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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래부터 쓰레기로 만들어지는 사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사물이 더 

이상 쓰임새가 없다고 해석되어 버려질 때 그 사물은 쓰레기가 된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쓰레기인 사물이 누군가에게는 쓰레기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일단 쓰레기로 버려진 사물에는 악취, 더러움, 불쾌함, 역겨움과 같은 

부정적인 가치가 결부된다. 재활용은 쓰레기를 다시 상품의 상태로 

복귀시키는 효과적인 방식이다. 재활용 과정을 통해 쓰레기는 더 이상 

오염물질이 아니라 시장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해석된다.   

  도심 속의 고물상은 쓰레기가 모여드는 비환경적인 공간인 동시에, 

재활용이 이루어지는 친환경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은 

고물상이 쓰레기에 한 해석적 경합이 벌어지는 구체적인 공간임을 

보여준다. 고물상에 모이는 재활용품에 한 해석을 놓고 국가와 고물상은 

서로 갈등을 빚는다. 폐기물 관리의 주체인 국가는 재활용품을 잠재적인 

오염물질로 파악하는 반면, 재활용 과정의 주체인 고물상은 재활용품을 

상품으로 파악한다.  

  국가는 쓰레기가 배출되는 순간부터 최종 처분되는 순간까지 모든 과정을 

파악하여 철저히 관리한다. 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세세하게 

정해놓은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처리된다. 하지만 재활용 과정의 기초를 

담당하는 고물상만은 국가의 관리에서 벗어난 비공식 역에 있다. 고물상은 

합법과 불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놓여 있다. 더 나아가, 

국가는 고물상을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잠재적인 위험의 공간으로 인식한다.  

  고물상에서 재활용 상품이 생산될 때는 특별한 종류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고물상에서는 수많은 물질들의 종류를 빠른 속도로 식별할 수 



 

 ii

있어야 한다. 또한 그 물질의 경제성의 유무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매 순간 바뀌는 거래 조건에 따른 흥정의 기술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지식과 기술은 오랜 기간의 경험을 통해서 몸으로 체득되며, 거듭되는 거래 

상황 속에서의 임기응변적인 판단을 통해서 발휘된다. 이를 통해 재활용 

시장은 시장경제적인 자원순환의 구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특기할 것은 고물상이 발휘하는 이러한 지식과 기술들은 수치화하거나, 

표준화된 방법으로는 공식화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는 점이다. 반면 

국가는 구체적인 수치와 표준적이고 공식화된 절차를 통해 쓰레기를 

처리한다. 국가는 자원순환법을 제정함으로써 고물상에서의 재활용 과정에 

해서도 관리를 확 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의 기획은 재활용 

시장과 갈등을 빚는다. 재활용 현장에서는 체득된 기술이나 임기응변적인 

지식에 의지한 재활용 상품의 생산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지식은 구체적인 

수치나 공식화된 절차로 번역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국가와 고물상의 갈등은 일시적으로 봉합되더라도 언제든 다른 

형태로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다.  

 

주요어: 재활용, 쓰레기, 고물상, 폐지수집노인, 자원순환, 폐기물관리, 메티스 

학   번: 2014-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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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질문 

 

현  문명의 개가로 평가되는 물질적 풍요의 이면에는 쓰레기라는 존재가 

도사리고 있다. 2014년 전국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141,797,390톤이며, 이는 국

민 한 명이 하루에 략 7.76킬로그램의 쓰레기를 배출한 것이다(환경부 

2015a: 10).
1
 쓰레기가 지나치게 많이 배출되고, 적절히 처리되지 않은 채 쌓

이면서 야기되는 상황들은 표적인 환경문제로 손꼽힌다.  

재활용(recycle), 혹은 자원순환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다. 생산-유통-소비 후 폐기되던 물질들을 재활용을 통해 다시 생산 

혹은 소비 단계로 복귀시킴으로써 처분되어야 할 쓰레기의 절 량을 줄이는 

한편, 추가적인 자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오염 방지에 초점을 맞

추던 종전의 폐기물처리 정책은 최근 재활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변화하

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

고, 폐기물 처리 정책에 ‘자원순환’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했

다(김형국 2011). 이를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는 ‘자원순환사회실현’을 국정

과제로 포함하면서 제도적 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는 폐기물을 처리

하고 관리하던 시 가 막을 내리고, 폐기물을 자원으로 선순환하고자 하는 

제도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라고 평가된다(한상운 외 2014).  

이와 같은 최근의 정책적 변화 양상은 쓰레기를 단순히 버려진 후 처분되

어야 할 물질, 즉 ‘폐기물’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사용 가능한 ‘자원’으로 인

식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정부가 폐기물을 자원으로 바라보기 시

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하지만 국가의 정책적 변화보다도 훨씬 이전부터 

쓰레기를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를 재활용해온 이들이 존재한다. ‘넝마주이’

로 일컬어지던 도심 지역의 쓰레기 수집인들(윤수종 2003), 서울의 쓰레기 매

                                            
1
 이는 환경부의 통계자료에서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배출량을 모두 

합친 후 인구 50,000,000명으로 가정하여 연구자가 추정한 수치이다. 생활폐기물만 

고려해 추정할 경우 1인당 하루 쓰레기 배출량은 약 0.99킬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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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지 던 난지도 지역 주민들의 쓰레기 분류 및 재활용품 수집 작업(유재순 

1985; 이상락 1985; 정연희 1985; 정채성 1989; 황석  2011) 등은 쓰레기를 

자원으로 인식하고 재활용을 실천해 온 표적인 움직임들이다. 이러한 흐름

은 스스로를 ‘재활용인’이라 부르는 ‘재활용 시장’의 참여자들로 이어져

서 현재에 이른다. 현재의 재활용 시장은 동네의 세 고물상부터 규모 설

비를 갖춘 재생 공장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재활용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규모로 성장했다. 이들은 국가의 제도적 패러다임이 전환되기 훨씬 

이전부터 시장경제적인 재활용 시장을 구축하여 재활용품을 수집-처리-재생

하는 재활용의 전 과정을 담당해 왔다. 국내의 재활용률은 83%로 OECD국가

들의 평균인 54%보다 월등히 높으며, 재활용 선진국이라 불리는 독일의 87%

에 필적하는 수준이다(OECD 2015).
2
  

자원순환으로 제도적 패러다임을 전환한 정부와, 이미 시장경제적 구조를 

구축하고 재활용을 담당해온 재활용업계는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지만 의

외로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다. 자원순환법을 둘러싼 논란이 그것이다. 자

원순환법 논란은 쓰레기와 재활용에 한 관리 및 규제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와, 정부의 관리 및 규제 속에서도 보다 자유로운 상품 거래의 권

리를 인정받고자 하는 재활용업계 사이의 갈등이 주된 내용을 이룬다. 표면

적으로는 새로운 정책 도입에 따른 이권과 주도권 다툼 정도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갈등의 본질에는 쓰레기라는 물질과, 재활용이라는 과정의 특수한 

성격에서 기인하는 국가와 비공식적인 민간 역 사이의 해석적 경합이 자리

한다.  

고물상은 국가와 비공식 역의 해석적 경합이 가장 첨예하게 립하는 장

소이다. 고물상은 국가와 제도의 시야 바깥에 놓인 비공식 역이지만 동시

에, 쓰레기가 재활용품으로 거듭나는 현장이다. 쓰레기 취급을 받던 물질들은 

고물상을 거치는 순간 재활용품으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재활용의 현장인 고

물상은 또 한편으로는 아직 재활용품이 되지 못한 쓰레기들이 집적되는 도심 

                                            
2
 좁은 의미에서 재활용은 물질회수에 해당하는 재사용(reuse)과 재활용(recycle)만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의 재활용은 에너지회수(recovery)도 포함한다. 여기서 재활용률

은 넓은 의미의 재활용을 뜻한다. 



 

 3

속의 쓰레기장이기도 하다. 고물상의 불결한 외관과 소음은 쓰레기장으로서

의 이미지를 강화한다. 고물상은 쓰레기가 재활용되는 가장 친환경적인 곳인 

동시에, 불결한 쓰레기가 모여 있는 가장 비환경적인 곳인 셈이다. 또한 고물

상에서 재활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한 신뢰의 문제도 있다. 고물상은 국

가와 제도의 시야 바깥에 놓인 비공식 역이기에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재활용 과정 역시 공식화되어 정해진 바가 없다. 이런 까닭에 국가는 고물상

에서 재활용이 이루어짐을 인지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는다. 

고물상의 이러한 양면적인 모습은 국가와 비공식 역이 경합하는데 핵심적

인 재료가 된다.  

물론 고물상에서 이루어지는 재활용에 한 해석적 경합이 ‘고물상은 친환

경/비환경적이다’라는 식의 이분법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고물상이 

해석되는 양면적인 모습의 중간 어딘가에 있을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하지만 국가와 비공식 역은 서로 다른 실천적 원리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 

해석적 경합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물상에서 이루어지는 재활용을 두고 국가와 비공식적

인 민간 역이 해석적 경합을 벌이는 양상을 조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쓰레기와 재활용품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둘째, 국가는 쓰레기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셋째, 고물상에서 쓰레기는 어떻게 재활용되는가? 

넷째, 국가와 고물상의 갈등은 어떻게 진행되며, 그 함의는 무엇인가?  

 

같은 사물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쓰레기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쓰레기가 아닌 

쓸모 있는 사물일 수 있다. 애초부터 쓰레기로 태어나는 사물은 없기에 쓰레

기는 본질적으로 해석을 통해서 규정되는 사물이다. 고물상은 누군가에게는 

쓰레기인 사물을 재활용하여 상품으로 만드는, 쓰레기에 한 서로 다른 해

석이 맞물리는 공간이다. 이 때문에 쓰레기를 처리할 책임을 지는 국가와, 쓰

레기를 상품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고물상의 해석적 경합은 필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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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양상을 조망하기 위하여 우선 본 연구에서는 우선 국가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국가는 쓰레기가 배출되는 순간부터 이동되

어 최종 처분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파악하여 관리한다. 쓰레기에 

한 국가의 관리는 쓰레기 자체의 상태뿐만 아니라 쓰레기 처리 과정의 참여

자들에 해서도 적용된다. 이러한 철저한 관리는 「폐기물관리법」을 위시한 

많은 제도와 규정을 근거로 수행된다. 이를 통해 쓰레기는 국가가 제도로 규

정해놓은 공식화된 경로만을 통해, 한시도 국가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로 처리된다. 재활용품 역시 법적인 정의 상 쓰레기의 일종이기 때문에 마

찬가지로 국가의 철저한 관리 상이다. 그런데 재활용이 이루어지는 여러 

과정 중 가장 기본 단계인 고물상은 합법과 불법의 애매한 경계선상에 놓여 

있으면서 사실상 국가와 제도의 시선의 바깥, 즉 비공식적인 역에 놓여 있

다. 비공식 역으로서 비가시화 된 고물상은 잠재적 위험의 공간으로 간주

된다.  

그리고 본 연구는 비공식 역인 고물상에서 쓰레기가 재활용되는 과정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고물상에서의 재활용 과정은 공식적인 절차와 방법

이 아니라 매뉴얼화 될 수 없는 참여자들의 ‘메티스(mētis)’3
를 통해서 이루

어진다. 재활용품이 수집되는 과정, 고물상에서 재활용품이 분류, 분해되는 

과정, 재활용 시장 내부의 유통 등 재활용 시장 전반에는 체득된 지식이나 

기술, 혹은 관행 등이 동원된다. 고물상에서의 재활용 과정은 메티스에 의지

해서 이루어진다고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어서 분석하고자 하는 자원순환법 논란은 국가와 고물상의 

해석적 경합이 현실의 갈등으로 표면화되는 사례이다. 국가는 자원순환법을 

통해 비공식 역에서 비가시화되어 있는 고물상을 파악하여 관리하고자 하

지만 이러한 국가의 시도는 재활용 시장의 메티스와 충돌한다. 이 때문에 자

원순환법의 도입을 놓고 국가와 고물상은 첨예한 갈등을 빚는다.  

                                            
3
 실행지(實行知)라 번역되는 메티스 개념은 제임스 스콧(James C. Scott)이 『국가처

럼 보기(Seeing Like a State)』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다. 스콧은 메티스가 ‘토착적 전

문 지식‘, ‘민간 지혜’, ‘실용적 기술’에 해당하지만 보다 넓은 의미를 갖고 있

는 것으로 사용한다. 그에 의하면 메티스는 “항상 변화하는 자연과 인간 환경에 적

응해온 실용적 기술과 획득한 지혜의 포괄적 역”(스콧 2010: 472)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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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1) 쓰레기의 의미에 한 연구들 

 

(1) 구성된 의미로서의 쓰레기 

 

쓰레기란 무엇인가? 호킨스와 무에크(Hawkins & Muecke 2003)는 쓰레기라

는 사물에는 악취, 더러움, 불쾌함, 역겨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결부되

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쓰레기는 개인적인 편의와 안도감, 쓰레기의 친환경

적인 처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사라져야만 하는 상

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쓰레기가 본래부터 불결함을 속성으로 내재하는 사물인 것은 아니

다. 원래부터 쓰레기로 만들어진 사물은 존재하지 않으며, 쓰레기로 분류될 

때 그 사물은 비로소 쓰레기가 된다. 쓰레기와 쓰레기가 아닌 것을 분류하는 

본질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언제 어느 상황에서 누구에게 쓰레기인지

가 존재할 뿐이다.  

이처럼 쓰레기의 의미가 구성된다는 것은 아파두라이(Appadurai 1986)의 논

의를 통해 뒷받침할 수 있다. 아파두라이에 의하면 ‘각 사물에는 그것 자체

의 사회적 생활(social life of things)’이 있다. 사물에 부여되는 가치와 의미

는 그 사물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상황과 맥락 속에 놓

여 있느냐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물의 가치와 의미는 해당 

사물의 생산 과정에서 본질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에 한 욕

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사물들은 자신이 놓여 있

는 가치 체계(regimes of value) 속에서 옮겨 다니며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상이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 받는다고 볼 수 있다(Appadurai 1986).  

이러한 아파두라이의 논의를 쓰레기에도 적용시켜볼 수 있다. 쓰레기의 사

전적 의미는 “비로 쓸어 낸 먼지나 티끌, 또는 못 쓰게 되어 내다 버릴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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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내다 버린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4
 사전적 정의에 따르자면 사

물이 쓰레기로 변화하는 것은 ‘못 쓰게 된’ 순간이다. 여기서 ‘못 쓰게 된’

이라는 의미는 쓰레기의 의미가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

다. 사물의 가치와 의미는 그 사물이 놓여 있는 사회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아파두라이의 주장에 의하면, 어떤 사물이 못 쓰게 되었는지 아

닌지 여부는 사물을 쓰레기로 버리는 사람의 의중, 혹은 그가 살고 있는 사

회의 문화적 규칙 등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이처럼 ‘쓰레기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해서 ‘사물의 본질 상 원래

부터 쓰레기인 것은 없으며, 처해 있는 사회적, 상황적 맥락에 따라 쓰레기로 

규정되는 것은 달라진다’는 답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런데 일단 쓰레기로 

규정된 사물은 거의 예외 없이 호킨스와 무에크(Hawkins & Muecke 2003)의 

논의와 같이 악취, 더러움, 불쾌함, 불결함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가

치 및 의미와 연결된다. ‘불결하지 않은 쓰레기’란 상상하기 힘든 종류의 사

물이며, 바로 이 점 때문에 아파두라이의 논의와 같이 설득력 있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는 본래 불결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쓰레기에 결

부되는 부정적인 가치와 의미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더글라스(1997)에 의하면 ‘불결함’은 상 적인 관념이다.  

 

신발은 그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고 식탁 위에 올려 놓는 것이 더럽다. 
음식은 그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침실에 식사 용기를 놓는 것이 더럽
거나 옷 위에 흘린 음식이 더럽다. 마찬가지로 응접실의 화장실 도구나 의
자 위에 놓은 옷, 실내에 있는 실외 도구, 아래층에 놓인 위층 물건, 겉옷 
위에 드러난 속옷 등등. 요컨대 우리들의 오염에 관한 행동은 일반적으로 
존중되어 온 분류를 혼란시키는 관념이나, 이것과 모순되는 일체의 대상에 
대한 관념을 그른 것이라고 하는 반응이다(더글라스 1997; 69). 

 

즉, “더러움(불결함)이란 제자리에서 벗어난 것”(스트래서 2010: 124)이다. 

더글라스의 논의를 통해 쓰레기와 불결함이 거의 예외 없이 결부되어 있는 

                                            
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사전』, 항목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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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설명할 수 있다. “쓰레기는 사물이 제자리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불결함과 같은 감정과 결부된다.  

그런데 더글라스의 논의에서 불결함은 제자리에서 벗어난 것이지만, 이것

은 결코 체계와 완전히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불결함은 “일

련의 질서 정연한 제관계와 그 질서의 위배라는 두 가지 조건을 포함”한다. 

말하자면 쓰레기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체계가 존재하며, “질서가 부적절한 

요소를 거부하는 의미가 있는 한, 오물(쓰레기)은 사물의 체계적 질서와 분류

들의 부산물”(더글라스 1997: 69)이다. 이런 점에서 보았을 때 불결함은 단순

히 정상적이라고 간주되는 분류체계에서 배제된 범주이기 이전에, 사회 내에

서 공유되는 정상/비정상의 질서와 범주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더글라스의 이러한 논의는 ‘쓰레기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하

여 오히려 역으로 ‘쓰레기라 불리는 것들을 통해 사회적 질서와 가치가 드러

난다’고 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2) 자본주의의 부산물로서 쓰레기 

 

더글라스의 논의를 쓰레기에 적용시켰을 경우, 불결함과 결부되어 있는 존

재로서 쓰레기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쓰레기가 

정상과 비정상의 사회적 질서를 드러내는 지표로서 질서와 맞물려 항상 존재

하는 것이라면, 사회적 질서가 존재하는 한 그 반  축의 쓰레기 역시 반드

시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현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쓰레기에 관한 여러 연구들은 자본주의 체제로 인해 촉발된 량소비 사회에

서의 쓰레기 발생과 쓰레기 문제의 특유한 지점들을 분석한다.  

케네디(Kennedy 2007)에 따르면 쓰레기는 존재론적으로 매우 독특하다. 쓰

레기는 존재(being) 그 자체가 문제적이기 때문이다. 쓰레기는 원래 존재해서

는 안 되는 것이지만 오랜 시간 동안 이미 존재해 오면서 문제를 야기해왔다. 

따라서 쓰레기의 존재론은 출발에서부터 존재와 비존재의 기묘한 뒤섞임으로

부터 파생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쓰레기의 존재론을 복잡하게 하는 이

러한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케네디는 “쓰레기라는 사물 그 자체(the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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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selves)를 제 로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쓰레기에 한 이해가 시작되어

야 한다”(Kennedy 2007: 88)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쓰레기 그 자체’란 무엇인가? 케네디는 쓰레기란 

‘낭비(waste)’라는 행위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에 의하면 낭

비가 전면화된 것은 현  사회의 독특한 특성이다. 이전에는 재화에 한 낭

비만이 존재했지만 현  사회에서는 재화의 낭비가 모든 계층, 모든 사람들

에게 미덕으로서 전면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 기회, 사랑, 친절함 등 추

상적인 가치들에까지도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쓰레기

는 현 의 자본주의 체제와 결부되어 있는 존재이다(ibid: 1-2). 

자본주의와 쓰레기를 결부시켜 파악하는 입장은 쓰레기의 사회사에 관한 

스트래서(2010)의 논의와 맞닿아 있다. 자본주의와 현 의 소비 사회가 본격

화되기 이전인 19세기까지만 해도 소비와 폐기와 생산은 나름 로 순환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었다. 사람들은 쓰임이 다한 물건을 버린다는 것에 익숙하

지가 않았다. 하나의 사물로서 쓰임이 다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때의 쓰레기는 새롭게 활

용될 수 있는 상이었다는 점에서 쓰레기와 생산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

었다(스트래서 2010: 25-27).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 량생산과 일회용품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버리는 

일은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버리는 문화’가 자리잡

게 되었다. 여기에는 물건을 버리는 행위가 유행, 편리함, 청결 등의 현 성

의 관념과 연결된 것이 주효했다. 즉, 사용하던 물건을 버리고 새로운 물건을 

사용하는 것은 일회용품의 경우 청결함을 유지한다는 환상을 제공할 뿐만 아

니라 편리하며, 끊임없이 변하는 유행에 뒤쳐지지 않는다는 만족감을 줄 수 

있게 된 것이다(ibid: 330-337). 이와 마찬가지 맥락에서 린치(Lynch 1990)는 쓰

레기에 한 규정을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계급 간의 차이를 과시하는 것으

로 설명했다. 어떤 사물을 쓰레기로 분류하느냐 아니냐는 계급과 연결되어 

있으며, 쓰레기로 분류하는 것은 이 물건을 버릴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

음을 과시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로써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끊임없이 버리는 것이 새로운 상품 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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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데 관건이 되었다. 이제 버리는 문화는 단지 수요만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욕망을 끊임 없이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20

세기의 경제성장을 촉발, 유지시키는 동력이 되었기 때문이다(스트래서 2010: 

25-30).  

이처럼 쓰레기에 한 여러 연구들은 쓰레기의 의미 구성과, 자본주의적 

소비 사회로 구성된 현  사회의 질서와 쓰레기의 관계를 주로 분석하고 있

다. 이들의 논의는 쓰레기에 결부되어 있는 부정적인 의미가 사회적 맥락과 

주류 사회적 질서에 의해 구성되는 점을 강조한다. 즉, 쓰레기에 불결함과 같

은 부정적인 가치가 결부되어 있는 것은 그 사물이 본래 불결한 것이기 때문

이 아니라 주류 사회적 질서의 규범에 반하여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불결함이라는 감정이 결부되게 된다는 것이다. 쓰레기가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이와 같으며 현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이러한 양상은 마찬

가지로 반복된다. 다만 량 소비가 미덕으로서 종용되는 사회라는 자본주의 

사회의 특유한 맥락이 강조되는 것이 다르다.   

하지만 박효진(2012)은 이러한 시각이 쓰레기를 “단지 정적인 범주로 축소

시킴으로써 물질이 갖는 다각적인 차원을 포착하지 못한다”(박효진 2012: 32)

고 주장한다. 쓰레기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처리되는 양상에 한 논의들은 

“쓰레기를 단순히 관리의 상으로 환원”하면서 쓰레기를 “수동적으로 인

간의 처분을 기다리는 객체”(ibid: 32)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에서 볼 수 있듯이 쓰레기에 한 기존의 연구들은 쓰레기

를 규정하는 의미와 가치가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구성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더글라스의 논의에서와 같이 쓰레기를 불결함과 연결시키는 기제는 해

당 사회의 정상적인 범주를 규정하고자 하는 노력과 언제나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쓰레기 문제에 한 기존 연구들은 ‘불결함’에 한 더

글라스의 논의를 한결같이 자본주의적 사회 질서라는 특정한 맥락과 연결시

킨다. 즉, 쓰레기의 의미와 가치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되, 현

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현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쓰레기에 부여된 

의미는 자본주의의 특유한 맥락과의 연결에서만 파악할 수 있다. 그리하여 

쓰레기는 량 생산과 량 소비 체제의 부산물이라는 속성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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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에서 시장경제 방식으로 쓰레기를 활용하는 방식이 현  자본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해진다. 재활용(recycle)은 쓰레기를 ‘다시(re-) 순환(cycle)’

함을 뜻한다.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현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활용은 

쓰레기를 시장경제의 순환에 편입시킨다는 의미로 재구성된다.  

 

    2) 재활용에 관한 연구들 

 

현  사회에서 자본주의와 소비 사회가 진전됨에 따른 부산물로서 쓰레기

가 발생한다. 이 때 재활용은 쓰레기에 한 자본주의적인 관리 전략으로서 

활용된다. 쓰레기는 “자본주의의 경제적 메커니즘으로 인해 발생, 규정되며, 

쓰레기가 유발하는 각종 문제와, 적절한 처리 양식 등이 규정”(Gille 2007: 212)

된다. 이 때 나타나는 쓰레기 관리의 사유화와 쓰레기에 한 자본화는 “쓰

레기를 생산조건으로 회수하여 잉여가치 축적을 위한 기회로서 활용하는 자

본의 전략”(박효진 2012: 28)이라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체제 아래에서 쓰레기는 상품으로서 거래되기도 한다. 

그런데 상품으로서의 쓰레기는 일반적인 상품의 생산 및 유통 과정과 비슷한 

면모를 보이기도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쓰레기의 독특한 의미 구성에 의해 

일반적인 상품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산 및 유통된다. 오브라이언은 근 사

회에서 쓰레기가 처리될 때 쓰레기는 “개인 및 집합적인 의미에서 분리되며, 

다시 경제적 맥락에 맞게 연결되어서 경제적 이윤을 제공”(O’brien 2007: 122)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품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그럼에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쓰레기가 처리 되는 과정은 단순히 쓰레기가 상품이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쓰레기라는 물질의 다양한 의미 구성에서 

기인하는 바, 불확정성이 항상 수반되기 때문”(ibid: 122)이다 

그렇다면 쓰레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며, 이 때는 어떤 일

이 벌어지는가? 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것과 쓰레기 재활용의 활성화

가 쓰레기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

은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이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비교적 최근에 인지되기 시작”(흄즈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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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에 따라서 이른바 ‘재활용 산업’이 주목되기 시작한 것이다.  

연구자들의 관심을 먼저 끈 것은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의 국제적인 이동

이었다. 쓰레기 처리 과정은 단지 지역적인 수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

라 국제적인 규모로 상호 향을 주고 받는 일이다. 쓰레기는 재활용됨으로

써 경제적인 이득을 줄 수 있는 상이지만, 현 의 도시에서 쓰레기를 재

활용하는 것은 비용 비 편익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쓰레기를 재활

용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적재하고 처리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과 노동력

과 같은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쓰레기는 많은 경우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하여 처리되며, 이는 상호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겨지기

도 한다(Alexander & Reno 2012: 3).  

선진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해서 재활용되며, 다시 

선진국으로 수출된다. 그런데 쓰레기와 재활용품의 국제적인 이동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다. 이는 국제적인 경제 상황과 환경 문제에 한 감시, 재활용하

는 곳의 사회적인 관계 등 매우 많은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이기 때문

이다. 국의 금속거래시장에서 일어난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은 중국이나 

브라질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재활용 현장의 변동에 큰 향을 미친다(Xin & 

Jici 2012; Millar 2012).  

재활용에서 일종의 전세계적인 분업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

부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선진국의 경제적, 정치적인 주변부에서도 재활용

은 일어난다(Reno 2015: 559). 사실 전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형태의 재활용은 

선진국이건 개발도상국이건 도시의 비공식 경제 역에서 일어나는 비공식적

인 재활용이다(Medina 2007). 미국 캘리포니아의 홈리스 마약 중독자들

(Bourgois & Schonberg 2009)이나, 미시간의 중산층 쓰레기매립장 노동자들

(Reno 2009), 쓰레기를 뒤지는 도시의 아나키스트들(Giles 2014)들에 한 연구

가 그 예이다.  

재활용의 현장에서는 물질의 가치에 한 재평가(revalorization)가 일어난

다(Millar 2008; Lane 2011). 치타공의 폐선박 해체 작업장에서 폐기된 선박은 

원자재 물질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재평가된다. 이곳에서 선박은 더 

이상 선박으로서의 기능이나 가치가 아니라 단지 수천 톤의 강철 스크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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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미로 존재한다. 이 때의 선박은 패턴 인식(gestalt shift)에 의해 인식된다. 

하나의 사물로서 선박이 아니라 수많은 물질들의 접합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Crang et al. 2012).  

한편 같은 작업장 안의 동일한 행위자들에게도 상황과 목적에 따라 재활용 

과정과 쓰레기에 한 인식은 사뭇 다를 수 있다. 미국의 쓰레기 매립장에 

한 레노(Reno 2009)의 연구에는 쓰레기를 다루는 두 가지 방식이 등장한다. 

‘쓰레기더미 뒤지기(scavenging)’과 ‘매립(dumping)’이 그것이다. 이 두 가

지 행위는 매립지 안의 노동자들이 상황에 따라 하는 두 가지 행동 양식이다. 

쓰레기더미 뒤지기는 생활이나 노동 현장에서 다루던 물질에 한 익숙함과 

지식을 근거로 물질에서 유용한 가치를 얻어내는 것이다. 미국의 매립장에서 

쓰레기더미를 뒤지는 이들은 쓰레기로 버려진 사물을 완전히 해체 및 재가공

하여 원자재 상태의 물질을 얻어내고자 하는 아르헨티나의 노동자들(Faulk 

2012)과 달리, 생활이나 노동 현장에서 간단한 가공만을 거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사용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물질들을 소규모로 수집하여 가져

간다. 하지만 이들이 매립장에서 주로 하는 일은 매립 행위이다. 매립은 량

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으로서 표준화된 작업 매뉴얼에 따라 행동할 것이 

요구된다. 쓰레기더미를 뒤질 때 쓰레기는 어느 정도 이전 상태와 연결되는 

사용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물로 인식되는 반면, 매립에서의 쓰레기는 이전 

상태의 사용가치를 완전히 탈각시키고 물리적인 부피를 가진 물질로 체된 

것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비교에서 레노는 두 가지 행위 방식이 근본적으로 

물질에 한 이해의 차이가 있으며, 이는 더 나아가 가치평가체계 사이의 충

돌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매립장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두 가지 행위 중 쓰레

기 처리 과정을 합리화, 시장화하려는 관리 당국의 움직임은 쓰레기더미를 

뒤지는 행위를 주변화하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Reno 2009).  

한편 쓰레기처리 노동을 주변화하는 현상은 미국의 사례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다카르에서는 NGO가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도입되었다. 다

카르의 공동체 회복 및 형성을 목적으로 실시된 이 사업은 도시에서 배출되

는 쓰레기를 공동체 기반의 조직들이 관리하도록 하 다. 하지만 이 사업은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조 변화와 맞물리면서 가난한 여성의 노동력을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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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 

정도 던 여성의 가사 노동은 지역적 규모로 수행되는 공적인 의무로 그 의

미가 변화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노동은 여성이 전담해야 하는 일로서 성

별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사적 역에 속하던 쓰레기처리 노동은 공적인 역

으로 전환되었으나, 기존의 위계적인 성별 질서와 결부되면서 성별화된 쓰레

기처리 노동은 주변화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Fredericks 2012).  

 

3) 국가의 가독력과 비공식 역의 메티스 

 

재활용과 쓰레기처리 노동은 비공식 역으로 주변화된다(Medina 2007; 

Fredericks 2012; Reno 2015). 우리나라의 고물상 역시 재활용을 담당하지만 

사실상 국가와 제도의 바깥, 즉 비공식 역에 놓여 있다. 이런 점에서 재활

용 활동을 공식적인 경제 활동으로부터 주변화된 비공식 경제 활동의 일환

으로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Hart(1973)가 가나의 비공식 경제를 연구한 이래로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비공식 경제활동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채택하면서 이에 한 연구가 다각도

에서 이루어져 왔다. 국제노동기구는 비공식 활동을 7가지의 특징으로 규정

하 다. “진입장벽의 용이성, 토착적 자원에 한 의존, 가족 경  기업, 소

규모 조직, 노동 집약적이고도 제한된 기술, 공식 교육 체제 밖에서 획득하는 

기술, 규제되지 않는 경쟁적인 시장”(Bromley 1978: 1033)이 그것이다.  

비공식 경제를 규정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틀은 공식성과 비공식성을 

이분화하는 것이다. 공식성과 비공식성을 이분화하는 입장은 합법적으로 국

가 통제의 범위에 있는 공식 부분과, 국가의 규제를 받지 않거나 법적인 제

재를 받지 않는 법 외적 역의 비공식 부분을 이분화하는 것이다. 이는 비

공식 역에 한 태도에 따라 두 입장으로 나뉜다.  

비공식 경제의 긍정적인 기능을 지지하는 학자들의 경우, 비공식 경제가 

공식 경제의 실패를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국가의 경제 규제 강화로 

물자 부족과 물가 상승의 문제가 발생할 때, 비공식 경제가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는 식이다(Tripp 1986: 55). 비공식 경제를 공식적 경제로 포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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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경우, 비공식 역은 공식적인 통계가 존재하지 않으

면서 규제 밖에서 작동하므로, 정부가 지원하고 비공식적인 기업들을 공식적

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비공식 역을 국가의 법제 하에서 합법

화함으로써 자산을 합법적인 자본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데 소토 2003).  

스콧(2010)은 공식 경제 및 비공식 경제 논의와 다른 맥락에서 국가와 비

공식 역의 관계를 분석한다. 스콧에 의하면 근 국가의 통치술의 핵심은 

‘가독력(legibility)
5
 높이기’이다. 근 국가는 “중앙 집권적인 차원에서 기록

하고 감시할 수 있는 하나의 표준화된 격자를 창조”(스콧 2010: 21)함으로써 

사회에 한 가독력을 높 다. 국가가 통치해야 할 상들은 합리적으로 표

준화된 기준을 통해 호명되면서 국가의 시야에 들어와 인식된다. 토지 소유

의 제도화, 사회보장번호, 통일된 표준 체계 등은 이른바 ‘국가 단순화’를 통

해 사회에 한 가독력을 높인 사례이다. 

스콧은 국가 단순화에 다섯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본다; 첫째, 국가 단순화

는 사회적 삶의 측면 중에서 공공의 이해에 부합하는 것들에 한 관찰일 뿐

이다. 즉, 국가가 읽고자 하는 것은 ‘이해 관계가 결부된’ 공리주의적 사실

들이다. 둘째, 국가 단순화는 거의 항상 언어 또는 숫자로 나타내는 ‘문서상

의 사실’로 작성된다. 표준화된 문서 속에 저장된 내용보다 더 실제적인 사

실은 국가에 없다. 셋째, 국가 단순화는 전형적으로 ‘정태적 사실’이다. 넷

째, 가장 잘 양식화된 국가의 사실은 언제나 ‘집합적 사실’이다. 다섯째, 평

균 혹은 분포로 집성되고 표현할 수 있는 사실은 ‘표준화된 사실’이다(ibid: 

135-139).  

가독력을 높임으로써 비로소 사회를 읽을 수 있게 된 근 국가는 사회를 

개조하고,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향에 하여 스콧은 “하이 모더니즘

(high modernism) 이데올로기”라 부른다. 하이 모더니즘은 “자연 법칙에 

한 과학적 이해에 상응하는 사회 질서에 한 합리적 설계 등과 관련해 갖고 

                                            
5
 ‘문자의 읽기 쉬움’을 뜻하는 ‘Legibility’는 번역본에서 ‘가독성(可讀性)’으로 

번역되었다. 본문에서는 사회를 파악하기 쉽도록 재조직하는 국가의 능동적인 측면

을 강조하고자 ‘가독성’ 신 ‘가독력(可讀力)’으로 표기한다. 근 국가는 합리적

으로 표준화된 격자를 통해 통치해야 할 상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높임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사회를 통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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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기 확신의 강력한 버전”(ibid: 24)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직화

된 도시, 병 처럼 질서정연해 보이는 촌락 혹은 농장 등은 하이 모더니즘의 

산물이다.  

하이 모더니즘에 입각한 국가의 사회공학적 프로젝트들은 국가가 수집한 

사회적 사실들에 기반하여 계획된다. 문제는 이 사실들이 실제 사회와는 다

르다는 점이다. “단순화, 표준화는 일종의 약도(略圖)처럼 실제 사회를 추상

화하여 표현한 사실”(ibid: 134)이다. 사회에 한 본래의 사실은 국가가 읽을 

수 있도록 번역되면서 추상화된다.  

그런데 스콧은 하이 모더니즘에 입각하여 세워진 합리적인 질서와 국가의 

계획은 “비공식적인 과정에 기생”한다고 본다. 비공식 과정의 존재는 “공

식 과정이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공식 과정을 존재하게끔 하며, 공식 과정 

혼자 힘으로는 스스로를 창조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ibid: 467). 이 때문에 비

공식 과정을 배제하고 단순화, 표준화된 추상적 사실을 토 로 세워진 국가

의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스콧은 ‘비공식 과정’이 ‘메티스(실행지, Mētis)’에 의해 운 된다고 본

다. 스콧은 메티스가 “토착적 전문 지식, 민간 지혜, 실용적 기술에 해당하지

만 보다 넓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ibid: 471)으로 본다. 그에 의하면 메티스는 

“항상 변화하는 자연과 인간 환경에 적응해온 실용적 기술과 획득한 지혜의 

포괄적 역 ” 을 의미한다(ibid: 472). 따라서 메티스는 토착적 지식(local 

knowledge)과는 의미의 층위가 다르다. 메티스는 행위자들이 기존에 갖고 있

는 지식(공식적 지식이든 토착적 지식이든)에 기반하여 이를 실천적, 실용적

으로 적용하는 바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메티스는 그때그때의 상황과 맥락

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유동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다만 메티스는 개인이나 집단이 축적한 경험을 기초로 적용 혹은 발휘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형화된 공유된 지식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매번 변

화하는 상황 속에서 유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럭저럭 헤쳐가기의 과학

(the science of muddling through)”(ibid: 495)으로서 메티스의 속성은 바뀌지 않

는다.  

메티스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경험 법칙을 어떤 순서로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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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 그리고 언제쯤 책을 던져버리고 신 임기응변으로 임해야 하는지”

(ibid: 473)를 아는 것이다. 스콧은 상황마다 임기응변적으로 임해야 하는 긴급 

구조단이나 응급실 의사, 비교적 고정된 경로의 노동 속에서도 변덕스럽고 

가변적인 상황 변화에 처하는 농부나 목축업자 등이 메티스를 발휘하는 본

보기라고 본다.  

  메티스는 “필연적으로 암묵적이고 경험적인 속성”(ibid: 475)을 갖고 있다. 

실상 모든 인간의 활동은 메티스를 요구하지만, 어떤 활동은 훨씬 더 많은 

메티스를 요구한다. 연 날리는 법, 항해하는 법, 자전거 타는 방법에 한 지

식은 메티스의 능력에 달려 있다. 이들 각각의 기술은 “파도나 바람 또는 길

을 ‘읽고’ 적합한 조정을 하도록 만드는 연습, 그리고 역량과 결부된 손 또

는 눈 동작의 일치 능력을 필요”(ibid: 472)로 한다.  

  이러한 메티스들은 “균형 잡힌 동작에 한 ‘느낌’을 통해서만 필수적인 

조정이 자동적으로 몸에 배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 활동과 분리된 채로는 

유난히 가르치기 어렵다”(ibid: 472). 이 때문에 메티스 지식은 “너무나 암시

적이고 자동적이라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그에 관해 설명할 때조차 쩔쩔매게 

된다”(ibid: 496). 이는 메티스가 “융통성 없는 획일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유

연하고 지역적이며 또한 다양함”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메티스의 고유한 

특성은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 침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맥락

성과 분절성”(ibid: 502)이다.  

실상 메티스는 근  국가의 가독력 높이기와 하이 모더니즘 이데올로기의 

진전에 의해 파괴되어가고 있다. 파괴된 메티스는 “오직 중심부에서만 가독 

가능한 표준화된 공식이 체”(ibid: 508)했다. 스콧은 메티스가 표준화, 매뉴

얼화된 지식을 통해 체되는 것이 오히려 특정 기술이나 지식에 한 보편

적이며, 민주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이러한 ‘메티스 

죽이기’는 끝내 성공할 수 없는데, “생산 또는 사회적 삶의 어떤 형태도 오

직 공식에 의해서만━곧, 메티스 없이━작동할 수 없기 때문(ibid: 508)”이다.  

테일러주의에 입각하여 설계된 공장에서는 오직 공장 관리자만이 전 과정

에 한 지식과 통제를 갖게 되고, 노동자는 전체 과정의 작은 일부만 실행

하는 역할로 축소되었다. 하지만 커스터러(Kusterer 1978)는 모든 작업이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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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탈숙련화된 것처럼 보이는 기계 중심 작동 체계에서도 노동자들은 여전히 

생산에 필요한 개인적 차원의 기술을 사용함을 보여준다. 이는 “자동 생산 

공정이 메티스적인 지식에 의존하여 유지됨”(스콧 2010: 510)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스콧은 국가의 가독력 높이기가 하이 모더니즘적인 실행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메티스 친화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식적 질서는 

“바깥에서 발생하는 교란에 해 탄력성이 낮고 저항력도 약하다”(ibid: 535). 

메티스는 여기에 다양성과 복잡성을 더함으로써 보다 높은 탄력성을 통해 변

화에 유연하게 처할 수 있는 안정성을 제공한다. 

재활용을 둘러싸고 국가와 고물상이 첨예한 해석적 경합을 벌이는 상황은 

국가의 가독력과 비공식 과정의 메티스에 관한 스콧의 논의로 이해할 수 있

다. 스콧이 상정한 국가와 비공식 역의 관계는 국가와 고물상이 맺는 관계

가 유사하다. 국가는 쓰레기 처리와 재활용 과정을 국가의 철저한 관리 아래 

제도로 규정되어 있는 공식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자원순환

법을 통해서 비가시화되어 있던 고물상에 한 가독력을 높이고자 시도한다. 

이에 반해 비공식 역인 고물상에서는 매뉴얼화할 수 없는 지식과 기술, 즉 

메티스에 의지하여 재활용이 이루어진다. 국가는 고물상의 메티스를 공식화, 

표준화하여 가독력을 높이고자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재활용 현장의 복잡하

고도 유동적인 속성 때문에 고물상의 메티스와 충돌한다. 또한 공식적인 과

정은 “비공식적인 과정에 기생한다”(ibid: 467)는 스콧의 주장과 같이 재활용 

시장에서 고물상의 비공식 과정과 국가의 공식적인 관리는 이중적으로 공존

한다. 더구나 고물상이 재활용의 기본 단계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식

화한 재활용 과정은 비공식 과정에 ‘기생한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가독력 높이기와 비공식 과정의 메티스에 한 스콧의 논의

를 통해 재활용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콧의 논의와 재활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유사한 까닭도 있지만, 여기에는 보다 실천적인 이유도 

있다. 만일 국가와 고물상의 관계가 가독력 높이기와 메티스 사이의 충돌과 

상동(相同)이라면 스콧이 논의한 바와 같이 양자 사이의 갈등은 해소되기 쉽

지 않다. 국가와 고물상 사이에서는 실제로 자원순환법 논란이라는 첨예한 

갈등으로 불거졌으며, 이 논란은 봉합되더라도 또 다른 형태로 언제든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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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반복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가의 가독력과 메티스

라는 이론적 도구를 통해 재활용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재활용 과정에 내재

되어 있는 갈등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3. 연구 상 및 연구 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는 쓰레기가 재활용되는 공간인 고물상에서 이루어지는 재활용의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고물상에 한 소개를 위해서는 쓰레기가 처분되거나 

재활용되는 과정에 한 개략적인 소개를 통하여 고물상의 위치를 밝히는 것

이 필요하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 쓰레기는 우선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

로 구분된다. 지정폐기물은 오염의 위험이 심각하기 때문에 특수한 처리 및 

처분
6
 조치를 취해야 하는 물질로서, 정부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장소와 

지정폐기물의 처리 및 처분 과정 전체를 관리한다. 한편 일반폐기물은 다시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나뉜다. 이 구분은 쓰레기의 물질적 성

상(性狀)에 의한 구분이 아니라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따른 차등과세를 용이

하게 하기 위한 구분이다. 쓰레기의 물질적 성상에 의한 구분은 일상에서 실

천되는 분리배출, 분리수거에서 사용되는 구분이다. 분리배출 시 쓰레기는 일

반쓰레기(재활용되지 않음),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로 나뉘어서 요일 혹은 

장소를 달리하여 버려진다. 이들은 각기 다른 과정으로 처리된다.  

일반쓰레기의 경우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로 옮겨져 소각된다. 소

                                            
6
 처리(處理)와 처분(處分)은 보통 비슷한 의미로 쓰이지만 쓰레기 문제와 관련된 환

경공학 분야에서 두 단어는 다른 의미로 쓰인다. ‘처분’은 쓰레기의 존재에 하여 

사상(捨象)할 수 있도록 하는 ‘최종 처분’으로, 개 매립을 의미한다. 반면 ‘처리’

는 쓰레기의 물리적인 상태를 바꾸어 다른 목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

간 처리’를 의미한다. 쓰레기를 수집, 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행위는 중간 처리에 해

당하며 그 결과물을 매립하는 것은 최종 처분에 해당한다(타쿠마환경기술연구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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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과정이 열병합발전과 연계될 경우 일반쓰레기는 에너지회수를 통해 재활

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소각되지 않은 일반쓰레기와 소각하고 남은 물질들은 

쓰레기매립장으로 옮겨져 매립된다.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로 옮겨져서 사료나 퇴비로 가공된다. 재활용품은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 

선별장)’로 옮겨진다.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은 원재료의 종류에 따

라 분류된다. 분류된 재활용품은 성상별로 재생 공장으로 옮겨져서 상품 생

산과정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위의 과정은 한국 사회의 쓰레기 처리 과정 전체를 나타낸 것이 아

니라 국가에 의해 직접적으로 관리되는 쓰레기들만을 나타낸 것이다. 배출되

는 재활용품의 부분은 고물상을 통해서 재활용업계로 공급되어 재활용된다. 

고물상에서 처리되는 재활용품의 비율은 개략적으로도 통계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으며, 단지 고물상 단체의 잠정적인 추정치만 있을 뿐이다.
7
  

한편 재활용업계는 재활용 공정의 단계에 따라 소상, 중상, 상이라 불리

는 업체들로 구성된다. 소상은 동네마다 몇 개씩 있는 이른바 ‘고물상’을 말

한다. 고물상은 도심의 주거 및 상업 지역이나, 공장지  인근에 인접해 있다. 

도심에 위치한 고물상에는 지역 주민이나 폐지수집노인과 같은 재활용품 수

집인이 수집한 재활용품을 매입한다. 고물상에서는 매입한 재활용품들을 분

해 및 분류하여 중상으로 판매한다. 미신고 상업체인 고물상과 달리 중상과 

상은 부분 국가에 재활용사업자로 허가를 받아서 관리를 받는 사업자이

다. 중상은 재활용품의 품목별로 전문화되어 있으며 고물상에서 분류, 분해된 

재활용품을 공급받아 2차 선별 및 압축, 정제 작업을 한다. 중상에서 집적된 

재활용품은 상으로 공급되며, 상에서는 재활용품을 최종적으로 재생 제

품이나 재생 원료로 가공하여 재활용 과정을 완료한다.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는 상은 쓰레기가 아닌 재활용품이다. 폐지, 고철, 

플라스틱, 비철금속, 폐의류 등 재활용품들의 이동 및 변화와 이를 다루는 사

람들을 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실상 누군가에게 가치가 없어서 버려

                                            
7
 표적인 고물상 연합 단체 <자원재활용연 >의 추정에 따르면, 재활용 처리되는 

전체 재활용품 중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운 되는 생활자원회수센터를 경유하는 비

율은 25% 정도이며, 30%는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이며, 나머지 45%는 세 

고물상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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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사물이라는 점에서 쓰레기와 재활용품은 구분되지 않는다. 하지만 재활용

품은 다른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사물로 평가되어 상품 거래를 경유하여 재

활용된다. 즉, 쓰레기가 재활용품으로 평가되어 재활용 되는 과정은 끊임없는 

해석적 경합의 상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주된 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

다.  

또한 재활용 과정의 여러 참여자들 중 본 연구는 고물상을 중심으로 하여 

고물상과 직접 연결된 다른 참여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물상은 수집된 

재활용품이 최초로 모여서 분류 및 분해되는 곳으로, 재활용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를 담당한다. 고물상은 재활용품을 매입한 후 중상으로 판매하

는데, 이러한 상품 매매 과정은 재활용품을 쓰레기가 아닌 상품으로 재탄생

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즉, 고물상은 재활용이 시작되는 가장 친환경적인 공

간이면서, 동시에 쓰레기가 모여드는 가장 비환경적인 공간이기에 고물상에

서는 쓰레기에 한 해석과 이를 둘러싼 경합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이런 점

에서 고물상을 연구의 중심적인 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2015년 7월부터 8월까지 예비조사 단계를 거쳤으며, 2015년 9월

부터 2016년 1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본조사 단계를 진행했다. 2016년 3월부

터 2016년 6월까지는 논문 작성을 위한 보충 조사를 진행했다.  

예비조사 단계에서는 서울에 위치한 생활자원회수센터와 자원회수시설, SR

센터(Seoul Resource Center), 수도권매립지, 지방에 위치한 SRF(Solid 

Recovered Fuel, 고형연료) 발전소 건설현장과 LFG(Landfill Gas, 매립가스) 포

집시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등 공기업이거나 정부와 직접 계약을 맺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들에 한 단기적인 방문조사를 실시하 다. 예비조

사 단계를 통해 실질적인 물질회수를 담당하는 것은 고물상이라고 판단하여 

본조사는 고물상에서 진행하 다.  

본조사는 고물상에 한 참여관찰로 진행했다. 연구자는 2015년 9월부터 

서울시 중랑구의 고물상 한 곳에 출근하여 함께 일하면서 참여관찰을 수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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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물상의 하루 일상은 무척 바쁘고 고되다. 아침 6시 30분부터 저녁 7시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잠시도 쉴 틈 없이 계속 손님을 받고, 분류와 분해 

작업을 해야 한다. 연구자 역시 업 시간 내내 참여관찰을 수행했지만 고물

상의 일상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업 시간 중에는 따로 면담을 위한 시간은 

고사하고 길게 화를 나눌 틈도 잘 없었고, 짧은 화만을 할 수 있었다. 다

만 경우에 따라서는 화 상 의 동의 하에 화 내용을 수첩에 기록할 수 

있었다. 심층 면담은 업이 끝난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진행했다.  

고물상에는 매우 많은 사람들이 드나든다. 주로 수집한 재활용품을 팔러 

온 폐지수집노인이며, 고물상에서 분류된 재활용품을 실으러 온 중상 직원이

나 운반업자들도 자주 들른다. 폐지수집노인들은 처음에는 연구자를 아르바

이트 학생으로 오해했다. 하지만 부분 폐지수집노인들은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고물상을 반복해서 들르기 때문에 “재활용을 연구하러 온 학생”으로 

연구자를 소개할 수 있었다. 특히 연구에 동의한 몇몇 폐지수집노인들이 폐

지를 줍는 과정을 따라다니면서 이들에 한 참여관찰 역시 수행할 수 있었

다. 폐지수집노인들에 한 면담은 폐지를 줍는 길 위에서 이루어졌다.  

고물상에 한 참여관찰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 10월 중순 경부터는 참

여관찰하던 고물상 사장님의 소개로 인근의 다른 고물상 3곳과 경기도 화성

에 위치한 고물상 2곳에서도 비정기적인 참여관찰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입지별로 약간 다른 고물상의 작업 과정을 비교할 수 있는 자

료를 확보하 다. 역시 사장님의 소개로 거래하던 중상 업체들에 해서도 

참여관찰 혹은 방문조사와 면담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 기회를 

통해 비철금속 전문 중상, 파지 압축장, 수지(플라스틱) 선별장, 재활용의류 

수집상을 각 1곳씩 방문할 수 있었다. 이들 중상 업체들에서는 장기적인 참

여관찰을 할 수는 없었다. 신 하루 정도 머물면서 작업 과정을 관찰하고, 

비교적 여유로운 시간을 택해서 면담을 수행하 다. 다만 상 업체들에 

해서는 연구 기간의 한계와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직접 방문해서 연구를 

수행할 수 없었고, 관계자들의 증언과 문헌 자료로 체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보다 풍부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 문헌 조사도 병행하 다. 문헌 조사

를 통해서는 주로 자원순환법 논란에 관한 자료들을 획득할 수 있었다.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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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문헌은 각종 언론보도 자료와 기자회견문들과, 국회, 환경부, 통계청, 

국가법령센터, 한국환경공단 등의 인터넷 사이트
8
에 공개되어 있는 법령, 국

회회의록, 정책정보 공개된 행정문건 등을 통해서 입수하 다. 또한 <자원재

활용연 >
9
의 관계자들과 재활용 담당 공무원들과의 면담을 수행했으며, <자

원재활용연 >의 기자회견 및 국회의원 방문 과정에 한 참여관찰 역시 수

행하 다.  

 

                                            
8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bill / 국회회의록시스템 likms.assembly.go.kr/record)/ 

통계청www.kostat.go.kr/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환경부www.me.go.kr 

/환경통계포털 stat.me.go.kr / 한국환경공단 www.keco.or.kr/  
9
 <자원재활용연 >는 표적인 고물상들의 연합 단체 중 하나로 전국적인 규모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자원재활용연 >는 자원순환법 논란을 비롯한 재활용 관련 이

슈에서 고물상들의 입장을 변하는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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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가처럼 쓰레기 보기 

 

  1. 제도적 차원의 쓰레기 관리 

 

    1) 쓰레기와 재활용품의 법적 구분 

 

쓰레기와 재활용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법으로는 1987년 제정된 

「폐기물관리법」과 1993년 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재촉법」’)이 표적이다. 이 두 법에는 쓰레기와 재활용에 한 법

적인 정의와, 보다 세분화된 개념과 정의들이 규정되어 있다.  

「폐기물관리법」과 「재촉법」에서 쓰레기를 지칭하는 법적인 단어는 “폐

기물”이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을 “쓰레기, 연소재(燃燒
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

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이 정의에서 ‘쓰레기’는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와 다

르게 고체 상태인 폐기물만을 지칭하는 좁은 의미이다. 폐기물에 한 이 정

의는 1987년 「폐기물관리법」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부터 거의 변동 없이 유

지되어 왔다.  

“재활용”은 1991년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법적으로 규정되기 시

작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호는 가 목에서 “폐기물을 재사용, 재

생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으로, 나 목에

서는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

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활동”으로 규정한다. 가 목이 재활용에 한 넓은 정의와 함

께 물질재활용(recycling)을 규정하는 것이라면, 나 목은 에너지회수(recovery)

를 규정하는 것이다.  

한편 1993년 제정된 「재촉법」에서는 재활용과 관련된 보다 세부적인 정의

를 담고 있다. 「재촉법」 제2조 제1호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은 “사용되었

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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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

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으로 정의된다. 

재활용할 수 있는 물질을 재활용가능”자원”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폐기물

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재촉법」 제1조)하고자 하는 이 법의 목적을 드러낸다.  

「폐기물관리법」과 「재촉법」에 규정되어 있는 쓰레기와 재활용품의 법적

인 구분은 명확하다. 폐기물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

하게 된 물질” 전반을 말하며, 재활용품은 “버려진 후 물건 중 재사용, 재생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폐기물을 표현하는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

질”과 재활용품을 표현하는 ‘버려진’ 물질이 사실상 같은 의미이다. 그렇

다면 재활용품은 폐기물의 한 종류에 속한다. 즉, 재활용품은 폐기물들 중에

서 재사용,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 구분은 법적으로는 명확하지만, 실제로 적용될 때는 혼선을 빚기

도 한다. 폐기물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즉 사용 의사에 의해서 정의되

기 때문이다. 어떤 물질을 누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다

면 그것은 폐기물이지만, 다른 누군가가 그 물질에 사용 의사를 가진다면 폐

기물이 아니다. 같은 물질이 누군가에게는 쓰레기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아니

게 되는 것이다. 쓰레기에 한 법적인 정의가 이미 사용의사에 따른 해석에 

달려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법적인 구분에서는 ‘누구’의 사용 의사를 기

준으로 쓰레기로 판단해야 하는지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법 규정상의 모

호성은 재활용 과정에서 국가와 재활용을 담당하는 비공식 역 사이의 해석

적 경합이 발생하는 소지를 제공한다. 

 

2) 쓰레기 “관리” 제도 

 

국가는 쓰레기의 배출에서부터 이동, 중간 처리, 최종 처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 및 규제한다. 국가의 쓰레기 관리는 매우 다양하고, 세

세하게 구성되어 있는 쓰레기 관리 법령들에서부터 시작된다. 쓰레기 관리와 

관련된 법은 「폐기물관리법」과 「재촉법」이 표적이지만, 그 외에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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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다. 제명에 ‘폐기물’이 포함된 법령은 16건이며, 자치법규는 1,334건

이다.
10
 쓰레기 관리를 위한 다양한 법령들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은 1987년 

제정된 「폐기물관리법」이다.  

「폐기물관리법」은 1961년에 제정된 「오물청소법」과 1977년에 제정된 「환

경보전법」에 각각 분산되어 있던 폐기물관리 부분을 통합함으로써 제정되었

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쓰레기를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분

류한다. 「폐기물관리법」은 전반적인 폐기물 관리의 일반 원칙들을 담고 있

는 일반법이다(한상운 외 2014: 29). 「폐기물관리법」을 기본으로 하여 이후 개

별법들이 분리되어 나갔다. 「폐기물관리법」에서 분리되어 나간 법령은 「자

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

환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

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다.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과 산업폐

기물을 통합함으로써 폐기물관리의 일반 원칙들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실

제 내용은 재활용에 관한 부분, 건설폐기물에 관련한 부분 및 폐기물 처리시

설 설치촉진에 관련한 부분을 떼어낸 폐기물의 처리에 관련된 부분만이 남아 

있다(한상운 외 2014: 31). 하지만 개별 법률들은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의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은 여전히 쓰레기 관리 제도에서 

일반법의 위상을 차지한다.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면, 배출된 쓰

레기는 누가 처리해야 하는가?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 제4항은 “폐기물

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

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른바 

‘오염자부담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11
 하지만 오염자가 부담하더라도, 구체

적인 쓰레기 처리의 실행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정해져 있다. 「폐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16년 4월 1일 현재 

11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pays principle)은 오염 유발 행위자가 오염을 방지하고 관

리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오염자부담원칙은 1972년 「스톡흘름 

인간환경선언」, 1982년 「세계자연헌장」, 1992년 「리우환경개발선언」을 비롯한 다

양한 환경관련 국제조약들에서도 나타난다(박병도 2012: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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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

청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

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 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

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

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쓰레기 처리의 주체는 정부, 보다 정확하게는 

지방자치단체장이다. 따라서 쓰레기는 배출되는 순간부터 중간 처리되어 최

종 처분 되는 순간까지의 전 과정이 국가의 철저한 관리 아래에 놓인다. 이

런 점에서 쓰레기는 국가가 관리하는 물질이다. 쓰레기에 한 국가의 관리

는 쓰레기의 분류에서부터, 수집 및 운반 과정, 쓰레기의 중간 처리 및 최종 

처분에 이르기까지 쓰레기가 배출되는 순간부터 최종 처분될 때까지 모든 과

정들이 포함된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는 쓰레기의 종류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

물’, ‘지정폐기물’로 크게 구분한다. 먼저 사업장폐기물은 “「 기환경보

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 운 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규정된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지

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통령령으로 정

하는 폐기물”로 규정된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 생활폐기물은 “사

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로 규정된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호).  

위와 같은 쓰레기의 종류를 살펴보면, 국가의 관리 체제 하에서 쓰레기는 

배출자의 종류에 따라 먼저 분류되며, 물질의 성상에 의한 분류는 그 다음 

순서임을 알 수 있다. 사업장에서 나온 쓰레기인가 아닌가의 여부를 통해 먼

저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이 가려지며, 이후 환경적인 유해성을 따져서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구분되는 식이다. 여기서 사업장은 “ 기오염, 수

질오염, 소음공해를 비롯한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업장”과, “1일 평

균 300kg 이상의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을 말한다(「폐기물관리법」 시

행령 제2조 제7호). 지정폐기물은 환경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물질로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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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법」 시행령의 별표1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보다 세부적

인 폐기물의 분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에 규정되어 있다. 이

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분류(환경부 2014: 6) 

쓰레기 배출자의 종류에 따른 분류가 쓰레기의 성상 혹은 환경적인 유해성

에 따른 분류에 우선하는 것은 배출자에 따라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주체와 

방법, 그에 따른 규제 등 많은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업장으로 규정되지 않은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간주된

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배출자는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쓰레기를 배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은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운

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각 나뉘어져 있지만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것이

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강북구의 경우, 「폐기물관리조례」 제10조에서 “생활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구청장이 지정하

는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쓰레기종량제는 용량에 따라 차등 과세된 규격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

게 하는 제도로,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1995년 도입되었다. 각 지방자치단체

에서 규정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쓰레기 무단 

투기로 간주된다. 가구나 가전제품과 같은 형 쓰레기는 주민센터에 형폐

기물 배출신고를 하여 수수료를 납부한 후 형폐기물에 신고필증을 붙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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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해야 한다. 재활용품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에 섞여 있을 경우에는 수

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쓰레기종량제 정책은 생활쓰레기를 관리하는 정

책으로서 큰 성과를 나타내어 소각량 및 매립량을 절 적으로 감축시켰다(김

정훈 2007; 정광호 외 2007).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에 담겨서 버려진 생활폐기물은 자원회수시설이 설

치되어 있는 지역은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로, 그렇지 않은 곳은 중간

집하장(쓰레기적환장)으로 운반하여 압축한 후 형운반용 차량을 통해 매립

지로 운반하거나 중간집하장을 경유하지 않고 압축차량으로 직접 매립지로 

운송하여 매립처리 한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강남, 노원, 마포, 양천 자원회

수시설 4곳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 되고 있다.
12
 자

원회수시설은 쓰레기를 소각 처분하며, 동시에 쓰레기에 한 에너지회수

(Recovery)를 수행한다. 열병합발전은 쓰레기를 소각할 때 발생하는 폐열로 

증기를 생산하여 인근지역의 냉, 난방열원으로 공급하거나, 증기터빈을 돌려

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방식이다. 또한 소각 후 남은 재는 보도블록의 재료로 

재활용된다.  

자원회수시설의 하루 처리량을 넘어서는 쓰레기와, 자원회수시설이 부재 

및 처리권역의 밖에 있는 곳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은 쓰레기매립장으로 운

반되어 매립된다. 수도권의 경우 인천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로 광역 처리된

다. 특히,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는 환경부 산하의 공사

(公社)를 통해 관리된다.
13
 매립은 전통적인 쓰레기의 최종 처분 방법으로, 매

립 시 발생하는 매립가스(LFG, Landfill Gas)의 형태로 에너지회수 되기도 한

다. 구시 방천리 위생매립장의 경우, 민간사업자를 통해서 매립가스를 포집

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 구지사의 열원보일러 연료로 공급하고 있다. 특히 

방천리 위생매립장의 사례는 CDM사업(Clean Development Mechanism)으로 탄

소배출권을 확보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14
  

최근 들어 주목 받고 있는 쓰레기의 최종 처분 방식은 SRF(고형화연료, 

                                            
12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www.rrf.seoul.go.kr) 

1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www.slc.or.kr) 

14
 구광역시 환경자원사업소 (www.daegu.go.kr/Re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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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 Recovered Fuel)이다. SRF는 도시에서 발생한 소각 가능한 폐기물들을 

고형화연료로 만들어서 소각하여 전기나 열을 얻는 것이다. SRF를 통한 처분 

방식은 기존 자원회수시설의 에너지회수보다 획기적으로 효율을 높인 것이다. 

이는 쓰레기를 소각하기 이전에 선별, 파쇄의 전처리 작업이 추가되며, 

CFBC(순환유동층 연소로) 방식으로 소각하기 때문이다. 다만 상 적으로 작

은 규모의 시설도 가능한 기존의 자원순환시설과 달리 SRF 방식은 규모 

시설을 필요로 한다. 유럽에서는 SRF를 통한 발전 방식을 쓰레기 매립을 줄

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에 의존한 기존의 발전 방식의 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적인 이득이 매우 큰 방식으로 평가한다(Hiber et al. 

2007). 국내에서는 현재 부산 SRF발전소가 전력을 생산 중이며, 구 SRF발

전소는 2016년 하반기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한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인 사업장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조금 다

르게 처리된다. 쓰레기가 배출된 이후 수집, 운반되어 매립, 소각으로 최종 

처분되는 큰 과정은 생활폐기물과 다르지 않지만, 쓰레기를 처리하는 주체와 

방법, 그에 따른 규제 등에서 차이가 난다.  

생활폐기물의 경우에는 오염자에게 쓰레기 처리 비용을 부담시키되 처리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정부가 실행한다.
15
 지방자치단체마다 조직

도가 조금씩 다르지만 부분의 경우,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 처리 과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16
 반면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

물을 사업자가 직접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그 처리 과정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한다(「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

                                            
15
 수집, 운반 과정뿐만 아니라 자원회수시설의 경우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

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가 부분이지만, 위탁계약의 주체는 언제나 지방자치단체

라는 점에서 정부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6
 예를 들어, 경북 안동시의 경우 청소행정과 내부에 자원순환담당(폐기물 사업장 

지도, 폐기물처리 인가, 개인하수처리, 농폐기물), 청소행정담당(청소기획, 음식물자

원화, 쓰레기 단속, 청소차량, 쓰레기봉투, 음식물/ 형쓰레기), 청소시설담당(청소시

설 업무, 매립장정비사업, 가축분뇨, 슬레지, 석면 안전관리)을 두고 있다. 서울시 관

악구의 경우에도 청소행정과 내부에 자원순환팀, 청소행정팀, 작업관리팀을 두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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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제3항).
17
 지정폐기물 역시 사업장폐기물의 일종이므로 같은 규정을 따라

야 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

항에 따라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

서, 수탁확인서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추가적으로 거쳐야 한다. 이처럼 사업장폐기물에 해서는 사업자 자신이나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직접 처리하도록 한다. 이는 오염자

부담원칙을 생활폐기물의 처리 과정보다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위에서 종류별로 쓰레기가 처리되는 과정을 략적으로 살펴보았다. 하지

만 위의 기술은 생활폐기물,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이 처리되는 일반적인 

과정을 기술한 것뿐이다. 실제 쓰레기 처리 제도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

과 절차를 매우 세세하게 규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은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방법도 법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

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또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을 정해놓은 통령령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7조를 말한다. 이 조항에서는 쓰레기 처리의 기본 원칙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 상태 별로 각각의 처리 방법을 상세하게 규정해 놓고 있다. 예

를 들자면,  

                                            
17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 하는 자, 「건

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

은 자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

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 18조 제3항: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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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8호: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
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우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 

가. 폐산(廢酸)이나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중화처리
한 후 적정하게 처리할 것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9호: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와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
설(遮水施設), 집수시설(集水施設), 침출수 유량조정조(流量調整槽),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0호: 분진, 소각재, 오니류(汚泥類)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고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을 매립처분하는 경우에는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
수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중화 등
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한 후 매립할 것 
 

과 같은 방식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는 폐기물 처리의 기한(「폐기

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7호)과, 저장 방법과 기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 운반의 경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

항 제3호) 등도 규정되어 있다. 보다 상세한 쓰레기의 처리 기준 및 보관 기

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다시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의 기준의 규정은 ‘안내’가 아니라 말 그

로 ‘규정’이다. 즉, 폐기물이나 재활용은 규정되어 있는 방법 로 이루어

져야만 하며, 그 외의 경로나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되어 있는 민원인의 질의내용과 그에 

한 법제처의 회답이다.  

 

【질의요지】 
(……) 폐기물처리업자가 A폐기물을 이용한 재활용이 「폐기물관리법」 제13
조의2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에는 
해당하나,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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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2항, 별표 5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A폐기물의 재활용이 허
용되는지?  

【회답】 
폐기물처리업자가 A폐기물을 이용한 재활용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에는 해당
하나,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2항, 별표 5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상 A폐기물의 재활용은 허
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은 「폐기물관리법」법령상 규정된 용도와 방
법으로만 허용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A폐기물의 재활
용 용도 또는 방법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규
정되어 있을 뿐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별
표 5의2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처리업자
가 재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2014) 

 

민원인은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이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물질의 재활용이 가능한지 질의했고, 법제처는 불가하다고 회답한다. “폐기물

에 한 재활용은 규정된 용도와 방법으로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즉, 국가는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정하며, 이에 따른 표준적인 방식과 

절차에 의해서만 처리되도록 한다. 쓰레기 처리와 재활용에 어떤 임의적인 

경로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국가는 쓰레기 처리를 표준적이고 공식화된 과

정으로서 철저하게 관리한다.  

국가에 의해 표준적으로 공인된 경로로 쓰레기가 처리되는 것은 단지 법으

로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에 의한 공식화된 쓰레기 처리 과정은 

실제 쓰레기를 처리하는 당사자들, 즉 쓰레기 운반 및 처리업자들에 한 신

고, 등록, 허가 제도,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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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

기물처리업의 종류를 “폐기물 수집, 

운반업,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

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

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으로 

나눈다(「폐기물관리법」 25조 5항). 

이 모든 업종들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의 전 과정을 아우르고 

있다.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하는 모

든 사업자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상으

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

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

고, 그 밖의 폐기물을 상으로 하

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 환경부장관이나 시,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만 한다(「폐기물관리법」 제

25조 제1항). 정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폐기물처리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과 「환경 향평가

법」에 따른 환경성 조사 등을 토 로 해당 사업장의 폐기물처리업을 인가하

게 된다(<그림 2> 참조). 또한 허가 이후에도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서 각 폐기물처리 시설과 사업자들은 정해진 시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마다 정기 검사를 받음으로써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갱신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  

정리하자면, 국가는 쓰레기라는 물질이 배출되는 방법부터 수집, 운반의 경

로, 보관, 처리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한 법적인 규정을 마련

해 두고 있다. 또한 쓰레기를 다루는 과정의 참여자들, 즉 폐기물처리업자들

에 해서도 철저한 신고 및 허가제와 갱신 제도를 통하여 물샐 틈 없이 관

리한다.  

<그림 2>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예



 

 34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올바로시스템’은 쓰레기에 한 정부의 관

리 방식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그림 3> 참조). 폐기물을 배출,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

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폐

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 인계, 인수 

내역을 입력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다.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의 배출

에서부터 운반, 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

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폐기물의 발생억제(폐기물감량), 재활용(순환골재

유통정보), 적정처리(적법처리, RFID시스템)를 통한 폐기물의 전 생애적 관리

를 하나로 통합한 IT기반 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이다.
18
 

올바로시스템에는 지정, 의료, 일반, 건설 폐기물 등 모든 종류의 폐기물들

에 한 운반 및 처리 상황뿐만 폐기물의 수, 출입도 포함되어 있다.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전국 모든 쓰레기의 발생, 이동,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다(<그림 4> 참조).  

폐기물처리업자는 그들의 활동을 폐기물 인계서에 기입하여 정부에 보고한

다. 쓰레기 처리 상황은 ‘폐기물 인계서’라는 표준화된 ‘문서상의 사실’

로 기록되는 것이다. 국가는 표준화된 수치 정보로 작성되는 폐기물 인계서

를 통해서 쓰레기의 처리 상황을 문서상의 사실로서 ‘읽고’ 이를 토 로 관

리한다.  

 

<그림 3>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인계정보 관리’ 업무흐름도 

                                            
18
 올바로시스템 (www.allbar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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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16/4/1 현재 올바로시스템 폐기물배출및처리현황 

더구나 올바로시스템은 인터넷으로 입력하는 것이므로 국가는 쓰레기 처리 

과정을 단지 수치화된 정보를 통해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야말로 가시적

으로, 실시간으로 읽을 수 있다. 기존의 방식에서는 쓰레기의 배출원과 수집, 

운반업자, 쓰레기 처리업자들 사이에서 폐기물의 이동이 있을 때마다 폐기물 

인계서를 수기로 작성해서 각각 보관했다가 행정 기관에 일괄 보고하는 방식

이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서 쓰레기의 처리 상황을 파

악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올바로 시스템은 폐기물 인계서를 인터넷으로 

작성케 하므로 시간차를 극복할 수 있다. 전자정보로 입력된 폐기물 처리 정

보는 GIS(지리정보시스템) 정보와 연동되며, 정부를 비롯한 모든 참여자에게 

동시에 정보가 동기화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가는 폐기물의 배출에서 최

종 처분까지의 과정을 인터넷 상으로 실시간에 파악하고, 자동 관리할 수 있

게 된다. 국가의 쓰레기 관리는 쓰레기 처리 과정을 문서상의 사실을 넘어서, 

디지털화된 정보로 변환하여 처리함으로써 가독력을 더욱 높인다.  

 

3) 재활용 “강제” 제도 



 

 36

 

국가는 쓰레기가 배출되는 순간부터 최종 처분되는 순간까지 전 과정에 

하여 파악하고, 관리하는데, 재활용 과정도 예외는 아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업의 종류 중 “폐기물 중간재활용

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은 모두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사업장을 지칭한다. 이는 재활용 역시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의 일환으로서 

법적으로 인정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재활용이 「폐기물관리법」의 규

제 상, 즉 쓰레기의 처리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철저한 관리와 감시 아래에

서 이루어져야 하는 활동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지만 재활용은 쓰레기 처리의 한 방식이기는 하지만 보다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재활용 활동에는 「폐기물관리법」이 아니라 「재촉법」이 우

선 적용된다. 「재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

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

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3년 제정된 법이다(「재촉

법」 제1조). 「재촉법」 제3조는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폐기

물관리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폐기물관리법」이 모법(母法)이

며, 「재촉법」은 재활용 등의 사항을 규정한 특별법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

다(한상운 외 2014: 29).  

국가는 재활용을 효과적인 쓰레기 처리의 한 방식으로 바라본다. 이에 따

라 직,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활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먼저 쓰레기종량

제와 쓰레기 분류수거는 재활용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표적인 제도이다. 

앞의 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쓰레기종량제는 용량에 따라 차등 과세된 규격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게 하는 제도이다. 쓰레기종량제가 쓰레기 분리수

거와 함께 실시되면서 재활용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효과를 낳게 되는 것이

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쓰레기를 배출할 때, 재활용품을 재질별로 다르게 분

류하여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쓰레기의 경우 종량제 규격봉투에 쓰레기 

처리비용이 과세되어 있지만 재활용품의 배출에는 이러한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종량제 봉투에 섞어 버리면 쓰레기 배출에 

한 비용 부담이 높아지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 배출 단계에서부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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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품의 분리 배출이 이루어지도록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가구나 전자제품 등 형폐기물에 한 배출 신고제도를 운 함으로써 이러

한 형폐기물의 배출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효과를 유도한다. 실제

로 쓰레기종량제에 한 연구 결과에서도 쓰레기종량제에 의한 폐기물 배출 

억제 효과와 재활용량 증가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15개 광역시도를 상으

로 한 연구(정광호 외 2007)에 의하면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총 폐기물발

생량은 28.82%,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27.60% 감소했으며, 재활용량은 55.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간접적으로 재활용을 강제하는 또 다른 제도는 폐기물부담금 제도이다. 폐

기물부담금 제도는 「재촉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재활용이 어렵

고 폐기물 관리사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

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폐기물부담금 부과 상은 「재촉법」 시행령 제10조에 상세하

게 규정되어 있는데, 주로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

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거나(「유해화학물질 관

리법」 제2조 제3호), 살충제와 같이 유독성 물질을 담고 있는 유리병, 플라스

틱용기, 금속캔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제품들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는 법이 정하는 만큼의 폐기물부담금을 생산량에 비례하여 지불하도록 한다. 

하지만 제조업자가 스스로 생산한 제품들을 일정 비율(연간 출고, 수입량의 

100분의 80) 이상 회수, 재활용할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 감면 한다. 이

처럼 폐기물부담금 제도는 폐기물부담금의 감면 유인을 제도 설계 속에 포함

시키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재활용을 강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제도라

고 볼 수 있다.  

보다 직접적인 재활용 강제 제도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이하 ‘EPR제도’)이다. EPR제도는 1990년  초반 스

웨덴과 독일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 현재는 부분의 유럽 국가들과, 일본, 호

주 및 남미 지역까지 확산되어 시행되고 있다(Lifset 2013). 국내에서는 금속

캔, 유리병, 전자제품 등에 해서 생산자가 출고량에 상응하는 재활용 비용

을 예치하도록 한 후 재활용 실적에 따라 이를 환급하는 「폐기물예치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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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1992년부터 운 했는데(김세규 2011), 이 제도를 보완하여 2003년 1월 1일

부터 현재와 같은 모습의 EPR제도를 운 하고 있다.  

EPR제도의 핵심은 생산자에게 재활용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생산자

의 재활용 의무는 「재촉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재촉법」 제

16조는 EPR제도 시행의 근거가 된다.
19
 종전의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재

질 구조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이제는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 한다는 것이다(김세규 2011). 현행 

EPR제도는 재활용에 한 법적 의무를 생산자에게 지게 하지만, 생산자가 

수거부터 최종 처분에 이르는 재활용 전 과정을 직접 책임을 지는 구조는 아

니다. 신 재활용의 많은 부분을 소비자, 지자체, 정부가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하지만, 제품의 설계,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
20
 OECD의 2001년 

가이던스 매뉴얼에 따르면 EPR 정책은 두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재활용

의 책임(물질적, 금전적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자로 이전한다. 둘째, 

생산자에게 제품 디자인에서 환경친화적인 고려를 할 유인을 제공한다(OECD 

2001).  

국내에서 현재 EPR제도의 적용을 받는 재활용의무 상품목은 종이팩, 금

속캔, 유리병, 합성수지포장재 등 4개 포장재군과, 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형광등, 양식용 부자 등 5개 제품군으로 매우 다양하다. 보다 구체적인 재활

용의무 상품목은 「재촉법」 시행령 제18조에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EPR

제도가 실천되는 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는 매년 재활용의

무 상품목들에 한 재활용의무율을 고시한다. 2016년 현재 고시된 재활용

의무율은 <그림 5>와 같다.  

                                            
19
 「재촉법」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제1항: 생산단계, 유통단계에서 재질, 

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포장재 중 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 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제조, 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 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

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20
 한국환경공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www.iep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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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016년 제품, 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www.iepr.or.kr) 

재활용의무율은 생산한 제품 중 의무적으로 재활용해야 하는 비율을 말한

다. 2016년 1,000kg의 알루미늄캔을 생산한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최소한 797kg

의 알루미늄캔을 재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당해 자신이 

생산한 품목의 재활용의무율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 결과를 ‘회수, 

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라는 문서를 주무부처인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한

다. 만일 재활용의무율에 못 미치는 재활용 실적을 보 다면, 재활용의무생산

자는 재활용부과금을 부담해야 한다. 재활용부과금은 해당 품목의 재활용비

용의 115%~130%의 비용을 미이행량에 비례하여 책정된다. 한편, 행정상 편의

와 재활용이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통해 재활

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재촉법」 제16조 제2항). 즉, 재

활용의무 상 사업자나 수입업자는 공동으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이 공제조합에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여 재활용 이행을 위임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포장지, 유리용기, 윤활유, 전지, 조명, 타이어 등 다양한 품목별 재활

용사업공제조합이 결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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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국가는 재활용을 쓰레기 처리의 한 방식으로 본다. 따라서 쓰레기

종량제와 폐기물부담금제도와 같은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재활용을 강제하거

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같이 재활용의 의무를 아예 생산자에게 지움으

로써 직접적인 방식을 통해 재활용을 강제한다. 이러한 재활용 제도 역시 쓰

레기 관리 제도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철저한 관리와 감시 아래에서 이루어짐

은 물론이다.  

 

2. 국가처럼 고물상 보기 

 

국가의 철저한 관리 아래 이루어지는 재활용의 과정 속에서도 고물상은 국

가의 시야에서 벗어난 공간에 위치한다. 고물상에 한 국가의 규정은 합법

으로 인정해주기도 하고, 해석에 따라서 애매하기도 하고, 아예 고물상은 불

법이라고 못 박는 규정도 모두 동시에 존재한다. 고물상의 법적인 지위는 한 

마디로 규정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애매한 규정 탓에 고물상

은 국가의 시야에서 벗어난 상태로 운 된다. 이에 따라 국가가 봤을 때 고

물상은 국가의 시야에서 벗어나면 날수록 불법적인 공간이자 처치 곤란한 문

제들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이른바 문제공간으로까지 여겨지게 된다. 본 절

에서는 국가가 고물상을 인식하고, 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고물상에 한 제도적 인정 

 

고물상은 법적으로 신고 및 등록의 의무가 없는 미신고 상 업체이다. 「폐

기물관리법」 제46조 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다른 시설, 장비를 갖추어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 시설들이 국가에 신고 

및 등록되어야 함을 명시한다. 이 규정에서 고물상은 같은 조항 제2호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한다. 이 규정에서 인용되는 환경부령은 「폐기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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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말한다. 그런데 「폐기물관리

법」 시행규칙 제66조 제5항은 “특별시, 광역시 지역의 경우 사업장의 규모

가 1,000㎡ 이상, 시, 군 지역의 경우 사업장의 규모가 2,000㎡ 이상”인 경우

에 신고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넓은 부지를 마련하여 여러 고물상으로

부터 들어온 물건을 집적하는 중상 단계나, 직접 재생원료 및 재생제품을 생

산하는 최종 단계인 상 단계에서나 위와 같은 규모의 시설을 갖추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흔히 고물상이라고 불리는 단계에서는 위 규정만큼의 규모

나 설비를 거의 갖추지 않는다. 도심지역 내부에 위치하는 고물상의 경우 아

무리 넓어도 500~700㎡ 규모를 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규정에 의

해서 1,000㎡ 혹은 2,000㎡을 넘지 않는 고물상들은 신고 의무 없이 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법률적 해석은 환경부가 작성한 문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환경

부가 2006년 3월 발행한 「미신고 상 재활용품 수집상 현황 및 관리」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상의 의미와 법적지위>라는 항목을 따로 만들어서 고물상의 

법적인 지위를 설명하면서,  

 

(미신고대상 재활용품 수집상이) 폐지, 고철, 폐포장재의 경우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여 동 품목만을 대상으로 재활용사업을 추진하
는 경우에는 사실상 신고절차 없이 영업이 가능(환경부 2006a) 

 

라는 환경부의 법률적 해석을 전달한다. 아울러 이 환경부 문건에서 고물상

이 “미신고 상 재활용품 수집상”으로 명시되는 이유는 고물상에는 신고의 

의무가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역시 이 문건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에 따라 고물상은 「폐기물관리법」을 통한 국가의 관리에서 상당 부분 자유

로워지게 된다. 고물상은 업의 허가를 위하여 굳이 환경부에 신고할 필요

가 없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을 위한 시설, 장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의무와 법적으로 규정된 방식으로 수집, 운반, 처리 방식을 따라야 하는 규정

에서도 한 발짝 자유롭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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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을 상품으로 매매하는 고물상의 거래 형태를 특수한 성질의 것으

로 인정하는 법도 존재한다.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쓰레기는 기본적으

로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그 정의 상 이미 “필요하지 

아니하게 되어 버려진 것”이므로 적절하게 처리 및 처분되어야 하기 때문이

다. 하지만 고물상에서는 재활용품을 이윤을 볼 수 있는 상품으로 인지하여 

매매한다. 이는 쓰레기의 정의와, 상품으로서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재활용품

의 현실이 충돌하는 지점이다. 재활용품은 ‘정의상’으로는 상품이 아니지만, 

고물상에서는 ‘사실상’ 상품으로 취급된다. 이러한 재활용품의 특수성은 「폐

기물관리법」 상에서는 규정하는 바가 없지만, 세법(稅法)에서는 재활용품의 

특수성이 인정된다.  

재화와 용역을 막론하고 모든 상품이 거래될 때는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창출된 부가가치의 양에 비례하여 국가에 내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이다. 따

라서 사업자 사이의 거래는 모두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한다. 그런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

는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중 과세를 방

지하고자 일정액의 부가가치세를 이미 납부한 것으로 의제(擬制)하여(=가정하

여) 사업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게 하는데, 이것이 “의

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매입세

액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매입가액 중에 일정

한 매입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 일정액을 매출세액에

서 공제하는 세액”으로 정의된다.
2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중고 및 재

활용품, 농수산물 등)를 구매하는 사업자는 매입 시 이전의 생산 및 유통 단

계에서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매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중

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기 위해 매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것이다. 즉, 매입 거래의 상자가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상이 

아닌 경우에 발생하는 이중 징수를 막는 것이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이다.  

고물상과 같이 재활용품을 매입하는 사업자도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21
 매일경제, 『매일경제용어사전』, 항목 “의제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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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22
은 재활용품에 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조세특례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고물상이 매입하는 재활용품

의 특성을 반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고물상은 재활용품을 주로 매입하

는데, 고물상에 재활용품을 파는 것은 재활용품 수집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

자가 아니라 개인 자격의 일반 시민들이므로 이들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상이 아니다. 더구나 재활용품은 애초에 상품이 아닌 물건, 즉 생산 과정에

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상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물상에서 상품처럼 거래

되더라도 그 거래의 특수성을 인정받아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상이 

될 수 있다. 

 

2) 고물상의 비가시화 

 

이처럼 고물상은 업에서의 신고 의무를 면제받는 방식과, 재활용품 거래

의 특수성을 인정받는 방식으로 국가의 제도적인 인정을 받기도 한다. 하지

만 고물상을 명백히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률도 동시에 존재한다. 실재하는 

고물상을 두고 동일한 위상의 제도들이 합법과 불법으로 서로 다르게 규정하

는 셈이다. 이러한 혼란상 속에서 고물상은 국가의 시야에서 실질적으로는 

비가시화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1) 고물상은 불법 

 

「폐기물관리법」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고물상은 업 상에 신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들은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 지위를 인정받

는다. 하지만 고물상에 적용되는 법은 「폐기물관리법」만 있는 것이 아니며, 

                                            
22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

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

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

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

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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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다른 법들은 부분의 고물상을 불법 시설로 규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은 “국토

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법이다(「국토계획법」 제1조). 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

는 도시 시장이 “용도지역”을 지정하여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다(「국토계획법」 제36조).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

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

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국토계획법」 제2조 제15호). 말

하자면 용도지역은 국토를 이용하는 계획 아래 해당 지역의 용도와 목적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용도지역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

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

역 등의 종류가 있다.  

용도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의 종류는 용도지역의 지정목

적에 적합한 것으로 지정되어 있다. 말하자면, 용도지역에 따라 규정된 시설 

이외에는 용도지역에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이다(「국토계획법」 제76조 제1항).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

조는 많은 내용들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근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상에서 고물상은 어떤 용도지역에 입

지할 수 있는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는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

류를 규정하는데, 고물상은 하수 등 처리시설,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 처

분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과 함께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분류된다. 자원순

환 관련 시설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에만 입지할 수 있으며, 

제1, 2종전용주거지역, 제1, 2, 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

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에는 입지할 수 없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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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고물상은 모든 주거 및 상업지역에는 입지할 수 없으며, 농림, 

공업, 녹지지역에는 제한적으로 입지할 수 있다. 주거 및 상업 지역에 입지한 

고물상은 「국토계획법」상 불법 입지한 시설이다.  

이에 따라 도심 지역 내부에 입지하는 모든 고물상들은 용도지역 상 불법 

입지에 해당한다. 또한, 도심 외곽 지역에 있는 고물상의 경우에도 제한적으

로만 입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는 불법입지에 해당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

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 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고

물상에게 명해야 한다(「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이에 불응한 고물상은 

「국토계획법」 141조 제4호 규정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고물상에게 불합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동시에,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진다.  

 

그 법(「국토계획법」) 때문에 서울 시내 고물상 99.9%가 다 불법이에요. 
나도 불법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더 돌아버리겠는건, 합법
이 아닌데도 세금을 거둬간다는거예요. 불법 카지노에 세금 거둬요? 정부
도 미친 짓이죠. (……) 저번에 실제로 나가라는 공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공무원의 수칙이 1단계 내리고 2단계 내고, 그런데도 안 따르면 그 다음에 
실제로 집행을 해야 하는건데, 여기 구청은 그 집행을 안 했어요. 이 동네 
고물상들한테 전부 다 나가라는 공문을 보내놓고는 실제 집행은 안 한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걸 걸고 넘어질 수가 있는거더라고. 근데 구청 공무
원들도 고물상이 나가란다고 진짜 전부 없어지면 지들도 큰일나는거 아니
까 더 안 건드린거겠죠.  

- ○○자원 업주 
 

  <그림 6>의 공문은 구청에서 도심 지역, 정확하게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에 위치한 고물상에게 퇴거를 명령한 것이다. 정부의 단속 활동은 자주 일

어나지는 않지만 고물상의 업 활동에는 매우 큰 위협으로 받아들여진다. 

우선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고물상이 사업자등록증을 받지 못할 수 있

다는 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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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고물상 설치 시정 요청 공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한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과 사업 자등록번호를 교부 받는다. 사업자등록은 세법에 의무사항으로 규정

되어 있는 것으로 업체의 주민등록증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23
 그런데 고물상

의 경우 입지 문제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제 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고물상은 「국토계획법」 상 불법이기 때문이다. 「국토계획법」의 제정이 2003

년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고물상으로 사업자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별 문제

가 없지만, 이외의 경우에는 일반 사업장보다 훨씬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거나 심한 경우 끝내 사업자등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현재 고

물상을 운 하고 있는 업주들의 입장에서 사업자등록의 문제는 특히, 자신의 

가게를 처분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한다. 마찬가지로 새로 고물상을 시작하려

                                            
23
 매일경제, 『매일경제용어사전』, 항목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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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들에게도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국토계획법」은 매매의 자유를 극

히 제한하는 현실적인 위협으로 인식된다.  

 

사실은 여기도 실질적으로 고물상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
다가 여기를(이 고물상을) 딴사람한테 팔려고 하면 그 때는 허가를 안 내
주는 거예요. 용지가(용도지역 상) 고물상을 할 수가 없는 용지니까. 나는 
이 법이 되기 전에 허가를 받긴 했는데, 정작 다음 사람한테는 허가를 안 
내주니까 가게를 팔 수도 없어요. (……) 고물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
한 거지. 우리가 입지를 닦아가지고 운영해서 수익도 발생하는데 팔지를 
못하니까…… 이건 결국 우리보고 고물상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소린거예요. 
대대손손 고물상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 이건 정부가 개인 재산
권을 명백하게 침해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 고물상 대부분이 팔고 
싶어도 팔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 ○○환경 업주 
 

이처럼 고물상에서 「국토계획법」상 불법 입지로 규정되는 것은 이중, 삼

중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우선 고물상은 당국의 퇴거 명령에 사업 기반 

자체를 잃을 수 있는 불안정한 사업 환경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국토계획

법」상 불법 입지에 있는 고물상에는 사업자등록이 쉽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한 자유로운 진입과 철수가 불가능해진다. 고물상의 처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사유재산이 사실상 묶여 버리는 효과도 발생한다.  

 

(2) 통계조사의 부재 

 

현행법상 고물상은 합법과 불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모순되는 법을 동시에 집행해야 하는 정부는 고물상을 어떻

게 인식하고 있을까? 실상 정부의 입장을 하나로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당장 고물상을 규정하는 법률만도 「폐기물관리법」, 「국토계획법」, 세법 등 

다양하며, 이에 따른 주 소관부처를 특정하는 것 역시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

만 보다 결정적인 이유는 정부가 고물상을 관리의 상으로 두지 않고,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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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한다는 점에 있다.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자료들은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보여준다. 2016년 6월 

현재까지 고물상에 한 정부의 통계조사는 전무하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행정의 모든 통계 자료를 매년 공개한다. 이 조사에는 전국의 모

든 등록된 재활용 업체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고물상은 업상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목록에서 포함되지 않으며, 조사도 진행되지 않는다(환경부 

2014; 환경부 2015a). 현재 전국의 고물상이 몇 개라는 것조차도 정확하게 조

사된 바가 없다.  

그나마 정부에서 내놓은 고물상 관련 조사 자료는 환경부가 2006년 작성한 

「미신고 상 재활용품 수집상 현황 및 관리」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2006년 

당시 전국에는 고물상이 7,282개소가 있었다. 이 중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곳은 4,859개소(66.7%)이며,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지 못한 곳은 2,423개소

(33.3%)로 조사되었다(환경부 2006a). 하지만 이러한 고물상에 한 전국적인 

조사는 2006년에 한 번 이루어졌을 뿐이며, 지속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

았다.  

더구나 환경부 조사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정황들이 여럿 포착된다. 우선, 

국내의 고물상 관련 단체들은 전국의 고물상을 약 70,000여 개로 추정한다.
24
 

그리고 부분의 언론 보도들은 환경부의 조사 결과 신 고물상 단체들의 

추정치를 인용해서 보도한다.
25
 “전국의 200만 재활용인”이나 “200만 폐지

노인”과 같은 말들은 이러한 고물상 단체들의 추정치에서 나온 것이다. 이 

수치는 샘플조사에 의거하여 추정된 것으로, 역시 정확한 조사에 근거한 값

은 아니다. 하지만 당사자 단체들의 추정치 70,000여 개소와 환경부의 조사치 

7,282 개소는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어느 쪽이든 정확한 수

치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 또한 정부의 다른 기관은 환경부와 다른 

                                            
24
 조세개혁정의연  2015년 8월 27일 보도자료 <의제매입 공제율 상향 및 인정과세 

도입 촉구 시민사회단체 100인 기자회견(기재부는 고물상들이 사업자를 반납하고 

폐업하라는 것인가?)> 
25

 『한겨레21』 “흔들리는 빈자들의 화수분,” 2013.8.2일자; 『환경일보』 

“폐지노인 숨통 막는 정부,” 2014.8.8일자; 『서울경제』 “그 많던 신문 줍던 

노인은 어디로 갔을까,” 2015.8.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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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치를 도출한다. 2005년 국세청이 공개한 「업태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현황」에 따르면 2004년 전국에서 15,800명이 재활용폐자원 거래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국세청 2005). 국세청의 이 수치는 고물상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현황을 

조사한 자료이므로 고물상의 정확한 숫자라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재활용

폐자원을 매매하는 사업장은 거의 고물상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

하면 이는 환경부의 2006년 조사의 신뢰도를 의심하게 만드는 자료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재활용폐자원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증을 받은 업체여야 하는데, 그러한 업체의 숫자가 국세청 조사에서는 15,800

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고물상을 4,859개소

로 조사한 환경부의 조사와 많은 차이를 보이는 목이다.  

이처럼 고물상은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국가의 시야에

서 주변화되어 있다. 국가가 파악하고 있는 통계로 재구성된 현실, 즉 문서상

의 사실 속에서 고물상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의 입장에서 보자면 고

물상은 통계 조사에서 배제되어 정확하게 파악되지도 않는데다가, 입지 상 

불법이어서 단속해야 하는 상으로 존재한다. 국가에게 고물상은 별로 읽고 

싶지 않은 골칫거리인 셈이다.  

 

3) 잠재적 위험의 공간 

 

국가에게 고물상은 각종 환경성 민원을 발생시키며, 장물 거래의 온상인데

다가 세금 포탈을 자행하는 잠재적 위험의 공간이기도 하다. 국가는 고물상

을 각종 환경성 민원을 유발하는 공간으로 파악한다. 고물상에서는 “고철, 폐

플라스틱 등 자원을 수거한 후 남은 폐기물을 소각”한다던가, “고물상에서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수집하여 도로상에 쌓아두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다

던가, “아파트 인근의 고물상 악취로 인해 입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한다던

가, “고물상의 업행위로 인한 주거생활 방해 및 정신적 피해, 재산권 침해”

한다는 민원이 발생한다(환경부 2006b). 이처럼 고물상이 발생시키는 민원문

제들에 응하여 정부는 고물상에 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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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련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또한 담당공무원들의 순회교

육을 통해서 고물상들이 재활용품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 과정에서 준수해

야 할 사항들에 한 교육을 강화하겠다(환경부 2006b)고 밝혔으나,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후속조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고

물상이 유발하는 민원문제를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고물상을 여전히 

문제 공간으로 방치하는 것이다.  

고물상 업주들이 이른바 “똥 밟은 것”이라고 표현하는 불운 중 하나가 장

물 문제이다. 이는 고물상이 장물 거래의 온상이라는 국가의 인식에서 기인

한다. 사실 고물상을 장물거래의 온상으로 보는 시각은 단순히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과거 국가는 「고물 업법」을 통해 고물상을 직접적으로 관리

해왔다. 1963년 제정된 「고물 업법」은 1993년 폐지되기 이전까지 고물상의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해온 법이다. 그런데 이 법에서는 고물상 업의 허가를 

경찰서장에게 받도록 되어 있다.
26
 이는 당시의 고물상이 실제 장물 거래의 

온상이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특히 「고물 업법」 중 장물에 관련된 

규정
27
과, 고물상에 한 경찰관의 출입 및 조사 권한이 부여

28
되어 있다는 점

은 고물상이 다른 업종과 달리 장물 거래의 온상으로써 특별히 감시 및 관리

되어야 하는 상이었음을 나타낸다.  

1980년  들어 고물상이 사실상 장물 거래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면서 

「고물 업법」이 폐지되고, 동시에 현행법과 같이 고물상의 신고의무도 없어

졌다. 법률 상으로는 고물상은 장물거래의 온상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고물상의 장물거래에 관한 규정을 좁게 해석

                                            
26
 「고물 업법」 제2조 제1항: 고물상을 경 하려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소마다 그 취급하려고 하는 고물의 종류를 정하여 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27
 「고물 업법」 제20조 제1항: 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물상 또는 

시장주에 하여 장물품표를 발할 수 있다.  

「고물 업법」 제20조 제3항: 고물상은 장물품표를 받은 날에 그 고물을 소지하고 

있었거나 전항의 기간내에 장물품표에 해당하는 고물을 받았을 때에는 그 뜻을 즉시 

경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8
 「고물 업법」 제23조 제1항: 경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시간 중에 

고물상의 업소, 고물의 보관장소, 시장 또는 제9조의 경매장소에 들어가서 고물과 

장부를 검사하거나 관계자에 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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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고물상의 장물 거래에 한 의혹을 거두지 않는다. 예를 들어, 

 

처음에 장물 거래로 걸렸을 때는, 당연히 장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일단 
겉보기에 고물이니까 샀지. 근데 나중에 경찰이 와서 장물이라고 하더라고. 
그 때는 내가 매입할 때 파는 사람 차량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안 적었어. 하루에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일일이 다 적을 수가 
있나? 어쨌든 그거 안 적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뭐 어쩔 수 있나, 일단
은 내가 잘못한거지. 벌금 내니까 다음부터는 꼭 적으시라고 말하더라고. 
그런데 두 번째 걸렸을 때는 경찰에서 적으라던 것 다 적었던 물건이었는
데 장물로 걸린거야. 저번에 걸렸을 때 적으라는 것 이번에는 다 적었으니
까 괜찮은거냐고 물어보니까, 일단 장물로 신고가 된거를 거래하면 무조건 
장물거래라는거야. 모르고 거래한거는 인정될 수 있는데, 그래도 업무상 
과실이라더라고. 억울하지만 나라를 어떻게 이겨. 또 벌금 냈지.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한테 완전히 밥이라니까.  

- □□자원 업주 
 

위 사례의 고물상은 장물의 취득 및 보관에 따른 업무상 과실을 범했다. 

「형법」 제362조 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

법」 제364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 한 과실로 인하여 형법 제362조의 죄

를 범한 자에게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

고 있다. 위 사례의 고물상은 「형법」 제364조를 위반한 것이다. 업무상 과실

은 보통과실에 비하여 주의의무는 동일하나 예견의무가 다르기 때문에 책임

이 가중되어서 보통과실보다 중하게 처벌한다(이병태 2011). 장물죄와 관련해

서는 보통과실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업무상 과실과 중과실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 규정 상, “모르고 샀다”는 고물상의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지만 고물상 현장의 상황은 법 규정에 들어맞지 않는다.  

 

OO역 앞에서 고물상 할 때 일이야. 리어카 할매가 남의 집 스텐 문을 잠
자는 새벽에 뜯어온거야. 그냥 가지고 온걸 샀으면 나도 잘못한건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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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매가 남의 걸 뜯어온걸 안 들키려고 다 분해해서 가져온거야. 그래서 속
아서 샀어. 근데 나중에 문짝 잊어버린 사람이 자고 일어나니까 문짝 없어
졌다고 신고했지. 감시카메라가 다 있으니까 그거 찍었더니 리어카 할매가 
잡혔어. 할매한테 어디다 팔았냐, 물어보니까 우리 가게가 나온거야. (……) 
이런 일 한두 번이 아니야. 건설 현장 고철을 가져왔길래 샀는데, 이거도 
새벽에 훔쳐온거래. 주인이 잊어버렸다고 했을 때 훔친 놈이 안 잡히면 괜
찮은데, 잡혀서 우리한테 팔았다고 얘기하면 내가 몰랐다고 해도 장물거래
를 한게 되는거야.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럼 내 입장에서는 도둑놈이 안 
잡히길 바래야 맞는건가? 그럴 수도 없잖아. (……) 아니, 우리 보고 못 쓰
는 물건 사고 팔고 하라고 사업자등록을 내준거잖아. 그래서 세금도 따박
따박 내고 있고. 그런데 초등학생이 와서 봐도 이건 못 쓰는 고물인걸 샀
는데도 장물이라고 하면 뭐 어쩌라는건지 참…… 

- ○○비철 업주 

 

고물상에 들어오는 재활용품들은 부분이 본래 목적으로는 더 이상 사용

할 수 없는, 이른바 고물의 상태이다. 혹 처음 오는 손님이 새것처럼 보이는 

물건을 가져올 경우 고물상에서는 매입하지 않는다. “딱 봐서 문제될거 같은 

물건은 애초에 사지를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집인들이 고물상에 파는 

물건들은 원자재로서의 가치를 보고 가져오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문을 분해한 상태로 가져온다던가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실상 장물과 장물이 아닌 물건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부

는 장물죄에서 업무상 과실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위 사례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를테면 장물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

가능한 고물상의 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업무상 과실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는 고물상을 민원문제가 발생하는 공간으로 보며, 고물상에서 

발생하는 장물 문제에 해서도 좁은 해석을 하면서 고물상을 잠재적인 장물 

거래의 공간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정부의 인식은 고물상을 문제공간으로 보

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물상을 문제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은 정부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는 고물상의 비가시화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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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고물상을 문제공간으로 인식함으로써 정부 입장에서는 정확히 인식되지 

않는 공간인 고물상에게 단일한 꼬리표를 달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제 로 

인식되지 않는 상을 문제공간이라고 한 묶음으로 파악하는 것은 분명 편리

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고물상들이 실제로 민원문제를 발생시키기

도 하고,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장물 거래를 한다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고물상에 한 정부의 인식에 근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부의 인식은 고물

상에 사업자등록을 제 로 내주지 않는 문제와도 연결된다. 고물상을 문서상

의 사실로 존재하지 않게 하는 정부의 태도는 고물상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의도라고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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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재활용의 과정 

 

1. 재활용 시장의 얼개 

 

1) 재활용 시장의 약사(略史) 

 

현장연구를 위해 방문한 한 고물상의 계근 (땅바닥에 설치된 형 저울) 

옆에는 아주 오래된 칠판이 있다. 그 칠판에는 군데군데 지워져서 알아볼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다.  

 

고물상은 살아있는 광산입니다! 그러므로 현물이며 원자재입니다. 그러므 
로 OOOO OOO. 여러분은 현물 OO를 하고 계신 귀중한 노동에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고물상은 재활용품을 재생원료나 재생제품으로 재활용하는 가장 첫 단계인 

수집, 분해, 분류를 담당한다. 고물상은 재활용품 수집인들로부터 재활용품을 

사들여서 수집, 분해, 분류 공정을 거친 후, ‘중상’이라 불리는 재활용품 중

간 유통업체에 판매하는데, 이 때 발생하는 시세 차익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다. 현재의 고물상처럼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돈을 버는 일은 매우 오래 전부

터 존재했다.  

‘고물상’이라는 이름의 업종은 1920년의 신문기사에서도 이미 발견된다. 

경성조선인고물상조합(京城朝鮮人古物商組合)이 8주년 기념회를 열었다고 전

하는 기사로 미루어볼 때, 적어도 1920년보다 훨씬 이전부터 고물상이라는 

업종이 다수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29
 이 당시 고물상의 업 형태는 구체적

으로 알 수 없다. 단편적으로나마 추정하면 당시의 고물상은 현재와 같이 폐

품으로 버려진 재활용품을 취급하기보다는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역할에 가까

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1924년에는 고물상이 전당포에서 넘어오는 물건을 거

                                            
29
 『동아일보』 1920.5.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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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하며, 특히 외투나 비단저고리, 비단치마 등을 많이 거래한다는 기사가 실

렸다.
30
 또한 절도한 장물을 고물상에 판매했다는 기사들이 등장한다.

31
  

현재의 고물상과 같이 폐품으로 버려진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역할은 엿장

수나 고물행상이 담당했다. 이들은 자생적으로 발생한 폐품수집업자라고 볼 

수 있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조선총독부는 전쟁물자 조달을 위한 폐품회수 

정책을 취하 다. 이 정책에서 총독부는 폐품회수관련 조직들을 결성하여 자

생적인 폐품수집업자들을 국가가 통제하고 관리하려고 하 다(윤수종 2013).  

해방 후에는 ‘넝마주이’라고 불리던 이들과, ‘엿장수 아저씨’라 불리던 

고물상이 재활용품 수집을 담당했다. 엿장수 아저씨라 불리던 고물상들은 

“못 쓰는 양은그릇이나 유리병, 전선줄 같은 고무 삽니다”(윤수종 2013: 268)

라고 외치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고물들을 수집해 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넝마주이는 “헌 옷이나 헌 종이, 폐품 등을 주워 모으는 일이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윤수종 2013: 265)을 말한다. 넝마주이는 길거리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남이 버린 쓰레기를 뒤지며 재활용될 만한 것들을 주워 모으는 

일로 생계를 이어갔다. 1960-70년 에는 넝마주이가 폐의류나 폐지를 주로 수

집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윤수종 2013). 넝마주이는 일본어 “拾い(히로이)”

의 발음이 변한 “시라이”라고도 불렸는데, 1961년 당시 서울에서 시라이에 의

해 하루에 수집되는 재활용품은 휴지가 15트럭, 고철 1만관, 약병 1만개 등이

었다. 이들이 수집한 재활용품들은 유리재생공장, 종이재생공장, 철물재생공

장 등으로 팔려나갔으며, 수집된 재활용품의 금액이 한 달에 1 억 원에 달했

다고 한다.
32
 

넝마주이는 도시의 표적인 빈민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국가에서는 넝마

주이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집단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관리했다. 1979년 

서울시는 거리를 떠돌던 부랑아와 넝마주이, 구두닦이 등 도시빈민들을 한곳

에 모아 이른바 ‘자활근로 ’를 만들었다. 이들은 서울시내 몇 군데 건물에 

집단 수용되어 군 식으로 관리되었다. 1981년에는 자활근로  1,000여 명을 

                                            
30
 『동아일보』 1924 1.1일자. 

31
 『동아일보』 1921.9.28일자; 『동아일보』 1921.12.22일자. 

32
 『동아일보』 1961.2.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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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지역으로 분산 이주시켰다. 그 중 한 곳이 ‘넝마주이 마을’로 알려진 

강남구 포이동 266번지이다. 정부는 자활근로 가 수집한 재활용품들을 판매

해 주고, 군 식 내무반 생활을 강요하 다. 자활근로 는 1989년까지 운 되

었다(윤수종 2006: 179).  

과거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재활용을 담당했던 또 다른 사람들은 난지도 주

민들이다. 난지도는 한강 하류 마포구 상암동에 인접한 하중도(河中島)로, 

1978년부터 서울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들이 매립되기 시작했고, 쓰레기매립

은 1993년까지 약 15년 동안 계속되었다.
33
 난지도에는 1986년 당시 약 4,500

여 명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 중 1,400명 정도가 고물수집 작업에 종사했다. 

난지도에서 고물수집 작업에 종사하던 이들은 난지도에 이주할 당시 판잣집

을 만들어서 살고 있었는데, 서울시는 판자촌을 철거하고 조립식 주택단지를 

만들어서 제공했다(정채성 1989: 374-376).  

난지도에서의 고물수집 작업은 매립현장에 버려진 쓰레기에 흙을 덮기 전

에 재생가능한 물건을 골라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작업자들은 청소차가 

부려 놓은 쓰레기더미를 쇠스랑이나 갈쿠리로 파헤쳐 고물을 주은 후 나무 

초롱이나 마 자루 담아서 운반한다. 운반된 고물들을 거래되는 품목별로 분

류, 정리한 후 고물중개업자에게 일괄적으로 팔아 넘긴다(정채성 1989: 377). 

난지도에서의 재활용품 수집 작업은 매립장의 열악한 작업 환경과 높은 노동 

강도로 인하여 도시 빈민들의 노동으로 치부되었다. 

 

쓰레기차가 입을 딱 벌리고 그 육중한 몸의 중허리를 꺾어 치켜들면 쓰레
기는 일시에 쏟아져 함부로 흘러내린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으로도 앞벌
이의 차지요, 뒷벌이들은 앞벌이가 실컷 뒤지고 난 뒤에라야 그것도 눈치
를 보아 가며 줍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도 뒷벌이들은 굳이 젖은 곳을 
찾아다닌다. (……) 곤죽으로 썩어 들어가는 음식찌꺼기가 쌓인 자리는 곤욕 
중 곤욕이다. 구더기는 바글거리고 파리는 눈을 뜰 수 없게 한다. 한번 발
이 빠지면 빼기가 힘들고 미끄러지는 것은 예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
이 젖은 쓰레기를 찾아다니는 것은 무게를 따지는 생각 때문인 것이다. 마

                                            
33
 서울시 월드컵공원 (worldcuppark.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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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쓰레기더미에서 줍는 우유곽보다는 젖은 쓰레기 속에서 골라내는 젖은 
우유곽이 무게를 더 내기 때문이다. 그래 보았자, 근수(斤數)의 몇 눈금이
나 더 나가겠다고…… (정연희 1985: 25-26) 
 

이러한 기록은 열악한 난지도에서의 재활용품 수거 작업을 증언한다. 뿐만 

아니라 쓰레기 매립장에서 쓰레기를 뒤진다는 것 때문에 사회적 낙인이 찍히

기도 했다.  

 

어른들이 큰강 건너 도시로 외출을 나갈 때에는 하루 전에 목욕을 하지 않
고는 버젓한 장소에 출입을 할 수가 없었다. 버스를 타거나 식당에 들어가
면 다른 사람들이 코를 싸쥐고 어디서 이런 괴이한 냄새가 나는 걸까, 하
는 얼굴로 두리번거리다가 마침내 그 진원지를 알아채면 얼른 멀찍이 달아
나거나 자리를 옮기는 것이었다(황석영 2011: 126).  

 

한편 고물상은 넝마주이와 난지도 주민들이 수집한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로로서 함께 존재해 왔다. 재활용품 수집인들의 판로로서 고물상의 존재는 

재활용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 고물상의 존재로 인하여 재활

용품 수집인들은 수익을 얻고, 더 나아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재활용품의 공

급을 지속했다. 또한 재생원료와 재생제품을 생산하는 재활용 업체들은 고물

상이 매입하여 분해, 분류한 재활용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다.  

실상 고물상은 오랜 기간 동안 중고물품 거래와 재활용품 거래를 겸하는 

형태로 존재했다. 이 때문에 고물상에서의 불법적인 장물 거래는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다. 1963년 제정된 「고물 업법」은 고물상의 업 허가를 해

당 지역의 경찰청이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1980년 에 들어서면

서 고물상에서의 장물 거래를 다룬 언론 보도가 이전 시기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들었다.
34
 이는 1980년 를 기점으로 고물상이 중고 물품의 거래보다는 

재활용품 수집 및 거래를 전담하는 쪽으로 업 형태가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34
 1961년부터 1980년까지 고물상의 장물 거래 관련 보도는 125건으로 연평균 6.25건

이다. 하지만 1981년부터 1990년 동안에는 14건으로 연평균 1.4건으로 급감한다. (네

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newslibrary.naver.com) 



 

 58

1993년 「고물 업법」 역시 폐지되었다.  

1990년  중반 이후 노인들이 새로운 넝마주이로 등장했다(소준철 2015: 

31). 흔히 ‘폐지 할머니’, ‘폐지노인’ 혹은 ‘폐지수집노인’으로 불리는 이

들이다. 폐지수집노인들은 주택가나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문전배출되어 있는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고물상에 판매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가욋돈을 

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고물상에 판매하는 것으로 수익을 얻는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고물상들은 스스로가 사회복지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자영업을 하다가 망하신 분이 오셔서 고
물상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 
마지막 일자리인 것 같아요. 175만 폐지 
노인들 같은 경우도 복지나 사회적 일자
리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생계를 스스로 
만들어 내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길거
리에서 재활용 자원을 수집하시고 그런 
분들인데 그 분들이 고물상에서 함께 생
존하시는 분들이고 해서 고물상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들의 생
존 공간이다.35 

- 봉주헌 <자원재활용연대> 前 의장 
 

고물상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빈곤 

노인들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유일한 공

간이다. 또한 특별한 기술이나 비싼 설

비 없이 상 적으로 쉽게 창업할 수 있

는 업종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고물상은 더 이상 직업을 구할 수 없는 빈

곤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마지막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써 사회복지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자원재활용연 >의 등장은 이전과 달라진 고물상의 위상을 보여준다. 이
                                            
35
 『뉴스타파』 “목격자들 22회: 버린 뒤의 이야기,” 2015.8.31일자. 

<그림 7> <자원재활용연대>의 피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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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까지 비공식 역에서 잠재적인 위험의 공간으로 간주되었던 고물상들이 

사회적인 역할을 인정받고 권익을 지키기 위해 조직화하여 목소리를 내기 시

작한 것이다. <자원재활용연 >의 협회 소개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우리는 지금, 고물상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조국의 근대화 과
정, 농촌의 피폐화 과정, IMF체제에서 려난 우리들이 벼랑 끝에서 선택
한 일이 고물을 줍거나 수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려나면 낭떠러
지라는 절박함이 우리의 존재를 한없이 움츠러들게 하였고, 굴욕과 멸시천
대를 당연시 해왔습니다. 국가의 정책적 결정에 의해 려난 우리들은 국
가의 지원 없이 생업을 형성해 왔습니다. 우리들은 제조사나 정부가 감당
해야 할 쓰레기의 감량화, 버려진 것들의 자원화를 이루어 낸 환경과 자원
의 파수꾼입니다. 또한, 리어카 할아버지, 유모차 할머니, 1톤 행상 등 국
가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완충지대로서의 사회복지적 기능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물상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배려는 고사하
고 환경오염의 주범이니 도시미관 저해 시설이니 하는 오명을 씌워 우리들
의 밥그릇을 함부로 넘보고 있습니다. (……) 고물상 스스로 조직을 지키려
는 의지에서 우리들의 존엄은 생겨날 것이고 그래야 정부나 사회도 우리에
게 관심을 보여줄 것입니다. 굴욕과 멸시 천대를 극복하고 우리 삶의 자존
감을 회복하는 일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힘을 보태고 자
신의 존재를 드러낼 때 가능한 일입니다.36  

 

  2012년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한 <자원재활용연 >는 전국 단위의 조직을 

갖춘 고물상의 연합 조직이다. 이들은 각종 고물상뿐만 아니라 재활용과 관

련된 이슈들에서 고물상의 입장을 변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뒤에서 살펴볼 자원순환법 논란에서도 환경부와의 갈등에서 고물상의 주장을 

관철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의 활동에서 특기할만한 지점

은 협회 소개문에서도 드러나듯이 환경과 복지 분야에서 고물상의 사회적 역

할을 강조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인정된 법적 지위를 획득하고자 한다는 점이

다. “고물상은 사회적 약자의 공동 생존공간이다”라는 문장은 <자원재활용

                                            
36
 <자원재활용연 > 인터넷 카페 (http://cafe.naver.com/jajaer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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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의 주장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그림 8> 참조). 실제로 이들은 <남양유

업공동행동>, <안전사회시민연 >, <노년유니온>,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 >, 

<폐지노인안전복지시민연 > 등의 복지 관련 시민단체들과 활발한 연  활동

을 벌인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자원재활용연 는> 고물상의 사회복지적 

역할 수행을 고물상의 권익을 보장해야 하는 근거로 삼는다.  

이처럼 재활용품을 상품으로 매입하고 판매하는 고물상은 재활용 시장의 

기초를 이룬다. 재활용품을 상품으로 인식하여 시장경제적인 원리로 재활용

을 달성하는 역사는 최소한 1960년 부터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다.  

 

 

<그림 8> <자원재활용연 >의 걸개그림 

 

2) 쓰레기와 재활용품의 시장경제적 구분 

 

2장에서 살펴본 쓰레기와 재활용품의 법적인 구분에 의하면 재활용품은 쓰

레기의 일종으로서 일단 쓰레기로 간주된다. 재활용품은 사용 의사가 없어서 

버려진 물건, 즉 쓰레기 중에서 재사용,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활용 시장에서는 쓰레기와 재활용품은 엄연히 다른 종류

의 물질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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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쓰레기와 재활용품의 구분 

쓰레기에 한 법적인 정의에서 사용 의사가 쓰레기로 규정되는 유일한 기

준이다. 쓰레기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로 규정된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호). 하지만 재활용 시장의 쓰레기와 

재활용품 구분에는 사용 의사뿐만 아니라 ‘경제성’이 판단 기준에 포함된다. 

쉽게 말해, 돈이 되는 것은 재활용품, 돈이 되지 않는 것은 쓰레기인 것이다. 

쓰레기와 재활용품에 한 법적 구분과 시장경제적 구분은 <그림 9>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9>와 같이 재활용 시장에서는 쓰레기와 재활용품이 전혀 다른 종류

의 물질로 인식된다. 재활용 시장에서 재활용품은 일반 상품과 동등하게 인

식된다. 재활용 시장에서 쓰레기와 재활용품이 구분되는 기준은 ‘정의 재(正
의 財)’와 ‘부의 재(負의 財)’라는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의 재는 물

건과 돈이 맞교환되는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상품과 동일하다. 부

의 재는 물건과 돈이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구마모토 2012: 73-76). 쓰레기종

량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쓰레기를 배출할 때 세금도 함께 내야 하기 때

문에 쓰레기와 돈은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재활용 시장에서 재활용품은 매

매되면서 물건과 돈이 맞교환되므로 정의 재, 즉 일반적인 상품과 동등하다.  

재활용 시장에서 물건이 쓰레기가 아닌 재활용품으로 판단되는 과정을 도

식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10>과 같다.  

모든 물건은 소유주에게 사용 의사가 없을 경우 쓰레기 혹은 재활용품으로 

판단되는 과정에 진입한다. 이 물건의 가치에 하여 타인이 사용 의사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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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재활용 시장에서 재활용품으로 판단되는 과정 

을 경우 물건은 중고물품으로 판단되어 중고시장으로 진입한다. 타인도 사용 

의사가 없을 경우 이 물건은 더 이상 고유의 사용 목적으로는 판단되지 않으

며, 재활용품으로서의 가치로만 평가 받게 된다. 만약 이 물질이 환경에 유해

한 것이라면 지정폐기물로써 적정하게 처분된다.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물질

에 한해서 재활용품 혹은 쓰레기로 판단된다. 이 때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한 단계를 더 거치는데, 재활용 기술의 유무에 한 판단이 그것이다. 오늘날

에는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모든 물질은 기술상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

활용 기술의 유무는 더 이상 유의미한 판단 기준이 되지 못한다. 이제 사용

의사는 없지만 무해한 물질은 재활용 시의 경제성에 따라서 재활용품 혹은 

쓰레기가 된다. 재활용 시 경제성이 있다면 재활용품으로서 재활용 과정으로 

진입하게 되지만, 재활용 시 경제성이 없다면 쓰레기로 판단되어 일반폐기물

로서 처리된다.  



 

 63

  이처럼 재활용 시장에서 재활용품과 쓰레기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경제성이다. 재활용 했을 때 돈이 된다면 재활용품으로 간주되며, 그

렇지 않은 것은 쓰레기로 간주된다. 그런데 경제성에 한 판단은 상황에 따

라 유동적이며, 판단하는 사람이 가진 정보량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재활용품의 가격이나 재활용품을 생산하는데 드는 노동력

과 같은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물질이 재활용품이 되거나 쓰레기가 

된다. 또한 재활용품의 경제성을 판단하는 사람, 수집인이나 고물상의 자의적

인 판단에 따라서도 똑같은 물질이 재활용품이 되거나 쓰레기가 될 수 있다.   

재활용품과 쓰레기에 한 법적인 구분과 달리 재활용 시장에서는 유동적

인 판단 기준에 의해서 재활용품과 쓰레기가 구분된다. 이 때문에 재활용 시

장에서 재활용품과 쓰레기의 경계는 실상 명확하지 않으며 그때그때 바뀔 수 

있는 유동적인 상태이다. 이처럼 재활용 시장에서 재활용품과 쓰레기의 경계

선이 일견 애매해 보이지만, 고물상과 같은 재활용의 현장에서는 경제성이라

는 유동적인 판단 기준이 ‘마진을 볼 가능성’이라는 기준으로 치환되며, 이 

기준은 일관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재활용 시장에서는 재활용품이 철저하

게 시장경제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이제 재활용품은 마진이 남는 

‘상품’으로 간주된다. 재활용품이 수집되는 순간부터 고물상을 거쳐 마침내 

재생원료나 재생제품으로 생산되는 순간까지 재활용품은 가치를 지닌 상품으

로서 판단되는 것이다. 재활용품은 가치를 지닌 상품이기 때문에 시장경제적

인 원리에 따라서 재활용 시장에서 거래된다.  

 

3) 재활용 시장의 구성 

 

  재활용 시장의 참여자는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수집인 / 소상(小商) / 중

상(中商) / 상(大商)이 그것이다. 이들 중 소상과 중상, 상은 사업자등록증

을 가지고 정식으로 업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수집인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서 고물상에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이들을 말한다. 따라서 재활

용‘업계’는 소상 / 중상 / 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소상 / 중

상 / 상은 재활용품의 생산과 유통 단계에 따른 분류이다. 하지만 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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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재활용 시장의 얼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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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이름이 붙은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개별 사업장의 크기에 

따른 분류와도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수집인과 소상은 재활용품의 생

산을 담당하며, 중상은 재활용품의 유통을 담당한다. 상에서는 재활용품을 

원료로 하여 최종적으로 재생원료나 재생제품을 생산해 수요처에 판매한다.  

고물상은 소상에 해당한다. 수집인과 달리 소상도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

업자에 해당하지만, 앞서 2장 2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고물상은 미신고 상 

업체로서 합법과 불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다. 이에 따

라 사업자등록증을 받지 않은 채 무허가로 업하는 고물상도 상당수 존재한

다. 반면 중상과 상은 신고, 허가,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국가의 허가와 철저한 관리 하에서 운 된다.  

 

 고물상(소상) 중상 상 

역할 재활용 상품 생산 재활용 상품 유통 재생원료, 제품생산 

작업 최초 매입, 분해, 분류 2차 분류, 중간 집적 
규모, 자동화 

공정 

위치 
도심, 공장지  등 쓰레기 

주 발생원에 인접 

도심 외곽 등 쓰레기 주 

발생원 인근 외곽지  
지방에 위치 

개수 
정확히 파악되지 않음 

(추정: 수천~수만개소) 
재질별 수십~수백 개소 

재질별 10개소 미만

~수십 개소 

규모 소규모(1,000m² 미만) 중간 규모 규모 

<표 1> 고물상 / 중상 / 상의 특성 비교 

<그림 11>은 재활용 시장의 참여자들의 역할과 운  방식을 나타낸 얼개도

이다. 재활용 시장은 수직적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인 방향으로 보

자면, 재활용품은 수집인에 의해 수집되며, 고물상에서 재활용품으로 인정되

어 매입됨으로써 재활용 시장으로 진입한다. 이후, 중상과 상을 거쳐서 재

생 원료 및 재생 제품으로 생산되어 다시 수요처로 판매된다. 즉, 재활용품은 

상향식(bottom-up)으로 이동한다. 재활용품이 상향식으로 이동하므로 재활용

품과 매매 행위를 통해 교환되는 돈은 하향식(top-down) 식으로 이동한다. 

우선 상에 의해 재활용 시장으로 외부의 돈이 최초로 진입한다. 이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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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을 구매하는데 사용되므로 중상과 고물상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고

물상에서 수집인들에게 재활용품을 매입하는 금으로 사용된다. 이처럼 재

활용 시장에서는 재활용품은 수집인으로부터 상으로 향하는 상향식, 돈은 

상으로부터 수집인으로 향하는 하향식으로 움직인다. 재활용 시장이 이와 

같이 수직적,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규모 공장과 같이 재

활용품의 배출자가 직접 재활용을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재활용 시장의 

“수집인  고물상  중상  상” 혹은 반  방향으로 이어지는 것과 다

른 경로를 통해서 재활용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1) 고물상 

       

고물상은 재활용품 수집인으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품을 분해, 분류하여 재

활용 상품
37
을 생산한다. 고물상은 재활용품이 주로 발생하는 도시의 주거지

역과 상업지역, 즉 도심이나 공장이 집한 지역 인근에 주로 위치한다. 재활

용품의 매입이 용이한 곳에 인접하는 입지가 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

만 고물상의 보다 구체적인 입지 조건은 도심의 임 료나 교통적 편리 등 매

우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현장연구 결과를 통해서 도출한 몇 가지 

일반적인 사항들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도심에 위치하는 고물상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내부에 위치하는 경우와, 

번화가에서 상 적으로 외진 곳에 위치하는 경우로 나뉜다. 주거지역 및 상

업지역 내부에 위치하는 고물상에는 걸어 다니면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재

                                            
37
 여기서 ‘재활용 상품’은 수집인들이 수집한 재활용품과 고물상을 거치고 난 후

의 재활용품을 구분하기 위해 연구자가 조작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이다. 실상 배출된 

재활용품과 고물상에서 분류된 재활용품의 물리적인 성상은 동일하다. 또한 상품으

로서 매매되는 상이라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하지만 본 논문의 4장에서 살펴볼 것

이지만 재활용 시장에서 양자는 사뭇 다르게 인식된다. 재활용품은 상품이어도 아직 

재생제품을 만들 수 있는 원자재 상품은 아니다. 재활용품은 고물상에서 분해와 분

류를 위한 노동이 투여된 후에야 원자재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수집인이 고물상에 판매하는 재활용품은 ‘재활용품’으로, 고물상이 중상에 

판매하는 재활용품은 ‘재활용 상품’ 구분하기로 한다. 고물상에서 재활용품이 재활

용 상품으로 생산되는 과정은 3장 3절에서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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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품 수집인들이 주로 방문한다. 이러한 재활용품 수집인들을 재활용 시장

에서는 ‘도보꾼’이라고 부른다. 세간에 ‘폐지수집노인’, ‘폐지노인’이나 

‘폐지 할머니’로 알려져 있는 이들이다. 이들이 재활용품을 수집하기 위해 

이동하는 행동 반경은, 집과 도심 간의 거리에 따라 개인적인 편차가 크긴하

지만 도보로 이동하며 수집하기 때문에 결코 넓지 않다. 따라서 이런 고물상

들은 각기 도보로 5-10분 거리를 두고 분산되어서 입지한다. 다만, 임 료 부

담 때문에 번화가의 중심부에는 잘 입지하지 않는다. 신 번화가에서 한 두 

블록 정도 떨어져서 상 적으로 덜 번화한 곳에 위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정

리하자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내부에 위치하는 고물상들은 재활용품이 

주로 배출되는 번화가에서도 도보꾼들이 걸어서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깝

되, 임 료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번화가에서 떨어진 곳에 입지하는 것이다. 

고물상이 도심 내부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품 수집인이 아닌 일반

인의 눈에는 잘 띄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림 12> 서울시 중랑구 망우역 일  고물상들의 위치 

<그림 12>는 서울시 중랑구 망우역 일 의 고물상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위 지역은 시장과 인접한 상업지역으로 볼 수 있다. 사진의 중심 부분에 위

치한 고물상을 기점으로 도보로 10분 거리에 고물상이 4곳이 더 입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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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인근에 위치하는 고물상들은 주거지역과 상업

지역 내부에 위치하는 고물상들보다는 보다 집하여 입지하며, 주로 도심 

간선도로 인근과 같이 주거나 상업 시설물이 잘 들어서지 않는 곳, 즉 도심

이지만 상 적으로 외진 곳에 입지한다. 이러한 고물상에는 도보꾼 보다는 

트럭을 비롯한 자동차로 재활용품을 가져 오는 수집인들이 주로 방문한다. 

도심에서 상 적으로 외진 곳에 입지하기 때문에 고물상은 임 료를 상 적

으로 적게 부담할 수 있다. 또한 사실상 도심 내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집인들의 유류비 부담이 덜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입지

는 도심에서도 많이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상 적으로 집해서 입지하는 경

향을 보인다. 한편 아파트와 같은 단위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직접 수거하는 고물상의 경우에는 도심 외곽 지역에 입지하기도 하지만, 다

른 고물상들과 마찬가지로 운반 비용 문제 때문에 최 한 배출원에 가깝게 

위치한다. 이는 공장 지 에 입지하는 고물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고물상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임 료에 따라 달라진다. 임 료가 비싼 주거

지역 및 상업지역의 번화가 근처에 자리잡은 고물상의 경우에는 작은 규모이

며, 도심의 외진 곳이나 공장지 로 갈수록 임 료가 저렴해지기 때문에 고

물상의 규모가 점점 커진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예를 들자면, 상업지역 내부

에 자리한 고물상의 경우 330m²(약 100평)만 되어도 매우 규모가 큰 축이며, 

부분은 약 200m²(약 60평) 내외의 작은 규모로 운 된다. 이에 반해 도심 

외곽이나 공장 지 에 위치한 고물상의 경우에는 3,300m²(약 1,000평)에 가

까운 사업장도 존재한다.  

 

(2) 중상과 상 

 

중상과 상은 다루는 재활용품의 재질에 따라 세분화, 전문화되어 있다. 

중상 단계의 개별 사업장은 종이만을 다루거나, 플라스틱만을 다루거나, 비철 

금속만을 다룬다는 것이다. 상 단계의 재생 공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문화

되어 있다. 이러한 전문화는 재활용에 사용되는 기술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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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적용되는 기술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판이하게 

다르다. 적용되는 기술이 다른 만큼 재활용을 위해 필요한 설비와 공정 역시 

전혀 다르다. 고물상 단계의 경우 재활용품의 최초 매입과 분해 및 분류를 

담당하기에 전문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중상과 상은 여러 종류의 

물질을 재활용하기 위해 상이한 설비를 한꺼번에 갖추는 것은 경제적이지 못

한 선택이 된다. 한 가지 종류의 물질을 재활용할 수 있는 설비만을 규모

로 갖추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다.  

고물상에 비해 상 적으로 규모의 설비와 공간을 필요로 하는 중상과 

상은 토지 임 료가 싼 외곽 지역에 입지한다. 중상의 경우에는 도시 외곽 

지역의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입지하는 것이 보통이다. 도시 외곽을 벗어나 더 

멀리 입지하는 중상은 거의 없는데, 이는 고물상에서 출하되는 재활용품의 

운송 비용과 관련이 있다. 고물상이 주로 모여 있는 도심과 너무 멀리 떨어

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운송 비용과 임 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 

선택된 최적의 입지가 바로 도시 외곽 지역이다. 하지만 상의 경우에는 재

활용품의 주요 배출지나 고물상 및 중상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이나 수출

항 근처에 입지한다. 상은 규모의 설비에서 재생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임 료가 무척 싼 곳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중상은 재질에 따

라 수십에서 수백 개 업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에 비해서 상 적으로 업

체 간 경쟁이 심하다. 따라서 운송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도심과 가까운 곳

에 입지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하지만 상은 규모의 설비

를 갖추어야 하므로 진입 장벽이 매우 높다. 이 때문에 재질에 따라 수 개에

서 수십 개 업소 밖에 존재하지 않아서 업체 간 경쟁업체의 수가 그다지 많

지 않기 때문에 입지 조건에서 중상에 비해 자유롭다. 더구나 상에서 생산

되는 재생제품은 부분 수출되므로, 국제적인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확

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 때문에 규모 설비와 시설을 싼 

값에 갖출 수 있는 곳에 입지하게 되는 것이다.  

중상은 취급하는 물질에 따라서 파지, 수지, 비철 금속, 철, 의류 등으로 전

문화되어 있다. 집적과 2차 분류는 각 종류별 중상들이 공통적으로 담당하는 

작업이다. 하지만 집적과 2차 분류의 비중이라던가 세부적인 작업 과정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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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각 재질들의 물리적인 성질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예를 들어, 비철 금속을 주로 다루는 중상 업체에서는 2차 분류 작업이 거

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신 매입한 비철 금속에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운송이 용이하도록 포장하는 작업이 비철 중상에서의 작업의 핵심이다. 비철 

금속은 철을 제외한 모든 금속 종류를 말하는데, 중상에서 주로 다루는 철과 

비철 금속은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재질 세부 분류 세부 분류 기준 

스테인리스 스틸 

(스덴) 

300계열 니켈이 함유되어 있음 

200계열 니켈이 거의 함유되지 않음 

동(구리) 

A동(꽈배기) 굵은 전선 

상동 동 파이프 

파동 이물질과 섞인 동 

제련동 납으로 합금한 동 

황동 

(신주) 

노베신주 판으로 된 황동 

A신주 이물질 없는 황동 

잡신주 이물질과 섞인 황동 

알루미늄 
샷시  

알루미늄 캔(양캔) 알루미늄 캔 

양은 세부분류 없음  

철 

나마철 철판을 자른 것 

빔 기둥 모양 철 

상철 철근, 배선 등 

중철 아연 합금. 전자제품에 사용 

기리꼬 철을 깎은 후 나온 부스러기 

<표 2> 중상에 매입되는 철과 비철 금속의 분류 

비철 금속은 세부 분류가 매우 복잡하지만, 그럼에도 고물상에서 이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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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분류가 거의 끝난 상태로 중상으로 출하된다. 비철 금속의 세부 분류에 

따라 출하되는 단가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덕분에 비철 전문 중상에서는 

2차 분류가 사실상 필요 없다. 하지만 비철 금속에 섞여서 출하된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알루미늄 샷시는 그 자체로 단일한 재

질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분류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고물상에서 출하되

는 알루미늄 샷시는 원래 창틀이나 문에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철 재질의 

나사나 철사가 여전히 매달려 있는 상태의 것이 많다. 알루미늄과 철은 녹는 

점이 서로 다르다. 재활용된 알루미늄이 재생 제품으로 다시 만들어지기 위

해서는 녹는 점이 다른 이물질이 제거되어야 한다.  

비철 금속 재활용품의 유통을 위해 중상에서 수행하는 또 다른 작업은 재

활용품을 적당한 크기로 묶어서 화물차에 싣기 쉽게 만드는 것이다. 비철 

금속은 주방에서 쓰는 스테인리스 냄비에서부터 건설용 강판에 이르기까지 

모양과 크기가 매우 다양하며, 단단한 금속 재질이라 쉽게 자르거나 구부릴 

수도 없다. 이 때문에 상으로 운송되는 데 사용되는 형 트럭의 용적량

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활용품을 일정한 부피로 묶는 작업이 필요

하다. 중상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밴딩을 친다’라고 말한다. 밴딩 작업은 동

일한 재질의 비철 재활용품인데 부피가 꽤 큰 것들 중 비슷한 모양과 크기

의 것들을 모아서 와이어나 로프로 묶는 방식으로 작업한다. 이를 통해 지

게차로 쉽게 화물차에 실을 수 있으며, 용적 공간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밴딩 처리가 된 비철 금속은 상인 비철금속 재생업체로 출하된다.  

 

재질 세부 분류 세부 분류 기준 

고급지

먹발 일반 백색용지 

책 책 

아트지(신문) 신문지, 코팅이 들어간 종이(광고지) 

풀지 책의 접착 용지 

모조지 모조지 

파지 파지 찢으면 안쪽이 누런 색(종이박스) 

<표 2> 중상에 매입되는 종이류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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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으로 출하된 종이류를 주로 다루는 중상에서도 비철 금속 중상과 

마찬가지로 2차 분류 작업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수집 단계와 고물상 단

계에서 이미 종이류의 2차 분류가 강 끝난 상태에서 중상으로 공급되기 

때문이다. 종이류 역시 세부 분류에 따라 출하되는 단가가 각기 다르다. 중

상에서 주로 매입되는 종이류는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고물상으로부터 종이류를 매입하는 중상에서 진행되는 작업의 핵심은 종

이를 압축하는 것이다(<그림 13> 참조). 종이는 비철금속보다 무게에 비해 

부피를 많이 차지하기에 압축하면 부피를 많이 절약할 수 있다. 종이를 압

축하면 화물차의 용적 공간을 빈틈 없이 사용할 수 있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고물상에서는 자신이 상품을 출하하는 중상을 전문화된 상품의 종

류에 따라 “(○○)비철집/(□□)물랭이집”
38
이라 부르는데, 종이류를 출하하

는 중상에 해서는 “(폐지)압축장”이라 부른다.  

 

 

<그림 13> 먹발(일반 백색용지)이 압축되어 나오는 모습 

압축장에서의 작업은 종이를 압축하는 것이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고물상으로부터 출하된 종이는 세부 분류된 재질별로 압축장의 마당에 쌓인

다(<그림 14> 참조). 압축장의 중심부에는 압축기가 자리한다. 형 집게와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종이가 압축기에 투입되면 종이뭉치들은 1~1.5 루베
39
  

                                            
38
 재활용 현장에서 플라스틱(합성수지)은 “물랭이”로 지칭된다.  

39
 1루베는 1m³(1세제곱미터)에 해당한다. 루베는 쓰레기처리 과정과 재활용 과정의 

현장에서 쓰이는데, 건설현장 등에서도 폭넓게 쓰인다. 세제곱미터를 이르는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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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압축장 마당에 쌓여 있는 파지(압축 작업 이전) 

 

<그림 15> 압축장 마당에 쌓여 있는 파지(압축 작업 이후) 

정도의 블록 모양으로 압축되어 쌓아 둔다(<그림 15> 참조). 워낙 높은 압력

으로 압축되었기 때문에 몇 가닥의 와이어로만 묶어 고정시켜 두어도 거의 

풀어지지 않을 정도가 된다. 압축장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블록을 ‘베일’
40

이라고 부른다. 압축장에서 압축된 폐지와 같은 재활용 종이들은 상인 제

지회사로 출하된다. 이 때 베일들은 주로 20톤 화물 트럭에 실리는데, 베일이 

블록 모양인데다가 부피와 모양이 균일하기 때문에 20톤 화물 트럭 한 당 

정확히 20개의 베일을 거의 빈 공간 없이 맞춰서 실을 수 있다. 

                                                                                                                      

의 압축된 말씨인 ‘류우베이(立米, り ゅ う べ い )’에서 변형된 채 굳어져 사용되고 

있다.   
40
 폐지 압축장에서 베일은 1~1.5루베 크기의 블록 형태 종이 묶음을 말한다. 무역용

어 중 “압축포장(pressed bale)”의 어 발음에서 나온 말로 추정된다.  



 

 74

비철 금속 전문 중상과 폐지 압축장에서는 재활용품에 한 2차적인 세부 

분류 작업은 별로 수행되지 않지만 각 재질의 물리적인 특성에 따라 전혀 다

른 방식의 집적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들과 달리 2차 분류가 작업의 핵심이 

되는 곳도 있다. 고물상에서 “물랭이집”이라 부르는 플라스틱 전문 중상, 즉 

수지 선별장에서는 플라스틱을 세부적인 종류별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핵심

적인 작업이다. 비철 금속이나 종이류와 달리 고물상에서는 플라스틱에 한 

세부 분류를 하지 않은 채 출하한다. 플라스틱은 비철 금속만큼이나 많은 세

부 분류가 존재한다. 하지만 바쁘게 돌아가는 고물상의 작업 속에서 플라스

틱의 종류를 일일이 확인하여 분류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며, 무엇

보다도 플라스틱은 무게에 비하여 부피를 많이 차지하므로 고물상 내부에 플

라스틱의 세부 분류를 위한 공간을 할애하는 것은 비경제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상인 수지 선별장에서는 고물상에서 분류하지 않고 출하된 플라

스틱을 세부적으로 분류한다. 이 분류 작업은 형 업체의 경우, 레이저 방식

의 자동 분류 기계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부분 일일이 수작업으로 이루

어진다. 컨베이어벨트에 플라스틱 더미를 실어 이동시키며, 작업자들이 그 옆

에 늘어서서 각자 맡은 품목만을 분류해내는 방식이다. 수지 선별장에서 수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세부 분류 현장을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표 4>와 같다..  

 

  컨베이어벨트의 이동 방향(작업 순서)  

재질
41
 PET PE PP OTHER 

세부 분

류 
 

백색 

형 PE 

백색 

소형/ 

잡색PE

 
컵 형 

PET 

판 형

PET 
PS 특수

42
 

작업 인

원 
3~4 1~2 2 1 1 1 1~2 

<표 3> 수지 선별장의 작업 얼개 및 플라스틱의 세부 분류 

                                            
41
 플라스틱 재질들은 약자로 표현되는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에

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에 해당한다.  
42
 특수 플라스틱으로서 분류되는 것에는 A/C(아크릴), ABS수지, 고흡수성수지(SAM 

등), PC(폴리카보네이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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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는 거의 순간적으로 세부 재질을 판단하여 분류해야 한다. PET로부

터 시작하여 PE, PP로 이어지는 작업 순서는 식별의 난이도와 물건의 공급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다. PET는 페트병과 같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

는 재질이면서, 식별하기 쉬우므로 주로 초심자들이 배치된다. 최소 6개월에

서 1년 이상 일한 작업자들은 PE나 PP를 분류할 수 있으며, 더욱 오래 경험

을 쌓은 작업자는 기타 플라스틱들을 분류할 수 있게 된다. 현장의 작업자들

은 플라스틱 분류 작업을 “몸으로 배워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오랜 경험

을 통해 얻은 숙련도가 필수적인 작업이기 때문이다. 컨베이어벨트의 일정한  

정한 속도에 맞추어 오랜 시간 동안 선 채로 손으로 플라스틱을 골라내야 하

는 분류 작업의 노동 강도는 매우 강하다. 분류된 플라스틱은 압축되어서 

상인 재생합성수지 제조업체로 출하된다. 재생합성수지 제조업체는 각 PET, 

PE, PP 등의 세부 재질에 한 공정이 모두 따로 존재한다. 플라스틱은 가소

성(可塑性)을 지니는 고분자화합물로 여러 화학물질들이 첨가된 것이기 때문

에,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위해서는 각 종류의 플라스틱마다 다른 화학적 처

리와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수지 선별장에서의 2차 분류 

작업은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2. 재활용 상품의 생산 과정 

 

재활용 시장으로 재활용품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재활용품 수집인들의 수집

과 평가 과정이 우선 수행되어야 한다. 돈이 될 만한 물질로 평가되어 수집

된 재활용품들은 고물상으로 공급되며, 고물상에서 다시 분해 및 분류 과정

을 거친 후에야 재활용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재활용 상품이 된다. 이런 

점에서 재활용품 수집인들에 의한 수집 과정과 고물상에서의 분해 및 분류 

과정은 ‘재활용 상품의 생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재활용 상품의 생산 

과정은 ‘재활용될 수 있는 물질’의 의미만을 지니고 있던 물질에 실제로 ‘재

활용 될 자격’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재활용품은 비로소 재활용 시장에서 

작동하는 재활용 과정에 실질적으로 진입하여 재활용 상품이 되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재활용 상품이 생산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76

       

1) 수집 과정 

 

거의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비슷하지만, 서울시 중랑구의 「폐기물관리조례」 

제2조 제8호는 “재활용 가능품”의 범주를 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플라

스틱류, 의류 및 원단류의 여섯 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배출 방법을 정한다. 

이 조항은 종이류를 묶어서 배출하라거나, 병류의 뚜껑을 제거하고 내용물을 

비워서 배출하라는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생활폐기물과 달리 지정된 배출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다.
43
 재활용품의 배출에 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재활용품은 아무 곳에나 배출되어도 원칙적으로는 무방하다. 이른바 문전배

출(門前排出) 방식인 것이다.
44
  

문전배출 된 재활용품은 기초자치단체와 계약된 폐기물 수거업체에 의해서 

수거된다. 하지만 이들이 수거하는 양은 전체 배출량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

에 지나지 않는다. 도심에서 배출되는 부분의 재활용품은 재활용품 수집인

들에 의해서 수집되어 고물상에 판매된다. 한편 아파트나 공장과 같은 단

위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은 도심 외곽에 위치한 고물상들과의 계약

을 통해 직접 수거된다.  

이를 정리하면 재활용품의 수집은 크게 세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1) 

                                            
43
 중랑구 「폐기물관리조례」 제16조 제3항은 “종량제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의 배

출방법은 제7조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같은 조례 제7조에는 형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생활폐기물에 한 배출 방법만 규정되어 있다. 제7조 제2항은 “제1항에

도 불구하고 수집,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

청장이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 또는 배출방법, 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으

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중랑구의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재

활용 가능품의 배출 방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44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경우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곳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

에 문전배출 방식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주택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는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 청소, 소독 및 쓰레기수거”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한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아파트 입주자 표회의나 관리사무소와 같

은 관리 주체들은 자치규약을 정하여 재활용품이 배출되어야 하는 장소를 지정한다. 

이렇게 배출된 아파트의 재활용품은 주로 관리주체와 계약된 도심 외곽 고물상이 매

입하여 수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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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꾼에 의한 수집 (2) 차 손님에 의한 수집 (3) 고물상의 직접 수거가 그것

이다. 세 가지 경로는 수집인의 인적 구성, 수집 방식, 수집 양 등에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   

 

(1) 도보꾼 

 

도보꾼(徒步꾼)은 걸어 다니면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이들이다. 실상 도보

꾼 중에서는 폐지수집노인이 절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폐지수집노인과 

도보꾼은 같은 사람들을 칭하는 다른 말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폐지수집노인들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이들이 사용하는 

주된 운반수단은 손수레(리어카)이지만, 노인들의 체력 수준과 수집량에 따라

서 유모차, 마트에서 쓰는 카트, 돌돌이(소형 손수레)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도보꾼이라고는 하나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이 주로 작업하는 시간과 장소도 매우 다양하다.  

가장 일반적인 수집 방식은 다음과 같다. 도심에서 재활용품은 주거지역이

나 상업지역의 길가에 쌓여 있다. 폐지수집노인들은 길가를 돌아다니며 문전

배출 된 재활용품들을 수집한다. 이들의 작업은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다. 폐

지수집노인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새벽의 수집은 고물상이 

업을 시작하는 아침 6시~7시까지 이어진다. 심야까지 작업을 지속하는 이들

도 있다. 고물상에 재활용품을 팔고 난 후에도 이들은 하루 종일 길가를 돌

아다니면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하루 10시간 내외로 작업하는 것이 보통

이다. 재활용품이 배출되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최 한 오

래, 멀리 돌아다니는 것 외에는 수집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럼에

도 하루의 수입은 3,000원에서 5,000원에 불과하다. 왕성하게 작업하는 이라

도 하루에 10,000원 넘게 버는 경우는 드물다.  

폐지수집노인들에게 수집 작업과 분류 작업은 따로 구분되지 않는 하나의 

활동이다. 모르는 이들이 보면 단지 쓰레기가 무질서하게 가득 실려 있는 손

수레일지 모르나, 폐지수집노인들의 손수레는 나름의 규칙 로 구획이 구분

되어 있다. 가장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폐지는 넓게 펴서 가장 밑바닥에 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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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두며, 폐지보다 단가가 높은 신문지와 광고지, 백색 용지는 폐지 위에 따

로 박스를 마련하여 모아둔다. 무게에 비해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플라스틱

은 마  자루에 따로 모아서 리어카에 매달아 놓고 다닌다. 캔류, 유리병 등

도 별도의 통이나 자루를 마련하여 매달아 둔다. 하지만 리어카를 사용하지 

않는 이들의 경우에는 공간이 작기 때문에 수집할 때 동시에 분류하기에는 

여의치 않다. 또한 리어카를 사용하더라도 수집 속도가 떨어지거나, 이동 중

에 재활용품이 쏟아지거나 섞일 수 있는 문제가 있다.  

폐지수집노인들의 작업에서 분류는 수집만큼이나 중요한 작업이다. 재활용

품의 종류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재질이 섞인 상태로 

고물상에 판매하면 고물상에서는 값을 제 로 쳐주기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폐지수집노인들은 수집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분류하며, 어느 정도 수집이 진

행된 후 제 로 된 분류 작업을 다시 한다. 이 때문에 재활용품을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부분의 폐지수집노인들은 자신이 수집한 재활용품들

을 보관하는 고정된 장소를 확보하고 있다. 자신의 집 마당이나, 공동주택의 

지하실, 혹은 계단 난간 아래나 건물의 한쪽 뒤 켠,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리어카 자체가 보관 장소가 되기도 한다. 폐지수집노인들은 보관 장소에서 

분류 작업과 포장 작업을 진행한다. 수집과 동시에 일차 분류된 재활용품이

더라도 더 상세한 분류가 필요하다. 폐지 박스 사이에 백색 용지가 껴 있기

도 하며, 음료수 캔도 종류에 따라서 다시 분류해야 한다.
45
 고물상으로 한 

번에 최 한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포장 작업도 필요한데, 폐지

를 크기 별로 묶고, 플라스틱과 캔은 밟아서 부피를 줄여야 한다. 이차 분류

                                            
45
 「재촉법」 제14조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수거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한 제품, 포장재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 포장재의 제조자등은 환경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제품 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음료수 캔에는 재활용 표시와 함께 재질이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음료수 캔의 재질은 양캔(알루미늄 캔)과 철 캔이 있는데, 같은 음료수

에 같은 디자인이라도 캔의 재질이 다른 경우도 있다. 알루미늄 캔과 철캔은 단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야 하지만, 수집 과정에서는 이를 일일이 구

분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수집이 끝난 후 캔을 모아놓고 2차 분류한다. 폐지수집노

인들은 재활용 표시를 보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캔의 밑바닥 색깔을 확인하여 분

류한다. 알루미늄 캔은 밑바닥이 맑은 편의 회색인데 반해 철캔은 밑바닥이 상 적

으로 흐린 빛깔의 회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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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포장 작업이 끝난 재활용품들을 보관장소로부터 고물상으로 가져가서 판

매하게 된다.  

문전배출된 재활용품을 돌아다니면서 수집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수집 방식

은 정해진 가게에서 재활용품을 받아오는 것이다. 문전배출 되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방식은 넓은 범위를 돌아다니는 것에 비해 많은 양을 수집할 수 없

으며, 그나마도 폐지수집노인들 사이의 경쟁이 심하다. 하지만 상가나 큰 가

게에서는 량의 재활용품이 정기적으로 배출되므로 훨씬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수집하는 폐지수집노인들은 몇몇 가게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자신이 독점적으로 수거하는 약속을 가게주인과 맺는다. 이 경우 

들러야 할 가게가 정해지므로 효율적이고, 고정된 동선을 구축할 수 있다. 물

론 이동 중에도 문전배출 된 재활용품을 눈에 들어오는 로 수집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폐지수집노인과 가게 사이의 독점 수거 약속은 금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

는 말 그 로 약속이지만 계약 관계에 준하는 모습을 보인다. 금전 거래는 

오가지 않지만 폐지수집노인들은 자신이 수거하는 가게를 ‘거래처’라고 부

른다. 폐지수집노인들은 재활용품 독점 수거 권리에 하여 일종의 반  급

부를 지켜야 하기도 한다. 재활용품을 수거하러 매장을 방문하게 되면 재활

용품뿐만 아니라 쓰레기도 함께 치워주어야 하며, 주변을 깨끗이 정리해 주

어야 한다는 식이다. 이러한 반  급부를 잘 수행하는 폐지수집노인들은 좋

은 평판을 얻게 되고, 가게의 주인이나 상가의 관리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

게 된다. 이런 폐지수집노인들은 ‘ 업을 잘한다’고 표현된다. 좋은 평판을 

얻게 되면 쉽게 다른 가게로 거래처를 확장할 수 있다. 또한 폐지수집노인과 

가게 사이의 독점 수거 약속은 참여자들과 주변인들의 인정에 의해 계약을 

보장받는다. 우선 폐지수집노인과 거래가 있는 가게 주인은 다른 폐지수집노

인에게 재활용품을 잘 주지 않는다.  

 

(참여관찰을 진행하던 중, 폐지수집노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상황) 
가게 주인: 여기 쓰레기 가져가시면 안 돼요. 
연구자: 버리려고 내다놓으신거 아니에요? 
가게 주인: 맞긴한데, 여기 쓰레기 가져가시는 할머니가 따로 계세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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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니까 함부로 가져가시면 안 되요. 
연구자: 제가 지금 그 할머니 도와드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할머니가 잠
깐 어디 가셔서요. 
가게 주인: 아, 그러시구나. (……) 저번에도 왠 할아버지가 여기꺼 가져가
셔서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입장에서야 아무 분이나 가져가셔도 
상관 없긴한데, 맨날 가져가기로 한 분이 있으니까…… 

- 가게주인 김00 
 

이 약속은 다른 폐지수집노인들에게도 인정받는다. 가게에서 내놓은 재활

용품을 가져가는 것은 상당히 효율적인 방식이어서 그 권리를 두고 폐지수집

노인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쓰

레기에도 주인이 있다”거나 “폐지할머니들은 쓰레기를 놓고 싸우기도 한다

더라”는 세간의 일부 인식과도 맞닿아 있는 지점이다. 하지만 참여관찰 과정

에서는 가게의 독점 수거 약속을 두고 별다른 갈등 상황을 접하지 못했으며, 

고물상 현장의 연구 상자들로부터도 역시 심각한 갈등 상황은 거의 없다는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폐지수집노인과 가게주인 사이의 계약에는 기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보통 폐지수집노인이 일을 그만두거나, 사망할 

때까지 지속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독점 수거 약속은 다른 폐지수집

노인에게로 승계된다.  

고물상과 폐지수집노인은 친 한 관계를 맺기도 한다. 고물상과 폐지수집

노인은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기 때문이다. 고물상 업주와 직원들은 자

주 방문하는 폐지수집노인들의 개인사를 소상히 알고 있으며, 멀리 살고 있

는 자식들을 신하여 개인적인 도움을 주기도 한다. 폐지수집노인들에게 익

살맞은 별명
46
을 붙여주기도 하는데, 이러한 모습은 단골손님과 가게주인의 

관계와 흡사하다. 하지만 고물상과 폐지수집노인 사이의 관계는 친 할지언

                                            
46
 연구자가 참여관찰을 수행한 한 고물상에서는 폐지수집노인들에게 다양한 연유로 

익살맞은 별명을 지어 부른다. 예를 들어 강원도(출신지역) / 마파도 1,2,3,4(같은 동네 

거주) / 짬뽕, 오라이빠꾸, 딴지(수집작업 및 거래 스타일), 하이마트, 3단지, OO동(주 

수집 구역), 폴더, 애꾸(신체적 특징), 왕년에, 두주먹(개인사) 등이 그것이다. 평상시

의 호칭은 아줌마(아저씨), 할매(할배)이며, 별명은 농담 상황에서 잘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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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기본적으로 시장거래적 관계이다. 폐지수집노인이 가져온 재활용품은 정

해져 있는 매입 단가에 맞춰서 매입하는데, 이는 인근 고물상과의 가격 경쟁 

때문이다. 만약 어떤 고물상이 재활용품 가격을 잘 쳐주지 않는다면 폐지수

집노인들은 인근의 다른 고물상에 판매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물론 <자

원재활용연 >뿐만 아니라 고물상 업주 개인들도 고물상이 빈곤한 폐지수집

노인들에게 수입을 제공하는 사회 복지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한다. 하지

만 이러한 생각이 폐지수집노인들에 한 실질적인 증여로 이어지지는 않으

며, 시장거래적 관계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반면 가게 주인과 폐지수집노인 사이의 관계는 증여 관계이다. 이를 증여 

관계로 파악한다면 이는 상호 호혜적인 증여보다는 일방적인 증여에 더 가깝

다고 판단된다. 폐지수집노인이 가게의 재활용품을 독점 수거하는 것에 해 

이행해야 하는 반 급부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그다지 크게 인식되지는 않

는다. 오히려 폐지수집노인에 한 자선의 의미가 더 두드러진다.  

 

(분류작업 중 폐지수집노인의 리어카에 누군가 캔을 버리고 감) 
연구자: 이런 일 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기분 나쁘지는 않으세요? 
폐지수집노인: 기분 나쁠 일이 뭐 있어. 적더라도 이게 다 돈 되는건데 
오히려 감사할 일이지. (……) 가게(고물상)에서도 그러지만, 이렇게 길가
에서 누가 물건 주고 가고 그럴 때도, 그때마다 ‘고맙습니다.’하고 인사
해야 돼요.  

- 폐지수집노인 박00 
 

요즘 저런 분들(=폐지수집노인)이 얼마나 많냐면, 내가 재활용 되는거 밖
에다 내놓으면 한 시간도 안 돼서 싹 치워가요. 먼저 가져가는게 임자거
든. (……) 얼마나 불쌍해요. 종일 저렇게 돌아다녀도 얼마 벌지도 못할거
잖아. 우리야 그냥 밖에다 버리고 잊어버리면 그만이고 상관 없긴하죠. 
그래도 저분들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아니까 얼마라도 좀 도움 되라고 일
부러 분리해서 내놓고 그러는거죠.  

- 가게 주인 김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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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배출은 폐지수집노인들에 한 자선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인식

은 폐지수집노인과 배출자 모두에게 동일하다. 하지만 재활용품 배출과 수집

을 자선 관계로 인식하는 것은 엄 히 말해 법적인 규정에 맞지 않는다. 재

활용품이 문전배출될 경우, 배출자는 재활용품의 소유권을 포기한 상태로 간

주된다. 그러므로 폐지수집노인들의 재활용품 수집은 ‘무주물(無主物)의 취득’

에 해당한다.
47
 법적인 관계로 살펴볼 때 재활용품 수집은 정당한 행위이며, 

증여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배출자와 폐지수집노인들은 왜 재활

용품 수집을 증여로 인식하고 있을까? 추론해보자면, 이는 재활용품을 가격

이 형성되어 있는 상품이라고 이들이 모두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출자

도 재활용품을 상품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부(富)가 될 수 있는 

재활용품을 폐지수집노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은 곧 부의 이전과 동일

한 의미가 된다. 여기에는 폐지수집노인들이 개 빈곤 노인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섞인다. 배출자에게 재활용품은 상품일지언정 푼돈이기에 빈곤한 폐

지수집노인들에게 자선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반면 배출자가 

재활용품을 통해서 상 적으로 많은 금액을 획득할 수 있다면 폐지수집노인

에게 자선하는 신 자신이 직접 고물상에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선택

한다. 또 다른 수집 방식인 ‘차 손님’이 그 경우이다.  

 

(2) 차 손님 

 

‘차 손님’은 ‘고물상에 차로 재활용품을 실어와서 파는 손님’을 줄인 말

이다. 동력 수단을 가지고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경로가 바로 차 손님에 해당

한다. 고물상에서 차 손님은 재활용품 수집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손님으

로 인식된다.  

 

도보꾼은 양념이고, 우리는 주로 차 손님으로 먹고 사는거죠. 
- □□자원 업주 

                                            
47
 「민법」 제252조 제1항은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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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매들(=폐지수집노인) 백날 와봐야 전부 쓰레기만 가져오고, 돈 안 돼. 차 
손님 한 명 오는게 더 낫지.  

- ○○자원 직원 
 

이러한 언급들은 고물상에서 인식하는 도보꾼과 차 손님 사이의 위상 차이

를 보여준다. 도보꾼의 수집량과 차 손님의 수집량을 비교하기는 힘들며, 고

물상의 상황마다 차이가 크다. 하지만 숫자로만 보면 도보꾼이 차 손님에 비

해서 월등히 더 많다.  

연구자가 참여관찰을 진행한 한 고물상에서 2015년 10월 5일 하루 동안 총 

189건의 거래가 있었다. 폐지수집노인 한 명이 여러 번 방문하는 경우가 많

다는 것을 감안하면, 하루 동안 150여 명의 손님이 고물상에 재활용품을 팔

러 온 셈이다. 이 고물상은 상업 지역 근처에 자리하고 있어서 차 손님 보다

는 도보꾼의 비중이 더 높은 곳이다. 하지만 도심 고물상 중에서 상 적으로 

규모가 크고, 차 손님도 꽤 많이 들르는 곳이지만 이날 물건을 팔러 온 차 

손님은 열 명이 채 되지 않았다. 

고물상에서 차 손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차 손

님의 방문은 폐지수집노인에 비해서 작업 과정이 번잡하지 않다. 소량의 재

활용품을 빈번하게 판매하는 폐지수집노인들과 달리, 차 손님은 한 사람이 

량의 물건을 가져온다. 트럭에 량으로 싣고 오는 경우라면, 고물상에서 

사용하는 중장비인 ‘집게’로 한번에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노동력이 절

감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차 손님이 ‘돈이 되는 물

건’을 판매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차 손님은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1톤수거상’이라는 부류

가 있다. 이들은 폐지수집노인과 마찬가지로 문전배출 된 재활용품이나, 가게

나 상가와 약속을 맺고 재활용품을 수거하면서 재활용품 수집을 생업으로 삼

는다. 폐지수집노인과 다른 점은 1톤 트럭이나 오토바이 등의 동력 수단을 

이용해서 수집 작업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폐지수집노인들보다 훨

씬 더 많은 양을, 더 넓은 범위를 돌아다니면서 수집할 수 있다. 1톤수거상의 

형태로 수집하는 사람들의 구성 역시 다양하다. 아직 건강 상태가 좋고 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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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할아버지들이 오토바이에 수레를 매달아서 수집 작업

을 한다. 혹은 전문적인 재활용품 수거업체의 형태로 규모로 운 되는 경

우도 있는데, 이러한 업체들은 주로 헌옷을 수거하지만 다른 재활용품 역시 

취급한다. 인터넷에 사이트를 마련해두고 고객의 전화나 인터넷 주문을 받아

서 방문수거를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업체는 주문 받은 고객에게 직접 찾아

가 재활용품들을 매입하므로 일종의 ‘찾아가는 고물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차 손님의 두 번째 부류는 개인 판매자이다. 도보꾼과 1톤수거상은 재활용

품의 수집을 생업으로 삼지만, 개인 판매자는 그렇지 않다. 자신의 가게나 사

업장 등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고물상으로 가져

와 파는 방식이다. 이러한 재활용품들은 한번도 버려진 적 없는 물건이다.   

차 손님이 고물상에 판매하는 물건은 폐지수집노인들이 수집한 재활용품과 

마찬가지로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개인 판매자가 판매하는 물건은 돈이 되

는 물건일 가능성이 더 높다.  

 

차 손님들이 누가 오는지 알아요? 이 동네 보면 알겠지만, 별로 잘 사는 
동네가 아니잖아요. 좋게 말하면 서민들. 여기 사는 사람들이 자기 가게나 
공사장 같은데서 일하고 집에 들어오는 길에 우리 가게에 들러서 나온 물
건들 팔고 가는거예요. 차 손님들도 우리한테 팔면 솔찬히 돈 되니까 안 
버리고 열심히 모아오잖아요. 우리도 물건 좋은거 살 수 있으니까, 서로서
로 다 좋은거지.  

- □□자원 업주 
 

개인 판매자인 차 손님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모아서 고

물상에 직접 판매한다. 신문배달지국을 운 하는 업주가 아침마다 배달하고 

남은 신문지를 가져와서 판다던가, 배관 공사하고 남은 구리 파이프나 케이

블을 모아와서 판매하거나, 건설 현장에서 시공 후 나온 공사 자재를 판매하

는 식이다. 폐지수집노인들은 소비 후 배출된 재활용품, 즉, 생활재를 주로 

수집하게 되는데, 이는 폐지나 플라스틱이 부분이다. 고물상에서 폐지나 플

라스틱은 돈이 많이 되는 상품은 아니다. 하지만 개인 판매자들, 특히 공사 

현장에서 수집되는 재활용품들은 생산 과정에서 탈락된 재활용품이 부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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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건설 자재들이 많다. 철이나 동, 스테인리스 등이 그것인데, 이들은 고물

상에서 돈이 되는 상품으로 인식된다.  

 

(3) 직접 수거 

 

도심 외곽에 위치한 고물상에는 도보꾼이나 차 손님이 잘 방문하지 않는다. 

신 이들은 공장이나 아파트와 같은 단위 배출원과 계약을 맺어 재활용품

을 수거한다. 따라서 임 료가 싼 도심 외곽 지역에 큰 규모로 입지한다(<그

림 16> 참조). 예를 들어 화성시 정남면에는 공장이 많은데, 이곳에는 공장만

이 아니라 고물상도 300여 업소가 자리하고 있다. 이 곳 고물상 업주들의 말

에 따르면, 도심 외곽의 고물상들은 공장들이 외곽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함

께 이동한 경우가 부분이라고 한다. 원래는 서울과 그 인근 지역에 자리하

고 있었던 소규모 공장들이 수도권 인근 지역의 임 료가 비싸지면서 화성이

나 평택과 같이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고, 재활용품의 주 배출

원이 이동하자 도심 외곽 고물상도 함께 이동하게 된 것이다. 아파트에서 배

출되는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고물상은 도심과 가까운 외곽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보통이다. 공장과 아파트가 주된 거래처이지만 장례식장이나 관공서, 

형 마트 등 다양한 규모 배출원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기도 한다.  

 

 

<그림 16> 도심 외곽 고물상의 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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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계약을 맺는 방식은 고물상의 규모와 배출원의 규모에 따라서 다양

한 형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물상이 배출원의 재활용품을 사오는 방식이

다. 다만 수거하는 재활용품의 양과 종류에 관계 없이 일정한 액수의 금액을 

지불하는가, 아니면 수거하는 양과 종류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액수의 금

액을 지불하는가에 따라 계약 방식이 나뉜다. 개 아파트나 공장 정도 규모

의 규모 배출원이라면 전자 방식의 계약을 맺으며, 그보다 작은 규모의 배

출원에서는 후자 방식의 계약을 맺는 것으로 보인다. 도심 외곽 고물상은 계

약을 맺은 배출원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재활용품을 수거해 온다.   

어느 방식이든 직접 수거 방식의 계약에는 선납금(先納金)이 포함되는 것

이 보통이다. 선납금은 직접 수거 과정뿐만 아니라 재활용 시장에서 전반에

서 행해지는 거래 관행이다. 선납금 관행은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쪽과 구매

하는 곳 사이에서 일어난다. 재활용품을 구매하는 쪽이 미리 일정량의 금

을 지불해 놓는 방식이다. 이후 거래를 하는 동안 재활용품의 구매 금에서 

선납금의 일정량을 정기적으로 제한다. 선납금 관행은 여러 곳에서 행해지는

데, 아파트 반상회나 입주자 표회의, 혹은 관리사무소에서 선납금 규모를 통

해 아파트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수거할 고물상을 경쟁입찰하기도 한다. 지

불되는 선납금의 규모는 다양한데, 고급지가 많이 나오는 출판사의 경우에는 

선납금으로 8억 원, 신문지가 많이 나오는 인쇄소에서도 3억 원 정도를 선납

금으로 지불하기도 한다.  

 

2) 분해 및 분류 과정 

 

고물상이 매입하는 재활용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재활용품은 재질별

로 각기 다른 무게당 매입단가가 책정되어 있다. 고물상이 주로 매입하는 재

활용품의 종류는 신문, 파지, 플라스틱, 의류, 철, 알루미늄 캔, 양은, 샷시, 

황동, 동(銅), 전선, 작업철(분해 작업이 필요한 재활용품), 공병, 장판 등이다. 

각 재질별로 무게당 매입 단가가 정해져 있지만 재활용품의 상태나 혼합된 

정도에 따라서 매입 가격이 달라지는 것이 보통이다. 매입 단가의 변동은 매

우 잦으며, 고물상마다 단가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단가를 확정하기는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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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자가 참여관찰한 고물상 중 서울시의 도심 내부에 위치한 한 곳의 

재활용품 매입 단가는 <표 5>, <그림 17>과 같다.  

 

매입품목 

(2015/9/29 현재) 

매입단가 

(단위: 원/kg) 

  

신문 110 

파지 70 

물랭이(플라스틱) 70 

의류 400 

철 110 

양캔(알루미늄캔) 900 

양은 900 

스텐 900 

샷시 1100 

신주(황동) 2600 

동 4200~5200 

피선(전선) 800 

작업철 350 

공병 70 

장판 110 

<표 4> 고물상이 매입하는 주요 품목들의 매입단가 

TV, 휴 폰, 컴퓨터, 정수기 등은 일정한 가격이 정해져 있거나 흥정에 의

해 매입단가가 개당 가격으로 책정된다. 컴퓨터는 3000원~5000원, 구형 TV는 

<그림 17> 고물상의 간이영수증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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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2000원, 휴 폰 700원, 정수기 5000원 등이다.  

재활용품 수집인이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무게를 재는 것으로 고물상에서의 

작업이 시작된다. 무게는 ‘계근 ’라 불리는 땅바닥에 설치된 형 저울로 

잰다. 고물상은 위치나 넓이에 따라 구조가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계근 와, 

분류 작업을 진행하는 마당을 중심으로 주변에 분류된 재활용품을 재질별로 

보관하는 구획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구자가 참여관찰을 진행한 한 도심 내

부 고물상의 내부 구조는 <그림 18>과 같다.  

 

 

<그림 18> 고물상의 내부 구조도 

수집인이 가져온 재활용품의 무게는 우선 리어카 혹은 트럭째로 전체 무게

를 재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전체 무게를 잰 후 같은 재질의 재활용품끼리 

순서 로 내릴 때마다 무게를 다시 측정한다. 이를 통해서 각 재질별 무게를 

구할 수 있다. 양은이나 스텐과 같이 정확한 분류가 필요한 재활용품의 경우

에는 사무실 안에 있는 전자 저울이나 계근 에 쏟아놓아서 따로 무게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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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가격을 책정한다. 작업자는 무게 측정이 끝난 재활용품을 각 재질별

로 구분된 구획에 맞게 던져 넣거나, 마당으로 옮겨서 쏟아내어 선별하여 구

획에 던져 넣는다.  

 

 

<그림 19> 정면에서 본 고물상 

 

<그림 20> 사무실 지붕에서 본 고물상 내부 

한시도 쉴 틈 없이 돌아가는 고물상의 일상은 매우 정신 없고 고되다. 제

한된 인원이 계근, 계산, 분해, 선별, 분류 등 다양한 작업들을 수행해야 하

기 때문이다. 작업자는 손님을 받는 틈틈이 재분류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예

를 들어, 폐지수집노인들은 보통 플라스틱을 마  자루에 넣고 묶어서 가져



 

 90

오는데, 작업자는 마 자루를 풀어서 쏟아놓으면서 캔이나 고철이 섞이지 않

았는지 확인한다. 혹은 신문지로 분류된 재활용품 중에서도 백색 용지(먹발)

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들을 따로 분류해야 한다. 음료수 캔 중에 섞여 있는 

철캔을 골라내기도 하며, 소주병과 맥주병을 정리하는 일도 해야 한다.  

중상에서 재활용품을 실으러 오면 한동안 계근 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손

님을 받을 수 없는 시간이 생긴다. 이 때에는 미뤄두었던 분류 작업이나 분

해 작업을 진행한다. 고물상에서의 분해 작업은 개 작업철로 분류되는 가

전제품을 상으로 한다(<그림 21> 참조). 분해 작업의 목적은 여러 가지 재

질이 섞여 있는 재활용품을 분해하여 재질별로 분류하는 것이다. 부분의 

재활용품, 특히 가전제품에는 여러 가지 재질의 물질이 섞여 있다. 보일러에

는 동 재질의 파이프와 철 재질의 부품 및 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풍기

는 플라스틱 재질의 외장과 동 재질의 모터, 철 재질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전거는 철, 스테인리스, 고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다른 재

질을 모두 해체해서 분류해야만 비로소 재생제품을 만들 수 있는 원자재 상

태, 즉 재활용 상품이 될 수 있다.  

분해 작업의 목적은 이처럼 재활용을 위한 분류에 있지만, 고물상 현장에

서는 분해 작업의 실질적인 목적은 매입한 재활용품으로부터 ‘돈이 되는’ 재

질을 뽑아내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인식은 고물상에서 이루어지는 분해 

작업의 구체적인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고물상에서는 분해 작업을 ‘잡는다’라고 표현한다. “보일러를 잡는다”

는 말은 곧 보일러를 분해한다는 뜻이다. 고물상에서 재활용품을 ‘잡는’ 작

업은 목적지향적으로 진행된다. 말하자면, 보일러를 분해하는 작업은 보일러

를 구성하는 모든 재질들을 분류해내는 것이 아니라, 보일러에 들어 있는 동 

파이프를 뽑아내는 것이 최종 목적으로 설정된다. 물건을 구성하고 있는 다

양한 재질 중에서 오직 돈이 되는 재질을 뽑아내면 분해 작업의 목적이 달성

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기에 고물상에서의 분해 작업은 물건이 조립된 

역순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작업은 겉으로 보기에는 

물건을 때려 부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프린터를 구성하는 수많

은 재질 중에서 고물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금이 포함되어 있는 기판과 롤러



 

 91

가 전부이다. 나머지 부분은 플라스틱이

나 철인데, 하나하나 뜯어서 분류하기에

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물상에서는 재활용품으로 프린터가 들

어오면 바닥에 내리쳐서 산산조각을 내

는 것으로 분해 작업을 끝낸다. 선풍기의 

경우 작업의 목표는 모터를 둘러싸고 있

는 동 코일이다. 선풍기 부피의 부분을 

차지하는 나머지 부분은 플라스틱 몸체

와 철제 덮개이다. 선풍기의 분해 작업은 

단지 모터의 동 코일을 분해해내는 것으

로 끝난다. 나머지 부분은 플라스틱과 고

철 구획으로 한꺼번에 옮겨진다. 물건을 

‘잡는’데는 선풍기나 자전거의 경우 10

분, 보일러 등의 경우에는 20~30분 정도

가 소요된다.  

고물상에서의 분해 작업은 돈이 되는 

물질을 뽑아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분해 작업은 완전

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까? 쉽게 생각하면 경

제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세세한 분해 및 분류 작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추가적인 작업에 드는 인건비가 더 많으므로 분해 작업은 불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고물상에서 재활용품을 

생산하는 과정이 물건을 원자재 상태로 환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때 보

일러 던 물건은 고물상에서 재활용품으로 생산되는 과정을 통해서 철과 동

이라는 원자재 상태로 환원된다. 고물상에서의 재활용품 생산 과정을 통해서 

사실상 물건으로서의 사용 가치는 완전히 탈각되고, 원자재로서의 사용 가치

를 새로이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고물상에서 매입하는 재활용품들은 의류를 

제외하고는 중상과 상을 거쳐서 재생 원료로 재활용된다. 고물상에서 재활

용품이 생산되는 과정은 재활용품을 원자재 상태로 환원하여 이를 비로소 재

<그림 21> 고물상에서의 분해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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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재활용 상품의 상태로 다시 생산하는 것이다.  

공장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도심 외곽 고물상에는 도심 내부 

고물상과 달리 의류나 플라스틱 병, 음료수 캔과 같은 생활재 재활용품은 잘 

들어오지 않는다. 신 비닐이나 스티로폼과 같은 각종 포장재료가 많이 수

집된다. 도심 내부 고물상과 비교했을 때 가장 다른 점은 수집되는 물건의 

상태이다. 도심 내부 고물상에서 수집되는 재활용품들은 상당히 난잡하고, 불

결해 보인다. 하지만 도심 외곽 고물상에 들어오는 재활용품은 상 적으로 

깨끗해 보이며, 당장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좋은 상태의 물건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림 22> 도심 외곽 고물상에서 수집한 재활용품(=휴 폰 부속 부품) 

이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으로서 다수가 생산 과정에서 탈락한 

부산물이기 때문이다. 부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잘라 쓴 동박지의 자투리 부

분이나, 조립되고 남은 휴 폰의 부속 부품 등이 재활용품으로 수집된다(<그

림 22> 참조). 이들은 더 이상 생산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품으로 

배출된 것이다. 이처럼 생산 과정에서 탈락한 부산물인 재활용품들은 소비재

의 재활용품에 비해서 깨끗한 상태가 유지된다. 소비재는 소비되는 과정에서 

원래 물건의 상태가 변형되며, 소모나 마모된 후에야 재활용품으로 배출된다. 

하지만 생산 과정에 탈락하여 배출된 재활용품은 소모나 변형을 겪지 않은 

채 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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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는 쓰레기가 배출되어서 최종 처분되는 순

간까지 철저하게 관리한다. 쓰레기에 한 국가의 관리는 「폐기물관리법」이

나 「재촉법」과 같은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와 경로로 이루어진다. 

쓰레기의 분류나 이동 및 처리 방법, 쓰레기를 처리하는 참여자들에 한 관

리 등의 모든 과정은 법률에 규정된 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이외의 경로

는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 이러한 관리 체계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쓰

레기가 배출되고, 처리되는 모든 과정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국가는 

쓰레기의 처리에 한 높은 가독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쓰레기 처

리의 과정을 법률로 정해진 수치화된 기준에 의거한 문서화된 사실로 변환함

으로써 달성된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참여자들이 작성해야 하는 ‘폐기물인계

서’는 쓰레기가 수치로 작성된 문서상의 사실로 변환된 것이다. 국가는 전자

적 수단을 통해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수치화된 쓰레기의 처리를 실시간으

로 파악하기에 이른다. 요컨 , 국가는 쓰레기에 한 높은 가독력을 확보하

고 있다.  

하지만 법적인 정의상 쓰레기의 일종으로 분류되는 재활용품의 처리 과정

에서 재활용품 수집인과 고물상은 비가시화 된다. 고물상은 합법과 불법이 

혼재하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있으며, 국가의 통계 조사에서도 누락되어 

있다. 더 나아가 고물상은 잠재적 위험의 공간으로 문제시 되기도 한다. 즉, 

재활용품 수집인과 고물상은 국가의 가독력이 미치지 않는 역인 셈이다.  

그런데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활용품 수집인과 고물상은 재활용 과

정에서 기층 구조를 이룬다. 폐지수집노인으로 표되는 재활용품 수집인은 

재활용품의 수집을 담당하며, 고물상은 수집된 재활용품의 분해, 분류 작업을 

통해 재활용 상품의 생산을 담당한다. 수직적으로 이루어진 재활용 시장의 

구조 하에서 이들은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다. 재활용이 이뤄지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재활용품은 고물상을 거쳐 재활용 상품으로 생산된 후에야 비로소 

국가의 가독력이 미치는 재활용품의 처리 과정으로 진입한다.  

그렇다면 국가는 고물상에 가독력을 미치지 않고(혹은 못하고) 비가시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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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일까? 이는 고물상에서의 재활용 상품의 생산 과정과 유통 과정이 상당 

부분 메티스에 의지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재활용 상품은 수치나 표

준으로는 공식화할 수 없는, 문서상의 사실로는 오롯이 변환될 수 없는 방식

으로 생산되고 유통된다. 그리고 재활용 상품 생산 과정을 문서상의 사실로 

변환함으로써 재활용에 한 가독력을 높이고자 하는 국가의 제도적 시도는 

재활용업계, 특히 고물상의 반발에 직면하여 갈등을 빚는다. 고물상에서는 문

서상의 사실로 변환하기 어려운 메티스적인 기술이나 지식 및 관행에 의해서 

재활용 상품이 생산되고 유통되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4장에서는 재활용 상

품의 생산과 유통에서 적용되는 시장경제적 메티스의 측면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5장에서는 재활용 과정에 한 가독력을 높이고자 하는 국가의 시도와 

이에 한 시장경제적 메티스의 충돌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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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재활용 시장의 시장경제적 메티스 

 

1. 시장경제적 메티스의 배경: 가격적 요인 

 

1) 재활용품 가격을 정하는 재활용 시장 외부의 상황 

 

연구자가 참여관찰을 시작한 시점인 

2015년 9월, 연구자가 주로 참여관찰을 

진행한 고물상이 폐지수집노인들이 수집

해온 플라스틱에 지불하는 매입단가는 

70원이었지만 10월 50원으로 떨어졌다. 

신문지와 장판은 kg당 110원이었던 매입

단가가 90원으로 떨어졌다. 고철의 경우

에는 매입단가의 하락폭이 훨씬 커서, 9

월 kg당 110원이었던 매입단가가 10월 

90원으로, 12월에는 50원으로 떨어졌다. 

2015년 12월의 시점에서 고철은 같은 무

게의 폐지보다도 더 가격이 낮았다. 참

여관찰을 수행한 다른 고물상에서도 매

입 단가가 약간씩 다를지라도 가파르게 

하락하는 상황은 마찬가지 다. 재활용

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특히 철 가격이 

하락하자 고물상에서 더 이상 매입하지 

않는 품목도 늘어났다. 프린터기나 자전

거, 냉장고 등의 품목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공지를 여러 고물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23> 참조). 참여관

찰을 시작하던 당시에도 이미 많은 수의 고물상에서는 스티로폼을 매입하지 

않았는데, 연구 상 중 유일하게 스티로폼을 매입하던 고물상도 12월경부터 

<그림 23> 고물상 입구의 매입단가 
인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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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을 매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활용품의 매입단가가 하락하는 현상은 최근만의 일은 아니며 이미 2~3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자원재활용연 >의 인터넷 카페에 게시되어 있는 ‘소상

매입단가’에 의하면 2014년 4월 플라스틱의 매입단가는 150원~200원, 철의 

매입단가는 세부 분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모두 200원~300원이었다.
48
 1년 

사이 플라스틱의 경우 1/3, 철은 1/4 수준으로 매입단가가 폭락한 셈이다.  

이처럼 재활용품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은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어졌다. 주

로 재활용품 가격 하락에 따른 고물상의 연쇄적인 폐업과 그로 인한 폐지수

집노인들의 생계 곤란을 우려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가격 하락으로 인

해 더 이상 고물상이 매입하지 않게 된 품목이 수거되지 않은 채 처치 곤란

으로 쌓여가는 상황을 우려한 보도도 이어졌다.
49
  

그렇다면 왜 재활용품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일까? 고물상의 답은 두 가

지이다. 우선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16년 현재 고물상

이 재활용폐자원 거래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액수는 

취득가액의 103분의 3(2.91%)이다. 하지만 2014년에는 105분의 5(4.76%) 으며, 

2013년에는 106분의 6(5.6%)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50
 고물상이 1000

만원의 재활용품을 매입했다면 2013년에는 56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았지만, 

2016년에는 세액 공제를 29만원 밖에 받을 수 없다. 말하자면 2년 전에 비해 

27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고물상에서 재활용품 가격이 떨어지는 보다 핵심적인 원인은 중상이 매입

단가를 낮췄기 때문이다. 고물상이 수집인에게 지불하는 매입단가는 중상으

로 판매하는 판매단가보다 낮은데, 이 때 발생하는 시세 차익이 고물상의 마

진이 된다. 그런데 중상이 고물상으로부터 재활용품을 사들이는 매입단가를 

낮추면 고물상에 남는 마진이 줄어들게 되므로 신 수집인에게 지불하는 매

입단가를 함께 낮추어 마진율을 유지한다. 이와 유사한 상황은 중상과 상 

                                            
48
 <자원재활용연 > 인터넷 카페 (http://cafe.naver.com/jajaereun) 

49
 『JTBC』 “폐지,  고물 값 급락, , ,  힘겨운 노인들 “하루종일 일해도,” 

2016.1.31일자; 『중앙일보』 “폐지만도 못한 고철? 불경기에 울상짓는 고물상,” 

2016.2.2일자; 『KBS』 “취재파일K: 스티로폼을 어이할꼬?,” 2016.4.26일자.  
50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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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서도 나타난다. 결국 재활용품 가격의 하락은 재활용 시장의 가장 최

종 단계에 있는 상이 매입가격을 낮추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의 재활용품 매입 가격 변화는 고물상에서의 매입가격 하락과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통계청이 매달 실시하는 「재활용가능자원가격조

사」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폐지 가격은 2011년 kg당 165원이었지만 2015년에

는 81원으로 하락했으며, 고철의 경우 2011년 kg당 368원이던 것이 2015년 

조사에서는 98원으로 하락했다(<표 6> 참조). 이 조사는 「폐기물관리법」 제25

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허가를 취득한 자 중 연간

처리량이 100톤 이상, 종업원 수 1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표본 추출한 것으

로, 재활용 시장의 구분에 따르면 상(大商)을 상으로 한 것이다. <표 6>에

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근 2~3년 사이 상은 폐지와 고철을 갈수록 낮은 

가격에 매입했다.  

 

 

<표 5> 상의 매입가격 변화(통계청 2016a; 통계청 2016b)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고물상과 중상은 상의 매

입가격 인하에 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 둘째, 상은 왜 매입가격

을 인하했을까?  

첫 번째 질문에 해서는 고물상과 중상이 상의 매입가격 인하에 응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고 답할 수 있다. 이는 앞서 3장 2절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은 재활용 시장의 구조에 원인이 있다. 재활용 시장에서 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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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집인  고물상  중상  상”의 방향으로 이동하며, 돈은 그 역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러므로 고물상에서 생산된 재활용품은 중상과 상의 

경로를 거치지 않고서는 재활용될 수 없다. 고물상에서 생산된 재활용품은 

유통될 수 있는 다른 경로가 없으므로 재활용품 가격에 한 결정권은 이 경

로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상이 쥘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 속

에서는 고물상이나 중상은 좀 더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업체를 찾아서 유

통 경로를 바꾸는 것 정도의 응이 고작이지만 상이 전반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추세 속에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 결국 재활용 시장에서 재활

용품의 가격은 상으로부터 수집인을 향해 하향식으로 정해지게 된다.  

그렇다면 상은 왜 매입가격을 인하했을까? 상에서는 재활용품이 재생 

원료나 재생 제품으로 만들어져 외부 시장으로 판매된다. 상이 수익을 최

화하기 위해서는 외부 시장에서 재생 원료나 재생 제품에 한 수요가 많

고, 공급이 적어서 비싼 값으로 팔 수 있어야 한다. 이 조건이 만족되지 못하

면 상은 매입 가격을 인하해서 마진율을 유지하려고 한다.  

재생 제품 및 재생 원료의 가격은 재활용 시장 외적인 상황 변수들의 향

을 받아 결정된다. 결국 이 변수들이 재활용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재활용품의 종류에 따라 향을 미치는 요

인은 다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변수는 ‘중국의 경제상황, 국제 유가, 국

제 원자재 가격, 국내 경제상황’이다. 이 변수들과 재활용품 가격의 상관관계

를 정확한 수치로 밝히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선다. 외부 변수와 재

활용품 가격의 상관 관계는 고물상을 비롯한 재활용의 현장에서 <표 7>과 같

이 인식된다고 정리할 수 있다.  

 

 중국 경기 국제 유가 국제 원자재 국내 경기 

가격  

 

 

   

 불황     호황 고가     저가 저가     고가 불황     호황 

<표 6> 고물상이 인식하는 재활용품 가격과 외부 변수들의 관계 



 

 99

  중국에서 올림픽 했잖아. 그거 하기 전에는 (중국으로) 물건이 어마어마
하게 들어갔다고. 재활용 나오는 대로 다 그리로 수출했어. 거기서 막 잡
아 땡기니까 가격이 엄청 올라간거야. 근데 지금은 (재활용품 수출이) 반 
떨어졌지. 거기도 상황이 옛날 같지는 않으니까 수출하기에 안 좋아진거야. 
지금도 중국으로 많이 수출하긴 해도 옛날만은 못하지. (재활용품) 시세는 
세계적으로다가, 뭐라더라, 원자재 시장에서 매겨지기도 하거든. 근데 거기
보다는 중국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지. 그때는 뭐 중국 애들이 안 가져가
는 게 없었어. 근데 그게 다 스톱이 돼 버리고 안 가져가게 되니까.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 또 고철 수입하는거 봐. 우리나라에 이미 있는거 
가지고 돌리고(=재활용) 하면 되잖아. 우리가 (재활용)하는건 단가가 비싼
데 수입을 하면 싸거든. 그래서 엄청 수입을 해놓고는 그거 쓰다보니까, 
이제는 우리꺼(=재활용된 고철) 단가도 떨어져도 안 가져간다고. 중국에서 
더 싼거 수입하는데 뭐하러 우리꺼를 쓰겠어. 재활용해서 공사하면 거기서 
팔고 하면서 우리껄로 받아가야 단가가 유지되는데, 전부 수입해놓고 나오
니까 우리꺼도 단가 자체가 안 되는거지. 그리고 일본 원전 터지고 빔 같
은거 수입 싹 해가지고 테레비 나오고 그랬잖아. 그런걸 이빠이 수입해오
고 나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저가 고철을 싸게 가져오니까, 우리나라 고철
이 쌀 수 밖에 더 있어?  

- ○○비철 업주 
 

어지러운 인터뷰이지만, 정리하자면 강 이렇다. 2008년 중국 올림픽 이전, 

즉 중국이 호경기 을 때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활용품이 부분 중국으로 

수출되었다. 더구나 중국의 수요가 막 했기 때문에 재활용품의 가격도 자연

히 올라갔다. 하지만 이후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재활용품의 공급

은 그 로이지만 중국의 수요가 줄어들어 가격이 하락하게 된 것이다. 고철

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값싼 고철이 오히려 역수입되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 

재활용된 고철이 수입 고철과 가격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일어났다. 즉, 

국내의 저품질 철 시장에 수입 철이 량으로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공급이 

늘어났고, 이는 국내 재활용 철의 가격도 떨어뜨리게 되었다. 갑자기 철 수입

이 늘어나게 된 것은 상당 기간 지속된 저유가의 향이다. 저유가가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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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면서 선박 운반 비용이 감소해서 수입되는 철이 국내 재활용 철에 비

해 가격 경쟁력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51
  

한편 저유가는 플라스틱 재활용품의 가격에 결정적인 향을 미친다.  

 

유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우리가 요즘 경유를 (리
터당) 1100원에 넣고 있는데 경유를 1700원으로 넣고 다닐 때가 있었잖아
요. 일반 사람들은 차에 기름 한 번 넣는 것도 힘든 그 시기가 우리는 최
고 좋은 시기예요 그게. 그 때 패트(PET)를 압축해서 내보내면 (kg당) 750
원 정도 하다가 지금은 300원이란 말이야. 가격이 절반도 안 되게 박살났
잖아요. 유가하고 직결돼서 그런거예요.  

유가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게 중국 경기죠. 패트 같은 경우는 거의 국
내 소비는 얼마 있지도 않아요. 다 중국 보내는거예요. 우리나라도 재생 
패트를 쓰긴하는데, 하이바나 판 같은거나 만들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서 
만들어서 소비되는게 몇 프로가 안 되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패트가 재활
용품으로 나오는데 그걸 중국으로 안 보내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땅에 파
묻어야 해요. 우리나라에서 (패트 제품의) 소비는 어마어마하게 되는데, (재
생 패트의) 수요는 절대 못 따라가거든요.  

- ○○수지 업주 
 

플라스틱은 석유를 원료로 만드는 고분자 화합물이다. 그래서 유가는 재생 

플라스틱의 수요를 변동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유가가 비쌀 때는 상

적으로 값싼 재생 플라스틱의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올라가지만, 유가가 

쌀 때는 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경우는 재생 플라스틱

이 부분 중국으로 수출되는 상황 때문에 중국 경기의 향도 받는다.  

                                            
51
 재활용품의 부분이 해외, 특히 중국으로 수출된다는 고물상들의 인식은 통계 조

사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2014년 국내의 ‘재생용 가공원료 및 재활용 제품 제조’ 항

목 매출액은 150,804억 원, 수출액은 11,918억 원이었다(환경부 2016). 재활용 제품의 

전체 매출액 중 수출액의 비중은 7.9%에 불과하다. 통계상으로는 재활용 제품의 

부분이 국내에서 유통되므로 재활용품 가격 하락은 국내경기 불황에 따른 요인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활용품 품목별로 상황이 상이하기 때문에 본 연구만으

로는 재활용품 가격 하락의 요인을 특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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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재활용 시장에서 재활용품의 가격은 중국 경기, 국제 유가, 국제 원

자재 가격, 국내 경기 등의 외부적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그 결과 중국 경기나, 국제 유가 변동이 폐지수집노인의 생계에 향을 

주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런 현상의 원인에는 재활용 시장의 구조적인 특성

이 자리한다. 재활용 시장은 수집인에서 고물상, 중상, 상에 이르기까지 수

직적인 경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 과정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상이 재활용 시장의 가격을 결정한다. 그리고 상이 생산하는 재생 원료와 

재생 제품의 가격은 중국 경기나 국제 유가와 같은 외부적인 변수들에 의해

서 결정된다. 이러한 수직적인 연쇄 작용에 의해 재활용 시장 외부에서 발생

한 변수들이 국내의 폐지수집노인에게까지 직접적으로 향을 미치게 된다.  

 

2) 가격 비탄력적인 재활용품 공급 

 

재활용품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이유를 경제학적으로 간단히 요

약하면, 재생제품의 수요에 비해 재활용품의 공급이 더 많기 때문이다. 최근

에는 중국 경기와 같은 외부적인 변수들 때문에 재생원료와 재생제품의 수요

가 더 늘어나지 못하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일반적

인 경제 상황에서라면 재활용품의 공급이 줄어들어서 균형 가격을 찾아갈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재활용품의 공급량의 변동이 재활용품 가격 변화에 향을 미친다

는 증거는 재활용 현장에서는 포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된 상황은 고물상

의 입지에 따라서 조금 다른 양상으로 경험된다. 우선 도심 외곽 고물상에서

는 재활용품의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 하락과 더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국내 경기 불황으로 인해 공장의 생산과 가동이 극히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서울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 이 동네(경기도 화성) 고물상들은 전부 다 폐
업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접은 사람도 많고, 우리도 개점휴업이나 마찬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계셔 보니까 별로 일 할거도 없잖아요? 안 그래도 
요새 불경기라 물건도 별로 나오지도 않는데, 물건 값도 거의 없으니까. 
이런게 진짜 이중고지,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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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직원 
 

하지만 도심 내부의 고물상은 상황이 다르다. 재활용품 가격 폭락으로 어

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재활용품의 공급량이 줄어드는 것은 

그다지 체감하지 못한다.  

 

우린 (재활용품) 가격 때문에 죽는거지, 물건이 없어서 죽지는 않아. 사람
이 이렇게 많이 사는데 물건(재활용품)이 안 나올 수 있어? 모르는 사람들
한테야 다 쓰레기로 보이겠지만, 우리한테는 전부 재활용품이고 돈이라고 
이게 다 돈. 똥값보다 못하긴 하지만.  

- △△자원 직원 

 

실제 재활용품의 공급이 줄어들었는지는 현 시점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최소한 연구자가 참여관찰을 진행한 도심 내부의 고물상에서는 재활

용품의 공급이 감소한다고는 인식되지 않는다. 실상 위 인터뷰에서 연구 참

여자가 말한 것처럼, 도심에서 수집되는 재활용품의 부분은 소비를 통해 

배출된 것이다. 소비 활동이 극단적으로 위축되지 않는 이상, 배출되는 재활

용품의 양이 줄어드는 상황은 상상하기 힘들다.  

하지만 엄 하게 보면 재활용품의 배출량과 고물상으로 재활용품이 공급되

는 양은 별개이다. 재활용품이 배출될 때는 상품으로서 인식되지 않는지만, 

재활용품 수집인은 그 재활용품이 재활용 시장에서 상품이 된다고 평가하여 

고물상에 판매한다. 재활용품의 수집 과정에서 상품으로서 경제성에 한 평

가가 포함되는 것이다. 만일, 고물상에 재활용품을 판매하여 받는 금액보다 

수집에 필요한 노동이 더 크다고 평가된 재활용품은 수집되지 않기에 고물상

으로 공급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재활용품의 배출량과 고물상으로 재활용

품이 공급되는 양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더구나 고물상의 매입단가가 폭

락한 상황에서 폐지수집노인은 같은 양의 재활용품을 수집하더라도 예전보다 

못한 값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재활용품을 고물상에 판매할 수 있는 상품으

로 인식하는 폐지수집노인은 재활용품을 덜 수집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

다. 재활용품 수집에 필요한 노동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더 적다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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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품 수집 노동이 아닌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하

지만 고물상에서 이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다. 매입단가가 폭락했음에도 폐

지수집노인과 개인 판매자는 여전히 고물상에 재활용품을 판매한다. 즉, 재활

용품의 공급은 가격에 비탄력적이다.  

고물상에서 참여관찰을 진행하는 동안 고물상 업주들이 중상으로부터 매입

단가를 인하한다는 통고를 받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얼마쯤 후에는 

고물상 역시 해당 품목의 매입단가를 인하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해서 

폐지수집노인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연구자: 고철 값 또 떨어졌던데, 하루만 일찍 가져오시지 그랬어요.  
폐지수집노인: 물건이야 어차피 맨날맨날 나오는건데, 겨우 몇 백 원 더 받
자고 뽈뽈거리면서 돌아다니면 병원비가 더 나와서 안 해요. (……) 집에서 
가만 앉아 있으면 뭐 할거야, 이래 뽈뽈거리면서 돌아다니면 얼마라도 돈 
생기고 반찬값이라도 더 버는거죠.  

- 폐지수집노인 박00 
 
고물 값이 많이 떨어졌지. 옛날에는 이런거(공사장에서 나온 고철) 하나 주
우면 몇 천원은 그냥 벌었다고. 근데 지금은 천 원이나 받을까? (……) 길가 
돌아다니면 물건 버려져 있는걸 보면 저건 얼마쯤하고... 얼마쯤하고... 싶
다고. 그럼 그냥 지나가면 아깝잖아. 보이는대로 주워서 가게(고물상)에 갖
고 가면 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잖아. 그 재미가 있다고. 내 눈에는 길
가에 이게 다 현금으로 보여. 

- 폐지수집노인 김00 
 
여기 근처에 옛날에는 가게(=고물상)가 몇 개 더 있었는데 땅 주인이 나가
라고 해서 다 없어졌어. 옛날이면 (폐지수집노인이) 옆 가게랑 (가격을) 비
교해서 왜 더 안 주느냐 했겠지만, 이제는 못 그러는거지. (……) 할매들은 
그런거(매입단가 하락) 별로 신경도 안 써. 그렇게라도 움직여야 용돈이라
도 벌지, 가만 있으면 뭐 얼마라도 생기는 줄 아나? 가만 있으면 뭐 할겨, 
움직여야 밥맛도 돌고 생기가 있지. (……) 그 두건 할매는 연세가 90이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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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매일 3~4번씩 와서 2만원 가까이 버는 날도 있어. 엄청 정정하다
고. 만약에 할매들한테 이 일 못하게 하면 당장 돌아가실 분들 꽤 있을걸? 
돈도 없는 노인네들 용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서도, 이렇게라도 움직여야 
건강한거지.   

- ○○자원 직원 
 
여기 오는 노인들 중에 절반 이상이 다 기초수급자예요 

- ○○자원 업주 
 

실상 폐지수집노인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이유는 단순한 운동 목적에서 

생계 유지의 수단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재활용품 수집은 노인이 쉽게 현금

을 얻을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을 공통적인 이유로 들 수 있다. 재활용품 수집

은 직업을 쉽게 구하지 못하는 노인이 거동할 수만 있다면 맨몸으로라도 할 

수 있다. 이런 노인이 빈곤하기까지 하다면, 가격 하락과 상관없이 할 수 있

는 한 최 한의 작업을 통해 현금을 많이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악구의 폐지수집노인에 한 연구에서는 폐지수집노인들의 노동을 “임금노

동 시장이나 공공근로 일자리에서 배제되어 있으나 빈곤으로 일할 수밖에 없

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재활용품 수거노동”

(이봉화 2011: 38)이라고 정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수집노인들에게 재활용

품 수집은 “불로소득이거나 간헐적인 취미 혹은 운동거리가 아닌 소득이 있

는 노동이자 직업”(소준철 2015: 33)이다. 그것도 제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

고 재활용 시장의 먹이사슬 끝에서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

서 재활용품 수집은 “위험한 직업”(소준철 2015: 33)이다. 결국 재활용품이 가

격에 비탄력적으로 공급되는 이유는 노인의 빈곤 문제에서 기인한다.  

낮은 재활용품 가격에도 불구하고 폐지수집노인이 수집을 지속하는 상황은 

농촌가족경제에서 나타나는 자기착취(self-exploitation)에 한 차야노프(1923)

의 논의와 유사하다. 차야노프에 의하면 농촌가족경제는 자본주의경제와 질

적으로 다른 내적 구조를 갖고 있다. 농촌가족경제의 경제활동규모는 가족의 

노동력에 한 자기착취를 통해 정해지는데, 자기착취의 정도는 가족의 욕구

가 충족되는 정도와 노동의 고된 정도라는 두 가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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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다(김수석 1994: 280). 농촌가족경제의 주관적인 판단은 시장경제 상황

에서도 유지되는데, 이로 인해서 시장경제적으로는 비합리적인 결과가 도출

된다. 인구 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가장 가난한 농민가족이 최고의 토지가격

과 최고의 임 료를 지불한다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Tschajanow 1923: 119; 김수석 1994: 284에서 재인용). 즉, 농촌가족경제에서

는 투입한 노동에 비해 이윤이 적더라도 더 많은 자기착취를 통해 생계를 유

지한다. 빈곤한 폐지수집노인들 역시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재활용품 

수집 노동의 이윤이 적어지더라도 수집 노동을 지속하는, 즉 자기착취를 지

속, 확 하는 방식으로 응한다. 이러한 폐지수집노인들의 선택으로 인해 재

활용품의 공급은 가격에 비탄력적으로 지속된다. 재활용품 수집 노동 역시 

자기착취와 유사한 이유로 가격에 비탄력적으로 지속된다.  

재활용품의 공급이 가격 비탄력적이라는 점은 실상 재활용 시장의 지속될 

수 있는 이유로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재활용품 수집인들을 제외한 재활

용 시장의 나머지 참여자들은 재활용품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최소

한의 마진율을 유지할 수 있다. 재생원료와 재생제품의 가격이 폭락한다면 

재활용 시장은 폐지수집노인들에게 지불하는 매입단가를 낮추어서, 즉 재활

용품 가격 하락의 피해를 폐지수집노인에게 전가함으로써 지속될 수 있다. 

재활용 시장은 수직적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폐지수집노인들은 가격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된다.  

 

2. 재활용품 생산에 필요한 메티스 

 

재활용 시장은 폐지수집노인에 의한 가격 비탄력적인 공급을 통해 가격 하

락 속에서도 지속된다. 하지만 재활용 시장이 지속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고물상에서 재활용품이 생산되는 과정 속에도 있다.  

재활용품은 고물상에서 원자재의 상태로 환원됨으로써 재활용 시장에서 상

품으로서 유통될 수 있게 된다. 즉, 고물상에서 진행되는 재활용품의 생산은 

재활용품을 원자재로 만드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특수한 목적

을 위하여 고물상에서는 일종의 메티스라고 부를 수 있는 기술들이 동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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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술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체득되어야 하는 임의적이고, 매뉴얼화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다. 고물상 현장에서는 “고물은 배워야 한다”는 표현으로 

이러한 측면을 말한다.  

 

1) 재활용품 식별의 기술 

 

고물상에서는 재활용품을 원자재 상태로 환원시키기 위해 분해 작업을 실

시한다. 소위 ‘돈이 되는 것’을 뽑아내는 것이 분해 작업의 실질적인 목적

이기 때문에 분해 작업은 매우 목적지향적으로 이루어진다. 고물상에서의 분

해 작업은 겉으로 보기에는 때려 부수는 것처럼 이루어진다. 분해 작업에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으며, 약간의 노하우 정도만이 필요할 뿐이다. 하지만 

분해 작업을 위해서는 목표한 재활용품이 무슨 재질인지를 일단 알아야 진행

할 수 있다. 즉, 재활용품 생산 작업의 핵심은 재활용품을 식별하는 것이다.  

플라스틱이라고 통칭되는 합성수지에는 매우 많은 종류가 있다. 고물상에

서는 여러 종류가 혼합되어 있는 플라스틱을 총칭해서 물랭이
52
라고 부르며, 

매입 단가도 하나이다. 하지만 중상에서는 플라스틱에 한 세부적인 분류 

작업을 한 후 상으로 판매한다. 이 세부 분류 과정에서 손은 눈보다 빠르

다. 플라스틱의 세부 분류 과정에는 눈보다 빠른 손으로 이루어지는 식별 기

술이 필요하다.   

수지 선별장에서의 분류 작업은 컨베이어 벨트 위에 페트병, 장바구니, 의

자, 샴푸통 등 갖가지 플라스틱 재활용품을 실어 일정한 속도로 이동 시키면

서 작업자들이 맡은 품목을 골라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때 작업자의 

손은 그야말로 번개같이 움직인다. 부분의 플라스틱 제품에는 「재촉법」 제

14조에 의거하여 사용된 플라스틱의 재질이 적혀 있다.
53
 하지만 작업의 속도

                                            
52
 이 용어의 정확한 연원은 파악할 수 없었지만, 연구 과정에서 “플라스틱은 만지면 

물렁물렁하니까 물랭이라 부른다”는 그럴듯한 해석을 접할 수 있었다. 이 진술은 플

라스틱이 촉각적인 방식으로 식별되는 현장의 사실과 부합한다.  
53
 「재촉법」 제14조: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수거 표시를 하는 것

이 필요한 제품, 포장재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 포장재의 제조자 등은 환경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제품, 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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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눈으로 분리배출 표시를 확인하며 분류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

다.  

이들이 분리배출 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경력 많은 작업자는 척 보는 것만으로도 플라스틱의 재질을 알 수 있으며, 

처음 보는 물건일 경우에도 소리와 촉감을 통해서 식별해낼 수 있다. 플라스

틱의 종류를 식별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태워 보기
54
는 재활용 현장에서

는 거의 하지 않는다.  

연구자는 수지 선별장에서의 분류 작업을 참여관찰하면서 다음과 같은 속

성 교육을 받았다.  

 

PET는 병이니까 알거고, PE는 단단하고 딱딱해 보이는거예요. 말통 같은 
것들. 따데기(PC)는 깨질 것 같이 생긴건데, 두드려보면 짤짤 소리가 나요. 
그니까, (쉽게 설명하면) PE는 샴푸통이나 약통 종류고, 요구르트는 PS인데 
불가리스 같은 색깔은 요구르트라도 PP예요. CD케이스 같은거는 따데기니
까 따로 빼두면 되고.  

- ○○수지 직원 
 

플라스틱 분류에는 두 종류의 기술이 필요하다. 우선 물건의 종류와 플라

스틱의 종류를 연결해야 한다. 음료수 병은 PET, 말통, 약통, 샴푸통 등은 

PE, 요구르트 병은 PS라는 식으로 암기해서 분류하는 것이다. 한편 PP나 따

데기(PC), OTHER로 분류되는 SAM, PC, ABS, A/C 등은 경험 많은 작업자들만

이 비교적 정확히 분류할 수 있는데, 그들도 처음 보는 물건이거나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각과 촉각을 동원한 분류가 이루어진다. 작업 라인에서 

작업자들이 물건을 컨베이어벨트에 두드려 보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숙

련된 작업자만큼의 작업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에 걸친 경험을 통

해 식별 방법을 체득해야 한다. 그래서 이들은 이 식별 기술을 ‘몸으로 배워

                                                                                                                      

한다. 
54
 플라스틱을 라이터 등을 통해 태워보면 태워 보면 종류를 식별할 수 있다. 종류에 

따라서 연기의 색깔, 냄새가 다르며 녹은 부분의 모양이나 점성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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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고 말한다.  

도심 외곽 고물상에는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거나 포장재로 사용된 비닐이 

량으로 수집된다. 비닐도 재질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들 역시 시

각적, 촉각적, 청각적인 감각을 동원한 기술과 지식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구

분된다.  

 

A급 필름 판판하고 깨끗해 보이는 것 

동박지 동 코팅된 필름 

PET 비닐 만져보면 빠스락거림 

백비닐 안 빠스락거리는 하얀 비닐 

뽁뽁이 에어캡 

잡비닐 색깔이 들어간 비닐 

* 본드가 묻은 것은 재활용이 안 되므로 폐기물로 처리 

<표 7> 비닐의 세부 구분 

‘짤짤 소리’, ‘딱딱해 보이는’, ‘깨끗해 보이는’, ‘빠스락거림’과 같

은 표현은 시각, 촉각, 청각적인 감각으로 식별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준다. 

감각에 의한 지식과 식별 기술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체득된다. 

 

<고철캔과 알루미늄캔에 관한 선별 노하우> 
1. 우선 바닥에 깡통이 들어있는 마대를 확 쏟습니다.... 

       땅이 됐든 큰 마대가 됐든... 그리고 손으로 휘~익 휘졌습니다 
2. 깡통 밑면을 보세요...알루미눔 캔은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구 

       고철캔은 흐리멍청하게 누렀습니다, 
3. 처음엔 그 색상이 잘 안보이지만 한 이틀만 지나면 색상이 보이기 시

작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소리가 들리구요...또 한 달이 지나
면 손에 감촉이 틀려집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큰 마대를 한번씩만 돌려주면 알루미늄캔이 숭
어떼처럼 팔짝팔짝 튀어오릅니다. 이 단계가 지나면 경지에 오르게 되
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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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작업을 힘들게 하는 이유는 고물이란 것은 단가 차이가 워낙 심
하기 때문에 손에서 남겨먹는 장사라고들 합니다. 부지런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구요. 단가 차이는 10배 이상입니다. 

- <자원재활용연대> 인터넷 카페 게시글 (강조표시는 인용자) 
 

위 인용문은 철 캔과 알루미늄 캔을 구분하는 방법에 한 정보를 공유하

는 고물상 연합 단체의 자유게시판에 업로드 된 게시글 중 일부이다. 연구자 

역시 처음에는 철 캔과 알루미늄 캔의 바닥 색깔 차이를 쉽게 구분하지 못했

지만, 참여관찰을 어느 정도 진행하면서 눈으로는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

다. 연구자에게도 “색상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고

물상 업주나 직원의 작업 속도를 결코 따라잡을 수 없었다. 물론 그들의 작

업이 정말 “마 를 한번만 돌려주면 알루미늄 캔이 숭어 떼처럼 팔짝팔짝 튀

어 오를” 정도로 마술적이지는 않다. 그럼에도 오랜 기간에 걸친 경험을 통

해서 철캔과 알루미늄 캔의 “소리를 듣고, 감촉이 달라지는 경지에 오른” 이

들의 기술은 분명 특별하다. 이 ‘경지’는 오랜 기간에 걸친 작업 경험을 통

해서 체득되는 기술이다.  

금속 제품을 식별하는데도 이러한 감각적인 기술이 동원되지만, 보다 확실

한 구분을 위해 도구를 이용한 다른 기술과 지식이 추가적으로 동원된다. 고

물상 곳곳에는 자석이 붙어 있다. 자석은 철과 비철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

인 도구이기 때문이다. 자석을 이용하면 철과 비철을 식별하는 것은 별로 어

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비철을 세부적으로 식별하는 데는 도구와 지식이 

더 필요하다. 예를 들어, 황동과 아연은 둘 다 비철 금속이고, 색깔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색깔만으로는 구분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55
 이 경우에는 두

드리거나 바닥에 긁어보아서 식별할 수 있다. 두드려서 깨지면 아연, 긁어서 

노란 가루가 나오면 황동으로 식별된다. 스테인리스는 시약을 떨어뜨려서 변

하는 색깔을 보고 구분한다.  

전혀 예상치 못한 물건에서 의외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55
 아연에 비해서 황동은 보다 노르스름한 색깔이다. 수도꼭지처럼 크롬 니켈도금된 

황동일 경우에는 은빛을 띠기 때문에 아연과 색깔이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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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물건을 놓치지 않고 식별하는 것 역시 고물상에서 습득해야 하는 필

수적인 기술이다.  

 

이게 뭔지 알아요? 이런게 진짜 돈이라고. 모르는 데서는 이거 그냥 주사
기고, 의료용은 아니니까 그냥 플라스틱으로 해서 처리하겠죠. 근데 여기 
찌꺼기가 진짜 돈이라고. 이게 어디 휴대폰 부품 공장에서 나온건데 여기 
묻은 찌꺼기에 은이 들어 있어요. 비닐 몇 트럭 작업해봤자 이거 한 박스 
갖고 오는 것만 못하지. (……) 이게 무슨 재료인지는 나도 몰라, 그냥 이 
안에 은이 들어 있는 것만 아는거지.  

- ○○환경 직원 
 

 

<그림 24> 은이 함유된 물질이 묻어있는 재활용품 

고물상에는 워낙 다양한 물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건 하나하나마다 정확

하게 재질을 식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고물상에서는 이러한 

식별이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매우 높은 정

확도로 식별되어 분류된다. 식별에 필요한 지식은 오랜 거래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레 체득된다. 전문 중상은 출하 시 돈이 되는 물질이나, 특별히 주의를 

들여서 분류해야 할 물질 등에 한 정보를 고물상과 공유한다. 중상 입장에

서는 되도록 고물상에서 높은 수준으로 분류가 된 상태로 구매하면 추가적인 

분류에 필요한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고물상은 보다 세부적인 분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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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 공유는 활발하게 일어난다. 

혹은 물건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들은 정보나, 자체적인 연구를 통해서 식별

에 필요한 지식을 더 많이 획득하기도 한다.  

 

고물상이 겉으로 보기에는 막노동 중에서도 상 막노동이긴 한데,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해야 되요. 특히 처음 시작할 때는 물건을 볼 줄 모르니까, 
지금 생각하면 엄청 손해보고 거래했더라고. 고물상도 아무나 하는거 아니
라니까. 처음부터 하나하나 몸으로 겪어가면서 배워야 손해 안 보고 할 수 
있어요.  

- □□환경 업주 
 

‘고물을 배우는’ 과정이 지속되고 오랜 경험이 쌓이게 되면 재활용품을 

척 보는 것만으로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인 ‘겉벌이’를 할 수 있게 된다. 겉

벌이는 고물상에서 진행되는 재활용품 생산 과정에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이

다.  

 

아까 낮에 자석 붙여 보고 안 붙으니까 양은이냐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자
석에 안 붙는다고 다 양은은 아니거든. 아연도 있고, 200계열(=저급 스테
인리스)도 있고, 신주도 있는데, 그걸 구분을 못 하니까. 사실 200계열은 
부장님도 구분을 잘 못해요. 저는 겉벌이는 다 하니까, 색깔만 보고도 구분
을 다 할 수 있죠. 나한테 암만 물어봐도 이게 말로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는게 아니에요. 동이 들어오면 색깔만 보고 딱 감이 오는건데 그걸 어떻
게 가르쳐줘. (……) 다 알려면 재성 씨가 서울대생이라도 엄청 걸릴걸? 이
건 절대로 머리가 문제가 아니니까. 시간을 좀 줄이려면 일할 때 그냥 하
지 말고 구분된거를 유심히 잘 봐요. 내가 구분해 놓은거 보면 좀 감이 오
지 않을까? 그래도 결국은 시간이 문제인거지. 

- ○○자원 업주 
 

고물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품목인 동은 순도나 합금된 물질의 종

류 등에 따라서 매우 많은 종류로 구분된다. 순수한 원자재 상태라면 색깔을 



 

 112

통해서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하지만, 고물상으로 수집되는 동은 케이블이나 

가전제품 등에 부품으로 삽입되어 있어서 변형이 된 채로 들어오기 때문에 

식별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고물상에서는 오랜 경험을 통해 체득한 지식인 

겉벌이를 통해서 이들을 구분해낸다. 이러한 종류의 지식은 매뉴얼화 할 수 

없는, 이른바 ‘감’에 가깝다는 점에서 체득해야 하는 기술 혹은 지식이라고 

볼 수 있다. 곧 재활용품 생산에 필요한 식별 기술은 메티스에 다름 아니다. 

 

2) 겉벌이: 마진을 계산하는 눈 

 

재활용품을 식별하는 것은 재활용품 생산 과정의 핵심적인 토 이지만, 단

지 물질을 식별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재활용품을 식별하는 것은 재활

용품을 재활용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상품으로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인데, 그렇게 생산된 재활용품이 수익을 낼 수 없는 것이라면 생산 과정 자

체가 모두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활용품의 생산 과정에는 재활

용품의 경제성을 따져서 상품이 될 수 있는지 식별할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하

다. 재활용 시 경제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재활용 시장에서 재활용품과 쓰레

기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수집된 재활용품이 재활용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재활용 상품으로 생산

되는 고물상에서는 재활용품의 경제성 여부를 식별하는 기술이 사용된다. 고

물상 현장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겉벌이’라고 부른다.  

앞서 겉벌이는 재활용품의 재질을 식별하는 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고물

상에서 겉벌이라는 단어는 보다 폭넓게 사용된다.  

 

겉벌이라는게, 눈으로 보고서 다 알 수가 있는거예요. 이게 스텐인지 아
연인지, 안 받을건지, 받을건지, 이 물건이 훔쳐온 건지, 아닌건지 다 구
분하는거죠. 딱 보고서 아는거예요. 그래도 의심가면 이래저래 확인해야 
되는데, 바빠 죽겠는데 하나하나 그걸 언제 다 보고 있어. 딱딱 보고 맞
추는거지.  

- ○○자원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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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벌이는 재활용품의 물질을 식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물 여부에 한 확

인, 재활용품의 경제성을 식별하는 기술이다. 물질을 식별하는 기술로서의 겉

벌이와 마찬가지로 재활용품의 경제성을 식별하는 기술로서의 겉벌이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체득되어야 하는 종류의 기술이다. 이런 점에서 고물상에서 

겉벌이는 물질을 알아보고, 마진을 계산하는 ‘눈’이라고 할 수 있다. 겉벌이

라는 기술은 보는 것만으로 순간적으로 재활용품의 재질을 식별하고, 경제성

을 계산하여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이다. 고물상에게는 마치 감각적으로 순식

간에 인지 및 판단되는 것이기에, ‘눈’을 통한 신체적인 작용과도 같다고 말

할 수 있다.  

겉벌이는 수집인으로부터 재활용품을 매입할 때, 더 정확하게는 무게를 달

아볼 때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 매입하는 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겉벌이

는 최 의 마진을 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거래를 만들

려는 실천과도 연결된다. 이런 점에서 겉벌이는 매입 시 흥정의 기술로도 의

미가 확장된다. 특히 고물상에서 재활용품을 매입할 때는 모든 거래의 조건

이 각기 다르다. 고물상에 매입되기 전의 재활용품은 아직 하나의 동일한 물

질의 상태가 아니라 상이한 물질이 섞여 있으며, 상태도 제각각이기 때문이

다. 예를 들어, (잘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같은 날 같은 무게의 플라스틱이 

든 마 자루라고 할지라도 다른 물질이 혼합되어 있다면 매입 가격이 달라진

다. 이처럼 매번 매입 거래마다 거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경제성을 순간적

으로 판단하는 기술은 ‘눈’에 의한 판단과 같이 신체적으로 체득된 지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매입 거래에서 겉벌이는 수집된 재활용품을 “산다/사지 않는다/흥정한다” 

정도의 판단을 내리는 식으로 실천된다. 이 판단의 목적은 손해 보지 않고 

마진을 확보하는 것이다. 겉벌이를 통한 매입과 흥정은 매 거래마다 바뀌며, 

중상으로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가격도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불

가능하지만, 겉벌이의 성공률과 정확도는 꽤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참여관찰 과정에서 있었던 실제 거래 사례 중 일부를 연구자가 모은 정보

를 토 로 나름 로 복기해서 계산해보면 <표 9>, <표 10>과 같다. 고물상마

다 매입단가가 다르겠지만, <표 9>의 사례에서는 당시 이 컴퓨터를 3,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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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매입 시 가격구성 출하 시 가격구성 시세차익 

단가 
데스크탑 컴퓨터 

3000원/개 

고철 

100원/kg

하드 

디스크 

1000원/개

기판 

4000원/kg 
 

무게 9.8kg 8kg 1kg 0.8kg  

가격 3000원 800원 1,000원 3,200원 2,000원 

<표 8> 고물상에서의 가격구성 사례(컴퓨터) 

자전거 매입 시 가격구성 출하 시 가격구성 시세차익 

단가 
고철 

110원/kg 

고철 

100원/kg 

스테인리스

1100원/kg 

고무 

0원/kg 
 

무게 10kg 8kg 1kg 1kg  

가격 1,100원 800원 1,100원 0원 800원 

<표 9> 고물상에서의 가격구성 사례(자전거) 

매입했다. 컴퓨터는 무게가 아닌 개당 매입이 이루어지는데, 상태에 따라 

3,000원~5,000원에 매입된다. <표 10>의 자전거 매입 사례의 경우, 800원의 시

세 차익이 남지만 마진으로 계산하면 사실상 손해를 보게 된다. 자전거를 재

활용 상품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바퀴 부분의 고무와 스테인리스를 분해해

야 한다. 그런데 이 작업을 위해서는 자전거의 바퀴살을 하나하나 잘라내야 

하므로 한 당 분해 작업에 10분 정도가 소요된다. 2015년 최저임금인 시간

당 5,580원
56
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시간당 780원의 손해가 난다. 800원의 시세 

차익이 나는 자전거는 소위 ‘인건비도 못 건지는’ 품목인 셈이다. 반면 컴

퓨터의 경우 드릴로 나사 몇 개만 풀어서 컴퓨터 본체의 덮개만 들어내면 필

요로 하는 부품을 손쉽게 얻을 수 있으므로 노동시간이 거의 들지 않는다. 

덕분에 시세 차익 2,000원에도 얼마간의 마진이 남을 수 있다.  

그런데 <표 10>의 고철의 매입가격과 출하가격을 보면 당시 시점에서 kg당 

10원씩 고물상이 손해를 보면서 거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고물상

에서는 시세 차익 상 손해를 보면서 거래를 하는 품목도 있다. 하지만 이 손

                                            
56
 최저임금위원회 (www.minimumwage.go.kr) 



 

 115

해는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조정된 손해라고 보아야 한다. 고물상에서는 수집

인으로부터 kg당 400원을 주고 의류를 매입한다. 이 의류는 kg당 500원 가격

으로 의류를 전문으로 수거하는 중상으로 판매된다. 의류 전문 중상에서는 

상에 해당하는 의류 무역상에 다시 kg당 500원으로 판매한다. 세금을 포함

하여 계산하면 의류 전문 중상은 kg당 50원 정도의 손해를 보면서 거래한다. 

하지만 의류 전문 중상의 수익은 역시 일종의 겉벌이인 옷 선별 작업에서 나

온다. 의류 전문 중상은 별도의 구제의류 소매점을 운 한다. 이 소매점에서

는 600kg 정도 분량(1톤 트럭 1  정도에 해당함)의 의류 중에서 10벌~20벌

의 비율로 선별된 의류를 판매한다. 의류는 “깨끗하고, 좋고, 신형에 가까운 

것”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선별된다. 결국 소매점에서 팔릴만한 재활용 의

류를 ‘감’으로 겉벌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고물상에서 컴퓨터나 자

전거를 분해하는 사례나 의류 전문 중상이 선별하는 사례 모두 ‘묶음으로 사

서 낱개로 파는’ 전략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서는 손해 규모와 분해 및 선별

로 인한 수익을 계산해서 조정할 수 있는, 즉 마진을 계산할 수 있는 눈인 

겉벌이가 필수적이다.  

고물상의 겉벌이는 매입 단계에서 가격과 양을 조정하는 흥정으로도 실천

된다. 여기에는 ‘거절하기/퉁치기/단가 조정’과 같은 테크닉이 동원된다. ‘거

절하기’는 자전거의 사례처럼 겉벌이를 통해 돈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재활용품을 매입하지 않는 것이다. ‘퉁치기’는 재활용품을 종류에 상관 없

이 도매금으로 한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이다.  

 

오늘 따라다녀 보니까 어때? 전부 쓰레기지? 강원도(=폐지수집노인 김00
의 별명)는 리어카에 전부 쓰레기고, 제대로 분리도 안 해오잖아. 그래서 
사장이 이 양반은 아예 뭘 가지고 오든 간에 무조건 키로당 80원에 퉁치기
로 했어. (……) 어찌 보면 그 양반이 똑똑한거지. 물건 받아올 데가 많은 
양반이니까 앉아서 분류할 시간에 한 바퀴 더 돌아서(=재활용품을 수집해
서) 팔면 더 남는다는거지.  

- ○○자원 직원 
 

‘단가 조정’은 정해져 있는 매입 단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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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말한다. 고물상의 매입 과정에서 단가 조정은 수집인이 가져온 

재활용품에 다른 물질이 섞여 들어왔을 때 행해진다. 매입 시 간단하게 

품목별로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주된 품목의 매입단가에서 얼마간 낮추

어서 계산하는 방식이다.  

 

캔이나 물랭이 든 마대자루를 딱 들어보면 알아. 양캔보다 철캔이 더 무겁
거든? 그럼 이 정도(부피)에 이 정도(무게)다 감이 있단 말이야. 그거보다 
무거우면 백프로 섞인거거든. 할매들이 일부러 섞어오지는 않지만, 또 이
걸 싹 분리해 오지도 못한단 말이야. 캔 분리 제대로 해오라고 암만 가르
쳐줘도 안 돼. 제대로 분리해오면야 양캔 값 딱 맞게 쳐 주지만, 섞어 오
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해줄 수 있나. 이거 다 분리하는게 얼마나 일인데. 
그럼 무게 봐서 반값으로 주거나 좀 더 쳐주거나 하는거지.  

- □□자원 업주 
 

고물상 현장에서 단가 조정은 임의적이며, 정량화되지 않는 방식으로 행해

진다. “무게 봐서 반값으로 주거나 좀 더 쳐주거나” 와 같은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무게에서 느껴지는 감각에 따라 혼합된 양을 가늠하고, 적당한 선에

서 반올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혼합된 비율에 맞

는 정확한 수치로 조정이 이루어졌는지는 검증할 수 없다. 다만 오랜 경험을 

통해서 고물상이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그때마다 ‘적당한’ 비율로 단가 

조정을 행한다. 단가 조정과 비슷한 원리로 ‘무게 조정’도 이루어진다. 폐지

와 신문지가 섞인 38kg(리어카 무게 제외) 리어카에 해서 신문지 무게를 

따로 재지 않는 신 “폐지 40kg으로 퉁쳐”서 계산하는 방식이다.  

겉벌이는 장물 여부를 판단할 때도 사용된다.  

 

물건만 봐서는 장물인지 뭔지 알 수가 없지. 멀쩡한 남의 집 문짝 떼와서 
안 들키려고 다 분해해서 팔잖아. 그래도 사서 문제 될거다, 아니다 하는 
걸 대충은 알지. 한번도 안 왔던 사람이 갑자기 와서 값 좀 나가는걸 팔거
나 하면 거의 백프로 장물이다, 생각하는거고. 또 뭔가 이상해서 이거 어
디서 가져 왔냐고 물어보면 횡설수설하거든. 의심이 들면 일단 안 사는거



 

 117

야. 괜히 욕심 내가지고 그런 물건 샀다가 쪽박 날 수는 없잖아.  
- ○○비철 업주 

 

장물 여부에 한 겉벌이는 재활용품 수집인에 한 겉벌이라고 할 수 있

다. 낯선 수집인이 물건을 판매하거나, 수집 경로를 신뢰할 수 없을 때 장물

이라고 의심하는 것이다. 고물상의 업 전략은 마진이 적은 물건들을 최

한 빠르게 회전 시킨다는 점에서 박리다매 전략과 유사하다. 비철 금속과 같

이 비싼 값에 거래되는 물건이 트럭 단위로 규모로 수집되지 않는 이상, 

한 번의 거래에서는 많은 수익을 기 할 수 없다. 장물로 의심되는 물건에 

해서 “일단 안 사는” 식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유이다. 장물로 의

심되는 물건들을 매입했을 때 기 되는 수익보다 장물 거래로 인한 피해가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재활용 시장에서 쓰레기와 재활용품이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경제

성 여부이다. 겉벌이는 재활용품의 경제성을 식별해내는 기술로서, 재활용 상

품 생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기술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고물

상의 마진을 계산하는 눈으로서 겉벌이는 매입 조건을 결정하는 흥정의 테크

닉으로도 확장된다. 겉벌이는 거의 감각과 지식을 통해서 매입 과정에서 순

간적으로 이루어지며, 개별 고물상 업주의 감각과 순간적인 계산에 따라 이

루어지기에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다. 이런 점에서 겉벌이는 고물상의 

업 상황과 가격 동향에 한 현장적인 지식과, 오랜 경험을 통해 체득되는 

감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량화하거나 매뉴얼화할 수 없는 종류의 기술이다. 

이런 점에서 겉벌이는 곧 재활용 현장에서 실천되는 메티스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겉벌이라는 이름의 메티스는 재활용품을 상품으로서 판단하여 재활용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상품으로 생산되도록 진입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

에서 재활용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술이자 지식이다.  

 

3. 재활용 시장의 거래 관행의 메티스 

 

1) 불완전한 원자재를 재활용 상품으로 간주하는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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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은 쓰레기를 매입하지 않고 재활용품만 매입한다. 하지만 고물상 바

닥에는 문자 그 로의 의미로서 쓰레기가 넘쳐난다. 어찌 보면 이는 당연하

다. 재활용품 수집인이 판매한 재활용품에는 많은 양의 쓰레기가 섞여 있다. 

유모차에 폐지를 싣고 온 폐지수집노인들은 함께 수집한 몇 개 안 되는 캔을 

작은 비닐봉지에 되는 로 넣어서 가져온다. 수집과 분류 작업에 필수적인 

마 자루는 금방 낡아져서 너덜너덜거리며, 그 조각은 고물상 바닥에 떨어진

다. 하지만 도심 내부 고물상에서 비닐과 천 조각은 재활용품으로 매입되지 

않는다. 프린터는 바닥에 내던져서 분

해한다. 산산조각 난 프린터의 플라스

틱 본체는 너무 조각나서 빗자루로 쓸

어야만 겨우 모을 수 있다. 하지만 플

라스틱 조각만을 쓸어 모으는 것은 불

가능하다. 고물상 바닥에는 종이 조각, 

모래, 비닐, 고무조각, 천 부스러기, 스

티로폼 조각, 플라스틱 조각 등이 무더

기로 깔려 있다. 이 쓰레기들은 작업 

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물상에서는 하루에도 몇 차례

씩 쌓인 쓰레기들을 쓸어낸다.  

그런데도 ‘고물상에는 쓰레기통이 없

다’. 고물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은 

워낙 작은 조각이나 부스러기 상태이고 

다양한 물질들이 섞여 있어서 쉽게 분

리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고물상에서는 

이 쓰레기들을 쓰레기통 없이 어떻게 

처리할까?  

고물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은 사실 쓰레기가 아니라 모두 재활용품이다. 

이 쓰레기를 재활용품으로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물질의 종류나 혼

<그림 25> 고물상의 폐지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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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과 상관 없이 모두 쓸어 모아서 폐지 칸에 넣기만 하면 된다. 말하자면 고

물상에는 쓰레기통이 없는 신 폐지 칸이 쓰레기통 역할을 신하는 것이다

(<그림 25> 참조). 쓰레기통 역할을 하는 칸은 재활용품 가격에 따라 달라진

다. 가격이 높은 재활용품의 칸이 쓰레기통 역할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고

철 칸  플라스틱 칸을 거쳐 지금은 폐지 칸이 쓰레기통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고물상의 폐지 칸에는 폐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부분이 폐지

이지만, 비닐, 천 조각, 플라스틱 등 다양한 물질들이 섞여 있는 상태이며, 

이 상태 그 로 폐지 전문 중상으로 출하된다. 사실 분해와 분류가 끝나서 

종류별로 보관되어 있는 칸에 해당 물질과 다른 물질이 섞여 있는 것은 비단 

폐지 칸만이 아니라 모든 칸이 동일하다. 이는 분해와 분류 작업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폐지수집노인이 주로 수집해오는 폐지 박스에 포장을 위해 붙어 있던 비닐 

테이프는 그 상태 그 로 보관된다. 플라스틱 재질의 수납장은 거의 모든 부

분이 플라스틱이지만, 이음새는 철제 나사로 조립되어 있다. 이 수납장의 나

사는 분해되지 않은 채 그 로 플라스틱 칸에 보관된다. 우산 역시 천이나 

비닐인 우산 덮개를 분해하지 않고 바로 고철 칸에 보관된다.
57
 음식점에서 

식재료를 담았던 철제, 플라스틱제 용기는 내용물을 비우고 수집되지만 여전

히 음식물 찌꺼기가 묻어 있는 상태로 보관된다. 선풍기는 분해해서 모터의 

철과 동 부분은 분류하지만, 나머지 부품은 분리하지 않은 채 바로 플라스틱 

칸으로 보관된다.  

중상을 거치고 나서도 분리는 여전히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 포장용기는 많은 경우 뚜껑과 용기의 재질이 다르다. 하지만 

플라스틱 전문 중상에서는 용기를 기준으로 분류할 뿐 뚜껑을 제거하지는 않

는다. 폐지 압축장에서는 아예 세부 분류 과정이 없다. 폐지는 압축장에서 여

러 다른 물질들이 섞인 상태에서 함께 압축되어 제지회사로 출하된다.  

분해와 분류가 불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사례는 무수히 많다. 모든 재활용품

이 완전히 분해, 분류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된다고 할 수 있다. 재활용품이 

                                            
57
 최근 고철 값이 폭락하면서 중상의 요구 때문에 우산 살만 따로 분해하기 시작했

다. 하지만 플라스틱 재질인 우산 손잡이는 우산살에 달린 채로 유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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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소 단일한 물질로 분류되는 것은 상 단계에 갖춰져 있는 규모 자동

화 설비를 통한 선별 공정을 거쳐서이다.  

그렇다면 고물상에서 이루어지는 분해와 분류 과정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가? 이 작업은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일차적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재활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다. 이 작업은 완전히 무질서하게 혼

합되어 있는 재활용품의 무더기에게 기본적인 질서를 부여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혼잡함 속에서 기본적인 질서를 부여하는 것은 사람의 직접적인 

판단과 손길을 거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상에서 이루어지는 자동화된 

선별 과정은 수작업으로 부여된 질서를 보다 완전하게 만들어 완결시키는 과

정에 해당한다. 이전까지 단지 무질서한 재활용품 더미 던 것에 고물상의 

생산과정이 적용되어 일차적인 질서가 부여되면 비로소 재활용 상품으로 인

정된다. 고물상에서의 분해, 분류 작업은 재활용품을 상품으로 인식되게 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서 재활용 상품의 생산은 완료된다. 다만 고물상에서 생

산된 재활용 상품은 원자재로서 순도가 조금 낮을 뿐이다.  

고물상에서 재활용 상품이 생산되지만 이 때의 분해 및 분류 과정은 불완

전하다. 고물상에서 생산되는 재활용 상품은 아직 엄 한 의미에서의 원자재 

상태는 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고물상에서 생산된 재활용 상품은 하나의 

단일한 물질로 구성된 원자재의 이름을 얻고 재활용 시장에서 유통된다. 실

제로는 여러 물질이 섞여 있음에도 마치 순수한 원자재 상태로 간주하는 것

은 재활용 시장의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관행으로 볼 수 있다. 비록 분해와 

분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일지라도 일단 고물상에서 재활용 상품

으로 생산이 끝난 것으로 간주된다면, 이를 단일한 원자재로 관행적으로 인

정해주는 것이다.  

 

      2) 감량 관행 

 

실제 재생제품이나 재생원료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상의 규모 설비에

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거의 완전히 분류된 원자재 상태가 필요하다. 즉, 재활

용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분류가 덜 된 재활용 상품이 균일한 원자재로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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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어 거래되는 것과, 재활용 상품이 물리적으로 재생 기술이 적용될 수 있

는 상태인가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관행적으로 원자재로 인정

된 재활용 상품과 기술적으로 원자재로 인정된 물질 사이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상 단계에 갖춰져 있는 규모 자동화 설비를 통한 

복잡한 선별 공정을 거쳐서 극복 가능하다. 일차 분류된 재활용 상품은 자동

화된 선별 공정을 통해서 재생제품이나 재생원료로 생산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하지만 상의 규모 자동화 선별 공정은 수작업으로 일차적인 분류 

과정을 거친 후에나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규모 설비를 갖추고 운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재활용 시장의 유통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감량(減量) 관행은 경제적인 측

면에서의 극복 방법이다. 감량은 물건을 매입할 때 측정된 무게에서 일정 비

율을 감하여 계산된 무게의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다. 감량은 재활용 상품의 

총 중량에서 이물질의 중량을 제외하고 순수한 목표 물질의 중량에 해당하는 

매입 가격을 지불한다는 식으로 합리화된다.  

하지만 재활용 상품에 혼합되어 있는 이물질의 중량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감량의 폭은 관행적으로 정해진다. 고물상

에서 폐지 압축장으로 종이류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감량이 사례가 

될 수 있다. 종이류는 물을 많이 흡수하면 무게가 매우 많이 늘어나게 되므

로, 종이가 아닌 다른 이물질의 무게보다도 종이가 머금고 있는 물의 양이 

감량의 폭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폐지 압축장의 ‘당일 배차표’는 고물상에서 압축장으로 폐지나 신문지 등 

종이류를 싣고 오는 차량의 운행 스케줄을 기록한다. 날짜 별로 기록되어 있

는 당일 배차표에는 그 날의 날씨를 ‘맑음/비/흐림/눈/소나기’로 나누어 기

록하게 되어 있지만 강수량은 기록하지 않는다. 당일 배차표에 날씨는 기록

하되 강수량은 기록하지 않는 상황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물의 함

량에 따른 구체적으로 수치화된 감량 기준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강수량은 

기록하지 않는다. 하지만 비나 눈이 온 날과 그렇지 않은 날 사이에 무게 차

이가 많이 나는 것은 분명하므로 날씨를 기록해서 다르게 감량해야 한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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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해석을 종합해보면 구체적인 수치상 기준은 없지만 날짜마다 감량의 폭

이 다르게 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감량의 폭은 날씨와 

같이 물건의 상태에 따라 강 다르게, 즉 ‘관행적’으로 정해진다고 추론할 

수 있다.  

고물상에서는 공급한 물건이 감량되어서 계산되었을 때 ‘감량을 맞는다’

고 표현한다. 폐지의 경우 거의 마른 상태라면 총 중량의 0~6%, 비에 맞아서 

어느 정도 젖었다면 15~30%, 장마철에는 50% 감량을 맞기도 한다.
58
 예를 들

어, 총 중량 5톤의 폐지가 폐지 압축장으로 출하되었는데, 이 폐지가 어느 정

도 물을 머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25% 감량을 맞는다면 5톤이 아니라 

3.75톤의 무게로 계산되는 식이다. 재활용품의 종류에 따라 감량의 폭 역시 

차이가 있는데, 비철 금속, 고철은 거의 감량되지 않으며, 플라스틱은 폐지보

다는 덜 감량된다. 플라스틱은 보관용기가 부분이라 비워지지 않은 내용물

이나 물이 찰 수 있어서 어느 정도 감량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철 금속은 매

입 단가가 높기 때문에 감량을 받지 않기 위해 깔끔하게 분해되는 편이다.  

재활용 현장에서 감량이 실제로 실천되는 과정은 불완전한 분해와 분류에 

의한 혼합을 보정한다는 의미보다는 함유된 물의 중량을 보정하는 의미가 더 

크다. 재활용품의 보관 및 이동 과정에서는 물이 매입 가격에 미치는 향이 

더욱 크기 때문에 사실상 재활용 시장에서 감량은 보통 ‘물 무게 빼기’로 인

식된다.  

물이라는 변수가 개입되기 때문에 감량의 부정확성과 임의적인 성질은 더

욱 강해진다. 정확히 수치화된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감량이 이루어지는 틈

새에서 더 많은 업 이익을 보기 위한 전략이 동원되기도 한다.  

 

“종이 장사는 물 장사를 못하면 망하고 철 장사는 흙 장사를 못하면 망한다”
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철은 보관해 놓으면 자연히 흙이 생
기거든. 그 흙까지 같이 넘기는거야. 지금은 고철 가격이 워낙 없으니까 
받는데서 까다롭게 구니까 그렇게는 못하지. (……) 우리 가게도 그렇지만 

                                            
58
 감량 관행이 이루어지는 수치는 가게마다, 거래마다, 품목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

에 일반화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었다. 따라서 감량의 폭과 

관련된 수치는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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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폐지에다가 물 뿌리잖아요. 물을 뿌려야 종이가 죽어가지고 더 많이 
실을 수 있거든. 세 번 실어낼거 두 번에 실어내면 너도나도 다 좋지. 근
데 어떤 가게는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물을 먹이거든, 그런데서는 무게를 2
배로 만드는건 일도 아냐. 어차피 감량 많이 맞아봤자 50프로고, 보통은 
2~30프로니까 손해 볼 것 없다는거지.  

- ○○자원 업주 
 

 

<그림 26> 여전히 이물질이 섞여 있는 상태의 폐지 압축장 

고물상에서는 맑은 날 틈 날 때마다 폐지에 물을 뿌린다. 사실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우선 비산하는 먼지를 억제하기 위함이다. 고물상은 민

원 문제에 취약한데다가 주택이나 상점 근처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지가 안 날리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종이 부피를 줄여서 운반의 효

율을 높이고자 하는 이유도 있다. 그런데 종이의 무게를 쉽게 늘릴 수 있다

는 점과, 감량이 관행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이용하면 고물상이 쉽게 추가

적인 이득을 볼 수 있다. 즉, 감량은 관행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감량의 폭

이 폐지의 상태에 연동되어 바뀌지 않으며, 어느 정도 정해진 선에서 감량된

다. 그렇기 때문에 관행적인 감량의 폭 보다 더 많은 물을 먹이게 되면, 감량

의 폭을 넘어선 물의 무게만큼 고물상은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자주 취해지지는 않지만, 많은 고물상에서 관행적으로 일어난다. “종

이 장사는 물 장사를 못하면 망하고, 철 장사는 흙 장사를 못하면 망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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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재활용 시장에 존재한다는 것은 감량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성

을 이용한 전략이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감량 관행은 고물상에서 생산된 재활용 상품과 실제 재활용 공정에서 사용

할 수 있는 균일한 원자재 상태의 간극을 극복하게 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의 해결책이다. 이 해결책으로 말미암아 불완전한 상태임에도 재활용 상품은 

원자재로서 간주된 채 문제 없이 유통될 수 있다. 재활용 시장의 유통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상품과 균일한 원자재의 차이는 감량 관행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감량 관행 역시 재활용 시장의 메티스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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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자원순환법: 국가의 가독력과 시장경제적  

메티스 

 

1. 자원순환법 논란 

 

1) 자원순환법의 취지와 경과 

 

박근혜 정부가 출범 초 발표한 140개 

국정과제
59
 중 96번은 환경부가 주관부처

가 되는 <자원, 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

원순환사회 실현>이다. 이 과제는 “재생

자원, 에너지의 순환이용을 최 화하는 

자원순환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1) 자원순환사회 전

환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 2) 선진국 수

준의 폐자원 회수 및 재활용의무 이행체

계 구축, 3) 폐자원에너지화 상확  및 

시설확충, 4) 미처리 폐기물 매립 제로화

로 자원순환사회 전환 조기구현”을 들고 

있다.
60
 

이 국정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자 환경부는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을 2013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매년 환경부의 중점관리 상관리 상사업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은 “1) 순환자원 인정제(폐기물 종료) 도입 등 규제합리화, 2)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업계지원 강화, 3) 폐기물이 재활용으로 선순환되도록 처분부담

                                            
59
 『경향신문』 “박 정부, 140개 국정과제 확정, , ,  ‘경제민주화’ 전략 다시 

채택,” 2013.5.29일자. 
60
 관계부처 합동 보도 참고자료,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2013.5.28일자.  

<그림 27>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홍보자료(환경부 2015b: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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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부과, 4)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로 투입단계 자원이용 효율성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환경부는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을 통해 “순환자원의 사

용 확 로 자원의 해외의존도를 줄이고, 재활용 시장 창출(약 1조7천억원) 및 

일자리(약 1만1천개)를 확충”(환경부 2015c: 2)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하고 있

다. 환경부는 2013년 9월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이하 ‘정부입법안’)

을 입법예고하고, 2014년 10월까지 법제처의 심사를 받고, 40여 회에 걸친 이

해관계자 설명, 간담회를 거친 후, 2014년 10월 국회에 제출했다(환경부 

2015c).  

그런데 정부의 “자원순환사회 실현” 과제와 관련하여 환경부가 「자원순

환사회전환촉진법」을 입법예고한 시점을 전후해서 정부입법안 말고도 ‘순환

자원’ 개념을 골자로 한 다른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이어졌다. 국회에 

발의된 날짜 순으로, 2013년 7월 11일 최봉홍 의원(새누리당)이 표발의한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 2013년 11월 20일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

연합)이 표발의한 「자원순환사회 촉진기본법안」, 2013년 12월 20일 이윤

석 의원(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표발의한 「자원순환촉진기본법안」, 2014

년 2월 7일 이완  의원(새누리당)이 표발의한 「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

안」이 그것이다
61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환노위 법사소위’)는 2015

년 3월 2일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서 논의

를 시작했으며, 정부입법안을 포함한 5개 법안들이 2015년 4월 27일을 시작

으로 환노위 법사소위에서 병합심사를 받았다. 

서로 엇비슷한 제명이 붙어 있는 5개 법안들은 통칭 「자원순환법」으로 묶

여서 불린다. 하지만 비슷한 제명이라 하더라도 법안들의 내용은 첨예한 차

이를 보인다. 정부와 여당, 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5개 자원순환법들은 

공통적으로 ‘순환자원’ 개념을 핵심적인 골자로 한다. 순환자원은 이제껏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분류되어 왔던 재활용품을 순환해서 이용해야 할 ‘자

원’으로서 인식하고 활용할 것을 보다 강조하기 위해 새로이 만들어진 개념

이다. 자원순환법을 통해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재활용품을 순환‘자원’으로 

                                            
61
 국회 입법예고 (www.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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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호명함으로써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에 정책적인 목표를 둔다. 이 때 

‘자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순환자원이 다시 생산과정으로 투입될 수 

있는 ‘상품’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5개 자원순환

법들 모두 시장을 통한 재활용 활성화를 강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상의 공통점을 보았을 때, 자원순환법 논란의 당사자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 있다. ‘재활용품은 상품으로 거래할 수 있는 자

원’이며, ‘재활용 시장 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자원순환사회’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자원순환법의 핵심 개념인 순환자원을 정의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많은 부분에서 논란이 일어났다. 이 논란의 주된 당사자는 

환경부와 재활용업계(정확히는 고물상)이다. 하지만 자원순환법은 재활용 시

장과 환경(쓰레기) 문제 전반에 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 말고도 

다른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연계되어 논란이 확산되었다.  

 

    2) 자원순환법 논란의 쟁점과 입장 

 

자원순환법 논란은 순환자원의 정의(定義)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제가 쟁점

이 되어 왔다. 이 쟁점들은 논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부각되거나 초

점이 바뀌며, 이해 당사자 사이의 타협으로 종식되기도 하는 등의 많은 변화

를 겪었다. 또한 이 논란은 매우 많은 이해관계 당사자가 얽혀 있으며, 관련

자 내부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분열되거나 의견이 변하는 모습도 자주 

보인다. 본 절에서는 자원순환법 논란의 전체상을 그리기 보다는 환경부와 

재활용업계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자원순환법 논란을 풀어보고자 한다.  

자원순환법 논란에는 여러 가지 쟁점을 략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폐기물처리부담금 문제 (2) 순환자원거래소 도입 문제 (3) 순환자원의 정의 

문제 (4) 순환자원의 인정(폐기물 종료) 방식 문제 (5) 법 위상(기본법 or 개

별법 여부)가 그것이다. 우선 간소하게나마 각 쟁점에 한 참여 주체들의 

입장은 <표 1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들 쟁점 중 재활용업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2) 순환자원거래소 도

입 문제와 (3) 순환자원의 정의 문제, (5) 순환자원의 인정(폐기물 종료)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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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이다. 폐기물처리부담금은 소각되거나 매립으로 처분되는 폐기물을 배출

한 사업자에 하여 폐기물처리에 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지움으로써 소

각 및 매립 처리 비율을 낮추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 쟁점은 중소기업계와 

정부 사이에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폐기물처리부담금 쟁점은 ‘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제도’와 함께 기존의 환경부 소관 부담금 제도와의 중복 등의 이유

로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있었으나, 기존 제도와 중복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에 

해서는 폐기물처분 부담금을 감면, 면제하는 조항을 넣음으로써 비교적 조

기에 종식되었다.  

 

쟁점 환경부 재활용업계 
환경관련 

시민단체

중소기업

계 

복지관련 

시민단체 

(1) 폐기물

처리부담금 

중기(中企) 입장 

고려한 혜택 가

능 

 
체적으

로 찬성 

- 이중과

세 우려 

- 감면, 

면제 필요 

 

(2) 순환자

원거래소 

도입 

순환자원 거래 

활성화를 위한 

업계 지원책 

재활용 시장에 

한 지나친 개

입. 시장교란 우

려. 

  

 

(3) 순환자

원의 정의 

- 배출된 모든 

물질은 폐기물. 

-  폐기물 중 

인정된 것으로 

한정함 

- 유해성 기준

으로 순환자원

과 폐기물 구분 

- 순환자원코드 

& 폐기물코드 

- 시장에 

맡기면 안 

됨. 

*환경부 

의견 동의

 

시장 자율

성 확보로 

세 고물

상의 생존

권 보장 

(4) 순환자

원의 인정 

방식 

- 개별자 신청

방식 

- 순환자원으로 

신청된 물질을 

정부가 순환자

원으로 인정 

- 품목별인정제

도 병행 

- 무해성 확인

된 품목을 순환

자원으로 인정 

  

 

(5) 법 위상 개별법의 위상 기본법의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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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자원순환법 논란의 각 참여자별 쟁점과 입장
62
 

 

(1) 순환자원거래소 도입 문제 

 

순환자원거래소 도입은 정부입법안 제29조를 두고 발생한 쟁점이다. 이 조

문의 제1항은 정부가 순환자원거래소를 설치, 운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다. 정부는 순환자원거래소의 설치 목적을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

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서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하는 기  효과에 있다

고 본다.
63
 하지만 이 조항은 재활용업계의 강한 반발로 자원순환법 논란의 

쟁점 중 하나가 되었다.  

재활용업계는 순환자원거래소로 인한 재활용 시장의 교란을 우려하여 순환

자원거래소 제도에 반발한다. 정부입법안에서 순환자원거래소는 “순환자원 

및 순환제품 등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규정된

다.
64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계’한다는 표현은 순환자원거래소가 사실상 재

활용 시장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정부입법안은 

순환자원거래소를 통해 순환자원의 거래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이미 민간유통시장으로서 존재하는 재활용 시장과 순환자원거

                                            
62
 <표 11>의 내용은 2015년 3월 2일 환노위 법사소위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의 내용을 토 로 하여, 기타 언론 보도 자료들을 참고하여 연

구자가 정리한 것이다. 이 공청회는 국회에 의해 열린 것으로서 여러 이해관계자들

이 한 자리에 모인 거의 유일한 자리라는 점에서 자원순환법 논란의 참여자들과 쟁

점을 보여줄 수 있는 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공청회에 재활용업계를 

표해 출석한 진술인은 고물상의 입장과는 동떨어진 환경부 입장과 유사한 의견을 

개진했다. 5명의 진술인 중 한 명이 고물상단체와 동일한 주장을 폈을 뿐, 고물상단

체와 복지관련 시민단체들의 표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복지와 환경 관련 

시민단체, 중소기업계의 의견은 자원순환법 논란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가, 자신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관련된 주장을 했을 경우로 한정했다. 즉, 재활용업계와 의견을 

같이하는 환경단체가 있었더라도 자원순환법 논란에 직접 참여한 흔적은 찾지 못했

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63
 정부입법안 주요내용설명 

64
 정부입법안 제29조 제1항: 환경부장관은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자원 및 

순환제품 등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계하는 순환자원거래소를 설치, 운 하거나 전

문기관에 설치 운 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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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소는 중복되기 때문에 기존 시장에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28> 순환자원거래소 홈페이지 (www.re.or.kr) 

재활용업계가 시장교란이라는 이유로 우려하는 바는, 순환자원거래소 도입

으로 인해 국가의 규제가 가중되어서 시장의 자율성이 침해되어 재활용 시장

이 위축된다는 것이다. 정부입법안 제29조 제2항은 순환자원거래소의 운 에 

한 세부 사항을 환경부장관의 고시, 즉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순환자원거래소의 운 과 품질관

리, 시장 감시 및 분쟁조정 등으로 매우 포괄적이다.
65
 정하기에 따라서 순환

자원거래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 당하거나 거래의 방식이나 규모가 

제한 받는 등 시장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는 것이다.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속단할 수 없지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

는 권한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애초에 국가에 의한 시장 자율성 침해의 가능

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재활용업계는 순환자원거래소가 시

장의 기능을 체, 혹은 분담할 수 없도록 거래 기능을 완전히 제거하고 “정

보제공 역할에 한정하는 자원순환정보지원센터로 전환”할 것을 주장한다.
66
  

                                            
65
 정부입법안 제29조 제2항: 순환자원거래소의 설치와 운 , 순환자원 및 순환제품의 

품질관리,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과의 연계, 시

장 감시 및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6
 <정부주도 자원순환법제정반  및 세고무상 생존권 시민사회공동 책위원회> 

“보도자료: 헬조선에 표적 소상공인 세 고물상이 생존할 방안이 없다 자원순환

법 쟁점해결 없는 정부입법안 결사반  및 7  정책요구 발표 “격쟁” 한마당 300



 

 131

 

      (2) 순환자원의 정의 

 

순환자원의 정의 문제는 자원순환법 논란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다. 이 

쟁점은 4) 기본법/개별법 여부와 5) 순환자원의 인정(폐기물 종료) 문제와 같

은 다른 쟁점들을 촉발한 상위 쟁점이기도 하다.  

정부입법안에서 순환자원은 폐기물 중에서 순환이용이 가능하다고 국가로

부터 인정받은 물질이다. 정부입법안 제4조 제1항은 “「폐기물관리법」 제2

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물질 또는 

물건은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제품, 물질 또는 

물건은 정부입법안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국가의 인정을 통해서 순환자원이 

될 수 있다. 정부입법안 제5조 제1항은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순환이용 과

정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 다고 인정되는 물질 또는 물건을 폐

기물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국가가 폐기물로서 종료되었다고 인

정하는 물질에 한해 순환자원으로 인정됨을 명시한다. 정부입법안은 폐기물

이 국가의 인정을 통해서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니라 순환자원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폐기물  국가의 인정(폐기물 종료)  순환자원 인정” 순서의 단

계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다. 정부입법안에서 핵심적인 골자는 ‘폐기물 종료’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전병헌 의원이 표발의한 「자원순환사회 촉진기본법안」(이하 ‘의

원발의안’)에서는 순환자원을 정부입법안과 같이 단계적인 인정 제도를 통해 

정의하지 않고, 애초부터 폐기물과 순환자원이 구분된 것으로 정의한다. 의원

발의안에서 핵심적인 골자는 배출물 중 유해성이 없는 물질을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구분하자는 것이다.  

의원발의안에서 순환자원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 등에서 발생 및 배

출되는 유용성(有用性)의 물질 또는 물건”으로 정의되며(의원발의안 제3조 제

3호), 폐기물은 “순환자원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과 “기술적으로 더 이

상 순환이용될 수 없어 환경적으로 안전한 처리를 요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15.11.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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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안 제3조 제4호 가목, 나목). 유용성이 순환자원과 폐기물을 구분하

는 기준이므로 상황에 따라 같은 물질이 폐기물이 될 수도, 순환자원이 될 

수도 있다. 이 때는 의원발의안 제9조 순환자원과 폐기물의 상호 전환 및 종

료신고 규정에 따라 순환자원의 조건에 맞을 경우 이용자의 신고를 통해 상

호 전환될 수 있다.
67
 재활용 시 안전성이 검증된 물질은 이후 순환자원으로 

인정되기에 정부입법안의 핵심 골자인 ‘폐기물의 종료’ 단계는 거칠 필요가 

없다. 폐기물은 폐기물에 규정된 적법한 처리 과정을 따르며, 순환자원은 폐

기물과 별개로 시장에서 순환이용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투 트랙’ 방식인 

것이다.  

정부입법안과 의원발의안에서 나타나는 순환자원의 정의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예로 설명될 수 있다. 정부입법안에 따르면 어떤 물질(혹은 물건) A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

지 아니하게’ 되어 버려진 그 순간부터 일단 폐기물로 규정된다. A를 순환이

용하고자 하는 자는 A에 하여 폐기물 종료를 인정해달라고 환경부장관에

게 신청해야 한다. 환경부장관의 인정에 의해 A는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이 

될 수 있다. 반면 의원발의안에 따르면 이 물질 A가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아니라면, 배출되는 순간부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는다.  

이렇게 보면 정부입법안과 의원발의안은 모두 유해성을 기준으로 폐기물과 

순환자원을 구분하며, 그 판단은 법에 의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 보

인다. 단지 정부입법안에서는 폐기물 종료를 거쳐서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며, 

의원발의안에서는 바로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하지만 이 

차이는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두 가지 하위 쟁점을 야기하면서 보다 첨예하

게 립한다.   

                                            
67
 의원발의안 제9조 제1항: 제3조제4호에 따라 폐기물로 취급되던 물질 또는 물건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순환자원에 해당하게 되어 이를 순환이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순환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충족되어어야 한다.  

의원발의안 제9조 제2항: 순환자원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조건과 제1항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제3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로 처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폐기물의 처분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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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네 번째 쟁점인 기본법/개별법 여부의 문제가 쟁점으로 불거진다. 현

행 폐기물 및 재활용 법안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은 「폐기물관리법」이다.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

하게 된 물질”로 정의된다. 그런데 의원발의안에서 폐기물은 “순환자원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만 정의되면서 순환자원의 정의에 종속되는 구조를 

취한다. 말하자면 ‘버려진 것 = 폐기물’이라는 기존의 폐기물 관리 체계를 

‘버려진 것 = 순환자원(유해성 물질은 제외)’로 재편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발의안은 자원순환법이 기본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

과 연동된다. 자원순환법이 기본법으로서 모법의 위상을 가지며, 「폐기물관리

법」은 유해성이 인정된 물질을 처리하는 하위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입법안과 최봉홍의원이 표발의한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

은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 정의를 그 로 유지한다. 일단 버려진 것은 모

두 폐기물이며, 폐기물 중에서 폐기물 종료가 인정되는 것만이 순환자원이 

된다. 여기서 「폐기물관리법」은 여전히 폐기물 및 재활용 법안에서 모법의 

위상을 유지하며, 자원순환법은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개별법이되 사실상 

순환자원으로 인정된 물질만을 다루도록 하는 하위법의 지위가 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68
 

순환자원의 정의 문제와 관련되어 제기되는 다른 하위 쟁점은 순환자원의 

인정(폐기물 종료) 방식 문제이다. 정부입법안에서는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개인이 신청한 물질에 한해서 순환자원으로 매년 인정 받도

록 하는 이른바 ‘개별자 신청제도’의 구조를 취한다. 이는 같은 종류의 물

질이더라도 폐기물의 상태나, 신청하는 자의 상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재활용업계는 유해성이 없는 것

으로 판단된 순환자원의 목록을 구성해두고, 이들에 해서는 포괄적으로 순

환자원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품목별 인정제도(포괄적 신청방식)’을 병행할 

                                            
68
 기본법/개별법 쟁점은 환노위 법사소위에서 병합심사되는 과정에서 다른 쟁점들과 

섞여 복잡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자원순환법과 「폐기물관리법」의 위상에 한 문

제를 일관된 논점으로 고정시켜서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기본법/개별법 여

부는 순환자원 및 폐기물의 정의 문제와 뗄 수 없는 관계이기에 본문과 같이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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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개별자 신청방식에서 폐지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사람 B는 폐기

물 상태인 폐지에 하여 폐기물 종료를 신청해서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때 순환자원이 되는 것은 폐지 일반이 아니라 B가 수집하거

나 처리하는 폐지로 제한된다. 다른 사람 C가 폐지를 다루기 위해서는 그 역

시 개별적으로 환경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B와 C에게 주어진 폐지에 한 

순환자원의 허가는 1년으로 제한되며, 1년이 지난 후 이들은 다시 폐지를 순

환자원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품목별 인정제도를 병행할 경우, 폐지가 유

해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오는 시점부터 폐지는 순환자원 사업자로 신고한 누

구든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순환자원으로 간주된다.  

이 쟁점에는 재활용 현장의 복잡다단한 상황들과, 고물상에 한 오해 등

이 맞물리면서 가장 첨예한 논쟁이 벌어졌다. 정부입법안 로 개별자 신청방

식만을 시행할 경우, 앞선 사례와 같이 같은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자에 

따라서 어떤 폐지는 순환자원이고, 어떤 폐지는 여전히 폐기물로 남는 모순

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더구나, 개별 물질에 하여 개별적으로 순환자

원의 인정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서 재활용 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아

지고, 행정적, 경제적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재활용 시장의 촉진을 위

해 자원순환법을 도입하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다. 반면 포괄적 인정제도

를 병행할 경우에는 순환자원의 유해성 관리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된 품목 중에서도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경

우 이에 한 관리는 상 적으로 더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별적 신청방

식에서도 물질 하나하나를 검사하여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개인에 

한 인정 방식이기 때문에 유해성 관리 문제는 개별적 신청방식에서도 발생

할 수 있다.  

이 쟁점은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미

신고 상인 고물상이더라도 환경에 무해한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다루면 법

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행법은 자원순환법의 순환자원의 인정 방식 

쟁점에서 두 가지 상반된 경로로 바뀌게 된다. 개별자 신청방식만이 시행될 

경우, 폐지, 고철, 폐포장재도 폐기물로서 순환자원으로 개별적으로 인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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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한다. 반면 품목별 인정제도가 병행될 경우, 폐지, 고철, 폐포장재말

고도 안전성이 검증된 더 많은 품목들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게 된다. 재활

용업계는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인정해준 것과 같이 폐금속, 폐합성수지, 

폐의류, 폐가전, 폐전선 등 고물상이 주로 매입하는 부분의 품목들에 해

서도 순환자원으로 확 하여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69
 

 

2. 국가의 가독력과 시장경제적 메티스의 충돌 

 

1) 재활용 시장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나 

 

                                            
69
 2016년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원순환기본법」이 통과함으로써 자원순환법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통과된「자원순환기본법」에는 재활용업계의 의견이 협의되어 

반 되었으며, 향후 「폐기물관리법」과 「재촉법」 등을 개별법으로 하는 상위 기본

법으로 기능할 것이다. 본 절의 내용은 자원순환법 논란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2016

년 1월까지의 상황을 토 로 한다. 이는 연구 기간의 한계로 인해 자원순환법 논란

이 해결되는 과정에 한 구체적인 자료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원순환

법 논란의 핵심이 되는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어떤 형태로든 얼마든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연구 시점이 안 맞지만 본 절의 분석을 싣

는다.  

자원순환법 논란의 쟁점은 「자원순환기본법」에서 다음과 같이 일단 정리되었다. 

쟁점 「자원순환기본법」의 정리 

1) 폐기물처

리부담금 

‘폐기물처분분담금’을 부과하되, 「재촉법」제12조 상 폐기물부

담금을 부담할 경우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인의 

경우 감면함 (「자원순환기본법」제21조 제2항) 

2) 순환자원

거래소 도입 

순환이용 기술 등의 정보를 관리, 제공하는 ‘순환자원정보센터’

를 설치 (「자원순환기본법」제24조 제1항) 

3) 순환자원

의 정의 

순환자원은 “폐기물 중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

닌 물질 또는 물건” (「자원순환기본법」제2조 제4호) 

4) 순환자원 

인정 방식 

개별자 신청방식을 유지하되,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와 법인 역시 

신청 상에 포함. 인정 기간을 3년 혹은 5년으로 연장하며, 환

경 향이 적은 물질은 절차의 일부를 생략함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 제3항; 제9조 제7항) 

5) 개별법/기

본법 여부 

자원순환과 관련된 다른 법률들은 「자원순환기본법」을 따라야 

함. 기본법의 위상 부여 (「자원순환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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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법 논란의 핵심 쟁점은 환경부와 재활용업계(정확히는 고물상)가 

갈등하는 순환자원의 정의와 인정 방식 문제이다. 환경부는 개별자 신청방식

을 통해 순환자원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보다 넓고 상세하게 확보하고자 

하는 반면, 재활용업계는 품목별 인정제도를 통해 정부의 통제에서 어느 정

도 자유로운 재량권을 인정받고자 한다. 보다 일반화해서 말하자면 국가와 

비공식 역 사이의 갈등, 즉 재활용에 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국가에 

항하여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비공식 역이 갈등하는 사례의 일종이

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기존의 폐기물 및 재활용 관리 정책과 재활용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뤄놓은 특성들이 맞물리면서, 자원순환법 논란은 국가나 재활용업계 어느 

한 쪽이 절 선의 배역을 맡는 단순한 구도로는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 「폐

기물관리법」 상 재활용품은 쓰레기의 일종이다. 쓰레기는 환경에 유해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재활용품을 포함한 쓰레기가 배출되어 최종 처분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관리한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에는 고물상이라는 빈 

틈이 있으며, 그 빈 틈에서 재활용 시장은 재활용품을 쓰레기와 달리 상품으

로 인식하여 거래하면서 환경 선진국 수준에 못지 않은 재활용 실적을 거두

었다. 「폐기물관리법」의 빈 틈에 있으면서도 재활용 상품을 생산해 온 폐지

수집노인과 고물상은 재활용 시장의 성장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요컨  국내의 재활용은 국가의 철저한 관리 및 통제와, 관리의 빈 틈에서 

성장한 재활용 시장 양자가 애매한 경계에서 동거하는 일종의 이중구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하여 높은 재활용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자원순환법이 등장했다. 자원순환법 논란이 국가의 적절한 

관리와 재활용 시장의 자율성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이제까지의 국가와 비공

식 역의 애매한 이중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방향을 찾고자 하는 방

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런 점에서 환노위 공청회의 다음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인영 위원(새정치민주연합): 그러면 기본법으로 하든 아니면 개별법으
로 하든 아니면 정부형 모델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시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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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의 장점을 갖다가 보완을 시키든 시장형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형 
모델의 보완점을 갖다 붙이든 간에 기본적인 것은 그러면 어떤 판단을 중
심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 
◯진술인 전재경(사회자본연구원 원장): 정부중심 모형으로 하면 현재의 
「폐기물관리법」과 재활용법을 고치는 것이 훨씬 간명하고 혼란이 적습니
다. 그러나 순환사회로 나아가려 한다면 좀 못 믿겠더라도 시장이나 공동체
를 믿어준 다음에 그 재량을 남용하거나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거
기에다가 이행을 강제한다든지 또 위험 부담을 슈퍼펀드 같은 것으로 인수
한다든지 하는 그런 대안이 필요합니다. 

법 명칭은 순환사회 걸고 기본법 걸고 아주 멋있게 국가 시장 공동체 다 
함께 나아갈 것처럼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정부중심형으로 가면 법 명
칭과 내용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렇지요. 서로 모순되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신다면 
원장님 입장에선 어떻게 정리해 보실 수 있으세요?  
◯진술인 전재경: (……) 그래서 제가 정리한다면 정부의 명령, 통제는 전가
의 보도로 숨겨놓고 우선 공동체, 즉 시민사회와 기업, 시장에 책임을 부
여하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한번 따져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합니다. 현재 기업이나 공동체는 많은 신뢰를 잃었고 시민사회는 비용이 많
이 들더라도 그냥 편안한 게 좋습니다. 정부가 그냥 폐기물 관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편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서 한번 신뢰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회의록 2015a: 
37-38. 강조표시는 인용자) 

 

국가의 적절한 관리와 재활용 시장의 자율성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

가와 비공식 역 사이의 ‘신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의 신뢰는 국

가가 재활용 시장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 재활용 현장

의 구조상 재활용에 한 국가의 관리와 재활용 시장이 이중구조를 이루고 

있지만 재활용 시장의 기층 구조에 해당하는 고물상은 사실상 비공식 역, 

즉 불법 상태에서 관리의 사각지 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자원순

환법 논란에서 칼자루를 쥔 쪽은 재활용 업체가 아닌 국가이다. 그렇기에 재



 

 138

활용 시장 활성화를 통해 높은 재활용 성과를 이루고자 하는 자원순환법이 

본래 취지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재활용 시장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

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자원순환법 논란이 해결되는 과정에는 “(재활용 

시장에 한 국가의) 신뢰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와 같이 국가가 

‘재활용 시장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나!’라는 태도로 신뢰의 가능성을 닫아

놓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 시장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나?’라는 물음을 던

지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재활용 시장, 특히 고물상은 국가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신뢰도 잃은 상태로 판단된다.  

 

◯최봉홍 위원(새누리당): (……) 그런데 하나 예를 든다면 냉장고 같은 경
우에 버리면 버리는 사람은 폐기물로 버립니다. 그러나 고물상이 그것을 
사 가지고 갔을 때는 필요한 분야, 철판 또 전동기, 그런 필요한 분야만 빼 
가지고 팔아 버리고 나머지는 갖다 버립니다. 그러면 폐기물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고물상들이 주장하는 것은 전체를 자원으로 봐 달라 이 얘기입니다.  

대신에 자원으로 팔려 나갔을 때 그 자원이 자원으로의 효용가치를 가지
는 것은 금속이나 모터 같은 것뿐이고 나머지는 결국 폐기물로 가는데 그
러한 상황을 여태까지 방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에 굉장히 큰 오염을 
일으켜 왔습니다.  

그래서 이완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법안이, 기본법에서 주장하는 사항
들은 폐기물을 아예 처음부터 나올 때 순환자원으로 인정을 해 달라. 예를 
들면 고철 경우에 고철은 지금 순환자원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
나 그것은 하치장에 와 가지고 자동차나 고철 왔을 때 벌 속에 파묻혀 가
지고 안에 쓰레기가 든 트럭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게 나왔을 때는 그것은 
폐기물입니다. 폐기물 그것은 끝까지 고철로 쳐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4대
강 연안에 있는 바지선, 폐기물 아닙니까? 그것도 고철로 끝까지 친다면 
그대로 놔둬야 되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국회회의록 2015b: 58. 강조표시
는 인용자) 
 

◯진술인 김미화(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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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폐형광등의 유리를, 우리는 지금 폐형광등 부수고 난 그 유리를 재활용
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재활용이라고 그러니까 재활용 사업자가 그걸 
가지고 주택가에 거기다 방치를 해 뒀습니다. 몇 개월 동안 방치를 해 뒀는
데 그러는 동안 시민들은 모르고 계속 수은의 이걸 이렇게 흡입을 하게 되
는 거지요.  

이러한 것들을 과연 시장에 그냥, 모든 것들이 자원순환 될 것이다, 라
면서 시장에 맡겨 두는 것이 올바를 것인가?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적절
한 규제와 적절한 통제를 통해서 좋은 것들은 시장에 더 확대를 시키고 그 
외에 아닌 것들은 규제를 해야 된다, 이것만이 정부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래야만이 질 좋은 재활용품들을 우리가 생산할 수 있다, 항상 재활용품
들을 싸구려가 아닌 질 좋은 재활용품들로 만들려면 품질부터 저는 규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회의록 2015a: 31. 강조표시는 인용자)   
 

위 발언들의 사실관계는 틀릴 수 있다. 참여관찰 과정에서 확인한 바와 같

이 고물상이 냉장고를 매입한 경우, 모터처럼 필요한 부분들만을 분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머지 부분을 폐기물로 버리지는 않는다. 나머지 부분들은 

불완전하게 분해된 상태일지언정 원자재 상태인 재활용 상품으로 간주되어 

역시 재활용 시장에서 유통된다. 불완전하게 분류 및 분해된 부분에서 발생

하는 손해는 감량 관행을 통해 보정된다. 폐형광등의 사례의 경우 이미 현행

법을 위반한 경우로 재활용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70
   

하지만 이 두 사례가 절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거나, 단지 일부의 불법적

인 일탈일 뿐이라고만 치부할 수도 없기에 이 발언들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는 말할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발언들을 통해서 재활용 시장에 한 국가

와 시민사회의 신뢰가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재활용 시장에 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신뢰가 낮은 것이 재활용업계, 

                                            
70
 폐형광등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재활용의무 상품목이다. 따라서 가정에서 

지정된 장소로 배출된 형광등의 경우 지자체에 의해 전량 수거되어 폐형광등의 재활

용사업공제조합인 (사)한국조명재활용협회와 계약된 재활용사업자인 한국조명재활용

공사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한다. 인용문에서 제기된 폐형광등의 문제는 수거 책임자

의 소홀이나 재활용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의해 일어난 사례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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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물상만의 탓이라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고물상이 재활용 시장에서 

기층 구조를 담당하면서 재활용 시장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해왔지만, 이들이 

현행 법 체계에 의해 비공식 역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보다 큰 문

제라고 볼 수 있다. 타의로 인해 비공식 역에 위치하는 고물상은 소위 ‘쓰

레기 수집업자’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오명을 쓰게 되었다고 변호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유야 여하하든 간에 재활용 시장은 제도적으로 불법적

인 위치에 처해 있는 고물상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에게 

신뢰를 얻지 못한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자원순환법 

논란의 해결 과정에서 재활용 시장이 국가와 시민사회의 신뢰를 얻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데 ‘자원순환법 논란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재활용 시장을 신뢰

해야 한다’는 명제 자체에 한 질문을 다시 던져 보아야 한다. 진술인 전재

경은 왜 하필 ‘신뢰’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했을까? 합리적인 프로세스

를 통해 재활용에 한 국가의 적절한 관리와 재활용 시장의 자율성이 조화

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국가가 시장을 ‘믿어줘야 한다’는 표현을 사

용했던 것이라 의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질문에 한 연구자의 답은 ‘그렇다’이다. 국가는 근본적으로 재활용 

시장을 신뢰할 수 없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신뢰의 근거를 현재의 재활용 

시장은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원순환법 논란을 비공식 역에 한 국

가의 신뢰 문제로 본다면 양자 사이에는 극복할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하며, 

그렇기에 일시적으로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언정 언제든지 다른 형태로라

도 불거질 수 있다. 말하자면 자원순환법 논란은 국가와 재활용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극복할 수 없는 간극의 한 표현형일 뿐이다. 재활용에 한 국가와 

재활용 시장의 간극은 잠재되어 있을지언정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그렇다면 국가가 재활용 시장을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

가? 국가는 자신이 수량화되어 통계적으로 읽을 수 있는 사실, 즉 가독력이 

높은 역만을 신뢰한다. 하지만 재활용 시장의 현장은 수량화는커녕 공식화

된 절차나 매뉴얼로도 만들 수 없는 체화된 지식과 관행, 즉 메티스에 의지

하여 운 된다. 환경부는 자원순환법을 통해 재활용에 한 가독력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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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했지만, 재활용 현장은 메티스에 의지하여 운 되기에 국가가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없다. 그렇기에 자원순환법에서 국가와 시장의 갈등

은 결코 해소될 수 없는 근본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갈등이라 볼 수 있다. 이

어지는 절에서는 정부입법안 로 자원순환법이 시행되었을 때의 상황을 가정

하여, 재활용 시장에 해 국가가 가독력을 높이고자 하는 측면과 이에 한 

기존 재활용 현장의 메티스의 충돌을 예상해보고자 한다.  

 

2) 재활용 시장에 한 국가의 가독력 높이기 

 

자원순환법의 시행은 재활용 현장에 한 국가의 가독력을 높인다. 물론 

자원순환법의 구체적인 사항이 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

문에 속단할 수 없지만, 그간 정부가 「폐기물관리법」과 「재촉법」의 시행

령과 시행규칙을 운 해 온 사례에 비추어 보면 자원순환법의 운  역시 크

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우선 자원순환법 논란의 쟁점 중 하나 던 순환자원거래소는 정부입법안

로 설치 및 운 될 경우 재활용에 한 가독력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9> 순환자원거래소 개념도(환경부 2015d: 28) 

환경부가 간행한 정책소개 자료에 등장하는 순환자원거래소의 개념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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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순환자원거래소는 일반거래/공동거래/중개거래/경매거래와 같은 다양한 종

류의 거래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결재나 GIS, 재고관리 시스

템과 연동된다(<그림 29> 참조). 이를 종합하면 환경부가 구상하는 순환자원

거래소는 폐기물을 관리하는 올바로시스템과 같이 국가에서 순환자원의 거래

와 이동 상황 등 재활용 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정부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해서 “폐

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 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으로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폐기물의 전 생애적 관리를 하나로 통합한 IT

기반 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71
 정부의 공언과 같이 현행 체제 

아래에서도 폐기물은 정부의 시야에서 한 순간도 벗어나지 않은 채 관리된다. 

정부가 운 하게 될 순환자원거래소 역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재활용품 거

래 플랫폼으로 구성될 것이므로, 올바로시스템과 같이 순환자원거래소 역시 

순환자원의 거래 상황을 국가가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될 

것이다. 거래 형태들이 전자결재 및 GIS와 연동될 계획이라는 점은 이러한 

예상의 근거가 된다. 국가는 순환자원거래소를 통해서 재활용 시장의 유통에 

한 가독력을 높일 수 있다. 

자원순환법을 통해서 국가는 재활용품의 유통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재

활용품의 생산 과정에 해서도 가독력을 높이고자 한다.  

 

◯환경부차관 정연만: 고철이나 폐지나 폐의류가 누구나 가져간다 이런 말
씀 하셨는데, 아까 김용남 위원(새누리당)님이 말씀하셨듯이 폐지에도 뭐가 
묻었는지 모르고 이걸 누가 책임지는 문제가 생기는데, 지난번에 위원님이 
재활용 저희들 확대할 때 굉장히 걱정하셨지 않습니까? 재활용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도 해 줘야 되느냐, 이 범위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어 가지
고 여러 번 논의했듯이 이거는 재활용보다 훨씬 더 많이 그대로 풀리는 겁
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폐지라
는, 누구나 폐지라는데 그 폐지에 뭐가 섞여 있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전
에 어느 정도의 검증을 거쳐서 하라는 취지지, 정부가 이걸 들고 있어 가지

                                            
71
 올바로시스템 (www.allbar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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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어떤 권한을 부린다는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나갔을 때 
피해는 국민들에게 오기 때문에 정부가 최소한의 검증 장치를 해 줘서 시장
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이 제도가 도입이 돼야 하고. 
(……) (국회회의록 2015c: 14) 
 

위 발언에는 자원순환법을 통해 재활용 현장에 한 국가의 가독력을 높이

고자 하는 목표가 드러난다. 자원순환법이 도입되지 않은 현재는 “폐지에도 

뭐가 묻었는지 모르는” 상태이다. 고물상과 같은 재활용 현장에는 재활용품

에 한 명확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원순환법은 “정부가 

최소한의 검증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한다. 국가는 자원순환법을 통해 재

활용 시장을 활성화하되 최소한의 검증을 통해 시장에서 무엇이 거래되는지

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원순환법이 시행되면 국가는 비로소 

폐지에 무엇이 묻었는지 알 수 있고,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물질인지 아

닌지를 정해줄 수 있다.   

사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는 쓰레기가 발생되는 순간부터 최종 

처분되는 순간까지 모든 과정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높은 수준의 

가독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적인 구분에서는 재활용품은 쓰레기의 

일종으로 포함되므로, 재활용에 해서도 이미 상당한 수준의 가독력을 확보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정부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물질, 재활용의 기술

과 방식
72
,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자

73
 등을 모두 규정하는 법령을 갖고서 준용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가독력이 거의 미치지 못하는 역이 바로 고물상이다. 정

부에게 고물상은 ‘미신고 상 재활용품 수집상’으로 간주되는데, 이들은 2

장 2절에서 다룬 바와 같이 제 로 된 통계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

                                            
7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2항 관련 별표 5의2, 「폐기물의 재활용 기

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  
73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

기물을 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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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현상 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  

자원순환법을 통해 국가는 이들 고물상의 재활용품 생산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정부입법안에 의하면, 고물상이 재활용품을 다룰 수 있기 위해서는 ‘순

환이용에 따른 폐기물 종료의 인정’
74
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폐기물에서 종료를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4
항의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정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인정
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정부입법안 제5조 제2항 

 

고물상이 다루는 물건이 폐기물이 아니라 순환자원임을 환경부장관으로부

터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인정 받아야 하는 것이다(개별자 신청방식). 국가가 

신청된 물질이 순환자원인지, 아닌지를 인정해주기 위해서는 이 폐기물이 어

떤 물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개별자 신청방식을 통해서 

국가는 자동적으로 순환이용되는 순환자원의 현황을 읽어낼 수 있게 된다.  

개별자 신청방식에는 동시에 현행 법체계에서는 국가의 시야의 사각지 에 

놓여 있던 고물상을 국가의 시야 안으로 포섭하는 효과도 있다. 기존 「폐기

물관리법」 체계에서는 국가의 공식적인 관리를 받는 중상 단계부터 국가의 

시야에 비로소 포착되었으며, 고물상은 국가의 관리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있

었다. 자원순환법은 이러한 고물상이 국가의 관리 안으로 포섭되게 한다. 자

원순환법의 개별자 신청방식에서는 “폐기물에서 종료를 인정”받아서 순환자

원으로 활용하려는 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현 상황에서 

부분의 재활용품 수집은 개 폐지수집노인과 같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

인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폐지수집노인이 폐지수집을 위해 폐기물 종료 인정 

신청을 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고물상은 폐기물을 순환

자원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바로 당사자이다. 수집된 재활용품은 고물상에서 

                                            
74
 정부입법안 제5조 제1항: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순환이용 과정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 다고 인정되는 물질 또는 물건을 폐기물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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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 및 분류의 생산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재활용 상품으로 변환되기 때문이

다. 따라서 고물상은 폐기물의 종료 인정을 위한 신청서를 내야 하며, 이를 

인정 받아야 비로소 순환자원을 다루는 자로서 공식적으로 국가가 읽어낼 수 

있는 상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의 가독력은 단지 어떤 재활용품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되고, 그

것을 누가 취급하는지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의 가독력은 자신들

이 더 읽기 쉽도록 단순화, 수치화, 목록화된 형태로 읽어야 하는 상을 규

정한다. 자원순환법을 통해서 국가는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폐기물의 

기준을 수치화, 목록화한 형태로 정함으로써 기존 시장의 관행과는 다른 방

식으로 재활용품을 재규정한다.  

이를 통해 자원순환법은 재활용품을 비로소 구체적으로 수치화된 기준을 

통해 규정한다. 정부입법안은 순환자원을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발

생된 물질 또는 물건 중 재사용, 재생이용 또는 에너지회수를 목적으로 따로 

모아져 있는 등 적정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거나 분리, 선별, 파

쇄, 압축, 감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처리를 거쳐 재사용, 재생이용 또는 

에너지 회수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고 정의한다(정부입법안 제2조 제3호). 쉽게 말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물질

은 모두 순환자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정의는 다른 조항들 때문에 사실

상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순환이용에 따른 폐기물 종료의 인정을 규

정한 제5조에 따르면, 순환자원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환경부장관, 즉 국가이

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가 아무 물질이나 순환자원으로 규정할 수는 없고,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1. 당해 물질 또는 물건이 특정한 용도로 통상적으로 사용될 것 
2. 당해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한 시장 또는 수요가 항상 있을 것 
3. 당해 물질 또는 물건이 특정 목적에 맞는 기술적 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순환이용하여 만들어진 제품에 적용되는 기존 법령 요건을 충족할 것 
4. 당해 물질 또는 물건의 사용이 환경과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5. 당해 물질 또는 물건이 사전에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재활용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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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쳤을 것 
- 정부입법안 제5조 제1항 제1호~제5호 

 

모든 조건에 ‘당해(當해)’라는 조건이 붙은 것은 순환자원으로의 인정을 

매년 새로 받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75
 위 조건은 단지 취지만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두루뭉술하게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 조문의 제4항은 “제2항에 따른 

상 폐기물의 인정기준, 인정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한다.   

그렇다면 순환자원을 규정하기 위해 국가가 만들 환경부 시행령은 어떤 모

습일까? 「폐기물관리법」의 시행령은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방법에 하여 다

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8. 폐플라스틱을 재생원료로 가공하거나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가. 재생원료로 가공하는 경우 가공된 재생원료는 일정한 규격의 용기 
또는 상자에 넣거나 포장하여야 한다. 
나.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용도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
는 양 이상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여야 한다. 

1) 건축자재용: 무게기준으로 60퍼센트 이상 
2) 필름: 무게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3) 자동차용 자재: 무게기준으로 25퍼센트 이상 
4) 그 밖의 용도: 무게기준으로 80퍼센트 이상  

(이하 생략)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2항 관련 별표 5의2, 「폐기물의 재
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 

 

위와 같이 현재 국가는 재활용의 방법을 세부적으로 수치화된 기준과, 구

체적으로 규정된 방법을 통해서 정해두고 있다. 자원순환법의 시행령 역시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수치화된 기준을 통해서 규정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

                                            
75
 정부입법안 제5조 제3항: 제2항에 따라 폐기물에서 종료를 인정받은 자는 인정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매년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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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순환자원으로서 이용해도 안전한 물질이라고 인정해줄 수 있는 근거를 

수치화된 기준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원순환법 아래에서 재

활용품은 법적인 규정에 의해 순환자원으로서 호명되며, 이는 수치화된 기준

을 통해서 근거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3) 국가의 가독력과 재활용 시장의 메티스의 충돌  

 

재활용인들, 특히 고물상은 정부입법안의 불합리성, 재활용 시장의 교란 등

을 이유로 정부입법안에 반 한다. 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재활용품 생산

과 유통 과정에서 동원되던 각종 관행이나 체화된 지식과 기술, 즉 메티스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정부입법안에 반

한다고 볼 수 있다.   

3장과 4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활용 시장에서 재활용품들이 생산되는 

과정에는 겉벌이와 같이 결코 공식화, 구체화 할 수 없는 체화된 지식과 기

술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가가 자원순환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수치화된 기준을 통해 재활용품을 규정하는 것이다. 문제는 겉벌

이와 같이 메티스를 통해 인식된 재활용품과, 수치화된 기준으로 규정된 순

환자원이 물리적으로 일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거의 10 년쯤 된 얘긴데. 200 계열 스텐 있죠? 이게 자석에는 안 붙는데, 
비만 오면 녹이 스는거야. 가짜 스텐인거지. 처음에는 모르니까 전부 다 
스텐으로 알고 스텐 가격으로 사고 팔고 했어요. 몇 년이 지나고 알려진게, 
니켈 함량이 하나도 없다는거야. 대량으로 사놨다가 손해 본 사람들 많아. 
니켈이 안 들었으니까 스텐이 아니라 고철이나 마찬가진데, 자석에는 안 
붙게 희한하게 만든거예요. 아마 스텐이 비쌀 때 대체 용품으로 만든거 같
아. (……)  이게 육안으로도 확인이 잘 안 돼요. 전반적으로 광이 안 나고 
뿌옇긴 하지. 전문적으로 하는데는 무슨 총이 있어서 갖다 대면 함량이 다 
나온다는데, 고물상에서 그런거를 쓸 수 있나. 정 의심스러우면 약 칠해보
면 빨갛게 나오니까 그렇게 아는거죠.  

- □□자원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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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계열이 골 때리는게, 만약에 빨랫대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200 계열로 봐요. 근데 사실 빨랫대에는 진짜 스텐으로 된거도 가끔 들어
오거든.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는데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빨랫대
는 통틀어서 200 계열로 치는거죠. (……) 200 계열에 니켈이 없으니까 휘어
지면 깨진다고, 그래서 밥그릇 같은건 못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
새는 그런 것도 다 만든대. 별 수 있어요, 당분간은 일일이 다 확인을 해 
봐야 되는거지.  

- ○○자원 업주 

 

우선 정부입법안의 자원순환법 상황에서는 니켈 함량을 알지 못하고 매입

하는 상황은 일어날 수 없다. 구체적인 수치로 정해진 기준 이상의 니켈 함

량이 있는지 확인하여 200 계열 스테인리스의 존재를 인지하고 순환자원으로

서 인정받은 후에야 재활용품으로서 취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사실 이

러한 상황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다. 200 계열 스테인리스가 만일 인체나 환

경에 유해한 것이었다면 순환자원의 인정을 통해서 그 위험성을 미리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30> 시약을 이용한 200계열 스테인리스 구별 

하지만 이러한 가정은 재활용의 현장에서는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을 가능

성이 높다. 지금이야 고물상에서 겉벌이만으로도 200 계열과 300 계열을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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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지만, 아예 존재 자체가 알려져 있지 않은데다가 육안으로는 잘 구

분할 수 없는 새로운 물질은 고물상에서 인지될 수 없기 때문에 순환자원으

로 신청할 수조차 없다. 이 경우, 개별자 신청방식의 맹점 때문에 겉벌이를 

통해 인식된 재활용품과 수치화된 기준으로 규정된 순환자원이 일치하지 않

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0 계열 스테인리스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고물상

에서는 200 계열 스테인리스를 300 계열 스테인리스와 같은 범주로 처리하여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개별자 신청방식에서조차 현실적

으로 섞여 들어간 이물질이 무엇인지, 얼마나 섞여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매입하는 물건 하나하나

마다 재질과 성분의 함량을 측정해야 하는데, 현재의 고물상 환경에서는 당

연히 불가능하며, 최신식, 규모 설비로도 이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똑같

이 300 계열 스테인리스로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이지만 그 상태는 고물상마

다 서로 다른 웃지 못할 촌극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스테인리스는 단 하나의 사례일 뿐, 겉벌이와 같은 재활용 시장의 메티스

를 통해 인식된 재활용품과, 수치화된 기준으로 규정된 순환자원이 물리적으

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는 무수하게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겉벌이로 동의 

색깔만 보고 합금 비중을 강 짐작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감일 뿐 

정확한 함량의 수치를 파악할 수는 없다. 동의 색깔에 한 수치화된 기준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 색깔을 겉벌이할 수 있는 것은 오랜 경험을 통

해 체화된 기술이기 때문이다.  

재활용 시장에서 재활용 상품의 유통에 동원되던 메티스 역시 자원순환법

에 의해 위축될 수 있다. 고물상에서 재활용 상품이 생산되었다 하더라도 여

전히 여러 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이다. 감량 관행은 이러한 불완전한 상

태의 재활용 상품이 균일한 원자재 상태로서 간주되어 유통되더라도 각 참여

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재활용 상품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관행이다. 재활용 시장에서 감량의 폭은 관행적으로 정해지나,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 자원순환법 상황은 감량의 폭 역시 구체적으로 수

치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역시 현실적으로 그

로 적용할 수 없다. 고물상 현장에서 감량의 폭이 관행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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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의 양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며, 무게를 늘리고자 일부러 폐지에 물

을 적시는 사례처럼 감량 시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  

재활용에 한 가독력을 높이고자 하는 국가의 시도와 재활용 시장에서 관

행적으로 행해지던 지식이자 기술인 메티스는 무수히 많은 부분에서 서로 충

돌한다. 충돌의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의 가독력은 구체적으로 수치화된 표준

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데 반해, 재활용 시장의 메티스는 수

치화된 표준은 고사하고, 매뉴얼로도 만들 수 없이 체화된 지식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가독력과 재활용 시장의 메티스 사이에는 

결코 상호 번역될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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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래부터 쓰레기로 만들어지는 사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사물이 더 

이상 쓰임새가 없다고 해석되어 버려질 때 그 사물은 쓰레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쓰레기인 사물이 누군가에게는 쓰레기가 아닐 수 있다. 

사물의 쓰임새에 한 해석을 통해서 쓰레기가 규정되며, 그 해석은 사람마

다, 혹은 상황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두라이(Appadurai 1986)는 사

물에 부여되는 가치와 의미는 그 사물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

회적 상황과 맥락 속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정해진다고 본다. 쓰레기는 사전

적 정의상 ‘못 쓰게 되어 내다 버릴 물건’으로 정의되는데, 어떤 사물이 ‘못 

쓰게 되는’ 것은 쓰레기로 버리는 사람의 의중, 혹은 그가 살고 있는 사회의 

문화적 규칙 등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쓰레기라는 

사물은 본래부터 해석적인 경합을 내재하고 있다. 쓰레기와 재활용품의 경계

와 구분 역시 쓰레기에 한 해석적 경합에 의해 참여자에 따라 다르게 인식

되거나, 상황에 따라 유동하기도 한다.  

그런데 쓰레기와 재활용품에 한 해석적 경합은 단지 서로에 한 해석 

차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는 주체들 사이의 실질적인 갈등을 촉

발한다. 어떤 사물이 쓰레기로 해석된다면 이는 불결한 ‘오염물질’이지만, 동

시에 이 사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 내지는 ‘상품’이 될 수도 있다. 

오염물질로서 쓰레기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사물이지만, 자원으로서 쓰레

기는 유용성을 갖춘 사물이다. 쓰레기가 오염물질로서 제거되는 경로와, 자원

으로서 재활용되는 경로는 상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일한 쓰레기를 두

고 서로 다른 경로로 다루고자 하는 주체들 사이의 해석적 경합은 쓰레기를 

놓고 벌어지는 실질적인 갈등으로 나아가게 된다.  

쓰레기와 관련된 갈등이 첨예하게 벌어지는 이유는 사물이 쓰레기로 해석

되면 거의 예외 없이 불결함이나 환경적 위험과 같은 부정적인 가치들과 결

부된 오염물질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불결하지 않은 쓰레기’란 상상하기 힘

든 종류의 사물이며, 바로 이 점 때문에 ‘쓰레기는 본래 불결한 것’으로 여

겨져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된다. 이처럼 쓰레기에 부정적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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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들이 결부되는 것은 쓰레기가 기존 사회의 체제 외부에 위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글라스(1997)에 의하면 불결함은 상 적인 개념으로, 제자리에서 

벗어난 것은 불결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쓰레기가 불결한 것은 부적절한 요

소를 거부하는 체계적 질서와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부산물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의 쓰임새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쓰레기에는 오염물질이라는 낙인

이 찍히며, 따라서 사회적 질서 속에서 제자리를 부여 받지 못한다. 제자리가 

없는 쓰레기에는 불결함과 같은 부정적인 가치들이 결부되며 자연히 사회와 

체제의 바깥, 즉 비공식 역에 속하는 사물로 주변화된다.  

따라서 쓰레기는 반드시 사회 내에서 제거되어야 하는 존재이다. 이에 국

가는 쓰레기가 배출되는 순간부터 최종 처분되는 순간까지 모든 과정을 파악

하여 철저히 관리한다. 쓰레기는 법률로 규정된 방식으로 분리해서 배출되어

야 하며, 쓰레기를 이동하는 것은 국가에 의해 자격을 부여 받은 이들만이 

가능하다. 쓰레기를 중간 처리하고 최종 처분하는 방법 또한 「폐기물관리법」

에서 세세하게 정해놓은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처럼 국가는 쓰레기가 

처리되는 모든 과정을 파악하고 있다. 쓰레기가 재활용되는 과정에 해서도 

국가는 철저하게 관리한다. 이런 점에서 쓰레기에 한 국가의 가독력은 매

우 높으며, 높은 가독력만큼 국가는 쓰레기를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볼 수 있

다.  

하지만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 중 가장 유력한 방법인 재활용의 역에는 

국가가 파악하고 관리하지 않는 빈 틈이 있다. 재활용 과정의 첫 단계인 고

물상은 사실상 국가의 관리에서 벗어난 비공식 역에 위치한다. 합법과 불

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고물상의 법적인 지위는 불분명하며, 이 때문에 고물

상은 국가의 관리의 사각지 에 놓여 있다. 국가가 읽지 않는 고물상은 국가

가 다루기 애매한 공간이다. 이에 따라 사회에서 제거되어야 할 쓰레기와 마

찬가지로 고물상 역시 불법이 횡행하고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잠재적인 위험

이 상존하는 문제 공간으로 간주된다.  

이처럼 국가의 시각에서 주변화되어 있는 고물상은 쓰레기에 한 국가와 

비공식 역의 해석적 경합이 가장 첨예하게 립하는 공간이다. 고물상에서

는 수집된 재활용품이 재활용 상품으로 재탄생 되어 재활용 시장으로 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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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활용 과정이 이루어진다. 동시에 고물상은 온갖 종류의 쓰레기(처럼 보

이는 재활용품)들이 모여드는 도심 속의 쓰레기장이기도 하다. 고물상은 쓰

레기가 재활용되는 가장 친환경적인 공간인 동시에, 불결한 쓰레기가 모여드

는 가장 비환경적인 공간인 셈이다. 이러한 고물상의 이중적인 모습은 고물

상이 쓰레기에 한 해석적 경합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구체적인 공간임을 보

여준다. 고물상에 들어오는 사물들을 쓰레기로 해석하는가, 재활용품으로 해

석하는가의 여부는 쓰레기를 두고 국가와 비공식 역이 해석적 경합을 벌이

는 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고물상은 국가의 관리와 시야에서 벗어난 비공식 역에 놓여 있다. 그럼

에도 고물상을 기반으로 구축된 국내 재활용 시장은 선진국 수준의 재활용 

실적을 거둘 정도로 성장해왔다. 재활용 시장에서 쓰레기는 쓰임새를 잃은 

사물로 해석되지 않는다. 경제성이 있는 유용한 사물로 해석된 재활용품은 

고물상에서 재활용 상품으로 생산된다. 시장경제적인 원리로 구축된 재활용 

시장의 구조 속에서 재활용품은 상품으로서 활발하게 거래되며, 이를 통해 

국내의 재활용 시장은 높은 재활용 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  

최근 쓰레기 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자원순환, 즉 재활용으로 전환한 국

가는 그간 제도의 사각지 에 놓여 있었던 고물상에 하여 자원순환법을 통

해 관리를 확 하고자 한다. 국내의 재활용은 국가의 철저한 관리 및 통제와, 

관리의 빈틈에서 성장한 재활용 시장 양자가 애매한 경계에서 동거하는 일종

의 이중구조를 이루고 있다. 재활용에 한 국가의 가독력은 신고 및 등록의 

의무가 있는 중상과 상까지로 국한되었으며, 재활용 과정의 첫 단계를 담

당하는 고물상은 국가의 시야 바깥의 비공식 역으로 주변화되어 있는 것이

다. 특히 재활용 시장의 비공식 역 중에서도 빈곤한 폐지수집노인들에게는 

재활용품 가격 하락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된다. 재활용품 가격은 중

국과 국내의 경제상황,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등 외부적인 변수에 의해 

좌우되는데, 수직적으로 구성된 재활용 시장의 가장 밑바닥에 위치한 폐지수

집노인들은 가격 결정력을 전혀 가지지 못한다. 이 때문에 빈곤한 폐지수집

노인들은 생계를 위해 낮은 매입단가를 감수하면서 자기착취적으로 재활용품 

수집을 지속한다. 가격에 비탄력적으로 지속되는 폐지수집노인들의 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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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은 재활용 시장이 지속되게 하는 요인이다. 

이런 점에서 자원순환법의 시행은 고물상 입장에서도 반길만한 일이다. 국

가로부터 제 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비공식 역에 머물러야 했던 이전과 

달리, 안정된 법적 지위를 보장 받으며 비로소 공식 역으로 진입할 수 있

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자원순환법의 시행을 둘러싸고 국가와 고물상은 첨예

한 갈등을 빚었다. 쓰레기를 이용할 수 있는 순환자원으로 해석한다는 결론

에는 양자 모두 동의했지만, 그 결론에 이르는 해석의 방식에서 경합이 발생

한 탓이다.  

고물상에서 재활용 상품이 생산될 때는 특별한 종류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

하다. 수많은 종류의 사물들이 재활용품으로 수집되는 고물상에서는 빠른 속

도로 물질의 종류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더구나 재활용품은 상품으로 거

래되기 때문에 그 사물에 재활용 상품으로서 경제성이 있는지도 빠르게 판단

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오랜 기간에 걸친 경험을 통해 몸으로 습득한 

감각에 의지한 기술이 동원된다.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의 상황과, 물

질의 상태에 따라 매번 바뀌는 거래의 조건에 적응할 수 있는 임기응변적인 

지식 역시 필요하다. 겉벌이라 불리는 고물상의 지식과 기술은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방법으로 공식화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반면 국가는 구체적인 수치와 표준적이고 공식화된 절차를 통해 쓰레기를 

처리한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의 결과는 수치화된 자료로 국가에 보고된다. 

올바로시스템은 전국의 모든 폐기물 배출, 이동, 처리 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로, 이 체계를 통해 국가는 쓰레기가 배출되

어서 최종 처분될 때까지의 상황을 전부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철저한 파악이 가능한 것은 쓰레기의 처리 과정이 ‘문서상의 사실’로 표현

되어 국가가 쉽게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치환되기 때문이다. 쓰레기가 이동하

거나 변화하는 각 과정에 참여하는 이들은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해 국가에 

보고해야 한다. 폐기물 인계서에는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수치화된 자료가 

기입된다. 쓰레기 처리가 수치로 표현되는 문서상의 사실로 치환되는 과정에

는 폐기물이 공식화, 표준화 되어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만 처리된다

는 확신이 전제되며, 국가는 철저한 관리와 감시를 통해 이 전제를 현실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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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로써 국가는 보고된 폐기물 인계서를 통해 배출된 쓰레기를 남김없이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올바로시스템의 전자화(電子化)된 폐기물 

인계서는 쓰레기에 한 국가의 가독력이 마침내 실시간으로도 수행될 수 있

게 한다.  

국가는 자원순환법을 통해서 고물상에서의 재활용 과정 역시 남김없이 파

악하여 관리하고자 한다. 따라서 정부입법안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을 준용

하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수치화된 기준과 공식화, 표준화 된 방

법에 의한 재활용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는 수치화되어 

통계적으로 읽을 수 있는, 즉 가독력이 높은 역만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실

제로 정부입법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폐기물 종료 인정제도’나 ‘순환

자원거래소 도입’은 재활용 과정에 한 국가의 가독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문제는 재활용 과정이 의지하는 현장의 지식과 기술은 문서상의 사실로 번

역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고물상을 비롯한 재활용 시장에서 재활용은 체득된 

기술이나 임기응변적인 지식인 메티스에 의지해 이루어진다. 고물상에서 이

루어지는 겉벌이는 매우 임의적이며, 유동적인 기술이자 지식이다. 고물상에

서 불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분해, 분류 과정으로 인한 손실을 보정하는 장치

인 감량 역시 임의적으로 설정된 감량의 폭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재활용 과정에 하여 국가가 가독력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는 재활용 

시장의 메티스와 충돌한다. 공식화된 절차 및 방법, 수치화 된 기준으로는 겉

벌이와 감량 관행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겉벌이에 해서는 수치화된 

기준은 고사하고, 매뉴얼화된 설명조차도 할 수 없다. “색깔만 보고 딱 감이 

오는” 기술과 지식을 어떻게 문서상의 사실로서 옮길 수 있을 것인가? 하지

만 공식화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비공식 역의 고물상은 메티스적인 

기술과 지식에 의지하여 재활용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 

재활용 시장의 메티스가 공식화된 기준과 절차에 의해 국가가 읽을 수 있

는 문서상의 사실로 번역될 수 없다는 점은 국가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재

활용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국가는 재활용에 한 가독력을 높이고자 

하지만 재활용 시장의 메티스는 공식화, 표준화된 기준을 통해 쉽게 읽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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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상이 아니다. 자원순환법 논란의 이면에는 국가의 가독력과 시장의 

메티스의 충돌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쓰레기나 재활용과 관련된 논의들은 부분 쓰레기를 자원 낭비 문

제의 결과이자 환경 오염 문제의 원인으로서 문제시해 왔다. 쓰레기가 끝도 

없이 산처럼 쌓여 있는 매립장의 코를 찌르는 악취와 더러운 침출수는 오염 

물질로서의 쓰레기를 나타내는 가장 표적인 이미지로 여겨진다. 쓰레기를 

오염 물질로서 문제시하는 논의들은 쓰레기가 야기하는 문제 상황들의 원인

을 현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 지으면서 자본주의적인 시장 경제 체

제의 본격화를 주된 초점으로 맞췄다.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체제가 이룩한 

물질적 풍요와 비례하여 쓰레기도 량으로 생성되었다. 량 생산과 량 

소비가 사회적으로 전면화됨에 따라 그 부산물로서 쓰레기 역시 량으로 증

가하여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린치(1990), 호킨스와 

무에크(2003), 케네디(2007), 스트래서(2010) 등은 모두 이와 같은 논의를 한

다.  

쓰레기로 인한 문제의 원인이 자본주의적인 시장 경제 체제에 있다면, 이

미 전면화된 시장 경제 체제 속에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활용이 주목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미 소모되어 쓰레기로 버려진 자원이 

재활용 과정을 통해 다시 시장 경제 체제로 복귀하여 상품으로서의 생애를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형태의 재활용은 

선진국이건 개발도상국이건 도시의 비공식 경제 역에서 일어나는 비공식 

역에서의 재활용이다(Medina 2007). 이에 따라 재활용에 한 기존의 논의

들은 재활용이 전지구적인 시장경제 체제 속에서 국제적인 분업으로 이루어

지는 양상으로부터 시작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한 비공식 경제 

역이 재활용을 담당하는 다양한 양상의 사례들을 다루었다.   

주목할 점은 쓰레기와 재활용을 둘러싼 해석적 경합이 공식 역과 비공식 

역 사이에서 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공식 역에서는 쓰레기로서 환경에 

한 향 없이 처리되어야 했을 사물이 비공식 역에서는 재활용하여 상품

으로 거래될 수 있는 상품으로 서로 다르게 해석되는 것이다. 따라서 재활용

에 관한 논의들은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떤 사물이, 어떻게 재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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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품으로서 인식되는지 등에 한 논의로 초점이 맞춰진다. 이는 공식 

역에서는 배제된 쓰레기의 의미가 실은 사회 전체의 체계와 접하게 관련되

어 있기 때문이다. 더글라스는 “질서가 부적절한 요소를 거부하는 의미가 있

는 한, 오물(쓰레기)은 사물의 체계적 질서와 분류들의 부산물” (더글라스 

1997: 69)이라고 본다. 즉, 쓰레기와 재활용품으로 갈라지는 해석적 경합의 지

점과 양상을 드러내는 작업은 사회의 체계적 질서를 드러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활용에 관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과 같이 단지 비공식 역에서 

일어나는 재활용의 양상만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재활용 과

정을 살펴본다 할지라도 공식 역과의 상화 관계 속에서 놓고 보아야 한다.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사이의 해석적 경합은 단지 공식 역과 비공식 역의 

해석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만이라고는 볼 수 없다. 공식 

역에서는 쓰레기를 오염 물질로 해석하며, 비공식 역에서는 쓰레기를 재

활용 가능한 상품으로 해석하기에 경합과 갈등이 발생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신 쓰레기와 재활용의 문제에서 공식 역과 비공식 역은 해석

적 경합 없이 서로 같은 해석을 하거나, 공식과 비공식 역의 경계가 사라

지면서 비공식 역이 공식화 되거나, 점차 혼재되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

다.  

자원순환법을 둘러싸고 국가와 재활용업계가 벌인 논란과 갈등의 양상은 

이러한 상황에 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시장경제적 원리로 이루어지

는 자원순환, 즉 재활용의 확 를 목표로 정책적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이는 

비공식 역의 역할이 큰 재활용 시장이 담당하고 있던 재활용 과정을 공식 

역인 국가도 강조하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공식 역과 비공식 역 모두 

시장경제적 원리에 입각한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는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이 지점에서 공식 역과 비공식 역의 해석적 경합

은 일시적으로 해소된다. 재활용 시 경제성이 있는 쓰레기는 국가나 고물상

이나 모두 상품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공식화, 표준화된 절차와 규

정을 통하여 재활용 과정에 한 가독력을 높이고자 하는 국가와 메티스적인 

지식과 기술에 의지하여 재활용을 수행해온 고물상 사이에서 다시금 첨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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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이 벌어졌다. 재활용의 방식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다시금 공식 역과 

비공식 역 사이의 갈등이 벌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자원순환법 논란이 점

차 해소되어 간다면, 이는 국가의 적절한 관리와 재활용 시장의 자율성이 일

정 수준의 접점을 찾음으로써 이제까지의 국가와 비공식 역의 애매한 이중

구조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 분명하다. 즉, 비공식 역이 공식 

역으로 포섭되고, 혼재하는 양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비공식 역에서 이루어지는 재활용 과정만을 살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재활용 과정에 한 연구는 공식 역과 비공식 역 사이의 상호

작용을 함께 살펴 보아야 한다. 양자는 서로 별개로 존재하면서 갈등하는 것

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상호작용하며, 혼재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자원순환법 논란에서 나타나는 국가와 고물상 사이의 갈등 양상

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고물상이 의지하고 있던 시

장경제적 메티스가 가독성 높은 공식화, 표준화된 절차와 규정으로 변환되든

가, 혹은 역으로 시장경제적 메티스가 공식적인 규정을 체하든가, 양자 사

이의 타협이 일어나든가 향후 어떤 형태로든 이 논란은 지속될 소지가 있다. 

국가의 가독력과 시장의 메티스라는 상호 번역될 수 없는 간극이 여전히 존

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자원순환법 논란은 국내의 재활용 정책에서 

공식 역과 비공식 역이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시작한 첫 번째 사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향후 국내의 재활용 과정에 한 연구에는 국가와 재활용 시장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해 초점을 맞추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향후의 연구 과제에서도 국가의 가독력과 시장경제적 메티스

가 충돌한다는 점은 여전히 중요한 지점으로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자의 충돌의 결과는 단지 탁상공론적인 타협이거나 재활용 과정에서의 단순

한 기술적, 절차적 변경 정도로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가독력

과 시장경제적 메티스의 충돌과 그 결과는 쓰레기 혹은 재활용품이라는 사물

에 한 해석과 처분의 방식을 결정하는 주도권 혹은 권위가 끊임없이 유동

하는 과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충돌 구도는 안승택(2015)이 논의한 ‘실험실적 접근’과 ‘현장적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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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의 립 구도와 유사하다. 안승택은 18, 19세기 농서(農書)에 나타난 경험

적 지식의 의미 변화와 분화를 분석한다. 이 연구는 당시 “농사현장을 주도

하는 노농(老農)들의 권위와 역할을 부정하고 집권화(集權化)화 된 농업기술 

보급체계를 세우려던 엘리트층 농서편찬자들과, 노농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에 의거하면서 보다 분권화된 농업을 추구하던 향촌지식인들 사이의 립

구도”(안승택 2015: 162-163)를 검출해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자의 충돌이 결코 쉽게 해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

로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유동한다는 점이다. 향촌지식인들과 엘리트층 

농서편찬자들은 “그들 로 각자 중요하게 보는 현실과 실험이 존재했으며, 

자신이 인식의 기반을 두고 있는 현실과 실험의 ‘옳음’에 한 믿음의 ‘진

정성’이 있었다.”(안승택 2015: 197). 자원순환법 논란에서 국가와 고물상 역

시 자신들 나름의 옳음에 한 믿음이 있다. 국가와 고물상 모두 시장경제적

인 원리를 통해 보다 현재보다도 더 효율적인 재활용을 달성할 수 있다고 동

의한다. 다만, 재활용 과정에 한 국가의 가독력 높이기는 오염물질이 될 수

도 있는 순환자원에 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적인 위험을 줄여야 한

다는 시각의 반 이다. 반면, 재활용업계는 국가의 관리 강화가 시장경제적인 

원리에 한 지나친 침해라고 보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유해성 관리를 

유지하면서도 재활용 현장이 의지하는 메티스를 최 한 발휘할 수 있는 여지

를 확보하고자 한다.  

민츠는 “자본은 부족하고 노동은 풍부한 후진 경제(backward economy)의 

주민들이 버려진 물건(waste materials)을 활용하여 높은 창조성과 독창성을 

발휘하여 경제적 효율성에 기여한다”(Mintz 1971: 249-250)고 주장한다. 국내 

재활용 시장이 의지하는 메티스 역시 시장경제적인 효율성에 기여하는 나름

의 창조성과 독창성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지향하는 가독력 높은 

관리 체계와 시장경제적 메티스 사이의 상호작용은 쓰레기 혹은 재활용품으

로 해석되는 사물에 한 처리의 방향에 큰 향을 미친다. 이러한 유동적인 

과정은 재활용 과정에 동원되는 기술과 같은 하부구조에서부터, 기존 재활용 

과정의 공식 역과 비공식 역의 참여자가 상호 맺고 있는 관계의 양상 등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촉매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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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에서 자원순환기본법이 통과됨으로써 자원순환법 관련 논란이 일단

락 되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및 관련 법률 개정 등의 

논의 과정의 추이를 주목하는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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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ource Circulation of Recycling Actors 

in the Market Economy  
Focusing on Junk dealer’s Experience  

 

Jaesung Kang 

Department of Anthrop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Nothing is born as a trash. If something that are worthless to someone may 

be worth of something to the others. So, things which are trash to someone may 

not be a trash anymore to the others. When something becomes trash, its status 

is linked with negative values such as filthiness, disgust, and unpleasantness. 

Recycling is an effective way to make trash into the state of commodity. Through 

a process of Recycling, trash turns to a filthy thing to something of economic 

value.  

The junk shops in the middle of urban area have ambivalent nature. While 

junk shop is anti-environment in a sense that every kind of trash is gathered 

here. At the same time, recycling process occurs at the junk shop, which makes 

it pro-environment place. Such ambivalence shows how interpretative confliction 

may occur regarding specific place. The junk dealers conflict with state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what are ‘recyclable’. The government tends to interp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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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yclable materials’ as harmful substance on the interest of ‘waste 

management’. On the contrary, the junk dealers consider the ‘recyclable 

materials’ as profitable commodity on the interest of recycling process.  

From the moment of discarded to the moment of diminished, The Korean 

government manages waste process exclusively, through detailed regulations and 

correct procedure as stated in <Wastes Control Act>. But, the junk shops which 

carry out basic steps of recycling process are outside of the official management. 

The junk shops are on the gray area regarding its legal status. Though state 

considers the junk shop as potentially hazardous space, the present regulations 

on the junk shops conflict each other; thus the legal position of the junk shop 

is left unstable.  

Special kind of knowledge and skills are needed when the junk shop produce 

recycled products. The junk dealers develop the knowledge to instantaneously 

distinguish economic valuable material between messes in a fleeting moment. 

So, the junk dealers also need suitable skills of bargaining as the conditions of 

material and the deal itself constantly changes. The knowledge internalized 

through bodily experiences over long period of time. And the skills are conducted 

ready-witted. Through these knowledge and skills, recycling industry can keep 

the circulation of economic resource within the market.  

The junk dealers’ unique knowledge and skills can’t be translated into 

quantified or standardized forms. On the contrary, state disposes of trash through 

quantified standard and publicized procedure. Thus it is impossible for state to 

officially recognize such activities and knowledge of the junk dealers. The state 

intends to increase control over the recycling process, and the intention 

consequently brings conflict with recycling industry. If confliction between ju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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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s and state be solved for a shift, it would recur at any time.   

 

Keywords : Recycling, Waste, Junk shop, Wastepaper collecting old people, 

Resource circulation, Waste management, mē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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