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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자원순환 산업 시장 진출 제언

① 캐나다, 지속가능경제 실현을 위해 폐기물 감소와 재활용에 집중
진 2019년, 캐나다 전역 기준 제로 플라스틱(Zero plastic) 수행 계획 승인
Ÿ 2019년 캐나다 정부는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제품의 제조 및 수입 완전 금지 조치 시행
Ÿ 2021년까지 유해성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202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전환 기술 개발에 

예산 투입 예정

② 캐나다 시·주·연방 정부가 독자적으로 폐기물 관리 행정령 시행 중 
   각 정부의 폐기물 관리 행정령 및 입찰 공고 확인 필요
Ÿ 토론토 시, 30-50년의 수행 기간을 가지고 ‘3Rs(Reduce-Reuse-Recycle1))’ 폐기물 관리 장기 전략 실행
Ÿ 2018-2019년 토론토 시에서 진행한 폐기물 관리 입찰 공고는 주로 고형 폐기물 제거 및 운반 서비스임

③ 캐나다 폐기물 시장의 이슈는 친환경 기술과 지속가능성
   캐나다 폐기물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미국 환경 보호국의 ‘R2’2) 인증 취득 필요
Ÿ 캐나다 현지 업체는 캐나다의 지속 가능성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친환경 기술’에 주목하는 것을 추천함   
Ÿ 캐나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산업에 진출하기 위한 필요 인증으로는 미국 환경 보호국의 ‘R2’ 인증 제언

1) 3R(Reduce-Reuse-Recover) 원칙: 쓰레기를 줄이고(Reduce), 재사용하고(Reuse), 재활용하여(Recycle)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순환 사회
를 만들자는 운동을 의미함, 환경부 환경용어사전

2) R2 인증: 책임있는 재활용(Responsible Recycling) 인증을 의미하며, 미국 환경청(EPA)에서 개발한 표준 인증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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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캐나다 자원순환산업 수요

1) 시장 규모
▶ 캐나다 폐기물 수집 서비스 산업 규모 연평균 성장률 3.4% 기록(2013-2018)3)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캐나다의 폐기물 수집 서비스 산업4)은 3.4%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며 점진적으로 성장함. 2019년 예측 성장률은 1.8%이며, 산업 
규모는 59억 달러(캐나다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됨 

 ▶ 캐나다 폐기물 관리 분야 기업 수 약 1,516개, 종사자 약 31,128명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폐기물 관리 분야 종사자 수는 총 3만 
9,407명으로 관련 기업 종사자 수가 3만 1,128명, 지방 정부의 관련 분야 
종사자 수가 8,279명임. 폐기물 관리 기업 수는 총 1,516개로 집계되었으며, 
2016년 폐기물 관리 활동의 거래 규모는 76억 5,054만 3천 달러(캐나다 달러) 
규모로 파악됨5)

▶ 캐나다, 1인 기준 하루 평균 폐기물 발생량 규모 세계 평균 대비 1.2kg 높음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2016년 캐나다의 일인 기준 하루 평균 폐기물 
발생량은 1.94kg으로, 북미 지역 3개 국가(버뮤다, USA, 캐나다) 중 가장 낮은 
수치임. 하지만, 북미(North America) 지역 전체의 일인당 하루 평균 폐기물 
배출량은 2.21kg으로, 전 세계 지역별 평균 수치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임 

[표 1] 2016 폐기물 발생량: 북미 지역 (kg/1명/1일)

자료 : 월드뱅크(World Bank)

3) IBISWorld Report, 「Waste Collection Services in Canada. Leach, Nathaniel」, 2018.07.
4) 캐나다의 폐기물 수집 서비스 산업은 가정 및 기업을 대상으로 연석 수거, 재활용 및 기타 폐기물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민간 유기 폐기

물 관리 업체를 포함함
5) 캐나다의 폐기물 산업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공공 자료는 캐나다 통계청 자료이며, 해당 자료는 조사일(2019.10.15.) 기준 2016년 수치

가 가장 최신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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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염 현황
▶ 2016년 캐나다 폐기물 처리량 약 2,500만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캐나다의 폐기물 처리 규모는 770만 톤으로 
추산됨. 2008년 2,592만 6,476톤이었던 캐나다 폐기물 처리량은 감소세를 
보이며 2012년 최저치인 2,468만 1,474톤을 기록했지만, 2012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한편, 캐나다 10개 주(Province) 중에서는 
온타리오(Ontatio주의 폐기물 처리량이 947만 5,472톤으로 가장 높았으며, 
노바스코샤(Nova Scotia)주의 폐기물 처리량(37만 5,258톤)이 가장 적게 나타남

 ▶ 2016년, 캐나다의 폐기물 전환량 930만 톤, 폐기물 전환율6) 39%로 증가 

    재활용률이 저조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관심 높음

캐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캐나다의 폐기물 전환 규모는 약 930만 
톤으로 당해 폐기물 처리량의 39%에 해당함. 주로 전환되는 폐기물은 전환 
폐기물의 66%를 차지하는 종이와 유기물이며, 플라스틱 폐기물의 경우 
전환규모는 전체 전환 폐기물의 5% 미만 규모임. 이에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한 캐나다 환경장관의회(CCME)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7)

[표 2] 캐나다 종류별 폐기물 전환량 (2016)

자료 : 캐나다 통계청(www.statcan.gc.ca)

 

6) 기존의 매립이나 소각방식의 폐기물 처리가 아닌 재활용과 같은 새로운 친환경 방식을 이용하는 비율
7) Canadian Council of Ministers of the Environment, CANADA-WIDE ACTION PLAN ON ZERO PLASTIC WAST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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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 정책
▶ 캐나다 정부, ‘플라스틱 오염 절감’을 위한 조치 시행

2019년, 캐나다 정부는 각 지역 및 사업체, 기타 기관과 협력하여 플라스틱 폐
기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함. 해
당 조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사용 제한 및 책임 규제, 플라스틱 폐
기물 감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의 투자와 지원이 포함되며, 연방 정부는 자체적으
로 정부 운영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2030년까지 75%이상 전환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여 시행함

▶ 캐나다 정부, 2021년까지 유해성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조치

  2019년, 미세플라스틱 포함 제품의 제조 및 수입 완전 금지 시행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환경보호법(Canadian Environment Protection Act)에 의
거하여 유해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과 포장을 금지하는 조치를 2021년부터 시행
할 계획임. 이는 쇼핑백, 빨대, 접시와 젓가락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과 포장재
로 인한 오염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뿐만 아니라 환경과 인
체 건강에 해롭다고 판정되는 일부 플라스틱 제품도 포함될 수 있음

또한, 캐나다 정부는 해양 생태계로 유입되는 미세플라스틱의 양을 줄이기 위해 
해당 성분이 포함된 세면용품의 제조와 수입을 금지함. 이 조치는 2018년 7월부
터 시행되었으며, 2019년 7월부터 완전 금지됨

▶ ‘EPR(생산자책임재활용)8)’, 기업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집·재활용 책임 설정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전환 기술에 천만 달러 투자

  
EPR제도는 제조사의 책임을 소비 이후까지 확대하는 환경 정책의 일환임. 캐나다 
정부는 이를 적용하여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플라스틱 포장을 
사용하는 회사에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집 및 재활용의 관리에 책임을 부여하고자 
함. 이와 함께, 캐나다 환경·기후청은 ‘캐나다 플라스틱 혁신을 위한 도전과제
(Canadian Plastics Innovation Challenge)’에 천만 달러(캐나다 달러) 이상을 투
자하여, 중소기업의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 및 전환 기술의 개발을 지원함 

●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 
(Ministry of the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홈페이지 www.ec.gc.ca

●

캐나다 환경장관의회
(Canadian Council of 

Ministers of the 

Environment)

홈페이지 www.ccme.ca

8)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EPR) : 생산자에게 소비된 제품의 처리 또는 폐기에 대한 재정적 또는 물리적 
책임을 부여하는 정책 접근 방식, OECD(www.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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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캐나다 자원순환산업 사업 정보

1) 프로젝트 정보
▶ 캐나다 환경장관의회,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경제적 손실 78억 달러로 추정

캐나다 정부에 따르면, 매년 캐나다 가정과 기업에서 30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버려짐. 하지만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약 10% 정도로 낮으며,  
경제적 손실은 약 78억 달러로 추산됨.9) 따라서, 캐나다 정부는 “회수(take)-  
제조(make)-폐기(waste)”의 순환 모델을 기반으로, 플라스틱 제품의 생명주기를 
가능한 연장하고 순환 경제 가치를 만들기 위해 ‘제로 플라스틱 폐기물(Zero Pla
stic Waste)’ 전략을 시행하고자 함
 

▶ 2019년. 캐나다 전역의 제로 플라스틱 폐기물 전략 1단계 승인

캐나다 환경장관의회(CCME)에 따르면, 캐나다 장관들은 2018년 캐나다 전역의 
폐기물 저감 목표와 제로 플라스틱 폐기물 전략을 승인함. 그리고 2019년, 
캐나다 환경장관의회에서 제출한 제로 플라스틱 폐기물 전략을 시행 계획이 
승인되었으며, 2020년에 2차 시행 계획이 발표될 예정임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각 도시별로 제로 폐기물(Zero Waste)을 목표로 하는 수행 
계획을 시행하고 있음  

[표 3] 제로 플라스틱 전략 시행 계획 (Zero Plastic Action Plan) 1단계      

시행계획
추진일정

(최종 완료 기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2020년 12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감량을 위한 로드맵 개발

(Single-Use&Disposable Plastic Products)
2021년 12월

국가적 차원의 수행 요건 및 표준 마련

(National Performance Requirements and Standards) 
2022년

순환 경제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Incentives for a Circular Economy)
2019년 

구조와 혁신에의 투자

(Infrastructure and Innovation Investments)
2020년

공공 조달 및 친환경 사업

(Public Procurement and Green Operation) 
2020년

자료 : 캐나다 환경장관의회(Canadian Council of Ministers of the Environment)

9) Canadian Council of Ministers of the Environment, 「CANADA-WIDE ACTION PLAN ON ZERO PLASTIC WAST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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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론토 시의 폐기물 관리 전략10)

▶ 토론토 시, 폐기물 관리 장기 전략(3Rs) 수립 및 시행 

토론토 시의 경우, 2016년 시 의회를 통해 승인된 폐기물 관리 전략이 시행되고 
있음. 토론토 시의 폐기물 관리 전략은 30-50년의 수행 기간을 가진 장기 수행 
전략이며, 페기물의 감소·재사용·재활용(3Rs)과 자원 절약을 촉진하는 활동에 초
점을 두고 있음. 이에 따라, 토론토 시는 2026년까지 매립되는 시 폐기물의   
70%를 전환하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순환 경제와 제로 폐기물 사회를 위한 활동
을 지원함

▶ 토론토 시, 2019년 고형 폐기물 관리 운영 예산 3억 9,160만 달러

토론토 시는 장기 폐기물 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2019년 고형 폐기물 관리 운영 
예산을 3억 9,160만 달러로 측정함. 이 예산의 집행 대상은 다음과 같음
Ÿ 90만 개 주거용 주택, 기업, 기관, 자선 단체와 종교 단체, 학교 및 시의 

부서, 기관과 기업에 고형 폐기물 수집 서비스를 제공
Ÿ 녹색 쓰레기통(Green Bin: 유기물), 청색 쓰레기통(Blue Bin: 재활용, 대형 

폐기물, 정원 폐기물, 전자 제품 및 가정용 유해 폐기물)의 수집 및 관리 
서비스 제공

Ÿ 7개의 이송 스테이션을 포함하여 5억 3,500만 달러 이상의 인프라 자산 
유지 및 서비스 제공

Ÿ 10,000개의 공원 쓰레기통과 9,500개 쓰레기통 수집 및 도시 미화와 청결 
지원

Ÿ 연간 90만 톤의 폐기물 관리

[표 4] 토론토시 폐기물 관리 2019년 예산 항목                        ($=CAD)

항목 내용

2019년

예산 구성

예산

(Operating Budget)
3억 9,160만 달러

자본 예산

(Capital Budget)
8,460만 달러

2016-2026 계획 예산11)

(10-Year Recommended Capital Plan)
6억 8,630만 달러

자료 : 토론토 시 홈페이지(www.toronto.ca)

10) 토론토 시 홈페이지(www.toronto.ca)
11) 토론토 시 의회에서 2026년 폐기물 전환 목표를 위해 수립한 폐기물 관리 전략의 10년 계획 예산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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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토론토 시의 폐기물 관리 입찰 현황 

▶ 2019년 토론토 시 폐기물 관리 입찰 공고 총 10건

토론토 시의 공개 입찰 사이트(wx.toronto.ca)를 조사한 결과, 2018-2019년 
입찰 완료된 폐기물 관련 공개 입찰 건은 총 10개로 집계됨. 그 중 가장 최근에 
계약이 진행된 입찰 공고는 ‘알루미늄 캔 구매 및 제거’ 건으로, 재활용품 
수거업체인 램 아이론 앤드 메탈 (RAM Iron and Metal Inc)와 계약 완료됨

[표 5] 토론토 시 폐기물 관리 입찰 공고 현황(2018-2019 입찰 완료 기준)
고형 폐기물 

제거 및 운반
건축 서비스 펌프 컨설팅 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5건 2건 1건 1건 1건

자료 : 토론토 시의 공개 입찰 사이트(wx.toronto.ca)

[표 6] 토론토 시 고형 폐기물 관리 공고 입찰 예 

항목 내용

공고명
 알루미늄 캔의 구매 및 수거

(Purchase and Removal of Aluminum Cans)

공고 내용
토론토 시의 청색 쓰레기통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된 

알루미늄 캔의 구매 및 제거 활동 수행

입찰 기업 램 아이론 앤드 메탈(RAM Iron and Metal Inc)

입찰 규모

(계약 요건)
36.52%MLE

최대 가능도 추정량(MLE: maximum likelihood estimator) 

계약 기간 시의 재량에 따라 4개월, 8개월, 12개월로 계약

자료 : 토론토 시의 공개 입찰 사이트(wx.toront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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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PC 정보
▶ 캐나다 EPC기업 사업분야, 주로 폐기물 수집 및 처리 

캐나다 EPC 기업은 주로 일반 폐기물 및 유해 폐기물의 수집과 운송, 그리고 
매립 서비스를 제공함. 정부 및 시 기관의 공개 입찰 프로젝트도 폐기물의 수집과 
운송에 집중됨

① 환경산업 서비스 기업, QM 인바이런먼탈(QM Environmental)

▶ QM 인바이런먼탈, 폐기물 관련 다양한 서비스 제공

QM 인바이런먼탈은 환경산업 서비스 기업으로, 캐나다 전역에서 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산업 및 상업, 유통, 지역 
고객들을 위한 폐기물 관리 필수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철거 및 
해제, 환경 개선과 유해 물질 저감, 비상 대응 및 관리, 폐기물 관리 및 관련 
시설, 물 처리, 산업 서비스 그리고 훈련 서비스를 제공함

▶ QM 인바이런먼탈, 2018 세계 환경 기업 100위 내에 선정

QM 인바이런먼탈은 2018년 세계 환경 기업 100위 내에 선정됨. 환경 기업 200
위 명단은 미국 건설분야 전문지인 ENR(Engineering News Record)가 매년 
선정하는 것으로, QM 인바이런먼탈은 91위에 올랐음

[표 7]  QM 환경(QM Environmental) 기업 정보

항목 내용

기업명 QM 인바이런먼탈(QM Environmental)

기본 정보

∘ 설립년도 : 1992년

∘ 소재지 : 캐나다 온타리오(본사)

∘ 홈페이지 : www.qmenv.com

주요

제공 서비스

∘ 주요 사업 영역

 - 건축물 철거, 상업 및 산업 시설 해제, 폐기물 관리 및 처리 등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프로그램

1. 액체 폐기물의 운반:

- 트레일러 & 탱커

2. 유해성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폐기물 전환 시설

전환 처리 가능 물질 :

산업 및 상업, 기관 폐기물/ 건설 및 철거 폐기물/ 주거 

폐기물/ 카드보드/ 목재/ 유리/ 전자 폐기물/ 타이어/ 

콘크리트/ 아스팔트/ 궤조/ 오염된 비유해 토양/ 비유해 

가정용 고형 폐기물(유료)/ 가정용 및 상업용 기기/ 고철

연락처
 - info@QMenv.com

 - +1-416-253-6000

자료 : QM Environmental (www.qmen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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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폐기물 관리가업, ‘웨이스트 매니지먼트’(Waste Management)

▶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폐기물 관리 및 매립지 가스-에너지 시설 개발 사업 운영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는 북미 지역에서 광범위한 폐기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 기업임.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서비스와 재활용 및 자원 복구 
서비스를 제공하며, 미국의 매립지 가스-에너지 시설의 개발자이자 운영자 및 
소유자임 

▶ 2018년, 캐나다 도슨 크리크 지역과 재활용 수거 및 처리 서비스 공급 계약 

체결12) 

2018년 3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도슨 크리크시 지역 
연석13) 재활용 수거 및 처리 서비스 공개 입찰에서 담당 기업으로 선정됨. 수거 
계정 당 월 3.86달러의 비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계약 기간 총 5년임

[표 8] 웨이스트 매니지먼트(Waste Management) 기업 정보

항목 내용

기업명 웨이스트 매니지먼트(Waste Management)

기본 정보

∘ 설립년도 : 1996

∘ 매출액 : 약 4억 캐나다 달러($3.95 billion) (2019)

∘ 홈페이지 : www.wm.com/ca

주요

사업 영억

∘ 주요 서비스

 - 정기 수집/ 맞춤형 수집

 - 재활용 및 지속성

 - 지속 가능성 컨설팅, 제조 및 산업 폐기물 등 기업 서비스 

폐기물 수집 폐기물 관리

연락처  - https://www.wm.com/suppliers/contact-us.jsp

자료 : Waste Management (www.wm.com)

12) 도슨 크리크 지역(dawsoncreek.ca), 2018-03 Curbside Recycling Collection and Disposal Contract, 2018.03.
13) 보행자나 자전거를 자동차로부터 보호하거나 차도 이탈 차량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위해 차도의 경계선 가까이 설치하는 경계석을 

이야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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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폐기물 관리기업, 웨이스트 커넥션 오브 캐나다(Waste Connections of 

Canada)

▶ 웨이스트 커넥션 오브 캐나다, 북미 지역의 대표적인 폐기물 관리 기업

웨이스트 커넥션 오브 캐나다는 캐나다와 미국의 대표적인 폐기물 관리 
기업으로, 고형폐기물의 수집과 운송, 재활용 및 폐기 서비스를 제공함. 북미 
지역 3위 규모의 폐기물 관리 기업이며, 자회사인 R360을 통해 미국에서 
비유해성 탐사와 생산, 자원개발(E&P), 폐기물 처리와 회수, 폐기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함

▶ 2018-2025년, 서머랜드 자치당국의 연석 폐기물 수집 공고 낙찰

웨이스트 커넥션 오브 캐나다는 서머랜드 지역의 연석 폐기물을 수집하는 
공개입찰에서 담당 기업으로 선정됨. 이 계약은 연간 39만 7,714만 달러 
규모이며,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총 7년의 계약 기간 동안 유효함

[표 9]  웨이스트 커넥션 오브 캐나다(Waste Connections of Canada) 기업 정보

항목 내용

기업명 웨이스트 커넥션 오브 캐나다(Waste Connections of Canada) 

기본 정보

∘ 설립년도 : 2000년

∘ 소재지 : 캐나다 토론토(Toronto)

∘ 홈페이지 : www.wasteconnectionscanada.com

참여 

프로젝트14)15)

∘ 주요 사업 영역

 - 폐기물 수집 및 매립, 운송, 재활용 

1)  무스코카 자치기구- 폐기물 수집

- 입찰 규모: 

  390만 달러($3.9 million)

- 수행 기간: 2017-2024(7년)

2) 서머랜드 자치당국 - 연석 폐기물 수집

- 입찰 규모: 

  39만 7,714 달러($397,714/연)

- 수행 기간: 2018-2025(7년)

연락처
∘ 홈페이지 상 견적 요청서 작성

 - www.wasteconnectionscanada.com/quote

자료 : Waste Connections of Canada (www.wasteconnectionscanada.com) 

 

14) 무스코카 자치 기구 (The district municipality of Muskoka), 「Council Report」, 2017.06.21.
15) Summerland inks new curbside collection contract, 펜틱톤헤럴드 (pentictonherald.ca),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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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캐나다 자원순환 규제 정보

1) 유해폐기물 및    

유해 재활용품 등급
▶ 유해폐기물 및 유해 재활용품 등급(Hazardous Waste and Hazardous          
   Recyclable Material Classification)

캐나다 정부는 유해폐기물 및 재활용품에 대하여 수출, 수입, 운송으로 나누어 
분류하였고 이에 따라 유해폐기물을 9가지 등급으로 목록화하고 있음. 
다이옥신(dioxins) 및 퓨란(furans)과 같은 의료폐기물(biomedical waste), 
폐유(used oil) 등은 캐나다 환경보호법(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CEPA)하에서 독성 물질로 지정되어 있음. 특히, 캐나다에서는 의료폐기물의 
수입 및 수출은 재활용이 불가하며 오직 재활용만 가능한 물질임 

[표 10] 유해폐기물 및 유해 재활용 물질 등급

허가 등급 폐기물 종류

Class 1
· 폭발물(Explosives)

 -폭발물은 캐나다 폭발물법과 규정(Explosives Act and Regulations) 

  하에 규제됨)

Class 2 · 가스(Gases)

Class 3 · 인화성액체(Flammable Liquid)

Class 4 · 인화성고체(Flammable Solid)

Class 5
· 산화물질 및 유기 과산화물

 (Oxidizing Substances and Organic Peroxides)

Class 6
· 독성 및 감염물질

 (Toxic and Infectious Substances)

Class 7
· 방사성 물질(Radioactive Materials) 

 - 방사성 물질은 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하에 규제됨

Class 8 · 부식성물질(Corrosives)

Class 9
· 기타 제품, 물질 및 유기체

  (Miscellaneous Products, Substances or Organisms)

자료 : Government of Canada (www.canad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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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해 독성 물질    

위험 평가

▶ 유해 독성 물질 위해성평가(Risk Assessment of Toxic substances)

캐나다 정부는 폐기물 관리에 있어 유해페기물, 재활용품 그리고 유해 독성 물질 
방출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환경보호법에서는 독성 물질(toxic substances) 목록을 제시하고 있으며, 해당 
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 등급 또한 제공하고 있음. 캐나다 정부가 설정한 
조건에 따라 하기와 같은 내용으로 물질을 A, B ,C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음

A등급

· 환경 및 생물학적 다양성에 즉각적 혹은 장기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경우

 (have or may have an immediate or long-term harmful effect on the  

 environment or its biological diversity)

B등급
· 생명에 위협이 있을 정도로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경우

 (constitute or may constitute a danger to the environment on which   

  life depends)

C등급

· 국가차원에서 에서 인간 생명이나 건강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경우

 (constitute or may constitute a danger in Canada to human life or     

 health)

[표 10] 물질위해성 평가(Risk Asssment of substances)16)

위험  등급 물질

A · 트리클로로에테인(1,1,1-Trichloroethane)

C · 염화에틸렌(1,2-Dichloroethane0

B,C · 뷰타다이엔(1,3-Butadiene)

C · 부틸-β-히드록시에틸에테르(2-Butoxyethanol)

C · 2-메톡시에탄올(2-Methoxyethanol)

C · 3,3'-다이클로로벤지딘(3,3'-Dichlorobenzidine)

B,C · 아세트알데하이드(Acetaldehyde)

C · 아크롤레인(Acrolein)

C · 아크릴로나이트릴(Acrylonitrile)

A · 물에 용해된 암모니아(Ammonia dissolved in water)

C · 벤젠(Benzene)

자료 : Government of Canada (www.canada.ca)

16) 별도 첨부 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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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캐나다 자원순환산업 전문가 인터뷰

Shred-Tech Corp Q1. 슈레드 테크(SHRED-TECH Corp)에 대한 간략한 소개
 - 1978년에 설립된 고형 폐기물 파쇄기기 제조업체로, 파쇄·재활용 장비 및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조한다. 본사는 캐나다 온타리오 케임브리지에 있으며, 
미국, 영국, 태국, 호주와 일본에 유통 업체가 있어 해외 시장으로도 제품을 
공급한다. 

Q2. 캐나다 내 폐기물 관련 시장 규모와 수요 현황은 어떠한가?
 - 캐나다의 고형 폐기물 처리 시장은 완만한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으나, 동시에 

상당히 경쟁적인 산업이다. 각종 폐기물 처리 서비스 업체 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기기를 제조하는 업체의 수도 많다.

Q3. 최근 폐기물 시장에서 주목하는 기술이나 제품이 있는가?
 - 캐나다 내에서는 친환경과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폐기물 관련 시장에서도 친환경과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제
품 제조에 관심이 높다. 당사도 최근 환경 친화적인 폐기물 파쇄 및 처리 기술
에 집중하고 있다. 

Q4. 폐기물 산업에서 주요한 규제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캐나다는 규제 및 행정령 위반에 대한 처벌이 엄중한 편이다. 캐나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시 정부, 주 정부, 연방 정부로 구성되며, 각각의 행정령을 통해 
유해 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을 관리한다. 따라서 각 정부에 소속된 도시와 
주에 따라 구체적인 행정령이 상이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음의 규제안에 
기초한다.

   (a) 캐나다 환경보호법(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9) 
      유해폐기물 및 유해 재활용품 관련 규정
       (Regulations related to hazardous waste and hazardous recyclable material)
   (b) PCB 폴리염화 비페닐 폐기물 수출 규정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 Waste Export Regulations)
   (c) 위험상품수송법(Transportation of Dangerous Goods Act)

Q5. 캐나다 진출 시, 외국 기업이 마주할 수 있는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면? 
  - 캐나다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산업에 진출하고자 한다면, 미국 환경청(EPA)

의 R2(International Electronics Recycling Standard)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시와 주, 연방 정부의 행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주의해야 한다.  

●

Ms. Max

·직위/부서 : 북미 세일즈 매니저

·연락처 : +1 (519) 621-3560

·이메일 :   

mfadin@shred-tech.com

·홈페이지 : 

www.shred-te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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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캐나다 자원순환 산업 전문가 인터뷰

Preferred Recycling 

Equipment Inc
Q1. 프리퍼드 재활용 장비업체(Preferred Recycling Equipment Inc)에 

대한 간략한 소개
 - 와이어 스트리퍼, 포장기 및 컨테이너 등 다양한 폐기물 처리 설비와 재활용 

설비를 주로 취급한다. 그리고 중고 기기를 원하는 일부 소비자층을 위해, 
폐기물 장비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인 WasteEquipment.net과의 제휴를 맺고 
중고 재활용 장비를 구매·유통시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Q2. 캐나다 내 폐기물 관련 시장 규모와 수요 현황은 어떠한가?
 - 캐나다의 폐기물 처리 설비 및 재활용 설비 시장은 수요가 꾸준히 있다. 하지만 

그만큼 경쟁자도 많은 시장임으로, 당사는 합리적인 가격과 서비스의 품질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Q3. 최근 폐기물 시장에서 주목하는 기술이나 제품이 있는가?
 - 공급하고 있는 품목 중 가장 수요가 높은 품목은 폐기물 운반 차량과 분쇄기 

및 압축기, 열분해효소와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 등이 있다. 그 중, 가장 최근 
출시된 제품은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로, 건조를 통해 쓰레기 중량의 90%를 
줄여 최종 처리 전까지 운반에 드는 수고와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인기를 얻고 
있다.  

Q4. 캐나다 폐기물 관련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이 있는가?
 - 당사 제품은 모두 캐나다 표준규격협회의 인증 마크인 CSA 인증을 취득하였다. 

Q5. 캐나다 진출을 준비 중인 한국 기업들에 대한 수출 제언
 - 캐나다의 폐기물 처리 설비 시장에 진출하고자 한다면, 친환경 트렌드에 

주목하는 것이 좋다. 환경 친화적인 최신 기술을 제품에 적극 반영하되, 
가격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

Mr. Jim

·직위/부서 : 부사장

·연락처 : +1 (905) 309 0900 

         +1 (866) 679 8783

·이메일 :   

jim@preferredeqinc.com

·홈페이지 : 

www.preferredrecyclingequi

pm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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