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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버자원협동조합 언론보도자료
※ 내일을여는집&하나은행, 함께하는 이웃사랑 실천
- 국제뉴스, 2014년 1월 25일
※ 하나, 와환은행-인천내일을여는 집 이웃돕기 협약
- 기호일보 2014년05월30일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
no=561831
※ 인천내일을여는집 - 하나·외환은행 협약
- 인천일보, 2014년 6월 1일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
cleView&idxno=522730
※ 첫 도전!! ‘폐지 줍는 노인들의 협동조합’
- 기독교연합신문, 2014년 11월 28일
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
dxno=44041
※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몰래산타’ 떴다
- 국민일보, 2014년 12월 1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
865711&code=23111111&cp=nv

※ [전주 KBS 뉴스9] <심층>폐지줍는 `황혼빈곤`, 대
책없나?
- 2015-11-27 (19:20) 이화연 기자
http://jeonju.kbs.co.kr/news/index.html?seq=3438401
※ '폐지 줍는 노인들과 함께하는 부활절연합예배'
- 기독교연합신문, 2016년 3월 3일
https://www.igoodnews.net:444/news/articleView.html
?idxno=48741
※ 폐지줍는 노인들과 함께한 인천부활절연합예배
- 국민일보, 2016년 3월 27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48
2372&code=61121111&cp=nv
※ 폐지수집노인 175만명 시대포럼통해 방향모색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94
5640&code=61121111&sid1=soc
- 국민일보, 2017년 11월 30일
※ [황혼의 설움, 폐지 수거 권하는 사회] ④제도권 편입…
고정 임금·별도 수익 '희망손수레'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
xno=1124544
- 인천일보, 2021년 12월 15일 - 사회이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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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버자원협동조합 현장 방문

5

14.05.30. 하나금융그룹 인천지역본부 방문
14.11.26. 기독교 연합신문 방문
15.10.23. 독일 코이노니아 방문
15.11.17. KBS 방문(전주 맞수 맞짱 2회 방영)
15.12.03. 수원 중앙교회 사회봉사팀 방문
16.01.28. 오산시청 지역경제과 방문
16.03.27.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연합교회 방문
16.05.17. 서울교통방송 TBS 방문
16.05.25. CGN TV 방문
16.06.03. 서울시 복지재단 방문(이후 서울시민시장실 아이템 선정)
16.06.05. 인하대학교 인액터스 프로젝트팀 방문
17.12.01 폐지넷 출범(서울시민청)
(http://paper.net)

3. 실버자원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후원금품 모금 현황
고난받는 이웃과 함께하는 인천 연합예배 – 5,000,000원(차량지원)
천호동 교회 청년부 – 750,000원
페휴지 어르신들을 위한 네이버 해피빈 모금 – 5,198,400원
 기부자 현황 : 3,320명
 http://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22226?redirectYN=N

노무현 대통령 인천지역 추모위원회 – 250,000원
기독교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몰래산타) – 2,100,000원
계양산 지구대 쌀 20kg 지급 – 총 600kg 기부
인천인광교회 – 헌 옷 모아 기부

6

병방시장 상인회 – 쌀 300kg 기부
해인교회 – 주 5일 무료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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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국 폐지수거노인 실태 현황

* 출처: 자원재활연대(봉주헌 의장)

폐지를 줍지 않는 노인

73%

폐휴지 줍는 노인 인구

27%

27%

175만 명의 노인이 폐휴지를 주우며 생활
전국고물상연합체(자원재활용연대) : 고물상 70,000곳(평균 25명)
2017년 생계형노인폐지수집노동자실태조사(한국노인인력개발원) : 66,000명
7

5. 전국 노인 빈곤율

*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Data)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16년 49.6%이후 2021년 40.4%로 노인 2명 중 1명은 빈곤층
한국개발연국원(KDI)가 발표한 바로는 한국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1%에 이른다고 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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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전국 노인 자살률

노인자살률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치!
노인들이 자살충동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로는 바로 경제적 어려움!!
9

6. 전국 폐지수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17%
83%

17%

폐지수거자에 차상위계층이 많은 이유 :
1. 공공부조로도 해결되지 않는 생계 어려움  공공부조를 늘려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도록 보장
2. 일하는 것에 가치를 둔 경제부흥세대  ‘빈곤’보다 ‘사회활동 참여＇차원에서 지원
 지역사회 자원순환, 환경적 가치부여  경제적 가치를 계산하여 지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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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폐휴지수거노인의 위험 노출
교통사고

낙상사고

부상

기타

12%
18%

53%

17%

1. 2014년 07월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서 할머니가 폐지를 가득 실은 수레를 끌
고 도로를 건너가고 있다 차에 치여 숨짐
2. 2015년 02월 폐지 줍던 90대 할머니 서울 종로구의 한 골목에서 레미콘 차량
에 부딪혀 그 자리에서 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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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폐지 가격의 추세
2012년 150원
2013년 127원
2014년 107원
2018년 80원
2019년 60원
2020년 1월 기준 40원(최악)
2020년 4월 45원, 12월 65원
2021년 65원, 12월 150원으로 상승
2022년 7월 현재 130원

202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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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폐지가격 결정은 누가 하는가?
제지회사
폐지

중간

어르신
(120원)

고물상
(140-160원)

담합
영업이익 147%,
순이익 129%
증대

 고물상에서 어르신들이 가져온 폐지를 모아 3톤이 되면 폐지 압축업
체에 팔게 되면 고물상에서 남기는 돈은 6만원~10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압축업체 또한 폐지 가격을 결정하지 않음. 폐지 가격을 결정
하는 곳은 제지업체에서 걸려오는 전화 한 통

 현재 폐지(150원에서 줄어드는 추세) 1Kg당 120~130원
13

10. 압축업체와 제지업체

압축
업체

압축업체에서 또한 폐지 가격을 정하는 것은
제지업체에서 걸려오는 단!! 한 통의 전화

제지
업체

폐지 매입 가격은 국제 폐지 가격 등에 따라 변동된다
고 한다.

제지업체가 여러 곳이 있지만,
제지업체간의 담합으로 폐지 가격 동일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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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자원협동조합 사업 안내
Presented by the international speaker: Jun Mo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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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 내일을여는집과 민간사회안전망
□ 내일을여는집이 만들어 가는 민간사회안전망 흐름도
긴급구조활동
․ 생계주거문제
․ 자녀교육문제
․ 가정폭력
․ 자살
․ 병고
․ 사고
. 자연재해

상담과 사례관리

교육

지역발전사업과 재취업
. 지역문제참여

. 긴급구조 요인

․ 직업훈련 및

지속적 관찰

기술교육

. 문제해결중심의 상담
진행

․ 창업지원교육
․ 사회교육

. 가족문제해결

․ 일반교양교육

. 지역과 함께 환경조성

․ 신앙교육

. 생산적 비젼을 지닌
대안공동체
. 지역경제를 위한
일자리제공
. 환경운동참여
. 시민사회연계
. 계양의제, 인천의제
참여-공동체성강화

상태 악화 방지 위한

실업당사자의 정신적

실업당사자 재취업을

긴급구조 프로그램

혼란 및 가족간의 갈

위한 훈련 및 일반

개발 및 구조망 구축

등 예방․치료

교양․사회 교육

지역발전사업 영역
발굴, 지역활동 유도
통해 정체성 및 공동
체의식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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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휴지를 줍는 어르신을 위한
협동조합의 필요성

1. 조합원들이 멀리 떨어진 고물상에서 폐휴지를 운반하는 것은
왕복 2시간 소요, 교통사고의 위험 등으로 고달픈 생활이 가중
되고 있다.
신양림 할머니의 교통사고

2. 조합원들이 실버자원협동조합에 소속감을 갖게 됨으로써, 업무상
갈등을 해소하고 조합원간의 친교와 유대, 정보교류, 자존감 향상 등
을 얻을 수 있다.
17

3. 폐휴지를 줍는 어르신을 위한
협동조합의 필요성

3. 조합원들에게 조합 사무실을 운영함으로써 휴식공간을 제공
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등 지지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다.
4. 조합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상담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
주며, 지지대를 형성해 줌으로써 경제 및 사회생활의 안전을 제공
해 줄 수 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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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버자원협동조합의 설립과정
2014년 ‘재활용품 수거자 네트워크 관계망 형성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사업 제안서 제출/모금회
2015년 8월 18일, 창립총회 및 설립신고(회원 29명, 초대 조합장 이준모)
2015년 10월, 실버자원협동조합 개업
2019년 12월 12일, 조합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2대 조합장 엄경아 관장)
2020년 1월 ~현재 설립변경 신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시장형(희망손수레)사업운영

인천 폐지수거 노인 ‘약 3,120명'
공공·위탁 폐기물수거 한계있는
다세대·다주택 밀집 골목서 노동
안전물품 지원수, 미추홀구 최다

19

출처 : 인천일보(2021.12.08)
(http://www.incheonilbo.com)

5-1. 주요사업 : 협동조합 교육
조합교육(교양, 교통안전)
계양경찰서 교통안전계와 MOU 협약 체결을 통하여 폐휴지 수거 노인
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통사고율을 낮추는
효과를 불러오며, 일반소양교육, 협동조합의 이해 등 다양한 교육을 진
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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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주요사업 : 소득 증대- 차량운영
실버자원협동조합
조합원 소득증대를 위한 행동
-

조합원 사무실 앞 차량비치
차량 : 1일 4~5회 고물상 연계
안전지원, 시간절약, 접근성 용이, 수익증대
조합원 18명 : 기초연금수급자 13명(72%), 미수급자 5명(28%)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는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없음
*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은 자녀들의 재산을 부모 앞으로 해 놓은 경우가 대부분임
* 소득액은 조합원 모두 180,000원 + 개인소득편차(100,000원~600,000원)

21

5-3. 주요사업 :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생계물품 지원
-

상담을 통한 생활 돌봄
푸드뱅크 연계 : 생필품 및 간식 지원
무료급식소 연계 식사 해결
김장김치, 연탄, 현금지원 등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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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주요사업 : 조합원 사무실 및 휴식공간 운영
휴식공간 마련
- 사무실 운영 : 상담, 휴식(다과 항시 제공), 세면, 샤워 등
- 조합원 상담 및 지지대 형성
- 조합원 간 교제 및 소속감 증대

23

5-5. 주요사업 : 폐휴지 지원 업무협약 증대
MOU협약 체결
- 교회 : 해인교회, 한마음교회
- 학교 : 안남고등학교
- 업소 : ㈜도농살림, 재활용센터, 천하제일식품마트, 경기마트, 거성자동차운
전학원, 떡이랑찬이랑
- 고물상 : 광성자원
- 관공서 : 계양산지구대 , 계양경찰서 및 계양소방서(협약 예정)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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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주요사업 : 사회관계망 확대
사회관계망 확대
- 관공서 : 주민센터(수급자 연계), 교통안전교육(계양경찰서)
- 의료 : 한림병원
- 결연 : 교회, 기업, NGO 등

25

(사) 인천 내일을 여는 집

실버자원협동조합 동영상 시청
Presented by the international speaker: Jun Mo Lee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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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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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인천 내일을 여는 집

실버자원협동조합 조합원 활동 사진
Presented by the international speaker: Jun Mo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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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버자원협동조합 조합원 활동 사진

29

2. 실버자원협동조합 조합원 활동 사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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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버자원협동조합 휴게실 위치

31

(사) 인천 내일을 여는 집

실버자원협동조합 지속운영 제안서
Presented by the international speaker: Joon Mo Lee

1. 인천공항공사가 이 사회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적인 사
회공헌 모델개발(Social Inovation) 아이템으로 선정하여 현 실버자
원협동조합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시키고, 전국 지자체나
종교사회와 시민단체에 시범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제안
2. 전국 5개 시범사업은 1개소당 년 5천만원 소요(청년 사회복지사 1
인 인건비, 차량운영비, 조합사무실 운영비) 총 2억 5천만원.
- 청년 1인 인건비 :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이후 사회적일자리로
대체(인건비 해소)
- 차량운영비 및 조합사무실비는 자체해결
- 지자체와 연계하여 사회복무요원 중 1~2인을 배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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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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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상점 고금숙
일러스트 모예

1

“도시가 비대해지는 과정에서 생겨난 다세대/다가구주택과 좁은 골목들
은 공공영역이 침투하는 데 한계가 발생한다.
다시 말해, 그/녀들은 정책과 제도가 미처 닿지 못한 문 앞과 골목까
지 찾아와 방치된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수거한다.
그렇게 때문에 정책과 제도를 대신한다기보다, 폐지수집은 정책과
제도의 빈틈이 만들어 낸 변종의 직업이라고 보야아 한다.”
서울연구원, 폐지수집 여성노인의 일과 삶(2015)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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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에 들어오는 폐지는 종류별로 잘 선별되어 있고
이물질이 적습니다.
폐지 줍는 이들부터 시작해 관리를 잘하거든요.
반면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폐지는 종류 구분 없이
한꺼번에 내놓아 혼합 폐지가 됩니다.”
홍수열,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 127쪽
● 아파트 자원순환 자원봉사 커뮤니티 활동형
● 주택가 폐지 관리 시스템 일자리형
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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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변화 / 시장 상황에 따른 가격 불안정

(코로나 시절) 지금 수출도 안 되고 내수도 없어요. 박스 만들어서 중국에 팔아야 하는
데 수출이 안 돼. 폐지 값이 떨어졌다가 지금 좀 주춤해. 수출도 안 되지만 수입도 힘드
니까. 지금은 한국 것밖에 못 써요. 그 전에는 일본, 미국 거 많이 썼는데 지금 한국 거
많이 쓰니까 폐지 값이 많이 떨어졌다가 좀 올라서 그나마 낫지.
2021년 6월 기사
폐지 가격 120% 상승, 일하는 시간 늘어나므로 수익은 차이 없어
폐지를 줍는 노인들 사이 ‘줍기 경쟁’ 치열 기사

5

기존 시도들
- 변화 / 법안
1) 환경부 국립생태원 폐지 줍는 노인 → 자원재생활동가로 명명, 인식개선과 장비 지원
2) 2020년 김남국 의원 ‘자원재활용 법’ 개정안 발의:

●

‘폐지 매입 보상제’

●

폐지 수거인 관리 ‘등록제’

- 이동, 수거, 보관의 안전성 확보
1) 이동 상의 안전 강화 : 안전 교육, 야간 조끼, 경량 리어카, 조명, 브레이크 장치 달린
손수레 등 제공
2)

재활용 자원의 보관 안전성 확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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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1 : 지역사회 커뮤니티 형
1) 지역사회가 재활용품 수집인을 돌보는 커뮤니티 회수센터
2) 마을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연계 : 부산의 반송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주민들이 주축이 되
어 ‘재활용품 골목지킴이 마을지지망 네트워크’를 운영 중
3) 실버자원협동조합: 2014년 인천 계양구 해인교회는 30명 노인을 대상으로 협종조합을 구성
하고 점심식사와 휴게 공간을 제공함. 재활용품을 고물상에 판매하며 겪는 이동과 흥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이 대신 폐자원을 판매하고, 수집량에 따라 판매액을 나눠 통장
으로 입금하는 시스템으로 발전
4) 서울시 도봉구 손수레사업
5) 서울시 성동구 재활용품 ‘분리배출 봉사단’ 구성

7

대안2 : 비지니스형
1) 러블리페이퍼 : 재활용품 수집인들에게 정당한 가격으로 폐지를 사들이고 그 폐지를
활용해 만든 캔버스에 재능기부 작가들과의 협업으로 페이퍼캔버스 아트 제품을 판매
하는 기업, 종이 쌀포대를 이용한 가방, 자원순환 보드게임과 학교 교육, 기업 ESG 진
행
러블리페이퍼 제품 스토어 https://smartstore.naver.com/loverepaper
1)

아립앤위립 :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재활용품을 활용한 상품을 만
들어 ‘폐지 수집일’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

2)

끌림 : 재활용품 수집인들에게 가볍고 안전한 리어카를 제공하고, 리어카에 광고판을
달아 광고 수익을 기부하는 기업, 기업은 골목 곳곳을 돌아다니는 리어카에 광고를 실
을 수 있고 소비자에게 재활용품 수집인을 지원한다는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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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일자리 노동화 방향?
매입가 보상제, 등록제?

제도 / 개선

- ‘보호받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노동’에서 벗어나기: 제도 영역에 포함시키는 방안
1) 재활용 정거장 관리인 제도:
2) 재활용품 수집 관리 지원 제도 : 예) 광주광역시 재활용기피품목 수집장려금 제도
3) 재활용 정거장과 고물상의 협력관계 구축: 고물상을 재활용 중간 기점으로 이용하고 재활용
품 수집인을 지원하는 방안
4) 복지정책: 재활용품 수집인이 기초보장수급자의 경우 생계 급여 수준을 높이는 등 소득 지원
방안 필요 / 비수급자의 경우 긴급생계지원으로 우선 보호하고 국민기초보장급여 신청 연계
/ 장기적으로 노인 기초연금 확대 및 기본소득 제도 도입
5) 일자리 정책: 재활용품 수집인의 노인일자리사업 우선 참여대상 확대 및 포함, 정부가 시범
사업 중인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자원관리도우미’에 재활용품 수집인 중 희망자 우선
포함
6) 공적연금의 수급권을 가족 단위가 아니라 1인 1수급 방식으로 변경
7) 재활용 용기 보증금제 실시
9

미래에도 빈곤 노년층이 계속 하는 일이 될까?
우리는 옛날부터 한 사람이라서 하지. 앞으로 이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이 할머니들 다 죽고 젊은 사람들 누가 할 것이여. 정부서 해야 하는
일이야. 그럼요. 돈 엄청 드는 일이야. 말도 못 하지. 사람들이 몰라, 그거
를, 모른다니까요.
21세기에 택배 상하차를 인간이 해야하나 싶었는데, 잘 보니 나중에 트럭은
자율주행차로 운행해도 상하차는 계속 인간이 할듯함. 상하차 임금이 거의 최
저임금 수준인데 그렇게 싼 곳에 로봇 같은걸 넣으면 수지가 안 맞음. 마찬가
지 이유로 폐지줍기도 계속 인간의 몫일 듯.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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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팩 수거 사업 X 제로웨이스트 샵

우유 팩 같은 종이팩 수거를 자원재생 활동가가 전담
“만약 폐박스가 아닌 종이팩을 수거하면 노동의 강도는
훨씬 줄어드는 반면 부가가치는 높을 것이다.
종이팩은 폐박스보다 훨씬 가볍지만
kg당 가격은 2.5배 비싸기 때문이다.”
러블리 페이퍼 기우진 대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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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kokumso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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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수집 노인과 자원순환

홍수열 소장 ∙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waterheat@hanmail.net

1

1. 재활용에 대한 간략한 역사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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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공공서비스 활동사슬
재활용품 분리수거

배출자

선별시설

수집

거점 혹은
역회수
처분

넝마
주이

고물상

자료 : OECD,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updated guidance for efficient waste management, 2016

3

• 넝마주이 / 헌 옷, 뼈다귀 등 수집
• 19세기 넝마주이 전성시대(파리 10만명, 연관
종사자 50만명) / 1903년 파리 생활쓰레기 중
10~15% 수거
• 1883년 파리시 쓰레기통 사용 의무화 조례 /
격렬한 논쟁 / 쓰레기 배출시간과 수거시간을
차이를 두는 것으로 조정
• 넝마주이 허가제 / 경찰청에서 관리

<파리 넝마/고물상 등급>
라마쇠르 : 자루를 들고 거리를 떠돌면서 쓰레기
를 수집
쿠쾨르 : 소쿠리, 갈고리(‘비프’라고 불렀음), 초롱
(야간작업용)을 들고 쓰레기 수집
플라시에 : 자기만의 수집구역이 있는 수집꾼을
말함 / 구역 내 건물에서 나오는 쓰레기에 대한
선점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권리금이 형성되
어 있었음 / 잘 사는 동네 권리금이 높음 / 파리
의 마지막 플라시에 베틀로 집안의 에밀리엔 부
인은 1973년 대저택, 승용차, 트럭이 있었고, 직
원도 네 명을 고용
넝마주이 십장 : 창고와 저울을 보유하고, 일꾼들
을 고용하여 고물을 분류하고 소재별로 전문도매
상에게 판매 / 1900년 경에는 60명의 십장이 파
리시 전역을 장악

빌어먹던 양아치가 벌어먹기 시작
1950년
• 도시위생 관리를 위해서 넝마주이 금지 흐름
• 원료가격 하락과 복지주의 도입으로 넝마산업
쇠퇴
• 일회용 사회 본격 형성/1970년대 재활용분리
수거서비스 도입시작

1980년

<넝마주이를 뜻하는 다양한 용어>

• 선진국 지자체 재
활용품 분리수거
본격 도입 시작

• Rag picker
• Scarvenger
• Waste picker
• 부이도이(먼지같은 인생 / 베트남)
• 페페나도르(파헤치는 사람 /멕시코)
• 자발린(쓰레기를 수거하는 사람/이집트)
• 카타도르(벌꿀을 채취하는 사람 / 브라질)
• 넝마주이 / 양아치 / 고물행상 / 엿장수

1990년
• 생산자 책임 재활
용제도(EPR) 도입
시작

자료 : 카트린 드 실기, 이은진, 조은미 옮김, 쓰레기 문명의 그림자, 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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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외 저개발국가 비공식 부문 재활용품 수집 종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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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저개발국가 비공식 부문 재활용품 수집 종사자 현황

자료 : Roland Ramusch, Key performance indicators of the informal waste sector , Challenges to separate collection systems for different waste streams - barriers and opportunities,
ISWA / RDN / EXPRA Workshop, 2014

7

Recycling Without Waste Pickers is Garbage: 2021 Global Waste Picker Day (매년 3월 1일)

자료 : https://globalrec.org/tag/global-waste-picker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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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취체에 관한 건
(조선총독부령 제2호)

고물영업법
(1961년 11월 제정)

고물영업법 폐지
(1993년 12월 폐지)

현재 고물상은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처리신고자로 관리

 고물상과 넝마주이는 경찰 관리의 대상
 고물이란 “한 번 사용된 물품(감상적 미술품을 포함한
다.)이나 사용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 또는 이러한 물품
에 약간의 수리를 가한 것”으로 정의
 고물상이란 "고물을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영업하는 자"로 정의
 고물상은 관할 지역의 경찰서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
으며, 고물이 거래되는 시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도 허가
를 받아야 함 ⇒ 장물 불법거래 감시
 1930년 중후반 등록 고물상의 수는 18,000 ~ 20,000
명에 달했으며, 중일전쟁시기에는 전시 전략물제 통제
를 위해서 고물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 / 고물
상을 국가기구가 직접 통제하는 체계로 개편함 / “고물
상이야말로 절도의 소굴이며 교사자”였다. (1940년대
대구경찰서장 나가타)
* 현재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하나로 고물상이 분류되어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 및 상업지역에서는 고
물상 입지가 금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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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넝마주이는 언제부터 정확하게 시작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일제시
기부터 넝마, 종이, 빈 병 따위 등의 폐품을 모으는 일을 하였음

넝마주이가 되어
서정주

•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폐품을 줍는 넝마주이는 치안불안을 야기
하는 범죄의 온상으로 봤기 때문에 국가가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
였음

하루 종일 주은 걸 팔아도
이십 전밖에 안 되는 날은

• 1950년대부터 구걸을 하거나 넝마를 주워 팔던 부랑아를 수시로
단속하여 수용보호시설로 보냄

아침은 오 전짜리 시래깃국밥

•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은 사회악 일소를 내세우며 넝
마주이를 깡패와 함께 주요갱생대상으로 지목하여 넝마주이를 모
아 근로재건대를 조직하여 군대식 규율 하에 관리

저녁만 제일 싼 십 전짜리 밥을 사 먹었네

• 근로재건대의 후신으로 1979년 7월 자활근로대가 조직되어 넝마
주이를 집단수용 / 대개 하천부지 등에 조성 / 서울시의 경우
1981년 3월 서초동 정보사 뒷산으로 강제이주 한 후 12월 다시
10개 지역으로 분산이주. 이 중 한 곳이 강남구 포이동 200-1번
지 일대 / 서울올림픽이 끝난 후 자활근로대 정책 종결 / 정부와
지자체는 이후 자활근로대에 대해서 부정 / 무책임한 국가!!!
* 후리가리 ⇒ 경찰의 일제단속 / 후리가리때 넝마주이는 경찰 실적채우기용으로
마구 잡아들임 / 서울 올림픽때 절정 / 올림픽이 아니라 내림픽

점심도 오전 짜리 호떡 한 개

정동의 영국공사 뒤 풀밭에서 쉬노라니
분홍비치 장미 같은 앵키 소녀가 지나가며
유심히 보고는 얕잡아 외면하는 눈초리
그것에만 부끄럼도 화끈히 솟으며

서정주는 열아홉살 일본인 톨스토이주의자 하마다가 세웠
던 서울 마포 도화동의 빈민촌에 들어가 넝마주이 일원이
되어 쓰레기통을 뒤지고 다닌 적이 있다. 사진은 1970년대
대구지역 넝마주이 소년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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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적 억압체계>

<넝마공동체>

• 거지조직 왕초의 횡포
• 근로재건대의 규율을 견디
지 못하고 도망친 넝마주이
들의 조직인 ‘사설막‘ 혹은
‘씨라이막‘
• 씨라이막의 왕초를 ‘조마리’
라고 함
• 사설막의 조직원들은 조마
리에게 상납하는 구조였고,
조직원들에게는 하루 동안
벌어야 하는 할당량이 배정
되었는데 이것을 ‘지정벌이’
라고 함

• 1986년 윤팔병 선생님이 양
재천 영동 5교 다리 밑에서
시작
• 자활근로대의 군대식 규율
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쳐 나
온 사람, 사설막 조마리의
횡포와 착취를 견디지 못하
고 나온 사람 등을 모아서
만들었음
• “생산수단을 공유하고, 조마
리의 착취를 없애고, 구성원
모두에게 동등하고 평등한
참여권을 준다＂

<국가 관리주의>
근로재건대

자활근로대
• 국가가 넝마주이를
군대식으로 조직하
여 규율

<넝마주이 관련 용어>
• 아파트벌이 : 특정 아파트 단지와 계약을 맺고 재활용품을 구입
• 또박벌이 : 정해진 공간없이 거리, 상가, 공사장을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줍는 것
• 때림벌이 : 고철같은 유가품을 주인 동의없이 그냥 주워 오는 것
• 난장꿀임 : 한뎃잠을 뜻하는 넝마주이 은어

다리 밑의 맑시스트 넝마공동체
대표 윤팔병 선생

11

“쓰레기산 위로 쏟아

 난지도 넝마주이 집단 거주지 형성 / 앞벌이 / 뒷벌이

져 내리는 불볕은 저

 수도권매립지 등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주민접근 차단)
로 매립지 주변 넝마주이는 사라짐

었다. 쓰레기더미는 죽

 주택가 지역 위주로 빈곤노인층이 신넝마주이로 등장

주였다. 그것은 앙심이
음의 산이다. 인간의
삶에서 부스러기가 되
어 나온 주검들의 산
이다. 그 산에는 살아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맹렬하게 살아있
는 것이 있다면 썩어
가는 일과 썩어가는
냄새 뿐이다. 그것만이
죽음도 정지가 아니라
는 것을 증명한다.”
-정연희 소설 난지도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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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폐지 줍는 노인 실태 및 개선방안

13

“지금의 일부 노인들은 사회보험제도가 정착하기 전에 노인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종사하던 업종이 노화되어 생계가 어려워졌거나, 가
족의 문제로 모은 돈을 날린 경우도 있다. 게다가 노인이 된 상태서
생계를 위한 유일한 자구책은 노동뿐이지만, 사회적으로 노인의 노
동을 금(禁)하기만 할 뿐, 이에 대한 지원은 딱히 없다. 이런 상황에
서 노인들은 생존을 위해 자연스레 제도 바깥의 노동으로 향할 수밖
에 없다. 이렇게 만들어진 생존 경로가 바로 폐지를 줍는 일(재활용
품 수집 노인의 등장)이다“
- 소준철, 가난의 문법, 푸른숲 -

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중 0.37%가 폐지 줍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남 / 폐지 줍는 노인의 수는 약 4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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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KBS 폐지 줍는 노인 실태 조사 (GPS 부착 60개 자료 수집)
① 장시간 노동: 노인들은 하루 평균 11시간 20분 동안 일하며, 13km를 걸었다. 한 노인은 하루
동안 무려 15시간을 일하며 26km를 걸었다.
② 취약시간 노동: 남들보다 더 많이 폐지를 줍기 위해 이른 새벽에 일을 시작했고, 밤 늦게까지
이어졌다.
③ 형편없는 노동 대가: 폐지 1kg당 120원 수준. (2022년 2월 기준) 노인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아무리 멀어도 가격을 더 잘 쳐주는 고물상을 찾았다. 한 노인은 무려 10km 넘는 거리를
이동하며 일했다. / 시급 950원
④ 부실한 식사: 많은 노인들이 다른 노인이 쉬는 틈을 타 폐지를 줍느라, 제시간에 식사조차
하지 못했다. 폐지를 적게 주운 날에는 아예 끼니를 거르기도 했다.
⑤ 위험한 노동환경: 노인들은 대부분 주택가 차도와 인도가 구분 안 된 도로에서 일한다. 사람과 리어카,
차가 한 데 섞이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컸다. 현행법상 리어카는 차로 구분돼, 차도로만 다녀야 한다.
자료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2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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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노인 생계의 문제를 폐지 가격 정책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음. 다만 폐지 가격의 급락의 모든 충격이 폐지 줍는 노인에
게 전가되는 것은 문제. 제지회사의 상생방안 필요
 주택가 지역의 폐지는 폐지 줍는 노인과 고물상이 담당하면서
지자체 부담(인프라, 수집선별비용)을 경감시키고 있음 / 도시
재개발에 따라 고물상이 외곽으로 밀려나고, 폐지 줍는 노인이
줄어들 경우 주택가 지역 폐지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커뮤니티 차원에서 동네 자원을 관리하는 모델이 필요하며, 해
당 모델에서 노인의 역할을 찾는 방향이 필요 / 재활용 정거장
의 개선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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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물상이 있는 경우 고물상과 연계하여 폐지 줍는 노인에게 보
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필요 / 지자체 조례 / 실적 보고의 정확
성과 투명성이 전제 되어야 함 / 자료 노출을 꺼려하는 고물상,
노인 문제 해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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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수거 노인 관련 조례와 법률안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지혜 변호사

1

1

1. 재활용품 수거 노인 관련 조례
가. 현황(2022. 5. 16. 기준)

○ 재활용품 수집인/수거인 지원 조례는 총 71개

- ‘재활용품(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총 70개 + ‘광주광역시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 조례(광주는 수집인이 아니라 ‘수거인’ 으로 명명)’
- 서울시 소재 지자체의 경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총 17개
○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경산시, 경주시, 목포시, 성남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동구, 충주시
○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남양주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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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활용품 수거 노인 관련 조례
가. 현황(2022. 5. 16. 기준)

○ ‘노인복지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경우
-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재활용품 수집하는 저
소득 노인'에게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
○ ‘자원재활용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경우

-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등) 구청장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하
여 수집인에게 개인보호 장구 및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본
조신설 2020. 7.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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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활용품 수거 노인 관련 조례
나. 목적
○ 규정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16. 1. 1.] [서울특별시강북
구조례 제1062호, 2015. 6. 19.,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지원 등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17. 9. 28.] [서울특별시노
원구조례 제1294호, 2017. 9. 28.,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지원함으로써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1. 7. 29.] [서울특
별시은평구조례 제1438호, 2021. 7. 29.,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구민의 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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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활용품 수거 노인 관련 조례
다. 지원대상
○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or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
(1) 고령자만 지원하는 경우
양천구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
하는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인 사람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50세 이상의 1인
가구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수집인 가구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일정
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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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활용품 수거 노인 관련 조례
다. 지원대상
(2) 고령자 외 다른 집단도 지원하는 경우
강동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종로구, 구로구, 은평구
제5조(지원대상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oo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
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구원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
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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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활용품 수거 노인 관련 조례
다. 지원대상
(2) 고령자 외 다른 집단도 지원하는 경우
동작구
제5조(지원대상자)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실태조사 결과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 횟수, 거주기간, 연
령, 부양가족 수, 가구원의 소득, 재산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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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활용품 수거 노인 관련 조례
다. 지원대상
2) 나이 제한이 없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지원함으로써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수집인 선정) ① 구청장은 관할지역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수집인을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집인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정한 선정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2. 관내 재활용쓰레기 발생량 대비 필요인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수집인 선정에 관하여 고려해야 한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임무) 수집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원
2. 수집한 재활용품의 처리 및 주변정리
3. 일반주택가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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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활용품 수거 노인 관련 조례
다. 지원대상
2) 나이 제한이 없는 경우
강북구
제6조(지원 대상 선정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한다.

동대문구
제5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
는 수집인 중 구청장이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제4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횟수
2.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보유 상태
3. 거주기간 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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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활용품 수거 노인 관련 조례
라. 지원내용
1) 안전과 건강 보호
- 장비, 장구, 방서·방한 의류, 신발(안전손수레, 안전조끼, 안전화, 안전장갑) 등 현물 지급
- 장구, 장비, 의류, 신발 등 구입비용 및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사고시 의료비 지원
포함)
- 교육: 안전교육, 교통사고 예방교육, 올바른 폐기물 배출요령 등을 위한 교육 등
○ 규정례
(평택시, 익산시) 1.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2.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 4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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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활용품 수거 노인 관련 조례
라. 지원내용
1) 안전과 건강 보호
○ 규정례
(동작구)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집인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 구입비용(야광조끼,
반사경 등)
2.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방한 의류, 신발 등 구입비용
3. 재활용품 수집 및 운반에 필요한 장비 구입 및 수리비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수집인은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은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
영 조례」에 따른 보상금액을 보험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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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활용품 수거 노인 관련 조례
라. 지원내용
2) 소득 지원
○ 규정례
(마포구, 동대문구, 강서구, 도봉구, 광진구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집인에게 재활용
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보전해줄 수 있다.
○ 지자체의 폐지수집노인 소득 지원 정책(2020년 기준)

- 수거량에 비례하여 차등 소득 지원
동대문구
구는 폐지 적정 단가를 1㎏당 80원으로 책정하고 그 차액만큼 지원. 1인당 하루 최대 100㎏까
지 지원함
송파구
폐지 수거량에 따라 3만5000원~18만원까지 차등 지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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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활용품 수거 노인 관련 조례
라. 지원내용
○ 지자체의 폐지수집노인 소득 지원 정책(2020년 기준)
- 일정 수거량 기준으로 일정액 지원
광진구
한 달에 4만원 이상 폐지를 모으면 일정 시간 일했다고 간주하고 20만원 지급
2018년에는 폭염 휴업비 지원
광주광역시
한 달 기준 10일 이상 폐지를 주우면 매월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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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활용품 수거 노인 관련 조례
라. 지원내용
○ 지자체의 폐지수집 노동조건 개선을 수반한 지원 정책
중구
- 노인들이 폐지를 모아두면 민간업체에서 운반해 판매를 지원하는 방식
-자원관리사(2020년 기준 38명), 월 15만원 수당, 재활용정거장에서 분리배출 지원

○ 지자체의 공공일자리 형태 지원
대한노인회나 시니어클럽 등을 통해 일자리 참여자 모집
- 위풍당당 에코사업단(서울 노원구), 행복마차(서울 강동구), 희망그린자원(경기도 안산시), 손
수레 금수레(광주광역시), 시니어재활용(전북 전주시), 모아모아 고물상(충북 충주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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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활용품 수거 노인 관련 법률안
가. 2019년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노인이 자발적 근로로 환경보호·자원재활용에 기여한
것을 인정하여 이들의 안전과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재활용품수거노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2. “재활용품수거노인”이란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재활용품 수거업체에 판매하는 65
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5

15

2. 재활용품 수거 노인 관련 법률안
가. 2019년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1조(수거보상금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품수거노인이 환경보호와 자원재활용에 기여한 공적 근로를
인정하여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판매한 금액 이상의 수거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재활용품 수거기간, 수거지역, 횟수, 연령 등을 고
려하여 위원회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른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재활용품수거노인 이외의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품수거노인을 위한 고용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 지원, 안전지
원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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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활용품 수거 노인 관련 법률안
가. 2019년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1) 보건복지부 의견
- 노인에 대한 고용·의료지원 등은 이미 다른 법률(노인복지법, 고용정책기본법, 국민건강보험
법 등)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음
-저소득층이 아닌 노인들이 수거보상금 등을 받기 위해 재활용품 수거업무를 수행할 가능성
등이 우려되며, 유사한 환경의 타 업무에 종사하는 노인, 노인이 아닌 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
려할 필요 있음
2) 법무부 의견
- 다른 노인과의 형평성 및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법 제정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
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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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활용품 수거 노인 관련 법률안
가. 2019년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수급자격 상실, 생계급여 삭감 문제 관련
- 제정안은 수거보상금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의 산입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수거보상금은 생계보전적 급여의 성격을 가지므로 기
초생활급여 및 기초연금과 지원 목적․기능이 유사한 바, 중복지원 규정과 상치될 우려가 있음.
- 다만,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수거보상금을 환경 보호 및 자원 재활용에 기
여한 공적을 인정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볼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
2항제1호에 따라 소득인정액의 산입 범위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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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활용품 수거 노인 관련 법률안
나. 2020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2조(재활용가능자원 회수ㆍ수집ㆍ운반자에 대한 지원) 신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소각 및 매립을 방지하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
능자원의 회수ㆍ수집ㆍ운반자(재산, 연령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
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가격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일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전적 지원
2.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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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활용품 수거 노인 관련 법률안
나. 2020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지원금 지급 시 다른 복지혜택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 여부는 전반적인
복지정책의 맥락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임
2)

지방자치단체 의견

□ 충청북도
-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실제로 적용하기 어려움
- 재활용품 수거에 고도의 기술이나 능력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금전지원 시 지원대상자가 늘어날 가능성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이나 실정에 맞는 조례 등을 제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
□ 울산광역시
- 폐기물처리 신고 없이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수집인으로 인해 위탁계약을 체결한 폐기물처리업자가 손해
를 보는 상황, 「폐기물관리법」과 저촉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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