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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폐기물예치금제도가 재활용의무생산자들의 재활용유인을 갖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03년도부터 시행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환경성보장제도는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생산자에게 소비자가 사용하고 난 후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의 책임을 명확히하고 재활용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이다. 제도가 자원순환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과거에는

소각 또는 매립되었지만 지금은 재활용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범위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재활용사업자의 재활용실적도 꾸준히 증가 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 자발적 협약제도는 기술 및 경제성 등의 사유로 인해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들을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으로 탈바꿈하게 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성공적

으로 수행하는 등 정부 재활용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는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책의 수립

목적과 적절한 정책적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최선의

정책수단을 선택하였더라도 실제 정책의 집행구조나 과정이 적절하게 설계되지

못하였거나 계획한 대로 집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책의 성공은 장담하기

어렵다. 국가가 일정한 재활용의무율을 정하여 생산자에게 재활용책임을 부과

하는 현재 재활용제도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재활용의무

생산자, 재활용사업자 등 다양한 이행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그러나

제도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정책집행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결정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재활용정책의 집행현상을 파악하고 정책집행과 관련된 변수들이

집행의 성패에 어떠한 영향을 발휘해 왔는지 알아보고자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원절약법 및 자원순환법에서 규정하는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을 중심

으로 그간 축적된 재활용 통계 자료 및 정책대상의 대응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을 평가해 보고 개선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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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연구 초기에는 정책설계나 일선 관료의 행태 등 하향적, 또는 상향적

방식 같은 일방향 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정책집행 연구가 발전되면서

집행과정과 정책결정과정을 함께 고찰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통합하는 모형을

활용하는 학문적 흐름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Winter의 통합모형을 적절히

변형하여 재활용정책을 둘러싼 정책결정 과정과 대상집단의 특성 등 재활용정책

집행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집행현황에 대한 파악과 관련 변수 파악을 위해 정책집행

현황 및 환경부, 환경공단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고 필요시 정책대상자의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분석결과 재활용정책의 성공적 집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다수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실패 요인으로는 첫째 정책

목표인 재활용의무율이 실제로는 재활용실적에 대한 한계량을 스스로 지정함

으로써 더 이상 재활용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여 적절한 인과이론에 기반

하여 책정되지 못하는 문제점과 둘째 재활용방법에 대한 자율적 선택으로 인해

변형된 유사 재활용조합의 탄생으로 재활용시장을 혼탁 시키는 문제, 그리고 영세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활용의무를 면제시키는 규모미만 규정이 오히려

재활용제도의 복잡성을 야기하고 실효성을 떨어트리는 상징적인 결정에 불과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재활용을 실질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재활용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재활용기준비용 및 과태료와 같은

명령지시적 규제의 현실화가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정책집행과정에서는 재활용공제조합의 품목별 구성으로 인해 회수체계가

중복되는 비효율성과 복수의 포장재질을 사용하는 의무생산자의 조합별 가입으로

인한 의무생산자의 불편함 때문에 제도권 안에서의 재활용정책 순응도가 낮았으며,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이행의 적정여부 확인을 담보하는 규정의 미비, 재활용

산업육성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저해하는 의무생산자중심의 공제조합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부적절한 집행행태의 일부는 쟁책대상 집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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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생산자들이 재활용정책에 순응할 경우 제도에 무임승차한 자들에 비해 손해를

갖는다는 잘못된 생각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재활용정책이 성공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재활용

의무율의 정확한 산정에 필요한 객관적 데이터 수집을 위한 지자체의 통계자료

확보능력의 강화, 유사조합의 양성화 및 공제조합의 경쟁체제를 위한 복수공제

조합의 허가, 재질별 특성을 감안한 공제조합의 통합 운영, 규모미만 기준의

단순화 및 서류제출 간소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향상, 재활용사업자와 의무

생산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재활용공제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관리하는 제도적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활용정책의 우선순위를 사후 재활용실적확인 위주에서

기업과 국민의 재활용 인식강화를 통한 순환형 자원순환사회 구축이라는 패러

다임의 변화를 제안한다.

주요어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환경성보장제도, 재활용 정책집행, 환경정책

순응

학 번 : 2013-22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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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에서 고지, 고철과 같이 시장 자율적

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시장원리에 따라 자발적으로 재활용되지만,

플라스틱, 종이팩 등 외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재활용 산업이 유지되지 못

하는 폐기물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환경성보장제도의 대상이 되거나, 폐기물

부담금제도에서 자발적 협약의 대상이 되어 가정에서 분리배출 되고 다시

재활용되는 정부의 환경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다.

2003년 시행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환경성보장제도(2008년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에서 분리)는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환경을 보전하고 재활용

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이다. 위 제도가 1992년 시행된

폐기물예치금제도를 문제점을 보완하고 자원순환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과거에는 매립, 소각처리 됐지만 지금은 재활용 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재활용사업자의 재활용실적도 꾸준히 증가

하고 있으며, 폐기물부담금제도 안의 자발적 협약제도는 경제성 등의 사유로

인해 재활용여건이 어려운 품목들을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으로 탈바꿈하게 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정부 재활용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는

있었고 이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그간의 연구가 경제적 유인제도의 큰 틀안에서 재활용정책을 평가하

거나 재활용산업적 측면에서 성과에 대한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물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책을 정의하고 재활용 정책의 양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도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 정책집행의 구조나 과정이 적절하게

설계되지 못하였거나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책의 지속적인 성공은 장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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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발생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하는 재활용관련 제도 중 자원의 재활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와 ‘자동차 및 전기전자제품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환경성보장제도의 의무이행주체(대상품목의 제조․수입업체)들의 제도 참여수준을

정책집행과 결정과정의 이론적 분석틀을 기반으로 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현행

재활용정책이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정책수단과 정책의 성과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련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책의 수립목적과 적절한 정책적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최선의 정책수단을 선택하였더라도 실제 정책의

집행구조나 과정이 적절하게 설계되지 못하였거나 계획한 대로 집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책의 성공은 장담하기 어렵다(유수연, 2011). 국가가 일정한 재활용

의무율을 정하여 생산자에게 재활용책임을 부과하는 현재 재활용제도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자 등 다양한

이행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그러나 제도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정책집행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정책집행연구 초기에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완벽한 정책설계나 일선관료의

행태가 집행에 미치는 영향 등 하향식 방법, 상향식 방법 등 일방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이를 통합하여 집행과정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심도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집행과정과 정책과정을 함께 고찰하는 학문적 흐름이 나오고

있다(최종원, 1998). 본 연구에서도 단순히 일방향적인 접근 방법을 지양하고

Winter로 대표되는 통합모형을 활용하여 재활용정책 결정과정 및 정책집행과정

에서의 대상들의 행태를 파악하여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포괄적

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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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원절약법 및 자원순환법에서 규정하는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그간 축적된 재활용 통계 자료 및 정책대상의

대응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을 평가해 보고 개선방향에 대해

제시 하고자 한다. 다만 자원절약법 및 자원순환법 전체에 걸친 개선방향은

본 논문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활용의무율 결정 방식, 재활용

의무이행 방법, 재활용의무이행 대상품목 규정 방법, 행정처분에 대한 유형,

제도 운영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출고․수입실적 조사 등의 업무에 관한 내용을

다룰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자원재활용법, 자원순환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환경부고시, 한국환경공단의 업무처리지침 등의 문제점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정책집행 및 결정에 관한 연구, 환경규제 순응방안에 대한 연구

및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환경성보장제도에 대한 문헌연구 그리고 재활용의무

대상 업체들의 제도이행실태에 대한 실증연구, 재활용업계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나라 재활용제도의 정책집행과정에서 대두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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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책집행이론 및 재활용정책의 고찰

제1절 정책집행이론의 개념정의

집행에 관한 연구는 다른 정책학 학문분야에 비해 비교적 그 역사가 짧은

편이다(최종원, 1998). 행정학에서 집행에 관한 연구는 하향식(Top-down)방식과

상향식(Bottom-up)방식, 그리고 앞의 두 가지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여 통합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왔다. 정책의 결정과정을 중시하는 하향식과 일선 관료의 집행

행태를 중시하는 상향식은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정책연구에 유용하지만

집행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느 한쪽 방향에 무게 중심을 두기 보다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의

전체적 파악이 가능한 접근법을 통해 재활용정책의 집행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의 분석틀로 활용할 Winter의 모형은 하향식 접근과 상향식 접근이론에서

집행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주요 변수들을 추려내어 전체적인 집행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적합하다(유수연, 2011).

이 절에서는 집행이론에 대한 소개와 각 연구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고찰하고

본 연구의 분석틀로 활용할 Winter의 모형에 대해 알아본다.

1. 정책집행이론 의의 및 발전

(1) 정책집행의 의의

정책집행(policy implementation)은 정책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과정을 의미

한다. 정책집행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다(배성은, 2013). O’toole

Jr.(2000)는 정책집행을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의도와 그것의 궁극적 영향

(impact)사이에서 일어난 것”, “정책행위자와 정책행동 모두를 포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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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노력과 결과물의 인과 관계”라고 설명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집행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식과 논리를 연구하는 것이 정책 집행론이다.

정책집행은 정책의도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정책결정과정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결정된 정책내용들이 이들의 집행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집행과정은 정부의 활동이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단계이다. 그래서 일반국민들이 정부의 존재와 그 활동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느끼는 단계인 것이다(배성은, 2013).

(2) 집행집행 연구의 발전(1, 2, 3 단계)

초기의 1세대 정책집행연구는 사례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정책집행 복잡성,

정책 하부구조, 조정 및 협조의 어려움, 실질적 결과, 정책집행자들을 괴롭히는

요소들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어 실제적인 집행과정에 대한 이해와 바람직한

정책집행을 위하여 정책결정자가 고려할 요인에 대한 이해를 크게 증진시켰다

(유수연, 2011). 하지만 사례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연구결과의 학문적인 축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별연구자가 보편적 이론의 합의 없이 개별 정책의

성공과 실패 원인을 분석하려 했기 때문이다.

2세대 집행이론은 이론적 틀의 구축을 시도하였는데 정책집행을 주어진 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 행위로 파악하는 하향적 접근방법과 정책집행을 다수 참여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으로 이해하는 상향적 접근방법으로 구분한다.

Mazmanian은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비정책적인 변수(정치적 변수)를 세가지

범주로 나누어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고, Sabatier는 정책집행에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며 하향적, 상향적 접근을 통합한 이론을 제시하였다. 2세대 집행이론은

정책, 조직 및 조직 구성원에 초점을 맞춰 복잡한 정책집행 연구 분석모형을

개발하려고 시도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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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의 연구방법은 각 변수들을 유기적 연계성 없이 단순 나열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과 함께 변수가 하나의 연구에서 분석하기에 상당히 많은 연구자원이

소요된다는 지적을 받았다(유수연, 2011). 따라서 Goggin은 집행연구가 더욱

과학적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집행의 3세대 연구(third

generation research)의 주요 목적은 집행의 행위(behavior)가 시간, 정책 및

정부 단위마다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는 것에 있다고 하였다. 그동안 지연되어

온 개념적․방법론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 즉 더 학문적으로 되는 것이 목표

라고 하였다(O’Toole Jr. 2000; 배성은, 2003 재인용)

3세대 집행이론은 첫째, 집행연구의 주요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였고, 둘째,

정책집행상태의 상태를 결정하는 많은 인과적 경로를 구체화 하였고, 셋째,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조직화 하여 집행모형을 개발하고 이러한 모형으로부터

도출되는 가설들을 검증할 수 있는 과학적인 개념화와 측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과학자적 접근을 시도할 때 집행연구는 집행현상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유수연, 2011)

2. 정책집행연구의 주요 이론

1) 하향적 접근방법(Top-dowm approach)

하향적 접근방법은 정책집행을 정책결정단계에서 채택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으로 본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결정의 내용에 따라 집행관료 및 대상집단의

행태가 얼마나 변화하였는지의 정도에 따라 집행 성공의 여부가 결정된다. 하향적

접근방법의 주된 연구목적은 집행과정의 자세한 기술(description)이나 집행과

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발생 원인에 대한 인과론적 설명보다는 바람직한 집행이

일어나는 규범적 처방을 정책결정자에게 제시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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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abatier와 Mazmanian의 연구

하향적 접근방법을 연구한 대표적 학자로서 Sabatier와 Mazmanian(1979)의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해 갖추어야 할 이상적인 조건으로 세 가지

범주로 구분1)한 후 다섯 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

첫째, 정책결정의 내용은 타당한 인과이론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한다. 즉,

분명하고 일관된 정책목표와 정책 수단, 그리고 정책 산출 간에 긴밀한 인과관계가

있는 가에 관한 것이다. 둘째, 정책내용으로서 법령은 명확한 정책지침을 갖고

있어야 하며, 대상집단의 순응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헌신적이고 숙련된 집행 관료가 정책집행을 담당하여야 한다. 넷째, 결정된 정책은

조직화된 이익집단, 유권자집단 그리고 주요 입법자 또는 행정부의 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지를 받아야 한다. 다섯째, 정책집행관경이 안정적이어서 집행

과정 동안 법령에 규정된 목표의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아야 하며, 상충되는

정책이나 사회경제적 상황 변화에 의해 기존의 정책이 현저하게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2) 장․단점

하향적 접근방법은 비교적 더 일관된 연구분석틀을 가지고 정책집행의 성공을

위해 알아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론적, 현실적 한계가 명확하며 일관된 정책목표의 설정이 다원적

민주체계 하에서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또한 하향적 접근방법은 결정자를

중요한 행위자로 보기 때문에 정책집행을 주도하고 지지하는 결정자들의 입장

에서 정책집행과정을 관찰하여 연구한다. 따라서 반대자 및 다른 행위자들의

1) 문제처리의 용이성, 집행에 대한 법규의 구조화,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비범규적

변수(박경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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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이나 전략적 행동들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된다. 즉, 연구에

있어 일선관료와 대상집단의 전략적 행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과소평가되고,

다른 정책 하부시스템에 얽힌 변이들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박경희 2007).

2) 상향적 접근방법(bottom-up approach)

상향적 접근방법은 집행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행사하는 집단은 정책결정권자가

아니라 정책문제 해결에 필요한 전문성과 지식을 가진 일선 집행권자이므로

집행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일선집행관료와 대상집단의 행태를 연구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상향식 접근방법은 집행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일선 집행

요원들에서부터 출발하며 정책내용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

정부, 중앙정부의 관계자들로 연구의 초점을 옮겨가는 접근법을 사용한다

(유수연, 2011).

M. lipsky에 따르면 일선관료는 시민들과 대면 접촉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하위관료이며 실질적인 정책결정자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관료제 내에서 일

하지만 업무수행 및 시민들에 대한 잠재적 영향력도 상당히 광범위 하다. 그러나

이들은 부족한 자원, 권위에 대한 위협과 도전, 그리고 직무수행에 대한 기대의

충돌이라는 어려운 직무환경에 놓이게 되고 이러한 여건에 대한 대응으로

단순화(simplification), 정형화(routinization), 책임전가, 역할기대 바꾸기, 정수

뽑기(creaming)활용하며 이것이 일선집행권자의 집행과정에서 구체화 과정을

거쳐 제도화 된다(박경희, 2007).

상향적 접근방법에서는 하향적 접근에 비하여 합의된 이론적 틀이 정리되어

있지 않지만 대표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Elmore, Hjern과 Hull의 연구를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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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Elmore의 연구

Elmore는 집행연구의 접근방법을 전방향적 접근(forward mapping)과 후방

향적 접근(backward mapping)으로 구분한다. 전방향적 접근이란 하향적 접근

방법과 유사한 개념으로 정책결정자의 의도를 가능한 한 명확히 진술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집행자들에게 기대되는 사항을 각 단계별로

구체화 한 후 최종적인 집행과정에서 나타날 집행성과를 원래 의도한 정책목표와

비교하는 방법이다.

Elmore가 제시하는 후방향적 접근은 정책적 해결의 필요를 발생시키는 집행

과정의 최하위 수준에서 발생하는 상황과 일선관료의 행태에 대한 분석에서

연구를 시작한다. 시스템의 최하위 수준에서 정책의 대상이 명확히 설정되면,

분석은 집행기관의 구조를 따라 올라가면서 이루어진다. 문제의 원천에 가까이

있는 일선관료의 지식과 능력을 강조하며, 시스템의 문제해결 능력은 계서제적

통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가정 근접한 지점에서 계량을 극대화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본다.

(2) Hjern과 Hull의 연구

Hjern과 Hull은 정책집행과정의 이해는 집행과정의 제도적 구조

(institutional arrangement)를 발견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보며 집행과정의 행

위자들로부터 그들의 상이한 목표, 전략, 행동이 무엇인지를 귀납적 방법에 의

하여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른 행위자들과 접촉을 한

집행네트워크를 발견하고 그 특징을 밝히는 것이다. 여기서 집행 네트워크에

있는 민간부문의 행위자들까지 포함하게 되어 민간과 정부의 상대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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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단점

상향적 접근방법은 정책목표 대신 집행문제(implementation problem)의 해결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실제적인 정책집행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 정책집행

과정의 인과관계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선집행

관료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정책결정권자의 영향력과 집행기능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정책목표를 간과하여, ‘나무는 보되, 숲은 보지 못하는’ 점이 지

적되고 있다(Sabatier, 1986; 노화준, 2009 재인용)

[표 2-1] 하향적 접근법과 상향적 접근법의 상호 비교(박경희, 2007)

구분 하향적 접근방법 상향적 접근방법

논의의 출발 중앙정부․결정자에서 출발 집행현장에서 출발

주요 참여자에 대한 인식 위로부터 인식 아래로부터 인식

평가기준 공식적 목표의 달성도 합의된 기준 없음

전반적인 초점 목표달성의 조건 연구 집행현장의 문제점 기술

3) 통합모형

1980년대 중반 이후 하향적 접근과 상향적 접근이 지닌 각각의 장․단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학문적 노력이 등장하게 된다.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상호

긴밀하게 관련되어 정책목표가 얼마나 명확하며 집행과정에 명료하게 전달

되느냐가 정책집행의 성공을 좌우하며, 정책집행도 상호적응 과정에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양자간 통합노력을 보였던 학자로서 Sabatier,

Elmore, Matland, Winter 등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Sabatier와 winter의 통합

모형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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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abatier의 통합모형

하향적 접근방법의 대표적 학자인 Sabatier는 자신의 연구(1981)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통합모형을 제시하였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비교우위 접근방법(comparative advantage approach)이고 다른 하나는 두 접근

방법을 통합(synthesis)하는 새로운 접근방법 개발이다.

첫째, 비교우위 접근방법이란 하향적 또는 상향적 방법 중 하나의 접근 방법이

다른 접근방법에 의해 상대적으로 적용가능성이 높다는 조건을 발견한 후,

그러한 조건에 따라 둘 중 하나의 접근방법을 이론적 틀로 이용하자는 것이다.

하향적 접근법이 유용한 경우는 ①특정 지배적인 정책이 집행현장을 좌우하는

경우, ②앞서 논의한 성공적 정책집행을 위한 다섯 가지 조건을 상대적으로

잘 충족하고 있는 경우, ③집행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예비평가나 예측을

하는 경우 등이다. 반면, 상향적 접근방법이 유용한 경우는 ①지배적 정책 없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다양한 참여자들이 존재하는 경우, ②상이한 지역상황이나

중앙․지방간 역학관계에 관심을 갖는 경우 등이다.

둘째, 두 접근방법을 통합하는 이론은 ‘정책지지연합모형(ACF: 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이며 두 접근법의 특성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분석틀을

구성한 시도이다. ‘정책지지연합모형’의 기본 시각은 상향적 접근방법의 분석

단위를 채택하고, 여기에 사회경제적 상황과 법적 수단이 어떻게 참여자들의

행태를 제한하는 지를 살피는 하향적 접근방법의 관점을 결합하는 것이다. 특히,

정책하위시스템 내의 지지연합(advocacy coalition)간의 갈등과 타협과정에서

각 집단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정책결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각기 상이한

전략을 택하게 되며, 상호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는 전략은 타협을 중시하는

정책중개인(policy broker)의 도움을 받아 갈등이 해소된다(최종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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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통합모형에 대하여 각 접근법은 상이한 유형의 합리성에 기초하고

있어 분석대상과 범위, 바람직한 집행관 등에 대하여 상이한 해석을 하고 있고,

정책옹호연합은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기만 할뿐 정책집행 영향에 대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다. 이 때문에 양 접근법의 유기적 연계성을 찾지 못한 통합

모형은 여전히 하향적 접근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이론적 무리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최종원, 1993, 1998).

(2) Winter의 통합모형

Winter는 Winter(1990)에서 집행이론의 축적을 위한 통합모형을 제시하며

핵심변수를 확인하고 변수들을 하나의 모델로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

였다. 그는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네가지 변수들을 중심으로 통합하였는데 주요

네 가지 변수는 ①정책형성과정의 특성(character of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②조직과 조직간 집행의 행태(the organizational and

inter-organizational implementation behavior, ③일선관료의 행태(street level

bureaucratic behavior), ④정책대상집단의 행태와 사회경제적 조건

(target-group behavior and socioeconomic conditions)이다. 이어 합리모형

(rational decision making model), 갈등-타협모형(conflict-bargaining model),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에 의하여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면 정책결정이

상징적 행위(symbolic action) 차원에서 이루어지거나 정책결정자의 관심

(attention)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행단계에서 지연과 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박경희, 2007, 재인용)

이러한 Winter의 통합모형은 집행이 무엇이고 근본적인 변수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뿐만 아니라 집행이 정책형성과정과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시도하였다. 특히 정책형성과 집행 사이의 상호작용을 연구하여 정책

형성의 특성이 집행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그 연계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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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Winter의 집행모형은 정책집행의 성과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 중의 하나로

정책결정과정상의 특징을 제시함으로써 정책결정과 집행의 연계를 강조한 것이다.

결국 ‘결정-집행’ 유형은 특정 정책분야에서의 정책결정과정이 어떠한 정책

결정 모형에 의해 잘 설명되는지를 파악한 후, 집행과정에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지를 Winter가 제시한 가설과 같은 방법으로 미리 예측하고 실제로 그러한

예측이 집행과정에서 발견되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연계성을 밝히고 있다(이광훈․김권식, 2008).

제2절 재활용정책의 개념정의

1. 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및 재활용의 정의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의 기본 원칙은 원천적인 발생억제 및 감량이 가장

우선시 된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환경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이용,

재활용, 에너지회수의 순서로 관리되어야 하며 소각과 매립은 추가적 환경

부하를 가져오므로 가장 지양해야 할 처리 방법으로 인식된다.

[그림 2-1] 폐기물처리의 우선 순위

발생억제

감량
재이용 재활용

에너지

회수
소각 매립

※자료: 환경부

재이용은 물건을 구입할 당시의 의도대로 그 물건을 다양하게 또는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재이용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재활용가능 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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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재생이용 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을 포함하되,

방사성 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2)’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회수 및 선별하여 재이용하거나 제품의 원료로 다시

이용하는 것을 재활용이라고 하는 데, 이는 최종 폐기물의 양을 줄여 매립, 소각 등의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재활용정책의 필요성

한정된 환경자원을 사회가 적정하게 이용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시장실패가

존재하고 환경재는 시장가격이 없는 공공재로 공동소비와 비배제성을 지니므로

정부의 직․간접적 개입이 필수적이다. 특히 양적인 경제발전만을 목표로 사회․

환경 영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질적 성장을 도외시 해온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환경보전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동시에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시장

매커니즘을 활용한 다각적인 방식의 정책과 직․간접적인 환경규제들이 실질적

으로 환경오염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조건이 된다(박순애, 2008).

환경정책기본법은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3)”라고 규정

하고,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

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4)”고 규정하여 재활용정책의 기본원칙인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2)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3)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사업자의 책무)

4) 위의 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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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활용촉진 관련 정책의 종류

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1) 목적

전지․타이어․윤활유․형광등 등 제품생산자 또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

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담하는 제도5)이다.

(2)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2003년 시행당시 11개의 제품군과 4개의 포장재군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으로 시행되었으나 2008년 전자제품이 환경성

보장제로 이관되고, 2010년 일회용봉투 및 수산물양식용부자, 윤활유 합성수지

용기 등이 폐기물부담금제도에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로 편입되었다. 현재

의무대상품목은 4개의 포장재군(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및 5개 제품군(윤활유, 전지, 타이어, 형광등, 수산물 양식용 부자)으로 나뉜다.

이 중 포장재는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균․살충제, 의복류, 고무장갑류, 부동액․브레이크액․

윤활유 등의 합성수지 포장재, 전기기기류 등의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1회용

봉투․쇼핑백이이 해당되며 다시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는 발포폴리스티렌

(EPS) 단일재질 포장재,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단일․복합재질 포장재, 폴리

에틸렌테프탈레이드(단일재질무색PET병). 폴리에틸렌테프탈레이트(단일재질유색

PET병), 폴리에틸렌테프탈레이트(복합PET병), 그 밖의 단일재질 용기류․

5) http://www.iepr.or.kr/epr/main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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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 그 밖의 복합재질 포장재 및 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 포장재, 발포

합성수지 단일․복합재질 포장재 등이다.

연도별 품목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표2-2]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연도별 대상품목 변화6)

연도 포장재군 제품군

2003

4개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11개

(윤활유, 타이어, 전지(수은, 산화은, 리튬, 니켈카드뮴),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개인용 PC)

2004 4개
12개

(형광등 신규편입)

2005 4개
14개

(오디오, 이동단말기 신규편입)

2006 4개
17개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신규편입)

2007
4개

(화장품 유리병 포함)
17개

2008 4개

10개

(망간, 알칼리 망간, 니켈수소 전지 편입 및

10개 전기전자제품은 환경성 보장제로 이관)

2009 4개 10개

2010

4개

(의복류, 종이제품류 등

품목 포함)

10개

2011

4개

(부동액, 브레이크액, 윤활유

합성수지 용기 포함)

11개

(수산물 양식용 부자 신규 편입)

6) 한국환경공단 업무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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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활용의무대상자

EPR제도의무대상자는 제품군은 규모에 상관없이 해당품목을 제조․수입하는

업체이며 포장재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업체들이 대상이다.

[표2-3] 재활용의무대상자의 범위

구분 내용 대상자

제품군

∘재활용의무대상이 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제조․수입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자

포장재군

∘대상포장재를 제품포장에 사용

하는 제조․판매업자와 수입업자

∘대상포장재제조업자및수입업자

∘제조업자․판매업자

- 전년도 연간매출액 10억원 이상인자

- 전년도 연간수입액 3억원 이상인자

(4) 주체별 역할

환경부는 법령 제․개정, 재활용 의무율 고시, 주체간 갈등 조정 및 해소 등

전반적인 제도를 운영한다. 소비자는 분리배출표시가 있는 제품은 시․군․구별

분리수거 체계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

이행계획에 맞춰 재활용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대상제품 출고․수입

실적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결과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분리수거지침에 따라

지자체 여건에 맞는 재활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생산자별

출고․수입실적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등 서류를 승인하고 재활용 실적에

대한 확인조사, 재활용부과금 부과 등 제도 집행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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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각 주체별 역할7)

주 체 역 할

소비자

∘재활용제품의 분리배출 철저

- 분리배출표시가 있는 포장재는 각 시․군․구 별로 분리수거

체계에 따라 분리배출

재활용

의무생산자

(공제조합)

∘재활용의무의 성실한 이행(투명한 재활용위탁 계약 체결) 의무 미

이행시 재활용부과금 납부

∘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신제품 구매자의 폐가전제품 무상회수

∘포장재에 대한 분리배출 표시 실시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EPR대상 포장재의 분리수거 업무 철저

∘분리수거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별 체계 구축

한국환경공단

∘의무생산자별 출고실적서, 의무이행계획서 접수 및 승인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접수 및 실적 확인

∘재활용부과금 부과 등 제도 집행에 관한 전반 운영

∘재활용 현장 확인 및 조사

정부(환경부)

∘법령 제․개정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

∘매년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산정 고시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및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지원 관리

∘주체간 갈등 조정 및 해소

7) 한국환경공단 업무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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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도의무이행절차

[그림 2-2]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의무이행 절차8)

12월 까지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고시(환경부장관)
재활용의무
이행 전년도

1월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공제조합, 의무생산자 → 공단)

당해년도

기한내 미제출시 
과태료

2월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승인
(공단 → 의무생산자, 공제조합)

1～12월 재활용의무이행(의무생산자, 공제조합)

4월 15일
제품․포장재 출고실적 제출
(생산자 → 공단)

재활용의무
이행 다음년도

미제출시 고발

4월 30일
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 제출
(공제조합, 의무생산자 → 공단)

기한내 미제출시 
과태료

6월 30일
재활용부과금 고지
(재활용의무량 미달성 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

7월 20일 재활용부과금 납부

8) 한국환경공단 업무처리 지침



- 20 -

2) 환경성보장제도

(1) 목적

환경성보장제도는 선진국의 폐기물적정처리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제품의

전 과정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추세9)에 따라 우리나라도 기존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의 품목이던 전기․전자제품 및 그동안 정책적으로 관리가 미비했던 자동차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8년부터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로 인한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제품의

설계․생산단계부터 폐기 시 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

부하의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10)이다.

(2) 대상품목

대상품목은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개인용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등 전기․전자제품 10종 및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9인이하), 화물자동차(3.5톤 이하) 자동차 3종과 특정 부분품․부속품

(개인용컴퓨터의 모니터, 자판/ 이동전화 단말기의 전지, 충전기)를 제조․수입

하는 사업자이며 「기술촉진법」제7조 1항에 따른 연구기관․단체가 직접 또는

대행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의 견본품이나 (재)수출 목적의 제조․수입 제품과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입해 자체 사무실 등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은 해당 근거

자료를 제시할 경우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에서 제외한다.

9) 제품 전과정에 걸쳐 환경부하를 최소화 하고,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촉진을

위해 EU등은 사전예방정책, 오염자부담원칙에 근거하여 통합제품정책(IPP; Integrated

Product Policy)을 추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기준을 설정하고, 재활용방법 등을

위반할 경우 수입금지 등 강력한 환경규제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10) http://www.ecoas.or.kr/recy/ecoaRecy0110_View.jsp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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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체별 역할

환경부는 법령 제․개정, 재활용 의무율 고시, 주체간 갈등 조정 및 해소 등

전반적인 제도를 운영한다.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이행계획에 맞춰

재활용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대상제품 출고․수입실적에 대한 재활용

의무이행결과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활용부과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생활 폐가전을 직접 또는 위탁 재활용할

의무를 가진다. 한국환경공단은 생산자별 출고․수입실적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등 서류를 승인하고 재활용 실적에 대한 확인조사, 재활용부과금 부과 등 제도

집행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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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5] 환경성보장제도에서 각 주체별 역할11)

주체 역 할

소비자

∘재활용제품의 분리배출 철저

- 분리배출표시가 있는 포장재는 각 시․군․구 별로 분리수거

체계에 따라 분리배출

재활용

의무생산자

∘사전예방 의무이행

-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및 준수공표

- 재질·구조개선, 재활용정보제공 의무 준수

∘재활용 의무이행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 출고·수입실적서

-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준수

재활용사업

공제조합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규정 준수 대행

∘폐전기·전자제품 직접 재활용 또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 재활용

지방자치

단체

(시군구)

∘생활 폐가전 직접 또는 위탁 수거

∘직접 또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 재활용

한국환경공단

∘의무생산자별 출고실적서, 의무이행계획서 접수 및 승인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접수 및 실적 확인

∘재활용부과금 부과 등 제도 집행에 관한 전반 운영

∘재활용 현장 확인 및 조사

정부

(환경부)

∘법령 제․개정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

∘매년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산정 고시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및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지원 관리

∘주체간 갈등 조정 및 해소

11) 한국환경공단 업무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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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도의무이행절차

[그림 2-3] 환경성보장제도 의무이행 절차12)

12월 까지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고시(환경부장관)
재활용의무
이행 전년도

1월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공제조합, 의무생산자 → 공단)

당해년도

기한내 미제출시 
과태료

2월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승인
(공단 → 의무생산자, 공제조합)

1～12월 재활용의무이행(의무생산자, 공제조합)

4월 15일
제품별 출고․수입실적 제출
(의무생산자 → 공단)

재활용의무
이행 다음년도

미제출시 고발

4월 30일
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 제출
(공제조합, 의무생산자 → 공단)

기한내 미제출시 
과태료

6월 30일
재활용부과금 고지
(재활용의무량 미달성 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

7월 20일 재활용부과금 납부

12) 한국환경공단 업무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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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도별 차이점 비교13)(재활용 관련)

[표2-6] 우리나라 재활용제도의 차이점 비교

구 분 폐기물부담금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환경성보장제도14)

근거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대상

품목

∙유독물(금속캔, 유리병, 플

라스틱 용기), 부동액, 껌,

1회용기저귀, 담배(전자담

배포함),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 및 그 포장재

∙4대 포장재군(종이팩, 금속

캔, 유리병, 합성수지 재

질)를 사용하는 해당 품목

∙5대 제품군(윤활유, 타이

어, 형광등, 전지, 수산물

양식용 부자)

∙전기전자 제품 10종(텔레

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

컨, 개인용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의무

대상자

∙대상품목 제조․수입업자 ∙대상제품 제조․수입업자

∙대상포장재를 제품포장에

사용하는 제조․판매업자,

수입업자

∙대상포장재 제조․수입업자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

업자, 판매업자

면제

규정

∙제조: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

10톤 이하 또는 연간 매출

액 10억원 미만인 업자

∙수입: 연간 수입한 제품에

포함된 플라스틱양 0.1톤

또는 수입액 기준 미화 9

만불 중 하나를 선택 감면

∙연간 매출액 20억 미만인

중소기업 창업자(3년간 면제)

∙제조: 전년도 매출액 10억

미만 또는 포장재 별로 기

준량 미만 사용한 자

ex) 발포합성수지 0.8톤 미만

∙수입: 전년도 수입액 3억

미만 또는 포장재별로 기

준량 미만 수입한 자

ex) 발포합성수지 0.3톤 미만

∙없음

부담금

종류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 재활용부과금

부담금

산정방식

(전년도 제조제품 출고․수

입실적)×(품목별 요율)×(부

담금 산정지수)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

지 않는 중량×재활용부과금

단위비용)＋미이행 가산금액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

지 않는 중량×재활용부과금

기준비용)＋미이행 가산금액

부과시기 매년 4월 매년 6월 30일 매년 6월 30일

의무

이행절차

∙제품․재료․용기 출고․

수입실적서 제출(3월)

∙폐기물부담금 납부(5월20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

출(1월말)

∙재활용의무이행(1월～12월)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

적서 제출(4월15일)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4월 30일)

∙재활용부과금 납부(7월20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

출(1월말)

∙재활용의무이행(1월～12월)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

적서 제출(4월15일)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4월 30일)

∙재활용부과금 납부(7월20일)

13) 한국환경공단 www.epr.or.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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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방법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1. 재활용 정책집행에 관한 선행연구

윤종설(2004)은 우리나라의 규제당국은 순응도를 높이려는 노력없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의 강도를 높이는 식으로 접근 하였으나 환경정책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순응확보방안을 찾는 것이 정책의 지속성과 계속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고 하였다. 순응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사전 예방적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며 친환경성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유인수단이 필요,

피규제자의 자율적인 선책 기회를 확대하여 자율관리가 필요하고, 환경인프라와

정책적 시스템, 환경윤리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최연홍(2000)은 기존 환경정책의 실패 원인을 정책결정과정, 정책집행과정,

정책평가과정으로 구분하였다 정책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실패의 원인은 도덕성의

결여, 부족한 리더십 같은 정책결정자의 문제, 이행주체의 불협화음, 정책 실현

가능성의 부족 등 정책결정내용 및 조건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는 기술적 능력의 부적 등 집행기관의 역량 문제, 구체적인 정책목표의

부재, 정책내용상의 모순 등의 정책집행 절차 문제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정책

평가과정에서 실패 원인은 정당한 평가의 제도적 미비, 평가방법의 한계 등을

지적한다.

정희성(2002)은 환경규제정책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14) 환경성보장제도는 환경친화적 제품설계․제조 및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사전

예방규정과 환경친화적 회수 및 재활용촉진하는 사후관리규정이 있으며 본 연구

에서는 재활용과 관련 있는 사후관리규정을 다루도록 한다.



- 26 -

비전으로 삼으며 이러한 가치관과 행동을 실천하기 위한 규제확립이 목적이어야

하지만 현재의 환경규제체계는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환경정책은 대립보다는 협력형, 개별적 보다는 포괄적, 경직적 접근보다

가변적인 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환경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은 환경규제체계의

목표와 이념 구조와 기능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사후평가와 환류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최병선(1992)은 우리나라 환경정책 분석을 통해 공해배출부과금제도, 환경개선

부담금제도, 폐기물예치금제도 등 시장유인적인 환경정책들이 이론적 선진화

되었지만 실제 운영됨에 있어서는 행정편의주의, 환경처 조직확대 같은 문제

점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우리나라에 도입된 선진

제도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기제가 없는 상태에서 졸속적으로 정책을 도입

했기 때문이라 주장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제도적 여건의 구비와 국민과 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정책도입에 앞서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엄경흠(2012)은 국내의 환경규제 정책수단이 행정편의적인 규제에 초점을 맞춰

규제에 대한 실효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업의 환경규제인식에서도

자율적 규제참여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간접규제는 경제적인

유인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 환경오염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 등의 제도

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2. 재활용정책 의무이행에 관한 선행 연구

김혜송(2003)은 수입업체의 경우 통관절차의 간소화로 수입되는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의 제품은 통관되지 않도록 관세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경우

수입품 전량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하여 국고의 증가와 성실 신고한 납세자들이

미납자와의 경쟁에서 손해를 입지 않도록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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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2003)는 무임승차자를 언급하면서 제도 시행에 따라 가능한 문제는

의무생산자와 신고한 업체 중에서도 의무량을 축소신고 하거나 불법 재활용

하거나 심지어 아예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이행업체에 대해서는 부과금부과가 있지만 나머지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따르지 않으면 선의의 이행기업에 대한 악영향으로 제도 전체의

순수성이 떨어진다. 또한 면제기준 설정으로 법률상 의무가 면제되는 생산자 군의

존재는 항상 의무생산자의 불공정경쟁과 시장왜곡 가능성으로 의무생산자의

반발을 일으키고 문제를 야기한다. 그러므로 행정능력을 강화하여 가급적 이

들의 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강재형(2004)는 포장재 경우 영세사업자가 많아 재활용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이와 같은 영세 사업자에게도 재활용의무를 부여하는 게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재활용공제조합을 설립하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의무를

이행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10개의 재활용공제조합이 사업을 추진

하고 있으나 사업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므로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재활용공제조합을 정책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김세규(2011)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폐기물예치금제도보다 복잡하여

생산자 입장에서는 다소 번거롭고, 정부입장에서는 행정적으로 비용이 더

소모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재질별로 운영 중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있어서도 의무생산자가 재질별로 복수의 조합에 가입하는 불편함과 행정비용의

중복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송창주(2012)는 생산자의 재활용의무부과의 면제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하면서 현재 매출액이나 출고량을 한계지어 면제범위를 정하는 것은, 중소 영세

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한 정부정책을 바탕으로 하되 매출액이 출고량과 상관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비례에 맞지 않은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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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재활용 의무의 회피용으로 잘못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무임승차 업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집행 기관에서는 이들

업체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하는 또 다른 행정낭비를 초래 할 수 있다고 하였다.

3. 기업의 재활용정책 참여 유인에 관한 선행 연구

서동숙(2005)은 생산자들이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하나는 만일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어떤 제재조치를 각오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생산자들은 제품 생산하여 팔고 이 과정에서

이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이익이

되지 않는 한 재활용에 적극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였다. 그러므로

생산자가 재활용의무에 대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제제를

가하여 재활용부과금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전제 아래 생산

자들로 하여금 재활용을 위해 노력하게 하는 유인책의 한 방법이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라고 하였다.

김경우(2008)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실시 이후, 재활용수준을 향상 시키는

데에 있어 생산자들의 경제적 유인은 경제적 불이익 강화, 재활용량 선택범위

축소 등으로 이전보다 강화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기존의 폐기물예치금제도에

비해 재활용을 하도록 만드는 인센티브가 부족하므로 더 효과적인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송태원(2011)은 환경보전에는 인간이나 집단의 행위, 욕구에 대한 제약이 필요

하고 제약이 충분하다면 누가 그 희생을 감수하든지 간에 환경은 보존될 수 있

다고 했다. 다만 희생이 부당하고 불공평하다면 저항없이 환경보존을 위한

제약을 감수시키기는 어려우며, 사회 구성원 중에 자기만이 심각한 부정의를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발적 참여 의욕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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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환경정책으로 인한 편익 및 부담의 배분에 있어 자신들이 불공평하고

과중한 부담을 요구받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환경정책이 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윤미영(2003)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 재활용에

있어서 주로 소비자와 자치단체 등에 주어지던 책임을 생산자까지 확대하는 것

이므로, 이 과정에서 환경정책은 자원의 순환형 사회 구축이라는 기조를 갖게

되고 사회적 공동책임 강화와 실현을 위한 국가적 조정 기능의 변화가 요구된

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수행 주체 간의 역할 및 협조체계를 강조

하면서 생산자의 자발적의 참여와 역할 확대가 필요하며, 생산자의 재활용의무의

이행을 조력하기 위한 생산자 기구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손영배(2008)는 대상 포장재를 생산자의 책임으로 상품화하면 그 책임 범위와

역할이 분명해진다고 주장 하였다. 재활용공제조합에 참여하는 생산자에게 인센

티브가 돌아가는 동기부여를 통해 생산과정부터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과 구조

(색상, 라벨링 부착 방식, 복수 재질 사용의 억제 등)로 제품을 생산하도록 정책적

유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준호(2002)는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생산자의

책임을 확대하여 제품의 설계․생산 단계서부터 이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생산자들이 주도적으로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산자, 소비자 및 정부 간의 재활용

문제에 대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재활용 정책 이행에 따른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를 위해 관련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4. 기존 연구들의 한계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기존 재활용제도에 관한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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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효율적 이용, 정부의 환경 정책 등을 주제로 증가하는 환경에 대한 관심에

비례하여 연구의 양적 풍요를 누려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재활용 산업,

재활용 정책에 대한 거시적 제안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환경세를

통해 재정적 부담 및 자원의 선순환체계 구축의 중심점에 위치하여 재활용 정책

운영의 핵심에 있는 제조․수입 업체들이 이러한 제도에 자발적으로 순응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정책성공을 유인하는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을 분석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양적․수단적 접근, 그리고 수많은 환경규제정책의

일부분으로 개념적 정의에 그친 그간의 연구 방식은 재활용정책의 집행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활용정책은 주무기관, 운영기관, 재활용공제조합, 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자

등이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재활용산업이라는 정책집행의 영역인

만큼 그 집행과정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일선에서 정책에 대한

집행 및 제도를 운영하는 관료가 공무원이 아닌 권한을 위임받는 공공기관

이라는 점과, 대상집단이 경제적 유인에 민감한 의무생산자 및 재활용사업자

라는 점에서 재활용정책집행 부분에 더욱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따라서

재활용정책의 목표수립 및 이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 대한 연구, 그리고

해당 정책의 집행 현황, 그리고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2절 연구의 분석틀

1. 이론적 분석틀: Winter의 통합모형을 중심으로

1) Winter의 통합모형

본 연구는 Winter의 통합모형을 사용하여 재활용 정책의 집행 상황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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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할 것이다. 하향식․상향식 연구방법은

각각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정책집행 전반에 대한 연구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한 Elmore나 Sabatier의 연구 또한 개별 연구에서

파악하기 감당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요구하거나, 모형 변수들이 집행한 결과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며, 특히 정책집행과정에만 논의를 국한

시키고 있거나, 정책결정과정과의 구체적 연계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Winter, 1986, 최종원, 1998, 유수연, 2011)

이를 극복하기 위해 Winter는 연구 모형을 정책집행이론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주요 변수들을 추려내어 하나의 모형으로 통합하고자 하였으며, 의사 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고려하여 정책-집행

간의 연계관계를 밝히고자 시도하였다. 즉, Winter의 모형은 중요한 정책집행

변수들을 정리하여, 이의 유기적 연관관계 분석을 통해, 집행과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면서 집행이론의 개발을 자극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 졌으며, 이러한

이유로 Winter는 자신의 모형을 예비적인 모형(preliminary model)로 명명

하였다(한세억, 1998)

[그림3-1] Winter(1990)의 통합모형



- 32 -

2) winter의 종속변수

집행연구에서는 정책집행 결과로 나타나는 종속변수를 Winter는 공식적인

정책목표를 종속변수로 삼고 있으나, 연구의 성격에 따라 다른 기준을 사용할 수 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을 함께 고려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유수연,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재활용정책이 비록 재활용산업에 있어 재활용실적, 의무생산자의

수 등에 있어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정책집행과정에 있어 문제점을 고찰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종속변수 또한 Winter가 차용한 ‘공식적인 정책목표’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앞서 살펴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환경성보장제도의

선행연구에서 살펴 본 적 있다.

3) winter의 독립변수

winter는 정책결정 상황변수로서 인과론, 갈등, 상징적 행동, 주의(관심)을

선정하고, 조직내 또는 조직간 집행행태, 일선관료행태, 대상집단행태 및 사회

경제적 상황을 독립변수로 추가하였다. 이 가운에 정책결정 상황변수는 정책

목적 설정등과 관련이 있는 하향적 방식이고, 나머지 세 변수들은 상향식 방식

이다(노화준, 2009).

2. 주요 변수의 개념적 정의

1) 정책결정과정: 인과론, 갈등, 상징적 행위, 주의(정책옹호자의 관심)

(1) 인과론(casual theory)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타당한 인과이론은 소기의 정책산출

및 정책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 된다. 정책내용의 인과적 타당성은

결국 합리적인 정책설계를 통해 확보되는 바 이를 위해서는 정책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목표설정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 선택되어야 한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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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과정에서 인과이론에 근거한다는 것은 첫째로 타당한 인과이론이 존재

하며, 둘째로 참여자들이 정책결정의 결과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인과

이론을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선의 정책수단을 선택하기 위한 절차로서 합리적 의사결정론이 제시하는

일련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16) 첫째, 해결할 정책문제 또는 달성할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고 둘째, 정책대안을 광범위하게 탐색 또는 개발하고 셋째, 정책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고 넷째, 정책대안의 결과를 비교․평가하고 다섯째,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책목표의 정확성과 구체성, 정책대안의 창의성과 합리성,

정책대안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예측의 정확성, 대안비교 기준의 적합성 등이

합리적 결정의 관건이 된다. 정책대안 또는 정책수단의 탐색은 과거의 정책,

타 정부의 정책, 관련된 이론 또는 모형 브레인스토밍․정책델파이와 같은

직관의 활용 등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기법

으로는 과거 및 다른 정부 정책결과의 활용 및 직관적 판단과 같은 비분석적

방법이 있지만,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방법으로는 모형(model)의 활용과 정책

실험(policy experiment)이 대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타당한 인과이론의 존재여부를 재활용목표설정의 과정에서

언급한 일련의 합리적 과정이 존재했는지, 특히 결과예측 과정이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과정을 거쳤는지를 분석 하고자 한다. 이처럼 적합한 인과이론의 존재

여부를 결과지표가 아닌 과정지표로 삼는 것은 재활용정책집행에 대한 이해

대상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목표를 찾기 위해 일련의 합리적 정책과정이 존재

했는지 여부가 타당한 지표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15) 정책내용의 기술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전적인 합리모형은 첫째, 해결할 정책문제 또

는 달성할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고, 둘째, 정책대안을 광범위하게 탐색 또는 개발하고, 셋째, 정

책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고, 넷째, 정책대안의 결과를 비교․평가하고 다섯째, 최선의 정

책대안을 선택한다는 일련의 과정을 제시한다(이동준, 2005. p30)

16) 정정길, 최종원, 이시원, 정준금,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pp347～40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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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갈등(conflict)

위의 인과이론이 정책결정과정상 정책내용 자체에 관한 것이라면 갈등이라는

용인은 결정과정상 참여자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17). Coser는 갈등을 희소

자원의 획득을 위해 상대집단을 무력화시키거나 제거하려는 노력의 상호작용

이라고 정의하였다(박경희, 2007). 이러한 갈등은 갈등의 다양한 정의 중 집단간

갈등(intergroup conflict)에 초점을 둔 것이다.

반면, 개인간 갈등(interpersonal conflict)은 두 사람 이상의 개인들 사이에서

각자가 추구하는 목표․신념․가치관․태도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며 이는

실질적이거나 감정적인 것 또는 양자 모두일 수 도 있다. 조직간 갈등

(inter-organizational conflict)은 조직목표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편익

등을 둘러싼 배분 문제를 두고 조직 상호간에 발생하는 갈등이다. 이는 조직

내의 하부 단위나 집단에서가 아니라 그 조직 전체를 대표하는 차원에서 발생

하는 것을 뜻한다.

정책결정과정에서 갈등의 정도가 높을수록 성공적인 정책집행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Winter, 1990에서 재인용). 갈등이 높은 정책결정 상태에서는

명확한 정책목표가 세워지지 않고, 타협을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인 정책 목표가

세워질 가능성이 높다(유수연, 2011).

본 연구에서는 재활용 산업지원을 위한 갈등에 초점을 두고 갈등현상을 파

악한다. 이 경우 갈등은 재활용촉진법에서 명시한 재활용비용지급을 위한 최소

한의 기준인 재활용기준비용과 공제조합에서 협회 회원사들에게서 재활용비용

으로 징수하는 협회 분담금의 비용차이에 따른 갈등을 분석한다.

(3) 상징적 행동(symbolic action)

일반적으로 상징이란 복잡한 의미를 애매하게 나타내어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17) 이동준, 앞의 논문,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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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로 하여금 행동을 하게 하는 사물(object)이나 행동(acts), 관계

(relationship), 언어적 구성틀(linguistic formation)이다18). 이러한 상징을 활용함

으로써 타인의 의사나 행동에 영향을 미칠수가 있다. 즉, 상징의 정서적 의미

구성에 따라 특정 요소가 정당화되기도 하고 상징을 통하여 다른 개인이나 조직을

이해하거나 일체감을 느끼기도 한다. 특히 정치적 상징은 정치적 실행을 이룩

하거나 변경시키고 그것을 유지함으로써 정치과정에 직접적인 작용을 하는

상징을 의미하는데19), 이러한 정치적 상징은 정치질서 유지, 갈등의 해석, 정치

쟁점화, 집단의 응집력 강화, 정치적 정당화 기능을 하게 된다.

일련의 정책과정은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그러한 정책과정을 촉발하게 된 사회

문제 또는 정책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바람직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을

자신의 의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고 이를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정책결정자가 그러한 정책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의지가 없이

‘대중이 원하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을 문제해결을 바라는 정책고객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정치적 상징(political

symbo)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정책결정이 상징적 이유로 결정되었을 경우,

성공적인 정책집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재활용정책 형성과정에 발생한 규모미만 규정이 어떠한 정치적

상징 행위가 개입되었고 이에 따른 부작용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4) 주의(attention)

인간의 인지능력, 시간, 경비부족으로 모든 가능한 대안을 탐색할 수 없고,

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수집도 할 수 없으며 상황이 복잡하고 동태적인 경우

불확실성이 커져 대안의 탐색과 결과 예측에 있어 사실판단은 더욱 어려워 진다.

18) 정병걸, 성지은, “과학기술과 상징정치: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4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 김종화,“정책딜레마 상황에서의 정부의 상징적 행동에 관한 연구; 의약분업정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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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간의 주의력(attention)의 한계에 초점을 두고 정책결정 과정상의 합리성의

한계를 인지적 한계(cognitive limit)라고 지적하였다. 정책에 대한 관심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참여자와 가치기준, 문제 상황, 선택의 기회, 해결책 간의 결합이

쓰레기통 모형에서처럼 우발적으로 일어나기 쉬우며, 그 결과로 정책구조, 설계,

집행 간에 내적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집행성공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심이

중요하다. (유수연, 2011).

본 연구에서는 재활용촉진법에서 명시한 관련 서류 미제출로 인한 과태료

부과의 업무절차 및 현황 등을 분석하여 과태료 부과의 목적 및 순응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2) 조직 내및조직간집행형태(organizational and inter-organizational implementation)

정책집행은 조직에 의해 이루어지는 조직 현상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집행

조직 및 집행체계는 정책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 이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집행조직의 문제는 조직 내 문제와 조직 간 문제로 구분하고 있다. 집행

조직의 행태는 집행담당자의 개인적 행태들의 집합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이는

조직의 표준운영절차(SOP: Standard Operation Procedure) 또는 집행지침과

새로운 재원의 부과 여부에 영향을 받게 된다(박경희, 2007).

집행연구에서 조직 내외의 집행행태에 대한 분석에서 중점적으로 고려되어 온

두 가지는 조직의 이익(이해관계)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책집행 참여자 간의

갈등이다. Winter 모형 또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하향식 접근방법과

상향식 접근방법의 적절한 조합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활용의무생산자들의 정책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재활용

사업공제조합의 구성 및 조직운영에 따른 행태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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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선집행관료의 행태

정책집행과정에서는 집행관료가 집행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융통성 있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과 경험이 중요하다. 이들의 태도는 정책대상 집단, 즉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는 정책의 일부로써 다가올 것이다.

일선집행관료(street-level bureaucrats)는 일선의 집행현장에서 정책고객과

직접 대면접촉을 하면서 정책의 내용을 실현해나가는 관료를 말한다. 일선 집행

관료의 행태에 대한 관심은 정책집행론의 상향적 접근법에서 중요시 하는

변수인데 일선집행관료가 놓인 정책환경 및 제약조건과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 고객과의 관계 등이 일정한 집행행태를 형성하게 되는 것에 주목한다.

Lipsky에 따르면 일선관료는 대면처리의 업무가 많고 고객을 범주화 하여

선별하며 재량이 많은 반면 과다한 업무와 자원의 부족, 권위에 대한 도전과

위협, 상충되고 모호한 기대 등에 직면한다. 이러한 집행 국면에 처한 일선관료는

업무를 보다 용이하고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간소하게 만드는

단순화와 습관적이고 규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일상화를 통해 집행상황의

장애를 극복하고자 한다(박경희, 2008).

본 연구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의 재활용제도운영 담당자들을 일선집행관료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담당업무를 알아보고 업무에 임하는 행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4) 정책 대상집단의 행태(target group behavior)

정책대상집단의 행태는 집행과정에서 정책순응(policy compliance)와 관련된다.

정책대상집단은 정책으로부터 직접 혜택을 받는 수혜집단과 그 혜택의 반대급부로

희생을 감수하는 희생집단이 있다. 여기에서는 순응의 개념이 중요하다. 순응이란

말 그대로 정책목표가 요구하는 행동에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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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상집단이 규정된 정책내용을 이해하고 요구하는 행태를 취할 때 정책

순응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러한 정책순응이 따라야 정책은 본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산출과 정책효과를 나타날 수 있다. 정책대상집단의 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순응주체 관련 요인으로서 정책대상집단의 순응능력과

순응의욕이 거론된다20). 즉 순응주체는 정책내용을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지적 능력을 지녀야 하며, 또한 순응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춰야 한다. 또한 순응하는 것이 귀찮거나 손해보는 것 같은

심리적 거부감이 들지 않아야 한다(박경희, 2008). 따라서 규제정책은 정책 자체가

대상 집단에 미치는 영향만큼 집행결과도 대상집단의 영향을 받아 달라지므로,

대상집단의 행태는 집행연구에서 꼭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정책대상집단인 재활용의무생산자와 재활용공제조합은 그들을 규제하는

재활용정책에 대해 강력한 불응에 직면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집행요인을 살펴보고 제도의 순응에 대한 장애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제3절 연구설계

1. 연구내용 및 절차

재활용제도는 생산자의 책임을 강조하여 2003년 개정된 이래로 대상품목이나

운영방식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재활용을 둘러싼 기술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대상품목 등 정책집행에 대한 세부기준의 조정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즉, 시장의 여건에 따라 변하는 재활용의무율을 정하는

기준과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도 보완되어야 하며, 이

20) 정정길, 최종원, 이시원, 정준금,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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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국가 간 무역 및 신제품의 출시 등의 변화에 따라 의무생산자의 범위도

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그 범위를 결정하는 재활용의무 면제제도도 변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적․제도적 변화를 직접적으로 접해야 하는

의무생산자들의 입장에서 지금까지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국내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환경성보장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상품목의 제도이행주체의

실태분석 및 개선책 도출의 단계를 넘어 학문적 이론의 분석틀 안에서 이들의

재활용 정책의 이행도에 대한 정책집행 및 결정과정의 분석을 통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의무생산자의 제도적 관리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논의의 기본전제로서

제도 전반적 업무절차를 파악한다. 그리고 재활용의무율 산정 과정, 재활용공제

조합 및 유사재활용조합을 비교하여 현행 재활용 정책운영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또한 제도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재활용의무 면제규정 확인을 정책

과정에서 분석해 본다. 이를 통해 재활용의무이행주체가 재활용 정책에 참여함에

있어 효율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대상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및 환경성보장제도에 적용되는 품목을

제조․수입하는 업체, 한국환경공단,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으로 하였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방법 및 범위에 대하여 설명

한다. 제2장에서는 기본 개념정립을 위해 우리나라 재활용정책의 개요 및 정책집행

이론에 대해 알아본다. 제3장은 재활용관련 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간의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연구를 위한 이론적 분석틀 및 연구모형을 설정한다. 제4장은

본 연구의 주안점을 둔 부분으로 정책집행현상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통해 재활용

정책의 문제점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제5장은 연구결과의 요약 및한계점을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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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환경규제 및 재활용 유인제도의 유형, 최근 환경정책 변화방향, 선행연구 검토

제3장 개념정의 및 연구의 설계

폐기물 및 재활용의 개념, 정책집행이론의 개념 정의, Winter의 모형을 활용한 연구설계

연구의 흐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3-2] 연구의 순서

제4장 재활용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의 분석

정책결정과정 및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요인 및 정책집행과 결정의 연계성 분석

제5장 결론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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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문헌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고자 한다. 정책집행이론의

연구분석틀을 활용하여 문헌조사 및 제조․수입업체의 재활용 제도별 재활용

정책 이행 과정에 대한 실증적 분석, 그리고 재활용공제조합 등 전문가 인터뷰를

포함한 사례 연구를 통해 기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문헌적 연구는 환경과 관련한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 재활용공제조합 등의

간행물, 정책자료, 학술연구 용역자료, 관련법령, 학술지와 선행 연구논문 등을 검토

하고, 실증적 연구는 환경과 관련한 각종 통계자료분석, 재활용공제조합 등 유관

기관의 인터뷰 등을 활용하고자 한다.

3. 연구모형의 설정

앞서 살펴본 정책이론 유형인 하향적 접근법과 상향적 접근법, 그리고 이

둘을 아우르는 통합모형은 정책집행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큰 이론적 틀을 제공

한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주체와 목적을 가진 정책의 집행과정을 연구한데

어떤 방법이 유용하고 적합한지는 연구자의 관심과 정책의 특성에 따라 달라

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동안 재활용실적의 양적 성장 및 재활용산업에 집중된

재활용정책의 실제 집행 현상을 파악하고,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분석하여, 향후 재활용제도 연구자들이 좀 더 집행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개발하거나, 집행 구조를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있다. 따라서 특정 방법론에

치우치지 않고 재활용정책의 집행현상 전체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고, 집행

관련 변수들을 분석하는 Winter의 연구방법이 가정 적절한 분석모형이 될 것

이다. 본 연구는 Winter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정책형성과정에서의 요인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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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검토하고 정책집행과정에서의 특성을 분석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림 3-3] 본 연구의 분석틀

Winter(1990)를 재구성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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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재활용제도의 형성 및 집행과정의 분석

본 장에서는 Winter의 집행이론의 분석틀을 토대로 재활용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저해하는 요인의 원인으로서 정책형성과 집행의 과정에서 나타난 요인

들을 파악한 후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절 정책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요인

1. 인과성: 명확한 목표설정의 어려움

(1) 정확한 재활용 의무율 산정21)의 어려움

현재 재활용법상 이미 재활용의무율이 고시된 재활용대상품목의 경우에는

이미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산식에 의거 매해 재활용의무율이 결정되고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다. 유일한 변수는 장기 재활용목표율과 비용산정지수가 된다.

재활용의무율 설정의 문제는 변수가 단순화 되어 있으며 환경부 장관이 이러한

변수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변수를 산정함에도 있어서도 재활용의무가 처음으로 발생하는 연도의 재활용의무율

산정시 고려해야 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 수출량, 재활용시설의

규모, 재활용기술의 개발 상황, 제품의 내구 연수 등 재활용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정확한 통계가 확보되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유를 살펴보면 현재 자치단체를 통해서 집계되는 생활계폐기물의 데이터는

21) 재활용촉진법 시행령 별표 5(재활용의무율 산정기준): 재활용의무대상인 제품․포

장재별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 수출․수입량, 재활용시설의 규모, 재활용기

술의 개발상황, 제품의 내구연수 등 재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여 0.9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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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의한 수거와 민간 수거업자에 의한 수거 두 방향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지자체 선별장에서 수거하는 재활용량은 구청에서 계량을 통해 실측되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한 데이터이다. 하지만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에서 배출되어

민간 수거업자에 의해 회수되는 재활용품의 수거량을 실측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하다. 따라서 지자체 통제 밖에 있는 수거량의 집계는 관내 수거업체의 수,

선별기 용량, 영업구역 등을 기초로 추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의 통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집계하고, 현재 재활용시설에서 처리

할 수 있는 용량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에야만 재활용의무율을 공정하고 합리적

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재활용의무량의 객관성이 확보되고 재활용

의무생산자들의 자발적인 제도 순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재활용의무율 및 뱅킹제도로 인한 재활용실적 초과 달성 역효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환경성보장제도는 생산자에게 제품 및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재활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종이팩, 합성수지, 전지, 형광등과

같은 제품은 사실상 재활용률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고 수거실적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일부 품목의 재활용의무량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재활용의 효과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2013년도 재활용

의무율은 제품․포장재 별로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의 0.216에서 발포합성

수지 0.781에 이르고 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재활용의무대상품목별로

0.784에서 0.219에 이르는 재활용가능량이 재활용의무량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렇게 재활용의무율이 재활용정책의 목표로 인식되어 재활용이 추가로 가능한

여건에 있는 의무생산자들이 재활용의무량을 채우고 나면 더 이상 재활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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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을 갖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이행결과를 제출할 때

재활용실적으로 인정받는 실적 중 당해연도 재활용의무량을 초과한 실적을 초과

재활용 양이라고 한다. 의무생산자는 이 초과된 양을 다음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까지 재활용실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으나, 조건이 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

공제조합이 초과 재활용된 양을 사용하고자 하는 해당연도에 재활용의무를 달성

하지 못한 경우로 한정을 지어 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을 위해 지급한 비용이 매몰

비용으로 처리되게 된다. 따라서 의무생산자는 가급적 의무율만을 준수하고자

하며, 의무량을 채운 의무생산자는 더 이상 재활용실적에 관심이 없어지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 따라서 의무생산자중 재활용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추가로 재활용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의무생산자의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

하여 국가 전체적 재활용 실적을 높일 필요가 있다.

2. 갈등의 정도: 지원주체의 정책목표간 충돌

1) 재활용기준비용과 협회분담금의 괴리

재활용공제조합은 그간 재활용품의 수거체계를 구축하고 재활용시장을 확대

하는 등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개별 의무생산자들이 조합운영에 과도하게

참여하여 비용(협회 분담금)을 낮추려고 하고, 공적기능 수행 등에 대한 조합

역할 확대에 반대하는 부작용도 있었다.

이러한 점이 문제가 되어 재활용사업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재활용기준비용

산정을 위해 협회분담금을 결정하는 재활용비용산정위원회를 협회별로 운영하고

있으나, 생산자의 협회 분담금 인상에 대한 의무생산자의 수용거부로 인하여

매년 분담금을 임의조정하고 있다. 재활용비용산정위원회의 개최 목적은 이해

관계가 다른 제도 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반영을 통해 재활용분담금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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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산정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하나 실제 협회 분담금은 단가

결정권이 있는 의무생산자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표4-1] 품목별 재활용기준비용 및 공제조합 분담금 현황22)

조합명 품목
재활용

기준비용

공제조합 분담금
비율

′10년 ′11년

금속캔
ST캔 87 원/kg 74 원/kg 74 원/kg 85%

Al캔 151 원/kg 128 원/kg 128 원/kg 85%

발포스티렌 EPS 317 원/kg 80 원/kg 80 원/kg 25%

유리병 유리병 34 원/kg 27.5 원/kg 27.5 원/kg 81%

전지
리튬 800 원/kg 1,128 원/kg 522 원/kg 65%

망간/알칼리 350 원/kg 522 원/kg 522 원/kg 149%

형광등 형광등 143 원/개 135 원/개 135 원/개 94%

종이팩 종이팩 185 원/kg 150 원/kg 150 원/kg 81%

타이어 타이어 30 원/kg 32.9 원/kg 33.1 원/kg 110%

PET병

무색 178 원/kg 143 원/kg 143 원/kg 80%

유색 235 원/kg 190 원/kg 190 원/kg 81%

복합 360 원/kg 292 원/kg 292 원/kg 81%

플라스틱

단일용기 327 원/kg 81 원/kg 81 원/kg 25%

단일필름,

복합재질
467 원/kg 280 원/kg 280 원/kg 60%

PSP 327 원/kg 295 원/kg 295 원/kg 90%

PVC 981 원/kg 884 원/kg 884 원/kg 90%

22) 한국환경공단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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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활용분담금 및 지원금 단가는 재활용기준비용보다 이하로 수년째

동결되고 있다. 심지어 망간․알칼리 망간과 타이어를 제외한 품목에서는

재활용기준비용보다 최대 25% 인하된 분담금 의무생산자들이 납부하고 있다.

또한 한국PET자원순환협회의 경우 [표4-2]에서 보는 것처럼 협회 분담금과

지원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고 있다. 협회에서 적용하는 분담금 및 지원금은

의무생산자의 비용절감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재활용사업자에게는 재활용에

소요되는 적정 재활용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향후 물가인상 및

재생원료 가격 등 재활용여건을 반영한 탄력적인 분담금 및 지원금 산정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표4-2] 연도별 재활용분담금 및 지원금 단가 현황23)

(단위: 원/ kg)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무색
PET

재활용기준비용 178 178 178 178 178 178

재활용분담금 164 164 160 146 143 142

재활용지원금 140 125 111 111 112 112

유색
PET

재활용기준비용 235 235 235 235 235 235

재활용분담금 216 216 212 193 190 189

재활용지원금 140 125 146 146 154 154

복합
PET

재활용기준비용 360 360 360 360 360 360

재활용분담금 331 331 324 295 292 291

재활용지원금 300 200 260 260 254 254

또한 현재 규정된 재활용기준비용은 2003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도입되면서

23) 한국환경공단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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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것이 10년 넘게 유지되고 있어 현재의 재활용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활용기준비용에 대한 현실화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활용부과금이 실제 재활용에 드는 비용보다 적을 경우에는 재활용부과금이

기업의 재활용 필요성 인식을 비롯한 환경친화적 기업운영에 대한 노력을 담보

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 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유사재활용조합의 역할 갈등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환경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써, 재활용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이행대행 및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활용사업자를 지원하있으며 추가적인 공적기능을 함께 이행하고 있다. 재활용사업

공제조합의 사업범위는 크게 다음과 같다.

[표4-3]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사업범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의무이행 대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

재활용사업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재활용촉진 및 환경보전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기술 개발

효율적인 회수체계에 마련 등

그러나 유사공제조합은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의 허점24)을 이용해 의무생산자와

재활용업체간 계약에 개입하여 부당이득을 획득하고 있다. 즉, 이들은 의무생산자

들에게 공제조합보다 낮은 분담금을 받고 영세 재활용업체의 약점을 이용하여

재활용시장을 혼탁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 재활용의무생산자들이 적정하게

자원재활용법상 재활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인가를 받지 못한 단체가 실질적으로는 재활용사업

24)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거나 재활용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환경부나 제도운영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감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3자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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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이 수행하는 재활용의무의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영업 행위가 가능한 이유는 한정된 품목에 특화된

공제조합과는 다르게 다양한 품목의 재활용사업자를 중심으로 회수된 다품종

포장재의 통합 재활용시스템을 통한 일원화된 처리가 가능하므로 기존 공제조합의

회원분담금에 비해 저렴한 비용을 실현할 수 있고, 하나의 기구에 가입함으로써

재활용 위탁가능하므로 의무생산자 입장에서는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편리하기

때문이다.

자원재활용법이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는 재활용사업 공제

조합의 설립에 대하여 설립의 자유주의를 채택하여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현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자원재활용법상 재활용사업

공제조합으로 인가받지도 않은 단체가 일부 재활용의무생산자들의 재활용의무

이행을 대행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자원재활용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 설립한 다음 재활용의무생산자들의

재활용의무이행을 대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유사공제조합은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와 같이 유사조합은 포장재품목을 중심으로 점점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품군에 비해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재활용사업에 관한 설립

요건도 간단하기 때문이다. 유사조합은 민간에서 공제조합처럼 활동하는 환경부

비인가 업체로서 가장 규모가 큰 (주)향우○○재활용이 대표적이며, 한국플라

스틱○○공업협동조합, (주)리○○, 한국EPR○○사업단, 합성수지○○사업단,

한국합성수지○○순환협회 등 6개가 난립해 있다. 2011년 기준 의무생산자의

(전국 3,084개소)의 약 5%, 재활용사업자(전국 573개소)의 약 15%가 유사조합을

통하여 재활용의무이행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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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4] 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유사조합의 기능 비교

구 분 공제조합 유사공제조합

성격 비영리법인 주식회사

분담금 및

지원금

산정기준

객관적 연구용역을 거쳐 산정하고,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

없음

업체별로 상황에 따라 차등적용

(분담금 및 지원금 비공개)

재활용사업자

관리
진입제한 없음

진입제한

(소수 재활용사업자만 허용)

분담금 및

지원금 차액

용도

협회 인건비 등 운영비

해당품목 수거체계 구축 등

재활용인프라 마련을 위해 사용

전액 수수료

(서류대행 이외 역할

거의 없음)

재질별로 가입해야 하는 공제조합과는 달리25) 유사공제조합은 가입하면 모든

재질의 대상품목에 대해 재활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예를 들어 모 업체의 경우 홈페이지에 스스로를 “저비용 고효율의 전문

재활용업체들의 조합”으로 칭하면서 “전국적 수거, 재활용처리 체계를 갖춘

재활용전문조합이며 품목별 가입이 아닌 한 번의 위탁대행기관 계약을 통해

품목이 안전하게 의무대행, 안전성과 효율성 및 경제성 등을 홍보하고 있다.

- 기존의 품목별 공제조합에 각각 가입하기 위한 서류의 정리 등 반복적인

업무처리를 한번의 가입으로 해결하는 간소하고 안전한 업무처리가 장점

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 재활용에 대한 부담비용이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므로

출고량이 많은 대기업일수록 비용절감 효과가 크다 주장하고 있다.

25) 현재 공제조합은 재질별, 품목별로 10개의 공제조합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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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5] 품목별 공제조합과 유사조합 분담금 비교

(단위: kg/ 원)

품목명 공제조합 단가 유사조합 단가 분담금 차이

PET병 무색단일 143 140 3

PET병 복합재질 292 240 52

PET병 유색단일 190 185 5

PSP 295 250 45

PVC단일복합 884 800 84

기타단일(용기트레이) 81 66 15

기타복합,기타단일(필름) 285 237 48

발포합성수지(PSP제외) 80 143 -63

알루미늄캔 128 110 18

유리병 28 25 3

철캔 74 68 6

이러한 재활용분담금의 인하는 공제조합의 수입감소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비용인하경쟁을 초래하여 재활용 실적 달성이 기존보다 감소하게 된다. 열악한

재활용시장에서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감소는 결과적으로 불법재활용을 증가

시키는 요인으로 확대되어 재활용정책의 안정적 집행에 장애요인이 된다. 즉

재활용에 대한 공적인 책임을 지는 공제조합과는 달리 재활용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 단순 서류대행 기능만 수행하므로 유사조합 소속 재활용업체의 불법

행위가 만연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유사조합이 아무리 재활용의무생산자들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한다고

홍보하더라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안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부여한 재활용

의무는 엄연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그대로 부담하게 된다. 결국 유사조합은 재활용

사업자에 지불하는 금액을 최소화 하거나 재활용사업자에게 계량표 조작 등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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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허위 재활용실적을 제출토록 유도하는 등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재활용시장을 혼탁하게 하게되며, 이러한 대행계약을 통해 재활용의무

생산자가 스스로에게 부과된 재활용의무를 완수하지 못하거나 환경공단의

실적조사를 통해 재활용실적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허위

실적 차감으로 인해 재활용부과금 및 과태료를 포함한 각종 행정처분의 위험을

부담할 수 밖에 없다.

[표 4-6] 차감된 허위실적의 금액 환산결과26)

구 분 총계 2009 2010 2011

차감량(톤) 5,128 1,129 1,462 2,537

금액환산(백만원) 2,290 588 696 1,006

아래의 기사는 2012년 한국환경공단이 유사공제조합에 재활용을 위탁하여

재활용실적을 인정받았으나 공단의 재활용실적 확인을 통해 허위실적을 제출한

사실을 적발하여 차감된 재활용실적만큼 재활용부과금을 추가로 내게 되었다..

적발된 12개소들은 주로 재활용의무량이 많은 대기업들이며 이로 인해 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과 함께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된 피해는 고스란히 의무

생산자에게 전가되었다.

[그림 4-1] 재활용허위실적 제출로 인한 고발 관련 기사27)

26) 금액 환산시 법령에 의한 품목별 재활용단위비용 및 가산율(15%) 적용

27) 출처: 네이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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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징성 및 관심의 정도: 정책상위 목표와 하위목표간 상충

1) 재활용부과금 면제규정의 보편적 타당성 결여

재활용부과금은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징수권한이 부여된 한국환경공단28)이

특정 제조․수입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이외의

금전적 지급의무이다. 즉 재활용부과금은 조세는 아니지만 부담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반대 급부 없이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조세와 성격이 유사한 즉, 준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재활용부과금

또한 조세가 지니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의 이념에 의하여 공평

하고 형평성 있는 부담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27조 및 28조에 재활용부과금의 산정부과 방식이 명시

되어 있다. 재활용부과금의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표4-7] 재활용부과금 산정기준29)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에 대하여 부과 -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

지 아니한 수량 × 재

활용단위비용】 + 가

산금액

*재활용단위비용 : 재활용

기준비용 × 재활용비용

산정지수

자원의 절약과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 제19조

28)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29)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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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재활용부과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되어 폐기물재활용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표 4-8] 재활용부과금의 사용 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

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

폐기물 부담금 및 재활용 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2.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 및 줄이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및 처리지원

4. 재활용 가능자원의 구입 및 비축

5.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 폐기물 부담금(가산금을 포함한다)또는 재활용 부과금(가

산금을 포함한다)의 징수비용 교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재활용부과금은 이처럼 산정방식과 사용용도가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기업이 생산과정에서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부하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윤리적이고, 궁극적인 목표가 환경에 부하를 끼치는 기업으로

하여금 자신의 노력으로 환경오염요인을 제거하도록 유도하는 지속적인 유인을

부여한다. 만일 부과금 수준이 적절한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기업은 부과금을

줄이기 위해서 생산과정에서 환경경을 고려한 기술혁신의 유인을 강하게 가지게

된다.

그러나 규모미만 규정으로 인한 재활용의무 면제품목이나 대상을 지정하는

것은 이 제도가 불공평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게

된다. 재활용의무대상품목 중 포장재의 경우는 매출․수입액기준과 출고․수입량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생산자에게만 재활용의무가 부과되고 그 외의 생산자는

재활용의무가 면제된다. 이렇게 되면 품목별로 36～59%정도의 재활용의무



- 55 -

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면제받게 된다고 한다30).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2003년 최초 도입할 당시 현실적으로 사업규모가 작아

재활용을 할 수 없는 영세업체의 반발을 고려해 정부는 광공업통계조사를 근거로

하여 전년도 매출액 10억 이하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 그리고 일본 사례를

참고하여 전년도 수입액 3억원 이상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재활용의무를

면제해 주었고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중 제품류에 대해서는 재활용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면제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한다31).

그러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는 의무이행률 100%를 초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제품․포장재의 총 출고량 대비 재활용량이 국가 전체적으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므로 현재 재활용의무가 면제되는 생산자의 범위가

현실적으로 타당하며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포장용기협의회, 2008).

자원절약법 시행령 제19조에는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준이 정해져 있다.

매출액은 포장재 관련 업종의 경우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발포합성

수지를 제외)는 출고량 4톤, 수입량은 1톤으로 등으로 동일하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해당하는 전기기기,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등에 사용되는 포장재의

경우 전년도 출고량 10톤, 수입량 1톤 등의 기준으로 인하여 실제 해당 재질로

인해 대상인 업체가 초대형 제조업체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이다.

30) 박광석(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정책방향 및 평가, 포장계,

2008, 1, 76면참조
31) 오용선, 생산자책임확대제도의 사회적 경제성 평가. 주식회사 한국학술정보,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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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9]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준32)

업종

규모

매출·수입액 기준
포장재의 출고·수입량

기준

1. 종이팩·금속캔·합성수지재질(발포

합성수지는 제외한다) 포장재를 사

용하는 음식료품류,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

살균제, 의복류, 종이제품, 고무장

갑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

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

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

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

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

이 1톤 이상인 수입업자

9.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를 사용하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

호 및 제4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및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

용품 중 전기기기,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사무기기와 개인

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

다)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

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

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0.8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

량이 0.3톤 이상인 수입

업자

따라서 업종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의무대상업체를 운영주체 입장에서 관리

가능하고 제도이행 입장에서 부담가능한 범위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제도이행에 대한 순응도를 향상 시킬수 있고 해당업체에서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다만 기업 규모의 차이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존재

하며 의무대상 기업이 많아질수록 이들의 사회적 책임은 약화될 우려가 존재

한다.

3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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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들이 비록 재활용의무대상에 포함되나 대부분 의무대상에서 면제

되어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출고량․수입량에 따른 기준을 통일

할 필요가 있다.

[표4-10] 재활용의무 면제 기준의 개선 예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2(재활용의무대상 사업장)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이란 제14조의 전기ㆍ전자제

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으로서 연간 전기ㆍ전자제품 매출액

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거나 전기ㆍ전자제품을 수입하

는 사업장으로서 연간 전기ㆍ전자제품 수입액이 3억원 이

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2) 서류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과잉규제

현행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는 자원절약법 시행규칙, 환경부예규인 재활용의무

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른 첨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및 첨부 서류는 재활용실적을 증빙하는 서류로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보고서이다. 따라서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의무생산자는 관할 환경청 또는 시․군․구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고 있다. 하지만 [표4-11]을 보면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는 업체 중에 1차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금액 30만원보다 재활용미이행으로 인한 재활용

부과금이 적은 경우가 있다. 2011년 95%, 2012년 86%의 의무생산자가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또는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서류 1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소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는 규제목적의 불명확성을

가져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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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연도별 생산자 책임 과태료 부과 업체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공제조합 가입 등 5 - 6

부과금납부 138 89 159

제조
공제조합 가입 등 3 - 2

부과금납부 44 8 51

수입
공제조합 가입 등 2 - 4

부과금 납부 94 81 108

[표 4-12] 30만원 미만 부과금 업체 중 과태료 부과업체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30만원미만

부과금업체

계 - 80 93

제조 - 4 13

주입 - 76 80

따라서 최소한 현재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444호)에

있는 재활용부과금에 대한 기준33) 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여, 만원 미만의 재활용

부과금 산출로 인해 납부가 면제된 업체에 대한 과태료 면제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이행에 대한 불만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33) 제26조(최저부과액 및 단수계산) ① 산정한 재활용부과금액이 10,000원 미만일 때에

는 징수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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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원절약법과 자원순환법의 과태료에 대한 위반행위에 따른 부과기준에

대한 통일도 필요하다. 동일한 규제에 대한 동일한 처벌은 규제순응의 핵심적

요인이다. 동일한 법정서식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미제출하였지만 자원

절약법에는 30만원, 자원순환법은 50만원이라고 하면 규제에 자원순환법을 지키는

의무생산자에 대한 역차별의 불만을 가져와 순응을 저해할 수 있다.

[표4-13] 환경성보장제도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차. 법 제17조(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활용의무이

행계획서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

수의무이행계획서나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5조제

5항제4호

1)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 80 100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80

3) 그 밖의 경우 20 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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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요인

1. 정책수단의 특성: 수단의 부적절성

(1) 회수체계를 간과한 재질별 재활용공제조합 운영

재활용공제조합을 통한 재활용의무이행의 장점은 의무생산자가 비록 소량

일지라도 재활용부과금의 납부를 지양하고 재활용공제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재활용의무를 면제받는다면 협회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현재 포장재를 담당하는 재활용공제조합은 포장재별로 설립되어 있어 품목별

특성에 따른 재활용사업의 전문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양한 종류의

재질을 포장재로 사용하는 의무생산자의 경우 조합을 포장재별로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그리고 공제조합은 의무생산자로부터 받는 재활용의무

대행비용, 즉 협회분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조직인데 각 포장

재별 조직운영으로 관리 및 행정 예산이 중복되어 지출되므로 의무생산자의 조합

분담금의 낭비요인이 되어왔다.

환경에 대한 관심 및 중요도가 증가함에 따라 의무생산자들은 조합의 운영

방식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위와 같은 조합의 비효율적 운영방식에

대한 개정요구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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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4] 재활용사업공제조합 현황34)

대상품목 공제조합명 설립연도

종이팩 (사)한국종이팩재활용협회 2003

유리병 한국유리병재활용협회 2004

금속캔 (사)한국금속캔자원협회 2003

합성수지

(PET, EPS제외)
(사)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 2003

PET병 (사)한국PET병재활용협회 2003

발포합성수지 (사)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2003

전지류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 2003

타이어 대한타이어공업협회 1956

윤활유 (사)한국윤활유공업협회 1982

형광등 (사)한국조명재활용협회 2000

전자제품 (사)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1997

또한 재활용품의 회수체계를 살펴보면, 그림[4-1]과 같이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의 재활용의무대상품목은 대개 제품의 유통경로와 폐기물배출 경로가 단순

하고 비슷하여 수거업체에 의한 회수가 용이하고 대부분 지자체와 계약된

선별장이나 민간 선별장에서 재활용사업자에게 수거품목들이 혼합되어 모이므로

재질별로 공제조합이 있어야 할 명분이 부족하다.

34)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홈페이지(www.iep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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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제품의 생애주기에 맞춘 폐기물 관리개념도35)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처분단계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폐기물부담금

∘ 생 산 자 책 임

재활용제도

∘환경성보장제도

∘과잉․과대포

장 규제

∘리필제품 생산

권고

∘포장 폐기물

감량화

∘쓰레기종량제

∘1회용품 사용

규제

∘폐기물 보관․

운반기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따라서 금속캔, 페트병 등 재질별로 운영해 온 6개 포장재별 협회를 전자제품과

같이 하나의 협회로 통합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들이 그간 공제조합에 중복으로

가입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행정비용의 지출을 최소화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전지류의 경우 전자제품과 회수경로가 유사하므로 전자

제품이 분리배출 될 때 제품속에 함께 배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소형가전

으로 대상품목이 확대 될 경우 동일한 수거함을 사용가능하므로 (사)한국전자

산업환경협회와 (사)한국전지전지재활용협회의 합병도 검토 가능하다.

그리고 타이어와 윤활유는 과거 품목별 생산자협동조합이 기존의 업무에 추가로

재활용업무를 병행하여 조합이 회원사를 대신하여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게 되어

타 품목에 비해 재활용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또한 타이어와

윤활유는 카센터를 통해 회수가 되고 있으므로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해

하나로 통합하여 남는 재원으로 재활용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5) 정영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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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5]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조직 개선 방안

대상품목
변경전

공제조합명

통합후

공제조합 명(가칭)

종이팩 (사)한국종이팩재활용협회

(사)한국포장재재활용협

회

유리병 한국유리병재활용협회

금속캔 (사)한국금속캔자원협회

합성수지

(PET, EPS제외)
(사)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

PET병 (사)한국PET병재활용협회

발포합성수지 (사)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전지류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
(사)한국전지․전자산업협

회
전자제품 (사)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타이어 대한타이어공업협회
(사)한국타이어윤활유재

활용협회
윤활유 (사)한국윤활유공업협회

형광등 (사)한국조명재활용협회 현행유지

이처럼 공제조합의 회수체계 및 품목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한 통합할 경우

의무생산자의 편의가 향상되고 협회분담금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복수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의무생산자가 여러 개의 조합에 가입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

이며 협회운영비의 감소, 규모의 경제 실현 등으로 협회분담금도 어느 정도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다만 포장재별로 분담금을 재산정하여 품목간의 소요

비용 배분하는 문제와 더불어 예상되는 문제는 재활용공제조합의 비용구조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재활용비용 등 실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제

조합운영을 위한 행정비용으로 구성되므로 재활용공제조합을 하나로 통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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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절약되는 예산에 대한 운영의 여유가 생기는데36), 이 자금을 가지고 재활용

공제조합이 재활용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재활용비용을 높일 것인가 아니면 회원사의

분담금을 낮출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다. 따라서 재활용비용은 경제상황

및 재활용여건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자율에 맡길지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포장용기협의회, 2008).

2. 일선 정책집행자의 특성: 집행역량의 한계

(1) 재활용 출고․수입실적 현지조사의 근본적 한계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관리, 감독하고

재활용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의 보고서류가 재활용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서류에 의한 확인은 허위, 불성실 보고의 위험을 완전히 배제

하지 못한다. 재활용행위가 적법하건 위법하건 사후에는 적법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단은 출고수입실적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관할 의무생산자의 15%를 조사대상업체로 선정하여 출고

수입실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산술적으로 매년 15%의 업체를 조사를

다니면 5년에 1회도 조사를 받지 않는 업체가 생길 수 있으며 이들의 재활용의무

적정성 여부는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는 없는 게 현실이다.

현재 법령상으로는 현지조사 및 확인만이 유일한 수단이므로 현지조사, 확인의

대상업체 수 비율이 늘어나는 등 확인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인력 및 예산 또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2)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성 부족

환경공단의 업무는 재활용촉진법 제38조 권한의 위임 위탁과 관련하여 재활용

36) 현재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은 그 용도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중에는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 및 폐기물줄이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자원절약법 제20조 제2호,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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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출고수입실적서의 관리 및 재활용부과금의 부과

징수, 정산 및 반환, 출고수입 실적 조사, 재활용 이행실태 조사, 재활용실적조사,

부과금 징수유예 접수 및 승인 등 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업무량 뿐만

아니라 의무이행대상의 점진적 확대 및 품목별 공제조합을 관리해야 하므로

재활용정책을 집행에는 전문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환경공단 일선관료들은 순환

보직에 의하여 제도 담당자가 바뀌어 지속적인 관리와 불응 주체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그림 [4-3]을 보면 2014년 현재 환경공단에서 재활용정책을 담당하는 직원

130명 중 2년 미만의 직원이 57%에 달한다.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도

정책을 직접 담당하는 행정직이 아닌 주로 전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책집행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재활용의무이행절차를 볼 때 1년이 지나야

전반적인 과정을 체험하게 되며 2년 정도 지나야 재활용과정과 의무생산자의

특성 등을 확인하게 되므로, 2년 이상 근무해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

이다37). 그리고 재활용공제조합은 품목별로 전문분야가 정해져 있어 이들이

제출한 재활용실적의 적정성을 조사해야 하는 환경공단의 입장에서 일선 관료들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 근무기간에 대한 보장은 필요하다.

[그림 4-3 ] 한국환경공단 재활용제도 담당 직원 근무 연수 비율38)

37) 한국환경공단 직원 인터뷰 내용

38) 한국환경공단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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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대상집단의 특성: 조직내 및 조직간 집행조직 행태

1) 재활용의무생산자 주도로 균형을 상실한 공제조합 운영

공제조합은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설립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조합 운영이

전적으로 회원분담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의무생산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 비영리 사단법인인 공제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사인 의무생산자와

재활용사업자의 갈등이 잦아지고 있다. 영리추구가 제1의 목적인 생산자는 공제

조합을 재활용의무 실적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있으나, 정부나 환경

공단은 조합의 공적인 기능의 수행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합의

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회원사 분담금 외의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공제조합의 운영이 회원사의 입김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재활용사업자의 공제조합운영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활용

지원비의 산정, 재활용 실적 물량배분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명문화 시켜, 재활용

사업자와 의무생산자간 힘의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2) 공제조합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 규정의 미비

공제조합은 재활용사업자의 비대상품 혼입비율 조사, 의무생산자의 최종

재활용결과의 제출 등 재활용실적을 관리하고 있지만, 단지 재활용실적을 구입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기관에서 재활용실적의 진위를 파악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 현재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은 환경부로부터 재활용 실적 인정

업무를 위임받는 한국환경공단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데 위임받은 업무의 범위가

재활용 실적의 적정여부만 제한된 시간에 사후적으로 확인 하는 것에 한정39)

39) 환경공단 인터뷰 내용: “재활용실적조사를 위해 환경공단은 5월부터 재활용부과금

부과전인 6월말까지 재활용실적조사의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나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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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어 실질적인 관리감독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내부 운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권한의 한계가 존재하여 부적정 사례 적발시에도 시정조치를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공제조합은 연 1회 환경부로부터 지도점검을 받지만 지적

사항에 대한 강제성은 이행 규정이 미비한 현실이다.

따라서 공단이 재활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업무와 권한을 확대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재활용 실적인정을 위한 환경부에 권한인 지도

점검 업무를 공단으로 이관하고 서류심사 이외에 공제조합의 적정 운영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또한 공제조합에 대한 재정 감독도 필요하다. 현재 공제조합의 분담금 사용이나

자금 집행을 둘러싸고 방만 경영의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비효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공제조합이 포장재 공제조합 등으로

통합될 경우 공적 기능이 더욱 확대될 것이며 이로 인해 공제조합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공적인 감시가 더욱 요구될 것이다.

문제는 현재 공제조합은 의무생산자간의 민간단체로 설립되어 있고, 운영도

회원사의 분담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설립요건에 대한 확인

이외의 공적 감독이 어렵다는 점이다. 공제조합운영에 대한 공공기능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동시에 정부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감사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제3절 정책적 시사점

이상의 분석결과로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면

첫째 의무생산자의 자원순환체계 참여 활성화 방안, 둘째 재활용정책이행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여 형식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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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의 효율화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자원순환체계 참여활성화 방안

으로는 재활용의무율 산정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 확보를 통한 순응성 확보, 초과

재활용실적에 대해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재활용정책수단의 효율화를 위해 조합의 양성화를 위한 복수공제조합의

허가 및 재질별 특성을 감안한 공제조합의 통합 운영, 규모미만 기준의 단순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기타 정책집행의 용이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도 운영 기관의 의무생산자 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

재활용사업자와 의무생산자의 중립적 입장에서의 재활용공제조합의 운영이 필

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1. 재활용 의무이행주체의 재활용정책 자발적 순응 유도

1) 재활용 시장여건을 반영한 재활용의무율 부여방식 개선

현행 의무생산자가 준수해야 하는 연도별 재활용의무율은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출고량 대비 재활용의무율에 의해 산정되고 있고, 재활용

의무율은 각 지자체에서 작성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량, 재활용 실적, 재활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당해 연도 이전에 고시되고 있다. 문제점은

재활용의무율의 단조 증가로인해 궁극적으로 재활용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치로서의

재활용의무율 개념이 미흡하고, 의무율이 실제 재활용량을 반영하지 못하며,

의무생산자는 매년 의무량 달성이라는 미시적 관점에서 정책에 참여하여 재활용에

대한 추가적인 의지를 발생시키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제도하에서는

재활용의무율을 초과하는 재활용이나 폐기물에 관한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재활용의무량을 강제할당하는 현재의

방식을 폐지하고 재활용의무율 산정시 기업의 여건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한

정책집행이 필요하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재활용량을 유연하게 선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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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율 결정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이 가능하도록 의무생산자 및 재

활용공제조합 등으로 구성된 의무율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활용의무율을 확정

할 필요가 있다.

2) 재활용 실적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재활용 정책을 의무생산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유도하는 방안으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위해서는 재활용 사전단계와 재활용 사후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재활용이

전단계는 생산단계에서 폐기물을 감량하고,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재질을 개선

하였을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PET재질 등은

재질구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처럼 회수된 자원을 재활용

하거나 재활용공정에 이용되는 장비 등에 대해 감세조치를 하는 하거나 영국과

같이 재질구조개선을 할 경우 재활용공제조합의 회비를 감면하는 것처럼 직접

적인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후 단계에서는 뱅킹제도의 취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재활용 실적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재 2년의 인정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으며, 의무생산자간

뱅킹거래를 통해 소멸되는 개별 의무생산자의 재활용비용을 보전할 경우 재활용을

촉진하는 유인이 될 것이다.

3) 재활용 현실을 반영한 재활용기준비용의 산정

재활용부과금 기준비용은 2003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도입될 당시 산정된

금액이라 작금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며, 재활용 산업에 대한 시장가격에

재활용활동의 최종 생산물인 제품․원료의 가치만 반영되고 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감량기능은 인정받고 있지 않아 재활용산업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제조․수입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현 제도에서 재활용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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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에 따른 부담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나 현재의 재활용기준

비용이 낮아 소비자들이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이들 제품의 사용을 억제할 유인이

거의 없다(최병선, 1992). 따라서 재활용부과금을 기업이 부담으로 인식해야

재활용에 대한 자발적인 경제적 유인이 생기고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친 환경성을

고려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4) 공제조합의 경쟁체제 도입 등을 통한 재활용 산업의 경쟁력 강화

현재의 재질별 단일 공제조합으로는 재활용품 회수체계의 중복과 재질별 공제

조합의 중복가입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조합의 독점적

지위가 영세한 재활용사업자의 상대적인 지위를 약화시켜 재활용사업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공제조합의 효율성

확보 재활용사업자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서는 복수의 공제조합 설립을 허용하되

재활용시장의 과당 경쟁 및 질적 저하로 인한 공공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공제조합의 설립요건을 강화하여 공정 경쟁체제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재활용법은 의무생산자의 공제조합의 의무를 강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유사공제조합과 개별 재활용사업자들은 공제조합이 구축해놓은

회수인프라를 이용하여 저렴하게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면서도 회수체계가 미비한

품목의 추가적인 회수인프라에는 비용을 분담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의무생산자가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대신 재활용을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 할 경우 재활용

사업자의 확인 및 재활용이행방법에 대한 조건을 강화하여 유사조합의 폐해를

방지하고 재활용산업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부패한 이미지를 탈피하며, 행정적

으로도 부적정한 위․수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성을 강화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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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태료 기준의 현실화 및 의무이행 규정의 개선

미제출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와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업무의 불응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는 업체에 대해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서류제출을 면제해 주는 것이 옳을

것이나 관리감독상의 문제와 위․수탁 의무생산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다.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의무이행계획서와 결과보고서의 제출면제 기준은

어려우며 과태료 부과금액의 하향조정 및 재활용부과금 부과의 면제기준인 만원

미만 재활용부과금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제도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태료 규정의 엄격한 적용으로 일선 집행

관료들의 감정노동량의 증가, 규제의 효율성 감소, 피 규제자의 반발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2. 재활용정책이행을 위한 수단의 효율화 및 공정한 적용

1) 유사재질 공제조합의 통합으로 편리성 및 경제성 강화

공제조합의 운영상 문제점을 살펴보면 포장재의 경우 폐기물의 발생․회수․

재활용 과정이 유사하지만 품목별로 공제조합이 설립됨에 따라 예산의 중복

지출, 조합 운영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고비용․저효율의 문제가 있다. 즉

관리부서의 중복․회수체계의 효율성 저하․재활용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비용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의무생산자의 입장에서도 한 개의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편하지만 품목별로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공제조합별로 규모, 운영방법, 회원사의 의무 등에

차이가 있어 업무에 혼선을 느낄 수 있다.

우선 공제조합의 업무와 분담금 산정기준의 표준화를 통해 의무생산자가

복수의 공제조합에 가입하더라도 행정상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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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공제조합의 운영과 조직의 일원화로 여러 포장재 폐기물을 종류에

상관없이 혼합 수거하는 통합수거체계 구축으로 수거 및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자의 재활용의무이행 편의성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2) 정책집행기관의 규정보완 및 인식 전환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민간의 자발적 유인을 통한

정부 개입의 최소화 이지만 시장 유인적 규제는 이 규제가 잘 작동하여 궁극적

으로 환경오염을 줄일 것이라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환경문제의 관료적

해결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시장규제의 관리감독을 위한 정부의 명령 지시적

통제 또한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특히 필요한 것은 의무적인 행정

절차 준수와 감시규정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현행 규정은 무임승차자의 문제,

서류제출 적성성 검토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의 해결을 위해 정책집행

기관의 조직과 인력의 확대 보다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업무의 효율화, 국민과

기업이 환경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유도하는 계몽활동을 통한 인식전환

노력40)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집행기관의 역할이 기존의 현지조사, 재활용부과금 부과 등 기업규제

에서 벗어나 재활용 기술개발 및 재활용 산업 지원, 친환경성 제품생산 기준

제시 등 재활용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향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재활용정책의 목적은 의무생산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생산자의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제품의 설계․

제조과정에서 친환경소재 및 디자인의 선택을 촉진하고, 구조개선을 통해 폐기물의

40) 환경규제정책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경제성장을 저해하거나 기업에 부담이 많이

된다는 인식을 탈피하여, 독일의 경우처럼 환경규제 수준이 소비자의 선택의 기준이

되므로 기업의 기술개발의 목표가 되어 궁극적으로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

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한국행정학회, “환경규제의 역사적흐름 고찰 및 합리적 개선

방안 연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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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량 및 재활용 가능성을 높이는데 있다(자원절약법 제16조). 하지만 아직도

일선 기업에서는 재활용의 문제를 경제적 책임으로만 인식하고 있으며 재활용

실적 평가 위주의 현 정책기조 하에서는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의 제조와

판매, 회수, 재활용이라는 전 단계에 걸친 책임을 유도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실적을 평가하는데 있어 재활용 실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평가항목을 개발하여 재활용 수준을 평가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즉, 기존의

사후적 관리보다는 사전적 관리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여야 한다.

3) 공정한 공제조합의 운영 및 운영실태 관리 강화

공제조합의 품목별 통합으로 공제조합의 수행범위 확대와 함께 역할을 체계화

하고 권한 및 예산을 확대할 경우 행정기관의 공제조합의 적절한 관리감독은

전문화되어야 한다. 공제조합운영에 있어서 조합의 운영과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감독이 구체화 될 수 있는 세부 운영지침을 명확히 마련하고

재정감사 기능을 확대하여 의무생산자의 불만을 감소시키고 조합의 투명성 확보

및 행정비용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EPR전산시스템을 보완

하여 공제조합이 운영중인 회원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회원사 현황 및 재활용

실적 등 정보를 공유하고 실적검증의 효율성과 조합의 운영 자료의 정확성,

의무생산자 서류제출의 편리성을 확보하는 등 정보화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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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연구결과의 요약

ü 정확한 의무율 산정의 어려움

ü 의무율로 인한 추가 재활용동기 감소

ü 이해관계자의 의무율산정 참여

ü 초과 재활용 실적 인센티브 부여

ü 재활용기준비용과 협회지원금 차이 심화

ü 공제조합과 유사조합의 분쟁

ü 재활용기준비용의 재산정

ü 공제조합의 경쟁체제 도입

ü 규모미만 규정의 부작용

ü 과태료부과의 과잉규제

ü 규정의 간소화 및 현실화

ü 과태료 대상 기준의 완화

ü 재활용품 회수체계 중복의 비효율성 ü 유사 재질의 공제조합 통합

ü 재활용실적조사의 근본한계

ü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성 부족

ü 조사 규정의 보완 및 교육

ü 정책집행의 패러다임 변화

ü 의무생산자 중심의 공제조합운영

ü 공제조합의 관리감독 규정 미비

ü 재활용사업자의 입지 강화

ü 공제조합 관리감독기능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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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1. 연구결과의 요약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장경제를 의무사항으로 규제하여 강제력으로 통제를 가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보다는 시장유인적 수단을 통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기업이 수용가능한 적절한 제재를

병행한다면,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집행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많은

행정인력과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환경규제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피 규제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근간으로 운영되는 재활용정책분야는 이러한

필요성이 더 클 것이다.

본 연구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활용정책을 정책집행과

정책집행간의 요인들로 분석하여 정책순응에 대한 장애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재활용산업에 대한 기술적 요인에 기반하여 문제를 분석하거나 혹은

이론적 기초가 부족한 상태에서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책을 도출하는 연구로서는

문제의 원인에 대한 학술적․체계적 탐색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그간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개선을 위해 정책집행이론의 분석틀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실제 정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문제들과 집행실패의 상황적

요인을 다각도로 규명할 수 있게 해주며 동시에 집행현장의 맥락에서 정책

상황을 진단하고 보다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화 환경성보장제도라는 재활용정책 집행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정책 집행․정책 결정의 모형을 설정하여

정책집행과 정책결정의 상호 관련성을 조명하고 그러한 맥락에서 제도 운영에

관한 문제에 접근하였다. 분석결과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요인으로는 첫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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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인 재활용의무율이 실제로는 재활용실적에 대한 한계량을 스스로 지정하였고,

뱅킹제도가 의무생산자들에게 실질적 인센티브가 되지 못하여 추가적인 재활용

목표의 달성의지를 저해한다는 점과, 둘째 재활용방법에 대한 자율적 선택으로

인해 변형된 유사 재활용조합이 탄생하여 재활용시장을 혼탁시키는 갈등의 문제,

의무생산자들의 재활용정책 이행의 편의를 위해 설립한 공제조합이 오히려

재활용산업의 경제적 규모를 축소시키는 문제, 그리고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활용의무를 면제시키는 규모미만 규정이 오히려 재활용제도의 복잡성을

가져오고 정책의 실현성을 떨어트리는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그리고 정책집행과정에서는 재활용공제조합의 품목별 구성으로 인하여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조합별 가입으로 인한 의무생산자의 불편함, 의무

생산자의 재활용의무이행의 적정여부 확인을 담보하는 인원과 규정의 미비, 의무

생산자 중심의 재활용공제조합 운영, 실질적으로 재질별로 독점적 지위를 받은

공제조합의 강제력 있는 관리감독 규정 미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재활용의무율을 상회하는 재활용 실적을 달성한 업체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부여 및 재활용 의무면제․과태료 부과 기준의 합리화, 재활용 산업의 현실을

반영한 기준비용의 재산정, 공제조합의 공익성 강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및 회수

체계가 유사한 공제조합의 통합과 같은 효율성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정책결정기관이 명령지시적 규제를 지양하고 재활용정책을 지원하는 사후적

관리에 정책의 방점을 찍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자발적인

환경정책의 협력을 유인하고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2. 기대효과

환경에 대한 보존 개념이 재활용정책에 도입된 이래로 제조․수입업체들은

환경정책 및 제도운영에 있어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 부터 친환경성을 고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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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과하는 재활용부과금(부과금)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는 등 환경

관련 정책에 있어 중심적 위치에 존재하였지만,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앞세운

정부와 환경단체들로부터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치부되어 규제와 통제의 대상

으로 분류되어 왔다. 또한 재활용 제도를 이행함에 있어 제도가 난해하거나

행정 절차가 복잡하여 의도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감소하면서 사업을 유지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통해 정책집행기관의 관점에서 제도참여자에 대한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활용 의무대상자가 재활용

정책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이들이 향후

정부의 재활용 정책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동기를 부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연구의 한계

Winter의 모형은 정책결정과 정책집행간의 관계를 일방적 관계로 인식하고

있으며 집행산출이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41) 정책결정과정

에서의 문제점이 때로는 집행과정에서의 요인에 의하여 상쇄되어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간과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도 기

존의 정책결정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이 모두 정책결정과 집행을 연계시키는

변수라고 보기 어렵다. 재활용정책 집행현황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연구가 없

는 상황에서 각 변수들을 분석하고 현황을 파악하고자 Winter의 이론을 차용하

였으나 본 모형이 담고 있는 변수 이외의 재활용정책집행과 관련이 있는 요인

들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을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파악한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이용하여

41) 한세억, “정책결정과 집행간 연계성에 관한 연구-정보정책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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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원(1998)과 한세억(1998)에 의해 제안된 정책결정과정과 정책집행과의

연계성을 강조한 통합모형을 활용하여 Winter 모형으로 밝혀내지 못한 다른

영향요인을 찾아내는 등 향후 재활용정책의 집행연구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의의를 두며 본 연구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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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ing on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recycling system and

Eco-Assur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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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and EcoAS(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Vehicles ECO-Assurance System were implemented in 2003.

They are based on the idea that in the recycling industry the producer

must pays to support the institutional apparatus to facilitate recycling

systems. This recycling systems were implemented in 1992 to help

alleviate the waste deposit problem in the country. The resource recycling

systems play a pivotal role in these policies as the type and extent of

waste continues to expand. Companies have made agreements to improve

their recycling systems to reduce their waste. However, recycling systems

have been a challenge to implement due to the difficulty of recycle some

items that are transformed into a renewable resource in recycl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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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had tangible results.

It is important to have a system that aims to continuously achieve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best and most appropriate policies to improve

recycling practices. However, even if you select the best policy, the actual

steps to ensure in forcemeat these policies may not be designed properly.

As a result, the execution of these polices many not go as planned, and

may make it impossible to guarantee the success of the policy. The

following interests groups are involved in the implementation of recycling

system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the

Recycling Business Cooperative Association. They have been a crucial

force in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in various recycling companies.

Howeve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is very important.

The producer's obligation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policy

implementation is crucia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recycling policy development

and policy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relevant variables that affect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policies. This study looks at recycling

statistics and policy analysis for evaluate and improve the implementation.

In initial the study, policy design and policy implementation of the

behavior of front-line officials, including Top-down approach, one-way,

such as research or most of the way Bottom up approach. However, as

policy enforcement executive development research process to integrate the

academic and policy-making process tends to. In this study, we used as a

model the Winter recycling policy enforcement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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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ect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implementation. The Winter’s methods

used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variables affec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ies into the ability to make policy implementation were The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was necessary source of statistical data the

performance of policies in various locations and through many years.

The analysis confirmed that policy enforcement is affected by many

variable. Some of witch negatively affect the successful performance of a

policy. Cause of the failure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policy

objectives is actually a recycling rate of recycling obligations for

performance by specifying a limit for themselves anymore does not provide

incentives for recycling. Second, recycling similar association occurred by

voluntary choice on how to recycle disturb recycling market. And ‘less size

regulation' to protect small scale operators cause side effect because of the

complexity of the recycling system.

And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The Cooperative Association

found that the material recycling collection system was redundant due to

the inefficiency of the recycling. Discomfort of producers by signing up to

each association caused by their managing materials. Recycling regulations

to determine the fair value of the lack of implementation, Association of

Producer-centered operations was pointed out as a problem.

keywords : EPR, EcoAS, Environmental policy, policy

implementation, regulatory policy

Student Number : 2013-22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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