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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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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 세계적으로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각 가정의 분리배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의 
양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수거
는 이미 우리 일상에 정착되었지만 수거된 재활용품중 상당량이 다시 폐기물화 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활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방안으로, 재활용품을 깨끗이 씻어 배출하면 현금을 지급하는 재활용품 현금
보상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현금보상시스템은 배출된 재활용품을 100%재활용하여 개인에게는 공익
적 행위에 대한 보상을, 기업에는 더 많은 수익을 그리고 지자체에는 폐기물 감소로 인한 처리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더불어 생활폐기물 재활용관련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 향후 국가차원의 재활용품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재활용품,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현금보상시스템, 자원순환

Abstract  Amid growing interest in recycling around the world, the amount of waste is increasing despite 
the separate discharge efforts of each household, and it is difficult to find accurate data on recycling 
household waste. Also, recycling segregation is already settled in our daily lives, but we face a serious 
problem in which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recyclables collected are re-waste. In this study has been 
proposed a cash compensation system for recyclables, which is paid cash when the recyclables are 
washed clean and discharged. The cash compensation system proposed in this study could re-use 100% 
of the discharged recyclables, resulting in rewards for good deeds for individuals, greater returns for 
businesses and reduced disposal costs for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the 
government will be able to secure data related to the recycling of domestic waste, which will contribute 
to the management of recyclables at the nat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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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경제성장이 가져온 생활수준 향

상은 소비습관의 변화로 이어져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를 
촉진시켰으며, 이러한 현상은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처리
방법에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986년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하여 폐기물에 대한 경각심은 고조되었으나, 2016
년 기준 국민 1인당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은 1.01kg으로 
OECD 회원국의 1.41kg/인 에 비하면 적은 양이지만, 
단위면적 당 폐기물 발생량은 미국의 7배, 독일의 1.4배
에 달한다[3]. 늘어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매립과 
소각방법이 등장하면서 199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생
활폐기물 소각시설을 마련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1995
년 도입된 재활용품 분리수거제도와 쓰레기 종량제는 폐
기물 발생량이 감소함과 동시에 재활용률이 증가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에서는 
2011년까지 폐기물 소각비율을 30%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소각 중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의 대기오염 
물질과 악취로 인해 지역 주민의 반대로 소각시설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2005년 음식물 분리수거정
책의 시행으로 소각시설 운영 가동률 저하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12년 ‘제3차 
국가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에서는 폐기물이 단순처리 대
상에서 자원순환의 형태로 패러다임이 변화되어 폐기물
에서 재활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었다[1, 2].

2018년부터 재활용의 활성화와 폐기물의 소각·매립
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원순환기본법’이 발효되어, 자원
순환 성과관리제도, 순환자원 인정제, 폐기물 처분 부담
금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처분 부담금
이 부과되고 소각이나 매립비용이 재활용 비용보다 높아
져 재활용뿐만 아니라 에너지화 처리방식도 주목을 받고 
있다. 재활용이 가능한 4종류 생활폐기물(종이, 플라스
틱, 유리, 금속)의 재활용률을 1% 높이면 연간 639억 원
이 절약되는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3]. 그러므
로 재활용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은 단순히 쓰레기를 줄
이는 환경보호의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환경부에서는 올해를 ‘자원순환정책 대전
환’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공표했다. 각 가정에서는 폐기
물을 열심히 분리·배출하고 있으나, 폐기물의 50%정도가 
재활용이 불가하여 다시 쓰레기로 버려지는 현실에 직면

해 있기 때문이다[4]. 이제는 분리수거가 일상화되어 거
의 모든 국민이 습관처럼 동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리에 관한 인식부족 등으로 분리 배출된 재활
용 자원들이 다시 매립 및 소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분리배출 된 
재활용품이 다시 쓰레기가 되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고 
폭증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
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100% 재활용이 가능한 재활
용품 현금보상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생활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

생활폐기물은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발생되어 
버려지는 부(-)의 가치를 갖는 물품이나 재화 등을 총칭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쓰레기라 부른다[5]. 폐기물 
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폐기물“은 쓰레기, 오니(汚泥), 
연소재, 폐산(廢酸), 폐유,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
로서 인간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6].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의료폐기물로 분류되고, 생활폐기물은 다시 
가정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진다[7].

본 연구에서는 다루는 생활폐기물은 가정생활폐기물
을 의미하며 생활폐기물은 Table 1과 같이 분류된다[6].

Classification Definition

Household
Waste

 Industrial waste other than waste, waste generated at 
home.

 Due to a series of repair work and work at home, 
waste generated in less than 5 tons.

Industrial
Domestic
Waste

 Waste generated at industrial establishment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2, Items7 and 9 of the 
Waste Management Act Enforcement Order.

 Wastes not related to the operation of facilities etc 
discharged from the industrial of Article2, Item1 to 
No.5 of the Enforcement Order of the Law as Article 
2, Item3 of the Waste Management Act.

Source: 2019 WHITE PAPER OF ENVIRONMENT

Table 1. Classification of Household Waste

2.2 생활폐기물 관련연구 동향 
생활폐기물 관리 및 수거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장진

무(2016)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자
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거체계관련 강력한 개선의지와 
함께 각종 정책, 방침, 제도, 시책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
인 개선을 해야 하며, 무엇보다 자발적인 시민 의식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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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인 참여의식이 요구됨을 강조하였다[8].

양석곤(2015)은 부산광역시 사하구를 중심으로 현행 
생활폐기물의 수거방식과 민간위탁 대행제도에 대한 분
석을 통해 생활폐기물 관리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
다. 이와 관련 주민들의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과 재활용률
을 높여야함과 대행제도의 효율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재
활용품을 주 2회 수거하는 방안, 생활폐기물의 광역수거
체계 및 재활용품 통합배출과 자동집하시설도입을 제시
하였고, 클린매니저와 클린시스템의 도입과 무단불법투
기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강화를 제안하였다[9].

송성복(2014)은 생활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리에 
이르기 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진단하고 이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생
활폐기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으로 수수료 인상을 통한 재
정자립도와 이윤 산정방법 개선을 통한 원가절감방안 등
을 제시하였다[5].

김덕모(2010)는 생활폐기물 관리정책과 폐기물 분류
체계 및 처리방법, 생활폐기물 관리정책관련 외국사례를 
고찰하여 국내 생활폐기물 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
를 바탕으로 광주광역시 생활폐기물 관리정책의 개선방
안을 생활폐기물 관리개선, 감량화와 재활용, 시민참여의
식 고취로 들었다[10].

김광남(2004)은 생활폐기물의 관리정책부터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항목별 수거방법 
등을 고찰하고 동두천시의 생활폐기물 관리에 대한 분석
을 통해 생활폐기물 관리의 문제점을 도출, 생활폐기물 
관리체제의 개선방안을 관리행정과 제도, 수거체계의 관
점에서 제시하였다[11].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각 지역에 따른 생활
폐기물 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
러나 정작 폐기물 매립 감소 등의 대안으로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수집
된 재활용품이 향후 얼마나 재활용이 되며 그로인해 분리
수거의 궁극적인 목적인 재활용 100%가 달성되지 않고 
다시 폐기물화 되는 재활용품 수거이후 관리에 대한 방안은 
배출원 선별회수방식 등의 소극적인 제안에 국한되어 있다.

2.3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관련 지침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

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최소 4종류 이
상 구분하여 분리수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주거형태
(단독, 공동주택 등) 및 지역설정을 고려해 적합한 분리
배출 유형을 설정‧운영할 수 있다. 단, 단독주택 지역에서

는 통합배출방식적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동 지침에는 지
방자치단체장이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 및 수거체계 개
선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수거과정에서는 정기수거일 지정‧운영이 가능하게하
며, 재활용가능자원을 적기에 수거하여 적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분리수거용기 설치 및 관리 가능 지역에서는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용기의 지속적인 확충‧보급이 
요구된다.

수거와 운반에 관해서는 지역여건에 맞는 수거‧운반체
계를 구축해야하며, 민간 사업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민
간 사업자가 가정 등 재활용가능자원이 소량으로 배출되는 
지역에서의 수거‧운반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사업자의 수거‧운반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거된 재활용가능자원은 
지침에서 권장하는 수준의 재활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이는 수거된 재활용가능자원이 100% 재활
용되지 못하고, 재활용업이 활성화된 일부 품목을 제외하
면, 선별품에 대한 수요가 없어 선별을 해도 판매가 불가
능하거나 선별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가
치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12].

3. 국내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3.1 생활폐기물 발생현황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1994년 종량제를 시행하기 전
에 하루 1.3㎏이었으며, 종량제 실시 후 거의 1.0㎏/일·
인으로 유지되었고, 2008년도부터 감소되어 2015년은 
0.97㎏/일･인으로 줄었다. 이러한 발생량의 감소원인은 
종량제시행과 재활용품 및 음식물 폐기물 분리배출 정책
이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13].

Table 2에서와 같이 2017년 기준 국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53,490톤으로, 지속적인 폐기물 감량·재
활용정책 추진과 매립장 반입규제 강화 등으로 2014년 
이전까지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14년 이후부터는 소폭 
증가하고 있다[1].

Division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House
hold

Waste
48,990 48,728 49,915 51,247 53,772 53,490

Source: 2019 WHITE PAPER OF ENVIRONMENT

Table 2. Household Waste Status by year
(Unit: T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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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2017년 기준 생활 및 사업장 포함 전체 폐기물의 

8.3%가 매립, 6.1%가 소각, 85.4%가 재활용으로 처리되
었다. 소각과 재활용 비율은 증가한 반면, 매립과 해역배
출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현재 대부분의 폐기물은 
소각 또는 재활용 처리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14]. 

생활폐기물의 매립처리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에 따라 소각 비율은 증가하
고 있으며, 2017년에는 24.9%를 소각 처리하였다. 재활
용 비율은 2008년에 59%를 넘었으며, 2017년에는 
61.6%가 재활용 되었다[15]. 그동안 쓰레기종량제의 실
시, 재활용정책 및 폐자원 에너지화 등의 정책에 따라 폐
기물처리구조가 단순 매립에서 자원순환형으로, 폐자원
을 선순환 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14, 15].

Division 2005 2011 2013 2015 2017
Total 48,398 48,934 48,728 51,247 53,490

Landfill 13,402 8,391 7,613 7,719 7,240
Incineration 7,753 11,604 12,331 13,176 13,318
Recycling 27,243 28,939 28,784 30,352 32,932
Source: 2019 WHITE PAPER OF ENVIRONMENT

Table 3. Disposal of Municipal Waste
(Unit: Ton/day)

3.3 재활용품 수거 및 회수체계
각 가정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은 지방자치단체장

의 책임 하에, 민간업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거 체계에 
의해 수거되어 선별시설로 운반된다. 이후 선별시설에서 
재질별 선별 후 재활용업체로 반입되어 재활용 시설에 
투입된다[12].

Fig 1에서와 같이 현재 재활용의 흐름은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에서 시작된다. 일반주택
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은 지자체에서, 공동주택은 민간
업체에서 수거와 운반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집된 재활용
품은 각 지자체에서 위탁 운영하는 선별장이나 민간업체
에서 운영하는 선별장에서 오염된 재활용품과 재질별 구
분 작업을 거치게 된다. 1차선별·가공된 재활용품은 완벽
한 재활용을 위해 2차 가공되거나 다시 폐기물로 분류되
어 매립이나 소각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상태
의 재활용품은 재질별 재활용업체로 운반되어 원료 및 
연료화 된다.

현재의 시스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경로는 1차 선별
된 재활용품이 다시 폐기물화 되는 부분이다. 각 가정에

서 배출된 재활용품이 오염되어 있을 경우 재활용품으로 
사용되어질 수 없어 다시 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이다.

정부정책이나 계도 및 캠페인 등으로 재활용 분리배출
이 정착되었다고는 하지만, 정작 시민의식 부족이나 무관
심으로, 수거된 재활용품의 절반정도는 다시 쓰레기가 되
는 것이다. 그러므로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해서는, 넘쳐나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
냐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어떻게 
줄이고 재활용 하느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Fig. 1. Current recycling distribution structure

 

4. 재활용품 현금보상시스템 제안 
4.1 재활용품 현금보상시스템 제안 배경

현재 재활용품의 온전한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선별장의 설비나 분류작업 인력이 충분
하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배출된 재활용품의 
오염에 있다. 

재활용품 선별 품목은 폐지(종이팩), 알루미늄캔, 고철
(철캔), 페트병, 플라스틱류(3종), 비닐류(필름류), 스티로
폼, 유리병(3색, 보증금병) 등이 있고, 종이팩은 별도 선
별하지 않는 시설도 많으며, 플라스틱을 PE, PP, PS로 
선별하지 않고 혼합 선별하는 시설도 더러 있다. 유리병
도 3색(백색, 갈색, 녹색) 선별하지 않거나 보증금병을 선
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완구류, 장판류, 테이
프 등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선별하지 않은 채 최종처
분 되는 잔재물의 비중이 늘고 있으며, 최근 문제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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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류까지 포함하면 잔재물의 비중이 절반이 넘는 선별
시설은 상당수에 이른다[12].

선별 후 남은 잔재물의 처리방식은 시설마다 다르지
만, 대부분 가연성 폐기물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고형연
료(SRF) 업체로 반입되거나 소각처리 된다. 이 경우선별 
잔재물의 성상이 좋지 않으면 고형연료업체에서 반입을 
거부하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된 선별시설의 경
우 지방자치단체 매립장이나 소각장에서 오염물을 처리
하고 있으며, 현재 잔재물의 발생량, 선별품 대비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잔재물 처리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재활용품 오염의 문제는 각 가
정에서 깨끗한 상태로 배출한다면 해결될 것이나, 현실적
으로 캠페인과 계도만으로 실현되기는 쉽지 않다. 

이와 관련, 2016년 11월 과천시를 시작으로 현재 일
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의 재활용참여의식 향상의 
일환으로 인공지능 재활용품 수거기를 시범운용 중이다. 
설치된 기기에 이용자가 재활용품을 투입하면 종류별로 
자동 분류해 압축·저장 후 현금화 가능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그러나 인공지능 분리수거기의 저장 공간을 비운 직후
를 제외하면 가득 차 있거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주민 중 
상당수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16]. 또한 
기기의 용량이 한정적이라 비교적 부피가 큰 재활용품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인공지능으로 재활용품을 선별
한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확한 선별이 불가능해 
또 다른 쓰레기를 양산하고 있다[17]

또한 서울시 D구에서는 2018년 5월에 해당 기기를 
설치·운용해했으나 기기 용량이 작아서 재활용자원을 그
대로 놓고 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노인들의 소일
거리로 전략해 일부시민들만 동참하는 등 구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아 결국 작년 말에 철수하기에 이르렀다[17].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자원순환의 궁극
적인 목표인 폐기물 발생 감소를 위해, 생활폐기물 재활
용 활성화 방안으로 전 국민이 동참할 수 있는 ‘재활용 
현금보상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4.2 재활용품 현금보상시스템 개요
재활용품 현금보상시스템은 Fig. 2에서와 같이 ①일반

주택과 공동주택에서 바로 재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분리
배출 ②지정된 장소에서 재활용도우미를 통해 오염도 확
인 및 무게 측정 후 시가에 따른 현금지급 ③재활용업체
로 운반되어 가공 ➃재활용원료나 연료가 되는 업체로 
반입 이후 다시 ①의 순서로 순환되는 구조이다.

Fig. 2. Recyclables cashback system for 100% 
recycling

재활용품 현금보상시스템은 각 가정에서 알루미늄캔
이나 페트병 등을 깨끗이 씻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재활용도우미가 오염도 확인 및 무게측정 후 품목별로 
측정된 무게에 따라 현금이 지급된다. 참여한 주민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지정된 요일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후 
재활용 업체로부터 각자 연계된 개인 계좌로 판매대금 
중 일부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양질의 
재활용품은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활용품으로 판
매될 수 있어 기존에 비해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하고 그 수
익의 대부분을 참여자에게 돌려주게 되는 방식인 것이다. 

일본 및 해외에서 연간 2만여 톤이 넘는 고품질 폐페
트병을 수입해 재생섬유 원료로 쓰고 있는 의류업체 등
은 수요가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재활
용되는 폐페트병 24만 톤 중 고품질로 재활용되는 양은 
2만9천 톤 즉, 전체 재활용으로 배출된 페트병의 10% 정
도에 불과하다[18].

현금보상시스템으로 인해 현재 일본 등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페트병 수입을 국내수급으로 돌릴 수 있
다면 원재료로 판매하는 재활용업체나 수입단가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매입하는 기업들에도 경제적으로 플러
스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재활용이 
극대화되어 분리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률이 
100%가 된다면 쓰레기양이 현저히 줄어들어 폐기물 처
리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4.3 재활용도우미
재활용 현금보상시스템에는 가칭 ‘재활용도우미’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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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직업이 등장한다. 깨끗한 재활용품 배출을 확인하
고 그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을 위해 모든 과정이 인공지
능 IoT 시스템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해당인력 필요하다. 
재활용도우미는 기존 공공근로인력에서 재활용부문을 신
설하여 할당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각 지
자체에 적합한 방법으로 간단한 재활용품 분류 교육을 
통해 양성될 수 있다. 

교육을 이수한 재활용도우미는 주민들이 배출하는 재
활용품을 플라스틱류, 캔류, 종이류, 섬유류, 잡병류. 공
병류로 분류한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클린매니저
가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적발하기 위함이었다면 재활용
도우미는 재활용품을 깨끗이 씻어서 제대로 배출했는가
를 확인하고 무게를 측정·기록하여 현금지급의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4.4 재활용품 현금보상시스템 애플리케이션

Fig. 3. Example App. screen of Recyclables cashback 
system App.

깨끗한 재활용품을 현금으로 보상하는 재활용품 현금
보상시스템은 Fig. 3에서와 같이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
여 운영할 수 있다. 개인이나 단체로 회원가입 후 배출품
목 및 재질별 배출량 등과 해당 무게에 따른 현금 지급 
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으며, 매주 배출하는 
재활용품의 실시간 위치 또한 확인 가능하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는 주민세 등 세금납부가 
가능하며, 카카오페이와 같은 결제 시스템이나 지역화폐
와 연동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어플을 사용함으로 각 가정
이나 단체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 총량의 집게가 가능하
게 되며, 축적된 데이터는 향후 합리적인 재활용자원 관
리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판단된다. 

5. 결론
재활용이 가능한데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은 매년 증가

하는 추세이며 이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하는 과제이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재활용률
을 1%만 높여도 연간 639억 원이 절약되며 이는 초등학
교 건물 7개를 지을 수 있는 비용이다. 분리수거제도 도
입 후 사람들의 일상에 자리 잡은 분리수거는 실생활에
서 당연시 되고 있지만 제대로 인식하고 올바른 분리수
거 방법을 통해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기에는 아
직 역부족이다. 

폐기물 양의 증가에 따라 처리방법 및 관리의 중요성
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이제
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에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것은 재활용가능자원 중 다
시 폐기되는 자원을 줄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일례로, 인천시 서구지역 2018년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용 지출내역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
반 대행에 소요된 비용은 97억이 넘는다. 2019년 대행
계약은 이미 100억을 넘어섰으며 예측된 쓰레기양이 초
과됨으로써 추가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쓰
레기 처리에 관한 예산의 증가는 인천시뿐만 아니라 전 
지자체가 겪고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은 쓰레
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다. 분리 수거된 재활용품만이라
도 100% 재활용된다면 쓰레기의 발생률은 현저하게 줄
어들 것이며 이것은 폐기물 처리비용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
자원을 100%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활용품 현금
보상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현금보상시스템은 기존 재활
용 유통구조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오
염된 채로 배출된 재활용품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에서 
출발한다. 깨끗한 상태로 배출된 재활용품에 대해 금전적
인 보상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시에 
쓰레기 감소효과를 가져 오는 것이다. 

재활용품 현금보상시스템은 개인, 기업 그리고 지자체
의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개인
에게는 쓰레기가 현금으로 바뀌는 경험으로 폐기물에 대
한 이전과는 다른 시각을 갖게 한다. 계도와 캠페인만으
로 부족했던 올바른 시민의식을 현금보상이란 동기부여
를 통해 되찾게 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다. 둘째, 깨끗한 양질의 재활용품은 바로 원재료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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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여 중간 유통단계가 생략, 이것은 비용절감으로 이
어져 재활용품 판매 기업은 더 많은 수익창출이 가능하
게 되며, 폐페트병과 같은 폐자원을 수입에 의존했던 기
업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지자
체의 경우, 폐기물처리비용 감소로 예산절감 효과뿐만 아
니라 재활용품 실시간 추적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어 향
후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재활용자원 관리를 할 수 있
게 된다.

이와 같이 재활용품 현금보상시스템은 개인이나 기업 
및 지자체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물론, 나아가 우리
의 미래터전인 지구환경보호에 가장 강력하고도 현실적
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현금보상시스템 시범 운
영 후 참여자의 만족도 및 효과, 개선방안 등에 관한 연
구를 향후 추가적인 연구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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