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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플라스틱은 우수한 가공성, 물성 우수, 낮은 비중, 저렴한 가격 등으로 풍요로운
일상생활에 큰 공헌을 해온 반면 대량의 폐비닐, 스티로폼, 플라스틱 용기 등의
사용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소각이나 매립에 따른 환경부하, 다이옥신 등 환경호르
몬, 폐기물의 불완전 연소에 의한 대기오염 발생 등과 같은 심각한 환경오염의 원
인으로 연일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소각 및 폐기가 어려운 고분자
폐기물은 2016년에는 전체 쓰레기의 13%를 상회했으며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
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해양에 있는 플라스틱 양이 점점 증가되어 매년 800만톤
이상이 해상에 흘러 들어가고 있어 2050년까지 해양에 서식하는 물고기보다 플
라스틱이 더 많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해양수산
개발원, 2018)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감량, 재활용, 매립, 소각, 생분해성 소재 사용 등 고분자
폐기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가 정부, 산업계 및 학계에서 부단히 연구 중에
있고, 지속 가능한 순환형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이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고분자 폐기물 수입국인 중국이 2017년 7월 돌
연 폐비닐 등 일부 재활용 고체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기로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를 비롯한 미국‧영국‧독일 등 중국으로 재활용 고체 쓰레기를 수출하던 세계 여러
국가들은 비상 상황을 마주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2016년 730만
톤, 금액으로는 37억 달러에 달하는 폐플라스틱‧비닐을 수입하였으며, 이는 세계
플라스틱‧비닐 수입량의 56%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중국의 수입 금지 조치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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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 거부 사태가 일어났으며, 중국
정부가 2018년 말부터는 폐 PET(페트병)‧전자제품 등의 수입도 금지한다고 발
표함으로써 대안을 마련해야하는 상황이다.
또한 2018년 중국은 생활쓰레기에 이어 산업폐기물까지 수입 금지 대상을 확
대키로 하면서 국내 폐기물 관련 문제가 확대되는 실정이다. 2018년 4월 환경부
에 따르면 지난해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 수입량은 239만1,067t으로 전년 233만
5,488t보다 5만5,579t 증가했다. 전체 폐기물의 80.4%인 15만7,776t이 폐플라
스틱과 폐비닐 등 폐합성 고분자화합물이다. 이어 폐촉매가 1만3,126t, 폐유리는
7,659t이 각각 수입됐다.
반대로 수출량은 2016년 27만6,616t에서 8만337t이나 급감한 19만6,279t으
로 71%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내 폐기물 수입량이 수출량보다 12배 이상 많아진
것이다. 문제는 중국의 잇단 금수조치로 갈 곳을 잃은 선진국들의 재활용 쓰레기
가 한국으로 향하고 있어, 폐기물 수입·수출간 격차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
란 점이다.
전 세계 각국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플라스틱과 비슷한 물
성과 가격경쟁력을 갖고, 인체에 무해하면서도 재활용이 용이한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이산화탄소 저감, 자연계에서 분해되어 환
경부하가 적게 되는 대체품 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연
구 결과로 상당수의 생분해 플라스틱(Biodegradable plastics), 산화생분해 플라
스틱(Oxo-biodegradable plastics), 탄소저감형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Bio
based plastics) 등의 친환경 고분자 물질이 출시되었고, 현재 식품 포장재, 산업
용품, 농업용품, 생활용품, 자동차, 산업용품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바이오 플
라스틱 제품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친환경 제품의 확대보급과 소비자들이 쉽게 기존 석유유래 난분
해 플라스틱 제품과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세계 각국에서는
여러 가지 표준안과 로고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인증라벨은 소비자들이 기존 제
품과 구별하기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국가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규격기준 및 식별표시제도의

05

국가 간 교차인증을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인체 무해성, 재활용성, 생분해,
탄소저감, 에너지 저감형, 환경경영인증, 친환경 농산물, 친환경 건축물 인증 등으
로 다양한 규격기준 및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국내외 바이오 플라스틱 종류
바이오 플라스틱이란 식물체 바이오매스(Biomass)와 같은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제조된 바이오 기반 고분자를 말하는데 친환경 플라스틱, 그린 플라스틱, 환경 배
려 플라스틱 등으로 불리고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바이오매스 기반의 고분자 플라스틱 전체를 의미하므로 여
기에는 생분해성이 아닌 고분자들까지 포함되어 있고, 탄소중립형 식물체 바이오
매스를 적용한 바이오베이스 플라스틱은 지구 온난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구
온난화의 주요인이 이산화탄소로 인식되면서 석유기반 고분자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친환경 소재가 필요하게 되었고, 탄소 중립(Carbon neutral)이라
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바이오매스 기반 고분자가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이란 이
름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또한, 바이오 플라스틱은 원료, 분해 메커니즘, 생산방법에 따라 생분해 플라스
틱, 산화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규격 기
준에 따라 분류를 한다면 생분해 플라스틱은 표준물질인 셀룰로오스 대비 6개월
에 90%이상, 산화생분해 플라스틱은 셀룰로오스 대비 36개월에 60%이상 분해
되어야 하며,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은 분해기간과는 상관없이 유기탄소로 환산
된 바이오매스 함량을 측정하여 분류한다.

1) 생분해 플라스틱
생분해 플라스틱은 크게 2종류로 나뉘게 되는데, 한가지는 바이오매스로부터 전
처리, 당화과정을 거쳐 당을 제조하고, 이를 발효과정을 통해 산업상 사용이 용이
한 고분자 단량체(Monomer)를 생산한 다음 이 단량체를 중합하는 방법, 또 하
나는 석유화학 유래물질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두 종류가 있다. 현재 대표적인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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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물 유래 생분해 플라스틱인 PLA는 전분을 발효시켜 젖산(Lactic acid)을 만들
고, 그 젖산을 중합하여 제조하고 있다. 바이오매스 유래 단량체 중합형 플라스틱
은 석유계 플라스틱과 생산 공정이 유사하여 기존 플라스틱 생산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많은 석유화학기업 및 바이오 관련 기업에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그러나 생분해 플라스틱은 물성 개량, 생산성 개선, 가격 경쟁력 확
보 등 넘어야 할 과제가 많은 현실로 최근에는 물성이 우수한 석유화학 유래의
생분해 플라스틱이 많이 보급되고 있다.

2) 산화생분해 플라스틱
산화생분해 플라스틱은 기존 범용 플라스틱에 바이오매스, 산화생분해제, 상용
화제, 생분해 촉진제, 자동산화제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다. 분해는 열, 광, 미생물,
효소, 화학 반응 등의 복합적 작용으로 인해 화학 분해가 촉진되어 분자량이 감소
하고, 이어서 생분해가 진행되며, 고가인 기존 생분해 제품의 응용성 및 생산성
저하 문제, 광분해 제품의 최종 생분해가 어려운 점 등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기존의 양산설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설비 부담이 적은 장점 등의
이유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술 개발 및 산업화 추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산화생분해 플라스틱은 기존 생붕괴성, 생광분해, 화학분해, 생분해 등을 포함하
는 개념으로 기존 생붕괴성, 생광분해의 단점으로 지적된 완전분해까지 최종 생분
해기간을 1~5년으로 연장시킬 수 있다. 이는 생분해 촉매제, 이중결합의 지방산,
산화분해제, 항산화제 등을 사용하여 최종 생분해 기간 제어가 가능한 신개념 분
해성 플라스틱이다. 현재 그 물성, 원가, 분해 기간 조절 등의 장점이 부각되어
연구 개발 및 제품화가 활발한 실정이다. 특히 수분이 부족하여 미생물 분해가 어
려운 사막기후인 중동, 생분해가 너무 빨라 유통중 조기 생분해가 우려되는 아열
대 지역인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화가 많이 되고, 유럽, 미국 등으로 산업
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3)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
최근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은 사탕수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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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식물체인 바이오매스에서 당화과정을 거쳐 단량체를 생산하고 이 단량체를 중
합하는 방식의 중합형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과 생분해 플라스틱 또는 식물체
바이오매스를 기존 난분해성 플라스틱을 그라프트결합, 가교결합 시키는 결합형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이 있다.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은 분해성에 초점을 두지
않고 탄소 중립(Carbon neutral)형 바이오매스를 적용하여 이산화탄소 저감을
통한 지구온난화 방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분해 플라스틱, 산화생분해 플
라스틱과는 차이점을 보인다.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은 페트병에서 자동차 분야까지 그 적용 범위가 확장되
고 있고, 식량자원의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셀룰로오스, 볏짚, 왕
겨, 옥수수대, 대두박, 옥수수 껍질, 대나무 등 풍부한 비 식용계 부산물 자원을
바이오 플라스틱 원료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

<표 1. 바이오 플라스틱 종류 및 특징>
바이오 플라스틱
생분해 플라스틱

구분

바이오매스
함량

천연물계

석유계

-

50~70% 이상

-

-

PLA, TPS,
종류

PHA, AP, CA
등

규격기준

산화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
결합형

중합형

20~25% 이상

PBS, PES,

Oxo bio-PP,

Bio-PE, Bio-PP,

PBAT, PCL 등

Oxo bio-PE 등

Bio-PET, Bio PA 등

ISO 14855, EN 13432,
ASTM D 6400 등

분해기작

미생물 분해

생분해기간

6개월 90% 이상

ASTM D 6954,
UAE S 5009,
KBMP-001 등
산화 분해 후 미생물
분해

ASTM D 6866,
CEN/TR 15932 등

6개월 60% 이상

-

국내외 바이오 플라스틱 식별표시 및 인증라벨
환경 친화 제품의 확대 보급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쉽게 기존 석유유래 난분해
플라스틱 제품과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을 구별할 수 있도록 세계 각국에서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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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가지 표준안과 로고를 사용하고 있다. 생분해 플라스틱의 경우 이러한 식별표
시 제도를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하여 가장 오래되었고, 그 이후에 많은 국
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과 산화생분해 플라스틱은 그 역사
가 짧아서,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생분해 플라스틱 인증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바이오 플라스틱은 국제간 유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급을 촉
진하기 위하여 각국의 식별표시 제도를 국제적으로 표준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생분해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2000년 11월에 미국과 독일, 2001년 3월에 일본과
독일 그리고 2001년 4월에 일본과 미국의 2개국 간 각서를 체결하였다. 국가 간
상호 교차 인증을 위하여 2001년 12월 미국, 독일 및 일본 3개국 간에 각국의
식별표시 제도에 통합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협정에 조인하였으나, 현재
활성화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다.

1) 국내외 생분해 플라스틱의 식별표시 제도 및 인증라벨

생분해 플라스틱의 경우, 식별표시 제도로 에코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소
비자가 환경 부하가 적은 친환경 플라스틱과 일반 플라스틱을 식별할 수 있게 하
는 제도이다. 환경마크 제도는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되어 현재 일본, 캐나
다, 유럽연합(EU), 싱가폴, 인도 등 30여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각국의 생분해 플라스틱 인증 제도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일본과 한국의 규
격 기준에서는 ‘생분해’에 머무르는 반면, 미국 및 독일에서는 ‘퇴비성
(Compostability)’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일본 생분해 플라스틱 연구회(BPS)는 그린 프라(グリンプラ) 식별표시 제도의
국제 통합성을 중요한 과제로 책정하고, 합의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다. BPS는 그
린 프라 식별표시 제도 ISO에서 국제 표준화되고, 일본 내에서도 JIS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주요국가의 생분해 플라스틱 인증마크를
아래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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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독일

미국

벨기에

일본

스페인

태국

홍콩

<그림 1. 국내외 생분해 플라스틱 인증마크>
2) 국내외 산화생분해 플라스틱의 식별표시 제도 및 인증라벨

산화생분해 플라스틱은 산화분해되어 저분자화 된 다음 이어서 생분해가 이루
어지는 것으로 수십 년 전부터 다양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져, 생분해 플라스틱의
단점으로 지적된 빠른 생분해 문제점, 약한 물성, 내열성 및 내한성과 가격경쟁
력 부족 등을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개발 및 산업화가 매우 활발하다. 산화생분해
관련한 규격기준인 ASTM D 6954:2004에서 산화생분해의 정의 및 시험방법
등이 규정되었으나, 최종 생분해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후 각국의 규격기
준은 36개월 이내에 셀룰로오스 대비 60% 이상 생분해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United Arab Emirates(UAE)에서 산화생분해 관련 규격기준인
UAE

Standard

5009:2009

(Standard

&

Specification

for

Oxo-Biodegradation of Plastic bags and other disposable plastic objets)를
제정하였고,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여 산화생분해 포장재 및 제품만
UAE 역내 수입 및 유통을 허용하고 비분해 포장재 사용을 금지하면서 다시금 산
화생분해 플라스틱이 재조명받고 있다.
UAE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영국, 스웨덴, 싱가폴, 한국 등은 산화생분해
규격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프랑스, 이탈리아, 파키스탄, 인도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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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준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산화생분해 플라스틱 인증 라벨
을 아래 그림 2에 나타내었다.

아랍에미리트

스웨덴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영국

한국

<그림 2. 국내외 산화생분해 플라스틱 인증마크>

3) 국내외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의 식별표시 제도 및 인증라벨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생분해 플라스틱보다는 이산화탄소 저감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으로 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바이오매스 함량 시험방법인 ASTM D 6866을
제정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2002년부터 미국 농무성(USDA)에서 바이오 베
이스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인증 라벨을 운영하고 있다. 이어서 미국의 ASTM D
6866 방법의 기준으로 2006년 일본, 2009년 벨기에, 2010년 독일, 2011년 한
국에서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에 대한 인증 라벨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매우 빠르게 각 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주요 국가들의 바이오 베이
스 플라스틱 인증 라벨은 아래의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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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그림 3. 국내외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 인증마크>

국내외 바이오 플라스틱 규제 및 시장동향
중국이 재활용 고체 쓰레기 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세계 각 국에서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 5월 정부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
책”을 통해 제조 생산, 유통 소비, 분리 배출, 수거 선별, 재활용, 홍보 교육 등
단계별 대책 및 폐기물 발생량 감축 및 재활용 측면 방안 마련한다고 발표 하였
다. 2020년까지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는 등 재활용
이 어려운 제품은 생산 단계부터 단계적으로 퇴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 이다. 또한, 재활용 의무가 없던 비닐‧플라스틱 제품 등을 의무 대상으로 단계
적으로 편입하여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을 현재 43종에서 2022년까지 63종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특히, 재활용 수익성이 낮은 비닐류는 우선 재활용 의무율을
현행 66.6%에서 2022년까지 90%로 상향 조정하고, 출고량 전체에 대해 재활용
비용을 부과하여 재활용 업계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2018년 7월 환경부에서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전반
적인 정책방향, 종합 대책 등을 추진한다고 하였다.
미국 시애틀의 경우 2018년 7월 미국 도시 최초로 빨대를 포함한 일회용 플라
스틱 유텐실(Utensil : 숟가락, 포크, 칼 등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구), 칵테일 피
크(Cocktail Pick) 사용 금지 조례(Code Section 21.36.086)를 시행하였다. 시
애틀 내에 있는 일반 레스토랑, 바, 푸드 트럭, 델리, 커피숍 등 요식업계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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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하던 플라스틱 빨대 대신 자연 분해되는 종이나 환경 친화적 플라스틱 빨
대를 사용해야 한다. 만약 일반 기존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다가 적발
될 경우,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뉴욕,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등 대도시
와 주정부도 이와 관련 된 규제를 추진 중에 있다.
유럽의 각 나라들도 여러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먼저 이탈리아의 경우 쇼핑
백과 플라스틱 병에 분해성 플라스틱 사용을 1999년부터 의무화하였고, 2011년
부터 일반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다.
벨기에, 덴마크, 스위스, 오스트리아는 합성수지‧종이 쇼핑백, 일회용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2006년부터 환경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플라스틱
봉투의 재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2019년부터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
는 등 2042년까지 불필요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제로화를 추진 중에 있다.
프랑스는 2016년부터 비닐봉투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여, 생분해 플
라스틱 봉투와 종이봉투만 사용을 허가할 예정이다. 또한, 2020년부터는 플라스
틱 컵과 접시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며 일회용 식기류를 만들 때 재료의 50%는
집에서 퇴비로 쓸 수 있는 생물학적 원료로 만들어야 한다. 2025년부터 이 비율
은 60%로 늘어날 예정이다. 한편, EU는 2020년부터 플라스틱 폐기물의 매립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며, 203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의 50% 이상을 재활용하도
록 추진한다.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 저감 정책 제안을 통해 플라스틱 면봉, 빨대,
접시 등 시장 출시 금지 등을 제안했으며, 2021년까지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전
면 중단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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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국내외 각 국의 난분해성 플라스틱 규제 현황>

세계 각 국의 대안과는 별개로 세계 여러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을 줄이거나 중단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커피전문점인 스타벅스는 2020년까지 전 세계 2만 8,000여개 매장에서 빨대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대신 폴리프로필렌으로 자체 제작
한 냉 음료용 컵 뚜껑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맥도날드는 플라스틱 빨대
퇴출을 목표로 영국에서 종이 빨대를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플라스틱
병 약 1,200억 개를 사용하고 있는 코카콜라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캔과 플라
스틱 병을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 할 예정이고, 용기를 만들 때 재활용 물질을
평균 50%이상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스웨덴의 가구 업체인 이케아는 2020년
까지 전 세계 모든 매장과 레스토랑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전면 중단
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2018년 7월 일회용품 자발적 협약 대상 21개 업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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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환경부가 진행한 간담회에서 엔제리너스, 스타벅스, 던킨도너츠 등 주요
일회용품 사용 업체들이 플라스틱 빨대 사용 감축 계획을 발표했으며, 그 중 엔제
리너스는 빨대가 필요 없는 컵 뚜껑을 출시키로 했다. 빨대가 필요 없는 컵 뚜껑
이 출시되면 연간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량의 50%, 약 3,400만 개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유명 편의점 3사의 경우, GS25는 업계 최초로 종이 쇼핑백을
도입한데 이어 PB 제조업체와 손잡고 재활용이 쉽도록 에코 절취선을 적용한 용
기와 친환경 종이캔(카토캔)을 사용한 음료를 출시한 바 있다. 또한 도시락 용기
의 플라스틱 40%를 탈크로 대체한 도시락 제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CU는 도시
락 용기의 플라스틱 10%를 코코넛으로, 30%를 탈크로 대체한 도시락 제품을 제
주도에 출시하였고, 2018년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도시락
용기를 친환경 용기로 전면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현재 중단된 상황이
다. 세븐일레븐은 일회용 얼음컵을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기존 얼음컵 표면에 표시
했던 브랜드로고, 바코드 등을 과감히 없애 완전 투명한 무지 형태로 바꾼다. PB
생수 ‘옹달샘물’뚜껑을 기존 녹색에서 무색으로 변경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친환경 소재 일회용 비닐봉투 도입, 휴대용 장바구니 도입, 녹색인
증 마크를 적용한 도시락 용기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파리바게뜨는 올해 말까지 90% 이상, 뚜레쥬르는 내년 1월까지 80%이
상 비닐 쇼핑백 사용량을 감축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장에서 완전히 퇴출할 계획
이다. 파리바게뜨는 매년 26톤씩 쓰던 플라스틱도 무게 기준으로 30% 줄이기로
했으며, 뚜레쥬르는 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일회용 컵 디자인을 올해 하반기부터
변경하기로 하였다.

향후 전망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전 세계적으로 기존 난분해 플라
스틱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저감, 생분해 등을 중
심으로 한 바이오 플라스틱의 산업화 적용이 매우 활발한 추세이다. 또한 과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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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용품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었으나,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을 중심으로 한
기술이 발전되면서 시장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또한 그 적용분야가 식품 포장
재, 농업 및 원예용품 분야, 건축 토목 분야, 조경분야, 산업용 포장재, 문구 파일
분야, 산업용품, 소가전 등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국내외 바이오 플라스틱 종류, 식별표시, 인증, 규제, 시장동향을
중심으로 작성을 해 보았다.
향후 바이오 플라스틱에 발전 전망, 산업화 추진 전망은 경제적인 성공과 환경
보호 및 사회의 후생적인 면을 모두 반영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려한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 연구 및 산업화가 점차 주목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감량,
재활용 측면이 강조된 바이오 플라스틱 위주로 발전해 나갈 적으로 예상된다.
기존 생분해 플라스틱은 기존 플라스틱보다 낮은 물성, 낮은 생산성, 재활용의
어려움, 가격 경쟁력 등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여 시장 점유율이 증가할 수 없었
다. 이런 단점을 극복한 산화생분해 플라스틱 및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은 친환
경 플라스틱의 시장에 활로를 개척하였고, 세계 각국에서 이러한 플라스틱의 무분
별한 사용에 대한 대안으로 바이오 플라스틱을 고려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까지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며, 체계적인 교육을 받
을 수 있는 기관도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하나의 예로 최근 어느 프랜차이
즈에서 플라스틱의 40%를 광물질로 대체한 환경친화적 도시락 용기의 경우, 바
이오 PP를 사용하였다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바이오란 생명체라는 의미로 생명
활동의 산물인 동식물체를 적용하거나, 생분해가 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
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환경 친화형 제품과 유사제품(그린워싱)을 구별하는 것이 매우 어
렵고, 새로운 규격 기준을 새로 제정한다는 것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측면
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대안으로 이미 국내 및 해외에 관련 규격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또한 그 기준
에 맞추어 인증, 시험성적서 등으로 심사, 검증한 제품인 인증 제품을 먼저 사용
권고를 하는 방안을 제안해 보고 싶다.
특히, 재활용, 생분해 측면에서는 더더욱 인증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가 필요
하다. 예를 들면, 기존 PE 코팅되어 재활용이 어려운 코팅지의 경우, 환경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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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을 받은 물에 해리되어 재활용성이 우수한 수용성 코팅 제품, 생분해 수
지로 코팅이 된 제품 사용을 권고하는 방안도 훌륭한 차선책이 될 것으로 생각된
다.
끝으로 지면 관계상 소개를 하지 못하였지만, 향후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내 및
해외에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산업화가 되어 있는 다양한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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