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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자원순환형 폐기물 정책
1. 생활폐기물

가. 생활폐기물 발생
1995년부터 시행된 배출자 부담원칙의 종량제 실시,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등의 적극적인 시책추진, 시민의식의 개선 등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02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로 전환되었다.

울산의 생활폐기물 1인당 1일 발생량은 전국평균 0.95kg보다 높은 1.09kg수준이

며, 2012년 발생량이 2002년 대비 7.3% 감소로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량추세를 계

속 이어나가고 있다.

〈 생활폐기물 발생현황 〉                                                                             (단위：톤/일,%)
구   분 2002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발생량

(증감률)

1,381.8

(△1.9)

1,076.4

(0.5)

1,097.9

(1.9)

1,111.8

(1.2)

1,114.1

(0.2)

1,091.0

(△2.1)

1,191.3

(9.2)

1,280.4

(7.4)

나. 생활폐기물 처리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먼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선별하여 최대한 재활용하

거나 재사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매립․소각하고 있다.

우리시의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은 비위생매립에 의존해 오다가 1994년 성암매립

장이 조성․운영되면서 위생매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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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량

을 소각하여 에너지(스팀)로 전환하여 경영수익을 극대화하고, 소각재 등 불연성폐

기물만 매립함으로써 악취가 없는 장기․안정적인 매립용량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재활용선별장 등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확충

등으로 재활용률이 2002년 40.7%에서 2012년 59.7%로 증가하는 등 자원순환형 폐

기물 관리체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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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                                                                         (단위：톤/일,(%))
구    분 2002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발 생 량 1,381.8 1,076.4 1,097.9 1,111.8 1,114.1 1,091.0 1,191.3 1,280.4

재활용량

(재활용률)

562.0

(40.7)

628.1

(58.3)

651.1

(59.3)

694.8

(62.5)

701.8

(63.0)

733.8

(67.3)

736.5

(61.8)

764.1

(59.7)

매 립 483.5 196.4 192.0 151.5 130.6 104.4 145.3 220.6

소 각 336.3 251.9 254.8 265.5 281.7 252.8 309.5 295.7

   1) 쓰레기 종량제 및 재활용
폐기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재활용 가능한 품목의 분리배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배출자가 버린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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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764.1톤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종량제봉투 가격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군별 자치조례로 결정하고 있으

며 구․군별 종량제 봉투 가격은 다음과 같다.

〈 구 ․ 군 종량제 봉투가격 현황 〉
                                                                                 (단위：원/매)

구  분 5ℓ 10ℓ 20ℓ 50ℓ 75ℓ 100ℓ 비 고
4개 구 160 310 600 1,490 2,220 2,960 75ℓ(북구)

울주군 100 200 400 1,000 - 2,000

   2)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품 선별장, 지자체 지정 재활용센터

등 재활용 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가정에서 배출된 쓰레기 중 재활용 가능품은 선별장에서 선별되며, 선별된 재활

용 가능품은 한국환경공단이나 민간 재활용업체를 통해 재생공장이나 재생업체로

보내어져 재활용 제품으로 만들어진다.

재활용률을 높이고 수거․선별․분리과정의 비용과 인력감축을 위하여 가정에서

부터 분리배출이 가능한 품목을 철저하게 분리․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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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 선별처리시설 현황 〉                                                                          (단위：백만원)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운영방법 투자사업비

재활용품 선별장

중구 : 울주군 청량면 250㎡ 사무위탁운영

남구 : 울주군 언양읍 375㎡ 사무위탁운영

동구 : 남구 여천동 2,279㎡ 사무위탁운영

북구 : 북구 연암동 230㎡ 시설위탁운영

울주군 : 온산읍 321㎡ 직영 33

분리 수거된 재활용품을 처리 및 보관하기 위하여 울주군은 자체 재활용 선별장

을 운영 중이며, 중구는 부성산업, 남구는 일터, 동․북구는 대영기업에 위탁 운영

하고 있다. 또한, 북구는 홍보관․교육장을 설치하여 재활용 활성화와 분리수거 정

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3)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소비패턴의 변화와 사용의 편리함으로 인해 1회용품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환경오염과 쓰레기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

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3년 8월부터 음식점, 목욕장업 등에서 1회용품

사용 규제와 무상제공 억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규제대상 사업장이 많고 단속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단속과 법규 준

수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2004년부터 1회용품 신고 포상금제를

구․군 조례로써 시행토록 하였다.

제도 시행 중 ‘전문신고꾼’의 돈벌이 수단과 영세 상인들을 괴롭히는 제도로 변

질되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북구는 2010년 10월부터 신고 포상금제를 폐지하였으

며, 그 외 구․군에서도 신고포상금 지급예산을 매년 줄여 나가고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도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데 솔선수범하기

위해 2006년부터 개인컵 갖기, 자판기 및 행사시 종이컵 줄이기 등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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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별 1회용품 사용규제 내용 〉                                                                             
대상사업장 규 제 사 항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1회용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사용

1회용 광고 선전물의 제작 배포 행위

목욕장업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의 무상제공 행위

식품 제조
가공업 즉석
판매 제조
가 공 업

대규모 점포외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1회용 합성수지 재질의 도시락 용기를 사용하는 행위

대규모점포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1회용 합성수지 재질의 용기를 사용하는 행위

대규모 점포 및

매장면적 33㎡이상 판매업소

1회용 봉투, 쇼핑백 무상제공 행위

1회용 광고 선전물의 제작배포 행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 행위

기타(금융업 등)
합성수지 재질의 코팅 또는 접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

제작배포 행위

〈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현황 〉                                                                             (단위：개소)
합 계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목욕장업 판매업소 식품제조업소 기타
34,606 17,432 1,137 224 10,403 1,409 4,001

   4)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우리시 음식물쓰레기 1일 발

생량은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음식물쓰레기 종량제실시로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2010년까지 점차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1년 발생량이 327톤으로

2010년 301톤에 비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는데 이는 폐기물관리법 개정(’11. 7.

24.시행)으로 음식물쓰레기 적용범위가 생활계 폐기물 이외에 사업장내 생활계 폐

기물 배출자까지로 확대된 이유로 보이며 이후 2012년까지 증가추세 이었으나,

2013년에는 감소하였다.

  〈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현황 〉                                                                     (단위：톤/일)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일평균(365일기준) 320 311 309 301 327 332 327

1인당 0.290 0.276 0.273 0.266 0.287 0.289 0.282

증감(%) - △2.8 △0.6 △2.6 8.6 1.5 △1.5



제4절 자원순환형 폐기물 정책

제2편 분야별 주요성과 및 계획 • 437

그리하여 음식물쓰레기 관리정책을 수집․운반․재활용 촉진 등 사후처리에서

원천적으로 발생을 줄이는 사전억제 방향으로 전환하였으며, 음식물 줄이기 T/F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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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억제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친환경

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음식점에서소형 복합찬기 보급‘,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활성화등으로 확대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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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기술을 유치하여 2011년 3월부터 용연하수처리장 내 1일 180톤 규모의 ‘용연

음식물자원화시설(SBK)’을 정상 가동함에 따라 우리시에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

60%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게 되었으며, 바이오가스를 인근 SK케미칼에 1일 26천

N㎥를 생산·판매하여 연간 30여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현황 〉                                                                     (단위：톤/일, 억원)
구   분 시설용량 사업비 처리방식 비  고

공공

용연음식물

자원화시설

(주)SBK

180 210
혐 기 성

바이오가스화

2010. 5. 1. 가동

※ 남구시설 통합운영

(40톤/일, 2011.6.10부터)

온산 바이오

에너지센터
100 230

혐 기 성

바이오가스화
축산분뇨 50톤 병합처리

민간

그린이엔텍 40 퇴비화 2009. 4. 6. 가동

대건자원화 43 퇴비화 2009. 10. 9. 가동

두 전 60 퇴비화 2006. 9. 1. 가동

또한, 2013년부터 실시되는 음폐수 해양투기금지와 1인 가구 증가, 외식문화 확대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감안하여 2008년부터 국비 70%를 확보하여 온산하수

처리장 내에 1일 150톤 처리 규모의 ‘온산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을

착수하였으며, 2014년 1월부터 본격 가동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

100톤과 가축분뇨 50톤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게 되고, 전량 바이오가스화하여 인근

공장인 한국제지에 생산·판매함으로써 연간 7억 원의 수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기업체에서도 이에 버금가는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는 창조 경제를 실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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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활폐기물 처리인력 및 장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에 관련된 인력 및 장비는 시, 구․군에서 직접 운용하는

직영인력이 297명, 민간 청소대행업체 20개 업체에 408명이며, 장비는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인력 및 장비 〉                                                                         (단위：명, 대)
구    분 인 력 장         비

계 차  량 중장비 손수레
계 705 561 360 3 198

자치단체 297 263 77 3 183

대행업체 408 298 283 - 15

라. 2014년 업무계획
우리시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매립장 및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폐

기물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재활용품 혼입여부 확인, 비규격

봉투 사용, 배출시간, 배출방법 미 준수 등의 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생활폐기물 배

출질서 확립에 노력할 것이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하여 감시카메라 설치, 감

시단 운영, 신고포상금 지급 등 행정대처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정책의 방향도 사후처리에서 원천적으로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또한, 시민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TV 등 대중매체를 이

용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 사업장 폐기물
가.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사업장폐기물은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사업장폐기물의

발생비율은 일반폐기물이 44.3%, 건설폐기물 49.4%, 지정폐기물은 상대적으로 소

량인 6.3% 발생되고 있다.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방법은 재활용이 대부분이며 매립, 소각, 해양배출 순으로

처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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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제로화 추진계획」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

터 폐수오니 해양배출을 전면금지 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육상처리시설의 처리용

량 부족으로 기업체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단계적인 감축방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장 2년간 한시적 해양배출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 시의 경우 2014년도 해양배출량은 전년도 대비 44% 이내로

승인되었으며 2016년부터 모든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금지된다.

나. 사업장일반폐기물의 발생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

동 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폐수종말처리장, 하수처

리장 등과 1일 평균 300㎏이상,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5톤 이상 배출되는 폐

기물을 말한다.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로 분류되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구·군

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발생량은 2007년 5,650.6톤으로 이후 증·감을 지속하

고 있으며 2012년 5,989.7톤으로 전년 대비 8.6% 감소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2)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은 2008년 증가와 2009년 대폭 감소이후 2년간 일정 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 6,679.0톤으로 전년대비 47.9% 증가 하였다.

이는 건설경기 회복과 혁신도시 등 대형 건설공사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크게 변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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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일반폐기물 발생량 추이 〉                                                                          (단위：톤/일)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 계
발 생 량 10,965.8 11,817.1 9,491.8 10,534.6 11,065.9 12,668.7

증감(%) 28.9 7.8 △19.7 11.0 5.0 14.5

사업장배출

시설계폐기물

발 생 량 5,650.6 5,475.3 4,992.0 5,942.6 6,550.4 5,989.7

증감(%) 54.5 △ 3.1 △ 8.8 19.0 10.2 △8.6

건설폐기물
발 생 량 5,315.2 6,341.8 4,499.8 4,592.0 4,515.5 6,679.0

증감(%) 9.7 19.3 △29.0 2.0 △1.7 47.9

다.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처리
   1)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방법은 재활용, 매립, 소각, 해양배출이 있으며 재활용이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2년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는 매립 20%, 소각

8.9%, 재활용 58.3%, 해양배출 12.8%으로 발생량과 재활용이 전년도 대비 소폭 감

소 하였다.

이는 기업체에서 자체 감량화, 공정 내 재활용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감축, 감량한 결과로 예상되며, 정부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                                                                          (단위：톤/일,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비 율)
5,650.6
(100)

5,475.3
(100)

4,992.0
(100)

5,942.6
(100)

6,550.4
(100)

5,989.7
(100)

매 립
(비 율)

1,415.2
(25.0)

924.8
(16.9)

653.5
(13.1)

829.6
(14.0)

943.4
(14.4)

1,196.9
(20.0)

소 각
(비 율)

263.4
(4.7)

294.3
(5.4)

269.9
(5.4)

284.1
(4.8)

444.1
(6.8)

531.7
(8.9)

재 활 용
(비 율)

3,055.0
(54.1)

3,335.2
(60.9)

3,154.1
(63.2)

4,007.2
(67.4)

4,267.0
(65.1)

3,494.5
(58.3)

해양배출
(비 율)

917.0
(16.2)

921.0
(16.8)

914.5
(18.3)

821.7
(13.8)

895.9
(13.7)

766.6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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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처리현황을 보면 재활용 98%, 매립 1.7%, 소각 0.3%로 대부분 재

활용 하고 있으므로 자원순환형 폐기물처리체계가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건설폐기물 처리현황 〉                                                  (단위：톤/일, %)
연 도 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비 율)

5,315.2
(100)

6,341.8
(100)

4,499.8
(100)

4,592.0
(100)

4,515.5
(100)

6,679.0
(100)

매 립
(비 율)

119.4
(2.2)

62.4
(1.0)

22.5
(0.5)

74.7
(1.6)

61.6
(1.4)

110.6
(1.7)

소 각
(비 율)

57.3
(1.1)

83.6
(1.3)

76.6
(1.7)

41.8
(0.9)

25.4
(0.5)

21.3
(0.3)

재활용
(비 율)

5,138.5
(96.7)

6,195.8
(97.7)

4,400.7
(97.8)

4,475.5
(97.5)

4,428.5
(98.1)

6,547.1
(98.0)

라. 지정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과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폐기물 및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며, 발생량은 2007년 큰 폭의 증가이후 2010년까지

감소 추세였으나 2012년도에는 전년대비 37.1% 증가하여 하루 평균 1,158.9톤이

발생하였다.

〈 지정폐기물 처리현황 〉                                                                              (단위：톤/일)

구 분 발생량 자가
처리

위   탁   처   리 보관량소 계 재생처리 중간처리 최종처리 기타
2006년 663.4 107.7 555.7 325.8 139.9 71.6 18.4 4.3

2007년 1,055.4 106.8 946.7 355.8 142.0 424.0 24.9 1.9

2008년 868.5 104.2 760.1 365.3 268.9 117.9 8.0 4.2

2009년 824.3 88.8 720.4 376.9 171.3 158.7 13.5 15.1

2010년 775.7 122.8 647,8 347.1 156.2 130.3 14.2 5.1

2011년 845.1 82.3 757.5 427.3 198.5 131.7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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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발생량은 전년도 이월량 포함, 의료폐기물 제외

마. 2014년 업무계획
폐기물 관리에 대한 기본원칙은 근원적인 발생억제 및 감량이 최우선이고, 재이용,

재활용, 에너지회수, 소각, 매립의 순으로 이루어지며,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 온실

가스 감축 추진으로 폐기물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 등 자원순환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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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는 사업장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와 관련업체들의 건전한 운영체계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환경개선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감량화,

재활용, 자원회수, 열이용 기술개발, 사용종료 매립장 토지이용 등을 유도하여 신재생

에너지 생산과 폐기물 관리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3. 폐기물 시설관리
가. 생활폐기물 매립장 운영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매립시설로는 1994년 4월부터 사용하고 있는 성암매

립장이 있으며, 삼산매립장과 온산매립장은 사용종료 되어 사후관리 중에 있다.

기존 성암매립장의 매립종료에 대비하여 생활폐기물의 장기ㆍ안정적인 매립시설

확보를 위한 1단계 사업으로 사용연한 40년 규모인 시설면적 158천㎡, 시설용량

2,615천㎥을 2012년 10월 준공함으로서 향후 2052년까지 사용가능한 매립시설을

확보하였다.

〈 성암 생활폐기물 매립장 확장 〉                                                    (단위：천㎡, 천㎥)
구  분 매립면적 매립용량 매립년한 사업기간 비  고
계 274 5,135 80년

1단계 158 2,615 40년 2003년~2012년 ‘12. 10월 준공

2단계 116 2,520 40년 - 향후 추진

주) 1단계 시설에는 비산재 매립면적(14천㎡), 매립용량(135천㎥) 포함

매립장 확장사업은 소각장 증설사업과 함께 민간투자사업[BTO(Build Transfer

Operate)]으로 시행되었으며 사업비는 904억 6,300만 원(국비 193억 9,800만 원, 민

자 710억 6,500만 원)이다.

매립장 1단계 공사는 2003년부터 사업을 준비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09년

10월 공사를 착공, 2012년 10월 준공하여 민간투자사업자가 관리운영 하고 있다.

또한 2단계 공사는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나 향후 매립률의 추이에 따라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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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폐기물 매립장 현황 〉                                                                             (단위：㎡, ㎥,%)

구  분 매립장면적 매  립  용  량 비  고계 기매립 잔 여 매립률
계 534,675 10,584,626 7,785,543 2,799,083 73.6

성 암
(기 존) 142,663 4,449,656 4,246,791 202,865 95.4

성 암
(확 장) 158,500 2,615,000 18,782 2,596,218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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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산
44,872 229,970 229,970 - 100 사후관리 중

(‘16.7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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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
매립장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생활폐기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소각시설

(400톤/일)을 건설하여 2000년 5월부터 가연성폐기물을 소각처리 하고 있다.

가연성폐기물을 전량 소각처리 하고자 민간투자사업(BTO)으로 1일 250톤 규모

의 소각시설 증설사업을 2009년 10월 공사를 착공, 2012년 10월 준공하여 민간사

업자가 기존 소각시설(400톤/일)과 함께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28억

9,100만 원(국비 265억 3,200만원, 민자 463억 5,900만원)이다.

〈 울산광역시 자원회수시설 현황 〉

시 설 명 위    치 시설용량 소각로 형식 사업방식 관리운영

울산광역시

자원회수시설

남구 처용로
524

(성암동)

400톤/일

(200톤/일×2기)

연속 연소식

스토카방식

민간투자
사 업
(BTO)

울산그린(주)

250톤/일

(250톤/일×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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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팀 공급사업
2008년 6월부터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에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여 보일러를 가동하여 발생한 스팀을 인근기업체의 제품생

산 에너지로 공급하는 스팀 공급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 2008년 10억 원,

2009년 25억 원, 2010년 31억 원, 2011년 50억 원, 2012년 72억 원, 2013년 105억 원의

경영수익을 창출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라. 매립가스(LFG) 자원화 사업
성암생활폐기물 매립장에서는 매립된 각종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가스

를 포집하여 이를 자원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매립가스 발생량은

1,390천N㎥로 1일 약 3,808N㎥의 매립가스가 발생하였다.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은 2002년부터 2012년 10월말까지 민간에서 운영하였고,

2012년 11월부터는 우리 시에서 직영하고 있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 판매금액은

약 119억 원이다.

마. 2014년 업무계획
우리 시 발생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BTO)으로 추진한 매립장 확장 및 소각장 증설사업이 2012년 10월 14일 준공되어

향후 15년간 민간에서 관리운영하게 된다.

스팀 공급사업은 소각장 증설에 따라 스팀 공급량도 확대되어 최대 공급능력이

시간당 70톤으로서 연간 최대 170억 원의 세외수입 확보가 가능해졌고,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은 2012년 11월부터 우리 시에서 직영함으로써 연간 최대 10억 원의 세

외수입 확보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스팀 및 매립가스 공급사업,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 운영, 그리고 사용종료

매립장의 활용을 위한 R&D 및 임대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서 폐기물을 100% 자원

화하는 환경에너지타운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