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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소비‧생산과 순환경제 구축 정책 분석
환경전략컨설팅(주)
이 충 기

개 요
18~19세기 산업혁명 이후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를 기반으로 구축
된 현대사회는 한동안 풍요로운 삶을 제공해왔으나 자원·에너지 고갈, 오염물질
배출, 폐기물 발생 증가 등에 따른 환경오염이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환경문제가 인체 건강은 물론 생태계 건전성, 사회자산, 농·림·
수산업 등의 일차산업에 피해를 일으킴으로써 미래세대는 물론 현 세대에서마저
도 지속가능한 발전조차 담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친환경 소비·생산(SCP: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이나 순환경
제(CE:Circular Economy)는 원료 취득→제조→유통→소비→폐기의 전과정(Life
Cycle)에서 자원과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배출된 폐제품 등을 경제활동의 순환계
로 되돌림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다. 친환경 소비·생산(SCP) 및 순
환경제(CE) 구축 정책은 덜쓰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폐기물을 덜 배출하도록 하
는 정책이므로, 현대사회의 특징인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로부터 벗어
나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유용한 자원순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주요 이슈
1. 친환경·소비 생산
친환경 소비·생산(SCP)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9가지로 설명가능하다. ①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Sustainable resource management), ②지속가능성을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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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Design for sustainability), ③청정 생산 및 자원 효율성(Cleaner production
and resource dfficiency), ④지속가능한 수송(Sustainable transport), ⑤환경
라벨링과 인증(Eco-labeling and certification), ⑥지속가능한 조달(Sustainable
procurement), ⑦지속가능한 마케팅(Sustainable marketing), ⑧지속가능한 생활
양식(Sustainable lifestyles), ⑨폐기물 관리(Waste management)로 이루어지
고 있다. 이 9단계는 SCP 이행이 용이하도록 원료 취득→제조→유통→소비→폐
기와 같은 제품 시스템 전과정의 각 단계별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림 1> 친 환 경 소 비 ·생 산 (SCP) 단 계 1)

1) 유엔환경계획(UNEP 2010) 친환경 소비·생산(SCP) 단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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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2015년 결의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 중 12번째 목표(책임감 있
는 소비와 생산)도 소비와 생산 전과정(Life Cycle)에서 `자원 소비`, `자원 고
갈`, `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경제 행위를 함으로써 순복지를 증대하고 인류
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같이 SCP는 제품 시스템의
`전과정 각 단계`에서 지속가능한/친환경성을 추구하는 패러다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림 2> 전 과 정 단 계 별 ‘SCP 단 계 ’ 2)

2. 순환경제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는 선형경제(Linear economy)에 대비되는 개념이
다. 선형경제는 원료 취득(take)→제조(make)→사용(use)→폐기(dispose)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경제 모델이다. 선형경제하에서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에 따른 자원 고갈과 함께 폐기물 발생 등의 환경문제가 필연적으로
유발된다. 이에 반해 순환경제(CE)는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제품의 생산
2) UN 지속가능발전, “Responsible consumption&production-Ensur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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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부터 폐기물, 폐수 등을 줄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폐기
물 등은 최대한 재활용해 생산 과정에 재투입하는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
는 경제 모델이다.
친환경 소비·생산(SCP)이나 순환경제는 둘 다 `전과정 각 단계(Life Cycle
Stages)`에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 다만 SCP가 전
과정 각 단계에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해 개념적인 사항을 다루는 패러다임
에 중점을 둔다면, 순환경제는 전과정 각 단계에서 다양한 경제 주체가 지속가능
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실행할 사항을 다루는 다양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다.

<그 림 3> 순 환 경 제 하 에 서 의 전 과 정 단 계 별 경 제 주 체 의 역 할 3)

국내외 관련 정책 동향 분석
1. EU
EU의 순환경제 정책은 2015년 12월 유럽위원회(EC)가 발표한 `CE 패키지
(Circular Economy Package)`로 대표할 수 있다. 이 CE 패키지는 폐기물 관련
3) ellen macarthur foundation(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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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류의 규정 개정안과 순환경제 구현을 위한 실행계획(action plan)으로 구성되
어 있다. 실행계획을 전과정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E 패키지에서는
순환경제 맥락에서 직면한 특정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
다. 목표를 설정하고 해결해야 할 특정 문제로는 플라스틱 문제, 식품의 가치사슬
문제, 경제적·공급 측면에서 중요한 희귀원소 등의 특정 원료(CRMs) 문제, 건
축 및 해체 문제, 바이오매스/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문제, 유기성 폐기물/부산물
재활용 비료의 입번 검토 문제의 6가지 문제를 들고 있다.
EU는 EU 역내에서 이들 CE 패키지 관련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기업에서 6천
억 유로를 절감하고 58만 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등 경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또한 EU 각국은 CE 패키지와 연계된 자국의 순환경제 전략을 별도
로 수립하고 있다.4)
<표 1> EU 각 국 이 발 표 한 순 환 경 제 전 략
국가(도시)
슬로베니아
프랑스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영국(런던)
벨기에(브뤼셀)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순환경제 전략명
Strategy for the Transition to Circular Economy in the
Municipality of Maribor
Circular Economy roadmap of France: 50 measures for a
100% circular economy
National Action Plan on Circular Economy
Leading the transition: A circular economy action plan for
Portugal
Towards a Model of Circular Economy for Italy-Overview and
Strategic Framework

발표 연도
2018.10
2018.4
2018.2
2017.12
2017.11

London`s Circular Economy Route Map

2017.6

Brussels Regional Programme for Circular Economy

2017.1

Leading the cycle-Finnish road map to a circular economy
2016-2025
German Resource Efficiency Programme Ⅱ:Programme for
the sustaninable use and conservation of natural resources
A Circular Economy in the Netherlands by 2050

4) European Union, EU 순환경제 전략(2019)

2016.11
2016.11
2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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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중국의 순환경제 정책은 2009년 1월부터 시행된 『순환경제촉진법((中華人民共
和國循環經濟促進法)』제정으로 시작되었다. 이 법은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
략상 전통적인 `고소비, 고배출, 저효율`의 성장 방식을 친환경적이고 자원 절약
적인 `생산-소비-재순환`의 성장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기본 관리 제도로는 ①순환경제발전계획 편성, ②총량통제제도 시행, ③순환경제
평가지표체계 구축, ④생산자 책임제도 확립, ⑤대량 에너지/수자원 소비 기업(중
점기업)감독 관리, ⑥건전한 에너지 통계 제도와 경제 표준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감량화 수단`으로는 ①선별 제거 대상의 생산·수입·판매·사용 금지, ②포장
설계 감량화, ③공업 기업의 석유 사용 감량화, ④광산 자원 감량화, ⑤건축설
계·건설·시공 감량화이며, `재이용`과 `자원화` 수단으로는 ①각종 산업단지의
재이용과 자원화, ②기업의 여열·여압의 종합적 이용, ③폐기물의 회수와 이용,
④제품의 재이용·재제조와 수리 등을 활용하고 있다.
3. 일본
일본의 순환경제 정책은 『순환형 사회 형성 추진 기본법』과 관련된 9개 개별
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자원 취득·제조 단계에서는 『자원 유효이용 촉진법』
을 통해 3R(Reduce, Reuse, Recycle)을 고려한 설계·제조, 분리 회수를 위한
표시, 부산물 등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하는 정책을, 유통 및 사용·소비단계
에서는 『그린구입법』을 통해 친환경 제품의 구매 및 조달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회수 재활용 단계에서는 『용기포장 리사이클법』,『가전 리사이클법』,『소형가
전 리사이클법』,『식품 리사이클법』,『자동차 리사이클법』,『건설 리사이클
법』을 통해 해당 (폐)제품 재료를 회수·재활용하고 재상품화하는 정책을 수행
하고 있다. 폐기 단계에서는 『폐기물처리법』을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허
가,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허가, 폐기물 처리 기준 설정 등과 관련된 정책을 수
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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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연구 과제 현황 분석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수행한 SCP·순환경제 일반 분야 연구 과제 현황은 환경
교육 관련 연구 6건, 거버넌스 관련 연구 3건, 환경 통계 관련 연구와 지속가능
관련 정책 연구가 각각 2건이다.
<표 2> SCP와 순 환 경 제 일 반 분 야 연 구 실 적 (2015~2019)
분야
통계

과제명

연도

발주처

OECD 환경 통계 관련 표준 지침 및 공개 콘텐츠 개발

2017

환경부

EU·국내 폐기물 분류 체계 분석 및 연계 방안 연구

2017

통계청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연구

2019

환경부

2019

환경부

2019년 차기 국가 교육 과정의 환경교육 강화 전략 연구

2019

환경부

2018년 대한민국 환경교육 현황 조사 연구

2018

환경부

부산 환경교육 현황 조사 연구 보고서
한중일 환경교육 협력사업 운영 및 생물 문화 다양성의

2018

부산광역시

2017

환경부

2019

환경부

2018

경기연구원

환경 분야 국민 참여 예산 제도 추진 방안 마련

2018

환경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환경정책 발전 연구

2017

환경부

글로벌 지속가능 소비 생산 협력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201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교육시설에 대한 현황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 및 활
용 방안 연구
교육

환경교육 적용 방안 탐색 연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주민 지원 현황 분석을 통한
거버넌스

지속가능
정책

제도 개선방안 연구
자원순환 거버넌스 구축 방안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수행한 제조 단계에서의 SCP와 순환경제 분야 연구 과제
현황은 총 4건 중 3건이 친환경 제품 관련 연구였으며, 중소 중견기업 기술 지원
사업 연구가 1건이었다.
<표 3> 제 조 단 계 에 서 의 SCP와 순 환 경 제 분 야 연 구 실 적 (2015~2019)
분야
친환경
제품
기타

과제명

연도

발주처

친환경 제품 및 친환경 경제사회 관련 법체계 조성 연구

201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7년 친환경 제품 및 정책 국민 인지도 조사 보고서

201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안심 친환경 생활 제품 기술개발사업 기획 연구

201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중소 중견기업 맞춤형 친환경 생산기술 지원사업

201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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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내에서 수행한 유통·소비단계에서의 SCP·순환경제 분야 연구
과제 현황은 일회용품 관련 연구가 3건, 녹색구매 관련 연구 2건, 녹색소비 관련
연구가 1건 있었다.
<표 4> 유 통 ·소 비 단 계 에 서 의 SCP와 순 환 경 제 분 야 연 구 실 적 (2015~2019)
분야

과제명

연도

발주처

녹색

녹색구매지원센터 성과 지표 마련 연구

201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구매

민간 녹색제품 보급 촉진 사업 성과 분석 연구

201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

친환경적 태도-행동 분석 모형 구축을 통한 친환경 소비

소비

활성화 방안 연구
일회용품 안 쓰는 마켓(에코플라자)의 도입을 위한 정책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18

환경부

커피전문점 1회용품 사용 실태 및 인식 조사

2018

한국소비자원

1회용품 제도 개선 전문가 포럼 운영

2016

환경부

연구
일회용품

2016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수행한 폐기 단계에서의 SCP·순환경제 분야 연구 과제
현황은 정보 관리 관련 연구, 신규 폐기물 관련 연구가 각각 2건, 미래 폐기물 관
련 연구가 1건 있었다.
<표 5> 폐 기 단 계 에 서 의 SCP와 순 환 경 제 분 야 연 구 실 적 (2015~2019)
분야

과제명

연도

발주처

2018

국립환경과학원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 선진화 방안 연구(2)

2017

환경부

나노폐기물의 안전 처리를 위한 관리 전략 수립 연구

2016

폐기물 인계 정보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폐기물의 효율적
정보
관리

신규
폐기물

인 관리 방안 연구

나노물질 함유 폐기물의 발생 특성 및 적정 관리 방안
연구(1)

미래
폐기물

태양광 폐패널의 관리 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2015
2018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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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 및 향후 전망
국내에서 수행한 SCP 및 순환경제 일반 분야에 관한 연구는 환경교육 관련 연
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SCP 및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서는 자원순환을 둘러
싼 이해관계자 간 거버넌스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산업계의 파트너십 구축
강화가 중요하다. EU 지역의 여러 국가들도 순환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계 파
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이들 분야에 대한 정책 연구의 필요
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 단계에서의 SCP와 순환경제 분야 연구는 친환경 제품에 관한 연구가 중심
이 되었다. 그나마 친환경 제품의 가치를 대외에 알리고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수단 관련 연구가 핵심이 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이행성을 고려한 정책 수단 연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에서 순환경제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를 살펴볼 때 자원순환 중장
기 목표와 계획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정책 수단뿐만
아니라 유인 정책 수단 연구 수요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기업이 순환경
제에 동참하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업태(예:제품-서비스 시스템)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 연구나 이해관계자 참여나 협업 시스템에 대한 연구도 추가로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유통·소비 단계에서의 SCP와 순환경제 분야 연구는 일회용품 사용실태와 일회
용품 소비를 줄이기 위한 연구를 제외하고는 녹색소비 및 녹색구매 관련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외국의 정책 사례를 보면 일회용 플라스틱의 제조·유통 제한
및 소비 억제, 적정 포장 및 포장재 재사용/재활용 유도를 위한 규제, 녹색 구
매·조달 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이 분야의 정책 연구는 기존 정책 연
구를 보완하고 순환경제 시스템에 적합한 산업계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연
구를 추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폐기 단계에서의 SCP·순환경제 분야 연구 과제에서 EU가 추진하고 있는 `식
품 폐기물, 하수 슬러지, 퇴비를 활용한 유기성 비료 제조` 등 폐기물의 재자원
화·제품화를 지원할 정책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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