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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에 대한 논의

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핵심 이슈 중 첫번

째는 지구 곳곳을 오염시키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

기에 대한 관심의 증가입니다. 과학자들은 플라스

틱 쓰레기가 1분당 트럭 한 대 분량으로 바다에 

유입되고 있으며, 2050년이면 그 무게가 바닷속 

어류의 무게보다도 더 많이 나갈 것으로 추산합니

다.1 이에 따라, 현행 재활용 제도에서 플라스틱 폐

기물이 실제로 얼마나 재활용 되었는지에 관한 연

구가 수행되었는데, 지금껏 생산된 플라스틱 중 단

지 9%만 재활용 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2

두 번째는 바젤 협약*에 따라 제기된 우려입니다. 

혼합 폐기물 처리를 중국, 인도 등지에 의존해 온 

나라들에서는, 바젤 협약 이후 수거, 처리, 재활용 

비용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순환경제” 입니다. “채취(take)-생산

(make)-폐기(dispose)”로 이어지는 기존 산업 

모델을 탈피하여, 자원을 버리지 않고 최대한 오

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순환경제”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유럽연합은 순환경

제 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를 통해 

상용되는 소재들의 수거 및 재활용에 대한 법적 구

속력 있는 목표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같은 동향에 발맞추어 정책 담당자, 환경단체, 

관련 업계에서는 빈용기 보증금 제도(DRS)를 통

한 일회용 음료수 병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같은 대

책을 활발하게 검토중입니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DRS)는 판매되는 음료에 작

지만 의미있는 액수의 보증금을 책정한 후, 소비자

가 재활용을 위해 공병을 반환할 때 환급해주는 제

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 제도는 정부의 입법 

절차를 거쳐 시행됩니다. 활성화된 제도에서는 판

매된 용기의 90% 이상을 꾸준히 회수함으로써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3

1. 개요 

* 2019년 5월 스위스에서 열린 바젤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UN은 혼합, 재활용
    불가 및 오염된 플라스틱 폐기물이 수입국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국가간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에 동의함
**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공병 보증금 반환 제도, “보틀 빌(bottle bills)”, 또는
    빈 병 보증금 환급/환불 프로그램 등으로도 알려져 있음



높은 성과를 보이는 빈용기 보증금 제도의 공통 원칙
도표 1 : 

성과 편리성 생산자 책임 시스템 투명성

1. 다양한 종류의 음료 및 용기 포괄  

2. 최소 보증금 금액  

3. 목표 반환율

다음의 요소들이 모두 함께 적용되어야 전 세계적 쓰레기 문제 해결과 순환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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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자에게 편리한 반환 시스템  

5. 별도로 매겨지며 

    100% 환불되는 보증금

6. 소비자와 수작업 반환을 위한   

용기 보증금 표식, 

    정확한 정산을 위한 바코드

7.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통한 

비용 조달

8. 미반환 보증금 및  자재 수익을 

     시스템에 재투자

9. 재생원료 사용 의무

10. 비영리 및 중앙 집중식 

          관리와  운영

11. 정부 보고 및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12. 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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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성과를 보이는 빈용기 보증금 제도의 공통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과:

 
 모든  음료  용기  수거를  목표로  하고     

의미있는  보증금  액수를  책정하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
 
편리성: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반환할  수  있

는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
 
생산자  책임:  미반환  보증금,  자재  판매  수익  

및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분담금을  통해  

생산자들이  시스템  비용을  조달합니다.

•
 
시스템  투명성:  믿을  수  있는  기술력,  데이터  

기반  정산,  투명한  운영  방식을  통해  시스템

과  제도에  대한  사용자들의  신뢰가  쌓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 4가지 원칙들은 12개의 세분
화된 정책 요소를 통해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
한

 
요소들이

 
모두

 
함께

 
적용되어야

 
전

 
세계적

 

쓰
레기

 
문제

 
해결과

 
순환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
습니다.

 
이들

 
중

 
일부를

 
간과한다면

 
보증금

 
제도

의
 

성과와
 

비용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정책,
 

지역

 
문화,

 
인프라,

 
정치적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만

 

각

 
지역에

 
맞게

 
최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시스템

 

구조
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높은 성과를 거두는 보증금 제도의 12가지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과
1. 다양한 음료 및 용기에 보증금 적용: 
음료수의 종류, 용기의 재질 및 용량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특정 음료를 

제외한다는 것은 수백만 개의 재활용 가능한 병

과 캔이 낭비되고 버려질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2009년 뉴욕에서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확대 개

편하여 생수를 포함시키자, 두 배나 많은 페트병

이 보증금 제도를 통해 수거되었습니다. 현재 생

수병은 뉴요커들이 재활용을 위해 반환하는 용기 

전체의 25%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함께 적용되어야  

전 세계적 쓰레기 문제 해결과  

순환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019년에 유럽연합은 회원국이 2029년까지 

플라스틱 음료 용기의 90%를 수거하도록 의무

화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Single -Use         
Plastics Directive)을 채택하였습니다. 전문가

들은 빈용기 보증금 제도 없이는 목표 달성이 어

렵거나4 불가능하다고5 말합니다. 보증금 반환 
프로그램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3년 동안에만 22개의 지역에서 기존 보증

금 제도를 보완하거나 새 제도를 도입하기로 약

속했습니다.6 이와 더불어 최소 12개 이상의 주

/ 국가들이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제

도 를 도입하는 일에 착수하고 있습니다.7 2019

년에 미국의 9개 주에서 보증금 정책의 채택을 

제안하였는데, 보증금 제도를 관찰 조사하는 비

영리 단체인 용기 재활용 연구소(Container 

Recycling  Institute )에 따르면 이는 “그동안 

보아온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8

TOMRA는 보증금 제도 분야에서 45년 이상의 

경험을 갖추었으며, 현재 보증금 제도가 도입된

40여개의 지역에서 밸류 체인의 전 과정에 관

여하고 있습니다. TOMRA는 국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독보적인 통찰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요

인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TOMRA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 보증금 제

도를 분석한 결과, 일련의 “모범 사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종류의 음료가 제도에 포함될수록 용기 

반환 시 소비자의 혼란이 줄어들고, 더 큰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습니다.

2. 최소 보증금 금액: 보증금 제도는 재활용에 대

한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점에서 다른 회수 

프로그램과 차별화 됩니다. 수십 년 간의 반환 데

이터를 살펴보면 의미있는 액수의 보증금이 더 많

은 용기를 수거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알 수 있

습니다. 예를 들어, 미시간주는 10센트의 보증금

으로 90%에 달하는 반환율을 달성했습니다.9 한

편, 코네티컷주에서는 1978년부터 5센트의 보증

금을 고수해 왔습니다. 5센트는 1978년 당시에는 

적절한 액수였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로 인해 2002년 88%였던 반환율은 계속 떨어져 

2018년 5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

입니다.10 높은 성과를 거두는 보증금 제도에서는 

최소 보증금 금액이 의미있는 수준으로 설정되고, 

생산자가 회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보증금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목표 반환율: 목표 회수율을 정하면 정책의 목

표가 수립됩니다. 생산자도 그에 따라 반환 촉진 

인센티브를 정하고, 고객에게 편리한 반환 지점

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 “생산자”란 보증

금이 책정된 음료 용기를 시장에 최초로 공급하

는 회사를 의미합니다(예: 생산업체, 수입업체, 유

통업체 등). 규제 당국은 성과를 측정하고 제도에 

강제성을 부여합니다(핵심 요소 #12: 정부의 역

할 참조). 목표율을 통해 기대치를 정하는 것은 업

계가 민감한 주의를 기울이고, 프로그램을 유연성 

있게 설계하여 운영 허가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일례로, 미국 오리건주의 이해관계인들은 

2011년 개정 법률안에 성과 목표를 포함시키기

로 합의하였습니다. 2016년, 반환율이 2년 연속 

목표율인 80% 아래로 떨어지자, 보증금 금액이 

자동적으로 5센트에서 10센트로 상향 조정 되었

습니다.* 그 결과 2016년에는 64%였던 반환율

이 2019년에는 86%로  증가했습니다.11   

편리성 

4.소비자에게 편리한 반환 시스템: 보증금 제도
가 높은 성과를 거두려면 소비자들이 용기를 반환
하기 쉬워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간편하게 보증금
을 되찾을 권리가 있으며, 생산자와 소매점은 소
비자의 권리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많은 

양을 반환하러 오는 소비자와 음성 경제라는 요소 

또한 반환 체계를 구상할 때 고려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알려진 반환 모델은 “소
매점 반환(return to retail)”으로써, 음료를 판매
한 소매점에서 빈 용기를 다시 수거하는 구조입니
다.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이는 보증금 

제도 중 열의 아홉은 소매점 반환을 적용하여 평
균 92%의 반환율을 달성했습니다.12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98%의 회수율을 보유한 독일에서도 소
매점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 2017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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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별도의 보증금, 100% 환불: 효과적인 보

증 금 제도에서는 보증금 액수가 영수증과 상품 

진 열대에 따로 표시되며, 보증금은 100% 환급

됩니다. “보증금”의 본래적 의미는, 지급인이 정

해진 조건을 달성하였을 경우 전체 금액이 환급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금전적 보상을 통

해 소비자가 빈 용기를 가져올 동기가 부여되며, 

보증금 일부만 돌려주는 “Half-Back” 모델보

다 높은 반환율을 끌어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5개 국가(독일, 네덜란

드, 핀란드, 덴마크, 리투아니아) 

 

6. 각 용기마다 보증금 마크 표시, 정확한 정
산을 위한 바코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용기인지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보도록 하기 위

해, 표준 문구나 로고가 각 용기마다 인쇄되어 있

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각적 표기가 있어야만 수

작업으로 용기를 처리하는 반환장소에서도 보증

금이 적용된 용기를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바

코드 또한 기계가 자동으로 보증금이 붙은 용기

를 인식하고 정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

면, 소비자에게 정확한 환급금이 지불되고, 기본

적인 보안이 지켜지며, 각 회사별로 추적하여 공

정하고 투명한 회계가 이루어집니다. 보증금 표

식과 바코드를 특징적으로 구성함으로써 보증금 

제도에서 제외되는 용기에 대하여 허위로 보증금

을 지급받는 상황을 방지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보증

금 제도 시행 전 “멀티팩(multi-pack)”으로 알

려진 음료수 번들에 개별 바코드가 없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낱개로 판매된 음료 용기는 무인회

수기가 수거하는 반면, 번들로 판매된 음료 용기

는 많은 경우 거부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었습

니다. 소비자 혼란에 대한 우려로 정부는 제도 시

행 전에 라벨 의무사항을 개정하여 개별 바코드

를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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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며, 평균 94%의 반환율을 보입니

다.13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판매 가

격과는 별도로 보증금 액수를 상품 진열대 및 영

수증에 따로 표기한다면 불필요한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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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책임 재활용

7.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통한 비용 조달: 
성공적인 보증금 제도에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
(EPR) 제도의 원칙을 포함시킴으로써, 생산자와 
소매점이 제품의 환경 영향을 포장재 생산 순환 
구조 안으로 되돌리는 일을 관리하도록 참여시킵
니다. 생산자는 순비용을 부담하며 제품 포장재가 
재활용이 가능하게 설계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합
니다. 활용 가능한 비용 절감 방안에 대해서도 다
룰 것입니다(핵심 요소 #8 및 #10 참조).

8. 미반환 보증금 및 자재 수익을 시스템에 재
투자: 환불되지 않은 보증금을 시스템에 재투자
하는 대가로 생산자에게 “운영 허가”*가 부여됩

니다. 또한 자재를 판매한 부가적인 수익으로 인
해 생산자가 부담하는 순비용이 절감됩니다. 반
환율 89%를 보이는 노르웨이는 주목할 만한 예
입니다. 2019년에 노르웨이의 미반환 보증금과 

자재 수익은 보증금 시스템 비용의 90% 이상을 
충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전체 시스템 비용의 
49%는 미반환 보증금, 35%는 자재 판매 수익,    
8%는 기타 수익(주로 이자)에서 상쇄되었습니다. 
나머지 8%만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분담금을 
통해 충당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14

알루미늄 캔의 경우, 생산자로부터 추가적인 EPR 
분담금 징수가 필요 없을 만큼 충분한 수익이 납
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알루미늄 캔 하나당 EPR 
분담금이 사실상 마이너스 값으로써, 캔 하나당 
NOK 0.08(€0.007 / US$0.008)의 금액이 생
산자에게 돌아갔습니다.15

9. 재생원료 사용 의무: 
높은 성과를 보이는 보증금 제도에서는 시스템 운
영자가 수거한 용기 판매를 통해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거한 용기의 자재 가치가 높
고 안정적이면 전체 시스템 비용이 절감됩니다.  
많은 원자재와 마찬가지로 재생원료 시장 가격 
또한 변동합니다. 재활용품의 수거, 처리 및 재활
용에 관한 투자에도 리스크는 따릅니다.

예를 들어, 2018년 1월에는 미국의 식품 등급 재
생 PET 가격이 신재보다 7% 저렴했지만, 2020
년 중반에는 35% 가량 비쌌습니다.16 최근 음료 
기업들은 야심찬 재생원료 사용 약속을 내놓고 있
지만 과거에 유사한 목표를 세웠던 회사들은 미미
한 진전을 이루는 데 그쳤습니다.17 유럽 연합에서
는 페트병에 대하여 2030년까지 재생원료 함량
률 30%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처럼 음료 생산
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면 재활용 원료

의 가격이 안정되며, 그에 따라 재활용 품질 향상
이 촉진됩니다.18

* 특정 관활권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국가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허가

개 요



* 65페이지 ’Clearinghouse’ 정의 참고. 

9 Rewarding Recycling

개 요

시스템 투명성 

10. 비영리 및 중앙 집중식 관리와 운영: 
보증금 제도는 생산자와 소매점이 제품 포장재
의 회수 및 재활용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도록 플
랫폼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각 시장마다 수
백 명의 생산자, 수입사, 유통사 및 소매점이 운
영중인 점을 감안할 때, 규제 기구들이 각각 저
마다 다른 규정을 적용한다면 전체 시스템 비용
이 증가하게 됩니다. 높은 성과를 거두는 시스템
에서는 음료 산업계의 몇몇 공통적 책임을 비영
리 기구 아래로 중앙 집중화하도록 장려함으로
써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중앙 시스템 관리
자(Central System Administor)”는 업계 전반
의 문제를 해결하고 비용 효율성을 실현합니다. 
중앙 시스템 관리자가 관리하는 공통적 책임에는   
(무엇보다도) 제품 등록, 보증금 및 수수료 “정산
소(Clearinghouse)” 관리, 부정행위 방지 프로
토콜 설정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소비자 반환을 
편리하게 하는 일(반환 인프라 설계 및 관리 포
함)은 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앙 
시스템 관리자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지 않습니
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는 시스템 설계를 법
령에서 지정하고 있는데, “소매점 반환”을 규정
하거나 또는 독립적인 “네트워크 운영자”에게 
인구당 특정 개수의 반환 지점과 같은 전제 조건
을 이행할 책임을 지도록 위임합니다.       

11. 정부 보고 및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보고가 이루어짐으로써 규제 당국과 시민들은 프
로그램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목표 달
성을 향한 진행 상황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
그램 참여 방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대중의 신뢰가 쌓이고, 시스템 투명
성 및 성과가 향상됩니다.

12. 정부의 역할: 높은 성과를 보이는 많은 제
도에서 민영 회사가 시스템의 시행 및 관리를 담
당하는 것을 허용하기는 하지만, 규제 당국으로
서 정부는 성과를 유지하고 위반 사항을 중재하
며 경쟁력 있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규정을 위반하여 절감
할 수 있는 비용보다 패널티를 더 높게 명시한다
면 이해관계자는 규정을 준수하고 나아가 시스템
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투자하게 됩니다. 
법령에서는 감사 프로토콜 및 강제 권한을 가진 
기관에 대해서도 정의합니다.N

 CALLS FOR   
CONTAINER DE-
POSIT SYSTEMS 

빈용기 보증금 제도에 대한 UN의 요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책임자들의 노력에 발맞추어 공공 정책 역시 발전해

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오늘날 이미 1억 5천만 톤 이상의 플라

스틱이 바다에 버려져 있을 것이라 추정하며19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2040년에는 그 양이 지금의 3배

에 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20 

UN은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

다. 2017년 개최된 UN 환경 총회에서 빈용기 보증

금 제도와 같이 해양 오염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

법을 채택할 것을 회원국에 독려하는 결의안이 통과

되었습니다.21

각국의 일회용(재사용 불가) 용기에 대한 보증금 제

도가 시행된 지 60년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개선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 어떤 공공정책도 무기한으로 목

표를 달성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소비재, 포

장재, 물가 상승, 혁신 등의 변화에 따라 시스템 설계

자들도 기존 보증금 제도의 “현대화”를 고민하게 됩

니다. 

성과, 편리성, 생산자 책임 및 시스템 투명성의 원칙

에 입각한 신중한 접근 방식으로 보다 효율적인 빈용

기 보증금 제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례 없는 소비의 시대에 살고 있

습니다. 이로 인해 지구는 지속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TOMRA는 이러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

해 쓰레기를 자원으로 바꾸는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TOMRA는 독보적인 센서 기반 기술과, 

전 세계에서 45년 이상 민간, 공공, 시민

사회 부문의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일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전체 벨류 체인이 자

원 생산성을 최적화 하도록 도울 수 있습

니다. 

이를 위해 TOMRA는 두 분야의 사업과 

한 분야의 혁신 연구에 투자해 왔습니다.

2. TOMRA 소개

TOMRA SORTING SOLUSIONS

TOMRA COLLECTION SOLUTIONS 

TOMRA CIRCULAR ECONOMY

TOMRA Collection은 깨끗한 고리 재활용(Clean Loop Recycling)을 위해 무인회수기를 제공합니다. 

TOMRA Sorting은 차별화된 센서 기반 선별 기술을 적용하여, 재활용뿐만 아니라 식품 및 광산업 분야
에서도 자원 생산성을 최대화합니다.
TOMRA Recycling의 기술은 최첨단 재활용 시설과 폐기물 관리 업계로부터 각광받고 있습니다. 현재 
6,000개 이상의 TOMRA Sorting Recycling 시스템이 100여 개 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TOMRA Sorting Food는 광범위한 음식물의 선별 과정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며 생산성과 수익
을 극대화합니다. 

TOMRA Sorting Mining이 제공하는 솔루션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며, 광산업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전반적인 광물과 광상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TOMRA Circular Economy(TCE)는 TOMRA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TOMRA의 회수 및 선별 기술에서 선도적인 위치와 인정받는 관련 분야 지식을 바
탕으로, 플라스틱 재활용업 밸류 체인 전반의 주역들과 협력하여, TCE는 TOMRA가 핵심적 전략 파트
너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입니다. 당사는 지속 가능한 전체론적 솔루션을 목표로 새로운 방안, 공정,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합니다. TCE의 장기적인 초점은 혁신 기술 모색과 밸류 체인 디지털화를 통해 
현재 너머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안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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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RA 소개

무인회수기는 반복적인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 음료 용기를 수거하여, 회수된 병과 캔이 다시   
새로운 병과 캔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합니다. TOMRA의 무인회수기는 60개 이상의, 재사용 가능 용기
와 일회용 용기 보증금 시장에 84,000대 이상 설치되었으며, 매년 400억 개 이상의 음료 용기를 수거

하여 재사용 및 닫힌 고리 재활용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TOMRA의 기기 시스템, 디지털 솔루션 및 서
비스는 보증금 제도의 운영자, 소매점, 그리고 소비자가 쉽게 재활용에 참여하게 하여 지속 가능한 지구

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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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 보증금 제도와
함께해온 여정

TOMRA의 창립자인 플랑케 형제는 한 슈퍼마켓으로부터 빈 

병 수거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아, 1972년에 최초의 전자동 

무인회수기를 발명했습니다.

소매점에서는 이제 손님 스스로 빈 병을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셀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후 TOMRA는 전 세계 대부분의 빈용기 보증금 시장으로 

뻗어 나갔으며, 제도의 설계와 투자 및 운영 부문에서 쌓아온 

값진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TOMRA 창립자, 토레 플랑케 & 피터 플랑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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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RA가 걸어온 길은 기술의 개발과 관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일부 시장에서 TOMRA는 음료 생산자들과 협력하여 데이터 관리와 자재 회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반환

무인회수기 기술 보증금/요금 정산

및 데이터 투명성 관리

자재 수거, 처리 및 중개 PET 가공

데이터 관리 수거 재활용

보증금 제도에서 TOMRA의 역량



3. 본 백서의 성격

본 백서는 순환경제 구축을 가속화하고, 성과 목표에 도달하고, 

만연한 음료수 병 투기 문제를 해결하는 면에서 최선의 지침을 

찾고있는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또한 빈용기 보

증금 제도에 관한 법률안 구성 방안을 고민하는 정책 입안자들을 

위해 고안된 것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보증금 프로그램을 설계하

거나, 기존 프로그램을 현대화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

만 지역 문화, 사회경제적 집단, 인프라, 정치적 상황 등의 요소

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백서는 최상의 성과를 보이는 보증금 제도와 모범 사례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뿐, 재활용 시스템에 대하여 포괄적인 경제

성 분석 평가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스템 비용 효율

을 설명하기 위해, 가능한 경우에 데이터를 제시하였습니다. 

순환경제 구축을 가속화하고
성과 목표에 도달하고
만연한 음료수 병 투기 문제를
해결하는 면에서
최선의 지침을 찾고있는
이해관계자들을 위하여 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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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폐기물에 대한 사회적 접근에 있어서 아
래와 같은 쟁점이 있습니다 : 

•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플라스틱 쓰레기:
2018년 7월을 기준으로 325개의 플라스틱 포
장재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있습니
다.22 과학자들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1분당 트럭 
한 대분량으로 바다에 유입되고 있으며, 2050년
이면 그 무게가 바닷속 어류의 무게보다도 더 많
이 나갈 것으로 추산합니다.23

이에 따라, 현행 재활용 제도에서 플라스틱 폐기
물이 실제로 얼마나 재활용 되었는지에 관한 연
구가 수행되었는데, 지금껏 생산된 플라스틱 중 
단지 9%만 재활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
다.24

이러한 전 세계적 과제를 해결할 정책 체계가 부
재한 상황에서, 생산자들이 야심찬 약속을 내걸
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는 2030
년까지 음료 하나를 판매할 때마다 용기 하나를 
회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25

• 원료 품질에 대한 세계적 관심에 따른 재활
용 비용 증가: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가 수년간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이 폐기물 금수 조치를 시
행하여 “개인/가정용 폐플라스틱” 및 “분류되지 
않은 폐지”의 수입을 금지함에 따라, 세계  폐기
물 시장에서 주요 구매자가 사라졌습니다. 중국
의 폐기물 금수 조치는 질 낮은 재활용품에 대한 
수요를 없애다시피 하며, 지역사회가 재생원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하도록 영향을 미쳤
습니다.

4. 당면 과제
당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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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에서 중국과 홍콩으로 수

출하는 폐플라스틱 94%, 폐지 60%가 감소했습

니다.26 2019년 바젤 협약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의 국제 거래에 관한 규정을 발효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고조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사회는 재활용

으로 적지만 수익을 내었으나, 다수는 이제 급격

히 높아진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27 일부 지

역에서는 재정적 염려로 인해 모든 재활용 서비

스를 중단하였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생산자들에

게 더 많은 폐기물 관리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28

• 순환경제에 대한 염원: 해마다 무수히 많은 양

의 재활용 가능한 물자가(전 세계 플라스틱 포장

재 86%) 매립지나 소각장으로 보내지거나 자연 

속에 버려집니다.29 

한편, 이러한 폐기물은 산업계에서 새로운 제품

을 만드는 데 사용하기 위해 찾아다니는 물자로

서, 가치 있는 자원이 불필요하게 버려지고 있음

을 보여줍니다. 

• 성과 목표 의무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해결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정책 담당자들이 법제화에 

반영함에 따라, 음료 생산업계는 용기 수거 목표

에 대한 법적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유럽연합

의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을 예로 들면, 2029년

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 용기와 뚜껑을 90% 

수거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2025년까지 달

성해야 하는 중간목표는 77%입니다.30

• 접근성만으로는 반환율 상향 불가: 1990년에

서 2010년까지 미국에서 도로변 수거(curbside 

recycling)를 이용할 수 있는 인구는 4배로 늘어

났습니다. 그런데 음료 용기 재활용률은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31 이는 재활용 동참을 위한 공공

의 동기 부여가 성공적인 폐기물 관리에서 중요

한 부면임을 시사합니다.

• 숙제로 남은 유리 재활용: 유리는 잘 깨지므로 

도로변 수거(curbside recycling), 특히 혼합 수

거의 경우 어려움이 있는데, 유리가 깨지면 다른 

소재를 오염시킬뿐 아니라 유리 자체의 원료 가

치도 떨어집니다. 미국 동북부 45개 자재 재활용 

시설(Material Recovery Facilities)을 설문 조

사한 결과, 도로변 수거 방식으로 수거한 유리의 

거의 40%가 곧바로 매립지로 보내져 묻히거나, 

매립지를 덮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32 유럽에서 

유리를 따로 회수하는 시스템은 2017년 기준 평

균 76%의 재활용률을 보이며 더 좋은 성과를 내

고 있습니다.33 

*

*



• 재생원료 사용 약속: 위에서 언급한 당면 과제

와 사회의 압력으로 주요 음료 생산 기업들은 자

사 음료 용기에 재생원료 함량을 늘리겠다는 목표

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하는데, 

이 약속을 지킬 만큼 회수하여 재활용된 고품질

의 사용후 PET 소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

다. 미국 페트 용기 자원 협회 (National Asso-

ciation of PET Container Resource)는, 미국 

음료 생산업체들이 재생 PET 원료 함량 5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9년에 29%였던 미국 전

역 PET 병 재활용률이 70% 이상을 넘어야 할 것

으로 추산합니다.34

이러한 과제들로 인해 정책 입안자들은 보증금 제

도가 높은 용기 수거량과 재생원료 품질을 유지하

고 “병 대 병 (bottle-to-bottle) 재활용”과 같은 

닫힌 고리를 실현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평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빈용기 보증금 제도가 높은 성과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제도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와 미국 코네티

컷주 두 지역 모두 보증금 제도가 있지만 구조와 

성과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노르웨이 모델은 

생산자가 중앙화된 비영리 단체에 운영과 행정을 

위탁하고 소매점에 편리한 반환 시스템을 제공합

니다(여기서 “생산자”란 음료 생산업체나 수입업

체 또는 유통업체를 의미합니다). 상대적으로 높

은 보증금 액수 €0.18-0.27($0.21-0.32)는 

용기 반환율 89%를 달성하였습니다. 반면 코네

티컷주에서는 목표 반환율을 설정하지 않은 채 음

료 회사들에 운영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뿐 아니

라, 운영과 이행의 측정 및 관리를 중앙 집중화 하

지 않았습니다.

제3자에 의하여 운영되는 시스템 두 개가 해당 시

장에서 유의미한 몫을 담당하고 있고, 역할을 잘 

해내고 있지만, 여기서 효율을 더 높이고 통제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들은 있습니다. 코네티컷주

의 보증금 액수는 1978년부터 변함 없이 $0.05 

(€0.04)를 유지해왔는데, 그 결과 50%의 세계 

최저 반환율을 보입니다.35

보증금 제도를 관리하는 운영자 역시 보증금 제도

의 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의미있는 보증

금 액수와 같은 기본 요소들이 반환율을 향상시키

기는 해도, 프로그램이 발전을 거듭하려면 책임

자들이 현명하게 개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증금 제도를 자동차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만

약 차에 부품이 잘못되었거나 운전자가 경험이 

없다면, 주행 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차도 고장

날 수 있습니다. 숙련된 운전자가 부품이 올바르

게 장착된 차를 제대로 유지 보수하면 오랫동안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정책 입안자와 이해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직면

한 과제는 높은 성과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규정

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보증

금 제도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다

루고, 제 6장에서는 이 프로그램 또는 제도를 실

전에서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

볼 것입니다.

재활용 동참을 위한
공공의 동기 부여는

성공적인 폐기물 관리에서
중요한 부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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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제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높은 성과를 

거두는 모델에서 얻을 수 있는 순작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투기 및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감소 
보증금 제도가 있는 지역에서는 무단투기 쓰레기 

전체 중 음료 용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보증금 제

도가 없는 지역보다 66% 낮습니다.36 보증금 액

수가 적절한 지역은 보증금 액수가 낮은 지역이

나 보증금 제도가 없는 지역보다 전체 쓰레기 투

기에서 음료 용기 투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습

니다.37

재활용을 위한 자재 회수 증가와 폐기 감소
유럽에서 도로변 수거 방식을 통한 PET 평균 회

수율은 47%입니다. 그에 비해 보증금 제도는 

94%의 회수율을 보입니다.38 미국에서는 보증

금이 없는 알루미늄, 유리, 플라스틱 용기 회수

율이 평균 27%인데 반해, 보증금이 있는 용기는 

평균 72%의 회수율을 보입니다.39

 
보장된 재활용
자재 회수가 과제의 절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재활용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소재의 품질을 유

지하는 것입니다. 보증금 제도는 특히 이 부분에

서 성공적입니다. 예를 들어, TOMRA가 뉴욕에

서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통해 처리하는 유리의 

100%가 유리병 제조 공정까지 이어집니다.

기후에 이로움
소재를 재활용하는 것은 새로운 원자재를 사용

하지 않고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가능하

게 합니다. 그리하여 신재 추출, 수송, 제조 과정

에 관련된 환경 영향이 감소됩니다. 2019년 엘

렌 맥아더 재단(Ellen MacArthur Foundation)

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플라스틱 1톤을 재

활용하는 것은 같은 양의 플라스틱을 새로운 화

석 원료에서 만들어내는 것보다 CO2e* 배출을 

1.1-3.0톤 절감합니다.40

“다운 싸이클링”되지 않고
닫힌 고리 안에서 재활용되는 물자 증가
보증금 제도를 통해 용기를 따로 회수해서 처리

하면 소재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생산자로부터 수요가 증가하며 오염이 발생

하는 혼합 수거 방식보다 시장 가치가 휠씬 높아

집니다.41

5. 높은 성과를 보이는 빈용기 보증금 제도가 
    가져오는 유익:

*  이산화탄소 환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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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비용 절약
재활용 가능한 음료 용기를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세금이나 민간 폐기물 처리비 등의 비용이 발생

합니다. 용기에 적절한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

면 보증금이 있는 음료수 병의 대부분을 폐기하

지 않고 수거할 수 있는데, 이는 비용 절감과 재

활용 증대 효과로 이어집니다.42

투기된 쓰레기 청소 비용 절감
정부와 지자체, 사유지 소유주들이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일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나아가 해양 환경과 먹이 사슬로 쓰레기가 흘러 

들어갈 경우의 환경 비용은 돈으로 환산 불가한  

것입니다.43

일자리 창출
보증금 제도는 수거, 선별, 집계, 처리, 재활용 서

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 수요를 창출하여 새

로운 일자리를 만듭니다.44 2017년 뉴욕에서 보

증금 제도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일자리는 

5,700개 이상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45

지역 환경 개선 
사회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버려진 쓰레기가 

없는 지역에 살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비용을 지

불합니다. 벨기에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굴

러다니는 음료수 병을 치우는 데 한 가구당 1년

에 미화 33.28달러 정도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유럽과 미국에 적용하여 환산하면 116억 

달러(98억 유로)에 달합니다.46 47

재사용 가능한 병으로 전환 촉진 
보증금 제도는 음료수 병 재사용 시스템을 구현

할 수 있는 메커니즘 역할을 합니다. 용기 재사용

은 환경에 매우 이로운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

다.48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 스스로 빈 병을 반환

하는 습관을 들여주어 재사용 시스템이 돌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적 기반을 다집니다. 실제로 독일

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음료수 병 재사용 

프로그램이 운영 중인데, 음료 용기 41%는 재사

용 가능 용기여야 한다는 리필 할당(refill quota)

으로 매년 재사용 가능 용기 98%(254억 개), 일

회용 용기 98%(205억 개)를 수거합니다. 오리건

주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최근 맥주병 재사용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기존의 일회용 용기 보

증금 제도로 이미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고, 생산

자 간에 비용 분담이 자리잡혀 있기에 가능한 일

이었습니다.

지역 순환경제 창출
보증금 제도가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자재 처리 업계가 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써, 

뉴욕은 다양한 처리 시설의 본고장입니다. 뉴욕

에만, 2개의 PET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 2개의 

유리병 제조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

설 모두가 보증금 제도를 통한 깨끗하고 좋은 품

질의 원료 조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접근성 향상
높은 성과를 보이는 보증금 제도에서는 인구학적 

특성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가 동등하게 

재활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제

도가 가져오는 편리한 접근성의 유익은 도로변 수

거나 재활용 센터(drop-off) 수거 체계를 통해 자

재를 수집하던 재활용 업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닫으면서 더욱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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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성과를 보이는 빈용기 보증금 제도가 가져오는 유익

 토막 상식: 코로나19 시대 속 빈용기 보증금 제도

코로나19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보증금 제도에 영향을 끼쳤습

니다. 어떤 시스템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잘 적용하여 아무런 중단없

이 운영되었습니다. 반면 몇몇 시스템은 운영 정지 조치를 받았으며, 매

우 드문 사례로, 두 곳은 폐쇄했습니다.

운영 정지 조치를 받거나 폐쇄된 보증금 환급 서비스는 코로나 1차 대

유행이 잦아들면서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공중보건 기관은 대면 접촉

을 통한 감염이 물체(음료수 병, 캔 포함) 표면 접촉보다 우려되는 것임

을 밝혔습니다.49 

지역별로 공공 보건 지침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음료 용기 반환 시 준

수해야 하는 공통적 코로나19 방역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환 시 마스크 착용 의무 또는 권고

• 안내문 및 바닥의 표시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6 피트/1.5 미터)

•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한 이용 인원 제한

• 무인회수기 여러 개가 설치된 반환 장소에서는 2개당 하나의 전원을 

끄거나 아크릴 장벽을 설치하여 물리적 거리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위 청소 및 소독

• 개인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작업보다는 비접촉 및 자동화 방

식 권장

•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보증금 영수증 자동으로 발급

이는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도 보증금 

제도를 통한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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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성과를 보이는 빈용기 보증금 제도가 운영되는 방법
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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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빈용기 보증금 제도의 핵심 원칙

도표 3:  
성공적인 빈용기 보증금 제도의 원칙

성과

편리성 

생산자 책임 

시스템 투명성

모든 음료 용기 수거를 목표로 하고

 의미있는 보증금  액수를 책정하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미반환 보증금, 자재 판매 수익 및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분담금을 통해

생산자들이 시스템 비용을 조달합니다.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반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 데이터 기반 정산,

투명한 운영 방식을 통해 

시스템과 제도에 대한 

사용자들의 신뢰가 쌓입니다.

6. 성공적인 빈용기 보증금 
    제도의 핵심 요소 및 설계 원칙
전 세계 빈용기 보증금 제도의 결과와 TOMRA가 보증금 분야에서 45년 

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해 본 결과, 다음 4가지 원칙이 적용되

었을 때 효과적인 보증금 제도가 확립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과, 편리성, 생산자 책임, 시스템 투명성

이제부터는 이 4가지 원칙과, 원칙을 실현하는 핵심 요소, 그리고 그 중요

성을 보여주는 사례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모든 요소를 동시에 적용한다면 전 세계적 쓰레기 문제 해결과 순환경

제로 한 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전부가 아닌 일부만 고려한다면 제도의 

성과와 비용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음료 산업계에 중앙 집

중식 책임 부여는 하지만, 편리한 반환 시스템 요구 사항(예: 소매점의 반

환 서비스 제공 의무)은 명시하지 않은 법령이라면 저조한 실적을 보일 것

입니다. 반환율 목표가 법으로 강제되지 않은 제도에는, 생산자와 소매점

이 출자한 중앙 시스템 관리자가 자발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목표한 

성과에 도달하지 못할 위험이 따릅니다.

제도 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방안을 채택할 때, 정책 입안자는 해당 지역

의 특수한 맥락(재활용 인프라, 배경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거율을 최대화하고 소비자 혼란을 예방하며 생산자 간에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

하여, 효과적인 시스템은 오늘날 시장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제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a. 음료 타입: 산업 분류 지표(예: 생수, 탄산음료, 스포츠 음료, 에너지 음료, 주스 및 

    과실 음료, 맥주, 발효 사과술, 와인, 증류주, 식물성 음료 및 유제품 불포함 음료)에 

    따라 분류합니다. 새로 출시된 음료를 보증금 제도에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제 혹

    은 관리 기구에 법령으로 부여합니다.

b. 재료: 플라스틱, 금속, 유리, 종이팩 등 프로그램에 포함될 용기의 소재를 정의합니

    다. 일반적으로 정책 담당자는 생산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포장재 및 재활용 가능성

    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c. 크기: 용량을 기준으로, 주로 100ml부터 최대 3L까지(또는 4온스부터 최대 101온

    스까지) 범위를 설정합니다. 이 범위는 시중 99%의 음료 용기를 포괄하며 무인회수  

    기가 보증금 적용 용기를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용기 모양에 특이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용기 크기를 규정하기 전에 시스템 운영자와 

    음료 산업계 간에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범위를 지정할 때 

현지 시장의 음료 소비 동향을 고려해야만 

보증금 제도가 재활용 성과를 최대로 달성하게 되고 

또한 시장 왜곡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음료 용기 수거를 
목표로 하고 

의미있는 보증금 액수를 책정하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성과
#1
원칙

1. 다양한 음료 및 용기에 보증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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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빈용기  보증금 제도의 핵심 원칙 - 다양한 음료 및 용기에 보증금 적용

  

  

SYSTEM SPOTLIGHT

아래 지역에서는 보증금이 적용되는 다양한 범주를 상세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음료
종류

재료

크기

미국 오리곤주 

118 ml 이상 1.5 L(4-50 oz)이하 

커피/차, 에너지 드링크, 이온음
료, 과일 또는 야채 주스(100% 아
닌 경우 포함), 과일 스무디, 코코
넛 워터, 무알코올 와인, 발효 사과
술 8.5도 이하만, 대마 음료,  단백
질 쉐이크(식사 대용품 불포함), 콤
부차, 칵테일 믹서. 
3 L(101 oz) 이하: 소다(탄산/스
파클링 음료), 맥주 및 맥아 음료, 
물, 하드셀처, 콤부차. 

플라스틱, 금속(알루미늄/양철), 
유리.

118 ml - 3 L (4-101 oz).

에스토니아

청량 음료, 물, 주스, 농축 주스, 
과즙 음료, 맥주, 사과 발효주, 배 
발효주, 낮은 도수 알코올 음료   
(최대 6도).

플라스틱, 금속, 유리.

100 ml - 3 L (3-101 oz).

리투아니아

맥주 및 맥주 칵테일, 사과 발효
주 및 기타 발효 음료, 알코올 함
유 및 무알코올 음료, 모든 종류의 
물, 주스 및 과즙.

과일 와인과 와인 함유 칵테일은 
플라스틱이나 금속 용기에 판매될 
경우 해당.

플라스틱, 금속, 유리.

100 ml - 3 L (3-101 oz).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

150 ml - 3 L (5-101 oz) 용량 
모든 음료.

예외:
• 플레인 우유(또는 우유 대용품)
• 1 L(33 oz) 이상: 가향 우유, 순  
   수 과일/야채 주스, 와인통, 물통
• 유리 용기 와인 및 증류주
• 250ml (8.4 oz) 이상 봉지 와인
• 코디얼(cordials) 및 농축 과즙/  
   야채즙
• 자양 강장제

금속 (알루미늄/강철), 유리, 플라
스틱(HDPE, PET), 종이팩.

150 ml - 3 L (5-101 oz).



 

• 미국 미시간주: 미시간주에서 북미 최고의 반

환율(약 90%)을 달성하는 동안, 생수와 같은 비

교적 최신 음료에는 보증금이 적용되지 않았습니

다.50  한편, 뉴욕에서는 2009년에 생수병만 보

증금 제도에 추가했을 뿐인데, 회수되는 페트병

의 양이 두 배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제 생수병은 

뉴요커들이 재활용을 위해 반환하는 용기 전체의 

약 25%를 차지합니다.

• 네덜란드: 최근까지 네덜란드의 보증금 제도

에는 1리터 이상의 페트병만 포함되어 있었습니

다. 1리터 이하의 플라스틱 용기와, 모든 알루미

늄 및 유리 용기는 제외된 것입니다. 네덜란드

에서 매년 판매되는 약 9억 개의 작은 플라스틱 

병 중 약 1억 개는 결국 자연에 버려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0년 네덜란드 정부는 2021년 

7월부터 1리터 미만의 플라스틱 용기에 보증금 

€0.15(US$0.17)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습

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이 적용된 크고 작은 플

라스틱 용기 90%를 수거할 것이 기대됩니다.51 

2022년에는 캔 역시 보증금 프로그램에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쓰레기 투기 방지와 재활

용 촉진을 위해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면

에서 다른 회수 프로그램과 차별화됩니다. 보증

금은 소비자의 인식을 변화시켜 포장재를 쓰레기

가 아닌 자원으로 여기도록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의 환급 기록을 보면, 적절한 액수의 보증금이 더 

많은 용기를 효과적으로 폐기 노선에서 재활용 

노선으로 이동시킨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보증금

이 높게 책정될수록 회수율도 높아집니다.

도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0.05 이하의 보증금 

액수로는 80% 이상의 반환율을 달성하기어렵습

니다(구매력 평가 지수에 따라 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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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소 보증금 금액

도표 4: 구매력 평가 지수 (PPP) 대비 반환율 
– 조정된 보증금 금액- € (2018)52*

보증금 가치 (구매력 평가 지수-조정됨 €)

반
환

율

40%

0.000 0.025 0.050 0.075 0.100 0.125 0.150 0.175 0.200 0.225 0.250 0.275 0.300 0.325

50%

60%

70%

80%

90%

100%

* 도표 4: 중복된 국가명은 음료 종류, 용기 소재 또는 크기에 따라 다른 보증금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를 나타냄.

SYSTEM SPOTLIGHT 성공적인 빈용기 보증금 제도의 핵심 원칙-최소 보증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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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성과를 보이는 보증금 제도에서는 각 시장

의 구매력에 따라, 즉 상대적 경제력과 빈부격차

를 고려하여, 보증금 금액을 정합니다. 전 세계 

데이터를 검토해 보면, 반환율 90% 이상을 달성

할 만큼 소비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기에 충분하면

서도, 부정행위를 촉발할 만큼 높지는 않은 정도

의 액수가 적절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최종 보증

금 금액은 시스템의 수거 인프라와 정부 수거 목

표에 따라 달라지지만, 효과적인 결과를 위해서 

정책 결정자들이 최소 €0.10 또는 $0.10(구매

력 평가지수에 따라 조정한 값)로 설정할 것을 권

장합니다.

정책 담당자들은 정해진 성과 목표치와 함께 최

소 보증금 금액을 정하고, 산업계가 상향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차후 10

번 요소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효과적인 시

스템에서는 생산자가 보증금 금액 조정을 포함하

여 제도를 융통성있게 운영해가는 것이 허락됩니

다. 생산자는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또는 

성과 저조 시 받는 패널티를 면하기 위해 보증금 

액수를 올리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은 보증금 금액을 통일할 지, 음료 

종류, 용기 소재, 용량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지 

논의할 것입니다. 통일된 보증금은 소비자나 관

계자들이 이해하기 가장 쉽습니다. 통일된 금액

은 시스템에 명확성을 가져다줍니다.

한편으로는, 더 크고 비싼 용기에 더 높은 보증금 

액수를 책정하여 용기 반환에 대한 보상이 의미

있게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궁극적

인 목표는 용기를 최대한 많이 수거하여 재활용

하는 것입니다. 

의미있는 보증금 금액도 중요하지만, 보증금이 

세금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편리한 반환 지점망을 

갖추어야만 높은 반환율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도표 5: 세계 각국의 성공적인 보증금 제도에서

반환율 및 보증금 금액 (2019)*53
Redemption Rates and Deposit Values for the World’s Highest Performing Deposit Return Systems (2019)

100%98%96%94%92%90%88%86%84%82%80%

*Norway also counts energy recovery/incineration within it’s redemption rate. A more accurate redemption rate would be 88%.

* 독일, 네덜란드, 팔라우의 데이터는 2018년 기준.
** 2019년 노르웨이는 용기 개수로 측정 시 88.9%, 무게로 측정 시 89.4%를 회수. 중앙 선별을 통해 수거되어 폐기물 에너지화된 것까지 포함한  
    총 회수율은 95%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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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SPOTLIGHT

• 독일: 독일은 재사용 가능 용기와 일회용 용기 
모두에 보증금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독일 
법에서는 처음에 생산자와 소매점이 판매되는 모
든 음료의 72%에 재사용 가능 용기를 사용할 것
이 요구되었습니다(“재사용 할당”으로 알려짐). 
하지만 할당량을 달성하지 못하여, 일회용 용기 
보증금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일회용 용기가 
재사용 가능 용기를 추월하지 않도록, 정책 담당
자들은 보증금 액수를 높게 설정하였으며 생산자
가 희망할 경우 보증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게 하
였습니다.54 세계에서 가장 높은 98%의 반환율
을 달성하며, 생산자들은 보증금 액수를 상향 시
킬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생산자에게 이러
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목표에 달
성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 미국 코네티컷주: 코네티컷주는 스펙트럼의 
반대편에서 반환율 50%의 매우 낮은 성과를 보입
니다. 코네티컷의 음료 용기에는 $0.05 (€0.04)
의 보증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1978년 관련 법률
이 통과된 이후 한번도 갱신하지 않았습니다.55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네티컷주 거주자 27%가 
빈 음료수 병을 반환하여 환불 받는 수고를 하
기에는 보증금 액수가 너무 낮다고 응답했습니
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미시간주에서는 3%만이 
그렇게 응답했는데, 미시간주의 보증금은 $0.10
입니다.56 코네티컷주의 보증금 금액이 인플레
이션에 맞추어 상향되었다면 오늘날 보증금은 
$0.19(€0.17)일 것입니다.57 

코네티컷의 보증금 금액은 입법부에 의해 법령
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개정하려면 입법 절차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훗날 성과가 떨어
질 때 최소 보증금 금액을 조정할 메커니즘이 부
재합니다.

            3.  목표 반환율

판매된 용기를 85% 이상 회수하는 반환율을 보
인다면, 그 프로그램은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도표 5 참조). 

높은 성과는 주로 의미있는 보증금과 소비자에게 
편리한 반환 체계를 통해 달성 가능합니다. 물가
가 상승하면 반환 지점이 통폐합되거나 그 수가 
감소함에 따라 목표 도달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
다. 또한 “미반환 보증금”은 성과보다 수입을 우
선시하려는 왜곡된 동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환율 목표를 설정하면 생산자, 소매점, 규제 당
국의 공동 목표가 세워집니다. 이렇게 하면 설계, 
투자, 데이터 관리가 연계되고 협력을 이끌어냅
니다. 또한, 미반환 보증금으로 프로그램 재정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프로그램을 관리

하기 위한 생산자들의 분담금을 유연하게 조정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음료 회사가 공정한 시장 
경쟁 안에서 반환율을 상승시키는 몇 가지 방법
으로, 세금, 제품 삭제, 자동으로 보증금 액수를 
상향하는 “촉진 장치” 구현 등이 있습니다. 패널
티는 규정 준수를 적절히 장려하는 수준에서 정
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핵심 요소 #12: 정부
의 역할 참조).

반환율 =         

상환된 보증금 적용 용기

판매된 보증금 적용 용기



SYSTEM SPOTLIGHT  

• 미국 메사추세츠주: 메사추세츠는 성과 목표

가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2019년 메사추세

츠는 50%의 반환율을 기록하며 코네티컷과 함

께 세계에서 가장 낮은 반환율을 보였습니다. 법

률이 시행된 1983년 이후로 $0.05(€0.04)의 

보증금이 유지되어 오면서 빈 용기 반환 참여에 

대한 보상은 점차 줄었습니다.58 

목표 반환율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성과 저조 시 

패널티가 없다면, 생산자들이 시스템의 규모를 

발전시키게 할 자극제가 없습니다. 또한, 미반환 

보증금 일부가 정부로 가게 된다면 규제 기관에

서 오히려 반환율을 낮게 유지하려 할 수도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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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ontainer Return-Rate Targets

* 퀘벡은 2022년에 점진적 목표를 채택할 예정으로,
    2025년까지 75%, 2030년까지 90%회수 목표.

** 유럽 연합은 플라스틱 병 회수에 대한 점진적 목표를 
    2025년까지 77%, 2029년까지 90%로 설정.

도표 6:  
음료 용기 목표 반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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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반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편리성
#2
원칙

“보증금 반환”은 뗄 수 없는 별개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 시스템 입니다. 보증금 금액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듯, 반환율은 반환 시스템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프로그램이 

높은 성과를 거두려면 소비자가 빈 병을 반환하는 과정이 원래 그 제품을 샀던 과정만

큼 쉬워야 합니다.

“소매점 반환”이란, 음료를 판매한 소매점이 용기를 수거해야 한다는 관점의 제도입니

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이는 보증금 제도 중 열에 아홉은 소매점 반환 방

식을 채택하며 평균 92%의 반환율을 달성합니다.59  2019년에는 “소매점 반환” 보증

금 제도의 평균 반환율이 88%였던 반면, 소매점이 연관되지 않은 제도에서는 77%의 

반환율을 기록했습니다.60 늦어도 1900년대 초반, 공병 재사용이 흔했던 시절부터 소

매점은 음료 용기 반환에 참여해 왔습니다.

제품 포장의 역사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약재상이나 상인이 병에 담긴 제품을 제공

한 경우 그 병은 공급자 소유이며 사용 후 반환해야 한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었습니

다.”61 오늘날 소매점은 생산자와 함께 보증금 적용 용기에 대한 사용 후 수거 책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에는 소비자가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약속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산자, 소매점 및 정부는 이를 

실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이 부당한 

세금 또는 환경세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시스템은 제도 설계 시에 비용 효율성뿐 아니라 소비자의 

경험과 권리 또한 고려합니다. 소매점 반환 시스템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합니다.

4.  소비자에게 편리한 반환 시스템

28

성공적인 빈용기 보증금 제도의 핵심 원칙 – 소비자에게 편리한 반환 시스템



29 Rewarding Recycling

성공적인 빈용기 보증금 제도의 핵심 원칙 - 소비자에게 편리한 반환 시스템

성공적인 환급 시스템 설정
높은 성과를 보이는 제도에서는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거 지점 인프라

와 운영을 음료 산업계에 맡기지 않습니다. 환급 

시스템 설계는 “소매점 반환”과 같이 입법을 통

해 이루어지거나, 인구당 반환 지점 개수와 같은 

전제 조건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독립적인 운영 

기관에 위임함으로써, 시스템 운영 책임을 효과

적인 두 단계로 나눕니다(자세한 내용은 pg. 55 

뉴사우스웨일스주 연구 참조).

편리성 측정
“편리성”에 대한 지표가 아직 법령으로 정해지지

는 않았지만, 높은 성과를 거두는 프로그램에서

는 소매점의 밀집도에 비례하여 소비자에게 빈 

용기 반환 지점을 제공합니다. 아래 데이터에서

는 인구 355~1,100명 당 1곳의 반환 지점을 설

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도시는 인구밀도가 높으

므로 효율적인 시스템에서는 지역에 따라 융통성

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 노르웨이에서는 1제곱

킬로미터 당 반환 지점이 0.3곳이지만 수도 오슬

로에서는 11곳입니다.

편리성 평가에 반영되는 또 다른 지표로는 반환

율 및 반환 시스템에 참여하는 소비자 비율이 있

습니다.

시스템 

반환율 (2019) 

반환 장소 수

인구수 (2019)

반환 지점 대 인구 비율

노르웨이

89%

15,000

533만

1 : 355

리투아니아

92%

2,500

279만

1 : 1,117

독일

98%*

130,000

8,302만

1 : 638

미시간

89%

13,500

999만

1 : 739

캘리포니아

60%**62

1,21963

3,951만

1 : 32,411

도표 7: 인구당 반환 지점

* 발행일 기준 
   2019년 데이터가 부재하여
   2018년 반환율 표기.

** 2020년



효과적인 운송 물류 설계
보증금 시스템에서 용기를 압축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입니다. 용기를 압축

하면 페트병은 2.5:1, 알루미늄캔은 6:1의 비율로 부피가 줄어듭니다. 이

렇게 하면 공간이 절약되고 제품 수거 시 운송 비용이 절감됩니다. 또한 부

정 상환을 방지할 수 있는데, 한 용기로 두 번 이상 환급 받는 것이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용기가치 절하”로도 알려짐). 용기 압축이 반환 지점에

서 가까이 이루어질수록 더 많은 연료와 탄소 및 자원이 절약됩니다. #10

번 요소에서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이유로 특히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는 

용기 압축 기능이 있는 무인회수기 사용을 장려하며, 소매점 반환을 촉진

합니다.

소매점 참여
• 일반적으로 소매점은 반환 서비스 금액을 “취급수수료(handling fee)”

의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성과 좋은 보증금 제도에서는 음료 업계에서 
재원을 마련한 중앙 시스템 관리자(CSA)가 용기 단위로 소매점에 취급
수수료를 지불합니다(중앙 시스템 관리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10번 
요소 참조). 반환율 최상위 10개 제도 중 여덟 개가 소매점에 취급 수수
료를 지불합니다.64

• 소비자는 네트워크 내 어떤 소매점이든 보증금 적용 용기를 반환할 수 있
으며* 소매점은 업장에서 판매하는 것과 비슷한 용기들을 수거합니다. 
이는 소비자와 소매점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 일정 규모 이하의 소매점에서는 참여가 의무 사항은 아닐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반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범용 반환(universal redemption)”으로도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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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센터, 반환 지점, 키오스크의 역할:
• 대용량 반환 서비스 제공 및 운영 효율성을 

위한 용량 통합  

• 인구수에 따른 최소 반환 지점 개수 유지 (예: 
355~1,100명당 하나의 반환 지점)  

• 먹자골목 및 시장과 같이 소비량이 높은 지역 
근처에 반환 장소 제공

• 비용 효율성과 편리성을 위해 주차장 등 소매 
지역에 무인 반환 키오스크 설치

“소매점 반환” 접근법이 높은 성과를 

가져오는 이유

소비자 입장
• 편리한 환불 선택권: 최근 호주 빅토리아 주
에서 보증금 제도 모델을 준비할 때, 부메랑 연합
(Boomerang Alliance)은 입소스(Ipsos)에 의
뢰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71%
가 빈 용기 반환 장소로 슈퍼마켓이나 쇼핑센터
를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65

• 이동 시간 및 노력 절감: 사람들이 자주 들르
는 장소에 빈 용기 반환 시설을 배치하면, 재활용
을 위해 “동선을 벗어나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
결됩니다. 미국에서 소비자들은 식료품을 사기 
위해 일주일에 2.7번 슈퍼마켓에 갑니다.66

• “이동 중에(on the go)” 반환 가능: 
음료수는 주로 이동 시에 소비하기에, 반환 지점
이 많을수록 용기 반환 및 보증금 환급이 더 편리
해집니다. 미국의 한 연구는 이동할 때 소비하는 
음료 용기 양이 미국 전체 소비량의 30~5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67 

• 기다릴 필요 없음: 지역 내 수많은 슈퍼마켓
과 식료품점 덕분에 소비자들은 여러 반환 지점
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환 장소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므로, 소비자들이 빈 용기
를 “조금씩 자주” 반환할 수 있게 합니다. 
노르웨이 사용자 설문 조사에 따르면 80% 이상
이 빈 용기를 반환할 때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반
환 지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68   

정부 입장
•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 보증금 제도가 있
는 지역에서는, 전체 투기 쓰레기 중 음료 용기
가 차지하는 비중이 보증금 제도가 없는 지역보
다 66% 낮은 현상을 보입니다.69 또한 “소매점 
반환” 방식을 채택한 시스템에서는 평균 반환율
이 88%이지만, 소매점이 참여하지 않은 시스템
에서 평균 반환율은 77%에 불과합니다. 이는 플
라스틱 오염을 줄이는 데 소매점이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70

• 목표 달성: 많은 지역(특히 유럽연합 회원국)
에서는 야심찬 재활용, 회수, 재생원료 함량 목
표에 달성하려고 노력하면서, 보증금 제도가 높
은 성과를 가져오는 신뢰할 만한 방법이라는 것
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이 정한  
플라스틱 병 회수율 90% 목표에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평가하기 위해, 아일랜드 정부에서 의뢰
한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현재(폐기물 관리) 시스템이 개선되어 분리수거
율 90%에 안정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빈
용기 보증금 제도(DRS)는 아일랜드에서 실현 가
능한 선택지이며, 또한 플라스틱 음료수 병 회수
율 90%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자신
있게 주장하는 바이다.” 이어서 이 연구는 소매점 
반환 방식을 권장하는데, 이 모델이 “통상적으로 

더 높은 반환율을 보이기” 때문입니다.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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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리성 보장: 정부는 음료수 구매 시 용기에 

보증금이 부과되도록 요구함과 동시에, 시민들

이 편리하게 보증금을 되찾을 기회를 극대화할 

방안을 모색합니다. 소매점은 이미 편리하게 제

품을 구매하도록 고안되어 있기 때문에, 소매점 

반환 모델에는 편리성이 갖춰져 있습니다. 노르

웨이에서는 355명 당 하나의 반환 지점을 제공

합니다.72 노르웨이의 소매점 반환 모델은 2019

년 89%를 달성했습니다.73

• 빠른 결과 도출: 폐기물 금수 조치(Nation-

al Sword)의 영향으로, 정부들은 플라스틱 오염

과 재활용 비용 상승 문제에 빠르게 대처해야하

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존의 소매점 인프라

를 보증금 제도에 활용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가

속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일례로, 리투아니아

에서 소매점 반환을 기반으로 하여 보증금 제도

를 시행한 결과, 채 2년도 되지 않아, 반환율이 

34%에서 92%로 증가하였습니다.74

생산자 입장
•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방법으로 목표 달성: 
소매점이 아닌 반환 센터는 인건비 및 현장 유지 

관리 등의 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

매점을 벗어난 반환 장소 운영 비용에는 보험, 인

건비, 공과금, 세금등 그 장소를 유지하는 데 드

는 고정 비용이 100%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소매점 환경에서는 소매점들과 용기 

회수에 드는 비용 및 노동력을 공유하기 때문에, 

시스템 운영 비용이 절감됩니다. 취급수수료는 

반환 절차에 드는 비용의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두 개의 주에서 소매점 반환 모델

을 적용하고 있는데, 바로 이 두 지역에서 가장 

낮은 취급수수료를 보이며, 비용 대비 효율을 높

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도표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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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8:  
캐나다의 일회용 음료 용기 보증금 취급수수료 

도표에 없는 서스캐처원주(Sas-

katchewan)는 취급수수료를 규

정하는 대신 계약 형태로 비용 

지불. 

온타리오주(Ontario)와 누나부

트준주(Nunavut)는 데이터 부재



33 Rewarding Recycling

성공적인 빈용기 보증금 제도의 핵심 원칙 - “소매점 반환”이 높은 성과를 가져오는 이유

• 기존 네트워크 활용: 기존의 물류 네트워크

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효율적 역물류(Reverse 

Logistics) 시스템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거주

지와 가까운 곳에 슈퍼마켓이 있기 때문에 편리

한 반환 인프라는 이미 구비되어 있습니다. 소매

점 반환 접근은 새로운 재활용 장소의 건설과 인

허가 필요성을 줄입니다. 이로써 보증금 제도는 

더 높은 비용 효율로 더 빨리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슈퍼마켓 체인은 일반적으로, 사람들

이 어디에 살든지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외딴 마

을을 포함하여 전 지역에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

습니다. 또한 슈퍼마켓에는 이미 트럭을 통한 상

품 배달 체계가 갖추어져 있으므로, 이를 역물류 

또는 통합 운송 서비스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습

니다.

소매점 입장
• 환급된 보증금 소비: 캔과 병 반환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은 고객이 그 소매점을 찾는 또 다른 이

유가 됩니다. 소비자들은 보증금을 환불해준 그 

가게에서, 환급받은 보증금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미시간주에서 진행된 설문 조사에서

는 소비자의 73%가 음료수 병을 반환한 점포에

서 보증금을 사용했다고 응답했는데, 다른 여러 

보증금 시장에서는 이 비율이 95%에 달하는 것

으로 추정합니다.77 유럽의 4개 국가에서 진행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빈 병을 반환한 고객이 그렇

지 않은 고객보다 동일 점포에서 최대 50% 정도 

돈을 더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높은 비용 효율:  생산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은 

궁극적으로 소비자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

서 소매점에서는 음료를 판매함과 동시에, 비용 

효율이 높은 프로그램을 확보하여, 고객이 반환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감하는 일에 관심이 있습

니다.

• 자사 브랜드: 많은 소매점은 현재 브랜드 소유

주로서 자사 제품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앞서 언급한 “생산자 입장”과 동일합니다.

• 환경과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 영향: 소매점

에서 소비자에게 편리한 재활용 서비스를 제공

하면, 매년 얼마나 많은 음료 용기가 당사를 통

해 회수되고 재활용 되었는지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데이터는 기업의 사회적 책

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관련

한 스토리텔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환 서

비스 제공은 당사의 주도적인 환경적 가치 실천

을 소비자에게 꾸준히 상기시키는 효과를 가져

옵니다. 일례로, 2020년 독일의 소매점 체인 리

들(Lidl)은, 고객들이 당사의 체인점에 설치된 

6,200여 개 이상의 무인회수기를 통해 반환한 

음료수 병이 어떻게 새로운 병으로 재활용 되었

는지에 관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리들(Lidl)의 자사 생수 브랜드에서 제조한 생수

병에는 재생원료가 평균 최소 50% 사용되었다

고 합니다.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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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SPOTLIGHT

아래 지역은 모두 소매점 반환 모델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균 

93%의 반환율을 보입니다. 

미국 미시간주: 지난 40여 년 동안 미시간주의 보증금 제도는 판매된 1,500

억 개의 보증금 적용 음료 용기 중 96%를 수거해 왔습니다.79 소매점의 공

병 관리와 신속한 환급 처리를 위해 미시간주는 소비자 한 사람당 하루에 반

환할 수 있는 용기 수를 250개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소매점에는 해당 점포

에서 취급하는 브랜드의 용기만 회수할 것이 요구됩니다(이 경우 소비자 혼

란을 초래할 수 있음). 2019년 실시된 여론 조사에서는 미시간주 사람들의 

94%가 이 보증금 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80   

 

노르웨이: 노르웨이에는 1,5000개의 반환 장소가 있는데, 비율로는 355

명 당 1개의 반환 지점이 있는 셈입니다.81 이 중 무인회수기가 설치된 반환 

장소는 23%에 불과하지만, 반환된 용기 전체의 93%가 무인회수기를 설

치한 반환 장소에서 회수됩니다. 이로써 중앙 시스템 관리자(자세한 사항은 

핵심 요소 #10 참조) 인피니툼(Infinitum)은 운송망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지는데, 용기 압축 및 환급 데이터를 통하여 픽업 경

로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노르웨이는 보증금 제도를 통한 

반환율 89%를 달성하였습니다.82

미국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주의 사례는 불편함이 재활용 성과에 미

치는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캘리포니아의 보증금 제도는 보증금 반환 센

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설계되었으며 소매점에는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근처에 반환 센터가 없거나, 지금과 같이 반환 센터가 문을 닫은 경우에

만 소매점에서 빈 용기를 수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소매점은 하루 

$100(€88)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용기를 수거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는

데, 이마저도 대부분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환 센터는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고 최저임금과 같은 운영 비용이 증가하

는 동안, 경직되고 시대착오적인 주정부 자금 지원 방식으로 인해 어려움

을 겪었습니다.

*

86% 88% 90% 92% 94% 96% 98% 100%

도표 9:  

최고의 성과를 보이는 소매점 반환 모델  용기 반환율 (2019)

* 2018. 2019반환 데이터가 유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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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해 2013년부터 재활용 센터가 대규모로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2,578곳이던 

캘리포니아의 재활용 센터는 현재 절반도 채 되

지 않는 1,219곳만이 남아있습니다.83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단 하나의 재활용 센터가 지

역 주민 90만 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84 캘리포

니아주의 소비자들이 편리한 반환 장소를 잃어감

에 따라 보증금을 상환받기가 어려워지면서, 결

국 보증금이 세금처럼 변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

었습니다.

2013년 74%였던 보증금 프로그램의 재활용률

은 2020년 60%까지 떨어졌습니다(도로변 수거

를 통해 회수된 캔과 병을 포함한 수치).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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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형 보증금 제도

1970년대에 공공 빈용기 보증금 제도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 소비자들은 수작업에 의지해야

만 했습니다. 즉 소비자들이 캔과 병이 담긴 상

자나 봉지를 손으로 건내면, 반환 서비스 제공자

들도 손으로 숫자를 세고 돈을 내어주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모든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또한 이 기술의 여러가지 

특징은 시스템의 책임성, 비용 효율성, 편리성을 

향상시킵니다.

무인회수기(RVM)

무인회수기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자동 반환 및 자동 정산: 무인 회수기는 자동

으로 용기를 수거하고 자동으로 보증금을 정산

하여, 운영자의 시간과 관련 비용을 절감합니다. 

소매점의 직원들은 물품 진열 등 다른 업무에 집

중할 수 있습니다.

• 분류 및 처리: 무인회수기에서는 빈 용기를 반

환하는 즉시 재활용 공정이 시작되는데, 투입된 

용기를 곧바로 소재에 따라 분류하기 때문입니

다. 이렇게 자재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여 원료

의 가치를 보존하면, 재생원료로 새로운 병을 만

드는 것과 같은 고부가가치 재활용이 가능해집

니다.

• 책임성:

o 용기 검사: 최신 무인회수기는 1초당 1,000장의 

사진을 촬영하며, 기타 검사를 진행하여 용기 각각

의 모양, 무게, 소재, 바코드, 보안 표식(해당하는 경

우)을 분석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분석하면 소매

점과 시스템 운영자가 정확하게 어떤 용기에 환급

이 이루어졌는지 추적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

한 이러한 측정 기능 덕분에 보증금 미적용 용기에 

돈이 환불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대식 보증금 제도에서는 무인회수기가 인터넷에 

연결될 것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기능을 통해 시스

템 관리자, 운영자, 규제 당국에서 반환 시스템 전체

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규칙한 상환은 잠재적인 부

정 행위에 대해 운영자에게 알리는 “조기 경고 시스

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o 용기 압축: 무인회수기에는 압축 기능이 갖춰

져 있는데, 이 기능은 소비자나 직원들이 같은 

용기로 여러번 보증금을 환불 받는 일을 방지합

니다.

• 데이터 관리: 무인회수기는 용기 바코드를 스

캔하고 수만 개 제품의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

여 해당 용기의 시스템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하여 해당 제품 관련 음료 생산자의 판매 데

이터와 반환 데이터가 맞아떨어집니다. 운영자

는 온라인으로 새 데이터베이스를 등록하여 무

인회수기 전체 네트워크에 보증금 적용 제품을 

즉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마케팅: 빈 용기 반환 과정은 운영자 특

히 소매점에게 또 다른 마케팅 “터치포인트”로

써, 무인회수기의 터치 스크린을 통해 광고를 게

시하고, 소비자에게 종이 쿠폰을 제공할 수 있습

니다. 무인회수기의 디지털 도구는 소매점에서 

소비자 성향을 분석하고 재활용 경험을 게임화

하여 운영자의 로열티 프로그램과 연동할 수 있

게 해줍니다.

• 환급 방식 소비자 선택 옵션: 무인회수기는 보

증금 환급 시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

합니다. 현금으로 교환 가능한 종이 및 전자 바

우처, 계좌 이체, 기부 등의 옵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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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을 통한 공간 및 비용 절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용기를 압축하면 페트병은 2.5:1, 알

루미늄 캔은 6:1의 비율로 부피가 줄어들어서 보

다 효율적인 보관 및 운반이 가능해집니다. 노르

웨에서는 반환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서 2018년 사이, 용기 운송에 드는 비용을 35% 

절감했다고 중앙 시스템 관리자 인피니툼(In-

finitum)은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용기 압축 기

능이 있는 무인회수기 덕분에 수거 횟수가 줄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피니툼(Infinitum)

은 무인회수기에서 직접 전송받는 환급 데이터

를 통합하여 능률적으로 물류를 관리합니다.87

• 편리성: 무인회수기는 1분당 수거할 수 있는     

음료 용기량을 꾸준히 증가시켰습니다. 최신 모

델은 1분당 60개까지 수거합니다. 소비자가 봉

투에 담아온 모든 용기를 한 번에 기계로 집어

넣어 수거하는 “멀티 피드” 모델은 용기를 1분

당 100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설계는 소비자가 봉투에 가득한 용기를 한번에 

비우고 돌아가도록 디지털 결제 방법과 QR코

드를 적용하였습니다. 기계는 자동으로 음료 용

기 수를 세고 어플을 통해 소비자에게 금액을 

지불합니다.

• 벌크 카운팅 기기

(BULK COUNTING EQUIMENT): 

벌크 카운터는 산업용 대용량 기기로써, 각 용기

의 바코드 및 보안 표식을 확인하고 집계합니다.   

•책임성: 모든 보증금 제도에서 여전히 수작업을 

통해 빈 용기를 반환하는 일이 어떤 형태로든 남

아있기는 하지만, 특정 단계에서조차 자동화 기

능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부정 행위에 취약해지

며 비효율적이 됩니다. 효과적인 보증금 제도에

서는 수작업으로 반환된 용기들을 자동화 기기

를 통해 재차 집계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이 문제

를 해결합니다.  일례로, 알버타주에서는 수작업

으로 반환된 모든 음료 용기들을 중앙 집계 센터

로 보내어 벌크 카운팅 기기를 통해 대용량 집계

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벌크 카운팅 기기

멀티피드(Multi-feed) 무인회수기
(TOMRA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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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 위탁 (BAG DROP)

• 편리성: 보증금 환급에 드는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소비자라면 봉투 위탁

(bag drop) 서비스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소

비자는 지역의 보증금 반환 운영자로부터 계정을 

만들고 페이팔(PayPal)과 같이 결제 기능이 있

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합니다. 운

영자는 개인별 바코드가 인쇄된 스티커를 제공하

며, 소비자는 구매한 봉투에 스티커를 붙입니다. 

3-5일 이내로 보증금이 소비자 계정으로 반환됩

니다. 이러한 봉투 위탁 방식이 특정 소비 인구를 

참여시키기에는 편리한 방편이지만, 대용량 집계 

요구사항, 부정 반환의 위험, 집계 결과와 환급금

에 대한 소비자 불만 등의 요인으로 인해 운영에 

드는 비용이 증가합니다. 봉투 위탁 방식의 경우

에는 오리곤주와 같이 처리 비용 및 봉투값을 소

비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88

방문 수거(DOOR-TO-DOOR)

• 편리성: 소매점, 기술 제공자 및 시스템 운영

자는 소비자의 집앞으로 찾아가는 픽업 서비스

가 더 많이 이루어지도록 협업하고 있습니다. 일

례로, 노르웨이의 중앙 시스템 관리자 인피니툼

(Infinitum)은 지역 소매점 콜로니얼(Kolonial)

과 파트너를 맺어 콜로니얼(Kolonial)의 식료품 

배달팀이 소비자로부터 빈 용기를 픽업하여 자사 

창고로 가져오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콜로

니얼(Kolonial)에서 인피니툼(Infinitum)에 빈 

용기를 전달하면 시스템 운영자는 벌크 카운팅 

기기를 활용하여 빈 용기를 집계하고 소비자 거

래 내역과 대조합니다. 소비자는 용기 추적 및 정

확한 환급을 위한 코드와 바코드가 새겨진 봉투

를 소매점에서 구매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소

규모로 운영되는데, 전체 회수량의 약 1%가 배

달팀을 통해 회수됩니다.89 봉투 위탁(bag drop)

과 마찬가지로 방문 수거는 처리 비용 및 봉투값

을 소비자가 추가로 지불하게 할 수 있습니다.  

  5. 별도의 보증금, 100% 환불

진정한 “보증금”이란 어떠한 맥락에서든 전체 금

액을 돌려주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시스템 비용 

부담을 위해 일부 자금을 묶어두는 “Half-Back” 

시스템에서는 용기 수거량이 확연히 적은데, 소

비자의 참여를 촉진할 유인이 줄어들었기 때문

입니다. 전 세계 보증금 제도에서 상위 5개국인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덴마크, 리투아니아의 

시스템은 모두 보증금을 100% 환급하며 평균 

94%의 반환율을 보입니다.90

효과적인 보증금 제도에서는 음료수 가격에 더해 

환불이 가능한 보증금이 함께 결제되었다는 것

을 명확하게 인지시킴으로써 판매 시점부터 소비

자 참여를 유도합니다. 판매 가격과는 별도로 보

증금 금액을 상품 진열대와 영수증에 모두 표기

하면 불필요한 소비자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또는 판매세를 면제하

면, 보증금이 세금이 아니라는 대중적 인식을 강

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담는다 2. 붙인다 3. 스캔한다 4. 맡긴다 

봉투 위탁

(BAG DROP)

과정

토막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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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SPOTLIGHT
 
별도의 보증금

• 유럽의 모든 보증금 제도: 독일, 노르웨이, 스

웨덴, 핀란드,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등 유럽의 

모든 보증금 제도에서는 용기 보증금을 상품 진

열대와 영수증에 모두 분명하게 표시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 호주의 모든 자치주: 보증금 적용 용기에는 “환

불금” 금액이 표기되어 있지만, 영수증과 진열대

에는 별도의 표기가 없습니다. 이는 대중의 인식

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100% 환불되는 보증금

• 캐나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 캐나다의 뉴

펀들랜드 래브라도주에서는 소비자가 지불한 보

증금의 약 70%가 빈 용기 반환 시에 환급됩니

다. 이를테면, 소비자가 맥주캔과 수입 용기에 대

한 보증금으로 CA$0.08(US$0.06)를 지불하

면 CA$0.05(US$0.06)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2019년, 이 주의 보증금 용기 총 반환율은 65%

였습니다.91

• 미국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 환불금 금액

(California Refund Value)은 소비자가 음료 용

기를 재활용하기 위해 공인 재활용 센터에 가져

갔을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용기 종류별 최소 

환불금으로 24oz 미만은 5센트, 24oz 이상은 

10센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정부 공인 재활용 

센터에서 용기를 반환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먼

저 용기의 무게를 재고, 그 다음 주정부 제공 변

환 공식을 적용하여 환급 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게 기반” 시스템을 통한 환불금

은 흔히 소비자가 실제 지불한 보증금보다 많이 

지급됩니다. 용기 개수를 기반으로 환급하는 것

은 용기 하나 당 보증금 하나를 지급하는 것이므

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게를 기반으로 

환급하는 일에는 평균 무게값을 정기적으로 업데

이트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용기의 용량과 무게

는 다양하고, 또한 변화하기 때문에 무게를 통한 

추정은 왜곡된 값을 산출합니다. 이 점은 특히 플

라스틱 병을 반환할 때 가장 잘 드러나는데, 생수

와 같은 일부 음료는 용기 무게를 줄이기 위해 많

은 노력을 기울여왔기 때문입니다. 

 6. 각 용기마다 보증금 마크 표시, 
    정확한 정산을 위한 바코드

소비자와 수작업 반환 지점에서 용기의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를 손쉽게 식별하도록, 많은 보증

금 제도에서는 일반적으로 각 용기마다 표준 문

구나 로고를 인쇄합니다.

바코드도 비슷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마트 계산

대에서 계산원이 물품을 스캔할때처럼, 자동 반

환 기술이 바코드를 인식하고, 보증금 적용 용기

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확한 환급금이 지

불되고, 기본적인 보안이 지켜지며, 각 회사별로 

추적하여 공정한 회계가 이루어집니다. 캘리포니

아와 캐나다의 지역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 세

계 모든 보증금 제도에서 음료 용기가  환급에 적

합한지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바코드 기록 시스

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92

신뢰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현대 보증금 시스

템에서는 고유한 보증금 표식이나 시장별 바코드

를 요구 또는 장려하여, 보증금 미적용 용기를 사

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합니다. 이러한 통제는 생

산자들에게 비용 절감이라는 분명한 이점을 가져

다줍니다. 미국에서는 일부 음료 기업들에서 자

발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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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의 수입 음료와 같이 라벨을 직접 인쇄할 

수 없는 경우라면, 중앙 시스템 관리자(Central 

System Administrator)로부터 스티커나 도장

을 구입하여 라벨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SYSTEM SPOTLIGHT

• 노르웨이: 음료 생산자는 중앙 시스템 관리자

(CSA)인 인피니툼(Infinitum)에 제품을 등록하

기 위해 요금을 지불합니다. 음료 용기에는 반드

시 보증금 로고, 보증금 금액 및 바코드가 표시되

어야 합니다.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우선 인피니

툼(Infinitum)에서 용기들이 무인회수기에 인식 

가능한지 테스트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등록 절차의 일부로써 제조업체는 범용 바코드(

모든 국가에서 음료 판매 가능)를 사용할지 아니

면 노르웨이 전용 바코드를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에 한정되는 전용 바코드는 

소비자가 노르웨이 밖에서 구매한 음료 용기에 

대한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생산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줄어듭니다. 모든 미

반환 보증금은 인피니툼(Infinitum)에서 관리하

므로, 승인되지 않은 보증금 반환을 방지하는 것

은 시스템 비용을 절감합니다. 그에 반해서 범용 

바코드는 생산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약간 증가하

는데, 제품이 국경을 너머 다양한 시장에서 판매

됨에 따라 승인되지 않은 보증금의 반환이 잠재

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수거된 용기를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봉투에

는 고유의 무선 주파수 식별(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칩이 부착되어 있어서 전자적으

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인피니툼(Infinitum)에

서 제공하는 봉투는 무인회수기의 저장 공간에 

설치되어, 내용물 조작이 불가하도록 결합식 테

이프로 봉인됩니다.93

도표 11:  
소비자들을 위한 
빈용기 보증금
시각적 표식의 예

독일  노르웨이스웨덴



•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에서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고 9년 동안은 보증

금 적용 용기에 작은 글자만 있고 시각적인 보증금 표식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 특히 외국인들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2015년에 시스템을 정비하여 보증금 로고 표시를 의무화 했습니다.

• 미국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주의 프로그램은 시각적 표식은 활용하

지만 바코드는 활용하지 않는데, 이렇게 하면 부정 반환 행위에 불필요하

게 취약해집니다. 바코드가 있으면 자동 반환 기기는 각 용기가 보증금 반

환 대상인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유노미아(Eunomia)에서 발표한 캘리

포니아 제도의 포괄적 분석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무게 계산 옵션은 다

른 주 및 제도 범주 밖 용기에 보증금이 환불될 가능성을 높입니다”.94 바

코드가 없다는 것 역시 시스템이 부정행위에 취약해지는 결과를 낳습니

다. 캘리사이클(CalRecycle)은 부실한 회계 기준과 제도 경계 밖 용기에 

부정 상환되는 보증금으로 인한 미반환 보증금 수익 손실로, 연간 약 4천

만 달러에서 2억 달러 사이의 금액을 불필요하게 지출합니다.95

•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보증금 제도 시행 전 뉴사우스웨일스에는 “멀

티팩(multi-pack)”으로 알려진 음료수 번들에 개별 바코드가 없었습니

다. 만약 변화가 없었다면, 낱개로 판매된 음료 용기는 무인회수기가 수거

하는 반면, 번들로 판매된 음료 용기는 많은 경우 거부되는 상황이 발생했

을 것입니다. 소비자 혼란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로 정부는 제도 시행 전에 

라벨 의무사항을 개정하여 개별 바코드를 추가했습니다.

SYSTEM SPOT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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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환 보증금  
자재 판매 수익의 투자,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분담금을 통해
생산자들이

시스템 비용을 조달합니다.

#3
원칙

생산자 책임 

생산자책임재활용(EPR)이란 “제조사가 제품의 전체 수명 주기, 특히 수거, 재활

용, 최종 폐기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여 제품의 총 환경 영향 저감이라는 환경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 보호 전략”으로 정의됩니다.96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포장재 수거를 관리하고 시스템 비용을 충당하는 일에 음료 

생산자를 참여시킵니다. 

원칙적으로, 또한 실제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이는 모델에서 생산자는 미반환 보증

금과, 수거된 재료의 판매 수익(“자재 수익”)을 시스템에 재투자합니다. 

지출이 이러한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나머지 순비용은 생산자가 부담합니다. 

중앙 집중식 기구를 통해 보증금 제도가 관리될 때 생산자는 “EPR 분담금”의 형

태로 이 순비용을 지불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pg. 45 도표 13 및 14 참조).* 

나머지 순비용에 대해 생산자에게 EPR 분담금이 부과되는데, EPR 분담금은 생

산자가 시장에 출시하기로 선택한 유형의 소재를 취급하고 재활용하는 데 드는 전

체 비용을 기반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친환경 조절(eco-modulated)” 요금으

로 알려짐). 

이렇게 하면 어떤 생산자가 부담한 비용도 다른 생산자를 위해 쓰이지 않습니다. 

또한 생산자가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포장재를 활용하도록 유인을 제공합

니다(도표 12 참조).

* 보증금 환급 및 용기 보관을 위해 중앙 시스템 
  관리자가 소매점이나 반환 센터와 같은 반환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불하는 “취급수수료”와는 
  별개.

7.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통한 비용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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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SPOTLIGHT

• 노르웨이: 노르웨이의 중앙 시스템 관리자인 인

피니툼(Infinitum)은 용기 재질별 재활용 비용과 

소재 가치를 기반으로 각 생산자에 대한 EPR 분

담금을 설정하는데, 투명 PET와 유색 PET를 구

분하기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에서는 

알루미늄 캔에 대한 추가 EPR 분담금을 생산자

에게 부과하지 않는데, 알루미늄 캔 고유의 자재 

가치와 미반환 보증금이 수거 및 처리 비용을 초

과하기 때문입니다(도표 12의 -0.08 NOK 참

조).

• 캐나다 서스캐처원주: 생산자 책임 비용 조달

의 대안으로 소비자가 일부 시스템 비용을 지불

하게 하는 모델도 있습니다. 소비자는 제품을 구

매할 때 이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데, 용기 반환시

에 보증금의 일부만 환급받기 때문입니다. 이러

한 “Half-Back” 모델은 인구가 비교적 적은 지

역(150만 이하)에만 존재합니다. 유의할만한 인

구가 있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Half-Back 모델 

중 가장 높은 반환율을 보이는 지역은 서스캐처

원주이며 반환율은 84%입니다. 이는 독일과 대

조를 이루는데, 독일에서는 전체 금액이 환급되

며 98%의 반환율을 보입니다.97

도표 12: 
 노르웨이의 중앙 시스템 관리자 인피니툼(Infinitum)의 EPR 분담금 구조98

  

기본 분담금

표준 바코드 추가 분담금
(노르웨이 외 시장 판매 가능)

하늘색 용기 추가 분담금

유색 용기 및
포장재 면적 75% 이상 
라벨 추가 분담금

포장재 면적 75%이상 라벨
추가 분담금

알루미늄 캔

-0.08 NOK

0.06 NOK

0.03 NOK

고철 캔

0.21 NOK

0.06 NOK

0.03 NOK

PET 병

0.10 NOK

0.06 NOK

0.08 NOK

0.15 NOK

HDPE 병

0.10 NOK

0.06 NOK

0.08 NOK

0.15 NOK

* 주민 백만 명 이상

1 NOK = €0.096 / US$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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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반환 보증금 및 자재 수익을  
....시스템에 재투자

빈용기 보증금 제도의 주요 수입원 두 가지는 다

음과 같습니다: 

1) 미반환 보증금: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기로 한   

    보증금 수익.

2) 포장 자재(또는 “자재 수익”): 수거된 유리,           

....알루미늄, PET, 종이팩 용기를 판매한 수익.

높은 성과를 보이는 보증금 모델에서 생산자는 

이 두 가지 수입원을 시스템에 재투자하여 추가 

비용 부담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환율 

목표(#3번 및 #12번 요소), 의미있는 보증금 금

액(#2번 요소) 및 편리한 반환 시스템(#4번 요

소)을 갖추면 반환율이 높게 달성되어 생산자나 

정부가 보증금 환급을 저해하게 만드는 왜곡된 

유인이 제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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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SPOTLIGHT

노르웨이: 미반환 보증금과 자재 수익은 노르웨이 보증금 제도 비용의 대부

분을 충당하기에 충분합니다. 시스템 비용의 49%는 미반환 보증금, 35%

는 원료 판매, 8%는 기타 수익(주로 이자)으로 상쇄됩니다. 알루미늄 캔의 

경우 이러한 수입원은 생산자의 추가 EPR 분담금이 필요없을 만큼 높습니

다.99 

이 세 가지 수입원을 통해 생산자는 보증금 시스템의 인프라에 재투자합니

다. Infinitum은 부정행위 방지 및 운송 효율성에 의한 비용 절감이라는 장

점 때문에 용기 압축 기능이 있는 무인회수기 사용을 장려합니다. 압축 기

능이 있는 무인 회수기를 보유한 소매점은 수작업 반환이나 압축 기능이 없

는 곳보다 높은 취급수수료를 받습니다.100

도표 14:  
노르웨이 중앙 시스템 관리자의 손익 계산서 내역 (2019)102

 

취급수수료

운송

기타 제작비

관리, 마케팅 및 감가상각

총 지출

수입

미반환 보증금

자재 판매

기타 수익

EPR 분담금

총 수입

2019년 운영 이익

249,241,000 NOK

126,091,000 NOK

74,569,000 NOK

64,704,000 NOK

514,605,000 NOK

252,035,000 NOK

180,164,000 NOK

45,695,000 NOK

40,759,000 NOK

518,653,000 NOK

4,048,000 NOK

48%

25%

14%

13%

100%

49%

35%

8%

8%

10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48%

49%

35%

8%

8%

25%

14%

13%

도표 13: 
노르웨이 중앙 시스템 관리자의

손익 개요 (2019)101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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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스웨덴의 중앙 시스템 관리자 리투르팩 스벤스카 AB(Returpack Svenska AB)

는 자재 판매 수익과 미반환 보증금을 시스템 안으로 가져옵니다. 이러한 자금 조달 모델을 

통해 리투르팩(Returpack)은 기술에 재투자하여 비용 및 환경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

다. 1990년대에는 스웨덴 보증금 적용 캔의 80%가 자동화 장비로 처리되었습니다. 나머

지 20%는 수작업에 의해 처리되었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으로 인해 리투르팩(Retur-

pack)은 자동화 전환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미 압축 기능이 있는 무인회수기를 활용하

는 소매업체에 더 높은 취급수수료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비용이 적게 드는 자동 반환 네트

워크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무인회수기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각 수작업 반환 지점에  

20,000 SEK(€1,925/US$2,188)의 금액을 일시 지원했습니다.104

미국 뉴욕: 2009년 국제 금융 위기 이후 정부는 공공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울 정도의 심각

한 예산 부족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뉴욕 정책 담당자들은 미반환 보증금의 분

배를 조정했습니다. 이전에는 미반환 보증금이 100% 생산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생산자들

이 이 수익을 활용하여 보증금 재활용 시스템 성과를 높이는 데 재투자하지 않는다는 인식

이 있었기 때문에, 정책 담당자들은 미반환 보증금의 80%를 정부로 돌려 그 중 일부를 환

경 보존 기금(Environmental Conservation Fund)에 보탰습니다. 나머지 20%는 생산

자들의 비용을 상쇄하는 데 돌아갔습니다.

도표 15: 
노르웨이 중앙 시스템 관리자가 설정한 취급수수료 (2019)103

  

•  압축기 내장 무인회수기

•  압축기 비내장 무인회수기  
•  수작업 수거

             알루미늄 캔       PET 병          HDPE 병 
취급수수료

0.25 NOK

0.10 NOK

0.25 NOK

0.10 NOK

0.20 NOK

0.05 NOK

SYSTEM SPOT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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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생원료 사용 의무

TOMRA가 The Resource Recovery Play-
book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 성장과 자원 

추출을 분리하는 것은 오늘날 규제 당국이 당면

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105 엘렌 맥

아더 재단(Ellen  MacArthur  Foundation )은 

다 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모든 플라스틱 포장

재가 저품질로 재활용되는 경우 포장재와 같은 ‘

고품 질 산업’은 계속해서 새로운 원자재(예: 석

유) 사용에 의존할 것이다.”106

환경 발자국을 줄이라는 대중의 압력이 커지자, 

음료 생산자들은 더 많은 양의 재생 페트(rPET)

를 활용하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

나 기업들은 그 약속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

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코카콜라는 소비자 

사용후 재활용(Post-Consumer  Recycled ) 

소재를 중량 기준 전 세계 플라스틱 포장재 전체 

9.7%에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펩시는 4%, 네

슬레는 2%를 활용했습니다.107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시장 변동성

으로 인해 때로는 식품 등급 rPET가 신재 PET

에 비해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에 판매되므로 비

용 측면에서 불리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1월 

식품 등급 재생 페트의 가격은 신재 PET보다 7% 

저렴했지만 2020년 중반에는 약 35% 비쌌습니

다(도표 16 참조).

또 다른 장벽은 고품질 재생원료의 공급 부족입니

다. 영국 코카콜라 그레이트(Coca-Cola Great 

Britain)의 총괄 매니저 존 우즈(Jon Woods)는 

말합니다. “현재 업계가 직면한 주요 과제 중 하

나는 우리가 전체 물량을 100% rPET로 전환할 

수 있을 만큼의 식품 등급 재생원료가 영국 전역

에 없다는 것입니다.”

도표16:  
미국의 원자재 가격

석유, PET 원료, 신재 PET, 재생 페트 플레이크, 식품 등급 재생 페트 펠릿 

 

신재 PET(“US PET”) 및 식품 등급 재생 페트 펠릿(“FG rPET 펠릿”)의 시장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도표.

PTA 및 MEG는 PET 원유 유래 원료 정제 테레프탈산 및 모노에틸렌글리콜을 가리킴.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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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고품질의 재활용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우리가 더 많은 병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거하여 더이상 버려지지 않도록 막

는 것이 필수적입니다.”109 미국의 음료 생산자

들이 재생 페트 함량률 기준 50%를 달성하려면, 

자국의 페트병 재활용률이 2019년의 29%에서 

70% 이상으로 상승해야 할 것으로 미국 페트 

용기 자원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PET 

Container Resources)는 추산합니다.110 

신재 PET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식품 등급 rPET

의 가격은 플라스틱의 수거를 유의미한 정도로 

촉진시키지 못했습니다. 리서치 회사인 S&P 

Global은 “플라스틱 재활용이 경제적으로 독자

적인 생존이 가능하려면 고가의 신재 폴리머 환

경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111

재생 페트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환경 속에

서 생산자는 저렴한 신재 페트를 선택하려는 압

력을 받습니다. 대중과 공개적으로 약속을 한 일

부 대형 기업에서는 rPET를 계속(어느 정도) 구

매하기로 할 수 있지만, 대중에게 많이 노출되지 

않은 소규모 브랜드는 신재 사용으로 전환하려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생원료를 더 많이 사

용해서 병을 제조하겠다는 대중과의 약속에도 불

구하고 신재 수지 사용으로 되돌아간 수많은 사

례가 보고되었습니다.112

이렇게 변동하는 시장 가격때문에 재활용 관련 

투자에는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순환 경제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가능하게 하려면 잘 설계된 정

책 골조와 규제 수단이 필요합니다. 2020년 퓨 

자선 기금(Pew Charitable Trusts)에서 발표

한,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유의미하게 줄이기 위

해 필요한 개입에 관한 획기적인 연구에서는 재

활용품의 낮은 가격 경쟁력을 인정하면서, “사용

후 소재에 대한 수요를 늘리기 위해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화”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113

미국 플라스틱 재활용사업자 협회(Association 

of Plastic Recyclers)의 CEO인 스티브 알렉

산더(Steve Alexander)가 말한 바와 같이 재생

원료 사용 의무화는 음료 기업이 고품질 수거품

을 계속 가치있게 여겨 “전체 폐기물 관리 시스템

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114

모든 탈탄소 방안에서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의 전

환과 에너지 수요 절감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

다.115 재생원료 사용을 늘림으로써 사회는 에너

지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거하

고 선별하고 가공하는 일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

인데, 높은 재활용 품질은 순환경제 체제 안에서 

생산적인 재통합을 가능하게 합니다.

고품질의 깨끗한 소재를 대량으로 공급하여 재생

원료 사용 의무를 충족하는 데에는 보증금 제도

가 특히 적합한데, 수거된 소재의 오염을 최소화

하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제도를 통해 수거 및 

처리된 사용후 PET 묶음은 도로변 수거를 통해 

수거된 것보다 가격이 약 40% 높습니다.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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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제도 맥락에서 보면, 2030년까지 PET 

음료수 병 재생원료 함량률 30% 의무와 같이, 

재생원료 함량 최소치를 설정하는 것은 비용 절

감이라는 상호보완적 이익을 가져옵니다. 재생원

료 사용 의무화가 시행되는 것은 재생원료에 대

한 수요가 지속적이라는 신호로써 시장 가격을 

안정시킬 것입니다. 자발적인 약속만으로는 대

규모 투자가 지속되는 것이 보장되지 않음에도, 

S&P 애널리스트들은 기업의 자발적인 약속만으

로도 식품 등급 rPET의 시장 가치를 안정화하는 

데 이미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117 

대부분의 보증금 제도에서는 생산자가 자금을 조

달하는 중앙 시스템 관리자에게 수거한 자재 판

매 수익을 보유하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에, 재생

원료 가격이 안정화되는 것은 생산자가 자원 추

출과 경제 성장을 분리하도록 장려함과 동시에 

보증금 시스템에 전반적인 비용 효율성을 가져

다 줍니다.

  

* 여기서 오염이란 원치 않는 물질이 섞여서 재활용 품질이 저하되거나 함께 
   폐기되는 것을 의미.

49 Rewarding Recycling

성공적인 빈용기 보증금 제도의 핵심 원칙 - 재생원료 사용 의무



SYSTEM SPOTLIGHT

• 유럽연합: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Sing

Use Plastics  Directive )은 해양 플라스틱 오

염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럽의 해변에

서 가장 흔하게 투기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설계

되었습니다. 가치있는 플라스틱 자원의 수거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 지침에는 플라스틱 

음료 용기에 대한 90% 수거 목표와 재생원료 

함량 의무가 포함됩니다. EU의 일회용 플라스

틱 지침에서 수립한 재생원료 함량률 목표는           

2025년까지 페트병 25%, 2030년까지 모든 플

라스틱 병 30%입니다.118

• 미국 캘리포니아주: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야심찬 음료 용기 재생원료 함량 법률에 서명하

면서 뉴섬(Newsom )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

니 다. “캘리포니아는 기후 분야에서 과감한 솔

루션 을 오랫동안 주도해 왔으며 오늘 우리가 내

딛는 발걸음은 우리의 야심찬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합니다.”119 이 법에 따라 보증금(“캘

리포니아 환불금 금액”)이 적용되는 플라스틱 

음료 용기에는 2022년까지 15%,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50%의 재생원료가 포함되

어야 합니다. 캘라포니아주에서는 이전에도 유

리 용기, 경질 플라스틱 포장재 용기, 신문 인쇄

물, 쓰레기 봉투 및 기타 제품에 재생원료 최소 

함량 요구 규정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120

•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앞서 설명한 바와 같

이 공급 물량에 대한 안정성 부족과 rPET의 변

동하는 시장 가격으로 인해 PET 선별 및 재활용 

시설에 투자하는 일에는 리스크가 따릅니다. 뉴

사우스웨일스주에서 이러한 투자의 위험을 줄이

기 위해, 음료 기업 Asahi와 포장재 제조사 Pact

는 재활용 시설이 개발될 경우 식품 등급 PET 

펠릿과 고온 세척 PET 플레이크를 일정량 구매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확실한 고객 확보

를 바탕으로 Asahi, Pact 및 폐기물 관리 회사 

Cleanaway는 고품질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플

라스틱 펠릿화 공장에 공동 투자하기 위해 합작 

투자 회사인 호주 순환 플라스틱(Circular Plas-

tics Australia)을 설립했습니다. 뉴사우스웨일

스 주정부도 지원금을 제공했습니다. 또 다른 핵

심 요소로써, 장기 공급 계약을 맺은 보증금 제

도 네트워크 운영자 TOMRA Cleanaway(#10

번 요소, pg.55 참조)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네트워크 운영자는 보증금 제

도를 통해 수거된 플라스틱 병에 대한 고객을 확

보하고, 호주 순환 플라스틱(Circular Plastics 

Australia)은 재활용 공장의 공급 원료와 완제품 

유통의 확실성을 확보하며, Asahi와 Pact는 기

업의 지속가능성 약속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희소 자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설은 현

지에서 조달한 재생페트의 양을 연간 30,000톤

에서 50,000톤으로 늘리고, 태양 에너지로 전력 

일부를 공급받으며, 건설 시에 300개의 직간접

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121

50 Rewarding Recycling

성공적인 빈용기 보증금 제도의 핵심 원칙 - 재생원료 사용 의무

le



성과, 편리성, 생산자 책임은 

높은 성과를 보이는 제도의 초석이며

그에 더해 투명성, 효율성, 

관리감독을 바탕으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만

프로그램이 완성됩니다.

시스템 투명성 
#4
원칙

보증금 제도는 생산자와 소매점이 사용된 음료 용기 회수와 재활용을 책임감 있게 관

리하도록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음료 용기 회수를 촉진하고 참여자들 사이에 공평한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수많은 책임과 과업이 따릅니다. 음료 생산자와 소매점

이 서로 협력하면 시너지가 커집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 행위를 가려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여러 성과 좋은 제도에서는 음료 산업계가 공통

적 책임들을 중앙 집중화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중앙 기구는 업계 간 문제 해결을 

촉진하고 비용 효율을 높입니다. 두 보증금 제도가 모든 면에서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

에, 중앙화된 책임들도 각 시장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책임과 실행은 종종 해

당 지역의 시장 니즈와 정치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10. 비영리 및 중앙 집중식 관리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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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운영 데이터 관리, 보증금 정산, 보고 수거한 자재 판매

• 수거 성과 목표 달성

• 시스템 재정 관리

    - EPR 분담금 설정(집행)   

    - 취급수수료 설정

• 반환 인프라 설계 및 자금조달 

    - 소매점 반환

    - 반환 센터(해당되는 경우) 

    - 편리한 반환 지점 확장  

• 판매자 및 새로운 용기를 시스

템에 등록

• 부정 행위 리스크 분석 및 대책 

개발(예: 특수 표식)

• 계약 수립 및 서명

    - 모든 이해관계자

    - 모든 서비스 제공자  

       (예: 수거 및 처리) 

• 생산자 및 서비스 운영자 감사

• 품질 보증 승인 및 주관

    - 수작업 반환 절차

    - 자동 수거 기술

•  중앙 데이터베이스 유지 및  

   제공

   - 모든 참여 제품의 바코드

      (생산자 제공)

•  데이터 집계

   - 자동화 수거 지점

   - 수작업 반환 지점

• 보증금 정산

   - 각기 거래량에 따라

• 취급수수료 집행/보상

• 정부에 프로그램 성과 보고

• 가격 협상 및 자재 판매

• 품질 보증 주관 및 제품 개발

•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 수립

• 대중 인식 향상 캠페인 주관 

   - 보증금 금액 

   - 적용되는 용기 

   - 참여 방법

• 표준화된 마케팅 패키지 

   - 모든 수거 지점에 제공

대중 커뮤니케이션

효과적인 보증금 시스템은 아래와 같은 책임들을 수반합니다 :

DRS 공통적 책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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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책임이 중앙 집중화된 보증금 제도에서는   

“중앙 시스템 관리자”(CSA)로 알려진 기구가 이

러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일반적으로 CSA는 음

료 생산자 또는 각각의 수입사와 소매점 및 유통

사가 소유하며 회사의 대표들로 구성된 이사회

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해관계인들을 고객

으로 하는 사업체가 소유 및 운영할 수도 있습니

다. CSA는 시스템에서 생성된 수익을 프로그램

에 재투자하는 임무 중심적 비영리 법인으로 조

직될 수 있습니다.

중앙 기구는 시스템 투명성 및 규정 준수를 보장

하기 위해 성공적으로 구성되어왔습니다. CSA

는 부정행위 방지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것 외에

도 시스템에 위험이 되는 요소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평가할 수 있습니

다. 예를 들면, 제품을 등록하는 것은 “무임 승차

자”(시장에서 판매는 하지만 비용은 부담하지 않

는 회사들)의 수를 줄입니다. 또한 전용 라벨링을 

활용하면 경계/국경 밖 제품의 반환이 방지됩니

다(#6번 요소에서 소개한 노르웨이 사례 연구 참

조. pg. 40).

법으로 완전하게 정의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

로 개선”하기란 어렵습니다. 목표, 역할 및 책임

이 명시된 정책은 민간 부문과 규제 기구들에서 

프로그램을 혁신적으로 이끌어가도록 허용해 왔

습니다. 보증금, 취급수수료를 수정하고 새로운 

음료 카테고리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유

연성이 더 성공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이해관

계자들이 시스템 운영자 또는 관리 기구와 협력

할 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기술을 통해 처리되는 모든 용기
높은 성과를 보이는 시스템에서는 모두 보증금 

표식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환급 거래를 기록하

며, 반환 데이터를 생산자로부터 받은 판매 정보

와 대조하기 위해 반환된 모든 보증금 용기를 전

자 집계합니다. 무인회수기를 통해 환급된 보증

금을 제대로 상환 받으려면, 소매점은 이미 보증

금이 환불된 용기에 다시 보증금이 지급되는 일

이 없도록 반환된 용기를 평가 절하하는 것이 필

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압축 기능이 있는 무인회

수기에서 용기를 압축시켜버림으로 용기 평가 절

하 작업이 이루어집니다.122 수작업을 통해 회수

된 용기의 경우 올바른 집계 및 식별을 위해 중앙 

집계 센터로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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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수립 및 견제와 균형 확립 
정책 입안자는 생산자와 소매점의 프로그램 운영

이 사용한 음료 용기 회수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

하도록 거버넌스 원칙을 확립합니다. 효과적인 

정책은 민간 부문의 비용 절감에 대한 관심에 균

형을 맞추어 소비자가 쉽게 용기를 반환할 수 있

는 시스템을 마련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사회

적 및 환경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목표 반환율: 성과 목표는 업계가 높은 용기 회

수율 및 반환율을 거두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

을 기울이게 합니다(pg. 26).

• 소비자에게 편리한 반환 시스템: 소매점을 포

함한 편리한 반환 지점망은 소비자가 보증금을 

공정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편을 제공합니다

(pg. 28). 환급 시스템 설계는 시스템 관리에 대

한 책임이 효율적으로 분배되도록 “소매점 반환”

과 같이 입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또는 독립 네

트워크 운영자에 의해 인구당 수거 지점 개수와 

같은 특정 전제 조건이 실행됩니다(pg. 55 뉴사

우스웨일스주 사례 연구 참조).

 

• 정부의 역할 (pg. 58): 정부는 “심판” 역할을 

담당하는데, 위반 사항에 대해서 중재하고 성과 

목표를 의무화합니다.
생산자들은 이러한 요소들이 제자리에 있을 때, 

가능한 한 낮은 비용으로 높은 반환율을 달성할 

수 있음을 입증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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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SPOTLIGHT

• 노르웨이: 노르웨이의 보증금 제도는 음료 및 

소매 업계에 의해 자발적으로 세워졌다는 점에

서 독특합니다. 노르웨이는 사용한 후 수거되지 

않은 음료 용기에 대해 환경세를 부과합니다(수

거율이 낮을수록 환경세는 높아짐). 보증금 제도

가 포장재를 수거하는 면에서 현존하는 가장 효

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인 것으로 조사된 후, 음

료 및 소매 업계는 보증금 제도를 관리하여 음

료 용기를 수거하고 재활용하도록 설계된 비영

리 법인 인피니툼(Infinitum)을 설립했습니다. 

인피니툼(Infinitum)은 음료 협회(50%)와 소매 

협회(50%)가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에는 Coca-Cola Enterprises, 소매업체 Coop 

Norge SA, 노르웨이의 주요 양조장 두 곳, 가장 

큰 식료품 도매업체 및 선도적인 식료품 체인이 

포함됩니다. 소비자에게 편리한 반환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금 적용 용기를 판매하는 소

매점은 재활용을 위해 회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피니툼(Infinitum)은 앞부분의 “DRS 공통적 

책임들” 도표에 나열된 거의 모든 책임을 관리합

니다. 2019년, 인피니툼(Infinitum)은 89%의 

반환율을 달성했습니다.123

• 핀란드: 핀란드의 DRS 모델은 노르웨이와 거

의 동일합니다. 보증금 시스템에 등록된 생산자

라면 음료 용기에 대한 포장세 납부를 피할 수 있

습니다. 보증금 적용 용기를 판매하는 소매점에

는 재활용을 위해 용기를 받아줄 의무가 있습니

다. 보증금 제도를 관리하기 위해 소매업체들과 

음료 업계는 각각 50%의 지분을 소유한 중앙 시

스템 관리자 팔파(Palpa)를 설립했습니다. 팔파

(Palpa)의 전략은 자유 시장 기반에서 DRS를 운

영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몇 가지 주요 책임을 

제외한 모든 책임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

어, 시스템은 두 개의 용기 수거(pick-up) 제공

자와 두 개의 처리 제공자에 의해 운영됩니다. 팔

파(Palpa)는 미반환 보증금 및 원료 수익과 업계

의 EPR 분담금으로 모든 시스템 비용, 관리, 서

비스 제공자 및 소매점에 드는 비용을 충당합니

다. 2019년 팔파(Palpa)는 93%의 반환율을 달

성했습니다.124

•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책임 분할”이라 불리는 모델을 운영합니다. 소

매점 반환 기반 시스템이 수많은 비용 효율적인 

반환 지점으로 인해 편리성의 표본으로 인식되

는 가운데 책임 분할 모델은 차선책으로 간주됩

니다. 소매점이 법령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업계 

시스템 관리자가 편의성과 비용 효율성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강력한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담

당하는 두 개의 별개 기구에 대한 입찰을 발표했

습니다.

• 제도 조정관 (“Scheme Coordinator”) 

제도 조정관은 재정 관리, 감사, 부정행위 식

별, 커뮤니티 교육 및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합

니다. 제도 조정관 역할의 핵심은 생산자를 관리

하고 생산자 비용이 시스템에 지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5개의 호주 음료 회사(Asahi, Carl-

ton United Breweries, Coca-Cola Amatil, 

Coopers, Lion)는 Exchange for Change라

는 합작 투자 회사를 설립하여 제도 조정관으로

서 운영합니다.

• 네트워크 운영자 (“Network Operator”)

네트워크 운영자는 수거한 모든 용기가 재활용되

도록 주 전역에 반환 지점망을 설치하고 관리하

며, 운송 및 자재 판매 역시 관리합니다. 폐기물 

관리 기업 Cleanaway와 TOMRA가 합작 투자

하여 설립한 TOMRA Cleanaway가 네트워크 

운영자 역할을 담당합니다.

• 정부

정부는 시스템 설계 및 개발, 제품 등록 관리, 제

도 조정관과 네트워크 운영자에 대한 계약을 집

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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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체와 뉴사우스웨일스 정부 간의 정확한 역

할, 책임 및 재정적 협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빅토리아 주정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책

임 분할은 비용 최소화와 높은 반환율 달성 사이

에서 자체 조율되도록 긴장을 조성합니다”. 제도 

조정관에게는 전체 시스템 비용을 최소화할 유

인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운영자는 수익원인 용

기를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하려 합니다. 또한 제

도 조정관은 네트워크 운영자의 환급 청구 타탕

성을 검증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리하여 시스템 

투명성이 촉진됩니다.125

뉴사우스웨일스 시스템에는 민간 부문 및 자선 

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반환 지점 운영자가 관계

됩니다. 하지만 소매점이 용기를 수거할 의무가 

없어서 시스템 전체 비용이 높아졌습니다.

2017년 12월에 도입된 뉴사우스웨일스주 DRS

는 지난 3년 동안 반환 지점망을 통해 46억 개 

이상의 용기를 수거했습니다.126

도표 17: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빈용기 보증금 제도

역할 및 책임127

SYSTEM SPOT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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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부 보고 및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모든 프로그램의 관건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시스템 
관리자들이 구성원들과 소통하여 성과 보고 및 마케팅
을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제 당국 및 대중과 목표 도달 과정 상시 공유
2. 규제 당국 및 대중을 참여시켜 업계의 시스템 관리

(“운영 허가”)에 대한 장기적 지지 유지

성과 보고
일반적으로 중앙 시스템 관리자(CSA)는 매년 성과 데
이터를 감사하고 규제 당국에 보고합니다. 이러한 보
고서에는 이전 기간의 자재 유형별 총 판매 및 회수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기술을 통해 반환된 모든 용기
를 등록하면, 정기적이고 정확한 성과 보고가 용이해
집니다.

이해관계인 마케팅, 소비자 참여 유도
중앙 시스템 관리자(CSA)는 반환 절차와 반환 지점 
위치, 보증금이 적용된 음료 종류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합니다. 또한 마케팅을 활용하여 제도 참
여도를 높이고, 산업 주체에 대한 대중 인식을 개선
합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반환율이 상승됩니다.

도표 18:  
중앙 시스템 관리자(CSA) 연간 보고서

위와 같이 발행된 보고서들에서는 프로그램의 성과와 혁신에 대해 소통하고, 
회수된 원료를 재활용하여 만든 최종 제품을 비롯한 프로그램 “스토리”를 들려줍니다. 

오리건 음료 재활용 협회
(미국 오리건주)

인피니툼(Infinitum)
(노르웨이)

앨버타 음료 용기 재활용 협회
(캐나다 앨버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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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앨버타주: 앨버타 음료 용기 재활용 협

회(Alberta Beverage Container Recycling 

Corporation)에서 발행한 연간 보고서는 재활용

을 위해 수거된 자재의 물량에 관한 정보뿐 아니

라 재활용이 실제로 이루어진 증거로써, 자재 유

형, 자재 구매자, 최종 재활용 비율, 재생 원료가 

최종적으로 어떤 생산품에 사용되었는지에 관한 

데이터를 제시합니다.128

노르웨이: 노르웨이의 중앙 시스템 관리자(CSA) 

인피니툼(Infinitum)은 의무 성과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반환율을 향상시킬 기회들을 분석해 보

았습니다. 그 결과 보증금 제도 참여도가 가장 낮

은 그룹은 밀레니엄 세대임을 발견했습니다. 이 

그룹으로부터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피

니툼(Infinitum)은 라이프 스타일 블로그, 코믹한 

TV 광고들을 활용하여 밀레니엄 세대 겨냥 브랜

딩(Intinitum Movement)을 실시했습니다.129

 

미국 메인주: 2018년 메인주의 프로그램 평가 

및 정부 책임 사무국(Office of Program Eval-

uation and Government Accountability)에

서는 지역 내 보증금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면서 

핵심 측정 기준인 반환율이 누락된 것을 발견했

습니다. 생산자가 회수 성과를 보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부 감독 기구는 보증금 제도 참여 생산자들에

게 음료 판매 및 반환 데이터 보고를 의무화 할 것

을 권고했습니다.130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의 보증금 법안에서는 중

앙 시스템 관리자(CSA)의 연간 매출액 1%를 대

중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에 사용할 것을 명시하

고 있습니다.

 

12. 정부의 역할 

높은 성과를 보이는 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패널

티와 강제 권한을 가진 정부 기관 등 집행 절차가 

법령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집행의 우선

순위와 절차를 확립하는 한편, 질서를 유지하도록 

실제 활동하는 정부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

로부터 권한이 부여된 이 기관은 프로그램의 성공

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기관은 생산자와 소

매점이 기준에 확실히 부합하게 하고, 경쟁력 있

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유지하며, 프로그램 성

과에 대하여 소통합니다.



• 미국 오리건주: 지금은 반환율이 85%를 초과
하지만, 오리건주의 프로그램은 2008년 이전까
지는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제도 지지자들은 
보증금 금액을 인상하고, 새로운 음료 범주를 추
가하고, 반환 인프라에 투자되지 않은 미반환 보
증금을 주정부에 귀속시키기까지 하는 등 수많
은 변화를 도입했습니다. 반환율이 떨어지면 보
증금 금액이 상향되도록 “촉진 장치” 메커니즘을 
설정함과 동시에, 합의에 따라 업계가 소유하는 
중앙 시스템 관리자인 오리건 음료 재활용 협회
(Oregon Beverage Recycling Co operative)
를 설립하여 시스템을 현대화하였습니다. 이 때, 
중앙 시스템 관리자와, 규제 기구인 오리건 주
류 통제 위원회(Oregon Liquor Control Com-
mission)가 함께 협력하였습니다.

2016년, 반환율이 2년 연속 80% 미만으로 떨어
지자, 2017년에 보증금이 5센트에서 10센트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6년에 64%
이던 반환율은 꾸준히 상승하여 2019년 86%를 
달성했습니다.131

오리건주의 법률제정자들은 법적 효력이 있는 목
표를 설정하고, 시간이 지나도 목표가 계속 달성
되도록, 오리건 주류 통제 위원회(Oregon Li-
quor Control Commission)가 규칙을 제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대상에서 “우유”는 제외되
었지만, 우유가 여러 원재료 중 하나로 첨가된 제
품들이 출시됨에 따라 오리건 주류 통제 위원회
(Oregon Liquor Control Commission)는 어
떤 음료를 포함 또는 제외할 지를 결정하는 과정
을 주재했습니다. 이 기관은 오리건 음료 재활용 
협회(Oregon Beverage Recycling Cooper-
ative)와 협력하여, 우유가 주재료인 모든 음료  
(대부분 우유 가공품)를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습
니다.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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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9: 플라스틱 병 반환율 (오리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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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백서는 음료 용기 수거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책임자들은 플라스틱 오염과 재

활용 비용 상승, 더 나아가 기후 변화 등의 문제에 대해 고심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공공 정책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

해 더 나은 목표를 설정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높은 재활용 

수치를 보입니다. 이는 빈용기 보증금 제도가 우리가 당면한 여러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히 효과가 증명된 방법

임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가 보여준 바와 같이 이러한 시스템의 성능은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소 34개의 주정부 

혹은 국가가 지금 이 순간 수십억 개의 음료 용기의 운명이 달린 보증금 정책을 구상하고 있기에, 정책 담당자는 제도

의 성패를 구분 짓는 요소들을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TOMRA는 전 세계 대부분의 보증금 시장에서 40년 

이상의 운영 경험에 기반하여, 효과적인 시스템의 다음과 같은 성공 요소들을 파악했습니다 :

• 성과: 모든 음료 용기 수거를 목표로 하고 의미있는 보증금 액수를 책정하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 편리성: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반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 생산자 책임: 미반환 보증금, 자재 판매 수익 및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분담금을 통해                          

                  생산자들이 시스템 비용을 조달합니다.

• 시스템 투명성: 믿을 수 있는 기술력, 데이터 기반 정산, 투명한 운영 방식을 통해 

                        시스템과 제도에 대한 사용자들의 신뢰가 쌓입니다.

7.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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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TOMRA가 상술한 12가지 요소를 이해관계자들은 단순히 선택 가능한 옵션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것으로 여겨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한 요소만 우선시하고 다른 요소를 소홀히 하는 것은 제도의 성과와 비

용 효율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해결책이란 없지만, 여기서 짚어본 개념들은 실증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도 설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플라스틱 오염과 기후 변화는 대처하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음료 용기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입증된 청사진이 있습

니다. 보증금 제도 설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통해, 책임자들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흐름을 바꾸고 기후 변화에 대

처해가며, 순환 경제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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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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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음료수 판매 시 용기에 소정의 보증금을 책정하여, 소비자가 재활용을 위해 용기를 반환할 때 돌려줌으로써 사람들이 재활용에 동참하도록 동
기를 부여합니다.

2. 소매점은 음료 용기 반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금을 받습니까?
대부분 그러하며, 보상금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오리건주, 독일, 네덜란드와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이 없습니다. 보상금은 법령에 의하여(예: 뉴욕) 또는 미반환 보증금
의 백분율(미시간주는 25%)로 명시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일반적으로 CSA가 취급수수료 형태의 보상금을 소매점의 비용 효율적인 투자를 점진적으로 촉진시
키는 방안으로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 및 기타 보증금 시장에서는 수작업 반환보다 압축 기능이 있는 무인회수기를 사용하는 소매점에 더 높은 취급수수료
를 지불합니다(pg. 46, 도표 15 참조).

1

3

2

4

6 5

1. 음료 생산자는 보증금과 EPR 분담금을 지불하고 보증금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음료 용기에 대한 판매 데이터를 중앙 시스템 관리
자(CSA)에게 보냅니다.* “생산자”란 시장에서 보증금 용기를 최초
로 판매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예: 생산업체, 수입업체 또는 유
통업체).

2. 생산자는 소매점에 판매하는 음료 용기에 대한 보증금을 소매점에 
청구합니다.

3. 소매점은 음료수 판매 시에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합니다(그리
하여 보증금을 되돌려받습니다).

4. 소비자는 음료 용기를 소매점에 반환할 때 보증금을 환불 받습니다.
5. CSA는 각 용기에 해당하는 보증금 금액과 취급수수료를(해당하는 

경우) 소매점에 지급합니다.
6. CSA는 반환된 용기들이 수거, 처리 및 제조사에 판매되어 재활용 

되도록 안배합니다.

* 일반적으로 생산자와 소매점이 공동 소유. 
   더 자세한 점은 pg. 51 “비영리 및 중앙 집중식 관리와 운영” 참조

8. 부록  
A. 자주 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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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찾아가지 않은 보증금은 어떻게 됩니까?
높은 성과를 보이는 프로그램에서는, 생산자에 의해 운영되는 비영리 중앙 시스
템 관리자가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을 보유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하
면 반환 프로그램 인프라, 자재 처리 및 소비자 마케팅에 대해 지속가능한 재투자
가 이루어집니다.

4. 쓰레기 투기를 줄이고 회수율과 재활용율을 끌어내는데 있어서 보증금은 얼마
나 효과적입니까?
보증금 제도가 있는 지역에서 투기된 전체 쓰레기 중 음료 용기가 차지하는 비율
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66% 적습니다.133 유럽에서 보증금 제도는 재활용을 
위한 페트병 회수율 평균 94%를 달성하며, 평균 회수율이 47%인 도로변 수거
와 차이를 보입니다.134 미국 전역에서 재활용을 위해 수거된 보증금이 있는 용기 
대 보증금이 없는 용기의 비율은 72% 대 27% 입니다.135 미시간주와 오리건주
의 회수율은 85%에 달합니다.136

5. 왜 도로변 수거와 보증금 제도가 모두 필요합니까?  
음료 용기를 회수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놀습니다. 두 시스템 모두 폐기물과 쓰레
기 투기와의 싸움에서 다음과 같이 서로를 보완해줍니다:

• 품질을 처음부터 유지하면 재활용이 보장됩니다. 
“순환성”을 달성하기 위해 제조사들에게는 자원의 소재 품질을 유지하는 복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식품 안전 문제로 인해 병 제조업체에는 카페트용 섬유나 
유리 섬유를 생산하는 것보다 더 엄격한 품질 기준이 적용됩니다. DRS를 통해 
수거된 자재는 새로운 음료 용기에 대한 재생원료 함량 약속을 달성하는 데 필요
한 식품 등급 재생원료를 찾는 생산자에게 가치가 있습니다.137 예를 들어, 미국
에서 DRS를 통해 수거 및 처리된 사용후 PET 묶음의 가치는, 도로변 수거 프로
그램을 통해 회수된 PET보다 약 40% 높습니다.138

높은 회수율을 달성하는 데 DRS와 도로변 수거가 함께 활용된 사례는 많지만, 
도로변 수거가 유일한 수거 시스템인 경우는 없습니다.139 일례로, 캐나다의 브리
티시 컬럼비아주에서는 보증금 용기 회수율 82%,140  포장재 및 종이 제품 수거
율 70%를 달성했습니다.141

6. 지역 사회는 DRS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보증금 제도는 공통적으로 지역 사회에 순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발
견됩니다. 2009년에 매사추세츠주는 생수와 같은 음료를 범주에 추가하기 위해 
기존 보증금 제도를 확장하는 방안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개편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주정부 규제 기관인 환경 보호국에 연구를 의
뢰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역 사회가 89만9천 달러의 물질적 수익 손실을 보
는 가운데, 시스템을 개편하면 420-690만 달러의 순비용 절감 효과가 따를 것
이었습니다. 자재를 도로변 수거 및 쓰레기 수거에서 DRS로 이동하는 것은 수거 
비용 420-450백만 달러, 폐기 비용 48만2천-230만 달러, 무단 투기 청소 비용 
50만달러를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변 및 보증금 수거 시스템:

이동중에든 집에서든, 소비하는 모든 곳에서 

더 많은 양을 수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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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보증금 제도 영향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들입니다. 
다음의 링크에서 더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Fact Sheet: Economic Savings for Municipalities>
출처 Reloop: https://www.reloopplatform.org/resources/factsheets/

  

경제적 절감 외에도, 보증금 제도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지역 사회에 쓰레기를 감

소시키고 더 많은 물질을 폐기 노선에서 전환시키며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2019

년 유노미아(Eunomia)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뉴욕의 보증금 제도는 직접, 간접 

및 유도 효과를 통해 5,726개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음료 범주가 확대되고 더 

높은 보증금(10센트)으로 프로그램이 현대화된다면, 이라한 변화는 약 2,000개

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여, 총 7,803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게 됩니다.143

7.  최상의 프로그램에서는 승인되지 않은 용기 또는 “부정 반환”에 대한 위험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정책 담당자 또는 중앙 시스템 관리자가 시스템을 설계할 때 이 점을 염두에 둡니

다. 시스템 투명성을 향상하기 위해 프로토콜, 거버넌스 및 기술을 적소에 마련합

니다. 높은 성과를 보이는 시스템에서는 인터넷에 연결된 반환 네트워크를 활용

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니터링합니다. 데이터를 통해 규제 당국과 CSA는 감

사 및 강제 권한을 통해 우선 순위를 정하고 시스템 전체의 질서를 보장할 수 있

습니다. 일부는 용기에 자동 반환 기기가 인식할 수 있는 특수 바코드 및/또는 보

안 표식 사용을 촉진합니다(pg. 39, 핵심 요소 #6 참조). 무인회수기는 부정행위 

시도를 분간해낼 수 있고 보증금이 적용되지 않은 용기를 거부할 수 있는 고도로 

정교한 기계입니다.

8.  모든 소매점이 빈용기 보증금 제도에 참여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소매점은 이 과정의 시작에서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함으로써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보증금 반환 시스템은 보증금 환급이 처음에 보증금을 

청구했었던 것만큼이나 쉽게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음료 소매점은 거

의 항상 용기를 회수하고 보증금을 환불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31페이지 “

소매점 반환 접근법이 높은 성과를 가져오는 이유”를 참조하십시오. 정책 담당자

들은 소규모 상점(100m² 미만)에 대하여 소비자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용기

의 수를 제한하거나,  시스템 참여 여부를 선택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일부 지역에

서는 많은 양을 반환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적합하도록 반환 센터 옵션을 제공하여 

소매점 반환 네트워크를 보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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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0:  
보틀 빌(bottle bill) 확대가 지역사회에 가져오는 유익,

매사추세츠주 환경 보호국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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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배급업체: 음료 생산자로부터 음료 소매점까지 보증금 적용 음료 용기의 운송, 

보관 및 배송을 제공하는 사업체.

음료 생산자: 보증금을 적용 용기를 사용하는 음료 제조업체. 이 문서 전체에서 “생

산자”는 시장에서 보증금 용기를 최초로 판매하는 회사(제조업체, 수입업체 또는 유

통업체)를 가리킴.

음료 소매점: 빈용기 보증금 제도 안에서 음료 소매점은 소비자에게 보증금 용기를 

판매하는 사업체를 말함. 거의 모든 경우에 동일 점포에서 재활용을 위해 용기를 수

거하고 및 보증금 환급함.

이산화탄소 등가물(CO
2
 E): 다른 온실 가스(예: 메탄) 1미터톤과 지구 온난화 잠재력

이 동일한 CO2  배출량의 미터톤 수.

중앙 시스템 관리자(CSA): 음료 생산자와 소매점의 일상적인 보증금 시스템 업무(예: 

제품 등록, 부정행위 방지 프로세스, 보증금 정산 등)를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협력 기

구. 시스템 설계, 판매 계약 체결, 수거 장비 승인 등과 같은 운영 역할 담당.

순환경제: 순환경제란 회복 및 재생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경제 구조를 일컫는 말. 채

취-생산-폐기 산업 모델을 넘어 성장을 재정의 하는 것을 목표로 긍정적인 사회 전

반의 이익에 초점을 맞춤.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함: 폐기물과 오염에 대한 

설계, 제품과 원료의 지속적 사용, 자연 시스템 재생.

정산소(CLEARINGHOUSE): 데이터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기관으로써 보증금 및 

수수료 정산, 정부 보고 담당. 

보증금 시스템 정산소의 주요 책임: 

   - 자동화 및 수작업 반환 현장 데이터 집계

   - 다양한 거래량에 맞게 보증금 정산

   - 취급/배송/물류/통합/집계 수수료 관리

   - 정부에 회수율 보고를 가능하게 함

닫힌 고리 재활용 재활용(CLOSED-LOOP RECYCLING): 동일하거나 유사한 품질

의 소재로 재활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일컫는 말(예: “병 대 병 재활용”).

깨끗한 순환 재활용(CLEAN LOOP RECYCLING): 닫힌 고리 재활용의 일종. 소비

자는 전용 수거 인프라(예: 무인회수기)를 활용하여 쓰레기 투기를 최소화하고 소재

의 청결도를 최대화함. 해당되는 경우 식품 등급으로써의 재활용이 보장됨. 전용 수

거 및 물류 솔루션을 통해 재활용 효율성 및 공정 수율을 극대화함.

빈용기 보증금 제도/보증금 반환 제도(DRS): 음료 판매 가격에 소액의 용기 보증금

을 더하여 소비자가 재활용을 위해 용기를 반환할 때 환급하는 제도. 호주에서는 용

기 보증금 제도(container deposit schemes), 미국에서는 보틀 빌(bottle bills)

로 알려짐.

다운 싸이클링(DOWN-CYCLING): 재활용 가능한 물건이 반복적 재활용 불가한 방

법으로 재활용되는 재활용 프로세스.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포장재 수거, 재활용 및 폐기와 같이 생산자가 시장에 출시

한 제품이 수명을 종료하기까지 드는 비용을 생산자가 분담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책.

B. 핵심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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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용어 정리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분담금: 중앙 집중식으로 운영되는 DRS에서 제품을 시장

에 출시할 때 브랜드 소유주 또는 제조업체가 지불하는 요금. 금액은 각 제품의 재료

를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장 가치에 따라 정해짐. 중앙 집중식이 아

닌 프로그램서는 공표된 요금 없이 생산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해 프로그

램 서비스를 이행하고 수집한 자재를 자체적으로 소유. EPR 분담금은 중앙 시스템 

관리자의 운영 비용을 기준으로 설정되며, 생산자에 의해 운영되는 비영리 기구가 미

반환 보증금 및 자재 판매 수익을 보유하는 경우 크게 감소.

취급수수료: 요구 또는 협상에 의해 CSA가 사용된 음료 용기에 대해 반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매점 및 반환 센터 운영자에게 지불하는 수수료. 노르웨이에서는 DRS 

CSA 이사회에서 취급수수료 금액을 설정. 일부 시장에서는 취급수수료를 법률에 

명시(예: 뉴욕 3.5센트), 미반환 보증금 비율(미시간의 경우 25%)로 설정, 또는 전

혀 책정되지 않음(오레곤, 독일, 네덜란드). 일반적으로 이 수수료는 용기 수거, 보관 

및 운송 비용 분석을 기반으로 정해지므로, 대개 수작업 반환과 자동 수거를 구분함.  

자재 재활용 시설(MRF): 재활용 업체에 배송하기 위해 자재를 분리, 품질 관리 및 압

축할 목적으로 주거용 및 상업용 수거 프로그램에서 혼합된 자재를 받는 특화된 공장.

자재 수익: PET, 알루미늄, 유리, 종이팩 등 보증금 제도에서 수거된 자재를 판매하

여 번 돈. 원료 수익은 일반적으로 DRS 비용을 상쇄하는 데 사용됨. 시스템 설계에 

따라 자재 판매 수익은 중앙 시스템 관리자, 음료 생산자, 소매점 또는 반환 센터 운

영자가 소유할 수 있음. 높은 성과를 보이는 시스템에서는 CSA가 자재 수익을 보유

하는 것이 허용됨.

PET 플라스틱: 특정 플라스틱 폴리머 유형인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

ylene Terephthalate)를 말하며, 주로 플라스틱 음료 용기로 변환됨. 이 소재는 유

연성, 내구성, 가벼움 및 분해되지 않음과 같은 특성으로 알려져 있음.

반환 센터/거점: 소비자가 빈 음료 용기를 반환하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반환 시

설이 있는 곳. 반환 센터는 개인 사업자 또는 중앙 시스템 관리자가 소유할 수 있음.

반환 네트워크 : 소비자가 음료 용기를 반환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인

프라. 보증금 시장의 모든 소매점 및 반환 센터 옵션을 총칭.

반환율: 보증금이 더해져서 판매된 음료 용기가 보증금의 환급과 함께 재활용을 위

해 반환된 비율.

소매점 반환(RETURN TO RETAIL): 음료 소매점에 의존하여 보증금 용기를 수거하

는 반환 모델을 일컫는 말.

무인회수기(RVM) 또는 무인 회수 시스템: 재활용을 위해, 사용한 음료 용기의 수거 

및 환불을 자동화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 무인회수기는 보증금 적용 공병을 확인, 식

별, 압축 및 선별함. 사용자의 보증금을 종이 또는 디지털 바우처 형태로 환급. 반환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증금과 취급수수료(해당되는 경우)를 지불하고, 용기 물류 관련 

정보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수집된 용기 반환 데이터를 중앙 관리자와 공유.

센서 기반 선별: 기계 센서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재료 유형을 식별하고 선별하는 프

로세스. 예: 폴리머 유형별로 플라스틱 분류.  

혼합 수거 재활용(SINGLE-STREAM RECYCLING): 가정에서 나온 승인된 자재를 

혼합 형태로 받는 도로변 수거 프로그램. 수거된 자재는 MRF에서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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