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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환경보호와 자원순환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는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이
슈 중 하나이다. 자원순환이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또는 재이용
등의 방법을 통해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환경 및
폐기물 관리 정책도 자원순환사회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으며, 농업분야도
환경보호와 농업 어메니티 보존을 위해 영농폐기물과 유기성 폐자원의 관리
및 처리를 자원순환형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농업에서는 기술 발전에 힘입어 다양한 영농자재가 투입되고 사용
량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농폐기물과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이 지속
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관리를 위한 방안은 미흡
한 실정이다. 과거에 비해 폐자원의 재활용률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많
은 폐자원들은 부적절하게 처리되고 있다.
이 연구는 영농폐기물 중 멀칭폐비닐과 농약 등을 주안점에 맞춰 영농폐기
물의 발생 단계에서 재활용 처리 단계까지의 합리적인 정책 방안을 도출한 “농
축산 폐자원의 효율적 자원화 방안연구”의 부속보고서이다. 연구의 목적은, 해
외 주요국의 영농폐자원의 처리 현황과 관리 실태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영농폐기물 관리의 벤치마킹 포인트를 잡고자
함에 있다.
2016.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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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세계적인 자원 고갈과 친환경 사회로의 대두에 따라 선진국들은 자원의 순
환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자원이
부족한 유럽, 일본 등의 국가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한 역사가 비교적 깊
고 최근에는 점차 제도화에 근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이는 일반 소비재뿐 아니라 농업용 자재에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농업분야
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비닐과 농약병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나라
역시 이에 맞추어 환경 및 폐기물 관리 정책을 수행 중에 있으나 아직 효율
적인 시스템화가 부족한 편이다.
○ 현재 환경부, 농식품부, 지자체 등이 영농폐기물에 대한 나름의 노력을 경주
하고 있으나, 효율적 제도와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농업선진국의 영농폐
기물 관리 체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2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유럽, 일본)의 영농폐자재에 대한 처리 및 관
리체계를 살펴보고, 이를 이용한 재활용, 재이용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함
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의 대상은 폐비닐 및 농약 용기 중심이며 폐비닐에는 멀칭용 필름, 하
우스용 보온비닐, 사일리지용 포장 필름, 비료포대 등 비닐 용기가 해당된
다. 농약용기는 농약병, 플라스틱용지, 농약봉지 등이며 사용 후 잔여농약의
관리 및 처리 등이 대상이다.
○ 연구 내용은 선진국의 폐기물 관리제도 및 법체계를 살펴보고 폐영농자재
의 발생과 처리, 폐영농자재의 재활용 및 재이용 현황과 발전방안 등이다.
○ 대상국가는 유럽전체를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이후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 각 국가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아시아 지역은 일본을 선정하여
영농폐기물에 대한 처리, 관리, 제도 등을 살펴보았다.
○ 연구 방법은 국내외 관련 문헌을 토대로 하여 접근하였으며 국가별 영농폐
기물 관리 특징을 반영하여 시사점 도출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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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폐자원 발생현황 및 정책동향

1. 영농폐비닐 분야 현황 및 정책

○ 유럽 국가들에서의 영농폐비닐 발생량은 상당 부분 일부국가들에 집중되어
있다. 영농폐비닐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스페인을 위주로 발생량 상위 10개
국의 배출량이 전체 24개국 총량의 82% 수준인 63만 톤을 차지하고 있다.
상위 10개국 중에서도 특히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영국 등 5개국
의 비중이 크다.
○ EU에서는 플라스틱 포장재를 제외하고 농업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별도
의 규정은 없으며 다만 폐기물 목록(200/532/EC, cat: 02 01 04) 등에 언급되
어 있다. 그러나 EU의 농업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의 원칙은 존재하는데, 이
른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를 들
수 있다. 이는 농업뿐 아니라, 전체 폐기물 관리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4
<그림 2-1> EU국가별 영농폐비닐 발생 현황

자료: le Moine(2015). Plasticulture. A contribution to an Intensive Ecological Agriculture.

○ EU에서는 3가지 EPR관련 지침이 존재하는데 폐차량(ELV Directive 2000/
53/EC), 전기전자장비폐기물(WEEE Directive 2012/19/EU) 배터리(Batteries
Directive 2006/66/EC) 분야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EPR는 포장재와 포장
재 폐기물(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Directive 94/62/EC) 분야의 이
행에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폐기물 유형 이외에도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EPR제도가
기존 3가지 지침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 폐오일, 폐타이어, 섬유, 의약, 냉
매, 가구 등과 함께 농업플라스틱필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농업플라스틱필
름에 대한 EPR제도 도입 국가는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 등 8개국이다.

5
○ 이 중 영농플라스틱 폐기물 회수 시스템이 자리잡은 유럽국가는 총 7개국으
로 파악되고 있으며 법적 규정이 있음은 물론 산업･민간 주도로 자발적으
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표 2-1> 유럽의 영농플라스틱 폐기물 회수 시스템
국가/브랜드

법적 기반

수거대상

프랑스/Adivalor

자발적

필름, 포장재

독일/PAMIRA, PAMIRA-BEIZE

법적규정

포장재

독일/FOLIO & NETTI, ERDE

자발적

필름, 그물, 끈

아이슬랜드/IRF

법적규정

필름, 포장재

아일랜드/IFFPG

법적규정

필름, 포장재

노르웨이/Gront Punkt

자발적

필름, 포장재

스페인/Cicloagro

법적규정

필름, 파이프, 그물 등

스웨덴/Svepretur

자발적

필름, 포장재

주: 독일의 PAMIRA, PAMIRA-BEIZE는 농약용기 폐기물을 다루고 있고, 프랑스의 Adivalor는 영농폐비닐뿐만 아니라
농약용기 폐기물도 함께 수거함. 스페인의 Sigfito도 농약용기 폐기물을 수거대상으로 하고 있음. Sigfito 역시 스페인
의 Cicloagro와 같이 법적규정에 근거함.
자료: EPRO(www.epro-plasticsrecycling.org: 2016. 7. 16.).

○ 국가적 규모의 수거 및 회수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영농플라스틱 폐
기물의 수거율은 대략 75~95%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 수거된 영농플라스
틱의 98%가량이 재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

1

<http://www.plastiques-agricoles.com/ape-europe-missions/agricultural-plastics-european
-regulation/>. (검색일: 2016.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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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약포장재 분야 현황 및 정책

○ EU에서는 농화학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Agrochemical Plastic Packaging
Waste: APPW)을 빈 농화학 용기 내에 독성 농화학 잔류물을 함유하고 있
다는 이유로 우선 유해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농약관련 영농폐기물의 경
우 유럽연합의 지침은 대부분 시작단계인 농약의 사용 자체를 줄이기보다
는 대체로 농약사용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는 결과 단계에 무게를 더 두
고 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인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과 프랑스 정
도만이 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 사용에 대한 특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 유럽에서 농약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의 관리 체계가 갖추어진 국가는 독
일(Pamira), 프랑스(Adivalor), 스페인(Sigfito) 등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도
대부분 농업플라스틱 폐기물(폐비닐 등) 관리와 자원 활용, 효율 증대, 비용
절감 등의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연계되어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프랑스의 Adivalor는 농업폐비닐도 수거하며 세 번 세척된 농약
용기의 경우 비(非)유해폐기물로 다루는 반면, 스페인(Sigfito)은 이를 유해
폐기물로 취급하고 있다.2
○ 한편, 일부 유럽 국가들은 농약포장재 및 용기 폐기물을 중점에 둔 수거와
처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영농폐비닐과 같이 산
업･민간차원의 자발성이나 법적규정에 기반하여 운영된다.

2

D. Briassoulis et al. 2014. Design of a European agrochemical plastic packaging
waste management scheme—Pilot implementation in Greece, Resources, Conservation
and Recycling 87(2014): 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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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세계 국가별 농약용기폐기물 관리프로그램 활동 기반
해당 국가

주요 대륙

법적규정 근거

브라질,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헝가리, 폴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유럽

자발적 참여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뉴질랜드

북중미, 남미

민관공동

호주

주: 현황은 2008년 기준.
자료: CropLife International(2010: 7).

<표 2-3> 유럽의 농약용기폐기물 수거 조직
조직･단체 명
Adivalor
Phytofar Recover
STORL
Clean Farms
inpEV
drumMuster
Sigeru/Valorfito
Eko-Com
CSEBER
PSOR System
RIGK-Pamaria
Sigfito

국가
프랑스
벨기에/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캐나다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포르투갈
체코
헝가리
폴란드
독일
스페인

자료: CropLife International(2010: 10).

○ 유럽에서 농약포장재 및 용기 폐기물을 중점에 둔 수거와 처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조직･단체는 프랑스의 Adivalor, 스페인의 Sigfito 등이다. 이들 조
직은 각 국가들에서 산업･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결성되거나 법적근거에 기
반하여 설립되어 활동 중이다.
○ 다양한 국제기구나 단체들에서 폐농약과 농약포장재 및 용기에 대한 정책
제안이나 교육, 홍보활동이 추진되고 있다. 국제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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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WHO)는 2008년 빈 농약포장재 관리의 선택에 관한 4가지 권고사항
을 추천하였으며,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이를 채택하여 농약폐기물 관리
체계에 반영하고 있다. 그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3,4
- 첫째, 세척된 농약용기의 경우 비(非)유해폐기물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는 헝가리, 스페인, 포르투갈과 크로아티아를 제외하고 모든
나라들이 세척 농약용기를 비(非)유해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 둘째, 농약사용 후 용기는 즉시 세 차례 세척하고 수거체계상에서 오직
세척된 용기만 수거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역시 유럽 전 국가에 반
영되었다.
- 셋째, 수거체계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 압축, 프레스, 세단(細斷) 등 부피
를 줄이는 기술의 적용을 권고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수거 개소의 수는
적지만 개소당 규모가 커 많은 양의 농약용기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와 스페인은 수거 개소의 숫자는 많으나 각 수거소에서 처
리하는 양은 적은 편이다.
- 넷째, 농약포장용기를 다른 농업포장용기와 농업폐기물과 통합시스템
으로 다룰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폴란드, 루마니아, 독일, 프랑스에
서는 대부분의 농업포장재뿐만 아니라 폐농약 및 잔류농약도 동시에
취급하고 있다.
○ 농약과 식물관련 바이오기술 분야 국제협회인 “CropLife”는 농약용기폐기
물 프로그램의 성공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고 있다.
- 농산업, 유통업자와 지자체, 농민 등 모든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의 필요
성과 편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모든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프로그램
시행과 비용에 대한 책임 분담을 명확화

3
4

WHO/FAO. 2008. Guidelines on Management Options for Empty Pesticide Containers.
<http://www.agro-alimentarias.coop/ficheros/doc/04427.pdf>. (검색일: 2016.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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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단계에서부터 정부 및 기관의 참여와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적절한
지역 및 국가적인 제도 마련
- 프로그램의 모든 면에 걸쳐 과학 및 기술정보의 확고한 뒷받침(예: 농약
용기의 세척, 리사이클링된 폐기물의 최종사용에 있어서의 위험분석
등) 필요
- 국가의 필요와 역량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산업을 비롯한 모
든 관련 이해당사자들에 의한 모니터링 활성화
- 프로그램은 첫 단계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평가와 수정을 거쳐
확장할 것. 프로그램의 이용자의 훈련, 폐용기의 절적한 세척 등의 홍보
등을 목적으로 사전 프로그램을 공식 프로그램에 앞서 시행할 것
- 프로그램은 건강한 기업적 접근하에 수립되어야 하며 비즈니스 플랜,
선명한 절차, 장기간의 자립(self-sufficiency), 건전한 재정, 훈련된 인력
의 가용성 등을 고려
○ 또한 CropLife는 농약용기 폐기물 수거 프로그램은 소위 ‘브랜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진다. 첫째, 제도의 홍보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 둘째, 프로그램 참여자의 폐기물
만을 수거하여 비참여자들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것 등이다. 하지만 두
번째와 같은 운영을 위한 전제는 누구에게나 프로그램의 참여가 열려 있어
야 하며 특히 회수 시스템의 참여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더욱
이러한 원칙이 강조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제

3

장

유럽 국가별 영농폐기물 관리 실태 및 자원화 정책

1. 스페인

1.1. 농업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및 정책 현황
○ EU 농업분야에서는 130만 톤의 플라스틱(온실비닐, 멀칭필름, 작물보호용
등)이 사용되고 있고, 이는 전체 EU 플라스틱 소비의 5.2%를 차지한다.
○ 스페인 농업･식량･환경부(MAGRAMA)에 따르면 농업분야에 소비된 플라
스틱은 약 22만 톤에 이르며, 이는 스페인의 연간 전체 플라스틱 소비의
6.3% 수준을 차지해 EU의 2.7%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 이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 멀칭, 온실, 터널재배를 위한 비닐류로 농업분
야 플라스틱 소비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관개용 파이프가
32%, 사일로를 위한 비닐(7%) 순이다. 사용 중인 플라스틱 재질은 폴리에
틸렌(PE)이 57%이며 PVC가 33%, 폴리프로필렌(PP) 5.7% 순이다.5

5

Estudio. 2012. “Producción y consumo sostenibles y residuos agrarios.” Ministerio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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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플라스틱 포장재의 경우 유형과 재질 등이 다양하여 정확한 정량화
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 농업분야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에 의해 발생하는 폐기물은 연간 19만 톤
수준으로 이 중 7만 5,400톤이 작물보호를 위한 멀칭, 온실, 터널재배를 위
한 폐비닐이다.
<그림 3-1> 스페인 플라스틱 폐기물의 분야별 비중

○ 스페인의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농업분야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비중은 꾸준히 20% 내외를 유지하고 있어 농업분야는 스페인의 전체 플라
스틱 폐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Agricultura, Alimentación y Medio Ambiente. <http://www.magrama.gob.es/es/calidad-yevaluacion-ambiental/publicaciones/Residuos_agrarios_tcm7-232332.pdf>. (검색일: 2016.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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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에서 영농폐기물의 종류는 유럽연합이나 스페인법에 포함되지 않더
라도 폐기물 관련 국가계획(PEMAR 등)에서는 다음과 같은 범위로 정의하
고 있다.6
- 농업분야에서 사용된 플라스틱
- 농약폐용기와 기타 농업활동을 위한 포장재･용기
- 잔류농약(폐농약 및 사용하지 않은 농약)
- 인간의 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동물부산물(SANDACH7)과 가축분
뇨나 두엄 등
- 식물잔재, 가축병 진단 및 예방,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농장･사
육장 폐자재(온실 금속구조물, 철사, 식수대, 먹이통, 탱크, 호퍼
(hopper), 사일로(silo), 사육장, 사육장 칸막이, 울타리 등)
○ 스페인은 폐기물과 오염토양에 관한 법률(Ley 22/2011)에서 폐기물의 정의
와 관리, 폐기물 발생자의 책임과 의무 등의 폐기물관리 전반에 대해 규정
하고 있으며 농업폐기물 관리의 접근 역시 기본적으로 이러한 틀을 따르고
있다.
○ ‘폐기물 발생예방 국가프로그램(Programa Estatal de Prevención de Residuos
2014~2020)’은 폐기물과 토양오염에 관한 법률 15조8에 근거하여 수립되었
으며, 2020년 국가전체 목표 폐기물 발생량을 2010년 대비 10% 줄이는 것
에 초점을 두고 있다.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핵심 전략은 ① 폐기물량의
감소, ② 재사용과 제품수명의 연장, ③ 재료와 제품에서의 유해물질 감소,
④ 폐기물로부터의 인간건강과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감소하는 것이다.9
6

7
8

<http://www.magrama.gob.es/imagenes/es/pemaraprobado6noviembrecondae_tcm7-401704.pdf>.
(검색일: 2016. 7. 19.).
Animal Subproducts Not Destined for Human Consumption.
Ley 22/2011, de 28 de julio, de residuos y suelos contaminados(https://www.boe.es/
buscar/act.php?id=BOE-A-2011-13046: 2016.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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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발생예방 국가프로그램을 보다 발전시킨 ‘폐기물관리를 위한 국가기
본 계획((Plan Estatal Marco de Gestión de Residuos: PEMAR) 2016~2022,
2015년 승인)’은 앞서 폐기물과 오염토양에 관한 법률의 12, 13조에 근거하
여 2016년부터 6년간 폐기물관리의 가이드라인과 지자체의 목표들을 달성
하기 위한 대책 수립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최종목표는 EU의 폐기물정책 지침(Directive 2008/98/EC)을 반영하여 스페
인을 폐기물이 유용한 자원이 되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로 자원효율
적인 사회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폐기물 정책에서 예방(prevention)
이 가장 우선시되고 재사용(reuse)과 리사이클링을 비롯한 재생(recovery)의
다양한 형태들에 대한 분석과 대책을 기획하였다. 특히 PEMAR 계획이 주
목을 끄는 것은 국가 폐기물관리 계획에서 처음으로 농업폐기물 항목에 대
한 관리 계획을 담았다는 것에 있다.

1.2. 농업플라스틱 폐기물 산업･민간 조직 및 활동 사례
1.2.1. 농업폐비닐: Cicloagro
○ Cicloagro10는 1999년에 구성된 비영리협회이다. 농업플라스틱 폐기물의 문
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스페인 플라스틱산업이 포장, 건물, 농업 분야에 걸
친 모든 유형의 플라스틱 재활용과 회수(recovery) 촉진을 위해 유럽 최초로
설립된 조직이다. Cicalogo는 2013년에 29,616톤의 플라스틱을 수거하였고,
이는 안달루시아에서 시판된 양의 76.5% 수준에 이른다.

9

Ministerio de Agricultura, Alimentación y Medio Ambiente. 2013. 11. 27. Programa
Estatal de Prevencion de Residuos.
10 Cicloagro. management system for agricultural plastics in Andalu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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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Cicloagro의 운영모델

자료: Cicloagro(www.cicloagro.com: 2016. 7. 21.).

○ Cicloagro에서 다루는 비포장 플라스틱 폐기물은 온실, 멀칭, 터널, 관개호
스, 플랫(flat), 테이프와 그물 등이다.
○ 농업플라스틱 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으로서의 Cicloagro와 그 서비스에 대
한 참여는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들이 가진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적 의
무(Decree 73/2012)를 다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비
스 이용자인 농민은 불법 매립이나 소각 등 탈법으로 인한 처벌 없이 폐기
물을 처리할 수 있다.
○ 또한 농업플라스틱 생산자는 포괄적 생산자 책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을 규정한 법률에 의거 폐기물 관리 체계를 구성하고 참여할 것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11

11

Reglamento de Residuos de Andalucía. <http://www.juntadeandalucia.es/boja/2012/81/d4.pdf>.
(검색일: 2016.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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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와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가공업자, 유통 및 수업업자들도 동일한 법
령에 의거하여 농업플라스틱의 적절한 수거와 회수를 위한 관리체계에 참
여하게 되어 있다. 이 역시 앞서 생산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Cicloagro의 참
여를 통해 의무이행이 가능하다.
○ Cicloagro가 각 주체들에게 폐기물 처리와 리사이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 통합 수거(integral collection) 백색 플라스틱 필름만이 아닌 모든 농업플
라스틱의 수거와 리사이클
- 특정 최소 분량 이상에 대한 농가로부터의 직접 수거 서비스
- Cicloagro로 부터 인가･승인된 수거자 및 리사이클링업자의 활용
- Cicloagro는 농업플라스틱 관리에 있어 모범적 실천에 대한 인증
○ Cicloagro는 농가로부터 폐비닐의 수거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일 경우 영농
인에게 비용 부담 없이 수거하며12 아래의 조건이 총족되지 못할 경우에는
발생폐기물 톤당 65유로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다.
- 수거대상 플라스틱 폐기물은 최소 7톤이 되어야 함.
- 플라스틱 폐기물의 상이한 유형에 따라 분류되어야 함.
- 플라스틱 폐기물의 오염도(흙이나 식물 등에 의한 것 포함)가 20%를 넘
어서는 안 될 것
- 7톤 미만의 폐기물의 경우 농업인은 임시이전센터(Centros Temporales
de Transferencia: CTT)에서 폐기물들이 분류 및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
은 조건하에 비용부담 없이 처분할 수 있고, 원할 경우 Cicloagro에서
가장 가까운 임시이전센터에 정보를 제공함.

12

Ficha de Adhesion al Sistema CICLOAGRO. <http://www.cicloagro.com/pdf/cuestionario_cumplimentar_agricultores_campana_2015.pdf>. (검색일: 2016. 7. 21.).

17
○ 농업폐기물 관련 규정 위반은 스페인의 통합 환경관리법13에 의거하여 처벌
을 받게 되는데 위반에 따른 벌금의 경중은 인간건강과 천연자원 또는 환경
에 대한 악영향, 의도성, 반복성과 물, 공기, 토양, 심토(subsoil), 동･식물상
에 대한 심각한 오염의 객관적 위험을 발생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1.2.2. 농약포장재 폐기물: Sigfito
○ SIGFITO(The Integrated Phytosanitary Waste Management System)는 2002년
농약 제조, 포장, 거래업자들의 주도로 설립된 비영리 조직이다. 빈 농약포
장재와 폐농약 수거를 통해 농업에서 이루어지는 부적절한 농약폐기물 관
리를 감소시키고 농업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호를 목표로 설립되
었다.
<그림 3-3> Sigfito 수거센터의 운영원칙

13

- 수거센터는 담장이 있고 출입통제
가 가능해야 함.

- 용기는 주머니 안에 있어야 하고
보관장은 방수 지붕을 갖추어야 함.

- 농약통이 아닌 경우 스티커로 표시
해야 함.

- 수거센터 운영자가 폐기물 생산자일 시
주머니에 해당 운영자의 라벨 부착

- 폐기물 주머니는 밀폐된
상태여야 함.

- 운송자는 수거센터 운영자에게 병
을 수거했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Ley 7/2007, de 9 de julio, de Gestión Integrada de la Calidad Ambiental(http://noticias.
juridicas.com/base_datos/CCAA/an-l7-2007.html: 2016. 7. 21.). 법규위반에 대한 벌금
규정은 본 법의 8편 장 6절에 기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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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거센터 운영자는 농업인에게
폐기물 인도증서를 발급해야 함.

- 농업인에게 폐용기의 분류와 양도해야
할 폐용기의 정보를 알려주어야 함.

- 관련 서류 보관

자료: SIGFITO(www.sigfito.es: 2016. 7. 21.).

○ 2015년 현재, 100개 이상의 업체가 단체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전체 업체
가 농약시장에서 차지하는 지분을 합치면 거의 100%에 이른다. Sigfito의 활
동으로 스페인에서 절반 이상의 농약관련 폐기물이 올바르게 처리되고 있다.
설립 15년 동안 약 14만 명 이상의 농업인이 폐기물 수거에 참여하고 있다.
○ 2002년 설립 당시 이 단체의 수거센터는 스페인 전역에 264개에 불과했으
나 2015년에는 4,500여 개로 확대되었다. 원칙적으로 Sigfito라벨이 붙은 상
태에서 세척되어야 하며 자루 형태가 아닌 농약통･병의 경우 의무적으로 3
차례 세척을 시행해야 수거가 가능하다.
○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농약용기폐기물의 수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1년부터 수거량은 3,000톤을 넘어서고 있으며 수거율도 2005년
23%에서 2008년 이후 50%에 근접, 2011년부터는 50% 이상의 수거율을 보
이고 있다.
○ 2015년 Sigifto는 총 3,324톤의 농약용기폐기물을 수거하였으며 이중 플라
스틱이 2,994톤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금속용기가 178톤, 종이･
팩 용기가 152톤, 기타 재질의 용기가 0.24톤 수거되었다.14

14

Sigfito. memoria annual 20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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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거된 플라스틱 용기와 금속용기는 모두 100% 재활용되었으며, 152톤
의 종이･팩 용기와 기타 재질의 용기 0.24톤은 모두 에너지회수(energy
recovery)에 활용되었다. 이로써 전체 수거된 폐기물 중 리사이클링 비
율은 95.4%이고, 에너지회수비율은 4.6%로 100%의 회수율을 보였다.
○ 빈 농약포장재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관리체계(Integrated Waste Management
System: SIG)는 수거센터들이 망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농약사용자들은 이
곳을 이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적절한 폐기물처리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SIGFITO는 스페인 17개 자치주에서 승인을 받아 활동하고 있으며 각 자치
주로부터 5년마다 재승인을 받고 있다. 승인기간 동안 SIGFITO는 정기적
으로 지역정부에 수거시스템의 운영과 회원사, 시판되는 농약병의 수, 관리
하고 있는 농약용기의 수와 유형, 수거센터의 수, 수거한 폐기물의 최종처
리 정보 등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 농약제품을 1차로 시판하는 기업 역시 SIG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참여업체들은 농업분야 기업에 의해 시판된 OMDF,15 엽면시
비제(foliar fertiliser), 종자 등의 모든 비(非)농약용기 등을 자발적 신고하도
록 되어 있다.

15

OMDF(Otros Medios de Defensa Fitosanitaria)는 작물보호를 위해 기존의 농약이 아닌
생물촉진제(biostimulant), 생물농약(biopesticide), 생물유도제(bioelictor) 등과 같은
대안제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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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

2.1. 농업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및 정책 현황
○ 매년 프랑스에서는 22만 5천 톤의 영농플라스틱 비닐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소비된 폐기물 중 소각이나 재료의 재활용으로 처리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물의 소각, 매립들이 여전히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표 3-1> 프랑스 연간 영농폐기물량
단위: 천 톤
연간 영농폐기물 총계

375,000

유기 폐기물

280,000

가축 폐기물

570

영농폐비닐

150

살충제 포장재
사용하지 않은 농약

75
8

자료: ADEME.

○ 이러한 문제로 일부 쓰레기 하치장은 많은 영농폐기물 처리를 위해 농촌 중
간에 위치하고 있다. 수집된 폐기물들은 최종 폐기물 매립센터(CSDU)16에
매립되고 있으나 법적 규정 밖에서 폐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영농폐비닐과 같은 종류의 폐기물은 특히 오염물(흙이나 토양 잔재 등)로
더욱 복합적인 형태를 가진다. 잔재들에 의한 오염으로 비닐의 두께에 따라
20~70% 용량으로 잔재하여 수거 시 무게가 늘어나기도 한다. 영농폐비닐
은 현재 비유해성 폐기물로 분류되며 리사이클링이나 매립과 소각의 방식
으로 폐기되고 있다.
16

CSDU: Centre de Stockage des Déchets Ul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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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프랑스 정부차원에서의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을
위한 대책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용되지 않은 폐농약(PPNU)17과
빈 농약용기(EVPP)18 폐기물의 전국적인 수거를 위해 자발적으로 플라스틱
산업계를 중심으로 Adivalor19 같은 전국규모의 산업･민간조직 설립과 활동
이 활발하다. Adivalor 등의 활동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 농업플라스틱 폐기물의 생산자책임 RDP(Responsabilité Elargie du Producteur)
의 원칙,20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법규(la loi n°75-633 du 15 juillet
1975)는 모든 폐기물 생산자들에 대한 폐기물의 관리와 소거 그리고 책임과
관계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폐기물의 규제를 바탕으로 하며 ‘그르넬(Grenelle)'
환경법21에 의해 보충되며 핵심내용은 폐기물의 제조나 이 생산물이나 부속물
혹은 재료들의 생산자들, 수입자들, 유통업자들에게 폐기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 법 측면에서 영농폐비닐은 비유해성폐기물로 프랑스 환경법에 따르면, 모든
영농폐비닐 생산자는 폐기의 의무를 지닌 생산자책임재활용(EPR)의 원칙
에 따라야 한다. 영농폐비닐의 보관은 ‘환경보호로 분류된 시설(ICPE)’22에

17
18
19
20

21

22

Produits Phytosanitaires Non Utilisés(PNUD).
Emballages Vides de Produits Phytosanitaires(EVPP).
Adivalor: Agriculteurs Distributeurs Industriels pour la Valorisation des déchets agricoles.
GUIDE DES DÉCHETS AGRICOLES NON ORGANIQUES DES PYRÉNÉES-ORIENTALES
- Chambre d’Agriculture des Pyrénées-Orientales, 2014.
Grenelle Environmental Law(projet de loi Grenelle I, chapitre II, article 41) which
states that all manufacturers are accountable for the waste created by their products
and must use all existing measures to ensure the reduction, recovery and recycling
of this waste.
ICPE: Installations Classé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Classified Installation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22
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매립이나 소각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농업인들
은 그들의 소거에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고 생산자, 수입자, 유통업자들이
폐기물 제거 역시 의무를 가지고 있어 스페인과 유사한 편이다.
○ 농약은 유해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다. 농약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은 먼
저 폐농약(그 자체로 사용기한이 지났거나 법규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것
등)이 있고, 두 번째 농약의 빈 포장재･용기(살충제의 잔류물을 포함한 포
장재나 이러한 잔류물에 의해 오염된 플라스틱, 유리병, 종이봉투, 상자 등
의 포장재 등)가 있다.
○ 현재 프랑스에서는 사용 후 농약 용기는 법에 의해 유해폐기물로 분류되지
만 농약용기 폐기물 수거 단체인 Adivalor는 프랑스 정부와 이 분류에 대한
수정방안을 교섭 중에 있다. 만일 적절하게 세척된 용기들이 비유해성 폐기
물로 분류된다면, 1톤당 약 100유로나 그 이하 수준에서의 소각 비용 감소
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 Adivalor는 농민들에게 사용 후 빈 농약용기(EVPP) 농약 플라스틱 용기의
경우 3차례 세척하여 건조시킨 후 수거하게 할 것을 요구한다.
○ 프랑스는 2013년 환경회의 이후 순환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자원 부족에 직면해 국가의 에너지 공급문제와 기후 변화가 쟁점이 되
고 있는 맥락에서 생산과 소비(추출, 생산, 소비, 폐기)의 전통적인 ‘선형’
모델을 탈피하는 목표로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가능한 한 자원을 보다 효율
적인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 이를 실행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23의
폐기물 기금을 통해 폐기물 정책 영역(또한 확장된 순환경제)을 확대하였

23

에너지 환경부 Agence de l'environnement et de la maîtrise de l'énergie.

23
다. 이는 정부에 의해 설정된 ‘폐기물 감소와 재활용 계획 2014~2020’과
‘국가 폐기물예방 프로그램 2014~2020’24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은 새로운 정책과 폐기물 에너지 전환 프로그
램에 대한 법률을 계획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폐기물 기금(2016년 예산 1억
9,300만 유로)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며 2016년의 경우 바이오폐기물원에
대한 분류 지원, 경제활동 폐기물 예방과 분류 지원, 공공서비스폐기물 세
율 결정 지원 및 폐기물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지역계획의 구상 지원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
○ 농약관련 분야의 정책으로는 농약사용량 감소와 그에 따른 리스크 예방을
위한 Ecophyto II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2008년에 시작된 에코피토 I 계획
은 가능한 한 10년 안에 살충제의 사용을 50%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 바
있다. 이것은 농약의 지속가능한 사용에 대한 유럽연합 지침(2009/128)의
일환이었다.
○ Ecophyto II25 계획은 농가 네트워크와 DEPHY 실험 네트워크, Certiphyto
개인보증제(le dispositif de certificat individuel Certiphyto), 식물 용태 보고
서(bulletins de santé du végétal) 등과 같은 정보 배포 도구, 보안 응용 프로
그램과 같은 통합보호 포털(EcophytoPIC) 등이 합쳐진 형태이다.
○ 2016년 7월 1일부터 식물병충해 방제 보증제를 실험적으로 배치하고 농약
사용 감소 기술들을 폭넓게 공유하였다. 이외에도 환경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덜한 혁신적 솔루션과 농약 대체제 개발에 대한 연구를 경제적, 환

24
25

<http://www.ademe.fr/expertises/dechets>. (검색일: 2016. 8. 26.).
PLAN ECOPHYTO II. <http://agriculture.gouv.fr/sites/minagri/files/151022_ecophyto.pdf>.
(검색일: 2016.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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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사회적 성과에의 목표 속에서 보강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2015년
에는 새로운 에코피토 버전으로 에코피토 2가 수립되었으며26 에코피토 2는
농약사용 50% 감소 목표를 재확인하였다.

2.2. 농업플라스틱 폐기물 산업･민간 조직 및 활동 사례
2.2.1. 농업폐비닐: Adivalor
○ Adivalor27는 영농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창설된 비영리 단체로 2001년에 창립되었다. Adivalor에는
협동조합, 농업인, 전국 농업조합 연맹, 프랑스 농업회의소, 농업분야 유통･
도소매업자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현재 프랑스 농업분야에서 포장재에 관한 유일한 폐기물 관리 단체로 기능
하고 있고, 330개의 생산업체와 1,300개의 유통업체, 30만 명의 농업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으로부터도 지원을 받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수거소는 7,000개에 이르고 있다.
○ 운영에 있어서는 민간기업들의 공유책임의 원칙(The Principle of Shared
Responsibility: PSR)에 기반하고 있으며 Adivalor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의
역할은 크게 보면 다음과 같다.
- 제조업 및 상인 등 시장참여자(market player)는 폐기물 회수와 처리의
비용과 Adivalor의 운영을 eco-tax를 통해 재원을 마련함.
- 유통업자, 협동조합, 거래인들은 수거소 운영을 통해 폐기물의 수거, 저

26
27

<http://agriculture.gouv.fr/plan-ecophyto-2015>. (검색일: 2016. 8. 30.).
Agriculteurs, Distrivuteurs, Industriels pour la VALORisation des déchets agric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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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분류를 조직화하여 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노동과 로지스틱을 제공
- 농민이 대부분인 수거시스템의 이용자는 영농폐기물을 보관하고 폐기
물을 유통업자들이 지정한 날에 정해진 수거소로 인계함. 특히 농민조
직과 협력하여 Adivalor의 서비스이용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그림 3-4> Adivalor의 연도별 수거대상 영농폐기물의 확대 흐름

자료: Adivalor(www.adivalor.fr: 2016. 8. 3.).

○ Adivalor의 농자재폐기물(agri-supplies waste)의 수거와 회수체계 운영은 자
발성에 기반하고 있고 수거와 회수의 주요 대상은 농화학관련 포장재와 폐
농약, 영농플라스틱 필름 등이다. 2001년부터 농약용기폐기물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플라스틱재질 농약취급장비에 이르기까지 수거･회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 Adivalor의 수거서비스는 오직 농업인, 기업, 공공기관 및 행정만 이용할 수
있으며 Adivalor의 마크가 있는 참여사들의 포장재만이 회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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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Adivalor가 수거한 플라스틱(영농비닐, 그물, 끈 등)과 농업플라스틱
포장재28는 11만 6,000톤으로 추산하고, 그중 7만 1,000톤이 수거되어 수거
율은 61% 수준이다. 수거된 플라스틱과 빈 포장재들은 92%(6만 5,000톤 이
상) 가량이 재활용되고 있다.
○ 농업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 11만 6,000톤 중 7만 톤이 영농플라스틱필름
(폐비닐)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2015년 수거율은 73%로 나타났고 재활
용률은 98%에 이른다. 현재 2020년에는 수거율을 85%까지 높이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 빈 농약용기의 경우 2015년에 6,600톤 이상이 수거된 것으로 나타났고, 수
거율은 80%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2020년까지 88%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거된 폐기물에 대한 리사이클링 비율 역시 65%
를 조금 넘는 상황이지만 2020년까지 8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2.2.2. 농약포장재 폐기물: Adivalor
○ 농약포장재 폐기물 역시 Adivalor가 유명한 편이다. Adivalor는 폐기물 소
지자에 대한 비용청구 없이 사용되지 않은 폐농약(PPNU) 사용 후 빈 농약
용기(EVPP)에 대한 관리 법규를 준수하며 이를 수거, 처리하고 있다.
○ Adivalor의 라벨이 부착된 것은 Adivalor에 참여하는 제조자나 수입업자가
폐농약 수거와 처리에 재정적으로 동참함을 의미하므로 이용자에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라벨이 없을 경우, 이용자에게 비용부담이 발생하
게 되는데 이 경우 이용자는 비용부담 후 폐기물반납증명서를 받게 된다.
만약 수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수거와 위험 폐기물 처리 자격을 갖

28

농약이나 비료, 종자 또는 위생용품을 담았던 플라스틱재질 포장재.

27
춘 공인된 특별 업체로 연락해야 하고, 이 경우 대략 5~10유로/kg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 독일

3.1. 농업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및 정책 현황
○ 2013년 현재, 독일의 전체 플라스틱 제품 생산량은 약 1,048만 톤으로 파악
되고 있다. 이 중 플라스틱 폐기물은 568만 톤 수준이며 약 140만 톤이 포
장재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 분야별로 살펴보면 소비 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약 475만 톤으로 포장재 분
야가 대부분(60.5%)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분야는 5.2% 수준이다.
아울러 사용 후 농약용기 폐기물의 규모는 연간 약 3,000톤 수준으로 파악
되고 있다.
<표 3-2> 독일 분야별 플라스틱 소비 후(post-consumer) 폐기물량(2013)
단위: 천 톤, %
분야

소비 후 폐기물

포장

2,870(60.5)

건설

436(9.2)

차량

205(4.3)

전기/전자

262(5.5)

가정용품

140(2.9)

농업

248(5.2)

기타

586(12.3)

총계

4,747(100.0)

자료: consultic(https://www.umweltbundesamt.de/en/topics/waste-resources/product-stewardship-wastemanagement/plastics: 2016.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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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거와 재활용에 대한 별도의 법은 없으나 2015년
부터 플라스틱 폐기물이 분리 수거되고 있으며 독일 순환경제법을 근거로
2020년부터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을 최소 65%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
에 있다.
○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양한 생활폐기물흐름(municipal waste streams)을 고
려하여 전기･전자기기법, 폐차처리규정, 포장재법령 등을 통해 플라스틱의
회수와 재활용을 위한 개별적인 규정을 정해 놓았다. 예를 들어, 포장재법
령의 경우 포장재 폐기물의 60% 회수와 그 중 60%의 리사이클 목표를 규
정하고 있는 것이다.
○ 현재 독일에서는 순환경제법에 따라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분리수거를 촉진하기 위한 전국 차원의 통일된 재활용시스템을 계획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향후 포장재 폐기물은 다른 플라스틱 및 금속 제품폐
기물과 함께 수거되고 재활용될 예정이며 이러한 포장재 수거방식이 모든
재활용재료들의 수거로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독일의 폐기물관리 시스템은 1972년 폐기물처리법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단순한 폐기･매립 중심이었으나, 1996년 순환경제폐기물법의 개
정을 통해 순환경제법이 제정되면서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활용을 우선순
위로 하는 종합적인 순환 관리 시스템으로 바뀌어 왔다.
○ 이러한 법적 기반에서 자재의 제조･유통업자는 생산물에 대한 책임 개념을
갖도록 강조되었으며 폐기물배출자와 처리업자에게는 재활용과 적절한 처
분의 의무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폐기물 관계자의 자기책임원
칙을 명확히 하여 산업계의 자주규제조치를 활용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 2011년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443만 8,000톤 중 농업분야는 24만 2,0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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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하였고, 그중 35%(85,000톤)는 재활용, 62.8%(152,000톤)는 에너지
회수로 처리되었다.
<그림 3-5> 독일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량 변화
단위: 만 톤

○ 독일 농업분야에서 분리 수거된 플라스틱 폐기물은 이미 전국적인 분리수
거시스템이 존재하여 비교적 처리가 잘 되고 있는 편이다. 이미 2010년 이
후 농업분야 플라스틱과 관련한 전국차원의 폐비닐과 망 등에 대한 수거시
스템이 존재하고 있다.
○ 농업플라스틱 생산 분야 기업들이 세운 플라스틱 포장재의 회수를 위해 설
립한 기업 ‘RIGK'는 영농비닐의 경우 “Pelle”, 망(nets)과 끈의 경우 “Netti”
라는 수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이후 독일 플라스틱 포장재 협회에서는 전국의 영농플라스틱 재활용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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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위해 제조업자 및 상인들과 함께 영농폐비닐 회수의 자발적인 자기의
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2014년부터 ‘ERDE'라는 자발적 수거시스템을 운
영하고 있다(UBA 201629).

3.2. 농업플라스틱 폐기물 산업･민간 조직 및 활동
3.2.1. 농업폐비닐: ERDE
○ ‘ERDE'의 정식명칭은 ‘독일 영농플라스틱 리사이클링(Erntekunststoffe
Recycling Deutschland)’으로 스트레치 필름(Stretch Film), 사일로 필름(silo
film) 등의 사용 후 농업비닐의 회수와 리사이클링 시스템으로 이와 같은
형태는 유럽에서 유일한 것이다.
○ ERDE는 지금도 독일 전국을 포괄하는 폐비닐 수거 및 리사이클링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업분야에서 폐비닐의 수거와 리사이클링을 통
해 지속가능한 농업과 환경보호 달성을 목표로 독일 플라스틱 포장재･필름
산업협회30 주도로 2013년에 설립되었다. 환경관리와 플라스틱 포장재 회
수 및 리사이클링 분야 전문기업으로 플라스틱 및 포장재 기업들이 설립한
RIGK사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31

29
30

31

<https://www.umweltbundesamt.de/en>. (검색일: 2016. 7. 29.).
IK Industrievereinigung Kunststoffverpackungen e. V.(German Association for Plastics
Packagings and Films).
RIGK사(RIGK GmbH, www.rigk.de)는 BASF 등 플라스틱과 포장재 제조기업들이
설립하였으며 현재 독일에서 폐비닐, 농약용기폐기물, 유해･비유해성 폐기물 7개 분
야의 회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유럽･세계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국제기구와 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Epro(European Association of Plastics Recycling)와
협력하여 2015년부터 격년 주기로 농업분야 플라스틱의 리사이클링을 다루는 국제
리사이클링 포럼을 주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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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DE의 수거소는 독일 전국에 걸쳐 약 250개소 이상 운영되고 있다. 수거
기간은 3월에서 11월 사이에 1~2일간 또는 부분적으로 연중 내내 폐비닐을
수거하고 있다.
○ 수거 일정은 각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수거류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1그룹은 사일로(silo flat foils) 필름, 언더레이(underlay) 필름, 사일로(silo)
튜브로 LDPE(Low-density polyethylene) 재질의 영농폐비닐이며, 2그룹은
사일리지 스트레치 필름(Silage stretch films), 망(net) 대체 필름으로 LLDPE
(Linear Low-density polyethylene) 기반의 영농폐비닐로 구성된다.
○ ERDE가 영농폐비닐 수거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2014년에는 전국 130개의
수거소에서 2,170톤의 폐비닐을 수거하였다. 2015년에는 수거소가 250개소
로 증가하여 4,643톤의 영농폐비닐을 수거하였다. 이는 6,213톤의 이산화탄
소를 절감하는 효과와 같은 것이다.

3.2.2. 농약포장재 폐기물: Pamira32
○ 독일농약산업협회의 주도로 1996년에 설립된 Pamira는 농약포장재의 자발
적 수거 시스템으로 1996년부터 현재까지 2억 개의 농약포장재(총 4만 톤)
를 수거하였다. Pamira 시스템이 등장하기 전까지 농약플라스틱 포장재 폐
기물은 실질적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 겔베 자크(Gelbe
Sack)나 생활폐기물 수거장소를 통해서 폐기되었다.
○ Pamira가 창립되기 전 1992년부터 이미 농약용기폐기물의 수거를 위한 파
일럿캠페인이 진행되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이러한 경험이 농약산업
계를 중심으로 1996년 전국적인 수거활동의 조직화로 이어졌다.33 1998년

32

Pamira(Packmittel-Rücknahme Agrar). <www.pamira.de>. (검색일: 2016. 7. 30.).

32
포장폐기물 감축과 재활용에 관한 법이 제정됨에 따라 농약포장재 수거의
의무가 생기기에 앞서서 이미 자발적인 활동으로 진행된 것이다. 현재
Pamira는 ‘Responsible Care’34에 참여하는 등 세계 화학 산업계의 지속가능
한 환경을 위한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 독일의 포장재법은 포장재 수요자가 포장재를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방식으로 소비자로부터 소매･도매를 거쳐 최종 폐기물까지 수거되
어 재활용되도록 하고 있다.
○ 이러한 과정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지만 Pamira 시스템의 경우
수거소를 거쳐 바로 재활용되는 과정으로 이어져 기존 포장재법에 따른 여
러 과정들을 건너뛰어 운송이나 행정비용 등의 절감이 가능하다. Pamira의
수거, 로지스틱, 폐기물검사, 리사이클링의 비용은 농약제조사에서 담당하
며 유통사･상인은 자신의 부지를 수거소로 제공하면 된다.
○ Pamira에는 현재 80개가 넘는 농약 및 액상비료관련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
고 이 중 약 50여 개의 업체가 독일회사이며 나머지 회사들은 영국, 오스트
리아, 프랑스, 벨기에를 비롯한 다양한 국적의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 Pamira에 참여하는 독일 및 기타 국가의 모든 업체들은 포장에 Pamira의 라
벨을 부착하게 된다. 2016년에 수거소는 전국에 걸쳐 348곳에 이르고 있으
며 이와 같은 다수의 수거소는 농업인들이 지근거리에서 용이하게 폐기물
을 수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Pamira를 통한 폐농약포장재 수거량을 살펴보면 2014년 3,000톤을 시작으

33

<http://www.iva.de/profil-online/umwelt-verbraucher/20-jahre-pamira>. (검색일: 2016. 7. 30.).

34

환경, 안전 및 건강 분야의 기업활동 개선을 위한 화학산업 분야의 세계단체.

33
로 2015년에는 2,900톤의 농약용기폐기물을 수거한 바 있다. 폐농약포장재
의 회수율은 70% 수준으로 법으로 정한 최소비율인 6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 한편 폐농약은 폐농약포장재와 달리 Pamira 수거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았
다. 그러나 Pamira 시스템의 운영과정에서 농약용기뿐만 아니라 폐농약의
처리까지 희망하는 농가들의 요구가 많고, 독일 내에서도 폐농약 처리에 대
응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농약산업계와 폐기물처리 전문기업인 RIGK
가 2006년 폐농약의 수거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 결과 당시 옛 독일(동
독) 시기에 남은 폐농약들이 대부분 수거되어 2개월간 511톤의 폐농약이
폐기처분되었다.
○ 이러한 성과와 더불어 당시 EU차원에서 일부 맹독 성분에 대한 사용금지조
치가 취해지면서 이를 활용한 농약제품들이 일정기간의 유예기간 후 사용이
전적으로 금지되면서 페농약 발생 저감의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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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영농폐기물 관리 실태 및 자원화 정책

1. 폐기물 관리제도

1.1. 순환형 사회의 형성 추진 및 기본계획
1.1.1. 순환형 사회 구현을 위한 관련제도
○ 일본에서는 환경기본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자원소비와 환경 부담을 저감하
는 ‘순환형 사회’를 형성해 가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 기본사항을
정해 놓은 것이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다.
○ 이를 기반으로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법이 공포되었으며(2001) 이 법에서
정의한 ‘순환형 사회’란 ① 제품 등이 폐기물화 되는 것이 억제되고, ② 순
환자원으로 이용가능한 것은 적정한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며, ③ 순환적 이
용이 어려운 것은 적정한 처분을 확보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소비를 억제하
고 환경부하를 최대한 낮추는 사회라고 정의하고 있다.
○ 기본법에서는 폐기물의 이용이나 처분 시 우선순위를 처음으로 법률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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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발생억제, 재사용, 재생이용, 열회수, 적정처분 순서로 폐기물을 이
용 또는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기본법에서는 정부, 지방공공단체, 사업자 및 국민에 대한 책임이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사업자 및 국민 각자에 대한 배출자책임을 명확하게 하였고,
생산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이 폐기물이 된 후에도 폐기물 처리에 일정한
책임을 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일반원칙을 확립한 점이 큰 특
징이라고 할 수 있다.
○ 배출자책임제도하에서 산업폐기물은 배출사업자에게 처리책임이 있다. 산
업폐기물의 배출사업자에게 매니페스트 교부 및 최종처분이 적정하게 처리
되었는지 매니페스트를 가지고 확인해야 한다. 매니페스트 교부위반자, 일
정 요건에 해당하는 배출사업자가 자신이 배출한 산업폐기물이 불법투기
되었을 경우 그 회수 책임을 진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2016년 10월 말 현재 6개의 리사이클법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용기포장리사이클법, 가전리사이클법, 건설리사
이클법, 식품리사이클법, 자동차리사이클법, 소형가전리사이클법 등이다.

1.1.2.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계획
○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함)은 순환형 사회의
형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2003년 3월에
책정되었다.
○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정되며, 2013년 5월에 제3차 기본계획이 개정되었다.
○ 제3차 기본계획의 개요를 보면, ｢‘질(質)’에도 착안한 순환형 사회의 형성｣,
｢국제협력 추진｣ 두 가지를 기본적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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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기본계획에서는 각 주체가 개별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구체적 실천방
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실행의 진행 정도를 계측･평가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지표｣가 설정되었다.
○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제2차 기본계획에 이어서 폐기물 발생억제, 재사용,
재생이용, 열회수, 적정처분 등의 각 대책이 한층 발전한 순환형 사회를 형
성해 가기 위해 물질 흐름(Flow)의 3가지 단면인 입구(入口), 순환(循環),
출구(出口)를 대표하는 지표로 자원생산성, 순환이용률, 최종처분량의 목표
를 설정하는 지표로 설정했다. 그리고 이 3가지 지표에 2020년도의 목표를
수치로 설정하고 있다.
○ ‘입구(入口)’는 산업과 사람들의 생활이 얼마만큼 물건을 유효하게 이용하
고 있는가(보다 적은 자원으로 얼마만큼 큰 풍요로움을 창출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자원생산성을 지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GDP를 천연자원 등 투
입량으로 나눈 것이다(GDP/천연자원 등 투입량). 2000년도 톤당 약 25만
엔에서 약 60% 향상을 목표로 2020년도에는 톤당 약 46만 엔 달성을 목표
치로 하고 있다(2011년도는 약 39만 엔/톤).
○ ‘순환(循環)’은 투입된 자원이 얼마만큼 순환이용(재사용･재생이용)되고 있
는가를 나타내는 ‘순환이용률’을 지표하고 있는데, 이것은 순환이용량을 순
환이용량과 천연자원 등의 투입량을 더한 값으로 나눈 것이다(순환이용량/
(순환이용량+천연자원 등 투입량)). 2000년도 약 10%에서 약 4~5% 향상을
목표로 하여 2020년도에는 약 17%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치로 하고 있다
(2011년도는 약 15%).
○ 출구(出口)는 폐기물의 최종처분장 부족이라는 중요한 과제의 상황을 나타
내는 ‘최종처분량(폐기물 매립량)’을 지표로 하여, 2000년도 약 56백만 톤
에서 대략 60% 감소를 목표로 하여 2020년도에 약 17백만 톤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치로 하고 있다(2011년도는 약 17백만 톤).

38
<그림 4-1> 제품의 라이프사이클로 본 각 법률의 위치

자료: 국립환경과학원(2015. 12.). “일본의 자원순환법 제도 및 3R 동향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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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폐기물 관리제도
1.2.1. 폐기물의 분류
○ 일본에서 폐기물에 대한 법률은 1900년의 ｢오물소거법(汚物掃除法)｣을 시
작으로 1954년 ｢청소법(清掃法)｣으로 이어졌다. 오물소거법은 전염병 방지
를 위해서 제정되었으며, 규제와 벌칙 중심의 내용이었다. 이것이 1954년
청소법으로 개정되었다. 두 법률 모두가 공중위생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196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대량소비, 대량폐기에 따른 쓰레기 처
리 문제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 전후 경제발전으로 공업화의 진전에 따라 생활용품의 다양화와 함께 환경
문제가 대두되어 1970년 청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형태로 ｢폐기물처
리와 청소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처리법)｣이 제정되었다.
○ 폐기물처리법의 목적은 “폐기물의 배출을 억제하여 폐기물의 적정한 분리,
보관, 수집, 운반, 재생, 처분 등의 처리로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생활환경
보존이나 공중위생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 폐기물의 종류는 산업폐기물과 일반폐기물로 대별되며, 산업폐기물이란
사업활동에서 생겨난 폐기물 가운데 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폐플라
스틱 등 20종류의 폐기물을 말하며, 그 이외의 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정의
한다.
○ 일반폐기물은 크게 쓰레기와 분뇨, 그리고 특별관리 일반폐기물로 구분되고
쓰레기는 가정쓰레기, 사업계 일반폐기물로 구분된다. 모두가 일반적인 생
활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기본적으로 처리책임이 시정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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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폐기물은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폐기물 가운데 법령에서 정한 20종류의
산업폐기물과 특별관리산업폐기물로 나뉘며,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을 발생
시킨 사업자에게 처리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림 4-2> 일본 폐기물의 분류

자료: 환경성(2016). 2016년판 환경･순환형 사회･생물다양성백과(PDF판).

1.2.2. 폐기물 관리 정책
○ 1970년 폐기물처리법이 제정된 이후, 수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다. 핵심적인 개정내용은 1991년 폐기물처리법 개정을 통
해 ‘특별관리폐기물제도’가 창설되어 특별관리산업폐기물의 매니페스트 사
용이 의무화된 것이다. 이를 통해 이전까지는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었던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허가제로 바뀌게 되었다. 이외에도 벌칙전반이 강
화되었다.
○ 1997년의 개정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의 결격요건 강화나 명의도용 금지, 무
허가업자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 업무 수탁금지 등 산업폐기물 처리 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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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또한 매니페스트 제도가 모든 산업폐기물에 확
대되어 전자매니페스트 제도가 창설된 것도 이 개정부터이다.
○ 2000년의 폐기물 처리법 개정에서는 폭력단 관계자의 배제를 목적으로 한
산업폐기물처리법의 허가에 관한 결격요건이 추가되었다. 또한 매니페스트
제도가 변경되어 대출사업자에 의한 산업폐기물의 처분 종료 확인이 최종
처분종료 때까지 확대되었다. 그 외에 폐기물의 불법투기 등 부적절한 처분
에 대한 조치 명령대상에 배출사업자가 추가되었다.
○ 2003년의 개정에서는 산업폐기물 처리업자 등이 결격요건에 해당할 경우
종래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했으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로 허가취
소를 의무화했다.
○ 일본의 폐기물･리사이클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면,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
는데, 1단계는 적정처리를 중시한 정책이었고, 2단계는 재활용을 중시한 정
책, 3단계는 발생억제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大迫
政浩 2014).
○ 제1단계(적정처리 중시)는 197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로 폐기물의 적정처
리를 중시하였다. 폐기물 처리법을 통해 특별관리폐기물 제도, 매니페스트
제도, 시설허가제, 생활 환경 영향 평가제도, 불법투기원상회복기금 제도 등
은 1991년, 1997년의 폐기물 처리법 개정을 통해 정비되었다.
○ 제2단계(재활용 중시)는 대체로 2000년대 초기로 이 시기에는 증가하는 폐
기물 배출량으로 인해 처리 부담이 가중되어 재활용 촉진을 통해 이를 해결
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개별 물건마다 법적으로 강제력 있는 회수 시
스템을 구축하여 재활용을 모색하였다. 즉, 재활용은 생산자책임재활용 제
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 EPR)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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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60%를 차지하는 용기포장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용기포장

리사이클법 전면시행에 이어 건설 리사이클법과 식품리사이클법이 제정되
었다.
<표 4-1> 일본의 폐기물･리사이클 관련 법률 현황
연도
1970
1991

폐기물･리사이클 관련 법률 등
폐기물처리법 제정

환경전반
1971 환경청 발족

폐기물처리법 개정
재생자원이용촉진법 제정

1992

바젤조약국내법 제정

1995

용기포장리사이클법 제정

1997

폐기물처리법 개정

1998

가전리사이클법 제정

1999

다이옥신류대책특별조치

2000

순환형 사회형성추진기본법 제정

2000

자원유효이용촉진법(재생자원이용촉진법 개정)

2000

용기포장리사이클법 전면시행

2000

건설리사이클법 제정

2000

식품리사이클법 제정

2000

그린구입법 제정

2003

제1차 순환형 사회형성추진계획

2006

용기포장리사이클법 개정

2007

식품리사이클법 개정

2008

제2차 순환형 사회형성추진계획

2012

소형가전리사이클법 제정

2013

제3차 순환형 사회형성추진계획

1993 환경기본법

자료: 大迫 政浩(2014. 8.). “わが国と欧州の廃棄物・３Ｒ政策のあゆみ.” 자원순환･폐기물연구센터 온라인매거진.

○ 제3단계(발생억제)는 2000년대 중･후반 이후로 순환형사회형성 추진 기본
계획에 의거하여 자원 효율성의 새로운 지표를 도입하고 목표치를 설정하
였다. 또한 용기포장리사이클법이나 식품리사이클법의 개정 시 발생억제의
관점이 논의되고 일부 반영되어 온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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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산업폐기물의 처리와 관리표제도
○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중요 내용 중 하나가 폐기물관리표제도(MANIFEST)
이다. 이 제도는 1991년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 함께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추적,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 제3단계(발생억제)는 2000년대 중･후반 이후로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
계획에 의거하여 자원 효율성의 새로운 지표를 도입하고 목표치를 설정하
였다. 또한 용기포장리사이클법이나 식품리사이클법의 개정 시 발생억제의
관점이 논의되고 일부 반영되어 온 상황이다.
○ 3년간의 시범적인 실시 이후, 즉 1993년 이후에는 유해성폐기물의 경우 이
제도에 의한 관리를 의무화하였으며, 1997년부터는 농업용 폐플라스틱을
포함한 일반 산업폐기물의 경우 산업폐기물관리표의 작성이 의무화되었다.
○ 산업폐기물관리표는 소정의 양식에 의해 만들어지며, 배출자와 처리자 간에
폐기물의 내용과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확인하여 작성된다. 그리고
폐기물의 처리와 관리에 관련된 각 기관에서는 이 표의 추적을 통해 최종적
으로 적정처리유무를 확인, 계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폐기물관리표는 총 7매로 만들어졌으며, 배출자에게서 수집운반자에게로,
수집운반자에서 최종 처리업자에게로, 최종처리업자는 최초 배출업자에게
로 전달되는 시스템으로 이용되고 관리된다.

1.3. 폐기물 발생 및 처리
○ 일본 내 일반폐기물의 총배출량을 보면, 2012년의 경우 총 4,517만 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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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인당 1일 약 978g이 배출되었다. 쓰레기의 총배출량 및 1인당 1일 배
출량은 1985년도 전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1989년도부터 완만한
증가경향을 보이며, 2000년도를 정점으로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림 4-3> 쓰레기 배출량 추이

자료: 국립환경과학원(2015. 12.). “일본의 자원순환법 제도 및 3R 동향 자료집.”

○ 일반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른 비중을 보면, 직접소각은 지난 23년 동안 약
73~8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원화 등 중간처리나
직접자원화 비중이 2005년까지 증가하였다. 그 후로는 정체를 보이고 있고,
직접최종처분은 지속적으로 감소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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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일반폐기물 처리방법의 추이(구성비)
단위: %
직접소각

자원화 등 중간처리

직접자원화

직접최종처분

1989

73.1

5.8

-

21.1

1990

73.4

6.7

-

19.9

1991

72.7

10.2

-

17.0

1992

74.3

10.7

-

14.9

1993

74.3

11.3

-

14.4

1994

75.5

12.0

-

12.5

1995

76.3

12.3

-

11.5

1996

76.9

12.8

-

10.3

1997

78.0

13.4

-

8.6

1998

77.9

11.5

3.1

7.5

1999

78.1

11.6

3.6

6.7

2000

77.4

12.4

4.3

5.9

2001

78.2

12.1

4.4

5.3

2002

78.4

12.8

4.5

4.3

2003

78.1

13.9

4.4

3.6

2004

77.5

14.4

4.6

3.5

2005

77.3

14.6

5.2

2.9

2006

77.7

14.6

5.2

2.5

2007

77.5

14.5

5.5

2.5

2008

79.2

13.8

5.2

1.8

2009

79.1

14.1

5.1

1.7

2010

79.0

14.4

5.1

1.5

2011

79.3

14.3

5.0

1.4

2012

79.7

14.0

5.0

1.3

주: 직접자원화란, 1998년부터 새로 마련된 항목이며, 자원화 등을 실시하는 시설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재생업자 등에 반입
되는 것도 있음. 1997년도까지는, ‘직접자원화’는 ‘자원화 등의 중간처리’로 계상되었던 것으로 보임.
자료: 국립환경과학원(2015. 12.). “일본의 자원순환법 제도 및 3R 동향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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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영농자재 관리제도

2.1. 폐영농자재 관련제도
2.1.1. 폐영농자재 종류
○ 농림축산업계 폐기물은 사업계 폐기물과 생활계 폐기물로 나눌 수 있으며
사업계 폐기물은 산업폐기물과 사업계 일반폐기물로 나뉘며, 생활계 폐기
물은 일반폐기물로 가정에서 나오는 조대(粗大)쓰레기, 분뇨 등이다.
○ 산업폐기물은 농업용 폐플라스틱류(염화비닐필름(농비), 폴리오레핀계(농
PO, 농초산비닐필름, 농폴리)), 폐농약(기한이 지난 농약 등), 쇠막대, 철재
관, 기계부품, 폐유, 하우스 폐자재(철골 등) 등이다. 사업계 일반폐기물은
종이류, 골판지박스류, 목재, 작물폐기물(잎, 밑둥 등)이다.
<표 4-3> 폐영농자재 폐기물 구분
산업폐기물(법령으로 규정)
• 농업용 폐플라스틱류
- 염화비닐필름(농비), 폴리오레핀계(농PO, 농초산비닐필름,
농폴리)
• 폐농약(기한이 지난 농약 등)
• 쇠막대기, 철재관
• 기계부품, 폐유
• 하우스 폐자재(철골 등)

사업계 일반폐기물

• 종이류, 골판지박스류, 목재
• 작물폐기물(잎, 밑둥 등)

○ 폐영농자재 가운데 관리가 중요시되고 있는 것은 폐플라스틱이며, 농업용
폐플라스틱은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제품을 통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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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용 폐플라스틱 종류는 재질에 따라 크게 염화비닐과 폴리에틸렌으로
구분된다. 염화비닐은 파이프하우스 등의 피복자재로 사용되고 있는 필름
등이며 표면에 파란색으로 ‘농비(農ビ)’라고 표시되어 있다. 폴리에틸렌은
채소멀칭 재배나 터널재배 등에 사용되는 필름으로 폴리에틸렌과 파이프하
우스 등 피복자재로 사용되고 있는 폴리오레핀 등이 있다. 비료포대나 농업
용 플라스틱병이나 폴리에틸렌 제품이 포함된다.

2.1.2. 농업용 폐플라스틱 적정처리 관련제도
○ 폐영농자재 특히 농업용 폐플라스틱은 ｢폐기물처리법(1970년 법률 제137
호)｣에서 산업폐기물로 지정되었고, 제3조 1항에서 사업자(농가)는 사업활
동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자신의 책임으로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 폐기물처리법을 기반으로 하여 농림수산성은 1976년 ｢농업용 폐플라스틱의
적정처리체계의 강화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사무차관통달(事務次官通
達)을 도도부현 지사에 시달하였다. 이 내용은 ① 도도부현 농업용 폐플라
스틱 적정처리 대책협의회를 설치, 시정촌에도 같은 조직의 설치를 지도,
② 협의회 구성은 도도부현관계부국, 농업단체 등으로 구성, 처리에 관한
실행계획 책정, ③ 농업용 폐플라스틱은 그 사용자인 농업인이 적정처리할
것, 처리의 위탁경비는 기본적으로 위탁농업인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 시기별 폐기물처리법의 개정에 따라 폐영농자재의 적정처리 의무도 강화되
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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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농업용 폐플라스틱 관련 폐기물처리법 개정 내용
시행 연월일

주요 농업용 폐플라스틱 관련사항

1997년 6월

농업용 폐플라스틱 매니페스트 적용

2000년 6월

야산 소각 금지, 매니페스트에 따른 최종처분확인 의무화
(순환형 사회형성추진 기본법 시행)

2003년 6월

불법투기, 불법소각 벌칙강화

2004년 4월

운반차량 표시, 서류부착 의무화

2005년 5월

매니페스트 허위기제 벌칙강화

2008년 4월

매니페스티 교부실적 지사보고 의무화

2011년 4월

산업폐기물처리상황 확인, 처리업자의 정보공개 의무화

자료: 農業用フィルムリサイクル促進協会 홈페이지(http://www.noubi-rc.jp/qanda1.html: 2016. 7. 30.).

2.2. 농업용 폐플라스틱 적정처리체계
2.2.1. 적정처리 기본내용
○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농업용으로 사용한 후 폐기하는 플라스틱류는 산업폐
기물로 규정되어, 농업인은 산업폐기물의 배출사업자로서 법률이 규정한
기준에 적합한 형태로 적정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다.
○｢원예용 폐플라스틱의 적정처리에 관한 기본방침｣(1995년 10월 23일 농림수
산성 식품유통국장 통달)에 따라 폐플라스틱 처리는 환경부하의 저감, 자원
의 유효이용 관점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동시에 재생 가능한 원료
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 즉,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법에 따라 배출억제(reduce), 재이용(reuse),
원재료로 재생처리하거나 열에너지원으로 재생이용(recycle)을 촉진하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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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적으로는 자원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정한 소각, 매립을 하는
것이다.
○ 배출사업자로서 농업인은 타 산업의 배출사업자와 비교하면 규모가 영세하
고, 다수의 농업인이 소량의 폐플라스틱을 분산배출하기 때문에 개개의 농
업인 스스로 적정한 처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림 4-4> 사용재 폐플라스틱의 리사이클 시스템
사용재 폐플라스틱
처리의 흐름
농가
확실한 분별
회수
적정처리

리사이클

Material Recycle
플라스틱 재생
토목자재
전선피복재

소각

매립

Feed Stock
Recycle

Thermal
Recycle

고로원료재

연료화

시멘트 원연료화
가스화, 유(油)화

자료: 일본시설원예협회 홈페이지(http://jgha.com/project/plastic: 2016. 7. 30.).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처리법에 근거하여 허가받은 업자에게
위탁하거나, 산업폐기물 관리표(manifesto)의 교부와 관리를 통해 법령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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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처리기준에 근거하여 적정한 수집, 운반, 재생, 소각, 매립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 적정처리 가운데 재생이용(리사이클), 특히 원료로 이용(material recycle)하
는 것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재생처리업자의 리사이클 기술향상이나 새로
운 리사이클 제품의 개발과 함께 리사이클 제품의 보급, 판로 확대도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2.2.2. 농업용 폐플라스틱 적정처리 시스템
가. 적정처리 추진 협의회의
○ 농업용 폐플라스틱의 적정처리는 농업인이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곤란
하므로 지역적인 회수처리체계를 갖추고 있다. 협의회는 도도부현 단계 및
지역단계에서 행정, 농협, 농업자재 판매업자, 농업생산조합 등이 협의회를
조직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 먼저, 도도부현 단계의 적정처리 추진 협의회는 도도부현, 경제연, 전농현본
부, 지역단계의 협의회, 시정촌, 농협, 농업자재판매업자, 농업폐기물처리업
자로 구성되어 있다.
○ 다음으로 지역단위 적정처리 추진협의회는 일반적인 구성이 시정촌, 농협, 농
업자재 판매업자, 농업생산조합 등이다(단, 협의회 범위는 농협의 범위, 시정
촌의 범위, 광역 시정촌의 범위 등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조직할 수 있다).

나. 적정처리 주요 주체의 역할
○ 농업용 폐플라스틱의 적정처리를 위해 도도부현 단계 및 지역단계에서 행

51
정, 농협, 농업자재 판매업자, 농업생산조합 등이 협의회를 조직하여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회수처리를 실시하고 있다.
○ 먼저 정부는 농업용 폐플라스틱 처리와 관련하여 전국 단체와 협력하여 지
자체에 정보제공을 위해 지원하고 전국적인 적정처리의 추진에 노력한다.
또한, 신기술･자재의 연구 개발이나 재생품 수요 확대 등에 대한 지원을 실
시한다.
○ 도도부현(또는 도도부현경제연합회)은 해당 시정촌 또는 시정촌협의회, 민
간재생 처리업자, 유통업자로 구성된 도도부현협의회를 설치하고, 적정처리
추진 계획을 책정한다. 도도부현연합회는 전국에 47개 협의회가 운영 중이
며 폐기물처리법이나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내용을 시정촌협의
회를 통해서 배출사업자에게 주지시키며, 적정처리 업무에 대한 지도 역할,
적정처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시정촌에 전달하고, 처리업자･처리시설･비용
에 관한 정보 수집과 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 지역농협 등은 도도부현협의회 및 시정촌단위로 설치된 시정촌 적정처리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수집 장소 제공, 분리배출 확인, 배출량 파악 등 폐
플라스틱 회수 작업에서 실무역할을 담당하며, 농업인에게 적정처리에 관
한 정보를 제공한다.
○ 한편, 필름 제조 회사는 재생품 이용, 신규용도 개발･실증 평가를 위한 대
응, 또한 새로운 필름을 개발할 경우 사용 후 처리 방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며, 처리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제품이 폐기물이 되
었을 때 용이하게 재생처리가 이루어지고 적정처리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
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유통업자는 농업인이 적정한 회수처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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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재생처리업자는 도도부현, 시정촌 등과 제휴하여 적정한 회수
처리에 협력한다. 또한, 필름 제조회사 등과 협력하여 재생 원료의 신규용
도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이외에도 일본시설원예협회(JGHA)와 농업용필름
리사이클촉진협회(NAC)에서 리사이클을 위한 기술개발과 협의회 지원 등
협력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3. 농업용 폐플라스틱의 발생과 처리
2.3.1. 폐플라스틱의 발생 현황
○ 2012년 현재 일본에서 발생하는 농업용 폐플라스틱 발생 총량은 118,067톤
이다.35 농업용 폐플라스틱의 90%는 염화비닐과 폴리오레핀필름이다.
○ 농림수산성에서 파악하고 있는 농림업용 플라스틱 총배출량은 2012년 현재
118,002톤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118,002톤은 농림수산성이 전국의
적정처리추진협의회를 통해 파악하고 있는 수치이고, 여기에 환경성에서
조사한 산업폐기물 불법투기량 중 농업용 폐플라스틱류는 65톤(2012년)이
므로 천체 배출량은 118,067톤으로 추정된다.
- 배출량 감소 원인은 염화비닐필름의 배출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폴리오레핀필름의 내구성 향상으로 기존의 염화비닐 필름에서
내구성이 좋은 폴리오레핀필름 전환 등으로 보고 있다.36

35

36

2012년 발생량 118,067톤 가운데 118,002톤은 농림수산성에서 농가로부터 수집한
(적정처리된) 총량이며, 65톤은 환경성에서 불법투기량(농업용)으로 파악한 것임.
(http://www.env.go.jp/press/17550.html: 2016. 8. 2.).
일본농업용필름재활용촉진협회(農業用フィルムリサイクル促進協会) 아소사무총장
에게 청취한 결과임(201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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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일본의 농림업용 플라스틱의 발생량 추이
단위: 톤, %
염화비닐

폴리오레핀필름

기타

합계

최소사용 비중

1989

101,616

67,205

10,499

179,320

72.1

1991

105,140

68,399

10,377

183,916

72.4

1993

105,915

78,247

9,008

193,170

69.4

1995

112,402

67,704

10,409

190,515

70.9

1997

104478

65450

10,409

178,427

68.9

1999

99,857

64,424

14,606

178,887

70.6

2001

84,443

68,292

15,256

167,991

67.6

2003

71,638

67,193

17,612

156,443

65.3

2005

66,860

67,833

16,599

151,292

65.5

2007

52,429

64,752

15,665

132,846

64.5

2009

42,852

62,778

17,097

122,727

63.7

2011

36,771

66,749

14,482

118,002

-

주 1) 폴리에틸렌필름을 포함한 폴리오레핀필름은 2012년부터 조사항목이며, 2010년까지는 폴리에틸렌필름으로 조사했음.
2) 기타는 염화비닐필름과 폴리오레핀필름 이외의 플라스틱 필름과 육묘상자, 포트, 비료포대 등 위의 필름계 이외의 모
든 플라스틱을 말함.
자료: 농림수산성 생산국(2012). 원예시설 및 농업용 폐플라스틱에 관한 실태.

○ 1990년대 중반까지는 시설농업의 확대와 함께 농업용 플라스틱의 사용과
배출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최근까지는 약간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
여 연간 약 12만 톤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발생된 플라스틱을 재질별로 보
면 염화비닐 발생량 비중이 높았으나 2005년부터는 폴리에틸렌 비중이 높
아져서 2011년 현재 폴리오레핀필름이 염화비닐의 두 배 가까이에 이르고
있다.
- 농업용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먼저 상대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필름이 개발되었고, 아울러 필름의 재이용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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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농림업용 폐플라스틱 배출량 추이
단위: 톤

주: 폴리에틸렌필름을 포함한 폴리오레핀필름은 2012년부터 조사항목이며, 2010년까지는 폴리에틸렌필름으로 조사했음.
자료: 농림수산성 생산국(2012). 원예시설 및 농업용 폐플라스틱에 관한 실태.

2.3.2. 폐영농자재 처리 현황
○ 1997년 이전까지는 소각 위주였으나 적정처리가 진전되어 2012년 현재 소
각은 8.1%이고 재생처리는 72.6%이며 매립이 14.2%, 기타 5.1%로 재생처
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농림수산성에서 적정처리 방침을 시달하고 적정
처리 체계 운영과 폐기물처리법 개정을 통해 불법투기와 불법소각에
대한 벌칙강화 등이 이러한 변화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 결국, 적정처리시스템을 통해 분리배출 및 수집 등의 체계 정비가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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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농업용 폐플라스틱 처리 종류별 비중

주: 재생처리는 재생용으로 처리된 중간제품 제조 또는 농업용 폐플라스틱 재이용을 위해 처리된 것을 말함. 매립처리는 법
령에 따라 최종처분장에서 매립한 것을 말함. 소각처리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소각시설에서 소각된 것을 말함. 기타는
농가 일시보관이나 농가개별 매매 등을 말함.
자료: 농림수산성 생산국(2012). 원예시설 및 농업용 폐플라스틱에 관한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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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영농폐기물 관리 정책의 시사점

1. 유럽 영농폐기물 관리 정책의 시사점

1.1. 영농자재 제조에서 폐기물 소비까지 벨류체인 구성
○ 영농폐기물의 특성상 생산과 소비, 폐기물 발생에 이르는 관련 주체들이 폐
기물 관리에 참여하는 것이 관리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 유럽의 산업･민간 중심의 농업플라스틱 수거･회수 시스템 운영의 성공적인
사례는 농업플라스틱 폐기물(영농비닐, 농약용기 등)의 관리 시스템에 있어
서 제조사에서 유통업자, 판매자,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벨류체인(value
chain)을 이루는 구성원들의 참여가 활발하다는 점에 있다.
○ 국내에서도 농업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에 있어 최대한 많은 이해당사자의
참여 방안이 필요하다. 참여의 방법은 실제 운영과 행정에 참여하거나 운영
재원조달, 수거소부지 제공, 홍보 및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시스템 이용의
조직화 등 다양한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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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민간차원의 폐기물 관리 활성화
○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정부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산업･민간 중심의 자발
적 노력 역시 법적 강제성에 근거한 시스템만큼 효과가 있다는 점이 증명되
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정부차원의 관리만이 아닌 산업･민간의 자발적
노력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나 지원이 필요하다.
○ 유럽의 국가들도 공공의 노력만으로는 농업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산업･민간 시스템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적극적인 협
력을 진행하고 있다.

1.3. 영농폐기물 관련 교육훈련의 활성화
○ 농업플라스틱의 최종소비자인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농
업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선 1차적인 오염물질의 제거와
같은 폐기물의 상태와 사전 분류 등이 중요하며 이는 상당 부분 농업인들의
관리에 달려 있다.
○ 해외에서는 특히 농약용기의 ‘3회 세척’과 같은 방법을 통해 농약용기를 비
유해폐기물로 바꾸고 재활용에 적극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깨끗한 폐기
물’은 재활용을 높일 수 있고 각종 오염물질 제거 등 사전작업에 들이는 비
용도 줄일 수 있다. 또한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인다는 점과 영농폐기물의
수거시스템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 아울러 농민뿐만 아니라 원예, 정원 활동이나 파트타임 농업 활동을 하는
개인들에 대한 교육 역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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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영농폐기물 관련 교육이나 훈련에 있어서 폐기물 취급도 중요하나 가
장 중요한 것은 폐기물 자체의 발생예방에 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건강과
환경 및 지속가능한 농업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다. 해외
의 영농비닐 및 농약포장재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은 대상 지역 농민들의 교
육과 훈련을 통해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농약사용 자체를 줄이는 등의 효과
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4. 영농폐기물 관련 제도의 재검토
○ 해외에서도 본격적으로 영농폐기물, 특히 농업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관리
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대부분 2000년대부터였다. 그러나
복합적인 영농폐기물의 특성상 여전히 영농폐기물, 농업플라스틱에 대한
법적체계는 불완전한 경우가 많고 관련 자료와 통계 역시 미흡하여 현실에
서의 폐기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농업플
라스틱에 대한 통계관리와 영농폐기물 관리의 관점에서의 기존 법률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 농업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은 넓게 분포하고 규모가 적은 소농부터 반대
개념인 집약농업에 이르기까지 공간적으로 매우 다양하다. 또한 규모에 따
라 폐기물 발생량도 다르며 농업의 특성상 발생 시기 또한 다양하다.
○ 해외의 사례를 볼 때 국내에서도 이러한 농업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의 시간･
공간적 특성을 감안하여 폐기물 수거 로지스틱을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 특
히 산간, 도서 지역의 경우 수거시스템이 포괄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각 국가의 농업특성에 따른 영농폐기물의 종류
가 다르듯(예: 북유럽은 사일리지 비닐류, 남유럽은 멀칭 및 하우스비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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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수거 및 회수 시스템 운영에 있어 국내 영농폐기물의 특성이 반영되어
야 한다.

1.5. 영농폐기물 관리의 브랜드화
○ 유럽의 영농폐기물 수거･회수 시스템의 경우 거의 대부분 Adivalor, Cicloagro,
Erde, Grønt Punkt, Svepretur, PAMIRA 등과 같이 ‘브랜드’화 되어 있다.
○ 이는 그 자체로 수거시스템에 대한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고 이용자들에게
도 관리 대상 폐기물이 무엇인지 인식과 식별이 용이하다. 또한 관리시스템
에 참여하는 이해당사들에게도 소속감 및 책임감을 주는 효과가 있다. 따라
서 국내의 영농폐기물 수거･회수 시스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

2. 일본 영농폐기물 관리 정책의 시사점

2.1. 폐기물 관리제도의 체계성과 일관성
○ 일본의 폐기물 관리제도는 비교적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관련법의 헌법이라고 볼 수 있는 환경기본법을 토대로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적정처리와 재생이용 촉
진이라는 큰 방향 가운데, 적정처리는 폐기물처리법을 사회･경제적인 여건
변화에 맞추어 개정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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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이용 추진은 자원유효이용촉진법과 개별 물품의 특성에 맞는 법률 제
정으로 생산자가 자신이 생산하는 물건이 재활용 및 적정처리가 용의하도
록 설계하고 생산토록 하는 EPR 개념을 도입한 여러 개별법들의 개정 및
제정을 확대하고 있다.
○ 이런 가운데 농업용 폐플라스틱 적정처리도 폐기물처리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2. 지속적인 법 개정 환류 체계 구축
○ 일본은 폐기물처리와 리사이클을 동시에 추진하며, 그 과정에 발생하는 문
제점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법 개정과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 예를 들면, 농업용 폐플라스틱 적정처리와 관련한 폐기물처리법의 개정은
2000년대에만 총 5회의 개정이 이루어져(벌칙 강화나 의무사항 확대 등) 적
정처리에 대한 정부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 또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확대로 리사이클이 용이한 제품생산이
이루어지도록 생산자의 의무를 강화하였는데, 용기포장, 가전, 식품, 건설,
자동차, 소형가전까지 개별 상품의 특성에 따른 규제를 강화하였다. 동시에
그린구입법을 제정하여 정부가 솔선하여 재생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2.3. 폐기물 처리를 위한 협업시스템 구축
○ 일본은 농업용 폐플라스틱 적정처리를 위한 행정과 생산자단체 등이 협의
회 구성, 정보교환 및 업무분담을 통해 농업인 개별적으로는 실천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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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적정처리를 협업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 즉, 배출비용 및 매니페스트 교부에 있어서 행정과 농협이 배출비용 분담
및 매니페스트 교부 대행 등 배출-수집-처리 각 단계마다 적정처리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행정과 농협 등 관련조직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2.4. 배출비용 해결의 과제
○ 농업용 폐플라스틱 적정처리 종류 가운데 재생처리는 폐기물처리법 개정에
따라 매니페스트 적용과 불법투기와 불법소각에 대한 벌칙강화 등으로 인
해 1999년부터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증가하였다.
○ 따라서 농업인의 분리배출도 증가함에 따라 재생이용이 용이하게 된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는 행정이나 농협에서의 배출비용의 분담, 재생용
으로 처리된 중간제품의 해외 수출 등의 요인도 일정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 그러나 점차 배출비용에 대한 분담이 적어짐에 따라 농업인의 부담이 커지
고 있고, 중간제품의 해외 수출이 어려워지고 있어 향후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지속적인 농업용 폐플라스틱 적정처리를 위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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