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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

제 1 절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1. 폐기물 관리체계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나누어지고 사업장

폐기물은 다시 사업장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로 나누어진다.

【그림 Ⅲ-9-1】

폐기물 분류체계 1)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로 처리

사업장생활계폐기물

폐 기 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기술적․재정적 지원

을 하며, 광역시장은 구청장․군수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안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

1)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물질 및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의한 가축분뇨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폐기물처리에 있어 해역배출에 관하여는

「해양환경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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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청장․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수거․운반 및 처리방법의 개선과 주민․사업자

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을 한다.

또한,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

탁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 발생 현황

가. 생활폐기물

울산의 생활폐기물 1인당 1일 발생량은 전국 평균 0.94kg보다 높은 1.05kg수준

이며, 2013년 발생량이 2002년 대비 10.7% 감소로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량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먼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선별하여 최대한 재활용하

거나 재사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매립․소각하고 있다.

우리 시의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은 비위생 매립에 의존해 오다가 1994년 성암매

립장이 조성․운영되면서 위생 매립을 시작하였고, 2000년 5월 15일 성암소각장(1,2

호기)을 설치하여 가연성폐기물의 일부를 소각처리 하였으며, 2012년 10월 14일 매

립장 확장 및 소각장(3호기) 증설 사업이 준공․가동됨으로써 가연성폐기물 전량을 

소각하여 에너지(스팀)로 전환하여 경영 수익을 극대화하고, 소각재 등 불연성폐기

물만 매립함으로써 악취가 없는 장기․안정적인 매립 용량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재활용 선별장 등 재활용 기반시설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확충 등으

로 재활용률이 2002년 40.7%에서 2013년 62%로 증가하는 등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

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폐기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재활용 가능한 품목의 분리 배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배출자가 버린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

고 있다. 이와 함께 분리배출 및 재활용 활성화로 2002년 재활용량이 562톤 대비 

2013년 765.1톤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품 선별장, 지자체 지정 재활용센터 

등 재활용 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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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9-1】

연도별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인구(천명) 1,103 1,113 1,127 1,130 1,142 1,154 1,167 1,179

발생량(톤/일) 1,076.4 1,097.9 1,111.8 1,114.1 1,091.0 1,191.3 1,280.4 1,234.2

재활용량(톤/일) 628.1 651.1 694.8 701.8 733.8 736.5 764.1 765.1

재활용률(%) 58.3 59.3 62.5 63.0 67.3 61.8 59.7 62

1인당 발생량
(㎏/일)

0.99 0.99 0.99 0.99 0.96 1.03 1.09 1.04

※ 자료：환경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그림 Ⅲ-9-2】

생활폐기물 발생 추이

※ 자료：환경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2013년 생활폐기물의 성상별 발생현황은 표 Ⅲ-9-2와 같으며, 음식물류, 종이류,

고철․캔류, 병류, 플라스틱류 등 재활용품 765.1톤 발생하여 생활폐기물 총 발생량 

1,234.2톤 중 6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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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9-2】

생활폐기물 성상별 현황 

(단위：톤/일)

구   분 계 음식물류 종이류 고철․
캔류 병  류 플라스틱류 기 타

2006
발 생 량 1,076.4 286.4 211.1 88.3 54.2 124.6 311.8

재활용량 628.1 216.9 143.7 88.3 54.2 71.9 53.1

2007
발 생 량 1,097.9 319.8 135.9 45.5 57.5 119.6 419.6

재활용량 651.1 235.1 55.6 45.5 57.5 58.3 199.1

2008
발 생 량 1,111.8 311.7 180.1 49.9 56.9 112.6 400.6

재활용량 694.8 236.7 65.9 49.9 56.9 66.0 219.4

2009
발 생 량 1,114.1 308.8 232.8 131.7 71.2 83.3 286.3

재활용량 701.8 245.8 117.7 131.7 71.2 38.6 96.8

2010
발 생 량 1,091.0 301.0 198.4 133.7 69.4 100.5 288.0

재활용량 733.8 268.4 115.7 128.5 57.9 52.7 110.6

2011
발 생 량 1,191.3 327.4 202.8 150.1 50.1 158.6 302.3

재활용량 736.5 306.7 102.6 145.7 34.2 69.7 77.6

2012
발 생 량 1,280.4 331.9 206.3 159.0 76.3 98 408.9

재활용량 764.1 282.2 102.0 149.4 49.8 29.3 151.4

2013
발생량 1,234.2 327.0 201.7 151.4 63.3 91.5 399.3

재활용량 765.1 298.7 102.1 151.4 51.0 22.1 139.8

※ 자료：환경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나. 사업장 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는 사업장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로 구분되고,

폐기물의 성상 및 유해성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와 사업장배출

시설계로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과 의료폐기물로 세분화 된다.

폐기물의 관리는 배출시설이 있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처리업체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그 밖의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

에서 관리하고 있다.

사업장폐기물 중 배출시설계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의 발생추이를 살펴보면 2005

년 이후 지속 증가하여 2008년 11,817.1톤 발생하였으나, 2009년 건설폐기물의 감소

로 전년 대비 19.7% 감소한 이후 소폭 증가 추세에 있으나, 2013년도에는 17.2% 감

소한 10,484.6톤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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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9-3】

사업장 폐기물 발생 추이

※ 자료：환경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1일 발생량은 2012년 대비 8.5% 감소한 5,482.2톤이며,

성상별로는 오니류 1,486.5톤(27.1%), 광재류 184.6톤(3.4%), 폐주물사․모래류 340.9

톤(6.2%), 연소재․분진류 695.1톤(12.7%), 폐석회․폐석고류 975.3톤(17.8%), 기타 

1,799.8톤(32.8%)이 발생하였다.

【표 Ⅲ-9-3】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단위：톤/일, %)

연 도 발생량 오니류 광재류 폐주물사․
모래류

연소재․
분진류

폐석회․
폐석고류 기  타

2006
3,658.4
(100)

562.0
(15.4)

21.9
(0.6)

254.4
(6.9)

152.8
(4.2)

238.8
(6.5)

2,428.5
(66.4)

2007
5,650.6
(100)

1,758.3
(31.1)

140.4
(2.5)

799.2
(14.1)

254.0
(4.5)

1,386.7
(24.6)

1,312.0
(23.3)

2008
5,475.3
(100)

1,559.6
(28.5)

97.6
(1.8)

441.7
(8.1)

263.6
(4.8)

1,742.9
(31.8)

1,369.9
(25.0)

2009
4,992.0
(100)

1,378.7
(27.6)

134.3
(2.7)

390.9
(7.8)

248.9
(5.0)

1,175.5
(23.6)

1,663.7
(33.3)

2010
5,942.6
(100)

1,346.5
(22.7)

160.2
(2.7)

437.8
(7.3)

354.2
(6.0)

1,754.2
(29.5)

1,889.7
(31.8)

2011
6,550.4
(100)

1,610.4
(24.6)

170.2
(2.3)

433.7
(6.6)

679.5
(10.4)

1,872.5
(28.6)

1,784.1
(27.5)

2012
5,989.7
(100)

1,757.2
(29.3)

161.0
(2.7)

431.6
(7.2)

721.2
(12.1)

1,062.0
(17.7)

1,856.7
(31.0)

2013
5,482.2
(100)

1,486.5
(27.1)

184.6
(3.4)

340.9
(6.2)

695.1
(12.7)

975.3
(17.8)

1,799.8
(32.8)

※ 자료：환경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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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1일 발생량은 2012년 대비 25.1% 감소한 5,002.4톤이며, 성상별로는   

폐콘크리트가 3,212.3톤(64.2%), 폐아스콘이 1,032.5톤(20.7%), 건설폐토석 425.8톤

(8.5%), 기타 331.8톤(6.6%)이 발생하였다.

【표 Ⅲ-9-4】

건설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단위：톤/일, %)

연도별 계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설폐토석 기타

2006
4,845.3
(100)

3,849.1
(79.4)

448.5
(9.3)

125.0
(2.6)

422.7
(8.7)

2007
5,315.2
(100)

4,103.3
(77.2)

616.9
(11.6)

160.8
(3.0)

434.2
(8.2)

2008
6,341.8
(100)

4,964.7
(78.3)

714.3
(11.3)

245.1
(3.8)

417.7
(6.6)

2009
4,499.8
(100)

3,070.9
(68.2)

887.3
(19.7)

70.9
(1.6)

470.7
(10.5)

2010
4,592.0
(100)

3,026.1
(65.9)

851.0
(18.5)

290.0
(6.3)

424.9
(9.3)

2011
4,515.5
(100)

3,060.4
(67.8)

804.6
(17.8)

247.2
(5.5)

403.3
(8.9)

2012
6,679.0
(100)

4,946.4
(74.1)

938.1
(14.0)

443.4
(6.6)

351.1
(5.3)

2013
5,002.4
(100)

3,212.3
(64.2)

1,032.5
(20.7)

425.8
(8.5)

331.8
(6.6)

※ 자료：환경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3. 폐기물 처리 현황

가. 생활폐기물

2013년 생활폐기물 1일 발생량 1,234.2톤의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매립 70.7톤

(5.7%), 재활용 765.1톤(62%), 소각 398.4톤(32.3%)으로 처리하였으며, 2000년 5월 이

후 성암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이용과 재활용량이 증가됨에 따라 매립량은 감소 추

세에 있다.

생활폐기물의 1일 발생량은 2005년 1,071.5톤에서 2013년 1,234.2톤(15.2%)으로 증

가 하였고, 재활용량은 2005년 491.8톤에서 2013년 765.1톤으로 273.3톤(55.6%)이 증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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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분리배출 실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로 인한 범시민적인 쓰레기 감량화 실천 노력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Ⅲ-9-4】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 자료：환경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나. 사업장 폐기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

물, 건설폐기물로 분류되며, 처리방법에는 매립, 소각, 재활용, 해역배출 등 있으며,

처리주체는 자치단체, 처리업체, 자가처리로 구분된다.

2013년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의 1일 발생량은 5,482.2톤으로써 자치단체 121.8

톤(2.2%), 처리업체 4,917.2톤(89.7%), 자가처리 443.2톤(8.1%)이며, 건설폐기물의 1일 

발생량은 5,002.4톤으로써 처리업체 4,988.5톤(99.7%), 자가처리 13.9톤(0.3%) 이다.

1)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2013년도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의 처리방법은 매립 20.2%, 소각 8.9%, 재활용 

57.8%, 해양배출 13.1%으로 재활용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1년부터 사업

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며, 해양배출 제로화 정책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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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는 폐수오니 연도별 감축계획에 따라 ‘13년 36개사(597㎥/일), ’14년 17개

사(277㎥/일)가 해양배출을 육상처리로 전환하였으며, ‘15년에 12개사(140㎥/일)가 

육상처리로 전환 할 예정이다.

【그림 Ⅲ-9-5】
연도별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처리 현황

(단위 : 톤/일)

※ 자료：환경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2) 건설폐기물

2013년 건설폐기물 처리량은 5,002.4톤/일로서 매립 278.6톤(5.6%), 소각 24.0톤

(0.5%), 재활용 4,699.8톤(93.9%)으로 대부분 재활용 하고 있다.

【그림 Ⅲ-9-6】

연도별 건설폐기물 처리 현황

※ 자료：환경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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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건설폐기물 재활용률이 90%에 달하는 것은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

(2004년) 및 순환골재 품질 인증제도 시행(2007년)으로 자원순환형 폐기물처리 체계

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의 발생량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나 2013년도 발생

량은 전년대비 0.8% 소폭 감소한 1,149.1톤이 발생 하였다.

지정폐기물의 처리실태를 살펴보면 자가처리는 122.9톤(10.6%)이며, 위탁처리 

1,022.8톤(88.9%), 보관량 3.4톤(0.3%)이며, 위탁처리 방법은 재생처리 459.2톤(44.9%),

중간처리 204.8톤(20.0%), 최종처리 335.3톤(32.8%)를 하였다.

【표 Ⅲ-9-5】

지정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 현황

(단위 : 톤/일)

연 도 발생량
자  가

처  리

위      탁      처      리

보관량
소 계

재생
처리

중간
처리

최종
처리

기 타

2006 663.4 107.7 555.7 325.8 139.9 71.6 18.4 4.3

2007 1,055.4 106.8 946.7 355.8 142.0 424.0 24.9 1.9

2008 868.5 104.2 760.1 365.3 268.9 117.9 8.0 4.2

2009 824.3 88.8 720.4 376.9 171.3 158.7 13.5 15.1

2010 775.7 122.8 647.8 347.1 156.2 130.3 14.2 5.1

2011 845.1 82.3 757.5 427.3 198.5 131.7 - 5.3

2012 1,158.9 107.2 1,012.5 494.0 198.9 319.6 - 39.2

2013 1,149.1 122.9 1,022.8 459.2 204.8 335.3 23.5 3.4

※ 자료：환경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환 경 보 전 대 책    제9장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

366 ＿ 2015 환경백서

4. 폐기물 처리업체 관리

가.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총 367개 업체가 있으며, 그 중 울주군에

서 관리하는 업체가 230개 업체로 전체의 63%로 집중되어 있다.

업종별로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171개소, 중간처리업 184개소, 최종처리업 12개

소가 있으며, 폐기물 처리업체중 소각, 매립처리업체는 시에서, 재활용업 및 수집․

운반업은 구․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표 Ⅲ-9-6】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2013. 12. 31)

관리주체 계
수집․운반업 중  간

처리업
최  종
처리업소 계 생 활 건 설 사업장

계 367 171 22 36 113 184 12

시 17 - - - - 5 12

중  구 12 12 6 4 2 - -

남  구 68 45 4 9 32 23 -

동  구 8 8 5 - 3 - -

북  구 32 28 4 7 17 4 -

울주군 230 78 3 16 59 152 -

※ 자료：자원순환과

나. 폐기물 처리업체 관리대책

폐기물의 적정관리와 친환경적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

도․점검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

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업체 점검 시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단속실명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최종처리업 및 사후관리업체의 경우 매립에 의한 침출수 등의 2차 환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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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예방을 위하여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에는 447개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으로 위반업소 81개

소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표 Ⅲ-9-7】

2014년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 실적

점검업소 위반업소
조     치     내     역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기      타 고    발 과태료부과

447개소 81 - 8 5 20 48

※ 자료：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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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폐기물의 자원화

1. 폐기물 처리 방향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원칙은 원천적인 발생억제 및 감량이 최우선이며 재이용,

재활용, 에너지회수, 소각, 매립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가진다.

또한 일반적으로 발생억제부터 에너지 회수까지를 ‘감량화’라고 한다.

【그림 Ⅲ-9-7】

폐기물처리 우선 순위

발생억제
감    량

⇒ 재 이 용 ⇒ 재 활 용 ⇒ 에너지회수 ⇒ 소  각 ⇒ 매  립

※ 자료：자원순환과

이러한 기본원칙 하에 생산단계에서는 사업장폐기물 감량화제도, 제품의 환경성 

제고를 위한 부담금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통단계에서는 과잉․과대포장규

제, 리필제품 생산권고제도, 포장폐기물의 감량화제도 등을 운영하고 소비단계에서

는 쓰레기종량제, 1회용품 사용억제시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Ⅲ-9-8】

폐기물관리 개념도

생 산 단 계

⇒

유 통 단 계

⇒

소 비 단 계

⇒

처 분 단 계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폐기물부담금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과잉․과대포장
규제
◦리필제품 생산
권고
◦포장폐기물 
감량화

◦쓰레기종량제
◦1회용품 사용
규제

◦폐기물보관․
운반기준
◦폐기물처리   
시설․관리 
기준

※ 자료：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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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유통, 소비단계에 걸쳐 감량․재활용되지 않고 매립․소각되는 폐기물을 

처분단계에서 수질․토양․대기 등의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하

기 위하여 폐기물 보관․운반기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설정 운영하

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의 처분 단계의 환경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재이용, 재활용, 에너지 

회수 등의 우선순위로 폐기물 감량화를 시도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소각, 매립하

여야 한다.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회수,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자원순환사회’ 구축이 필요하다.

2.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가. 생산 유통단계에서의 감량화와 자원화

1995년 8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는 사업장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법제화하고 1996년 12월에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지침」을 통합고시 함에 따라 제품생산과정 등 발생원에서 

공정개선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 발생 및 처리량을 감량하고 있으며, 2004년 

2월 17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종전 지정폐기물을 연간 200톤 이상 배출하

는 자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1천톤 

이상 배출하는 자까지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해서는 현행「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에 근거하여 과대포장규제(포장공간 비율 및 포장횟수), PVC 등 특수재질 및 발포

스틸렌계 포장재 사용제한, 리필 제품 생산권고, 포장폐기물감량화 제도 등을 운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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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비단계에서의 감량화와 자원화

1) 쓰레기종량제

쓰레기종량제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배출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촉진하는 경제적 유인책이다.

쓰레기종량제는 19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종전의 재산세나 건물

의 면적 등에 의한 정액부과방식의 쓰레기 수거 수수료 부과체계를 쓰레기 발생량

에 따라 부과하는 체계로 전환하였다.

2001년 생활폐기물 1일 발생량이 1,408.1톤 이었으나 지속적인 쓰레기 감량화 추

진 등으로 2013년 1,234.2톤으로 감소하였으며, 재활용률은 2005년 491.8톤(45.9%)에

서 2013년 765.1톤(62%)을 차지하여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3년 생활폐기물의 1일 재활용량인 765.1톤의 성상을 살펴보면 음식물쓰레기 

자원시설의 확충에 따라 음식물류가 39.0%인 298.7톤, 종이류가 13.3%인 102.1톤,

고철․캔류가 19.7%인 151.4톤, 병류가 6.6%인 51.0톤 등이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동원된 인력 및 장비 현황을 살펴보면 구․군 및 사업소

에서 직접 운용하는 인력(직영)은 총 304명이며, 장비는 차량 79대를 포함하여 총 

188대를 갖추고 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청소 대행업)의 인력은 20개 

업체에 363명, 장비는 차량 272대를 포함 총 278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표 Ⅲ-9-8】

생활폐기물 청소 인력 및 장비

(2014. 12. 31)

구 분 구․군․업체별 인력(명)
장        비 (대)

계 차 량 중장비 손수레

계 - 667 466 351 4 111

직 영

소    계 304 188 79 4 105

중    구 50 49 19 - 30

남    구 95 22 22 - -

동    구 52 61 16 - 45

북    구 53 49 21 - 28

울 주 군 54 7 1 4 2

대 행 20개 업체 363 278 272 - 6

※ 자료：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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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활용품 처리

가정에서 배출된 쓰레기 중 재활용 가능한 것은 선별장으로 보내져 선별되고 선

별된 재활용 가능품은 민간 재활용업자에게 보내진다. 민간 재활용업자는 재활용 

가능품들을 재생업체에 보내어 재활용 제품을 만들어 낸다.

재활용률을 높이고 선별․분리과정의 비용과 인력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가정에

서부터 분리배출이 가능한 품목을 숙지하여 철저하고 세심하게 분리․배출하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요령은 표 Ⅲ-9-9, 표 Ⅲ-9-10과 같다.

생활폐기물의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선별장, 재활용

품 상설교환판매장 등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

획이다.

재활용제품을 원재료로 한 제품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재활용제

품 의무구매제도, 재활용품 상설교환판매장 운영 등을 통하여 재활용품 사용에 대

한 인식을 높이고 재활용품 거래 활성화를 추진 중에 있다.

재활용품의 처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배출자에게

만 처리부담을 지우던 것을 2003년 1월부터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2)를 시행하여 제품의 설계, 포장재의 선택 단계부터 재

활용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2) 제품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

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

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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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9-9】

생산자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 및 제품별 분리배출요령

구
분

종류 세 부 품 목 분  리  배  출  요  령

생
산
자
재
활
용
의
무 
대
상 
포
장
재

종이
팩

◦ 종이팩
- 내용물을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반드시 일반

폐지와 혼합되지 않게 배출
※ 분리수거함이 없는 경우 다른 재활용품과 함께 배출

유리
병

◦ 음료수병, 기타병류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내열식기, 도자기편류 등과 분리하여 배출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금속
캔

◦ 철캔, 알루미늄캔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기타 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합성
수지
류

◦ PET, PVC, PE, PP, PS,
PSP재질 등의 용기 포장재,
1회용 봉투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
한 압착하여 배출

- 비닐(필름)류는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는 1회용 봉투는 제외

◦ 스티로폼 완충재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 합성수지 포장재
- 농 수 축산물 포장용 발포
스티렌상자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오디오 개인용컴퓨
터 이동전화단말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제품의 
발포 합성수지 완충재는 되도록 제품구입처로 반납
할 것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생
산
자
재
활
용
의
무 
대
상 
제
품

전지
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
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 장소에 배출

타이
어

◦ 소형, 중형, 대형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윤활
유

◦ 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전자
제품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오디오, 휴대폰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 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 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 가전제품 분리 배출 요령에 따라 배출

형광
등

◦ 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
정기 내장형(CFL), 콤팩트
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
한 조명제품

- 지자체별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 자료：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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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9-10】

기타 재활용 가능자원 품목별 분리배출요령

종류 세 부 품 목 분  리  배  출  요  령

종이류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
도록 함

◦ 책자, 노트 등
-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 비닐포장지는 제외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
에 넣거나 한데 묶음

◦ 상자류(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 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
로 묶어서 배출

의류
◦ 면의류
◦ 기타 의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자치단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수

거함에 배출

영농 
폐기
물류

◦ 농약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 농촌폐비닐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
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
공동집하장 또는 수거 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
정 장소에 보관

소형 
가전
제품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
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
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
지 않는 제품

- 지자체별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 스텐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기타

◦ 폐식용유

- 음식물 등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수거용기에 배출
※ 자치단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수거함에 

배출

◦ 기타 품목

- 가정용 플라스틱류, 이불류, 신발, 가방류, 전선
관, 파이프, 호우스, 장판류, 카페트 등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요령대로 
배출

※ 자료：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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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 선별장과 재활용품 상설교환판매장 등 재활용기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여 확충해 나갈 계획이

다. 북구, 울주군의 경우 자체 선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남․동구는 위탁업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중․북구 선별장의 경우는 홍보관, 교육장을 설치하여 재활

용품의 단순 선별, 보관 기능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교육장의 역할도 하고 있다. 각 구․군별로 나눔장터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재활용

품 애용에 대한 관심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표 Ⅲ-9-11】

재활용 선별장

구 · 군 위탁업체 소   재   지 처리용량
(톤/일)

운영방법

중  구 대웅상사 남구 화합로 86-34 60 사무위탁
남  구

대영기업
남구 여천로 174 180

사무위탁
동  구 사무위탁
북  구 북구 두부곡19길 52-24(연암동) 20 시설위탁
울주군 - 울주군 온산읍 화산로 113-11 5 직    영

※ 자료：자원순환과

4) 1회용품 사용 규제

식품접객업소, 도 소매업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하여 

대상업소를 조사하여 사용억제를 유도하고 있다. 우리 시의 경우 식품접객업소 

17,494개 업소를 비롯하여 총 34,647개 업소가 있다.

【표 Ⅲ-9-12】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현황
(2014. 12. 31)

구  분 계 식품접객
업    소

집  단
급식소 목욕장 대    형

판매업소
소    형
판매업소

즉석판매 및 
식품제조가공업 기 타

계 34,647 17,494 1,143 224 22 10,381 1,382 4,001

중  구 5,258 2,725 146 55 5 1,384 452 491

남  구 11,817 6,677 328 74 8 3,540 98 1,092

동  구 5,787 2,656 174 28 2 1,862 254 811

북  구 5,544 2,158 212 23 5 1,962 229 955

울주군 6,241 3,278 283 44 2 1,633 349 652

※ 자료：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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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우리시의 음식물쓰레기 1일 

발생량은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 2010년까지 점차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1년 발생량이 327톤

으로 2010년 301톤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폐기물관리법」 개정

(2011. 7.24. 시행)으로 생활계폐기물 이외에 사업장내 생활계폐기물 배출자까지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2014년까지 증가 추세를 이어 갔다.

【표 Ⅲ-9-13】

음식물쓰레기 발생 현황

(단위：톤/일)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일평균(365일기준) 301 327 332 327 358

1인당 0.266 0.287 0.289 0.282 0.307

증감(%) △2.6 8.6 1.5 △1.5 8.9

※ 자료：자원순환과

그리하여 음식물쓰레기 관리정책을 수집․운반․재활용 촉진 등 사후처리에서 

원천적으로 발생을 줄이는 사전억제 방향으로 전환하였으며, 음식물줄이기 T/F팀 

구성,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자발적 실천결의, 홍보 캠페인 및 환경교실 운영 등 발

생억제를 위한 다방면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친

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음식점에서 ‘소형 복합찬기 보급’, ‘푸드뱅크 및 푸드마

켓 활성화’ 등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2007년 (주)SBF(Scandinavian Biogas Fuels AB)와 민간투자를 통해 유럽 선

진기술을 유치하여 2011년 3월부터 용연하수처리장내 1일 180톤 규모의 ‘용연 음식

물자원화시설(SBK)’을 정상 가동함에 따라 우리시에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 60%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게 되었으며, 바이오가스를 인근 SK케미칼에 1일 26,000N㎥를 

생산·판매하여 연간 33여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음폐수 해양투기금지와 1인 가구 증가, 외식문화 확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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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증가가 예상되어 2009년부터 유기성폐기물 신재생에너지화 사업을  

추진, 2010년 국비(70%)를 확보하여 온산수질개선사업소내 1일 150톤 규모의 ‘온산 

유기성폐기물바이오가스화시설’을 착수하였고, 사업비 230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 

1월 28일 시설을 준공하였다. 온산유기성폐기물바이오가스화시설은 음식물쓰레기 

100톤과 가축분뇨 50톤을 병합처리하고, 공정중 발생된 바이오 가스는 전량 스팀을 

생산하여 인근 공장인 한국제지에 생산·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등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표 Ⅲ-9-14】
음식물쓰레기 공공 및 민간처리시설 현황

(2013. 12. 31, 단위: 백만원)

구  분 시  설  명 규  모 사업비 비 고

공공시설

용 연 음 식 물
자원화시설(SBK)

180톤/일 21,000 2011. 3. 7 가동

남 구 시 설 40톤/일 3,349 2002. 3. 23 준공․가동
(주)SBK 통합운영

유 기 성 폐 기 물
바 이 오 가 스 화

100톤/일 23,050
2014. 1. 28 준공
※ 가축분뇨 50톤 병합처리

민간시설
㈜ 두 전 60톤/일 - 2006. 9. 1 준공․가동
그 린 이 엔 텍 50톤/일 - 2009. 4. 7 가동
대 건 자 원 화 50톤/일 - 2009. 10. 9 가동

※ 자료：자원순환과

4.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및 자원화사업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소각과 매립이 있으며 가연성폐기물은 좁은 

국토 현실과 소각열을 회수하여 에너지로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소각이 바람직한 

처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Ⅲ-9-15】
폐기물 처리방법의 장․단점

방  법 장         점 단         점 부  산  물

매  립

∙처리비 저렴
∙일시 대량처리 가능
∙매립가스 회수 가능
∙고급기술 불필요

∙매립지 확보 곤란
∙장기적 국토이용 제약
∙수질, 토양오염 유발 우려
∙악취발생

∙매립가스(LFG)

소  각

∙위생적으로 안전
∙생화학적으로 안전
∙폐열회수 활용가능
∙폐기물 부피 감소

∙건설비 및 유지비 과다
∙고급기술 필요
∙가연성물질 분리수거 및 
전처리시설 필요

∙발전(전기)
∙온수 및 스팀

※ 자료：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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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쓰레기의 위생적 처리 및 매립장의 사용연한 연장을 위하

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400톤/일)을 건설하여 2000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증가에 따른 소각용량 부족으로 소각비율이 

낮아짐에 따라 가연성폐기물을 전량 소각 처리하여 매립장 사용기간을 최대한 연

장 및 에너지를 회수하여 재이용하고자 사업비 72,891백만원(국비 26,532, 민자 

46,359)으로 1일 250톤 규모의 소각시설 증설사업으로 2009년 10월 공사를 착공,

2012년 10월에 준공하였다.

소각장 증설사업은 매립장 확장사업과 함께 민간투자사업(BTO : Build-Transfer-

Operate)으로 시행되었으며 울산그린(주)가 2012년~2027년(15년간) 까지 관리․운영

한다.

【표 Ⅲ-9-16】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현황

(2012. 12. 31)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용 량 소각방식 가동일 비 고

성암생활
폐 기 물
소각시설

남구 처용로 524

400톤/일
(200톤×2기)

연속 연소식 
스토카 방식

2000. 5. 15 기존

250톤/일 “ 2012. 10. 15 증설

※ 자료：자원순환과

나.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생활폐기물매립시설은 성암, 온산, 삼산 3개소가 있으며 온산매립장과 삼산매립

장은 매립종료되었고 성암매립장은 사용 중이다.

삼산매립장은 1981년 12월 15일부터 1994년 3월 31까지 관내에서 발생한 생활폐

기물 3,959,000㎥을 매립하였으며, 당시에는 위생처리 하지 않고 단순 매립하였기 

때문에 침출수 발생 등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어 1999년 1월부터 

2001년 4월까지 5,499백만원(국비1,500, 시비3,999)의 사업비를 들여 매립장 안정화 

사업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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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매립장 1차 시설은 1985년 3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울주군 지역에서 발생

한 생활폐기물 229,790㎥를 매립 종료하고  토지이용계획 승인을 받아 부지정리 작

업을 완료하고 ‘14.9월부터 임대하고 있으며, 2차시설은 1996년부터 1999년까지 108

억 9,800만원의 사업비로 822,000㎥ 규모의 매립장을 확장하여 2001년 1월부터 주

택수리 등으로 발생된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매립을 시작하여 2011년 12

월 매립종료하고 공장부지 임대를 위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토지이용계획 승인

을 추진 중에 있다.

성암기설매립장은 삼산매립장 매립종료 이후 우리 시의 주된 매립장으로 1994년 

4월 1일 부터 매립을 시작하여 2014년말 현재 잔여매립 가능용량이 165,484㎥로서 

매립율 96.3%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장기 안정적인 처리시설 확보를 위한 매립장 확장사업은 사업비 90,463백만원

(국비 19,398, 민자 71,065)으로 민간투자사업[BTO(Build Transfer Operate)]으로 성암

매립장 확장 공사를 시행하였다.

성암 확장 매립장 1단계 공사는 2003년부터 사업을 준비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09년 10월 공사를 착공 2012년 10월 준공하여, 2012년 10월부터 15년간 민간

투자사업자인 울산그린(주)가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2단계 확장 매립장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매립잔여용량의 추이에 따라 매립시설을 조성 할 예정이다.

【표 Ⅲ-9-17】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현황
(2014. 12. 31)

구  분 매립장면적
매  립  용  량(㎥)

비  고
계 기매립 잔 여 매립율(%)

합 계 534,675 10,548,626 7,864,571 2,720,055 74.3

성암(기존) 142,663 4,449,656 4,284,172 165,484 96.3

성암(증설) 158,500 2,615,000 60,429 2,554,571 2.3

삼 산
(여천지구) 137,140 2,468,000 2,468,000 - 100 사후관리 중

온 산
1차 44,872 229,970 229,970 - 100

사후관리 중
(‘16.7월까지)

2차 51,500 822,000 822,000 - 100
사후관리 중
(‘43.1월까지)

※ 자료：자원순환과



  ◾◾◾◾◾◾◾◾ 제2절  폐기물의 자원화 제2절  폐기물의 자원화

＿ 379

다. 성암매립장 매립가스(LFG) 자원화 사업

생활폐기물 매립장에서는 매립된 각종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가스를 포

집하여 이를 자원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암매립장은 1994년부터 매립을 

시작하여 2014년말 기준으로 총 4,284천㎥의 생활쓰레기가 매립되었으며, 2014년 

포집량은 2,101천N㎥으로 1일 약 5,756N㎥의 매립가스를 성암소각장의 보조연료로 

공급하였다.

본 사업은 약 55억원의 사업비를 전액 민자유치 하였으며, 2001년 7월 착공하여 

2002년 10월 준공 운영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개선 효과와 함께 2014년 

7.8억원의 경영수익을 창출하였다.

라. 성암소각장 스팀공급 사업

생활폐기물 소각장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이

용하여 보일러를 가동하고 스팀을 생산하여 인근기업체의 생산에너지로 공급하는 

잉여스팀 공급사업을 추진하여 중압스팀은 2008년 6월 23일, 고압스팀은 2012년 10

월 14일 준공하였다.

이 사업은 총 76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스팀배관시설 2.4km를 설치하고, 순수저

장탱크, 스팀분배기 설치 등 소각시설 개선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3년 320,009톤 

2014년 349,283톤의 스팀을 ㈜효성 용연공장에 공급하고 각각 105억원, 119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한편, 성암소각장 1,2호기는 중압스팀(16kg/㎠,203℃)을 3호기는 고압스팀(47kg/

㎠, 400℃)을 각각 시간당 35톤씩 생산 공급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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