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회용컵의 사용실태와 대안

서울환경연합 벌레먹은 사과팀 전행자

1. 의 의

- 연간 생산되는 일회용컵의 생산량은 2억 8천 600만개, 이 수치는 전체 생활폐기물의 3분

의 1을 차지한다. 

- 이를 수거, 처리하는 비용 또한 연간 수백억원에 달한다. 또한 일회용품의 대부분은 재활

용이 불가능한 합성수지 재질이며, 그 종류가 다양해 분류도 어렵다. 게다가 테이크아웃의 

플라스틱류는 거의 재활용되지 못한다(현재 플라스틱류의 재활용률은 10퍼센트 수준으로 전

체 재활용폐기물 중 가장 낮다). 

- 매립하면 자연분해가 되지 않아 토양오염 및 매립지의 안정화를 저해하고 무게에 비해 부

피를 많이 차지해 매립지 사용기간을 단축시킨다. 소각처리할 경우 다이옥신이나 퓨란 등의 

유해물질을 발생시키며 용융된 플라스틱이 소각로 내벽에 붙어 소각온도를 높이고 PVC의 경

우 염소가스를 배출해 소각로 시설의 노후화를 촉진시켜 소각로의 수명을 단축시키기도 한

다.

- 이에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일회용컵에 대한 의식조사

를 중심으로 일회용기의 사용실태와 이를 줄이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2. 자발적 협약

2.1 자발적 협약이란?

  자발적 협약이란 1회용품을 줄여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려는 정부정책으로 

유통업계의 자율실천선언과 패스트푸드점·테이크아웃점의 자발적 협약이 있다.

▶ 자율적 협약 이행요건

협약사업자들은 1회용컵의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고객이 매장 밖

으로 들고 나가는 1회용컵에 대해서는 개당 100원을 받고 제공하되 되가져오는 1회용컵에 

대해서는 동일 금액을 즉시 환불하여 준다.

협약사업자들은 매장 내에서 사용되는 1회용컵 등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333㎡

(100평)이상의 매장에 대하여 사용되고 있는 1회용품을 다회용품으로 전환한다. 다만, 다

만, 2003년 1월1일 이후 신설되는 매장의 경우 다회용품 전환대상 매장규모는 266㎡(80평)

이상으로 한다. 

* 매장면적은 계약면적에서 공유면적을 제외한 것임



협약사업자들은 1회용컵에 대한 환불제 실시에 따른 수지내역을 주기적(반기 1회)으로 공

개하고, 발생수익금은 사은품 제공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환원하거나 환경보전 활동을 지

원하는데 사용한다.

1회용컵에 대한 환불제 실시 및 333㎡(100평)이상 매장에서 사용되는 1회용품을 다회용품

으로 전환하는 시기는 금년말까지 홍보 및 시설개수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03년1월1일부터

로 한다.

2.2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자발적 협약추진실적

2.2.1 ‘03년 상반기 자발적 협약 추진실적

(단위 : 천개, 천원)

구 분
1회용컵 판매실적 환 불 실 적 금액대비환불율

(갯수대비)판매량 판매금액 환불량 환불금액

계 29,012 2,786,905 6,815 480,195 17.2%(23.5%)

패스트푸드점 19,254 2,294,147 2,789 278,873 12.2%(14.5%)

테이크아웃점 9,758 492,758 4,026 201,322 40.9%(41.3%)

  ※ 테이크아웃점 22개업체중 1개업체(미스터커피)는 미제출

2.2.2‘03년 하반기 자발적 협약 추진실적

 (단위 : 천개, 천원)

구 분
1회용컵 판매실적 환 불 실 적 금액대비 환불율

(갯수대비)판매량 판매금액 환불량 환불금액

계 36,073 3,056,545 8,700 625,394 20.5%(24.1%)

패스트푸드점 25,593 2,531,858 3,808 380,828 14.9%(14.9%)

테이크아웃점 10,481 524,687 4,891 244,566 46.7%(46.7%)

2.2.3‘04년 상반기 자발적 협약 추진실적

               (단위 : 천개, 천원)

구 분
1회용컵 판매실적 환 불 실 적 금액대비 환불율

(갯수대비)판매량 판매금액 환불량 환불금액

계 39,396 3,183,539 11,619 838,660 26.3%(29.5%)

패스트푸드점 24,803 2,453,879  5,154 515,405 21.0%(20.8%)

테이크아웃점 14,593   729,660  6,465 323,255 44.3%(44.3%)



2.3 자율적 협약의 문제점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발적 협약은 패스트푸드 6개 업체 1,695개 매장, 테이크 아

웃 19개 업체 589개 매장이 참여하고 있다. 

- 패스트푸드점은 100평, 테이크아웃 커피점은 50평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전혀 실효

성이 없다.

   이 규정대로라면 패스트푸드점의 9.4퍼센트, 테이크아웃 커피점의 11.1퍼센트만이 전환

해야 할 뿐이다. 최소 10평 이상의 업체가 다회용기로 전환해야 이 협약의 실효성이 생긴

다. 또한 테이크아웃 일회용기에 50∼100원의 예치금을 포함시켜 소비자에게만 전가하는 것

은 부당하다. 생산자 책임원칙 아래 용기생산자와 판매기업도 책임질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야 한다. 또 현재 대형 유통업체의 일회용봉투 환불율이 12퍼센트밖에 안 되는 현실에서 예

치금이 제대로 사용될 지도 의문이다. 

- 99년 테이크아웃점이 처음 생긴 이래 한번도 정기점검이 실시되지 않았다. 

  단 한번의 정기점검도 실시되지 않은 채 ‘정기 점검까지 면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다.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지도, 점검체계 확립이 선행과제다. 

-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는 고객 7명 중 6명이 유상판매되는 일회용컵을 환불받지 않고 그

냥 버린다. 

  2003년,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일회용컵 회수율은 14.5퍼센트, 테

이크아웃점의 경우 41.5퍼센트만이 회수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환불되지 않은 보증금의 사

용처도 상당 부분이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우 이웃돕기나 매장로고제작의 

홍보비용 등 비환경 부분에 지출되고 있다. 환경 부분에 쓰여진다 하더라도 업체 생색내기

식 일회성 환경행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 외국의 사례

외국의 일회용품 규제시책

국가 주 요 내 용

미국
● 일회용 비닐봉투 컵 사용금지 -New Jersey주의 Seabright
● 비닐봉투 쇼핑백 사용금지 : wisconsin주

독일
● 일회용 봉투 유상판매 -보통제품 : 400원, 비닐봉투 고급제품 : 800원
● 일회용품에 대해 폐기물세 부과 -Kassel, Bonn 등 다수의 지자체

덴마크 ● 합성수지 종이 쇼핑백에 세금 부과

벨기에 ● 일회용 면도기에 부담금 부과

이태리 ● 94년 3월부터 합성수지 봉투에 세금 부과

중국
● 비닐봉투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생분해성 봉투를 사용하도록 함.
● 합성수지 용기의 사용도 금하고 대체품을 사용하도록 함.

대만 ● 라면용기 등은 약 40퍼센트 정도를 종이용기로 사용



3.1  미  국

  1회용품과 포장재에 대한 규제는 각 주별, 도시별 또는 카운티별로 시행하고 있어 주와 

도시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 주정부에서는 법령 제정 등의 제도화, 카운티정부 및 단

체에 보조금 지원, 폐기물 감량화에 관한 기술과 정보의 제공 등을 통해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며, 카운티와 시정부는 주정부의 보조금, 정보, 기술 등의 지원을 토대로 여

러 가지 폐기물 감량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다. 규제방법도 주와 도시에 따라서 다양하

게 나타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직접규제와 간접규제를 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회용품의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Minnesota, Florida, Maine주 등 3개 주에서는 사용금지 

또는 과세를 시행 중에 있으며, 특히 Maine주에서는 모든 상점에 소비자가 플라스틱 봉투를 

요구하지 않는 한 종이봉투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다. 

  Massachusetts주에서는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의 버

클리(Berkeley)시, 오레곤주의 포트란드(Portland)시에서는 즉석제품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Wisconsin주에서는 비닐봉투 및 쇼핑백에 대하여 사용을 금지할 

것인지, 아니면 세 금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또한 New Jersey주의 

Seabright시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및 컵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51개 주 중 31개 주가 

비분해성 플라스틱의 사용을 이미 규제하고 있거나 이의 실시를 검토 중에 있다.  

 

3.2   독  일

 독일의 일회용품 관련 규제는 비닐봉투와 쇼핑백에 한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

은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하고 있는 시민의식과 일회용 비닐봉투의 유료화와 긴밀하게 결

부되어 있다. 독일은 폐기물문제에 대한 시민의식들이 상당히 높아서, 장바구니 사용이 상

당히 보편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장바구니를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들은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유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일회용 봉투는 재질에 따라 가격차이가 나는데 보통제품은 400원을, 비닐 코팅한 고급 제품

에 대해서는 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1회용 봉투의 유상판매는 1회용 봉투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카셀(Kassel), 본(Bonn) 등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은 1회용

품에 대해 폐기물세를 부과함으로써 1회용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이들의 사용을 가능

한 억제하려고 하고 있다.

  패스트푸드점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1회

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에 대해 지방소비세 명

목으로 패스트푸드 포장세를 부과함에 따라 1997년 초에 맥도날드사와 분쟁이 있었다. 

  그 외에도 도시에 따라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

면 뮌헨(Munchen)시는 1회용 기저귀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헝겊 기저귀를 사용하는 가정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파티가 있는 가정에는 그릇과 설거지 차량을 대여해 주고 있다.  

3.3  일  본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1991년에 개정된 재활용법(재생자원



이용촉진법, 1991. 5. 26)에 사업자 및 공급자가 기본적으로 원료의 재사용을 표시하고 분

해가 용이한 재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1회용품 사용의 자제와 재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1997년부터 ‘용기포장리싸이클법’(용기

포장에관한분리수집및재상품화촉진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이들 법률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규제품목 중에 국내 일회용품 규제와 직접적으로 관련

된 것으로는 종이류와 컵 뿐다. 종이컵은 금속(알루미늄, 철)캔, 유리병 등과 같이 재활용

을 위한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 이외에 국내의 일반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는 일회용

품이나 음식점, 숙박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일회용품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없다. 

  하지만 지방자치별로 자발적 협약에 의해 실시되는 몇 군데 사례가 보일 뿐이다. 고치시, 

사가현,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 등에서 부인회 등을 중심으로 유통업체와의 협정을 맺고 일

부 품목의 사용을 자제시키고 있다. 고치시에서는 12개 소비자 단체와 유통업체 사이에 고

치시의 중간 역할을 통해서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법과 조례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

에서 주도하지 못하고 소비자와의 협정을 통해서 중간 역할 정도에 머물렀다. 이 협정에 의

해서 농수산물 받침대 중 생선받침대를 제외한 야채 받침대의 사용을 자제시켰다. 그 외 고

치시는 젓가락, 받침대, 우유팩 등에 대한 감량목표를 인터넷 상에 게재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사가현의 경우에는 사가시 부인회를 중심으로 4개의 대형유통업체 체인들과 협정을 

맺고 받침대 등의 사용을 자제시키고 있다. 미나마타시는 쓰레기감량여성연락회의라는 부인

회에 의해서 쓰레기분리수거와 함께 간이포장 추진, 받침대 사용자제, 장바구니 이용촉진, 

쇼핑비닐 봉지 삭감 등을 추진해 왔다.

三重縣 桑名市에서는 시내의 소매업자를 대상으로 과잉포장을 금하고 쟁반 등의 1회용품을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점에 대하여 인정증과 스티커를 주어 1회용품

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 廣島縣 吳市(1993년 6월)에서는 천으로 만든 쇼핑백을 사

용해 줄 것을 소비자에게 호소하여 쇼핑객의 약 20%가 쇼핑백을 지참하여 비닐봉투의 사용

을 감소시켰으며 주요 슈퍼마켓에서는 쇼핑백 지참에 대한 할인권의 발행을 요청하였다.  

 

3.4 중  국  

  중국에서는 2001년에 일회용 발포비닐 식품용기의 사용과 생산을 즉각 중지하고, 이에 대

해 관계 당국의 대처방안에 관한 긴급통지를 내렸다. 국제경제무역위원회, 국가공상행정관

리총국, 국가품질감독ㆍ검사ㆍ검역총국문건, 국가환경보호총국은 ‘국가경제무역산업

[2001]1363호’를 통해서 일회용 발포비닐 식품용기 도태에 대한 법적 대처와 감독 업무에 

관해서 관련 당국에 지시를 내렸다. 

  이에 의하면, 2001년 4월과 5월에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내린 ‘일회성 발포 식기에 대한 

즉각 생산 중지 긴급 통지에 관하여’(국가경제무역 [2001]382호)와 ‘요식업체에서 일회용 

발포 비닐 식기의 사용금지에 대한 통지’(국가경제무역청 무역[2001]130)를 철저히 실행하

고 전국 범위 내에서 일회용 발포 비닐식기의 생산ㆍ판매와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대체품에 

대해서 추진하라는 것이다.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비닐봉투와 합성수지 용기의 사용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제품의 사용을 금하고 있다. 비닐봉투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생분해성 봉투를 사용하



도록 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상해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합성수지 용기의 사용도 

금하고 대체품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3.5  덴마크 

  1회용품의 규제는 세금과 부과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1988년에 재생법을 개정하여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1회용 부엌용품이나 종이접시에 대해 판매가격의 50%를 세금으로 부과

하여 이의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 또한 1994년 1월에 여러 가지 부과금이 도입되어 합성수

지 및 종이 쇼핑백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  

3.6  이태리  

  1회용품과 포장재에 대한 규제는 보다 직접적인 형태를 띄고 있다. 1988년에는 음료용기

와 1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실시되어 비닐봉투의 경우 개당 45원의 과징금이 제조업체에, 그

리고 판매되는 경우에는 역시 45원의 과징금이 판매상점에 부과되며 이 과징금은 재활용 활

동을 위해 사용되었다.

1989년부터 포장재나 병, 용기류에 재사용할 수 없는 것은 제조허가가 금지되었으며, 재생

을 용이하게 하는 플라스틱 용기에는 원재료의 재질표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1994년 

3월부터 합성수지 봉투에 세금을 더 부과함으로써 사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3.7 대  만  

  대만에서도 일회용품에 대한 직접규제보다는 재활용의 차원에서 포장용기 중심으로 제도

가 수행되고 있다. 일회용품 관련해서는 식품접객업소에 행정명령으로 재활용 장려 및 합성

수지 재질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라면용기 등은 약 40% 정도를 종이 용기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1회용품의 사용에 매우 민감한 패스트푸드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직

접규제를 하지 않고 포장 폐기물의 규제조항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  

 

3.8 호  주 

 유해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관리는 주정부의 독립적 권한사항이므로 연방정부 차원의 1회

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사례는 없다. 또한 New South Wales주, Victoria주 및 수도특별 

행정구의 경우 패스트푸드점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사례는 없다.  

3.8 스웨덴  

  1회용품의 사용에 대한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규제는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패스트푸드업

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1회용품을 음식잔류물 

등과 분리 수거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1회용품 수거통과 음식잔류물 수거통을 별도로 설

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3.9 벨기에  

 1회용 면도기에 10BF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 



4. 테이크아웃점 일회용품 사용실태 시민의식조사 

    - 2002년 7월 ~ 9월

시민의식 설문조사 

▶ 시민의식조사기간 : 2002년 7월 ~ 9월

▶ 모니터 지역 및 방식 

- 신촌, 종로, 명동, 대학로, 인사동 등 

테이크아웃 업소 및 인근상가 이용객 총 600명

- 모니터링 요원에 의한 1:1 면접방식

 

▶ 조사결과

1)일회용기 만족에 대한 연령대 

2) 귀하는 테이크아웃점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권유받은 적이 있습니까?

 테이크아웃점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권유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93.5%가 없다고 응답했다.

3) 귀하는 다회용기 사용을 권유받았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이유는? 

 다회용기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53.5%이고 

다회용기를 선택 하는 이유로는 55.3%가 환경오염을 

생각해서이고 다음은 환경호르몬과 안정성이 

있어서라고 답변하였다.



4) 일회용 용기를 선택하겠다는 이유? 

 일회용기를 선택하겠다는 시민 중에 일회용기를 선택하는 이유로 편리해서가 가장 큰 

이유로 44.8%, 깨끗할 것 같아서 26.7%, 아무 생각 없이 습관대로 그냥 선택한다는 응답도 

22.8%나 나왔다. 

4)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할인혜택을 준다고 하면 사용하시겠습니까?

만약 다회용기로 사용시 할인혜택을 준다면 

사용하겠느냐는 질문에 88.8%가 사용하겠다고 답변했다.

5) 귀하는 테이크아웃 업소를 이용하여 사용하고 난 일회용품을 어떻게 처리하였습니까?

 테이크아웃 이용시 일회용품을 본인이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질문에 그 업소 쓰레기 

통에 분리수거한다는 응답이 55.3%, 길거리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응답이 27.8%, 다른 

건물이나 상점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응답은 

44%가 되었다. 

6) 테이크아웃 업소의 일 회용품의 사용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테이크아웃 일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79.8%

가 상당히 유발한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환경친화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였다. 



7) 귀하는 테이크아웃 업소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테이크아웃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는 30.1%가 자기 컵 가져오는 고객에게 가격할 인해주

는 노력이 효과적이라 답변했고 그 다음으로는 시민들이 참여의식 함양으로 22.7%가 답변했

다. 그리고 21.5%가 환경세 부과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사용금지를 해야 한다는 응답도 

20.1%가 되었다. 40대 이후로 갈수록 사용금지를 답변을 많이 하였다.

12) 테이크아웃을 이용하는 이유는?

 테이크아웃 이용하는 이유로는 72.1%가 

편리하다고 답변했고 11.6%가 맛, 11.4% 

비용이 싸서 그리고 2.9%만이 유행이라고 

답변했다. 

▶ 결론총평

시민 총 6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서 테이크아웃 업소에서 사용하는 용기를 1회용품이

라 생각하고(78.5%) 이것이 환경오염을 상당히 유발한다고 79.8%가 답한 것으로 보아 시민 

대부분이 테 이크 아웃 업소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용기를 선택할 수 있다면 다회용기로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전체 53.5%로 나왔다. 하지

만, 10대와 20대에서는 다회용기 보다 일회용기를 선택하겠다고 답변하였고 이유는 편리하

다는 답변이 72.1%로 가장 많이 나왔다. 이것은 환경에 대한 유해성은 인정하고 알지만 환

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불편함을 감수하기 싫어하는 젊은 세대의 사고가 표출된 것이라 보인

다. 이것은 소비 행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

시켜 주는 결과로서 특히 10대와 20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가 시급함을 볼 수 있

다.

특히 이것은 조사 대상 시민의 41.6%가 테이크아웃에서 나온 일회용기가 소각 처리되고 있

다고 답변한 점이다. 재활용한다는 답변은 31.8%에 불과한데 이것은 시민 대부분이 분리수

거해도 결과적으로 섞여 소각, 매립처리 된 기존의 쓰레기 행정에 대한 불신의 결과로 분리 

수거해야겠다는 노력의지를 저하할 수 있는 요인이다. 

그리고 다회용기 사용시 할인혜택을 준다면 사용한다는 응답이 88.8%로 보아 테이크아웃에 

사용하는 일회용기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규제나 정책의 전환이 필요함을 볼 수 있었다.



5. 극장내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 - 2004년 2월 ~ 8월

▶ 시민의식조사기간 : 2004년 2월 ~ 8월

▶ 모니터 지역 및 방식 

- 대한극장, CGV 상암, 구로 총 1,305명

- 모니터링 요원에 의한 1:1 면접방식

▶ 조사 결과

27% 편리해서

23% 위성적

55%(720 명)53%(696 명)총 1,305 명

일회용컵선호이유다회용기 선호이유다회용기사용여부참여인수

27% 편리해서

23% 위성적

55%(720 명)53%(696 명)총 1,305 명

일회용컵선호이유다회용기 선호이유다회용기사용여부참여인수

6. 대   안

6.1 일회용품 규제정책전환

- 자발적 협약이 어느 정도 시행된 현시점에서 환경부는 실질적으로 일회용컵과 일회용 비

닐봉투 사용이 줄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용된 일회용컵을 회수해서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보다, ‘제도의 원래 목적에 맞게 

장바구니,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고객에 대해 50원 할인 등 혜택을 주어 다회용기 사용을 확

산시키는 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002년 서울환경연합 여성

위원회의 ‘시민의식 조사자료’에 따르면 다회용기 사용시 할인 혜택을 준다면 다회용기를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88.8퍼센트 나 되었다. 이는 일회용기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규제나 

정책의 전환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한편 일회용품 사용에 따른 보증금을 소

비자에게만 전가시키지 말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라 생산자와 판매자에게도 책임

을 부과시켜야 한다.   

- 미환불된 금액은 그 취지에 맞게 일회용품을 줄이는 데 사용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 환경부는 보증금 사용내역에 대해 업체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시키지 말고 제

도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 소비행태 또한 변화되어야 한다. 

  매장 내에서 다회용기를 꼭 사용하고, 일회용컵과 일회용 비닐봉투를 줄이기 위해 지불한 

보증금이 업체의 생색내기식 자기홍보에 유용되지 않도록 환불금 100원, 50원을 꼭 받는 습

관을 들여야 한다. 일회용품의 사용 증가는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을 앞당기고 그것은 곧 우

리 미래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6.2 생산단계부터 환경친화적 제품 만들어야 

  현행 「재활용법」은 일회용품 개념정의가 모호해 규제 내용이 복잡하다. 규제의 형평성



에 문제가 있고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발생원도 많다. 시대변화에 따라 새로 개발된 일회용

품은 계속 느는데 이에 대한 규제마련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일회용품 발생현황을 체계적으

로 집계할 수 있는 통계시스템 개발과 이 통계를 근거로 일회용품을 근원적으로 감량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일회용품 규제는 사용단계에서 취해지는 사후규제일 뿐이므로 생산단

계에서 환경친화적인 제품설계를 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마련되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환

경친화적인 제품 및 재질의 원칙과 기준이 설정돼야 한다. 

자료제공 : 환경운동연합 여성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