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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생활폐기물 관련 법과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와 발전은 우리나라 폐기물 정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놓았다.  

그러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시스템이나 수거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 

연구와 발전이 더디다. 단독, 다세대 주택 지역에 생활폐기물 

수거방식은 60 년대부터 고수해 오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과 구릉지에 위치한 단독, 다세대 주택 

지역의 집 앞의 쓰레기들을 환경미화원이 직접 손수레로 모아 차량이 

수거할 수 있는 곳으로 운반하고 있다.  

단독, 다세대 주택 지역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해 놓는 방식은 집 앞에 

놓는, 문전수거 방식으로 조례로 제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쓰레기를‘암묵적 거점수거 형태’로 버리고 있다. 자신의 

집 문 앞이 아닌 골목 끝의 코너에 버리거나 길거리에 공공의 소유로 

되어 있는 공원 앞 등에 버리고 있다.  

단독, 다세대 주택 지역 생활폐기물 배출에 대한 문제가 끊이지 않아 

정책적인 제안만 바꿔가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시도를 해보지만 예전에 

이미 실패했던 정책이거나 기존에 존재하는 정책과 충돌하며 큰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단독, 다세대 주택 지역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골목과 구릉지가 

많은 지형적 특징을 지닌 우리나라에서 그들의 방식을 그대로 차용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서울시 단독, 다세대 주택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이 어떻게 버려지고 

수거되고 주거환경을 해치고 있는지 배출자와 수거자, 주거환경 

측면에서 생활폐기물 수거공간에 대한 심층 관찰 연구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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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연구 분석 결과, 단독, 다세대 주택 지역은 생활폐기물의 새로운 

수거 공간과 관리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새로운 제안은 암묵적인 

거점수거 형태를 벗어나 공식적인 거점수거 형태의 새로운 시스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다각도의 제안들이 결합된 형식이다. 공간관리 제안, 

공공행정 제안, 수거시설 제안으로 도시 공간적, 행정적, 물리적 제안이 

결합되어 있다.  

단독, 다세대 주택의 생활폐기물 관리 구역을 설정하는 공간관리 

제안과 보상과 처벌을 확실히 하는 공공행정 제안, 이를 실현시켜주는 

수거시설 제안을 해보았다. 이 제안을 통해서 배출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와 책임감 있는 생활폐기물 배출을 유도하고 수거자의 문전수거에 

따른 비효율적인 일처리를 효율적으로 바꿔주며 배출시간과 배출일에만 

깔끔하게 버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줌으로써 청결하고 관리되는 

골목환경과 주거환경을 만들어서 도시 경관에 기여할 것이라 예상한다.  

 

주요어 : 생활폐기물, 쓰레기, 단독, 다세대 주택 지역, 생활폐기물 배출 

시스템, 생활폐기물 수거 시스템, 도시 경관, 문전수거, 거점수거, 암묵적 

거점수거 

학   번 : 2016-22254 

 

 

 

 

 



 

 iii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제 2 장 이론적인 고찰 ................................................. 3 

2.1 선행연구 고찰 ................................................................................................... 3 

2.1.1 생활폐기물 수거 정책 관련 연구 ............................................................ 3 

2.1.2 생활폐기물 수거 디자인 관련 연구 ........................................................ 5 

 

2.2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문제 설정 .................................................................. 5 

2.2.1 연구의 차별성 ............................................................................................. 5 

2.2.2 암묵적 거점수거에 대한 정의 .................................................................. 6 

 

제 3 장 생활폐기물 수거 정책 ................................... 10 

3.1 서울시 단독, 다세대 주택지 생활폐기물 수거 정책 ............................... 10 

3.1.1 서울시 수거 정책 변화 과정 .................................................................. 10 

3.1.2 서울시 자치구별 수거 정책 지침 .......................................................... 13 

 

3.2 서울시 이외 단독, 다세대 주택지 생활폐기물 수거 정책 ...................... 15 

3.2.1 국내 ............................................................................................................ 15 

3.2.2 국외 ............................................................................................................ 19 

 

3.3 주거형태별 생활폐기물 수거 방법 비교 ................................................... 21 

3.3.1 아파트 ........................................................................................................ 21 

3.3.2 단독, 다세대 주택 .................................................................................... 22 

 

3.4 생활폐기물 수거 방법 별 장·단점 비교 ................................................. 25 

3.4.1 문전수거 .................................................................................................... 25 

3.4.2 거점수거 .................................................................................................... 27 

 

제 4 장 현황 조사 및 분석 ........................................ 29 

4.1 현황 조사 대상지 개요 ................................................................................. 29 

4.1.1 현황 조사 대상지 선정 ............................................................................ 29 

4.1.2 현황 조사 대상지 행정 지침 .................................................................. 29 

 

4.2현황 조사 ........................................................................................................ 31 

4.2.1 주거환경 .................................................................................................... 31 

4.2.2 수거자 ........................................................................................................ 34 

4.2.3 배출자 ........................................................................................................ 47 



 

 iv 

4.3 분석결과 ......................................................................................................... 53 

4.3.1 수거 공간 분석 ......................................................................................... 53 

4.3.2 수거 시스템 분석 ..................................................................................... 56 

 

제 5 장 수거 공간 및 시스템 개선안 .......................... 58 

5.1 공간관리 제안 ................................................................................................ 59 

5.1.1 거점수거 공간 마련 ................................................................................. 59 

5.1.2 거점수거시설 이용 범위 지정 ................................................................ 59 

 

5.2공공행정 제안 ................................................................................................ 61 

5.2.1 세금혜택 .................................................................................................... 61 

5.2.2 단속 ............................................................................................................ 62 

 

5.3수거시설 제안 ................................................................................................ 62 
 

제 6 장 거점수거시설 ................................................. 63 

6.1 개념  ............................................................................................................. 63 

6.2 구조 및 상세 설명......................................................................................... 64 

6.2.1 구조 선정 및 목표 .................................................................................... 64 

6.2.2 하단부 ........................................................................................................ 65 

6.2.3 상단부 ........................................................................................................ 68 

 

6.3 실행  ............................................................................................................. 71 

6.3.1 시제품 제작 ............................................................................................... 71 

6.3.2 시제품 설치 및 구동 ................................................................................ 73 

 

6.4 한계 및 추가 기능......................................................................................... 77 

6.4.1 한계 ............................................................................................................ 77 

6.4.2 추가 기능 ................................................................................................... 78 

 

제 7 장 결론 및 시사점 ............................................. 79 

7.1 결론  ............................................................................................................. 79 

7.2 의의  ............................................................................................................. 83 

7.2.1 다각도 제안 ............................................................................................... 83 

7.2.2 도시재생 .................................................................................................... 83 

7.2.3 도시환경문제............................................................................................. 84 

 

7.3 한계  ............................................................................................................. 84 

7.3.1 실행측면 한계 ........................................................................................... 84 

7.3.2 도시측면 한계 ........................................................................................... 84 

  



 

 v 

표 목차 
 
<표 1> 연구의 차별성 ......................................................................................... 6 
<표 2> 서울시 각 자치구별 수거 정책 지침 .................................................... 13 
<표 3> 일반 쓰레기 수거노선 ........................................................................... 40 
<표 4> 음식물 쓰레기 수거노선 ....................................................................... 40 
<표 5> 재활용 쓰레기 수거노선 ....................................................................... 41 
<표 6> 팀별 작업표........................................................................................... 42 
<표 7> 배출자들 움직임 .................................................................................... 52 
<표 8> 단독, 다세대 주택 다기능 폐기물 거점수거시설의 목표 ...................... 64 
<표 9> 하단부 파트리스트 ................................................................................ 67 
<표 10> 상단부 파트리스트 .............................................................................. 69 
<표 11> 3 가지 제안으로 해결되는 문제 .......................................................... 80 

 

 

그림 목차 
 
[그림 1] 암묵적 거점수거의 기본 요소 1-지지할 곳 ........................................ 7 
[그림 2] 암묵적 거점수거의 기본 요소 2-공공의 공간 .................................... 8 
[그림 3] 암묵적 거점수거의 기본 요소 3-경고 문구 ........................................ 9 
[그림 4] 서울시 단독, 다세대 주택지 생활폐기물 수거 정책 변화표 ..............12 
[그림 5] 대구 ‘깨끗한 마을 만들기’ 운동 ...................................................16 
[그림 6] 원룸밀집지역 녹색 쓰레기 통합 수거함 설치 ....................................17 
[그림 7] 네덜란드 재활용 쓰레기 수거함 .........................................................19 
[그림 8] 네덜란드 흐로닝언의 일반쓰레기 수거함 ...........................................19 
[그림 9] 주거형태별 재활용 쓰레기 처리 차이 ................................................24 
[그림 10] 동작구 소속 단속반 .........................................................................30 
[그림 11] 남성역 가는 길 관찰 장소 ...............................................................32 
[그림 12] 남성역 가는 길 12 일간 관찰 ..........................................................32 
[그림 13] 체육관 가는 길 관찰 장소 ...............................................................33 
[그림 14] 체육관 가는 길 6 일간 관찰 ............................................................34 
[그림 15] 현장답사 ...........................................................................................35 
[그림 16] 수거업체 지목 암묵적 거점 장소 .....................................................35 
[그림 17] 동작구 클린하우스 정거장 ...............................................................37 
[그림 18] 수거업체 업무 순서 .........................................................................39 
[그림 19] 일반 쓰레기 수거차량 ......................................................................43 
[그림 20]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43 
[그림 21] 재활용 쓰레기 수거차량 ...................................................................43 
[그림 22] 흑석동 생활폐기물 적환장 ...............................................................44 
[그림 23] 일반 쓰레기 퇴출구 및 컨테이너 .....................................................44 
[그림 24] 흑석동 재활용 쓰레기 적환장 적치 재활용 쓰레기 .........................45 
[그림 25] 노량진 음식물 적환장 적치 재활용 쓰레기 .....................................46 
[그림 26] 음식물 쓰레기 퇴출구 및 컨테이너 운반 차량 ................................46 
[그림 27] 관찰 암묵적 거점지 위치 .................................................................47 
[그림 28] 관찰 방향 및 주변 사진 ...................................................................47 



 

 vi 

[그림 29] 관찰 암묵적 거점지 및 연결 골목 ...................................................48 
[그림 30] 관찰일지 ...........................................................................................49 
[그림 31] 시간별 암묵적 거점수거 지역 현황 .................................................51 
[그림 32] 배출자들 움직임 ...............................................................................51 
[그림 33] 사당 3 동 암묵적 거점 정면 .............................................................55 
[그림 34] 사당 3 동 암묵적 거점 측면 .............................................................56 
[그림 35] 단독, 다세대 주택지 생활폐기물 수거 메커니즘 .............................57 
[그림 36] 단독, 다세대 주택의 입구방향 및 범위 구분 ..................................60 
[그림 37] 다기능 폐기물 거점수거시설 하단부 닫힘(좌) 열림(우) ................65 
[그림 38] 안전 댐퍼 .........................................................................................66 
[그림 39] 풀리와 모터, 감속기 상세 ................................................................67 
[그림 40] 상단부 태양열 패널 및 리워드 시스템 ............................................70 
[그림 41] 인체감지 관련 아두이노 회로도(좌) 스피커 관련 회로도(우)........70 
[그림 42] 아두이노 코딩 ..................................................................................70 
[그림 43] 다기능 폐기물 거점수거시설 3D 모델링 및 설명 ...........................71 
[그림 44] 시제품 각 부분 ................................................................................71 
[그림 45] 폴대 멈춤 현상 ................................................................................72 
[그림 46] 폴대 접힘 현상 ................................................................................. 72 
[그림 47] 문제 해결 후 하단부 닫힘(좌), 펼침(우) ......................................... 73 
[그림 48] 수거시설 설치 과정 .......................................................................... 73 
[그림 49] 수거시설 설치 완료 .......................................................................... 74 
[그림 50] 다기능 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이용 ................................................... 75 
[그림 51] 해당시간 시제품 구동 ...................................................................... 76 
[그림 52] 해당시간 시제품 이용 ...................................................................... 76 
[그림 53] 해당시간 외 시제품 모습 ................................................................. 76 
[그림 54] 현재 단독, 다세대 주택지 생활폐기물 수거 메커니즘 다이어그램.. 79 
[그림 55] 다기능 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후 수거 메커니즘 다이어그램... 79 
[그림 56] 거점수거시설 및 시스템 적용 전과 후 ............................................ 82 

 



 

 1 

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의 생활폐기물은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로 나누어 버려진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일반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거나 일부 

아파트에서는 RFID 시스템이 추가된 음식물 쓰레기통을 이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재활용 쓰레기는 재활용 할 수 있는 

쓰레기를 한데 모아 수거하고 있다.    

단독, 다세대 주택 지역은 각 구에서 정해진 조례를 근거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일주일에 3 번씩(월, 수, 금/ 

일, 화, 목) 일몰 이후나 6 시 이후부터 집 앞에(문전수거) 생활폐기물 

배출이 허용되고 있다. 생활폐기물을 버릴 때, 종량제 사용과 분리수거, 

배출일과 배출시간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단독, 다세대 주택 지역의 

쓰레기 수거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저녁에 단독, 다세대 지역이나 

상가 지역을 지나면 길가에 쓰레기가 무더기로 쌓여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무더기로 버려진 쓰레기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 앞이 아닌 쓰레기 

쌓여 있는 곳에 내 놓아 생활쓰레기 배출규정 위반 행위로 과태료 

대상이 된다. 즉, 이 무더기 쓰레기들은 불법, 무단투기이다. 단독, 

다세대 주택 지역의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무단으로 쌓인 쓰레기들이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쌓이는지, 왜 쌓이는지 알아보고 공식적이고 

양성화된 형태로 모아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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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단독, 다세대 주택 지역에 생활폐기물 즉,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를 내놓고, 쌓이고, 수거해 갈 때의 문제를 

여러 각도로 살펴보고 그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크게 문현연구와 현황조사, 개선방안 제시로 구분된다. 

문헌연구는 정책자료와 신문자료, 각종 문헌 자료를 통해서 서울시 

폐기물 정책을 중심으로 그 변화와 다른 시, 다른 나라와 비교 

조사하였다. 

현장조사는 서울시 단독, 다세대 주택 지역 한 곳을 선정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 수거자, 주거환경 측면에서 바라본 거점수거지를 

관찰하였다. 배출자 측면에서의 현장조사는 단독, 다세대 주택 지역 

중에 쓰레기가 많이 쌓이는 곳 중 한 곳을 선정하여 12 시간 동안 

관찰하여 어떻게 쌓이고 얼마나 쌓이고 누가 버리는지 알아보았다. 

수거자 측면에서 현장조사는 구청 담당자에게 행정적인 시스템에 대해 

문의했으며 구청에서 고용된 생활폐기물 수거 업체의 협조를 받아 실제 

생활폐기물을 어떠한 순서로 어떻게 수거하는지 그 과정을 조사하였다. 

주거환경 측면에서는 쓰레기가 쌓이는 곳 여러 곳을 일정시간 관찰하여 

특징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수거 공간과 시스템 개선안을 제시한다. 단독, 

다세대 주택 지역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얻은 수치를 참조로 다기능 

폐기물 거점수거시설을 제안한다. 또한 새로운 수거시설과 함께 적용할 

공간관리와 공공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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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인 고찰 

2.1 선행연구 고찰 

2.1.1 생활폐기물 수거 정책 관련 연구 

(1)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관련 선행연구 

장진무(2016)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부천시를 

중심으로-‘ 연구는 부천시를 중심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점에 

대해서 명시하고 개선방향 제시하고 있다. 단독주택 전 지역에 대해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8m 이상 큰 도로의 

가로청소는 환경미화원이 일정한 거리를 담당하는 지역점담제로 바꾸는 

것이 좋고 8m 미만 소로와 골목길 청소는 환경미화원이 지역별로 

조(3-4 인) 를 편성하여 지역을 책임지는 지역전담제를 제안한다. 

이정인, 이원영(2000)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수거 체계 

중심으로’ 연구는 경기도의 폐기물 수거, 운반주체 및 수거, 운반비용은 

시, 군에 따라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폐기물 수거, 운반거리, 

폐기물 처리량, 청소원의 작업시간 등을 고려한 비용산정 지표 및 

지표에 대한 표준단가의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단독주택 지역 등 수거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20-30 가구 

단위의 스테이션을 설정하고 단위지역별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를 

구축하거나 단위지역별 공동수거장소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생활폐기물 적환장 관련 선행연구 

류효은(2014) ‘대도시 쓰레기문제와 쓰레기 관리공간에 대한 연구’ 

에서 건축-도시공간체계 내에서 쓰레기와 그 관리공간 체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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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촉구하였다.  단독, 다세대 주택지역, 아파트의 쓰레기 수거 

지점을 살펴보고 적환장을 조사하여 건축-도시 공간체계에서의 

쓰레기를 분석하였다. 

유기영(2016) ‘서울시 생활폐기물 적환장 운영실태 분석 및 제언’ 

연구에서는 서울시 25 개 자치구가 운영하는 생활폐기물의 적환시설을 

고찰하고자 시설의 기능, 주변지역과의 친화성, 규범 순응성 등의 3 개 

영역에 대해 현황을 분석하였다. 적환장이 도시의 폐기물처리시설로 

자리를 잡으려면 건물 밀폐화, 기능의 종합화,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새로운 위상의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거점수거 관련 선행연구 

신상철 박효준(2015) ‘재활용동네마당 사업을 통한 생활폐기물 관리 

선진화 연구’ 연구와 자원순환사회연대(2010) ’단독주택 재활용 

분리수거 평가’ 연구는 단독, 다세대 주택 지역의 재활용 수거방법은 

거점수거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4) 단독, 다세대 주택 및 아파트 수거 시간, 비용 비교 선행연구 

유기영(2001) ’음식폐기물 수거요소 분석연구’ 와 윤하연(2011) 

‘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적용방안’, 서울시(2001) ’서울시 

생활폐기물 청소원가 분석연구’ 연구에 따르면 단독, 다세대 주택 

지역의 수거 시간은 아파트의 그것보다 오래 걸리며 비용 또한 높게 

나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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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생활폐기물 수거 디자인 관련 연구 

생활폐기물 수거 관련 디자인 선행연구 중에 본 연구와 가장 유사성을 

지닌 연구보고서는 신윤재, 강지혜(2013) ‘서울골목디자인 개발연구 

골목재정비모델 개발 연구 골목쓰레기 배출시스템 개선 디자인모델 

연구’ 으로 골목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관련 문제를 살펴보고 

생활폐기물 수거함을 디자인하여 제시하였다. 장용석(2014) ‘마포구 

생활쓰레기 수거를 위한 쓰레기 처리 운반기기 연구’는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에 관한 디자인 연구이다. 수거차량의 구조를 단순화하고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듈화를 제안하였다.  

 

2.2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문제 설정 

2.2.1 연구의 차별성 

생활폐기물은 배출, 수거, 적환, 매립 또는 소각, 에너지화에 이르는 

생애주기를 가지고 있다. 폐기물 관련 연구는 적환, 매립과 소각, 

에너지화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생활폐기물의 생애주기 

중에 배출에서 수거로 넘어가는 부분의 연구는 그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다.  

본 연구는 그 중에도 특히 단독, 다세대 주택 지역에 대한 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거 즉, 쓰레기가 어떻게 모이는지, 어떻게 수거해가는지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생활폐기물의 적환 후의 처리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모이기 전의 처리 과정과 그 공간을 분석하는 연구로 주민이 

내놓은 생활폐기물이 구청의 하청업체가 수거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이다. 

단독, 다세대 주택 지역의 생활폐기물의 배출에서 수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주민, 지자체 등이 인식하면서도 해결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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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고안하기 쉽지 않아 변화를 꾀하기 힘들었다. 생활폐기물 문제는 

주민들의 삶과 주거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도시, 환경, 사회, 경제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서울 단독, 다세대 주택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거공간에 문제를 

파악하고 시스템 개선 방안에 관련하여 작성해보았다. 본 연구는 

공간관리 제안, 공공행정 제안, 수거시설 제안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연구주제에 대한 복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표 1> 연구의 차별성 

  

배출  수거  적환  소각 또는 매립 에너지화 

 

본 연구는 생활폐기물 관련 배출자, 수거자, 주거환경 측면에서 

현장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방법론 면에서 기존의 선행연구와 

차별된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는 문제를 밝히고 해결책으로 정책에 

대한 제안만 제시했다면 본 연구는 구체적인 수거시스템과 그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면서 차별성을 갖게 된다.  이를 통해 얻은 

결론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실증적 근거와 해결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2.2 암묵적 거점수거에 대한 정의  

집 앞이나 상가 문 앞에 생활폐기물을 내놓고 지자체 환경미화원들이 

걷어가는 것을 문전수거라 한다. 이에 반해 아파트와 같이 장소가 

마련되어 있고 그 곳으로 모아 버리는 것을 거점수거라 한다.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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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 지역에서는 각 구의 조례를 근거로 문전수거를 해야 한다. 

그러나 단독, 다세대 주택 지역에서 쓰레기가 길 한쪽이나 건물 뒤에 

쌓여 있고 주민들이 버리러 그곳까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거점수거 지역 근처 거주민들, 지자체 환경미화원의 암묵적인 동의 하에 

생활폐기물이 거점수거 형태로 적재하는 것을 ‘암묵적 거점수거’라 

정의한다.  

현장 조사를 통해 암묵적 거점의 기본 요소 3 가지를 찾아보았다. 

암묵적 거점의 3 가지 요소는 지지할 곳, 공공의 공간, 경고 문구 

(암묵적 동의)이다.  

 

(1) 지지할 곳 

쓰레기 봉투를 묶고 내용물이 쏟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버릴 때 기대어 세워 둘 곳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 공간에서 활용하기 

힘든 공간 즉, 전봇대 뒤나 담벼락 사이는 쓰레기를 놓기에 좋은 

장소이다. 쓰레기봉투를 지지해주기 용이하면서 쉽게 드러나지도 철저히 

숨어있지도 않은 장소이기 때문이다. 암묵적 거점수거 장소에는 

전봇대나 벽이 항상 있다. 그리하여 암묵적 거점수거의 첫번째 기본 

요소는 지지할 곳이다.  

 

[그림 1] 암묵적 거점수거의 기본 요소 1-지지할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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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공의 공간 

쓰레기가 쌓여있는 공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원 앞, 건물 뒤편, 

공사장 앞, 길과 길이 만나는 코너 등이다. 이 공간들은 개인이 

소유하지 않은 공공장소이다. 집 앞에 버리면 그곳에 쓰레기가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집 앞에는 버리기 싫고 다른 사람 집 앞에 버리기에도 

죄책감이 느껴지니 누구의 소유도 아닌 공간에 버린다. 그러나 주민들이 

버리는 공공의 공간과 가까운 주거는 냄새와 벌레 등에 항상 피를 

입는다.  

 

[그림 2] 암묵적 거점수거의 기본 요소 2-공공의 공간 

(3) 경고 문구(암묵적 동의) 

암묵적 거점수거 지역에서는 수많은 장치들을 발견할 수 있다. CCTV, 

꽃화분, 째려보고 있는 듯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는 경고판, ‘이곳은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라는 쓰레기 무단 투기 경고 문구 등이 

있다. 그러나 각종 경고 문구와 장치에도 쓰레기 버리는 곳이라고 

정해진 장소에는 계속 쓰레기를 버린다. 각종 장치와 문구는 오히려 

쓰레기가 자주 배출되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도 거점수거 지역 근처 거주민들도 쓰레기가 쌓이고 수거해 

가는 것에 대한 암묵적 동의가 존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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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암묵적 거점수거의 기본 요소 3-경고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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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생활폐기물 수거 정책 

 

3.1 서울시 단독, 다세대 주택지 생활폐기물 수거 정책 

3.1.1 서울시 수거 정책 변화 과정 

폐기물을 국가에서 관리하게 된 것은 1961 년 오물청소법 제정 

때부터 이다. 폐기물 관리법이 1986 년에 도입되고 1991 년 개정을 

거치고 1995 년 개정법에서부터 생활폐기물을 분류하였다. 1995 년부터 

쓰레기 종량제 정책이 실시되었다.1 60 년부터 95 년도 전까지의 서울시 

폐기물 수거 정책을 추적하기 위해 신문자료를 활용하였다.    

종량제가 실시되기 전까지 쓰레기를 버리는데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았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신문자료 근거에 의하면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훨씬 오래 전부터 지불하고 있었다.  66 년 

7 월 8 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일반가정에서 쓰레기 수거료를 내도록 

오물수거수수료징수조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하면서 66 년 10 월 

오물수거수수료징수조례시행규칙이 제정되고 집의 면적에 따라 

오물수거수수료를 부과하였다. 

서울의 폐기물 수거 정책들은 전국에 영향을 미쳐 방법과 시기가 

경향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1) 요금부여체계 

 1966 년 오물수거수수료징수조례에 따라 집의 면적에 따라 

오물수거수수료를 지불하였다. 일반가정에서 쓰레기 수거료는 

                                            
1 환경부, 2011,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쓰레기 종량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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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급으로 나누어 1 등급은 연 1200 원, 2 등급 800 원, 3 등급 400 원, 

4 등급 200 원이다.2 1978 년부터는 반드시 비닐봉지를 이용해야 하는데 

비닐봉지는 가로 66cm, 세로 85cm 두께가 0.03mm 는 한장에 17 원, 

0.05mm 는 30 원이다. 수거수수료와 비닐값을 따로 지불하고 있었는데 

1995 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게 되면서 요금부여체계가 정립되게 된다. 

3 

(2) 수거방식   

1968 년에는 적환장을 없애고 문전수거를 하기로 한다.4 

1978 년에는 청소원이 골목별로 종을 치고 다니면 각 가정에서 

쓰레기를 들고나와 청소차에 버리는 타종수거 방식으로 쓰레기를 치웠다. 

비닐봉투 사용과 동시에 각 주택마다 붙어있는 콘크리트 쓰레기통 

없애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생활폐기물을 타종식으로 수거하는 

것은 수거시를 놓쳐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여 

미화원, 주민 모두 불만을 갖게 했다.5 

1990 년에는 쓰레기 분리 수거가 내년부터 시내 전지역에 실시됨에 

따라 집 앞에 설치한 돌출형 콘크리트 쓰레기통과 부착식(담장내부 

포함) 쓰레기통을 모두 철거키로 한다.6 

1995 년에는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기 시작하였고 종량제 이후로는 

주민들이 골목을 쓸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타종식 수거는 

문전수거로 변경된다. 주유소에 재활용 쓰레기를 보관할 수 있는 곳을 

두었으며 대형폐기물은 신고해서 수거해가도록 한다. 7 

                                            
2 “오물수수료징수 각의에 조례상정”, 동아일보 1966.07.08,p3, 
3 ”'쓰레기 타종수거' 불편하고 큰 부담 내달부터 강행”동아일보 1978.06.28 p6 
4 ”해방 큰 소리 어디로 쓰레기 사태 물난리” 경향신문 1968.01.05 p4 
5 ”서울시 타종식 쓰레기 수거 '돈들고 불편은 더하다'”경향신문 1978.07.03 p7 
6 “고정 쓰레기통 철거 10 월부터 일제 정비” 한겨레 1990.07.29 p13 
7 ”쓰레기 문전수거 키로” 동아일보 1995.08.31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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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년 이후 문전수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3) 재활용 정책 실시 

1990 년에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에 대한 방안이 언급되었고 

재활용품, 연탄재, 일반 쓰레기 등 3 가지로 나눠 거둬들이는 것을 

서울시 전체로 확대 실시하였다.8 

2005 년부터는 음식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되면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2013 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였다.   

 

[그림 4] 서울시 단독, 다세대 주택지 생활폐기물 수거 정책 변화표 

 

 

 

                                                                                                               

“재활용 쓰레기는 주유소로 서울 성동 28 곳 자가용대상 수거운동” 경향 

신문 1995.09.23 p20 

 “대형폐기물 동사무소 신고해야” 매일경제 1995.01.04 p27 
8 “'쓰레기분리수거'크게 늘린다” 경향신문 1990.10.22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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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서울시 자치구별 수거 정책 지침 

생활폐기물 수거는 각 자치구에서 조례로 관리되기 때문에 서울시의 

각 자치구별 지침이 상이할 수 있다. 문전배출 즉, 문전수거를 기본 

정책이지만 배출 시간과 수거 시간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다음은 

서울시 각 자치구별 지침을 각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한 표이다.  

대부분 내 집 앞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어디까지 내 집 앞으로 

생각하고 생활쓰레기를 내 놓을지는 해석하는 주민의 몫이 되었다. 언제, 

어디에 생활폐기물을 배출해야 하는지 홈페이지에 명시하지 않은 

자치구도 있다. 

<표 2> 서울시 각 자치구별 수거 정책 지침 

자치구 언제 어디에 

관악구 쓰레기 배출은 일몰 후 ∼ 24:00 사이에 대문 앞 

동작구 배출시간 지정일 18:00 부터 

21:00까지(쓰레기·음식물 쓰레기·재활용 가능 

폐기물 동시배출) 

표기되어 있지 않음 

강남구 월요일~금요일,오후 8시~다음날 오전 5시  반드시 내 집 앞 

종로구 수거시간: 일출 전 까지 수거(야간 수거)  

처리장 반입 통제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를 

수거하지 않음 

집 앞 배출  

서초구 배출은 배출일 당일 20:00부터 익일 

05:00까지 

음식물 쓰레기는 매일 수거 (일요일 제외)  

재활용품, 일반 쓰레기 배출은 격일제 

배출(일요일 제외)쓰레기수거일은 배출일 

다음날이며 수거시간대는 05:00~13:0 

내 집 앞, 내 점포 

앞 



 

 14 

중구 왕복2차선 이상 도로변 및 관광특구지역: 

22시~익일 1시 

주택가 등 일반지역: 19시~24시 

22시 이전 영업종료업소 및 기타지역: 

18시~24시 

표기되어 있지 않음 

마포구 일몰 후 ~ 12시(자정)까지 

(도로변: 밤 10시~12(자정)까지) 

내 집, 내 점포 앞 

또는 건물 옆 공간 

(도로 배출금지) 

성북구 지정일 16시 이후 (토:05시 이후) 내 집 또는 내 점포 

앞에 배출 

강서구 배출시간: 수거전날 저녁 7시 ~ 밤 12시까지 내 집, 내 점포 앞 

배출 

양천구 표기되어 있지 않음 표기되어 있지 않음 

영등포구 20:00~24:00까지 배출 

(단 토요일, 명절연휴기간은 배출하지 

않습니다) 

내 집 내 점포 앞 

강북구 일요일 - 금요일 18:00 - 24:00 (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에는 배출금지) 

표기되어 있지 않음 

강동구 배출일 해가진 후-익일03시 내 집 앞, 내 점포 

앞, 내 건물 앞 

송파구 모든 쓰레기는 해가 진후 배출 

시간 명시되어 있지 않음. 

표기되어 있지 않음 

은평구 배출일 일몰이후～22:00 (저녁 8시 집중배출) 내 집 대문(담장) 앞 

금천구 격일제로 지역별 지정된 요일에 해진 

후~24:00시 사이에 배출 

(시흥대로 등 주요도로 상가지역은 22:00~그 

다음날 01:00까지) 

내 집(대문) 앞, 내 

상가 앞 

구로구 지정된 시간(20:00~24:00)에 배출, 일출 전에 

수거하며. 

내 집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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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일반주택: 단독주택 및 20세대 이하 주택  

지정 수거요일 18:00 ~ 23:00까지 노란색 

전용봉투에 담아 집 앞 배출 

표기되어 있지 않음 

도봉구 일반지역: 수거일 전일 18:00부터 24:00까지 

가로변 지역: 수거일 전일 22:00부터 당일 

01:00까지 (단 18:00부터 22:00까지  

배출시 점포 또는 

건물 앞에 배출 

노원구 20:00 ~ 24:00(가로변건물: 22:00 ~ 01:00), 내 

집·내 점포 앞 배출  

종량제 봉투(비닐), 음식물 쓰레기는 아래 

요일에 18시 이후 배출 

내 집·내 점포 앞 

중랑구 18시~20시 사이 배출 표기되어 있지 않음 

동대문구 일몰 후 ~ 저녁9시까지 

※ 수거는 배출일 야간(저녁9시 ~ 익일 

06:00) 

문전배출 

광진구 19:00- 24:00 내 집 앞에 배출 

성동구 배출일의 저녁 8시~ 12시에 일반주택 및 사무실  

용산구 배출일시: 매일 18:00 ~ 24:00  

(가로변은 22:00 ~ 익일 01:00) 

- 수거일시: 매일 22:00부터 익일 새벽(일출 

전) 시간대 

문전배출 

(출처: 각 구청 홈페이지 참고) 

 

3.2 서울시 이외 단독, 다세대 주택지 생활폐기물 수거 정책 

3.2.1 국내  

다른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독, 다세대 주택 지역 생활폐기물 

수거 정책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서울시와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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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은 대학가 주변 단독,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외국인들도 많아 대로변과 뒷길의 특정 지점에 쓰레기를 

두는 것이 관행화 돼 쓰레기 더미가 동네 곳곳에 생겨났다. 2016 년 

3 월부터 ‘깨끗하고 밝은 마을 만들기(깨발마)’가 실시되면서 쓰레기를 

제대로 버릴 수 있는 곳을 알려주고 집중 홍보와 단속을 벌였다. 

그림 5 는 대구 북구 대현동 한 주택 대문 앞에 문전수거를 돕기 위해 

바닥 그림과 재활용품 수거를 위한 그물망을 설치하였다. 

 

[그림 5] 대구 ‘깨끗한 마을 만들기’ 운동9 

 

                                            
9 ”쓰레기 문전수거 운동 ‘깨발마’ 성과” 대구신문 2016.04.26, 

http://www.idaegu.co.kr/news.php?code=&mode=view&num=195772&page=

4 

http://www.idaegu.co.kr/news.php?code=&mode=view&num=195772&page=4
http://www.idaegu.co.kr/news.php?code=&mode=view&num=195772&pag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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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원룸밀집지역 녹색 쓰레기 통합 수거함 설치10 

그림 5 와 같이 2016 년 4 월, 단독 주택 앞에 쓰레기 놓는 곳을 

명시하고 재활용품을 담기 위한 그물망을 배치했다. 그림 6 은 2017 년 

4 월, 원룸밀집지역의 모습으로 지자체의 단속과 홍보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주민 요청을 반영하여 대현동 일대에 원룸용 

통합수거함 450 개와 주택용 그물망 4 천 200 개를 보급 및 운영 결과 

불법 쓰레기 단속 적발 건수가 2015 년 130 건에서 2017 년 4 월 현재 

2 건으로 현저히 줄어들었다. 쓰레기 버리는 곳에 대한 명확한 명시와 

지속적인 관리가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이 대학가 원룸밀집지역의 

쓰레기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었다.  

 

                                            
10 ”민·관 손잡고 원룸촌 ‘쓰레기 몸살’ 해결” 대구신문 2017.04.26 

http://www.idaegu.com/?c=5&sort=d_regis&orderby=desc&uid=362434 

http://www.idaegu.com/?c=5&sort=d_regis&orderby=desc&uid=36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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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도 

제주도에서는 집 앞에 쓰레기를 놔두는 문전수거 형식이 아니라 

쓰레기 배출장(클린하우스)을 만들어 거점수거 형식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2008 년 초기에 정책이 시행될 때는 매일 클린하우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너무 많은 쓰레기가 매일 쌓여있어서 요일별로 

쓰레기 버리는 날을 지정해 놓았더니 주민들의 불편이 극에 달하고 

중국사람들이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면서 클린하우스 정책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2017 년 2 월, 제주도는 

클린하우스를 밀폐형 쓰레기 수집장소로 만드는 등 새로운 방안들을 

만들고 있다. 11 

 

(3) 신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쓰레기를 지하 통로를 통해서 모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인천 송도나 세종시, 

김포 등 신도시를 세우면서 대규모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쓰레기를 지하 관로를 통해 한데 모아 폐기물 처리시설로 보내는 

방식의 자동집하시설은 잦은 고장으로 인해 쓰임새가 적고 전력을 

소모가 높아 무용지물이나 다름 없다.  

 

                                            
11 ”제주도민 88% "클린하우스 효과있다" “ 연합뉴스 2008.11.1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

001&aid=0002357465 

“쓰레기 썩고 넘치고… "행정력 집중" 무색” 한라일보 2016..11.01 

http://www.ihalla.com/read.php3?aid=1477926000549919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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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국외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생활폐기물 수거시스템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전국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여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과 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어렵다. 

(1) 네덜란드 흐로닝언12 

 
[그림 7] 네덜란드 재활용 쓰레기 수거함  

 

[그림 8] 네덜란드 흐로닝언의 일반쓰레기 수거함 

그림 7, 그림 8 과 같이 네덜란드 흐로닝언에서는 일반 쓰레기 및 재활용 

쓰레기를 배출할 때 바닥에 묻혀있는 형태의 거점 쓰레기통을 사용한다. 

                                            
12 꼬북아내, “네덜란드 흐로닝언 일반쓰레기 버리기” 2016.02.08 

http://holland.tistory.com/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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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형태의 거점 쓰레기통은 많은 양을 한꺼번에 소화할 수 있다. 

수거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수거차량이 쓰레기통을 끝까지 들어올려 

바닥이 열리는 방식으로 쓰레기를 수거한다. 그림 8 과 같이 일반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는 RFID 를 사용해야 하며 작동하지 않는다고 

쓰레기통 옆에다 버리고 가면 90 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일본 가나가와현의 가시와시13 

일본 가나가와현의 가시와시는 단독주택지역에 대해서 스테이션 

수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폐기물 수거 운반의 효율화 및 지역주민의 

환경의식 고양의 효과를 동시에 얻고 있다. 가시와시는 주택 20 가구당 

1 지점을 스테이션으로 지정하여 재활용 폐기물을 일정시간에 수집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스테이션의 지정은 20 가구가 1 달에 1 번씩 

돌아가면서 주택 앞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각 가정에 의한 무단투기의 

감시 및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의견 교환이 가능하다. 

 

(3) 오스트리아 비엔나시14 

오스트리아 비엔나시의 경우 각 가정 내에서 일반쓰레기와 종이류만을 

배출할 수 있다. 재활용품이나 음식물과 같은 유기성폐기물은 

공동집하장에서 수집하고 있는데 이는 큰 도로변 또는 공원 앞에 

위치하고 있어서 차량 접근이 용이하다.  

 

                                            
13 이정인, 이원영, 2000,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수거 체계 

중심으로』 경기개발연구원 
14 이정인, 이원영, 2000,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수거 체계 

중심으로』 경기개발연구원 



 

 21 

3.3 주거형태별 생활폐기물 수거 방법 비교 

통계청 주택 총조사(2016)에 의하면 서울 주택의 58%는 아파트이고 

42%는 단독, 연립, 다세대,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이다. 전국적으로는 

아파트가 60%를, 나머지 단독, 연립, 다세대,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은 

40%를 차지하고 있다. 아파트 지역과 단독, 다세대 주택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거 방식을 비교해본다.  

3.3.1 아파트  

 아파트 지역의 단지마다 쓰레기를 모아두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고 해당 

구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정해져 있다. 또한 CCTV 가 설치되어 있어서 

감시가 가능하고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어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다. 

아파트 단지에는 폐기물 관리 공간, 관리자, 수거 관련 시스템이 

운영되기 때문에 생활폐기물 수거면에서 용이하다.  

 

(1) 일반 쓰레기 

쓰레기를 수거하는 수거통이 비치되어 있고 요일에 상관없이 배출 

가능하다. 지자체에서 고용한 민간업자가 일주일에 3 번 혹은 매일 

수거해간다.  

 

(2)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배출은 각 아파트 단지마다 정책이 다르다. RFID 음식물 

쓰레기통을 구입하여서 운영하는 아파트 단지도 있고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비닐 봉투를 이용하여 버리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다. RFID 

음식물 쓰레기통을 사용하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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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만큼 각 가정에 관리비에 포함하여 청구한다. 아파트에서 계약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자가 수거해 간다.  

 

(3) 재활용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는 일주일에 한번 아파트 단지에서 지정한 날에 

분리하여 배출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자가 재활용 분리수거를 정리하여 

자원회수 업체에 재활용품을 판다. 재활용품을 판 금액은 

아파트주민자치회의 수익으로 모여 주민들에게 쓰레기 봉투로 

돌려주거나 주거환경 개선에 쓰인다.   

 

3.3.2 단독, 다세대 주택 

 단독, 다세대 주택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거는 지자체에서 고용한 

민간업자가 모두 수거하게 되어있다. 자치구에서 정한 배출일, 

배출시간에 내 집 앞에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모두 배출하고 수거해간다. 생활폐기물을 버릴 수 있는 공간, 그곳을 

관리하는 관리자,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재하다.  

 

(1)  일반 쓰레기 

자치구에서 정한 배출일 배출시간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내 집 앞에 

버리게 되어 있다.  

 

(2)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또한 자치구에서 정한 배출일 배출시간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내 집 앞에 버리게 되어 있다. 음식물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쓰더라도 냄새 나고 젖어 있어 벌레가 들끓는 등 2 차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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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기 위해 각 가정에 배부한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어 버리게 되어 있다. 

음식물 쓰레기를 방치해두면 고양이나 비둘기가 물어 뜯어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수거가 필수이다.  

 

(3) 재활용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도 자치구에서 정한 배출일 배출시간에 투명한 봉투를 

사용하여 내 집 앞에 버리게 되어 있다. 아파트 재활용 쓰레기는 

자원으로 되팔아 수익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단독, 다세대 주택 지역의 

재활용 쓰레기는 재활용되기 힘들다. 그 이유는 아파트와 다르게 재활 

용 쓰레기를 한 봉투에 한꺼번에 넣어 배출하고 그 봉투를 한꺼번에 

수거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재활용을 분류하는 작업을 한번 더 

실시해야 한다. 또한 재활용 쓰레기로 분리해 버리는 것이 많을수록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버리는 일반 쓰레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로 

재활용이 되기 힘든 오염된 쓰레기도 상당수 재활용 쓰레기로 배출된다. 

단독, 다세대 주택 지역의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에 폐지와 병 등 

재활용품 줍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들은 지자체에서 고용된 

민간업체가 아니며 길거리에서 팔 수 있을 만한 재활용 쓰레기를 모아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개인 손수레를 이용하거나 오토바이를 

이용하기도 한다. 단독, 다세대 주택 지역의 쓰레기는 이분들 덕분에 

자연적으로 암묵적 거점수거 장소가 정리 및 관리된다. 또한 민간업체가 

걷어가는 재활용 쓰레기의 양이 줄어들어 재활용 분류선별대상이 

줄어드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   

단독, 다세대 주택 지역의 재활용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관악구에서는 2013 년부터 재활용 정거장을 시범 도입하여 시행 중이다. 

주택가에도 아파트처럼 특정시간, 장소에 분리수거대를 설치하여 주민 

스스로 재활용품을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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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주거형태별 재활용 쓰레기 처리 차이 

  관악구의 경우 지역에 따라 주 2 회(월, 금/화, 토)운영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6 시~9 시까지이다. 재활용 정거장은 운영시간에만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해서 버릴 수 있는 공간이 임시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형태로 운영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관악구 현황 조사 결과 

(2016 년 12 월 5 일)운영되는 재활용 정거장도 많지 않을 뿐더러 

재활용 정거장으로 쓰이는 곳에 영구적으로 수거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원활히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재활용 정거장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힘든 이유는 기존에 모든 쓰레기를 내 집 앞에 버렸는데 재활용 

쓰레기만을 버리기 위해서는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와 다른 

시간에 따로 버려야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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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생활폐기물 수거 방법 별 장·단점 비교15 

3.4.1 문전수거 

문전수거는 일반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내 집, 내 상가 앞으로 배출하여 환경미화원이 수거하는 

방법으로, 주로 단독, 다세대 주택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수거방식이다. 구에서 동별로 특정 요일과 시간을 정해 놓은 것도 곳도 

있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배출할 수 있는 지역도 있다.  

주민의 입장에선 문 앞에 내 놓으면 되기 때문에 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활용 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류하지 않고 한꺼번에 그물망이나 

비닐에 넣어 배출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 원료로서 

품질이 저하되는 등 문제점도 존재한다. 문전수거 방식의 주요 

장·단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장점 

① 배출이 편리함 

문전수거 방식은 주민이 별도 지정된 장소까지 갈 필요 없이 문 앞에 

버리면 되기 때문에 배출이 간편하다. 

②  책임소재 명확 

문전수거 방식은 누가 무엇을 배출했는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종량제 봉투 내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 배출하거나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 위법사례에 대한 적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이 

용이하다. 

                                            
15

 신상철, 박효준 2015. 『재활용동네마당 사업을 통한 생활폐기물 관리 선진화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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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폐기물 처리장을 따로 만들거나 그에 대한 인원이 필요치 않음. 

문전수거는 폐기물 배출장소가 자기 집(사유지)이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장을 따로 관리할 인원이 필요하지 않다. 거주가가 곧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  단점 

① 쓰레기 수거·운반비가 상승되고 환경미화원의 노동 강도가 증가됨.  

문전수거 방식은 쓰레기 배출지점이 많고 산재되어 있다. 산재된 

배출장소는 수거·운반 차량의 이동경로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환경미화원의 노동 강도 증가와 수거·운반비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② 분리수거함 부재에 따른 분리배출 미흡 

문전수거는 집 앞에 배출하기 때문에 재활용 분리수거함이 없다. 

재활용품은 비닐이나 구에서 나눠준 그물망에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모두 담아 배출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활용 선별작업이 필요하고 일반 

쓰레기의 혼합수거 문제로 이어져 재활용률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③ 쓰레기 수거일 및 수거시간이 되면 주거지역이 쓰레기장으로 변함. 

두 번째 단점과 함께 저자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단점으로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수거 시간, 수거일이 되면 모든 집 앞에 쓰레기가 쌓이게 

되고 그로 인해 주거지역이 일시적으로 지저분하게 된다. 또한 청소 

인력이 한 집이라도 놓치거나 수거시간을 지나 쓰레기를 내놓게 되면 그 

집 앞은 다음 수거일이 돌아올 때까지 쓰레기가 계속 남아있게 된다. 

이는 내 집 앞뿐만 아니라 지역의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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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거점수거 

거점수거는 일정 지역에 폐기물을 배출하는 형태로서 어느 한 곳에 

분리보관함 및 배출용기를 설치하면 주변 주민들이 폐기물을 배출하고, 

정기적인 날짜에 수거해가는 방법이다. 거점수거는 수거비용이 가장 

작게 소요되는 형태이나 대부분의 아파트와 공동주택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단독, 다세대 지역은 공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일부에서만 

활용하고 있다. 거점수거는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품과 별도로 배출할 

뿐만 아니라 설치된 분리수거함에 재활용품을 각각의 품목별로 분리 

배출할 수 있다. 거점수거 방식의 주요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1) 장점 

① 지정된 배출장소로 인한 수거, 운반비 및 인건비 감소 

거점수거는 지정된 장소에 쓰레기를 배출하고 수거하기 때문에 

수거·운반 작업이 용이하다. 이에 따라 수거·운반 차량의 동선이 

짧아지고 청소 인력이 감소하는 등 노동량을 줄어들고 수거·운반비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② 분리수거함 설치를 통한 분리배출 유도 

분리배출함을 설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 배출하도록 유도하여 

재활용률이 높아질 수 있다. 재활용품을 다시 선별하는 작업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선별처리비가 절감되고 양질의 재활용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되면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는 재활용품도 

줄어들어 폐기물관리에 선순환구조를 가질 수 있게 된다. 

 

③ 거리가 깨끗해짐. 

거점수거는 문전수거에 비해 배출장소가 적어짐에 따라 배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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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지역에는 쌓여있는 쓰레기가 없게 된다. 청소인력이 모든 집을 

돌아다니거나 빠뜨릴 걱정 없이 모여 있는 쓰레기를 한꺼번에 

처리함으로써 한 번의 수고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배출하는 

사람들의 작은 수고가 모여 지역의 환경에 도움을 준 것이라 볼 수 있다. 

 

(2)  단점 

① 쓰레기 운반에 따른 주민 불편 

거점수거는 지정된 거점으로 폐기물을 운반해야하고 분리수거함에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올바른 분리배출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배출자를 파악하기 어려워 책임소재를 

묻기 어렵다. 

② 배출장소 및 관리자 필요 

거점수거는 장소를 정하는데 있어서 주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배출장소 근처의 주민들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악취와 소음에 시달릴 수 있다. 또한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거점수거 장소에 대한 관리를 위해 관리자가 필요하다. 

③ 쓰레기가 쌓여있는 곳은 항상 쌓이게 마련 

지정된 날짜나 시간이 아닌데도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거점수거장소에는 항상 쓰레기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거점수거 장소가 

그 지역 주민 말고 타 지역이나 지나가는 사람이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장소에 있는 경우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항상 그 주변에 

쓰레기가 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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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현황 조사 및 분석 

4.1 현황 조사 대상지 개요 

4.1.1 현황 조사 대상지 선정 

서울시 전체 주거면적의 28%는 구릉지에 위치한다. 16  그 중에 

재개발로 인해 아파트로 변한 구역을 뺀 나머지 지역은 단독, 다세대 

주택 지역이다. 구릉지에 위치한 단독, 다세대 주택 지역은 길이 좁고 

계단이 많아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이 모든 골목, 모든 집 앞에 지나다닐 

수 없다.   

현황 조사 대상지를 동작구 사당 3 동을 선택한 이유는 구릉지에 

위치한 단독, 다세대 주택 지역인 동시에 동작구는 2015 년 서울시 

선정 청소분야 시민만족도 우수한 자치구이기 때문이다.17  본 연구에서 

다루는 문제는 관리가 잘 되는 지역에서도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4.1.2 현황 조사 대상지 행정 지침 

생활폐기물에 대한 총괄은 각 구가 하고 있다. 불법, 무단투기에 대한 

동작구청의 대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구청의 조치를 알아보았다. 

동작구에는 불법, 무단투기를 단속하기 위해 16 대의 CCTV 가 설치되어 

있지만 단 한번도 CCTV 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16 임덕순, 정재용, 2010,“구릉지 주거의 특성 및 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P322-332 
17 ”동작구, 청소분야 시민만족도 우수” 동작뉴스닷컴 2015.06.09  

http://www.dongjaknews.com/sub_read.html?uid=11647&section=sc2&secti

on2=%B5%BF%C0%DB%B1%B8%C3%BB 

http://www.dongjaknews.com/sub_read.html?uid=11647&section=sc2&section2=%B5%BF%C0%DB%B1%B8%C3%BB
http://www.dongjaknews.com/sub_read.html?uid=11647&section=sc2&section2=%B5%BF%C0%DB%B1%B8%C3%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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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18 CCTV 로 추적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또한 동작구에는 무단투기 단속 요원들이 10 명이 

있고 한 조에 2 명씩 짝을 이루어 각 동을 돌면서 단속을 하고 있다. 

단속 요원들은 폐기물을 배출하지 말아야 하는 요일에 배출한 

쓰레기봉투를 뜯어서 정보를 얻어내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이 

또한 배출하지 말아야 하는 날짜에 내놓은 폐기물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배출날짜에 한 곳에 모아버리는 것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이 아니다. 쓰레기를 거점형태로 모아 버리는 것에 

대해 민원도 많고 구청에서도 해결해야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응은 암묵적 거점 지역에 페인트칠을 하여 깔끔하게 하거나 

화분을 놓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림 10] 동작구 소속 단속반 

 

                                            
18 동작구청 청소과 정** 팀장, 전화인터뷰, 2017 년 4 월 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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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현황 조사  

실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문제를 

면밀히 관찰하였다.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사람, 배출하는 사람, 

생활폐기물이 놓이는 도시 공간을 관찰하기 위해 주거환경 이렇게 세 

측면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4.2.1 주거환경 

단독, 다세대 주택 지역에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곳은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도로 위, 골목 끝 등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도로 위에 

아무렇게 쌓여 있는 생활폐기물은 서울 48%의 단독, 다세대 주민들뿐만 

52%의 아파트 주민들까지도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도시 공간에 

얼마나 쌓이고 있는지 어떻게 쌓이고 있는지 주거환경 측면에서 

관찰하였다.  

 

(1)  남성역 가는 길 

 남성역 가는 길에 있는 두 군데 거점 지역(위치 1, 위치 2))을 요일에 

상관없이 1:30PM(±1 시간)에 관찰하였다. 이 시간은 쓰레기 

배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동네, 주거환경이 깨끗해야 한다. 이곳의 

생활폐기물 배출일은 월, 수, 금이고 배출시간은 저녁 6PM-9PM 이기 

때문에 요일에 상관없이 1:30PM 에는 깨끗해야 하는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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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남성역 가는 길 관찰 장소 

 

[그림 12] 남성역 가는 길 12 일간 관찰 

위치 1 은 언덕길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건물의 입구 옆이며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때 내놓는 곳이다. 이곳은 배출일 및 배출시간에 

생활폐기물을 내어 놓는 곳으로 이용될 수 있는 내 집 앞이다. 그러나 

배출일, 배출시간 상관없이 관찰하는 12 일 내내 생활폐기물이 쌓여 

있었다.  

위치 2 는 큰 길과 골목이 교차하는 곳으로 암묵적 거점수거 지역이다. 

길이 교차하고 전봇대가 서있으며 쓰레기 버리는 곳이 아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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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문이 붙어있다. 생활폐기물 배출일이나 아닐 때나 쓰레기가 쌓이면 

안되는 공공장소이다. 이곳은 상습 민원지역으로 관찰 12 일 중 2 일 

동작구 단속반과 주민들이 나와 단속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관리 덕분인지 12 일 중 마지막 이틀은 이곳에 쓰레기가 쌓여 있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남성역을 가기 위해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항상 쓰레기가 쌓여 있는 모습 마주하여야 한다.  

 

(2)  체육관 가는 길  

 

[그림 13] 체육관 가는 길 관찰 장소 

체육관 가는 길에 있는 네 군데 암묵적 거점수거 지역을 생활폐기물 

배출일, 배출시간인 월, 수, 금요일 8:30PM 에 관찰하였다. 폐기물 

배출시간이 9 시까지이기 때문에 배출일에 얼마나 폐기물을 내놓는지 알 

수 있었다. 위치 3 은 골목과 큰길이 만나는 코너이고 위치 4 는 다세대 

주택 앞이며 위치 5 는 인도 한 가운데이며 위치 6 또한 골목과 큰길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전봇대 주변이다. 배출일 월, 수, 금 중에 주말이 

지나고 난 월요일이 다른 날에 비해 폐기물의 양이 조금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34 

 

[그림 14] 체육관 가는 길 6 일간 관찰 

그렇지만 생활폐기물 배출행태를 관찰해 본 결과 배출 장소가 

바뀌거나 배출양이 대체로 비슷하고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 

점에서 각 배출장소마다 버리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 지속적으로 그곳을 

생활폐기물 배출장소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길에 

쌓여있는 생활폐기물은 배출일 여부와 관련없이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노출되어 쾌적하지 못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단독, 다세대 주택 주민뿐만 

아니라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불쾌감을 유발한다.  

4.2.2 수거자 

길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과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은 

다르다. 길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은 구청에서 직접 고용된 

직원이고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은 구청과 계약한 

민간업체에 소속된 직원이다.   

동작구청과 계약을 맺은 민간 폐기물 수거업체는 총 5 개인데 그 중 

㈜A 환경은 사당 1,3,4,5 동 담당이다. 월, 수, 금은 사당 3,5 동 수거를 

일, 화, 목에는 사당 1,4 동 수거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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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현장답사  

㈜A 환경의 생활폐기물 수거 작업 업무에 대한 인터뷰 및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19   

 

[그림 16] 수거업체 지목 암묵적 거점 장소 

                                            
19 ㈜A 환경 엄** 이사, 인터뷰 및 현장조사, 2017 년 5 월 1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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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암묵적 거점 지역  

그림 16 에서 파란 선은 ㈜A 환경이 사당 3 동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때 

이동하는 차량동선이다. 파란 동그라미는 생활폐기물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암묵적 거점 장소로 쓰레기가 쌓이는 곳이라고 지적한 곳이다. 

계절에 따라 주민들의 민원여부에 따라 이 장소가 변할 때가 있기는 

하지만 한번 정해진 장소는 그곳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도, 단속을 

강화하여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문전수거를 하기 때문에 

수거차량이 모든 골목을 다 들어갈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쓰레기를 

적치할 수 있는 중간 거점 지역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환경미화원들이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도 중간 거점 지역이 필요하고 주민들도 내 

집 앞에 쓰레기가 쌓이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암묵적인 거점수거 

지역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었다.  

㈜A 환경과 함께 조사하게 된 이유는 주민들이 거점으로 모으는 곳과 

미화원들이 거점으로 모으는 곳이 다르리라 생각했지만 대부분이 겹치고 

오히려 주민들이 미화원이 모으는 거점 장소에 더 갖다 놓아 그 용량이 

커질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미화원이 모으는 거점 

장소는 계절마다 변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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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동작구 클린하우스 정거장 

사당 3 동에 그림 17 과 같이 한군데에서 클린하우스 정거장이 

운영되고 있었다. 사당 4 동에도 하나의 클린하우스 정거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깨끗하게 쓰레기를 모을 수 있는 거점수거에 대한 

필요성을 지자체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A 환경 측에 의하면 클린하우스 정거장은 환경미화원들이 

가져가기도 용이하지 않고 또한 쓰레기통 입구도 작아서 사람들이 잘 

분류해서 버리지 않아 일이 더 복잡해진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잘 

모으고 쉽게 수거하기 위한 클린하우스 정거장이 적극적으로 이용되지 

않아 안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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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  

㈜A 환경의 생활폐기물 수거관련 직원은 2017 년 5 월 현재 19 명으로 

기사 7 명, 미화원 9 명, 대형폐기물 수거 기사 및 민원처리반 미화원이 

3 명이다. 업무가 시작되면 환경미화원이 각 지역에 세워 둔 손수레를 

끌고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골목에 들어가 각 집 앞에 쌓여 있는 

쓰레기를 담아 차량이 다니는 큰길에 정리하여 적치한다. 큰 길에 쌓아 

놓으면 폐기물 수거 차량이 와서 수거해간다. 동작구의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은 대부분 2.5 톤규모이다. 그 이유는 동작구에 좁은 골목이 

많고 구릉지가 많아서 큰 차량으로는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수 없다.   

 

(3)  업무 

 일반적으로 음식물, 재활용, 일반 쓰레기 순으로 수거를 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음식물 쓰레기가 가장 냄새가 나고 늦게 가져가거나 모두 

수거하지 않았을 때 민원이 들어오는 주요인이기 때문이다.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는 압축진개차를 이용하여 수거한다. 재활용 쓰레기는 

한꺼번에 트럭에 실린다. 단독, 다세대 주택에서는 봉투마다 재활용 

쓰레기 종류별로 분리하여 쓰레기를 배출해도 수거할 때 이미 한번 

섞인다. 섞인 재활용 쓰레기 적환장에서 다시 분리되고 있는 것이다.  

㈜A 환경은 주민들로부터 수거한 폐기물을 모아서 일반 쓰레기를 

흑석동 적환장, 음식물 쓰레기는 노량진 적환장, 재활용 쓰레기는 

흑석동 적환장 반대편에 위치한 흑석동 재활용 적환장까지 운반한다.  

폐기물이 가장 많이 수거되는 요일은 월, 수, 금 수거일인 지역은 

주말이 지난 월요일이며 화, 목, 일 수거일인 지역은 주말인 일요일 

가장 폐기물 배출이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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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수거업체 업무 순서 

(4)  수거차량 및 수거노선 

 다음은 2013 년 9 월 현재 사당 3 동을 중심으로 한 ㈜A 환경의 

수거차량과 수거 노선이다. 수거노선은 각 차량이 수거하는 동선과 시간, 

이동거리를 나타낸다. 팀별 작업표는 미화원과 수거차량 기사가 만나기 

전에 미화원과 기사가 할 일, 수거할 곳, 집하, 상차, 집합시간을 

알려주고 있다. 미화원이 수거차량이 수거를 시작하기 2-3 시간 전부터 

집 앞에 생활폐기물을 거점수거 지역에 집하해 놓으면 21 시 이후부터 

차량이 상차작업을 시작한다. 차량은 생활폐기물 종류별 두 대씩이다.  

아파트 지역과 단독, 다세대 주택 지역을 모두 담당하는 일반 쓰레기 

노선의 상차하여 적환장까지 가는 횟수가 많고 이동거리가 가장 길다. 

재활용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와 달리 압축되지 않고 

수거되기 때문에 트럭이 금방 차서 적환장을 향한다. 음식물 쓰레기는 

한번에 수거하는 양이 많아서 하루에 차량 한대당 두번 노량진 음식물 

적환장으로 운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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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 쓰레기 수거노선  

<표 3> 일반 쓰레기 수거노선 

차량 시간 구역 지역 이동거

리 

차량1 21:30 

~23:00 

사당3

동 

파크랜드일대 남성초교일대 삼성래

미안A 롯데A 흑석동집하장 

60km 

23:20 

~24:50 

대림아파트 백두산사우나일대 홈플

러스일대 흑석동집하장 

01:30 

~03:30 

고운약국일대 약수터일대 리가 

삼일초 성광교회 흑석동집하장 

04:00 

~06:00 

사당

1,3동  

정이가네일대 땡초일대 이수, 사당

가로 일방통행길 흑석동집하장 

차량2 21:30 

~23:30 

사당

3,5동 

사당자이A 삼호A 오네뜨A 대아

1,2차 흑석동집하장 

65km 

23:50 

~01:30 

4동주민센터 사당중학교  3동주민

센터 두산위브A 흑석동집하장 

01:50 

~03:30 

시장길 제일아파트 성당길 갑을

명가A 흑석동집하장 

03:50 

~05:30 

사당5

동 

5동꼭대기 장은해그린 GS25편의점

 사무실뒷길 가로 흑석동집하장 

 

② 음식물 쓰레기 수거노선 

<표 4> 음식물 쓰레기 수거노선 

차량 시간 구역 지역 이동거

리 

차량

3 

21:00 

~02:00 

사당 

3,5동 

경남A1,2차 현대A1,2차 두산A 제

일A 남해오네또A 양지공원, 224번지

 노량진정수장 

52km 

02:20 갑을, 삼호, 장은, 자이A 천주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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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0 남성연립 108번지 202번지 228번

지 3,5동가로 노량진정수장 

차량

4 

22:00 

~01:40 

사당

3동 

유진학원 GS25 141,146번지 

161,164번지 성광교회 이수역리가

A 롯데A 170번지 175번지 180번

지 

55km 

02:00 

~04:50 

삼성A 대림A 3동가로 이수자이

A 1동가로 노량진정수장 

 

③  재활용 쓰레기 수거노선 

<표 5> 재활용 쓰레기 수거노선 

차량 시간 구역 지역 이동거

리 

차량

5 

21:00 

~23:00 

사당

3,5동 

181번지일대 흑석동집하장 50 

~60km 

23:20 

~01:00 

사당문화회관 천주교 일대 흑석동

집하장 

01:20 

~03:00 

3동220번지 현대2차A 흑석동집하

장 

03:20 

~05:40 

1,3,5동 가로 흑석동집하장 

차량

6 

22:00 

~24:00 

사당

3동 

219번지 262번지 대림프라자 홈

플러스 흑석동집하장 

60km 

24:40 

~01:40 

신일교회 150번지 141번지 161번

지 162번지 흑석동집하장 

02:20 

~03:20 

175번지 180번지 삼성래미안상가 

흑석동집하장 

04:00 

~06:40 

176번지 178번지 163번지 162번

지 가로길 156번지 흑석동집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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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팀별 작업표 

<표 6> 팀별 작업표 

종류 차량 3,5동 수거 및 집하시간 상차시간 및 집

합장소 

비고 

일반 쓰

레기 

차량

1 

18:30~23:00  

141번지, 162번지, 사당2

동 겅계선 

23:30~06:00  

세븐일레븐편의

점 앞에서 시작 

기사는 아파

트 상차작업 

차량

2 

19:00~23:30  

5동 동사무소, 동작고, 든

든한교회, 220번지, 현대

A, 사당문화회관, 현대자

동차 

24:00~06:00 

사무실앞 시작 

기사는 아파

트 상차작업 

음식물 

쓰레기 

차량

3 

17:30~20:30  

대림A, 롯데A, 버스종점, 

180,160번지 일대 

21:00~05:00  

삼광교회에서 

만나서 시작 

1,4동 음식

물상차 3,5

동 종량제상

차 

차량

4 

19:00~23:00  

5동 202번지 사당문화회

관 

22:30~05:00  

사무실 앞 시작 

기사는 아파

트 상차작업 

재활용 

쓰레기 

차량

5 

18:30~21:30  

180, 181번지, 상도중학교 

22:00~05:00 

대신택배 앞에

서 시작 

기사는 지역

상차작업 

차량

6 

21:30~06:30 

3동은 바로 상차작업함 

21:30~06:30 

럭키할인마트에

서 만나서 시작 

기사는 지역 

상차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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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일반 쓰레기 수거차량 

 

[그림 20]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그림 21] 재활용 쓰레기 수거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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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환장 

① 흑석동 생활폐기물 적환장 

흑석동 생활폐기물 적환장은 흑석 빗물펌프장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22] 흑석동 생활폐기물 적환장 

  

[그림 23] 일반 쓰레기 퇴출구 및 컨테이너 

수거차량으로 압축하여 모아온 일반 쓰레기는 그림 23 과 같이 

퇴출구를 통해서 큰 컨테이너에 옮겨진다. 컨테이너가 가득 차면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출발한다. 컨테이너를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옮기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다.    

 

② 흑석동 재활용 쓰레기 적환장(공식명칭: 재활용선별흑석사업장) 

흑석동 재활용 쓰레기 적환장은 흑석역과 한강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재활용 폐기물 적환장에 쌓여있는 재활용 쓰레기들은 동작구의 단독, 

다세대 주택 주민들이 폐기한 재활용 쓰레기이다. 아파트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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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는 종류별로 분류되어 바로 자원회수 업체가 수거해 가기 때문에 

또다시 재활용을 선별할 필요가 없다.   

적환장에 쌓여 있는 재활용 쓰레기는 적환장 운영 인력이 재활용을 

품목별로 분류하고 재활용, 에너지화 할 수 있는 것과 일반 쓰레기를 

분리한다. 이 작업은 시간 소요가 많이 될 뿐만 아니라 재활용할 수 

있는 양도 많지 않아 대다수의 재활용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된다고 한다. 재활용 폐기물의 규모가 상당해 재활용 폐기물 

적환장에서 소화하지 못한 양을 노량진 음식물 쓰레기 적환장으로 옮겨 

놓았다. [그림 25]  

  

[그림 24] 흑석동 재활용 쓰레기 적환장 적치 재활용 쓰레기 

 

③ 노량진 음식물 쓰레기 적환장(공식명칭: 동작구 환경지원센터) 

노량진 음식물 쓰레기 적환장은 노량진역 뒤쪽에 위치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도 일반 쓰레기와 마찬가지로 음식물 쓰레기를 실은 

차량이 퇴출구를 통해 컨테이너 싣는다. 컨테이너가 차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으로 옮겨 자원화 한다.  노량진 음식물 쓰레기 적환장은 

규모가 커서 재활용 폐기물 적환장에서 소화하지 못한 재활용 쓰레기를 

적치하고 동시에 동작구의 쓰레기 수거차량의 주차장으로도 함께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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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노량진 음식물 적환장 적치 재활용 쓰레기 

  

[그림 26] 음식물 쓰레기 퇴출구 및 컨테이너 운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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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배출자 

 

[그림 27] 관찰 암묵적 거점지 위치 

 

[그림 28] 관찰 방향 및 주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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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사당 3 동의 암묵적 거점수거 지역 중에 한 거점 지역을 

선택하여 2017 년 5 월 23 일 월요일 12 시부터 24 시까지 12 시간동안 

관찰하였다. 

  

[그림 29] 관찰 암묵적 거점지 및 연결 골목 

 그림 29 는 암묵적 거점수거 지역 관찰 시 가장 주목했던 골목이다. 

오른쪽 사진은 해가 진 다음 암묵적 거점지역을 바라본 모습이다. 관찰 

암묵적 거점지는 주거환경 분석 시에 관찰했던 암묵적 거점수거 지역 

중에 하나이다.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배출자의 

움직임과 버리는 생활폐기물의 종류를 알 수 있어 이곳을 심층관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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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관찰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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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언제 어디에 무엇을 버리는지 집중해서 12시간 관찰을 

진행하였다. 한 결과 배출시간은 저녁 6시부터지만 관찰이 시작하는 

12시부터 폐기물이 쌓여 있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서 볼 것은 5시 44분에 미화원이 다른 

골목에서 손수레에 모아온 쓰레기를 거점 장소에 쌓아 두면서 거점장소 

폐기물의 양이 급속도로 늘기 시작하였다. 아래 사진을 보면 폐기물이 

느는 속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종이나 병 수거하시는 분들이 자주 

거점장소를 들러 필요한 재활용 쓰레기를 걷어갔다. 10시 48분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이 와서 음식물 쓰레기를 모두 가져가고 11시 

32분 일반 쓰레기 수거 차량이 와서 일반 쓰레기를 모두 수거해가고 

11시 34분 재활용 쓰레기 수거차량이 와서 재활용 쓰레기를 모두 

수거해갔다. 그러나 재활용 쓰레기차의 미화원들은 검정색 봉투에 버린 

음식물 쓰레기 봉투 3개는 재활용 쓰레기가 아니라며 두고 갔다.  

 12시경 1차 수거 이후 폐기물 수거차량이 다른 수거차량이 

한번씩 더 돌면서 골목에 남아있는 쓰레기를 확인하고 수거해간다. 

다음날 아침 8시반에 거점 장소에 갔을 때 남아있던 무단 음식물 

쓰레기까지 없어졌다. 관찰이 끝난 12시 이후에 수거차량이 한번 더 

동네를 돌면서 쓰레기를 수거해간다는 것은 ㈜A환경 수거노선을 보면 

확인할 수 있고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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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시간별 암묵적 거점수거 지역 현황  

 

[그림 32] 배출자들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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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수거지역에 폐기물의 움직임 총 71번있었다. 지나가던 

행인이 들고 있던 병이나 쓰레기를 버린 횟수는 9번으로 12.7%이다. 

주민이 집에서 나와서 일반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 횟수는 10번으로 14.1%에 해당한다.  

주민이 일반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다시 

집으로 복귀한 경우는 46번으로 64.8%에 해당한다. 팔기 위해 

쓰레기를 주워 가거나 재활용 쓰레기 중에서 자신이 가져가서 쓰기 

위하여 주워 간 경우가 6번으로 8.5%이다 팔기 위해 병이나 폐지 등을 

주어간 경우 5번 있었는데 손수레를 이용하기도 했고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민간 전문 수집인도 있었다.  

<표 7> 배출자들 움직임 

배출자들 움직임 분류 횟수 퍼센트 쓰레기량 

지나가다가 쓰레기를 버린 사람 행인 9 12.7% + 

집에서 나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다

른 곳으로 이동 

주민 10 14.1% + 

집에서 나와 쓰레기를 버리고 복귀

함 

주민 46 64.8% + 

팔기 위해 폐지나 병 수집  주민 혹은 

외부인 

5 7.1% - 

재활용 쓰레기 중에 자신이 가져가

서 쓰기 위해 주워간 경우 

주민 1 1.4% - 

 

 해당지역은 차도 및 버스가 지나가는 길이라서 사람들이 쓰레기 

더미 옆에 바짝 붙어서 걸어야 한다. 지나가면서 쓰레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불평을 하거나 유심히 쳐다본 경우가 2번이며 재활용 

쓰레기 수거차량이 왔을 때 주민들의 쓰레기 배출시 많이 관찰되었던 

재활용 박스는 종이는 팔기 위해 사람이 수거해 가서 거의 없었다.  



 

 53 

 암묵적 거점 지역에 배출자 중에 해당 골목의 주민이 아닌 

경우는 단 한 번이었다. 209번지 빌라의 주민이었는데 209번지 앞에도 

주민들이 배출한 쓰레기가 있었다. 그러나 그 주민은 집 앞에 버리지 

않고 멀리 걸어와서 거점장소에 버리고 있었다. 이 주민 이외에는 

관찰한 골목에 사는 주민들이 쓰레기를 가지고 나와 거점장소에 버렸다. 

그 골목은 차량 두대가 겨우 들어가는 곳이라 한쪽 편에 주차를 해 

놓으면 한쪽으로 차량이 지나가야 해서 집 앞에 쓰레기를 배출할 수 

없는 구조였다. 또한 골목의 끝에 있는 집은 거점장소와 69미터가량이 

떨어져 있는데 가까이에 있는 반대편 골목 끝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필자가 관찰한 거점장소까지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었다. 이 골목 

주민들은 해당 거점장소가 본인들의 쓰레기 버리는 장소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항상 엄청나게 많은 양의 쓰레기가 쌓여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와서 쓰레기를 배출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해당 골목 주민들만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었다.   

 

4.3 분석결과 

4.3.1 수거 공간 분석 

(1)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 

쓰레기가 쌓여있는 골목을 보면  ‘깨진 유리창 이론’
20 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길을 가던 행인이 손에 들고 

                                            
20 Kelling, George L.; Wilson, James Q. 1982, 『 Broken windows: the 

police and neighborhood safety』Atlantic Monthly. 249(3):29–38 

'깨진 유리장 이론' 즉,  Broken Window Theory 은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James Q. Wilson)과 조지 켈링(George L. Kelling)이 1982 년 3 월에 월간 

아틀란틱[1]에 공동 발표한 '깨진 유리창(Broken Windows)'이라는 글에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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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쓰레기를 쓰레기가 모여 있는 곳에 버리는 것은 ‘깨진 유리창 

이론’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방치해둔 깨진 유리창이 사회의 무질서를 

부른 거처럼 쌓여있는 쓰레기는 또다른 쓰레기를 부른다. 하지만 단독, 

다세대 주택 지역 생활폐기물이 쌓여있는 암묵적 거점 장소는 ‘깨진 

유리창 이론’만으로는 완벽하게 설명될 수 없다. 암묵적 거점 장소에 

쓰레기가 쌓이는 것을 단지 누가 쓰레기를 버려놨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암묵적 거점 장소 생성 과정에서 버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수거해가는 사람도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즉, 시스템상으로 

암묵적 거점 장소가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이 

쌓여있는 것을 방치해둔 사회의 무질서라 하기 어렵다. 환경미화원과 

관련 공무원들은 이미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2) 취약한 공간(Vulnerable space) 

생활폐기물이 쌓이는 암묵적 거점 장소가 생성될 때 Oscar 

Newman 의 방어공간(defensible space) 21 의 반대 개념인 취약한 

공간(vulnerable space) 이 선택될 것이라 예상했다. 취약한 

공간(vulnerable space)이란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공간을 말하고 

방어공간(defensible space)이란 범죄가 쉽게 일어나지 않도록 고안된 

주거 환경 공간을 가리킨다. 방어공간을 만드는 것은 영역성, 자연적 

감시, 명확한 이미지이다. 공간에 대한 영역성을 부여하고 자연적 

감시와 명확한 이미지로 영역성을 강조함으로써 방어공간을 강화 시킨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했다간 나중엔 지역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론이다. 
21 Oscar Newman, 1973, 『 Defensible space : crime prevention through 

urban design』,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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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공간이란 영역성이 부재하고 사람들의 감시를 받지 않으며 

명확한 이미지가 없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암묵적 거점 장소는 공공장소에 존재하며 전봇대 및 벽 등 

지지할 곳은 영역성의 단초를 마련한다. 암묵적 거점 장소는 또한 

어두운 장소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길거리에 존재하고 

주민들도 쓰레기를 들고 길거리로 기꺼이 나오기 때문에 자연적 감시가 

존재한다.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등의 경고문은 그 이미지를 더 

명확하게 해준다. 이에 따라 암묵적 거점 장소는 취약한 공간에 

생성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3, 그림 34 는 암묵적 거점 

장소에 쌓인 쓰레기가 도로 위에서 길이 5.2m, 높이 1.3m, 가로 

1.6m 를 차지함을 나타내고 있다.  

암묵적 거점 장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성격을 정의한 

적극적인 영역성과 적극적인 감시, 긍정적인 이미지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지자체에서는 간헐적인 단속반을 배치하거나 화분을 놓는 

등 소극적인 감시와 소극적인 이미지 변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림 33] 사당 3 동 암묵적 거점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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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사당 3 동 암묵적 거점 측면 

4.3.2 수거 시스템 분석 

(1) 환경미화원의 수거 메커니즘 

법률에 의하여 문전수거가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문 앞에 

생활폐기물을 내 놓아야 한다. 환경미화원은 수거차량이 수거하기 위해 

운행하기 전에 문 앞에 내 놓은 생활폐기물을 손수레로 끌어 모아 

수거차량이 와서 바로 가져갈 수 있게 큰길 가에 적치한다. 적치해둔 

쓰레기 위로 주민들이 생활폐기물을 폐기한다. 각 가정의 문 앞과 

암묵적 거점 지역에 동시에 쓰레기가 쌓인다. 환경미화원은 수거차량이 

도착하면 암묵적 거점 지역에 적치한 쓰레기를 차량으로 옮기고 

손수레로 담아 옮기지 못한 각 가정의 문 앞 쓰레기를 또다시 수거하기 

위하여 골목을 훑는다. 문전수거로 인해 환경미화원들은 골목을 최소한 

두번씩 다니면서 비효율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수거한다. 또한 골목 

안으로 차가 지나다니는 경우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경우 집 앞에 

쓰레기를 놓으면 환경미화원들이 주차되어 있는 차 뒤 등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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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숨바꼭질 하듯 찾아야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문전수거는 

주거환경에도, 주민에게도, 환경미화원에게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림 35] 단독, 다세대 주택지 생활폐기물 수거 메커니즘 

(2) 암묵적 거점수거 지역을 대하는 주민들의 행태 

현장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본 암묵적 거점수거 지역을 대하는 

주민들의 행태는 다음과 같다.  

 환경미화원이 수거할 수 있게 쓰레기를 드러나게 내 놓는다.  

 쓰레기를 타인의 소유가 장소에 두어야 죄책감을 덜 느낀다.  

 버리는 곳으로 정해진 곳에 계속 버린다. 

 버리는 사람은 유동적이지 않고 정해져 있다.  

 환경미화원이 쓰레기를 모아 놓은 곳에 버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집 앞이라는 의미가 내 집 문 앞으로 한정하는 것이라 가까이 

가서 버릴 수 있는 곳이면 집 앞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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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수거 공간 및 시스템 개선안 

 

95 년부터 골목 주택가에 쓰레기통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22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큰길가인 경우는 

문전수거가 큰 문제 없으나 주택 밀집지역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가 

불편하다. 수거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곳에 쓰레기를 모아 놓아야 

하는데 그 장소가 마땅치 않다.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쓰레기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다. 20 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쓰레기 수거의 문제점은 공간의 부재, 

관리의 부재, 추적의 어려움으로 생겨난 것이다. 발전된 기술로 이 

3 가지를 해결하는 새로운 시스템과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다. 

단독, 다세대 주택 지역의 생활폐기물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정책적 

변화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또한 이 문제는 단속이 철저하지 않은 

지자체 만의 책임 혹은 암묵적 거점 지역을 만들고 그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단독, 다세대 주택 지역의 주민만의 책임이 아니다. 지자체, 주민, 

공동체 모두 관심과 책임이 동반되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쓰레기 종량제 사용과 주민, 주거환경에 개선 및 환경미화원의 효율적 

업무 개선을 위해 문전수거 대신 거점수거시설 설치를 제안하며 

거점수거의 양성화, 공식화를 제안한다. 단독, 다세대 주택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거공간에 관련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공간관리 제안, 공공행정 제안, 수거시설 제안이 필요하다.  

                                            
22 “골목 주택가 쓰레기 별도 수거통 마련을”, 한겨레,1995.06.27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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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공간관리 제안 

5.1.1 거점수거 공간 마련 

단독, 다세대 주택 지역에도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이 설치되거나 

거점수거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이나 법이 

필요하다. 특히 단독, 다세대 주택지역을 재개발하거나 도시정비, 

도시재생 하는데 생활폐기물 관련 정책과 법이 빠져 있는 경우가 대다수 

이다. 서울시가 행했던 재개발 정책 중에 유일하게 휴먼타운 정책에서 

단독, 다세대 주택 지역의 쓰레기 문제에 대해 고려하고 쓰레기통 

디자인 방안까지 제시하였다.  

새롭게 정비되는 단독, 다세대 주택 지역에는 아파트와 같이 

생활폐기물 거점수거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관리에 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간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곳에는 생활폐기물을 

올바르게 수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거점수거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5.1.2 거점수거시설 이용 범위 지정 

거점수거시설의 도입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거점수거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범위를 나누고 어떤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배출하는 사람과 제대로 배출했는지 

추적하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가이드가 마련된다.  

현황조사에 의하면 골목을 공유한 주민들이 이용한 암묵적 거점 

장소는 한 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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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단독, 다세대 주택의 입구방향 및 범위 구분 

골목길은 개인간, 이웃간 혹은 집단 간의 경계를 분명히 해주는 

영역성이 존재한다.23 골목길은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가사생활이 연속된 

장' 사회기반시설로서 '서비스 공간'을 담당하고 있다. 24   단독, 다세대 

주택 지역은 건물이 어떻게 놓였는가 보다 입구가 향한 방향이 어떻게 

다른가에 따라 공유하는 골목이 달라진다. 주택의 입구가 향해 있는 

방향에 따라 공유하는 골목을 기준으로 블록을 나누고 관리하면 단지를 

                                            
23 A.Rapoport, 1969, 『House Form and Culture』, Prince-Hall. Inc. p.80 
24 신용재, 1991 『도시주택지 골목공간의 장소적 성격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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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고 있는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정책이나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최대한 정책의 저항성을 덜 받고 거점으로 쓰레기를 모으기 위해서는 

현재 위치한 암묵적 거점수거 지점을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자연적이고 임의대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거점수거시설이 소화 가능한 

주거의 수가 정해지고 배출과 수거가 용이한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5.2공공행정 제안 

본 연구에서 하는 제안은 수거시설에 대한 새로운 제시나 공간관리 

제안에 그치지 않고 행정적인 제안이 첨가가 되어야 한다. 법적으로 

문전수거가 원칙으로 정해져 있는 바 행정적인 도움 없이는 새로운 

거점수거시설은 공식적으로 설치될 수 없고 인정을 받을 수 없다.  

5.2.1 세금혜택 

현재는 암묵적 거점수거로 피해 받는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들여 

CCTV 를 설치하고 경고문을 내 걸고 있지만 소용이 없다.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에게 지자체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거점수거시설은 공공장소에 설치가 될 것이지만 상황에 따라 

거점수거시설 설치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가정이 있을 수 있다. 

거점수거시설의 설치는 공식적인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주민에게 세금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  

주민들의 거점수거시설 이용에 따른 혜택도 주어지게 된다. 배출일과 

배출시간에만 활성화되는 QR 코드 생성기 등으로 배출 횟수를 추적하여 

성실배출 주민에게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10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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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배출하면 20L 쓰레기봉투 혹은 1L 음식물 쓰레기 봉투 10 개를 

동사무소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5.2.2 단속 

거점수거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주민이 

배출한 것인지 아닌지 쉽게 구분 가능하다. 그리하여 CCTV 단속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5.3수거시설 제안 

단독, 다세대 주택 지역에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파트와 같은 형태의 쓰레기통을 사용한다면 쓰레기통이 생기기 

이전보다 그 공간에 대한 관리가 더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거점수거시설은 필요할 때 공간이 마련되고 평소에는 그 

공간은 주차 등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아무것도 남기지 않도록 한다. 

앞서 언급한 거점수거시설에 적극적인 영역성, 적극적인 감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각종 기술을 

접목하였다. 주민들이 쉽게 이용하고 주거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환경미화원들의 비효율적 업무를 줄여 주기 위한 

거점수거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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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거점수거시설 

6.1 개념 

단독, 다세대 주택 지역에 생활폐기물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수거시설을 제안한다. 다기능 폐기물 거점수거시설을 고안해냈다. 

아파트와 다르게 단독, 다세대 주택 지역에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현재 아파트에서 쓰이고 있는 

쓰레기통을 단독, 다세대 주택 지역의 한 골목 한구석에 놓게 되면 지금 

골목에 쓰레기가 쌓이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쓰레기 

버리는 사람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게 되고 쓰레기통 주변은 관리가 불가하게 된다.  

제안하는 단독, 다세대 주택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거시설은 관리 및 

공간의 기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쓰레기를 버리는 배출 요일과 시간에만 

공간이 만들어지도록 한다. 수거시설은 전봇대나 벽에 설치될 수 있다. 

평소에는 폴대가 접혀 있어서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가 타이머와 

모터를 이용하여 배출 요일과 시간에만 펼쳐져 생활폐기물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관리를 위해서는 감시와 혜택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생활폐기물을 

담는 공간뿐만 아니라 CCTV, 로고젝터, 인체감지스피커 등이 부착된다. 

CCTV 는 감시를 담당하고 로고젝터는 해당 폐기물이 무엇인지와 

그곳에 버릴 수 있는 해당 주거들을 알려준다. 인체감지스피커는 사람이 

생활폐기물을 버리러 다가왔을 때 기분 좋은 음악과 멘트가 나오면서 

감시와 혜택 두가지를 동시에 얻게 된다.  

혜택에 대한 기능을 추가로 부여하기 위하여 타이머와 모터를 

비롯하여 CCTV, 로고젝터, 인체감지스피커 등을 작동시키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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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시설이 독립적으로 에너지를 생성해야 한다. 수거시설이 제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태양열 패널을 이용하여 에너지 공급하는 부분을 

만들었다. 태양광 패널 아래 남는 공간에는 앞서 언급한 기능을 

삽입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쓰레기통이 될 수 있다.  

 

6.2 구조 및 상세 설명 

6.2.1 구조 선정 및 목표 

 공간을 생기게 했다가 줄어들게 하는 것이 컨셉이기 때문에 기계적인 

구조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접었다 펼치면서 공간을 만다는 

구조는 튜브구조, 우산구조, 멤브레인 구조, 부채 구조, 스프링 구조, 

아코디언 구조, 라이트 구조 등이었다. 일시성, 동기부여, 설치 자유도, 

가격, 확장성, 설치분리편의성, 디자인, 기능, 유지보수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우산 구조를 선정하였다.  

<표 8> 단독, 다세대 주택 다기능 폐기물 거점수거시설의 목표 

제품 설명 

• 다기능 폐기물 거점수거시설 

 (Waste bin & Reward function) 

 : 로고젝터, 인체감지센서, 스피커, 타이머 

• 모듈 제품 

핵심 비즈니스 

목표 

• 깨끗하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생성 

• 환경미화원 보조 

• 최초의 자동 다기능 폐기물 거점수거시설 

• 주민들에게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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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장 • 단독, 다세대 주택 지역 주민들 

부수적인 시장 • 공공장소 

추정 및 제약 
• 행정적인 협조 요함 

• 주민들의 협조. 요함 

이해당사자 주민, 구청,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6.2.2 하단부 

 

[그림 37] 다기능 폐기물 거점수거시설 하단부 닫힘(좌) 열림(우) 

하단부에는 우산 구조를 이용하여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 

폴대 끝을 와이어가 잡고 있고 모터에 의해 와이어가 당겨지면서 부피가 

줄어들고 와이어가 풀어지면 부피를 만든다. 와이어와 모터가 연결되어 

있어서 자동적으로 폴대가 움직인다. 

상단부 

하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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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에 연결되어 있는 주간타이머에 의해 생활폐기물 배출요일과 

시간에 맞춰서 하단부에 공간이 마련된다. 모터는 기둥 안에 존재하며 

와이어는 풀리를 통해서 모터로 이어진다. 풀리를 통해 와이어가 가운데 

파이프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는 감속기와 모터가 연결되어 있어서 

와이어가 감길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리미트가 기둥과 댐퍼 부분에 

설치되어 폴대가 다 접히거나 펼쳐졌을 때 모터를 멈출 수 있게 하였다. 

폴대 사이에 체인들이 체결되어 있어 쓰레기 봉지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한다. 부가적인 브라켓을 이용하여 기둥과 전봇대 혹은 벽에 

고정될 수 있도록 한다.   

 15 년도 1 인당 1 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0.97kg 이며 서울의 1 인당 

1 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0.92kg 이다. 25 무게에 대한 통계는 있지만 

부피에 대한 통계는 없기 때문에 앞서 진행한 현장 조사 내용을 토대로 

부피를 산정하였다. 현장조사에 의하면 일반종량제 쓰레기 20L 짜리 

19 개 즉 380L 정도가 하루에 버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폴대의 

길이와 각도를 정하여 3 개의 폴대를 가지고 있는 시제품은 354 리터의 

쓰레기를 담을 수 있다. 모듈 하나에 일반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중 한 종류만 담도록 하여 쓰레기가 섞이지 않도록 한다.  

 

[그림 38] 안전 댐퍼 

 

                                            
25 환경부, 2016,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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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풀리와 모터, 감속기 상세 

<표 9> 하단부 파트리스트 

번호 파트 이름 상세 수량 단위 비고 

1  스테인레스 스틸 파이프 100×100×100  
 

mm 기성제품 

2  스테인레스 스틸 파이프 40×40×400 2 mm 기성제품 

3  스테인레스 스틸 와이어 Φ2 12 m 기성제품 

4  풀리 
 

6 EA 기성제품 

5  플라스틱 체인 
 

5 m 기성제품 

6 
 전봇대나 벽에 채결하는 

스테인레스 스틸 브라켓  
3 SET 제작 

7 
 태양열 패널에 채결하는 

스테인레스 스틸 브라켓  
1 SET 제작 

8  기타 파트(힌지, 댐퍼 등) 
 

1 SET 기성제품 

9  DC 모터 12V / 6~10W  1 EA 기성제품 

10  감속기 1:20 1 EA 기성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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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와이어 릴  1 EA 기성제품 

12 모터와 와이어를 잇는 지그  1 SET 제작 

 

6.2.3 상단부 

(1) 태양광 패널 

 수거시설이 독립적으로 에너지를 생성하고 사용하기 위하여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를 이용한다. 폴대를 펴고 부수적인 기능들이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는 적은 전력을 필요로 하지 때문에 충분히 햇빛을 

받기 위해서 방향을 일부러 맞출 필요 없다.    

 

(2) 로고젝터 

 어떤 종류의 쓰레기를 버리는 곳인지 알려주며 어느 지역의 어느 

집부터 어느 집까지 해당 수거시설을 이용하여 생활쓰레기를 버리는지 

알려준다.  향후에는 추가로 로고젝터를 제작하여 광고나 주민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3) CCTV 

 CCTV 를 설치하여 해당 생활폐기물을 해당 수거시설에 버리고 있는지 

감시한다. 주민들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이 버리는 것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CCTV 는 수거시설 주변 주거환경을 감시하는 안전의 기능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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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체감지스피커 

 인체감지스피커는 사람이 생활폐기물을 버리러 다가왔을 때 기분 좋은 

음악과 멘트가 나오면서 감시와 혜택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인체감지는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코딩을 하였고 스피커와 연결하여 

인체감지가 되었을 때 스피커가 켜지면서 소리가 나도록 하였다.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어서 직접 녹음을 하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CCTV 는 1 차적인 감시 수단이고 쓰레기를 버릴 때 소리가 나게 되면 

주민들은 더 주의하며 쓰레기를 버리게 된다. 또한 지나가는 사람이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유도할 수 있다.  

 

(5) 주간타이머 

 주단위로 돌아가는 타이머로 배출요일 및 시간에 펴지고 닫히는 것을 

관장한다. 배출요일과 배출시간이 조정되었을 때 변경이 가능한 제품을 

부착하였다.  

<표 10> 상단부 파트리스트 

번호 파트 이름 상세크기 수량 단위 비고 

1  인체감지스피커 
 

1 EA 기성제품 

2  로고젝터 
 

1 EA 기성제품 

3  솔라 패널 키트 120W 1 SET 기성제품 

4  하우징 
 

1 EA 기성제품 

5  인버터 120W↑ 1 EA 기성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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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상단부 태양열 패널 및 리워드 시스템 

 

[그림 41] 인체감지 관련 아두이노 회로도(좌) 스피커 관련 회로도(우) 

 

[그림 42] 아두이노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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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실행 

6.3.1 시제품 제작 

시제품 제작 업체와 계약을 맺고 그림 43 과 같이 설계하고 그림 44 와 

같이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그림 43] 다기능 폐기물 거점수거시설 3D 모델링 및 설명 

   
[그림 44] 시제품 각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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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와 같이 시제품을 만들 때 하단부가 닫힐 때 폴대가 접히지 

않고 모터와 감속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와이어 길이가 안 맞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모터와 감속기를 조정하여 속도를 맞추고 와이어 

길이도 조정하였다. 그림 46 과 같이 폴대 중간 힌지부분이 접히면서 

무너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폴대의 힌지부분을 각도를 주고 고정하여 

폴대가 접히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렇게 되면 폴대를 접어도 기둥에 

폴대가 다 붙지 않게 된다. 그러나 공간을 차지하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대로 시제품 제작을 진행하였다. 그림 47 은 문제를 해결하고 

실행해본 모습이다.  

  

[그림 45] 폴대 멈춤 현상 [그림 46] 폴대 접힘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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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문제 해결 후 하단부 닫힘(좌), 펼침(우)  

6.3.2 시제품 설치 및 구동 

 태양열 패널과 하단부가 붙어있는 기둥과 태양열 패널 뒤에 붙는 

기계들을 따로 구성하여 서울대학교 캠퍼스 공터에서 조립을 하여 

기둥에 설치하였다.  

 
[그림 48] 수거시설 설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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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수거시설 설치 완료 

그림 50 은 주민이 다기능 폐기물 거점수거시설을 이용했을 때 구현한 

기능이 작동하는 것을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냈다. 그림 51 은 배출요일, 

배출시간에 다기능 폐기물 거점수거시설이 작동하는 모습이다. 

생활폐기물 수거시간은 각 시, 구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어두울 

때 배출하고 수거한다. 어두웠을 때 불빛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로고젝터는 큰 힘을 발휘하였다. 해당되는 생활폐기물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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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해당 가구들을 알려주는 큰 역할을 

하였다. 로고젝터로 ‘일반 쓰레기 해당가구: 9~25’라고 공지하고 있다. 

일반 쓰레기 버리는 곳이고 이곳에 버릴 수 있는 가구는 주소 9 번부터 

25 번까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52 는 주민들이 거점수거시설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모습이다. 이때 인체감지스피커 생활폐기물 배출자를 

인지함으로써 좋은 음악과 기분 좋은 말들로 인해 즐겁게 생활폐기물을 

버리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림 53 은 배출요일, 

배출시간이 아닐 때 수거시설이 닫혀있는 모습이다. 크리스마스 트리 

램프를 감아 사용해본 결과 골목에 새로운 역할과 공간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50] 다기능 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이용



 

 76 

 

 

   

[그림 51] 해당시간 시제품 구동 [그림 52] 해당시간 시제품 이용 [그림 53] 해당시간 외 시제품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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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한계 및 추가 기능 

6.4.1 한계 

(1) 디자인 부분에서의 한계 

① 와이어가 약하기 때문에 수거시설이 펴지고 닫힐 때 고장날 

우려가 있다.  

② 체인사이에 쓰레기가 빠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천막 구조로 

변경해야 한다. 

③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을 줄이고 기계가 고장 났을 때도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2) 수거시설 운영 부분에서의 한계 

① 자동으로 펴지기 전에 쓰레기가 놓여 있다면 기계가 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수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기 힘들다.   

②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수거시설이 마련된 주변이 또다시 

더러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③ 쓰레기를 담는 기능을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뤄지거나 

달려있는 제품들이 도난 당할 우려가 있다.  

④ 수거시설의 고장을 대비하여 관련 관리자가 있어야 한다.  

⑤ 전봇대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한전의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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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추가 기능 

(1) QR 코드 생성기 

해당 수거시설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주민들에게 버리면서 설치된 

QR 코드를 핸드폰으로 찍게 하여 횟수를 채우면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동사무소에서 받으러 갈 수 있도록 한다. QR 코드는 배출요일, 배출 

시간별로 달라진다.   

 

(2) LED 광고판 

폴대 부분에 LED 를 붙여 구청에서 알리고자 하는 공고나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다. 광고비를 받아 지자체의 수익으로도 쓸 수 있다.  

 

(3) 다양한 형태의 태양열 판넬 

 태양열 판넬이 수거시설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딱딱한 

네모형태가 아니라 둥근 모양이나 해당 자치구를 상징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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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및 시사점 

7.1 결론 

 

[그림 54] 현재 단독, 다세대 주택지 생활폐기물 수거 메커니즘 다이어그램 

 

[그림 55] 다기능 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후 수거 메커니즘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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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들이 집집마다 배출한 생활폐기물을 모아 놓기 위해서는 

중간 거점 지역이 필요하다. 주민들도 생활폐기물을 내 집 앞에 놓기 

꺼리거나 내 집 앞에 생활폐기물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사람들이 

생활폐기물을 모아 버리기 때문에 거점수거지역에 생활폐기물을 내 

놓는다. 암묵적인 거점수거 지역은 생활폐기물 수거 시스템인 

문전수거의 특징과 수거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에 위치한 

주거환경의 지형적인 특징, 주민의 님비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암묵적 거점수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점수거의 공식화, 양성화를 

제안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생활폐기물 수거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수거공간 및 시스템 개선 방안은 공간관리 제안, 

공공행정 제안, 수거시설 제안 이렇게 3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3 가지의 제안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래 표 11 과 같다.   

<표 11> 3 가지 제안으로 해결되는 문제 

기존의 문제 제안 해결 

수거공간 마련에 대한 

법이나 규정 부재 

공간관리 제안 수거공간에 마련에 대한 대한 

법이나 규정 필요. 

암묵적 거점에 누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했는지 

알 수 없음. 

수거시설 이용 주민의 범위를 

정해줌으로써 추적과 관리가 

가능 

생활폐기물 배출 공간이 

‘내 집 앞’으로 공간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생활폐기물 배출공간 마련 

문전수거를 하지 않고 

암묵적 거점수거로 

지저분한 주거환경. 

공공행정 제안 공식적인 거점수거시설을 

사용하여 깨끗한 주거환경과 

수거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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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 거점수거로 인해 

일방적인 피해 받는 주거  

거점수거시설로 인해 피해 받는 

주거 대한 세금 감면 혜택.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숨어있는 생활폐기물 

찾아야함.  

수거시설 제안 거점수거시설이 설치된 곳만 

수거.  

생활폐기물에 대한 공간과 

관리가 없음 

생활폐기물에 대한 공간과 

관리를 제공해줌.  

 

특히 본 연구에서 거점수거시설을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시제품까지 

만들어 보았다. 공간과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거점수거시설의 가장 

핵심은 공간이 배출일에만 생기고 평소에는 그 공간이 사라지는 

개념이다.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한 공간이 계속 존재한다면 주민들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등 관리가 이전보다 힘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배출시에만 수거공간이 생긴다면 공간도 마련되고 

관리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 배출은 적극적인 감시가 가능해야 하고 동시에 후각적, 

시각적 불쾌감을 줄이기 위하여 어느 정도 가려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하여 감시를 위해서는 1. 길거리에 설치 2. 집집마다 이용하는 

시설이 정해져 있음. 3. CCTV 설치 등을 적용하였다. 생활폐기물을 

가리기 위해서는 앞서 체인을 사용하여 완전 차폐도 아니고 완전 오픈도 

아닌 공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거점수거시설을 이용하면 그림 55 와 같이 각종 

쓰레기 종류별로 모을 수 있다. 생활폐기물이 거점수거시설에 배출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이 집집마다 확인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또한 

주민들 각자 이용하는 수거시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관리와 추적이 

용이하게 되어 깨끗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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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전  

 

 

 

 

 

 

적용 후 

쓰레기 배출날 쓰레기 배출날 평소 

 

 

 

 

  

※지도 상에 쓰레기 적치 위치 표시. 

[그림 56] 거점수거시설 및 시스템 적용 전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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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의의 

7.2.1 다각도 제안 

본 연구는 단독, 다세대 주택 지역의 생활폐기물 배출, 수거 관련된 

문제를 배출자, 수거자, 주거 환경 측면에서 현장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문제에 대한 다각도의 제안을 제시함으로써 수거 

공간과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지 제안하였다. 새로운 형태의 

거점수거시설을 제안하고 이를 통한 효과를 기대하는 면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있을 수 있다. 

 단독, 다세대 주택 지역의 생활폐기물에 관련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해법이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였고 문제해결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방법을 고안해 본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7.2.2 도시재생 

단독, 다세대 주택 지역의 문제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대한 수거 공간 및 시스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새로이 

공간을 마련하거나 철거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도시재생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 지자체의 

도시재생 정책 중에 생활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실증적 근거와 해결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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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도시환경문제 

환경문제가 대두되는 시점에서 도시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 중에 

가장 첫번째 단계인 생활폐기물 수거, 배출에 관련하여 연구를 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서울지역 혹은 지방 도심지역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  

  

7.3 한계 

7.3.1 실행측면 한계 

(1) 생활폐기물을 담는 수거시설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적용이 

필수이며 그에 따른 디자인 발전이 필요하다. 또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공간 뿐만 아니라 압축하는 기술을 접목하는 등의 기술적 

발전이 필요하다.  

(2)  수거시설을 제작하고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과 줄어든 

환경미화원 인건비의 비교를 통해 경제적 실효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3) 거점수거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혜택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한다.  

7.3.2 도시측면 한계 

(1) 거점수거시설을 제안하였지만 어느 지점에 세워져야 하는지 한 

거점수거시설이 어느 규모의 가정의 생활폐기물을 수용할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본 연구의 한계이다.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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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파트 단지의 생활폐기물 관리와 단독, 다세대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거 중에 가장 큰 차이는 재활용 쓰레기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파트의 재활용 쓰레기는 에너지화가 되는 반면 단독, 

다세대 지역의 생활폐기물은 재활용 쓰레기는 수거시점부터 섞여 

배출되어 에너지화가 되기까지 단계가 많고 효율이 좋지 않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거점수거시설을 사용하여 재활용 쓰레기를 거점으로 

수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독, 다세대 주택 지역의 재활용 

쓰레기를 잘 분류하여 에너지화를 좀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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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usehold waste collecting 

system and disposal space 

 in detached and multiplex house 

areas 
 

Lee, Hee Kyung  

Engineering Practi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and development on the laws related to household 

waste and disposal of collected waste have brought Korea's waste 

policy to the world level. However,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 system and method for collecting household waste is slow. 

Even though discharging household waste in front of the house is 

set as ordinance, the residents are throwing the garbage as 'tacit 

collecting form'. They are left in the corner of the end of the alley, 

or in front of a public park, not in front of the door of their house. 

We conducted depth research and interviews on the collection of 

household waste in terms of residents, collectors, and community 

living environment, how the household waste was disposed, 

collected and harmed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n detache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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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x house areas Seoul.  As a result of observation and 

analysis, detached and multiplex house areas require new collection 

space and management system of municipal waste. The new 

proposal is a combination of multiple proposals, suggesting a new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system in the form of official point 

collection, beyond the 'tacit collecting form'. Proposals at the urban 

level, proposals at the administrative level and proposals at the 

physical level are combined. Proposals on the urban level are to set 

up household waste management zones for detached and multiplex 

house areas. Proposals on the administrative level are to ensure 

compensation and punishment. Physical proposals are to realize the 

abovementioned proposals.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urban 

landscape by creating managed alley and residential environment. 

 

Keywords : Household waste, Detached and multiplex house area, 

Waste discharge system, Waste collecting system, Tacit collecting 

form 

Student Number : 2016-2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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