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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추진 결의안’이 채택되기까지의 과정

❑ 유엔환경총회

❑ 제1차 유엔환경총회 (2014년 6월 23일-27일)

❑ 플라스틱 해양쓰레기에 대한 첫 결의안 통과 (결의안 1/6)

❑ 제3차 유엔환경총회 (2017년 12월 4일 – 6일)

❑ ‘플라스틱해양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 대응: 관련 국제·지역·소지역

차원의 대응 전략과 접근의효과성 평가(Combating Marine Plastic 

Litter and Microplastics: An Assessment of the Effectiveness of 

Relevant International, Regional, and Sub-regional Governance 

Strategies and Approaches)’라는 보고서 발간

❑ 해양 플라스틱 오염과 연관된 기존의 국제 기구와 협약들이

플라스틱해양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에 대응하는데서 나타나는

주요 격차를 평가

❑ 해양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결의안 통과 (결의안 3/7)

❑ 해양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전문가 작업반 회의를 마련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추진 결의안’이 채택되기까지의 과정

❑ 해양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전문가 회의(Ad Hoc Open-Ended Expert 

Group)가 4번 개최됨 (2018년 5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 해양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에 대응하는데서 나타나는 주요 격차를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3가지의 대안이 제시됨:

❑ 1) 현상 유지

❑ 2) 기존의 협약 및 국제기구를 보강하고 산업관련 대응을 추가

❑ 3) 새로운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 창립

❑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결정하기로합의

❑ 2021년 10월 르완다와페루가 공동으로 ‘법적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결의 초안을 유엔환경총회 준비위원회에 제출

❑ 한국 정부도 공동 제안자로결의 초안을 지지

❑ 2022년 2월 28일 – 3월 2일까지 재개된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추진 결의안’이 채택 (결의안 5/14)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추진 결의안’ (결의안 5/14)

❑ https://wedocs.unep.org/bitstream/handle/20.500.11822/39812/OEWG_PP

_1_INF_1_UNEA%20resolution.pdf

❑ 결의안 5/14는 플라스틱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수립하도록 추진하라는 결의안

❑ 플라스틱의 전주기를 다루어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는 게 목표

❑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간협상 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INC)를 개최하도록 함

❑ 총 5번의 정부간 협상 위원회와 전권외교회의가 개최될 예정

❑ 제1차 INC 2022년 11월 28일 – 12월 2일, 우루과이

❑ 제2차 INC 2023년 5월 29일 – 6월 2일, 프랑스

❑ 제3차 INC 2023년 11월 13일 – 17일, 케냐 (미확정)

❑ 제4차 INC 2024년 초, 캐나마 (미확정)

❑ 제5차 INC 2024년 10월 또는 11월, 한국 (미확정)

❑ 전권외교회의 2025년 중순, ‘플라스틱 협약’의 공식 명칭이정해짐

https://wedocs.unep.org/bitstream/handle/20.500.11822/39812/OEWG_PP_1_INF_1_UNEA%20resolution.pdf


제1차 정부간 협상 위원회 내용 및 결과

❑ https://www.unep.org/events/conference/inter-governmental-negotiating-

committee-meeting-inc-1

❑ 정부간 협상 위원회의 절차적 규정 및 투표 방식, 플라스틱 협약의 범위 그리고

목적에 대해 논의

❑ 플라스틱협약이 국가 중심의 접근 방식에만 기반을 둔 상향식 협약으로

구현되는게 좋은지 아니면공통된 범 지구적규정을 도입하여 하향식 협약으로

구현되는게 좋을지에 대해 논의

❑ 상향식 협약: 국별행동계획 중심 및 자발적 조치에 의존 (예: 파리 협정)

❑ 하향식 협약: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적 통제 조치를 협약이 마련 (예: 

몬트리올 의정서) 

https://www.unep.org/events/conference/inter-governmental-negotiating-committee-meeting-inc-1


제1차 정부간 협상 위원회 내용 및 결과

❑ 한국 정부의 입장

❑ 핵심 의무, 통제 조치 및 자발적 접근 방식

❑ 플라스틱 전주기 접근 방식 필요

❑ 플라스틱제품의 디자인, 생산, 무역 부문이 협약 구조에 포함되어야 함

❑ 화학 첨가제 및 폴리머를 다뤄야 함

❑ 징벌적인 정책보다 완화적인 정책이 필요

❑ 국별 행동 계획의 필수인 자발적 조치는 매우 중요

❑ 줄이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고 더 나은 대체물질 사용

❑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

❑ 주요 요소: 정의, 통제 조치, 국별행동계획, 역량강화, 재정지원, 기술 공유

❑ 플라스틱협약을 위한 추진이 바닥을 향한 경주가 아닌 정상을 향한

경주여야 함

❑ 인간 건강과 해양환경을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지키는 게 중요함



플라스틱 대안품과 대체소재에 대해
❑ 아직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없음.

❑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가

plastic alternatives(플라스틱 대안품)와 plastic substitutes(플라스틱 대체소재)의 정의를

제안 중

❑ Plastic alternatives(플라스틱 대안품)

❑ 바이오플라스틱 또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포함될 수 있음

❑ 바이오플라스틱 또는 생분해성플라스틱은 전형적인 플라스틱과 비슷한유해한 화학

성분이 있는 경우가 많고 실제 생분해 된다는 보장이 없음

❑ 바이오 플라스틱은 바이오 기반 폴리머 재료(예: 식물성 지방 및 기름, 옥수수 전분, 

짚, 우드칩, 톱밥 및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사용)를 의미하며 재활용이 가능해야 함

❑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수명이 다한 플라스틱을 말하며 자연 환경에서 생분해되거나

퇴비화될 수 있음을 말함

❑ Plastic substitutes (플라스틱 대체소재)

❑ 플라스틱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식물, 동물, 해양 또는 산림 기원의 천연 재료

❑ 아무리천연 재료로만들어졌어도일회성 사용의 습관을바꾸지 않는 한 거대한 탄소

발자국을 남길 가능성이 높음

❑ 여기에는 화석 연료 기반 또는 합성 폴리머, 바이오플라스틱 및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포함되지 않음



제2차 정부간 협상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

❑ https://www.unep.org/events/conference/second-session-

intergovernmental-negotiating-committee-develop-international

❑ 플라스틱협약의 목표 및 주요 요소에 대해 논의할 예정

❑ 약 200개의 비정부 이해관계자들이 서면 의견서를 1월에 제출

❑ 정부 관계자들은 2월 10일까지 서면 의견서 제출

https://www.unep.org/events/conference/second-session-intergovernmental-negotiating-committee-develop-international


‘화학물질 및 폐기물의 올바른 관리와 오염방지에

기여하는 과학정책 패널 결의안’ (결의한 5/8)

❑ https://wedocs.unep.org/bitstream/handle/20.500.11822/39944/SCIENCE-

POLICY%20PANEL%20TO%20CONTRIBUTE%20FURTHER%20TO%20THE%20SOUND

%20MANAGEMENT%20OF%20CHEMICALS%20AND%20WASTE%20AND%20TO%20P

REVENT%20POLLUTION.%20English.pdf?sequence=1&isAllowed=y

❑ 2022년 2월 28일-3월 2일에 재개한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통과

❑ 3개의 전 지구적 위기(triple planetary crisis)

❑ 기후변화

❑ 생물다양성의 감소

❑ 환경 오염

❑ 기후변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 생물다양성의 감소→ 생물다양성 과학기구 (Intergovernmental Science-

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IPBES)

❑ 환경 오염→ ???

https://wedocs.unep.org/bitstream/handle/20.500.11822/39944/SCIENCE-POLICY%20PANEL%20TO%20CONTRIBUTE%20FURTHER%20TO%20THE%20SOUND%20MANAGEMENT%20OF%20CHEMICALS%20AND%20WASTE%20AND%20TO%20PREVENT%20POLLUTION.%20English.pdf?sequence=1&isAllowed=y


‘화학물질 및 폐기물의 올바른 관리와 오염방지에

기여하는 과학정책 패널 결의안’ (결의한 5/8)

❑ 화학물질및 폐기물의 올바른 관리와 오염방지에 기여하는 과학정책 패널의

필요성에대한 제안이 국제적 화학물질관리 전략적 접근을 위한 정책 체계(The 

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 SAICM)에서

시작됨

❑ SAICM은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국가 정책 채택 및 시행과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포럼

❑ 결의안의내용

❑ 2024을 목표로 2022년부터 과학정책패널의 수립을 위한 작업반

회의(Open-Ended Working Group, OEWG)를 개최

❑ 과학정책패널은 4가지의 주요 기능을 수행해야 함 (자세한내용은 뒤에)

❑ 패널의 수립을 위해 작업반 회의에서 12가지의 사안을 고려해야 함 (자세한

내용은 뒤에)



‘화학물질 및 폐기물의 올바른 관리와 오염방지에

기여하는 과학정책 패널 결의안’ (결의안 5/8)

❑ 과학정책패널의 주요 기능 (결의안 5/8의 2항)

❑ 정책 입안자와 관련된 문제를 식별하고 가능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증거 기반 옵션을 제안하기 위해 "지평선 스캔(horizon scanning)"을수행

❑ 현재 문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가능한 경우 이러한 문제, 특히

개발도상국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잠재적인 증거 기반 옵션을

식별

❑ 관련 최신 정보 제공, 과학 연구의 주요 격차 식별, 과학자와 정책입안자

간의 의사소통 장려 및 지원, 다양한 청중을 위한 연구 결과 설명 및 전파, 

대중의 인식 제고

❑ 국가, 특히 관련 과학 정보를 찾는 개발도상국과의 정보 공유 촉진

❑ (개발도상국들의 역량 강화)



‘화학물질 및 폐기물의 올바른 관리와 오염방지에

기여하는 과학정책 패널 결의안’ (결의한 5/8)

❑ 패널의 수립을 위해 작업반회의에서 고려해야할 12가지의 사안(결의안 5/8의

5항)

❑ 1) 패널의 제도적 설계 및 거버넌스, 2) 패널의 이름과 범위, 3) 관련 다자간

협정 및 기타 국제 기구와 정부간 기구의 권한을 존중하고 작업의 중복을

피하며 조정과 협력을 촉진하면서 본 결의안 2항에 명시된 패널의 주요

기능, 4) 패널과 정부 및 비정부기구, 시민사회를 포함한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5) 패널의 작업 프로그램을 결정하고실행하기 위한

절차, 6) 패널 작업에 기여할 전문가를 식별하고 참여시키기위한 조치, 7)

패널이 작성한 보고서 및 평가의 검토 및 채택 절차, 8) 패널에 대한 사무국

지원 준비, 9) 패널 작업에 대한 자발적 자금 조달 옵션, 10) 패널의 업무를

관리하는절차 규칙 및 운영 원칙, 11) 패널을 위한 예시 예산, 12) 작업반

회의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기타 문제

❑ (과학적 연구 분야에서 비일비재한 이해의 충돌(conflict of interest)에 대한

대응이 꼭 필요)

❑ 좋은 예: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조항 5.3



재개된 제1차 작업반 회의 결과

❑ 패널의 목표에 대한 잠재적합의

❑ 패널의 주요 기능에 역량강화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아프리카그룹을 대표로

나이지리아와 남미 카리브 연안 국가군의 대표로 브라질은 찬성했고 노르웨이는

반대 입장을 제시. 이에 대해 제2차 작업반 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

❑ 아직 제2차 작업반 회의의 개최국과 날짜가 미정. 올해 말에 열릴 가능성이 높고

개최국은요르단, 카타르, 에콰도르, 콜롬비아중 하나일 가능성이 큼.



한국 시민사회의 역할
❑ 인식증진

❑ 정보 공유와 연대

❑ 유관 정부관계자와 소통

❑ 아래는 플라스틱 협약의 추진과 관련된 한국 정부관계자들의 연락처

https://www.unep.org/about-un-environment/inc-plastic-pollution/national-

focal-points-directory

Jeonghyun Emily Park Position: Deputy Director
Office: Ministry of Environment
Email: emilypark@korea.kr / emilypark.j@gmail.com

Jeongwon Bae Position: Deputy Director
Offic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Email: bjw1525@motie.go.kr

Juyearn Sun Position: First Secretary
Offic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Email: jysun08@mofa.go.kr / greengrowth@mofa.go.kr

Yukyung Jang Position: Deputy Director
Offic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mail: comme@korea.kr

https://www.unep.org/about-un-environment/inc-plastic-pollution/national-focal-points-directory
mailto:emilypark@korea.kr
http://gmail.com/
http://bjw1525motie.go.kr/
mailto:jysun08@mofa.go.kr
mailto:greengrowth@mofa.go.kr
mailto:comme@korea.kr


감사합니다

❑ 질문 또는 의견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