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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연구원(CRI), 충북의 자원순환 정책 전환의 필요성 제기
: 성숙한 자원순환 문화, 그리고 Zero Waste

□ 코로나19 여파로 전국이 폐기물 처리문제로 고심 중이다. 비접촉 생활의 일상화로
일회용 폐기물의 증가, 불법 폐기물의 방치로 인한 쓰레기산,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건강 이슈 등으로 ‘자원순환사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 2018년 환경부에서는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종합 개선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 감축, 70% 재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0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수립, 폐기물
원천 감량과 재활용 개선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탈 플라스틱, 순환경제에 대한
논의 및 공감대가 확대되는 시점에서, 충북의 자원순환 문화정착을 기반으로 한 자원
순환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대응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충북연구원(원장 정초시, 이하 CRI) 배민기 선임연구위원은 충북 포커스
(FOCUS) 제195호 “성숙한 자원순환 문화, 그리고 Zero Waste” 연구 결과를 통해,
충북의 자원순환 문화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 “충청북도 폐기물 및 재활용 현황”에 따르면 충청북도의 전체 폐기물 재활용률은
2019년 기준 84.5%로 2016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나, 생활계 폐기물만 보면 50.8%
수준으로,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2018년 기준 하루 1.4kg으로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시도대비 평균이 1.1(kg/일)임을 볼 때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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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충북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2014년 이후 24.0~25.9% 수준으로 2016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로, 2018년 기준 전국 시도 중 낮은 수준으로 충북 시․군내 폐기물
관련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 2016~2019 충북의 재활용폐기물량(톤/년)

□ 이에 충북포커스 195호에서는 충북 자원순환 문화 개선 방향으로
• 기존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탄소중립, 코로나19 위기,
자원순환 문화, 순환경제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자원순환 정책 전환 필요
• 자원순환 문제는 성숙한 의식을 기반으로 한 자원순환 문화정착으로 귀결
• 자원순환 문화정착을 위한 정확한 진단 및 기반 구축
• 자원 선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자원순환 프로그램 및 기회 제공 확대
• 자원순환 문화 커뮤니티 강화
• 선진 자원순환 기술, 활동, 산업 적용사례 확대
• 도민중심의 재(새)활용센터 조성 및 기능 확대 등 자원순환 문화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 본 연구자료는 본원 홈페이지(www.cri.re.kr : CRI 이슈 > 충북FOCUS)에 게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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