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 간 사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표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일찍부터 청정과 자연의 가치를 

알고, 가꾸어 왔습니다.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푸른 바다와 다채

롭고 고유한 생물종은 제주의 자랑이자 세계적인 보물입니다. 그러나 제주에서는 1인당 전국 

평균의 1.8배에 달하는 생활폐기물이 발생하고 있고,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이러한 폐기물

들을 외부로 반출하기도 쉽지 않아 섬 내에 지속적으로 오염 물질이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는 2021년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WIF 2030)’ 선언을 통해 네 가지 목표를 

수립한 바 있습니다. 첫째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30% 감축하는 것, 둘째는 쓰레기 직매립률을 

제로화하는 것, 셋째는 자원 재활용률을 90%까지 확대하는 것, 마지막으로 도민과 함께 하는 

실천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언뿐만 아니라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하고 현실화하는데 도민사회 모두가 힘써야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과 제주의 폐기물 현황을 검토하고, 국내·외 폐기물 정책과 관련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제주 지역에서의 정책 개발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더 효율적이고 깨끗하게 제주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 폐기물 전 단계 관리 플랫폼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지역 폐기물 사업의 필요성과 애로사항 등을 수집하여 우리 지역에서 관련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닦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지역사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애써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주연구원은 앞으로도 지역민들을 위해 값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제주연구원장 양 덕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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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Ⅰ. 서론

○ 제주특별자치도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20년 기준, 1.64kg/일/인으로, 

전국 평균 0.89kg/일/인의 약 1.8배를 기록함

○ 전국적으로 매립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쓰레기의 역외 수출이 어려운 실정으로, 폐기물의 발생, 수거, 분류, 처리의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재사용·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따라, 국내·외 폐기물 정책 및 관련 사례를 정리하고, 제주의 폐기물 발생

-수거-분류-처리의 전 단계에서 폐기물의 재사용·재활용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II. 폐기물 현황

○ 전국 폐기물 발생량은 2015년 1억 5,265만톤에서 2020년 1억 9,546만톤

으로, 연평균 약 5.1%씩 증가함

- 2020년 기준,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약 8.9%를 차지함

○ 2020년도 지역별 폐기물 발생량은 경기도, 경기북도, 충청남도의 순으로 많

았고, 3개 시도의 폐기물 발생량이 전체의 약 41.4%를 차지함

○ 2020년도 1인당 일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1.16kg/일/인으로, 2015년 

0.97kg/일/인에서 꾸준히 증가함

- 2020년도 1인당 일일 생활계폐기물의 발생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제주특별자치

도로 1.89kg/일/인임

○ 제주특별자치도의 연도별 폐기물 일 발생량은 2012년 3,980톤/일에서 

2016년 5,104톤/일로 정점을 찍고, 2020년 4,521톤/일로 다소 감소하였음

○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에 1,010톤/일로 처음으로 일일 천톤을 넘은 

이후, 2019년까지 일일 950톤 이상을 기록하였음. 코로나19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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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는 1,144톤/일로 최고 수준을 기록함

- 생활폐기물 발생 비율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까지 20% 전후 수준을 유지하

였으나, 2020년에 25.3%로 증가함

○ 2020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처리방법은 재활용이 3,834톤/일로 

전체의 83.9%를 차지함. 다음으로 소각 521톤/일(11.4%), 매립 194톤/일

(4.3%), 기타 18.5/톤일(0.4%)의 순으로 나타남

- 2015년과 비교할 때, 매립의 비중은 9.2%에서 4.3%로 4.9%p 감소하였고, 소

각의 비중은 5.6%에서 11.4%로 5.8%p 증가함

○ 생활계폐기물의 재활용 비중은 2015년 56.5%에서 2020년 64.2%로 꾸준히 

증가함. 매립비중은 24.0%에서 4.3%로 감소하였고, 소각비중이 19.5%에

서 30.4%로 증가함

III. 국내·외 폐기물 정책과 관련 사례

○ 독일은 폐기물 관리 개선과 재활용률 향상을 위하여, 보증금 환불 제도, 필수 

폐기물 분류 정책, 포장 조례 등을 도입함

○ 덴마크의 코펜하겐시는 7가지 부문에서 29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방위

적인 조치를 취하고, 플라스틱 소각 중단,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의무화, 시내 

분리수거장 750곳 신설 등을 추진함

○ 미국 캘리포니아는 1986년 음료용기 재활용 및 쓰레기 감축 법안(Beverage 

Container Recycling and Litter Reduction Act)을 제정하고, 1987년에 

CRV(California Redemption·Refund Value) 프로그램을 제정해 재활용을 

장려해 옴

○ 캐나다는 각 지역 및 사업체, 기타 기관과 협력하여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함(2019년)

○ 일본은 폐기물 처리사무에 있어 국가와 광역-기초지치단체 간 책임분담을 명

확히 하고, 본질적으로 국가의 책임을 전제로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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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쓰레기 발생 감량 및 자원화 이용, 분리수거·소각발전 등 폐기물 처리

방식 개선, 폐기물 수입제한 및 중국 국내 자원순환 강조, 폐기물 제로 도시 

사업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호주는 국가 또는 주를 대신하여 탄소배출 감축에 관한 법률(Clean Energy 

Regulator)을 시행할 권한을 부여 받은 기관에서 호주 정부로부터 승인 받아 

탄소 배출의 측정, 관리, 감축, 상쇄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함

○ 오스트리아는 플라스틱 물질흐름도를 작성하여 정책수립에 활용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는 제로서울 사업, 건설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시 자원회수시설 반입 전면 금지 등의 정책을 추진함

○ 부산광역시는 음식물 폐기물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해양폐기물 자원

순환 프로젝트, 부산 연안 해양쓰레기 저감 및 관리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함

○ 인천광역시는 폐기물 국가통계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인천e음 카페, 폐기물

처리(소각) 시설 계획, 신비의 보물가게 등의 사업을 추진함

○ 수원시는 소각물 폐기물 감량 정책을 추진하고, 웹·모바일 대형폐기물 수거 

서비스 운영, 음식물 종량제 RFID(무선식별시스템) 기기 도입 및 일반 주택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WFI 2030)’(2021.6.9.) 

선언을 통해 3+1의 목표를 수립함

- 첫째,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2020년 64,494톤/년에서 2030년까지 30%를 감축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둘째, 탄소중립을 위한 자원순환 인프라를 구축하여 직매립률 2020년 12%에서 

지속적으로 줄여나가 2030년에는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셋째, 탄소중립 산업육성으로 재활용률을 2020년 64.6%에서 2030년 90%로 확대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넷째, +1 로 도민과 함께하는 실천 체계를 구축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Carbon Free Island JEJU”라는 비전의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탄소중립을 통한 그린 사회를 선도하고자 함

- 중량제 수거시스템을 구축하고, 생활 쓰레기 종량제와 중량제 시범 전환사업을 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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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 위성항법시스템) 기반의 초정밀 

위치 모니터링 시스템과 IoT(사물인터넷) 센서 기반의 폐기물 수집현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폐기물의 수거와 운반을 최적화함

-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폐기물 배출 통계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역의 품목별 

배출량을 예측한 결과를 폐기물 수거와 처리유통에 활용함

- 플라스틱을 포함한 재활용의 업사이클링 사업 기반의 도민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이를 운영하여 도민 주도형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경제체제로 전환함

IV. 빅데이터 기반 폐기물 전(全)단계 관리 플랫폼 구축 방안

○ 스마트 폐기물 관리는 폐기물 관리의 운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에 

사용되는 쓰레기통, 운반장비 및 처리 과정에 센서,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GPS 등과 같은 스마트 기술과 인공지능과 같은 자동화 기술을 

사용하는 폐기물 관리 체계를 의미함

○ ModorIntelligence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스마트 폐기물 관리 시장은 

2020년에 17.7억달러로 가치평가되고 있으며, 2026년까지 연간 25.68%씩 

성장해 65.2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스마트 폐기물 관리를 위한 기술 인프라는 구현의 고도화에 따라, 정보수집을 

위한 센서 및 기기 부문(perception layer), 센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네트

워크 부문, 수집정보 처리를 위한 미들웨어 부문, 최종사용자들의 인터페이스

를 담당하는 어플리케이션 부문, 그리고 이 인프라들을 종합하여 최적화하는 

비지니스 부문의 5개 층위(layer)로 구분할 수 있음

○ 스마트 폐기물 관리사례로는 Rubicon, TOMRA, 리코 등이 있음

- 2008년 설립된 Rubicon은 기업과 정부에 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 재활용 솔루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임

- TOMRA는 노르웨이의 다국적 기업으로 Reverse Vending Machine(RVMs) 

제품과 기술로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는 재활용(선별장), 식품, 광업으로 RVM 

기술을 응용하여 사업을 확장함

- 리코는 대한민국의 스마트 폐기물 관리 기업으로 2019년 7억 매출에서 2021년 

37억원으로 급성장중인 스마트 폐기물 처리 스타트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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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폐기물 관리 기술을 활용하여 WFI 2030(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2030) 핵심 과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이미 보급되어 있는 클린하우스와 재활용도움센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음

- 무인으로 운영되는 클린하우스의 경우 쓰레기가 넘치는 경우가 많아, 스마트 폐기물 

관리 기술을 통해 폐기물 처리 효율성 제고를 검토할 수 있음

- 수거 효율성 제고의 측면에서는 클린하우스 및 재활용도움센터에 센서와 네트워크

를 구축하고, 우선 수거가 필요한 클린하우스로 최적 루트를 편성하는 체계를 검토

할 수 있음

- 재활용 측면에서는 일반인이 식별하기 어려운 PET, HDPE, PVC, LDPE, PP, 

PS등의 플라스틱 분리배출을 가능케 하는 자동화된 식별장치를 도입하는 등의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음

○ 실증사업에 기반한 스마트 폐기물 관리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관리는 충분한 경험습득이 필요함

- 인프라 구축 전에 센서체계, 통신방식, 네트워크 구성 및 미들웨어, 최종어플리케

이션에 대한 종합적 구상이 필요함

- 시스템 구축 시 편익인 폐기물 절감 효과와 관련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하되, 최초 시행으로 인한 시행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함

- 스마트 폐기물 처리 관련 스타트업을 적극 유치하여 폐기물 관리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기술을 글로벌 비지니스화하는 적극적 폐기물 관리 전략의 추진을 

검토할 수 있음

- 효율적 배출량 절감을 목표로 한 운영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최종사용자, 폐기물 

수거 및 운반 업체, 소각장, 매립지, 재활용관련시설 등에 스마트 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인프라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려해야 함

○ 스마트 폐기물 관리의 핵심은 폐기물 통합관제센터임

- 폐기물 통합관제센터는 스마트 폐기물 관리의 핵심 플랫폼으로 폐기물과 재활용

품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와 관련된 정보를 사물인터넷(IoT)으로 연결된 센서와 

연결하여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모니터링하는 한편, 인공지능으로 발생패턴을 

학습하여 폐기물 발생과 처리 능력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업무를 처리함

○ 스마트 폐기물 관리는 공공이 주도할 수도 있고 민간기업과 협업할 수도 있음

○ 도내 혁신 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통해 실증 및 경험을 축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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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체로 확장하는 로드맵 마련을 추진해야 함

<스마트 폐기물 관리 개념>

V. 제주 폐기물 관리방안 필수요소

○ 제주는 그동안 쓰레기통 없는 정책을 유지해왔음. 그 결과 유동인구가 많은 

자연과 도심의 경계인 올레길에 수많은 폐기물이 무단투기 되어 자연으로 유입

되고 있음

- 제주 올레길 23.75km 구간의 무단투기 현황(클린올레)을 10여 차례 진행하며, 

4,159개의 폐기물을 수집 및 분석한 결과 1km 당 평균 162개의 폐기물을 수거함

○ 플로깅, 환경 미화 등의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며 유동인구 및 접근

성이 높은 곳에 분리배출 인프라를 통해 교육, 계도, 제재 및 자발적 참여를 

통해 자원순환 및 환경보호에 참여하도록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 이를 위한 해결 방법과 방향으로, 분리배출 인프라(쓰레기통)를 구축하고, 관련 

사항들을 고찰할 필요가 있음

○ 보증금반환제도와 역회수자판기(RVM)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낭비되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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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효율적으로 전환하여 투자하고, 많은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원

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국내는 보증금반환제도가 적용된 소주병, 맥주병을 제외하고 적용되지 않다가, 

2022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기로 했던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제도 조차 12월 

축소되어 세종시, 제주도에서만 시범적으로 도입됨

- 하지만 사업주에게는 인건비와 비용의 부담 및 시간 소요로 인한 어려움이 있고, 

시민들에게는 반납 장소와 편의성의 불편함이 있어 시민과 사업주에게 많은 책임이 

전가되어 형평성에 대한 반발과 보이콧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가 더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유동인구(관광객)를 배려하여 접

근성이 높은 곳에 효과적인 쓰레기통 설치를 기반으로 시민과 정책의 변화를 

도모해야 함

- 2020년 229개의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문건에 따르면 90%에 가

까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쓰레기통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제주는 그동안 청정 제주를 만들기 위해 클린하우스, 재활용도움센터, 공공일자리 

등 선진화된 방법과 노력을 통해 많은 진전을 이루었음

○ 제주는 지역적 특성상 물류비가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투명페트병을 효과적

으로 분쇄할 경우 부피가 93%(1/15) 감소하여 운반의 횟수 및 탄소를 절감할 

수 있으며, 지금보다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청정 제주를 만들어 갈 수 있음

- 제주시는 2022년 상반기 422톤의 페트병을 매각하여 2억 4천6백만원의 수익을 얻음

- 많은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583천원/1톤(583원/1kg)으로 유럽

에서 거래되고 있는 투명 페트 플레이크 시세 265만원/1톤(2022.05) 대비 1/4

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시스템 및 수익성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음

○ 쉽고 직관적인 데이터로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일상생활에서 재활용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인프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해외에서 검증된 ESG 경영 시스템과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음

○ 쓰레기통과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대부분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정책이 있지만, 그 실적은 미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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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정책시사점

○ 본 연구에서는 정책 및 관련 사례를 정리하여 제주에서 도입 가능한 사례를 

발굴하고, 제주의 폐기물 발생-수거-분류-처리의 전 단계에서 폐기물의 재사

용·재활용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연구의 결과와 함께, 매립량 총량제 시행, 도시자원 순환형 복합 플랜트 도입, 

폐기물 수거 차량 이동 경로 최적화, 무인 로봇을 이용한 해양쓰레기 수거, 

참여형 순환경제도시 모델 수립의 정책을 제언함



Ⅰ. 연구 개요

1

I.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 제주특별자치도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20년 기준, 1.64kg/일/인으로, 전국 평균 

0.89kg/일/인의 약 1.8배를 기록함

￭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 되면서 생활폐기물이 급속하게 증가했으며, 

2021년부터 제주관광 시장이 회복되면서, 외부요인에 인한 생활폐기물 발생량도 

다시 증가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Waste Free Island 2030 비전 선포와 Smart –GreeⁿGO+ 사업 

등을 통해, 쓰레기 매립의 금지, 폐기물 처리 인프라를 확충, 폐기물 중량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폐자원의 재사용과 재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전국적으로 매립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쓰

레기의 역외 수출이 어려운 실정으로, 폐기물의 발생, 수거, 분류, 처리의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재사용·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임

1-2 연구의 목적

￭ 국내·외 폐기물 정책 및 관련 사례를 정리하고, 제주의 폐기물 발생-수거-분류-처리의 전 

단계에서 폐기물의 재사용·재활용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빅데이터 기반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자원 全단계 관리방안 연구

2

2. 연구 내용 및 방법

2-1 연구 내용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전국과 제주의 폐기물 발생 현황을 정리함

￭ 둘째, 국내·외 폐기물 정책과 관련 사례 등을 조사 및 정리함

￭ 셋째, 데이터 기반의 폐기물의 발생-수거-분류-처리의 전(全) 단계에 걸쳐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폐기물 관리 시스템 구축방안을 사례조사를 통해 검토함

￭ 넷째, 제주 폐기물 발생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폐기물 관리를 위한 방안을 도출함

￭ 다섯째, 폐기물 관리와 재사용·재활용 장려 등을 위한 정책을 제언함

2-2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다음의 방법을 통해 진행함

￭ 첫째, 폐기물 현황 등에 대한 기초통계 자료를 정리함

￭ 둘째, 폐기물 관련 국내·외 정책과 폐기물 감축·재사용·재활용 사례, 빅데이터 기반 폐

기물 관리 시스템 구축 사례 등의 관련 사례를 조사함

￭ 셋째, 제주 폐기물 발생의 문제점과 관리방안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

￭ 넷째, 폐기물 관리와 재사용·재활용 장려 등을 위한 정책을 제언함



Ⅰ. 연구 개요

3

1단계

폐기물 현황 정리

전국 폐기물 발생현황 정리 제주 폐기물 발생현황 정리

↓

2단계

폐기물 정책과 관련 사례 정리

해외 정책과 관련 
사례 정리

국내 정책과 관련 
사례 정리

제주 폐기물 관련 
정책 정리

↓

3단계

빅데이터 기반 폐기물 전(全)단계 관리 플랫폼 구축 방안 제안

스마트 폐기물 관리 
개요 및 기술 정리

스마트 폐기물 
관리 사례 정리

제주 스마트 폐기물 
플랫폼 구축 방안 제안

↓

4단계

제주 폐기물 관리방안 필수요소 검토

제주 폐기물 발생의 문제점 검토 관리방안 필수요소 도출

↓

5단계

결론 및 정책제언

연구결과 정리 정책제언 도출

<표 I-1> 연구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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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폐기물 현황

1. 전국 폐기물 현황

￭ 전국 폐기물 발생량은 2015년 1억 5,265만톤에서 2020년 1억 9,546만톤으로, 연평균 

약 5.1%씩 증가함

￭ 2020년 기준,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약 8.9%를 차지함

- 생활폐기물의 연평균 증가율은 1.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만톤/년,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평균
증감률

총  계
발생량 15,265 15,663 15,678 16,283 18,149 19,546 5.1 

전년대비 증감률 4.1 2.6 0.1 3.9 11.5 7.7 -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1,871 1,963 1,952 2,045 2,116 2,254 3.8 

전년대비 증감률 2.7 4.9 -0.5 4.8 3.4 6.6 -

생활폐기물
발생량 1,585 1,659 1,643 1,706 1,676 1,730 1.8 

전년대비 증감률 2.5 4.7 -1.0 3.9 -1.8 3.3 -

사업장비배출
시설계

발생량 286 303 310 339 440 524 12.9 

전년대비 증감률 3.7 6.1 2.0 9.5 29.8 19.2 -

사업장배출
시설계 폐기물

발생량 5,669 5,918 6,018 6,122 7,396 8,087 7.4 

전년대비 증감률 1.4 4.4 1.7 1.7 20.8 9.3 -

건설폐기물
발생량 7,236 7,280 7,164 7,554 8,070 8,644 3.6 

전년대비 증감률 6.9 0.6 -1.6 5.4 6.8 7.1 -

지정폐기물
발생량 489 503 544 562 568 561 2.8 

전년대비 증감률 1.7 2.8 8.1 3.2 1.1 -1.2 -

자료.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2020년도)(환경부, 한국환경공단, 2021)

<표 II-1> 연도별 폐기물 종류별 발생 추이



Ⅱ. 폐기물 현황

5

￭ 폐기물 발생량이 가장 많은 분야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건설폐기물로, 2020년 

기준 전체폐기물 발생량의 41.4%와 44.2%를 각각 차지함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배출시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서 발생

되는 폐기물을 포함

￭ 2020년도 지역별 폐기물 발생량은 경기도, 경기북도, 충청남도의 순으로 많았고, 3개 

시도의 폐기물 발생량이 전체의 약 41.4%를 차지함

[지역별 발생 현황] [지역별 발생률 현황]
자료.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2020년도)(환경부, 한국환경공단, 2021)

[그림 II-1] 지역별 폐기물 발생현황 및 발생률(2020년)

￭ 2020년도 지역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경기도, 서울특별시, 경상남도의 순으로 많았고, 

3개 시도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835만톤으로 전체의 약 48.3%를 차지함 

-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과 경남지역에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20년도 지역별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량은 경기도, 경상북도, 인천광역시의 순

으로 많았고, 3개 시도의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량은 4,316만톤으로 전체의 약 

48.6%를 차지함

￭ 2020년도 지역별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순으로 많았고, 3개 

시도의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4,214만톤으로 전체의 48.7%를 차지함

￭ 2020년도 지정폐기물 발생량은 경기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순으로 많았고, 3개 시도의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265만톤으로 전체의 47.3%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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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만톤/년, %)

구분
전체 발생량

생활폐기물
사업장

비배출시설
계폐기물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전체 

발생량
구성비

총 계 19,546 100.0 1,730 524 8,087 8,644 561 

서 울 1,912 9.8 318 36 85 1,460 13 

부 산 823 4.2 115 31 141 513 23 

대 구 738 3.8 94 20 90 521 13 

인 천 1,184 6.1 73 43 416 620 31 

광 주 255 1.3 42 7 37 163 5 

대 전 333 1.7 50 5 73 199 6 

울 산 732 3.7 42 9 440 188 53 

세 종 102 0.5 12 2 39 44 4 

경 기 3,959 20.3 390 167 1,138 2,133 131 

강 원 663 3.4 67 16 225 350 5 

충 북 696 3.6 66 18 282 288 42 

충 남 2,015 10.3 77 27 1,424 425 62 

전 북 708 3.6 61 20 285 316 25 

전 남 1,954 10.0 65 30 1,450 375 34 

경 북 2,127 10.9 90 45 1,442 477 72 

경 남 1,178 6.0 127 42 496 475 38 

제 주 167 0.9 42 7 21 95 2 

자료.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2020년도)(환경부, 한국환경공단, 2021)

<표 II-2> 폐기물 종류별 지역별 발생 현황(2020년도)

￭ 2020년도 1인당 일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1.16kg/일/인으로, 2015년 0.97kg/일/

인에서 꾸준히 증가함

- 2020년도 1인당 일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0.27kg/일/인임

￭ 2020년도 1인당 일일 생활계폐기물의 발생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제주특별자치도로 

1.89kg/일/인이고, 가장 적은 지자체는 광주광역시로 0.92kg/일/인으로 나타남

* 생활계폐기물은 생활(가정)폐기물과 사업장비(非)배출시설폐기물(1일 300킬로그램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폐기물,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시작에서 종료까지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폐기물)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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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량 추이] [지역별 발생량 현황(2020년)]

주. 생활계폐기물 : 생활폐기물 + 사업장비(非)배출시설폐기물(1일 300킬로그램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의 폐기물,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시작에서 종료까지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폐기물)

자료.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2020년도)(환경부, 한국환경공단, 2021)

[그림 II-2] 1인당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추이 및 지역별 발생 현황(2020년)

￭ 사업장비(非)배출시설폐기물을 제외한 생활(가정)폐기물의 1인당 일일 발생량은 0.89kg/

일/인으로 2015년도의 0.82kg/일/인에서 소폭 증가함

￭ 2020년도 1인당 일일 순수 생활(가정)폐기물 발생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제주특별자치

도로 1.64kg/일/인이고, 가장 적은 지자체는 인천광역시로 0.66kg/일/인으로 나타남

[발생량 추이] [지역별 발생량 현황(2020년)]

주. 생활(가정)폐기물 :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시작에서 종료까지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폐기물

자료.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2020년도)(환경부, 한국환경공단, 2021)

[그림 II-3] 1인당 생활(가정)폐기물 발생량 추이 및 지역별 발생 현황(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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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기준, 폐기물 처리방법의 비중은  재활용이 전체의 87.4%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재활용 비중은 2015년의 84.4%에서 꾸준히 증가함

￭ 2020년도 기준,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비중은, 건설폐기물 99%, 사업장배출시설계폐

기물 84.3%, 지정폐기물 63.7%, 생활계폐기물 59.5%로 집계됨

￭ 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나머지 폐기물들은 2015년부터 꾸준히 재활용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 생활계폐기물의 재활용 비중은 5년간 60% 전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단위 : 만톤/년)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총괄

총계 15,265 100 15,663 100 15,678 100 16,283 100 18,149 100 19,546 100
매립 1,380 9.0 1,385 8.8 1,297 8.3 1,265 7.8 1,114 6.1 1,002 5.1
소각 952 6.2 965 6.2 960 6.1 964 5.9 948 5.2 1,015 5.2

재활용 12,878 84.4 13,279 84.8 13,383 85.4 14,025 86.1 15,708 86.5 17,076 87.4
기타 55 0.4 34 0.2 39 0.2 30 0.2 379 2.1 453 2.3

생활계
폐기물

소계 1,871 100 1,963 100 1,952 100 2,045 100 2,116 100 2,254 100
매립 282 15.1 289 14.7 264 13.5 275 13.4 268 12.7 265 11.8
소각 481 25.7 497 25.3 486 24.9 502 24.6 545 25.7 575 25.5

재활용 1,108 59.2 1,177 60.0 1,202 61.6 1,268 62.0 1,263 59.7 1,342 59.5
기타주1) - - - - - - - - 40 1.9 72 3.2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

소계 5,669 100 5,918 100 6,018 100 6,122 100 7,396 100 8,087 100
매립 861 15.2 878 14.8 806 13.4 769 12.6 678 9.2 566 7.0
소각 353 6.2 357 6.0 360 6.0 355 5.8 299 4.0 348 4.3

재활용 4,431 78.2 4,679 79.1 4,850 80.6 4,997 81.6 6,106 82.6 6,821 84.3
기타주2) 24 0.4 3 0.1 2 0.0 2 0.0 312 4.2 352 4.4

건설
폐기물

소계 7,236 100 7,280 100 7,164 100 7,554 100 8,070 100 8,644 100
매립 140 1.9 112 1.5 107 1.5 108 1.4 65 0.8 73 0.8
소각 39 0.5 27 0.4 31 0.4 24 0.3 23 0.3 15 0.2

재활용 7,058 97.5 7,141 98.1 7,025 98.1 7,422 98.3 7,983 98.9 8,556 99.0

지정
폐기물

소계 489 100 503 100 544 100 562 100 568 100 561 100
매립 97 19.9 106 21.1 119 21.8 114 20.2 103 18.2 99 17.6
소각 80 16.3 84 16.8 82 15.1 83 14.8 83 14.5 76 13.6

재활용 281 57.5 282 56.0 306 56.2 337 60.0 355 62.5 357 63.7
기타주3) 31 6.3 31 6.1 37 6.8 28 5.0 27 4.8 29 5.1

주1. 2018년도까지는 ‘재활용’에 포함되어있던 소각을 제외한 중간처분량(기계적(압축, 파쇄 등), 화학적(고형화, 중화, 
응집 등), 생물학적(호기성, 혐기성 등) 처분 등)이 2019년도부터 ’기타‘ 항목으로 분리됨 

주2. 2018년도까지는 ‘기타’에 해역배출량만 포함되며, 2019년부터는 소각을 제외한 중간처분량(기계적(압축, 파쇄 
등), 화학적(고형화, 중화, 응집 등), 생물학적(호기성, 혐기성 등) 처분 등), 해역배출량 등을 모두 포함

주3. 2018년까지는 기타=(기타 처리량+최종보관량)-전년도 이월량을 나타냈으나, 2019년부터 ‘기타’는 소각을 
제외한 중간처분량(기계적(압축, 파쇄 등), 화학적(고형화, 중화, 응집 등), 생물학적(호기성, 혐기성 등) 처분 등)임

자료.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2020년도)(환경부, 한국환경공단, 2021)

<표 II-3> 폐기물의 연도별 처리방법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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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폐기물 1억 9,546만톤은 위탁처리를 통해 1억 5,356만톤(78.6%)이 처리되었고, 

자가처리를 통해 2,775만톤(14.2%)이, 공공처리를 통해 1,415만톤(7.2%)이 처리됨

￭ 생활계폐기물의 주요 처리방법은 공공처리와 위탁처리로, 그 비중은 각각 51.1%와 

48.2%를 차지함

- 공공처리의 비중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에서 2.4%, 건설폐기물에서 0.8%, 지정

폐기물에서 0.1%로, 생활계폐기물에서 공공처리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주요 처리방법은 위탁처리로, 그 비중이 64.1%이고, 자가

처리의 비중도 33.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의 주요 처리방법은 위탁처리로, 그 비중은 각각 99.0%와 

95.1%을 차지함

(단위 : 만톤/년)

구분 계 비율(%) 매립 소각 재활용 기타

총  계

계 19,546 100.0 1,002 1,015 17,076 453

공공처리 1,415 7.2 489 487 434 5

자가처리 2,775 14.2 192 167 2,319 98

위탁처리 15,356 78.6 321 361 14,324 350

생활계
폐기물

계 2,254 100.0 265 575 1,342 72

공공처리 1,151 51.1 249 465 433 5

자가처리 17 0.8 2 2 10 3

위탁처리 1,086 48.2 15 108 899 65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계 8,087 100.0 566 348 6,821 352

공공처리 192 2.4 169 22 1 0

자가처리 2,713 33.5 177 160 2,281 94

위탁처리 5,182 64.1 220 166 4,538 258

건설
폐기물

계 8,644 100.0 73 15 8,556 0

공공처리 71 0.8 71 0 0 0

자가처리 18 0.2 0 0 18 0

위탁처리 8,555 99.0 2 15 8,538 0

지정
폐기물

계 561 100.0 99 76 357 29

공공처리 1 0.1 1 0 0 0

자가처리 27 4.8 12 4 9 1

위탁처리 533 95.1 85 72 348 28

자료.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2020년도)(환경부, 한국환경공단, 2021)

<표 II-4> 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 현황(202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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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의 폐기물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의 연도별 폐기물 일 발생량은 2012년 3,980톤/일에서 2016년 5,104

톤/일로 정점을 찍고, 2020년 4,521톤/일로 다소 감소하였음

￭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에 1,010톤/일로 처음으로 일일 천톤을 넘은 이후, 2019

년까지 일일 950톤 이상을 기록하였음.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1,144톤/일로 

최고 수준을 기록함

￭ 사업장비배출계폐기물 발생량은 2012년 121톤/일에서 2016년 295톤/일까지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8년에 350톤/일로 최고치를 기록함.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180톤/일로 발생량이 2018년의 절반수준으로 감소함

￭ 사업장배출계시설폐기물 발생량은 2012년 226톤/일에서 2018년 618톤/일까지 증가

하였고, 2020년에도 588톤/일로 2012년의 2.6배 수준을 기록함

(단위 : 톤/일)

자료)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통계청)

[그림 II-4]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폐기물 일 발생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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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2,604톤/일에서 2,893톤/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6년에 3,447톤/일로 크게 증가하였고, 2019년까지 일일 3

천톤 이상의 수준을 유지함

￭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의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2,610톤/일로 2015년 수준으로 

회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보다는 제주지역의 건설경기 둔화로 인한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해석됨

￭ 2020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의 분야별 발생비율은 건설폐기물 57.7%, 생활폐

기물 25.3%,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13.0%, 사업장비배출계폐기물 4.0%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생활폐기물 발생 비율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까지 20% 전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0년에 25.3%로 증가함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상대비율이 2012년 

5.7%에서 2020년 13.0%로 두 배 이상 증가함. 특히, 2018년부터 상대비율이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 건설폐기물 발생 비율은 2017년까지 65% 이상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8년부터 감

소하기 시작하여 2020년에 57.7%를 기록함

(단위 : %)

연도 생활폐기물
사업장비배출

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
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합계

2012년 18.6 3.0 5.7 72.7 100

2013년 22.6 3.4 5.4 68.6 100

2014년 20.1 5.1 6.4 68.4 100

2015년 22.1 6.0 8.7 63.2 100

2016년 19.8 5.8 6.9 67.5 100

2017년 20.7 5.8 7.8 65.7 100

2018년 19.3 7.0 12.4 61.3 100

2019년 19.9 5.7 10.5 63.9 100

2020년 25.3 4.0 13.0 57.7 100

<표 II-5>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폐기물 분야별 발생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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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처리방법은 재활용이 3,834톤/일로 전체의 

83.9%를 차지함. 다음으로 소각 521톤/일(11.4%), 매립 194톤/일(4.3%), 기타 

18.5/톤일(0.4%)의 순으로 나타남

￭ 2015년과 비교할 때, 매립의 비중은 9.2%에서 4.3%로 4.9%p 감소하였고, 소각의 비

중은 5.6%에서 11.4%로 5.8%p 증가함

￭ 재활용 비중이 높은 분야는 건설폐기물로 2020년 기준, 99.6%가 재활용 되고 있음. 

생활계폐기물(생활폐기물+사업장비배출계폐기물)과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0% 전후 수준을 기록함

￭ 생활계폐기물의 재활용 비중은 2015년 56.5%에서 2020년 64.2%로 꾸준히 증가함. 

매립비중은 24.0%에서 4.3%로 감소하였고, 소각비중이 19.5%에서 30.4%로 증가함

(단위 : 톤/일)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총괄

총계 4,131 100 5,105 100 4,950 100 4,996 100 4,825 100 4,568 100 
매립 382 9.2 445 8.7 371 7.5 493 9.9 156 3.2 194 4.3 
소각 231 5.6 316 6.2 333 6.7 339 6.8 459 9.5 521 11.4 

재활용 3,483 84.3 4,287 84.0 4,205 85.0 4,165 83.4 4,149 86.0 3,834 83.9 
기타 34.8 0.8 56.6 1.1 40.3 0.8 - - 60.4 1.3 18.5 0.4 

생활계
폐기물

소계 1,162 100 1,305 100 1,312 100 1,314 100 1,234 100 1,324 100 
매립 279 24.0 303 23.2 245 18.6 210 16.0 84.5 6.9 72.4 5.5 
소각 227 19.5 305 23.3 319 24.3 332 25.3 382 30.9 402 30.4 

재활용 657 56.5 697 53.4 748 57.0 772 58.8 767 62.2 849 64.2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

소계 358 100 351 100 387 100 618 100 508 100 588 100 
매립 100 27.9 106 30.1 120 30.9 277 44.8 60.0 11.8 98.4 16.7 
소각 4.6 1.3 10.5 3.0 10.0 2.6 3.3 0.5 75.6 14.9 115 19.6 

재활용 219 61.1 179 50.9 217 56.1 338 54.6 312 61.4 357 60.7 
기타 34.8 9.7 56.6 16.1 40.3 10.4 - - 60.4 11.9 17.4 3.0 

건설
폐기물

소계 2,610 100 3,448 100 3,250 100 3,065 100 3,083 100 2,610 100 
매립 3.2 0.1 36.4 1.1 6.9 0.2 6.4 0.2 11.9 0.4 9.5 0.4 
소각 0.2 0.01 0.7 0.02 3.2 0.1 3.2 0.1 1.3 0.04 0.7 0.03 

재활용 2,607 99.9 3,411 98.9 3,240 99.7 3,055 99.7 3,070 99.6 2,600 99.6 

지정
폐기물

소계 - 　- - 　- - 　- - 　- - 　- 47.0 100 
매립 　- 　- 　- 　- 　- 　- 　- 　- 　- 　- 14.1 30.0 
소각 　- 　- 　- 　- 　- 　- 　- 　- 　- 　- 3.2 6.8 

재활용 　- 　- 　- 　- 　- 　- 　- 　- 　- 　- 28.6 60.9 
기타 　- - 　- - 　- - 　- - 　- - 1.1 2.3 

자료. 2020-2021환경백서(제주특별자치도, 2021.11) 재구성

<표 II-6>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연도별 처리방법



III. 폐기물 재활용·재사용 정책과 활용 사례

13

III. 국내·외 폐기물 정책과 관련 사례

1. 해외 정책과 관련 사례

￭ 해외 주요국은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해 다음을 추진하고 있음

￭ 덴마크는 그린국가(state of green)로 변모하기 위해 폐기물을 자원으로 보는 순환

경제를 조성 중임. 관련 규정, 목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산업폐기물의 재활용 비

율을 확대하고자 함

￭ 네덜란드는 제도적 집중과 환경계획(eco-planning)을 통해 2016년 순환경제의 중심

국가로 거듭남

￭ 스코틀랜드는 적합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 방법을 통해 물건을 오래 쓰는 환경 조성을 

실천 중임. 2025년까지 전체 폐기물의 70%를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캐나다는 국민의 나은 미래를 위해 강하고 깨끗한 경제 만들기를 비전으로 설정함. 물품의 

사용주기 확대를 통해 폐기물 배출을 축소하는 순환 경제를 형성하고자 함

￭ 룩셈부르크는 혁신적인 제품 설계 및 사용을 통해 폐기물 관리 비용을 줄이고, 폐기

물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등 순환 경제를 위한 지식자산을 구축하고, 실증사업을 추진

하고 있음

￭ 스웨덴은 상품과 서비스의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산업 

분야의 국제적인 리더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음

￭ 일본은 재활용의 선구자로 수명 주기 중심의 폐기물 관리 규정을 시행하고 있음

- 예: 차량 구입 시, 차량에 대한 재활용 비용을 선불로 지불해야 함

￭ 호주는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전략적 단계를 밟는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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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표어 및 폐기·자원순환 이슈

덴마크

그린국가(state of green)로 변모하기 위해 폐기물을 자원으로 보는 

순환경제를 조성 중. 관련 규정, 목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산업

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을 확대하고자 함

네덜란드
제도적 집중과 환경계획(eco-planning)을 통해 2016년 순환경제의 

중심국가로 거듭남

스코틀랜드

적합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 방법을 통해 물건을 오래쓰는 환경 

조성을 실천 중. 2025년까지 전체 폐기물의 70%를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캐나다

캐나다 국민의 나은 미래를 위해 강하고 깨끗한 경제 만들기를 비

전으로 설정. 물품의 사용주기 확대를 통해 폐기물 배출을 축소하는 

순환 경제를 형성하고자 함

룩셈부르크
혁신적인 제품 설계 및 사용을 통해 폐기물 관리 비용을 줄이고 폐

기물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순환 경제를 위한 지식자산 및 시험장

스웨덴
상품과 서비스의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산 분야의 국제적인 

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임

일본

재활용의 선구자로 수명 주기 중심의 폐기물 관리 규정을 시행 중에 

있음 (예: 차량 구입 시, 차량에 대한 재활용 비용을 선불로 지불해

야 함)

호주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전략적 단계를 밟는 중

자료) 이소라 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의 원문을 번역함

<표 III-1> 국가별 자원순환사회 조성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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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독일1)

□ 폐기물 정책 현황

￭ 독일은 폐기물 관리 개선과 재활용률 향상을 위하여, 필수 폐기물들의 분류 정책과 효율

적인 보증금 환불 제도 등의 전략을 추진함

￭ 이와 함께, 새로운 에너지 정책으로 저탄소 및 재생가능 에너지 전환(Energiewende)

을 표방함

￭ 2002년에 이미 쓰레기 배출량의 56%를 재활용하고 있던 독일은 2012년에 순환경

제법을 도입해 목표 재활용률을 65%로 높였음

￭ 더 나아가 2018년에는 폐기물 기본지침을 개정하여 유럽 전체의 도시 폐기물에 대해 

2025년까지 55%, 2030년까지 60%, 2035년까지 65%까지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함

￭ 독일은 2019년 기준, 추정 재활용률이 약 67%에 달함

□ 보증금 환불제도

￭ 독일을 포함한 유럽 10개국은 보증금 환불제도인 DRS(Deposit Refund System)를 

시행하고 있음

￭ 재활용 할 수 있는 병에는 전용 라벨이 부착되며 소비자가 해당 라벨이 부착된 병을 

구입할 시 0.08유로에서(한화 약106원) 0.25유로(한화 약 332원)에 해당하는 보증

금을 지불해야 함

￭ 빈 병을 소매점으로 반환하면 보증금을 상환해주는 방식임

□ 필수 폐기물 분류 정책, 포장 조례 도입

￭ 독일은 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에 근거하여, 제조업체와 민간 산

업체에 폐기물 제거 및 비용 충당의 책임을 부여함

￭ 포장 조례를 통해, 판매 포장재를 재활용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에 구속력 

1) “독일 폐기물관리 ‘세계적 최고 수준’”, 이호선 기자, 디지털 비즈온 순환경제기획(2022.5.21.)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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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요구 사항을 도입함

￭ 유럽 재활용 처리 제도인 그린 도트(Green Dot) 시스템을 채택한 후 제조업체들은 

재활용 시설로 반입되어야 하는 물품들의 포장 외부에 녹색 라벨을 부착하게 됨

￭ 이러한 독일의 선도적인 그린 도트 제도 도입 사례 이후로 유럽 23개국 내 13만 개 

이상의 회사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냈으며 4,600억 개 이상의 패키지에 그린 

도트 라벨이 부착됨

1-2 덴마크2)

□ 폐기물 재활용 관련 규제 및 산업 강화

￭ 덴마크는 세계에서 1인당 쓰레기 배출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임

- 덴마크(2,189g), 스위스(2,033g), 뉴질랜드(1,921g), 룩셈부르크(1,734g) 순으로 많음

￭ 코펜하겐시는 2018년까지 폐기물의 45%를 재활용하는 목표를 수립하였고, 2018년

에는 2024년까지 전체 쓰레기의 70%를 재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이를 위해, 코펜하겐 시는 7가지 부문에서 29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치를 취하고, 플라스틱 소각 중단,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의무화, 시내 분리수거장 

750곳 신설 등을 추진함

- 7가지 부문 : ① 서비스 및 폐기물 관리 체계 개선, ② 산업폐기물 재활용률 제고, ③

재활용 수거장 증설 및 재활용 방법 확충, ④ 지자체 소속 공기업에 재활용 책임 증대, 

⑤ 폐기물 관리에 신기술 도입, ⑥ 시민 재활용률 제고, ⑦ 순환경제 홍보 등

￭ 대표적인 제도로는 A·B·C 증거금 제도가 있음. 주류 및 음료 소비에 필요한 병, 캔 

제품을 판매할 경우 증거금(Pant, Deposit)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제도로, 용기의 

용량 및 재질에 따라 재활용(recycling) 혹은 재사용(reuse) 여부를 판별해 A, B, C 

등급으로 분류하고 이에 맞는 증거금을 부과함

2) “덴마크, 친환경 산업 및 시장 동향”,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EISHUB)(2022.5.21.)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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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여부 기준 증거금 등급

증거금 마크가
부착된 폐기물
(재활용 가능)

유리병, 알루미늄 캔 (1리터 미만) DKK 1.00 Pant A

플라스틱병 (1리터 미만) DKK 1.50 Pant B

모든 병, 캔 (1~20리터) DKK 3.00 Pant C

증거금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폐기물
(재사용 가능)

유리병 (0.5리터 미만) DKK 1.00

-
유리병 (0.5리터 이상) DKK 3.00

플라스틱병 (1리터 미만) DKK 1.50

플라스틱병 (1리터 이상) DKK 3.00

<표 III-2> 덴마크의 A·B·C 증거금 제도

￭ 유통 시장 점유율 35%에 달하는 단스크 슈퍼마켓 그룹 산하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인 

Netto는 2018년 4월부터 덴마크 내 업계 최초로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플라스틱 

백에 증거금 제도를 도입함

- 증거금이 부착된 비닐봉지 이용 시 0.5크로네(약 85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며 매장에 

반납 시 1크로네(약 170원)을 반환받을 수 있음

- 수거된 비닐봉지는 재활용되며 비닐봉지로 얻은 수익금은 세계자연기금(WWF)로 전달됨

￭ 덴마크 전역에 약 101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같은 그룹 산하의 슈퍼마켓 체인

Fotex는 업계 최초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컵, 빨대, 접시 등의 판매를 금지하고 

분해 가능한 물질로 생산된 제품만 판매할 계획을 내세움

- Fotex의 경우 연간 약 2천 5백만 개의 플라스틱 제품을 판매함

□ 친환경 에코라벨 및 유기농 제품 소비 트렌드 확산

￭ 식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장난감, 의류 등 일반 소비재에서도 친환경·유기농 제품을 원

하는 웰니스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Nordic Swan 등 에코라벨이 부착된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함

- Nordic Swan에 따르면 소비자 중 약 85%가 에코 라벨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에코

라벨 부착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비율은 이 중 59%를 차지함

￭ Nordic Swan을 부착한 제품과 서비스의 매출액은 2011년 48억크로네에서 2015년 

80억크로네로 크게 증가함

- 제품 매출액 상승이 에코라벨 부착 제품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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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 환경청에서 발표한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색조화장품 제조업체 및 소매업체 

5곳 중 4곳에서 1개 이상의 자연주의·유기농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1-3 미국

□ 폐기물 관리 현황3)

￭ 미국의 전체 폐기물 발생량은 점차 증가하여 2억 6천 5백만톤을 웃돌고 있음. 1인당 일일 

폐기물 발생량은 2kg/일 수준임

자료) 「유럽, 일본, 미국의 폐기물 및 재활용 현황」, 이상훈·유경근(2021)

[그림 III-1] 미국 내 폐기물 발생량(2017년)

￭ 2017년 기준,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폐기물은 종이류(25%)이며, 음식, 플라스틱, 

잔디가 그 뒤를 이음

3) 자료) 이상훈·유경근(Resources Recycling,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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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상훈·유경근(Resources Recycling, 2021)

[그림 III-2] 미국에서 발생한 폐기물 종류

￭ 2017년 기준, 미국은 매립을 통해 약 1억 4천만톤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재활

용되는 양은 약 6천 7백만톤에 그침

- 비료화(composition)를 통해 유기성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으며 소각처리된 폐기물량은 

상대적으로 적음

자료) 이상훈·유경근(Resources Recycling, 2021)

[그림 III-3] 미국 내 처리공법별 폐기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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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기준, 처리공법별 폐기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매립이 50% 이상 차지하며, 재활

용률은 25%에 그침. 그 뒤를 이어 소각이 12.7%, 비료화가 10.1%의 비율을 차지함

자료) 이상훈·유경근(Resources Recycling, 2021)

[그림 III-4] 2017년 기준 미국 내 처리공법별 폐기물량(2017년)

￭ 비료화로 처리된 9천 4백 2십만톤 중 종이(46.9%)와 잔디(25.9%)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음식류 폐기물(2.7%)은 상대적으로 적은 양을 차지함

￭ 에너지회수로 처리된 폐기물은 종이(13.2%), 금속류(8.6%), 목재류(8.4%)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1) 비료화로 처리된 폐기물 비율 (2) 에너지회수로 처리된 폐기물 비율

자료) 이상훈·유경근(Resources Recycling, 2021)

[그림 III-5] 미국 내 비료화, 에너지회수로 처리된 폐기물 비율(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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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기준 각 물질별 재활용률을 살펴보면 납축전지(99.1%), 박스(88.4%), 캔류

(70.9%) 순으로 높음

- 납축전지는 대부분 회수가 용이한 자동차에 사용되기 때문에 높은 재활용률을 보임

자료) 이상훈·유경근(Resources Recycling, 2021)

[그림 III-6] 미국의 각 물질별 재활용률(2017년)

□ 폐기물 관리 정책(캘리포니아)4)

￭ 캘리포니아에서는 1986년 음료용기 재활용 및 쓰레기 감축 법안(Beverage Container 

Recycling and Litter Reduction Act)을 제정하고, 1987년에 CRV(California 

Redemption·Refund Value) 프로그램을 제정해 재활용을 장려해 옴

- 병, 캔, 플라스틱, 알루미늄 등 재활용 소재로 만들어진 음료 제품 구입 시 소비자들에게 

재활용 비용을 부담케 하고, 차후 리사이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그동안 지불한 재활용 

비용을 돌려주는 제도임

- 1987년에는 탄산 음료용기만 적용하고 용기당 센트만 보상하였음. 2004년까지 크기가 

작은 용기는 4센트, 큰 용기는 8센트로 인상하였으며 이후 다른 제품에도 확대 적용함

- 이후 음료용기 재활용과 쓰레기 감축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면서 CRV 제도 변화에 

재활용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함

4) 배판열(2009, 글로벌 정책연수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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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주지사가 재활용률 참여율 제고를 목적으로 2007년부터 

CRV 인상안에 서명하면서 2007년부터 작은 용기는 5센트, 큰 용기는 10센트로 인상됨

￭ 그 결과 상반기 재활용률은 71%로 급증하였으며, 총 146억개의 용기가 회수됨(전년 

대비 15억 개 증가) 

￭ CRV 공식 누리집에 의하면 2억 4천 6백만 개의 폐타이어가 재활용되었으며 4조 549억

원에 상당하는 빈병과 캔이 재활용된 것으로 집계됨

￭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2009년에는 재활용률 80% 달성 목표를 세우고, CRV 제도를 

추진함

1-4 캐나다5)

□ 폐기물 관리 현황

￭ 캐나다의 일일당 1인 평균 폐기물 발생량은 1.94kg으로, 세계 평균과 비교하여 약 

1.2kg 더 많지만, 북미 평균 2.21kg보다 낮음

-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2016년 캐나다의 일인 기준 하루 평균 폐기물 발생

량은 1.94kg으로, 북미 지역 3개 국가(버뮤다, USA, 캐나다) 중 가장 낮은 수치임

- 북미(North America) 지역 전체의 일인당 하루 평균 폐기물 배출량은 2.21kg으로, 

전 세계 지역별 평균 수치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임

￭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캐나다의 폐기물 처리 규모는 770만 톤으로 추산됨

- 2008년 2,593만톤이었던 캐나다 폐기물 처리량은 감소세를 보이며 2012년 최저치인 

2,468만톤을 기록함. 그러나, 2012년 이후 폐기물 발생량이 지속 증가함

- 캐나다 10개 주(Province) 중에서는 온타리오(Ontatio)주의 폐기물 처리량이 948만톤

으로 가장 많고, 노바스코샤(Nova Scotia)주의 폐기물 처리량이 38만톤으로 가장 적음

￭ 2016년 기준, 캐나다의 폐기물 전환량은 930만 톤이고, 폐기물 전환율 39%로, 이전 

년도와 비교할 때 증가 추세에 있음

￭ 전환 폐기물의 분포는 종이와 유기물이 66%를 차지하며, 플라스틱 폐기물의 경우 전환

규모는 전체 전환 폐기물의 5% 미만 규모임

5) 캐나다 자원순환산업 심층 분석(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9)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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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환경장관의회(CCME)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캐나다 정부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자료) 캐나다 통계청(www.statcan.gc.ca)

[그림 III-7] 2016년 캐나다의 폐기물 처리량

□ 폐기물 관리 정책

￭ 2019년, 캐나다 정부는 각 지역 및 사업체, 기타 기관과 협력하여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함

- 해당 조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사용 제한 및 책임 규제,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의 투자와 지원이 포함됨

￭ 캐나다 정부는 자체적으로 정부 운영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2030년까지 

75%이상 전환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여 시행함 

￭ 캐나다 정부는 2019년부터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제품의 제조 및 수입의 완전 금지를 

시행하고, 2021년까지 유해성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조치할 예정임

- 해양 생태계로 유입되는 미세플라스틱의 양을 줄이기 위해 해당 성분이 포함된 세면용

품의 제조와 수입을 금지함. 이 조치는 2018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19년 7월부터 

완전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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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호법(Canadian Environment Protection Act)에 의하여 유해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과 포장을 금지하는 조치를 2021년부터 시행할 계획임

-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조치는 쇼핑백, 빨대, 접시와 젓가락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과 

포장재로 인한 오염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뿐만 아니라 환경과 

인체 건강에 해롭다고 판정되는 일부 플라스틱 제품도 포함됨

￭ 캐나다 정부는 ‘EPR(생산자책임재활용)’, 기업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집·재활용 책임을 

설정하고,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전환 기술에 천만 달러를 투자함

- EPR제도는 제조사의 책임을 소비 이후까지 확대하는 환경 정책의 일환임. 캐나다 정부는 

이를 적용하여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플라스틱 포장을 사용하는 회사에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집 및 재활용의 관리에 책임을 부여하고자 함

- 이와 함께, 캐나다 환경·기후청은 ‘캐나다 플라스틱 혁신을 위한 도전과제 (Canadian 

Plastics Innovation Challenge)’에 천만 달러(캐나다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중소기업의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 및 전환 기술의 개발을 지원함 

1-5 일본

□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 일본 환경부는 2021년 3월 30일, 레이와 원년의 전국 일반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조사 정리한 결과를 발표함6)

- 폐기물 총 배출량 : 4,274만톤(전년 대비 0.02%증가)

- 1인1일당 폐기물 배출량 : 918g(전년 대비 0.03%감소)

- 직매립률 : 1.0%, 총 자원화량: 840만톤, 재활용률: 19.6%

- 폐기물소각시설 수 : 1,082개소 → 1,067개소로 감소(이중 발전시설 보유 시설 수 36%)

- 소각시설의 총 발전 전력량 : 9,981GWh

- 매립시설 잔여용량 : 9만9507㎥, 잔여수명: 21.4년 

- 폐기물처리사업비 : 20,885억 엔

6) ‘산업폐기물 배출 및 처리 상황 조사보고서(일본 환경성 환경재생·자원순환국,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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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일본의 폐기물 총량과 처리방법에 따른 양을 살펴보면, 일본의 전체 폐기물 발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4억 톤 이하로 감소하고 있으며, 단순 매립 폐기물량도 점차 감소

하고 있음7)

자료) 이상훈·유경근(Resources Recycling, 2021)

[그림 III-8] 일본의 폐기물 총량과 처리공법별 비율(2017년)

￭ 2017년 한 해 동안 일본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은 50%를 조금 넘는 

수준이나 금속스트랩의 경우 90%를 상회하며 폐플라스틱의 경우 60%에 이르지 못함8)

- 금속 스트랩의 경우 직접 재활용(32%)되는 경우와 중간 처리 후 재활용(62%)되는 경

우를 합하면 도합 94%의 재활용률을 보임

- 폐플라스틱의 경우 57%가 재활용되며 소각 등에 의해 28%가 처분됨

- 범용금속의 경우 납(60%), 알루미늄(35%), 구리(30%), 아연(25%) 순으로 재활용률이 

높음

7) 이상훈·유경근(Resources Recycling, 2021)

8) 이상훈·유경근(Resources Recycling,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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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상훈·유경근(Resources Recycling, 2021)

[그림 III-9]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율(2017년)

□ 폐기물 정책9)

￭ 일본은 폐기물 처리사무에 있어 국가와 광역-기초지치단체 간 책임분담을 명확히 하고, 

본질적으로 국가의 책임을 전제로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

하게 하고자 함

￭ 이를 위해, 폐기물처리법상 기관위임사무를 자치사무와 법정수탁사무로 변경하였음

- 이러한 일본의 사무구분의 특징은 일반폐기물에 관한 사무는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산업폐기물에 대한 사무는 대부분 법정수탁사무로 정해짐

- 다만, 산업폐기물에 관한 사무 중 산업폐기물처리업이나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허가(제

14 조 또는 제15) 등은 제1호 법정수탁사무이지만(제24조의2), 시정촌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정촌이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산업폐기물의 처리나 도도부현이 

산업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그 사무로 한 경우에는 자치사무로 분류될 수 있음

￭ 또한, 폐기물처리법상 책무규정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책무로 일반폐기물의 적정 처리

(처분을 포함)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9) 윤익준(한국법정책학회, 2021)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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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자치단체는 ‘구역 내에서’ 발생한 일반폐기물에 대해, 광역자치단체는 ‘구역 내에서’ 

산업폐기물에 대해 적정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책무를 부담

하고 있음

- 나아가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일반폐기물 처리책무 수행을 위한 기술 제공과 

더불어 산업폐기물의 상황 파악에 대한 책무도 부여 하고 있음

￭ 유럽의 매립세와 유사하나 산업폐기물에 한해 산업폐기물세 제도를 적용하고 있음10)

￭ 일본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산업폐기물의 양적 증가와 질적 다양화가 진행되면서, 환경

정책의 주요한 과제로, 매립시설의 용량 부족과 신규 매립장 확보의 어려움으로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통해 해결하고자 함

￭ 이에 따라, 폐기물 배출자 부담 원칙 실현, 매립지 부족 및 공공 매립장의 악순환을 해결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산업폐기물에 한정하여 세제를 도입하고 있음

□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11)

￭ 제조단계와 폐기단계에서 각각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대책기술이 적용되고 있음

- 소재전환기술: 식물 유래의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또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제조하는 

기술임.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은 옥수수나 팜야자 등의 재생가능 자원을 원료로 하므로 

소각했을 경우에도 탄소 중립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것이 특징임

- 플라스틱 사용량 절감/리사이클 설계: 패키지 경량화, 리필용기 개발

- 회수/분리/파쇄/압축: 후속 리사이클공정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플라스틱과 기타 소재의 

분리나 플라스틱 종류별 분리가 필요함. 쇄공정에서는 분진이 발생하는데, 분진으로부

터의 근적외선을 사용한 식별기술 등에 의한 플라스틱 회수기술이 개발되고 있음

10) 윤하연(인천연구원, 2015)

11) 탁성제(KONETIC report, 2022)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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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메카니컬 리사이클: 폐플라스틱을 그 소재의 화학적 구조를 크게 바꾸지 않고 플라스틱 원료, 혹은 플라스
틱 제품으로 전환하는 것

주2) 케미컬 리사이클: 플라스틱을 그대로, 혹은 플라스틱의 화학구조가 변화된 새로운 재료로 전환. (pet병으
로부터 pet병을 만드는 재생기술, 코크스 대체품 만드는 기술, 화학원료로 이용하는 기술, 합성가스로 화학
공업원로 이용하는 기술, 원료의 석유로 되돌리는 기술이 있음)

자료) 全世界海洋プラスチックごみの実態把握及び資源循環に係る本邦技術の活用に向けた情報収集・確認調
査 最終報告書(2020)

[그림 III-10] 폐플라스틱 재활용기술

￭ 2017년 기준 가장 양이 많은 플라스틱 처리방법은 소각 발전이고, 에너지 회수는 58%

를 차지함

- 재생 이용(메카니컬 리사이클이나 케미컬 리사이클)은 순환형 사회기본법이 기술적·경

제적으로 가능 한 한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는데, 28%를 차지함

- 일반 플라스틱 폐기물을 살펴보면, 소각발전은 처리방법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한편, 산업계 플라스틱 폐기물의 경우는 플라스틱의 종류가 명확하고 동일한 종류가 

배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메카니컬 리사이클이나 RPF화 등의 처리량이 많음

자료) 플라스틱순환이용협회(2018)

[그림 III-11] 일본의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방법과 처리량(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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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데이터화 관리12)

￭ 일본은 PWMI(Plastic Waste Management Institute) 기구를 통해 플라스틱의 전주

기적 현황 분석 및 물질흐름도를 작성하고 있음

- 매년 국가 전체 플라스틱의 재활용 현황을 분석한 ‘Plastic Recycle 기초통계'를 발간함

제품 폐플라스틱 양(Kt) 비율(%)

포장용기 통/컨테이너 류 4,070 45.3%

전기⋅ 전자장치/전선 ⋅케이블/ 기계 등 1,820 20.2%

건축자재 630 7.0%

가정용품/의류신발/가구/그릇 등 600 6.7%

교통 400 4.4%

농림·수산 110 1.2%

생산·가공 손실 720 8.0%

기타 640 7.1%

주) 폐플라스틱의 규모는 사용된 양의 92% 수준임

<표 III-3> 2016년 제품별 폐플라스틱 현황

원료 폐플라스틱 양(Kt) 비율(%)

폴리에틸렌 2,970 33.0

폴리프로필렌 2,010 22.4

폴리스티렌 류(AS,ABS) 1,090 12.2

염화비닐수지 690 7.7

기타 수지 2,220 24.7

<표 III-4> 원료별 폐플라스틱 현황

￭ 2018 플라스틱 재활용 기초지식에는 2016년을 기준으로 한 플라스틱 재활용 물질흐름도가 

수록됨. 대부분 국가 통계 데이터 기반으로 물질별 범위를 규정해 정의함

- 물질의 흐름 3단계: 플라스틱(수지로 표기)의 제조 및 가공, 소비단계 → 폐기물 배출

단계 → 처리 및 처분단계

12) 이소라 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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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의 생산 손실량은 수지 생산량에 포함되지 않음. 또한 재생 플라스틱의 재투입량은 

편의를 위해 전년도의 재생 이용량에서 수출분 및 페트병 병에서 섬유 재사용되는 양을 

제외한 양으로 산정함

- 물질흐름도 내에서 1, 2단계 사이에 사용된 제품 배출량은 수요 분야별 국내 수지 투입량 

통계 및 수요 분야별 제품 배출을 추정하기 위해 PWMI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

(100년 배출 모델:2017년 적용)을 적용한 예측 시스템을 통해 산출함

자료) 이소라 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그림 III-12] 플라스틱 물질흐름도

1-6 중국

□ 폐기물 현황

￭ 2019년 기준, 중국의 공업고체폐기물 발생량은 33억 1,592만 톤으로 전체의 93.6%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생활쓰레기 운송량은 2억 2,802만으로 6.4%를 차지함

￭ 공업고체폐기물 발생량은 2000년 8억 1,608만 톤에서 2019년 33억 1,592만 톤으로 

4배 이상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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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고체폐기물 종합이용량은 같은 기간 동안 3억 7,451만 톤에서 18억 1,187만 톤

으로 증가함

- 공업고체폐기물 처리량은 같은 기간 동안 9,152만 톤에서 7억 9,798만 톤으로 증가함  

자료) 중국통계연감 2020년판

[그림 III-13] 중국 내 공업고체폐기물 발생 및 처리 추이

￭ 도시생활쓰레기 운송량은 2000년 1억 1,819만 톤에서 2019년 2억 2,802만 톤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함

￭ 폐기물 처리의 경우, 매립, 소각, 퇴비화, 고온 분해 등의 방법 중 매립 비중이 가장 높음. 

그러나 소각장 건설 및 처리 능력이 확대되며 소각 비중도 빠르게 높아고 있음

- 매립 비중 추이 : 2010년 77.9% → 2019년 51.9%

- 소각 비중 추이 : 같은 기간 동안 18.8% → 45.1% 

자료) 중국통계연감 2020년판

[그림 III-14] 중국 내 도시생활쓰레기 발생 및 처리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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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말 종합 오염관리사업의 투자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임. 생태환경 PPP 사업이 

총 투자금액의 56.64%를 차지하며, 오폐수처리 사업(25.42%), 폐기물 처리(6.67%), 

폐기물 발전(3.23%)이 그 뒤를 이음 

□ 폐기물 관리 정책

￭ 2002년 청정생산촉진법이 통과되었고, 2003년부터 동법이 시행됨. 청정생산사업에 있

어서 여러 부문이 협동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함. 그러나 사업귀속이 명확치 않고 획일

화된 주관부서가 없는 문제점이 발생함

- 2005년 국무원은 “순환경제 발전에 관한 의견” 발표를 통해, “자원절약형" 및 “환경 

우호형" 사회를 건설할 것이라고 언급함

￭ 중국 정부는 2007년에 “전자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관리방법” 제정하고, 2008년에는 순

환경제촉진법을 제정함13) 

- 고체폐기물의 순환 이용에 대한 비교적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나, 순환경제의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못하고 입법이론상 부족한 점이 존재함

￭ 이에 따라, 다음의 폐기물 관리 정책을 추진함

- 순환경제계획제도를 통해, 순환경제발전목표, 적용범위, 주요내용 등을 수립함

- 순환경제평가체계제도를 통해 지역, 기업의 순환경제 발전 상황 평가함. 특히, 자원 소

모가 심한 기업을 중점 관리·감독함

- 생산자 중심의 책임연장 제도를 통해, 강제 회수목록에 포함된 제품 또는 포장재를 생산

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폐기된 제품 또는 포장재를 회수하도록 강제함

- 총량통제제도를 통해, 지방정부로 하여금 해당 행정구역에 할당된 총량에 맞게 모든 산업 

활동에서 기인하는 주요 오염물질배출량 및 건설용지와 용수량을 통제하고, 운영함

￭ 2012년에는 “전자폐기물 오염방지 업무 강화관련 의견" 발표하고, 2015년에는 “환경

보호법”과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을 개정함. 이와 함께, “수질오염관리 행동계획”이 

발표됨

￭ 2018년 말에는 “폐기물 제로 도시"14) 사업의 추진을 발표하였고, 2019년 말에는 “수질

오염관리 행동계획"15) 을 통해, 전국 성(省) 단위 이상 산업 클러스터 중 97.8%에 대해 

13) 중국 폐기물 법제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왕진(2020)

14) 김혜진(중국학연구회,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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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집중처리시설을 조정하고 온라인 자동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함

- 지급(地級)시 이상 도시의 오수 배출 파이프라인 69,000km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한 결과, 미설치 구간은 약 1,000㎢으로 감소함

- 주유소 지하의 오일탱크 누출방지 개선작업을 95.6%까지 완료하였고, 가축사육 금지

구역 내 축사 26만 3,000호를 폐쇄 또는 이전하는 등 18만 8,000개 마을의 농촌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함

□ 쓰레기 발생 감량 및 자원화 이용16)

￭ 중국은 ‘무폐도시' 건설시범사업업무방안(국무원, 2018.12)을 통해, 도시폐기물 종합관리 

제도와 기술체계를 수립함. 전국 10개의 무폐도시 시범사업을 통해 폐기물발생감소, 자원

화이용, 매립축소, 위험폐기물안전관리 등의 추진을 계획함

- (비닐사용제한) <비닐쇼핑백 생산,판매,사용 제한 통지>(국무원, 2008.6)에 따라 비닐쇼

핑백 유상지급 등으로 사용을 줄이고 있는데, 최근 발개위에 따르면 2020년에 포장재, 

배달음식용기, 농업용 비닐 등으로 규제를 강화함

- (미세플라스틱 제한)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2019년판)>의 ‘제3류 도태류’에 따르면, 

2020년까지 미세플라스틱을 쓴 일상 용품을 2020년 말까지 생산금지하고 2022년말

까지 판매금지함

□ 분리수거·소각발전 등 폐기물 처리방식 개선17)

￭ ‘13.5 전국성진 생활쓰레기 무해화 처리 건설 규획’(발개위⋅주건부, 2016.12)은 생활

쓰레기 무해화 처리(처리시설, 수거⋅운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및 감독 관리)에 2,518

억 위안을 투자하여 2020년까지 도시생활쓰레기 100% 무해화처리, 무해화처리분량 

중 50% 이상 소각처리, 생활쓰레기분리수거 등의 목표를 제시함

￭ ‘생활쓰레기 분류 제도 실시 방안’(국무원, 2017.3)은 2020년까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관련 법규와 표준을 정비하고, 생활쓰레기 분류모델을 보급하고, 분리수거 의무화 도시

에서 회수이용률을 35%이상으로 할 것을 밝힘

15) 중국환경브리프(KEI, 2020)

16) 중국 환경정책 핸드북(한중환경협력센터)을 참고하여 작성함

17) 중국 환경정책 핸드북(한중환경협력센터)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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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방지공견전'(중공중앙⋅국무원, 2018.6)은 폐기물에 관련하여 도시의 생활쓰레기

처리능력을 향상하고, 소각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발표함

￭ ‘전국 지급이상 도시 생활쓰레기분류업무 전면개시통지’(주건부 외,2019.6)는 2020년

까지 46개 중점도시, 2025년까지 전국 도시에서 생활쓰레기분류체계를 기본 건설할 

것을 계획함

□ 폐기물 수입제한 및 중국 국내 자원순환 강조18)

￭ ‘해외쓰레기수입금지 및 고체폐기물수입관리제도개혁추진 실시방안’(국무원,2017.7)을 

통해 2017년 말에 위해가 큰 폐기물을 수입금지하였고, 2019년까지 대체 가능 폐기물의 

수입을 중지하고, 국내에서 조달하기로 계획함

￭ 2017년부터 고체폐기물 수입제한 및 세관의 불법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수입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19년 수입량은 1,348만톤으로서 2016년에 비해 수입종류가 

76%, 수입량이 71%씩 각각 감소함

- 2020년은 폐기물 수입 제로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등 고체폐기물 수입관리 종결을 

목표함

□ 폐기물 제로 도시 사업19)

￭ 중국 정부는 특정 도시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 프로젝트의 형태의 “폐기물 제로 도시 

건설 지표 체계” 발표함

- 지표 체계: 1급 지표(폐기물 감축, 폐기물 자원화 이용, 폐기물 최종 처리, 보장 능력, 

대중 획득감), 이를 바탕으로 2급 지표(18개), 3급 지표(59개)로 구분. 특히 3급 지표 

중 22개는 필수지표로 모든 시범 도시가 의무적으로 조사, 발표 해야 할 지표이며 나

머지는 선택지표로 각 시범 도시가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지표임

￭ 폐기물의 제로화보다는 최소화를 지향하며 눈앞의 당면 과제, 즉 폐기물 관리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체계 건설, 기술체계 건설, 시장체계 건설, 관리체계 건설로 프로젝

트를 나누고, 16개의 시범 도시를 선정함

18) 중국 환경정책 핸드북(한중환경협력센터)을 참고하여 작성함

19) 김혜진(중국학연구회, 2021)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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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전 : 쓰레기 분류 46개를 중점 고시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 이용을 목적함. 

주로 제도체계 건설에 집중하고, 생활쓰레기 관리에 중점을 둠. 투자 계획 금액 중 

91%의 자금을 생활 쓰레기 관리에 투자

- 바오터우: 국가 도시광산 시범 기지로, 제도체계 건설과 기술체계 건설이 비교적 균형을 

이룸. 공업 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기술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에 공업 폐기물 관리에 

약 94% 자금을 투자

1-7 호주20)

□ 폐기물 발생 현황

￭ 2018년과 2019년에 호주에서는 약 7,410만톤 폐기물이 발생함. 인구 1인당 2.94톤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이 중 생활폐기물은 12.6만톤, 건설폐기물은 27만톤, 사업장폐기물은 

34.5만톤의 분포를 보임

- 석조(콘크리트 등)폐기물 22.9만톤, 유기성폐기물 14.3만톤, 유해폐기물 7.8만톤, 폐지 

5.9만톤, 플라스틱 2.5만톤, 재 12.5만톤, 유리·직물·기타 8.2만톤

￭ 처리공법에 따른 폐기물량은 재활용 43.5만톤, 매립 22.2만톤, 소각 등 기타처분 8만톤, 

에너지회수 0.4만톤 순으로 많았음

 

□ 호주 폐기물 정책

￭ 국가 또는 주를 대신하여 탄소배출 감축에 관한 법률(Clean Energy Regulator)을 시

행할 권한을 부여 받은 기관에서 호주 정부로부터 승인 받아 탄소 배출의 측정, 관리, 

감축, 상쇄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함

￭ 클린솔루션펀드(Clean Solution Fund)는, 탄소 포인트 (Carbon Credit) 인증제를 통해 

탄소 배출을 상쇄하는 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함

￭ 배출저감펀드(Emissions Reduction Fund)를 통해, 배출량 저감 사업에서 나온 크레딧

(Australian Carbon Credit Unit)을 매입하는 납세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임

20) 호주 농수산환경부(environment.gov.au), National Waste Report(2020)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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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 채택 등으로 지주, 지역 사회, 사업체 등에게 대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탄소포인트(Carbon Credit)를 제공하고, 이를 호주 

정부, 사업체, 개별 구매자에게 판매할 수 있음

￭ 또한 배출저감펀드(Emissions Reduction Fund)를 활용한 배출량 저감분에 대해 다른 

부문에서 배출량 증가로 상쇄되지 않도록 보장(Safeguarding)함

￭ 지정된 대규모 시설들과 같은 온실가스 배출자의 순배출량이 호주 환경청이 정한 기준

(baseline) 이하로 유지되도록 요구하는 매커니즘을 통해 점차적으로 기준 배출량을 낮

추면서 2050년에는 순배출량 0을 목표함

자료) 호주 농수산환경부(environment.gov.au), National Waste Report(2020)

[그림 III-15] Alternative waste treatment projects 개요

 

￭ 폐기물관리프로젝트대안(Alternative waste treatment projects)은 다음과 같은 단계에 

따라 진행됨

- (1단계) 사업체 혹은 운영기관과 맞는 프로젝트 탐색 : Vegetation(초목), Agriculture

(농업), Savanna Fire Management (대초원 및 산불 방지), Mining, Oil & Gas 

(탄화수소 포집 등), Energy Efficiency(에너지 효율 개선), Transport (수송), 

Waste (폐기물), Facilities (시설) 등  조건에 맞는 탄소 배출 감축 수단을 선정

- (2단계) 프로젝트 등록 : ACCUs (Australian Carbon Credit Unit)을 발행하기 위한 

감축 추정치 (Forward Abatement Estimate)를 제공

- (3단계) 프로젝트 진행 및 Carbon Credit 요청 : 자료 수집, 주기적인 보고 및 관찰, 

탄수배출량이 정확성에 대한 회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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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Carbon Credit 수령 및 판매 : 정부 혹은 Private 구매자에게 계약을 통해 

판매

자료) 호주 농수산환경부(environment.gov.au), National Waste Report(2020)

[그림 III-16] Alternative waste treatment projects 단계

 

□ 탄소배출권의 활용21)

￭ 호주 내에서 배출 저감을 인정받으면, 탄소포인트(Carbon Credit)을 제공 받음. 이를 

통해, 사업체의 추가적인 수입원 확보, 매립지 사용 감소, 바이오생산물(Bioproduct) 

생산, 국가의 탄소저감 활동에 기여 하는 등의 효과가 발생함

- 유기물이 매립되면 발생하는 메탄이나 온실가스(GHGs)가 대기 중으로 방출됨. 폐기물을 

바이오생산물(Bioproduct)로 만들면,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이나 잠재적 온실가스

(GHGs)의 양만큼 탄소포인트(Carbon Credit)를 얻음

- 단, 기존에 진행되던 프로젝트는 불가능하며 새로 시작하거나, 기존의 사업이 확장 된 

경우에만 탄소포인트를 인정받을 수 있음

- 첫 7년 동안 매번 보고 시마다 탄소포인트(Carbon Credit)를 받을 수 있음. 탄소포인트는 

13년 동안 발행되며, 13년 이후로는 2년마다 지속적인 보고가 필요함

￭ 폐기물의 경우, 혼합 고형 폐기물만 가능하며, 재활용 가능한 종이, 유리, 고철, 플라스틱, 

목재 등 단일 재활용 폐기물은 해당되지 않음

- 짚, 거름 등의 분해 가능한 폐기물 또한 인정되지 않음

21) http://www.cleanenergyregulator.gov.au/ERF/Pages/default.aspx 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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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오스트리아22)

□ 물질흐름분석 사례

￭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은 1994년에 오스트리아의 플라스틱 물질흐름도를 작성함

￭ 10년 뒤인, 2004년에는 지속적인 플라스틱 관리와 개선으로 얻은 효과를 반영한 물질

흐름도를 작성하였고, 1994년의 물질흐름도와 비교·분석함

￭ 1994년 폐기물 관리 시행한 오스트리아에서는 1994년 83.1%였던 매립률이 2004년 

27.3%로 크게 줄어든 반면, 10% 불과한 에너지회수율은 59.9%로, 6.9%였던 재활용

률은 13.7%로 증가하는 정책적 효과가 나타났음을 확인함

자료) 이소라 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그림 III-17] 비엔나 대학의 플라스틱 물질흐름도(1994년판, 2004년판)

￭ 오스트리아는 이후 플라스틱 포장재폐기물에 대한 물질흐름분석모델을 작성하였고, 

2013년을 기준으로 실제 데이터에 적용함

22) 이소라 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를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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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물질흐름도 내에서 폐기물은 원료 및 제품별로 분류됨. 필름류 등 전체 포장재 폐

기물은 30만 톤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음. 분석결과, 매립 0.3만 톤(1.1%), 소각 10만 톤 

(32.1%), 재활용 20만 톤(65.8%)로 나타남

자료) 이소라 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그림 III-18] 2013년 기준 오스트리아의 플라스틱 물질흐름 분석모델

￭  재활용은 다시 기계적 재활용량과 에너지회수량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기계적 재활용

량은 8만 톤으로, 전체 폐기물의 25.8%에 해당하고, 에너지회수량은 12만톤으로, 전체 

폐기물의 40%에 해당함

자료) 이소라 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그림 III-19] 2013년 기준 오스트리아의 플라스틱 물질흐름 분석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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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정책과 관련 사례

2-1 서울특별시

□ 제로서울23)

￭ 서울특별시는 환경부와 함께 2022년 8월 ‘제로서울’을 출범시킴

￭ ‘제로서울’은 다회용컵 전용 커피전문점(제로카페)을 통해, 일회용컵 1천만개 줄이는 

등 서울특별시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

항목 내용

제로카페 일회용컵 사용 줄이기

제로식당 일회용 플라스틱 배달용기 줄이기

제로마켓 일회용품 및 포장재 없애기

제로캠퍼스 분리배출 효율화 및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표 III-5> 제로서울 사업 세부 내용

￭ 2020년 11월부터 민관이 함께 제로카페를 시범 운영하였는데, 2021년 서울 시청 

일대의 다회용컵 반납률이 80%를 달성할 정도로 큰 성과를 거둠

￭ 이에 서울특별시는 카페가 밀집되어 있고, 유동인구가 특히 많은 서울 시내 20개 지역

에 다회용컵 무인반납기 800여대를 보급함

- 사무실 밀집 지역 : 광화문, 강남 등

- 2030세대 선호 지역 : 신사, 여의도 등

￭ 이와 함께, ‘제로카페’ 참여 매장에 다회용컵 이용료의 30%~50% 할인, 안내 담당 

직원 배치 등의 혜택을 제공함

23) “환경부-서울시, 올해 안에 1회용컵 1천만개 줄인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9.14.)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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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추진24)

￭ 서울특별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건설 폐기물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재활용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공공기관 발주 공사를 대상으로 분별 해체와 순환골재 사용을 의무

적으로 시행토록 함

- 서울특별시의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2010년 25,472톤/일에서 2014년 25,525톤/일로 

증가하였고, 2019년 35,493톤/일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분별해체 제도란 건축물을 해체할 때 재활용하기 힘든 폐합성수지나 폐보드류 등을 우선 

제거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폐콘크리트 등과 섞여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임

자료) 서울특별시 보도자료(2021.4.14.)

[그림 III-20] 서울특별시 순환골재 처리공정

24) “서울시, 건설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추진한다”(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21.4.14.)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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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시 자원회수시설 반입 전면 금지25)

￭ 서울특별시는 2022년 7월부터 일 300kg 이상 발생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자원회수시설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사업장 폐기물 관리와 배출자 처리책임을 강화함

-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폐기물을 직접 처리

하는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배출자의 폐기물 감량 의지가 약함

￭ 유예기간인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업장 배출자 처리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꾸준히 독려

하는 등,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자체 처리를 위한 사전준비를 진행함

2-2 부산광역시

□ 음식물 폐기물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26)

￭ 부산광역시는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이용해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율을 기존의 30%

에서 60%까지 크게 확대시키고자 함

-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이용하면 ‘혐기성 소화 공법’(미생물을 이용하여 음식

물류 폐기물을 분해하는 방식) 처리 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자료) 부산광역시 보도자료(2021.5.10.)

[그림 III-21] 부산광역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전체 조감도

25) “7월부터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市 자원회수시설 반입 전면 금지“(서울특별시 환경 새소식, 2022.4.26.)을 참고하여 작성함

26) “음식물 폐기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탄소중립 실현 나선다!“(부산광역시 보도자료, 2022.8 23.)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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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는 부산바이오에너지(주)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함. 

이 사업을 통해 일 250톤의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고,  발전 설비를 통해 2,400kWh

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아나목스 공법(폐수를 산소 없이 처리하는 공법) 적용 시 약품 처리비, 동력비 등 

막대한 연간 처리 비용(약 9억 원)의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해양폐기물 자원순환 프로젝트27)

￭ 최근 5년간 부산광역시가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약 4만톤이며, 수거한 쓰레기의 처리를 

위해 242억원의 예산을 투입되었음

￭ 부산광역시는 어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선들이 

인양한 쓰레기를 수매하는 사업과 어업용 폐기물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 등을 추진함

￭ 특히, 해양생태계를 위협하고 해양사고를 유발하기 쉬운 폐어망에 주목하여 2021년 

5월 전국 최초로 폐어망을 활용해 고품질 재생원료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여 친환경 

제품을 제작하는 민관협업 시범사업을 추진함

- 효성티앤씨(주), 넷스파(주)와 함께 해양폐기물 재활용 촉진과 순환경제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함

- 넷스파(주)는 부산지역의 어업활동 중 배출된 폐어망을 수거하여 이를 소재별로 분리한 

후 전처리한 고품질의 원료를 회수 및 제공함

- 효성티앤씨(주)는 폐어망으로 재활용 원사를 생산해 가방, 신발, 의류 등 상품을 생산함

① 폐어망 배출, 수거 ② 전처리 및 원료 회수 ③ 재활용 원사 생산

 

자료) 부산광역시 보도자료(2021.5.10.)

[그림 III-22] 폐어망 재활용 과정

27) “부산시, 「해양폐기물 자원순환 프로젝트」 시동!”(부산광역시 보도자료, 2021.5.10.)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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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연안 해양쓰레기 저감 및 관리 강화 협약28)

￭ 부산광역시는 2022년 7월 4일, 해양환경공단,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

해양진흥공사 등과 ‘부산 연안 해양쓰레기 저감 및 관리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 해당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광역시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해양쓰레기 관리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해양쓰레기 저감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함

￭ 2022년 여름에는 드론을 이용한 해양쓰레기 감시 시범 사업에 착수하며, ‘해양쓰레기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함

2-3 인천광역시

□ 폐기물 국가통계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29)

￭ 인천연구원은 주요 폐기물의 물질 흐름과 관리 현황을 분석해 지역 단위(시·군·구) 통계를 

작성함

- 통계에 기반한 자원순환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이와 함께, 통계 작성 실무 담당자가 폐기물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폐기물 국가통계 작성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연구사업을 추진함

- 인천광역시의 폐기물을 수거부터 재활용시설, 중간처분시설(소각시설), 매립시설을 거치며 

최종 처리까지에 이르는 물질흐름을 분석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함

￭ 인천광역시는 폐기물 물질흐름 분석에 근거하여 폐기물 처리 전 주기에 걸친 폐기물 관리

체계를 도입할 목적으로, 향후 폐기물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단계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28) “‘쓰레기 없는 깨끗한 부산 바다’ 만든다”(환경일보, 2022.7.6.)을 참고하여 작성함

29) “‘인천시, ’폐기물 국가통계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한다.”(인천광역시 보도자료, 2021.6.2.)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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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e음 카페30)

￭ 인천광역시는 2021년 12월부터 시행해 온 ‘인천e음 카페’ 시범사업(1단계)을 2022년 

5월 31일부로 종료하고, 2022년 6월부터 이를 확대하여 ‘인천형 다회용컵 순환시스템

(2단계)’으로 운영함

- ‘인천e음 카페’는 인천광역시청 직원이 청사 주변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포장용으로 음료를 

주문할 때 별도의 보증금 없이 무료로 ‘인천e음컵’을 사용하고, 이후 사용을 마친 컵은 

시청 내부에 위치한 무인회수기에 반납하는 시범사업이었음

-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약 4개월 동안 1회용컵 16,962개(생활폐기물 237kg)를 줄임

￭ 이에 따라 10월 31일까지 인천광역시청 인근과 인천문화예술회관 일대에 참여를 희망

하는 카페를 대상으로 ICT 기반의 다회용컵 반납기를 도입하는 2단계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함

출처) 인천광역시 보도자료(2022.5.20.)

[그림 III-23] 인천광역시가 시범사업으로 제공한 ‘인천e음컵(다회용컵)’

30) “‘인천e음 카페’로 1회용 컵 잡는다”(인천광역시 보도자료, 2022.5.20.)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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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소각) 시설 계획31)

￭ 인천광역시는 2021년 8월 17일, ‘인천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입지선정계획’을 결정 

하고 이를 공고함

￭ 이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환경특별시 인천 조성을 위한 핵심과제인 

폐기물처리(소각)시설(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함 

- 2021년 7월 6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표됨

-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는 2026년부터 소각 및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연성이 

아닌 잔재물 혹은 협잡물만 매립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

- 이에 대응하여 2025년까지 자원순환센터 건립이 완료되어야 함

□ 신비의 보물가게32)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에서 시행하는 유가보상 플랫폼인 신비의 보물가게는 깨끗하게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을 현금(인천e음)으로 교환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수집된 재

활용품은 100% 재활용 됨

￭ 투명페트병의 경우, 보증금반환제도와 같은 성격으로 1개당 50원을 지급하되, 최대 

1500원을 지급함. 신비의 보물가게 1개소 당 약 8000개에서 9000개의 투명페트병을 

일일 수거하고 있음

￭ 수집된 재활용품들은 기존 대비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판매 단가가 

높고, 분쇄기 설치를 통해 보관, 운반, 수익성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사업을 병행 추진

하고 있음

31) “인천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건립 법적 절차 착수”(인천광역시 보도자료, 2021.8.17.)을 참고하여 작성함

32) 인천시 계양구청, 분야별 정보, 청소ㆍ환경, 신비의 보물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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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천시 계양구청, 분야별 정보, 청소ㆍ환경, 신비의 보물가게, 

[그림 III-24] 신비의 보물가게 품목별 보상금 기준

2-4 수원시

□ 소각물 폐기물 감량 정책 추진 : 반입 재활용 쓰레기 증가33)

￭ 수원시는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2021년에는 소각용 쓰레기의 

발생량을 전년대비 9.9%만큼 감소시킴

- 2021년 11월 기준, 약 11만 918톤의 소각용 쓰레기가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의 13만 2,231톤보다 9.9% 감소한 결과임

￭ 재활용 쓰레기의 발생량은 전년대비 9.4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11월 기준, 재활용 쓰레기 약 4만 7,247톤이 자원순환센터로 반입된 것으로 

나타나, 전년 동기 4만 3,162톤보다 약 9.4% 증가하였음

￭ 수원시는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된 생활폐기물 중 표본검사를 진행하여 반입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쓰레기를 배출한 동의 경우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림

33) “‘쓰레기와의 전쟁’ 수원시, 소각용폐기물 10% 줄였다”(수원시 보도자료, 2021.12.30.)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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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모바일 대형폐기물 수거 서비스 운영34)

￭ 수원시가 2021년 1월에 도입한 인공지능 기반 폐기물 배출 서비스인 ‘빼기’ 앱은 행정

안전부가 공식 지정한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시스템으로, 모바일 대형폐기물 수거 서비

스 운영업체와 협력해 대형폐기물의 수거 및 결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작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임

-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대형 폐기물의 수거 장소 및 사진 등을 등록하면 처리 가격을 

알려주고, 부여된 신청번호를 적은 쪽지 등을 해당 폐기물에 부착해 배출 장소에 내놓는 

방식임

- 또한 전문적인 중고재활용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재활용이 가능한 중고가구 및 전자

제품을 대상으로 한 매입 서비스를 제공함

￭ 2021년 1년 동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건수는 2만 2천여 건임. 2022년 1월부터는 

모바일 앱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웹서비스를 확대함

출처) 수원시 보도자료(2022.1.3.)

[그림 III-25] 수원시의 대형폐기물 수거 서비스 ‘빼기’ 홍보 이미지

34) “수원시 대형폐기물 수거 신청서비스, 더 편리해진다”(수원시 보도자료, 2022.1.3.)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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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 종량제 RFID(무선식별시스템) 기기 일반 주택 확대35)

￭ 수원시는 2013년부터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무선식별시스템(RFID) 

종량제 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함

- 총 4,721대의 음식물쓰레기 RFID 기기를 운영한 결과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약 

17% 감소함

- 기기에는 음식물 쓰레기 무게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종량제 

봉투 배출 방식에 비해 정확한 배출 수수료를 산정하기에 시민 만족도도 높았음

￭ 2021년에는 일반주택 지역 15개소에 총 20대의 RFID 기기를 설치함

- 일반 주택가에 설치 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드는 효과와 함께, 골목마다 놓이는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사라지면서 악취, 야생동물 관련 민원도 해결되는 등 주택가 

환경이 개선됨

자료) 수원시 보도자료(2021.11.16.)

[그림 III-26] 수원시가 설치한 음식물쓰레기 RFID 기기 이미지

35) “수원시, 주택가에도 음식물쓰레기 RFID 기기 설치한다”(수원시 보도자료, 2021.11.16.)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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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련 주요 정책

3-1 Waste Free Island 203036)

□ 폐기물 관리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인구 유입과 급격한 관광객 증가로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이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음

￭ 최근에는 불법 폐기물 수출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족 등이 지역 

현안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2019년에는 500톤 규모의 소각시설과 향후 35년을 사용할 수 있는 매립

시설을 완공하여 처리시설 기반 마련함

￭ 폐기물 처리시설 기반이 안정화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폐기물 관련 정책의 방향을 

인프라 구축에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로 전환함

□ 기본 계획의 3대 목표(+1)

￭ 제주특별자치도는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WFI 2030)’(2021.6.9.) 선언을 통해 

3+1의 목표를 수립함

￭ 첫째,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2020년 64,494톤/년에서 2030년까지 3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감소를 위해 1회용 플라스틱 사용억제, 공공기관·관광

분야 플라스틱 줄이기, 생분해성 영농 멀칭 비닐 사용 전환 등을 추진함

(1) 1회용 플라스틱 사용억제 정책 시행(强) : 커피전문점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억제 프로

그램 운영, zero waste market 지정 및 운영, 다회용 유통포장재 이용 유통망 확대 등

(2) 공공기관·관광분야 플라스틱 줄이기(新) : 관광분야 1회용품 플라스틱의 대용량 교체 등

(3) 생분해성 영농 멀칭 비닐 사용 전환(新): 영농 폐비닐 발생량(5200톤 발생/년) 중 

94%를 차지하는 멀칭비닐을 생분해성 멀칭 비닐로 전환 등

36) “원희룡 지사,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선언”(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21.6.9.)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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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탄소중립을 위한 자원순환 인프라를 구축하여 직매립률 2020년 12%에서 지속적

으로 줄여나가 2030년에는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1) 공공영역 유기성 및 음식물류 폐기물 에너지 회수시설 확충(新)

- 소각시설 신설 : 매립 처리되는 하수슬러지(216톤/년), 해양폐기물(73톤/년)을 소각 처리

하는 시설을 2027년까지 완공함. 소각시설 용량은 일일 380톤으로, 월 3,570MWh의 

전력 생산이 가능함

-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 가스화 시설 신설 : 2024년 완공 예정으로 용량은 일일 340톤, 

전력생산은 월 1,935MWh로 예상됨

(2)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구축(新)

- 생활자원회수센터 행정시별 운영(제주시 92톤/일, 서귀포시 30톤/일) → 2022년 광역화

(130톤/일)

- 선별 효율성 제고 및 고품질 재활용품 선별 체계를 구축함

(3) 영농·해양폐기물 집하장 현대화 및 재활용 도움센터 시설 확대(强)

- 영농폐기물 : 거점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2030년까지 30개소로 확대함

- 해양폐기물 : 거점별 실내형 해양폐기물 집하장을 2030년까지 15개소로 확대함

- 재활용도움센터 : 규모화된 거점 유인 회수센터인 재활용도움센터를 2030년까지 300

개소로 확대함

￭ 셋째, 탄소중립 산업육성으로 재활용률을 2020년 64.6%에서 2030년 9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1) 2028년까지 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을 조성 및 운영(新)

(2) 플라스틱 재활용 시설 확충 통한 산업 육성(新)

- 투명 페트 재활용 산업 육성 : 제주지역 발생 투명 페트병(삼다수 용기 등)을 전량 회수

하여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는 체계를 구축함(시설규모 24

톤/일) → 도내 연간 발생 페트병의 80% 재활용

-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및 수소 생산산업 기반 마련 : 도외 반출 처리되는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을 활용하여 열분해유 및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 구축함(시설규모 50톤/일) → 

도내 연간 발생 플라스틱의 70% 재활용

(3) 폐자원(전기차배터리, 태양광패널, 소각재) 활용 산업 육성(新)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시설 확대 :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시장의 확대가 예상됨 → 관련 시설을 확충

- 사용 후 태양광 패널 복원·자원화 산업 육성 : 태양광 패널 복원 및 자원 활용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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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구축(복원 설비 1,000톤/년, 폐패널 처리설비 3,600톤/년)하고 연관산업을 육성함

- 소각재를 활용한 건축자재 생산시설 마련 : 연 발생량 3만 4천톤으로 매립 폐기물의 

50%를 차지하는 소각재를 활용하여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시설을 2027년까지 준공함

(시설규모 50톤/일) → 매립률 1% 달성

￭ 넷째, +1 로 도민과 함께하는 실천 체계를 구축함

(1) 자원순환 민관협력체계 구축 : 기업주도 자원순환 플랫폼 제공, 업사이클 산업 육성 

및 지원 기반 마련, 중고 재활용상품 교환 온라인 플랫폼 구축, 재활용 가능 자원 회수 

통합 보상제 확대 등을 추진함

(2)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

(3) 자원순환사회 실천 지원 및 평가·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함

3-2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37)

□ 사업 배경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년에 개최된 세계자연보호총회에서 동북아환경수도 조성을 통해, 

세계 환경수도로 거듭날 것을 표명함

- 제주의 자연환경가치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고, 제주를 글로벌 수준의 사회, 경제, 

환경시스템을 갖춘 환경수도로 인정받음을 목표로 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1년에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 

하였고, 2014년에는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임

-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동북아 환경수도 추진을 위해 협력할 것을 협의하고,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환경수도 조성’을 지역공약과제로 도출함

- 2018년 10월, 제주특별자치도와 환경부는 국가 발전에 기여할 환경 모델도시로 ‘지속

가능한 제주’를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 제주의 우수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관리를 최상위 가치로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사회·경제에 대한 비전과 추진전략을 수립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인구 유입, 관광객 증가, 원도심 쇠퇴에 따라 

쓰레기, 환경오염, 물 부족 등 다양한 사회·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37) ‘제주도, 환경부와 손잡고 스마트 그린뉴딜 선도한다.’(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21.3.30.)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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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2020년 기준, 1.64kg/일/인으로 전국 평균 0.89kg/

일/인을 압도하는 전국 1위 수준임

- 2019년에는 압축 쓰레기 더미 5만톤이 보관되는 등 매립장 과포화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됨

￭ 상수도는 정수시설 용량보다 수요가 많은 상황이며, 지하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및 

일부지역의 화학비료와 해수침입에 따른 오염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관리종합계획(2019.5.)에 따르면 용수 부족량은 2020년에 42천

㎥/일, 2025년에 41천㎥/일, 2030년에 34천㎥/일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 시민단체에서는 수원의 91%를 차지하는 지하수에 대한 효율적 이용 및 관리와 용천수 

재순환 및 재활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탄소중립(Net-Zero)을 지향하고, 경제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

을 통한 글로벌 그린선도가 필요한 상황임

￭ 이를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Carbon Free Island JEJU”라는 비전의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탄소중립을 통한 그린 사회를 선도하고자 함

- 저탄소 정책의 추진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재생에너지 3020’정책의 최선두 지역으로서 

그린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여 글로벌 선도지역으로 도약을 목표로 함

□ 사업 목적

￭ 도민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주민 참여형 환경문제 해결 스마트 서비스 발굴과 

도민체감형 스마트 그린도시 서비스를 제공함

-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주민 중심의 포용력 있는 도시 환경 문제를 발굴하고, 

지역 주도형 환경성과를 창출함. 이를 통해 지역 내 신뢰성과 응집력을 제고함

- 최첨단 ICT 기술이 융·복합된 체감도 높은 스마트 그린도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쾌적한 삶과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함

- 주민과 자연이 공생하는 도심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함

￭ 제주형 녹색전환 모델 구축으로 탄소중립사회를 실현하고, 인간·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제주형 글로벌 녹색전환 모델을 구축하여 국내·외로 확산시킴

- 제주형 녹색전환 모델 : 폐기물, 용천수 등을 재활용하고 재순환하여 환경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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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형 녹색전환 모델의 국내·외 확산 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녹색 전환에 기여함으

로써 기후탄력사회 기반 마련 및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선도함

□ 주요 사업 내용

￭ 중량제 수거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활 쓰레기 종량제와 중량제 시범 전환사업을 병행함

- 중량제 전환을 과도기적으로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사례별 데이터 수집 및 분석하고, 

점진적 전환 실증 후 제주 전역으로의 확대 가능성을 검토함

- 업사이클링 재활용 기계를 도입하여 재활용 교육을 추진하고, 중량제, 업사이클링 등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지속적 수행함

￭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 위성항법시스템) 기반의 초정밀 위치 

모니터링 시스템과 IoT(사물인터넷) 센서 기반의 폐기물 수집현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폐기물의 수거와 운반을 최적화함

- 지능형 분석을 통해 획득한 이용현황 데이터 및 IoT 데이터를 획득하여 사용자 편리성 

제고를 위한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함

- GIS(지리정보시스템)를 활용한 실시간 쓰레기 중량제 현황 및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과 

연계된 스마트 그린도시 통합 플랫폼을 개발함

- 기술 적용의 세부 단계는 다음과 같음

  ∙ (1단계) IoT 기반 자동압축 수거함 설치 및 지능형 분석기반 스마트그린 플랫폼서버 구축

  ∙ (2단계) 수거함, 지능형 분석기반 스마트그린 플랫폼 운영시스템, 청소차량 에서 발생

하는 실시간 빅데이터 수집을 통한 인공지능(AI) 알고리즘 적용 서비스 개발

  ∙ (3단계) 지역별 폐기물 발생량 및 폐기물 이동량 분석 및 추세 예측

사업분류 항목 내용

중량제 
시범사업

위치 제주시 용담1동 일원

규모
∙ 조성면적 : 611,112.8㎡, 
∙ 조성시설 : 클린하우스 23개소, 재활용 도움센터 1개소, 인공지

능 무인 재활용 도움센터 1개소

수거 및 운반
최적화 사업

위치 제주시 전역

규모 청소차량 130대

<표 III-6> 스마트 그린도시 주요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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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폐기물 배출 통계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역의 품목별 배출

량을 예측한 결과를 폐기물 수거와 처리유통에 활용함

￭ 플라스틱을 포함한 재활용의 업사이클링 사업 기반의 도민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운영하여 도민 주도형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경제체제로 전환함

□ 사업 기대 효과

￭ 종량제 봉투를 대체할 새로운 생활폐기물 수수료 부과 시스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 추진함

￭ ICT 기반 생활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시스템 최적화로 폐기물 처리 관련 안전사고를 

제로화하고, 관련 행정비용 절감함

￭ 시민 주도형 자원순환 캠페인을 추진하고, 해설자 및 모니터링 요원, 생태관리단, 재활용

도움센터 내 도우미 및 홍보요원 등의 주민 참여형 공동체를 활성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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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제주 폐기물 관리방안 필수요소

1. 제주 폐기물 발생의 문제점

￭ 제주는 상주인구 대비 유동인구(관광객)가 연간 1,000만에서1,500만명 수준으로 제주의 

특성에 맞는 접근성 높은 분리배출 인프라가 필요함

￭ 관광객이 기보급된 클린하우스와 재활용도움센터를 방문하여 쓰레기를 버리고 재활용 

폐기물을 분류하기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름

￭ 주요한 요인으로는 클린하우스와 재활용도움센터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혹시 알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단투기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음

￭ 제주는 그동안 쓰레기통 없는 정책을 유지해왔음. 그 결과 유동인구가 많은 자연과 

도심의 경계인 올레길에 수많은 폐기물이 무단투기 되어 자연으로 유입되고 있음

￭ 제주 올레길 23.75km 구간의 무단투기 현황(클린올레)을 10여 차례 진행하며, 4,159개

의 폐기물을 수집 및 분석한 결과 1km 당 평균 162개의 폐기물을 수거함

구분 내용

수집기간 ∙ 2020.11.06.~2021.01.16.

수집자/인원 ∙ 19인

수집시간(분) ∙ 1,138분

수집거리(Km) ∙ 23.75Km

수집품목(건)
∙ 담배꽁초 2,821건, 편의점 쓰레기 292건, 카페 쓰레기 90건, 

일반 쓰레기 956건, (합계 : 4,159건)

수집량(Kg) ∙ 담배꽁초 0.28Kg, 일반쓰레기 9.95Kg, 재활용 쓰레기 5.61Kg

자료) (주)그레이트퍼즐 내부자료

<표 IV-1> 클린올레 통계 조사 개요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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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원/종류를 따져보면 일반쓰레기 23%, 카페 발생하는 재활용폐기물 2%, 편의점/

마트 종류의 재활용폐기물 7%, 꽁초 등 폐기물 68%로 확인됨

- 클린올레를 수행하면서 시간 및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무단투기 된 폐기물의 10%에 

못 미치는 폐기물만을 수거함

￭ 가로변에 무단투기 된 생활폐기물은 환경미화원 및 공공근로38)를 통해 대부분 수거하여 

폐기처분 되거나, 바다 및 자연으로 유입되는 실정임 

￭ 수집/분석한 데이터는 환경미화원 및 공공일자리를 통해 폐기물을 수거된 경로에서 수집

/분석한 데이터로 훨씬 더 많은 폐기물이 무단투기(2,000개 이상/1km) 될 것으로 예상됨

￭ 이로 인해, 사단법인 세이브제주바다, 디프다제주 등 정기적으로 플로깅 하는 단체들이 

생겨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주 환경을 지키기 위해 타지에서 방문하여 플로깅 하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음

￭ 하지만, 플로깅, 환경 미화 등의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며 유동인구 및 접근

성이 높은 곳에 분리배출 인프라를 통해 교육, 계도, 제재 및 자발적 참여를 통해 자원

순환 및 환경보호에 참여하도록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 관광객이 기보급된 클린하우스와 재활용도움센터를 방문하여 쓰레기를 버리고 재활용 

폐기물을 분류하기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름

38)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환경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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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방안 필수요소

2-1 분리배출 인프라(쓰레기통)의 구축 

□ 스마트 쓰레기통 및 역회수자판기(RVM)

￭ 많은 지방자치단체, ESG 경영을 시도하는 기업들이 스마트 쓰레기통, 4차산업이 적용된 

빈용기 회수기로 재활용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음

￭ TOMRA 사례에서 보듯이 RVM과 스마트 쓰레기통이 재활용률을 높이는 자원순환의 

효과를 나타내고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보증금 반환제도가 적용된 품목이 많아

져야 하고, 금액도 높아져야 함

￭ 하지만, 국내는 보증금반환제도가 적용된 소주병, 맥주병을 제외하고 적용되지 않다가, 

2022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기로 했던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제도 조차 12월 

축소되어 세종시, 제주도에서만 시범적으로 도입됨

￭ 하지만 사업주에게는 인건비와 비용의 부담 및 시간 소요로 인한 어려움이 있고, 시민

들에게는 반납 장소와 편의성의 불편함이 있어 시민과 사업주에게 많은 책임이 전가

되어 형평성에 대한 반발과 보이콧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

[그림 IV-1]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제도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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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반환제도와 RVM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효율적으로 전환

하여 투자하고, 많은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RVM 시장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먼저 시민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스텝을 맞추며 

점진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만성화된 무단투기와 시민들의 요구 사항 : 쓰레기통 설치 정책

￭ 세종시는 상가지역, 승강장 등 다중 이용장소의 지속적인 무단투기 발생하여 거리환경 

개선을 위한 쓰레기통 도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함39)

 - 2012년 7월 1일 행정도시를 출범하면서 쾌적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5無(전봇대, 쓰레

기통, 담장, 광고 간판, 노상주차) 도시 정책을 추구함

￭ 연구 결과에 따라, 쓰레기통 없는 쾌적한 거리를 만들겠다는 최초 정책을 포기하고, 

500개의 쓰레기통을 점진적으로 설치하기로 정책을 전환함

 - 약 4천명의 온/오프라인 설문에 따르면 최대 96.3%(평균 71.1%) 시민들이 쓰레기통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2020년 229개의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문건에 따르면 90%에 가까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쓰레기통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1995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로 인한 쓰레기통 철거 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레길 23.75km 구간을 다니면서 클린올레를 10여 차례 진행하며 

무단투기 현황을 분석함

￭ 분석결과 1km 당 평균 162개의 폐기물을 수거했고, 분석결과 일반쓰레기 23%, 카페 

발생 폐기물 2%, 편의점/마트 발생 폐기물 7%, 꽁초 등 폐기물 68%로 확인됨

￭ 가로변에 무단투기 된 생활폐기물은 환경미화원 및 공공근로를 통해 대부분 수거하여 

폐기처분 되거나, 하천 및 자연으로 유입되는 실정임 

- 보건복지부는 지역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음

￭ 앞서, 클린올레 수거 데이터는 공공일자리를 통해 수거하는 경로에서 수집 및 분석한 데이

터로 일반 경로에는 훨씬 더 많은 폐기물이 무단투기 될 것으로 예상됨

￭ (주)그레이트퍼즐이 경기도 시흥시 도심 내 번화가 320미터 구간에서 4시간 동안 수

39) 이윤희(대전세종연구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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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한 1,459개 무단투기 폐기물을 분석한 결과, 담배 관련 76%, 일반쓰레기 9%, 카페 

4%, 편의점/마켓 등 재활용 가능한 자원 11%의 분포를 보임

출처) (주)그레이트퍼즐 내부자료

[그림 IV-2] 경기도 시흥시 도심 폐기물 분석결과

￭ 가로변에서 무단투기 등 기타로 분류되는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 폐기물 발생원에서 

45.6%에 해당하며, 단 7.4%만 재활용 처리시설로 반입되는 것으로 추정됨40)

￭ 이중 약 53.7%를 재활용 자원으로 추정하면, 무단투기 등 기타폐기물 발생량 중 약 

20%의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매립(53.6%) 및 소각(39%)되고 있음41)

-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자원은 종량제봉투

폐기물(41.1%)내의 53.7%와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반입되는 폐기물(26.8%)임

￭ 따라서, 전체 생활폐기물 발생량 중 무단투기 등 기타폐기물 발생원에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은 약 14.8%로 추정할 수 있음

- 기타폐기물은 가로(쓰레기통), 무단투기, 자연재해 폐기물 그 외 유상수거폐기물, 생활

폐기물과 성상이 비슷하지 않은 사업장 생활폐기물 등이 있음 

￭ 이를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9천500억원 가량의 재활용 자원을 폐기(매립 

53.6%, 소각39%)하기 위해 약 2,000억원 상당의 폐기 비용이 매년 낭비되고 있음

- 실제 매립단가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1톤당 7-15만원 및 소각 단가는 통상적으로 매립 

단가의 2배 수준이지만,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1톤 당 10만원으로 통일하여 적용함

40) 제5차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환경부, 한국환경공단, 2018, 표 IV-115)

41) 제5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 1인 하루 배출량 929.9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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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낭비되고 있는 1조 1,5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의 일부를 투자하여 분리배출 인프라 

구축을 하고, 무단투기 수거 인력(환경미화원, 공공일자리)의 업무 효율성 개선하여 

재활용 자원을 지역 영세 고물상에 편입시킨다면 효과적으로 재활용률을 도모할 수 

있음

￭ 제주는 그동안 청정 제주를 만들기 위해 클린하우스, 재활용도움센터, 공공일자리 등 

선진화된 방법과 노력을 통해 많은 진전을 이루었음

￭ 하지만 한 걸음 더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유동인구(관광객)를 배려하여 접근성이 높은 

곳에 효과적인 쓰레기통 설치를 기반으로 시민과 정책의 변화를 도모해야 함

□ 실질 재활용률의 현황(투명 페트병)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2020년도)에 따르면 2017년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643만 톤임42)

￭ 이중 약 53.7% 비율 적용하면 2017년도에 약 882만톤의 재활용 자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하지만 2016년과 2017년 조사한 제5차 폐기물 통계조사의 재활용 자원이 선별시설로 

반입된 양은 153만 톤임43)

￭ 이는, 재활용 자원 추정 발생량 대비 약 17% 수준으로 재활용산업의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을 시사함

구분 시설 수
면적
(㎡)

시설용량
(톤/일)

연간 가동일수
(일/년)

총 반입량
(톤/년)

5차 244 1,044,392 6,323 272 1,527,815

4차 233 1,328,971 12,221 259 1,512,890

증감 △11 ▽284,579 ▽5,898 △13 △14,925

자료) 제5차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환경부, 한국환경공단, 2018, 표 IV-102)

<표 IV-2> 전국 재활용가능자원 선별시설 운영현황

42)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2020년도)(환경부, 한국환경공단, 2021. 표 1)

43) 제5차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환경부, 한국환경공단, 2018, 표 IV-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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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례로 2018년 국내 투명페트병 발생량은 30만 톤인 반면, 고품질로 재활용된 양은 

2.9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의 9.6%에 불과함 

￭ 분리배출 제도 시행 후(2020.12.25) 2021년 31,667톤(13%), 2022년 8월까지 

39,369톤(24%)로 2021년 분리배출 제도 확대 시행 후 고품질 재활용률이 점차 개선

되고 있음

￭ 하지만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선별하는 시설을 갖춘 업체는 전국 341곳 중 57곳(민간

43곳, 공공 17곳, 중복 3곳)에 불과하기에44) 효율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함

￭ 제주시는 2022년 상반기 422톤의 페트병을 매각하여 2억 4천6백만원의 수익을 얻음

￭ 많은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583천원/1톤(583원/1kg)으로 유럽에서 

거래되고 있는 투명 페트 플레이크 시세 265만원/1톤(2022.05) 대비 1/4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시스템 및 수익성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음

￭ 제주는 커뮤니티 기반의 클린하우스, 재활용도움센터에 공공일자리를 통해 자원순환에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나, 더 높은 효율과 탄소절감, 비용 절감을 창출이 필요함

￭ 제주는 지역적 특성상 물류비가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투명페트병을 효과적으로 분쇄

할 경우 부피가 93%(1/15) 감소하여 운반의 횟수 및 탄소를 절감할 수 있으며, 지금

보다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청정 제주를 만들어 갈 수 있음

<표 IV-3> 합성수지 거래시세(Western Europe)

44) ‘2022 플라스틱 이슈 리포트-투명 페트병 재활용의 오해와 진실’ 보고서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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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분리배출 인프라 부재의 고찰

□ 교육의 문제

￭ 각 지자체에서는 쓰레기통이 필요하다고 체감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쓰레기통을 설치

해달라는 민원이 상대적으로 적었음.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주변 상인과 주민

들이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님비(NIMBY)현상이 나타남

￭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쓰레기통을 설치를 확대하되, 쓰레기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효율적이고 직관적인 분리 배출함의 설치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간에서 넛지(Nudge)를 이용한 분리배출 수거함을 

설치하여 자발적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캠페인과 계도를 통해 쓰레기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활용 폐기물 재활용 시 어떤 환경적 절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은 미비한 상황임

- 전등 끄기, 미사용 전원 차단과 같은 에너지 절약 운동 및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과 상반됨

￭ 2022년 7월 기준, 5,600개의 중ㆍ고교의 환경 교사는 단 41명으로 정규교사 24명, 

기간제 교사 17명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임45)

￭ 쉽고 직관적인 데이터로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일상생활에서 재활용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인프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예) 캔 1개의 재활용 가치가 TV 3시간 전력을 절감하는 효과와 같음

- (예) 미국 환경청(EPA) 기준, PET병 1톤 재활용 시 72,000kW의 전력과 2,590리터의 

원유, 매립공간 25,664평이 절감됨

□ 대기업 편향적인 정책 

￭ 최근 ESG 경영이 국내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진정성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

하는 기업은 일부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마케팅 수단, 해외수출 및 투자 등에 대한 

요건 충족을 위해 보여주는 경향이 나타남

￭ 이미 해외에서 검증된 시스템과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음

45) ‘중·고교 5600여 곳에 환경담당 교사는 41명’(단비뉴스, 2022.09.18.23:4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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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전환의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가 진정한 WFI 2030, 탄소중립, NET-ZERO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광지와 관광객 모두에게 필요하고 재활용에 효율적인 쓰레기통과 분리수거함 설치

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함

￭ 229개 지방자치단체에 대부분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정책이 있지만, 그 실적은 미비함

- 2016년부터 2020년 서울시 평균 적발 건수는 약 12만건으로, 서울시 25개 구청 중 1개 

구청에서 주말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18건을 적발함46)

￭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및 적발 방법은 지자체마다 상이하며, 민원 발생시 공무원이 

직접 적발하거나, 용역 사업 및 공공일자리를 통해 수행함

￭ 적발 건수 대부분은 시장 주변과 같이 상습적인 흡연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상인·주민

들의 신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현장에서 확인함

￭ 쓰레기통 및 분리수거함 확대 설치를 통해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를 강화할 명분을 갖게 됨

￭ 설치 장소 인근의 상인 및 주민들에게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등 인센티브 지급이 활

발할 경우, 시민들의 무단투기를 계도할 뿐만 아니라 님비현상 문제도 해결 가능함

46) 2020년 무단투기 단속실적(서울정보소통광장, https://opengov.seoul.go.kr/public/22711118, 검색일: 2022. 
12.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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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빅데이터 기반 폐기물 전(全)단계 관리 플랫폼 구축 방안

1. 스마트 폐기물 관리 개요

□ 스마트 폐기물 관리 산업 정의

￭ 스마트 폐기물 관리는 폐기물 관리의 운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에 사용

되는 쓰레기통, 운반장비 및 처리 과정에 센서,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GPS 등과 같은 스마트 기술과 인공지능과 같은 자동화 기술을 사용하는 폐기물 관리 

체계를 의미함47)

￭ 스마트 폐기물 관리가 중요한 이슈가 된 데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작용함

￭ 첫째, 산업화 과정에서 공기 중에 누적된 온실가스로 인해 평균기온이 상승하는 등 기후

변화가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누적된 오염물질로 인해 생태계가 위협받는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효과적이고 안전한 폐기물 처리의 필요성이 가시화됨

￭ 둘째,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우는 데이터과학 및 인공지능, 센서 기술 등의 급속한 발전

으로 인해 스마트 폐기물 관리의 기술적 구현이 가능해짐

￭ 이러한 배경 속에서 도시의 스마트화가 가속화되고, 환경 규제 강화와 함께 스마트 

폐기물 관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스마트 폐기물 관리 시장의 가치 사슬

￭ 폐기물 관리 시장은 환경위기에서 비롯된 자원활용의 효율성과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수요를 배경으로, 지속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유망한 산업 분야임

￭ 스마트 폐기물 관리 시장의 가치 사슬(Value-Chain)은 솔루션 제공자, 서비스 제공자, 

47) 스마트 폐기물 관리 시장(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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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및 대시보드 제공자, 시스템 통합, 최종사용자로 구성됨48)

- 솔루션 제공자는 스마트 폐기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처리과정을 구현할 수 있는 운영

체계, 센서망, IoT장비 등의 솔루션을 제공함 (예) Enevo, BigBelly, Envac 등

- 서비스제공자는 솔루션들을 조합하여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재활용 등의 폐기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 (예) IHS, Ecube Labs, Accenture 등

- 플랫폼 및 대시보드 제공자는 스마트 폐기물 관리를 구현할 수 있는 네트워크, 운영체계 

등을 제공함 (예) IBM, Oracle 등

- 최종 사용자는 기업, 개인, 지방정부와 같이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가 필요한 주체임

구성 주체 역할 예

솔루션 제공자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생산요소 제공 Envac

서비스 제공자 폐기물 관련 서비스 제공 Rubicon

플랫폼·대시보드 제공자 스마트 폐기물 관리 인프라 제공 IBM

최종사용자 폐기물 처리가 필요한 주체 개인, 기업, 지방정부

<표 V-1> 스마트 폐기물 관리 시장의 가치사슬 구성요소 및 역할

￭ 폐기물 처리과정은 전통적인 폐기물 수집, 소각, 매립과 함께 폐기물의 회복(생화학적 

분해), 재활용, 재사용, 그리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폐기물 축소 과정으로 이루어짐

- 특히, 전통적 처리 방법인 소각이나 매립의 기회비용이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지속적

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의 회복, 재활용, 재사용, 축소와 같은 대안적 처리 

방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자료) 스마트 폐기물 관리 시장(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19)

[그림 V-1] 국내 폐기물 매립지 잔존 용량 추정 (일반 및 지정폐기물 합산)

48) 스마트 폐기물 관리 시장(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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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폐기물 관리 시장 동향

￭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주요 이슈는 산업 성장성, 온쇼어링(onshoring), 규제, 순환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성장성 이슈) 폐기물 관련 산업의 성장세가 다른 분야에 비해 높아지고 있고, 앞으

로도 높아질 전망임

- 폐기물 처리 수요 역시 근본적으로는 자연자원 고갈 문제와 같이 기회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라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임

￭ (온쇼어링 이슈) 과거 선진국들이 폐기물 처리 방식으로 선택했던 중국, 말레이시아 

등 다른 국가에 대한 폐기물 수출이 불가능해지면서 제기되는 이슈로, 대한민국을 포

함한 선진국들은 폐기물을 자국 내에서 처리해야 하는 상황임

￭ (규제 이슈)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플라스틱과 같은 악성 폐기물의 사용을 제한

하는 등의 폐기물 관련 규제정책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 (순환경제 이슈) 자원 채취, 소비, 폐기로 이어지는 선형 경제 모델이 가지고 있는 지속 

불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개념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근본적 가치로 

삼고 있는 경제 모형을 의미함

￭ 글로벌 스마트 폐기물 관리 시장 전망과 관련, 보고서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연간 

20%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TechNavio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스마트 폐기물 관리 시장은 2017년 32억 달러

에서 연평균 17.5%씩 성장하여, 2022년에는 7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49)

￭ ModorIntelligence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스마트 폐기물 관리 시장은 2020년에 

17.7억달러로 가치평가되고 있으며, 2026년까지 연간 25.68%씩 성장해 65.2억달러

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50)

￭ 현재 최대 시장은 북미에 형성되어 있으며, 시장 성장률의 측면에서는 유럽이 가장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

￭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는 국내 스마트 폐기물 시장의 형성 및 확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49) Global Smart Waste Management Market(TechNavio, 2018)

50) Smart Waste Management Market – Growth, Trends, COVID-19 Impact, and Forecasts(2022-2027) 
(ModorIntelligenc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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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 폐기물 관리 기술

2-1 스마트 폐기물 관리 구조

￭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재활용과 관련하여 스마트 폐기물 관리 업체/기관은 최종

사용자와 계약을 맺고 폐기물 처리 업체와 매칭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이는 최종사용자와 서비스공급자를 매개하는 전형적인 플랫폼 사업 방식임

- 쓰레기통에 설치된 센서 정보에 기반하여 최종 사용자의 수거 수요와 폐기물 수거업의 

위치 및 수거가능량 등의 정보를 측정하고 분석한 정보를 활용하여 폐기물 처리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음

￭ 쓰레기 배출 규제 및 재활용 관련 규제 및 지원에 관한 정책 규정을 활용하여 가계, 

기업과 같은 폐기물 배출자에 부과되는 비용 구조를 설계하여 결과적으로 폐기물 관련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리한 성과를 유도할 수 있음

￭ 사업의 수익성은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의 극대화와 폐기물 관련 정부 규제 및 보상 

체계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극대화할 수 있음

-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센서기술 및 실시간 운영 최적화 기술이 필요함

- 정책적 측면에서는 이러한 스마트 폐기물 관리를 감안한 적극적 정책적 보완을 통해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자료) Gautam et al.(2022)

[그림 V-2] 스마트 폐기물 처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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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스마트 폐기물 관리를 위한 기술 인프라

￭ 스마트 폐기물 관리를 위한 기술 인프라는 구현의 고도화에 따라 5개의 층위(layer)로 

구분할 수 있음51)

￭ 정보 수집을 위한 센서 및 기기 부문(perception layer), 센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네트워크 부문, 수집정보 처리를 위한 미들웨어 부문, 최종사용자들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어플리케이션 부문, 그리고 이 인프라들을 종합하여 최적화하는 비지니스 

부문으로 나뉨

￭ 이러한 기술 인프라 구성 요소의 비용은 기술혁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주) 2018, 2020년은 추정치임

자료) Statista(2016)

[그림 V-3] IoT 센서 평균 가격 추이 (2004-2020)

□ 센서 및 기기 부문 (perception layer)

￭ 스마트 폐기물 관리를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하부구조로, 센서 및 모터, 제어장치

(actuator) 등 각종 기기를 포함함

￭ 센서는 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모으는 데 사용됨

51) Gautam et al.(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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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이용자에게 필요한 센서는 쓰레기통의 잔여용량 측정을 위한 것으로, 쓰레기 

수준 측정 센서와 경우에 따라 유해가스, 화재 방지를 위한 가스 및 화염 센서 등임

￭ 폐기물 수거자에게 필요한 센서는 청소차의 위치정보 측정을 위한 GPS와 폐기물 수집 

거점 식별 등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한 RFID 등임

□ 네트워크 부문

￭ 모아진 정보들을 정보들을 상부구조인 미들웨어 부문과 연결하기 위한 역할을 함

- 블루투스, 적외선통신, 무선인터넷(WiFi), GSM, LTE, 5G와 같은 네트워크 기술에 기

반하여 IoT를 구현함

￭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과 전반적 데이터 관리을 이 부문에서 담당함

□ 미들웨어 부문

￭ 센서 및 기기부문을 제어하고 엔드웨어(endware)인 어플리케이션과 연결하는 소프트

웨어로 효과적 통신을 위한 동시성 (concurrency)을 제공함

□ 어플리케이션 부문 

￭ 최종사용자인 개인, 기업, 폐기물관리자가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인터페이스 

서비스를 제공함. 일련의 웹앱 (web app) 혹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됨

□ 비지니스 부문

￭ 이 부문에서는 전체적인 IoT 시스템을 관리하며, 폐기물 서비스를 계약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함

￭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효율성을 측정하고 연결성, 데이터 수집 속도, 폐기물 처리 

시간, 보안 이슈 등을 점검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서비스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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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 폐기물 관리 사례

3-1 Rubicon Inc.(루비콘)

￭ 2008년 설립된 Rubicon은 기업과 정부에 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 재활용 솔루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임

￭ 이 기업은 계약을 체결한 지방정부, 기관, 기업, 개인과 같은 폐기물 배출자와 폐기물 

수거 및 운반업체를 플랫폼으로 연결하고 비용을 받음

- 인공지능, 머신러닝, 사물인터넷 기술에 기반한 최적화를 통해 폐기물 수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여 기존 방식보다 폐기물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고, 절감 비용 

중 일부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구조임

￭ 고객사는 스타벅스,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이며 세계 20개국, 미국 50개주에 진출해 

있으며 8천개 이상의 수거, 운반 및 재활용 기업과 최종 사용자를 연결하고 있음

- 단순 폐기물 처리뿐만 아니라 발생하는 폐기물 성격에 따라 재활용이나 생분해등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솔루션도 적극적으로 제공함

자료: Nayak et al.(2022)

[그림 V-4] Rubicon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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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TOMRA(톰라)

￭ TOMRA는 노르웨이의 다국적 기업으로 Reverse Vending Machine(RVMs) 제품과 

기술로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는 재활용(선별장), 식품, 광업으로 RVM 기술을 응용하여 

사업을 확장함

￭ TOMRA는 전 세계적으로 82,000개 이상의 RVM을 설치하였고, 10,000개의 식품 분류

기와 6,000개의 재활용 시스템을 설치하여, 2021년 기준 영업이익이 한화로 약 1조 5천

억원(10.9 Billion NOK) 수준임

￭ 2016년 이후 국내에도 TOMRA와 같이 RVM 제품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으나, DRS/Pfand/DSD/CRV 등의 보증금 반환 제도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활성화

되지 못하고 여전히 시장 초기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 EU 및 USA 등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보증금 반환제도 및 RVM의 유무에 대한 효과

와 사례는 관련 정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함

￭ 유럽의 경우, 보증금 제도가 시행되는 국가들의 음료 페트병 평균 재활용 수거율이 

94%로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 평균보다 약 47%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경우, RVM과 같은 제품을 활용한 경우 88%, 보증금 반환제도만 있는 경우 

72%,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27%의 재활용 수거율을 보임

자료) TOMRA

[그림 V-5] 보증금 반환제도 및 RVM의 유무에 따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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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리투아니아는 보증금 반환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면서 대형/소매 업체들에게 

RVM 1,000개를 제공하였고, 그 효과는 제도 시행전 34%의 재활용 수거율에서 시행 

2년 만에 92%의 재활용 수거율로 증가함

자료) TOMRA

[그림 V-6] 보증금 반환제도 실행 2년 후 재활용 수거율

￭ 유럽연합 위원회의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지침(Single-Use Plastics Directive)’에 

따르면, 플라스틱 음료 용기의 재활용 수거율을 2025년까지 77%, 2030년까지 90%를 

상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와 함께, 2025년부터 PET 음료수 병에 재생플라스틱 25%, 2030년부터 모든 플라

스틱 음료수 병에 30% 사용을 목표로 함

자료) TOMRA

[그림 V-7] PET 음료수 병 재생플라스틱 의무사용 비율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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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반환제도의 효과 및 범국가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방어 수단의 노력으로 많은 유럽 

국가들이 보증금 반환제도를 도입/강화하고 있음

3-3 Reco(리코)

￭ 리코는 대한민국의 스마트 폐기물 관리 기업으로 2019년 7억 매출에서 2021년 37

억원으로 급성장중인 스마트 폐기물 처리 스타트업임

￭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로 구현된 사업장 폐기물 관리 플랫폼 업박스(UpBox)를 

통해 폐기물 처리의 전 과정을 디지털 데이터로 관리함

￭ 폐기물 수거시 리코의 전용 쓰레기통을 통해 폐기물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비용을 

산정함

￭ 폐기물별로 적합한 후처리를 진행함

자료) Reco

[그림 V-8] 리코의 폐기물 수거 담당자가 폐기물 측정 결과를 기록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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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주 스마트 폐기물 플랫폼 구축 방안

□ 제주 폐기물 특성

￭ 제주는 유동인구가 높은 특성으로 인해 1인당 폐기물 양이 많음

￭ 제주 특성상 상주인구 대비 유동인구(관광객)가 연간 1,000만명에서 1,500만명 수준

으로 압도적으로 많아 타 지역과 비교하여 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편임

- 2020년 기준 제주의 1인당 생활폐기물은 2.00kg/일로, 전국 평균치인 1.2kg/일에 

비해 2배에 가까운 수치이며,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 관광객이 직접 배출하는 쓰레기 외에도, 관광산업에서 폐기물이 발생함

￭ 관광객을 감안하여 1인당 1일 생활폐기물을 산정할 경우 배출량은 약 1.44kg/일로 

줄어들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높은 편임

- 단, 2016년 요일별 배출제 시행 이후 1인당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임

￭ 지리적으로 단절된 섬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폐기물을 지역 내에서 처리해야 하므로, 

타 지역에 비해 폐기물 매립의 기회비용이 높음

자료) 강진영(2021)

[그림 V-9] 제주지역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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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폐기물 관리 현황(2020년 기준)

￭ 제주는 2016년부터 생활구역에 무인으로 운영되는 클린하우스와 상주직원이 관리하는 

재활용도움센터를 설치하고 재활용품 요일배출제를 시행해오고 있음

￭ 음식물 쓰레기통은 RFID 센서 기반으로 개인별 배출량에 따른 비용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활폐기물의 경우 종량제 봉투 기반으로 비용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그림 V-10] 제주특별자치도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 안내문

￭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은 4개소가 운영 중이며, 3개소는 직영으로, 1개소는 민간위탁방식

으로 운영중임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총 4개소로 1일 처리 용량은 202톤/일로, 퇴비화와 소멸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음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3개소로 처리용량은 770톤/일이며, 3개소 모두 민간위탁 방식

으로 운영되고 있음



Ⅴ.빅데이터 기반 폐기물 전(全)단계 관리 플랫폼 구축 방안 

77

￭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은 7개소로 운영 중이나 이 중 3개소는 2024년 이전 만적이 예상되고 

있지만 추가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 제주 폐기물 관련 빅데이터 현황

￭ 2022년말 기준, 제주 빅데이터센터에서 관리중인 폐기물 관련 빅데이터는 총 세 가

지로, 종량제봉투 판매실적, 대형폐기물현황(제주시), 음식물쓰레기 배출현황임

￭ 종량제봉투판매실적과 대형폐기물현황(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배출현황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관리공단에서 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음

￭ 이 중 스마트 폐기물 처리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음식물쓰레기 배출현황임

￭ 스마트 폐기물 처리는 RFID로 관리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가 언제 어떻게 버려지는지 

정확히 식별 가능함

카테고리  환경

데이터명(한글)  음식물쓰레기 배출현황_제주시

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음식물쓰레기 배출현황을 제공합니다.
 - 본 데이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일일 기준으로 누적 업데이트 됩니다. 

등록일자 2020-03-23 반출 데이터 반출 가능 제공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관리공단)

No 컬럼명(영문) 컬럼명(한글) Data Type 데이터형식 비고

1 base_date 배출일시 STRING 20160101 배출일시 (YYYYMMDD)

2 pt_year 년 STRING 2016
파티션 컬럼

(SQL 검색시 검색조건)

3 pt_month 월 STRING 01
파티션 컬럼

(SQL 검색시 검색조건)
4 waster_grp 배출지명 STRING 화북주공3차 배출지 한글명

5 tag_gno 태그관리번호 STRING 7FB07E75000104E0 태그 일련번호

6 em_g 배출량 INT 2150 음식물쓰레기 배출량(g)

7 discount_yn 감면여부 STRING 비감면 감면, 비감면

8 em_amt 선불금액 INT 0 선불금액(원)

9 pay_type 선후불구분 STRING 후불 선불, 후불

10 device_no 장비번호 STRING W6X-022-02-1 태그 장비번호
자료) 데이터명세서(제주빅데이터센터, 2022)

<표 V-2> 음식물쓰레기 배출현황(제주시) 데이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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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스마트 폐기물 관리 시스템 설계 시 고려사항

￭ 스마트 폐기물 관리 기술을 활용하여 WFI 2030(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2030) 핵심 

과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WFI 2030 비전 실현을 위한 스마트 폐기물 관리 기술 설계를 위해 다음의 네 가지 고려

사항을 검토할 수 있음 

￭ 첫째, 제주는 지역에 이미 보급되어 있는 클린하우스와 재활용도움센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음

￭ 둘째, 무인으로 운영되는 클린하우스의 경우 쓰레기가 넘치는 경우가 많아, 스마트 폐기물 

관리 기술을 통해 폐기물 처리 효율성 제고를 검토할 수 있음

￭ 셋째, 수거 효율성 제고의 측면에서는 클린하우스 및 재활용도움센터에 센서와 네트워

크를 구축하고, 우선 수거가 필요한 클린하우스로 최적 루트를 편성하는 체계를 검토할 

수 있음

￭ 넷째, 재활용 측면에서는 일반인이 식별하기 어려운 PET, HDPE, PVC, LDPE, PP, 

PS등의 플라스틱 분리배출을 가능케 하는 자동화된 식별장치를 도입하는 등의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음

￭ 실증사업에 기반한 스마트 폐기물 관리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관리는 충분한 경험습득이 필요함

￭ 둘째, 인프라 구축 전에 센서체계, 통신방식, 네트워크 구성 및 미들웨어, 최종어플리케

이션에 대한 종합적 구상이 필요함

￭ 셋째, 시스템 구축 시 편익인 폐기물 절감 효과와 관련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하되, 최초 시행으로 인한 시행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함

￭ 넷째, 스마트 폐기물 처리 관련 스타트업을 적극 유치하여 폐기물 관리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기술을 글로벌 비지니스화하는 적극적 폐기물 관리 전략의 추진을 검토

할 수 있음

￭ 다섯째, 효율적 배출량 절감을 목표로 한 운영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최종사용자, 폐기물 

수거 및 운반 업체, 소각장, 매립지, 재활용관련시설 등에 스마트 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인프라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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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역 스마트 폐기물 관리 사업화 방안

￭ 2022년 8월말 현재 지정 폐기물 관련 사업체는 제주시에 124개, 서귀포에 42개 업체가 

있음(대한민국 공공데이터포털)

- 이 중 수집운반이 109개 업체, 처리 및 재활용이 57개 업체임

- 제주내 폐기물 및 재활용 업체들은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체이며 재활용산업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중간 가공 후 도외로 반출 유통함

- 이로 인해 일반 처리비용에 도외로 반출·유통을 위해 추가되는 운반비가 더해져 제주

지역 재활용 산업은 정체되어 있음

￭ 제주는 문제 해결을 위해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WFI; Waste Free Island)｣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억제 정책 및 

생분해성 영농/어구 보급 등을 추진함

- 도내 재활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클러

스터｣ 산업단지 계획 수립 진행 중임

사업명 2020 현황 2030 목표

직매립 Zero 기반 확충 직매립율 12% 직매립율 0%

탈플라스틱 제주사회 실현 플라스틱 64,494톤/년 45,146톤/년 (30%감축)

탄소중립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및 산업육성

재활용율 64.5% 90% 이상

<표 V-3> WFI 2030 사업목표

￭ WFI 2030과 병행하여 스마트 폐기물 관리 사업을 결합하는 방안을 통해 제주 폐기물 

관리 문제 해결을 모색할 수 있음

- WFI2030 실천 계획에 스마트 폐기물 관리 개념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폐기물 배출 최소화 측면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비용 부과에 사용하고 있는 RFID 센서 

시스템을 폐기물과 재활용품에 확대하여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비용 구조를 설계

할 수 있음

- 폐기물 수집 운반 측면에서는 폐기물 배출시설이나 클린하우스/재활용도움센터의 폐기물 

및 재활용품 발생 패턴을 분석하여 수집업체와 연결하고 최적 경로 설정을 통해 넘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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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로 인한 생활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쓰레기가 천천히 쌓이는 

곳은 그에 맞게 운행 일정을 조정하여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스마트 폐기물 관리의 핵심은 폐기물 통합관제센터임

- 폐기물 통합관제센터는 스마트 폐기물 관리의 핵심 플랫폼으로 폐기물과 재활용품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와 관련된 정보를 사물인터넷(IoT)으로 연결된 센서와 연결하여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모니터링하는 한편, 인공지능으로 발생패턴을 학습하여 폐기물 

발생과 처리 능력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업무를 처리함

- 이와 관련하여 직접 조정할 수 없는 폐기물 배출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를 탐색할 수도 있음

￭ 스마트 폐기물 관리는 공공이 주도할 수도 있고 민간기업과 협업할 수도 있음

- 기존의 폐기물 관리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른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공이 주도하더

라도 관리 솔루션의 측면에서 기술 기업과의 협업을 피할 수는 없음

- 폐기물 관리 관련 스타트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함

￭ 도내 혁신 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통해 실증 및 경험을 축적하고 도 전체로 

확장하는 로드맵 마련을 추진해야 함

- 성공적인 운영경험을 축적하여 타지역 또는 해외에 기술을 수출 및 서비스 확대할 수 있음

- 충분한 규모를 가지고 독립적인 폐기물 처리 네트워크를 가진 섬 특성과 관광객 등 상주

인구로 인해 폐기물 배출량의 변동성이 높은 특성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스마트 폐기물 

관리가 가능할 경우 타 지역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임

[그림 V-11] 스마트 폐기물 관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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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 본 연구에서는 정책 및 관련 사례를 정리하고, 제주의 폐기물 발생-수거-분류-처리의 전 

단계에서 폐기물의 재사용·재활용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국외 사례로는 독일, 덴마크,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호주, 오스트리아의 사례를 살펴 

보았음. 각국은 폐기물의 발생을 저감하고, 폐기물의 재사용·재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주로 추진하고 있음

￭ 국내 사례로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수원시의 사례를 살펴보았음. 국내 

주요도시는 폐기물 관련 통계의 작성, 자원순환 프로젝트의 추진, 폐기물 처리시설 확대 

등을 주로 추진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WFI 2030)’(2021.6.9.) 정책과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스마트 폐기물 관리 기술을 활용하면, WFI 2030(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2030) 핵심 

과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스마트 폐기물 관리의 핵심은 빅데이터 기반 폐기물 전(全)단계 관리 플랫폼인 폐기물 

통합관제센터임. 폐기물 통합관제센터는 폐기물과 재활용품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

와 관련된 정보를 사물인터넷(IoT)으로 연결된 센서와 연결하여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하고 모니터링하는 한편, 인공지능으로 발생패턴을 학습하여 폐기물 발생과 처리 능력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업무를 처리함

￭ 플랫폼의 구축과 함께, 제주 폐기물 전(全)단계 관리방안의 필수요소를 다음과 같이 검토

할 필요가 있음. 필수요소는 분리배출 인프라(쓰레기통)의 구축과 관련된 사항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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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가 더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유동인구(관광객)를 배려하여 접근성이 높은 

곳에 효과적인 쓰레기통 설치를 기반으로 시민과 정책의 변화를 도모해야 함

- 이와 함께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보증금반환제도와 역회수자판기(RVM)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효율

적으로 전환하여 투자하고, 많은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제주는 지역적 특성상 물류비가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투명페트병을 효과적으로 분쇄할 

경우 부피가 93%(1/15) 감소하여 운반의 횟수 및 탄소를 절감할 수 있으며, 지금보다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청정 제주를 만들어 갈 수 있음

￭ 쉽고 직관적인 데이터로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일상생활에서 재활용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인프라 구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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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제언

￭ 상술한 플렛폼 구축이나 분리배출 인프라의 경우는 빅데이터와 직결된 사업이라 볼 수 있음

￭ 빅데이터와 간접적으로 연계된 폐기물 단계별 관리방안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후술

하는 매립권 거래제, 도시자원 순환형 복합 플랜트 도입, 폐기물 수거 차량 이동 경로 

최적화, 무인 로봇을 이용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참여형 순환경제도시 모델 수립 같은 

사업을 생각해 볼 수 있음  

2-1 매립량 총량제 시행

□ 사업 배경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서지역으로 타시도와 비교하여 매립지를 확보에 어려움이 많음

￭ 따라서, 적절한 매립지 관리를 통해 매립지의 사용기간을 늘리는 매립량 규제가 필요한 

상황임. 이와 함께,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음

□ 사업 내용

￭ 매립지 사용기간과 적정매립량을 기준으로, 업종별 지역별 기준매립률(매립폐기물량/폐

기물발생량)을 제시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내 타지역에 비해 폐기물발생원에 대한 추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

다는 장점을 활용함

￭ ‘매립권 거래제도’를 통해, 기준매립률을 초과한 기업은 매립률에 여유가 있는 다른 기업

으로부터 매립권을 구매함. 이를 위한 시장 기구를 함께 형성함

 A업체 교환 B업체

기준매립률 초과

(매립권 수요 발생)
⇨ 매립권 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매립권에 대한 

시장가격을 형성

⇦ 기준매립률 미달

(매립권 공급 발생)

비용발생 수익발생

[그림 VI-1] 폐기물 매립권 거래제의 기본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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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효과

￭ 매립량 총량제와 ‘매립권 거래제도’를 통해 폐기물 배출량에 대한 자발적 감량 인식을 

강화시켜 사회 전체적인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

2-2 도시자원 순환형 복합 플랜트 도입52)

□ 사업 배경

￭ 국토부는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등 도시발생 여러 폐기물을 복합적으로 

처리하여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도시자원 순환형 복합 플랜트 건설기술”을 개발함

- 도시자원 순환형 복합 플랜트 건설기술은 환경기초시설과 에너지 생산·공급시설을 연계하여 

생활·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3종의 폐기물을 연료로 재활용하는 기술임

□ 사업 내용

￭ 제주지역에서 복합연료 생산 기술, 삼중발전(전기+난방+냉방) 고효율화 기술 실증

￭ 제주지역에서 사용자 중심 ICT 기반 운영기술 실증

  * 국토부는 복합플랜트(pilot규모) 시범운영을 통해 생산된 에너지를 드림파크CC(인천 

서구) 클럽하우스에 공급하여, 전기에너지 자립화 50%, 열에너지 자립화 350%로 

연간 약 3.3억 원의 에너지비용 절감함

[그림 VI-2] 복합플랜트 실증 시설

52) 국토부 보도자료(2021.4.2.)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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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효과

￭ 제주의 경우 섬이란 제약으로 폐기물정책은 굉장히 문제로, 본 기술의 적극적 도입으로 

폐기물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음

2-3 폐기물 수거 차량 이동 경로 최적화

□ 사업 배경

￭ 해외 주요국에서는 최적의 생활 폐기물 수거 경로를 탐색하고,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제주연구원(강진영, 2012)에서도 제주시 생활폐기물 수거요소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의 일환으로, 폐기물 수거차량의 노선을 조사하고 수거효율을 분석함

□ 사업 내용

￭ 폐기물 수거함에 부착된 센서 값과 지역의 인구 수를 기반으로 하여 방문해야 하는 수

거함의 순서와 운행 거리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함

￭ 폐기물 수거 단계에서 스마트 폐기물 수거 경로를 수립하여, 더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폐기물 수거 차량을 운행함

- Nordsense는 2015년 덴마크에서 설립되었으며, IoT 센서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폐

기물 최적화 솔루션을 지자체 등에 제공하고 있음

⇨

자료) Nordsense(https://nordsense.com/the-ultimate-guide-to-smart-waste-management/)

[그림 VI-3] Nordsense 서비스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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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효과

￭ 제주의 수거 경로를 즉각적으로 최적화하여 폐기물 누적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연료와 탄소배출을 절감할 수 있음

2-4 무인 로봇을 이용한 해양쓰레기 수거 

□ 사업 배경

￭ 2022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해양 쓰레기 수거 무인 청소 로봇을 개발하였음53)

□ 사업 내용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개발한 무인 청소 로봇을 제주에 도입

￭ 제주의 특성에 맞는 수거로봇 사용을 정하여 실증사업을 선 수행하고, 실증결과를 바탕

으로 무인 청소 로봇을 본격적으로 확대 도입함

자료) 박장훈. (2022.10.17.). 해양쓰레기 청소하는 무인 로봇 개발. KBS NEWS. 
https://www.youtube.com/watch?app=desktop&v=Y1WpUHeeMY8

[그림 VI-4] 해양 부유쓰레기 자율수거로봇

53) 박장훈. (2022.10.17.). 해양쓰레기 청소하는 무인 로봇 개발. KBS NEWS. 
https://www.youtube.com/watch?app=desktop&v=Y1WpUHeeMY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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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효과

￭ 대형 선박이나 사람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해양 쓰레기를 원격조종, 자율이동 

방식으로 수거 가능하여 해양쓰레기 수거율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2-5 참여형 순환경제도시 모델 수립

□ 사업 배경

￭ 미국의 Charlotte 지역은 시 단위 규모에서 전방위적인 순환경제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 ‘Circular Charlotte’를 진행함

□ 사업 내용

￭ 도시의 폐기물 흐름을 분석하고, 순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장·단기 전략을 도민이 함

께 참여하여 수립할 수 있는 ‘제주 참여형 순환경제도시 모델’을 수립함

￭ 지역사회 주민과 자원순환 사업이 괴리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주민, 

기업,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함

- 기업, 지역사회, 대학 등 여러 참여자와 함께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맺어 리빙랩 방식

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함

자료) E. Gladek, E. Kennedy, T. Thorin. (2018). Circular Charlotte: Towards a zero waste and 
inclusive city. Envision Charlotte. 

[그림 VI-5] 협의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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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상황의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분야별 목표(Goal)와 핵심성과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를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단·중·장기 로드맵을 물리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영역 등으로 나누어 제시함

자료) E. Gladek, E. Kennedy, T. Thorin. (2018). Circular Charlotte: Towards a zero waste and 
inclusive city. Envision Charlotte. 

[그림 VI-6] 순환경제 목표 및 핵심성과지표 예시

□ 기대 효과

￭ 제주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제주도정의 WFI 2030 등 주요 자원순환관련 정책을 

이해하고, 협의를 이끌어 나감

￭ 제주도민의 참여를 통해, 자발적인 쓰레기 감축과 자원 재활용 의지를 고취시켜, 제주가 

자원순환사회로의 이행을 가속화해 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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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Study on Big Data-based Waste Management Plan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yuncheol Kim, Youngjun Kang, Namun Cho, Kuyong Sin, Yeonwoo Lee, 
Migyeong Jo

Keywords : Big data-based platform, data platform, waste management, Jeju

In a situation with a nationwide shortage of landfills, it is also tricky for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o export waste overseas due to its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as an island. For that reason, an in-depth research is necessary to 
boost waste reuse and recycling throughout waste generation, collection, 
classification, and treatment. Following that, this study summarizes domestic and 
foreign waste reuse and recycling policies and utilization cases to adapt them in 
Jeju. Moreover, it plans to increase waste reuse and recycling rate at all stages 
of waste generation, collection, classification, and treatment in Jeju.

National waste generation in Korea increased from 152.65 million tons in 2015 
to 195.46 million tons in 2020, an annual average increase of about 5.1%. In 
2020, regional waste generation was the highest in Gyeonggi Province, 
Gyeongbuk Province, and Chungcheongnam Province. Furthermore, these three 
provinces accumulated about 41.4% of the total waste generation. Meanwhile, 
daily waste generation in Jeju peaked at 5,104 tons per day in 2016 from 3,980 
tons per day in 2012 and slightly decreased to 4,521 tons per day in 2020. As 
of 2020, recycling was Jeju's most popular waste treatment method, accounting 
for 3,834 tons per day, equivalent to 83.9% of total recycling. Incineration 
follows next, accounting for 521 tons per day (11.4%), landfilling shares 194 
tons per day (4.3%), and others (18.5 tons per day, 0.4%).

This study first looked at significant domestic and foreign policy examples 
concerning waste management. In addition, it explained what efforts Jeju has 
made to manage waste through CFI 2030, an exemplary policy of Jeju. 
Moreover, we suggest a plan to build a data platform for the entire steps of big 
data-based waste management. Lastly, it presented commercialization examples of 
waste management and discussed utilization plans for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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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Appendix)

1. 통계 실험

1-1 통계 실험의 목적 및 필요성

￭ 현재 지자체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 분리배출 수거함 중 가장 많이 설치된 2종(일반

/재활용 투입구) 수거함의 경우, 재활용 폐기물의 분류율이 저조할 뿐 아니라 올바로 배출

되더라도 묶음 재활용으로 분류돼 재활용이 전혀 되지 못한 채, 재분류 비용, 오염 문제 

등으로 인해 소각, 매립되고 있는 상황임

￭ 재활용 폐기물의 분류율을 높이고 품목별 동질성을 높임으로써 올바르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동유도 분리배출 수거함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됨

￭ 분리수거 배출함의 투입구가 세분화될수록 분리수거 시 더 자세하고 명료한 정보를 사용

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또한 폐기물 품목별 동질성을 향상시켜 재분류 비용을 낮추고 보다 용이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함

￭ 하지만 많아진 투입구의 개수로 분리배출의 난이도가 증가하여 이용자가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 정답률의 하락과 설치 비용이 증가하는 단점이 생겨날 수 있음

￭ 따라서 세분화 정도에 따른 분리배출 수거함의 성능 대비 교육적인 측면과 계도를 통한 

환경적 효과의 편익을 통계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음

￭ 통계 실험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분리배출 수거함을 비교함으로써 상황에 맞는 최적의 

분리수거함을 알아보고 시사점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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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통계 실험의 내용 및 방법

□ 실험 개요

￭ 실험에 사용된 분리배출 수거함은 각 수거함이 포함하는 투입구의 개수에 따라 구분되며 

총 네 종류로 구성됨

￭ 각 종류별 한 대씩 총 네 대의 수거함을 사용함

수거함 이름 투입구 종류

2종 일반 재활용

4종
일반 플라스틱

캔 및 유리 종이류

6종

일반 플라스틱

PET 캔

유리 종이류

8종

일반 비닐

담배꽁초 플라스틱

PET 캔

유리 종이류

<표 A-1> 분리배출 수거함의 종류

(2종) (4종)

[그림 A-1] 2종, 4종 분리배출 수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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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종) (8종)

[그림 A-2] 6종, 8종 분리배출 수거함

￭ 4, 6, 8종 분리수거함에서 재활용 투입구들의 선정 기준은 재활용 시 가치가 높은 순으로 

결정함

￭ 8종 분리수거함에서 담배꽁초 투입구의 경우 수거함의 좌측면에 부착하는 형식으로 제작함

￭ 4, 6, 8종 분리수거함에서 투입구에 포함되지 않은 재활용 폐기물들의 경우 일반 투입구에 

배출하도록 유도함

￭ 비닐류의 경우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다른 재활용 폐기물에 비해 시민들의 인식수준이 

아직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2, 4, 6종 분리수거함의 경우 일반 투입

구에 배출하도록 유도함

- 8종 수거함의 경우 비닐 투입구가 별도 존재함

□ 실험 설계 및 방법

￭ 실험 기간

- 총 12주 진행 (2022.9 ~ 2022.11)

- 네 개의 phase로 나누어 진행 (phase1 : 1주차 ~ 3주차, phase2 : 4주차 ~ 5주차, 

phase3 : 6주차 ~ 9주차, phase4 : 10주차 ~ 12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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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장소

- 실험은 경기도 시흥시 롯데하이마트 시흥롯데마트점 인근 (시흥대야역, 신천역 근처)  

실외의 두 장소 (하기 L1, L2)에서 진행되었음

- 두 구역은 약 400m 떨어져 있음

- 주변 상권 및 환경에서 두 구역은 차이를 보임

- L1 구역 주변은 아파트 단지 및 공원시설로 구성됨

- L2 구역은 번화가 진입로로, 음식점, 주점 및 편의점 등의 주변 상권으로 구성됨

- L1 구역 반경 150m 내에는 카페 11곳, 주점 2곳, 음식점 11곳, 편의점 1곳, 아파트 

6동, 공원 1개 등이 위치함 (카페, 주점, 음식점 일부 중복 유)

- L2 구역 반경 150m 내에는 카페 12곳, 주점 42곳, 음식점 30곳, 편의점 4곳, 숙박

업소 2곳 등이 위치함 (카페, 주점, 음식점 일부 중복 유)

- Phase 1에서는 2, 4종 분리수거함은 L1 구역, 6, 8종 분리수거함은 L2 구역에 설치됨

- Phase 2, 3에서는 6, 8종 분리수거함이 L1 구역, 2, 4종 분리수거함은 L2 구역에 

설치됨

- Phase 4에서는 phase 1과 동일하게 원위치함

[그림 A-3] 실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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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대상

- 실험 기간 중 해당 실험 장소를 왕래하면서 분리배출 수거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함

￭ 안내디자인

- 실험 기간 중간에 시각 안내디자인을 각 분리수거함 투입구에 부착하여 효과를 분석함

- Phase 1, 2에서는 각 투입구에 이름만 부착된 상태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phase 3, 

4에서는 시각 디자인을 투입구 이름 위에 추가적으로 부착하여 실험을 이어서 진행함

(부착 전) (부착 후)

[그림 A-4] 안내디자인 부착 전후 모습 

- 각 분리수거함 별 안내디자인의 모습은 [그림 A-5]와 같음

- 각 투입구에 해당하는 대표폐기물들로 디자인을 구성함

- 6, 8종 분리수거함의 캔 투입구의 경우, 배출 직전 폐기물의 압축을 유도함

- 4, 6, 8종의 플라스틱 투입구의 경우, 카페 테이크아웃용 컵에 동봉되는 종이홀더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컵 홀더는 종이로 배출’이라는 문구와 시각 디자인

이 더해진 시각 프롬프트가 포함됨 (그림 6-6)

- 8종 분리수거함의 경우 담배꽁초 투입구를 제외한 모든 투입구에 안내디자인이 설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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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5] 안내디자인 모습(2~8종)

[그림 A-6] 종이홀더 사각 프롬프트



부록(Appendix)

99

￭ 폐기물 수집 및 기록

- 수집 주기는 주 2회, 금요일 새벽 및 월요일 새벽에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불가피한 용무가 있는 경우 유동적으로 진행함

- 폐기물은 ‘재활용 선별장 운영 현황’54)을 일부 참고하여 크게 일반폐기물, 플라스틱, 

PET, 캔류, 유리류, 종이류, 비닐류, 담배꽁초의 8종으로 분류하여 기록하였고, 추가적

으로 필요한 항목들은 더 세분화하여 기록함

- 각 투입구마다 폐기물 종류별로 배출된 개수 및 무게를 측정함

- 플라스틱 컵 등에서 발생하는 액체 잔여물의 경우 사전에 충분히 제거 후 무게를 측정함55)

- 폐기물 대하여 올바르게 분리배출 되었을 경우 1, 잘못 배출되었을 경우 0으로 기록함

□ 분석 방법

￭ 각 폐기물이 올바르게 분리배출 되었는지 여부에 해당하는 명목변수를 종속변수로 활용함

￭ 폐기물 무게 측정을 통해 같은 종류 폐기물의 총 배출량 대비 올바르게 배출된 폐기

물의 무게 비율을 나타내는 Capture rate 변수를 계산하여 분석에 추가적으로 활용함

￭ Capture rate56)57)

  
        

         
× 

￭ 실험 조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Welch’s t-검정 

및 one-way ANOVA (Analysis of Variance)를 실시함

￭ Welch’s t-검정은 두 집단 간 차이 분석에 사용되는 통계 분석 방법 중 하나로, 데

이터의 수치가 정규성을 지녀야 하고, 두 집단의 추정 분산이 서로 다른 경우에 사용함

￭ 표본 수가 30 미만인 경우에 정규성 검정(Shapiro-Wilk test)을 통해 집단의 정규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이를 만족하지 못할 시 비모수적 통계 분석 방법(Mann-Whitney 

U-검정 등)으로 접근해 분석을 진행할 수 있음

54) https://opengov.seoul.go.kr/public/25236441

55) Leeabai, N., Areeprasert, C., Khaobang, C., Viriyapanitchakij, N., Bussa, B., Dilinazi, D., & Takahashi, 
F. (2021). The effects of color preference and noticeability of trash bins on waste collection 
performance and waste-sorting behaviors. Waste Management

56) Huang, Y. Y., Tamas, P. A., & Harder, M. K. (2018). Information with a smile – Does it increase 
recycling?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178, 947–953. https://doi.org/10.1016/j.jclepro.2018.01.006

57) Leeabai, N., Suzuki, S., Jiang, Q., Dilixiati, D., & Takahashi, F. (2019). The effects of setting 
conditions of trash bins on waste collection performance and waste separation behaviors; distance 
from walking path, separated setting, and arrangements. Waste Management, 94, 58–67. 
https://doi.org/10.1016/j.wasman.2019.0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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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통계 실험 결과

□ 폐기물 전체 대상

￭ 실험 기간 동안 총 9,000여개의 폐기물이 네 대의 분리수거함에서 배출됨

￭ 이 중 약 72.0%의 폐기물이 올바르게 배출됨

￭ 실험 조건별로 수집된 폐기물의 양은 다음과 같음

구분  개수 비율(%)

2종 1,503 16.64

4종 1,987 22.00

6종 2,608 28.88

8종 2,934 32.48

합계 9,032 100

<표 A-2> 분리수거함 종류별 수거된 폐기물 개수

구분 개수 비율(%)

일반쓰레기 4,175 46.22

재활용 폐기물 4,857 53.78

합계 9,032 100

<표 A-3> 투입구별 수거된 폐기물 개수

구분 개수 비율(%)

플라스틱 1,884 20.86

PET 365 4.04

캔 343 3.80

유리 163 1.80

종이류 2,279 25.23

비닐류 986 10.92

담배꽁초 695 7.69

일반쓰레기 2,317 25.65

합계 9,032 100

<표 A-4> 폐기물 종류별 수거된 폐기물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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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수거함 중 2종 수거함에서 16.64%, 4종에서 22.00%, 6종에서 28.88%, 8종

에서 32.48%의 폐기물이 배출됨

￭ 투입구의 종류로 구분지었을 때는 일반투입구에서 배출된 폐기물(일반/재활용)은 

46.22%, 기타 재활용 폐기물의 투입구들에서 53.78%가 배출됨

￭ 폐기물 품목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는 일반쓰레기가 25.65%로 가장 많았고, 종이류가 

25.23%, 플라스틱 20.86%, 비닐류 10.92%, 담배꽁초 7.69%, PET 4.04%, 캔 

3.80%, 유리 1.80%의 비율로 배출됨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정분류 9,032 0.720 0.449 0 1

2종 9,032 0.166 0.372 0 1

4종 9,032 0.220 0.414 0 1

6종 9,032 0.289 0.453 0 1

8종 9,032 0.325 0.468 0 1

L1 9,032 0.422 0.494 0 1

L2 9,032 0.578 0.494 0 1

안내디자인 9,032 0.532 0.499 0 1

일반 투입구 9,032 0.462 0.499 0 1

플라스틱 9,032 0.209 0.406 0 1

PET 9,032 0.040 0.197 0 1

캔 9,032 0.038 0.191 0 1

유리 9,032 0.018 0.133 0 1

종이 9,032 0.252 0.434 0 1

비닐 9,032 0.109 0.312 0 1

담배꽁초 9,032 0.077 0.267 0 1

일반쓰레기 9,032 0.257 0.437 0 1

<표 A-5> 전체 폐기물 대상 기술통계량

￭ 분리배출 수거함의 종류에 따른 분류율은 6종 수거함의 경우 7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종과 8종이 각각 71.62%와 71.44%, 그리고 2종이 69.59%로 가장 

낮게 나타남

￭ 네 대의 분리수거함의 분류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통계적으로 검증

하기 위하여 one-way ANOVA를 실시한 결과, F-statistics 값이 4.02, p-value가 

0.0072로 5% 유의수준 하에서 집단 간 평균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됨, 즉 

수거함 간 유의미한 분류율 차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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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인 분석으로써 두 집단씩 Welch’s t-검정을 실시한 결과, 6종 분리수거함의 

분류율은 5% 유의수준 하에서 4종 (p-value : 0.0392), 8종 (0.0149), 2종 

(0.0012) 수거함과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4종 수거함의 경우 8종 (p-value : 0.8925), 2종 (0.1950) 수거함과 유의미한 분류율 

차이는 발생하지 않음

￭ 8종 수거함의 경우 2종 (p-value : 0.2037) 수거함과의 분류율 차이는 유의하지 않음

구분    2종 4종 6종 8종 전체

정분류 1,046 1,423 1,939 2,096 6,504

오분류 457 564 669 838 2,528

합계 1,503 1,987 2,608 2,934 9,032

분류율(%) 69.59 71.62 74.35 71.44 72.01

<표 A-6> 분리수거함 별 폐기물의 정분류·오분류 개수 및 분류율

￭ 분리수거함의 설치 장소에 따른 분류율은 L1에서 75.41%, L2에서 69.53%로 나타남 

￭ Welch’s t-검정 결과 t-statistics 값은 6.23, p-value는 <0.0001로 장소에 따른 

분류율 차이는 유의하게 관측됨

구분 L1 L2 전체

정분류 2,871 3,633 6,504

오분류 936 1,592 2,528

합계 3,807 5,225 9,032

분류율(%) 75.41 69.53 72.01

<표 A-7> 장소별 폐기물의 정분류·오분류 개수 및 분류율

￭ 폐기물의 분리배출을 돕기 위한 목적인 안내디자인의 설치 전 분류율은 70.45%, 설치 

후 73.38%로 2.93% 증가하였고, 통계 검정 결과 t-statistics 값은 -3.10, p-value 

0.0020으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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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치 전 설치 후 전체

정분류 2,975 3,529 6,504

오분류 1,248 1,280 2,528

합계 4,223 4,809 9,032

분류율(%) 70.45 73.38 72.01

<표 A-8> 안내디자인 설치 전후 폐기물의 정분류·오분류 개수 및 분류율

□ 일반쓰레기(종량제 봉투 대상 폐기물) 발생 현황

￭ 실험 기간 동안 일반쓰레기는 총 2,300여 개가 배출되었으며, 이 중 약 87.5%가 올바

르게 배출됨

￭ 일반쓰레기 대상 기술통계량은 다음과 같음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정분류 2,317 0.875 0.330 0 1

2종 2,317 0.191 0.393 0 1

4종 2,317 0.219 0.414 0 1

6종 2,317 0.284 0.451 0 1

8종 2,317 0.306 0.461 0 1

L1 2,317 0.456 0.498 0 1

L2 2,317 0.544 0.498 0 1

안내디자인 2,317 0.529 0.499 0 1

<표 A-9> 일반쓰레기 대상 기술통계량

￭ 분리배출 수거함 별 분류율은 6종 수거함이 90.56%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8종 수거

함이 90.28%, 4종 수거함이 84.62%, 2종 수거함이 81.94%를 기록함

￭ 분리수거함 간 분류율 차이 검증을 위한 one-way ANOVA 결과 F-statistics 값이 

9.12, p-value가 <0.0001로 유의한 평균 차이를 보임

￭ 두 집단씩 진행한 통계 검정의 결과, 6종 수거함의 분류율의 경우 8종 수거함과는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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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p-value : 0.8598), 4종 (0.0026) 및 2종 (0.0001) 수거함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8종 수거함의 경우 4종 (p-value : 0.0038) 및 2종 (0.0001) 수거함과 유의미한 분류율 

차이를 보였고, 4종 수거함의 경우 2종 수거함보다 분류율이 높게 관측되었으나 검증 

결과 유의미한 차이로는 나타나지 않음(0.2721)

구분 2종 4종 6종 8종 전체

정분류 363 429 595 641 2,028

오분류 80 78 62 69 289

합계 443 507 657 710 2,317

분류율(%) 81.94 84.62 90.56 90.28 87.53

<표 A-10> 일반쓰레기 대상 분리수거함 별 정분류·오분류 개수 및 분류율

￭ 분리수거함의 설치 장소에 따른 일반쓰레기의 분류율은 L1에서 93.00%, L2에서 

82.94%로 관측되었고, 통계 검정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임 (p-value : <0.0001)

￭ 일반쓰레기의 경우 장소 변화에 따른 분류율의 차이가 재활용 폐기물 대비 더 큰 폭을 

보임

구분 L1 L2 전체

정분류 983 1,045 2,028

오분류 74 215 289

합계 1,057 1,260 2,317

분류율(%) 93.00 82.94 87.53

<표 A-11> 일반쓰레기 대상 실험 장소별 정분류·오분류 개수 및 분류율

￭ 안내디자인 설치 전 일반쓰레기의 분류율은 86.36%, 설치 후 88.57%로 소폭 증가함 

￭ 하지만 통계 검정 결과 p-value가 0.1087로 일반쓰레기 대상 안내디자인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음

￭ 일반쓰레기 안내디자인이 분리배출 수거함 사용자들에게 주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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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치 전 설치 후 전체

정분류 943 1,085 2,028

오분류 149 140 289

합계 1,092 1,225 2,317

분류율(%) 86.36 88.57 87.53

<표 A-12> 일반쓰레기 대상 안내디자인 설치 전후 정분류·오분류 개수 및 분류율

□ 재활용 가능 자원 (재활용 폐기물) 발생 현황

￭ 일반폐기물 및 담배꽁초를 제외한 나머지 재활용 폐기물들을 대상으로 함

￭ 실험 기간 동안 6,000여 개의 폐기물이 배출되었으며, 이 중 약 65.0%가 올바르게 

배출됨

￭ 해당 폐기물들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다음과 같음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정분류 6,020 0.650 0.477 0 1

2종 6,020 0.151 0.359 0 1

4종 6,020 0.221 0.415 0 1

6종 6,020 0.297 0.457 0 1

8종 6,020 0.331 0.471 0 1

L1 6,020 0.428 0.495 0 1

L2 6,020 0.572 0.495 0 1

안내디자인 6,020 0.531 0.499 0 1

일반 투입구 6,020 0.280 0.449 0 1

플라스틱 6,020 0.313 0.464 0 1

PET 6,020 0.061 0.239 0 1

캔 6,020 0.057 0.232 0 1

유리 6,020 0.027 0.162 0 1

종이류 6,020 0.379 0.485 0 1

비닐류 6,020 0.164 0.370 0 1

<표 A-13> 재활용 폐기물 대상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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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수거 배출함 별 재활용 폐기물의 분류율은 6종이 66.67%로 가장 높았고, 8종 

65.13%, 4종이 64.96%, 2종 61.62%의 분류율을 보임

￭ 하지만, 네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one-way ANOVA 결과, F-statistics 값은 

2.26, p-value는 0.0797로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함

￭ 두 집단 간 차이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t-검정 결과, 분류율이 가장 높았던 6종 수거함의 

경우, 2종 수거함과는 유의수준 5% 기준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함 (p-value : 0.0102)

￭ 6종 수거함과 그 외 4종 및 8종 수거함과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음

￭ 그 외 2, 4, 8종 수거함들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구분 2종 4종 6종 8종 전체

정분류 562 864 1,190 1,298 3,914

오분류 350 466 595 695 2,106

합계 912 1,330 1,785 1,993 6,020

분류율(%) 61.62 64.96 66.67 65.13 65.02

<표 A-14> 재활용 폐기물의 수거함 별 정분류·오분류 개수 및 분류율

￭ 실험 장소별로는 L1에서 67.93%, L2에서 62.83%의 분류율을 보였고, 유의한 차이

임이 Welch’s t-검정 결과 밝혀짐 (p-value : <0.0001)

￭ 재활용 폐기물 또한 장소에 영향을 받지만, 그 정도는 일반쓰레기에 비해서 약한 것

으로 드러남

￭ 안내디자인 설치 전후로 살펴보았을 때, 설치 전은 63.43%, 설치 후 66.42%의 분류

율을 보였고, 검정 결과 유의한 개선을 보임 (p-value : 0.0156)

구분 L1 L2 전체

정분류 1,750 2,164 3,914

오분류 826 1,280 2,106

합계 2,576 3,444 6,020

분류율(%) 67.93 62.83 65.02

<표 A-15> 재활용 폐기물 대상 실험 장소별 정분류·오분류 개수 및 분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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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치 전 설치 후 전체

정분류 1,792 2,122 3,914

오분류 1,033 1,073 2,106

합계 2,825 3,195 6,020

분류율(%) 63.43 66.42 65.02

<표 A-16> 재활용 폐기물 대상 안내디자인 설치 전후 정분류·오분류 개수 및 분류율

￭ 다음으로, 재활용 폐기물 중 PET의 경우, 실험 기간 동안 총 365개의 폐기물이 배

출되었으며 이 중 54.25%가 올바르게 배출됨

￭ 분리배출 수거함 별 배출량 및 분류율은 다음에 제시됨

구분 2종 4종 6종 8종 전체

정분류 38 57 42 61 198

오분류 9 16 75 67 167

합계 47 73 117 128 365

분류율(%) 80.85 78.08 35.90 47.66 54.25

<표 A-17> PET의 분리수거함 별 정분류·오분류 개수 및 분류율

￭ PET의 수거함 별 분류율은 2종에서 80.85%, 4종에서 78.08%, 6종에서 35.90%, 

8종에서 47.66%로 나타남

￭ one-way ANOVA 검정 결과 F-statistics 18.32, p-value <0.0001로 집단 간 

분류율 차이는 매우 유의함

￭ 6종 및 8종 수거함의 PET 분류율이 나머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해당 수거

함들에서 PET 투입구를 플라스틱과 따로 분리함으로 인해 분리배출의 난이도가 높아

졌기 때문으로 추정됨

￭ 시민들의 현재 인식수준을 고려한 보다 완화된 기준을 사용하여 6종 및 8종 분리수거

함에서 PET가 플라스틱 투입구에 버려지는 경우에도 정분류로 기록했을 경우의 분류

율은 다음에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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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종 4종 6종 8종 전체

정분류 38 57 105 118 318

오분류 9 16 12 10 47

합계 47 73 117 128 365

분류율(%) 80.85 78.08 89.74 92.19 87.12

<표 A-18> PET의 분리수거함 별 정분류·오분류 개수 및 분류율 (완화된 기준)

￭ 2종 및 4종 수거함에서는 기준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분류율은 동일하게 유지됨

￭ 6종 및 8종 수거함에서 완화된 기준을 차용했을 시 분류율이 50% 가량씩 상승하여, 

6종 수거함은 89.74%, 8종 수거함은 92.19%를 기록하였고, 2종 및 4종 수거함보

다 나은 성능을 보임

￭ one-way ANOVA 결과 F-statistics 3.60, p-value 0.0137로 네 집단 간 유의미한 

분류율 차이가 검증됨

￭ 추가적으로, PET의 구성요소는 크게 몸통(PET), 뚜껑(플라스틱), 라벨(비닐)로 나눌 

수 있음

￭ 자치단체의 현재 분리배출 권고사항 및 시민들의 분리배출 관련 현 의식 수준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본 실험에서는 PET에서 뚜껑 및 라벨을 분리하지 않더라도 

올바른 투입구에 배출되면 정분류된 것으로 간주하였음

￭ 전체 배출된 PET 365개 중 라벨이 제거된 것으로 기록된 PET의 수는 총 52개로 

약 14%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라벨이 제거된 PET 중 올바르게 배출된 수는 40개로 77%대의 분류율을 보임

￭ 라벨을 제거하는 사용자의 분리수거에 대한 의식수준이 더 높음을 추론할 수 있음

￭ 시민들의 더 높은 단계의 분리수거 의식 수준 도달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식이 필요함

￭ 다음으로, 종이류 폐기물 중 테이크아웃 컵에 동봉되는 종이홀더의 경우, 총 513개가 

배출되었으며 이 중 52.44%가 올바르게 배출됨

￭ 분리배출 수거함 별 배출량 및 분류율은 다음에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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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종 4종 6종 8종 전체

정분류 43 54 90 82 269

오분류 22 76 63 83 244

합계 65 130 153 165 513

분류율(%) 66.15 41.54 58.82 49.70 52.44

<표 A-19> 종이홀더의 분리수거함 별 정분류·오분류 개수 및 분류율

￭ 수거함 별 분류율은 2종이 66.15%, 4종 41.54%, 6종 58.82%, 8종 49.70%로 

나타났으며, one-way ANOVA 검정 결과 F-statistics 4.79, p-value 0.0027로 

네 집단 간 분류율의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종이홀더의 대표 오분류 유형은 함께 테이크아웃된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함께 플라

스틱 투입구로 배출되는 것임

￭ 2종 수거함의 재활용 투입구에서는 플라스틱과 종이류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수거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분류율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됨

￭ 폐기물의 대표 오분류 유형 중 하나인 종이홀더 오분류를 개선하기 위한 프롬프트 설

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통계 분석 결과, 프롬프트 설치 전 분류율은 41.80%, 

설치 후 분류율은 62.08%로 20% 가량 높은 수준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Welch’s 

t-검정 결과 t-statistics –4.68, p-value <0.0001로 설치의 효과는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통계 분석 결과, 간단하면서 직접적인 지시성의 프롬프트는 수거함 사용자들의 분리

배출 개선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구분 설치 전 설치 후 전체

정분류 102 167 269

오분류 142 102 244

합계 244 269 513

분류율(%) 41.80 62.08 52.44

<표 A-20> 종이홀더 프롬프트 설치 전후 종이홀더의 정분류·오분류 개수 및 분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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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중 시행 예정인 프렌차이즈 보증금 반환제도의 적용 대상

인 프렌차이즈 테이크아웃 플라스틱 컵의 경우, 실험 기간 동안 총 387개가 배출되

었고, 이 중 85.79%가 올바르게 배출됨

￭ 분리배출 수거함 별 배출량 및 분류율은 다음에 제시됨

구분 2종 4종 6종 8종 전체

정분류 52 80 100 100 332

오분류 19 12 11 13 55

합계 71 92 111 113 387

분류율(%) 73.24 86.96 90.09 88.50 85.79

<표 A-21> 테이크아웃 플라스틱 컵의 분리수거함 별 정분류·오분류 개수 및 분류율

￭ 2종 분리배출함 73.24%, 4종 86.96%, 6종 90.09%, 8종 88.50%의 분류율로 6

종 수거함이 가장 개선된 성능을 보였고, oneway ANOVA 결과 F-statistics 값은 

3.96, p-value 0.0084로 집단 간 유의미한 분류율 차이가 검정됨

￭ 상기한 프렌차이즈 보증금 반환제도의 또 다른 적용대상인 프렌차이즈 테이크아웃 종

이컵의 경우, 실험 기간 동안 총 141개가 배출되었으며, 이 중 58.16%가 올바르게 

배출됨

￭ 분리수거 배출함 별로 살펴보았을 때, 2종에서 9개, 4종 37개, 6종 43개, 8종 52개가 

배출되었으며 분류율은 2종 33.33%, 4종 56.76%, 6종 65.12%, 8종 57.69%으로 

6종 수거함에서 가장 개선된 모습을 보임

￭ ANOVA 결과 F-statistics 값은 1.05, p-value가 0.3726으로 집단 간 평균의 차

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지만, 표본 수가 증가하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구분 2종 4종 6종 8종 전체

정분류 3 21 28 30 82

오분류 6 16 15 22 59

합계 9 37 43 52 141

분류율(%) 33.33 56.76 65.12 57.69 58.16

<표 A-22> 테이크아웃 종이컵의 분리수거함 별 정분류·오분류 개수 및 분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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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한 프렌차이즈 테이크아웃 플라스틱 컵 및 종이컵의 경우, 보증금 반환제도가 시

행될 경우 개당 300원의 가치를 지니게 됨

￭ 현 제도상 2종 수거함의 재활용 투입구로 배출된 폐기물은 묶음 재활용으로 분류되어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 혹은 소각됨

￭ 하지만 4종, 6종 및 8종 수거함 배출 건의 경우 투입구마다의 품목 동질성이 현저히 

증가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배출된 테이크아웃 컵은 재활용 폐기물로써의 가치를 지님

￭ 분리수거함 별 테이크아웃 플라스틱 컵 및 종이컵의 합산량 및 분류율은 다음에 제시됨

구분 2종 4종 6종 8종 전체

정분류 55 101 128 130 414

오분류 25 28 26 35 114

합계 80 129 154 165 528

분류율(%) 68.75 78.29 83.12 78.79 78.41

<표 A-23> 테이크아웃 플라스틱 컵 및 종이컵의 수거함 별 정분류·오분류 개수 및 분류율

￭ 2종 수거함을 제외하고 실험 기간 동안 각 수거함마다 약 150개의 테이크아웃 컵이 

배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수거함마다 각각 150개의 테이크아웃 컵이 배출되었다고 가정 시, 4종 수거함의 경우 

2종 대비 35,230원, 6종의 경우 37,400원, 8종의 경우 35,450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

[그림 A-7] 분리수거함 별 잠재 창출 가치 (테이크아웃 컵만, 150개 기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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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으로, 폐기물 무게 측정 결과, 실험 기간 동안 총 147kg 가량의 폐기물이 배출됨

￭ 분리배출 수거함 종류별 배출량은 2종 수거함에서 약 28kg, 4종 수거함 약 34kg, 

6종 약 43kg, 8종 약 42kg로 나타남

구분 무게 비율(%)

2종 27,529.7 18.69

4종 34,279.3 23.27

6종 43,216.8 29.34

8종 42,285.1 28.70

합계 147,310.9 100

<표 A-24> 분리배출 수거함 별 배출량 (단위 : g)

￭ 폐기물 품목별 배출량은 다음에 제시됨

구분 무게 비율(%)

플라스틱 17,450.1 11.85

PET 10,615.9 7.21

캔 6,182.1 4.20

유리 21,852.5 14.83

종이류 23,047.4 15.65

비닐류 3,675.7 2.50

담배꽁초 405.7 0.28

일반쓰레기 64,081.5 43.50

합계 147,310.9 100

<표 A-25> 폐기물 종류별 배출량 (단위 : g)

￭ 무게 기준 평균 분류율(Capture rate)은 77.45%를 기록함



부록(Appendix)

113

￭ 에코빈(6종 및 8종 수거함) 한 대에서 배출되는 1년 단위의 폐기물 품목별 예측 수량 

및 무게는 다음에 제시됨 

구분 총 폐기물 정분류된 폐기물 분류율(%)

플라스틱
수량 2,278 수량 1,756 76.65

무게(g) 20,343.6 무게(g) 15,837.4 77.85

PET
수량 490 수량 206 42.04

무게(g) 14,340.6 무게(g) 5,618.4 39.18

캔
수량 458 수량 418 91.27

무게(g) 8,231.8 무게(g) 6,667.8 81.00

유리
수량 212 수량 188 88.68

무게(g) 26,624.6 무게(g) 24,018.6 90.21

종이류
수량 2,860 수량 1,514 52.94

무게(g) 28,156.4 무게(g) 15,874.2 56.38

비닐류
수량 1,258 수량 904 71.86

무게(g) 4,752.6 무게(g) 3,860.6 81.23

담배꽁초
수량 794 수량 622 78.34

무게(g) 349.4 무게(g) 248.0 70.98

일반쓰레기
수량 2,734 수량 2,472 90.42

무게(g) 68,204.8 무게(g) 58,869.0 86.31

테이크아웃 
플라스틱 컵

수량 448 수량 400 89.29

무게(g) 7,272.8 무게(g) 6,499.2 89.36

테이크아웃 
종이컵

수량 190 수량 116 61.05

무게(g) 3,031.8 무게(g) 1,722.0 56.80

보증금 병
수량 16 수량 16 100

무게(g) 3,202.2 무게(g) 3,202.2 100

합계
수량 11,084 수량 8,070 72.81

무게(g) 171,003.8 무게(g) 130,994.0 76.60

<표 A-26> 폐기물 품목별 배출 수량 및 무게 (1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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