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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자원순환형 폐기물 정책

1. 생활폐기물
▪집필 ❙환경자원과 생활환경담당 이상호

자원재활용담당 윤일균

가. 생활폐기물 발생

  배출자 부담원칙을 근간으로 한 쓰 기종량제 실시(1995년), 재활용품과 음

식물쓰 기에 한 분리배출이 정착되면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02년도를 

기 으로 감소추세로 환되었다.

  생활폐기물의 1일 발생량은 2002년 1,381.8톤으로, 시민의식 개선과 우리시의 

지속 인 쓰 기 감량 노력으로 동년을 기 으로 발생량이 감소하기 시작하

다. 특히 폐목재류 반입 지 조치 등 철 한 분리배출  재활용 활성화, 폐기

물처리시설에 한 반입통제 강화로 2007년, 2008년, 2009년에는 2002년 발생

량 비 79.5%, 80.5%, 80.6%인 1,097.9톤, 1,111.8톤, 1,114.1톤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량추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생활폐기물 발생 황

[표 Ⅱ-4-63]                                                                    (단 ：톤/일)

구   분 2002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발생량
(증△감)

1,381.8
(△1.9%)

1,071.5
(△3.4%)

1,076.4
(0.5%)

1,097.9
(1.9%)

1,111.8
(1.2%)

1,114.1
(0.2%)

나. 생활폐기물 처리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선별하여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매립․소각하고 있다.

  우리시의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은 노천퇴 식 매립에 의존해 오다가 1994년 성암

매립장이 조성․운 되면서 안정된 생매립을 시작하 으며, 2000년 5월 15일 

성암소각장이 공․가동됨으로써 량 매립에만 의존하던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이 

매립과 소각으로 분리 처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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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재활용선별장, 상설교환 매장 등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과 음식물쓰 기 

자원화시설 확충 등으로 재활용률이 2002년 40.7%에서 2009년 63.0%로 22.3%증가

하는 등 자원순환형 폐기물 리체계를 극 추진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처리 황

[표 Ⅱ-4-64]                                                                (단 ：톤/일, %)

구    분 2002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발 생 량 1,381.8 1,071.5 1,076.4 1,097.9 1,111.8 1,114.1

재활용량

(재활용률)

562.0

(40.7)

491.8

(45.9)

627.5

(58.3)

651.1

(59.3)

694.8

(62.5)

701.8

(63.0)

매    립 483.5 286.8 196.4 192.0 151.5 129.3

소    각 336.3 292.9 252.5 254.8 265.5 283.0

1) 생활폐기물 재활용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이 2002년부터 감소함에 따라 생활폐기물 1일 재활용량도 

2005년 491.8톤으로 감소하 으나, 분리배출  재활용 활성화로 2007년 651.1톤, 

2008년 694.8톤, 2009년 701.8톤으로 폭 증가하 다.

2)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진을 하여 재활용선별장, 재활용품 상설교환 매장 

등 재활용 기반시설을 설치․운 하고 있으며 지속 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가정에서 배출된 쓰 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선별장에서 선별되며, 선별된 

재활용 가능품은 한국환경자원공사나 민간 재활용업체를 통해 재생공장이나 

재생업체로 보내어져 재활용 제품으로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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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률을 높이고 수거․선별․분리과정의 비용과 인력감축을 하여 가정에

서부터 분리배출이 가능한 품목을 숙지하여 철 하고 세심하게 분리․배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

  분리 수거된 재활용품을 처리  보 하기 하여 울주군은 자체 재활용 선별장

을 운 이며, 구는 부성산업, 남구는 일터, 동․북구는 웅상사에 탁 운

하고 있다.

  한, 북구는 홍보 ․교육장을 설치하여 재활용 활성화와 분리수거 정착을 

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구 학성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알뜰매장을, 그 외 

민간 재활용센터도 운  에 있다.

재활용 선별처리시설 황

[표 Ⅱ-4-65]                                                                   (단 : 백만원)

시 설 명      치 규     모 운 방법 투자사업비

상설교환
 매 장

북구 연암동 278㎡ 시설 탁운 256

재활용품 

선 별 장

구 : 울주군 청량면 250㎡ 사무 탁운

남구 : 울주군 언양읍 375㎡ 사무 탁운

동구 : 남구 여천동 199㎡ 사무 탁운

북구 : 남구 여천동 199㎡ 사무 탁운

울주군 온산읍 321㎡ 직 33

3)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소비패턴의 변화와 사용의 편리함으로 인해 1회용품 사용량이 지속 으로 

증가하여 환경오염은 물론 쓰 기 발생량에 상당한 향을 미치고 있어 「자

원의 약과 재활용 진에 한 법률」에 의거 1993년 8월부터 음식 , 목욕

탕, 숙박업소에서의 1회용품 사용 규제와 무상제공 억제를 한 규제를 실시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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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규제 상 사업장이 많고 단속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1회용품의 사

용억제에 한계가 지 됨에 따라 시민의 극 인 참여를 통한 효율 인 단

속과 법규 수율을 제고하기 하여 련 법령에 의거 2004년부터 1회용품 

신고포상 제를 자치구 조례로서 시행토록 하 다.

  제도 시행  제도의 문제 이 발견되어 일부 구․군에서 2011년부터는 신

고포상 제 운 을 폐지할 계획이며,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의거 2009년 

7월 1일부터는 숙박업소에 한 1회용품 규제가 제외되었다.

사업장별 1회용품 사용규제 내용

[표 Ⅱ-4-66]                                                                     (단 ：개소)

상사업장 규 제 사 항

식품 객업소  집단 식소
  1회용 컵, 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사용
  1회용 고 선 물의 제작 배포 행

목욕장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의 무상제공 행
  1회용 고 선 물의 제작 배포 행

식품 제조 

가공업 즉석 

매 제조 

가공업

규모 포외에서 

업하는 사업장
  1회용 합성수지 재질의 도시락 용기를 사용하는 행

규모 포내에서 

업하는 사업장
  1회용 합성수지재질의 용기를 사용하는 행

규모 포

매장면  33㎡이상 매업소
  1회용 투, 쇼핑백 무상제공 행
  1회용 고 선 물의 제작배포 행

운동장, 체육 , 종합체육시설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 행

기타( 융업 등)
  합성수지재질의 코  는 합된 1회용 고 선 물
  제작배포 행

  재 1회용품 사용규제 상업소는 식품 객업소 15,898개소, 집단 식소 

821개소, 목욕장 261개소, 매업소 10,387개소, 식품제조업소 1,704개소, 기타 

3,692개소로 총 32,763개 업소가 있다. 한, 공공기 이 자원을 약하고 폐기

물 발생을 이는데 솔선수범하기 해 2006년도부터 개인컵 갖기, 자 기  

행사시 종이컵 이기 등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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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우리시의 음식물쓰 기 1일 발생량은 2005년부터 음식물쓰 기 직매립이 지됨

에 따라, 분리수거가 활성화되어 해마다 증가해 오다가, 2008년부터는 배출자 부담

원칙을 용한음식물쓰 기 종량제를 면 시행함으로써 종량제 시행  비 

발생량이 1일 9톤 감소하는 등 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음식물쓰 기 감량은 무엇보다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원  감량이 요하

므로, 음식물쓰 기 이기 자발  실천결의  서약운동 개, 홍보와 캠페인, 환

경교실 운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 발생된 음식물쓰 기를 친환경 으로 처리

하기 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가정용 음식물처리기 보 ‘,푸드뱅크 활

성화등이 좋은 사례이다. 

  특히, 우리시에서 발생된 음식물쓰 기의 안정  처리를 해 자원화시설을 꾸

히 확충해 왔으며, 1일 180톤 처리규모의 용연 음식물자원화시설이 2010년부터 

가동되면 음식물쓰 기 처리가 보다 안정화 될 것으로 상하고 있다. 

  2013년 이후 음폐수 해양투기 지와 인구증가를 비하여 온산하수처리장 내에 

1일 150톤(음식물 100톤/일) 처리규모의 시설이 2013년부터 가동되면, 우리시에서 

발생된 음식물쓰 기는 량 자체처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이오가스 생산으

로 생태환경도시 이미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음식물쓰 기 자원화시설 황

[표 Ⅱ-4-67]                                                            (단 ：톤/일, 억원)

구   분 시설용량 사업비 처리방식 비  고

공공

구 1차 50 22 감량화 2009.12.9 가동 단

구 2차 80 35 퇴비화 2003.4. 1 가동

남구시설 40 33 하수병합 2002.3.25 가동

북구시설 30 30 퇴비화 2008.1.1 가동 단

민간

울산자원화 60 퇴비화 2006.9. 1 가동

청림바이오 50 퇴비화 2009.4. 6 가동

건자원화 30 퇴비화 2009.10.9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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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정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가정내 폐의약품의 무분별한 배출로 하천, 토양 등에서 항생물질이 검출되

어 폐의약품의 정 리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가정내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을 2008년도부터 단계 으로 실시하여 왔으며 

우리시에서도 2009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 다. 

  2009년 5월 6일 울산 역시 약사회, 한국의약품 도매 회 부산․울산․경남

지부, 한국환경자원공사 부산․경남 지사와 효율 인 폐의약품 수거․처리를 

한 약을 체결하고, 내 약국 366개소에 무료 수거함을 설치․비치하여 

폐의약품을 수거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1,098kg의 폐의약품을 수거하 으며, 

량 소각 처리하 다.

폐의약품 회수․처리 차

  [표 Ⅱ-4-68]     

수거함 
제작․배포 ➡ 수  거

(가정→약국) ➡ 운  반
(약국→보건소) ➡ 보 

(보건소) ➡ 수거/소각처리
(보건소→소각장)

 [그림 Ⅱ-4-2]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 약식〉



제4절∙자원순환형 폐기물 정책

제2편∙분야별 주요 성과와 계획│467│

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인력  장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에 련된 인력  장비는 시, 구․군에서 직  운

용하는 직 인력이 439명이며, 장비는 차량 85 를 포함하여 총 316 를 갖

추고 있다. 

  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청소 행업) 인력은 22개 업체에 351명

이며, 장비는 차량 254 를 포함 총 263 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인력  장비 황

[표 Ⅱ-4-69]                                                                   (단 ：명, )

구    분
인  력 장         비

계 미화원 운 원 계 차  량 장비 손수

계 790 545 245 579 339 5 235

역시, 구․군 439 375 64 316 85 3 228

행업체(22개) 351 170 181 263 254 2 7

라. 2010년 업무계획

  우리시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소를 하여 매립장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한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한 재활용품 혼입여부 확인, 비

규격 투 사용, 배출시간, 배출방법 미 수 단속 등을 통하여 생활폐기물 배출

질서 확립을 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시민의식 개선을 하여 TV와 신문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 리에 

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에 

한 극 인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음식물쓰 기는 종량제의 성공 인 정착으로 배출량이 어드는 추세이고, 1일 

180톤 처리규모의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본격 가동되면, 공공 2개 시설(260톤/일)과, 

민간 3개 시설(140톤/일)로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 기를 보다 안정 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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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장 폐기물

▪집필 ❙환경자원과 자원재활용담당 윤일균

시설 리담당 송주석

가.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처리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로 분류

된다. 사업장폐기물 연도별 발생량을 보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주요 발생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정폐기물은 발생량도 경미하고 연간 

발생량 추이도 비슷한 추세로 지속되고 있다. 

  사업장폐기물의 연도별 처리방법을 살펴보면 재활용이 처리방법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매립, 소각 등의 순으로 처리되고 있다. 해양투기는 폐

기물 해양투기가 차 으로 지될 정이어서 2006년 이후 처리량이 감하고 

있는 추세이다. 
 

사업장폐기물 연도별 발생  처리량
[표 Ⅱ-4-70] 

사업장폐기물 연도별 발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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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해양투기

기타

나. 사업장일반폐기물의 발생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

폐기물로 분류되며,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체 인 발생추이를 살펴보면 지속

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5년도에 약간 감소하다가 2008년도에 건설폐

기물의 증가로 인해 년 비 7.8% 증가한 11,817.1톤이 발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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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연도에 따라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2008년도에 

5,475.3톤이 발생하여 년도 비 발생량이 다소 감소하 다.

2)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은 건설경기에 따라 증가의 폭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매년 지속 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년 비 19.3% 증가한 6,341.8톤이 

발생하 다.

사업장일반폐기물 발생량 추이

[표 Ⅱ-4-71]                                                                    (단 ：톤/일)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      계
발 생 량 8,211.2 8,164.2 8,503.7 10,965.8 11,817.1

증감(%) 9.5 △ 0.6 4.1 28.9 7.8

사업장배출

시설계폐기물

발 생 량 5,468.4 5,150.5 3,658.4 5,650.6 5,475.3

증감(%) 12.4 △ 5.8 △ 28.9 54.5 △ 3.1

건설폐기물
발 생 량 2,742.8 3,013.7 4,845.3 5,315.2 6,341.8

증감(%) 4.1 9.9 60.7 9.7 19.3

다.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처리

1)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방법으로는 매립, 소각, 재활용, 해양투기 등이 있으며,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 황을 살펴보면, 향후 해양투기가 차 으로 

지될 정에 있어 종  해양투기 되던 사업장폐기물이 육상처리로 환되는 

상을 보이고 있으며, 매립이나 소각에 비해 재활용이 꾸 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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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량  처리 황

[표 Ⅱ-4-72]                                                                (단 ：톤/일,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비율)

5,468.4
(100)

5,150.5
(100)

3,658.4
(100)

5,650.6
(100)

5,475.3
(100)

매    립
(비율)

  860.8
(15.7)

  710.5
(13.8)

  383.5
(10.5)

1,415.2
(25.0)

924.8
(16.9)

소    각
(비율)

  246.1
(4.5)

  241.6
(4.7)

  233.4
(6.4)

  263.4
(4.7)

  294.3
(5.4)

재 활 용
(비율)

3,089.3
(56.5)

2,787.5
(54.1)

750.3
(20.5)

3,055.0
(54.1)

3,335.2
(60.9)

해양투기
(비율)

1,272.2
(23.3)

1,410.9
(27.4)

2,291.2
(62.6)

  917.0
(16.2)

  921.0
(16.8)

2)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처리 황을 보면 정부의 강력한 재활용정책 추진에 따라 매립

비율은 감소추세에 있고, 재활용률은 증가추세에 있어 자원순환형 폐기물처리

체계가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2008년도에도 체 처리 비 재활용률이 

97.7%를 차지하고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 황

[표 Ⅱ-4-73]                                                                (단 ：톤/일, %)

연 도 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비율)

2,742.8
(100)

3,013.7
(100)

4,845.3
(100)

5,315.2
(100)

6,341.8
(100)

매    립
(비율)

 86.5
(3.2)

115.2
(3.8)

94.9
(2.0)

119.4
(2.2)

62.4
(1.0)

소    각
(비율)

  29.3
(1.1)

  30.1
(1.0)

  49.6
(1.0)

57.3
(1.1)

83.6
(1.3)

재 활 용
(비율)

2,620.6
(95.5)

2,868.4
(95.2)

4,700.8
(97.0)

5,138.5
(96.7)

6,195.8
(97.7)

해양투기
(비율)

  6.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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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정폐기물의 발생  처리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의 발생량을 살펴보면 배출업소의 설비개선  

재활용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2008년도는 년도에 비해 189.1톤 정도 

감소하여 868.5톤을 나타내고 있다.

지정폐기물 처리 황

[표 Ⅱ-4-74]                                                                   (단 ：톤/일)

구 분 발생량
자가
처리

   탁   처   리
보 량

소 계
재활용
처  리

간
처리

최종
처리

해양
투기

공공
처리 기타

2004년  763.6 110.9 637.3 311.6 172.6 126.4 0.1  26.6 15.4

2005년  737.7 141.9 586.2 335.9 162.3 68.9  19.1 9.6

2006년 669.3 108.3 555.7 325.8 139.9 71.6 18.4 5.3

2007년 1,057.6 106.8 946.7 355.8 141.9 424.0 25.0 4.1

2008년 868.5 104.2 760.3 365.3 269.0 118.0 8.0 4.0

 

마. 2010년 업무계획

  폐기물 리에 한 기본원칙은 원천 인 발생억제  감량이 최우선이고, 

재이용, 재활용, 에 지회수, 소각, 매립의 순으로 이루어지며, 최근에는 기후

변화 응 등으로 폐기물을 활용한 재생에 지 사업 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 정책에 발맞추어 우리시는 폐기물의 자원화, 에 지화 사업을 

지속 추진할 정이며, 폐기물 배출사업장  처리업체에도 이러한 정책에 

부응토록 자체감량, 재활용, 자원회수, 열이용 기술개발 등을 유도하여 안정 이

고 원활한 폐기물처리에 기여함은 물론 기후변화에도 극 으로 응할 수 

있는 폐기물 정책을 지속 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4장∙환경․녹지

│472│2010 시정백서

3. 폐기물 시설관리

▪집필 ❙환경자원과 시설 리담당  송주석

가. 생활폐기물 매립장 운

  생활폐기물의 장기간 안정  처리를 하여 운 하고 있는 매립시설은 성암   

매립장, 온산매립장(확장분)이 있으며, 삼산매립장과 온산매립장(기존)은 사용종료 

되어 사후 리 이고, 생활폐기물  5톤 미만 건설폐재류(폐토사, 폐벽돌, 폐콘

크리트 등)는 온산매립장에, 나머지는 성암매립장에 매립하고 있다.

  성암매립장이 2012년 이후 매립종료 정되어 향후 2045년까지 생활폐기물을 장기

간 안정 으로 매립할 수 있도록 5,135천㎥ 용량 규모로 매립장 확장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성암 생활폐기물 매립장 확장

[표 Ⅱ-4-75]                                                               (단 ：천㎡, 천㎥)

구  분 매립면 매립용량 매립년한 사업기간 비  고

계 274 5,135 33년

1단계 158 2,615 17년 2003~2012 공사

2단계 116 2,520 16년 향후추진

 ※ 1단계 매립면 (158천㎡)에는 비산재 매립면 (14천㎡) 포함

  매립장 확장사업은 소각장 증설사업과 함께 민간투자사업[BTO(Build-Transfer 

-Operate)]으로 시행되며, 1단계 공사와 2단계 공사로 구분된다. 2003년부터 사업을 

비하여, 1단계 공사는 2009년 10월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09년 10월 15일 공

사를 착공하 고 2012년 4월경 공할 정으로 사업비는 660억 2,200만원(국비 

167억 9,500만원, 민자 492억 2,7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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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매립장 황

[표 Ⅱ-4-76]                                                                  (단 ：㎡, %)

구  분 매립장면
매  립  용  량

비  고
계 기매립 잔 여 매립률

계
759,469

(496,785)
9,460,446 8,293,112 1,167,334 87.7

삼 산
426,334

(257,750)
3,959,000 3,959,000 100 사용종료

성 암
201,776

(142,663)
4,449,656 3,747,468 702,188 84.2

온 산

44,872
(44,872)

229,790 229,790 100 사용종료

86,487
(51,500)

822,000 356,854 465,146 43.4

  주) ( ) 는 순 매립 면 임.

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

  매립장의 사용연한을 연장하고 폐기물의 생  처리를 하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400톤/일)을 건설하여 2000년 5월부터 가연성폐기물을 소각처리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황
[표 Ⅱ-4-77]

시 설 명     치 시설용량 연간소각량 운 인력 리방법

성암생활폐기물

소  각  시  설

남구 처용로 799

(성암동 150-1)

400톤/일

(200톤/일×2기)
114천톤/년 44명

민간 탁

(한라산업개발)

  그러나, 소각시설의 시설용량 부족  노후화로 인하여 소각효율이 낮아져 

계획 소각량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가연성폐기물을 량 소각처리하고 매

립장 사용연한을 최 한 연장하고자 1일 250톤 규모의 소각시설 증설사업을 추

진하고 있으며, 소각장 증설사업은 매립장 확장사업과 함께 민간투자사업

[BTO(Build-Transfer-Operate)]으로 시행되며, 2009년 10월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09년 10월 15일 공사를 착공하 고, 2012년 4월경 공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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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설소각장 황
[표 Ⅱ-4-78]

소각용량 소각방식 사  업  비 공 정일

250톤/일 스토카 방식
57,388백만원

(국비 22,554  민간투자비 34,834) 2012. 4월

다. 성암소각장 잉여스  공 사업

 생활폐기물 소각장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이

용하여 보일러를 가동하고 스 을 생산하여 인근기업체의 생산에 지로 공 하는 

잉여스  공 사업을 추진하여 2008년 6월 23일 공하 다.

  이 사업은 총 25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스 배 시설 1.2km를 설치하고, 순수

장탱크, 스 분배기 설치 등 소각시설 개선공사를 완료하 으며, 2009년 한 해 동안 

115,353톤의 스 을 (주)효성 용연공장에 공 하고 25억 7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라. 성암매립장 매립가스(LFG) 자원화 사업

  생활폐기물 매립장에서는 매립된 각종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가스를 

포집하여 이를 자원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암매립장은 1994년부터 매립

을 시작하여 2009년말 기 으로 총 3,747천㎥의 생활쓰 기가 매립되었으며, 매립

가스 발생량은 5,585천N㎥으로 1일 약 15,301㎥의 매립가스가 발생하 다. 

  본 사업은 약 55억원의 사업비를 액 민자유치 하 으며, 2001년 7월 착공하여 

2002년 10월 공 운 함으로써 환경개선의 효과와 함께 2009년 13억 900만원의 

수입연료 체효과  7,900만원의 세수(성과배분 )를 창출하 다.

마. 2010년 업무계획

  우리시의 생활폐기물을 향후 30년 이상 안정 으로 처리하기 한 매립장 확장 

 소각장 증설사업은 토지보상업무 마무리를 통한 본격 인 공사 추진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10년 말에는 공정율 40%를 달성할 계획이다. 

  한, 성암소각장의 스 공 사업은 2009년 시간당 15톤의 스 을 공 하 으나, 

2010년에는 시간당 28톤으로 스 공 량이 늘어남에 따라 약 31억원의 수익이 

상되어 세입증 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