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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폐기물부담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법률에 불확정개

념으로 부과대상품목의 대강을 정하고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는 점이다. 그 중 재활용이 용이한 플라스틱 제품에 부담금을 부

과함으로써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정책집행과정에 발생되는 다양한 사례를 해결할 수 없어 행

정규칙으로 별도의 내부지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실제에 있어

서 그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행정수요에 대한 국민요구의 증가 및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종류의 행정입법이 양산되고

있으며 부담금이라는 규제대상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영역에서는

신중한 집행과 행정청의 재량권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명확

한 기준이 필요하다.

하지만 행정규칙과 같은 행정부 내부의 지침 등이 지나치게 양산

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현대 행정

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행정입법에 대한 개념 및 관련 쟁점을

검토해보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어떤 효과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기 폐기물부담금제도의 관계자들에 대한 인터뷰와 관련성이 높

은 판례 등 유권해석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폐기물부담금 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례에 대한 기업, 관련 전문가, 정

책담당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하여 현행 폐기물부담금제도의 ‘수권근거

의 적정성’, ‘규정체계의 적정성’, ‘폐기물부담금 명칭의 합리성’이라는

세 가지 쟁점을 도출하였고 그에 대한 법원의 결정 등에 대하여 비판

적인 검토를 함으로써 폐기물부담금제도의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

였다.

나아갈 방향으로는 첫째, 국민의 권익구제 및 행정정보에의 원활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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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규칙에 있는 상당수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규명

령화’ 되어야한다. 둘째,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졸업을 위한 사전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마

지막으로 인터뷰 과정에서 기업 실무자들이 주장한 바처럼 정책 당국

의 적극적인 설명과 교육이 필요하다.

주요어 : 행정입법, 법규명령, 행정규칙, 부담금, 폐기물

학 번 : 2016-2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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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폐기물부담금제도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

하여 특정 대기․수질․유해물질 및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의 제조․수

입업자에 대하여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폐기물부담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법률

에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이라

는 다소 애매한 표현으로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을 행정입법인 대통령령

에 위임하고 특히 해당 품목 중 담배, 껌, 부동액, 1회용 기저귀 등에 비

하여 상대적으로 재활용이 용이한 플라스틱 제품에 부담금을 부과함으로

써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을 판정하고 실제로 부과하는 과정에서 플

라스틱제품의 경우 제조 및 유통형태의 다양성 등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주무부처 및 운영기관은 제도의 안정적 적용을 위

하여 각종 예규, 지침, 지시, 매뉴얼 등을 제정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도

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는 다소 추상적으로 되어있는

법령보다는 위 예규, 지침 등 세부적인 업무매뉴얼을 실무에서 더욱 활

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수요에 대한 국민요구의 증가 및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적

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위의 사례처럼 예규, 지시 등 행정규칙의 필요

성이 부각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법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제․개정이 용이하다는 장점 때문에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

이 행정규칙 등에 규정되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된다. 예를 들어 폐기물

부담금제도에 관심이 있는 민원인이라면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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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접근 및 파악은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지만 주무부처 및 운영기관

의 내부 자료인 각종 지침 등에는 사실상 접근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는 부담금의 부과요건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

한 사안에 대하여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부담금 납부의무의 내용이나 범

위를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나아가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권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를 남김으로써 경제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친 포괄적인 위임입법(헌재 1999.1.28. 97헌가8)”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헌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대 행정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행정입법에

대한 개념 및 관련 쟁점 그리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행정입법의 활용으로 인

한 문제점이 어떻게 발생되고 있는지 관련 판례 등 유권해석사례 등에 대하

여 알아봄과 동시에 기업, 운영기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법원 등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비교․검토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 제도운영에 대한 제언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자원의 절약

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제12조에 따라 운영되

는 ‘폐기물부담금제도’를 중심으로 실제 사례를 분석․검토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과 그를 위한 방법론으로 구성하였다.

제2장은 행정입법의 개념과 그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에 대하여 정

리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연구 대상인 부담금의 개념 및 다양한 유형에 대

하여 알아보고 실질적인 운영제도인 폐기물부담금제도의 변천과정과 그

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현행 재활용 촉진제도에 대하여 정리해보았다.

제3장은 연구문제와 방법으로 연구문제①은 판례 등 유권해석결정에 대

한 문헌연구를 연구문제②는 부담금 납부기업, 운영기관, 유관 전문가에

대한 인터뷰를 통한 인식 연구를 하였다.

제4장에서는 헌법재판소 판례 등 유권해석 문헌연구를 통해 세 가지 쟁

점을 도출하고 관련 쟁점별로 판례 등을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제5장에서는 폐기물부담금제도와 관련된 기업, 운영기관, 유관 전문가에

대한 인터뷰를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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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추가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며 나아가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도운영에 대

한 제언을 담았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폐기물부담금제도와 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

고 있는 관련 행정입법이다. 따라서 먼저 관련 문헌(판례, 논문, 연구보

고서, 언론보도자료 등)에 대한 탐색을 통하여 부담금과 행정입법에 대

한 개념 및 주요 쟁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도출된 여러 가지 쟁점 중 핵심 사안을 도출하여 판례 등 쟁송

사례 등에 대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정리하고 유권해석기관의 입장은 무

엇이며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견을 담았다.

또한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하고 재활용되기 어려운 제품 등에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제도가 적시성 있게 변동되어 본래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있는지 규제대상기업, 운영기관 담당자, 유관 전문가에 대

한 인터뷰를 실시하여 앞으로 폐기물부담금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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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행정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 일반론

1. 행정입법의 의의

행정입법1)이란 보통 국가 등의 행정주체가 일반적, 추상적인 규범을 정립

하는 작용 또는 그에 따라 정립된 규범을 의미한다. 행정입법은 실정법

상 용어가 아니고 학문적으로 적립된 개념이다. 이와 구별되는 용어로

‘행정행위2)’가 있는데 행정행위는 구체적․개별적 사안에서 공권력을 행

사하여 법상의 권리의무관계를 성립시킨다면, 행정입법은 법규범을 정립

하여 행정법관계를 규율하는 법형식이다.

행정입법은 위임입법, 종속입법, 준입법 등으로 불린다. 그러나 법원에

의한 입법(예 : 대법원규칙)도 있음을 고려할 때, 행정입법이란 용어가

적합하다. 통설은 국가행정권에 의한 입법을 다시 국가와 국민 간의 일

반적인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형식3) 즉 ‘법규’의 성질을 갖는 ‘법규

명령’과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으로 구분한다, 행정규칙은

행정명령이라고도 한다.

1) 행정입법의 개념에 대하여 주요 행정법학자들의 정의는 대부분 대동소이하

다. 김동희(2000, 박영사)는 “행정기관이 법조의 형식으로 일반․추상적인 규정

을 정립하는 작용”으로 김성수(2007, 법문사)는 “일반적․추상적인 법규범을 정

립하여 행정법관계를 규율하는 법형식”으로 홍정선(2008, 박영사)은 “국가 등의

행정주체가 일반적․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또는 그에 따라 정립된 규

범”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행정행위 또한 강학 상 개념이며 실정법에서는 허가, 인가, 특허, 재결, 확인

등 매우 다양한 용어로 사용된다.
3) 김성수, 『일반행정법』(제3판), (법문사, 2007), 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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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입법의 필요성

현대 행정은 매우 전문적이며 복잡하다. 특히 해당 분야가 환경, 조세

등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며 이에 국민의 권리의

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회에 의

하여 제정되는 것 즉 ‘의회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대내외 환경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에 그 위임근거

를 규정하고 하위법령에 위임하거나 또는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위임 없이 규정하기도 한다.(홍정선, 2008)

그 이유로서 ① 현대행정이 고도로 복잡하고 전문화되어 전문적, 기술

적인 사항은 행정권이 보다 적절히 할 수 있다는 점, ② 국회의 심의에

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형식적 법률로써는 급속한 변화에 적절하게 부

응하기 어려운 점 ③ 일정 사항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는 점 등에 기인하여 오늘날 법률은 정책의

목적․요건․내용 등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기관이 규율하도록 행정권에 위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김동희, 2000)

예를 들어 환경 분야인 「폐기물관리법」의 경우 폐기물의 정의 규정만

법률에 두고 대통령령에서 요건을 규율하며 폐기물의 세부 품목번호, 등은

환경부령인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방법에 관

한 구체적인 규정의 경우 산업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폐기물이 발생될

수도 있으며 또한 처리기술의 진전으로 새로운 처리방법이 대두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모두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도 제40조에 의한 국회의 입법권을

원칙으로 하지만 제75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

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

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5조에서도 “국무

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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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입법의 종류

행정입법은 그 제정주체․제정절차․성질․내용․효력 등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권영성, 2000) 비상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헌

법적 효력을 가지는 ‘비상명령’이나 우리나라 현행 헌법에서 정하는 대통

령의 긴급명령, 긴급 재정․경제명령등과 같이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법

률대위명령’, 법률의 명시적 수권에 기하여(위임명령) 또는 법률의 집행

을 위해(집행명령) 발하는 명령으로서 법률보다 하위적 효력을 가지는

‘법률종속명령’으로 구분하는 방법 등 다양하지만, 행정법학계에서는 국

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즉 ‘법규사항(法規事項)’의 규정 유무에 따

라 법규명령(法規命令)과, 행정규칙(行政規則)으로 구별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아래에서는 위 두 분류에 따라 논의

를 진행하고자 한다.

〈표2-1〉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구분
법규명령

(위임명령, 집행명령)
행정규칙

성격 타율적 행정입법 자율적 행정입법

제정 근거 법령상의 수권(위임) 행정권의 고유한 권능

규정사항
법률유보사항(입법사항)과

비유보사항
비유보사항

효과의

성질
외부적 구속효 내부적 구속효

법형식

(원칙) 헌법 제75조, 제95조 등

헌법이 예정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형식

(예외)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한 훈령 형식

(원칙)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예정한 고시, 훈령

등의 형식

(예외)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형식

홍정선, 행정법특강(제7판), 박영사(2008), 13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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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규명령(法規命令)

법규명령이란 상위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되

는 사항을 규정하는 법규를 말하며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

다. 수권의 범위와 근거에 의할 경우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비상명령, 법

률적 효력을 가지는 법률대위명령, 법률의 명시적 수권에 기하여(위임명

령) 또는 법률의 집행을 위해(집행명령) 발하는 명령으로서, 법률보다 하

위적 효력을 가지는 법률종속명령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법형식에 의하여 분류할 경우 현행 헌법 제76조에서 법률적 효력을 가

지는 긴급재정경제명령과 긴급명령이 있으며 보통 시행령이라 불리는 대

통령령, 시행규칙이라 불리는 총리령, 부령이 있다.

나. 행정규칙

(1) 개념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행정규칙이란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한 공법

상의 법률관계 내부에서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일반, 추상적인 명

령으로서 법규적 성질 다시 말해 외부법으로서 국민에 대한 구속력을 갖

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일반, 추상적인 명령인 점에서 법규명령과 같으나

외부적 구속효의 의미에서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아니하는 점에서 법규명

령과 다르다.(홍정선, 2008) 다만 예외적으로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인정

하는 판례도 있다.

(2) 종류 

(가) 내용에 따른 분류4)

4) 「행정규칙 입안 실무편람」환경부(2010),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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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칙은 내용에 따라 조직규칙, 행위지도규칙, 법률대위규칙, 규범구

체화규칙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조직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기관의

설치․조직이나 내부적 권한분배․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율하는 규칙이

며, ② 행위지도규칙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 및 그 구성원의 업

무에 관한 사항을 계속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으로 세

부적으로 ‘규범해석규칙’, ‘재량준칙’, ‘간소화지침’으로 나눌 수 있다.

규범해석규칙 또는 법령해석규칙은 법규의 적용, 특히 법규상 불확정개

념(不確定槪念)의 적용에 있어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통일시키고 그 적용방향을 확정함으로써 행정의 합리화를 기

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이며, 재량준칙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

기관의 재량권행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주는 행정규칙이다. 간소화지

침은 대량적 행정처분에 있어 그 획일적 처분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발

하는 행정규칙이다.

③ 법률대위규칙은 ‘법률대체규칙’이라고도 하며 법적 규율이 필요함에

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상급행정기관에 의하여

과도기적으로 발하여지는 행정규칙이며, ④ 규범구체화규칙은 원자력이

나 환경과 같이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서 관계 법률이

필요한 규율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그 규율을 사실상 행정기관에

맡긴 경우에 행정기관이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그 규율내용을 구체화하

기 위하여 제정하는 행정규칙이다.

(나) 형식에 따른 분류5)

실정법상 행정규칙은 통상 ‘고시’ 또는 ‘훈령’의 형식으로 발령된다. ①

훈령(訓令)이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조문형식 또는 시

행문형식으로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예 : 00부훈령 제000

호) ② 예규(例規)는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

5) 「행정규칙 입안 실무편람」환경부(2010),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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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로서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예 : 00부예규 제

000호) ③ 고시(告示)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

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로서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예 : 00부고

시 제2010-09호) 고시는 그 내용에 따라 일반적․추상적 규율인 경우에

만 행정규칙에 해당하며 고시의 내용이 단순한 사실의 통지인 경우에는

행정규칙으로 보기 힘들다. ④ 공고(公告)는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문서로서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예 : 00부 공고 제

2010-17호) 고시와 마찬가지로 그 내용에 따라 일반적․추상적 규율인

경우에만 행정규칙에 해당하며 공고의 내용이 단순한 사실의 통지인 경

우에는 행정규칙으로 보기 어렵다. ⑤ 지시(指示)는 상급행정기관이 직

권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문의에 의하여 하급행정기관에 개별적․구체적

으로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4. 행정입법의 주요 쟁점 및 이론적 논의

가. 법규명령의 통제

현대국가의 행정국가화 경향에 따라 행정입법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

정이다. 행정의 효율성, 대응성 제고를 위한 행정입법은 많은 장점을 가

지고 있지만 의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라는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노출하

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근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었던 이른 바 「세월

호 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 논란6)」, 「누리과정 예산지원 논란7)」,

6) 세월호 사건 조사를 위한 대통령령(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진상규명조사 대표

를 검찰수사관이 맡도록 하고 특별조사위원회 직원 30여명의 활동기간을 6개월

로 축소시키는 등 위원회 조직과 운영 권한도 시행령으로 정해 특조위의 독립

성을 훼손시켰다고 비판한 사건
7)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4개 법 시행령을 근거로 누리과정에 추

가 재정지원 없이 지방교육청에 예산편성을 강요하는 것은 상위법의 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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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정인사 지침’ 시행 논란8)」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1) 사법부에 의한 통제

(가) 대법원에 의한 통제

우리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구체적 규범통제9)만을 인정

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의 위임이 없거나 헌법 제75조에 위반되는 포괄

위임 또는 백지위임 등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에서 그 위헌․위법을 이유로 무효

로 할 수 있다.(김성수, 2008)

(나)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쟁점은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심판권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명령․규

칙 심사권을 갖는가의 여부의 문제이다. 헌법재판소는 법무사법시행규칙

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정례에서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모든 공권력의 행사․불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인정하

고 있다는 점과 ②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가 아닌 법규명령이 국민의 기

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는 경우, 그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되어야 한

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면서 민선 지방교육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한 사건
8) 상위 법률인 근로기준법 취지와 어긋나게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완화와 관련된 지침을 일선 지방노동관서에 시행하여 위법 논란을 점화한 사건
9) 구체적 규범통제란 구체적인 처분에 대한 다툼이 있어서 법규명령의 위헌․

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결문제로서 법규명령의 위

헌․위법 여부를 다투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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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전제하에 대법원규칙인 구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이 헌법상

의 평등권과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무효의 규정이라

고 결정한 바 있으며(헌재 1990.10.15. 89헌마178) 법률보충규칙도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결정하였다.(헌재2013.5.30. 2012헌마255)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기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은 헌법

제107조 제2항이 명시적으로 명령․규칙에 대한 최종적인 심사권을 대법

원에 부여하고 있다는 점,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의의 관할에 혼란을 가

져온다는 점 등을 논거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위 논란에 대하

여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구 법무사법시행규칙의 경우 일반법원에서 구제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지지한 바 있다.

(2) 입법부에 의한 통제

또한 국회법 제98조의2 제3항은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위해 대통령

령․총리령․부령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

는 경우에는 행정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임지봉, 2015)

특히 위에서 제기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논란과 관련하여 2015년

국회는 여야합의로 기존의 통보형식의 행정입법 통제제도를 강화하기 위

하여 위 국회법 동 조항을 개정하여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이 법률

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수정․변

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처리하여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행정부는 위헌이라 주장하며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행사되었고 재의

요구된 법안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재의결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른바 「국회법 개정안 파동」이 있었다. 여당 원내대표의 사퇴까

지 불러왔던 이 사건은 꾸준히 재점화10)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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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에 대하여 임지봉(2015)은 논란이 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원칙을 위반하지 않았고, 법원의 행정입법

에 대한 사법심사권을 침해하지도 않았으며, 비교법적으로는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의 입법부에 의한 행정입법 통제권과 비교해 보아도 국회 입법

권한 내실화의 측면에서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

다.

(3) 행정부에 의한 통제

(가) 절차상 통제

행정절차법상 법령 등의 제․개정 및 폐지 시에는 입법예고제가 도입되

어 있다. 이외에도 헌법 제89조에 따른 국무회의의 심의, 정부조직법 제

24조 등에 따른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상 통제장치가 있다.

(나) 감독권에 의한 통제

10)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의 원내대표직 사직 파동을 불러왔던 국회법 개정안

은 최근 다시 발의됐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모법의 취지를

벗어난 정부 시행령을 사전에 방지해 국회가 입법한 법률의 취지가 국민의 삶

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률의 취지에 벗어나 시행령은 국회 상임위 의결로 수시로 소관 행정기관에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상임위에 보고토록 했

다. 김 의원은 “미국이나 독일, 영국 의회는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 거부권을 갖

는 등 통제권한을 국회에 주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해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본회의에 다시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지만 새누리

당 의원들이 거부해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국회법 개정

을 놓고 대통령과 의회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경향신문, 2016.7.16., ‘고삐 풀

린’ 대통령 권력, 민주적 통제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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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행정관청은 감독권의 행사로써 하급행정청에 법규명령의 기준․내

용에 관하여 지시하거나, 하급행정청이 제정한 법규명령 등의 개․폐의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외에도 행정심판 등 여러 가지 통제 제도를 가

지고 있다.

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행정규칙은 법령에서 인정한 직무권한 내에서 발령하는 것이므로 법령

의 구체적․개별적 수권을 필요로 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법규사항을 다

루지 않으므로 대외적으로 영향이 없는 내부지침, 방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행정규칙이 헌법상 기본권(평등권), 행정법상의 일반원리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와 결합되면서 예외적인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

으며, 또한 실질적으로 외관상 훈령, 예규, 고시 등의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지만 그 실질적 내용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법규’사항을 규정

한다면 시행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1) 학설의 검토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일면적․편면적 구속력을

가질 뿐 직접 국민에 대하여는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비법규설(非法規

設), 행정규칙 중 재량준칙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매개로 하여 국민에

대하여도 간접적으로 법적 효력을 미치게 된다는 준법규설(準法規設), 행

정권은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는 자주적인 법 형식을 위한 규범정립의사

또는 독립적인 규율권을 가지며 그것에 의하여 대외적 효력을 가진다는

법규설(法規設) 등 다양한 학설이 있다.

(2) 판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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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훈령이란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 그 권한의 행사를 지도․감독

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명령으로서, 훈령, 예규, 통첩, 지시, 고시 등 그

사용명칭여하에도 불구하고 공법상의 법률관계내부에서 준거할 준칙(準

則) 등을 정하는데 그치고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구속력도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여(대법원 1983.6.14. 선고 83누54) 원칙적으로 법규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

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 규정은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정규칙, 규

정은 당해 법령의 수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판시하여

(대법원 1989.11.14. 선고89누5676) 예외적으로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인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위임행정기관이 그 법령

을 시행하는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은 비록 법

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

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

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하고 판단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1992.6.26. 선고 91헌마 25 결정), 또한, 재량권 행사의 준칙

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行政慣行)이 이

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헌법

재판소 1990.9.3. 선고 90헌마13 결정)

(3)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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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의 행정 관련성이 늘어나며, 행정행위에 있어 재량이 넓게 인

정되는 현실에서 행정규칙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러한 행정규칙의 현실적 기능과 그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구체적 타당

성을 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는 법규성을 지니지 못한다고 할 것이나,

행정규칙의 유형 중에는 예외적으로 사실상 준법규성(準法規性) 또는 법

규성이 인정되는 것도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11)

〈표2-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비교

구분 법규명령 행정규칙

법형식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고시․훈령․예규 등

권력적 기초 일반권력관계(대내․외) 특별행정법관계(내부)

법적 근거
․위임명령 : 상위법령 수권필요

․집행명령 : 필요 없음
상위법령의 수권 불필요

수범자 국민에게 적용됨
행정조직 및 특별행정법관계

내부에 적용

규율의 내용 권리․의무의 창설
․기관의 조직, 재량행사의 지침

․규범해석, 규범구체화 등

성질 법규성 인정
법규성 부정(행정내부적 규율

에 그침)

종류 위임명령, 집행명령
조직규칙, 행정지도규칙(재량준칙

등), 영조물이용규칙, 근무규칙

구속력 내부적․외부적 구속력 원칙적으로 내부적 구속력

위반의 효과 직접 위법 간접 위법(평등 원칙 매개)

존재형식 조문 형식 조문․시행문 형식, 구두로도가능

공포 효력발생요건 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짐

통제

․의회의 통제(또는 정치적 통제)

․사법적 통제

․행정적 통제

․원칙 : 행정적 통제

․예외 : 사법적 통제

행정규칙 입안 실무편람, 환경부(2010)

11) 행정규칙 입안 실무편람, 환경부(2010),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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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의 불일치

행정기관이 고시․훈령 등의 형식으로 상위법령을 보충․구체화한 경우

이러한 고시․훈령이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법규성을 갖는지 문제

가 된다. 학설상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고 이를 보충․구체화하는 경

우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는 ‘법규명령설’과 헌법이 규

정하는 법규명령의 형식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으로 한정적으로 열

거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형식이 아닌 경우 행정규칙으로 보는 ‘행정규칙

설’ 이밖에도 ‘위헌무효설’, ‘규범구체화행정규칙설’ 등이 있다.

판례는 ‘소득세법시행령에 근거한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의 법규성을 인정한 이래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에 대해 그 성질을 법

규명령으로 보면서 대외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대판 1987. 9. 29, 86누

484)

이러한 형식상의 문제로 인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본문은

‘행정규제법정주의’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

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 단서 규정은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을 명문으

로 인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홍정선(2015)은 법규명령사항을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법리적 관점

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침익적인 성질이라면 그러한 행정규칙은

법규명령일 수 없지만 수익적 사항의 경우에는 법령의 위임이 없어도 예

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정책적 관점에서

행정환경의 다양한 변화에 대처하고 전문적․기술적 성격을 띠는 사항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법령의 위임을 받아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정

하는 것이 적당한 경우가 있으므로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의 필요성

이 인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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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행정입법 관련 선행연구

1. 이론적 배경

앞서 기술한 바처럼 행정입법에 관한 전통적 견해는 행정입법을 법규명

령과 행정규칙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견해는 「법령상의 수권에 근거하

여 행정권이 정립하는 규범으로서 국민과의 관계에서 일반구속적인 규

범」을 법규명령이라 하고,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한 공법상의 법률

관계 내부에서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일반추상적인 명령으로서 법

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 것」을 행정규칙이라 정의하고 있다.

전통적 견해는 양자의 구별기준으로 법규성의 유무를 활용한다. 그러나

법령상 수권 없이 발령되는 고시에 규정된 수익적 사항 중에 법규적 성

질을 갖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게 되면, 법규성의 유무의

판단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양자의 구분은 최고규범인

헌법의 관점에서 권력분립원리․법률유보원리, 그리고 헌법상 법률유보

사항 등의 종합적인 고려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① 헌법제정

권력자가 제1차적으로 국회에 부여한 입법권한을 국회가 다시 행정권에

위임하고, 그 수권에 근거하여 행정권이 제정한 입법을 대상으로 법규명

령의 개념을 정립하고, ② 행정권이 헌법제정권력자로부터 부여받은 고

유한 권능에 근거하여 제정한 입법을 대상으로 행정규칙의 개념을 정립

하여 양자를 구분하는 것이 헌법에 적합한 접근방법일 것이다.

2. 선행연구

현행 행정입법에 관한 주요 논문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은 행정

입법에 대한 국회, 헌법재판소 등의 통제에 관한 사항과 프랑스, 독일,

미국 등과의 비교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고헌환(2009)은 행정입법의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그 규율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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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특히 처벌법규나 조세법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급부행정법

규의 경우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입법의 한계의

기준에 관한 문제는 법치주의, 의회주의, 민주주의 법원칙과 행정의 유연

성 확보를 조화시켜야 하는 현대 행정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주

장하고 있다.

김용섭(2012)은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의 강화라는 관점에서 현행 국

회법에서 규정된 사후통보제도를 대폭 개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가칭

법률제정절차법을 마련하여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할 경우 위임의

근거와 범위 등을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행정절차법의 개정

을 통하여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제도적 틀 마련이 시

급히 요청된다고 하였다. 아울러 주장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서 국회의 전문

인력 확충과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고, 나아가 의회 내 행정입법의 상시적

검토와 통제를 위한 총괄기구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박정배(2015)는 행정입법은 사법심사의 대상인 법률․명령․규칙․처분의

경계가 형식적으로는 구분이 되나 실질적으로 볼 때 “그 일반․추상성은

명확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스펙트럼 상에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행

정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의 관할권 문제가 쟁점이 된 ‘법무

사 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중심으로 헌법, 행정소송법 등의 문

제를 분석하고 명령, 규칙의 위헌․위법 여부를 더 효율적으로 공표하고

관련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장영수(2015) 이른바 ‘국회법 제98조의2 제3항 개정안 위헌 논란’과 이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현안에 대하여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많은 요인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현대 행정국가

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인 행정입법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라

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부의 행정입법 수

정․변경요구권은 행정입법을 통제하는 것을 넘어 사실상 결정권을 행사

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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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사전적으로 정부의 소명기회 및 사후적인

이의신청절차 도입 등 보완장치를 제대로 갖출 경우에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반면 임지봉(2015) 이른바 상기 ‘국회법개정안 논란’과 관련하여 장영수와

반대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상기 개정안에는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 시 행정기관의 장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제재규정’이 없어

강제력이 없으며, 또한 행정기관의 장이 판단하기에 국회의 수정․변경 요

구가 이유 없고 당초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나 목적에 합치된다고 판단

할 때에 그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하지 않는 것도 ‘처리’가 될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러면서 행정부의 행정명령 제정권은 국회가 부여한 권한에 따른

것이므로, 국회가 자신들이 만든 법이 위임한 취지에 맞게 행정명령이 만

들어졌는지를 살필 수 있고 국회가 만든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어긋나는

행정명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였다.

차동욱(2010) 행정입법에 대한 헌법적통제의 관점에서 과거 권위주의 정

부시절에 ‘통법부’라 비판받았던 입법부가 민주화 이후에도 실질적인 입법

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범은 국회제정 법률이 아니라 그 법률을 수권규범

으로 하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행정입법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국회의 사

전통제와 헌법재판소의 사후통제 중 사후통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국회

의 입법적, 사전적 통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홍종현(2014)은 드물게「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개

정 및 시행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사례분석을 통하여 입법 연혁적 과정 특

히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등 행정입법의 정부 내 통

제과정에서 쟁점들을 분석․검토하면서 특히 규제행정에 있어서 법률의

명확한 위임근거 없이 행정청이 스스로 규제권한을 창설하는 사례의 위험

성을 경고하였다.

박민(2010)은 조세법 영역에서 위임입법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을 유

형화하여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과세요건은 과세대상의 확정, 평가방법, 납

세의무자의 확정, 중과세 요건과 감면 및 비과세요건 등으로 확인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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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의 정당화 이유를 유형화한 결과 법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

으로 해석하여 법률의 의미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 시장이나 경제상황에

따라 달리 규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규율 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경우,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행정입법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분류하였다.

상기의 선행 연구들 대부분은 행정입법의 통제에 대한 사항 그리고 다

른 국가와의 비교 연구들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먼저 판례 분석을 통해

쟁점을 도출하고 선행 연구들과는 달리 인터뷰라는 방법을 통해 실태분

석을 하였다. 이는 폐기물부담금에 대한 행정입법 개정 작업 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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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부담금 개요

1. 부담금의 개념

강학 상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과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에 대

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

하는 공법상의 금전지급의무”라고 정의하고 있다.12)

한편 현행 실정법인 부담금관리기본법은 "부담금이라 함은 중앙행정기

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

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

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부담금의 개념에는, 부담금이 일반 재정수요보다는 특정사업을 위한 경

비에 충당되고, 특정한 사업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대한 「특별한

재정책임」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특별한 재정책임이라는

것은 부담금은 부과대상자의 범위와 부담금 징수목적 사이에 밀접한 관

계가 있어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집단이 다른 집단 또는 일반

적 납세의무자보다 징수목적에 대해 명백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함을 의

미한다.13) 또한 부담금은 그 성질, 특징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나눌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유사 금전적 부담도 많아 이에 대한 개괄적인 정리

가 사전에 필요하다.

2. 유사 개념14)

12) 김동희, 행정법2, 박영사, 2004, 352쪽
13) 기획재정부, 2015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4쪽
14) 이부분은 기획재정부 2015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와, 안재범, 먹는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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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세

조세는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하기 위

하여 국민으로부터 무상으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財貨)”라고 정의

할 수 있다. 부담금은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측면에

서 조세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조세와 부담금은 몇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부담

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인데 비하여 조세는 국

가 등의 일반수입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부담금은 해당 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데 반해, 조세는 특정사업과 관계없이 일

반국민 또는 주민에게 부과한다. 셋째, 부담금은 사업소요 경비, 사업과

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반면, 조세는 담세능력을 기준으

로 하여 부과한다.

다만, 조세 중 목적세는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라는 점에서

부담금과 성질이 유사하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개인에 대하여 그

납세능력에 따라 부과되는 점이 그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담금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나. 공과금

공과금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대부분 국가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부

담하는 금전을 총칭하여 부르는 견해가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부과되는 모든 공

적 부담”이라고 풀이하고 있다.(1997.8.26. 96헌바36 내지 49(병합))

이에 따르면 공과금에는 부담금, 조세, 수수료, 과징금15), 가산금 및 가

법상 수질개선부담금제도의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2005),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

사학위논문 27쪽 ～ 35쪽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15) 과징금이란 행정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였거나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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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세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부담금은 공과금의 한 종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준조세

준조세란 실정법에서 사용되는 개념은 아니며, 주로 기업의 부담이라는

면을 중심으로 성립된 개념이다.

안재범(2005)은 준조세를 광의의 준조세와 협의의 준조세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는데 광의의 준조세란 기업이 순수한 생산비용 이외에 비자발적

으로 지게 되는 금전적 부담을 통칭하며, 이에 따를 경우 앞에서 정의한

공과금에 사실상 강제성을 띠는 기부금, 성금 등이 포함된다.

준조세의 개념은 전경련 등 경제단체에서 규제 철폐 및 기업부담 완화

차원에서 주장하는 개념으로 학문적으로 합의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업은 생산․판매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금 이외의 모든 비용을 준조세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라. 사회보험료․수수료 등

사회보험료는 보험의 원리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

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하여 피보험자와 사용자 등이 부담하

는 보험료로서, 부담금이 특정의 공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해서 부과되는 반면, 사회보험료는 피보험자에 대한 연대적 배분 및

차등적 조절을 감안해서 부과되는 점이 다르다.

수수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 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요금”, 사용료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부과하거나 또는 사업의 취소․

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금전상의 제재를 말한다.(홍정선, 행정법특강, 제7판,

4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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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사용의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으로 정의된다.

부담금이 특정의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거나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한 이해관계자에게 부과하는데 반해, 수수료는 공적 서비스에

대한 대가(요금), 사용료는 국가 등이 제공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재산사용에 대한 반대 급부(대가)로서 부과되는 점이 다르다.

〈표2-3〉 부담금과 관련된 기타 유사 개념과의 차이

구분 정의 부담금과의 차이

과태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령에 의하여 규정된 일정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벌

부담금이 특정의 공공서비스

를 창출하거나 바람직한 행위

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한 이

해관계자에게 부과하는데 반

해 행정제재금은 재정수입의

목적이 아닌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를 위하여 또는 의무위반

자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부과됨

벌금

국가가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

액의 납부를 명령하여 그 금

액 한도내에서 범죄인의 재산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

범칙금

일정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

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각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형사 처벌 절차가 진행

되나,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

칙행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

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금전

벌

가산금

일정한 행정법상의 급부의무

또는 작위의무를 진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에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

재로서 가해지는 금전부담

과징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과하는

금전상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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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기획재정부(2015)

3. 부담금의 종류16)

부담금은 대상 공익사업과의 관계에 따라 수익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손괴자부담금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현대 행정국가의 기능

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여러 새로운 부담금이 나타나가 시작했다.

가. 전통적인 분류

(1) 수익자부담금

수익자부담금이란 전통적인 부담금 원칙에 입각한 것으로 공익사업으로

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사업경

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수익자부담

금은 공공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허용될 수 없는 예

외적, 우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와 같은 이익을 공공에 환원시키

는 기능을 하고 있다. 개발부담금, 농산물수입이익금 등이 있다.

(2) 이용자․원인자부담금

16) 이 부분은 구해동 “부담금과 세금”, 조세법연구 제8-2호, 한국조세연구회,

2002, 131～ 137쪽 ; 강창구,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준조세 부담금의 정비

방안”, 지역개발연구 제9집, 2001, 9～12쪽, 안재범 전게논문(주 14) 30 ～ 35쪽

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이행강제금

행정청이 일정기간 내에 비대

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소정

의 금액을 부과․징수할 것을

계고한 후 당해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과하는 금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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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원인자부담금은 특정한 사업이나 공사의 시행을 필요하게 한

원인을 조성한 자에 대하여 그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부담금을 말한다. 예로는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 물이용부담금, 환경개

선부담금 등이 있다.

(3) 손상자부담금

손상자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의 시설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유지 또는 수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

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손상자부담금의 예로는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1조

(2008년 폐지)상의 손괴자부담금, 수도법 제54조․도로법 제67조 등에

의한 부담금이 있다.

(4) 새로운 부담금 유형

(가) 재정목적의 부담금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국외여행자납부금은 내국인 국외여행자에게 2만

원 범위 내에서 납부금을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러한 부담금은 재정

경비를 조성할 목적으로 부과된다.

재정목적의 부담금은 이외에도 구.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 마련 지원

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 금융기관부실

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법률 제39조

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출연금 등이 있다.

(나)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서의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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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의무이행 확보를 위하여 부담금 부과를 하는 경우가 있다. 장애

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100분 5범위 내에서 의무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

용하여야 하는데,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경

우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하고 있다.

(다) 간접적 규제수단으로서의 부담금

국가는 법상의 명령이나 금지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개인의 행동을 규제

할 수 있지만 부담금의 부과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개인을 유도할 수도

있다. 유도적부담금은 직접적 수단인 명령이나 금지가 가져올 수 있는

국민의 저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가행위형식의 남용’에서 지

나지 않는 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와 달리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행정객체는 국가가 유도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를 하든지 아니면 부담금

을 납부하든지 하는 양자택일의 선택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국가행위형식

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반론이 있다.

간접적 규제수단으로서의 부담금에는 현재 폐지된 택지소유상한에관한

법률에 의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비롯하여 환경개선비용부담금, 항공

법에 따른 소음부담금 등이 있다.

나.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분류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부담금을 그 법적 성격에 따라 비조세적인 부담

금과 조세유사적인 특별부담금으로 구별한다. 비조세적인 부담금으로는

수익자부담금이 대표적이며, 조세유사적 특별부담금으로는 재정충당 특

별부담금, 유도적 특별부담금 등이 있다.

수익자부담금은 국가에 의한 반대급부가 보장되는 것으로 수수료, 사용

료, 부담금 등이 있다. 전통적 부담금 유형 중 수익자․원인자․손괴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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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금이 바로 이 수익자부담금에 속한다. 반대급부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수익자부담금에는 조세유사적 성격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특별부담금은 공적 기관에 의한 반대급부가 보장되지 않는 금전급부의

무라는 점에서 수익자부담금과 구별된다. 특별부담금은 다시 재정충당특

별부담금과 유도적 특별부담금으로 나뉜다. 재정충당특별부담금은 일정

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정경비를 조성할 목적으로 부과된다.

유도적특별부담금은 법상의 명령이나 금지와 같은 직접적인 규제수단과

는 달리 금전에 의한 간접적인 규제수단에 의하여 일정한 국가목적을 유

도하고 조정할 목적으로 부과된다.

다. 헌법재판소의 분류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 등 위헌제청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전통적인 공과금 체계 내에서의 부담금과 새로운 공과금 유형으로서의

특별부담금을 구별하고 있다.

“조세나 부담금과 같은 전통적인 공과금체계만으로는 현대국가의 새로운 행

정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부담금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공과금 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특별부담금은, 특별한 과제를 위한 재정에 충

당하기 위하여 특정집단에게 과업과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공적기

관에 의한 반대급부가 보장되지 않는 금전급부의무를 말하는 것인데 이 부

담금은 특정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별도 지출․관리된다. 따라서 특별부담금은

일반적인 국가재정수요의 충당을 위하여 일반 국민으로부터 그 담세능력에

따라 징수되는 조세와 구별된다.” 헌법재판소 2003.12.18. 선고, 2002헌가2 결정

이들의 구별기준은 부담금 부과대상과 사용용도간의 관계를 기초로, 양

자 간의 관계가 밀접하여 반대급부가 명백하게 반영되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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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진흥기금의 납입금은 부담금 부과대상과 사용용도간의 관계를 기준으

로 할 때, 양자간의 관계가 밀접하여 반대급부가 명백하게 반영되는 수익자

부담금․원인자부담금․손괴자부담금은 아니고, 행정의 실효성확보 내지 의

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서 활용하여 특별행정목적의 실현을 유도하는 유도적

특별부담금도 아니다. 문예진흥기금의 납입금은 문화예술진흥이라는 특정한

공익목적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는

재정충당목적의 특별부담금이라 할 것이다.” 위의 결정

즉 반대급부가 명백히 반영되는 것이 전통적 부담금(수익자․원인자․

손괴자부담금)이다 또한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특별부담금을 그 성

격에 따라 재정충당 특별부담금과 유도적 특별부담금으로 나누고 있다.

재정충당 특별부담금은 일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반면

유도적 특별부담금은 금전에 의한 간접적인 규제수단에 의하여 일정한

국가목적을 유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갖는다.

한편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부담

금을 그 부과목적과 기능에 따라 ① 순수하게 재정조달 목적만 가지는

것과 ② 재정조달 목적뿐 아니라 부담금의 부과 자체로 추구되는 특정한

사회․경제정책 실현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 나누고 있다. 양자의 구별

기준은 전자의 경우 “추구되는 공적 과제가 부담금 수입의 지출 단계에

서 비로소 실현된다”고 한다면, 후자의 경우 “추구되는 공적 과제의 전

부 혹은 일부가 부담금의 부과 단계에서 이미 실현된다”는 점이라고 한

다.

“가령 부담금이라는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 자체가 국민의 행위를 일정한

정책적 방향으로 유도하는 수단이 되는 경우(유도적 부담금) 또는 특별한

공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과 그 외의 사람 사이 혹은 공공의 출연

(出捐)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얻은 사람과 그 외의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조정하는 수단이 되는 경우(조정적 부담금), 그 부담금은 후

자의 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04.7.15. 선고, 2002헌바42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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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리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 등 위헌제청 사건에서

전통적 부담금과 특별부담금을 구별한 기준은 ‘반대급부의 보장여부’로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수익자부담금과 특별부담금을 구별한 기준과 일

치한다.

그리고 구 문화예술진흥법 위헌제청 사건에서 부담금을 재정충당특별부

담금과 유도적 특별부담금으로 나눈 것 역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분류

와 일치한다. 먹는물관리법 위헌소원 사건에서 부담금을 재정조달목적부

담금과 정책실현목적부담금으로 나눈 것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재정조

달목적 부담금은 재정충당특별부담금에 정책실현모적부담금은 유도적 특

별부담금에 각각 대응한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먹는물관리법 위헌소원사건에서 특별부담금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서의 부담금은 특별부담금

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구 문화예술진흥법 위헌

제청 사건과도 일관성 있는 해석이 될 뿐만 아니라, 이미 지적한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부담금이라는 용어를 특별부담금의 개념을 포괄하는 의

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4. 부담금의 정당화 요건

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정당화 요건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고용촉진법상 직업부담금 판결을 통하여 특별부

담금이 조세와 구별되는 실체적 기준 4가지를 제시하였고 중증장애인부

담금 결정에서 유도적․조정적 부담금의 경우 특별부담금에 적용되는 헌

법적 허용 요건이 상당히 완화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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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담금의 실체적 기준 4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담금 납부의무자들은 법질서와 사회적 현실상 선험적으로 존재

하는 이해관계와 특별한 공통의 여건에 의하여 일반 국민이나 다른 집단

과 구별되는데, 이를 ‘집단적 동질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 둘째, 부담금

의무자는 부담금의 부과를 통하여 추구되는 목적에 대하여 여타의 사회

집단 혹은 일반 납세자보다 ‘객관적 근접성’이 있어야 한다. 셋째, 이러한

객관적인 근접성으로 인하여 부담금 의무자는 부담금 부과를 통하여 수

행되는 과제에 대하여 특별한 ‘집단적 책임’을 진다. 넷째, 조세 이외의

재정부담과 특별부담금에 의한 수익 사이에 ‘정당한 관련’이 있어야 한

다. 즉 부담금의 수입은 부담금 의무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

어야 한다.

그런데 유도적 특별부담금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이 일부 완화되어 적

용된다. 즉 집단의 동질성 원칙은 유도적 특별부담금에 대하여도 적용되

지만 부담금 수입으로 이행해야 하는 과제에 대한 집단책임원칙은 유도

적 특별부담금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문제가 되는 과제에

대한 재정충당은 유도적 특별부담금의 주목적도 부수적 목적도 아니기

때문이다.

나. 헌법재판소의 정당화 요건

구 문화예술진흥법 위헌제청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특별부담금이 허용

되기 위한 위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특별부담금은 조세의 납부의무자인 일반 국민들 중 일부가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또 하나의 공과금이므로 국민들 사이의 공과금 부담의 형평성

내지 조세평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특별부담금은 일반인과 구별되

는 동질성을 지니어 특정집단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만 부과되어야 하고(집단의 동질성), 특별부담금의 부과를 통하여 수행하

고자 하는 특정한 경제적․사회적 과제와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

련성이 있어야 하고(객관적 근접성), 그리하여 그러한 과제의 수행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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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조세외적 부담을 져야 할 책임이 인정될만한 집단에 대해서만 부과

되어야 할 것이며(집단적 책임성), 특별부담금의 수입이 특별부담금 납부

의무자들의 집단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집단적 효용성)이

다.(헌법재판소 2003.12.18. 선고, 2002헌가2 결정)

한편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정책

실현목적부담금의 경우 위 요건이 일정정도 완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정책실현목적부담금의 경우 부담금의 부과가 정당한 정책목적

실현에 적절한 수단이라는 사실이 곧 차별의 합리적 이유를 구성할 여지

가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부담금도 그 납부의무자에게 추가적인 공과금을 부담시킬 만한 합리적 이

유가 있으면 공과금 부담의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합

리적 이유로서,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재정조달의

대상인 공적 과제에 대하여 일반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부담금의 부과가 정당한 사회적․경제적 정책목적을 실현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라는 사실이 곧 합리적 이유를 구성할 여지가 많다. 그러므

로 이 경우에는 ‘재정조달 대상인 공적 과제와 납부의무자 집단 사이에 존재

하는 관련성’ 자체보다는 오히려 ‘재정조달 이전 단계에서 추구되는 특정 사

회적․경제적 정책목적과 부담금의 부과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관계’에 더 주

목하게 된다. 따라서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에 있어서는 중요

하게 고려되는 ‘재정조달 대상 공적 과제에 대한 납부의무자 집단의 특별한

재정책임 여부’내지 ‘납부의무자 집단에 대한 부담금의 유용한 사용 여부’ 등

은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에 있어서는 그다지 결정적인 의미

를 가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4.7.15. 선고, 2002헌바42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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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폐기물부담금제도 및 관련 정책의 체계

1. 폐기물부담금제도 의의 및 변천과정

가. 폐기물부담금제도 의의

폐기물부담금제도는 1992년에 도입하여 1993년부터 시행한 후 부과대

상과 부과요율 산출기준 등이 변경되어 왔다. “환경부 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

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는 방식에 따라 제

조한 제품․재료․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를 말한다)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징수한다.” 이때 비용이 폐

기물부담금이다.

부과대상품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폐기물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에 정리되어 있는데, 먼저 유리병․플

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농약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약

은 제외한다.) 및 금속캔․유리병․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

품,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한 제품17) 등

6개 품목이다.

폐기물부담금 수입액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귀속되어 ① 폐기물 재활용

을 위한 사업지원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②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

및 감량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③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의 회

수․재활용 및 처리 지원 ④ 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 및 비축 ⑤ 자원재

17) 플라스틱제품으로서 매출액이 연간 10억원 미만, 수입금액 기준으로 미화 9

만달러 미만,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이 1만 킬로그램 이하, 수입 제품 내 플라스

틱량이 100킬로그램 이하인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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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최종 완제품에 대한 부과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

며 완제품 부담금제도가 환경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채택되는 이유는

제품의 생산․제조 단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소하는 효과

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품의 환경성을 고려하여 폐기물의 처

리를 용이하게 하도록 유도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환경부하가 높은

제품에 대하여 환경비용을 부담시켜 폐기물관리에 따른 환경비용을 절감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나. 폐기물부담금제도의 변천

(1) 태동기

최초 모태는 1980년에 제정․시행된 「합성수지처리사업법」의 원인업

자부담금이라고 할 수 있다. 원인업자부담금은 1970년대부터 영농활동에

하우스, 멀칭용 비닐 등 사용이 증가하는 이른 바 ‘집약적 농업’의 실시

에 따른 영농폐비닐 수거․처리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합성수지 원료제조

사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해당재원은 영농폐비닐 등 수거․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출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면 최초

시행 당시 수거․처리에 문제가 되었던 영농폐비닐의 사용량에 해당하는

출고량 만큼 부담금이 부과되었는지 아니면 생산량 총량에 대하여 부과

되었는지 여부는 기록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인터뷰 결과 영농폐비닐

생산량에 사용되는 부분만 부과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993년 자원재활용법이 제정․시행되면서 합성수지 뿐 만 아니라 재활

용이 어려운 9개 품목으로 확대되고 해당 수입금은 폐기물관리기금으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개별적인 기금형태로 혼용되어 관리되던 여러 환경

관련 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의 시행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통합되

게 되었고 폐기물부담금 또한 해당 특별회계로 편입되게 되었다.



- 35 -

〈표2-4〉폐기물부담금제도의 변천(제1기 : 태동기)

구분 주요 내용 비 고

1980.1.
○ 합성수지처리사업법 시행

- 폐비닐 수거․처리를 위해 합성수지 원료제조사에 원인업자

부담금 부과

○한국자원재생

공사 출연

1993.6.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법률 제4538호, 92.12.8)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915호, 93.6.24) 제정

- 폐기물부담금제도 시행에 따라 9개 품목으로 증가

※ 살충제․유독물․부탄가스용기, 화장품 용기, 과자제품,

전지, 부동액, 껌, 형광등, 1회용기저귀, 합성수지

○폐기물관리기금

1995.1 ○ 환경관련 부담금 통합운영(환경개선특별회계 신설)

폐기물부담금제도 업무매뉴얼 한국환경공단(2016)

(2) 변혁기

제도 변혁기의 발단은 합성수지 원료제조사에 부과되는 부담금의 발단

에서 기인한다. 원료제조사는 원인자부담원칙에 근거할 경우, 자신들은

제품의 원료를 생산할 뿐이고 제품을 가공하여 생산하는 실질적 생산자

또는 제품을 버리는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계속하여 주

장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상정시킴으로써 3년 이내에 합

성수지 원료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폐지하기로 결정하였고 제조업체의 입

장을 대변하는 당시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관련 연구용역 등 진행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끝에 업계가 합

성수지제품의 고형연료화 사업 등 기반구축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는 것

으로 결정하였다.

이와 동반하여 환경부는 식․음료 등의 합성수지 포장재 등에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ded Producer

Responsibility)18)가 2003년도부터 시행됨으로써 관련 업계는 생산되는

18) 제품이나 포장재의 생산자, 수입업자에게 포괄적으로 회수․재활용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법에서 정하는 회수․재활용의무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

는 재활용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후술하는 내용에서 상세히 설명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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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고 그에 더하여 생산된 포장재 등에 대하

여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담금의 이중부담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제도라는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여 2002년 말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EPR제도의 출범과 동시에 합성수지 원료에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하고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자 등에게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게 되

었다.

〈표2-5〉폐기물부담금제도의 변천(제2기 : 변혁기)

구분 주요 내용 비 고

1998년

○ 합성수지 폐기물부담금 개선 규제개혁위원회 의결

- 원료에 부과되던 부담금을 제품 생산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담

- 사업자의 자발적 협약 체결시부터 3년 내에 합성수지

폐기물부담금 폐지

○환경부 일괄

관리

1999.2.

○ 자발적협약 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구성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한국플

라스틱재활용협회 및 원료제조사

- 관련 업계 간 협의추진(연구용역 의뢰 등)

○규제개혁위원회

○ 산업자원부

2000년

이후

○ 합성수지업계와 제품제조업계 간 회수․처리 역할 분담

- 석유화학 업계 및 플라스틱 업계가 자발적으로 120억원 조성

- 유화, 고형연료화(RDF) 기반 구축사업 진행

○산업자원부

주관(입지환경

과)

2003.1

○ 자원재활용법 및 하위법령 개정(법률 제6653호)

-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업무 위탁

- 합성수지 원료에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하고 부담금 7개

품목 확정

※ 유독물․살충제 용기, 화장품 유리병,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 플라스틱 제품(1차 제품)

○7개 품목 대상

폐기물부담금제도 업무매뉴얼 한국환경공단(2016)

(3) 안정․발전기

2003년 1차 플라스틱제품에 부과하던 폐기물부담금도 그 부과기준이 다

소 애매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플라스틱 생산단계의 순환고리를 이어갈수

록 1차 가공자의 결정이 어려웠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중부담의

문제는 계속 제기되게 되었다. 따라서 플라스틱 최종 제품 제조․수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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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다시 한번 변경하게 되었다.

한편 부담금 플라스틱의 경우 부과요율이 킬로그램 당 150원까지 상승

하면서 해당 제조․수입업자가 해당 제품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재

활용률까지 자발적으로 회수․재활용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는 ‘자발

적 협약’제도 또한 2008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아울러 전국경제인연합,

중소기업중앙회 등 많은 경제단체 등이 부담금 요율 강화에 따른 제품

경쟁력 부담 및 중소기업의 채산성 악화 등을 지적함으로써 일정규모 미

만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도 도입하게 되었다.

〈표2-6〉폐기물부담금제도의 변천(제3기 : 안정․발전기)

구분 주요 내용 비 고

2006.6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9572호)

- 1차 플라스틱 제품에서 최종 플라스틱제품으로 전환

- 화장품 유리병 EPR 대상 품목으로 전환

※ 유독물․살충제 용기, 부동액, 껌, 1회용기저귀, 담배, 플

라스틱 제품(최종제품)

○6개 품목 대상

2008.1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9971호)

- 부과요율 단계적 인상 및 자발적협약 제도 시행

2011.1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2535호)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자 중소기업 감면 규정 신설

※ 매출액 200억 미만 50% 감면

2015.2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6088호)

- 담배 요율 현실화(7원/갑 → 24.4원/갑)

- 중소기업 감면 확대(50% 감면에서 최대 100%까지 차등)

폐기물부담금제도 업무매뉴얼 한국환경공단(2016)

2. 폐기물부담금제도 관련 정책 체계

대량 생산․소비 체제의 사회에서 증가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90년

대부터 폐기물 감량․재활용 정책을 중점 추진해왔으며 2000년대 이후

폐기물의 감량․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기반조성이라는 정책목표와

실천계획을 수립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폐기물 감량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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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과 관련된 정책에는 폐기물부담금제도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자

발적협약제도, 환경성보장제도가 있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폐기물 발생량 저감을 위해

1993년 도입되었다. 그리고 기업들이 제품 생산단계부터 책임성을 강화

하고 재활용을 촉진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생산자들이 제품

생산부터 사용 후 회수․재활용 단계까지 책임을 강화하는 생산자책임재

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가 도입되었다. 폐기물

부담금 제품 중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재 중 회수․재활용에 대한 자발

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가

2008년에 도입되었다. 이는 부담금 요율(2006년 개정요율) 상승으로 인

한 플라스틱제품 제조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한 재활용률을 달

성하는 품목에 대해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또한 EPR 대상 품목이었던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를 대상으로 원재

료 사용의 합리화를 유도하고 폐기 시 적정한 재활용 등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부하 최소화를 유도하는 제도인 환경성보장제

는 2008년에 도입되었다.

〈표2-7〉폐기물부담금제도 및 관련제도의 개요

구분 폐기물부담금제도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자발적협약제도 환경성보장제도

시행
년도 1993년 2003년 2008년 2008년

제도

개요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

렵고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품

목의 제조수입업자

에게 폐기물의 처리

에 드는 비용을 부

담시켜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원의 낭

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생산자 또는 수입자

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 폐기물에 대

하여 일정량의 재활

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

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

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부

과하는 제도

폐기물부담금 대상

품목인 플라스틱 제

품 및 포장재 중 환

경부장관과 회수․

재활용에 대한 자발

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

제하는 제도

유해물질 및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제조단계에서 유해

물질 사용제한, 재

질구조 개선 등으로

원재료 사용의 합리

화를 유도하고 폐기

시 적정한 재활용

등 전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를 통

해 환경부하 최소화

를 유도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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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선행연구

김경우(2008)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폐기물예치금제도를 재활용 관

련 행위자(생산자, 재활용사업자, 소비자)의 경제적 유인과 관리의 용이

성 측면에서 비교․평가하였는데 양 제도 모두 소비자들은 직접적인 경

제적 유인이 없을 뿐 만 아니라, 대상품목의 확대로 혼란이 가중되었지

만, 생산자 및 재활용사업자들의 경제적 유인은 강화되었고, 규제기관이

정책수단을 관리하는데 용이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갑생(2013)은 위 4대 재활용촉진제도 상의 공통품목인 플라스틱의 재

활용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각 제도별 관리품목을 재분류해야 하고,

여타 폐기물부담금 대상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도 품목 및 재질별 재활용

체계, 시장화 정도에 근거하여 재분류함으로써 적정하게 재활용되고 있

는 품목은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행정입법과 관련한 폐기물정책에 대한 연구는 현재 없는 실정이다.

대상

품목

살충제․유독물용기

부동액

껌

일회용기저귀

담배

플라스틱제품(36개업종)

□포장재(종이팩 ,

유리병, 금속캔, 합성

수지재질의 포장재)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

용 샴푸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재

□ 제품

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윤활유 포장용기

파렛트․컨테이너

프로파일

바닥재

PE관

PE영농필름

전선․통신선

단열재용 발포스티렌

수산물양식용부자

PVC관

로프․어망

김발장

비료포대

곤포사일리지

정수기

청정기

비데

필터

청소기

□ 전기․전자제품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PC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복사기

프린터

□ 자동차

승용차

승합차(9인승 이하)

화물차(경형, 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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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소 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학 상 행정입법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며 그

에 대한 많은 쟁점 및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결국 논의의 핵심은 권력

분립의 원칙상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입법부에 의하

여 법률의 형식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

이나 수시로 변화하는 사실관계를 탄력적으로 규율할 경우 하위규범인

행정입법에 위임하여 정하는 양자 간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라고 하

겠다.

아울러, 폐기물부담금제도 또한 제도 시행 초기부터 현재까지 많은 변

화를 가져오며 시행되어오고 있다. 하지만 최초 도입목적과 달리 현행

제도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결국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 등 많은 폐기물재활용, 감량 촉진제도가 도입되었고 향

후에도 유관 제도와의 연관성 차원에서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하

는 상황에 처해있다.

다만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적절한 행정입법의 통제방안 등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전형적인 침익행정의 한 분야

인 부담금제도에서 나타나는 행정입법 상의 문제점 및 쟁점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인터뷰를 통한 인식 연구를 통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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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문제와 방법

제 1 절 연구문제와 방법론

본 연구의 주제는 규제 대상자를 상대로 금전납부의무를 강제하는 폐기물

부담금의 중요사항(부담금대상품목, 판정기준 등)을 행정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에 규정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해

결 및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다.

제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행정입법, 부담금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찬반

논쟁은 팽팽하다.

수시로 복잡하게 변화하는 현대 행정에 있어 시의적절한 규정, 지침 등

의 개정을 통해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실제 집행에

있어서도 실무자들에게 추상적인 법률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이 더 많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반면, 죄형법정주

의, 조세법률주의처럼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영역에 있어서는 더욱 엄

격하게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점에서 반대 의

견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조세, 환경 분야처럼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은 법률에 세부적

인 사항을 모두 기술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상당부분의 내용

을 행정입법에 위임 할 수밖에 없으므로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의견도 강

하다. 하지만 규제를 받는 입장에서는 정보의 이해 및 확인에 많은 한계

가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입법예고 등의 절차가 필요 없는 행정규칙 등

에 중요사항이 규정 될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될 여지도 있다.

따라서〈연구문제①〉은 부담금의 중요사항을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

닌 행정입법에 위임한 폐기물부담금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법원, 행정심

판위원회 등의 결정은 어떠한지 알아보고 그에 대한 결정의 정당성 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검토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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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①〉규제 대상자를 상대로 금전납부의무를 강제하는 폐기물

부담금제도의 중요사항(부담금대상품목, 판정기준 등)을 행정입법

(법규명령, 행정규칙)에 위임하여 나타난 법원의 판례 등 유권해석

결정은 어떠하며 그와 관련된 쟁점은 무엇인가?

문제①에 대한 판례 등 연구를 위하여 문헌(단행본, 논문, 보고서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폐기물부담금과 관련된 판례 등은 한국환

경공단 본사 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지방법원 판례, 행정심판 결정까지

확인하였다.

상기 결정 등의 검토를 통하여 첫째, 헌법재판소 판례의 경우 제2장에

서 검토한 행정입법에 대한 위임문제가 쟁점이 된 결정에서 “수권 근거

의 적정성”이라는 쟁점을 도출하여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비판적으로 사

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폐기물부담금 실무 사례에서 많은 문제가 되었던 법원 판례, 행정

심판 결정을 근거로 하여 별도의 위임절차 없이 대외적 효력이 없는 행

정규칙에 중요사항을 규정한 사안이 직접 부담금 부과처분까지 이어져서

발생한 사례에 대하여 “규정체계의 적정성”이라는 쟁점으로 사안을 정리

하고 법리적, 정책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검토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법학계에서 논쟁이 되는 ‘폐기물’개념과 관련하여 현행

‘폐기물부담금’ 관련 법령에서 수차례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는 폐기물의

개념이 폐기물부담금에 적용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도 판단하려 한다.

〈연구문제 ②〉금전납부의무를 강제하는 폐기물부담금제도의 법적

쟁점 및 불합리한 사례 등에 대하여 규제대상자 등 이해관계자의

인식은 어떠한가?

문헌 검토와 더불어 폐기물부담금 납부 대상 기업, 제도운영기관, 유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폐기물부담금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불합리한

사례 및 쟁점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을 정리

하고 검토하였다.



- 43 -

부담금 납부기업의 경우 플라스틱제품 등을 출고하는 제조․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납부액 규모(10억원 이상,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천만

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를 구분

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업체 선정은 폐기물부담금제도 현장 운영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

지역본부의 협조를 받아 업체정보를 확인 후 직접 연락을 취하여 약속

시간을 정하였다. 약 30분 정도 제도의 전반적인 사항과 운영과정에서 발생

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설문을 작성하였으며, 설문 작성 후에는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아울러 다소 어려운 법률 용어 및 개념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 시간을 가졌다.

〈표3-1〉인터뷰 실시 내역

구분 상호(업종)
폐기물부담금
최근 납부액

인터뷰
일시

소요 시간 직위

기업

A사(자동차부품) 1,203,215,000원 2017.2.20 약 2시간 차장

B사(식품유통) 10,839,000원 2017.2.21 약 1시간 대리

C사(비닐제조) 408,293,000원 2017.2.22 약 2시간 실장

D사(대형유통사) 506,021,000원 2017.2.24 약 1시간 과장

전문가 E연구소 - 2017.2.24 약 1.5시간 소장

운영
기관

한국환경공단
(현업 담당)

- 2017.2.27 약 2시간 대리

한국환경공단
(본사 담당)

- 2017.2.28 약 1시간 차장

당초 계획은 부담금납부액이 100만원 미만인 소형 업체도 방문하기 위하여

5개소 이상 섭외를 하였으나 인터뷰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현업에서 근무

중인 한국환경공단 담당자의 협조전화를 받아 인터뷰를 진행할 경우 오히려

의사 등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되어 실시하지 않았다.

운영기관의 경우 한국환경공단의 징수행정을 총괄하는 본사 정책담당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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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징수업무를 실시하는 지방조직 현업담당자를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유관 전문가의 경우 폐기물부담금, EPR제도 등 자원순환,

폐기물과 관련된 연구 실적이 있는 전문가로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

원유통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를 섭외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제 2 절 인터뷰를 위한 질문들

1.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헌법 제37조 제2항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복리, 질

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고 설사

하위법령에 위임하더라도 헌법 제75조에 따라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

임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첫째 질의사항은 자원재활용법에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으로 그 대강을 정하고 품목에 대한 세부

품목은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과연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 제한의 최소 범

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이다.

＜질문 ①＞

자원재활용법 제12조에서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

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그

대상품목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2. 수권범위를 넘은 행정규칙의 적법성

행정규칙이란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한 공법상의 법률관계 내부에서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일반, 추상적인 명령으로서 외부법으로서 대국민에

대한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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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폐기물부담금의 경우 법규명령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도 규정하

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행정규칙인 예규, 지침 등 내부 매뉴얼에

규정하는 다양한 사례가 있다. 특히 해당 행정규칙이 이른바 법규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다시 말해 수권범위를 초과하여 예외적인 사례를 규정한 경우에

는 이를 적용한 행정처분의 적법성이 의심될 여지가 크므로 관련 사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질문 ②＞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6조에서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을 규

정하고 있는데 행정규칙인 환경부 예규로 ‘최종단계의 완제품을 단순 절단·

접착·인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바로 전단계의 제품 제조자에게 폐기물부

담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한 사례는 적법한가?

＜질문 ③＞

자원재활용법 제12조 개정(2013.8.13.) 전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생

산한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상기 개정일 이전까지 법률에 규정사항이 없어

행정규칙인 환경부 예규에 주문자에게 부과하도록 한 사례는 적법한가?

3. 이중부담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부담금 부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설립된「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중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부담금

부과 품목은 사용된 후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여부와 관계 없이 배출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배출하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다시 부

과하는 것은 이중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기본법의 원칙에 반한 다는 것이다.

＜질문 ④＞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인 건축용 플라스틱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 폐합성수지에 해당되어, 해당 법률 제16조에

따라 배출자가 처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자원재활용법을 적용하여 부담금

을 부과한 것은 이중부담이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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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과대상 여부 결정의 난해성

폐기물부담금 부과 후 소송 등에 가장 많이 가는 사례로써 특히, 플라스틱

의 경우 유통구조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부과대상인 최종대상제품의 판정이

많은 문제가 된다. 이에 실무상 경험한 다양한 사례를 설명하고 납부기업, 운

영기관, 유관 전문가의 입장에서 어떠한 의견이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질문 ⑤＞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 6에 규정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

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5. 플라스틱의 폐기물부담금 대상여부

자원재활용법에서 정한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 7개 품목 중 가장 모범적으

로 분리배출이 이루어지고 재활용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플라스틱이

과연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질문 ⑥＞

플라스틱은 폐기물관리법 제2항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고,

엄밀히 따진다면 폐기물부담금 제도를 명시하고 있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의 범주에도 포함되기 곤란

하다. 실제로도 플라스틱은 현재 위 동법 시행령에 지정된 7개 품목들 중에

서 나머지 품목들(살충제, 유독물제품,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과는

폐기물의 성격부터 다르다. 다시 말해서 위의 7개 품목은 별도 수거와 처리

가 어렵고 재활용도 대단히 어려우며 따라서 대부분 소각과 매립으로 처리될 수

밖에 없는데 반하여 플라스틱은 현재 분리배출이 가장 모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재활용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서 상식적으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이 될 수 없다. 위 의견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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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⑦＞

산업계는 폐기물부담금제도가 사후부과를 원칙으로 하는 데에 반해서 현실에서는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일반적으로 하

도급자의 지위에 있는 플라스틱 사업자로서는 부담금 인상분만큼을 미리 제품가격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위 의견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질문 ⑧＞

플라스틱업계의 속성 상 제품의 종류가 많고 유통구조도 모호하여 폐기물부담

금 부과 대상을 선정하기가 쉽지 않고 또 이중부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위 의견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질문 ⑨＞

플라스틱 제품 등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은 당초 원료물질을 생산업체에서 최종제

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나름의 변경 논리

가 있지만 이에 대한 많은 논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 상황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6. 기타 의견

그 동안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폐기물부담금제도 및 관련 폐기물 정책

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교환하였다.

＜질문 ⑩＞

귀하가 생각하는 현행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 방안은?

＜질문 ⑪＞

기타 폐기물 재활용, 감량 정책 등 전반에 대한 귀하의 자유로운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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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판례 등 유권해석 사례 분석

앞서 제2장에서 행정입법과 부담금 개념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관련 선행연

구를 정리하였고 그에 따라 실제 폐기물부담금제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지

확인하기 위하여 제3장에서 정한 연구문제 및 질의를 토대로 다양한 이해관

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기 위하여 먼저 문헌분석을 통하여 법원의

결정 등 유권해석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연구해보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제2장, 제3장에서 걸쳐 정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적인 쟁점

을 도출함과 동시에 그에 대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다시 정리하고 판례 등

공식적 유권해석의 입장과 비판적인 검토를 하고자 한다.

제3장 제2절의 11개 질의사항을 6개의 범주(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수권범위를 넘은 행정규칙의 적법성, 이중부담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부과대

상 여부 결정의 난해성, 플라스틱의 폐기물부담금 대상 여부, 기타 의견)로

구분하였다.

이전까지 질의 내용 등에 대한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다시 압축하면 첫째는

수권근거(授權根據) 적정성19)이다 여부이다. 폐기물부담금제도가 재활용이 어

렵고 폐기물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등의 발생을 억제하

는 유도적 기능이 있는지 아니면 환경개선사업의 특별회계 재원조성을 위한

재정조달목적의 부담금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반 국민에게 금전납

부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처분임에는 분명하다. 이에 대하여 조세와 마찬가

지로 여러 가지로 엄격한 법정주의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상황의 변화

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하위법령에 위임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

하다. 특히, 폐기물부담금에 있어서 법률에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19)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6개 질의 범주 중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여부’와

‘수권범위를 넘은 행정규칙의 적법성’을 수권근거의 적정성으로 통합하여 정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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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으로 대강을 정하고 행정입법인 대통령령

에 그 품목을 정한 것은 각종 소송에서 여러 가지 법리적 논쟁을 불러일으키

는 단골손님이기 때문이다.(수권근거의 적정성)

둘째 행정입법 중 실무상 높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규칙’으로 별도의 수권행위 없이 중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초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고찰이 필요하다. 폐기물부담금의

경우 법규명령인 환경부령에 플라스틱제품의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

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 단계의 제품’이라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규칙

인 환경부 예규에 이와 상반되는 예외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규정 간의 경합

및 충돌이 발생하고 우선 적용의 문제까지 검토되기 때문이다.(규정체계의 적

정성20))

셋째 ‘폐기물부담금’이라는 용어에서 과연 폐기물의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여

야 하는지 문제이다. 자원재활용법상에 폐기물부담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제12조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재활용이 민간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는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과

연 폐기물인지 여부가 논란이 크며 이와 더불어 폐기물관리법 상의 ‘폐기물’

정의에 대한 주관적 개념과 객관적 개념의 대립 및 이와 관련된 판례를 종합

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플라스틱이 폐기물부담금 대상 품목으로써 과연 적정한

지 여부를 다시 한 번 고민해보고자 한다.(폐기물부담금 명칭의 합리성21))

20) 여기에서 6개 질의 범주 중 ‘이중부담금지 원칙 위반 여부’, ‘부과대상 여부

결정의 난해성’을 규정체계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검토하되 일부 내용은 다소 중

복 될 수 있다.
21) 6개 질의 범주 중 ‘플라스틱의 폐기물부담금 대상 여부’에 대하여 폐기물의

개념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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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수권근거의 적정성

1. 선행연구 및 현행 문제점

윤준승 등(2010)은 조세법률주의의 취지 및 연혁을 고려할 때, 반대급부 없

이 강제적 금전납부의무를 부과하는 부담금에도 조세법률주의는 적용되어야

주장한다. 왜냐하면 부담금과 조세는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이라는 점과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부과된다는 점이 유사하며, 특히 권

력으로서 국민에 납부의무를 강제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원윤희 등(2008)은 조세에 대해서는 헌법 제38조와 제59조 등 명

문의 규정을 통해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반면 부담금 등은

경제 등 국가의 각종 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조항들과 재산권의 보호

및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 등 제반 규정들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고 하면서 헌

법 제59조 조세법률주의의 규정을 비단 조세에만 국한하기 보다는 강제성이

부여되는 다른 국민 부담으로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신영수(2012)도 현행 법정준조세 중에는 부과요건과 산정기준 등을 시

행령 등의 하위법령에 위임하거나, 부과요건이 투명하지 않은 것들이 적지

않고, 사용내역 또한 부담금을 제외하면 거의 공개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현행 자원재활용법은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

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 대강을 정리하고 그 구체적인 품목

은 행정입법인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중 현실적으로 재활용이 사실

상 불가능한 일부 품목(유독물제품,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을 제외

하더라도 활발하게 재활용이 이루어지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서는 많은 논

란이 발생되고 있다.

환경부와 운영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각종 연구조사 및 폐기물 통계를 통하

여 일부 플라스틱 제품의 낮은 재활용성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현행 제도

의 유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은 이에 대하여 조

세보다 더 강한 반감이 있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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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판례의 검토

가. 교통안전분담금 위헌 결정22)

헌법재판소는 교통안전기금의 재원의 하나로 운송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분

담금의 법적 성격’을 판시하면서 이 사건 분담금은 사용목적이 교통안전사업

의 재정충당을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교통수단 제조업자에게 부과되는 특별

부담금의 일종이며, 특정사업자들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조세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나 공익사업의 재정충당을 위하여 부과된다는 점에서 조세유사적 성

격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아울러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 헌법 제75조에 위임

입법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도록 위

임의 한계를 제시하여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

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더욱이 위임입법의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정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

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적, 명확성의 요구가 강

화되고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의 경우보다 더 엄격

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반면에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

시로 변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

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분담방법의 대강이나 비율, 상한 등을 전혀 규정하

지 않은 채 전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납부의무자로 하여

금 내용이나 범위를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나아가 행정부의 자의적인

입법권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 포괄적

인 위임입법으로서 헌법 제75조에 위반되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하였다.

22) 헌재 1999.1.28. 97헌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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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송수신료 헌법불합치 결정23)

헌법재판소는 방송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

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

담금이라고 하였다. 특히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에서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

회가 심의․결정하고, 공사가 공보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부과․징수한

다.”라는 규정에 대하여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법률에 근거를 두기

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은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인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이른

바 ‘의회유보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최소한의 대안으로서 “국회가 수신료 금액을 법률로써 직접 규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적어도 그 상한선만이라도 정하고서 공사에 위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가 확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다. 수도권 과밀부담금 합헌결정24)

헌법재판소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의 과밀부담금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청

구인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법령조항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 하였

는지 여부에 대한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 결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항, 제2조 제3항 중 ‘판매용건축물’ 해

당부분이 불명확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

하여 헌법재판소는 위헌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인 명

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에 대하여 요구된다. 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내용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수

범자가 알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확보될 수 없게 될 것이고,

또한 법집행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원칙적인 입장을 제시하면서 본 사안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23) 헌재 1999.5.27. 98헌바 70
24) 헌재 2001.11.29. 2000헌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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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 조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인구집중유발시설”이라 함은 학교․공장․공공청사․업무용건축물․판

매용건축물․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과밀억제권역안의 지역으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건축물․판매용건축

물․공공청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증축 및 용도

변경을 말한다.) 하고자 하는 자는 과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

할 수 있다는 헌법 제75조의 입법취지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

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

측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

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야 한다.”라고 하면서, 위 법률에서 정한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한다 하더

라도 어느 정도 규모의 시설까지 부과대상으로 할 것인가는 수도권의 과밀현

황 및 경제 사정이나 종합적인 수도권 정책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이

므로, 그 세부적인 내용은 모두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규율한다는 것은 불

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및 범위에 관하여 어느 정도 범위를 한정하여 하

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보다 세부적인 유형과 판정기준을 그 때

그 때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법률에서 그 대강의 내용을 규정한 후 대통령령에 의한

부분적 보충의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법률에서 열거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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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체적 사례들을 통하여 대통령령에 의해 보충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사

건 법률조항이 헌법이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라. 해양환경개선부담금 합헌결정25)

(1) 헌법재판소의 판단(다수의견)

헌법재판소는 구 해양오염방지법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요건 등을 규

정한 조항에 대하여 이를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심판대상 조항〉

제46조의3(해양환경개선부담금)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및 생태계

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1.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 해양배출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기름 등 배출행위

② ～ ③ 생략.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감면기준 및 부과․징수절차 등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헌법재판소는 해양오염방지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해양환경개선부

담금의 부과범위는 육상처리비용과의 관계 속에 해양배출의 억제에 필요한

정도로 그 부과범위의 대강이 예측 가능하며 그 구체적 범위는 처리 기술의

발달에 따른 육상처리비용의 변화, 폐기물처리체계의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입법을 통해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대상은 폐기물해양배출업자라는

25) 헌재 2007.12.27. 2006헌가 8



- 55 -

특정 집단이므로 관련 집단의 특수성․밀접한 관련성․전문성으로 인해 부담

금의 산정기준 등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자들이므로 일반 다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담금, 조세와는 달리보아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규율대상의 전문성 및 다양성으로 인해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해양오염방지법의 체계나

다른 규정, 기타 관련 법률 등을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 보았을

때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이 예측 가능하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

(2) 헌법재판소의 판단(소수의견)

위 다수의견에 대하여 1인은 반대의견을 제시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즉, “위 법률조항은 해양환

경개선부담금의 대가나 범위의 한정 없이 부담금의 산정․감면기준 및 부

과․징수절차 전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산정․감면기준을 어떻게 정

할지, 부과 및 징수절차는 어떠한 형태로 할지가 오로지 행정권의 임의적 판

단에 맡겨져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내용과 해양오염방비법의

전반적인 체계, 부담금 납부의무자 등에 관련 조항을 유기적․체계적으로 판

단하여 보아도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될 내용이 대강 어

떤 것이 될 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 더욱이 “이 사건 해양

오염방지법을 대체하기 위하여 제정된 해양환경관리법(2007.1.19. 법률 제8260

호)은 해양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하여, 부담금은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단위당 부과금액을 곱한 후 오염물

질의 종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한 후, 오염물질의 배출량,

단위당 부과금액, 종류별 부과계수 등 및 부담금의 징수절차 등을 대통령령

에 위임함으로써 법률에서 부담금의 산정요소 및 기준을 대강을 규정하고 있

다. 이러한 입법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

어진 것으로서 위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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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폐기물부담금 합헌 결정26)

(1) 사건 개요

청구인들은 플라스틱 제품(PE필름, 파이프, PET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

들로서 구 한국환경자원공사로부터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자 해당 처분

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 중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자원재활용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위헌심판제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조항〉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2.2.4. 법률 제6653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5.12.29. 법률 제7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수질환경보전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

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 및 포장재를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

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그 폐기물

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비

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의 산출기준․납부시기․납부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

26) 헌재 2008.5.29. 2005헌바 48․64(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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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폐기물부담금은 비록 조세는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특별

부담금에 해당하므로 ‘조세법률주의’가 유추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조항

은 요건이나 기준을 전혀 정하지 않은 채 이를 전적으로 환경부장관의 재량

에 맡기고 있으므로,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내용이다.

둘째 이 사건 제1항 규정만으로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물건을 명

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워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에 반하며 부담금 부과대상

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민의 재산권

이 최소한으로 제한되도록 할 의무를 위반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는 주장이다.

셋째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잘 될 뿐만 아니라 폐기물관리법에 정한 ‘폐기물’

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플라스틱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인 이유 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넷째 위 제1항의 위임을 받아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 제10조 제2항은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업자가 제조하는 플라스틱 제품을 부담금 부과대상에

서 제외하고 있어 플라스틱업체들 사이에서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평

등원칙’에도 위반된다.

다섯째 이 사건 제2항 조항은 폐기물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아무런 기준도

설정하지 않은 채 이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하게 될 부담금 산

출기준의 내용이 대강을 전혀 예측할 수 없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3) 헌법재판소의 판단(다수의견)

헌법재판소는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는 위임입법의 헌법적 한계를 준수하였

는지에 대한 심사로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와 함께 판단되어질

수 있다고 하면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먼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

하고 있거나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등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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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종류가 지극히 다양하고 자원재활용법 제16조(EPR)가 규정하고 있는 재

활용 의무 생산자들이 재활용 기술의 발전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

제품 등의 종류가 수시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고, 부과대상 선정에 있어서도

“폐기물 및 재활용 처리 기술과 비용, 전반적인 폐기물처리체계의 효율성 등

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적인 분야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보

다 탄력적인 행정입법의 위임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제1항 조항만으로도 이미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에 관한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

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폐기물의 발

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폐기물 발생의 원인 제공자인 제

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에게 부과될 것임을 알 수 있고 나아가 특정수질

유해물질, 유독물 함유 제품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이와 유사한 정

도의 환경부담을 초래하는 제품 등에 부담금이 부과될 것임이 쉽게 예측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나아가 자원재활용법 제3조는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

기물’의 정의 및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재활용’의 정의를 통해 ‘재활용이 어렵

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라는 것

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의미가 한정되며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대통령령에

위임될 대강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제1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을 판시하였다.

평등원칙 위반여부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시행령에 근거한 것

으로 법률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규정하였으며, 플라스틱이 폐기물에 해

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판단 대상이 아니므로 수용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 제2항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헌법재

판소는 관련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제2항 조항에 의해 대통령령

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하였는데 그 구체적

인 근거는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이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폐기물’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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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며

‘처리’라 함은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

립․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의미하므로 제2항의 규정과 내용 관련

법규 등을 유기적, 체계적으로 살펴보면 그 산출기준에 관하여 폐기물의 처

리에 드는 비용을 상한으로 하고 있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다.

또한 위 이 사건 제1․2항이 적용되는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 등으로서 그

집단의 특수성․관련성․전문성으로 인해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등을 충

분히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부담금

이나 조세에 대한 예측 가능성 판단과는 달리보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환경관련 기술의 지속적인 변화, 발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과 같은

환경 관련 법률은 고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일 뿐 아니라 수시로 변화가 예

상되므로 오히려 법률로 규정할 경우 입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어려

운 점 등을 감안하면 제2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

정하였다.

(4) 헌법재판소의 판단(소수의견)

위 다수의견과 달리 2명의 재판관은 이 사건 제2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밝혔다. 그 이유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개인

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복리,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에 한하여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고 설사 하위법령에 위임하더라도

헌법 제75조에 따라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하므로 포괄적 입

법위임을 허용하는 것은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이 실질적인 입법을 하도록 하

는 것이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은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 및 입법권을 국회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한

제40조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 제2항의 경우 “산출기준․납부시기․납부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을”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특히 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부담금의

납부의무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고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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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사항이므로 최소한 법률에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범위를 예측할 수 있

도록 법률 자체에서 적어도 산출기준의 대강을 정하거나 상한을 정해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헌재 1999.1.28. 97헌가8)

또한 부담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

체․설치목적․부과요건․산정요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

고 있으며 세부사항을 하위법령 등에 위임하더라도 당해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제2항은 산출기준에 대한 아무런

내용도 규정하지 않고 상한 등에 관하여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

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소수의견은 다수의견의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에 대한 유추

논거를 비판하였는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의 정의로부터 쉽

게 예측할 수 있는 다수의견의 논거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처리 방법이 매

우 다양하고 각각의 처리비용 또한 천차만별인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

판하였다.

결국 이 사건 제2항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부담금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납부의무의 범위와 방

법에 대하여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나아가 행정부의 자의적인 입법권 행

사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를 남김으로써 위헌이라고 판단하

였다.

3. 사안의 검토

부담금 부과라는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어떤 한도 내에서 규정해야하는지는 결국 ‘포괄위임입법금

지’의 원칙 문제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위 ‘교통안전분담금’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세부규정을 위임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정하였다. 그 내용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침해

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성․명확성 요구가 강화되며 반대로 급부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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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와 규율대상이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구체

성․명확성 요건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또한 ‘방송수신료’ 결정에서도 언론․

보도의 자유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은 당연히 국민의 대

표인 의회에 의해 제어되어야함을 마찬가지로 천명하였다.

특히 위 두 결정은 부담금의 남설(濫設)과 관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부담

금관리기본법이 2002년 시행되기 이전에 결정됨으로써 부담금관리기본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적절히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폐기물부담금’ 결정이라고 판단된다. 헌법재판소는 ‘교통안전분담금’

판례에서 부담금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위임 시 해당 행정행위의 성격에 따

라 달라짐을 제시하였다. 합헌으로 귀결된 다수의견은 결국 폐기물과 관련된

영역은 처리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변하고 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적 분야로써 일정부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의 불가피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사건 제2항에 청구인들이 제시한 포괄위임입법금지 원

칙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 시에도 자원재활용법 제3조에 의하여 자원재활용

법의 모법이자 일반법의 성격을 갖는 폐기물관리법 관련 내용을 유추하여 ②

유기적․종합적으로 해석할 경우 충분히 부담금 부과기준의 대강을 파악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위 논리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 있다.〈표 2-3〉에서〈표 2-5〉

까지 부담금제도의 변천을 보면 알 수 있듯이 20년 이상 운영된 폐기물부담

금의 품목변화는 그렇게 빈번하거나 크다고 볼 수 없다. 대부분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 환경성보장제 등 유관제도의 태생으로 인하여 품목이 이관

(화장품용기, 전지류, 형광등, 부탄가스 등) 되었으며 담배, 기저귀, 플라스틱,

기타 유해물질 등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때문에 지나치게 ‘개괄주의(槪括主

義)’식으로 표현하고 품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보다 ‘열거주의(列擧主義)’

방식으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 기업 실무 담당자들과 현장 심층인터뷰 실시 전 수 십분 동안 제도 개

요 및 문제점 등을 법리적, 환경적 관점에서 설명해도 기업의 실무자들이 공

통적으로 하는 언급 “법령을 아무리 읽어보고 교육을 받아 봐도 무슨 내용인

지 어려워 이해가 가지 않으며 회사에서 가장 기피하는 업무 중의 하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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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법령 입안자 등 정책 당국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위 폐기물부담금 결정 소수의견에서 “폐기물처리에 드는 비용”에 대

한 다수의견의 주장27)을 비판한 것처럼 폐기물 종류, 발생원, 지리적 여건 등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처리방법 및 기준이 매우 다양함에도 충분히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짐작할 수 있다는 다수의견의 논리는 사업수행 현실과 다소 동

떨어져 있다고 판단된다.

27)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이 일단 그 의미에 있어 불명확해 보이기는 하

나 폐기물의 소각 및 매립 등을 통해 처리하는 비용이라는 것을 쉽게 예측 할

수 있고, 이 사건 제1․2항 조항들이 적용되는 대상은 플라스틱제품의 제조업자

등으로서 그 집단의 특수성․관련성․전문성으로 인해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

준 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헌재 2008.5.29. 2005헌바 48․64(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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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규정체계의 적정성

1. 현황 및 문제점

가. 관련 이론 및 판례의 입장

제2장에서 행정입법을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법규사항) 규정 유무

에 따라 강학 상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구분하였고 두 개념을 비교해

가면서 특징을 정리하였다. 행정규칙(行政規則)은 일반적으로 “상급행정기관

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와 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로 정의된다.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은 학설상 일면적․편면적 구속력만 가지는 비법규설,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일반 국민에 대하여도 법적 효

력을 미친다는 준법규설, 마지막으로 행정권도 독립적인 규율권을 가진다는

법규설로 등으로 구분하였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대외적으로 아무런 구속력

도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여(대법원 1983.6.14. 선고83누54) 원칙적으로

법규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① 법령의 규정이 구체적 사항을 행정기관이 정할 수 있도

록 규정하면서 ② 세부적인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있지 아니한 관계로 법

령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③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하

는 기능을 갖게 된 다 할 것이므로 ④ 당해 행정규칙이 수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대외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고 판시(대법원 1989.11.14. 선고 89

누5676)하였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위임행정기

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라면 그 제정형

식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

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

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한다고 판시(헌법재판소 1992.6.26.

선고 91헌마25)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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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

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고

판단(헌법재판소 1990.9.3. 선고 90헌마13)하고 있다.

나. 폐기물부담금 사례에 나타난 문제점

(1) 플라스틱제품의 최종단계 제품 여부의 판단

첫 번째 문제는 플라스틱제품의 최종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이다. 2008년부

터 1차 플라스틱제품 등 중간재에 부과되던 폐기물부담금을 최종제품으로 변

경하면서 법률의 위임을 받아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을 정한 법규명령인 대

통령령에 플라스틱 중간재와 최종제품에 대한 부담금 이중부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이란

문구를 삽입하여 그 한계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

〈관련 조항 : 대통령령〉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3.27. 대통령령 제

19971호 일부개정, 시행 : 2008.1.1.) 제10조 등

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6.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및

그 포장재(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

및 그 포장재를 말한다). 다만, 합성수지 섬유제품과 제1호에 따른 플라스

틱용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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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규정 시행을 위한 사전조사 및 연구용역 과정에서 문제점이 예

상되어 행정규칙인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402호,

2010.1.8.)’에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에 대한 적용에 있어 그

예외적인 사항을 반영하여 실제 현장 집행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하였다.

하지만 실제 적용과정에서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주요 사건이 후

술할 ‘플라스틱 골판지’ 사건이다.

〈관련 조항 :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319호, 2008.4.25.)〉

제11조(플라스틱제품의 부담금 납부대상자) ①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 및 그 포장재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납부한다.

1. ～ 5.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최종단계의 완제품 제조자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완제품을 단순 절단·접착·인쇄하여 판매하는

경우

2. 최종단계의 완제품을 가공하여 건축물 및 구축물로 시공한 경우

3. 최종단계의 완제품을 단순히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 하는 경우

(2) 최종 단계 제품의 상표권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사례는 자원재활용법 제12조의 개정(법률 제12076호, 2013.8.13., 일

부개정) 전 까지는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OEM)의 경우에는 제조업자 또는

주문자 중 누구에게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기가 애매하여 해당 사항을 행정

규칙인 환경부 예규에 정한 사항이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

할 사항이 많다. 첫째, 과연 국민에 재산권에 침해를 가하는 행정처분인 부담

금 부과에 관하여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이 행정규칙에 의하여 시행해도

되는지 둘째, 설사 위와 같더라도 제조자, 주문자 중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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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이전에 상기 행정규칙에 의하여 수년간 행정청의 관행이 이룩되어 주

문자에게 폐기물부담금 부과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관행으로 인한 평등의 원

칙을 매개로 하여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따라 다른 부과대상자의 형평

성에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행위도 마찬가지로 모

든 상황에 대하여 완벽하게 규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민사소송 사례와 마찬

가지로 여러 가지 ‘불문법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연 이 사

례에서 불문법원리가 적용되지 않는지 등의 여부이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도 후술할 ‘PVC 창호제품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관련 조항 :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319호, 2008.4.25.)〉

제11조(플라스틱제품의 부담금 납부대상자) ①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 및 그 포장재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납부한다.

1. ～ 3. 〈생 략〉

4.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에 대한 상표권을 소유한자(다만, 상표권을

양도할 경우 상표권을 양수한자)

5. 상표권이 없더라도 상품을 소유한 자로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제

조하는 제조업자 또는 그 제품의 수입업자

2. 관련 유권결정의 검토

가. 플라스틱 골판지 사건28)

(1) 사건 개요

청구인들은 플라스틱 골판지(일명 ‘단프라박스’)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써 일부는 직접 판매하기도 하고 일부는 2차 가공업체에 판매하였는데 한국

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2013.9.13. 사건번호 : 2013-003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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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에서 ‘행정규칙’인 환경부 예규를 근거로 2차 가공업체에 판매한 중

간제품도 최종제품으로 간주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여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표4-1〉플라스틱 골판지 사진

플라스틱 골판지(가공 전) 플라스틱 골판지(가공 후)

(2) 청구인 주장

플라스틱골판지는 폴리프로필렌(PP)을 주원료로 하여 고도로 압축성형하는

방식으로 제조한 중공(中空) 구조식의 보드 일체를 말하는데 시트의 두께에

따라 농수산물 상자, 운반용 콘테이너, 포장용 상자, 건축물 벽재, 단열․보온

재, 일회용 파렛트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제품 수명이 매우 긴 내구성

제품이어서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고 재활용비율이 매우 높으므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엄격히 할 필

요가 있다.

피청구인인 환경공단은 환경부 예규 제11조제2항을 근거로 청구인이 생산한

플라스틱골판지를 2차 가공업체가 단순 절단․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청구인들이 완제품 제조자에 해당하여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자라고 주장하

나 이는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 및

포장재’에 대하여만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항 제6호의 문언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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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여 박스 제조회사(2차 가공업체)가 청구인들로부터 원료를 공급받

아 완성된 형태의 박스를 만든 후 자신의 브랜드를 붙여 이를 일반소비자에

게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로서 최종단계

의 제품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등이 제조․출고하는 플라스틱 제품 등의 합성수지 폐기물은 다른

폐기물에 비하여 재활용률이 극히 낮으며 이를 소각․매립할 경우 환경에 미

치는 영향이 크다.

플라스틱 골판지의 경우 청구인들이 직접 절단․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단순 절단 후 가공업체를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환경부 예규 제11

조 제2항 제1호에서 최종단계의 완제품을 단순 절단․접착․인쇄하여 판매하

는 자는 완제품 제조자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완제품

제조자가 되어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이 된다.

예를들어 안경점이 렌즈를 공급받아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절삭․가공하여

완전한 안경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의 논리에 따른다면 안

경사가 최종제품의 제조업자가 되어 폐기물부담금 부과주체가 되어야 하나,

안경사가 렌즈를 안경테에 맞추는 행위는 최종제품을 만들기 위한 제조공정

으로 보지 않는다.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단

피청구인은 환경부예규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최

종단계의 완제품을 단순 절단․접착․인쇄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최종단계의

완제품 제조자로 볼 수 없어 바로 전 단계의 제품 제조자인 청구인들이 폐기

물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원재활용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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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어디에도 ①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을 정할 수 있는 권한

을 위임하고 있지 않아 위 환경부예규는 행정조직 내부에서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폐기물부담

금 부과처분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해적 행정처분

으로서 법치행정의 원리 상 엄격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바, 자원재활용법 시

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는 부과대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

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을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규칙으로 완제품을 단

순 절단․접착․인쇄하는 경우에는 바로 전단계 제품 제조자인 청구인들에게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 없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법치행

정의 원리에 위배되는 점, ③ 플라스틱골판지로 박스를 제조하는 것은 손잡

이 등을 부착하고 박스 브랜드 내지 로고 등을 인쇄하는 등 새로운 부가가치

를 창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플라스틱골판지 박스를

제조하기 바로 전 단계 제품인 플라스틱골판지가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

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이라고 할 수 없다.

나. PVC창호 판결29)

(1) 사건 개요

원고는 건설자재 제조․판매업 등을 하는 업체이고 주문자상표부착방식

(OEM)으로 다수의 업체로부터 합성수지(PVC) 창호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

여 오던 중 피고인 구 한국환경자원공사로부터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2 제7호 나목에 근거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부과 받았다.

(2) 원고의 주장

29) 대전지방법원 2007.8.29. 2006구합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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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 되어 있으므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의 경우 주문자는 제조업자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법원의 판단

폐기물부담금에 관한 환경부 부과지침(환경부 예규)은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에 의하여 제조․생산된 제품은 주문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지침은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서의 주문자가 자원재활용법 제12조 소정의

제조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위 지침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없

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원고의 제품 주문 및 판매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실질적으로

제품 생산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조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사안의 검토

위 두 사건(플라스틱골판지, PVC창호)은 각각 법률이나 하위법령에 명확한

근거나 수권규정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즉 ‘법규사항’을 규정

할 수 없는 ‘행정규칙’에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법리적으로 위 두 결정은 국

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강학 상 통설과 원칙적인 판례의 입장에 따른 적정

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현실과 정책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가. 법리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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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법규성 인정에 있어 주류 판례의 입장은 비법규설의 입장을 취

하고 있다. 물론 급부행정의 영역 및 전문적․기술적 영역 등 일부 사안에

따라 그 요건이 일부 완화되는 것도 사실이다. 먼저 위 ‘플라스틱 골판지’사

건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행정규칙의 대외적 효력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1989.11.14. 선고89누5676)에서 제시한 행정규칙의 대외적 효력 인정에 관한

네 가지 요건을 대입해보고자 한다.

첫째, 법령의 규정이 구체적 사항을 행정기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

지 여부이다. 이 사건 검토조항인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소비자

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이라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별도로 위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요건은 만족하지 못한다.

둘째, 법령이 세부적인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법령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0조

상의 최종단계의 제품은 유통구조가 간단한 제품의 경우 가능하게 적용되겠

지만(예 : 담배) 플라스틱 제품처럼 다단계에 복잡한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다

면 정책집행 현장에서 많은 혼란은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집행의 통일을 기하

기 위하여 이에 대한 세부처리기준을 만드는 것은 행정권의 고유 권능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두 번째 요건은 충족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는지 여부이다. 이 부분은

당연히 상위 법령이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최종단계의 제품’ 여부를 둘러싸고 플라스틱골판지 중간재

생산업체와 가공업체 간의 충분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환경공

단의 「폐기물부담금제도 업무처리지침30)」에는 이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기

준을 제시하고 있다.

30)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부담금 업무를 위탁받아 집행하고 있는 한국환

경공단 일선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은 자원재활용법령, 세부 집행기준이라

할 수 있는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환경부 예규)’이 있으며 행정규칙인 예

규에도 다소 포괄적 개념이 있어 이를 상세하게 해설한 이른 바 ‘매뉴얼’이라

할 수 있는 별도의 ‘업무처리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은 실제 현업 담당

자의 업무 집행에 있어 가장 많이 참고 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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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폐기물부담금제도 업무처리지침(개정 2016.5.2.) 【별표9】〉

사무처리규정(예규) 제11조 각호에 대한 검토 기준

○ 최종단계의 완제품을 단순히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단순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행위는 제조 행위로 보지 않음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의 정의에 “단순히 선별․정리․분할․포

장․재포장하는 행위는 제조행위로 보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

므로, 최종단계 완제품을 단순히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한

경우 이는 제조 공정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단순 선별․정리 등의 공정 단계 이전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폐기물부담금 대상이 됨

넷째, 당해 행정규칙이 수임한계(受任限界)를 벗어나는 지 여부이다. 시행

령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최종단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별도의 위임 근거 없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예외적인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수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상의 네 가지 요건을 검토한 결과 첫째, 넷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플

라스틱 골판지’ 사건에서 행정규칙인 사무처리규정은 법리적 관점 특히 위임

여부와 수임한계라는 형식적 요건 상의 문제로 이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부

당 여부를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PVC창호’ 판결 또한 법리적 관점에서

관련 법령 시행 당시 법령에 부과 근거나 세부적인 위임 규정 없이 행정규칙

에 부과 근거를 제시하였으므로 당연히 법리적 관점에서 하자가 있어 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 할 수 있다.

나. 정책적 관점

정책적 관점에서 ‘플라스틱 골판지’, ‘PVC창호’ 사건을 검토한다면 다른 시

각에서 볼 수 있다. 폐기물부담금제도 중 플라스틱에 관하여는 영세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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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감면제도31)를 시행하고 있고 플라스틱 제품

제조 시 생분해성 제품을 사용하거나 폐플라스틱을 공정에 투입한 만큼 감면

을 하며, 「플라스틱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및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면제․감액제도」등 규제대상자들이 자발적 또는 관련 단체

등을 구성하여 회수․재활용을 할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사실상 면제 받게 해

주고 있다.

따라서 위 ‘플라스틱 골판지’의 경우 단순 가공업체 등을 제품 부과대상자로

간주할 경우 환경공단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표준산업분류 상의 문제점도

있지만 대부분 가공업체 들이 영세하여 감면제도 대상이 됨으로써 실질적으

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제도 시행목적이 퇴색됨과 동시

에 설사 부과대상이 되더라도 관련 현황을 파악하여 부과하는 행정비용이 더

욱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된다.

이러한 문제는 OEM방식의 주문자의 경우에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PVC창호’ 사건을 예로 들자면 주문자는 대기업이고 이른바 ‘갑’의 위치에 있

으며 시장에서 브랜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최근 대형유통점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PB(Private Brand)상품이 봇물처럼 생산되면서 이를 영세한

제조업체 등에 전가할 경우 많은 시장구조 왜곡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다. 이

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처 법

제정 시 발견하지 못하거나 시행과정에서 확인된 어려운 상황을 제도 자체적

으로 수용하여 즉각적으로 시행하고자 법률적 형식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법

규사항을 규정할 수 없는 행정규칙에 규정하는 예외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금번 심층인터뷰에 응한 대형유통업체 또한 불과 몇 년 전 까지도 10억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하였지만 이러한 맹점 때문 위 PB상품 출고를 상당

부분 줄이는 전략을 감행했다고 부담금 납부액 감소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31) 제조업자의 경우 플라스틱 출고량의 10톤까지는 기본적으로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중 연간매출규모에 따라 최대 100%에서 50%까

지 추가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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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폐기물부담금 명칭의 합리성

1. 현황 및 문제점

자원재활용법 제12조(폐기물부담금)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①폐기물의 발

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재활용이 어렵고 ②폐기물 관

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재료․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를 말한다)나 수입업자에게

“그 ③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폐기물부담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폐기물부담금 근거 법률인 제12조에는 폐기물부담금

을 정의하면서 총 3번 ‘폐기물’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자원재

활용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자원의 절약,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을 적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폐기물부담금 정의 규정에서 사용한 3번의 ‘폐기물’은

모두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폐기물’임을 알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

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 9. 〈생 략〉

본 연구문제의 질의 사례 및 집행 현장에서 민원 등으로 가장 빈번하게 항

의를 받은 것은 폐기물은 ‘배출자 책임의 원칙’에 따라 법령에 정해진 대로

적정하게 비용을 지불하고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3장 〈질문 ④〉와 같이 건축용 플라스틱을 제조업자가 제조하고 해당 제

품이 건축물 등에 적절하게 사용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건축물이 해체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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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관련 법률에 따라 배출신고를 하고 처리업체에 처리비용을 지불 해야한

다. 물론 예외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책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지만 생활폐기물의 경우에도 ‘종량제봉투’비용

부담을 배출자인 국민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일정부분 배출자 책임의 원칙이

실현되고 있다.

이처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인 플라스틱제품 등은 현행 법령 체계에서 폐

기물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배출자 책임의 원칙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고 처

리되거나, 아니면 재활용가능자원으로써 재활용업체 등에 유․무상 공급되어

적절하게 재활용 될 여지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별

도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은 부담금관리기본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이중부과 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며 많은 부과대상자들은 제도의 불합리성

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다.

결국 문제는 ‘폐기물부담금’이라는 명칭에서 그 근본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

다고 판단될 수 있다. 이에 폐기물과 관련된 이론적 쟁점 및 관련 사례를 통

하여 폐기물부담금이라는 현행 명칭의 적정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민해보

고자 한다.

2. 관련 사례 및 해석

가. ‘폐기물’ 개념 대립

홍준형(2005)은 폐기물의 개념에 대해서 ‘주관적 개념’과 ‘객관적 개념’으로

구분하여 검토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전자는 특정한 물질 또는 물건의 소유자

나 점유자의 처분(용도폐기)행위 또는 처분 의사의 존재에 따라 성립한다고

하였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해당 물질이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

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공공의 복리, 또는 환경의 보호를 비롯한 공익의

보호를 위하여 법적으로 적정한 처리가 요구되는 물질 또는 물건이란 의미라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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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법률 상 ‘폐기물’의 개념

황계영(2015)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폐기물을 ‘사람의 생활이나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규정하고 현행 법률에 대하여 주관설, 객관설,

절충설, 종합판단설로 학설을 구분하면서 해석의 기본방향으로서 ‘헌법 및 기

본적 가치’,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사전 배려의 원칙, 사전 예방의 원칙)’

등을 반영하면서 우선 1차적으로 점유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고려하되, 그것

이 명확하지 않거나, 해당 물질이 더 이상 그 본래의 용도나 기타 유용한 용

도라 사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객관설의 입장을 취하여 해석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2) 판례의 입장

우리나라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는 폐기물의 정의를 넓게 해석하여 물질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관적인 의사뿐만 아니라 해당 물질의 객관적 성상도

고려하여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황계영 2015)

대법원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비료제조의 원료로 공급한 사안과 관련된 판결

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폐기물이 된 물질을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9.30. 선고 2009두

6681판결)”라고 하였으며, 비료 생산공장의 원료탱크에서 유출되어 생산목적

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액체비료 역시 본래 공장의 원료로서 보관하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유출되어 더 이상 본래 생산목적에 사용하기 어렵게 된 이

상은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8971)

위 판례에 대하여 객관적 폐기물 개념설을 취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최

봉석, 손희만 등) 황계영은 이 경우에도 ‘필요’하지 아니하게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여전히 ‘해당 사업장’이며, 해당 물질 점유자의 주관적인

의사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순수한 객관설이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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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는 없으며 종합판단설에 가까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아야한다고 주장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다른 판례(대법원 2002.12.26. 선고 2002도3116)에서

“해당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아

니한다고 할 것이나,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

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물질은 그때부터는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뀌었다고 할 것

이어서, 그 물질을 가리켜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폐기된 물질, 즉 폐

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여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

인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폐기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

하고 있다.

나.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의 유추

헌법재판소는 폐기물부담금 위헌소원 결정(2005헌바48,64(병합))에서 청구인

들이 주장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 주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규

정될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등이 될 것임을 법률조항 자제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범위의 한정은 자원재활용법과 폐기물관리법의 규정

들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라고 하였다.

그 주요 근거로 헌법재판소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된 ‘폐기물’ 및

‘재활용’ 정의규정을 통하여 “자원재활용법과 폐기물관리법을 통해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라

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의미가 한정되며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대통령

령에 위임될 대강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조항은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통령령에 규정될 대강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으

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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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안의 검토

‘폐기물’ 인정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결국 관련 법령의 해석에 있어 소

유자의 주관적 판단, 해당 물질의 객관적 유해성, 관련 사회 통념을 종합적으

로 판단하여 폐기물을 정의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폐기물부담금 위헌소

원 결정에서 법률이 대통령령에 위임할 내용을 다소 추상적으로 정하였다고

청구인들이 주장하지만 관련 법률 들을 종합적․유기적으로 해석하면 그 주

요내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위와 관련된 근본적인 논쟁의 시작점은 부담금의 명칭을 정함에 있어 ‘폐기

물’이란 개념이 함께 들어감으로써 규제대상자에게 엄청난 혼란을 주고 있다

는 점이다. 폐기물부담금이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그 배

출량에 해당하는 만큼 부담금을 부과한다면 큰 혼란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

면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정의와 상관없이 더 이상의 필요가 없어

버리는 물건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원재활용법에서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라는 목적에서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

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를 부담금 부과대상이라고 하면서 그 명칭을 폐

기물부담금이라고 하였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

서 말하는 제품, 재료, 용기의 최초 출고 시에는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폐기물부담금’이라는 명칭은 변경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새

로운 명칭은 폐기물관리법, 자원재활용법 관련 규정을 면밀히 종합적으로 검

토하여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원재활용법 제20조에서는 폐기물부담금

의 용도로 7가지를 정하고 있다. 결국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

한 사업(처리시설 설치, 기술개발, 재활용사업지원 등)의 재원을 조성하고 재

활용이 어려운 물질의 생산을 최대한 감소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현행 ‘폐기물부담금’을 ‘재활용촉진부담금’ 등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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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규제 대상자 등의 인식에 대한 연구 결과

제 1 절 인터뷰 대상자들의 경험과 인식

1.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질문①〉은 현행 폐기물부담금 관련 법률인 자원재활용법 법률 규정에서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을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등”으로 다소 애매하게 규정하고 해당품목을 법규명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한 현재 법령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였

다.

이 질의에서는 환경공단 담당자 2명과, 관련전문가의 의견은 일치하였다. 다

소 놀라운 것은 충분히 제도의 취지와 문제점 등에 대하여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 담당자들은 관련 문제인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대하여 근본

적으로 고민을 하거나 고려해 본적이 없음이 대부분이었다.

“제가 법학 전공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정확히 무슨 의미인 줄 잘 모르겠

어요. 우리는 그냥 나라에서 부담금 내라고 해서 내는 거구요 그 이유

가 어떻게 되는지 근본적인 고민은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바라는 점은 그냥 매뉴얼이든 뭐든 자세히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자원재활용법」은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얘기인줄 도대체 알 수가 없

어요. 혹시 불성실 신고해서 나중에 다시 부과 받을까봐 그런 것이 제

일 겁나요(기업A)”

“포괄위임금지 원칙이요? 그런 개념은 생각해 본적은 없어요. 그

냥 우리가 신고한 내용이 없나 항상 불안하고 돈과 관련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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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다보니 회사에서 가장 기피하는 업무 중에 하나에요.....혹시라

도 불안하면 환경공단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 답장을 받아 그

것을 근거로 남기고 윗선에 보고하고 있습니다.(기업D)”

처음부터 다소 놀라웠다. 작게는 수 십 만원에서 십억원이 넘는 부담금을

납부하면서도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공단 등 운

영과 직접 연관된 자들이었고 피규제자는 이에 대하여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는 것은 법률 지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상당히 의외의 결과였다.

이에 반하여 공단 담당자와 유관 전문가의 경우 “법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

을 미루어 볼 때 충분히 피규제자가 납득할 수 있고 재활용기술 등의 발전․

변화 등으로 시시각각 변화는 환경 때문에 시행령으로 위임한 것이 타당하

다.”라고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모두 하였다.

“논문을 쓰고 계시니까 그간 제도 연혁을 보면 부담금이든 EPR이

든 부과대상 품목이 얼마나 자주 변했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걸

모두 법률에 규정한다면 제도의 안정성에는 기여할 수 있겠지만 과

연 정책효과를 달성 할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아마 법원 판례에도

있을 거에요 폐기물과 관련된 내용은 기술적이고 가변적인 내용이라

법에 일률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요...(공단

(본사))”

“법리적인 측면에서는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정당해 보일 수도 있겠지

만 부담금은 세금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도 급속하게

발전하여 예전에 폐기물로 당연시 여겼던 품목도 자원으로 변하는

세월인데 그것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정책목적 상 바람직하지 않

다고 생각됩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계속 정쟁을 하다가 제 때 개정하

지 못해서 발생되는 문제도 있을 것 같네요...입법부에서 대강을 정하

고 사회현실에 부합되게 행정부에서 때때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아요(전문가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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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1〉질문① 응답결과 정리

구분 상호 응답 내용 요약

기업

A사 관심 없음

B사 내용이 어려워 잘 모르겠음

C사 모르겠음(전문가 자문필요)

D사 생각해 본 적 없음

전문가 E연구소 미위반

운영기관
공단(현업) 미위반

공단(본사) 미위반

2. 수권범위를 넘은 행정규칙의 적법성

〈질문②〉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6조에서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조업자 또는 도․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

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대외적 법력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인 환경부 예규인 사무처리규정에서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단순 절단․접착․인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바로

전 단계의 제품 제조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 체계

의 적법성에 관한 질문이다.

이는 당초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이란 내용이 애매하고 추상적

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며 특히 유통구조가 복잡한 플라스틱 생산, 판매업계에

있어서 그 문제점이 더욱 심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행정규칙인 예규에 규정함으로

써 운영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유사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 시

문제점이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규정된 측면도 있지만 법규명령인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 예규에서 반대 결론을 도출한다는 것은 법 체계 상에

서도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 특히 플라스틱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판매법인 또한 별도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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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사 입장에서는 시장 유통 최종단계의 불분명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올

바른 접근을 위해서는 원료제조사에 대한 부과방식의 정당성을 강력히 피력

하였다.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 단계라고 법에

분명히 있음에도 우리 회사는 출고량 기준으로 그냥 부담금을 부과

하고 있어요.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출고량의 상당부문

은 총판법인으로 판매되어 거기에서 최종소비자게에게 판매되는 물

량, 아니면 다른 기업의 제품 포장 시 활용하기 위하여 납품되는 제

품, 소량이기는 하지만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제품 등 판매형태

가 다양합니다. 물론 총판업체의 경우 같은 계열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세부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출고량 기준으로 부여하

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혼란을 예

방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담금이 부과되었던 펠렛 등을 생산하는 00

화학 같은 대기업 즉, 플라스틱 원료제조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조세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해요”

〈표5-2〉질문② 응답결과 정리

구분 상호 응답 내용 요약

기업

A사 유통단계가 여러 단계인 경우 부과객체가 불분명

B사
상표권 해석에 대한 어려움으로 제조사가

직접 부담하는 방식이 바람직

C사
정확한 판매 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당초에 원료생산자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

D사 당사에는 해당사례가 없어 잘 모름

전문가 E연구소
최종단계의 판정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사례별로

접근방식이 필요함

운영기관
공단(현업) 현업에서는 최종단계의 판정에서 혼란이 큼

공단(본사) 해당 규정은 현재 개정되어 논란의 여지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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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③〉은 자원재활용법 제12조 개정(2013.8.13. 법률 제12076호) 전에는

법률 조문 상에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로 하였으나 개정 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재료․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

자를 말한다)나 수입업자”로 함으로써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법률상의 부과

근거가 공식적으로 마련되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법률 개정 이전에도 OEM방식으로 생산․판매되는 경우

에 대하여 이전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환경부 예규 제319호, 2008.4.25.)

제11조 제1항 제4호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에 대한 상표권을 소유한

자’를 부과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제 징수현장에서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상표권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였다.

물론 사회 상규 상 상표권자가 실질적인 제품의 소유권을 가지고 대외적으

로 제조물에 대한 책임 등을 진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위 환경부 예규가 법

률이 미처 규정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해당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법률적 불완전성을 해소하였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반대의 입장에서는 부담금부과처분과 같이 침익적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조세법률주의 등 관련 법령의 엄격한 체계를 감안할 때 정확한 근거 없

이 과세가 이루어졌다는 비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늦었지만

2013년에 법률 개정으로 이에 대한 부과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 역시 법률제

정권자가 문제점을 사후에 인식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OEM 방식으로 협력사의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A사, B사, D사의 경우

에 부담완화 차원에서 제조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

하였으며, 관련 전문가는 현실적으로 상표권자에게 부과할 수밖에 없는 불가

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리 회사는 생산하는 제품종류가 자동차 부품류다 보니 10만가지

가 넘어요. 대부분 협력회사로 생산하면 품질인증을 거쳐 납품을 받

아 우리 상표로 판매하고 있는데... 단지 우리 상표로 판매된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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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질적인 생산여부와 관계없이 부담하는 것은 조금 과해요. 2013

년 이후에는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 방법이 없겠지만 법 개정

전에 부과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법률관계를 파악했다면 시효

만 지나지 않았다면 소송을 진행해 보는 방법도 있었겠네요(기업A)”

“전문 유통업체인 당사로서는 일단 이 업무자체가 너무 버거워요 모

든 판매품목에 대하여 일일이 파악해야 하고 납품업체에 대한 교육

까지 실시하고 있어요... 특히 PB상품의 경우 환경부담금 납부액이 늘

어나면서 본사 차원에서 판매 비중을 줄이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

습니다.(기업D)”

환경공단 본사, 현업 담당자의 의견은 서로 달랐다. 특히 환경공단 본사 담당

자의 경우 “해당 규정은 달리 해석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법률 개정 이

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현행 규정은

법률 근거에 따라 OEM방식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조세법정주의, 과세요건 법정주의 법률 취지를 감안할 때 OEM 제

품에 대한 명확한 부과근거가 없다면 형식적으로 판단해서 부과를 하

면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OEM주문자인 대기업이

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부담금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은 명

확한 법정요건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선 현

장에서는 사례 별로 판단할 때 지금도 많은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공단(현업))”

“과거자료를 한 번 확인 해보아야 될 것 같네요. 사무처리지침(예규) 만을

근거로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제 경험으로 미루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판단하게 된 것은 다른 사례나 근거행위가

있었을 겁니다. 2013년 법 개정이전에도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단(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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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3〉질문③ 응답결과 정리

구분 상호 응답 내용 요약

기업

A사 OEM에 대한 명확한 규정방식 필요

B사 사업수행 현실과 부합되지 않음

C사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문제 소지 있음

D사
제조업체에 부과하는 것이 합당

(전체 제품 상세현황을 주문자가 파악하기 어려움)

전문가 E연구소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조치임

운영기관
공단(현업)

자원재활용법 취지를 볼 때 주문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나 부과근거가 법률 등에 명확히 있어
야 함

공단(본사)
법 개정 이전에 환경부예규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3. 이중부담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질문④〉는 전형적인 이중 과세 논란에 대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폐기물

부담금 납부대상인 건축용 플라스틱제품은 출고 시 킬로그램 당 75원이 부과

된다. 해당 건축자재로 만들어진 건축물은 해체․철거 시 플라스틱류는 ‘폐합

성수지’로 분류되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

자가 처리비용을 부담하므로 건축용 플라스틱제품은 출고 시 부담금 부과 받

음과 동시에 해체되는 과정에서 별도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과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위 사례에 대하여 B사를 제외하고 3개사 모두 이중부담의 우려가 크므로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부담금법률(부담금관리기본법)요? 하여튼 설명하신 것처럼 법에서

이중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면 당연히 금지해야 되지 않습

니까? 제품을 만들 때 환경부담금을 내고 다시 폐기할 때 배출비용

을 부담금을 부담하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기업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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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비용부담 주체가 다르므로 이중부담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양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폐기물부담금을 부담하는

주체는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 또는 판매자에요 이들에게는

가급적이면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말라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부담금

을 부과하는 것이잖아요....반면, 폐기물배출자는 당연히 신축 등의 원

인 등으로 기존 건물 해체 시 폐기물이 발생되면 처리비용을 부담해

야 되는 것은 당연하구요. 예를들어 EPR 대상품목인 페트병을 생산

한 업체에 재활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사용한 소비자가 분리배출

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면 이는 이중부담이 아니잖아

요. 이는 배출 주체가 달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전문가E)”

환경공단 현업 담당자도 일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특성상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회수․재활용 의무가 부과되는 품목이거나 특별

한 정책적 상황이 고려되므로 부당하다는 입장으로 보고 있다.

“폐기물부담금은 중소기업 감면, 일정 발생량 감면 등 다양한 부과대

상 제외 규정을 두고 있어요... 만일 플라스틱 건설자재가 이중부과대

상이 된다면 당연히 부과대상에서 위의 경우 마찬가지로 별도의 부

과 제외 또는 감면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공단

(현업))

반면, 환경공단 본사 담당자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건설폐기물로 분류되는

폐합성수지류가 타 건설폐기물과 혼입되어 유실, 망실 우려가 크며 더욱이

자체 연구결과 실제 폐기물 처리비용 대비 부담금 요율이 낮아 큰 문제가 없

다는 입장이다.

“저도 건설폐기물 중 폐합성수지류가 정확히 분류되어 배출된다면

동의하겠어요... 하지만 상당량이 혼합폐기물로 분류되어 배출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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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정이고 그 실태 또한 정확히 조사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욱이 부담금 요율은 품목마다 다르긴 하지만 처리비용 대비 30%

~ 80% 수준으로 저렴하고 플라스틱 건설자재의 경우 발생주기가 장

기간임을 감안하여 일반 플라스틱 150원 대비 50%인 75원으로 상대

적으로 저렴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고려사항 또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엄격하게 이중부담의 잣대를 적용하면 과연 얼마나 부

과할 수 있는 품목이 있을까요?(공단(본사))”

〈표5-4〉질문④ 응답결과 정리

구분 상호 응답 내용 요약

기업

A사 배출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이 필요함

B사 미답변

C사 부당하며 이중과세문제가 발생

D사 이중부담으로 비용부담자를 일원화할 필요 있음

전문가 E연구소
발생원인을 제공한 제조자와 폐기물처리 시의

배출자는 주체가 다름

운영기관

공단(현업)
자원재활용법 상 일부품목에 대해서 부과제외를
하고 있는데 건설폐기물도 마찬가지로 처리의무가
있으므로 형평성에 맞지 않아 부당함

공단(본사)

국내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은 배출자, 제조자,
국가에서 분담하는 구조임, 실제 그 폐기물의 처
리비용 대비 부담금 요율은 32～89% 수준에 불과
하며, 건축용 플라스틱의 경우 유실 등의 우려가
크므로 제조업자에게 그 처리에 드는 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함

4. 부과대상 여부 결정의 난해성

〈질문⑤〉는 소송 발생이 가장 빈번한 사례로써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인

최종단계의 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논란이다. 이는 제품별로 유통

및 판매형태가 다양하여 사례별로 접근하지 때로는 운영기관에서 부과의 편의

성 차원에서 부과대상업체와 현실적인 협상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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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

료․용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

로서 별표1의2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소매업

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

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을 말한다.) 다만, 합성수지 섬유제품은 제외한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예로 들어본다면 먼저 신

용 플라스틱카드를 생산하는 1차 제조사가 있으며, 해당 카드에 보안용 인식

장치 등을 삽입하여 신용카드로서 역할을 하게하는 2차 제조사가 있으며, 마

지막으로 2차 제조사로부터 납품받은 신용카드(자신의 상호를 부착)를 회원

에게 교부하는 금융회사가 있다.

위 사례의 경우 실질적인 제조업자인 1차 제조사에도 부과할 수 있으며, 2

차 제조사에도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카드의 상표권자로 소비자에게

최종 교부하는 금융회사에도 부과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가 발생될 수 있다.

인터뷰 결과 납부업체 4개사 모두 ‘최종단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 등 사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환경부 등 권한 있는 기관에서 작성한 세부적인 품목 및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최소한의 사례집이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과기관에 의한 자의적인 해석이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부과사례가 많게 될 것입니다. 더욱 기업의 입장에서는 전문성이

떨어지므로 많은 교육과 사례 등에 대한 안내가 절실합니다.(기업A)”

반면 관련 전문가는 폐기물부담금제도 점점 발전해 나가면서 최초 제도 출

범당시와 달리 많이 변형되어 근본적인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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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최초의 플라스틱제품 원료 제조업자에게 다시 부과해야 하

는 원론적인 논쟁부터 다시 시작하게 될 것 같네요....최초의 부과대

상자가 극소수의 대기업이고 부과대상 파악의 용이성 등 많은 장점이

있었을 것이지만 정책효과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의

제도로 변경했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제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재검토하여 종합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전문가E)”

환경공단 현업 담당자는 실제 부과결정 단계에서 최종제품 인정을 둘러싸고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

다. 마지막으로 환경공단 본사 담당자의 경우 정책적인 관점에서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5-5〉질문⑤ 응답결과 정리

구분 상호 응답 내용 요약

기업

A사 최종단계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함

B사 환경부에서 명확한 해석 및 사례를 제시해야 함

C사
법리적으로 가능하나, 폐기물이 아님에도 불구하
고 ‘최종단계 제품’에 부과하는 것은 재검토 필요

D사
비용부담의 주체가 불명확함

(B2B, B2C간에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제시 필요)

전문가 E연구소
결국 폐기물부담금 제도 출범 당시(원인업자 부담
금)부터 검토하여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제시 필요

운영기관

공단(현업)
시행령의 규정이 애매하여 현업에서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공단(본사)

국가 폐기물 관리체계라는 관점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됨
- 최초에는 플라스틱 원료를 제조(수입)하는 자
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재활용을 촉진하고
발생 억제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
하는 해당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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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플라스틱의 폐기물부담금 대상 여부

〈질문⑥〉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0조 폐기물부담금 대상 품목으로 지

정된 7개 품목(살충제, 유독물제품,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 플라스틱

제품) 중 현재 비교적 분리배출이 이루어지고 재활용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플라스틱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자원재활용법 제12조에 규정된 ‘폐

기물’에 과연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

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9. 〈생 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

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주문자의 상표를 부착

하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재료·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를 말한

다)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징수한

다.

② ～ ⑦ 〈생 략〉

이 질의에서는 부담금 납부업체 4개사는 대동소이하게 플라스틱의 재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다른 재활용제도(EPR 등)로 전환하거나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설문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폐기물부담금은 말 그대로 사용

후에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이 된다는 의미 아닙니까.... 제시하신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재활용법 규정을 들어봐도 그렇구요...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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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폐기물 부담금부과대상에서 빼야하는 것 아닙니까... 높은 재

활용률에도 불구하고 계속 폐기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부과한다면

높은 저항에 당면할 것으로 예상되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폐기

물부담금 졸업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기업C)”

관계 전문가는 추가적인 실태파악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환경공단 현업 담당자는 재활용이 활발한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업계와

유사한 의견을 제시한 반면 본사의 정책담당자는 폐기물부담금제도의 보완적

인 제도로써 업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자발적 협약’제도 운영

결과 실제 재활용률이 20% 미만인 품목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술적

재활용’ 가능여부와 ‘경제적 재활용’ 가능여부를 구분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

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 다른 플라스틱 재활용정책의 큰 축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와 비교하자면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중소기업 감면제도, 자발적

협약제도 등 여러 가지 감면․면제 규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이 부담금 부과품목을 EPR로 전환하자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은

데 정책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EPR로 전

환하게 되면 더 많은 중소기업이 부담을 지게 되고 제도 또한 복잡

하여 더 큰 행정적 소요가 발생되게 됩니다. - - - (중략) - - -

EPR제도와 마찬가지로 일정비율 이상의 재활용을 하면 당연히 부담

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폐기물부담금에도 있습니다. 그럼에

도 폐기물부담금 납부 면제수단의 하나인 자발적협약 제도의 경우

출고량 대비 재활용률이 20% 미만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는 어

떤 의미일까요....이미 기술적으로는 재활용이 충분히 구현 가능하지

만 경제적으로는 타산이 맞지 않아 재활용을 직접 하기에는 많은 한

계가 있다는 의미 아닐까요... 단순히 공학적인 입장에서 기술적 가능

성만을 가지고 정책적 검토 및 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좋은 결과도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공단(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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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6〉질문⑥ 응답결과 정리

구분 상호 응답 내용 요약

기업

A사
기술적 현실성을 고려하여 법적 취지에 맞는 제품
선택 필요

B사
플라스틱제품은 EPR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
람직 함

C사

재활용이 활발하고 유가성이 높은 플라스틱에 대
하여 소각․매립비용 등을 감안한 부담금을 부과
하는 것이 부당하며, 폐기물부담금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연함

D사
폐플라스틱 재활용이 잘 이루어진다면 부과대상에
서 제외할 필요성 있음

전문가 E연구소
대상 품목에 대한 면밀한 실증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의 경우 추가적인 확인
이 필요함

운영기관

공단(현업)
폐플라스틱의 경우 회수․재활용 체계를 갖춘 다
수의 재활용업체 들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폐기물
관리 상 문제를 초래하는 품목으로 보기 어렵다.

공단(본사)

재활용이 용이하거나, 활성화 할 필요가 있는 경
우 재활용제도(EPR, 환경성보장제) 또는 ‘자발적
협약’으로 관리 중이며, 자발적협약 품목의 경우
출고량 대비 20% 미만이 회수되어 재활용되고 있
음
따라서 기술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와 경제
성 등을 고려한 실질적 재활용 여부는 별도로 분
리하여 고려해야함

〈질문⑦〉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계가 부담금 납부액만큼 제조원가에 반영

하기에는 경쟁이 치열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대기업인 플라스

틱 원료 제조사에 비하여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플라스틱 제품제조업계가 실

질적인 ‘을’의 지위에 있어 가격 결정구조가 많이 왜곡되어 현실적으로 부담

금 납부가 너무 힘들다는 견해에 대한 것이다.

식품유통업체인 B사를 제외한 3개사 모두 제품제조업계 특성상 제조원가

반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한 반면 환경공단 현업, 정책 담당

자 모두 장기간 운영되며 홍보된 제도로써 현제도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 관련 전문가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한 실태 파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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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펠렛과 같은 플라스틱원료 물질을 생산하는 대기업은 유가 변동에

따라 납품가를 변동하기 쉽지만 플라스틱 제조업계의 경우 많은 한

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필름류를 생산하는 저희 회사만 하더라

도 동종경쟁업체, 수입업체 등이 난립하여 가격 경쟁이 매우 심한편

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법정부담금까지 납입하다 보면 출혈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기업C)”

“ 부담금 납입 업체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과 제외를 주장할 것입

니다. 그들의 주장이 옳은 면이 있지만 실증적으로 정책효과가 검증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일방의 주장만으로 수십년 된 정책을 손바

닥 뒤집듯이 바꾼다면 예상하지 못한 더 큰 혼란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유통구조 가격 결정구조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선행되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전문가E)”

“ 부담금 납부업체 의견 타당성도 일면 있습니다만, 수입업체에도 폐

기물부담금을 부과하고 있고 무엇보다 장시간 관련 정책이 유지되면

서 모두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정규모 이상의 플

라스틱을 사용하는 모든 기업이 부담금 납부대상이 되고 20년 이상

동 제도를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기업의 가격경쟁력 때문

에 환경정책을 도외시 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

각합니다. - 중략 - 아울러 국내 제조기업의 경우 수입기업에 대비

하여 많은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일방적

으로 부과 대상자를 변경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과 정책적 혼란을 초

래한다고 생각됩니다. - 중략 - 무엇보다 환경에 대한 보전의식과

플라스틱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정책적인 목적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단(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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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7〉질문⑦ 응답결과 정리

구분 상호 응답 내용 요약

기업

A사
시장 상황에 의해 가변적인 업계 특성 상 정확하
게 제품가격에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B사 의견 없음

C사
플라스틱 원료사에 부과 시 공정한 부과 및 시장
반영이 가능하나, 중소가공업체에 부과하면 시장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움

D사
플라스틱 원재료 생산업체에 부과하는 것이 합리
적이고 정확한 부과가 가능함

전문가 E연구소
시장 여건 및 유통과정 등에 대한 면밀한 추가적
인 조사를 통해 부과체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함

운영기관

공단(현업)

폐기물부담금 제도를 알지 못해 기 출고한 물품에
대하여 질문과 같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제도
인지 후에는 부과요율과 산정지수를 바탕으로 충
분히 원가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현 제도 운영방
식이 옳다고 생각함

공단(본사)

폐기물부담금제도는 20년 이상 운영되어 정착된
제도이며, 하도급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의 경우 상표권자에게 부담금을 부
과하고 있고 영세 기업의 경우 다양한 감면제도
운영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질문⑧〉은 플라스틱제품 제조․유통 특성상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다

단계 유통구조로 되어 있어 부과 대상을 선정하기가 쉽지 않으며 이로 인하

여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중부과가 항상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이번 질의의 경우 업체마다 조금씩 의견이 달랐다. 대형 자동차부품 제조업

체인 A사의 경우 소비재와 산업용 제품의 분리를 통하여 사업장폐기물로 처

리되는 산업용 제품의 경우는 제외하는 것이 이중부담 논란을 해소할 수 있

다고 설명하였으며,

“ 저희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마트, 자

동차수리점 등에 제품으로 직접 공급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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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 등 환경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을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지만, 차량 제작에 들어가는 중간재의 경우에는 결국 발생되는 폐

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 처리된다는 점에서 이중부담의 여지가 큽니

다. 물론 폐기물부담금은 큰 상관이 없지만 EPR제도는 규정의 모호

성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기업A)”

식품유통업체인 B사의 경우 EPR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솔직히 저희 회사는 부담금 납부액은 얼마되지 않지만 EPR분담금

은 수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동일한 플라스틱인데 어떤 것은

부담금 어떤 것은 EPR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환경

규제철폐 및 기업의 업무 절감차원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기업B)

필름제조업체인 C사의 경우 제품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

으며 사용 후 폐기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배출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어차피 폐기물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배출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생산자보고 다시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면 솔

직히 조금 억지가 있는 것 같아요... 폐기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배

출자에게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

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같은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금의 경우는 정

부가 일정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어요.(기업C)”

마지막으로 종합유통업체인 D사의 경우 폐기물의 범위와 개념을 명확히 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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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플라스틱이 폐기물인지도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회

사에 입고되는 포장필름류는 상당히 깨끗해서 오히려 돈을 받고 수

거업체가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분명히 폐기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폐기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생각됩니다.(기업D)

환경공단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본사 담당자의 경우 부과대상관리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며 관련 전문가와 같이 중장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을 강조하였고 같은 맥락에서 공단 현업 담당자의 경우 침익적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법령상의 명확한 근거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 저희같이 일선에서 부담금을 부과하다 보면 다양한 민원에 시달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세, 지방세의 경우는 당연히 내야한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있지만 국가기관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그것도 부과대상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폐기물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너무 애로가 큽니다.

그 중에서도 플라스틱제품이 가장 심합니다. 그리고 현장조사 나갈

때에도 애로사항이 너무 많구요. 우리가 최종업체가 아니라고 하면

확인할 방법도 없고 대부분의 업체 여건도 너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추상적인 규정이 아닌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민원인이

저희의 설명을 충분히 납득하고 부담금을 낼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헌법 및 세법,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공단(현업))

“부담금 징수 현장에서 일선 직원들의 고생하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플라스틱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현

상황에서 사용억제라는 정책적 측면도 있고 환경정책에 필요한 재원

조성이라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하여 끊임없이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용이한 제도이행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공단(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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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8〉질문⑧ 응답결과 정리

구분 상호 응답 내용 요약

기업

A사
산업계에서는 사업장폐기물 처리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업종별 소비재와, 산업재의 구
체적인 구분이 필요함

B사
상표권 해석에 따라 이중부담 등이 발생할 여지가
크므로 EPR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C사
정확한 지적이며, 무엇보다 폐기물로 전환되는 시
점에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함

D사
폐기물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정의를 좀 더 명확하
게 하여 이중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함

전문가 E연구소
현행체계에서는 부담금납부자의 부담 뿐 만 아니
라 부과권자의 과도한 행정력이 소요되는 것이 사
실이므로 향후 적정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운영기관

공단(현업)

부과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봄. OEM
방식의 법률반영이 그 예이며 앞으로도 국민의 재
산 및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는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일 필요가 있음

공단(본사)

공단 현업담당자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며, 복잡
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상을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중장기적으로
용이한 제도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 공감함

〈질문⑨〉는 결국 폐기물부담금제도가 최초의 도입형태인 플라스틱 원재료

생산 대기업에게로 다시 되돌아 가야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것처럼 4개 기업모두 원재료 생산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며 A사의 경우 약간 우회적으로 답했지만 정확한 부과

와 산정이 안 되면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나지 않아서 이기 때문이며, C사의

경우는 정책 변경과정에서 정치적인 영향력 등이 작용했다고 이유를 적시했

다. 반면 전문가의 경우 수 십년 동안 제도가 이행되었고 관련 정책이 일관

성 있게 운영된 이상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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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9〉질문⑨ 응답결과 정리

구분 상호 응답 내용 요약

기업

A사
모든 부담금과 관련된 법률은 명확한 근거에 의해
부과 되어야 함. 왜냐하면 산정이 어려운 법 규정
의 강제성은 사문화 될 수 있음

B사 원료물질 생산업체가 납부하는 것이 타당

C사

원료공급사로 변경해야 함
당초 가공업체로의 이관 과정이 대기업의 로비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공정한 부과가 현실적으로 어
려운 측면이 있으며 자원의 절약과 자원순환의 효
과는 미미하다고 판단됨

D사 원재료 생산업체에 부과 시 정확한 부과가 가능함

전문가 E연구소

원재료 및 최종생산업계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현 시점에
서 다시 원재료 업계로 되돌아가는 것은 현실적으
로 어렵다고 판단 됨

운영기관

공단(현업)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
법 취지상 폐기물 관리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 제조․유통을 억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
로 원료물질 업체에 부과하는 것보다 수 많은 업
체에 부과를 하는 것이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임

공단(본사)

업계 입장에 따라 다른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음.
원료물질 생산업체가 부담하는 경우 부과의 용이
성, 이중부담의 방지라는 목적 달성은 용이하나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굳이 폐기물부담금 발생을
억제할 이유가 낮아짐. 또한 원료물질 상당수가
재활용제도 대상 품목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므로
이에 대한 구분도 쉽지 않음

또한 환경공단 담당자 모두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폐기물 감량이라는

정책목적 달성에는 더 유리하다고 의견 제시를 하였으며, 관련 전문가와 공

단 정책 담당자는 현재 상태에서 다시 되돌아가는 것 또한 많은 문제점이 발

생된다고 적시하였다. 특히 원료물질 상당수가 다른 재활용제도 대상에 속하

는 만큼 예전처럼 일괄적인 부과도 어렵다는 의견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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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의견

〈질문⑩〉,〈질문⑪〉 부담금 실무를 접하면서 현행 폐기물부담금제도의

개선 방안과 기타 폐기물 재활용, 감량정책 등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

해 달라는 질문이다.

〈표5-10〉질문⑩,⑪ 응답결과 정리

구분 상호 응답 내용 요약

기업

A사
폐기물 부담금 산정과 관련된 명확한 근거 기준이
필요하며 취급 품목이 많은 기업의 경우 과도한
인력 및 시간이 소요됨

B사
수정․개선된 사항의 법률적 안내보다는 쉽게 알
수 있는 사례 위주의 교육 및 안내가 필요함

C사
원료사 부과로 전환하여 발생단계에서 원천적 징
수가 이루어 져야 함

D사
부담금 산정 근거를 제시할 때 실무자의 업무 부
하가 너무 크므로 적정하게 변경할 필요 있으며
아울러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강화가 필요함

전문가 E연구소
다양한 폐기물 감량, 재활용 정책 패러다임의 변
화가 가능하도록 제도간의 상호적 유연성을 견지
할 필요성이 큼

운영기관

공단(현업)

플라스틱의 경우 현재 재활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
으므로 EPR제도로 이관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부담금 감면에 있어 국내 제조업체와 수입업
체 간 감면수준의 차이가 커 영세 수입업체 등도
유사한 수준에서 혜택을 줘야 함

공단(본사)

중장기적으로 재활용이 용이한 품목은 EPR과 같
은 재활용 제도로 실생활에서 폐기물 처리에 문제
가 큰 품목은 폐기물부담금 신규품목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폐기물의 재활용 용이성, 유해성 등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기술적 수준을 반영하여 결정할
문제이므로 폐기물 관련 정책은 사회의 변화와 기
술의 발전에 맞춰 지속적으로 변화와 관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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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실무 담당자의 측면에서 무엇보다 현행 폐기물 부담금 산정․부

과 체계가 과도한 인력과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좀 관련 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였으며 정책집행 당국이 법률, 이론

위주의 교육이 아닌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등의 강화를 건의하였다.

환경공단 현업, 정책 담당자는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장기적으로 재활용제

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폐기물의 재활용 용이성, 유해성 등의 관련 기술의

기술적 수준 및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품목의 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관련 전문가의 경우 환경공단 담당자와 같은 입장에서 폐기물 감량,

재활용 정책 체계가 서로 연계되어 상호 유연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

장하였다.

제2절 인터뷰 결과 분석

〈질의①〉에서〈질의⑤〉인터뷰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라는 침익적(侵益的)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그와 결부된 중요사항에 대하여 입법권자가 제정한 법

률이 아닌 행정입법(법규명령 및 행정규칙)에 규율됨으로써 관련 쟁점 및 이

와 관련 기업, 전문가, 담당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와 관련된 질의사항

요지는 ① 폐기물부담금 부과품목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의 적정성, ② 법규

명령인 시행령에 구체적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법적 근거 없는 행정규칙(환경

부 예규)에 이를 이와 상반되는 규정 존재의 적정성, ③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사회 상규 등에 의거하여 행정규칙에 이에 따라는 근거를 마련한 규정체계의

문제점 ④ 불확정 개념의 해석 문제에 대한 것이다.

또한 〈질의⑥〉에서〈질의⑪〉관련 인터뷰는 기업, 운영기관 담당자 등이

실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발생되는 문제와 사례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

하였다. 주요 질의사항으로는 ① 플라스틱의 폐기물부담금 대상여부 적정성

문제, ② 제조원가에 부담금 납부분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업계 현실,

③ 플라스틱의 유통과정 복잡성에 따른 이중부담의 문제, ④ 최초 폐기물부

담금 도입과정으로의 회귀 여부 및 기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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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대상 기업

기업담당자 인터뷰 특히 행정입법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은 다소 의외였다. 기업 실무자 입장에서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있

어서 그와 관련된 행정입법 체계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실제로 그

들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등에 학문적 논쟁에 대해선 관심이 거

의 없으며 오히려 더욱 상세한 사례 위주의 설명 등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질의 ①번(폐기물부담금 부과품목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의 적

정성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질의 ②번(환경부 예규에 상위법령과

상반되는 규정의 존재)과 관련해서 관심이 없거나 사전 설명에도 불구하고

질문의 정확한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하였다. 다만 기업입장의 실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OEM문제, 이중부과 논란, 불확정 개념의 해석문제 등

에 대하여는 관련 의미를 좀 더 구체화하고 환경부 등 유권해석 기관의 적극

적인 해석을 통하여 관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실무와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는 접할 수 있는 문제였으므로 이전 질문보다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하였다. 다만, 업종의 특성, 담당

자의 업무수행 경험 등에 따라 다소 다른 점도 있었다. 예를 들어 질문 ⑥번

(플라스틱의 폐기물부담금 대상 여부 논란)에 대하여 일관되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EPR제도로의 전환을 요구하였으며, 질문 ⑨번(최종제품 제조업

자가 아닌 원재료 생산업체로의 복구 문제)에 대해서도 모두 찬성의 입장을

취하였다. 다만 질문 ⑧번(플라스틱 유통구조 복잡성으로 인한 부과대상 선정

어려움 및 이중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업종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을 정

리할 수 있다.

가. 자사(自社)에 유리한 입장 지지

규제를 받는 기업 입장에서 당연한 결과이지만 인터뷰 대상기업들은 자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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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연관된 질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련 주장과 세부적인 실무

사례까지 나열해 가면서 설명을 했다.

비닐제품을 생산하는 C사의 경우 폐기물부담금이 판매단가 및 전체 매출에

끼치는 영향이 인터뷰 대상기업 4개소 중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C사 담당

자의 경우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에 부과하는〈질문②〉와 관련

하여 자사 제품의 판매형태를 세분(별도 판매법인, 기업 간 거래, 소비자 직

접 판매)하여 설명하며 현행 법령 상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되는 단계에 부과

되는 문제점과 관련하여 실제 영업형태와 부담금 부과과정에서 발생되는 현

실적인 괴리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특히 대기업이 생산하는 펠렛과 같은 플

라스틱 원료제품이 생산제품의 전부를 차지하는 특징으로 인하여 원료제품

생산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끝까지 일관되게 주장하였

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A사와 종합유통업체인 D사의 경우 상당수의 제품

을 OEM으로 조달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상표권 문제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

명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양사 모두 수 만 가지의 품목을 취급하면서 다

양하게 발생되는 사안에 대하여 상표권자에게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명하였으며, 특히 A사의 경우 상표권자에게 부과하는 법

률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부과된 내역에 대하여 법적 검토를 발언할 정도

로 강경한 입장이었다.

식품유통업체인 B사의 경우 유관 재활용 촉진규제인 EPR제도에 따라 상당

한 규제를 받는 반면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부담금제도에 대해서

는 별도 규제로 생각하며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면

통합운영 관리방안을 건의하였다.

물론 4개사 모두 환경보호라는 공익 수호를 위하여 또는 국가권력의 결정으

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부담금을 수용하지만 기업의 경쟁력 제고, 기업의

권익을 침해하고 대내외 경쟁력 저하요인인 폐기물부담금에 대하여 거부감을

직접적으로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인터뷰 전반에서 느낄 수 있었다.

나. 법리적․학문적 논쟁에 관한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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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한 바처럼 수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하는 기업 입장에서 기존 법

률 소송 등에서 문제시 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쟁점 등에 대하여 당연히 문

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인터뷰는 큰 오산이었다. ‘포괄

위임 금지의 원칙’, ‘침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위임요건의 강화’ 등 법률적․학

문적 쟁점은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기업 담당자들은 보다 상세한 지침과 매뉴얼 등 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을 주장하였다. 법령 등이 너무 추상적으로 되어있고 여러 곳으로 나누

어져 규정되다 보니 이해하기가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더불

어 세부적인 사례, 관련 해석, 쟁점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기업 담당자들 입장에선 상당히 부담이 큰 업무라는 측면을 공통적

으로 강조하였다. 심지어 집행기관 등의 현지 조사 등에 따라 추가부과 등이

이루어질 경우 징계 등이 불가피하다며 항상 공단 담당자에게 상세하게 문의

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문의하여 근거를 남기고 업무를 처리하는 어려움을 토

로 할 때는 현행 규정과 개선 필요성과 집행과정에서 충분한 안내와 교육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A사의 경우 제도 개선과 관련한 의견에서 “무엇보다 법령만 보아도 명확하게

부담금을 명확한 근거 기준을 알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처럼 향후

유관 기관은 제도 개선 과정에서 이를 명확히 인식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 폐기물부담금 관련 업무량의 과다

폐기물부담금 업무의 일정규모 이상의 규모가 되는 기업의 경우 환경업무

담당자들이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관련 업무가 과다하다고 주장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 만 가지 품목을 취급하는 A사, D사의 경우 생산 또

는 납품받는 품목의 플라스틱 함유량을 알아야 하므로 결국 제품별 상세한

물질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일부 제품의 경우 기업의 기술

보안과도 연계되는 문제점, 내부 생산부서 등 관련 부서의 비협조 등에 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그래서인지 대부분 현재의 제품에 대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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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보다는 원료생산자에 대한 부과를 선호하였다.

위의 기업의 업무량의 과다는 신고 내용을 검증하고 최종적인 부과를 해야

하는 운영기관의 업무와도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환경공단 현업

담당자의 경우 인터뷰 말미에 항상 부과처분을 하고도 사후의 감사 또는 재

조사 시 정보에의 접근 한계 때문에 업체가 신고한 내용을 신뢰할 수밖에 없

는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2. 관련 전문가 및 정책집행 담당자

관련 전문가와 정책집행을 수행하는 환경공단 담당자(현업, 정책)는 기업보

다는 다소 깊이 있는 고민의 흔적이 보이며 주요 쟁점에서는 대동소이한 의

견을 보이고 있다.

부담금 부과품목의 대통령령 위임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삼자 모두 시시각각

으로 변하는 폐기물처리기술, 사회 환경변화 등을 감안하여 시행령에 규정하

여 탄력적으로 대응하다는 공통의견을 제시하였다. 규정체계의 적정성에 대

하여 전문가는 사례별로 대응을 요구하였고 환경공단의 현업담당자는 현장

적용 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전체적으로 관련 전문가와 환경공단 본사담당

자는 정책집행 측면에서 현행 규정의 불가피성과 다양한 사례별 접근을 중요

시 한 반면 환경공단 현업담당자는 현장 적용 시 어려움으로 인하여 기업들

의 입장과 유사하게 명확한 근거 및 방침을 요구하였다.

주요 사례와 관련하여 대부분 전문가, 환경공단 담당자간 의견이 일치하였

으며 관련 전문가의 경우 정책 변경 시 충분한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의 중요

성을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공단 정책담당자의 플라스틱의 부담금 대상 제외

에 대한 다양한 업계 및 심지어 공단 현업담당자의 동일 의견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재활용 가능여부, 경제적 재활용 여부를 분리하여 판단하여 한다는

현실론은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이 반영되었다고 판단된다. 유관 전문가

와 정책집행 담당자들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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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장과 정책 담당자 간의 이견(운영기관)

가장 큰 법적 쟁점인〈질문①〉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즉, 법률 부과

대상의 대강을 추상적으로 정하고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에 대

하여 운영기관 현장 및 정책담당자 모두 현실적인 불가피성으로 인하여 현행

법령의 해당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찬가지로 대

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법령에 없는 내용을 규정한〈질문②〉에 대

하여도 문제점이 있음을 양자 모두 인정하였다.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당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과 정책 담당자의 의

견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OEM제품에 대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부과

된 처분에 대하여 현장 담당자는 발생되는 혼란과 문제점을 지적한 반면, 정

책 담당자는 OEM제품 생산자, 주문자 중 누군가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인식하여 실질적인 상표권 소유자가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부담금 부과품목 특히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이중부담 논란에 대해서

도 현장담당자는 별도의 부과제외 및 감면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책담당자는 현실적으로 낮은 부담금 요율 및 유실의 우려가 큰 현실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플라스틱

제품의 부과대상 여부 결정의 난해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양측의 의견은 극명

하게 다르다. 현장에서 부과단계에 많은 어려움을 주장한 반면 정책 기획 단

계에서는 국가 폐기물 관리체계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정

당성을 주장하였다. 특히 사례 별로 들어간 질문에서는 양측은 대부분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현업 담당자는 플라스틱을 폐기물부담금 품목으로 정

한 정책적 결정의 문제점을 얘기한 반면 정책 담당자는 ‘기술적 재활용’과

‘경제적 재활용’은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재활용이 될 수 있다는 가능

성만으로는 부담금 대상품목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자 모두 부담금 정책을 접촉하는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이견이 있었

고 거시적인 큰 틀, 예를 들어 시행령에 부과품목을 지정할 수밖에 없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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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피성이나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원료제조업자 보다 제품제조자에서 부과

할 수밖에 없는 정책적 선택은 존중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전체적으

로 현장 담당자가 보다 친기업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일부 쟁점에 대한 유보적 입장(전문가)

전문가의 경우 규제대상 기업이나 운영기관인 환경공단 담당자에 비하여 대

부분 사안에 대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현행 법령 체계 상의 문제점

과 관련된〈질문①〉에서〈질문④〉까지는 환경공단 본사의 정책 담당자와

유사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을 법률에 대강을 정할 수밖에 없는 현행

폐기물 개념체계의 변동성, 이중부담금지의 원칙과 관련된 쟁점 등과 관련한

사항 등이다.

하지만〈질문⑤〉에 대한 답변부터는 외견상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

장을 취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소 현실 회피적인 답변을 취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해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질문⑤〉에

대한 쟁점의 경우 폐기물부담금제도 출범 당시부터 검토하여 근원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사례를 위주로 한〈질문⑥〉에서

〈질문⑨〉까지의 답변에서는 대상 품목에 대한 면밀한 실증적인 연구의 필

요성과 면밀한 조사를 강조하였다. 또한 업종 간 갈등이 발생 될 수 있는 원

재료 생산자에 대한 부과여부 검토에 관하여 충분한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전체적인 제도운영, 법리적 관점 등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과 비

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사례에서는 다소 원칙론적이면서도 당

면 현안에 대해서는 가치 판단을 하기보다는 다소 중립적이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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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현대 행정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행정입법에 대한 개념

및 관련 쟁점을 검토해보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어떤 효과와 문제점이 나타나

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자원재활용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폐기물부담금제도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먼저, 관련 판례 등 유권해석사례를 정리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주

요 쟁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아울러 현장의 의견을 검토하고자 문헌 뿐 만

아니라 제도 관계자(운영기관, 납부기업, 유관 전문가)와 인터뷰를 실시하여

연구자가 판례 등 유권결정 사례와 실제 업무를 담당하면서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 사례와 궁금증에 대하여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정리

할 수 있었다.

인터뷰를 통해서 얻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규제를 받는 기업 입장은 법리적, 학문적으로 쟁점이 많은 ‘포괄위임입법금

지의 원칙’, ‘행정규칙의 대외적 효력 문제’와 같은 논쟁에 대하여 인터뷰 시

작 전 설명에도 불구하고 거의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더욱

더 상세한 사례 위주의 제도안내와 세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다.

물론 해당 기업과 실제 관련된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이중부과 논란, 불확정

개념의 해석 문제에 있어서는 주무부처와 운영기관으로부터 명확한 기준을

요청하였다.

반면, 플라스틱의 부담금 대상 여부에 관해서는 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구체

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대안도 제시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해당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답변 양상이 달랐다. 제조업체는 제조업체 입

장에서 유통업체는 유통업체 입장에서 입장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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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문가와 한국환경공단(정책, 현업) 담당자의 경우 납부기업에 비하여

깊이 있는 고민을 하였으며, 부담금 분야에 대한 전문성 등으로 인하여 하위

법령에의 위임은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전문가는 사례별 접근 방

식을 환경공단 정책담당자는 현행 규정의 불가피성을 옹호한 반면 환경공단

현업담당자는 기업의 입장과 유사하게 보다 명확한 근거 및 방침을 요구하였

다.

인터뷰 결과 도출된 쟁점은 세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수권근거의 적정성’이다.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의 문제

를 초래할 가능성”이라는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에 대하여 행정입법인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안에 있어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결론지었지만 과연

판례에서 언급하는 폐기물부담금 품목에 관한 사항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

는 사안이고 자원재활용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유기적·종합적으로 해석할 경우

도출될 수 있는 결론인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은 ‘개괄

주의’식 표현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보다 그 영역이 방대하지 않다면

‘열거주의’ 형태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 ‘규정체계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법원 판례 및 해당 사안에서 제시

한 결정에 따르면 일관되게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법규성을 부인

하고 예외적인 요건 충족 시에 그 효력을 인정한다고 하겠다. 다만 법리적

관점에서는 국민권익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침익적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잣대로 심판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정책적 관점에서 미처 예상하거나

도출되지 못한 문제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행정규칙이 이에 대한 내부 운영

방침을 정하고 그 결과가 규제 대상자에게 일정부문 이익이 돌아가는 사안이

라면 사례별로 사안을 검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세 번째 ‘폐기물부담금 명칭의 합리성’과 관련하여 현재에도 「폐기물관리

법」상의 폐기물의 개념에 대하여 주관설 및 객관설의 대립과 사안별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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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판단하는 판례의 입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자원재활용법

상의 폐기물부담금에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상의 정의에 따른 폐기물이

아니라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하는 제품·재료·용기’

에 대한 부담금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하여 규제대상자가 수긍할 수 있는 다

른 명칭(재활용촉진부담금 등)이 필요하다.

제 2 절 시사점 및 제도 운영에 대한 제언

공공기관 등의 부담금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부담을 받는 당사자의

경우는 조세보다 저항 및 반감이 더 강하다. 조세는 헌법적으로 명확한 근거

와 모든 국민이 납부한다는 일반성이 있지만, 부담금의 경우 그에 대한 헌법

적 근거를 어디에서 찾는 것에 대해서 학자 간 논란이 분분한 실정이다. 이

러한 점에서 20여 년 이상 많은 꾸준히 유지되었지만 많은 변화를 가졌던 폐

기물부담금 제도가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

다.

무엇보다 ‘행정규칙(行政規則)’의 ‘법규명령화(法規命令化)’이다.

국민의 권익구제 및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보차원에서 현행 행정규칙인

환경부 예규 및 환경공단 업무 매뉴얼 등에 있는 상당수의 내용이 ‘법규명령

화’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의 사례만 보더라도 법령화 되어 피규제자가 상당부문 알아야

할 내용들이 행정규칙인 환경부 예규 및 환경공단 업무 매뉴얼에 규정되어 해

당 내용을 알았다면 충분히 납부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처분을 피할 수 있거

나 구제 방안 등을 다양하게 강구 할 수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뷰를 통해 만나본 기업 담당자들은 신고량의 과다, 자료파악의

어려움 등 실무적인 애로사항만 대부분 얘기했지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접근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울 수 없었다. 규제자와 피규제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제도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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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수입업자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졸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우리가 앞서 검토한 것처럼 대부분의 법적 쟁송은 플라스틱 품목에서 발생

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다. 이는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다툼의 여지

가 있다는 것이다. 폐기물부담금 초기의 많은 품목들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도로 전환된 것처럼 언젠가는 플라스틱 제품 등도 새로운 제도로 전환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현행과 같은 부과방식으로는 더 이상의 정책적 효

과를 막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자들 스스로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하는 품목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고민하는 상황이 되어야만 실질적인 재

활용을 활성화 할 수 있다.

규제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과 교육이 절실하다.

인터뷰에서 가장 공통된 사항은 추상적인 법률 규정을 아무리 읽어봐도 무

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헌법이나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원칙은 의무

대상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명확한 법령이나 제도의 도입이다. 설사 법령

입안과정에서 다소 난해한 표현이 있더라도 충분히 제도이행 당사자와 문제

및 쟁점에 대하여 서로 고민하고 아울러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

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다만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담금 부과라

는 침익적인 처분에 대한 순응도를 높이는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방향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인터뷰와 관련하여 첫째, 심층인터뷰 대상자가 제한적

이어서 해당 부담금 납부 대상자 전체의 생각을 반영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

으며, 동시에 사전에 폐기물부담금 전반에 대하여 충분한 문제의식 또는 쟁

점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현장에서 설명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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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터뷰를 할 수 없었다. 둘째, 정책을 총괄하고 다양한 사례를 접하며 제

도운영의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주무부처인 환경부 담당자와의 인터

뷰를 실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아울러, 폐기물부담금 여러 품목 중 쟁점이 많은 ‘플라스틱 제품’과 관련한

검토에 대부분 내용을 할애하여 다른 품목(예 : 담배, 일회용기저귀 등)에 대

한 검토를 하지 못하였다. 특히 담배의 경우 최근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한

납부액 비중이 상당부분을 차지함에도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사실 플라

스틱 제품 등의 경우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부담금 부과를 통하여 제

품 생산이나 소비를 최대한 억제시키려는 유도적 기능이 있음에 반하여 담배

의 경우 실질적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재원조성을 위한 재정조달목적이 큰

품목이므로 향후에 별도의 주제로 검토할 수 있는 품목이라 판단된다.

향후 연구방향으로는 앞서 제2장에서 부담금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하면서

전통적인 부담금의 분류 체계 및 새로운 분류체계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는

이른바 ‘특별부담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렇다면 금회 논문에서 검토한

폐기물부담금은 과연 어떤 성질로 분류되어야 하는 지 관련 내용 등을 검토

함으로써 폐기물부담금의 법적 성질과 특징을 찾아내고 문제점에 대한 다양

한 문제해결 방안을 고민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행정입법을 양분하고 있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중 법규명령 이른 바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대하여는 관련 법학계 등을 통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지만 행정규칙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서두에서 언

급한 것처럼 실제 행정의 집행 현장에서는 다소 추상적인 법규명령보다 행정

규칙이 실질적으로 활용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충분한 사례연구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2018년 3월부터 이른바 중국 발 폐기물 금수(禁輸) 조치에 따른

‘플라스틱 등 재활용쓰레기 대란’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플라스틱의 폐기

물부담금 부과 품목 중 재활용 가능성으로 인하여 다른 제도로의 전환이 요

구된다고 주장하였으나, 폐기물부담금으로 인하여 수혜를 받는 국내 재활용

업계의 최근 입장이나 또 다른 측면에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은 없는지 심층

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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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oblems and

the Countermeasures toward

the Waste Char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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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the biggest problems of the waste charge system is

that it roughly selects the items to be charged with an

inaccurate concept in the law and entrusts it to the lower

legislation. A number of controversies are being aroused since

the charge is being imposed on plastic items, which are easy to

re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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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since a variety of cases that arise from the policy

enforcement process cannot be resolved, separate internal

guidelines are being run as administrative rules and their actual

influence is greater.

In order to make appropriate response to the increase of the

public toward administrative demand and the drastically

changing social environment, many types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s are being generated in a massive scale and it is

necessary to have a clear standard in order for prudent

enforcement and to minimize the discretionary power of

administrative agencies with regard to budget - the domain

restricting the property rights of the targets of regulation.

However, many problems are taking place due to excessive

production of internal guidelines at administrative agencies. In this

regard, in order to examine the concept and the relevant issues of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which is being extensively utilized in

the modern administration and identify the effects and the problems

in the actual operation process, this study contemplated the

authentic interpretation cases such as the precedents highly related

to the interviews of the authorities of the waste charge system.

With regard to the operation of the waste charge system, 'the

adequacy of authorization grounds', 'the adequacy of regulation

system', and 'the rationality of the name 'waste charge'' of the

current waste charge system were derived through the interviews

with enterprises, relevant experts, and policymakers. Also, by

critically examining the decisions of court, the directions for the

system have been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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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in order to secure smooth accessibility to the protection

of the public's rights and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a

number of specific contents in the administrative rules have to

be legally ordered. Second, the advance preparations for the

removal of the waste charge toward the manufacturers and the

importers of plastic items, materials, and containers have to be

preceded. Lastly, as the business entities have argued in the

interviews, active explanation and education by the government

authorities are necessary.

keywords : Administrative legislations, Legislative rule,

Administrative rule, Charge,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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