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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정부는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도구를 이용한다. 다른 모든 조

건이 동일하다면 정책도구는 일정한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하지만 시간에

따라서 다른 모든 조건들이 달라지게 된다. 그리고 정책도구 자체가 변화

할 수 있으며 다른 정책도구가 도입될 수도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정책도구의 효과성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정책도구

의 효과와 효과성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음식물쓰레

기 저감을 위한 정책도구로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효과와 시간에 따른

효과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종량제의 변경 및 다른 정책도구와 조합

으로 인한 효과와 효과성 변화를 검토하였다.

인간의 식생활로 인하여 음식물쓰레기는 필연적으로 발생하지만 최근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폐기물 관리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식량 불안을 악화

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예방과 감량을 위해서는 주요 배출원인 가정의

행태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한국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도

입되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면 폐기물 배출의 비용 책정 방식

이 전환되고 배출 비용이 인상된다. 이로 인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량과

비용 간 연계성이 강화되면 각 가정에서는 배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배

출량을 줄이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연구가설 1).

한국에서는 환경부가 2010년 종량제 도입을 선언한 이후 이를 시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증가하면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음

식물쓰레기 배출량은 일시적으로 감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 최근 데

이터에서는 대부분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배출량은 종량제 시행 이전의 수준을 회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효과성은 시행기한이

경과 할수록 점차 감소한다는 예상을 제시할 수 있다(연구가설 2).

여전히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들은 종량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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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식을 변경하거나 다른 정책도구를 활용한다. 정책도구 자체의 변경

및 다른 도구와의 조합은 효과성 변화를 야기한다. 효과성이 어떻게 변화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있다. 다른 정책수단 도입으로 중복

과 가격 혼란이 발생하여 종량제의 효과성이 저하될 것이며 종량제의 변경

을 우선시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에 보완적인 정책수단을 도입하여

단일 정책수단보다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종량제를 변경하는 방식으로서 배출 가격 인상(연

구가설 3), RFID 종량기기 도입(연구가설 4)이 배출량에 미치는 효과를 검

토하였다. 또한 보완적인 정책도구로서 행정단속 강화(연구가설 5), 주민신

고 활성화(연구가설 6), 감량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연구가설 7)이 배출량

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한

이후 가정의 배출량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종량제 도입으로 인하여 비용

부과 방식이 전환되고 비용이 인상되어 각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용을 줄이기 위해서 배출량을 줄인 결과이다.

종량제의 효과성은 시행 기간이 경과되면서 유의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도구의 효과성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종량제의 효과성이 감소하는 이유는 충분한 유인이 제공되지

못하였고, 관련된 교육과 홍보가 감소하여 주민의 생활양식이 이전으로 회

귀하였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배출 가격이 인상될수록, RFID 종량기기 보급률이 증가할수록 음식물쓰

레기 배출량은 감소하였다. 배출 가격을 인상하면 쓰레기를 버리는데 경제

적인 부담이 증가하여 주민들이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한다. RFID 종량

기기를 도입함으로써 이전까지 단지별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던 공동주택에

서 개별 종량제를 시행하게 된다. 이는 각 가구의 배출량과 비용 간의 관

계를 명확하게 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유발한다.

행정단속, 주민신고가 강화될수록 음식물쓰레기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부적절하게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중 일부가 집계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감량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과 음의 관계



- iii -

가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 연구의 이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도구의 효과성이 변화

하는 현상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정책도구의 효과가 변화한다면 정책

의 효과를 평가하는 시점을 언제로 할지가 중요해진다. 또한 기존 연구 등

정책 추진의 증거들을 어느 정도로 수용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책 과정에서 정책 효과를 유지하지 위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설명변수로서 시간의 활용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시

간변수를 종량제 도입 이후 경과기간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시

간변수를 활용하면 정책도구와 정책 효과 간 관계 변화를 파악하고 정책을

설계하는데 유용하다. 셋째, 경제적 역유인을 이용한 정책도구의 한계가 나

타난 사례를 실증적으로 제시한 점이다. 이 정책도구는 체감 비용을 통해

서 효과를 발휘한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로 인하여 체감 비용이 감소

하게 되면 경제적 역유인의 효과성이 낮아지게 된다. 효과성 유지를 위해

서는 정책대상이 유인을 지속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기존 정책도구를 개

선하거나 보조적인 정책수단 도입을 통한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이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근절보다는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문제이다. 이러

한 문제에 대한 정책도구는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요

구된다. 둘째, 정책도구를 개선 및 보완하는 과정에서 종량제가 시행 중이

라는 정책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다른 정책도구를 도입할 때 기존 정책도

구와 상호작용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음식

물쓰레기 관련 정책도구들이 종량제의 맥락을 고려하여 예방과 저감을 촉

진하도록 시행 방식이 개선될 필요도 있다. 셋째 음식물쓰레기 발생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발견하고 개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음식물쓰레기는 각 지역의 거주환경, 생활양식 등에 따라서 발생 양상이

달라지게 된다. 음식물쓰레기의 발생과 예방에 대한 다양한 요인을 발견하

게 됨으로서 이 문제의 대한 각 지역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고 적절한 대

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식물쓰레기 배출, 예방 및 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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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개인의 인식과 동기, 가정의 생활방식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다.

이러한 한계는 이 연구가 기초자치단체를 분석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나타

나게 된다. 둘째, 정책도구의 효과성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으

나 구체적인 원인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점이다. 이는 시간을 설명

변수로 하는 연구의 한계이다. 시간변수를 사용할 경우에 현상의 변화를

제시하기는 용의하나 시간변수에 포함되어 있는 구체적인 요인들을 분리하

여 제시하기는 어렵다. 셋째, 각 정책도구들이 시행되는 순서에 따른 효과

성 차이, 상호작용에 의한 효과성 변화 등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다. 마지막

으로 문화, 미디어 등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다.

주요어: 정책도구, 효과성 변화, 종량제, 음식물쓰레기

학 번: 2012 - 3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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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정책도구는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등 공적 행위자가 의도적으

로 활용하는 수단 또는 기법으로서 정책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이다. 정책도

구는 정책 효과와 일정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가정 하에 도입된다. 하지만

현실의 정책과정에서 정책도구를 실행한 이후에 나타는 결과상태가 당초

기대했던 것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발견된다. 도입 당시에 효과적이었던

정책도구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효과성이 저하되기도 한다. 정책 구성요

소, 문제 특성, 상황 등이 변화하여 정책도구와 공공문제 간 정합성이 약화

되는 것이다. 정책도구 자체가 변경되고, 다른 정책도구가 도입되어 효과성

이 변화할 수 있다. 이 과정이 기존 정책 목표 및 도구와 일관성

(consistency)이 있다면 효과성을 강화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목

표 달성에 비효율성이 발생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고 실패할 수도 있다.

공공문제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동태적(dynamic)으로 변화하는 특징이 있

다면 정책도구의 효과성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 연구의 대상인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지속

적이고 동태적인 문제로서 관련 정책도구의 효과성 변화에 대한 관심이 필

요하다.

음식물쓰레기는 식생활의 결과이다. 식생활은 필수적인 인간의 활동이기

때문에 역사의 대부분의 시기에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어왔다. 예를 들어

기원전 2세기 무렵 그리스의 작가 소수스(Sosus)는 음식물쓰레기가 버려진

바닥을 모자이크 벽화(unswept floor)로 제작하였다. 1900년대 시카고에서

는 육류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도시 위생을 악화하는 주요 원

인이었다. 1990년대 중반 한국에서는 매립되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

와 2차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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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는 다양한 요인과 관련되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

문제는 개인의 인식, 가정의 생활양식, 경제 상황, 행정·정책, 기술 발전, 미

디어와 문화 등과 복잡하게 상호작용한다. 음식물쓰레기 배출 행태는 개인

의 친환경적 동기와 관련 지식, 거주지 형태, 가족 구성원, 소득 수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해당 지역의 특성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영향

을 미친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에서는 퇴비로 만드는 등 자체적인 처리로

인하여 도시에 비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낮을 수 있다. 식품 가공업,

관광업 등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하여 배출량

이 더 높을 수 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처리는 지방정부에서 담당한다.

각 지역의 지방정부가 처리 비용 부과 등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 결정을 하

는지에 따라서 배출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공 및 유통 기술의 발

전으로 인하여 이 과정에서 폐기되는 음식물이 줄어들고, 식도락에 관한

프로그램이 관심을 끌면서 식품 소비와 폐기물 배출 양상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전에는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으나 이제는 적당히

먹고 건강한 것을 미덕으로 여기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가 변화하고 이

에 따라서 남은 음식을 처리하는 행태가 달라질 수도 있다.

문제는 음식물쓰레기가 발생 추세가 전반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이다.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인간이

소비하기 위해 생산되는 음식물의 약 1/3이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진다. 과

일과 채소 생산량의 45%, 계란의 23%가 버려진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앤

드루 스미스, 2021). Dou & Toth(2021)는 1963년부터 2019년까지 출판된

음식물쓰레기 관련 연구들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1963년부터 1990년

까지의 연구들에서는 1인당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평균적으로 130g으

로 추정하는 반면 1991년부터 2019년 연구들에서는 195g으로 추정하고 있

다. 한국의 데이터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 중 음

식물류폐기물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2006년 1년 동안 1인당 약 74kg이 발

생한 반면 2020년에는 약 96kg을 배출하였다.

과도한 음식물쓰레기는 폐기물 관리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식량 안보

악화의 원인이 된다. 최근에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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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된다. 음식물쓰레기가 부패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이보

다 21배 더 온실효과가 있는 메탄가스도 발생한다. UNEP(2021)는 2019년

기준 전 세계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약 9억3,100만 톤 발생하고 식품 생산과

음식물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전 세계 배출량의

8-10%를 차지한다고 추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를 근절하려는 접근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안전과 건강, 경제 등에 새로운 문제를 야기한다. 기술 발전에

의한 해결도 요원하다. 과거 프레온 가스로 인한 오존층 파괴 문제 사례와

같이 생산과 사용 금지, 대체 물질 개발, 국제적 공조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음식물쓰레기가 적절한 수준에서 배출되도록 예방·감

량을 유도하고 버려진 것은 환경에 피해가 덜 가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수

밖에 없다.

음식물쓰레기의 주요 배출원은 가정이다. 한국에서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관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가정

의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다. 이는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일일이 개입하기에는 정부 역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가정의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자발적인 선택이 중요하다. 그 동안

은 음식물쓰레기 예방과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캠페인, 권고, 설득 등 정보

에 기반을 둔 정책도구들이 활용되었다. 하지만 단순 계도성 홍보로 한계

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환경부, 2017).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가정 음식물쓰레기 문제의 특성과 기존 정책도

구의 한계에 대한 인식 하에 도입되었다. 이 방식은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

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정보 제공에 기반을 둔 정책도구들과 같지만 재정적

제재를 활용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종량제 시행 전 음식물쓰레기 수거 비

용은 무료 혹은 정액제로 청구되었다. 이러한 방식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버

리는 행위의 한계비용(marginal cost)은 0이다. 반면에 종량제 하에서는 양

의 값을 갖게 된다. 배출 행위에 가격표가 붙게 되는 것이다. 주민들은 배

출 비용을 줄이고자 음식물쓰레기를 예방하고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

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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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연구들은 대체로 종량제 방식이 폐기물 발생의 예방·감량에 긍정적

인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 동의한다. 또한 한국에서는 일반쓰레기 종량제

시행 경험이 있다. 2005년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시행된 이후 몇몇 기

초자치단체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료를 종량제 방식으로 부과하기 시작하

였다. 2010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 이후에는 종량제 도입이 본격

화되었다. 초기에는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시행되었지만 이후 공동주택에

단지별 종량제가 도입되었으며, 2012년부터는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기가 공동주택에 보급되고 있다.

이론적으로 종량제를 시행하면 단기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줄어

들고 이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각 가정이 배

출 비용을 고려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낮추고 다른 사정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 수준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늘어나고, 기존 시행 지역에서도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기를 설치하여 개별 종량제로 전환하면

서 추가적인 감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결과적으로 정책도구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정책 효과에 대한 예상

은 일부만 적중하였다. 2009년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은 1인당 1년

동안 81.44kg이 배출되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이 선언된 2010년에

는 76.02kg으로 감소하였고 2013년까지 68.64kg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2014년부터 증가세가 나타나고 2015년에는 90.99kg으로 2009년의 발생량을

넘었다. 이후 증가 추세가 지속되어 2018년에는 100.4kg으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종량제는 단기간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지만 이 효

과는 기간이 경과할수록 저하되는 것이다.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의 주요 배출원인 가정을 대상으로 핵심적인 정

책수단이다. 음식물쓰레기가 지속적인 문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정책도

구의 단기적 효과뿐만 아니라 효과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

다. 효과성이 약화된다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도구의 개선 방안, 보완

적 정책도구 도입 여부 등을 검토하고 정책결정자가 상황에 맞게 선택 할

수 있도록 정책도구 모음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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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정책도구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기대하는 주요 효과는 배출량 감소이다. 이

연구에서는 각 기초자치단체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 전후 배출량을

비교한다. 이를 통해서 종량제가 가정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한다.

둘째, 정책도구의 효과성 변화를 검토하고자 한다.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지속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이 초기에 미치는

영향 못지않게 그 영향의 지속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Lagarde,

2012). 이 연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기간에 따른 각 지역의

배출량의 변화를 검토하여 이 정책도구의 효과성 변화 양상을 제시한다.

또한 정책도구의 효과성이 변화하는 현상에 대하여 이론 및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설명을 제공한다.

종량제 변경과 다른 수단의 활용이 기존 정책도구의 효과성에 어떤 변

화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종량제는

배출 행위에 가격을 부과하고 주민은 이에 따라서 배출량 수준을 스스로

선택하게 되었으므로 이외의 정부의 추가적인 조치는 혼란과 왜곡을 가져

올 수 있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는 주장에 따르면 폐기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일한 정책도구보다는 다양한 정책도구를 조합하여 사용할 때

더 효과적이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서 이 연구의 세번째 목적은 음식물쓰

레기 종량제를 변경하는 것이 배출량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논의하는 것

이다. 종량제 변경의 일환으로서 음식물쓰레기 배출 가격 인상하고, RFID

종량기기 등 도입하여 통해 공동주택의 종량제 방식 전환이 시도된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기존 종량제의 변경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다.

넷째, 종량제 이외에 정책도구를 도입·활용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 배출



- 6 -

량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논의한다. 종량제 이외에 음식물쓰레기 배출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도구로서 기초자치단체의 단속 활동과 주

민 참여를 활용한 신고제도가 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보상

(reward)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보완

하는 정책도구들이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다섯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이외에 인구 및 주거, 행정 및 재정, 경제

와 산업 요인 중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발견한다. 음

식물쓰레기를 예방·감량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서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선행 조건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Graham-Rowe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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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구성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2장에서는 정책도구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등에 관한 이론과 기존연구

들을 검토한다. 정책도구의 정의, 선택, 유형화, 효과성 변화와 변경 등에

관하여 논의한다. 음식물쓰레기 문제의 현황, 정책 대응과 변화 등에 대한

기존 자료들을 확인하고, 발생 요인에 관한 기존연구들을 정리한다. 또한

종량제의 작동원리, 기대효과, 효과성 변화와 대응에 대해서 논의한다.

3장에서는 이 연구의 가설과 분석모형을 제시한다. 정책도구 및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이론과 기존연구들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량

제 도입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제시한다.

각 지역별 종량제 도입 기간에 따라서 이 정책도구의 효과성이 어떻게 변

화할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관한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또한 종량제의 변경

및 다른 수단의 활용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제시한다. 연구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모형을 제시하고 구성요소 및

분석방법, 데이터 등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 연구에서는 종량제의 효과와

효과성 변화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하는

2006-2020년 간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고정효과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4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여기에서는 연구 모형에 포함되어 있

는 각 변수들의 기술(descriptive) 통계를 제시하고 발견되는 특징을 설명

한다. 또한 앞서 제시한 연구가설들의 검증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기존연

구들과 비교하여 논의한다. 더불어 독립변수 이외에 통제변수들이 종속변

수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에 대해서도 간략히 제시한다.

5장은 결론으로서 앞선 논의 결과들을 정리하고 이 연구의 이론적 함의

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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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논의 및 기존연구 검토

제1절 정책도구에 관한 이론적 논의

종량제는 폐기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도구의 일종이다. 음식물쓰

레기 종량제의 정책도구로서 특성, 기대되는 효과와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책도구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서 이 부분에서는 정책도구의 정의와 선택, 유형 분류, 효과성의 변화 및

대응에 관한 이론과 기존연구를 검토한다.

1. 정책도구의 정의

정책도구(policy tool),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은 정부 혹은 유사한

공적 행위자에 의해 활용되는 의도적으로 고안된 기법·기술이고 공공문제

해결이라는 목적지향적(goal-directed) 성격을 가진다(전영한·이경희, 2010).

Vedung(1998)은 정책도구를 정부가 사회 변화를 지원하고 방지하는 등

영향을 주기위해 권력을 사용하는 일련을 기술로 정의하였다. 이를 위해서

정책도구는 두 가지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다. 첫째, 정책도구는 정책대상집

단이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둘

째, 정책도구는 순응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의 종

류와 정도를 명시한다. 권력은 대상이 순응하도록 하는 강제력으로서 물리

적(coercive), 보상적(remunerative), 상징적(normative) 권력으로 나눌 수

있다. 정책도구가 어떤 권력을 사용하지에 따라서 작동 방식이 달라진다.

Salamon(2001)은 정책도구를 집합적 행동으로서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화된 식별 가능한 방법이라고 정의하였다. 식별 가능함

(identifiable)은 정책도구로 분류할 수 있는 공통의 특징을 가진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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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의도적으로 고안된 기법이고, 정부 또는 유사한 행위자가 활용하며,

집합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지향성을 가진다는 점 등은 정책도구의 공

통된 특징에 해당한다(전영한, 2007). 구조화된 행동(structure action)이란

정책도구가 정책참여자간 역할, 관계 등을 완전히 자유롭거나, 일시적인 것

이 아닌 제도로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집합적 행동(collective action)은

자신의 상태를 개선하고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단이 함께 대응하

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Howlett & Ramesh(2003)는 정책도구를 정부가 정책집행을 위

해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수단 혹은 장치로 정의하였다. 오민수·김재일

(2009)은 정책도구를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책대상집단의 행동을 변화

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된 제도적 장치의 일종이라고 규정한다. 종합하면 정

책도구는 집합적 행동을 통해서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등 공적인

행위자가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수단 또는 기법이다.

정책도구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정책(policy), 프로그램(program)이 있다.

김해란(2010)은 정책도구와 정책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며 구분되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정책은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지향적인 목적과 수단을 동시에

내포하는 반면 정책도구는 수단만을 가리킨다. 남궁근(2021)에 따르면 정책

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달성하여야 할 목표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방안에 관한 지침이다. 정책수단은 정책의 목표, 인과이론, 대상

집단, 집행체제 등과 함께 정책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Salamon(2001)에 따

르면 정책도구는 적용되는 분야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구사항이 충족되면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프로그램은 정책도구를 특정한 분야나 문제 상

황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일한 정책도구가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적

용될 수 있으며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정책도구가 사용될 수 있다.

정책은 유사한 분야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집합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

의에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책, 프로그램, 정책도구를 구분한다.

정책도구에 관하여 내부관리도구(tools of internal management, 내부도

구)를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다. 내부도구는 정부가 자체 내부

작업을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서 인력 모집, 인적 자원 관리,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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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정 및 조달에 대한 절차 등이 포함된다. 정책도구에 관한 기존연구들 중

많은 경우는 내부도구들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분석의 편의성, 행

정학과 정책학 간 학제 구분 필요성 등 때문이다(전영한, 2007).

Salamon(2001)은 정책도구 연구의 대상을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외부도구들(external tools)로 한정하였다. 이에 반하여

Hood(1983)는 조직이 정부가 직접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능력

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내부도구들도 정책도구 연구의

대상으로 보았다. Howlett(2005)은 정부조직을 구성·관리하고, 외부집단 및

참여자와 협력하고 이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을 절차적 도구

(procedural tools)라고 규정한다. 최근 정책문제의 해결은 내외부 참여자

간 관계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적 도구는 실질적 도구

(substantive tools)와 함께 정책도구 연구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Vedung(1998)은 이와 달리 조직을 그 자체로 정책도구가 아니라

정책도구의 시행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파악하고 정책도구의 연구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도구의 파악과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정책도구의 범위를 외부도구로 한정한다.



- 11 -

2. 정책도구의 선택

정책도구는 공권력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수단으로서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한다

(Vedung, 1998; 정정길 외, 2010). 정책결정주체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수

단의 범위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등장으로 확대되었다(남궁근, 2021). 선택

지가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정책수단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 결과에 대한 책임성 확보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은 선택과정의 난이도를 높인다. 정책도구 선택의 원인과 과정을 파악하는

것은 이 분야의 주요한 연구문제 중 하나이다(전영한, 2007).

정책수단의 선택을 문제와 도구에 대한 지식에 기반을 둔 합리적·기술

적 활동으로 보는 관점을 도구주의(instrumentalists)라고 한다. 이 관점에

서는 정책수단 선택 과정에서 목표에 이르는 최적의 수단을 추구하는 도구

적 합리성을 강조한다.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정부 등 공적행위자가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개입 여부를 판별한 후에 적합한 정책수단을 준비된

도구상자(toolkit)로부터 선택하는 선형적인 활동이다(전영한, 2007).

도구주의 입장에서는 정책도구의 선택을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파악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이 있다. 반론에서는

정책도구의 선택을 격리된(isolated) 과정이 아니라 참여자의 선호, 역사적

과정, 조직의 특성 등 맥락의 영향을 받는 과정으로 파악한다. 정책도구가

이와 같은 요인과 관계없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을 찾아서

선택하는 것이라면 각 국의 정부에서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동일한 정책도

구를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같은 문제에 대해서

다른 정책도구를 활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관찰된다(Ringeling, 2005).

Linder & Peters(1989)는 도구선택에 있어서 정치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

조한다. 대부분의 정책수단들에는 기술적으로 상호대체가 가능한 다른 수

단이 존재하며 이 중 선택은 정치적 위험도와 같은 맥락적 요인들을 고려

하여 이루어진다. Hood(1986)는 정부가 보유한 자원과 활용 역량에 따라서

정책수단을 선택한다고 주장한다. 정책결정자들은 정부의 자원을 가장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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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소모하면서 정책대상집단의 순응을 가장 잘 확보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전영한·이경희, 2010 재인용).

효과성(effectiveness)은 정책도구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다. 하지만 상황

에 따라서 효과성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효과성이 높더라도 실행 및 관

리 난이도가 높거나, 정치적 반대가 심하다면 그 정책도구를 선택하기 어

렵다(Salamon, 2002). Landry & Varone(2005)은 공공문제의 속성은 사회

적으로 구성되며, 객관적인 해결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정

책도구의 문제 해결 가능성은 각 도구에 기대되는 효과성을 의미한다. 이

러한 상황에서는 정책도구 간 효과성을 비교하여 선택하기 어렵다. 때문에

정책도구 선택에 있어서 판단하기 어려운 효과성 보다는 운영 비용, 정책

대상 선별 가능성, 정치적 위험,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념 등이 중요하게

취급될 수 있다.

도구주의 관점에 대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효과성은 정책도구를 선택하

는데 여전히 중요한 기준이다. 여기에서 검토한 기존연구들은 문제와 해결

책 간 논리적 관련성이 중요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유일한 선택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

한 정책적 시도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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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도구의 유형화

정책도구의 종류와 선택 기준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정책도구의 특성, 요

구되는 자원, 예상되는 결과 등을 파악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정책도구

유형화는 정책도구의 특징과 범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문명재,

2008). 전영한(2007)은 정책도구 선택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과학적인 접근

과 인과지식의 축적을 위해서 정책도구의 유형화와 다양성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정책도구의 유형화는 여러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Salamon(2002)은 정책도구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서로 다른 측면을 강조

하는 여러 분류 방식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고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정책도구 유형화 모형 중 4가지 모형을 검토하였다.

Vedung(1998), Hood(1986)는 정책도구의 핵심적인 특성에 초점을 둔 의도

적이고 이론적인 분류 모형을 제시하였다. Salamon(2002)은 이에 반하여

귀납적이고, 실무적인 관점에서 정책도구의 유형화를 접근하고 있으며 상

대적으로 더 많은 분류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Linder & Peters(1989)는 상

황 적합성을 판단하여 선택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Vedung(1998)은 정책도구를 규제적 도구, 경제적 도구, 정보적 도구의

세 가지로 유형화한다. 규제적 도구는 강제적인(coercive) 권력에 기반을

둔다. 이는 규칙과 지침을 이용하는 정부 기관의 조치로서 채찍/회초리

(stick)에 비유된다. 강제성의 정도와 조건의 유무에 따라서 무조건 금지,

면제가 있는 금지, 허가가 있는 금지, 고지 의무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

도구는 보상적(remunerative) 권력에 기반을 두며 당근(carrots)에 비유된

다. 이 도구는 특정 행동의 비용을 더 저렴하게 또는 더 비싸게 만들어 정

책대상에게 이 행동을 할지 선택하게 한다. 경제적인 도구는 유인

(incentives)과 역유인(disincentives)을 모두 포함하며, 지급수단에는 화폐

와 물질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비화폐적 자원도 포함된다. 설교(sermon)은

정보적 도구로서 규범적(normative) 권력에 기반을 둔다. 정보적 도구는 지

식의 이전 및 설득, 권고, 경고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시

도이다. 여기에는 팜플렛, 포스터, 광고, 라벨링, 감사, 훈련, 교육 등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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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포함된다(문명재, 2008).

Hood(1986)은 정책도구를 목적에 따라서 탐지 목적의 도구(detector)와

효능 목적의 도구(effector)으로 구분하였다. 탐지도구는 정부가 외부세계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이다. 실행도구는 정부가 외부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이다. 예를 들어 규제, 사용료

등은 외부세계에 영향을 미쳐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이며, 인구조사

등은 외부세계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도구이다(남궁근, 2021).

이러한 정책도구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원이 필요하다. 정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는 연결성(nodality), 권위(authority), 자금(treasure), 조직

(organization)이 있다. 이 모형을 자원들의 앞 글자를 따서 NATO 모형이

라고도 한다(전영한, 2007). 이 분류 모형에서는 2가지 종류의 목적과 4가

지 자원을 바탕으로 8가지 정책도구의 유형을 제시한다.

구분 연결성 권위 자금 조직

효능목적 자문 법률 보조금 서비스전달

탐지목적 조사 등록 컨설팅 통계

[표 2-1] Hood의 정책도구 유형

출처: 전영한(2007)

Salamon(2001)은 정책도구를 산출 및 활동, 전달수단, 전달체계 등 구성

요소를 포함한 패키지라고 본다. 산출 및 활동은 정책도구가 사회구성원에

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요소로 현금, 현물, 제재, 유인, 정보 등이다. 전달

수단은 산출 및 활동을 사회구성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규제, 조세, 지

급, 보조 등이 포함된다. 전달체계는 정책도구를 이용하여 사회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는 일련의 조직들이다. 정부 및 공공조직들이 전

달체계로서 직접 활동 할 수 있으며, 비영리기관, 소비자, 기업 등을 활용

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그는 앞서 제시한 정책도구의 구성

요소들 간의 차이에 주목하여 정부 직접생산, 민간위탁, 보조금, 조세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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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금융지원, 정부보험, 사용료와 수수료, 대출 및 대출보증 등을 [표

2-2]와 같이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구

분
정책도구 정의

산출/

활동
전달수단 전달체계

직

접

적

 
정

책

도

구

정부소비 정부 활동을 위한 소비행위
재화

용역
직접제공 공공기관

사회적 규제
안전, 건강, 복지 및 환경보전 등을

위해 행위를 제한하는 일련의 과정
행태제약 규제

규제위원회

정부

경제적 규제
기업 활동, 기타 경제행위를 허용

또는 통제, 감독하는 일련의 과정

가격

행태제약

진입·가격

규제
규제위원회

대출
개인 또는 기관에게 자금을 빌려주

고, 채권을 관리하는 일련의 행위
현금 대출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 소유, 통제 하에 운영되는 준

독립적 기업

재화

용역

직접제공

대부
준정부기관

정보제공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제공하여 개

인 및 기관의 행태변화 유도
정보

교육

홍보

직접제공

정부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간

접

적

 
정

책

도

구

계약
정부 외부와 계약을 통한 재화와 서

비스 공급

재화

용역

계약

현금지급

기업

비영리기관

보조금
행태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개인,

기업, 다른 정부에게 제공하는 자금

재화

용역
현금지급

지방정부

비영리기관

공적보험

상해·질병·노령·실업·사망 등 위험으

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강제

보험

보호 사회보험 공공기관

현물

보조증서

한정된 종류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

재화

용역
소비보조

공공기관

소비자

대출보증
민간은행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자

금 대출을 정부가 보증
현금 대출 상업은행

조세지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 기업

등에게 세제상 해택 제공

현금

유인기제
세금 조세기관

부과금
특정한 행태를 바꾸기 위해 부과하

는 재정적 처벌

재정적

제재
세금 조세기관

손해책임법

타인의 부주의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사법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거나 금지적 처분을

요청하는 것

사회적

보호
손해배상법 사법제도

[표 2-2] Salamon의 정책도구 유형

출처: Salamon(2002), 문명재(2008), 엄석진(2008), 남궁근(202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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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der & Peters(1989)는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대체 가능한

다양한 정책도구가 존재하는 경우에 정책 스타일(policy style), 정치 문화,

정부 내외 조직 간 관계, 정책대상의 범위 등에 따라서 일부 도구는 다른

도구보다 더 적합하게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정책도구 분류는 정책도구의

상황 적합성을 비교 가능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정책도구의 상황 적합성은 운영복잡성(comlexity of operation), 상대적

비용(relative costliness), 대상 정밀성(precision of targeting), 사용자적응

성(adaptability across users), 공적 가시성(public visibility), 실패가능성

(chances of failure), 개입성(instrusiveness), 시장의존성(reliance on

maket) 등 8가지로 구체화된다. 이는 다시 4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자원집약성(resource intensiveness)에는 운영복잡성과 상대적 비용이 포함

된다. 정책대상집단 선정(targeting)에는 대상정밀성, 사용자적응성이 포함

된다. 정치적 위험(political risk)에는 공적 가시성, 실패가능성이 포함되며

정부행위에 대한 제약(constraints on state activity)에는 개입성과 시장의

존성이 포함된다.

분류 차원 정도

자원집약성
운영복잡성 저--------------고

상대적비용 저--------------고

정책대상집단 선정
대상정밀성 저--------------고

사용자적응성 저--------------고

정치적 위험
공적가시성 저--------------고

실패가능성 저--------------고

정부행위에 대한 제약
개입성 저--------------고

시장의존성 저--------------고

[표 2-3] Linder & Peters의 정책도구 유형 분류 기준

출처: Howlett & Ramesh(1993), 문명재(2008)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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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오염 배출 저감을 위해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방식은 단

속·금지 등 직접 규제를 하는 방식과 같은 정책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자는 후자에 비하여 공적가시성, 정부의 개입성, 비용 및 정책대

상집단 선정의 정확성이 낮다. 반면에 운영 복잡성, 사용자의 적응성, 시장

의존도는 높은 방식이다. 두 방식 중 무엇을 선호하는지는 정책 스타일, 학

습, 경험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Howlett & Ramesh, 1993).

이 연구는 종량제 도입이 각 지역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한다. 또한 시행 방식을 변경하였을 때(배출 가격 조정, RFID 종

량기기 도입), 종량제와 그 외 정책도구를 조합하였을 때 효과성의 변화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서 종량제와 변경과 그 외 정책도구의 특징을 체계적

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Salamon(2002)이 제시한 유형 분

류 모형과 Linder & Peters(1989)의 모형을 활용한다. Salamon(2002)의 모

형은 정책도구의 종류와 도구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파악하기 유리하다.

Linder & Peters(1989)의 모형은 효과성 이외에 정책도구가 현실에서 작동

하기 위한 시사점을 파악하는데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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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도구의 효과성 변화

1. 정책도구의 효과성

효과성은 정책도구의 목표를 달성한 정도를 의미한다(남궁근, 2021). 정

책학은 정책수단과 정책 효과 간 관계를 원인변수와 결과변수의 관계로 가

정한다(정준금, 2002). 정책수단으로 인하여 정책 효과가 발생하면 사회문

제가 해결된다. 정책과정에서 문제해결 정도, 의도된 목적의 달성 정도가

중요하다면 효과성이 정책도구의 주요한 선택 기준이 된다. 다만 효과성에

대한 판단은 비용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 효과성 계량을 위한 지

표를 찾기 어렵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효과성을 현실에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Salamon, 2000; 남궁근, 2021).

도구주의 입장은 정책문제의 특성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고 각각의

정책수단들은 객관적으로 식별가능한 특징을 갖는다고 간주한다. 문제와

해결책 간 연결은 기술적 과정(technical process)이며, 이 과정에 오류가

없다면 정책수단이 정책문제에 대해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

다. 하지만 현실의 정책과정에서 정책수단이 실현된 결과가 당초에 기대했

던 것과 차이가 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애초에 정책도구가 의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고 기존의 정책 효과가 변화하기도 한다. 전

자의 경우에 문제와 도구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오류

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후자의 경우는 기존에 정책 효과가 나타났

기 때문에 기술적 오류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대신 시간에 따른

변화, 정책도구의 변경, 다른 정책도구의 영향으로 정책도구의 효과성이 변

화하는 현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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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에 따른 효과성 변화

시간적 요소는 정책도구의 효과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책

도구와 정책 효과 간 인과관계를 분석할 때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

을 시차적 접근이라고 한다. 정준금(2002)은 정책대상, 문제의 상태, 기타

영향요인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고 이로 인하여 정책도구의 효

과성이 변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시간은 정책과정에서 시차

(time-lag), 지속시간(duration), 숙성시간(maturation), 속도(speed, pace),

시간관(time perspective) 등으로서 다양하게 작동하여 정책도구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민병익, 2012).

Capano & Howlett(2020)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도구 선택의 패턴에

차이가 있으며 시간 순서는 정책 설계에 중요한 구성요소이지만 기존연구

에서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한다. 시차적 관점에서 보면

정책 효과를 파악하려 할 때 평가 기간·시점을 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된다(정준금, 2002). 어떤 시점(단기, 장기)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평

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김상봉·강주현, 2008). 또한 초기의 정책증

거를 정책결정 이후에도 정책의 근거로 계속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

제를 제기할 수 있다(윤영근, 2013).

1) 정책문제의 변화

과거에 비하여 공공문제의 성격이 달라진다면 기존의 정책도구는 해당

문제에 대해서 정합성을 갖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과거 음식물쓰레기

는 식품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하지만 최근 음식물쓰

레기의 주요 배출원으로 가정이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식품의 생산

과 유통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시행된 정책수단은 현재 음

식물쓰레기 문제에 효과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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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문제의 변화는 정책 목표의 변화를 유발한다. 변화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단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은 변화하는 양상이 서로 다르다. 이로 인하여 목표와 수단 간 적합성

이 낮아져 효과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Van Geet et al.(2019)는 정책

목표와 수단이 정해진 조합이 아니라 시간과 맥락의 영향에 의해서 역동적

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한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에서는 네덜란드의 교

통 기반시설의 정책 목표와 정책도구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 사례

에서 정책 목표는 기존 목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며 전면적으로 교체

되었다. 이에 반하여 정책수단은 기존 수단의 영향을 받아 경로의존성을

가지며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 양상의 차이로 인하여 목

표와 수단 간 적합성이 저하되는데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맞춤 과정

(fitting process)이 필요하다.

2) 정책대상집단의 변화

정책도구의 효과성 변화는 정책대상집단의 변화에서 비롯될 수 있다. 정

책이 사회에 의도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에 있는 많은 사

람들이 정책 목표와 일치하는 결정을 내리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Ingram,

1990). 이러한 정책대상집단의 반응과 결정은 정책순응(policy compliance)

의 정도로 나타난다. 정책순응은 정책대상집단, 정책집행관료 등 정책참여

자가 실질적으로 정책 목표의 달성에 부합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

다. 정책순응은 완전한 순응 또는 완전한 불응의 이분적이기 보다는 연속

적·상대적인 정도로 표출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참여자의 순응 정도를

법규에 대한 순응(rule compliance) 상태와 실질적 순응(substantive

compliance) 상태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규칙에

대한 정책대상집단의 동조로서 이를 위반하지 않는 상태이다. 후자는 정책

대상집단이 규칙을 준수하면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

하는 상태이다(안형기 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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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정책 목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주민에게 버리는 양에 비례하여 요금을 지불하는 규

칙을 따르게 한다. 주민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양에 비례하여 요금

을 지불하지만 버리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규에

대한 순응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종량제의 정책 목표에 공감하면

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행동하는 것은 실질적인 순응이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그 효과가 감소한다면 법규에 대한 순응은 유

지되지만 실질적인 순응이 줄어든 것을 의심할 수 있다.

정책순응 정도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 정책순응 수준은 정책

도구의 요구가 대상의 유인구조와 일치하지 않을 때 낮아진다. 단기적으로

는 정책이 유인구조와 부합하지 않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정책에 순응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정책의 불편함, 불합리함이 가중되거나, 불이익이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정책순응 수준은 낮아진다(이혁우, 2017).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를 배출할 때 지정된 봉투 등을 사용하게

하고, 배출 단위당 비용을 부과한다. 이는 개인의 생활방식에 따라서 불편

함과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 초기에는 배출량에 따

른 비용을 인식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하여 수거료의 체감 비용이 낮아지고 안전한 식생활, 청결한

거주 환경 등에 대한 가치가 높아져서 더 이상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

이는 행동이 유인구조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종량제에 대한 순응 정도가

약화되고 이는 감량 효과의 저하로 나타난다.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속되어 온 행동양식으로 인하여 정책도구의

효과가 제한될 수도 있다. 이러한 행동양식을 습관이라고 한다. 도구주의

관점에 정책대상은 합리적인 존재이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인간은 정책도

구로 인한 변화에 따라서 경제적 효용을 극대화하는 결정을 하고 행동하게

된다. 하지만 정책대상이 제한된 합리성을 가진 존재라면 합리적 판단이

아닌 습관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다. 동일한 정책도구에 대해서 단기와 장

기에 따라서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다(Bouma et al., 2019).

예를 들어 종량제 시행 초기에는 비용을 고려하여 식품을 조리할 때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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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부분을 줄이고, 남은 음식을 활용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수분을 제거하

여 배출하였다. 하지만 종량제 전에 장기간 유지하던 생활양식을 변경하여

이를 지속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이후 배출 비용에 변화가 없음

에도 불구하고 익숙한 원래하던 방식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가정이

많아진다면 종량제를 시행 중임에도 음식물쓰레기는 증가하게 된다.

오랜 기간 지속된 정책으로 인하여 정책대상집단에게 강한 관성이 생겨

새로운 정책도구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기도 한다. 하연희·문명재(2007)는

우리나라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도구의 선택과 효과를 분석하였다. 우

리나라에서는 30년이 넘게 지속되어 온 인구 억제 정책으로 인하여 정책의

관성(policy inertia) 발생하였다. 이는 이후 출산장려정책 등 대응책이 효과

를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음식물쓰레기의 경우에 그 동안

유지되어온 무료, 정액제 방식으로 인하여 거주민의 배출 행태에 관성이

생겨나 종량제를 시행하여도 효과가 단기간에만 나타날 수 있다.

3) 정책행위자의 변화

정책과정의 시간이 길수록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집단들의 영향

력이 변화하게 되며 이는 정책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정준금, 2002).

이시원·정준금(2018)은 정권의 변화 등으로 정책에 관련된 공식, 비공식 집

단들 간의 관계 조정이 발생하여 기존 정책도구의 효과성이 변화할 수 있

다고 보았다. 다만 일자리 문제 등 집권 세력에 관계없이 실용적이고 현실

적으로 대처해야 문제인 경우에는 정책변동 양상이 폐지보다는 기존 정책

의 승계와 확대로 나타나게 된다. 홍지현·최태현(2020)은 보육료 정책의 변

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전 정부의 정책 대안들이 새로운 정부의

정책 의제와 결합하고 정교화 되는 현상을 제시하였다.

반대로 정책도구가 시행 초기에는 큰 관심과 지지를 받으며 원활히 추

진되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관심에서 멀어지며 그 효과가 쇠퇴할 수

있다(김상봉·강주현, 2008). Downs(1972)는 이슈관심주기론을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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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역동적으로 변화하

며, 구체적인 이슈가 공공의 관심을 끄는 기간은 한시적이라고 지적하였다

(남궁근, 2021). 정책의 창 이론에 따르면 정책참여자들이 특정 정책문제에

대해서 정책결정과 입법을 통해서 충분히 다루었다고 판단할 때 정책의 창

이 닫히게 된다(조일홍, 2000).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경우에 도입 초기에는 해당 지역에서 배출 가격,

처리 방법, 환경적 의의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배출량에 대한 지방정

부의 관리가 강화되면서 감량 효과가 당초 기대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시간이 경과한 후 음식물쓰레기 예방과 감량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지방정

부의 관리가 저하되면서 종량제의 효과가 감퇴할 수 있다.

4) 시기·순서·전략적 활용

정책요소의 변화 이외에도 여러 도구의 작동 순서, 작동 시점 등 시간

요인으로 인하여 결과변수와 관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정정길, 2002).

또한 정책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시간을 활용한 결과로서 정책도구의 효과가

변화하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Choi & Chandler(2015)에 따르면

정책과정에서 특정 시기에는 탐색에, 다른 시기에는 심화에 집중함으로써

탐색과 심화를 동시에 추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긴장을 회피한다. 이와

같은 시간 전략 하에서는 탐색 단계에서 도입된 정책도구는 심화 단계에

이르러서야 효과성이 나타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분리배출 제도 시행, 폐기물 수수료 징수 규정

등이 선제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었다. 시기적으

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여름에는 종량제의 효과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 주민 부담과 반발을 우려하여 종량제 도입 시기에는 요금을 최소

한으로 책정하고 제도가 안착된 후에 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종량제의 효과가 요금 인상 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시간을 정책도구의 효과성 변화에 대한 주요한 요인으로 보는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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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우선 시간을 독립변수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

이다. 시간이란 모든 상황요인들에 내재되어 있는 특성이다. 정책도구와 결

과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기보다는 정책을 둘러싼 상황

요인들 또는 맥락의 변화이다. 시간을 독립변수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제도적 요인이나 상황요인을 시간요인으로 대체하는 것에 이점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염재호, 2005). 또한 시간을 개념 정의하기 복잡하

고 상황 및 맥락에 내재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이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방법론(methodologies)이 완비되어 있지 못한 점이 시간을 중요 요인으로

보는 입장의 한계로 지적된다(김태승,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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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도구의 변경에 따른 효과성 변화

1) 정책도구의 변경

정책도구의 변경(retooling)은 정책도구와 정책결과 간 인과관계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이다. Salamon(2002)은 새로운 거버넌스의 등장으로 정책도

구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공공문제에 맞게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평가한다. 홍지현·최태현(2020)은 정책도구의 변경을 탐색

(exploration)과 심화(exploitation)라고 지칭한다. 탐색은 새로운 대안들을

모색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심화는 활용 중인 능력, 기술 등을 보다 정교화

하거나 확장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정책도구의 변경에 일정한 방향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Phidd &

Doern(1983)은 현대 정부가 문제 대응 초기에는 정부개입에 대한 저항을

우려하여 덜 강제적인 수단을 선호하며 차츰 강제적인 수단으로 이행해간

다고 주장한다. Vedung은 순차적 도구선택 명제(time-sequence

proposition)을 제시한다. 이에 따르면 정책결정자는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덜 강제적인 수단을 먼저 선택하고 이후 더 강제적인 수단을 순차

적으로 선택한다. 초기에 덜 강제적인 수단을 통하여 정책의 정당성 및 대

중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Hood는 정부는 자원을 최소한

으로 소모하면서 정책순응을 확보하려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정책도구는 강

제력에 의존하는 것에서 재정, 조직을 활용하는 형태로 순차적으로 이행된

다고 주장한다(전영한, 2007; 전영한·이경희, 2010 재인용).

Van Geet et al.(2019)는 정책 설계의 관점에서 계층화(layering), 표류

(drift), 전환(conversion), 교체(replacement), 쇠퇴(exhaustion) 등 5가지 변

경을 제시하였다. 계층화는 기존 요소를 교체하거나 조정하지 않고 목표

또는 도구를 추가하는 과정이다. 표류는 기존 정책도구를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고 정책의 목표가 변경되는 상황이다. 전환은 변경된 목표에 대응하

여 기존 도구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교체는 기존 요소 대신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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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를 의도적으로 배치하는 경우이다. 쇠퇴는 정책 목표를 추진하는데 만

족스럽게 기능하지 않는 정책도구를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여 유명무실해지

는 과정을 의미한다.

정책도구의 변경은 정도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다. Howlett et

al.(2007)은 3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1차 변경(first order change)은 정책

도구의 교정으로 기존 제도 및 도구 범위 내 변경이다. 교정(calibration)은

정책입안자가 정책도구의 실제 설정을 조정하는 조치 및 결정으로 정의된

다(Capano & Howlett, 2020).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예로 들면 배출 비용

인상 및 RFID 종량기기 도입이다. 이는 예방과 감량을 추구하는 정책 목

표와 이를 위해서 경제적 역유인을 제공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비용에 대한

체감 수준을 높이고 종량제 방식을 엄밀하게 적용하기 위한 변경이다. 2차

변경(second order change)은 기존 정책 체제 내에서 사용되는 주요 정책

도구에 대한 변경이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경제적 역유인 대신

보상 등을 이용하거나, 배출 행태에 대한 단속·신고를 강화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3차 변경(third order change)은 정책 목표의 변경을 포함한다.

폐기물 정책이 사후 규제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되면서 정책 목표, 정책

도구, 성과지표 등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1차 및 2차 변경은 일반적으로 점

진적이고 정책 하위 시스템의 내생적인 활동 결과인 반면 3차 변경은 패러

다임 전환으로 정책의 예상 결과와 실제 결과의 차이로 인하여 야기된다.

2) 기존 정책도구의 변경과 효과성 변화

실생활에서 정책도구는 여러 요소의 조합으로 구성된다(Vedung, 1998).

Salamon(2001)은 정책도구를 산출 및 활동, 전달수단, 전달체계 등을 포함

한 패키지로 파악한다. 정책도구의 구성 요소를 변경하면 이로 인하여 정

책 효과가 촉진되거나 억제될 수 있다.

폐기물 종량제는 배출원, 계량 단위, 단가로 구성된다(Reichenbach,

2008). 쓰레기의 배출원(source)에 대해 파악할 수 있어야 이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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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를 명확히 하고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배출량에 대한 계량

(measurement) 결과는 비용 책정의 근거가 된다. 때문에 배출량 계량 단위

를 정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이 필요하다. 배출 단가(unit

pricing)는 쓰레기 배출 행위에 대한 부담 수준을 결정한다. 폐기물 종량제

의 실질적인 내용과 효과는 배출원, 계량 단위, 단가가 집행 단계에서 어떻

게 결정되고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폐기물 배출량을 개별 가구별로 파악할 수 있고 인근 가구들을 공동으

로 파악하는 방식이 있다. 후자는 주로 공동 폐기물 용기를 사용하는 공동

주택에서 사용되고 단지별 종량제라고도 한다. 이사빈(2017)은 공동주택에

서 단지별 종량제를 개별 종량제로 전환하는 경우에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폐기물 배출량을 계량하는 단위는 부피,

횟수, 무게로 나눌 수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배출량을 부피, 횟수로 계

량하는 경우에 비하여 무게로 측정할 때 감량 효과가 높다(Dijkgraaf &

Gradus, 2004, 이상용 외, 2015). Gellynck et al.(2011)은 무게 기준 요금이

봉투 기준, 부피 기준 요금보다 폐기물 처리 비용에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배출 감량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다. 배출 단가가 인상되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Fullerton & Kinnamon, 1996;

Allers & Hoeben, 2010; Briguglio, 2021).

3) 정책도구 조합과 효과성 변화

현실에서 관찰 할 수 있는 정책도구의 변경 현상 중 하나는 정책도구

조합(policy tool mix)이다. 정책도구 조합은 정책 조합(policy mix)과 혼재

되어 사용된다. 하지만 이 두 개념은 조합의 범위 등 실질적인 차이가 있

어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정책도구 조합은 단일한 정책 맥락에 국한된 수단

의 조합이며, 정책 조합은 서로 다른 정책 맥락과 목표를 가진 도구 조합

을 포함한다(Del Río & Howlett, 2013).

정책도구 조합을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정책도구가 예기치 않게 실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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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대비할 수 있고, 다양한 정책도구 중 어떤 것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

는데 효과적인지 학습할 수 있다(Twomey, 2012). Bouma et al.(2019)는 다

중 시장실패(multiple market failures)가 발생하는 경우, 불확실성

(uncertainty)이 큰 경우, 다수의 정책 목표(multiple objectives)가 존재하는

경우, 거버넌스와 정치적 요인(governance-related and political factors)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요할 때, 개인의 행동 요인(behavioural factors)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정책도구 조합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다.

Gunningham & Sincalir(1999)은 환경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으로서

단일 도구에 의존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모든 도

구에는 장단점이 있고 어느 것도 모든 상황에서 모든 환경 문제를 성공적

으로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유연하고 탄력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

지만 정책도구 조합으로 인한 효과가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정책도

구 조합의 효과는 상보성(두 도구가 서로의 효과를 향상시키는 경우)에서

역생산성(한 도구가 다른 도구의 효과를 무효화하거나 희석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Howlett & Rayner(2007)은 기존 정책도구 및 정책 목표와 새로 도입하

려는 정책도구와 정책 목표 간에 일치성과 일관성 여부에 따라서 정책도구

조합으로 인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기존 정책 목표 및

도구와 신규 정책 목표 및 도구가 일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최적 조합으로

정책도구의 효과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에 정책 목표 간 혹은 정책

도구 간 비일관성이 있다면 정책도구 조합으로 인하여 도리어 정책 목표

달성이 비효율적이거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실패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정책도구 간 관계

일관성 비일관성

정책 목표 간

관계

일치성 optimal ineffective

비일치성 misdirected failed

[표 2-4] 정책도구와 정책 목표 간의 관계와 조합의 유형

출처: Howlett & Rayner(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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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음식물쓰레기 문제와 정책 현황

문제의 특성에 대한 지식은 정책도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이다

(Mickwitz, 2003). 정책도구 시행의 의의, 구체적인 적용 방식과 효과 등이

공공문제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는 공공

문제로서 음식물쓰레기 문제의 특성과 현황, 그 동안의 정책 대응 등에 대

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1. 음식물쓰레기 정의

음식물쓰레기(food waste)는 원료 가공 과정에서 버려지는 먹을 수 없

는 것 이외에도 부패 등으로 인하여 먹을 수 없게 된 식품, 먹을 수 있으

나 버려지는 식품 등을 지칭한다. 과거의 연구들은 음식물쓰레기를 식품

중 먹을 수 없어서 버려지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하지만 이후 음식물쓰레

기가 식품 생산 및 소비 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며 섭취할 수 없는 식품

만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최근 음식물쓰레기의 개념

정의에는 발생원 및 행위주체, 종류의 다양성을 반영한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몇 가지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는 음식물쓰레기를 식품

공급 및 소비 과정(식품 제조, 식품/식료품 판매, 음식 서비스, 가정)에서

버려진 식품 및 먹을 수 없는 부분으로 정의한다(UNEP, 2021).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는 음식물쓰레기를 식품 공급망에서 제거된

부분으로 파악한다. 여기에는 원료 가공 중 제거된 부분, 유통기한 경과와

부패 등으로 먹을 수 없게 된 식품, 먹을 수 있지만 버려지는 식품이 포함

된다. 전은하·양승호(2021)는 음식물쓰레기를 유통과정, 조리과정 등에서

발생하거나, 취식 및 보관과정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찌꺼기 및 식품이라고

정의한다. 이민규 외(2019)에서는 가정이나 식당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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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식품 제조와 유통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식품 찌꺼기 등을 포함한다.

한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공식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로 지칭한다. 음

식물류폐기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을 따른다. 하지만 이 법에서는 음식물

류폐기물에 대해 직접적으로 정의하지 않는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서 정

한 폐기물의 정의에 따라서 음식물류폐기물의 정의를 유추할 수 있다. 이

법 제2조 1항에서는 폐기물을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음식물류폐기물은 사람의 식생활,

사업활동 등에 필요하지 않게 된 식품이나 식품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다.

재활용 가능성에 따라서 폐기물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따르면 음식물류폐기물 중 약 90%가 재활용되므로 음식물류폐기물은

폐기물이 아니라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연

구에서 폐기물과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구분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며 전자

가 후자를 포함한다고 본다(손동수, 2010; 조성규, 2010; 황계영, 2015). 같

은 맥락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정의할 때도 재활용(비료, 퇴비, 바이오에너

지 생산) 여부와는 상관없이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기존연구과 현행법을 참고하였을 때 음식물류폐기물 혹은 음식물쓰레기

는 식품의 생산, 유통 및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며, 먹을 수 없는 것과 먹을

수 있지만 버려지는 것을 포함한다. 이를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식품 생산, 유통, 소비, 보관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간이 먹지

못하는 부분과 먹을 수 있지만 버려지는 식품이라고 정의한다.

음식물쓰레기와 유사한 용어로는 음식물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남은

음식물 등이 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용어가 사용된다. 폐기물관리법, 음

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 조례 등에서는 음식물

류폐기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반면에 기초자치단체의 안내 자료 및 일

상생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두 용어를 구분하

는 실익은 없다고 판단되며 이 연구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를 병행해서 사용한다.

산업화 이후 음식물쓰레기는 주로 식품의 가치 사슬(value chain)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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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마지막 단계인 소비 단계에서 주로 발생한다(Krautscheid, 2020). 소비

단계에서 주요한 행위자는 가정이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양

은 전체 배출량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응하

기 위해서는 가정의 행태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정의

음식물쓰레기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하에서는 생활폐기

물의 일종으로 관리된다.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에는 가정에서 발

생하는 음식물쓰레기와 소형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폐기물이 1

일 300Kg 이하 발생)가 포함된다. 대형음식점, 급식소, 식품 가공업체 등

(폐기물이 1일 300Kg 이상 발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중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 관리된다. [그림 2-1]은 폐기물의 법적

분류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2-1]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 분류 체계

출처: 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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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식물쓰레기 문제의 현황

1)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증가

한국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

경부(2017)에서는 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 현황 중 2014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2025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추정치를 1인당 하루 291g으로

제시하였다. 2005년 217.5g에 비하여 약 33.39%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것

이다. UNEP(2021)는 각 국가별 음식물쓰레기 데이터를 수집하여 2019년

전 세계, 각 국가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

에서 한국은 1인당 연간 음식물쓰레기를 71kg 배출할 것이며, 전체 가구는

3,658,024톤을 배출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 현황 자

료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2020년에 1인당 연간 약 107kg, 전체 인구는

5,660,055톤의 음식물쓰레기(생활‘계’폐기물1) 기준)을 배출하였다. 이는

UNEP(2021)의 예상치를 약 55% 상회하는 수준이다.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요 발생원을 파악하는 것이 필

요하다. 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 현황 자료에서는 우리나라의 음식물쓰레

기 발생량을 두 가지로 파악한다. 생활‘계’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과 생

활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이다. 생활‘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

활계폐기물을 합산한 것이다. 생활폐기물의 음식물류폐기물은 가정 및 소

규모 음식점에서 배출한 음식물쓰레기이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음식물

류폐기물은 대형음식점 및 식품 가공업체에서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이다.

한국에서 음식물쓰레기 주요 발생원은 가정이다. [표 2-5]는 전국을 기

준으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음식물쓰레기 하루 발생량을 제시하고 있

다. 연도별로 전체 음식물쓰레기(생활‘계’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 중 가

정 및 소형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가 80-90%를 차지한다.

1) 생활계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은 그 범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용어가 유사하여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생활‘계’폐기물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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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음식물쓰레기(톤/일) 비중(%)

B/A×100(A)생활계 (B)생활

2005 12,977 10,698 82.44

2006 13,372 10,931 81.74

2007 14,452 12,643 87.48

2008 15,142 13,256 87.54

2009 14,118 12,403 87.85

2010 13,671 11,783 86.19

2011 13,537 11,662 86.15

2012 13,209 11,656 88.25

2013 12,663 11,150 88.05

2014 13,697 12,161 88.78

2015 15,340 14,298 93.21

2016 15,680 14,669 93.56

2017 15,903 14,736 92.66

2018 16,221 14,891 91.80

2019 15,999 14,548 90.93

2020 15,507 14,116 91.03

[표 2-5] 음식물쓰레기 발생 현황

기존연구에 따르면 지역 특성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주요 발생원이 다

를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는 주로 식량 과정 중 생산 단

계에서 발생한다. 반면에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소비 단계에서 발생한다. 아

프리카의 식량 손실 75%는 수확 및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면 북미와

오세아니아의 전체 작물 폐기물의 50%가 가정에서 발생한다

(Aschemann-Witzel, 2016). UNEP(2021)에 따르면 2019년에 전 세계적으

로 발생한 9억 3,100만 톤의 음식물쓰레기 중 61%는 가정, 26%는 식품 서

비스, 13%는 소매에서 발생하였다. EU 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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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800만 톤, 1인당 173kg 발생한다. 이 중 53%는 가정에서, 19%는 가

공, 12%는 식품 서비스, 11%는 1차 생산, 5%는 도소매에서 발생한다

(Schinkel, 2019). 한국에서 가정의 음식물쓰레기 비중이 높은 것은 산업화

된 국가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전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과 비교하면 가정의 음식물쓰레기는 상대적으

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5년 생활‘계’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는 하루

에 12,977톤이고 2020년은 15,507톤으로 약 19.5% 증가하였다. 가정과 소형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는 2005년에 전국에서 하루에 10,698톤이 발생하였

는데 2020년에는 14,116톤이 발생하여 약 31.95% 증가하였다.

가정의 음식물쓰레기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증가 폭도 크다

보니 이는 음식물쓰레기 전체 배출량의 변화와 직결된다.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는 2009년에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각

기초자치단체에 확산되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상대적으로 낮은 배출량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 기간 동안 전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도 낮은 수준

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가정 및 소형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2014

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2015년에는 종량제 시행 이전인

2009년보다도 높은 배출량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서 전체 배출량도 종량

제 시행 이전인 2009년을 넘는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음식물쓰레기 배

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배출 감축과 예방을 선택하도록 유도하

는 것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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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생활폐기물

(톤/일)

음식물쓰레기

(톤/일)

구성비

(%)

2005 40,567 10,698 26.37

2006 40,900 10,931 26.73

2007 42,571 12,643 29.70

2008 42,269 13,256 31.36

2009 42,086 12,403 29.47

2010 40,920 11,783 28.80

2011 40,942 11,662 28.49

2012 41,644 11,656 27.99

2013 40,543 11,150 27.50

2014 42,355 12,161 28.71

2015 43,411 14,298 32.94

2016 45,460 14,669 32.27

2017 45,009 14,736 32.74

2018 46,749 14,891 31.85

2019 45,912 14,548 31.69

2020 47,407 14,116 29.78

[표 2-6]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 비중

음식물쓰레기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중에서도 상당한 부분을 차

지한다. [표 2-6]을 보면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의 비중은 2005년

26.37%에서 2020년 29.78%로 증가하였으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30%

가 넘는 비중을 차지한다. 가정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폐기물을 배출한다.

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 현황 자료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종량제 방식에 의

한 혼합배출되는 폐기물, 재활용이 가능한 분리배출 자원,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을 합계하여 파악한다. 종량제 방식에 의한 혼합배출되는 폐기물

은 다시 가연성, 불연성, 배출불명(기타)으로 나뉜다. 가연성은 음식물채소

류, 종이류, 나무류, 고무·피혁류, 플라스틱류, 기타로 구성된다. 불연성은

유리류, 금속류, 토사류, 기타로 구성된다. 재활용이 가능하여 분리배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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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은 종이류, 유리병류, 금속캔, 비닐류(합성수지류), 플라스틱류, 발포

수지류, 전자제품, 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고철류, 의류, 영농폐기

물, 가구류, 폐식용유, 기타, 재활용 잔재물로 구성된다. 이처럼 다양한 폐

기물 중에서 음식물쓰레기는 단일 항목으로 전체 생활쓰레기 발생량 중

2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생활폐기물에 비하여 음식물쓰레기는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5년에 전국 가정에서는 쓰레기를 하루 40,567톤을 배출하였고 2020년에

는 47,407톤을 배출하여 약 16.86%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인구2)는

49,189,165명에서 52,942,262명으로 7.33% 증가하였다. 전체 생활폐기물 발

생량의 증가율은 인구 증가율의 약 2.28배 수준이다. 이와 비교하여 가정의

음식물쓰레기는 2005년에 비하여 2020년에 31.95% 더 많이 배출되었다. 음

식물쓰레기가 전체 생활쓰레기보다는 약 1.9배, 인구 증가보다는 약 4.35배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문제는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증가하는 경향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를 실시한 이후에도 꾸준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부

터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분리하여 배출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 과

정에서 몇몇 기초자치단체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였고 2010년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추진되었다.

[표 2-6]에서 2009년과 2010년을 비교해보면 가정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량은 하루 12,403톤에서 11,787톤으로 약 616톤(약 4.97%) 감소하였다. 이

수준은 2013년까지 유지되는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 기초자치

단체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4년에는 2009년 배출량 수

준을 회복하였고 이후 나타난 증가 추세는 2018년까지 이어진다. 2019년부

터는 배출량이 감소하지만 그 정도가 미미하여 2020년에도 여전히 높은 수

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효과성이 점차

낮아짐을 의미하며, 음식물쓰레기 문제 대응을 위하여 이 정책수단의 변경

과 보완적인 정책수단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2) 등록내국인 + 등록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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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오염 발생

인간에서 식생활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활동이다. 식품의 생산과

운송·소비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를 완전히 근

절하려는 시도는 가능하지도 않고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바람

직하지도 않다. 하지만 음식물쓰레기가 적정한 수준 이상으로 발생하게 되

면서 악취, 미관상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매립, 소각, 재활용으로 처리된다. 매

립 방식은 2005년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은 방식이다. 음식물쓰레기 매립은 침출수에 의해 지하수 및

지표수, 토양 오염, 부패 과정에서 유해가스 발생 등 2차 오염을 야기한다

(한두희, 2012). 온실가스(greenhouse gas, GHG) 배출도 문제이다.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지에 버리면 자연 분해 과정에서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생성

된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1배 더 강력한 온실효과를 발생한다. 폐기물

처리과정의 온실가스는 전 세계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하고 그 중 상당

부분이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한다(Papargyropoulou et al., 2014).

소각은 폐기물을 850℃-1000℃에서 태워서 처리하는 방식이다. 음식물쓰

레기의 특성상 이 방식으로 처리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음식물쓰레기는 수

분 함량이 높고 발열량이 낮아서 소각 시 온도 저하로 인하여 추가 연료가

필요하게 된다. 낮은 온도에서 소각하면 대기오염 물질을 방출하게 된다.

매립과 소각 방식의 문제로 인하여 한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주로 재

활용하여 처리하고 있다.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과 직매립 금

지가 시행되면서 재활용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2005년부터는 재활용 처

리가 92.74%로 증가하고 매립이 2.71%로 크게 줄어 처리 비중 순서가 재

활용, 소각, 매립으로 변화되었고 2020년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재활용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재활용에는 퇴비로 만드는 방식, 사

료로 만드는 방식,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방식이 있다. 이동진 외(2019)에

서는 각 방식의 단점을 제시한다. 퇴비를 만드는 처리 방식은 30일 이상

발효와 부숙 과정이 필요하며 이 때 악취가 발생하고 넓은 부지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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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료로 처리하는 방식에는 습식과 건식이 있다. 습식은 80℃에서 30분

이상 멸균이 필요하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료를 통한

동물 전염병 가능성이 있다. 건식 사료의 경우는 100℃에서 30분 이상 가

열 처리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음폐수, 응축수가 대량으로 발생하게 된다.

바이오가스의 원료로 처리하는 방식은 20-40일 간 분해 처리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해야 하고 초기 시설투자비가 높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시설은 주로 공적 재원을 투자하여 설치·운

영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공자원화시설은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가 아닌

단순처리에 급급하며 비용 대비 효율적이지도 못하다. 각 지역별 처리 시

설에서는 음폐수 및 응축수의 과도한 발생, 재활용품 판매 부진, 처리 용량

대비 높은 비용,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처리 실적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난

다(홍용표 외, 2016).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이 노후화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2016년 전체 시설의 수는 910개인데 이 중 351개가 노후 시설이다. 음식물

쓰레기와 연관된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

설은 각각 88개 중 35개, 203개 중 80개가 노후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소라 외, 2018).

[표 2-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재활용 처리되는 음식물쓰레기의 비중은

2014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14년 93.99%였던 재활용 비중은 2015

년 90.09%로 하락하였으며 꾸준히 낮아져 2019년에는 88.77%를 기록한다.

2020년에는 조금 상승하여 89.10%를 기록하였다. 재활용 비중이 줄어들면

서 소각과 매립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재활용률이 감소하는 이유 중 하

나는 사료 및 비료 수급 상황이 이전에 비하여 개선되었고 음식물쓰레기가

원료가 된 사료와 비료에 대한 비선호 등으로 인하여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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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음식물쓰레기

(생활, 톤/일)

처리방식(%)

매립 소각 재활용

2003 9,173 27.00 8.39 64.61

2004 9,618 15.06 5.27 79.67

2005 10,698 2.71 4.56 92.74

2006 10,933 2.95 5.04 92.02

2007 12,643 3.22 4.84 91.94

2008 13,256 3.44 5.86 90.70

2009 12,403 2.11 3.57 94.32

2010 11,783 1.52 3.38 95.10

2011 11,662 1.29 3.80 94.91

2012 11,656 1.27 3.07 95.65

2013 11,150 1.15 2.89 95.97

2014 12,161 2.02 3.98 93.99

2015 14,298 2.59 7.35 90.05

2016 14,669 2.69 7.59 89.71

2017 14,736 2.72 8.17 89.11

2018 14,891 2.99 8.92 88.09

2019 14,548 3.17 8.05 88.77

2020 14,116 2.89 7.89 89.10

[표 2-7]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별 비중

이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는데 비하여 재

활용 처리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표 2-7]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이 감소하였을 때는 재활용 정도가 높아지고 매립과 소각 비율이 낮아진

다. 반면 배출량이 증가하였을 때는 재활용 정도가 낮아지고 매립과 소각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2019년 음식

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현황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 346개의 시

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하루 처리량은 12,831톤이다. 이는 2019년 전체 음식

물쓰레기 발생량인 15,999톤에 미치지 못하며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인 14,548톤에도 미치지 못한다. 2020년에 처리업체는 394개로 증가

하였으나 하루 처리량은 12,826톤으로 도리어 감소하였다. 2020년 하루에

발생하는 전체 음식물쓰레기는 15,507톤인 점을 고려하면 완전한 재활용

처리를 위해서는 약 17.3%를 감량이 필요하다. 이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는 한계가 있으며 원천적 감소가 동반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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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인한 재정 부담

음식물쓰레기의 증가는 이를 관리 및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증가시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표 2-8]에서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청소 관련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정보를 제

공한다. 괄호의 수치는 지출 대비 수수료 수입의 비율이다.

2005년 기초자치단체의 청소 지출 합계는 약 1조6천6백8십6억 원이고

그 중 음식물쓰레기 처리에는 약 2천8백8십5억 원이 지출되었다. 2020년

청소 지출 전체는 약 4조1천8백7십6억 원, 음식물쓰레기 관련 지출은 8천3

백4십4억 원으로 증가하여 청소 지출은 2005년에 비하여 2020년에 약

151% 증가한데 반하여 음식물쓰레기 관련 지출은 약 189% 증가하였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서는 폐기물 관리 및 처리를 책임을 기초자치단체

에게 부여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1차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관리 및 처리할 의무를 갖는데 이를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다.

필요한 재원 중 일부는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근거하여 폐기물 수수료를

징수하여 충당하게 된다. 폐기물관리 원칙 중 오염자 부담의 원칙은 환경

오염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자가 이를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

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박균성, 2004). 폐기물관리법 제3조

의2 ④에서는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

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오염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정도는 청소 예산 자립도

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청소 예산 자립도는 폐기물 처리 비용 중 수수료

징수 등으로 충당하는 비중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정자립도와

는 다른 개념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 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이외에 수수

료 등으로 확보하는 비중이다. 이렇게 충당된 비용 이외의 비용은 지방자

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된다. 즉, 청소 예산 자립도는 폐기물 처리 등 청소

업무에 대한 주민 부담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고 (100 - 청소 예산 자립

도)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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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전체
가정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대형

폐기물

공사장

생활

폐기물

사업장

일반

폐기물

재활용품

2005
1,668,578

(30.73)

737,080

(43.50)

288,517

(32.08)

46,705

(65.24)

5,152

(108.50)

23,900

(82.99)

133,046

(17.86)

2006
1,668,578

(31.90)

743,499

(45.45)

351,985

(28.46)

49,899

(65.85)

8,107

(83.77)

18,266

(75.59)

125,901

(20.91)

2007
1,912,571

(31.45)

782,897

(46.19)

392,643

(29.34)

56,142

(63.85)

11,862

(66.54)

17,037

(121.74)

145,990

(21.84)

2008
2,014,987

(30.07)

849,145

(43.68)

410,857

(29.10)

54,897

(66.89)

9,051

(82.51)

15,101

(115.36)

148,735

(21.78)

2009
2,040,241

(29.30)

876,256

(40.74)

425,669

(28.89)

55,961

(59.54)

13,039

(56.00)

15,168

(104.63)

155,338

(19.42)

2010
2,142,943

(29.89)

856,745

(43.51)

444,672

(27.59)

54,633

(68.83)

13,228

(54.79)

22,498

(73.86)

194,485

(21.14)

2011
2,396,636

(25.47)

946,017

(37.57)

465,398

(22.66)

63,546

(64.88)

12,504

(66.12)

15,759

(124.50)

182,877

(22.72)

2012
2,502,046

(25.95)

1,001,389

(38.98)

480,564

(25.68)

69,236

(55.66)

11,868

(56.89)

15,328

(123.08)

202,334

(21.84)

2013
2,643,797

(25.98)

1,084,562

(36.47)

533,892

(26.82)

72,761

(60.73)

11,368

(56.25)

15,828

(95.93)

197,686

(22.62)

2014
2,749,023

(27.66)

1,210,794

(35.31)

580,561

(27.04)

78,946

(60.02)

10,729

(71.77)

18,936

(159.42)

196,103

(25.73)

2015
2,878,747

(29.61)

1,229,067

(39.12)

630,374

(31.16)

77,797

(72.22)

16,867

(42.61)

19,052

(136.91)

213,341

(24.42)

2016
3,141,794

(31.57)

1,449,203

(39.62)

635,728

(37.04)

97,726

(70.14)

20,156

(45.57)

24,172

(110.49)

247,822

(16.15)

2017
3,289,188

(32.53)

1,527,843

(41.32)

679,059

(35.87)

120,552

(65.95)

22,065

(48.13)

32,159

(94.90)

278,905

(13.99)

2018
3,502,765

(32.13)

1,601,392

(41.55)

702,241

(35.35)

198,722

(47.58)

21,176

(70.30)

26,586

(100.44)

332,317

(13.95)

2019
3,752,684

(32.99)

1,693,095

(44.85)

755,568

(32.88)

174,746

(57.62)

17,730

(89.04)

33,308

(68.81)

419,217

(14.06)

2020
4,187,585

(32.59)

1,997,509

(42.01)

834,429

(29.98)

202,299

(63.93)

20,754

(69.76)

33,697

(55.93)

455,067

(11.63)

[표 2-8] 청소 예산 수입과 지출(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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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관련 수입은 일반쓰레기 수수료,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대형폐기물

수수료,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수료, 사업장 일반폐기물, 재활용품 판매 수

입, 과태료 등으로 구성된다. 청소 관련 지출은 가정쓰레기 처리, 음식물쓰

레기 처리, 대형폐기물 처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사업장 일반폐기물,

재활용품수집 선별, 기타 청소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표 2-8]은 과태료 수

입과 기타 청소비용을 제외하고 전체 청소예산, 가정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재활용품의 지출 규모와

자립도를 제시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각 기초자치단체는 청소 예산 중 30% 가량을 주민 등에게

서 수수료 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70% 가량은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다.

청소 자립도 정도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사업장 일반 폐기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폐기물이 처리 비용에 비하여 낮은 수수료로 인하여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 이 중 특히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 처

리의 자립도가 낮다. 음식물쓰레기는 처리 비용이 전체 청소 예산의 20%

가량의 비중을 차지하여 가정쓰레기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중이 높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청소 예산 자립도는 30% 수준으로 재활용품 처리 비용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낮은 자립도 수준으

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대략으

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표 2-9]을 참고한다. 2020년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는 하루에 15,507톤 발생한다. 이를 1년으로 계산

하면 5,660,055톤이 발생하는 것이다. 1년 동안 전체 기초자치단체에서 음

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은 834,429백만 원이다. 전체 음식

물쓰레기 처리비용을 발생량으로 나누어 1톤당 처리 비용을 계산하면 평균

비용은 147,424원이다. 이 중 30%를 주민 등에게 징수한 수수료로 부담한

다고 하면 기초자치단체가 1톤 처리를 위해서 부담해야 할 비용은 103,197

원이다. 2020년 기준으로 229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각 지역에서는 평

균적으로 1년에 24,716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한다. 이를 고려하면 각 기

초자치단체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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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1년 동안 약 25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음식물쓰레기와 1톤당

처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하고 있어 원천적인 감량이 없다면 향후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 배출량(톤/1년) 처리비용(백만원) 톤당 처리비용(원)

2005 4,736,605 288,517 60,912

2006 4,880,780 351,985 72,117

2007 5,274,980 392,643 74,435

2008 5,526,830 410,857 74,339

2009 5,153,070 425,669 82,605

2010 4,989,915 444,672 89,114

2011 4,941,005 465,398 94,191

2012 4,821,285 480,564 99,676

2013 4,621,995 533,892 115,511

2014 4,999,405 580,561 116,126

2015 5,599,100 630,374 112,585

2016 5,723,200 635,728 111,079

2017 5,804,595 679,059 116,986

2018 5,920,665 702,241 118,608

2019 5,839,635 755,568 129,386

2020 5,660,055 834,429 147,424

[표 2-9] 연도별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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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예방에 관한 기존연구

음식물쓰레기 발생과 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확인하는 것은 효

과적인 정책 개입을 개발하는데 중요하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발생과 종량

제 간 관계를 편의없이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서 모형에 포함하여야 한다. 기존연구들은 음식물쓰레기 발생과 예방에 영

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을 개인의 인식, 가정, 환경 및 상황, 집단 행동 측면

에서 파악하고 있다.

1) 개인의 인식

음식물쓰레기 발생과 예방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인식에 관한 요인으로

는 친환경적 가치관을 비롯한 태도와 규범, 비용에 대한 인식, 관련 지식

및 기술 등이 있다. 심리학적 접근(psychology-oriented approaches)에서

폐기물 발생에 있어 개인의 인식 요인을 주목한다. 이 접근 방식에서는 환

경 친화적인 행동을 유도하거나 방해하는 특정한 개인의 인지, 동기, 지식,

구조적 요인 등을 선별·측정하고 영향 경로를 파악하고자 한다.

개인의 인식 요인 중 태도는 폐기물을 줄이는 활동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평가를 의미하며 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이다. 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이 높을 경우에 폐기물 예방을 위한 행동 등 친환경적 행동

을 수행하는데 긍정적일 것이며 이는 실천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연구는 자연의 중요성(Barr et al., 2001) 및 환경에 대한 일반적 인식

(Bortoleto et al., 2012)이 폐기물 예방 행동을 하려는 의도(intention)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제시한다. 하지만 환경에 대한 관심과 구체

적인 행동 간에는 약한 양의 관계나 간접적인 관계 정도가 나타나서 태도

가 행동을 직접 유발하지 못한다는 반론도 존재한다(Tucker & Douglas,

2007; Schanes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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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폐기물 처리에 어떤 규범을 가지는지도 발생과 예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은 어떤 행동에 대한 인지된 사

회적인 압력이다. 개인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판단될 수 있다는 인

식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을 강화한다. 폐기물

예방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폐기물 예방 의도와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Graham-Rowe et al., 2015; Stancu et al., 2016).

이에 대해서 가정 폐기물 관련 행동은 다른 사람이 관찰하기 어려워서 주

관적 규범보다는 개인적 규범에 영향을 받는다는 반론이 있다(Kanbar,

2005; Cox et al., 2010; Schanes et al., 2018).

개인적 규범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혹은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개인에게 내재화된 의무감이다. Visschers et al.(2016)은 개인적 규범(음식

물을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감)은 낭비되는 음식의 양을 직접적으로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로 제시한다. Cox et al.(2010)도 가정의 폐기물 예방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규범보다는 개인적 규범을 활용하는 것

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하였다. 반면에 Bortoleto et al.(2010; 2012)는 사회적

규범과 개인적 규범이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르면

폐기물 예방 행동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주관적 규범을 통해 개인적 규범

으로 내재화 된다. Graham-Rowe et al.(2014)에서는 사회적으로 음식물쓰

레기 배출에 대해서 관대하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이를 줄이기 위한 개인의

우선순위가 낮아진다고 제시하였다.

음식물쓰레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인식은 이를 줄이려는 강

력한 동기로 작동한다(Cox et al., 2010).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인식을 조사

한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음식물쓰레기를 낭비로 여기기고 있다

(Lyndhurst et al., 2007; Graham-Rowe et al., 2014). 또한 음식물쓰레기

줄이려는 동기로서 비용 절감은 환경 보전보다 높은 순위에 위치한다(Neff

et al., 2015).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비용에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버리는

것 이외에도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기 위한 비용이 포함된다. Gellynck et

al.(2011)에 따르면 각 가정은 쓰레기 배출 비용에 반응한다. 배출 비용을

자루별로 지불(pay-by-the-bag system)하였을 때 가정 쓰레기 배출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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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든다. Briguglio(2021)는 버린 만큼 비용을 내야하는 요금 체계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가정에서 퇴비로 만들어 배출량을 줄이려는 의도가 더 높

게 나타나는 결과는 제시하였다.

환경에 대한 지식,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노하우, 관련 정보에 대한 접

근성 등은 폐기물 예방 행동에 대한 개인 능력의 근간이 된다. 환경 및 예

방 행동에 대한 지식은 인지된 행동 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 자

기효능감(self-efficacy)으로 이어진다. 인지된 행동 통제는 폐기물 예방 행

동을 자신의 능력으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인식이며, 자기효능감은

특정 행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개인적 능력, 노하우 및 기술에 대한 자

신감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기존연구들은 음식물쓰레기 예방에 대해서 인

지된 행동 통제 및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에는 관련 행동을 하거나, 적어

도 시행할 의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제시한다.

환경에 대한 지식은 사실에 관한 일반적 지식, 친환경적 행동에 대한 지

식, 행동의 효과에 대한 지식으로 나눌 수 있다(Meinhold & Malkus,

2005). Kanbar(2005)은 폐기물 예방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지식보다는 행동과 효과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Liu

et al.(2020)은 일반적 환경 지식은 친환경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친환경적 의도에 의해서 그 효과가 매개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Cox et al.(2010)는 정책개입, 캠페인 등을 통해서 폐기물 예방 방법에 대

한 노하우 등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Quested &

Johnson(2012)는 식품 관리와 저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전달하여 폐기

물 예방 행동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Stöckli et

al.(2018)는 정보 제공은 음식물폐기물 예방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일반

적으로 사용되는 개입 유형이지만 비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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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정의 생활양식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이 개인의 인식과 의도보다는 가정의 관행에 의해

서 주도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실천이론(social

practice theory) 등에서는 개인의 인식보다는 가정의 생활양식(lifestyle)을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파악하는데 더 나은 지표라고 본다. 가정의 폐기물

예방 행동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행동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다양한 관

점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두 가지 접근 방식은 상호보완적 관계이다.

심리학적 접근 방식을 통해서 개인에 관한 다양한 요인이 제시되었으며,

사회적 실천이론을 통해서 가정이라는 보완적인 분석 단위가 제시되었다.

음식물 관련 생활양식은 식품 계획, 구매, 저장, 취식, 남은 음식 관리

등을 포괄한다. Stefan et al.(2013)는 식품 구매 목록 작성, 식품 재고 확

인, 식사 계획 작성이 빈번할수록 구매한 식품 중 버리는 비중이 낮은데

반하여 식품 구매 횟수와 양이 많을수록 버리는 식품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Stancu et al.(2016)에 의하면 남은 음식을 적절히 보관

할수록, 재이용할수록 음식물쓰레기가 적게 발생한다. 가정의 생활양식이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발생이 달라질 수 있다. 음식의 맛,

편의성, 건강을 우선할 경우에 음식물쓰레기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Aschemann-Witzel, 2016).

생활양식은 사회·경제적 상황, 지역, 문화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Schmidt(2016)은 음식물쓰레기 관련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인

접근보다는 각 그룹을 대상으로 한 개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반하여 Aschemann-Witzel et al.(2021)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에 관하

여 다른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생활양식을 제시하였다.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음식

물쓰레기에 관심이 적거나, 가장 최선의 음식을 선택하거나, 식사를 사교

목적으로 이용하는 생활양식은 음식물쓰레기를 더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간편식을 자주 이용하거나, 식품 계획을 수립하는 생활양식에서

는 음식물쓰레기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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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과 상황

상황 요인은 개인의 행동을 촉진하거나 제약하는 조건이다. 음식물쓰레

기를 비롯한 가정 폐기물 예방에 관한 연구들에서 상황 요인을 예방 및 감

량 활동을 하는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으로 본다.

각 개인의 사회인구적 특성은 음식물쓰레기 관련 행동에 영향을 줄 것

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

구성원 수가 적을수록 음식물쓰레기 예방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Aschemann-Witzel et al.(2015)에 따르면 연령이 높을수록 식품 처리 및

관리 기술에 능숙하여 버리는 음식이 줄어든다. 반면 가구 규모가 큰 경우,

어린이가 있는 경우에 식품 구매 빈도와 양이 많아지며 음식물쓰레기가 증

가할 수 있다.

음식물쓰레기가 식품의 소비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에서 소득은 중요한

설명변수로 인식된다. 일반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은 소득에 따라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Gellynck et al., 2011). Mazzanti & Zoboli(2008)이 EU 25

개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폐기물 발생과 소득 간에 정의 관계가 있지

만 그 정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Porpino et al.(2015)는 저소득 가정에서

도 상당한 양의 음식물을 버린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소득 수준과 음식

물쓰레기 배출량 간 유의한 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들도 있다

(Aguilar-Virgen et al., 2013; Van der Werf et al., 2018).

기존연구에서 제시된 각 사회인구 요인의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영향은

모호하거나 예상과 다르기도 하다. 이 현상에 대해서 기존연구들에서는 연

령, 성별, 직업, 소득 등이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조합되어 생

활양식을 구성하고 이 생활양식이 발생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Lyndhurst et al.(2007)는 음식물쓰레기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사회인

구집단으로 16-34세의 전문직 종사자 혹은 정규직 / 25-44세의 젊은 가족,

16세 미만의 어린이가 있고 부모가 일하는 경우 / 반숙련, 비숙련 육체 노

동자 혹은 실업자를 제시하였다.



- 49 -

4)　집단 행동

가정에서 쓰레기를 방지하는 행동은 하나의 행동이 아니며, 표준화하기

도 어렵고,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규범이 적용될 가

능성이 적다(Cox et al., 2010). 또한 폐기물 예방 활동에 의한 결과는 폐기

물 관리 활동(매립, 소각, 재활용 등)에 비하여 관찰 및 측정하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하여 정부는 폐기물 예방에 있어서 사실상 무력하다

는 주장도 제기된다(Van Ewijk & Stegemann, 2016).

개인과 가정의 요인들을 강조한 연구들은 음식물쓰레기 예방 행동이 개

인 선택의 결과이므로 공공의 이익(음식물쓰레기 방지 및 절감) 부합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개인의 인식과 능력, 상황을 개선하고 가정의 생활양

식을 변화시킬 것을 제안한다. 하지만 개별 구성원이 환경보호에 대한 지

식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고 해서 폐기물을 예방하는 행동으로 이어지

는 것은 아니다. Kanbar(2005)는 환경 보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도 불

구하고 각 개인은 폐기물 대응 정책에 참여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지적하였

다.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는 생활방식을 상당히 조정해야 하는데 각 가정

의 상황에 따라서 이는 선택하기 어려운 대안일 수 있다(Yau, 2010).

Aschemann-Witzel(2016)는 대부분의 사람이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도덕적

이지 못하고 배출량을 줄여야하는데 동감함에도 불구하고 1인당 음식물쓰

레기 배출량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폐기물 대응이 어려운 이유는 집단 행동의 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집단 행동의 문제 혹은 집단 행동의 딜레

마(dilemma of collective action)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집단 행동을 해야

할 때 행위자가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여 행동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된

다. 즉, 집단 행동의 문제는 공동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합

리적인 선택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인은 비용을 지불하거나 생활

방식을 변경하는 등 노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 얻어지는 환경적

이익은 집단 전체의 보편적인 이익이며 개인 수준에서 실질적이고 즉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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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익을 발생시키지 않는다(Garcés et al., 2002). 집단의 모든 행위자가

합리적인 이기주의자(rational egoist)로서 행동한 결과로 야기된 집단적 비

합리성(collective irrationality)으로 인하여 음식물쓰레기는 적정 수준 이상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Ostrom(2000)은 기여 부정 명제(zero contribution thesis)를 제시하면서

집단에 속한 개인의 수가 아주 적거나, 개인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

게 강제하는 특별한 장치가 없는 한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개인은 공동체

또는 집단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개인의

노력, 구성원에 대한 교육 및 인식 개선 등을 통해서는 집단 행동의 문제

를 극복할 수 없다. 공동의 이익과 장기적인 개인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서는 외부에서 시행되는 규칙이 필요하다. 반면에 Enger(2019)은 집단 행

동의 문제가 개인의 합리성과 이에 따른 선택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을 인

정하면서도 다른 원인으로서 개인의 무지를 제시하였다. 무지는 집단 행동

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행위자의 선택이 공동

의 이익을 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때문에 정보제공

등을 통해서 개인의 무지를 해소하게 된다면 협력적 행동을 할 것으로 기

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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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음식물쓰레기 감축을 위한 정책대응

지역의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공공문제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

단적 행동이 요구된다. 정부의 개입은 정책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어

떤 방식으로 개입하는지에 따라서 해당 문제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집단적 행동을 촉진하거나 억제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음식

물쓰레기 문제에 대한 정책과 정책도구가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변

화가 정책대상의 인식과 집단 행동 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되는지 검토한다.

1. 폐기물 대응 정책의 목표 변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대응은 전반적인 폐기물 정책의 맥락에서 이루어

진다. 폐기물 정책은 폐기물 관리(waste management), 폐기물 예방(waste

prevention)으로 나눌 수 있다. 폐기물 관리는 폐기물 발생 이후 해당 물질

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매립(landfill), 소각(incineration), 재활용

(recycle) 등이 있다. 폐기물 예방은 폐기물 발생 이전에 취해지는 조치로

서 회피(strict avoidance), 감량(reduction at source), 재사용(reuse)을 포함

한다(Sharp et al., 2010).

폐기물 정책은 초기에는 폐기물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인간 거주지

에서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처리

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였다.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한

계에 도달하면서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에 따라서 폐기물 대응 정책에 있어 예방 및 감축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

작하였다. 인간의 활동에는 폐기물 발생이 반드시 동반되기 때문에 이를 0

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는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이다. 대신 폐기물의 예방

및 감축을 우선하여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줄어든 폐기물을 환경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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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덜한 방식을 위주로 처리하는 총체적인 접근 방식이 제시되었다

(Papargyropoulou et al. 2014).

폐기물 계층구조(waste hierarchy) 원칙은 총체적인 접근 방식을 반영하

여 처리와 예방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이 방식들 중 환경에 부담이 덜한

방식이 우선한다. 환경 부담을 고려했을 때 폐기물 대응의 우선순위는 ①

예방, ②재사용 및 재활용과 에너지회수, ③소각 및 매립으로 제시된다

(Pires & Martinho, 2019).

현재 주요 산업화된 국가들의 폐기물 정책은 폐기물 계층구조 원칙의

영향을 받고 있다(Van Ewijk & Stegemann, 2016). 예를 들어 유럽 집행

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는 폐기물 계층 구조 원칙을 반영하여

폐기물 대응 프레임워크(Waste Framework Directive 2008/98/EC)를 제시

하였다. 이 프레임워크에서는 폐기물 대응에 있어 우선순위를 예방, 재사

용, 재활용, 에너지회수, 폐기(소각, 매립) 순으로 제안한다(Gharfalkar et

al., 2015). 국가별로 폐기물 대응에 있어서 1순위인 예방 및 감축을 추진하

기 위한 방법으로 생산자 책임의 확대, 제품 수명 주기 평가, 오염자 부담

원칙 적용 등이 도입되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비롯한 공해배출부과

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을 제도화 한 것으로 요금을 부과하여 배출자 스스

로 감량을 선택하게 하여 폐기물 예방을 유도하기 위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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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1)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 과정

한국에서도 음식물쓰레기 대응 정책이 사후 처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서 정책 목표는 폐기와 재활용(자원화)에서

원천적 감량으로 전환되었다(이정임·이영현, 2014).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1997-2001년), 음식물쓰레기 감량·자원화

기본계획(1998-2002년)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직매립 금지와 재활

용을 통한 자원화를 추진하였다. 자원화는 수집된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하

여 퇴비, 사료, 바이오가스 등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폐기물 구성

의 특성, 생산된 제품 수요 등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었으며 음식물쓰레기

가 원천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2004년 음식물류폐기물 종합대책(2004-2007년)에서는 재활용과 감량이

동시에 추진되었다.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

에 홍보, 교육 등을 통하여 인식 개선을 시도한 것이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및 분리배출을 2005년부터 시행하였다. 하지만 비경제적 유인

을 사용한 인식 개선 시도가 효과적인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2010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에서는 예방과 감축을 재활용 보

다 우선하는 정책 목표로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 대책에서는 음식물쓰

레기 예방과 감축을 위해서는 가정의 행동 변화가 필수적인데 무상 및 정

액제(flat-rate system) 방식으로는 이러한 변화를 유도하기 어렵다고 보았

다. 또한 단순 계도성 홍보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2010년 종합대책

에서는 가정에서 스스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서 배출량에 연동하

여 비용을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이 추진되었다. 이는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144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도입하며 2012년까지 도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 54 -

2)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 이후 변화

2010년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종합대책에서는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에서 종량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지만 각 기초자치단

체의 여건으로 인하여 제도 도입은 서서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적용을 확대 적용하고 개선하는 방안들이 추진되어

왔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첫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적용이다. 종량제 시행 이전에는 음식물쓰

레기 수거 비용은 일정한 기간에 대해서 부과되거나 무료였다. 종량제 이

후에는 배출량에 비례하여 비용을 납부하는 구조로 전환되었다. 동시에 수

거 비용이 정액제, 무료일 때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의 한계비용이 0이었지

만 종량제 이후에는 한계비용이 양수 값을 갖게 되었다.

둘째, 종량제 적용 범위 확대이다. 도입 초기에는 종량제 시행지역에서

단독주택은 음식물쓰레기 배출 요금을 버린 만큼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종

량제 방식이 시행되었다. 반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비에 수거 비용이

포함되는 정액제 방식을 사용하거나 개별 종량제가 아닌 단지별 종량제를

시행하였다. 각 지역에서는 공동주택으로 종량제를 확대 실시하고, 단지별

종량제를 개별 종량제로 전환하고 있다.

셋째,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기의

도입이다. 이는 2010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 때부터 추진되었으

나 비용 및 기술개발, 관리 시스템 구축 등으로 인하여 몇몇 기초자치단체

에서만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략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공동주

택을 중심으로 도입된 것은 RFID 종량기기를 설치할 장소 및 현장 관리

인력이 필요하고 공동주택의 정액제와 단지별 종량제를 개별 종량제로 전

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RFID 종량기기를 단독주택 지역에

도 보급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특정 거점에 공동 종량기기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서 무게 단위의 개별 종량제를 확대하고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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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제 봉투 사용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넷째, 수거 비용의 인상이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거 비용을 부과

하여 예방과 감량을 유도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

하려는 것이다. 환경부는 2010년 종합대책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료를 현

실화하고, 누진적으로 부과 할 것을 제시하였다.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부

정기적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수거료를 인상하고 있다.

3)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시행 방식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2012년)에서는 5가

지 종량제 방식을 제시한다. 이는 RFID 개별계량 방식, RFID 차량계량 방

식, RFID 휴대형 리더기 방식, 납부필증(배출칩 및 스티커)을 이용하는 방

식,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RFID 개별계량 방식은 주민이 전자칩 또는 카드, 기타 방법으로 배출자

를 인증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이다. RFID 종량 기기에서 이 정

보를 바탕으로 배출물의 무게에 따라서 비용을 부과한다. 비용은 교통카드

등을 이용하여 선납할 수 있으며, 관리비 등에 포함되는 형태로 후납할 수

도 있다. 각 세대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현황은 통합 자료관리 시스템(음식

물쓰레기 관리시스템, citywaste.or.kr)으로 전송되어 관리된다.

RFID 차량계량 방식은 공동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고 이후 수거

차량에 탑재된 계량장치를 이용하여 배출물의 무게를 측정하여 비용을 부

과하는 방식이다. 배출정보는 용기에 부착된 전자태그를 이용하여 통합 자

료관리 시스템에 전송하여 관리한다. 이 방식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은 일반

적으로 전체 비용을 단지별 세대수로 나누어 각 세대에 비용을 부과한다.

이러한 이유로 단지별 종량제로 분류할 수 있다.

RFID 휴대형 리더기 방식은 배출용기에 RFID를 부착,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리더기로 배출자를 인식하고 배출횟수 정보를 관리시스

템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비용은 배출 횟수에 따라서 부과된다. 직접 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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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려운 대도시 단독주택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RFID를 이용하지 않는 방식에는 납부필증(칩, 스티커)을 이용하는 방식

과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 RFID를 이용하는 방식과 달리

이 방식들은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관한 정보를 통합 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없다. 납부필증을 이용하는 방식은 배출자가 개별용기에 음식물쓰레기 배

출에 관한 칩이나 스티커를 부착한 후 버리는 방식이다. 칩과 스티커는 배

출 전에 구매한다. 비용은 배출 횟수 혹은 부피에 따라 부과된다. 단독주택

은 개별용기를 사용하고 비용도 각 세대별로 개별적으로 부과된다. 대부분

의 공동주택은 단지별로 공동용기를 사용하고 비용을 세대수로 나누어 부

과하는 단지별 종량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는 방식은 배출자가 종량제 봉투를 구입 후 음식

물쓰레기를 담아서 문 앞에 배출하거나 거점수거용기에 배출한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도입 초기에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었다. 현재는 음식물쓰레

기 재활용 제품(사료, 퇴비)의 품질제고, 비닐 사용 등으로 인하여 다른 방

식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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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원리 

폐기물에 대한 세금은 폐기물 배출로 인한 외부 불경제(external

diseconomies)를 배출자에게 내부화한다. 폐기물 등 오염을 배출하게 되면

다른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 하지만 배출자는 이에 대한 비용

은 지불하지 않는다. 정부는 오염 배출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므로써 배

출자는 외부 불경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한다(이영환, 2014). 즉, 제 3

자의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폐기물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크게 정액제와 종량제로 구분된다. 정

액제 방식은 일정 기간 기준으로 요금을 정하고 종량제 방식은 배출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정한다. 비용 부과 방식을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변경함으

로써 사용량과 비용 간의 연계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정액제 하에서는 이미 지불한 요금은 매몰비용이기 때문에 사용량과 비용

간 연계성이 낮다. 반면 종량제 하에서 배출자는 배출량과 비용이 비례한

다고 인식하게 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은 폐기물 수거에 대한 요금 부과 방식을 변

경한다. 비용 절감은 음식물쓰레기 예방 행동을 유발하는 강력한 동기 중

하나이다(Thyberg & Tonjes, 2016). 종량제 방식에서 요금이 버리는 양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되면 주민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배출량을 줄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상대적으로 비싼 관행으로 인식

하게 되어 배출자는 스스로 예방 및 감량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요금 부과 방식의 전환과 더불어 종량제로 인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

행위의 가격이 인상된다. 정액제에서는 배출 행위의 한계비용은 무료 수거

와 마찬가지로 0이었던 반면 종량제에서는 쓰레기 한 단위를 버리는 비용

이 인상된다. 폐기물 저감 비용과 배출 비용이 같은 배출량 수준에서 총비

용은 가장 낮아진다. 정책대상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면 배출 비용의 인상

에 따라서 배출량을 저감의 한계비용과 배출의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수준

까지 줄이게 된다(Rosen, 2004). 이러한 방식을 피구세(Pigouvian tax)라고

한다. 피구세는 오염 배출에 세금을 부과하여 당사자가 스스로 저감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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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배출 비용 간 균형점을 달성하게 하여 사회 전체의 최적 오염 배출량

수준을 달성하고자 한다.

개별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양은 일반적으로 환경과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정도는 아니다. 그런데 전체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심각한 피해를 주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집합적

문제의 전형적인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집단

행동이 요구된다. 한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여도 다른 가정에

서 참여하지 않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지만 한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한 가정이 노력해도 개선 정도를 관찰하기 어려운 효능감

(efficacy)이 낮은 문제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죄수의 딜레마

(prisoner’s dilemma)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종량제의 도입은 이 딜레마

상황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집단 행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나의 협력의 결과는 다른 사람의 협력과

배신에 따라서 달라진다. 배신이 우월전략(strategic dominance)이 된다면

모든 이는 배신하는 전략을 선택하게 되고 우월전략 균형(dominant

strategy equilibrium)은 각 사회구성원의 이익 및 전체 이익이 가장 낮은

상태로 나타난다. 딜레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공동이익에 합

치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 각 개인에게도 우월전략이 되도록 제도와 규칙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Enger, 2019). 이를 통해 각 개인이 합리적이고 이기적

인 선택을 하여도 모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Yau, 2010).

[표 2-10]는 폐기물 예방에 있어 죄수의 딜레마가 발생하는 상황과 종량

제 도입으로 보상 체계가 개편되어 이를 개선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둘

만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종량제 도입 이전

상황에서 A가 협력을 선택한다면 이에 대한 보상은 B도 같이 협력하였을

경우에 5, B가 배신할 경우에 1이다. A는 폐기물 대응을 위해서 비용과 노

력을 투자하지만 혼자의 노력으로는 환경 개선 정도가 낮다. 그나마 개선

된 환경의 혜택은 B와 같이 누리게 된다. 반대로 A가 폐기물 예방에 협조

하지 않았을 때 B가 협조하면 A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환경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어서 보상으로 4를 받게 된다. A와 B가 모두 폐기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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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환경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고 이를 위한 비용도 각

자 지출하지 않을 것이다. 종량제 시행 이전의 A, B의 우월전략은 폐기물

대응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고 환경은 개선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난다.

　종량제 시행 이전
　

　

　

　

　

종량제 시행 이후

　
player B

　
player B

협력 배신 협력 배신

player A
협력 5, 5 1, 4

player A
협력 5, 5 3, 2

배신 4, 1 0, 0 배신 2, 3 0, 0

[표 2-10] 종량제 시행 전후 보수행렬표

두 번째 상황은 종량제를 도입함으로서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하던 각

행위자는 폐기물 배출을 줄이는 것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하여 보상이

더 크게 주어지도록 변경되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 비용은 내가 배출한

양에 비례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배출량과 관계없이 적게 폐기물을 배출할

수록 나에게 이익이다. 종량제를 시행하고 A, B가 모두 음식물쓰레기를 줄

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다면 음식물쓰레기 배출 비용 절약, 환경 개선 등

의 효과로 각각 5의 보상을 받게 된다. A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B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A는 음식물쓰레기 배출 비용은 절약되

나 적은 환경 개선 효과를 누리게 되어 3의 보상을 받게 된다. A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B만 노력한다면 A는 환경 개선 효

과를 누리지만 음식물쓰레기 배출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2의 보상을 얻

게 된다. A와 B 모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보

상은 0이 된다. A의 협력과 배신의 보상 결과를 비교해보면 B가 음식물쓰

레기를 줄이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A는 협력(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선택하

는 것이 더 큰 보상이 주어진다. 즉, 구성원 각각에게 음식물쓰레기를 감량

하는 것이 우월전략이 되어서 각 개인은 이를 선택하고 공동의 이익이 발

생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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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연구가설

음식물쓰레기 예방과 감량을 위해서는 주요 배출원인 가정의 행동 변화

가 중요하다. 하지만 각 가정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인 개입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이유에서 가정에서 스스로 감량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주요

한 정책도구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되었다. 이 부분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의 기대효과, 효과성 변화, 종량제 변화와 정책도구 조합의

효과에 관하여 논의하고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1.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Salamon(2002)의 정책도구 유형화에 따라서 분

류하면 배출 행태를 바꾸기 위해서 재정적 처벌 이용하는 방식으로서 부과

금(charge)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기초자치단체(전달체계)가 음식물쓰레

기 배출에 대해서 세금(전달수단)을 부과(활동)하는 것이다. 세금은 단위

배출량에 대해서 부과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정책 목표는 배출량 저

감과 낮아진 배출량을 유지하는 것이다. 2010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

대책에서는 종량제 도입을 통해서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의 20% 이상을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종량제 도입 이후에는 RFID 종량기

기 도입, 요금 현실화, 누진제 도입 등을 통해서 종량제 효과를 유지할 계

획을 밝히고 있다.

Linder & Peters(1989)가 제안한 항목을 통해 파악한 음식물쓰레기 종량

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운영 측면에서 새로운 정책도구에 맞추어 업무

를 조정해야 한다는 점은 복잡성을 높일 수 있다. 규격화된 폐기물 배출

용품(봉투, 납부필증, 용기 등)을 제작·판매해야 하고, 위조 등에 대응하여

야 한다. 또한 종량제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용 측면에서는 이전의 정액제와 무료 배출방식에 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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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단위당 배출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수수료 수익이 높아졌으며, 음식물쓰

레기 종량제는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 차량 등 고가의 장비가 추가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 거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대상정밀성은 낮

은 방식이다. 사용자적응성 측면에서는 비용 부담 방식이 전환되었다는 점,

쓰레기 배출을 위해서 규격화된 기기(봉투, 납부필증, 용기 등)를 구매해야

한다는 점은 적응성을 낮출 수 있다. 다만 이전에 일반쓰레기를 종량제 방

식으로 배출하는 경험이 있다는 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이전부터 적

용되어 왔다는 점 등은 적응성을 높일 수 있다.

종량제 방식에 대한 공적가시성은 시행 전에 홍보 및 시범 사업, 주민

설명회 등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도입 초

기에는 주로 단독주택에만 적용이 되었으므로 공동주택 거주자는 종량제에

대해서 인식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비용 부과로 인하여 불법적인 배출이

야기될 수 있지만 배출자를 찾기 어렵다는 점, 비용 부담이 증가를 우려하

여 시행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는 점 등이 실패가능성을 높인다. 반면에

단속 활동을 진행한다는 점, 초기에 배출 용품을 무료로 배포하였다는 점,

거주지 앞에 배출하게 하여 배출자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 시행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홍보 및 주민공청회 등이 실시되었다는 점

등은 실패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개입성과 시장의존성 측면에서는 개인이 배출 비용에 따라서 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정부의 개입성이 낮고 시장의존성이 높은 방식

이다. 다만 배출 비용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정한다는 점, 불법배출·비규격

봉투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 배출 봉투 및 납부

필증 위조를 방지해야 하는 점 등에서 정부의 개입 여지가 없지 않다. 이

러한 특징을 표로 나타내보면 [표 2-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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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차원 정도

자원집약성
운영복잡성 저-----------*---고

상대적비용 저---*-----------고

정책대상집단 선정
대상정밀성 저---*-----------고

사용자적응성 저-------*-------고

정치적 위험
공적가시성 저-----------*---고

실패가능성 저-------*-------고

정부행위에 대한 제약
개입성 저-------*-------고

시장의존성 저-----------*---고

[표 2-11]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정책도구 특성

기존연구들은 폐기물 종량제 실시로 인한 쓰레기 배출량 감소, 재활용

증가, 매립 및 소각 감소 등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고한다. Bauer &

Miranda(1996)는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스, 랜싱,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를 대상으로 폐기물 종량제의 효과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세 지역에서는

폐기물 종량제 실시 이후 재활용 수거량이 증가하고 매립 및 소각 처리하

는 폐기물이 감소하였다. Skumatz & Freeman(2006)은 미국의 종량제 실

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폐기물 발생량을 비교하였다. 종량제를 실

시하는 지역에서 가정 폐기물의 무게가 약 17% 감소하였다. 이 중 8-11%

는 재활용으로 분리배출로 인한 것이며, 약 6%는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포

장이 덜된 상품을 구매하는 등 배출원을 줄이고자 한 노력의 결과로 파악

된다. 종량제 실행을 통하여 연간 매립되는 가정 폐기물 중 460-830만 톤

을 감량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가정에 대한 폐기물 종량제는 일반쓰레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반면 음식물쓰레기에 종량제를 적용하면 그 효과가 다를 수 있다. 일

반쓰레기에 종량제를 적용하여 배출 비용이 상승하면 대안으로 감량과 재

활용 배출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음식물쓰레기는 가정에서 대안

으로 재활용 배출을 선택하기가 어렵다.

Priefer et al.(2016)은 유럽 여러 국가에서 종량제 방식으로 폐기물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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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도 이 방식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다만 요금이 각 가정의 행동을 유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높되

불법투기 등 부작용을 야기하지 않을 정도로 적절해야 한다. 이상용 외

(2015)는 부산 기초자치단체의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여 음식

물쓰레기에 대한 요금 부과 방식이 종량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을 때 효과를

분석하였다. 종량제(칩, RFID) 방식을 실시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하루에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량이 약 30% 감소하였다. 이와 함께 음식물쓰레기

가 일반쓰레기와 혼합되어 버려지는 정도도 증가하였다. 음식물쓰레기 처

리를 위한 대체 방법으로서 혼합배출을 선택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혼

합배출 비율이 계절별로 최대 3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Briguglio(2021)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 버리는 방식을 대체하

는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제시한다.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composting)할 수 있다면 종량제 실시 이후 가정에서 퇴비화를 선택하려

는 의도가 높아진다. 기존의 연구들을 참고하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효

과에 관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연구가설 1.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감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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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에 따른 종량제 효과성 변화에 대한 가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주요 정책 효과는 배출 감량이다. 한국에서는 종

량제를 실시하는 지역, 적용되는 주거형태가 확대되고 있어 이 제도에 참

여하는 주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참여하고 있던 주민들이 감소한 배출량을 유지하고 새로 참여하는 주민이

추가된다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한다. 지역의 모

든 가구가 종량제 적용을 받게 되면 그 지역의 가정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은 종량제 이전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다.

Linderhof(2001)는 네덜란드 우스잔 지역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무게

기준 종량제를 실시할 때 퇴비화가 가능한 폐기물,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재활용이 되지 않은 폐기물 배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

에 따르면 종량제를 시행할 경우에 퇴비화 가능한 폐기물(채소, 과일, 정원

폐기물)을 감량하는 효과가 나타나며 단기적인 효과에 비하여 장기적인 효

과가 30% 정도 더 크다. Gellynck et al.(2011)는 폐기물 감량하고 그 수준

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종량제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벨기에

플랜더 지역에서는 1인당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150kg로 줄이고 이를 유지

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여기에 속한 308개 자치단체 중 폐기물 처리 비

용을 정액제로 부과하는 지역보다 종량제로 부과하는 지역이 이 목표를 달

성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Reisch et al.(2013)은 비용 등 시장신호를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식이 식품 소비 패턴을 전환하고 지속하는

강력한 도구로 작동한다고 평가한다.

반면에 종량제 방식이 배출량을 줄이는데 단기적으로 효과적일지 몰라

도 장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들도 찾아볼 수 있다.

Åberg et al.(1996)는 지역 폐기물 정책 담당자와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해

당 공무원은 종량제를 시행한 초기에는 폐기물 배출량이 감소하지만 장기

적으로 다시 증가하기 때문에 종량제가 유일한 정책수단이 되어서는 안된

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Allers & Hoeben(2010)은 종량제의 단기적 영향

력과 장기적 영향력이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르면 종량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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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당시 제도 시행을 알리는 홍보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인식이 일시적

으로 조성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배출량이 감소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인식 정도가 낮아지면서 배출량 감소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

한국 사례에 대한 연구로 이정임·이영현(2014)는 2013년, 2014년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들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비교하였다. 음식물쓰레기 종량

제 시행 당해 연도에는 모든 지역에서 배출량이 감량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1년이 경과한 후 배출량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박미옥(2015)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시범사업단계에서는 약 30-40%의 감량 효과를 보

였으나 도입 후 5년이 경과된 시점의 배출량은 시행 이전과 유사하게 나타

났다고 지적하였다. Park & Lah(2015)는 1995년 한국의 쓰레기종량제 도

입으로 인한 재활용률 변화를 분석하였다. 1995년 쓰레기종량제 도입으로

재활용률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이후 서서히 장기 추세로 회귀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대상이 새로 도입된 경제적 유인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일

정 기간 행태 변화를 보일 수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배출 비용이 중

요한 유인으로 기능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기존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

제는 단기적으로는 배출량 감량에 효과적이나 장기적으로는 효과성이 낮아

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효과성 변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연구가설 2.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감량 효과는 시행 기간이 경과할수

록 감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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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량제 변경의 효과에 대한 가설

Pigou 및 Dales 등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공해배출부과금 등 세금

제도, 오염배출권 거래제도 등 거래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낮은 오염 배출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OECD, 2007). 정부는 배출 가격을

설정하고 배출량 조절은 주민의 선택에 맡긴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유인

이외의 오염 저감을 위한 정책도구는 불필요한 중복과 가격의 왜곡을 초래

할 수 있다(Twomey, 2012). 모든 정책도구가 본질적으로 상호보완적인 것

은 아니라서 일부 조합은 도리어 역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Capano &

Howlett, 2020).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효과성이 저

하된다면 종량제를 변경하여 운영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식물쓰레기 배출 비용을 높일 수 있으며, 공동주택에 RFID 종량기

기를 도입하여 개별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다.

1) 배출 가격 조정

폐기물 종량제를 비롯한 공해배출부과금(effluent charge) 제도는 경제적

인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부과금 수준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단점

이 있다(최병선, 1992). 윤종설·함종석(2004)는 종량제 부과금 수준이 지나

치게 낮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종량제의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지적

하였다. 정광호 외(2007)은 한국의 쓰레기 종량제는 정책결정자가 충분한

수준의 배출 수수료 정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종량제의 배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현재

적용 중인 정책수단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운영복잡성과 상대적인

비용은 낮을 것이다. 배출 단위비용의 인상은 특정 고배출자 등을 대상으

로 하는 것이 아닌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상정밀성도 낮다. 거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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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식과 비용 납부 방식이 기존과 달리지는 것이 아

니므로 사용자 적응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인상된 배출 가격

을 고려하여 배출 행태를 조정해야 하므로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공적가

시성은 비용 인상에 관하여 예고된다는 점, 이로 인하여 음식물쓰레기 종

량제에 대한 관심이 조장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높아질 것이다. 배출 가

격 인상이 증세로 인식되어 지방의회 및 주민이 반대할 수 있으며, 각 기

초자치단체에서 소극적이라는 점3) 등을 고려하면 가격 인상이 어려울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배출 비용을 인상할 뿐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대한

주민의 행태를 관리·감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입성이 낮은 변경 방

식이다. 시장의존성 측면에서는 배출권 거래와 주민의 배출량 선택이라는

기존 종량제 방식이 유지된다는 점, 배출 서비스 사용량 감소를 가격 인상

으로 유도한다는 점 등에서 시장의존성이 높은 방식이다.

분류 차원 정도

자원집약성
운영복잡성 저---*-----------고

상대적비용 저---*-----------고

정책대상집단 선정
대상정밀성 저---*-----------고

사용자적응성 저------------*---고

정치적 위험
공적가시성 저------------*---고

실패가능성 저------------*---고

정부행위에 대한 제약
개입성 저---*-----------고

시장의존성 저-----------*---고

[표 2-12] 배출 가격 조정의 특성

기존연구들은 대체로 종량제 시행 후 가격을 인상함으로서 폐기물 배출

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Allers & Hoeben(2010)는 배출 단위당 가격이

상승하는 정도별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가격 인상이 배출량을 줄

3) 이투데이, 2021.06.70. 청소예산 자립도 20년째 30%...종량제 봉투 가격 오를까
헤드라인제주, 2021.12.20. 제주도의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최대 3.3배 인상 ‘제동’
연합뉴스, 2021.11.09. 가평 쓰레기봉투 가격 20년만에 인상...400원 ->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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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Briguglio(2021)는 설

문조사에 기초한 연구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 단위 비용이 인상되면 이를

배출하는 대신 가정에서 퇴비화를 할 것이라는 답변이 증가하는 결과를 제

시한다.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보다 저렴한 처리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가격 인상이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가 없다는 연구도 있다. 홍성훈

(2015)은 종량제 봉투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일반쓰레기 수거량이 줄어들

었음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총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오히려 증가하였다. 종

량제 봉투 가격이 상승하여도 주민이 생활폐기물를 원천적으로 줄이기 보

다는 분리배출, 불법투기 등을 통한 배출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일반쓰레기

수거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사빈(2017)은 이미 RFID 개별 수거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배출 수수료 인상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유의

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고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단기적으로 총배출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배출

가격에 관한 기존연구들을 참고하면 배출 가격을 인상함으로서 종량제 시

행 이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억제할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연구가설 3. 음식물쓰레기 배출 가격이 인상될수록 음식물쓰레기 배출

량은 감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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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FID 종량기기 도입

RFID 기술은 거주 환경으로 인하여 단지별 종량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

던 상황을 해결하고 개별 종량제로 전환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서는 아파트 등 단지별 종량제를 이용하였던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기가 보급되고 있다.

RFID 종량기기 보급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갖는다. RFID 종량기기 설

치 및 관리, 데이터를 관리하는 한국환경공단과 협업, 기존의 리터당 요금

제에 더불어 kg당 요금제 운영 등으로 인하여 운영복잡성이 상승한다. 기

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비용, 통신비 등 운영비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

비용도 증가할 것이다. Gallardo-Echenique et al.(2015)는 폐기물 종량제

설계에 관한 연구에서 여러 종량제 방식 중 RFID 종량기기를 이용한 방식

을 가장 비싼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기존의 단지별 종량제를 적용받던 주

민을 대상으로 하여 개별 종량제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변경이기 때문에

대상정밀성이 높은 방식이다. 단지별 종량제에서 개별 종량제로 전환된다

는 점, 쓰레기 배출시 ICT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적

응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실물 기기를 설치하는 과정 등이 관찰가능하고, 홍보 등의 효과로 인하

여 공적가시성은 높은 방식이다. RFID 종량기기 설치비를 지원하는 프로

그램이 시행된다는 점, RFID 종량기기 설치로 인하여 공동주택 환경이 청

결해지고 개별 요금제 방식 시행에 대해서 거주민의 호응도가 좋다는 점은

도입 실패가능성을 낮춘다. 하지만 도입을 위해서는 공동주택 주민협의회

등의 의결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 등은 실패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환경부와 기초자치단체 주도로 보급이 이루어진다는 점, 차후 기초자치

단체가 기기 관리를 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초자치단체의 개입성

이 높은 방식이다. 단지별 종량제 시행으로 배출 비용을 1/n 하던 상황이

개별 종량제로 전환되어 배출량과 개인의 비용 간 관계를 왜곡시키는 요인

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시장의존도는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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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차원 정도

자원집약성
운영복잡성 저-----------*---고

상대적비용 저-----------*---고

정책대상집단 선정
대상정밀성 저-----------*---고

사용자적응성 저---*-----------고

정치적 위험
공적가시성 저-----------*---고

실패가능성 저-------*-------고

정부행위에 대한 제약
개입성 저-----------*---고

시장의존성 저-----------*---고

[표 2-13] RFID 종량기기 도입의 특성

RFID 종량기기 도입은 배출량 계량 단위의 변경과 비용 책정 방식의

변화를 가져온다. Dijkgraaf & Gradus(2004)에 의하면 무게, 봉투, 빈도 중

무게를 단위로 하는 종량제에서 감량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이상용

외(2015)는 RFID를 이용하여 무게를 측정하는 종량제가 칩을 이용하여 부

피 및 빈도를 단위로 사용하는 방식에 비하여 높은 감량 효과가 있다고 제

시하였다. Gellynck et al.(2011)은 무게 기준 요금이 봉투 기준, 부피 기준

요금보다 폐기물 처리 비용에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배출 감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RFID 종량기기 도입의 배출

감량 효과가 배출량 측정 단위의 전환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반면에 최근호·엄태호(2017)에서는 칩, 봉투 방식을 이용하여 음식물쓰

레기를 배출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RFID를 도입하여 무게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도 배출량이 감소하지 않는다. 이사빈(2017)은 RFID 종

량기기 도입의 감량 효과는 단지별 종량제 방식이 세대별 종량제로 전환된

효과라고 주장한다. 이 연구에서는 RFID 종량기기를 도입함으로써 배출량

측정 단위가 전환되고, 개별 종량제로 전환되면서 배출량을 줄이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연구가설 4. RFID 종량기기 보급률이 증가할수록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은 감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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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정책도구와 조합의 효과에 대한 가설

음식물쓰레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도구가 필요하다. Evans

et al.(2012)은 음식물쓰레기 예방을 위한 접근 방식이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다고 비판하였다. Finnveden et al.(2013)은 폐기물 관리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정책도구의 효과가 이론적인 예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본다. 더

큰 정책 효과를 위해서는 정책수단을 조합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Bouma et al.(2019)은 다수의 정책 목표

가 존재하는 경우에 최소한 그 숫자에 해당하는 수단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인한다. 낮은 배출

량을 달성한 이후 이를 유지하는 것은 다른 정책 목표이며 추가적인 정책

도구가 필요하다. Goulder et al.(2008)에 따르면 오염 배출 문제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피구세 방식이 다른 수단에 비하여 우월하나 정보문제, 제도

적 제약, 기술의 파급 효과, 상호 작용 등으로 인하여 항상 충분한 정책 효

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많은 오염 문제의 경우 하나 이상의 시장

실패가 관련될 수 있으며, 이는 적어도 효율성 측면에서는 둘 이상의 도구

를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오염 요금, 배출량 거래 제도는 실패할 수 있다

(Gunningham & Sincalir, 1999). 이는 모니터링 문제(monitoring problem)

이다. 홍형득·조은설(2010)은 정책모니터링(policy monitoring)을 정책의 집

행과 결과 간의 관계를 기술하는 행위로 정책을 점검하는 활동으로 정의한

다. 정책도구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정책대상, 정책 효과, 인과관계

등에 대한 데이터 기반이 필요하다(오철호, 2017). 문제는 폐기물 분야는

행위자에 대한 비대칭 정보, 결과에 대한 불완전 정보, 정부의 역량 등으로

인하여 불확실성이 크고 데이터 기반을 갖추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Sharp

et al.(2010)는 폐기물 예방 활동은 그 결과를 시각적으로 관찰 할 수 없다

는 점, 배출량이 감소하여도 예방 활동의 결과가 아닐 수 있다는 점, 어떤

활동의 예방 효과가 우연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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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의 경우에 정부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관련 행태와 배출

량을 개별적으로 관찰할 수 없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적 요인,

심리적 요인, 행태, 가정의 저감 비용 등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다. 이처

럼 모니터링이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피구세 방식은 가

장 효율적인 선택지가 아닐 수 있다. 대신 다양한 도구를 혼합한(hybrid)

방식으로 정책수단을 설계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다(Goulder

et al., 2008). 여기에서는 행정단속, 주민신고, 감량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1) 행정단속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불법투기, 비규격 봉투 배출 등에 대해서 단속을 실

시하고 있다. Salamon(2002)의 정책도구 유형 분류에 의하면 쓰레기 문제

에 대한 행정단속은 안전, 건강, 복지 및 환경보전 등을 위해 행위를 제한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n)에 해당한다.

행정단속의 정책도구로서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단속과 처벌은 기

본적인 정책도구로서 이전부터 활용되어 왔고, 이를 위한 조직 및 규정 등

이 갖추어진 상태이므로 운영복잡성이 낮다. 단속과 처벌을 위해서는 조직

과 인력을 운영해야 하고, 음식물쓰레기의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광범위하

므로 상대적 비용이 높을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부적절한 행태를 보이

는 일부 주민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밀성이 높다. 직접적 규제는 정부

의 국민에 대한 개입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활용되어 온 방식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적응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속과 규제는 대상이 된 주민

이외에는 이를 인지하기 어려워 공적인 가시성은 낮은 방식이다. 실패가능

성 측면에서는 규제와 단속을 하는 것이 정부가 일을 하는 것으로 인식된

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속을 강화하는 시도가 실패할 가능성은 낮다. 행정

단속은 정부의 조직을 활용한 직접적인 활동으로서 개입성이 높고 시장의

존성은 낮은 활동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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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차원 정도

자원집약성
운영복잡성 저---*-----------고

상대적비용 저-----------*---고

정책대상집단 선정
대상정밀성 저-----------*---고

사용자적응성 저-----------*---고

정치적 위험
공적가시성 저-----------*---고

실패가능성 저---*-----------고

정부행위에 대한 제약
개입성 저-----------*---고

시장의존성 저---*-----------고

[표 2-14] 행정단속의 특성

기존연구에서는 종량제의 부작용 중 하나로 불법투기가 증가할 수 있다

고 지적한다(Fullerton & Kinnaman, 1996; 홍성훈, 2001; 김금수 &

Kelleher, 2004; Skumatz & Freeman, 2006). 단속은 법령 등에서 금지된

행위를 준수하도록 통제하는 것이다(이기춘, 2013).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행정단속은 불법투기, 규정 이외의 혼합배출 등 부적절한 행위를 감소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도구이다. 행정단속에 의해서 부적절한 배출

행위가 감소하는 만큼 합법적인 방식으로 쓰레기 배출이 이루어지므로 배

출량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연구가설 5. 행정단속 건수가 증가할수록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증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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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신고

기초자치단체들은 불법투기 등에 대한 주민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신고제도는 모든 대상에 대해 일일이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경

우에 국민들에게 규제 대상행위의 위반에 대해 보고하게 하는 것이다(임도

빈, 2009). 법적으로는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개입시켜 행정 목적을 달

성하려는 제도로 볼 수 있다(최우용, 2001).

Salamon(2002)의 정책도구 유형에 따르면 주민신고제도는 사회적 규제

방식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주민신고는 주민에 의한 적발과 보고, 정부

에 의한 처벌이 혼합되어 있다. 간접적 정책도구와 직접적 정책도구가 복

합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탓에 기존의 정책도구 유형론을 기준으로 이를 유

형화하기 어렵다(임도빈, 2009). 다만 정부 이외의 전달체계가 참여하는 경

우를 간접적인 정책도구로 유형화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간접적 방식의 사

회적 규제로 볼 수 있다.

주민신고제도의 정책도구로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신고 접수·처리·보상

방안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복잡성이 높은 방식이다. 기초자치단체 내

신고제도 운영을 위한 추가적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용이 높

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주민신고가 활발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

적인 비용은 중간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신고의 정확성은 주민 개인의 능

력에 의존한다. 가정 내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의 특성상 개인이 불법투기자

를 특정하여 신고를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대상정밀성은 낮다. 주민에 의

한 적발과 정부에 의한 처벌이라는 혼합된 방식은 행정단속 등 기존 방식

에 비하여 익숙한 방식이 아니다. 때문에 주민 적응성은 낮을 것이다. 공적

가시성은 주민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높을 수 있으나 현실에서 주민신고는

매우 적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높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주민신고에

대해서는 주민 간 갈등 조장, 신고꾼 문제, 정부의 일을 주민에게 전가한다

는 비판 등이 존재한다. 이로 인하여 시행이 어려울 수 있다. 불법적 행위

에 대한 대응 과정 중 적발을 주민의 참여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개

입성은 행정단속에 비하여 낮으며, 시장의존적인 방식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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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차원 정도

자원집약성
운영복잡성 저-----------*---고

상대적비용 저-------*-------고

정책대상집단 선정
대상정밀성 저---*-----------고

사용자적응성 저---*-----------고

정치적 위험
공적가시성 저---*-----------고

실패가능성 저-----------*---고

정부행위에 대한 제약
개입성 저-------*-------고

시장의존성 저---*-----------고

[표 2-15] 주민신고의 특성

주민신고는 불법투기 등 부적절한 폐기물 배출에 대해서 적용되는 정책

도구이다. 주민신고가 행정단속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면 이로 인하여 음식

물쓰레기 불법투기와 규정 이외의 혼합배출 등이 줄어들고 합법적인 배출

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김도윤·나태주(2015)는 신고포상금제

운영 여부, 1인당 신고건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1인당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

설을 제시한다.

연구가설 6. 주민신고 건수가 증가할수록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증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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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량 인센티브 제공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서 보

상(reward)을 제공하기도 한다. 종량제는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유인(negative incentive)을 활용

한다. 반면에 보상은 긍정적 유인(positive incentive)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서 비용(세금)을 부

과하는데 반하여 감량 인센티브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행동에 대해서

보조금(현금, 현물)을 지급한다. Salamon(2002)의 정책도구 유형 분류에 따

르면 보상제도는 행태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개인, 기업, 다른 정부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보조금(grant)으로 볼 수 있다.

분류 차원 정도

자원집약성
운영복잡성 저-----------*---고

상대적비용 저-------*-------고

정책대상집단 선정
대상정밀성 저-----------*---고

사용자적응성 저---*-----------고

정치적 위험
공적가시성 저-------*-------고

실패가능성 저---*-----------고

정부행위에 대한 제약
개입성 저-----------*---고

시장의존성 저-------*-------고

[표 2-16] 보상제도의 특성

감량 인센티브의 정책도구로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정책대상에게 보상

을 지급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 및 재원을 마련하고 성과를 측정·평가해야

하는 등 운영의 복잡성이 높다. 인센티브는 배출량 혹은 감량 성과에 대해

서 일정한 현금·현물을 지급한다. 하지만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기 보다는 부정기적으로 경진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여 실행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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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상액수가 이로 인한 비용 절감액의 10% 이상 30% 이하로 한정된다

는 점(한국환경공단, 2021)을 고려하면 상대적 비용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

기 어렵다. 이 방식은 성과가 우수한 대상에게 보상을 지급하기 때문에 대

상 선정의 정밀성이 높다. 과세에 비하여 보조금은 일반 주민에게는 생소

한 방식으로 사용자적응성은 낮을 수 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

등이 개최되고 홍보되지만 이에 참여하는 가정에만 알려질 가능성도 있다.

침해적 행정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은 낮다. 성과 평가, 인센

티브 지급, 행사 전반 운영 등에 정부가 개입하고 시장의존성은 낮다.

감량 인센티브 제공이 종량제와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여 폐기물 감량

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는 기존 연구들이 있다. Grabosky(1995)는 배출

자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과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은 서로 보완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Farzan et al.(2008)은 친사회적(pro-social) 행

동에 포인트를 부여하는 것이 새로운 사용자가 유입되기 전까지 기존 사용

자의 기여도를 높이는 촉진제의 역할을 한다고 제시하였다. 감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적용을 받던 주민들의 관

심을 환기시키고, 감량 행동을 촉진할 수 있다. Yau(2010)은 홍콩 민간주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재활용에 대한 보상을 지급할 경우에 가구당 재

활용 배출량이 늘어나고 이로 인하여 버려지는 폐기물의 양이 감소하였다

고 보고하였다. Dhanshyam & Srivastava(2021)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연구에서 플라스틱 배출에 대한 피구세와 재활용 보조금이 함께 활용될

때, 단일한 정책수단을 활용할 때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고 있는 맥락에서 감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함으로서 주민들의 친환경 의식을 높이고, 새로운 유

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서 다음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연구가설 7.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배출량은

감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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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 설계

제1절 연구모형과 변수

1. 분석단위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의사결정은 개인과 가정 수준에서 이루어지지만

정부는 정책수단을 통해서 이에 개입하게 된다. 한국에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정책 결정 주체는 1차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는 분석단위를 기초자치단체로 설정하였다.

지역 사회 수준의 연구는 해당 지역의 정책도구를 명시적으로 고려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집단 행동으로서 정책의 결과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유리하다(Allers & Hoeben, 2010). 반면 배출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 특성 중 일부를 관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데이터 제한으로 인하

여 지역의 특성을 모두 통제변수로 포함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

관찰되지 않은 변수와 모형의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가 있으면 추정에 편향

(biase)이 발생할 수 있다(Baltagi 2005). 음식물쓰레기의 경우에 문화, 지

리, 경제 등에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개인별로, 연도와 지역마

다 그 양상이 다를 수 있다(Cox et al., 2010).

이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를 관측대상으로 패

널데이터(panel data)를 구성하였다. 패널데이터는 분석과정에서 누락된 변

수(omitted variable)에 의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음식물쓰레기 관련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패널데이터

를 활용하고 있다(Dijkgraaf & Gradu, 2004; Allers & Hoeben, 2010;

Gellynck et al., 2011; 이민상, 조준택, 2013; 홍성훈, 2015; 이사빈, 2017;

최근호·엄태호, 2017). 이 연구에서 패널데이터를 구성한 기간은 2006년부

터 2020년까지 15개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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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형

연구가설

종량제 효과 연구가설 1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감소할 것이다.

효과성 변화 연구가설 2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감량 효과는 시행 기간

이 경과할수록 감소할 것이다.

종량제 변경

연구가설 3
음식물쓰레기 배출 가격이 인상될수록 음식물쓰

레기 배출량은 감소할 것이다.

연구가설 4
RFID 종량기기 보급률이 증가할수록 음식물쓰

레기 배출량은 감소할 것이다.

정책도구 조합

연구가설 5
행정단속 건수가 증가할수록 음식물쓰레기 배출

량은 증가할 것이다.

연구가설 6
주민신고 건수가 증가할수록 음식물쓰레기 배출

량은 증가할 것이다.

연구가설 7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배출량은 감소할 것이다.

[표 3-1] 연구가설

종류 변수명 변수 설명

종속변수 배출량 지역별 가정 음식물쓰레기 배출량(톤/1년)

독립변수

종량제 시행 여부 종량제 시행 여부(시행: 1, 미시행: 0)

시행 기간
미시행: 0, 1년차: 1, 2-4년차: 2, 5-7년차:

3, 8-10년차: 4, 11년 이상: 5

배출 가격 배출 가격(원/리터)

tools

RFID 종량기기 RFID 종량기기 사용 세대 비율(%)

행정단속 행정단속 건수

주민신고 주민신고 건수

인센티브 인센티브 지급(미실시: 0, 실시: 1)

[표 3-2] 연구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이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3가지 연구모

형을 구성하였다. [표 3-1]에서는 연구가설을, [표 3-2]에서는 이 연구에서

활용되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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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모형 1: 종량제 시행과 배출량 변화

[그림 3-1] 연구모형 1: 종량제의 효과에 관한 모형

연구모형 1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

다. [그림 3-1]에 제시된 연구모형의 종속변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고

독립변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여부이다. 이 연구에서는 종량제 시

행 여부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발생량에 관한 데이터는 정책도구 시행이 폐기물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 하는데 주요한 지표이다(Sharp et al., 2010). 음식물쓰레기 배출

량 변화를 통하여 종량제의 정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그림 3-1] 중 수

식의 Yit는 종속변수로서 가정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다. 이는 기초자치

단체별 1년간 발생한 음식물쓰레기의 양(톤/1년)이며 생활폐기물 중 혼합

배출된 음식물류폐기물과 분리배출된 것을 합산한 것이다.

종량제 시행 여부(payt)는 이 모형의 독립변수이며 시행한 연도는 1, 시

행하지 않은 연도는 0으로 표시된 명목변수이다. 종량제를 실시한 경우와

미실시한 경우의 배출량을 비교하여 종량제의 효과를 파악한다.

독립변수 이외에 배출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의 요인들은 Xkit에

통제변수로 포함된다. uit는 패널데이터 고정효과 회귀모형(fixed effect

OLS)을 이용해 분석함으로써 관측이 불가능한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포

함되었다. εit는 확률적 오차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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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형 2: 시간에 따른 종량제의 효과성 변화

연구모형 2는 시간에 따른 종량제의 효과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모형

이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기간을 미시행, 시행연도(1년차), 2-4년,

5-7년, 8-10년, 11년 이상으로 나누어 더미변수(age)로 모형에 포함한다.

각 시행시기의 배출량을 시행 이전과 비교하여 배출량 감량 정도(βn)를 파

악한다. 종량제의 효과성이 감소한다면 시행 이전에 비하여 1년차에 감량

정도가 가장 크고 2-4년차, 5-7년차, 8-10년차, 11년차로 갈수록 감량 정도

가 점차 작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3-2] 연구모형 2: 종량제 효과성 변화에 관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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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모형 3: 정책도구 변경으로 인한 배출량 변화

연구모형 3에서는 종량제의 변경(배출 가격, RFID 종량기기)과 다른 정

책도구와의 조합(행정단속, 주민신고, 인센티브)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이다. 이를 위해서 종량제 시행 기간(age)을 포함한 모형에 종량제의

변경 사항과 다른 정책도구에 관한 변수(tools)를 차례로 투입하였다. 종량

제의 변경과 다른 정책도구의 도입은 그 자체로 혹은 종량제와 상호작용하

여 배출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3-3] 연구모형 3: 정책도구의 효과에 관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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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종류 변수

통제변수

인구

가구

요인

인구(명)

인구밀도(명/km
2
)

세대별 인구수(명)

고령인구 비율(60대 이상, %)

보육대상인구 비율(11세 이하, %)

아파트 비율(%)

행정

재정

요인

폐기물처리예산비율(%)

재정자립도(%)

경제

산업

요인

지역내총생산(백만 원)

음식점, 주점 개수(개수)

[표 3-3] 연구모형의 통제변수

기존연구들은 음식물쓰레기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 인식, 가

정의 생활양식, 환경 및 상황 요인, 집단 행동 관점에서 제시한다. 이 연구

에서는 데이터의 특성, 분석의 함의와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인구 및

가구요인, 행정 및 재정요인, 경제 및 산업요인으로 재분류하였다.

인구 및 가구요인에는 해당 지역의 인구수, 인구밀도, 세대별 인구수, 고

령인구 비율, 보육대상인구 비율, 아파트 비율이 포함된다. 이 연구의 종속

변수는 각 지역의 연간 가정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다. 인구가 많거나 인

구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배출량이 높아 질 수 있으므로 인구와 인구밀도

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세대별 인구수는 1인 가구의 비중을 나타낸다. 세대별 인구수가 적은 지

역일수록 1인 가구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와 식품

소비 패턴이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외식과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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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는 빈도가 다인 가구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외식이 많

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다. 배달이 빈번한 경우에는 원

재료 손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줄어들지만 남은 음식의 처리 방법에 따

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령인구 비율과 보육대상인구 비율은 가정의 생활방식 및 상황을 나타

낸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식품 처리 및 관리 기술에 능숙하여 버

리는 음식이 줄어든다. 반면 어린이가 있는 경우에 음식물쓰레기를 피하는

것보다 식품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어 음식물쓰레기가 증가할 수 있다

(Aschemann-Witzel et al., 2015).

아파트 비율은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생활환경을 나타낸다. RFID 종량

기기가 보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단지별 종량제를 사용하는 아파트의 비중

이 높다. 단지별 종량제를 사용할 경우에 비용이 배출량에 직접 연동되지

않는데 이로 인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높아질 수 있다(이민상, 조준

택, 2013; 이사빈, 2017).

행정 및 재정요인에는 폐기물처리예산의 비중과 재정자립도가 포함된다.

이는 개인 및 가정의 폐기물 처리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요인으

로 볼 수 있다. 폐기물처리예산의 비중은 일반회계 세출 중 폐기물을 처리

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예산의 비중이며, 재정자립도는 기초자치단체의 재

정 확보 능력을 나타낸다. 폐기물처리예산의 비중이 높고 재정자립도가 높

은 경우에 청소 행정이 원활할 수 있고 이는 주민이 폐기물을 처리·배출하

기 용의하게 한다. 기존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편리성은 배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Blackmer et al., 2014). 한편으로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재정 능력

이 높으면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홍보, 교육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진

행할 여지가 있으며 이는 주민의 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Young et

al.(2017)은 소셜미디어, e-뉴스레터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관련 홍보, 교

육, 피드백에 노출된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배출량이 감소

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경제 및 산업요인에는 지역내총생산, 음식점 등 개수를 포함하였다. 지

역내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은 해당 지역 주민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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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수준을 나타낸다. Gellynck et al.(2011), 홍성훈(2015) 등에서 소득 수준

이 높아질수록 폐기물 배출량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반면에 Mazzanti

& Zoboli(2008)은 폐기물의 소득탄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보고하였

고 Aguilar-Virgen et al.(2013), Van der Werf et al.(2018)은 각각 멕시코

시티와 온타리오에 대한 연구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과 소득 간의 유의

한 관계가 없음을 제시하였다.

해당 지역의 음식점 및 주점의 개수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성

이 있다. 우선은 이 연구에서 활용하는 가정 음식물쓰레기 중 일부는 음식

점에서 발생한다. 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 현황 자료에서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을 조사할 때 소형 음식점에 발생하는 양을 포함하

기 때문이다. 음식점 등에서 배출량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지역별 등

록된 음식점 등 개수를 모형에 포함한다. 다음으로 음식점 개수가 많은 지

역은 관광 산업이 활발한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식품

소비 및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주민이 아닌 방문자들에 의해서 주도될 가능

성이 높다. 관광객의 식품 소비 패턴은 가정과 달리 보관을 염두에 두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상

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한편으로 음식점이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더 많은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수도 있다. Van der Werf et al.(2020)는 패스트푸드

점에 더 가까운 가정일수록 버리지 않아도 될 음식물쓰레기를 더 많이 배

출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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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변수의 측정

1. 관측대상 및 주요 데이터

연도 관측치 변동 사항

2006 232 세종시, 창원시, 청주시 결측치

2007 232

2008 232

2009 232

2010 230
마산시, 진해시, 창원시(구) 결측치

창원시 포함

2011 230 당진군 -> 당진시

2012 230
연기군 결측치

세종시 포함

2013 230 여주군 -> 여주시

2014 229
청원군, 청주시(구) 결측치

청주시 포함

2015 229

2016 229

2017 229 인천 남구 -> 미추홀구

2018 229

2019 229

2020 229

[표 3-4] 연도별 관측치의 변화

이 연구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수

집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및 기타 데이터를 분석한다. 연구 대상 기간 동

안 분석단위인 기초자치단체에 변동이 있고 데이터는 불균형 패널데이터

(unbalanced panel data)로 구성되었다. 전체 데이터의 관측치는 3451개이

다. 기초자치단체의 변경 사항은 [표 3-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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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관측대상은 235개이다. 하지만 각 연도별 기초자치단체의 변

동 상황을 반영하여 결측치를 제외한 관측치가 다를 수 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세종시, 통합 창원시, 통합 청주시에 관한 데이터가 결측되어

서 관측치가 232개로 구성되었다. 2010년부터는 마산, 창원(구), 진해 간 통

합을 반영하여 3곳이 결측되고 통합된 창원시에 대한 데이터가 추가되어

230개의 관측치로 구성된다. 2011년에 충청남도 당진군이 당진시로 승격하

였지만 데이터에서는 기존 기초자치단체가 존치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관측

치는 230개로 유지된다. 2012년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였고 연기군

등이 이에 편입되었다. 데이터 상에서는 연기군이 2012년부터 결측치로 처

리되었고 세종시가 추가되었다. 관측치는 230개이다. 경기도의 여주군은

2013년에 여주시로 승격하였다. 충청북도 청원군은 2014년에서 청주시에

통합되었다. 데이터에서는 청원군과 청주시(구)가 결측치로 처리되었고 통

합된 청주시가 추가되어서 관측치 229개로 구성되었다. 2017년 인천광역시

남구는 미추홀구로 지역명을 변경하여 이를 데이터에 반영하였다.

주요 데이터는 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 및 쓰레기 종량제 연보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이용한다. 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은 한국의 생활폐

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1년 단위 발생 및 처리현황을 행정구역별로 조사

한다. 1차 자료 작성은 시·군·구 생활폐기물관리자, 폐기물처리업소 담당자

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2차 자료 작성은 시·도 통계담당자가 수행한다. 현

장에서 작성된 자료를 최종적으로 한국환경공단 통계담당자가 취합 및 확

인한다. 이 자료에서 폐기물 발생량은 폐기물 처리방법별 처리시설로 반입

되는 양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쓰레기종량제 현황은 연보로 발간된다. 1차적으로 시·군·구 담당자가 작

성하고 시·도 통계 담당자가 취합하여 한국환경공단 통계 담당자에게 전달

한다. 여기에는 쓰레기 종량제 일반현황 및 종량제 물품 제작 및 판매 현

황, 수거방법 및 수거주기, 청소예산 관련 현황,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

소각 단속 실적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 필요한 자료는 국가통계포털, 공공

데이터포털, 지방재정 365,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하여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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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속변수의 측정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연간 기초자치단체의 가정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이며, 단위는 톤(ton)이다. 배출량은 폐기물 예방 지표 중 산출물 기반 지

표(output-based indicator)에 해당한다. 분석 대상이 되는 폐기물의 발생

특성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가 다르다. 산출물 기반 지표는

제품의 구매와 폐기물의 발생 간 시간이 짧은 경우에 유용한 지표로서 음

식물쓰레기 발생을 파악하는데 적절하다(Watson et al., 2013). Mazzanti &

Zoboli(2008)는 폐기물 감량을 위한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서 폐기물 배출량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자료에서는 각 기초자치단체의 가정과 소

규모 음식점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톤)을 제공한다. 이 중 음식

물쓰레기는 다른 쓰레기와 혼합하여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과 분리배출

되는 음식물류폐기물로 구성된다. 폐기물·재활용 통계 작성 매뉴얼에 따르

면 혼합배출 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양은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기초자치단체 폐기물 통계담당자가 시·군·구별로 주요 매립지 및 소각장

을 각 1곳씩 선정한다. 선정된 매립장 및 소각장으로 반입된 차량 중 주택

가에서 수거한 생활쓰레기 운반차량을 3대 선정하여 차량에 실린 폐기물을

별도로 하역 후 종류별로 분류한다. 분류된 종류별 폐기물을 각각 측정하

여 비율 산정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절별로 1회씩 총 4회 조사하여 이를

평균 생활폐기물 종류별 평균 비율을 산정한다.

이 연구에서는 각 기초자치단체의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총량을 혼합배출 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양과 분리배출 되는 음식물류폐기

물의 양을 합계하여 파악한다.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자료에서는

2019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톤/1일 단위로 제시하였으나 2020년부터

톤/1년으로 제시하고 있다. 분석모형에 포함된 다른 변수들이 1년 단위로

측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속변수를 기초자치단체에서 1년 동안 발생

하는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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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립변수의 측정

1)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여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여부는 더미변수로서 미시행과 시행으로 구

성된다. 시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해당 기초자치단체 담당자에게 종량제 시행 시기를 문의하여 조사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담당자가 최근에 교체되는 등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시행 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2005년에 실시한 음식물쓰레

기 분리배출과 종량제 시행이 혼동될 수 있다.

둘째, 조례를 검토하여 연혁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는 주민에게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법적근거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서

조례에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 요금에 대해서 정한 시기부터를 종량제

시행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종량제 시행 전에도 정액제 요금을 부과

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요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정해

놓은 기초자치단체가 있어 이를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활용한 방법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종량제 기

기(봉투, 납부필증 등)을 판매하기 시작한 시기를 종량제 시행 시기로 판단

하는 방법이다. 쓰레기 종량제 현황 자료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물품 판매

현황을 제공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별로 음식물전용봉투, 납부필증 판매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서는 음

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1리터, 2리터, 3리터, 5리터, 10리터로 제작하되

기초자치단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용량을 조정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10리터 이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이 판매된 시기

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시기로 판단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서 시범사업 등으로 소량 판매 기록이 있기 때문에 종량제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판매량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는 등록인구 참고하여 판매량 기준을 설정하였다. 2020년 기초자치단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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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구가 최소인 지역은 울릉군으로 9,336명이다. 1인당 연간 5장의 봉투

혹은 납부필증을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10리터 이하 음식물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등이 50,000개 이상 판매한 때를 해당 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종량

제 시행 연도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검토하였을 때 2020년까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파악된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정

부 홈페이지, 지역 신문 등에서 시행 여부를 재확인하였다. 종량제 시행에

관한 지방정부의 보도자료 등이 존재하고 판매량이 연간 30,000장을 넘는

경우에 보도자료에 명시된 연도부터 음식물종량제를 시행한 지역으로 분류

하였다. 종량제 시행 여부는 명목변수로서 종량제 시행 전을 0으로 하고

종량제 시행 연도 및 이후 연도를 1로 표시한다.

2)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기간

종량제 시행 기간은 종량제를 시행한 이후 경과된 시간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종량제를 시행하는 기간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어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더미변수는 종량제 시행 이전(0)을 기준으로 하여 도입 1년 차

(1), 2년 차부터 4년 차(2), 5년 차부터 7년 차(3), 8년 차부터 10년 차(4),

11년 차 이상(5)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종량제 시행 이후 음식

물쓰레기 배출량을 시행 이전의 배출량을 비교할 수 있게되어 종량제의 효

과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각 기간별 종량제의 효과성을 비교함으로써

효과성이 시간 경과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시행 이전 교육과 홍보 등으로 시행 당해 연도

에 그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 기간을 일정한 구

간으로 파악할 때 시행 당해의 높은 효과로 인하여 같은 구간에 포함된 기

간의 효과가 왜곡되어 파악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음식물쓰레

기 시행 당해 연도를 다른 연도와 분리하여 더미변수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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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식물쓰레기 배출 가격

음식물쓰레기 배출 가격은 음식물쓰레기 1단위(1리터)를 버릴 때 지불해

야 하는 비용이다. 이는 쓰레기 종량제 현황 자료에서 제공하는 각 용량별

판매가격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기초자치단체별로 판매하는 종량제 봉투,

납부필증의 최소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1리터를 기준으로 표준화하였다. 1

리터 용량을 판매할 경우에는 이것을 배출 가격으로 보았다. 1리터를 초과

하는 용량이 최소 판매 단위일 경우에는 해당 판매 가격을 용량으로 나누

어 가격을 파악하였다. 봉투와 납부필증을 사용하지 않고 RFID 종량기기

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게를 단위로 비용을 부과하게 되는데 1kg당 배출

비용을 가격으로 파악하였다.

4) RFID 종량기기 사용 세대 비율

RFID 음식물 종량기기를 사용하는 세대의 비율은 아파트 등 각 지역의

공동주택 세대수 대비 RFID 종량기기를 사용한 세대수를 의미한다. 전체

가구가 아닌 아파트 세대를 기준으로 산출한 이유는 단지별 종량제를 가구

별 종량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RFID 종량기기를 도입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지역별 RFID 종량기기 사용 세대수는 정보공개청구

를 통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확보하였다. 지역별 아파트 세대수는 주택총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주택총조사에서는 2015년 이후에는 매년 아파

트 세대수를 제공하지만 이전에는 5년 단위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

에 따라서 2006, 2007, 2008, 2009년 지역별 아파트 세대수는 2005년과

2010년 데이터를 토대로 추정하였고 2011, 2012, 2013, 2014년은 2010년과

2015년 데이터를 토대로 추정하였다.



- 92 -

5) 행정단속 및 주민신고 건수

행정단속 건수는 쓰레기 종량제 현황 자료에서 제공한다. 이 변수는 쓰

레기·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비규격봉투에 의한 투기, 불법소각, 행락지에서

쓰레기 방치, 운전장비를 이용한 쓰레기 투기, 사업장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에 대해서 해당 지방정부의 공무원이 단속한 건수이다.

주민신고는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 주민이 발견하고 지방정부

에 처리·처벌을 요청한 것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는 행정단속 되는

행위와 동일하다. 쓰레기 종량제 현황 자료에서는 주민신고 현황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6) 인센티브 지급

인센티브 지급은 더미변수로 구성되었다.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각 연도

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보상을 지급하는 활동을 시행한 경우에 인

센티브를 지급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쓰레기 종량제 현황 자료에서는 폐기물 감량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운

영에 관한 데이터를 수록하고 있다. 여기에는 조례에 인센티브제를 규정하

였는지 여부와 당해 연도에 실시한 유인 제공을 위한 활동 등이 수록된다.

이 연구에서는 각 연도에 실시한 유인 제공 활동 중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보상, 포상, 해택 등을 지급한 경우를 1로 표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를 0으로 표시하였다.



- 93 -

4. 통제변수의 측정

1) 인구 및 가구요인

통제변수 중 인구 및 가구요인에 포함된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측정 및

산출하였다.

해당 지역의 인구(명)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자료에서 제공하

는 인구수에 해당한다. 이 자료에서는 인구수를 내국인등록자 수와 외국인

등록자 수를 합계하여 파악한다. 2021년 폐기물·재활용 통계작성 매뉴얼에

따르면 내국인등록자 수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구

역 및 인구 총괄 현황에 수록된 인구이며, 외국인등록자 수는 법무부 출입

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수록된 등록외국인수이다.

인구밀도(명/km2)는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자료의 인구수와 지

역별 면적을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이 자료에 수록된 지역별 면적은 행정

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총괄 현황에서 제시한 자료를 출

처로 삼는다.

세대별 인구수(명/세대)를 산출하기 위해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

황 자료에서 제공하는 인구 및 세대수를 활용하여 등록인구수를 세대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세대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

구 총괄 현황의 세대수와 일치한다.

고령인구 비율(%)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현황 활용하여 (65세 이

상 인구수 ÷ 전체인구수) × 100으로 계산하였다.

보육대상인구 비율(%)도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현황 활용하여

(0-11세 인구수 ÷ 전체인구수) × 100으로 계산하였다.

아파트 비율(%)은 주택총조사의 주택 세대수와 아파트 세대수를 이용하

여 (아파트 세대수 ÷ 전체 주택 세대수) × 100으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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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 및 재정요인

폐기물처리예산 비율(%)은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각 기

초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전국폐기물발

생 및 처리 현황 자료에서는 당해 생활폐기물 예산 집행 내역을 제공한다.

이는 시설설치비와 수집·운반 등 처리비로 구성된다. 이 연구에서 폐기물

처리예산은 이중 수집·운반 등 처리비로서 인건비, 차량운반비, 장비구입비,

위탁처리비, 시설관리운영비, 기타 등을 포함한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의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이다.

행정안전부는 재정자립도를 세입과목 개편 전, 후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다.

이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이 세외수

입에서 제외)으로 인한 것이다. 이 연구의 시점을 고려하여 세입과목 개편

전 재정자립도를 사용하였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행정시로서

재정자립도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서 두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와 같은 수준으로 보았다.

3) 경제 및 산업요인

각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내총생산(백만 원)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지역

내총생산(시장가격)을 이용하였다. 지역내총생산은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

지역 내에서 새로이 창출된 최종생산물가치의 합으로서 지역별 GDP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국민경제상의 지역경제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

며 지역경제 상호간의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음식점, 주점 개수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활용

하여 파악하였다. 이 자료에는 조사기준일의 국내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한

(또는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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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분석방법

이 연구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효과와 효과성 변화를 분석하고 종량

제의 변경 및 보완적 정책도구 도입이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기초자치단체를 관측대상으로 하여 2006년부터 2020년

까지 15년 동안의 패널데이터를 구성하였다.

패널데이터는 동일한 조사 대상 개체(예: 개인, 가구, 기업, 국가)들로부

터 여러 시점에 걸쳐 반복적으로 수집한 자료로서 동일한 개체에 대해 횡

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가 통합된 형태를 가진다. 패널데이터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Hsiao & Cheng, 2007). 첫째, 패널데이터는 한 기간의 횡단면

데이터 또는 단수의 관측대상을 가진 시계열 데이터보다 더 많은 자유도와

더 많은 표본 변동성을 포함하여 보다 정확한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누락된 변수(omitted variables)의 영향을 통제할 수 있다. 실증 분석에서

특정 효과를 찾거나 찾지 못하는 이유는 포함된 설명변수와 상관관계가 있

는 특정 변수의 효과를 무시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패널데이터는 시계

열 분석이나 횡단면 분석에서는 불가능한 개별특성효과(individual effect)

와 시간특성효과(time effect)를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셋째, 시간에

따른 관계를 발견하기 용의하다.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한 추정 방식은 현

재 변수와 지연 변수(lagged variable)가 매우 공선적일 가능성이 높다. 때

문에 임의의 가정에 의존해야 한다. 이에 반하여 패널데이터를 사용하면

현재 변수와 지연 변수 간의 공선성을 줄일 수 있고 개인에 대한 관찰을

다른 개인에 대한 데이터로 보완하여 개인의 행동에 대한 보다 정확하게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패널데이터를 분석하여 종량제의 효과

성 변화 등을 추정하고자 패널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한다. 다음은 패널회귀

모형 중 합동자료모형(pooled OLS),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OLS), 확률

효과모형(random effect OLS)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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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동자료 회귀모형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회귀분석방법은 합동자료 회귀모형, 고정효과 회귀

모형, 임의효과 회귀모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합동자료 회귀모형

(pooled OLS, 단순회귀모형, 통합회귀모형)은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표현

할 수 있다.

  

i = 1, 2, 3,...,n / t = 1, 2, 3,...,T

i 는 패널그룹, t는 시간에 대한 하첨자

합동자료 회귀모형은 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관측대상의 관찰되지 않은

요인(unobserved factor)이 없다고 보며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계수를 추

정한다.

가정 1)   
, for all i, t /    

가정 2)     

가정 3) αi = α, βi = β

합동자료모형에서는 관찰되지 않은 요인이 없기 때문에 오차항(ϵ)은 확

률오차항(stochastic error term)으로 이 항에는 무작위적인(random) 요소

만 포함된다(구자라티, 2013). 때문에 모든 관측대상에서 오차의 분산은 동

일(homoskedasticity, 동분산성)하다는 가정 1)이 성립한다. 가정 2)는 오차

항과 설명변수 간의 관계가 외생적이라는 가정(exogenity assumption)이다.

이는 오차항이 설명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설명변수와 결과변수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가정 3)은 모든 패널그룹4)에서

서로 같은 상수항과 기울기 모수를 가진다는 것이다. 앞선 가정이 성립하

4) 같은 관측대상을 각기 다른 연도별로 측정하여 구성된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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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 합동자료모형의 계수에 대한 추정량은 효율적인(efficient) 일치

추정량(consistent estimator)이 된다(민인식, 2018).

합동자료 회귀모형은 관찰되지 않는 요인이 없다는 조건 하에서 각 변

수의 계수를 편의 없이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관찰되지 않은

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며, 이것이 결과변수, 설명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추정량은 왜곡될 수 있다. 분석모형에서   
(동분산성)이 아

닌   
 (이분산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추정량의 분산이 증가하게

되고 합동자료 회귀모형의 추정량은 효율적이지 못하게 된다(민인식,

2018).

2. 고정효과 회귀모형

분석모형에서 이분산성이 존재하게 되는 것은 관측대상의 이질성

(heterogenity)이 존재하며 이것의 영향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관측

대상의 이질성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하나는 관측대상 간 차이

이다. 예를 들어 관악구와 영월군은 소속되어 있는 광역자치단체, 면적 등

이 다르며 이러한 차이는 결과변수의 차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음으로

시간에 따른 차이다. 2006년 관악구와 2020년 관악구는 같은 지역이지만

각 연도에 나타나는 특성이 다를 수 있다. 패널데이터를 분석할 때 관측대

상의 이질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고정효과 회귀모형(fixed effect OLS)과 확

률효과 회귀모형(random effect OLS)을 활용할 수 있다. 두 방식은 관측대

상 집단을 여러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관찰하는 패널데이터의 특징을 활

용하여 이질성을 통제한다.

이를 위해서 합동효과 회귀모형의 오차항 ϵit를 관측대상 간 차이를 나

타내는 ui와 무작위적인 오차항인 eit로 분리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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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는 두 가지를 포함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는 관측대상의 특성이다. 관

측대상의 특성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다(individual time-invariant

variable). 다음으로 시간에 따른 특성이다. 시간 특성은 동일한 시간대의

모든 관측대상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time individual-invariant

variable). 예를 들어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유행의 특

성은 다르다. 하지만 이로 인한 영향은 당시 관악구와 영월군 모두에게 적

용된다. 모형에서 관측대상 간 특성 차이만을 고려하여 통제하는 경우를

일원(one-way)모형, 시간의 특성까지 고려하여 통제하는 경우는 이원

(two-way)모형이라고 한다.

고정효과 회귀모형에서는 관측대상의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을 대상별,

시간별 더미변수를 활용하거나(LSDV: least square dummy variable) 평균

을 제거하는 방법(within)으로 통제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관찰되지 않

은 요인을 통제하여 합동자료모형을 사용할 경우에 추정량이 왜곡되는 상

황에서도 일치추정량을 도출할 수 있다. 하지만 고정효과 회귀모형에서는

시간불변 효과는 모두 ui에 포함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은

변수의 추정계수는 얻을 수 없는 단점이 있다(민인식, 2018).

3. 확률효과 회귀모형

고정효과 회귀모형에서는 관찰되지 않은 관측대상의 특성을 확률변수가

아닌 상수로 가정한다. 반면에 확률효과 회귀모형(random effect OLS)은

관측대상의 이질성인 ui를 확률변수로 가정한다. 이 모형에서 추정량이 일

치추정량이 되기 위해서는 설명변수와 관측대상의 이질성 간 내생성에 관

한 가정인     가 성립하여야 한다. 즉, 관찰되지 않은 특성이

설명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설명변수의 결과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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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효과모형은 관찰되지 않은 관측대상의 특성을 제거하거나, 더미변수

로 통제하기 때문에 설명변수와 오차항 간 내생성이 있는 경우에도 일치추

정량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확률효과모형은 그렇지 않다. 대신 내생성이

없다는 가정을 만족하고 확률효과모형을 사용하면 고정효과모형과는 달리

시간에 따라 불변하는 설명변수에 대한 추정계수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고정효과 모형에 비하여 자유도 손실이 적어 더 많은 표본 수

와 변수 정보를 사용할 수 있어 더 효율적인 추정량이 된다(민인식, 2018).

4. 분석 방법의 선택

이 연구에서는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설

명변수의 영향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합동자료모형, 고정효과모

형, 확률효과모형을 비교하여 적절한 분석방법을 선택한다.

관찰되지 않는 특성이 존재함에도 이것이 모형에서 고려하지 않으면 이

분산성이 문제가 된다. 이 경우에 합동자료모형으로 해당 데이터를 분석하

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이분산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행연구(이성근 외, 2005; 정은애 외, 2015; 이강택 외, 2018)를 참고하여

Breusch-Pagan 검정을 실시한다. 이 방법은 귀무가설로 이분산성이 없음

을 제시한다. 귀무가설이 기각되면 해당 데이터에 이분산성이 있다고 판단

하고 분석 방법으로 고정효과모형 혹은 확률효과모형을 선택한다.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은 관찰되지 않은 특성에 대한 가정에 차

이가 있으며, 이를 통제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로 인하여 모형의 장단점이

존재한다. 두 방식의 선택은 설명변수와 오차항 간 내생성 존재 여부로 판

단한다. 이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Hausman 검정이 활용된다. 이 검정 방법

은     (설명변수와 오차항 간 내생성이 없음)를 귀무가설로 제

시한다. 귀무가설이 기각될 경우에 내생성이 존재하므로 고정효과모형을,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 경우에 확률효과모형을 선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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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통계분석

제1절 기술통계

1. 종속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 중 하나는 기초자치단체별 가정의 연간 음식물쓰레

기 배출량이다. [표 4-1]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음식물쓰레기 평균 배출

량, 표준편차, 중앙값, 최소·최대값을 제시하고 있다.

연도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최소값 최대값

2006 17,243 17,837 11,278 474 89,900

2007 19,903 20,316 12,465 219 115,559

2008 20,856 21,697 11,716 548 132,532

2009 19,503 20,296 11,698 657 99,462

2010 18,698 20,224 10,840 657 98,331

2011 18,489 19,841 10,439 110 98,878

2012 18,490 19,851 11,333 110 95,922

2013 17,675 18,776 9,727 146 85,994

2014 19,424 20,521 10,804 146 101,652

2015 22,695 24,485 12,994 912 134,612

2016 23,381 24,560 15,148 584 139,722

2017 23,487 24,814 15,294 986 135,890

2018 23,734 24,752 16,242 986 136,546

2019 23,001 23,735 15,002 766 134,977

2020 22,503 23,321 14,564 538 121,667

[표 4-1] 기초자치단체의 가정 음식물쓰레기 배출량(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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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의 연간 평균 배출량이 가장 적은 시기는 2006년으로 1년

동안 평균 17,243톤의 음식물쓰레기가 각 지역의 가정에서 발생하였다. 이

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증가하다가 2010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이

발표된 이후에는 감소세가 나타난다. 2013년에 17,675톤까지 배출량이 감소

하였다. 종량제 도입이 발표된 이후 이를 시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증가하

면서 나타난 변화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발생량은 2014년부터 점차 증가하

여 2018년 23,734톤에 이르렀고 2020년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1년 동안 평

균 22,503톤의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였다. 종량제 시행 지역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배출량이 회복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이 정책도구의

효과가 저하되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연도별 배출량의 평균값과 중앙값을 비교하면 평균값이 더 크게 나타나

는데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배출량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 존재하고 있

음을 의미한다. 음식물쓰레기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배출량의 차이가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표준편차와 최소값, 최대값에서도 확인할 수 있

다. 기초자치단체의 연도별 배출량의 표준편차는 17,873-24,814 사이에 분

포하고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별로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20년을 기준으로 배출량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 수원시로 해당 지

역에서는 연간 121,667톤가량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한다. 가장 낮은 지역

은 경상북도 봉화군이며 연간 538톤가량이 배출되었다. 이 차이는 기초자

치단체별 폐기물 대응 정책의 효과만으로 야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

라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정책도구의 효과를 분석할 때는 인구구성, 경제

요인, 거주 형태 등 지역 특징에 관한 요인들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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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종량제 봉투 혹은 납부필증을 50,000개 이

상 판매한 때를 종량제를 시행한 시기로 판단하였다. 이 기준으로 2020년

까지 미시행으로 나타난 지역은 2차 자료를 이용하여 시행 여부를 확인하

였다. 2010년 음식물쓰레기 종합대책에서는 2010년 2월 당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 곳을 96개로 파악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방식으

로 추산하면 2009년까지 10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책 자료와 차이가 근소하여 해당 방식을 사용하는 것

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연도 미시행 시행

2006 149 83

2007 143 89

2008 134 98

2009 128 104

2010 89 141

2011 74 156

2012 57 173

2013 37 193

2014 28 201

2015 24 205

2016 23 206

2017 21 208

2018 20 209

2019 17 212

2020 16 213

[표 4-2] 연도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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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에 의하면 2006년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던 기초

자치단체는 83곳이다. 한국에서는 2005년부터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를 분리배출을 시행 하였는데 이와 함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시행한 기

초자치단체들로 짐작할 수 있다. 2006년을 제외하고 2010년부터 2014년까

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 지역이 크게 증가한다. 2010년은 37곳

에서 시행을 하였으며 2011년에는 15곳에서 추가로 종량제를 시행하였다.

2012년도에는 17곳, 2013년에는 20곳, 2014년에는 8곳이 추가되었다. 2020

년에는 시행지역은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213곳으로 파악된다.

강

원

경

기

경

남

경

북

광

주

대

구

대

전

부

산

서

울

세

종

울

산

인

천

전

남

전

북

제

주

충

남

충

북

2006 6 27 4 8 0 1 0 0 18 0 1 6 4 1 0 6 1

2007 7 28 5 8 0 1 0 0 18 0 1 6 6 1 0 6 2

2008 9 29 5 9 0 2 0 0 18 0 1 7 7 1 1 7 2

2009 9 29 5 10 0 3 0 0 18 0 1 7 9 2 1 8 2

2010 10 29 6 10 5 8 1 15 18 0 5 7 13 2 1 8 3

2011 12 29 9 10 5 8 5 16 18 0 5 9 13 3 1 9 4

2012 12 29 13 18 5 8 5 16 19 1 5 9 16 3 1 9 4

2013 15 30 16 18 5 8 5 16 24 1 5 10 16 5 2 11 6

2014 16 30 16 19 5 8 5 16 25 1 5 10 17 8 2 11 7

2015 16 30 17 19 5 8 5 16 25 1 5 10 18 10 2 11 7

2016 16 30 17 20 5 8 5 16 25 1 5 10 18 10 2 11 7

2017 18 30 17 20 5 8 5 16 25 1 5 10 18 10 2 11 7

2018 18 30 18 20 5 8 5 16 25 1 5 10 18 10 2 11 7

2019 18 31 18 21 5 8 5 16 25 1 5 10 19 10 2 11 7

2020 18 31 18 21 5 8 5 16 25 1 5 10 20 10 2 11 7

[표 4-3] 광역자치단체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 현황

[표 4-3]에서는 광역지자차별 종량제 도입 현황을 제시하였다. 광역시

지역의 경우에 서울을 제외하고 2010-2013년에 소속된 기초자치단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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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을 완료하였다. 이 연구에서 종량제 시행 여

부를 판단한 기준에 의하면 서울은 2014년 영등포구를 마지막으로 전 지역

에서 종량제를 실시한다. 이는 서울특별시에서 제시한 자료와 차이가 있다.

해당 자료에서는 2014년 서초구가 소속된 기초자치단체 중 마지막으로 종

량제를 시행하였다고 제시하였다. 하지만 쓰레기 종량제 현황 자료를 확인

해보면 서초구는 2013년부터 음식물전용봉투, 용기, 납부필증 등의 판매기

록이 존재하는 반면에 영등포구는 2013년에 판매기록이 존재하지 않고

2014년부터 판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광역도 지역의 경우에는 제주도가 2013년, 강원도가 2017년, 경상남도가

2018년, 경기도가 2019년에 전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완료

하였다. 광역시와 광역도 간 도입 양상의 차이는 2010년 음식물쓰레기 줄

이기 종합 대책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시행 중인 144개 시·구를 종

량제 우선 도입 대상으로 지정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인구 및 인구밀도, 거

주 환경 등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연도 미시행 1년차 2-4년 5-7년 8-10년 11년 이상 합계

2006 149 83 0 0 0 0 232

2007 143 8 81 0 0 0 232

2008 134 11 87 0 0 0 232

2009 128 8 96 0 0 0 232

2010 89 39 21 81 0 0 230

2011 74 16 53 87 0 0 230

2012 57 18 59 96 0 0 230

2013 37 21 70 21 81 0 230

2014 28 8 52 54 87 0 229

2015 24 4 45 60 96 0 229

2016 23 1 32 71 21 81 229

2017 21 2 13 52 54 87 229

2018 20 1 7 45 60 96 229

2019 17 3 4 32 71 102 229

2020 16 1 6 13 51 142 229

[표 4-4] 연도별 종량제 시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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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배출 가격

(평균)

RFID보급률

(평균)

행정단속

(평균)

주민신고

(평균)

보상제도

(개수)

2006 9.81 0 376 156 11

2007 10.53 0 1665 171 11

2008 11.56 0 1698 283 11

2009 11.92 0 1632 132 15

2010 19.67 0 1497 118 19

2011 21.69 1.49 1417 112 26

2012 24.27 3.38 1021 102 32

2013 28.44 10.56 1053 109 35

2014 29.75 14.98 1096 134 42

2015 35.33 18.28 1122 114 43

2016 37.35 21.11 1306 99 45

2017 41.07 23.69 2196 122 47

2018 41.53 26.2 1420 142 54

2019 42.18 28.23 1458 167 57

2020 44.36 30.01 1438 250 55

[표 4-5] 배출 가격, RFID, 행정단속, 주민신고, 보상제도 도입

음식물쓰레기 평균 단위당 배출 가격은 2006년 9.81원에서 꾸준히 증가

하여 2020년에는 이보다 34.55원 증가한 44.36원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여

전히 낮은 수준이다. 기존연구들에서 종량제 배출 가격 인상 효과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이는 애초 가격이 낮은 수준이어서 인상을 한 경우에도

주민에게 체감되는 수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환경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저감과 처리비용 현실화를 위해서 비용 인

상과 누진적 요금제를 시행할 것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음식물쓰레기 배출

비용 인상은 세금 인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간헐적이

고 점진적으로 요금을 인상한다. 배출 요금은 2009년에 비하여 2010년에

약 65%가 인상되어 인상폭이 가장 크다. 2010년은 종량제를 추가로 시행

한 지역이 37곳으로 가장 많은 연도이다. 기초자치단체들이 종량제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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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음식물쓰레기 배출 가격을 인상하고 이것이 평균 가격에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 중 RFID 종량기기 사용 가구 비중은 2011년부터 꾸준히 증가

해오고 있다. RFID 종량기기 사용은 2010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

책에서 부터 권장되었으나 당시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

하는 정도였다. 환경부는 RFID 방식 보급을 위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82개 지자체에 13,280백만 원을 지원하였다(이정임·이영현, 2014). 이

기간 동안 사용 가구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

이 연구에서는 RFID 종량기기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다는

점에 고려하여 아파트 세대수 대비 RFID 종량기기 세대를 변수로 사용한

다. 하지만 이 비율이 100%를 넘는 경우가 관찰된다. 아파트 외 다세대 주

택 등에 해당 기기가 보급되었을 수 있고 아파트 한 세대에 2개 이상의 배

출자 정보가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2020년 기준으로 보급률이 가

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로 약 114%를 기록하였다. 금천구는

2011년 서울에서 최초로 RFID 설치 시작한 지역이다. 그 다음은 부산광역

시 강서구로 약 107%를 기록하였다.

행정단속 건수는 2007년에 크게 증가한다. 2006년에 비하여 폐기물 배출

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음식물쓰

레기 분리배출이 본격적으로 각 지역에서 시행되면서 이를 관리하는 과정

에서 단속 건수가 증가하였을 것이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2007년에 폐기물

총량제가 도입되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의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버

리는 지방자치단체들은 매년 반입할 쓰레기 총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할 때

는 과징금을 물어야 하였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도권 지방정부

에서 폐기물 배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을 것이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가 공식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2010년부터는 행정단속 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종량제 확산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고

이와 더불어 단속 대상 행위도 감소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주민신고 건수는 행정단속 건수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주민신고

의 활용 정도가 낮은 것은 신고를 위한 증거 수집이 어렵고, 증거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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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후에도 책임을 묻기 곤란하고, 사유지인 경우에 개입하기 어려운 한

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한 기초자치단체는 2008년까

지 11개에 불과하였지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 기간인 2010년에는 19

개, 2011년에는 26개, 2012년에는 32개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20년에

는 5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였

다. 감량 인센티브 활용이 2010년 이후 활발한 것은 몇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음식물쓰레기 관리에 있어 종량제 방식이 도입되면서 감량

행동에 대한 보상이 용의해졌기 때문이다. 종량제 방식 하에서는 종량제

봉투·납부필증, 수거용기, 비용할인 등 다양한 형태로 보상을 지급하는 것

이 가능하다. 둘째, RFID 종량기기의 보급이다. 보상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서 주민의 배출 행태를 관찰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전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RFID 종량기기가 보급된 이후에는 주민별로 배출량이 서버에 기

록되기 때문에 운영이 한층 수월해졌다. 실제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음식

물쓰레기 감량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활동은 RFID 종량기기가 설치된 공

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셋째,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침해적인 활동이 아

니고 시설 및 기기 설치, 시범사업 등에 비하여 저렴한 예산으로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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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연도 인구
인구

밀도

세대당

인구

고령인구

비율

보육인구

비율

아파트

비율

2006 213,037 4,047 2.64 13.62 12.79 31.52

2007 214,510 4,049 2.57 14.38 12.34 31.97

2008 216,758 4,056 2.54 14.88 11.83 32.77

2009 216,027 3,946 2.5 15.31 11.33 33.61

2010 221,589 4,063 2.45 15.72 10.82 33.81

2011 223,767 4,123 2.44 16.08 10.5 34.42

2012 224,374 4,099 2.43 16.67 10.17 35.25

2013 224,143 4,004 2.4 17.2 9.91 35.89

2014 227,581 4,072 2.39 17.75 9.74 36.52

2015 229,161 4,062 2.38 18.22 9.61 36.94

2016 232,108 4,006 2.43 18.66 9.46 37.11

2017 231,112 3,972 2.32 19.42 9.28 37.76

2018 231,865 3,955 2.28 20.08 9.03 38.75

2019 231,837 3,927 2.23 20.96 8.67 39.65

2020 231,189 3,891 2.17 21.53 8.32 40

[표 4-6] 인구 및 가구요인 기술통계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등록인구는 2006년 213,037명에서 2020년 231,189

명으로 약 8.52% 증가하였다. 2020년에는 2019년에 비하여 평균 등록인구

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외국인 출입 등이 제한된 영향으

로 판단된다. 2020년에 인구가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경기도 수원시로

1,221,913명이고 가장 작은 지역은 경상북도 울릉군으로 9,336명이다.

세대당 인구는 2006년 2.64명에서 2020년 2.17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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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0년 세대당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인천광역시 옹진군으로 세대당 인구는 1.72명이었다. 도시 지역의

경우에 부산광역시 중구는 1.82명, 서울특별시 관악구는 1.86명이 한 세대

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은 노인 1인 가구가 많을 것으

로 예상되며 도시 지역에서는 젊은 세대가 1인 가구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

된다. 세대당 인구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과천시로 2.71명이었다.

고령인구비율은 2006년 13.62%에서 2020년 21.53%로 증가하였다. 우리

나라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빠른 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도자

료5)에서는 우리나라 OECD 37개국 중 가장 빠르며 2026년경에 초고령 사

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2020년에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

역은 전라북도 전주시로 41.52%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로 8.23%이다.

보육인구 비율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06년

인구대비 11세 이하 보육인구비율은 12.79%였던데 반하여 2020년에는

8.32%으로 감소하였다. 2020년에 보육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

북도 군위군으로 3.64%이고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로

16.98%이다.

주택 중 아파트 비중은 2006년 31.41%에서 2020년 40%로 증가하였다.

아파트는 한국의 주요 주거 형태로 볼 수 있다. 2020년 아파트 비율이 가

장 높은 지역은 충청남도 계룡시로 89.9%를 기록하였다. 가장 낮은 지역은

전라남도 신안군으로 0.09%이다.

5) 한국경제연구원, 한국 연평균 저출산·고령화 속도 OECD 37개국 중 가장 빨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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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폐기물예산비율(%) 재정자립도(%)

2006 3.84 28.91

2007 3.52 27.95

2008 3.36 28.3

2009 2.69 28.7

2010 2.88 28.15

2011 3.01 27.98

2012 3.07 27.49

2013 2.83 26.8

2014 2.88 26.29

2015 2.83 25.82

2016 2.85 26.73

2017 2.87 27.63

2018 2.81 27.12

2019 2.6 26.47

2020 5.18 25.01

[표 4-7] 행정 및 재정요인 기술통계

기초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지출 중 폐기물의 수거와 처리 등을 위한 비

용의 비중은 2-6% 정도로 나타난다. 2020년에는 5.18%로 15개 연도 중 가

장 높게 나타난다. 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이 증가하였

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0년 기준으로 폐기물 처리 예산의 비중이 낮은 지

역들은 충청남도 금산군 등이며 가장 높은 곳은 인천광역시 중구로 약

5.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25-2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전라남도 신안군

으로 6.6%이고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로 6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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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음식점/주점

(개수)

지역총생산

(백만원)

2006 2,487 4,226,886

2007 2,488 4,567,215

2008 2,487 4,839,749

2009 2,502 5,029,692

2010 2,549 5,671,634

2011 2,640 5,971,894

2012 2,717 6,199,574

2013 2,764 6,445,972

2014 2,842 6,728,022

2015 2,869 7,252,595

2016 2,948 7,613,863

2017 3,021 8,036,458

2018 3,096 8,307,982

2019 3,176 8,416,687

2020 3,098 8,454,336

[표 4-8] 경제 및 산업요인 기술통계

각 지역의 음식점 및 주점의 평균 개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6

년에 비하여 약 25% 증가하였다. 다만 2019년에 비하여 2020년에 약 2.5%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폐업이 증가한 영향이다. 2020년 음

식점, 주점의 개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상남도 창원시로 17,236개가 등록

되어있다. 이외에도 경기도 수원시, 충북 청주시, 경기 성남시, 서울 강남

구, 경기 고양시, 제주 제주시 등이 10,000개 이상 점포가 등록되었다. 가장

적은 지역은 경상북도 울릉군으로 243개가 등록되어 있다.

지역총생산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6년에

비하여 2020년에는 100% 이상 증가하였다. 2020년 지역총생산이 가장 높

은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이며 다음으로 서울 강남구와 중구이다. 가장 낮

은 지역은 경상북도 울릉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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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분석모형의 검토

1. 설명변수의 독립성

이 연구는 종량제의 효과 및 효과성 변화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패널데

이터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회귀분석 과정에서 설명변수로 다

수의 변수가 사용되는데 이 변수들 사이에 강한 선형관계가 있을 경우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발생한다.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경우에 회

귀모형의 유의성이 확인되어도 개별 변수에 대한 회귀계수가 유의하게 나

타나지 않거나 상식에 반하는 부호를 가지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기준으로

다중공선성 존재 여부를 판단한다. 각 설명변수의 분산팽창계수는 해당 변

수에 대해 나머지 설명변수를 선형 회귀시켜 얻은 R2를 이용하여 1/(1-R2)

로 계산된다. R
2
가 커질수록 해당 설명변수와 다른 설명변수들과 상관관계

가 커지고 다중공선성의 가능성도 증가하게 된다.

[표 4-9]에 해당 결과를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분산팽창계수가 10을

초과하면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곽기영, 2019).

연구모형에 포함된 설명변수들을 확인한 결과는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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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VIF

독립변수

종량제 시행 기간 1.36-2.32

배출 가격 2.97

RFID 세대 비율 1.48

행정단속 건수 1.30

주민신고 건수 1.09

보상 도입 1.39

통제변수

인구 4.99

인구밀도 2.43

세대별 인구수 1.47

고령인구 비율 4.60

보육대상인구 비율 4.25

아파트 비율 3.46

폐기물처리예산비율 1.03

재정자립도 3.51

지역내총생산 4.04

음식점, 주점 개수 5.10

[표 4-9] 설명변수의 분산팽창계수



- 114 -

2. 분석모형의 선정

이 연구는 기초자치단체를 관측대상으로 하여 2006년부터 2020년까지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종량제 실시 등 설명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패널데이터를 이

용한 회귀분석 방법은 합동자료 회귀모형, 고정효과 회귀모형, 확률효과 회

귀모형으로 나눌 수 있다. 편의가 없는 추정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세 가

지 모형을 비교하여 적절한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는 세 가지 회귀모형을 비교하기 위해서 Breusch-Pagan 검정, Hausman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 내용 검정 방법 모형1 모형2 모형3

이분산성

Breusch

Pagan

Test

BP = 750.22

df = 25

p-value < 0.01

BP = 758.94

df = 29

p-value < 0.01

각 정책도구 변수

포함

p-value < 0.01

고정효과

vs

확률효과

Hausman

Test

chisq = 361.01

df = 9

p-value < 0.01

chisq = 223.77

df = 14

p-value < 0.01

각 정책도구 변수

포함

p-value < 0.01

검정결과 고정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표 4-10] 분석모형 비교

이 연구에서는 종량제 효과, 효과성 변화, 각 정책도구의 효과를 확인하

기 위한 모형을 달리 설정하고 있으므로 세 가지 경우를 나누어 분석모형

에 관한 검정을 실시하였다. Breusch-Pagan 검정은 분석모형에 이분산성

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이분산성이 존재할 경우에 합동자료모형을 사용

하기에 부적절하다. 이 검정의 귀무가설은 이분산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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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정 결과는 모든 모형에서 p값이 0.01 보다 작아 귀무가설이 기각되었

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특성 등 관찰되지 않은 변수가 존재하며 이로 인

하여 추정 결과가 왜곡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관찰되지 않은 특성이 변수

로서 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이는 오차항에 포함된다. 이로 인하여

추정량의 분산이 증가하게 되고 합동자료 회귀모형의 추정량은 효율적이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서 이 연구의 데이터를 합동효과 회귀모형으로 분

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관찰되지 않은 대상의 특성을 모형에서 통제하는 방법에는 고정효과 회

귀모형과 확률효과 회귀모형이 있다. 확률효과 회귀모형은 관찰되지 않은

지역의 특성, 시계열의 영향과 설명변수 간 내생성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사용할 수 있다. Hausman 검정은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 검정 방

법은 내생성이 없음을 귀무가설로 제시한다. 검정 결과는 세 가지 모형 모

두에서 p값이 0.1보다 작은 결과가 제시되어 귀무가설을 기각하였다. 이는

모든 모형에서 관찰되지 않은 특성에 관한 오차항과 설명변수 간에 상관관

계가 존재하여 고정효과 회귀모형을 사용하여 설명변수의 계수를 추정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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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모형의 적합성과 설명력

모형의 적합성은 설명변수의 회귀계수가 모두 0이라는 귀무가설을 검정

한다. 모형의 설명력은 종속변수의 변화를 모형에 포함되어 있는 독립변수

가 설명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검토 모형1 모형2 모형3

적합성

F: 84.55

3191 DF

p-value < 0.01

F: 62.37

3187 DF

p-value < 0.01

각 정책도구 변수 포함할 때

F값의 p-value < 0.01

설명력
R
2
: 0.226

Adj.R
2
: 0.163

R
2
: 0.227

Adj.R
2
: 0.163

가격 Adj.R
2
: 0.179

RFID Adj.R
2
: 0.167

단속 Adj.R2: 0.176

신고 Adj.R2: 0.168

인센티브 Adj.R
2
: 0.164

[표 4-11] 연구모형의 적합성과 설명력

모형 1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여부가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

을 검토한다.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F값은 84.55, p값는 0.01보다 작아

서 모든 설명변수의 회귀계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모형의 설

명력을 나타내는 R 제곱은 0.226, 수정된 R 제곱은 0.163으로 제시되었다.

모형 2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종량제 시행 기간에 따라서 어떻

게 변화하는 검토하였다. F값은 62.37, p값은 0.01보다 작아서 적합한 모형

으로 판단된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 제곱은 0.227이고 수정된 R

제곱은 0.163이다.

모형 3에서는 각 정책도구 변수를 포함하는 경우에 음식물쓰레기 배출

량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검토하였다. 각 정책도구 변수를 포함할 경

우에 제시된 F값에 대한 p값은 0.01 보다 작아서 적합한 모형이라고 판단

된다. 각 모형의 설명력은 0.164 - 0.179 사이로 도출되어 정책도구 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모형 2에 비하여 다소 개선된 설명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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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가설 검증 및 논의

1.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효과

종속변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톤)

변수 계수 표준오차 t값

시행 여부 -2116.66*** 300.24 -7.05

인구 0.05*** 0.01 8.02

인구밀도 0.27 0.21 1.27

세대당인구 -1295.57*** 275.86 -4.7

고령인구 -36.18 27.93 -1.3

보육인구 -394.29*** 144.19 -2.73

아파트 73.95** 30.9 2.39

재정자립도 68.10*** 22.27 3.06

폐기물처리예산 14.44** 7.12 2.03

음식점·주점 4.08*** 0.44 9.18

지역내총생산 0.00* 0 1.84

관측치 3451

[표 4-12] 모형 1. 배출량에 대한 종량제의 효과

연구가설 1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면 음식물쓰레기 배출

량이 줄어들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검정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종량

제를 시행한 연도(0)와 시행하지 않은 연도(1)를 비교하였다. 이 결과는

[표 4-12]에서 제시하였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 연도의 배출량은

시행하지 않은 연도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다. 종량제를 시행한 연도에는

미시행 연도에 비하여 해당 지역의 연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연간 약

2116.66톤 낮게 나타났다(β=-2116.66, p<0.01). 따라서 연구가설 1은 채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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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이 결과는 종량제의 배출량 감량 효과를 제시한 기존연구들(Bauer

& Miranda, 1996; Skumatz & Freeman, 2006; Gellynck et al., 2011; 이상

용 외, 2015; 홍성훈, 2015; Priefer et al., 2016)을 지지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면 기존에 비하여 비용 부과 방식과 배출

가격이 변경된다. 정액제와 무료일 때는 일정한 기간에 대해서 일정한 금

액을 부과한다. 반면 종량제에서는 배출 행위 혹은 배출량에 대해서 비용

을 부과하게 된다. 즉, 기간별 요금제(혹은 무료)에서 단위별 요금제로 변

경되는 것이다. 비용 부과 방식 전환으로 인하여 배출 가격도 인상된다. 무

료, 정액제 방식은 배출량 한 단위에 대한 비용(한계비용, marginal cost)이

0이다. 이에 비하여 종량제는 배출량 한 단위에 대한 비용이 책정되고 이

는 가격 인상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이 연구에서 확인된 종량제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는 비용 부과 방

식의 전환과 배출 비용의 인상으로 인한 효과로 판단할 수 있다. 음식물쓰

레기 배출량에 대해서 수거료가 부과되고 이 비용이 기존보다 높아짐에 따

라 배출량과 비용 간 연계성이 강화되고 주민은 이를 의식하여 음식물쓰레

기 배출량을 줄이게 되었을 것이다.

한편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 과정 중에 음식물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 감량의 필요성, 감량 방법에 대한 교육 등이 선행되

고 이로 인한 배출량 감소 효과가 일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폐기물

문제에 대한 개인의 인식 개선과 정보 전달, 교육의 중요성은 기존연구에

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Barr et al., 2001; Cox et al., 2010;

Bortoleto et al., 2012; Quested & Johnso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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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에 따른 종량제 효과성 변화

연구가설 2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효과가 도입 이후 감소할 것

으로 제시하였다. [표 4-13]은 종량제 시행 기간을 더미변수로 포함한 모형

2를 분석한 결과이다. 종량제 시행 기간은 미시행, 1년차, 2-4년차, 5-7년

차, 8-10년차, 11년차 이상으로 구분하고 종량제 시행 이전의 배출량과 각

기간의 배출량을 비교하였다. 종량제를 시행한지 11년 이상된 경우를 제외

하고 나머지 기간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시행 이전에 비하여 유의하

게 낮다. 감량 효과의 정도는 기간이 경과할수록 감소한다. 따라서 연구가

설 2는 채택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의 효과성 감소한다고 주장한 기존연구(이정임·이영현, 2014; 박미옥, 2015)

를 지지한다.

분석결과를 상세히 보자면 종량제 시행 이전에 비하여 종량제 시행연도

(1년차)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2300.21톤(p<0.01) 감소하였다. 2-4년차

에는 종량제 시행 이전에 비하여 1665.12톤 감소(p<0.01)하였는데 이는 1년

차에 비하여 배출량 감량 효과가 약 635톤 감소한 것이다. 5-7년차에는 종

량제 시행 이전에 비하여 1562.97톤 감소(p<0.01)하는데 이는 2-4년차에 비

하여 약 102톤 감량 효과가 감소한 것이다. 8-10년차에는 종량제 시행 이

전에 비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1106.04톤 감소(p<0.1)하였고 이는 5-7

년차에 비하여 약 457톤 감량 효과가 줄어든 결과이다. 종량제를 도입한

후 11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때는 종량제 시행 이전과 비교하여 배출량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계수는 음수로 제시가 되는데 이는

지역에 따라서 종량제의 효과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곳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곳도 많아서 효과성 정도를 통계적으로 판단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각 기간의 계수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감량 효과로 보고 시행 기간에

따른 변화 양상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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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톤)

변수 계수 표준오차 t값

시행

기간

1년 -2300.21*** 421.52 -5.46

2-4년 -1665.12*** 373.49 -4.46

5-7년 -1562.97*** 486.74 -3.21

8-10년 -1106.04* 615.77 -1.8

11년이상 -958.81 795.24 -1.21

인구 0.05*** 0.01 8.01

인구밀도 0.31 0.21 1.42

세대당인구 -1287.30*** 276.29 -4.66

고령인구 -34.95 27.93 -1.25

보육인구 -379.51*** 144.55 -2.63

아파트 68.15** 31.08 2.19

재정자립도 68.32*** 22.46 3.04

폐기물처리예산 14.87** 7.12 2.09

음식점·주점 3.99*** 0.45 8.92

지역내총생산 0.00* 0 1.86

[표 4-13] 모형 2. 시간에 따른 종량제 효과성 변화

[그림 4-1] 시행 기간에 따른 종량제의 배출량 감량 효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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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톤)

변수 계수 표준오차 t값

시행 여부 -2028.50*** 302.41 -6.71

시행×기간(연속) 141.19** 60.57 2.33

인구 0.04*** 0.01 7.92

인구밀도 0.32 0.21 1.47

세대당인구 -1283.89*** 275.71 -4.66

고령인구 -35.62 27.91 -1.28

보육인구 -363.59** 144.69 -2.51

아파트 64.02** 31.17 2.05

재정자립도 72.02*** 22.32 3.23

폐기물처리예산 14.58** 7.11 2.05

음식점·주점 3.98*** 0.45 8.91

지역내총생산 0.00* 0 1.81

[표 4-14] 시행 기간(연속)에 따른 배출량 변화

[표 4-14]에서는 종량제 시행 여부와 종량제 시행 기간(연속변수)을 포

함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종량제 시행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β=-2028.50, p<0.01). 다만 시행 기간이 경과할수록 배출량이

증가하는데 1년 경과할 때 마다 141.91톤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난다(β=141.19, p<0.05). 이 결과에서도 종량제 시행 이후 기간이 경과할

수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감량 효과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종량제 이후 다음과 같은 변화는 정책도구의 효과성 감소를 유발하였을

것이다. 우선 원래 생활방식으로의 회귀이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초

기에는 비용 부과 방식이 전환되고 수거 비용이 인상되면서 주민은 배출량

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였을 것이다. 이는 그 동안 유지하여 왔던 생활양

식을 변경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변경된 생활양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구 구성, 소비 패턴, 식생활, 습관 등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고 이는 상

당한 노력과 비용을 요구한다. 종량제 시행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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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생활양식을 유지하지 못하는 가구가 증가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은 종량제 시행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소비, 식생활 등을 영위하고 남

은 음식물과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였을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원

래 생활양식으로 돌아가는 가구들은 더욱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음식

물쓰레기 배출량은 종량제 실시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였을 것이다.

다음은 실질 비용으로 인한 것이다. 종량제 실시로 배출 비용 부과 방식

이 변경되었지만 실제 배출 비용은 이전에 비하여 크게 변화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종량제 실

시하였어도 변경된 생활양식을 유지할 유인이 낮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비용을 대략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2020년

기초자치단체들의 평균 음식물쓰레기 배출 가격은 약 45원이다. 2020년 1

인당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연간 약 96kg이다. 2020년 평균 배출 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한 1인당 비용은 약 4,320원이다. 3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1년 동안 음식물쓰레기는 288kg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수거 비용은 12,960

원이다. 종량제가 아닌 정액제를 실시하고 매달 음식물쓰레기 수거료로 1

가구당 1,000원을 부과하였을 때 연간 비용은 12,000원이다. 종량제를 실시

하고 있음에도 연간 비용 부담 수준은 정액제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2020년 서울특별시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 수거료는 리터당 100원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 이외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는 대부분

이보다 낮은 수준이며 지역에 따라서는 종량제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월

1,000원의 정액제보다 낮은 수준의 수거료를 청구하는 지역도 존재한다.

즉, 상당수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비용 측면에서 종량제 이후 변경된 생활방

식을 유지할 유인이 부족한 것이다.

교육과 홍보 등 정책대상집단의 친환경적 동기 등을 조성할 수 있는 활

동이 감소한 영향일 수 있다. 종량제 시행의 효과는 비용 부과 방식 전환,

가격 인상과 교육 및 홍보 등의 효과가 결합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종량

제의 효과가 이와 같이 구성된다면 시행 후 기간 경과에 따라서 효과성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 이후 교육 및 홍보 등의

감소로 인해 비용에 대한 인식, 동기, 의지 등이 약화되었고 그 결과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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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효과가 줄어든 것이다. 시차적 접근에서는 정책결정자와 정책대상집단

의 관심과 지지가 변화하는 것을 정책의 효과성 변화의 원인 중 하나로 제

시한다(정준금, 2002; .김상봉·강주현, 2008).

한편 종량제의 효과성 저하는 금전적 수단을 통해 친환경적 행동(음식

물쓰레기 예방과 저감)을 유도하려는 방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현상일 수

있다. 동기구축이론(motivation crowding theory)에 따르면 금전적 유인으

로 유발된 환경 친화적인 행동은 일반적으로 인센티브가 있는 동안에만 지

속되며 유인 제공이 중단될 경우에는 약화될 수 있다(Frey & Jegen, 2001;

Stöckli et al. 2018). 폐기물 예방 및 감축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숨겨

진 행동으로 내재된 동기에 의해서 유발된다. 일부 주민은 종량제 등 금전

적 수단을 도입하기 이전부터 내재적 동기에 의해서 스스로 폐기물을 줄이

도록 노력하였다. 금전적 수단을 활용하게 되면 자발적 동기가 없었던 개

인의 행동을 촉발하는 동시에 기존에 스스로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타적이고 내재적 동기를 구축(crowd-out)할 수 있다(Cecere et al., 2014;

Qiao et al., 2017). 이정석 외(2017)은 경제적 유인을 통해서 개인이 지속적

으로 친환경적 행동을 하도록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렵다고 지적

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 예방과 감량을 정책 목표로 하

지만 실질적으로 비용을 지불한 만큼 버릴 수 있는 제도로 작동한다. 이러

한 간극으로 인하여 종량제 법규에 대한 순응(버린 만큼 비용 지불)이 실

질적 순응(음식물쓰레기 예방 및 저감)을 담보하지 못할 수 있다. 기존연구

들은 친환경적 행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수단 이외에도 내재적

인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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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량제 변경의 효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도입 이후 각 지방정부에서는 초기 상태를 유지

하기 보다는 배출 가격 인상, RFID 종량기기 도입 등을 통해서 변경된다.

연구가설 3, 4에서는 종량제의 변경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였다.

1) 음식물쓰레기 배출 가격

종속변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톤)

변수 계수 표준오차 t값

시행

기간

1년 -777.83* 451.16 -1.72

2-4년 -155.88 419.59 -0.37

5-7년 67.85 470.46 0.14

8-10년 358.14 577.84 0.62

11년이상 1364.26* 753.48 1.81

배출 가격 -52.95*** 6.95 -7.62

인구 0.04*** 0.01 7.47

인구밀도 0.06 0.22 0.28

세대당인구 -1244.00*** 273.44 -4.55

고령인구 -11.22 27.85 -0.4

보육인구 -239.67* 144.11 -1.66

아파트 75.96** 30.83 2.46

재정자립도 15.38 23.42 0.66

폐기물처리예산 12.66* 7.06 1.79

음식점·주점 4.24*** 0.45 9.53

지역내총생산 0.00** 0 2.48

[표 4-15] 모형 3-1. 배출 가격의 효과

연구가설 3은 배출 가격이 인상될수록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표 4-15]는 종량제 시행 기간을 포함한 모형에 배출

가격 변수를 추가하고 이 변수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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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한 것이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 배출 가격을 인상하여 배

출량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β=-52.95, p<0.01). 이에 따라서 연구가설 3은

채택되었다. Allers & Hoeben(2010), Gellynck et al.(2011), 홍성훈(2015),

Briguglio(2021) 등의 연구에서는 비용 인상이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

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연구가설 3의 검정 결과는 이를 지지한다.

이 모형에서 종량제의 시행 효과는 배출 가격 변수를 포함하기 전(표

4-12)과 비교하여 각 기간별로 상당히 감소한다. 종량제의 효과는 가격 책

정 방식의 전환과 가격 인상으로 인한 배출량 감소 효과를 포함한다. 연구

모형 3-1에서는 배출 가격 변수를 모형에 포함하여 이 중 가격 인상의 효

과를 분리해냈기 때문에 종량제 시행 효과가 감소한 것이다.

종속변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톤)

변수 계수 표준오차 t값

시행 여부 -689.58* 387.35 -1.78

시행×가격 -53.71*** 7.48 -7.18

인구 0.04*** 0.01 7.55

인구밀도 0 0.22 0.01

세대당인구 -1234.17*** 273.7 -4.51

고령인구 -11.47 27.91 -0.41

보육인구 -272.24* 143.95 -1.89

아파트 86.88*** 30.69 2.83

재정자립도 10.43 23.48 0.44

폐기물처리예산 12.08* 7.07 1.71

음식점·주점 4.38*** 0.44 9.89

지역내총생산 0.00** 0 2.49

[표 4-16] 배출 가격의 종량제 조절효과

[표 4-16]에서는 종량제 시행의 효과에 대한 배출 가격의 조절효과를 제

시하였다. 시행 여부와 배출 가격 간 상호작용항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유의한 음의 효과를 가진다(β=-53.71, p<0.01). 조절효과를 고려할 때 종량

제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는 (β1 + β2×가격)이다. 이 결과에 의하면 종

량제를 시행할 때에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종량제의 배출량 감량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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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기존연구에 의하면 비용에 대한 인식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는 강력

한 동기로 작동한다(Cox et al., 2010). Neff et al.(2015)는 비용 절감이 음

식물쓰레기 줄이려는 동기로서 환경 보전 동기보다 높은 순위에 위치한다

고 밝히고 있다. 반면에 이사빈(2017)은 배출 가격 인상과 배출량 간의 관

계가 없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시계열 연구로서 가격의 영향에 추

정하기 위한 주요 변수가 통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호·엄태호

(2017)도 배출 가격과 배출량 간 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주민

부담률을 대리변수로 사용한 한계가 있다.

종량제를 시행 이후에는 폐기물에 대한 수거 비용이 배출량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이론적으로 종량제 시행 하에서 배출 가격 인상은 배출 저감을

유인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 연구

의 분석 결과에서 제시된 효과는 가격 인상 1원당 발생하는 것이다. 현실

에서는 수거 비용이 10원 단위로 인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로 인한 배

출량 감량 효과는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음식물쓰레기 수거

비용 인상이 세금 인상으로 인식된다는 점, 주민 부담이 증가하는 우려가

있다는 점, 인근 지방정부의 수거료 수준과 비교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배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공감대를 얻기 어려우며 부정기적으로

인상되고 경직적인 가격이 나타난다.

배출 가격 인상 후 배출량이 감소한 경우에도 이 효과를 전적으로 가격

인상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앞에서 제시한 이유들로 인하여 수거

료 인상을 위해서는 그 전에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공론 및 공지 기간을 거

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한 교육, 홍보, 계도 활동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주민의 친환경적인 동기와 태도에 영

향을 미치고 배출량과 비용에 관한 인식을 강화한다. 연구의 분석모형에서

는 인식 등으로 인한 영향을 통제하지 못하였으므로 배출 가격 인상의 효

과 중 일부는 이로 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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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FID 종량기기 보급

연구가설 4는 RFID 종량기기 보급률이 증가할수록 음식물쓰레기 배출

량이 감소할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모형 3-2에서는 종

량제 시행 여부와 함께 RFID 종량기기 보급률을 모형에 투입하였다. [표

4-17]에서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RFID 종량기기 보급률이 증가할수록 배

출량은 유의하게 감소하여(β=-17.19, p<0.01) 연구가설 4는 채택되었다.

종속변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톤)

변수 계수 표준오차 t값

시행

기간

1년 -2097.39*** 416.49 -5.04

2-4년 -1493.66*** 379.39 -3.94

5-7년 -1118.56** 440.68 -2.54

8-10년 -739.39 558.33 -1.32

11년이상 87.61 734.29 0.12

RFID 보급률 -17.19*** 4.81 -3.57

인구 0.04*** 0.01 7.93

인구밀도 0.23 0.22 1.09

세대당인구 -1317.93*** 275.31 -4.79

고령인구 -29.13 27.92 -1.04

보육인구 -313.30** 144.94 -2.16

아파트 72.69** 31.09 2.34

재정자립도 59.29*** 22.65 2.62

폐기물처리예산 14.21** 7.11 2

음식점·주점 4.00*** 0.45 8.95

지역내총생산 0.00* 0 1.96

[표 4-17] 모형 3-2. RFID 종량기기 보급의 효과

[표 4-18]에서는 종량제 시행과 RFID 종량기기 보급 간 조절효과를 검

토하였다. 시행 여부와 RFID 종량기기 보급률 간 상호작용은 음식물쓰레

기 배출량에 대해서 유의한 음의 효과를 가진다(β=-14.98, p<0.01). 조절효

과를 고려한 종량제의 쓰레기 감량 효과는 (β1 + β2×RFID 보급률)이다.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종량제를 시행한 후 RFID 종량기기 보급률이 증가

할수록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가 강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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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톤)

변수 계수 표준오차 t값

시행 여부 -2091.56*** 301.27 -6.94

시행×RFID -14.98*** 4.78 -3.13

인구 0.04*** 0.01 7.96

인구밀도 0.19 0.22 0.87

세대당인구 -1309.68*** 275.55 -4.75

고령인구 -31.04 27.95 -1.11

보육인구 -349.85** 144.7 -2.42

아파트 82.42*** 30.98 2.66

재정자립도 58.36*** 22.45 2.6

폐기물처리예산 13.66* 7.11 1.92

음식점·주점 4.14*** 0.44 9.31

지역내총생산 0.00* 0 1.94

[표 4-18] RFID 종량기기 보급의 종량제 조절효과

RFID 종량기기 도입이 어떻게 감량 효과를 유발하는지에 대해서 논의

가 필요하다. RFID 종량기기 도입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배출량

계량 단위를 리터에서 kg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둘째, 주로 아파트 등 공

동주택에 도입되어 거주 단지별 종량제를 개별 종량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Dijkgraaf & Gradus(2004), Gellynck et al.(2011)은 배출량을 부피보다

무게로 측정할 때 비용과 더 밀접하게 연관되며 이는 배출량을 줄이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상용 외(2015)는 RFID를 이용하여 무게

를 측정하는 종량제가 칩을 이용하여 부피 및 빈도를 단위로 사용하는 종

량제 방식에 비하여 높은 감량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에 반하여 최근호·엄태호(2017)는 기존에 칩, 봉투 방식을 이용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RFID 종량기기를 도입하여 무게를 측정하는 방식으

로 변경하여도 배출량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사빈

(2017)은 단지별 종량제에서 세대별 종량제로 전환된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DID(Difference In Difference) 방법으로 배출량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

과는 RFID 종량기기 도입하여 세대별 종량제로 전환된 아파트에서 음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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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배출량이 더 적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RFID 종량기기 도입의 효과가 개별

종량제로 전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우선 RFID 종량기기를 도입하

기 이전에도 상당수의 아파트에서 공동용기에 배출된 쓰레기의 무게를 측

정하여 배출 요금을 부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과도하게 배출한다는 지적이 있다. 다음으로 비용을 1/n로 각 가

정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인하여 아파트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높다는

연구(이민상·조준택, 2013)가 있다. 또한 제 3의 설명요인을 엄밀한 방식으

로 통제한 연구(이사빈, 2017)가 RFID 종량기기 도입의 효과를 개별 종량

제 전환 효과로 파악하고 있다.

배출 가격 변수를 모형에 포함할 때는 그렇지 않은 모형에 비하여 각

기간별 종량제의 효과성이 크게 달라진다. 반면 RFID 종량기기 변수를 포

함할 때는 그렇지 않은 모형과 비교하여 종량제 효과성의 변화가 상대적으

로 작다. RFID 종량기기 도입이 종량제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가격 변

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RFID 종량기기 도입은 대부분 지역의 공동주택에서 이루어지며 그 효과의

범위도 공동주택 거주민으로 한정된다. 반면에 배출 가격 인상의 효과는

해당 지역의 전체 주민에게 적용된다. 다음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는

RFID 종량기기를 도입한 아파트 거주민에게 나타나지만 지역의 배출량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희석될 수 있다. 다음으

로 수거 비용과 RFID 종량기기 보급 간 연관 관계 때문이다. RFID 종량

기기 도입하여 가구별 종량제로 전환하여도 배출 가격이 낮은 수준이면 전

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임에도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적

절히 하였던 가구들은 개별 종량제로 전환되면서 도리어 배출 비용이 낮아

질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RFID 종량기기 보급 효과가 기대한 것

보다 낮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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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도구 조합으로 인한 효과

각 지역에서는 폐기물 관리를 위해서 행정단속, 주민신고, 인센티브 등

종량제 이외에 정책도구를 활용한다. 연구가설 5-7에서는 종량제 이외 정

책도구들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였다.

1) 행정단속

연구가설 5에서는 행정단속 건수가 증가할수록 음식물쓰레기가 증가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표 4-19]에서 제시된 분석결과에서 행정단속 건수가

증가할수록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유의하게 증가하여 연구가설 5는 채택

되었다(β=0.13, p<0.01).

종속변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톤)

변수 계수 표준오차 t값

시행

기간

1년 -2117.45*** 414.09 -5.11

2-4년 -1597.66*** 376.82 -4.24

5-7년 -1318.98*** 435.25 -3.03

8-10년 -972.65* 550.67 -1.77

11년이상 -288.42 724.1 -0.4

행정단속 0.13*** 0.02 6.79

인구 0.05*** 0.01 8.24

인구밀도 0.3 0.21 1.4

세대당인구 -1307.59*** 273.87 -4.77

고령인구 -34.43 27.72 -1.24

보육인구 -366.54** 143.4 -2.56

아파트 68.35** 30.85 2.22

재정자립도 65.56*** 22.33 2.94

폐기물처리예산 15.23** 7.07 2.16

음식점·주점 3.99*** 0.44 8.96

지역내총생산 0 0 1.24

[표 4-19] 모형 3-3. 행정단속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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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에 대한 행정단속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음식물쓰레기는 정상적인 방법 이외에 불법

투기, 비규격 봉투 배출, 혼합배출 등을 통해서 처리될 수 있다. 음식물쓰

레기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배출될 경우에 그 양을 집계하기 어려워 연간

발생량에서 누락된다. 행정단속이 강화되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되는

음식물쓰레기 중 일부가 전체 배출량에 더 정확히 반영된다. 이로 인하여

행정단속 건수가 증가할수록 배출량이 증가할 수 있다.

종속변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톤)

변수 계수 표준오차 t값

시행 여부 -2012.50*** 301.32 -6.68

행정단속 0.19*** 0.04 5.37

시행×단속 -0.08** 0.04 -2.15

인구 0.04*** 0.01 7.74

인구밀도 0.27 0.21 1.29

세대당인구 -1256.93*** 274.59 -4.58

고령인구 -34.54 27.72 -1.25

보육인구 -357.30** 143.99 -2.48

아파트 72.17** 30.77 2.35

재정자립도 61.15*** 22.14 2.76

폐기물처리예산 14.59** 7.06 2.07

음식점·주점 4.18*** 0.44 9.44

지역내총생산 0.00* 0 1.71

[표 4-20] 행정단속의 종량제 조절효과

[표 4-20]에서는 종량제에 대한 행정단속의 조절효과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분석결과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행정단속이 증

가할수록 배출량이 증가하는 관계를 관찰할 수 있다(β=0.19, p<0.01). 다만

종량제 시행 여부와 행정단속의 상호작용항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유의

한 음의 효과를 가진다(β=-0.08, p<0.01). 이는 행정단속으로 인하여 음식

물쓰레기 종량제의 효과가 강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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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단속의 종량제에 대한 조절효과는 단속 활동에 수반되는 계도와 교

육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단속은 불법투기, 비규격 봉투 배출 등

에 대한 처벌 이외에도 올바른 배출 방식 등에 대한 교육 등 정보 전달 기

능을 하게 된다. 이는 직접 교육, 전단지 부착,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은 음식물쓰레기에 포함되는 것을

선정해야 하고, 물기를 제거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와 관

련된 구체적인 지식이 전달된다면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 Quested &

Johnson(2012)는 음식물쓰레기 예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전달함으로써 이를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행정단속의 조절효과는 약하게 나타나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폐기물에 대한 행정단속은 종량제와 정책 목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정책 목표는 배출량 저감

인데 반하여 행정단속의 목표는 부적절한 배출 행태의 감소이다. 때문에

행정단속 활동과 종량제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약하게 나타나게 된다. 다

음으로 행정단속에 수반되는 홍보 등 정보전달 활동이 실제로 활발히 이루

어지지 않을 수 있다. 행정단속을 강화하여도 종량제에 대한 인식이 개선

되거나 정책순응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가 전달되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행정단속과 종량제 간 시너지 효과는 작게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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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신고

연구가설 6에서는 주민신고가 증가할수록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표 4-21]에 제시된 분석결과에 따르면 주민신고 건

수가 증가할수록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β=0.59,

p<0.01). 이에 따라서 연구가설 6은 채택되었다. 이는 김도윤·나태주(2015)

가 제시한 주민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1인당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

매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지지한다. 주민신고는 행정단속과 같은 작용을 통

해서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민신고로 인하여 비정상

적으로 처리되는 음식물쓰레기 중 일부가 배출량에 집계되어 배출량이 증

가하는 것이다.

종속변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톤)

변수 계수 표준오차 t값

시행

기간

1년 -2182.53*** 416.08 -5.25

2-4년 -1606.39*** 378.72 -4.24

5-7년 -1327.76*** 437.34 -3.04

8-10년 -1034.35* 553.37 -1.87

11년이상 -279.86 727.59 -0.38

주민신고 0.59*** 0.16 3.8

인구 0.04*** 0.01 7.88

인구밀도 0.33 0.21 1.56

세대당인구 -1289.12*** 275.21 -4.68

고령인구 -36.69 27.86 -1.32

보육인구 -371.14** 144.1 -2.58

아파트 63.18** 31 2.04

재정자립도 69.01*** 22.43 3.08

폐기물처리예산 15.13** 7.1 2.13

음식점·주점 3.97*** 0.45 8.88

지역내총생산 0.00* 0 1.83

[표 4-21] 모형 3-4. 주민신고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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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톤)

변수 계수 표준오차 t값

시행 여부 -1752.60*** 310.01 -5.65

주민신고 3.68*** 0.67 5.49

시행×신고 -3.23*** 0.68 -4.74

인구 0.04*** 0.01 7.71

인구밀도 0.3 0.21 1.41

세대당인구 -1265.57*** 274.4 -4.61

고령인구 -34.86 27.79 -1.25

보육인구 -388.73*** 143.42 -2.71

아파트 71.88** 30.73 2.34

재정자립도 62.05*** 22.17 2.8

폐기물처리예산 14.16** 7.08 2

음식점·주점 4.26*** 0.44 9.59

지역내총생산 0.00** 0 2.07

[표 4-22] 주민신고의 종량제 조절효과

[표 4-22]에서는 종량제에 대한 주민신고의 조절효과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분석결과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주민신고가 증

가할수록 배출량이 증가하는 관계를 관찰할 수 있다(β=3.68, p<0.01). 한편

주민신고와 종량제 간 상호작용항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대해서 유의한

음의 효과가 나타난다(β=-3.23, p<0.01). 이는 주민신고로 인하여 음식물쓰

레기 종량제의 효과가 강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민신고는 규제 체감도, 사회적 통제, 주관적 규범을 높이는 기제로 작

동할 수 있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규제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환경규제의

성과를 높이는데 중요하고(이민호·심우현, 2020) 폐기물 예방에 대한 인센

티브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웃의 사회적 통제가 필요하다(Cecere

et al., 2014). 또한 주민신고를 통하여 개인의 사회적 압력에 대한 인식(주

관적 규범)을 높여 배출량 감량을 유도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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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센티브 지급

연구가설 7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배출량이

감소한다고 제시하였다. [표 4-23]에 제시된 분석결과에서는 인센티브를 제

공하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적지만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에 따라서 연구가설 7은 기각되었다.

종속변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톤)

변수 계수 표준오차 t값

시행

기간

1년 -2150.97*** 417.27 -5.15

2-4년 -1559.61*** 380.93 -4.09

5-7년 -1294.93*** 439.56 -2.95

8-10년 -983.73* 556.22 -1.77

11년이상 -234.01 731.93 -0.32

인센티브 -139.96 324.15 -0.43

인구 0.05*** 0.01 7.96

인구밀도 0.32 0.21 1.48

세대당인구 -1300.50*** 275.81 -4.72

고령인구 -35.33 27.92 -1.27

보육인구 -370.58** 144.55 -2.56

아파트 65.14** 31.1 2.09

재정자립도 68.84*** 22.75 3.03

폐기물처리예산 14.97** 7.12 2.1

음식점·주점 3.98*** 0.45 8.85

지역내총생산 0.00* 0 1.81

[표 4-23] 모형 3-5. 인센티브의 효과

[표 4-24]은 종량제 시행과 인센티브 지급 간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분석

결과이다. [표 4-23]과 달리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

할 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배출량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

다(β=-1588.56, p<0.1). 주된 분석결과와 보조 분석결과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인센티브의 효과는 모호하여 연구가설 7은 기각으로 판단한다. [표

4-24]의 종량제와 인센티브 간 상호작용항은 배출량에 유의한 양의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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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β=1640.00, p<0.1). 조절효과를 고려한 종량제의 효과는 (β1 + β2×

인센티브)이다. 이러한 결과는 종량제 시행 중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면

종량제의 배출량 감량 효과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종속변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톤)

변수 계수 표준오차 t값

시행 여부 -2232.83*** 307.28 -7.27

인센티브 -1588.56* 870.15 -1.83

시행×인센티브 1640.00* 870.59 1.88

인구 0.05*** 0.01 8.03

인구밀도 0.3 0.21 1.39

세대당인구 -1290.03*** 275.8 -4.68

고령인구 -38.87 27.96 -1.39

보육인구 -409.24*** 144.49 -2.83

아파트 74.30** 30.93 2.4

재정자립도 68.23*** 22.56 3.02

폐기물처리예산 14.58** 7.12 2.05

음식점·주점 4.09*** 0.45 9.17

지역내총생산 0.00* 0 1.81

[표 4-24] 인센티브의 종량제 조절효과

이론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폐기

물 배출의 기회비용을 높이는 방식으로 작동하여 배출량을 감소를 유도할

수 있다. 인센티브 제공 전에는 음식물쓰레기 배출 비용은 리터당 가격이

다. 감량하는 정도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 배출

기회비용은 리터당 가격 + 인센티브 상실로 증가하게 된다. 기회비용이 증

가함에 따라서 거주민은 배출량을 줄이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

한 관계가 성립한다면 시행×인센티브는 음의 계수를 가져야한다.

이 연구에서 시행×인센티브의 효과가 이론적 예측과 반대되도록 도출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사

전에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다. Dhanshy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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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ivastava(2021)는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해서 보조금 도입함으로써 도리

어 플라스틱 소비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하

지만 종량제와 감량 인센티브가 같이 시행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받고자

음식물쓰레기를 증가시키는 것은 배출 비용을 증가하게 한다. 또한 한국에

서 제공되는 감량 인센티브 수준은 배출 비용에 비하여 작다는 점에서 이

러한 행태가 나타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역의 인과관계를 고려해볼 수 있다. 종량제 시행 지역에서 배

출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감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을 가능성

이 있다. 이 경우 인센티브 지급이 배출량 변화를 설명하기 보다는 배출량

변화가 인센티브 지급을 설명하게 된다. 한국의 상황에서는 첫 번째 설명

보다 두 번째 설명이 설득력이 있다.

[표 4-2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인센티브 지급으로 인한 배출량 감소

효과가 있다면 이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기회비용 증가

의 효과이다. 종량제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의 기회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기회비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거주민은 배출량을 줄이게 된 것이다.

두 번째는 인센티브 제공 과정에서 교육 및 홍보 등으로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이 조성되었을 수 있다. 음식물쓰레기 인센티브는 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 등 이벤트를 통해서 제공된다. 이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 중요성, 방법 등에 대해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진다.

이로 인한 감량 효과는 경제적 정책도구인 인센티브의 효과이기 보다는 정

보에 기반을 둔 정책도구의 효과로 볼 수 있다.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보상

이 크지 않다는 점, 주로 RFID 종량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을 대

상으로 한정적으로 시행된다는 점, 개인별 보상이 지급되는 방식이 아닌

거주 단지별로 보상이 지급되어 개인에 대한 유인 제공이 약하다는 점 등

을 고려하면 인센티브 지급은 경제적 정책도구로서 효과보다는 정보에 기

반을 둔 정책도구로서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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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변수에 관한 논의

정책도구 변수 이외에 각 지역의 가정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인구 및 가구요인 중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많다.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가정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해당 지역의 총

량으로 파악된다. 때문에 인구와 배출량 간 양의 관계가 나타나게 된다. 또

한 인구가 많은 지역은 도시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 기존연구에서는 도시

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농촌지역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Johnstone & Labonne, 2004).

세대당 인구가 많아질수록 음식물쓰레기는 적게 발생한다. 이를 토대로

어떤 지역의 1인 가구가 많을수록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대로 Mazzanti & Zoboli(2008)는 EU에 소속된 25개 중

서유럽 국가 15개에서는 세대당 인구수가 많아질수록 해당 지역의 폐기물

발생량이 많아지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기존연구의 결과는 폐기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세대당 인구수의 영향과 다를 수

있다. Stefan et al.(2013)는 식품 구매가 빈번하고 양이 많을수록 버리는

식품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하였고, Stancu et al.(2016)에 따르

면 남은 음식을 적절히 보관할수록, 재이용할수록 음식물쓰레기가 적게 발

생한다. Aschemann-Witzel(2016)은 음식의 맛, 편의성을 우선할 경우에 음

식물쓰레기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1인 가구의 경우에 식품 구매가

빈번하고, 가구원에 비하여 많은 양을 구매하게 되며, 남은 음식을 재이용

하기 어렵다. 젊은 세대주의 1인 가구일 경우에 음식의 맛과 편의성을 우

선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1인 가구 증가로 인하여 음식

물쓰레기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노인인구 비율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

면에 보육대상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낮다. 이는 보

육대상이 있는 가구에서 배출량이 높다고 제시한 기존연구들(Bucciol et

al., 2015; Lyndhurst et al., 2007; Aschemann-Witzel et al., 2015)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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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배치된다. 기존연구들에서는 어린이가 있는 경우에 음식물쓰레기를 피

하는 것보다 식품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어 음식물쓰레기가 증가한다

고 주장한다. 하지만 보육대상이 있는 경우에 해당 가정에 주부가 있을 가

능성이 높고 식품 선택과 구매, 관리,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식품 관련 생활양식(food-related life

style)로 인하여 보육대상이 있는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낮을 가

능성이 있다(Stefan et al., 2013; Aschemann-Witzel, 2021).

전체 가구 중 아파트 비율이 높을수록 음식물쓰레기는 유의하게 증가하

였다. 이 결과는 기존연구의 주장을 지지한다. 기존연구에서는 공동주택에

서 공동용기를 사용하며 수수료를 1/n 방식으로 책정하는 방식을 사용함으

로써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파악한다(이민상·조준

택, 2013; 이사빈, 2017).

행정 및 재정요인으로서 지출 중 폐기물처리비용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재정자립도가 높아질수록 배출량은 증가하였다. 폐기물처리비용의 비중이

높거나,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주민의 폐기물 수거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접근성이 높은 경우에 배

출량은 증가할 수 있다(Lange et al., 2014; Blackmer et al., 2014).

경제 및 산업요인 중 각 지역의 지역내총생산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못하였다. 기존연구들은 과거와는 달리 음식물쓰레

기 배출량과 소득 간에 유의한 관계가 없거나(Aguilar-Virgen et al., 2013;

Van der Werf et al., 2018), 간접적인 관계가 존재한다는(Tucker &

Douglas, 2007; Thyberg et al., 2016; Aschemann-Witzel et al., 2015) 결

과를 제시한다. 소득 수준 등 사회인구적 요인은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영

향을 직접 미치기 보다는 생활방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인다.

지역의 음식점, 주점 개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지역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원은 크게 가정, 소형 업체(소형음식

점, 식료품 판매점 등), 대형 업체(급식소, 식품가공 업체 등)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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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이외에 소형

업체에서 배출하는 양을 포함한다. 따라서 음식점 등 관련 업체의 개수의

차이 및 변화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변화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은 자

연스럽다. 남은 음식을 처리하는 방식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 음식점 등의 경우에 남은 음식을 대부분 폐기 처리하기 때문

에 배출량이 증가하는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음식점 등이 많은 지역은

상업지역, 관광지역일 가능성이 높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증가가 주민

보다는 방문객, 관광객에 의해서 주도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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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1절 논의의 요약

정책도구와 정책 효과 간에는 일정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가정되지만 현

실에서는 이 관계가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고 그 결과로 정책도구의 효과성

이 변화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정책도구의 효과성 변화는 시간에 따

른 정책문제·정책대상집단·정책행위자 등의 변화, 정책도구의 변경, 다른

정책도구와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 이 연구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대상으로 정책도구의 효과를 확인하고 시간에 따른 효과성 변화

를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종량제의 변경 및 다른 정책도구 활용이

음식물쓰레기 저감에 미치는 영향과 종량제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 논의하였다.

연구가설 1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하였다. 종량제를 도입하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유의하게 줄어든다. 종

량제를 도입하면 비용 부과 방식이 전환되고 배출 가격이 인상된다. 종량

제 도입 이후 음식물쓰레기가 감소하는 현상은 비용 부과 방식의 변화와

배출 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주민의 배출량과 수수료 간 연계성에 대한 인

식이 높아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연구가설 2에서는 시간에 따른 종량제의 효과성 변화를 검토하였다. 종

량제 시행 전에 비하여 종량제를 시행할 때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낮게

나타난다. 하지만 배출량은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경과할 수록 다시 증가하였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효과가 점차 약화되

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생활양식의 회귀, 불충분한 유

인, 교육과 홍보 활동 감소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종량제의 효과성 저

하는 금전적 수단을 통해 친환경적 행동을 유도하려는 방식의 한계를 보여

주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연구가설 3, 4에서는 종량제의 변경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미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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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검토하였다. 연구가설 3에 대한 검정 결과는 배출 가격 인상하면 음

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배출 가격은 종량제의 효

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절한다. 이는 배출 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주민

의 음식물쓰레기 예방과 저감 유인이 조성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가

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 활동이 활발해진

것도 배출량 감소의 원인일 수 있다.

연구가설 4에서는 RFID 종량기기 보급의 효과를 검토하였다. RFID 종

량기기를 사용하는 가구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감소

한다. 또한 RFID 종량기기 보급으로 인하여 종량제의 배출량 감량 효과가

강화된다. 이는 RFID 종량기기 도입으로 단지별 종량제가 개별 종량제로

전환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연구가설 5-7에서는 종량제 외 정책도구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미치

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연구가설 5를 검정한 결과는 부적절한 폐기물 처리

에 대한 행정단속이 강화될수록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였다. 이는

통계에 집계되지 않던 배출량 중 일부가 집계되기 때문이다. 한편 행정단

속은 종량제의 배출량 감량 효과를 강화하도록 조절하였는데 이는 행정단

속에 수반되는 계도 및 교육의 효과로 볼 수 있다.

연구가설 6은 주민신고의 효과를 검토하였다. 주민신고가 활발할 경우에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증가한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단속과 주민신고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같은 효과를 갖는다. 한편 주민신고는 종량제의 배

출량 감량 효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절한다. 이는 주민신고가 친환경적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사회적 통제와 주관적 규범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동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가설 7에서는 인센티브 지급의 효과를 검토하였다. 음식물쓰레기 감

량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음식

물쓰레기 발생량이 적었으나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종량

제에 대한 조절효과를 포함한 분석에서 인센티브 지급은 도리어 시행 기간

에 따른 배출량 증가 효과를 강화하였다. 이는 역의 인과관계가 발생한 것

으로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종량제를 시행하였음에도 음식물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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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배출량이 증가하자 인센티브를 도입한 것이다.

[표 5-1]에서는 연구가설들의 검정 결과 및 이를 위한 모형들을 정리하

여 제시하였다.

연구가설

종량제

효과

가

설

1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감소할 것이다.(채택)

모형1

효과성

변화

가

설

2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감량 효과는 시행 기간이 경과할수록 감소할 것이다.(채택)

모형2

종량제

변경

가

설

3

음식물쓰레기 배출 가격이 인상될수록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감소할 것이다.(채택)

모형3-1

가

설

4

RFID 종량기기 보급률이 증가할수록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감소할 것이다.(채택)

모형3-2

정책

도구

조합

가

설

5

행정단속 건수가 증가할수록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증가할 것이다.(채택)

모형3-3

가

설

6

주민신고 건수가 증가할수록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증가할 것이다.(채택)

모형3-4

가

설

7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배출량은 감소할 것이다.(기각)

모형3-5

[표 5-1] 연구가설 검정 결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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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이론적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

이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정책도구의 효과성 변화를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도구

주의 관점에서는 특정한 정책도구는 작동되는 시기, 맥락, 분야 등에 관계

없이 일정한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현실적인 정책과정에

서는 정책수단을 실행한 후 효과성이 변화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종량제라는 가정의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정책개입의 효과가 점

차 감소하는 현상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정책도구의 효과성이 변화한

다면 공공문제에 대한 개입의 효과에 대해서 논의할 때 시점을 정하는 것

이 중요하다. 또한 공공문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정책증거로서 어느 수

준까지 인정할지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정책도구의 효과

성을 유지하는 대안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될 수 있다.

둘째, 설명변수로서 시간의 활용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시간을 설명

변수로서 활용하는데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시간은 상황 및 맥락에 포함되

어 있는 것으로 실체성이 모호하고 시간을 변수로 활용하였을 때 현상을

설명하는 이점이 없다고 지적한다. 이 연구에서는 시간에 관한 변수를 종

량제 시행 이후 경과기간으로 정함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을 갖게 하였다.

시간변수를 이처럼 활용함으로써 정책 효과의 변화를 파악하고 정책을 설

계하는데 있어서 유용성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경제적 역유인을 이용한 정책도구의 한계를 실증적으로 제시하였

다. 가격을 부과하여 폐기물 예방과 저감을 유도하는 방식은 충분히 높은

가격을 책정할 때 효과를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충분한 가격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고 가격을 인상하기도 어렵다. 피구세

방식은 이론적으로 오염 저감에 있어 다른 수단에 비하여 우월할 수 있지

만 여러가지 현실적 한계로 인하여 항상 충분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Goulder et al., 2008). 이 연구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대상으로

경제적 정책도구의 한계를 보여주는 예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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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근절보다는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

한 문제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문제는 정책도구의 효과에 대한 지속적

인 모니터링과 변화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거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순응 할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정책 효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방법과 보완적인 정책도구를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제의 변화 양상을 모니터링하고, 정책도구의 효과성 변화에 대

응할 수 있는 개입 시나리오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입 시 활용할

수 있는 정책도구 모음(toolkit)을 확충하기 위해서 관련 분야의 정책도구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문제의 현황과 정책도구의 효과를 파악

하기 위한 탐색도구(detector)를 도입하는 것도 요구된다. 최근 지속적으로

보급되는 RFID 종량기기는 배출 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탐색도

구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종량제에 대한 개선과 보완적 정책도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종량

제가 시행 중이라는 정책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이 추진되기 시작하여 10년이 넘도록

기본적인 원리를 유지하고 있다. 2020년을 기준으로 90%가 넘는 기초자치

단체에서 이를 도입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주민들이 종량제의 적용을 받으

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종량제가 한국에서 음식물쓰레기 문

제 대응에 있어 중요한 정책 맥락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에 따라서 관

련 정책도구들도 종량제의 맥락을 고려하여 음식물쓰레기 예방과 저감을

촉진하도록 시행 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몇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배출

량과 비용 간 연계성을 통해서 예방과 저감을 유도한다. 지속적인 효과성

을 위해서 1차적으로 비용을 인상하고 RFID 종량기기를 도입하는 등 종량

제의 유인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배출 비용은 같은

수준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였을 때 적어도 정액제 보다는 총비용이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종량제 봉투 등의 가격을 누진적으로 책

정하여 다량의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주민이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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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체계를 활용할 수도 있다. 가격 인상이 어려울 경우에 감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대한 기회비용을 올리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공동주택에 RFID 종량기기 보급을 추진하는 한편 공동주

택에서 저렴한 방식으로 개별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

가 있다.

기존연구에서는 종량제의 부작용으로서 부적절한 배출 행태가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배출 가격이 인상되거나 개별 종량제가 시행될 경우

에 부적한 배출 유인이 증가할 수 있다. 행정단속과 주민신고는 종량제의

부작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행정단속 과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저감 방법에 대한 교육과 정보전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민신고 절차를 편리하게 함으로서 주민 스스로 거주 지역의 음식

물쓰레기 배출 관리에 참여하도록 하여 자기효능감(self-efficacy) 및 집단

효능감(collective efficacy)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RFID 종량기기의 배출 정보와 비용을 SNS 등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음

식물쓰레기 배출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조성할 수 있다. 정보제공은 침해

적이지 않고 다른 수단과 쉽게 조화를 이루는 수단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개인의 판단이 중요하여 다른 정

책수단을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정책수단의 효과를 촉진 할 목적으

로 활용될 수 있다(문명재, 2009). Young et al.(2017)은 소셜미디어, e-뉴

스레터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관련 홍보, 교육, 피드백에 노출된 집단에

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배출량이 감소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음식물쓰레기 대응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도구를 도입할 때 음식물쓰레

기 종량제가 시행되고 있는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

지 않고 기타 정책도구를 도입할 경우에 예상과는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량제를 시행 중에 가정에서 디스포저(disposer) 사용을 허가함

으로써 유발될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 검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발견하고 개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요인 이외에도

인구, 보육인구 비율, 주요 주거 형태, 음식점 등 개수 등이 음식물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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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인구가 많고 주거 형태

중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음식물쓰레기 배

출량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지방정부에서 음식물쓰레

기 관리 및 관련 정보전달을 위한 교육 활동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등에서

개별 종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에

서는 식재료 구입 시 과도한 양을 구매하지 않도록 신선 식품을 소량 구매

할 수 있는 상점 등이 필요하다. 상업지역과 관광지역의 경우에는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비중이 높을 수 있다. 소형 업소에서 배

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양념이 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등으로 분리배출하

면 퇴비와 사료 등으로 재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관광객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 캠페인 방식이 개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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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한계

이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식물쓰레기 배출, 예방 및 감량에 있어 개인의 인식과 동기, 가

정의 생활방식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다. 이는 지역을 관측대상으로 한

연구의 한계이기도 하다.

둘째, 정책도구의 효과성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

인 원인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종량제

시행 기간을 활용하여 종량제 효과성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

행 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여러 변수가 변화할 수 있고 이는 정책도구와 효

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각각 파악하여

모형에 포함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다.

셋째, 제시된 정책도구 교정과 보완적 정책도구들이 도입되는 순서에 따

른 효과성 차이, 조합에 의한 효과성 변화 등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다. 시

차적 접근에서는 정책도구가 도입되는 순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예를 들

어 감량 성과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정책조합에 관한 연구에서는 각 도구 간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서 명령통제와 자발적 준수를 함께 사용하면 정책 혼

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배출 요금과 보조금은 효과적인 정책조합이 될 수

있다는 등이다. 이 연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상황에서 각

방식이 적용될 때 나타나는 효과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각

요소의 순서와 조합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화, 미디어 등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다. 예를 들어

먹방의 유행 등은 이를 따라하는 사회적 행동을 부추겨 음식물쓰레기 발생

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행태를 다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연구

의 분석 단위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지역별 문화, 미디어 등의 영향을 대변

할 수 있는 변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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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s use policy tools to solve public problems. All other

conditions being equal, the policy tool will have the expected effect.

However, all other conditions change over time. And the policy tool

itself can be changed and other policy tools can be introduced. Due to

these changes, it can be expected that the effectiveness of policy tools

will also change.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s of policy

tools and changes in their effectiveness. In particular,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the Pay-As-You Throw(PAYT) system for food

waste and the change in effectiveness over time. In addition, the

changes of the effectiveness are analyzed, due to the change of PAYT

system and combination with other policy tools.

Food waste inevitably occurs due to human diet. Recently, the

excessive increase in food waste puts a burden on the waste

management system and exacerbates food insecurity. In order to

prevent and reduce food wast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behavior

of households, which are the main sources of food waste. For this

purpose, a PAYT system was introduced in Korea. In the PA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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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for food waste, the rate system is changed from a flat-rate

system to a volume-based system. In addition, the cost of food waste

increases. If the link between food waste and cost is strengthened, it

can be expected that each household will reduce the amount of food

waste in order to reduce the emission cost (hypothesis 1).

In Korea, since the Ministry of Environment declared the introduction

of the PAYT in 2010, the number of local governments implementing it

has increased and the amount of food waste has decreased. However,

the amount of food waste increased steadily after a temporary decrease.

In recent data, although the PAYT system for food waste is being

implemented in most regions, the amount of food waste has returned to

the level before the implementation. Based on these observations, it can

be suggested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PAYT system will gradually

decrease over time (hypothesis 2).

Since the food waste problem exists even after the PAYT system,

local governments change the operation of the PAYT system or use

other policy tools to respond to this problem. Changes in policy tools

themselves and their combination with other tools lead to changes in

effectiveness. There are different opinions as to how effectiveness will

change. There is one opinion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PAYT

system will be lowered due to overlapping and price confusion due to

the mixes with other policy measures. On the other hand, there is

another opinion that the introduction of complementary policy tools can

have a greater effect than a single policy tool.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the emission price increase

(hypothesis 3) and the introduction of RFID equipment (hypothesis 4)

on amount of food waste. In addition, as complementary policy tools,

the effects of strengthening administrative crackdown (hypothesis 5),

citizen reporting (hypothesis 6), and providing incentives for redu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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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waste (hypothesis 7) on amount of food waste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esting the research hypothesis are as follow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PAYT system for food waste, household

emissions decreased significantly. Due to PAYT system, the method of

charging costs has changed and the cost has increased. Each household

reduces the amount of food waste to reduce costs.

The effectiveness of the PAYT system was found to decrease

significantly after implementation. This means that the effectiveness of

policy tools can change over time. The decrease in the effectiveness of

the PAYT system can be explained that sufficient incentives were not

provided, and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decreased, resulting in the

return of residents' lifestyles to the previous one.

As the emission price increased and the penetration rate of RFID

devices increased, the amount of food waste decreased. Raising the

emission price increases the economic burden of disposing of food

waste, encouraging residents to reduce emissions. By installing the

RFID metering device, the individual payment system will be

implemented in apartment houses, which had previously implemented the

system for each complex. This leads to a reduction in food waste by

strengthe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household's emissions and

costs.

Food waste increased significantly as administrative crackdowns and

citizen reporting increased. This relationship appears as the amount of

illegally dumped food waste is included in the official data. Incentive

payment ha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food waste emission, but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theoretical contribu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empirically presents the phenomenon of changing the effectiveness of

policy tools. This leads to a discussion on the importance of the ti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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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olicy evaluation, prudent use of existing policy evidence, and

maintenance of policy effectiveness. Second, the usefulness of time as

an explanatory variable was presented. By using the elapsed period as

a time variable, it can be usefully used in designing policies and

identifying chang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tools and policy

effects. Third, it empirically presents cases in which the limitations of

policy tools using reverse economic incentives are shown.

The policy contribu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manage the food waste problem. Policy tools

to respond to this problem require continuous monitoring and

management of their effectiveness. Second, when changing and

supplementing policy tools, the policy context that the PAYT system is

being implemented should be considered. This is because, when

introducing other policy tools, unexpected results may appear due to

interaction with existing policy tools. Third, it is necessary to discover

various factors that can affect food waste and intervention.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dividual

perceptions and motives, family lifestyle were not taken into account.

Second, it was suggested that the effectiveness of policy measures may

change over time, but concrete causes cannot be empirically presented.

Third, this study did not deal with the difference in effectiveness due

to the order and interaction of each policy tool. Lastly, the influence of

culture and media was not taken into account.

Keyword: policy tools, effectiveness change, pay-as-you-throw

system, food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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