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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plastic production from 1950 to 2017(Statista 2019): `15년까지 90억톤 생산

플라스틱의 특성
Ø 석유와 가스 생산량의 약 8%가 플라스틱으로 전환, 금속•유리•종이 등 천연소재의 사용을 줄임
Ø 주택 내외장재, 의류, 식기 등 의식주, 자동차, 전자제품 등 생활 편의 제공에 상당한 기여

Ⅰ. 플라스틱 시대

4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자원순환정책연구원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
⦁ 그 간 63억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
재활용된 쓰레기는 9%뿐, 12%는 소각, 79%는 매립되거나 자연환경에 축적(사이언스 어드밴시스)
⦁ 1분에 한 트럭씩…2050년이면 바다엔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많을 것임(엘렌 맥아더 재단)
해저 11㎞에도 플라스틱 쓰레기…연간 바닷새 100만 마리 플라스틱 때문에 폐사
매년 800만톤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쏟아진다.(미국 국립해양대기국(NOAA))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The GreatPacificGarbagePatch)에 모여든 쓰레기, 약 1조8천억 개의 플라스틱 조각
매년 바닷새 100만 마리 이상과 해양 포유류 10만 마리 이상이 플라스틱 때문에 목숨을 잃어(유네스코)
⦁ 매주 신용카드 1장 분량 미세플라스틱 섭취
플라스틱의 인체 섭취 평가 연구, 매주 약 2천개의 미세플라스틱(약 5그램)(WWF와호주 뉴캐슬 대학)

식탁에까지 올라온 미세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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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합성수지 사용량
<합성수지 국내 수요 현황: 연평균 2.5% 증가>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성수지(천톤/년)

5,283

5,320

5,837

6,237

6,380

5,987

* 자료 출처 : 합성수지 부문별 수요 추이, 석유화학 2019 미니북, 한국석유화학협회, 2019. 5

<국내외 합성수지 용도별 소비량 비교: 포장재가 40% 이상>
구분

계

포장재

전기·기계

수송

건축

가정용품

농림수산

기타

한국(2005, 천톤)

4,585
(100%)

2,079
(45.4%)

338
(7.4%)

213
(4.6%)

1,077
(23.5%)

587
(12.8%)

150
(3.3%)

141
(3.0%)

일본(2017, 천톤)

10,120
(100%)

4,120
(40.7%)

1,910
(18.8%)

1,220
(12.1%)

1,190
(11.8%)

970
(9.5%)

140
(1.4%)

570
(5.6%)

EU(2017, 천톤)

51,200(100%)

(39.7%)

(6.2%)

(10.1%)

(19.8%)

(4.1%)

(3.4%)

(16.7%)

* 한국: 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 플라스틱 생산, 사용, 폐기 및 처리 통계조사, 2006. 11
* 일본: 일본 플라스틱폐기물관리협회(PWMI), 2019. 2
* EU: 김평중, 국내외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 현황, 플라스틱 이슈 포럼1,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1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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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합성수지 종류별 수요량>
구분

계

PE

PP

PVC

PS+EPS

기타

열경화성

한국

6,325
(100%)

2,298
(36.3%)

1,471
(23.3%)

1,093
(17.3%)

571
(9.0%)

554
(8.8%)

338
(5.3%)

일본

11,020
(100%)

2,650
(24.1%)

2,510
(22.7%)

1,710
(15.5%)

1,240
(11.3%)

1,980
(17.9%)

940
(8.5%)

(2018, 천톤)

(2017, 천톤)

* 한국: 한국석유화학협회, 2019 석유화학 미니 북, 2019. 열경화성은 PC 국내 수요량
* 일본: 플라스틱폐기물관리협회(PWMI), 20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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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국내외 플라스틱 소비 및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구분

플라스틱
국내 소비량

플라스틱 폐기물
총발생량

생활계

사업장계

한국(2017, 천톤)

6,325

7,961
(100%)

2,980
(37.4%)

4,981
(62.6%)

일본(2017, 천톤)

10,120

9,030
(100%)

4,180
(46.3%)

4,850
(53.7%)

* 한국: 환경통계포털,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2017)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만 정리
* 일본: 플라스틱폐기물관리협회(PWMI), 20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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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현황(2017)>
구분

계

매립

소각

한국

7,994

365

2,658(33.2%)

(천톤/년)

(100%)

(4.6%)

전기 생산, 증기 이용, 소각

일본

9,030

520

(천톤/년)

(100%)

(5.8%)

재활용
4,971(62.2%)
MR 681+?, 시멘트 858, 고형연료
1,199

4,330(48.0%)

4,180(46.3%)

전기 생산 2,870, 증기 이용

MR 2,110, 액화•가스화•고로 400,

700, 소각 760

고형연료 1,670

• 한국: 환경통계포털,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2017)에서 플라스틱 폐기물만 정리. MR 681천톤 (KPRC, 2017),
• 시멘트858천톤(한국시멘트협회,2019),고형연료1,199천톤(환경공단,SRF제품제조•사용•수입 실적현황,2018)
* 일본: 플라스틱폐기물관리협회(PWMI), 2019. 2

Ⅱ. 합성수지 사용 및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현황

9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자원순환정책연구원

<PWMI의 일본 플라스틱 물질흐름도 작성 방법>
Ø 매년 3월 발표: Plastic Waste Management Institute(PWMI, 일본 플라스틱순환이용협회)가 Newsletter
에 게재
Ø 단체 설립 및 활동: 1971년 설립되어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 재활용, 처분에 대한 연구 조사와 플
라스틱 폐기물의 적정 재활방안 연구,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홍보와 교육, 국내외 플
라스틱 및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업체들과의 협력
Ø 회원 업체(단체): 합성수지 제조업체 19개소와 3개 단체 회원(일본석유화학산업협회, 일본 플라스틱공업연
맹, 비닐환경위원회) 3개 후원단체(일본PET병협회, 일본스티로폼협회, 일본PVC환경위원회)로 구성

Ø 조사방법: 매년 플라스틱 폐기물에 관하여 생산량 설문조사, 배출량 조사, 지자체 조사, 산업폐기물
조사 등, 그 조사 결과와 각종 통계자료를 종합하여 <플라스틱 물질흐름도>를 매년 작성
Ø 정부 협조: 환경성, 경제산업성, 각 지자체 및 관련단체들의 귀중한 자료 협조와 지도를 받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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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현황
-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현황(2016년도): 출고량의 42% 만 관리
생산자 관리 대상
발생량(A)

7,310,585(톤)

소계(B)

EPR 출고량

부담금 출고량

자발적 협약
출고량

3,071,989

866,364

689,855

1,515,770

B/A

42.0%

* EPR(생산자책임재활용) 출고량,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 폐기물부담금 출고량 및 자발적협약 출고량, 환국환경공단
* 민달기, 합성수지계 폐기물 수출입관리현황 분석, 한국환경공단 폐플라스틱 관리현안과 개선방안 심포지엄, 2018.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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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량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량(2016): 발생량의 62% 재활용, 생산자 부담은 22.1%>
재활용량

4,525,270(톤)

재활용업체
실적

5,101,100(A)

생산자 재활용 비용 분담
소계

생산자 책임
재활용

자발적 협약
재활용

1,128,235(B)

812,946

315,290

B/A

22.1%

* 재활용량 및 재활용업체 실적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폐기물재활용실적 및 업체 현황, 2017, 한국환경공단
* 생산자책임재횔용(EPR) 실적,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 폐기물부담금 자발적협약 실적, 환국환경공단
* 민달기, 합성수지계 폐기물 수출입관리현황 분석, 한국환경공단 폐플라스틱 관리현안과 개선방안 심포지엄, 2018.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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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합성수지는 석유(납사), 천연가스(에탄가스)들의 원료를 이용하여 에틸렌 등 기초 유분 생산
구분

생산 제품

NCC 공정

올레핀(에틸렌, 플로필렌, 부타디엔), BTX 등

(아시아, 유럽 등 대부분의 지역)

다양한 제품군 생산

ECC 공정
(중동, 북미 등 천연가스 생산지역)

대부분 에틸렌 생산

1) 성동원, 석유화학산업 동향 및 전망,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9 이슈 리포트, 2019.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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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에틸렌 생산설비는 2020 ~ 2023년 집중적으로 증가
v 아시아 지역은 NCC 형태로 에틸렌 설비 증설 주도
v 미국은 셰일가스 생산 확대로 ECC 설비 투자 급증 -> 유가 상승에도 폴리에틸렌 가격은 하락
v 수요 증가율 둔화에도 전 세계 1인당 에틸렌 소비량은 중장기적으로 지속 증가
v 공급 과잉으로 가동율 하락과 제품 가격 하락 초래
v 국내기업도 시설 투자 확대 -> 플라스틱 감량정책의 한계?
⦁ 롯데케미칼, 미국 ECC 시설 투자, 상업적 가동 개시
⦁ LG화학 여수 NCC 증설
⦁ 정유기업들도 납사 판매 대신 NCC 증설(현대케미칼, GS칼텍스, S-oil 등)

- 재생원료 가격에 미치는 영향
v

미국 ECC설비로 생산된 에틸렌의 수출 증가로 에틸렌 가격이 하락
→ 재생PE 등 가격 하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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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外]
- 2019 G20 환경장관회의(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 2019. 6. 15 ~ 16)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G20 Action Plan on Marine Litter) 채택, 정상회담 선언문에 포함
⦁실행계획은 사회경제적 영향을 반영하여 해양쓰레기 저감과 예방을 목표로 추진
⦁7가지 정책 방향 및 41개 실천과제를 해당 국가의 여건에 따라 추진, 2025년까지 해양쓰레기와
그 영향을 현저하게 저감하고 예방하는 책임을 이행
⦁글로벌이행성과네트워크(Global NetworkoftheCommitted)운영: 구체적인 이행과 성과 등 확인 및 공유

G20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및 미세플라스틱 대책 실시 시스템을 만들기로 합의,
⦁폐기물 발생⦁수거⦁재활용량, 폐기물의 해양 유입량 및 수거량 등 정보 공유

플라스틱 폐기물의 적절한 회수와 관리, 재활용을 촉진하는 대책 실시, 국제회의에서 정기 보고
외부의 반응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은 ‘오염 없는 지구’를 향해 전진한다로 평가
⦁세계플라스틱위원회(WPC): G20 회의에서 채택된 해양쓰레기 실행계획을 환영한다는 입장 발표
⦁세계자연기금(WWF): 실행계획의 이행을 위해 일정과 책임, 재원 등 구체적인 조치를 명확하게 정의 촉구

Ⅲ. 플라스틱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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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F의 글로벌 캠페인인 ‘플라스틱 없는 자연(No Plastic in Nature)’
정부가 플라스틱 순환 체계를 보증하고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
해양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을 요구

- New Plastics Economy Global Commitment
UNEP가 협력하고 엘렌 맥아더 재단이 주도하여 2018년 10월 29일 발족
200개 업체가 협약서에 서명. 플라스틱 포장의 20% 이상 점유, 연간 매출액이 20조 달러
플라스틱 포장 제품 생산업체, 포장재 생산업체, 제품 도소매 업체 및 재활용 업체 등이 참여
협약 참여 조직의 공동 비전
첫째, 문제가 있거나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을 없앤다.
둘째, 재사용 모델을 적용하여 1회용 포장의 수요를 줄인다.
셋째, 플라스틱 포장재는 100% 재사용, 재활용 또는 콤포스팅 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넷째, 플라스틱 제품에 재생 플라스틱원료 사용률을 높여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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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Plastics Economy Global Commitment
서명 기업들의 약속 : 매년 플라스틱 생산 및 사용량을 공개

Ø Carrefour, Colgate Palmolive, Danone, L'Oréal, MARS, Nestlé,
The Coca-Cola Company, Unilever 등은 플라스틱 총사용량, 제품 수, 지리적 분포,
포장 형태와 물질 형태 등을 발표키로 함.
Ø 123개 기업은 재사용, 재활용 또는 퇴비화가 가능한 플라스틱 포장을 2023년까지 100% 사용
Ø 소비재 제품 생산자와 유통업체들은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재에 25%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
Ø 기업에 따라서는 플라스틱 포장재에 30% ~ 100%의 재생원료를 사용하겠다고 발표
Ø 2025년까지 540만톤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신재 사용량을 감소
Ø 2019년 말까지 PVC, 일회용 빨대, 1회용 봉지 사용을 중지

Ⅲ. 플라스틱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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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Plastics Economy Global Commitment
협정에 서명한 기업(단체)
구분

주요 기업(연간 매출액 순위)

생활용품
생산업체(6개소)

Nestle(1위), Pepsico(3위), Unilever(4위), The Coca-Cola Co(8위),
L`Oreal(9위) Mars, Incorporated(10위)

플라스틱 포장재
생산업체(7개소)

Amcor(2위), Berry Global(3위), Seal Air Corporation(4위),
RPC Group(5위) Bemis(6위) ALPRA Group(7위), Aptargroup Inc(9위)

글로벌
유통업업체(5개소)

WalMart Inc.(1위), Schwarz Group(4위), Carrefour(9위), Target(13위)
Ahold Delhaize(14위)

환경산업체(2개소)

Veolia(1위), SUEZ(2위)

▶▶▶ 참여 기업이 증가한다면? 국내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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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內]
- 시민환경연구소, 1년간의 우리나라의 환경・에너지정책 평가 결과 발표(2019. 5. 9)
5점 만점에 2.83점으로 낙제점, 학계 및 시민사회 전문가 100인에게 설문조사 실시
현 정부의 플라스틱 대책은 미흡(매우 미흡+미흡) 45%, 보통 39%로 응답
플라스틱에 세금을 부과해 제품의 생산과 수요를 동시에 억제하고, 그 재원을 폐플라스틱
수거와 재활용에 이용하는 정책 방향에 56명이 응답

- 그린피스 한국지부, 플라스틱제로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 서명부를 환경부 장관에게 전달(2019. 6. 14)
시민 106,601명 서명, ‘플라스틱제로 한국’ 건의문 전달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 이유는 하나다, 우리나라엔 플라스틱을 묻을 땅이 없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규제하고 더 적극적으로 소비 절감의 필요성을 홍보해 달라.
정부 부처가 협업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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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플라스틱 ZERO 캠페인 실천
구분

세부 실천사항
ü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의 단계적 퇴출 방안 마련

정부와 함께
정책 개선

ü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정책 촉구
ü 재활용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활성화
ü 분리배출의 공공관리 강화
ü 택배 등 유통 과정에서 사용하는 비닐류의 사용 자제

기업과 함께
구조개선

ü 제과점, 장례식장 등 1회용품 사용이 많은 업계와 플라스틱 사용
저감 협약 체결
ü 의류에 사용한 플라스틱 재사용 캠페인(의류 플라스틱 폐기물 캠페인)

시민과 함께
직접 참여

ü 시민들과 함께하는 남해 바다 쓰레기 제거 캠페인
ü 소비자에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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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정책포럼 ‘플라스틱 쓰레기 소각, 어떻게 볼 것인가’(2019. 7. 18)
폐기물 소각, 어쩔 수 없는 당위와 그 한계(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ü
ü
ü
ü
ü

플라스틱 쓰레기 중 물질 재활용된 량이 200만 톤 내외
플라스틱 포장재, 물질재활용이 가능한 양 50%, 재사용으로 전환 20%, 재질구조 전환 30%
전 세계 석유화학업계의 시설 투자로 플라스틱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물질 재활용에는 기술적 한계, 열분해방법은 플라스틱 소각 논란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 및 퇴비화를 통한 재활용도 기술적 한계

플라스틱 쓰레기 소각이 남기는 문제와 대안(강신호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장)
ü 플라스틱 문제는 철저하게 자본주의적 논리가 지배 → 물질순환 논리로 전환해야
ü 플라스틱 사용량이 줄어들지 않는 한 소각장이 늘어나고, 소각장이 늘어나는 한
대기오염물질도 증가
ü 연소는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퓨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
연소가스 발생
ü 가스 중 탄화수소, 황산화물은 질소산화물로 2차생성물로 전환되어 미세먼지 발생 등
ü 일회용품, 과다 포장, 비닐류 사용 규제 강화 외에, 순환을 고려한 생산과 소비 필요
ü 제품의 재활용 우선 디자인, 생산자책임재활용, 재활용기금, 부담금을 통해 분리배출,
수거, 재활용 주체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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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재활용폐기물 종합관리대책 발표(2018. 5.)
-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 감축, 재활용률 기존 34%에서 70%까지 증대
전략

세부 과제

친환경 제품 설계 및
생산자책임재활용 강화

ü 재질구조 평가 의무화 및 분담금 차등화
ü 재활용 친화형 소재 디자인 개발 : 유니소재화 등
ü EPR 품목 확대 및 재활용 의무율 상향 조정

1회용품 사용 최소화
및 포장 최소화

ü 다회용 컵 인센티브, 컵 보증금제
ü 비닐봉투 사용금지 : 대형마트 사용금지
ü 택배운송 포장재 : 가이드라인 제정 및 법적 제한

분리배출 체계 개선
및 홍보 강화

ü 분리배출 개선 포럼, 분리수거지침 개정, 알기 쉬운 가이드라인 제공
ü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 : 매체별, 스마트폰 앱, 도우미

수거선별 공공 관리 강화
및 수거선별업체 지원
재활용 시장 안정화
및 재생원료(제품)의
수요 확대

ü 공공 선별장 신설 및 노후시설 개선, 수거업체 수익 안정화
ü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특례 연장, 고물상 환경 개선
ü
ü
ü
ü

안정화 재원 마련, 공공 비축, 생활폐기물 SRF 사용처 확대
수입 폐기물 사전 검사, 국산 재생원료 사용 제고
공공 구매 확대 및 고품질 선별기술 조기 상용화
재활용제품 품질 제고 중장기 R&D 로드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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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환경부-기업 자발적 협약 체결
구분

협약 체결 업체 및 내용

1회용 비닐쇼핑백⦁
Ø 5개 대형마트: 농협하나로유통, 롯데마트, 메가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과대포장 없는 점포
Ø 속비닐 사용량 50% 감축, 유색·코팅된 식품포장재 및 추가포장 자제
(2018. 4. 26)

1회용품 줄이기
(2018. 5. 24)

Ø 16개 커피전문점: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파스쿠찌, 이디야, 빽다방 등
Ø 5개 패스트푸드점(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KFC, 파파이스) 참여
Ø 플라스틱 컵 재질 단일화, 유색 또는 전면 인쇄된 종이컵 사용 억제,
다회용 컵 제공, 개인 컵을 사용 시 가격 할인, 전문 회수⦁재활용업체를
통한 처리 및 실적 제출

비닐 쇼핑백 퇴출
(2018. 7. 2)

Ø 파리바게뜨·뚜레쥬르는 비닐쇼핑백의 단계적 퇴출, 1회용품 줄이기 노력

유통포장재 감량
(2019. 5. 9)

Ø 씨제이 이엔엠(CJ ENM) 오쇼핑, 롯데홈쇼핑, 로지스올 등 3개 유통·물류회사
Ø 테이프 없는 박스, 종이테이프 및 완충재 등 친환경포장재 및 재사용 가능
포장재 사용
Ø 맞춤형 적정 포장 설계 적용,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감축

*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2019. 1. 1): 대형마트 및 165㎡ 이상 슈퍼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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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 발표(2019. 5. 30.)
구분
발생원별 저감
및 예방 체계 구축

세부 내용
v
v
v
v

해양발생: 폐어구·폐부표 보증금제도 도입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23.6% -> 2022년 50%)
육상유입: 하천 유입 차단 및 생산·유통·소비 단계 플라스틱 저감
해외유입: 주변국과 공동 조사·연구 및 합동 대응팀 구성

v 도서·해저 등 수거곤란 지역 수거 강화
해양 플라스틱 수거
v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해양 플라스틱 모니터링, 고효율 장비 도입
운반체계 개선
v 어업인 참여 유도 및 수거·관리를 위한 지역인력 배치
해양 플라스틱 처리 v 해양쓰레기 염분 및 이물질 제거시설 구축 및 위탁 처리업체 관리 강화
및 재활용 촉진
v 해양쓰레기 관련 제품 재활용 의무률 상향 및 수요 확대

관리기반 강화 및
국민인식 제고

v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법 제정
v 연안 미세플라스틱의 분포현황의 정기적 조사, 인체 위해성 연구 추진
v 2019년을 ‘해양 플라스틱 제로화 원년’ 으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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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해외 플라스틱업계(단체)의 대응
구분

대응

국제화학단체협의회
(ICCA)

화학물질정책 및 보건 리더십그룹을 통해 해양 폐기물 및 미세플라스틱
관련사항을 취합, 국가 간 정보 파악 후, 역할과 과제를 규명할 계획

세계 플라스틱협의회
(WPC)

플라스틱 해양쓰레기 등의 기술기반 해결책 모색과 폐기물관리,
사회기반시설, 재활용 관련정책 입법 지원 등 예방책 개발에 주력

EU

플라스틱 2030 자발적 약속(Plastics 2030-Voluntary Commitment)을 발표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 및 재사용률 60%를 확보(2030년)
→ 100%(2040년)

미국

미국화학산업협회(American Chemistry Council) 주도로 관련업계와 함께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 목표를 수립, 2040년까지 모든 포장재 회수
및 재활용

일본

일본플라스틱공업연맹과 화학공업협회 주도로 관련업계와 함께
플라스틱해양 쓰레기 문제 대응 추진 중. 바다 및 하천 인접지역 중심
효율적 폐기물관리 시스템 보급,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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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위원회 특정플라스틱 제품의 환경영향 감축에 관한 지침 발표(2018. 5,. 28)
유럽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매년 150,000톤, 이중 70%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10종 및 어구

지침(안)에 포함된 일회용품 별 적용조치(2021년 시행 예정)
구분

식품용기
음료용컵
면봉
포크, 나이프, 스푼, 젓가락
접시, 빨대, 젓기용 막대
풍선용 막대
풍선
풍선
소형 포장물, 포장지
음료용기, 뚜껑, 덮개
음료
용
음료병
담배 필터
물티슈
위생용품
위생수건
비닐봉투
어구

소비량
감축

판매 금지

제품
설계 요건

표시 요건

O
O

생산자
책임제

분리수거

인식 제고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자료 출처: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EU,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지침 주요 내용 개정, 2018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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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국내 플라스틱 관련업계 등의 대응
- 석유화학공업협회, 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공동 추진
플라스틱산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산업계 선언문 발표(2018. 11. 28)
⦁ 플라스틱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와 순환이용 촉진
⦁ 정부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종합대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 지원

⦁ 제품 개발, 생산단계부터 재활용 폐기까지 고려한 친환경소재 제품 개발 및 재사용 및 에너지 회수하는 4r
⦁ 자원절약과 재활용 중요성 홍보, 교육 재활용 가이드라인 개발 보급 노력

⦁ 국민의 건강을 위한 안전한 물질만을 사용, 생태계 회복을 이한 해양쓰레기 방치 활동 동참
* 자료: 김평중, 국내외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 현황,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플라스틱 이슈 포럼 I, 2019. 3. 7

플라스틱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 친환경 소재 제품 개발을 위한 정부 사업과제 제안
⦁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제공을 위한 조사 기법

⦁ 플라스틱을 잘 사용하고 관리, 폐기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교육
⦁ 식품용기, 포장재에 대한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운영

Ⅴ. 플라스틱 관련업계(단체)의 대응

27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자원순환정책연구원

5-3. 기업들의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전략
(해외기업)
페트병 제조에 화석연료에서 유래하는 원료 사용을 전면 중지(산토리 홀딩스, 2030년까지)
◾ 페트병 자체 회수 협정 체결: 뚜껑과 병을 분리, 깨끗이 씻은 페트병을 유상 회수
(오사카시, 2019년부터) 주민자치회 도움으로 회수량에 따라 일정액을 지역사회에 환원
플라스틱병 대신 캔에 담긴 생수…펩시, 내년 시범 판매
◾ 아쿠아피나 생수: 캔 포장으로 바꿔 식당과 경기장, 일부 소매점에 시범 판매.
◾ 라이프워터 생수: 내년 말까지 전 제품 재활용 플라스틱병으로 대체
병 모양의 알루미늄 캔 생수 판매(신생기업 에버&에버), 종이팩에 담긴 생수 판매 (박스트워터)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 야키소바 식기와 젓가락 개발(마루시게(丸繁)제과)
플라스틱 페기물 처리 및 재활용 기술 전수
◾ 일본 정부는 히타치조선, JFE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 쓰레기 처리부터 재활용, 에너지변환 등을 패키지로 기술 전수,
2023년까지 10개 지역과 기술협약 체결 계획
◾ 일본은 전국에 380개소의 쓰레기발전시설 가동 중. 2022년이면 쓰레기 발전시장이 800억
달러 규모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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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 LG전자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2019. 7. 8, 뉴스타운)
Ø 가전제품에 재생 플라스틱 11,030톤 사용(2018)
Ø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스마트폰, TV, 모니터 등 제품에 사용, 2016년 5,302톤, 2017년 7,134톤
Ø 포장재 사용량 줄이기: 신규 가전모델 부피 증가 1.0%임에도 포장재 사용량은 평균 4.8% 감축
Ø 폐가전제품 회수량: 2018년 249,145톤(2008년 대비 2,3배)
Ø 온실가스 배출량: 국내외 생산사업장, 사무실에서 2018년 164만톤CO2e(2017년 193만톤 대비 15%감축)

- 풀무원샘물(2019. 6. 28, 그린포스트코리아)
Ø 생수용기 경량화: 2리터 용기 37g → 35.6g → 2019년 32.6g, 500밀리리터 용기 15g → 11.1g
Ø 에코캡 도입: 뚜껑 높이를 낮춤

- 한국화학연구원(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 리포트, 2019. 5, 7)
Ø 고강도 생분해성 비닐봉투 개발: 사탕수수, 옥수수, 나무, 볏짚 등 바이오매스 기반과 석유 기반 중합
Ø 목재펄프(셀룰로오스)와 게 껍질(키토산)에서 추출한 보강재 첨가로 석유계보다 인장강도 월등히 높아

Ⅵ. 금후 대응방안(플라스틱 관련기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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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합동 종합대책의 성실한 이행과 매년 감량실적(중량 톤) 등 이행결과 공표
v 재활용폐기물 종합관리대책(2018. 5): EPR 분담금의 출고량의 100% 부과, 플라스틱제품의
EPR 조기 전환 등
v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2019. 5)

- 플라스틱 물질 흐름 및 회수재활용 앱 개발 활용
v 플라스틱 물질 흐름 앱: 스마트폰으로 쉽게 입력할 수 있는 플라스틱 앱 개발
v 합성수지 원료–플라스틱 원료-플라스틱 제품–유통업체까지 거래 실적 등을 앱에 입력하여 데이터화
v 빅데이터 분석하여 소비자와 재활용사업자에게 공개
v 플라스틱 쓰레기회수재활용 앱: 수집–선별–재생원료–최종제품 판매까지 거래실적을 앱에 입력 데이터화
v 재활용시장안정을 위한 가격 동향 파악에도 활용
v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폐기물 빅데이터를 이용한 대기업의 재활용산업 참여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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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 마련
합성수지생산업체도 플라스틱회수재활용 활성화 책임의 공유 필요
포장재 사용

제품 제조자‧수입자

합성수지 제조‧수입자

EPR(생산자재활용책임)

폐기물 부담금

물질 흐름 및 회수재활용 앱 개발 활용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자발적협약 분담금

물질재활용 기술개발 및 사업 지원

제품 제조자‧수입자

- 고갈 자원의 사용 절약
v 드론, 인공위성, 의료용 설비 등 부가가치가 높은 용도의 재료로 사용
v 편리성 위주의 불필요한 일회용품 생산 및 사용의 엄격 제한
v 플라스틱 포장 및 제품에 재생원료 사용 목표 설정 및 추진
v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개발 및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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