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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EU 탈플라스틱 정책

1

정책 추진 배경

□ 플라스틱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 세계 환경오염 방지 인식 증대
◦ 전 세계 플라스틱 연 생산량이 1950년 2백만 톤에서 ’15년 3.8억 톤으로
190배 증가했으며,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의 60% 이상이 자연에 흡수되는
상황
- 현재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10% 미만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생산량 규모는 ’35년 2배, ’50년 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
◦ ’19년 EU의 플라스틱 생산량은 총 5,790만 톤으로 전 세계 16% 점유
* 지역별 : 아시아(51%, 이 중 중국 31%), NAFTA(19%), 중동·아프리카(7%), 남미(4%), CIS(3%)

-

분야별로 살펴보면 포장재 플라스틱 비중이 39.6%로 가장 많고, 그 뒤로
건축자재(20.4%), 자동차 부품(9.6%), 전자제품(6.2%), 가정용품 레저(4.1%),
농업용(3.4%), 기타(16.7%)* 순
·

·

* 기타 : 의료용품, 가구, 기계 등

□ 코로나 이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급증
◦ 유럽 환경청(EEA; European Environment Agency), 코로나19가 역내
플라스틱 소비문화를 바꾸고 있다고 밝힘
- 마스크, 장갑 등 일회용 개인보호장비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며, 음식점
내부 영업 중지로 테이크아웃 및 배달이 증가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
사용 급증 추세
- 특히 코로나 감염 우려로 식당들은 리필용기 등 다회용기를 거부하고
일회용 식기에 음식을 담아주는 상황
◦ 유럽 환경청은 이 같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급증이 EU가 추구하는
탈플라스틱 정책의 단기적 도전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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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추진 경과

□ 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의 플라스틱 순환경제 정책 심화
◦ EU는 기존 선형경제에서 벗어나 경쟁력 제고, 일자리창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순환경제패키지 를 발표 (’15.12)
’50

EU

「

*

」

* 생산, 소비, 폐기물 관리 등 7대 분야 54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요 핵심
분야로 플라스틱, 식품폐기물, 희소자원, 건설·철거, 바이오원료 등을 제시

◦

집행위원회(’19.12) 출범으로 유럽 그린딜 (’19.12)과 기존 순환경제
패키지 연장선에서 순환경제실행계획 을 발표(’20.3)
*

現EU

」

「

「

」

* 폰데어 라이엔 新집행부의 기후변화 대응책이자 경제성장 전략으로, ’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 위해 △에너지 탈탄소화, △산업육성과 순환경제 구축, △건축·운송 분야
에너지 효율 강화, △식품안전, △생물다양성 보호 정책 제시

의 탈탄소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자, 코로나19 경기
부양책 자금확보를 위해 EU이사회에서 플라스틱세 를 채택(’20.7)
-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금지 를 통해 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
하고, 플라스틱 감축 재활용 등 환경 문제 해결을 추진(’20.12)
- EU

「

「

」

」

·

<순환경제 관련 EU정책 주요 추진경과>
시기

주요내용

시기

주요내용

’15.12
순환경제패키지 발표
’20.03
순환경제실행계획 발표
’19.03 순환경제패키지 결과보고서 발표 ’20.07
플라스틱세 발표
’19.12
유럽 그린딜 전략 발표
’20.12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규제 발표
[EU 탈플라스틱의 최종목적 및 방법]

◈ (목적) 탈플라스틱 핵심은 ①플라스틱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②재활용
비율을 높이면서 ③대체재(바이오 플라스틱 등)를 개발해 순환경제 로 이행
◈ (방법) 순환경제패키지(’15.12)후 순환경제실행계획(’20.3) 플라스틱세(’20.7)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규제(’20.12) 등을 추진
EU

‘

➊

’

➋

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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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요 내용

1. 순환경제실행계획

□ 제품설계→재활용단계까지 全생애주기를 고려하는 순환경제실행계획 발표
‘

’

(’20.3)

* 탈플라스틱의 핵심과제는 ‘플라스틱 선형경제→순환경제(제품설계→생산→소비→폐기물 관리
→재활용)’로 이행하는 것이 목표

< 선형경제 vs. 순환경제>

주: 선형경제와 비교하여 노란색 부분이 순환경제에서 중요한 요소임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8)

◦ 동 실행계획은 제품의 설계 와 생산에 중점을 두고, 사용된 자원이
가능한 오랫동안 EU경제에 머물도록 목표를 설정
*

* EU 집행위는 제품이 환경에 주는 영향의 최대 80%가 제품설계에서 결정되므로,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서는 가치사슬 초기단계인 제품설계가 중요하다고 판단

□ 구체적인 목표는 개별규정 또는 지침 등을 통해 추진

: 구속력 있는 입법 행위로 EU 전역에 전체적으로 적용됨
: 각 국가별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는 입법 행위이지만 목표 달성
방안에 대해서는 개별 국가가 입법
* 결정(Decision) : 특정 대상(특정 국가 혹은 기업)에 구속력이 있는 입법 행위
* 규정(Regulation)
* 지침(Directive)

◦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규제 지침
* 플라스틱병 재활용수거율은 77%(’25년)→90%(’29년)
◦ 플라스틱 폐기물 지침
* 도시폐기물 재활용은 최소 55%(’25년)→60%(’30년)→65%(’35년)
◦ 포장재 지침
지침(Directive)

지침(Directive)

지침(Directive)

*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률은 50%(’25년)→55%(’30년) 달성
3

Global Market Report 21-032

2. 플라스틱세

결정(Decision)

□ 이사회에서 플라스틱 폐기물감축을 위해 플라스틱세를 채택
◦ 각 회원국은 연간 자국별 포장재 플라스틱 발생량에서 재활용된 플라스틱을
제하고 남은 폐기물에 kg당 0.8 유로를 EU에 납부
- (부과방식) EU 자체로는 세금 징수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회원국은
연간 재활용되지 않은 폐기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EU에 납입
- (예상세수) EU집행위는 연 60억 유로 규모 세수 확보 추산
EU

(’20.7)

*

* 프랑스 13.7억 유로, 독일 13.3억 유로, 이탈리아 8.4억 유로, 스페인 5.3억 유로 등
* EU집행위에 보고된 각국의 플라스틱 포장폐기물의 양과 ’18년 재활용량에 의거해 산정

□ 국별로 부과시기 대상 및 방법은 상이
◦ (독일) 부과 세금 유형과 부담주체 관련 구체적 계획은 아직 불분명,
연방의회선거(’21.9) 이후 구체적인 방안 발표 예상
,

* 슐체(Svenja Schulze) 환경부 장관은 EU에 납부하는 플라스틱세를 ‘독일내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 및 유통하는 자’에 분담시킬 예정이나, 아직 확정은 아니라는 입장(’21.2)

◦ (프랑스) EU가 부과한 플라스틱세 분담금을 올해 정부예산에 포함했으나,
자국 내 별도 플라스틱세 명목의 세수 징수 계획은 미발표
* 클레망 본(Clement Beaune) 프랑스 유럽부 장관은 자국에 ‘플라스틱세’ 명목의
세금 항목을 추가하지 않겠다고 언급(’20.7)

◦ (이탈리아) 플라스틱세 적용품목 및 세부적 사항을 규정, ’21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22년 1월로 연기
*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용기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0.45유로/kg 세금을 부담

◦ (스페인) 해당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21년 9월에 표결 예정
*

* 재활용이 불가한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생산과 수입에 대해 0.45유로/kg 부과

□ 미이행 시 조약침해에 따른 법적제재 가능
◦ EU조약에 따라 EU집행위는 EU법을 시행하지 않는 회원국에 대해
계약 침해 소송의 형태로 법적 조치가 가능
EU

* EU집행위는 이를 유럽사법재판소 회부를 통해 벌금 명령 지불이 가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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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규제

규정(Regulation)

□ 역내 폐기물처리 책임 강화를 위해 유해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금지 발표
◦ (배경)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에 따라 역내폐기물을 개도국으로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 EU가 주장하는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불합치
-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조치(’18.1)에 따라 EU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량은 감소했으나, 터키, 말레이시아 등 기타 아시아 국가로 전환
- 근본적인 환경오염의 해결을 위해 폐플라스틱 수출금지 통해 역내 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20.12)

對中

<EU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추이(단위: 만 톤)>
대상국
전체
중국
터키
말레이시아
한국

2017년
수출량

증감률

△11%
89.5 △34%
17.6 259%
15.9 88%
1.8 35%
272

자료: Statista(’21.8)

2018년
수출량
230

5.1
29.9
30.5
7.2

증감률

△15%
△94%
70%
92%
298%

2019년

2020년

수출량

증감률

수출량

증감률

235

235%

237

1%

1.4
42.8
36.7
6.5

△72%
43%
20%
△9%

0.4
69.8
36.3
1.6

△74%
63%
△1%
△76%

□ 역외로 재활용 불가 또는 유해 플라스틱 폐기물 전면 수출금지
◦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무해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EU역외로 수출 금지
◦ 재활용이 가능하고 무해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출이 허용될 수 있으며, 수출업자는 △폐기물의 유해성 △형태 △
처리기준 등을 기입한 서류 제출 필요
EU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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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

주요국별 탈플라스틱 정책
독일

1. 현황

◦ (산업개요) 독일플라스틱제조협회, 독일 총 플라스틱 생산량은 1,820만 톤
- ’19년 기준 재활용플라스틱(Rezyklat)을 포함한 총 플라스틱 생산량은 2,020만 톤
* 레치클라트(Rezyklat) : 사후 소비자 폐기물에서 재생된 플라스틱
<독일 플라스틱 산업 개요>
분류

2017

2018

2019

(신규) 생산량 (백만 t)
19.9
18.9
18.2
총 합계
약 1,000 약 1,010
약 970
연 매출
플라스틱 생산
약 270
약 270
약 250
약 80
약 70
(억 유로) 플라스틱 및 고무생산 기계 약 80
플라스틱 가공
약 640
약 660
약 650
기업수 (개)
약 3,430 약 3,430 약 3,510
고용인원수 (명)
약 405,000 약 419,000 약 421,000
수출 (백만 t)
13.6
13.3
13.1
수입 (백만 t)
10.0
10.4
9.9
[자료] 독일플라스틱제조협회 연간보고서 2019, 최신 집계 발표(’20년 7월) 기준

◦ (주 소비 산업군) ’19년 기준 총 플라스틱 소재 수요는 1,213만 톤
<독일 플라스틱 가공산업 수요>

(단위 : 백만 톤(t), %)

[자료] 독일 총 플라스틱가공산업협회(GKV)/ Conversio 2020, 현재 집계 기준 최신 수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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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 추진 정책
가.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정책

제품 생산단계 규제
◦ 포장재 규제
- (발효시기) 2019.1.1.
- (내용) 최초 포장재 유통자(제조사, 수입업체, 온라인 및 우편 유통
기업 등)가 포장재를 적절하게 폐기 처분하는 데 책임을 지도록 조치
- 유통 전 온라인 등록 (데이터뱅크 ‘LUCID’) → 시스템(예: Der Gruene Punkt)
참여* → 즉시 중앙 관할 기관(중앙 포장재 등재 재단(ZSVR))에 시스템 참여
관련 데이터 신고 의무



* ‘시스템(System)’ 참여 : 동법의 적용 대상인 제조사, 수입업체, 온라인 및 우편 유통기업 기업은
‘듀얼 시스템’**에 신고 의무, 제조업체는 시스템에 참여 의무가 있는 포장재를 개별적으로 독일전역
에서 분리수거해 포장재법 상의 재활용 기준 준수 필요, 이 경우 제조사와 유통기업은 듀얼 시스템을
통해자체적으로 소요된 포장재의 수집, 분류, 폐기와 관련한 라이선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는
소재의 중량과 종류에 따라 산정됨
** 듀얼 시스템(Dual system) : 독일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회수, 분류, 재활용 관할 시스템.
관할 주 당국의 허가를 받은 다수의 공급자가 서비스 제공 중
<포장재 등록 및 데이터 신고 절차표>

[자료] verpackungsregister.org/ ESW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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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재 재활용 비중 규제
- ’22년부터 듀얼 시스템 차원의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 의무화 비중을
63%(포장재법 시행 전 36%→ ’19년 1.1일부터 58.5%)로 상향 조치, 금속,
종이, 유리의 경우 90%로 규정
* ’19년.1.1일부터 제조사가 듀얼 시스템에 지급하는 라이선스 요금에 생태학적 기준
(재활용 가능성과 포장재의 재활용 소재 사용) 반영 확대, 공공장소에서의 식수 제공
확대, 바이오(음식물 및 정원쓰레기) 폐기물 분야에서의 플라스틱 유입 방지 등 기타
조치 포함

◦ 플라스틱 성분 비율 규제
- ’25년부터 일회용(비반환) PET 음료수병에 최소 25%의 재활용 플라스틱
(Rezyklat) 사용 의무, '30년부터 최소 성분 비율 30%로 확대 및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병에 적용 예정
◦ 재활용병 사용 비율 규제
- ’19년 1.1일부터 신포장재법에 따라 음료 제조기업의 재활용병 사용 비중
최소 70% 준수를 목표로 공식화 (기존 ’17년 42.2%, ’18년 41.2% 수준, 자료원 : 독일연방
환경청)
* 독일환경지원(DUH)의 설문 조사 결과, 총 37개의 대형 유통기업 중 3개 기업만이 70%
목표 달성, 현재 약 42% 수준. 특히 Aldi, Lidl 등 디스카운터와 Coca-Cola 및 Nestle Waters
등 음료수 기업은 법적 재사용 가능한 할당량 보이콧 중. ’20년 3월 독일환경지원(DUH)은
위반에 대한 제재로 일회용 플라스틱병 및 음료 캔에 대한 반환 보증금에 추가로 20ct의
부과금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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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소비단계 규제
◦ 분리수거 의무(Muelltrennungs-Pflicht)
- (근거) '15년 1.1일 신 순환경제법(KrWG) 발효
- (내용) 폐지, 금속, 플라스틱, 유리, 바이오 폐기물(음식물 쓰레기 및 정원
폐기물) 등 가정용 폐기물 분리수거 의무화



* 독일은 이미 1961년 이래 산업용 분리수거 시행, 1991년 6.12일 제정된 포장재법령에 의거해

포장재 분리수거 의무화 정착, 1996년 10.6일 처음 발효된 순환경제 및 폐기물법(KrW-/AbfG)을
통해 폐기물 재활용 규제 마련 및 생산자의 제품에 대한 책임 요구, 이후 2012년 6.1일 순환경
제법(KrWG) 발효로 기존 규정 대체

◦ 플라스틱 봉투 유상제
- ’16년 7.1일 이래 상점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봉투 유상제 시행 중

* EU는 ’25년까지 1인당 연간 플라스틱 봉투 사용량을 40개 이하로 감축 목표, 독일은 이미 연간
사용량 20개로 이미 EU 목표 기준 충족

◦ 플라스틱 음료수병 보증금 반환
- ’03년 1.1일 발효된 순환경제 및 폐기물법(KrW-/AbfG)에 따라일회용 음료수병
및 음료수 캔에 대한 회수 의무(Pfandpflicht) 시행

* ’20년 11월 독일연방환경부는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수병 반환 의무제 확대 시행 계획 발표, ’22년
부터 일회용 음료수 포장재의 내용물이 아닌 포장재 소재를 기준으로 우유, 주스, 스무디병 등을 포
함한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병과 음료수 캔 역시 반환 의무 대상으로 적용 계획

◦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 ’21년 7.3일부터 EU 차원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시행

* 두께 15∼50 마이크로미터(μm), 과일 및 채소용 얇은 플라스틱 봉투를 제외한 대체 가능한 소재가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및 친환경 원료로 대체가 불가능한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회원국
별로 사용 감축 의무 적용

◦ 판매시 표기 의무
- ’19년 1.1일 신 포장재법에 따라 독일 내 모든 소매점에서 일회용(반환 불가)
및 재사용(반환 가능) 음료 포장은 선반 근처에 ‘EINWEG(일회용)' 또는
‘MEHRWEG(재사용)' 표기 부착 의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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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활용 정책

폐기물 재활용률 현황
◦ 현재 집계 기준 최신 수치인 ’18년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평균 70%
- 특히 노후 가전제품과 유리 폐기물 재활용률은 100% 달성
- ’18년 독일에서는 530만 t의 플라스틱이 소비 후 폐기물로 공식 수집,
'06∼'18년까지 재활용량은 80%, 에너지 회수는 73% 증가, 매립은 8% 감소



<독일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현황>

[자료] 독일연방통계청, 현재 집계 기준 최신 수치 ’20.7월 발표 기준

(단위 : %)

폐기물 수거체계 및 유통경로
◦ 수집된 (플라스틱) 폐기물은 아래와 같이 ‘수거 → 운송 → 분류 → 분쇄
→ 세척 → 용해 재가공’의 단계를 거쳐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하게 됨



·

<(플라스틱)폐기물 수거체계 및 유통경로>

[자료] rajapack.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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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 (개요) 독일은 일찍이 EPR 제도를 도입*, 대체로 EU 차원에서 시행
중이며, 일부 특정 품목군의 경우 재생(recovery) 재사용(re-use) 리사
이클(recycle) 비율과 무료 수거 의무 준수, 대체로 제품의 제조사 및
수입업체가 재활용의무 대상자가 되며, 이들 의무 부담 대상자가 재활
용에 필요한 비용 부담
- 1996년 10.6일 처음 발효된 순환경제 및 폐기물법(KrW-/AbfG)을 통해
생산자의 제품에 대한 책임 요구



(EPR )

·

·

* 폐유(75/439/EWG), 유해물질(91/689/EWG), 포장재(94/62/EG), 노후 차량(2000/53/EG), 전기·
전자기기(2002/96/EG), 배터리(2006/66/EG)등을 필두로 아래 도표의 품목군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안을 통해 회수 비중 상향 조정 등 재활용을 위한 규제 강화

◦ (배터리 재활용) 일례로 최근 ’21년 1.1일 발효된 배터리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 45%→ 50%로 최소 회수 비중 상향 조정
- 배터리의 경우 법적 규제 재활용률은 45%이나, '19년 배터리 회수율
은 76%를 기록하며 의무 회수율 상회
* ’09년 12.1일 발효된 배터리법(BattG은 ’12년까지 유통된 배터리의 35%, ’20년까지 45%를 회수
해야하는 책임을 부과, GRS(공동 배터리 회수시스템 재단)을 통해 공동 배터리 회수 시스템이
운영됨
<독일 배터리 회수율 현황>

(단위 : %)

[자료] grs-batterien.de/ 배터리 공동회수 시스템 재단(Stiftung Gemeinsames
Rücknahmesystem Batterien) 연간보고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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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전망

정책 특징
◦ (기후보호 목표) 독일은 기후보고 관련 정책 모범국이자 EU차원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고, 탈플라스틱 정책은 독일의 기후보호 목표 하의
실행적 조치 중 하나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
◦ (대체재 시장 주목) 독일의 플라스틱 규제는 플라스틱 소재 제품의 생산
및 유통분야에 새로운 변화 유발
- 특히 이는 제조업체에 대한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비용 분담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국내 수출기업은 사전에 이와 관련해 공급업체와의 협의
및 조율 필요
- 단계적으로 재활용 종이나 생분해 가능한 봉투, 세탁 가능한 망사백,
천가방,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 등 대체용 포장재 개발 및 사용이 확
산될 것으로 예상
◦ (신규 인증) 식품용기 포장재의 경우, 의무 인증은 아니나 OK(Home)
Compost* 또는 제품의 생분해성 검증을 위한 카이믈링(Keimling)을
중요한 거래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내기업의 대응 필요


* 동 인증은 오스트리아 또는 벨기에 소재 TUEV에서 취득 가능한 인증으로 제품 및 포장의
산업 퇴비화 설비 내 생분해성 보장(EN13432 및 EN14995에 의거), 아직은 포장용기의 생분해성에
대한 인증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관계로 바이어들은 이를 증빙하기 위한 유럽 내 인증 중 하나를
요청하는 상황
<OK(Home) Compost 및 Keimling 인증>

[자료] tuv-at.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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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 (기후중립 달성 목표) 독일은 ’45년 기후중립 달성을 목표로 선도적
역할을 강화할 전망
◦ (그린협업)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신산업 생태계 구축 대응 및 한-독
및 한-EU간 그린 신성장 산업 협력기회 확대 모색 필요
-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 추진과 더불어 국가 간 공동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기회 창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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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

1. 현황

◦ (산업규모) 프랑스 플라스틱 산업은 유럽국가 중 독일에 이어 두 번째 규모
- (매출액) ’18년 310억 유로에 달해, ’09년 260억 유로 대비 증가세 지속
<프랑스 플라스틱 산업 매출액 추이>

(단위 : 10억 유로)

◦ (소비동향)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이 약 480만 톤으로 유럽에서 가장 플라
스틱을 많이 소비하는 국가 중 하나이며, 1인당 연간 약 70kg 소비
- 프랑스에서 소비되는 플라스틱 제품의 45.5%는 포장재가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며, 이어서 건축자재, 자동차 내장 용도로 많이 사용됨
<프랑스 주요 플라스틱 소비품목>

[자료] Statista, 2017 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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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 추진 정책
가.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정책

제품 생산단계 규제
◦ 생산자의 환경기여도에 따른 분담금 보너스 제도
- (시행시기) 2021.1.1.
- (근거) 순환경제를 위한 낭비금지법(Loi anti-gaspillage)
- (내용) 재생 플라스틱이 아닌 플라스틱을 사용한 제품 생산자에게는
환경 분담금을 추가로 부여하고, 친환경 제품 생산자에게는 보너스를
부여해 환경분담금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제품의 소비자 가격에
차별을 두는 시스템



* 제품성분, 재활용소재 포함 유무, 원재료의 지속가능성, 수리가능성, 재활용가능성,
성분의 위험도 등 세부기준 적용

영향) 제품의 환경 기여도에 대한 세부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해당 제품의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함
 제품 소비단계 규제
◦ 일회용 플라스틱 전면 사용금지 로드맵
- (시행시기) ~2040년
- (근거) 순환경제를 위한 낭비금지법(Loi anti-gaspillage)
- (내용) 연도별 세부 규정을 통해 ’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전면금지를 목표로 함
- (

* ’21.1.1.~ : 빨대, 식품용기, 컵 덮개, 폴리에스티렌 음식 포장재 이쑤시개 등 생활
플라스틱 용품의 사용 전면 금지. 상점(곡물, 향신료 등)에서 구매자의 개인 포장용기
사용 허용 의무화. 기업 내에서 일회용 생수병의 무료배포 금지
* ’22.1.1.~ : 1.5kg이하의 과일과 야채 판매 시, 비닐봉투 사용금지. 모든 공공기관 내 정수기
설치 의무화
* ’23.1.1.~ :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일회용기 사용금지
* ’24.1.1.~ :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된 의료장비, 기구 판매금지
* ’25년까지 플라스틱의 100% 재활용 목표 설정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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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활용 정책

폐기물 재활용률 현황
◦ ’17년 기준(최신 집계) 프랑스인 1인당 배출한 생활폐기물은 연간 354kg
- 프랑스의 생활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약 20%에 머무는 수준
- 나머지 26%는 매립, 36%는 소각, 16%는 비료 등으로 사용됨
-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약 61만 톤으로
유럽 28개국 중 5위 수준



<유럽 주요국가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순위>

[자료] Eurostat, 2017 년 기준

폐기물 수거체계 및 유통경로
◦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프랑스의 생활폐기물 수거는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
- 보통 2~4개 색상의 폐기물 수거함을 주거지역에 배치하고 주민들이 자발적
으로 폐기물을 분리해서 버리는 방식이며, 매일 지자체에서 수거
- 지역에 따라 세부 수거 방법과 폐기물 수거함의 색상 등에 차이가 있음



* 파리 및 수도권의 경우, 4가지 색으로 구분 (녹색: 일반쓰레기, 노란색: 플라스틱, 포장용품 및
종이, 흰색: 유리, 갈색: 음식물)

◦ (폐기물 유통경로)
- 유리와 플라스틱 포장용기, 기타 생활폐기물은 주민들이 폐기하는 과정에서
1차로 분리된 후, 각각 유리제조공장과 폐기물 분류센터, 메탄화 공장 등으
로 옮겨져 재활용됨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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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물질 포함 폐기물, 배터리, 전자제품 등은 폐기물 집하장으로 우선
이동된 후, 별도의 재활용 과정을 거침
<프랑스 생활폐기물 재활용·유통 경로>

[자료] Eco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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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전망

정책 특징
◦ (3R전략) 프랑스 정부는 국가차원의 3R전략* 달성을 목표로 설정



* 3R 전략 :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Réduction), 재사용(Réemploi), 재활용(Recyclage)을 위한
5개년 단위 실행계획 설정 및 관련 법령 입안 예정

전략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프랑스 정부는 산업계, 소비자, 환경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조정을 거쳐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탈플라스틱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
- 생산 포장 수거 등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전 후방 업계 간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와 인센티브 제공도 지속 예정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
◦ (일회용품 전면금지) ‘순환경제를 위한 낭비금지법(Loi anti-gaspillage)’에
의거, ’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전면 금지할 예정
- 우리 기업은 프랑스 정부의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에 따라 발생하는 대체
수요와 신규 기술 및 혁신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대체산업)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대체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친환경/재활용 소재 제품이 빠르게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플라스틱
대체품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최근 프랑스 글로벌 패션 액세서리 기업의 친환경 포장재 외부협력(오픈
이노베이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화장품 업계 역시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
용기의 개발과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이 부문에서 국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관심과 진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향후 전망
◦ (친환경정책 기조 지속) 향후 지속 강화되는 탈플라스틱 정책과 연계하여
탄소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한 기후변화 관련 정책들도 구체화되는 등
프랑스 산업 전반에 거쳐 친환경 전환 정책이 가속될 전망
- 3R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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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

1. 현황

◦ (산업개요)
- (고용 창출) (직접) 182,000명 (간접) 500,000명
- (생산 및 가공량) (생산) 180만 톤 (가공) 330만 톤
- (기업 수) 6,200여 개
- (매출액) 270억 파운드
◦ (주소비 산업군) ’15년 기준, 포장산업 (44.3%), 건축 (23.6%), 자동차
(6.6%), 전기전자 (5.5%), 기타(20.1%)
◦ (플라스틱 폐기물 규모) 세계자연기금(WWF)에서는 영국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14년 기준 490만 톤으로 추산(이 중 330만 톤이 포장폐기물),
’30년 630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
- 포장 폐기물은 1,150만 톤이며 이중 플라스틱이 226만 톤을 차지
* 재료별 포장 폐기물(만 톤) : 종이(475)→유리(240)→플라스틱(226)→나무(134)
- 포장 폐기물 R&R 비율은 70%,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재활용률은 46.2%
* 재료별 포장 폐기물 R&R 비율(%) : 종이(79)→유리(67.6)→플라스틱(46.2)→나무(30.8)
* Recycling : a subset of recovery and means any recovery operation by which
waste materials are reprocessed into products, materials or substances
* Recovery : any operation the principal result of which is waste serving a useful

purpose by replacing other materials which would otherwise have been used to
fulfil a particular function

◦ (재활용 규모) ’12~’17년 기간 중 재활용률 및 재활용 규모는 꾸준히 확대
* 연도별 재활용 규모(만 톤) : 64(’12)→71(’13)→84(’14)→89(’15)→102(’16)→104(’17)
* 연도별 재활용 R&R 비율 (%) : 25.2(’12)→31.6(’13)→37.9(’14)→39.4(’15)→44.9(’16)→4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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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 추진 정책
가.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정책

제품 생산단계 규제
◦ 플라스틱 포장세 (Plastic Packaging Tax)
- (시행시기) 2022.4.1.(예정)
- (근거) Finance Bill 2021(법안)에 반영
- (내용) 재생 플라스틱(Recycled plastic)이 30% 미만 포함된 포장에
대해 톤 당 200파운드의 세금 부과. 플라스틱 포장 생산뿐 아니라
수입에도 적용
* 연간 10톤 미만을 생산 혹은 수입하는 소규모 기업은 적용 제외
- (영향) 플라스틱 포장산업에 종사하는 2만 개의 제조 및 수입업체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됨. 포장산업에서 재활용 플라스틱 활용을
40% 이상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
◦ 미세 플라스틱 제조 금지
- (시행시기) 2018.1.8.
- (근거)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Microbeads)(England) Regulations 2017
- (내용) 미세플라스틱(Microbead)이 포함된 화장품 및 개인 위생용품의
제조를 금지



* 페이스 스크럽, 치약, 샤워젤과 같은 제품을 생산할 때 미세 알갱이로 쓰이는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첨가할 수 없도록 함

영향) ’18년 6.19일부터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된 제품의 판매도 금지되어,
바다로 유입되는 미세플라스틱을 크게 줄여 해양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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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소비단계 규제
◦ 일회용 플라스틱 봉투 요금 부과 (Single use Carrier Bags Charge)
- (시행시기) 2015.10.5.
- (근거) The Climate Change Act 2008
- (내용) 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봉투 이용 시 5펜스 지불
- (영향) 요금 부과를 통해 플라스틱 봉투 구매 자체를 줄이고, 이미
구입한 플라스틱 봉투의 재활용 유도
◦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금지 (Ban on Single-use Plastic)
- (시행시기) 2020.10.1.
- (근거)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Plastic Straws, Cotton Buds



and Stirrers)(England) Regulations 2020

내용) 빨대, 면봉, 젓개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금지. 당초
’20.4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이해 시행을 6개월 연기.
예외적으로 의료 및 요양 목적에는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
◦ 보증금 환불제도 (Deposit Return Scheme)
- (시행시기) 2023년(예정)
- (근거) Environment Bill 2019-2021
- (내용) 구매자가 음료 등을 일회용 용기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지불하고, 해당 용기를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현재
검토되고 있는 세부(안)은 아래와 같음
- (

* 보증금 액수 : 용기당 15펜스
* 대상재료 : PET, HDPE, 알루미늄, 철
* 대상음료 : 물, 탄산음료, 주스, 주류 등 (우유, 두유 등은 제외)
* 적용방식 : All-in(모든 용기에 적용) 혹은 On-the-go(소형용기에 적용) 중 선택
* 반납방식 : 자동(자판기에 투입) 및 수동(매장방문을 통한 반납) 모두 활용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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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활용 정책

폐기물 재활용률 현황
◦ ’18년 기준(최신집계) 영국의 생활폐기물은 2,641만 톤으로 전년도 2,690만
톤 대비 1.8% 감소
* 연도별 생활폐기물 규모(만 톤) : 2,668(’15)→2,730(’16)→2,690(’17)→2,641(’18)
- ’18년도 재활용률은 45.0%로 ’16년 이후 45%대를 유지



* 연도별 생활폐기물 규모(만 톤) : 2,668(’15)→2,730(’16)→2,690(’17)→2,641(’18)

폐기물 수거체계 및 유통경로
◦ 폐기물 수거 등은 구청이 폐기물 관리업체 및 재활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



* Croydon, Kingston, Merton, Sutton 등 런던 남서부 4개구는 South London Waste
Partnership을 통해 Veolia를 폐기물 회수기업으로 선정․운영

구청에서 준 용기에 따로 담아 매주 내놓으면, 구청에서 지정한
기업에서 수거
-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재활용 쓰레기(Recycling Waste), 유리
쓰레기(Glass Waste), 일반 쓰레기(General Waste) 등으로 구분
◦ 쓰레기 수거 비용은 지방세(Council Tax)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종량제 봉투나 수거비용을 지불하지 않음
◦ 수거된 폐기물은 재활용 전문기업에서 플라스틱 원재료 등으로 재생산
-

* 영국의 재활용 전문기업 Viridor는 유니레버에 자사에서 재가공한 재활용 플라스틱을 5년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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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전망

정책 특징
◦ (소비) 플라스틱 산업 전 과정(생산→소비→재활용)에 거쳐 플라스틱
사용량 축소 정책 시행 중
- 그중에서도 재활용 이전에 생산 및 소비단계에서 사용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 산업 분야에서는 포장재, 소비 분야에서는 일회용 용기를 축소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
◦ (중장기적 대응) ’18.1월 농업, 임업, 수산업 토지 이용에 대한 친환경적
접근계획을 포함한 25 Year Environment Plan을 수립
- 25 Year Environment Plan
플라스틱 관련 내용 : ’42년까지 불요불급한
플라스틱 폐기물 제거, 육상에서 비롯된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축소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
◦ (플라스틱 대체용품)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제품 개발 및 생산 필요
- 소비재 산업을 중심으로 플라스틱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대 중
- 음료수출 기업의 경우, 음료 포장에 부착된 기존 플라스틱 빨대를 적정
소재로 대체하는 작업 필요


內

* 현지 제품에는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부착한 제품 판매 중

향후 전망
◦ 영국 정부의 환경규제 시도 및 친환경 정책 발표는 계속될 전망
- 폐기물 최소화(Minimising Waste)가 영국 정부의 중장기 계획인 25 Year
Environment Plan의 주요 과제로 포함되어 있음
- 매립, 재활용, 재사용에 초점을 맞추어 폐기물 축소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탈플라스틱 정책은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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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네덜란드

1. 현황

◦ (산업개요) ’19년 기준, 플라스틱 고무 산업은 네덜란드 GDP의 0.4%에
해당하며, 유럽의 총 플라스틱 수요 중 네덜란드는 200~300만 톤가량의
수요를 보임(유럽 내 8위 규모)
◦ (기업규모) 네덜란드 화학, 석유 화학, 석유 제약 분야를 포함해 플라스틱
고무 분야에서 약 6,500개의 회사가 활동, 137,000명이 종사 중
- 플라스틱 고무 가공업체들의 총 매출액은 약 88억 유로이며, 이 중 수출은
65% 이상을 차지
- 한편, ’16년 이후 많은 스타트업이 생겨나고 있는데, ’18년에 5,500개,
’19년에는 6,200개 기업이 진출함
◦ (재활용현황) ’18년 기준, 네덜란드는 에너지 활용 65%, 재활용 35%,
매립 0.4%로 유럽 내 플라스틱 재활용 3위에 오름
-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약 50%에 달했던 ’17년에도 유럽 내 3위를 차지
·

·

·

·

<유럽 국가별 플라스틱 자원 재활용>

[자료] plasticseurop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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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 추진 정책
가.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정책

제품 생산단계 규제
◦ 지속가능한 디자인 장려
- (내용) 정부는 기업 및 환경단체와 함께 플라스틱 협약을 맺고
플라스틱 재활용 증대를 위해 플라스틱 포장재가 생산과정에서
부터 지속가능하게 디자인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 ’19년 네덜란드 침대 전문 브랜드 아우핑(Auping)은 재사용 가능한 매트리스를 개발해
순환경제상(Circular Award Business)을 수상함. 네덜란드에서만 매년 150만 개의 매트리스가
버려지는데, 소재 특성상 재활용이 어려워 대부분 소각 처리되고 있음. 수상한 'Revive'
매트리스는 재사용이 가능한 소재로 만들어져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
* 화학기업 이오니카(Ioniqa)는 재사용이 용이한 다층 구조의 PET 플라스틱 소재를
개발해 코카콜라, 유니레버, 인도라마 등과 협력해 포장재의 일부를 생산하고 있음.

◦ 미세 플라스틱 규제
- (내용) 네덜란드 화장품 생산자의 85%가 참여하고 있는 화장품협회
(NCV)는 회원사들에게 ’17년부터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음. 실제로 현재까지 96.6%의 회원사가 미세 플라스틱 원료를
대체한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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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소비단계 규제
◦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금지
- (시행시기) 2021.7.3.
- (근거) EU 2019/904(법안)
- (내용) 일부 플라스틱 일회용품에 대해 전면 사용 금지 조치



*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도구(포크, 나이프, 숟가락, 젓가락), 일회용 플라스틱 접시,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면봉, 플라스틱 풍선 스틱, 산화분해성 플라스틱 및 식품
용기, 발포폴리스타이렌(EPS) 컵 등이 포함

◦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 (시행시기) 2016.1.1.
- (내용) 네덜란드에서 매년 약 30억 개의 비닐봉투가 사용되고 있으며,
모든 회원국들에게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도록 의무화한 EU의 결정에
따라 ’16년 1.1일부터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매장에서 무료로 비닐
봉투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됨
* 비닐봉투가 꼭 필요할 경우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 소매점이 봉투 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목표가격은 0.25유로)
* 소비자는 포장되지 않은 과일이나 콩 등 식품보호를 위해서 0.015mm보다 얇은 비닐
봉지에 한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음

◦ 소형 플라스틱 병 보증금 제도
- (시행시기) 2021.7.1.
- (내용) 1리터 미만의 소형 플라스틱은 병당 보증금 15센트, 큰병의
경우 25센트 부과. 청량음료 및 생수 생산업자가 보증금제도 도입을
책임지고 있음. 호텔 및 요식업, 영세사업자는 플라스틱 병 수거 의무
대상에서 제외
- (영향) 매년 약 9억 개의 소형 플라스틱 병이 판매되어 그 중 약 1억 개가
자연에 버려지고 있는데, 보증금 제도를 통해 플라스틱 병의 90%가 반환될
것으로 추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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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활용 정책

폐기물 재활용률 현황
◦ (폐기물 발생량) 국민 1인당 연간 폐기물* 발생량은 2,500kg로 EU의
1인당 평균 폐기물 발생량인 1,800kg에 비해 매우 높은 편에 속함
- 이는 수출용 상품을 대량 생산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재활용률) 폐기물 발생량이 높은 반면, 재활용 자재 사용률은 29%로
EU국가 중 가장 높음(아래 표 참고)
- 이는 건설업종에서 폐기물을 대규모로 재사용하는 것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
- 이처럼 네덜란드는 많은 양의 폐기물이 발생하는 국가이지만, 그 중
많은 양을 재활용하는 국가이기도 함



<유럽 국가별 재활용 폐기물 활용률(2016년)>

[자료] 네덜란드 통계청(longreads.cbs.nl)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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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거체계 및 유통경로
◦ (규정) 네덜란드는 환경관리법에 따라 인프라 및 수자원 관리부에서 6년에
한 번 이상 국가 폐기물 관리계획을 작성
- 폐기물 관리, 순환경제, 개별 폐기물 유형별 수출입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포함
◦ (수거) 각 가정에서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수거용기에 분리배출
- 일주일에 1~3회 가량 수거가 이루어지는데, 유기 폐기물은 매주,
종이 및 플라스틱 폐기물은 3주마다 수거
◦ (유통경로) 종류별 원재료 분류 및 재가공 후 유통



종이
플라스틱
유리
유기폐기물

종이와 판지의 80%가 재활용되는데, 물에서 오염 물질과 분리 후 흰
종이, 펄프 등으로 가공됨
종류 별 세척 및 압착 과정을 거쳐 캔, 스웨터, 장난감, 의자,
파이프와 같은 제품 원료로 활용됨
매년 50만kg의 유리가 재활용되고 있는데, 색상별 분류, 세척,
분쇄 작업 후 새로운 유리병으로 재가공
오염물질과 분리 후 발효설비 시설에서 지역 녹색전기로 전환되어
바이오 가스로 쓰임. 또한, 퇴비로 가공되어 농업, 원예, 조경을
위한 비료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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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전망

정책 특징
◦ ’50년까지 완전 순환경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네덜란드
- 네덜란드는 ’07년부터 바이오경제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 나라로 ’30년까지
주요 원자재 사용을 ’14년보다 50% 줄이고, ’50년까지 순환경제를 구축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내각은 이를 위해 Œ기존 생산 공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원자재 소비를
감축하고, 새로운 원자재가 필요한 경우 지속가능 재생가능 일반적
이용이 가능한 원료를 사용, Ž생산방식을 새롭게 개발하고 에코 디자인
(circular design) 제품을 개발한다는 세부 이행방안을 두고 있음



·

·

<네덜란드 5개년 순환경제 실행계획(2019~2023년)>
활동
기간

네덜란드 플라스틱 협약
미세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식물기반 플라스틱
기계적 재활용 및 분류방식 개선
신제품과 포장재에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플라스틱 전략 국제적으로 확장 (예: 인도네시아)
유럽 플라스틱 협약
플라스틱 재활용
[자료] Implementation Agenda Circular Economy 2020-2023

2019-2025
2019-2022
2019-2030
2019-2030
2019-2025
2019-2025
2019-2025
2019-2025
2020-2025

◦ 국립 플라스틱 순환시험장(NTCP) 개설
- ’18년 말, 폐기물 분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새로운 분류 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이 개설됨. 이 시험장은 재활용 과정 전체를 다루는데,
폐기물에서 추출 후 광범위하게 사용가능한 원자재 생산에 따른 분류,
분리 및 재처리 기술과 프로세스 개발 등을 연구하고 있음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
◦ 일회용 플라스틱에 관한 지침(Directive EU 2019/904)이 ’21.7월부터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서 적용될 예정
- 일회용 플라스틱 제조업체 유통업체 판매업체 외식업체 등 관련 품목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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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는 한국기업들도 주의해야 함
- 대상품목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식사용 도구(포크, 나이프, 수저), 일회용
플라스틱 접시,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면봉, 플라스틱 풍선 막대, 산화
분해성 플라스틱과 음식용기, 발포폴리스타이렌컵이 포함
◦ 제품 생산 및 마케팅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기호
반영 필요
- 네덜란드 소비자들은 내구성이 높고 재활용 원료로 만든 제품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어 제품
및 포장재 사용에 이러한 기호를 적극 반영한 마케팅이 필요함
 향후 전망
◦ ’20년, 네덜란드 플라스틱 협약(The Plastic Pact NL) 체결
- 네덜란드 100여 개 이상의 민간단체가 플라스틱 사용 감축을 위해 합의
했는데, 각 단체는 ’25년까지 시장에 출시될 플라스틱 제품과 포장재를
100% 재활용 가능하고 최대한 재사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함
* 협약의 성과 중 하나로 한 슈퍼마켓 체인은 거래 포장업체들을 대상으로 어떤 종류의

플라스틱과 첨가물이 요구되고 어떤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 지침을
만들기도 함
* 기업들은 소비자의 ‘버리는 행동’을 막기 위해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20년 3월,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 양국은 함께 인도네시아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해양 플라스틱 배출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적인 플라스틱 양을 감축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역할이 요구되는 국가임.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가 향후 5년 내에
폐기물량을 70%까지 줄여나가는데 협력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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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벨기에

1. 현황

◦ (산업개요) 벨기에 플라스틱 산업 매출 규모는 총 142억 유로이며,
관련산업 분야에 약 3만 명이 고용되어 있음
- 국내 포장재 플라스틱에 대한 수요가 45%로 가장 많고, 그 뒤로
건축자재(23%), 기타*(20%), 자동차(8%) 등
* 기타 : 의료용품, 가구, 기계 등
- 플라스틱 페기물 총량은 1,220kT
<벨기에 플라스틱 산업개요>
구분

내용

매출규모(’18년)
부가가치 규모(’17년)
고용(’18년)

142억 유로
38억 유로(전체 GDP의 1%)
30,113명
포장재(45%), 건축자재(23%), 기타(20%), 자동
분아별 수요(’18년)
차(8%), 전기전자(4%) 순
플라스틱 폐기물 규모(’18년) 1,220kT(모든 종류의 총 폐기물은 3.8만 kT)
수거 플라스틱 폐기물(’18년) 610kT
[자료] Essenscia 토대로 무역관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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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 추진 정책
가.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정책

제품 생산단계 규제
◦ 비닐봉투 생산 규제
- (내용) 생분해 또는 재활용 원료를 이용한 비닐봉투 생산 의무
- (특징) 벨기에는 플란더스(북부), 브뤼셀(중부), 왈로니아(남부) 등 3개
지방정부로 구성된 연방국가로 대다수의 정책이 연방차원이 아닌
지방정부 차원으로 수립



* (플란더스 지방) ’21년 1.1일부로 플라스틱 비닐봉지 생산 시,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
80% 및 ’25년 1.1일부터는 재활용 원료 사용 100% 의무. 단, 6개월의 전환기간을 두
고 재고 소진 허용
* (브뤼셀 및 왈로니아 지방) 식품과 닿는 비닐봉지의 경우, ’18년 1.1일부로 바이오
기반(biosourcé) 물질 함유 40% 이상 및 ’25년 1.1일부터는 60%로 상향

제품 소비단계 규제
◦ 일회용 플라스틱 봉투 사용 및 제공 금지 추진
- (내용) 브뤼셀 및 왈로니아, 플란더스 지방 내 봉투 사용 금지
- (특징) 벨기에는 플란더스(북부), 브뤼셀(중부), 왈로니아(남부) 등 3개
지방정부로 구성됨



* (왈로니아 지방) ’16.12월 이후 상점 내 비닐봉투 사용 금지되었으나 대체재를 구하기
어려운 야채, 과일 등 식품군에 제한적 허용. ’20.3월부터는 식품을 포함, 모든 상점 내
비닐봉투 이용 금지
* (브뤼셀 지방) ’17.12월부로 마트 내 식품군을 제외한 비닐봉투 사용 금지, ’20년
3.1일부로 모든 상점 내 사용 금지
* (플란더스 지방) ’19.12월부로 모든 상점 내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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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활용 정책

폐기물 재활용률 현황
◦ (현황) 벨기에 전체 생활폐기물 규모 3.8만 kT 중, 플라스틱 폐기물 규모
는 1,220kT임. 이 중, 수거되는 플라스틱은 총 610kT으로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의 50% 점유 중
◦ (분류) 벨기에 플라스틱 수거 폐기물은 △에너지회수*, △재활용, △매립,
△석유화학 산업 공급원료로 활용
* 에너지 회수(Energy Recovery) : 폐기물 소각에 따른 열에너지 회수
- 이 중, 에너지회수 처리 비중이 64%로 가장 높고(총 390kT), 그 뒤로
재활용(34%), 매립(2%), 석유화학 공급원료(1%) 순



* (참고) EU 평균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36%이며, 벨기에 매립율(2%)은 EU 평균(25%)
대비 매우 낮음

<2018년 벨기에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현황>

[자료] Essenscia (2020.9월, The Belgian plastics industry and the circular economy)

◦ (추이) ’06~’18년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추이를 살펴보면, ’18년 재활용의
경우, ’06년 대비 56.7% 증가하며 에너지회수(+36.7%) 대비 빠른 속도로
증가. 매립율은 –83.6%로 큰 폭 감소
* (참고) 최근 3년(’16~’18년) 연평균 성장률(CAGR) : 재활용률(+6.7%), 에너지회수
(+3.3%), 매립율(-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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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8년 벨기에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추이>

[자료] Plastics Europe (2020년 발행, 보고서명 : Plastics–the Facts 2020)

폐기물 수거체계 및 유통경로
◦ 생산
→ 소비
→ 수거
→ 분류
→ 에너지회수
, 재활용
, 매립
- 재활용된플라스틱은다시재생원료
또는플라스틱으로전환



(Production)

(Consumption)

(Energy recovery)

(Waste collection)

(Recycling)

(Sorting)

(Landfilling)

(Recyclates)

(Convertion)

<벨기에 플라스틱 재활용 체계>

[자료] Essenscia (’20.9월, The Belgian plastics industry and the circular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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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전망

정책 특징
◦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재활용률 준수 등 EU차원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정부별로 세부 정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음
- 벨기에는 3개의 지방정부로 구성된 연방정부 형태로, 정책 대부분을 지방
정부에서 독립적으로 시행
- ’16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된 벨기에 플라스틱 감축 정책은 최근 EU의
탈플라스틱 정책과 맞물려 가속화되고 있으며 ’21년을 전후로 전 지방
내 플라스틱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
◦ 국내 플라스틱 수요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다포장 축소,
대체재 생산 등 새로운 진출전략 모색 필요
- (포장재 축소)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등 포장재 감축정책 기조 및
과다포장을 거부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불필요한 이중포장,
과대포장 등 포장폐기물 사용을 줄여야할 것
- (대체재 생산)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산으로의 전환을 통해 변화되는
벨기에 친환경 플라스틱 시장 선점 필요
 향후 전망
◦ EU가 설정한 포장재 플라스틱 목표(’25년 50%, ’30년 55%)에 무난하게
도달할 전망
- 특히 ’21년 분리수거 대상품목 확대 시행으로 연간 약 7만 톤 규모의 추가
폐기물이 수거되어, 현행 재활용률이 41%에서 65%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일회용 플라스틱 봉투 생산 시, 재활용 및 바이오 기반 소재 원료 함유
의무화에 따라 향후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소재 수요가 확대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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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탈리아

1. 현황

◦ (산업개요) 이탈리아의 플라스틱 산업은 화학 산업에 속해있음
- 이탈리아 화학협회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화학 산업은
생산량 기준 EU내 9.5%로 독일(27.2%), 프랑스(13.4%)의 뒤를 이어 3위
- 구성을 살펴보면, 고무 플라스틱(18.6%), 섬유(5.8%), 제약(5.7%), 식품(5.3%)
등의 순으로 고무 플라스틱 분야가 화학 산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기업규모) 플라스틱 생산기업은 약 9,910개사, 종사자는 162,17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 이탈리아 플라스틱 산업은 북부지방에 발달, 관련기업의 70%가 북부
지방(롬바르디아, 피에몬테, 베네토, 에밀리아로마냐)에 위치
- 생산에서 포장용 플라스틱이 가장 큰 비중(42%)을 차지하고, 기타(섬유
농업 등)가 30%, 건설 21%, 전자제품이 6% 차지
◦ (재활용) ’19년 기준, 소비는 2,315톤, 수거는 1,378톤(전년대비 18% 증가)을
기록했으며 재활용은 1,054톤으로 소비 대비 46%의 재활용률을 기록
·

·

<이탈리아 포장용 플라스틱 소비량 및 재활용률>

(단위 : 톤,%)

[자료] fondazione sviluppo sostenibil(지속가능 개발재단) 연간보고서(202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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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 추진 정책
가.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정책

제품 생산단계 규제
◦ 플라스틱 세금
- (시행시기) 2021.7.
* 20.7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도입 연기됨
- (내용) 이탈리아 정부에서 도입하는 플라스틱 세금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및 용기 제조수입 업체는 kg당 0.45유로의 세금을 부담



’

* 플라스틱 비율이 40% 미만으로 퇴비화가 가능하거나 재활용 제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생분해성 제품에 대한 세제 혜택
- (내용) 생분해 및 퇴비화가 가능한 제품 생산에 투자되는 비용에
대해 최대 2만 유로까지 10%의 세액 공제 혜택 제공
- (영향)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생분해성 제품 개발 촉진으로 규제
보다는 혜택 부여를 통해 플라스틱 생산 감축 유도
 제품 소비단계 규제
◦ 플라스틱 봉투 규제
- (내용) ’11년부터 폴리에틸렌 소재의 봉투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상점에서 생분해성 봉투 사용을 의무화, ’18년부터는 초경량봉투도
생분해성 봉투로 전환했으며 봉투는 모두 유료로 소비자 부담
◦ 분리수거 의무화
- (내용)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던 분리수거를 의무화하고, ’21년
분리수거 시스템 정비로 지자체별로 상이한 재활용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의 분리수거 체계를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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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활용 정책

폐기물 재활용률 현황
◦ 이탈리아 환경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19년 기준 이탈리아 폐기물의
총 재활용률은 53.3%로, 이는 유기물, 종이, 유리, 금속, 플라스틱,
목재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 ’19년 기준 생활폐기물 회수율은 이탈리아 평균 61.3%로, 북부
(69.6%)와 남부(50.6%)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생활폐기물 중 포장폐기물의 전체 회수율은 ’19년 기준 전년 대비
3.1% 증가한 80.8%로 나타남. 회수율이 높은 폐기물은 종이, 유리,
플라스틱, 목재 순으로 집계됐으며, 플라스틱을 제외한 나머지 폐기물은
EU의 ’25년 재활용목표를 충족함
- 재활용 제품 및 회수된 재료 원료를 자원으로 활용한 순환재료
사용률은 ’19년 기준 19.3%로 EU 27개국 평균 11%를 상회



·

<2019년 EU 순환재료사용률>

[자료] www.fondazionesvilupposostenibile.org, Eurostat

38

유럽 주요국의 탈플라스틱 정책 및 시사점

폐기물 수거체계 및 유통경로
◦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는 지방정부 주관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수거 및 처리는 각 주별로 차이가 있음. 이탈리아 전역에 분리수거
의무화를 통해 시스템 일원화 추진 중
- 생활폐기물은 각 지자체에서 계약된 용역업체를 통해 수거하고
있음. 남부의 경우 대부분 분리수거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모든
폐기물이 동일한 집하장으로 이송되고 추후 분리가 이뤄지기에
재활용률이 낮음.
- 재활용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의 분리수거가 이뤄지고 있는 지자체에
서는 각 폐기물별로 분리된 집하장으로 이송. 일반폐기물의 경우
용도에 맞게 매립 및 소각, 농업용, 바이오가스(폐기물 에너지화)로
활용되고 재활용폐기물은 각 소재별로 해당 시설로 이동, 재가공
되어 재활용품 생산업체로 공급이 이뤄지고 있음.
- 각 소재별 폐기물의 처리는 재활용을 담당하는 조합(유리수거 조합,
알루미늄재활용 조합 등 소재별로 존재)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처리업체선정 또한 조합의 입찰을 통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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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전망

정책 특징
◦ 플라스틱 세금 도입 등 세금 부과를 통해 생산 및 소비를 억제
- 이는 EU에서 ’21년부터 도입한 플라스틱세와는 별도로 시행될 예정으로
플라스틱 제품의 가격 상승 불가피
◦ 인센티브 정책을 통한 대체재 개발 박차
- EU의 기조에 맞춰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인센티브 정책으로 친환경
제품 생산 및 개발을 촉진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
◦ 가격인상 및 제품 규제로 인한 수출 시장 축소 우려
- 정부 차원의 플라스틱 세금 도입으로 생산 및 수입에 추가비용이 부가됨에
따라 전반적인 가격 상승이 불가피. 가격경쟁력 약화 및 폐기물 처리 관련
규제 강화로 관련 제품의 소비 감소에 따른 수출 시장 축소 전망
-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판매가 점진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해당
품목을 생산, 수출하는 우리기업은 생분해성 제품으로 시장공략 필요
◦ 대체재 개발을 통한 유럽시장의 규제 모니터링 필요
-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은 유럽시장 뿐 아니라 선진시장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
- 이에 우리기업은 해당 규제 모니터링과 대체재 개발을 위한 R&D 투자
확대 등으로 수출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음
 향후 전망
◦ 생산부터 폐기물 관리까지 전 과정의 규제 강화 전망
- EU의 순환경제정책에 따라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물 관리까지
총괄적인 규제정책을 통해 환경부담 최소화를 추진
- 이탈리아는 EU의 기조에 맞춰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인센티브 정책으로
친환경 제품 생산 및 개발을 지속적으로 촉진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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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위스

1. 현황

◦ (산업규모) KUNSTSTOFF(스위스 플라스틱 협회)에 따르면, 스위스 내
플라스틱 관련 회사는 약 800여 개, 관련 종사자 약 35,000명, 연간
매출액 160억 프랑(약 170억 불)에 달함
- 스위스 연방정부,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 약 100만 톤, 연간 1인당 평균
플라스틱 사용량은 125kg, PET의 경우 연간 16억 개를 소비하는 것으로
추정
- 주요 현지 언론 SWI에 따르면, 스위스의 연간 1인당 평균 플라스틱
사용량은 약 100kg로, 유럽 평균의 3배에 달함
- 스위스에서 소비되는 약 100만 톤의 플라스틱 중 75% 이상이 제품
포장에서 발생
◦ (주소비 산업군) 주소비 산업군과 관련된 통계는 없으나, 스위스
플라스틱 클러스터*의 회원 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규모 예상 가능
- 스위스 플라스틱 클러스터는 플라스틱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플라스틱 제품 및 기술개발 협력, 전문 인력 양성 등에
기여하고 있음
<스위스 플라스틱 클러스터 산업별 회원수>

건설 (2)
열성형 (3)
플라스틱 필름 (2)
소비재 (8)
기계 및 도구 (15)
패키징 (9)
마이크로 인젝션 (10)
기타 (49)
[자료] Swiss Plastics Cluster

시계제조 (8)
원자재 (13)
기술폴리머 (14)
자동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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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
합성물 (7)
압출 (8)
사출성형 (31)
의료기기 (13)
실리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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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 추진 정책
가.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정책

◦ 스위스는 비EU국가로 EU 환경정책을 따를 의무가 없으며, 연방정부는
규제‧개입을 최소화. 이에따라대부분의 환경 관련 캠페인은 지방 칸톤 정부
유통업체 제조업체 소비자 등이 자발적으로 이행
(

,

)

,

,

* ’18.5월, 스위스 연방정부 환경부 대변인 Elisabeth Maret, ‘정부의 특정 제품 유통
금지/규제 제재는 경제적 자유와 상충되기 때문에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힘

지방정부 차원의 규제
◦ 일회용품 사용 규제
- (시행시기) 2021.1.1.
- (근거) 제네바 호수 오염의 심각성, 재활용을 통해 창출되는 가치보다
재활용 프로세스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크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 (내용)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및 제공 전면 금지. 제네바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 수저, 컵 등 일회용품 사용금지. 적발 시 최소 100
스위스 프랑 벌금 부과
- (영향) 제네바 칸톤의 ‘’24년까지 쓰레기 25% 감축’ 목표에 크게 기여,
현재 소각되는 쓰레기양 감소에 따른 탄소배출량 감소 예상, 그 외
현재 스위스에 도입되지 않은 친환경 대체 상품 및 기술, 인프라 발달 기대
 유통업체 소비자의 자발적 캠페인
◦ 스위스 연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규제는 없으나, 국민들의 자발적인
일회용품 자제 및 재활용 참여도는 높은 편
- (유통업체) 스위스의 최대 유통업체 Migros와 Coop 및 백화점
Manor, 기존에 무상으로 제공하던 플라스틱 봉투에 대해 ’20년
1.1일부터 0.5프랑을 부과하는 자체 정책 도입
- (소비자) 스위스 페트병 사용량의 83%가 재활용됨, 1990년부터 전국적


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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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캠페인 시행 후 스위스 전국에 50,000개가 넘는 페트병 수거시설
설치, ’13년경부터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음료병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플라스틱 병을 스위스 슈퍼마켓에서 수집 중 * 자료원 : SWI
- (제조업체) 소비자 요구에 맞추어 BRITA(식수 정수기), Valser(생수 및
음료) 등의 브랜드에서 자사 용기 수거 캠페인 시작, 동 캠페인의
경우 일반 분리수거보다 실질적인 재활용률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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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활용 정책

폐기물 재활용률 현황
◦ (일반 생활폐기물) 연간 1인당 평균 생활 쓰레기 배출량은 700kg 이상
이며, 이 중 약 53%인 373kg가 재활용을 위해 수거 처리
- 단, 재활용품 수거율과 실제 재활용되는 비율은 상이. 예를 들어,
종이류 재활용품 협회(Association for Paper and Cardboard Recycling)에
따르면, ’19년 스위스 국민들이 이용한 종이류의 82%가 수거되었으나,
그 중 68%만 실제 재활용됨
◦ (플라스틱 재활용률 현황) PlasticsEurope 산업협회에 따르면, ’18년
기준, 스위스 플라스틱 폐기물의 25% 가량이 재활용됨. 이는 노르웨이,
스웨덴(재활용률 40%이상), 독일, 체코, 아일랜드, 스페인(재활용률 35%
이상) 등 주변국에 크게 뒤떨어진 수치
- ’18년 기준, 스위스는 연간 8만 톤의 플라스틱을 재활용중이며,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은 대부분 음료병, 샴푸통, 세제통 등 고품질의
플라스틱. 이 중 80% 이상이 소각로*를 통해 재활용되고 6% 이상이
시멘트 공장에서 사용됨



* 스위스는 2000년 이후 가연성 폐기물 매립을 중지, 이에 따라 별도의 공정 없이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의 경우 소각

폐기물 수거체계 및 유통경로
◦ (수거체계) PET는 스위스 페트병재활용협회에서 관할
◦ (유통경로)
빈 페트병은 대형 마트나 수거함에서 수거됨
스위스 전역 40여 개의 폐기 파트너사와 협력, 분류센터로 운반
분류센터로 운반된 페트병은 200~300kg 압축 베일로 처리,
이물질을 제거하고 색상별로 분류
분류된 페트병은 재활용 공장에서 금속 불순물 및 먼지를
제거한 후 작은 조각으로 분쇄 및 화학 세척, 이물질 최종 제거
작업을 거쳐 재활용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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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전망

정책 특징
◦ 스위스 연방정부, ’18년 5.2일 ‘EU의 탈플라스틱 정책을 따르지 않는다’ 발표
- 이는 환경적 요인 외에도 많은 경제적 상황이 맞물려 있음
- 수명주기평가(LCA) 관점에서도 연방정부 차원의 특정물질 사용 제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
◦ 스위스는 국가 차원의 강제적인 규제는 없지만 소비자들의 환경의식이
비교적 높은 편
- 소비자의 높은 환경의식 수준을 고려하여, 스위스 진출 시 과대포장 지양,
생분해성,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적 패키징으로의 탈바꿈 필요


* (예시) 스위스 소재 글로벌 식품기업인 Nestle는 2025년까지 자사의 커피캡슐을 포함한
모든 제품의 패키징을 100% 재활용 가능(recyclable) 또는 생분해성(biodegradable)로
대체하겠다고 선언함

향후 전망
◦ 현재 연방정부의 개입 없이도, 스위스 기업과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수준, 다양한 환경 기술 관련 스타트업 등장 추세를 볼 때,
앞으로도 스위스 연방정부는 강제적인 규제를 지양하고, 각 산업에서
자발적인 솔루션을 찾을 수 있도록 장려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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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스페인

1. 현황

◦ (산업개요) ’19년 기준 스페인의 플라스틱 산업 규모는 300억 유로로,
국가 GDP 중 약 2.7% 차지
- (고용) 직접 고용창출 현황은 약 93,000명, 직 간접적 고용효과가 25.5만명에
육박하는 등 국내 주요 산업 중 하나임
- (기업) 스페인 내 플라스틱 관련 기업은 약 3,600개사, 이 중 98%가 중소기업
◦ (주소비 산업군) 산업 생활용 용기(46.1%), 스포츠용품, 장난감 등의
포장재(23.9%), 자동차(8.8%), 전기전자(7.2%) 산업 순으로 나타남
·

·

<스페인 플라스틱 산업 주소비 산업군 현황>

[자료] 스페인플라스틱협동조합 (EsPlasticos)

◦ (폐기물) 연간 플라스틱 폐기물 규모는 ’18년 기준 2.6백만 톤(EU 전체의
약 9%)으로 집계되며, 이 중 1백만 톤(전체의 약 42%)이 재활용됨
- 폐기물 발생 비중은 산업 생활용용기(64.8%), 스포츠용품, 장난감 등의
포장재(17.3%), 농업(6.4%), 전기전자(5.1%), 자동차(3.8%), 기타(1.5%),
건축자재(0.9%) 산업 순으로 나타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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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 추진 정책
가.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정책

제품 생산단계 규제
◦ 일회용품 사용 억제 법안
- (시행시기) 2020.6. 법안 초안 통과
- (근거) 폐기물 오염토지 처리법 초안(Anteproyecto de Ley de Residuos y



·

Suelo Contaminados)

내용) ’25년부터 페트병의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최소 25%로 설정,
플라스틱 처리 관련 사항 안내 라벨링 의무화 등
◦ 일회용 플라스틱세
- (시행시기) 2021.7.3.
- (내용)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 생산 수입자에 대해 kg당 0.45유로를
부과. 단, 수출용과 재활용 제품은 예외
- (영향) 정부는 연간 7억 유로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제품 소비단계 규제
◦ 일회용 플라스틱 봉투 사용 금지
- (시행시기) 2018년~
- (근거) 293/2018 법안
- (내용) ’21년부터 퇴비화 가능 플라스틱 봉투만 판매 허용, 봉지의
퇴비화 가능여부와 두께에 따라 판매 금지 또는 추가요금 징수
- (

·

* ’21년부터 퇴비화 가능한 플라스틱 봉투만 판매 가능, 두께(마이크론)가 15 이하일 경우
무료, 16-49는 유료판매, 50이상은 판매 금지

◦ ’23년부터 플라스틱 일회용품(스트로, 포크 등) 무료 제공 금지, 화장품
세제원료의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 등 규제 강화 예고

·

* 추가규제 내용 :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처리 안내 및 생산·판매자의 정보표시 의무화,
식당 내 일회용 플라스틱 생수병 판매 금지 등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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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활용 정책

폐기물 재활용률 현황
◦ (일반 생활폐기물) ’19년 기준 스페인의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은
41.9%(EU 2위)에 달하며, ’30년까지 폐기물 발생률을 ’10년 대비 15%
축소할 예정
- 플라스틱 용기 재활용률은 ’25년 EU 목표인 50%를 ’18년에 조기
달성함
◦ (재활용산업 관련 정부 전망) ’35년까지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에 25억
유로 규모의 공공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7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함
 폐기물 수거체계 및 유통경로
◦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는 총 4단계로 진행


단계

내용

① 선별적 분리·수거
재활용 가능 플라스틱
* 주체 : 전국 각 시 정부 컨테이너 통해 분리·수거
② 재활용 가능 물질 선별
재활용센터에서
플라스틱
* 주체 : 에코엠베스 재활용가능
종류별로 분류
(공공·민간 비영리단체)
③ 플라스틱 재활용 작업
* 주체 : 민간기업

처리 과정을 거쳐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물질 추출

④ 재활용물질로신제품제조 재활용된 플라스틱으로
제품 생산(산업용품,
* 주체 : 민간기업
봉투, 필름 등)

* ’21년 기준 136개의 재활용센터의 39만 개의 컨테이너를 통해 수거 중
(’17년 대비 재활용센터 7.1%, 컨테이너 수는 4.0 %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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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전망

정책 특징
◦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목표로 한 ‘스페인 순환경제전략’을 근거로
플라스틱 사용 축소 정책을 추진 중
- ’20.6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기 로드맵은 플라스틱 산업의 전 과정
(생산-소비-폐기물 관리)의 사용 축소와 관련된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음



생산

소비

폐기물 관리

· 환경오염 성분 대신 ↔ ·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 ↔ · ’30년 스페인 내
재활용이 가능한 대체
사용 규제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10년
성분으로 생산 유도
제품 소비 최소화 유도
대비 15% 축소 목표

◦ 현지업계의 엇갈린 반응
- (기업) 생산 원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세금 부과로 재활용 기술개발에
필요한 투자재원 확보에 애로
* 플라스틱 제품의 주원료인 폴리머의 kg당 구매가는 0.9유로, 세금은 0.45유로
- (환경단체) 세금 도입 등 플라스틱 사용 감소 정책에 찬성하며, ‘그린딜’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
◦ 플라스틱 원료는 한국의 스페인 2위 수출 품목(’20년: 2.6억 달러)으로,
플라스틱세 도입에 따른 경쟁력 상실 우려
◦ 한편 지속가능한 소재 친환경 포장재 시장 진출은 오히려 유망할 것으로 예상
- 감자녹말, 사탕수수, 바나나잎 등 지속가능 소재로 만든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수요 확대에 따른 신규 기회 모색 필요
對

·

향후 전망
◦ 정부의 탈플라스틱을 향한 환경 규제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
- 현재 규제 중인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외에도 화장품, 세제 등 생활용품
전반에 사용되는 미세플라스틱 관련 규제* 추진 중



* 화장품, 세제 원료에 5mm미만의 미세알갱이 첨가 금지(2021년 하반기 하원 통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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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가격 중심적인 구매 패턴에서 친환경적 가치소비 추구 성향
강화로 정부의 환경규제 시도 및 친환경 정책은 계속될 전망
- 플라스틱 재활용에 초점을 둔 정책이 확대될 전망, ’22년부터 내구재
사용기간 확대 유도를 위해 A/S 및 관련 부품 제공 기간이 기존 5년
에서 10년으로 연장될 것
-

·

< 참고: 西 플라스틱재활용협회(Cicloplast) 관계자 인터뷰 내용 요약>

▪ 스페인은 ’18년부터 EU의 ’25년 50% 재활용률 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등 이미
EU 평균보다 앞서 있음
▪ 최근 도입한 ‘플라스틱세’를 포함한 정부의 각종 규제 덕분에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친환경 신소재 개발 노력도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 EU 내 선두주자의
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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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오스트리아

1. 현황

◦ (주소비 산업군) 플라스틱 제품은 거의 모든 자본재 및 소비재의 포장재
형태로 사용되며, 그 외에도 장난감, 주방용품 등 많은 분야에 사용
- 특히 반제품, 건설산업, 식품 가공기계, 의료,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높은
사용률 기록
<오스트리아 플라스틱 산업 주소비 산업군 현황>
산업군

반제품 산업 (파이프, 프로필 등)
포장산업
건설산업
기타 산업(자동차, 전기전자, 기타 완제품 등)
[자료] Bank Austria 플라스틱 산업 정기보고서(2020)

소비 비중

37%
16%
13%
34%

◦ (폐기물 및 재활용률) 그린피스의 ’20년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1인당 42kg(그 중 34kg는 포장지 폐기물)
- 재활용률은 ’08년 35%를 기록하면서 유럽 평균을 웃돌았으나, ’13년 이후
유럽 평균 재활용률이 증가하면서 ’17년 33.4%로 28개국 중 22등 차지
<오스트리아와 EU의 플라스틱 재활용률>

[자료] 오스트리아의 플라스틱 소비와 재활용(Greenpeace, 202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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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 추진 정책
가.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정책

제품 생산단계 규제
◦ 플라스틱 봉지 생산 및 유통금지
- (시행시기) 2020.1.1.
- (근거) 연방 폐기물관리법 13조 j~m항
- (내용) 플라스틱 봉지의 유통 및 판매는 ’20년 1.1일부터 금지되며
생산업체와 유통 수입업체에게 이미 생산 및 주문된 제품에 한해
’20년 12.31일까지 판매할 수 있는 유예기간 적용 → 이후에는 판매
및 유통 전면금지
◦ 산화 생분해 플라스틱 금지
- (시행시기) 2021.7.3.
- (근거) ’19.6월 EU에서 가결된 산화 생분해 플라스틱 금지 지침
- (내용) 산화 생분해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일회용품의 생산 및 유통 금지



·

* 금지제품 : 면봉, 식기(포크, 나이프, 수저, 젓가락), 접시, 빨대, 커피믹스 스틱, 풍선스틱,
스티로폼으로 이루어진 식품 포장재(패스트푸드와 음식 포장 식기 포함), 스티로폼으로
이루어진 음료 및 액체 용기, 스티로폼 컵 등

제품 소비단계 규제
◦ 플라스틱 컵 보증금 반환제도
- (시행시기) 2011년
- (근거) 빈과 잘츠부르크의 폐기물 주법 10조 c~d
- (내용) 대규모 행사에서 일회용 컵과 식기의 사용을 금지, 행사에서
컵 사용 시 보증금 지불 후 반납하면 보증금 반환
- (영향) 동 제도를 통해 컵의 반납 및 재사용률이 90% 이상 증가하며
환경보호에 크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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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활용 정책

폐기물 재활용률 현황
◦ 오스트리아에서는 연평균 1인당 500kg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하며
전체기준 연간 총 440만 톤으로 집계
- ’15년 대비 ’18년에 유리, 철, 플라스틱 분리수거량이 40만 2100톤으로
약 4% 증가
- 오스트리아인의 98%가 분리수거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67%가
분리수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답변
- ’18년 기준 오스트리아의 재활용률은 57.7%로 유럽 내에서 독일
(67.3%)과 슬로베니아(58.9%)에 이어서 3번째로 높은 재활용률 자랑
- 오스트리아는 95.3%의 포장지 폐기물 회수율을 기록하며 벨기에(99.6%),
룩셈부르크(97.7%), 독일(97%)과 함께 유럽 내에서 상위권 차지
 폐기물 수거체계 및 유통경로
◦ 오스트리아 생활폐기물은 기본적으로 연방 폐기물 관리법과 각
연방주의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수거
- 빈 시의 경우 하루 265대의 폐기물 수거차량이 운영되며 연간
12만 번의 쓰레기 수거활동 진행
- 각 건물별로 폐기물 수거장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일반폐기물, 폐지
수거탱크로 나뉘어 사용
- 각 건물별로 폐기물 수거탱크 개수와 수거 횟수는 신청 건수에
따라 다르며 추가신청 가능
- 수거된 폐기물은 대부분 소각장으로 운반되어 지역난방과 전력
공급의 에너지원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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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전망

정책 특징
◦ 오스트리아는 EU탈플라스틱 정책 지침을 준수하며, 각 분야별로 정책을
입안 및 시행 중임
-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 감축 정책 : 실행 속도가 가장 빠른 정책들로,
’20년부터 플라스틱 봉지(생분해 소재 제외) 및 미세 플라스틱 함유
화장품 세제 생산 및 유통금지, ’21년 7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봉지
전면 금지 조치 시행 등을 포함
-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금지 정책 : ’21년 1월부터 법령에 의거 집행 중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
◦ (제품개발) 정부의 강력한 탈플라스틱 정책으로 제품의 생산 및 유통
단계에서부터 플라스틱 사용이 엄격히 규제되는 환경임을 감안, 소비재
제품 수출 계획 시 제품 개발 단계부터 과다한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자제, 재생 가능한 생분해 재질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필요
◦ (소재) 재생가능 플라스틱, 플라스틱 대체제 관련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럽 내 소재 인증 등의 선제적 대응 시 시장
선점 기회 확보 가능
◦ (정부지원) 최근 정부에서 기업투자 활성화 및 디지털화/친환경/건강 생활과
학 분야 장려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 정책 시행
- 향후에도 다양한 정부 지원정책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기업의
정부지원 적극 활용
 향후 전망
◦ UN의 어젠다 2030에 의거, ’30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재 전량을 재활용
가능 재질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장기적 목표로, 재활용에 관련된 보다
구체적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현재까지 발표된 정책들은 ’23년부터 확대 시행 예정인 생산자책임
재활용제, ’24~’25년 시행 예정인 플라스틱병 뚜껑 구조/재질 의무화 등


·

·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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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

탈플라스틱 혁신기업 사례
독일

분야
개요/연혁

Silphie Paper GmbH

대체소재 개발 (포장재)
․창업자 : 라들마이어(Stefan Radlmayr)
․150년 된 제지공장(Scheufelen GmbH & Co. KG) 운영 중
’02년 종이 생산 원료로 펄프 대체제 기술 개발 성공
＊ 모기업 Scheufelen GmbH & Co. KG은 1855년 설립
․’17년 자회사(Silphie Paper GmbH) 설립
․’20년 생산 개시 및 독일 신소재 포장 우수상 수상
․포장재용 종이 생산을 위한 펄프 대체 식물 재료 개발
․종이 포장재와 같이 다양한 모양의 포장용기 제작 가능

상품/서비스

전략

특징
웹사이트

․재생 종이역시 원천재료인 펄프의 생산 관련 자연 훼손 문제가 있고,
독일은 펄프용 목재 수입국인 점을 착안
․펄프 대체재로서 국화과종(Silphium perfoliatum)에 섬유질이 풍부함을 이용해
기술 개발
․기존 펄프와 신개발 국화꽃 섬유질을 50% 혼합한 제품 생산
․현재 1일 20톤 생산 중, 지자체 의회 승인 시 1일 50톤 생산할 계획
․해당 식물 수확 후 하넨네스트 에너지파크(Energiepark
Hahnennest)에서 증기로 분해하며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납품하고,
남은 섬유질로 제품 생산, 남은 찌꺼기를 퇴비로 사용하는 등 자원의 완전
순환구조 구현
․해당 포장재를 친환경적으로 코팅하는 기술 개발 중
․찢어짐에 강해, 접는 상자 포장에 특화
www.silphiepaper.com
(기업과 제품 관련 정보는 www.biooekonomie-bw.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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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개요/연혁

상품/서비스

전략

특징
웹사이트

Landpack GmbH

대체소재 개발 (포장재)
․창업자 : 에쉔로어(Thomas Maier Eschenlohr, Patricia Eschenlohr)
․창업 연도 : ’13년
․창업자본 : 자체 자금 및 바이에른주 경제부 지원의 첨단 기술연구
진흥 보조금 (총 60만 유로)
․기업 소재지 : 뮌헨의 푸흐하임(Puchheim)
․직원 수 : 20명
․짚을 이용한 천연 단열 포장재
- 생태학적이며 충격 흡수와 습도 조절 기능 보유, 작은 부피,
시각적 멋과 뛰어난 성능이 부각 됨

․스티로폼 대용으로, 탈곡 후 버려지는 짚을 이용한 천연 단열 포장재
기술 개발로 친환경 선도
․에너지 절감 효과 :
- 스티로폼 생산의 에너지 소비량 : 약 1,000kWh/m³,
- 짚을 이용한 포장재 생산의 에너지 소비량 : 20kWh/m³
․공장을 친환경 교육 체험의 장소로 학생들에게 개방, 사회 전반에
걸친 긍정적인 파급효과 기대
․짚뿐만 아니라 대마와 황마를 이용한 제품도 생산 (대마는 매일 최대
4cm로 빠르게 성장,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거름과 비료가 필요치
않아 재배가 용이)
․회사 설립 시 바이에른주 경제부 창립 자금 지원 수혜
․기후 중립적인 제품 제조 공정, 수력과 태양광 에너지 이용
․에너지 최소 사용으로 비용 절감
․지역 농가에서 생산된 순수한 짚을 이용, 위생적이며 엄격한 모니
터링을 통한 품질 관리와 제품 생산
․천연 재료 사용과 접착제 사용 최소화로 폐기처리 시 비용 감소
(100% 퇴비화)
https://landpack.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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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분야
개요/연혁

Vegeplast

대체소재 개발
․창업자 : 뱅상 플루케 (Vincent Pluquet)
․창업 연도 : ’03년
․직원 수 : 26명
․농식품 분야 엔지니어 출신 창업자가 프랑스 지방의 로컬 농산품을
이용한 친환경 자연분해소재를 연구, 생산하기 위해 설립
․녹말, 프로틴, 섬유질이 함유된 옥수수와 같은 곡물로 플라스틱 대체
소재를 개발해 일상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상품 제조
․자연분해 가능한 친환경 상품 예시
Vegetop(친환경 용기)

Vegecap(친환경 커피캡슐)

Biotray(친환경 음식 보관 용기)

Georgette(친환경 식기)

상품/서비스

전략

특징
웹사이트

․’10년부터 네스프레소 사의 친환경 커피캡슐을 생산(월간 약 3천만 개)
․이후 2세대 친환경 캡슐 출시(소비자가 직접 커피를 넣고 캡슐 제작, 일반
쓰레기와 함께 폐기하면 자연 분해 가능)
- 2세대 친환경 캡슐 특허권이 매출의 30%를 차지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등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영국, 브라질,
칠레, 남아공 등에도 진출
․식품용기, 커피캡슐뿐 아니라 플라스틱 대체소재를 활용한 애완용품,
스포츠용품(골프티), 방위산업용품(낙하산 끈) 등 제작
https://www.vegepla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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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연혁

상품/서비스

Albea

대체소재 개발 (포장재)
․창업자 : Lucien Duranton, Aime Kergueris
․창업 연도 : 1977년
․튜브, 립스틱, 마스카라 등 다양한 종류의 코스메틱 포장용기 제조
․전 세계 13개국에 31개의 공장 보유
․L’oreal, Gucci, The Body Shop, Lancome, Givenchy, Make up
Forever 등의 코스메틱 브랜드와 협력 중
․’19.10월 로레알 그룹과 협력해 종이 튜브용기 런칭
․’20.5월 로레알 브랜드 중 하나인 라로슈포제(La Roche-Posay)에서
업계 최초 종이튜브 용기 썬크림 출시
- 64.8%의 종이와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에틸렌비닐알코올 35.2%가
혼합된 튜브 용기로, 기존 용기와 비교해 45%의 플라스틱 사용이
감소

․탈플라스틱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두고 혁신적인 제품들을 발표하고
있음
․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과 탄소발자국 규제 등에 따른 코스메틱
제조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재활용 튜브 등을 출시
전략

웹사이트

https://www.albea-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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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분야
개요/연혁

Topup Truck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자제
․창업자 : Ella Shone
․창업 연도 : ’20년 8월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 중 전기 우유배달 트럭(Electric Milk
Float)을 이용하여 런던 해크니 지역에서 창업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리필하는 방식으로 현재 런던 동부
및 북부에서 상품을 판매
․고객들은 인터넷으로 방문을 예약하고 렌틸콩, 파스타, 올리브 오일,
세제, 샴푸 등을 자신들이 가져온 용기에 담아 구입

상품/서비스

전략

특징
웹사이트

․친환경과 신기술을 결합한 사업 추진
- 전기트럭+인터넷 홈페이지+리필상품
․코로나19로 인한 통행제한을 사업기회로 발전시킴
-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증가에 민감한 소비자를 공략
․사업확장(트럭 개조 등)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 활용
․모든 상품은 윤리적으로 생산되며, 유기농, 비건 지향적임
․높은 성장 가능성 : ’30년까지 유럽내 리필제품 시장은 150억 달러 수준
으로 성장할 것으로 분석 (Zero Waste Europe)
․실질적인 플라스틱 경감 효과 : 창업 이후 약 12,700장의 플라스틱
포장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도움
․다음 목표는 학교나 유치원 앞에서 활동하며 아이들에게 환경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
www.topuptru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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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서비스

전략

특징

웹사이트

Asda Stores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자제
․창업 연도 : 1949년
․영국 3대 슈퍼마켓 체인
․식료품, 생활용품을 유통하는 대형 슈퍼마켓 체인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소비자 참여 유도
- 식품 : Kellogg’s(시리얼), PG Tips(티백), Quaker Oats(오트밀),
Lavazza, Taylors of Harrogate(커피빈)
- 생활용품 : Persil(빨래세제), Unilever(바디클렌저)
․재활용 지원을 위한 시설 설치
- Reverse Vending Machine : 유리용기, 플라스틱 컵, 캔 등을
재활용하기 위한 기계 설비
․Recycling bin을 설치해 고객이 더 이상 입지 않는 옷을 받아 기부
․포장 없는 판매를 위한 Refil Station 운영
- 파스타, 시리얼, 음료 등 기존에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있던 제품을
구입하는 대신 소비자가 용기를 가져와서 리필하는 방식으로 구매
- 리필한 제품은 무게를 측정하여 가격을 매겨 판매
․음료수캔, 비누 등 멀티팩 제품의 외부 플라스틱 포장 제거
․채소, 과일 판매 시 플라스틱 봉투 미사용
- 보기 좋지는 않더라도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
․포장 판지와 플라스틱 필름 재활용 및 재사용
․잉여 식량 기부
- 지금까지 500만 끼의 식사량을 기부함
- 사람들이 먹기 적합하지 않은 잉여 식량은 동물 사료로 활용되고,
동물 사료로도 적합하지 않을 경우 비료로 사용됨
Refill Station

www.as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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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분야
개요/연혁

Corbion

대체소재 개발 (바이오 플라스틱)
․1991년 CSM(Central Sugar Company)라는 이름으로 설립
․식품과 생화학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
․1968년 암스테르담 화학협회(CCA)라는 합작회사를 설립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발효 젖산과 관련된 상품 생산 중
․폴리유산(PLA; Poly lactic acid)은 연간 재생가능 에너지원으로 만들
어지는 바이오 기반 및 생분해성 고분자로 회사의 탄소 발자국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함
․고내열 및 표준 PLA 등급이 모두 포함된 Luminy® PLA는 신선식품
포장, 소비재, 섬유, 서빙 가구 및 3D 프린팅 등 광범위한 시장에서
사용되는 혁신적인 소재임

상품/서비스

(www.total-corbion.com/luminy-pla-portfolio)

전략
특징
웹사이트

․유사한 비전을 가진 파트너와 협력하여 소비자가 더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 재생 가능한 자원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제품 개발과 혁신을 할 수 있게 함
․이와 더불어 자체 핵심 기술을 통해 기존 제품 개선, 현재의 제품군
으로 인접시장에 진출, 기존에 없던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Carbion은 Total과 협력한 Total Corbion PLA라는 이름으로 폴리
유산 제품의 마케팅, 판매 및 생산 부문에서 글로벌 선두 주자
www.as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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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Marine Technology

플라스틱 및 폐기물 수거용 수상드론
․창업자 : 올리버 쿠닝엄
․창업 연도 : ’16년
․항만, 해양 수상환경 개선을 위한 산업용 무인 수상정(ASV)을 설계
/개발
․수상 폐기물 수거용 해상드론, Water Shark
․수상 환경 데이터 수집 수상정, Data Shark

상품/서비스

(drones.nl)
전략

․RanMarine Technology는 항구, 항만 및 기타 해양 및 수상 환경에서
이용되는 산업용 무인 수상정(ASV)의 설계와 개발에 특화되어 있음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는 실시간으로 해양 환경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 수질 변수를 분석할 수 있음

특징

․WasteShark는 물 속 플라스틱 폐기물, 이물질 및 불필요한 바이오
매스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는 수상 드론임
- 10시간 동안 작동하며 통신거리는 최대 5km이고 최대 500kg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음
- 스마트 기능을 통해 해수면 깊이와 해저 등고선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 수질 측정이 가능하고 기름 성분, 산성 물질 및 금속과 같은 화학
물질을 걸러낼 수 있음. 장애물 센서도 내장되어 있음
- 작동하는 동안 탄소 발자국을 남기지 않음

웹사이트

https://www.ranmarine.io/products/wastesh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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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plestik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16년에 재활용이 불가능하거나 불에 타지 않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설립
․3D 프린터를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생산
․암스테르담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방식을
바꾸고 플라스틱이 일회용품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세계에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3D 프린팅 제품 예시
물결 모양 테이블

NFF(네덜란드 영화제) 상

위생 후크

화분

상품/서비스
․폐플라스틱이 3D 프린팅 제품으로 재생산되는 과정

전략
웹사이트

(사진 출처 : https://vanplestik.nl/product/wavytable/)
․대형 3D 프린터로 플라스틱 폐기물을 저렴하지만 독특하면서도
고품질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변환
․최근 몇 년간 네덜란드 대표 소매업 체인점 Hema와 협력 중
- VanPlestik은 Hema의 플라스틱 폐기물 중 1,500kg을 35개의
분리수거함으로 제작함
https://vanplestik.nl/en/about_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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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분야

개요/연혁

상품/서비스

전략

특징
웹사이트

The New Norm Company(브랜드명 : Norm)

업사이클링
․창업자 : Antoine, Amaud, Nicolas
․창업 연도 : ’19년 (판매 시작 : ’20.2월)
․배경 : 운동화 마니아인 기계 엔지니어, 신발 디자이너 등 3명의
30대 젊은 청년들이 보다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재활용 운동화를
제작하는데 뜻을 모음
․판매 : 런칭 후 현재까지 총 900켤레 이상 판매
․펀딩 : ’19.4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받은 6만 유로로 생산 시작
- 창업 이래 받은 펀딩 규모는 총 17.5만 유로
․운동화 가격: 160 유로. 단일종류이며 총 5가지 색상 보유
- 현재 총 5가지 색상을 판매 중이며, 비정기적으로 다른 색상도
추가 판매. 다만, 이 경우 재고 발생을 막기 위해 1개월간 선주문을
받은 후에 주문 물량만 생산
․순환경제에 입각한 운동화 제작 및 사후마케팅 전략 통한 고객 유지
- 신발 제작은 스페인, 루마니아, 포르투갈 등 역내 기업을 통해 진행
(신발 1켤레당 재활용 플라스틱 6병 필요)
- 스페인 기업이 수거 페트병을 실로 가공하면, 루마니아 기업이
실타래를 이용해 운동화 형태로 생산. 이후, 포르투갈 기업에서
깔창을 넣어 완성품을 제작
- 동 사에서 구매한 이전 신발을 가져오는 고객에 대해 15%
할인쿠폰 제공 (Circle 프로그램)
- 수거된 신발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 고치고, 불가한 경우 다시
재활용 하는 등 순환적 생산 노력
․신발 원료의 90%가 재활용 물질로 구성
․현재는 온라인에서만 판매 중이며 코로
나가 종식되면,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판
매할 계획
․일반 신발에 비해 탄소배출량 80% 낮음
https://norm.sh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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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개요/연혁

Do EAT

일회용 플라스틱 대체품 개발
․창업자 : Hélène Hoyois, Thibaut Gilkin
․창업 연도 : ’13년 (판매 시작: ’19년)
․배경 : 먹을 것을 좋아하는 30대 초반의 그래픽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두 명은 테이크아웃 또는 배달음식 용기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량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식재료를 이용한 그릇
개발에 착수
․엑셀러레이터 선정 : 세계 1위 맥주기업 ABInBev의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선정(’19년)되어 10만 유로 및 멘토링을 지원받음
․식용 가능한 그릇

상품/서비스

전략

특징

웹사이트

․친환경, 웰빙 등 최근 국내 트렌드와 맞아떨어짐
․화학성분 없이 오직 물과 감자, 보리 잔여물로만 제조한 100%
생분해성 제품으로 친환경적*이며, 칼로리도 매우 낮음
* 제품 포장 역시 재활용 포장재 사용
․오븐, 전자렌지 및 튀김기에서도 사용 가능
․식용자재로 제조한 그릇인 관계로 음식을 담는 순간부터 2시간만
그릇 형태가 지속. 소스 등은 담을 수 있으나, 물 등 액체류에는
적합하지 않음
․제품 미사용 시 유통기한은 6개월
․오프라인, 온라인 동시 판매(벨기에 대표 놀이공원 Walibi 및 다수
음식점에 납품중이며, 현재 총 100만 개 이상 판매)
․튤립, 연꽃, 보트 형태 등 감각적인 디자인
․‘Do Eat-yourself’ 키트를 이용해 직접 간식 용기를 만들어 볼 수
있음
https://www.doea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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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분야
개요/연혁

상품/서비스

Agromateriae

대체소재 개발 (바이오 플라스틱)
․창업자 : Alessandro Nanni
․창업 연도 : ’20년
․배경 : 플라스틱이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 폐기물에서
친환경적으로 분해 가능한 바이오 필러 개발
․2020 국가 혁신기업 대상 수상
․바이오 필러 생산. 농업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산업용 제품 생산에
필요한 친환경 재료 공급
․적용분야: 스포츠용, 포장용, 농업용, 소비재용 제품 생산
․주요품목: 바이오 필러, 바이오 플라스틱, FDM-3D 및 바이오 복합재
․와인플라스틱 필러(WinePlastics Filler): 최초로 특허를 받은
제품이며 곧 시장에 출시될 예정. 플라스틱 및 바이오플라스틱과
60%까지 혼합 가능한 제품으로 와인 폐기물을 활용해 생산

전략

․100% 바이오를 기반으로 한 필러로, 생분해 속도를 높여 제품의
최종 비용 절감 효과

특징

․농업 관련 기업의 폐기물 취급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새로운
친환경 물질을 공급함으로써 상호보완적인 플랫폼 구축

웹사이트

https://alessandronanni11.wixsite.com/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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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개요/연혁

Novamont

대체소재 개발 (바이오 플라스틱)
․창업자 : 에너지 기업인 Edison SpA의 자회사로 설립
․창업 연도 : 1990년
․배경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화학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Raul Gardini가 1989년에 설립한 연구 센터로 시작
․기술인증 획득 현황(Mater-Bi) : EN 13432, eLabel! certification,
Environmental Technology Verification(ETV)

상품/서비스

․친환경 플라스틱, 바이오 오일, 화장품용 원재료 등 화학제품 제조
(Mater-Bi, Matrol-Bi, Celus-Bi)
- Mater-Bi: 생분해성 및 퇴비성 바이오 플라스틱의 혁신적인
제품군. 농업용, 포장용, 식기류, 분리수거용 등 다양하게 활용
- Matrol-Bi: 재생가능한 자원에서 획득한 바이오 윤활제 및 급속
생분해성 윤활류 라인. 트랙터, 농기계, 워크보트와 여객선 등
민감한 기계류에 원료로 사용
- Celus-Bi: 재생가능한 원료로 만들어진 화장품 분야의 바이오
기반 제품군. 바디 케어의 특정 응용 분야에 적합한 Celus-Bi
Esters 라인과 화장품 및 퍼스널 케어에 유용한 Celus-Bi
Microbeads 라인으로 구분

전략

․산업 현장의 재생 : 발전소의 에너지 효율과 폐기물 활용을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기여
․지속가능한 농업 가치사슬 : 토양의 비옥함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기 토양 개량제인 퇴비를 사용하는 등 지속가능한 문화를 확산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수질, 토양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해결책으로써의 가치를 지님

특징

․제품뿐 아니라 생산 전 과정에 친환경적인 요소를 도입하며
생산설비 투자에도 친환경적 요소를 고려함. 재료부터 완제품까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웹사이트

https://www.novamo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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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분야
개요/연혁

Bloom Biorenewables

대체소재 개발 (바이오 플라스틱)
․창업자 : Florent Héroguel, Remy Buser (공동 창업)
․창업 연도 : ’17년
․배경 : 스위스 로잔연방공과대학(Swiss Federal Institute of
Technology Lausanne)의 연구원들로 이루어진 스핀 오프 기업으로
시작, 기존 산업이 ‘석유화학(petrochemicals)’에 과도하게 집중된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바이오 산업소재인 ‘리그닌(lignin)’ 생산
특허 출원, 이를 산업화하기 위해 기업 설립
․원목, 나무 껍질, 잎사귀, 호두껍질 등의 자연원료로 바이오매스를
생성, 지구 자연성분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리그노셀룰로스(Lignocellulos)의 3가지 주요 성분인 셀룰로스(Cellulose),
헤미셀룰로스(Hemicellulose), 리그닌(Lignin)을 대체 원료로 개발 중

상품/서비스

전략
특징
웹사이트

․(그림) 셀룰로스(Cellulose)로 만든 바이오 플라스틱 샘플,
폴리에스터와 같은 화학섬유 및 플로필렌과 같은 포장용지 대체
․’18년 8월, 일본 요코가와社로부터 3백만 프랑의 투자금 확보
․리그닌 및 기타 바이오 섬유 추출 물질을 생산하여 상용화 단계에
이르도록 실험할 예정
․’22년, 산업화를 위한 공장 설립 및 대량 생산 예정
․상용화 시, 1톤의 바이오매스에서 750~900kg의 직물, 바이오
플라스틱, 리그닌 추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여, 환경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점 보유
https://bloombiorenewabl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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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개요/연혁

Freitag

업사이클링
․창업자 : Markus Freitag, Daniel Freitag
․창업 연도 : 1993년
․배경 : 창업자 Freitag 형제가 독특하면서도 비가 와도 젖지 않는
튼튼한 메신저백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직접 가방 제작
․특징 : 현재는 스위스 본사에만 150여 명이 근무하며, 연간 매출
약 500억 원에 달하는 패션브랜드로 성장
․천막, 트럭의 방수포, 자동차 에어백, 자전거 바퀴 속의 튜브,
안전벨트 등을 재활용하는 친환경 제조

상품/서비스

전략

특징
웹사이트

․대표적인 업사이클링 사례로 손꼽히며 윤리적, 친환경 소비를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에게 어필
․단순 ‘재활용품’이 아닌, 수작업 원칙을 고수하고 개별 맞춤 디자인을
제공하여 ‘당신이 자른 것이 바로 당신이 얻는 것이다 (What you cut is
what you get)’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개성과
독특함을 중요시하는 젊은 세대에게 큰 호응
․수작업으로 인해 가방 하나당 평균 2개월 소요, 천막이나
안전벨트와 같은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방수와 더불어 내구성이
매우 높음
․글로벌 수요 증가에 따라 제조 공장에 튀니지 등 난민 지역의
노동자와 장애우를 우선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도 현지인들과
똑같이 대우하여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성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제조 과정에 있어 ‘건전하고 지속가능함’을 추구
www.freitag.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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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분야
개요/연혁

상품/서비스

전략

특징
웹사이트

Ecoalf

업사이클링
․창업자 : 하비에리 고예네체(Javier Goyeneche)
․창업 연도 : ’09년
․배경 : 천연자원의 남용과 선진국에서 생산되는 산업 폐기물에 대한
좌절감으로 후손에게 지속 가능한 미래를 물려주고자 ’09년에 브랜드
런칭, 해양 쓰레기 감축 정책을 내세우며 현재까지 200만 개의
플라스틱 병을 재활용하여 300여 개의 재활용 관련 소재 개발
․플라스틱 폐기물 외에 면, 나일론, 중고타이어, 커피 등을 재활용하여 패션
아이템 개발, 물·전력·천연자원 절약과 대기오염 저감에 기여
- 32개 항구, 2,500명의 어부와 협업하여 지중해에 총 7천만 개의 플라스틱병과
60톤의 버려진 그물 수거·재활용
․해양 폐기물을 모아 원사, 원단 제품으로 생산하는 SEATHREAD 대표
사례로 평가됨
* 버려진 플라스틱병을 이용하여 리사이클링한 섬유로 의류를 만들어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새로운 대안 제시
․스타벅스, 스와치, 데시구알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과 지속가능
협력사업 확대 → 친환경 이미지 제고 → 매출 증가→ 업사이클링
선순환 구조 확대(’18년 연 매출액 4백만 불 육박)

․최근 키즈라인과 요가웨어까지 다양한 카테고리로 사업 확대
․플라스틱병을 재활용함으로써 물 소비 20%, 전력 소비 50%,
이산화탄소 배출량 60% 절약
https://ecoal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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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T (세아트)

분야

대체소재 개발

개요/연혁

․독일의 폭스바겐(VW) 소유 스페인 자동차 브랜드로 1950년 설립
․배경 : SEAT가 소재한 카탈루냐주 몬시아(Montsia)군에 매년
수확되는 쌀은 약 6만 톤이며, 이 중 불필요한 자원인 12,000톤(전체의
20%)의 쌀겨를 친환경 대체소재로 전환하는 대안 제시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을 친환경 소재로 대체
․소각되어야 하는 12,000톤의 쌀겨 껍질을 활용해 소각량 8% 감축
․상용화 위해 열처리, 강성, 습도, 하중 충격 흡수 등 추가 검증
작업 진행 중
․자사 인기 모델인 ‘레온’의 트렁크 리드, 트렁크 바닥과
헤드라이너에 적용 예정 (예상시기 : ’21년 하반기)

상품/서비스

쌀겨를 활용한 대체소재 개발

세아트 ‘레온’ 트렁크 플로어 이미지

전략

․자동차에 활용되는 플라스틱 소재(바닥 매트, 트렁크 플로어 등)를
쌀겨로 만든 대체소재로 바꾸는 친환경 파일럿 프로그램을 준비 중임
․쌀겨로 플라스틱 소재를 대체하는 것은 석유자원 사용 감축과 경량화에
따른 탄소 배출 경감뿐만 아니라, 생산 공정과 주행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 요소도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웹사이트

https://www.eleconomista.es/catalunya/noticias/10849917/10/20/Seat-planea-sustituir-plast
icos-por-cascaras-de-arroz-en-las-piezas-de-su-Le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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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오스트리아

분야
개요/연혁

Mondi plc

대체소재 개발 (포장재)
․창업연도 : 1967년
․본사 소재지 : 오스트리아 빈, 영국 런던
- 30개 이상의 국가에 약 100개의 생산 공장 운영 중
- 유럽, 러시아, 북미, 남아프리카에 집중
․연 매출 : 75억 유로(’18년 기준)

상품/서비스

전략

특징
웹사이트

․식료품, 의료, 약품, 화학, 생필품 등 많은 분야의 종이 및
플라스틱 포장 생산
․그 외 고객 맞춤형 주문제작 서비스 운영
․Mondi와 Rewe Group(식료품 소매 대기업)은 탈플라스틱 정책의
일환으로 Rewe Group의 유기농 브랜드인 “Ja! Natuerlich”의
유기농 치즈 제품 포장을 특허받은 종이포장 기술로 신규 개발
- 포장지의 80%는 코팅된 종이, 20%는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탄소배출이 약 66% 감소하는 효과 입증
- 플라스틱 소비 또한 70% 감소
․종이 포장재는 오스트리아의 목재로만 생산되며 생산 및 유통은
Mondi사를 통해서만 진행
․치즈 제품뿐만 아니라 육류 또는 어류의 포장도 가능하며 동
포장재를 사용하는 기업 수 또한 점차 증가 중
- 현재 프랑스와 폴란드 슈퍼마켓 체인에서도 사용 중
https://www.mondi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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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개요/연혁

Voeslauer Mineral wasser GmbH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창업 연도 : 1936년
․오스트리아 Bad Voeslau에 소재
․연 매출 : 1.03억 유로(’18년 기준)
- 1996년도에 페트병을 도입하여 재사용했으나, ’03년부터는 재사용이
아닌 재활용이 가능한 페트병 도입

상품/서비스
․일반 탄산수뿐만 아니라 과일 향/맛이 첨가된 탄산수도 생산

전략

특징
웹사이트

․현재 생산되고 있는 모든 페트병은 이미 한 번 이상 재활용된
플라스틱 병으로 생산
- ’20년 초부터 모든 제품이 100% rePET로 생산되고 있고, ’25년까지
모든 제품의 필름 및 라벨 또한 100% rePET로 생산 예정
- 음료 박스와 유리병도 재활용 순환 시스템으로 전환할 예정
- 페트병에 뚜껑을 고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뚜껑까지 함께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함
․최종 목표 : 100% 재활용 시스템 구축
- 플라스틱 원료의 소비 감소와 원료의 낭비 방지
․페트병의 재활용은 유리의 재활용보다 에너지 효율과 탄소 배출량
감소효과가 뛰어남
․이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30% 감소
․하나의 병이 12번의 사이클을 돌며 3~4년간 사용될 것으로 예상됨
(약 450톤의 이산화탄소 감소 가능)
https://www.voeslau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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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전망 및 진출 방안

1

향후 전망

□ 년 그린딜 달성을 위한 ·회원국의 탈플라스틱 정책 심화 예상
◦ 생산, 소비단계의 규제뿐 아니라 재활용 등 폐기 단계까지 플라스틱
제품의 전 생애주기를 고려한 순환경제적 규제 추진 예상
’50

EU

* ’20년 기준, 플라스틱 제품은 한국의 對유럽 수출 상위 10위 품목으로 연 수출액은
13.35억 달러(MTI ‘31 플라스틱제품’, 영국포함 EU-28 기준)

◦ 유통금지 ’21년 7.3일부로 시행되는 EU 차원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금지를 선두로 역내 판매 유통 금지 대상 제품을 확대할 전망
- (미세 플라스틱) 일부 회원국 내 화장품 세제에 사용되는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가 시행되고 있으며, EU 차원의 규제 수립 역시 추진 중
(

)

·

·

< 참고: 미세 플라스틱 규제 움직임 >

▪ 미세플라스틱 물질이 차기 EU 규제 대상으로 확대될 가능성 있어, 최근 K-뷰티로
對유럽 수출 호황기를 맞고 있는 우리 화장품 기업 역시 유의 필요
▪ 오스트리아, ’20년부터 화장품·세제 내 미세플라스틱 생산·유통을 금지
▪ 스페인, ’21년 하반기 중 화장품·세제 내 미세플라스틱 금지 법안 표결 예정
▪ 네덜란드, 화장품 제조업계에서 자발적으로 물질의 사용을 중단하는 추세
▪ 프랑스, 화장품은 아니지만 ’24년부터 의료기기 내 미세플라스틱 금지
▪ EU 집행위는 ’21년 중 역내 의견수렴 진행 후 관련 규제 마련할 계획

◦ 생산 플라스틱세, 재활용 원료 함유 의무 등 정책을 통해 기존
플라스틱 생산은 억제하고, 친환경 플라스틱 생산 또는 관련 투자 시
인센티브 제공
(

)

* 이탈리아는 생분해 생산기업에 최대 2만 유로 세액공제 중이며, 오스트리아는 관련
분야 투자 시 7~14% 공제. 프랑스는 환경분담금 제도 시행 중

◦ 폐기 EU차원의 재활용 목표 55% 외에도 회원국별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 및 분리수거 회수 정책 강화 추세
(

)

·

* 오스트리아는 ’30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재 전량을 재활용 전환할 계획이며, 네덜란드는
’20년 포장재 재활용 증대를 위한 플라스틱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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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출 방안

□ 친환경 또는 재활용 원료 사용의 플라스틱 생산 전환 고려
◦ 바이오 플라스틱 플라스틱 대체재로 주목받는 바이오 기반의
친환경 플라스틱으로의 생산 전환을 통해 시장 선점 기회 모색
- 유럽 바이오 플라스틱 협회(European Bioplastics), 전세계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규모 211만 톤(’20년)→ 287만 톤(’25년)을 전망하며
그 중에서도 PLA, PHAs, PP 물질의 시장성이 높다고 밝힘
(

)

< 참고: 바이오 플라스틱(Bioplastic) >

▪ (개요) 기존 화석연료 활용 대신 미생물 또는 바이오매스 등을 통해 생산. 공기
중으로의 탄소배출량이 매우 적고 퇴비화 가능
▪ (구분) 크게 토양에서 분해가 가능한 생분해성 플라스틱(biodegradable plastics)
및 바이오매스를 고분자로 합성시키는 바이오베이스 플라스틱(bio-based plastics)
으로 구분
▪ (종류) PLA(Polylactic acid), PHAs(PolyHydroxyl Alkanoates), PP(PolyPropylene),
PBS(Polybutylene succinate), PBAT(Polybutylene adipate-co-terephthalate) 등

◦ 인증획득 고려 생분해성 플라스틱 인증체계가 역내 확립 중이므로,
추후 EU 수출 시 해당국 인증 존재 여부 확인 필요
- 아직 역내 인증체계는 초기 단계이나 독일을 중심으로 향후 관련
인증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업들은
EU 수출 전, 진출을 희망하는 국가 내 인증 여부를 살펴보고 필요 시
인증 획득을 고려
(

)

* (독일) OK (Home) Compost, Keimling 등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을 증빙하기 위한
바이어들의 인증 요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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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협력 추진 기업의 역내 프로젝트 참여 모색 및
파트너십 구축해 정부 기관 차원의 기술개발 협력 추진
(

)

·

G2G G 2B

-

* 바이오 혁신 기술은 향후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 기술인 바, 역내 기업들과의

◦

협력 통한 기업경쟁력 증진 방안 강구 필요

유럽 연구혁신 프로그램 내 우리 기업의 연구
협력 참가 가능하므로 EU 바이오 혁신기업들과의 협력기회 모색

(Horizon

Europe)

* ’14~’20년간 운영된 Horizon 2020을 잇는 프로그램으로, ’21~’27년 운영

◦

민관 합작 투자인 바이오 기반 산업 연합체
(Circular Bio-based Europe Joint Undertaking)* 출범 예정
(CB E

J U)

EU

* 집행위 및 바이오 산업 컨소시움(Bio-based Industries Consortium)으로 구성
* 집행위, 연합체 출범 승인(’21.2월)으로 총 20억 유로 규모의 예산 통해(정부 및
산업계 각각 10억 유로) 역내 산업발전 심화 추진
* ’14~’20년 운영된 연합체(Bio-Based Industries Joint Undertaking)를 계승

◦

가 공동 주관하는 국제 연합(GACERE)* 가입 통해
순환경제 또는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 국내 기업 등과의 협력 주선
(GACERE)

EU

* Global Alliance on Circular Economy and Resource Efficiency
** EU 집행위 및 유엔환경계획(UNEP) 주도로 순환경제 글로벌 연합 출범(’21.2월).
현재 12개국 가입, 우리도 회원국 참여 통해 협력체계 구축 고려 중
< 참고: 순환경제 글로벌 연합(GACERE)>

▪ (목적) 파트너국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자원효율화, 지속가능 생산·소비 등 글로벌적
순환경제 체제 전환
▪ (참여국) 일본,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케냐, 모로코,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페루, 르완다, 남아공
▪ (그 외 참여기관) UN, UNIDO, Ellen MacArthur Foundation, PACE(Platform for Accelerating
the Circular Economy), WCEF(World Circular Economy Forum) 등
▪ (출범시기) 2021.2.22.
▪ (홈페이지) https://ec.europa.eu/environment/international_issues/gacer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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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다포장 지양 역내 소비자들의 과다 플라스틱 포장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이중포장 등은 자제
◦ 포장재가 많이 들어간 제품을 꺼리고 재활용 또는 생분해성 포장재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는 추세
◦ 소비행위를 통해 정치적 사회적 신념을 표현하는 미닝아웃(Meaning out),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제품 구매를 지향하는 그린슈머(Greensumer) 등이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정착
(

)

·

< 과다포장 예시: 밀키트 Hellofresh사>

▪ 서유럽 지역 밀키트 전문기업 Hellofresh사는 쉬운 요리법으로 인기몰이 중이나,
많은 이용자가 제품 내 플라스틱 포장이 과다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
▪ 편리함으로 밀키트를 이용하고 싶어도 많은 양의 플라스틱으로 망설이는 소비자들
상당수 존재
한 끼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포장재 양

자료 : Ecoandbeyond.com

당근의 낱개 포장을 지적하는 네티즌

자료 : reddi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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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변화
캐나다 스마트팜 시장 동향
한-콜롬비아 FTA 발효 5주년 성과분석 및 수출 유망품목
2021년 상반기
수입규제 동향
아프리카 그린뉴딜 정책동향 및 시사점
중남미 제약산업 및 우리기업 진출전략
미국 재생에너지 시장 및 에너지 전환 동향
해외 기업 ESG 대응 성공사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주요내용 및 영향
일본의 ESG 대응 전략 분석과 시사점
중국-유럽 화물열차 동향 및 시사점
호주 수소경제 동향 및 우리기업 협력 방향
GCC 주요국 신재생에너지 정책 동향 및 진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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