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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18년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금지 여파로 전세계가 폐플라스틱 대란을 겪으며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확대되었다.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지난 10년간
42%나 증가해 2017년 3억 4,800만 톤을 기록했고, 버려진 플라스틱의 양은 2016
년 기준으로 약 2억 4,200만 톤에 이른다. 플라스틱이 지구환경을 위협하는 주된
쓰레기로 인식되면서 2015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을 도입한 국가가
급증했는데, 지역단위의 규제까지 포함하면 현재 약 64개국이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비닐봉투와 스티로폼, 빨대 등 일회용 플라스
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점차 규제 도입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1998년 이래
지방정부 차원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해 오던 인도는 2016년 「국가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규정」을 제정해 국가차원에서 非퇴비성 비닐봉투를 금지하였다. EU는
2015년 「비닐봉투 금지 개정 법률」을 발효하였고, ‘순환경제를 위한 유럽의 플
라스틱 배출 전략’을 2018년 1월에 공표했다. 그리고 5월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시장출시 금지 등 사용 제한 지침」을 제안하는 등 플라스틱 퇴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부합해 프랑스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법령」을, 스페
인은 「플라스틱 봉지 소비 억제에 대한 시행령」을 각각 2015년과 2018년에 마련
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한편 독일은 일반적인 사용 금지나 제한 정책이 아닌 플라스틱 병에 대한 보증
금 반환제도(’03년)와 신포장재법(’19.1월)에 근거해 비용지불의 형태로 관리하는
특징을 보였다. 독일 내 포장재 제조․유통 기업들은 정부에서 지정한 시스템에 플라
스틱의 회수와 재활용 및 폐기와 관련해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도 2017년부터 시행된 플라스틱 제품 인증 규정에 따라 대상
품목은 반드시 정해진 시스템에 등록하고 인증로고를 제품에 부착하도록 의무화했
다. 플라스틱에 대한 제재가 환경보호를 중요시하는 유럽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아
프리카(케냐, 르완다, 모로코 등)와 아시아(방글라데시, 대만, 한국 등)까지 전방위
적으로 확대․시행되면서 플라스틱 퇴출이 전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관련 규제 및 시장변화를 예의주시하며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위험과
기회를 검토하고 ‘친환경’을 가치혁신 수단으로 인식하며 새로운 경쟁 전략을 수립
하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 기업이 참고할 만한 脫플라스틱 실현 비즈니스 모델을 Relpacement-대체,
Returnable-회수 및 재사용(재활용), Recycle Platform-재활용 플랫폼 3가지로
구분하여 고객가치제안, 이익창출공식, 핵심자원과 핵심프로세스 측면에서 분석하
였다. Easy2cool과 rePAPER는 친환경 소재로 플라스틱을 대체하였고, RePack과
NPC는 포장재 플라스틱을 회수해서 재사용하는가 하면, Preserve는 자체 회수 프
로그램을 개발해 플라스틱을 재활용한다. Terracycle과 Hipcycle은 많은 업체와의
네트워크에 기반한 재활용 플랫폼의 혁신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脫플라스틱을 실현하는 혁신 비즈니스 모델 사례>
모델구분

업체명
Easy2cool

Relpacement

Returnable

Recycle
Platform

고객가치제안
친환경 단열포장
솔루션

이익창출공식
판매 및 솔루션 서
비스
코팅약품, 원단 및
식품포장용기 판매
포장재 반환 시스
템 서비스
생산 및 맞춤제작
제품 판매

rePAPER

친환경 식품용기

RePack

포장재 재사용

Preserve

재활용 생활용품

NPC

포장용기 재사용

맞춤형 물류솔루션
서비스

Terracycle

재활용 어려운 폐
기물도 재활용

회수,재활용,홍보
컨설팅 서비스

Hipcycle

새활용 제품 구매
자와 판매자 연결

플랫폼 이용 수수
료

핵심자원과 프로세스
폐지를 활용한 냉온 저장
기술과 포장 솔루션
친환경 수용성 코팅기술
국내외 특허 및 인증 보유
포장 회수, 점검, 세척, 재
배포 시스템 완비
자체 회수 프로그램 보유
포장용기 개발 및 회수,
점검, 세척, 재배포 시스
템 완비
다양한 폐기물에 대한 재
활용 솔루션 보유
다수의 새활용 업체와의
네트워크 보유
전문 온라인 소매시스템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 시스템을 혁신하기보다 위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업체와 협업하는 것이 경쟁력 강화에 더욱 효과적이다. 특히 온라인 커머스 업체이
거나 이를 활용하는 수출기업의 경우 RePack과 같은 비즈니스 모델은 자사의 脫플
라스틱 전략에 매우 유용하다 하겠다. 정부는 脫플라스틱 전략을 추진하는 기업과
혁신 비즈니스 모델 보유 기업과의 협업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기업과 이를 활용하는 기업간 시장 거래가격을 낮춰줄 수 있는 직접
적인 재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정보와 매칭 지원을 통해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기업의 脫플라스틱 혁신이 확산되도록 기반 조성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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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배경 및 목적
□ 플라스틱은 자연분해 되지 않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지구환경을 위협하는 주된
쓰레기로 인식되면서 전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의 사용 금지 및 제한 움직임이 확산
ㅇ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지난 10년간 42%나 증가해 2017년 3억 4,800만 톤을
기록했고, 2016년 기준으로 약 2억 4,20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
* 연간 생산된 플라스틱의 79%가 매립되거나 환경에 방치되고 있으며, 12%는 소각되고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은 단지 9%에 불과함. 플라스틱에 의한 세계 해양 생태계의 경제
적 손실은 매년 최소 130억 달러에 달함(UNEP, 2018)

ㅇ 비닐봉투(Plastic Bags)와 스티로폼 제품을 금지하는 국가 차원의 정책이 201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6월에는 유엔이 포장재로 사용되는 일회용
비닐봉투와 플라스틱 음식 용기에 대해 금지하거나 과세를 강화하라고 권고
* 2015년 기준 전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 폐기물의 47%가 포장재임(UNEP, 2018)

ㅇ 현재 47개국이 국가차원에서 비닐봉투와 스티로폼 제품의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
고 있으며, 지역단위의 규제까지 포함할 경우 64개국이 제한정책을 시행
- 특히 아프리카에서만 28개국(케냐, 잠비아, 모잠비크, 모로코, 르완다, 세네갈,
탄자니아 등)이 금지하고 있어 주목됨
* 아프리카 국가들이 비닐사용에 민감한 이유는 버려진 비닐이 배수를 막거나 물웅덩이
를 만들어 모기 서식지의 온상이 되면서 말라리아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 추이>
(단위: 백만톤)

(단위:천톤)

자료: statistic(2018), Euromap(2016)

<플라스틱 사용제한 정책 도입 국가 누적수>
(단위: 개)

자료: UNEP(2018)를 참조하여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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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비닐봉투 규제>

주: * 미국, 캐나다, 호주는 지자체별로 다른 규제를 도입
자료: ReuseThisBag.com

□ 본 보고서는 주요국의 플라스틱 사용규제 동향을 조사하고 규제 대응을 넘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혁신하고 있는 업체들의 사례를 발굴․분석해 脫플라스틱 대응의
중요성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ㅇ 1인당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배출량이 가장 많은 미국을 비롯해, EU, 프랑스, 스페인,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대만의 플라스틱 사용규제 정책을 조사
*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경량비닐봉투를 금지했지만, 소비자와 소매업
체의 인식부족으로 잘 지켜지지 않았고 처벌도 거의 시행되지 않아 유명무실
* 일본은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는 따로 없지만, 민간차원으로 플라스틱 관련
협회에서 만든 규정을 업체와 국민이 자율적으로 준수

ㅇ 脫플라스틱을 실현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대체’, ‘회수 및 재사용(재활용)’, ‘재활용
플랫폼’ 세 가지로 구분한 뒤, 각각에 속하는 업체 사례를 발굴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는 4가지 측면에서 분석
* Johnson, Christensen & Kagermann(2008)은 고객가치제안, 이익 창출공식, 핵심자원
과 핵심프로세스의 4가지 구성요소가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1)

ㅇ 이를 토대로 우리 기업에의 시사점과 대응방향을 제시
1) 그 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등이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툴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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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국 플라스틱 사용규제 동향

1. 미국
□ 미국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비닐봉투와 스티로폼, 빨대 등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조치가 확대 시행되고 있음
ㅇ 2019년 1월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최초로 주 전체에 걸쳐 패스트푸드점을 제외
한 모든 식당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AB 1884)을 시행2)
* 캘리포니아 주는 이에 앞서 2015년 7월부터 미국 최초로 대형 소매상점에서 일회용 비
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2014 SB 270)3)

- 캘리포니아 주내 모든 음식점은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플라스틱 빨대를 제
공할 수 있으며, 위반할 경우 2번까지는 경고 조치를 내리며, 3번째부터는 연간
벌금 상한선인 300달러 이내에서 하루 25달러의 벌금을 부과
ㅇ 시애틀시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식음료점에서의 스티로폼 사용을 제한하고 있
으며, 미국 도시 최초로 2018년 7월 1일부터 빨대, 플라스틱 식기류 등의 사용
을 금지(Code Section 21.36.086)하고 위반 시 벌금 250달러를 부과4)
ㅇ 뉴욕시 정부는 스티로폼 사용 금지 조례(Local Law 142)를 2019년 1월 1일부
터 시행하고 적발 시 벌금을 부과5)
2) Food facilities: single-use plastic straws(식품시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캘리포니아 주의회 법안(AB
1884),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1720180AB1884)
3) http://www.ncsl.org/research/environment-and-natural-resources/plastic-bag-legislation.aspx
4) New Straw & Utensil Requirements(Seattle Public Utilities) 시애틀 시 규정 ① 21.36.084 – 식음료업체의 폴
리스티렌 제품 사용금지; ② 21.36.086 – 분해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 사용 의무화
(https://library.municode.com/WA/seattle/codes/municipal_code?nodeId=TIT21UT_SUBTITLE_IIISOWA_CH2
1.36SOWACO_SUBCHAPTER_IISOWACO_21.36.084PRUSEXPOFOSEPR)
5)A Local Law to amend the administrative code of the city of New York, in relation to certain expanded
polystyrene items(뉴욕시, 스티로폼 사용 금지 조례)
(https://legistar.council.nyc.gov/LegislationDetail.aspx?ID=3042790&GUID=E29EC95F-E99F-43F6-B67744B95197510B&Options=ID%7cText%7c&Search=Local+Law+142)
(https://www1.nyc.gov/assets/dsny/site/resources/recycling-and-garbage-laws/collection-setout-laws-for
-business/foam-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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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 올해 7월부터 첫 번째 위반의 경우 벌금 250달러, 두 번
째는 500 달러, 세 번째 및 이후 위반 시 벌금은 1,000 달러로 가중
* 단 연간 매출실적 50만 달러 이하의 영세 업체의 경우, 스티로폼 대체재 구입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것을 입증하면 시청 중소기업부가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

ㅇ 이밖에 플로리다, 뉴저지, 하와이 주를 비롯해, 뉴욕6),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할
렌데일 비치7) 등의 도시들도 일회용 플라스틱 봉지나 빨대, 스티로폼 사용을 금
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거나 통과시키는 등 규제도입이 확산되고 있음

<미국 지방정부의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캘리포니아
오스틴
보스톤
케임브리지
시카고
시애틀
하와이주
뉴저지*

일회용 빨대
사용 금지
캘리포니아
시애틀(워싱턴)
에드먼즈(워싱턴)
만모스 비치(뉴저지)
마이애미 비치(플로리다)
포트마이어스(플로리다)
할렌데일 비치(플로리다)
뉴욕시 (뉴욕)*
하와이*

일회용 스티로폼 제품
사용 금지
워싱턴 DC
몽고메리 카운티
프린스조지스 카운티
타코마 파크, 시애틀
포틀랜드, 프리포트
마이애미 비치
로스앤젤레스, 팔로알토
샌프란시스코,
뉴욕시

주: *표시는 규제안 발표
자료: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2019)를 참조하여 연구자 작성

2. EU
□ EU는 2014년 11월, 각국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3/4 이상의 수준으로 감
축시키는 것에 합의하고, 비닐봉투 금지 법률(Plastic Bags Directive)을 개정
(2015.4), 2015년 5월 26일에 발효됨8)
ㅇ 2018년까지 일회용 비닐봉투를 유료화하거나 2019년까지 인당 연간 90개,
6) 뉴욕시,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 빨대 및 음료 젓개 사용 금지(안)
(https://legistar.council.nyc.gov/LegislationDetail.aspx?ID=3509897&GUID=6CF1706B-A393-407EB0A6-78D253222450)
7) 플로리다주 할렌데일 비치 시의 플라스틱 빨대 조례(PLASTIC STRAW ORDINANCE)
(https://hallandalebeach.legistar.com/LegislationDetail.aspx?ID=3584932&GUID=6647B46F-6062-4D
42-830E-FE622E2F2A20&Options=&Search=)
8) European Commission(2015). amending Directive 94/62/EC as regards reducing the consumption of
lightweight plastic carrier bags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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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40개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유럽연합 각국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법 안을 마련함
□ EU는 2018년 1월 ‘순환경제를 위한 유럽의 플라스틱 배출 전략’을 발표, 2030
년까지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로 함9)
<EU 플라스틱 배출전략 주요 내용>
ㅇ 2021년까지 빨대, 면봉, 일회용 칼, 접시, 풍선 등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
ㅇ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 병의 90%를 회수
ㅇ 203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를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교체하고 비용효율적으로
재활용이 가능케 함
ㅇ 2030년까지 유럽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 중 절반 이상 재활용
ㅇ 2030년까지 2015년 대비 분류 및 재활용 용량 4배가량 증가
ㅇ 분리수거의 개선과 혁신을 위한 투자, 기술 확대를 통해 제대로 분리되지 않는 플라스틱
수출 지양

□ 2018년 5월 28일 EU 집행위원회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시장출시 금지 등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을 제안10)
* 대체품이 있고 경제적인 경우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시장에서 금지되고 대체품
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감축, 친환경 설계, 라벨표시 및 생산자책임재활용의무 부과

ㅇ (시장출시 금지) 플라스틱 면봉, 식기류(포크, 나이프, 숟가락, 접시, 빨대), 풍
선막대는 2022년 이후 사용이 금지
ㅇ (생산자책임 확대) 식품용기, 음료용기, 풍선, 포장지, 담배필터, 플라스틱 봉투,
물티슈, 낚시도구 등의 생산자는 쓰레기 폐기와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
* 생산자가 플라스틱 제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대체․개발한 경우에 인센티브 제공

ㅇ (라벨표시) 위생용품과 풍선의 경우 플라스틱 사용여부, 적절한 제품의 처리방
법,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을 라벨로 표시하도록 함

9) European Commission(2018). Circular Economy Package: Four Legislatives on waste
(http://ec.europa.eu/environment/circular-economy/pdf/plastics-strategy.pdf)
10) European Commission(2018)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reduction of the impact of certain plastic products on th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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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11)
□ 프랑스는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법(la loi relative à la transition énergétique
pour la croissance verte, 2015)’에 따라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법령
(Article L541-10-5)을 제정하는 등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규제
ㅇ 2016년 7월부터 일회용 비닐봉투(plastic checkout bags) 사용 금지
* 계산대에서 판매되는 재활용 가능한 비닐봉투, 무게를 달아 파는 과일 및 채소 코너에
비치된 비닐봉투 외 종이, 천 등으로 제작된 봉투만이 일반 매장에서 제품 포장재로 유
통 가능

- 두께 50㎛ 이하의 경량 일회용 비닐봉투는 프랑스 가정용 퇴비요건을 만족하고,
바이오 기반의 성분을 30% 이상 함유해야 하며, 바이오 성분 함유율은 2018년
최소 40%, 2020년 최소 50%, 2025년 최소 60%로 확대 예정
ㅇ 2017년 1월부터 비분해성 및 퇴비화가 불가능한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금지
ㅇ 2020년부터 플라스틱 접시, 컵, 포크, 칼, 수저 등 일회용 플라스틱제 식탁용품
및 플라스틱 면봉은 판매가 금지됨(생물다양성, 자연 및 경관 회복을 위한 법 공
표, 2016.8.8)
- 해당 법령은 플라스틱 제품류의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대나무·옥수수 섬유 등과
같은 바이오 재료를 포함시켜 대체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함
- 2020년까지는 이러한 제품 내 성분에서 바이오 재료가 최소 50% 이상을, 2025
년에는 최소 60% 이상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11) 프랑스 환경 에너지 해양부 홈페이지:
https://www.ecologique-solidaire.gouv.fr/loi-transition-energetique-croissance-verte#e1
프랑스 법률정보 제공 홈페이지: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CodeArticle.do;jsessionid=51CEF4A9F9B467A6684F2C8D1DD59003.tplgfr
41s_3?idArticle=LEGIARTI000037556713&cidTexte=LEGITEXT000006074220&categorieLien=id&dateTex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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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페인12)
□ 스페인 정부는 2018년 5월에 플라스틱 봉지 소비 억제에 대한 시행령(Real
Decreto 293/2018)을 발표하고 단계별 플라스틱 사용 규제 시작
ㅇ 경량(15~49㎛) 및 초경량(15㎛ 미만) 플라스틱 봉지 사용 금지(바이오플라스
틱 제외), 중량 플라스틱 봉지생산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용플라스틱 사용
의무화 등
ㅇ 1단계(2018년 7월 시행) : 플라스틱 봉지 유료판매 의무화
-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등 소매유통업체들은 플라스틱 봉지 무료 제공이 금지되
며, 의무적으로 유료판매 해야 함
* 플라스틱 봉지 판매가: 초경량(15㎛미만) 봉지(0.05유로), 경량(15~49㎛) 봉지(0.15유
로), 중량(50㎛이상) 봉지(0.10~0.15유로)

- 낱개로 판매하지 않고 저울에 달아 판매하는 음식물에 대한 초경량 플라스틱
봉지 사용은 제외되며, 재활용플라스틱을 70% 이상 사용한 두꺼운 플라스틱도
예외대상에 포함됨
ㅇ 2단계(2020년 1월 시행): 생산시 재활용플라스틱 사용 의무화
- 50마이크로미터 이상 두꺼운 재질의 플라스틱 봉지 생산 시 원료의 50% 이상
을 재활용플라스틱을 사용하도록 의무화
- 또한, 환경보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자연분해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
ㅇ 3단계(2021년 1월 시행): 바이오플라스틱 사용 의무화
- 바이오플라스틱을 제외한 모든 경량 및 초경량 플라스틱 봉지 사용 금지

12) 코트라 해외시장뉴스(2018.9.14)를 참조하여 연구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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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부터 플라스틱 일회용 접시, 그릇, 컵, 포크/나이프/수저, 빨대 등의
사용, 유통, 수입, 수출을 금지하고, 성분의 50%이상을 녹말이나 전분과 같은
자연 유기물로 제조할 것을 강제하는 법안 추진 중
□ 스페인 농림식품환경부는 사용되는 플라스틱 봉지의 유입량을 모니터링하기 위
해 자국시장 내 플라스틱 봉지를 공급하는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를 관리하는 생
산자 디렉토리를 운영할 방침

5. 독일
□ 독일은 플라스틱 병에 대한 보증금 반환제도(Deposit Return Scheme)와 포장
재 관리를 통해 플라스틱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최근 플라스틱을 포함해
포장재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강화
ㅇ 독일은 2003년부터 소비자가 음료수를 구매할 때 25유로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빈 플라스틱 용기 반환 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보증금 반환제도를 시행13)
ㅇ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신포장재법(Verpackungsgesetz)에 따라 제품 포장
재(내․외 포장재 포함)를 다루는 모든 기업은 이에 대한 회수와 재활용, 폐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듀얼 시스템(Dual System)14)에 등록해야함15)
* 플라스틱용 포장재 관련 재활용 회수 시스템은 'Gruene Punkt(www.gruener-punkt.de/en.html)'
등이 있음.

- 제조사와 유통기업은 포장재 회수와 재활용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듀얼 시스템에 참여해야 하고, 소재의 중량과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포장
재의 수집, 분류, 폐기와 관련한 라이선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
ㅇ 상품을 포장해 독일 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모든 유형의 제조사와 유통기
13) Live Work Germany(2017.5.21) How Does The German Pfand System Work, And Is It Effective?
(https://liveworkgermany.com/2017/05/how-does-the-german-pfand-system-work-and-is-it-effective/)
14) 지자체의 폐기물 관리시스템과 생산자가 주도하는 포장폐기물관리시스템이 함께 작동하는 시스템이라는 의미
로, 독일 전역에서 시행되는 회수, 분류, 재활용 관할 시스템임. 현재 포장재규정(VerpackV) 6조 3항에 의거해
공인된 다수의 공급자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 중임. 단, 관리 업무는 정부기관인 'Gemeinsame Stelle dualer
Systeme Deutschlands GmbH'가 담당.
15) 박소영(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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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뿐만 아니라 온라인 유통기업과 온라인 숍, 수입기업도 적용 대상이며, 위반할
경우 최대 20만 유로(약 2억 6,6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됨
ㅇ 유통기업과 제조사는 등록 의무 차원에서 부여 받은 등록번호를 듀얼시스템에
추가 기재해야 하고, 시스템에 기재한 모든 데이터와 해당 포장재의 평가 보고
서를 관할 기관에 제공해야 함
ㅇ 관할 기관인 중앙 포장재 등재 재단(Stiftung Zentrale Stelle Verpackungsregister)은
모든 등록된 제조사의 리스트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으며, 미등록자는 2019년
부터 자동으로 영업 금지 처분을 받게 됨
- 독일 정부는 중소기업이 포장재 관련 회수 및 재활용 비용을 무료로 산정할 수
있도록 ‘activate’포털 시스템(https://activate.reclay.de/)을 지원
<독일 activate를 활용한 소요비용 산정 예시>

주: 플라스틱 포장재 100kg 사용 시 총 95.5유로 소요됨
자료: activate 포털(https://activate.reclay.de/verpackungs-lizenzierung/)에서 연구자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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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우디아라비아16)
□ 사우디 표준, 계량 및 품질기구(SASO)가 발표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인증 규
정(’16.10)에 따라 2017년부터 산화생분해성(OXO-Biodegradable) 플라스틱 제
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제품에 대한 시험보고 인증서를 SASO에 제출하고
인증을 받아야 함
<적용 시점별 SASO 등록 의무 대상 플라스틱 품목>
적용 시점

대상 품목

2017. 4. 17
(1단계)

쇼핑백, 쓰레기봉투, 의류가방, 일회용 롤 시트, 직조 보리 가방 (Woven
Barley Bags)

2019. 9. 1
(2단계)

버블 랩 및 완충포장지, 우편물용 포장재, 일회용 식기(접시, 숟가락, 컵
등), 꽃포장용 랩, 스트레치 필름(포장용), 오버랩(보조 포장에 사용되는 플
라스틱 커버), 수축 필름, 랩(식품 포장용 비닐), 빵, 견과류, 사탕 그리고 모
든 제과점 품목에 사용되는 포장지

2019. 9. 1
(3단계)

기저귀 랩(Diaper Wraps), 플라스틱 라이너(상자용), 개인 관리 제품(예: 장
갑, 신발 커버 및 일회용 개인 관리 제품), 토양정화, 농업/원예 용품(제초
필름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포장지, 묘목용 비닐봉지, 식품 포장 가방
(Food packaging bags), 직조 플라스틱 가방(Woven plastic bags)

주) 2와 3단계는 당초 2018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각각 2019년 2월 26일과 8월 29일로 연기되었다가, 최
근 2와 3단계 모두 2019년 9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한번 더 연기됨
자료: SASO 홈페이지(saso.gov.sa), XDS Solutions(2019)

ㅇ (등록 방법) 등록 사이트(http://jeem1.saso.gov.sa)에서 등록 양식을 작성
- 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 및 수입하는 업체들은 SASO가 허가한 첨가물만
사용해야 하며 적절한 품질경영시스템을 갖춰야 함
- 제조 및 수입업체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시험 보고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이후 6주 이내에 제품 첨가제가 식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인
증서를 제출해야 함(3년마다 갱신 필요)

16) Registration of plastic products(SASO: Saudi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rganization, 2016)
(https://saso.gov.sa/en/Certification/Certificates_of_conformity/Pages/Registration_of_plastic_products.aspx)
Technical Regulation for Degradable Plastic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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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SO는 제품의 모든 적합성을 확인한 후 해당 제품에 로고(Oxo-Biodegradable)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허가
- 제품이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에 제조 및 수입업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요청
되는 수정사항을 충족시켜야 함
- 제조 및 수입업자는 만료일 1개월 전에 라이선스를 갱신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갱신 기간은 1년
- 수입업자는 자신이 수입한 모든 제품에 SASO로부터 받은 로고를 반드시 부착
해야 하며 제품을 수입한 공장 목록을 SASO에 제공해야 함
ㅇ (로고 부착) 로고는 플라스틱 제품 아래쪽의 깨끗한 장소에 3㎝ x 4.5㎝ 이상,
4㎝ x 6㎝ 이하 크기로 부착해야 하며, 출력하기 어려운 소형 제품의 경우 포장
지에 로고를 부착해야 함
<SASO의 OXO-Biodegradable 마크 부착사례와 종류>

자료: Technical Regulation for Degradable Plastic Products(SASO, 2016)

ㅇ (등록비용) 제품당 최소 6,600리얄(약 200만원)이 소요되며, 시험보고 인증을
위한 기술문서 연구나 공장 검사는 소요일을 기준으로 금액이 책정됨
<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의 SASO 등록 비용>
구분
신청비
기술문서 연구비
로고 사용료
공장 감사 방문 및 검사비

금액
500리얄
2,500리얄/영업일
600리얄/제품
3,000리얄/영업일

비고
2019. 4. 14.까지 무료
2019. 4. 14.까지 무료
-

자료: Technical Regulation for Degradable Plastic Products(SASO,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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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관) 수입업자와 거래하는 공급업체 및 공장이 등록되어있지 않으면 어떤 제
품도 통관될 수 없음
- 세관은 SASO에 등록된 플라스틱 제품의 수입업자 목록 및 수입업자와 거래하
는 사우디 국외의 공장 목록을 제공받아 통관시 확인
ㅇ (벌칙) 사우디 상무투자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vestment)의 검열
- 로고를 부착하지 않거나 잘못 부착하는 경우, 판독이 불가능하거나 제품이 부적
합한 경우 등의 위반사항 적발 시 SASO는 라이선스 인증 취소, 제품 회수 및
폐기, 그 외 SASO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법적 조치 가능
<사우디아라비아의 산화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등록 절차>

자료: SASO 홈페이지(saso.gov.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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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도
□ 1998년부터 지방정부 차원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들을 도입하였으
며, 2016년에 국가 차원의 제한 법률이 제정됨
ㅇ 1998년 인도 최초로 시킴(Sikkim)주에서 플라스틱 랩 또는 비닐봉투에 든 제품
이나 재료를 배달․구매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2016년에는 일회용 스티로폼의 판
매와 사용도 금지17)
- 그 외 서벵골주(2001), 히마찰프라데시주(2004), 하리아나주(2010), 카르나타
카주(2016), 펀자브주(2016), 케랄라주(2016)에서 각각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
하는 제도를 도입
ㅇ 2016년에는 국가차원의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규정(Notification on Plastic Waste
Management Rules)18)을 제정하고 50㎛미만의 非퇴비성 비닐봉투를 금지
- 생산자는 주정부나 연합 정부의 오염관리국이나 오염관리위원회에 등록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자는 해당 주정부 오염관리국이나 오염관리위원회(Pollution
Control Board)에 등록된 생산자로부터 원료용 플라스틱을 제공받아야 함
- 퇴비성 플라스틱(compostable plastic) 포장재의 제조 또는 판매자는 마케팅 또
는 판매 전에 중앙 오염 통제위원회에서 증서를 발급 받아야함
- 사용된 플라스틱 포장재의 수집에 대한 주요 책임은 생산자, 수입업자 및 브랜드
소유주에게 있으며, 이들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회수시스템을 구축하고, 수립 및
운영관리 동의 신청서를 주정부 오염관리국에 제출해야 함
- 플라스틱 봉투에는 두께, 제조자 명칭 및 등록 번호가, 퇴비성 플라스틱 포장재에
는 제조자 명칭 및 인증서 번호가 각각 영어로 인쇄․표시되어야 함
17) UNEP(2018)
18)「Published in the Gazette of India, Part-II, Section-3, Sub-section (i)」(Ministry of Environment,
Forest and Climate Change, New Delhi, 2016.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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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만
□ 대만 환경보호부는 2018년 2월 13일에 ‘해양폐기물 처리를 위한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플라스틱 폐기물로부터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플
라스틱 사용을 점진적으로 금지키로 함19)
ㅇ 쇼핑용 비닐봉투, 일회용 식품용기, 테이크아웃 음료컵,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
용 합성수지 제품 사용 제한 및 금지 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쓰레기 제거 관련
범부처 협력 강화 등의 중요 행동 내용이 담김

- 2019년 1월 1일 편의점 등 대형식료품 판매점에서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 2020년 편의점 등 대형식료품점 및 판매점 내부용 플라스틱 빨대 및 비닐봉투 사용 금지
- 2025년 모든 상점에서 비닐봉투, 일회용 식품용기 등을 무료로 제공 금지 및 유료판매
- 2030년 비닐봉투, 일회용 식품용기 전면 사용 금지

□ 2019년 7월 1일부터 공공부문(정부기관, 공립의료기관, 공립학교 등), 사립학
교, 백화점 및 쇼핑몰,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 등 사용제한 대상 내부 식당에
서 제공하는 음료에 대해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제공 금지20)
ㅇ 다만 다음 3가지 경우에는 빨대 제공 가능
① 환경보호부에서 공고한 환경보호마크 규격 표준항목의 ‘생분해 플라스틱’에 적합하고 환
경보호 마크 사용증서를 취득한 경우
② 종이류 또는 목재, 사탕수수 등 식물섬유를 주원료로 하고 플라스틱 도포, 플라스틱 박막
접합 또는 기타 생리적인 방식으로 플라스틱 성분 분리가 가능한 빨대로, 플라스틱 성분
함량의 무게가 10%보다 적은 경우
③ 공장 출하와 동시에 빨대가 이미 부착되어 있는 상품으로 공개 진열 판매하는 경우

19) 대만 환경보호부 홈페이지(https://www.epa.gov.tw/index)
(https://hwms.epa.gov.tw/dispPageBox/bags/bagsCp.aspx?ddsPageID=EPATWA2A&dbid=4111111912)
20) 環境保護署(2018),「一次用塑膠吸管限制使用對象、實施方式及實施日期」草案」(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제
한 대상, 시행방법 및 시행일자에 대한 초안)
(https://oaout.epa.gov.tw/law/DraftOpinion.aspx?id=931&KW=%E4%B8%80%E6%AC%A1%E7%94%A8%E5%
A1%91%E8%86%A0%E5%90%B8%E7%AE%A1%E9%99%90%E5%88%B6)
file:///D:/user/Downloads/E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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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고 발효일로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사용제한 대상에서 규정을 위반한 경
우, 첫 위반 시 훈방 조치, 두 번 이상 위반 시 폐기물처리법 제51조 제3항 규정
에 따라 처벌
- 2021년 7월 1일부터 사용제한 대상이 본 공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 폐기물처리
법 제51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처벌

9. 기타
□ 호주
ㅇ 남호주주(’09.5)를 시작으로 최근 빅토리아주(’19.1)까지 뉴사우스웨일즈주만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
* 노던테리토리주(‘11.9), 호주 수도주(’11.11), 태즈매니아주(‘13.11), 퀸즐랜드주(’18.7),
서호주주(’18.7)

□ 방글라데시
ㅇ 홍수가 나면 비닐 봉투가 지방 배수로를 막아 침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자
2002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폴리에틸렌 비닐봉투를 금지
* 집행력 미흡과 비용 효율적인 대안 부재로 인해 비닐봉투는 여전히 사용(UNEP, 2018)

□ 모로코
ㅇ 미국 다음으로 비닐봉투를 많이 사용하는 모로코는 2009년 검은 비닐봉투에 이
어, 2016년 7월부터 모든 비닐봉투의 생산, 수입, 판매, 유통을 모두 금지
□ 르완다
ㅇ 2020 비전 &전략 플랜을 통한 국가개혁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폴리에틸렌 비
닐봉투 사용, 수입, 판매를 금지
-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 1년형이나 12만 6,000 르완다 프랑(약 17만원)의 벌금
부과하고, 재활용 플라스틱 설비를 구비하는 회사와 친환경 가방을 생산하는 업
체에게는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
15

□ 케냐
ㅇ 2017년 8월 28일부터 산업용 목적을 제외하고 비닐봉투 제조, 판매, 사용 등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시 2백만~4백만 실링(약 4,500만원)의 벌금이나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형 등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 규정을 시행

[참고] 한국의 플라스틱 사용 규제정책
□ 2022년까지 일회용컵 및 비닐봉투 사용량을 35% 줄이고 2030년까지 플라
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기 위해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18.5.10)’을 추진
ㅇ 2020년까지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
* 음료·생수 중 유색 페트병 비율 : 36.5%(‘16) → 15.5%(’19) → 0%(‘20)

ㅇ 2018년 8월부터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금지
- 휴대용 목적 외에 매장 안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한 것이 적발되면
매장 면적과 이용 인원, 적발 횟수에 따라 5만~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ㅇ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의거해 2019년 1월 1
일부터 대형마트 및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
되고, 제과점은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
* 다만,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는 제외

<한국의 비닐봉투 사용처별 관리 강화>
구분
업체 수
현재 규제

백화점
97

대형마트
537

대형슈퍼
편의점
9,649
26,874
무상제공 금지

소규모슈퍼
49,788

제과점
16,082
-

재래시장
-

무상제공
금지

무상제
공 금지

장바구니
대여사업

⇩

추진 방향

사용 금지
* 속비닐 50% 감축(대형마트)

무상제공 금지
* 대형봉투는
종량제로 전환

자료: 관계부처합동(2018.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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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脫플라스틱을 실현하는 혁신 비즈니스 모델

1. Replacement - 다른 소재로 플라스틱을 대체
1) Easy2cool(독일) : 2014년 설립
□ (고객가치제안) 전기 없이 최대 3일 동안 냉장 보관할 수 있는 친환경 절연포장
재(상자, 봉투, 팩 등)와 운송 및 물류를 위한 냉각 시스템 등 최적의 단열 포장
솔루션 제공
ㅇ 100% 재활용 폐지로 만들었으나 높은 단열효과와 충격 흡수가 가능하고, 공간
절약형 운송 및 보관이 가능해 원료비와 물류비를 절감, 폐기 처분도 용이
예) 스티로폼 상자에 비해 이중 포장시스템 비용을 최대 70 %까지 절감 가능

□ (이익창출 공식) 포장재 판매 및 솔루션 제공 서비스 수익
<Easy2cool의 포장 제품>

자료: Easy2cool 홈페이지(www.easy2cool.de)

□ (핵심 자원과 프로세스) 폐지를 활용한 냉온 저장 기술과 포장솔루션 도출
ㅇ 다양한 형식 및 구성으로 저장 및 운송 용량을 최적화
ㅇ 개별 디자인 또는 온도 범위에 대한 고객별 요구 사항에 따라 주문형 단열 시스
템의 개발 및 생산 등 고객 맞춤형 포장 솔루션 제공
ㅇ 100% 재활용 원료를 활용함과 동시에 친환경 처분으로 지속가능성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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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PAPER(한국): 2014년 설립, 직원 12명
□ (고객가치제안) PE21)나 PLA22) 코팅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식품용기
ㅇ 재원료화나 자연분해성 퇴비화23)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200℃의 오븐이나 전
자레인지에 사용이 가능하고 인체에 무해함
□ (이익창출 공식) 친환경 코팅약품, 코팅원단 및 식품포장용기 판매
* 포장재 및 제지 공급 전문 시장조사 연구기관인 스미터스 피라에 따르면 친환경 포장재
세계 시장 규모는 세계 전체 제지 시장의 약 8%인 10조원으로 추산됨
* 유럽 3대 제지사 중 한 곳인 렉타와 2021년까지 약 350억원의 코팅용재 수출계약체결

<rePAPER의 종이컵 제품>

자료: rePAPER 홈페이지(www.repaper.kr)

□ (핵심 자원과 프로세스) 친환경 수용성 코팅 기술 보유
ㅇ 수분 산성코팅(Polymer Dispersion Coating Process) 기술로 자원순환성, 열안
정성, 인체 무해성을 실현
ㅇ 미국 FDA, 호주 친환경마크(GECA), UL 재활용성 인증, 국내 특허 6건(등록 5
건, 출원 1건), 해외 특허 출원 2건(미국, 유럽) 보유
ㅇ 경기 안산 공장에 월 5,000톤의 코팅액 생산능력 구비
21) 폴리에틸렌(Polyethylene)은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하나로 가볍고 유연해 공업 재료부터 일용 잡화까지 다용도
로 사용되고 있는 범용 플라스틱으로, 주로 일회용 종이포장용기 코팅지로 사용되며 병·포장재·전기절연체 소
재로 많이 활용됨
22) PLA(Poly Lactic Acid)은 옥수수의 전분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친환경 수지로 환경호르몬과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으나, 내구성이 약해 60도 이상의 외부 환경에서 출력물이 녹아내릴 수 있음
23) 주원료인 아크릴레이트는 물을 밀어내는 소수성(疏水性)을 띠어 종이컵의 물 흡수를 막는 외벽 역할을 하다 물
속에서 풀어지면 물과 잘 섞이는 수용성으로 변함. PE와 달리 따로 분리하지 않아도 재활용 과정 중 폐지를 물
에 푸는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녹아 흩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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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turnable - 회수해서 재사용 또는 재활용
1) RePack(핀란드) : 2011년 설립
□ (고객가치제안) 기존 포장재에 비해 20회 이상 재사용이 가능해 이산화탄소 배
출량을 80%까지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포장재 반환 서비스
ㅇ 포장 및 물류비 저감, 맞춤형 포장 디자인과 재구매 보상 모델 등 솔루션 제공
* 소비자에게는 구매시 사용가능한 할인권 등 보상(바우처)을 전자상거래 업체가 제공

□ (이익창출 공식) 전자상거래 업체 대상 포장재 반환 및 보상 시스템 판매
<Repack의 포장재 순환시스템과 포장재>

자료: RepPack 홈페이지(www.originalrepack.com)

□ (핵심 자원과 프로세스) 포장 회수, 점검, 세척, 재배포 시스템을 완비하고 있으
며 웹스토어에 기반해 손쉬운 구현이 가능
ㅇ 내구성이 높고 가벼운 재활용 PP소재로 제작, 우체통을 통해 어디에서나 무료로
반환이 가능하고 에스토니아에 있는 RePack returns 허브에서 세척 처리
* 미국의 경우 UPS 택배회사와 제휴해 반환처리하는 등 지역별 맞춤형 회수시스템 운영

ㅇ 세척은 사회 복지 단체가 처리하며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회적 지속 가능성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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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eserve(미국) : 1996년 설립
□ (고객가치제안) 지속 가능한 소재, 재활용 시스템 및 성능 주도 디자인의 혁신
을 통해 100%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일상생활 용품을 제공함으로써 지구 자원
을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있게 사용하는 데 헌신
□ (이익창출 공식) 온라인 상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거나, 기업
대상 대량 도매 및 프로모션 목적의 맞춤 제품 제작 및 판매
<Preserve의 판매 제품>

자료: Preserve 홈페이지(www.preserve.eco)

□ (핵심 자원과 프로세스) 모든 제품은 자체 개발한 Gimme 5 프로그램을 통해 회
수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미국에서 동물 실험 없이 개발 및 제조됨
ㅇ Whole Foods Market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매장을 수집 장소로 활용하고 지역
별 재활용 센터에 집결된 폴리프로필렌을 당사에서 분리, 세척, 용해, 펠렛 화
및 최종 시험 단계(안전성 및 내구성 테스트 등)를 거쳐 제품화
<Preserve의 Gimme 5 프로그램 모식도>

주: WFM(Whole Foods Market)
자료: Preserve 홈페이지(www.preserve.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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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PC(한국)24)
□ (고객가치제안) 포장․물류비를 저감하고, 포장용기 재사용을 통한 친환경 실천
*플라스틱 제품생산업체로 1965년 설립한 이후, 2012년 렌탈서비스 사업 출범

□ (이익창출 공식) 기존 일회용 포장․유통시스템을 대체 가능한 맞춤형 물류 통합
솔루션 서비스 제공
<NPC의 렌탈서비스 모식도>

주: RPC(Returnable Plastic Container)
자료: NPC 내부 자료

□ (핵심 자원과 프로세스) 제품 맞춤형 포장상자 개발 및 회수, 점검, 세척, 재배포
시스템을 완비
ㅇ 인터넷 기반으로 고객이 직접 필요수량 요청 및 운송정보, 그리고 보유중인 재
고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ㅇ 물품 보관 및 유통에 최적화한 고객 맞춤형 포장상자 개발이 가능한 연구인력 보유
ㅇ 내수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 진출한 기업의 공급망 유통에도 활용가능한
회수 서비스 제공
24) 자사 홈페이지(www.nrs.co.kr) 및 담당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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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cycle Platform - 재활용 플랫폼
1) Terracycle(미국)25) : 2001년 설립
□ (고객가치제안) 재활용하기 어려운 폐기물을 수집해 소각이나 매립하지 않고 재
활용(재사용, 새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환경보호 및 사회공헌
ㅇ 일방향 처리에서 순환형 처리 시스템으로의 변환에 집중하고, 궁극적으로 폐쇄
형 처리(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는 공정)에 가까운 플랫폼을 구축
□ (이익창출 공식) 폐기물 제로 박스(Zero Waste Box) 및 새활용 제품 판매, 공
공 및 산업폐기물의 회수-재활용-홍보마케팅 통합솔루션 컨설팅 서비스
<Terracycle의 폐기물 제로박스와 판매제품>

자료: Terracycle 홈페이지(www.terracycle.com), https://www.dwellsmart.com/pages/terracycle

ㅇ '브리게이드(Brigade)'로 불리는 전국적 수거운동을 통해 소비자(혹은 단체)가 보
내온 포장재 폐기물을 수거해 가방이나 필통 등의 새활용 제품으로 제작
- 포장재를 생산하는 기업과 협약을 맺어 수거를 대행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
취하고, 해당 기업의 친환경 이미지를 제고시켜줌
* 폐기물 수거에 참여한 소비자에게 원하는 학교 또는 단체에 포장재 당 소액의 기부금 제공

<Terracycle의 서비스 모식도>

자료: Terracycle 내부자료
25) 자사 홈페이지(www.terracycle.com) 및 담당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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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자원과 프로세스) 다수의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폐기물에 대한 재
활용 솔루션을 보유
* P&G, 네슬레, 펩시, 유니레버, 바디숍, 코카콜라 유럽, 다농, 몬델리즈 인터내셔널, UPS 등

ㅇ 현재 한국을 포함해 21개국, 2억명 이상이 참여
* 미국, 한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독
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ㅇ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에 대해 재사용 목적에 적합한 재활용 공법을 자체
R&D팀에서 개발
ㅇ 재활용 설비공정을 보유한 재활용 업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미국 10여개, 한국 2
개, 유럽 SUEZ 등)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재활용 공법을 구현
* 테라사이클 매출액(달러): 2004년 77,000 → 2009년 7.3백만 → 2016년 19.3백만
[사례] 테라사이클, 포장재 순환 이커머스 플랫폼 ‘루프(Loop)’ 시행
ㅇ 테라사이클은 2019년 1월 24일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펩시, 네슬레, 유니레
버 등 25개 글로벌 브랜드와 함께 ‘루프’ 사업 시작을 공표
ㅇ 참여 회사는 1회용품 대신 여러번 사용 가능한 재질의 용기를 사용. 즉 네슬
레는 아이스크림 브랜드 하겐다즈의 용기를 스테인레스스틸 재질로 대체했으
며, 펩시는 트로피카나 오렌지 주스를 유리병에 담아 제공함
ㅇ 소비자들이 루프(www.loopstore.com, www.maboutiqueloop.fr)에서 제품을 주문하면
각 브랜드는 재활용 용기에 사용한 제품을 보내줌. 테라사이클은 택배 시스
템을 활용해 용기를 배달·수거하며,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용기를 세척해줌
* 용기 재활용 서비스 가격은 용기 개수에 따라 달라지며, 용기 하나당 보증금은
1~10달러이며, 배송료는 20달러 이상임
ㅇ 루프 서비스는 현재는 뉴욕과 파리에서 5,000명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며
2020년까지 영국 런던과 일본 도쿄로 확대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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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ipcycle (미국) : 2011년 설립
□ (고객가치제안) 다양한 새활용 제품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비교 내용을 담은 리
뷰를 제공해 새활용 중소기업들의 제품 판매를 돕고 소비자의 친환경 구매 결정
을 보다 쉽게 
해줌으로써 글로벌 폐기물 문제를 해결
* The New York Times와 HGTV, abc 및 The Today Show와 같은 프로그램에 소개되었
고 재활용 및 업사이클 제품 판매의 선두 주자로 성장

□ (이익창출 공식) 새활용 중소기업 제품 판매 전문 웹 기반 플랫폼을 통해 구매
자와 판매자를 연결하여 거래를 촉진하고 수수료를 받음
<Hipcycle의 웹사이트>

자료: hipcycle 홈페이지(hipcycle.com)

□ (핵심 자원과 프로세스) 새활용 제품 제조 중소기업들과의 제휴를 바탕으로 주
문, 지불, 배송 및 반품 시스템을 구비한 업사이클 전문 온라인 유통채널
ㅇ (주문) 정기 뉴스레터를 발행하며 웹사이트 또는 전화주문 가능
ㅇ (지불) 신용카드나 페이팔(PayPal)은 물론, 은행 수표나 우편환으로도 지불 가능
ㅇ (배송) 75달러 이상 구매시 미국 전역에 무료로, 그 외 주문은 8.95달러에 영업
일 기준 3~4일 이내에 배송
ㅇ (반품 및 환불) 모든 환불 또는 교환은 최초 구입 후 30일 이내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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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시사점

1. 플라스틱 규제 확산에 따른 신시장에 주목
□ 플라스틱 사용 규제의 신규 도입 증가 및 강화는 전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대응과 함께 새롭게 만들어지는 시장에 주목할 필요
ㅇ 환경보호를 중요시하는 유럽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나 동남아 등에서도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도입하는 국가가 확대
ㅇ 급속히 증가하는 플라스틱 규제 내용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 수출길이 막히는 불상사
를 당하지 않도록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
ㅇ 또한 사후적 규제 대응에 그치기보다는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혁신전략을 구사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성장을 모색
* 세계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규모는 2018년 30억 달러에서 2023년 61억 달러로 연평균
15.1% 성장할 전망(국제무역연구원, 2019)

<주요국의 플라스틱 규제 도입 현황>
국가

도입연도

제도종류

도입범위

비고

미국

2010~2019

금지 & 과세

지역

지역단위 규제 다양

EU

2015

금지 & 과세

국가

단계적 사용 규제

프랑스

2016

금지

국가

단계적 사용 규제

스페인

2018

금지 & 과세

국가

2011년 지역단위 과세

독일

2003

과세

국가

등록시스템으로 관리

사우디아라비아

2017

인증

국가

플라스틱 안정성 인증

인도

2016

금지

국가

지역단위 규제 다양

대만

2019

금지 & 과세

국가

해양생태계 보호 목적

한국

2018

금지

국가

매장내 플라스틱컵 금지

호주

2003~2018

금지

지역

일회용 비닐봉투 금지

방글라데시

2002

금지

국가

세계 최초 규제 시행

모로코

2009/2016

금지

국가

규제가 강화됨

르완다

2008

금지

국가

친환경업체 세금감면

케냐

2017

금지

국가

가장 엄격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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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 대응 : 선대응, 닫힌 순환시스템, 협업
□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위험과 기회를 검토하고 관련 규제 및 시장변화를 예의
주시하며 ‘친환경’을 가치혁신 수단으로 인식하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
ㅇ (선대응) 해외 시장 개척 및 진출 전략 수립시 향후 강화될 플라스틱 규제에 선대응
- 기존 규제 수준에 만족한 제품이나 포장재보다는 규제수준이 점차 강화될 것에 대
비해 선도적인 제품(또는 기술) 개발을 통해 시장 선점의 기회로 활용
- 이 과정에서 자원절약, 대체 제품 서비스 소재 개발, 불가피한 부산물로부터의
가치창출 등과 같은 혁신이 가능하며 이는 기업에게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회로 작용
ㅇ (닫힌 순환시스템 구축)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및 사업장/공급망/제품의 친환경
화로 환경경영을 실천
-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소비과정은 제조-사용-폐기의 단편적인 구조지만,
제조-사용-재활용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닫힌 순환 프로세스(A
closed-loop process)’를 구현해 비용절감을 실현
<기업 자원관리시스템의 혁신 방향>
(기존) 단편적인구조

(혁신) 닫힌 순환 프로세스

- 제조 공정을 변경하여 필요한 재료의 양을 줄이고, 재활용 재료를 투입물로 사용
(Preserve 참조)하거나, 분해되거나 재활용이 용이 한 새로운 재료를 원료로 사
용(rePAPE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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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협업) 협업은 비즈니스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비용절감도 가능하게 하므로 타업
체와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 아웃소싱이 중소기업의 경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아웃소싱을 적
극 활용해 非핵심 역량을 보완
* 중소기업이 비핵심역량을 아웃소싱한 경우 기업의 경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는 연구결과가 다수의 해외 연구에서 입증됨26)

-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 보다 Easy2cool, RePack, NPC와
같은 친환경 유통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업체와 협력하는 것이 경쟁력 강화에
효과적
- 특히 온라인 커머스 업체이거나 이를 활용하는 수출기업의 경우 RePack과 같은
비즈니스 모델은 자사의 脫플라스틱 전략에 매우 유용하다 하겠음
* 재활용이나 업사이클 제품의 경우 Hipcycle 플랫폼 등록을 통해 수출 가능

<脫플라스틱 전략 구사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별 협업 가능 기업>
대응방향

비즈니스모델

협업가능 기업

선대응

대체

Easy2cool, rePAPER

닫힌 순환

회수&재활용

Repack, Preserve, NPC

협업

플랫폼

Terracycle, Hipcycle

3. 정부 역할 : 재정지원과 정보․매칭 지원
 (재정 지원 체계 구축) 정부는 국내 수출 기업들이 시대적 요구에 따른 脫플라
스틱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기업
과 이를 활용한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체계를 구축․확대해야함
ㅇ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사용단계에서 이를 규제하는 정책은 단편적인 해
결에 그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소비시장에서 플라스틱을 퇴출시키려면 생
산과정에서 플라스틱을 대체하기 위한 정책 비중이 높아야할 것임

26) Drudi, S. Pacei(2012), Revti Raman et al.(2013), Muhammad Mohiuddin(2014)등은 非 핵심역량의 아웃소
싱이 각각 이탈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중소 제조기업의 경영성과에 기여했음을 실증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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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는 플라스틱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기업 혁신활동에서 찾아야 함을 의미함
- 이 때 정부가 규제를 통해 기업 활동을 관리한다면 업체가 처한 무수한 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워 대상 기업의 수출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규제보다
는 지원제도를 통해 기업 혁신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기업이 투자를 통해 플라스틱 대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로 시장에 적용시킴으로써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脫플라스틱 혁신이 일어나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임
- 천연소재나 혹은 닫힌 순환 유통시스템 등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업체의
제품과 서비스는 대부분 기존 플라스틱 사용보다 비싼 가격으로 제공되기 때문
에 시장진출시 큰 진입장벽으로 작용
- 이들 업체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일정부분 재정 지원하여 시
장 제공가격을 낮춰줌으로써 플라스틱을 원천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예시] NPC 렌탈서비스 이용시 포장박스당 일정금액 지원, 중소기업이 rePAPER의 제
품을 구입할 때나 Terracycle 서비스 이용시 비용 중 일부 금액을 지원 등

 (체계적 정보·매칭 지원) 脫플라스틱 전략을 추진하는 기업과 혁신 비즈니스 모
델을 보유한 기업과의 협업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기업 간의 매칭수준을 높
이는 정보구축이 필요
ㅇ 기존 중소 수출기업의 경우 획기적 상품 기획을 뒷받침해줄 협력 업체 조사를
개인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어 최적 의사 결정에 한계
- 앞서 소개된 사례 기업처럼 脫플라스틱에 유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고 있
는 업체들에 관한 정보 제공이 필요
* 독일은 기업의 4차산업 대응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플랫폼 인터스트리 4.0’을 구축해
제품유형, 적용분야, 규모, 소재지 등의 관련 기업 정보와 성공사례를 제공하고 연계를
알선(www.plattform-i40.de)

ㅇ 역으로, 플라스틱 배출 저감을 꾀하는 해외 업체들이 혁신 기술이나 서비스를
보유한 국내 중소업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매칭 지원
28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2018.5.10)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박소영(2017.12) 독일의 ‘신포장재법(Verpackungsgesetz)’, 포장계
코트라 해외시장뉴스(2018.9.14) 스페인, 플라스틱봉지 사용 규제 강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2019) 2019년 주목해야 할 5대 신산업, 장현숙 외
EMERiCs(2018) EU의 플라스틱 사용 제한입법: 주요 내용과 평가
Drudi, S. Pacei(2012) Who benefits from outsourcing? A study of Italian region small firms
European Commission(2015) Amending Directive 94/62/EC as Regards
Reducing the Consumption of Lightweight Plastic Carrier Bags 2015/720
European Commission(2018) A European Strategy for Plastics in a Circular Economy
European Commission(2018) Circular Economy Package: Four Legislatives on waste
European Commission(2018)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reduction of the impact of certain
plastic products on the environment
Euromap(2016) Plastics Resin Production and Consumption in 63 Countries
Worldwide 2009-2020
Johnson, Christensen & Kagermann(2008) Reinventing Your Business Model,
pp.50-59. Harvard Business Review
Live Work Germany(2017.5.21) How Does The German Pfand System Work,
And Is It Effective?
Ministry for the Environment(2018) Proposed mandatory phase out of
single-use plastic shopping bags: Consultation document. Wellington: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ew Zealand
Ministry of Environment, Energy and the SEA(2016.7) ENERGY TRANSITION
FOR GREEN GROWTH ACT: in action Regions - Citizens - Business
Ministry of Environment, Forest and Climate Change(2016.3.18)「Published in
the Gazette of India, Part-II, Section-3, Sub-section (i)」, New Delhi
Muhammad Mohiuddin(2014) Towards sustainable offshore outsourcing : An
empirical study on Canadian Manufacturing SMEs
NCSL(2019) STATE PLASTIC AND PAPER BAG LEGISLATION
29

PlasticsEurope(2017), Plastics-the facts 2017, An analysis of European
plastics production, demand and waste data
Revti Raman외 1명(2013) Do outsourcing and non-outsourcing New Zealand
SMEs performs and perceive international outsourcing differently?
Saudi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rganization(SASO)(2016)Registration
of plastic products, Technical Regulation for Degradable Plastic Products
Statistic(2018) Production of plastics worldwide from 1950 to 2017
The Cabinet Secretary for Environment and Forestry(Kenya 2018)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Co-ordination Act(Plastics Bags Control
and Management) Regulations」
UNEP(2018) SINGLE-USE PLASTICS: A Roadmap for Sustainability
World Bank(2018) Tackling Increasing Plastic Waste
XDS Solutions(2019) SASO postpone stage 2 & 3 of OXO-Biodegradable Mark
for Degradable Plastic Products
環境保護署(2018)「一次用塑膠吸管限制使用對象、實施方式及實施日期」草案
조선일보(2018.5.8) [환경이 생명입니다] 일회용품에 중독된 한국
한국경제(2018.9.26) 리페이퍼, 썩는 종이컵으로 유럽 시장 뚫었다
https://library.municode.com/WA/seattle/codes/municipal_code?nodeId=TIT21U
T_SUBTITLE_IIISOWA_CH21.36SOWACO_SUBCHAPTER_IISOWACO_21.3
6.084PRUSEXPOFOSEPR
https://legistar.council.nyc.gov/LegislationDetail.aspx?ID=3042790&GUID=E29
EC95F-E99F-43F6-B677-44B95197510B&Options=ID%7cText%7c&Sea
rch=Local+Law+142
https://www1.nyc.gov/assets/dsny/site/resources/recycling-and-garbage-laws/
collection-setout-laws-for-business/foam-ban
https://legistar.council.nyc.gov/LegislationDetail.aspx?ID=3509897&GUID=6CF
1706B-A393-407E-B0A6-78D253222450
https://hallandalebeach.legistar.com/LegislationDetail.aspx?ID=3584932&GUID
=6647B46F-6062-4D42-830E-FE622E2F2A20&Options=&Search=

30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1720180AB1884
https://www.xds-solutions.com/saso-postpone-oxo-biodegradable-mark-plas
tic-products-stages/
http://www.ncsl.org/research/environment-and-natural-resources/plastic-bag
-legislation.aspx
http://www.ncsl.org/research/environment-and-natural-resources/environment
-and-natural-resources-state-bill-tracking-database.aspx
http://ec.europa.eu/environment/circular-economy/pdf/plastics-strategy.pdf
https://www.ecologique-solidaire.gouv.fr/loi-transition-energetique-croissance-verte#e1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CodeArticle.do;jsessionid=51CEF4A9F9B4
67A6684F2C8D1DD59003.tplgfr41s_3?idArticle=LEGIARTI000037556713
&cidTexte=LEGITEXT000006074220&categorieLien=id&dateTexte=
https://liveworkgermany.com/2017/05/how-does-the-german-pfand-system
-work-and-is-it-effective/
https://saso.gov.sa/en/Certification/Certificates_of_conformity/Pages/Registration
_of_plastic_products.aspx
https://www.reusethisbag.com/articles/where-are-plastic-bags-banned-around-the-world/
https://www.factorydirectpromos.com/plastic-bag-bans/
https://www.sbs.com.au/news/taxes-fines-and-jail-time-the-strictest-plasti
c-bag-laws-around-the-world
https://www.globalcitizen.org/en/content/plastic-bans-around-the-world/
https://www.epa.gov.tw/index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8/2018050800187.htm
www.easy2cool.de
www.repaper.kr
www.originalrepack.com
www.preserve.eco
www.nrs.co.kr
www.terracycle.com
hipcycle.com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