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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기후변화, 자원의 고갈 및 자원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에

너지안보의 위기, 주요 자원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 그리

고 경제성장에 따른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증가는 지속가

능한 발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러한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탈원전, 탈석

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목표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

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확대

하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였다(Hong 

et al., 2019). 

재생에너지는 다른 전통적인 에너지원에 비해 에너지원

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낮출 수 있고, 고갈의 위험이 없고 온

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Krüger, 2016) 깨끗하고 안

전한 친환경 에너지로 알려져 있어 전 세계적으로 그 비중

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에는 주로 EU와 미국이 

재생에너지 분야를 주도하였는데 반해 최근에는 중국, 인

도, 브라질, 한국이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분야에 참여하

고 있다(Noh et al., 2015).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기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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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Renewable Energy 3020 Implementation Plan to increase the share 

of renewable energy in the power sector to 20% by 2030. Accordingly, considerable renewable energy wastes, including 

those from solar photovoltaic (PV) and wind turbines, are expected to increase in the coming years. To recycle the 

end-of-life solar PV panel waste in an environmentally safe manner and to establish a waste recycling system in the future,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posed to amend the Enforcement Decree to the Act on the Resource Circul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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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ation of the proposed amendment has been postponed to 2021. This study addresses the important issues 

regarding the proposed amendment, and explores associated problems and improvement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PR in Korea and the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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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확대할 예

정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태양광패널이나 풍력터빈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폐기물 발생 증가를 의미한다. 환경

부는 태양광폐패널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고 미래 폐기물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태양광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품목에 추가하여 태양광패널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재활용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전기전

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아직 전문적인 재활용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 법률 개정안은 2021년 이후로 유예된 상태이다. 본 논문은 법률 개정안을 둘러싼 주요 이슈들을 파악

하고 우리나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EU 생산자책임제도의 주요 내용들의 비교·분석 연구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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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종료되는 태양광패널이나 풍력터빈을 포함한 재생에

너지 폐기물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

기 위해서 2030년까지 63.8 GW 재생에너지를 개발할 계

획이며 태양광은 재생에너지 중 57%를 차지할 전망이다

(MOTIE, 2017). 태양광 에너지 기술은 운영 중에 생성되

는 폐기물이 거의 없어 폐기물을 매우 적게 발생시키는 에

너지 자원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수명이 다한 태양광모듈을 

폐기할 때는 간과할 수 없는 폐기물이 발생한다(McDonald 

and Pearce, 2010). 태양광패널의 수명은 보통 15~25년으

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반영하였을 경우 태양광

폐패널이 2030년에는 8만 7,124톤, 2045년에는 155만 

3,595톤으로 증가하리라 전망하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 태

양광폐패널 재활용기술이 상용화되지 않아 관리가 미흡하

여 그대로 방치하거나 단순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KEI, 

2018). 국내 태양광발전 시장에서는 결정질계 실리콘 태양

광패널이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유리, 알루미늄, 구

리, 실리콘, 은, 주석, 납으로 구성되어 있다(KEI, 2018). 일

부 태양 전지 모듈에는 카드뮴, 텔루륨, 납 및 셀레늄과 같

은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고 

매립될 경우 토양으로 흘러들어 지표수와 지하수로 침출되

어 환경과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Kim and Park, 2018; Lee, 2017; Lesniewska, 2017; 

Malandrino et al., 2017). EU는 미래에 증가할 재생에너지 

폐기물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2년에 태양광패널에 대해 

생산자책임제도를 적용하는 법률을 마련하였다. 

최근 환경부는 태양광폐패널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고 미래 폐기물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태

양광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유해물질 사용제한 

품목에 추가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아직 전문적인 재활용 기반이 마련되

지 않아서 법률 개정안은 2021년 이후로 유예된 상태이다. 

태양광패널을 포함한 23개 품목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와 유해물질 사용제한 품목에 추가하는 법령 개정안에 대

해 태양광 산업계는 강력하게 반대하였다(Jung, 2018).

본 논문은 먼저 태양광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품

목에 추가하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

러싼 주요 이슈들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와 EU 생산자책임제도의 주요 내용들의 비교·분석 연

구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태양광패널을 둘러싼 주요 이슈들

환경부는 2018년 10월 태양광패널을 안전하고 친환경적

으로 재활용하고 미래 폐기물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

해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과 폐기물관리법의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입법을 예고하였다. 법률 개정안은 태양광패널

을 포함한 23개 품목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유해물질 

사용제한 품목에 추가하고 재활용부과금을 상향 조절하여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품목을 모

든 전자제품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Jung, 2018; 

Chae, 2018). 

법령 개정안에 대한 태양광 산업계의 반대 의견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은 전기전

자제품을 “전류나 전자기장에 의해 작동하는 기계·기구(부

분품·부속품을 포함한다)”로 정의하므로 태양광 모듈은 부

하가 걸리는 대상이 아니라 직류전력을 발생시키는 발전설

비이므로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둘째, 

태양광 모듈은 기존 폐기물 분류(생활폐기물, 산업폐기물, 

의료폐기물, 지정폐기물)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적용제

외 대상이라고 주장하였다. 셋째, 이번 법령 개정안은 풍력

이나 이차전지와 같은 다른 재생에너지를 제외하였으므로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넷째, 무엇보다도 

환경부가 책정한 태양광사업자가 재활용 및 회수금액으로 

부담해야 하는 단위비용이 과도하게 높아 태양광 산업계 

전체가 공멸할 수 있는 수준의 원가상승을 가져와 가격 경

쟁력 약화로 인해 사업이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이는 정부

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Jung, 2018; Chae, 2018; Song, 2018).

태양광 산업계의 주장에 대해 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답

변하였다. 먼저, 태양광패널은 현행법상 전기·전자제품의 

정의에 포함되며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에

서 전기·전자제품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

명하였다. EU의 예를 들며 EU 폐전기전자제품 지침에서 

태양광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품목으로 포함시켰

다고 덧붙여 설명하였다. 둘째, 기존 폐기물 분류 중 어디에

도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 즉 태양광폐패널에 대한 재활용 

및 처리 규정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환경부는 태양광폐

패널은 2016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

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별표 4)되며 2018년부터 태양광

폐패널 배출시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하여 처리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세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향후 다

른 재생에너지에 관한 폐기물 처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

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재활용 및 회수 단위비용이 지

나치게 높다는 주장에 대해 환경부는 단위비용은 태양광 

사업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이 아니라 재활용 의무량을 

달성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하는 부과금이라고 설명하였고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

변하였다(MO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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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생산자책임제도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생산자책임제도는 제품 전 생애

주기에서 생산자의 책임을 구매 이후 단계까지 확대하는 

환경정책적 접근이라고 정의되고 있다(OECD, 2019). 이

전에는 생산자들은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페기물은 전통적으로 소비자

나 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책임이었다. 이 제도는 원인자인 

생산자의 책임을 확대함으로써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 PPP)을 적용하고 있으며 제품설계 전략을 

통해 재질구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Dalhammar, 2018).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나 환경성

보장제란 용어가 별도로 정의되거나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

되고 있고 본 논문이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가운데 폐전

기·폐전자제품 재활용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우리나

라의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

였다. EU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법률상 생산자의 의무범

위가 상이하여 생산자책임제도 또는 EPR제도라는 용어가 

더 적합한 것 같아 이를 사용하였다. 

우리나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환경성보장제

우리나라에서 폐기물 전기·전자제품과 관련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2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 제정되어 이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폐기물예치금 제도부터라고 할 수 있다. 

폐기물예치금 제도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자에게 제품의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예치하

게 한 뒤 나중에 재활용을 이행한 실적에 따라 반환해 주는 

제도이다. 초기에는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디셔너 및 세

탁기 등 4개 전기전자제품 품목이 그 대상이었다(Lee and 

Bae, 2015). 

2003년 이 제도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의해 대체되

었고 2006년에는 전기전자제품 10개 품목으로 확대되었

다. 자원재활용법 제16조에서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나 수입업자를 재활용의무생산자(포장재의 경우 제품의 

판매자 포함)로 한정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수입

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

수하여 재활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활

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을 직접 또는 재활용 업체에 위탁하

거나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재활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분담금을 재활용사업공제조

합에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재활용을 직접 하거나 재활용

업체에 위탁할 경우 분담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MOE, 

1992). 분담금은 재활용 용이성과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최근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하였다. 재활

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율에 따라 재활용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된다. 

2008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재질구조 개선 및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전

자제품등자원순환법이 제정되면서 전기·전자제품은 동 법

률에 의한 환경성보장제로 이관하여 관리하고 있다. 전자

제품등자원순환법은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과 폐전기·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모

두 포함하여 하나의 법률에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

이 특징이다. 

우리나라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은 전기·전자제품을 

“전류나 전자기장에 의해 작동하는 기계·기구(부분품·부

속품을 포함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 법률은 전기·

전자제품 판매자와 재활용의무생산자를 생산자책임재활

용제도에 의해 의무가 부여되는 생산자로 보고 있으며 그 

역할을 각각 규정되고 있다.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회

수의무가 있으며 자신이 판매한 제품의 폐기물을 직접 회

수하거나 공제조합을 통해 회수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재

활용의무생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서 회수 및 인계·재활용 의무를 

진다.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업체나 공제조합을 통해 

폐기물을 재활용해야 하며 특히 공제조합을 통해 공동이행

을 할 경우 회수 및 인계·재활용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판매업자에게는 회수부

과금이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는 재활용부과금이 각각 부

과된다. 공제조합 분담금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과 판매자가 회수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인

구 1인당 장기 재활용 목표량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2014년 회수 및 재활용의무 대상을 10개 품목에서 27개 품

목으로(Table 1), 2018년 개정안을 통해 태양광패널을 포

함하여 23개 품목을 추가하여 50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은 법률의 명칭에서 분명하게 보

여주듯이 폐기물의 안전처리 및 단순 재활용으로부터 발생

억제 및 폐기물을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순환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자원순환 개념을 암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원순환의 관점보다는 폐기물 관리가 중심이다. 폐기물

을 자원으로 인식하고 효율적 생산·소비·물질재활용·에너

지회수·처리선진화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자원순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나라는 자원순환기본법(2016

년 5월 29일에 제정,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제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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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Lee and Cha, 2018). 동법에 따라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세부전략을 담고 있는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2018~2027)을 마련하였다.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은 생산-소비-관리-재생 등 자

원의 전 과정의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변화에 

따른 자원순환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생단계에서 먼저 태양광 모듈과 같은 신규발생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미래폐자원 거점수거 센

터를 구축하고, 점차적으로 블레이드 등 다른 재생에너지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으로 확대하고, 전략 희소금속의 회

수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을 담고 있다. 또한 생산자책

임재활용을 적용하는 전기·전자제품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물질재활용 촉진을 위한 생산자책임재활용 분

담금 및 지원금 체계를 마련하고 전기·전자제품의 1인당 

재활용 목표량을 EU 수준으로 상향(6.0kg→8.0~8.8kg)하

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강화하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EU 폐전기전자제품 지침: 

생산자책임제도를 중심으로 

EU는 기후 및 에너지 패키지를 채택하여 2020년까지 온

실가스 배출량 감축, 에너지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확

대, 에너지 효율 개선 등 20-20-2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특히 EU는 2009년 재생에너지지침을 마련하

여 최종에너지 소비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

대하기로 규정하였고 2030년까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기

존 27%에서 32%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한 상태이다

(Crossley, 2017; Lesniewska, 2017). 재생에너지지침에 

따라 28개 EU회원국은 각각 자국의 현실에 맞는 목표치를 

설정하여 목표를 이행하여야 한다. EU 재생에너지지침 제

2조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재생가능한 비화석연료로부터

의 에너지”로 정의하며 풍력, 태양에너지, 공기열, 지열, 수

열 및 해양에너지, 수력, 바이오연료, 매립지가스, 폐수처

리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스, 바이오가스가 재생에너지원에 

해당된다고 나열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부터 풍력과 태

양에너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가 급격하게 확대되었다.

EU는 2002년 폐전기전자제품(2002/96/EC) 지침을 제

Table 1. EPR Items and Targets 

Category

Recovery/reuse 

and recycling 

targets [%]†
Collection rates [%]‡

European

Union

(over 90 

products)

1. Temperature exchange equipment (e.g. refrigerators 

and heat pumps)
85/80

65 % of the average weight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placed on the market 

in the three preceding years or 85 

% of waste from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generated 

2. Screens and monitors (e.g. televisions, LCD, and 

photo frames)
80/70

3. Lamps (e.g. fluorescent lamps and LEDs) -/80

4. Large equipment (e.g. washing machines and 

photovoltaic panel)
85/80

5. Small equipment (e.g. vacuum cleaners, smoke 

detectors, and sport equipment)
75/55

6. Small IT and telecommunication equipment 

(e.g. mobile phones, GPS, and personal computers)
75/55

Korea

(27 products)

1. Large equipment (5) (e.g. television, refrigerator, 

washing machine, air conditioner, auto machine)

2. Telecommunication and office equipment (5) 

(personal computer, printer, copier, fax machine, 

mobile phone) 

3. Medium equipment (5) (Electric water purifier, 

electric oven, microwave, dish washer)

4. Small equipment (12) (Air purifier, vacuum etc)

6.5 kg/capita 

(2019)

Distributor’s mandatory 

collection quantity for each 

category=Annual recycling 

target × Population × Coefficient 

× Ratio of the quantity purchased 

for each category to the total 

quantity of equipment purchased 

in the market in a prior year

† From August 15, 2018.
‡ Fro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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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생산자가 수명이 다한 전기전자제품의 적절한 수

거, 운반, 재사용 또는 재활용, 그리고 최종처분까지 책임을 

지는 생산자책임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를 적용하고 있다. EU 폐전기전자제품 지침은 폐전기전자

제품 발생을 억제하고, 재사용, 재활용, 재생 등을 통해 처

리되는 폐기물을 감축하여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촉진

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가치 있는 자원의 회수를 촉

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WEEE, 2012). 빠른 기술발달과 

경제발전으로 인해 제품의 수명이 점점 짧아지고 제품의 

디자인과 구성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전자제품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자폐기물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EU는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재생에너지 폐

기물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2012년 폐전기전

자제품 지침을 개정하여 태양광(Solar photovoltaic, PV)패

널을 부속서3에 포함시켜 EU 차원에서 태양광패널에 대해 

생산자책임제도를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폐전

기전자제품 지침(2012/19/EU)은 풍력 터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Lesniewska, 2017). EU 폐전기전자제품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자책임제도 적용대상 제품 품목, 전기

전자제품 정의, 생산자의 범위, 생산자의 의무이행 범위 및 

의무이행 방법, 미이행시 제재방안과 최근의 발전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적용대상 전기전자제품 품목

기존의 10개 제품군으로 분류하였던 전기전자제품을 

2018년 8월 15일부터 적용하여 6개 제품군으로 크게 분류

하여(Lee and Bae, 2015) 무기, 군수품 전쟁물자 등 국가안

보나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는 기기, 대형고정 설비 등의 특

정분야를 제외하고는 실제적으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6개 제품군(Table 1)은 온도교환장

치, 스크린·모니터·면적 100cm2 이상 스크린이 설치된 장

비, 램프, 대형장비, 소형장비, 소형 IT 및 통신장비로 분류

되며 태양광패널은 대형장비에 속하며 태양광패널이 접착

된 소형기기는 소형장비에 포함된다(WEEE, 2012). 

전기전자제품 정의

EU 폐전기전자제품지침은 전기전자제품을 “전류나 전

자기장에 의해 작동하는 기구, 전류나 전자기장의 발전, 전

송, 및 측정을 위한 기구, 교류 1,000볼트 직류 1,500볼트 이

하의 전압정격으로 사용되도록 만들어진 기구”로 정의하

고 있다. 또한 폐전기전자제품이란 폐기 시 제품의 일부인 

모든 부속품, 하위 조립품, 그리고 소모품을 포함한 전기전

자제품을 의미한다고 정의한다. 

생산자 범위 

생산자는 판매 수단(원거리 통신수단 포함)과 상관없이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다. EU회원국 내 

설립한 자로서 자사상표로 전기전자제품을 설계하거나, 

제조 또는 시장에 판매하는 자, 다른 공급자에 의해 생산된 

전기전자제품을 자사의 상표로 재판매하는 자, 전문성에 

기초하여 제3국 또는 다른 회원국의 전기전자제품을 시장

에 출시하는 자, 또는 다른 회원국 또는 제3국에 설립하여 

개인가정 및 사용자에게 원거리 통신수단을 통해 직접적으

로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모두 이에 해당된다. 판

매자(distributor)는 시장에 전기전자제품을 내놓은 공급망 

내에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WEEE, 2012). EU 

폐기물법 제8조에서 생산자책임제도를 구체적으로 규율

하고 있는데 생산자는 제품을 전문적으로 개발, 제조, 가공, 

취급, 판매 또는 수입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Waste Directive, 2008).

생산자의 의무 범위 

EU 폐전기전자제품 지침은 생산자가 가정에서 배출된 제

품의 전 주기과정, 특히 수거, 처리, 회수 및 환경 친화적 처분

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산자는 폐전기

전자제품에 대한 수거(collection) 의무, 재정(financing)의

무, 그리고 정보제공 의무 등을 진다. 무엇보다도 전기전자

제품의 최종 처리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수거를 증가시

키기 위해 도시폐기물의 철저한 분리수거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오존층 파괴 물질 및 불소화 온실 가스, 수은을 함유한 

형광 램프, 태양광패널 등은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생산

자는 폐전기전자제품을 무료로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

축해야 하며 신제품 판매 시 판매자는 판매제품과 동일한 기

능을 가진 폐제품을 무료로 회수해야 한다. 또한 400㎡ 이상

의 매장 소유자는 소형폐가전제품의 수거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건강이나 안전상 위험한 폐전기전자제품 등은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WEEE, 2012). 

생산자는 가정용뿐만 아니라 가정용 외에서 배출된 폐제

품의 수거, 처리, 회수 및 환경 친화적 처분에 대한 재정의

무를 져야 한다. 생산자는 상품을 시장에 출시할 때 모든 폐

제품들에 대한 관리가 재정적으로 보증되었음을 상품에 명

확하게 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증은 재활용 보험이

나 은행계좌와 같은 금융약정을 통해 제공될 수 있다. 어떤 

제품이 폐기물이 되었을 때 이 제품의 생산자가 시장철수

나 부도 등에 의해 시장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기존 

생산자가 이 제품에 대해 재정적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WEEE, 2012). 

생산자는 구매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

다. 그 의무에는 생산자가 구매자에게 신제품을 판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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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친화적인 수거, 처리 및 처분에 드는 비용을 알려줄 수 

있고 제품 반환 및 수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것, 폐전

기전자제품의 재사용, 재생 및 재활용에 기여하는 그들의 

역할, 그리고 전기전자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물질이 

환경과 인체에 주는 잠재적 영향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Dalhammar, 2018; Reagan, 2015; WEEE, 2012). 

생산자의 의무이행 방법

생산자의 수거 및 회수의무는 목표율을 설정하여 이행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폐전기전자제품 지침은 EU 회원국에

게 2016년부터 이전 3년간 판매된 전기전자제품의 45% 최

소 수거율(collection rate), 2019년부터는 65% 수거율 목

표를 설정하고 있다(WEEE, 2012). 부속서 5는 2018년 8월 

15일부터 이행해야 할 최소 회수(recovery) 목표율을 설정

하고 있는데 태양광패널이 포함되어 있는 대형장비의 경우 

85% 회수(recovery)와 80% 재사용(reuse) 및 재활용

(recycling) 목표율을 각각 설정하고 있다(Table 1). 

생산자의 수거, 처리, 회수 및 환경 친화적 처분에 대한 재

정의무는 개별적으로 또는 생산자책임기구(Producer Res- 

ponsibility Organization, PRO)를 통해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다. 생산자책임기구는 국가 또는 지역 차원에서 생산

자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서 생산자책임기

구의 형태나 생산자의 의무는 EU회원국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난다. 중앙의 단일 기구에 의해 운영되는 회원국도 있고 

경쟁시스템을 도입하여 복수로 운영하는 회원국도 있다. 

폐전기전자제품은 주로 복수의 생산자책임기구에 의해 운

영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DG Environment, 

2014; Kunz et al., 2018). 

미이행시 제제 방안

EU 폐전기전자제품 지침에 의하면 EU회원국은 국내법

에 지침 위반에 대한 처벌(penalties) 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처벌은 효과적(effective)이고 비례적(proportionate)이며 

억지력(dissuasive)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WEEE, 2012). EU 회원국별로 처벌 규정이 상이하며 민

사, 형사, 또는 행정 처벌 집행이 가능하다. 독일의 경우 위

반 건수 당 50,000유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탈리아

의 경우 최대 100,000유로까지 부과 가능하다.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위반 시 최대 징역 10년에 1천 500만유로가 부과

될 수 있다(Reagan, 2015). 

강화된 생산자책임제도 

EU는 생산자책임제도를 다른 폐기물 법률들과 연계하

여 더욱 강화하였다. 2015년 EU는 순환경제로 이행하기 

위해 순환경제패키지를 채택하였다. 순환경제패키지에는 

제품의 전 주기(생산, 소비, 수리 및 재제조, 폐기물 처리, 폐

기물을 2차 자원으로 활용)를 포괄하는 구체적인 행동계획

과 6개의 폐기물 규정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5; Neligan, 2018). 특히 생산자책임계획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scheme)이라는 용어가 

개정된 폐기물법(2018/851)에 처음으로 정의되었다. 즉 생

산자책임계획이란 제품의 생산자가 제품 생애주기 중 폐기

물 단계에서 그 관리에 대한 재정적 책임 또는 재정적 조직

적 책임을 지도록 회원국이 취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의미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Waste directive, 2018). 

특히 EU회원국별로 성과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생산자책임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요

건을 규정하였다. EU 지침(Directive)이 EU 28개국 회원

국에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내법적 이행과정을 거쳐

야 한다. 지침은 공동정책의 목표만을 제시하고 국가별 상

이한 상황으로 인해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회원국에게 위임

하므로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성과나 효과가 차이가 날 수 

있다(Craig and Burca, 2011). 개정된 폐기물법 제8a조에 

추가된 생산자책임제도는 이해관계자들(제품 생산자, 생

산자책임의무를 대행하는 조직, 사기업 또는 공공 폐기물 

운영자, 지방 정부, 재사용 및 재사용을 준비하는 사업자, 

사회 경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측정 

가능한 폐기물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데이터 수집 및 보고

시스템과 적절한 모니터링과 집행 체제를 구축하며, 모든 

생산자들에게 동등한 대우와 비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법률은 EU 회원국으로 하

여금 제품의 생산자나 이를 대행하는 기구가 폐기물 수거 

및 관리에 대한 정확한 적용범위를 제공하는지, 폐기물 수

거시스템이나 재정적 수단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의무이

행 여부를 평가하는 독립적인 감사가 있는지 등을 보장하

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은 EU 회원국은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산자가 부담할 비용

을 산정해야 하며, 적절하게 재정적 수단이 사용되고 있는

지, 그리고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감시 

및 집행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Waste 

Directive, 2018).

우리나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EU 

생산자책임제도 비교 및 논의

EU 생산자책임제도와 우리나라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도는 재활용을 증가시키고 매립을 감소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으며 회수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

을 수 있다(Dalhammar, 2018; Lee and Bae, 2015). 

EU 생산자책임제도는 우리나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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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교하여 적용 대상 제품군의 범위가 훨씬 넓다. 우리나

라는 대상 제품이 4개 제품군에 27개 제품이 적용되는데 반

해, EU는 6개 제품군에 90개 이상의 제품이 포함되며 무기, 

군수품, 전쟁물자 등 국가안보나 군사용 용도로 사용되는 

특정분야나 대형고정설비 등을 제외하고는 전류나 전자기

장에 의해 작동되는 모든 새로운 전기전자제품들은 자동적

으로 적용대상으로 고려된다. EU는 수거 목표와 제품군별

로 최소한의 재생(recovery) 및 재사용(reuse)/재활용

(recycling) 목표를 설정하여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반

면 우리나라는 매년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2019년도: 

6.5kg)을 설정하고 있으며(MOE, 2019) 판매업자에게는 

매년 제품군별 회수의무량을 부과되고 있다(Table 1). 

EU는 전기전자제품을 전류나 전자기장에 의해 작동하

는 기구, 전류나 전자기장의 발전, 전송, 및 측정을 위한 기

구, 그리고 교류 1000볼트 직류 1500볼트 이하의 전압정격

으로 사용되도록 만들어진 기구(WEEE, 2012)로 정의함으

로써 전류나 전자기장의 발전을 위한 기구인 태양광패널이 

생산자책임제도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

거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은 

전기전자제품을 “전류나 전자기장에 의해 작동하는 기계·

기구(부분품·부속품을 포함한다)”로 정의하고 있다(Table 

2). 작년 10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

상전기전자제품을 직류 1500볼트 이하 또는 교류 1000볼

트 이하를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장비임을 추가하였으며, 

특히 태양광패널을 “생산된 전기를 인버터로 연결해주는 

정션박스를 포함하고 충전재 및 유리등의 보호재로 압축된 

태양전지를 종 및 횡으로 연결하여 결합한 형태로 전압과 

전류를 생성하기 위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구체적

으로 정의하였다. 직류전력을 발생시키는 발전설비인 태

양광패널이 위 법률정의에 해당될 수 없다는 태양광 산업

계의 주장에 대해 책임부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정확한 전

문적 지식 및 정보전달을 통해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적용되는 대상 품목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기술발달로 인

한 새로운 제품의 출현에 대비하여, 새로운 제품이 법률 해

석에 대한 혼란 없이 자동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에 

적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보

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리라 본다. 

EU는 생산자책임제도에 적용대상이 되는 생산자의 범

위가 전기전자제품 수입업자, 제조업자, 판매업자, 재판매

업자, 원거리 통신을 이용하는 판매업자 등을 포함(WEEE, 

2012)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재활용의무생산자(제조업

자와 수입업자)와 판매업자가 EU에 대응하는 생산자에 해

당된다고 할 수 있다(Table 2). 유통구조가 다양화되고 있

Table 2. Summary of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and E-waste Management in Korea and the European Union

Classification Korea European Union

Legal Basis

- Act on Resource Circulation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Vehicles

- Th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Directive 

- Waste Directive

Scope - 4 Categories (27 products) - 6 Categories (open scope)

Exceptions - Not specifically stated 

- Equipment which i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the 

essential interests of the security of Member States

- Equipment which is specifically designed and installed 

- Filament bulbs

- Others (large-scale fixed installations etc.) 

Definition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Machines and apparatuses (including 

components and parts) operated by 

electric current or electromagnetic field

- Equipment which is dependent on electric currents or 

electromagnetic fields in order to work properly and 

- Equipment for the generation, transfer and measurement 

of such currents and fields and 

- Designed for use with a voltage rating not exceeding 1000 

volts for alternating current and 1500 volts for direct current

Categories of 

Producers
- Manufacturers, importers, distributors

- Manufacturers, distributors or resellers, importers, and 

internet or distant sellers 

Producer’s 

Responsibility

- Collect, transfer, and recycling for 

manufacturers and importers 

- Collect and transfer for distributors

- Allotted contributions for their duties 

- Responsible for financing collection, treatment, recovery 

and environmental sound dis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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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늘날 재활용의무생산자를 제조자와 수입자로 제한하

는 것은 제조자와 수입자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어 그들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위험이 따를 수 있다. 특히 

태양광 산업계는 태양광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추가하는 것은 재활용 및 회수 부담 증가로 인해 태양광 제

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수익성과 경쟁력 악화로 인해 결국

에는 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점

들을 고려하여 의무생산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각각의 역할

과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의무를 분담하고 무임승차자

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

는 것 같다. 

EU는 생산자가 제품의 전 주기과정-수거, 처리, 회수 및 

환경 친화적 처분-에 대한 재정의무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

에서 생산자는 회수, 인계 및 재활용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Table 2) 특히 재활용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EU 생산자책

임제도나 우리나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공통적으로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생산자책임기

구나 공제조합을 통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EU는 국가

별로 생산자책임기구의 책임 유형이 단순 재정책임으로부

터 재정 및 운영책임, 생산자의 완전한 개입을 통한 재정책

임으로까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공제조합 

분담금의 경우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에 드는 비용과 

판매자가 회수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환경부령에서 정한 재활용방법 기준

에 따라 재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활용을 높

이고 자원회수를 위해 태양광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도 제품 품목에 포함시키는 법률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

요하지만, 법률에 의거하여 생산자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

하기 위해서는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적절한 재활용 기술이

나 전문 인력 기반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

에서 태양광 산업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풍력을 포

함한 다른 재생에너지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품목에 포

함시키지 않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

다. 아직까지 수명이 다한 풍력터빈 블레이드를 안전하게 

해체하거나 처분하는 재활용 기술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알

려져 있는데 풍력터빈 블레이드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품목에 추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일임에 틀림없다. 

복합재로 이루어진 풍력터빈 블레이드는 현재까지 경제성 

있는 재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 주로 매립하거

나 소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EU 역시 풍력터빈을 생산자책

임제도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Lesniewska, 2017).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폐기물관리법이나 자원순환기

본법과 같은 관련 법률들과 연계하여 주요 용어 정의나 개

념을 일관성과 통일성 있게 법률을 정비하는 작업이 절실

히 요구된다. 자원재활용법이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을 

포함하여 현행 폐기물 법률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나 환

경성보장제라는 용어를 법률에 명확하게 정의하거나 규정

하지 않고 있다. 환경성보장제보다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도라는 용어가 여전히 더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재

활용”이 명칭 중간에 들어가서 생산자의 의무를 재활용의

무만으로 제한하여 회수나 인계 및 최종처분의 의무가 포

함되지 않는 매우 좁은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

다. 우리나라 폐기물관리법은 재활용을 재사용, 재생이용 

및 에너지회수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데 반해 전자제품등자

원순환법은 재활용을 재사용과 재생이용으로 정의하며 에

너지회수를 제외시키고 있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은 전

기전자제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

율하고 있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각기 다른 정의는 법적 혼

란을 야기할 수 있다. EU의 경우에는 재사용(Reuse), 회수

(Recovery), 재활용(Recycling)과 같은 기존의 주요 용어

들의 정의는 폐기물법을 따르도록 EU 폐전기전자제품지

침은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EU는 순환경제 패키지를 통

해 회수(Recovery)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폐기물

법에서 물질회수(에너지 회수가 아닌 회수를 포함하며 재

사용을 위한 준비, 재활용 및 뒷채움)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하여 에너지회수(Energy recovery)와 명확하게 구분

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기존에 있는 폐기물 법률을 개정한 

EU 순환경제 정책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기존 폐기물 법률

을 개정하는 대신 별도로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하였기 때

문에 자원순환기본법을 중심으로 주요 용어나 정의를 통일

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하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작업

이 요구된다.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태양광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품

목에 추가하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

러싼 이슈들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와 EU 생산자책임제도의 법률상의 주요 내용-적용대상 품

목, 전기전자제품 개념, 생산자 범위 및 생산자 의무, 생산

자 의무이행 방법-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우리나라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은 EU 폐

전기전자제품지침과 공통점도 많지만, EU 생산자책임제

도가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적용 대상 제품군과 생산자의 

역할 및 의무 범위가 넓고 구체적이며, 관련 폐기물 법률 및 

순환경제와 연계하여 주요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생산자책임제도를 더욱 강화한 점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이 큰 것 같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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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인하여 태양광패널을 포함한 미래 재생에너지 폐기물 

증가에 대한 구속력 있는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성 

있는 재활용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

다. 또한 우리나라가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

고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경제

와 기업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를 포함한 주요 자원들을 

재활용하고 회수하는 것은 더욱 절실한 것 같다. 점차적으

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강화되고 적용대상 품목이 확

대될 예정이므로 태양광 산업계를 포함하여 재생에너지 관

련 산업계에게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적용이 단지 경제

적 부담이나 규제로 인식되어지기 보다는 다양한 채널을 

이용한 소통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

적으로 책임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

갈 수 있는 효율적인 법·정책 마련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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