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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citieswherepeopleliveisfilledwithwastes,sotospeak,the
byproductofindustrialization these days.The issue abouthow the
wastesshoulddealwithwillbeapainintheneckunlessthelifestyle
ofhamanbeingschanges.
themethodstodisposewastesaredodig,incinerateorrecyclethem
andmorethan65% ofwastesgotowastelandfillsinKorea.Also,soil
andundergroundwateraroundthelandfillsarecontaminatedbyburied
wastesandairpollutionisinducedbypoisonousgasfrom thewastes.
Besides,acquiring landsforwastelandfillsfaceslotsofchallenging
works due to the people disapproving ofconstructing landfills in
Gwangju.Buryingwastescannotbeanprimaryalternativeifcitiesdon't
haveenoughunablelands.Andtheissueabouthow wastesshouldbe
disposed and reused should bemoresignificantand impendingthan
anyotherones,althoughthewastesareincineratedandre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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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thisstudy isto characterize generation amounts,
material composition and contents of policy oriented products of
householdwastesinGwangju.
Usuallymunicipalsolid wastesaremanaged bythreewaysatlast.

Theseareincineration,buryingandreusing.
Residents' protest against unwanted public facilities has been

prevalentincity.Particularly,wastesburyingground,whichisdeemed
indispensableforawholecity,hasmetstrongobjectionsthatarecalled
Nimbyism becausethisfacilityisbelievedtohaveanonerousimpact
on surrounding environment. To solve this problem, area-wide
administrationshouldbeneeded.
A masterplanofhousehold wastestreatmentinaregionmustbe

madeunderconsideringthoseconditions.Inordertoeffectivelytreat
municipalsolidwastes,reducing,recoveringandreusingofwasteshave
tobemade.
ThereusingrateoftheprovinceofGwangjuislowerthanthatofthe

advanced foreign countries.To increasethisrate,alotofseparated
facilitiesforrecyclingfrom themixed solidwastesgeneratedfacilities
forrecyclingfrom themixedsolidwastesgeneratedinthehouses.
In conclusion,theimportantthing oftheeffectivemanagementof

municipalsolid wastesis notthe effortsoflocalgovernmentand
institutionbutthechangeinbehaviorandthinkingofcitydwellers.The
foundationofwastesproductioniscitizen.Sotheyhavetouprightly
thinkofenvironmentalproblem andtaketheinitiativeinsolvingwastes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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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１１１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제제제１１１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최근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 풍요를 향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자원의 고갈과 같은 전 지구적인 문제에 직면하
게 되었다.기계론적 세계관에서 출발한 과학문명의 물질주의적인 사고방
식이 무분별한 자원의 이용과 개발을 재촉하여 오늘날과 같은 생태계 위
기를 초래하였다.이러한 현대문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싹트고 있고,이러한 인식은 경제
학에도 그 영향을 미쳐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경제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경제학의 기본 전제조건이 오늘날의 경제

현실에 타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칼도어(Kaldor)는 경제
학은 현 체제가 갖는 단점과 체계적 불공정성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부
적절한 것이 아니라,비현실적인 가정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
다고1)하였다.그런데 주류경제학은 무제한의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고 지
구 생태계가 이를 무한정 수용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경제성장의 방법을
모색하였다.또한 개발 경제성장 이라는 패러다임 속에서 경제성장을 지
속시키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그러나 환경
문제의 광범위함은 전지구촌의 국제적 영역에 걸친 것이나,그 구체적 피
해는 한 국가 내에서도 계층 간의 차별적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폐기물문제의 발생은 근본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이 발달하

면서 대규모의 물자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대량의 폐기물발생에 기인한
다.특히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대량소비체제 즉 쓰
고 버리는(throw-away)소비중심의 생활패턴으로 바뀌면서 폐기물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인구가 적고 집단적 생활을 하지 않을 때

1)NicholasKaldor,“TheIrrelevanceofEquilibrium Economics,”
,Dec,1972.p.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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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노출되지 않았으나 도시화 공업화로 우리 사회가 고도성장으로 이어지
면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 속에 살아가면서 환경문제로 이
어졌다.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망각하고 과소비 풍조는 날이 갈수록 높
아지며 편리성의 추구로 일회용품의 범람으로 쓰레기량은 점점 증가추세에
있다.현대 물질주의 사회가 자원남용과 물질과 에너지의 대량 소비에 근
거를 두고 있는데 모든 것을 적게 활용하고 에너지의 소모를 줄이는 등 다
각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어떻게 하면 환경 친화적인 삶
을 살아서 인류와 자연 만물이 모두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인지는
현대 인류에게 던져진 가장 크고도 미묘한 과제가 될 것이다.
많은 환경저해요인중의 하나가운데 생활폐기물은 갈수록 그 사태는 심각

해 질 수밖에 없다.인구의 증가와 산업화 과정에서 생활수준향상과 대량
생산체제에 돌입함으로 동시에 대량소비의 과정을 거치면서 폐기물의 발생
량도 증가하고 있다.폐기물의 증가는 폐기물처리에 투입되는 경제적 손실
및 사회적 부담 뿐 아니라 폐기물의 악성화는 우리의 자연과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심각한 고민에도 폐기물의 재활용,재이용,재생 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우리 주변에는 많은 자원이 재활용되지 않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경우가 허다하며 대부분 소각․매립 처리되어 환경문제는 물론 그 처리비
용까지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폐기물에 대한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긍정적 효

과도 나타났으나 문제의 완전한 해결책은 될 수 없는 것이다.
폐기물 처리방법들을 가장 적절하게 보완적으로 이용하는 종합적인 처리

기준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지금까지는 매립 및 소각에 의존하여 왔으며 폐
기물 처리에 대한 관심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광주광역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개선

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발생원에서부터 감량화 방안을 모색하고 발생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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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재활용,재이용 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안
을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이를 위해서 선진국의 우수한 정책사례
를 살펴보고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것을 비교․검토한 후에 도입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시 가능한 생활폐기물 처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
고자 함에 본연구의 목적이 있다.

제제제２２２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범범범위위위와와와 방방방법법법

폐기물 문제는 어느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기업체,시민 등 각계
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바로 서야 한다.소비
사회로 점진적으로 나아감에 있어 쓰레기 발생량은 갈수록 그 양은 증가하
고 이러한 소비는 대부분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본 논문은 광
주광역시를 대상으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나뉘지만 여
기서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찾
고자 한다.특히 생활폐기물의 실태를 파악하여 연구하고자 한 것은 광주
시민들의 일상생활로부터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배출되는 일상적인 삶속에
서 배출되는 것으로 시민들의 관심의 대상이며 그들의 삶과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그 실태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지금까지 국내 여러 기관에서 조사 연구된 자료와 각종

연구논문 및 통계자료와 환경부 그리고 광주광역시에서 발생 및 제시된 정
책 자료와 통계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도시생활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상 생활폐기물을 중점

으로 다루었으며,연구의 내용적 체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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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제
2장에서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개념과 처리주체,폐기물 관리 개념의 변화
등 폐기물 관련 이론을 고찰함과 동시에 선진국의 폐기물 최소화 정책을
고찰함으로써 광주광역시 폐기물 처리정책의 분석틀을 만들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처리과정과 관리책임을 서술하도,선진국의 폐
기물 관리정책 및 사례를 고찰하였다.제4장에서는 광주광역시의 생활폐기
물 관리처리의 기본방향을 살펴보고 배출현황과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효율
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제5장에서는 지금까지
의 논의를 바탕으로 광주광역시 폐기물 처리정책 및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의 보완점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개서방안를 위
한 광주광역시의 역할을 제시하였다.제6장에서는 요약과 결론에 이어 개
선방안을 실천해 옮길 수 있는 정책적 제언과 연구의 미흡한 점과 향후 연
구과제가 되어야 할 부분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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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２２２장장장 생생생활활활폐폐폐기기기물물물 관관관리리리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이이이론론론적적적 고고고찰찰찰

제제제１１１절절절 생생생활활활폐폐폐기기기물물물의의의 개개개념념념

생생생활활활폐폐폐기기기물물물의의의 의의의의의의

생활폐기물의 의의는 국가 또는 학자들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태규․윤오섭에 의하면 생활폐기물이란 생활에 관여한 노폐물 중에서

주로 고형상태의 것을 통칭한다.그리고 보통 청소대상 물질과 일반 가정
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말하고 있다.2)
폐기물이란 방사선 물질이 아닌 일반폐기물중의 일부로 우리들의 생활

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쓸모없는 고형물질을 의미한다.즉 폐기
물은 우리들의 생활 또는 산업 동에 따라 발생하는 쓸모없는 액상 또는 고
형물이라고 말한다.3)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
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사업 활동
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라고 한다”라고 정의(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하고 있으며,“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말한다”라고 정의(폐기물관리법제2조2호)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을 영어로 말하면 solidwaste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며,간

혹 refuse,garbage등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다.garbage는 주방 폐기물
을 말하며,refuse는 깡통,종이,빈병과 같은 rubbishdhkash를 총칭한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폐기물이란 폐기한 물건을,그리고 순수한 우리말로

2)박태규․윤오섭,�폐기물처리개론 �,진로연구사,1985.p.13.
3)이규환,�도시행정론 �,녹원출판사,1993.p.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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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는 비로 쓸어내는 먼지나 내다 버릴 물건의 총칭을 뜻한다.따라서
폐기물과 쓰레기의 개념은 정확하게 시간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독일
폐기물관리법에서 나타난 폐기물의 정의는 경제활동인 생산,공급,그리고
소비과정에서 생성되는 하나의 부산물 내지 잔여물로서 이것은 인간의 재
화생산과 소비로부터 발생되는데,무익하고 쓸모가 없어서 버려지는 물질
을 의미한다.4)
따라서,생활폐기물을 넓은 의미에서 정의하면 “사용가치가 없게 된 물

질”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협의적으로는 넓은 의미의 폐기물 중 “주로 고
형물질로서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물질”로 정의되
어 진다.5)

생생생활활활폐폐폐기기기물물물의의의 특특특성성성

생활폐기물의 특성은 수분,겉보기 비중,또는 밀도,조성,원소분석치,
발열량,유기적 성분 등에 따라 크게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성질에 따
라 그 특성이 달라지며 폐기물의 적정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폐기물
특성 파악이 중요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가가 물물물리리리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물리적 특성의 중요한 인자는 크기,형태,체적,중량,밀도 냄새,상(고
체․액체․기체)등이 있다.고체의 경우는 용존성,부유성,가연성,휘발
성,회분 등으로 세분하며,가연분,수분,회분을 폐기물의 3성분이라 한다.

4)경남개발연구원,�경상남도 생활폐기물 처리실태 및 개선방안 �,1996.p.4
5)박현숙,“환경보전을 위한 쓰레기문제의 합리적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
문,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1992,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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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각시설의 설계 및 운전의 중요한 척도가 된다.가연분이 적으면 소
각 시 보조연료의 공급이 필요하며,회분이 많으면 재처리 장치가 필요하
고 먼지농도가 높아지게 된다.6)
폐기물의 물리적 조성비는 우선 가연성과 비가연성 물질의 경우 그 종류

및 발열량을 측정하여 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리적 특성을 추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며 이와 같은 자료는 폐기물로부터 자원 및 에
너지를 회수하는 처리계통에 반드시 필요하고,종류별 물리적 특성을 추정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며 이와 같은 자료는 폐기물로부터 자원
및 에너지를 회수하는 처리계통이 반드시 필요하고,종류별 물리적 조성은
① 음식물류,② 섬유류,③ 종이류,④ 나무류(짚포함),⑤ 비닐,플라스틱
류,⑥ 고무,가죽류,⑦ 금속,초자류,⑧ 토사류,⑨ 기타 등 9종류로 선별
한다.
시료중의 수분함량은 시료에 포함된 수분의 중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대

량분석은 시료의 무게를 측정한 후 5~20kg의 쓰레기를 건조할 수 있는 큰
건조기를 이용하여 105±5℃로 중량이 일정하게 될 때까지 약 3~5일을 건
조하고,소량분석일 경우에는 수욕상에 수분을 거의 날려 보내고 건조기를
이용하여 105±5℃에서 시료의 중량이 일정하게 될 때까지 약 4시간 정도
건조시켜 함량이 되는 시점에서 시료의 무게를 측정한다.7)

나나나 화화화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

화학적 특성은 발열량,인화점,독성,부식성,폭발성,수분함량,원소조성
비,중금속(수은,납 카드륨)함량 등을 들 수 있다.발열량은 물리적 3성분
과 함께 소각시설 설계에 중요한 인자가 된다.

6)부산발전연구원,�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부산발전연구원,1998,p.37.
7)황재석․오세천․정순형․권기홍,�폐기물처리개론 �,동화기술,2001,p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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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도시폐기물의 발열량은 1,000~1,200kcal/kg정도인 것으로 나
타났으나 P.P플라스틱계 폐기물의 증가 등에 따른 폐기물 조성 변화로 점
차 고열량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8)
폐기물을 구성하고 있는 화학적 조성에 대한 자료는 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자원화 공정을 우해서 매우 중요하다.예를 들면 소각처리 여부를 판단
하는 것,음식물 쓰레기의 유기성분을 퇴비화하거나 다른 생물학적 처리공
정 원료로 이용하려고 할 때,폐기물을 구성하는 원소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며,폐기물에 포함되어 있는 미량원소 또한 중요한 원고가 된다.9)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화학적 특성에는 ① 3성분 분석,② 소각재의

융점,③ 주요원소분석,④ 에너지 함량이다.3성분 분석은 수분,휘발성 가
연분,회분의 분석항목으로서 휘발성 가연분과 공정탄소를 합하여 가연분
으로 구성하는 것이며,소각재의 융점은 폐기물 소각으로부터 생긴 재가
일정한 온도에서 용융되어 고형물이 액상을 형성시키는 온도를 말한다.
폐기물의 화학적 성분 중 원소 분석항목은 대개 탄소(C),수소(H),질소

(N),산소(O),및 황(S)의 원소들을 분석하는 것이며,폐기물 유기성분 에너
지 함량은 ① 열량계로 실규모 보일러 상용 ② 실험실 단열열량계 사용 ③
원소의 조성을 아는 경우는 계산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현재 대부분의
유기성분의 지 함량은 단열 열량계시험 결과에 근거한다.

다다다 생생생물물물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

플라스틱,고무,가죽성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폐기물 중의 유기성물 성분
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8)부산발전연구원,전게논문,p38.
9)황재석․오세천․정순형․권기홍,전게서,p56.



- 9 -

① 설탕,녹말,아미노산 등 여러 종류의 당과 유기산 같은 수용성 성분
② 탄소가 5~6개 있는 저분자 물질
③ 지질,유분,왁스와 같은 알코올의 에스테르와 긴 고리의 지방산
④ 탄소 6개의 당분 글루코우스의 응축생성물
⑤ 방향족 고리를 포함하고 있는 고분자 물질로 정확한 화학적 성질이 알
려져 있지 않다.
⑥ 리그닌과 셀룰로즈가 조합된 리그노셀룰로즈

폐기물 중 유기성분이 중요한 생물학적 특성을 갖는 것은 거의 대부분
유기물 성분들이 생물학적으로 분해되면 여러 가지 가스와 불황성 유기물
그리고 매우 적은 양이지만 무기성 고형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1)유기성 폐기물의 생분해성
유기물 성분의 생분해성을 측정할 때 생활폐기물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

성고형물(Volatilesolid)함량을 많이 사용한다.그러나 리그닌을 사용한 신
문용지나 정원폐기물과 같은 생활폐기물에서는 VS는 높지만 생물학적 분
해도는 낮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2)악취발생
악취는 생활폐기물이 수거에서 최종처분 즉,매립될 때까지 처리과정에

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특히 여름같이 더운 기후에서 악취문제는
더욱 심각한데 폐기물의 혐기성 분해 시 분해온도와 체류시간 등을 잘못
맞추면 발생한다.예를 들면 혐기성 조건에서 황산염 이온은 황이온으로
환원되고 수소와 반응하여 황화수소를 발생하게 되거나 메르캅탄과 같은
유기 황화합물이 형성되며 이에 따라 유기물이 메탄사스로 전환되는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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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줄고,오히려 암모니아 가스의 양이 증가하므로 주변에 악취가 발생
하는 것이다.검은 빛깔을 나타내는 이유는 황이온이 주로 여러 가지 금속
황화물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생생생활활활폐폐폐기기기물물물의의의 종종종류류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유해성을 기준으로 1986년 당시에는 일
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구분하였고,1991년 당시에는 일반폐기물과 특정
폐기물로 구문하였으나,폐기물의 분법화시대가 열린 1993년부터는 발생원
별 관리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하고 있
다.
따라서,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폐기물로서 성상별로 가연성

과 불연성 폐기물,재활용성 폐기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가가가 가가가연연연성성성폐폐폐기기기물물물

가연성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중 소각 시 소각이 가능한 폐기물을 말하
는 것으로서 음식물,채소류,종이류,나무류,고무 피혁류,플라스틱류 등
을 들 수 있다.

나나나 불불불연연연성성성폐폐폐기기기물물물

불연성 폐기물은 가연성 폐기물과는 달리 폐기물을 소각 시 소각이 불가
능한 고형물질의 폐기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연탄재,금속류,초자류,토사
류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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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 재재재활활활용용용성성성 폐폐폐기기기물물물

재활용성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중 가연성과 불연성 폐기물을 제외한 폐
기물을 말하며,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폐기물관리법제2조 제6호)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생활폐기물 중 재이용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재활용성 폐기물로

는 종이류,병류,고철류,캔류,플라스틱류 등이 있으며,고철류와 종이류
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폐폐폐기기기물물물의의의 처처처리리리방방방법법법

가가가 매매매립립립

현재까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방법으로 폐기물의 처리
단가가 가장 저렴하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으며 일시에 대량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용될 것이다.그러나 매립 장소에 대한
기준은 계속 강화될 것이므로 처리단가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매립처리에 대한 기술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나 신기술들을 이용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또한 유기성 폐기물의 매립처리는 유기물이 분해
되면서 발생되는 가스 및 침출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불
연성 물질이나 소각재 처리에 매립처리방법이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따라
서 폐기물이 발생하는 한 매립은 최종처분방법으로 이용될 것이다.10)
보다 중요한 것은 매립량을 가능한 줄이도록 노력하고 매립지의 선정에

10)경남개발연구원,전개논문,P.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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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을 기해 매립으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나나나 소소소각각각

소각은 폐기물이 가연성인 경우 부피를 80~90%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데
부패성 물질은 안정화시키는 가장 위생적인 폐기물 처리방법이다.그러나
소각 후에도 최종 처리해야할 소각 잔재물이 발생하므로 폐기물의 중간처
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가연성 폐기물이 연소할 때 발생되는 열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거나

지역난방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소각은 자원의 재활용 방법이기도 하다.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엄격하게 통제하여 대기오염,지표수

및 지하수오염을 방지하는 설비를 갖추어 소각에 의한 환경오염을 최대로
줄여야 한다.최근에 소각장 건설을 둘러싸고 보이는 행정당국과 시민간의
갈등은 소각장의 환경오염 문제가 중대한 일임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일이
다.또한 소각로는 최초투자비,운전비,방지시설비 등 경비가 많이 요구되
는 단점이 있다.

다다다 재재재활활활용용용

폐기물 재활용이란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회수 혹은 선별
하여 재이용하거나 제품의 원료로 재생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최종
처리해야할 폐기물의 양을 줄임으로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폐자원
의 이용으로 천연자원을 절약하는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어,정
부에서는 재활용산업 육성 등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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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고 있다.11)
환경문제에 대한 많은 연구 성과들은 미래세대가 쓸 자원을 보존하기 위

해서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자원들을 철저히 순환시켜야 한다는 점을 지
적하고 있다.원자재에서 출발해 상품으로 만들어진 자원을 다 쓴 후에 다
시 다른 물건을 만들기 위한 자원으로 순환시키는 일이 앞으로 30~40년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지구의 자원을 미래의 세대들에게 남겨주는 일일 것
이다.
존E.영의 “폐기물의 감소와 물질의 절약”에서는 재활용,재사용이 경제

성에 대해 고용효과까지 포함한 치밀한 분석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그의
연구보고서는 재활용을 두 단계로 나누는데 첫 번째 단계는 부분적인 재순
환이라고 부르고,두 번째 단계를 집중적인 재순환이라고 부른다.자발적인
수준에서 신문,유리병,깡통 등의 몇 가지 품목을 수집하는 부분적 재순환
의 경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으나,물질의 전반적인 구분,재사용,재순환
이 가능한 모든 물질의 회복과 유기물질이 퇴비화를 포함하는 집중적인 재
순환의 경우에는 소각에 대한 보완책이 아니라 소각의 대안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매립지가 폐쇄되어 소각장을 지으려던 미국의
시애틀 시는 재활용 목표를 98년까지 60%로 세워 소각장을 짓지 않기로
결정했다.

11)지구환경보고서(Stateoftheworld,Worldwatchinstitute)91년판에 수록된 존E.
영의 “폐기물의 감소와 물질의 절약”,앨런 더닝의 “소비사회의 극복”,산드라 포텔
과 크리스토퍼 플래빈이 쓴 “지구경제의 재구성”은 쓰레기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
에서 다루고 있다.(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 쓰레기 처리에 관한 결과 보고서 �,
1999,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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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２２２절절절 선선선진진진국국국의의의 폐폐폐기기기물물물 관관관리리리정정정책책책

미미미 국국국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1980년대 말경에는 쓰레
기와의 전쟁(WaronWaste)을 선포하며 폐기물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1965년에 쓰레기 문제를 사회 이슈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SolidWasteDisposalAct(폐기물처리법)를 제정하였다.이 법은 1970년 에
너지위기(oilcrisis)와 함께 폐기물의 소각으로부터 에너지 재생 기술
(waste-to-energyincinerator)을 강조하면서 ResourceRecoveryAct(자원회
수법)로 대체되었다.이 자원회수법은 1976년에 다시 재활용과 환경보전을
강화하는 현재의 폐기물관리법인 RCRA(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Act자원보전 및 회수법)SubtitleD.로 개정되었다.12)
미국 폐기물관리법의 요체는 폐기물의 생성에서부터 처분될 때까지(즉,

폐기물의 요람에서 무덤까지)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폐기물의 감
량화․자원화를 통하여 소각이나 매립에 이르는 폐기물량을 최소화하고,
또 소각이나 매립 시에도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다.궁극적으로 폐기물 최소화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으며,이 정책은 최종 처분지인 매립장에 이르는 폐기물을 최소화함
으로써 매립용량을 가능한 오랫동안 유지하려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매립 의존도가 높으며 1988년도는 기준의 약

80%의 폐기물을 매립에 의존하였다.그 결과 매립장의 용량이 점차 감소
하여 새로운 매립지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미국정부는 매립

12)김태완,“울산시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울산대학교 지역
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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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는 새로운 폐기물 관리목표를 설정하여 1992년의
목표를 매립 55%,소각 20%,재활용 25%로 책정하였다.
도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13)
첫째,주정부,지역사회,폐기물 관리자,시민과 공장에서 이용 가능한 폐

기물에 대한 계획과 정보(기술적,교육적)를 강화하고 연구와 개발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한다.
둘째,폐기물 관리자,지역사회와 주정부에 의한 효과적인 계획을 강화한

다.
셋째,제조공장,정부,시민에 의한 재활용 활동을 강화한다.
넷째,정부와 시민에 의한 재활용을 강화한다.
다섯째,인간의 건강과 환경의 보호를 위해 도시 폐기물 소각에 따르는

위험을 감소시킨다.
여섯째,인간의 건강과 환경의 보호를 위해 매립에 따르는 위험을 감소

시킨다.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ProtectionAgency.EPA.)은 1993년 5월

모든 새로운 소각장 건설과 기존의 소각장 증설을 향후 18개월간 전면 금
지하는 새로운 폐기물 관리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재활용,감량화 우선정책
이 채택되었다.시애틀 시의 경우 1988년 매립장 확보가 어렵게 되자 소각
장 설치를 계획했으나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되고,폐기물의 재사용,재활용
운동을 전개하여 1년 만에 37%의 쓰레기를 줄이기도 했다.14)
미국은 지난 30년간 생활쓰레기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문제의 심각성과

13)김금수,“폐기물관리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 소각장 건설을 중심”,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5.2.p.28.

14)고영하,“신뢰받는 행정만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환경운동 �,환경운동
연합,1993.10.,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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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처하는 미국국민이 생활쓰레기를 자원으로 인식하여 재활용률을 높
이고 있는데 이는 종래의 신속한 수거와 매립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생활
쓰레기 처리의 적극적인 방안을 도입 시행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은 자원절약 및 지하수 오염방지 등 인간의 자연파괴를 줄이

는데 기여하게 된다.물론 미국의 현 제도가 환경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의
지속성장에 부합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할 수 있다.그 예로 예치금제도의
성과는 잘 나타나고 있으나 가격상승은 소비를 줄인다는 인식을 가진 기업
들의 로비로 인해 예치금제도가 모든 음료수의 판매에 적용되고 있지 않으
며,대부분의 주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그러나 미국의 생활쓰레기 처
리정책이 생태계 보호를 고려하고 있는 점과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렵하여 님비현상 및 갈등을 줄여나가는 노력 등은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우리나라의 생활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시사
하는바가 크다 할 것이다.15)

일일일 본본본

일본은 산업화로 인한 고도성장을 폐기물의 양이 증가하자 그동안 「청
소법」을 대폭 수정하여 1970년에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고 수거․운반체계의 정비와 쓰레기 감량화를 추진하면서 본격적
으로 쓰레기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제1차 쓰레기 위기를 대규모 소각장 건
설과 매립지의 정비를 통해 해결하였다.그 결과 85년 이후 엔고 현상에
의해 재생자원품의 가격이 폭락하고 재활용 체계가 붕괴되면서 89년을 쓰
레기 원년으로 선포하고 90년 12월 「재생자원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15)고재영,“미국생활쓰레기 처리정책과 그 집행 사례 :New York주 Onondage
County를 중심으로”,�해외자치행정조사보고서 �,1996.12.p51.



- 17 -

제정하여 순환형 사회로의 정책방향으로 선회하였다.폐기물에 대한 처리
는 우선적으로 재이용을 통한 자원화를 추진하고 소각시설,중간처리시설,
최종처분장 등의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특히 자원화 유효화이용의 추진
을 위한 과제로서 회수기술의 개발과 경제성의 제고,자원회수시장의 안정
성과 조직의 정비,자원의 에너지 회수시설에 대한 선행투자 등을 제시하
고 이의 실행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16)
동경도는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자연순환형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폐기물 감량화 3원칙을 수립․시행하고 있는데,첫째,폐기
물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고,둘째,폐기물배출 이전에 재활용을 촉진하
며,셋째,폐기물을 수집한 후 또는 처리시설에서의 재자원화를 철저히 수
행하도록 되어있다.17)
1995년 6월에는 용기포장 재활용법이 재정․공포되어 폐기물 용적이

60%를 차지하고 있는 용기포장 폐기물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기
관,사업자 및 소비자 모두가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꾀하고 있다.동경
도에서는 가정폐기물에 대하여 가연물인 경우 주3회,불연물인 경우 주1회
로 구분하여 수거하고 있으며,가구 및 가전제품과 같은 대형 폐기물의 경
우 관할 청소사무소에 전화로 연락하면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수거하고
있다.
아다지(足立)區 및 시나가와(品川)區에서는 월 2회 자원쓰레기 분류수거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으며,폐지의 경우 신문지,홍보전단 및 잡지별로 분류
하고 음료병은 투명,갈색,청록색 별로 분류하며 캔의 경우 음료캔과 식료
캔을 분류 배출하도록 하여 자원화에 앞장서고 있다.불연물로 수집된 폐
기물은 동경만 해상매립지 불연물 쓰레기 처리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다.이

16)한국자원재생공사,�주요국가의 폐기물 관리정책의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1994,
p.19.

17)변종각,“각국의 폐기물 이야기:일본편,”�첨단환경기술 �,1991.1.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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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 있는 제1공장은 33톤/hr×2기,제2공장은 48톤/hr×2기의 처리능력을
갖춘 시설로서 파쇄 및 선별과정을 거쳐 금속과 알루미늄만을 회수,재활
용하고 있으며 기타 폐기물은 매립하고 있다.
또한 재사용하지 않는 가구류 등의 대형 조대폐기물도 동경만 해상매립

지 조대쓰레기 파쇄처리시설로 보내져 수작업에 의한 선별과정을 거쳐 파
쇄 부적합 폐기물은 곧바로 매립하며,나머지 폐기물은 파쇄 및 선별과정
을 통하여 금속류만 회수,재활용하고 기타폐기물은 소각,매립함으로써 쓰
레기 감량화 및 매립처분장의 매립기간 연장을 도모하고 있다.일본의 여
러 도시에서도 폐기물 재활용에 자치단체와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많
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사이다마현 구마까야시()에서는 “가정에서 나
온 쓰레기는 가정에서 재활용하도록 하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음식물쓰
레기 감량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또한 이이찌현 나고야 시에서는 1인
당 하루 쓰레기 100g감량을 목표로 시민,사업자 및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또한 폐기물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연물 쓰레기의 수
거횟수를 주3회에서 주2회로 줄이는 도시도 있으며,자원재활용의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하여 폐자원의 종류를 더욱더 세분화하여 폐자원의 가치를 높
이는 도시가 있는가 하면,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수거횟수를 늘려 시민
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노력하는 자치단체들도 있다.

독독독 일일일

독일의 환경관계법은 복수법 체계로 되어있으며 폐기물과 관련이 있는
연방법으로는 폐기물 퍼분법(FederWasteDisposalAct)을 들 수 있다.이
법은 1972년 6월에 제정되어 1986년까지 4번의 개정을 거쳤다.그리고 폐
기물의 발생원에 따라 가정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을 구분하여 처리책임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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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고 폐기물의 특성에 따라 처리방법을 구문하고 있다.독일의 폐기물
발생량은 최근 고수준에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반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의 책임은 郡(County)에 있으며 道(Lande)는 폐기물 처리계획을 수
립하여야 하고,각 지방정부는 폐기물 처리시설 및 운반업 허가와 계속적
인 점검을 한다.
독일의 가정쓰레기 처리는 70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 수집용기나 수집

차량의 기술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독일은 일정한 규격의 수집용기가
배포되어 있어서 청소원이 쓰레기를 수집용기에 모아 Station에 배치하여
놓으면 수집용기의 종류에 따라 투입방식과 교환 시스템에 의하여 수집 차
에 기계적으로 상차시키고 운반한다.그리고 주택 과밀지역에서는 종이나
플라스틱류의 자루에 포장된 채로 수집 압축되는 자루 수집 시스템도 병행
하고 있다.18)
1990년 독일에서의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은 매립 63.8%,소각 28.8%,퇴

비화 2.85% 등으로 처리되었으며,2000년에는 매립 49.35%,소각 35.10%,
퇴비화 5.40% 등으로 처리계획을 수립하였다.19)
독일은 소각과 매립을 병행해 오면서 동독지역이나 기타 후진국으로 폐

기물을 운반하여 처리해 오다 독일통일 등으로 한계에 부딪히자 90년대 초
부터 강력한 폐기물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그 가운데 생활쓰레기와 관련
된 것들로는 포장폐기물 및 폐가전제품에 대한 규정,중고자동차 처리규정,
폐지 및 건전지 규정 등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핵심원칙은 생산자는 환
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생산자가 해당물품의 폐기물을 수거 처리하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예를 들면 PVC 포장용기에 대해서는 무게와

18)박청필,“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생활쓰레기를 중심으로”,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5.2.),p.37.

19)황경업,“독일에서의 폐기물관리:안전처리에서 재활용으로,” �월간폐기물 �,1993.2.
p.97.



- 20 -

용량을 최소한의 크기로 제한하고,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해야 하고,분리하기 쉽게 플라스틱의 종류를 겉면에 표시해야
하며,하나의 용기에는 가능한 동일재질의 플라스틱만 사용하고,재활용에
장애가 되는 물질의 부착을 피하며,독성잉크를 사용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또 플라스틱 병에 대해서는 약 250원의 회수 보증금을 물리며,현재
는 약 20번을 반복 사용하는 PET병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포장폐기
물과 관련해서는 생산자에게 각종 포장용기와 일회용식기 등에 대한 보증
금과 회수의무를 지우고 있다.폐가전제품이나 자동차에 대해서도 마찬가
지이다.20)
독일의 폐기물 관리정책에서 특이한 것은 소각을 통한 에너지의 회수는

자원재활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이다.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재활용
정책이 시행된 지 반년도 되기 전에 과잉 수집된 재활용품이 재생산원료로
사용되지 못하고 중간 방치되거나 개발도상국에 수송하여 처분할 수밖에
없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21)

스스스웨웨웨덴덴덴

45만km 의 국토에 870만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스웨덴은 국토의 절반
이 숲으로 덮여 있고 10만개에 달하는 호수가 산재해 있어 유럽의 다른 여
러 나라들과 더불어 자연환경이 뛰어난 나라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또
한 공장들도 여러 지역에 넓게 흩어져 있고 밀집되어 있는 산업구역이 거
의 없으며,호수가 많아 그 어떤 나라보다도 물이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이런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는 만큼 스웨덴은 이미 오래전부터 환경에 관련

20)박청필,“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생활쓰레기 중심으로”,1995.2,
p.39.

21)송웅기,“서울시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 추진현황,민주당 정책위원회,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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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법들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왔으며 지금도 지속적으로 환경보호에 힘을
쏟고 있다.22)
스웨덴은 폐기물의 배출량과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 정부기구,폐기물회

사,산업체의 대표자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립,144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여 환경적으로 안전한 제품의 개발과 폐기물관리에 대한 연구를 목
적으로 하는 3개년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이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자연
을 보전할 수 있는 환경을 보호하는 폐기물 관리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특별위원회의 구체적인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다.
첫째,생상자책임을 강화하여 화학물질의 이용에 대한 통계를 강화하고,

환경유해물질의 대체를 요구한다.
둘째,특정유해물질의 사용제한과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한

다.
셋째,폐기물량과 유해성을 줄이기 위한 경제수단을 개발한다.
다섯째,포장산업에서 회수․상환․재활용하는 제도를 강화하는 수단을

개발한다.
여섯째,폐기물 분야에서의 연구․개발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1990년 5월 의회의 승인을 얻어 법률로 채택된 폐기물 관리방식은

현재 폐기물대책의 길잡이 노릇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폐기물에서 공중건강과 환경에 위협이 되는 물질을 감량화 한다.

이를 우해서는 생산 면에서 제조업자의 책임을 명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
다.
둘째,생산가 소비 양쪽에서 대책을 강구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

한다.제조업자는 그들 제품의 사용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량이 환경적으로

22)(주)중앙환경신문사 편집부,�스웨덴의 폐기물관리 �,월간폐기물,1997.8.p.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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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방식을 취급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폐기물량 회수와 재활용을 최대화 한다.
넷째,회수나 재활용이 될 수 없는 폐기물에 대한 환경규제를 강화한다.
다섯째,환경유해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개선한다.환경을 파괴할지도 모

르는 성분이나 제품이 다른 폐기물과 섞여서는 안 되며,분리해서 다루어
져야 한다.
여섯째,폐기물 관리방식의 결정에 있어 신축성을 높여야 한다.단 하나

의 기술적 해결책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새롭고 더 나은 대안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스웨덴은 약 5천개의 쓰레기 매립지가 있으며 정부는 쓰레기 매립

지에 의한 또 다른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또한 스웨덴은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량을 최소화 하는 것,인류보건과 환경에 위해한 물질은 생산시기에
근본적으로 최소화하는 것,폐기물의 분리수거를 통해 재활용하고 재활용
시스템을 촉진하는 한편 일회용 물품사용을 억제하는 것 등을 그 목표로
삼고 있다.1972년에 열린 국제연합환경회의를 유도하는 등 환경문제에 솔
선하여 온 스웨덴은 국가의 환경목표와 그에 따른 프로그램의 달성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함께 고민해야할 문제로 인식하고 없는 지구상의 환경
문제와 균일한 국제환경표준의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영영 국국국

1990년 「환경보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폐기물을 총괄적으로 규제하
는 법이 없어 1974년에 제정된 ｢오염규제법｣(ControlofPollutionAct)과
1972년 제정된 ｢유해폐기물 관리법｣(DepositofpoisonousWastesAct)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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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폐기물을 관리해 왔다.
영국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역사적으로 다소 다른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는데 폐기물관리 시스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23)
첫째,배출되는 폐기물의 90%가 매립에 의존하고 있다.
둘째,각 지역의 ‘폐기물 청’에 의해 가정 폐기물의 수집 및 처분 서비스

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고,폐기물의 처리 및 재자원화 시장에는 개입하
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셋째,산업폐기물,특히 유해폐기물의 처리와 처분은 대부분(약98%)민간

부분에 의존하고 있다.
넷째,폐기물의 처리 및 처분시설에 대한 허가시스템이 관리시스템의 핵

심이다.
다섯째,폐기물의 처리계획,법규제의 집행,허가업무 등의 실제시스템의

운영은 모두 지방 분산화 되어있다.
1990년에 제정된 「환경보호법」은 이미 확립된 폐기물 관리시스템을 유

지하는 한편,폐기물의 감량화,재자원화 등에 대한 새로운 폐기물 정책 프
로그램을 담고 있다.이 새로운 정책의 주요내용은 ① 폐기물의 처리,처분
규제에 대한 강화,② 물질 및 에너지 회수에 의한 재자원화,③ 폐기물의
처리,처분규제에 대한 강화,④ 쓰레기의 불법매립 방지조치 등으로서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24)

먼저,폐기물의 발생억제에 관한 정책으로서 종합적 오염방지정책에 의

23)김선희,“영국의 환경보호법과 폐기물정책,” �국토 �,제130호,국토개발연구원,
1992.7.p.8.

24)한국자원재생공사, �주요국가의 폐기물관리정책의 비교분석에 관한연구 �,1994.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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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폐기물의 감량화를 추진하고 폐기물의 배출을 억제하는 청정기술(Clean
Technology)개발의 촉진자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또 폐기물 감량화에
높은 처분비용을 부담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둘째,재활용의 촉진이다.영국은 2000년까지 폐기물 중 발생추정 재자원

화 대상물 50% 중 25%의 재자원화를 설정하고,이의 촉진을 위해 “재활용
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셋째,폐기물의 처분 및 처분에 대한 규제의 강화이다.폐기물 처리에 관

계하는 모든 관계자의 권한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폐기물의 처리처
분에 대한 규제강화를 우해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였다.
끝으로 널려진 쓰레기 방지대책의 강화이다.지방자치단체 및 토지 소유

자에게 널려진 쓰레기를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쓰레기 투기에
대한 벌금을 인상하였다.또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도 계속하고 있다.이상
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국도 대부분의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감량화와
재활용을 폐기물 관리정책의 우선방향으로 설정하고,이의 추진을 위한 각
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동시에 예산지원,대책사업추진 등을
병행하고 있다.

프프프랑랑랑스스스

유럽의 선진국들과 함께 프랑스에서도 자연환경과 도심생활환경의 보호
를 위한 환경정책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환경오염자-비용부담자
(Pollueur-Payeur)”라고 하는 원칙은 쓰레기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으며,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쓰레기를 산출하거나 그럴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법 앞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프랑스의 자치단체가 행하는 쓰레기처리 사업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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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정부시행령에 의거한 기준을 근거로 최대한의 자율행정권을 발휘하고
있으며,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
해서 자치단체 연합체의 결성을 중심을 민간업체의 경영기술을 도입함과
동시에 환경관계 정부기관들의 연구와 조언을 얻어서 효과 높은 투자설비
를 중심으로 쓰레기처리에 관한 경제적 기술발전을 향상시켜 나간다고 볼
수 있다.이에 관한 실천사례를 분석하여 살펴보면 쓰레기에 관한 문제해
결은 생활환경 보호하는 좀 더 넓은 의미의 환경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환경문제에 관련된 프랑스의 법령이 갖는 의미를 요약해

본다면,쓰레기의 산출과 그 유독성을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쓰
레기의 운송을 체계화시키면서 쓰레기 량과 쓰레기 이동을 제한하도록 하
며,이들 쓰레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소재로 회수하거나
에너지의 생산을 통해서 가치를 새롭게 부가시킬 수 있도록 쓰레기 재활용
처리에 노력하고,쓰레기의 제거,재활용과정에서 도심(생활)환경과 시민건
강에 끼치는 영향 등에 관해서도 행정정보를 개발하고 주민을 위한 홍보활
동을 활성화시키는 총체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인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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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３３３장장장 생생생활활활폐폐폐기기기물물물의의의 관관관리리리실실실태태태

폐기물관리의 주된 목적은 발생원에서 수집,회수,운반 그리고 처리의
전 과정이 효율적인 자원의 회수라고 하는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다루어져
야하는데,배출원에서 최대한 발생량을 억제하여 감량화(Reduction)하고 재
이용(reuse),재활용(Recycling)등으로 자원을 순환시킬 뿐 아니라 배출된
폐기물은 소각(Incineration),매립(Landifilling)등으로 인간과 자연환경에
무해하고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다.25)
그리고 폐기물을 종합적 관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데 ① 예방의 원칙 ② 가치창조의 원칙 ③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기
술(BestAvailableTechnology,BAT)사용원칙 ④ 발생지 처리원칙 ⑤ 환경
관리통합의 원칙 ⑥ 투명성의 원칙 ⑦환경적으로 재생 가능한 개발
(Environmentallysoundandsustainabledevelopment)원칙하에 구축하여
야 한다.26)

제제제１１１절절절 생생생활활활폐폐폐기기기물물물의의의 처처처리리리과과과정정정과과과 관관관리리리책책책임임임

생생생활활활폐폐폐기기기물물물의의의 처처처리리리과과과정정정

가가가 발발발 생생생

쓰레기는 가정이나 사업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수거․운반 과정을 거쳐 최

25) 배성열,“폐기물의 관리”,환경공무원교육원,폐기물처리요원반 법정교육교재,
(1998.3.),p.28.

26)김태완,“울산시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관한연구”,울산대 지역개발대
학원,(1998.8.),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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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처분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발생되는 쓰레기를 크게 분류하면 가연
쓰레기(타는 것)와 불연쓰레기(타지 않는 것)로 나눌 수 있다.
가연물에는 종이류,주방쓰레기,섬유류,목재류 등이 있지만 가연물이라

도 소각하면 유독가스를 발생하건,발열량이 높아 고온을 발생시켜 소각로
를 상하게 하는 등,소각처리가 부적당한 쓰레기도 있다.예를 들면 플라스
틱류나 고무,피혁류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연소 부적물로 분류하
기도 한다.불연물로 분류되는 것은 금속류,유리,초자기구,토사 등이 있
다.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의 조성은 대도시의 경우 종이류와 주방쓰

레기가 전체 2/3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는 플라스틱,유리,초자기류
가 주성분으로 되어있다.또 이들 분류와는 별도로 생활쓰레기에는 다수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전체 중량의 50%가량이 수분으로 되어있다.

나나나 수수수 거거거

쓰레기의 수거는 그 처리과정의 첫 단계로서 각 가정의 생활공간에서 청
결하게 보관된다.수거방식에는 수거장소나 대상에 따라 몇 가지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장소에 따른 방식으로는 일반가옥을 대상으로 한 문전구서나
타종수거가 있으며 아파트단지 등에서 행하는 컨테이너 수거방식이 있다.
대상으로 하는 구분으로는 쓰레기를 분별하지 않는 혼잡수거와 일정 종류
별로 수거하는 분리수거가 있다.
분리수거의 목적은 재활용의 증대와 최종 처분 시 소각과 매립이 용이하

게 하기 위함이다.수거의 형태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경우와 지정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가연쓰레기와 불연쓰레기의 분별이 가
장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종이,병,금속 등 재 자원화가 가능한 것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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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하는 복합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다다다 운운운 반반반

수집된 쓰레기는 쓰레기처리시설이나 최종 처분장으로 운반차량에 의해
운반된다.대도시의 경우 최종 처분장 확보가 어려워 지정된 처분장으로
쓰레기의 광역적 이동이 불가피한데,이러한 쓰레기 운반은 통과경로 주변
의 주민이나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쓰레기가 주변에
유실되거나 침출수 유출,악취 등이 발행하지 않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라라 중중중간간간처처처리리리

쓰레기는 매립 등의 최종처분이전에 중간처리를 행한다.쓰레기처리시설
로는 쓰레기를 매립처분 또는 그 외에 유효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소
각,퇴비화,파쇄 압축 등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이들 처리시설로 쓰레기의 용량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퇴비로 이용하거나 파쇄선별에 의해 원료로서 재생이용하거나 최종처분량
을 감량․감용화 시킬 수 있다.
또한 소각 처리 시에 발생하는 열을 에너지로 이용하여 주변지역에 환원

하는 등 고도의 기술로 쓰레기를 유효하게 이용하고 있다.

마마마 매매매 립립립

쓰레기는 최후로 최종 처분장에서 매립되지만 최종 처분장 확보가 현재
가장 민감한 과제로 되고 있다.특히 가용 토지가 부족한 대도시권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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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지역에서의 매립장 확보가 곤란하다.쓰레기 처리에 있어 여러 중간처
리를 행하고,또 자원화를 도모해도 최종 잔해물이 반드시 발생하기 때문
에 최종 처분장 확보는 불가피 하다.쓰레기 매립에 있어서는 쓰레기가 유
출되지 않도록 위생 매립을 하는데 일정의 쓰레기 두께 위에 복토를 하고
침출수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침출수 지하침투방지,오수처리
시설 설치 등의 대책을 필요로 한다.
한편 발생원에서 배출된 여러 종류의 다양한 쓰레기들이 재활용이나 중

간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매립되었을 경우 쓰레기 재질에 따라 차
이가 있지만 우유팩과 같이 짧게는 5년부터 스티로폼과 같이 길게는 500년
까지의 분해기간이 소요된다.따라서 이들 쓰레기를 직접 매립하는 경우
안정화 기간이 길어 타 용도로 사용전환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표 표 표 표 3-1> 3-1> 3-1> 3-1> 생활폐기물의 생활폐기물의 생활폐기물의 생활폐기물의 분해기간분해기간분해기간분해기간

구구구분분분 분분분해해해기기기간간간
폐 스티로폼 500년
1회용 종이기저귀 100년 이상
알류미늄켄 80~100년
플라스틱용기류 50~80년
가죽구두 25~40년
담배필터 10~12년
우유팩 5년
자료 :환경보전협회

바바바 쓰쓰쓰레레레기기기 종종종량량량제제제 실실실시시시

쓰레기 종량제는 폐기물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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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폐기물 비용에 대해서 오염자 자신이 환경파괴나 오염행위로 발생하
는 피해와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 “오염자부담의 원칙”
을 적용하여 배출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이는 쓰레기를 이용 가
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분리 배출하여 자원재활용과 쓰레기감량화의 이
중적 효과를 기대하는데 있으며,쓰레기 종량제는 폐기물 정책의 방향이
오염의 사후처리에서 폐기물 감량화,자원화,위생 처리화 라는 폐기물 관
리의 기본방향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정책수단으로
이해 할 수 있다.즉,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배출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단순한 발생쓰레기 배출의 개념에서 생산소비계획단계에서 투입요소의 최
적이용의 개념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쓰레기의
생산패턴의 변화 없이 배출단계에서 배출량의 최소화를 유도하며,장기적
으로는 소비활동에서 쓰레기 발생을 최적으로 조정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
한다.27)오염자 부담원칙으로 종래의 공급관리체계에서 수요관리체계로 전
환되었음을 의미한다.이런 측면에서 볼 때 쓰레기 종량제는 자원 재생화,
환경오염예방,쓰레기 감량 등 폐기물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1995년 1월 전국적으로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는 초기에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만 실시되었으나,현재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
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도 가능한 쓰레기 종량제를 확대 적용하도록 지방자
치단체에 권장하고 있다.

27)박재성,쓰레기종량제의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학위논문,2000,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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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생활활활폐폐폐기기기물물물의의의 관관관리리리책책책임임임

생활폐기물의 관리는 여러 단계에 의해 관리되어지며 쓸모없이 버리게
되는 배출과정에서부터 수거․운반․재활용․소각․매립처분과정을 거치면
서 자연 순환물이 되는 것이 일반적 흐름으로 폐기물 관리업무 중 가장 많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특히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민감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청소행정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수
거․운반은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민간위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지방
자치법 제 95조 3항28)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 2항29)규정에 의거 자치단
체별로 조례로 정하여 수거․운반 업무를 대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무해한 일반폐기물은 수거․운반 및

그 처리에 있어 차이를 두고 있지 않으나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
이 관할 지역 내의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책임을 갖고 있으며 사
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자가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자가 처리가 곤란
한 경우에는 위탁 처리를 하여야 한다.30)

28)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9)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시장․군수․구청장은 관
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다만 환경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의 규
정에 의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0)환경부 :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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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폐폐폐기기기물물물 관관관리리리법법법상상상의의의 관관관리리리책책책임임임

국국국가가가 광광광역역역자자자치치치단단단체체체 기기기초초초 자자자치치치단단단체체체
*폐기물처리 기술의 연
구․개발,지원

*기술적,재정적 지원
* 광역자치단체의 폐기
물 사업 조성

*폐기물처리사업조성
*기술적,재정적 지원
*광역처리시설의 설치
․운영

*생활폐기물 수집․운
반․처리 및 발생억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 수리 및 관리

폐기물처리 종합계획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그리고 폐기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처리를 위한 시설설치,유지관리와
지원,기술개발 및 요원훈련,관리체계구성 및 운용 등의 일반적인 관리는
일반폐기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하며 지정폐기물은 국가가 수행한다.

제제제２２２절절절 전전전국국국 생생생활활활폐폐폐기기기물물물 처처처리리리현현현황황황

생생생활활활폐폐폐기기기물물물 관관관리리리구구구역역역현현현황황황

1인당 1일 쓰레기 배출량을 보면 매년 점진적인 감소추세로 나타났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감소요인은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소비성향의 위축과
배출원에서의 감량화,분리수거 확대 등의 재활용율 제고 및 도시가스 사
용 등의 가정용 난방연료의 사용변화추세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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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3-3> 3-3> 3-3> 3-3>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관리구역 관리구역 관리구역 현황현황현황현황

구
분

연
도
별

전체행정구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
지정율
(%)

관리

구역내
생활
폐기물
배출량
(톤/일)

1인당
생활
폐기물
배출량
(kg/일)면적

(㎢)
인구
(천명)

면적
(㎢)

인구
(천명)

면적
(㎢)

인 구
(천명)

면적
비

인구
비

1997 99,731 46,509 72,778 45,56426,953 945 27.0 2.0 47,895 1.05
1998 99,786 47,087 75,712 46,27422,801 813 23.6 1.7 44,583 0.96
1999 99,771 47,510 79,405 46,88120,924 659 21.0 1.4 45,614 0.97
2000 99,835 47,954 82,326 47,30717,509 647 17.5 1.3 46,438 0.98
2001 99,990 48,262 83,221 47,83616,769 426 16.8 0.9 48,499 1.01
2002 99,845 48,481 84,356 48,13315,489 347 15.5 0.7 49,902 1.04
2003 99,742 48,805 85,220 48,45014,522 355 14.6 0.7 50,737 1.05
2004 99,865 49,014 86,733 48,73013,132 283 13.1 0.6 50,007 1.03
2005 99,954 49,189 86,859 48,92713,095 262 13.1 0.5 48,398 0.99
자료 :환경부,2005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전전전국국국 폐폐폐기기기물물물 발발발생생생현현현황황황

폐기물의 발생 실태를 보면 폐기물의 총량은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생
활 폐기물은 1990년대 들어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배출원
에서 원천적으로 감량화 노력과 함께 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등에 기인한 것이며,특히 음식물쓰레기 및 연탄재 발생량의 감
소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사업장 폐기물(사업장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매년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사업장폐기물이 생활폐기물보다 많아지는 현상을 드러낸다.
생활폐기물의 경우 배출원에서 원천적으로 감량화 노력과 함께 종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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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에 따른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등으로 발생량은 감소추세에 있으
나 산업 활동의 증가로 사업장 폐기물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표 3-4>와 <표3-5>에서 나타나듯이 전국 생활폐기물 성상별 발생현황

에서 재활용이 점진적으로 늘어남과 동시에 가연성 폐기물 중 음식물 채소
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음식물 채소류가 재활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표 표 표 표 3-4> 3-4> 3-4> 3-4> 전국 전국 전국 전국 폐기물 폐기물 폐기물 폐기물 발생현황발생현황발생현황발생현황

(단위 :톤/일)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총 계
발생량 226,668 252,927 269,548 295,047 303,514 290,389
전년대비
증감율(%) 7.1 11.6 6.6 9.5 2.9 -4.3

생활폐기물
발생량 46,438 48,499 49,902 50,736 50,007 48,398
전년대비
증감율(%) 1.8 4.4 2.9 1.7 -1.4 -3.2

사업장배출
폐기물

발생량 101,453 95,908 99,505 98,891 105,018 112,419
전년대비
증감율(%) -2.3 -5.5 3.8 -0.6 6.2 7.0

건설폐기물
발생량 78,777 108,520 120,141 145,420 148,489 129,572
전년대비
증감율(%) 26.6 37.8 10.7 21.0 2.1 -12.7

자료 :환경부,2005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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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3-5> 3-5> 3-5> 3-5>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성상별 성상별 성상별 성상별 발생현황발생현황발생현황발생현황
(단위 :천 톤/일)

구
분

연
도
별

총계

가 연 성 불 연 성

재활
용품소계 음식물·

채소류 종이류 나무류 기타 소계 연탄
재

금속·
초자류 기타

’00 46.4 27.6 11.4 5.5 1.9 8.7 5.0 0.6 0.9 3.4 13.7
’01 48.4 28.6 11.2 5.7 2.4 9.2 5.5 0.6 0.9 4.0 14.2
’02 49.9 30.0 11.3 5.6 2.4 10.6 5.2 0.5 0.8 3.8 14.6
’03 50.7 30.1 11.3 5.6 2.4 10.6 5.6 0.5 0.8 4.1 14.9
’04 50.0 29.4 11.4 5.7 2.4 9.8 5.7 0.5 0.8 4.2 14.8
’05 48.3 29.2 12.9 5.4 2.2 8.5 4.4 0.6 0.7 3.1 14.7
자료 :환경부,2005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05)

전전전국국국 생생생활활활폐폐폐기기기물물물 처처처리리리현현현황황황

<<<<표 표 표 표 3-6> 3-6> 3-6> 3-6>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처리추이처리추이처리추이처리추이

(단위 :톤/일)
연도별 계 % 매립 % 소각 % 재활용 %
’00 46,438 100 21,831 47.0 5,441 11.7 19,166 41.3
’01 48,499 100 21,000 43.3 6,577 13.6 20,922 43.1
’02 49,902 100 20,724 41.5 7,229 14.5 21,949 44.0
’03 50,736 100 20,450 40.3 7,348 14.5 22,938 45.2
’04 50,007 100 18,195 36.4 7,224 14.4 24,588 49.2
’05 48,398 100 13,402 27.7 7,753 16.0 27,243 56.3

자료 :환경부,2005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05)

생활폐기물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자 책임
하에 처리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폐기물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매립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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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27.7%이며 전년대비 23.9%포인트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
는 반면 재활용율은 56.3%로 전년대비 14.4%포인트 크게 확대되었으며 소
각 처리율은 16.0%로 전년도 14.4%에 비해 1.1%포인트 점차 증가하고 있
다.
2005년도의 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처리가 11.7%,

처리업체 처리가 79.7% 및 배출자의 자가처리가 8.6%로 나타난다.그 중에
생활폐기물의 처리주체별 처리현황은 자치단체 61.8%,처리업체 36.8%,자
가처리가 1.4%이다.그리고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자치단체 1.2%,처
리업체 80.4%,배출업체의 자가처리 18.4%이다.건설폐기물은 자치단체
2.0%,처리업체 92.2%,자가처리는 5.8%이다.

<<<<표 표 표 표 3-7> 3-7> 3-7> 3-7>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처리 처리 처리 처리 주체별 주체별 주체별 주체별 현황현황현황현황
(단위 :톤/일)

구분 계 매립 소각 재활용

총폐기물

계 290,389 33,295 15,941 229,528
자치단체 33,858 13,582 6,203 14,035
처리업체 231,611 12,186 6,957 200,881
자가처리 24,921 7,528 2,781 14,612

생활폐기물

계 48,398 13,402 7,753 27,243
자치단체 29,909 9,904 5,984 14,021
처리업체 17,809 3,431 1,693 12,685
자가처리 680 67 76 537

사업장배출시
설계폐기물

계 112,419 16,604 7,326 76,957
자치단체 1,307 1,037 218 14
처리업체 94,334 8,144 4,404 70,292
자가처리 16,778 7,423 2,704 6,651

건설폐기물

계 129,572 3,290 862 125,327
자치단체 2,642 2,641 1 0
처리업체 119,467 611 860 117,903
자가처리 7,463 38 1 7,424

자료 :환경부,2005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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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４４４장장장 광광광주주주광광광역역역시시시 생생생활활활폐폐폐기기기물물물 처처처리리리실실실태태태

제제제１１１절절절 광광광주주주광광광역역역시시시 생생생활활활폐폐폐기기기물물물 관관관리리리정정정책책책의의의 방방방향향향

폐기물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
여 환경을 보전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
는 데 있다.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개발에 기초한 자원순환형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미래세대와
공유해야 할 자원인 환경의 잠재력을 최대한 보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
다.
따라서 광주광역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폐기물관리 목표를 설정

추진하고 있다.
첫째,폐기물 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발생의 최소화에 두고 추진하고 있

다.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쓰레기 감량추진,1회용품 사용규제,포장폐기물
감량화를 추진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녹색소비문화
의 생활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둘째,체계적인 수거 및 운반을 위해서 전 구․군으로 확대 시행하여 쓰

레기배출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음식물쓰레기는 별도
로 분리배출 수거․운반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수거․운반업무의 100% 민
간위탁을 실시하여 서비스향상과 비용절감을 도모할 계획이다.
셋째,재활용 및 자원화의 극대화를 위해 재활용품 수거체계 강화 및 수

거품목을 확대 추진해 재활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구매를 적극 확대하며 음식물쓰레기는 전량 자원화(퇴비․사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 38 -

넷째,발생된 쓰레기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위생적인 매립
장을 조성․운영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소각시설에는 공해방지시설
을 강화하여 안전한 소각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소각장 내에 설치
된 수영장을 주민들에게 추가 개방하고,소각장 및 그 주변을 녹지대로 조
성하여 푸른 숲이 우거진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다섯째,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폐기물관리 재원을 확충하고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며,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시민
들의 참여와 협조를 위해서 학교․사회의 환경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폐기물처리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제제２２２절절절 광광광주주주광광광역역역시시시 생생생활활활폐폐폐기기기물물물 관관관리리리 실실실천천천 목목목표표표

폐기물관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재활용 및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확대하
고 매립․소각을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RDF(쓰레기를 용융하여 고형 연료화 하는 시설)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가
능한 모든 폐기물은 자원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31)

생생생활활활폐폐폐기기기물물물의의의 최최최소소소화화화

폐기물정책의 기본 틀은 폐기물의 발생억제,감량,재이용,재활용 및 에
너지 회수(소각처리 시 열에너지 수)등으로 통칭되는 폐기물의 최소화(또
는 감량화)와 경제시스템에서 불필요하게 되어 환경시스템으로 버려지는
폐기물의 안전처리로 구성되는데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폐기물의 감량화

31)광주광역시,(2006년 환경백서 :폐기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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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다음과 같다.

가가가 회회회용용용품품품 사사사용용용규규규제제제

생활의 편리성 때문에 1회용품으로 인한 쓰레기 발생량이 계속적으로 증
가함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94년 3월
부터 음식점,목욕탕,숙박업소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자제와 무상 제공억
제를 위한 규제를 실시하여 왔으며,1999년 2월에는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대상 사업장을 확대 강화하였다.
2004년 1월10일부터 행정청의 1회용품 단속인력 부족으로 인한 사업자의

법규위반 사례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주민신고에 의한 1회용품 신고포
상금제도를 도입․시행하는데 신고대상은 1회용품 규제대상 업소에서 1회
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 제공하는 경우로 법규를 위반한 업소를 신고하여
위반사항을 입증하면 최소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다.

<<<<표 표 표 표 4-1> 4-1> 4-1> 4-1> 1111회용품 회용품 회용품 회용품 규제대상 규제대상 규제대상 규제대상 업소현황업소현황업소현황업소현황

계 식품접
객업소

집단
급식소 목욕장 숙박업

소
대형판
매업소

소형판
매업소

즉석판
매식품
제조가
공업

기타

27,645 18,355 805 309 1,003 218 3,959 2,007 989
자료 :광주광역시,2006환경백서(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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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 포포포장장장폐폐폐기기기물물물 발발발생생생제제제한한한

1995년 1월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생활쓰레기는 약 30% 줄었음에도 포
장폐기물만은 연 7.8%씩 증가하여 전체 생활폐기물의 32%를 차지하고 있
다.특히 재활용품이 5.1%로 극히 낮아 매립(88%)되는 포장폐기물이 연
12.5%씩 급증하고 포장 재질 검사명령제,재질표시 권장제를 도입(1999.8.9.
시행)하고 리필제품 품목 및 권고생산율을 5%에서 10~50%로 상향조정하
였으며,합성수지 재질 포장재,가전제품 포장용 완충재 상요에 대해서도
연차별로 감량토록 의무화하였다.
그 결과 포장재는 ’02년 예치금제도 운영 시 보다 매년 재활용실적이

8~12%로 증가하고 있다.

생생생활활활폐폐폐기기기물물물의의의 자자자원원원화화화

가가가 재재재활활활용용용품품품의의의 분분분리리리수수수거거거 제제제도도도

재활용품 수집은 구․군 실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아파
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종이,고철,유리병,캔,플라스틱,폐의류 등 7종~9
종으로 분류하여 수거하고 있으며,단독주택 지역에서는 3종~6종으로 분류
하여 수거하고 있다.재활용품 분리수거 방법은 공동주택의 경우 분리수거
용기를 비치하여 수거하고 있으나 부녀회 등 주민 단체가 수거일시를 따로
정하여 지정 날짜에 주민이 직접 일정한 장소로 배출토록 하여 수거하는
곳도 있다.단독주택지역에서는 지역실정에 따라 문전수거,대면수거(주민
들이 수거 차량에 직접 배출),거점수거(주유소 등 일정지점에 설치된 분리
수거용기에 배출)등의 방법으로 수거하고 있으며,장기적으로는 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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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쓰레기의 혼합 배출을 예방하고자 문전수거의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
다.

나나나 재재재활활활용용용 기기기반반반 조조조성성성 및및및 활활활성성성화화화 시시시책책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통하여 기업의 원자재 확보난 해
소와 근검절약하는 기풍조성과 함께 환경오염예방에 기여하고,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쓰레기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화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아울러 매수단가가 낮아
수집을 기피하고 있는 품목에 대하여도 수집 장려금을 지급토록 하는 등
재활용품 수집률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참고로 2006년 현재 품목별 장려
금 지급액은 시중 매수단가가 무상인 잡병은 kg당 30원, 필름류 포장재
및 1회용 비닐류 kg당 50원을 시중 매수단가가 kg당 15원인 플라스틱은
40원을 수지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다.32)

<<<<표 표 표 표 4-2> 4-2> 4-2> 4-2>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수집기피품목 수집기피품목 수집기피품목 수집기피품목 수집 수집 수집 수집 장려금 장려금 장려금 장려금 지급지급지급지급(2005)(2005)(2005)(2005)
(단위 :천원)

계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비고
108,000 18,000 23,400 21,600 25,200 19,800 -

자료 :광주광역시,�2006환경백서 �,2006.11.

다다다 음음음식식식물물물 쓰쓰쓰레레레기기기 자자자원원원화화화

(1)발생 및 처리현황
2005년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일 생활쓰레기 발생량 1,504톤의

32)광주광역시,�2006환경백서 �,2006.11.p.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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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인 417톤으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발생원은 공동주택 53%,
단독 및 소형음식점 34%,감량의무사업장 13%이며,처리형태는 자원화 방
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를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민간처리시설 1개소(1일

처리용량 200톤)를 서구 유촌동에 설치하였으며 1999년 4월부터 본격 가동
하여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1
일 평균 약 287여 톤을 처리하고 있다.

<<<<표 표 표 표 4-3> 4-3> 4-3> 4-3> 연도별 연도별 연도별 연도별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발생량발생량발생량

(단위 :톤/일)

연연연도도도
발발발생생생량량량 450 391 375 352 334 325 345 345 383 417
주 :2002년도부터는 채소류포함한 발생량임.

자료 :광주광역시,2006환경백서(2006.11.)

2005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토론회,워크샵,캠페인 등 총 46회,홍보물 제작배부 400천매,인센티브제
실시,감량의무 사업장 606개소,담당제 운영,지렁이 사육 및 빈 그릇 운
동 등을 실시하였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로는 민자 유치를 통하여 1일 300톤 처리규모의

광주음식물사료화시설을 설치․가동 중에 있으며 공동주택 272천 세대,단
독주택 211천 세대,감량의무사업장 2,096개소에서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전용수거차량(56대)을 이용하여 반입․처리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자치구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물기 있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매립장 반입차량에 대한 점검
을 강화하여 위반 시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확대 시행하도록 하여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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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수집․운반자가 음식물쓰레기의 적정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
다.
추진성과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채소류를 포함하여 1일 417톤으로

재활용율은 2001년 67.3%에서 2005년 89.8%로 증가하였으며 2005.1.1.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과 침출수․악취 발생
량이 감소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2)자원화시설 확충계획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크게 사료화,퇴비화,연료화시설로 구분된

다.사료화방식은 “선별→혼합․분쇄→건조→2차 분쇄→최종선별→포장”의
공정으로 단미사료가 생산되며,퇴비화방식은 “투입→탈수→열풍건조→분
쇄→교반→포장․후숙”의 공정을 거쳐 유기농가에 보급하거나 비료생산업
체에 원료로 공급하며,연료화 시설은 전처리 공정 후 메탄발효로 에너지
생산,발전 등으로 활용한다.

<<<<표 표 표 표 4-4> 4-4> 4-4> 4-4>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자원화 자원화 자원화 시설시설시설시설

위치 규모 부지면적 소요
사업비 처리방식 사료생산 비고

광산구 본덕동
749일원 150톤/일 9,394

(2,841평) 72억 원 건식
사료화 19톤/일

자료 :광주광역시 2006환경백서(2006.11.)

(3)광주광역시 생활폐기물 재활용 현황
발생한 쓰레기는 철저히 분리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광주광역시에서는 시민의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생
활화하기 위한 시민교육․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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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4-5> 4-5> 4-5> 4-5> 재활용품 재활용품 재활용품 재활용품 처리시설 처리시설 처리시설 처리시설 및 및 및 및 장비장비장비장비

처리시설(개소) 장비(대)
선별
창고

중간
집하장

재활용
센터

임시보
관창고

분리보
관용기

운반
차량

압축
시설

선별기 계량기 상차기 용융기 기타
구 동

5 - 5 150 7,810 5311 5 4 6 4 8 8
자료 :광주광역시,2006환경백서(2006.11.)

자원재활용 시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활용품의 매입 단가가 낮아 수집
을 기피하고 있는 잡병,플라스틱,필름류 포장재․1회용비닐류 등의 품목
에 대하여 매입가격과는 별도로 kg당 30~50원의 수집 장려금을 확보하여
2005년에 총 120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kg당 가격 :잡병 30원,플라스틱 30원,필름류포장재․1회용비닐류 50원

<<<<표 표 표 표 4-6> 4-6> 4-6> 4-6> 재활용품 재활용품 재활용품 재활용품 수집실적수집실적수집실적수집실적

처리
연도별 합계 종이류 고철류 유리병 캔류 플라스틱 기타
2005 185,350 2,375 146 4,918 373 4,628 172,546
2004 137,716 55,008 17,447 19,709 10,840 16,060 18,688
2003 149,236 80,025 10,968 16,098 16,535 9,792 15,818
2002 169,332 92,632 11,362 16,620 22,820 11,120 14,778
2001 137,598 71,675 16,344 15,184 12,610 10,175 11,610
2000 132,004 72,888 11,367 16,089 10,811 10,959 9,890
1999 131,839 83,063 8,576 13,344 9,520 9,550 7,786

자료 :광주광역시,2006환경백서(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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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３３３절절절 광광광주주주광광광역역역시시시 생생생활활활폐폐폐기기기물물물 배배배출출출현현현황황황

생생생활활활폐폐폐기기기물물물 발발발생생생 현현현황황황

생활폐기물은 크게 순수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구분되며,
그 처리책무는 순수생활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있고 사업장생활계폐기
물은 그 성상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자에게 있다.
2005년도에 우리 시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은 1일 총 1,504톤으로 2004

년도 1,544톤에 비해 40톤(2.6%)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폐기물 분류방법에 따라 순수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구분하여 보면 순수생활폐기물의 1일 발생량은 1,308톤으로 2004년 239톤
에 비해 43톤(17.9%)이 감소되었다.

<<<<그림 그림 그림 그림 4-1> 4-1> 4-1> 4-1>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발생량 발생량 발생량 발생량 추이추이추이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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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광주광역시,2006환경백서(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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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 감소한 것은 포장을 간소화하는 쇼핑문화
의 정착으로 포장폐기물이 감소하고 음식물을 적게 남기는 외식문화의 정
착 등이 그 원인으로 작용된 것으로 판단되며,생활폐기물이 소폭증가 한
것은 인구의 소폭증가와 시민들의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등 분리배출이
안정화 단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그림 4-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02년까지
는 재활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0년 이후부터는 재활용량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서 재활용 생활화가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그림 그림 그림 그림 4-2> 4-2> 4-2> 4-2>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처리방법별 처리방법별 처리방법별 처리방법별 추이추이추이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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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광주광역시, �2006환경백서�, 2006.11.



- 47 -

광광광주주주광광광역역역시시시 생생생활활활폐폐폐기기기물물물 처처처리리리현현현황황황

2005년도 발생된 생활폐기물을 처리방법별로 분류하면 매립 348톤/일
(23.2%),소각 323톤/일(21.2%),재활용 832톤/일(55.6%)이며,전년도 대비
매립량(607톤/일→348톤/일)은 감소한 반면 재활용량(656톤/일→832톤/일)
과 소각량(280톤/일→323톤/일)은 증가하였다.재활용량의 증가는 분리배
출이 정착되고 있는 증거이고,소각량의 증가는 상무소각장 소각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소가효율을 높였기 때문이다.각 자치구별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은 <표 4-7> 과 같으며,년도 별 처리방법별 추이는 <그림
4-2>과 같다.

<<<<표 표 표 표 4-7> 4-7> 4-7> 4-7>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발생 발생 발생 발생 및 및 및 및 처리현황처리현황처리현황처리현황(2005)(2005)(2005)(2005)

구분 단위 계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행정
구역

면적 km 501.41 48.87 46.73 61.08 121.81 222.92
인구(A) 명 1408106 115,220 312,192 215,047 455,818 309,829

청소
구역

면적 km 501.41 48.87 46.73 61.08 121.81 222.92
인구(B) 명 1408106 115,220 312,192 215,047 455,818 309,829

청소인구율(B/A) % 100 100 100 100 100 100
발
생
량

계 톤/일 1503.5 196.2 323.6 197.4 487.5 298.8
일반쓰레기 〃 1086.4 151.9 218.6 140.4 359.5 216.0

음식물․채소류 〃 417.1 44.3 105.0 57.0 128.0 82.8
1인 1일 발생량 kg 1.06 1.70 1.03 0.91 1.06 0.96

처
리
량

계 톤/일 1503.5 196.2 323.6 197.4 487.5 298.8
매립 〃 348.5 86.7 21.1 62.3 122.2 56.2
소각 〃 323.2 0.6 111.0 15.1 117.7 78.8
재활용 〃 831.8 108.9 191.5 120 247.6 163.8

(음식․채소) 〃 417.1 (44.3) (105.0) (57.0) (128.0) (82.8)
자료 :광주광역시,2006환경백서(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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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배출량도 <표 4-8>에서와 같이 종량제 실시 이전
인 1994년도의 경우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1.29kg이였으나,1995년부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9년도는 1.03kg까지 감소하였으며,2000년부터는
1.05kg내외로 발생되어 선진국 수준으로 안정화되었다.

<<<<표 표 표 표 4-8> 4-8> 4-8> 4-8> 1111인당 인당 인당 인당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발생량 발생량 발생량 발생량 추이추이추이추이

구분 1994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인 배출량(kg/일)1.29 1.11 1.03 1.07 1.05 1.06 1.06 1.09 1.06
자료 :광주광역시,2006환경백서(2006.11.)

현재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대비 주민 부담비율은 2005년도 기준 32.3%
로 아직 현실화 단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민부담과 폐기물
처리 비용과 관련되는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 할 계획이다.
또한,향후 쓰레기 발생량을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시민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면서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처리체계를 확대 구축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정책의 적극 추진 및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
획이며,상대적으로 발생량이 많은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을 강화하여 폐기물 재활용 및 감량을 유도해 나가고자 한다.

생생생활활활폐폐폐기기기물물물 수수수거거거체체체계계계

생활폐기물은 일반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재활용품,대형폐기물로 분리
수거하고 있으며 음식물류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은 별도 전용차량으로,재활
용품은 자치구별로 요일을 지정하여 수거하고 있다.동구는 매일,서구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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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남구 수요일,북구 매일,광산구는 수요일에 하고 있다.
일반․음식물류․재활용품은 문전수거방식으로,대형폐기물은 신고에 의

한 방법으로 수거하고 있다.

제제제４４４절절절 광광광주주주광광광역역역시시시 생생생활활활폐폐폐기기기물물물 처처처리리리실실실태태태

폐폐폐기기기물물물 처처처리리리시시시설설설 관관관리리리 현현현황황황

가가가 매매매립립립시시시설설설

(1)운정동 위생매립장 조성․관리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성․운영하고 있는 운정동위생매립장은 약 84

천 평의 부지에 총 16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991년 말까지 69천 평
을 조성하였고,1999년 1월말까지 39억 원을 들여 잔여면적 15천 평을 조
성하였으며 1993.10월부터 2004.12월까지 4,369를 매립하고 2004.12.31사
용을 종료하였다.

<<<<표 표 표 표 4-9> 4-9> 4-9> 4-9>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중인 중인 중인 중인 위생매립장 위생매립장 위생매립장 위생매립장 현황현황현황현황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매립용량
(천

) 매립기간 비고

운정동
위생매립장

북구 운정동
산 104

279
(84천 평) 4,369 1993~20042004.12사용종료

동구
위생매립장

동구 소태동
산 255

155
(47천 평) 1,057 2000~20092000.1.2매립개시

자료 :광주광역시,2006환경백서(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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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규 광역위생매립장조성 공사 준공(1단계)
운정동위생매립장의 사용종료에 대비하여 시민이 최대한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매립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매립장의 입지선정 단계
에서부터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적극 유도해 오고 있다.1998년 7월에는
종전의구별 위생매립장 조성방침을 바꾸어 시 차원의 광역위생매립장을 조
성키로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후 부지 선정을 위해 주민공모를 실
시한 결과 5개 지역이 응모하여 동법 규정에 의해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
에서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남국 양과동
향등 마을을 최적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다.
그리고 2000년 3월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2000년 6월에 관련 절차를

거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한 바 있으며,영산강유역환경청에 폐기
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는 등 사전 법적절차 이행을 완료하고,광역위
생매립장 1단계 조성공사를 2001년 10월 착공하여 2004.11월에 준공하였다.
광역위생매립장 1단계 조성에는 748억 원을 투입하여 최첨단 공법으로

완벽하게 시공함으로써 전국 최초로 친환경적인 매립장을 조성하였으며,
2007년부터 2․3단계 조성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112억 6천만 원 투자규모로 1998년 12월 착공된 동구 위생매립장

은 기존에 사용했던 인근의 비위생매립지 정비와 병행 추진하여 위생적으
로 문제가 없도록 완벽하게 조성하여 2001년 1월부터 동구지역에서 발생된
쓰레기 반입 처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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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4-10> 4-10> 4-10> 4-10> 조성중인 조성중인 조성중인 조성중인 광역위생매립장 광역위생매립장 광역위생매립장 광역위생매립장 현황현황현황현황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천

)
매립용량
(천

) 사업기간 비고

광역위생
매립장
조성

남구 양과동
산 138번지일원

584
(177천평)

9,733
(2,804천톤)

1998~2019
(1단계 1998~2004)

1단계 준공
2004.11.4.

자료 :광주광역시,2006환경백서(2006.11.)

<<<<표 표 표 표 4-11> 4-11> 4-11> 4-11> 단계별 단계별 단계별 단계별 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

(단위 :백만 원)

구분 계
(’98~2019)

1단계
(’98~2004)

2단계
(2006~2008)

3단계
(2015~2019) 비고

위치 남구 양과동 산 138일원
사업비 156,203 74,828 53,859 27,516

조성면적(m) 584,301 243,733 218,638 121,930
매립면적(m) 337,860 85,960 169,112 82,788
용량(천m) 9,733 1,868 3,372 4,493
사용년수 30 6 10 14

자료 :광주광역시,2006환경백서(2006.11.)

나나나 폐폐폐기기기물물물 소소소각각각시시시설설설 설설설치치치

매립지 확보난을 해소하고,이미 조성된 매립시설의 사용기간을 늘리고,
발생된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중간처리방법이 매우 효과적이므로
단순매립 위주에서 벗어나 소각처리 후 남는 잔재물만 매립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폐기물 처리정책이 전환되었다.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상무지구
에 1일 400톤(200톤/일,2기)처리규모의 소각장 설치계획을 수립하고,1996
년 6월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2000년 9월 준공하였으며,사업비로 74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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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입되었다.
상무소각장의 가동과 관련하여 환경 상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이 시설

의 폐쇄를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주민대표에 의하여 선정된 환경전문조사기
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그동안 주민들이 폐쇄 사유로 내세웠던 다이옥신
을 비롯한 배기가스의 경우,배출농도가 법적 허용기준치의 1/5~1/50수
준으로 나타나는 등 시설의 안전성이 공식적으로 입증되었다.
특히 상무소각장 가동여부를 둘러싼 주민과의 갈등을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2000년 2월 구성된 상무소각장 중재위원
회가 그 동안의 활동결과를 토대로 상무소각장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2001
년 7월 정상가동을 결정하였으며,2001년 12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용개시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정상가동체제가 확립되었다.또한 2001년 6
월 전국 최초로 2개부분에 대한 ISO인증(9002,14001)을 획득하여 안전성과
우수성을 입증하였으며,2001년 10월 주민복지관내에 런닝머신 등 운동기
구 30종 58점을 비치한 83평 규모의 헬스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현재는 상
무지구 전체 주민의 약 20%가 회원으로 가입하고,본 시설을 이용 중에
있다.

다다다 음음음식식식물물물 쓰쓰쓰레레레기기기 처처처리리리시시시설설설 설설설치치치

1995년 7월 광산구에서 음식물쓰레기사료화연구시설(36톤/일)을 가동한
데 이어 1997년 5월에는 북구에서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범시설(10톤/일)을
설치 운영하였다.
그러나 이 시설들은 처음 시도된 시험시설인데다가 악취로 인한 민원과

낮은 가동율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본격적으
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완벽한 시설을 갖춘 대규모 사료화시설을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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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어 전국 최대 규모(200톤/일 사료화처리)의 음식물쓰레기 민
간사료화공장을 1999년 4월 설치․운영하게 되었다. 현재 이 공장에서는
모든 공동․단독주택 및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배출되는 1일 평균 417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하여 처리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시행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2001년 10울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방침을 결정하고,150톤/일
용량으로 2002년~2006년까지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우리 시에서 발생
하는 음식물쓰레기 전량을 처리할 계획이다.

라라라 운운운정정정동동동매매매립립립장장장 발발발생생생가가가스스스 자자자원원원화화화사사사업업업 추추추진진진

민자 30억 원을 유치,운정동 위생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매립지 가스를
이용한 1천 kwh급 1기를 추가하여 3천kwh급으로 증설하여 운영하고 있
다.
이 시설은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태워 없애던 방식과는 달

리 가스를 한곳에 모아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시설로 연간 9억 원 상당
의 수입효과와 매립장 주변의 생활환경 개선 및 온난화 방지에 기여할 것
으로 전망된다.

마마마 중중중간간간처처처리리리시시시설설설 확확확충충충

1997년도 최초로 초당산업이 광산구 덕림동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
가를 받아서 설치한 후 1998년도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2개(광주환경,
크린환경 산업)와 송대환경이 추가설치 되었고,1999년도 음식물쓰레기사
료화 민간시설,소각전문,동물성 잔재물 재활용전문 처리업,폐전선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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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시설 등이 허가를 획득하여 설치됨으로써 2005년 12월말 현재 13개 업
체에서 건설폐기물,사업장소각 쓰레기 등의 중간처리를 하고 있다.

폐폐폐기기기물물물처처처리리리 시시시설설설 확확확충충충계계계획획획

2000년 이후 우리 시의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 포함)1일 발생예상량
은 1,750톤(생활계 1,350톤,사업장 400톤)으로 이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양과동 향등 마을에 총 매립용량 9,733천

 규모의 광역위생매립장
조성공사를 2001년 10월에 착공하여 1단계 공사가 2004.11월에 준공 되었
으며,향후 2019년까지 2․3단계가 완료될 예정이다.

생생생활활활폐폐폐기기기물물물 청청청소소소인인인력력력 및및및 장장장비비비 현현현황황황

가가가 청청청소소소인인인력력력

우리 시의 2005년도 쓰레기 청소인력 미화원은 979명이고,가로변 쓰레
기 청소업무는 자치구에서 전담하고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음식물쓰레기
의 수거업무는 민간업체에 100% 위탁체계로 운영하고 있으며,도로변 청
소 및 수집운반체계의 효율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소인력 및 장비
를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있다.

나나나 청청청소소소장장장비비비

2005년 말 현재 청소장비는 쓰레기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를 위해 차량
228대,손수레 32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대부분 수집․운반차량으로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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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투입 불가능한 지역은 인력,손수레 청소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차량투
입이 가능한 지역은 차량을 이용한 청소체계로 개선하였다.

<<<<표 표 표 표 4-12> 4-12> 4-12> 4-12> 청소인력 청소인력 청소인력 청소인력 및 및 및 및 장비 장비 장비 장비 변화추이변화추이변화추이변화추이

구 분
청소인력 장비

연도 계 구청 대행회사 계 수집운반
차량

노면청소
차량 손수레

2005 979 314 665 557 220 8 329
2004 988 307 681 551 206 8 337
2003 982 304 678 541 194 6 341
2002 995 309 686 545 199 4 342
2001 1,016 305 709 554 209 3 342
2000 1,052 308 744 551 206 2 423
1999 1,213 378 835 657 206 11 423
1998 1,260 418 842 685 219 11 429

자료 :광주광역시,2006환경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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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５５５장장장 효효효율율율적적적인인인 폐폐폐기기기물물물 처처처리리리를를를 위위위한한한 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제제제１１１절절절 광광광주주주광광광역역역시시시 폐폐폐기기기물물물정정정책책책의의의 보보보완완완

현재까지의 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하는 폐기물 정책은 청소행정을 담당하
는 조직 또는 인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많은 발전을 거듭한 것은 사실이
다.또한 정책목표의 개념은 미래상황을 예측하는 것이지만 최소한의 객관
적이고 명백한 목표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외에
도 통합추진의 노력과 시민참여를 유인하는 정책,교육,새로운 폐기물에
대한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를 자세히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폐폐폐기기기물물물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새새새로로로운운운 패패패러러러다다다임임임 제제제시시시

음식물 찌꺼기의 사료화란 개념에서 탈피해야 하듯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어야 한다.또한 소각처리 위험에 대해서도 잘못 알려져 있는 것이
대부분의 연구에서도 발표되고 있다.위에서 언급한 시민의 교육과 홍보
그리고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에 있어서도 올바른 지식의 전달과 새로운 정
보의 제공에 역점을 두어 효과적인 폐기물 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폐폐폐기기기물물물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정정정확확확한한한 조조조사사사의의의 제제제도도도화화화

폐기물 발생량의 감량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청소행정의 투명성 확
보 및 폐기물 관련 자료의 확보 차원에서 체계적인 청소통계의 발간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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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며 여기에는 목표 및 시책,관리현황,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실태,폐
기물 배출실태,예산,관련정보 조례 및 규칙 등이 상세하게 포함되어야 한
다.
폐기물 통계조사는 지역의 폐기물 관련 통계의 정확한 관리 정책을 수립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자료이나 대부분의 시․군이 자체적인 폐기물 센
서스 없이 일반적인 통계조사에 기초하여 폐기물 관리지표로 사용하고 있
는 실정이다.효율적인 폐기물의 관리를 위해서 체계적인 통계조사가 이루
어져야 한다.이로써 광주광역시 정부는 조례로서 제도화 시켜야 할 것이
다.

시시시민민민 참참참여여여와와와 교교교육육육정정정책책책의의의 추추추진진진

교육정책은 현재의 폐기물 정책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지만 광주광역
시의 경우 이러한 프로그램이 시설방문객에 대한 설명과 견학 및 시기성
(기회가 있을 때 마다 홍보하는 행위)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소극적인 수
준에 머물고 있다.따라서 체계적인 시민교육과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폐기물 배출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는 인식을 심
어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폐기물 처리의 전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하고 정책결정자들도 이들을 정책결정에 참여시켜야만 한
다.여러 가지 형태의 사례로 보아 지역시민의 집단행동과 관련하여 초기
계획과정에서의 지역주민의 참여는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우선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참여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의원 혹은 지역 민간단체에 의해 시민참여를 위한 길을 마련할 수 있으며,
참여집단은 일반시민,지역 환경단체,기업집단,기타 종교단체 등이 될 수
있다.이들 집단은 지역의 폐기물처리상황,폐기물의 관리와 관련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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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들의 책임,가능한 대안 등에 관한 교육과 대처방안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필요하다.역으로 각 참여집단은 폐기물관리를 위해 주민들의 관심
과 이해를 정책결정자들에게 인식시킴으로서 가능한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시의 폐기물관리는 초기계획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민의 의
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한 유동성이 필요하며,또한 이들
집단은 계속해서 계획의 변화에 대해 점검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해야 한다.
새로운 폐기물관리정책의 실천을 위해서는 지역시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
다.교육의 내용은 폐기물처리계획에 있어서 “어디에,언제,왜,어떻게?”라
는 문제에 대한 대답을 포함해야 하며,이후 조직과 업무 면에서 추가적으
로 보완되어야 하는 것이다.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은 적극적이어야 하며,매우 간

단하고,실천이 용이해야 한다.예를 들면,어떤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을
건립하려고 한다면,그것이 건립되기 이전에 주민의 이해관계와 지원에 관
한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또한 이와 같은 의견교환과 상호접촉은
계획실천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지역신문 등 모든 동원 가
능한 미디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시민의 참여가 성공적으
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계획의 어떤 부문이 결정되고,주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며,무엇이 고려되어야 하는가를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이를 기
반으로 하여 시민들로부터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또한,시
민은 그들이 발생시키는 쓰레기처리와 관련된 비용과 책임을 확인해야 할
책임과 권리가 있다.이와 같은 정보는 시민들에게 쓰레기처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그들이 배출하는 쓰레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함으로서 지
역의 적극적인 지원자로 만들어야 한다.또한 잘 마련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정책결정자는 지역상활을 판단한 수 있고,그들의 지원과 노력을
어디에다 투자해야 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이러한 교육과 시민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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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는 과정은 초기단계에서 계획과정에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게 되며,특히 지역의원이나 환경단체는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지원과 기회를 제공한다.또한 교육내용의 전달체계,지속적인
시민참여,프로그램 혹은 활동을 위한 재정확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로 시민교육과 참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가가 교교교육육육내내내용용용의의의 전전전달달달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직면하는 문제이지만 예산의 제한으로 인해 폐기물
처리 전문가를 초빙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따라서 폐기물관리에 관해 젊은
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지역의 향후 거주자들에게 환경문제에 관한 인식
의 제고와 자원 재활용,위험폐기물의 감축 등 책임 있는 환경의식을 향상
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다.특히,학교교육,관련단체의 환경교육 등
을 통하여 그들의 부모들에게 환경인식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효과
적일 수 있다.지방자치단체,지역,비영리집단,환경운동단체 등을 통한 폐
기물수집,빈병수거,자원재활용 및 이의 환경효과에 관한 교육이 가능하
다.

나나나 폐폐폐기기기물물물관관관리리리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에에에 시시시민민민참참참여여여의의의 강강강화화화

폐기물처리에 있어서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
책결정자가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이와 같은 문제는 감량화,
재활용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연계될 때 더욱 복잡해지게 된다.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이들 문제의 성광에 관한 지역 간의
경쟁의 유도와 주인의식의 함양을 통하여 이루어 질 수 있다.또한 시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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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집단이나 지역은 이와 같은 노력에 의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게 되
고,그들의 활동을 강화하게 되며 점차 그들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다다다 비비비용용용절절절감감감의의의 시시시민민민 환환환원원원화화화

시민참여와 교육 프로그램은 많은 비용을 수반해서는 곤란하다.교육과
시민참여는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그들의 의견
이 최대한으로 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야 하며,또한 폐기물관리에 관한 시
민참여를 통해 문제의 해결에 기여했을 때 이를 이익으로 간주하여 시민들
에게 환원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라라라 성성성공공공적적적인인인 교교교육육육과과과 시시시민민민참참참여여여

지역의 폐기물 상황이 다르고,성공적인 시민참여를 위해서는 사안에 따
라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가를 파악해야 한다.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결정자는 폐기물처리계획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참
여하여,그들의 이해가 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시민들이 배출하
는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비용과 그들의 책임을 인식시켜야 하며,
폐기물처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통통통합합합관관관리리리를를를 위위위한한한 네네네트트트워워워크크크화화화 정정정책책책 추추추진진진

폐기물 처리 행정이 청소사업소만의 업무가 아닌 광주광역시 전체에 안
겨진 과제라는 개념이 정립도어야 할 것이다.청소개념의 폐기물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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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에는 환경보존․재활용 개념․최소화 정책 추진 등으로 변화하여 왔
다.이러한 변화추세에 청소사업소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브라질 꾸리찌바 도시의 경우 사립학교와 동조하여 폐기물 정책을 효과

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또한 폐기물 처리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캠페인화
함으로써 기관장은 물론 공무원 전체가 참여하게 한 점은 광주광역시가 눈
여겨봐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효효효율율율성성성의의의 극극극대대대화화화 필필필요요요

규격봉투 안에 음식물쓰레기를 섞어버리거나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통에
생활폐기물,재활용품,기타 잡쓰레기가 섞여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현재 광주광역시에서는 모두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소각처리하고 있
다.따라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와 청소대
행업체 및 소각시설을 맡고 있는 위탁 민간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재활용률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한편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시설이 부족함에도 음식물 쓰레기의 사료화에

관심을 갖다보니 타 시도 음식물 운영농장에 반입하게 함으로써 차량 및
장비,인원의 보강 등 해당 수거업체의 적자운영 및 파행 운행이 불가피하
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있다.이는 재활용에 너무 집중하다보니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그러므로 폐기물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이해로써 보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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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２２２절절절 생생생활활활폐폐폐기기기물물물 처처처리리리 체체체계계계의의의 보보보완완완점점점

청청청소소소담담담당당당 공공공무무무원원원 인인인사사사의의의 변변변화화화 필필필요요요성성성

현재의 정원에서 정책담당 등 전문적인 행정공무원이 증원되어야 할 것
이다.프랑스 파리시 청소과의 경우 2,000여명에 이르고 브라질 꾸리찌바
시의 경우도 관련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만도 150여명에 이른다.물
론 시의 크기나 인구가 많다는 이유가 있지만,광주광역시와 인구대비 공
무원대비를 비교해 봐도 광주광역시의 폐기물 담당 공무원의 정원은 많이
부족하다 할 수 있다.또한 폐기물 정책의 중요성이 더해가는 현실에서 폐
기물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따라서 청소행정의 성
과측정을 통한 계속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이다.
한편 청소사업소와 같이 민원이 많은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인

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광주광역시의 인사방침이 바뀌어야 한다.현재처
럼 담당 공무원들이 어쩔 수없이 청소사업소에 왔다고 생각하며 그 부서에
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봉사행정이 도리 수가 없는
것이다.이는 시차원에서 보다 폭넓고 공정한 인시행정으로 점차 변해가야
할 부분이다.

폐폐폐기기기물물물 관관관련련련 규규규제제제의의의 마마마련련련과과과 철철철저저저한한한 시시시행행행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의 경우 종량제 규격 봉투를 사용하여 배
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규격봉투(검정,흰색 등)에 담아 버리거나 골
목길 및 공한지에 몰래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시민 불편 불
만의 원인이 되고 있다.이의 단속을 위해 무인카메라의 설치 및 단속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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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원하여 단속을 강화하였으나 무단투기자 색출 및 계도에 어려움이 많
이 따르고 있다.
소규모 가내공업 및 기타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실상 별도 보관

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량이라는 이유로 규격봉투에 넣어 버
리는가 하면,비록 감염성 폐기물은 아니라 하더라도 개인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규격봉투로 처리하고 있어 쓰레기 처리체계에 큰 문제이며 장애요
인이다.또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시간의 경우 저녁 20:00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05:00까지인데 주인의식의 결여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주로 새
벽시간대 폐기물을 수거한 후에 배출된 폐기물의 경우는 여름철 뙤약볕에
하루 종일 노출되어 있어 악취가 심하고 구더기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미관상,위생상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종량제 규격봉투의 재질 또한 쉽게
찢어지거나 오래 동안 썩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져 환경오염원으로 문제가
있어 매스컴에 자주 등장되면서 많은 개선을 가져왔으나 여전히 불만요소
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원인은 먼저 관련법의 미비로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을 통하여

강제적인 규제 요소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교육이나 홍보 그리고 인센
티브 제공 등과 같은 정책은 시민의식의 성장과 같이 하며 이러한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하지만 현실적으로 즉각적 효과가 나타나
는 강제적 규제도 병행하여야 한다.상위법의 개정과 광주광역시 조례로서
좀 더 강력하고 규제력을 갖는 법규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또한 이런
규제사항을 다각적․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재재재활활활용용용 확확확대대대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광주광역시는 전국적으로 폐기물 정책이 앞서있는 도시다.시민들과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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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여 공동주택의음식물 찌꺼기를 가출의 사료화로 공급하여 재활용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또한 쓰레기 수거체계를 지역전담제로 바
꾸고,재활용 가능한 것을 혼합 수거하여 선별 처리함으로써 주민들은 편
리하게 쓰레기를 배출하고 전문적인 분리시설에서 재질별로 분류하여 이를
판매하고 있다.이렇게 재활용을 확대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쓰레기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쓰레기는 자원이다
(wasteisnotwaste)”라는 차원의 자원 재활용을 하고 있다.광주광역시가
쓰레기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켜야할 원칙은 첫째,재활용 확대를 통
환 소각최소화 둘째,철저한 정보의 공개 셋째,쓰레기처리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적극적으로 시민을 참여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쓰레기 처리
중 최적의 방안은 첫째,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는 것이고(감량화-reduction)
둘째,발생한 쓰레기 중 가능한 것은 최대한 재사용(recycle)하고 넷째,나
머지 쓰레기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많은 고철,기타 등등을 수입하며 플라스틱류는 수입

한 석유에서 나온 부산물로 만드는 것이다.따라서 쓰레기는 그냥 쓰레기
가 아닌 자원이다.반면 우리가 중고자동차,옷,페트병 등은 수출하여 외
화를 획득하고 있다.따라서 쓰레기의 재사용․재활용의 확대는 바로 “쓰
레기는 자원이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쓰레기 재활용의 확대는 쓰레기 처리 예산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절감되는 예산은 복지예산의 확대,환경개선 비용의 확대 등 보다
생산적으로 쓰일 수 있다.또한 재활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실업자들에게
새로운 고용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이는 생산적 복지의 실천에도 중요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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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성성실실실이이이행행행평평평가가가제제제도도도의의의 현현현실실실화화화

광주광역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성실이행평가제도는 지역전담제로 인한
청소대행업체의 매너리즘을 불식시키고 고정화를 방지함으로써 청소서비스
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광주광역시에서 가장 먼저
실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점이다.하지만 처음 실시된 점과 시행 초기
라는 점에서 아직 평가 과정의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즉 관련법의
부재,행정 중심적 실행,평가 결과에 대한 상벌 제도의 미약 등이 문제점
으로 지적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되어 있지만 관련법의 부재는 성실이행 평가제도가 광주광

역시 폐기물 관련조례에 근거하고 있다고는 하나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고,단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대행업체와의 계약서 내용 중 청소
대행업무의 평가란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또한 평가의 세부사항 및 인센
티브와 패널티 등이 협의사항으로 되어 있다.이러한 점은 현실적으로 명
확한 계약내용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외에도 광주광역시는 지방정부차원에서 관련법의 제정과 함께 내실

있는 평가 의지를 갖고 추진함으로써 평가 의의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제제제３３３절절절 광광광주주주광광광역역역시시시의의의 지지지방방방정정정부부부의의의 역역역할할할

규규규제제제 및및및 통통통제제제를를를 적적적절절절히히히 사사사용용용하하하는는는 감감감시시시자자자 역역역할할할

정부 본연의 업무인 폐기물 무단 방치 및 투기 방지와 독성물질의 방출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통제를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단속을 위한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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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설치 및 단속요원의 증원으로 이러한 규제와 통제 역할을 하고 있
지만 현실적으로 무단 투기자 색출 및 제도에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다.
장기적인 시민에 대한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하나,우선적으로 강력한 규

제와 통제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광주광역시 조례로서 좀 더 강
력하고 규제력을 갖는 법규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경쟁을 유도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인 청소대

행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또한
주민에 의한 처리 과정 중 폐기물 배출과정에서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고
있는지,재활용품이 제대로 배출되고 있는지의 관리 및 규제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폐폐폐기기기물물물 관관관련련련 정정정보보보의의의 제제제공공공자자자 역역역할할할

OECD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있는 정책으로서 청소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폐기물 관련 자료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즉 투명성이 넓어질
수록 폐기물과 같은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감시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다.현재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이러한 정책 부문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물론 광주광역시만의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부터 중앙정부까지 일반적인 통계조사에만
그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광주광역시는 체계적인 통계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배출 인원과 폐

기물을 주로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나 부문 등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함으
로써 단기적으로는 부담금 부담 등의 비용절감과 함께 장기적으로 폐기물
배출량의 전체적인 감량 효과를 가져오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또한 광주
광역시의 경우 폐기물 배출량의 전체적인 감량 효과를 가져오게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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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또한 광주광역시의 경우 폐기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서
와 창구를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할 부분이다.

시시시민민민 참참참여여여 유유유도도도와와와 교교교육육육 담담담당당당 역역역할할할

기술부족에 의해선지 광주광역시의 경우 폐기물 최소화 연구에 대한 지
원 및 보급망 제공 그리고 교육 등에 대한 정책 추진은 다소 미흡하다.또
한 폐기물 처리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광주광역시 지역의
폐기물 처리상황,폐기물의 관리와 관련되는 비용과 그들의 책임,가능한
대안 등에 관한 교육과 대처 방안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장기적인
폐기물 배출량의 감소를 유인해야 할 것이다.하지만 광주광역시의 경우
담당부서 공무원의 부족으로 이러한 시민참여 유도와 교육담당역할이 부족
한 형편에 있다.
따라서,브라질 꾸리찌바 시의 경우처럼 작은 부분부터 시민을 끌어들이

는 정책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자연스럽게 시민을 참여시키고
교육의 역할을 담당케 함으로써 광주광역시만의 폐기물 정책이 아닌 광주
광역시 시민 전체의 폐기물 정책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네네네트트트워워워크크크 조조조직직직화화화를를를 위위위한한한 정정정부부부의의의 대대대응응응적적적 역역역할할할

전 시민을 폐기물 처리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정책결과를 가
져온 브라질 꾸리찌바시의 도시 정책은 모범 예가 된다.학교를 통한 어린
이의 폐기물에 대한 참여적 교육,단발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송국을
통한 정례적인 캠페인과 행사,시민참여를 독려하는 정책 등은 광주광역시
에서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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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폐기물 처리 행정이 청소사업소만의 업무가 아닌 광주광역
시 전체와 광주광역시시민 전체에 안겨진 과제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추진
하여야 할 것이다.이러한 과제를 풀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폐기물 담당 공
무원 수의 증가가 급선무일 것이다.프랑스 파리시와 브라질의 꾸리찌바
시의 예를 들더라도,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함고 동시 평가 할 수
있는 인재 발굴과 함께 양적인 충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또한 청소사
업소 근무 공무원의 근무여건 및 인사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최
우선으로 도입하여 보장함으로써 폐기물 처리 담당공무원의 중요성을 강조
하여야 할 것이다.

폐폐폐기기기물물물 처처처리리리 체체체제제제의의의 유유유기기기적적적 연연연계계계 역역역할할할

광주광역시의 경우 생활폐기물,음식물 쓰레기,재활용품,대형 폐기물로
나누어 분리․수집․운반․처리되고 있다.승인 후 배출되는 대형 폐기물
이외에 생활폐기물은 종량제규격봉투에,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전
용수거통에,재활용품은 혼합해서 배출되고 대행업체에 의해 수집․운반된
후 각각 소각장과 종합처리장 재활용센터로 옮겨져 처리된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는 부분의 부서가 시 직영과 대기업에 위탁 운
영하고 있어 비효율적인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인센티브와 책임의 전가를 통해 유기적 연계를 가능

케 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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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６６６장장장 결결결 론론론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삶의 터전의 한 축인 도시는 이제 산업화의 부산물
인 쓰레기로 뒤덮여 가고 있다.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방식이 지속되는
한 쓰레기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우리지역의 도시인 광주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주위 텃밭
의 비료로 사용할 수는 있었고 손쉽게 하천에 내다버릴 수도 있었던 쓰레
기가 이제는 우리의 삶을 위협할 정도로 엄청난 양을 기록하고 있다.
지금까지 생활폐기물에 대한 개념과 처리실태,그리고 현재의 생활폐기

물처리 최대 관점인 폐기물 최소화와 재활용에 대한 정책도구들에 대해 살
펴보았다.이를 기초로 광주광역시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 및 폐기물 최소
화와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전통적으로 시행되던 방법이 매립이

다.그러나 매립은 매립장 주변의 토양 및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인체에 유
해한 가스를 배출함으로 인해 주변지역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있다.광
주시에서도 쓰레기 매립장 확장에 따른 인근주민 반대에 부딪혀 연일 골머
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가용토지가 부족한 도시의 경우 매립은 이
제 주요한 대안이 될 수 없다.쓰레기의 소각이나 재활용이 진행된 후에도
남는 잔존물의 최종처리 수단은 될 수 있을지라도 주요한 처리수단으로 남
을 수는 없다.또 하나의 쓰레기 처리수단으로 소각의 방법이 시행되고 있
으나 이 역시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 논란으로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유사한 경험을 겪었던 선진대도시의 폐기물정책은 생활폐기물의 재

활용에 집중되고 있다.이는 생활폐기물를 무용한 것을 간주하고 처리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뿐 아니라 필요로 하는 자원을 새롭게 얻어내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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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다.또한 그것이 환경친화적이며 자연과
인간이 공생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
일 것이다.
그러나 광주시의 재활용정책은 수집량의 증대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수거된 생활폐기물이 실질적으로 재활용되는 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재활용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과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폐기물처리에 있어서 광역자치단체인 광주시와 기초자치단체인 각

구청과의 권한과 책임설정이 명확해야 할 것이다.폐기물 발생의 현장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현황에 따라 각 구청이 유효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
도록 광주시가 자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생활폐기물의 최종처리에 있어서의 합리성의 확보된다

고 할지라도 생활폐기물 발생 자체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이 문제의 해결은 행정부와 시민과의 협력으로만 가능한 일일
것이다.쓰레기 발생의 근원이 바로 시민이기 때문에 이들이 도시환경문제
에 대해 올바로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나설 때에만 생활폐기물 발생의 원천
적 감량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를 위해 행정은 쓰레기 문제를 비
롯한 도시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들의 참여와 협조를
구하는 일을 해야한다.쓰레기 문제의 해결은 오히려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나설 때 해결될 수 있는 도시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생활쓰레기의 적정관리를 통한 환경의 개선은 지방정부 혼자 노력

으로는 역부족이다.이 문제의 해결은 시민 스스로의 사회적 개인적인 의
식과 행동의 변화가 함께 수반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인간이 자기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나 더 나아가서는 거대한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개인의 역할을 고민하며 더불어 살아갈 때 환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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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결은 앞당겨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광주광역시의

역할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정책분석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기술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생활폐기물 이외에 실질적인 사업장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에 대한 연구가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폐기물 처리
체계에 대한 실질적인 폐기물 자체의 구성 및 배출량 등의 통계자료의 이
용이 부족하였다.차후 실질적인 폐기물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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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
작물의 복제,기억장치에의 저장,전송 등을 허락함.
2.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
락함.다만,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저장,전송 등은 금지함.
4.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
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
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대학에 이를 통보함
6.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
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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