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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環境權의 意義

   環境權이란 인간이 지구상에 탄생하면서부터 가지는 基本的 人權으로서 인간의 

존재를 위한 권리이며, 다른 모든 국민에게 平等하게 認識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환경권을 享有할 수 있는 권리는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권리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환경은 自然的 環境, 人工的 環境, 社會的 環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연적 환경은 하천, 호수, 해양, 평야, 산, 수림, 물, 토양, 대기, 조망, 경관, 지

역 등 자연상태 그대로의 생활환경을 의미하고, 인공적 환경은 제방, 교각, 도로, 

전기, 가스, 공원 등과 같이 인간이 생활하기에 편리하도록 人工的으로 조성한 환

경을 말하며, 社會的 環境이란 문화적ㆍ경제적ㆍ정치적 여건과 관계되어 인간의 精

神作用과 관련되어 조성되는 환경을 말한다. 

2.  環境에 대한 憲法規定

   우리 憲法 제35조는 모든 國民들의 健康하고 快適한 環境에서 生活할 수 있는 

權利와 더불어 國家에 대하여는 그러한 국민들의 健康하고 快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環境을 保護하여야 할 義務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憲法의 要求는 國民에

게는 國民들이 스스로 快適하고 健康한 周邊環境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義務를 부

여하는 동시에 아울러 國家에 대해서도 國民들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高次元的

이고도 政策的인 見地에서 環境保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義務를 부과한 것이

다.

  이와 더불어 自由民主主義 정신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憲法은 국민들이 

私有財産을 가질 수 있는 權利를 인정하면서, 한층 더 나아가 國民들의 財産을 국

가가 保護해야 할 義務도 아울러 규정하고 있다. 

  國家의 입장에서는 國民들이 無分別하게 環境을 毁損하거나 國民에게 害가 될 수 

있는 汚染物質의 輩出에 대해서 制裁를 가함은 물론이고, 더 적극적으로 環境汚染

을 惹起시킬 蓋然性을 事前에 防止하기 위한 裝置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生命과 



直結될 수 있는 물에 대한 問題와 大氣汚染에 대한 問題에 대해서는 事前豫防的 對

策을 講究하고 있는 것이 現實이다. 水資源을 保護하고 그 水資源이 食水화 되는 

현실에서 깨끗한 물을 確保하고 그것을 國民에게 공급하는 문제는 매우 重要한 問

題가 아닐 수 없다. 결국 國家는 國民에게 깨끗한 물의 供給을 위하여 그리고 周邊

環境을 保全하기 위하여 上水源水質保全特別對策地域을 지정하기에 이르렀고, 特別

對策地域의 指定은 相對的으로 國民들에게 더 맑은 물을 供給할 수 있는 基盤造成

은 되었으나 反面에 特別對策地域의 住民이나 土地를 所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유로이 자신의 不動産을 이용할 수 없으며, 經濟生活을 함에 있어서도 더 까다로

운 規則속에서 생활하여야 하는 問題가 발생되기도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수원보호를 위한 政府의 對策은 강경하고 엄하게 지켜지고 

있는데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나 쓰레기매립장 지역에

서 발생하는 침출수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눈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렇

다할 강력한 규제는 보여지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며, 소각장 설치와 쓰레기 매

립장설치 역시 강력한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손쉽게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좀더 소각장 주변이나 쓰레

기매립장 주변의 地域住民들이 입고있는 피해에 대하여 正當한 보상을 받을 수 있

는 방안이 국가적 차원에서 제시되어야 하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3. 폐기물관리법과 폐촉법

1)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의 目的은 폐기물의 관리를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

서는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質的 向上에 이바지 하도록 하

기 위하여 제정한 法이다.

  폐기물관리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나름대로의 責務를 

부여하여 국민에게는 기존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에 대

하여는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서는 管轄區域內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들이 적정하게 처

리되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

하여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국가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기술

을 연구ㆍ지원하고 지정폐기물들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처리방법,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법과 지정폐기물의 처리, 폐기물처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촉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와 그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주민들의 福祉를 향상시킴으로써 환

경보전과 국민생활의 質的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특히 NIMBYs(Not In My Back Yard syndrome)현상으로 인하여 자신이 사는 지역에

는 절대로 혐오시설을 유치할 수 없다는 地域利己主義가 支配的이기 때문에 정부는 

혐오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수용과 폐기물처리시설이 立地한 

지역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여 주민들의 반대를 완화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안

녕과 이익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책을 제시한 것이다.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은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주변 

직ㆍ간접적인 영향권내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에 따른 반대급부로 폐촉법 제

20조 내지 제22조에 의거하여 지역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거나 住民支援基金을 

마련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 및 복리지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0조는“폐기물처리시설 설

치기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또는 그 인근

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주민지원기금

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24조는 “①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

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설치비용의 100분의 2의 범위안에서 편익시설을 설치하

되, 그 종류 및 설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협의

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

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하

고 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25조는 “① 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안

에서 시설의 종류· 규모, 주변영향지역안에 거주하는 住民의 數, 환경상 영향의 정

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의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폐

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함으로 인하여 폐기물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반입량에 상당하는 폐기물반입수수료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위 법에서 말하는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신청권자가 당장 허가신

청을 하면서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수수료를 징수하여 그 

일정비율의 금원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事業權者의 영업성 여부가 주민

편익시설 설치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주변여건이나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

요하다.

4.  廢棄物處理業 許可申請과 問題點

  1)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본문은 폐기물의 수집 · 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을 갖추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를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시· 도지사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4항에서는 폐기

물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을 폐기물수집· 운반업, 폐기물중간처리업(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

간처리(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영업, 폐기물최종처리업(폐

기물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해역배출등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처리 

하는 영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제5항은 제4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폐

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 운반업의 허

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운반할 수 있으며, 제6항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

여 同法 施行令(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법 제26조 제6항에서 규정

하는 “기타 필요한 조건”의 하나로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권자가 주민생활의 편

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을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은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기술능력의 기준을 정하고, 제2항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처리대상폐기물

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계획서(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

다), 대기환경보전법ㆍ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

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예정

지(지정폐기물수집· 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수집· 

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 또는 지

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4항에서는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을 갖추어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수집· 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 폐기물처리업중 

매립시설 또는 소각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이내에 시설 및 장비명세

서,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0일(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동안의 처리능력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량의 범위안에서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량(이하 "허용보관량"이라 한다)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 폐기물처

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31조 제1항은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수질환경보전법 제

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소음· 진동규

제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거

나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問題點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행정관청에 허가신청을 하면 행정관청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許可를 내 주어야 한다. 특히 허가신청권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기본 계획서일 뿐 法이 정하는 바와 같은 유해물질에 대한 처리시설이 적정한지, 

제대로 대기오염과 침출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인지, 주민피해는 

없는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해도 일단 신청서상에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허가를 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요즈음 지방자치단체 단체장들이 차기 선거에서 주민들의 표를 의식하여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不許可를 하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행정관청의 

생각은 신청권자가 法院에 訴를 제기하여 敗訴를 한다 해도 시간을 벌 수 있고, 또 

주민들에게는 자신은 許可를 내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나 법원의 判決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 주었다고 抗辯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행정관청의 無責任

한 行政은 행정관청과 주민 그리고 許可 申請權者 모두에게 被害로 나타난다.

  행정관청은 신청인이 訴를 제기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여 변호인을 선임하고 행정

력을 투입함으로써 經濟的ㆍ行政的 浪費를 가져오고, 신청권자는 허가를 얻기 위하

여 辯護人을 선임하여 訴를 제기하고 1심에서 勝訴한다 해도 행정관청이 抗訴하면 

抗訴審과 大法院의 上告審까지 거치는 동안 2-3년의 세월이 소요되며, 경제적으로 

막대한 金錢的 損失이 발생하고, 訴訟 도중에 法律의 改正으로 자신들이 투자하려



고 했던 시설만으로는 부족하게 되면 事業自體가 무산될 수 있으며, 지역주민 역시 

어차피 행정관청이 소송에서 패하여 허가를 내줄 것이라면 시간을 끌면서 공방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행정관청과 허가권자의 소송결

과만을 바라보다 많은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무조건 

적인 반대보다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이득

을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5. 쓰레기매립시설 및 燒却場 設置現況(충청북도 기준) 

  1. 쓰레기 매립시설

  충청북도의 경우 생활쓰레기 등 매립시설은 43개소가 있는데 그 중 사용중인 곳

이 12개소, 사용 종료된 곳이 28개소 현재 설치중인 곳이 3개소가 있는데,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각 1개소이며, 청원 오창산업단지내에도 청원군으로부터 매립장허

가를 받은 곳이 있어 곧 공사를 할 예정이다. 현재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중인 곳

은 청주ㆍ충주시 광역쓰레기장, 보은군 용암, 제천시 고암, 보은군 갈목, 옥천군 

군북, 영동군 영동읍, 증평군 광덕, 진천군 이월, 괴산군 능촌, 음성군 맹동, 단양

군 매포지역으로 1일 총 매립량은 전체 732.2톤이며, 사용종료예정기간은 청주시 

2006. 6. 충주시 2005. 7, 등 보은군 갈목지역과 증평군 광덕 지역을 제외하면 종

료예정기간이 모두 10년 이내이다.

  2. 廢棄物 燒却場施設

 충청북도내에 폐기물소각시설은 2004. 6. 30.현재 총 19개소이고 이중 현재 사용

중인 소각장시설은 청주시 1, 청원군 2, 충주시 1, 제천시, 청원군 1, 보은군 1, 

옥천군 1, 음성군 2개소, 영동군 1, 진천군 3개소이고 청주 1, 제천 1, 증평 1개소

는 건설중이다.

  청주시에는 목련공원내에 1개소, 충주시 이류면 매립장내, 제천시 천남동, 청원

군 북이 재활용시설집하장내 및 옥산면 환경사업소 내에 각 1개소가 있고, 보은군 



용암 매립장내, 옥천군 군북 매립장내, 영동군 영동읍 매립장내, 진천군 이월 매립

장내, 진천읍 읍내리, 진천군 장관리 공원묘지내에 각 1개소, 괴산군 괴산읍 매립

장내 1개소, 음성군 매동면 매립장내와 금왕읍 하수종말처리장내에 각 1개소, 단양 

매포읍 매립장내 1개소, 증명 도안면 매립장내에 1개소가 있다. 

6. 廢棄物管理의 問題點과 解消方案

1) 廢棄物의 分類

  폐기물은 크게 일반폐기물인 생활폐기물과 유해성폐기물인 사업장폐기물로 분류

할 수 있다. 종전에는 폐기물을 유해성여부를 기준으로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구분하였으나 현재의 폐기물관리법(1995. 12. 29. 개정)은 이를 생활폐기물과 사업

장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2) 生活廢棄物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 이외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로 가정

이나 식당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 1회용품이나 음식물류 등이 주를 이루고 있

다. 이들 생활폐기물들은 시장ㆍ군수의 책임아래 처리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

치단체의 공공처리시설에서 매립이나 소각되어 처리되거나 분류하여 재활용하게 된

다. 

3) 事業場廢棄物

  사업장폐기물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ㆍ수질환경보전법ㆍ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

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과 그 외에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

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일 평균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하

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뇨처리 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

설, 建設産業基本法에 의한 건설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이라 한다.

 이러한 사업장 폐기물은 공장, 건설공사 현장,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소 등에서 주

로 발생하고 처리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자가 스스로 자

가처리시설을 갖추어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시설이 열악하거나 발생폐기물이 적

은 경우에는 자가 처리시설을 통한 처리비용이 크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업소나 공공

처리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하며, 매립, 소각, 재활용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4) 問題點 및 解消方案

 (가) 생활쓰레기

  종전에 우리나라의 쓰레기 발생량은 다른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

으나 1995년 쓰레기종량제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분리수거, 1회용품사용억제정책 등으로 꾸준히 줄어들

고 있으며, 현재 1인당 1일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1kg 미만으로 선진국 수준에 육박

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쓰레기 재활용 및 분리수거 등으로 인한 1인 쓰레기

량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매립의존도가 전국 평균 40%가 넘고 있으며 충청북도

의 경우는 이보다 휠씬 높은 56.6%에 이르고 소각률은 2.4% 이른다고 한다. 문제는 

위와 같이 매립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데 있다. 매립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매립장시설이 필요하게 되는데 매립장 부지를 구하는데 따르는 부지구입비와 주민

들과의 마찰,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막대한 건설비용, 매립이 완료된 후 매립장부지

의 적절한 이용방안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작용한다.

 결국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분화된 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의 퇴비

화, 쓰레기의 재활용화를 위한 방안과 매립장 및 소각장의 사용으로 인한 공해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에게 시설운영으로 인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및 오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차단하는 등의 노력

이 수반되어야 한다.      

  (나) 事業場廢棄物

  사업장폐기물은 일반 생활폐기물보다 환경오염발생을 유발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

에 별도로 사업자가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각 시군에 배출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어기거나 배출량을 줄여 신고하

고, 정화시설이나 폐기물처리업소에 위탁하지 않고 임의로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공장폐수의 경우 처리비용을 의식

하여 장마가 시작되는 시점에 야간에 몰래 방류함으로써 하천을 오염시키고, 공장

의 매연시설의 경우에도 한밤중에 대기중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는 해당관청에서 수시로 배

출량과 배출된 오염물질의 처리과정을 수시로 확인하여 법규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높은 과징금과 행정적 제재를 가하여 법규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함부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

는 재활용할 수 있는 것과 소각할 수 있는 것, 매립할 것을 정확히 구분하여 소각

이나 매립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다. 

  

7. 맺음 말

  현대와 같이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고도산업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쓰레

기 및 공해물질의 배출은 어쩔 수 없는 문명사회의 부수적인 필요불가분의 요소이

다. 이러한 문명사회에서 부딪혀야 하는 어쩔 수 없는 공해문제에 직면하여 현대인

은 더 이상 방관만 할 수 없다는 인식아래 좀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삶을 영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노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 국민 개

개인 모두의 노력을 바탕으로만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

이다. 



 환경오염문제가 문명의 이기에 부수하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 오염

물질의 처리장소가 내집 마당처럼 가깝다고 한다면 그 주변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

람들로서는 여간 곤욕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어딘가에는 오염물질의 처리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할 수도 없는 현실에서 우리는 설치하는 자

와 설치장소의 주변에서 생활하는 주변사람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

한 것이고, 그러한 대안 부재가 현재처럼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들과 매립장 건설

을 시도하는 관청이나 사업자 간에 분쟁이 생겼던 것이다. 

 문제는 누가 얼마만큼 양보하고 피해를 수인해 나가느냐의 문제인데 사업자의 입

장에서는 적은 보상으로 많은 이득을 남기기 위한 시설이 필요한 것이고, 지역주민

들은 최소한의 피해로 많은 보상을 이루어 내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문제해결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다. 그러한 현재까지의 문제점들을 보다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사업시행자들이 사업장 토지를 매수할 때는 정당한 보상가를 지급해 주어

야 한다.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설이라 해도 현실적인 賣買 去來價를 기준

으로 한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

 

  둘째, 사업지정지구 인근의 토지주에 대하여 地價 하락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 토지의 특성이 사용용도 및 주변상황에 따라 급격한 가격차를 나타내기 

때문에 혐오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곧 그 지역주변의 土地價가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사업장 주변지역의 지가하락분에 해당하는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

 

 셋째, 사업장부지 진입로에 대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확장하여야 한

다. 좁은 도로를 주민과 사업장을 오가는 차량들이 서로 교행하다 보면 교통사고의 

유발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차로 이상의 포장된 도로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차량의 이동이나 사업장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분진이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오염물질방지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매립장의 경우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침출수 누수현상이나 

매립되는 폐기물의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들의 감시를 수용해야 한다.

 

 여섯째, 사업장내에 필요한 인력을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로 채용하여 고용창출의 



효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일곱째, 사업장 부지 인근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여가생활을 지원

하여야 한다.

 여덟째, 매립이 완료된 후 매립장 부지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부지 내지는 이

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집단농장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