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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농촌지역의 경우 생활폐기물 등의 노천 소각이 빈번

하며 특히 영농폐비닐의 소각은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다량 발생(2,228pg/kg)시켜 농민 건강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Kim, 2008). 또한 수거되지 않고 잔류한 

영농멀칭 폐비닐은 토양 유기물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농

업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Steinmetz, 

2016). 뿐만 아니라 영농폐비닐이 전차선로에 걸려 고속

철도 및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대형 산불로 이어진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영농 폐비닐의 무단 소각이나 방치

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Kang et 

al., 2002; Kang and Choi, 2016; Steinmetz,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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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초 예방과 노동력 절감을 목적으로 영농 비닐이 이

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논농사에서 밭농사로의 

전환 증가는 영농폐비닐의 발생량을 증가시킬 것이며, 

이에 대해 영농폐비닐에 대한 수거⋅처리에 대한 사회

적 요구는 증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역시 농촌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영농폐기물 수거

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자

치부는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MOU를 체결하였고, 

1,208개 읍⋅면 9,196개 마을이 참여하여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마을 가꾸기 등의 운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2021년까지 전체 농촌마을의 50%인 20,000개 마을이 캠페

인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4월 

“Clean Agriculture Campaign” 발대식을 개최한 바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영농폐비닐의 수거 및 재활용

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나 계량 분석 연구는 미미한 실정

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농폐비닐의 수거율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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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요인을 이해함으로써 수거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의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2∼2015년의 163개 시군에 대한 한국환경공단의 영

농폐비닐 발생량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역별로 영농폐비

닐의 수거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개인적 요인을 분석 한다. 

농촌의 전반적인 오염원 또는 폐기물 관련 선행연구

로는 농촌 폐기물 처리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규범적⋅
이론적으로 정리한 Kang and Choi(2016), 폐기물 관리 

주요 법규 및 계획과 생활폐기물 실태를 정리한 Ma et 

al.(2014) 등의 연구가 있다. 정책 및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둔 연구로는 영농폐기물을 중심으로 한 Mok et al.(2013)

의 연구와 슬레이트, 임목폐기물 등의 폐기물까지 고려

한 Lee et al.(2012)의 연구가 있으며, 이들 연구는 현재 

수거 처리 체계의 문제점 분석과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지만 수거율에 대한 요인 분석까지는 이르지는 못하

였다. 

폐영농자재인 영농폐비닐의 발생 및 수거실태와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로는 Kang et al.(2002, 2004)이 있다. 

이 연구는 농가와 수거처리업체(한국환경공단, 재활용업

체) 및 행정기관에 대한 설문조사와 사례분석을 통해 작

목별, 용도별 영농폐비닐의 사용량과 발생량을 추정하고, 

수거처리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

다. 하지만 수거량이나 수거율에 대한 정량적인 접근 보

다는 설문을 통한 정성적 분석에 그치고 있다. 정량적인 

분석 연구로는 연령, 학력, 연소득, 가축사육, 가족 수 등

의 요인을 중심으로 농촌 쓰레기 발생량 결정 요인을 분

석한 Heo et al.(2001)의 연구가 있으나 폐영농자재를 중

심으로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설문조사나 사례분

석 및 문헌조사 중심인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

구는 농촌쓰레기 발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영농폐

비닐에 대한 정량적 계량적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II. 영농폐비닐 발생 및 수거 현황

영농비닐(농업용비닐)은 사용 목적과 재질에 따라 구

분된다. 먼저 사용 목적에 따라서는 온실 기능을 하는 

시설(비닐하우스)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비닐하우스용

과, 작물의 재배를 위한 멀칭용으로 구분된다(Park, 2009). 

특히나 멀칭용은 토양수분 유지보존, 지온변화 억제, 토

양침식 방지, 잡초의 억제효과가 있어 비닐하우스 내부

와 일반 노지에 널리 사용 되고 있다(Lee et al., 2009). 

재질에 따라서는 고밀도폴리에틸렌(High DensityPoly- 

Ethylene: HDPE⋅하이덴), 저밀도폴리에틸렌(Low Density 

Poly-Ethylene: LDPE⋅로덴), 염화비닐(Poly-Vinyl Chloride: 

PVC), 초산비닐(Ethylene Vinyl Acetate: EVA) 등이 있다

(Park, 2009).

영농폐비닐 발생량은 1996년 약 23만 톤에서 완만하

게 증가하다가 2005년에 32만 톤으로 급증하였으며, 2006

년에 36만 톤으로 최고 발생량을 기록하였다(Table 1)1). 

2004년도에서 2006년 사이에 발생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2004년부터 영농폐비닐 통계가 새로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통계조사 방법의 새로운 기준의 따라서 기존 

발생량과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전 발생량은 

과소평가 되어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연

평균 영농폐비닐의 발생량은 약 33만 톤으로, 2012년 새

로운 통계조사방법 적용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

이며, 이는 전체 경지면적의 감소 추이에 따른 것이다.

year production collection disposal inventory

1996 227,679 61,494 46,019 192,740

1997 232,740 72,916 47,899 217,757

1998 237,934 75,792 45,683 247,866

1999 237,934 81,186 49,143 279,909

2000 237,934 88,818 67,155 301,572

2001 237,934 96,059 68,504 327,634

2002 261,290 110,382 -1) -

2003 257,140 126,439 - -

2004 264,880 218,0692) 244,400 -

2005 322,947 213,7232) 242,715 358,720

2006 357,397 199,327 270,100 276,267

2007 341,038 175,201 254,139 197,000

2008 326,509 182,620 260,820 119,162

2009 310,009 190,162 236,247 72,973

2010 324,101 176,849 208,378 41,444

2011 331,490 181,609 185,425 37,628

2012 337,877 178,130 180,949 34,809

2013 332,575 189,306 174,181 49,934

2014 329,239 188,279 193,060 45,153

2015 322,964 186,965 210,976 21,142

1) N.A.
2)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rea Resource 

Recirculation Information System 
source: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ang et al.(2002),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Table 1. Production and Collection of Plastic Waste 
unit: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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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생활폐기물과 달리 영농폐비닐과 폐농약용기는 

미수거시 2, 3차적 오염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전문적 처

리가 요구된다. 또한 영농폐기물의 특성상 농번기가 시

작⋅종료되는 시점에 일시적으로 배출량이 급증하며, 그 

외의 시기에는 배출되는 빈도나 양이 일정하지 않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생활폐기물과 달리 별도의 수거⋅
처리 체계가 필요하다(Kang et al., 2002; 2004). 

영농폐비닐 수거⋅처리체계를 보면(Kang and Choi, 

2016), 먼저 농민이 경작지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공동집

하장 및 공터로 배출하게 되면 환경공단과 계약한 민간

위탁수거사업자는 공동집하장에서 공단사업소까지 폐비

닐을 운반한다. 공단사업소에서는 운반된 폐비닐을 등급

별로 분류하고 수거량을 집계하여 수거보상금 단가, 등

급 및 양에 비례하여 계산된 전표를 발행한다. 다음으로 

환경공단이 전표를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는 전표에 

제시된 금액만큼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불한다. 한편 

공단사업소에 수집된 폐비닐은 재활용업체에 유상 공급

되거나, 공단의간이시설이나 처리시설에 처리된 뒤 민간 

재활용업체에 공급되기도 한다. 

따라서 지역별 수거량은 폐비닐을 모아둘 수 있는 공

간인 공동집하장의 수, 민간위탁수거사업자의 수거 횟수, 

등급별 수거보상금단가 등의 영향을 받는다(Kang and 

Choi, 2016). 특히 일반생활폐기물과 달리 영농폐비닐은 

주 몇 회 배출과 같이 정기적으로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영농폐비닐을 농민이 배출하여 민간위탁수거사업자에게 

인계 될 때까지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서 수거⋅처리과

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공동집하장이다. 

즉, 배출자에게는 배출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상시로 배

출할 수 있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완화하고, 수거자에

게는 공동수집을 통해 수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서 마을에서 공터를 이용해 비공식적으로 

설치하거나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지원받아 공동집하장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한편 수거에서 또 다른 중요한 참여자는 민간위탁수

거사업자이다. 2011년부터 환경공단의 직영 수거가 전면 

중단됨에 따라 124개의 민간위탁수거사업자가 지역단위

로 선정되어, 전국 영농폐비닐 수거를 담당한다. 민간위 

탁수거사업자는 환경공단과 3년 단위로 계약하고, 계약

물량은 한 사 업자당 연간 약 1,500톤이다(Mok et al., 

2013). 민간위탁수거사업자는 지역별로 정원이 지정되어

있으나, 결원이 생길 경우 지역의 수거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민간위탁수거사업자와 환경공단의 계약 

물량은 정해진 1,500톤만 수거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쿼

터제로 운영된다. 따라서 민간위탁수거사업자는 본인 사

업장에서 가까운 곳만 수거하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리에 따른 수거 운반비를 지급하는 거

리병산제가 적용되고 있다(Table 2). 

또한 수거량을 결정하는 요인 중 배출자(농민)에게 경

제적 유인이 될 수 있는 수거보상금 단가 역시 중요하

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수거보상금단가는 각 지

자체마다 등급에 따른 금액의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영

농폐비닐 보상금 예산 규모는 한편으로 영농폐비닐 수거

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의지를 나타낸다. 또한 Kg당 등

급별(A⋅B⋅C 등급) 보상금 단가 차이는 재활용이 용이한 

A등급 형태로 폐비닐을 배출하게 하는 유인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수거량 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환경공단이다. 환경공단은 영농폐비닐을 수거 및 

처리를 담당하는 공식기관으로서, 발생량 및 예산 등을 

감안하여 목표량을 정하고 수거량을 목표량에 최대한 맞

추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수거 

목표량은 19만 7천 톤으로 변동이 없었으며(Table 3), 이

는 발생량을 고려하기보다 예산 규모에 따라 수거 목표

량이 정해지기 때문에 발생량 변동에 따른 능동적 대응

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collection site near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s recycling center other site

distance  100km 미만 100∼180km 180∼260km 260km 이상

rate 52원/kg 52원/kg 57원/kg 68원/kg 79원/kg

destination recycling center, private recycling company, intermediate treatment facility

note round trip distance, including tax

source: Ministry of Environment

Table 2. Transport Rate of Private Collection Company (2017)
unit: KRW/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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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분석 자료 및 모형

1.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영농폐비닐 수거율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시⋅군 단위의 다양한 자료들을 이용한

다. 구체적으로는 한국환경공단의 ‘영농폐기물통계조사’,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 ‘농업면적조사’, ‘주민등록 

인구통계’, ‘고령인구비율’, ‘지자체폐기물 처리 재정자립

도’,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환경부의 ‘일반

폐기물 재활용률’, 지자체의 ‘지자체별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과 ‘공동집하장 수’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의 

단위는 시군이며 영농폐비닐 발생이 거의 미미한 서울시

를 비롯한 특광역시는 하나의 지역으로 통합하여 분석에 

포함하여 총 163개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영농폐비닐 수거율(수거량/발생

량)이며, 독립변수로는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인구

사회학적 요인 등 세 가지 분야를 포함한다(Table 4). 경

제적 요인 변수로는 청소예산자립도, 지자체 수거보상금 

단가, 지자체 보상금 총액이 포함된다. 청소예산자립도는 

자치단체별로 매년 혼합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 비용과 가로청소 비용 등 청소행정에 소요

된 제반 비용과 청소관련 총 수입액의 비율로 정의된다. 

폐기물 관련 수입과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청소예

산 재정자립도가 높다면, 영농폐비닐에 수거 및 처리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와 관심이 높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

다. 수거보상금 단가는 환경부의 권고안인 A⋅B⋅C 3등

급제 하에서 A등급 단가를 기준으로 사용하며, 수거보상

금 총액은 지자체가 해당년도마다 농민들에게 지급한 전

체 금액을 의미한다. 수거 보상금은 국고2)와 도에서 지

원하는 도비 그리고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시⋅군비로 구

성되며,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간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

하여 국고를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자료를 구성하였다. 

지방정부의 행정적 요인으로는 영농폐비닐 연간 수거

횟수, A등급/등급비율, 공동집하장 수를 포함한다. 먼저 

수거횟수는 영농폐비닐 역시 영농활동 후 경작지에서 분

리⋅배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생활폐기물과 유사하게 농

민의 참여율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변수이다(Lee et al., 2011). A등급 비율은 지역내에

서 발생하는 영농폐비닐의 질을 고려하기 위한 변수이

며, 공동집하장 수는 시에서 공식적으로 예산을 투자하

year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Average

Target Quantity (A) 197,000 197,000 197,000 197,000 197,000 192,000 196,167

Collected Quantity (B) 176,849 181,609 178,130 189,306 188,279 186,965 183,523

Ratio (B/A, %) 89.8 92.2 90.4 96.1 95.6 97.4 93.6

source: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2017)

Table 3. Ratio of Collected Quantity compared with Target Quantity of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unit: ton, %

variables Average Std.Dev. Min. Max.

Collection Rate (%) 45.6% 0.343499 0.0% 100%

Economic factor

self-sufficiency rate of cleaning budget (%) 21.7% 0.100345 0.0% 59.0%

collection subsidy rate (KRW/kg) 97.26917 50.76204 0 376

total collection subsidy (KRW) 9.20E+07 1.22E+08 0 7.93E+08

Administrative factor

collection frequency per year (times) 164.8543 179.3184 0 995

ratio of grade A waste (%) 23.8% 0.284762 0.0% 100.0%

the number of village collection site (number) 8.035276 21.25242 0 220

Individual factor 

rate of elderly people (%) 19.4% 0.080282 0.0% 36.6%

ratio of citizens with basic livelihood grants (%) 3.6% 0.014783 0.5% 9.1%

rate of waste recycling 48.7% 0.164774 0.0% 100.0%

non-paddy land area per capita (ha) 0.283389 0.17931 0 1.249741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N=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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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설치한 공동집하장 수로서 농민의 배출과 관련된 시

간적⋅공간적 제약을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선행연구(예: Vining and Ebreo, 

1990)에서 재활용 참여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로 고려되고 있는 연령, 소득수준, 교육수준 등의 인구사

회학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고령인구 비율,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을 고려한다. 또한 지자체의 재활용에 대한 

참여도와 행정처리 체계를 고려하기 위한 변수로 일반폐

기물재활용률을 포함하였으며, 경영규모를 고려하기 위

해 1인당 밭경작지면적을 포함하였다. 

2. 분석 모형

본 연구는 전국 163개 시⋅군 횡단면 자료가 2012년∼

2015년에 걸쳐 시계열로 관측된 패널 자료의 장점을 살

려 163개 지역간의 차이와 함께 4개년도의 시간 변동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패널자료 회귀모형을 사용한

다.3)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패널 선형 회귀모형의 기본

모형은 아래와 같다. 

    
′    

여기서 는 지역, 는 연도를 나타내는 첨자이며,  
는 종속변수로서 지역별 수거율,  는 독립변수 벡터로

서 3개의 경제적 요인 변수, 3개의 행정적 요인 변수, 그

리고 4개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변수를 포함한다. 그리고 

는 추정계수 벡터, 는 개체특정상수항,  는 오차항

을 나타낸다. 패널회귀 모형은 개체특정상수항의 형태에 

따라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으로 나누어지며

(Greene, 2012), 하우스만 검정 결과 확률효과모형이 본 

연구의 자료에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분석 결과

<Table 5>는 영농폐비닐 수거율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추정결과 지자체 수거보상금 단

가가 높을수록, 지자체 수거보상금 총액이 클수록, 연간 

수거 횟수가 많을수록, A등급 비율이 낮을수록, 고령인

구 비율이 높을수록,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을수록 

영농폐비닐수거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먼저 경제적 요인 변수를 살펴보면, 지자체 수거보상

금단가와 지자체 수거보상금 총액이 수거율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유인이 수거율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총액 보다는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P-value

Economic factor

self-sufficiency rate of cleaning budget (%) 0.080 0.113 0.475 

collection subsidy rate (KRW/kg) 0.001*** 0.000 0.000 

total collection subsidy (KRW) 5.58E-10*** 0.000 0.000 

Administrative factor

collection frequency per year (times) 0.001*** 0.000 0.000 

ratio of grade A waste (%) -0.114*** 0.033 0.001 

the number of village collection site (number) 0.000 0.000 0.326 

Individual factor 

rate of elderly people (%) 0.642*** 0.196 0.001 

ratio of citizens with basic livelihood grants (%) 2.734*** 0.977 0.005 

rate of waste recycling -0.072 0.060 0.225 

non-paddy land area per capita (ha) -0.080 0.061 0.187 

Constant 0.035 0.060 0.559 

Hausman Test(chi2) 6.99

R-squared 0.5712

Rho_ar 0.1267 

N 652

note: ***p<0.001, **p<0.05, *p<0.01

Table 5. Estim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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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단가가 수거율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상금 단가는 2015년 기준 최고 kg당 400원에

서 최저 10원까지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보상금 

단가가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에서 지자체

의 예산과 의지가 수거율의 차이를 만든다고 볼 수 있다.

행정적 요인에서는 영농폐비닐 연간 수거횟수가 높아

질수록, A등급 비율이 낮을수록 수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정기적이고 공간적으로 산재한 영농폐

비닐 발생의 특성으로 인해 공동집하장 수는 유의한 영

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지역별 수거횟

수의 경우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2015년 기

준으로 전남 해남군(995회), 무안군(736회), 강원도 평창

군(661회)이 수거횟수가 많은 지역이며, 전국 지자체 중 

해남군의 영농폐비닐 수거량이 가장 많고, 평창(5번째), 

무안(7번째) 역시 수거량이 많은 지역에 속한다. 다음으

로 A등급 비율이 오히려 수거율과 부(-)의 관계를 보이

는 것은 환경공단을 통해 수거되는 영농폐비닐이 1차적

으로 민간 사업자가 유⋅무상으로 수거해 가지 않는, 즉 

1차시장으로부터 배제된 등급이 낮은 폐기물이 주를 이

루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추정 결과이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경우 고령인구 비율과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은 수거율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고령인구 비율이 1% 높아질수록 수거율

은 0.65% 증가는 것으로 나타나, 재활용 참여 가구의 연

령이 비참여 가구에 비해 높다는 선행연구(Vining et al., 

1990)와 일관성을 보인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을수록 높은 수거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을 반영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1% 증가할 경

우 수거율은 약 2.7%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소득수

준이 낮을수록 경제적 유인에 더 탄력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수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영농폐기물 수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V.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산불, 미세먼지, 발암물질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영농폐비닐의 수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

하였다. 분석을 위해 2012∼2015년의 전국 163개 시⋅군 패

널 자료를 이용하였다. 종속변수는 수거율이며, 독립변수

로는 청소예산자립도, 지자체 수거보상금 단가, 지자체 수

거보상금 총액 등의 경제적 요인, 영농폐비닐 연간 수거

횟수, A등급 비율, 공동집하장수 등의 행정적 요인, 고령

인구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일반폐기물 재활용률, 1

인당 밭경작지면적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적 요인에서는 지자체 수거보상금 단가, 

지자체 수거보상금 총액이 높을수록, 행정적 요인에서는 

영농폐비닐 연간수거횟수, A등급 비율이 낮을수록, 개인

적 요인에서는 고령인구와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이 높을

수록 수거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거보상금 

단가와 총액은 배출자인 농민에게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

기 때문에 수거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

며, 행정적 요인으로서는 영농폐비닐 연간 수거 횟수가 

높아짐으로써 수거율 또한 높아지고 있다. A등급의 비율

이 낮을 수록 수거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는 실제 B등급이 A등급에 비해 월등히 많은 부분을 차

지하고 있어 B등급의 양이 많을수록 수거량이 비례적으

로 증가하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고령인구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아질수록 수거율이 

높아지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고령인구와 기초생활

수급자는 경제적 유인에 더 탄력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수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영농폐기물 수거에 보다 적

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영농폐비닐 수거 정책에 주는 시사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거보상금 단가와 수거보상금 

총액이 수거율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경제적 유인을 주는 정책의 실효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물론 현재와 같이 수거 예산이 주어지면 

그에 따라 수거량이 결정되는 구조를 반영한 결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경제적 유인책의 한계는 존재한

다. 따라서 사용한 사람이 사후 처리까지 책임을 지는 

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pays principle)에 따른 배출자

(농민)의 노력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는 영농폐비닐이 생활폐기물이 아닌 사업장 폐기물로 

지정되어 있어 농민이 자체적으로 처리 협의회를 만들어 

직접 배출하고 수거하며 공동으로 처리하는 일본 사례에

서도 볼 수 있다. 

둘째, 연간수거회수가 수거율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난 추정 결과는 지자체의 영농폐비닐에 수거 

처리에 대한 의지와 관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국내에

서 수거율이 가장 높은 경상북도 봉화군의 경우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긍정적

인 효과를 내고 있는 좋은 사례이다. 봉화군은 차량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는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여 민간사

업자에게 전달하는 노력을 해왔으며, 1마을 1개 이상 공

동집하장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 170개의 공

동집하장을 보유하고 있다.

셋째, 비교적 상태가 좋은 A등급 영농폐비닐 비율이 

수거율에 음의 영향을 준다는 추정 결과는 영농폐비닐의 

양 뿐만 아니라 질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토대로 한 수



영농폐비닐 수거율 결정요인 분석

Vol. 25, No. 3, 2019 17

거 정책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즉, 발생량과 수거량의 대

부분을 차지하는 폐비닐의 종류는 멀칭용 비닐이이지만, 

재활용 시장에서 유통이 활발한 영농폐비닐은 이물질이 

적어 상대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하우스용 

비닐이다. 따라서 현재 환경공단이 제시하는 수거량은 

민간 시장에서 거래되는 영농폐비닐이 제외된 것임을 고

려한 영농폐비닐 수거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주로 사례조사나 정성적 분석 위주의 선행

연구와 달리 영농폐비닐 수거율을 결정하는 요인을 계량 

모형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

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인 시계열 자료의 확보를 통한 

추세 분석의 부족과 민간차원의 영농폐비닐 재활용을 고

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시

장에서 유통되는 영농폐비닐까지 포함한 보다 포괄적이

고 종합적인 영농폐비닐 수거율 분석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모형의 독립변수 설정을 위한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으며,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한 영농폐비닐 수거율 결정 요인에 

대한 보다 엄밀한 설정과 모형의 구성 역시 중요한 하나

의 향후 연구과제로 남는다.4) 마지막으로 영농폐비닐 외

에도 폐농약용기 등 다른 영농폐자재 등을 포함하는 분

석과 영농폐비닐의 사용자이자 배출자인 농민의 분리수

거 참여 행위에 대한 미시적 연구도 중요한 후속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1)  한국환경공단은 영농폐기물의 발생, 수거, 처리 실태를 파악하
여 영농폐기물 관련 정책수립과 합리적인 처리를 하는데 필요
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영농폐기물조사’를 실시한
다. 이 통계조사는 2004년도에 최초 작성되었고, 2009년 환경
부 감사 시 통계 결과에 대한 정확성의 재고가 요구되어 2011
년 조사 방법 개선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2012년도부
터 새로운 통계조사방법이 적용되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
용은 자원순환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recycling- info.or.kr) 
‘영농폐기물통계조사’를 참조할 수 있다.

주2)  국고지원비는 10원/kg으로 전국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됨. 

주3)  집단간 등분산성(Wald 검정)과 시계열의 독립성(Wooldridge 검
정) 검정을 통해 패널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함.

주4)  이러한 한계점을 지적하고 전문가 조사 등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해 준 익명의 심사자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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