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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both on-site manager’s and resident’s assessment of the Automated Vacuum 
Waste Collection System (AVWCS) in suburban apartment complexes. In doing so,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in 10 districts and their 11 apartment complex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main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managers considered the AVWCS to be economically efficient and environmentally fiendly, and suggested that the 
system be managed in a more professional way, with an advanced technology and by more qualified technicians. The recom-
mendation was related to residents’ complaints and frequent mechanical failures frequently occurring in waste inlets and waste 
transport piping of the system. For residents using the system, the system was satisfactory, and should be necessarily improved 
with more user-friendly features. Further, most comments made by the residents were relevant to waste inlets such as safety, 
cleanliness, prompt repair, odor reduction, waste separation. It’s of significant to train residents with how to properly use the 
system, which is expected to substantially fall a number of residents’ complaints. Therefore, both professional management of 
AVWCS and regular workshops on how to utilize it are crucial in order to heighten its strengths.
Key Words : Automated Vacuum Waste Collection System, Apartment Complexes, Housing Management, Sustainability, Residential 
Environment

요약 : 본 연구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지속가능한 정주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신규 공공 아파트단지에 건설된 생활

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운영자와 거주자 평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수도권 소재 10개 지구의 시설 운영․관

리 담당 실무자와 이들 지구의 11곳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생활폐

기물 자동집하시설은 경제적 편익이 큰 시스템으로,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전문성 강화, 설계 및 성능 개선, 인력 증원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선사항은 시설에서 접수된 민원, 그리고 투입시설 및 관로시설의 수리 이력과 빈도가 반영된 결

과였다. 한편, 거주자들은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사용 평가에 대해서는 사용자 친화적 요소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거주자들은 투입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개선사항들은 투입구의 안전성, 위생적 

관리, 고장 발생 시 신속한 수리, 악취제거, 쓰레기 분리 등이 있었으며, 올바른 시설 이용을 위한 거주자 대상의 교육을 지

적하였다. 실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운영․관리가 사용자의 부주의와 실수에 의한 고장이 빈번하여 제기되는 민원

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시설 운영․관리의 전문성 강화 뿐만 아니라 거주자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아파트 단지, 주택관리, 지속가능성, 주거환경

1. 서 론

생활폐기물이라는 용어가 보편화된 시점은 1986년 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1995년 개정되면서부터이며, 폐기물 수

수료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생활폐기물의 발생

량 저감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생활양식의 선진화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성상이 다양해졌지만, 수거방식에

는 큰 변화가 없었다. 현재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는 수거방

식은 종량제 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담아 지정장소에 배출하

면 차량이 수거하는 것으로, 배출상의 각종 불편함(예, 수
거시간, 수거장소, 폐기물의 외부 노출 등), 불결한 환경에 

따른 오염(예, 해충이나 동물의 봉투 파손, 침출수와 실험적

인 접근법들이 선보이고 있다. 친환경적 생활폐기물 수거 및 

운반시스템인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Automated Vacuum 
Waste Collection System, AVWCS)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최근 개발된 신도시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보

급되고 있다. 이 시설은 투입시설, 관로시설, 집하시설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되며, 진공흡입 원리에 의한 수거방식으

로 해당 단지에서 거주자가 지정 장소의 투입구에 쓰레기를 

투입하면 지하에 매설된 관로를 따라 흐르는 공기(20~30 
m/s)에 의해 중앙 집하장에 자동적으로 수집되고, 수집된 

쓰레기는 집하시설에 임시 저장된 후 종류별로 분류되어 

처리시설로 수송된다.1~5)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AVWCS)은 스웨덴의 Centrals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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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stribution of consumable waste gener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MA) and non-SMA.9)

Fig. 2. Distribution of consumable waste disposal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MA) and non-SMA.9)

Fig. 3. Distribution of public spending on consumable waste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MA) and non-SMA.9)

AB(현, Envac AB) 회사가 개발하여 1961년 스웨덴의 한 병

원(Sollefteå Hospital)에서 적용되었고, 1965년 스톡홀름 외

곽에 위치한 주거단지에 최초로 설치되었다. 이후 자동집하

시설(AVWCS)은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 전역으로 보급되었고, 아시아에서는 1960년대 일본에

서 기술개발에 성공한 이후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 소개되

었으며, 현재까지 전 세계 다수 국가에서 운영 중에 있다.6) 
국내에서는 용인수지2지구에 설치된 자동집하시설(AVWCS)
이 최초의 대규모 주택단지 단위로 건설되어 2000년부터 오

늘날까지 가동 중에 있다. 자동집하시설(AVWCS) 설치와 운

영은 2005년 이후 본격화되었고, 최근 인구 및 가구의 증가

와 주택건설이 증가한 수도권에서만 10여 곳의 신도시(예, 
인천 송도, 김포, 용인, 서울 은평, 성남 판교, 파주, 의왕, 광
명, 인천 청라, 남양주, 고양, 화성, 인천 영종 등)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예, 세종, 아산, 대전 등)으로 확

산되고 있다.3,6) 실제, 2005년과 2010년 5년 사이 수도권 지

역은 인구, 가구, 주택 수 모두 증가하였고, 특히 주택 수와 

가구 수의 상승폭이 인구 보다 월등히 높았다. ｢2010 인구

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수도권 거주 인구는 총 인구의 과반

수(23.8백만명, 49.1%)로, 2005년(22.7백만명, 48.2%)에 비

해 4.7%(10.7백만명) 증가한 반면 수도권 거주 가구는 우리

나라 전체 가구의 절반가량(8.4백만 가구, 47.9%)이며, 이는 

2005년(7.5백만가구, 47.1%)과 비교하여 11.7% 증가하였다.7,8) 
아울러, 2010년 수도권의 주택 수(6.6백만호)는 총 주택(14.7
백만호)의 44.7%였으며, 이는 2005년(5.7백만명, 43.7%) 보

다 13.6% 증가하였다.7,8) 이러한 인구유입, 가구증가, 주택공

급 상승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배출량도 증가하

였다. 2010년 기준 수도권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우리나라 

총 발생량의 46.2%(2.2만톤/일)를 차지하였고(Fig. 1), 2005
년(46.8%, 2.2만톤/일)과 유사하였으나 자동집하시설 보급과 

함께 생활폐기물 발생량 저감과 재활용 비율 증가 등으로 5
년 간 생활폐기물 관련 예산이 29.7% 감소하여 예산이 24.9% 
증가한 비수도권과 대조를 이루었다(Fig. 2,3).9) 

한편,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AVWCS)은 초기 설치비

용이 많이 드는 단점을 제외하면 편리성(예, 자유로운 수거, 
수거시간 단축, 정기적인 수거, 수거인력 불필요 등), 친환

경성(예, 쓰레기의 외부 노출 차단, 쓰레기 적제 해소, 쾌적

성 등) 그리고 경제성(예, 장기적으로 운영비 절감)에서 장

점이 많아 계속 보급될 것으로 기대된다.10) 다만, 거주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시설의 경제성(예, 비용 편익, 환경 편

익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지속

적인 관심과 적절한 후속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도입된 지 십수 년이 경

과하였지만, 관련 연구들은 설비 중심의 설계 최적화(예, 원
심블로어 운전, 전기제어방식, 종량제 봉투 인식 장치, 시
설 규모, 탈취방식, 이송배관, 악취물질 등)가 주류를 이루

어 운영 실무자와 거주자 측면에서의 평가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11~18) 이에 현장 일선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의 운

영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시설 이용

자인 거주자의 불편과 개선사항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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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ied facilities of the Automated Vacuum Waste Collection Systems (AVWCS) (n=10)

District
Date of construction 

(completion)
Construction cost 

(billion KRW)
Start date for 

running
District

Date of construction 
(completion)

Construction cost 
(billion KRW)

Start date for 
running

A Dec. in 2012 48.4* April 1 in 2010 F
Oct. 17 in 2011 and 

Oct. in 2013
14.0 Jan. 26 in 2012

B May 25 in 2011 33.1* June 1 in 2011 G 2013 60.0 Jan. in 2014

C Jan. in 2000 16.0 Feb. in 2000 H Feb. 28 in 2011 24.5* Mar. in 2011

D Mar. 31 in 2010 8.8 Dec. 24 in 2009 I Jan. in 2011. 27.8* June in 2012

E June 30 in 2011 62.1 April 16 in 2015 J Aug. in 2013 30.1* Sept. in 2013

* estimated

Fig. 4. Images of the Automated Vacuum Waste Collection Systems (AVWCS).3)

Fig. 5. Images of the studied Automated Vacuum Waste Collection Systems (AVWCS).

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주택단지에 보급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AVWCS)의 운영 실태 그리고 거주자들의 시

설 이용 개선점을 조사하여 미래지향적인 주거문화 창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AVWCS) 상당수는 수도권에 

건설되었는데, 이는 최근 수년 간 공공 택지개발지구 공급

과 함께 대규모 신규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면서 새로운 생

활폐기물 수거방식이 채택되면서 가능하였다. 이에 신규 공

공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사무

소별로 시설 운영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고, 사전에 자발적인 조사 참여 의사를 타진한 후 착수하

였다. 그 결과 경기도 소재 총 6개 도시(광명, 김포, 남양주, 
성남, 용인, 의왕) 10곳 개발지구의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

설 실무자에게 2015년 5월 중순과 하순에 걸쳐 현장방문을 

통해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였다. 각 지구

의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실무자용 설문지는 시설 

운영 제반사항과 실무자의 일반적 특성 2가지로 크게 나뉘

었으며, 전자에는 시설개요, 시설항목 구성현황, 시설항목별 

운영애로사항, 집하시설 운영효과, 집하시설 운영기간 중 

관련 민원 사례, 향후 개선사항으로 구성하였다. 반면, 후

자에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실무자의 성별과 연령, 근무

년수,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근무경력, 담당 사업지구 

등이 포함되었다. 총 10개 지구의 시설 운영 담당자에게 배

포된 총 10부의 설문지는 전부 회수하였고(회수율 100%), 
수거된 설문지는 코딩과정을 거쳐 SPSS 22.0 통계프로그

램을 활용하여 빈도, 백분율 등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이
와 함께 자동집하시설(AVWCS) 이용에 관한 개선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지구별 총 11곳 아파트 단지의 거주자

를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s)의 자가기입

식 설문지(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를 5월 중순부터 

330부를 배포하여 7월 중순 총 90부를 수거하였고(회수율 

27.3%), 응답내용을 군집화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조사대상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과 실무자의 일
반적 특성 

조사대상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AVWCS)들 모두 동일

한 공법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하관로를 통한 진공흡입 

공기 이송방식이었다(Fig. 4,5). 가장 오래된 자동집하시설

은 2000년 완공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C지구였고, 
그 외 시설들(AVWCS)은 모두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준공되었다(Table 1). C지구 이외 시설들(AVWCS)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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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in facility ma-
nagement of the Automated Vacuum Waste Collection 
System (AVWCS) (n =10)

Categories f (%) Categories f (%)

Gender 

Male 9 (100%)
Total 

experience of 
employment 

(years)

N 7

M (SD) 8.2 (7.8)Female 0 (0.0%)

Minimum 1.2
Total 9 (100%)

Maximum 20.0

Age 

N 9
Current job 
experience 

(years)

N 8

M (SD) 52.0 (12.7) M (SD) 4.4 (1.7)

Minimum 35.0 Minimum 2.8

Maximum 67.0 Maximum 6.8

년부터 2015년 사이에 운영되어 비교적 근래 들어 가동되

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설 설치에 소요된 공사비 규모

는 88억부터 620억원까지 편차가 컸으며, 최근에 건설된 시

설일수록 사업비 규모가 현저히 커진 점이 눈에 띄었다. 
한편, 조사대상 10곳의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AVWCS)

에 운영관리를 맡은 실무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하면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조사대상 실무자 전원 남성이

었고, 평균 연령은 52세로 장년층이었으며, 최소 35세부터 

최대 67세까지로 다양하였다. 이러한 연령 폭은 직업경력 연

수와도 무관하지 않았는데, 총 근무 연수는 평균 8.2년이었

고, 최소 1.2년부터 최대 20년까지 근무 연수의 편차가 비교적 

컸다. 현 자동집하시설에 근무한지 평균 4.4년이었으며, 최
소 약 3년에서 최대 약 7년까지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 2005년 이후 본격적으로 보급되었고 조사대상 시설이 최

근 운영된 점을 고려할 때 이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2. 조사대상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실무자 
평가 

조사대상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AVWCS) 대부분은 위

탁 운영으로 관리되고 있었는데, 현장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운영비 편성, 운영효과, 운영상의 애로사항으로 크게 구분

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응답한 총 9곳 중 A지구와 B지

Table 3. Annual expenditure of the studied facilities of the Auto-
mated Vacuum Waste Collection Systems (AVWCS)

(n=10)

District

Annual spending and its breakdown (%)

Total (billion 
KRW)

Labor 
cost

Electricity
Operation & ma-
nagement cost*

Others

A & B 1.14 38.0% 38.4% 21.0% 2.6%

C 2.72 78.6% 0.0% 21.4%* 0.0%

D 2.79 54.7% 0.0% 45.3%* 0.0%

E 2.60 26.9% 50.0% 23.1%* 0.0%

F 0.37 38.5% 45.0% 12.0% 4.5%

G 0.85 29.4% 0.0% 70.6%* 0.0%

H & I 1.40 39.0% 34.6% 22.2% 4.2%

Note: No response in District J; * including material cost

구, 그리고 H지구와 I지구의 경우, 예산상 통합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총 7곳의 자동집하시설(AVWCS) 연간 

예산을 비교․분석한 결과, 2014년도 기준 연간 예산은 평

균 약 18.4억원이었으며, 최소 3.7억원 최대 27.9억원으로 

조사되었고, 예산 집행 중 가장 큰 지출 항목은 인건비로 

이어 전력비와 관리비가 그 뒤를 이었다(Table 3). 
각 지구별 예산 구성과 운영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A지구와 B지구는 연간 11억여 원의 운영비용 중 전력

비(38.4%), 인건비(38.0%), 수선유지비(21.0%) 순으로 높았

으며, 아파트 쓰레기 수거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CO2를 절

감하는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C지구의 경우, 연간 27억여 

원의 운영비 중 인건비(78.6%)와 재료비 및 기타(21.4%)로 

구성되며, 재료비 및 기타 경비는 원가절감으로 당초 설정

된 지출보다 줄어든다고 하였다. D지구는 연간 약 28억 원 

운영비에서 인건비(54.7%)와 재료비 및 기타(45.3%)로 지

출되고, 전력비 절감효과로 재료비 및 기타 비용은 연간 계

획보다 절감된다고 전하였다. 연간 26억 원 운영비를 사용

하는 E지구는 전력비(50.0%), 인건비(26.9%), 재료비(23.1%) 
순으로 지출하고 있었고, 최저 부하 시간을 활용한 전기료 

절감과 함께 악취 저감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F지구는 

운영비용으로 연간 3.7억원을 배정받아 전력비 및 관련 비

용(예, 전력용수, 약품, 수리수선 등) (45.0%), 인건비(38.5%), 
일반 관리비(12.0%)로 지출하고 있었고, 최대 부하 시간을 

피하여 전기료를 절감하였다고 밝혔다. G지구에서는 연간 

8.5억원의 운영비용에서 관리비 및 재료비(70.6%)와 인건비

(29.4%)로 지출하였으며, 차량수거보다 운영비가 다소 초과

하지만 환경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조사되었다. 연간 14억
원의 운영비를 집행하는 H지구와 I지구는 전력비(34.6%)가 

가장 큰 지출 항목이었고, 탈취설비 세정수 관리에 의해 악

취가 저감되는 운영상의 효과를 기술하였다. 
한편,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AVWCS)에 대해 조사대

상 실무자들의 전체적인 평가는 장점이 월등히 많고, 지자

체와 사용자 모두에게 경제적인 편익이 상당히 큰 편의시

설이라고 하였다. 다만, 몇가지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지적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크게 경쟁력 있는 전문 위탁업체

에 의한 운영 및 관리,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입찰방식 

개선, 음식물쓰레기의 분리 설계, 설비 용량 확대 및 개선 

(예, 투입구, 송풍기, 탈취설비, 소음방지 설비 등), 관리 인

력 증원 등 주로 고장 예방과 민원 감소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 정리될 수 있었다. 다음은 지구별 실무자들이 

지적한 문제점들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A지구는 매스

컴에 의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기술력이 우

수한 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운영시간이 단축되

면 전력비가 절감될 수 있다고 전하였다. B지구는 송풍기

실에서 모터연결 전기배선 볼트 풀림으로 단선 발생과 투

입구에서 패턴인식 시스템 인식률 저하로 쓰레기 적체 고

장이 발생되며, 각 지자체에서 자동집하시설 운영 시 우수 

업체가 선정되어야 한다고, C지구는 투입구 개폐 문제와 

관로 막힘 문제가 발생하며, 관로 막힘은 사용자 투입 불가 



60 J. Korean Soc. Environ. Eng.

오정익․이현정

Journal of KSEE Vol.38, No.2 February, 2016

Table 4. Distribution of resident’s complaints on the Automated Vacuum Waste Collection Systems (AVWCS) (n=90, f(%))

District Participation rate
Complaints

Total Exterior design Cleanliness Repair Usability Odor Others

A 10 (11.1%) 19 (10.7%) 2 (10.5%) 4 (21.1%) 2 (10.5%) 1 (5.3%) 2 (10.5%) 8 (42.1%)

B 6 (6.7%) 11 (6.2%) 1 (9.1%) 3 (27.3%) 1 (9.1%) 2 (18.2%) 1 (9.1%) 3 (27.3%)

C 8 (8.9%) 14 (7.9%) 3 (21.4%) 0 (0.0%) 0 (0.0%) 3 (21.4%) 0 (0.0%) 8 (57.1%)

D 5 (5.6%) 3 (1.7%) 1 (33.3%) 1 (33.3%) 0 (0.0%) 1 (33.3%) 0 (0.0%) 0 (0.0%)

E 8 (8.9%) 22 (12.4%) 2 (9.1%) 1 (4.5%) 8 (36.4%) 3 (13.6%) 3 (13.6%) 5 (22.7%)

F 21 (23.3%) 45 (25.3%) 7 (15.6%) 8 (17.8%) 1 (2.2%) 6 (13.3%) 4 (8.9%) 19 (42.2%)

G 5 (5.6%) 7 (3.9%) 1 (14.3%) 1 (14.3%) 1 (14.3%) 0 (0.0%) 2 (28.6%) 2 (28.6%)

H 6 (6.7%) 17 (9.6%) 8 (47.1%) 1 (5.9%) 2 (11.8%) 0 (0.0%) 2 (11.8%) 4 (23.5%)

I 12 (13.3%) 22 (12.4%) 7 (31.8%) 4 (18.2%) 5 (22.7%) 2 (9.1%) 1 (4.5%) 3 (13.6%)

J 9 (10.0%) 18 (10.1%) 7 (38.9%) 2 (11.1%) 3 (16.7%) 1 (5.6%) 1 (5.6%) 4 (22.2%)

Total 90 (100.0%) 178 (100.0%) 39 (21.9%) 25 (14.0%) 23 (12.9%) 19 (10.7%) 16 (9.0%) 56 (31.5%)

Note: multiple responses on each response

물질을 투입하여 관로가 막힌다고 지적하였다. D지구의 경

우, 종량제 봉투 인식 장치의 인식 오류가 일부 발생하며, 
이용자(배출자) 대상 분리수거 홍보가 부족하며, E지구는 

투입구에서 배출밸브 고장, 압송관로에서 색션밸브 고장, 집
하시설에서 압축기, 송풍기, 컨테이너 고장이 발생하며, 인
원 부족과 악취 민원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F지구는 투입

구에서 배출밸브, 음성안내, 통신 등의 고장, 컨테이너 압축

기에서 센서 불량 등 문제가, G지구는 주민 인식 부족으로 

인한 투입구 막힘, 용량 부족 설계로 인한 투입 초과, 인원 

부족, 악취 민원 등 문제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H지구와 I
지구는 주민 사용 중 불법폐기물(나무, 이불 등)에 의한 관

로 막힘과 투입구의 인식센서 오류 문제가 발생하며, 사용

자(입주민)의 불법 투기 및 투입구 주변 방치 등 문제가 지

적되었다. J지구의 경우, 압송관로 시공 시 지장물을 회피

하기 위해 상하 굴곡관 건설과 그로인한 쓰레기 이송 시 막

힘 현상, 입주민들의 투입구 활용 기피 등의 문제를 기술하

였다. 
실제, 이러한 운영상의 애로사항은 실무자들이 접하는 주

요 민원 내용과 무관하지 않았다. 최근 3년 간 발생한 민원 

중 투입구 고장이 가장 컸으며(C지구, D지구, G지구, H지

구, I지구, J지구), 그 다음으로 악취 (B지구, E지구, F지구, 
G지구)와 투입구 주변 쓰레기 적재 및 무단 투기(A지구, B
지구, G지구)로 나타났다. 

나아가 이러한 운영상의 애로사항과 민원은 시설별 고장

사례 이력에서 잘 나타났다. 지구별 빈번한 고장사례들은 

투입시설(A지구, B지구, C지구, D지구, E지구, F지구, G지

구, H지구, I지구)에서 가장 발생하였고, 이어 관로시설(C
지구, E지구, F지구, G지구, H지구, I지구, J지구)과 집하시

설 (B지구, E지구, G지구) 순으로 수리가 많이 이루어졌다. 
투입시설(예, 투입구, 밸브, 음성안내, 통신 등)의 고장원인

은 거주자의 부주의, 카드 오작동, 용량 과부하 등이었고, 
관로시설(예, 관로, 섹션밸브 등)의 고장은 주로 관로 막힘

이 빈번하였는데, 주로 투입 금지 폐기물(예, 나무, 이불 

등)에 기인한다. 상대적으로 고장사례가 적은 집하시설(예, 

송풍기, 압축기, 컨테이너 등)은 전기배선 문제나 센서 불량

에 의한 고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실무자들은 

몇가지 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기술방식, 공정구성, 운영관

리 등 3가지 측면으로 나뉘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술방식에는 탈취제(NaOCl 대체약품)에 대한 신뢰성 시

험(A지구, B지구), 종량제 봉투 인식 장치의 성능개선(D지

구), 악취저감 설비 개선(E지구), 시스템 자동화(F지구, G지

구) 등이 있었으며, 공정구성은 주로 설계 단계에서 고려될 

사항들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악취 저감을 위한 냉각시스템 

강화(A지구, B지구), 투입시설 위치 변경(D지구), 음식물쓰

레기 이송설비 배제(E지구), 침출수 처리공정 포함(F지구), 
집진설비, 약액세정설비, 바이오 필터, 활성탄 설비 등 보

강이 있었다. 운영관리의 개선사항으로는 원격근무와 복수 

집하장의 통합 운영(A지구, B지구), 전력비 절감을 통한 운

영비 절감(C지구), 고전압 대용량 시스템의 송풍기로 교체

(E지구), 인력 보강(F지구, G지구), 사용자에 대한 교육 강

화(H지구, I지구) 등이 있었다. 

3.3. 조사대상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거주자 
이용평가

조사대상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AVWCS)별 거주자들

의 시설 이용 평가를 파악하고자 사용상의 민원과 개선사항

을 주관적인 응답형태로 조사하였다. 자동집하시설(AVWCS) 
전반을 운영․관리하는 실무자들과 달리 거주자들은 지상

에 노출된 투입시설만 이용하고, 생활폐기물을 직접 자동

집하시설에 투입하는 접점에 있어 시설 운영 관리상의 고

장 및 수리의 요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절대적인 사용자들

이다. 따라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AVWCS) 사용에 대

한 거주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파악하여 그 이용 불만과 개

선사항을 분석하는 것은 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

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F지구의 참

여율이 가장 높았고, 불만과 개선사항도 가장 많았다(Table 
4). 그 시설이 주는 쾌적성과 만족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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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사항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거주자들의 평가 의견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외

관 디자인’(예, 투입구 크기, 깊이, 높이, 용량, 색채 등)에 

대한 불만과 개선사항이 전체 응답의 1/5 이상(21.9%)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청결’(예, 시설 주변 

청소, 시설 옆 쓰레기 적재, 해충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 
‘고장 및 수리’, ‘편리성’(예, 카드 인식 오류, 카드 구입비, 
자동개폐 오작동 등), ‘악취’ 순으로 높았다. 아울러 기타 항

목으로 분류된 내용에는 ‘종량제 봉투’(예, 작은 크기의 봉

투 생산, 종량제 봉투 사용하지 않는 방안 등), ‘쓰레기 분

리’(예,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생활쓰레기의 분리 투입, 재활

용 쓰레기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이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막힘을 방지하기 위한 쓰레기 투입 즉시 처리’, ‘거주자 대

상 교육 및 홍보 강화’(예, 올바른 쓰레기 투입에 대한 정기 

교육 시행, 이용자의 의식 개선, 홍보 등), ‘시설 위치 및 접

근성(’예, 설치 장소 변경, 안전한 위치, 적정 거리 내 위치 

등) 등의 항목이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활폐

기물 자동집하시설(AVWCS)은 사용자 친화적인 요소가 보

다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투입구의 크기

를 종량제 봉투 크기 이상으로 하거나, 투입구 보다 작은 

종량제 봉투의 생산․보급, 투입구의 용량 확대, 투입구의 

깊이를 짧게 하는 안전성 강화, 고령자 등을 위해 투입구 

높이를 다소 낮게 설정, 거주자 대상 시설(AVWCS) 사용에 

대한 교육 및 의식 개선 홍보 활동,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

레기의 분리 투입, 투입구의 악취 저감, 시설운영 관리자의 

정기적인 점검, 고장 발생 즉시 수리, 투입구 및 주변 환경

에 대한 규칙적인 청소, 쓰레기 무단 투입 또는 종량제 봉

투 미사용에 대한 제재 조치 마련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거주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만으로도 투입시

설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원 상당수를 개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빈번한 고장(예, 막힘, 끼임 등)을 예방할 수 있으므

로 이러한 선제적 접근을 운영․관리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4. 결 론

15년여의 짧은 역사를 지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AVWCS)은 2005년부터 수도권 지역의 신도시 건설과 함

께 자동집하시설이 크게 보급되면서 현재 전국으로 확대되

고 있는 추세다. 시설(AVWCS)이 갖는 편의성에도 불구하

고 최근 이들 신도시의 지자체들이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인계를 주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대부분의 관

련 선행연구들은 기술 및 설계상의 최적화에 초점을 맞추

고 있으며, 시설 운영을 담당하는 실무자와 거주자의 사용 

평가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현장 일선

의 실무자들로부터 시설 운영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시
설 이용자인 거주자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파악하였다. 수도

권 소재 총 10개 지구의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AVWCS) 

운영․관리 담당자들과 각 지구별 시설이 설치된 아파트 

단지 11곳의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실무자들은 지자체와 사용자 모두에게 경제적인 편익

이 상당히 큰 시설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시설의 고장 방지, 
민원 감소,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경쟁력 있

는 전문업체에 의한 위탁 운영․관리, 위탁업체 선정 과정

의 개선,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분리하는 설계, 설비 용량

의 확대 및 개량, 관리 인력 증원 등을 제안하였다. 이는 실

무자들이 자주 접하는 민원 내용과 무관하지 않으며, 고장

이 자주 발생하는 투입시설과 관로시설의 수리이력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에 대해 조사대상 실무자들은 기술

방식, 공정구성, 운영관리 3가지 측면에서 개선책을 제시하

였다. 한편 거주자들은 자동집하시설(AVWCS)에 긍정적으

로 평가하였으며, 사용자 친화적 요소를 강조하였고, 거주

자의 민원을 고려할 때 거주자 대상 교육과 홍보만으로도 

문제 개선과 잦은 고장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의 매

개체인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AVWCS)의 특성(예, 친
환경성, 경제성, 편리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효율적인 운영

과 효과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그 일환으로 시설 운영․관

리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거주자의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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