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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 | 프랑스
순환경제를 위한 플라스틱 사용 및 재활용 관련 규제
I 프랑스 통신원 이승호(파리-사클레대학교 거시경제 박사과정)

배경

유럽연합 28개 회원국의 플라스틱 수요는 5천 2백만 톤에 달하고, 매년 2천 5백만 톤의
일회용품 쓰레기가 발생하는 등 플라스틱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폐기물 재활용은 상
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이었다. 프랑스는 매년 1천 4백억 개의 플라스틱 가정용품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6년 플라스틱 봉투가 상점에서 사용 금지되기 이전까지 매년 50억
개의 플라스틱 봉투가 배포되었다. 낚시 관련 물품을 포함한 상위 10개 일회용 플라스틱
물품이 전 세계 해양 쓰레기의 70%를 차지한다.
프랑스에서 2015년 8월 17일 가결된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법(La loi relative à la
transition énergétique pour la croissance verte, LTECV, 2015)」은 플라스틱 봉투, 포
장지 사용 등에 제동을 걸었다. 이 법은 2018년 10월 발효된 일명 「식품법(La loi Egalim)」
에 의해 수정되었다. 해당 법에 따라 2016년부터 플라스틱 봉투가 사용금지 되었다. 금지
되기 전 프랑스에서 매년 50억 개의 플라스틱 봉투가 사용되었다. 2016년 금지 이후 비닐
봉지 사용 등 법을 어길 경우, 위반한 업체에 최대 2년의 징역과 10만 유로(한화 약 1억 3천
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30)

30) https://www.economie.gouv.fr/entreprises/interdiction-plastique-je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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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법에 따라 2020년부터 플라스틱 사용규제는 일회용품에까지 확대되었다. 일회용
물컵, 그릇, 학교 내 식당에서 플라스틱 생수통과 레스토랑, 바, 식당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31) 또한 ‘자연분해’ 라벨이 포장용품으로부터 사라진다. ‘자연분해’
라는 용어는 과학적 뒷받침이 부족하고 오히려 소비자가 쓰레기 처리에 해이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패스트푸드 음식점은 매년 18만 톤의 일회용품을 발생시킨다. 2023년 1월부터
패스트푸드점 또한 재활용이 가능한 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적용

EU는 2018년 1월 ‘순환경제를 위한 유럽의 플라스틱 배출 전략’을 발표했는데, 2030년까
지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프랑
스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프랑
스 순환경제 로드맵(France Circular Economy Roadmap, 이하 로드맵)’ 개발을 시작하
여 2018년 4월 발표하였으며, 이는 2025년까지 매립하는 폐기물을 50% 절감하고 플라스
틱 재활용 100% 달성을 목표로 한다.
2020년 1월 30일 프랑스 상원에서 통과된 총 130개 항목으로 구성된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방지법(La loi anti-gaspillage pour une économie circulaire)」은 이와 같이 프
랑스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친환경적 정책의 일환으로, 쓰레기 최소화, 재사용, 재활용
이 그 중심이다. 따라서 과포장과 같은 불필요한 쓰레기의 증가를 막으려 한다. 이는 생산
업체, 유통업체, 일반 요식업계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에게 포괄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장
난감, 기저귀 및 물티슈, 담배, 스포츠, DIY, 정원용품 생산업체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제조사가 사용 후 폐기 관리 비용까지 부담)
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러한 일회용품 사용금지와 더불어 소비자들이 물건을 담아갈 봉투를 가져오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보너스-마이너스 제도(Bonus-malus system)를 통해 플라스틱 사용
이 많은 기업에게 부과금을 징수하고 적은 기업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동 법은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천연소재로 된 용품 사용을 증진시키려 한다. 다시 말
해서 대나무·옥수수 섬유 등과 같은 바이오 재료를 포함시켜 대체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까지는 이러한 제품 내 성분에서 바이오 재료가 최
소 50% 이상32)을, 2025년에는 최소 60% 이상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퇴비
화가 가능한 식기도구(컵, 그릇 등)로 만들어져야 한다.

31) https://www.lexpress.fr/actualite/societe/environnement/2020-l-interdiction-de-produits-plastiques-a-usageunique-se-precise_2112789.html
32) 천연소재 제품은 동식물(바이오매스)로부터 추출되어 만들어진 소재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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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플라스틱 사용규제와 함께 소비자들이 보다 정확하게 분리수거 및 재활용할
수 있도록 로고 등을 전면 재검토한다. 예를 들어, 제품 구매시 포장지 위에는 제품의 재활
용 여부 및 재활용 물질 함유량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프랑스의 플라스틱 규제정책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시행될 예정이다.33)
●

2040년까지 “플라스틱 제로” : 2040년까지 점차적으로 플라스틱 용품 사용을 감소시


킬 예정이다.
●

2022년부터 기업과 공공장소에서 무료 플라스틱 물병 배포를 금지한다. 공공건물에


정수기 설치를 의무화 하여 플라스틱 생수병 사용을 감소시킬 예정이다. 각종 행사 주
최 측에서도 회사 홍보용 플라스틱 물병사용을 금지한다.
●

프랑스에서 매년 18만 톤의 포장 쓰레기가 요식업계에서 발생한다. 이를 줄이기 위해

●

2023년부터 패스트푸드점 내 일회용품을 재활용품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

점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2021년 기포질의 폴리스티렌, 행사용



요식업계는 재활용 가능 용기로 음식을 포장해야 한다.




색종이 조각, 2022년 티백 포장, 플라스틱 소재 장난감, 과일 및 야채 플라스틱 포장,
2023년 광고지 포장, 2025년부터 신문과 잡지 포장이 금지될 예정이다.
●

개별 포장보다 소비자들이 통을 가져와 직접 가져가는 판매 방식을 각 대형매점부터


시작하여 소형매점으로 늘릴 예정이다.
●

2025년부터 새로 출시되는 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 필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세탁


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해양오염을 막을 예정이다.

기대효과

34)

2018년 4월 발표된 프랑스 순환경제 로드맵의 주요 목표는 아래 표와 같다.35)
●

프랑스 소비와 관련된 천연자원 사용 감소 : 2010년 대비 2030년 GDP 자원 소비


30% 감소
2010년 대비 2025년의 매립된 비유해 폐기물의 양 50% 감소

●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 플라스틱 재활용으로 매년 8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

2025년까지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의 비율은 100%로 목표

●

새로운 작업을 포함하여 최대 500,000개의 추가 직업 생성





33) https://www.gouvernement.fr/fin-des-plastiques-jetables-ou-en-sommes-nous
34) 폐기물방지법에

대한 정보제공(프랑스 생태학적 전환부, Ministè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https://www.ecologique-solidaire.gouv.fr/sites/default/files/DP%20Loi%20anti-gaspillage.pdf
35) 순환경제란?((프랑스

생태학적 전환부, Ministè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https://www.ecologique-solidaire.gouv.fr/leconomie-circul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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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줄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
PET병을 재활용하여 생산하는 것은 새 PET병을 만드는 것보다 온실가스를 70% 이상 적
게 배출한다. 알루미늄의 경우 93%, 섬유의 경우 98%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
다. 또한 철, 알루미늄, 종이, 유리, 플라스틱 등의 재할용을 통해 생산성을 30% 올릴 경우
프랑스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스트레티지(France Stratégie, 총리실 산하 정책연구기관)가 발표한 2016년 분석
결과 순환경제와 관련하여 2014년 기준 약 800,000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23만개 일자리는 중고제품 수리 관련 업종이라고 밝혔다.
상기 순환경제 로드맵의 목표에서 볼 수 있듯이 프랑스 정부는 총 30만 개의 추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삼고 지역사회 및 다양한 직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특히
순환경제에 있어 중고제품의 수리 활동 개발, 폐기물 재사용 또는 재활용은 폐기물을 단순
매립하는 것보다 약 25배 더 많은 일자리를 생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방지법」은 각종 쓰레기 처리 비용 및 도심 환경미화에 들어
가는 비용을 절감시킴에 따라 지방자치 재정을 매년 5억만 유로(한화 약 7천억 원)를 절약
가능하게 할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순환경제 정책을 통해 해외 자원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플라스
틱 등에 사용되는 원료(석유)부터 중간재까지 많은 부분이 수입되고 있는데, 재활용은 곧
추가 원자재 수입을 줄이고 에너지 독립성을 기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향후 전망

프랑스는 EU 회원국 중에서도 순환경제에 대한 노력을 선도하며 2040년부터 플라스틱
사용의 전면금지를 목적으로 향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며 이를 지금 시행되고 있
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이 실생활에 널리 보급되어 있기에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사용량 감소는 어려울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플라스틱 사용의 폐해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그 사용을 감소하는 습관이 형성되어
야 한다. 이러한 규제가 프랑스 한 국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유럽연합 내에서 이루어
져 보다 많은 나라들이 플라스틱 사용 감소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는 추세가 이어질 경우 해당 제품의 수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한국 기업은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친환경 제품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
이 필요할 것이며 규제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과감한 시도들이 요구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