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경제학 석사 학위논문 

 

게임이론적 접근을 통한 수도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의 비용 배분 

 

 

Game Theoretic Approach to Cost Allocation of 

Building Landfill in Seoul Metropolitan Area 

 

 

2019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부 경제학 전공 

김 민 수 

 



 

 i 

초    록 

 
본 연구는 수도권매립지의 대체 매립시설이 될 수도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의 향후 10년 간의 총 매립용량과 건설비용 및 운영비용을 

서울, 인천, 경기와 이들로 이루어진 연합별로 각각 추정하였다. 추정한 

건설비용과 운영비용을 바탕으로 수도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 규모의 경제가 있음을 밝혔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비용 

배분 게임이 하위가산성을 만족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게임이 

균형게임이자 오목게임이라는 것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 코아가 

공집합이 아니며 샤플리밸류가 코아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샤플리 밸류, 중핵, 비례배분법, 그리고 분리비용 

잔여편익법에 의한 배분안을 제시하고 이를 비교하였으며, 제시한 네 

가지 방법에 의한 배분안이 모두 코아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협조적 게임, 비용 배분, 코아(core), 샤플리 밸류(Shapley 

value), 중핵(Nucleolus), 분리비용 잔여편익법(SCRB법) 

 

학   번 : 2016-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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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의 대체 매립지로 건설되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가 공동으로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에 사용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매립지의 대체 폐기물매립시설(이하 

‘수도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불가피하게 2025년까지 

사용이 연장된 상황이다. 

수도권 3개 시도는 2016년 1월부터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을 꾸려 수도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해 협의했으나 매립시설을 지금처럼 공동으로 사용할지, 

개별로 확보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서울시는 3개 시도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대체 매립지를 함께 선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인천시는 각 시도가 각자 

매립지를 선정하자는 입장이다. 

수도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건설에 규모의 경제가 적용된다면, 여러 지방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폐기물매립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효율적이며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앞으로 건설될 

수도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을 사례로 선정하고, 수도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의 

매립용량과 건설비용 및 운영비용을 서울, 인천, 경기와 이들로 이루어진 연합별로 

각각 추정할 것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 

규모의 경제가 있음을 밝히고, 샤플리 밸류(Shapley value), 중핵(Nucleolus), 

비례배분법, 그리고 분리비용잔여편익법(SCRB)에 의한 배분안을 각각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협조적 게임이론을 활용하여 이러한 배분 방법들에 의한 비용 

배분안들을 비교하고자 한다. 

협조적 게임이론을 활용한 비용 배분 연구는 수자원 배분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다. Young et al. (1982)은 수자원 공급에 대한 비용 배분 문제를 

분리비용잔여편익법(SCRB)과 샤플리 밸류, 중핵, 최소 코아, 약최소코아, 약중핵, 

비례최소코아, 비례중핵 등을 이용해 비교 분석하였다. Wang et al. (2008)은 

경기자 간 수자원 배분 문제에 샤플리 밸류와 중핵을 적용하였다. Mahjouri와 

Ardestani (2009)는 역시 유역 간 수자원 배분 문제에 SCRB법, 샤플리 밸류, 

MCRS(Minimum Costs Remaining Savings)법 등을 적용하였다. 또한, Teasley 와 

McKinney (2011)는 Syr Darya 수자원에 대한 이익배분을 샤플리 밸류, 중핵, 

비례배분법, 동일배분법 등을 활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국내에서는 김상우와 이정전 (2006)이 광역상수도 비용 배분 문제에 대해 

샤플리밸류를 적용하였으며, 이충성 등 (2010)은 하천 치수관리 비용 배분 문제에 

샤플리밸류와 분리비용잔여편익법을 적용한 바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비용 추정에 관한 선행 연구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Loehman et al (1979)는 광역 폐수처리장 건설에 샤플리 

밸류를 적용하였으며, Komilis와 Liogkas (2014)는 투자비용과 운영비용을 

고려하여 그리스의 폐기물매립시설의 비용을 추정하였다. Jiang과 Hellegers 

(2016)는 중국의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비용함수를 추정하여 협조적 게임이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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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였으며, Weng (2016)은 Field survey와 회귀분석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의 

비용을 추정하였다. 

국내에서는 김진현 (1999)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공동사업의 비용배분방안을 

협조적 게임이론을 통해 개략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최종수와, 김형복 (2003), 

김종원과 한동근 (2014), 그리고 환경부와 한국토지공사 (2010), 환경부 (2010) 

는 시설용량 및 처리공법에 따른 하수처리비용함수를 추정하였다. 또한, 정승현과 

김태현 (2016)은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수용력을 산정하였다. 

이 논문은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2장에서는 비용 배분 모형에 대해 

소개하고, 비용함수와 협조적 게임이론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코아(core)를 

정의한다. 또한, 협조적 게임이론을 활용한 비용 배분 방법인 샤플리 밸류(Shapley 

Value), 중핵(Nucleolus)을 소개하고 균형게임(balanced game)과 오목게임 

(concave game)에 대해 정의한다. 

제3장에서는 수도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모형화한다. 

또한, 비용을 크게 건설비용과 운영비용으로 구분하여 이를 각각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광역폐기물매립시설의 매립용량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매립추세를 연합별로 각각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수도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의 비용 배분 방법을 다룬다. 

제3장에서 산정한 매립용량을 바탕으로 향후 10년 간의 예상 매립처리량을 

추정하여 연합별로 각각 광역폐기물매립시설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총 비용을 

도출한다. 도출한 총 비용들을 활용하여 코아(core)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샤플리 

밸류와 중핵, 비례배분법, 그리고 분리비용잔여편익법(SCRB)을 활용한 배분안들이 

코아에 속하는 지 분석한다. 제5장은 결론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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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모    형 
 

제 1 절 연구 모형 
 

N = {1,2, … , n} 을 경기자들의 집합이라 하면 N 의 부분집합 S 를 연합 

(coalition)이라 부르고 S에 속한 경기자(player)들의 수는 |S|이다. '이전적 효용 

연합형 게임(transferable utility game)', 줄여서 '게임(game)'은 모든 연합 S ⊆

N에 대해 정의되는 실가함수(real-valued function) c로 c(∅) = 0을 만족한다. 

c(S)는 연합 S의 총 비용( cF(𝑆) + 𝑐𝑂(𝑆) )을 나타내며, cF(𝑆)는 연합 S의 총 

건설비용, cO(𝑆)는 연합 S의 총 운영비용이라 정의한다. 

경기자들의 집합 N 이 주어졌을 때, Γ 는 모든 게임의 집합을 나타낸다. 

‘해(solution)’, 또는 '밸류(value)'는 함수 𝜙: Γ → ℝ𝑁 로서 각 게임 c ∈ Γ 에 대해 

벡터 𝜙(c) ≡ (𝜙𝑖(𝑐))
i∈N

를 대응시킨 것이다. 실수 𝜙i(𝑐)는 게임 c에서 경기자 i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를 나타낸다. 함수 𝜙 는 ‘비용 배분 방법(cost allocation 

method)’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제 2 절 코아(core) 
 

다음으로는 협조적 게임 이론의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코아(core)를 

정의한다. 코아는 전체 경기자의 합의로 이루어진 배분안이 전체 경기자로 

이루어진 집합의 부분집합인 각 연합들로 하여금 합의를 깰 유인이 없도록 하는 

안정적인 배분안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코아(core)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정의 1> 코아(core): 모든 연합 S ⊆ N에 대해 ∑ 𝜙𝑖𝑖∈𝑠 ≤ 𝑐(𝑆)이며 ∑ 𝜙𝑖𝑖∈𝑁 = 𝑐(𝑁)을 

만족하는 𝜙들의 집합. 

 

그러나 코아는 게임에 따라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복수의 배분안들을 

포함하게 될 수도 있다. 게임의 유일한 해(solution)을 얻는 배분 방법은 

대표적으로 샤플리 밸류(Shapley Value)와 중핵(Nucleolus)이 있다.  

 

제 3 절 샤플리 밸류(Shapley Value) 
 

Shapley에 의해 소개된 샤플리 밸류는 경기자가 각각의 연합에 대해 기여하는 

한계공헌(marginal contribution)의 가중평균으로 이루어진다. 이 때 그 가중치는 

연합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비용함수 c와 모든 경기자 i에 대해 샤플리 밸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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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2> 샤플리 밸류(Shapley Value):  

 

𝜙𝑖(𝐶) ≡ ∑
(|𝑆| − 1)! |𝑁\𝑆|!

|𝑁|!
{𝑐(𝑆) − 𝑐(𝑆\{𝑖})}

𝑆:𝑖𝜖𝑆

 

 

배분 방법을 통해 얻은 해가 코아에 속하는 것은 안정성(stability)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샤플리 밸류의 경우 게임에 따라서 코아에 속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샤플리 밸류의 이러한 단점과 달리 중핵(nucleolus)은 코아가 

존재하는 한 항상 코아에 속한다는 장점이 있다. 

 

제 4 절 중핵(Nucleolus) 
 

비용 배분 게임 c에서 코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연합 S ⊂ N이 존재하여 

전체 경기자의 합의로 이루어진 배분안에서 이탈하여 더욱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유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인을 방지하기 위해 각 경기자들에게 ϵ이라는 

보조금을 부여하여 경기자들이 전체 연합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에서 비용 배분 게임의 해 x 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𝑥𝑖

𝑆

− 휀 ≤ 𝑐(𝑆) 𝑓𝑜𝑟 𝑎𝑙𝑙 𝑆 ⊂ 𝑁, ∑ 𝑥𝑖

𝑁

= 𝑐(𝑁) 

 

Shapley 와 Shubik (1973)은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x 의 집합을 

최소코아(the least core)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ϵ 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선형 문제로 전환하면 다음과 같다. 

 

min 𝜖 

subject to 

∑ 𝑥𝑖

𝑆

− 휀 ≤ 𝑐(𝑆) 𝑓𝑜𝑟 𝑎𝑙𝑙 𝑆 ⊂ 𝑁, ∑ 𝑥𝑖

𝑁

= 𝑐(𝑁) 

 

Schmeidler (1969)와 Maschler et al. (1979)에 따르면, 위의 선형 문제를 

풀었을 때 만약 ϵ 과 x 가 유일하게 존재한다면 그 x 를 중핵(nucleolus)이라고 

정의한다. 벡터 x가 유일하지 않을 경우, 이들을 사전 편찬식 (lexicographically) 

으로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벡터가 중핵이 된다.  

 

제 5 절 균형게임(balanced game) 
 

그러나 게임에 따라 코아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게임에 코아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Bondavera (1963)는 비용함수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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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게임(balanced game)’이라면 코아가 항상 존재함을 밝혔는데, 균형게임을 

정의하기 위해 먼저 ‘균형가중치(balanced weight)’에 대해 정의하여야 한다. 

모든 경기자 i ∈ N에 대해 i가 속한 모든 연합 S ⊂ N을 찾아 모든 δS에 대해 0 ≤

δS ≤ 1이고 ∑ 𝛿𝑆S∋𝑖 = 1이 되도록 하는 δ = {δ
S

}
𝑆⊂𝑁

∈ ℝ2𝑁\𝑁을 찾을 수 있을 때, 그 

벡터 δ를 균형가중치라고 정의한다 

균형게임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정의 4> 균형게임(balanced game): 게임 c 에 대해 모든 균형가중치 δ 가 

∑ 𝛿𝑆 × 𝑐(𝑆)𝑆𝑐𝑁 ≥ 𝑐(𝑁)을 만족하면, 게임 c는 균형게임이다. 

 

제 6 절 오목게임(Concave game) 
 

제3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샤플리 밸류는 게임에 따라서 코아에 속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Shapley (1971)에 따르면, 게임이 오목(concave)하다면 샤플리 

밸류 역시 항상 코아에 속하게 된다. 게임이 오목하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정의 5> 오목게임(concave game): 모든 경기자 i ∈ N와 모든 S, T ∈ N\{i}에 대해, 

만약 S ⊆ T일 때 c(S ∪ i) − c(S) ≥ c(T ∪ i) − c(T)이면 c는 오목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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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사례분석: 수도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제 1 절 수도권매립지의 대체 매립지 선정 문제 
 

1992년 서울특별시의 쓰레기 처리장이었던 난지도가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정부에서는 경기도 김포군 서부의 간척지 일부를 대체 매립 예정지로 지정하였다. 

이 부지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광역 폐기물 

매립시설인 수도권매립지이다.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에 사용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수도권 3개 

시·도(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의 대체 폐기물 매립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매립지 연장이 불가피하였다. 이에 인천시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인천시가 매립면허권 및 소유권을 이양 받는 것을 

조건으로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 4자 협의체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로 인해 

서울·인천·경기·환경부 4자 협의체는 2025년까지는 수도권매립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가 공동으로 사용 중인 수도권 

매립지는 2016년에 사용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 

매립지의 대체 폐기물매립시설(이하 ‘수도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2025년까지 사용이 연장되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2016년 1월부터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을 꾸려 수도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해 협의했으나 매립시설을 지금처럼 공동으로 사용할지, 

개별로 확보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서울시는 3개 시도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대체 매립지를 함께 선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인천시는 각 시도가 각자 

매립지를 선정하자는 입장이다. 

 

제 2 절 수도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문제의 모형화 
 

경기자들의 집합은 N = {서울,인천,경기} 으로 나타내며, c(N) 은 세 지방자치 

단체가 함께 폐기물매립시설을 지을 경우의 총 비용을 나타낸다. 경기자들의 집합 

N의 부분집합 S에 대하여 c(S)는 연합 S에 속한 경기자들이 폐기물매립시설을 지을 

경우의 총 비용을 나타낸다. 

임의의 분리된 연합들이 서로 협조를 하기 위해서는 협조를 통해 부담하는 

비용이 협조 이전 각 연합이 부담하는 비용의 합보다 작아야 한다. 이러한 개념을 

‘하위가산성(subadditivity)’이라고 하며,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정의 5> 하위가산성(subadditivity): 경기자들의 집합 N의 부분집합 S와 T에 대해 

c(S) + c(T) ≥ 𝑐(𝑆 ∪ 𝑇)가 성립한다. (단, S ∩ T = ∅) 

 

게임 c가 하위가산성을 만족해야만 모든 경기자들이 협조할 유인이 있게 된다. 

또한 게임 c가 하위가산성을 만족한다는 것은 게임 c에 규모의 경제가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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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수도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의 비용 배분 게임의 하위가산성 충족 여부는 

제3절과 제4절에서 비용함수를 구축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수도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의 비용함수 추정 및 매립용량 산정에 앞서 한 가지 

가정을 하고자 한다. 환경부(2016)에 의하면 신규 매립시설 건설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원은 10년 이상 사용가능한 시설용량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따라서 새로운 수도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은 최소한 10년 이상 사용가능한 

시설용량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고에서 분석할 새로운 대체 광역 

폐기물매립시설은 분석의 편의를 위해 향후 10년 간 사용가능한 규모로 건설 

된다고 가정한다. 

 

제 3 절 건설비용의 산정 
 

환경부(2016)의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광역폐기물매립시설의 처리 용량별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표준단가를 제시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총사업비는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로 이루어지는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업비(공사비, 시설부대경비)는 

사업 구상 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표준단가를 기준으로 잠정 산정하며 향후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 등 사업추진단계별 총사업비는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을 준용하여 관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 

구분 용량 사업비 비고 

 

 

 

 

 

 

매립시설 

(신규) 

100천㎥ 이하 100천원/㎥  

 

 

 

침출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침출수 

처리시설 용량, 

처리방식 및 방법 

등에 따라 설치비용을 

추가하여 산정할 수 

있음. 

100천㎥ 초과~ 

200천㎥ 이하 

80천원/㎥ 

200천㎥ 초과~ 

400천㎥이하 

55천원/㎥ 

400천㎥ 초과~ 

600천㎥ 이하 

45천원/㎥ 

600천㎥ 초과~ 

800천㎥ 이하 

40천원/㎥ 

800천㎥ 초과~ 

1,000천㎥ 이하 

35천원/㎥ 

1,000천㎥ 초과~ 

2,000천㎥ 이하 

30천원/㎥ 

2,000천㎥초과 25천원/㎥ 

 

제주특별자치도(2014)가 제시한 "제주시 폐기물처리(매립)시설 기본계획 

중간보고서"에 의하면 제주시 광역폐기물매립시설의 매립용량은 약 4,597,850 

㎥이며, 총사업비는 약 116,320백만원으로 설치비용 표준단가를 적용하여 추정한 

114,946백만원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환경부(2010)는 

하수처리시설의 소요비용 추정에 시설용량만을 고려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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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광역폐기물매립시설의 건설비용을 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 용량에 

따라 산정하기로 하였다. 

[표 1]을 보면, 광역폐기물매립시설의 건설비용을 산정할 때, 매립용량에 따라 

㎥당 사업비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광역폐기물매립시설의 

건설비용에는 규모의 경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 4 절 운영비용함수의 추정 
 

Weng(2016)는 광역폐기물매립지의 건설비용함수와 운영비용 함수를 제시 

하였는데, 건설비용함수는 아래와 같다. 

 

cF(𝑆) = 𝑏1 × 𝐶𝐴𝑃𝑆
𝑑1 × 𝐴𝑅𝐸𝐴𝑆

𝑑2 × 𝐹𝐿𝑂𝑊𝑆
𝑑3 

 

여기서 𝐶𝐴𝑃𝑆 는 연합 𝑆의 매립시설 매립용량(㎥)을 나타내며 𝐴𝑅𝐸𝐴𝑆 는  𝑆의 

매립시설 면적(㎡), FLOWS 는 𝑆 의 매립시설 폐수처리용량 (㎥/일)을 나타낸다. 

운영비용함수는 아래와 같다. 

 

cO(𝑆) = 𝑏2 × 𝐶𝐴𝑃𝑆
𝑑4 

 

국내에서도 김진현(1999)이 Weng(2016)에 앞서 운영비용함수를 동일하게 

정의한 바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김진현(1999)과 Weng(2016)이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여 운영비용함수를 정의한다. 또한, 환경부(2010)에서 확인할 수 

있는 216곳의 전국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운영비용을 바탕으로 실제 운영비용 

함수를 추정하고,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매립용량에 대해 규모의 경제가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광역폐기물매립시설의 운영비용에도 규모의 경제가 있다면, 본 논문에서 

다루는 비용게임이 하위가산성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세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협력하여 광역폐기물매립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환경부 (2010)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매립시설 현황’을 보면 

전국에 있는 약 216곳의 폐기물매립시설의 매립용량과 운영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김진현(1999)과 Weng(2016)의 방법을 통해 수도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의 운영비용함수를 직접 추정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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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수도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의 운영비용함수 추정 결과 

 

 (1) 

 ln (CO(𝑆)) 

lnCAPS 0.660*** 

 (17.92) 

  

_cons -2.596*** 

 (-5.96) 
표본의 개수 216 

괄호 안은 t-통계량을 나타냄 
* p < 0.05, ** p < 0.01, *** p < 0.001 

 

cO(𝑆) = 𝑏2 × 𝐶𝐴𝑃𝑆
𝑑4 에서 양변에 자연로그를 취한 뒤,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lnb2와  d4의 값을 추정하였다. lnb2의 추정치는 약 -2.596이며, d4의 추정치는 약 

0.660이고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회귀분석의 결과를 통해 

운영비용함수를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cO(𝑆) = 0.0746 × 𝐶𝐴𝑃𝑆
0.660 

 

매립시설의 매립용량을 나타내는 CAPS 의 지수가 1보다 작으므로, 결국 

광역폐기물매립시설의 운영비용에도 매립용량에 대하여 규모의 경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다루는 수도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의 비용 

배분 게임은 하위가산성을 만족하며 규모의 경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제 5 절 매립용량의 산정 
 

김진현(1999)은 매립규모(매립시설의 매립용량)을 인구 1인당 쓰레기 배출 

량을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으며, 각 연합에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규모를 알면 

폐기물의 예상 발생량을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승현과 김태현(2016)은 

생활폐기물뿐만 아니라 산업폐기물까지 고려하여 가연성 폐기물이 전량 소각된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매립되는 연간 폐기물의 양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QS = (𝐴𝑆 + 𝐵𝑆 + 𝐶𝑆) × (1 − 𝑅𝑆) 

 

여기서 QS 는 연합 𝑆 의 매립처리용량을 나타내며, AS 는 𝑆 의 불연성 사업장 

일반폐기물발생량을 나타낸다. BS 는 𝑆 의 불연성 사업장 지정폐기물발생량, CS 는 

𝑆의 불연성 생활폐기물량을 나타내며 RS 는 𝑆의 재활용률이다. 즉, 소각할 수 없는 

불연성 폐기물 중 재활용하지 못하고 남은 폐기물들을 매립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승현과 김태현의 방법은 서울시와 같이 가연성 폐기물의 발생비중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매립용량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가연성 폐기물이 전략 

소각된다는 가정과 달리, 현실에서는 가연성 폐기물 역시 소각되지 않고 매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시의 경우 정승현과 김태현의 방법보다 연간 폐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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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 더욱 많을 수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2012)는 폐기물 발생량을 선형추세모형과 다중 회귀분석으로 

추정한 바 있으며, 선형추세모형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예측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 

중 하나라고 밝혔다. 본 논문은 매립용량의 정밀한 추정보다는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총 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환경부가 조사한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의 연간 매립처리량 

자료를 활용하여 향후 10년 간의 매립처리량을 선형추세모형으로 예측하고자 한다. 

 

제 6 절 광역자치단체 별 매립처리량 현황 
 

이 절에서는 환경부가 발표한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바탕으로 각 광역자치단체와 모든 연합에 대한 매립처리량의 증감 

추세를 분석하고자 한다. 매립처리량의 추세를 바탕으로 제4장에서는 각 광역 

자치단체와 모든 연합에 대해 향후 10년 간의 매립처리량을 추정하여 광역폐기물 

매립시설의 매립용량을 각각 산정할 것이다. 

 

[그림 1] 서울과 인천의 연도별 일간 매립처리량 (2005~2015) 

 

 

[그림 2] 경기와 서울, 인천, 경기 연합의 연도별 일간 매립처리량 (2005~2015) 

 

 

[그림 1], [그림 2]에서 가로축은 연도를 나타내며, 세로축은 일간 매립처리량 

(톤/일)을 나타낸다. [그림 1]의 좌측 그래프는 서울, 그리고 우측 그래프는 인천의 

연도별 일간 매립처리량의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서울의 경우, 추세가 뚜렷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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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지만, 연도별 매립처리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은 

2006년과 2007년을 제외하고 2005년보다 낮은 매립처리량을 보이고 있으며 

2010년에는 2504톤/일을 기록하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인천의 경우 매립처리량이 약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의 

경우 약 7461톤/일을 기록하며 매립처리량이 큰 폭으로 증가였다. 이는 2009년 

인천의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 크게 증가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림 2]은 경기와 서울, 인천, 경기 연합의 연도별 일간 매립처리량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경기의 경우 일간 매립처리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의 일간 매립처리량은 약 3671톤/일이었으나 2015년에는 약 

7036톤/일로 2005년에 비해 약 1.92배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서울, 인천 경기 연합의 연도별 총 일간 매립처리량은 2009년을 제외하고는 

약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의 일간 매립처리량이 크게 증가한 

것은 인천의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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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수도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의 비용 배분 
 

제 1 절 연합별 폐기물 매립용량의 추정 
 

제주특별자치도(2012)에서 폐기물 발생량을 선형추세모형으로 분석한 것처럼 

본 논문에서도 환경부가 발표한 2005년부터 2015년 까지의 일간 매립처리량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10년 동안의 매립처리량을 예측하고자 한다. 서울, 인천, 

경기의 총 일간 매립처리량이 2009년을 제외하고 선형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세 광역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총 매립처리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한다면 선형추세모형을 활용하여 

향후 10년 동안의 연합 별 일간 매립처리량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 서울, 인천 및 경기의 연도별 일간 매립 처리량 추세 

 (1) (2) (3) (4) 

 서울 인천 인천 
(2009년도 제외) 

경기 

연도 -126.7 91.32 133.5 313.7*** 

 (-2.05) (0.60) (2.07) (10.75) 

     

상수 258295.0 -180022.0 -265142.1 -624751.4*** 

 (2.08) (-0.59) (-2.04) (-10.65) 

표본의 개수 11 11 10 11 

괄호 안은 t-통계량을 나타냄.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3]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도별 일간 매립처리량 자료를 활용하여 

각 경기자별로 회귀식을 도출한 것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1)열은 서울의 연도별 

일간 매립처리량 자료를 활용하여 회귀식을 도출한 것이다. 서울의 경우 추세선의 

기울기가 약 -126.7로 매립처리량이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95% 신뢰수준에서는 

회귀계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그러나 계수들의 p-value가 90% 

신뢰수준에서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열은 인천의 연도별 일간 매립처리량 자료를 활용하여 회귀식을 도출한 

것이다. 인천의 경우 추세선의 기울기가 약 91.32로 매립처리량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회귀계수들이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3)열은 인천의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 유독 크게 증가했던 

2009년을 제외하고 회귀식을 도출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2009년을 제외한 

인천의 경우에는 추세선의 기울기가 약 133.5로 더 가팔라지지만, 여전히 95% 

신뢰수준에서는 회귀계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90% 신뢰수준 

에서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4)열은 경기의 연도별 일간 매립처리량 자료를 활용하여 회귀식을 도출한 

것이다. 경기의 경우 추세선의 기울기가 약 313.7로 매립처리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회귀계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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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향후 10년 간 서울과 인천의 예상 일간 매립처리량 

(단위: 톤/일) 

서울 인천 

연도 
총 

매립처리량 
연도 

예상 

매립처리량 
연도 

총 

매립처리량 
연도 

예상 

매립처리량 

2005 3947.18 2016 2874.86 2005 3418.17 2016 3919.91 

2006 4874.34 2017 2748.16 2006 1512.36 2017 4053.38 

2007 4740.33 2018 2621.46 2007 2397.56 2018 4186.84 

2008 3933.43 2019 2494.77 2008 3250.75 2019 4320.30 

2009 3222.97 2020 2368.07 2009 7620.95 2020 4453.77 

2010 2556.26 2021 2241.37 2010 3183.41 2021 4587.23 

2011 3179.36 2022 2114.68 2011 3591.66 2022 4720.69 

2012 3847.27 2023 1987.98 2012 2564.57 2023 4854.16 

2013 2729.07 2024 1861.28 2013 3990.67 2024 4987.62 

2014 3223.80 2025 1734.59 2014 3271.18 2025 5121.08 

2015 3730.23   2015 4144.72   

 

[표 5] 향후 10년 간 경기와 서울, 인천 연합의 예상 일간 매립처리량 

(단위: 톤/일) 

경기 {서울, 인천} 

연도 
총 

매립처리량 
연도 

예상 

매립처리량 
연도 

총 

매립처리량 
연도 

예상 

매립처리량 

2005 3954.00 2016 7588.17 2005 7365.35 2016 6794.77 

2006 4387.47 2017 7901.83 2006 6386.70 2017 6801.54 

2007 4981.42 2018 8215.49 2007 7137.90 2018 6808.30 

2008 5082.41 2019 8529.15 2008 7184.18 2019 6815.07 

2009 5909.94 2020 8842.81 2009 10843.93 2020 6821.84 

2010 5579.38 2021 9156.47 2010 5739.68 2021 6828.60 

2011 5640.57 2022 9470.13 2011 6771.02 2022 6835.37 

2012 6549.75 2023 9783.79 2012 6411.85 2023 6842.14 

2013 6206.87 2024 10097.45 2013 6719.74 2024 6848.90 

2014 6907.27 2025 10411.11 2014 6494.98 2025 6855.67 

2015 7570.36   2015 7874.96   

 

[표 6] 향후 10년 간 서울, 인천 연합과 인천, 경기 연합의 예상 일간 매립처리량 

(단위: 톤/일) 

{서울, 경기} {인천, 경기} 

연도 
총 

매립처리량 
연도 

예상 

매립처리량 
연도 

총 

매립처리량 
연도 

예상 

매립처리량 

2005 7901.18 2016 10463.02 2005 7372.17 2016 11508.08 

2006 9261.81 2017 10649.99 2006 5899.83 2017 11955.20 

2007 9721.75 2018 10836.95 2007 7378.98 2018 12402.33 

2008 9015.84 2019 11023.92 2008 8333.16 2019 12849.45 

2009 9132.92 2020 11210.88 2009 13530.90 2020 13296.58 

2010 8135.65 2021 11397.84 2010 8762.80 2021 13743.70 

2011 8819.93 2022 11584.81 2011 9232.23 2022 14190.82 

2012 10397.02 2023 11771.77 2012 9114.33 2023 14637.95 

2013 8935.94 2024 11958.74 2013 10197.54 2024 15085.07 

2014 10131.07 2025 12145.70 2014 10178.45 2025 15532.20 

2015 11300.60   2015 117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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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향후 10년 간 서울, 인천, 경기 연합의 예상 일간 매립처리량 

(단위: 톤/일) 

{서울, 인천, 경기} 

연도 총 매립처리량 연도 예상 매립처리량 

2005 11319.35 2016 14382.94 

2006 10774.17 2017 14703.36 

2007 12119.31 2018 15023.79 

2008 12266.60 2019 15344.22 

2009 16753.87 2020 15664.65 

2010 11319.06 2021 15985.07 

2011 12411.59 2022 16305.50 

2012 12961.60 2023 16625.93 

2013 12926.61 2024 16946.36 

2014 13402.26 2025 17266.78 

2015 15445.32   

 

[표 4]부터 [표 7]까지는 앞서 도출한 회귀식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연합에 대해 향후 10년 간의 예상 매립처리량을 각각 추정하여 표로 나타낸 

것이다. 이는 과거의 추세가 향후 10년 간 계속된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진 

추정이므로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매립처리량의 정밀한 추정이 아닌 매립처리량을 바탕으로 산정되는 

비용을 배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분석의 편의를 위해 과거의 추세가 

향후 10년 간 계속된다는 가정을 적용키로 한다.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연합에 대해 향후 10년 간의 예상 매립처리량을 각각 

추정한 이유는 광역폐기물매립시설 건설비용 및 운영비용에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연합의 광역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해 예상되는 총 

비용 c(S) 는 연합을 구성하는 경기자들의 예상되는 총 비용의 합인 ∑ 𝑐(𝑖)S 보다 

작을 것이다. 

 

[표 8] 연합별 광역폐기물매립시설의 추정 비용 

 

연합 
총 매립용량 

(㎥) 

추정 설치비용 

(백만원) 

추정 운영비용 

(백만원) 

추정 총비용 

(백만원) 

서울 7314986.42  182874.66  25203.20  208077.86  

인천 14347666.45  358691.66  39308.99  398000.66  

경기 28564075.58  714101.89  61915.27  776017.16  

{서울,인천} 21653766.16  541344.15  51574.21  592918.37  

{서울,경기} 35879062.00  896976.55  71966.73  968943.28  

{인천,경기} 42920364.28  1073009.11  80998.87  1154007.98  

{서울,인천,경기} 50226335.21  1255658.38  89850.86  1345509.24  

 

이를 바탕으로 서울, 인천, 경기, 그리고 각 연합 별 광역폐기물매립시설의 

비용을 추정한 것이 [표 8]이다. [표 8]에 나타난 추정 총비용의 비교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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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함수 c는 하위 가산성(Subadditivity)을 만족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표 8]에 나타난 총 매립용량은 [표 4]부터 [표 7]에 나타난 각 

지방자치단체별 예상 매립처리량의 총합에 365를 곱하고 ㎥로 환산하기 위해 

1.15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365를 곱한 이유는 예상 일간 매립처리량을 연 단위로 

환산하기 위함이다. 또한, 여기서 폐기물의 매립밀도(톤/㎥)는 제주특별자치도 

(2014)를 참고하여 ㎥당 1.15톤이 매립된다고 가정한 뒤 연간 매립 처리량(톤)을 

㎥ 단위로 환산한 것이다. 설치비용의 경우 환경부(2016)의 '폐기물 처리시설 국고 

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 처리지침'을 적용하여 25천원/㎥를 적용하였다. 

운영비용의 경우 도출한 운영비용함수를 통해 각 연합의 연간 운영 비용을 추정한 

후 10을 곱하여 10년 간의 총 운영비용을 계산하였다. 이는 여러 선행 논문과 

마찬가지로 분석의 편의를 위해 연간 운영비용이 10년 간 일정하다고 가정한 

것이다. 

 

제 2 절 비례배분법에 따른 비용 배분 
 

비례배분법은 각 경기자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이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이다. 환경부(2016)에 따르면,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사업비는 각 지자체의 원인자부담금 보유분 중 지자체별 반입비율 등 

합당한 기준에 따라 비례하여 산정, 분담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비례배분법은 

계산이 간편하고 단순한 방법으로 가장 보편적인 비용 배분 방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10년 간 예상되는 총 연간 매립처리량 중에서 각 

광역자치단체에 의해 발생하는 매립처리량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비용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배분안을 도출하였다. 향후 10년 간 예상되는 총 매립처리량에 

대해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차지하는 매립처리량의 비중은 서울 약 14.56%, 인천 

약 28.57%, 경기 약 56.87%이다. 이를 통해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표 9]과 같다. 

 

[표 9] 비례배분법에 따른 비용 배분 

(단위: 백만원) 

 서울 인천 경기 합계 

매립비중 0.1456 0.2857 0.5687 1.0000 

비용 분담액 195906.15 384411.99 765191.11 1345509.24 

 

 

제 3 절 샤플리 밸류에 따른 비용 배분 
 

샤플리 밸류를 도출하기에 앞서 먼저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게임의 균형게임과 

오목게임의 여부를 밝히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비용 배분 게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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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게임이라면 코아는 반드시 존재하게 된다. 즉, 전체 경기자의 부분집합인 각 

연합들이 전체 경기자의 합의로 이루어진 배분안에서 이탈할 유인이 없도록 하는 

안정적인 배분안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게임 c 가 오목게임이라는 것은 샤플리 밸류가 코아에 반드시 속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샤플리 밸류에 의한 배분안이 안정적인(stable) 

배분안임을 의미하며 경기자 모두가 협조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균형게임과 오목게임 여부는 Matlab의 ‘TUGlab’패키지를 활용하여 판별 

하였다. 분석 결과,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게임 c는 균형게임으로 코아가 반드시 

존재하며, 동시에 오목게임으로 샤플리 밸류가 반드시 코아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표 13]을 통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표 10]은 

샤플리 밸류에 따른 비용 배분을 계산하여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10] 샤플리 밸류에 따른 비용 배분 

(단위: 백만원) 

 서울 인천 경기 합계 

Shapley value 197833.7 385327.4 762348.1 1345509.24 

 

 

제 4 절 중핵에 따른 비용 배분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게임 c가 균형게임이므로 중핵에 따른 비용 배분안은 

반드시 코아에 속한다. 이는 샤플리 밸류에 의한 배분안과 마찬가지로 모든 

경기자들이 합의에서 이탈할 유인이 없는 안정적인 배분안이라는 것이다.  

경기자가 3인으로 이루어진 게임에서 샤플리 밸류는 상대적으로 그 해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반면에 중핵의 경우 선형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R의 ‘GameTheoryAllocation’이라는 

패키지를 활용하여 중핵을 계산하였다. 이는 아래 [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1] 중핵에 따른 비용 배분 

(단위: 백만원) 

 서울 인천 경기 합계 

비용 분담액 208077.9 384840.5 752590.8 1345509.2 

 

 

[표 11]에서 중핵에 의해 서울이 부담하는 비용의 경우 소수점 반올림 문제로 

인해 [표 8]의 서울의 추정 총비용 208077.9와 같은 값을 가진다. 그러나 중핵은 

코아가 공집합이 아닐 때 항상 코아에 속하므로 중핵에 의해 서울이 부담하는 

비용은 서울의 추정 총비용보다 작거나 같을 것이다.  



 

 17 

제 5 절 분리비용잔여편익법(SCRB)에 따른 비용 배분 
 

분리비용잔여편익법(SCRB)은 다목적 수자원 개발계획의 비용 배분 문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분리비용잔여편익법은 전체연합의 총 

비용에서 각 경기자의 한계비용의 합으로 정의되는 분리비용을 제외한 분리되지 

않는 비용(nonseparable cost)을 총 잔여편익(remaining benefit)에서 각 경기자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분담하는 방법이다.  

각 경기자의 한계비용은 𝑐′(i) = c(N) − c(N\i) 으로 정의하며, 각 경기자의 

한계비용의 합을 분리비용이라 한다. 분리되지 않는 비용(nonseparable cost)은 

c(N) − ∑ 𝑐′(𝑗)N 로 정의되며, 잔여편익 (remaining benefit) r(i) 는 각 경기자의 

지불의사금액에서 한계비용을 뺀 값이다. 분리비용잔여편익법에 의해 경기자 i가 

부담하는 비용 vi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vi = c′(i) +
r(i)

ΣNr(j)
× [c(N) − ∑ c′(i)]

N

 

 

[표 12]은 분리비용잔여편익법에 따른 비용 배분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각 경기자의 한계비용은 [표 8]에서의 서울, 인천, 경기 연합의 추정 

총비용에서 각 경기자를 제외한 연합의 추정 총비용을 차감한 값을 나타낸다. 잔여 

비용은 ‘분리되지 않는 비용’을 나타내며 총 비용에서 각 경기자의 한계비용의 

합을 뺀 나머지를 나타낸다. 잔여편익은 각 경기자의 지불의사금액, 즉 경기자들이 

각각 광역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때 지출되는 비용에서 한계비용을 

차감한 것이다. 각 경기자들의 잔여편익의 합에서 각 경기자들의 잔여편익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잔여 비용을 분담한 뒤, 이를 각 경기자의 한계비용과 합한 

것이 분리비용잔여편익법에 따른 배분 결과가 된다. 

 

 [표 12] 분리비용잔여편익법에 따른 비용 배분 

(단위: 백만원) 

 서울 인천 경기 합계 잔여 비용 

한계비용 191501.3 376566.0 752590.9 1320658.1 24851.1 

잔여편익 16576.6 21434.7 23426.3 61437.6  

비중 0.27 0.35 0.38 1.00  

비용 분담액 198206.40 385236.17 762066.67 1345509.24  

 

 

제 6 절 비용 배분 방법의 비교 
 

제2절부터 제5절까지에서 살펴본 비례배분법, 샤플리 밸류, 중핵, 그리고 

분리비용잔여편익법에 따른 비용 배분을 표로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 [표 

16]에서 ‘총 비용’ 항목이 나타내는 것은 해당 연합이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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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고 운영하는 비용인 c(S) 를 의미한다. 네 가지 비용 배분 방법에 대하여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연합에 대한 비용을 표에 나타낸 것은 비용 배분 방법들이 

각각 코아에 속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표 13] 네 가지 비용 배분 방법에 따른 배분안 

연합 샤플리밸류 비례배분법 중핵 SCRB법 총 비용 

서울 197833.7 195906.1 208077.9 198206.4 208077.9 

인천 385327.4 384412.0 384840.5 385236.2 398000.7 

경기 762348.1 765191.1 752590.8 762066.7 776017.2 

{서울,인천} 583161.1 580318.1 592918.4 583442.6 592918.4 

{서울,경기} 960181.8 961097.3 960668.7 960273.1 968943.3 

{인천,경기} 1147675.6 1149603.1 1137431.3 1147302.8 1154008.0 

{서울,인천,경기} 1345509.2 1345509.2 1345509.2 1345509.2 1345509.2 

 

본 논문에서 제시한 게임 c는 균형게임이므로 항상 코아가 존재한다. 따라서 

비용 배분안이 코아에 속한다면 각 경기자들로 이루어진 연합으로 하여금 합의에서 

이탈할 유인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안정적이며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할 것이다. 

샤플리 밸류에 의한 비용 배분안의 경우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를 비롯해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연합에 대한 비용이 연합들이 각자 폐기물매립시설을 

건설하여 운영하는 비용(총 비용)에 비해 저렴하다는 점에서 샤플리 밸류에 의한 

배분안이 코아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게임에서는 코아가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중핵에 의한 비용 배분안의 경우에도 반드시 코아에 속한다.  

비례배분법과 분리비용잔여편익법에 의한 배분안은 코아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표 13]을 통해 본 논문에서 다루는 게임에서는 두 방법에 의한 배분안 

역시 코아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네 가지 비용 배분안이 모두 코아에 속하므로, 네 가지 비용 배분 방법 중 

어떠한 것을 사용하더라도 안정적인 배분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네 가지 방법 

중에서는 샤플리 밸류에 의한 배분이 더욱 바람직한 배분 방법이라 판단된다. 먼저 

이충성 등(2010)은 광역자치단체별로 비용 배분액의 차이가 클 경우에는 분리비용 

잔여편익법보다 샤플리 밸류를 사용하는 것이 높은 비용을 분담하게 되는 배분주체 

또는 배분연합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중핵에 의한 배분의 경우 경기자의 수가 적더라도 그 계산이 복잡하여 

보편적인 활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Megiddo (1974)는 ‘단조성 

(Monotonicity)’라는 개념을 소개하였는데, 이는 총 비용이 증가하였을 때, 어떤 

경기자도 기존보다 비용을 덜 부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반대로 총 

비용이 감소하였다면 어떤 경기자도 기존보다 비용을 더 부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Young et al. (1982)은 비례배분법과 샤플리 밸류는 단조성을 충족하는 

반면에 중핵과 분리비용잔여편익법의 경우 단조성을 충족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비례배분법과 분리비용잔여편익법에 의한 배분의 경우 코아에 속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샤플리 밸류 역시 코아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게임이 오목게임이라면 언제나 코아에 속한다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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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배분 게임 c 는 오목게임이므로 샤플리밸류는 언제나 코아에 속하게 된다. 

또한, <정의 5>를 살펴 보면, 비용에 대해 규모의 경제가 크게 발생할수록 게임이 

오목게임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게임이 오목게임이 되려면 

연합 S를 포함하는 더 큰 연합인 T에 경기자 i가 참여함으로써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보다 연합 S에 경기자 i가 참여함으로써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더 크거나 

같아야 한다. 연합 S를 포함하는 더 큰 연합인 T는 S보다 매립 용량이 더욱 많이 

필요할 것이므로, 규모의 경제 하에서 매립 용량 1단위 당 소요되는 평균비용이 

연합 S의 그것과 같거나 더 작을 것이다. 규모의 경제의 효과가 클수록 규모가 

커짐에 따라 평균비용이 더욱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연합 S ∪ i 의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소요 비용과 연합 T ∪ i의 소요 비용과의 차이가 연합 S의 소요 

비용과 연합 T의 소요 비용과의 차이에 비해 작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즉, 오목게임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따라서 계산이 상대적으로 간편하며 단조성을 충족하고, 게임이 오목게임인 한 

반드시 코아에 속하는 샤플리 밸류에 의한 배분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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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2016년 수도권매립지의 대체 광역페기물매립시설을 공동으로 건설하는 

과정에서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도 간의 갈등이 있었다. 서울특별시는 3개 

시도가 공동으로 광역폐기물매립시설을 건설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인천시는 각 

광역자치단체가 각자 광역폐기물매립시설을 건설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광역폐기물매립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효율적 

이며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수도권매립지의 대체 매립시설인 광역폐기물 매립시설의 

매립용량과 건설 및 운영비용을 서울, 인천, 경기와 이들로 이루어진 연합별로 각각 

추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모든 연합이 합의에서 이탈할 유인이 없는 안정적인 

배분안들의 집합인 코아(core) 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협조적 게임이론을 

활용하여 샤플리 밸류, 중핵, 비례배분법, 그리고 분리비용잔여편익법(SCRB법)에 

의한 배분 안을 제시하고 이를 비교하였다.  

광역폐기물매립시설의 매립용량은 환경부의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바탕으로 선형추세모형을 통해 향후 10년 간 필요한 

매립용량을 연합별로 각각 산정하였다. 건설비용은 환경부(2016)의 '폐기물 

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운영비용의 경우 환경부 (2010)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매립시설 

현황’을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운영비용함수를 추정하였고, 향후 10년 간 

필요한 매립용량을 추정한 운영비용함수에 대입하여 운영비용을 산정하였다.  

또한, 추정한 건설비용과 운영비용을 바탕으로 광역폐기물 매립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 규모의 경제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게임이 

하위가산성(subadditivity)을 만족한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Matlab의 

‘TUGlab’패키지를 통해 게임이 균형게임이며 오목게임임을 밝혔다. 따라서 

코아가 항상 존재하며 샤플리밸류가 코아에 속함을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샤플리 밸류, 중핵, 비례배분법, 그리고 분리비용잔여편익법에 

의한 배분안을 각각 도출하였으며, 네 가지 방법에 의한 배분 방법 모두 

코아(core)에 속한다는 것을 밝혔다. 제시한 모든 배분 방법에 의한 배분이 코아에 

속하므로 샤플리 밸류, 중핵, 비례배분법, 그리고 분리비용잔여편익법 중 어떠한 

것을 사용하더라도 모든 연합이 합의에서 이탈할 유인이 없는 안정적인(stable) 

배분안이 된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계산이 상대적으로 간편하며 단조성 

(monotonicity)을 충족하고, 게임이 오목게임이라면 항상 코아에 속하는 샤플리 

밸류에 의한 배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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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ame Theoretic Approach to Cost Allocation of 

Building Landfill in Seoul Metropolit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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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focuses on cost allocation for a new landfill, planned to be 

construct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for use by three municipal agents: 

Seoul, Incheon, and Gyeonggi. The projected capacities, costs of construction, 

and operating costs of the new landfills for the next ten years are estimated for 

all possible coalitions of the three relevant agents. Based on this estimation I 

conclude that there exists economy of scale in the cost of building the new 

landfill, which implies the game is subadditive. Moreover, the game is balanced 

and concave. Finally, this paper compares the cost allocations using the Shapley 

value, Nucleolus, proportional, and separable costs-remaining benefits (SCRB) 

methods. I determine that all four cost allocation options are in the 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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