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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11절절 폐폐기기물물 발발생생 및및 처처리리현현황황

1. 폐기물발생현황

가. 생활폐기물

1990년대 들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점진적으로 감소되어 1일 1인당 생활쓰레기

발생량이1994년에는1.3㎏에서쓰레기종량제(1995년 1월) 실시등으로1999년에는

1.12㎏까지감소되었다가2000년도1.28㎏, 2001년도에는1.33㎏, 2002년에는1.29㎏

으로다소증가된반면전년도대비0.04㎏감소하였다.

우리 시의 1일 생활폐기물1) 발생량은 1994년 1,230톤에서 1999년 1,148톤으로

6.7%가 감소되었으나 2000년도 1,334톤, 2001년도 1,408톤으로써 1994년 대비

각각 8.5%와 14.5%로 증가한반면 2002년도에는 1,382톤으로 전년대비 1.9%감소

하였다.

전체생활폐기물발생량의증가는인구 증가(16천명)와2000년4월부터5톤미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이 생활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증가요인이

되었으며, 쓰레기 종량제를 비롯한 재활용 활성화 등 적극적인 쓰레기 감량화 시책

추진과시민의식 향상으로 실질적으로 배출되는 일반생활폐기물은 감소되고 있으며,

재활용률은2000년36.8%, 2001년38.6%, 2002년도에는40.7%로증가하였다.

특히쓰레기종량제는오염원인자부담원칙을생활폐기물전분야에적용하여처리

비용을 현실화하고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의 분리 배출을 유도함으로써 생활폐기물

감량에크게기여하고있다.

제8 장 폐기물관리

1) 사업장폐기물외의가정, 소규모사업장에서발생되는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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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2. 31)
<그림Ⅲ-8-1> 생생활활폐폐기기물물발발생생 현현황황((재재활활용용포포함함))

*자료: 환경자원과

인구
946 969 994 1,009 1,015 1,024 1,040 1,056 1,065

(천명)

발생량
1,230 1,066 1,056 1,238 1,050 1,148 1,334 1,408 1,382

(톤/일)

1인당
발생량 1.30 1.10 1.06 1.22 1.03 1.12 1.28 1.33 1.29
(㎏/일)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표Ⅲ-8-1> 생생활활쓰쓰레레기기발발생생현현황황((재재활활용용포포함함))
(2002. 12. 31)

주) 1994년인구및발생량은시·군통합전의울주군을포함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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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발생량 1,148 266.0 277.4 85.3 83.8 39.3 109.2 287.2

재활용 382.0 61.0 127.8 9.7 83.8 39.3 31.8 28.5

2000
발생량 1,334 275.1 328.8 118.7 75.5 42.8 120.5 372.6

재활용 491.0 82.1 204.4 16.4 75.5 42.8 37.2 32.4

2001
발생량 1,408.1 271.2 288.4 145.5 68.7 81.7 162.3 390.3

재활용 543.3 104.9 148.2 - 68.7 81.7 79.8 60.0

2002
발생량 1,381.8 269.9 317.9 127.2 68.1 80.9 180.1 337.7

재활용 562.0 135.8 159.4 - 68.1 80.9 84.9 32.9

구 분 계 음식물류 종이류 나무류
고철·

병 류
고무·

기타캔류 플라스틱류

<표Ⅲ-8-2> 생생활활폐폐기기물물성성상상별별현현황황
(단위: 톤/일)

*자료: 환경자원과

나. 사업장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배출량을 지방자치

단체에신고하도록되어있으며, 폐기물의관리는사업장일반폐기물은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폐기물은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관리하고있다.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1996년부터 1998년까지 국가 경제난으로 기업의 가동률이

떨어져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되었다가 1999년부터 IMF 극복에 따른 기업체 경기

활성화로 사업장 폐기물의 1일 발생량이 1999년에 4,452.2톤에서 2000년도 8.3%

늘어난 4,822톤으로 증가하였다가 2001년도에 다시 11.3% 감소한 4,276.2톤이 발

생하였으나, 2002년도에는 제조업체의 경기활성화로 전년대비 13.8% 늘어난

4,867.8톤이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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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8-2> 사사업업장장일일반반폐폐기기물물발발생생 추추이이

*자료: 환경자원과

2002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성상별 1일발생량을보면폐석회및폐석고가

가장 많은 1,531.6톤(31.5%) 발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오니류가 1,516.5톤

(31.2%), 폐주물사가 367.5(7.5%), 연소재 및 분진류가 194.7톤(4.0%), 광재류가

95.8톤(1.9%), 기타 1,161.7톤(23.9%)이발생하였으며, 전년대비 13.8% 증가발생

하였다.

*자료: 폐기물관리과

1998
2,385.7 750.2 374.4 246.4 234.3 88.5 691.9
(100) (31.4) (15.7) (10.3) (9.8) (3.7) (29.1)

1999
4,452.2 1,350.2} 148.3 102.1 156.2 1,350.9 1,244.5
(100) (30.3) (3.3) (2.3) (5.8) (30.3) (28)

2000
4,822 1,479.9 79.5 738.3 145.0 908.0 1,471.3
(100) (30.7) (1.7) (15.3) (3.0) (18.8) (30.5)

2001
4,276.2 1,556.8 109.3 382.3 170.4 1,225.5 831.9
(100) (36.4) (2.6) (8.9) (4.0) (28.7) (19.4)

2002
4,867.8 1,516.5 95.8 367.5 194.7 1,531.6 1,161.7
(100) (31.2) (1.9) (7.5) (4.0) (31.5) (23.9)

연도 발생량 오니류 광재류 폐주물사류 연소재 폐석회
기 타분진류 폐석고

<표Ⅲ-8-3> 사사업업장장배배출출시시설설계계폐폐기기물물성성상상별별발발생생량량
(단위: 톤/일, %)



사업장건설폐기물 1일발생량을 보면 2001년 대비 2002년에는 10.6% 줄어든

2,141.3톤이며, 성상별로는 2001년도와 별차이 없이 폐콘크리트가 1,724.0톤

(80.5%), 폐아스콘이 255.6톤(12.0%), 폐토사가 61.7톤(2.9%), 기타 100.0톤

(4.6%)이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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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155 885.8 138.8 87.6 42.3

(100) (77.0) (12) (7.6) (3.4)

1999
2,477.9 2,161.0 167.1 47.2 102.6

(100) (87.2) (6.7) (1.9) (4.2)

2000
2,462.7 1,874.8 353.9 121.8 112.2

(100) (76.1) (14.4) (4.9) (4.6)

2001
2,395.6 1,792.4 463.8 37.9 101.5

(100) (74.8) (19.4) (1.6) (4.2)

2002
2,141.3 1,724.0 255.6 61.7 100

(100) (80.5) (12.0) (2.9) (4.6)

연도별 계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기타

<표Ⅲ-8-4> 사사업업장장건건설설폐폐기기물물성성상상별별발발생생량량
(단위: 톤/일,%)

*자료: 환경자원과

2. 폐기물처리현황

가. 생활폐기물

2002년 생활폐기물 1일 발생량 1,381.8톤의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매립 483.5톤

(35.0%), 재활용562.0톤(40.7%), 소각 336.3톤(24.3%)으로처리하였으며, 2000년

5월성암생활폐기물소각시설이용과재활용이늘어감에따라매립량이줄어들고있다.

생활폐기물의1일발생량은1997년1,238톤에서5년차인2002년에는1,382톤으로

144톤(11.6%) 증가되었고, 재활용량은 1997년 354톤에서 2002년 562톤으로 208톤

(58.8%)가 증가되었으며 재활용 비율은 1997년 28.6%에서 2002년 40.7%로 계속

증가하고있다.



이러한현상은폐기물발생을억제하기위한시민들의자발적노력과1995년쓰레기

종량제의 전면적 실시 및 폐기물재활용을 위한 행정체제 강화와 홍보의 영향이 크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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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8-3> 생생활활폐폐기기물물처처리리현현황황

*자료: 환경자원과

나. 사업장 일반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은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로분류

되며 처리주체는 자치단체, 처리업체, 자가처리로 구분되며 처리방법에는 매립, 소각,

재활용, 해양투기가있다.

사업장일반폐기물의처리주체별현황을살펴보면 2001년의경우전국적으로 1일

총발생량 204,428톤 중 지방자치단체 2,819톤(1.4%), 자가처리 29,275톤(14.3%),

처리업체에서172,334톤(84.3%)을처리하고있고, 우리시의 경우2002년배출시설

계 폐기물의 1일 발생량 4,867.8톤 중 자치단체 84.0톤(1.7%), 업체처리 4,379.8톤

(90.0%), 자가처리 404.0톤(8.3%)으로 처리되었고, 건설폐기물의 경우 1일 발생량



2,141.3톤중자치단체88.1톤(4.1%), 처리업체1,515.7톤(70.8%), 자가처리537.5

톤(25.1%)으로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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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8-4> 전전국국사사업업장장폐폐기기물물 처처리리주주체체((22000011년년))

<그림Ⅲ-8-5> 사사업업장장배배출출시시설설계계폐폐기기물물처처리리주주체체((울울산산,, 22000022))

<그림Ⅲ-8-6> 사사업업장장건건설설폐폐기기물물처처리리주주체체((울울산산,, 22000022))

*자료: 환경자원과



전국의사업장폐기물처리현황과비교해볼때자가처리는낮은편이나처리업체에

위탁하는비율은높은편이다.

나나 --11.. 배배출출시시설설계계폐폐기기물물

1995년부터 1998년까지 배출시설계폐기물이 계속 감소되다가 1998년 IMF극복

이후부터2000년까지다시증가하였고, 1999년부터해양투기가시작하여계속늘어나고

있음을 알수 있으며, 2002년에는 1일 발생량 4,867.8톤 중 재활용이 2,629.5톤

(54.0%), 해양투기가 1,063.6톤(21.8%), 매립이 967톤(19.9%), 소각이 206.8톤

(4.3%)으로나타났으며, 특이한것은해양투기가재활용에이어두번째로많은양이

처리되고있음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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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22.. 건건설설폐폐기기물물

건설폐기물 처리현황을 보면 1999년 1일 총 발생량 2,477.9톤 중 재활용이

1,556.2톤 (62.8%), 매립이 904.8톤(36.5%), 소각이 16.9톤(0.7%)이었고 2002년

에는 1일발생량 2,141.3톤중재활용이 2,005.0톤(93.7%), 매립이 113.4톤(5.3%),

소각이 15.8톤(0.7%), 해양투기가 7.1톤(0.3%)으로 처리되어 1999대비 처리율

<그림Ⅲ-8-7> 연연도도별별사사업업장장((배배출출시시설설계계))폐폐기기물물처처리리 추추이이

*자료: 환경자원과



면에서 보면 재활용이 30.1% 증가되었고, 매립은 31.2% 크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은 국가의 재활용정책에 힘입어 점차 재활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고있어자원재활용측면에서바람직한현상이라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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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사업장폐기물중지정폐기물의 1일 발생량을살펴보면 1998년도에 830.8톤 기점

으로계속늘어2000년도에는1998대비22.9%가늘어났으나2001년도에다시2000년

대비4.5% 감소한973.7톤으로나타나고있다.

지정폐기물의처리주체별로는 1997년도 지정폐기물 1일 발생량 913.4톤 중 자가

처리가 4.0%에불가하였으나점차적으로늘어나 2001년도에는 20.7%로 5배가늘어

났으며, 위탁처리중재활용처리가가장많은288.8톤이며, 다음이중간처리180.3톤,

해양투기162.8톤, 최종처리128.5톤순으로처리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림Ⅲ-8-8> 사사업업장장건건설설폐폐기기물물처처리리현현황황

*자료: 환경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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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913.4 36.6 875.9 155.0 96.6 77.1 531. 15.8 - 0.9

1998 830.8 88.3 740.1 175.6 100.5 6.6 449.7 7.7 - 2.4

1999 869.8 101 763.6 184.3 145.1 48.0 300.5 0.7 84.9 5.3

2000 1,019.9 249.4 768.7 214.0 243.7 41.4 247.5 2.4 19.7 1.8

2001 972.5 201.4 770.0 288.8 180.3 128.5 162.8 0.4 9.2 1.1

연도
발생량

자 가
위 탁 처 리

보관량 처 리 소계
재생 중간 최종 해양 공공

기타

보관량

처리 처리 처리 투기 처리

<표Ⅲ-8-5> 지지정정폐폐기기물물발발생생량량및및 처처리리량량현현황황
(톤/ 일)

*자료: 환경자원과

제제22절절 폐폐기기물물 관관리리대대책책

1. 폐기물관리체계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은생활폐기물과사업장폐기물로나누어지고사업장폐기물

은다시지정폐기물과사업장일반폐기물로나누어진다.

2) 원자력법에의한방사성물질및이에의하여오염된물질과의료법에의한적출물등과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에의한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대하여는이를적용하지아니하며, 폐기물처리에있어해역배출에관하여는해양오염방

지법이정하는바에의한다.

<그림Ⅲ-8-9> 폐폐기기물물분분류류체체계계2)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가정, 소규모사업장에서발생되는폐기물
사업장에서발생하는생활폐기물

공장, 대형유통센터, 건설현장 등사업장에서
발생되는폐기물

지정폐기물이아닌폐기물

폐유, 폐산등유해한폐기물

사업장
일 반

지 정

(전년도이월
량 제외)



국가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광역시장은 구청장·군수에대하여폐기물처리가충실하게이루어지도록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안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하고,

구청장·군수는생활폐기물의수거·운반 및처리방법의개선과주민·사업자의청소

의식함양과폐기물발생억제를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또한,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한다.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원칙은 원천적인 발생억제 및 감량이 최우선이며 재이용,

재활용, 에너지회수, 소각, 매립의순서로우선순위를가진다. 

또한, 일반적으로발생억제부터에너지회수까지를“감량화”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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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환경자원과

<그림Ⅲ-8-10> 폐폐기기물물처처리리우우선선순순위위

발생억제

감 량

← 감 량 화 →

⇒ ⇒ ⇒ ⇒ ⇒재이용 재활용 에너지회수 소 각 매 립

이러한 기본원칙 하에 생산단계에서는 사업장폐기물 감량화제도, 제품의 환경성

제고를 위한 부담금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통단계에서는 과잉·과대포장규제,

리필제품생산권고제도, 포장폐기물의감량화제도등을운영하고소비단계에서는쓰레

기종량제, 1회용품사용억제시책등을추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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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8-11> 폐폐기기물물관관리리개개념념도도

*자료: 환경자원과

생산단계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폐기물부담금

○폐기물예치금

⇒ ⇒ ⇒

유통단계

○과잉·과대포장

규제

○리필제품생산

권고

○포장폐기물

감량화

소비단계

○쓰레기종량제

○1회용품사용

규제

처분단계

○폐기물보관·

운반기준

○폐기물처리

시설·관리기준

생산, 유통, 소비단계에 걸쳐 감량·재활용되지 않고 매립·소각되는 폐기물을

처분단계에서 수질·토양·대기 등의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폐기물보관·운반기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관리기준을설정운영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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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등의우선순위로폐기물감량화를시도하여야하며최종적으로소각, 매립하여야

한다.

2. 폐기물감량화및자원화

가. 생산단계에서의감량화및자원화

1995년 8월에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발생억제를위한조치를취하도록법제화하고1996년12월에「사업장폐

기물감량화지침」을통합고시함에따라산업부문별사업자단체가중심이되어감량화

기법및공정개선, 재활용등의방법으로생산과정에서발생되는폐기물을감량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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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통과정에서의감량화및자원화

제품의 유통을 위하여 사용되는 포장재의 소비량은 연간 560만톤으로 추정되며

이양은생활폐기물발생량의42%에해당된다.

이러한 포장폐기물은 전국적으로 매년 7.8%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불필요한

포장재는줄이고재이용이가능한포장으로변경하거나재활용이용이하도록포장재를

생산하고효과적인재활용시스템을구축하여충분히감량화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현행「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9조」와「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에근거하여포장재질·포장방법(포장공간 비율및포장횟수),

PVC 및 발포스틸린계 포장재 사용제한, 리필 제품 생산권고, 포장폐기물감량화 제도

등을운영하고있다.

또한1995년 8월에는가전제품완충용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연차별감량화목표

율을 포함한「가전제품포장용합성수지재질완충재감량화지침」을 고시하였으며 1997년

7월에는음식료품등에사용되는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연차별감량화목표율을부여

하는「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연차별감량화지침」을고시한바있다.

다. 소비단계의감량화및자원화

다다 --11.. 쓰쓰레레기기종종량량제제

쓰레기종량제는쓰레기배출량에따라배출자에게폐기물처리비용을부담토록하여

쓰레기발생을억제하고재활용품의분리배출을촉진하는경제적유인책이다.

쓰레기종량제는1995년1월1일부터전국적으로시행되어종전의재산세나건물의

면적등에의한정액부과방식의쓰레기수거수수료부과체계를쓰레기발생량에따라

부과하는체계로전환하였다.

2000년 4월부터 폐기물관리법 개정시행으로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생활

폐기물로 분류되었고 2001년도의 소규모공사의 활성화로 인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증가로 1일 발생량이 1,408톤으로 2000년도에 비해 74.1톤(5.6%)이 증가하였으나

지속적인쓰레기감량화추진등으로2002년도에는1일발생량이1,382톤으로써지난해



대비하여 26톤(1.9%) 감소하였으며 재활용률은 1일 562톤으로써 18.7%(2001년

543.3톤/일) 증가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수거 홍보 등으로 재활용률은 매년 증가

하고있다.

2002년 생활폐기물의 1일 재활용량이 562톤으로써 성상별로 살펴보면 재활용이

쉬운 종이류가 전체의 28.4%인 159.4톤, 음식물류가 24.2%인 135.8톤에 이르고

있으며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가동과함께2003년상반기부터전세대및음식점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수거를 실시하여 사료·퇴비화 등으로 재활용하게

되어음식물류의재활용량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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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종량제와관련하여특기할사항은1996년3월15일및7월1일, 2차에걸쳐

쓰레기수거방식을후진국형의“주민상차식”에서선진국형의“문전수거식”으로개선하여

맞벌이부부 및 자영업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쓰레기 운반시 상차시켜야 하는 시민

불편을해소하였다.

재활용량 562.0 159.4 135.8 53.4 14.7 80.9 84.9 32.9

구성비 100% 28.4 24.2 9.5 2.6 14.4 15.1 5.8

구분 계 종이류 음식물 고철류 캔류 병류 프라스틱 기타

<표Ⅲ-8-6> 22000022년년 생생활활폐폐기기물물재재활활용용현현황황

*자료: 환경자원과

○중구: 염포,양정,효문,송정,진장,병영1,2동, 다운동
○남구: 신정1,4,5동, 달동, 무거2동, 옥동, 야음1,2동
○동구·울주군: 전지역

○위지역이외의여타지역

1996. 3. 15(1차) 부분실시

전면실시1996. 7.  1(2차)

시 기 대 상 지 역 비 고

<표Ⅲ-8-7> 쓰쓰레레기기 문문전전수수거거방방식식개개선선현현황황
(단위: 건)

*자료: 환경자원과



또한쓰레기감량에따른잉여인력과장비를재활용품수집·운반분야에투입하는

등재활용품수거행정을개선하고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련된 인력 및 장비 현황을 살펴보면 구·군에서 직접

운용하는 인력은 총 518명이고 장비는 차량 110대를 포함하여 총 356대의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청소 대행업)의 인력은 22개 업체에 191명,

장비는차량195대를포함총203대의장비를보유하고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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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 --22.. 재재활활용용품품처처리리

가정에서배출된쓰레기중재활용가능한것은선별·집하장으로보내져선별되고

선별된재활용가능품은한국자원재생공사나민간재활용업자에게보내진다. 재생공사나

민간업자는재활용가능품들을재생공장이나재생업체에보내어재활용제품을만들어

낸다.

3)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청소대행업체)의영업구역, 장비등자세한사항은부록폐기물처리업체현황참조

계계 770099 554466 116633 555599 330055 44 225500

소 계 518 450 68 356 110 - 246

중 구 126 103 23 168 40 - 128

직영 남 구 163 146 17 83 27 - 56

동 구 114 95 19 48 28 - 20

북 구 57 48 9 47 15 - 32

울 주 군 58 58 - 10 - - 10

대행 22개 업체 191 96 95 203 195 4 4

구분 구·군별업체
인 력 장 비

계 미화원 운전원 계 차량 중장비 손수레

<표Ⅲ-8-8> 생생활활폐폐기기물물청청소소인인력력 및및 장장비비
(2002. 12. 31)

*자료: 환경자원과



재활용률을 높이고 선별·분리과정의 비용과 인력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부터 분리배출이 가능한 품목을 숙지하여 철저하고 세심하게 분리·배출하는 것이

무엇보다중요하다. 재활용품의분리배출가능품목은표Ⅲ-8-9와같다.

생활폐기물의재활용품을효율적으로처리하기위하여재활용집하·선별장, 재활

용품상설교환판매장등재활용촉진을위한기반시설을확충할계획이다.

재활용제품을원재료로한제품의경제성을높이기위하여공공기관의재활용제품

의무구매제도, 재활용품상설교환판매장운영등을통하여재활용품사용에대한인식을

전환하고재활용품거래활성화를추진중에있다.

재활용품의 처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배출자에게만 처리

부담을지우던것을 2003년 1월부터생산자에게재활용의무를부과하는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를시행할계획이다.

생산자재책임활용제도는 현행 예치금제도에서 재활용품 처리가 경제적 요인에

의존하던것을생산자에게직접재활용의무를부과하여제품을생산하는생산자가생산

단계에서부터재활용이용이한제품을설계하고, 제품의판매경로를역이용하여신제품

구입시 폐기물로 배출되는 같은 종류 제품을 회수하는 제도이다. 폐가전제품, 폐형광

등, 폐타이어의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시범사업을서울, 경기도일부지역에서추진중에

있으며, 우리시도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본격시행되면재활용품수거체계정비등을

통하여시행할계획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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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이 류

병 류

고 철 류

캔 류

플

라

스

틱

류

신문지, 책,  종이상자류, 달력, 

포장지, 우유팩등

음료수병, 술병, 드링크병

공구, 철사, 철판, 양은,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구리등

음·식료용캔, 방충용캔, 부탄가스

용기등

콜라·환타병·생수병등음료수병, 

식용유병, 장류병등

발포폴리스티렌(ESP) 포장재

요구르트병, 세제용기, 우유병, 

김치통등가정생활용품류,   

음료수병상자등

비닐코팅된종이류, 테이프, 스프링

등이물질이함께붙어있는책자

유백색병, 식기, 도자기류, 폐형광등

(2003 분리배출), 판유리, 거울등

고무, 플라스틱등이부착되어있는

제품

페인트, 오일등유해물질이묻어

있는캔등

불투명한병등

발포폴리프로필렌(EPP)·발포

폴리에틸렌(EPE) 포장재,

1회용컵라면용기, 1회용도시락, 수산

양식용폐부자, 건축용단열재, 이물질

이많이묻어있거나타재질로코팅된

폐스티로폼등

단추·재떨이·식기등 열에잘녹지

않는제품, 파이프, 전선, PVC류제품,

비닐봉지, 과자·라면봉지, 우산대,

계란받침대, 보행기, 전화기, 

두부포장용기, 옷걸이등

기 본 품 목 분리배출이되는세부품목 분리배출이안되는세부품목

<표Ⅲ-8-9> 분분리리배배출출가가능능품품목목예예시시

*자료: 재활용가이드북(한국자원재생공사, 1997. 6)

페
트
병

스
티
로
폼

기
타



다다 --33.. 재재활활용용촉촉진진을을위위한한기기반반시시설설

구·군별1개소씩재활용집하·선별장을운영하면서재활용촉진을유도하고있다.

제Ⅲ부환경보전대책21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남구 달동(933㎡), 울주군 온산읍(125㎡) 2곳에 재활용품

상설교환판매장을위탁·운영해오다가남구달동의재활용품상설교환판매장은2000년

6월3일자위탁이종료되었으며, 2001년 9월에북구연암동에매장면적561㎡규모의

재활용품상설교환판매장을 개설하여 민간위탁 운영중이며, 상설교환판매장의 운영실

적은1998년부터감소되는실정이다.

향후재활용품상설교환판매장을추가로확충하고재활용을활성화하기위한다양한

시책을개발할계획이다.4)

재 활 용

선 별 장

재활용 품

상설교환

판 매 장

중구 성안동60B-3.4N 1,808 562
270

1999. 2. 12
(시135, 구135)

남구 야음동370-6 821 336 91 1994. 4.  6

동구 방어동80-14 1,021 300 61 1994. 4.  8

북구 연암동1049-4 1,330 265 409 1994. 6. 10

울주군 온산읍화산리449 1,432 266 33 1994. 4. 13

북구 연암361-1 592 561
256

1901. 9.  1(시128, 구128)

울주군 온산읍덕신리36-4 125 125 25 1996. 3. 15

구 분 소 재 지
면 적(㎡) 사 업 비

비 고
대 지 건 물 (백만원)

<표Ⅲ-8-10> 재재활활용용집집하하··선선별별장장 및및 상상설설교교환환판판매매장장

*자료: 환경자원과

4) 재활용시장의거래는국민총생산(GNP) 추계에포함되지 않으나국민들의후생이높아지게되므로실질적으로국민소득을

높이는결과를가져온다. 따라서재활용시장의활성화는자원의절약및환경보전에이바지함과동시에국민복지증진에도기여

하게된다. 



다다--44.. 11회회용용품품사사용용규규제제

식품접객업소, 목욕장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하여 대상

업소를조사하여사용억제를유도하고있다. 우리시의경우식품접객업소14,047개업소

등총18,131개업소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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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식물쓰레기감량및자원화

음식물쓰레기발생량은2001년1일271.2톤에서2002년1일269.5톤으로0.6%가

감소하였으나재활용률은38.7%에서50.4%로증가하였다.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시 2차 오염의 원인인 침출수를 발생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소각시소각효율을떨어뜨리는결과를가져온다. 이러한음식물쓰레기를줄이기위하여

언론매체등을통한홍보및시민의식개선으로많이줄어들고있으나아직까지는미흡한

실정이다.

환경부에서는 1994년부터음식물쓰레기를대량으로발생시키는집단급식소, 식품

접객업소등에대하여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대상사업장으로정하고음식물쓰레기를

줄이도록하고있으며동대상범위를꾸준히확대하여왔다.

계 18,131 14,047 356 267 626 181 837 1,220 597

중 구 3,214 2,444 35 72 128 42 104 286 103

남 구 6,978 5,561 116 95 290 57 230 335 294

동 구 3,176 2,458 61 40 84 26 250 218 39

북 구 1,700 1,358 69 22 28 20 5 142 10
울주군 3,063 2,226 75 38 96 36 202 239 151

구 분 계 식품접객 집 단
목욕장 숙박업 대형 소형 즉석판매 및

기타업 소 급식소 판매 판매 식품제조가공업

<표Ⅲ-8-11> 11회회용용품품사사용용규규제제대대상상업업소소현현황황
(2002. 12. 31)

*자료: 환경자원과



1998년 1월 1일부터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수가대폭늘어나게됨에따라

우리시에서는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에대한현황을파악하여관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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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현황은 집단급식소 316개소, 음식점 1,192개소,

대규모점포13개소등총1,535개소가있으며구·군별로는남구가705개소로가장많다.

1994. 9. 1
1일평균연급식 객석(객실포함)면적1,000㎡

인원3,000인이상 이상의일반음식점영업

1997. 7. 19
1일평균연급식 객석(객실포함)면적600㎡이상

호텔·휴양콘도미니엄
인원1,000인이상 의휴게및일반음식점영업

1997. 10. 1
1일평균연급식 객석(객실포함)면적330㎡이상

"인원500인이상 의휴게및일반음식점영업

1일평균연급식 객석(객실포함)면적100㎡이상
대규모점포,농수산물도매

1998. 1. 1
인원100인이상 의휴게및일반음식점영업

시장·농수산물공판장

관광숙박업

시행시기
감량의무대상사업장

집단급식소 음 식 점 기타사업장

<표Ⅲ-8-12> 음음식식물물쓰쓰레레기기 감감량량의의무무대대상상사사업업장장범범위위

계 1,535 316 1,192 13 8 6

중 구 136 35 94 5 2

남 구 705 107 584 4 4 6

동 구 200 29 168 1 2

북 구 179 63 114 2

울주군 315 82 232 1

구분 계 집단급식소 음식점 대규모점포 호텔·콘도
농수산물
도매시장

<표Ⅲ-8-13> 음음식식물물쓰쓰레레기기감감량량의의무무사사업업장장현현황황
(2002. 12. 31)

*자료: 환경자원과



2005년부터음식물쓰레기의직매립이금지됨에따라우리시에서도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위하여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설치를추진중이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은 총 사업비 123억 7,300만원(국비 3,665백만원,

지방비 등 8,708백만원)을 투자하여 구·군별로 처리시설을 설치 추진 중에 있다.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이완료되면매립시발생할수있는2차오염(침출수, 악취등)

방지 및소각시설의소각효율증대뿐만아니라음식물쓰레기재활용률향상에도크게

기여하게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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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생활쓰레기를처리하는대표적인방법으로는소각과매립이있고각각의장·단점이

있으나좁은국토현실및폐기물처리우선순위를감안할때매립보다는소각이우선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2002년도에는 매립과 소각을

약6:4의비율로처리하였다.

•시설규모: 

80톤/일×1기

50톤/일×1기

40톤/일×1기

30톤/일×1기

12,373

•시설규모: 

50톤/일×1기

40톤/일×1기

5,603

•시설규모: 

80톤/일×1기

(증설)

30톤/일×1기

6,770

계 2002년까지 2003년이후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표Ⅲ-8-14> 음음식식물물쓰쓰레레기기공공공공처처리리시시설설설설치치현현황황
(단위: 백만원)

*자료: 환경자원과



가.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날로어려워지는매립장부지확보난에따라기존매립장의매립가용연수를연장

하고폐기물을위생적으로처리하기위하여성암매립장부지내에생활폐기물소각시설을

건립하여2000년5월부터 가연성폐기물을처리(소각)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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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활폐기물매립장

우리시의생활폐기물매립장은삼산, 온산, 성암3개소가있으며2002년12월31일

현재성암매립장과온산매립장을사용중이다.

매 립

소 각

·위생적으로안전

·생화학적으로안전

·폐열회수활용가능

·폐기물부피감소

·건설비및유지비과다

·고급기술필요

·가연성물질분리수거 및

전처리시설필요

·발전(전기)

·온수및스팀

·처리비저렴

·일시대량처리가능

·매립가스회수가능

·고급기술불필요

·매립지확보곤란

·장기적국토이용제약

·수질, 토양오염유발

·악취발생

·매립가스

방 법 장 점 단 점 부 산 물

<표Ⅲ-8-15> 폐폐기기물물처처리리방방법법의의장장··단단점점

*자료:  환경자원과

울산광역시 남구성암동

생활폐기물 150-1 400톤/일 122천톤/년 45명 민간위탁운영

소각시설 (200톤×2기)

시설명 소재지 시설용량 연간소각량 운영인력 관리방법

<표Ⅲ-8-16> 생생활활폐폐기기물물소소각각시시설설현현황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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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3,592,370㎥을 매립하였으며, 당시에는 위생처리 하지 않고 단순 매립하였기

때문에침출수발생등으로인한2차환경오염의우려가있어1999년1월부터2001년

4월까지 5,499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매립장 안정화 사업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있다.

온산매립장은1992년9월1일부터1995년12월31일까지울주군지역에서발생한

생활폐기물 197,777㎥를 매립하였고, 1996년부터 1999년까지 108억 9,800만원의

사업비로822,000㎥의매립장을확장하여2001년1월부터공사장생활폐기물(5톤미만

주택소수리등)을매립하고있다.

성암매립장은삼산매립장매립종료이후우리시의주매립장으로서1994년4월1일

부터 매립하여 2002년말 현재 잔여매립 가능용량이 1,332,004㎥이며, 매립기한은

2010년으로 온산매립장 확장 및 생활폐기물소각시설 가동으로 당초 계획보다 매립

기한이연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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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755,912

8,867,289 6,822,445 2,044,844
(511,090)

삼산
426,334

3,592,370 3,592,370 - 사용종료
(275,612)

41,315
197,777 197,777 - 사용종료

온산
(41,315)

86,487
822,000 109,160 712,840

(51,500)

성암
201,776

4,255,142 2,923,138 1,332,004
(142,663)

구 분 매립장면적 매립용량(㎥)
비 고

(㎡) 계 기매립 잔여

<표Ⅲ-8-17> 생생활활폐폐기기물물매매립립장장현현황황

※(   ) 는순매립면적임.



다. 성암매립장가스(L.F.G) 자원화사업

생활폐기물매립장에서는 매립된 각종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매립가스가 발생하게

되어악취가나고때로는가스폭발등의위험도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매립가스를 단순하게 포집하여 소각 처리하여 왔으나, 우리

시에서는에너지재활용차원에서성암생활폐기물매립장가스자원화사업을시행하였

으며, 이사업에소요된55억원의사업비전액을민자유치로2000년11월에착공하여

2002년10월에준공하였으며, 환경개선의효과와함께연간8천만원정도의세수증대로

향후10년간민간위탁후시직영으로운영할계획이다.

5. 폐기물처리업체현황및관리대책

가. 폐기물처리업체현황

관내폐기물처리업체현황을살펴보면총116개의업소가있으며, 그중남구에50개

업소로전체의43.1%로집중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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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16 93 22 35 36 14 9

중 구 16 16 6 6 4 - -

남 구 50 37 4 15 18 6 7

동 구 7 7 5 1 1 - -

북 구 11 11 4 2 5 - -

울주군 32 22 3 11 8 8 2

구 분 총 계
수집운반업 중 간 최 종

소계 생활 건설 사업장 사업장리업 처리업

<표Ⅲ-8-18> 폐폐기기물물처처리리업업체체현현황황
(2002. 12. 31)

*자료: 환경자원과



업종별로는폐기물수집·운반업93개소, 중간처리업14개소, 최종처리업9개소가

있다.5)

폐기물 중간 및 최종처리업체의 사업장 분포를 보면 남구에 13개업체, 울주군에

10개업체가있으며중구, 동구, 북구에는폐기물처리업체가없다.

나. 폐기물처리업체관리대책

폐기물의 적정관리와 친환경적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점검규정」에의거폐기물처리업체에대한정기또는수시지도·점검을실시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업체 점검시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단속실명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연1회민간단체(환경단체)와화재예방을위하여소방서와합동점검을실시하고

있다.

특히 최종처리업의 경우 매립에 의한 침출수 등의 2차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철저한지도·점검을하고있으며, 사후관리업체에대하여도철저히관리하고있다.

2002년도 150개폐기물처리업체에대한정기및수시점검으로위반업소9개소를

적발하여허가취소및영업정지등행정처분과함께1,000만원의과태료를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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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9 2 3 2 (2) 13
3건

10,000천원

점검대상 위반업소

조 치 내 역

허가취소 영업정지 고발
시정명령등

과태료부과기 타

<표Ⅲ-8-19> 22000022년년 폐폐기기물물처처리리업업체체지지도도··점점검검실실적적

※(  )는병과처분

※자료: 환경자원과

5) 폐기물처리업체에대한자세한사항은부록폐기물처리업체현황참조





● 제1절 유해화학물질 관리현황

● 제2절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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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11절절 유유해해화화학학물물질질 관관리리현현황황

1. 화학물질관리체계

현재 전세계적으로 약 10만 여종의 화학물질이 상업적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매년

2,000여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개발되어 상업화되고 있으나 일부 화학물질은 개발

목적에반해 환경이나인체의건강에크게해를주고있다. 국내에는현재36,000여종의

단일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으며 매년 약 200여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수입 또는

개발되고있다.

화학물질 중 신규화학물질은 유해성심사를 하고 기존 화학물질은 안전성시험을

통하여그독성등유해성정도가일정기준이상이면유독물로지정·관리되고있으며

유독물중에서도그유해성이크면특정용도에만사용하는취급제한유독물과제조·

수입·사용을금지하는 물질로분류하고있다. 그리고급성독성등의시험에서는유독

물에해당하지아니하나만성독성등이우려되는물질은 관찰물질로지정하여일정기간

동안유독물로의지정여부를검토하는제도를운영하여화학물질의안정성을확보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유독물은 537여종에 이르며 유독물중

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심각한위해를미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4종은제조, 수입,

사용을제한하는취급제한유독물로지정하여그용도를제한하고있다.

2. 유독물관리현황

유독물을제조·판매·사용등을하고자하는자는유독물로인한국민보건또는

환경보건상의위해가발생되지않도록하고유독물의적정관리를위해일정한시설·

장비를갖춘후영업을할경우에는소재지관할시·도지사에게등록하도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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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말 현재 관내 유독물 등록업소수는 총 349개소이며 이 중 국가산업단지

내에254개소, 산업단지외에95개소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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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26 35 65 8 9 109 -

1997
공단내 127 23 25 6 1 72 -

온산공단 51 11 11 2 - 27 -

공단외 48 1 29 - 8 10 -

계 251 37 73 8 12 117 4

1998
울산공단 137 25 25 6 1 76 4

온산공단 57 11 11 2 2 31 -

공단외 57 1 37 - 9 10 -

계 262 37 85 8 11 117 4

울산공단 137 25 26 6 1 75 4
1999

온산공단 57 11 11 2 2 31 -

공단외 68 1 48 - 8 11 -

계 300 43 89 6 21 137 4

2000 공단내 218 41 38 6 5 124 4

공단외 82 2 51 - 16 13 -

계 292 43 87 4 19 135 4

2001 공단내 202 41 30 4 2 121 4

공단외 90 2 57 - 17 14 -

계 349 48 111 13 24 148 5

2002 공단내 254 46 49 13 6 135 5

공단외 95 2 62 - 18 13 -

구 분 계 제조 판매
보관

운반 사용 취급제한
저장

<표Ⅲ-9-1> 유유독독물물영영업업자자 현현황황

*자료: 환경관리과



유독물로인한국민보건또는환경보전상의위해를방지하기위하여유독물사업장

및관련시설물에대한정기·수시점검을실시하고있으며, 사업장에서원료로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누출량을줄이고환경오염을예방하기위하여환경부에서는유해화학

물질배출량보고제도를실시하고있다.

제제22절절 유유해해화화학학물물질질 관관리리대대책책

1. 유독물질의안전관리

유독물 취급업소의 유독물관리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유독물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있으며유독물로인한사고발생시인명, 재산피해의심각성을부각시켜당해

사장으로 인하여 생활주변에 위해가 없도록 유독물 관련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수시

점검하고있을뿐만아니라취급부주의로인한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사업자가종업

원에대한 교육및자체점검을실시하도록하고있다.

화학공장 등의 화재·폭발사고와 관련하여 유사시 각종 오염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제를구축하는등유독물안전사고에대비하고특히우리시에는대규모석유화학

공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므로 유독물 유출사고 예방 및 수습체계가

수립되어있다.

유독물유출사고의대부분은수송과정에서발생하고있는바이를예방하기위해서는

유독물 안전운행 수칙을 마련하고 운반차량의 운전자 등 종사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필요하다. 

또한 연 2,000톤 이상의 유독물 취급업소는 자체방제계획 수립과 누출시 피해가

큰 가스상 유독물영업자의 안전관리규정 작성을 의무화하였다. 아울러 기존 2종의

유독물표시방법을건강장해, 환경유해성등10종으로세분화하고개별물질별로취급시

주의사항을기재토록하여취급자의안전관리를도모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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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독물영업자지도·점검

유독물로 인한 사고는 유독물이 지니고 있는 특성상 그 피해가 막대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독물사업장 및관련시설물에대한정기·수시점검을하고있으며이를통하여유독

물의 안전관리를유도하고있다. 2002년도의경우329개업소를점검하고12개업소를

적발하여행정처분 및고발조치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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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구축

환경부에서는화학물질다종다량화에따른대형사고및노출위험이증가되고『환경

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ESSD)』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유해화학

물질의사용량및배출량저감활동”이갖는중요성이국내외적으로크게부각됨에따라

국제사회에서의주도적참여를위한국내기반조성을위하여화학물질관리의종합적,

체계적개선을추진하고있다.

1996년 47 11 9 - - 2 120만원

1997년 49 8 2 - 6 - 240만원

1998년 53 1 1 - - - 60만원

1999년 62 2 1 - - 1 -

2000년 51 1 - - - 1 -

2001년 87 8 2 - 5 1 100만원

2002년 329 12 5 3 4 (4) 180만원

구분
점 검 위 반

조 치 내 역

업소수 업소수 개선명령
조업정지 경고등 고 발 과태료

및폐쇄 기 타 (병과)

<표Ⅲ-9-2> 유유독독물물영영업업자자지지도도··점점검검현현황황

*자료: 환경관리과



사업장에서제조, 사용하는유해화학물질이누출되어환경(대기, 수역, 토양)중으로

배출되는양을파악하고제품이나원료의누출손실량을기업이자율적으로줄임으로

써기업생산성을향상시킬뿐만아니라환경오염을최소화하여OECD의PRTR 규정을

이행하기위하여화학물질배출량보고제도를도입하여추진하고있다.

또한 화학물질의 위해성 관리대책 수립을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전국 3만여 화학

물질의 제조·수입·사용 및 유통량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각 시·도에 배포하여 자치단체의 화학물질 관리에 많은

도움을줄것으로기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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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토양환경현황

●제2절토양환경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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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11절절 토토양양환환경경 현현황황

1. 토양오염이란

토양오염이란오염된용수및대기에의하여토양이오염되는현상을말하며, 이는

인간생활의 결과로 생겨난 화합물이 토양에 유입되어 환경구성 요소로서의 토양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토양오염에 대한 인식은 우리나라는 물론 여러

선진국들도 수질, 대기보다 뒤늦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나 토양오염으로 인한 재해

때문에관심이점점고조되고있다.

종래에는 농경지에서 토양오염이 그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일단 농경지에

농약에 의한 토양이 오염되면 생육되는 농작물에 오염물질이 흡수되어 궁극적으로

사람에게섭취됨으로써인간의건강에 해를미치기때문이다.

근래에는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매연, 분진, 도시하수, 석유류, 유독물,

공장폐수, 폐기물, 매립지 침출수 등 각종 유해물질이 토양오염의 주범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토양오염은대기오염에비해그오염범위및정도가쉽게파악되지않는다.

지하에분포되어있는오염물질의위치및농도를완전히파악하는것은현재의기술이나

여건으로는어려운실정이다. 

2. 토양오염물질

우리나라의 토양환경보전법에는 토양 중에서 분해되지 않고 오랫동안 잔류하는

물질로써사람의건강에악영향을미치는중금속, 석유류, 농약, PCB, 기타 독성물질

(CN, 페놀) 등을 토양오염물질로지정하여관리하며, 각오염물질에대하여우려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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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기준으로구분하여관리하고있다.

3. 토양환경관리체계

토양환경관리는토양오염의예방을위한사전관리와오염된토양을복원하는사후

관리로구분하여시행하고있으며토양의오염관리는오염의개연성이높고위해가심한

물질을상시취급하는시설을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지정하여관리하는한편, 비지정

오염원에대하여는토양측정망에포함시켜관리하고있다.

오염판단의 기준은 토양오염우려기준과 토양오염대책기준이 있으며, 그 기준은

농경지를 포함하는“가”지역과 공장·산업지역을 포함하는“나”지역으로 구분하여

달리설정하고있다.

오염토양의개선사업은오염원인자가그비용을부담하여시행하며오염으로인한

피해에대하여는무과실책임원칙을적용하고있다.

4. 토양오염물질과기준

중금속8종(Cd, Cu, As, Hg, Pb, Cr+6, Zn, Ni),  유류(BTEX, TPH), 유기인화

합물, PCB, 페놀, 시안등17개항목을토양오염물질로지정하여관리하고있다.

토양오염의우려기준은사람의건강·재산이나동물·식물의생육에지장을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을 말하며, 토양오염대책기준은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건강및재산과동·식물의생육에지장을주어서토양오염에대한대책을필요로

하는토양오염의기준을말한다.

5. 토양측정망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안에 토양측정망을 설치하여 토양오염도를

연 1회조사하고그결과에따라필요한조치를하고있다.

토양측정망운영결과토양오염우려기준을초과한지역에대하여는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고그결과에따라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 오염토양개선사업등을시행한다.

제Ⅲ부환경보전대책41



2002년말현재우리시관내의토양측정망은전국망28개지점,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역망) 65개지점이운영되고있다.

6. 토양오염유발시설

석유류에해당하는인화성액체를제조, 저장·취급등을목적으로설치한저장시설

로서총용량이2만ℓ이상인시설과유독물제조·판매·보관·저장·사용업의 등록을

받은업체등이설치한저장시설을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관리하고있다.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자는토양오염방지시설을설치하여야하며시설부지및

주변토양에대하여는정기적으로토양오염검사를받고그결과를보존하여야한다.

공단내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은 주유소 269개, 산업시설 125개, 기타(난방시설

등) 66개업소가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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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전국토양오염실태파악 지역내토양오염실태파악

설치지점 토지용도별(28지점) 오염우려지역별(65지점)

측정주기 매년1회 매년1회

주 관 환경부(지방환경관리청) 울산광역시(구·군)

구 분 전 국 망 토양오염실태조사(지역망)

<표Ⅲ-10-1> 울울산산 토토양양측측정정망망운운영영체체계계

*자료: 환경관리과*자료: 환경관리과

1) 토양오염유발시설대상범위는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제3조[별표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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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269 125 124 1 66

업소수 주유소
산업시설 기타

소계 석유류 유독물 (난방시설등)

<표Ⅲ-10-2> 특특정정토토양양오오염염유유발발시시설설현현황황
(2002. 12. 31)

*자료: 환경관리과

토양오염방지시설을설치하지아니하거나토양오염도검사결과가우려기준을초과

하는경우에는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자에게1년의 범위의기간을정하여시정명령을

내리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오염의 정도가 우려기준 이내로 내려가지

아니한경우에는토양오염유발시설의사용중지명령을내린다.

7. 복원및사후관리

토양의오염도가대책기준을초과한지역은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지정할수있으며,

토지의 이용 시설의 설치 등을 제한하여 오염의 심화와 확산을 예방하고 오염토양

개선사업을시행할수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토양보전대책지역의오염토양복원을위한오염토양개선사업의

전부또는일부의실시를오염원인자에게명할수있다. 오염원인자가존재하지아니

하거나사업의실시가곤란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시·도지사가실시하여야한다.

제제22절절 토토양양환환경경 관관리리대대책책

1. 토양오염관리추진방향

토양환경보전법에서기존문제점으로지적되어온토양오염조사체계, 특정토양오염

유발시설관리, 오염원인자책임한계등이대폭개선되었으나종합적이고실효성이있는

토양환경관리체계를마련하기위해서는토양환경보전법적용범위의확대, 토양복원과



관련된안정적인재원확보, 토양오염신고제도신설등이필요한실정이다.

가. 토양오염우려지역실태조사추진

1997년부터토양오염이우려되는폐금속광산에대하여매년토양정밀조사를실시

하고있고, 전국에산재해있는군용관련시설지역, 산업시설지역, 폐금속광산및비위생

폐기물매립지등토양오염우려지역에대하여 2000년 11월부터연차적으로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토양오염우려지역에 대하여 매년 토양오염 실태조사계획을

세워지속적으로토양오염조사사업을추진하여나갈계획이다.

나. 토양오염관리강화

폐기물 매립지, 폐광산지역 등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을 포괄적으로

토양오염유발시설로 규정하여 법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토양오염의 우려가

상존하고있는지하매설시설(지하매설관거등)은특정오염유발시설(기존유류·유독물

저장시설)로확대지정하여집중관리할필요성이있다.

현재우리나라의토양오염물질항목수는외국에비해수도부족하고중금속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 다양한 오염물질을 규제대상 오염물질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네덜란드71종, 캐나다54종지정관리)

다. 표토보전및침식(유발)방지대책추진

양질의토양을유한한자원으로인식하고보전하기위해서는기존의토양오염방지

위주에서인위적토양훼손방지를위한토양보전정책을보완하여종합적인토양환경보

전정책으로전환이필요하다

이러한 토양보전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해 표토의 환경친화적 관리를 위한

침식·유실방지기법을개발하고개발사업시과도한표토의훼손을방지하기위해환경

영향평가를 강화하며 장기적으로는 표토 보전과 훼손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마련하여보완코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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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염토양복원및사후관리

오염토양 복원사업은 복원에 소요되는 비용과 복원결과 기대되는 사회적 편익을

비교하여복원대상사업의국가적인우선순위결정과정이필요하다.

토양오염조사후복원기술수준, 경제여건등을감안하여오염정화를위한국가우선

순위를 마련하고 이러한 우선 순위를 토대로 장래 토지용도 오염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오염토양복원계획을수립하여오염토양복원사업을실시토록할것이다. 

선진국에서 상용화된 오염토양 처리기술에 대한 안내와 우리 실정에 맞는 저비용

고효율 복원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오염조사 정화전문인력 및 토양환경 산업체를

육성해나갈계획이다. 

오염원인자등에의한비용부담이현실적으로어렵거나책임규명에소요되는비용이

복원의사회적편익보다클경우에는공공사업으로복원사업을시행할필요성이있으며,

이러한 토양오염복원사업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관련예산을우선적으로 확보

하도록노력하고, 장기적으로는안정적인재원의조성방안을강구해나갈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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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해양환경현황

●제2절해양환경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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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11절절 해해양양환환경경 현현황황

1. 현 황

우리시해역은한반도의남해동부연안에위치하며, 해안선의길이는북구신명동

에서울주군서생면비학리까지총 108㎞로이중울산항만구역이 58㎞로절반이상을

차지하고있다.

연안수심이깊어최적의양항을형성할수있는지리적조건을갖추고있으며자연

환경이수려하고해돋이의명소인간절곶등이있다. 

우리시연안에는무역항인울산항과배후지역에대규모산업단지인울산·미포공

단, 온산공단이 위치하고 있어 연안 이용률이 높은 지역이며, 기업체에서 배출되는

산업폐수와도시의생활하수등으로울산항은해양오염이우려되는지역이므로특별

관리해역으로지정하여관리하고있다. 

연안의 관리로는 울산항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기타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있으며, 전해상에대한오염사고예방과방제는해양경찰서에서주관하고있다.

2. 오염원현황

가. 주요오염원

해양오염원의약 80%가육상으로부터유입되며선박, 각종해양오염사고및양식

시설등해상오염원이20%를차지하고있다.

우리시의육상오염원으로는기업체에서 나오는산업폐수와도시의생활하수등이

있으나 배출시설의 환경기준 강화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증설로 하수처리율이

높아짐에따라울산연안의수질도점차적으로개선될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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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안은 수산물의 생산, 항만·공단개발, 레져, 관광 등 각종 개발·이용에

대한수요가증대되고있어연안의훼손과환경오염부하량이가중되고있다.

나. 연안오염실태

우리나라는주변해역을해역이용목적에따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각해역별

수질기준을Ⅰ, Ⅱ, Ⅲ 등급으로나누어관리하고있다. 현재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

규정된 Ⅰ등급은 참돔, 방어 및 미역 등 수산생물의 서식·양식 및 해수욕에 적합한

수질을말하며, Ⅱ등급은해양에서의관광및여가선용에적합한해역이고, Ⅲ등급은

공업용냉각수및선박정박등기타용도로이용되는수질을말한다.1)

1980년부터해양오염실태를정기적으로조사하고있으며보다정확한오염실태를

파악하기위하여단계적으로조사대상연안및조사지점을확대하여왔다. 

2002년 현재 전국 연근해 66개 지역에서 총 296개 정점을 대상으로 20여개 항목에

대하여조사를하고있다. 

1996년 해양수산부가 새로이 출범한 이후 해양오염측정망 구성 및 운영부처가

일원화되어해양오염측정업무가환경부에서해양수산부로이관되었으며 1997년부터

표층을비롯한저층까지조사대상을확대실시하고있다.  

또한해양수산부에서는해양수질위주의측정망운영에서해양생물 및해저퇴적물을

포함한종합적인모니터링체계를구축하여운영할계획으로기본계획을수립하여추진

하고있다. 2)

우리 시의경우울산연안 4곳, 온산연안 3곳등총 7개지점에대하여해양수산부

산하국립수산과학원에서분기별로연안오염도를측정하고있으며조사정점및해역등

급은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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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록21. 수질환경기준중"라. 해역기준" 참조

2) 해양수산부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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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35°31′14″ 129°29′36″ 전하동동방 Ⅰ

울산연안
02 35°26′42″ 129°24′28″ 남구용연동동남방 Ⅱ

03 35°28′58″ 129°23′59″ 울산항입구 Ⅱ

04 35°31′11″ 129°23′06″ 태화강입구 Ⅲ

01 35°27′02″ 129°21′29″ 온산읍처용리앞 Ⅲ

온산연안 02 35°22′26″ 129°21′03″ 진하해수욕장앞 Ⅱ

03 35°22′03″ 129°24′28″ 진하해수욕장동방 Ⅰ

연안명칭 조사점 북 위 동 경 개 략 위 치 등급

<표Ⅲ-11-1> 울울산산··온온산산연연안안오오염염도도조조사사정정점점
(2002. 12. 31)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울산만의해양오염도를살펴보면화학적산소요구량(COD)의 경우 1993년 1.8㎎/

ℓ에서, 1997년부터조사지점을저층으로확대하여실시하고있으며1997년표층2.2

㎎/ℓ 저층 1.9㎎/ℓ이며, 2002년 표층 1.7, 저층 1.5로 표층보다 저층의 오염도가

낮은편이다.

온산만의화학적산소요구량(COD)의경우1993년1.9㎎/ℓ, 1997년표층2.6, 저

층2.0이며, 2002년표층1.9, 저층1.6을 보이고있다.

표층 1.8 1.8 2.0 1.5 2.2 1.8 1.6 2.4 1.7 1.7

저층 - - - - 1.9 1.6 1.2 1.2 1.5 1.5

구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표Ⅲ-11-2> 울울산산만만CCOODD 추추이이
(단위: ㎎/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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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립수산과학원, 항만수산과

(단위: ㎎/ℓ)

표층 1.9 2.1 2.0 1.6 2.6 2.0 1.5 2.3 2.3 1.9

저층 - - - - 2.0 1.8 1.0 1.2 2.0 1.6

구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표Ⅲ-11-3> 온온산산만만CCOODD 추추이이
(단위: ㎎/ℓ)

부유물질(SS)의 경우 1997년도에 울산만 8.1㎎/ℓ, 온산만 8.9㎎/ℓ, 2002년

울산만5.5㎎/ℓ, 온산만4.1㎎/ℓ를보이고있다.

총질소(T-N)의경우2002년도울산만0.648㎎/ℓ, 온산만0.476㎎/ℓ, 총인(T-P)

의경우2002년도울산만0.051㎎/ℓ, 온산만0.051㎎/ℓ를보이고있다.

<그림Ⅲ-11-1> 울울산산··온온산산만만SSSS 추추이이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항만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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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질소, 총인은 적조발생의 원인물질이므로 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확충 등

질소와인의저감을위한육상오염원에대한관리를계속강화하고있다.

다. 해양오염사고현황

해상물동량의 운송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매년 400여건의 크고 작은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조선의 대형화로 인한 대규모 오염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우리시의경우2002년한해동안총28건의해양오염사고로1.6㎘의오염물질이유출

되어1995년이후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단위: ㎎/ℓ)
<그림Ⅲ-11-2> 울울산산··온온산산만만TT--NN 추추이이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항만수산과

(단위: ㎎/ℓ)
<그림Ⅲ-11-3> 울울산산··온온산산만만TT--PP 추추이이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항만수산과



해양오염사고는대부분선박에의한사고이며선박사고중원유, 경유, 벙커-C 유

등 기름유출사고가 약 8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울산항의 경우도 해양오염사고가

매년30여건씩발생하고있어사고예방및조기방제를위한대책을강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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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적조발생현황

적조(赤潮 : red tide)는수계환경에서발견되는자연현상의하나로동·식물플랑

크톤 과다번식으로 인한 색깔의 변화에 따른 명칭이다. 적조의 발생원인은 아직까지

분히밝혀지지않은부분도있지만대체로질소·인등영양염류의유입이많고충분한

일사량으로광합성작용이활발해져조류(藻類: algae)의대량번식으로발생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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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11-4> 해해양양오오염염사사고고추추이이

*자료: 울산해양경찰서

28건 4 5 2 8 - 4 5

계
선 박

해양시설 육 상 불 명
유조선 화물선 어 선 기 타

<표Ⅲ-11-4> 22000022년년 해해양양오오염염사사고고 유유형형

*자료: 울산해양경찰서



적조가발생하면수중의용존산소를고갈시켜어·패류의폐사등큰피해가발생

하고있다. 

우리 시 관내의 적조발생현황을 보면 1997년 9일간, 1999년도 16일간, 1998년,

2000년도에는발생되지않았으나2001년41일간, 2002년20일간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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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22절절 해해양양환환경경 관관리리대대책책

1. 연안환경관리

연안이란해역과육지500m이내(항만, 산업단지등1,000m이내) 지역으로서각종

개발의중심지역일뿐아니라, 환경생태적으로매우중요한기능을갖고있어보전과

개발의조화가필요한지역이다. 이러한연안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해양수산

부에서연안관리법을제정하여1999년8월부터시행되었다. 

연안관리법제5조에의하여해양수산부장관은연안의바람직한미래상을설정하고

지속 가능한 보전·이용·개발을 위한“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 8월

고시하였다.

발생 기간 9. 7∼9. 15(9일) 8. 25∼9. 9(16일) 8. 1∼9. 24(41일) 8. 16∼9. 5(20일)

발생 범위 완도∼포항 완도∼울진 완도∼강릉 완도∼울진

피해 물량 넙치60,850미 없 음 넙치79,102미 넙치22,716미

피 해 액 160,975천원 없 음 69,299천원 26,273천원

피해업체수 2 없 음 4 3

복 구 자력복구 없 음 79,012미 22,716미

복 구 액 자력복구 없 음 81,973천원 40,935천원

구 분 1997 1999 2001 2002

<표Ⅲ-11-5> 관관내내유유독독성성적적조조((코코크크로로디디니니움움))발발생생및및 피피해해현현황황

*자료: 항만수산과



동 계획은 연안을 생태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공존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연안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연안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환경친화적으로지속가능한방향을제시하였다.

또한연안재해예방, 환경개선사업, 시민친수공간조성을 위한연안정비사업도병행

하게되어연안을안전하고쾌적한삶과휴식터전조성에기여할 것으로기대된다.

2. 환경관리해역

해양환경의 상태가 양호하여 지속적으로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환경보전

해역으로 또한 해역별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고 해양환경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를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은 특별관리해역3) 으로 지정·관리할

수있다.

1982년해양환경의악화가우려되는부산연안, 울산연안, 진해만, 광양만4개해역

934㎢를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였으며, 2000년 2월 해양수산부에서는 환경관리해

역에직접영향을미치는육지지역을포함하여만, 수계위주로재정비하였다.

환경보전해역으로가막만, 득량만, 완도·도암만, 함평만4개소와특별관리해역으로

울산연안, 부산연안, 광양만, 마산만, 시화호·인천연안5개소를지정하였다.

우리 시는 동구 방어진항에서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간절곶을 잇는 안쪽의 해면

56.56㎢와해역에영향을미치는 육역144.29㎢가특별관리해역으로지정되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내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관계 중

앙행정기관, 시·도지사와협의하여관리기본계획을수립하여시행할수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는 지정된 환경관리해역에 대하여는 각종 환경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전국 연안에 대한 용역조사를 실시하여 환경관리

해역지정을지속적으로확대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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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오염방지법제4조의4



3. 해양오염사고대책

울산연안은정유공장, 저유시설등산업시설과항만물동량수송에따른대형선박의

입·출항이 빈번한 지역으로 해양오염사고가 우려되어 울산항 해면을 취약해역으로

지정하여관리하고있다.

해양의특성상해양오염사고예방, 방제를위하여는대규모의장비와시설및전문

인력이필요하므로전국의해양오염사고는해양경찰서에서주관하고있다.

우리시연안의해양오염사고에대비하기위하여해양경찰서, 전문방제업체, 기업체,

유관기관 합동으로「지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를구성하여운영하고있다.

4. 적조방지대책

남해안 연안을 중심으로 적조발생이 빈번해지고 광역화되며 독성화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적조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조와 관련된

연구및정책의일관성을추구함과아울러과학적이고효율적인적조방지대책을수립

하는노력을기울이고있다. 

또한 매년 3월부터 11월 사이 주 1회 이상 적조생물 발생현황과 해양환경상태를

파악하며적조발생빈발시기인5월에서10월사이에는주2회이상정기예찰을실시하고

적조발생시에는매일예찰을실시하고있다. 이와같이적조모니터링결과를토대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적조예보제를운영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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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제

적조가소멸되어어업피해위험이없고수질이정상상태로회복하였을때

반경2∼5㎞

(12∼79㎢)

수역에걸쳐

발생하고

어업피해가

우려될때

반경5㎞

(79㎢)이상

수역에걸

쳐발생하여

상당한어업

피해가예상

될때

·편조류: 종의세포크기와 독성도에따라결정

Chattonella sp. :    100 이상

Cochlodinium sp. :  1,000 이상

Gyrodinium sp. :  1,000 이상

Gymnodinium mikimotoi:  3,000 이상

·기타편모조류 :  50,000 이상

·규조류 : 100,000 이상

·혼합형: 편조가50%이상때80,000 이상

·편조류: 종의세포크기와 독성도에따라결정

Chattonella sp. :    50 이상

Cochlodinium sp. :   300 이상

Gyrodinium sp. :  500 이상

Gymnodinium mikimotoi :  1,000 이상

기타편모조류 :  30,000 이상

·규조류 :  50,000 이상

·혼합형: 편조가50%이상때40,000 이상

·수산과학원장은 적
조생물의 특성이나
해황에 따라 피해가
우려될 경우 적조규
모및밀도에관계없
이적조예보를 발령
할수있음

·적조규모와 밀도는
현지 상황과 적조생
물에 따라 변할 수
있음

·수산과학원장과 지
방청장(수산기술관
리소장)은 적조 진
행과 변화정보(유해
종의 출현, 이동확
산)의 전파 및 어업
피해방지에 관한 조
치가 필 요할 때 적
조속보를발령할수
있음

종 류 규 모 적조생물밀도(개체/㎖) 비 고

<표Ⅲ-11-6> 적적조조예예보보종종류류및및 발발령령기기준준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우리시에서도적조의사전예방및사후대책을위하여관내유관기관으로적조대

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 적조대책반은 적조의 진행사항을 신속하게 파악,

전파하여어업의피해를최소화하는데그목적이있으며각기관별임무로는시는적조

대책총괄을, 수산과학원은적조의발생상태를조사·전파하고구·군은장비·인력동

원을, 그리고해양경찰서는해역순시, 선박 및해양시설의점검을맡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