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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발행정보  

06  여는 글

08 12개의 짧은 지식 
 플라스틱과 세계에 대해

10 역사
 피브이시, 유행의 시작

최초 플라스틱은 상아와 비단 흉내를 낸 것이었다. 

시장이 한정되어 지금처럼 널리 쓰이지 못했다. 2차 

세계대전 뒤로 폴리염화비닐(PVC)이 큰 인기를 

끌면서 오늘날 값싼 플라스틱이 세계를 점령했다. 

12 일회용 정신 
 쓰레기와 맞바꾼 세계

195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플라스틱을 유리나 

비단처럼 소중하게 다뤘다. 하지만 소비재 대기업들은 

플라스틱의 이점을 발견했고, 끊임없이 쓰레기를 

만드는 생활 양식이 생겨났다.

14 이용
 저주와 축복 

오늘날 플라스틱 없는 일상이란 상상할 수 없다. 

플라스틱은 포기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 플라스틱은 

비닐봉지, 스마트폰, 자동차 계기판에도 쓰인다. 

하지만 생산되는 플라스틱 제품 가운데 절반은 

한 달도 안 돼서 쓰레기가 된다. 아주 적은 양만이 

재활용될 뿐이다.

16 건강
 몸 속 화학물질

균형을 잃은 플라스틱 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명백하게 밝혀졌다. 하지만 

플라스틱 원료를 얻는 과정부터 최종 처리까지 과정이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숨겨져 있다.

18 젠더
 불평등한 위험

여성은 남성보다 플라스틱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생물학적 차이 때문이다. 여성의 몸은 일회용 

월경용품에 들어 있는 독소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 

하지만 대안은 있다.

20 식품
 밥상을 위협하는 플라스틱 순환

플라스틱의 가장 큰 구매자 가운데 하나는 바로 식품 

산업이다. 식품은 잘 포장돼야 하며 모든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그 대가로 플라스틱은 농경지에 

흘러들어 식품 순환 체계를 오염시킨다.

22 의류
 값싼 의류, 값비싼 대가 

합성섬유 직물은 언뜻 보면 많은 장점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값싸고, 빨리 마르며, 몸에 잘 맞게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옷들은 일회용품처럼 

쉽게 버려지고,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건강을 해친다.

24 관광
 휴양지에 희망은 있는가

많은 여행지가 플라스틱 위기를 보여주는 상징이 

됐다. 폐기물 처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여기에 여행객의 부주의가 더해진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현지인들에게 돌아간다. 

26 기후변화
 플라스틱이 지구를 뜨겁게 한다

플라스틱은 무게가 가벼워 전통 재료들을 대체하는 

친환경 대안으로 여기기도 했다. 이러한 플라스틱 

붐이 온실가스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8 물 속 플라스틱
 플라스틱은 경계를 모른다 

플라스틱은 물과 해양 생물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한 번 물속에 흘러든 플라스틱은 세계 

곳곳으로 퍼진다. 동물들은 이 플라스틱에 몸이 

엉키거나 잘게 쪼개진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 

삼키곤 한다.

벼리



플라스틱아틀라스 세계판-한국어판 20224 플라스틱아틀라스 세계판-한국어판 2022 5

30 대기업
 플라스틱 로비 활동

플라스틱 산업은 계속 늘어나는 플라스틱 생산량을 

문제 삼는 시선을 돌리기 위해 로비 활동을 한다. 

그들은 생산이 아니라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 문제로 

관심을 돌리며 책임을 회피한다.

32 물질적 풍요
 세계 무역의 산물

2차 세계대전 뒤 이뤄진 경제 성장은 플라스틱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플라스틱은 온라인 쇼핑으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더 많이 만들어 내는 세계화 

시대의 동력이자 결과다.

34 바이오 플라스틱
 옥수수는 좋은 해답이 아니다

식물성 원료로 만든 플라스틱은 친환경 소재로 

알려져 있다. 산업계는 바이오 플라스틱이 더 빨리 

분해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새로운 

소재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6 쓰레기 처리
 플라스틱 위기의 뒷면

일상에서 쓰레기를 철저히 분리 배출하기만 하면 

소비 태도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큰 오해다. 

진실은 이렇다.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는 

대부분 소각되거나 땅에 묻히거나 바다로 흘러든다.

38 쓰레기 수출
 세계 쓰레기장이 문 닫다

재활용도 안 되고 처치 곤란한 플라스틱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주 간단하다. 다른 곳으로 

보내면 된다. 최근까지도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쓰레기는 중국으로 보냈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

40 쓰레기 수집과 판매
 쓰레기로 생계를 잇는 삶

많은 가난한 나라들은 비공식 폐품 수집인들이 

지방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떠맡고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버리는 것들로 생계를 잇는다. 대부분 

플라스틱은 매입자를 찾을 수 없다.

42 규제
 잘못된 결말로 가는 해결책

플라스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협약이나 협의체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대부분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만 다루는 데다 서로 조율되지 않아, 

제조업체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데 있다.

44 시민사회
 플라스틱 반대 운동은 어떻게 산업계에 맞서는가

‘플라스틱추방연대’라는 세계 시민사회 연합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대중 캠페인과 교육을 하며 기업을 압박한다.

46 제로 웨이스트
 쓰레기 없는 삶은 가능하다!

재활용만으로는 플라스틱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문제의 뿌리를 건드리는 발상이 필요하다. 쓰레기 

없는 삶을 꿈꾸는 시민운동은 어떻게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대담한 도시와 공동체들이 그 길을 보여주고 

있다.

48 글쓴이, 데이터, 그래픽 출처

50 협력 단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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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틱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플라스틱 없는 일상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플라스틱은 생명을 구하는 

의료기기부터 의류, 장난감, 화장품에 쓰이며, 산업뿐 

아니라 농업에도 널리 쓰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쓰레기 매립, 해양 오염 같은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우리 주변 플라스틱 쓰레기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사용한 뒤 처리하는 생애주기 전체에서 인간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는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마시는 공기와 

식수는 물론이고 토양에서도 미세플라스틱과 독성 화학물질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면역과 생식 체계, 간, 신장을 손상시키며 암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플라스틱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피해에 대해 이전보다 더 많이 알게 

됐지만, 우리 일상은 여전히 플라스틱 제품으로 넘쳐납니다. 

플라스틱 산업을 키우려는 계획을 멈추지 않는다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수압파쇄법(프래킹)으로 생산한 값싼 셰일가스가 

이 계획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미국의 플라스틱 산업만 보더라도 앞으로 몇 해 동안 플라스틱 생산은 

30퍼센트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플라스틱의 99퍼센트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화석 원료로 만듭니다. 플라스틱의 생애주기 동안 기후를 

위협하는 물질을 엄청나게 방출합니다. 

그동안 나라마다 정부가 나서 플라스틱 사용을 조금씩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줄이지 않는 한 이런 조치는 효과가 미미합니다. 기업은 정교한 마케팅과 

캠페인 광고로 플라스틱 없이 생활하는 대안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플라스틱 위기에 대해 생산자가 책임질 일을 소비자에게 떠넘깁니다. 하지만 

분리 배출이나 재활용을 잘하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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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반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국제 거래는 

호황을 누리는 사업입니다. 여러 나라가 거대한 규모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동남아시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결과까지 떠넘기는 것입니다. 게다가 어마어마한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바다로 

흘러들어 갑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지금처럼 중요한 정치 의제가 된 

적이 없었을 뿐더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플라스틱추방연대(Break Free 

From Plastic) 같은 국제 운동에 모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 도시와 마을에서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제로 웨이스트(Zero-Waste)’ 

정책을 위한 움직임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제의 

근원을 파헤치고 있고, 점차 해결책과 대안을 찾아갈 

것입니다.

플라스틱 없는 세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싸울만한 

가치가 있는 미래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모두와 관계된 

것이며 모두를 움직일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플라스틱 위기의 거대한 의미를 이제 막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환을 위해서는 플라스틱 문제의 원인과 영향에 대한 탄탄한 지식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이를 공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플라스틱 아틀라스》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치 영역과 개인의 

행동에 새로운 자극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바라 운뮈시히(Barbara Unmüßig)
하인리히 뵐 재단(Heinrich-Böll-Stiftung) 

후베르트 바이거(Hubert Weiger)
독일 분트 (Bund für Umwelt und Naturschutz Deutschland) 

 우리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지금처럼 

중요한 정치 의제가 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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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짧은 지식

플라스틱과 세계에 대해

플라스틱의 대량 확산은 20세기 후반 화학 산업 폐기물이 합성 

화학제품인 폴리염화비닐 PVC  생산에 적합하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1950년부터 2015년까지 세계에서 플라스틱 83억 톤이 생산됐다.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1인당  1톤 넘게 소비한 수치다. 일회용품과 포장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지금까지 재활용된 양은 10퍼센트 조차 안된다.

1978년 코카콜라는 전설과도 같은 유리병을 플라스틱 용기로 

바꾸기로 했다. 그동안 테이크아웃 컵이나 일회용 용기는 

빠르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거의 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됐다. 

플라스틱은 건강을 위협한다. 수많은 화학 첨가물이 플라스틱 재료에 

다양한 특성을 부여하지만, 이런 물질이 실내 공기와 집 먼지에 쌓여 

건강을 해친다.

미세플라스틱이 바다를 오염시킨다. 이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주변 환경에 따라 토양이나 내륙 하천, 호수가 바다보다 
4배에서 23배 더 오염됐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해마다 플라스틱 650만 톤이 세계 농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플라스틱은 가장 널리 쓰이는 포장 재료이기도 하다. 2018년 한 해 동안 

유럽의 플라스틱 식음료 포장은 1조 1,300억 개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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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의류는 폴리에스테르 같은 화학 섬유로 만들어진다. 화학 섬유의 

기본 재료는 석유와 천연가스다. 생산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폴리에스테르 
티셔츠 한 장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8∼7.1킬로그램에 달한다.

생산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2050년까지 플라스틱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약 56기가톤 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구 평균 

온도를 1.5도 아래로 유지하기 위해 남은 배출 가능한 탄소 예산(CO2-
Budgets)의 10∼13퍼센트를 플라스틱이 사용할 것이다.

소수 다국적 기업이 세계 플라스틱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유럽 최대 

플라스틱 기업인 이네오스 는 미국의 저렴한 셰일가스로 유럽의 

플라스틱 생산 열기를 부추기기 위해 수십억 유로를 투자하고 있다.

독일인들은 재활용 분야에서 세계 최고이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2017년 기준 52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 가운데 단지 81만 톤, 

15.6퍼센트만 재활용됐을 뿐이다. 

2018년 중국이 플라스틱 쓰레기 수입을 중단한 뒤부터, 더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말레이시아로 향한다. 독일은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아시아로 수출하는 나라다.

소비재 대기업과 플라스틱 생산기업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2016년 국제 운동인 ‘플라스틱추방연대(Break Free From 
Plastic)’가 만들어졌다. 세계에서 1,400개 조직과 시민 수천 명이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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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기
주요 플라스틱의 역사

고무
찰스 굿이어(생산)

셀룰로이드
존 웨슬리 하야트(생산)

인조 견사
샤르도네 백작 일레르 드 
베르니고(생산)

비스코스
찰스 크로스, 에드워드 베번, 
클레이턴 비들(생산)

셀로판
자크 E. 
브란덴베르거(생산)

베이클라이트
레오 베이클랜드(발명)

합성 고무
프리츠 호프만(발명)

폴리스티렌
이게 파르벤(발명)

폴리염화비닐
PVC
프리츠 클라테(발명)

최초 플라스틱은 상아와 비단 흉내를 낸 것이었다. 시장이 

한정되어 지금처럼 널리 쓰이지 못했다. 2차 세계대전 

뒤로 폴리염화비닐(PVC)이 큰 인기를 끌면서 오늘날 값싼 

플라스틱이 세계를 점령했다.

플라스틱은 수십억 인간의 일상 어디에나 있고 다양한 산

업 분야에서 쓰인다. 세계에서 해마다 4억 톤 넘게 만들

어진다. 플라스틱이란 물질은 무엇인가? 플라스틱은 일상어에

서 화학 합성으로 만들어진 재료의 무리를 가리킨다. 천연가스

나 석유 같은 유기 원료에 중합 반응(polymerization)이라는 

화학 반응을 통해 만들어진다. 서로 다른 형태의 중합 반응을 

거쳐 무르거나 단단한, 투명하거나 불투명한, 딱딱하거나 유연

한 특성을 가진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다. 

최초의 플라스틱은 1862년 런던 세계 박람회에서 등장

했다. 그때에는 발명가 알렉산더 파커스의 이름을 따 파커신

(Parkesine)이라고 불렸다. 파커스는 플라스틱을 셀룰로스

(cellulose)로부터 추출했다. 유기물질인 셀룰로스는 가열되는 

동안 모양을 바꿀 수 있고, 식으면 그 모양을 유지한다. 몇 해 

지나 존 웨슬리 하야트는 니트로셀룰로스에 열과 압력을 가하

고 아시아 상록수인 장뇌목에서 추출한 장뇌(camphor)와 알

코올을 첨가해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는 셀룰로이드(celluloid)

를 만들었다. 셀룰로이드는 당구공과 빗의 원료인 상아와 자라 

등딱지를 대체했고 영화와 사진 산업에 널리 사용했다.

1884년 화학자 일레르 드 샤르도네(Hilaire de Chardonnet)

는 ‘샤르도네 견사’로 알려진 인조 견사 특허를 냈다. 오늘날 비

스코스(viscose)라 불리는 레이온(rayon)은 셀룰로스를 화학 처

리해 만든 반합성 플라스틱인데, 견사 같은 천연 제품보다 저렴

해 대체품으로 쓰인다. 

초기 플라스틱은 천연 원료로 만들었다. 완전한 합성 플라

스틱을 만들기까지 40년이 걸렸다. 1907년 레오 핸드릭 베이클

랜드는 페놀-포름알데히드 반응 기술을 발전시켜 자연 분자에

서는 발견하지 못한 플라스틱 베이클라이트(bakelite)를 처음 발

명했다. 이는 절연체이자 열에 강하고 수명이 길어 상품이 됐다. 

5년 뒤 프리츠 클라테(Fritz Klatte)는 폴리염화비닐(PVC)

이라는 플라스틱에 대한 특허를 냈다. 이는 폴리염화비닐이나 

비닐로 더 잘 알려져 있다. 20세기 중반까지 플라스틱은 좁은 

틈새시장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 화학 산업 폐기물로 폴리

염화비닐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발견은 플라스

틱이 대량 확산하는 기폭제가 됐다. 가성소다를 만들 때 부산물

로 얻는 염소는 피브이시를 생산할 때 저렴한 원료로 사용됐다. 

이것으로 폴리염화비닐의 성장이 시작됐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군용 선박의 케이블 보호 재료로 쓰이면서 

2차 세계대전 동안 뚜렷하게 수요가 늘었다. 피브이시 제품이 

환경뿐 아니라 건강에 나쁘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지만, 석

유화학 산업은 폐기물로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용

했다. 피브이시는 수많은 가정용품과 산업용품에서 가장 중요

한 플라스틱으로 자리매김했다. 

폴리에틸렌(PE)도 큰 성공을 거뒀다. 1930년대 발명된 폴

리에틸렌은 음료수병, 포장재, 식료품 보관용기에 자주 쓰인다. 

1954년 화학자 길리오 나타는 폴리에틸렌 같은 특성을 가진 또 

다른 플라스틱인 폴리프로필렌(PP)을 발명했다. 폴리프로필렌

은 1950년대 널리 인기를 누렸고 오늘날까지 포장재, 유아용 

카시트, 파이프 같은 일상용품에 쓰이고 있다.

역사

피브이시, 유행의 시작

1850년부터 1950년 사이 가장 중요한 플라스틱 

종류들이 발명됐다. 그 뒤 플라스틱 제품들은 

대부분 해로운 독성 첨가물을 통해 더 정교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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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순환
2017년 독일 플라스틱 분류와 재활용 코드 표기에 따른 비중

캐리어, CD, DVD, 
의류, 끈, 낙하산, 

칫솔모, 장난감, 
전자기기 케이스

식료품 포장 재료, 
스티로폼 포장 재료, 

단열재

식료품 포장 재료,  
DVD 케이스, 차량 

내부 패널, 범퍼, 
유아용 카시트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고밀도 
폴리에틸렌

폴리염화비닐

저밀도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그밖에
다양한 플라스틱(PC, 
PA, PMMA, PUR, 
ABS, ASA, SAN, 

열가소성 플라스틱)

폴리에스테르 섬유, 
랩, 식료품 포장재, 
식료품병

플라스틱병, 청소용 
세제 용기, 가스와 
식수 파이프, 
생활용품

장화, 샤워커튼, 
창틀, 파이프, 
바닥재, 전선, 
인조 가죽

비닐봉지, 비닐 랩, 
쓰레기 봉투, 튜브, 
우유팩 코팅

ABS 플라스틱
미국 러버 컴파니(생산)

스티로폼
프리츠 스태스티니(생산)

폴리아크릴로나이트릴
바이어(생산)

폴리프로필렌
길리오 나타(발명)

폴리카보네이트
헤르만 슈넬(발명)

저밀도 폴리에틸렌
카를 치글러(발명)

폴리우레탄
오토 바이어(발명)

펄론
파울 슐라크(발명)

테프론
로이 J. 플렁킷, 
랙 리복(발명)

고밀도 
폴리에틸렌
영국 ICI(생산)

특히 이 재료에 대한 당시 이미지가 플라스틱 유행에 크게 

기여했다. 플라스틱은 세련되고 청결하며 현대적인 것으로 통

했다. 플라스틱은 기존 제품들을 밀어내고 점차 거의 모든 생활 

분야로 퍼져나갔다. 현재 폴리염화비닐, 폴리에틸렌, 폴리프로

필렌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플라스틱이다.

연화제, 난연제, 염료 같은 화학 첨가물을 넣어 플라스틱

은 더 유용한 특징을 갖게 된다. 하지만 이런 첨가물 대부분은 

환경과 건강에 해롭다. 이런 첨가물이 원료로부터 분리돼 물이

나 공기를 통해 이동하고 결국 식료품에 스며들기 때문이다. 뿐

만 아니라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도 해로운 화학물

질이 배출되기도 한다.  

오늘날에는 옥수수 전분 같은 생물고분자(biopolymer)로 

새로운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다. 생분해 플라스틱을 만들기 위

해 갑각류 껍데기를 이용하는 새로운 공정도 발명됐다. 여기

서 추출한 키틴(chitin)은 키토산이라는 고분자로 가공된다. 이

것을 고안한 캐나다 맥길 대학 연구진들은 해마다 600만에서 

800만 톤 갑각류 껍데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산업의 미래가 밝

다고 내다본다. 천연 원료 플라스틱은 이미 빨대, 일회용 접시, 

비닐봉지, 식료품 포장에 쓰인다. 그렇지만 이것이 플라스틱 위

기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지는 의심스럽다.

역사

피브이시, 유행의 시작

2017년 독일에서 1,400만 톤 넘는 

플라스틱이 생산됐다. 이론상으로는 

모두 재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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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의 수명
산업별 다양한 플라스틱의 평균 사용 년수

포장재
생활용

품

섬유 전자제품

운
송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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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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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 정신

쓰레기와 맞바꾼 세계
195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플라스틱을 유리나 

비단처럼 소중하게 다뤘다. 하지만 소비재 대기업들은 

플라스틱의 이점을 발견했고, 끊임없이 쓰레기를 만드는 

생활 양식이 생겨났다.

20세기까지만 해도 상품은 견고하고 오래 쓸 수 있어야 했

다. 상점에서는 식료품이나 음료를 팔 때 구매자가 직접 담

아가도록 했다. 포장 용기나 병은 계속 쓰거나 상점에 돌려줄 

수 있었다. 2차 세계대전 뒤 플라스틱이 대량 생산됐지만 초기

에는 여전히 플라스틱을 다른 원료나 포장재처럼 소중하게 다

뤘다.

1950년대 후반 대량 소비 시대로 들어서면서 경제와 사회

는 점점 더 많은 자원을 갈망하게 됐다. 산업계는 포장재와 페

트병을 사용한 뒤 쓰레기통에 버리게 함으로써 비용을 줄이고 

운송 체계를 단순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것이 오늘날 

‘일회용 정신(Wegwerfenmentalität)’의 출발이다. 1960년대 

초 이미 수십억 플라스틱 물품이 서구의 쓰레기 매립지와 소각

장으로 밀려들었다. 일회용 포장으로 전환은 점차 성공을 거뒀

다. 1970년대 말에는 세계 어디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 됐

다. 1978년 코카콜라는 상징 같은 유리병 대신 일회용 페트병

으로 바꿨다. 이 변화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1980년대 중반에는 늘어난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를 재활

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서구 세계에 만연했다. 20세

기 말 다시 쓸 수 있는 다회용 음료수병이 유통되는 경우는 거

의 없었다. 대부분이 한 번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 병으로 대체

됐다. 일회용 포장재가 공급되면서 식료품과 음료 생산자들은 

멀리 떨어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개발

도상국들은 서구의 앞선 모델을 따르기 시작했다. 일회용 생활 

양식은 진보와 근대성의 상징이었다. 

20세기 말 사람들은 더 바빠졌다. 생계를 위해 일하는 사

람들의 비율은 점점 높아졌다. 도시는 성장했으며, 동시에 통

근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자유 시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며 

사람들은 집 안에서 요리나 청소, 정원 관리 같은 집안일에 더 

적은 시간을 쓰게 됐다. 1인 가구는 1950년에 비해 두 배가 늘

었다. 예전에는 신선한 재료로 스스로 요리해 먹는 게 기본이

었지만 냉동실과 전자레인지가 널리 보급되면서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즉석식품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일도 늘었다. 

특히 일회용품이 ‘편리한 생활 방식’을 가져왔다. 음료나 

음식을 포장하기 위해 고안된 일회용 빨대나 포장재, 용기들은 

일상을 채우는 기본 물질이 됐다. 모든 것을 빠르고 편리하게 

사서 쓰고 쉽게 버릴 수 있게 됐다. 일회용품은 자본주의 경제

에서 생활 양식의 상징이 됐다. 이는 점점 더해가는 현대 삶에 

대한 강요와 빨라지는 속도의 원인이자 결과다.

일회용 정신은 스포츠 경기나 음악 행사, 또는 할리우드 영

화 같은 대중문화의 중심 분야에 반영된다. 영화 속 대학 파티 

장면에서 쓰이는 플라스틱접시부터 일회용컵을 손에 들고 출

근하는 영웅물의 주인공까지 일회용품은 화면에서 자신의 길

을 발견했다. 이렇게 일회용품 사용 문화는 세계로 퍼져 나갔

다. 빈곤 지역에서는 플라스틱 일회용품 문화가 선망의 대상인 

서구 삶의 일부로 통한다. 그렇게 대중에게 파고 들었다. 대기

업과 회사들은 이런 확산을 적극 부추기고 경쟁하며 강화했다.    

대형 행사장에서는 태우거나 매립할 수밖에 없는 어마어

마한 양의 쓰레기가 생긴다. 이런 상황이 오히려 생각의 전환을 

이끌었다. 일부 주최자들은 여러 번 쓸 수 있는 컵을 보증금과 

함께 제공하기 시작했고 자연에서 퇴비로 분해되는 접시를 썼

다. 자기 컵을 직접 가지고 오는 고객에게 할인해 주는 매장도 

점차 생겼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일회용 정신은 세계를 지배하

고 있다. 이것이 삶의 한 부분을 편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

런데 한 번 쓰고 버리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은 여전히 고려

플라스틱이 다 같은 것은 아니다. 많은 제품은

 수십 년 넘게 사용된다.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포장재는 아주 짧게 쓰고 버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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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소비재 기업들의 플라스틱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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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
콜라

네슬레 다논

유니레버

연간 플라스틱 포장 쓰레기
단위: 톤

1위: 코카콜라
연간 세계 생산 
일회용 페트병:
88,000,000,000

880억 개의 병을 한 
줄로 세우면 달까지 

31번 왕복할 수 있다.

1분마다 병을 
167,000개 

생산한 셈이다.

비교: 독일의 일회용 
페트병 전체 생산량은 
달까지 13번 왕복할 

수 있는 양이다.

유럽연합의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
2016년 유럽연합 국가들의 1인당 플라스틱 포장 쓰레기

단위: kg/1인당

유럽연합 평균

몰타, 리투아니아, 키프로스, 그리스, 루마니아: 
2015년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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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기 위한 해결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여러 

개발도상국 도시에서 일회용품 쓰레기는 매우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쓰레기를 수거해 처리해도 경제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환

경 정의에 부합하도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되지 않는다.

플라스틱 문제는 나라마다 서로 다른 특수한 상황이다. 여

러 개발도상국에 진출한 유니레버(Unilever)나 피앤지(P&G) 

같은 소비재 대기업들은 샴푸, 세탁 세제, 케첩을 일회분 소량 

포장으로 판매한다. 기업들은 수입이 적은 소비자들이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실은 시장 점

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 결과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계속 

쌓이고 있다. 

이러한 일회분 소량 포장은 포장과 내용물의 큰 불균형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소비는 또다시 크게 늘어난다. 이는 충분한 

식수를 구하기 어려워 페트병에 든 음료를 마셔야만 하는 지역

에서는 재난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지만 

쓰레기 처리 문제도 원활하지 않아 플라스틱 쓰레기 홍수에 시

달린다. 

하지만 생산기업들은 일회용품 쓰레기를 처리하거나 재활

2016년 독일은 1인당 플라스틱 포장 쓰레기는 

약 38킬로그램. 룩셈부르크인(50.5), 아일랜드인(46.2), 

에스토니아인(42.2)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2019년 코카콜라는 31개 기업과 함께 처음으로 

플라스틱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몇몇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만드는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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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으로 가득 찬 세계
2014년 대륙별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생산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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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북미

오스트레일리아, 오세아니아주

북미

중남미, 카리브 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2018 대륙별 인구, 단위: 100만

유럽 구 소비에트 
연방

아프리카 서아시아 아시아 
태평양

 이용

저주와 축복

일회용 플라스틱은 세계 플라스틱 

위기의 상징이 됐다. 하지만 생산은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

오늘날 플라스틱 없는 일상이란 상상할 수 없다. 

플라스틱은 포기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 플라스틱은 

비닐봉지, 스마트폰, 자동차 계기판에도 쓰인다. 하지만 

생산되는 플라스틱 제품 가운데 절반은 한 달도 안 돼서 

쓰레기가 된다. 아주 적은 양만이 재활용될 뿐이다.

1950년부터 2015년까지 83억 톤이나 되는 양의 플라스틱이 

생산됐다. 이는 현재 세계 인구 1인당 1톤 넘는 양에 해당한

다. 하지만 플라스틱이 주로 생산되고 소비되는 곳은 중국, 북

미, 서유럽 같은 몇몇 나라와 지역에 집중돼 있다. 

수명이 길고, 가벼우며, 가소성이 있는 플라스틱은 수많은 

산업용품과 일상용품에 쓰인다. 처음에는 플라스틱을 고급 재

료로 정착시키려고 했지만, 처음 취지와 다르게 오늘날 플라스

틱은 특히 포장재나 일회용품을 만드는 데 쓰인다. 많은 생필

품이 겨우 한 번, 대부분 아주 짧은 기간 쓰이고 쓰레기가 된다. 

이때 플라스틱이란 물질의 특성은 저주인 동시에 축복이다. 플

라스틱은 저항력이 매우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분해되는 데 

상상할 수 없는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하다. 

플라스틱이 생활용품이나 포장재로 특히 많이 쓰이는 데 

여러 이유가 있다. 플라스틱은 높은 온도에서도 낮은 온도에서

도 자신의 특성을 유지한다. 플라스틱은 유연하게 만들 수도 

있고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저밀도 폴리에틸렌

(LDPE)은 질기고 유연하고 투명해서 비닐 랩에 쓰인다.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는 기체나 액체가 통과

할 수 없다. 이 특성 때문에 음료수병의 원료가 됐다. 폴리프로

필렌(PP)은 녹는 점이 높으며, 화학제품에 대한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뜨거운 액체류를 담기에 적합하다. 폴리스티렌(PS)은 

단단하게도 유연하게도 만들 수 있고, 투명하거나 다공질일 수 

있기 때문에 보호 포장재나 식료품 용기를 만들기에 알맞다. 

폴리염화비닐(PVC)로는 산소나 물이 빠져나올 수 없는 특성을 

활용해 단단하거나 유연한 포장 제품을 만들 수 있다.

또한 건설 분야에서도 플라스틱 사용이 크게 늘고 있다. 

바닥재, 문, 창문, 파이프를 만드는 데 쓰인다. 플라스틱은 수명

이 길고 유연하며 부식과 침식에 강한 데다가 단단하고 견고하

다. 다른 재료보다 설치와 관리도 쉽다. 또한 추위와 더위를 막

을 수 있어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건설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폴리염화

비닐이다. 식료품 경우와 비슷하게 건설 분야에서도 안정성과 

견고한 구조, 가볍다는 장점 때문에 많이 쓰인다. 고밀도 폴리

에틸렌(HDPE)으로 만들어진 파이프는 밀도가 높고 주변 환경

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녹슬지 않는다. 거기다 고밀도 폴리에틸

렌 파이프는 유연해 구부릴 수도 있다. 이미 있는 파이프에 연

결할 수도 있어 활용하기 좋다.

플라스틱은 특히 자동차나 비행기, 기차, 배를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 됐다. 견고하면서도 가볍고 지속해서 진

동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유연하며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플라스틱 부품은 관리가 쉽다는 장점도 있

다. 오늘날 자동차는 플라스틱 없이 달릴 수 없다. 좌석, 범퍼, 

쿠션, 전자 부품, 계기판 같은 자동차 내장재 전반에 플라스틱

이 필요하다. 

또한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가벼운 선박이 인기를 끌면서 

점점 더 많은 섬유강화 플라스틱이 유리섬유나 탄소섬유처럼 

사용되고 있다. 섬유강화 플라스틱은 녹슬지 않으며 바닷물에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선박 점검 간격이 길다. 따라서 운영비

용을 줄일 수 있다.

항공기나 우주선 재료는 특히 온도와 부식에 강해야 하며, 

제트 추진제나 화학물질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피브이시, 아

크릴, 폴리아미드(polyamide) 같은 플라스틱은 비행기와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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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은 어디에 사용되는가?
2015년 산업별 사용, 총량: 4억 700만 톤, 단위: 아이콘 1개당 100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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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단 한 번만 사용됐다

산업기계 3

운송과 교통 27

전자제품 18

생활용품 42

섬유 47

건설 분야 65

포장재  146

지금까지 생산된 
플라스틱의 절반 이상이 
2000년 뒤에 생산됐다.

그밖에 59

플라스틱 행성
세계 플라스틱 생산, 단위: 백만 톤

예상

선에서 계기판, 칸막이 벽, 음료수용 카트, 화장실, 화물 보관

함, 주유구 덮개를 만들 때 쓰인다. 항공기 부품으로 사용하는 

플라스틱 비율은 1970년대 4퍼센트에서 현재 약 50퍼센트로 

크게 높아졌다.

플라스틱 수요 증가는 쓰레기 처리 문제를 불러온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플라스틱 제품 약 40퍼센트가 한 달도 안 돼 쓰

레기가 된다. 계속해서 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는 심각한 

환경오염의 원인이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재활용은 그저 차

선책일 뿐이다. 2025년까지 연간 6억 톤이 넘는 플라스틱이 생

산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재활용 체계는 이렇게 거대한 쓰레기를 처리할 능

력이 없다.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1950년대 이래 생산된 80억 

톤의 플라스틱 가운데 겨우 9퍼센트만이 재활용됐다. 최선의 

해결책은 실행하기 어렵지만 뜻밖에 간단하다. 플라스틱을 생

산하지 않는 것이다.  

해마다 세계에서 4억 톤 넘는 플라스틱이 

생산된다. 생산된 전체 플라스틱의

 3분의 1 넘는 양이 포장재로 쓰인다.

2000년대 들어, 앞선 50년보다 

더 많은 양의 플라스틱이 만들어졌다. 

그뒤부터 플라스틱 생산이 폭발하듯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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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위험
플라스틱 속 내분비계 교란물질을 일상에서 접촉했을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 문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저지능

갑상선 
질환

유방암

당뇨
저체중 출산

태아 
발달 장애

비만

불임

전립선암

천식

비만

성조숙증

정자 수 감소

 건강

몸 속 화학물질
균형을 잃은 플라스틱 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명백하게 밝혀졌다. 하지만 플라스틱 

원료를 얻는 과정부터 최종 처리까지 과정이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숨겨져 있다.

플라스틱 제품의 생애는 석유나 천연가스로부터 시작된다. 

채굴하는 과정, 특히 논란이 많은 수압파쇄(프래킹 공

법)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공기에 퍼지고 물에 섞인다. 이 프래

킹 과정에서 암, 생식과 발육 장애 원인이 되거나 면역체계를 

손상하는 유해 물질이 170개 넘게 발생한다는 의혹이 있다. 특

히 프래킹 작업 현장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위험에 놓인다. 작

업에 투입되는 디젤 트럭의 수도 많아 문제다. 채굴 지역을 개척

하려면 최대 6,000대 분량의 장비와 물, 화학제품이 필요하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프래킹 채굴 지역 인근에 사는 여성들

은 난임과 조산의 위험성이 높다. 

석유가 플라스틱이 되려면 우선 정제되고 작은 분자 단위

로 분해돼야 한다. 블록 원칙(전체를 최소한 요소로 쪼개 적합

한 형태로 결합하거나 다른 것과 연결을 쉽게 만드는 것. 모듈

화라고도 함 ✽옮긴이 주) 에 따라 작은 기초물이 화학물질, 열, 압력

을 통해 커다란 플라스틱 분자가 된다. 여기에 수많은 종류의 

첨가제를 넣어 원하는 특성을 갖춘다. 유연성을 높이는 가소제

를 첨가해  단단한 피브이시(PVC)가 튜브 수영장으로 바뀐다. 

플루오린(Fluorine) 화합물은 등산복을 방수 처리하는 데 쓰인

다. 브롬(Bromine) 물질은 전자기기나 가구 난연제(불이 붙지 

않게 하는 방염제)로 쓰인다. 플라스틱 제품은 평균 7퍼센트 정

도 화학 첨가제를 함유하고 있다. 피브이시로 만든 공에는 가

소제가 전체 무게 70퍼센트까지 들어간다. 

이런 화학 첨가물 다수는 건강에 해롭다. 2018년 덴마크는 

연질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든 장난감을 시장에서 퇴출했다. 또

한 유럽연합의 ‘비식품 유해 소비재 긴급 경보 체계’인 라펙스

(RAPEX)는 장난감이나 옷에 들어 있는 유해 물질을 건강에 

해로운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로 표시한다. 플라스틱 

첨가물은 플라스틱과 완전히 결합된 것이 아니다. 시간이 지나

면 빠져 나와 실내 공기를 통해 침실이나 아이 방을 비롯해 집 

안 곳곳에 쌓이고 호흡을 통해 몸 속에 들어간다.

미국에서는 임산부 혈액 속에서 평균 56가지 산업 화학물

질이 발견됐다. 이 가운데 다수가 플라스틱 제품 생산에 쓰인 

것이다. 검사를 통해 입증된 숫자만 56가지이고, 실제로는 더 

많은 물질이 들어 있을 수 있다. 

독일의 연구에 따르면 특히 아이들이 가소제에 더 큰 피해

를 입는다. 가소제는 성장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아이들은 성

인보다 더 많은 공기를 마시며, 신진대사가 더 높기 때문이다. 

또한 아이들은 바닥에서 노는 경우가 많아 성인보다 더 많이 

유해 물질에 노출된다.

특히 염려스러운 것은 내분비계 교란물질이다. 가소제가 

이에 속한다. 이 물질들은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호르몬을 닮

았으며, 정교하게 균형 잡힌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를 파괴한

다. 유방암, 불임, 성조숙증, 비만, 알레르기, 당뇨 같은 많은 질

병과 장애가 내분비계 교란물질과 관련 있다.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제품을 소비자가 직접 알아내고 가

려내기란 어렵다. 몸에 직접 바르는 제품과 달리 장난감이나 

가구, 섬유제품 생산자들은 사용한 화학물질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유럽연합 시민들은 생산자에게 유해 물질에 대해 문의할 

권리가 있다. 유럽연합 규정에 따르면 생산자들은 이러한 문의

에 45일 안에 답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기업이 자사 제

품에 어떤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이다. 

생산과 공급 과정 전체에 대한 표기 의무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판매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표기 의무는 순환 경제에 도움이 된다. 유해 물질이 

포함된 플라스틱이 재활용된다면 새 제품을 통해서도 문제를 

겪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유럽 19개국 환경단체 조사에 따르면 재활용 플라스틱 제

품 4개 가운데 1개는 건강에 유해한 난연제를 포함하고 있다. 

재활용 제품에 포함된 독성물질은 대부분 전자 폐기물에서 나

플라스틱에 함유된 많은 화학물질이 

인간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그 결과는 심각하며 오랫동안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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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땅, 공기로 이동하는 위험
플라스틱의 전체 생애주기를 통해 인간은 독성 화학물질과 미세플라스틱에 노출된다. 유해 물질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몸에 침투한다.

    직접 접촉

    자연 환경을 통한 접촉

원료 채굴과 운송

원료 정제와 생산

소비

쓰레기 처리

담수와 바다

미세플라스틱 화학제
공기

농지

호흡

구강 섭취

피부 접촉

유해 물질: 특히 벤젠, 휘발성 유기화합물, 70개 넘는 독성 화학물질이 
프래킹 오염수에 들어 있다
예상되는 건강 문제: 면역체계, 감각 기관, 간, 신장의 기능 저하, 암, 
신경계 질환, 생식 장애, 발달 장애

유해 물질: 특히 벤젠,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 스티롤
예상되는 건강 문제: 암, 신경계 질환, 생식 장애, 저체중 출산, 눈과 
피부 자극

유해 물질: 특히 중금속,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 발암 물질, 내분비계 
교란물질, 미세플라스틱
예상되는 건강 문제: 신장, 신경, 순환, 생식 기능과 소화기, 호흡기의 
기능 저하, 암, 당뇨, 발달 장애

유해 물질: 특히 중금속, 다이옥신, 퓨란,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재활용된 유해 물질
예상되는 건강 문제: 암, 신경계 질환과 생식, 호르몬, 면역 체계 손상
 

유해 물질: 특히 미세플라스틱(예: 타이어 파편, 방직 섬유)과 독성 
첨가물.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 내분비계 교란물질, 발암 물질, 중금속
예상되는 건강 문제: 신장, 신경, 심장 순환계, 생식 기능과
소화기, 기도 손상. 암, 당뇨, 신경계 질환, 생식과 발달 장애

다. 독일 튀링엔주에 있는 블라이셔오데라는 작은 마을에는 폐

광산 쓰레기 소각장 필터에서 발생한 유해 물질 찌꺼기가 계속 

쌓이고 있다. 다이옥신, 납, 퓨란이 소금물에 녹아든다. 해마다 

먼지와 재 35만 톤이 마을로 날아온다. 이 최종 처리 시설은 15

년 안에 꽉 찰 것이다.  

온다. 전자 폐기물의 개별 부품들은 저가 상품으로 다시 가공

된다. 유해 물질이 포함된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하면 특히 

이를 분해해 다시 가공하는 노동자들이 큰 해를 입는다. 생산

자에게 폐기물 처리를 책임지도록 강화한다면 독성 물질이 순

환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시작하지 않은 것은 

뒤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대체로 통용된다.

세계에서 플라스틱이 재활용되는 비율은 낮은 편이다. 독

일에서도 플라스틱 쓰레기가 절반 넘게 태워버린다. 하지만 소

각으로 쓰레기가 완전히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소각 방식에 따

라 수많은 독성 물질이 발생하며, 대부분 자연 분해되지 않는

생활 속 플라스틱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사람 또한 위험에 노출된다. 우리 몸은 

이에 대항해 자신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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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대에 숨겨진 사실들
생산 과정 에너지와 소재 분석

저밀도 폴리에틸렌     산화질소

월경대 제조

화석연료

종이

셀룰로스 면
원
료 

가
공

방출: 
질소산화물     , 

이산화탄소

고체 폐기물 
(저밀도 폴리에틸렌 , 

셀룰로스, 종이)

저밀도 
폴리에틸렌 

들어가는 것 나오는 것

월경대

전력

 젠더

불평등한 위험
여성은 남성보다 플라스틱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생물학적 차이 때문이다. 여성의 몸은 일회용 월경용품에 

들어 있는 독소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 

하지만 대안은 있다.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독소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나쁜 

영향을 끼친다. 일터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많은 부담

을 준다. 이는 몸의 크기 또는 지방 조직의 비율 같은 생물학적 

차이와 전통 성 역할의 차이에서 오기도 한다. 여성의 몸은 남

성보다 지방이 많아 프탈레이트(phthalate 합성수지의 가소제, 

방충제, 용제로 사용 ✽옮긴이 주) 같은 지용성 화학물질을 더 많이 

흡수한다. 여성의 몸은 특히 사춘기, 임신 기간, 모유 수유기, 

폐경기 같은 시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임신 기간에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내분

비계 교란물질(환경호르몬)로 알려진, 호르몬과 비슷하게 작

용하는 화학물질들이 산모와 태아에게 문제가 된다. 태반은 

확실한 방어막이 아니기 때문에 호르몬이 조절하는 자궁 속 

모든 발달 단계를 방해할 수 있다. 내분비계 교란물질의 영향

으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거나 나중에 발병하는 질병의 원

인이 되기도 한다. 내분비계 교란물질은 남성의 몸에도 동일하

게 악영향을 미친다. 세계보건기구(WTO)는 유방암, 고환암 

같은 호르몬 관련 암 발병이 늘어나는 데 내분비계 교란물질이 

큰 영향을 미치며, 생식 기능과 정자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내분비계 교란물질은 비만, 당뇨, 신

경계 질환, 성조숙증과 잠복고환 또는 요도하열 같은 선천성 기

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유해 물질에 노출된 채 태어나 자라

는 아이들이 세계에서 점점 늘고 있다. 

여성들은 서로 다른 여러 위치에서 플라스틱의 위험에 노

출되어 있다. 세계 플라스틱 산업 인력의 약 30퍼센트가 여성

인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 시장에서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제품

을 대량으로 값싸게 만들어내기 위해, 주로 개발도상국 여성들

이 안전 조치 없는 위험한 일터에서 저임금을 받으며 생산직으

로 일한다. 한 캐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에서 플

라스틱을 가공하는 여성은 유방암 발생 위험이 5배나 높다. 

여성 월경용품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탐폰의 플라스틱 

비율은 6퍼센트 정도이고, 월경대(생리대)의 약 90퍼센트는 석

유에서 얻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다. 둘 다 호르몬 작용을 

하는 비스페놀에이(BPA)와 비스페놀에스(BPS)를 함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탐폰을 감싸고 있는 어플리케이터는 종종 프

탈레이트가 들어 있다. 미국에서는 여성 한 사람이 생애 동안 

탐폰 약 1만 2,000개에서 1만 5,000개를 쓴다고 한다. 일회용

품 대신 세탁해서 여러 번 쓸 수 있는 면 월경대나 실리콘 소재 

월경컵을 쓰면 많은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빈곤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에서도 여성들이 월경 기

간 동안 월경용품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생긴다. 월경 

기간 동안 평균 5일 정도 학교 수업에 빠지기도 한다. 비용이 저

렴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월경용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유해 물질과 쓰레기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일회용 월경용품은 

쓰레기 매립지에 쌓여 수원지나 바다로 가는 하수 체계를 방해

하기 때문이다.  

화장품 또한 오염 물질의 원천이 되고 있다. 서구 산업 국

가 여성의 약 4분의 1은 많으면 15개 화장품을 날마다 쓴다. 여

기에는 때로 약 100여 개 화학물질이 들어 있다. 일부는 건강

에 해를 끼치기도 한다. 그밖에도 많은 화장품에는 미세플라스

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미세한 입자는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도달할 수 있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집안일을 맡아 하거나 

청소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다. 세제에는 미세플라스틱과  

인체에 유해한 계면활성제나 용매제 같은 유해 물질이 들어 있

다. 제품 성분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 유해 물질이 

적은 위생용품을 쓰거나 연성 비누나 구연산과 같이 전부터 해

온 방식으로 세척하는 것은 사람과 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실천이 확대된다 해도 이것이 생산자에게 

오늘날 화석원료와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 일회용 월경용품은 

상상할 수 없다.



19891969 1979 1999 2009 2019

플라스틱아틀라스 세계판-한국어판 202218 플라스틱아틀라스 세계판-한국어판 2022 19

 플
라

스
틱

아
틀

라
스

 세
계

판
-한

국
어

판
 2

02
2 

/ 
여

성
환

경
네

트
워

크
(W

EN
)

지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오염원
서구 소비사회에서 여성의 월경용품 평균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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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에게 더 많은 플라스틱
1969년 이래 여성 위생용품 관련 특허품 수

2018년과 2019년 자료는 일부 특허 등록이 공개되지 않아 불충분할 수 있음.

접착용 
테이프가 
있는 최초 
월경대

탐팩스, 
어플리케이터로 
몸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탐폰으로 
특허 등록

날개 달린 대형 
월경대 시장 출시; 
이 제품의 중점은 
흡수력

1개월

월경대/탐폰 
10개

에 해당한다.

월경대와 탐폰

월경대/탐폰

39년

1년(월경주기 13번) 10년

   여성 한 사람 
평균 월경 기간

일회용 월경용품을 사용하는 

여성은 거의 40년 동안 

해로운 플라스틱과 접촉하게 된다.

주부이거나 마찬가지다.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고, 사람과 환경

을 유해 물질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운동은 종종 여성들이 

먼저 시작한다. 여성들은 정치, 기업, 가정과 공동체 영역에서 

플라스틱과 독성 없는 환경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이 참

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동등한 

자리가 필요하다.  

유해한 성분과 원료를 대체해야 하는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

니다. 

플라스틱과 전자제품 쓰레기가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될 

때, 쓰레기 매립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수입원이 되기

도 한다. 주로 여성과 어린이들이 유해 물질에 노출된 채 플라

스틱과 전자제품 쓰레기 더미를 뒤져 쓸 만한 것들을 찾는다. 쓰

레기를 내다 팔아 얻는 수익이 가족의 유일한 수입원인 경우가 

많다. 값어치 있는 구리를 얻기 위해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전선

을 태우기도 한다. 이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강한 독성인 다이

옥신이 발생한다.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가정용 쓰레기를 태우

거나 독성이 있는 쓰레기를 분류하는 위험한 일을 도맡는다. 

플라스틱이 불러오는 위험에 대한 지식은 고르게 공유되

고 있지 않다. 여성은 자신을 포함해 인간과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에 요구하고 근본 전환과 일상의 실천을 촉구하기 위

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다양한 위

험을 더 민감하게 인지한다. 

따라서 여성들이 사람과 지구를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이것은 그들이 기업가이거나 소비자이거나, 

여성 위생용품 관련 특허들은 1990년대 말부터 

비약해서 늘어났다. 한 가지 원인은 싼 값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플라스틱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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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이 일으키는 토양 오염
프랑켄 지역 농경지 분석 결과

조사 면적: 총 3942 제곱미터(0.3942 헥타르) 

헥타르당 플라스틱 입자 수 토양 속 플라스틱 입자의 크기 범위: 밀리미터, 분포: 퍼센트

마이크로 플라스틱

매크로 플라스틱

폴리에틸렌 폴리염화비닐

폴리스티렌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폴리프로필렌 폴리메타크릴산 
메틸

 식품

밥상을 위협하는 플라스틱 순환
플라스틱의 가장 큰 구매자 가운데 하나는 바로 식품 

산업이다. 식품은 잘 포장돼야 하며 모든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그 대가로 플라스틱은 농경지에 

흘러들어 식품 순환 체계를 오염시킨다. 

비닐 포장된 채소,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샐러드, 간편하게 

조리된 통조림과 레토르트 식품까지 오늘날 세계는 플라

스틱 없는 생활을 상상하기 어렵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식품 분야 플라스틱 사용이 급속히 늘

고 있다. 이것은 상품 유통이 시장과 직판장에서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로 바뀌는 과정에서 더 많이 일어났다. 독일은 식료품 

부문에서 근본 변화가 있었다. 시대는 편리함을 요구했다. 독일

의 <식품보고서 2019>에 따르면, 응답자 48퍼센트가 빠르고 

간편한 식사 준비가 중요하다고 여긴다.     

이에 발맞춰 식품 산업은 이미 조리된 식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포장 크기도 시장 요구를 반영한다. 독일 가정의 약 75

퍼센트 정도가 1인 가족 또는 2인 가족 형태로 살고 있다. 이제

는 모든 슈퍼마켓에서 한 사람이 먹을 정도 식품을 찾을 수 있

다. 이 때문에 지난 몇 년 유럽연합에서 포장재 소비량이 늘고 

있다. 가장 중요한 포장 재료는 당연히 플라스틱이다. 2018년 

식료품 포장을 위해  1조 1,300억 개의 포장재를 사용했다. 하

지만 반대 움직임도 늘고 있다. 많은 유럽 도시들에서 포장하

지 않은 식료품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생기고 있다. 2017년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0퍼센트 넘는 독일인이 이 같은 흐름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플라스틱은 식료품 포장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다. 

유럽연합 농업에서 쓰는 플라스틱은 소비량 6위를 차지한다. 

세계 소비량은 연간 약 650만 톤에 이른다. 과일과 채소는 플

라스틱 없이는 재배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관개 시설, 비닐

하우스, 터널 모두 플라스틱으로 만든다. 과일나무와 관목을 

새로부터 보호하려고 플라스틱을 쓴다. 아스파라거스를 더 일

찍 수확하기 위해, 밭 전체를 플라스틱 시트로 멀칭해 토양 표

면을 가열하고 보온한다. 

토양과 가축, 식료품에도 들어 있는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논쟁은 대체로 최근 시작됐다. 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이 토

양을 얼마나 손상시키는지에 관한 과학 지식은 여전히 부족하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이 농경지에 도달하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 

토양 오염은 해양 오염보다 4배에서 23배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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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식품에 대해 어떤 염려를 하고 있나? 
주제별 1-5까지 평가 비율로 측정, 응답자: 1,014명, 독일, 2018년

항생제 
내성

환경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위험 측정
1-5까지 평가, 퍼센트,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응답자 866명 
대상

식품 속 
미세플라스틱

매우 높음

매우 낮음

들어본 적 없음

걱정됨 걱정되지 않음

모르겠음, 무응답

모르겠음, 무응답

식품에 남아 있는 
잔류 농약

식품 속 
살모넬라균

유전자변형 식품

식품 속 
글리포세이트

식품 속 
곰팡이균

외식 
식품 위생 관련

농경지 하수슬러지
운반된 하수슬러지 속 미세플라스틱
연간 톤, 2016년

영국
11,455

스페인
8,394

포루투갈
1,579

독일
9,696

스웨덴
655

프랑스
11,653

이탈리아
5,528

루마니아
244

슬로바키아
887

폴란드
2,253

핀란드
1,234

에스토니아
197

밀리미터로 낮춰 플라스틱 비율을 줄이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 

동시에 유기성 폐기물 처리 원칙이 강화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포장재와 함께 음식물을 분쇄하고, 퇴비로 만들거나 발효시킬 

수 있었다. 앞으로는 유기성 폐기물에서 포장재를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기를 통해 입자가 이동할 수 있다. 과

학자들은 알프스 외곽 지역 토양에서 미세플라스틱을 발견한 

바 있다. 아마도 바람을 타고 그곳까지 날아간 것으로 보고 있

다.   

다. 베를린 자유대학과 라이프니츠 담수생태학・내수면어업 연

구소 과학자들은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토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보다 약 10년 정도 앞서 

있다고 본다. 해마다 4억 톤 넘는 플라스틱이 세계에서 생산되

고, 그 가운데 약 3분의 1이 토양이나 내륙 수로에 흘러들어 간

다. 주변 환경에 따라 미세플라스틱이 일으키는 토양 오염은 바

다보다 4배에서 크게는 23배까지 더 높다. 이는 토양 구조뿐만 

아니라 비옥도에 굉장히 중요한 미생물과 지렁이 같은 생물체

의 서식지를 오염시킨다. 또한 독성 물질을 끌어들이는 자석 역

할을 하기도 한다.

세계 곳곳에서 하수슬러지를 토양에 살포하는 과정에서 

해마다 미세플라스틱 수십만 톤이 토양에 방출된다. 슬러지는 

공장 또는 도시와 마을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할 때 만들어진

다. 플라스틱 입자 10개 가운데 9개가 하수슬러지에 남는다. 이 

가운데 약 3분의 1을 농경지 비료로 쓴다. 3년 동안 1헥타르마

다 최대 5톤 정도다. 하수슬러지는 최대 0.5퍼센트까지 이물질

을 함유할 수 있으며, 플라스틱 성분 함유량이 0.1퍼센트 아래

면 플라스틱이 없는 것으로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하수슬러지

는 2029년까지 비료로 쓸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2밀리미터

보다 큰 물질에만 하수슬러지 이물질로 규정했다. 미세한 플라

스틱은 섞일 수 있다는 말이다. 비료에 관한 규정은 임계값을 1

절반 넘는 응답자들은 식품 속 미세플라스틱의 

영향에 대해 우려한다. 항생제 내성에 대한 불안만이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불안보다 더 높았다. 

미세플라스틱 입자는 하수슬러지 

형태로 농경지에 도달한다. 

하수슬러지는 유럽 전역에서 비료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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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공급망에서 쓰는 플라스틱
제품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쓰는 플라스틱

비닐 봉투

가공

공급자

고객

온라인/
오프라인 거래

제조

세탁 
옵션

라벨
포장용 랩 태그
옷걸이 우편물 봉투
옷 싸개

 의류

값싼 의류, 값비싼 대가

섬유 산업에서 플라스틱은 

제품 공정과 옷을 깨끗하게 운반하고 

제공하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합성섬유 직물은 언뜻 보면 많은 장점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값싸고, 빨리 마르며, 몸에 잘 맞게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옷들은 일회용품처럼 쉽게 버려지고,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건강을 

해친다.

우리가 날마다 입는 옷은 대부분 합성섬유로 만든다. 우리

에게 잘 알려진 폴리아미드, 폴리에스테르, 아크릴, 나일

론 같은 합성섬유들은 모두 플라스틱이다. 합성섬유로 만든 옷

은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다. 탄력 있고 건조가 빠르며 촉감

이 매우 부드럽고, 면으로 지은 옷보다 더 가볍다는 장점 때문

이다.

고분자 화학섬유는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비스코스

(viscose)와 같이 셀룰로스(cellulose)를 기본으로 하는 고분

자는 대체로 목재에서 뽑아낸다. 폴리에스테르(polyester)와 

같은 합성 고분자는 몇 가지 생산 단계를 거치지만 결국 석유나 

천연가스에서 뽑아낸다. 2017년 세계에서 생산된 섬유 약 70

퍼센트는 합성섬유였다. 폴리에스테르는 생산되는 합성섬유에

서 약 80퍼센트를 차지하며 꾸준히 늘고 있다. 2017년 약 5,370

만 톤의 폴리에스테르가 생산됐는데, 이 가운데 약 94퍼센트

가 아시아, 특히 중국에서 생산 가공됐다. 폴리에스테르 섬유

의 약 절반 정도는 의류에 사용한다. 산업용을 포함한 모든 섬

유는 해마다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의 15퍼센트를 차지한다.  

섬유산업은 지하수, 강, 바다를 오염시키는 가장 큰 산업 

가운데 하나다. 옷을 만들고 염색을 하기 위해 2∼4만 개의 다

양한 화학물질이 쓰인다. 이 가운데 다수는 발암성 물질이며, 

생물의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생식 기능을 손상시킨다. 또 알

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호르몬 체계를 바꾸기도 한

다. 잘 알려진 유해 물질로는 포름알데히드, 과불화합물, 내연

제, 염료제를 비롯해 여러 첨가제가 있다.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만든 ‘가치 사슬(밸류 체인 value chain)’에 따라 

여러 일터에서 노동자들은 이러한 유해 물질에 노출된다. 이 오

염물질은 생산시설이나 폐수처리장 근처에 사는 주민들에게도 

해를 끼친다.  

이로 인한 영향은 광범위하다. 섬유산업의 많은 노동자들

이(세계 노동자 70퍼센트가 여성이다) 일터와 관련된 질병을 

앓는다. 백혈병으로 인한 사망과 포름알데히드 사이 연관성은 

이미 입증됐다. 합성섬유를 생산하는 직물공장에서 일하는 

여성의 유방암 발병률도 높다. 또한 합성섬유와 접촉하는 중

국에 있는 많은 섬유 노동자들의 유산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

졌다.

하지만 합성섬유 의류는 생산한 뒤에도 문제를 낳는다. 합

성섬유 의류를 세탁할 때 그 속에 있던 미세플라스틱이 하수

로 흘러들어 간다. 미세플라스틱 발생량에 관련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세탁물 5킬로그램을 세탁할 때마다 극세사 플라스틱 

조각 600만 개, 특히 플리스 자켓 한 벌을 세탁할 때 극세사 플

라스틱 조각이 25만 개 방출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금까지 

미세플라스틱이 인간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서는 알려진 게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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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섬유와 기후위기
폴리에스테르 섬유 생산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전통: 
1년에 2번 주기

패스트 패션: 
1년에 50번 주기

전통 의류 산업 주기와 패스트 패션 산업 주기 비교 세계 폴리에스테르 섬유 제품 생산, 단위: 백만 톤

7,060억
이산화탄소 환산톤, 

2015년

185개 화력발전소 
연간 배출량

해마다 6,400만 미국 
가정의 전력 공급

해마다 2억 3,400만 
헥타르에 달하는 

산림에 저장되는 탄소. 
아프리카 알제리 영토 

크기에 해당함. 

한 해 동안 
1억 4,900만 대의 

자동차 배출량: 
러시아 주민 1인당 

자동차 1대에 해당함 
석유 16억 배럴

미국에서 
2년 동안 필요한 

석유 수요를 충족시킴.

  CO2e = 이산화탄소 환산량. 이 단위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 온 것으로, 이산화탄소 또는 메탄이 미치는 온실가스의 영향을 비교할 수 있게 함.

예측

의류를 재활용하려면 섬유가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섬유 혼합

물을 분리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재활용에 적

합한 소재를 만드는 것 말고도 종합 의류 회수 체계가 필요하

다. 하지만 아직 이런 체계를 갖춘 나라가 많지 않다. 사실 의류 

재활용은 여전히 근본 문제를 그대로 둔 차선책일 뿐이다. 재

활용을 통해 합성섬유를 더 오랫동안 사용하면 섬유의 품질은 

쓸 때마다 점차 나빠질 테고, 결국은 쓰레기통으로 버려질 것

이다. 

환경과 건강에 대한 위협을 실제로 줄이려면 지속가능한 

소비 양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령 새 상품을 사지 않고 중고 

가게를 이용하거나 옷을 교환해 입으면 의류 생산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지금처럼 새 상품에 대한 수요가 크면 유기농 면처럼 

지속가능한 농업에서 얻는 섬유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

기 때문에 합성섬유 생산량을 줄이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지

역에서 구할 수 있는 갑각류 껍데기나 목재, 삼, 쐐기풀, 아마 같

은 자연 소재를 활용하는 새로운 접근들도 있다. 하지만 이러

한 대안도 환경, 건강,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 따져봐야 

한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산림 경영이나 단일경작, 건강과 환경

에 해로운 화학물질 사용 같은 방식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오

기 때문이다.  

섬유 산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자동차 산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폴리에스테르 섬유 제품은 그 흔적을 남긴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미세플라스틱이 건강에 특히 해로

운 유기 화합물이나 오랫동안 유지되는 독성 유해 물질들을 자

석처럼 빨아들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해 물질들이 미세플라

스틱을 타고 먹이사슬로 들어간다. 소금, 생선, 조개류, 인간의 

배설물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된다. 오늘날 하수처리장 

이나 세탁기는 이런 미세플라스틱들을 걸러낼 수 없다.   

소비자 또한 일부 책임이 있다. 더 입을 수 있는 옷도 쉽게 

버리는 탓에 보통 64퍼센트 정도가 쓰레기가 된다. 유럽연합에

서 버려지는 옷들의 80퍼센트 정도가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10

∼12퍼센트만이 지역에서 다시 판매된다. 나머지는 개발도상

국으로 수출된다. 이렇게 수입한 의류 때문에 개발도상국 국내 

의류시장이 흔들린다는 문제도 있다. 다른 플라스틱 쓰레기에 

비해 합성섬유는 더 깊은 바닷속으로 흘러들어 해양 생물들의 

생명까지 위협한다. 

이런 현상의 요인 가운데 하나는 ‘패스트 패션’ 산업에 있

다. 거대한 의류 기업은 저렴한 의류를 대량으로 생산해 시장

에 내놓는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에서 해마다 버려지는 옷은 

700만 톤에서 1,400만 톤으로 두 배가 넘었다. 패스트 패션 산

업은 환경오염에 큰 몫을 차지하며, 인간의 건강 또한 위협한

다. 게다가 기능성 옷을 갈망하는 아웃도어 문화는 합성섬유 

생산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점점 주목받고 있는 의류 재활용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어렵다. 세계에서 재활용된 폴리에스테르 소비량은 2015

년에서 2016년까지 1년 동안 약 58퍼센트가 늘었다. 큰 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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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디니아의 쓰레기
쓰레기 분리배출율 증가, 단위: 퍼센트 쓰레기 처리 행동의 변화 추이, 단위: 1인당 킬로그램/년

사르디니아

이탈리아

쓰레기 발생

분리수거 쓰레기

일반 쓰레기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

 관광

휴양지에 희망은 있는가 
많은 여행지가 플라스틱 위기를 보여주는 상징이 됐다. 

폐기물 처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여기에 

여행객의 부주의가 더해진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현지인들에게 돌아간다.

파란 하늘, 드넓은 모래 해변, 그리고 쓰레기, 이것은 어디서

나 쉽게 눈에 띈다. 이런 휴양지 오염 탓에 휴가를 한순

간에 망쳐버리곤 한다. 여행객들은 잘 보존된 아름다운 자연경

관을 즐기고 싶어 하지만, 그들 스스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파

괴하기도 한다. 바다와 해변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이제 익

숙한 광경이 됐다. 

해마다 플라스틱 수백만 톤이 바다로 흘러들어 간다. 강을 

따라 운반되고, 하수구를 통해 이동한다. 선박을 통해 폐기물

로 버려지거나, 파도에 쓸려 해안가에서 바다로 흘러든다. 세계 

곳곳 많은 해안과 해변에 놀랄 만큼 엄청난 쓰레기 더미들이 

뒤죽박죽 쌓여 있다. 카리브 섬이나 발리 같은 유명한 휴양지도 

쓰레기 문제로 이미지가 손상됐다. 

관광산업은 이제 쓰레기 문제를 무시할 수 없게 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책임있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체 관광지 80퍼센트 가량이 해안 지역을 끼고 있

다. 그 지역의 매력을 유지해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양 쓰레기 문제에 투자해야 한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마다 

약 116억 유로에 달하는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 비용의 

일부는 지방 정부와 특정 관련 산업의 청소와 폐기물 처리에 

쓰이고 나머지는 어업과 관광업의 수입 손실을 메꾸는 데 쓴

다. 연구 자료와 데이터가 부족해 비용을 정량화하기는 어렵다. 

여기에 더해 떠다니는 플라스틱 폐기물처럼 외부에서 유입되

는 쓰레기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는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행은 ‘생태 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인류가 지구에

서 생산, 소비, 배출하며 삶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토지 면

적을 나타내는 수치. 개인과 사회가 안은 생태, 사회적 빚의 크

기 지표. ✽편집자 주)’을 크게 증가시킨다. 특히 비행기를 타는 해외

여행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다. 또한 관광객들은 평소보

다 여행지에서 더 많은 일회용품과 포장제품을 쓴다. 공항, 비

행기, 기차, 주유소에서 제공하는 식품과 음료수는 보통 일회

용 포장이나 플라스틱병에 담겨 있다. 게다가 대부분 관광지는 

발생하는 쓰레기 더미를 처리할 만한 설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예를 들면, 지중해에 모여드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여름에만 40

퍼센트나 늘어난다. 여행과 플라스틱 쓰레기 사이 분명한 연관

성이 한눈에 보인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한 번 비행기를 탈 때

마다 1인당 평균 1.4킬로그램의 쓰레기가 발생한다. 항공기 탑

승을 통해 2017년 한 해에만 570만 톤의 폐기물이 발생했다. 

항공사와 청소 직원들이 수거한 쓰레기 봉투에는 여러 종류의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사르디니아에서는 

쓰레기 분리 배출이 거의 되지 않았다. 

그 뒤로 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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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 쓰레기 오염
바닷가에서 가장 많이 수거되는 쓰레기, 100미터당 백분율, 2013년 오스파 협약* - 스크리닝스 자료 기준

오스파 협약(OSPAR): 북동 대서양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협약

는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일 년 내내 쌓인다. 하지만 폐기물 처

리 업체는 성수기에 더 많은 양의 쓰레기 더미를 처리해야 한

다. 이탈리아 사르디니아 섬은 폐기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모범 

지역이다. 이 지역은 폐기물 분류와 처리에서 유의미한 전환을 

이끌어냈다. 2003년까지만 해도 전체 쓰레기 가운데 3.8퍼센

트 만이 분리수거 됐다. 지금은 이 비율이 약 60퍼센트 가 넘는

다. 2022년까지는 목표치인 80퍼센트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모아 배출하게 된 것도 많이 개

선된 부분이다. 무엇보다 ‘쓰레기 처리세’가 늘었다. 지역 공동

체들은 쓰레기 처리 목표를 여러 등급으로 나누고, 성과에 따

라 경제 가산점을 부여했다. 폐기물 관리 결과에 따라 도시와 

마을이 함께 정한 목표를 이루면 보상금을 받고, 그렇지 못하

면 제재를 받기도 한다. 이를 통해 사르디니아 주민들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혜택도 받고 있다.  

쓰레기들이 뒤섞여 목적지에서 버려진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 

체계가 지역마다 크게 다르기 때문에, 결국 비행기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거의 재활용되지 않는다. 

지난 세월 동안 비행기는 더욱 최적화된 작동이 가능하도

록 발전해 왔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이 재료로 선택됐다. 위생 

규정에 따라 음식과 식기는 반드시 포장하도록 했고, 이는 저

렴한 플라스틱 사용을 촉진했다. 항공사로서는 비행기의 전체 

중량을 줄여야 연료비용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기 때

문에 저렴하고 가벼운 플라스틱 재료가 유리한 선택이었을 것

이다. 

그렇지만 일부 항공사에서는 플라스틱 없는 비행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가령 썩지 않는 플라스틱 대신 퇴비로 

만들 수 있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소재로 만든 식기를 쓴다. 포

장할 때도 종이나 대나무를 활용한다. 2018년 영국의 대형 여

행사 토마스 쿡은 2020년까지 자사 리조트에서 제공하던 약 

7000만 개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쓰지 않기로 약속했다. 

세계 관광 산업 분야에서 플라스틱 없는 비행을 시도하는 가

장 큰 기업 가운데 하나다. 

관광지는 관광객이 모여드는 성수기에 특히 어려움을 겪

바닷가에서 음료수병, 식기류, 과자 봉지 같은 

플라스틱 쓰레기는 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담배꽁초, 

면봉 같은 작은 쓰레기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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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이 세계 기후에 미치는 위협
2050년까지 1.5도씨 목표 달성을 위한 최대 탄소 예산에서 세계 
플라스틱 생산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차지하는 비중

   2015년 기후조약에서 국제사회는 지구 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시대에 비해 가능한 1.5도씨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이산화탄소 환산량.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제시한 단위, 이산화탄소와 메탄 같은 온실가스 영향을 비교할 수 있게 함.

총 
이산화탄소 

4200~5700억 톤

플라스틱 
560억 이산화탄소 

환산톤
=10–13퍼센트

 기후변화

플라스틱이 지구를 뜨겁게 한다
플라스틱은 무게가 가벼워 전통 재료들을 

대체하는 친환경 대안으로 여기기도 했다. 

이러한 플라스틱 붐이 온실가스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사용하고 폐기하는 것은 해양과 육

지 생태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

친다. 하지만 플라스틱이 기후에 미치는 결과에 대해서는 잘 알

려져 있지 않았다. 기후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 참여한 나라들은 지구 온난화를 

섭씨 2도씨 아래로 제한하고, 온도 상승을 1.5도 아래로 유지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2018년 기후변화에 관

한 정부간협의체(IPCC) 특별 보고서는 지구 평균온도를 1.5도

로 묶어두기 위해 2030년까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45퍼센

트 줄여야 하며, 늦어도 2050년까지는 ‘순 배출량 0’에 도달해

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후 정책은 대부분 에너지와 운송 수단 변화에 중점을 두

고 있다. 산업의 변화 또한 매우 중요하다. 2010년 기준 세계 온

실가스 배출량 30퍼센트가 산업 분야에서 발생했다. 무엇보다

도 플라스틱 생산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계속 부추기고 있

다. 플라스틱과 합성섬유는 99퍼센트 넘게 화석연료를 기반으

로 한다. 석유화학 제품 생산 때문에 세계 석유 소비량이 크게 

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추정에 따르면, 2050년까지 

늘어나는 세계 석유 수요의 절반을 석유화학 생산 분야가 차지

할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플라스틱과 그밖에 석유화

학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셰일가스를 대량 사용한다. 셰

일가스는 기후를 위협하는 수압파쇄법(Fracking, 물과 모래, 

화학물질을 섞은 혼합액을 지하 암석 셰일층에 고압 분사해 가

스를 추출하는 공법. ✽편집자 주) 방식으로 생산한다. 셰일가스 사

용량은 갈수록 급격하게 늘고, 셰일가스는 시장에서 수익성 높

은 조건으로 거래된다.  

플라스틱 생산이 늘면 화석연료를 위한 새로운 설비도 뒤

따라야 한다. 석유와 가스와 석탄을 탐광하고, 채굴하고, 운반

하고, 정제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늘어난다.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 200만 톤에서 해마다 늘

어 2015년 약 4억 톤이 됐다. 지난 20년 동안 거의 두 배 늘었

다. 앞으로 20년 동안 다시 2배, 2050년이 되면 4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산화탄소와 메탄, 그밖에 온실가스는 플라스틱이 만들

어지고 버려지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생긴다. 화석연료에서 추

출・정제되고 에너지가 집약된 공정으로 가공될 때부터 플라스

틱 폐기물이 처리되고 소각될 때까지 플라스틱 전 생애주기에

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이는 세계 기후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1.5도라는 목표를 넘어서지 않

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4,200억~5,700억 톤 남은 ‘탄소 예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에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최대 허용량. ✽편집자 주)’을 다 써버리면 안 된다. 

국제환경법센터(CIEL)는 현재 성장률과 앞으로 성장률

을 감안했을 때 플라스틱 생산만으로도 2050년까지 이산화탄

소 525억 톤을 배출할 것으로 추정했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소

각할 때 발생하는 배출량까지 합치면 560억 톤을 훌쩍 넘는다. 

다시 말하자면, 플라스틱 문제만으로도 1.5도씨 목표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탄소 예산 가운데 10~13퍼센트를 쓸 수 있다

는 말이다. 만약 2050년부터 플라스틱 생산이 지금보다 훨씬 

느리게 성장하고, 연소율이 전혀 늘지 않는다 해도 21세기 말

까지 플라스틱 생산으로 인한 배출량은 이산화탄소 2,600억 

톤에 다다를 것이다. 이로 인해 세계 탄소 예산을 절반 넘게 쓰

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여전히 플라스틱이 기후 전반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과소평가일 수 있다. 화석연료의 채굴, 운반

과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이동 수단, 에너지, 농업: 기후변화와 관련해 

이 세 분야가 자주 언급된다. 

부당하게도 플라스틱 문제는 잊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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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기업들의 사업 수완
2010년 이래 미국에서 발표된 셰일가스에 대한 투자 누적액, 단위: 10억 달러

기후 위기를 초래하는 플라스틱
분야별, 종류별 플라스틱의 이산화탄소 배출 비중, 2015년

증가액

플라스틱 생산

폐기 

가공

10억 8500만 톤 이산화탄소

1억 6100만 톤 이산화탄소

5억 3500만 톤 이산화탄소

총 17억 8100만 톤 
이산화탄소

2014년 유럽연합 에너지 공급과 
농업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폴리프탈
아미드(P

PA)

쓰레기 소
각

재활용 매립

폴리프탈
아미드(P

PA)

폴리프
로필렌(P

P)

저밀도 폴
리에틸렌(L

DPE)

고밀도 폴
리에틸렌(H

DPE)

폴리우레탄(P
UR)

폴리스티렌(P
S)

폴리에틸렌 테
레프탈레이트(P

ET)

폴리염화비닐(P
VC)

첨가제
그밖에

폴리프
로필렌(P

P)

폴리우레탄(P
UR)

저밀도 폴
리에틸렌(L

DPE)

폴리에틸렌 테
레프탈레이트(P

ET)

고밀도 폴
리에틸렌(H

DPE)

폴리스티렌(P
S)

폴리염화비닐(P
VC)

첨가제
그밖에

발생한다. 이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환경 컨설팅기업 마테리알 이코노믹스는 유럽의 폐기물 에너지

화 기술을 통해 플라스틱이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 가운데 하나

가 될 수 있다고 추정한다. 또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분해 과정

에서 계속 온실가스를 방출한다. 얼마나 많은 양이 배출되는지

는 알려져 있지 않다. 

플라스틱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이고 얼마나 위협

이 되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식물성 플랑크톤이 해수면

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심해에서 분비하는 생물학적 과정

을 ‘탄소 펌프’라고 한다. 해양에서 급증하는 많은 미세플라스

틱은 이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 식물성 플랑크톤이 죽거나 다

른 생물이 흡수해 다시 배설할 때, 남아 있던 탄소가 해저 바닥

으로 가라앉는다. 이 탄소 펌프 과정은 해양의 탄소 흡수 역할

에서 매우 중요하며, 지구의 기후를 안정되게 유지하는 데 실제 

도움을 준다.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이 균형을 어떻게 얼마나 교

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 거의 진행

되지 않았다.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북미에서 천연가스 생산으로 인한 공식 배출량 

추정치에는 새로운 유전과 가스관을 설치하기 위해 숲을 훼손

하고 경관을 파괴하는 것은 보통 고려되지 않는다. 가스관과 

가스 설비시설은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가스를 대량으로 방

출할 수 있다. 이러한 시설이 몇 개가 되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된다. 정부와 업계 추정치는 몇 배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플라

스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쓰레기가 되어도 끝나지 않는

다. 쓰레기를 없애기 위해 플라스틱을 소각하는 ‘폐기물 에너지

화 프로젝트’를 고안했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모든 시도에도,  

석유화학 기업들은 셰일가스로 

플라스틱 생산을 부추기고 있다. 

추정치를 낮게 잡더라도, 온실가스는 플라스틱의 

전체 생애주기 내내 발생한다. 기후 관점에서도 

해결책은 ‘더 적은 플라스틱’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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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은 음식이 아니다
풀마갈매기 뱃 속에 있는 플라스틱 양과 이를 인간 위장으로 변환해 추정한 양

평균 34개 조각 
또는 0.31그램

인간에게는 
31그램에 해당

 물 속 플라스틱

플라스틱은 경계를 모른다
플라스틱은 물과 해양 생물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한 번 물속에 흘러든 플라스틱은 세계 곳곳으로 퍼진다. 

동물들은 이 플라스틱에 몸이 엉키거나 잘게 쪼개진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 삼키곤 한다.

해마다 대략 플라스틱 쓰레기 1,000만 톤이 세계 바다에 

버려진다. 1분마다 트럭 한 대 분량과 맞먹는다. 대부분 

플라스틱은 짧은 시간 쓰고 버려지지만 내구성이 매우 뛰어나

다. 일회용 음료컵은 평균 15분 정도 쓰지만, 사용한 플라스틱 

표면의 코팅이 작게 분해되기까지는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이 필

요하다. 5밀리미터보다 작게 쪼개진 미세플라스틱은 사방으로 

퍼진다.

북태평양, 인도양, 남태평양, 북대서양 그리고 남대서양에

는 세계 곳곳에서 모인 거대한 플라스틱 쓰레기 소용돌이가 다

섯 개나 된다. 그 가운데 북태평양에 있는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가 유명하다. 이곳은 가장 많은 플라스틱이 두텁게 쌓인 

곳일 뿐, 플라스틱은 사실 거의 모든 바다에서 발견된다. 심해

나 북극 같이 떨어진 곳에도 플라스틱이 쌓인다. 지난 10년 동

안 북극 심해의 폐기물 오염은 20배 늘었다.  

세계 대양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중해 같은 유럽 바다도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오염됐다. 지중해를 떠다니는 플라스틱 

비율은 오대양 쓰레기 소용돌이와 비슷하다. 지구의 바다 1퍼

센트 정도인 지중해에는 세계 미세플라스틱 7퍼센트가 섞여 있

다. 지중해는 세 개 대륙에 둘러싸여 있어 물과 플라스틱이 대

양으로 잘 흘러 나가지 않고 계속 축적된다. 지중해는 유럽의 

플라스틱 저장고가 됐다. 하지만 다른 유럽 바다도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밀도가 높다. 북해는 제곱킬로미터마다 평균 11킬로

그램의 폐기물이 섞여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유럽의 대양으로 모여드는 데는 다양

한 원인이 있다. 지중해 플라스틱 쓰레기의 대부분은 해변을 찾

는 관광객 때문이다. 북해의 폐기물 40퍼센트는 해상 산업, 해

상 운송과 특히 어업에 원인이 있다. 발트해도 비슷한 사정이

다. 대부분 관광객 영향이 가장 크고, 해상 운송, 어업 그리고 

시추 설비가 그 다음이다. 폐기물의 구성은 해역이 어떻게 이용

되고 해변이 어떻게 개발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플라스틱 대부분은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들어 온다. 라인

강은 1제곱킬로미터마다 평균 89만 3천여 개의 미세플라스틱 

조각을 함유하고 있다. 특히 강 지류는 미세플라스틱 영향이 

더 심각하다. 헬름홀츠 환경연구센터 연구에 따르면 플라스틱

이 여러 강으로부터 일정하게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10개 

큰 강에서 바다로 유입된다고 한다. 대부분은 아시아의 강에서 

흘러들어 온다. 

그렇다고 해서 독일과 유럽에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독

일은 유럽의 가장 큰 플라스틱 생산과 가공 업체가 있는 나라

다. 유럽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플라스틱 생산

자다. 또한 독일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많은 부분을 재활용하지 

않고 제3국에 수출한다. 대부분이 아시아 국가다. 그곳에서 쓰

레기는 보통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바다에 버려진다.

플라스틱은 국경과 수역 경계선에서 멈추지 않는다. 지중

해와 북해에 쌓이는 미세플라스틱은 독일인이 마시는 물의 질

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일리노이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미

세플라스틱이 한 번 물에 들어가면 지하수와 식수에도 쌓인다. 

특히 보통 지하수 체계에서는 미세플라스틱 유입을 막을 방법

은 없다. 

강이나 바다에 사는 동물들은 플라스틱 폐기물 때문에 여

러 위험을 겪는다. 특히 포장재와 고리, 실처럼 생긴 쓰레기 조

각들은 해양 생물에게 특히 매우 위험하다. 플라스틱이 몸에 

엉키거나 먹이로 착각해 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최소 2,249종

에 이르는 다양한 세계 해양 생물이 폐기물에 영향을 받는다. 

그 가운데 많은 생물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세계자연보

전연맹(IUCN)의 적색목록에 오른 해양 포유류 120종 가운데 

54종은 해양 쓰레기에 생명을 위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새들이 위장에 플라스틱이 가득 찬 상태로 굶어 죽는다. 

풀마갈매기 뱃 속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쓰레기 양은 

인간 기준으로 음식 한 접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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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쓰레기 매립장
세계 해양에 축적된 플라스틱 양 추정치, 2018년, 단위: 톤

연안

해안과
해저

바다

해수면
2,900만

해변과 해저

2,300만
해안

21만 – 43만 9,000 톤
바다 표면에 떠 있는 플라스틱

3,400만
바다

8,600만 톤
현재까지 바다에 
축적된 플라스틱 

총량 추정치

빙산의 일각

쓰레기 소용돌이의 넓이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 넓이 비교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
160만 제곱킬로미터=4.5배
독일 면적

독일
357,386 제곱킬로미터

미국

하와이

합물 살충제) 같은 유독 물질이 물 속을 떠다니며 플라스틱 조

각에 축적된다. 따라서 해양 동물들은 플라스틱 쓰레기와 함께 

또 다른 고농도 유해 물질을 삼키는 것이다.  

헬고란트섬(Helgoland)의 갈매기 서식지를 조사한 결과, 

둥지 97퍼센트가 플라스틱 쓰레기였다. 특히 어망, 노끈, 밧줄 

조각이 가장 많았다. 닻줄이나 포장재도 있었다. 헬고란트섬에

서 다치거나 죽은 갈매기 3분의 1은 플라스틱 때문이었다. 이렇

게 죽은 갈매기 비율이 몇 년 새 2배에서 5배까지 늘어났다. 북

해에서 떠내려온 죽은 풀마갈매기 95퍼센트는 위장에서 플라

스틱이 발견됐다. 풀마갈메기는 번식기를 제외하고는 바다에

서만 살아 간다. 먹이인 줄 알고 삼킨 플라스틱 쓰레기가 위장

에 가득 차 염증을 일으키거나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해 굶어 

죽는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로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동물 

행동을 제한하고 건강을 위협하며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다. 

적어도 해양 생물 387종이 바다를 떠다니는 쓰레기 더미 

위에서 세계로 이동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단지 동물 건강을 위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변화시키

고 서식지를 파괴한다. 

또한 폴리염화비페닐(PCB)과 디디티(DDT, 유기 염소 화

바다 표면에 드러나는 플라스틱은 바다 전체 

플라스틱의 일부이다. 더 많은 쓰레기가 

더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바다에 흩어져 있다.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는 캘리포니아 해상을 

떠다닌다. 알려진 모든 플라스틱 종류는 

해류를 타고 이곳으로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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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분야의 수상한 손님
2018년 유럽연합 플라스틱 전략 채택을 앞두고 벌어진 플라스틱 산업의 로비 활동

유럽위원회 회의

유럽의 플라스틱 산업협회 회의

비정부기구와 함께

다른 기구와 
함께

유럽연합위원회와 
회의

자발적 협약 
논의를 위한 

회의 유럽위원회 부집행위원장 
프랑스 팀머만과 비즈니스 

조식

유럽위원회 부집행위원장 
카타니엔과 비즈니스 

조식

모두 

92회 회의

산업계 대표와 
함께

 대기업

플라스틱 로비 활동
플라스틱 산업은 계속 늘어나는 플라스틱 생산량을 문제 

삼는 시선을 돌리기 위해 로비 활동을 한다. 그들은 생산이 

아니라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 문제로 관심을 돌리며 

책임을 회피한다

플라스틱 산업은 거대한 석유화학 산업의 부산물로 탄생

했다. 세계에서 겨우 수십 개 정도 되는 기업이 사라지지 

않는 쓰레기가 될 플라스틱 제품 대부분을 생산한다. 몇몇 다

국적 기업은 플라스틱의 원료인 플라스틱 펠릿 시장을 장악하

고 있다.

이 플라스틱 대기업들은 높은 수익을 유지하면서도 최소

한의 의무만 지기 위해, 혹은 회피하기 위해 시장을 이용한다. 

무엇보다도 비용을 최소화하고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단지 

쓰레기 ‘처리’ 문제로 만들려고 노력한다. 이 때문에 대기업의 

책임은 축소되고 쓰레기 문제를 부유한 나라에서 빈곤한 나라

로 떠넘기는 상황이 됐다. 이는 식민지 시대의 착취 구조를 떠

올리게 한다. 

주요 플라스틱 대기업은 본사를 몇몇 국가(미국, 영국, 사

우디아라비아,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 한국)로 한정하고 있지

만 생산은 200개 넘는 국가에서 이뤄진다. 모든 대기업은 정치

계와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자체 로비 팀이 있다. 이

들 업계는 정치권에서 직접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100개의 국

제, 국가, 지역 상거래 협회에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플라스틱 산업은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위원회와 포럼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미 1950년대 

다우(Dow) 같은 화학 기업들과 에쏘(ESSO, 현재 엑슨 모빌 

Exxon Mobil) 같은 석유 기업들은 점차 심각해지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컨퍼런스에는 때때로 정부 대표

가 참여한다. 

이들 대기업은 플라스틱 생산량을 줄이려고 노력하기 보

다 경제 영향력을 이용해 근본 문제를 덮는다. 그들은 로비 활

동뿐 아니라 “쓰레기 문제는 재활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광고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이중전략을 펼친다. 

프래킹 공법(수압파쇄법)은 미국에서 지난 20년 동안 플

라스틱 생산량을 늘리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2005년 규제 

당국과 로비 단체들이 참여한 위원회는 프래킹을 미국 식수 안

전법에서 제외하도록 법을 제정했다. 이 결정에 대중들의 참여

는 배제됐다. 플라스틱 붐을 일으키는 프래킹은 미국 루이지애

나, 텍사스와 다른 주에서도 이뤄지는데 프래킹 시추 작업은 

수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 받는다.

2017년 영국의 화학 대기업인 이네오스(Ineos)와 다른 에

너지 기업들은 로비 활동을 통해 탈 화석연료를 위한 자금으로 

쓰여야 할 세금을 면제 받았다. 청정에너지에 투자하는 대신 

세금의 약 1억 1,600만 유로 이상을 감면 받은 것이다. 로비스트

들은 시민들 희생의 대가로 기업 이익을 만들어냈다. 이런 희생

이 없었다면 기업은 그만한 경제 이익을 남기지 못했을 것이다. 

플라스틱 생산은 그렇게 계속 활기를 띠고 있다.

하나의 중요한 역학관계가 이러한 특권 규정에 영향을 줬

다. 업계에서 재정 지원을 받은 로비스트는 투표를 통해 뽑힌 

정치인이나 비정부기구 대표들보다 몇 배나 많다. 로비스트는 

번갈아가며 정부와 기업에 고용되는 경우가 많고, 기업의 거대

한 재정 부문에 접근할 수 있다. 

미국의 전체 플라스틱 생산업체를 포함해 150개가 넘는 

화학 기업을 대표하는 미국 화학 위원회(ACC)는 지난 10년동

안 로비 활동에 대략 8억 9,000만 유로를 썼다. 이것은 비정부

기구들이 쓴 금액보다 훨씬 더 많다.

이러한 권력 불균형은 산업을 비호하고 환경과 인간의 권

2018년 채택된 유럽연합의 플라스틱 전략은 

거듭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아마도 업계의 로비 압력 때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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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플라스틱 기업들
세계 연간 매출 보고, 단위 10억 유로

새로운 플라스틱으로 가는 길 위에
대기업 이네오스는 미국 셰일 지층에서 추출한 셰일가스(에탄, 프로판, 부탄)를 
유럽으로 운송한다.

프래킹에서 비롯한 미국 셰일가스 붐이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하지만 셰일가스는 플라스틱 생산을 위한 원료로도 쓰인다. 
이네오스는 유럽에서 가장 큰 플라스틱 생산업체로
유럽 전역으로 가스를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위해 자체 설비를 구축했다.

미국

펜실베니아의 1만 개가 넘는 
프래킹 구역 

(2005년부터 개발) 축구장 두 개 크기 
선박 8척이 한 해 
최대 80만 톤까지 

에탄을 
수송할 수 있다.

마리너 이스트 
파이프라인으로 

필라델피아 
근처에 있는
 마커스 훅 

수출 터미널로 연결

쾰른 
독일

석유화학 
생산을 위한 
셰일가스의 
추가 처리

이네오스 공장 
노르웨이 
라프네스 

플라스틱 펠릿 
생산

이네오스 공장
스코틀랜드 

그레인지머스 
플라스틱 펠릿 생산 

유럽 최대 
에탄 벙커 탱크

앤드워프 
벨기에

대서양

휴스턴 
텍사스

세계 최대 
석유화학 센터

다우

엑슨 모빌 사빅

이엔아이

이네오스

라이온델 바젤 LG 화학

바스프

랑세스

쉐브론 필립스

이네오스는 기존 공장을 확장하고 
20년 만에 유럽 최초 에탄 

크래커 건설에 3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리를 좌절시키는 규정으로 이어진다. 대규모 로비를 통해 만들

어진 정치적 결정과 원칙들은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물 처리

까지 전체 과정에서 ‘재활용’과 ‘폐기물 처리’, ‘소비자의 태도’에 

만 집중하게 만든다. 그들의 목표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 아

니라 계속 폐기물 처리에 머물게 하는 것이다.

심지어 비정부기구와 산업의 대변자 사이 경계가 불분명

해지고 있다. 기업은 비정부기구를 표방하는 기관들을 설립

하고 재정을 지원하며, 기업이 원하는 대로 기관을 움직인다. 

2018년 유럽연합에서 플라스틱 전략을 채택하는 과정을 살펴

보면 이런 기구들이 플라스틱 산업계 이익을 고려해 움직였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몇몇 대기업이 세계 플라스틱 대부분을 

생산한다. 그 가운데 독일 루트비히스하펜에 

본사를 둔 바스프(BASF)도 있다.

이네오스(Ineos)는 1998년 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화학 엔지니어인 짐 라트클리프가 설립했다. 그는 

유럽에서 플라스틱 생산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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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과 함께 범람하는 플라스틱 홍수
독일의 유리와 플라스틱 소비량, 단위: 킬로 톤 유리 플라스틱 국내 총 생산, 단위: 1억 유로

 물질적 풍요

세계 무역의 산물
2차 세계대전 뒤 이뤄진 경제 성장은 플라스틱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플라스틱은 온라인 쇼핑으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더 많이 만들어 내는 

세계화 시대의 동력이자 결과다.

2차 세계 대전 뒤 특히 서유럽 나라들은 역사에 없던 놀라

운 성장을 경험했다. 경제의 황금시대가 도래했다. 생산성

은 계속 늘어갔다. 자동화와 화석연료로 생산한 에너지가 생산

성 향상을 자극했다. 이를 통해 상상할 수 없었던 부가 다수에

게 돌아갔다. 집집마다 자동차, 세탁기, 텔레비전을 사들였고 

이것이 일반 가정의 표준이 됐다. 소비재는 점점 더 대량으로 

생산됐다.

플라스틱은 이러한 상황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석

유화학 산업 기술이 발전하면서 플라스틱을 저렴하고 다양한 

형태로 생산할 수 있게 됐다. 플라스틱으로 일회용품과 포장재

를 만들면서 소비재 판매가 늘었다. 언제나 쉽게 사서 쓰고 쉽

게 버릴 수 있게 된 탓이다. 동시에 공급망은 점점 넓어졌다. 제

품의 장거리 배송에 알맞은 새로운 포장 방식이 필요해졌다. 플

라스틱은 기업들이 바라는 새로운 세상의 선구자처럼 보였다. 

1907년 처음 발명한 현대 플라스틱인 베이클라이트

(bakelite)부터 오늘날 다양한 플라스틱 혼합물에 이르기까지 

합성 중합체는 거의 필수가 됐다. 다우 케미컬이나 모빌 코퍼레

이션(현재 엑슨 모빌) 같은 기업은 신제품을 개발해 석유와 가

스에 대한 수요를 부추겼다. 화학 기업들은 석유와 가스에 함

유된 탄화수소를 화학 중간체를 거쳐 일련의 중합체로 변환해 

다양한 제품을 만든다.

일부 소재와 제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개발된다. 특

정 목적을 가진 재료나 상품을 개발하려면 우선 시장 진입과 

판매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움

직임에 위협을 느낀 석유와 가스 산업은 이런 방법으로 판매 

시장을 넓히고 강화할 방법을 찾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소재를 

발명해야 한다는 끊임없는 압박을 만든다. 식자재를 더 멀리 

운송하게, 또한 포장에 더 매력 있는 특징을 드러내거나 무게

를 최대한 지탱하게 말이다. 플라스틱 산업은 이러한 방식으로 

제품 디자인과 포장 분야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 또한 포장 분

야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일 것으

로 보인다. 

일회용 포장재가 크게 확산한 것은 세계화 결과이자 국제

무역을 움직이는 힘이다. 공급망이 세계에 걸쳐있고, 소비자는 

제품 생산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포장재 회수는 어려울 뿐 

아니라 큰 비용이 든다. 이 때문에 이미 1960년대 코카콜라와 

펩시 같은 기업들은 유리병 회수 법률에 반대했다. 플라스틱 원

료가 과잉 공급되어 플라스틱 일회용 포장재 사용이 편하고 저

렴해졌다. 이러한 상황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기업들

은 다 쓴 병을 회수해야 하는 불편함에서 해방됐다. 제품 사용

이 끝난 뒤에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소비자는 이러한 사고방식에 익

숙해졌다. 시간을 아낄 수 있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

이 온라인 쇼핑을 한다. 오늘날 미국의 아마존과 중국의 알리

바바와 같은 거대 시장 기업들이 주도하는 온라인 상거래는 개

인 구매가 두드러진 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수백억 달러 

매출을 올린다. 엄청난 양의 포장제품들이 배송되면서 플라스

많은 서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독일의 유리 

소비는 1990년대부터 계속 줄었다. 플라스틱 

소비는 경제력과 병행해 가파르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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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없음

소득별 쓰레기 
생산 분포

소득별 국가 
점유율

12,476 이상

덴마크
뉴질랜드

인도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미국

킬로그램 넘음
킬로그램

킬로그램

킬로그램 아래

홍콩
스위스 룩셈부르크

마카오

카타르
노르웨이

독일
말레이시아

1,026 – 4,035

평균 수입, 단위: 1인당/ 나라마다 (미국 달러)

4,036 – 12,475 1,025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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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풍요와 쓰레기의 연관성
1인당 하루 쓰레기 생산량, 2016년

국내 총 생산에 따른 폐기물 생산 분포도
연간 1인당 킬로그램, 1인당 국내 총 생산, 단위: 달러(미국)

번영 수준에 따른 쓰레기 생산 비율
215개 국가, 2016년

기 시작했다. 지속가능한 포장이 지역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환경을 해치지 않는 포장 방식은 느리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몇 해 전 독일에서 ‘오리기날 운페어파크트(Orig inal 

Unverpakt, 포장하지 않은 원형. ✽편집자 주)’이란 제로 웨이스트 

식료품점이 처음 문을 열었다. 일회용 포장재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가게이다. 일회용 음료컵 대신 직접 챙겨온 물병을 쓰면 

값을 깎아주는 제도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유럽의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금지 원칙은 적어도 국제 사회에 

하나의 신호를 보낸 것이다.  

틱과 종이상자의 생산과 폐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문

제가 됐다. 

선두 기업들은 재사용이나 재활용하거나 퇴비로 만들 수 

있는 소재를 쓰라는 압력을 점점 더 받고 있다. 2017년 인도에

서는 플라스틱 위기로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의 사용을 금

지했다.

세계 무역 체계와 흐름을 급격하게 바꾸지 않는다면, 일회

용 플라스틱과 일회용 포장재를 완전히 없애기는 불가능하다. 

플라스틱의 재활용은 생태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보면 

큰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회용 플라스틱은 여

전히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대안은 

지금까지 단지 틈새시장에서만 볼 수 있다.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낼 진정한 자극은 없다. 예나 지금이나 플라스틱은 값싸

고 쓰기에 편리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소비 태도 또한 변해야 한다. 변화가 조금씩 보이

세계에서 한 사람이 하루에만 

0.74킬로그램의 쓰레기를 만들어낸다. 

부유해질수록 배출하는 쓰레기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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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2018년, 단위: 1,000톤

생분해 불가

생분해 가능

견고한 포장재

유연한 포장재

섬유

운송과 교통

소비재 제품

농업과 원예

코팅과 접착

건축

전기와 전자

그밖에

유럽
북미

남미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오세아니아

바이오 플라스틱의 생산과 사용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의 생산량, 2018년, 단위:%
(총 211만 톤)

 바이오 플라스틱

옥수수는 좋은 해답이 아니다
식물성 원료로 만든 플라스틱은 친환경 소재로 알려져 

있다.  산업계는 바이오 플라스틱이 더 빨리 분해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새로운 소재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큰 장점은 동시에 가장 큰 문제다. 내구성이 강한 플

라스틱은 거의 분해할 수 없다. 재료 유형에 따라 플라스

틱 분해는 몇백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최근에는 플라스틱의 기

초 원료인 원유의 대체재로 식물성 원료를 이미 쓰고 있다. 이

른바 ‘바이오’ 플라스틱은 기존 플라스틱과 달리 빨리 분해된

다는 것을 내걸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질 수 없다. 이름에 

‘바이오’가 쓰여 있다고 해서 더 환경에 이롭다는 뜻은 아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크게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과 ‘생분

해성’ 플라스틱으로 나눌 수 있다. 오늘날 주로 포장 분야에서 

많이 쓰는 페트(PET)와 폴리에틸렌(PE)이 바이오 기반 플라스

틱이다. 이것을 만드는 생물 원료는 주로 브라질에서 재배되는 

사탕수수에서 얻는다. 

사탕수수는 단일경작으로 재배되는 탓에 살충제를 많이 

쓰고 있어 인간과 자연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유럽연합은 인간

과 동물의 건강, 특히 꿀벌을 보호하기 위해 브라질에서 사탕

수수 생산에 쓰이는 몇 가지 살충제를 금지했다. 브라질은 세

계 시장이 집중되며 가격 압박이 심해져 임금이 낮아졌고, 이

로 인한 사탕수수 경작 지역의 빈곤 문제가 심각해졌다. 

또한 2018년부터 브라질은 유전자 변형 사탕수수 재배를 

허용했다. 옥수수와 감자처럼 ‘바이오 플라스틱’을 위해 생산

되는 농업 원료도 고도로 산업화된 농업의 생산품이다.

이러한 농작물은 대규모 산업 공정에서 화학 원료로 가공

된 뒤 기존 플라스틱 생산에 공급된다. 제품에 따라 되살려 쓸 

수 있는 원료 비율은 20~100퍼센트다. 나머지는 화석 원료와 

재활용된 원료로 구성된다.

2017년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의 최대 생산 능력은 세계 플

라스틱 생산량의 약 1퍼센트였다. 이를 위해 세계 농업 지역에

서 0.02퍼센트 정도만 농경지로 쓰이고 있다. 언뜻 보면 플라스

틱을 생산하기 위해 농작물로 화석 원료를 대체하는 데 문제

가 없어 보인다. 이 비율은 앞으로 몇 해 동안 높은 성장률을 기

록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플라스틱 생산 변화에 대한 예측과 현재 농경지 이용 

정도를 살펴보면, 농경지에 대한 압력은 더 높아질 것이다. 이 

때문에 이미 오늘날 곳곳에서 물 부족, 생물종의 멸종, 사막화 

그리고 자연 서식지 손실 문제가 일어났다. 바이오 원료 농작

물 재배를 늘리는 것은 환경을 위한 길이 아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정해진 조건에서만 미생물에 의해 

분해된다. 이런 분해가 가능한 플라스틱은 바이오를 기반으로 

할 수 있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퇴비화가 가능한 쓰레기봉지나 일회

용 음료컵, 배달 음식에 쓰이는 플라스틱통 같은 식품 포장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된다. 유럽은 유럽 전역에 통용되는 인

증마크를 개발했다. 이는 플라스틱 퇴비화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이 인증 시험 기준을 통과한 플라스틱은 섭씨 60도에서 12

세계에서 생산된 바이오 플라스틱의 양은 

적지만, 화석연료로 만든 플라스틱의

대안으로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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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분해성 종량제 봉지의 무의미한 약속
폴리락트산(PLA)의 생산과 분해

생분해성 종량제 봉지의 원료를 
얻으려면 많은 작물과 토지, 

물이 필요하다. 폴리락트산 1톤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

‘바이오 플라스틱’ 
재료에 따라 생산 과정의 

화석 에너지 
사용량이 다르다. 

생분해성 종량제 봉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가운데 

40% 아래만 
생분해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물에서 충분히 
빨리 분해되는 플라스틱은 

없기 때문에 
바다에 큰 피해를 준다.

채소밭을 플라스틱 
비닐로 덮는 농업 관행이 

지속해서 플라스틱 
오염을 일으킨다.

퇴비화 과정은 보통 조건에서 
너무 오래 걸리며, 

정원에 적합한 퇴비를
생산하지 못한다.

대부분 공장은 퇴비화가 가능한 
설계를 하지 않았다. 대부분 

‘바이오’로 분류해 폐기물 소각 
시설에서 처리한다.

경작

바다에서 
분해되지 않음

땅에서 
분해되지 않음

집에서 
퇴비화 할 수 없음

산업 영역에서 
퇴비화 할 수 없음

생산

현재 통용되는 분해 가능한 플라스틱의 폐기 경로

사용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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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2.39 톤

땅 
0.37 헥타르 

물 
2,921리터 

폴리락트산 
40 메가줄 MJ/kg  80 메가줄 MJ/kg  

폴리에틸렌 

  1kcal＝0.004186 MJ (편집자주) 

하지만 앞에서 살펴봤듯 바이오 플라스틱 원료 작물은 토

양을 망가트리는 관행농법으로 재배하고, 이것은 토양과 물의 

산성화와 부영화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에 대한 ‘전 생애주기 평가’는 좋은 쪽으로만 결론나지 않는다. 

또한 토지 사용에 따른 직간접 영향과 유전자 변형 식물에 대

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바이오 플라스틱을 위한 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의 생물 다양성 문제 또한 아직  충분히 연구되

지 않았다.

플라스틱이 생물학적 순환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시도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단지  

‘바이오 플라스틱’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며 현실에 맞는 해

답에서 멀어지게 한다.  

주가 지나면 90퍼센트까지 분해돼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퇴

비 처리 시설에서 쓰레기 분해에 들이는 시간은 4주뿐이다. 이 

공정이 늘어나는 것은 경제적으로 볼 때 별 의미가 없다. 분해

가 끝나면 물, 이산화탄소, 미네랄 첨가제만 남고 부식되는 물

질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쓰레기가 썩는 동안 발생하는 열은 재활용 공정에서 

쓰이지 못하고 손실된다. 나중에 쓰레기봉지를 생산하려면 외

부에서 에너지를 다시 공급해야 한다. 

따라서 이 과정은 정확히 말하면 ‘퇴비화’가 아니라 그저 

‘쓰레기 처리’다. 유럽에서 사용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대부분

이 아직은 쓰레기 소각장에서 소각되고 있다.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과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기존 플라

스틱보다 기후 영향과 관련된 전 생애주기 평가(Ökobilanz, 환

경 관련 전체 과정을 기록, 평가하는 절차. 현재는 서비스와 사

용법에도 적용됨. ✽옮긴이 주) 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이 두 가지 플라스틱 상용화에 대한 논리로 자주 쓰인다. 

식물성 원료로 만든 쓰레기봉지는 

지속가능한 순환을 약속하는 듯하지만 

상당한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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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와 플라스틱 가공을 통한 재사용, 2017년, 단위: 100만 톤

  상업 영역 또는 가정에서 사용한 버린 최종 소비자 폐기물
    쓰레기 소각/ 대체 연료, 이 경우 재활용이 어렵다.             자체 제품을 생산하는 재활용 업체에서 재활용되는 약 0.135 백만 톤 포함

소비로 인한 
폐기물

매립지에서 폐기

에너지 
회수

공급 원료 
재활용

해외에서 재활용

재활용 공장에 투입국내 총소재 재활용 재활용량
          플라스틱 생산을 위한 
재활용

해외 수출

에너지 
회수

소비로 인한 
폐기물

           백만 톤    

반올림 적용

 쓰레기 처리

플라스틱 위기의 뒷면
일상에서 쓰레기를 철저히 분리 배출하기만 하면 

소비태도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큰 오해다. 

진실은 이렇다.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는 

대부분 소각되거나 땅에 묻히거나 바다로 흘러든다. 

1950년대 들어 합성 원료의 대량 생산이 시작된 뒤, 플라스

틱 83억 톤이 세계에서 생산됐다. 이 가운데 75퍼센트 넘는 

양이 지금은 쓰레기가 됐다. 아직까지는 문제없이 플라스틱 쓰

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다.

1950년 뒤 버려진 전체 플라스틱의 9퍼센트만 재활용됐다. 

오늘날 플라스틱 포장재의 세계 재활용률은 단지 14퍼센트에 

그친다. 대부분 가치가 떨어지는 ‘다운사이클링(Downcyling)’ 

방식으로 재활용된다. 40퍼센트가 쓰레기 매립지로 가고 14퍼

센트는 소각된다. 나머지 32퍼센트는 바다와 다른 수역으로 이

동하거나 자연에 버려진 채 방치된다. 또는 관리되지 않은 채 

태워진다. 플라스틱 쓰레기의 모든 폐기 경로는 생태계를 위협

하는 커다란 문제를 숨기고 있다.

플라스틱은 주로 석유와 가스 같은 화석연료에서 얻는 물

질이며 독성 화학물질과 혼합된다. 플라스틱은 생분해성이 없

고 수백 년 넘게 환경에 남는다. 바다의 폐기물은 해양 생태계

의 많은 생물들, 특히 어류, 바다새, 해양포유류를 위험에 빠트

린다. 또한 플라스틱은 독성 물질을 환경에 오랫동안 방출한다. 

많은 나라에서 플라스틱 소각을 손쉬운 쓰레기 처리 방법 

가운데 하나로 여긴다. 하지만 적절하지 않은 시설에서 태우거

나 배기가스를 제대로 걸러내지 않으면 맹독성 물질인 발암성 

수은, 카드뮴, 납, 다이옥신, 퓨란이 환경으로 배출된다. 또한 

이산화탄소도 배출된다. 폐기물 소각 시설은 배기가스 한계치

를 지켜야 하지만 오염 물질을 완벽히 걸러낼 수는 없다. 

나머지 유해 물질은 필터로 걸러진 먼지와 재, 매립지로 보

낸 그밖에 부산물에서 발견된다. 이것들이 시멘트나 다른 건

축 자재에 첨가돼 우리 주변에 도달하기도 한다. 플라스틱 소각

은 비용이 많이 들며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다. 이는 ‘열 재활용’, 

‘대체 연료’, ‘폐기물을 에너지로’ 같은 그럴듯한 이름으로 진행

된다.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것이 여전히 소각하는 것보다는 

더 낫다. 하지만 재활용 문제는 경제와 기술에 놓인 장애물로 

한계에 다다랐다. 특히 포장재 같이 쓰고 버리는 제품은 다양

한 원료가 섞여 있는 복합 재질로 만든 탓에 재활용이 어렵다. 

독일의 재활용률은 모범으로 여긴다. 

하지만 이 수치는 재활용 과정의 결과가 아니라 

단지 시작에 대해서만 추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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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위기의 원인
세계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 폐기물 처리. 1950년부터 2015년까지
단위: 100만 톤

낭비되는 전력
쓰레기 소각에 드는 에너지 결산, 단위: 에너지 사용도(메가줄 Megajo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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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사용 중 소각 재활용

1950년에서 
2015년 사이 플라스틱 

약 83억 
톤이 생산됐다

평균 에너지 
함량

재활용을 통한 
에너지 획득

소각을 통한 
에너지 획득

이런 혼합 플라스틱은 도로 표지판 받침대나 이와 비슷한 질 

낮은 제품으로 가공되는데 이마저도 시장이 제한돼 있다. 최고

의 기술이 있더라도 극히 적은 양의 플라스틱만이 신제품 수준

으로 재활용될 수 있다.

공식 발표된 독일의 재활용 비율은 2016년 기준 45퍼센트

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이 결과에는 진실이 숨겨져 있다. 재활

용 업체로 단순 운송한 비율을 참고한 것일 뿐, 실제 재활용된 

수치로 보기는 어렵다. 

이 분야에서 소비자가 사용한 플라스틱을 ‘포스트 컨슈머

(Post-Consumer)’라 하는데, 이를 재활용해 얻은 이익의 총량

을 기준으로 하면, 독일은 약 15.6퍼센트만이 재활용하는 셈이

다. 제품으로 재활용된 플라스틱 7.8퍼센트만이 새 제품과 비

슷한 수준이다. 이 총량은 독일에서 가공된 플라스틱 제품 가

운데 2.8퍼센트를 차지한다. 순환 경제에 대해 거의 이야기할 

수 없는 수준이다. 

제조업체에서는 질이 낮은 재활용 원료보다는 새로운 플

라스틱 원료로 생산하는 것을 선호한다. 유럽은 사용한 플라스

틱을 회수해서 분류하고 가공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새로 생산

하는 것보다 더 높다. 따라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대부분 수출

한다. 2018년 1월 폐기물 주요 수입국이던 중국이 수입을 금지

하자 말레이시아에 쓰레기가 집중되기 시작했다. 4개월 동안 

영국이 말레이시아로 수출한 쓰레기 양은 이전보다 세 배에 달

했다. 영국뿐 아니라 독일도 말레이시아로 많은 양의 쓰레기를 

수출했다.  

이른바 ‘화학적 재활용’이라 부르는 공급원료 재활용

(Feedstock recycling)은 플라스틱을 연료와 가스로 변환하

는 공정이다. 에너지 효율과 비용, 안전 문제를 따져보면 좋은 

대안이 아니다. 그동안 플라스틱 쓰레기를 플라스틱 생산에 필

요한 기본 원료로 변환하려는 시도들은 성공하지 못했다. 공정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가 크고 독성 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이다. 

심각한 화재, 폭발 사고로 재정 손실도 일어났다. 유럽연합 법

에 따르면 이 공정을 ‘재활용’이라 부를 수 없다. 미국 환경 보호

국(EPA)은 공급원료 재활용 과정에서 건강 위험이 발생한다

고 보았다. 이는 기존 폐기물 소각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오늘날 이뤄지고 있는 플라스틱의 모든 재활용 공정은 플

라스틱 대량 사용보다 뒤처져 있다. 높은 수준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해도 지금처럼 소비가 계속해서 늘면 새로운 자원 소비

를 의미 있는 수준으로 크게 낮출 수 없다. 플라스틱 붐의 근원

지 자체를 손보는 것이 우선이다. 그것이 플라스틱 생애주기의 

마지막 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과 건강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가장 효과 있고 지속가능한 방법이다. 첫걸음은 단지 한 번만 

쓰는 플라스틱 제품을 피하는 것이다.  

재활용은 대상 제품의 에너지 

대부분이 보존된다. 하지만 소각은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고 손실된다.

1950년대부터 생산된 모든 플라스틱의 

흐름을 보면, 재활용은 해결책이 아닌 

또 다른 문제의 일부라는 것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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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의 시작
중국에 수출한 플라스틱 폐기물, 단위: 톤/월

  홍콩이 상위를 차지하는 이유는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이 이곳에서 재분배되기 때문이다.

전체 홍콩
일본
미국
독일

태국
영국
한국

중국이 수입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조건을 강화함

 쓰레기 수출

세계 쓰레기장이 문 닫다
재활용도 안 되고 처치 곤란한 플라스틱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주 간단하다. 다른 곳으로 보내면 

된다. 최근까지도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쓰레기는 

중국으로 보냈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

2018년 1월까지 플라스틱 쓰레기의 주요 종착지는 중국이었

다. 대부분 G7(주요 7개국 모임)에 속한 폐기물 수출국들

은 쓰레기를 중국으로 보내 처리했다. 1988년 뒤로 세계 플라스

틱 쓰레기의 절반이 중국을 향했다. 중국은 이 쓰레기들을 녹

여서 재생을 위한 펠릿으로 만들었다. 변화는 중국이 플라스

틱 쓰레기 수입을 제한하면서 시작됐다. 재활용할 수 없는 소

재 혼입률이 0.5퍼센트 아래인 플라스틱 쓰레기만 받아들이겠

다고 발표한 것이다. 기존 1.5퍼센트보다 훨씬 문턱이 높아졌다. 

미국 재활용 시설에 들어오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이물질 혼입

률이 15~25퍼센트에 달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중국이 발표

한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새로운 규제는 

사실상 수입 금지를 뜻했다. 

중국으로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수출국들은 페트

(PET)나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같은 시장성 있는 플라스틱

만 나라 안에서 재활용하고 질 낮고 재활용하기 까다로운 나머

지들만 중국으로 보냈다. 이러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다양한 소

재, 화학 첨가제와 염료를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재활용이 불가

능하다. 중국으로 들어온 플라스틱 쓰레기는 소각 또는 매립하

거나 자연에 방치돼 환경을 오염시켰다. 플라스틱 쓰레기 수입

이 불러온 생태,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자 쓰레기 수입을 더 엄

격하게 규제하게 된 것이다. 까다로워진 규제 속에서 주요 수출

국들은 다른 대안을 찾아야 했다. 

플라스틱 쓰레기 수출국들은 중국 대신 동남아시아 나라

들, 특히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플라스틱 쓰

레기를 보내기 시작했다. 태국은 2018년 기준 지난 해 대비 70

배 늘었으며 말레이시아는 6배 늘었다. 같은 기간 중국은 90퍼

센트가 줄어들었다. 

중국 대신 선택된 나라들은 밀려드는 수입 플라스틱 폐기

물로 항구들이 과부하에 이르렀고, 불법으로 재활용하거나 쓰

레기를 운송하는 문제가 크게 늘었다. 2018년 5월, 베트남은 

가장 큰 선박 터미널에 플라스틱과 종이 쓰레기로 가득 찬 컨

테이너가 8,000개 넘게 쌓이자 폐기물 수입을 제한해야 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약 40개에 달하는 불법 재활용 공장들이 

세워졌는데, 이들은 유독성 폐수를 하천으로 흘려보내고, 플

라스틱을 태우면서 생긴 유해 물질로 공기를 오염시켰다. 태국

은 불법 수입을 단속해 플라스틱 쓰레기 58톤을 압수한 일도 

있었다. 

환경과 건강에 끼치는 심각한 영향 탓에 많은 플라스틱 폐

기물 수입국은 추가 수입을 제한하거나 이를 전면 금지했다. 

2018년 6월, 태국은 플라스틱 쓰레기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

했다. 베트남은 같은 해 6월 말부터 10월까지 수입을 중단했다. 

말레이시아는 새로운 허가 절차를 마련했으며 인도네시아는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의 수입을 줄여 나갔다. 

폐기물 수출국들은 넘쳐나는 플라스틱 쓰레기와 붕괴하

는 세계 재활용 시장에 직면해 해결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어

떻게 됐을까? 쓰레기를 수출하는 대신 나라 안에서 매립하거

나 소각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영국은 본래 재활용품으로 수

집됐던 수천 톤의 혼합 플라스틱이 소각 시설로 간다. 미국은 

플로리다 주, 펜실베이니아 주, 코네티컷 주 모든 도시가 재활용 

폐기물을 소각하기 시작했으며, 연방주와 도시에서 재활용품

을 쓰레기장에 버리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환경부 장관이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폐기물 

에너지화 플랜트’를 건설하기 위해 추가 자금을 요구하고 있다.

폐기물 소각은 환경과 인간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 일산화

2016년 중국에 수출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달마다 60만 톤에 달했다. 2018년 초부터 

중국의 규제로 달마다 3만 톤 아래로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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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플라스틱 폐기물들은 어디로 가는가
2018년 독일의 14개 수출 대상국, 단위: 톤/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의 흐름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5대 수출과 수입국, 단위:%

  홍콩과 네덜란드는 플라스틱 폐기물 수송 중계지로 상위 순위를 차지한다. 

  홍콩이 상위를 차지하는 이유는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가 이곳에서 재분배되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나온 플라스틱 
폐기물 약 740,606톤이 14개 
쓰레기 수입국으로 보내졌다.

말레이시아 132,106

네덜란드   109,010

홍콩   73,001

인도 67,622

폴란드 65,948

인도네시아 64,459

베트남 56,782

터키 50,195

오스트리아 35,978

프랑스 22,537
벨기에 19,607
이탈리아 17,676
중국 13,486
미국 12,199

말레이시아

수출국

수입국

태국

베트남

홍콩

미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벨기에

소각됨에 따라 이는 해당 시설 주변의 지역 사회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쓰레기 주요 수입국들이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면서 

처치 곤란한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아지자 일부 쓰레기 수출국

에서는 개혁이 제안됐다. 노르웨이는 유해 폐기물 거래를 규제

하는 ‘바젤 협약’에 대한 수정안을 건의했다. 이를 통해 플라스

틱 폐기물 운송을 더욱 엄격하게 통제할 것이다. 플라스틱 폐기

물 거래에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더한다면 최악의 상황을 막

을 수 있을 것이다.

세계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통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산업계는 앞으로 10년 동안 플라스틱 생산량을 40퍼센

트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늘어나는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비용은 정부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많은 도시, 나라에서 

일회용 포장에 대한 금지, 수수료 부과 같은 다양한 규제를 도

입하고 있다. 동시에 기업에서 사업 관행을 바꾸도록 조치하려 

한다. 이제 더 이상 재활용만으로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세계가 알아채기 시작했다.  

탄소, 산화질소, 미세먼지, 다이옥신, 퓨란을 비롯해 다양한 오

염 물질들이 방출되기 때문이다. 이 화학물질들은 암, 호흡기 

질환, 신경계 질환과 선천성 결함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소각 

과정에 생성되는 응축된 소각재는 토양과 물을 오염시킬 수 있

어 특별하게 처리해야만 한다. 점점 더 많은 플라스틱 폐기물이 

2016년과 2018년 사이 쓰레기 수출량은 

달마다 백만 톤 넘는 양에서 그 절반으로 떨어졌다. 

미국과 독일은 여전히 선두를 달린다. 

독일은 세계 최대 플라스틱 쓰레기 수출국 

가운데 하나다. 아시아에는 특히 대부분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가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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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대도시의 폐품 처리 서비스
세계 6개 도시 공식, 비공식 부문 폐기물량 비교, 2010년 기준, 단위: 톤 비공식 부문 공식 부문

이집트
카이로

루마니아
클루지

페루
리마

잠비아
루사카

인도
푸네

필리핀
케손

 쓰레기 수집과 판매

쓰레기로 생계를 잇는 삶
많은 가난한 나라들은 비공식 폐품 수집인들이 

지방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떠맡고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버리는 것들로 생계를 잇는다. 

대부분 플라스틱은 매입자를 찾을 수 없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레기는 생계 수단이 되기도 한다. 비

공식 폐품 수집인들은 쓰레기 더미를 뒤져 가치 있는 물

건이나 자원(유리, 종이, 폐지, 금속, 플라스틱, 병)을 주워다 팔

아 생계를 유지한다.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에서 이들은 도

시 풍경의 일부이다. 북미와 유럽 거리에서도 이들을 볼 수 있

다.

쓰레기에 의지해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파악하

기는 어렵다. 현지 단체에 따르면 중남미에서 비공식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이 약 400만 명이며, 여성과 아이들이 상당수 포

함돼 있다.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폐품 수집인 763명 대상

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5퍼센트가 가계 수입의 

큰 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는 폐품을 수집하고 판매해 버는 것

으로 나타났다. 

폐품 수집은 사회, 경제 불평등 문제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교육, 주거,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렵고, 식량조차 구

하기 힘든 사람들은 생계를 해결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탓이

다. 어떤 이들은 매립지나 쓰레기 더미 근처에서 대대로 살고 

있다. 이들은 끊을 수 없는 빈곤의 고리에 갇혀 있으며 수많은 

건강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 폐품을 주우며 보호 장비 없이 

위험한 물질을 다루고, 해충이나 쥐를 통해 전염되는 질병에 

노출된다. 쓰레기 트럭이 나르는 폐품들 속에서 값있는 것을 경

쟁하듯 수집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기도 한다. 

쓰레기는 대부분 쓰레기장과 멀리 떨어진 부유한 동네나 

상업 시설이 모인 도시에서 빈곤한 지역으로 들어온다. 먼 도

시까지 수레를 끌고 가서 폐품을 주워오는 사람들도 있다. 직

접 수집한 폐품들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선별해서 내다 판다. 

많은 폐품 수집인들이 협회나 협동조합, 지역 모임을 결성

해 오염 수준을 낮추고 근로 조건을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 싸

운다. 이 단체들은 시장 가치가 높은 폐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이들은 더욱더 많은 양의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축적

해 소속 회원들의 협상력을 높인다. 

비공식 폐품 수집인는 다른 누구보다도 세계 소비 경제가 

만든 쓰레기들과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 누구도 이들만큼 그

것들의 구성과 성질을 잘 알지 못한다. 이들은 버려진 폐품들로 

2차 시장에서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 

가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보통 플라스틱 제품은 디자인과 

시장 조건 탓에 수거해서 다시 내다 팔기가 무척 어렵다. 대부

분 플라스틱이 아무런 가치도 갖지 못하는 곳들도 있다. 재활

용 가능한 제품이 몇 품목으로 제한되기도 한다. 

중남미의 비공식 폐품 수집인에게 내다 팔 가치가 있는 플

라스틱은 7가지 주요 플라스틱 유형 가운데 페트(PET), 고밀

도 폴리에틸렌(HDPE),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세 종류뿐

이다. 중남미에선 재활용 업체가 처리하는 모든 폐품의 25~50

퍼센트를 비공식 폐품 수집인들이 가져온다. 따라서 이들이 하

는 일은 플라스틱 자원 수집과 플라스틱 소재 생산을 줄이는 

비공식 부문은 특히 재활용과 폐기물 처리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한 도시들의 쓰레기 더미를 

관리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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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클루지
루마니아

리마
페루

루사카
잠비아

케손
필리핀

푸네
인도카이로

이집트

폐품 수집
(거리)

소규모 사업 폐품 수집 
(삼륜차로 
거리에서)

공식 부문
(폐기장)

폐품 수집
(거리)

그밖에 그밖에

폐품 수집
(거리)

공식 부문폐품 수집
(폐기장)

폐품 수집
(폐기장)

그밖에

고물상과 
재활용

카이로

루사카

클루지

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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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품을 수집하는 사람들의 노동
6개 도시 폐품 처리 비공식 부문의 
다양한 노동 형태, 2010년 기준

수입원, 쓰레기
공식, 비공식 부문 폐품 수집 노동자수 비율과 비공식 부문 노동자 연간 소득, 
2010년 기준

이동 고물상, 미등록 폐품 수집인, 고물상 노동자, 트럭 이용 수거업자 포함.

이집트

공식 부문 비공식 부문

비공식 부문 노동자의 평균 소득
단위: 유로/년

루마니아

페루

잠비아

필리핀

카이로
유로

유로

유로

유로

유로

클루지

리마

루사카

케손

을 것이다. 아울러 이들의 협동조합이 단지 생계와 생존을 위

한 노동에 머물지 않고 재활용 체계에 기여하는 사회적 역할에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또 지역에서 생긴 쓰레기를 지역에

서 재활용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대량으로 멀리 이동하면서 생

기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들이 아

니라면 이 많은 양의 폐기물은 먼 거리에 있는 매립지로 수송

될 것이다.

비공식 폐품 수집인들은 플라스틱을 문제 있는 폐기물로 

가장 먼저 인식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다. 이들의 모임과 협동

조합이 폐기물을 대규모로 수집하고 분류하기 때문에, 다른 사

람들보다 폐기물의 전체 흐름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플라스틱 가격은 종이나 판지, 금속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따라서 가능한 높은 수익을 달성하려면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

라스틱들에서 가치 있는 플라스틱을 골라내야 한다. 많은 경우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아놓은 플라스틱의 상당 부분은 

팔리지 않는다.

보통 사회에서 비공식 폐품 수집인이 하는 일은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들 자체도 종종 사회에서 배제된다. 

이들이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인정받고 지

원받는 관련된 법제가 필요하다. 

이들에게 토지, 시설, 장비, 트럭을 비롯해 더 나은 노동 조

건과 주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롭게 마련

한다면 빈곤에 처한 많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

지역에서 폐기물을 줍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사람마다 다르다. 공통점은 

폐품 처리가 주된 수입원이라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분류해 

재활용 업체에 되팔아  

가족의 생활비를 마련한다.



플라스틱아틀라스 세계판-한국어판 202242 플라스틱아틀라스 세계판-한국어판 2022 43

 플
라

스
틱

아
틀

라
스

 세
계

판
-한

국
어

판
 2

02
2 

/ 
유

엔
(U

N
)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조치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들, 2018년 12월 기준

비닐봉지 제조, 판매, 수입 
(부분) 금지/규제

일회용 플라스틱의 제조, 판매, 
수입 (부분) 금지

소비 제품에 들어가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부분) 금지

 규제

잘못된 결말로 가는 해결책
플라스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협약이나 협의체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대부분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만 다루는 데다 서로 조율되지 않아,  

제조업체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데 있다.

플라스틱 제품과 폐기물 취급에 대한 규제는 다양한 수준

으로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는 

수많은 구속력 있는 협약과 협의체들이 국제 사회에서 저마다 

독립해 등장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에 만든 합의들에 종종 

설계상 결함이 있었다. 이 합의들은 플라스틱 문제를 단지 폐기

물 처리 문제로 축소한다.

이에 대한 중요한 예시들이 있다. 1970년 해양 오염을 방지

하기 위해 ‘해양 오염 방지 협약’을 만들었고, 1982년 유엔 해양

법 협약(UNCLOS)에도 해상 쓰레기 처리에 대한 규제가 포함

돼 있다. 이에 더해 현재 12개 지역 해양을 위한 18개 서로 다른 

협약들이 있다. 이들은 때로는 해상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원

이나 육지 배출원에 적용되며, 어떤 경우에는 모두 적용되기도 

한다. 플라스틱 가소제 같은 특정 유해 화학물질 사용을 막는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도 중요하다. 일

부 합의는 야심찬 시도로 볼 수 있지만 모든 합의가 너무 좁게 

한정돼 있어 의미 있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최근 합의들에서는 해양 오염을 아우르는 시도들이 있

었다. 해양 오염 해결을 위한 주요 7개국(G7)과 주요 20개국

(G20) 행동 계획이나 2017년 12월 발표된 제3차 유엔 환경총회

(UNEA-3)의 결의안은 강력한 선언으로 압력을 넣고 있다. 하

지만 이 합의들은 회원국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 이에 실무 전

문가 그룹은 현재 유엔환경총회 결의안을 바탕으로 실행에 옮

길 몇 가지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세계 감축 

목표를 가진 구속력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다.

빠져나갈 구멍을 막기 위해,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과 처리의 규제에 관한 바젤 협약’ 서명국들은 플라스틱 쓰레

기를 특수 폐기물로 분류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를 통

해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에 대한 보고 의무가 도입될 것이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더이상 환경 보호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손

쉽게 폐기할 수 없을 것이다.

2018년 1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플라스틱 전략

은 세 가지 핵심 문제를 지적했다. 첫째, 낮은 재활용과 재사용

률. 둘째, 자연 환경에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셋째, 플라스

틱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다. 핵심 목표

는 203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가 100퍼센트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플라스틱 빨대나 일회용 식기와 같은 다양한 일회용 플라

스틱 제품에 대한 금지라든지, 2025년부터 페트(PET)병 같은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률 목표를 25퍼센트로 높이는 것과 같은 

조치가 2018년 12월 유럽이사회, 유럽의회, 유럽연합 집행위원

회에서 시작했다. 일회용품을 피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유

럽연합은 미국, 한국, 일본, 중국과 함께 세계 최대 플라스틱 폐

기물 배출원에 해당한다.

나라마다 규제 방식은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북미는 미세플라스틱을 규제하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많은 나라는 비닐봉지 사용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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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인들은 플라스틱 위기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
규제에 대한 대표 조사

  금지가 충분하다/추가 금지를 원한다고 답한 응답자 대상
하인리히 뵐 재단의 의뢰로 포르자 여론조사 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 2019년 4월 조사, 응답자 1,008명, 허용 오차 +-3% 포인트, 반올림으로 인한 오차가 있을 수 있음

정보 부족/잘 모르겠음

일회용 플라스틱 물품에 대한 금지
유럽연합에서 시작한 플라스틱 빨대, 면봉, 일회용 식기처럼 다양한 
일회용 플라스틱 물품에 대한 금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기 위한 추가 조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금지에 더해, 연방 정부는 다음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찬성, 단위:%)

플라스틱 쓰레기를 
환경에 버리는 기업들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

환경, 사회적 기준이 충분치 않은 국가로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금지

플라스틱 소비로 인한 환경 정화 비용에 대한 기업의 분담금 확대

포장 상품에 대한 균일 보증금 체계 또는 
재사용 할당제를 통해 재사용 포장 촉진

오로지 산업과 상업 부문에서 자발적 해결책

제조업체에 대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세금/부담금 부과

플라스틱 쓰레기를 환경에 버리는 시민들에 
더 큰 처벌

소비자에 대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세금/부담금 부과

수명이 길고 수리,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제조업체의 의무

미세플라스틱의 취급
유럽 차원에서 미세플라스틱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독일 연방정부는 어떤 입장을 
지지해야 합니까?

플라스틱 제품 속 유독 화학물질의 취급
유럽 차원에서 플라스틱 제품 속 유독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것에 대해 
독일 연방정부는 어떤 입장을 지지해야 합니까?

아니다, 
금지가 더 강화되길 
바란다

화장품, 청소용품 
속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되도록 
빠르게 금지해야 한다

플라스틱 제품 속 유해 
물질 사용은 
되도록 빨리 
금지해야 한다

기업들은 스스로 
미세플라스틱 
사용 중단을 
약속해야 한다

기업들은 스스로 
플라스틱 제품 속 
유해 첨가물질을 
줄이기로 
약속해야 한다

지금도 금지가 
너무 심하다

그렇다

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시도는 근본 문제를 바꾸지 못한다. 규제들

은 주로 폐기물 처리에 초점을 맞추고 소비자에게만 과도한 책

임을 지운다. 제조업체가 생산량을 줄이거나 재활용이 쉬운 제

품을 개발하게 하는 구속력 있는 규제는 거의 없다. 또한 기존 

규제들은 환경에 유입되는 플라스틱이나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동차 타이어 마모로 발생하는 미

세플라스틱도 포함된다. 추정치에 따르면 독일 전체 미세플라

스틱 배출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한다.  

오랫동안 나라마다 접근 방식이 플라스틱을 어떻게 수거하

고 재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머물러 있었다. 생산자책

임재활용제도(EPR)는 이 문제와 관련이 있다. 독일은 포장 제조

업체들이 1991년 이래 그뤼네 풍크트*(Der Grüne Punkt)와 같은 

‘듀얼시스템(Dual System)’에 포장 용기 폐기와 재활용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규제와 금지를 

통해 비닐봉지와 같은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피하려고 노력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들은 매우 좁게 한정돼 있다. 재료의 

강도를 기준으로 특정 소재 비닐봉지들만 금지하거나 부담금을 

물게 했다. 비닐봉지에 대한 폭넓은 금지는 개발도상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압력이 특히 높은 이유는 인도나 방글라

데시 경우처럼 비닐봉지들이 하수구를 막기 때문이다. 

최근 국가 차원에서 화장품에 쓰이는 미세플라스틱과 폴

리스티렌 상자나 일회용 식기 같은 플라스틱 제품을 규제하는 

시도가 갈수록 늘고 있다. 특히 코스타리카와 인도 같은 나라

들은 앞장서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전면 금지하기 위해 노력하

정치가 플라스틱 위기에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독일인들은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 그들은 더 많은 규제와 금지를 원한다.

이산화탄소

 그뤼네 풍크트는 세계 최초 독일에서 시작한 ‘듀얼 시스템’으로 포장재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다. 지자체와 
생산자가 폐기물을 이중 관리하는 ‘듀얼 시스템’ 가운데 가장 큰 재활용기업이며 포장재 재활용 로고를 운영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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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플라스틱 오염 기업
2018년 42개국에서 실시한 239회 ‘브랜드 감사’(쓰레기 조사) 결과
단위: 쓰레기 수

코카콜라 펩시콜라 네슬레 다논 유니레버 마스몬델리즈 
인터내셔널

프록터 앤드 
갬블

퍼페티 
반 멜레

콜게이트-
팜올리브

 시민사회

플라스틱 반대 운동은 어떻게 
산업계에 맞서는가
‘플라스틱추방연대’라는 세계 시민사회 연합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대중을 위한 캠페인과 교육을 하며 

기업을 압박한다.

산업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플라스틱 쓰레기를 폐기물 처

리의 문제로 취급해 왔다. 이러한 관점은  세계로 퍼져 대

중과 정부들에게 의심할 여지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졌고 덕분에 

기업들은 계속해 플라스틱을 대량 생산할 수 있었다. 동시에 기

업은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비참한 상황을 소비자 탓으로 돌

리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임을 정부와 지역 당국에 떠넘겼다.

세계 풀뿌리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이 플라스틱 산업

이 숨겨온 진실을 밝혀내며 비판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2016년 결성된 ‘플라스틱추방연대(Break Free From Plastic)’

운동은 6개 대륙 1,400개 넘는 단체와 수천 명의 지지자를 하

나로 묶었다. 회원들은 화석연료로 만드는 플라스틱 생산과 사

용을 큰 폭으로 줄일 것을 요구한다. 그들은 플라스틱 쓰레기

는 구조와 체계의 문제이며, 그 뿌리부터 해결돼야 하는 문제

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이 운동은 근본 변화를 꿈꾸며 세 가지 단계를 정했다. 첫

째, 플라스틱추방연대는 공급사슬 체계 전체에 걸쳐 오염과 싸

운다. 둘째, 플라스틱 쓰레기의 홍수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기

보다는 먼저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는 데 힘을 모은다. 셋째, 플

라스틱 없는 삶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 멀리 내다보

며 해결책을 찾는다. 

이는 엄청난 도전이다. 플라스틱의 생산, 유통, 폐기에는 

수많은 세계 최대 기업들이 관련되어 있다. 엑슨 모빌(Exxon 

Mobil), 쉐브론(Chevron), 쉘(Shell), 토탈(Total) 같은 석유 기

업들과 다우(Dow), 바스프(BASF), 사빅(SABIC), 포르모사 플

라스틱(Formosa Plastics) 같은 화학 기업, 프록터 앤드 갬블

(Proctor&Gamble), 유니레버(Unilever), 네슬레(Nestlé), 코

카콜라(Coca-Cola), 펩시코(PepsiCo) 같은 소비재 대기업과 

수에즈(SUEZ), 베올리아(Veolia)와 같은 폐기물 처리 기업이 

여기에 포함된다. 플라스틱추방연대는 기업들이 일회용 플라

스틱 제품 생산을 크게 줄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부분 기업들은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라는 요구를 거부

한다. 이를 받아들이면 눈에 보이는 성장 전망을 수정해야 하

기 때문이다. 일회용 플라스틱 상품에 관련된 뿌리 깊은 사업 

관행은 뒤집어질 것이다. 결국 수익이 떨어지는 일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기업들은 생산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일회용 플라

스틱 상품들이 일상 속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플라스틱추방연대는 지금까지 자신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겨온 기업들이 이제 관행을 바꾸도록 

촉구하고 있다. 플라스틱추방연대와 그 협력 조직들은 이른바 

플라스틱추방연대는 2018년 실시한  

‘브랜드 감사’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18만 7,851개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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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의 세계 지도
플라스틱추방연대 운동 가입 단체가 가장 많은 국가와 지역

가입 단체 수

캐나다 34

미국 316

남아프리카 10

스위스 10

중국 14

유럽연합   277

인도 39

말레이시아 11

오스트레일리아 46 뉴질랜드 16

필리핀 34

인도네시아 65

단체 10개에 해당

  유럽연합= 벨기에 (12), 덴마크 (2), 독일 (26), 에스토니아 (1), 프랑스 (19), 그리스 (7), 영국 (68), 아일랜드 (9), 이탈리아 (9), 크로아티아 (4), 몰타 (2), 네덜란드 (24), 폴란드 (3), 
포르투갈 (8), 오스트리아 (8), 루마니아 (3), 스웨덴 (6), 슬로베니아 (8), 스페인 (50), 체코 (3), 헝가리 (3), 키프로스 (2)

유럽과 미국에서 플라스틱추방연대와 함께 하는 이들은 놀라

운 정치적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산업 중심 사고와 쓰고 버리는 

일회성 생활 방식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 시대 변화의 물결은 이제 산업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

다. 점차 압박이 커지자 업계는 2019년 1월 ‘플라스틱쓰레기제

거연합(Alliance to End Plastic Waste)’을 만들었다. 30개 창

립 기업들은 13억 유로 상당의 비용을 폐기물 관리와 처리를 위

한 기반을 만드는 데 투자하기로 약속했으며, 특히 아시아를 

지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동시에 플라스틱 생산을 더 

확장할 계획도 밝혔다. 2030년까지 약 800억 유로 상당을 투

자해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플라스틱 생산을 더욱 늘려갈 계획

이다.

거대 다국적 기업들에 맞서기 위해서는 운동이 지속해서 

힘과 영향력을 얻는것이 필요하다. 플라스틱추방연대는 만들

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회원 수와 단체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는 꾸준히 커지고 있다. 플라스틱추방연대는 쓰레기 문제

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나빠지기 전에 플라스틱 산업계의 이

익과 끝까지 맞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브랜드 감사’를 꾸려 기업 브랜드별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분류

한다. 2017년 이래 플라스틱추방연대 운동은 아시아, 유럽, 아

프리카, 남미, 북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쓰레기 수거를 여러 

번 조직했고, ‘브랜드 쓰레기’라는 말을 유행어로 만들었다. 이

런 식으로, 그들은 벌써 소비재 생산자들을 압박했다. 

플라스틱추방연대는 일부 대기업에게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다국적 기업 가운데 일부는 브

랜드 관리를 위해 문제가 되는 몇몇 플라스틱들을 유통 과정에

서 빼고, 포장재를 수거하고, 재활용 비율을 높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약속은 여전히   플라스틱 일회용 제품을 급격하게 

줄이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 ‘브랜드 감사’ 덕에 

많은 기업에서 문제가 있거나 불필요한 플라스틱 제품을 대량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밝혀졌다. 플라스틱추방연대

는 플라스틱 오염의 원인을 밝혀냈고, 이를 통해 산업계의 미신 

이른바, 사람들의 행동과 폐기물 처리가 문제이며 특히 가난한 

아시아 국가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기존 통념을 깼다. 

수집해 놓은 쓰레기들은 해결책을 개발하고 알리는 데에

도 도움이 된다. 아시아의 플라스틱추방연대 회원 단체들은 도

시와 협력해 ‘브랜드 감사’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방 

정부가 적용할 수 있는 환경에 이로운 폐기물 관리 체계를 구

축하고 있다. 플라스틱추방연대 활동으로 이미 적어도 16개 지

방 정부가  ‘쓰레기 없는’ 도시가 될 것을 약속했다. 이런 식으로 

세계 1,400개 넘는 단체들이 

플라스틱추방연대에 가입했다. 대부분이 

북미와 유럽, 동남아 단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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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클리 
미국

2019년부터 미국에서 
가장 광범위한 플라스틱 

감축 규제. 생분해 
가능한 포장만 허용

프라이부르크 
독일

도시 전역 100개 넘는 
상점에서 이용하는, 

400회 이상 쓸 수 있는
다회용 커피잔 사업

류블랴나
슬로베니아

2014년부터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캠페인. 현재 유럽 
수도 가운데 가장 성공한 

제로 웨이스트 도시

카판노리
이탈리아

유럽 최초 제로 웨이스트 
도시로 2007년부터 금지 

규제와 경제적 가산제도 시행. 
연구센터에서 데이터를 

수집함

산 페르난도
필리핀

홍보 캠페인, 비닐봉지 금지. 
6년 만에 재활용 분리 비율 
12%에서 80%로 늘어남다르에스살람 

탄자니아
비닐봉지와 소형 비닐 팩

쓰레기 증가 뒤 홍보 
캠페인을 포함한 

제로 웨이스트 전략 채택

발파크 
남아프리카공화국

2014년 3,200가구에서
 쓰레기 수거, 재활용하는 

재활용센터 개관

산 페드로 라 라구나
과테말라

2016년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지역에서 얻은 

전통 소재들을 활용한 
배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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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웨이스트 전략의 모범 도시들
쓰레기 홍수를 방지하기 위한 앞선 전략들

 
  샴푸, 케첩, 세제를 소량 판매하기 위한 일회용 포장으로 주로 아시아에서 많이 쓰임

 제로 웨이스트

쓰레기 없는 삶은 가능하다!  
재활용만으로는 플라스틱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문제의 뿌리를 건드리는 발상이 필요하다. 쓰레기 없는 

삶을 꿈꾸는 시민운동은 어떻게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대담한 도시와 공동체들이 그 길을 보여주고 있다.

‘제로 웨이스트’라는 이름 아래 쓰레기가 시작되는 곳부

터 쓰레기와 싸우고자 하는 시민운동이 일어났다. 제

품과 포장, 책임있는 생산과 소비, 재활용에 주목한다. 어떤 쓰

레기도 소각되지 않는다. 유해 물질은 토양이나 물, 공기로 유

출되지 않는다. 공동체와 비전을 가진 정치인, 혁신 기업가들이 

자원을 효율 높게 사용하고, 환경을 온전히 보전하며, 지속가

능한 소비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유럽 400개 넘는 도시와 지역, 세계 곳곳 점점 더 많은 공

동체들이 제로 웨이스트 도시를 꿈꾸며 이에 부합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목표는 플라스틱 쓰레기 홍수를 막는 것이지만, 

쓰레기를 태우거나 자연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쓰레

기가 발생하지 않는 과정과 체계를 개발하고자 한다. 플라스틱 

쓰레기와 싸움은 그 원천에서 시작된다. 그것은 플라스틱 쓰레

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일회용 제품은 사라져야 하고 대안 

유통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생활 

방식에 대해 관심 갖는 것도 중요하다.

제로 웨이스트 전략을 개발한 유럽 최초 도시는 이탈리

아 카판노리다. 토스카나 북부에 위치한 이 지방 도시는 2007

년, 앞으로 2020년까지 더 이상 폐기물을 만들어내지 않겠다

는 목표를 발표했다. 카판노리는 이를 위한 폭넓은 계획을 마

련했다. 별도 수거 체계로 쓰레기 재활용 비율을 크게 높일 계

획이다. 경제 보상이 주어진다면 폐기물 자체를 처음부터 줄이

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카판노리는 또한 다양한 운동으

로 일반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포장재를 

쓰지 않고 지역 상품을 판매하는 상점을 열었다. 공공 식수대

제로 웨이스트 정책은 세계 곳곳으로 

퍼지고 있다. 몇몇 공동체들은 2000년대부터 

이 정책으로 플라스틱 위기에 대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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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페르난도시가 쓰레기와 싸우는 법
2014년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 추정치

  샴푸, 케첩, 세제를 소량 판매하기 위한 일회용 포장으로 주로 아시아에서 많이 쓰임
    신선 식품용 봉투

소형 비닐 팩

그림 하나는 25개 사용을 의미

마닐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쓰레기 분리 수거율 추이

산 페르난도

필리핀

비닐봉지

위생봉투

일회용 기저귀

비닐봉지와 식품용 
스티로폼 용기 금지

제로 웨이스트 
프로그램 
시작

센트 줄었다. 산 페르난도시는 절감된 비용으로 폐기물 처리 전

문 인력 확충과 폐기물 처리 시설 개선을 지원했다.

카판노리와 산 페르난도 사례들은 제로 웨이스트를 향한 

길이 법과 제도를 통한 강력한 조치와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내

는 조치가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쪽에는 유기성 

폐기물 관리, 다양한 폐기물 유형의 분리와 수거, 지역마다 적

용 가능한 기술로도 어렵지 않은 모델, 경제 가산점, 특정 소재 

사용 금지, 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지침과 실천 같은 강력한 조

치가 있다. 다른 한쪽에는 주민들도 정책 개발에 필요한 모든 

단계에 적극 참여시키는 조치가 있다. 이는 새로운 사업 모델로 

이어지고, 공동체는 비용 절감이라는 혜택을 얻는다.

플라스틱은 우리 삶에 구석구석 퍼져 있고, 기적의 해결책

이란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종

합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면 

저마다 확신 있는 행동 양식을 갖게 된다. 소비자들이 불필요

하게 플라스틱으로 과대 포장된 과일과 채소 사진에 해시 태그 

#과일을 벗겨라(DesnudaLaFruta)를 달아 에스엔에스에 게시

할 때, 그들은 새로운 기준을 알리는 것이다. 혁신 기업가들은 

쓰레기를 만들어내지 않는 형태의 소비문화를 확립하는 데 앞

장선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연해 보이는 것들에 대해 질문

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를 만들어 플라스틱병에 든 생수를 구매할 필요가 없게 했다. 

재활용 센터에서는 시민들이 옷이나 신발, 장난감을 내놓을 수 

있고 싼 값에 판매된다. 빨아 쓰는 천 기저귀를 쓰면 보조금도 

준다. 카판노리시는 ‘제로 웨이스트 대회’를 열어 주민들이 생

활 속에서 이 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결과는 놀랍다. 2004년과 2013년 사이 폐기물의 양은 1

인당 하루 1.92킬로그램에서 1.18킬로그램으로 39퍼센트 줄었

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이 배출한 일반 쓰레기가 2006년 

340킬로그램에서 2011년 146킬로그램으로 무려 57퍼센트 줄

었다는 사실이다. 같은 해 덴마크에서는 1인당 평균 409킬로그

램의 폐기물이 발생했다. 

‘플라스틱 없는 경제’로 정의롭게 전환하려면 개발도상국

과 이 운동을 공유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좋은 사례가 있다. 

2018년 필리핀 산 페르난도(San Fernando)시는 시에서 나온 

쓰레기를 매립지에 버리는 대신 협동조합에 보내 80퍼센트에 

달하는 쓰레기를 재활용했다.  

게다가 이곳에서는 추가 조치를 차례로 마련했다. 비닐 쇼

핑백을 금지해 9,000개 기업에 영향을 미쳤다. 일회용 포장에 

대한 부과금을 설정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캠페인은 주민 

85퍼센트에게 지지를 받았는데, 캠페인의 의미를 계속해 전달

하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집집마다 방문해 캠페인을 설

명하고, 정규 라디오 방송, 기업 모임과 대화, 쇼핑센터와 회의

하며 이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캠페인은 시 예산의 부담 또한 덜어줬다. 약 40킬로미터 

떨어진 매립지로 쓰레기를 운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연간 82퍼

산 페르난도시는 제로웨이스트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날마다 버려지는 폐기물의 양을 집계했다. 폐기물 절감에서 

분리수거 개선까지 모든 계획은 이를 기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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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피브이시(PVC), 유행의 시작
글쓴이 알렉산드라 케이터보우(Alexandra Caterbow), 올가 
스페란스카야(Olga Speranskaya)
10쪽/11쪽 : D. 브라운(Braun, D.): Kleine Geschichte der Kunststoffe), 
Hanser, München 2017; J. 팔베(Falbe, J.); M. 레기츠(Regitz, M.) 
(발행인): Römpp Lexikon Chemie, Georg Thieme Verlag, Stuttgart 
1999  11쪽 : 독일연방환경청(Umweltbundesamt). Verwertung und 
Entsorgung ausgewählter Abfallarten: Kunststoffabfälle, 2018.12.20, 
https://bit.ly/2H7GyOyr

12—13  일회용 정신 : 쓰레기와 맞바꾼 세계
글쓴이 카밀 듀란(Camille Duran)
12쪽 : R. 가이어(Geyer, R.); J. 잼백(Jambeck, J.); K. L. 로(Law, 
K. L.): Production, use, and fate of all plastics ever made. In: 
Science Advances, Juli 2017. Supplementary Material, 표 4쪽, 
https://bit.ly/2JalQzQ  13쪽 위 : <엘렌 맥아더 재단(Ellen MacArthur 
Foundation): New Plastics Economy Global Commitment Report, 
2019.03.13, https://bit.ly/2T7QZ7w; 독일환경지원(Deutsche 
Umwelthilfe). Übersicht: Plastikflaschen in Deutschland, https://
bit.ly/2JtMgMn  13쪽 아래 : 스타티스타(Statista). 통계 누리집. So 
viel Plastikmüll verursachen die EU-Bürger, 2018.12.20, https://
bit.ly/2J7Hh53

14—15  이용 : 저주와 축복
글쓴이 알렉산드라 케이터보우(Alexandra Caterbow), 올가 
스페란스카야(Olga Speranskaya) 
14쪽 아래 :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Single- use Plastics. A Roadmap for Sustainability, 2018, 4쪽, https://
bit.ly/2LtehRN; 스타티스타(Statista). 통계 누리집: Weltbevölkerung 
nach Kontinenten Mitte des Jahres 2018, https://bit.ly/2IN9aiH
15쪽 위 : R. 가이어(Geyer, R.); J. 잼백(Jambeck, J.); K. L. 로(Law, K. 
L.): Production, use, and fate of all plastics ever made. In: Science 
Advances, Juli 2017, https://bit.ly/2DWRFbb  
15쪽 아래 : R. 가이어(Geyer, R.); J. 잼백(Jambeck, J.); K. L. 로(Law, 
K. L.): Production, use, and fate of all plastics ever made. In: Science 
Advances, Juli 2017, https://bit.ly/2DWRFbb; Daten aus Production, 
use, and fate of synthetic polymers. Chapter 2 in: Plastic Waste and 
 Recycling, M. 레처 트레버(Trevor M. Letcher) (발행인), Academic 
Press, ISBN 978-0-12-8178805, 2019 (2019년 10월 출판. 데이터 자료는 
2019년 5월 편집부에 제출됐다.)

16—17  건강 : 몸 속 화학물질
글쓴이 울리케 칼레(Ulrike Kallee), 마누엘 페르난데스(Manuel 
Fernandez)
16쪽 : 유럽의건강과환경연맹(Health and Environment Alliance, 
HEAL): Infographic: Low Doses Matter, 2019.03.13, https://
bit.ly/2ZuwBBS  17쪽 : 국제환경법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IEL): Plastic and Health: The Hidden Costs of a 
Plastic Planet, 2019.02.19, 8쪽, https://bit.ly/2TYZrXT

18—19  젠더: 불평등한 위험
글쓴이 요한나 하우스만(Johanna Hausmann) 
18쪽 : 독플레이어(DocPlayer, DP): Comparative Life Cycle 

Assessment of Sanitary Pads and Tampons, 2006.05.22, 6쪽, https://
bit.ly/2YkGnWa  19쪽 위 : 여성환경연대(Women’s Environmental 
Network, WEN), https://bit.ly/2JzyasG; Berechnungen: Lynn, H. 
(WEN)  19쪽 아래 : 클리어뷰아이피(ClearviewIP), Femtech &IP, 
2018.03.20, Abb. 4, https://bit.ly/2HclS8l

20—21  식품 : 밥상을 위협하는 플라스틱 순환
글쓴이 크리스티네 켐니츠(Christine Chemnitz), 크리스티안 
레머(Christian Rehmer)
20쪽 : S. 피엘(Piehl, S.) 외: Identification and quantification of macro- 
and microplastics on an agricultural farmland. In: 네이처/사이언티픽 
리포트(Nature/Scientific reports), 2018.12.18, Abb. 2/3, https://
go.nature.com/2VDIwLK  
21쪽 위 : 독일연방위해평가원(Bundesinstitut für Risikobewertung, 
BFR): Mikro plastik, repräsentative Bevölkerungsbefragung 
Deutschland, 2019.01.22, 3쪽, https://bit.ly/2Vr30v0  21쪽 아래 : L. 
니제토(Nizzetto, L.); M. 푸터(Futter, M.); S. 랑가스(Langaas, S.): 
Are Agricultural Soils Dumps for Microplastics of Urban Origin? In: 
ACS 퍼블리케이션스/환경과학기술(ACS  Publications/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2016.09.29, Abb. 1, https://bit.ly/2YhgNRC

22—23  의류 : 값싼 의류, 값비싼 대가
글쓴이 알렉산드라 케이터보우(Alexandra Caterbow), 올가 
스페란스카야(Olga Speranskaya)
22쪽 : B. 프롬메이어(Frommeyer, B.); K. 게렌(Gehlen, K.); J. 
코흐(Koch, J.); L. 슈미어만(Schmiemann, L.); G. 쉐베(Schewe, 
G.): Kunststoffverpackungen in der textilen L ieferkette –  
Forschungsbericht der Forschungsstelle für allgemeine und textile 
Marktwirtschaft der Universität Münster, 2019, 8쪽(Veröffentlichung 
im Laufe des Jahres 2019. Datensätze lagen der Redaktion im Mai 
2019 vor.)  23쪽 : R. 키르쉬하인(Kirchhain, R.); T. 올리베티(Olivetti, 
T.); T.R. 밀러(Miller, T.R.); S. 그리네(Greene, S.): Sustainable Apparel 
Materials, MIT Material Systems Laboratory, 케임브리지(Cambridge), 
2015.09.22, 16/17쪽, https://bit.ly/2Vt2fBF;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 Institute): The Apparel Industry’s Environmental Impact in 
6 Graphics, https://bit.ly/2xLX4ii

24—25  관광 : 휴양지에 희망은 있는가 
글쓴이 카밀 듀란(Camille Duran)
24쪽 : 제로 웨이스트 유럽(Zero Waste Europe). The Story of Sardinia. 
Case Study No. 10., p. 6, https://bit.ly/2Vqotnz  
25쪽 :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JRC Technical 
Reports. Marine Beach Litter in Europe  –  Top Items. A short draft 
Summary, 2016, 2쪽, https://bit.ly/2UWfyt5

26—27  기후변화 : 플라스틱이 지구를 뜨겁게 한다
글쓴이 스티븐 파이트(Steven Feit), 캐롤 머펫(Carroll Muffett)
26쪽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S   onderbericht über 1,5 °C globale Erwärmung, 
https://bit.ly/2zKhcT1; 국제 환경법 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IEL): Plastic & Climate: The Hidden Costs of 
a Plastic Planet, 2019 (Veröffentlichung am 15. Mai 2019. Datensätze 
lagen der Redaktion im Mai 2019 vor.), https://bit.ly/2PWBmzP  

글쓴이, 데이터, 그래픽 출처
모든 인터넷 출처는 2019년 5월 최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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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쪽 위 : J. 챙(Zheng, J.); S. 수(Suh, S.): Strategies to reduce the global 
carbon footprint of plastics. In: 네이처 기후변화(Nature Climate 
Change) 9, 374, 2019.04.15, https://go.nature.com/2GEgPx6  
27쪽 아래 : 미국화학위원회(American Chemistry Council): US 
Chemical Industry Investment Linked to Shale Gas Reaches $ 200 
Billion, 2018.09.11, https://bit.ly/2NjYPNg

                                             
28—29  물 속 플라스틱 : 플라스틱은 경계를 모른다
글쓴이 나야 지바쓰(Nadja Ziebarth), 도로씨 지거(Dorothea Seeger)
28쪽 : J. A. 반 프라네커 (Van Franeker, J. A.): Fulmar Litter EcoQO 
monitoring in the Netherlands – Update 2014. IMARES Report 
C123/15. IMARES, Texel 55pp, 2015, https://bit.ly/2WzMTYr
29쪽 위 : 그래픽 GRID Arendal: How much plastic is estimated in the 
ocean and where it may be, 2018, https://bit.ly/2vr2ksh  
29쪽 아래 : Nature/Scientific Reports. Evidence that the Great Pacific 
Garbage Patch is rapidly accumulating plastic, 2018.03.22, Abb. 3, 
https://go.nature.com/2GgMpl9; Statistische Ämter der Länder und 
des Bundes. Gemeinsames Statistik- Portal. Fläche und Bevölkerung 
nach Ländern, 2014.01.26, https://bit.ly/2JlpRRR

                                                         
30—31  대기업 : 플라스틱 로비 활동
글쓴이 제인 파톤(Jane Patton)
30쪽 : Corporate Europe: Plastic Promises. Industry seeking to avoid 
binding regulations, 2018.05.22, https://bit.ly/2DZ8Rgf  31쪽 위 : Food 
and Water Europe 이슈페이퍼: The Trans-Atlantic Plastics Pipeline. 
How Pennsylania’s Fracking Boom Crosses the Atlantic, 2017.05, 
4쪽, https://bit.ly/2tPASC5  31쪽 아래 : Polymer Properties Database. 
Crow’s Top 10 Plastics and Resins Manufacturers, 2018, https://
bit.ly/2Wy7Zqd

                                                         
32—33  물질적 풍요 : 세계 무역의 산물
글쓴이 카밀 듀란(Camille Duran) 
32쪽 : 독일연방환경청(Umweltbundesamt): Aufkommen und 
Verwertung von Plastikabfällen in Deutschland in 2016, Texte 
58/2018, 52/53쪽, https://bit.ly/2OkYR4G  33쪽 : 세계은행: What a 
Waste: An Updated Look into the Future of Solid Waste Management, 
2018.09.20, 7쪽, 19쪽 아래, https://bit.ly/2QP7rKe

 
34—35  바이오 플라스틱 : 옥수수는 좋은 해답이 아니다
글쓴이 크리스토프 라우비지(Christoph Lauwigi)
34쪽 : European Bioplastics 보고서: Bioplastics Market Data 2018, 
3/4쪽, https://bit.ly/2VbBe0C  35쪽 : Biopolymers– facts and statistics 
2018. Production capacities, processing routes, feedstock, land and 
water use. Institut für Biokunststoffe und Bioverbundwerkstoffe 
(IfBB) 2018, 9쪽, https://bit.ly/2PXfNzq; M. 하웁트만(Hauptmann, 
M.): Neue Einsatzpotentiale naturfaserbasierter Materialien 
in der  Konsumgüterproduktion durch die technologische 
Entwicklung des Ziehverfahrens am Beispiel der Verpackung. 
Habilitationsschrift, TU Dresden, 2017.02.06, 26쪽, https://
bit.ly/2JzGIA9; 독일연방환경청(Umweltbundesamt): Untersuchungen 
der Umweltwirkungen von Verpackungen aus biologisch abbaubaren 
Kunststoffen, 52/2012, 45쪽, https://bit.ly/2VqfjaH; Zero Waste Europe 
Infographics: Why „bioplastics“ won’t solve plastic pollution, 2018, 

https://bit.ly/2uD1SE3

                                             
36—37  쓰레기 처리 : 플라스틱 위기의 뒷면
글쓴이 도운 문(Doun Moun), 크리스 플루드(Chris Flood), 헤리버트 
베퍼스(Heribert Wefers)  
36쪽 : Converso Market & Strategy: Stoffstrombild Kunststoffe in 
Deutschland 2017, 11쪽, https://bit.ly/2VspOKI  
37쪽 위 : R. 가이어(Geyer, R.); J. 잼벡(Jambeck, J.); K. L. 로(Law, K. 
L.): Production, use, and fate of all plastics ever made. In: Science 
Advances, 2017.07, https://bit.ly/2DWRFbb  37쪽 아래 : 지구의 벗 독일 
분트 (BUND): BUND-Hintergrund. Ressourcenschutz ist mehr als 
Rohstoffeffizienz, 2015.08.06, 33쪽, https://bit.ly/2Ha2CYU

                                                         
38—39  쓰레기 수출 : 세계 쓰레기장이 문을 닫다
글쓴이 클레어 아킨(Claire Arkin)  
38쪽/39쪽 : 그린피스(Greenpeace): Data from the global plastics 
waste trade 2016–2018 and the offshore impact of China’s foreign 
waste import ban, 2019.04.23, https://bit.ly/2J2BuNx

                                                         
40—41  쓰레기 수집과 판매 : 쓰레기로 생계를 잇는 삶
글쓴이 엘리자베스 그림베르크(Elisabeth Grimberg), 크리스 
플러드(Chris Flood) 
40쪽/41쪽 : 독일 국제협력공사(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 The Economics of the Informal 
Sector in Solid Waste  Management, 2011/04, 15쪽, 13쪽, 22쪽, https://
bit.ly/2hP5nSx

42—43  규제 : 잘못된 쪽을 향하는 해결책 
글쓴이 린다 메데라케(Linda Mederake), 슈테판 귀틀러(Stephan 
Gürtler), 도리스 크노블라우흐(Doris Knoblauch) 
42쪽 : 유엔환경계획(UNEP): Legal Limits on Single-Use Plastics and 
Microplastics: A Global Review of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Key Findings, 2018/12/11, https://bit.ly/2PUAGuL  43쪽 : 하인리히 뵐 
재단, 포르자(Forsa) 연구소의 여론조사, 2019, 베를린

44—45  시민사회 : 플라스틱 반대 운동은 어떻게 산업계에 맞서는가
글쓴이 본 헤르난데즈(Von Hernandez), 레오 게레로(Leo Guerrero)
44쪽 : 플라스틱추방연대(Break Free From Plastic, BFFP): Branded. 
In Search of the world’s top corporate plastic producers, 2018, 29쪽, 
https://bit.ly/2RoYEif 45쪽 : 플라스틱추방연대(Break Free From 
Plastic, BFFP) 자료, 2019 

46—47  제로 웨이스트 : 쓰레기 없는 삶은 가능하다! 
글쓴이 에스라 타트(Esra Tat) 
46쪽 : 제로 웨이스트 유럽(ZWE) 연구, 브뤼셀
47쪽 : 국제소각대안연맹(Global Alliance for Incinerator Alternatives, 
GAIA): Plastics Exposed: How Waste Assessments and Brand Audits 
are Helping Philippine Cities Fight Plastic Pollution, 2019/05, 25쪽, 
31쪽, https://bit.ly/2Jh9sy1



분트, 독일환경과자연보호연맹 
BUND FÜR UMWELT UND NATURSCHUTZ DEUTSCHLAND

작은것이 아름답다 
Small Is Beautiful

하인리히 뵐 재단 
HEINRICH-BÖLL-STIFTUNG

www.boell.de

 www.bund.net 

www.jaga.or.kr

독일 환경과자연보호연맹, 분트(BUND)는 49년 역사, 60만 회원을 둔 

독일 민간환경단체이다. 분트는 환경을 고려한 자원 이용과 농촌의 

생태적 농업, 기후와 숲, 물, 생물종 다양성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소비행동과 화학제품 취급 문제, 나아가 더욱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인식 확대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독일 전역 16개 지역 조직과 

2천 개 넘는 지역 모임이 있다.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FoEI)’ 

독일 지부이다. 

(사)작은것이 아름답다는 1996년 6월 우리나라 처음으로 생태환경문화잡지 

<작은것이 아름답다>를 펴내며 녹색출판을 통해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생태환경문화운동을 펼치는 비영리단체이다. ‘종이는 숲이다’라는 

생각으로 생태환경잡지를 재생종이로 펴내며 숲을 살리는 재생종이운동을 

이끌고 있다. ‘해오름달’, ‘잎새달’ 같은 우리말 달이름 쓰기, 자연과 

더불어 사는 일상을 위한 ‘작아의 날’을 제안하며 생태감성을 일깨우는 

녹색문화운동을 펼치고 있다. 창간 25년을 맞아 2019년부터 <아틀라스> 

시리즈 한국어판 출간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하인리히 뵐 재단은 녹색, 인권, 평화, 성평등 정치를 내걸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강화, 지구 생태계 파괴에 대항하는 행동, 가부장 권력 구조의 극복, 

과도한 국가와 경제 권력에 맞서 개인의 자유 수호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녹색 이념을 내세운 세 개의 진보 재단이 ‘레겐보겐(무지개)’이란 이름으로 

연대하며 녹색당의 정치재단으로 활동해 왔고, 1997년 ‘하인리히 뵐 

재단’으로 통합됐다.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하인리히 뵐의 이름을 땄다. 독일 녹색당과는 밀접하면서도 독립적이며 열린 

정신으로 독일 연방 16개 주 재단과 32개 해외 지부를 두고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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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아틀라스》와 《플라스틱아틀라스》 한국어판은 작은것이 아름답다가 하인리히 뵐 재단과 협력해 한국에서 펴냈다. 

나머지 아틀라스 시리즈 한국어판도 펴낼 예정이다.

하인리히 뵐 재단의 아틀라스 시리즈



2000년대 들어 10년 동안, 앞선 40년보다 더 많은 양의 

플라스틱이 만들어졌다. 그 뒤부터 플라스틱 생산이 폭발하듯 늘었다.

저주와 축복, 14쪽 

몇몇 다국적 기업이 세계 플라스틱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플라스틱 로비 활동, 30쪽

플라스틱 붐은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플라스틱이 지구를 뜨겁게 한다, 26쪽

플라스틱에 함유된 많은 화학물질이 인간뿐 아니라 

다른 생명체 건강에도 커다란 위협이 된다. 

몸 속 화학 물질, 16쪽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연해 보이는 것들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쓰레기 없는 삶은 가능하다!,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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