였다(표
4-16 참고).239)
234)
235)
236)
237)
238)
239)

Yamaguchi(2021), p. 56.
Prag, Lyon, and Russillo(2016), p. 45.
Yamaguchi(2021), p. 56.
EU(2019), pp. 3-4.
Yamaguchi(2021), pp. 57-58.
Ibid.,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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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순환경제 관련 표준 사례
가치사슬 단계

업스트림
단계
(제품 디자인
및 생산 단계)

표준 구분

사례

원재료 콘텐츠,
재활용 원재료
콘텐츠, 유해물질
콘텐츠

∙ International Material Data Systems (IMDS)
∙ EU Directive on the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RoHS)
∙ EPR schemes and modulated fees such as in France,
Germany, and Italy
∙ CEN/CLC/JTC 10 - General method for assessing the
proportion of recycled material content in energyrelated products(승인 대기 중)
∙ SCS Global Services
∙ UL - Environmental Claim Validation Program on
Recycled Content

재활용성

∙ CEN/CLC/JTC 10 - General methods for assessing
the recyclability and recoverability of energy-related
products (Reference EN 45555:2019)

수리가능성

∙ Austrian standard on recyclability (ONR 192102:2014)
∙ CEN/CLC/JTC 10 - General methods for the
assessment of the ability to repair
∙ reuse and upgrade energy-related products (Reference
EN 45555:2019)
∙ i-Fixit scoring system
∙ Product 10Y Repairable label

지속가능 생산

∙ Global Organic Textile Standard (GOTS)
∙ Better Cotton Standard System of the BCI
(Better Cotton Initiative)
∙ Higg Materials Sustainability Index

원재료 품질
(폐기물 관련)

∙ ISRI Scrap Specifications Circular

원재료 품질
∙ Circular Economy Action Plan – quality standards for
(2차 원재료 관련)
secondary raw materials(개발 진행 중)
다운스트림
단계
(재가공 및
재제조 등을
위한 2차
원재료, 중고품)

제품 품질
(재가공 및
재제조 제품,
중고제품 관련)

∙ British Standards Institute(BSI): voluntary standard –
PAS 141:2011 - Reuse of used and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UEEE and WEEE).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ANSI):
‘Remanufacturing Industries Council(RIC)’에 의해 개발
된 “Specifications for the Process of Remanufacturing
- RIC001.1-2016”
∙ CEN/CLC/JTC 10 - General method for assessing the
proportion of reused components in energy-related
products (Reference EN 45556:2019)

자료: Yamaguchi(2021),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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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관련 표준의 국제무역과의 연관성과 관련하여 먼저 제기되는 쟁
점 사항은 한 국가의 순환경제 정책 혹은 관련 표준이 다른 국가의 국내 정책
선택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240) 이와 관련한 예시로 OECD
(2016)는 에코 디자인 등의 표준체제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실제 기업들은 글
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제품을 기획 및 디자인하고 있기 때문에, 조화된 표준
제도가 없을 경우 개별국가 차원의 표준제도가 기업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241) 다음으로 제기되는 우려 사항은 다양한 국
가 및 권역에 걸쳐 존재하는 서로 다른 규제 및 표준들이 글로벌 가치사슬 심
화로 인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사실상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다.242) 이에 따라 Prag, Lyon, and Russillo(2016)는 각 국가별 표준과 이
에 기초한 에코 디자인 및 에코 라벨링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글로벌 시장으로
의 접근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국제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
가 있다고 주장하였다.243)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다수 연구들은 좀 더 자원효율적인 순환경제로의 전
환을 위해서 관련 표준의 상호인정과 더불어 각 표준제도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244) 이러한 제도의 조화 및 상호인정 노력은 WTO 및 OECD
등과 같은 다자기구의 대화 채널을 통해서도 가능하나, 지역무역협정 등 양
자 혹은 지역 단위의 협력 채널을 통한 방식도 병행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로 Yada et al.(2017)의 경우 에너지 효율성 표준의 국제적인 조화 노력을
위해 지역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245) 반면
Yamaguchi(2021)는 환경 표준의 조화 및 상호인정 자체가 국가별 제도의 다
양성 등으로 인하여 단기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우선은 지역무역협정 내
240)
241)
242)
243)
244)
245)

Yamaguchi(2021), p. 64.
OECD(2016), p. 52.
Yamaguchi(2021), p. 64.
Prag, Lyon, and Russillo(2016), p. 45.
Yamaguchi(2021); OECD(2018); OECD(2016); Prag, Lyon, and Russillo(2016) 등
Yada et al.(2017), p.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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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무역원활화 및 제도적 협력, 개별 분야의 다양한 협력 메커니즘을 통한
제도적 조화 노력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246)

3. 민간 주도의 순환경제 국제협력
순환경제로의 전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기업들 또한 가치사슬 전반에 걸
친 다양한 기술적 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이에 대응하
고 있다. 또한 기업들은 민간 협의체와의 협력 혹은 기업간 연합 등의 형태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공동대응 노력 또한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 중
민간 차원에서의 순환경제에 대한 국제협력 및 논의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사
례로는 앞서 언급한 영국의 ‘엘런 맥아더 재단’을 들 수 있다. 엘런 맥아더 재
단은 순환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확대, 기업 참여의 활성화, 관련 연구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선단체로, 2010년 B&Q, BT/Cisco, National
Grid, 르노 등 파트너기업의 지원하에 설립되었다.247) 엘런 맥아더 재단은
특히 플라스틱 폐기물 및 오염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 ‘New Plastics
Economy Global Commitment(NPEGC)’를 주도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
계 500개 이상의 기업, 정부 및 유관기관이 여기에 참여하여 플라스틱의 안
전한 재사용, 재활용 등 순환경제 확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전개하기로 합
의하였다.248) 각 참여기업들은 2025년까지 100% 재사용,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등의 목표 달성을 약속하고 18개월 단위로 이행 성과
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249) 그 밖에도 엘런 맥아더 재단은 ‘Food Initiative’,
‘Make Fashion Circular Initiative’ 등과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기업 및 지
246)
247)
248)
249)

Yamaguchi(2021), p. 65.
Ellen MacArthur Foundation 홈페이지, ‘About us’(검색일: 2021. 10. 7).
New Plastics Economy Global Commitmen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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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정부 등의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 이니셔티브를 주도하
고 있다.250)
다음 사례인 PACE(Platform for Accelerating the Circular Economy)
의 경우 순환경제 전환 가속화와 관련한 의제 개발 및 관련 프로젝트 추진을 목
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민·관협력 플랫폼으로, 2018년 WEF 주도하에 엘런 맥
아더 재단, UNEP 등 다양한 기관의 참여로 설립되었다.251) PACE는 순환성
격차보고 이니셔티브, 순환경제 혁신 – Scale360°, 순환경제 지표 연합 등 범
분야 차원의 협력 프로젝트와 함께 식품, 전자제품, 섬유, 플라스틱 등 주요 분
야별 순환경제 행동의제 발굴을 위한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
다.252) 범분야 협력 프로젝트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사업으로는 순환경제로
의 전환 수준 평가에 대한 국제적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인 순환경제 지표 연
합, 순환성 격차보고 이니셔티브를 들 수 있다.253) 현재 해당 프로젝트의 결과
물로 정부 및 민간에 대한 순환성 평가 지표, 순환성 격차에 대한 글로벌 및 국
가별 평가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254) 또한 각 분야별 협력 사업은 대체로 순
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개도국 지원 사례로 구분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국제기구, 각국 정부, 비영리재단, 민
간 기업 및 협회들이 참여하고 있다.255)

250) Ellen MacArthur Foundation 홈페이지, ‘About us’(검색일: 2021. 10. 7).
251) WRI, “Platform for Accelerating the Circular Economy(PAC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7).
252) PACE, “Cross-Cutting Initiativ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7); PACE, “The Circular
Economy Action Agend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7).
253) PACE, “Cross-Cutting Initiativ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7).
254) PACE, “Circular Economy Indicators Coali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7); PACE,
“Circularity Gap Reporting Initiativ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7).
255) PACE, “The Circular Economy Action Agend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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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PACE 주요 협력 사업
사업 예시

분야

The Circular Economy Indicators
Alliance
범분야

Scale 360°

사업 내용
순환경제에 대한 측정 지표 개발에 대한 협력 채널
순환경제에의 디지털기술과 혁신 활용을 위한 민·관
협의체

Circularity Gap Reporting Initiative 세계경제 순환상태 측정 지표 개발
Consumers Beyond Disposability 순환경제적 소비활동 촉진 지원
Plastics Policy Playbook and

해양 플라스틱 문제 개선을 위한 정부, 기업, NGO

Implementation

협력체계

플라스틱 Global Plastic Action Partnership
New Plastics Economy

플라스틱 폐기물 오염문제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플랫폼
엘런 맥아더 재단 주도의 플라스틱 순환경제 이니셔
티브

ReSource

플라스틱 분야 대규모 순환 솔루션 활성화

Circular Electronics Partnership

전자제품 순환경제 관련 기관 및 기업 네트워크

China Circular Electronics and
Material Value Chains

중국 전자제품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 지원

전자제품
Circular Economy Approaches for
Electronics in Nigeria

섬유

나이지리아 전자제품 순환경제 시스템 모델 지원

Global Battery Alliance

배터리의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협력 플랫폼 구축

Make Fashion Circular

의류 분야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산업계 협력 플랫폼

Circular Clothing Action Plan

의류산업의 순환성 제고 관련 글로벌 목표 개발

Ellen MacArthur Foundation Food
Initiative
FoodFlow
식품
Denmark Against Food Waste

식품 분야 순환성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 플랫폼
케냐에 0% 손실 과일 및 야채 체인 구축, 동아프
리카로 확대 추진
덴마크의 음식물 쓰레기 축소 목표를 위한 산업 간
협의체

“10x20x30” Food Loss and Waste 음식물 쓰레기 축소를 위한 글로벌 소매업체 및 공
Initiative
자료: PACE(2021), Annual Report, pp.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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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업체 협력

그 밖에 순환경제 국제협력을 위한 기업 중심의 민간 협의체로 지속가능한
패키징 연합(SPC: Sustainable Packaging Coalition), 플라스틱 폐기물 근
절을 위한 동맹(APEW: Alliance to End Plastic Waste)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비영리기관인 GreenBlue가 주관하고 있는 SPC는 북미 지역의 주요 유
통, 제조, 포장재, 재활용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여 포장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256) SPC는 지속가능한 포장 관련
정보제공, 교육 및 혁신 프로그램 지원, 회원간 협업 지원, 환경영향 평가 관
련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각종 라벨링 및 표준 도입 등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
젝트를 진행하고 있다.257) 특히 SPC가 미국 내에서 포장재 재활용 라벨인
How2Recycle, 포장재 퇴비화 가능성에 대한 인증 라벨인 How2Compost,
지속가능한 재활용 재료 표준인 RMS(Recycle Material Standard) 등의 도
입을 주도한 사례는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산업 기반 구축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258)
다음으로 APEW는 플라스틱 폐기물 종식 등을 목표로 참여하고 있는 비영
리단체로, 전 세계 80여 개의 플라스틱 및 각종 소비재 제조업체, 화학업체, 폐
기물 관리 분야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259) SPC와 달리 북미 지역뿐만 아니
라 남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 전 세계 주요 지역별 기업들이 참여
하는 글로벌 협의체이며,260)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SKC가 2019년 7월 처음
으로 가입하였다.261) APEW의 추진 목적은 주로 각 지역의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구축, 플라스틱의 사용량 감소,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 등을 지
원하는 것으로, [표 4-18]과 같이 주요 프로젝트들은 크게 기술혁신 지원, 인프

256)
257)
258)
259)
260)
261)

Sustainable Packaging Coalition 홈페이지, ‘About’(검색일: 2021. 10. 22).
Sustainable Packaging Coalition 홈페이지, ‘Project’(검색일: 2021. 10. 22).
Sustainable Packaging Coalition 홈페이지, ‘Project’(검색일: 2021. 10. 22).
Alliance to End Plastic Waste 홈페이지, ‘Our Work’(검색일: 2021. 10. 22).
Alliance to End Plastic Waste 홈페이지, ‘About’(검색일: 2021. 10. 22).
Alliance to End Plastic Waste(2019. 7. 9), “Alliance to End Plastic Waste Welcomes 12 New
Companies From Across the Plastics Value Chai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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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등에 대한 개도국 지원 사업의 2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262) 이 중 특
히 기술혁신 지원과 관련하여 국제협력 관점에서 유의미한 사례로는 ‘End
Plastic Waste Innovation’을 들 수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세계적인 스타트
업 인큐베이팅 업체인 Plug and Play Tech Center와의 협력을 통해 샌프란
시스코, 파리, 싱가포르 등 지역별 허브를 중심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분야의 스
타트업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으로, 2021년 현재 약 32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263)

표 4-18. Alliance to End Plastic Waste 주요 프로젝트
사업 예시

분야
기술혁신
지원

Holy Grail 2.0

Closing the Loop

지원

디지털 워터마크 개발 지원

End Plastic Waste Innovation 플라스틱산업 분야 스타트업 육성 및 플라스틱 폐
Platform
Project STOP Jembrana

개발도상국

사업 내용

기물 관리 혁신 지원
인도네시아 발리 해변 지역 젬브라나의 플라스틱
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가나 해안도시 아크라의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기업 지원

Aviral - Reducing Plastic

인도 하리드와르, 리시케시 지역을 대상으로 플라

Waste in Ganga

스틱 폐기물의 갠지스 강으로의 유입 억제

Planks of Promise
Zero Plastic Waste Cities

필리핀 마닐라 지역 플라스틱 폐기물 수집 및 재활
용 지원 프로젝트
베트남 탄안, 인도 푸두체리 지역의 도시폐기물 관
리 시스템 개선

자료: Alliance to End Plastic Waste 홈페이지, ‘Our Work’(검색일: 2021. 10. 22).

262) Alliance to End Plastic Waste 홈페이지, ‘Our Work’(검색일: 2021. 10. 22).
263) Alliance to End Plastic Waste 홈페이지, “End Plastic Waste Innovation Platform”(검색일:
2021.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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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순환경제 국제협력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순환경제 부문이 글로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이슈라는 문제
의식에 근거하여, 국제협력 차원의 순환경제 대응 사례 및 관련 쟁점을 개도국
에 대한 지원 및 협력, 순환경제 정책과 국제무역과의 연계, 민간 주도의 순환
경제 협력 사례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해보았다.
이 중에서 먼저 개도국 지원과 관련한 부분은 ODA 지원 현황과 EU 및 UN
차원의 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현재까지 ODA 지원 사업
의 경우 주로 폐기물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으나, EU 및 UN 산하기
구들의 경우 다양한 채널 및 방식을 통해 개도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
로 전개하고 있다. EU의 경우는 ‘신순환경제 행동계획’이라는 종합 전략의 일
환으로 개도국의 순환경제 전환 지원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EU는 ‘Switch to Green’을 통해 아프리카, 아시아, 지중
해 권역 등 다양한 지역에 대한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특
히 인접 지역이자 오랜 협력관계에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순환경제 부문에서
의 우선적인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UN은 산하기구인
UNEP, UNIDO를 중심으로 개도국들의 순환경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
한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 사업들은 대체로 개도국의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역량 강화 및 지식공유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부문에 대한 개도국 지원
사업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아직은 순환경제에 대한 개별적인 정책 로드맵 아
래 진행되기보다는 기존에 존재하는 협력 프로그램에 순환경제 관련 정책적 요
소가 반영되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EU의 경우 순환경제 로드맵에 포
함되어 있는 국제협력 전략 중 다수가 기존의 정책대화,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UNIDO 및 UNEP 등의 지원 사업 또한 대부분 개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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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속가능발전 등을 목적으로 상당 기간 동안 추진되어 왔던 프로그램들이
다. 이와 같이 순환경제 전환이라는 이슈에 기존의 다양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계되고 있다는 점에서, 순환경제 부문 개도국 지원 정책
을 새롭게 수립하는 입장에서도 우선은 기존의 지원 프로그램 및 협력 채널을
효과적으로 연계 및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해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더불
어 현재 상당수의 순환경제 분야 지원 사업들은 정부, 국제기구,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참여주체 간 협력 사업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실제 EU가 지원하
는 ‘Switch to Green’ 이니셔티브의 경우 각각의 세부 과제별 특성에 따라
UNIDO, UNEP, 상대국 정부 및 민간 부문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이 이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개도국 지원 등 국제협력 전략의 수립 과정에
서 우선적으로 기존의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의 정책적 연대를 통한 협력 사업
의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두 번째로 본 장에서는 순환경제 관련 정책 중 국제무역과의 연관성을 고려
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그린정부조달, 라벨링 및 표준 등 세 가지
분야를 선정하고, 각 제도별 주요 특성과 국제무역 간의 상호연계 가능성을 검
토하였다. 세부적인 쟁점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각 분야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각 제도의 도입 및 이행이 국내 및 국외 업체들에게 상호 차별
적인 조건을 부여하는지의 여부라고 판단된다. 우선 EPR 제도의 경우 국가별
로 서로 다른 제도 운영에 따라 외국 기업들이 추가적인 정보비용을 지불할 수
밖에 없으며, 또한 재활용품의 회수 등과 관련한 현지 유통망 접근의 제약 또한
외국 기업들에 더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린정부조달의 경우
도 조달 과정에서 요구하는 현지국의 각종 기준 및 표준 등이 외국 기업들의 참
여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영제도 설계 과정에서 이러
한 차별적 요소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라벨링 및 표준 분야의 경우 국가별로 서로 다른 제도를 도입 및 운영함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의 규정준수비용을 크게 증가시키고, 나아가 해당 요건 충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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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요건으로 부여할 경우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기술장벽으로 작용할 가능
성이 있다.
순환경제와 국제무역의 연계성 측면에서의 정책 대응은 기본적으로 각 제도
의 투명한 운영, 제도의 조화 도모 등 두 가지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의 투명한 운영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각 제도의 도입 및 운영 과정에서
외국 기업들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과의 상호협의 등을 진행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각 제도 및 정책의 상호 조화 방안
은 국제적인 공통기준을 수립하는 방안과 상호인정 등을 통해 제도의 상호 호환
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적인 공통기준 수립과 관련
한 부분은 특히 순환경제 국제표준 수립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고민이 요구되며, 제도의
상호 호환성 제고 측면에서 각 제도의 상호인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민간 주도 국제협력 추진 사례들은 대체로 기업들의 자
발적인 순환경제로의 전환 노력을 독려하고, 기업간 연합을 통해 순환경제 관
련 라벨링을 개발하거나 정부 정책에 대한 기업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
행하는 등의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플라스틱 폐기물 근절을 위한
동맹(APEW)의 ‘End Plastic Waste Innovation’과 같이 순환경제 분야의 스
타트업을 육성 및 지원하는 프로그램 또한 유의미한 사례로 판단된다. 한편 앞
서 민간 주도의 국제협력 사례로 제시한 엘런 맥아더 재단, PACE, 지속가능한
패키징 연합 등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제기구, 각국 정부,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 주도 국제협력의 역할과 가치 또한 여
타 유관기관과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간 연합체의 경우 라벨링 및 표준의 도입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련 국제협력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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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제공 환경정책과 순환경제
가. 정보제공 환경정책
일반적으로 환경경제학에서 분류하는 환경정책은 크게 세 가지 방식이다.
첫 번째는 ‘처방적 규제(prescriptive regulation)’ 혹은 일방적인 ‘지휘와 통
제(command-and-control)’에 의한 환경정책이다. 이런 방식의 환경정책은
최근에는 시행상의 비효율성 등으로 적극적으로 도입되는 방식은 아니지만,
1990년대까지는 가장 흔하게 채택되던 방식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
자면, ‘성과 기준(performance standard)’의 처방적 규제는 정부가 경제주체
들이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 허용 총량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특정 제품 생산에서 플라스틱 함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정책은
처방적 규제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술 표준(technology standard)’
의 처방적 규제는 정부가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특정 기술의 활용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생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생산
자에게 특정 기술이 사용된 소재의 사용을 강요하는 제도는 기술 표준에 의한
처방적 규제정책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처방적 규제는 경제 내에 의도치 않은 비효율성을 발생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강제된 기술 표준이나 성과 기준의 존재는 새로운
기술혁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는 종종 공공부문에서의 법제화가 민간부
문에서의 기술혁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즉 기술혁신에 의해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도 현실에서 법이 개정되기 전
에는 오래된 기술만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비효율성은 미국
에서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황 제거에 특정 기술을 법적으로 강요했
던 예에서 실제로 발생하기도 했다. 또 다른 비효율성의 예를 들면, 법적으로
강제하는 특정 소재의 사용은 해당 소재 산업에 지대(rent)를 발생시켜 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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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 하여금 기술혁신보다는 지대추구(rent-seeking)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시장에 비효율성을 발생시킬 수 있다.
두 번째 방식의 환경정책은 탄소세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등의 ‘시장 기반
의 환경정책’이다. 이러한 방식이 최근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에 가장 대표적
으로 적용되고 있는 정부의 개입 방식이다. 시장 기반의 환경정책은 정부가 기
술이나 성과의 기준을 제시하고 시장의 경제주체가 일방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중앙집권적 제도와는 달리, 시장의 개별 경제주체들의 선택의 유인(incentive)
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처방적 규제와 큰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환경정책의 방식은 정보제공 환경정책(informationbased environmental policy)이다. 정보제공 환경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식
의 정책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right to know)’를 법
제화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정보제공에 관한 환경 규제(regulation)를 만
드는 것이다. 즉 생산자가 배출한 환경오염물질량 등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
하고, 정부는 그 정보를 시장의 소비자들에게 공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미국
에서 1988년부터 시행중인 독성물질 배출 현황(Toxic Release Inventory)
은 약 300여 개의 독성물질 방출 업체들에게 매해 독성물질 방출량에 대한 보
고서를 보고 및 공개하게 하는 정부 규제이다.
정보제공 환경정책 중 두 번째는 친환경 인증제도 프로그램(ecolabeling
and certification program)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생산물이 어떻게 제조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공산품의 생산 단계에
서 배출된 탄소배출량을 표시하거나, 농산물이 유기농 방식으로 생산되었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등의 방식이다.
친환경 인증제도 프로그램은 개별 생산자들이 생산한 제품들이 친환경적으
로 생산되었다는 것을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받고, 이러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친환경 인증제도 프로그램은 정부에 의한 의
무적인 정보제공 규제와는 달리 생산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제도이며,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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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인증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대부분 민간 혹은 공공부문의 비영
리기관(non-profit organization)이다. 따라서 이러한 친환경 인증제도 프로
그램은 정부에 의한 환경 규제보다 분권화된(decentralized)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친환경 인증제도 프로그램은 제품에 대한 친환경성 인증을 통해 소비자들에
게 생산물(제품)의 친환경성 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친환경 제품 선택과 선호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 나아가 제품의 시장 가격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게 만듦으로써 생산자들
의 친환경적 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것이 친환경 인증제도 프
로그램의 기본적인 목표이자 의도하는 작동 방식이다.
친환경 인증제도 프로그램을 정보경제학적으로 설명한다면, 제품의 생산자
(판매자)는 제품의 친환경성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지만, 소비자는 제품의 친환
경성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하는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는 것이다. 즉 정부의 직접적인 정보 규제와는 달리, 친환경 인증제도 프로그램
은 시장의 소비자들의 인식과 소비 행동의 변화를 통해 생산자들의 친환경 제
품 생산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나. 순환경제
‘순환경제’는 경제 내에서 생산자에 의해 생산물이 생산되고 시장에서 거래
되어 소비자에 의해 소비된 후 폐기되는 과정의 제품 전 주기를 상정한다. 순환
경제란 제품 전 주기 중 소비 단계에서 어느 소비자에 의해 폐기된 생산물이 다
른 소비자에 의해 다시 소비되거나, 혹은 다른 생산자의 생산 요소로 다시 투입
되는 등의 방식으로 생산물의 재사용과 재활용률을 높이려는 정책 의제(agenda)
로 정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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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전 주기의 자원순환이 용이하도록 하려면, 즉 순환경제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제품 생산이 설계되는 단계부터 제품 전 주기에서 순환이 용이하
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학적으로 서술한다면, 생산
자가 생산 요소를 투입, 생산기술과 결합하여 생산물을 만드는 과정이 생산자
의 생산 활동으로 정의되는데, 생산기술이 생산 요소와 결합되는 과정에 순환
경제의 목표를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노력 중에는 앞의 ‘가’항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정부의 일방적인
처방적 규제 방식뿐만이 아닌 친환경 인증제도 프로그램 등의 정보제공 환경정
책도 존재하며, 경제학계는 처방적 규제의 시행상 여러 비효율성을 근거로 후
자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절은 이러한
경제학계의 학술적 논의의 흐름에 따라 정보제공 환경정책을 중심으로 순환경
제 확산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생산자의 생산 활동은 주어진 생산기술과 예산 제약하에서 이윤을 극대화하
기 위해 생산 요소를 구매하고 생산량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이 과정
에서 만약 정부가 순환경제의 확산을 위해 특정한 생산 요소 사용을 지정하거
나 특정 기술의 사용을 강제한다면, 그것이 생산자에게 생산기술 제약이나 예
산 제약으로 작용하여 또 다른 비효율성을 발생시킬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경
제 전체적으로 순환경제 확산으로 인한 이득보다 정부의 규제로 인한 비효율성
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더 클 수도 있다.
순환경제의 확산을 위해 정부는 일방적인 처방적 규제 대신에 정보제공 환
경정책 방식인 ‘순환경제 인증제도’를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순환경제 인증
제도란, 만약 경제 내 순환경제의 확산에 부합하는 제품인지 판단할 수 있는 명
확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기준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인증할 수 있는 공신
력이 있는 인증기관에서 제품에 대한 순환경제 인증을 부여해주는 제도이다.
만약 순환경제 인증을 부여받은 제품이 시장에서 소비자에 의해 더 높은 가치
가 있는 제품으로 평가받는다면, 즉 소비자의 순환경제 인증 제품에 대한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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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그렇지 않은 제품에 대한 지불의사보다 크다면,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
할 때 시장에서 순환경제 인증 제품의 가격이 비인증 제품의 가격보다 더 높게
형성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순환경제 인증을 받지 않은 생산자도 이윤 극대
화를 위해 순환경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생산기술이나 생산 요소의 투입을
혁신하면서 순환경제에 부합하는 생산 활동을 할 유인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
렇게 경제 내 경제주체들의 유인구조에 의한 자발적인 참여로 순환경제를 확산
시키는 정책이 순환경제 인증제도이다.
순환경제 인증제도를 정보경제학적으로 서술한다면, 순환경제 인증제도 프
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의 비대칭 정보에서 오는 시장실패를 시장의 유
인구조를 활용하여 해결하려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아무 정책이 없는 상
태의 시장은, 소비자가 시장에 판매되는 제품이 순환경제에 부합하는 제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를 생산자에 비해 현저히 적게 갖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
는 시장실패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 혹은
공공의 인증기관이 순환경제 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검증해주는 인증제
도를 시행한다면, 이러한 정보 비대칭에서 오는 시장실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론적으로 순환경제 인증제도는 소비자에게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제품이 얼마나 순환경제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순환경제 인증 제품에 대한 수요는 순환경제 인증기관이 검증한 순환경제 부합
정도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그림 5-1]은 이러한 순환경제 인증
제도의 작동 원리를 간단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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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순환경제 작동 원리

액수

지불의사액수 곡선 2

생산물 시장

지불의사액수 곡선 1
단위생산물당 자원순환율(CR)

소비자

생산자
단위생산물당 자원순환율(CR)
생산기술 2: CR=F 2 (L, K)

생산기술 1: CR=F 1 (L, K)
K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1]의 순환경제 작동 원리에서 경제 내의 생산자는 생산기술을 생산 요
소와 결합하여 생산한 생산물의 단위생산물당 자원순환율(CR: Circulation
Rate)을 고려한다. [그림 5-1] 좌측 상단의 그림에서와 같이 소비자의 단위생산
물당 자원순환율에 대한 지불의사가 0이라면, 자원순환율의 변화에 관계없이 단
위생산물당 소비자의 지불의사 변화가 없는 곡선 1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만
약 자원순환율이 높아질수록 소비자의 지불의사가 커진다면 지불의사액수 곡선
2와 같은 우상향 지불의사 곡선이 나타날 것이다. 만약 곡선 2에서와 같이 소비
자의 단위생산물당 지불의사가 생산물의 자원순환율의 증가함수라면, 생산자는
생산 단계에서 단위생산물당 자원순환율을 증가시키려는 기술혁신을 할 유인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즉 [그림 5-1]의 우측 하단 그림에서 생산기술 1에서 생산
기술 2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경제를
구축하는 환경정책의 정책 의제를 순환경제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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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정의되는 순환경제의 작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부의 정책 중 하나
로 순환경제 인증제도를 제시할 수 있다. 순환경제 인증제도의 역할을 [그림
5-1]의 순환경제 작동 원리에서 설명하자면, 순환경제 인증제도를 통해 소비
자에게 생산물의 자원순환율(혹은 일반적으로 순환경제 개념에 부합하는 정도
를 측정하는 다른 측정치)에 관한 검인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생산물의 자원순환율에 대한 검증된 정보를 쉽게 파악하여 소비 선
택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순환경제의 작동을 촉진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의 강제적 규제가 없이도 생산자들이 자발적으로 순환경제 인
증제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
의 2절에서 시장에 유인구조를 활용한 순환경제 인증제도 프로그램을 작동시
켜 비대칭 정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간단한 메커니즘 디
자인(mechanism design) 모형을 설정한다.

2. 순환경제 인증제도의 이론 모형과 효과
가. 순환경제 인증제도의 이론 모형
Akerlof(1970)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로 인해 중고차 시
장에서 질 좋은 제품은 사라지고 질이 좋지 않은 제품만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시장 균형을 제시했다. 그 이후 이러한 역선
택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시장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됐다.
Ibanez and Grolleau(2008)은 친환경 혹은 비친환경기술에 관한 선택, 생산
자의 친환경 인증을 통한 시그널링(signaling), 생산자의 가격 설정으로 이루
어진 세 단계의 과점 게임(three-stage duopoly game) 모형을 제시하였다.
Ibanez and Grolleau(2008)는 만약 친환경기술을 갖춘 생산자에 비해 비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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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을 가진 생산자의 친환경 인증비용이 충분히 크다면, 오직 친환경 기
술 생산자만이 친환경기술 인증을 받게 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본 절의 모형에서는 Townsend(1979)의 ‘비용이 드는 상태 검증(costly
state verification)’ 모형을 적용하여 생산자들의 자발적인 순환경제 인증제
도 참여에 의한 인증기관과 생산자 간 최적의 계약(optimal contract) 모형을
제시한다.
본 모형은 두 명의 생산자(대리인, agent  ∈)와 인증기관(주인,
principal)이 존재하는 경제의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
를 상정한다. 각 대리인이 생산한 제품은 전 주기에 걸쳐서 폐기물과 오염물질
을 배출하며, 각 대리인은 생산된 제품의 제품 전 주기에 걸친 오염 수준
(pollution level,  )을 결정한다. 인증기관은 제품의 오염 수준을 완벽히 관
찰할 수는 없으나, 다음의 [식 5-1]과 같이 불완전한 방식으로 오염 수준을 관
찰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식 5-1]

 는 인증기관이 관찰하는 대리인  의 오염 수준이며,  는 대리인  의 오염

수준, ∈   는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이다. 측정오차는 균일분
포(uniform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측정오차에 대한 확률분포
함수(    )는 두 명의 대리인과 인증기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알려진 정보
(common knowledge)이다. 마지막으로  와  는 상수(constant)이다.
본 모형에서 상정하는 게임의 순서(timing of the game)는 다음과 같다.

① 각 대리인은 생산 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전 주기적 오염 수준(  )을 결
정한다.
② 인증기관은 생산된 제품의 전 주기적 오염 수준을 [식 5-1]과 같이 불완전
하게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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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만약 대리인  의 오염 수준이 일정 수준(  )보다 클 경우, 즉     일 경
우, 인증기관은 제품의 오염 수준에 대해 감사(audit)를 진행하며, 그 반
대의 경우(  ≤   )에는 감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④ 만약 감사 결과 드러난 실제 오염 수준이 일정 수준(  )보다 작거나 같다
면, 즉  ≤   이면, 인증기관은 해당 대리인을 처벌(punishment)하지
않으며, 감사 결과가 그 반대이면(    ) 해당 대리인을 처벌한다. 마지
막으로 인증기관의 환경 감사에는    만큼의 감사비용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한편 본 모형에서 경제는 환경 쿠즈네츠 곡선(Environmental Kuznets
curve)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환경 쿠즈네츠 곡선은 환경오염과 수입(income)
간에 역U자형의 관계를 설정한다(그림 5-2 참고).

그림 5-2. 환경 쿠즈네츠 곡선

환경오염

수입
자료: Dinda(2004).

환경 쿠즈네츠 곡선의 가정하에서, 본 모형은 다음의 [식 5-2]와 같은 대리
인의 이윤함수(profit function)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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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5-2]

위의 대리함수는 생산량이 커질수록 오염물질 배출도 많아진다는 암묵적인
가정하에 설정되었다. 그리고 환경 쿠즈네츠 곡선 가정에 의해    이며, 다른
대리인  가 대리인  의 이윤활동에 주는 부의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
를 나타내기 위해    으로 가정한다.
각 대리인의 보수함수(payoff function)는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첫째, 만
약  ≤   일 경우, 즉 인증기관의 감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대리인의 보수함
수는 다음의 [식 5-3]과 같다.
    

[식 5-3]

위의 [식 5-3]에서  는 대리인  가 인증기관에 지불하는 금액이다. 이 금액
은 대리인이 인증기관에 지불하는 친환경 제품 인증 정보제공에 대한 대가(비
용)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     일 경우, 즉 인증기관의 감사가 진행되는 경
우 대리인  의 보수함수는 다음의 [식 5-4]와 같다.
      

[식 5-4]

한편 인증기관의 감사 결과가  ≤  인 경우에는 대리인이 인증기관에 지
불하는 비용은 다음의 [식 5-5]와 같이 설정된다.
    

[식 5-5]

그리고 만약 감사 결과가    인 경우에 대리인이 인증기관에 지불하는
비용은 다음의 [식 5-6]과 같이 설정된다.
           ,  ∈ .

[식 5-6]

즉 감사 결과 대리인  가 생산한 제품의 오염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에는 대리인  가 창출한 이윤의 일부 비중(  )을 인증기관에 지불하는 형태로
처벌(punishment)이 이루어짐을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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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각 대리인과 인증기관 간의 최적의 계약에 대하여 분석한다. 대리
인  ∈ 와 인증기관 간의 계약(contract)은 다음의 [식 5-7]과 같은 형태
로 정의된다.

   

[식 5-7]

위의 [식 5-7]에서   는 인증기관이 대리인  의 오염 수준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는 측정 임계점이며,  는 대리인  가 인증기관에 지불하는 액수이며,   
는 인증기관이 대리인  의 측정된 오염 수준이     일 경우의 환경 감사 후
처벌 계획이다.
인증기관과 대리인 간의 계약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개별적 합리성 조건(incentive rationality condition)’이
다. 개별적 합리성 조건은 각 대리인들이 순환경제 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서 얻는 이윤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 커야 한다는 조건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각 대리인들은 순환경제 인증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존
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의 [식 5-8]은 개별적 합리성 조건을 수식으로 표
현한다.


       ≥           



[식 5-8]

둘째는 ‘유인 합치성 조건(incentive compatibility condition)’이다. 유
인 합치성 조건은 각 대리인들이 순환경제 인증 프로그램에서 인증기관과의 계
약에서 합의한 오염 수준을 넘길 유인(incentive)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다. 유인 합치성 조건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의 [식 5-9]와 같다.
       ≥         ≥ 

[식 5-9]

대리인  와 인증기관 간의 최적의 제품 인증 계약    은 다음의 [식
5-10]과 같은 최적화 문제의 해로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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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Pr       Pr      


         Pr ≤            Pr ≤  
 Pr  ≤   ≥        
[식 5-10]
















































위의 [식 5-10]의 최적화 문제에서 인증기관의 목적함수는 환경 감사에 따르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첫 번째 제약조건은 인증기관이 본 순환경제 인증
프로그램에 참가할 개별적 합리성 제약조건(individual rationality constraint)
이며, 두 번째 제약조건은 인증 프로그램에서 환경 감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
우에서의 수입이 환경 감사를 해야만 하는 경우에서의 수입보다 커야 하는 유
인 합치성 제약조건(incentive compatibility constraint)이다.

나. 친환경 인증제도의 효과
본 절은 주요국의 친환경 인증제도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 문헌 정리
를 통해 순환경제 인증제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친환경 인증
(ecolabel)이란 생산물이 생산 혹은 소비의 과정에서 환경적 피해를 적게 입힌
다는 자발적 주장이다. 본 장의 1절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인증제도의 역할은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제품에 대한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친환경 제품에 대한 선호를 시장 가격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 친
환경 인증제도의 목적이다.
경제학계에서 친환경 인증제도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은 활발히 진행 중
이다. 관련 문헌들은 친환경 인증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 추정과 친환경 인증 제품이 갖는 가격 프리미엄(price premium) 존
재 유무에 대한 추정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서술
한 바와 같이, 친환경 인증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불의사가 비인증 제품에

제5장 정보 기반 환경정책 메커니즘과 순환경제 • 159

비해 더 크다면,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시장에서 순환경제 인증 제품의
가격이 비인증 제품의 가격보다 더 높게 형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Kotchen(2013)은 앞의 1절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친환경 인증제도가 시장
의 비대칭 정보 문제를 완화시킴으로써 시장실패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
한다. 그리고 Kotchen(2013)은 친환경 인증제도가 공공재를 공급하는 민
간 메커니즘 역할을 하면서 무임승차의 문제를 해결한다고도 주장한다. 이는
Andreoni(1990)가 주장한 불완전한 이타심(impure altruism)에 의한 소비
자의 공공재 공급 유인과도 관련이 있다. 즉 Andreoni(1990)는 소비자들은
사회 후생 증진을 위한 유인뿐만이 아니라, 기부 행위 자체가 주는 만족에 의해
서도 공공재를 공급한다고 주장한다. Andreoni(1990)의 주장을 순환경제 인
증제도에 적용한다면, 소비자들은 구매하는 제품의 순환경제 인증 여부가 해당
제품의 소비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지 않더라도, 본인의 제품 소비 후 폐기의 과
정에서 자원순환율이 높다는 해당 제품의 공공재적 성격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
불의사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Blend and van Ravenswaay(1999), Sammer and Wüstenhagen(2006),
Ward et al.(2011)은 잠재선호 조사자료(stated preference survey data)
를 활용하여 소비자들의 친환경 인증 제품에 대한 선호를 분석했는데, 대부분
의 연구에서 소비자들이 친환경 인증 제품에 비인증 제품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고 밝힌다. 하지만 잠재선호 조사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설문조사에서
친환경 인증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응답한 소비자들이 실제로 친환경 인증 제품
을 구매하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단점이 있는 연구 방법이다.
한편 Bjørner et al.(2004)은 소비자의 실제 구매자료를 활용하여 친환경
인증이 소비자의 선택과 제품 가격에 미친 영향을 파악한다. Bjørner et al.
(2004)은 [그림 5-3]에서 보여주는 ‘Nordic Swan’이라는 친환경 인증제도
의 효과를 분석한다. Nordic Swan 인증은 북유럽 국가들(스웨덴, 덴마크, 핀
란드, 그린란드 등)에서 생산되는 휴지, 화장지, 세제 등의 제품에 부여되는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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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인증제도이다. Bjørner et al.(2004)은 Nordic Swan 인증이 소비자들의
선택과 제품 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다. 구체적으로 Nordic Swan
인증은 세제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Nordic Swan 인증에 대한 소비자들의 한계 지불의사(marginal willingness
to pay)는 제품 가격의 약 13~18%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5-3. Nordic Swan 인증

자료: Wikipedi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

친환경 인증의 가치를 평가하는 실증분석 방법 중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은
‘내재가격 추정 회귀분석(hedonic price regression)’이다. Rosen(1974)은
차별화된 제품 시장에서 가격함수는 소비자에 의해 설정된 가치함수와 생산자
에 의해 설정된 공급함수가 만나면서 형성되며, 이렇게 형성된 가격함수는 재화
에 내재된 각 특성들의 가치를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내재가격 추정 방
법론은 소비자들이 재화에 부여하는 가치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식
별하므로 현시선호(revealed preference) 이론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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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e et al.(2001)은 미국의 전력 시장 민영화에 따른 전력 공급원 다양화 상
황에서 소비자들이 친환경 전력(재생에너지 발전 등)에 부여하는 가치와 친환
경 전력이 전기 사용료 등에 미치는 영향을 잠재가격 조사분석과 내재가격 추
정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다. Roe et al.(2001)은 잠재가격 조사분석 결과와
내재가격 추정 회귀분석 결과를 비교하면서, 잠재가격 조사분석 결과는 소비자
가 실제 부여하는 가치보다 다소 과대 추정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인다.
그리고 Roe et al.(2001)은 내재가격 추정 회귀분석을 통해 새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1% 증가가 한 달에 1000kWh를 사용하는 가구의 전기요금을 연간
약 6달러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한다. 추가적으로 Roe et al.(2001)은 [그림
5-4]에서 보여주는 ‘Green-e 인증’의 효과도 분석한다. Green-e 인증은 민
간 비영리단체에서 친환경 전력에 부여하는 인증 프로그램이다. Roe et al.
(2001)은 Green-e 인증과 같은 친환경 인증이 전기요금에 프리미엄을 형성시
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5-4. Green-e 인증

자료: Green-e 홈페이지(검색일: 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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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mon and Beghin(1999)은 내재가격 추정 회귀분석을 통해 의류 제품에
부여된 친환경 인증의 효과를 분석한다. 미국의 California Certified Organic
Farmers(CCOF)는 CCOF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농민단체에서 공급하
는 순면을 사용하여 제조된 의류에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Nimon and
Beghin(1999)의 분석 결과는 CCOF 인증이 의류 가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Nimon and Beghin
(1999)은 약 20여 년 전의 자료를 분석했으므로, 최근의 자료를 활용하여 다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Srinivasan and Blomquist(2009)는 미국의 종이 타월(paper towel) 제
품에 부여된 친환경 인증이 제품 가격에 미친 영향을 내재가격 추정 회귀분석
을 통해 분석한다. Srinivasan and Blomquist(2009)의 분석 결과는 미국의
소비자들이 친환경 인증이 부여된 제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양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의 US Green Building Council(USGBC)은 친환경 건물 인증 프로그
램인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LEED)’ 인증제
도를 운영하고 있다(그림 5-5 참고). USGBC는 LEED 인증을 받으면 건물의
운영비용이 낮아지고 건물의 자산 가치가 오른다고 주장한다. 또한 LEED 인증
은 건물자의 환경 경영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약속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Eichholtz, Kok, and Quigley(2010)는 내재가격 추정 회귀분석을 통해
LEED 인증이 건물의 가격과 임대료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건물에 대한 친환경 인증이 단위면적당 임대료를 약 3% 상승시키며, 건물 매매
가격은 약 16%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Fuerst and McAllister(2011)도 내재가격 추정 회귀분석을 통해 Energy
Star와 LEED 인증이 건물의 가격과 임대료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Energy Star’(그림 5-6 참고)와 LEED 인증이 건물 임대료에 약 3~
5% 정도의 프리미엄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Energy Star 인증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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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가격을 약 18%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되며, LEED 인증은 건물 매매 가
격을 약 25%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5-5. LEED 인증

자료: USGBC 홈페이지(검색일: 2021. 9. 1).

그림 5-6. Energy Star 인증

자료: Energy Star 홈페이지(검색일: 2021. 9. 1).

Park(2017)은 한국의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의 효과를 분석한다. 한국의 에
너지 소비 효율 등급 인증제도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미국의
Energy Star 인증제도와 비슷한 제도이다. 한국의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인증
제도는 199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1년 현재에는 36개의 전자제품군에 의
무적으로 적용된다.264)
Park(2017)은 2012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텔레비전 수상기(television) 에
너지 소비 효율 등급 인증제도가 제품 가격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다. 에너지 소
비 효율 등급은 텔레비전 수상기의 평균 전력 소모량에 따라 5개의 등급으로
나뉜다. [그림 5-7]은 텔레비전 수상기에 부착되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의 예
시를 보여준다.

264)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검색일: 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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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인증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검색일: 2021. 9. 1).

그림 5-8. 친환경 인증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검색일: 2021. 9. 1).

텔레비전 수상기 대상의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인증제도가 요구하는 최소
효율 기준을 맞추지 못한 제품은 제도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서 판
매가 중지되었다. Park(2017)은 제도 시행일부터 90일이 되기 전에 에너지 소
비 효율 등급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이 아직 시장에서 판매된 시기의 자료를 활
용한 이분차등(difference-in-difference) 모형분석을 통해 에너지 소비 효
율 등급 인증이 제품 가격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다.
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992년부터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림 5-8 참고). 환경표지 인증제도는 제품을 제조, 소비, 폐기하는 전 과정에
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환경표지(친환
경 로고)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환경표지 제품 선호에 부응해 기업이 친환경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해
자발적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이다.265)
Park(2017)은 텔레비전 수상기에 부여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인증과 함
께 환경표지 인증의 효과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은 제품
26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http://el.keiti.re.kr/service/page.do?mMenu=1&sMenu=1(검색일: 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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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에 프리미엄을 형성시키지만, 환경표지는 제품 가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Park(2017)의 분석 결과는 소비
자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더 큰 지불의사를 갖고 있지만, 제
품의 제조 과정이 친환경적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선호나 지불의
사를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Kotchen(2013)이 제시한 친환경 인증제도의 두 번째 기능, 즉 친환경 인증
제도가 공공재를 공급하는 민간 메커니즘의 역할을 한다는 측면과 Andreoni
(1990)가 주장한 불완전한 이타심에 의한 소비자의 공공재 공급 유인, 즉 소비
자들이 사회 후생 증진을 위한 유인뿐만이 아니라 기부 행위 자체가 주는 만족
에 의해서도 공공재를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Park(2017)의 분석 결과를 해석
한다면, 소비자들은 구매하는 제품 소비 자체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 친
환경 인증, 즉 제품을 제조, 소비, 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
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에 대한 인증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수준의 지불의사가
아직 존재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Park(2017)의 분석 결과가 보여주듯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제
공하는 정보는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결과는 Kotchen(2013)이 제시한 친환경 인증제도의 첫 번째 기능과 본 장
의 1절에서 제시한 이론 모형이 주목하는 친환경 인증제도의 목적인 시장의 비
대칭 정보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이다. 즉 에너지 소비 효
율 등급 인증제도가 제품의 에너지 소비 효율에 대한 비대칭 정보 문제를 해결
해줌으로써 소비자들이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제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시장에서 실제 제품 가격에도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인증에 의한 프
리미엄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 실증적으로도 밝혀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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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환경제 인증제도의 경제학적 의미
본 절은 위의 친환경 인증에 대한 이론분석 및 실증분석 연구 문헌 정리를 종
합하여 순환경제 확산을 위한 순환경제 인증제도의 도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하고 본 장을 마무리한다.
Waddock and Graves(1997)는 기업의 사회적 성과(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가 기업의 이윤 창출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한다. 기업의 사회적
성과란 기업의 생산 요소 투입, 생산 과정 등이 공공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Eichholtz, Kok, and Quigley(2010)는 기업의 사회적 성과가 좋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이윤 창출 성과가 더 좋을 수 있는 이유로 개선된 평
판, 정부 개입 및 규제 저촉 감소, 생산 요소 투입비용 감소 및 직원 생산성 증가
등을 제시한다.
순환경제의 확산도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개선하려는 노력과 결부시켜 생각
해볼 수 있다. 본 절은 순환경제를 제품 전 주기 중 소비 단계에서 어느 소비자
에 의해 폐기된 생산물이 다른 소비자에 의해 다시 소비되거나, 혹은 다른 생산
자의 생산 요소로 다시 투입되는 등의 방식으로 생산물의 재사용과 재활용률을
높이려는 정책 의제로 정의했다. 제품을 생산해서 시장에서 판매를 완료한 기업
의 입장에서는 생산한 제품의 제품 전 주기 자원순환율은 기업의 이윤(혹은 재무)
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Waddock and Graves
(1997)가 제시한 기업의 사회적 성과의 차원에서 본다면,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높은 자원순환율은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ichholtz, Kok, and Quigley(2010)가 지적한 바와 같이, 자원순환율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해당 기업의 사회적 평판(reputation)이 높아질 수 있으
며, 이는 해당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순환경제를 확산시키려는 기업의 노력, 즉 생산된 제품의 자원순환율을 높이려는
기업의 노력은 간접적으로 기업의 이윤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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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자원순환율은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닐 것이다. 공학적인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적 소비
자가 구매하려는 제품의 전 주기에 걸친 자원순환율을 시장에서의 매 거래마다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술혁신을 통해
자원순환율을 높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도 그러한 노력을 기업의 사회적 성과
로 연결시키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은 순환경제를
확산시킬 수 있는 정부의 정책 중 하나로 정보제공 환경정책의 일종인 순환경
제 인증제도를 제시한다.
생산자의 생산 활동은 주어진 생산기술과 예산 제약하에서 이윤을 극대화하
기 위해 생산 요소를 구매하고 생산량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이 과정
에서 만약 정부가 순환경제의 확산을 위해 특정한 생산 요소 사용을 지정하거
나 특정 기술의 사용을 강제한다면, 그것이 생산자에게 생산기술 제약이나 예
산 제약으로 작용하여 또 다른 비효율성을 발생시킬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경
제 전체적으로 순환경제 확산으로 인한 이득보다 정부의 규제로 인한 비효율성
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더 클 수도 있다.
순환경제의 확산을 위해 정부는 일방적인 처방적 규제 대신에 정보제공 환
경정책 방식인 ‘순환경제 인증제도’를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순환경제 인증
제도란, 만약 경제 내 순환경제의 확산에 부합하는 제품인지 판단할 수 있는 명
확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기준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인증할 수 있는 공신
력이 있는 인증기관에서 제품에 대한 순환경제 인증을 부여해주는 제도이다.
만약 순환경제 인증을 부여받은 제품이 시장에서 소비자에 의해 더 높은 가치
가 있는 제품으로 평가받는다면, 즉 소비자의 순환경제 인증 제품에 대한 지불
의사가 그렇지 않은 제품에 대한 지불의사보다 크다면,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
할 때 시장에서 순환경제 인증 제품의 가격이 비인증 제품의 가격보다 더 높게
형성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순환경제 인증을 받지 않은 생산자도 이윤 극대
화를 위해 순환경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생산기술이나 생산 요소의 투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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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하면서 순환경제에 부합하는 생산 활동을 할 유인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
렇게 경제 내 경제주체들의 유인구조에 의한 자발적인 참여로 순환경제를 확산
시키는 정책이 순환경제 인증제도이다. 내재가격 추정 회귀분석을 통해 친환
경 인증제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최근의 연구들도 이러한 이론적 분석
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266)
정부는 순환경제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정보제공 정책의 일
종인 순환경제 인증제도를 도입할 수 있지만, 이 정책의 핵심인 ‘순환경제를 위
한 기업의 기술혁신이 기업의 사회적 성과로 연결’의 달성을 위해서는 소비자
들의 순환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Andreoni(1990)가 주장한 불완전한 이타심에 의한 소비자의 공공재 공급(순
환경제 확산) 유인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적 소비자의 순환경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66) Roe et al.(2001); Nimon and Beghin(1999); Srinivasan and Blomquist(2009); Eichholtz,
Kok, and Quigley(2010); Fuerst and McAllister(2011); Park(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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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2. 한국의 대응방안

1. 요약 및 시사점
제2장에서는 순환경제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주요국 및 다자기
구가 추진 중인 순환경제 전환 노력을 분석하였다. 순환경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선형경제와는 달리 폐기물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제품의 전 주기를 고려하는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자원이나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투입하고, 폐기물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며, 제품
을 가능한 한 오래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제체제로 요약하였다. 순환
경제가 환경뿐 아니라 경제 및 사회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
상됨에 따라 국제사회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해당 분야의 선두주자
인 EU의 경우 2015년과 2020년에 ‘순환경제 행동계획’을 발표하며 생산자가
제품 설계(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순환경제 원칙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비
자가 순환성이 높은 제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에코 디자인 지침 등과
같은 관련 규제의 범위와 수준도 강화해가는 양상이다. 일본의 경우 2000년 제
정된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법」을 근간으로 제품 특성에 따른 규제를 시행
해왔으며,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계획’을 통해 일본이 추구하는 미래의 모
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도출하였다. 국제사회에서도 자국의 관심 이
슈(3R,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논의를 이끌고자 노력 중이다.
영국의 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민간 부문이다. 순환경제에 대한 이해
도가 높은 기관(Ellen Macarthur Foundation 등)의 노력과 민·관 협력의 대
표주자인 WRAP의 활약을 손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과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년)’을 중심으로 순환경
제로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2020년을 기점으로 순환경제 관련 법령, 정책, 추
진계획 등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으며, 최근 「자원순환기본법」 전면 개정안(‘순
환경제사회촉진법’)이 발의되었다. 다자 차원에서는 G7과 G20이 고위급회의
와 대화 채널(G7 자원효율성연합, G20 자원효율성 대화)을 통해 회원국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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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관리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러한 과정을 모니터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제표준화 논의는 ISO 환경경영기술위원회(ISO/TC 207), ISO 순환경제기
술위원회(ISO/TC 323), IEC 전기·전자제품 및 시스템에 대한 환경표준화 기
술위원회(IEC/TC 111) 등에서 진행 중이다. 그중 ISO/TC 323 산하 작업반
에 참여하고 있는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등은 자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끌며 각자에게 유리한 제도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표준에 근거한 규제는 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
니므로 일부 국가가 이를 규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대비
가 필요하다.267)
이어 제3장에서는 순환경제의 관점에서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
생과 처리 현황, 관련 정책 및 제도,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OECD 회원국 가
운데 도시폐기물 발생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2억 6,500만 톤), 독일
(5,026만 톤), 일본(4,271만 톤) 순이며, 인구 천 명당 폐기물 발생량은 덴마
크(814톤), 미국(810톤), 룩셈부르크(803톤) 순으로 나타났다(2018년 기준).
OECD 회원국의 평균 폐기물 회수율268)은 55.4%이며 스위스, 스웨덴, 핀란
드 등은 99% 이상의 회수율을 기록한 반면, 평균을 하회하는 국가로는 미국
(46.8%), 스페인(46.4%), 캐나다(28.7%) 등이 있다. EU 28개국에서 발생하는
도시폐기물 재활용률은 2000년 25.2%에서 2018년 46.8%까지 개선되었다.
미국의 경우 도시폐기물의 매립 처리가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폐
기물 재활용률(퇴비화 제외)은 2000년 21.8%에서 2018년 23.6%로 소폭 상
승하는 데 그쳤다. 일본의 폐기물 배출량은 10년 전에 비해 감소한 가운데 재
활용률은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폐기물 발생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중
국은 폐기물 처리에 있어 소각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추세이나, 공식 통계에서
재활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폐기물은 2014년 40만 톤/
267) 전문가간담회, 「탄소발자국, 순환경제 관련 국제표준 논의 동향 및 대응 방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백춘열 선임연구원(2021. 10. 18., 세종) 토론내용 참고.
268) 재활용, 퇴비화, 에너지회수를 동반한 소각, 기타 회수의 합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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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서 2019년 49만 톤/일로 증가하였고, 분리수거를 통해 재활용 시설로 반
입된 폐기물을 전량 재활용량으로 간주하는 현행 통계체계에 따르면 국내 재활
용률은 2019년 기준 86.5%로 보고되었다.
EU는 최근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폐기물 관리의 우선순위로 사전예방, 즉
제품의 설계 및 생산 단계에서 자원순환을 고려하는 것과 재사용 확대와 같은
폐기물 발생 이전의 선제적인 조치들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2021년부터 재활
용되지 않은 폐플라스틱에 대한 플라스틱세를 도입하였으며,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목표를 설정하여 각국 정부와 산업계의 대응을 유도하고 있다. 일본은
2000년대 초반부터 물품의 특성에 따른 재활용법을 제정 및 시행함으로써 재
활용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는 모습이다. 중국은 최근 14차 5개년 순환경제발
전규획을 통해 자원생산성과 재활용률 개선 목표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폐
기물부담금제도, 자발적 협약제도, 분리배출표시제도, 순환자원 인정 기술검
토,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이나
탈플라스틱 대책을 마련하며 폐기물의 국내적 처리와 폐기물 발생 사전예방에
도 주목하고 있다.
또한 순환경제의 관점에서 폐기물 관리의 주요 쟁점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로 살펴보았다. 첫째, 폐기물 발생 이후에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
한 사후처리를 하는 것뿐 아니라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도록 소재와 설계를 적
용하고, 최대한 재사용하는 사전예방도 중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2017년 중
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조치와 유해폐기물에 대한 바젤협약 개정으로 폐플라스
틱의 국경간 이동이 제한되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끝으로 적절한 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폐기물 통계의 신뢰성과 이
용가능성이 개선되어야 하며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들
을 개발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다.
순환경제 관련 정책 대응에 있어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판
단에 근거하여, 제4장에서는 순환경제 부문과 관련한 국제협력 이슈를 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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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지원, 통상 정책과의 연계, 민간 부문에서의 국제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분
석하였다. 우선 개도국 지원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관련 ODA 지
원 활동을 살펴보면, 국가별로는 대체로 유럽의 국가들이 상위 지원국으로 자
리하고 있었으며, 분야 중에서는 폐기물 관리 및 처분 부문의 지원 규모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도국 지원과 관련한 기존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EU의 Switch2Green과 아프리카와의 파트너십, 주요
UN 산하기구(UNEP, UNIDO)들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Partnership for
Action on Green Economy, Chemical Leasing, Mercury Program,
Special Programme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EU의 경우는 ‘신순환경제 행동
계획’의 일환으로 UNEP, UNIDO, 상대국 정부 및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
해 개도국의 순환경제 전환을 지원하는 다양한 협력 사업(기술 지원, 역량 강
화, 정책대화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 심화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
정책과 국제무역의 연계성을 중요 이슈로 검토하였다. 이 중 첫째로 생산자책
임재활용제도(EPR)와 관련하여, 수입업체들이 환경 규제 등 관련 정보 접근성
취약, 상대적으로 높은 규정준수비용 부담, 현지와 다른 시장표준 적용 및 작은
기업 규모 등으로 인하여 불리한 여건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무역 제한 요
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둘째로 그린정부조달의 경우 조달 과정에서 부여하는
각종 요건 및 표준 등이 국제무역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투명성 있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셋째로
라벨링 및 표준제도의 경우 국가별로 서로 다른 제도 운영이 수입업체들의 규
정준수비용을 증대시킴으로써 사실상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
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순환경제 분야의 글로벌 가치사슬 촉진을 위해서
는 표준 등 관련 제도의 조화, 상호인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장에서는 마지막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국제협력 사례로 영국 엘런 맥아더
재단의 ‘New Plastics Economy Global Commitment(NPEGC)’, WEF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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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고 있는 ‘Platform for Accelerating the Circular Economy(PACE)’,
‘Sustainable Packaging Coalition(SPC)’, ‘Alliance to End Plastic Waste
(AEPW)’ 등을 검토하였다. 이들은 자체 사업뿐만 아니라 여타 국제기구, 기업,
각국 정부 등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의 순환경제 혁신활동 지원 및 개도국의 순
환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고 있어, 여타 국제기구,
EU 등의 협력 전략과도 어느 정도 밀접하게 연계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5장은 순환경제를 제품 전 주기 중 소비 단계에서 어느 소비자에 의해 폐
기된 생산물이 다른 소비자에 의해 다시 소비되거나, 혹은 다른 생산자의 생
산 요소로 다시 투입되는 등의 방식으로 생산물의 재사용과 재활용률을 높이
려는 정책 의제로 정의했다. 순환경제의 확산을 위해 정부는 일방적인 처방적
규제 대신에 정보제공 환경정책 방식인 ‘순환경제 인증제도’를 적용해볼 수 있
을 것이다. 순환경제 인증제도란, 만약 경제 내 순환경제의 확산에 부합하는 제
품인지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기준이 존재한다면, 그
것을 인증할 수 있는 공신력이 있는 인증기관에서 제품에 대한 순환경제 인증을
부여해주는 제도이다. 순환경제 인증제도를 정보경제학적으로 서술한다면, 순
환경제 인증제도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의 비대칭 정보에서 오는
시장실패를 시장의 유인구조를 활용하여 해결하려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장은 간단한 메커니즘 디자인 모형을 설정하여 시장에 유인구조를 활용한
순환경제 인증제도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비대칭 정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다는 것을 보여줬다. 내재가격 추정 회귀분석을 통해 친환경 인증제도의 효과
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최근의 연구들도 이러한 이론적 분석을 부분적으로 뒷
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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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대응방안
앞서 분석되었듯이 주요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순환경제 대응이 확산
하고 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순환경제체제로의 전환은 한국판 뉴딜
이나 2050년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우리나라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2021
년 하반기에 발표될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에서 향후 국내 대응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향후 정부의 추진방향에 있어 중요하게 검토하거
나 반영해야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제언하고자 한다.

가. 순환경제 전반: 제품의 전 주기를 고려한 정책 강화
순환경제는 폐기물을 단순 폐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선형경제와는 달리
자원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가진 경제체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관련 법령,
정책 및 모니터링은 폐기물 관리 위주로 추진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
를 극복하려면 제품의 전 주기(자원 투입, 생산, 소비, 재사용·재제조·재활용,
폐기물, 폐기·처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특
히 폐기물 발생 자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제품 설계(디자인)를 포함한 ‘생산
단계’와 소비자가 순환성이 높은 제품을 구입하여 오래 사용하고 폐기물을 지
속가능한 방식으로 배출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소비 단계’에서의 노력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가 「자원순환기본법」 전면 개정안(2021년 6월
발의),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2021년 내 발표 예정) 등을 통해 개선 노력을 시
작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제품의 전 주기적 관점에서의 대
응 방안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폐기물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자원을
순환시키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순환경제의 주요 원칙
중 하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대한 적게 투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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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품을 설계(디자인)하는 과정부터 자원 사용량을 줄
이고, 생산에 투입한 부품 등을 나중에 어떻게 다시 활용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재활용이 힘든 복합소재나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 단계에 재투입하기 어
렵기 때문이다. EU, 일본 등은 기업이 이를 감안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폐기물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단계에 대한 정
책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자원순환기본계획
(2018~2027년)’에서 생산과 소비 단계에 책정된 예산 비중은 각각 0.6%, 2.8%
로 폐기물 관리 단계(43.5%)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269) 따라서 폐기물
발생 자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방점을 두고 환경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
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적극 참여하여 기본계획을 비롯한 연관 정책을 수정·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한 예산 확대와 함께 기업의 규모나 산업 특성을 반영한
규제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 단계에서의 노력 또한 중요하다. 순환경제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인
인식은 제품의 순환성이 뛰어난 제품을 구입하게 하고, 구입한 제품을 쉽게 버
리기보다 최대한 오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이렇
게 창출된 시장 수요는 결국 기업의 생산 활동을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키는 요
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제품을 길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앞서 소개한 EU의 에코 디자인(예: 특정 제품의 순환성에 대한 요구조건 강화)
과 에너지 라벨링 지침(예: 라벨에 인쇄된 QR 코드를 통해 소비자가 제품 정보
를 확인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참고하되, 정책 수립에 좀 더 시간이 소요되
더라도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쳐 규제의 범위, 강도, 이행 시
기 등을 조율해야 할 것이다. 다만 김재영(2021)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
는 수리할 권리의 범위와 개념 논의부터 시작해야 하며, 선진국과는 다른 우리
나라의 정책 여건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270)
269) 관계부처 합동(2018),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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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끼리 필요 없는 제품을 나눠 쓰거나 임대할 수 있는 플랫폼(공유경제
관련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사례는 플랫폼
기업이나 민간단체가 정부와 협업하며 소비자의 자발적인 행동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를 고려하여 민·관 협력방
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탄소중립과 마찬가지로 순환경
제로의 전환은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 목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
다. 사회구성원 모두의 획기적인 인식 전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단기적으
로는 구매력이 높은 성인 소비자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효과적일 것이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중장기적 목표를 추진하는 주체는 현재의 아동, 청소
년이 될 것이다.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 적절한 ‘교육’을 통해 순환경제의 필요
성을 깨닫고 이를 실천하는 방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
공해야 한다. 교육부와 협업하여 연령대별로 가장 적절한 인식 제고방안을 구
상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 국제무역 관점의 순환경제 논의에 주도적 참여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PR, 그린정부조달, 라벨링 및 표준 등 각국의
주요 순환경제 정책들이 직·간접적으로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에서, 제도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
고 있다. 이 중에서도 라벨링 및 표준 분야의 경우 국내 순환경제 정책 관점에
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최근 국제적 논의 또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분야로서
특히 대외협력 측면에서 우선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제5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순환경제 라벨링 제도는 규제가 아닌 경제주체들
의 유인구조에 의한 자발적인 참여로 순환경제를 확산시키는 정책으로, 정보
비대칭에서 오는 시장실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으로 평가되고
270) 김재영(2021),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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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순환경제 표준은 라벨링 제도뿐 아니라 그린정부조달제도 등 다양
한 환경정책과 밀접히 연계된 분야로 최근 국제사회에서 국제표준 개발을 위한
작업 및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제2장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ISO/TC 207(환경경영기술위원회)에서는 환경 관련 표준인 ISO 14000 시리
즈를 제정하였고, ISO/TC 323(순환경제기술위원회)에서는 순환경제 국제표
준 개발을 위해 5개의 작업반(순환경제 이행체계 및 원칙, 비즈니스 모델 및 가
치사슬 가이드라인, 순환성 측정 및 평가, 성과 기반 접근, 제품 순환성 데이터
표준화)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최근 EU를 중심으로 각국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자국 내 표준
정비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기술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기존 국제적 논의에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력을 통해
이러한 위험 요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앞서 다룬 바와 같
이 순환경제 관련 표준은 원재료 표준, 유해물질 제한 표준, 재활용성 및 수리
가능성 표준, 중고제품 품질 표준 등 다양한 부문을 포괄하며, 민간 분야뿐만
아니라 정부조달 시장 진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다.
따라서 관련 표준의 조화 및 국제표준 개발 등의 논의는 매우 다양한 이슈를 포
괄할 것으로 판단되며, 더불어 관련 논의는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선 ISO/TC 323 등 현재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순환경제
국제표준 관련 다자협의 채널을 활용하여 국제표준 전략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의 관련 표준제도에 기반한 국제표준 제안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국제적 논의를 기반으로 국내 표
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꾸준히 정비해 나감으로써, 투자환경 개선 및 글로
벌 가치사슬에의 참여 촉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순환경제 표준제도의 조화 및 국제표준의 개발 등과 관련하여 특히 다
자적인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절차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FTA와 같은 양자 혹은 지역 단위에서의 기존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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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틀을 활용하는 전략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U의 경
우 ‘신순환경제 행동계획’의 국제협력 전략의 일환으로 지역무역협정에 순환
경제 조항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실제 EU·말레이시아 FTA,
EU·필리핀 FTA 등 현재 협상 중인 FTA에서도 지속가능성 영향 평가 등의 일
부로 순환경제 관련 어젠다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71) 또한 Yada et
al.(2017), Yamaguchi(2021) 등 기존 연구에서도 지역무역협정에 순환경제
표준 등의 협력 관련 조항을 별도 챕터로 포함하거나, 무역원활화, 규제 협력
등과 같은 조항에 순환경제적 요소를 반영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표준제도의
조화 및 상호 운용성을 제고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보다 현실적인 접근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또한 기체결된 혹은 협상 중인 지역무역협정
에 표준 분야 등 순환경제 관련 협력 조항을 지속가능 발전 이슈 등과 함께 포
함함으로써 양자·지역 단위의 협력 기반을 조성해나갈 필요가 있다.

다. EU 및 신남방국가와 순환경제 대응 국제협력 강화
우리나라는 국내적인 차원에서의 순환경제 대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
으나, 국내 차원의 순환경제 대응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을 보다 구체화해서 추
진할 필요가 있다. EU와 신남방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향후 전개될 국제협상에
대비하고, 다양한 협력 사례를 발굴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순환경제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EU와의 협력은 향후 우리나라
의 다자 및 양자 협력을 설정함에 있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EU가 2020년
발표한 ‘신순환경제 행동계획’은 글로벌 차원에서 순환경제를 주도하고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서의 글로벌 영향력을 모색하기 위해 다자 및 양자 협
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표 4-6 참고).

271) Yamaguchi(2021), pp.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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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플라스틱 협정, 글로벌 순환경제 연맹 등 EU가 다자 차원에서 추진
하고 있는 협정이나 이니셔티브는 향후 글로벌 기준을 형성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EU와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2019년 EU가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면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EU 역외 국가에
탄소배출비용을 적용하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언급한 바 있다.
EU 집행위가 2021년 7월 CBAM 입법안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
은 것처럼, 순환경제에서도 향후 EU의 대응조치가 EU 역내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사회 전반에 큰 파급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EU가 추진하는 다
자차원의 협력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EU가 ‘신 순환경제 행동계획’의 일환으로
2021년 2월 출범한 ‘순환경제 및 자원효율성을 위한 국제 연맹(GACERE)’272)
에 우리나라가 최근 가입한 것은 EU와 다자 차원에서 주요 순환경제 논의 이슈
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향후 개도국과의 협력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현재 EU가 개
도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자협력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EU는 개도국
을 대상으로 기술 지원, 역량 강화, 정책대화 등 순환경제 관련 협력 프로그램
을 지원하고 있으며(표 4-7 참고),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정책대화, 개발
협력 및 금융지원, 연구협력을 추진하고 있다(표 4-8 참고).
특히 EU는 순환경제미션(circular economy mission)을 통해 개도국 중심
으로 지속가능하고 자원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고위급 정관계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순환경제미션을 통해 개도국의 순환경제 촉진, 그린정부조달,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의 협력을 증진하고, 그린솔루션 제공을 촉진하기 위해 유
럽과 개도국 기업간의 매칭 이벤트 등을 개최하여 EU 중소기업의 개도국 진출
을 지원하고 있다. 2016년 이래로 9차례의 순환경제미션 회의가 칠레, 남아프
리카, 세네갈, 콜롬비아, 인도, 멕시코, 중국 등에서 개최된 바 있다.
272) Global Alliance on Circular Economy and Resource Efficiency(GACERE),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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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EU의 대(對)개도국 협력 사례를 통해 개도국 지원 방향을 참고하
고,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로서 경제적 교류가 높은 신남방 지역과의 협력에
서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신남방 지역은 경제발전과 더불어 빠른 속도
로 도시화가 진전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
고 있다. 특히 정부가 기존의 신남방 정책을 강화하는‘신남방정책 플러스’를 추
진하면서 지속가능한 무역 투자 기반을 구축하고, 환경해양 등 초국가협력도 강
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순환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273)
도시화 진전에 따른 폐기물 관리나 오폐수와 같은 수자원 관리 등 신남방 지
역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거나 그간 지원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모색
할 수도 있지만, 제품 생산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제품 전 주기를 고려하여 협력
분야를 발굴할 수도 있다. 자원순환성 측면에서 신남방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바이오플라스틱 등 혁신소재를 상용화하거나 생산 단계에서 재생원료의 이용
률을 높이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남방 지역은 이미 국내 기업의 주요한 생산기지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
들 지역에서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최종재나 중간재 생산에서부터 제품의 순환
성을 제고하는 국제협력은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와 신남방 지역의 순환경제
대응에서 상호 윈윈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라. 민간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정부는 민간 부문이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글로벌 시장
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자
원효율적인 친환경 또는 폐기물 활용 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촉진해
야 한다. 플라스틱을 대체할 소재나 바이오원료 또는 재생원료를 사용한 상품
을 개발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초연구, 실증, 상용화를 추진하기 위한
273)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신남방정책플러스｣,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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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인프라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일례로 우리 정부는 2020년 화이
트바이오산업 활성화 전략을 통해 고부가가치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
고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에 3년간 최대 3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274) 개발비용에 대한 부담이나 협소한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연구개발, 지재권 관리, 상용화 등에 관한 일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생산 공정을 개선하거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원 사용을 줄이거나 대체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도 민간의 자생적인 노력과
함께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원효율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적응하기 위
해 내부적으로 이용가능한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세기업 또는 중소기업
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그간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주도해온 재활용산
업의 경우 현대화 및 정보화된 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폐기물 수거와 선별체
계를 개선하고 관련 시설 정비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다만 최근 국내 대기업이
폐기물 또는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인수합병이나 투자를 확대하며 해당 산업에
자금이 유입되는 상황이나, 영세업자들의 입지가 위협받는다는 평가도 있어 이
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겠다.
또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사업 모델을 가진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해야 한
다. 스타트업은 빠른 의사결정구조와 이른바 ‘창조적 파괴’에 적합한 조직 특성
으로 인해 자원순환성 개선에 관한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할 가능성
이 높다. 2020년 EU는 ‘중소기업의 에코혁신 전략’을 통해 금융 접근성 제고,
연구개발 투자,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확대 등의 지원을 강조한 바 있어 참고할
만하다.275) 공유경제/구독경제 서비스, 기업 폐기물 관리 플랫폼, AI 기반 가
구 재활용 서비스,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등 국내외 스타트업 사례가 늘어나고

274) 환경부 보도자료(2021. 8. 25),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재활용 거점센터 본격 운영｣.
275) European Commission(2020b), “Future brief: Eco-innovation in SM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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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바 이들에 대한 초기자금 지원, 멘토링 및 교육, 해외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봤던 그린정부조달 역시 에너지나 자원 투입을 낮춘 제품이나 재
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정부의 구매를 통해 관련 시장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다. 기업에 자원효율성이 높은 제품의 개발과 생산에 투자할 유
인을 제공하고, 제품의 환경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 ‘저탄소제품 인증’,
‘우수재활용(GR) 인증’을 받은 녹색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제도276)
를 운영하고 있어 녹색제품의 범주에 순환경제를 고려한 제품의 특성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최근 도입된 ‘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
증’, 즉 이물질 함유량, 유해물질 함유량, 순환자원의 성상 등 순환자원에 관한
적합성을 인증받은 제품도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
해볼 수 있겠다.277) 또한 친환경이나 재활용 물질을 사용한 제품 외에도 제품
의 공유제도 활성화나 재사용 촉진과 같이 보다 종합적인 순환경제의 구성 요
소를 고려하는 방향으로도 그린정부조달을 운영 및 심화할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 주요국의 순환경제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민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이 해외의 규제, 기준, 제도에 적절히 대응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순환경제에 관한 정책이나 제도는 개별 국가 내의
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해당 국가로의 진출을 모색하는 해외 기업이나 무역 상
대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U가 도입하는 플라
스틱세나 재생원료 사용 목표는 궁극적으로 역내에서 상품을 생산하거나 수입
하여 판매하는 기업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재활용 규제
가 느슨했던 미국에서도 최근 주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EPR을 전면 또는 부
분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추세이므로 새롭게 도입되거나 적용 범위 및 수준이

276) 환경부(2020), ｢2021년도 녹색제품 구매지침｣.
27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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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는 EPR 제도에 대한 정보도 파악해야 한다. 2017년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조치 이후 연이어 발표되는 주요국의 폐기물 수출 또는 수입 금지 및 제한
조치의 범위와 수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

마. 데이터 기반의 이행 점검 및 모니터링
순환경제 관련 정책 수립과 이행 점검은 신뢰할 만한 정확한 기준에 따라 축적
된 데이터와 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 지난 2019년 제4차 유엔
환경총회(UNEA)에서 채택된 장관선언문(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에 관한 혁신적인 해결방안)에는 증거기반 의사결정을 위해 비교가능한 국제 환
경데이터를 구축하고 환경데이터의 관리능력을 개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
었다.278) 앞서 폐기물 관리에 관한 OECD의 통계, 주요국의 자체 통계, 우리나
라의 통계를 살펴본 바 있다. 유사한 기준을 적용한 부분도 있지만 폐기물의 처
리방식에 대한 분류나 재활용률을 산정하는 기준에 있어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OECD와 EU가 도시폐기물의 처리를 크게 회수와
처분으로 구분하고 회수를 재활용, 퇴비화, 에너지회수를 동반한 소각, 기타 회
수로 나누는 방식인 반면, 중국은 매립, 소각, 기타로 구분한다. 우리나라는
OECD에는 OECD 기준으로 데이터를 보고하긴 하나, 국내 폐기물 통계는 처리
방식을 매립, 소각, 재활용, 기타로 구분한다. EU에서도 회원국마다 서로 다른
폐기물 또는 재활용 관련 통계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따라서
OECD 등을 중심으로 폐기물이나 재활용뿐 아니라 자원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
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통계 기준을 마련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겠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논의와 노력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관
련 통계체계가 미흡한 개도국에 협력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78) 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2019), “Ministerial declaration of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 at its
fourth sess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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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내적으로 먼저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순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통
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제기준으로 간주되
는 OECD와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의 처리방식을 회수와 처분으로
단순화하고, 재활용에서 SRF는 제외하고 물질재활용만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
아가야 한다. 또한 에너지회수에 대해서는 단순히 에너지회수시설 설치 여부가
아닌 회수효율 결과에 따른 정량적인 판단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279) 실질재활
용률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물질흐름과
같이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산업이나 경제 전반의 자원흐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통계체계의 개선은 또한 순환경제 이행 점검을 위한 세부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것과도 연관된다. 정성적인 평가 외에 정량적인 객관적 지
표를 비교하여 기업 차원의 노력과 정부 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우리나라의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년)’에는 원단위발생
량,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에너지회수율과 같은 평가 지표가 제시되었고,
2021년 공개 예정인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에도 데이터 가용성 측면을 고려
하여 이행 점검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지표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자
원순환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평가 지표 외에 재생자원 이용률, 자원순환제품의
국가표준 건수, 순환경제 부문 R&D 예산 지출액, 순환경제 부문 부가가치 등
다양한 지표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280) EU, 일본 등 우리보다 앞서 순환경
제 이행 점검을 위한 상세 지표를 개발한 사례나 국제 논의를 토대로 통계 구축
인프라를 마련하고, 우리 기업과 지방 및 중앙정부에서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
하고 처리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279) 전문가간담회, 「순환경제에서 폐기물 역할과 과제 – 폐기물관리 개념 및 통계」,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
박상우 소장(2021. 8. 12., 세종) 참고하여 정리함.
280) 전문가간담회, 「순환경제 개념 및 정책 방향」, 한국환경연구원 조지혜 연구위원 (2021. 8. 19., 세종)
참고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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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표 1. 바이오/폐기물 발전 및 책임있는 사업행위 목적의 ODA 지원 규모
바이오연료 발전
2016
Germany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2017

4.2

87.6

18.0

10.5
9.6

Canada
Climate Investment Funds
Global Environment Facility
Switzerland

7.8
7.2

4.8

17.2

2019
0.2

24.2

0.0

9.5

0.0

8.9
14.6

0.1

3.9
0.0

3.0
0.0

0.0

총계

14.6

0.0

Green Climate Fund
Korea

2018

0.3

2.4
3.0

0.0

0.1

폐기물 발전
2016

2017

48.2

Canada
France

2018

0.5

0.1

0.8

0.0

Korea

총합계
49.0
0.6

0.4

GGGI
Finland

2019

0.1
0.0

0.4
0.1
0.0

책임있는 사업행위
2018
Germany

1.6

Sweden

15.3

EU Institutions
Norway

0.0

Switzerland

1.3

Denmark
Netherlands
Austria

1.2

2019

총합계

19.1

20.6

0.7

16.0

5.8

5.8

4.6

4.6

1.9

3.2

2.7

2.7

1.2

1.2
1.2

자료: OECD Stat, Creditor Reporting System(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4)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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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Accelerating Transition towards a Circular Economy
and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Jin-Young Moon, Youngseok Park, Seung Kwon Na, Sunghee Lee, and Eunmi Ki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striving to achieve
sustainable growth while efficiently using limited natural
resources. In particular, major economies, including the EU,
have recently pledged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or net
zero emissions one after another, and the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is being emphasized as one of the important
policy measures to achieve this long-term goal. As the use of
disposable items such as masks has increased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concerns about how to deal with the
increased waste are also growing.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analyze global efforts to promote the circular
economy, main issues in waste management, cases of response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review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certification system on the circular
economy. Based on these results, it aim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Executive Summary • 217

Chapter 2 examines the concept and importance of the
circular economy, also analyzing the efforts of major countries
and multilateral organizations to promote the transition to
the circular economy. In this study, the circular economy is
summarized as an economic system based on basic principles
including minimum resource and energy input, maximum
reduction of waste emission, and long-term use of products
as much as possible. As the circular economy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environment, economy and
society as a whole, stronger efforts are being made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ursue it. The EU mandates
producers to factor in circular economy principles from the
product design stage and encourages consumers to purchase
products with high resource efficiency. Japan has made
efforts to lead global discussions on issues of its own interest,
such as the 3R(Reduce, Reuse, Recycle) initiative. In the
case of the UK, the private sector is taking a prominent role,
and Korea has been announcing circular economy-related
laws, policies, and implementation plans since 2020. At the
multilateral level, the G7 and G20 suggest the policy direction
of resource management policies for member countries and
recommend that their progress be monitored. Multilateral
organizations, such as the ISO Technical Committee (ISO/
TC323), are discussing the issue of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related to circular economy, but response measures must be
prepared against the possibility of some countries leading the
working groups using this as a regulatory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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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waste generation
and treatment in selected countries and Korea, policy trends,
and issu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ircular economy.
This is because waste management is one of the important
steps that can decisively distinguish the linear economy
from the circular economy. The recycling rate of municipal
waste generated in the EU 28 countries improved from 25.2%
in 2000 to 46.8% in 2018. In the United States, the waste
recycling rate (excluding composting) slightly increased
from 21.8% in 2000 to 23.6% in 2018. The amount of waste in
Japan has decreased over the last 10 years, but the recycling
rate steadily remains at 20%. China records continuously
increasing amounts of waste and the country mainly depends
on incineration to dispose of this waste. Korea’s waste
increased from 400,000 tons/day in 2014 to 490,000 tons/
day in 2019, and its recycling rate was reported as 86.5% in
2019. The key issues of waste management in consideration
of implementing a circular economy are as below. First,
preventive measures to design and produce products to
reduce the generation of waste, as well as promote the
recycling of waste and conduct environmentally sound waste
disposal, are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Second, with
China’s 2017 ban on waste imports and the revision of the
Basel Convention on Hazardous Waste, regulations on crossborder movement of plastic waste are being strengthened.
Finally, in order to come up with an appropriate waste
reduction and recycling policy and policy monitoring system,

Executive Summary • 219

the reliability and availability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atistics on waste generation, treatment and cross-border
movement should be improved.
Chapter 4 analyzes international cooperation cases to
establish a circular economy and related issues, focusing on
support and cooperation for developing countries, the link
between circular economy policies and international trade,
and cases of private-led circular economy cooperation.
First, in the case of support for developing countries, the
waste sector occupies a large proportion in ODA, but the EU
and UN are promoting support projects for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more diverse channels and methods.
In particular, the EU is promoting various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such as Switch to Green and partnerships
with Africa as part of the 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 Second, this study reviewed the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system, green government procurement,
labeling and standards as examples of major issues in terms
of the relevance of circular economy policies to international
trade. Basically, the key issue that penetrates each field is
whether the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each system
imposes mutually discriminatory conditions on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Lastly, cases of private sector-led
international cooperation are generally promoted for the
purpose of encouraging companies to voluntarily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developing circular economy labeling
through business associations, or conveying corp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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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s on government policies. However, in reality, most
case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t the private level are
also promoted in the form of cooperative projects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ational governments, and
non-rofit organizations.
Chapter 5 defines the circular economy as a policy agenda
to boost reuse and recycling in consumption and production
of goods in the economy. To promote the circular economy,
the government may adopt the circular economy labeling
system, which is an information-based environmental policy.
The circular economy labeling system provides consumers
with information on whether a product meets the circular
economy standard. The labeling system aims to advertise
and verify the information. In other words, the labeling
system is considered a policy tool to solve any market failure
caused by asymmetric information between consumers and
producers about the quality of the product. We set up a
simple mechanism design model to show how the labeling
system can resolve the asymmetric information problem. In
addition, we summarize the previous literature that mostly
used hedonic price models to empirically examine the
efficacy of the labeling system.
In Chapter 6, policy implications are derived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to prepare for the spread
of the circular economy.
First, it is necessary to go beyond existing waste
management-focused policies and fully consider the ent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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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cycle of a product. In particular, more efforts must be
made at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stages with the
goal of reducing the use of resources and minimizing the
generation of waste itself. In the production stage, from the
design process, it must be made more difficult to generate
waste and more considerations made toward putting the
used materials or parts into production later. At the
consumption stage, there is a need to encourage consumers
to purchase recyclable products, use them for a long time,
and dispose of waste in a sustainable way. This requires
providing consumers with sufficient information about the
product and guaranteeing the ‘right to repair’ so that the
products can be used as long as possible. Effort must be
made to also promote the use of platforms such as mobile
applications related to the sharing economy where consumers
can share or rent products they do not need. Above all, it
should be kept in mind that the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is a mid- to long-term goal. Educational opportunities
should be continuously provided from an early age so that
people can realize the necessity of a circular economy and
learn how to practice this in their daily life.
Second, it is necessary to take a leading role in discussions
of the circular economy related to international trade,
focusing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 for circular economy.
Since various circular economy policies can affect international
trade, it is necessary to fully consider these factors in the
design and operation of circular economy-relate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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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articular, standards are closely related to various
environmental policies, such as the labeling system and the
green government procurement system. In addition, each
country is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domestic circular
economy standards, and it is highly likely that these
standards will act as technical trade barriers in the future.
Therefore, through multilateral channels such as IOS/TC323,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rends in international standards-related
discussions and actively develop international standards proposal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domestic standard
system in line with thes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actively
utilize the framework of bilateral or regional cooperation
such as FTAs.
Third, Korea needs to incorporate concrete international
cooperation measures in its response to the circular economy,
instead of focusing on domestic measures. Cooperation with
the European Union, which is leading global responses,
could serve as a good benchmark for Korea to establish
bilater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Multilateral agreements
and initiatives proposed by the European Union could be
developed into global standards, such as the Global Agreement
on Plastic Pollution and the Global Alliance on Circular
Economy and Resource Efficiency. Korea also could develop
further coopera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 based on the
examples of the European Union and consider expanding
cooperation with ASEAN member states and South Asian
countries. Cooperation with Asian countries could enh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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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petitiveness of companies and capabilities to tackle
the circular economy for both Korea and Asian countries as
well.
Fourth, the government should prepare various measures
to support the private sector to take the leading role in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and strengthen its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market. It is necessary to
expand R&D infrastructure and financial support for basic
research, demonstr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materials
using resource-efficient or recycled materials. In addition,
the government can also catalyz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to improve the production process or reduce the use of
resources that can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environment.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with limited
resources to implement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financial, technical and capacity-building support are
needed. In the case of current green public procurement,
criteria for mandatory purchase could be expanded to
include products certified for using circular resources and to
promote reuse of purchased products and product sharing
system. In addition, since circular economy policies and
regulations can make a significant cross-border impact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activities, it is necessary to
proactively monitor policy changes and trends in major trade
partners and provide timely assistance for the private sector.
Finally, design,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circular
economy-related policies should be based on rel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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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urate and comprehensive data and statistics. Considering
the different data standards and statistical system among
OECD members, selected major economies and Korea, the
harmonization of standards and criteria of data collection,
such as waste treatment methods and recycling rate
calculation, could be the first step to come up with effective
measures to improve circular resource management. Therefore,
domestic and international efforts are required to discuss
internationally agreed statistical standards that can measure
overall resource efficiency as well as waste generation and
treatment. For this to happen, Korea needs a more
sophisticated statistical system to capture and measure
resource use and efficiency and material flows in each
industry sector and the economy as a whole.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indicators that can objectively
evaluate various aspects of the circular economy and
precisely monitor the performance of relevant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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