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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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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과 환경부가 체결한 1회

용 비닐 봉투 판매를 금지하는 자발적 협약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소비

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0년과 2012년에 체결된 두 차례 자발적

협약은 사람들이 주로 방문하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포장

재인 (1회용) 비닐 봉투를 전면 판매 금지하는 것이다. 비닐 봉투를 판매

하지 않는 대신, 이를 대체할 포장재로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였

고 이에 따라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량은 압도적으로 증가하였다. 재

사용 종량제 봉투는 포장재로도 이용되지만 이후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용도로 재이용되므로 급격히 증가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쓰레기 수수

료 종량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내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거의 모

든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고, 규격화된 종량제 봉투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므로 비닐 봉투 판매 제한으로 인해 변화한 종량제 봉투 구매 행

위가 종량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전국 182개의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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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18년 자료를 이용한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설정하였다. 기존의

종량제 봉투 판매량, 이에 재사용 종량제 봉투까지 더한 전체 종량제 봉

투 판매량 두 가지가 종속변수이다. 설명변수로는 정책 외에 종량제 봉

투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고, 재사용 종량제 봉

투 판매량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을 더미변수로 반영하였다. 한편,

증가 시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자료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생존 분석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가 증가한 시

점을 추정하였다. 생존 분석 추정에서 예측치를 도출하여 패널 고정효과

모형에 반영하였다. 해당 연구 모형은 예측치를 추정식에 반영하는 2단

계 추정을 한 형태이므로, 발생할 수 있는 측정 오차를 감안하여 부트스

트랩 기법을 이용하여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추정 결과,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종량제 봉

투 판매량은 어느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사용종량제

봉투와 기존의 종량제 봉투 판매량을 모두 고려했을 때 감소한 정도보다

압도적으로 전체 증가 수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감소한

기존의 종량제 봉투 판매량에 비해 증가한 전체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종속변수의 형태에 따라 적게는 약 2.43배에서 많게는 약 4.59배로 나타

났다.

분석 결과를 통해 비닐 봉투를 줄이려는 환경 규제 정책이 쓰레기 종

량제라는 규제하지 않던 영역에 영향을 미쳐 정책 효과에 누수가 발생하

였음을 밝혀냈다. 과다한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해 여러 환경 및 경제적

비용과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비닐 봉투를 규제하기 시작하였

다. 이로 인해 기존의 비닐 봉투 소비는 감소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종량

제 봉투의 소비는 증가하였다. 기존의 비닐 봉투 소비량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증가한 종량제 봉투의 소비가 환경적인 측면에서까지 정책

효과의 누수가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종량제 체계에서만큼

은 정책 효과의 누수가 발생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비

닐 봉투 판매 금지와 같은 환경 정책을 시행할 때 단순히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관련된 다른 영역의 간접적인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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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 함께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또한, 비닐

봉투 판매를 해당 유통 업체에서 금지하는 정책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된

상황이므로, 이러한 정책 검토는 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어 : 환경 정책, 누수 효과, 쓰레기 종량제, 생존 분석, 패널 고정

효과 모형

학 번 : 2018-26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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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가계 소비자는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 다양한 유통 업

체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이를 휴대하기 위한 포장재로 1회용 비닐 봉투,

장바구니, 종이 박스 등을 필요로 한다. 이중 (1회용) 비닐 봉투는 가벼

우면서도 내구성이 있고 저렴한 특성으로 인해 많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포장재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보고서에 따르면 문헌과 자료에 따라

비닐 봉투의 전 지구적 소비량이 적게는 약 1조에서 많게는 5조 장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UNEP, 2018). 국내의 경우, 환경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비닐 봉투 사용량은 1인당 연간 약 414장이다.

하지만 비닐 봉투는 생산 과정에서부터 이용, 그리고 그 이후 처리까

지 여러 문제를 지니고 있다. 우선, 비닐 봉투는 비재생 자원인 화석 연

료를 이용하여 생산되며, 다른 산업에 비해서도 많은 플라스틱을 이용하

여1) 생산에서부터 많은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 이렇게 생산된 비닐 봉투

는 주로 한정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이후 분해되는 데에 약 1천 년이 소

요된다. 또한, 완전한 생분해가 되지 않아 작은 조각으로 남아 토양 및

수자원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야생동물이 섭취하는 등의 문제도

있다. 이 외에도 비닐 봉투는 가벼운 특성으로 인해 공기나 수로를 통해

공중 보건이나 안전을 위협하고 자연 재해를 유발하기도 한다(Clapp

and Swanston, 2009). 비닐 봉투의 사용은 환경오염 문제뿐만 아니라 여

러 경제적 비용 또한 초래한다. 환경부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국내에서

는 비닐 봉투의 사용을 줄임으로써 제작 과정에서 합성수지 4천 5백여

톤이 절약되고, 연간 4억 5천만 원의 매립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시민들의 구입 비용 또한 84억 원을 절감하는 등 다방면에서의 사회·경

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다.

1) 2015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산업별 플라스틱 생산량 비중은 플라스틱 포장재 산

업 36%, 건설업 16%, 섬유 산업 14%, 가정용 및 상업용 제품 산업 10%, 기타

12% 등이다(UNEP,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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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 봉투의 소비를 줄이려는 움직임은 비교적 일찍부터 정부 주도의

금지 정책, 과세, 자발적 협약 등 다양한 형태로 있어왔다. 초기의 민간

주도의 노력으로는 대표적으로 1970년 스웨덴에서 비닐 봉투에 대한 유

상 판매를 한 바 있고, 전 국가 차원에서는 1994년 덴마크에서 비닐 봉

투에 과세를 하였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1998년 인도 시킴(Sikkim)주에

서 구매 및 배송에 있어 플라스틱 포장지와 비닐 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등 비교적 이른 시점부터 시도해왔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에서 다양

한 방법으로 규제하고자 한다(UNEP, 2018).

국내에서 환경부는 1999년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에 따라 1회용 비닐 봉투의 유상판매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연간 150억 장에 이르는 소비가 지속되었다. 규제 정책으로 인해

장바구니의 사용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긴 하였지만 비닐 봉투의 가격이

20원 이하로 매우 저렴하여 소비자의 구매를 변화시킬 만큼의 충분한 경

제적 유인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김혜선, 2001).

2002년부터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확대 추진지침’에 따라 포장재인 1회용 비닐 봉투를 대체할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가격은 일반 종량제 봉투와 동일하

게 책정되었으며 이와 함께 비닐 봉투의 가격도 50원으로 인상되었다2).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종량제 봉투의 일종으로, 비닐 봉투 대신 포장재

로 이용한 후 폐기물 배출에 재사용될 수 있도록 제작된 봉투이다. 환경

부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도입하면서 만약 전체 종량제 봉투 판매량의

63%를 차지하는 10L와 20L 종량제 봉투 소비량의 50%를 대체하게 된

다면 환경적 편익뿐만 아니라 연간 134억 원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예상

하였다3). 그러나 다수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유통 업체의 판매 기피, 소

비자의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원활히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가 소비자가 인식하기에 용량이나 디자인적인

2) 2002년 기준 가정용 종량제 봉투의 전국 평균 가격은 10L는 192원, 20L는 377원

수준이었다.

3) 환경부는 비닐 봉투 제작에 필요한 합성수지 4천 5백여 톤, 원료 구입 비용 45억 원,

연간 4억 5천만 원의 매립처리 비용, 소비자의 비닐 봉투 구입 비용 84억 원 절감을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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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는 보도 자료도 있었다. 폐기물을 배출할 시에

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별 정책이 상이하여 수거에 어려움을 겪

는 등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닐 봉투 사용을 줄이고 이를 대체하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소비

가 활발해진 것은 2010년을 전후로 여러 유통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소비

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은 후부터이다. 2010년 8월, 환경부는 국내 5개

대형 유통 업체와 ‘1회용 비닐 쇼핑백(비닐 봉투)없는 점포’협약을 체결

하였다4). 이 협약은 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으로 2010년 10월

1일부터 해당 유통 업체의 전국 약 350개소 매장에서 비닐 쇼핑백 판매

를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협약을 진행한 업체에서는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바구니 판매 및 대여 제도,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

빈 박스 제공 확대 등의 대체 수단을 마련하였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 활성화를 위해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자치구에

상관없이 배출시 수거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타 지자체의 경우 지역별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확대 비치하도록 하였다. 해당 협약으로 연간 1억

5천만 장의 비닐 봉투 사용을 절감하고, 사회적 비용 75억 원 및 CO₂6

천 3백여 톤을 저감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이에 더해 2011년 11월에는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SSM) 5개 사가 ‘1회용 비닐 쇼핑백없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을 환경

부와 체결하고, 2012년 2월부터 전국 827개 매장에서 비닐 봉투 판매를

중단키로 하였다5). 환경부는 이 협약에 따라 비닐 봉투 6천 6백만 장의

사용 절감, 약 33억 원의 비용 절감 및 CO₂2천 8백여 톤의 저감 효과

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 자발적 협약은 비록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한정되어 있으

나, 가계 소비자가 주로 소비하는 유통 업체에서 진행한 것임은 분명하

다. 아래의 <그림 1-1>은 2018년 기준 유통 업체 매출구성비를 나타낸

그래프로, 이중 가계 소비자가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담아가는

포장재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만 고려하면 온라인 판매 및 판매 중개를

4) 롯데마트, 메가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 클럽

5) 롯데슈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수퍼마켓, 킴스클럽, 이마트에브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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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비중이 절대 적다고 할 수 없

다. 또한, 직접적으로 비닐 봉투의 소비 감소 수준을 자료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그림 1-2>를 보면 2010년 이후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소비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3>은 전국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소 개수의 추이를 나타낸 표로, 마찬가지로 2010년 이후로 판

매소가 점차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 2018년 유통 업체 매출구성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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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량 추이

(단위 : 천 매)

자료 :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쓰레기종량제현황’ 재구성

<그림 1-3> 전국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소 추이

자료 :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쓰레기종량제현황’ 재구성

‘1회용 비닐 쇼핑백없는 점포’협약은 자발적 협약이긴 하나 과거 실시

되었던 정책들에 비해 비닐 봉투 판매를 전면 하지 않음으로써 더 강력

한 규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1월부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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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기존에 비닐 봉투 무상 제공금지

대상이었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및 면적 165㎡ 이상인

표준 산업분류상 슈퍼마켓은 사용 억제(사용 금지)로 개정되어 법적으로

도 규제가 시작되었다. 덧붙여, 기존의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제과점도

무상 제공 금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비닐 봉투에 대한 규제의 정도와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결국 소비자는 유통 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포장재로서 크게 소

지하고 있는 장바구니(혹은 소지하고 있는 재사용 가능 봉투)를 이용하

거나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 중에 선택해야 한다6).

그러나 통계청에서 실시한 ‘녹색생활조사’에 따르면 일반 가구 중 장바구

니를 사용하는 행태는 ‘항상 사용한다’가 2013년 38.3%로, 현실적으로 모

든 소비자가 항상 장바구니를 이용하기는 어렵다. 또한 실제로 <그림

1-2>, <그림 1-3>과 같이 자발적 협약이 체결된 시점 이후로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소비량 및 판매소 개수 또한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보

아 적지 않은 소비자가 유통 업체에서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소비한 것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두 자발적 협약을 종량제 봉투를

소비하는 가계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두 가지 방법

으로 종량제 봉투를 소비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쓰레기 배출의 목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종량제 봉투만을 구매했다면, 이제는 이에 더해 마트에서

구매하여 포장재로 이용한 후 폐기물을 배출할 재사용 종량제 봉투 또한

소비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6) 빈 박스 자율포장, 종이 봉투, 장바구니 대여 등도 있지만 모든 업장에서 선택이

가능한 포장재로 한정하여 가정하였다. 참고로 2019년 8월부터는 대형마트에서

빈 박스 이용 또한 금지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바구니와 재사용 종량제 봉투 두 가지를 선택 가능한 포장재로 보는

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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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연구 배경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자발적 노력으로 비닐 봉투

판매를 규제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증가하게 된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

매가 기존의 종량제 봉투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비닐 봉투 판매를 금지한 것은 이로 인해 절감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비용과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일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소비가 증가하게 된 재사용 종량제 봉투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데에 다시 이용되므로, 이러한 변화를 쓰레기 수

수료 종량제 체계의 관점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 1-4> 연구 구조

<그림 1-4>는 본 연구의 전체적인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와 기존의 종량제 봉투(일반 종량제 봉투)가 동일선상에서

소비되고 있다면, 즉 증가하게 된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소비량만큼 기

존의 종량제 봉투의 소비가 감소하여 종량제 봉투의 사용 목적에 맞게

균형적으로 소비되고 있다면 비닐 봉투 판매 규제는 종량제 체계의 관점

에서도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늘어난 재사용 종량

제 봉투의 소비가 전체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지나치게 과소비하게 만들

고 있다면 이는 환경 정책 효과의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

다. 종량제 봉투의 과소비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체계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 상태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는 규제로 인해 규제하지 않던

영역에서의 누수를 발생시키는 결론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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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08〜2018년 지역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봉투 판매량 자료를 패널 자료를 구축하였다. 자료를 이용하여

종량제 봉투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통제한 후, 비닐 봉

투 판매 중단 시점을 변수화하여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한다. 비닐

봉투 판매 중단 이후 기존의 종량제 봉투와 기존의 종량제 봉투 및 재사

용 종량제 봉투를 모두 고려한 전체 종량제 봉투 판매에는 어떠한 영향

이 있었는지 종속변수를 두 가지로 설정하여 분석한다. 한편, 비닐 봉투

가 실질적으로 판매되지 않기 시작한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

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비닐 봉투 판매를 중단하기로 협약

을 맺은 시점은 명확하지만 일괄적으로 전국의 모든 지역 및 매장에서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확인할 자료가 부재하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정책의 시점을 일괄적으로 지정하거나 임의로 지정할

시 발생 가능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 연구는 생존 분석 기법을 이

용하여 비닐 봉투 판매가 실질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추정하

였다. 추정 결과를 토대로 예측치를 도출하여 이를 패널 고정효과 모형

에 반영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생존 분석을 이용하여 도출된 예측치를

최종 모형에 반영하기 때문에 2단계 추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측정 오차

(measurement error)를 고려하여 부트스트랩 기법(bootstrap)을 이용하

여 추정된 파라미터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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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1. 비닐 봉투 규제 관련 연구

비닐 봉투의 소비를 줄이려는 움직임은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진행되어 온 만큼 관련 연구들이 다수 있다(Convery et al., 2007;

Hasson et al., 2007; He, 2012; Homonoff, 2018; Taylor, 2019; Taylor

and Villas-Boas, 2016; Zen et al., 2013). 이중 계량적 분석을 한 연구들

을 중심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He(2012)는 2008년 6월 중국에 도입한 전 국가 차원의 비닐 봉투 무

상 제공 금지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중국의 중소 도시인 구이양과

대도시 베이징에서 정책 시행 전과 후에 직접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음이항 회귀 분석을 하였고, 소비자의 주당 봉투 이용량 및 조사 기간

동안의 이용량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비닐 봉투

무상 제공 금지로 인하여 비닐 봉투에 대한 소비가 전체적으로 49% 감

소하였으며, 전체 봉투 소비량은 64%가 감소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이 비닐 봉투를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재사용 빈도가

증가하였으며, 대체재 사용도 증가했다는 행동 변화 또한 관찰하였다.

Taylor and Villas-Boas(2016)의 연구는 이중 차분 분석7)을 통해 미

국 캘리포니아 주 도시 지역에서의 비닐 봉투 규제 정책의 효과를 분석

하였다. 분석에 이용한 자료는 직접 조사한 개인 데이터이며, 지역 별 대

조군 설정 및 상이한 제도를 가진 두 부류의 유통 업체를 비교 분석하여

세밀한 분석을 하였다. 종속변수는 포장재 종류별 이용 비율과 개수를

설정하였고, 포장재는 비닐 봉투, 종이 봉투, 재사용 봉투, 소지한 재사용

봉투, 봉투 없음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비닐 봉투 판매

를 규제하고 종이 봉투에 대한 요금을 부과한 정책이 전체 1회용 봉투

(비닐 봉투+종이 봉투)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켰지만 종이 봉투에 대한

수요를 크게 증가시켰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로 인해 재사용

7) 종속변수를 다르게 구성하여 선형 확률 모형과 최소자승법을 이용한 회귀를 추정하여

비교하였다. Homonoff(2018)에서도 같은 추정 방식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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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를 소비하거나 봉투 자체를 소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한편, 비닐 봉투 판매를 금지하는 것과 유상 판매하는 정책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하였는데, 두 정책은 모두 재사용 봉투 소비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재사용 봉투는 저렴하고 종

이 봉투 요금이 매우 비싸지 않은 이상 전체 1회용 봉투 소비 또한 비슷

한 수준으로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규제 정

책 실행에 있어 재사용 봉투의 종류와 가격에 대한 적절한 선택이 필요

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Taylor(2019)의 연구는 사건 연구 분석 방법(event study analysis)을

이용하여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비닐 봉투 판매 금지 정책 효과의 누수

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정책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계산하

기 위해 무게 단위의 파운드로 환산하여 변수를 반영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을 실시하여 4천 10만 파운드의 비닐 봉투 사용량이 감소하였지만,

소비자들은 비닐 봉투를 쓰레기 봉투로 재활용해왔기 때문에 규제하지

않았던 쓰레기 봉투 소비가 1천 1백 50만 파운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비닐 봉투 감소량의 28.5%가 쓰레기 봉투의 소비 증가로 나타

난 것이다. 특히 소(小), 중(中) 크기의 쓰레기 봉투의 소비가 증가하였

으며, 규제 이전 12.4〜21.6%의 비닐 봉투가 쓰레기 봉투로 이용되고 있

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닐 봉투를 금지함으로써 더 무거운 종이

봉투의 이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도 있어 정책의 환경적인 측

면에서의 성공을 평가한다면 탄소발자국, 해양 및 야생 생태계를 포괄적

으로 고려할 시에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또한, 정책의 효과에

대하여 정치적 성향, 교육 수준, 임금 수준, 자녀 및 반려동물 유무, 알뜰

하거나 큰 소비 수준을 가지는 것과 같은 소비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도

분석하였다.

기존의 비닐 봉투 규제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직접 조사를 통해

개인(가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시적 분석을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주어진 지역별 봉투의 판매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의 비닐 봉투 판매

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한 종량제 봉투의 소비 변화에 따른 정책 효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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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가 있는지 확인한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차별점은 비닐 봉투에 대한

대안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라는 점 그 자체에 있다.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전국 단위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실시되고 있고, 이 체계가

규격 봉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비닐

봉투 규제로 인해 변화한 재사용 봉투, 종이 봉투 등과 같은 다양한 포

장재 소비에 대해 분석할 때에 이러한 포장재들이 쓰레기 봉투와는 모두

구별된 재화로 정의되고, 일괄적인 체계 안에서 관리되는 재화가 아니었

다. 반면, 본 연구는 비닐 봉투 규제로 인해 변화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

소비가 결국 종량제 체계의 관점에서는 기존의 종량제 봉투와 거의 동일

재화로 소비된다는 점에서 분석에 의의가 있다.

여러 선행연구 중 Taylor(2019)의 연구는 비닐 봉투 규제 정책 효과

에 누수가 발생한 결과를 도출하고, 누수 효과의 발생 지점이 쓰레기 봉

투 소비에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유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국내의 정책과 체계에서 포장재로서의 비닐 봉투는 쓰레기 배출의 목

적으로 사용될 수 없어 소비의 구조 자체가 다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

해 정책 효과의 누수 발생 지점이 쓰레기 봉투 자체에만 있지 않고 폐기

물을 관리하는 종량제 체계 전체에 있다는 것이 본 연구만의 차별점이

다.

2. 종량제 관련 연구

종량제는 규격 봉투를 이용하는 한국을 비롯하여 부피나 무게 등의

기준을 이용하는 미국과 유럽의 곳곳에서 실행해 온 만큼(OECD, 2006)

관련 선행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수 행해져 왔다(Fullerton and

Kinnaman, 1996; Hong, 1999; Huang et.al., 2010; Reschovsky and

Stone, 1994; Usui and Takeuchi, 2014; 오용선, 2006; 이건재, 2002; 정

광호 외, 2007; 홍성훈, 2001; 홍성훈, 2015 등). 연구는 주로 종량제 정책

효과에 대한 연구, 쓰레기 수거 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가격에 대한 연

구가 다수이다.

본 연구는 종량제 정책 효과나 종량제의 수요에 대한 분석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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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외부적 변화가 미친 종량제 체계에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종량

제 봉투 소비에 미치는 기타 여러 변수들을 통제해야한다. 이와 관련하

여 본 연구와 같이 전국 단위의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종량제에 대한 분

석을 진행한 연구들을 검토하되, 활용한 변수들을 중심으로 보도록 한다.

홍성훈(2001)의 연구에서는 종량제 도입 후 3년간의 기간 동안의 쓰레

기 수거서비스 수요함수를 추정하였는데, 1995〜1997년 5개 지역(서울·

인천·경기, 강원, 충청, 제주·전라, 경상)의 고정효과 모형을 구성하였다.

종속변수로는 1일 1인당 일반 쓰레기 배출량이고, 설명변수로는 규격 봉

투의 가격, 1인당 소득(지역 내 총 생산액을 인구수로 나눈 값), 예산집

행정도(쓰레기 관리비용 지출액을 인구수로 나눈 값), 교육 수준, 인구

밀도를 이용하였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배출량이 많고, 강원과 충청

지역이 경상 지역에 비해 배출량이 더 많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정광호 외(2007)의 연구는 1992〜2004년 15개의 광역시도 패널 자료를

구성하여 종량제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톤/일)을 이용하였고,8) 이에 대한 통제변수로 인구, 면적, 지역 내 총

생산액(GRDP), 고등 교육 수준 비율, 생활 쓰레기 관련 예산, 연도가 포

함되었다. 고정효과 모형 기준으로 인구와 GRDP는 정(+)의 영향을, 예

산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Usui and Takeuchi(2014)의 연구는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종량제의 장기적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모형에서는 종속변수를 가정

생활폐기물량,9) 설명변수로는 가격변수 및 가격변수와 종량제 실행 기간

사이의 교차항, 인구·사회학적 변수로 1인당 소득, 인구 밀도, 가구의 크

기, 나이(4세 미만, 65세 이상의 비율),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더미(종이,

금속, 유리, 페트병, 플라스틱 용기 등), 종량제 이외의 다른 쓰레기 수거

요금 유무 더미가 포함되었다. 소득과 65세 이상 나이 변수에 대해서는

정(+)의 값의 추정치를 도출하였고, 4세 이하 나이 변수에서는 부(-)의

값의 추정치를 도출하였다. 한편, 재활용품 수거 더미는 모두 정(+)의 영

8) 그 외에도 종속변수로 연탄재 제외 생활계 폐기물 총량(톤/일), 음식물 쓰레기 총

량(톤/일), 생활폐기물 재활용량(톤/일)을 분석하였다.

9) 그 외에도 총 폐기물량, 재활용량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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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훈(2015)의 연구에서는 처리 유형별로 가정에서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및 총 생활폐기물 발생량

과 종량제 봉투로 수거되는 전체 생활폐기물 배출량에 대한 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2006〜2013년 기초 지자체 패널 자료를 구성하여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하였다. 이때 설명변수로 종량제 봉투 가격,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 인구 밀도, 공동주택 거주 비율을 이용한 바 있다. 분석 결과,

가계에서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량에 대해서 가격, 인구 밀

도 및 공동주택 거주 비율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1

인당 지역 내 총 생산은 정(+)의 부호 추정치를 도출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였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종량제의 효과를 분석할 때에 쓰레기 배출량

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설명변수로 봉투 가격이나 소득, 교육 수준, 인

구, 밀도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주로 반영하였다. 반면, 본 연

구에서는 발생하는 쓰레기 배출량을 통제변수로 활용하고 종속변수는 종

량제 봉투 판매량을 이용한다. 비닐 봉투 규제로 인해 기존처럼 쓰레기

배출을 목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구매하는 것 이외에 가계 소비자의 종량

제 봉투 소비 경로가 확대되었으므로 구매 행위 자체에 변화가 생겼다.

본 연구는 이로 인한 종량제 체계에 생긴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쓰

레기 배출을 위해 구매하는 종량제 봉투 소비에 대해서는 적절히 통제되

어야 할 필요가 있어 통제변수로 쓰레기 배출량을 활용한다. 쓰레기 배

출량이 독립변수로 포함되면서 쓰레기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인구·

사회학적 변수를 반영하기보다는 종속변수인 봉투 판매량, 즉 봉투의 유

통·판매나 구입 행위에 미칠 수 있는 재활용률, 도시 인구 비율, 청소예

산 재정자립도와 같은 변수들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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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근간이 되는 비닐 봉투 관련 정책 및 연구

배경을 소개하고, 관련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

제 2장에서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에 대한 정의 및 현황을 소개한다.

제 3장에서는 연구 모형인 생존 분석 및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구체

적으로 소개하고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위한 부트스트랩 기법과 모형에

서 사용한 자료 및 활용한 형태를 설명한다.

제 4장에서는 제 3장의 모형을 추정한 결과를 도출하고 결과에 대한

해석을 제시한다.

제 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과 함께 본 연구의 한계점과

제안점을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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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제 1 절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정의 및 현황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이하 ‘종량제’)는 1995년부터 폐기물관리법 제13

조 제1항 규정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도입된 폐기물 관리 정책으로,10)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 사용자가 직접 지정된 용량의 봉투를 구입하여

배출하는 정책이다. 이는 사용자에게 폐기물의 부피에 기반하여 규격 봉

투를 통해 차등적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경제

적 유인을 일정 수준 제공한다(권오상, 2020). 종량제는 생활폐기물과 성

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수집, 운반, 보관,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을 대상으

로 실시한다. 시행 대상은 2017년 기준으로 전국 3,500개 읍·면·동 중

3,496개 지역(99.9%)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1). 한

편, 생활폐기물 관리지역 중 소규모 농어촌 지역(전국 787개 마을)은 ‘마

을단위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종량제 봉투는 크게 일반용 봉투, 재사용 종량제 봉투, 공공용 봉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용 봉투는 가정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용 봉

투를 의미하고, 공공용 봉투는 가로청소 및 마을청소용 등으로 지자체에

서 사용하는 봉투를 의미한다. 일반용 봉투의 용량은 1L부터 100L까지

약 10종의 규격 기준을 가지고 있고, 가정에서는 주로 10L, 20L 봉투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한편,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2017년 ‘쓰레기 수

수료 종량제 시행지침’부터는 1L와 2L 크기와 같은 소형 봉투도 제작하

여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018년 기준 3L이하 용량의 종량제 봉투

를 판매하는 지자체는 기초 자치단체 229개 중 39개이고, 이중 6개 지역

에서 2L 봉투를 판매하고, 1L 봉투를 판매하고 있는 지역은 없다. 최근

전반적으로 10L, 20L 봉투 판매량은 감소, 5L 봉투 판매량은 증가하는

10) 현재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다.

11) 2005년 기준으로도 전국 3,648개 읍·면·동 중 3,618개 지역(99.2%)이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대상이 확대되었긴 하나, 전 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판단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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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1> 종량제 봉투 판매 현황

(단위 : 천 매)

자료 :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쓰레기종량제현황’ 재구성

본 연구의 핵심이 되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같이 폐

기물을 배출하는 기능을 하되 포장재로서의 기능 또한 할 수 있도록 보

완·제작된 종량제 봉투이다. 봉투의 재질을 두껍게 개선하고 재질 규격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봉투의 손잡이를 부착하고 높이를 낮추고 폭을 확

대한 형태로 포장재로 사용하기에 무리 없게 보완하였다. 유통 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계산할 시에 포장재로 구매하여 먼저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유통 매장에서의 비닐 봉투처럼 유통 업체명과 로고 인쇄가 가능

하며 친근감 있는 디자인으로 제작되고 있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규

격은 10L, 20L 두 가지만 제작되다가 2015년 8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부터 규격에 3L와 5L가 추가되었고, 2016년 11월 시행지침부터

는 30L가 추가되었다.

종량제 봉투의 규격 재질은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봉투, LLDPE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봉투, 재활용제품(폐합성 수지 40%) 봉투, 탄

산칼슘 봉투, 생분해·생붕괴성 봉투, 특수규격 봉투(PP 마대 등)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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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PE(HDPE, LLDPE)봉투뿐만이 아니라 탄산칼슘 봉투도 기본적으

로 합성수지가 주원료이다. 2018년 기준으로 종량제 봉투 제작량의 약

78%가 HDPE 봉투, 6%가 LLDPE 봉투이다. 기본적으로 종량제 봉투도

대부분 플라스틱(비닐)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유상으로 구입하는 종량제 규격 봉투는 지역별, 부피별로 가격이 다르

다. 종량제 봉투의 판매 가격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종량제봉투판매가격  리터당처리비용×봉투용량 봉투제작비 
×주민부담률 목표치 판매수수료

주민부담률   종량제봉투판매수입
÷수집∙운반∙처리에소용된비용 × 

가격의 산정 기준을 보면 일반적으로 주민부담률이 높은 지역이 종량

제 봉투의 판매가격이 높은 경향이 있다. 주민부담률은 주민들로부터 판

매한 수입을 배출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비용으로 나눠준 값이므로,

배출자 부담 원칙이 핵심인 종량제의 시행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신상철, 2014). 각 지자체마다 수입 및 비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주민부

담률 및 봉투 가격의 지역적 차이가 매우 크다. 전국 주민부담률은 2018

년 32.3%이나, 전라남도의 경우 12.6%, 서울특별시는 62.8%로 크게 차이

가 난다. 종량제 봉투의 가격 또한 시·도 기준으로 가정에서 주로 사용

하는 10L와 20L 봉투의 평균 판매 단가는 적게는 지역 간 2.5배, 많게는

3.5배 정도가 차이 난다12).

마지막으로 연구 모형을 소개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언급되는 여러

봉투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하여 혼선이 없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정의

하는 (1회용) 비닐 봉투는 유통 업체서 물건을 구매한 후 담아가는 포장

재로, 각 유통 업체가 개별적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봉투를 의미하며,

자발적 협약에서 판매 금지 대상인 봉투를 일컫는다. 일반 종량제 봉투

12) 2002〜2018년의 자료를 기준으로 2002년 10L 봉투의 시·도별 평균 최저가와 최

고가는 약 3.44배, 20L 봉투는 약 3.5배 정도 차이가 났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차이는 비교적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2018년 10L는 약 2.5배, 20L는 약 2.6배

정도로 격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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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기 위해 구매하는 기존

의 일반용 봉투로, 재사용 종량제 봉투와 구분하기 위해 ‘일반’ 종량제

봉투로 부르고, 본 연구에서는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규격의 가정용

봉투로 한정하여 정의하도록 한다. 한편,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앞서 설

명한 바와 같이 폐기물을 배출하는 기능과 포장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제작한 종량제 봉투이다. 마지막으로 비닐 봉투 규제의 영

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종량제 봉투를 ‘전체’ 종량제 봉투로 부르기로

한다. 일반 종량제 봉투와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총합한 것이다. 실제 예

시는 부록의 <부표 1>을 참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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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분석 모형

제 1 절 생존 분석

비닐 봉투 판매 중단으로 인해 증가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소비가

종량제 봉투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비닐 봉투 판매 중단

의 실질적 시점을 구체화하여 모형에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역마다 재정 및 환경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유통 업체의 구조나 규

모 및 점포 수가 상이하고,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비닐 봉투

판매를 중단하기로 협약을 맺은 시점 이후에 일괄적으로 모든 지역 및

매장에서 실행했다고 가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실제로 보도자료

에 따르면, 자발적 협약에도 불구하고 기업형 슈퍼마켓 106곳 중 25.4%

인 27곳에서 여전히 비닐 봉투를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환경부와 자원순

환사회연대에서 조사한 바 있다. 또한, 협약 이후에 실제로 이행한 수준

에 관련된 정책 자료나 보도 자료를 지역별로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비닐 봉투의 판매량과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판매량 자료를

이용하여 그 시점을 유추해볼 수 있는데 자료의 한계로 비닐 봉투 판매

와 관련된 자료는 확인할 수 없다. 대안책으로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소비가 증가하는 시점을 비닐 봉투 판매 제한에 반응하는 지점으로 판단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소비가 증가하기 시

작한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불확실하다는 문제가 있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2002년부터 제작되어 유통되어 왔고, 소수의 점포에서는 자발적

협약 이전에 이미 시범 사업으로 비닐 봉투 판매를 중단해온 바가 있다.

그러므로 자료상으로 기존에 판매하고 있던 지역이 다수 있어 규제 시점

을 일괄적으로 명시하는 것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덧붙여, 특정 시점

에 재사용 봉투의 판매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정책이 시행되고 이를 구매

하는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안정적으로 소비하는 데에 있을 수 있는 시차

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본 연구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의 실질적 증가 시점을 명시하는

데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및 불확실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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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법(survival analysis)을 이용하였다. 일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재

사용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을 설정하고, 생존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예측치를 도출

하여 비닐 봉투 판매 중단의 실질적 시점으로 최종 모형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1. 생존 분석 – 가속수명시간 모형13)

생존 분석은 특정 사건(event)까지의 발생 시간을 분석하는 통계학의

기법 중 하나로, 사건이나 현상이 발생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의 차이를

설명하고 요인 변수를 분석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공학 및 사회

과학 분야에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생존 분석의 이용되는 자료는 정

해진 시작점부터 사건의 발생 시점까지의 기간이므로, 값이 항상 양수이

고 정규 분포를 가정하기 어려우며 중도 절단되는 자료가 발생할 수 있

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정규 분포를 가정하여 추정하는 기존의 회귀 분

석은 한계가 있다.

생존 분석은 모수적(parametric), 준모수적(semiparametric), 비모수적

(nonparametric) 추정이 모두 가능하다. 모수적 추정은 오차항에 다양한

형태의 분포를 가정하고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변량을 포함하여

추정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가속수명시간(accelerated failure time) 모

형과 비례위험(proportional hazard) 모형이 있다. 준모수적 추정으로는

공변량에는 모수적 함수 형태를 가정하되 기저 위험 함수(baseline

hazard function)에는 모수적 가정을 하지 않고 추정하는 Cox(1972)의

비례위험(Cox proportional hazard) 모형이 있다. 비모수적 추정은 생존

시간에 대한 모수적 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추정하는 방법으로, 생명표법

(Life table method), 카플란-마이어(Kaplan-Meier) 방법, 넬슨-알렌

(Nelson-Aalen) 방법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수적 추정 방법을 이용하여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

매의 실질적 증가 시점을 추정하였다. 분석에 이용되는 시점 자료는 자

13) Cleves et al. (2016)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 21 -

료의 시작점인 2008년부터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가 증가했다고 판단

할 수 있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이용하였다. 지역별 재사용 종량제 봉투

의 실질적 판매 증가 시점을 구체화하면, 그 시점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

한 2010년 직후로 가장 많고 그 이후로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 뒤

늦게 증가하는 지역의 수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정한

분포 형태를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 증가 시점

의 차이를 설명할 공변량을 비교적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모

수적 추정 방법을 활용하였다.

생존 분석의 기본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

     ≤     

(2)  


 


    ′

  lim∆ →
∆

  ∆      




식 (1)의 는 생존 함수(survival function)로 적어도 시점까지 사

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의미한다. 확률로 표현되어 누적 분포 함수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와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식 (2)의 는 위험 함수(hazard function) 혹은 위험률(hazard

rate)로 시점에서 생존할 때 사건이 발생할 조건부 확률을 의미하고, 확

률 밀도 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 )를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의 관점에서 위의 정의를 설명하면, 는 자료의 시작점부

터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가 실질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점까지

의 시간(기간)이고, 는 적어도 시점까지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가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확률을 의미한다. 는 시점까지 재사용 종

량제 봉투 판매가 증가했다고 보기 어려운 지역이 한 단위의 시간이 지

난 후 증가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지점이 될 조건부 확률을 말한다.

모수적 추정 방법을 이용한 생존 분석은 아래의 식 (3)과 같이 위험함

수로부터 도출된 우도 함수를 극대화하는 추정치를 구한다(max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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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lihood estimation). 는 가정된 분포의 밀도 함수, 는 그에 따른

생존 함수,   는 번째 관측치에 대한 정보이다. 만약 번째 관

측치가      기간 동안 생존은 하지만 사건 발생이 일어나지 않는

다면,    인 시점에 사건이 발생하거나(  ) 발생하지 않는 것

(  )을 나타낸다.   와 는 우도 함수의 분자에  혹은  값

중 하나를 택하게 하는 승수 역할을 한다. 공변량의 계수인 와 분포에

따라 존재할 수 있는 보조 파라미터인 는 자료에 의해 추정되는 파라

미터들이다.

(3)   ∣ 

∣
  ∣ 



모수적 추정 방법은 비례위험 모형과 가속수명시간 모형을 고려한다.

두 모형의 기본적 형태는 각각 식 (4), 식 (5)와 같다.

(4) 비례위험모형      exp 

(5) 가속수명시간모형  ln      

비례위험 모형은 전체 위험 함수가 기저 위험 함수( )에 비례하여

표현이 되고, 사건을 유발하는 위험률의 실질적 설명 과정과 각 공변량

의 정확한 위험률을 알고자 할 때 유용하다. 그러나 사건 발생 시점에

대한 예측치를 도출하기 어렵다. 반면, 가속수명시간 모형은 공변량에 따

른 정확한 시간 분석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생존

분석 기법을 이용하는 가장 큰 목적이 사건 발생에 대한 위험률보다는

시점을 추정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예측치를 도출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가속수명시간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가속수명시간 모형은 사건 발생 시점이나 오차항에 대한 분포를 가정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식 (6)과 같은 형태의 파라미터 에 대한 분포

를 가정한다.



- 23 -

(6)   exp  

모형의 이름이 ‘가속수명시간’ 모형인 것은 exp  가 시점에 대

한 일종의 가속 파라미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exp  값이 1보다

크다면 시간이 가속화되어 사건 발생이 빨라지고, 1보다 작다면 시간이

지연되어 사건 발생 또한 늦어진다. exp  값이 1과 같다면,   

이므로 시간은 정상적인 속도로 변화한다.

식 (6)를 정리하면 다음 식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7) ln      ln 

   

의 분포에 따라 지수(exponential), 와이블(Weibull), 로그-정규

(lognormal), 로그-로지스틱(loglogistic) 등의 형태로 나뉜다14).

 

극값 분포(Gumbel) 지수(exponential) 분포

극값 분포(Gumbel)15) 와이블(Weibull) 분포

정규 분포 로그-정규(lognormal) 분포

로지스틱 분포 로그-로지스틱(loglogistic) 분포

<표 3-1> 가속수명시간 모형 오차항 분포

모형은 분포에 따라 생존 함수 및 위험률의 형태와 추이가 상이하다.

위험률이 지수 함수의 형태로 단조 증가 혹은 단조 감소하는 경우는 와

14) 비례 위험 모형의 경우 지수 분포, 와이블 분포, 곰페르츠 분포 등이 분석 가능

하다.

15) 와이블 분포의 경우, 형상 모수(shape parameter) 와 함께 극값 분포를 따르

고,   인 경우 지수 분포를 따른다. 즉, 지수 분포 모형은 와이블 분포 모형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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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블 분포, 위험률이 일정한 상수(constant)의 형태이면 지수 분포를 가

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로그-정규 분포와 로그-로지스틱 분포는 앞의 두

분포와 달리 위험률이 일정한 추이를 갖기보다는 주로 초기에는 증가하

다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률을 가지는 경우에 적절한 가정이다(로그-로지

스틱 분포의 경우 보조 파라미터 값이 1 이상일 때는 단조 감소이다).

여러 분포들 중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AIC 및 평균 절

대 오차(MAE) 기준을 이용한다.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는

Akaike(1974)가 제안한 모형의 선택 기준이고, 그 기준은 다음 식 (8)과

같다.

(8)     

는 모형에서 추정된 파라미터의 개수(설명변수, 상수항, 보조 파라미

터 모두 포함)를 의미한다. AIC값은 로그 우도 함수 값뿐만 아니라 추정

하는 모수 개수의 적절성까지 고려하는 기준점이다. AIC는 작을수록 모

형이 더 적합함을 의미한다. 또, 평균 절대 오차(Mean Absolute Error,

MAE)는 실제 값과 예측치 차이의 절댓값의 평균을 의미한다. 이 또한

값이 작을수록 모형의 오류가 적은 것을 의미한다.

(9)   



  

 ∣ ∣

본 연구에서는 로그-로지스틱 분포를 가지는 가속수명시간 모형을 최

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위와 같은 수치적 기준을 활용하였을 때 로지

스틱 분포가 가장 적절하기도 하였고, 사건 발생의 위험률이 초기에는

증가하다가 차츰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현실과 부합하다고 판

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를 안정적으로 하는 것

으로 보기 어려운 지역은 분석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비닐 봉투의 판매

를 중단하는 정책은 비가역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분석에

포함되는 모든 지역은 결국 분석 기간 내에 규제를 시작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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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시행 지역은 분석기간의 초반인 2010년과 2012년 자발적 협약

을 기점으로 직후에 가장 많고, 늦게 실행하게 되는 지역의 수는 점차

줄어든다.

로그-로지스틱 분포를 갖는 가속수명시간 모형의 구체적인 모형의 구

조는 다음 식 (10)과 같다. 는 파라미터 를 갖는 로그-로지스틱

분포를 따르고, 의 평균은 0, 표준편차는 이다. 이에 따른 생존

함수와 위험 함수는 다음 식(11), 식 (12)와 같다.

(10) ln           ∼    

(11)   




  exp    



 




 

(12)   

  exp     




exp    


exp     




 

보조 파라미터 는 추정되는 값에 따라 위험 함수의 추이에 차이가

있다. 가 1인 경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형태이고, 그 외의 값에서는

시계열 전체에서 초반의 시점(좌측)의 위험률이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감소하는 우측의 긴 꼬리를 갖는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는 보조 파

라미터값이 작아질수록 점점 위험률이 더 급격히 높아지다가 감소하는

추이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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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보조 파라미터에 따른 위험률 추이

― :   
 :   
··· :   
자료 : Kasza et al.(2014)

2. 모형 구성

본 연구에서 이용한 생존 분석 모형의 구체적 형태는 다음 식 (13)과

같다.

(13) log          

  


arg 

 
 ⋯     

  
⋯ 

  

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가 실질적으로 증가한 시점이다. 본 연

구에서는 시점을 지역별로 명시하기 위해서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량

  의 변화율을 기준점으로 설정하였다. 판매량 자료는 연도별 자료이

므로, 판매량 증가 비율을 각 연도별로 도출한 후, 전체 시계열에서 가장

큰 비율로 증가한 해를 해당 지역의 로 설정하였다. 설명변수로는 도시

여부, 기존에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 여부, 그리고 면적당 재사용 종량

제 봉투 판매소의 개수를 모형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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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도시 여부로 ‘시’이나 ‘구’이면 1, 그 외 ‘군’인 경우는 0인 더미

변수이다. 분석에 적용되는 기간 동안은 비닐 봉투 판매 금지 정책이 법

적으로 고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이 확산되는 데에는 지역별로 시

간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도시화된 지역인 경우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정책의 도입 및 적용이 신속하거나 정책을 시행할 환경이

상대적으로 더욱 원활하게 조성되어 실질적 증가 시점이 더 이를 것으로

보인다.

는 2010년을 기준으로 이전부터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고

있거나 판매한 경험이 있는 지역은 1, 아닌 곳은 0인 더미변수이다. 대형

마트를 비롯한 유통 업체에서 비닐 봉투 판매를 중단함에 따라 재사용

봉투 판매가 증가하기 시작할 때, 기존에도 판매하고 있었던 지역이라면

판매하지 않던 지역에 비해 도입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되

고, 판매와 소비에 있어 인식 수준이 다를 수 있어 모형의 설명변수로

반영하였다.

는 면적당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유통 업체 개수이

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백화점, 할인점(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 지정판매점(편의점, 슈퍼마켓 등) 등의 점포 수를 지역의

면적으로 나누어준 값을 모형의 설명변수로 구성하여 지역별 재사용 종

량제 봉투에 대한 접근성을 설명한다. 지역 내에 면적당 판매소가 많으

면, 상대적으로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을 수 있고, 접근성이 높다면 재사

용 종량제 봉투 판매량의 증가 수준이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최종 모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식 (13)을 로그-로지스틱 분포를 가

정한 형태로 생존 분석 추정을 시행한 후 시점에 대한 예측치를 도출하

였다. 예측치는 조건부 중앙값(conditional median)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에서 이용되는 자료는 연 단위 자료이므로 예측치를 반올림하여 최종 모

형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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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고정효과 모형

본 연구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 증가에 따라 일반 종량제 봉투

및 전체 종량제 봉투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008년〜

2018년 기초 지자체 단위 182개 지역의 자료를 구성하여 패널 고정효과

모형(panel fixed-effect model)을 설정하였다. 패널 자료를 이용한 회귀

분석은 시계열이나 횡단면 자료만을 이용한 분석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

다(Baltagi, 2013). 관찰할 수 없는 개별적 이질성(individual

heterogeneity)을 통제할 수 있고, 변수 간 공선성(collinearity)이나 자유

도 문제에 있어 더 효율적인 추정치를 도출할 수 있다. 패널 자료 회귀

분석의 기본적인 형태는 다음 식 (14)와 같다.

(14)        
′    

      

하첨자 는 가계, 개인, 기업, 국가 등의 패널을 나타내고, 는 시간을

나타내는 하첨자이다. 는 상수항,   
′ 는 개의 설명변수에 대한  번째

관측치, 는 설명변수에 따른  ×  행렬의 계수를 나타낸다.  는 순

수 오차항  와 관찰할 수 없는 개별 특성 효과(unobservable

individual-specific effect)인 로 구성되어있다.

패널 분석은 개별 특성 효과 에 대한 가정에 따라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과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으로 구분한다. 확률효과 모

형은 를 확률 변수(random variable)로 가정하는 반면, 고정효과 모형

은 개별 특성 효과를 추정해야 할 파라미터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였다. 연구에서 활용한 패널 자

료는 기초 지자체인 시·군·구 단위의 종량제 봉투 판매량과 여러 설명변

수 자료를 연도별로 취합한 자료이기 때문에 모집단 그 자체의 전체 데

이터이다. 그러므로 개별 특성 효과를 확률 변수로 가정하기보다는 고정

된 모수로 상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고정효과 모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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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효과 모형의 채택에 있어 중요한 하우스만 검정(Hausman, 1978)을

통해 확률효과 모형의 추정량이 일치추정량이 아니라는 결과를 도출하였

다.

본 연구에서 추정한 구체적 고정효과 모형은 다음의 식 (15)와 식 (1

6)과 같다. 비닐 봉투 판매 중단 및 재사용 봉투 판매와 같은 정책 외에

기본적으로 종량제 봉투 판매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통제 변수와

앞서 추정한 생존 분석을 통해 도출한 정책 효과를 나타내는 변수를 설

명변수로 구성하였다.

(15)                

             

(16)                

            

종속변수는 총 두 가지로   는 1인당 일반 종량제 봉투 판매량,   

는 1인당 전체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다.   는           으로   

는 1인당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다. 고정효과 모형에서 이용하는

봉투 판매량은 앞선 생존 분석과 달리 1인당 판매량의 형태로 반영하였

다. 식 (15)를 통해 재사용 봉투 판매 증가로 인한 일반 종량제 봉투 판

매량의 변화를 확인하고, 식 (16)을 통해 전체 종량제 봉투 판매량의 변

화를 확인하도록 한다.

설명변수의  는 1인당 종량제 봉투를 통해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량이다. 배출되는 폐기물량은 종량제 봉투 소비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종량제 봉투의 본래 사용 목적은 폐기물을 배출

하는 것에 있으므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량에 따라 종량제 봉투 소비

또한 상이할 것이다. 그러므로 발생하는 폐기물량을 정확히 통제하여 추

정해야 정책의 효과를 구분할 수 있다.

  는 재활용률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의 비

율이다. 재활용률을 설명변수로 구성한 것은 지역별 환경에 대한 의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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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낼 수 있는 대리 변수로서 반영한 것이다. 쓰레기 종량제 효과에 대

해 분석한 이건재(2002)의 연구에서 가계의 환경친화적 행위에 대한 대

리변수로 재활용률을 활용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환경 문제 및 자원

순환에 대한 의식이 종량제 봉투를 소비하는 것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

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는 도시 인구 비율로,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 인구 중 ‘동’과

‘읍’ 단위의 거주 인구 비율이다. 도시 인구 비율은 지역의 도시화 정도

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도시 인구 비율이 높은 것과 종량제 봉투 소

비는 다양한 인과관계를 가질 수 있다. 도시 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유동

인구가 많고 경제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여 절대적으로 폐기물 발생

량이 많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종량제 봉투 소비량이 많을 수 있는 반면,

과도하게 발생하는 생활폐기물량에 대해 적절히 배출되지 못하거나, 불

법 투기를 하거나, 혹은 규격보다 더 많은 폐기물을 담아 배출하는 등

종량제 봉투 판매량에 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도 있다.

 는 지역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변수이다.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는 폐기물 및 재활용품 등을 관리하는 데에서 오는 수입과 비용의 비율

이다. 해당 변수는 종량제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적 제약이 될 수 있는

관련 예산의 재정적 상태를 반영하기 위해 모형에 포함하였다. 기존의

종량제 관련 연구에서는 주로 경제적 변수로 지역 내 총생산(GRDP)와

같은 요소를 많이 고려하였다. 그러나 지역 내 총생산은 지역의 경제력

을 대표하기에 한계점이 있고(김성주·이선영, 2006; 박완규, 2010), 기초

지자체 단위의 자료로 구축하는 데에 자료적 한계가 있다. 청소예산 재

정자립도는 경제적 변수 중에서도 폐기물과 관련된 경제적 요인만을 반

영한 변수이므로 모형에 활용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대체적으로 낮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인데(신상철, 2014; 이

희선, 2018; 이희선 외, 2011), 한정된 청소예산에서의 효율적이고 안정적

인 종량제 체계 관리 여부를 나타낼 수 있다.

 은 생존 분석을 통해 도출한 정책 효과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

이다. 이는 다음 식 (17)과 같은 기준을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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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서 각 지역의 시계열 연도를 의미한다.  


는 생존 분석 기법으로 추

정된 모형에서 도출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 증가 시점의 지역별 예측치

 를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이다. 자료의 연도가  


와 같

거나 큰 경우는 1, 작으면 0인 더미 변수  를 통해 지역별로 비닐

봉투 판매 중단으로 인해 재사용 종량제 봉투가 실질적으로 증가한 시점

을 나타내었다. 해당 변수의 추정 계수인 와 의 부호와 크기에 따

라 정책 효과에 누수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확인할 수

있다.

(17)   








   ≥  



     

    ⋯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설명변수로 종량제 봉투의 가격 변수를 포함하

지 않았다. 봉투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쓰레기 종량제 시행 지침 상 일반

종량제 봉투와 재사용 종량제 봉투가 동일하게 책정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봉투의 종류 간 가격 측면의 유인은 따로 없는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한편, 일반 종량제 봉투 구입에 있어서 가격이 현저히 낮아 인

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봉투 가격은 비용 및 수익 반영

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구매한 것에 대한 지불 대가의 역할이 원활

하지 않은 상황이다(신상철, 2014; 이희선, 2018; 이희선 외, 2011; 홍성

훈, 2001). 그렇기 때문에 가격 변수가 모형에서 명확한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덧붙여, 종량제 봉투의 가격은 배출한 폐기물을 수

거하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요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현실적으로

급격한 가격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이희선, 2018; 이희선 외, 2011). 만

약 분석 대상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가격이 크게 변동하여 구입에 영향

을 미치는 수준이라면, 이는 종량제 봉투에서 오는 수입이 계산식에 포

함되는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변수나 극단적으로는 폐기물 배출량에도 영

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격 변수를 독립적으로 모형에 포함하지 않아

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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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부트스트랩을 이용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17)

제 3장 제 1절과 제 2절에 걸친 본 연구 모형은 순차적으로 2단계 추

정(two-stage estimation)을 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생존 분석을 통

해 도출한 예측치를 형태를 수정하여 고정효과 모형에 더미변수의 형태

로 반영하였다. 이러한 추정 방식은 직접적인 변수가 아닌 추정치를 모

형에 포함하는 데서 오는 측정 오차(measurement error)를 가질 수 있

다. 이를 위해 추정된 파라미터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고 정확한 표

준오차와 신뢰구간을 추정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모수적 부트스트랩 기법을 이용하여 수정된 표준

오차와 그에 따른 신뢰구간을 제시하도록 한다. 부트스트랩(bootstrap)

기법은 1979년에 개발된 추정된 모수의 표준 오차를 추정하는 컴퓨터 기

반의 기법이다. 기존의 자료에서 샘플을 추출하여 데이터 수를 크게 만

든 후, 샘플들을 이용하여 반복적인 추정을 실행한다. 추정을 통해 도출

된 추정치들의 표준편차가 원래 모형 추정치의 부트스트랩 표준오차

(bootstrapped standard error)이다.

자료를 추출하는 방법은 무작위로 추출하는 비모수적 방법과 특정 확

률 분포를 가정하고 추출하는 모수적 방법이 있다. 본 연구는 비모수적

방법을 이용하므로, 모든 자료에 동일한 확률을 부여하는 경험적 분포

(empirical distribution) 에서 개의 데이터 수를 가진 개의 샘플을

추출한다(식 (18)).

(18)  →     ⋯  

원래의 자료로부터 추정된 파라미터를 라고 할 때, 개의 샘플을

이용하여 똑같은 추정 과정을 거친다. 이를 통해 개의 새로운 추정치



를 도출한다(식 (19)).

16) 봉투 가격이 1% 증가할 때 청소예산 재정자립도가 약 0.44〜0.95% 내외로 증가

한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이희선, 2018).

17) 본 절은 Efron and Tibshirani(1994)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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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식 (20)과 같이 개의 추정치 

의 표준편차가 의 부트스트랩 표준

오차이다.

(20) 









  


  






























  







본 연구에서는 비모수적 부트스트랩 기법을 이용하기 위해 전체의

80%를 샘플로 구성하는 비복원 추출을 하였다. 전체 182개의 지역 중

약 80%인 146개 지역(  )을 무작위로 1,000(  )번 추출하여

데이터를 구성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생존 분석에서 고정효과 모형까지

순차적으로 추정한 후 부트스트랩 표준오차를 계산하였다.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은 표준 신뢰구간, 백분위 신뢰구간, BCａ방법

(Bias-Corrected and Accelerated), ABC(Approximate Bootstrap

Confidence)방법 등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백분위

신뢰구간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치의 신뢰구간을 계산하였다. 백분위 신

뢰구간은 부트스트랩 반복 횟수 이 무한하고 유의 수준이 일 때, 신

뢰구간의 하한점과 상한점은 다음 식 (21)과 같은 형태를 갖는다. 이때

는 

의 누적분포함수이다.

(21)  
    

 
  

 


실제로는 유한한 반복 횟수를 설정하므로, 유한한 반복을 통해 얻은

부트스트랩 추정치 

을 작은 값부터 크기순으로 나열했을 때

× 백분위 값을 


라고 표현하면, 충분히 큰 에 대해 식 (22)가



- 34 -

성립하므로, 식 (23)과 같은 형태로 계산할 수 있다.

(22) 

 
  

 
≃




  


(23)  
    


 

  


본 연구에서는 유의 수준을 5%로 설정하여, 1,000번의 부트스트랩을

통해 도출된 1,000개의 추정치를 크기순으로 나열하였을 때 25번, 975번

째의 값을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으로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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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 자료

본 연구는 2008〜2018년까지 기초 지자체인 시·군·구 단위의 지역으로

이루어진 패널 자료를 구성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자료는 국내 전체

229개 시·군·구 중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지역은 제외하고 총 182개 지역을 분

석에 활용하였다18). 모든 시·군·구는 2018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자료

를 재구성하였다.

전체 연구 과정에서 사용한 일반 종량제 봉투,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

매량 및 판매소, 종량제 시행 지역 면적과 같은 종량제 관련 자료와 청

소예산 재정자립도 자료는 모두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쓰

레기 종량제 현황’을 이용하였다. 한편, 봉투의 판매량에서 판매량이라

함은 실제로 소비자가 구입한 것이 아니라 봉투 제작 업체로부터 지자체

가 구입한 것이다. 본 연구는 소비자가 구입한 수준을 집계한 자료가 부

재하므로 유통된 만큼 판매가 된 것으로 가정한다.

비닐 봉투에 대한 자료 부재로 인해 본 연구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량을 활용하나, 재사용 종량제 봉투 자료 또한 제한적인 정보를 제

공한다. 일반 종량제 봉투 자료는 부피별·규격별로 제작 및 판매량이 상

세히 제공되는 반면,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량은 전체 판매 매 수와

부피별 제작량 자료만 제공하고 있어 부피별 판매량을 알 수 없다. 생존

분석에서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판매 증가 시점 및 기존 판매 여부를 설

정할 시에는 매 수 단위로 제공된 판매량을 기준으로 변수를 설정하였

다. 그러나 패널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정책의 누수에 대한 정도를 명확

히 알기 위해 기본적으로 부피별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량 자료가 필

요하므로 부피별 제작량의 자료에 비례하여 판매량 자료를 재구성하였

18) 그 외에도 세종특별자치시를 구성하는 이전의 충남 공주시, 충남 연기군, 충북

청주시(충북 청원군)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은 2015

년까지는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종량제 봉투 판매 자료가 집계되다가 그 이후로는

각 지역의 소속 구로 집계되기 시작하여 일관성을 위해 관련 지역은 분석에서 모

두 제외하였다(영종 지구-인천 중구, 청라 지구-인천 서구, 송도 지구-인천 연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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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판매량 매 수 자료, 제작량 자료, 봉투

판매소 자료를 기준으로 자료 간의 정보가 미흡하거나 불일치하는 경우

가 있어 선형 보간을 해주었다.

1. 생존 분석 연구 자료

생존 분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료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다. 재사

용 종량제 봉투 판매량의 증가율을 기준으로 구성한 시점 자료는 다음

<그림 3-2>와 같다. 2011년으로 설정된 지역이 (약 36%)로 가장 많고,

대부분의 지역이 2010〜2012년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2010년 10월 및

2012년 2월 대형마트 및 SSM에서 체결한 자발적 협약의 효과로 이해할

수 있다. 2010년의 자발적 협약 실행이 비교적 연말인 10월에 진행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이 실질적 정책 시점으로 설정되는 경우는 주로

이전부터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를 어느 정도 해오던 지역이 협약으로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3-2>증가율기준재사용종량제봉투판매증가시점분포

생존 분석 모형의 설명변수 중 도시 더미는 행정구역 명칭 기준으로

‘시’이나 ‘구’이면 1, 그 외 ‘군’인 경우는 0으로 부여하였다. 재사용 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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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봉투 판매 여부 더미는 본격적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2010년을 기

준으로 이전 연도에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한 해라도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부여하였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소는 백화점, 할인점,

지정 판매점(슈퍼 등)의 개수를 모두 합해주었고, 종량제를 실시하는 면

적으로 나누어서 활용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설명변수는 모두 앞서 지정

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 증가 시점의 지역별 해당 연도 자료를 이용

하였다. 생존 분석 모형에 활용된 변수의 기초 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obs=182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도시 더미 0 1(138곳) 0.758 0.429

기존 판매 더미 0 1(105곳) 0.577 0.495

면적당 판매소 0.0001 51.206 1.252 4.714

주 : 소수점 네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표 3-2> 생존 분석 변수 기초 통계량

2. 고정효과 모형 연구 자료

고정효과 모형에서 이용되는 종량제 봉투 판매량 자료는 모두 20L이

하의 판매량만을 이용하였고, 봉투의 종류를 가정용 봉투만 고려하였다.

이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가 유통 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개인이나 가

계에 의해 소비되기 때문에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에 변화가 생겼을

때 영향을 받는 것은 일반용 봉투 중에서도 개인 및 가계가 소비할 가정

용 봉투이기 때문이다. 가정에서는 주로 10L와 20L를 많이 이용하고, 1

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용량(1L, 2L, 3L, 5L)19) 봉투도 점차 제작

및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20L 이하 부피의 종량제 봉투는 모두 고

려하였다. 물론 가정에서 20L보다 더 큰 용량의 종량제 봉투를 소비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용량이 큰 가정용 봉투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9) 2017년 11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부터 일반 종량제 봉투 규격에 1L

와 2L가 추가되었다.



- 38 -

봉투 판매량은 기본적으로 부피별 가중합한 리터(L)를 인구수로 나눠

준 형태로 반영하였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량은 해당 연도의 제작

량 자료에 비례하여 판매량을 재구성한 후 부피로 가중합한 형태인데,

자료는 연 단위이고 제작과 유통·판매에는 시차가 발생할 수 있어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가중합한 리터 단

위뿐만 아니라 매 수 단위로도 추정을 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부피별

가중합한 종속변수는 구체적으로 다음 식 (24)와 같이 구성하였다. 생활

폐기물 관리 지역 인구는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

리 현황’ 자료를 이용하였다.

(24)   생활폐기물관리지역인구

  



 ×  판매량

        ⋯ 

봉투 판매량에 대한 가장 중요한 통제 변수인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

량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자료를 이용하였다. 생활폐기물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폐기물로 분류되고, 가정

생활폐기물량은 다시 종량제 방식에 의한 혼합배출, 재활용가능자원 분

리배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로 분류된다. 모형에서는 종량제 방식

에 의한 혼합배출량을 이용하였다. 자료는 톤/일의 단위로 제공되었는데,

종량제 봉투 판매량 자료가 연간 단위이므로 모형에서는 각 연도의 일수

를 곱하고 인구수로 나누어 1인당 연간 발생량의 형태로 반영하였다. 한

편, 폐기물 배출량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폐기물 배출량당 부피별 가

중합한 판매량(L)의 형태로도 종속변수를 구성하여 추정하였다(폐기물

발생 톤당 종량제 봉투 부피 천 리터).

재활용률은 통계청 지역 통계 ‘일반 폐기물 재활용률’ 자료를 이용하

였다. 재활용률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25) 재활용률 생활폐기물총발생량톤일

총재활용량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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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모의 생활폐기물 총 발생량은 가정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계 폐

기물을 모두 합해준 발생량이다. 가정 생활폐기물만 고려된 지표가 아니

긴 하지만 모형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의식 수준의 대리변수로 재활용률

을 포함하므로 지역별 그 수준을 파악하는 기능으로서 충분하다.

도시 인구 비율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도시 계획 현황’을

이용하였다.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 상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한 전체 지역별 인구 중 동이나 읍에 속한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다음과 같은 수입과 비용의 비율로 산정된다.

종량제 및 다른 폐기물 관리 과정에서 얻는 수입을 연간 폐기물 총 처리

비용으로 나누어준 값이다. 연간 폐기물 총 처리 비용은 폐기물과 재활

용품에 대한 수집, 운반, 및 처리 비용과 가로청소 비용을 합해준 값이

다.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청소예산재정자립도  종량제봉투판매금액
종량제봉투판매이외의폐기물처리수수료수입
재활용품판매수입대형폐기물수수료수입
기타수입과태료등÷연간폐기물총처리비용

연간폐기물총처리비용 생활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재활용품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수집∙운반∙처리비용및가로청소비용등

다음 <표 3-3>은 고정효과 모형에서 이용된 변수에 대한 기초 통계

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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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2002 단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종속변수

일반 1,000L/인 0 0.530 0.126 0.060

재사용 1,000L/인 0 1.876 0.068 0.086

전체 1,000L/인 0.005 1.983 0.194 0.103

일반 1,000L/t 0 15.178 1.034 0.735

재사용 1,000L/t 0 18.418 0.518 0.865

전체 1,000L/t 0.029 31.988 1.553 1.254

일반 천 매/인 0 0.041 0.008 0.004

재사용 천 매/인 0 0.102 0.004 0.005

전체 천 매/인 0.001 0.110 0.012 0.006

통제변수

폐기물 t(톤)/인 0.015 0.541 0.148 0.077

재활용률 % 6.4 10020) 56.623 15.305

도시인구비율 % 10.76 100 80.013 24.577

재정자립도 % 13.194 115.307 27.535 13.194

정책변수 - 0 1 0.666 0.472

주 : 소수점 네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표 3-3> 고정효과 모형 변수 기초 통계량

20) 재활용률이 100%인 경우는 발생하는 폐기물량과 재활용량 모두 일별 톤으로 계

산하므로 일수로 나눠주는 과정이 있고, 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특정 단위까

지만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생 가능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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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 결과

제 1 절 생존 분석 추정 결과

생존 분석의 모형별 추정 결과는 다음 <표 4-1>과 같다. 본 연구에서

는, 두 모형 선택 기준 AIC, MAE 및 1회용 봉투 판매를 제한하는 정책

의 추이를 고려하였을 때 모두 로그-로지스틱 분포를 따르는 것이 가장

적합하므로, 로그-로지스틱 모형을 기준으로 추정 결과를 보도록 하겠

다.

우선, 모든 설명변수의 추정치가 모형의 분포에 상관없이 일관적으로

같은 부호를 가지며, 로그-로지스틱 모형에서는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

또한 높다. 구체적으로, 지역 행정구역이 ‘군’인 경우에 비해 ‘시’나 ‘구’일

수록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 증가 시점이 더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기존에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판매한 경험이 있는 지역 또한 판매

하지 않던 지역에 비해 증가 시점이 더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변수 모두 변수를 포함함으로써 기대했던 효과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반면, 종량제 실시 면적당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소 개수는 오히려

많을수록 증가 시점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당 판매소가 많다

면 접근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증가 시점이 지연되는 결과

가 도출된 것은 접근성의 문제와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 실제 판매

소 자료에서 백화점, 할인점, 지정판매점 중 개수는 지정판매점이 제일

많고, 할인점, 백화점 순서이다. 도시화된 지역일수록 보통 생필품이나

일상 소비재를 구입할 시에 백화점이나 할인점이 접근성이 좋은 편이나

해당 유형의 유통 업체는 지역 내에 많은 수가 입점해 있지 않다. 반면,

도시화가 지연된 지역은 상황이 다르다. 지역 및 경제적 여건으로 보통

대형마트와 같은 할인점보다는 지정판매소로 지정된 슈퍼마켓, 편의점과

같은 곳이 더 접근성이 좋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면 면적 대비 판매소

수는 도시화가 더딘 지역일수록 더 많은 경향을 띈다. 그렇다면, 도시 더

미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해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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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와이블

추정치 표준오차 p-값 추정치 표준오차 p-값

도시 더미 -0.155 0.177 0.380 -0.164 0.075 0.028

기존판매 더미 -0.106 0.151 0.481 -0.065 0.063 0.304

면적당 판매소 0.019 0.021 0.355 0.027 0.012 0.024

상수항 1.771 0.180 0.000 1.868 0.076 0.000

보조 파라미터 - - - 2.409 0.129 -

AIC 403.108 237.412

MAE 1.839 1.681

로그-정규 로그-로지스틱

추정치 표준오차 p-값 추정치 표준오차 p-값

도시 더미 -0.134 0.071 0.060 -0.176 0.071 0.013

기존판매 더미 -0.152 0.061 0.013 -0.144 0.058 0.012

판매소 개수 0.013 0.006 0.037 0.022 0.009 0.019

상수항 1.703 0.073 0.000 1.697 0.071 0.000

보조 파라미터 0.405 0.021 - 0.224 0.014 -

AIC 197.479 196.550

MAE 1.605 1.579

주 : 소수점 네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표 4-1> 생존 분석 모형 추정 결과

로그-로지스틱 모형에서 추정된 보조 파라미터 값은 약 0.224로 <그

림 3-1>과 비교할 때 시계열의 초반 지점(좌측)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위험률을 가지고 점차 감소하는 형태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앙값 예측치의 분포를 나타낸 <그림 4-1>을 봐도 알 수 있다. 예측치

는 좀 더 극단적으로 2010년과 2011년에 거의 모든 지역이 분포한다21).

21) 예측치를 도출한 결과, 182개의 지역 중 두 지역은 분석 기간 이후의 연도

로 예측하여 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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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모형에서 도출한 정책 시점 예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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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고정효과 모형 추정 결과

고정효과 모형 추정 결과는 다음 <표 4-2>〜<표 4-4>와 같다. 종속

변수의 형태를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 추정하였고, 우선적으로 모든 모

형에서 패널 개별적 특성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함으로 패널 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하우스만 검정을 통해서

고정효과 모형이 적합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표에 제시된 표준오차

및 신뢰구간은 부트스트랩을 통해 도출한 결과이며, 모든 추정치가 5%

유의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을 만족하였다.

<표 4-2>는 종속변수가 1인당 부피로 가중합한 경우이다. 먼저 폐기

물 발생량은 전체 종량제 봉투 판매량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도출된 반면 일반 종량제 봉투 판매량에서는 부

(-)의 효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폐기물 발생량이 많을수록 일반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는 것보다 다른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홍성훈(2001)의 연구에 따르면 부피 기준

의 종량제에서 가계는 쓰레기 배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쓰레기 발생량의 원천적 감소, 규격 봉투에 압축하여 담아 배출, 재활용

품 분리수거, 불법 투기 및 소각 등의 선택을 한다. 폐기물에 대해 음의

값의 추정치를 도출한 것은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종량제 봉투에 폐기물

을 더 압축하여 배출하거나, 재활용품 배출에 대한 노력을 통해 폐기물

배출량을 감소시키거나, 혹은 불법 투기에 대한 유인을 갖는 등의 가능

성을 얘기한다. 전체 종량제 봉투 판매량에서 반대의 결과를 도출한 것

은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많이 증가하면서 쓰레기 배

출에 대한 다른 유인들이 상쇄되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겠다.

종속변수에 따른 두 식에서 재활용률은 부(-)의 효과를, 도시인구 비

율은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의식이 낮을수록, 도

시화된 지역일수록 봉투 판매량은 증가하는 결과이다. 환경 의식이 낮을

수록 종량제 봉투를 소비할 때에 환경 측면의 고려 요인이 적어 판매량

이 상대적으로 많고, 도시화가 된 지역일수록 발생하는 폐기물량의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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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증가로 봉투 판매량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종량제 봉투 판매량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청소예산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은 지자체에

서 지역 청소나 폐기물 관련 소득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청소

예산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종량제를 기준

으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가 높은 요인을 고려하면 종량제 봉투 판매 수

입이 많은 경우, 종량제 봉투 외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재활용품 판매

수입, 그리고 쓰레기 관련 과태료 수입과 같은 기타 수입이 많은 경우도

있다. 혹은 폐기물 총 처리 비용이 적어 비용 대비 수입이 많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이 많은 경우는 판매량이 많거나 봉투 가격이

높은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종속

변수이고 재정자립도가 높다면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적은 결과를 나타

낸다. 그러므로 종량제 봉투 수입이 많다면 구체적으로 음식물용 봉투,

사업장용 봉투와 같은 본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른 종류의 봉투 판

매량이 많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증

가하여 일반 종량제 봉투나 전체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감소하는 것은

종량제 봉투의 종류별 목적과 그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과

관계가 발생하기 어렵다. 일반 및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가격이 높아진

경우에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감소하는 것은 발생 가능한 일이다.

한편, 폐기물 처리 비용이 적거나 기타 수입이 많아 재정자립도가 높

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청소 관련된 업무에 있어 경제적·환경적으로 더

적극적인 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이유로 재정자립도

가 높은 경우, 지자체는 예산에 대한 자체적 운용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이며 그 쓰임새는 주로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폐기물 관리

일 것이다.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발생하는 일회용품을 줄이며, 재활

용품 배출을 증가시키는 등을 위한 노력을 제도적 측면에서 더 적극적으

로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에 근거하여 청소예산

재정자립도가 종량제 봉투 판매량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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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 증가 시점에 대해서는 일반 종량제 봉투에서는

음(-)의 값을, 전체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는 양(+)의 값을 갖는 추정치를

도출하였다. 즉, 비닐 봉투 판매를 제한하고 이로 인해 재사용 종량제 봉

투 판매가 증가한 후로, 일반 종량제 봉투 판매량은 어느 정도 감소하였

으나, 전체 종량제 봉투 판매량은 증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추정 계수

가 |-0.0102|<|0.0459|이므로 감소한 폭에 비해 증가 수준이 훨씬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가계

소비자가 필요시에 구입하는 일반 종량제 봉투 판매가 일정 수준으로는

감소는 하였으므로 봉투 간 대체가 어느 정도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러나 전체적으로는 이를 상쇄하고도 더 많은 양만큼의 종량제 봉투 판매

량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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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속변수가 인당 부피 가중합인 경우(1,000L/인)

(1) 일반 종량제 봉투 (2) 전체 종량제 봉투

추정치

(표준오차)
신뢰구간

추정치

(표준오차)
신뢰구간

폐기물
-0.1027

[-0.1721, -0.0434]
0.0899

[0.0241, 0.1501]
(0.0325) (0.0307)

재활용률
-0.0004

[-0.0006, -0.0002]
-0.0001

[-0.0003, 0.0001]
(0.0001) (0.0001)

도시비율
0.0001

[-0.0004, 0.0009]
0.0009

[0.0003, 0.0019]
(0.0003) (0.0004)

재정자립도
-0.0005

[-0.0006, -0.0004]
-0.0001

[-0.0003, 0.0000]
(0.0001) (0.0001)

정책더미
-0.0102

[-0.0140, -0.0079]
0.0459

[0.0415, 0.0491]
(0.0015) (0.0019)

상수항
0.1756

[0.1130, 0.2196]
0.0857

[0.0004, 0.1333]
(0.0264) (0.0324)

  ∀   F=8.56, Prob>F=0.000 F=9.85, Prob>F=0.000

  =55.50, Prob>=0.000 =35.70, Prob>=0.000
주1) 표준오차 및 신뢰구간은 부트스트랩 방법으로 도출한 것임
주2) 소수점 다섯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표 4-2> 고정효과 모형 추정결과1

<표 4-3>은 종속변수가 폐기물 배출량 당 부피 가중합한 형태일 때

와 1인당 (천)매 수인 형태일 때 추정한 결과이다. <표 4-2>와 비교하

였을 때, 종속변수가 매 수일 때는 결과 추이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작과 판매 사이의 시차뿐만이 아니라 종량제 봉투 소비 시 부피

간 선택 유인이 모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봉투를 구입하는 행위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타당함을 의미한다.

종속 변수가 폐기물 배출량 당 부피 가중합인 경우에서는 재활용률과

도시 인구 비율의 경우 앞선 추정 결과와는 반대 부호의 추정치를 도출

하였다. 재활용률은 높을수록, 도시 인구 비율이 적을수록 폐기물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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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부피 기준의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

가 폐기물 배출량 당 부피 가중합의 형태인 것은 폐기물을 적절히 통제

하기 위함도 있지만, 형태 자체는 쓰레기 무게 대비 차지하는 종량제 봉

투 부피의 수준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를 고려하면 추정 결과는 재활

용률이 높은 지역, 즉 환경 의식이 높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폐기물을 종

량제 봉투에 압축하여 배출하는 것에 대한 유인이 적은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도시 인구 비율이 음(-)의 값을 도출한 것은 도시화된 지역일수

록 종량제 봉투의 판매량이 절대적으로 많아지긴 하였으나 이에 따른 경

제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을 더욱 압축하여 배출하는 것에 대한

유인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책더미는 종속변수의 형태를 막론하고 비슷한 추정 결과를 보이며

비닐 봉투 판매 제한에 대한 누수적 효과를 나타내었다. 추정 계수가 폐

기물 배출량 당 부피 가중합일 때는 |-0.1328|<|0.3227|, 1인당 매 수일

때는 |-0.0005|<|0.0025|의 관계로 전체 종량제 봉투 판매 증가 수준이 일

반 종량제 봉투 판매 감소 수준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다. 종속변수에 따

라 증감의 차이가 적게는 약 2.43배에서 많게는 약 4.59배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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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속변수가 폐기물 배출량 당 부피 가중합인 경우(1,000L/t)

(1) 일반 종량제 봉투 (2) 전체 종량제 봉투

추정치

(표준오차)
신뢰구간

추정치

(표준오차)
신뢰구간

재활용률
0.0068

[0.0034, 0.0089]
0.0177

[0.0083, 0.0220]
(0.0015) (0.0041)

도시비율
-0.0050

[-0.0098, 0.0011]
-0.0042

[-0.0129, 0.0065]
(0.0028) (0.0050)

재정자립도
-0.0060

[-0.0075, -0.0043]
-0.0029

[-0.0053, -0.0005]
(0.0008) (0.0012)

정책더미
-0.1328

[-0.1637, -0.1040]
0.3227

[0.2647, 0.3647]
(0.0153) (0.0260)

상수항
1.3062

[0.8350, 1.7032]
0.7546

[0.1124, 1.3631]
(0.2140) (0.3069)

  ∀   F=5.78, Prob>F=0.000 F=5.41, Prob>F=0.000

  =37.76, Prob>=0.000 =11.09, Prob>=0.000

3. 종속변수가 인당 매 수인 경우(천 매/인)

(1) 일반 종량제 봉투 (2) 전체 종량제 봉투

추정치

(표준오차)
신뢰구간

추정치

(표준오차)
신뢰구간

폐기물
-0.0043

[-0.0083, -0.0005]
0.0071

[0.0035, 0.0107]
(0.0020) (0.0018)

재활용률
-0.00002

[-0.00003, -0.00001]
-0.000002

[-0.00001, 0.00001]
(0.00001) (0.00001)

도시비율
0.00002

[-0.00001, 0.0001]
0.0001

[0.00002, 0.0001]
(0.00002) (0.00002)

재정자립도
-0.00003

[-0.00003, -0.00002]
-0.00001

[-0.00002, 0.000003]
(0.00004) (0.00001)

정책더미
-0.0005

[-0.0008, -0.0004]
0.0025

[0.0022, 0.0027]
(0.00010) (0.0001)

상수항
0.0096

[0.0062, 0.0122]
0.0045

[-0.0004, 0.0076]
(0.0015) (0.0019)

  ∀   F=10.19, Prob>F=0.000 F=10.73, Prob>F=0.000

  =193.09, Prob>=0.000 =151.72, Prob>=0.000
주1) 표준오차 및 신뢰구간은 부트스트랩 방법으로 도출한 것임

<표 4-3> 고정효과 모형 추정결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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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요약 및 결론

일회용품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차원에서 제재

를 하거나 정부 차원에서는 규제나 과세를 하는 등 다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공적 부문에서 진행하는 정책이 물론 더 강력한 효과가 있겠

으나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의 파트너쉽이나 자발적 협약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발적으로 일회용품을 감소하고자 하는 노력은 사회 구성

원들로 하여금 스스로 소비 패턴을 변화시키고, 일회용품을 대신할 친환

경적인 대체재를 찾게 하는 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는 장점이 있

기 때문이다(UNEP, 2018). 이러한 점에서 2010년과 2012년에 걸쳐 진행

된 환경부와 대형 유통 업체 간의 자발적 협약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핀란드, 스페인, 스위스 등과 같이 여러 국가에서 진행된 바 있는 자발적

협약에 비해 규제 정도가 강력하다는 점에서도 국내의 자발적 협약은 주

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자발적 협약은 비닐 봉투에 대한 유상 판매를

하거나, 구매하지 않을 경우 현금을 돌려주는 정도(pay back)의 수준이

었다면, 국내의 자발적 협약은 비닐 봉투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비닐 봉투를 전면 금지했을 때 비닐 봉투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제안된 것은 재사용 종량제 봉투이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구매

한 상품을 담아가는 용도에 기존의 종량제 봉투의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 체계에 변화가 생겼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국은 거의 모

든 지역에서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고, 이는 규격화된 종량제 봉투에 의

해 체계화되어 있으므로 변화된 소비 패턴이 종량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비닐 봉투를 전면 금지함으로 인해 증가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

량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생존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정보가 제한적이

고 불확실한 정책의 실질적 영향이 시작된 시점을 추정하고 예측하였다.

예측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더미를 생성하여 패널 고정효과 모형에 반영

하였고, 기존의 일반 종량제 봉투 판매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그리

고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포함한 전체 종량제 봉투 판매에는 어떠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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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2단계 추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측정오

차를 고려하여 부트스트랩을 이용하여 표준오차와 신뢰구간을 도출하고,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분석 결과, 종량제 봉투 판매량의 형태와 상관없이 정책더미에 대해서

는 일관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일반 종량제 봉

투를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대체하였으나, 전체 종량제 체계의 관점에

서는 과소비되고 있었다. 이는 비닐 봉투를 규제함으로써 규제하지 않던

영역인 종량제 체계에서 발생하는 정책에 대한 누수(leakage)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과다한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해 환경 문제가 심각해졌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해 비닐 봉투를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비닐 봉투

소비는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오히려 종량제 봉투는 과소비되는 결과를

도출한 셈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통해 비닐 봉투 판매 금지와 같은 환경 정

책을 시행할 때 단순히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만 고려할 것이 아니

라, 이를 둘러싼 주변 영역의 간접적인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 최적의 의

사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바이다. 이상적인 상황은 모든

소비자가 종이나 비닐 봉투를 유상으로 구매하지 않고 장바구니와 같은

재사용이 가능한 봉투를 소지하여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하므로 정책이 크게 확산되는 것에 대해 그 효과를 다방면에

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비닐 봉투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은 2019

년부터 법적으로 금지된 상황이므로, 이러한 검토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를 비단 쓰레기 종량제 체계에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종량제 봉투도 결국

대부분 비닐을 이용하여 제작한 봉투이기 때문이다. 환경적 측면에서의

누수를 엄밀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1회용 비닐 봉투 규제 이전의 비닐 봉

투 판매량의 자료가 필요하다. 만약 증가한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과거

의 1회용 비닐 봉투 판매량보다도 많다면 결국 정책 실행 이전에 비해

이후에 ‘비닐’을 이용한 봉투 소비량은 더 증가한 것이다. 그렇다면 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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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체계뿐만이 아니라 환경에도 규제 정책 효과에 대한 누수가 발생한

것이고, 해당 정책은 다방면에서 성공적이지 못한 정책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닐 봉투 판매량에 대한 자료는 부재하기 때문에 환경적 관

점에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더 고려할 사항으로는 종량제 봉투 종류 간의 서로 다른

구입 유인을 모형에 반영하는 것이다. 일반 종량제 봉투는 대게 묶음의

단위로 판매되고, 봉투의 규격 부피가 비교적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어

필요에 맞게 구매하는 것이 용이하다. 반면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대부

분 계산할 시에 낱개 단위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고, 주로 10L와 20L 규

격에 한정되어 있으며 한 가지 규격만 고정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

다. 또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와 일반 종량제 봉투는 구매할 시에 구매

행위와 비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다를 수 있다. 종량제 봉투에 대한

서로 다른 구입 유인은 소비자의 개별적 특성이고, 소비 행위의 기준점

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형에서 변수화하기가 어렵고 개별

적 자료의 부재로 한계가 있다. 가계 소비자 개인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알 수 있는 개별적 자료를 활용 가능하다면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 53 -

참 고 문 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

권오상. (2020), 「환경경제학」. 박영사.

김범주. (2010.10.01), 오늘부터 5대 대형마트서 비닐봉투 '판매 중단'.

sbs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96&aid=0000119529

김성주·이선영. (2006), 「GRDP 추계방법과 활용상의 문제점」, 부산연

구원.

김혜선. (2001), 대형유통 업체의 비닐봉투 유료화가 소비자의 장바구니

사용에 미치는 영향. 「소비문화연구」, 4(1), 5〜24.

도시계획정보서비스. http://upis.go.kr/upispweb/

민인식·최필선. (2019), 「패널데이터분석」, 지필미디어.

박완규. (2010),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력 격차에 대한 분석-GRDP 대리변

수를 이용하여. 「지역연구」, 26(4), 75〜101.

박종일. (2016.12.26), 내년부터 성북구내 종량제 봉투 통일 주민 불편

해소. 아시아경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277&aid=0003899910

신상철. (2014),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20년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

련 연구」,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2019.01.30), 2019년 주요 유통 업체 매출 전년대비

4.8% 증가 – 오프라인 유통 업체 0.9% 감소, 온라인 유통 업체

14.2% 증가 - , 12월 주요 유통 업체 매출 전년동기 대비 3.0%

증가 – 오프라인 유통 업체 1.9% 감소, 온라인 유통 업체

10.5% 증가 -. 보도자료.

오용선. (2006), 쓰레기종량제도의 환경개선효과에 관한 비판적 평가.

「한국정책학회보」, 15(2), 245〜270.

이건재. (2002), MSW 종량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관악

구의 생활폐기물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54 -

이상헌. (2014.12.25), 기업형슈퍼 25% 여전히 비닐봉지 판매…협약

미이행. 연합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1&aid=0007321288

이윤미. (2006.12.12), “쓰레기 봉투도 재사용된다고?”…소비자·판매자에

모두 외면.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222896.

이희선·김광임·이주호. (2011),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

선방안 마련 연구」,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희선. (2018), 「전국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균등화를 위한 연

구」,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원순환정보시스템. https://www.recycling-info.or.kr/rrs/main.do

정광호·서재호·홍준형. (2007), 쓰레기 종량제 정책효과 실증분석: 광역시

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1(1), 175〜201.

최병고. (2005.01.28), 재사용 종량제 봉투 ‘애물단지’. 매일신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

1=102&oid=088&aid=0000019077

통계청. https://kosis.kr/index/index.do

홍성훈. (2001), 도시생활쓰레기 절감을 위한 가격유인 : 쓰레기 종량제

의 효과. 「경제학연구」, 49(1), 203〜221.

홍성훈. (2015), 종량제 가격이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수요에 미치는 영향. 「자원·환경경제연구」, 24(4), 747

〜761.

환경부. (2002.05),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확대 추진지침. 정책자료.

환경부. (2010.09.28), 10.10.1부터 전국 358개 대형할인매장에서 ‘1회용 비

닐쇼핑백 없는 점포’ 시행. 보도자료.

환경부. (2011.11.01),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도 1회용 비닐쇼핑백 사라진다.

보도자료.

환경부. (2018.12.31), 새해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 사용 못한다.

보도자료.



- 55 -

환경부. (2019.08.28), 대형마트에 종이상자 없어요, 불필요한 폐기물 줄인

다. 보도자료.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정책자료.

Akaike, H. (1974), “A new look at the statistical model identification.”

IEEE Transactions on Automatic Control, 19(6), 716〜723.

Baltagi, Badi H. (2013), Econometric Analysis of Panel Data, 5th

Edition. John Wiley &Sons Ltd.

Clapp, J. and Swanston, L. (2009), “Doing away with plastic shopping

bags: International patterns of norm emergence and policy

implementation.” Environmental Politics, 18(3), 315〜332.

Cleves, M., Gould, W.W., and Marchenko, Y.V. (2016), An

Introduction to Survival Analysis Using Stata, Revised Third

Edition. Stata Press.

Convery, F., McDonnell, S., and Ferreira, S. (2007), “The most

popular tax in Europe? Lessons from the Irish plastic bags

levy.”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38(1), 1〜11.

Efron, B. and Tibshirani, R. (1994), An Introduction to the Bootstrap.

CRC Press.

Fullerton, D. and Kinnaman, T.C. (1996), “Household Responses to

Pricing Grabage by the Bag.”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6(4), 971〜984.

Hasson, R., Leiman A., and Visser, M. (2007), “THE ECONOMICS

OF PLASTIC BAG LEGISLATION IN SOUTH AFRICA.”

South African Journal of Economics, 75(1), 66〜83.

Hausman, J.A. (1978), “Specification Tests in Econometrics.”

Econometrica, 46(6), 1251〜1271.

He, H. (2012), “Effects of environmental policy on consumption:

lessons from the Chinese plastic bag regulati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Economics, 17(4), 407〜431.



- 56 -

Homonoff, T.A. (2018), “Can Small Incentives Have Large Effects?

The Impact of Taxes versus Bonuses on Disposable Bag

Use.”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10(4), 1

〜35.

Hong, S.(1999), “The Effects of unit pricing system upon household

solid waste management: The Korean experience.”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57(1), 1〜10.

Huang, J.C, Halstead, J.M, and Saunders, B.S.(2011), “Managing

municipal solid waste with unit-based pricing: policy effects

and responsiveness to pricing.” Land Economics, 87(4), 645〜

660.

Kasza, J., Wraith, D., Lamb, K., and Wofe R. (2014), “Survival

analysis of time-to-event data in respiratory health research

studies.” Respirology, 19(4), 483〜492.

Miranda, M. L., Everett, J. W., Blum, D. and Roy, B.A. (1994),

“Market-Based Incentives and Residential Municipal Solid

Waste.”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13(4),

215〜234.

OECD. (2006), Impacts of Unit-based Waste Collection Charges.

OECD Journal: General Papers.

Rechovsky, J.D. and Stone, S.E. (1994), “Market Incentives to

Encourage Household Waste Recycling: Pay for What You

Throw Away.”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13(1), 120∼139.

Taylor, R.L.C. (2019), “Bag leakage: The effect of disposable carryout

bag regulations on unregulated bags.”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93, 254〜271.

Taylor, R.L.C. and Villas‐Boas S.B. (2016), “Bans vs. Fees:

Disposable Carryout Bag Policies and Bag Usage.” Applied



- 57 -

Economic Perspectives and Policy, 38(2), 351〜372.

UNEP. (2018), SINGLE-USE PLASTICS: A Roadmap for

Sustainability.

Usui, T. and Takeuchi, K. (2014), “Evaluating Unit-Based Pricing of

Residential Solid Waste: A Panel Data Analysis.”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58(2), 245〜271.

Zen, I.S., Ahamad, R., and Omar, W. (2013), “No plastic bag

campaign day in Malaysia and the policy implication.”

Environment,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15(5), 1259〜

1269.



- 58 -

봉투 정의 및 예시

(1회용) 비닐 봉투

- 구매한 물건을 담아가는 포장재

- 각 유통 업체가 개별 제작하여 지급·판매하는 봉투

자료 : 연합뉴스 자료 : sbs뉴스

일반 종량제 봉투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기

위해 제작·판매하는 일반용 봉투

- 규격 용량은 1L에서부터 100L까지 다양함

- 본 연구에서는 20L 이하의 가정 생활폐기물용

종량제 봉투로 한정함

자료 : 아시아경제

<부표 1> 봉투 정의 및 예시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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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종량제 봉투

- 일방 종량제 봉투와 같이 폐기물을 배출하는 기능을

하되 포장재로서의 기능 또한 할 수 있도록

보완·제작한 종량제 봉투

- 봉투의 재질을 개선하고 규격 기준을 강화하였음

- 손잡이를 부착하고 봉투의 높이를 낮추며 폭을

확대함

- 유통 매장의 비닐 봉투처럼 친근감 있는 디자인으로

개선함(뒷면에 유통 업체명과 로고 인쇄 가능)

- 주로 백화점, 할인점, 편의점, 슈퍼 등과 같은 유통

업체 계산대에서 낱개로 판매함

- 10L 및 20L 용량의 봉투가 주로 제작되며, 종량제

시행지침 상 3L, 5L, 10L, 20L, 30L 용량으로 제작

가능함

- 본 연구에서는 20L이하의 봉투로 한정함

자료 : 환경경제신문 자료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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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act of Restriction on Sales

of Disposable Plastic Bags on

Garbage Bag Consumption

Hye Won Lee

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and Rural Developmen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voluntary agreements for

prohibiting the sales of disposable plastic bags signed by the

supermarkets and Super Supermarkets(SSMs) wit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n the consumption of standard waste bags. Two

voluntary agreements signed in 2010 and 2012 banned the total sales

of (disposable) plastic bags used for packaging materials at

supermarkets and SSMs. Instead of plastic bags, they have been

selling reusable standard waste bags as packaging materials to

replace them, so the sales volume of reusable (standard) waste bags

has increased overwhelmingly. Since reusable waste bags are reused

for discharging household solid waste after packaging material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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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id increase in reusable waste bag consumption also affects the

Volume-Based Waste Fee system(VBWF system). The VBWF

system is implemented in almost all regions in Korea, and it is

systematically managed by standardized volume-based waste bags.

Thus, it is essential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changed waste bag

consumption behavior due to plastic bag regulations.

To analyze the impact, this study establishes a panel fixed-effect

model based on 182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from 2008

to 2018. Two dependent variables are the sales of existing waste

bags and the total sales of waste bags, including existing waste bags

and reusable waste bags. As an explanatory variable, other variables

that can affect the sales of the waste bag in addition to the

regulatory policy are controlled, and the point at which the sales of

the reusable waste bag actually increases is reflected as a dummy

variable. Besides, the survival analysis is used to estimate the point

of time when the sales of reusable waste bags actually increase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data, which cannot precisely

specify the point. The predicted value is derived and reflected in the

panel fixed-effect model. Since the model is a form of two-step

estimation that reflects the predicted value in the estimation form, the

estimate’s statistical significance is tested using bootstrap in

consideration of measurement errors.

The result shows that the sales volume of existing waste bags

decreases to some extent as the sales volume of reusable waste bags

increases. However, when considering both the reusable waste bags

and the existing waste bags sales volume, a degree of increase in

total sales volume of waste bags is even larger than a degree of

decreased sales volume of existing waste bags. Specifically, depending

on the form of the dependent variable, a ratio of increase ver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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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rease is about at least 2.43 and at most 4.59.

In conclusion,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policy to reduce

disposable plastic bags affects the unregulated domain, the VBWF

system, resulting in a policy leakage. Disposable plastic bags have

begun to be regulated to overcome various environmental and

economic costs and problems caused by the excessive use of plastic

bags. However, the plastic bag consumption has decreased, but

rather, the waste bag consumption has increased.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leakage also occurs in the environment due to a

lack of disposable plastic bag consumption data. However, at least it

is clear that the leakage occurs in the VBWF system. This study

suggests that when implementing environmental policies, a decision

should be made not only by considering the policy’s direct effect but

also by considering the indirect effect of other related domains. Also,

the disposable plastic bag policy needs to be reconsidered since the

sales of plastic bags by the retailer are currently legally prohibited.

keywords : Environmental policy, Leakage, Volume-Based

Waste Fee system, Survival analysis, Panel fixed-effect model

Student Number : 2018-26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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