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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절 환경자원사업소 운영
1. 일반현황
환경자원사업소는 남구 처용로 524(성암동 150-1번지) 일원 성암생활폐기물 매립

장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온산매립장과 사용 종료된 삼산매립장을 관리하고 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

로 근무 인원은 일반직 17명과 청원경찰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 직 원 현 황 〉                                                                                    (단위：명)

구 분 계
일    반    직 청원

경찰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7 16 1 2 4 5 4 1

현 원 18 17 1 2 7 7 0 1

1일 평균 664톤 정도의 생활폐기물이 반입되고 있으며, 이중 울산광역시자원회

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인 성암매립장에 200톤(30%), 성암소각장에 464톤(70%)

을 처리하고, 5톤 미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온산매립장에서 처리하였으나 2012년

1월부터 성암매립장에서 처리하고 있다.

〈 일일평균 폐기물 반입현황 〉
                                                                               (단위：톤, %)

구  분 2012년 2013년
총처리량 일일평균 비율(%) 총처리량 일일평균 비율(%)

계 239,876 657 100 242,472 664 100

성암매립장 107,612 295 45 73,047 200 30

온산매립장 사 용 종 료

성암소각장 132,264 362 55 169,425 464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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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립장 현황 〉                                                                             (단위：㎡, 천㎥)

구    분 면적(㎡) 매  립  용  량(천㎥) 비     고계 기 매 립 잔    여
계 376,175 7,969 7,355 614

성 암 142,663 4,449 4,247 202

온 산 44,872 230 230 - 사용종료

온 산 51,500 822 410 412
반입종료

(2011.12.31)

삼 산 137,140 2,468 2,468 - 사용종료

2. 매립장 및 폐기물 관리
가. 매립장 안정적 관리 강화
양질의 토사로 일일복토 15㎝이상, 중간복토 30cm이상 매립지 다짐, 제방승고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매립공간을 확충하였으며, 매립지 내부(순환도로) 포장공사를 통해

반입차량의 진출입을 용이하게 하고, 온산매립장 최종복토 및 토지이용을 위한 지속적

인 사토 반입 및 각 매립장의 환경영향조사, 지반침하도 조사 등 법정기준의 철저한

준수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유지에 행정역량을 강화하였다.

나.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반입처리
엄정한 반입체계 구축과 세부점검 확행으로 쓰레기 반입 위반건수가 44건으로

전년도 53건 대비 17% 감소하였고, 위반업체에 대해 반입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

였으며, 2013년 쓰레기 일평균 반입물량은 664톤으로 전년대비 1%, 일평균 7톤 정

도가 증가 되었다. 또한 다각적인 지도 점검활동 전개로 폐기물의 적법처리 유도

와 자원재활용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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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친환경적 ․ 위생적 매립장 관리
기피시설 탈피를 위해 유․해충 번식 및 악취발생원 저감활동 강화와 노후 시설

장비 보수․개선활동과 기계․전기시설물의 안전점검 철저, 주변 환경오염모니터

링 및 정기적 검사 등으로 시설물 최적화를 유지하였다.

라.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 ․ 징수
『울산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따라 쓰레기종량제봉투사용, 대형폐기물

의 경우 톤당 16,800원, 음식물류폐기물·부산물 94,370원, 재활용종말품 30,000원,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불연성 톤당 35,000원, 가연성 25,000원, 음식물폐기물은 톤당

64,683원, 축산분뇨협잡물, 하수협잡물(가연성), 슬레이트는 94,370원의 수수료를 부

과․징수하고 있다.

〈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징수 현황 〉                                                                                 (단위：천원)
구  분 부 과 액 징 수 액 부  과  기  준
2009년 3,307,675 3,307,675

반입성상에 따라

톤당 수수료 차등 적용

2010년 3,014,143 3,014,143
반입성상에 따라

톤당 수수료 차등 적용

2011년 3,010,856 3,010,856
반입성상에 따라

톤당 수수료 차등 적용

2012년 3,636,540 3,636,540
반입성상에 따라

톤당 수수료 차등 적용

2013년 4,312,952 4,312,952
반입성상에 따라

톤당 수수료 차등 적용

마. 2014년 업무계획
매립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양질의 복토재와 임차장비 활용을 통해 다짐

효율을 극대화하고, 매립장 사면녹화 및 부지정지 등 매립지 시설물 점검 및 정비

를 강화하여 매립지 안정을 도모하며, 매립지 주변 수질 및 대기질 오염 여부조사

를 통하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시설로 인식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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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폐기물 반입체계 구축을 위한 자체단속반 편성을 통해 정밀 계근 및 하역현장

단속 등 반입 통제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유도를 도모할 것이며, 재활

용가능 폐기물 및 불법폐기물에 대한 즉시 반출 및 시정조치를 통해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또한,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을 직접 운영함에 따라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포집, 인근 공장시설 등에 판매하여 경영수익을 창출함은 물론 향후 성암 에너지

타운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