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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모든 종류의 이 동은 공간적 구조를 형 성 하고， 

일단 형성된 구조는 이후의 이동에 영향을 미친 

다(Abler et al.. 1971: 236). 이렇게 형성된 공간 

조직은 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재화와 용역이 공 

급되어 소비되면 어떤 형태로든 쓰레기가 배출 

된다. 따라서 이렇게 버려지는 것들도 공간적으 

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공간조직이 형 

성된다. 이렇게 해서 형성되는 공간조직을 여기 

서 는 ‘수거 의 공간조 직 (spatial organizatIon of 

en tsorgung) 1)’ 이 라고 정 의 하기 로 한다. 

지금까지 사람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재화 

와 용역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소비하느냐였기 

때문에， 주로 공급의 공간조직 (spatial organization 

of versorgung) 에만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신진 

대사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인간의 선체가 건강 

하듯이 수거의 공간조직이 잘 짜여 있어야 인간 

의 생활공간이 지속적으로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수거의 공간조직을 합리적으로 구 

성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는 먼저 현재 존재하는 수거의 공간조직에 관해 

서 올바르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수거의 공간조직 연구의 출발점 

으로서 서울시를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수거의 

공간조직을 분석하고자 한다. 쓰레기의 수거 

( collection) 란 쓰레기의 수집과 운반을 함께 일걷 

는 말(정만석， 1994: 30) 로서， 발생원의 쓰레기를 

처분장( disposal site)까지 가져가는 것을 뜻한다 

(Clark, 1978: 4). 즉 쓰레기의 수거는 사실상 쓰 

레기의 이동이다. 따라서 쓰레기의 이동이 어떠 

한 공간조직을 형성하고，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 

것이 지리적으로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아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좀더 구체적으 

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 이 논문은 펼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요약한 것임. 논문을 지도하여 주신 유우익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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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올시 쓰레기 수거의 공간조직 

첫째， 쓰레기 수거라는 공공서비스가 어떠한 

공간조직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수거권 

역을 유형화한 다음 유형별로 나타나는 특정을 

알아본다. 

둘째， 쓰레기의 수거유형을 분석하여 쓰레기의 

이동이 어떤 공간조직을 형성하고， 그 이유는 무 

엇인지를 알아본다. 

셋째， 수거권역과 수거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서 쓰레기 수거의 공간조직의 유형을 구분하 

고 각 유형별 특징과 요인을 설명한다. 

이렇게 일반 재화의 이동이 형성하는 공간조직 

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는 쓰레기 수거의 공간조 

직을 분석하는 것은 쓰레기 문제를 새로운 각도 

에서 바라보게 하며， 합리적인 수거의 공간조직 

을 개발하는 데에 기초작업이 된다. 또한 수거의 

공간조직을 설명하는 데에는 기존의 공간조직 

이론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써 수거의 공간조직을 논의하기 위한 단서를 제 

공할 수 었을 것이다. 

n. 문헌연구 

1.공관조직의 형엉 

공간조직이란 “인간사회의 공간이용에 대한 총 

체 적 패 턴 (The aggregate pattem of use of space 

by a society) "을 말한다(Morr피. 1974). 따라서 

공간조직은 지리학의 전통적인 연구주제였다. 

한편 에이블러 등(Abler et al.. 1971: 236) 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이동(movement)은 공간적 

[그림 1 ] 연구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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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형성하고， 일단 형성된 구조는 이후의 이 

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동， 즉 공간적 상 

호작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두 지점간에 상호보 

완성 (complementarity) 과 운송 가 (transferability) 

이 존재 하고 간섭 효과(intervening opportunity) 가 

없으며， 장소에 따라서 서비스가 불균등하게 존 

재하기 때문이다(Ibid.: 196). 이들은 이동이 발생 

하는 기초를 점， 선， 면， 입체로 보고 이들의 조 

합에 따라서 167}지 의 공간적 상호작용의 유형 이 

나타난다고 하였다(표 1: Ibid.: 238-252). 

[표 1] 이동과 공간적 상호작용으I 167~지 종류 

목 적 지 

줄 점 서'--' 면 입체 

점 1 2 3 4 

발 서'--' 5 6 7 8 

며L-' 9 10 11 12 

지 입체 13 14 15 16 

자료 Abler et al.. 1971: 239 

인간의 공간활동 중에서 중심지와 배후지의 기 

능적 연계에 따른 공간조직의 형성을 설명하는 

이론이 크리스탈러 (W. Christaller) 가 창시한 중 

심지 이론이다. 중심지 이론은 원래 도시들이 농 

촌지역에 각종 기능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도시 

들간의 공간조직이 계층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인데， 중심지 이론에서 나오 

는 최소요구치， 도달거리， 포섭관계 등의 개념은 

도시들간의 계층체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공간조직을 설명하는 데에 이용되고 있다. 

2. 공급의 공관조직 

중심지 이론이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관계에서 

나온 만큼 공급의 공간조직은 중심지 이론을 통 

해서 잘 설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시 내에서 

상업지역의 공간조직을 연구할 때， 도시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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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활동의 중심지인 상업핵지역을 중심지로 간 

주하여， 중심지 이론의 핵심 개념들인 중심성， 최 

소요구치， 도달거리， 포섭원리와 같은 개념들을 

적용해서 궁극적으로 도시내 상업지역의 공간조 

직이 하나의 중심지 체계로 실재하는 현상임을 

밝히는 것이다(김인 · 김기혁.1981: 30). 

공급의 공간조직은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종류 

에 따라서 다른 계층구조를 형성한다. 한 가지 

종류의 재화나 서비스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것의 양에 따라서 중심지의 수가 결정되지만， 계 

층구조는 그것을 공급하는 데에 효율적인 구조 

로 형성된다. 따라서 교통과 통신 등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계층구조는 단순해질 수 있다. 반면 

에 여러 가지 종류의 재화나 서비스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계층의 수가 결 

정된다. 따라서 계층의 수가 많다는 것은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가 공급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 

에 좋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중심지의 

수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많을수록 많아진다. 

3. 수껴의 공관조직 

서론에서 말했듯이 공간조직에 관한 연구는 공 

급의 공간조직에만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 

거의 공간조직을 설명하는 이론은 없는 실정이 

다. 다만 에이블러 등의 167}지 이동 유형에서 2 

번 유형인 〈점→선〉 이동이 가정에서 하수나 쓰 

레기가 수거되는 경로와 비슷하다. 여기서 쓰레 

기는 최소노력선을 통해서 더 큰 수집채널로 이 

동한다(Abler et al., 1971: 241: 그림 2) . 

그러나 이것은 쓰레기의 선적인 이동을 나타낼 

뿐 평면 공간상에서 쓰레기의 이동과， 쓰레기 수 

거가 형성하는 계층체계， 관련된 요인 등을 나타 

내지는 못한다. 다시 말해 일반적인 공간조직 논 

의에서 하나의 예일 뿐 수거의 공간조직을 설명 

하는 이론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수거의 공간조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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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쓰레기 수거의 공간조직 

는 중심지 이론처럼 공급의 공간조직을 설명하 

는 이론들을 차용할 수밖에 없다. 수거의 공간조 

직에서도 무엇인가가 이동하고 어디론가 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심지 이론으로 수거의 공간 

조직을 설명하기 시작하면， 이것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이 수거의 공간조직을 

이론화하는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행되고 있는 쓰레기 관리를 공간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쓰 

레기 관리를 연구하였다. 그는 여기에서 쓰레기 

처리가 집중화되고， 각 수집지역에서 모아진 쓰 

레기를 처리시설까지 효율적으로 운반하기 위해 

수송적환의 비중이 높아진 사실을 발견했다. 그 

러면서 개별 쓰레기 처리시설의 집수구역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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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점→선 이동 

수거의 공간조직이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 

지만 쓰레기 수거를 공간적으로 접근한 연구로 

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강성진(1994: 109-110)은 쓰레기 재생산업의 

분포를 파악한 뒤 몇 개의 자치단체를 묶어 ‘재 

활용권역’을 설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 

은 매립되는 쓰레기가 아니라 재활용품을 대상 

으로 한 것이지만， 재활용권역도는 수거의 공간 

조직에 대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서지열 (1993)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쓰레기 수 

거의 비용분석을 실시하여， 22개 구중에서 관악， 

영등포， 구로， 양천， 강서구를 뺀 나머지 구는 몇 

개의 중계처리장을 만들어서 압축중계처리하는 

것이 비용절감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서울특별시 (1988: 352-357)는 중간 

처리장 설치를 계획한 바 있다. 각각의 적환장에 

서 바로 최종처리장으로 쓰레기가 운반되면 환 

경， 안전， 운송시스댐의 여러 면에서 문제가 발생 

하기 때문이다. 

이용우(1996)는 한 지역 안에서 구체적으로 수 

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수거의 공간조직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는 관 

련 시설을 어떻게 입지시키냐 하는 점이다. 

Leonardi (1981 ; 심동혁， 1989: 41에서 재 인용)에 

따르면 도시공공서비스 시설의 입지의 일반적 목 

적은 첫째， 교통비용의 감소를 위하여 가능한 한 

수요지에 가까이 위치해야 하며 둘째， 낮은 비용 

의 입지선정과 최소한의 시설들의 공급으로 시설 

들의 설치비용을 가능한 한 낮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심동혁의 연구는 공공서비스 시설의 입 

지를 위한 여러 이론들을 검토한 것일 뿐 실제 

특정한 시설의 입지가 어떠한지를 분석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쓰레기 수거 관련 시설 

들의 입지특성을 분석한 연구도 국내에는 없다. 

외국의 연구를 보면 Rahrnan (1991) 이 적환장 

입지모델을 설정하는 데에 필요한 목적함수로 

@ 쓰레기 수거와 처분 비용의 최소화，@ 대중 

의 반대 최소화，@ 적환차량에 대한 간선도로 

접근시간의 최소화，@ 쓰레기 관리시설 주변의 

토지이용의 제약 최소화를 제시했다. 그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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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쓰레기 관리의 가장 두드러진 영향은 주거지 

의 재산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질과 켈러만(Gil & Kellerman, 1989: Massam 

1993: 121-2에서 재인용)은 적환장 입지 후보지 

들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5가지 범주 

의 영향들을 생태적， 정치적， 경제적， 공간적 그 

리고 교통의 영향으로 정의하였다. 

III. 서울시의 쓰레기 수거 실태 

1. 민려111의 정의 및 분류 

1995년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으로 

표기)은 그 2조에 폐기물을 “쓰레기 · 연소재(戰 

燒澤) . 오니 · 폐유 · 폐산 · 폐알카리 • 동물의 사 

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 

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2) 그리 

고 폐기물을 다시 발생원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였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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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려111 발생량 

1995년에 서울시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총량 

은 5，147，123톤으로， 전년도의 5，619，754톤보다 8.4% 

가 줄어들었다. 처리방법별로는 29.3%인 1,509,967 

톤이 재활용되었고， 0.5% 인 양천구의 쓰레기 

26，306톤이 소각되었으며， 나머지는 매립되었다. 

[표 2J는 자치구별 생활쓰레기 총발생량과 발 

생밀도를 나타내고 있다. 

총발생량의 8.85% 인 455파6톤이 송파구에서 

발생했으며， 그밖에 강남구， 영등포구 등이 비중 

이 높다. 반면에 강북구가 1.91%인 98，539톤을 발 

생시켜 비중이 가장 낮았으며， 금천구， 광진구， 

용산구 등이 비중이 낮다. 

쓰레기의 발생밀도는 1인 1일 배출량과 면적당 

발생 량으로 알아볼 수 있다. 서울시 평균 1인 1 

일 배출량은 1.33kg/인/일이며， 중구， 종로구， 성 

동구， 영등포구， 송파구 등이 많다. 반대로 광진 

구， 도봉구， 노원구， 양천구， 관악구 등은 1인 1 일 

폐기물 

I 
」 i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L...-- 사업장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뉴- 공장으로서 배출시설 폐기물 

•- 지갱폐기물(폐산， 폐알카리 퉁) 

t-- 1 일 명 한 300kg 이 상 의 폐 기 물 

L--
l회 1톤 이상， 

1주 1톤 이상 폐기물 

[그림 3] 법에 따른 폐기물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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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J 자치구벌 쓰레기 발샘량(1995) 

인구(명) 면적 (km2) 

종로구 204733 23.91 

중구 145646 9.97 

용산구 260993 21.87 

성동구 342648 16.84 

광진구 391148 17.05 

동대문구 420069 14.20 

중랑구 454951 18.52 

성북구 497614 24.55 

강북구 395078 23.61 

도봉구 374271 20.86 

노원구 599462 35.49 

은평구 503272 29.65 

서대문구 371449 17.60 

마포구 400409 23.87 

양천구 487130 17.40 

강서구 523606 41.41 

구로구 383224 20.09 

금천구 284609 13.07 

영등포구 417914 24.56 

동작구 436684 16.35 

관악구 558462 29.57 

서초구 407887 47.20 

강남구 559032 39.55 

송파구 669042 33.89 

강동구 506610 24.58 

합계 10595943 605.66 

평균 423838 24.23 

자료: 서울시 폐기물관리과 

발생량이 서울시 평균에 크게 못미친다. 면적당 

발생량의 서울시 평균은 8，498톤/뼈이며， 중구， 

동대문구， 성동구， 송파구 등이 많고 강북구， 노 

원구， 서초구， 강서구 등이 적다. 

3. 수껴의 조직형태 

생활쓰레기 1인 1일 면적당 
총발생량(톤) 배출량(kg) 발생량(톤가an2) 

200193 2.68 8372.77 

275986 5.19 27681.64 

142915 1.50 6534.75 

257305 2.06 15276.67 

127059 0.89 7452.14 

240727 1.57 16952.61 

175556 1.06 9476.27 

247621 1.36 10086.40 

98539 0.68 4173.61 

160136 1.17 7676.70 

181152 0.83 5104.31 

161032 0.88 5431 .10 

151160 1.11 8588.64 

232847 1.59 9754.80 

154058 0.87 8853.91 

219455 1.15 5299.57 

190774 1.36 9495.97 

109334 1.05 8365.90 

277350 1.82 11292.75 

159688 1.00 9766.85 

186696 0.92 6313.70 

219855 1.48 4657.94 

336328 1.65 8503.87 

455516 1.87 13441.02 

185841 1.01 7560.66 

5147123 

205885 1.33 8498.34 

서울시 쓰레기 수거체제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직영과 대행의 두 체제를 놓고 고심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현재는 사실상 직영과 대행을 병행하 

는 체제로서 정착했다(국토개발연구원. 1983: 

11-3). [표 3J은 1996년 현재 서울시의 쓰레기 수 

거 대행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3) 

매립되는 쓰레기의 양에서 대행업체가 수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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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양의 비율을 대행률이라고 정의할 때 4) ， 1995 

년 기준 대행률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강남구 

(94.65%) 이다. 강남구 외에 서초구， 송파구， 중구 

등이 80-90%대의 높은 대행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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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되는 공공서비스는 정부 직영에 비해서 적어 

도 그만큼， 그 이상 형평성이 있고， 효과적이고， 

능률적 이 다(Savas， 1987: 박종화 역， 1994: 190). 

청소업무의 민영화가 지역구조와 어떤 관계에 

[표 3] 자치구별 청소대행 현황 

대행업체수 
연간수거량 업체당 담당행정 

대행률(%) 
(톤) 수거량(톤) 동수(개동) 

종로구 3 76720 25573 3 52.13 

중구 6 154925 25821 14 84.00 

용산구 7 78334 11191 3 54.81 

성동구 2 55253 27627 32.55 

광진구 2 24406 12203 3 24.16 

동대문구 3 61963 20654 2 34.85 

중랑구 2 21893 10947 18.73 

성북구 2 31755 15878 0 21.31 

강북구 2 26589 13295 3 31.21 

도봉구 3 49870 16623 7 48.65 

노원구 4 70316 17579 13 54.84 

은평구 3 29124 9708 6 24.83 

서대문구 2 52983 26492 4 46.41 

마포구 2 37739 18870 3 28.89 

양천구 5 68985 13797 8 61.53 

강서구 4 55738 13935 11 42.19 

구로구 4 43876 10969 5 33.18 

금천구 4 60955 15239 3 66.95 

영등포구 8 94170 11771 9 43.07 

동작구 5 37288 12429 8 32.22 

관악구 8 21796 10898 9 14.80 

서초구 5 130767 26153 18 91.15 

강남구 8 220667 27583 26 94.65 

송파구 7 264650 37807 22 82.38 

강동구 3 65954 21985 8 53.28 

비고: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담당업체 포함. 

대행업체수와 담당행정동수는 1996년 기준， 나머지는 1995년 기준. 

자료:설문조사 

쓰레기 수거를 민영화하는 이유는 쓰레기 수거 

가 엄청난 적자를 가져오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5) 

이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민간에 위탁되어 공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자치구별 지역구조를 

나타내는 변수들과 청소대행률을 상관분석한 결 

과가 [표 4J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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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행률과 지역변수들의 상관관계 

대행률 

주:CD 이 표는 피어슨 상관계수로 양측검정한 것임. 

@ 표의 내용은 상관계수， 유의수준을 나타냄. 

지방세 
부과액 

0.7317* 

p=o.ooo 

@* 표시는 5%의 유의수준에서 p=O.025 이하의 것을 나타냄. 

표의 결과는 아파트， 상가가 많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연탄재 발생량이 적을수록 대 

행률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무실보다 상업 

시설이 대행률과 관계가 더 깊은 것은 상업시설 

이 단위면적당 발생량이 많아서 대행업체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된다. 

많은 구들이 비용절감 차원에서 청소대행률을 

높이려고는 하지만 우선 제기되는 문제는 대행 

업체가 맡을 만한 지역적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행업체에게 맡길 여건 

이 되더라도 기존의 구청소속 환경미화원을 해 

고할 수 없기 때문에 민영화작업은 더디게 진행 

收 集 積 換

되고 있다. 이런 정치적 · 정책적 요소도 계량화 

할 수는 없지만 대행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4. 수꺼쩨|쩌| 

쓰레기의 수거체계는 [그림 4J와 같이 개념적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쓰레기의 수집 (collection) 6) 

이란 발생원에서 쓰레기를 거두어가는 것을 말 

한다. 적환(transfer) 은 수집된 쓰레기를 모아서 

수송수단에 옮겨 싣는 작업을 말하고， 수송 

( transport)은 적환된 쓰레기를 최종처분장으로 

실어가는 것을 말한다. 

l 處分(處理)楊

輸 送

( collec t ion ) ( t ransf er) (t ranspor t ) 

자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1983: 76 

[그림 4] 쓰레기 수거체계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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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 

국토개발연구원(1983: 13) 은 과거에 서울시에 

서 통용되던 쓰레기 수집방법을 크게 문전수거， 

타종수거， 아파트식 수거의 3가지로 설명했다. 

문전수거란 환경미화원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도로 사 

정 등에 따라서 차량이나 수하차， 더 여건이 좋 

지 않을 경우에는 마대를 이용한다. 

타종수거는 청소차량이 종을 울려 선호를 함으 

로써 주민들이 직접 청소차량까지 쓰레기를 운 

반하는 방식인데， 수거효율은 높으나 주민의 입 

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방식이다. 이 방법은 길 

이 좁거나 지대가 높아서 차량이나 수하차가 진 

입하지 못하는 곳에서 주로 이용된다. 

아파트식 수거는 아파트 단지 내에 쓰레기 콘 

테이너를 놓고 주민들이 쓰레기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 버리는 식이다(손희준. 1990: 60-61). 정 

해진 날짜에 따라서 청소주체(아파트는 주로 대 

행업체이다)가 빈 콘테이너를 가지고 와서 내려 

놓고， 쓰레기가 담긴 콘테이너를 싣고 간다. 

2) 적환 

적환은 적환장이라는， 도시 내에 일정한 위치 

를 점하고 있는 작업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일반 

적으로 적환장은 도시의 팽창과 발전으로 쓰레 

기 처리장이 도시로부터 점차 멀어지게 되자 수 

거차량으로 직접 처분장까지 수송하는 것이 시 

간이나 인력면에서 비경제적이고 불가능하게 되 

어 수송수단을 바꾸고자 할 때 이용된 것이다. 

적환장은 쓰레기 수거라는 공공서비스7)를 제 

공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서， 그것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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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수거의 공간조직을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적환장은 쓰레기가 일차적으로 

이동하는 목적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환장 

수와 입지는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어디로 이동 

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적환장 수와 입지의 

변화는 수거의 공간조직의 변화를 나타낸다. 

적환장 수의 변화는 [표 5J와 같다. 표를 통해 

서 알 수 있듯이 적환장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다 

가 최근에는 감소하고 있다. 적환장 수가 증가한 

이유는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수집운반 주 

체별로 별도의 적환장을 사용하기 때문이다(서 

울특별시. 1988: 292-293). 또한 수거작업 단위가 

동의 관할구역을 범위로 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적환장 규모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 데에도 

이유가 있다(국토개 발연구원. 1983: 47-48). 

최근에 적환장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차량 

에 의한 수거가 일반화되어 이전과 같은 소형적 

환장의 필요성이 줄어든 데다가 시가지가 확대 

되면서 적환장과 같은 혐오시설이 입지할 수 있 

는 여지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적환장 

이용이 대형적환장 중심으로 되어가면서 이전의 

소형적환장을 적환장 통계에 넣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규모와 이용주체에 따른 적환장 현황은 [표 6J 
과같다. 

표를 보면 종로구， 용산구， 동대문구， 성북구， 

영등포구의 적환장 수가 특히 많고 대부분 소형 

적환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구는 서울 

에서도 시가지가 형성된 지 오래되었다는 공통 

점을 가지고 있는데， 적환장이 많다는 것은 아직 

도 이들 지역에서 쓰레기를 수집할 때 수하차를 

[표 5J 서울시 적환장 수의 변화 

연도 

적환장수 

-
m 
-(

지
 
-
때
 

M 

142 

자료: 국토개발연구원. 1983: 19; 서울특별시. 1988: 192; 서울시 폐기물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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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J 규모와 이용주체에 따른 적환장 현황(1996. 3. 31.) 

계 대형* 소형 

쳐l 직영 대행 그。Z」 。a- 소계 직영 대행 공용 소계 직영 대행 --」。--1-i。Ci>

종로구 18 14 4 0 0 0 0 0 18 14 4 0 

중구 4 0 3 1 0 0 1 3 0 3 0 

용산구 16 11 5 0 1 0 0 15 10 5 0 

성동구 3 1 2 0 1 0 0 2 0 2 0 

광진구 1 0 0 0 0 0 0 1 0 0 

동대문구 12 9 3 0 2 2 0 0 10 7 3 0 

중랑구 3 2 0 0 0 2 1 1 0 

성북구 16 15 0 2 2 0 0 14 13 0 

강북구 2 2 0 0 0 0 0 0 2 2 0 0 

도봉구 4 2 2 0 3 2 0 1 0 1 0 

은평구 5 3 2 0 1 0 0 4 2 2 0 

서대문구 3 1 2 0 1 0 1 0 2 1 1 0 

마포구 2 1 0 1 0 0 2 1 1 0 

양천구 1 1 0 0 1 1 0 0 0 0 0 0 

강서구 5 4 0 2 1 1 0 3 0 3 0 

구로구 4 0 4 0 2 0 2 0 2 0 2 0 

금천구 2 1 l 0 2 1 1 0 0 0 0 0 

영등포구 18 14 4 0 1 1 0 0 17 13 4 0 

동작구 4 3 1 0 3 3 0 0 0 0 

관악구 1 0 0 1 0 0 0 0 0 0 

서초구 6 1 5 0 3 1 2 0 3 0 3 0 

강남구 5 1 4 0 0 0 0 0 5 1 4 0 

송파구 1 0 0 1 1 0 0 1 0 0 0 0 

강동구 1 0 0 1 1 0 0 1 0 0 0 0 

계 142 85 53 4 32 20 8 4 110 65 45 0 
- l l 

자료: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과. 

주: 대형적환장이란 서올시 청소관계자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말로.300평(약 990rd로， 서울시 

조례에 규정된 넓이이다) 이상의 넓이와 각종 시설을 갖춘 적환장을 말한다. 

많이 이용한다는 뜻이 된다. 증가했다. 수도권 매립지까지 왕복 수송거리가 

가장 먼 구는 중랑구로 93km , 가까운 구는 강서 

3) 수송 구로 31km 이다. 

과거에 난지도에 쓰레기를 매립할 때에는 각 매립지까지 거리가 멀어지면서 수송차량도 대형 

구에서 평균 편도거리가 13.65km였는데(서울대학 화되고 적환장의 기능이 변하였다. 먼 거리를 극 

교 환경계획연구소， 1983: 89) , 수도권 매립지에 복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하 

쓰레기를 매립하게 되면서 31.2km로 두 배 이상 기 때문에， 쓰레기를 압축하고 대형수송수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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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J 각 구에서 수도권 매립지까지 평균왕복거리(km) 

구 거리 구 거리 구 거리 구 거리 구 거리 

종로구 67 동대문구 81 노원구 84 강서구 31 관악구 44 

중구 65 중랑구 93 은평구 60 금천구 41 서초구 57 

용산구 66 성북구 77 서대문구 52 구로구 41 강남구 61 

성동구 80 도봉구 88 마포구 52 영등포구 36 송파구 77 

광진구 80 강북구 88 양천구 33 동작구 37 강동구 69 

자료: 서울시 청소사업본부. 1994: 82 
주 1995년에 분구된 구들은 분구되기 전의 구와 같은 거리를 표시하였다.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N. 서울시 쓰레기 수거의 공간조직 

2장에서 공간조직을 공간이용의 패턴이라고 말 

한 바 있으므로 수거의 공간조직은 수거가 공간 

상에서 이루어지는 형태와 유형이라고 할 수 있 

다. 쓰레기 수거가 공간적으로 조직되는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수 

거권역이고， 다른 하나는 수거유형이다. 

1. 수껴권역 

쓰레기를 실제로 수거하는 주체는 각 자치구와 

대행업체들인데， 이 해당 청소주체들이 담당하는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여기서는 수거권역이라고 

정의하였다. 

자치구 단위에서는 지역청소를 100% 대행업체 

가 하는 서초구와 강남구를 제외하면 수거권역 

이 하나의 직영지역과 여러 개의 대행지역으로 

구분되며， 그 실태는 [그림 5J와 같다. 

이것은 구청이 담당하고 있는 동들을 하나로 묶 

어서 표시하고， 각 대행업체들이 담당하고 있는 

동들을 하나로 묶어서 표시한 것이다. 이중에서 

구청이나 대행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행정동들이 

연속해 있지 못하고 서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 

다. 이런 경우는 노원구， 은평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에서 많은데， 이에 따라 이들 구의 실 

제 수거권역 면적은 지도에 표시된 것보다 크다. 

1) 직영지역 

쓰레기 수거에 관한 대부분의 의사결정권은 서 

울시의 경우 자치구에 있기 때문에， 구 안에서는 

직영지역 전체가 하나의 수거권역이 된다. 

구청은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를 

행정동 단위로 배치하여 운용한다. 구청에서 각 

행정동별로 미화원 몇 명， 차량 몇 대씩을 지정 

해서 할당하면， 각 행정동은 지역 실정에 맞게 

다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한다. 

2) 대행지역 

대행업체는 일반적으로 동 단위로 청소구역을 

지정받으며， 인접한 동의 일부지역(대개 아파트 

나 상가 등 다량배출처)을 함께 맡기도 한다. 

그러나 [그림 5J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성북 

구는 전지역을 대행업체가 담당하는 동이 하나 

도 없고， 동마다 일부 지역씩 점적(點的)으로 대 

행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용산구， 중랑구， 성동구， 

동대문구 등도 주로 공동주택과 다량배출처， 사 

업장 등을 중심으로 점적으로 대행지역이 분포 

해 있다. 그 이유는 대행업체들이 수거여건이 좋 

고 단위면적당 수입이 많은 곳만을 선호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이들 구의 대행지역은 실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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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에 적게 표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통 

해서 수거권역도 지역여건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치구별 대행률은 주태 

중 아파트 비율， 서울시 상업시설 연면적에서 차 

지하는 비중， 소득수준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 

고 있고， 연탄재 발생 량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 

지고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대행지역은 아파 

N 

자료:설문조사 

주 @ 음영은 대행지역을 나타낸다. 

트나 상업지역이 우세하고， 직영지역은 연탄재가 

발생 하는 곳을 포함한 단독주택 이 우세 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대행지역의 공간적 분포를 보면 

한강 이북의 대행지역보다 이남의 그것이 면적 

이 훨씬 넓은데， 그 이유는 바로 한강 이북보다 

이남에 아파트나 상업지역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물론 직영이냐 대행이냐를 결정하는 데에는 정 

책적인 요소도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여건 

@ 이것은 행정동 경계를 원칙으로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행정동 내의 일부 공동주돼이나 다량배출처 등이 대행업체 청소 
구역일 경우에는 지도에 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여의도동은 3개 업체가 나누어서 담당하기 때문에 3개로 나누었고， 서 

초구의 반포동과 강남구의 개포동도 경계를 약간 조정하였다. 

[그림 5] 서울시 쓰레기 수거권역 

- 142 -



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3) 수거권역의 유형 

수거권역의 유형은 직영지역과 대행지역의 공 

간적 분포양상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다. 크게 

점적인 대행지역과 면적인 대행지역으로 나눌 

수 있고， 대행지역과 직영지역의 면적 분포에 따 

라서 나눌 수 있다. 수거권역이 면적으로 지정되 

면 점적으로 지정되는 경우와 비교할 때 같은 양 

을 수거하더라도 일정 면적 안에서만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다. 그리고 일정 범위의 지역에 대해서 대행업 

체가 전적으로 수거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종량 

제 봉투를 판매하는 문제나 서비스의 수준 등에 

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점적인 대행지역은 구마다 대행업체 수보다 대 

행업체가 전담하는 행정동 수가 적은 경우를 말 

하고， 면적인 대행지역은 같거나 많은 경우를 말 

한다( [표 3J 참조) . 대행업체 수보다 대행업체가 
전담하는 행정동 수가 적다는 것은 평균적으로 

한 대행업체가 1개 동조차도 담당하지 못하고， 

일부 지역씩 띄엄띄엄 맡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하나 이상의 동을 대행업체가 전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점적인 대행지역에서는 대행업체가 

(가) 

--------

-

(다) 

地理學論講 第29號 (1997. 2) 

전담하는 행정동이 하나도 없는 성북구와 하나 

이상 있는 나머지 구를 나누었다. 면적인 대행지 

역에서는 대행률이 80%를 넘는 구와 그렇지 않 

은 구를 나누었다. 대행률 80%를 기준으로 잡은 

이유는 대행률이 80% 이상인 자치구들에서는 구 

청이 담당하는 행정동 수가 각각 4개에 지나지 

않거나(중구， 송파구) . 아예 없어서(서초구， 강남 

구) 직영지역과 개별 대행지역간에 면적차가 별 

로 없기 때문이다. 각각의 유형 및 특징은 [표 

8J 및 [그림 6J과 같다. 
[표 8J을 보고 알 수 있듯이 대행지역이 점적 

으로 분포하는 구( (개 • 때 유형)는 금천구를 빼고 

모두 강북에 있다. 이것으로도 강남과 강북의 시 

가지가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짐작할 수 있다. 

반면에 (~ 유형은 도심인 중구를 빼면 모두 흔히 

‘강남’ 이라고 일컴는 지역에서 나타나고， 때 유 

형은 15개 자치구가 해당되어 가장 일반적인 유 

형이다. 

대행업체들은 수거여건이 좋고 단위면적당 발 

생량이 많은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대행지역의 

유형을 통해서 해당 자치구의 전반적인 지역여건 

이 어떤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대행률이 낮은 

구들은 점차 대행률을 높임으로써 깨 · 때 유형에 

서 때 · 빼 유형으로 단계적으로 바뀔 것이다. 

(나) 

a류 
(라) 

[그림 6J 대행지역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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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수거권역의 유형 

유형이콤 E 지 
「 。

깨유형 대행지역이 점적으로 분포한다 

대행업체가 전담하는 행정동이 없다 

때유형 대행지역이 점적으로 분포한다 

대행업체가 전담하는 행정동이 있다 

때유형 
대행지역이 면적으로 분포한다 

대행률이 80% 이하이다 

(t!B 유형 대행지역이 면적으로 분포한다 

대행률이 80% 이상이다 

2. 변화억| 대한 집단별 대웅양식 

수거유형은 쓰레기가 어떤 방법으로 어디로 가 

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수거유형은 쓰레기 이 

동의 공간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수거유형에서 

쓰레기가 ‘어떻게’ 가느냐는 작업형태가 결정하 

고， ‘어디로’ 가느냐는 적환장이 결정한다8) 수 

거유형은 도시가 개발 · 정비되고 수거장비가 개 

선되면서 시간에 따라 변화해 왔다. 

1) 작업형태와 유형 

서울시에서 일반폐기물을 수집 및 운반， 처리 

하는 과정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그 이 

유는 각 자치구별로 처해 있는 역사적， 사회 · 경 

제적 상황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몇몇 

자치구에는 한국전쟁이후 조성된 고지대의 거주 

밀집지대(이른바 달동네)가 많이 남아 있고 또 

한 재개발을 통해 새로 조성된 아파트 단지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존재하며 저지대의 교통이 

편리한 상가지대와 신시가지 조성정책으로 만들 

어진 격자형 주택단지가 달동네와 병존하기 때 

문이다(서울특별시 청소사업본부， 1994: 67-69). 

그리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4: 173-178) 은 

서울시에서 쓰레기의 수집 및 운반 작업유형이 

해당자치구 

성북구 

용산구，성동구，동대문구，중랑구，금천구 

종로구， 광진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강동구 

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지역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조사한 

바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단일한 성격을 가진 

지역이라도 다양한 작업유형이 나타나고， 차량만 

을 이용한 수거가 모든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타 

나는 작업유형이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조사된 모든 작 

업형태는 다음과 같이 117}지이다(그림 7). 이 

중에서 3번과 7번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작업형 

태로서， 모든 구에서 나타난다. 

3번 형태는 난방연료에 관계없이 모든 아파트 

지역에서 쓰레기를 수집 및 운반할 때 이용되 

는 경우이다. 재활용품 분리배출함과 함께 매립 

용 콘테이너 박스가 별도로 고정비치되어 배출 

자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콘 

테이너는 대개 2.5톤 암롤차로 적환장에 옮겨져 

서 압축된 후 대형차량을 이용하여 수도권 매립 

지로 수송된다(서울시 청소사업본부， 1994: 67-

69). 

7번 형태는 가장 일반적인 문전수거 형태이 

다. 소형차량을 이용하여 차량진입이 용이한 새 

벽에 차량 1대당 환경미화원 2-3인이 1조가 되 

어 기계적인 동작의 반복을 통해 출근시간 전까 

지 빠른 속도로 쓰레기를 수집하고 인근에 확보 

되 어 있는 적 환장까지 운반한다. 운반된 쓰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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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 발생 원 { ‘| 척환장 ~I 빼렵지 | 

2) I 발생원 뉴→|소형척환장 뉴-.1 적환장 뉴→| 얘렵지 | 

3) I 밭생원 뉴→l 콘테이너 녁| 척환장 」를| 얘렵 ~1 1 

4) I 발생원 뉴-을 l 콘테이너 ~I 소각장 뉴→l 매립지 l 

5) I 발생원 뉴→| 콘테이너 ! 등 l 때렵지 | 

6) I 발생원 」→|소형적환장 l 

7) I 발생 원 | 

E) I 발생 원 } 

수칩 ,]-

9) I 발 생쉰 l 
수하차-수송차 

lü) I 발 생 워 | 
수집차-수송자 

) , 발생원 1-뉘 콘테이너 | 
배출자 

.1 매립지 l 
수송차 

.1 적환장 ~I 매렵지 | 

.1 소각장 1-.1 매립지 | 

.1 대한1 1 

.1 uH 럽지 | 

.1 때렵지 | 
수집차-수송차 

비고: 적환장은 2번， 6번 형태를 제외하고 대형적환장과 소형적환장을 구분하지 않는다. 

자료:면담조사 

[그림 7J 서울시 지역청소의 작업형태 

는 흔히 압축과정을 거쳐 적환된 후 수도권매립 

지로 향하게 된다. 이 형태는 수집 및 운반작업 

이 매우 용이한 상가 및 격자형의 일반주택지 

역이기 때문에 대행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경우 

가 대부분이고 일부 직영지역에서도 이용되고 

있다(서울시 청소사업본부， 1994: 67-69). 경 

우에 따라서 수하차가 보조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나머지 작업형태들은 해당 자치구의 지역적 여 

건이나 기타 제약조건들에 따라서 나타난다 .. 이 

상의 작업형태는 각 구별로 [표 9J와 같이 나타 

나며， 지리적으로는 [그림 8J과 같은 분포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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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자치구벌 작업 형태 

구 

종로구 7 

중구 7 

용산구 7 

성동구 7 

광진구 7 

동대문구 7 

중랑구 7 

성북구 7 

강북구 7 

도봉구 7 

노원구 7 

은평구 7 

서대문구 7 

마포구 7 

양천구 4 

강서구 7 

구로구 7 

금천구 7 

영등포구 7 

동작구 7 

관악구 7 

서초구 7 

강남구 7 

송파구 7 

강동구 7 

자료: 설문조사， 면담조사 

인다. 

표와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는 수집차를 

이용한 수거 (3번. 7번 작업형태)가 가장 보편적 

인 작업형태이다. 따라서 해당 지역이 도심인지 

부심인지， 아파트 밀집지역인지 단독주태 밀집지 

역인지， 상업 · 업무지역인지 주거지역인지는 작 

업형태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차이가 있다 

면 아파트식 수거인지 문전수거인지， 또는 경우 

에 따라서 보조적으로 수하차를 이용하는지 아 

닌지 정도이다. 수하차수거지역이나 마대수거지 

6 

3 

2 

3 

3 

2 

3 

6 

3 

3 

3 

3 

3 

2 

8 

3 

3 

3 

2 

1 

3 

3 

3 

3 

3 

작업형태 

3 9 10 

5 

3 6 9 

10 

3 6 

6 

3 

10 11 

3 

3 

3 

10 11 

역은 단지 좁은 골목길이 많고 정비가 잘 안 된 

구시가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뿐， 이들 지 

역에서도 대로변의 상업지역에서는 수집차를 이 

용한 수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의 작업형태는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먼저 예외적인 경우인 5번 형태를 제외한 

다. 그리고 양천구의 소각장이 수거과정에서 가 

지는 기능은 쓰레기가 일단 모인 뒤 매립지로 가 

기 전에 거치는 단계라는 점에서 다른 구의 적환 

장의 기능과 비슷하므로. 4번과 8번은 3번과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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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것은 수집차 수거를 기준으로 하고， 마대 수거나 수하차 수거가 나타나는 행정동을 표시한 것이다. 따 
라서 마대나 수하차를 이용한 수거지역으로 표시된 곳에서도 수집차를 이용한 수거가 존재한다. 

[그림 8] 작업형태의 지리적 분포 

형태와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수집차에 섣기 위 

해 마대나 수하차를 이용하는 것은 수집차 수거 

의 보조적인 형태이므로 1번 형태도 7번 형태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서울시의 쓰레기 

수거작업은 [그림 9J와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2) 적환장 이용 

적환장은 수거된 쓰레기가 모이는 중심지 역할 

을 하며， 일정한 배후지를 갖는다. 그러나 적환장 

은 상업시설처럽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서 여러 

단계의 계층과 배후지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우 

체국 같은 공공서비스 시설처럼 일정한 수요에 

따라서 규모가 결정된다. 

서울시가 1996년 3월 31일 현재 파악하고 있는 

서울시내의 적환장수는 모두 1427R 인데， 자치구 

마다 매립지로 수송되는 쓰레기들이 모이는 적 

환장의 위치를 실제로 파악한 바는 [그림 lO J과 

같다 9) 일반적인 공공서비스 시설의 입지에 관한 

논의(심동혁. 1989: 서태열. 1987 참조)를 종합해 

보면 결국 공공서비스 시설은 이용자의 편익이 

극대가 되는 지점， 다시 말해 접근성이 좋은 곳 

에 위치하면서 서비스 이용자의 공간분포를 고 

려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쓰레기 적환장은 약간 다른 차원에서 입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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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발생원 뉴-에소형적환장 i 뉘 적환장 | 듬| 매립지 | 
수하차 수집차 수송차 

2) / 발생원 뉴-를| 콘테이너 : 듬| 적환장 | 등| 매립지 | 
배출자 수집차 수총차 

.1 매립지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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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J 발생원 뉴-써소형적환장 l 
수하차 

4) 1 발생원 { 
수집차 

5) / 발생원 | 

6) / 발생왼 | 

수송차 

爛
]꽤
]
 

수하차-수송차 

수집차-수송차 

률| 매립지 | 

.1 매립지 | 7)/ 발생원 뉴-+1 콘테이너 l 
배출자 

[그림 9] 서울시 지역청소의 작업유형 

수집차-수송차 

건을 생각할 수 있다. 공공서비스 시설에는 이용 

자의 접근성이 중요하지만 적환장은 쓰레기의 

접근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용자의 공간분포를 

고려하듯 발생원의 공간분포를 고려해야 하는 

동시에 쓰레기 수거의 다음 단계인 매립지에 대 

한 접근성도 좋아야 한다. 결국 쓰레기 적환장은 

해당 수거권역의 시가지 중심에 위치하되 매립 

지와 가깝거나 매립지로 연결되는 교통망에 인 

접해서 입지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동시에 이와 모순되는 사실은 쓰레기 

적환장이 혐오시설이라는 점이다. 혐오시설은 부 

의 외 부성 (negative extemality) 을 가지 고 있 기 

때문에 가능한 한 외부성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 

없는 곳에 입지해야 한다. 또한 쓰레기 적환장은 

그것이 경제적 부를 생산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 

문에 도시 내부의 지대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고 이런 점이 현실에서 적환장의 입지를 규정 

한다. 이것은 총이동거리가 길어지는 등 공간적 

이동의 효율성과 무관한 입지를 가져온다. 

[그림 lOJ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적환장들은 

주로 해당 구의 외곽에 위치해 었다. 그리고 작 

업의 한계상 그림에 나타내지는 못했지만， 지형 

도를 통해서 보거나 일부 답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관내 외곽에 입지해 있지 않은 적환장들 

도 실제로는 상당수가 하천변， 고가도로 아래， 혹 

은 시가지가 없는 곳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적환장 입지는 해당 자치구의 특수한 

상황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어떠한 공통된 변 

수를 가지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중구처럼 미개 

발지가 거의 없는 구에서도 대형적환장이 입지 

해 있는 반면 광진구나 강북구， 은평구처럼 외곽 

에 있는 구라도 수거되는 쓰레기의 50% 이상 처 

리하는 대형적환장이 입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적환장 중에서도 대형적환장이 입지상의 제약 

을 크게 받는다. 대행업체들이 주로 쓰는 소형적 

환장은 면적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특별한 시설 

- '148 -



地理學論蕭 第29號(1997. 2) 

o 3km 
'------.J 4 

.50% 이상 처리 적환장 

[그림 10J 적환장 입지 

을 갖추지 않아서 입지선정이 상대적으로 자유 

롭다. 그리고 수하차로 수거한 쓰레기를 상차하 

는 적환장도 고정된 입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밤 

에 길가에서 작업을 하고 깨끗이 청소를 하는 경 

우도 있다. 그러나 대형적환장은 고정된 입지를 

정해야 하고， 압축기， 콘테이너 등 각종 장비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면적을 많이 차지해서 입 

지선정이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적환 

장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용량이 부족한 구에서 

[그림 9J 의 6번이나 7번 같은 작업유형이 나타 

난다. 

현실에서 적환장의 입지가 이처럼 쓰레기 수거 

의 효율보다는 입지 자체가 가능하냐에 의해 규 

정되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다른 적환장 이용 형 

태를 보여준다. 종로구같이 대형적환장이 입지할 

부지가 없는 구는 여기저기에 임시로 소형적환 

장을 설치할 수밖에 없고， 송파구， 금천구， 성동 

구처럼 대형적환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구는 구 

청과 대행업체가 함께 적환장을 이용하면서 작 

업을 하고 있다. 

적환장을 중심으로 해서 쓰레기의 공간적 이 

동을 지도화해 보면 [그림 11J과 같은 결과가 나 

온다. 

그림에서 보면 쓰레기가 이동하는 선과 선이 

만나는 경우가 매우 많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공공서비스 시설과 달리 쓰레기 적환 

장은 배후지의 중심에 입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다. 부의 외부성을 최소화할 수 있 

는 입지를 찾기가 쉽지 않음에 따라 공간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입지한다는 것이 그림에서 증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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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 
비고: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동은 배후지가 해당 행정동뿐인 적환장을 이용하거나 직접 

상차하는 돔이다. 

[그림 11 ] 적환장 이용도 

는 것이다. 

또한 특징적인 점은 성동구와 광진구， 구로구 

와 금천구， 서대문구와 마포구에서는 구와 구 사 

이에 쓰레기의 이동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성동 

구와 광진구， 구로구와 금천구는 서로 분구되기 

전부터 쓰던 직영적환장을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고， 서대문구와 마포구는 둘 다 난지도에 직영 

적환장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구와 구 

사이를 쓰레기가 이동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쓰레기 관리가 자치구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하 

더라도 공간적으로는 구 경계를 뛰어념을 수 있 

다는 것을 말해준다. 

3. 공관조직 요소들관의 관께|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수거권역은 쓰레기 수 

거서비스의 공간조직으로서， 정책결정자의 결정 

에 따라서 직영지역과 대행지역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대행지역은 도로 여건이 좋고 단위 

면적당 발생량이 많은 반면， 직영지역은 그 반대 

의 성격을 많이 나타낸다. 

수거유형은 지역여건에 크게 좌우되는데， 작업 

유형과 적환장 이용에 영향을 주는 지역여건은 

조금씩 다르다. 작업유형에 영향을 주는 지역여 

건이란 사실상 도로여건이다. 고지대에서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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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권역 를 -
도포여건， 
발앵윈 분~-

]j 0 "rr형 

| 작업유형 •- 덮여건 

적환장 .... 부지여건 

[그림 12] 수거의 공간조직의 요소와 요인들 

의 힘으로 수하차를 움직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로 여건이 허락하면 차량으로 수거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람이 수집차까지 

쓰레기를 들고 나온다. 저지대라도 좁은 골목길 

이 넓게 분포해 있으면 수하차로 수거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작업유형은 적환장 입지에도 영 

향을 받는다. 강남구처럼 청소여건이 서울시에서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는 구도 적절한 적환장 입 

지를 찾지 못하면 쓰레기 수거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얼마만한 규모의 적환장이 몇 개나 있느냐에 

따라서 적환장의 배후지가 결정된다. 그러나 적 

환장 입지는 공간적으로 최적의 효율성을 추구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입지 자체가 가 

능하냐가 문제이다. 

수거권역과 수거유형의 관계를 볼 때， 수거권 

역은 작업유형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대행지 

역은 일반적으로 지역 특성상 작업이 쉬워서 대 

부분 차량을 이용한 수거를 하고， 직영지역은 주 

장이 한 구에 여 러 개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거권역과 적환장 이용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 

는 없다. 

이상의 공간조직 요소와 요인들간의 관계를 그 

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12J 이다. 

4. 공간조직 유형구분 

쓰레기가 공간상에서 이동하는 경로와 형태의 

패턴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요소는 수거유형이 

다. 그러나 수거권역도 수거유형과 어느 정도 관 

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수거유형에 따라 

서 유형을 구분한 다음 각 유형을 수거권역의 유 

형에 따라서 둘로 나누어， 모두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작업유형과 적환장 이용으로 구성되는 수거유 

형에서 공간조직의 유형을 나누는 기준과 그 의 

미는 다음과 같다. 

로 차량을 이용한 수거를 하지만， 수하차를 쓰는 CD 50% 이상 처리하는 적환장이 있다: 하나의 적 

경우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이다. 그러나 대행업 환장이 해당 지역에서 수거되는 쓰레기의 50% 

체가 직영적환장을 이용하기도 하고 직영 적환 를 처리한다는 것은 비교적 용량이 큰 적환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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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해 있어서 쓰레기가 하나의 방향으로 집중 

해서 이동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시설을 집 

단화함으로써 혐오시설인 적환장의 수를 줄일 

수 있고， 적절한 설비를 갖춤으로써 오수나 분진 

등 환경문제를 줄일 수 있으며， 작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 수하차를 이용한 수거를 한다: 작업형태(그림 

4-5) 의 1 번， 2번， 6번， 9번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마대나 수하차를 이용한다는 것은 해당 

지역의 수거난이도가 높다는 사실을 말해주는데， 

다시 말하면 시가지 정비가 덜 된 곳이 많다는 

뜻이다. 

위와 같은 두 가지 기준으로 조합을 하면 [그 

림 13J과 같이 4가지의 유형이 나오는데， 이것은 

쓰레기가 이동하고 모아지는 방향과 범위를 나 

타낸다. 

유형 I 은 수거되는 쓰레기의 50% 이상을 처리 

하는 대형적환장이 있고 수하차 수거를 하지 않 

유힐| 

수
 집
 차
 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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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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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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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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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l

」

는 유형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유형이다. 유형 H 

는 50% 이상 처리하는 적환장은 있으나 일부 지 

역에서 수하차 수거가 나타나는 유형이다. 유형 

m은 수하차 수거는 하지 않으나 50% 이상 처리 

하는 적환장이 없어서 쓰레기가 상대적으로 분 

산되어 적환되는 유형이다. 유형 N는 가장 불리 

한 유형으로， 수하차 수거도 할 뿐만 아니라 쓰 

레기도 분산되어 적환되는 유형이다. 

위의 4가지 유형은 각각 수거권역의 유형， 즉 

대행지역이 점적으로 분포하느냐 면적으로 분포 

하느냐(표 8) 에 따라서 나누어볼 수 있다. 이렇 

게 되면 공간조직의 유형은 해당사항이 없는 유 

형을 제외하여 [표 lO J과 같이 7가지로 나타나 

고， 지리적으로는 [그림 14J와 같이 분포한다. 

5. 유형별 특징 

1) 유형 1 -1 

107R 자치 구가 해 당하는 유형 1 -1은 7가지 유 

유형” 

]수]수 하|집 
차|차 
범 |범 
위」위 

i톨- 수집 

를톨二 수용 

ζ〉 맡생원 

c> 석한장 
<> 수도권매릴지 

[그림 13J 수거유형에 따른 공간조직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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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면서 바람직한 유형이 

다. 먼저 이들 구의 지리적 위치를 보면， 서대문 

구와 중구를 빼면 모두 서울시 외곽에 있다. 이 

것은 적환장 이용의 측면에서 적환장이 입지하기 

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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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대행업체가 수거한다는 것은 대행업체들 

이 실질적으로 해당 구의 상당한 면적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행정동 단위 

로 대행지역이 지정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 

[표 10] 수거의 공간조직의 유형 

유형이름 토「르;지 。 해당자치구 

한 적환장이 발생 쓰레기의 50% 이상 처리한다 중， 도봉， 노원，서대 

1 -1 수하차 수거 안 한다 문， 양천， 강서， 구로， 

대행지역이 면적으로 분포한다 관악， 송파， 강동 

한 적환장이 발생 쓰레기의 50% 이상 처리한다 

1 -2 수하차 수거 안 한다 성동，금천 

대행지역이 점적으로 분포한다 

50% 이상 처리하는 적환장 있다 

II -1 수하차 수거 한다 마포，영등포 

대행지역이 면적으로 분포한다 

50% 이상 처리하는 적환장 있다 

II -2 수하차 수거 한다 용산，중랑 

대행지역이 점적으로 분포한다 

50%이상 처리하는 적환장 없다 
광진， 강북， 은평， 동 m 수하차 수거 안 한다 

대행지역이 면적으로 분포한다 
작， 서초， 강남 

50% 이상 처리하는 적환장 없다 

N-1 수하차 수거 한다 종로 

대행지역이 면적으로 분포한다 

50% 이상 처리하는 적환장 없다 

N-2 수하차 수거 한다 동대문， 성북 

대행지역이 점적으로 분포한다 

수하차 수거를 안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수거 

여건이 좋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택중에서 아 

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아도 중구， 서대문구， 

관악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시 평균을 넘어 

선다. 

대행률을 보아도 1996년에 대행을 대폭 확대한 

관악구를 포함하여 10) 모두 서울시 전체 대행률 

(35.68%)을 넘어선다(표 3). 발생 쓰레기의 % 

사무기능이나 상업기능， 소득수준 등을 나타내 

는 변수들은 유형을 결정하는 데에 별다른 영향 

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유형 1-2 

유형 1 -2는 유형 1 -1과 달리 대행지역이 점적 

으로 분포하는 유형이다. 여기에 속하는 성동구 

와 금천구는 적환장이 입지할 만한 적합한 부지 

% 4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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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있어서 적환장으로 인한 문제가 별로 은 66.95%로 성동구의 두 배나 되는데， 이렇게 

없고， 공통적으로 1995년에 분구되기 전의 구와 대행률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정책적 또는 정치 

〈그림 14) 공간조직 유형의 지리적 분포 

함께 적환장을 쓰고 있다. 

이 두 자치구는 지역구조를 나타내는 변수들이 

연탄재 발생량을 빼고는 상당히 비슷한 값을 보 

인다. 그러나 다른 유형에도 이 두 자치구와 비 

슷한 값을 가지는 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유 

형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이런 변수들로 설명 

하기 어려운 적환장의 부지 조건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으로 이 두 자치구는 대행률에서 많은 차 

이를 보인다. [표 3]에 따르면 금천구의 대행률 

적인 요소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금천 

구의 대행률이 상당히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대행지역이 점적으로 분포하는 유형에 속한 것 

은 유형을 구분할 때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행업체가 전담하는 행정동수를 기준으로 삼았 

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3) 유형 II-1 

이 유형에 속하는 마포구와 영등포구는 각각 

난지도와 도림천변에 직영 대형적환장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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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표 11J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마포구와 

영등포구는 지역구조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 

여， 수거여건은 영등포구가 마포구에 비해 유리 

하다. 영등포구는 주택중 아파트 비율， 사무실 연 

면적， 상업시설 연면적， 재산세 부과액， 1인당 지 

방세 부담액 등에서 서울시 평균을 크게 웃돌아 

마포구와 대조를 이룬다. 이것이 대행률에 반영 

되어서 마포구는 28.89%라는 낮은 대행률을 보 

이고 있고， 영등포구는 43.07%의 대행률을 보이 

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구 전체를 대표하는 값이기 때 

문에 구 안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적 차 

이를 무시할 수가 있다. 

영등포구는 직영지역과 대행지역이 경인선 철 

로를 기준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양상을 보인다. 

당산동， 양평동， 문래동， 여의도동， 영등포동 등 

철로 북쪽 전부와 남쪽 일부를 대행업체들이 맡 

고， 철로 남쪽 지역은 구청이 맡고 있다. 마포구 

는 대행률이 낮지만 아파트가 많은 성산2동과 상 

업 · 사무기능이 모인 도화1 .2동을 대행업체가 

맡고 있어서 면적인 대행지역 분포를 보인다. 그 

리고 일부 직영지역에서는 수하차 수거도 존재 

한다. 

4) 유형 II-2 

이 유형에는 용산구와 중랑구가 속한다. 용산 

구는 도심에 위치하여 시가지로 발달한 지 오래 

되었고， 중랑구는 외곽에 있으면서 자연적으로 

발달한 시가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유형은 대형적환장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쓰레기 수거에 매우 불리한 유형이다. 용산구는 

수하차 수거도 많이 하기 때문에 관내 곳곳에 소 

형적환장을 두고 있고， 7개나 되는 대행업체들이 

각각 혹은 공동으로 적환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적환장 수가 많다. 

그러나 용산구와 중랑구에 수하차를 이용하는 

작업유형이 존재하는 이유나 대행률 차이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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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지역구조를 나타내는 변 

수들의 설명력이 약하다. 

용산구는 대행률이 54.81 %이지만 중랑구는 

18.73%밖에 안 된다. 용산구는 수거여건이 안 좋 

아 수하차 수거가 일반적인데도 대행률이 높은 

반면 대행지역은 점적으로 분포해 있다. 이것은 

7개나 되는 대행업체들이 남쪽의 아파트촌 3개동 

외에 다량배출처， 대로변 등 단위당 발생량이 많 

은 곳들을 중심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러나 중랑구는 소득수준， 아파트 비율， 사무실 연 

면적， 상업시설 연면적 등의 조건이 비슷하거나 

더 나쁜 일부 자치구보다도 대행률이 낮다. 이것 

역시 정책적인 요소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데， 중랑구청의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의 미화원 

들을 해고하기도 어렵고 주민들이 직영을 더 선 

호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중랑구의 대행지역이 

주택가보다는 상가나 사업장 중심으로 점적으로 

분포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5) 유형 m 

이 유형은 상대적으로 수거여건은 좋으나 적환 

장의 입지 때문에 수거에 다소 어려움을 겪는 유 

형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구들은 동작구만 빼고 

모두 경기도와 접해있다. 따라서 적환장의 입지 

가 상대적으로 쉬울 것으로 생각되지만， 은평구 

와 서초구， 강남구는 외곽의 미개발지가 대부분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실정이고， 강북구와 광진 

구는 1995년에 분구되면서 관내에 직영 대형적환 

장이 없어졌다. 동작구 역시 동서남북으로 4개구 

와 접하고 있어서 적환장 입지가 마땅치 않은 실 

정이다. 

[표 11J을 보고 알 수 있듯이 서초 · 강남구는 

아파트비율， 사무실 연면적， 상업시설 연면적， 소 

득수준 등에서 나머지 구들과 확연히 대비되면 

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구 

는 대행률이 모두 90%를 넘어서 중구와 송파구 

처럼 사실상 전 지역을 대행업체들이 나누어서 

다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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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하고 있다. 대행지역이 점적으로 분포하는 성동구나 용산구 

다른 구도 대행률은 그다지 높지 않으나 대행 와 비교할 때， 이들 구는 대행업체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비교적 동 단위로 구분이 잘 되어 있다. 지역이 비교적 집중해서 분포해 있기 때문으로 

그 이유는 대행률이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지만 보인다. 

[표 11 ] 공간조직의 유형과 지역구조 

주택중 주택중 
매립지반입 

서울시 사무실 상업시설 
지방세 1인당지방세 

아파트 단독주택 연면적에서 연면적에서 
비율(%) 비율(%) 

연탄재양(톤) 
차지하는 비중(%) 차지하는비중(%) 

총부과액(어원) 부담액(만원) 

1 - 1 중구 12.43 76.22 1164 15.5 7.2 70 224 

도봉구 60.00 22.69 2159 0.9 2.1 33 25 

노원구 71.83 21.49 4045 0.7 3.0 49 23 

서대문구 19.28 54.92 4461 1.6 2.9 38 29 

양천구 46.83 17.87 1371 0.4 2.8 46 28 

강서구 61.13 22.61 2545 2.0 3.1 96 31 

구로구 23.67 36.22 1229 2.1 2.9 36 31 

관악구 13.97 51.49 7665 1.6 3.8 42 21 

송파구 63.13 19.77 92 4.4 7.1 105 45 

강동구 51 .19 26.55 0 1.9 4.7 56 32 

1 - 2 성동구 22.15 57.35 4947 2.1 2.8 34 33 

금천구 23.67 47.82 158 1.6 2.5 29 27 

II - 1 마포구 13.15 38.24 8028 4.0 3.3 50 38 

영등포구 43.11 44.31 2363 12.7 5.1 84 71 

II - 2 용산구 30.08 54.39 4944 3.6 3.0 55 53 

중랑구 22.30 47.10 15 1.3 3.1 35 23 

m 광진구 21.92 56.88 1224 2.5 3.8 46 29 

강북구 20.91 47.78 3594 1.0 2.6 29 20 

은평구 8.71 46.54 26 1.1 2.7 39 22 

동작구 36.52 35.10 6439 1.3 2.4 40 27 

서초구 63.36 19.77 41 9.1 6.1 143 98 

강남구 75.84 5.70 297 15.9 10.4 210 123 

N- 1 종로구 14.47 71.57 6787 8.3 4.2 62 111 

N-2 동대문구 18.79 59.27 13104 2.4 4.7 45 28 

성북구 15.74 62.54 19652 1.2 3.7 44 26 

평균 39.58 36.98 3854 4.0* 4.0* 60.64 47 

자료: 서울시 주택기획과， 서울시 폐기물관리과， 서울시 재산세 과세대상자료 1995, 서울시 세무지도과 

주: 자료의 기준은 1995년임. 

• 서울시의 구가 25개이기 때문에 4%씩 있어야 균등한 분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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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형 N-l 

종로구가 유일하게 속하는 이 유형은 전체적으 

로 쓰레기 수거에 매우 불리한 유형이다. 종로구 

는 남쪽으로는 사무기능과 상업기능이 집중해 

있고， 북쪽으로는 각종 문화유산과 국립공원， 정 

부기관 등이 집중해 있어서 대형적환장이 입지 

하기가 매우 어렵다. 게다가 4장에서 살펴보았듯 

이 수하차 수거가 매우 일반적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 소형적환장들을 두고 수하차로 수거 한 쓰 

레기를 압축식 수송차에 상차하여 매립지로 보 

낸다. 

대행지역은 남쪽의 종로통을 중심으로 지정되 

어 있다. 전체 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많지 

않으나 상가와 사무실 등 고차 중심지 기능이 밀 

집해 있기 때문에 종로구의 대행률은 비교적 높 

은 수준(52.13% )이다. 

이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직영지역이 

다. 종로구는 조선시대부터 수도의 심장부 역할 

을 하면서 오래전부터 시가지로 발달해 왔으나 

남쪽의 종로통만이 급속하게 중심업무지구로 성 

장하면서 현대적인 시가지의 모습을 갖추었다. 

따라서 나머지 지역은 오래된 시가지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단독주택 비율 

도 높고， 연탄재 발생량도 많은 편이다. 

7) 유형 N-2 

유형 N-2는 유형 1 -1과 모든 면에서 반대되는 

유형으로， 수거여건이 가장 열악한 유형이다. 여 

기에 속하는 동대문구와 성북구는 도심에 인접 

해 있고 시가지가 형성된 지 오래되었다는 점에 

서 종로구와 성격이 비슷하다. 그러나 종로구와 

달리 300평 이상의 대형적환장을 갖추고 있기는 

하나 각각 50% 이상씩 처리하기에는 용량이 부 

족하고， 수하차 수거지역이 많아서 소형적환장에 

서 바로 수송하는 경우가 많다. 

동대문구와 성북구는 서울시 평균에 비해서 아 

파트의 비율이 매우 낮고， 단독주택의 비율과 연 

地理學論養 第29號 (1997. 2) 

탄재 발생량은 훨씬 높다. 특히 연탄재의 발생량 

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불량주거지역이 많다는 

뜻이 되어 대행률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지방세부과액도 서울시 평균을 훨씬 밑돌아， 전 

체적인 지역여건상 대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으 

며， 이것이 작업유형에도 영향을 준다. 즉 이런 

구일수록 도로망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수하차 등을 이용하는 작업유형 

이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조건에서는 대 

행업체가 선호하는 지역이 공간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대행지역이 점적으로 분포하게 

된다. 

6. 센혜'1 수껴의 공관조직의 성퍼 

이상에서 쓰레기 수거의 공간조직의 유형을 살 

펴보았다. 유형을 형성하는 요인은 주거형태， 사 

무 · 상업기능， 소득수준 등으로 정리할 수 있는 

데， 주거형태에 관한 변수들이 유형별로 비교적 

뚜렷하게 차이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아 주거형 

태가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것으로 보인다. 사 

무 · 상업기능이나 소득수준에 관한 변수들은 몇 

몇 자치구에만 탁월하게 나타나고， 양자가 같은 

구에서 동시에 높은 값을 갖는 경우가 많아서 유 

형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서울시 쓰레기 수거의 공간조직은 상권 

같은 공급의 공간조직과 그 성격이 다르다. 서울 

시의 상권을 예로 들 때， 그것은 일반적으로 일 

정한 계층적 질서를 가지는， 중심지 체계로 조직 

된 공간이다. 그리고 각각의 계층마다 서로 다른 

배후지 크기를 가지고 있고， 제공하는 기능이 다 

르다(김인 · 김기혁. 1981 참조). 이러한 공간조직 

을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분 

포， 교통망， 지대 등이며， 주어진 조건에 가장 적 

합하게 형성되는 실질적 공간조직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이것은 최소요구치， 재화와 서 

비스의 도달거리， 중심지간의 경쟁， 포섭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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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지 이론의 개념을 통해서 상당 부분 설명할 

수 있다. 

수거의 공간조직 역시 지역구조를 어느 정도 

반영하여 형성되지만 여러 가지 변에서 공급의 

공간조직과 그 형성요인이 다르다. 

수거권역은 각 자치구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형 

식적 공간조직의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발생원 

의 분포와 성격이 수거권역을 정하는 기준이 된 

다는 점에서 지역구조가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 

러나 여전히 정치적 · 정책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구가 많고 수거권역의 합리성에 대한 연 

구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지역특성에 적합하게 

설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거권역과 연결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중심지 이론의 행정원리이다. 원칙적으로 각각의 

수거권역은 해당 자치구에 모두 포섭되기 때문 

에 중심지 이론의 행정원리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대행업체가 두 개 이상의 

자치구와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완전 

히 포섭되는 관계는 아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처 

럼 일정한 기준이나 공통된 특징에 의하여 설정 

된 것이 아니고 기존의 구 행정구역을 임의로 분 

할한 것이기 때문에 중심지 이론의 도달거리나 

중심지간의 경쟁 같은 개념들과는 관련이 적다. 

수거유형은 직접적으로 쓰레기의 이동과 관련 

된다는 점에서 실질적 공간조직의 성격을 가지 

고 있다. 늘 고정된 적환장으로 같은 방법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형식적 공간조직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나， 적환장의 입지가 가변적인 경우 

가 많고 작업형태도 해당 지역의 수거여건에 따 

라서 변화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공간조직의 면 

모를 갖추고 있다. 

특히 적환장 분포는 쓰레기가 모이는 중심지로 

파악할 수 있고， 작업형태에 따라서 적환장간의 

계층관계와 배후지간의 포섭관계도 존재한다. 그 

러나 상권에서 상업시설은 수요자의 분포나 접 

근성 등에 따라서 입지와 규모가 결정되지만 적 

환장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입지 

하고 나서 배후지 규모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중 

심지 이론에서 말하는 중심지의 분포와는 성격 

이 다르다. 

결국 쓰레기 수거의 공간조직을 중심지 이론처 

럼 공급의 공간조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설명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쓰레기 수거의 공간조 

직은 해당 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점과 쓰레기 

의 이동이 임의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공급의 공 

간조직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그로 인해 수거의 

공간조직을 설명할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 

V. 요약 및 결론 

쓰레기는 인간 생활에서 필요를 다하게 되어 

‘버려지는’ 물질로서， 인간이 재화를 소비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또한 쓰레기는 공간 

상에서 이동하는 물질로서， 그 나름의 공간조직 

을 형성한다. 이 연구에서는 버려져서 수거 · 처 

리되는 물질의 이동으로 형성되는 공간조직을 

‘ 수 거 의 공 간 조 직 (spatial organization of 

entsorgung) ’ 이라고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대표 

적인 예로서 쓰레기 수거의 공간조직을 서울시 

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서울시 쓰레기 수거의 공간조직은 수거 

권역과 수거유형으로 구성된다. 

수거권역이란 자치구나 대행업체 등 개별 청소 

주체가 수거를 담당하는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이것은 실제로 쓰레기가 이동하여 형성 

하는 공간조직이 아니고 공공서비스의 일종인 

쓰레기 수거서비스의 공간조직이다. 반면에 수거 

유형은 쓰레기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경로를 거 

쳐 최종처리장까지 가는가를 유형화한 것으로서 

실제로 쓰레기의 이동을 나타낸다. 수거유형에 

관해서는 장비와 시설을 중심으로 보는 작업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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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과 공공서비스 시설의 일종으로서 그 입지와 

규모가 중요한 적환장 이용형태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서울시의 쓰레기 수거 작업유형은 

적환장 이용 여부， 적환 회수， 수집장비와 방법 

등에 따라서 모두 7가지로 나쉰다. 그리고 적환 

장은 혐오시설인 관계로 일반 공공서비스 시설 

과 달리 공간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입지하여 쓰 

레기의 이동거리를 증가시킨다. 

둘째， 수거권역과 수거유형은 해당 지역의 지 

역구조에 기본적으로 영향을 받지만 구체적인 

요인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수거권역에서 대행지역은 그 분포양상에 따라 

서 면적인 대행지역과 점적인 대행지역으로 구 

분되는데， 이러한 구분을 가져오는 것은 해당 자 

치구의 대행률이다. 그리고 자치구별로 대행률에 

영향을 주는 것은 주거형태， 상업기능의 분포， 소 

득수준， 도로사정 등이기 때문에 수거권역도 이 

와 관련된 변수들이 구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에 따라서 그 유형이 달라진다. 

수거유형에서는 작업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과 적환장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 

다. 지역의 도로 조건에 따라서 마대나 수하차를 

쓰는지 아니면 수집차를 쓰는지가 결정되며， 주 

거형태나 사무 · 상업기능의 분포， 소득수준 등은 

그와 관련된 도로 조건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수거유형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적환장은 

혐오시설로 인식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입지-배 

분모텔에 따른 최적입지조건이 아니라 부의 외 

부성을 피하여 입지가 가능한 부지 조건에 따라 

서 입지가 결정된다. 

셋째， 서울시 쓰레기 수거의 공간조직은 자치 

구별로 수거권역과 수거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유형화할 수 있으며， 해당 자치구가 없는 

유형을 제외하여 모두 7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유형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적환 

장 규모-수거되는 쓰레기의 50% 이상을 처리하 

는 적환장이 있는지 없는지，@작업유형-수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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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를 하는지 안 하는지，@수거권역의 특징

대행지역이 면적으로 분포하는지 점적으로 분포 

하는지 등을 채택했다. 그러나 유형들이 형성된 

이유에 대해서 주거형태나 사무 · 상업기능의 분 

포， 소득수준 등이 설명하는 정도가 다르고， 이 

변수들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이다. 그리고 각각의 유형들은 쓰레기 수거 

에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장단점은 주거 

형태 등 해당 자치구의 지역구조에서 비롯된다 

는 점에서 쉽게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넷째， 서울시 쓰레기 수거의 공간조직은 일반 

적인 공급의 공간조직과 다른 성격을 가지기 때 

문에 중심지 이론 등 기존의 공간조직 이론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쓰레기 수거의 공간조직은 어느 정도의 계층성 

이나 포섭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중심지 이론의 

개념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쓰레기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혐오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동하는 경로와 방법은 

선호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그것과 다를 수밖에 

없고， 중심지 이론이나 기타 공간조직 이론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많다. 따라서 수거의 공 

간조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특징을 고려 

한 새로운 이론이나 개념이 필요하다. 

〈註〉

1) 독일어에서 Versorgung은 ‘공급 · 급양’ 의 뜻을 

가진다. 이 말은 경제학에서 수요(demand) 에 대 

응하는 공급(supply)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 

공급·소비하는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그리고 ent는 ‘반대 · 부정 · 이탈’ 등의 

뜻을 가지는 비분리 전철이다. 따라서 Entsorgung 

은 Versorgung과 반대로 ‘(쓰레기등의) 수거 · 

처리’ 의 뜻을 가지는 말이 된다. 

2) 폐 기 물은 영 문으로 solid waste라고 표시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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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많으나 간혹 refuse, garbage, rubbish 등의 

표현도 사용된다. refuse는 solid waste와 같은 뜻 

이 며 garbage와 rubbish 및 재 (ash) 를 모두 포함 

하는데 garbage는 음식물， 채소 등의 부엌쓰레기 

를 말하고 rubbish는 깡통， 종이， 빈병 등 부엌쓰 

레기를 제외한 쓰레기를 말한다. 또한 trash는 

rubbish와 같은 뜻이다(정재춘， 1994: 17). 

3) 이 중에서 은평구， 관악구， 동작구는 1996년 들어 

서 대행업체 수와 담당지역을 늘렸다. 

4) 양천구는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소각량 

과 매립량의 합에서 대행업체 수거량의 비율을 

대행률로 잡았다. 

5) 1996년 서울시 자치구의 청소예산을 보변 세입이 

982억원， 세출이 3，373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9.1%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차액은 구의 일 

반회계에서 충당되는데， 그 액수는 서울시 자치 

구 일반회계 총액의 14%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서울시 폐기물관리과 내부자료). 

6) collection이라는 용어는 수거체계에서， 좁은 의미 

의 수집과 넓은 의미의 수거 두 가지 뜻으로 다 

쓰인다(Clark， 1978: 4 참조). 

7) 공공서비스와 쓰레기 수거의 관계에 관한 논의 

로는 정 경문 (1992) ， 손희준 (1990) , 핀치 (Pinch, 

1985: 엄운섭 역， 1994), 정만석 (1994 )， 이재원 

(1995) 등의 연구 참조. 

8) 작업유형에는 쓰레기가 거쳐가는 적환장이 포함 

되어 있지만，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별도로 서술하 

였다. 

9) 주:Q) 이 지도는 자치구별로 설문조사 및 면담 

조사를 통해서 작성한 것으로， 이 지도에서 나타 

난 적환장 수는 서울시 자료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 50% 이상(또는 미만) 처리 적환장이란 수거 

되는 쓰레기의 50% 이상(또는 미만)이 거쳐가 

는 적환장이란 뜻이다. 그러나 쓰레기의 수거량 

은 수도권 매립지에서만 정확하게 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접적인 지표를 이용했다. 직 

영의 비율이 50%이 이상이고 모든 쓰레기가 하 

나의 적환장으로 모인다면 그 적환장은 50% 이 

상 처리하는 적환장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는 그 적환장을 이용하는 행정동의 수가 전체 행 

정동의 절반 이상일 때 50% 처리하는 적환장이 

된다. 따라서 구청만 쓰는 대형적환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행률이 50%를 넘으면 50% 이상 처 

리하는 적환장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였다. 

10) 다른 통계수치의 시간적 기준은 1995년인데 수 

거권역은 1996년에 설문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였 

기 때문에， 1996년에 대행을 확대한 은평구， 동 

작구， 관악구의 대행 상황은 다른 통계수치가 

나타내는 지역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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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patial Organization of Solid Waste 

Collection in S∞lul 

W∞n-sup Choi* 

‘Spatìal organization of entsorgung' is a terrn conceptually defined as a spatial organization which 

is made by the movement of what is collected and disposed after u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1yse the spati외 organization of solid waste collection. as an example of spati려 organization of 

entsorgung. in Seω1 Metropolitan City. The spatial organization of solid waste collection in Seoul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hat of spatial organization of versorgung. so it has many limitations to 

explain it with existing spatial organization theories such as central place theory. The spatial 

organization of waste collection has some hierachy. so central place theory can explain it a little. But 

waste is so unwanted by people that it has different ways and routes of movement from those of 

favored goods and services. For that reason. central place theory and other spati러 organization 

theories have limitaions on explaining the spatial organization of solid waste collection. so new theories 

or concepts are needed to explain the spatial organization of entsorgung inc1uding that of solid waste 

collection 

* Graduate Stu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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