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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석* ‧ 최은철** ‧ 이상헌***

요 약 : 이 연구는 배출자부담원칙을 달성하는 적정 수준의 종량제 봉투 가격을 추정한다. 이 

연구의 주요한 기여는 기존 연구와 달리 생활폐기물 배출 수요함수와 생활폐기물 처리비용함

수 간의 구조적 관계를 이용하여 새로운 균형 가격을 찾았다는 점이다. 추정방법은 고정점 반

복법을 이용한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배출자부담원칙이 달성되는 조건을 생활폐기

물 처리에 대한 총수입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점으로 정의하고,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종량제 봉투 가격은 현재보다 약 3.12배 높은 수준에서 정해져야 한다. 그러나 구조적 관계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종량제 봉투 가격이 현재보다 약 4배 높은 수준에서 정해질 필요가 있

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고정비용의 존재로 인하여 폐기물당 처리비용이 이전보다 높아

지기 때문이다. 추정된 적정 가격을 적용할 경우 전국적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약 10% 정

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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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estimates the price of standard waste bags that satisfies the polluter pays 

principle. Unlike previous studies, this paper suggests a method that can find new equilibrium prices 

using a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demand and cost function for the wastes. To do this, we employ 

the fixed-point iteration. The main finding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Assuming that the polluter pays 

principle is achieved at the average cost for the waste treatment, the price need to be set at a level about 

3.12 times higher than the current one. The estimation result using a structural model, however, shows that 

the price should be set at a level four times higher than the present. This results are because the quantities 

reduced of the wastes make the cost per quantity of wastes due to the fixed costs increase. If applying the 

estimated price to the demand function, the amount of discharge of waste generated nationwide can be 

reduced by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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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서는 자기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해 환경오염의 원인

을 야기하는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청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오염원인자비용부담원칙’을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기본 원

칙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5항1)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을 종량제 봉투라는 수단을 통해 배출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

라는 재활용되지 않는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처리비용은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으로 충당하는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즉, 쓰레기 종량제는 ‘배

출자부담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쓰레기 종량제는 오염원인자비용부담원칙에 따라 재활용이 안 되는 생활폐기물에 대

해서는 오염원인자인 배출자에게 비용을 징수하고, 재활용이 되는 생활폐기물이나 배

출자가 불분명한 공공 영역에 대한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체계이다(이희선 

외, 2018). 그러나 쓰레기 종량제의 배출자부담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생활폐기

물 처리비용 대비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주민부담률이라고 하는데, 

환경부의 ｢쓰레기 종량제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시 ․ 군 ․ 구의 평균 주민부담

률은 29% 수준이고, 나머지 71%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러한 원인은 생활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종량제 

봉투 가격은 그만큼 인상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2)

적정 수준의 종량제 봉투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 왜냐하

면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질수록 청소예산의 재정자립

도가 약화될 수 있고, 이는 재활용품 수집 ․ 운반 및 거리 청소 등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

는 다른 공공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공서비스의 질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

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

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2) 대표적으로 대전광역시의 경우 2006년에 결정된 종량제 봉투 가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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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하락은 악취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하락시킬 수 있다.

한편,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은 생활폐기물 배출량 감소를 유인할 수도 있어 재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3)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게다

가 쓰레기 매립지 부족 문제는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수도권 매립지의 경우 이미 포화

상태이며, 대체 매립지 조성은 요원하기만 하다. 생활폐기물 감소는 현세대가 직면한 가

장 중요한 환경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생활폐기물 증가의 억제 또는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종량제 봉투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가격 수준이 적정한 종량제 봉투 가격인지에 대한 기준과 연구는 

부족하다.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서는 종량제 봉투 가격은 각 지

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며, 주민부담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주민부담률은 배출자부담원칙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따라

서 환경정책의 관점에서 적정 가격은 배출자부담원칙을 달성하게 하는 가격, 즉 주민부

담률을 개선하는 가격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념은 종량제 봉투 가격을 다룬 기존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양은모 외, 2014; 이희선 외, 2013; 이희선 외, 2018). 이들 연

구는 주민부담률 개선을 목적함수로 두고 적정 수준의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안을 제시

하였다.

이 연구는 배출자부담원칙을 달성하게 하는 가격을 적정 가격으로 정의하고, 구체적

인 가격 수준을 추정하는 데 목적을 둔다. 주민부담률을 100% 달성하는 수준의 가격을 

적정 가격으로 정의하면, 적정 가격은 기본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을 생활폐기물 

발생량으로 나눈 평균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단순한 접근은 실제 적정 

가격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생활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은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으로 구분된다. 고정비용은 처리량과 무관하게 소요되는 비용

으로서 그 비중이 클수록 처리량 감소에 따른 평균비용도 커지게 된다. 따라서 종량제 봉

투 가격 인상에 따라 배출량(처리량)이 감소한다면, 평균비용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도 

이전 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적정 가격을 산정할 때 수요

3) 식품의약안전처 보도자료(2021)에 따르면 2019년과 비교하여 2020년의 일회용 포크 생산은 64.1%, 일회용 젓

가락 생산은 60.5%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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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공급 간 피드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구조모형을 이용하여 수요

(생활폐기물 배출)와 공급(생활폐기물 처리)측면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균형에서의 

적정 가격을 추정한다.

이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배출자부담원칙이 달성되는 조건을 생활폐

기물 처리에 대한 총수입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점으로 정의한 후 구조적 관계를 이용하

여 추정하면, 적정 종량제 봉투 가격은 현재보다 약 4배 높은 수준에서 정해질 필요가 있

다. 특히, 추정된 적정 종량제 봉투 가격은 현재의 평균 비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중 고정비용의 비중이 높다라면, 가격 인상으로 인

한 생활폐기물 감소가 결국 평균 처리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대도시일수록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률이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주

거밀집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수집 ․ 운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된다. 추정된 적정 가격을 적용할 경우 전국적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약 10% 정도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

토한다. Ⅲ장은 분석모형과 자료와 분석 결과 등을 보고한다. Ⅳ장은 연구 결과의 시사

점과 한계점 등을 제시한다.

Ⅱ. 선행연구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제도 도입 목적에 따라 쓰레기 수

수료 종량제가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얼마나 감소시켰는지를 분석한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도입 목적은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을 배출자에게 부과하여 생활폐기물 배출량

을 줄이고 재활용품 등의 분리 배출을 유도하는 데 있다.

초기 연구인 홍성훈(1996, 1997), Hong(1999)은 분석 자료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

아 설문조사를 통하여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산 ․ 연속 선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

한 홍성훈(1996)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 가격과 생활폐기물 배출량 간에는 음(‒)의 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추정된 가격 탄력성이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하여 종량제 

봉투 가격을 대폭 인상하지 않는 한 생활폐기물 배출에 미치는 효과는 한계가 있음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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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하였다. 홍성훈(1997)은 생활폐기물 배출과 재활용품 배출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종

량제 봉투 가격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은 생

활폐기물 배출량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재활용품 배출량 증가를 통해 생활

폐기물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Hong(1999)는 종량제 봉투 가격이 

생활폐기물 배출과 재활용 배출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종

량제 봉투 가격은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재활용 배출량을 늘리는 것으로 나

타났다.

초기 연구들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으나, 분석 

자료의 특성상 분석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초기 연구 이후로는 행

정지역 단위로 체계적으로 집계된 자료를 이용하여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다. 주요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홍성훈(2001)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도입 후 생활폐

기물 배출량과 재활용품 배출량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감소하였으나 제도 정착 이후에는 가격 유인에 따른 배출량 

감소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이 연구의 분석기간이 제도 도입 초창기인(1994

년~1997년) 점을 고려하면 과거보다 환경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제도가 성숙 단계로 

들어선 현재와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전광호 외(2007)도 종량제 도입 전 ․ 후 

폐기물 배출량 변화를 비교하였다. 시간추세와 인구와 면적과 지역총생산 등의 변수를 

통제한 분석 결과는 종량제 실시 이후 폐기물 배출량은 감소하고 재활용은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연구는 종량제 봉투 가격과 생활폐기물 배출량 간의 관계를 제

시하지는 않았다.

이후 보다 확장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연구들은 대체로 종량제 봉투 가격이 생활폐

기물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홍성훈, 2015; 이희선 외, 2018; 

조하은 ․ 우영진, 2020). 홍성훈(2015)은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은 생활폐기물을 감소시

키지만, 재활용품 분리배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체 폐기물량은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

를 보였다. 반면, 조하은 ․ 우영진(2020)은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으로 인한 종량제 수거

량 감소분이 재활용품 증가량을 압도하여 전체 폐기물량은 감소한다는 결과를 제시하

였다. 또한, 인접지역 간 종량제 봉투 가격의 변동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어떤 지역의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은 인접지역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자기 지역뿐만 아니라 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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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폐기물도 같이 감소한다고 주장하였다.

해외 연구들도 주로 제도 시행이 생활폐기물 감소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다. 그 결과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분석 방법이나 분석 국가 별로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 차이는 있지만 

일관되게 종량제는 폐기물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Yamakawa and Ueta, 

2002; Dijkgraaf and Grauds, 2004; Huang et al, 2011; Wright et al, 2018; Bueno and 

Valente, 2019).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도 시행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은 많은 반면, 종량제 봉투 

가격의 적정 수준을 제시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양은모 외(2014)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따른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고 종량제 봉투의 가격 재설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생활폐기물 배출을 감소시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시킴과 동시에 재활용품 증가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창출

하였다고 보았다. 이러한 긍정적 영향을 근거로 종량제 가격 인상안을 제시하였다. 이희

선 외(2013)와 이희선 외(2018)는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이 생활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배출량 및 주민부담률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가격 인상 시나리오에 따른 변화를 

예측하였다. 이들 연구는 현재의 종량제 봉투 가격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종량제 봉투 가격의 현실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들 연구

는 공통적으로 임의의 가격 인상안에 대하여, 그러한 인상안이 적용되는 경우에 따라 폐

기물배출량과 주민부담률 등의 변화를 계산하여 적정 수준의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다

만, 이러한 과정에서 처리비용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있는데, 이는 본 연구와의 큰 차

이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종량제 봉투 가격 변화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평균 비용

을 상승시킨다. 왜냐하면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에는 생활폐기물 배출량과 무관한 고정

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약, 종량제 봉투 가격이 인상되어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감

소한다면, 고정비용으로 인하여 평균비용은 이전에 비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가격도 이전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애초에 가격인상을 통

해 달성하고자 한 주민부담률의 목표치는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주민부담률 목

4) 각 연구자들이 분석한 대상은 다음과 같다. Yamakawa and Ueta(2002)는 일본을, Dijkgraaf and Gradus(2004)

는 네덜란드를, Huang et al.(2011)과 Wright et al.(2018)은 미국을, Bueno and Valente(2019)는 이탈리아를 

대상으로 종량제의 효과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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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치 달성을 위한 정확한 적정 가격 제시를 위해서는 종량제 가격 변화로 인한 배출량 변

화와 이에 따른 평균 처리비용 변화, 즉 수요와 공급 간 피드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가격 인상에 따른 배출량 감소, 그로 인한 평균비용 상승이라는 이론적 틀

을 구조모형을 통해 구현하여 보다 엄밀한 적정 가격을 제시한다. 이러한 방법론의 기여

는 이 연구가 가진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다.

Ⅲ. 분석 방법

1. 적정 가격의 정의

이 연구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기본원칙인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종량제 

봉투 판매를 통한 총수입()과 종량제 봉투로 수거한 생활폐기물의 총처리비용()

이 일치하는 점에서의 가격을 “적정 가격”이라고 정의한다.

이 연구에서 정의한 적정 가격을 만족하는 조건은 식 (1)과 같다.

   (1)

식 (1)에서 총수입은 종량제 봉투 가격()과 생활폐기물 배출량( )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관계를 식 (1)에 적용하고 양변을 로 나누어주면 적정 가격은 평균비용과 

같아진다.

  



 (2)

식 (2)에서 정의한 적정 가격은 총비용의 구성에 따라 가 감소할 때 가격이 상승하거

나 하락한다. 만일 총비용 중 고정비용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면 가 감소할 때 단위당 

비용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의 구조를 정확히 알기 어렵

기 때문에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의 관계를 이용하여 의 변화에 따른 종량제 봉투가격

의 변화를 예측한다. 만약 평균비용이 한계비용보다 크다면 의 감소는 의 상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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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다. 즉, 이다.5) 반대로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크다면 의 감소

는 의 감소로 이어진다. 생활폐기물 배출량 변화에 따른 적정 가격의 변화는 사전적으

로 알 수 없으므로 비용함수를 추정하여 예측한다.

2. 비용함수

생활폐기물 배출량 변화에 따른 적정 가격의 변화를 추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선

형의 비용함수를 설정한다.

 
    

  

 
     (3)

식 (3)에서  는 종량제 봉투로 수거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며,  는 종량제 봉

투로 수거된 생활폐기물 배출량이다. 는 지역고정효과로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에 

영향을 주는 지역 고유의 효과(예를 들어 교통인프라, 주거밀집도 등)이다. 는 시간

고정효과로서 당해 연도 전국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예를 들어 경

기변동, 최저임금 인상 등)이다.  는 이상적 성질을 만족하는 오차항이다. 하첨자 는 

지방자치단체를 나타내고, 는 연도를 나타낸다.

식 (3)을 추정하면 한계비용은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 ×   (4)

식 (4)를 통해 추정한 한계비용은 식 (2)를 통해 계산한 평균비용과 비교하여, 생활폐

기물 배출량 변화에 따른 적정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을 예측하는 데 이용한다.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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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요함수

생활폐기물 배출량(수요함수6))은 로그-로그 함수를 이용하여 추정한다.7)

ln 
 


ln    ′ 

      (5)

식 (5)에서 ln 는 생활폐기물 배출량의 로그 변환이고, ln 는 종량제 봉투 가격의 

로그 변환이다.  는 생활폐기물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인구, 소득 등의 변수들

로 이루어진 벡터이다. 추정할 계수 중 은 가격탄력성을 의미한다. 와 는 각각 지

역고정효과와 시간고정효과이며  는 오차항이다.

4. 고정점 반복법을 이용한 적정 가격 추정 방법

1) 고려사항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적정 가격을 추정할 때 자료 집계 방식에 따른 단위 불일치 문

제와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 적용 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우선 단위 불일치 문제는 무게 단위로 측정된 가격을 부피 단위로 환산하여 해결한다. 

이 연구에서 이용한 생활폐기물 배출량 자료는 무게 단위인 톤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식 

(2)를 이용하여 추정한 는 1 톤(=1,000kg)당 가격이다. 반면, 소비자가 구매하는 종량

제 봉투 가격은 리터당 가격이고, 이 연구에서는 20리터를 기준으로 한다.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추정치와 실제 구매 가격의 측정 단위를 일치시켜야 한다. 일치 기준은 환경부

의 ‘2019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서 권고하는 종량제 봉투의 무게 상한 기

준을 이용한다. 이 지침에서는 종량제 봉투의 무게 상한을 리터당 0.25kg으로 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소비자가 판매소에서 구

매하는 종량제 봉투에는 판매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 반면, 분석에 이용한 생활폐기물 

6) 엄밀히 말하면 종량제 봉투 수거 서비스에 대한 수요함수이다. 다만, 불법 투기되는 일부 생활쓰레기를 제외한 

대부분은 종량제 봉투에 담겨져 수거된다. 따라서 종량제 수거에 대한 수요와 생활폐기물 배출은 동일한 의미로 

쓰여도 큰 무리가 없다.

7) 수요함수를 수준변수(level variable)의 형태로 설정하고 추정하였으나, 가격변수의 추정치가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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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비용에는 판매소에 지불하는 판매 수수료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식 (2)를 

통해 추정한 적정 가격은 종량제 봉투 도매가격이다. 수요함수 추정에 이용한 가격은 소

매가격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판매 수수료를 적용하여 도매가격을 소매가

격으로 조정해야 한다. 판매 수수료는 판매가격에 수수료율을 곱하여 정한다. 만일 판매

가격이 이고 도매가격이 이고 수수료율이 이라고 한다면, 판매가격은 

    ×로 계산된다. 이를 로 정리하면 소매가격은    로 계산

할 수 있다. 분석에 적용한 수수료율()은 환경부의 ‘2019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서 권고하는 9%를 적용한다. 이 지침은 판매자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인 경우에

는 수수료율을 9%(하한)로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시뮬레이션 분석에 이용되는 적정 가격 추정식은 식 (6)과 같다.

 ×

   
단위환산


× ×

   
수수료율조정

 

 


× (6)

위 식에서  이고,  단위환산×수수료율조정을 의미한다.

2) 추정방법

적정 가격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뿐만 아니라 비

용 변화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식 (6)를 이용하여 계산한 을 종량제 봉투 가격으로 정

한다고 가정하자. 현재의 종량제 봉투 가격은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에 못 미치는 수준이

므로 새로 계산된 은 현재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 만약 생활폐기물 배출량

과 종량제 봉투 가격이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인상된 종량제 봉투 가격은 생활

폐기물 배출량을 감소시킬 것이다. 만일   의 관계를 가진다고 가정하면, 배

출량 감소는 단위당 처리비용을 증가시켜 적정 가격을 다시 높이게 된다. 이러한 상호 간

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은 이 연구에서 정의한 조건( )을 만족시키지 못한

다. 이 연구에서 정의한 조건을 만족하는 적정 가격은 가격 변화로 인한 배출량과 비용의 

변화가 충분히 고려된 새로운 균형점에서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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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균형점에서의 을 찾기 위하여 고정점 반복법을 이용한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자료에서 관측된  와   를 식 (6)에 대입하여 초기 값  을 계산한다.

 

 

 
×

②  을 수요함수인 식 (5)에 대입하여 새로운  을 계산한다.

 
 exp

ln 
,   exp

 ′ 



   

③  을 다시 식 (6)에 대입하여 새로운     를 계산한다. 다만, 이 과정부터는 

배출량 변화에 따른 비용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식 (3)으로 추정한 비용함수의 

추정치를 이용한다.

   
  

 
   

 
 ×

④ 만약 
  




  



  
  이 허용수준8)보다 작으면    ,    은 각

각 새로운 균형점에서의   ,   가 되고, 계산된 값이 허용수준보다 크다면 

  을 이용하여 허용수준 이하로 계산될 때까지 ②~④를 반복한다.

 

Ⅳ. 실증분석

1. 분석 자료

주요 분석 자료는 환경부가 제공하는 연도별 “쓰레기 종량제 현황”과 “전국 폐기물 발

생 및 처리현황”을 이용한다. 쓰레기 종량제 현황은 쓰레기 종량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

하여 집계하는 자료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 봉투 가격과 판매량과 종량제 봉투

로 수거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제공한다.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은 종량제 

봉투로 수거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제공한다. 분석단위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이며, 분석기간은 2012년부터 현시점에서 가장 최근의 자료인 

8) 허용수준은 0.001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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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까지이다.

각 변수는 다음과 같다.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은 종량제 봉투로 수거되는 생활폐기물

의 수집 ․ 운반 ․ 처리에 사용된 총비용을 이용한다. 마찬가지로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종

량제 봉투로 수거된 생활폐기물의 총배출량을 이용한다.9) 종량제 봉투 가격은 가장 많

이 제작되는 20리터 가정용 봉투 가격을 이용한다.10) 20리터 가정용 봉투 판매실적이 

없는 일부 지역은 당해 연도 50리터 종량제 봉투 가격을 20리터로 환산하여 이용한다.11) 

통제변수는 관련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생활폐기물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수와 

소득을 이용한다. 다만, 소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집계된 대표성 있는 자료를 확보

하기가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이윤수 외(2014)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시 ․ 군 ․ 구별 1인

당 지방세 부담액을 소득의 대리변수로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조세부

담이 높으므로 지방세 부담액은 소득수준을 적절히 대리한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금전변

수는 소비자물가지수를(2015=100) 이용하여 실질변수로 조정한다.

이상 소개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은 <표 1>과 같다.

<표 1> 기초통계

변수 설명 단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TC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백만원 10,277 10,093 596 70,714 

Q 생활폐기물 배출량 톤 55,713 57,242 2,263 355,510 

p 20리터 종량제 봉투 가격 원 423 156 134 910 

POP 인구수 명 217,415 226,914 10,014 1,242,212 

I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천원 1,103 952 68 9,962 

주: 분석단위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이며, 분석기간은 2012년~2018년이다. 

모든 금전변수는 소비자물가지수(2015=100)로 조정한 실질변수이다.

9)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은 생활폐기물을 ‘종량제방식에 의한 혼합배출’과 ‘음식물류 쓰레기 분리배출’

과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로 구분하여 집계한다.

10) 환경부의 2018년도 쓰레기 종량제 현황에 따르면 제작된 전체 종량제 봉투 중 20리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80.4%로 나타난다(총계: 374,371천매, 20리터: 301,327천매).

11) 20리터 가격=(50리터 가격÷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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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용함수와 수요함수 추정결과

<표 2>는 비용함수와 수요함수 추정결과를 보여준다. 우리는 분석 방법을 적용할 때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 중 더 적합한 방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하우스만 검정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하우스만 검정은 “고정효과 모형의 추정계수와 확률효과 

모형의 추정계수가 같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자료로 관측되

지 않는 지역 특성 를 제거하지 않고 분석한다면 추정치가 편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분석방법은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한다.

비용함수 추정 결과를 보면 생활폐기물 배출량의 제곱 항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비용함수가 2차 함수 형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비용함수의 추정치를 이용하여 한

<표 2> 비용함수와 수요함수의 추정결과

비용함수 수요함수

생활폐기물 배출량(Q)
0.016

(0.019)

(생활폐기물 배출량/100)2
0.003***

(0.001)

20리터 종량제 봉투 가격(lnp)
‒0.146***

(0.053)

인구수(lnPOP)
0.428***

(0.069)

1인당 지방세 부담액(lnI)
0.073

(0.049)

상수항
5930.362***

(726.476)

5.668***

(1.049)

R2 0.227 0.886

관측치 1,404 1,404

하우스만 검정

(유의확률)

129.65

(0.000)

53.99

(0.000)

평균비용(평균) 0.241

한계비용(평균) 0.047

주: 비용함수의 종속변수는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고 수요함수의 종속변수는 로그로 변환한 생활폐기

물 배출량이다. 괄호 안은 표준오차이고, *, **, ***는 추정치가 각각 10%, 5%, 1%에서 유의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각 분석모형은 연도더미를 포함한다. 하우스만 검정의 귀무가설은 “고정효과 모형

의 추정계수와 확률효과 모형의 추정계수가 동일하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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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비용을 계산하고 평균비용과 비교해 보면 평균비용이 한계비용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연구에서 정의한 적정 가격은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감소할 때 증가하는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수요함수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생활폐기물 배출량에 대한 가격탄력성은 

0.146으로 상당히 낮게 나타난다. 이는 종량제 봉투 가격이 1% 증가할 때 생활폐기물 배

출량은 0.146% 정도 감소함을 의미한다.12) 인구수는 유의하게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증

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난다. 이는 인구수가 증가할수록 소비가 늘고 그에 따른 생활폐

기물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소득의 대리변수인 1인당 지방세부담액의 추정치는 비록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타난다.13)

3. 적정 가격 추정 결과

<표 3>은 구조적 관계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배출자부담원칙

이 달성되는 조건을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총수입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점으로 정의

하고,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종량제 봉투 가격은 1,323원으로 실제 가격 423원

보다 3.12배(=1,323/423)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책

정한 종량제 봉투 가격이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의 31.9% 수준임을 나타낸다. 반면, 시뮬

레이션을 통하여 추정한 적정 종량제 봉투 가격은 1,694원으로 실제 가격보다 약 4배

(=1,694/423)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현재 판매하고 있는 종량제 봉투 가격은 적정 

종량제 봉투 가격의 25.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3>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단위: 원, %)

실제 가격

(A)

초기 값

(B)

비율

(C=A/B)

적정 가격

(D)

비율

(E=A/D)

평균 423 1,323 31.9 1,649 25.6

주: 가격은 소비자물가지수(2015=100)를 이용한 실질변수이다.

12) 이희선 외(2018)도 종량제 봉투의 가격탄력성을 이 연구와 비슷한 범위인 0.115~0.177로 추정하였다.

13) 확률효과 모형을 이용할 경우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인다. 고정효과 모형에서 

유의성이 사라진 이유는 지방세부담액 변동의 상당 부분이 고정효과에 흡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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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종량제 봉투 가격이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한 초기 값보다 높은 이유는 생활

폐기물 처리비용 중 고정비용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폐기물 처리에서 고

정비용은 폐기물 발생량과 무관하게 소요되는 비용이다. 따라서 종량제 봉투 가격이 인

상되어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줄어든다면, 배출량 당 고정비용은 높아지기 마련이다. 즉, 

수요 ․ 공급의 피드백과 고정비용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으면 적정 가격은 실제보다 낮게 

추정된다.

< 표 4>는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준다. 앞선 분석 결과와 달리 적

정 가격을 적용하였을 때의 균형 배출량과 처리비용 수준도 함께 보여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연도별 평균 실제 가격은 적정 가격 대비 24.5%~27.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경우 적정 가격을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실제 발생량보다 약 

9.6%~11.2% 감소하고, 발생량 감소에 따른 총처리비용은 3.3%~4.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 연도별 적정 종량제 봉투 가격,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폐기물 처리비용 추이(전국 평균)

(단위: 원, %, 톤, 백만 원)

종량제 봉투 가격 폐기물 발생량 폐기물 처리비용

실제 가격

(20리터)

(A)

적정 가격

(20리터)

(B)

비율

(A/B)

실제

(C)

예측치

(D)

감소율

(D/C)-1

실제

(E)

예측치

(F)

감소율

(F/E)-1

2012 406 1,652 24.6 47,884 43,289 ‒9.6 7,929 7,668 ‒3.3

2013 411 1,679 24.5 49,242 43,790 ‒11.1 8,909 8,576 ‒3.7

2014 410 1,597 25.7 53,618 48,153 ‒10.2 9,279 8,940 ‒3.6

2015 417 1,676 24.9 57,257 50,823 ‒11.2 10,965 10,525 ‒4.0

2016 431 1,656 26.0 59,493 53,275 ‒10.5 11,229 10,808 ‒3.7

2017 439 1,605 27.4 59,644 53,410 ‒10.5 11,303 10,869 ‒3.8

2018 443 1,682 26.3 61,838 55,134 ‒10.8 12,048 11,560 ‒4.1

주: 가격은 소비자물가지수(2015=100)를 이용한 실질변수이다. 폐기물 발생량과 폐기물 처리비용 통

계 중 예측치는 모두 적정 가격을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표 5>는 2018년 기준 17개 시 ․ 도의 20리터 종량제 봉투 가격의 실제 가격과 적정 가

격을 보여준다. 대체로 특별 ․ 광역시 보다는 도지역의 적정 가격이 높게 나타난다. 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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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봉투의 실제 가격이 적정 가격의 70% 이상인 곳은 부산 ․ 대전 ․ 광주로 분석된다. 주로 

대도시의 적정 가격이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적정 가격보다 낮게 나타난 이유는 도 단

위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밀도가 낮고 종량제 적용 면적이 넓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왜냐하면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면 처리비용 중 수집 ․ 운반에 드는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14)

<표 5> 시 ․ 도별 적정 종량제 봉투 가격, 평균 처리비용 및 생활폐기물 감소율

(단위: 원, %)

실제 가격

(A)

적정 가격

(B)

비율

(A/B)

20리터당

처리비용

 감소율

폐기물 비용

서울특별시 420   893 49.3 798 ‒9.1 ‒4.2

부산광역시 784 1,044 75.1 1,005 ‒3.6 ‒0.7

대구광역시 478   720 66.4 689 ‒5.0 ‒2.3

인천광역시 581 1,392 41.8 1,177 ‒3.5 ‒1.1

광주광역시 733   907 80.9 886 ‒2.5 ‒0.9

대전광역시 656   907 72.3 878 ‒4.4 ‒1.7

울산광역시 474   740 64.1 703 ‒6.4 ‒2.1

세종특별자치시 402 1,491 27.0 1,254 ‒14.5 ‒3.1

경기도 517 1,303 39.6 1,158 ‒9.3 ‒4.5

강원도 360 1,712 21.1 1,354 ‒13.1 ‒2.4

충청북도 302 1,968 15.3 1,506 ‒16.5 ‒5.9

충청남도 351 1,832 19.2 1,459 ‒17.8 ‒4.5

전라북도 321 2,410 13.3 1,771 ‒16.1 ‒4.6

전라남도 305 2,733 11.2 1,963 ‒16.4 ‒2.6

경상북도 303 2,022 15.0 1,520 ‒15.9 ‒4.0

경상남도 462 1,359 34.0 1,160 ‒6.7 ‒2.7

제주도 554 1,413 39.2 1,285 ‒12.5 ‒5.0

주: 적정 종량제 봉투 가격은 20리터를 기준으로 한다. 가격은 소비자물가지수(2015=100)를 이용한 실

질변수이다. 20리터당 처리비용은 식 (4)의 추정치를 이용한 추정치이다.

14)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각 시·군·구의 생활폐기물 20리터당 처리비용과 인구밀도와 종량제 적용 면적 간의 상관관

계를 분석했다. 생활폐기물 20리터당 처리비용은 인구밀도와는 음의 상관관계(－0.35)를, 종량제 적용 면적과

는 양의 상관관계(0.30)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통계치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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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이 연구는 구조적 모형을 이용하여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기본 원칙인 배출자부담

원칙이 달성되는 적정 수준의 종량제 봉투 가격을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

재의 종량제 봉투 가격은 적정 가격의 25% 수준에 불과하므로 배출자부담원칙을 만족

하기 위해서는 큰 폭의 인상(약 4배)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생활폐기물 배출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

석한 반면, 이 연구는 배출자부담원칙을 만족하는 적정 가격 수준을 추정하였다는 점에

서 큰 차별성을 가진다. 특히, 이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으로 인한 

공급 부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것에 비해 수요 ․ 공급 피드백을 고려한 구조모형을 

이용하여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에 따른 새로운 균형점을 찾았다.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부피환산으

로 인한 오차이다. 실제 집계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단위는 무게인데 반해, 종량제 봉

투 가격을 책정하는 기준은 부피이다. 따라서 분석을 위해서는 무게당 가격을 부피당 가

격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환경부 지침을 이용하여 단위환산 기준을 리터당 

0.25kg으로 가정했으나, 종량제 봉투 가격 변화에 따라 이러한 부피환산계수도 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종량제 봉투 가격이 인상될 경우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동일한 부피의 종

량제 봉투에 이전보다 더 많은 생활폐기물을 담으려 할 유인도 커지기 때문이다. 만약 종

량제 봉투 가격 인상으로 인한 과적 배출 경향이 크게 나타난다면, 이 연구에서 추정한 

적정 가격은 배출자부담원칙을 만족하는 수준보다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고

려할 때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적정 가격은 배출자부담원칙을 달성하게 하는 가격의 최

소치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기간의 폐기물 처리 현황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 연구

의 분석 기간에서 가장 최근 시점은 2018년이다. 왜냐하면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의 측정

과 공표 시점 간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폐기물 환경도 급변하

였을 가능성이 있다. 즉, 비대면서비스의 확대,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으로 집에서 보내

는 시간이 증가하여 생활폐기물 배출량과 그 성분도 변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

가 폐기물 처리 공정이나 비용 등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적정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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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러한 영향이 크지 않거나 코로나19로 인한 변화가 

일시적 충격에 불과하다면, 이 연구의 결과는 여전히 타당성을 가질 것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지역 간 형평성에 대한 고려이다. 지방자치단체별 추정된 적정 종량제 봉투 가

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처리 인프라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는 처리비용이 낮은 반면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지역은 높게 나타난다. 이 같은 격차

가 이 연구에서 추정한 적정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생활폐기물 처리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간 격차에서 오는 비용을 배출자가 온전히 부담해야 된다는 것

은 수용도 측면에서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것은 배출자부담

원칙을 달성하게 하는 가격 수준이며, 이 중에서 얼마를 배출자에게 부담시킬 것인지는 

정책 실무 영역이다. 실제 적용할 때는 시민들의 적정 종량제 봉투 가격에 대한 수용도를 높

이기 위해 지역물가, 시민들의 공감대 및 지역여건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한편,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은 폐기물 감소를 억제시키는 수단으로서 유효하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인 측면도 있다. 종량제는 제품이 생산되고 소비된 이후 단계를 규율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만약 다량의 폐기물 배출을 동반하는 제품 생산이 증가한다면,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통한 감축 효과는 제한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제품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반환경적 제품의 생산을 억제할 수 있도록 생산자에게 폐기물 발생에 대한 적정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기며 연구의 끝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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