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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대량생산과 과소비는 자원고갈, 환경오염, 폐기물발생 및 지구온난화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이는 물질제조와 

사용 및 폐기를 반복하는 선형경제에서 기인 된 것이다. 선형경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대안은 자원이용의 효율성향상을 통한 자원고갈문
제 해결, 에너지효율 향상 및 대체에너지 개발에 의한 CO2 발생억제, 물질활용의 극대화 및 오염물질의 무해화, 제품의 재사용과 재활용 
등을 통한 폐기물발생의 제로화를 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순환경제로의 전환뿐이다. 순환경제는 사용 후 제품의 폐기보다 재생 및 
재활용이 가능케하여 상호연결고리 안에서 반복사용함으로써, 생산 후 판매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가치와 편익이 대부분 다시 창출
되는 사용 및 회수까지의 가치사슬을 확장하는 경제개념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순환경제로 혁신적인 변환의 절실함을 깊이 인식하
여, 지구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제시한 다음 현실화화 시켜야 한다. 그리고 전술한 내용의 순
환경제로의 전환은 필요성 인식, 성공적인 달성방안 및 방법확립,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의 실현, 구체적인 우위기술 확보 및 정책적인 지
원이 수반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주제어 : 선형경제, 순환경제, 비즈니스모델, 혁신기술, 지원정책

Abstract

Currently, there is a drain of natural resources, environmental contamination, generation of waste, and problems of the earth’s 

climate by CO2 emissions according to mass production and overconsumption of mankind. It is effectuated by a linear economy 

that involves manufacturing products, use, and waste repeatedly; there is no guarantee in the lives of humans and the future of the 

globe if we do not find alternative proposals. For a sustainable developing society and to overcome the present global problems, 

we must successively change to a circular economy from a linear economy. The circular economy has the concept of an extended 

value chain in recovery, reuse, remanufacturing, and recycling, instead of discarding after the use of manufactured goods. New 

business models of circular economy have been realized to save the earth ecology and sustainable developing society in serious 

recognition of the linear economy system. New business models are established by creating a vision and developing a program, 

and by renovating technology, law, and financial support through a worldwide government policy.

Key words : linear economy, circular economy, business model, renovating technology, supporte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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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대량생산과 소비풍조는 자원고
갈, 환경오염, 폐기물발생 및 지구온난화 문제를 야기시
키는데, 이는 물질 제조, 사용 및 폐기를 반복하는 선형경
제에 기인된 것으로서 이를 극복할 대안을 찾지 못하면, 

인간의 삶과 지구의 미래는 보장되지 못할 것이다. 선형
경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대안은 자원이용의 효율성 향상
을 통한 자원고갈문제 해결, 에너지효율 향상 및 대체에
너지 개발에 의한 CO2 발생억제, 물질활용의 극대화 및 
오염물질의 무해화, 제품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한 폐기
물발생의 제로화를 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순환경제
로의 전환뿐임을 Lacy1,2) 등은 주창하였다.

순환경제는 사용 후 제품의 폐기보다는 재생/재활용이 
가능케하여 상호 연결고리 안에서 반복사용함으로써 생
산 후 판매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가치와 편익이 대부
분 다시 창출되는 사용 및 회수까지의 가치사슬을 확장하
는 경제개념으로서, 순환경제에서 자원은 희소하고 무한
한 가치가 있으므로 기업들은 품질이나 가치를 상실하지 
않게 하여 최대한 자원을 이용하려는 혁신적인 프레임으
로의 사고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순환경제로
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심각한 선형경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순환경제로 혁신적인 변환의 절실함을 깊이 인
식하여 지구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새
로운 비즈니스모델이 요구된다. 또한 순환경제 확립에 적
합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의 하나로 청색경제를 Pauli3)는 
2010년에 이미 제안한 바 있다. 그리고 순환경제의 비즈
니스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Lacy1) 등에 의하면 주요
한 모델은 순환공급, 수거(회수) 및 재활용, 제품수명연장, 

공유플랫폼과 Product as a Service(PaaS) 비즈니스모델
로서,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 중에 기술하였다. 

이와 같은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새로운 비즈니
스모델은 자원이 부족한 미래를 대비하도록 할 뿐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고객 행동과 수요를 이해할 수 있
도록 도우며 단기적으로 경쟁우위를 제공함으로써 순환
경제로의 전환구축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순환경제의 성공에 필요한 동력공급을 위해서는 광범
위한 내용의 청색기술과 3종류의 큰 카테고리인 디지털
(정보통신)기술, 엔지니어링(과학)기술 및 하이브리드(혼
합)기술이 필요한데, 이들의 상세한 10가지 핵심기술은 

모바일과 사물통신, 클라우드컴퓨팅, 소셜네트워크, 빅데
이터분석, 모듈디자인, 첨단재활용, 생명과학과 재료과학, 

추적/회수시스템 및 3D프린팅기술로 재분류 가능한바, 

이 기술들의 성공적인 정착이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가능
하게 할 것이다1).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주요한 장벽은 재활용물질의 불
규칙한 품질, 순환적 사고가 결여된 제품설계, 빨리 구형
이 되는 제품에 의존하는 가치사슬, 선형경제방식의 성장
독려와 평가, 기존제품을 추적하고 통제하는 수단의 부족 
및 자원회수의 인프라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극복하
기 위해서는 정부의 법률 및 정책지원, 새로운 차원의 기
술개발, 지속적인 재정투자 및 소비자 인식전환의 시스템
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대대적인 시스템변화에 관한 
문제로서 먼저 정치적 비전형성이 매우 중요하고, 정책, 

규제 및 이슈 평가의 유용한 프레임워크의 활용이 바람직
하며, 구체적인 정책추진의 핵심내용은 ‘노동에서 자원으
로의 과세이동’, ‘생산자책임제도의 실행’, ‘글로벌제품의 
패스포트제도’의 도입 등으로서 다양한 유인책이 시행되
어야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전술한 내용의 순환경제로 전환의 필요성 인식, 성공적
인 달성방안 및 방법확립,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의 실현, 

구체적인 순환경제 우위기술 확보 및 정책적인 지원이 수
반되어야 전환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2. 순환경제의 정의 및 개념

2.1. 선형경제(Linear Economy)와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의 차이

선형경제는 “천연자원의 채취에서 제조, 사용 및 폐기
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재활용 개념을 무시한 
것이나, 순환경제는 “천연자원의 채취에서 제조, 재사용, 

재제조 및 재활용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는 설
계단계에서부터 재생 및 순환사용을 특징으로 한다.

2.2. 순환경제와 청색기술
녹색기술(Green Technology)은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과 환경친화적인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어 폐기물 발행의 
억제 축소와 일부 재활용 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중요 부분
으로 하여 자원고갈 기간 및 지구온난화 시기의 연장 기술
개발에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인식4)이 처음으로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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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기술(Blue Technology)은 자연의 오랜 연구개발 과
정에서 살아남은 생물의 구조와 기능, 생태계 순환과정을 
연구하여 경제적 효율이 뛰어나면서도 자연 친화적인 물
질을 창조하려는 융합기술 개념으로 정의된다. 이를 순환
경제 측면에서 볼 때는 자원고갈, 환경오염 및 CO2 발생문
제의 근원적인 해결(탄소 중립화)과 순환경제 확립을 위한 
가용자원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자원의 가치사슬을 극대
화 시킬 수 있는 새로운 무한 재활용기술, 즉, 생태 물질자
원의 특징을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제품개발과 순환재활
용에 의한 지속가능한 발전사회(Sustainable Developing 

Society) 구축에 필요한 기술로도 설명될 수 있다.

3. 선형경제의 문제 및 개선방향

3.1. 선형경제의 문제점
산업혁명 이후 오늘날 전 세계는 대량생산에 의한 과소

비로 인해 자원고갈, 환경파괴 및 지구온난화 문제야기로 
인류의 삶과 지구의 미래가 염려된다. Fig. 1은 Meadows 

등5)이 인구증가, 산업생산, 환경오염 및 자원고갈의 상관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서,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선형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성장위기와 더
불어 지구온난화 문제야기 및 지구생태계 파괴로 지구종
말이 우려된다.

3.2. 자원수급의 불균형
지금과 같은 산업사회는 자원수급의 불균형, 가격상승 

및 주요자원의 수명단축에 따른 선형경제모델의 종언을 

가져오고, 이는 가용자원의 한계와 지속가능한 성장사회
의 불가능으로 인한 인간생존 문제를 야기시킨다. Table 1

은 Meadows6) 등이 산업성장에 따른 주요자원의 매장량
과 가용자원의 한계를 표시한 것으로서, 표에서 볼 수 있
는 바와 같이 확인 매장량의 경우 가용변수가 불과 수십년 
이내로 성장한계가 예측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
실히 요구된다.

또한 Table 2는 Meadows7) 등이 1972년에 기발표한 
자료를 30년 후에 개정하여 8개 금속광물의 확인된 매장
량과 기대수명을 나타낸 것으로서, 자원고갈의 문제와 더
불어 다시 한번 성장한계를 지적하였다.

3.3. 선형경제의 개선방향
전술한 바와 같이 선형경제는 자원고갈, 환경오염 및 

과도한 CO2 발생에 의한 지구온난화 문제를 야기시켜 성
장위기를 가져오는데, 그중에서도 화석에너지에 의한 과
도한 CO2 발생은 지구생태계를 파괴하므로 반드시 해결
책을 찾아야 한다. Fig. 2는 주요 산업분야, 발생원 및 년
도별 CO2 발생량과 가중치를 나타내었고, Fig. 3은 그에 
따른 년도별 지구표면 상승온도를 유럽의 경우를 예로들
어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CO2 주 발생원은 전력
생산 및 교통편의 분야이고, 이에 따른 2000년 이후 지구
표면의 온도 상승은 매우 급격히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
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CO2 발생원제어 및 폐
기물발생 제로화가 가능한 순환경제로의 전환만이 해답
임을 알 수 있다.

4. 순환경제의 시작 및 우위

4.1. 21세기 변화 물결 및 순환경제의 태동
2006년 Stahel10)은 Performance Economy이란 저서에

서 경제성장을 자원소비로부터 분리시킬 것을 제안하며 
비즈니스모델의 혁신만이 성장의 핵심임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2010년 청색경제란 저서를 통하여 Pauli3)는 ‘기업
이 자신의 핵심비즈니스를 초월하는 시각의 확보와 자연
생태계 및 에너지/자원흐름에서 영감을 얻어 새로운 첨단
제품개발’, 또는 폐기물에서 새로운 가치창출이 환경보호
와 자원절약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최대 400년 
수명의 Mineral Paper 사용의 경우를 예로들어 설명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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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World model standard run of the future predicted by 

D.H. Meadows et a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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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onrenewable natural resources6)

Resource
Known Global 

Reserves

Static 

Index

(years)

Projected Rate

of Growth

(% per year)

Exponential 

Index

(years)

Exponential Index 

Calculated Using 5 

Times Known Reserves

(years)High Av. Low

Aluminum 1.17×109 tons 100 7.7 6.4 5.1 31 55

Chromium 7.75×108 tons 420 3.3 2.6 2.0 95 154

Coal 5×1012 tons 2300 5.6 4.1 3.0 111 150

Cobalt 4.8×109 lbs 110 2.0 1.5 1.0 60 148

Copper 308×106 tons 36 5.8 4.6 3.4 21 48

Gold 353×106 troy oz 11 4.8 4.1 3.4 9 29

Iron 1×1011 tons 240 2.3 1.8 1.3 93 173

Lead 91×106 tons 26 2.4 2.0 1.7 21 64

Manganese 8×108 tons 97 3.5 2.9 2.4 46 94

Mercury 3.34×106 flasks 13 3.1 2.6 2.2 13 41

Molybdenum 1.08×109 lbs 79 5.0 4.5 1.0 34 65

Natural Gas 1.14×1015 cu ft 38 5.5 4.7 3.9 22 49

Nickel 147×109 lbs 150 4.0 3.4 2.8 53 96

Petroleum 455×109 bbls 31 4.9 3.9 2.9 20 50

Platinum Group 429×106 troy oz 130 4.5 3.8 3.1 47 85

Silver 5.5×109 troy oz 16 4.0 2.7 1.5 13 42

Tin 4.3×106 lg tons 17 2.3 1.1 0 15 61

Tungsten 2.9×109 lbs 40 2.9 2.5 2.1 28 72

Zinc 123×106 tons 23 3.3 2.9 2.5 18 50

Table 2. Life expectancies of identified reserves for eight metals7)

Metal

Annual

production

1997-99

average

Annual growth

in production

1975-99

average

1999

Identified

reserves

Life

expectancy

of identified

reserves at annual

growth in production of 

2% per year

Resource

base

Life

expectancy of resource 

base at annual growth in 

production of 2% per 

year

million (106)

metric tons

per year

percent per year
billion (109)

metric tons
year

trillion (1012)

metric tons
year

Bauxite 124 2.9 25 81 2,000,000 1,070

Copper 12 3.4 0.34 22 1,500 740

Iron 560 0.5 74,000 65 1,400,000 890

Lead 3.1 -0.5 0.064 17 290 610

Nickel 1.1 1.6 0.046 30 2.1 530

Silver 0.016 3.0 0.00028 15 1.8 730

Tin 0.21 -0.5 0.008 28 40.8 760

Zinc 0.8 1.9 0.19 20 2,200 780

This table illustrates the enormous gap between identified reserves and the resource base. Identified reserves are currently known and 

expected to be mined with available technology and current prices. The resource base is the total amount believed to be present in the 

earth’s crust. Humanity will never be able to exploit the full resource base, but changes in price, technology, and new discoveries will 

certainly increase the identified reserves (Source: MM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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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순환경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재사용을 고려하고 폐
기보다는 재생/재활용이 가능하게하여 상호연결고리 안
에서 반복사용케 함으로써, 생산 후 판매에만 그치지 않
고 실질적인 가치와 편익이 대부분 다시 창출되는 사용 및 
회수까지의 가치사슬을 확장 시킨 개념이다. 즉, 미래 경
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제품과 서비스를 다시 생
각하고, 지속적인 성장, 자연과 조화, 소유주와 직원 및 고
객 등 사회구성원들과 혜택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
며, 자원의 재생/생산 능력을 유지함으로써 미래세대가 
지구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법이 포함
된 점이 순환경제의 핵심이다.

순환우위란 순환경제의 원칙을 핵심적인 성장전략으

로 채택한 조직이 얻을 수 있는 경쟁우위를 말하며, 이를 
통하여 폐기물의 완전한 제어와 자원수급 문제의 근원적
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4.2. 순환경제의 시작 및 기회
순환경제에서 자원은 희소하고 가치가 있으며, 기업들

은 품질이나 가치를 상실하지 않게 하여 최대한 자원을 이
용하려는 혁신적인 패러다임으로의 생각을 전환하여야 한
다. 즉, 재생가능한 에너지, 안전하게 분해되는 바이오물질 
및 쉽게 회수되고 재활용되도록 설계된 물질로써 재사용을 
감안해 제조된 부품 및 교체되기보다는 개조될 수 있는 제
품이란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순환비즈니스가 완
성되려면 생산과 판매뿐만아니라 제품의 사용과 회수도 고
려한 소유제품의 교환, 유지보수 및 비용절약의 경험이 필
요하고, 제품의 소유권이 기업 및 고객의 공유인식과 더불
어 반납되는 시스템구축도 구비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순환경제를 통한 공동소유 및 공동사용 등을 증가시켜 
얻은 성장 잠재력 확보는 휴폐자원 감소, 내재가치증가, 

자원의 공동이용 및 라이프사이클 증가를 기할 수 있다. 

Fig. 4는 순환경제에서 자원은 희소하고 가치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재생 및 재활용 가능하다는 점을 일반적인 회
수/재활용모델(폐쇄 반복형 루프모델)을 통해서 나타낸 
것으로, 이와 같은 개념이 바로 순환경제의 시작이다. 또
한, Fig. 5는 년도별 순환경제의 가치를 기회와 미래의 경
제적 자료로서 나타낸 것으로서, 향후 순환경제 시스템으

Fig. 2. Fossil CO2 emission from major emitting economies 

and by sector8,9).

Fig. 3. Annual mean surface air temp. for different region 

relative to the 1861-1880 mean (from MIT 2018 

outlook)9). Fig. 4. Model of recovery and recycling (Closed repeat 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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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환되면 경제적 가치가 현재보다 20배 이상 증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5. 순환경제의 비즈니스모델

5.1. 순환공급비즈니스모델
순환공급모델은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석에너

지와 독성원료에 기반한 선형모델과 관련성을 떠나, 이를 
대체할 재생/재활용/생분해 원료에 대한 접근성을 기반으
로 한 순환개념으로서, 이는 일부 선형비즈니스의 수익 
흐름을 유지함과 동시에 새로운 순환공급재 중심으로 재
설계하여 신규 비즈니스 이익창출을 기대하고자 하는데 
있다. 순환경제를 윤리적이거나 사회적 이슈라는 생각에
서 탈피한 비즈니스 변화의 중심개념은 보다 적은 자원으
로부터 더 많은 가치를 창조하고, 친환경적이며 재생가능
한 순환개념으로 보다 많은 바이오물질 사용을 초점으로 
고객들에게 재사용/재활용물질을 공급하는 전략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예를들면, 고속 성장할 광산비즈니스는 새
로운 자원발굴을 위해 땅을 파기보다는 시장 내에서 자원
을 관리(도시광산 활용)하고, 화석연료 자원으로 땅속에 
매장된 탄소는 이제 대부분 공기 중에 있고 이를 재사용 
가능하도록 경제를 재설계 한다면, 자원부족 걱정없이 혜
택을 누릴 수 있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비즈
니스모델이다. 순환공급모델로 전환하여 대량생산까지는 
융합 및 협업을 통한 장기간의 연구개발과 상당한 자본의 
투입이 필요하다.

5.2. 수거(회수) 및 재활용 비즈니스모델
수거(회수) 및 재활용 비즈니스모델은 Fig.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품을 고객에 보내고 기업이 수명종료 제품을 
회수하는 쌍방공급모델을 운영함으로써 물질 공급 측면
에서 폐기물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게 하는 것이다. 과거
에는 제품을 추적하고 분류한 후 검사하는 기술부족으로 
회수비용이 과도하여 현실화하기 어려웠고, 또한 폐기된 
제품에 남아있는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에 따라 전 
세계 폐기물의 40% 정도만 재사용/재활용되어 활성화되
지 못했다.

수명종료 제품의 회수 및 활용은 재사용을 통한 부품회
수, 재활용을 통한 물질회수 및 폐기물로부터 에너지회수
까지의 측면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자원회수로 인한 혜
택은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다.

- 규정준수와 폐기물 관리비용의 감소 및 불필요한 생산
물 판매를 통한 수익증가.

- 신규자원과 에너지수요 감소 및 재활용자원으로의 전환
을 통한 물질비용의 감소.

Fig. 5. Opportunity and future of the value in circular economy11).

Fig. 6. Business model of circular suppl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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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들에게 원하지 않는 제품을 처분할 수 있는 대안제
시 및 재활용을 높이는 제품개발 측면의 통찰력 확대.

본 모델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품의 쉬운 
분해를 위한 디자인 즉, 접착제 대신 나사 이용, 손쉬운 식
별장치 및 순정물질 사용 혹은 부품수의 감소 등이다. 그
리고 회수/재활용모델의 체득을 위해서는 지원기술을 활
용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물질과 부품의 특성을 이해하고, 

제품을 세분화하여 식별 가능한 구성물질 정보칩의 내장
제도 시행도 필요하다. 또한, 제품의 잔여 가치는 제품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유효수명을 연장하는 것이라는 인
식하에서, 이를 정착 성공시키기 위한 기업과 정부 및 도
시의 모든 주체가 상호협력과 비즈니스혁신을 이루어야
만이 가능할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로서 재활용 종이가 새 종이 생산에 필요
한 에너지의 65% 절약, 수질오염 35% 방지 및 대기오염 
74%까지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인식해야하고, 현재에도 손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용 후 식용유가 바이오디젤이나 비
누제조 및 가축사료 원료로 재활용된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5.3. 제품수명연장 비즈니스모델
제품의 유효수명주기를 길게 하기 위해서는 Figs. 8, 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구성, 품질 및 기능 등과 같은 특

성에 더욱 높은 가치가 주어져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수명유지의 제품제조, 신제품 수준으로 개조, 재판매를 
위한 회수/보상판매/역구매가 가능한 영역까지 확대, 제
품교체 대신 신기능/패선추가/콘텐츠추가/스타일변화 추
구, 제품성능에 만족해 교체에 관심이 적은 고객을 위한 
고장제품 수리까지의 영역확장 등이다. 필요하다면 제품
은 공짜로 주고 업그레이드와 콘텐츠추가 및 부가판매를 
통해 수익창출을 하는데, 이를 위해 공급업체들은 제품을 
쉽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제품을 설계하거

Fig. 7. Business model of recovery and recycling (Open 

loop type)1).

Fig. 8. Business model of extension of product life (Repair/ 

upgrade/refill type)1).

Fig. 9. Business model of extension of product life (Remodel/ 

remanufacturing 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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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파트너 업체들이 저렴하게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즉, 신제품을 만드는 것에 비교해 재제조는 에너지 
50% 외 원물질 70%가 절약 가능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
식해야 한다.

고객과 제조업체간 상호작용을 피하는 앞선 모델과는 
반대로 제품수명 연장모델에서는 최대한 상호작용에 관
심을 두고, 제품수명이 종료되어 반납하는 시점에도 off 

line 혹은 on line 상에서 상호작용 인지를 위한 디지털기
술과의 접목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기업체는 유통매개자(Channel player)가 되어 
소유주가 자신의 소유물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장소를 
제공하는 중간상 기능역할을 하도록 하고, 수리와 업그레
이드, 개조 및 유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수많은 ‘현장 서
비스’ 기능을 가진 산하 지역업체(센터)와도 연관시켜 주
어야 한다. 그리고 제조업체들은 업그레이드, 부가상품 
및 제품회수까지의 수명주기를 고려한 제품설계가 가능
하도록하고, 최상의 품질유지를 위한 업그레이드와 개조 
및 재제조 분야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로서 BMW12) 자동차 제조업체는 자신의 
명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값싸게 재제조된 순정부품
(발전기, 물 펌프, 스타터 및 자동 변속 장치 등)을 엄격한 
품질관리하에서 판매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Caterpiller13) 

건설장비 제조업체는 성능과 내구성이 보장된 각종 중
고부품을 재제조하여 20% 할인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데, 이는 신제품에 비해 매출 이익이 50% 정도 높다. 이
를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볼 때, 실린더헤드 재제조 시 물
과 에너지 사용량은 각각 93% 및 86% 감소됨에 따라 온
실가스 배출량 역시 61% 정도 감축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5.4. 공유플랫폼 비즈니스모델
공유플랫폼모델은 Fig.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유개

념을 통하여 다수의 소비자들이 동일 자원을 함께 사용함
으로써 새로운 제조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고, 신제품을 
생산하지 않고도 소비성장을 가능케하며, 하나의 제품을 
여러 고객에게 제공하여 자원의 사용이 없는 소비관점에
서 순환경제의 의미를 부여한다. 자원의 렌트와 공유, 맞
교환, 대여, 기증 및 물물교환 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플
랫폼 소유주는 제품자체를 제공하지 않지만, 유휴자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연결시켜 수익이 창출되게 한다. 이

와 같은 공유개념은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대량공
유를 가능케 할 뿐 아니라, 공동소유라는 책임인식 확대
도 이루어지게 한다.

공유플랫폼모델은 기업 대 기업(B2B, Business to Busi-

ness)보다는 소비자 대 소비자(C2C, Customer to Customer) 

및 사용자 대 사용자(P2P, Peer to Peer) 모델에서 출발하
였고, 가장 중요한 의미는 수익, 지구 및 사람간의 균형을 
통해 글로벌 생산과잉을 감소시키는 데 있다. 초기 공유
모델은 보트나 비행기처럼 고가의 제품에 집중되었고 인
구가 밀집된 대도시에 적합하였으나, 소유나 대여가격보
다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숙박업 등 모든 분야에도 적
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공유플랫폼의 유인책은 가격저렴, 

품질향상 및 신뢰구축 등이며, 소유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보상장치가 필수적인 요소로서, 문제점 및 주요 도전요소
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요소와 공유경제 기업들
의 전형적인 이윤추구로 인한 공유인식의 와해에 있다.

공유플랫폼 비즈니스모델의 대표적인 사례는 우버(Uber, 

운전자와 연결)14), 에어비앤비(Airbnb, Inc. 숙박), 리프트
(Lift Co., 물류기기) 브랜드를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3D 

허브(Hubs)15)는 3D프린팅기술의 공유에 집중하는 기업
으로 제조업체와 프린터 소유주 간의 협력적인 생산플랫
폼을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현지 생산품을 공급하고 있는
데, 이는 이미 100여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고 현재 기하급

Fig. 10. Business model of common platfor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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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의 구체적인 효
과는 소비자들의 비용감소와 더불어 P2P 모델을 이용한 
공간과 집의 한계를 넘어 자산공유와 온라인을 통해 물품
제공/대여가 가능케 함으로써, 자원의 공동활용은 물론 
친환경적으로 비용을 절약하고 수익창출도 기대할 수 있
다는 점이다.

5.5. PaaS(Product as a Service) 비즈니스모델
전 세계적으로 특정 제품이 아니라 기능이나 성능을 구

매하려는 방향으로 고객의 욕구가 변화되어 가고 있음에 
따라, Fig.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유권은 기업이 보유
한 채 ‘제품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최소 한 명 이상의 고
객에 이 제품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를 실현하
기 위해서는 디자인, 사용관리, 재사용, 재제조 및 재활용
을 통해 용도를 유지하기 위한 물리적인 제품과 서비스제
공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PaaS모델은 운영비가 높은 제품이나 고가의 제품 및 
장기 사용제품, 즉 성능이 우수하고 회수가 용이한 고품
질 제품으로 가격문제 등 소유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고
객 소유가 매력적이지 않은 제품에 적용된다. 이때 제품
의 특성은 필히 최적사용 및 유지, 재사용과 개조 및 설계
가 필수적인 요소이다.

PaaS비즈니스모델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용량 기반의 

부과금, 리스, 렌탈 및 성과협약(고객은 서비스 품질수준
을 구매하고 기업들은 사용을 보증) 모델로써 구매 시 자
금이 부족하고 보관유지도 어려움이 있다면 이 모델이 대
안이 될 것이다. PaaS 비즈니스모델 채택의 주요 도전요
소는 지역 파트너와의 협업 및 고객요청에 신속대응 가능
한 이동서비스 팀 운영을 통한 제품에서 서비스로의 중심 
이동개념이 확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자세히 설명하
면 PaaS모델은 고객의 기호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하는 모델로 전환이 필수적이고, 제품의 사용 만료시 부
품을 재제조하고 물질 재활용하는 PaaS 기업이 필요하며, 

가격중심 모델에서 고객을 위한 총 소유비용 중심의 비즈
니스모델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사례는 미쉐린솔루션16)으로서 운행거리에 따
라 타이어 요금을 지불하는 서비스, 미국 솔라시티 고객들
의 지붕에 태양전지판 설치하고 소유 및 관리함으로써 가
정과 기업 그리고 정부에 태양광 발전전기를 제공하는 사
례, 또한 자동차 렌탈업체 Avis 사례, Daimler17)의 자동차 
공유서비스는 운행거리가 아닌 사용시간에 따른 보증금, 

주차료 및 연료추가비 없는 비용지불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필립스18)의 조명기기에 대한 소유권은 필립스가 
보유하고, 고객들에게는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
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인데, 이들은 수리와 부품교체
가 용이한 제품, 성능이 좋고 수명이 긴 제품 및 모듈식 디
자인을 가진 제품에 적합하다.

5.6.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전술한 5가지 순환비즈니스들의 종합 모델은 Fig. 1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원이 부족한 미래를 대비하도록 할 
뿐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고객의 행동과 수요
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며, 단기적으로 경쟁우위를 제
공함으로써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다. 순환경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적합한 비
즈니스모델과 실행전략의 선택이 매우 중요한데, 특히 버
려진 자원, 라이프사이클 제품 및 단순재활용의 선형경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수명연장 모듈화 및 재사용이 쉬운 
제품을 설계하여 자원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순환경
제로의 전환을 쉽게 할 것이다.

또한, 순환경제에서의 비즈니스 및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수익모델이 만들어져야 순환경제로의 가속Fig. 11. Business model of Paa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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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서 회수/재활용모델을 채택한 테라사
이클(Terracycle)19)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수거
한 후, 이를 다양한 제품 및 재료로 교환해주는 자원봉사
자들과 광범위한 시스템구축의 커뮤니티 생성을 유도함
으로써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Pauli3)가 청색경제에서 주
창하는 바에 의하면, 부품조달과 무한 재활용 개념이야말
로 순환경제로 전환의 핵심요소이고, 기업은 자신의 핵심
비즈니스를 초월하는 혁신적인 시각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 제시한 종
합적인 새로운 비즈니스모델과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6. 순환경제 우위기술 및 정책지원 방안

6.1. 순환경제의 우위기술
순환경제의 성공에는 청색기술4)을 포함한 넓은 범위의 

카테고리인 디지털(정보통신)기술, 엔지니어링(과학)기술 
및 하이브리드(혼합)기술들이 필요하고, 이들 기술의 융합
은 새로운 비즈니스의 물결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광범위한 기술들은 다시 구체적인 10가지 핵심기술
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은 모바일과 사물통신(M2M)기술, 

클라우드컴퓨팅, 소셜네트워크, 빅데이터분석, 모듈디자
인기술, 첨단재활용기술, 생명과학과 재료과학기술, 추적/

회수시스템, 3D프린팅기술로 재분류할 수 있다.

6.1.1. 디지털기술
순환경제에 유용한 디지털기술 5가지는 모바일기술, 

소셜네트워크, 클라우드컴퓨팅, 사물통신 및 빅데이터 분
석기술들로 구분할 수 있는데, 모바일기술은 사용자들이 
필요한 시점과 장소에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주는 
하드웨어와 운영시스템, 네트워킹 및 소프트웨어 조합기
술로서 제품수명연장, PaaS모델 및 플랫폼모델 등에 적용
될 수 있다. 이는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과 수요연결 시스템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모바일 폰과 태블
릿 PC 등이다. 사물통신(M2M, Machine to Machine)기술
은 인간의 관여 없이 자동적인 정보교환을 통해 원격자산
의 모니터링과 유지통제에 도움을 주고 실시간 정보교류
로 기능향상과 비용경감의 기회를 제공한다. 하나의 사례
로 스마트폰은 일체형기기로서 달력, 카메라, 결제시스템, 

티켓, 열쇠 및 건강확인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무선 네트워크 영역이 세계로 확
장되고 새로운 고속/고용량 모바일 네트워크에 모든 것이 
연결될 수 있는 충분한 대역폭을 제공함에 따라, M2M이 
대세로 사용되는 시대로 전환 될 수 있다. M2M기술은 순
환모델에서 전통적인 장벽이 되어 왔던 고비용 서비스없
이 자산관리가 가능한 공유플랫폼이나 PaaS모델에 적용
함으로써 모든 사물이 서로 연결되는 세상을 도래하게 만
들 것이다.

클라우드컴퓨팅은 모바일기술 및 소셜네트워크와 함
께 비물질화의 핵심기술로서, 기업들로 하여금 인터넷을 
갖춘 다양한 기기들에 웹 기반 콘텐츠와 어플리케이션을 
공급하고,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고객들의 참여를 유도하
는 분야이다. 소셜 미디어는 상호 연락하는 방법으로 출
발하였지만, 소셜네트워크는 공유의 핵심기술로서 사람
들이 서로 정보를 나누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후기를 
교환하며, 추천 및 추가적인 정보에도 접근 가능하게 하
는 분야이다. 빅데이터분석은 기업이 완전히 새로운 방식
으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체계화하여야 만이 가능한
데, 이와 같은 빅데이터분석은 순환공급망, 공유플랫폼 
및 PaaS 비즈니스모델의 중요한 분야로서, 소프트웨어 분
석 및 자동화와 결합된 형태의 하드웨어 정보수집은 자원
의 낭비적 사용을 막을 수 있다.

6.1.2. 엔지니어링기술
순환비즈니스모델에 효과적인 엔지니어링의 핵심기술

Fig. 12. General business model of circular econom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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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첨단재활용기술, 모듈디자인기술, 생명과학 및 재료과
학기술의 3가지 종류로 나타낼 수 있다. 첨단재활용기술
은 복잡한 제품으로부터 물질을 회수와 재활용하도록 만
들어주는 기술로서 회수/재활용모델과 순환공급비즈니
스모델에 특히 중요하다. 이 예로는 미국 Chaparral Steel 

Company20)의 프로젝트인 STAR(System and Technology 

for Advanced Recycling)로서 자원소비를 감소시키고 부
산물의 가치향상을 목적으로 한 사례가 있다. 모듈디자인
기술은 개인이 제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로서 
부품을 교체하고, 수리개조 및 재활용하는 것을 보다 쉽
게 해주며,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PaaS제
품수명연장 및 회수/재활용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다. 이는 기능과 역량을 업그레이드하여 소비자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는 크나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생명과학 
및 재료과학기술은 분자나 원자단위의 물질성분과 구조
에 초점을 두고, 전통적인 제품을 대체할 고품질 순환대
체재의 탄생을 가능케 하는 기술로서, 공급비즈니스모델
과 회수/재활용모델에 중요하다. 이는 자기회복 기능을 
가진 재료를 제조하여 수명연장 기능강화, 그리고 균열을 
자가밀봉하여 자기회복 가능한 콘크리트(석회석생산 박
테리아함유 제품) 개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6.1.3. 하이브리드기술
하이브리드기술은 디지털기술과 엔지니어링기술의 

장점을 제공하고, 물질과 제품을 물리적으로 관리, 수
거, 처리 및 재가공하는 방법을 지원하면서, 이들의 이
력과 위치 및 상태 등을 디지털화하여 식별하는 합성기
술이다.

유망한 하이브리드기술은 추적/회수시스템과 3D프린
팅 기술분야로서, 추적회수시스템은 물질의 분류, 점검/

수리, 재생/재사용 및 개조/재활용 분야에 활용되는데, 이
는 구체적으로 에코트랙보고 시스템을 통해 지역, 고객, 

물질 및 무게별로 추적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보편적인 비
즈니스모델 및 4R System구축에 활용된다. 그리고 3D프
린팅기술은 고분자원료들을 층층이 쌓아 제품을 만드는 
프로세스기술로서, 형상화를 통하여 다양한 재료로 맞춤
형 최종결과물을 제조 가능케하며, 기하학적인 구조를 가
진 사용 후 제품의 수리도 용이하게 한다. 이는 순환공급
과 제품수명연장 모델에까지 적용범위의 확대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순환경제의 우위기술을 종합적으로 요약정
리하면 Table 3과 같다.

6.2. 순환경제추진의 정책지원 방안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장벽은 재활용물질의 

불규칙한 품질, 순환적 사고가 결여된 제품설계, 빨리 구
형이 되는 제품에 의존하는 가치사슬, 선형경제방식의 성
장독려와 평가문제, 기존제품을 추적하고 통제하는 수단
의 부족 및 효과적으로 자원을 회수하는 인프라의 부족 등
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빠른 규모의 순환경제 확장
을 위해서는 정책, 기술, 투자 및 소비자 등 여러 영역을 
포괄하는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책적인 개입은 순
환비즈니스모델의 채택에 박차를 가하고 장벽을 제거하
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주요한 정책의 세 가지 요소
들은 자원생산을 우선시하는 재정적인 기업유인책, 폐기
물 생성을 억제하는 규제책, 순환적인 자원흐름을 촉진하
는 정보와 물리적인 인프라를 혼합한 시장 프레임워크 구
축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의 주요 사례는 생산자책
임, 폐기물의 조세부과 및 상품의 구성물질 표시제가 좋
은 예이다.

6.2.1. 정부정책의 대안
순환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규제에 대한 요구 및 

재정지원도 중요하지만, 특히 정부차원에서 자원순환 관련
법안은 물론, 폐기물기본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

과 매립지침(Landfill Directive) 및 포장지침(Packaging 

Directive) 등에 관한 목표를 업데이트하고 새롭게 개정하

Table 3. General technology for the establishment of circular 

economy

Category

of Large

Scale Tech.

Valuable Technology for

the Establishment of Circular Economy

Digital

Technology

-Mobile Technology

-Social Network Tech.

-Cloud Computing Tech.

-Material Communication Tech.

-Big Data Analysis Tech.

Engineering

Technology

-Advanced Recycling Tech.

-Module Design Tech.

-Bioscience & Material Science Tech.

Hybrid

Technology

-Following & Tracking System Tech.

-3D Print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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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가 재활용 인프라, 연구개발 및 목
표설정을 통해 재제조와 수리, 재사용 및 공유를 장려하
는 정책을 더욱 광범위하게 추진하여 수리와 같은 노동 집
약적인 서비스에 대한 과세를 낮춤으로써, 단순 매립 폐
기보다 재사용 및 재제조가 몇 배 이상의 고용이 창출된다
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국 국가개발위원회 
Xie21)는 순환경제의 경우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바, 이를 정부차원에서 발전시키면 자원의 무한 재활용으
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국제사
회에 천명한 바 있다.

6.2.2. 순환경제로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
정책프로그램의 주요 카테고리는 공정한 경쟁의 장 

만들기, 폐기물제로 지향하기 및 자산의 생산성제고 촉
진 등 3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할 수 있는데, 먼저 순환모
델과 선형모델간의 공정한 경쟁의 장 만들기에서는 ‘과
세를 노동에서 자원으로 이동’22) 시키는 것이 실행에 어
려움이 존재하나 필수적인 요소이다. 현재 유럽의 경우 
근로세가 52%인 반면 천연자원세는 0.3%로 미미한데, 

이에따라 지속적인 자원의 과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탄소함량에 근거한 화석연료 자원사용의 소비세인 
탄소세의 부과도 반드시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
고 폐기물제로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폐기제품과 폐
기물질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단지 보유가치가 없을 
때 폐기물로 취급되어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폐기물흐
름의 본질과 내용에 관해 기업에 제공하는 국제 표준과 공
개된 공공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폐기물 
수요촉진, 경제성확보 및 성능유지에 도움이 되는 생산자
책임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23)가 
시행되어야 하고, 유럽의 전기전자폐기물처리지침[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WEEE) Directive]24) 

정책의 엄격한 시행도 요구된다.

그리고 글로벌제품 패스포트(Global Product Passport)

제도25)는 원산지, 특성, 독성성분을 포함한 제품의 물질과 
자원 내역에 대한 상세정보와 내용물 회수 및 재활용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최종 폐기물로의 전환을 
방지하는 최적의 방법은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내
구성향상이 공유플랫폼, 제품수명연장 및 PaaS 비즈니스
모델의 최종목표임을 알아야 한다.

6.2.3. 순환경제 정책추진의 단계
순환경제는 대대적인 시스템변화에 관한 문제로서 먼

저 정치적 비전형성이 중요한데, 변화를 강제하는 것은 
규제나 법률로써 일부 가능하지만, 크나큰 진전을 위한 
필요한 지원과 혁신을 확보하는 것은 아이디어와 비전의 
문제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폐기물을 자원전략의 개념으
로 바라보는 것이다. 비전이 자리를 잡고나면 현재의 규
제내용들을 검토하여 새로운 규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
데,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폐기물제로의 지향 및 생
산성향상을 격려하는 것에서 시작하면 된다. 규제를 평가
할 때는 정책/이슈 평가의 유용한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구체적 내용으로서는 자산, 비즈니스모
델, 공공혜택, 공공위험, 현재의 정책, 시대에 뒤처진 내용 
및 빠진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순환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치적 비전에 기반한 
세제 및 금융혜택 지원의 확보가 요구되는데, 노동 대 자
원의 세제 불균형이 조정되어야 하고, 자원과 제품이 하
나의 라이프사이클에서 다음의 라이프사이클로 넘어가도
록 과세제도의 개발이 필요함과 동시에, 공공조달과 시범
프로젝트의 재정지원을 통한 유인책 제공이 필요하다. 그
리고 순환경제로의 변혁을 위해 대학프로그램, 디자인과 
비즈니스, 과학기술과의 협력, 교육자료 및 정보캠페인 
등과의 교류, 행동과 데이터과학에 입각한 협력지원도 필
요하다. 제조업체들은 정부의 지원하에 소매업체들과 상
호협력 해야 하고, 소비자들은 제품이나 부품 및 소재 등
을 수거하는 업체들과 협력해야 하는 새로운 파트너쉽 형
성도 요구된다.

6.2.4. 순환경제 정책추진의 핵심내용
가. 노동에서 자원으로의 과세이동(Tax Transfer)22)

천연자원은 점점 희소해지고 있으나, 전 세계 인구증가
와 실업률 증가는 활용 가능한 노동인구가 양산되는 결과
를 낳고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순환경제의 확산을 통
한 고용창출은 더욱 매력적인 방안이 되어 기업의 생산성
과 혁신을 신장시키고, 제조, 수리, 서비스 및 보수역량을 
향상시킨다. 이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국제적인 탄소세부
과는 노동세의 삭감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에너지 가격상
승은 절약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추가수입에 의한 비임
금 노무비감소는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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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집약경제의 확립을 가능하게 한다.

나. 생산자책임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의 실행23)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고난 후에도 생산자가 그 제품
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도인데, 제품의 동종업계에 속한 
제조업체들이 그룹을 형성하여 브랜드에 상관없이 해당
되는 모든 제품의 수명종료 후 관리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고객들이 폐기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유도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이다. 이 정책은 정부의 폐기
물처리 부담을 경감해 줄 뿐만아니라, 생산자들이 그들의 
제품을 설계할 때 환경친화적인 요인을 고려하고, 제품가
격에 폐기비용을 통합시킬 수 있도록하는 동기부여 효과
를 가져온다.

다. 글로벌제품의 패스포트제도(Global Product Passport) 

도입25)

제품의 재사용/재활용을 위한 열쇠중 하나는 내재된 
가치와 방출 폐기시 위험요인 물질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
한데, 제품의 Passport중에 담긴 정보는 제품의 유효수명, 

수거, 재생, 가공 및 재활용을 용이하게 해줄 뿐만아니라, 

소비자들이 구매제품에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한다. 순환경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통용에 
필요한 산업간 표준 및 기업과 정부간의 강력한 협력이 
요구되고, 정부는 다양한 유인책과 규제를 통해 본 제도
가 광범위하게 채택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만이 성
공할 수 있다. 그 예로서 자동차의 국제부품 데이터시스
템(International Material Data System, IMDS)26)과 화학
제품의 Regulation on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

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REACH)27) 시스템
구축을 들 수 있다.

7. 맺음말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향후 지속될 세계경제의 생산 및 
소비방식에 대한 가장 큰 변혁과 기회로서, 이를 실현하
는데 있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원고갈, 환경오염 및 과도한 CO2 발생 등에 따른 지
구온난화 문제를 야기한 선형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

여, 지속가능한 발전사회구축을 위한 순환경제로의 전
환이 절실하다.

2) 순환경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재생을 고려함으로써 
폐기보다는 재생/재활용이 가능케하여 상호연결고리 
안에서 생산후 판매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가치
와 편익이 대부분 재창출되는 사용 및 회수까지의 가
치사슬을 확장한다.

3) 순환경제를 통한 공동소유 및 공동사용을 증가시켜 성
장 잠재력을 확보하게 되면, 휴폐자원 감소, 내재가치
증가, 자원의 공동이용 및 라이프사이클을 증가시킴으
로써 가용자원한계 극복과 궁극적인 인간생존 문제의 
해결에 기여한다.

4) 순환경제의 비즈니스모델들은 순환공급비즈니스, 수
거(회수) 및 재활용 비즈니스, 제품수명연장, 공유플랫
폼 비즈니스 및 PaaS 비즈니스모델로 대별할 수 있는
데, 이와 같은 비즈니스모델들은 자원고갈 대비뿐만아
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경쟁우위를 제공하여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한다.

5) 순환경제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이루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지원이 필요한바, 구체적으로 청색기술
을 포함한 디지털기술, 엔지니어링기술 및 하이브리
드기술 등을 열거할 수 있는데, 이 기술들을 활용하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인 순환경제의 창출이 가능할 것
이다.

6) 순환경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자원을 우선시
하는 재정지원의 기업유인책, 폐기물 생성을 억제하
는 규제책, 순환적인 자원흐름을 촉진하는 정보 및 물
리적인 인프라를 혼합한 시장 프레임워크 구축이 필
요하다.

7) 순환경제 정책추진의 핵심내용은 ‘노동에서 자원으로
의 과세이동’, ‘생산자책임제도’ 및 ‘글로벌제품의 패
스포트제도’로서 이의 도입 시행과 더불어, 국제적인 
통용에 필요한 산업간 표준 및 기업과 정부간의 강력
한 협력체계의 구축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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