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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2021년은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지 3년이 되는 해다. 우리는 유한한 자원으
로 무한하게 일회용품과 일회용포장재를 생산하고 자연 속에서 분해되는 속도
보다 현저히 빠르게 소비한 후 폐기하고 있다.

또한 쓰레기는 소각하는 과정에서 대기 중으로 독성화학물질을 배출하고, 
매립된 쓰레기는 토양 오염과 수질 악화를 불러일으키며, 토양과 바다로 흘러
가 미세플라스틱으로 쪼개져 우리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매립장과 소각장의 포화는 지자체마다 당면한 문제이며, 그렇다고 무한정 
시설을 늘릴 수만도 없다. 2018년 중국의 쓰레기 수입 거부로 재활용되기 어
려운 쓰레기들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으며 그동안 정부의 허술한 관리감
독 아래 분리배출 및 재활용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생산과 소비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고용은 감소하고 있어 정부는 국토균
형발전, 경제성장, 고용창출이라는 목적으로 대규모 토목건축사업 등에만 집중
하고 단기적인 일자리만 배출하고 있다. 이는 국토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악
화시키고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위협한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도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노동집약적인 성격이 강한 재활용 분야 일자리 
창출은 단순한 고용의 공급을 넘어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 개선이라는 사회적 목표도 충족시킬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일환으로서 환경보전과 동시에 자원순환경제 

부문에서의 사회적 경제(일자리)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발
생단계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제로웨이스트숍과 사용 후 폐기 단계에서 재활용
률을 높이는 자원순환가게의 비교 연구를 통해 마을형 자원순환플랫폼의 모델
을 발굴한다. 이는 쓰레기 줄이기의 근본대책인 발생저감에 대한 사회 저변의 
인식 확대는 물론 시민들이 자원순환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도
록 하며 올바른 분리배출을 안내함으로써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 음식물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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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보다 정확히 구분하여 소각, 매립되는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률
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 조사 내용을 설정하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
로 춘천시에 필요한 자원순환사회 조성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 내용

 ① 춘천시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 체계와 수집운반 대행현황을 조
사하고 특징을 살펴본다. 

 ② 춘천시 환경사업소의 최근 5년간 재활용품 선별실적과 판매 현황 및 춘
천지역의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 처리비용 등을 조사한다.

 ③ 춘천시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업체의 현황을 조사한다.
 ④ 춘천시 폐합성재생재료가공처리 업체 현황을 조사한다.
 ⑤ 춘천환경사업노동조합을 인터뷰하여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다.
2) 연구 방법

 ① 국내 자원순환플랫폼과 민간형 제로웨이스트숍의 운영 방법과 체계, 인
력 등을 비교 연구하여 시사점을 제시한다.

 ② 국내 자원순환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와 자원순환체계가 우수한 사례를 
연구하여 춘천시에 필요한 조례와 자원순환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제안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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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춘천시 현황
1. 생활폐기물/재활용품 수거 체계

 

2. 생활폐기물/재활용품 수집 운반 대행 현황
1) 권역별 책임수거제

2013년부터 권역별 책임수거제가 시행됨에 따라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
기, 재활용쓰레기를 1개 업체가 모두 수거하는 체제로 변경되었다.

1) 춘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현황(공동주택, 업체별 수거현황)을 맨 뒤에 부록으로 첨부한다.

구분 공동주택
(154개, 66,706세대)

일반주택
(60,521세대)

생활폐기물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플라스틱, 비닐, 스티로폼류)

공공수거(지자체 위탁업체)

재활용품
(유리, 캔/고철, 종이, 의류)

민간수거1)
(계약업체)

공공수거
(지자체 위탁업체)

표 Ⅱ-1. 생활폐기물/재활용품 수거체계

권역별 업체명 대행구역

1권역
그린환경

현대환경

소양동(50%), 신사우동, 근화동, 약사명동, 조운동(10%), 

신북읍 일부

2권역
매일환경

대한환경

교동, 조운동(90%), 후평1동(40%), 후평2동(50%), 

효자3동(80%), 소양동(50%)

3권역
춘일환경

동림실업

후평1동(60%), 후평3동, 후평2동(50%),효자3동(20%), 동면 

일부

4권역
청호환경

일류환경
효자1동, 효자2동, 석사동(50%)

5권역
경춘산업

환경기업
강남동, 퇴계동(70%), 남산면 일부

6권역
성진기업

동림실업
석사동(50%), 퇴계동(30%), 동내면 일부

표 Ⅱ-2. 권역별 수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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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권역도
그림 Ⅱ-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권역도

 ③ 연도별 수집운반대행 비용2)

2) 환경부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2019년 3월 6일)에 따라 3인1조 체제로 변경되면서 고용 증
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

년도 연간소요비용(단위, 원)
2016 8,436,846,360
2017 8,317,195,430
2018 10,123,995,590
2019 13,209,868,000
2020 14,728,500,540

표 Ⅱ-3. 연도별 수집운반대행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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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일(토요일 제외) 수거, 혼합수거
춘천시는 권역별 책임수거제에 따라 관할 구역의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

기, 재활용품을 모두 수거하는데 품목별/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모든 품목을 매일 배출하고 수거차량도 매일 배출되는 모든 
품목을 수거한다. 

환경부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3)에서 재활용가능자원
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시군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분리수거를 시행
하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혼합방지 등을 위하여 품목별로 
정기수거일 또는 요일을 별도로 지정 운영하여야 하고 단독주택지역의 경우 
재활용가능자원 통합수거를 실시하는 경우 통합배출에 적합한 전용 봉투, 유
리병 전용 봉투, 전용 그물망 등 지역 여건에 알맞은 통합 전용 용기를 선택
하여 보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요일별/품목별 수거체계로 전환한 대표적인 지자체는 강원도 원
주시, 제주시, 서귀포시, 경남 밀양시/남해군, 충남 세종시, 경북 김천시 등이
다. 

3) 환경부(폐자원관리과) 2020년 12월 25일 시행

그림 Ⅱ-2. 요일별 배출제 시행 이후 매립량 감소, 재활용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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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야간 수거
환경부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야간과 새벽 작업에서 낮(주간)으로 전

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2019년 3월 6일)을 발
표하였으나 춘천시는 아직 야간 수거(밤 12시 ~ 오전 8시)를 하고 있다.

2020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주간근무로 전환한 지자체는 약 60%라고 하며 
대표적인 지자체는 다음과 같다.

전환 날짜 지자체명 근무시간

2019.3.11 정선읍 07:00~16:00

2020.2.17 인천 연수구 04:00~12:00

2020.7.1 경기도 성남시 05:00~14:00

2020.9.1
충남 공주시 06:00~15:00

전북 김제시 06:00~

2020.11.2 경남 합천군 06:00~
(6월에서 9월까지는 오전 5시)

2021.1.1
인천 동구 06:00~15:00

충남 홍성군 06:00~15:00

표 Ⅱ-4. 주간근무로 전환한 대표적인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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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네프론4) 운영 현황(총 14대)
자원순환사회조성을 위한 춘천시 역점사업으로 네프론을 들 수 있다. 쓰레

기도 돈이 될 수 있다는 홍보와 교육, 양질의 재활용품 회수의 목적을 담고 
있다. 

네프론은 독일의 보증금제도 판트에서 착안하였으나 독일의 빈병 반환기계
와의 차이점은 보증금의 여부다. 독일은 물건을 구입할 때 냈던 보증금을 빈
병 반환기계를 통해 환급받는 개념이고 네프론은 홍보와 교육, 재활용품 회수
를 위해 수퍼빈(네프론 제작/운영 회사)에서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며 수거한 
캔과 페트병은 가져간다. 지자체는 수퍼빈에 초기 구축비와 관리운영비를 지
급한다. 빈병 반환기계는 독일 전역에 4만여 대 정도 설치되어있고 페트병의 
두께에 따라 보증금5)이 다른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얇은 페트병에 보증금
4) 수퍼빈에서 운영하는 캔/페트병 무인회수기. 1대당 설치비용은 약 32,000천원, 유지관리비용은 연간 

약 5,400천원.

순번 위치 주소
1 강남동행정복지센터 옆 클린하우스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6-37
2 신북읍행정복지센터 강원 춘천시 신북읍 율문길 75
3 석사동 공원(우석중학교 옆 공원)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731
4 한림대학교 CAMPUS LIFE CENTER 앞 강원 춘천시 한림대학길 1
5 신사우동행정복지센터 강원도 춘천시 사우4길 28
6 춘천시청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7 약사명동행정복지센터 강원도 춘천시 망대길 9 
8 효자1동행정복지센터 강원도 춘천시 효자상길 9 
9 동내면행정복지센터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동내로 78
10 석사동행정복지센터 강원 춘천시 후석로 48
11 후평3동 행정복지센터 강원 춘천시 후만로 83 

후평3동주민센터
12 소양동행정복지센터 강원 춘천시 금강로 17
13 근화동행정복지센터 강원 춘천시 영서로 2487
14 퇴계동행정복지센터 강원 춘천시 퇴계로 46

표 Ⅱ-5. 네프론 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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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게 책정한다. 독일 정부는 판트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능동적 재활
용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한다.

그림 Ⅱ-3. 독일의 보증금 제도

▲ 필(必)환경시대의 지구수다 - '합리적인 보증금제도 자원순환의 첫걸음' 편 화면 캡처. 
경우에 따라서는 빈병만 잘 모아가도 현금 없이 장을 볼 수 있다.

노르웨이에서도 자동판매기나 작은 가게, 주유소 등에서 플라스틱 병마다 
약 135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서 플라스틱 병의 재활용 비율은 97%에 육박하
며 캐나다 앨버타 주에서도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에 보증금을 부과하는 시스
템을 운영하며 환급액은 86원에서 215원 정도다. 수집센터, 픽업서비스, 보틀 
드라이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거하여 회수율은 83%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
다.6) 

5) 평균 320원 정도(네프론 페트병은 10원)
6) 사회적 경제 미디어 라이프인 2019년 10월 24일자 기획기사 안전과 환경오염의 주범 ‘플라스틱’ 

해법을 찾아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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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춘천시 환경사업소 재활용품 선별 및 판매 실적
1) 매각량

 

2) 판매금액

※ 2020년 환경공원 내 총 반입량 102,676톤 / 재활용품 반입량 11,342톤
으로 약 11% 정도 차지하고 있다.

구분
품목별 처리량

계 PET 플라
스틱

스티
로폼 캔 삼색병 파지 공병 기타

2016 3,963 965 790 112 344 915 303 150 384
2017 3,282 813 591 95 288 813 252 69 361
2018 2,770 592 429 75 249 827 188 47 363
2019 3,778 798 576 96 333 1,130 278 55 512
2020 4,425 794 689 133 328 759 462 48 1,212

표 Ⅱ-6. 춘천시 재활용품 품목별처리량
(단위:톤)

구분
품목별 판매액

계 PET 플라
스틱

스티
로폼 캔 삼색병 파지 공병 기타

2016 912 344 300 37 58 49 16 21 87
2017 721 274 200 31 75 39 14 17 71
2018 432 119 122 23 72 24 11 16 45
2019 708 218 175 49 97 37 16 19 97
2020 801 219 204 73 102 39 30 18 116

표 Ⅱ-7. 춘천시 재활용품 품목별 판매액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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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춘천지역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

그림 Ⅱ-4. 시도별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그림 Ⅱ-5. 생활폐기물 순수처리비용 추산

구분 발생량(톤/일) 비율
소각 142.6 51.8

재활용 118.0 42.8
매립 6.1 2.2
총 275.4 100

표 Ⅱ-8. 강원도 쓰레기 발생량 비교(2019년,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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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춘천시 생활폐기물 취급 업체 실태 및 현황
1.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춘천시 소재 생활폐기물 취급 업체의 현황, 운영실태, 운영 애로사항 등에 
대한 파악을 통해 춘천시에 필요한 자원순환경제 플랫폼 협동조합 모델 발굴 
연구의 기초자료를 생산한다.

2) 조사 설계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춘천시에 소재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판매 및 재활용 업체

표본 추출 방법 춘천시에 소재한 생활폐기물 업체 중 수거량(세대)이 많은 업체
조사 방법 현장 방문을 통한 심층면접(IDI; In-Depth Interview)
조사 기간 2021년 3월 8일 ~ 4월 1일

표 Ⅲ-1. 조사 설계

3) 조사 방법

날짜 업체 대상 소요 시간
3월 17일 ♧♧♧♧ 대표 1시간 30분
3월 29일 ○○○○ 대표 1시간
4월 1일 ◇◇◇◇ 대표 1시간
4월 1일 □□□□ 대표 1시간

표 Ⅲ-2. 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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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 대상 업체 현황
재생용 재료 수집·판매를 주요 사업 분야로 하고 있는 3곳과 폐합성 재생 

재료의 가공·처리를 주요 사업 분야로 하고 있는 1곳 등 총 4개 업체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각 업체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조사결과 분석
1) ○○○○
① 업체 현황

춘천 지역 공동주택 중 4곳(총 4,031세대)에서 의류와 파지, 고철, 공병 등
을 수거하고 있다. 수거한 품목 중 의류는 남양주의 의류재활용 업체에 판매
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춘천의 재활용업체들과 거래한다.

② 당면한 어려움
4개 공동주택은 생활폐기물 배출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 배출자7)들은 매일 

7) 공동주택에 사는 거주자들을 통칭 배출자라고 칭한다.

구분 업체명 업태/업종 주요 취급 
품목 설립년도 종업원 매출

1 ○○○○ 재생용 재료 
수집·판매

의류, 종이류, 
고철, 유리병 2010년 2명 2억

2 ◇◇◇◇ 재생용 재료 
수집·판매

의류, 종이류, 
고철, 유리병 2019년 1명 -

3 □□□□ 재생용 재료 
수집·판매

의류, 
생활고철

(캔/고철 등), 
종이류, 종이팩, 

유리병

2010년 5월 
1일 10명 17억

4 ♧♧♧♧ 폐합성 재생 
재료 가공·처리

PP/
HDPE/
LDPE

2013년 8월 
14일 4명 9억 7천

표 Ⅲ-3. 조사대상업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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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 있으며, ○○○○은 주 3회 수거하고 있다. 생
활폐기물의 품목별로 배출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매일 수시 배출이 이루어지
다 보니 분리배출의 기본원칙(4원칙; ‘비운다-헹군다-분리한다-섞지 않는
다’)의 첫 단계인 ‘비운다’ 단계부터 잘 이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재활용
품의 품질과 직결된다. 

1994년 이후 처음으로 2017년에 빈병 보증금 가격이 인상되어 배출된 공병
을 수거해 가는 사람들이 생겼다. 공동주택에 비용을 지불하고 폐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는 업체 입장에서는 손해이다. 

코로나 이후 헌 옷 수출이 어려워져 2020년 4월 ~ 10월까지는 아예 수출
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헌 옷 판매의 주기가 1주일이면 3차례 정도 
판매하던 상황에서 1~2주일에 1차례 정도로 줄어들게 되었고, 매출도 절반으
로 하락했다. 

③ 춘천시에 바라는 점
최근 재활용률 제고와 재활용품 품질 개선을 위해 생활폐기물을 요일별·품

목별 배출 체계로 전환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체 
측면에서도 규칙 없는 매일 수거가 아니라 요일별·품목별 수거 체계로 전환하
게 되면, 폐기물 처리의 업무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춘
천시에서도 전국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배출 체계 전환에 조응하여 요일별·품
목별 배출 체계로의 전환을 검토하기 바란다. 

④ 국가 단위의 문제점
헌 옷은 폐기물이지만, 관점을 전환하면 해외 판매가 가능한 자원이기도 하

다. 폐기물이 아니라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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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① 업체 현황

남양주에서 30여 년간 헌 옷을 수거하여 품목별로 분류하여 외국에 수출하
는 사업을 전문으로 하다가 2019년 춘천으로 이전하였다. 춘천 지역 10개 공
동주택(총 5,307세대)에서 의류, 종이류, 고철, 공병 등을 수거하고 있다. 종
이와 고철은 재선별하여 압축 후 판매하고 의류와 공병은 다른 업체와 거래하
고 있다.

② 당면한 문제
당초에는 춘천에서 200여 평 대지를 임대하여 플라스틱 빠레트를 깔고 의류 

재활용업을 시작하려는 계획이었으나 춘천시에서는 맨땅에서 의류재활용업 허
가가 나지 않아 포기하였고, 현재는 고철과 종이류를 주요 품목으로 취급하고 
있다. 

현재 사업장은 임대한 장소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설비 투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관련하여 콘크리트는 사용 후 폐기 시에 산업폐기물로 
분류하게 되어 있는데, 맨땅에서는 의류 재활용업을 할 수 없는 실정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③ 춘천시에 바라는 점
품목별로 전문 수거업체가 있으면 춘천시 쓰레기 문제의 많은 부분을 해결

할 수 있다. 예컨대, 5톤 집게 차 하나가 춘천시의 페트병만 수거하도록 할 
수 있다. 스티로폼 감용 기계를 실은 전용 차량이 춘천 전역의 스티로폼을 수
거하는 것과 동시에 감용하도록 하고, 일정량이 모이면 재활용품으로 판매하
도록 할 수도 있다. 

춘천시는 산업 분야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재활용 산업을 통해 일자
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개선 및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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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가 단위의 문제점
우리나라에서는 쓸모가 없거나 멀쩡해도 버리는 폐기물이 많은데, 이것이 

외국에서는 판매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재활용 자원이 된다. 환경부는 자원
을 폐기물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벗어나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
로 취급하는 관점의 전향이 필요하다. 예컨대, 국내에서 버려지는 폐자전거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지로 보낼 수 있고, 국내에서는 버리는 프라이팬도 외
국에서는 수입하여 중고 프라이팬으로 사용한다.

3) □□□□
① 업체현황

춘천 지역 45개 공동주택(총 23,000여 세대)의 폐재활용품(의류, 캔/고철 
등 생활고철, 종이류, 유리병)을 평균 주 3회 정도 방문하여 수거 후 압축하
여 판매하며, 기타 종이류 및 금속캔류를 매입·판매한다. 이 중 고철과 종이류
를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다. 종이팩은 구리와 남양주에 판매하고, 의류는 수거
하여 파주로 보낸다. 

소각 고철은 원주의 재활용 업체와 거래하고, 가평, 홍천, 화천, 춘천의 폐지
를 매입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이 업체에서는 춘천시 환경사업소의 종이팩도 
매입하여 압축·판매하고 있다. 

협력업체로 △△△△과 ▽▽▽▽이 있는데, 3개 업체의 춘천시 공동주택 수
거 세대는 총 39,465세대에 이른다(춘천시 전체 공동주택 : 71,632세대).

② 당면한 문제
수도권에 비해 강원도의 3대 도시인 춘천, 원주, 강릉은 생활폐기물의 발생

량이 비교적 적으며, 도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원주>강릉>춘천 순이다. 
수도권의 경우, 일반쓰레기를 제외한 모든 재활용품을 민간업체가 수거하며, 

재활용품은 분리배출 요일이 지정되어 있다. 이에 반해 춘천시는 분리배출 시
행 초기부터 품목과 요일에 관계없이 매일 배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로 인
해 시민들이 쓰레기를 집에 보관하지 않고 바로바로 배출하고 있으며,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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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쓰레기의 세척과 분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은 현재 공
동주택에 주 3회 정도 방문하여 수거하고 있는데, 품목별·요일별 배출이 이루
어진다면 대규모 아파트는 주 2회, 소규모 아파트는 주 1회만 수거해도 충분
할 것이다.

③ 춘천시에 바라는 점
수도권은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모든 재활용품을 공동주택

과 계약한 업체가 수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반면, 춘천시는 혼합 플라스
틱, 비닐류, 스티로폼 등 재활용이 잘 안 되는 것들은 매일, 혼합하여 수거함
으로써 수거와 선별 단계에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춘천시 공공수거 업체는 총 12개로 매일 시 전역을 돌며 발생하는 재활용품
을 수거한다. 매년 시의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고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지만, 
평가 점수가 낮아도 재계약에는 문제가 없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빨리 
치워주기 바쁘다.

춘천시가 지금보다 재활용률을 높이려고 한다면 품목별 수거차량과 재활용
품 전 처리 시설 등의 도입, 재활용품의 요일별·품목별 배출 등 분리배출체계 
개선을 고려하여야만 한다. 자원순환센터가 있는 경기도 가평군과 자원순환단
지 조성 계획을 수립한 원주시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④ 국가 단위의 문제점
플라스틱은 부피는 큰 반면 무게는 가벼워 돈이 되지 않는다. 폐지는 압축 

큐브 1개당 1.1톤 정도인데 플라스틱은 200kg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이윤 창출이 중요한 민간업체에서 플라스틱 취급을 기피하는 원인이기도 하
다. 플라스틱류의 재활용률을 높이려면 단가를 현실화하거나 플라스틱 재활용 
분야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재활용품을 폐기물이 아닌 자원
으로 보고, 이에 맞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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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① 업체현황

플라스틱 중에서 PP/HDPE/LDPE를 전문으로 매입하여 분쇄·압축 후 판매한
다.

매입 방법 매입처 비율 처리량 폐기량 판매처
지자체 
입찰

경기도 구리시 폐기물 
적환장 30%

연
1,500톤

연
200톤

(처리량의 
15~20%)

2차 가공업체
- 강원권 2곳
- 경기도 4곳
(안성, 평택 등) 

지자체 
입찰

충청남도 홍성군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30%

직거래
춘천자원

(춘천시 사우3길 11), 
천지상사

(춘천시 동면 장학리 
785-42)

30%

기타 개인 등 소량 10% 
이하

※ 폐기물 처리 비용이 증가하면서부터 폐기율 감소를 위해 수작업으로 재선별을 하고 있다. 수
집한 플라스틱을 선별하지 않은 채 가져오던 개인들(일명 개미, 다람쥐)의 물량도 받지 않고 
있다. 3~4년 전에는 이러한 물량이 총 폐기물 수거물량의 60~70%가 될 정도로 많았다.

표 Ⅲ-4. 업체현황

② 당면한 문제
플라스틱 분쇄·압축을 위한 기계설비는 충분히 더 돌릴 여유가 있지만, 현재 

물량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른 재활용품에 비교했을 때, 플라스틱 재
활용품은 음식물과 세제 등 오염으로 인한 악취, 세척·분쇄 과정에서의 소음 
등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주민들의 민원이 매우 많은 편이다. 사업장 이전
이나 확장 등의 계획이 있으나,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③ 춘천시에 바라는 점
기계설비는 충분히 더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물량을 확보하고 싶지

만, 지자체 입찰은 고정 물량이므로 이를 통해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에
는 한계가 있다. 춘천시의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에서 분리 배출되는 플라스틱
을 혼합하여 환경사업소로 보내지 않고 배출원에서 플라스틱을 소재별로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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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바로 재활용업체에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면 좋겠다.
플라스틱은 소재별로 분리하면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하다. 재활용품은 쓰레

기가 아니라 유가 자원이기 때문에 춘천시에서 발생한 플라스틱을 소재별로만 
잘 분리수거, 재선별을 할 수 있다면 폐기물로 처리하는 비용을 줄이고 판매
하여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춘천시는 플라스틱이 버려지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소재별로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춘천시 환경사업소에서 소각할 때 생기는 에너지를 춘천의 상업용 또는 생
활용 에너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만 하다. 전액 시비가 들어가는 소각장 
증축 계획과 국비가 지원되는 SRF열병합발전소를 비교·검토하는 것도 필요하
다.

④ 국가 단위의 문제점 
환경부에서는 폐기물 관련 업계를 수거업체, 판매업체, 유통업체, 재활용업

체 등으로 세분화하여 관련 업체들을 혐오시설이 아닌 사회필수시설로 인정받
도록 해야 한다.

쓰레기양의 증가는 선별용량의 포화로 이어지고 선별용량의 포화는 소각용
량의 포화, 직매립으로 이어진다. 쓰레기의 양이 증가했지만 재활용품이 적게 
나오는 것을 플라스틱 파동이라고 하는데 3년 정도 주기로 반복된다. 쓰레기
의 양이 늘어날 때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분리배출과 수거, 선별
의 매 단계에 효율적인 처리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등 재활용 업계를 독점하고 있는 대기업은 유가가 
떨어지거나 물량이 부족한 플라스틱 파동을 자본력으로 이겨낼 수 있으나, 중
소기업이나 영세업체에겐 힘든 일이다.

또한 재활용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도 필요하다. 발생지
에서 ‘선별·재활용·폐기물 처리’까지 모두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관련 업체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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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춘천시에 필요한 자원순환경제 협동조합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판매, 기타 재활용 업체를 조사하였다.
4개 업체와의 인터뷰로부터 도출된 업체들의 당면 문제, 춘천시의 문제, 전

국적 범위에서의 문제 등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문제 삼는 지점을 중심으로 춘
천시가 관심을 가지고 개선 또는 수정해야할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품목별·요일별·거점수거 체계 도입 
단독주택의 경우 본래 재활용가능자원은 수거효율 및 재활용률 제고 차원에

서 주거형태, 분리수거용기 설치 여부, 수거 장비 및 인력 등을 감안하여 요일
별 수거품목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하나 1995년 쓰레기종량제가 도입된 이후 
춘천시는 생활폐기물의 매일, 혼합, 문전수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문전수거는 집 앞 배출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과도한 수거운반비용의 발생과 
분리배출 미흡에 따른 재활용률 저하, 재활용품 배출을 위한 과다한 1회용 비
닐 봉투의 사용이라는 2차 쓰레기 발생 증가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공동주택은 유사 거점수거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혼합플라스틱류, 비
닐류, 스티로폼류 등 경제성이 낮은 품목은 여전히 춘천시에서 수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품목별·요일별 수거, 클린하우
스, 재활용정거장, 재활용동네마당, 재활용도움센터 등의 이동식·고정식 거점
수거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거점수거는 배출자들의 불편과 배출장소 및 관리자 선정의 어려움, 적정 수
거 및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재활용률 저하라는 단점이 있지만 수거·
운반비의 절감, 선별 비용의 감소와 양질의 재활용품 확보, 추가 자원회수의 
용이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코로나발생 및 배달음식문화의 증가로 매년 늘어가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언제까지나 소각과 매립에만 의존할 수 없다. 생활폐기물과 관련하여, 특히 단
독주택의 분리 배출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품목별·요일별 
수거는 물론 춘천시에 맞는 거점수거 방식을 도입하여 쓰레기 배출량 감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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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률 제고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수거·
운반·선별·소각·매립의 매 단계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재활용율 증대로 인한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의 경제적 이점을 활용하면 생활
폐기물 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2) 폐기물을 쓰레기에서 자원으로 바라보는 법 규정의 개선 필요
2018년 1월 1일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

된 자원순환기본법을 시행한 날이다. 
'자원순환기본법'은 순환자원 인정,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품 순환이용성평

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소비·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신규 제도를 담
았다. 

이러한 제도들은 폐기물이 발생한 이후의 관리에 초점을 맞췄던 그간 국내 
자원순환 정책의 기준(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환
경적으로 유해하지 않고 유상으로 거래되는 폐기물 등은 순환자원으로 인정하
여 폐기물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는 있으나 춘천시의 업체들은 아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원순환기본법 제26조(재정적·
기술적 지원 등)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
록 해야 하며 춘천시에서도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자치법규 제정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3)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의 자원순환경제 지역산업으로의 기능 강화
춘천시에는 공동주택과 계약하여 재활용품을 매입·판매하는 민간업체가 26

여 개, 춘천시와 계약을 맺고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하는 업체가 12개, 그밖에 크고 작은 고물상과 재활용품을 수집, 압축하여 판
매하는 업체들이 있다. 

업체들은 재활용품 유가변동, 폐기물처리비용 및 코로나 등의 상황으로 인
한 매출 하락, 임대료 상승, 악취와 소음으로 인한 주민 민원 등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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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 산업체 입주 현황을 살펴볼 때 비중이 작지 않은 분야이고 앞으로 
늘어날 폐기물과 처리비용을 감안하면 춘천시가 수집운반·매입판매업을 전업
으로 하는 중소영세 업체와 2차 처리대상 소재 업체 등과 적극적인 협조와 긴
밀한 관계를 확보, 필요한 지원 등을 통해 폐기물처리산업의 활성화와 안정화
를 꾀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정품목의 수거체계를 도입할 때 공영방식으로 운영하거나 민간업체를 지
원·위탁하는 방안에서부터 품목별·요일별·거점식 수거체계를 도입할 때 필요한 
자원관리사를 춘천시가 직접 고용하는 방안, 위탁을 하는 방안까지 고려할 만
한 분야는 다양할 것이며, 그 밖에도 기존의 수집·운반, 매입·판매 업체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건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4) 전국 지자체의 쓰레기 배출 관련 제도의 경향과 춘천시의 현재 위치
2018년 1월 중국의 쓰레기 수입 금지 조치 이후, 혹은 그 이전부터 쓰레기 

대란,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의 매립장 포화 등으로 인한 자치단체마다 폐기
물 관련 제도와 정책들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비교적 오래전부터 폐기물 처리 체계를 고민한 제주도는 거점식 수거체계인 
클린하우스를 가정 먼저 도입하였고 품목별 수거차량인 스티로폼 전용 수거차
량을 도입하여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재활용정거장, 재활
용 동네마당 등 제주도의 클린하우스를 실정에 맞게 도입하거나 도입 후 시행
착오를 겪으며 개선해나가고 있다. 원주시, 남해군, 순천시, 부산시 등도 재활
용률과 재활용품의 품질 저하는 물론 수집·운반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을 고려
하여 최근 주민들을 설득하여 재활용품의 요일별, 품목별 수거로 전환하고 있
다.

춘천시는 비교적 늦은 2019년 ‘제로웨이스트 2450플랜’을 발표하였으나 폐
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제고방안에 대한 계획은 미흡하고 자원순환강사양
성이나 시민주도형 시범사업, 자원순환을 위한 녹색장터 지원 등 시민실천이
나 시민주도형 인식개선에만 치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반적인 검토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폐기물의 발생 감소, 폐기물 처리에서 재활용률 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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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춘천환경사업노동조합
1. 조사목적

춘천시의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통해 수
집운반 실태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파악을 통해 춘천시에 필요한 자원순환경
제 플랫폼 협동조합 모델 발굴 연구의 기초자료를 생산한다.

2. 조사 방법

  
3. 현황

춘천시는 2013년부터 권역별 책임수거제가 시행됨에 따라 생활쓰레기, 음식
물 쓰레기, 재활용품을 1개 업체가 모두 수거하는 체제로 변경되었다. 표 Ⅱ- 
2의 12개 업체는 야간근무(밤 12시 ~ 오전 8시), 2개 업체(샛별환경, 은혜환
경)는 주간근무를 한다.

4. 시사점
1) 노동환경 및 조직체계, 비효율적인 업무에 대한 문제

2019년 6월 춘천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춘천환
경사업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이때부터 춘천환경관련 사업 노동자들은 일상
생활 보장과 안전한 근로환경을 위해 기존의 야간업무에서 주간업무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밤낮이 바뀐 노동자들은 일상생활이 어렵고 과로로 인한 
사고 유발 문제도 있다. 야간근무시 음주운전 차량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조사 방법 현장 방문을 통한 심층면접(IDI; In-Depth Interview)
조사 기간 2021년 6월 24일 오후 1시~3시

장소 강원도 춘천시 퇴계로 72 2층 춘천환경사업노동조합 사무실
인터뷰 대상 춘천환경사업노동조합 목충균 위원장, 윤동진 사무장

표 Ⅳ-1. 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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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1년에 1명꼴로 일하다가 사망했다. 하지만 용역계약 체결 당사자
인 춘천시는 수거 업무가 주간으로 전환될 경우 야간보다 많은 차량 때문에 
수거 시간이 오래 걸려 증원·증차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고 시민들의 부
정적 반응과 급여체계 변경 등의 문제로 근무제 전환은 조합원의 강력한 바람
에도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8)이었다. 

2021년 현재 이와 관련해 목충균 위원장은 “2019년부터 시관계자에게 종량
제봉투, 노동환경 관련 정책건의서를 서너 차례 제출했다”고 한다. 여전히 춘
천환경사업노동조합은 주간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9년 환경부에서는 환
경미화원 작업지침(보호 장구 안전기준, 주간근무, 3인 1차량 탑승 등)을 마
련, 전국 각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춘천시 환경미화원들이 주간근무를 할 수 
있으려면 현재 약 180명의 인력에서 15~20%가 증원되어야 한다. 사람은 36
명, 수거차량은 12대가 더 필요하다. 늘어난 인건비와 차량 감가상각비 보조
가 춘천시 예산으로만 가능한지 중앙정부 보조가 필요한지는 더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

현재 춘천환경사업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들은 공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
고 있다. 춘천시 직영업체 환경미화원들은 현재 특별수당도 받고 있는데, 위탁
업체 환경미화원들은 내년부터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주6일제로, 주
말에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일하고 하루 쉬고 일요일 밤에 일한다
고 한다. 근무시간은 주 48시간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는 않는데 야간근무가 
문제다. 같은 강원도내 지자체 중 정선이 주간근무로 바뀌었고 곧 홍천도 바
뀔 예정이라고 한다. 다른 지자체도 서울시 강북구, 성동구, 인천광역시, 경기
도 의왕시, 수원시, 성남시 등 주간으로 전환하면서 야근수당이 빠져나가는 부
분을 체력단련수당, 가족수당 등을 신설하여 채웠다. 결과적으로 야간근무보다 
주간근무를 할 때 급여가 3~4% 올랐다. 

회사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고쳐야 할 지점이 많다고 한다. 급여명세서 양
식이 회사마다 다 달랐고 주지 않는 곳도 있었는데 2년 전 모두 같은 형식으
로 급여명세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일부 회사에서는 차량 운행 기사들에
게 신입사원이 일을 잘하는지 감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사장님 눈치를 보며 
일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8) 시 환경미화원, “야간업무를 주간업무로 전환해 달라”
 http://www.chunsa.kr/news/articleView.html?idxno=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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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를 바꾸면 되는데,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감이 많은 게 현실이
다. 대의원 대회 때 찬반투표를 했는데 17명의 대의원 중 3명은 사회적 기업
으로 가자는 의견이었고 14명은 현 체제로 가자는 결과가 나왔다. 목 위원장
은 조직 체계 전환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춘천시 자원순환과 예산이 과도하게 수집운반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5명의 노동자들의 급여 수준은 높지 않다고 
답했다. 무작정 예산을 줄이라고 하기에는 노동자들이 예민해질 수 있는 지점
이 있다고 한다. 춘천시와 수집운반업체 사이에 노동자들의 입장이 끼어 있다
고 한다. 수거하는 지역마다 불법쓰레기 처리에 드는 비용, 종량제봉투에 버려
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양이 다 다르다. 쓰레기의 양이 항상 같지 않다. 양이 
왜 중요하냐면 톤당 단가로 계산하기 때문인데 15년 전쯤에는 안정적인 회사 
운영을 위해 일부 업체에서 무거운 벽돌을 실어 환경사업소에 버리는 일도 있
었다. 이런 사실은 소각장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들통이 났다. 현재는 톤당 
단가제를 없애고 14개 업체에 균등하게 비용을 나눠준다고 한다. 하지만 이 
제도도 완벽하지는 않다고 한다. 

업무형태는 운전기사 1명, 수거하는 사람이 2명이다. 무거운 봉투를 혼자 들
어 올리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2019년 환경부 지침이 발
표되어 3인 1조로 바뀌었다. 급여는 처음 입사한 사람이나 10년 이상의 경력
자 구분할 것 없이 똑같다고 한다. 조사자의 입장에서도 생소하게 느껴졌고 
몇몇 조합원들이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도 했지만 노조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
금을 주장하며 설득했다고 한다. 급여에는 차이가 없지만 내부적으로 사장들
은 차량 기사들에 대한 신뢰가 높고 기사를 채용할 때는 가장 신경을 쓰고 믿
을 만한 사람에게 역할을 준다고 한다. 보이지 않는 감시체계도 작동하는데 
오래전부터 조직을 그렇게 관리해 온 습관이 아직도 안 변했다고 한다. 운전
기사는 야간운전에 대한 위험부담과 사고 처리 등으로 수당이 지급된다고 한
다. 처음 운전기사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런 사고가 나면 회사가 아닌 개인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거나 개인이 합의금을 들여 해결한다고 한다. 회사 보
험으로 처리해도 되지만 사장님과의 관계 등에서 편하지 않을 경우 개인적으
로 처리하는 일이 다소 있다고 한다. 운전기사는 185명 중 70명 정도이고 차
량의 종류는 0.5/1/5톤 세 가지이다. 언뜻 3인 1조로 수거하는 체계가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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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는 편하지만 행정적으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1톤 차
량 앞 칸에서 2명이 내렸다 탔다를 반복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한다. 3인이 
불편하지 않게 탈 수 있도록 차량을 개조하거나, 지자체장의 명령으로 꼭 3인 
1조가 아니라 유동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한다. 중요
한 것은 인원수만이 아니라 수거면적과 수거량이라고 한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샤워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이 없는데 수거 도중 옷 등에 
굉장히 많은 오염물이 튀기지 않는 이상은 많은 노동자들이 집에 가서 씻는 
것을 선호한다고 한다. 정부에서 규정상 형식적으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
이지 현장 노동자들은 샤워시설이 없어도 큰 불만은 없다고 한다. 작년부터 
가건물을 설치하는 등 직원 휴게실을 만들고 있는데 실제로는 샤워장보다 앉
아서 쉬거나 직원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휴게 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한다. 

2) 불법폐기물 문제와 규정과 현실의 혼선
노동조합에서 주간전환 다음으로 집중하는 이슈는 바로 불법폐기물 문제다.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만 버려야 하는 장소에 검은색 비닐봉투에 무단 
투기된 불법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과업지시서에 적혀 있지
만 수거하지 않으면 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페널티를 받고 2년 후 돌아오
는 입찰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한다. 불법폐기물을 치워도, 치우지 않아도 
문제가 된다. 

그림 Ⅳ-1. 단독, 다세대주택 및 상가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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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불법폐기물과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혼합수거하고 있고 공동
주택과 일반주택의 생활쓰레기를 한 차량이, 재활용쓰레기를 한 차량이 수거
한다. 이 지점에서 재활용이 어려워진다. 음식물쓰레기도 춘천시 규정은 일반
주택은 문전수거가 원칙이나 막상 여름에 악취가 심하니 자기 집 앞에 잘 내
다 버리지 않고 클린하우스에 버린다. 일반주택가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 세대수에 비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적다. 홍합껍데기 등을 다량 배출할 때는 하늘색 매립용 종량제 봉
투를 사용해야 하는데 일반 소각용 봉투에 배출하는 경우도 많다. 말리지 않
고 버릴 경우에는 악취와 무게가 상당하다. 심한 경우에는 고발하고 개선되기
도 하는데 확실한 처벌이나 관리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상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는 종량제봉투가 
아닌 전용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는 RFID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용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주택가에서 음식물쓰레기 종
량제 봉투를 흔히 볼 수 있는데 바로 규정과 현실의 혼선이다. 규정상으로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상가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용기에 담아 문
전 배출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수거 인원으로서는 문전수거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원래 RFID 방식은 미관과 위생에 취약한 주택가에 설치되는 것이 우선
이나 수도설치와 공간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홍천군9)은 

그림 Ⅳ-2. 
홍천군 주택가에 설치된 RF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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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보다 일반주택이 많은 지역적 특색이 존재하긴 하나 일반주택단지에 
RFID가 더 많이 설치되어 있다. 

내년부터 공동주택은 RFID 방식으로 통일될 예정이니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상가 지역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기준을 통일하고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
다.

5. 결론
인터뷰에 응한 위원장, 사무장은 한 목소리로 주간근무 전환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하였다. 
이 문제해결에 열쇠를 쥐고 있는 또 다른 주체는 혈동리 주민이다. 환경사업
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심해 주간근무 전환이 어렵다고 한다. 
야간수거를 하다가 주간으로 전환한 지역도 처음에는 불편함을 호소하다 시간
이 지나면 주민과 노동자 모두가 만족한다는 결과가 있다. 태백시도 3개월이 
걸렸다고 한다. 현재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은 일몰 후 배출인데 새벽에 수거
하는 것과 아침 일찍 가져가는 것이 큰 차이가 없도록 할 수 있다고 한다. 춘
천시는 2년 전 주간근무로의 전환을 위해 시간(아침 5시~오후2시)과 동선(도
로변 우선, 공동주택 나중)도 다 계획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시
민들이 우려하는 교통정체도 큰길가의 쓰레기를 먼저 치움으로써 불편함이 없
도록 할 계획이다. 야간수거만 고집하지 말고 수거의 효율성과 노동자들의 근
무환경, 건강권을 위해서 주간근무 전환에 대해서 고려해주었으면 한다. 

경기도 의왕시는 2011년부터 모든 환경미화원의 근무를 주간으로 전환했다. 
이후 환경미화원들의 산업재해 발생건수가 이전에 비해 43% 감소했다. 정부
는 의왕시 사례를 참고해 환경미화원 주간근무 비율을 지금의 38%에서 내년
까지 50%로 늘리기로 했다.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주간근무 비율을 정하고 
저녁 시간대에는 민원 대처를 위한 ‘야간기동반’ 운영을 검토 중이다.10)

9) 홍천군은 악취 및 용기세척 불편, 도시미관 저해 등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또는 전용용기 사
용 배출방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 7월부터 홍천읍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및 음식점 
밀집지역에 96개소에 개별계량기기 200대를 설치하고, 연말까지 홍천읍 지역 공동주택 및 음식점 
밀집지역에 장비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검증하는 시범운영을 실시 한 뒤 2016년 1월부터 본격 시
행할 계획이다. 2016년에는 추가로 RFID 종량기 50대를 확대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종량기기 설치 
대수를 확대한다.  홍천인터넷신문 hcinews.com/view.asp?intNum=23759&ASection=001001

10)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467445&memberNo=27908841&
vType=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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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폐기물 문제는 요즘 유행하는 플로깅이나 줍깅 같은 캠페인이 늘어남으
로서 개선될 거란 희망을 가진다고 한다. 길에 무단 투기되는 폐기물에 대해 
인식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현실과 맞지 않는 여러 조례와 관리규정들을 수
정해 나간다면 춘천환경사업노동조합 노동자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책무도 조
금씩 덜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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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내 마을형 자원순환 플랫폼 및 민간형 제로웨이스트숍 비교
1. 조사개요
1) 조사목적

전국 소재 마을형 자원순환플랫폼 및 민간형 제로웨이스트숍 업체들의 현황
을 조사하여 춘천시 자원순환경제 플랫폼 협동조합 모델 발굴 연구의 기초자
료를 생산한다.

2) 조사 설계 및 방법

3) 조사 대상 업체 현황

구분 내용

조사 대상 마을형 자원순환플랫폼(울산, 성남, 춘천)과 민간형 제로웨이스트숍(서울)

표본 추출 방법 전체 조사 업체 중 면접 또는 서면 인터뷰를 수락한 업체

조사 방법 현장 방문을 통한 심층면접(IDI; In-Depth Interview) : 성남, 춘천 
이메일을 활용한 서면 인터뷰(Written Interview) : 울산, 서울

조사 기간 2021.3.11.~ 2021.4.23.

표 Ⅴ-1. 조사 설계 및 방법

구분 업체명 업태/업종 설립일 소재지 직원수 협력업체/기관

1 성남자원순환
가게re100

마을형 
자원순환플랫폼

2019.
6. 성남시(총 8개)

4명
(가게 
당)

명진자원,
동양환경,

성남시

2
울산자원순환

가게 
착해가지구

마을형 
자원순환플랫폼

2021.
4.17.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로7번길 25 4명 대영기업,

울산ubc

표 Ⅴ-2. 조사 대상 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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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결과 분석 
1) 성남시re100
① 업체 현황

성남시자원순환가게 re100은 2019년 6월 신흥2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이
동식(팝업) 형태로 ‘신흥이 마을광산’이란 이름으로 시작했다. 성남환경운동연
합과 신흥2동 마을기획단에서 경기도 자원순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1,200만원)을 받아 주민주도형 자원순환 만들기 사업의 형태로 시작할 수 있
었다. 신흥2동은 재개발구역으로 새 아파트와 기존 일반주택 900세대로 이뤄
져 있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통해 공동체적인 연대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잡고 쓰레기양을 70% 감소하는 목표를 잡았다. 운영 2년 차인 2020년부터는 

구분 업체명 업태/업종 설립일 소재지 직원수 협력업체/기관

3 알맹상점
민간형 

제로웨이스트숍
(종합도소매)

2020.
5.18.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49 2층
3명

4 바라임팩트
정보통신업

(시스템 SW 개발), 
제조 외

2019.
7.1.

강원 춘천시 
퇴계농공로 87, 

602호
6명

구분 내용

운영방법 가정에서 발생한 재활용품을 비우고 헹구고 분리해서 깨끗한 상태로 
가져오면 품목별 무게측정 후 지역화폐로 직접 보상

수집품목
투명페트병, 플라스틱(PET/PE/PS/PP/OTHER), 종이류(일반종이, 서
적), 중고의류, 알루미늄캔, 철캔, 공병, 잡병(투명병, 녹색병, 갈색병)
※ 판교re100은 플라스틱 수거 특화 거점으로 플라스틱류만 수집합니다.

필수사항 「에코투게더」 및 「지역상품권 '착(chak)'」 앱 가입 
※ 에코투게더 앱에서 품목별 단가 확인 가능

표 Ⅴ-3. 성남시 re100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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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 지원을 받아 시유지(종교시설, 도시재생부지, 청소년시설 등)를 확보
하여 거점형 공간으로 바뀐 이후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Ⅴ-1. 성남시re100 유가 보상 현황(2021년 4월 기준)

2021년 현재 운영 3년 차로 시민단체(성남환경운동연합) 활동만으로는 지
속가능성과 확장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한다. 운영 첫해인 2019년에는 주민
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낮에는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고 밤에는 자원순
환 활동가 양성과정을 진행했다. 설명회를 진행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물
을 나눠주며 알리는 활동들을 한 결과 1년 후인 2020년에는 같이 자원순환가
게를 운영할 수 있는 활동가들이 생겼고 성남시민들의 인지도도 상승했다. 

성남시는 처음에는 협력대상이 아니었다. 현재는 신흥2동 행정복지센터와 
재활용업체, 그리고 재활용품을 구입하는 업체(동양환경)에서 생활임금 수준
의 1인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 인건비는 1주에 2번, 한 사람에게 10만 
원 정도이다. 2020년부터는 유급/무급을 적절히 섞어 운영한다. 자원순환 활
동가 양성과정은 첫해에는 성남환경운동연합 주도로, 다음 해부터는 성남시 
자원순환과 주도로 60명을 양성한다.

현재 참여자는 밴드 회원 300세대, 오프라인 멤버십 회원은 700세대 정도
이며 남녀노소가 찾는다고 한다. 근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교육적 차원으로 
모아 오기도 하며, 실제 가게를 운영하는 활동가들은 이렇게 re100이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확장시키는 거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은다.

플라스틱을 가져가는 업체(동양환경)의 목적은 데이터 축적이다. 수거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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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활용하여 재활용률을 높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성남과 
같은 시스템을 서울 강동구, 전남 해남 등에서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수거 이
외에 실무적인 것들은 가게와 분리가 되어 있고 수거도 동양환경이 처리한다. 
본사가 있는 원주공장에 가져가기 전에는 성남시에 있는 명진자원(수집운반업
체)에 보관했다가 양이 모이면 한꺼번에 가져가는 시스템이다.

연
번 거점 주소

설치 운영방안
고정식

(구조물)
이동식(천막)

운영시기

1 신흥이re100 수정구 신흥2동 98번지 고정식 매주 화·토요일
(14:00~17:00)

2 신흥삼re100 수정구 공원로 349번길 8
(신흥3동 행정복지센터) 이동식 매주 목요일

(14:00~17:00)

3 태평사re100 수정구 태평로 108번길 16-1
(태평4동) 고정식 매주 월·금요일

(14:00~17:00)

4 성남동re100 중원구 광명로 98
(성남동 행정복지센터) 이동식 매주 목요일

(14:00~17:00)

5 금광이re100 중원구 광명로 345
(금광2동 행정복지센터) 이동식 매주 화요일

(14:00~17:00)

6 은행일re100 중원구 은행로 85
(은행1동 행정복지센터) 이동식 매주 화요일

(14:00~17:00)

7 상대원일re100 중원구 둔촌대로 425번길 44
(상대원1동 복지회관) 이동식 매주 월요일

(14:00~17:00)

8 모란re100 중원구 둔촌대로 118
(성남동성당) 고정식 매주 수·토요일

(09:00~12:00)

9 은행이re100 중원구 은행2동 1361번지 이동식 매주 수·토요일
(14:00~17:00)

10 이 마 트 분 당
re100

분당구 불정로 134, 6층
(이마트 분당점) 고정식 매주 화·목요일

(10:00~17:00)

표 Ⅴ-4. 성남시 re100 설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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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면한 문제
2014년 성남시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다, 2019년 re100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때 깨끗한 재활용품들이 모이는데 양이 많지 않아 재활용 공장이 있는 
원주에 가져가기가 쉽지 않았다. 지역에 있는 수집운반업체를 섭외할 양도 안 
되어서 난감해하던 중 성남시 자원순환과 장미라 팀장이 사회적 기업을 소개
하였고 그렇게 모여진 재활용품들을 선별장에 모아둘 수 있도록 협의해주었
다. 현재 성남시는 환경부 지정 그린스마트도시에 선정되었다.

성남시에서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곳이 소각장이다. 허용량의 
60%가 배출되는데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건 
폐기물 양을 줄이거나 제대로 분리배출하여 플라스틱 쓰레기가 소각장으로 가
지 않고 재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깨끗하게 배출하고 100% 
리사이클링 될 수 있는 체계나 제도를 마련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된 것이 re100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점을 운영하는 지속가능성과 내가 깨
끗이 버린 재활용품이 100% 재활용된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다. 

운영상 가장 어려운 것은 공간확보다. 이동식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려면 
무거운 천막과 책상을 창고에서 꺼내고 다시 넣는 과정과 수거한 재활용품을 
차에 실어야 하는 과정 등 체력이 많이 든다. 이 부분이 개선된 고정식은 이
마트 분당점, 신흥2, 모란, 성남동 성당, 판교 다섯 군데이고 은행2는 반 정도 
고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연
번 거점 주소

설치 운영방안
고정식

(구조물)
이동식(천막)

운영시기

11 판교re100 판교알파 지하광장
(판교역 3번출구 맞은편) 고정식 매주 수·금요일

(10:00~17:00)

12 이매일re100 분당구 판교로 476
(아름다운가게 분당이매점) 이동식 매주 월요일

(14:00~17:00)
※ 2022년까지 21군데로 늘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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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 성남자원순환가게 신흥2re100(고정식 운영)

 
③ 춘천시에 적용할 수 있는 점

성남자원순환가게 re100은 성남시 자원순환과와 성남환경운동연합, 동양환
경이라는 업체 세 주체가 협력하여 만들어질 수 있었다. 춘천에서도 춘천시와 
시민단체, 재활용 관련 사업체, 그리고 시민들이 모두 힘을 모은다면 춘천자원
순환가게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2) 울산자원순환가게 착해가지구
① 업체현황

'착해가지구 프로젝트'는 ubc울산방송의 환경 프로그램(필환경시대의 지구수
다) 제작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즉, 본래 목적은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
이다. 기존의 심각한 다큐멘터리 형식을 탈피하여 시민 참여형의 정규 프로그
램을 제작하고, 지역 사회의 환경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시즌1에서는 울산 최초 제로웨이스트숍을 만들고, 그 가게를 중심으로 
다양한 내용으로 매주 방송을 제작했고 시즌2는 자원순환가게를 만들어 재활
용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방송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운영시간은 화, 목, 토 낮 11시부터 3시까지이고 가게에 배치된 시민운영진
은 총 4명이다. 교통비와 식비 명목으로 인당 하루 3만원씩을 지급한다. 운영
에 필요한 분리 배출함은 폐파레트로, 마대는 폐현수막으로 제작하였다. 매일 
모이는 양을 체크하는 것은 시민운영진이지만, 한 달에 한 번 송금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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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는 인력은 따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림 Ⅴ-3. 울산자원순환가게 ‘착해가지구’ 외관

그림 Ⅴ-4. 수거품목 및 보상금액

출처 https://www.instagram.com/jigu_suda/

② 당면한 문제
울산은 112만이 넘는 인구를 가진 광역시이다. 공단들이 많이 몰려 있어 대

기오염이 심각하고 바다가 접해 있어 해양쓰레기11)도 많이 발생한다. 이런 배
11) 울산시의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지난 2018년 1,731톤, 2019년 1,792톤 2020년 2,208톤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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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으로 15개에 달하는 환경단체가 활동 중이며 울산시에서도 시 차원의 환경
운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울산환경운동연합과 환경교육 활성
화 업무 협약을 맺었으며12)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에는 시민·사회단체, 노동단
체, 종교계, 정당, 생활협동조합, 개인 등 76개 단체가 참여하는 등 민관이 협
력하여 환경 문제에 대응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③ 춘천시에 적용할 수 있는 점
울산도 국내에서 처음 자원순환가게를 시작한 성남시(성남환경운동연합)의 

조언을 많이 구했다고 한다. 그 과정을 통해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은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 사전에 교육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지역 사회에서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초반에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생협
이나 모임, 단체들과 함께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한다. 운영주체가 방송국
이라 공중파를 통해 홍보할 수 있었던 것도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그밖에 인
스타그램 등 SNS에 홍보하고 다른 지역 언론을 통해서도 알렸다고 한다. 

3) 알맹상점
① 업체현황

알맹상점의 시작은 2018년 서울 마포구 전통시장인 망원시장에서부터다. 망
원시장은 검정 비닐봉투를 많이 소비하는 곳이다. ‘플라스틱 프리’ 캠페인을 
펼치던 20여 명의 환경활동가들은 ‘망원@알맹시장’ 캠페인을 펼쳤다. 비닐봉
투 대신 활동가들이 기부한 에코백을 손님들에게 대여해주자는 취지의 캠페인
이다. 현재 알맹상점의 공동대표인 고금숙 활동가가 시장 상인들을 설득했다.
현재 34여 개 업체와 협약하여 대여식 에코백을 사용하고 있다.

알맹상점은 국내 최초 리필 스테이션이다. 1g 단위로 클렌징 오일부터 토너, 
샤워젤, 샴푸, 컨디셔너,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등을 판매하고 필요한 제품을 
소량 구매할 수 있도록 저울과 계산기를 두었다. 실리콘 공병을 유상 판매하
출처: 뉴스렙(http://www.newsrep.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3736)
12) 울산시교육청, 환경운동연합과 업무협약… 환경교육 활성화 
출처: 울산매일(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7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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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재사용 화장솜도 판매한다. 그밖에 천연수세미, 유기농 설거지바, 밀랍랩, 
대나무 칫솔, 스테인리스 빨대, 코코넛 화분, 대나무 변기솔 등을 판매하며 베
이킹소다, 구연산 등을 필요한 만큼 병에 덜어 구매할 수 있다.

알맹상점에는 페트병 뚜껑과 실리콘 등 재활용이 가능한 작은 플라스틱을 
모으는 ‘커뮤니티 회수센터’가 마련돼 있다. 색깔별로 모은 페트병 뚜껑, 우유
팩, 커피 찌꺼기, 브리타 정수기 필터, 실리콘 등을 모은다. 코로나19의 여파
로 매출은 반 토막이 났지만, 재활용품 수거량은 더 늘었다. 2020년 7월부터 
모으기 시작해 현재는 매달 100kg가 넘는 재활용품이 모인다고 한다.

그림 Ⅴ-5. 알맹 커뮤니티 회수센터(출처:그린포스트코리아)

② 당면한 문제
알맹상점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중소기업의 초임월급도 안 되는 수준

이라고 한다. 상점을 지키는 시간에 대한 급여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비용밖에 
되지 않는다. 비영리활동이 짙은 사업을 할 것인지는 각 지역 상황에 따라 선
택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통 관련해서는 제조사에서 포장용기 없이 최소용량(20kg)으로 판매하려 
들지 않는 것이 어려운 점이라고 한다. 위생과 책임 소재 등을 이유로 거절하
는 회사들이 많고, 최소용량이라고 해도 소규모 상점에서 구입하기에는 금액 
부담도 상당하다.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생겨난 제로웨이스트숍들이 쓰레기에 대한 문제들로 
인해 노력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 정보가 부족하며 이를 해결
하고자 하는 법적인 제도가 많이 막혀있다고 한다. 또 소비층이 대중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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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아직은 한정되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다. 마진을 많이 낼 수 없는 구
조도 (온라인 시장이 크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운영에 있어서 힘든 점이 많
고 운영적인 측면에서 사람 손이 정말 많이 가는 가게다. 그렇기에 수익을 내
기 위해 제로웨이스트숍을 시작한 사람들은 더더욱 운영이 어려울 것이며 법
적인 제도 안에서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앞으로 확장계획은 있으나, 1~2년에서 길게는 2~3년은 투자해야 한다고 전
했다. 2021년 6월부터 7개월 계약직이지만 서울시 기후환경분야 청년 녹색일
자리 사업을 받아 2명의 인원을 더 채용하여 ‘껍데기 상점’(가칭, 서울역 근
처)을 운영할 계획이다.

③ 춘천시에 적용할 수 있는 점
춘천에도 ‘요선당’이란 제로웨이스트숍이 있다. 세탁세제 속 계면활성제와 

의류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이 수질오염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 문제의식
을 둔 천연 계면활성제 소프넛으로 만든 대안 세탁용품 등을 판매한다. 이외
에도 업사이클링 가방과 액세서리, 제로웨이스트 관련 서적 등도 판매한다. 그
러나 한정적인 영업시간(오후1시~5시30분) 때문에 이용이 힘들다는 평이 있
다. 많은 춘천 시민들은 운영시간이 길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로웨
이스트숍이 생기기를 원한다.

4) 바라임팩트
① 업체현황

폐기물 자원순환 R&D 전문기업 ㈜바라임팩트는 현재 각 지자체가 봉착한 
폐기물 문제의 본질에 충실한 플라스틱 재활용폐기물 무인수거장치를 개발해 
‘보상을 제공하는 폐기물 수거장치 및 그 방법’이란 이름으로 특허출원을 완료
하였으며 2차 시제품을 출시 예정이다. 경쟁사 대비 3분의 1 가격으로 바코드 
인식을 통한 제조사와 제품 정보 빅데이터를 획득하는 방식이다. 

무인 수거 장치를 통해 수거한 사람과 수거된 물품의 기본 정보를 모으고 
이렇게 모인 플라스틱 재생원료로 공공재를 생산하여 지역자산화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수거부터 새활용까지 지역 내 처리를 통해 지역 내 선순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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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라임팩트의 목표다. 현재 강인곤 대표를 포함해 6명
의 직원이 있으며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환경부)으로 지정되었다. 

② 당면한 문제
춘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시스템은 매일 배출, 품목별 배출이 원칙이다. 

춘천시는 매립, 소각, 선별장이 같이 있는 형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중 5, 6권역(석사, 퇴계동)이 가장 수집량이 많다. 한 권역당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21억이고 두 권역에 총 42억의 예산이 투입된다. 6권역 전체에 드는 
예산은 총 150억 정도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쓰레기가 
잘 수거된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강인곤 대표는 이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시
민들은 불편하고 행정만 편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폐기물에 대한 관
리책임은 지자체에게 있다고 말했다.

재활용쓰레기를 수집 운반하는 민간업체는 아파트에 돈을 내고 재활용폐기
물을 수거한다. 보통 세대당 1,000원 정도 부담하고 최저 800원씩 받는 업체
도 있다. 엄밀히 말하면 이런 방식은 불법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재활용쓰레
기의 총량이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내년 시행될 순환자
원관리시스템 운영으로 개선될 전망이기는 하다. 

2018년 기준으로 환경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춘천시에서 분리배출 가능한 
재활용 폐기물(플라스틱류)은 하루에 6.2톤 발생하고 이것을 1톤씩 압축하여 
판매한다. 그 양이 하루에 3.8톤이고 나머지 2.4톤이 소각, 매립, 적치된다. 연
간 895톤의 플라스틱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레고랜드, 삼악산 로
프웨이, 마리나 리조트가 개장하면 예상관광객은 한 해 300만 명이다. 이들이 
춘천에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양이 얼마가 될지 예상하기 힘들다.

춘천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은 하루에 5톤 이상 나오지 않는다. 하루 5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이 설비를 만
드는 비용은 5억에서 7억 정도 든다. 춘천 환경사업소 선별장을 운영하는 데 
드는 돈이 1년에 16억이다. 바라임팩트는 이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춘천에
서 나오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시설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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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춘천시에 적용할 수 있는 점
바라임팩트는 춘천시에 봄내새활용센터를 제안한다. 플라스틱 수거장치는 

최대한 많은 장소에 설치해야 회수를 많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
지나 보조 장치에 불과하다. 그런데 환경부나 지자체에서는 장치 설치에 많은 
예산을 들여 집중한다. 이런 기계들이 야간에는 어둡고 인적이 드물어 가기 
불편한 주민센터 구석에 설치되어 있는데,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하기가 불편
하다. 플라스틱 수거장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하는 지점인 편의점, 마트 
근처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유인효과가 생겨 효과적인 수거가 가능하다.

이 보조 장치의 관리는 새활용협동조합이 할 수 있다, 지자체가 출자를 하
게 되면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이 될 수도 있다. 일반 업체가 하게 되
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이 될 수 있다. 대기업과 연계해서 출자하는 방
향도 있다. 롯데, CJ, LG생활건강 등과 협력해서 이들 업체에서 생산되는 플
라스틱이 지금보다 더 깨끗한 상태에서 높은 품질로 수거 가능해야 한다.

그림 Ⅴ-6. 지역자산화 방식의 새활용 선순환 프로세스

출처: 바라임팩트

그러려면 관리를 담당할 법인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협동조합이나 장애
인표준사업장의 형태로 지역의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바라임팩트는 춘천 환경사업소 선별장에서 플라스틱 압축을 한 것(자원)을 다
른 지역에 싼 가격에 팔지 말고 춘천에 새활용센터를 만드는 것을 제안한다. 
새활용센터 생산 직원은 사출과 3D출력을 담당한다. 이 과정에서 벤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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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를 만들 수 있다. 비슷한 예로는 아모레퍼시픽(대기업)과 테라사이클
(재활용업체)이 협력하고 있다. 이밖에 수퍼빈과 롯데케미칼이 페트병에서 A
급 원사를 뽑아 의류, 에코백, 신발을 만든다. 제주도는 효성과 함께 ‘플리츠
마마’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옷이나 가방(에코백)을 만든다. 그런데 가격이 문
제다. 7~8만원이나 하는 에코백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 재활용
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물품을 산 사람에게만 돌아온다. 착한 소비를 했다는 
정도의 의미만 있다. 바라임팩트에서 제안하는 것은 플라스틱으로 춘천시 로
고 형태의 벤치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그림 Ⅴ-7. 춘천시 로고 형태 벤치(출처: 바라임팩트)

3. 결론
본 보고서는 춘천시에 필요한 자원순환경제 협동조합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마을형 자원순환플랫폼 2곳(성남, 울산), 민간형 제로웨이스트숍 
업체 1곳(서울), 자원순환관련 사회적 기업 1곳(춘천)을 조사한 결과물이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부터 해결
해보자는 움직임들이 여러 도시에서 생겨나고 있다. 

성남과 울산의 경우 시민 개인, 동 단위, 시민단체, 지자체, 기업 등의 주체
들이 상호 협력하여 아래로부터의 재활용품 쓰레기 수거 체계를 만들었다. 기
존 쓰레기 수거 체계는 행정 편의를 우선하여 벌점제 형식이었다면, 성남과 
울산의 유가보상이 가능한 자원순환가게 사례는 재활용품을 깨끗이 씻어온 주
민들에게 포인트(지역화폐) 또는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긍정적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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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활용품 수거가 가능해졌다. 결과적으로 깨끗한 상태의 재활용품이 수거
되어 원래의 기능을 살려 쓰는 물질재활용, 연료로 만들어 쓰는 에너지 회수
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재활용되는 비율을 높임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재활
용품 수거 체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

자원순환관련 사회적기업인 춘천의 바라임팩트는 연구 시작 단계에서는 조
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거리상의 한계와 코로나 확산 등으로 울산과 서
울의 견학이 취소되고 이메일 인터뷰로 바뀌면서 추가적으로 다른 업체를 조
사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바라임팩트에 인터뷰를 요청했고 춘천 현실에 맞는 
자원순환 플랫폼 모델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었다.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면 소비자(시민)들에게만 책임을 돌려서 
될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생산하는 주체인 산업체와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
는 관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 생산 단위에서는 재활용률이 높아질 수 있는 
물품을 만들어내고(라벨 없는 생수 등) 그 기준은 관에서 정해야 한다. 관에
서는 지금보다 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에 맞
는 시민 교육을 해야 한다. 현재 춘천시에서 실시하는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성 교육이 아니라 성남과 울산처럼 시민 활동가 양성을 목표로 청
년층,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현실적인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이 필요하다. 성
남과 울산의 사례는 이런 과정을 통해 양성된 시민활동가들이 있기에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민간형 제로웨이스트숍의 대표주자인 알맹상점 인터뷰를 통해 타 지역에 비
해 기본 소비층이 있다고 예상되는 서울에서조차 수익구조를 내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서울시 기후환경분야 청년 녹색일자
리 사업에 선정되어 2명의 활동가를 더 구했다는 것이다. 이는 춘천시에서도 
청년·녹색일자리 창출 사업과 함께 시도해볼만 하다.

2019년 춘천시는 혈동리 환경사업소 사용기한이 9년 남았다고 발표했다. 2
년이 지난 2021년 현재 환경사업소 사용기한은 7년 남았을까? 이미 일반 시
민들과 재활용 관련 업체들은 쓰레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느끼고 개
인적인 실천과 활동들을 하고 있다. 시 정부 또한 이에 관심을 가지고 타 지
역 사례를 참고하여 더 섬세하고 체계적인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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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국내 자원순환 관련 조례 비교 
1. 지방자치단체별 자원순환 관련 조례

자원순환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보다 면밀하고 체계
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제정‧시행되는 법률과 더불어 지역사
회 특성이 반영된 조례의 마련이 필요하다. 재활용 가능한 생활폐기물이 배출
되어 처리되는 절차와 체계가 지역사회별로 차이가 있고 자원순환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대응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사
회의 환경과 지역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조례 제정이 매우 중요하다.

자원순환과 관련된 조례의 전반적인 현황은 2021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자
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자원순환 기본 조
례’ 24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96건, ‘자원순환 마을 활성
화’,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등 기타 조례 96건, ‘자원순환센터’ 관련 9건 
총 151개의 조례 중에서 주요내용의 개요를 검토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 
및 비교하였다.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유형과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17개 광
역자치단체 중 59%인 10개 광역자치단체가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제정한 것
으로 파악되었고, 광역자치단체별로 제정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 
1건, 부산 2건, 인천 1건, 광주 2건, 울산 2건, 경기 5건, 강원 1권, 충북 2건, 
전북 3건, 전남 2건, 경북 2건, 제주 1건 등으로 파악되었다. 대구/대전/세종/
충남/경북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자원순환 기본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으
나 ‘환경 기본 조례’라는 이름의 유사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초자치단체는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제정한 비율이 매우 낮았으나 유사 
조례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대한 
조례’,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자원순환 마을 활성화 지원 조
례’, ‘자원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이 제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각각 ‘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
용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밖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6조의2항에서 ‘도교육감은 학생들이 생활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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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자원순환과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각 학교마다 환경교육 체험학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구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계 비율(%)
전체 10 14 24 100
서울 1 - 1 4.2
부산 1 1 2 8.3
대구 - - - -
인천 1 - 1 4.2
광주 1 1 2 8.3
대전 - - - -
울산 1 1 2 8.3
세종 - - - -
경기 1 4 5 20.9
강원 1 - 1 4.2
충북 1 1 2 8.3
충남 - - - -
전북 1 2 3 12.5
전남 - 2 2 8.3
경북 - 2 2 8.3
경남 - - - -
제주 1 - 1 4.2

표 Ⅵ-1. 지방자치단체별 자원순환 기본 조례 현황

국가차원의 법률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해 
제정된 조례 현황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분석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
원순환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자원순환사회 구축에 초점을 맞춘 24개 조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주요 결과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조례는 지역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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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지만, 실제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그리 많지 않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0개 광역자치단체(59%)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전체 
226개 중 14개 지방자치단체(6.2%)만이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제정한 것으
로 파악되었으나 현재 입법예고 단계에 있는 지역도 있어 점점 그 수는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자원순환 기본 조례 관련 지자체의 조례가 일괄적으로 비슷하게 작성
된 경향이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환경과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현실적인 시행의 한계를 내재하는 원인 때문으로 보인다.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정교한 조례의 제정과 더불어 시행령을 갖춘 세부적인 접근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조례의 명칭이나 정의 등과 관련해 보다 세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
하다. 대부분의 조례 제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자원순환’에 대한 보다 명확하
고 세부적인 정의를 제시할 때 비로소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이 
명확해지고, 실제 사업 시행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중앙
정부 차원의 별도의 모형이나 모델을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의 마련과 이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어떠한 이유로 조례의 내용이 실제 시행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조례가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피고 현실적으로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해 작동될 수 있는 규정들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2.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제정 현황 및 시기
자원순환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 시기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증폭되었던 시기와 비슷했다. 2020년 5월 환경부가 순환자원 인정,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신규 제도를 담은 ‘자원순환 기본법’을 제정하고, 재활용이 어렵
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등의 제조/수입업자에게 그 폐
기물처리에 드는 비용(폐기물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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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2020년 4월 개정하였다. 자원순환 기본 조례가 최초 
제정된 광역자치단체는 제주도13), 기초자치단체는 성남시14)이며, 이후 매년 
조금씩 관련 조례 제정 건수가 증가하였다. 이후부터는 각 지자체가 앞을 다
투어 자원순환 관련 조례를 집중적으로 제정 및 개정하였다. 

3. 광역자치단체 조례 비교
강원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총 11개 조문)를 경기도, 광주광역시와 서울특

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와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세부적인 차이점을 알 수 
있었다.

조례 목적(근거)의 경우, 자원순환 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고 밝히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도 같다. 경기도와 광주광역시는 같은 내용이
지만 자원순환 기본법을 인용하지 않고 직접 조례에 구체적인 목적과 정의를 
제시하였다. 이 중 광주광역시 조례에만 ‘자원순환산업/시설’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책무의 경우, 강원도는 도지사와 사업자에게 1가지, 도민에게는 2가지 책무
(1-1-2)를 규정한다. 경기도(1-1-1), 광주광역시(3-3-2), 서울특별시
(2-2-2)에 비해 도민들에게 더 많은 책무를 제시하였다는 차이를 보인다.

강원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는 다른 광역지자체에는 존재하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원순환 통계조사/성과관리, 순환자원 우선구매에 대한 조항이 존재하
지 않았다. 위원회 또한 강원도 환경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함으로써 독
립된 위원회의 존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비해 광주광역시 조례를 보면, 제8조(자원순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에서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
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
아 시행’할 것, 제9조(집행계획의 수립·시행)에서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시장에
게 제출하고 시행’할 것, 제11조(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에서 ‘시장은 다

13) 2019. 11. 20.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정
14) 2019. 11. 25. 성남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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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자원순환 목표의 추진실적을 매년 5월 31
일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한다. 

광주광역시는 위원회의 위원 수 또한 15명으로 가장 많으며, 위원장은 행정
부시장으로 가장 직급이 높다. 자료제출요구, 자원순환지원센터, 자원순환특별
회계 관련 사항도 하나의 조항으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전반적으로 
광주광역시 조례가 현재 제정된 자원순환 조례 중 가장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조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강원도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목적 및 정의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
그대로 인용

자원순환/사회, 
폐기물, 

순환자원/이용

자원순환/사회, 
폐기물, 

순환자원/이용
자원순환산업/시설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

그대로 인용

책무(개수)
도지사(1), 
사업자(1), 

도민(2)
도지사(1), 
사업자(1), 

도민(1)
시장(3), 

사업자(3), 
시민(2)

시장(2), 
사업자(2), 

시민(2)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제4조 우선적용

자원순환 
통계조사 - 제7조 제10조 제7조 8호에 언급

자원순환 
성과관리 - 제8조

(도지사 책임)
전년도 자원순환 
목표 추진실적 

매년 5월31일까지 
시의회 보고

자원순환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름
순환자원 
우선구매 -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지방의료원
민간단체/기업,

공공기관 -

위원회 인원

강원도 
환경정책위원회

(20명)가 그 
기능을 대신함

10명 이내 15명 이내 10명 이내

위원장 환경국장 행정부시장
시 자원순환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위원 임기
당연직 - 
재직기간
위촉직 - 

2년(1회 연임)

당연직 - 재직기간
위촉직 - 2년(1회 

연임)

시장이 회의 
개의시 

위촉·임명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해임

표 Ⅵ-2. 강원도 조례와 타 광역자치단체 조례의 세부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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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자치단체 조례 비교
현재 춘천시는 자원순환 기본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당면한 현실에 

비해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표적인 세 기초자치단체의 
자원순환 기본조례를 살펴보고 상위법과 부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제정 및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초자치단체 자
원순환 기본 조례 분석 대상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경기도 성남시와 경기도 
고양시로 광역자치단체 조례가 이미 존재하고 앞서 분석한 내용과 연계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선정하였다. 

기본방향(기본원칙)의 경우 상위법인 자원순환 기본법 제3조를 변형한 것으
로, 큰 틀에서는 같은 내용이나 성남시는 ‘업사이클’ 고양시는 ‘새활용’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차별성을 두었다.

책무의 경우, 구청(시)장-사업자-구(주)민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광산
구(1-1-1)와 성남시(2-2-2) 조례와 다르게 고양시 조례에는 시장 책무(1)

구분 강원도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재정적 지원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운반·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도민 생활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비용 
지원가능 

제10조

1회용품 사용억제,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시민실천사업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운반·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시민 생활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치구에 

비용 지원가능

자료제출요구 - 의견청취 제16조 -

자원순환
지원센터 - - 제18~23조 -

자원순환 
특별회계

폐기물처분부담
금 징수교부금 - 제28, 29, 30조

(설치, 세입, 세출)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시행규칙 제11조 제21조 제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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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규정한 차이를 보인다.
집행계획수립의 경우, 세 조례 모두 자원순환 기본법 제12조를 인용한 내용

으로 계획수립 주기 및 조사 간격 규정이 명확하고 세부적이다. 
위원회의 경우 세 조례 모두 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 설치, 구성, 직무 등 

세부규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잘 명기되어 있다. 고양시 조례는 이례적으로 위
촉직 위원으로 시의원을 2명 둘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광산구 조례 제9조(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와 성남시 조례 제10조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춘천시 조례 중 가장 유사한 
조례는 ‘춘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이며 자원순환 기본법 제정 이
전인 2014년 12월 31일 시행되었다. 관리책임부서는 기후에너지과로, 상위법
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 법률 제2조의2(적용범위)에는 자원
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가 인용되어 있다. 

또한 공공기관 폐기물 감량에 대한 규정은 성남시와 고양시 조례 각 제11조
와 제9조에 언급하고 있다. 광산구 조례에도 제6조 집행계획 수립 부분 언급
되어 있긴 하나 ‘공공기관’에서 폐기물 감량에 대한 의무를 강조함으로써 모범
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의지가 엿보인다. 

구분 광주 광산구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기본방향
(기본원칙)

Ÿ 폐기물 발생 최대한 억
제

Ÿ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
한 재사용 또는 재생 

Ÿ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
이 곤란한 폐기물에 대
해서는 최대한 에너지
회수

Ÿ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
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 최소화되도록 적정
하게 처분

Ÿ 폐기물 발생 최대한 억
제

Ÿ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
한 원형 혹은 수리수선 
등을 통해 재사용 

Ÿ 재사용 또는 업사이클
이 곤란한 경우 최대한 
에너지 회수

Ÿ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
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 최소화되도록 적정
하게 처분

Ÿ 폐기물 발생 최대한 억제
Ÿ 발생한 폐기물 중 재사용

할 수 있는 것은 재사용
하고 재사용이 곤란한 폐
기물은 새활용(버려지는 
물품의 디자인을 새롭게 
하거나 용도를 바꿔 새로
운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변경하는 것) 또는 에너
지 회수

Ÿ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
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
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
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

표 Ⅵ-3. 기초지자체 조례의 세부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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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국내 법률 및 광역/기초지자체 조례분석 등을 모두 살펴보았다. 앞선 분석 

내용들과 시사점을 춘천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정에 반영하고 시 정부에 합
리적인 정책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다. 

구분 광주 광산구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책무(개수)
구청장(1),
사업자(1),

구민(1)
시장(2), 

사업자(2), 
주민(2)

시장(1)

집행계획 
수립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4.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5.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6.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7.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8.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
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순환자원 
우선구매
대상기관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지방의료원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연구원

공공기관 
폐기물 
감량

- 제11조 제9조

위원회 중 
시의원 인원수 언급 안함 2명
위원장 시민생활국장 담당국장  자원순환 업무 담당 

국장
위원 임기 당연직 - 재직기간

위촉직 - 2년(1회 연임) 위촉직 - 2년(1회 연임)

재정적 
지원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재사용, 업사이클 등 자
원순환 산업육성 및 주
민의식 향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유사조항(제10조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등)

시행규칙 제20조 제23조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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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기본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에너지법을 근거로 삼아 조례의 목적과 정의가 명확해야 하고, 기본원칙에서
는 춘천시가 2019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Zero-Waste 춘천, 2450 플
랜’15) 프로젝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현재 춘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원
순환과 관련된 사업들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가장 취약한 일반주택 재활용
률을 높이기 위해 ‘생활폐기물 재활용 배출·수거체계 개선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하여 단독주택과 상가를 중심으로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올바른 분리배출
을 유도하는 정책을 조례에 담는 것도 필요하다. 만약 이 정책이 자리가 잡힌
다면 일반주택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사업장 등을 포괄하는 자원순환 지원센
터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춘천시에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와 유사한 조례가 존재한다. 매립장 문제가 
가시화된 2019년에 개정된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가 그것이다. 다른 지자체
의 자원순환 기본 조례와 유사한 조항과 2019년 상황에 따른 개정의 흔적이 
보이는데, 제4조의2 자원순환실천협의회의 기능은 쓰레기 감량화, 폐기물 관
련 지역문제 해결 등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정책 발굴,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
한 시민참여 유도 및 자원순환 실천운동 전개,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지원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
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자원순환실천협의회’라는 명
칭에 무색하게 ‘폐기물’이란 단어와 혼동되어 사용됨으로써 다뤄야 하는 범위
가 축소되고 다른 지자체 조례에서 쓰이는 ‘새활용’, ‘업사이클’과 비슷한 의미
의 단어는 찾아보기 어렵다.

제9조의2 지원 사업은 시민참여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남은 음식 싸주기 
활성화 지원, 환경기초시설 견학 및 교육, 쓰레기 감량화 연구 및 홍보, 쓰레
기처리 우수 공동주택 지원,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장려금, 영농폐기물 수거장려
금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
어 있다. 다른 지자체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숫자로 보고해야 하는 
자원순환 성과관리나 공공기관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조항은 보이지 않는다. 
15) 2024년까지 춘천시의 쓰레기 배출량을 지금보다 50% 줄이는 프로젝트. 재활용가능자원 선별 

율을 두 배로 높이고 매립장을 신설하지 않고 배출량을 줄여 기존 매립장 사용기간을 2028년에서 
2099년까지 70년 연장하겠다는 목표이다. 출처 : 
http://www.chunsa.kr/news/articleView.html?idxno=4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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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명시적이고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더불어 앞서 소개한 타 지역 자원순환 기본 조례와 같이 별도의 조례시행규

칙을 제정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장 선정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조례시행규칙을 신설
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춘천시 또한 앞서 살펴본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들과 발맞춰 자원순환사회 달성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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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요약 및 제언
1.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

춘천시는 2019년 행정부서의 이름을 청소행정과에서 자원순환과로 바꾸고 
「Zero-Waste 춘천, 2450 플랜」을 발표하였지만 자원순환 기본 조례가 아
닌 폐기물 관리 조례를 사업의 근거로 삼음으로써 자원순환사회 구축이라는 
큰 패러다임을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자원순환기본법」16)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춘천시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경제사회도시로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자원순환 기본 조
례’ 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이는 「자원순환 기본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에너지법」을 근거로 삼아 조례
의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 책무, 집행계획, 재정지원, 위원회 구성 등 포괄적
이고 명확하게 제정하되 기존의 폐기물 관리 조례와는 차별성을 두어야 한다.

2. 자원순환 거버넌스 거점 기능의 자원순환지원센터의 필요성
소비, 먹을거리, 에너지, 자원순환,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한 민간영역의 실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이를 종합하고 활성화할 구심점이 부재한 상황이다. 춘천시만 해도 제로
웨이스트 생활문화를 추구하는 시민들,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줄이려는 상점들, 
사업과 활동기조를 ‘지속가능, 자원순환’으로 하는 기관과 단체들, 변화하는 흐
름에 맞추어 자원순환 관련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체와 중소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이들 간에 정보교류 및 소통이 어려워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 자원순
환지원센터는 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넘어 자원순환도시, 춘천을 구축하는 거
버넌스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생활폐기물의 소각, 매립, 선별을 수행하는 기관의 명칭을 
자원순환센터로 표기하는 점을 감안하여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 
말하는 자원순환지원센터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6)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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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목적 
 - 자원순환경제사회 구축을 위한 자원순환사업 활성화
Ÿ 기능
 - 자원순환경제사회에 대한 교육과 홍보
 - 자원순환사업을 위한 상담
 - 자원순환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 자원순환 사업 모델 개발
 - 마을공동체․ 기관․ 단체․ 대학 및 자영업․ 중소기업 등의 협력 체계 구축

3. 마을형 자원순환플랫폼 협동조합모델
자원순환경제사회는 소비자와 생산자, 정부 3주체의 공동의 노력과 협력으

로 구축될 수 있는 과제이지만 현재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재활용의 각 
단계에서 정부가 규제와 관리감독보다 쓰레기를 줄이려는 소비자, 자영업자 
및 올바르게 분리배출 하려는 시민, 배출된 쓰레기를 정리하고 수집․ 운반하는 
노동자들의 수고에 더 많이 의존한다는 비판이 있다. 그럼에도 자발적이고 역
동적인 시민들로 구성된 민간영역의 실천과 선도적 역할이 자원순환경제사회
를 앞당기고 올바르게 정착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5장에서는 이번 연구의 최종적인 목적인 마을형 자원순환플랫폼 협동조합 
모델을 발굴하기 위하여 성남시의 자원순환가게 re100, 울산자원순환가게 착
해가지구와 알맹상점, 바라임팩트를 조사하였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자원순환조례가 가장 먼저 제정된 성남시가 생활폐기물 
불법폐기와 잘못된 분리배출17), 단독․ 다세대주택, 상가 등의 재활용품 혼합수
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감시와 처벌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시민들이 
공동주택보다 더 세분화된 분리함을 설치함으로써 능동적으로 올바른 분리배
출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주민들이 노력해서 내놓은 재활용품이 100% 재활
용된다는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성남시가 신흥2동에 re100 자원순
환가게를 처음 열 수 있었던 것은 경기도의 자원순환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을 
통해서였고 자원순환활동가양성과정을 이수한 주민활동가들이 마을주민들과 

17)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를 정확하게 분리해서 배출하지 못하는 문제로 재활용률 하
락의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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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가게를 잇는 중간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는 다르게 울산자원순환가게 착해가지구와 전국의 제로웨이스트숍의 

허브 역할을 하는 서울의 알맹상점은 소비단계에서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줄이
려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써의 기능뿐 아니라 기존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체계에서 재활용되지 못하는 작은 플라스틱18), 양파망19), 운동화끈20), 실리
콘21) 등을 수거하는 회수센터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 

 춘천시에서도 마을 단위의 자원순환플랫폼 협동조합 모델이 가능하다. 춘
천시 마을자치센터에서 마을공동체지원사업 공모 중 일정 비율을 자원순환분
야에 특화하는 방법과 2021년 신설된 자원순환과의 녹색장터 사업이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지 않도록 2년차에는 확장된 형태로써 희망하는 공동체에 한해 
자원순환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마을의 자원순환활동
가를 양성하고 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어 마을단위의 자원순환플랫폼을 만들어 
제로웨이스트 상점, 자원회수센터, 홍보와 교육의 거점 등의 역할을 하는 협동
조합모델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배출하는 자원관리
도우미22), 집하장지킴이23), 강원환경감시대24), 자원순환강사25) 등의 한시적 
일자리들이 마을 단위의 자원순환플랫폼과 연계하여 소비자들이 배출하는 단
계에서 능동적으로 분리배출과 위생이 지켜지도록 하고 자원순환 관련 업무는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18) 뚜껑, 빨대 등 pp‧pe의 단일소재이지만 크기와 부피의 문제 때문에 선별장에서 버려지는 플라스
틱류를 말한다.

19) 양파망의 경우 쓸킷이라는 곳에서 회수하여 다양한 프로듀스백으로 생산한다.
20) 새 운동화를 사면 여분으로 주는 운동화 끈들이 사용도 하지 않고 버려지는 것에 착안하여 새 운

동화 끈을 천으로 만든 주머니의 재료로 사용한다. 
21) 실리콘의 경우 데펜소라는 올스텐용기를 제작하는 디킨즈에서 수거하여 중국공장에 보내 스텐용

기를 생산할 때 실리콘패킹의 재생재료로 사용한다.
22)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올바른 분리배출을 지도하고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도를 설

명한다. 2020년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직접 채용하고 관리하였으나 올 해는 기초자치단체에 이관
하였다. 2021년에는 6~11월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한다.

23) 2021년의 경우 3~10월까지 주 15시간 한시적으로 근무하며 집하장 청결 관리와 폐기물 정상배
출 홍보를 담당한다.

24) 2021년의 경우 3~10월까지 주 40시간 한시적으로 근무하며 폐기물처리법 위반사항 적발, 환경
정화 활동, 기타 청소업무 등을 담당한다.

25) 초등학교 등에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을 담당하며 주강사와 보조강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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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언
오랫동안 폐기물의 처리는 그것이 국내이든 국제간 이동이든 경제적인 저항

이 적은 계층에게 전가되어 왔고 적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도 수행
하는 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함께 폐기물의 
종류와 양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단순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속적으
로 늘어나는 것에 대한 재원 마련의 문제, 자원고갈, 온실가스, 소각매립장 포
화, 미세플라스틱 등의 환경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관심과 요구도 폐
기물의 단순처리가 아닌 발생 저감, 재사용, 재활용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제 폐기물 소각 반대 네트워크 ‘가이아 GAIA’에서 #BeyondRecovery 시
리즈 첫 보고서26)로 코로나 대유행으로 무너지는 경제 회복을 위한 자원순환 
일자리 분석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 보고서는 플라스틱과 폐기물이라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현 시스템에서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위해 
수백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지자체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
며, 그리하여 코로나 사태로 맞은 경제 침체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연간 처리되는 폐기물 10,000톤당 창출
되는 일자리 평균 개수는 재사용 분야 404개, 재활용 분야 115개, 재제조화 
분야 55개, 퇴비화 분야 7개, 매립 및 소각 2개로 환경영향이 감소하는 재사
용 분야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재사용 
분야는 매립과 소각보다 200배 더 많은 직업을 창출하며, 재활용 분야는 매립
과 소각보다 50배 더 많은 직업을 창출한다. 또한 재제조화(Remanufacturing) 
분야는 매립과 소각보다 30배 더 많은 직업을 창출한다.

이 연구는 자원순환과 관련된 다양한 실태와 현황 조사 및 분석 등을 바탕
으로 자원순환경제도시 춘천의 주춧돌로서 마을형 자원순환플랫폼 협동조합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시간적, 물적, 인적 자원의 한계로 연구 범위를 제
한할 수밖에 없었기에 향후 이를 극복하는 보완적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며 
후속 연구의 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춘천시는 마을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마을의제 발굴에서 주민총회까지의 전 과정에 주민자

26) 플라스틱 프리 플랫폼 ‘피프리미’에서 번역, https://pfree.me
영문 보고서 보기 https://zerowasteworld.org/zerowaste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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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참여 확대로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의 기반
을 마련하고 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선정된 마을 의제 중 ‘복지와 자원순환’ 
분야에 있어서 문제점 및 개선과제로 보조사업 성격의 단기사업 위주에서 실
질적인 마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서 정책사업과 연계해야 한
다고 하였다27). 마을사업과 관련된 우선순위를 주민 스스로 선정한 마을의 의
제가 쓰레기이면서 자원순환마을만들기를 희망하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자원순
환활동가 양성을 진행하고 활동가들을 주축으로 마을 단위에서 자원순환플랫
폼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협동조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연계한다. 춘천
시마을자치지원센터․ 협동조합지원센터‧ 자원순환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둘째, 도시재생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다. 달라지는 도시재생 관련 개념의 
변화에 따라 경제적으로는 공공과 민간, 자발적 기금간의 균형, 사회적으로는 
커뮤니티 역할의 강조, 환경적으로는 지속가능성이라는 보다 넓은 개념이 도
입되고 있다. 이에 환경적 측면도 고려하고 사회적이고 공동체적 이슈를 동시
에 해결할 수 있는 자원순환플랫폼은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지역은 단독‧ 다세대주택 및 상가가 중심이기 때문에 기존
의 쓰레기 집하장은 일반쓰레기를 배출하는 곳으로 사용하고 도시재생현장지
원센터나 지역의 빈 건물 등을 임대하여 자원순환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원순환플랫폼을 이용하는 주민과 춘천시민들을 대상으로 제로웨이스트상점 
및 견학과 교육기관의 기능까지 더한다면 수익을 발생시키는 협동조합으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자원순환과와 도시재생센터, 협동조합지원
센터, 마을자치지원센터 등의 협력이 요구된다.

27) 2020년 춘천시 주민자치회 활동보고서





◆ 부 록1 ◆
춘천시 자원순환 강연 및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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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참여하는 자원순환 도시 만들기
- Zero-Waste 춘천, 시민주도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운동 전개 - 

서동영(춘천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1. 위드 코로나 시대, 자원봉사 실천 패러다임의 전환

 지난해 코로나 19 감염병 사태와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재난은 지역사회뿐
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었으며, 우리 자원봉사
센터 또한 마스크 제작, 방역활동, 농촌일손돕기, 재난재해 현장 지원, 비대면 
봉사활동 등 다양한 영역의 활동에서 5,000여 명의 봉사자 및 시민들이 참여
하여, 일상을 뒤흔든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숨 가쁜 한 해를 보냈
으며, 올해도 여전히 방역, 일손돕기, 백신 접종 센터 지원 등의 자원봉사활동
을 전개하며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 우리는 사회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상대
적 약자를 돕는 자원봉사의 개념은 축소되었으며, 자원봉사활동 또한 기후변
화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써 자원봉사 패
러다임의 대 전환의 필요성이 공론화되고 있고, 친(親)환경 시대가 아닌 필
(必) 환경 시대의 도래에 맞는 실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환경이다. 7년이라는 기한 내에 
탄소배출을 더 적극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인류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한다. 정
부의 ‘그린뉴딜’ 추진 방향 및 ‘2050 탄소중립 비전 수립’에 따른, 우리 시 정
부의 ‘Zero-Waste 춘천, 2450 플랜’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5대 전략 등 
거시적인 정책은 우리 일상의 개인의 미시적 실천과 분리될 수 없다. 

이러한 개인의 미시적 실천의 핵심 주체인 자원봉사자와 시민들이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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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서 변화를 만들고 조직화함으로써 사회적 영향력을 넓혀갈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는, 이들이 어려워하는 점은 무엇이고,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 속에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우선 그 장을 펼치기 위한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다. 

2. 시민주도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운동 전개
 
시 정부의 ‘Zero-Waste 춘천, 2450 플랜’에 따른 시민주도 자원봉사 실천 

과제를 제시하고 생활 쓰레기 50% 감량이라는 큰 주제의 접근 방식을 다양화
하여 현재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작은 도
전 과제들이 가능한 주제를 담고자 했으며, 자원봉사자와 시민들이 어떻게 공
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주도적으로 재확산해 가는지 실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시 정부의 ‘Zero-Waste 춘천, 2450 플랜’ 중점 추진 과제와 
자원봉사 연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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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의식 함양 

1-1. No 플라스틱 및 1·1·1 챌린지
 ○ 추진기간 : 상·하반기
 ○ 추진대상 : 시민, 청소년
 ○ 주요내용 
- 온라인 비대면 봉사활동
- 환경퀴즈 풀기, 체험 활동 인증
체험 소감 제출

추진실적
 및 성과

▶ 추진실적 : 611명(시민 및 청소년) 
▶ 올바른 분리배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재활용과 재사용에 대한 아이

디어 확대 → 하반기 1인 1일 1 쓰레기 줄이기를 통한 지속적 활동으로 확
대 추진 예정

1-2. 자원순환 및 생활재 DIY 교육
 ○ 추진기간 : 3월~10월
 ○ 추진대상 : 자원봉사 단체
 ○ 주요내용 
- 자원순환 및 환경분야 봉사단체 대상
-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실천 방법
및 생활재 DIY 교육

추진실적
 및 성과

▶ 추진실적 : 18회 289명(단체수 : 51단체)
▶ 37단체 대표자, 청소년 동아리, 새마을 등 사회단체, 공무원연금공단 은퇴

자를 위한 자원순환 교육 확대 및 활동 연계 → 하반기 가족봉사단 등 추
가 진행 예정

1-3. 분리배출의 시작 ‘우릴 위한 착한 한 걸음’
 ○ 추진기간 : 3월~10월
 ○ 추진대상 : 청소년 동아리
 ○ 주요내용 
- 관내 쓰레기 집하장
- 분리배출 존 채색(문구, 이미지)
- 셉티트기법(범죄예방환경설계) 활용

추진실적
 및 성과

▶ 추진실적 : 8개 집하장 
▶ 전문가 조언, 시 자원순환과 협조, 환경 교육, 현장확인 및 물품준비 등 리더 

봉사자들의 선 활동 → 4개 집하장 추가 채색, 기존 채색 집하장 리터치 
활동, 사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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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리 배출·수거 체계 개선 

2. PP·PE 모아 챌린지

 ○ 추진기간 : 3월~11월
 ○ 추진대상 : 시민, 자원봉사자(단체)
 ○ 주요내용 
- 시민 및 공동주택 대상
- 플라스틱 중 PP·PE 수거
- 시 운영 선별장 및 전문 처리업체직접 전달

추진실적
 및 성과

▶ 추진실적 : 약 1,300kg(참여인원 : 306명)
▶ 개인 활동에서 가족, 유치원, 학교, 공무원 동아리 등으로 확대 → 지속

추진
▶ 제로웨이스트춘천, (재)숲과나눔, 1개 아파트에서 4개 아파트(소양동현대, 

장학리 부영, 해온채, 아이파크) 로 확장 → 하반기 1~2개 아파트 확대 예정

3  생활 속 폐기물 발생 억제

3-1. Zero 마켓 

 ○ 추진기간 : 3월~11월
 ○ 추진대상 : 시민, 자원봉사자(단체)
 ○ 주요내용 
- 일회용 비닐 대신 공유 장바구니 사용
- 중앙시장 MOU 체결, 모아함 제작
- 공유 장바구니 사용 홍보 캠페인

추진실적
 및 성과

▶ 추진실적 : 장바구니 제작 2,500장(참여인원 : 227명)/ 모아함 설치 3대
▶ 불법 폐현수막 수거, 제단, 재봉, 세척 단계에 다양한 자원봉사자들 참여 → 

잠자는 에코백, 종이가방 기증 캠페인, 쌀포대 이용한 가방 만들기 활동으로 
확대 → 시사회복지협의회 : 푸드뱅크 사업에 일회용 비닐 대신 공유 장바구
니 사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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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찬찬찬(饌) 나눔, 용기(容器)있는 자원봉사 실험실
 ○ 추진기간 : 5월~11월
 ○ 추진대상 : 반찬 제작 나눔 단체
 ○ 주요내용 
- 일회용 반찬용기를 다회용기로 바꿈
- 배달용 가방(비닐, 종이)을 천가방으로 

전환

추진실적
 및 성과

▶ 추진실적 : 5단체 25가구 
▶ 반찬 제작 나눔 활동은 지역 봉사단에서 수년간 지속되어 오던 활동, 매 활

동 시 플라스틱 용기 및 비닐 봉투 사용, 시범 사업으로 단체별 5가구 시행 
→ 용기 회수율을 높이고, 대상 가구 점진적 확대, 화천군자원봉사센터 사업 
벤치마킹

4  단체·기관·시민 활동 참여

4-1. 센터 우수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단체와 연계
 ○ 추진기간 : 3월~11월
 ○ 추진대상 : 사업비 지원 봉사단체
 ○ 주요내용 
- 기후 위기 및 자원순환 관련 교육
- 현수막 제작 수량 등 제한
- 홍보용 물티슈 제작 불허

추진실적
 및 성과

▶ 추진실적 : 49단체
▶ 단체 지원사업 참여 단체 대표자들 대상 자원순환 교육을 통해 현수막 제작

비 및 홍보용 물티슈 제작 제한에 대한 이유 설명 및 동참 촉구→ 차년도 지
원 시 현수막 재제작 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및 친환경 활동 단체에 대한 지
원 확대

4-2. 관내 각종 행사 시 자원순환 홍보부스 운영
 ○ 추진기간 : 5월~10월
 ○ 추진대상 : 시민
 ○ 주요내용 
- 쌀포대 가방, 삼베 수세미 뜨기 체험
- PP·PE 분리 배출 체험
- 에코백, 장바구니, 종이가방 기증

추진실적
 및 성과

▶ 추진실적 : 1회(사농동 꿈마루 도서관 주관 녹색장터)
▶ 시 지원사업으로 운영되는 녹색 장터 및 각종 행사에 ‘자원순환 실천 운동’ 홍

보부스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자원순환의 필요성 홍보 → 근화동, 퇴계동 녹색 
장터 및 시 자유총연맹 등 홍보부스 운영 요청

□ 기후위기, 작은 실천 운동에서 변화의 중심을 위한 플랫폼으로의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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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로 표현해 본 Zero-Waste>

 

 

5월 춘천시자원봉사센터에서 4회에 걸쳐 진행된 ‘자원순환 및 생활재 DIY 
교육’ 참석자를 대상으로 실시 한 배달 쓰레기 버릴 때의 마음과 교육 후 어
떤 실천을 해보겠는가? 에 대해 스티커로 표현해 보았다. 검사의 타당도, 신뢰
도 등을 떠나, 역시 배달 쓰레기를 버릴 때 “불편하고 걱정된다.”가 압도적으
로 많았으며, “죄책감이 든다.”라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녹색연합 조사 결과
(76%)와 거의 같은(77%)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마음을 해결 
해 줄 수 있는 시, 정부, 기업의 쓰레기 처리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의 실천과 관련하여 불편한 삶을 감당해 내야하고 많은 것이 바뀌어
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자원봉사자가, 시민이 외치고 요구할 수 있고, 
실천하고 성찰하는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녹색 
가치와 실천 운동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숙고해 봐야 할 것이다.

(PP, PE 모아 챌린지 참여자 중 깨끗하게 버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에 
안도하는 참여자들의 의견이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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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운동’은 올해 짧은 기간 준비되었고, 시행착오를 겪
으며 수정 보완하면서 추진되고 있지만, 주변의 관심과 참여에 대한 작은 변
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을 느낀다. ① 자원순환 교육 문의 및 의뢰 ② 타 
센터에서의 사업 벤치마킹, 타 지역 시민들의 참여 여부 문의 ③ 녹색장터 및 
행사 홍보부스 운영에 대한 자문 및 협조 ④ 새마을, 자유총연맹, 여성단체협
의회 등 사회단체의 참여 확대 ⑤ PP,PE 플라스틱 모아 챌린지에 대한 사회
지도층 관심 및 다양한 계층에서의 참여 의사 ⑥ 일회용 비닐 사용을 줄이기 
위한 폐 현수막 장바구니 제작 의뢰 ⑦ 자원봉사자 및 단체들의 자발적 사업 
확장(비닐 포장 → 장바구니 제작, 다회용기 구입, 손수건 제작 홍보) 등이 그 
예이다. 

소소한 변화의 시작과 움직임을 보면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단체, 시민조
직, 다양한 활동가들과의 연대이다. 각자 도생의 방식이 아닌 연대를 통한 조
직화가 변화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되며, 공감하는 공통의 의제를 
가지게 되면 지속적으로 상호 교감하게 되면서 서로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것
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자원봉사 활동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선적 활동으로 인식되던 ‘자원봉사’
를 넘어 이제는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국가 공익사업에 참여하여 공동체 문제
를 해결하는 활동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 문제해결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
하는 ‘자원봉사’로 변모하고 있다. 

자원봉사는 분명 가치 있는 일이다. 그것이 재미있어서 누구나 쉽게 공감하
고, 공유하며,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재확산해 가는 그런 건강한 사
회를 꿈꿔보며, 자원봉사센터가 시민이, 자원봉사자들이 즐겁고 유쾌하며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를 위한 캠페인들이 기획되고 실행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직들과 아이디어를 나누는 실험실로써 자발적 실천 플
랫폼으로써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생할 속 자원순환 실천 운
동’ 이 시민의 생활 속에서 실천 운동으로 자리 잡아 ‘자원순환 도시 춘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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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 수 있도록 함께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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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경제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

김윤정(㈜나비소셜컴퍼니 부설 CSV디자인연구소 소장)

1.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관점

 1) 소비패턴의 변화를 통해 소비활동이 시작되는 욕구 발견단계부터 상품
의 선택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촘촘한 정보 설계 과정

소비중심의 욕구가 조절되지 않는 출발에서는 쓰레기의 자원화 이전에 늘어
나는 쓰레기의 발생량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 선택하는 상품
이 어떤 발자국을 통해 전달되는지 생산과 유통, 소비의 과정을 공유하기 위
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론과 현장, 기업과 생산자, 소비자 간의 정보를 만들
거나 수집, 관찰하거나, 제공하는 과정에 일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2) 쉬운 실천과 편의성 개선으로 실행 효능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자원화를 위해서는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정확한 분리배출과 배출 장소

(방법), 재활용 수거율, 재활용 효과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야 더욱 효과를 높
일 수 있습니다. ‘은평그린모아모아사업’의 경우 분리수거장소에 자원관리사를 
배치하고 정보제공과 홍보, 교육활동으로의 역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 시 60명이었던 자원관리사가 360명으로 증가, 재활용품은 8만 5,000kg
에서 23만 8,000kg으로 증가, 재활용 선별비는 톤당 8만 6,900원의 절감효과
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행정과 민간의 협업적 자원재생기반 만들기
자원순환경제의 관점에서는 제도적 뒷받침과 행정적 지원이 시작과 지속을 

위한 기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참여의 규모가 그 효과를 만드는 중요
한 열쇠가 되기도 하지요. 이런 이유로 행정과 민간이 서로의 강점과 방식, 역
할을 상호보완적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중요시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적극
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에코 리사이클링센터’, ‘자원순환센터’ 등의 사업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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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과 확장성을 갖추려면 제도와 시설 자원과 더불어 다양한 운영과 추진동
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공형과 민간형 일자리와 사업으로 연결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2. 공동체 중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점

다양한 일거리의 지점을 발견하는 것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으로 사회적 효
과를 얼마나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가 질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측
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 조직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공동체의 참여구조를 통한 일자리창출의 역할
을 키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술과 아이디어 기반 소셜벤처들의 약진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습니
다. 춘천시청에서 만나볼 수 있는 수퍼빈도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현재 인공
지능 활용을 통한 폐기물 처리 사업과 생활폐기물 데이터 적용 솔루션 개발, 
폐기물 가공처리 공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커피박이나 페트병 등의 자원을 사업화 재료로 변신시키며 사회취약계층의 일
자리로 연결하는 효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과 지구를 살리는 청년들의 움직임으로 주목받고 있는 세종시의 
‘문화공작소 협동조합’과 대전의 ‘사회적협동조합 혁신청’에서 보여주는 청년들
의 발걸음에는 배울 점이 많습니다. 청년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협동조
합이자, 지역경제와 연결하는 사업성과를 구체화시켜 ‘청년마을기업’으로 지정
받기도 한 ‘문화공작소 협동조합’은 커뮤니티 구조의 ‘세종플레이’를 운영하며, 
현재 상근직원 10명에 지역 청년 90%로 안정적 청년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있
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혁신청’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제로 플라스틱 카페
-자양분’을 만들어 카페 내에서 ‘한줌상점’과 ‘플라스틱 정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사례들을 보더라도 자원순환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인식과 생활방식
의 전환이라는 ‘운동성’과 현실적 일상을 유지하며 지속할 수 있는 ‘생활소득’
의 두 가지 키워드가 연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적극적 활동이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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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생산 가능한 자원재활용소득 또는 사회적 비용 절감의 부분이 어떻게 지
역사회구성원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접근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또
한 이러한 구조가 가능해질 수 있는 가까운 방식이 협동조합과 같은 공동체적 
구조의 움직임으로 활성화된다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향후 흐름을 살펴본다면 마을기업(청년마을기업)에 주목하여 준비과정을 만
들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145개에서 
2019년 2만 62개의 일자리 증가와 매출 기준 2011년 196억원에서 2019년 
1,928억으로 약 10배 가까운 성장 효과를 보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지역
성,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의 요건을 중시하는 가치적 측면이 지역 특성과 
상황별로 모습을 갖추어간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지난 5월에 행정안전
부에서는 향후 10년 동안 마을기업 3,500개로 확대하겠다는 ‘마을기업 활성화
를 위한 발전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마을 단위에 필요한 자원순환 관련 
사업 운영과 거점, 기존 마을 자원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사회 참여와 시민 생활자의 관점

정보의 플랫폼이 행동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과 ‘공감대 
형성 – 체감 – 물리적 입증’을 통한 사회적가치 생산의 구조적 관점을 다듬어
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결국 참여의 경험이 새로운 모색을 하게하고, 학습과 
정보가 해결방안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하니까요. 그 사이에서 연결되는 관계
와 경험의 성장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
다. 일자리에 대한 고정관념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개
별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의 선택지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자원봉사, 재능
기부, 소일거리, 사회적 연대활동, 정규일자리, 후원 등도 각자의 걸음과 상황
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소통해보는 자리가 꾸준하게 만나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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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탄소중립’ 사회구조의 변화를 준비하는 관
점에서도 총체적 산업 전반과 고용구조의 변화지점을 시나리오로 예측하는 작
업, 진단하는 작업, 새롭게 창출되는 사업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고용의 관점은 향후 산업전환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직업
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고용구조가 유연한 수많은 할 거리로 나누어질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상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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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도시 춘천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
주민중심 사회적 협력모델을 통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 전략 

강인곤(㈜바라임팩트 대표이사)

1. 자원순환, 지역에서 할 수 있을까? - 자원순환과 사회적경제

‘자원순환’이란 ‘생산이나 소비 등의 경제 활동에 수반하여 불필요한 것이 
발생하지만 그들을 폐기하지 않고 재이용하는 것28)’입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란 시장 중심, 성장 중심의 경제 구조가 낳은 사회 양극화, 공동체 해체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돈’보다는 ‘사람’을, ‘경쟁’보다는 ‘협동’을, ‘개인적 이
익’보다는 ‘지역사회 또는 공동체 이익’을 우선하는 경제활동으로 구성원 간의 
협력을 통해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며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경제29)로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있습니다.

[사례 1] 사회적협동조합 자원과순환

지난 4월에 열린 ‘자원순환 경제의 실현과 전망 정책토론회’는 전국 사회연
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와 사단법인 선, 사회적협동조합 자원과순환이 함께 마
련한 자리로, 폐기물 재활용·재사용 모델을 만들기 위한 지역 거버넌스의 중요
성을 짚어보는 자리30)였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지역에서의 자원순환을 사회적 경제 기업이 주도하는 사례
로 사회적 협동조합 ‘자원과순환’이 소개되었는데, ‘지역의 자원순환 현실과 대
안’이라는 제목으로 지역 조합원들이 쓰레기 수거부터 재활용 상품 개발까지 

28) 네이버 지식백과
29) 인천 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란, 

https://www.icdonggu.go.kr/se/social/introduction.jsp
30) 김정란, ‘자원순환경제’. ‘쓰레기’가 우리를 풍요롭게 할 수 있을까, 라이프인, 2021.04.24., 현장면,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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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과정을 담당하는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자원과순환’과 협약을 맺은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 카페, 음식점에서 나오는 

일회용 쓰레기를 지역의 1차 수거 조합원이 수거해 주민센터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는데 이들은 지자체가 선발한 지역 노령 근로자입니다. 수거 운반 차량
과 재활용 처리 및 제품 생산 업체도 모두 ‘자원과순환’의 조합원입니다. 종이
컵이나 우유팩은 휴지가 되고, 플라스틱 컵과 뚜껑은 패딩 안감이나 차량용 
카펫이 됩니다. 재활용 가공 제품 판매 수익은 1차 수거 근로자와 수거 운반 
차량, 조합 직원들에게도 돌아갑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자원과순환 이만재 이사
장은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재활용하는 주체들이 스스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
는 협동조합 모델을 활용한다면, 지역 내 자원순환 경제 구축은 물론 일자리 
창출로도 연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취재한 한겨레 기
사31)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원순환 경제 구축을 위한 지역 단위 실천과 거버넌스 구성에 공감하는 
전국 48개 지자체는 이날 지방정부 자원순환 선언식에서 △폐기물 배출·선별·
수거 시스템 정비 △지역 내 자원순환 실천 확산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 
마련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 및 자원순환 위한 새로운 기술 적극 도입 △폐
기물 재활용·재사용에 앞장서는 사회적 경제 기업 성장 지원 △지자체 자원순
환 우수 정책사례 발굴 및 전국 확산 내용이 담긴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
다.”

[사례 2] 울산자원순환사업협동조합

2020년 11월, 울주군에서는 울주형 생태산업·사회적경제 기반 그린뉴딜 일
자리 모델을 만들고 있는 노사발전재단 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공론화 프
로그램 네 번째 전문가 집담회가 ‘자원순환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열렸는데 관
련 기사32) 일부를 옮깁니다.

지역의 생태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면서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가
31) 서혜빈, ‘내가 버린 플라스틱, 우리 동네 벤치 될 수 있을까?’, 2021.4.26., 사회환경면,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92674.html
32) 이종호, ‘리사이클과 업사이클로 만드는 녹색 일자리’, 울산저널i, 기획/특집면, 

http://www.usjournal.kr/news/newsview.php?ncode=106561987941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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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생태경제다.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재활용하는 자원순환산업은 생태
경제의 핵심 분야다. ‘나무도시 울주’를 목표로 관련 산업 집적화를 추진하고 
있는 울주군에서 자원순환 사회적경제 주체들을 클러스터로 묶는다면 그린순
환경제라는 새로운 산업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에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
을까? 

[사례 3] 포스트 플라스틱 (PET): 자원순환 사회적경제기업 규모화·고도화 
사업 연구(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사회적경제기업 중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선별·재생원료 생산까지…
  대기업 화학회사 연계
 - 자원순환 사경기업(사회적경제기업) 중심 밸류체인(VC) 완성 
  비즈니스 모델 개발 연구 수행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경제기업 규모화 지원사업 연구를 2020년 
07월부터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포스트플라스틱 (PET): 자원순환 사회
적경제기업(이하 사경기업) 규모화·고도화 사업 연구」를 주제로 공모사업으
로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의 회원사인 브릿지협동조합
은 자원순환 사회적경제기업의 규모화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대기업 화학
회사와 자원순환 사경기업을 연계하는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사업을 제안함으
로써, 국내 최초 대기업 연계 자원순환사경기업 규모화 및 고도화 사업의 발
판을 마련한 연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33). 주요 연구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쓰레기 대란’ 더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 환경보호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도 함께 실현 가능

해져...
사업 1. 국내 최초 대기업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중심 혁신적 자원순환 벨류

33)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골칫덩이가 된 폐플라스틱(PET), 자원순환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환경적·사회적가치 동시 추진’, 2021.03.09., https://kcomi.re.kr/ab-1428-325



- 76 -

체인(VC) 구축
사업 2. 하나의 흐름으로 대한민국 재활용 플라스틱(PET) 수거체계 구축, 

전국 지역·광역·기초 자활사업단과 함께 실현
사업 3. 전국 아파트 생활폐기물은 우리가 지킨다!

쓰레기 대란에 맞설 착한 공공수거 위탁모델 시범사업 시행

[사례 4] 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

자원순환 사회적경제 연대! 환경, 고용, 복지의 아름다운 동행!!
 
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이하 자원순환사협)은 자원순환사회 촉진과 자

원순환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을 통한 자원순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사단법인 재활용대안기업연합회에서 2016년 8월 사회적협동
조합으로 전환했습니다. 

자원순환사협은 관련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협업사업을 펼치는 한편 자원순환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와 설립을 지원합
니다. 연구조사를 통한 자원순환 활성화 모델도 추진합니다. 

자원순환사협은 ‘환경, 고용, 복지의 아름다운 동행’을 모토로 10여 년간 활
동해온 재활용대안기업연합회를 계승합니다. 그동안 축적한 경험과 연구를 바
탕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자원순환 사회 만들기에 앞장설 것입니다. 자원순
환 사회적경제의 연대를 통해 ‘환경, 고용, 복지의 아름다운 동행’을 완성하겠
습니다.34) 

위의 사례들 외에도 자원순환과 관련된 많은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조직이 
속한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4) 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rfse.or.kr/board/info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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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부의 정책 변화와 춘천의 현황

[환경부의 정책 변화 흐름]

환경부는 2020년 3월 19일, 발생한 폐기물은 해당 시군에서 최대한 처리하
고 만약 타지역에서 처리할 경우 벌칙과 보상을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폐기물 
공공관리와 발생지 처리 강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폐기물 처
리역량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다시 2020년 12월 24일에「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를 위해 재생원료 의무사용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플라스틱에도 신설하여 2030년에는 재생원료 사용 비율
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생원료로 만든 재활용제
품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며, 영화관, 대형상
점, 유원지 등 밀집지역에는 페트병, 캔을 압축하여 수거하는 무인 단말기(키
오스크)를 설치하여, 재활용폐기물을 가져온 시민들에게 에코마일리지를 제공
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만 단독주택은 수거체계가 상
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페트 압축기 보급 대신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유인 회수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춘천시 폐플라스틱 발생 및 처리 현황]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춘천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쓰레기가 1년 새 
8% 증가35)했고,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택배와 음식 배달이 각
각 19.8%와 75.1% 늘면서 폐플라스틱 발생이 14.6% 증가36) 되었습니다. 환
경부 자료와 춘천시 자료를 통해 춘천의 플라스틱 폐기물 현황을 살펴보면 아
래와 같습니다.
35) 오세현, ‘춘천 생활폐기물 급증…혈동리 매립장 7년내 포화’ 강원도민일보, 2021.05.31.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075870
36) 이재현, ‘폐플라스틱 삽니다. 강원도 친환경 티셔츠 57만장 분량 공급’, 연합뉴스, 2021.03.24.,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414710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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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춘천시 폐플라스틱 발생 및 처리 현황
(단위 : 톤/일)

　년도
발생량37) 매각량38) (1일/연간) A-B

플라스틱류(A) 총계(B) PET 플라스틱 소각·매립·적치
2016 10.3 4.8/1,755 2.6/965 2.2/790 5.5
2017 10.8 3.8/1,404 2.2/813 1.6/591 7.0
2018 5.9 2.8/1,021 1.6/592 1.2/429 3.1
2019 3.8 (PET와 기타) 3.8/1,374 2.2/798 1.6/576 0
2020 - 4.1/1,483 2.2/794 1.9/689 -

<그림 1> 춘천시 폐플라스틱 발생 및 처리 현황

춘천시의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현황을 전국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2018년 
기준 전국 평균 대비 재활용 비율은 5.4% 낮고 소각률은 10% 이상 높습니
다.

37)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환경부), 비닐류(합성수지류)와 발포수지류를 제외한 
플라스틱류만을 별도 작성

38) 춘천시 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 연간 판매량을 365일로 나눠 1일 판매량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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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현황 비교

출처:자원순환정보시스템, 2018년도 전국 시군구 현황

3.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춘천을 위한 사회적 협력모델 제안

춘천에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많은 사회적자본이 구축되어 있는데 
핵심은 바로 시민력, 즉 춘천시민들의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
지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입니다.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와 행정
의 적극적인 지원이 결합되어 ‘춘천형 사회적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내고 지역
자산화 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춘천, 제로웨이스트 춘천을 구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춘천형 사회적 협력 모델을 통한 지속가능한 민․관 거
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수거․운반 과정에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협동
조합, 소셜벤처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사회
적경제조직을 설립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소득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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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참여 주체별 역할
참여기관 역 할 세 부 내 용
춘천시 사업관리 및 감독

행정 및 예산 지원
행정정보 제공, 참여인원 선발
법규 해석 및 조례제정 지원

강원정보문화진흥원 IT 기술지원 및 기업육성
사업기획 및 운영

사업추진 및 관리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 지원

강원연구원 정책 연구 및 개발 자원순환 정책개발 및 연구지원
경제적・사회적 효과 분석

봄내새활용
사회적협동조합(가칭) 사업 실행 무인수거장치(수집) 운영, 운반

 자동선별·새활용 설비 제공, 생산
환경·시민단체
주민자치회 등 새활용센터 운영 제로웨이스트 참여 및 운영

새활용센터 운영 및 관리

<그림 3> 지역자산화 방식의 사회적 협력모델

둘째, 플라스틱 폐자원의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수거-선별-새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춘천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ICT 기술의 접목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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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현재의 재활용 시스템

<그림 5> 새활용 선순환 시스템

 
셋째,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이용해서 벤치나 분리수거함 등의 공공재를 생

산하고 지역 내 설치를 통해 지역주민 모두가 자원순환의 혜택을 누리도록 해
야 합니다. 

<그림 6> 춘천시 로고를 형상화한 테이블이 있는 벤치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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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중심의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춘천을 꿈꾸며.

봄내새활용사회적협동조합(가칭)’설립을 제안합니다. 성남에 시민기업이 있
다면 춘천에는 시민협동조합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배출 관리에서부터 수집·운
반, 새활용 제품 생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춘천시민의, 춘천시민에 의한, 
춘천시민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윤 추구가 목
적이 아닌 비영리 조직이어야 하고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와의 적극적인 연
대와 협력을 통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표 3> 봄내새활용사회적협동조합(가칭)의 사업 내용
분 야 세 부 추 진 과 제

제로 플라스틱
문화 확산

○ 춘천시 새활용센터 설립
  - 플라스틱 새활용 과정의 체험・교육 거점
  - 자원순환 캠페인・축제 기획 및 운영
○ 찾아가는 플라스틱 새활용 교실
  - <수거-선별-가공-새활용 제품생산>까지 새활용의 전 과정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이동식 미니 설비 구축
  - 춘천지역 초・중・고교 방문 교육 실시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구축

○ 주택가, 상가 밀집지역(먹자골목) 대상 소규모 수거 거점 구축
  - 대학가 원룸촌 (스마트)분리수거함 설치 및 관리

새활용
기반시설 구축

○ 소규모 플라스틱 새활용 설비 구축
○ 외곽지역(읍・면)에 소규모 이동식 수거・선별시스템 구축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춘천을 만들기 위한 추진 전략은 아래와 같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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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춘천을 위한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ZERO WASTE, 2450 CHUNCHEON!

목표 플라스틱 선순환 시스템 구축
중점

추진분야
제로 플라스틱

문화 확산
분리수거・

운반 체계 개선 새활용 기반시설 완성

단계별 달성목표
(발생저감율,
재활용율)

1단계(2021) 2단계(2022~2023) 3단계(~2024)
시범사업 추진

(10%↓, 30%↑)
확산・체계화

(30%↓, 50%↑)
시스템 정착

(50%↓, 70%↑)
4대 추진 전략

1. 자원순환 기반시설 및 제도적 기반 구축
 ○ 플라스틱 새활용 설비구축을 통한 지역 내 선순환 기반 마련
 ○ ‘춘천시자원순환기본조례’ 제정 등 관련 근거 마련
2. 플라스틱 새활용 사업 확대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발굴 및 사업화’
 ○ 지역 거주 취약계층 참여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 정립
3. 분리배출・수거체계 효율화로 새활용 가능 플라스틱 폐자원 회수율 증대
 ○ 주택가, 관공서, 상가 밀집지역, 학교 등 각 부문별 플라스틱 수거체계 확립
4. 새활용・재사용 사업의 주민참여 활성화
 ○ 사업 추진 시 적극적인 홍보 및 인센티브 지급
 ○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사업 실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시민중심의 사회적 협력모델을 통해 춘천만의 플라
스틱 새활용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춘천시민들이 “나 춘천 살아요!!”
라고 자랑스럽게 외칠 수 있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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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자원순환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의의 
 

김지숙(춘천시의원)

춘천시는 2019년 6월경 2024년까지 생활폐기물을 50% 감량하기 위해 ‘일
회용품 없는 청사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확
산으로 다시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사회적 거
리두기 조치로 인한 음식 배달과 포장에 들어가는 플라스틱과 일회용 용기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 그 동안 노력했던 것들이 무색하
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쓰레기 문제에서 춘천시도 자유롭지 못하다. 춘천시 자원순환에서 시행하고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이 작성한 ‘2021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 산정 
연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춘천지역 생활폐기물 수거량은 연간 7만2797t에 
달한다. 2017년(6만5858t) 이후 연평균 3.4%씩 수거량이 증가하고 있다. 성
상별로는 일반 생활폐기물 4만4123t, 음식물 1만8551t, 재활용 1만122t 등이
다. 춘천시에 따르면 춘천지역 내 폐비닐 및 폐플라스틱 발생은 하루 23t이나 
된다. 이처럼 춘천시 쓰레기 매립장은 사용연한이 당초 2040년에서 2028년으
로 앞당겨졌으며 또 다른 부지를 선정해야하는 심각한 문제에 당면하였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 쓰레기를 소각하고 매립하는 정책만으로는 더 이상 쓰
레기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쓰레기를 감량하고 재활용하는 정책
으로 적극 전환하고, 시민 주도의 자원 순환 형태를 구축해 쓰레기 문제를 해
결해야 한다." 며 Zero-Waste 춘천, 2450 플랜’을 내세웠다.

이에 춘천시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춘천시의회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여
야할지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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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춘천시에 제정되어 있는 자원순환 조례 살펴보기

현재 자원순환과에 있는 춘천시 자원순환 관련 조례 총 8개로 아래와 같다.

춘천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춘천시 폐기물 관리조례
춘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춘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춘천시 환경미화원 근무 규정

이처럼 대부분 폐기물 처리시설 및 폐기물 배출 방법과 주민지원사업의 경
우 환경사업소가 있는 주변지역 지원과 규칙과 기금 사용에 대한 내용으로 구
성 되어있다. 아주 기초적인 조례가 제정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조례
로 제정되어 있지 않아도 법령에 조항이 지방정부에서 적용은 되나 좀 더 구
체적인 법제도화를 위해 지역 특색과 환경, 교육, 재정 여건, 시민 수요에 따
른 조례가 제정될 필요가 있다.

적극행정이 중요시 되고, 시민들의 의식수준과 활동성이 증가 하면서 다양
한 영역의 자원순환 활동시민모임이 생겨나고 있어 이를 위해 춘천시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2. 자원 순환도시를 위한 춘천시의회의 역할

춘천시는 2021년 3월부터 5회에 걸쳐 시민, 사회단체, 환경운동, 시민활동
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순환형 지속가능 도시 춘천을 위한 시민
참여·실천방안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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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에서는 자원순환 기본법에 맞춘 자치법규의 필요성과 공동주택 폐플
라스틱 재활용 분리수거문제, 아이스팩 수거 및 세척, 판매와 유통업의 자원순
환 동참,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쓰레기 배출함 설치와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배
출사업, 일회용 현수막 사용 제한 등 시민들이 제로웨이스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며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춘천시의회는 이를 위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오늘날 법규는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며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정책수단을 체계적으로 조합하는 기능을 한다.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도 그 지역의 정책을 담는 그릇으로서 기능을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법제도 구축은 필요하
다. 

3. 춘천시 자원순환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 

춘천시도 춘천시 자원순환기본 조례(가칭)를 제정하여 자원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각 지방정부마다 다양한 자원
과 경제구조 등을 가지고 있기에 춘천시 정부만의 특색을 담아낸 조례를 제정
해야 한다. 

사례로 최근 부산시 자원순환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하였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자원순환시행계획을 이행·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기 계획에 반영하면
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처리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원순환 목표로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을 부여한 후 우수한 성과
를 내면 재정적·기술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해 부산시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만들어 가
는 것에 목적을 두는 등 부산시가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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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제정 목적과 용어 설명(제1조~제2조) ▲자원순환사회 
촉진을 위한 시장·사업자·시민 등이 따라야 할 기본원칙 및 책무에 관한 사항
(제3조~제5조)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폐
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사용 용도를 정하며, 자원순환사업자 등에게 재
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6조~제9조) ▲자원순환시책 수
립 등에 자문을 구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제10조)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제11조~제12조) 등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안양시 자원순환기본 조례는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
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입법예고 되고 제
정 된 지방정부가 증가되고 있다. 

결론으로 타 지역의 조례를 보면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와 자원순환특별
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조례 등이 현재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자원순환 교육지원 및 시민주도 자원순환 모니터링, 정책모임 등 자원순환 
정책토론회 및 자원순환 리더 양성과정, 그리고 자원순환 시민모임 등 다양한 
정책을 춘천시도 펼쳐내고 있고 이제 막 첫 걸음마를 뗀 정도라 할 수 있다.

이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춘천시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정책 발굴과 기반 
조성, 일자리 창출과 연구 개발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발굴해 내어 춘천을 자
원순환경제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의
의를 두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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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은 유한한데 쓰레기는 왜 무한할까?

송현섭(환경활동가)

저는 여성이자 활동가, 춘천, 한국, 지구에 사는 시민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저와 이웃들이 살아가 환경이 어떤 모습일지 걱정되고 두렵습니
다. 보수적이고 과학적인 예측으로도 7년 이내에 춘천시의 쓰레기 매립지가 
다 차고, 7년 더 정확하게는 6년 6개월 28일 21시간 후면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기온이 1.5도씨 상승에 도달한다고 하니까요.

이런 걱정을 하면서 쓰레기 문제 해결에서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더 힘주어 말하고 대상이 개인
이 아니라 정부나 공공기관일 때는 더 용기를 내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도 하였습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함께 하는 사람들은 늘어났지만, 선별장과 
매립장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동심원의 역설 혹은 상상력의 원근법39)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의 일상이 인도 북부의 히말라야산맥에서, 미국의 텍
사스주에서, 그리고 한반도의 전라남도와 광주 일대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현
실을 보고 있는 우리는 매우 비현실적으로 느낍니다. 이를 동심원의 역설이라
고 합니다. 문제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지면 상상력이 발동되지 못하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현실에서 눈을 돌려 사태의 본질을 명확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특
질, 환경문제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문제가 거대할수록 마음이 쪼
그라들어 회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열고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것인데 혼자서는 어려우므로 함께 해야 합니다. 쓰레기 문제도 마찬
가지입니다. 개인은 물론 개개인의 합으로도 해결할 수 업는 이 문제는 정부
39) 사상가이자 철학자 서경식님의 글에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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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기업, 소비자가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영향력이 
가장 적은 우리가 왜 가장 큰 책임의 무게를 느끼고 있는 걸까요? 쓰레기 문
제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을 시작하는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듣는 이야기는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에 비해 할(바꿀) 수 있는 게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시 정부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제라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 
농민, 여성, 청소년, 청년을 비롯한 평범한 시민들과 손을 놓지 말아야 합니
다. 다행히 2021년, ‘제로웨이스트춘천 2450플랜’을 선포한 지 3년 만에 시민
실천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책임의 크기와 무게를 나눠 갖고 다
음의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면 좋겠습니다.

1. 자원순환지원센터40) 건립 및 제로웨이스트 매장 지원

자원순환의 거점이 되는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과 홍보
는 물론 환경사업소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재활용품의 회수, 점점 사라져가는 
고쳐 쓰는 문화의 부활 및 확산, 제로웨이스트 매장의 지원 등을 해야 한다. 

2. 일회용 포장재와 일회용품 줄이기

카페, 식당, 장례식장, 재래시장 등 일회용품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에서 자
발적으로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려해야한다.

☞ 빨대 등의 일회용품 없는 카페, 플라스틱컵 대신 종이컵으로 포장판매, 
밀짚용기나 다회용기로 배달 용기 전환, 불러봄내 공공배달앱과 연계.

3. 재활용산업에서의 일자리 확충

1) 제로웨이스트춘천 2450플랜의 초기 홍보 모델로 구입한 네프론은 대당 
3,000만원이라는 기계값과 월 68만원의 관리비가 들어간다. 현재 9대를 운영 
중이며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프론이 쓰레기도 돈이 
된다는 교육과 홍보 목적이라면 지속적인 확대보다는 일자리 확충으로 방향을 

40) 서울시의 새활용플라자, 리앤업센터, 청주 새활용플라자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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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해야 한다. 배출장의 청소관리, 재활용품의 선별, 정리 등 노동집약적 특
징이 강한 재활용산업에서 일자리를 확충하여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써야한다. 
네프론은 현재 캔과 페트병을 회수하고 있는데 회수한 캔과 페트병 또한 춘천
시가 아닌 네프론에 귀속되고 있다. 페트병은 부피로 인해 많은 양을 회수하
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9기의 네프론은 그 방식을 전환하여 빨대나 
음료수의 뚜껑 등 부피로 인해 선별장에서 소각, 매립되는 작은 플라스틱의 
문제를 알리는 데 쓰는 방법도 있다.

2) 현재 수집과 운반에 과도하게 집중41)된 예산을 분리배출체계 개선을 통
해 일반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을 늘리는데 쓰인다면 수집운반 횟수 감소로 
인한 차익, 일반쓰레기 소각 비용과 재활용품 판매 비용으로 차익 등을 통해 
재활용산업 일자리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분리배출체계 개선
: 쓰레기가 배출되는 지점에서부터 다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1) 분리배출하면 안 되는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구분할 수 있는 홍보와 
교육 강화(초등학생 위주보다는 성인대상 교육으로 전환 필요)

☞ 자원순환 강사, 자원관리 도우미, 집하장 지킴이, 노인 일자리 활용

2) 공동주택의 경우 분리배출은 하지만 선별장에 도착한 후에 선별 및 재활
용이 어려운 15~18c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스티로폼과 기타 완충재 등에 
대한 수거 및 재활용 방안을 설계해야한다.

☞ 기존에 분리배출장이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며 아파트 공동체가 활발한 
곳 우선으로 설계 가능(예:뉴시티코아루, 사농동현대, 후평우미린, 퇴계주공6
단지 등), 수집한 작은 플라스틱은 관내 업체와 협력하여 수거 및 재활용 시
스템 구축. 자원관리도우미와 협력.

3) 일반주택의 경우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쓰레기 문제 해결에 의지

41) 자원순환과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



- 91 -

가 있는 읍면동 지역을 대상으로 교육 및 의견 수렴하여 분리배출장을 새롭게 
설계해야한다. 님비현상에 대한 핑계보다는 할 만한 곳들을 설득할 수 있다.

☞ 형태만 클린하우스가 아닌 수거함과 마대, 관리자가 있는 집하장으로 전
환, 재활용률 증가로 이어지도록 한다. 집하장 지킴이와 노인 일자리 활용.

4) 분리배출 과정에서 생기는 2차 쓰레기 저감을 위한 노력
☞ 일반주택 분리배출에 과도한 비닐봉지 사용(재활용품을 담아 버리기 위

해 불투명하고 작은 비닐 과다 사용),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주택가도 아파
트처럼 분리배출장 설치와 관리가 어려운 지역만 재활용품 전용 비닐 도입하
여 사용하게 하기(투명하고 큰 것)

☞ RFID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와 함께 폐비닐 수거함이 설치되고 있어 기
존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보다 과다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공동
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해 공문을 발송하고 홍보와 교육을 통해 폐비닐 수거함
을 철거해야 한다.(분리배출장 실태점검을 하고 있는 여성단체협의회와 협력)

5. 자원순환강사에서 자원순환활동가로 전환

1) 환경공단이 관리 주체인 자원관리도우미는 차치하고라도 춘천시가 관리
주체인 자원순환강사, 집하장지킴이, 환경감시단 등과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쓰레기 줍기 공익형 일자리, 시 보조사업인 ‘공동주택 쓰레기 배출 지도 점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사업단들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아이스팩을 수거하는 아파트와 자원관리도우미가 파견되는 아파트
를 통일한다든지 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관리 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2) 또한 초등학교 방문교육 자원순환강사 양성에서 공동주택과 일반주택가 
마을 단위에 찾아가서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실천을 도울 수 
있는 자원순환활동가42) 양성 과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42) * 은평구 : 은평지역 곳곳에서 주민들에게 자원순환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진행, 교육 수료 후 자

원순환 활동가는 식품의 구매, 보관, 조리, 폐기 전 과정에서 음식물 감량을 실천하고, 홍보 분
임조를 구성하여 소모임 교육, 친구 초청 릴레이 서약,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한 가정 방문, 
캠페인, SNS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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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동구 : 자원순환마을활동가, 자원순환해설사 등이 취약지역 쓰레기 감량, 재활용분리배출 
홍보, 교육, 단속관리, 수거활동 등을 진행한다.

    * 성남시 : 성남 자원순환가게 운영 지원, 1회용품 사용규제업소 모니터링 지원,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 홍보 등



◆ 부 록2 ◆
춘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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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현황(공동주택, 업체별 수거현황)
번호 업체명 주소 수거 세대수

1 강릉고물상 강원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264-1 260
2 원주그린자원1 원주시 소초면 노루고개길104 5,020
3 춘천그린자원2 춘천시 동면 지내리 708-42 4,672
4 대룡철거자원 강원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571-6 2,715
5 대신고물상 춘천시 동면 하일길 176 947
6 보광리사이클링 춘천시 신북읍 구리고개길 165 23,240
7 봄내자원 1,112
8 삼성고물 250
9 샛별환경 140
10 성진기업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동내로 102
11 세진자원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476 4,031
12 소망자원 210
13 억대자원 480
14 은혜환경
15 재생공사 2,219
16 제일무역 만천리 만군길 50 5,307
17 창천고물상 660
18 청명산업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648-56 370
19 춘일환경 560
20 춘천자원 348
21 태창비철 260
22 패기자원 춘천시 우두동 1018-9 6,533
23 푸른자원 2,474
24 한국철거자원 춘천시 동내면 거두단지길 6-10 3,748
25 호반철거 560
26 후평고물상 강원 춘천시 후석로370번길 12 590





非목재, 설탕을 만들고 남은 사탕수수 찌꺼기로 만든 종이입니다.
이물질이 묻지 않은 경우, 종이로 분리배출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