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 정책(국회·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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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회 동향

□ 국회 활동
■ 국회 본회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계획안」 및 법안 등 130건 처리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
- 정부 제출 추경안 대비 2조 6,000억원 증액 및 지출구조조정 내역 2,000억원 증액
▶ ‘배달 라이더 산재보험법’ 등 안건 110건 처리
- ‘배달 라이더’도 산재보험 적용 받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근거를 마련한 「행복도시법」 개정안
-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포함 법안 총 110건 처리

□ 지역구 의원 활동
■ 송재호 의원
▶ 추경
-‘22. 5. 23 SOC삭감, 여행·관광업 손실보상, 코로나 부작용 희생자 보상 종합질의
비료가격 안정지원 50% 정부분담, 제주관광진흥기금 200억 편성 서면질의
-‘22. 5. 31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질 비료 국고부담률 상향(10% →30%) 의결(최종)
▶ 행사
-‘22. 5. 29 영남도민회 사랑 나눔 효 행사 참석
-‘22. 5. 27 김만덕 기념관 7주년 사랑의 쌀 나눔 행사참석
▶ 지방/보궐선거 관련
-‘22. 5. 30 노형동 갑 양경호 후보 지원유세
-‘22. 5. 28 더불어민주당 제주 선대위 ’김포공항 이전 반대‘ 공동 기자회견
-‘22. 5. 27 (사)대한당뇨병연합 5대 정책제안서 전달 및 간담회 개최
-‘22. 5. 26 연동을 강철남 후보 지원유세
-‘22. 5. 25 오라동 이승아 후보 지원유세
■ 위성곤 의원
▶ 입법
-‘22. 5. 31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추경
-‘22. 5. 17 국회 농해수위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확대‘ 803억원 신규 증액 의결
-‘22. 5. 31 국회 본회의 239억 증액 반영(최종)
▶ 지방/보궐선거 관련
-‘22. 5. 30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도의원 후보 지원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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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사
■ 순환경제와 미래산업 : 한국과 네덜란드의 중장기 전환 시나리오 및 혁신전략
▶ 일시 : 2022년 06월 09일 15:00
▶ 장소 :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이학영 의원실, 박대출 의원실, 국회미래연구원
■ 국민을 위한 새 정부 치안정책 입법공청회
▶ 일시 : 2022년 05월 26일 14:00
▶ 장소 :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이명수 의원실

□ 입법 동향
- 국내외 젠더평등 현황 및 관련 정책 동향
※ 별첨 : 국회도서관, 『팩트북 통권 제95호 젠더평등』 참고
■ 젠더평등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이며, 지속가능한 인간 중심 개발을 위한 전제조
건으로 여겨지고 있음. 유엔은 유엔헌장, 여성차별철폐협약, 베이징 행동강령, 지속가능발전목표
등을 통해 전 세계가 젠더평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천명하고 있으며, 젠더평등을 창립가
치의

하나로

내세운

유럽연합도

젠더평등한

유럽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젠더평등전략

2020~2025’를 발표했음.
■ 우리나라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여성공천할당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여성폭력방지정책 기
본계획 등 다양한 젠더평등 정책을 통해 과거에 비해 젠더평등 수준이 많이 향상됐으나, 젠더평
등 지수나 통계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젠더불평등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음.
■ 세계 각국에서도 젠더평등 달성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다양한 할당제, 육아휴직
제도, 가정폭력 대응 정책, 성 중립적 징병제 등을 시행함으로써 젠더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노
력하고 있음. 이번 팩트북은 유엔, 유럽연합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젠더평등 추진 과정
을 비롯해 국내외 젠더평등 현황과 정책 동향, 관련 법령 및 국회 논의, 젠더 이슈에 대한 다양
한 전문가 견해 등을 정리해 소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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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당 동향

□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인 5대공약
번호

지역

당선인

1

서울

오세훈

2

부산

박형준

3

대구

홍준표

4

인천

유정복

5

광주

강기정

6

대전

이장우

7

울산

김두겸

8

세종

최민호

9

경기

김동연

10

강원

김진태

11

충북

김영환

5대 공약
△안심소득 지원,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서울런으로 교육사다리 실현,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서울 전역의 水세권화
△15분 생활권 도시, △글로벌 허브도시, △아시아창업도시,
△지산학 인재도시, △생활체육 천국 도시
△대구통합신공항 건설, △동대구로 벤처밸리 건설,
△금호강 수변개발, △미래형 광역도시건설, △문화인프라 확대
△인천내항 개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100조 경제도시,
△친환경 수변도시 조성, △생애주기별 복지 구축
△생애주기별 돌봄보장제 추진, △가사‧농민‧참여수당 도입,
△스포츠건강도시, △문화예술도시, △탄소중립도시
△산업용지 조성, △기업금융중심 지역은행 설립, △2호선 조기착공,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 건설, △호남고속도로 지선 지하화
△그린벨트 해제, △청년 일자리 창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관광도시, △교통망 확충
△부동산 안정화, △교통망 구축, △경제수도 건설,
△교육자유특구 시범지구, △한글문화 수도
△30분대 출퇴근 교통혁명, △부동산 제도 개선, △민생경제회복,
△맞춤형 복지, △권역별 지역균형 발전 실현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반도체 거점도시 육성, △국책금융기관 유치,
△강원도청 제2청사 신설, △오색케이블카 설치
△충북창업펀드 1천억, △오송글로벌 바이오메디컬타운,
△권역별 식품클러스터 육성, △청년예술인 창업복합문화센터,
△의료비 후불제 추진

12

충남

김태흠

13

전북

김관영

△천안‧아산 디지털 수도, △내포신도시 행정중심도시, △국방산업클러스터,
△서해안 산업지대탄소중립 시범도시, △계층별 맞춤형 지원
△대기업 계열사 유치, △그린수소도시, △농생명산업 육성,
△새만금‧전북 특별자치도 추진, △제3금융중심지 추진
△전남 의과대 설립, △농어업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14

전남

김영록

△첨단반도체 특화산단 유치, △해양관광벨트 구축,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SMR특화 국가산단 조성,

15

경북

이철우

△글로벌 백신산업 허브 조성, △경북형 완전돌봄체계 구축,
△메타버스 산업단지 조성

16

경남

박완수

17

제주

오영훈

△경남투자청 설립, △응급의료종합 컨트롤타워 운영, △광역교통망 구축,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 △생활복지 수준 향상
△상장기업 20개 유치,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15분 제주 조성,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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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부 동향

□ 위성정보 빅데이터 활용 지원체계 개발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업개요
ㅇ (배경) 국가 위성의 다중·군집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위성서비스 고도화 및
다양화, 기술혁신을 통한 위성정보 서비스 산업 촉진 필요

※ (근거)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제2차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등

ㅇ (목적) 국가위성의 다중·군집화에 따른 다양한 위성정보 빅데이터 기반의 사회
문제 해결, 의사결정 등이 가능토록 활용지원체계 개발
-

산·학·연·관 등 폭넓은 사용자 지원 기능을 제고하고, 인공지능 기술 등
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위성정보 빅데이터 활용지원체계 구축

ㅇ (예산/기간)

439.5

억원(국고)

/ ‘22. 5. ~ ’26.

12.

ㅇ (주관연구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주요내용
ㅇ 한국형 분석준비데이터(K-ARD)체계
개발 및 위성영상 품질관리 연구
-

-

한국형 분석준비데이터(K-ARD :
Analysis Ready Data) 생성기술
및 SW 개발
광역 중해상도 광학/레이더(S AR)
영상품질관리 기술 개발

ㅇ 위성정보의 다양화·부가가치화 연구
-

-

시계열

S AR

영상활용기술 개발

중적외선(MIR) 영상 전처리· 활용
기술 개발
해외지역 지형공간정보 생성기술
개발 및 부가영상 데이터베이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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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구성도>

ㅇ 인공지능 활용 등 스마트 활용기술 개발 및 서비스
-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공개(연간

30만건

이상)

-

인공지능 알고리즘(초고해상화, 객체탐지, 영상분할, 변화탐지 등) 개발·공개

-

인공지능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서비스체계 구축

ㅇ 위성정보 활용 산업화 지원
-

활용산업체 수요조사 및 유망 활용아이템 발굴 등 기획연구

-

산업체 비즈니스 모델 기반의 경쟁형 기술경진 추진

< 기술개발에 따른 변화분석 >
현재(AS-IS)
개선(TO-BE)

구분
K-ARD 체계개발
및 영상품질관리

§
§

§
§

위성정보
다양화·부가가치화

§
§

§

스마트 활용기술
개발 및 서비스
위성정보
산업화지원

§
§

§

ARD 기술 미확보
다목적위성 중심의 고해상도
위성영상 품질관리 기술만
확보
저조도영상 처리기술 미확보
학술연구 중심의 SAR 자료
처리기술 연구
고해상도 중적외선 활용기술
미확보
위성기반 정밀 지형공간정보
생성기술 미확보
제한적인 인공지능 학습자료
구축
학술연구 중심의 인공지능 알
고리즘 연구
위성정보 인공지능 서비스
체계 미확보
국내 산업체는 용역사업 중
심의 기술 개발만 수행

§
§

§
§
§
§
§

§

§
§

한국형 ARD 체계 구축
다중해상도(고해상도·중해상
도) 및 다중SAR(X/C밴드) 영
상 품질관리 기술 확보
저조도영상 처리·생성기술 확보
실용급 SAR 활용기술(수
cm/yr) 개발 및 보급
다목적위성에 최적화된 중적
외선 활용기술 확보·보급
국가개발 위성기반 해외지역
지형공간정보 생성·보급
매년 30만건 이상 인공지능
학습자료 구축, 공공·민간
등 공개
실용급 인공지능 알고리즘(초고
해상화 등) 개발, 공공·민간
등 공개
정부 협의체 인공지능 서비스,
민간지원
산업체 사업화 모델 기반의
기술·솔루션·제품 개발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ㅇ (기대효과) 위성정보 빅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사용자 활용니즈 충족 및
편의 증진, 지속가능한 위성정보 산업화 모델 개발
ㅇ (활용방안) 국토·환경변화 분석, 재난대응지원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
결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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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자체 동향 – 일회용품 사용 규제, 다회용품 사용 촉진

□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
▣ 일회용품 사용규제
▶ 일회용 컵 정부 정책
대상

2019
모든 식당, 카페

합성수지컵

2020

2021
테이크아웃컵

2022

무상제공 금지

테이크아웃 컵

모든 식당, 카페 사용금지

보증금제 도입

사용금지

종이컵

사용가능

자발적 감량

※자판기 제외

▶ 대상 품목 및 업종 확대 (2022.11.24. 시행)
- 품목
업종 및 제한사항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기존

변경

1회용 컵, 접시, 용기,
사용금지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추가

포크, 나이프, 비닐 식탁보

- 업종
품목 및 제한사항

기존

변경

사용금지

대규모점포(3,000㎡이상)와
슈퍼마켓(165㎡이상)

종합소매업(편의점, 중소형 마트 등)
및 제과점 추가

무상제공
금지

제과점

제과점 제외, 음식점·주점업 추가

우산비닐

사용금지

-

대규모점포 (3,000㎡ 이상)

체육시설
응원용품

사용금지

무상제공 금지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금지

비닐봉투

▣ 일회용컵 보증금제 (자원순환보증금제)
▶ 용기·일회용 컵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판매자가 정부가 정한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고 △소비자는 일회용
컵을 반환할 때 지불한 보증금을 전액 다시 돌려받게 되는 제도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명시
- 2020년 5월 20일 국회 통과, 6월 2일 국무회의 의결
-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음
- 환경부, 2022년 12월 1일로 시행을 6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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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해 4개 배달앱사(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및 언론사(매일경제)와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 추진배경
-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시범사업(‘21년 10월~’22년 1월)을 통해 소비자의
1회용 배달용기 감량에 대한 수요 확인
- 시범사업은 1개 배달앱사만 참여하여 가맹점 모집 한계 및 소비자 선택
부족 등의 문제로 개선이 필요하여 4개 배달앱사의 사업 참여 요구
▶ 추진방향
- 4개 배달앱사의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기능 도입으로 소비자 친환경
다회용 배달용기 이용 활성화 및 다회용기 사용 가맹점 확대
- 서울시와 배달앱사 간 소비자의 친환경 다회용 배달용기 이용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제로웨이스트 서울 달성 추진
- 1회용 포장용기에서 친환경 포장용기로의 전환을 위해 언론사 협력 등
홍보확대로 시민의 1회용 폐기물 저감을 위한 인식 제고에 기여
▶ 추진경과
- 서울시 강남구 일대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시범사업 추진(‘21년 10월~’22년 1월)
· 총 67,726건 이용, 단체도시락(39.207건), 공유주방(26,534건), 개인소비자(1,985건)
· 총 136개 업체 참여 기업(58개), 공유주방(8개), 식당(70개)

-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 시범사업 결과보고(‘22. 2월)
- 4개 배달앱사와 친환경 배달문화 조성을 위한 MOU 체결 협의 (‘22. 3월)
- 매일경제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 홍보지원 협력 협의 (‘22.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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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음식점 다회용기 사용 촉진 시범사업 추진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온통대전 배달앱과 연계한
‘배달음식점 다회용기’ 사용 촉진
▶ 추진배경
- (환경적) 음식물 등이 묻거나 다양한 재질로 재활용이 어려워, 적정 처리
되지 않아 폐기물 발생 증가 및 생태계 등 환경오염 원인
- (경제적) 1회용품 생산에 불필요한 자원 낭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 발생
※ 플라스틱 배달용기 등 1회용품 사용량 급증 (‘20년 음식배달 78%↑)
▶ 관련 동향
- (정부방향) ‘탈(脫)플라스틱’ 정책 마련 및 공공기관의 주도적 역할 강조
·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위해 ‘30년까지 플라스틱의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 목표 /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 발표(환경부, ‘20.12.24.)
· 포장·배달용기의 표준화·감량 등 1회용품의 사용규제 강화 검토
- (추진사례)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화성시에서 배달앱 활용 다회용 배달·
포장용기의 표준화 사용 시범사업 추진 / 환경부와 협업하여 추진
· ‘요기요’, ‘배달특급’ 배달앱에서 다회용 용기 선택 주문
↪ (음식점) 수거 · 세척 비용 지원 및 (소비자) 할인쿠폰 제공
▶ 추진현황
- (시범) 온통대전 배달앱을 통해 다회용 배달·포장용기 사용 이벤트 사업 추진
·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이벤트 + 개인용기 사용 이벤트 (‘22. 1월~)
· 추진체계(소상공인과)
이벤트
홍보*

⇨

이벤트 참여 음식점
모집·확정·소개

⇨

주문 시 요청사항에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입력(소비자)

⇨

쿠폰
지급

* 온통대전 팝업창 활용, 시 홈페이지 및 SNS 활용 등 이벤트 홍보
- (확대) 대전시 및 타 지자체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성과 등 분석, 사업 확대
여부 검토 (‘22.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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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배달특급 다회용기 사업 확대
▣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환경 보호를 위한 다회용기 사업 확대
- 배달특급의 다회용기 시범사업 : 다회용기 사용 가맹점에 접수된 주문 중
다회용기 사용을 선택한 고객에 한해 플라스틱 용기가 아닌 친환경 다회용기로
음식을 배달하는 사업
▶ 추진배경
- (환경적) 다회용기 사용을 통해 음식을 배달하고, 다시 수거 후 깨끗이
세척해 재사용함으로써 일회용품 줄이기에 참여
- (경제적) 1인당 연간 일회용품 소비량은 총 11.5kg, 코로나19로 비대면
배달 서비스가 성장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량 증가 추세로, 일회용품
생산 및 처리비용 발생
▶ 추진현황
- 배달앱 중 가장 먼저 다회용기 도입과 함께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 보호와 친환경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 창출
· 2021년 7월, 화성 동탄을 시작으로 시범 사업 추진
· 2022년 3월, 용인 수지구로 사업 대상지 확대
- 다회용기 서비스 ‘리턴잇’ 운영하는 ㈜잇그린과 함께 총 12종의 새로운
스테인리스 다회용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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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인천e음카페 운영
▣ 다회용 컵 생활화 위해 ‘인천형 다회용컵 순환시스템(2단계)’으로 확대 운영
▶ (1단계) 인천e음컵 공유 시범사업
- 시청 직원이 청사 주변 커피숍에서 음료를 포장주문할 때 보증금 없이
‘인천e음컵’을 무상 이용하고 사용한 컵은 시청 내 반납함에 반납하는
사업
- 시 공무원 대상 사업으로 5월 31일 자로 종료
- 약 4개월 동안 1회용 컵 16,062개(생활폐기물 237kg) 감량 효과
▶ (2단계) 인천형 다회용컵 순환시스템
- 시청 일대와 인천문화예술회관 주변 카폐 대상으로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의 다회용컵 무인회수기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10월 31일까지 확대
- 시범사업 참여 카페 : ‘인천e음카페’
· 1회용 컵이 없는 에코매장으로 음료를 구매하는 고객은 보증금 1,000
원을 내고 다회용 컵에 음료를 받아 매장 안팎에서 자유롭게 이용한 뒤,
무인 다회용 컵 반납기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받는 시스템
· 무인 회수기는 사업 참여 카페는 물론 시청 및 교육청 등에 설치되며,
투입된 컵은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뒤 보증금을 현금 또는 포인트로 환급
· 반납된 컵은 전문 세척업체를 통해 세척, 살균, 소독 등 철저한 위생
관리를 거쳐 카페에 재공급
· 시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무인회수기 및 세척비 중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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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인천e음가게’ 프로젝트 확대 운영
▣ 2021년 17개소 대상 시범사업, 2022년 2월부터 70개소로 대폭 확대 운영

구 분
거점수
자원관리사
무인수거기

계
70
111
22

(단위 : 개소/명/개)
계양구 서구
12 11
14 19
4
0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3 13 13 7
7
4
3 26 25 8
9
7
0 11 6
0
1
0

▶ 추진배경
-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라 ‘환경특별시 인천’구축을 위해 폐기물과
자원을 이어주는 자원순환 가게 도입
▶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 유가보상
- ‘비우고, 헹구고, 제대로 분리한’ 재활용품을 ‘인천e음가게’로 가져가면 배출
한 재활용품의 품목과 무게를 확인해 포인트로 입력하고 한 달 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되돌려주는 방식
- 수거된 재활용품은 100% 재활용
▶ 에코투게더(eco2gather) 애플리케이션
- 인천e음가게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설치 및 회원가입 필요
- 유가보상이 가능한 품목은 플라스틱, 종이, 병, 캔, 의류 등 가정에서 배출
되는 재활용품으로 유가보상품목은 지역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추진현황
- 2021년 가입 세대 1,244세대, 세대별 평균 50.42kg 재활용품 배출
- 6개월 동안 3개 구(동구·부평구·서구) 17개소를 통해 회수한 재활용품 18종
6만 2,724kg이며 유가보상액은 1,061만 2,000원
- ‘인천e음가게’ 품목별 유가보상 지급단가
품목별

보상액(원)

투명PET

10

라

유색PET·판PET

150

스

PE·PP·PS
other
일반비닐
pe비닐
종이팩
서적,,일반종이
의류
의류외

200
150
5
100
100
70
250
100

플

틱
류
종이류
섬유류

품목별
병
류

보상액(원)

투명병
갈색병
녹색병
소주병

100

맥주병

130

알루미늄

600

10

고

유가변동에 따라 보상액 조정
투명페트, 소주병, 맥주병 : 1개당 단가
 그외 품목 : kg당 단가
일반비닐 : 빵봉지, 과자봉지, 라면봉지 등
(비닐류에 other 표시)

캔
류

비

철

100

pe비닐 : 검정비닐봉투,
포장재 비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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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전국 최초 경남환경사랑상품권 발행
▣ 제로페이와 연계한 경남환경사랑상품권 발행
▶ 추진배경
-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대전환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
- 친환경 가치소비 자극해 ‘쓰레기 없애기’ 생활문화 확산 도모
▶ 경남환경사랑상품권
- 2022년 총 32억 5천만원 발행 (5월, 7억 5천만 원 우선 발행)
- 도가 지정한 초록매장에서 소비자가 1회용기 대신 텀블러 등의 다회용기를
가져와서 이용할 경우 사용 가능한 상품권
- 고객별 월 최대 10만 원까지 20% 선 할인된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 가능
▶ 경남형 초록매장
- 음식이나 음료 등을 ‘포장 주문’할 때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주고, 쓰레기를 줄이는 생활 문화 정착에 동참하는 가게
- 현재 471개소 등록
- 이디야커피점, 메가MGC커피점 업무협약 체결해 20% 선할인과 함께 각각
200원, 100원의 추가 할인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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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해외 동향

□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규제 강화 (인도 델리 NCT)
※ 참고 : 서울연구원, 22.03.28, 세계도시동향
■ 정책적 배경
▶ 플라스틱은 제작에서 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특히 폐기 단
계에서는 대기오염, 해양오염 등을 일으키며 지구생태계를 위협
▶ 인도 중앙환경방지위원회(The Central Pollution Control Board)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매일 2만
6천 톤 이상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의 폐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음
- 플라스틱 쓰레기는 델리 NCT, 뭄바이, 첸나이, 콜카타 등 주요 대도시 권역 중심에서 주로 발생
■ 주요 내용
▶ 델리 NCT 정부는 2021년 하반기에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발족시켜 2022년까지 수립된 단계적 계획안을 추진할 계획
▶ 2021년에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 관련 업체 현황을 조사하고,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규정을 고시
하면서 제조, 수입, 보관, 유통, 판매에 대한 제한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2022년 하반기부터 일회
용 플라스틱 용품 사용을 본격적으로 제한할 예정
- 컵, 수저, 용기 등 일회용품을 중심으로 단순 포장재, 이
어폰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일회용 플라스틱 물품의 제조･
유통을 제한
- 기존의 일회용품 대신에 재활용 가능 재질의 용품으로 대체
사용을 강제함으로써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 감소를 유도
- 플라스틱 재활용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재활용 업체 현황
조사 진행
▶ 중앙정부와 정책을 공유하고 지속해서 현황조사를 진행하
는 한편, 주민들의 인식 개선 캠페인과 함께 시민 의견도
수렴할 예정
- 2022년 3월에 구역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측정하고, 6
월까지 플라스틱 생산자 현황조사를 통해 관련 데이터를 구축
■ 정책 평가
▶ 이와 같은 정책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기후 친
화적인 행보로 평가받고 있음
-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재활 [그림]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위한 10단계 액션플랜
용 가능한 용품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플라스
틱 쓰레기의 매각, 소각 등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중장기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다회용품 시장이 확대될 전망
※ 델리 NCT(National Capital Territory of Delhi)는 올드델리(Old Delhi)와 뉴델리(New Delhi)를 합친 델리
수도 직할지역. 뉴델리市가 인도의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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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사회적 규제
지 역

현 황
▶2018년 10월 31일, ‘특정 플라스틱 제품의 환경 영향 감축에 관한 지침(안)’ 승인
▶10종의 플라스틱 제품에 관한 규제

유럽연합(EU)

(식품용기, 음료 컵, 면봉, 커틀러리, 풍선, 포장지, 음료 용기, 담배 필터, 위생용품, 비닐봉투)

▶식품용기의 경우 소비량 감축, 생산자 책임제 확대, 인식 제고 조치
→ 2025년까지 제품 소비량 최소 25% 감축

일회용 비닐봉투

일회용 빨대

사용금지
캘리포니아
오스틴
보스톤
케임브리지

미국 지방정부

시카고
시애틀
하와이주
뉴저지*
*

일회용 스티로폼 제품

사용금지

사용금지

캘리포니아

워싱턴DC

시애틀(워싱턴)

몽고메리 카운티

에드먼즈(워싱턴)

프린스조지스 카운티

만모스 비치(뉴저지)

타코마 파크, 시애틀

마이애미 비치(플로리다)

포틀랜드, 프리포트

포트마이어스(플로리다)

마이애미 비치

할렌데일 비치(프롤리다)

로스앤젤레스, 팔로알토

뉴욕시(뉴욕)
하와이

*

샌프란시스코

*

뉴욕시

규제안 발표 지역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법’ 시행
프랑스

▶2017년 1월부터 비분해성, 퇴비화가 불가능한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금지
▶2020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제 식탁용품 판매 금지 (접시, 컵, 포크, 칼, 수저)
▶2025년까지 제품 내 성분에서 바이오 재료 최소 60% 이상 포함 필수
▶2018년 5월, ‘플라스틱 봉지 소비 억제에 대한 시행령’ 발표

스페인

▶2018년 7월 시행 : 플라스틱 봉지 유료 판매 의무화
▶2020년 1월 시행 : 생산 시 재활용플라스틱 사용 의무화
▶2021년 1월 시행 : 바이오플라스틱 사용 의무화
▶2018년 2월 13일, ‘해양폐기물 처리를 위한 실행계획’ 발표
▶2019년 시행 : 편의점 등 대형식료품 판매점에서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대만

▶2020년 시행 : 편의점 등 대형식료품점 및 판매점 내부용 플라스틱 빨대 및 비닐봉투
사용 금지
▶2025년 시행 : 모든 상점에서 비닐봉투, 일회용 식품용기 무료 제공 금지 및 유료 판매
▶2030년 시행 : 비닐봉투, 일회용 식품용기 전면 사용 금지
※ 출처 :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분석보고서 337-18-048, 한국무역협회 ‘주요국의 플라스틱 규제 동향과 혁신 비즈니스 모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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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품 문제 해결을 위한 다회용기 비즈니스 모델 발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글로벌 이슈로 대두되면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일회용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발굴되고 있음.
일회용품 문제 해결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음. 기존 일회용품을 친환경 소재 제품으로
생산하는 방안, 기존 플라스틱 제품을 재활용하는 방안, 플라스틱 제품을 재사용하거나 다회
용기로 교체하는 방안.
그 중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재사용하거나 다회용기로 교체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소개하고자 함. 최근 국내에서 이슈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등 또한 이 사례에 해당됨.
1. 한국 사례
[트래쉬 버스터즈]
▶ 일회용품 사용과 쓰레기 발생이 많은 축제 혹은 행사장에서 일회용품을 대체하는 다회용
식기를 대여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관리하는 서비스 운영
▶ 대여한 다회용 식기는 회수 후 세척·재사용
(6단계 살균 세척 시스템 : ①불림 - ②초음파세척 - ③고온,고압 세척 - ④고온건조, 소독
- ⑤uv살균 - ⑥정밀검수 - 진공씰링포장)
▶ 2019년 ’서울인기‘ 페스티벌 행사
- 전년도(2018년) 대비 관객 500명 이상 증가했음에도 일회용 쓰레기 98% 감축 효과
▶ 영화관/야구장/축구장/축제/행사/도시락/배달/사내카페/대학교 등 다회용기 대여
-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폐기/소각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 저감 및 사회적 비용 저감
2. 해외 사례
지 역

내 용
[재사용 식기 네트워크]
▶다회용기 보급을 중심으로 3R*을 실천하는 전국의 단체를 연결한 네트워크
*

3R : Reduce, Reuse, Recycle

▶설립경위
- 2002년 일본에 재사용 컵 도입을 제안, 우수 제안으로 선정
일본

- 2003년 축구장에서 사용 시작
- 개별 업체 단독 활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 2005년에 네트워크 결성
▶축제, 콘서트, 학교행사 등 야외 행사와 축구장, 야구장 등 스포츠 경기장에서 사용 중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부과하여 제공하고 반납 시 보증금 환불
▶세척 공장에서 세척 운영
▶재사용 식기 네트워크 홈페이지에서 각 지역에 위치한 업체의 보유 식기 현황, 제공 가능
서비스, 지원 가능 규모 등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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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클럽]
▶2015년 설립한 벤처기업
영국

▶플라스틱 컵에 커피 제공, 빈 컵을 회수 및 세척하여 재사용하는 시스템 운영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 (일부 기업, 캠퍼스 내 위치)
▶고객 부담금은 없으며, 커피 매장이 컵클럽에 일정 회비를 지급
[리컵]

독일

▶RECUP 앱 다운로드 및 실행, 보증금 지불 후 이용
▶리컵 도입한 어느 매장에나 반납 시 보증금 환불
▶200ml, 300ml, 400ml 3개 용량으로 제공
[리써클]
▶2016년 설립된 사회적 기업

스위스

▶다회용기를 음식점에 제공, 포장 주문 시 사용하도록 함
▶포장 주문 시 보증금 지불, 리써클 용기를 도입한 어느 음식점에나 반납 시 보증금 환불
▶400개 이상의 음식점에서 7만 개 이상의 용기 사용 중
[베셀웍스]
▶2018년부터 계약을 맺은 매장에 텀블러 제공, 회수 및 세척하여 재사용하는 시스템 운영

미국

▶매장에 텀블러 제공, 1회 이용시 매장은 베셀웍스에 10센트 지불
(일회용 컵 구매 비용과 큰 차이 없음)
▶매장 고객은 텀블러에 새겨진 QR코드 인식 후 테이크 아웃,
5일 내 매장이나 정해진 키오스크에 반납 (5일 내 미반납 시 15달러 자동 결제됨)

3. 빈용기보증금제도 해외입법 사례
1) 독일
▶ 『순환관리 및 폐기물법』에 근거한 포장지의 억제와 재활용에 관한 시행령
- 생산자가 포장용기의 회수와 재활용을 책임짐
-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빈용기 반환제도 판트(Pfand)가 2003년부터 시행됨
- 전문관리기관 DPG(생산자와 유통업체가 절반씩 지분) 설립해 보증금 관리
로고

1회 재활용 용기

다회 재활용 용기

법적규정

회수방식

포장쓰레기의 방지 및

모든 소매상 또는

활용에 관한 시행 규정

일반 무인회수기

별도 법적 근거 없음.

해당 음료수 판매점,

자발적으로 정착

특수 무인회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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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and 제도 : 재활용 가능 횟수에 따라 1회만 재활용되는 용기와 그 이상 재활용되는
용기로 구별되어 운영
- 빈용기 반환보증금 부과대상 : 두 가지 용기 모두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Pfand가
부과되고 있으나, 점점 1회 재활용 용기 사용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
(2004년 다회용기 71%, 1회용기 29% → 2012년 다회용기 47%, 1회용기 53%)
- 다회용기 반환보증금 운영체계 : 회수를 규정하는 별도 법적 규정은 없으며, 경제적
이유로 보증금 반환시스템이 자발적으로 정착됨. 1회 재활용 용기 시스템과 유사

▶ 1회용기 보증금 운영체계
- 도입배경 : 유리병에서 PET로 바뀌면서 점유율 감소를 위해 도입됨
- 법적근거 : 포장쓰레기의 방지 및 활용에 관한 시행규정 6조, 9조, 11조
법적 근거

내용

· 최종소비자에게 음료수를 판매하는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는
포장 용기를 무료 수거하고 1회용 재활용 용기 반환보증금 시스템
6조, 업체의무

DPG에 가입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
· 재질별로 최소 재활용률로 규정
(유리 75%, 알루미늄 60%, 종이 70% 등)
· 0.1 ~ 0.3리터 1회용 재활용 용기 판매 업자는 병당 최소 0.25

9조, 반환보증금

유로(매출세 포함)의 반환보증금을 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
· 제조 및 판매 업체는 회수 의무를 제3자에 대한 위탁으로 이행

11조, 수거방법

할 수 있지만 용기의 회수 및 반환보증금의 환급은 무인회수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규정

▶ 반환보증금 관리
: 2006.5.1.부터 1회 재활용 용기 반환 시스템인 DPG에 따라 반환보증금이 관리
- DPG 로고가 찍힌 공병의 경우 2016년 기준 공병 회수율 98.5%
- 모든 소매점에서 무인회수기 설치가 의무는 아니며 소규모 소매상의 경우 사람이
직접 반납받아 처리
- 반환보증금은 DPG시스템 내에서 제조업체와 판매업자 어느 누구도 손해보는 일이
없이 전체 시스템 내에서 분배되도록 운용 중
- 단, 공병이 반환되지 않는 미 반환보증금의 경우 제조업체에 단독으로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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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표기

- 보통 페트병 하나에 0.25유로의 예치금을 반환함.
- 제품의 가격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별도로 부과하는 제도
- 페트병에 반환금액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만 기기가 인식해서 반환이 가능함.
2) 덴마크
▶ ’음료포장규칙‘에 의거하여 다회용 포장재만 유통됨
- PET의 경우 예치금을 낸 후 돌려받는 시스템
- 회수와 리사이클링에 관한 엄격한 부대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에만 유사제품
수입이 허용될 수 있음
- Pantsatset, Pant 라는 마크가 달린 병이나 캔류는 반납하면 되돌려주는 시스템
▶ Pantsatset (Pant)
- 유리병에는 Pant A 와 Pant B 가 적용됨
- 1회용 포장재에 대해서는 1L 이하 플라스틱 병은 Pant B로 1.5kr (약 600원 수준),
1L 이상 플라스틱 병은 Pant C로 3kr를 반환
(이와 더불어 반환시 특수버튼을 누르면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있음)
▶ 재활용 마크 : Deposit Mark
· 분리수거 시 마크가 있는 페트병과
없는 페트병으로 분리
· 재활용 마크가 있다면 병이든, 캔이든
반납 시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음
· 마크는 병이나 캔이 만들어진 소재,
용량 그리고 재활용 및 재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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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에 따라 다른 점
마크가 있는 경우

마크가 없는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한 포장재로 되어 있어서 녹이는 등의
가공 방식을 통해 새 병이나 캔으로

병을 세척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
(기준에 따라 보증금 가격 측정)

‘재활용’을 해야 하는 경우
Pant A = DKK 1.00
(1L가 넘지 않는 유리병과 알류미늄 캔)

0.5L 이하의 유리병 = DKK 1.00

Pant B = DKK 1.50

0.5L가 넘는 경우 = DKK 3.00

(1L가 넘지 않는 플라스틱 병)

1L가 넘지 않는 플라스틱 병 = DKK 1.50

Pant C = DKK 3.00

1L가 넘는 경우 = DKK 3.00

(1~20L의 모든 병과 캔)

▶ Deposit System
- 병 반환 기계 덴마크 전역 3,000여

Pant는 Deposit

개의 매장에 위치
- 캔을 팔 수 있는 곳이라면 무조건
캔을 회수하도록 규정
- 플라스틱 병이나 유리병 제품을
팔아도 마찬가지 규율 적용
- 반환기계를 통해 모인 병과 캔들은
Dansk

Retursystem이

수거하여

재활용됨

▶ Pantstation (보증금 회수 은행)
- 일부 13개 지역에 위치
- 지정된 가방 (약 1,000원 별도 구매 필요)
에 최대 90개의 병과 캔을 한 번에 반환
가능
- 자판기에 일일이 하나씩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 편리

▶ 제도의 성공을 위한 노력
- 오랜기간 동안 끊임없이 단일화하고 사용하기 쉽게 수거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됨
- 여러 경로의 회수시스템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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