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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 | 일본
코로나19로 인한 폐기물 처리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대응책
I 일본 통신원 전영빈(NHK 국제방송국 코리언서비스 아나운서)

규제 배경

일본 환경성은 4월 23일, 코로나19 대책의 하나로 가정, 의료기관, 기타 사업소 등이 폐기
물을 처리하는 데 주의할 점 등을 정리한 Q&A15)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는 지난 3월 4
일에 공표한 ‘폐기물 처리에서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에 관한 Q&A’를 갱신
한 것으로, 환경성은 폐기물 처리 체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후생노동성의 정보와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환경성은 폐기물 처리가 사회를 지탱하는 데
필요불가결하다고 규정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2009년 3월에 발표된 ‘폐기물 처리에 관
한 신형 인플루엔자 대책 가이드라인16)’에 따라 처리할 것을 권고하는 등 비상시국에 효과
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물론 정부가 4월 7일에 긴급 사태를 선언한 뒤 5월 25일
에 전면 해제할 때까지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관해 특례를 마련하
는 등 나름의 대응은 펼쳐 왔지만17),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 실정이다. 왜냐
하면 사회적으로 정착된 수칙이 대부분인 데다 지자체의 역량이 코로나19 경제 대책에 집
중적으로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15) 일 환경성, 「廃棄物処理における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に関するＱ＆A」
(http://www.env.go.jp/recycle/waste/sp_contr/infection/coronaqa/index.html)
16) 일 환경성 대신 관방 폐기물 리사이클 대책부, 「廃棄物処理における新型インフルエンザ対策ガイドライン」
(http://www.env.go.jp/recycle/misc/new-flu/guideline.pdf)
17) 일 환경성,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係る廃棄物の処理及び感染拡大への対応に関する通知等」
(http://www.env.go.jp/recycle/waste/sp_contr/infection/coronatsuch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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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환경성이 최신 정보와 감염 동향 등을 수집하면서 수시로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하겠
다고 밝힌 만큼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아래에서는 코
로나19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한 주체별 폐기물 처리 수칙과 규제 동향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처리 주체별 규제
내용

환경성에 따르면 ‘신형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일종으로,
일반 감기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와 2012년 이후 발
생하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바이러스가 코로나바이러스에 포함된다. 특히
RNA 바이러스의 일종인 코로나바이러스는 자가 증식이 불가능하지만, 점막 등의 세포에
부착된 채 전파, 증식할 수 있으며, 보통 비말 또는 접촉 형태로 감염된다. 정부와 지자체
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례의 공통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른바 ‘3밀(① 밀폐 공간, ②
밀집 장소, ③ 밀접)18)’을 피하는 동시에 손 씻기와 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의 기본 수칙을
강조해 왔으며, 그에 따른 폐기물 배출 주체를 5개(가정, 의료기관 등, 의료기관 등을 제외
한 배출 사업자, 지방 공공단체, 폐기물 처리 관계자)로 나누어 처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
다. 여기서는 처리 주체를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2009년에 발표된 ‘폐기물 처리에 관한 신
형 인플루엔자 대책 가이드라인’에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일반 가정이나 사업소

일반 가정이나 사업소에서는 코로나19 감염자의 호흡기계 분비물(콧물, 가래 등)이 묻은
티슈, 사용이 끝난 마스크 등이 일반폐기물 또는 산업 폐기물로 배출된다. 일반 가정이나
사업소의 세부 수칙은 다음과 같다.
가정 쓰레기 폐기 수칙 119)
●

쓰레기를 직접 만지지 말 것.

●

쓰레기봉투를 가득 채우기 전에 단단히 묶어서 배출할 것.

●

배출 후 비누 등을 사용해 손을 씻을 것.

●

필요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이중으로 사용할 것.









18) 일 수상관저, 「３つの「密」を避けるための手引き（首相官邸）」
(https://www.kantei.go.jp/jp/content/000062771.pdf)
19) 일 환경성,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などの感染症対策としてのご家庭でのマスク等の捨て方」
(http://www.env.go.jp/recycle/waste/sp_contr/infection/leaflet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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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쓰레기 폐기 수칙 220)
환경성은 외출 자제로 인해 가정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고 자가 요양이 증가해 폐기물 처
리업 종사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다음 5가지 사항에도 유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

쓰레기봉투를 단단히 묶을 것(수거 편의).

●

쓰레기봉투의 공기를 미리 뺄 것(수거 편의 및 파손 방지).

●

음식물 쓰레기의 물기를 제거할 것(가정 쓰레기 증가량 대응).

●

평소 쓰레기양을 줄일 것(가정 쓰레기 증가량 대응).

●

지자체별 분리수거 규칙을 확인할 것(분류 작업 최소화로 작업원의 감염 우려 억제).











재활용·재이용 자원
●

장갑이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반 세제 등으로 세탁한 뒤 완전히 건조하는 등 재이용


가능 자원은 함부로 버리지 말 것.
●

소독 후 재이용할 수 있는 물품(리넨류 등)은 다른 감염증과 동일하게 취급해도 무방


하기 때문에 기존 대책에 준해 처리할 것.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가정에서 주의할 점∼8가지 포인트∼21)’, ‘신형 코로나바이러


스 감염증 경증자 등의 숙박 요양 매뉴얼22)’ 참조).

의료관계기관 등

환경성은 폐기물처리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병원, 진료소(보건소, 혈액센터 등), 위생검사
소, 개호 노인 보건시설, 조산소, 동물 진료 시설 및 시험 연구기관(의학, 치학, 약학, 수의
학 관련)을 ‘의료관계기관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의료관계기관이나 검사기관에서는 코
로나19 감염증의 진단, 치료, 검사 등에 사용된 의료기재가 감염성 폐기물로 배출된다. 숙
박 요양 시설 등의 폐기물은 의사의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곳이 아닌 만큼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염성 폐기물 배출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감염성 폐기물로 처리
할 의무는 없지만, 폐기물 처리에 관여하는 관계자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20) 일 환경성,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などの感染症対策のためのご家庭でのごみの捨て方～家庭ごみを出すときに心
がける５つのこと～」 (http://www.env.go.jp/recycle/waste/sp_contr/infection/leaflet6.pdf)
21) 일 후생노동성, 「ご家族に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が疑われる場合家庭内でご注意いただきたいこと～８つのポ
イント～」 (https://www.mhlw.go.jp/content/10900000/000601721.pdf)
22) 일 후생노동성,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軽症者等の宿泊療養マニュアル」
(https://www.mhlw.go.jp/content/0006185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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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거, 운반, 폐기물 선별, 개방된 운전석에서의 중장비 운전 등 폐기물에 접촉하는 작


업 시 장갑, 마스크, 기타 개인 방호구를 사용하고 피부 노출도가 낮은 작업복(긴 소매
등)을 착용할 것.
작업 종료 후 손을 씻고 손가락을 소독할 것.

●



●



운반 차량 또는 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0.05% 차아염소산나트륨 또는 70%
농도의 알코올로 소독할 것23).

의료관계기관 등이 배출하는 코로나19 감염증에 관한 감염성 폐기물은 ‘폐기물처리법에
근거한 감염성 폐기물 처리 매뉴얼24)’에 따라 처리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배출 사업자는 시설 내 보관 시 칸막이 등을 설치해 감염성 폐기물과 기타 폐기물의


혼입 우려를 제거할 것.
부패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냉장고 등을 사용해 부패하지 않도록 할 것.

●



●



●



배출 시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 및 상태에 적합한 용기를 선택할 것25).
용기에 넣어 밀폐한 뒤 감염성 폐기물인 사실 등을 표시할 것.

의료관계기관 등을 제외한 배출 사업자

의료관계기관 등을 제외한 일반사업소에서의 쓰레기 배출 수칙은 재활용 자원에 관한 수
칙, 숙박 요양 시설 등의 폐기물 처리 수칙과 동일하다. 한편 환경성이 참고자료로 제시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경증자 등의 숙박 요양 매뉴얼’(후생노동성 발표)에서는 쓰
레기 처리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도시락 쓰레기나 비의료 종사자가 사용한 장갑 등은 감염성 폐기물로 폐기할 것.

●



●

수거 담당 직원은 장갑, 수술용 마스크, 소매가 긴 가운을 사용할 것.

●

직원의 개인 보호장비는 의료폐기물로 취급할 것.



객실 쓰레기는 미리 배포한 대형 비닐봉지에 넣은 뒤 객실 밖에 내놓는 형태로 수거할 것.




23) ①~③은 전게, 「廃棄物処理における新型インフルエンザ対策ガイドライン」(2000) 참조.
24) 일 환경성 환경 재생 자원 순환국, 「廃棄物処理法に基づく感染性廃棄物処理マニュアル」
(https://www.env.go.jp/recycle/kansen-manual1.pdf), 2018년 3월.
25) 일 환경성,「医療関係機関や、その廃棄物を取り扱うみなさまへ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廃棄物について」
(http://www.env.go.jp/recycle/waste/sp_contr/infection/lealeet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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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공단체

지방 공공단체의 경우 일반적인 사항은 앞서 살펴본 것들이 포함되며, 다음의 내용이 추가
로 고려된다. 재활용 및 재이용과 관련하여 코로나 19 감염자나 감염 의심자가 사용한 것
으로 평상시에는 자원화되는 폐기물 가운데 ① 페트병, 종이용기 포장, 플라스틱 용기 포
장은 가연성 쓰레기로 구분해 배출하고, ② 캔이나 병 등 불연성 쓰레기는 3일이 지나면
전파력이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진 점과 수거 빈도를 고려해 1주일 정도 기다린 뒤 배출하
거나 그것이 곤란할 때는 ‘가연성 쓰레기로 배출한 뒤 선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경증자 등의 자가요양에 따라 일반 가정 등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에 코로나19 감염자
나 감염 의심자가 사용한 티슈나 마스크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작업 환경이나 감염
방지책이 미비할 때는 쓰레기질 조성 분석 조사26)를 연기할 수 있다. 조사 시에는 의료관계기
관 등의 지침에 더하여 다음에 제시하는 개인 방호구 사용 시 주의점을 참고해야 한다.
●

얼굴 점막을 보호하고 손을 청결히 하기 위해 개인 방호구 사용할 것(‘기타 개인 방호


구’로 고글, 페이스실드, 보호 안경 등이 효과적)
●

맨손 외면 접촉을 삼가고 얼굴 점막을 만지지 않는 한편 개인 방호구 탈착 시 손 씻기


와 소독을 하는 등 포괄적인 바이러스 대책을 시행할 것

코로나 19 경증 환자 등이 숙박 요양 중인 시설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배출 사업자는 기본
적으로 사업 운영 주체인 지방 공공단체이다. 물론 해당 숙박시설이 사업 운영의 일부를
담당하는 배출 사업자인 경우에도 지방 공공단체는 코로나 19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
는 동시에 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처리
비용의 부담, 폐기물관리법의 검토 및 관리 체제 정비, 처리 위탁처 확보 등에 관여할 필요
가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19 감염증 대책본부가 결정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의 기
본적 대처 방침’에서 쓰레기 처리 관련 사업을 긴급 사태 선언 시에도 지속되어야 하는 사
업으로 규정한 만큼 일반폐기물 처리 사업은 국민 생활 및 경제의 안정을 확보하는 데 불
가결하다. 따라서 참여 주체는 일반폐기물 처리에 관여하는 위탁업자, 허가업자, 청소사
무소에서 확진자가 나와 사업자나 사무소 단위로 활동할 수 없게 될 경우의 대응책, 그리
고 인원 및 물자 부족 시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적 업무축소 계획을 담은 ‘일반폐기물 처리
사업 계속 계획’을 검토해 놓아야 한다. 아울러 긴급 사태 선언 시에서는 출근 인력을 70%
수준으로 삭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6) 일 환경성, 「一般廃棄物処理事業に対する指導に伴う留意事項について」
(https://www.env.go.jp/hourei/11/0000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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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관계자

폐기물 처리 관계자의 경우 앞서 언급한 부분들에 더불어 다음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조례, 휴식, 탈의, 근거리 대화, 차량 이동 등 감염 위험이 높다고 알려진 행위를 피해


‘3밀’ 발생을 억제하는 한편 소독 후 접촉 등에 유념할 것
가급적 재택근무와 시차출근, 자전거 출퇴근 등을 실시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할 것

●



●

폐기물 처리 현장에서 2교대제를 시행하는 등 직원의 동시 감염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

●

클러스터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 중 확진자가 발생한 밀접 접촉자 등에게 자가 대





기를 요청할 것
●

2020년 4월부터 실내금연이 원칙상 금지되어 야외 흡연소나 실내 흡연 전용실에서


근거리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대화나 통화는 삼갈 것

이 밖에도 폐기물 처리 관련 사업들에 대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을 지원하는 조치로서 세이프티넷 보증 4호가 발동되었다. 아울러 시뇨 수집운반업, 시뇨
처분업, 정화조 청소업, 정화조 보수점검업, 쓰레기 수집운반업, 쓰레기 처분업, 산업폐기
물 수집운반업, 산업폐기물 처분업, 특별관리 산업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특별관리 산업폐
기물 처분업은 세이프티넷 5호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편, 업무효율화 툴을 도입해 재
택근무 제도를 시행하려는 중소기업 등은 일반사단법인 서비스디자인 추진협의회와의 상
담을 통해 IT 도입 보조금27)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대응책 및 전망

환경성은 5월 1일, 코로나19의 감염이 확산하는 가운데 확진자 발생 등에 따라 폐기물 처
리업자가 정상 가동하지 못할 경우 등에 대비해 제도상의 조치를 강구한다며 ‘폐기물 처
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28)’을 공포, 시행했다. 구체적으
로는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긴급히 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때 환경상이나 기초자치단
체장(일반폐기물),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산업 폐기물) 등이 처리할 수 있다고 지정한 자는
허가 없이 지정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배출 사업자 및 광역자치단체장이
인정한 폐기물 처분업자가 신형 인플루엔자 등(코로나19 포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보
관하는 잔해류 등에 대해 보관 용량의 상한이 21일분 추가되었다.

27) 일 경제산업성,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 経済産業省の支援策」
(https://www.meti.go.jp/covid-19/index.html)
28) 일 환경성,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http://www.env.go.jp/recycle/kaiseijobu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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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5월 15일에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처하기 위한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의 특례를 정하는 성령29)’을 시행하고, 연차보고 등의 기한
을 6월 말에서 10월 말로 연장하는 한편, 폐기물 처리업에 관한 허가 변경 신고, 폐기물 처
리 시설의 정기 검사 기간 등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 조치를 잇달아 시행했다. 그간 일본 정
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미숙한 초동 대처와 늑장 대책으로 인해 엄중한 비판에 직면했던
만큼 환경성의 최근 행보는 분명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후속 조치는 폐기물 처리에 관한
본질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수정하기보다는 현행 제도를 보강하는 데 그치고 있는 모양새
이다. 게다가 정부의 휴업 요청에 따라 장기간 영업을 자숙하는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대된
여파로 폐기물 처리 사업자의 수입이 급감하는 등 여러 방면의 적잖은 업체가 경영난을 호
소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허술한 제도 설계와 엄격한 기준 때문에 ‘지속화 급부금’이나 ‘임
대료 지원 급부금’ 등의 실효성을 의문시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폐기물 처리 사업
자 등을 국민 생활에 불가결한 존재로 규정했다면, 그에 걸맞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여기에 적자를 감수하며 업무를 강행하는 가운데 뚜렷한 대책 없이 5월 31일까지 연장됐
던 긴급 사태가 기한 전에 갑자기 해제되는 바람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
다. 다만 10조 엔 규모의 예비비를 포함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 예산(2차)이 6월 12일에
국회를 통과한 만큼 그간의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2, 3차 유행에 대비하면서 점진적인 정
상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9) 일 환경성,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対処するための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の特例
を定める省令」 (http://www.env.go.jp/recycle/gaiyou.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