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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순환형 공급사슬 (Closed-loop Supply Chain)은 기존에 버려지던 

사용 후 제품의 관리와 재활용 과정을 공급사슬에 포함시켜 관리하는 

것으로 경제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에서 많은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환경 오염과 자원의 고갈로 인해 지속 가능한 성장이 화두가 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여러 국가의 정부들은 

나름대로의 정책을 통해 자원의 순환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순환형 공급사슬에 관한 여러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이다. 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합성수지류 등의 제품과 포장재를 

대상으로 제품의 생산자에게 폐기물에 대하여 매년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전기전자 제품과 자동차를 대상으로 환경성보장제라는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의무 미이행에 대한 페널티와 보조금을 기반으로 한 정책은 

순환형 공급사슬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공급사슬 

구성원은 이러한 규제를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순환형 공급사슬에 대해 많은 선행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정부의 정책이 

순환형 공급사슬 구성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순환형 공급사슬에서는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재활용업체의 폐품 수거 거부 

현상이 일어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추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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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는 게임 이론을 

통해 정부 정책 하에서 공급사슬 구성원의 의사결정에 대한 균형점을 

도출하고, 정부의 의도대로 정책이 수집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 

분석해 보는 것이다. 또한 수익공유 계약 (revenue sharing contract)이 

정부 정책 하의 순환형 공급사슬에서도 성공적으로 사슬을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하고자 한다. 두번째는 이론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정책 대안의 제시를 위해 시스템 다이나믹스를 사용하여 흐름도와 

인과 모형을 구축하고 대안의 효과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부의 리워드-페널티 제도와 보조금 정책은 재활용업체의 

폐품 수집율과 생산자의 제품 친환경 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정부의 리워드-페널티 강도 조정에 따라 폐품 수집율 

측면에서는 완전 조정 (perfect coordination)의 달성이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강도의 페널티는 생산자의 이윤을 낮아지게 만든다.  

둘째, 수익공유 계약을 도입하여 공급사슬 구성원 전체의 이윤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수집율 측면에서는 완전 조정 이상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 결과는 수익공유 계약이 순환형 공급사슬 

관련 정책에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임을 보여준다. 

셋째, 현재 나타나는 수거 거부 현상의 원인은 재활용품의 가격에 

있으며 두가지 정책 대안 중 재활용 의무량이 아닌 실제 수집량을 

기준으로 하는 보조금 정책이 아니라 재활용 자원의 가격 변화에 따라 

보조금을 달리 책정하는 정책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함을 보였다. 

넷째, 재활용 자원의 종류별로 다른 정책을 적용하여 한다는 것이다. 

자원의 종류를 기술 투자 효과에 따라 분류하고 먼저 기술 투자를 통해 

재활용 비용 절감이 가능한 경우는 보조금 감면을 통해 생산자의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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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여 자생적인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재활용 비용 절감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대로 

가격에 연동한 보조금 정책이 좋은 대안임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 입안자들과 기업 운영자들에게 풍부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주요어: 순환형 공급사슬, 수익공유 계약, 게임이론, 시스템 

다이나믹스, 지속 가능한 성장,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정책 대안 

학번: 2015-3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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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순환형 공급사슬 (Closed-loop Supply Chain)은 제품 제작에서부터 

시작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말하는 순방향 공급사슬 

(Forward Supply Chain)과 사용 후 제품을 수집하여 재활용하는 

과정을 일컫는 역방향 공급사슬 (Reverse Supply Chain)을 결합한 

것이다. 이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까지의 과정만을 관리하는 

기존의 공급사슬 관리에서 사용 후의 재가공, 재자원화까지 관리의 

영역을 넓힌 것이다. 순환형 공급사슬은 경제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 

두가지에서 산업계와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순환형 공급사슬은 

큰 잠재적 경제성을 가지고 있다 (Guide Jr and Van Wassenhove, 

2009). 폐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등에서 희귀금속 등을 추출하여 

사용하는 도시광산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자원이 부족하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플라스틱이나 비닐의 무단 배출이나 버려진 

폐전자제품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고, 계속해서 나오는 폐기물로 매립지가 부족해지는 현상도 완화할 수 

있다. 특히 환경 오염과 자원의 고갈에 대한 문제 의식이 점점 대두되는 

현대 사회에서 순환형 공급사슬의 가치는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순환형 공급사슬은 환경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업의 영역이 아니라 정부의 영역에도 포함된다. 정부는 

정책적인 규제를 적용하여 재활용을 통한 자원의 순환을 촉진하고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U에서는 2003년 폐가전제품의 

의무재활용에 관한 규제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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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E)를 통해 전기전자제품에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또한 덴마크에서는 1990년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를 

만들어 생산자가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들도록 장려하고 제품 수명 주기 

전체를 관리하여 재활용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이 제도는 

현재 덴마크 뿐 아니라 OECD 가입 국 중 다수가 운영하고 있다 

(Smith, 2005).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합성수지류 

등을 대상으로 제품의 생산자에게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매년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다만 의무 이행방식에 대하여 생산자의 직접 

이행 외에 공제조합을 통한 분담금 납부를 인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생산자가 직접 이행보다는 분담금 납부를 택하고 있다. 즉 생산자가 

재활용업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순환형 공급사슬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는 자연히 순환형 공급사슬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공급사슬 구성원은 이 규제를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하여 

공급사슬 운영에 참여할 필요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이 순환형 공급사슬 

구성원의 의사결정과 이윤 변화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아직 

수가 적어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순환형 

공급사슬에서는 간간히 재활용업체의 폐품 수거 거부 현상이 일어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존재하나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주제를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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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방법과 목적, 의의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는 정부 정책이 

존재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공급사슬 구성원의 폐품 수집율, 친환경 

수준 등에 대한 의사 결정을 게임 이론을 통해 분석하여 균형점을 

도출하고, 의사 결정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공급 사슬 관리 분야의 중요 연구 주제 

중 하나인 계약을 통한 공급 사슬 조정, 특히 수익공유 계약 (revenue 

sharing contract)이 정부 정책 하의 순환형 공급사슬에서도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하고자 한다. 두번째는 이론 

연구에서 사용한 함수들을 바탕으로 하여 이론 연구에서 포함하지 

못했던 현실의 문제들을 연구하기 위해 시스템 다이나믹스를 사용하여 

흐름도와 인과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순환형 공급사슬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기로 

한다. 본 논문의 연구 주제는 연구 방법별로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게임이론 연구 

1)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와 같은 리워드-페널티 시스템 (reward-

penalty system)과 생산자의 보조금은 정부의 목표대로 폐품 

수집율과 제품의 친환경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2) 정책 하의 순환형 공급사슬에서도 수익공유 계약 도입을 통해 

수집율, 친환경 수준, 구성원의 이윤 등의 성과 향상이 가능한가? 

3) 재활용 자원과 관련한 파라미터들의 수치 변화는 의사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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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시스템 다이나믹스 연구 

1) 현재 우리나라 순환형 공급사슬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2)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개선 방안은? 

 

본 논문에서는 이론 연구를 통해 정부의 리워드-페널티 제도와 

보조금 정책이 재활용업체의 폐품 수집율과 생산자의 제품 친환경 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였고 정부의 리워드-페널티 

강도 조정에 따라 폐품 수집율 측면에서는 완전 조정 (perfect 

coordination)의 달성이 가능함을 보였다. 다만 이러한 강도의 페널티는 

생산자의 이윤을 낮아지게 만든다. 또한 수익공유 계약을 도입하여 

공급사슬 구성원 전체의 이윤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완전 조정 

이상의 수집율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순환형 

공급사슬 구성원의 의사 결정에 많은 경영적 시사점을 주고 있다. 

시스템 다이나믹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현재 나타나는 수거 거부 

현상의 원인은 재활용품의 가격에 있으며 재활용 자원의 가격 변화에 

따라 보조금을 달리 책정하는 정책을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함을 보였다. 

또한 재활용 자원의 종류별로 다른 정책을 적용하여, 먼저 기술 투자를 

통해 재활용 비용 절감이 가능한 경우는 보조금 감면을 통해 생산자의 

재활용 기술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여 자생적인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이 

좋은 정책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재활용 비용 절감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대로 가격에 연동한 보조금 정책이 좋은 대안임을 

보였다. 이는 순환형 공급사슬 구성원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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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이론과 본 연구의 

기반이 되는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고 3장에서는 게임 이론 분석을 

진행하였다. 4장에서는 시스템 다이나믹스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5장에서는 결과를 요약하고 경영학적, 정책적 함의를 정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미래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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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연구 

 

본 연구에서 게임이론을 사용한 이론적 연구는 (1) 공급사슬 권력 

구조나 수집 주체에 따른 성과를 연구한 이론적 연구, (2) 순환형 

공급사슬과 계약을 통한 공급사슬 조정을 접목한 연구, (3) 정부 정책의 

영향에 대한 연구, 세 가지의 연구 흐름에 기반하고 있다. 시스템 

다이나믹스를 사용한 정책 분석은 (1) 시스템 다이나믹스를 통한 

순환형 공급사슬의 흐름에 관한 연구, (2) 기술성장모형에 관한 연구, 

두가지 이론과 연구 흐름에 기반하고 있다. 

 

2.1. 게임이론 연구 관련 문헌 

2.1.1. 순환형 공급사슬에 대한 이론적 연구 

 

순환형 공급사슬을 게임이론을 통해 연구한 논문들은 대부분 

공급사슬의 권력 구조나 수집 형태에 따라 성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연구하고 어떤 형태가 가장 좋은 성과를 내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Maiti and Giri (2015)는 세 단계의 공급사슬에서 수요가 품질의 영향을 

받고 재활용품의 가격이 고정되어 있을 때 공급사슬 주도권에 따른 

5가지 모형의 성과를 비교하였으며 수치 분석 결과 판매자 주도의 

공급사슬이 가장 좋은 성과를 낸다고 주장하였다. Sane Zerang et al. 

(2016)은 세 단계의 공급사슬에서 수요가 판매자 마케팅 노력의 영향을 

받을 때 공급사슬 권력구조에 따라 4가지의 모형을 만들고 성과를 

비교하여 생산자 주도의 공급사슬이 가장 좋은 성과를 낸다고 

주장하였다. Jafari et al. (2017)은 생산자, 수집상, 재활용업체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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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단계의 공급사슬에서 생산자가 직접 재활용을 하거나 재활용업체에서 

구매를 하는 이중 채널 구조가 있을 때, 공급사슬 권력 구조에 따른 

다양한 모형의 성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생산자가 직접 재활용을 

하게 되는 역치값 (threshold value)을 제시하였으며 수집상과 

재활용업체가 균등한 힘을 가졌을 때 생산자의 이윤이 더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Huang et al. (2017)은 판매자 주도의 공급사슬에서 

생산자와 판매자, 재활용품 유통시장 (secondary market)이 모두 

수집에 참여하는 순환형 공급사슬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경우 역물류 

비용 계수, 경쟁 계수, 사용 후 제품 가격 계수가 성과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Huang and Wang (2017)은 신제품과 재활용 

제품의 생산 비용에 변동 (disruption)이 존재할 경우 이중 채널 수집과 

단일 채널 수집 구조의 성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신제품 생산 비용의 

변동은 사용 후 제품 수집율에 악영향을 미치며, 생산자는 신제품의 

생산 비용 변동 긍정적인 방향이라면 이중 채널 수집 구조를 선호하고 

부정적인 방향이라면 재활용 제품의 생산 비용이 부정적인 방향일 때만 

이중 채널 수집 구조를 선호한다고 주장하였다.  Liu et al. (2017)은 둘 

또는 세 단계로 이루어진 공급사슬에서 수집이 이중 채널로 이루어지고, 

수집율 간에 상충관계가 존재할 때 공급사슬의 성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상충관계의 강도와 관계없이 생산자-판매자가 수집을 시행하는 

이중 채널 구조가 가장 좋은 성과를 낸다고 주장하였다. Modak et al. 

(2018)은 제품의 품질이 수요와 생산 비용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수집을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 3가지 모형을 구성하고 성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수집상의 참여는 공급사슬 성과에 항상 악영향을 

주며 재활용 자원의 가격이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 논문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순환형 공급사슬의 성과를 분석하고 

비교하였지만 성과를 올리기 위한 조정 방법이나 정부의 정책적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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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2.1.2. 순환형 공급사슬과 공급 사슬 조정을 접목한 연구 

 

Savaskan et al. (2004)은 세 단계의 공급사슬에서 폐품을 생산자가 

직접 수집하는 경우와 판매자가 수집하는 경우, 수집상이 수집하는 

경우로 나누어 성과를 비교하였으며 이부 계약 (two-part tariff 

contract)이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De 

Giovanni (2011)는 하나의 생산자와 판매자로 이루어진 순환형 

공급사슬에서 도매가 계약과 수익 공유 계약의 성과를 비교하였다. Choi 

et al. (2013)은 생산자와 판매자, 수집상으로 구성된 세 단계의 

공급사슬에서 권력 구조 (channel leadership)에 따른 공급사슬의 

성과를 비교 분석하여 판매자 주도의 공급사슬에서 가장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평행 구조와 수직 구조에서 각각 최적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 만드는 이부계약 과 수익 공유 계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Zhang et al. (2014)은 생산자와 판매자로 

구성된 두 단계의 공급사슬에서 폐품 수집 비용이 판매자의 사적 정보일 

때 이부 비선형 계약 (two part nonlinear contract)와 수집 요구 계약 

(collection effort requirement contract)의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Gao et al. (2016)은 두 단계의 공급사슬에서 수요가 재활용품 수집 

노력과 판매 노력의 영향을 받을 때 공급사슬 권력 구조에 따라 

3가지의 모형을 만들고 성과를 비교하였다. 수요가 수집 노력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는 판매자 주도 공급사슬의 성과가 더 좋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두 구성원의 힘이 균등할 때 좋은 성과가 나온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가격 프로모션을 통해 공급사슬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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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다. Han et al. (2016)은 생산자와 판매자로 구성된 두 단계의 

공급사슬에서 재가공 비용 붕괴 (disruption)가 존재할 때 생산자가 

직접 폐품을 수거하는 경우와 판매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의 성과를 

비교하여 붕괴가 존재한다면 생산자 직접 수거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밝혔으며 수익 공유 계약이 비용 붕괴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Zheng et al. (2017)은 세 단계의 이중 채널 순환형 

공급사슬에서 권력 구조에 따른 공급 사슬의 성과를 비교하고 채널 대체 

효과에 따라 어느 공급사슬이 더 좋은 성과를 보이는지를 비교하였다. 

또한 이부 계약이 도매가 계약보다 더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Alamdar et al. (2018)은 각각 하나의 생산자, 판매자, 

수집상 (collector)로 구성된 공급사슬에서 재가공 비용에 모호함 

(fuzzy)이 존재할 때 최적의 가격과 마케팅 노력, 폐품 수집율에 관해 

연구하였다. 공급사슬 구성원 간의 다양한 협업 관계에 따라 모델을 

구성하여 분석한 결과 생산자와 수집상이 협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였으며 생산자가 수집상에게 고정 보조금을 

지원하고 판매자에게는 마케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때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보였다. Taleizadeh et al. (2018)은 단일 채널 순방향 

공급사슬과 이중 채널 역방향 공급사슬의 결합 모델, 이중 채널 순방향 

공급사슬과 이중 채널 역방향 공급사슬의 결합 모델의 성과를 비교하고 

생산자는 후자의 경우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협력 

광고와 이부 계약이 결합된 계약을 사용할 경우 공급사슬 성과가 더 

좋아질 수 있음을 보였다. 위 논문들은 두 단계나 세 단계의 

공급사슬에서 권력 구조나 폐품 수집 주도자가 달라질 때 수집율과 이윤 

등의 성과를 비교하고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계약의 형태에 대해 

연구하였으나 정부의 정책적 개입과 그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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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순환형 공급사슬과 정부 정책의 영향에 관한 연구 

 

정부 정책의 영향과 효과에 관하여 이론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수가 

많지 않다. Wang et al. (2015)는 생산자와 수집상의 두 단계 

공급사슬에서 정부의 리워드-페널티 제도가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하여 리워드-페널티 제도가 수집율을 

끌어올리는데 효과가 있음을 보였으며 수집상에게 리워드-페널티를 더 

크게 적용할 경우 수집상 주도의 폐품 수집 모형이 더 큰 성과를 보임을 

증명하였다. 또한 생산자와 수집상 간 최적의 리워드-페널티 비율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두 단계의 공급사슬을 가정하였고 리워드-

페널티 제도를 생산자와 수집상 모두에게 적용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으며, 생산자의 보조금을 고려하지 않았다. Wang et al. 

(2017a)는 두 명의 생산자와 하나의 판매자로 구성된 공급사슬에서 

하나의 생산자가 주도자로 행동할 때 정부의 리워드-페널티 제도 

유무가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 연구하였다. 수치 분석 

결과 리워드-페널티 제도가 있을 때 수집율이 상승하며 주도자 역할의 

생산자와 판매자의 이윤은 증가하지만 추종자 역할의 생산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밝혔다. 이 논문은 두 단계의 공급사슬을 가정하고 

있으며 정부의 리워드-페널티 제도가 주도자 역할의 생산자와 추종자 

역할의 생산자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Wang et al. (2017b)은 생산자와 판매자 두 단계로 

이루어진 공급사슬에서 판매자의 폐품 수집 노력을 생산자가 알지 못할 

때 정부의 리워드-페널티 제도가 판매자의 폐품 수집을 촉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리워드-페널티 제도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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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낮추고 폐품 가격은 올려 수집율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였다. 이 논문은 역시 두 단계의 공급 사슬을 가정하였으며 폐품의 

가격을 결정변수로 두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공급사슬 권력 구조나 주도권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생산자, 판매자, 재활용업체로 이루어진 세 

단계의 공급사슬을 모형화하고 재활용업체가 폐품을 수집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리워드-

페널티 제도와 생산자의 보조금을 모형에 포함시켜 제도의 유무에 따른 

공급사슬의 성과를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 하에서 

수익공유 계약을 도입하여 공급사슬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연구하여 정책과 공급사슬 계약의 효과를 동시에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 논문과 차별성을 가진다. 

 

2.2. 시스템 다이나믹스 관련 연구 문헌 

2.2.1. 시스템 다이나믹스와 순환형 공급사슬의 접목 

 

Georgiadis and Besiou (2008)은 전자 제품의 순환형 공급사슬을 

대상으로 환경적 요인과 기술 발전을 중심으로 모형을 구축하고 

그리스의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정부의 개입이 재활용 불가능 

자원과 매립지의 과다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Georgiadis 

and Besiou (2009)는 본인들의 지난 연구를 발전시켜 전자제품의 

순환형 공급사슬을 대상으로 시스템 다이나믹스 연구를 진행하였다. 

정부의 환경적 규제와 기업의 환경 이미지 (green image)를 중심으로 

한 인과 모형을 구축하고 이 두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천연 

자원 가용성과 폐기물 매립지 가용성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 작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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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였다. Das and Dutta (2013)는 제품 교환인 존재하는 순환형 

공급사슬에서 제품 재가공, 부품 재사용, 자원 재활용의 세 가지 재활용 

방식을 중심으로 모형을 구축하였다. 제품 교환과 재활용 방식의 상호 

작용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모형에서 공급사슬 상의 채찍 효과를 

줄어들고 수익성 또한 개선된다고 주장하였다. Lehr et al. (2013)은 

전자제품 산업의 OEM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재활용 정책의 효과를 

실험해보기 위한 시스템 다이나믹스 모형을 구축하여 상품 시장에 

가해지는 충격이 재활용 시장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푸쉬 정책 (push policy)와 풀 정책 

(pull policy)의 장단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Mafakheri and Nasiri 

(2013)는 잉크 카트리지 관련 공급사슬을 대상으로 사용한 잉크 

카트리지 수집 촉진을 위한 판매자의 정책과 수익공유를 기반으로 한 

생산자의 판매자에 대한 인센티브 (incentive) 정책의 효과를 시스템 

다이나믹스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공급사슬의 환경적 

성과와 구성원의 이윤 간에는 상충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혔으며, 

탄소세 (carbon tax) 정책과 생산자가 아닌 판매자 주도의 공급사슬이 

환경적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Dace et al. (2014)은 

포장재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모형을 구축하여 포장재 자원 효율성과 

재활용률을 올리고, 매립지 사용률을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매림지세 (landfill tax)가 가장 효과적인 

정책임을 주장하였다. Wang et al. (2014)은 중국의 자동차 부품 산업을 

대상으로 기초 보조금 (initial subsidy), 재활용 보조금 (recycling 

subsidy), 연구개발 보조금 (R&D subsidy), 생산 보조금 (production 

subsidy)의 네 가지 정부 보조금과 혼합 보조금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초 보조금은 초기 산업 발전과 재활용 촉진에 

효과가 있고 생산 보조금과 연구개발 보조금은 재활용 산업의 안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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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발전에 도움이 되며 재활용 보조금은 순환형 공급사슬의 병목 

현상을 해소한다고 주장하였다. Golroudbary and Zahraee (2015)는 

역시 전자제품의 순환형 공급사슬을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도와 환경 

이미지 성과를 중심으로 구축한 모델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배달 시간을 줄이고 폐품 수집 센터를 설치하면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Sinha et al. (2016)은 휴대폰 산업을 대상으로 금속 

자원의 순환 모형을 구축하였다. 수집 체계, 휴대폰 사용 기간, 

개발도상국의 비공식적 재활용의 세가지 요인이 자원의 원활한 순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이 요인들을 개선하여 순환형 

공급사슬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언급한 연구들에서 제시한 흐름도를 기반으로 현재 우리나라 

순환형 공급사슬에 대한 흐름도와 공급사슬 구성원들의 이윤에 대한 

인과 모형을 구축하였다. 또한 현재 적용 중인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를 

모형에 포함하여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의 

효과를 검증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정부의 정책이 기업의 

이윤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모형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들과 차별성을 지닌다.  

 

2.2.2. 기술성장모형 

 

 기술성장모형은 본 연구에서 누적된 투자가 기술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표현하기 위한 기반이론이다. 기술성장모형에는 s자형 

곡선을 따라 성장하는 모형부터 여러 기술의 상호작용을 다룬 경쟁모형 

등 다양한 모형이 있으나 (Ryu and Byeon, 2011) 본 연구에서 다루는 

것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s자형 모형이다. s자형 곡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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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도입기에는 기술의 성장 속도가 완만하고 성장기까지는 점차 

성장 속도가 빨라지다가 변곡점을 지나 확장기에 접어들면 성장 속도가 

점차 느려지고 성숙기에 이르면 기술 성장 한계에 가까워져 성장 속도가 

매우 느려지다가 성장 한계에 도달하는 형태이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s자형 곡선을 추정하는 모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s자형 곡선을 추정하는 모형은 로지스틱 모형 (logistic model), Bass 

모형, Pearl 모형, Gompertz 모형 등 다양하다. 모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먼저 Bass 모형은 기술성장모형이 등장한 초기에 사용한 

모형으로 잠재적인 수용자가 기술 확산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매스미디어와 같은 시장 외의 요소와 구전 효과와 같은 시장 내의 

요인에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Pearl 모형은 변곡점에서 

대칭적 형태를 가지는 곡선을 가정한 대표적인 모형으로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이론적 상한과 변곡점까지 도달하는 시간, 곡선의 기울기를 

추정하는 모형이다. Gompertz 모형은 변곡점에서 비대칭인 모형을 

가지며 추정하는 파라미터는 Pearl 모형과 동일하나 기술의 상한 

수준과 현재 수준과의 비율이 변화속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모형이 존재하며 그에 대한 설명과 추정법은 

Young (1993)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어떠한 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는지에 따라 변곡점과 기술성장 수준, 기술 상한 수준에 도달하는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술성장 추정에 있어 모형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Pearl 모형의 곡선을 시뮬레이션 연구에 적용하였다. 

Pearl 모형은 과거의 발전 양상이 앞으로의 발전에 영향을 주는 사례를 

분석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모형으로 (김병수 외, 2009) 일반적인 

기술의 성장을 표현하는데 적합하다. Pearl 모형을 사용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병수 외 14인 (2009)은 Pearl 모형과 Gompertz 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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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기술군, 기술분야 단위로 우리나라 기술성장곡선을 

추정하였으며 김병수 외 18인 (2010)은 마찬가지로 Pearl 모형과 

Gompertz 모형으로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 수준을 추정하였다. Ryu 

and Byeon (2011)은 역시 Pearl 모형과 Gompertz 모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미국, 일본, EU, 중국의 3D 디스플레이 기술 수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활용 기술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여 

기술성장 곡선 적합도를 추정하기 어려워, 재활용 기술의 성장은 

일반적으로 과거의 발전 양상에 영향을 받으므로 Pearl 모형을 따르며 

기술 발전의 상한치는 재활용 자원의 종류마다 다르다는 가정 하에 

연구를 진행한다. 

 

  



16 

 

 

3. 게임이론 연구 

 

이번 장에서는 게임이론을 사용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와 같은 

리워드-페널티 정책과 생산자의 보조금이 정부의 의도대로 수집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보고 공급사슬 구성원의 이윤 등 다른 

성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일반적인 공급사슬을 조정하는데 효과적인 수익공유 계약이 정책 하의 

순환형 공급사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재활용 

자원의 가치와 가격, 재활용 비용 등의 파라미터 변화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로 한다. 

 

3.1. 연구 모형 

 

본 장에서는 순환형 공급사슬에 관한 정책의 효과와 수익공유 계약 

도입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이론적 연구를 진행한다. 각각 하나의 

생산자, 판매자, 재활용업체로 구성된 순환형 공급사슬을 연구하며, 

생산자가 전체 공급사슬의 선도자 역할을 하는 생산자 주도 스태클버그 

게임 (Manufacture-dominated Stackelberg Game)을 통해 분석을 

시행한다. 공급사슬 문제를 다룬 많은 논문들이 생산자가 주도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으며, 순환형 공급사슬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는 생산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 주도의 사슬을 가정하고 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1>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할 주요 표기들과 그 의미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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𝑀 생산자 (Manufacturer) 

𝑅 판매자 (Retailer) 

𝐸 재활용업체 (Recycling company) 

𝐷 제품의 수요 

𝛼 기본적인 시장 규모 

𝛽 수요의 친환경 수준에 대한 민감도 

𝜃 생산 비용의 친환경 수준에 대한 민감도 

𝜏 재활용품의 회수율 

𝑤 제품의 단위당 도매가 

𝑞 제품의 친환경 수준 

𝑝 제품의 단위당 소매가 

𝑡 판매자의 단위당 이윤 

𝑐0 생산자의 단위당 생산 비용 

𝑐1 재활용업체의 단위당 재활용 비용 

𝑣 재활용 자원의 활용을 통해 생산자가 얻는 단위당 가치 

𝑏 재활용 자원의 단위당 가격 

𝑠 재활용 업체의 폐품 수집을 위한 투자의 계수 (coefficient) 

표 1. 표기 설명 

 

제품의 수요 𝐷는 식 (1)과 같이 정의한다. 

 

𝐷 = 𝛼 − 𝑝 + 𝛽𝑞, 𝑝 = 𝑤 + 𝑡     

 (1) 

 

수요는 가격과 친환경 수준 (product greening improvement level)의 

함수로 나타나며, 가격이 높아지면 감소하고 친환경 수준이 높아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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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다. 이와 같은 선형 수요 함수는 운영 관리와 마케팅, 경제학 

분야의 많은 이론적 논문에서 사용하였다 (Chen et al., 2016). 여기서 

𝛼(𝛼 > 0)는 시장의 잠재 수요를 나타내며 𝛽 는 친환경 수준이 수요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나타낸다. 우리는 가격이 수요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1로 표준화하여 𝛽는 그에 비교되는 상대적인 척도로 파악하며, 

대부분의 경우 친환경 수준이 가격보다 수요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𝛽 는 0에서 1사이의 값 (0 ≤ 𝛽 ≤ 1) 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Kim and Park, 2018). 친환경 수준이란 제품이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졌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이며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여 수요 향상에 기여한다 (Ghosh 

and Shah, 2015). 환경성보장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물질 사용 제한, 

재활용을 고려한 제품 설계 등이 친환경 수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친환경 수준이 수요 상승에 기여하는 것 외에도 제품의 

단위당 생산비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가정한다. 실제로 유해물질 대체나 

제품의 구조 변경 등은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며 이러한 추가적인 

비용은 기업이 친환경 수준에 대한 투자를 높이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본 연구의 가정을 반영한 각 구성원의 이윤 함수는 식 (2)~(4)와 

같다. 

 

𝜋𝑀(𝑤, 𝑞) = (𝑤 − (𝑐0 + 𝜃𝑞))𝐷 + (𝑣 − 𝑏)𝜏𝐷 − 𝑞2   (2) 

𝜋𝑅(𝑡) = 𝑡𝐷       (3) 

𝜋𝐸(𝜏) = (𝑏 − 𝑐1)𝜏𝐷 − 𝑠𝜏2     (4) 

 

생산자는 제품을 생산하여 도매가 (wholesale price)에 판매자에게 

넘기며, 제품의 친환경 수준을 결정한다. 친환경 수준 향상에 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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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𝑞2 으로 2차 함수의 형태로 나타내어 친환경 수준을 한 단위 

향상시킬 때 비용은 그 제곱의 형태로 증가하는 것을 표현하였으며 이는 

친환경 수준 향상을 위한 비용이 체증하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용이한 

분석을 위해 비용의 계수는 1로 가정하였다. 비용을 제곱의 형태로 

나타낸 후 그 계수를 상수로 가정하는 것은 El Ouardighi (2014) 등의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그리고 친환경 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제품의 

단위당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𝑐0 + 𝜃𝑞 로 나타내어 

친환경 수준이 가지는 트레이드오프 (trade-off) 성질을 표현하였다. 단, 

우리는 생산자가 품질에 투자할 유인이 없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친환경 수준이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생산 비용에 미치는 영향보다 큰 

것으로 가정한다 (𝛽 > 𝜃) . 𝑣 − 𝑏  는 생산자가 재활용 자원을 

사용함으로써 나오는 순가치를 표현한 것이다. 순가치는 비용 절감과 

같은 경제적 가치 (Modak et al., 2018) 나 사회적 평판의 상승과 같은 

무형적 가치 (Wang et al., 2017a) 등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이 값을 

항상 0보다 큰 것 (𝑣 > 𝑏)으로 가정한다. 판매자는 생산자에게 구매한 

제품에 자신의 이윤을 붙여 소비자에게 소매가 (retail price)에 

판매한다. 재활용업체는 사용 후 제품 (폐품)을 수거하고 가공하여 

원자재를 추출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형태 (재활용 자원)로 만들어 

생산자에게 판매한다. 여기서 우리는 재활용 자원을 사용한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 사이에 품질의 차이는 없다고 가정하며, 재활용 

업체가 수집한 모든 폐품은 재활용이 가능하며 외부 수출 등이 없이 

모두 생산자에게 판매한다고 가정한다 (Savaskan et al., 2004). 또한 

재활용 자원의 가격은 주어진 것, 즉 외생변수로 가정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재활용 자원의 가격은 대부분 국제 원자재 가격의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재생 폴리프로필렌의 경우 국제 석유 가격에 영향을 

받으며 석유 가격이 하락할 때는 같이 하락한다. 따라서 우리는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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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가격을 재활용업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외생변수로 

가정하였다. 또한 재활용 자원의 가격은 가공 비용보다 항상 큰 것 (𝑏 >

𝑐1) 으로 가정한다. 재활용업체가 폐품 수집율을 올리기 위해 들이는 

비용은 친환경 수준의 경우와 동일하게 제곱의 형태로 표현하였으며 그 

계수는 s 로 나타내었다. 우리는 계수 s 가 충분히 커 수집율이 항상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며, 분석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상황을 가정한다. (Liu et al., 2017; Sane Zerang et al., 2016). 

우리는 통합형 모형 (centralized model, CM), 도매가 모형 

(wholesale price model, WP), 정부 정책 하의 도매가 모형 

(wholesale price under government legislation model, WPG), 정부 

정책 하의 수익공유 모형 (revenue-sharing under government 

legislation model, RSG)의 네 가지 모형 하에서 공급사슬 구성원의 

최적 선택과 성과를 비교하여 순환형 공급사슬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3.1.1. 통합 모형  

 

통합 모형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하나의 기업인 것처럼 행동하여 

공급사슬 전체 이윤을 극대화한다. 통합 모형에서 공급사슬의 이윤 

함수는 식 (5)와 같다. 

 

𝜋𝐶𝑀(𝑝, 𝑞, 𝜏) = (𝑝 − (𝑐0 + 𝜃𝑞))𝐷 + (𝑣 − 𝑐1)𝜏𝐷 − 𝑞2 − 𝑠𝜏2  (5) 

 

 식 (5)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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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ition 1. i) 0 < 𝜃 < 𝛽 + 2 , ii) 𝑠 >
2𝐴𝐵

4−(𝛽−𝜃)2 . 위 조건을 만족할 

경우, 통합 모형의 최적점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𝑝𝐶𝑀
∗ =

𝑐0𝑠(−1+𝛽(𝛽−𝜃)+𝛼((𝐴+𝐵)2+𝑠(−2−𝜃(𝛽−𝜃))

(𝐴+𝐵)2+𝑠(−4+(𝛽−𝜃)2)
   (6) 

2) 𝑞𝐶𝑀
∗ =

𝑠(𝛽−𝜃)(𝑐0−𝛼) 

(𝐴+𝐵)2+𝑠(−4+(𝛽−𝜃)2)
     (7) 

3) 𝜏𝐶𝑀
∗ =

(𝐴+𝐵)(𝑐0−𝛼)

(𝐴+𝐵)2+𝑠(−4+(𝛽−𝜃)2)
     (8) 

위 결과를 식 (5)에 대입하면,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4) 𝜋𝐶𝑀
∗ −𝑠(𝛼−𝑐0)2

(𝐴+𝐵)2+𝑠(−4+(𝛽−𝜃)2)
     (9) 

 

Proof. 부록 A 참조. 

 

Lemma 1. 아래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𝜏𝐶𝑀
∗ 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𝑠 >
(𝐴+𝐵)(𝐴+𝐵+𝛼−𝑐0)

4−(𝛽−𝜃)2 ≡ 𝑠𝐶𝑀
#      (10) 

 

Proof.  
(𝐴+𝐵)(𝑐0−𝛼)

(𝐴+𝐵)2+𝑠(−4+(𝛽−𝜃)2)
< 1 을 𝑠 에 대하여 풀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이 결과를 도매가 모형의 균형점과 비교하여 분산된 순환형 

공급사슬에 비효율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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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도매가 모형 

 

도매가 모형에서는 각 구성원이 각자 자신의 이윤을 최대화하는 

선택을 한다. 공급사슬의 주도자인 생산자는 판매자와 재활용업체의 

반응 곡선 (reaction curve)를 고려하여 도매가와 친환경 수준을 

결정하며, 판매자와 재활용업체는 각각 자신의 단위당 이윤과 폐품 

수거율을 결정한다, 역진귀납법 (backward induction)을 사용하여 

균형점을 구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Proposition 2. 도매가 모형에서 균형점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𝑤∗ =
2𝐴𝐵𝛼+𝑠(−4𝛼+𝑐0(−4+𝛽2)−(𝑐0+𝛼)𝛽𝜃+𝛼𝜃2)

2𝐴𝐵+𝑠(−8+(𝛽−𝜃)2)
   (11) 

2) 𝑡∗ =
2𝑠(𝑐0−𝛼)

2𝐴𝐵+𝑠(−8+(𝛽−𝜃)2)
     (12) 

3) 𝑞∗ =
𝑠(𝑐0−𝛼)(𝛽−𝜃)

2𝐴𝐵+𝑠(−8+(𝛽−𝜃)2)
     (13) 

4) 𝜏∗ =
𝐵(𝑐0−𝛼)

2𝐴𝐵+𝑠(−8+(𝛽−𝜃)2)
     (14) 

위 결과를 식 (2), (3), (4)에 대입하면 각 구성원의 이윤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5) 𝜋𝑀|𝑊𝑃
∗ =

−𝑠(𝑐0−𝛼)2

2𝐴𝐵+𝑠(−8+(𝛽−𝜃)2)
     (15) 

6) 𝜋𝑅|𝑊𝑃
∗ =

4𝑠(𝑐0−𝛼)2

(2𝐴𝐵+𝑠(−8+(𝛽−𝜃)2))2     (16) 

7) 𝜋𝐸|𝑊𝑃
∗ =

𝐵2𝑠(𝑐0−𝛼)2

(2𝐴𝐵+𝑠(−8+(𝛽−𝜃)2))2     (17) 

 

Proof. 부록 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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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는 추후 비교 분석에 활용하도록 한다. 

 

3.1.3. 정부 정책 하의 도매가 모형 

 

본 절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공급사슬에 영향을 미칠 때 도매가 모형에 

대해서 다룬다. 정부 정책 하의 도매가 모형에서 각 구성원의 이윤 

함수는 각각 식 (18), (19), (20)과 같다, 

 

𝜋𝑀(𝑤, 𝑞, 𝑚) = (𝑤 − (𝑐0 + 𝜃𝑞))𝐷 + (𝑣 − 𝑏)𝜏𝐷 − 𝑞2 − 𝑚𝜏2 + ℎ(𝜏 − 𝜏0) 

        (18) 

𝜋𝑅(𝑡) = 𝑡𝐷        (19) 

𝜋𝐸(𝜏) = (𝑏 − 𝑐1)𝜏𝐷 − (𝑠 − 𝑚)𝜏2    (20) 

 

정부는 𝜏0 만큼의 재활용 의무 수거율을 설정하고 실제 수거율이 그에 

미달할 시 미달하는 양에 ℎ만큼의 부과금을 부여하며, 초과 달성 시에는 

보상을 지급한다. 현재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에서는 보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보상이 수거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연구하기 위해 모형에 포함하도록 한다. 생산자는 직접 수거를 

하는 대신 재활용업체의 수거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한다. 사용 후 제품의 수집, 선별, 재가공 등의 과정은 생산자가 

기존에 수행하는 프로세스와는 성격이 다른 것들이다. 이러한 재활용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생산자들은 직접 재활용 의무를 수행하는 대신 재활용업체에게 

위탁하고 있으며, 규정에서도 그것을 허용하고 있다. 식에서 𝑚 은 

생산자가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하는지를 나타내는 계수이며 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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𝑠사이의 값 (0 ≤ 𝑚 < 𝑠)을 가진다.  

생산자는 먼저 𝑚을 결정해 재활용업체에게 제시한다. 그 후 도매가 

계약과 마찬가지로 도매가와 친환경 수준을 결정하며, 마지막으로 

판매자와 재활용업체가 각각 단위 당 이윤과 수거율을 결정한다. 

역진귀납법을 통해 균형점을 구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Proposition 3. 정부 정책 하의 도매가 모형에서 균형점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𝑚𝑊𝑃𝐺
∗ = 𝑠 +

𝐵((2𝐴+𝐵)h+4𝑠(𝛼−𝑐0))

2((2𝐴+𝐵)(𝑐0−𝛼)+h(−8+(𝛽−𝜃)2))
    (21) 

2) 𝑤𝑊𝑃𝐺
∗ =

𝛼(4𝐴2+𝐵2)+4𝑠(−4𝛼+𝑐0(−4+𝛽2)−(𝑐0+𝛼)𝛽𝜃+𝛼𝜃2)+𝐵h(4−(𝛽−𝜃))+𝐴(4𝐵𝛼+h−2𝛽(𝛽−𝜃)))

(2𝐴+𝐵)2+4𝑠(−8+(𝛽−𝜃)2)
 

        (22) 

3) 𝑡𝑊𝑃𝐺
∗ =

−2(h(2𝐴+𝐵)−4𝑠(𝛼−𝑐0))

(2𝐴+𝐵)2+4𝑠(−8+(𝛽−𝜃)2)
    (23) 

4) 𝑞𝑊𝑃𝐺
∗ −(h(2𝐴+𝐵)−4𝑠(𝛼−𝑐0))(𝛽−𝜃)

(2𝐴+𝐵)2+4𝑠(−8+(𝛽−𝜃)2)
    (24) 

5) 𝜏𝑊𝑃𝐺
∗ =

2((2𝐴+𝐵)(𝑐0−𝛼)+h(−8+(𝛽−𝜃)2))

(2𝐴+𝐵)2+4𝑠(−8+(𝛽−𝜃)2)
    (25) 

위 결과를 식 (18), (19), (20)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𝜋𝑀|𝑊𝑃𝐺
∗ =

2𝐵ℎ(𝑐0−𝛼)−4𝑠(𝛼−𝑐0)2−h(4𝐴2−𝐵2)𝜏0+4𝐴h(𝑐0−𝛼−𝐵𝜏0)+h(−8+(𝛽−𝜃)2)(h−4𝑠𝜏0)

(2𝐴+𝐵)2+4𝑠(−8+(𝛽−𝜃)2)
 

        (26) 

2) 𝜋𝑅|𝑊𝑃𝐺
∗ =

4(h(2𝐴+𝐵)+4𝑠(𝛼−𝑐0)2

((2𝐴+𝐵)2+4𝑠(−8+(𝛽−𝜃)2))2    (27) 

3) 𝜋𝐸|𝑊𝑃𝐺
∗ =

−2𝐵(h(2𝐴+𝐵)−4𝑠(𝛼−𝑐0))((2𝐴+𝐵)(𝑐0−𝛼)+h(−8+(𝛽−𝜃)2))

((2𝐴+𝐵)2+4𝑠(−8+(𝛽−𝜃)2))2  (28) 

 

Proof. 부록 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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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mma 2. 아래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𝜏𝑊𝑃𝐺
∗ 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𝑠 >
h

2
+

(2𝐴+𝐵)(2𝐴+𝐵+2(𝛼−𝑐0))

4(8−(𝛽−𝜃)2)
≡ 𝑠𝑊𝑃𝐺

#     (29) 

 

Proof. 
−2𝐵(h(2𝐴+𝐵)−4𝑠(𝛼−𝑐0))((2𝐴+𝐵)(𝑐0−𝛼)+h(−8+(𝛽−𝜃)2))

((2𝐴+𝐵)2+4𝑠(−8+(𝛽−𝜃)2))
2 < 1을 𝑠에 대하여 

풀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Lemma 3. 최적 보조금 𝑚𝑊𝑃𝐺
∗ 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때 0 이상의 

값을 가진다. 

 

𝑚𝑊𝑃𝐺
∗ > 0 𝑖𝑓 𝑣 > 𝑏 −

𝐵(h𝐵+2𝑠(𝛼−𝑐0))−2h𝑠(8−(𝛽−𝜃)2)

2(h𝐵−2𝑠(𝛼−𝑐0))
  (30) 

 

 Proof. 
𝐵((2𝐴+𝐵)h+4𝑠(𝛼−𝑐0))

2((2𝐴+𝐵)(𝑐0−𝛼)+h(−8+(𝛽−𝜃)2))
< 𝑠를 𝑣에 대하여 풀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Lemma 3는 재활용 자원의 가치가 재활용 자원의 가격에 비해 크게 

낮지 않아야 보조금이 양의 값을 가짐을 나타낸다. 즉, 생산자가 재활용 

자원을 통해 얻는 단위당 순 가치 (𝑣 − 𝑏) 가 일정 이상이 되어야 

생산자가 보조금을 지급할 유인이 생기는 것이다. 

 

3.1.4. 정부 정책 하의 수익 공유 모형 

 

수익공유 계약은 생산자가 판매자에게 도매가에 물품을 공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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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의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형태의 계약이다. 

이중마진을 제거하고 소비자 가격을 낮추어 보다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수익공유 계약에서의 도매가는 도매가 계약보다 낮게 책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도매가가 원가 이하가 되도록 (Cachon and Lariviere, 2005; 

Chakraborty et al., 2015; Kim and Park, 2018) 𝑤 = 𝜙(𝑐0 + 𝜃𝑞 )로 

양측이 합의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여기서 𝜙는 전체 수익 중 판매자의 

몫을 나타낸다. 또한 우리는 생산자가 재활용업체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 𝜙 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앞 절에서 구한 최적 보조금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는 수익공유 비율에 따라 보조금이 0 이하의 값을 

가지는 것을 방지한다. 정부 정책 하의 수익공유 모형에서 구성원의 

이윤 함수는 다음과 같다. 

 

𝜋𝑀(𝜙, 𝑞, 𝑚) = (1 − 𝜙)(𝑝 − (𝑐0 + 𝜃𝑞))𝐷 + (𝑣 − 𝑏)𝜏𝐷 − 𝑞2 − 𝑚𝜏2 + ℎ(𝜏 − 𝜏0) 

        (31) 

𝜋𝑅(𝑝) = 𝜙(𝑝 − (𝑐0 + 𝜃𝑞))𝐷      (32) 

𝜋𝐸(𝜏) = (𝑏 − 𝑐1)𝜏𝐷 − (𝑠 − 𝑚)𝜏2    (33) 

 

생산자는 먼저 𝜙 를 판매자에게 제시하여 계약에 대해 협의한다. 

우리는 여기서 𝜙를 상수로 가정하여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한 후 정책 

하의 도매가 계약보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𝜙 의 범위에 대해 

분석하도록 한다. 이는 생산자에게 최적의 𝜙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산자는 도매가가 고정된 상황에서 친환경 수준을 결정하며 제시하며 

그 후 판매자는 가격을, 재활용업체는 수집율을 결정한다. 마찬가지로 

역진귀납법을 사용하여 균형점을 구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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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ition 4. 정부 정책 하의 수익공유 모형에서 균형점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𝛽−𝜃)(
2(ℎ+𝐴(𝛼−𝑐0))𝐸𝐶

𝐸𝐴+𝐸𝐵
+

(𝛼−𝑐0)𝐸𝐶(𝐵𝐸𝐴−𝐴𝐸𝐵+𝐸𝐷)

(𝐸𝐴+𝐸𝐵)
2 −2(𝛼−𝑐0)(1−𝜙))

8+
2𝐴𝐸𝐶(𝛽−𝜃)2

𝐸𝐴+𝐸𝐵
+

𝐸𝐶(𝐵𝐸𝐴−𝐴𝐸𝐵+𝐸𝐷)

(𝐸𝐴+𝐸𝐵)
2 −2(𝛽−𝜃)2(1−𝜙)

= 𝐸𝐸  

1) 𝑞𝑅𝑆𝐺
∗ = 𝐸𝐸       (34) 

2) 𝑝𝑅𝑆𝐺
∗ =

1

2
(𝛼 + 𝑐0 − (𝛽 + 𝜃)𝐸𝐸)    (35) 

3) 𝜏𝑅𝑆𝐺
∗ =

𝑞𝐶

2(𝑞𝐴+𝑞𝐵)
(𝑐𝑜 − 𝛼 + (𝛽 − 𝜃)𝐸𝐸)   (36) 

𝑤ℎ𝑒𝑟𝑒 𝐸𝐴 = ℎ(2𝐴 + 𝐵), 𝐸𝐵 = 4𝑠(𝛼 − 𝑐0), 𝐸𝐶 = (2𝐴 + 𝐵)(𝑐0 − 𝛼) + ℎ(−8 +

(𝛽 − 𝜃)2), 𝐸𝐷 = 2𝑠(𝐵(𝛼 − 𝑐0) + ℎ(−8 + (𝛽 − 𝜃)2))  

 

Proof. 부록 A 참조 

 

위 결과를 식 (30), (31), (32)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각 구성원의 최적 

이윤에 대한 식을 얻을 수 있으나 형태가 매우 복잡하여 지면 상에 적지 

않는다. 

 

Lemma 4. 아래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𝜏𝑅𝑆𝐺
∗ 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𝜏𝑅𝑆𝐺
∗ < 1 𝑖𝑓  

𝑠 >

(𝑐𝑜−𝛼)(8𝐵(ℎ𝑅𝑐−(𝛼−𝑐0)2+4𝐴(4(ℎ𝑅𝑐−𝑐0
2)−𝛼(4𝛼+8(𝛽−𝜃)2)+𝑐0(8𝛼+8(𝛽−𝜃)2)

−𝑅𝑎(8(𝛼−𝑐0)2+𝑅𝑎(𝛽−𝜃)2)+(4𝐴2+𝐵2)(𝛼−𝑐0)2(𝛽−𝜃)2

√
(𝑅𝑎+(2𝐴+𝐵)(𝑐0−𝛼))

2
(16𝑅𝑑(𝛼3−𝑐0

3)+64(𝛼4−𝑐0
4)−256𝛼𝑐0

3+𝑐0
2(𝛼(48𝑅𝑑+384𝛼+𝑅𝑏(𝛽−𝜃)2+(𝑅𝑎

2+𝛼2𝑅𝑏)(𝛽−𝜃)4

+2𝑐0(−𝛼2(24𝑅𝑑+128𝛼)−𝛼𝑅𝑏(𝛽−𝜃)4−ℎ𝑅𝑑𝑅𝑒)+2𝛼ℎ𝑅𝑑𝑅𝑒

32(𝛼−𝑐0)2𝑅𝑐
  

𝑤ℎ𝑒𝑟𝑒 𝑅𝑎 = ℎ(−8 + (𝛽 − 𝜃)2, 𝑅𝑏 = (2𝐴 + 𝐵)2 + 16ℎ(−1 + 2𝜙), 𝑅𝑐 = 4 + (𝛽 −

𝜃)2(−1 + 𝜙), 𝑅𝑑 = (2𝐴 + 𝐵)(𝛽 − 𝜃)2, 𝑅𝑒 = 32 + (𝛽 − 𝜃)2((𝛽 − 𝜃)2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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𝜙))        (37) 

 

Proof. 
𝑞𝐶

2(𝑞𝐴+𝑞𝐵)
(𝑐𝑜 − 𝛼 + (𝛽 − 𝜃)𝐸𝐸) < 1 을 s에 대해 풀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3.2. 결과 분석 

 

이번 장에서는 3장에서 제시한 균형점을 활용하여 각 모형별 

공급사슬 성과를 비교 분석해보도록 한다. 먼저 통합 모형과 도매가 

모형의 성과를 비교하여 분산된 공급사슬의 성과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한 후, 도매가 모형과 정책 하의 도매가 모형을 비교하여 정부 

정책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정책 하의 수익공유 

모형과 정책 하의 도매가 모형을 비교하여 수익공유 계약의 도입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분석해보도록 한다. 

 

3.2.1. 통합 모형과 도매가 모형 

 

통합 모형과 도매가 모형의 환경적 성과와 경영적 성과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Proposition 5. 도매가 모형에서 수집율과 친환경 수준은 통합 모형에 

비해 낮아진다. 

 

1) 𝜏𝐶𝑀
∗ > 𝜏𝑊𝑃

∗  𝑖𝑓 𝑠 > 𝑠𝐶𝑀
#      (38) 

2) 𝑞𝐶𝑀
∗ > 𝑞𝑊𝑃

∗  𝑖𝑓 𝛽 > 𝜃     (39) 



29 

 

 

Proof. 부록 A 참조 

 

Proposition 6. 도매가 모형에서 각 구성원의 이윤의 합은 통합 

모형보다 낮아진다. 

 

𝜋𝐶𝑀
∗ > 𝜏𝑀|𝑊𝑃

∗ + 𝜏𝑅|𝑊𝑃
∗ + 𝜏𝐸|𝑊𝑃

∗  𝑖𝑓 𝑠 > 𝑠𝐶𝑀
#     (40) 

 

Proof. 부록 A 참조 

 

이 결과는 일반적으로 도매가 계약에서 나타나는 이중 마진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순환형 공급사슬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 

비효율성으로 인해 공급사슬의 경영적인 성과가 낮아지고 이것이 환경적 

성과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나 공급사슬 구성원의 의사결정 과정 조정을 통해 성과를 

향상시킬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3.2.2. 도매가 모형과 정부 정책 하의 도매가 모형 

 

정부 정책 하의 도매가 모형과 일반적인 도매가 모형의 환경적 성과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Proposition 7. 정부 정책 하에서 수집율과 친환경 수준은 일반 

도매가 모형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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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𝜏𝑊𝑃𝐺
∗ > 𝜏𝑊𝑃

∗  𝑖𝑓 ℎ > 0      (41) 

2) 𝑞𝑊𝑃𝐺
∗ > 𝑞𝑊𝑃

∗  𝑖𝑓 ℎ > 0     (42) 

 

Proof. 부록 A 참조 

 

정책 하에서 사용 후 제품의 수집율과 친환경 수준은 일반 도매가 

계약에 비해 상승한다. 즉, 리워드-페널티 제도와 보조금 정책은 순환형 

공급사슬 구성원이 사용 후 제품을 수집하고 친환경 수준을 높일 유인을 

제공해준다.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와 같은 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수집율을 높여 환경오염 요인을 줄이는 것임을 고려해 볼 때, 현행 

제도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구성원의 경영적 성과를 비교해보도록 한다. 

 

Proposition 8. 정부 정책 하에서 판매자와 재활용 업체의 이윤은 

일반 도매가 모형에 비해 높아지고, 생산자의 이윤은 재활용 의무율과 

페널티의 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1) 𝜋𝑅|𝑊𝑃𝐺
∗ > 𝜏𝑅|𝑊𝑃

∗  𝑖𝑓 ℎ > 0     (43) 

2) 𝜋𝐸|𝑊𝑃𝐺
∗ > 𝜏𝐸|𝑊𝑃

∗  𝑖𝑓 ℎ > 0     (44) 

3) 𝑖𝑓 𝜏0 >
2((2𝐴+𝐵)(𝑐0−𝛼)(2𝐴𝐵−𝑍𝐴)+√−(2𝐴−𝐵)2(𝛼−𝑐0)2(2𝐴𝐵−𝑍𝐴)𝑍𝐴

(2𝐴𝐵−𝑍𝐴)((2𝐴+𝐵)2−4𝑍𝐴)
, 𝑡ℎ𝑒𝑛 

𝜋𝑀|𝑊𝑃𝐺
∗ < 𝜏𝑀|𝑊𝑃

∗  𝑖𝑓 
𝑍𝐵−((2𝐴+𝐵)2−4𝑍𝐴)𝑍𝑐

−2(8−(𝛽−𝜃)2)
< h <

𝑍𝐵+((2𝐴+𝐵)2−4𝑍𝐴)𝑍𝑐

−2(8−(𝛽−𝜃)2)
  

𝑤ℎ𝑒𝑟𝑒 𝑍𝐴 = (𝑠(8 − (𝛽 − 𝜃)2), 𝑍𝐵 = 2(2𝐴 + 𝐵)(𝛼 − 𝑐0) + ((2𝐴 + 𝐵)2 −

4𝑍𝐴)𝜏0  

𝑍𝐶

= √
𝜏0(8𝐴3𝐵𝜏0 + 4𝐴2(4𝐵(𝛼 − 𝑐0) + (2𝐵2 − 𝑧)𝜏0) − 𝑧(4𝐵(𝛼 − 𝑐0) + (𝐵2 − 4𝑍𝐴)𝜏0)) + 2𝐴(4(𝛼 − 𝑐0)(𝐵(𝐵 + (𝛼 − 𝑐0)) + (𝐵(𝐵2 − 6𝑍𝐴)𝜏0 − 𝑍𝐴)𝜏0))

(2𝐴𝐵 − 𝑍𝐴)((2𝐴 + 𝐵)2 − 4𝑍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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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Proof. 부록 A 참조 

 

판매자와 재활용업체의 이윤은 일반 도매가 모형에 비해 항상 

증가한다. 생산자는 재활용 의무율이 일정 수치 이하일 경우 이윤이 

항상 증가한다. 이는 재활용 의무율이 낮을수록 달성이 쉬워지고, 그에 

따라 정부에게 리워드를 받기도 쉽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재활용 의무가 일정 이상인 경우는 리워드-페널티의 강도가 일정 구간 

안에 있을 때 일반 도매가 모형보다 이윤이 낮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림 1은 이해를 돕기 위해 𝛼 = 100, 𝛽 = 0.75, 𝜃 = 0.5, 𝑐0 = 60, 𝑣 = 15, 𝑏 =

10, 𝑐1 = 7, 𝑠 = 100일 경우 리워드-페널티의 강도에 따른 생산자의 이윤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재활용 의무율에 따른 생산자의 이윤 비교 

 

주어진 파라미터 하에서 의무 기준율이 0.4일 경우 생산자의 이윤은 

항상 도매가 모형보다 높으나, 0.7일 경우 리워드-페널티의 강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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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우리나라 환경부고시 제2017-241호를 

보면 망간, 니켈수소전지 등의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 

재활용 의무율은 0.4~0.8 정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합성수지의 경우는 

0.6~0.8 정도이다. 또한 식 (25)에서 볼 수 있듯이 수집율은 리워드-

페널티의 강도가 올라가면 상승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강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려 할 것이다. 즉, 보통의 경우 생산자의 이윤은 

정책 하에서 일반 도매가 모형보다 더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부과금과 보조금이 모두 생산자에게 부과되어 있어 생산자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Special Case. 수집율 측면에서의 완전 조정 (perfect coordination) 

이번에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사례로 통합형 모형에서 순환형 

공급사슬의 균형 수집율이 통합형 모형에서의 성과와 같아지는 리워드-

페널티의 강도와 그 때의 생산자 이윤에 대해 분석해 보기로 한다. 보통 

공급사슬 조정 연구에서는 통합형 모형의 성과와 분산형 모형의 성과가 

같아지는 것을 완전 조정이라고 한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폐품 수집율을 

높이기 위해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형 모형에서의 

수집율과 정책 모형에서의 수집율이 같아지는 것이 완전 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Proposition 9. 아래와 같은 리워드-페널티 강도 하에서 정책 모형의 

수집율과 통합형 모형의 수집율이 같아지며 이 때의 수집율을 재활용 

의무율로 규정한다면 생산자의 이윤은 항상 일반 도매가 모형보다 

낮아진다. 

 



33 

 

1) 𝜏𝑊𝑃𝐺
∗ = 𝜏𝐶𝑀

∗  𝑖𝑓 ℎ =
(𝑐0−𝛼)(2𝐴2𝐵+𝐴(3𝐵2+16𝑠)+𝐵(𝐵2+2𝑠(12−(𝛽−𝜃)2)))

2((𝐴+𝐵)2−𝑠(4−(𝛽−𝜃)2))(8−(𝛽−𝜃)2)
 (46) 

2) 𝑖𝑓 𝜏0 = 𝜏𝐶𝑀
∗ = 𝜏𝑊𝑃𝐺

∗ , 𝑡ℎ𝑒𝑛  𝜋𝑀|𝑊𝑃𝐺
∗ < 𝜋𝑀|𝑊𝑃

∗    (47) 

 

Proof. 부록 A 참조 

 

통합형 모형의 성과는 이론적 분석을 수행한 논문에서 목표치이자 

이상적인 수치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즉, 정부가 수집율을 이상적인 

수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리워드-페널티의 강도를 매우 높게 

설정하게 되고 이의 달성을 위해 생산자는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자연히 이윤은 줄어들게 된다. 결론적으로, 현행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하에서 정부가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의 강도를 

높이면 목표대로 환경적 성과는 높아지지만 순환형 공급사슬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생산자의 이윤은 낮아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다음 절에서 수익공유 모형이 생산자의 이윤이 

낮아지는 현상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검증해보고 이 케이스의 

수치 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3.2.3. 정부 정책 하의 도매가 모형과 수익공유 모형 

 

정책 하의 도매가 모형과 수익공유 모형의 환경적 성과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Proposition 10. 𝑠가 충분히 크다면, 수익공유 모형의 수집율은 정책 

하의 도매가 모형보다 항상 높으며, 친환경 수준이 정책 하의 도매가 

모형보다 더 높아지는 𝜙의 값이 존재한다. 



34 

 

 

1) 𝜏𝑅𝑆𝐺
∗ > 𝜏𝑊𝑃𝐺

∗  𝑖𝑓 𝜙 < 𝜙𝜏
#, 𝑎𝑛𝑑 𝜙𝜏

# > 1 𝑖𝑓 𝑠 >
(2𝐴+𝐵)((2𝐴+𝐵)(𝛼−𝑐0)+h(4−(𝛽−𝜃)2))

16(𝛼−𝑐0)
 

        (48) 

2) 𝑞𝑅𝑆𝐺
∗ > 𝑞𝑊𝑃𝐺

∗  𝑖𝑓 𝜙 < 𝜙𝑞
# 𝑎𝑛𝑑 𝜙𝑞

# < 1 𝑖𝑓 𝑠 >
(2𝐴+𝐵)((2𝐴+𝐵)(𝛼−𝑐0)+h(4−(𝛽−𝜃)2))

16(𝛼−𝑐0)
  

        (49) 

 

Proof. 부록 A 참조 

 

보조금을 정책 하의 도매가 모형과 동일하게 적용하여도 수익공유 

모형에서의 수집율이 더 높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생산자-

판매자 간의 수익공유 계약이 재활용업체의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친환경 수준의 경우는 생산자가 

수익을 일정 이상의 비율로 가져가면 정책 하의 도매가 모형보다 

높아지게 되며, 이 비율은 파라미터 값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𝑠 가 

무한대로 증가할 경우 𝜙𝑞
# 의 값은 1/2로 수렴하므로, 생산자의 분배 

비율이 대략 수익의 절반을 넘을 경우 (𝜙 < 1 2⁄ )  친환경 수준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경영적 성과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Proposition 11. 𝑠가 충분히 크다면, 재활용업체의 이윤은 정책 하의 

도매가 모형보다 항상 높으며, 생산자의 이윤이 정책 하의 도매가 

모형보다 더 높아지는 𝜙의 값이 존재한다. 

 

1) 𝜋𝐸|𝑅𝑆𝐺
∗ > 𝜋𝐸|𝑊𝑃𝐺

∗   𝑖𝑓 𝜙 < 𝜙𝐸
#, 𝑎𝑛𝑑 𝜙𝐸

# > 1 𝑖𝑓 𝑠 >
(2𝐴+𝐵)((2𝐴+𝐵)(𝛼−𝑐0)+ℎ(4−(𝛽−𝜃)2))

16(𝛼−𝑐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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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𝜋𝑀|𝑅𝑆𝐺
∗ > 𝜋𝑀|𝑊𝑃𝐺

∗  𝑖𝑓 𝜙 < 𝜙𝑀
#  𝑎𝑛𝑑 𝜙𝑀

# < 1 𝑖𝑓 𝑠 >
(2𝐴+𝐵)((2𝐴+𝐵)(𝛼−𝑐0)+ℎ(4−(𝛽−𝜃)2))

16(𝛼−𝑐0)
 

        (51) 

 

Proof. 부록 A 참조 

 

수익공유 계약을 도입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가격이 낮아지고 수요가 

증가하여 생산자와 판매자는 더 큰 이윤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재활용업체는 수익공유 계약의 도입에 참여하지 않지만 증가한 수요만큼 

사용 후 제품의 수집량도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재활용업체의 이윤 또한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이윤이 증가하여 여유 자금이 생기게 되고 

그만큼 수집율도 올리게 되는 것이다. 즉, 재활용업체가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생산자-판매자 간의 수익공유 계약을 통해 순환형 

공급사슬의 전체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생산자의 이윤은 생산자의 분배 

비율이 일정 이상일 경우 정책 하의 도매가 계약보다 증가한다. 품질과 

유사하게 𝑠 가 무한대로 증가할 경우 𝜙𝑀
# 의 값은 1/2로 수렴하므로 

생산자의 분배 비율이 대략 수익의 절반을 넘을 경우 항상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는 정부 정책 하에서 생산자의 이윤이 

도매가 계약보다 낮아지는 문제를 수익공유 계약을 통해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이나 판매자의 이윤도 동시에 증가하는 구간이 

존재하여 판매자가 계약을 받아들일지의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판매자의 경우 정책 하의 도매가 계약보다 이윤이 증가하는 𝜙의 값을 

도출할 수는 있지만 형태가 매우 복잡하여 수리적인 분석은 힘들다. 

다만 수치적인 분석은 가능하기 때문에 수치 예제를 통해 생산자와 

판매자의 이윤이 동시에 정책 하의 도매가 모형보다 증가하는 구간이 

존재하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기본적인 수치는 𝛼 = 100, 𝛽 = 0.75, 𝜃 =

0.5, 𝑐0 = 60, 𝑠 = 250, ℎ = 30, 𝜏0 = 0.7이며 𝑣, 𝑏, 𝑐1 의 값에 따라 표 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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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네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수익공유 계약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시나리오 1은 재활용자원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 

2는 재활용 자원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 3은 재활용 비용이 상승한 

경우이다. 

 

 Base Scenario 1 Scenario 2 Scenario 3 

재활용자원의 가치 (𝑣) 20 25 20 20 

재활용자원의 가격 (𝑏) 12 12 16 12 

재활용 비용 (𝑐1) 7 7 7 10 

표 2. 시나리오별 수치 예제 

 

그림 2는 각 시나리오 별 분석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4가지 

시나리오에서 모두 생산자와 판매자의 이윤이 동시에 정책 하의 도매가 

모형보다 증가하는 구간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시나리오 1에서는 

양 측의 이윤이 모두 증가하는 구간이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재활용 제품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 판매자의 분배 

비율이 늘어나야 함을 의미한다. 시나리오 2에서는 구간이 약간 

왼쪽으로 이동하였으며 이는 재활용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자의 

분배 비율이 늘어나야 함을 의미한다. 시나리오 3도 시나리오 2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며 이는 재활용 비용이 상승하는 경우 생산자의 분배 

비율이 늘어나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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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나리오별 생산자와 판매자의 이윤 

 

결론적으로, 정부 정책 하에서 생산자와 판매자가 수익공유 계약을 

도입하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재활용업체의 이윤도 증가하며, 그에 

따라 수집율도 증가한다. 또한 생산자의 이윤이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 

수준도 상승하며, 생산자와 판매자의 이윤이 동시에 증가하는 분배 

비율이 존재한다. 이는 수익공유 계약이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하에서 

도매가 계약을 사용할 경우 생산자의 이윤이 정책으로 인해 낮아지는 

현상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3. 수치 분석 

 



38 

 

본 장에서는 앞 장의 분석 결과를 강화하고 정책적, 경영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수치 분석을 실시한다. 사용한 수치는 𝛼 = 500, 𝛽 = 0.75,

𝜃 = 0.5, 𝑐0 = 60, 𝑠 = 6000, 𝑣 = 25, 𝑏 = 15, 𝑐1 = 5, 𝜙 = 0.45, ℎ = 3104, 𝜏0 =

0.9 이다. 이 수치는 3.2.2절에서 다룬 정부 입장에서의 완전 조정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며 현실에는 리워드가 없기 때문에 리워드의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무기준율을 높게 설정하였다. 여기에 추가로 

𝑣, 𝑏, 𝑐1의 값을 다양하게 대입하여 환경적 성과와 경영적 성과의 변화를 

알아보기로 한다. 

표 3은 재활용 자원 수집율에 대한 수치 분석 결과이다. 모든 결과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𝑣 𝑏 𝑐1 𝜏𝐶𝑀
∗  𝜏𝑊𝑃

∗  𝜏𝑊𝑃𝐺
∗  𝜏𝑅𝑆𝐺

∗  

27 15 5 0.418 0.092 0.418 0.824 

29   0.458 0.093 0.438 0.860 

31   0.499 0.093 0.457 0.895 

33   0.539 0.093 0.476 0.931 

27 15 5 0.418 0.092 0.418 0.824 

 17  0.418 0.111 0.409 0.806 

 19  0.418 0.129 0.399 0.788 

 21  0.418 0.148 0.390 0.770 

27 15 5 0.418 0.092 0.418 0.824 

  7 0.379 0.074 0.409 0.806 

  9 0.340 0.055 0.399 0.788 

  11 0.301 0.037 0.389 0.770 

표 3. 수집율의 변화 

 

수집율은 수익공유 모형에서 가장 높고 통합 모형, 정책 모형, 도매가 

모형 순으로 나타나며 가장 기본이 되는 수치 예제에서는 통합 모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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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모형의 수집율이 같은 것 관찰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모든 경우에 수익공유 모형에서 통합 모형보다 더 높은 수집율 성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 하에서 공급사슬에 수익공유 계약을 

도입하면 정부의 기대보다 더 높은 환경적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공급사슬에 수익공유 계약을 도입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이 순환형 공급사슬의 환경적 성과를 

올리기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현상은 수익공유 계약 하에서는 재활용 업체의 이윤과 생산자의 이윤이 

모두 증가하기 때문에 재활용업체의 자체적인 수집 노력과 생산자가 

보조금을 지급할 여력이 동시에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재활용 자원의 가치가 상승하면 모든 모형에서 수집율이 상승하며 

정책 모형에서의 수집율은 다시 통합 모형보다 낮아진다. 통합 

모형에서는 재활용 자원의 순가치가 공급사슬 전체에게 돌아가지만 

분산형 모형에서는 생산자에게만 귀속되며 생산자는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윤을 희생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수집율을 올릴 유인이 통합 모형보다 

낮아지며 가치가 상승할 때 수집율의 상승폭이 통합 모형보다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재활용 자원의 가격이 오르면 통합 모형에서는 수집율의 변화가 없고 

도매가 모형에서는 상승하며 다른 모형에서는 하락한다. 또한 가치 상승 

시와 마찬가지로 정책 모형에서의 수집율은 통합 모형보다 낮아진다. 

통합 모형에서는 재활용 자원의 순가치 (𝑣 − 𝑐1)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수집율에도 변화가 없으며 도매가 모형에서는 재활용업체가 보조금 없이 

자체적으로 수집을 시행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면 수집을 늘리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모형에서는 재활용 자원의 단위당 순 가치가 

줄어들어 생산자가 페널티를 감수하면서 보조금을 줄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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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통합 모형보다 수집율이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재활용 비용이 상승하면 모든 모형에서 수집율이 하락한다. 이는 

재활용 업체의 단위당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집 여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정책 모형의 수집율은 통합 모형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는 통합 모형에서는 재활용 자원의 순가치가 줄어들어 

수집율이 낮아지는데 정책 모형에서 생산자가 얻는 순가치 (𝑣 − 𝑏) 는 

변동이 없고 수집율이 낮아지면 페널티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재활용 

업체의 수집 여력이 낮아지는 것을 보조금을 올려 보충해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4는 친환경 수준의 변화에 대한 수치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모든 결과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𝑣 𝑏 𝑐1 𝑞𝐶𝑀
∗  𝑞𝑊𝑃

∗  𝑞𝑊𝑃𝐺
∗  𝑞𝑅𝑆𝐺

∗  

27 15 5 28.521  13.929  14.082  15.435  

29   28.635  13.940  14.120  15.555  

31   28.759 13.952 14.161  15.684  

33   28.895  13.964  14.203  15.823  

27 15 5 28.521  13.929  14.082  15.435  

 17  28.521  13.929  14.064  15.378  

 19  28.521  13.924  14.047  15.324  

 21  28.521  13.914  14.030  15.272  

27 15 5 28.521  13.929  14.082  15.435  

  7 28.418  13.914  14.064  15.378  

  9 28.325  13.900  14.047  15.324  

  11 28.243  13.886  14.030  15.272  

표 4. 친환경 수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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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수준은 통합 모형, 수익공유 모형, 정책 모형, 도매가 모형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다만 수집율과 달리 친환경 수준은 통합 

모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는 수집율 측면에서의 완전 조정 

달성이 이윤 측면에서의 완전 조정은 아니고 생산자의 이윤 성과는 

오히려 나빠지기 때문에 이윤이 낮아지는 만큼 친환경 수준 투자를 

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활용 자원의 가치가 상승하면 모든 모형에서 친환경 수준은 

증가한다. 이는 가치의 상승이 생산자의 이윤 상승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재활용 자원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통합 모형에서는 품질의 

변화가 없고 도매가 모형에서는 유지가 되다가 하락하며, 나머지 

모형에서는 하락한다. 도매가 모형에서 𝑏가 상승하는 경우 식 (13)의 

분모에서 𝑣 < 2𝑏 − 𝑐1 을 만족시키면 품질이 상승하며, 아니라면 품질이 

하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재활용 자원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생산자의 이윤에 도움이 되고 그에 따라 친환경 수준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는 의미이다. 재활용 비용이 상승하면 친환경 수준은 

하락한다. 이는 생산자가 페널티 금액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투자보다는 

수집율 상승을 위한 보조금 쪽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표 5는 구성원의 이윤 변화를 분석한 결과이다. 생산자의 이윤은 

수익공유 모형, 도매가 모형, 정책 모형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판매자와 

재활용업체는 수익공유 모형, 정책 모형, 도매가 모형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강한 페널티 정책 하에서 생산자의 이윤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주목할 점은 정책 모형의 효율이 

도매가 모형보다 오히려 더 낮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판매자와 

재활용업체의 이윤은 약간 상승하지만 생산자의 이윤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적 성과를 올리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공급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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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경영적 성과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반면 

수익공유 모형은 거의 통합 모형에 근접한 효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순환형 공급사슬에서 수익공유 모형이 구성원 전체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며 정책 하에서 공급사슬 수익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익공유 계약은 이중마진 (double-

marginalization) 현상을 제거하여 제품의 가격을 낮추고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계약이다. 수요의 증가는 폐품의 증가로 

이어지고 재활용업체의 이윤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이것은 순환형 

공급사슬에서 일종의 병목으로 작용하는 재활용업체의 이윤이 충분치 

않아 재활용을 하지 못하는 현상을 해결한다. 표 5에서 재활용 업체의 

이윤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판매자의 이윤도 

큰 폭으로 상승하였지만 이는 수익공유 비율에 의한 것으로 이 값을 

변화시키면 생산자와 판매자의 이윤 상승폭은 조정이 가능하다. 즉 

수익공유 계약은 재활용업체의 이윤 상승을 통하여 순환형 공급사슬 

전체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통합 모형에 근접한 효율을 

낼 수 있는 것이다. 

재활용 자원의 가치가 상승하면 모든 모형에서 구성원의 이윤은 

증가한다. 이는 생산자 이윤의 증가로 보조금이 상승하여 재활용 업체 

이윤의 증가로 이어지고, 가격이 하락하여 수요 증가로 인해 판매자의 

이윤도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재활용 자원의 가격이 

오르면 재활용업체의 이윤은 모든 모형에서 증가한다. 이는 단위당 

이윤이 상승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다. 생산자와 판매자는 도매가 

계약에서는 증가하다 다시 감소하며, 다른 모형에서는 감소한다. 이는 

품질과 동일한 패턴이며 식 (15)와 (16)에서 품질의 경우와 동일한 

조건을 도출할 수 있다. 재활용 비용이 상승하면 모든 구성원의 이익이 

하락한다. 이는 비용 상승으로 재활용 업체가 수집을 원활하게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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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기 때문이며 재활용업체가 순환형 공급사슬의 병목으로 작용한다는 

추정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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𝑣 𝑏 𝑐1 𝜋𝐶𝑀
∗  𝜋𝑀|𝑊𝑃

∗  𝜋𝑅|𝑊𝑃
∗  𝜋E|𝑊𝑃

∗  효율 𝜋𝑀|WP𝐺
∗  𝜋𝑅|WP𝐺

∗  𝜋E|wP𝐺
∗  효율 𝜋𝑀|𝑅𝑆𝐺

∗  𝜋𝑅|𝑅𝑆𝐺
∗  𝜋E|𝑅𝑆𝐺

∗  효율 

27 15 5 50196.6 24514.1 12416.1 51.7 0.737 22640.3  12691.8 235.6 0.709 25649.9 22163.7 914.3 0.971 

29   50397.0  24534.8  12437.1 51.8 0.735 22736.8 12760.1 247.1 0.709 25916.6 22166.7 954.0 0.973 

31   50616.6 24555.5 12458.1 51.9 0.732 22838.0  12833.2 258.8 0.710 26199.9 22169.9 993.5 0.975 

33   50855.9 24576.3 12479.3 52.0 0.730 22943.9 12911.2 270.7 0.710 26500.0 22173.4 1033.1 0.977 

27 15 5 50196.6 24514.1 12416.1 51.7 0.737 22640.3  12691.8 235.6 0.709 25649.9 22163.7 914.3 0.971 

 17  50196.6 24514.4 12416.1 74.5 0.737 22593.7  12659.3 275.9 0.708 25522.8 22162.3 1073.3 0.971 

 19  50196.6 24505.8  12407.7 101.3 0.737 22548.3  12628.1 314.0 0.707 25399.9 22160.9 1224.4 0.972 

 21  50196.6 24489.3 12391.0 132.2 0.737 22504.0 12597.9 349.8 0.706 25281.1 22159.6 1367.5 0.972 

27 15 5 50196.6 24514.1 12416.1 51.7 0.737 22640.3  12691.8 235.6 0.709 25649.9 22163.7 914.3 0.971 

  7 50015.1  24489.3 12391.0 33.0 0.738 22593.7  12659.3 183.9 0.709 25522.8 22162.3 715.6 0.968 

  9 49851.9 24464.5 12366.0 18.5 0.739 22548.3 12628.1 134.6 0.708 25399.9 22160.9 524.7 0.965 

  11 49706.9 24439.8 12341.0 8.2 0.740 22504.0  12597.9 87.5 0.708 25281.1 22159.6 341.9 0.961 

표 5. 이윤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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𝑣 𝑏 𝑐1 𝑚∗ 

27 15 5 4653.27  

29   4709.08  

31   4760.34  

33   4807.57  

27 15 5 4653.27  

 17  4348.16  

 19  4029.18  

 21  3695.35  

27 15 5 4653.27  

  7 4898.77  

  9 5155.36  

  11 5423.84  

표 6. 보조금의 변화 

 

표 6은 보조금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이다. 재활용 자원의 가치가 

상승하면 보조금은 증가한다. 이는 생산자가 재활용 자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순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생산자가 보조금을 늘려 더 높은 

수집율을 유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재활용 자원의 가격이 오르면 

보조금은 낮아진다. 이는 위와 반대되는 상황으로 정부의 입장에서는 

수집율을 유지하고 싶으면 재활용 자원의 가격이 오를 때 보조금을 

강제하거나 리워드-페널티의 강도를 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활용 

비용이 상승하면 보조금은 증가한다. 이는 재활용 자원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비용이 상승하여 재활용업체가 원활한 수집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생산자는 보조금을 늘려 수집율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수집율, 친환경 수준, 이윤의 변화 

이유에 대한 추정을 뒷받침해준다.  

재활용 자원의 가치나 재활용 비용은 단기간에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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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집율 상승을 위해서는 재활용 자원의 가격에 맞추어 가격이 

상승하면 보조금 규정을 완화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강화하는 식으로 

정책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3.4. 결과 정리 및 함의 

 

게임 이론을 통한 연구의 결과는 크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와 같은 리워드-페널티와 보조금을 결합한 

제도는 폐품 수집율과 같은 환경적 성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생산자의 이윤을 낮추어 공급사슬 전체의 경영적 성과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리워드-페널티의 정도를 강하게 하면 수집율 입장에서는 완전 

조정 달성이 가능하지만 생산자의 이윤은 반드시 낮아지게 된다. 

두번째는 수익공유 계약을 사용하면 공급사슬 전체의 이윤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수집율 측면에서 완전 조정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재활용 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공급사슬 

성과를 올리는 데 중요하며 보조금을 재활용 자원의 가격과 연동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 결과는 정책 운영자들과 경영자들에게 많은 함의를 준다. 

정책적으로 강한 페널티를 주면 수집율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였으며 수익공유 계약을 사용하면 그 이상의 성과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였다. 수익공유 계약은 많은 논문에서 그 효과가 논의되었으나 

정보 공유의 어려움, 도입 비용, 상호 신뢰 등의 문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순환형 공급사슬에서 수집율과 이윤 양쪽으로 성과 

향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정책적으로 수익공유 계약과 같은 

공급사슬 조정 계약의 도입을 장려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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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재활용 

자원의 가격에 연동한 보조금 정책을 운영하되 장기적으로는 재활용 

자원의 가치를 올리고 재활용 비용을 낮추는 기술 투자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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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스템 다이나믹스 연구 

 

본 장에서는 앞 장의 이론 연구를 바탕으로 시스템 다이나믹스 모형을 

구성하고 시뮬레이션하여 우리나라 현실의 순환형 공급사슬에 나타나는 

문제점의 원인을 파악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시스템 다이나믹스는 내부 순환적 피드백 구조와 시간의 변화에 

따른 동태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방법이다. 순환형 공급사슬은 그 

자체로 피드백 구조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다이나믹스를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정책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동태적 사고에 기반을 둔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다이나믹스 시뮬레이션 도구인 Vensim 

PLE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4.1. 연구 모형 

 

본 연구에 사용한 시스템 다이나믹스 모형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자원과 상품의 흐름을 나타내는 흐름도 (Stock-Flow 

diagram)와 이론 모형에 기반을 두고 각각 생산자, 판매자, 

재활용업체의 이윤을 나타내는 세 가지의 인과 모형 (Casual-Loop 

diagram)이다. 이 모형들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4.1.1. 흐름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흐름도는 그림 3과 같이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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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순환형 공급사슬의 흐름도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면 (Sales rate) 이 제품은 지연을 거쳐 폐품 

(used product)이 된다. 재활용업체와 판매자가 폐품을 수거하면 이는 

수집된 폐품 (collected product) 재고로 쌓이게 되고 재활용업체는 이 

중 재가공이나 재사용이 가능한 것을 선별하여 재활용 가능 제품 

(recyclable product) 재고로 만들며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비용을 들여 

폐기한다. 선별된 폐품은 재가공을 거쳐 재활용 자원(recycled 

material)이 되는데, 이 때 재가공 양은 재활용 가능 용량 (recycling 

capacity)을 넘을 수 없으며 용량은 초기 용량과 재활용업체의 용량 

투자에 의해 정해진다. 초기 용량은 현재 상태에서 수집된 폐품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정하였다. 생산자는 재활용 자원과 신품 

자원 (new material)을 구매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자에게 넘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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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는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이 과정에서 채찍 효과 (bullwhip 

effect)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상 수요 (expected demand)가 

생산자에 공유되고 생산자는 그것을 바탕으로 자재 구매와 생산을 

진행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모든 과정의 리드타임 (sorting, recycling, 

procurement, production, transport, delivery)은 1로 설정한다. 

 

4.1.2. 생산자의 인과모형 

 

생산자의 인과 모형은 그림 4와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 4. 생산자의 이윤에 대한 인과 모형 

 

생산자의 이윤을 나타내는 인과 모형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첫번째는 자재 구매에 관련된 부분으로 생산자는 신품 자재와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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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를 구매하고 이것이 총 자재 구매 비용 (total material 

procurement cost)을 형성하여 생산자의 이윤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 후에 상술하겠지만 신품 자재와 재활용 자재의 가격은 실제 

데이터를 lookup 함수를 활용하여 입력하였다. 두번째는 정부가 규정한 

재활용 의무에 따른 보조금과 페널티에 관련된 부분이다. 정부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율 (legislation to manufacturer percentage)을 

규정하며 생산자는 이에 따라 목표 재활용 양을 설정한다. 이 양에 따라 

생산자는 재활용업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며 이 보조금은 생산자의 

이윤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정부는 실제 수집량과 재활용 

의무량을 비교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시 페널티를 부과하며 

페널티 또한 이윤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은 생산과 판매, 투자에 

관한 부분이다. 생산자는 단위당 생산 비용 (unit production cost)을 

들여 제품을 생산하고 비용에 단위 당 이윤 (unit profit of 

manufacturer)을 더하여 도매가 (wholesale price)를 정한다. 그리고 

도매가에 판매자에게 제품을 넘기고 이는 생산자의 이윤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생산자의 이윤 중 일부는 다음 기에 일정 비율 

(investment ratio)로 투자 예산을 형성하며 생산자는 투자 예산을 

제품의 친환경 수준 개선 (product greening improvement)와 재활용 

기술 (recycling technology)에 나누어 투자를 시행한다. 누적된 투자는 

제품의 친환경 수준과 재활용 기술 수준을 향상시킨다. 친환경 수준에 

관한 투자가 친환경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본 모형에서는 그 효과가 

체감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론 연구와 유사하게 SQRT 함수를 

사용하였다. 투자의 효과가 체감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제곱근을 

사용하는 것은 비용 함수를 사용한 연구들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정이다. 

이렇게 형성된 친환경 수준은 수요와 제품의 단위당 생산비를 

증가시킨다. 재활용 기술에 관한 투자가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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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는 기술성장모형을 기반으로 lookup 함수를 통해 s자 

기술성장곡선을 사용하였다. 재활용 기술의 발전은 재활용 업체의 

재활용 비용 (unit recycling cost)를 낮추게 된다. 여기서 기술 발전을 

통해 낮출 수 있는 재활용 비용의 최대 한도 (maximum cost saving)은 

정해져 있으며, 기술이 발전할수록 절감되는 비용은 최대 한도에 

근접하게 된다. 

 

4.1.3. 판매자의 인과 모형 

 

판매자의 인과 모형은 그림 5와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 5. 판매자의 이윤에 대한 인과 모형 

 

판매자의 이윤은 제품 구매와 판매, 폐품 수집의 두 부분으로 

나타내었다. 생산자에게서 도매가에 제품을 구입하면 이는 판매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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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도매가에 단위당 이윤 (unit profit of 

retailer)을 더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이는 이윤에 양의 영향을 준다. 

예상 수요 (expected demand)는 가격과 제품의 친환경 수준의 영향을 

받는데 기본 수요 (market base)에서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가격 

민감도 (price sensitivity)에 따라 수요가 증감하고 친환경 수준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환경 민감도 (greening improvement 

sensitivity)에 따라 수요가 증감한다. 실제 수요는 예상 수요에 랜덤한 

요소가 더해져서 형성된다. 폐품 수집의 경우 전자 제품이나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성보장제에서 판매자의 수거 의무, 즉 신제품 판매시 

사용하던 제품을 무상으로 바로 수거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형에 포함하였다. 정부는 판매자에게 직접 수거 의무율 (legislation to 

direct collection)을 규정한다. 이에 따라 판매자는 직접 수거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수거를 시행한다. 이 수거 비용은 판매자의 이윤에 

음의 영향을 주고 규정한 목표량에 미치지 못했을 때의 페널티도 이윤에 

음의 영향을 주게 된다. 

 

4.1.4. 재활용업체의 인과 모형 

 

재활용업체의 인과모형은 그림 6과 같이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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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재활용업체의 이윤에 대한 인과 모형 

 

재활용업체의 인과모형은 크게 재활용에 관련한 비용과 재활용 자원 

판매로 얻는 이윤, 생산자의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활용업체는 

이윤에 음의 영향을 주는 폐품 수거 비용, 재활용 비용, 재활용 불가한 

폐품의 폐기 비용, 세가지 비용과 양에 영향을 주는 재활용 자원의 가격 

(매출), 생산자의 보조금을 고려하여 수거 (recycler’s actual 

collection)를 결정한다. 수익성이 있으면 평상시 수거율 (usual 

recycler’s collection)에 따라 수거를 하게 되며 수익성이 없을 

경우에는 수거를 하지 않는다. 평상시 수거율에 따라 수거가 이루어지는 

모형은 Das and Dutta (2013)에서 사용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재활용 

자원의 수거가 대형 아파트 단지와의 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거율에 큰 변동이 없는 이 모형이 

타당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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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데이터 및 모형의 타당성 

 

연구에 사용한 재활용 자재와 신품 자재의 가격은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재활용과 신품 가격 데이터가 모두 존재하는 폴리프로필렌 

(PP)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신품 자재의 가격은 공공데이터포탈에서 

월별 중요석유화학제품 국제가격동향을 조사해 사용하였으며 $/ton 

단위의 데이터를 월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kg으로 환산하였다 재활용 

자재의 가격은 국가통계포탈에서 재활용가능자원 가격조사 데이터를 

구해 그 중 수도권 가격을 활용하여 2008년 1월에서 2007년 10월까지 

총 118기의 가격을 조사하였다. 표 7은 데이터를 간단히 요약해 놓은 

자료이고 그림 7은 두 가격의 월별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7을 살펴보면 국제 pp 가격의 변동성이 더 심하긴 하지만 

그래프의 형태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재생 PP 592 852 756.58 70.46 

국제 PP 953 2064 1426.81 230.81 

표 7. PP 가격 데이터 요약 



56 

 

 

 

여기서 두 가격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재생 pp 

가격을 종속변수로, 국제 pp 가격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8은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회귀분석 통계량 

다중 상관계수 0.70542 

결정계수 0.497617 

조정된 결정계수 0.493287 

표준 오차 50.36976 

관측수 118 

 계수 표준 오차 t 통계량 P-값 

Y 절편 449.3312 29.03667 15.47461 5.56E-30 

X 1 0.215343 0.02009 10.71913 4.75E-19 

표 8. 단순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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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계수가 약 0.5로 보통 수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기울기도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생 pp의 가격이 신품 pp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는 의미이며 앞 장에서 재생 자원의 가격을 

재활용업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으로 가정한 것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실에 나타나는 수거 거부 현상 

등의 문제는 가격이 외부의 영향을 강하기 받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재활용업체의 수익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가격 외의 수치 중 재활용 비용은 정부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복합재질 포장재의 재활용 기준 비용인 

467원/kg을 적용하였으며 나머지 수치들은 시뮬레이션 결과가 재활용품 

수거 거부 등의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이외에 사용한 

주요 수식들은 부록 B에 상술하였다. 

본 연구의 흐름도는 Georgiadis and Besiou (2009), Golroudbary and 

Zahraee (2015)의 흐름도를 바탕으로 하여 발전시킨 것이다. 수집-

선별-재가공-생산-판매의 기본적인 흐름을 모형화 한 후 연구의 

주제에 맞추어 채찍 효과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업체의 처리 가능 

용량이라는 요소를 첨가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 공급사슬 각 구성원의 

인과 모형은 앞 장의 이론 연구에서 사용한 정책 모델의 이윤 함수와 

수요 함수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며 모형이 조금 더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재활용업체가 수익성을 기준으로 수거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 

생산자의 보조금 지급이 정부의 의무 기준율에 맞추어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과정 등을 추가적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생산자가 재활용 

기술에 투자하여 재활용 비용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추가하여 생산자의 

투자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본 모형에서는 생산자의 누적 재활용 기술 투자 (cumulative 

recycling technology investment)가 재활용 기술의 수준 (recyc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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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level)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lookup 함수를 사용하였다. 이 

lookup 함수는 기술성장모형 중 Pearl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그림 8과 

같이 s자 형태의 곡선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8. 재활용 기술 수준의 lookup 함수 

 

기술 성장의 상한을 1로 두면 Pearl 모형의 변곡점은 0.5에서 

형성된다 (Ryu and Byeon, 2011). 따라서 변곡점을 0.5에 두고 전체 

기간을 4등분하여 도입기, 성장기, 확장기, 성숙기의 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하여 전체적으로 대칭이 되는 모양으로 lookup 함수를 구성하였다. 

위와 같은 모형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월단위로 총 118기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모형에 사용한 수식에서 각 변수의 측정 

단위를 일치시켜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어떠한 

오류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모형에서 나타나는 행태가 순환형 

공급사슬에서 나타나는 폐품 수거 거부 등의 현상을 정확히 반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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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사전 테스트를 거쳤으며,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균형 상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형을 조정하였다, 이를 통해 모델 구조의 타당성과 

모델 형태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4.3. 분석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상황에 대한 의사결정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였다. 첫 번째는 현재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하의 보조금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이며 두번째는 생산자의 투자 효과와 투자 촉진 

방안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판매자의 수거 의무율은 0으로 설정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으며, 총 

118기의 월별 시뮬레이션 결과 중 지연 (delay)으로 인한 안정화 

시간을 고려하여 앞 10기의 결과는 제외하고 분석을 시행하였다. 

 

4.3.1. 보조금 정책 개선방안 

 

최근 순환형 공급사슬에서 나타났던 수거 거부 현상의 원인을 

알아보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9는 

재활용 업체의 실제 수거량에 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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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재활용업체의 실제 수거량 

 

그림을 살펴보면 시뮬레이션 초기와 후기에 수거량이 0으로 떨어지는 

수거 거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그림 

7에서 가격이 하락한 시기와 일치한다. 즉 보조금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가격이 하락하면 재활용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수거를 

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폐품이 제때 

수거되지 못해 환경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며 재활용 자원의 수급 

불안정으로 생산자와 재활용업체의 이윤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 두 가지를 시뮬레이션 

해보았다. 첫번째는 보조금을 생산자의 재활용 의무량이 아닌 재활용 

업체의 실제 수거량과 연동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 생산자는 

보조금을 정부가 규정한 재활용 의무량에 맞추어서 지급하고 있는데 

모든 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재활용업체가 

대형 아파트 단지와 계약을 맺고 수거를 하기 때문에 수거량의 조정이 

힘든 우리나라의 실정 상 재활용 의무량보다 수거량이 더 많은 경우가 

발생한다. 환경부의 2013년 재활용의무이행실적 자료를 보면 

 -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1 6

1
1

1
6

2
1

2
6

3
1

3
6

4
1

4
6

5
1

5
6

6
1

6
6

7
1

7
6

8
1

8
6

9
1

9
6

1
0
1

1
0
6



61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의무 이행률은 계속해서 100%를 넘기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을 의무 이행량이 아닌 실제 수거량에 맞춰 

지급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두번째는 보조금 액수를 

재활용 자원의 가격에 따라 달리 지급하는 것이다. 그림 9에서 보듯이 

수거 거부는 재활용 가격의 하락이 일어나는 시기에 나타난다. 따라서 

재활용 가격의 기간내 평균 (약 750)보다 가격이 높은 시기에는 

평소대로 단위당 보조금 (75)을 지급하고 가격이 평균보다 낮아지는 

시기에는 기존보다 높은 상승한 보조금 (115)을 지급하는 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시뮬레이션 해보았다. 그림 10은 그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As-Is는 초기 상태 그대로, Improved-1은 첫번째 정책 대안, 

Improved-2는 두번째 정책 대안의 폐품 수집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0. 정책 대안에 따른 수거량 비교 

 

그림 10을 관찰해보면 첫번째 정책 대안에서는 수거 거부 현상이 

일부 개선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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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안에서는 수거 거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재활용자원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여 생산자와 

재활용업체의 이윤에서 변동성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그림 11은 

생산자와 재활용업체의 이윤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정책 대안 

2에서는 시뮬레이션 초기와 후기에 자원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생겼던 

이윤의 변동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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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정책 대안에 따른 생산자와 재활용업체 이윤 추이 

 

 표 9는 생산자가 지급한 보조금의 총액, 생산자의 이윤과 재활용 

업체의 이윤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단위: 원) 

생산자 As-Is Improved-1 Improved-2 

보조금 28,338,601 36,793,592 34,916,726 

생산자 이윤 645,213,940 644,424,110 650,831,690 

재활용업체 

이윤 

41,902,121 45,983,143 43,640,147 

표 9. 정책 대안에 따른 생산자와 재활용업체의 전체 이윤 

 

생산자는 정책 대안 2에서 현재보다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지만 정책 대안 1보다는 적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윤도 늘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보조금을 재활용 자원 가격 변동에 연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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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인상폭을 정할 수 있다면 실제 수집량에 연동한 보조금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재활용업체의 

이윤은 약간 감소하지만 이는 생산자로부터의 보조금이 줄어드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변동성이 제거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성과로 볼 수 있다. 

재활용업체가 수거를 하지 않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재활용 자원의 

가격이 국제 가격의 영향을 받아 재활용업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격이 낮아지는데 비용은 그대로 들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되어 수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재활용 자원 가격 변동과 연동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4.3.2. 생산자의 투자 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생산자의 투자를 두가지로 분류하였다. 수요 상승과 

관련이 있는 제품의 친환경 수준 개선 투자와 재활용 기술에 대한 

투자이다. 그리고 여기에 재활용 업체의 처리 가능 용량에 대한 투자가 

있다. 우리는 이 세가지의 투자와 보조금 정책을 가지고 총 5가지의 

케이스를 만들어 투자 효과를 분석하기로 한다. 표 10은 분석을 

시행하는 케이스에 대한 설명을 정리한 것이다. 

 

 생산자 재활용업체 정부 

 친환경 수준 

개선 

재활용 기술 처리 용량 

확장 

보조금 

케이스 1-1 70% 30% 시행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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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1-2 70% 30% 미시행 현행 유지 

케이스 2-1 30% 70% 시행 현행 유지 

케이스 2-2 30% 70% 미시행 현행 유지 

케이스 3 30% 70% 시행 점진적 감면 

표 10. 투자 효과 분석을 위한 케이스 정리 

 

케이스 1은 생산자가 친환경 수준 개선에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시행하는 것으로 수요 확장에 집중하는 경우이다. 여기에 재활용업체의 

용량 확장 투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비교해보았다. 

케이스 2는 생산자가 재활용기술 쪽에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시행하는 

경우로 케이스 1과 마찬가지로 용량 투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었다. 케이스 3은 케이스 2-2에서 정부가 생산자의 투자에 따라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감면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보조금 감면이 기술 

투자를 유도하는 유인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시뮬레이션 

모형에서는 전기 이윤이 0 이상일 때 생산자는 이윤의 0.5%를, 

재활용업체는 0.1%를 투자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케이스 1-1과 1-2를 비교해보도록 한다. 그림 12는 케이스 

1의 폐품 수집량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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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케이스 1의 재활용품 수집량 

 

 두 케이스에서 수집량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인 수집량은 우상향하는 경향이 보이지만 재활용 기술에 

대한 투자 비중이 낮아 수거 거부 현상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용량 투자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생산자와 재활용업체의 이윤을 그림 1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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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케이스 1의 생산자와 재활용업체 이윤 추이 

 

수거 거부 현상이 없는 평상시에는 용량 투자가 있는 경우의 이윤이 

더 높으나 거부 현상이 발생하면 생산자와 재활용업체 모두 일시적으로 

성과가 더 저하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수거량에 맞추어 

적절하게 용량을 늘리지 않으면 수거한 폐품을 제때 재활용하지 못하는 

적체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적체 현상은 그림 14에서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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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케이스 1의 재활용 가능 제품 재고 추이 

 

재활용업체가 수집한 재활용가능 자원의 양이 용량 투자가 없으면 

계속해서 쌓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때문에 평상시에는 용량 투자가 

있을 경우 더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윤 성과가 높게 

나타나지만 수요 거부 현상이 있을 경우에는 확장한 용량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성과가 하락하는 것이다. 이는 

수요의 증가에 맞춘 용량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나 변동성의 해결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뮬레이션 결과 생산자와 재활용업체의 

전체 기간 이윤의 합은 용량 투자가 존재하는 케이스 2-2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수거 거부로 인한 변동성은 투자를 결심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케이스 2-1과 2-2를 비교해보도록 한다. 그림 15는 

케이스 2의 수집량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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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케이스 2의 재활용품 수집량 

 

재활용 기술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요가 우상향하는 

경향은 그림 12와 비교하면 더 약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꾸준한 기술 

투자의 효과로 후기의 수거 거부 현상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그림 16에서처럼 이윤에서 나타나는 변동성도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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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케이스 2의 생산자와 재활용업체 이윤 추이 

 

투자 초기에는 수거 거부 현상이 있어 변동이 심하지만 후기로 가면 

재활용 자원의 수급이 안정되어 그러한 현상이 사라진다. 이로 인해 

용량 투자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성과가 하락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 

이는 재활용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초기에 성과가 없더라도 기술이 

충분히 성숙할 때까지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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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활용 기술 쪽에 투자 비중이 높으면 수요 상승 효과가 약해지기 

때문에 생산자는 재활용 기술에 대한 투자 유인이 약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자의 기술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 

투자에 따른 보조금 감면 정책의 효과를 케이스 3을 통해 검증해 

보도록 한다. 그림 17은 STEP함수를 사용하여 시간이 흘러 기술 

투자의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보조금을 감면하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7. 케이스 별 단위당 보조금 추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단위당 보조금을 계단형으로 낮추고 있으며 

s자형 기술 성장곡선에 따라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기술 투자 

효과가 크게 나타나므로 후기의 감면폭을 늘렸다. 

표 11은 케이스 1-2와 케이스 2-2, 케이스 3에서 생산자와 

재활용업체의 전제 기간 이윤 합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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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이윤 740,687,260 725,616,950 739,866,780 

재활용업체 

이윤 

46,788,849 56,828,660 43,130,576 

표 11. 케이스 별 생산자와 재활용업체 전체 이윤 

 

케이스 1-2와 케이스 2-2의 생산자 이윤을 비교해보면 변동성이 

사라지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제품의 친환경 수준 향상에 투자 비중이 

높을 때 전체 이윤은 더 크게 나타난다. 이는 정책적 유도가 없을 경우 

생산자는 재활용 기술 투자의 비중을 높일 유인이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보조금 감면 정책을 사용한 케이스 3과 케이스 1-2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 줄어들어 거의 비슷해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보조금 감면이 생산자의 기술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재활용업체의 경우 비용 감소와 보조금이 모두 

존재하는 케이스 2-2에서 가장 높은 이윤을 보인다. 이는 재활용업체의 

육성을 위해서는 초기에 보조금을 유지하다가 생산자의 기술 투자를 

유도하고 보조금을 감면하면서 자생적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생산자의 재활용 기술 투자의 효과는 비용 절감 한도에 따라 달라진다. 

비용 절감 한도가 충분히 크지 않을 경우에는 기술 성숙도가 최고치에 

달해도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최대 비용 절감 한도를 기존 

수치 (150)에서 100으로 줄여보면 수거 거부 현상이 사라지지 않고 

그림 9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는 모든 재활용 제품에 같은 종류의 

정책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종류별로 나누어 다른 정책을 적용해야 함을 

시사한다. 기술 개발을 통해 재활용 비용 절감이 힘든 종류의 

제품이라면 앞 절에서 제시한 가격에 연동된 보조금 정책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고, 비용 절감이 가능한 제품이라면 보조금 감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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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기술 투자를 유도하고 그를 통해 자생적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적절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4. 결과 정리 및 함의 

 

시스템 다이나믹스를 사용한 연구의 결과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 순환형 공급사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재활용 

자원의 가격 구조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재활용 자원의 가격은 국제 

원자재가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때문에 재활용업체가 가격을 스스로 

정하기 힘들고 국제 원자재가가 낮아지는 시기에는 수거를 하지 않는 

현상이 발행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현행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의 

보조금 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보조금을 가격과 연동하여 움직이는 

체계로 정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장의 이론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재활용 자원의 가격이 낮아지면 보조금을 늘려야만 

순환형 공급사슬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세번째는 재활용 자원의 

종류를 구분하여 정책을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재활용 기술의 

고도화를 통하여 비용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경우 보조금 감면을 

통하여 기술 투자를 유도한 후 궁극적으로는 순환형 공급사슬이 자생적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며, 비용 절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 정책을 사용하여 원활한 운영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은 재활용품을 산업이나 국가 내에서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재활용업체를 육성하고 처리 가능 용량을 꾸준히 늘리는 것이 

순환형 공급사슬 전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시뮬레이션하고 검증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정책 입안자들은 모든 재활용품에 동일한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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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기보다는 자생적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재활용품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류하고 각각 다른 정책을 적용하는 것을 순환형 공급사슬 관련 

정책의 전제로 삼아야 하며, 재활용 자원의 가격에 연동된 정책이 

생태계 정상화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공급사슬을 

구성하는 기업들은 수요 상승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활용 

기술과 처리 용량에 투자하여 순환형 공급사슬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에서 공급사슬에 큰 가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꾸준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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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미래 연구 제안 

5.1. 연구 결과 정리 및 의의 

 

본 논문에서는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순환형 공급 사슬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게임 이론을 통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와 

같은 정부의 정책이 구성원의 의사 결정과 공급 사슬의 환경적, 경영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론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정부의 정책 

하에서 수익공유 계약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시스템 다이나믹스 연구에서는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이윤을 아우르는 흐름도와 인과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현실의 순환형 공급사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를 통해 정부의 정책은 수집율 상승에 효과가 있으며, 페널티의 

정도를 강하게 적용하면 수집율 측면에서 완전 조정이 가능함을 보였다. 

하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생산자의 이윤 감소로 이어진다. 수익공유 

계약의 도입은 이러한 이윤 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동시에 판매자와 

재활용업체의 이윤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수집율 

측면에서도 완전 조정을 넘어서는 성과를 낼 수 있음을 수치 분석을 

통해 밝혔다. 

현실에서 나타나는 폐품 수거 거부 현상 등의 문제점의 원인은 재활용 

자원의 가격 구조에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집량에 근거한 

보조금 정책보다 재활용 자원의 가격과 연동한 보조금 정책이 올바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였다. 또한 장기적인 

재활용 기술 투자의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보조금 감면을 통한 기술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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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로 자생적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음을 보였고 기술 투자의 효과를 

예측하여 재활용 자원의 종류별로 다른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적 측면과 경영학적 측면에서 많은 의의를 가진다. 

먼저 처음으로 정부의 리워드-페널티와 보조금 제도의 효과를 

이론적으로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정부가 목표로 하는 환경적 성과와 

기업의 경영적 성과 간에 상충 관계가 존재할 수 있으며 수익공유 

계약은 이 상충관계를 성공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정책 운영자들은 

환경적 성과와 기업의 성과 간에 균형점을 찾아 적절한 강도의 정책을 

입안해야 하며 기업들이 수익공유 계약과 같은 방법을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 입장에서도 새로운 계약의 

도입에는 많은 난관이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사슬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에 존재하는 문제점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수거 거부 현상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재활용품이 제때 처리되지 않아 주민 불편과 환경 오염을 

야기하였고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혔다. 최근의 수거 거부 현상은 

중국 수출이 막혀 일어난 일이지만 이전부터 수거 거부 현상은 종종 

문제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궁극적으로 가격과 

보조금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데에 있고 해결을 위해서는 가격과 

연동한 보조금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모든 

재활용 자원에 같은 형태의 정책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기술 발전의 

효과에 따라 자원을 분류하고 자생적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향후의 정책 수립 방향에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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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미래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 제안한 연구 모형의 미래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게임 

이론 연구에서는 제품의 친환경 수준이 제품의 수요와 생산 비용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재활용 비용이나 재활용 제품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이 점을 반영하여 연구 

모형의 확장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공급사슬 구성원이 모든 파라미터 

정보에 대해 알고 있다고 가정하였는데 현실에는 정보의 비대칭 상황이 

존재한다. 재활용업체의 수집 노력이나 비용 정보를 생산자 알지 못할 

때의 의사 결정에 대해 분석해보는 것도 좋은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익공유 계약 외에 회수 보장 계약 (buyback 

contract)이나 수량할인 계약 (quantity discount contract)등의 효과에 

대해 분석해 보거나 리워드-페널티 형태의 정책 외에 다른 형태의 정책 

효과에 대해 검증해 보는 것도 미래의 연구 과제가 될 수 있다.  

시스템 다이나믹스 연구에서는 먼저 기술성장모형의 검증을 들 수 

있다. 시계열 데이터를 모아 재활용 기술의 성장곡선을 추정하고 그 

형태를 적용해 보는 것이 연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는 가격 등의 일부 수치 외에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된 수치를 사용하였는데 실제 산업의 사례를 찾아 수치를 분석하고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하는 사례 분석 또한 좋은 주제가 될 수 있다. 

또한 가격 민감성이나 친환경 수준 민감성 등 이론 연구에 기반하였지만 

실제적으로 측정이 어려운 변수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사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더 현실에 가깝게 만들어 줄 수 있다. 

두 연구 방법에서 공통적으로 일부 폐기 외에는 재활용품이 전부 

재가공되어 생산자가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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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나 수입, 중고 판매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연구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재생 타이어나 폐지와 같이 재활용 자원을 

사용한 제품과 신품 간의 품질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 의사 결정과 

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해보는 것도 미래 연구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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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A. Proof of Proposition 

 

Proof of proposition 1 

 

식 (5)를 각 선택 변수에 대해 2계 편미분하여 헤시안 행렬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𝐻𝐶𝑀 =

−2 𝛽 + 𝜃 −𝐴 − 𝐵
𝛽 + 𝜃 −2(1 + 𝛽𝜃) (𝐴 + 𝐵)𝛽

−𝐴 − 𝐵 (𝐴 + 𝐵)𝛽 −2𝑠
   (A.1) 

𝑤ℎ𝑒𝑟𝑒 𝐴 = 𝑣 − 𝑏, 𝐵 = 𝑏 − 𝑐0  

 

여기서 

 

|𝐻𝐶𝑀1| = −2 < 0      (A.2) 

|𝐻𝐶𝑀2| = −(−2 + 𝛽 − 𝜃)(2 + 𝛽 − 𝜃) > 0 𝑖𝑓 𝛽 > 𝜃  (A.3) 

|𝐻𝐶𝑀3| = 2((𝐴 + 𝐵)2 + 𝑠(−4 + (𝛽 + 𝜃)2) < 0 𝑖𝑓 𝑠 >
2𝐴𝐵

4−(𝛽−𝜃)2 (A.4) 

 

위 세 조건을 만족하면 헤시안 행렬은 음정부호를 가지며, 식 (5)는 

선택 변수에 대해 결합 오목성을 가진다. 

식 (5)를 각 선택변수에 대하여 1계 편미분하여 반응 곡선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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𝑝 =
(𝛼+𝑐0+𝑞(𝛽+𝜃)−(𝐴+𝐵)𝜏)

2
     (A.5) 

𝑞 =
−(𝛼𝜃+𝑐0𝛽)+𝑝(𝛽+𝜃)+(𝐴+𝐵)𝜏

2(1+𝛽𝜃)
     (A.6) 

𝜏 = −
(𝐴+𝐵)(𝑝−𝛼−𝑞𝛽)

2𝑠
      (A.7) 

식 (A.6)를 (A.7)에, (A.7)을 (A.6)에 각각 대입하여 정리한 후 

결과를 (A.5)에 대입하고, 최종 결과를 다시 대입하면 proposition 1의 

결과를 넏을 수 있다. 

 

Proof of proposition 2 

 

식 (2),(3),(4)를 각각의 선택 변수에 대하여 2계 편미분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𝜋𝑀

𝜕𝑤2 = −1 +
𝐴𝐵

4𝑠
< 0 𝑖𝑓 𝑠 >

𝐴𝐵

4
     (A.8) 

𝜕2𝜋𝑀

𝜕𝑞2 = −2 +
𝐴𝐵𝛽2

4𝑠
− 𝛽𝜃 < 0 𝑖𝑓 𝑠 >

𝐴𝐵𝛽2

4(𝛽𝜃+2)
   (A.9) 

𝜕2𝜋𝑀

𝜕𝑤𝜕𝑞
= −

2𝐴𝐵+𝑠(−8+(𝛽−𝜃)2)

4𝑠
> 0 𝑖𝑓 𝑠 >

2𝐴𝐵

8−(𝛽−𝜃)2   (A.10) 

𝜕2𝜋𝑅

𝜕𝑡2 = −2 < 0       (A.11) 

𝜕2𝜋𝐸

𝜕𝜏2 = −2𝑠 < 0      (A.12)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식 (2),(3),(4)는 오목성을 가진다. 

식 (3),(4)를 각각의 선택 변수에 대하여 1계 편미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반응 곡선을 얻을 수 있다. 

 

t =
−𝑤+𝛼+𝑞𝛽

2
       (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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τ =
𝐵(−𝑤+𝛼+𝑞𝛽)

4𝑠
      (A.14) 

 

위 결과를 식 (2)에 대입하여 정리한 후 𝑤, 𝑞 에 대하여 1계 

편미분하면 다음과 같은 반응 곡선을 얻을 수 있다.  

 

w =
−2𝑐0𝑠+𝐴𝐵(𝛼+𝑞𝛽)−2𝑠(𝛼+𝑞(𝛽+𝜃))

𝐴𝐵−4𝑠
    (A.15) 

q =
2𝑐0𝑠𝛽+𝐴𝐵(𝑤−𝛼)𝛽−2𝑠(𝛼𝜃+𝑤(𝛽+𝜃))

𝐴𝐵𝛽2=4𝑠(2+𝛽𝜃)
    (A.16) 

 

식 (A.15)를 (A.16)에, (A.16)을 (A.15)에 대입하여 정리한 후 그 

결과를 식 (A13), (A.14)에 대입하면 proposition 2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Proof of proposition 3 

 

식 (19),(20)을 각 선택 변수에 대하여 2계 편미분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𝜋𝑅

𝜕𝑡2 = −2 < 0       (A.17) 

𝜕2𝜋𝐸

𝜕𝜏2 = 2(𝑚 − 𝑠) < 0      (A.18) 

 

따라서 식 (19), (20)은 각각의 선택변수에 대해 오목성을 가진다. 

식 (19),(20)을 각 선택 변수에 대하여 1계 편미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반응 곡선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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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𝛼−𝑤+𝑞𝛽

2
       (A.19) 

τ =
𝐵(𝑤−𝛼−𝑞𝛽)

4(𝑚−𝑠)
       (A.20) 

 

식 (A.19)와 (A.20)을 식 (18)에 대입한 후 m을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𝑤, 𝑞에 대하여 2계 편미분 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𝜋𝑀

𝜕𝑤2 = −1 −
𝐵(𝐵𝑚+2𝐴(𝑚−𝑠)

𝐵(𝑚−𝑠)2      (A.21) 

𝜕2𝜋𝑀

𝜕𝑞2 = −2 −
𝐵(𝐵𝑚+2𝐴(𝑚−𝑠))𝛽2

8(𝑚−𝑠)2 − 𝛽𝜃    (A.22) 

𝜕2𝜋𝑀

𝜕𝑤𝜕𝑞
=

(𝐵2𝑚+2𝐴𝐵(𝑚−𝑠))𝛽+4(𝑚−𝑠)2(𝛽+𝜃)

8(𝑚−𝑠)2     (A.23) 

 

식 (A.19)과 (A.20)을 식 (18)에 대입한 후 m을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𝑤, 𝑞에 대하여 2계 편미분 하면 다음과 같은 반응 곡선을 얻을 

수 있다. 

 

w =
𝐵2𝑚(𝛼+𝑞𝛽)+2𝐵(𝑚−𝑠)(ℎ+𝐴(𝛼+𝑞𝛽))+4(𝑚−𝑠)2(𝑐0+𝛼+𝑞(𝛽+𝜃))

𝐵2𝑚+2𝐴𝐵(𝑚−𝑠)−8(𝑚−𝑠)2   (A.24) 

q =
𝐵2𝑚(𝑤−𝛼)𝛽−2𝐵(𝑚−𝑠)(ℎ+𝐴(𝛼−𝑤))𝛽−4(𝑚−𝑠)2(𝑐0𝛽+𝛼𝜃−𝑤(𝛽+𝜃))

8𝑚2(2+𝛽𝜃)+𝑚(𝐵(2𝐴+𝐵)𝛽2−16𝑠(2+𝛽𝜃))+2𝑠(−𝐴𝐵𝛽2+4𝑠(2+𝛽𝜃))
 (A.25) 

 

식 (A.24)을 (A.25)에, (A.25)를 (A.24)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𝑤∗, 𝑞∗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식 (A.19)와 (A.20)에 대입하면 

𝑚∗ 를 제외한 나머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얻은 결과들을 다시 식 

(18)에 대입하여 m에 대해 1계 편미분하여 최적해를 구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88 

 

 

𝑚∗ = 𝑠 +
𝐵ℎ

2(𝛼−𝑐0)
 𝑜𝑟 𝑠 +

𝐵((2𝐴+𝐵)h+4𝑠(𝛼−𝑐0))

2((2𝐴+𝐵)(𝑐0−𝛼)+h(−8+(𝛽−𝜃)2))
  (A.26) 

 

식 (A.26)의 첫번째 결과는 재활용업체의 수집에 대한 비용을 0으로 

만드는 결과이므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두번째 결과가 최적의 

보조금이 된다. 

𝑚∗를 제외한 값을 식 (18)에 대입한 후 m에 대하여 2계 편미분한 후 

거기에 𝑚∗를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𝜋𝑀

𝜕𝑚2 =
8((2𝐴+𝐵)(𝑐0−𝛼)+ℎ(−8+(𝛽+𝜃)2))4

𝐵2(ℎ(4𝐴+2𝐵)(𝑐0−𝛼)−4𝑠(𝑐0−𝛼)2+ℎ2(−8+(𝛽−𝜃)2))((2𝐴+𝐵)2+4𝑠(−8+(𝛽−𝜃)2))2 < 0 

        (A.27) 

 

따라서 𝑚𝑊𝑃𝐺
∗ 는 극댓값이다. 

또한 𝑚𝑊𝑃𝐺
∗ 를 식 (A.21),(A.22),(A23)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𝜋𝑀

𝜕𝑤2 = −1 −

((2𝐴+𝐵)(𝑐0−𝛼)+ℎ(−8+(𝛽−𝜃)2))((2𝐴+𝐵)2ℎ+(2𝐴+𝐵)(𝛼−𝑐0)−2ℎ𝑠(8−(𝛽−𝜃)2))

4((2𝐴+𝐵)ℎ+4𝑠(𝛼−𝑐0))
2 < 0   

𝑖𝑓 𝑠 >
(2𝐴+𝐵)2ℎ+(2𝐴+𝐵)(𝛼−𝑐0)

2ℎ(8−(𝛽−𝜃)2)
      (A.28) 

𝜕2𝜋𝑀

𝜕𝑞2 = −2 −

𝛽2((2𝐴+𝐵)(𝑐0−𝛼)+ℎ(−8+(𝛽−𝜃)2))((2𝐴+𝐵)2ℎ+(2𝐴+𝐵)(𝛼−𝑐0)−2ℎ𝑠(8−(𝛽−𝜃)2))

4((2𝐴+𝐵)ℎ+4𝑠(𝛼−𝑐0))
2 − 𝛽𝜃 < 0  

𝑖𝑓 𝑠 >
(2𝐴+𝐵)2ℎ+(2𝐴+𝐵)(𝛼−𝑐0)

2ℎ(8−(𝛽−𝜃)2)
      (A.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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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𝜋𝑀

𝜕𝑤𝜕𝑞
=

(2ℎ(2𝐴+𝐵)(𝑐0−𝛼)−4𝑠(𝛼−𝑐0)2−ℎ2(8−(𝛽−𝜃)2))((2𝐴+𝐵)2−4𝑠(8−(𝛽−𝜃)2))

4((2𝐴+𝐵)ℎ+4𝑠(𝛼−𝑐0))
2 > 0  

𝑖𝑓 𝑠 >
(2𝐴+𝐵)2

4(8−(𝛽−𝜃)2)
       (A.30) 

 

위 조건을 만족시키면 식 (18)은 𝑚𝑊𝑃𝐺
∗ 하에서 선택변수에 대해 결합 

오목성을 가진다. 

 

Proof of proposition 4 

 

𝑚𝑊𝑃𝐺
∗ 를 식 (33)에 대입하여 정리한 후 식 (32), (33)을 각 선택 

변수에 대하여 2계 편미분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𝜋𝑅

𝜕𝑝2 = −2𝜙 < 0      (A.31) 

𝜕2𝜋𝐸

𝜕𝜏2 =
𝐵(ℎ(2𝐴+𝐵)+4𝑠(𝛼−𝑐0)

(2𝐴+𝐵)(𝑐0−𝛼)+ℎ(−8+(𝛽−𝜃)2)
< 0    (A.32) 

 

따라서 식 (32), (33)은 각각의 선택 변수에 대하여 오목성을 가진다. 

 

식 (32), (33)을 각 선택 변수에 대하여 1계 편미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반응 곡선을 얻을 수 있다.  

 

p =
𝛼+𝑐0+𝑞(𝛽+𝜃)

2
      (A.33) 

τ = −
(𝛼−𝑝+𝑞𝛽)((2𝐴+𝐵)(𝑐0−𝛼)+ℎ(−8+(𝛽−𝜃)2))

ℎ(2𝐴+𝐵)+4𝑠(𝛼−𝑐0)
   (A.34) 

 

위 결과를 식 (31)에 대입하여 선택변수에 관해 2계 편미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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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𝜋𝑀

𝜕𝑞2 = −2 −
𝐴((2𝐴+𝐵)(𝑐0−𝛼)+ℎ(−8+(𝛽−𝜃)2))(𝛽−𝜃)2

2ℎ(2𝐴+𝐵)+8𝑠(𝛼−𝑐0)
−

(𝛽−𝜃)2(𝜙−1)

2
−  

((2𝐴+𝐵)(𝑐0−𝛼)+ℎ(−8+(𝛽−𝜃)2))(𝐵2ℎ+2𝐴(𝐵ℎ+2𝑠(𝑐0−𝛼))+2𝐵𝑠(𝛼−𝑐0)+2ℎ𝑠(−8+(𝛽−𝜃)2))(𝛽−𝜃)2

4(ℎ(2𝐴+𝐵)+4𝑠(𝛼−𝑐0))2 < 0  

𝑖𝑓 𝑠 >

((4𝐴2+𝐵2)(𝛼−𝑐0)2−ℎ2(−8+(𝛽−𝜃)2)
2

)(𝛽−𝜃)2+

√
((2𝐴+𝐵)(𝑐0−𝛼)+ℎ(−8+(𝛽−𝜃)2))2(𝛽−𝜃)2((4𝐴2+𝐵2)(𝛼−𝑐0)2−ℎ2(−8+(𝛽−𝜃)2)2)(𝛽−𝜃)2

+4𝐴(𝑐0−𝛼)(𝐵(𝑐0−𝛼)(𝛽−𝜃)2+4ℎ(4+(𝛽−𝜃)2(𝜙−1)))+8𝐵ℎ(𝑐0−𝛼)(4+(𝛽−𝜃)2(𝜙−1)))

32(𝑐0−𝛼)2(4+(𝛽−𝜃)2(𝜙−1))
  

        (A.35) 

위 조건을 만족시키면 식 (31)은 선택 변수에 대해 오목성을 가진다. 

식 (A.33), (A,34)를 식 (31)에 대입하여 1계 편미분하여 정리하면 

최적해를 얻을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식 (A.33), (A,34)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proposition 4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Proof of proposition 5 

 

1) 𝜏𝐶𝑀
∗ − 𝜏𝑊𝑃

∗ = (𝑐0 − 𝛼) (
𝐴+𝐵

(𝐴+𝐵)2+𝑠(−4+(𝛽−𝜃)2)
−

𝐵

2𝐴𝐵+𝑠(−8+(𝛽−𝜃)2)
) > 0 

𝑖𝑓 𝑠 >
(𝐴−𝐵)𝐵(𝐴+𝐵)

4𝐵−𝐴(−8+(𝛽−𝜃)2)
       

 (A.36) 

 

여기서 𝑠𝐶𝑀
# =

(𝐴+𝐵)(𝐴+𝐵+𝛼−𝑐0)

4−(𝛽−𝜃)2 >
(𝐴−𝐵)𝐵(𝐴+𝐵)

4𝐵−𝐴(−8+(𝛽−𝜃)2)
 이므로  𝜏𝐶𝑀

∗ 이 1보다 

작다면 항상 𝜏𝐶𝑀
∗ > 𝜏𝑊𝑃

∗ 이다. 

2) 𝑞𝐶𝑀
∗ − 𝑞𝑊𝑃

∗ = −
𝑠(𝐴2+𝐵2+4𝑠)(𝑐0−𝛼)(𝛽−𝜃)

(2𝐴𝐵+𝑠(−8+(𝛽−𝜃)2))((𝐴+𝐵)2+𝑠(−4+(𝛽−𝜃)2))
> 0 𝑖𝑓 𝛽 > 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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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37) 

가정에 의해 항상 𝑞𝐶𝑀
∗ > 𝑞𝑊𝑃

∗ 이다. 

 

Proof of proposition 6 

 

𝜋𝐶𝑀
∗ − (𝜏𝑀|𝑊𝑃

∗ + 𝜏𝑅|𝑊𝑃
∗ + 𝜏𝐸|𝑊𝑃

∗ ) =

−
𝑠(𝑐0−𝛼)2(−2𝐴3𝐵+(𝐵2+4𝑠)

2
+𝐴2(𝐵2−𝑠(−12+(𝛽−𝜃)2)))

(2𝐴𝐵+𝑠(−8+(𝛽−𝜃)2))
2

((𝐴+𝐵)2+𝑠(−4+(𝛽−𝜃)2))
> 0  

𝑖𝑓 𝑠 >
𝐴√(2𝐴−𝐵)𝐵−𝐵2

4
      (A.38) 

 

여기서 𝑠𝐶𝑀
# =

(𝐴+𝐵)(𝐴+𝐵+𝛼−𝑐0)

4−(𝛽−𝜃)2 >
𝐴√(2𝐴−𝐵)𝐵

4
>

𝐴√(2𝐴−𝐵)𝐵−𝐵2

4
이므로 𝜏𝐶𝑀

∗ 이 

1보다 작다면 항상 𝜋𝐶𝑀
∗ > (𝜏𝑀|𝑊𝑃

∗ + 𝜏𝑅|𝑊𝑃
∗ + 𝜏𝐸|𝑊𝑃

∗ )이다. 

 

Proof of proposition 7 

 

1) 𝜏𝑊𝑃𝐺
∗ − 𝜏𝑊𝑃

∗ =
2((2𝐴+𝐵)(𝑐0−𝛼)+ℎ(−8+(𝛽−𝜃)2))

(2𝐴+𝐵)2+4𝑠(−8+(𝛽−𝜃)2)
−

𝐵(𝑐0−𝛼)

2𝐴𝐵+𝑠(−8+(𝛽−𝜃)2)
> 0 

𝑖𝑓 ℎ >
(2𝐴−𝐵)(𝑐0−𝛼)(2𝐴𝐵+𝐵2+2𝑠(−8+(𝛽−𝜃)2))

2(2𝐴𝐵+𝑠(−8+(𝛽−𝜃)2))(−8+(𝛽−𝜃)2)
   (A.39) 

 

여기서 
(2𝐴−𝐵)(𝑐0−𝛼)(2𝐴𝐵+𝐵2+2𝑠(−8+(𝛽−𝜃)2))

2(2𝐴𝐵+𝑠(−8+(𝛽−𝜃)2))(−8+(𝛽−𝜃)2)
< 0 이므로 리워드-페널티의 

강도가 0 이상일 경우 항상 𝜏𝑊𝑃𝐺
∗ > 𝜏𝑊𝑃

∗ 이다. 

 

2) 𝑞𝑊𝑃𝐺
∗ − 𝑞𝑊𝑃

∗ = (𝛽 − 𝜃) (
𝑠(𝑐0−𝛼)

2𝐴𝐵+𝑠(−8+(𝛽−𝜃)2)
−

ℎ(2𝐴+𝐵)−4𝑠(𝛼−𝑐0)

(2𝐴+𝐵)2+4𝑠(−8+(𝛽−𝜃)2)
) > 0  

𝑖𝑓 ℎ > −
(−2𝐴+𝐵)2𝑠(𝑐0−𝛼)

(2𝐴+𝐵)(2𝐴𝐵+𝑠(−8+(𝛽−𝜃)2))
    (A.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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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2𝐴+𝐵)2𝑠(𝑐0−𝛼)

(2𝐴+𝐵)(2𝐴𝐵+𝑠(−8+(𝛽−𝜃)2))
< 0  이므로 리워드-페널티의 강도가 

0 이상일 경우 항상 𝑞𝑊𝑃𝐺
∗ > 𝑞𝑊𝑃

∗ 이다. 

 

Proof of proposition 8 

 

1) 𝜋𝑅|𝑊𝑃𝐺
∗ − 𝜏𝑅|𝑊𝑃

∗ =
4(ℎ(2𝐴+𝐵)+4𝑠(𝛼−𝑐0)2

((2𝐴+𝐵)2+4𝑠(−8+(𝛽−𝜃)2))
2 −

4𝑠(𝑐0−𝛼)2

(2𝐴𝐵+𝑠(−8+(𝛽−𝜃)2))
2 > 0 

𝑖𝑓 ℎ > −
(−2𝐴+𝐵)2𝑠(𝑐0−𝛼)

(2𝐴+𝐵)(2𝐴𝐵+𝑠(−8+(𝛽−𝜃)2)
 𝑜𝑟 

𝑠(𝑐0−𝛼)(4𝐴2+12𝐴𝐵+𝐵2+8𝑠(−8+(𝛽−𝜃)2))

(2𝐴+𝐵)(2𝐴𝐵+𝑠(−8+(𝛽−𝜃)2))
 

        (A.41) 

 

여기서 두 해 모두 0보다 작은 값을 가지므로 리워드-페널티의 

강도가 0 이상일 경우 항상 𝜋𝑅|𝑊𝑃𝐺
∗ > 𝜏𝑅|𝑊𝑃

∗ 이다. 

 

2) 𝜋𝐸|𝑊𝑃𝐺
∗ − 𝜏𝐸|𝑊𝑃

∗ = 

𝐵(−
𝐵𝑠(𝑐0−𝛼)2

(2𝐴𝐵+𝑠(−8+(𝛽−𝜃)2))2 −
2(ℎ(2𝐴+𝐵)−4𝑠(𝛼−𝑐0))((2𝐴+𝐵)(𝑐0−𝛼)+ℎ(−8+(𝛽−𝜃)2))

((2𝐴+𝐵)2+4𝑠(−8+(𝛽−𝜃)2))2   

𝑖𝑓 ℎ > −

((2𝐴+𝐵)2−4𝑠(−8+(𝛽−𝜃)2))(𝑐0−𝛼)+

((2𝐴+𝐵)2+4𝑠(−8+(𝛽−𝜃)2))
2

√
(𝑐0−𝛼)2(4𝐴2𝐵2+𝑠(−2𝐵2+𝑠(−8+(𝛽−𝜃)2))(−8+(𝛽−𝜃)2)

(2𝐴𝐵+𝑠(−8+(𝛽−𝜃)2))
2

((2𝐴+𝐵)2+4𝑠(−8+(𝛽−𝜃)2))
2 )

2(2𝐴+𝐵)(−8+(𝛽−𝜃)2)
  

𝑜𝑟 ℎ < −

((2𝐴+𝐵)2−4𝑠(−8+(𝛽−𝜃)2))(𝑐0−𝛼)−

((2𝐴+𝐵)2+4𝑠(−8+(𝛽−𝜃)2))
2

√
(𝑐0−𝛼)2(4𝐴2𝐵2+𝑠(−2𝐵2+𝑠(−8+(𝛽−𝜃)2))(−8+(𝛽−𝜃)2)

(2𝐴𝐵+𝑠(−8+(𝛽−𝜃)2))
2

((2𝐴+𝐵)2+4𝑠(−8+(𝛽−𝜃)2))
2 )

2(2𝐴+𝐵)(−8+(𝛽−𝜃)2)
  

        (A.42) 

 

여기서 두 번째 조건은 항상 음수이므로 성립할 수 없다. 첫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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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 경우 s > −
2(2𝐴−𝐵)𝐵(2𝐴+𝐵)2(𝑐0−𝛼)2(−8+(𝛽−𝜃)2)2+√2√𝐵(−2𝐴+𝐵)4(2𝐴+𝐵)2(𝑐0−𝛼)4(−8+(𝛽−𝜃)2)4

4(4𝐴2−𝐵2)(𝑐0−𝛼)2(−8+(𝛽−𝜃)2)3
을 

만족하면 음수가 되기 때문에 s의 값이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리워드-

페널티의 강도가 0 이상일 경우 항상 𝜋𝐸|𝑊𝑃𝐺
∗ > 𝜏𝐸|𝑊𝑃

∗ 이다. 

 

3) 𝜋𝑀|𝑊𝑃𝐺
∗ − 𝜏𝑀|𝑊𝑃

∗ = 

𝑠(𝑐0−𝛼)2

2𝐴𝐵+𝑠(−8+(𝛽−𝜃)2)
+

2𝐵ℎ(𝑐0−𝛼)−4𝑠(𝛼−𝑐0)2−ℎ(4𝐴2−𝐵2)𝜏0+4𝐴ℎ(𝑐0−𝛼−𝐵𝜏0)+ℎ(−8+(𝛽−𝜃)2)(ℎ−4𝑠𝜏0)

(2𝐴+𝐵)2+4𝑠(−8+(𝛽−𝜃)2)
  (A.43) 

 

위 식이 0보다 작을 조건을 구해보면 식 (45)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단 ℎ 에 관한 부등식의 양변이 0보다 큰 실수 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𝜏0 >
2((2𝐴+𝐵)(𝑐0−𝛼)(2𝐴𝐵−𝑍𝐴)+√−(2𝐴−𝐵)2(𝛼−𝑐0)2(2𝐴𝐵−𝑍𝐴)𝑍𝐴

(2𝐴𝐵−𝑍𝐴)((2𝐴+𝐵)2−4𝑍𝐴)
 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Proof of proposition 9 

 

1) 𝜏𝐶𝑀
∗ − 𝜏𝑊𝑃𝐺

∗ = −
ℎ

2𝑠
+

(2𝐴+𝐵)(ℎ(2𝐴+𝐵)+4𝑠(𝛼−𝑐0))

2𝑠((2𝐴+𝐵)2+4𝑠(−8+(𝛽−𝜃)2))
+

(𝐴+𝐵)(𝑐0−𝛼)

(𝐴+𝐵)2+𝑠(−4+(𝛽−𝜃)2)
 

        (A.44) 

 

위 식이 0이 될 조건을 구해보면 식 (46)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 식 (8)과 (46)을 식 (15)와 (26)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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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𝜋𝑀|𝑊𝑃
∗ − 𝜋𝑀|𝑊𝑃𝐺

∗ =  

(𝛼−𝑐0)2(−2𝐴3𝐵(𝐵2−4𝑍𝐴+2𝐴𝐵(−𝐵4−𝐵2𝑍𝐴)−2𝑠2(64+(−12+(𝛽−𝜃)2)(𝛽−𝜃)2))

+4𝐴4𝑍𝐴+𝐵2𝑠(3𝐵2+16𝑠)(−8+(𝛽−𝜃)2)+𝐴2(−4𝐵4−𝐵2𝑠(24+(𝛽−𝜃)2)+4𝑠𝑍𝐴(𝛽−𝜃)2))

4(2𝐴𝐵+𝑍𝐴)((𝐴+𝐵)2+𝑠(−4+(𝛽−𝜃)2))
2

(−8+(𝛽−𝜃)2)
 

        (A.45) 

 

위 식이 0보다 큰 값을 갖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된다. 

 

s >

(𝐴+𝐵)(𝐴𝐵2(8−5(𝛽−𝜃)2)+(4𝐴2(𝐴+𝐵)+3𝐵3)(−8+(𝛽−𝜃)2))

+
√(−2𝐴+𝐵)2(𝐴+𝐵)3(𝑐0−𝛼)4((4𝐴2(𝐴+𝐵)+9𝐵3)(−8+(𝛽−𝜃)2)−𝐴𝐵2(40+3(𝛽−𝜃)2))(−8+(𝛽−𝜃)2)

(𝛼−𝑐0)2

8(−4𝐵+𝐴(−8+(𝛽−𝜃)2))(−𝐵(−8+(𝛽−𝜃)2)+𝐴(𝛽−𝜃)2  

        (A.46) 

 

따라서, 가정에 따라 𝜋𝑀|𝑊𝑃𝐺
∗ < 𝜋𝑀|𝑊𝑃

∗ 이다. 

 

Proof of proposition 10 

 

1) 𝜏𝑅𝑆𝐺
∗ = 𝜏𝑊𝑃𝐺

∗ 을 만족시키는 𝜙의 값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값을 

𝜙𝜏
#로 두면, 

𝜙𝜏
# =

64𝑠(𝑐0−𝛼)+(4𝐴2+𝐵2)(𝑐0−𝛼)(−4+(𝛽−𝜃)2)+2𝐴(16ℎ+2𝐵(𝑐0−𝛼)(−4+(𝛽−𝜃)2)+ℎ(−12+(𝛽−𝜃)2)(𝛽−𝜃)2)

+𝐵ℎ((−4+2𝛽+𝛽2−2(1+𝛽)𝜃+𝜃2(−4−2𝛽(1+𝜃)+𝛽2+𝜃(2+𝜃))

4(ℎ(2𝐴+𝐵)+4𝑠(𝛼−𝑐0))(𝛽−𝜃)2  

        (A.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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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은 𝑠 >
(2𝐴+𝐵)((2𝐴+𝐵)(𝛼−𝑐0)+h(4−(𝛽−𝜃)2))

16(𝛼−𝑐0)
를 만족하면 1보다 큰 값을 

가지며, 가정에 의해 𝜙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항상 𝜏𝑅𝑆𝐺
∗ >

𝜏𝑊𝑃𝐺
∗ 이다. 

 

2) 1과 유사한 과정을 통해 𝜙𝑞
#을 구할 수 있으며, 형태의 복잡함으로 

인해 구체적인 식은 생략한다. 𝜙𝑞
#은 𝑠 >

(2𝐴+𝐵)((2𝐴+𝐵)(𝛼−𝑐0)+h(4−(𝛽−𝜃)2))

16(𝛼−𝑐0)
를 

만족할 경우 0과 1사이의 값을 가진다. 따라서 𝑞𝑅𝑆𝐺
∗ > 𝑞𝑊𝑃𝐺

∗ 을 만족하는 

𝜙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Proof of proposition 11 

 

1) proposition 10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 𝜙𝐸
#을 구할 수 있다. 𝜙𝐸

#은 

𝑠 >
(2𝐴+𝐵)((2𝐴+𝐵)(𝛼−𝑐0)+ℎ(4−(𝛽−𝜃)2))

16(𝛼−𝑐0)
를 만족할 경우 1보다 큰 값을 가지며 

가정에 의해 𝜙 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항상 𝜋𝐸|𝑅𝑆𝐺
∗ >

𝜋𝐸|𝑊𝑃𝐺
∗ 이다. 

 

2) 1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 𝜙𝑀
# 을 구할 수 있다. 𝜙𝑀

# 은 𝑠 >

(2𝐴+𝐵)((2𝐴+𝐵)(𝛼−𝑐0)+ℎ(4−(𝛽−𝜃)2))

16(𝛼−𝑐0)
를 만족할 경우 0과 1사이의 값을 가진다. 

따라서 𝜋𝑀|𝑅𝑆𝐺
∗ > 𝜋𝑀|𝑊𝑃𝐺

∗ 을 만족하는 𝜙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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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시스템 다이나믹스 수식 

 

(1) accepted rate: IF THEN ELSE ((Collected product * usual 

accept percentage)/sorting time>=0, (Collected product * usual 

accept percentage)/sorting time, 0) 

 

(2) actual demand: MAX (expected demand + RANDOM NORMAL 

(-200, 200, 0, 20, 0), 0) 

 

(3) capacity addition: capacity investment * capacity addition per 

investment 

 

(4) capacity investment: DELAY FIXED (IF THEN ELSE 

(Recyclable product>recycling capacity, MAX (recycler's profit * 

capacity investment ratio, 0), 0), 1, 0) 

 

(5) Collected product: INTEG (total collection rate - accepted rate 

- disposal rate, 1000) 

 

(6) cumulative product greening improvement investment: INTEG 

(green investment budget*product greening improvement investment 

ratio, 0) 

 

(7) cumulative recycling technology investment: INTEG (green 

investment budget*(1-product greening improvement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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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 0) 

 

(8) desired direct collection: Sales rate * legislation to retailer 

collection 

 

(9) direct collected product: IF THEN ELSE (desired direct 

collection>0, MAX (desired direct collection + RANDOM NORMAL 

(-20, 20, 0, 4, 0), 0), 0) 

 

(10) disposal rate: IF THEN ELSE ((Collected product * usual 

disposal percentage)/sorting time>=0, (Collected product * usual 

disposal percentage)/sorting time, 0) 

 

(11) expected demand: market base - (price sensitivity * retail 

price) + (greening improvement sensitivity * product greening level) 

 

(12) green investment budget: DELAY FIXED (MAX 

(manufacturer's profit*legislation to green investment, 0), 1 ,0) 

 

(13) manufacturer's desired recycling rate: legislation to 

manufacturer percentage * Sales rate 

 

(14) Manufacturer's inventory: INTEG (Production rate - 

wholesale rate, 3000) 

 

(15) manufacturer's profit: (wholesale rate*wholesale pr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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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rate*unit production cost) - manufacturer's subsidy - 

penalty to manufacturer - total material procurement cost - green 

investment budget 

 

(16) manufacturer's subsidy: manufacturer's desired recycling rate 

* subsidy per unit 

 

(17) new material procurement rate: MAX (expected demand - 

recycled material procurement rate, 0) 

 

(18) penalty to manufacturer: IF THEN ELSE (manufacturer's 

desired recycling rate>recycler's actual collection, penalty price to 

manufacturer * (manufacturer's desired recycling rate - recycler's 

actual collection), 0) 

 

(19) penalty to retailer: IF THEN ELSE (desired direct 

collection>direct collected product, penalty price to retailer * 

(desired direct collection - direct collected product), 0) 

 

(20) product greening level: SQRT (cumulative product greening 

improvement investment/investment coefficient) 

 

(21) Production rate: IF THEN ELSE (Raw material/production 

time - expected demand>=0, expected demand, Raw 

material/produc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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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Raw material: INTEG (new material procurement rate + 

recycled material procurement rate - Production rate, 3000) 

 

(23) Recyclable product: INTEG (accepted rate - Recycling rate, 

3000) 

 

(24) recycling capacity: INTEG (capacity addition, 3500) 

 

(25) Recycling rate: IF THEN ELSE (Recyclable product/recycling 

time<=recycling capacity/recycling time, Recyclable 

product/recycling time, recycling capacity/recycling time) 

 

(26) Recycled material: INTEG (Recycling rate - recycled 

material procurement rate, 3000) 

 

(27) recycled material procurement rate: IF THEN ELSE 

(Recycled material/procurement time - expected demand>=0, 

expected demand, Recycled material/procurement time) 

 

(28) recycler's actual collection: IF THEN ELSE (usual recycler's 

collection * usual disposal percentage * unit disposal cost + usual 

recycler's collection * (1-usual disposal percentage) * unit recycling 

cost + usual recycler's collection * recycler's unit collection 

cost<usual recycler's collection * (1-usual disposal percentage) * 

price of recycled material + manufacturer's subsidy, usual recycler's 

collection,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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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recycler's actual collection cost: recycler's actual collection * 

recycler's unit collection cost 

 

(30) recycler's profit: (price of recycled material * recycled 

material procurement rate) - (unit recycling cost * Recycling rate) 

- recycler's actual collection cost - (disposal rate * unit disposal 

cost) + manufacturer's subsidy-capacity investment 

 

(31) retail price: unit profit of retailer + wholesale price 

 

(32) retailer's collection cost: direct collected product * unit 

collection cost 

 

(33) Retailer's inventory: INTEG (wholesale rate - Sales rate, 

3000) 

 

(34) retailer's profit: (retail price * Sales rate) - (wholesale price 

* wholesale rate) - penalty to retailer - retailer's collection cost 

 

(35) Sales rate: IF THEN ELSE (Retailer's inventory/delivery time 

- actual demand>=0, actual demand, Retailer's inventory/delivery 

time) 

 

(36) total collection rate: direct collected product + recycler's 

actual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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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total material procurement cost: (new material procurement 

rate*price of new material) + (price of recycled material*recycled 

material procurement rate) 

 

(38) unit disposal cost: basic unit disposal cost 

 

(39) unit production cost: (effect of level to production cost*green 

quality level) + basic unit production cost 

 

(40) used product: DELAY FIXED (Sales rate, 1, 100) 

 

(41) usual accept percentage: 1 - usual disposal percentage 

 

(42) usual disposal percentage: RANDOM UNIFORM (0.2, 0.3, 0) 

 

(43) usual recycler's collection: used product * usual recycler's 

collection percentage 

 

(44) usual recycler's collection percentage: RANDOM UNIFORM 

(0.6, 0.7, 0) 

 

(45) unit recycling cost: basic unit recycling cost - (maximum cost 

saving * recycling technology level) 

 

(46) wholesale price: unit production cost + unit profi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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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facturer 

 

(47) wholesale rate: IF THEN ELSE (Manufacturer's 

inventory/transportation time-expected demand>=0, expected 

demand, Manufacturer's inventory/transport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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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Government 

Policy effect in Closed-loop 

Supply Chain 

: Focusing on the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Kim, Sungki 

Operations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losed-loop supply chain is management by including the process 

of management and recycling of products normally thrown away after 

use within supply chain and has a great potential in terms of economic 

and environment aspects. In particular, it is receiving a great deal of 

attention in modern society where environmental contamination and 

resource depletion make sustainable growth an important issue, and 

governments in various countries manage the recycling process for 

resources through policy.  

In line with this trend, South Korea is also managing va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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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ies related to cyclical supply chain with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being the representative policy. Producers of 

products and packaging including batteries, tires, lubricants and 

synthetic resins are required to recycle a certain amount of waste 

each year with penalty for noncompliance. In addition, a similar policy 

called Eco-Assurance System for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vehicles is in place. 

As such, policies based penalty and subsidy for noncompliance of 

responsibility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management of cyclical 

supply chain. Therefore, constituents of supply chain need to include 

these policie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While there has been 

much prior research on cyclical supply chain, there is not much 

research conducted on the effect of government policies on 

constituents of cyclical supply chain. In addition, although there exist 

policies for smooth operation within cyclical supply chain in South 

Korea, various problems arise such as recycling companies refusing 

to collect waste from time to tim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research proposing alternatives for identifying and resolving 

problems in a manner tailored for conditions in South Korea. 

This research is broadly composed of two topics. First is deriving 

an equilibrium point on the decision-making by constituents of 

supply chain under government policies through game theory, and 

analyzing the potential of government policies in contributing to 

collection rate as intended. In addition, whether revenue sharing 

contract can successfully moderate supply chain for cyclical supply 

chain under government policies is studied. Second is constru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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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chart and causal model for proposing policy alternatives not 

covered in theoretical research using system dynamics and validating 

the effect of the alternatives using simulat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government’s reward-penalty policy and subsidy policy 

have a positive effect on recycling companies’ waste collection rate 

and producers’ level of environmental friendliness. Also, depending 

on the strength of government’s reward-penalty policy, perfect 

coordination is possible in terms of waste collection rate. However, 

such level of penalty reduces producers’ profit. 

Second, it is possible to enhance overall profit of constituents of 

supply chain by introducing revenue sharing contract and to achieve 

better performance in terms of collection rate than perfect 

coordination. This result demonstrates that revenue sharing contract 

is an alternative capable of resolving negative side effects caused by 

policies related to cyclical supply chain. 

Third, it is shown that the cause of current refusal to collect waste 

lies in the price of recycled products and that the policy adjusting 

subsidy in reflection of changes in the price of recycled products is 

a fundamental solution to the problem compared to the policy setting 

subsidy based on actual collection amount rather than required level 

of recycling. 

Fourth, different policies should be applied depending on the type 

of recycled resources. When it is possible to classify the type of 

resource based on the effect of technology investment and to reduce 

recycling cost through technology investment, it is desirabl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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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ce producers’ technology investment in recycling technology by 

cutting subsidy in order to create autonomous ecosystem. However, 

when the reduction in recycling cost is insufficient, the policy linking 

subsidy to the price is a satisfactory alternative. This result 

highlights rich implications for policy makers and corporate mana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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