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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폐기물 개념

1. 폐기물의 정의

21C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사회로 인하여 도시 및 농촌에서 우리의 생활로부

터 버려지는 폐기물이 대량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전 국토의 도시지역이 확장되면

서 도시인구집중현상은 폐기물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 문화

수준 향상으로 인하여 풍부한 물질을 이용하므로 Life Style의 변화에 따른 폐기물

의 양이 증가하고 질이 복잡해져 농어촌에서도 쓰레기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

정이다.

폐기물은 각국의 관례나 개인별 이로, 특성에 따라서는 가연성, 불연성 및 고형폐

기물, 액상폐기물, 기상폐기물로 분류하여 정의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1392년경

에 「방생축자(放生畜者)에게 장백(杖白)이요 폐회자(灰者)에겐 장팔십(杖八十)」

이라는 제도가 있은 이래로 오물청소법과 환경보전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폐기물

의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1986년 12월에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어 1987년에 

시행되었고 새로운 폐기물관련법규가 계속 보완 개정되고 있는 추세이며 사회변화, 

경제변화 및 과학 기술에 따라 계속해서 보완될 것이다.  

즉,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슬러지,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

한다.”라고 되어 있고 현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표 1-1> 폐기물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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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폐기물

 공장배출시설폐기물

 지정폐기물(폐산, 폐알칼리 등과 감염성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1일 평균300kg 이상 폐기물

  일련의 교사·작업등으로 발생되는 5t 이상 폐기물

 (건설폐기물)

<그림 1-1> 시간에 따른 물질의 가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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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생활폐기물의 관리체계

2.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1) 폐기물 발생량 추이

  - 1993년을 기점으로 사업장폐기물의 생활폐기물보다 많아짐

  - 생활쓰레기의 1인1일 발생량 : 1994년에 1.3kg이었으나 쓰레기종량제 실시

    (1995. 1) 및 감량정책 등에 영향을 받아 2001년에는 1.01kg으로 감소되어

    일본 1.11kg, 미국 1.97kg, 프랑스 1.32kg보다 낮아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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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톤/일)

구분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계 144.5 141.4 147.1 148.1 180.8 194.7 188.6 219.2 234.1 260.4 279.5

생활폐기물 75.1 62.9 58.2 47.8 49.9 47.9 44.6 45.6 46.4 48.4 49.8

사업

장폐

기물

소계 69.4 78.5 88.9 100.3 130.9 146.8 144.0 173.6 187.9 212 228

일반 48.0 56.0 85.2 95.8 125.4 141.3 138.7 166.1 180.2 204.4

지정 21.4 23.4 3.7 4.5 5.5 6.1 5.3 7.5 7.6 7.6

주 : 1) 1994년 폐기물분류체계 조정에 따라 오니류, 폐석고류 등 지정(특정)폐기물중  

80%이상이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전환

     2) 1996년 사업장 폐기물중 일반폐기물이 급증하게 된 이유는 건설폐기물 관리강화

에 따른 신

        고량이 늘어서임.

     3) 지정폐기물은 2000년도 통계로 표기

     4) 생활폐기물은 소득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

     5) 사업장폐기물은 재건축 활성화에 따른 건축폐기물 급증 등으로 최근 4년간 56% 

증가

        

(2) 폐기물처리 실태 

                                                        (자료 : 환경백서

(2002년))

총계 매립(20.5%) 재활용(68.9%)
소각

7.1%

기타

3.5%

생활 43.3% 43.1% 13.6%

사업장일반 15.4% 75.8% 5.0% 3.8%

*지 정 12% 50% 21% 기타17%

 * 주 : 지정폐기물은 2000년도 통계자료임

< 건설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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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환경백서(2002년)

‘96 ‘97 ‘98 ‘99 ‘00 ‘01

발생량(톤/일) 28,425 47,777 47,693 62,221 78,777 108,520

재활용(톤/일) 16,589 36,573 39,574 50,343 66,685 93,153

재활용율(%) 58.4 76.5 83.0 80.9 84.7 85.8

Ⅱ.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정책의 추진 방향

 1. 정책의 우선 순위

  ① 발생억제 및 감량화 (Prevention & Reduction)

  ② 재사용 (Reuse)

  ③ 재활용 (Recycling)

  ④ 에너지 회수 (Energy recovery)

  ⑤ 소각 (Incineration)

 안전처리

  ⑥ 매립 (Landf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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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물의 관리 체계

폐기물의최소화

(Minimization)

감량화

자원화

폐기물최종처리

(Treatment)

· 재이용 (Reuse)

· 감량(Avoidance or Reduction)

- 부피/무게의 감량

- 난분해성/유해성의 완화 등 무해화

· 재활용(Recycling)

· 에너지회수(Energy Recovery)

· 대기보전

· 수질보전

· 토양보전

· 자원절약

· 환경보호

· 경제활성화

· 자원 순환형 사회

· 환경 친화적 경제활동

· 쾌적한 국토환경

폐기물의최소화

(Minimization)

감량화

자원화

폐기물최종처리

(Treatment)

· 재이용 (Reuse)

· 감량(Avoidance or Reduction)

- 부피/무게의 감량

- 난분해성/유해성의 완화 등 무해화

· 재활용(Recycling)

· 에너지회수(Energy Recovery)

· 대기보전

· 수질보전

· 토양보전

· 자원절약

· 환경보호

· 경제활성화

· 자원 순환형 사회

· 환경 친화적 경제활동

· 쾌적한 국토환경

3. 정부의 추진 방향

-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형 경제사회 기반 확립

- 폐기물 관리 목표

  폐기물 발생량 :‘07까지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을 0.95kg/인일로 , 사업장 폐기
                  물은 예상발생량의 6%(400만톤)감량

  폐기물 재활용 : 
구분 ‘02년 ‘07년

생활폐기물 44% 49%

사업장폐기물 76% 79%

- 재활용 관련 정책 방향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 정착 및 확대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제도 활성화
  건설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생골재 수요 확대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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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및 포장폐기물의 사용억제

※ 최근(2004. 8. 11.)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관리기준 강화 정책

■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을 현행 10개에서 15개 분야로 확대

 - 일반 병·의원과 같이 진료·치료 및 검사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염성폐기

물과 동일선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교도소·구치소·소년원의 의무시설, 기업체

의 의무시설, 사단급 이상 군부대 의무시설, 노인요양시설, 태반 재활용사업장

등 5개 분야 발생기관을 추가하였음.

■ 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한 시설·장비·기술능력 기준 대폭 강화

 - 신규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의 최소 허가기준을 현행 시간당 처리능력 200kg

이상에서1톤 이상으로 5배 상향시켜 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하여 적정 처리 및 

환경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였고,

 - 소각 또는 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감염성폐기물 멸균분쇄잔재물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앞으로는 소각처리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매립은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음.

■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관리기준 강화

 - 사업장 일반·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중 신규 소각시설의 최소 규모를 현재 시

간당 처리능력 400kg 이상에서 2톤 이상으로 상향(기존시설은 병경허가 신청

시부터 적용)시켜 소각시설의 대형화를 유도하여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전체 소각시설의 95%응 차지하면서도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다이옥신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시간당 처리능력 200kg 미만의 소

각시설에 대한 엄격한 환경관리를 위해 시간당 처리능력 25kg이상 200kg미만

의 기존 소형 소각시설에 대해서도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2006

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

 - 또한, 소각을 업종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사

업계획서 제출시 환경영향조사서를 첨부토록 의무화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영향 사전심사를 강화함.

■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체계 개선

 - 동물 등의 먹이로 사용하고자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공급하

는 것을 제한하고 사료제조업 등록을 한 음식물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후 농

가에 공급하게 하여 가축질병 우려를 사전 예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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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5가지 요인
  핵전쟁, 인구증가, 식량부족, 지구온난화, 자원고갈 

 자원소비속도
 - 자원의 재생속도보다 약 20% 빠르며 2050년에는 약 2.2배 빨리 자원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

Ⅲ. 폐기물 재활용과 자원 순환형 사회

1. 개념

 - 미래 세대와 공유자원인 환경의 잠재력을 최대한 유지 보전하기 위하여 발생된 

폐기물을 자원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폐기물의 발생이전 단계부터 발생이후 최

종 소멸까지의 전과정을 지속가능 발정의 관점에서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감량

화, 재사용 및 재활용, 가용자원으로의 회수등 순환사용하여 자원의 절약과 효

율적 이용,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폐기물을 관리하는 정책

(1) 일본의 「순환형 사회 형설 추진 기본법」제정

- 제정일 : 2000년 6월 2일

- 순환형 사회 : ① 폐기물 등의 발생억제 ② 순환 자원(폐기물중 유용한 것)의 

순환적 이용(재사용, 재생이용, 열회수) ③순환적 이용이 곤란한 경우 적정 처

분을 통해 천연자원의 소비를 억제하고 환경부하를 줄이는 사회

- 시책 : ① 폐기물의 발생억제 조치강구 ② 순환자원의 순환적인 이용 및 처분

을 위한 조

         치 ③ 재생품의 사용 촉진 ④ 제품용기의 환경적 영향 등에 관한 사전

평가의 촉진

(2) 우리나라의 관련법 체계의 개선 필요

- 폐기물 관리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인 「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2002. 

3)에서 “자      원순환형 경제사회 기반구축”을 정책목표로 제시

- 폐기물관리 정책이 이미 재활용 우선 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나 재활용 관련법

의 폐기물 관

  리법의 하위법으로 되어 있어 재활용 정책 추진의 한계성

- 재활용 관련 여러 법과 수많은 지침(환경부 및 상공부고시)등을 하나의 법주

안에 두고 취합 관리하는 체계와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의 포괄적인 사회적 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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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및 System 형성을 위해 재활용이 폐기물 관리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

는 가칭「자원순환사회 형성 추진법」의 제정이 필요함

(3) Zero Waste 운동

- 자원순환사회의 이상적 목표

- 폐기물 발생의 최소화와 재사용재활용의 극대화를 통해서 자연환경계로 배출

되는 폐기물의 양을 없앰 (폐기로 가는 쓰레기의 흐름을 순환으로 전환하면 쓰

레기를 없앨 수 있음)

※ 순환사회의 연결고리가 재활용임

- 소각과 매립을 반대하는 풀뿌리 운동

-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 패턴이 변해야함

   (생산 변화 → 소비 변화, 소비변화 → 생산 변화)

                       녹색 소비

※생산자 - 재활용 종사자 - 소비자 간의 상호 communication이 필요

- 사례

 2001년도 뉴질랜드 자치단체의 40%가 “Zero Waste”를 2020년까지 달성할 정
책을 목

 표로 선언

 캐나다, 미국 등 곳곳에서 활발한 활동 및 정책선언
 유럽의 제록스 : 배급체계를 거꾸로 활용하는 회수 활동으로 95%에 이르는 재

사용재활용

 달성 (7천6백만 달러에 이르는 비용절감)

 우리나라의 일부 환경단체에서 실천운동 전개 
2. 재활용 산업

(1) 재활용 업체 현황

-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 허가 및 재활용 신고 업체 (200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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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가동업체수 미가동업체수 계 비 고 

허가 업체

재활용제품제조업체 432 43 475

기타재활용업체 83 32 115

소계 515 75 590

신고 업체

재활용제품제조업체 1,828 194 2,022

기타재활용업체 280 148 428

소계 2,108 342 2,450

합 계 

재활용제품제조업체 2,260 237 2,497

기타재활용업체 363 180 543

소계 2,623 417 3,040

※ 기타재생업체 : 에너지활용 유가물회수, 자제처리, 자체사용, 수출용, 성토재이용 등으

로 재활용하

                  는 업체

- 일반 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재활용업체 (2002년 기준)

구   분 가동업체수 미가동업체수 계 비 고 

일반폐기물

재활용제품제조업체 1,958 208 2,160

기타재활용업체 337 161 498

소계 2,295 369 2,664

지정폐기물

재활용제품제조업체 302 29 331

기타재활용업체 26 19 45

소계 328 48 376

합 계 

재활용제품제조업체 2,260 237 2,497

기타재활용업체 363 180 543

소계 2,623 417 3,040

(2) 재활용 현황 

2001

년/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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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품목 단위 발생량 또는 소비량 재활용량 재활용율(%) 비고 

1 페지 천톤 8,521/9,339       5,251/5,999 61.6/64.2

2 고철 ″ 48,852/43,720    15,276/16,550 35.9/37.9

3 금속캔 ″ 359/366          180/168 50.2/45.9

4 폐유리병 ″ 738/794          504/587 68.3/73.9

5 폐타이어 ″ 16,919/24,023    14,315/17,167 84.6/71.5

6 폐윤활유 톤 201,265/226,191  104,213/146,369 51.8/64.7

7 PET ″ 94,258/113,411   43,383/80,940 46.0/71.4

      : 발생량   : 소비량

3.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3-1. 관리체계

(1) 재활용 의무 이행 방법

- 생산자가 자체적으로 재활용 시설(재활용업 신고)을 갖추어 재활용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위탁하여 분담금을 납부 

- 재활용 업자와 개별 계약에 의해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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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외국의 사례

- 일본 

 용기 포장 리사이클링법제정(97년)에 의해 정부가 매년 사업자에게 용기포장의 
재활용 의무 

 량 결정

 지자체가 용기 포장의 분리수거, 선별, 압축 등의 의무
 용기포장리사이클링협회가 생산자의 재활용 의무를 대행

 대상 : 상업/ 서비스업 - 종업원수 5인 이하이면서 연간 매출 7천만엔 이상
        제조업 -  종업원수 20인 이하이면서 연간 매출 2억4천만엔 이상

- 독일

 포장 폐기물법(91년)에 의거 생산자에게 소비 후 제품에 대한 수집선별  재활용 
의무량 부여

 (달성 못할 경우 과징금 부과)

 수집선별재활용 책임을 대행할 생산자 기구(DSD : Duales Systems Deutsch 
GmbH)를 구성하고 DSD의 활용비용은 생산자(유통업자 포함)에 대한 GreenDot

(녹색점) 마크 판매수입으로 충당

 DSD는 상품의 제조 유통업자로부터 포장재 1톤당 200만원이상을 회수처리비로 
받아 이중 80%를 수집운반비로 지출

- 프랑스 

 포장법(93)에 따라 제조업자나 수집업자에게 가정에서 발생하는 포장폐기물을 회
수하여 재활용 하도록 의무를 부과

 생산자 기구 ECO-Emballages 설립 운영
 수집 - 지방자치단체, 생산자 - 수집비용이외의 나머지 재활용 비용 부담
 Green Dot 마크 판매수입으로 충당

- 기타 

 오스트리아 : 포장폐기물규제령(1993)
 EU :  포장폐기물지침서(1994)

(3) 공유생산책임제도 (Shared Product Responsibility : SPR)

- 생산자와 소비자, 정부 등 모든 사회구성원간 공유 책임의 개념

  소비자 : 분리배출 종량제
  지자체(정부) : 수거선별책임, 비용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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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 : 재활용책임. 비용 분담
- 공유책임기구(SPR Organigation)의 예

  네델란드(1971) : FPE (포장-환경재단)
  독일(1990) : DSD사 
  프랑스(1992) : EE사 
  오스트리아(1993) : ARA사
  EU(1996) : Pro EUROPE
  일본(1997) : 일본 포장 용기 재활용협회

4.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의 필요성

(1)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의 개념

기 본 이 념

미래 세대와의 공유자원인 환경의 잠재력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하여, 발생

된 폐기물의 처리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발생이전 단계에서부터 발생 이후 

최종 소멸까지의 전 과정을 ‘ESSD'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폐기물정책  

4-1. 재활용순환사회의 구축

(1) 재활용순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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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와 자연 그리고 인류와의 관계와 물질순환에 있어 산업혁명 이전에는 자연정

화 되어 순환이 가능한 물, 음료, 연료(나무), 풍력 등을 이용하였으나 산업혁명 이

후 화석연료, 자원광석 등을 이용하면서 자연정화가 불가능한 사회가 형성되게 되

었다.

이와 같은 순환불가능형 사회를 순환형 사회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자

원광석 등의 소비를 억제하고 자연계에 폐기되는 폐기물을 줄이며 폐기된 것을 자

원으로 재활용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것들에 대한 억

제와 함께 5R 개념의 감량화(Reduce), 재이용(Reuse), 재활용(Recycling), 제품재

구성(Reformulation), 설비재배치(Redesign)등이 필요하다.

<그림 3-1>은 자원낭비형 사회를 나타내고 있다. 즉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대

량폐기물발생형 사회로서 자원투입에서 소비까지의 폐기물발생과 리싸이클 기술과 

시스템의 취약으로 천연자원의 가격이 재생자원 가격보다 많아 재생자원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발생된 폐기물은 계속해서 처리처분형의 상태로 진행되어 처리

시설의 확충과 처리처분 비용의 증가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자원의 

고갈이 현재의 속도보다 더 빨리 올 수 있어 지속 가능한 사회가 불가능하게 된다.

대량생산 / 대량소비 / 대량폐기물 발생형 사회

자

원 

투

입

제

조

유

통

판

매 소

비 

과잉포장

대

량

폐

기

물

폐

기

물

배

출

천연자원가격<재생자원가격

리싸이클기술시스템취약

리싸이클<처리,처분

대량생산 / 대량소비 / 대량폐기물 발생형 사회

잉여,불순물

부산물

수송반복

1회용품>내구성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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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자원낭비형 사회

<그림 3-2>는 순환형 사회 구축으로 자원투입-제조에서부터 청정기술

(Environment Technology)과 유통, 판매, 소비 및 폐기 단계에서의 각종 제품의 

환경친화형 소재상품화와 각종 재생 재활용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재생자원에 소요

되는 비용이 천연자원 가격보다 적게 소요되므로 폐기되는 것보다 재생재활용이 

많게 되고, 그로써 순환형 사회 구축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자

원 

투

입

제

조

유

통

판

매 소

비 

포장간소화

폐

기

물

폐

기

물

배

출

천연자원가격>재생자원가격

리싸이클기술개발(신기술, 실용화)

경제적 합리성 달성

청정기술(ET)

(환경친화사업)

물류센타

1회용품<내구성제품

공공기관재활용제품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제도

우선구매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포장재질 및 과대포장     사업장폐기물 감량제도

검사                     재활용가능 표시제도

적정역할분담. 제도정비

리싸이클 >폐기(처분)

<그림 3-2> 순환형 사회 구축

(2) 순환시스템 구축

   폐기물의 적정관리는 통합 관리 계념의 기본체계의 내에서 3R(Reduce, Reuse, 

Recycle)의 시스템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1) 발생원(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에서의 발생의 억제(Preventing, Control)

와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기울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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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생된 폐기물의 감량화는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강화를 위한 생활폐기물

과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환경교육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조례

등)화가 필요하다. 즉 시민의 책임의무와 분리 배출 등에 대한 제도 시행이 

사업장에서 실행되게 하는 적극적 대응이 마련되어야 한다.

    3) 배출되고 있는 폐기물의 재이용은 일상적 재사용 방법과 동시에 시민과 사

업자가 주지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경우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에 대한 정보제공과 홍보가 필요하다.

    4) 재이용 할 수 없는 더 이상의 재사용 못하는 것 즉 폐기물(廢棄物)은 자원

과  재활용 할 수 있는 자원화 할 수 있는 원료라는 중요성을 발생하는 시
민과 사업장에게 알릴 수 있는 시 구청 등의 홈페이지에 별도의 창을 구성

하는 방법과 각종매체, 지침서 그리고 통합식 폐기물 현장교육이 이루어져

야한다.

    5) 통합 폐기물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3R시스템 구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

정처리가 있어야 한다. 즉 분리배출 된 재활용 원료가 되는 제품(재활용폐

기물)을 배출 할 수 있는 수거함의 설치, 적정시간에 분리수거 운반, 선별과 

재생 자원화의 재활용사업화가 구축 되어야 한다.

    6) 재활용이 되지 못하는 폐기물은 그 성상에 따라 가연성 쓰레기는 에너지 자

원화와 불연성 쓰레기는 폐기물 종합 시설(선별장이 갖추어진)인 폐기물의 

최종처리 방법 인 매립 방법으로 처분 되어야 한다.

    7) 순환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수거-운반-처리의 환경친화형 모델이 되는 대

전광역시가 달성 되도록 각 단계에서 기술과 예산 등이 결정되는 토대가 마

련되어야 한다.

<처리·처분>

· 범칙금

· 인센티브

/유통매장·사업장·시민



- 19 -

원

자                이                화

재              량              용

감                         화

발 생 억 재

감                         화

재              량             용

자                이               원

원

(       )

분리배출[자원(원료)]

수거-운반-재활용

선별-적정량 재활용 공장

책 임 제

  폐기물 환경교육

  정보 제공(시 구청 홈페이지 등)

  제도화(조례, 규칙)

  지침서(방법)

에너지 자원화(열처리)

난방/전기/복지 레져시설 

선별 및 종합 처리장(처분장 : 매립)

LFG/안정화/재사용

지자체

 생활/사업장 폐기물

< 지자체 폐기물 재활용 순환 시스템 구축 >

※ 지자체 폐기물 순환시스템 구축 기본적 방법

  ■ 발생억제

   폐기물 발생억제는 발생을 방지하는 것 또는 실제로 발생된 폐기물을 줄이는 것

을 포함하고, 이것은 폐기물 관리 정책의 주요사항중 하나이다. 대책의 전채적인 

범위는 규제와 비규제 모두 폐기물 발생 억제를 증진시키기 위해 발전 되어져 왔

다. 상업 및 산업 폐기물인 경우에 이 수단들은 수자원보호, 에너지 절약 등을 포

함한 통합측정기구의 일부를 형성한다. 폐기물 관련 벌칙금과 인텐시브제도 같은 

것은 폐기물 발생억제와 매립량 감소를 촉진 시킨다. 소비자, 사업자의 폐기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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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단계의 상호관계에서 소비자는 구매의식 이용방법의식 등에서 환경과 자원을 

고려한 수동적 사고에서 능동적 행동의 태도를 갖는 관심 실제화가 필요하다. 구

입과 사용의 요구를 필수, 필요에 따른 습관을 갖는 환경을 배려한 생활화가 되어

져야 한다. 사업자는 판매효과와 이익을 위해서 필요이상의 생산으로 소비자나 사

용자에게 제공하는 대량생산, 대량판매 등의 생산의식전환이 되어야 한다. 발생억

제의 달성은 생산자 시민 소비자의 의식생활이 상호 환경과 자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달성될 수 있다.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제도화가 구축되어 이제도가 생산자, 소비자 모

두에게 적용되게 하여 어느 기간이 지나면 생산할 때 구입할 때 소비할 때 스스

로 당연한 행동이 되어 자발적인 폐기물 억제와 감량에 따른 생활 습관이 될 수 

있다.

     

(3) 지자체 폐기물에서 발생되는 중요 성상에 대한 순환시스템 구축

   1) 폐지류의 순환시스템

    종이 사용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2년 우리나라의 폐지 원료 자급률은 

64.2%로 나타났다. 폐지 1톤을 재활용할 경우 30년생 나무 17그루를 베어내지 

않아도 되는 산림자원이고 광합성작용으로 산소를 제공해주는 생명자원이 된다.

     

발생/분리 보관/수거 수집/운반 재활용

인쇄 가정

학교/사무

실

사업장

신문지

골판지
지자체 중간처리업 제 지 업

팩 및 포장지

잡지, 서적

사무용지

위탁 수집 업체

 < 종이의 재활용 단계 >

선별·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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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의 재활용 공정도>

  

  2) 플라스틱의 순환 시스템

     

      플라스틱의 원료는 석유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플라스틱은 분해가 잘 되지 않아 오랫동안 썩지 않고 소각시에는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며 소각 후에도 중금속이 남기 때문에 환경에 큰 피해를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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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생 재 활 용

분리 배출 표시제 배출 

(부착 상표 내용물, 이물질 제거)

분리 배출 표시 수거함

분리 배출 수거함 구비 안된 곳

“플라스틱 수거함” 배출

스티로폼 분리별도(수거함, 마대등)

   

 ① 플라스틱 재활용방법

      

재활용방법 제품 

재 생 
이용법 

용 융
재생법 

○  단일 또는 혼합 플라스틱 폐기물을 용융점이상으로 가열(110
∼150℃) 용융 후 냉각 또는 압축하여 재생품(고체제품)을 
생산 

○  성형방법 
- 압출(사출)가공법 
   파쇄, 선별, 세정, 분리, 건조, 균질혼합, 가열압출, 제품화
의 순 

  금속, 유지류, 종이류 등의 이물질 혼합 시에도 처리가능 
  재생품 : 농업자재, 토목자재, 어업자재 등 
- 압축가공법 
 폐플라스틱을 가열· 용융 후 냉각성형 
 플라스틱성상이 균질이고 함유율이 높은 경우에 유리 
 재생품 : 지주용항, 토관, 집성관 및 판상제품 등의 건설용 자
 재 등 재생품 특성에 따라 충전재의 선택 

용 해 
재생법 

○  열가소성 플라스틱을 폐유 등의 용제를 사용하여 용해시킨 
후 접착제를 첨가하고 충전재로서 모래, 점토 등을 섞어 가
압· 성형하여 건재 등을 제조 

○  일부 재생품이 도로포장에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연구개발단계 

파 쇄 
재생법 

○  폐플라스틱을 분쇄하여 토지개량재, 매립재료, 경량골재, 아
스팔트골재, 연료 등으로 이용 

○  발포PS를 파쇄한 후 접착제를 사용하여 시멘트와 혼합한 후 블
럭 또는 건물의 외벽, 칸막이벽 등에 이용되는 경량 보드를 생
산

  고체
연료화법 

○  Polyolefin계 폐합성수지에 왕겨, 톱밥 등을 혼합하여 압출
기로 가압· 압출하여 고체연료화 

분 해 
이용법 

열분해 

소각법

○  폐플라스틱을 공기를 차단한 상태에서 가열하여 가스, 오일
등으로 전환 

○  각종 소각방법을 이용, 폐플라스틱이 지니는 열량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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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폐플라스틱의 용도별 재활용방법

(화학)

(에너지)

(물질재질)

  3) 폐캔류 순환시스템

   한해동안 사용되는 캔의 양은 약 53억개이며, 2002년 기준으로 금속캔의 재활

용률은 45.9%이다. 알루미늄캔을 재활용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알루미늄 원석으

로부터 알루미늄캔을 생산하는 에너지의 1/26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알루미늄캔 

하나가 땅속에 묻힌 후 분해되기까지 500년이 걸리기 때문에 재활용이 매립장 안

정화 및 환경보호 효과가 크다.

    폐캔은 재활용 중 가장 쉽게 분리 및 수거 가능한 제품이다

      

 철제 캔 - 스틸캔(주석캔)

재 질

 알루미늄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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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생  주택(분리)
 공통(수집장소, 수거함)

 단독(수집장소, 수거함)

 공공장소(수거함)
회 수

지자체

수집장소

 상업지역(수집장소, 수거함)
운 반

(압착)

 공원, 유원지(수집장소, 수거함)

분별/금속/철
 도로변(수집장소, 수거함)

 

재활용  ( 선별 - 탈지, 탈도료 - 용해)  (알루미늄캔)

제강, 제철

(스틸캔)

  

4) 유리의 순환 시스템

   유리병의 재활용은 크게 재사용과 원료 재활용으로 구분된다. 재사용은 빈병을 

회수해 세척 소독 후 사용하는 것으로, 주류나 음료병을 도 소매점에 가져다주면 

병값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원료 재활용은 유리재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인데, 

재활용률은 2002년 현재 73.9% 이다. 파유리 1톤을 재활용할 경우 규석 734kg, 

석회 166kg, 중유 37.1ℓ 를 절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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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생

가 정

색상별

(백색,청, 녹, 

갈색) 이물질, 

뚜껑 분리

(파유리)

사업장/학교등

지자체

민간수집업

재활용협회

재 활 용 재활용업
 Returnable(재사용)
 Recycling(원료)

    ※ 빈용기보증금(주류 청량음료류)

       190㎖미만 : 20원/개, 190~400㎖미만 : 40원/개 

       400~1000㎖미만 : 50원/개, 1000㎖이상 : 100~300원/개

  5) 폐가전 가구의 순환 시스템

    폐기물로 배출되는 가전 가구 중 수선, 수리만 하면 재이용 할 수 있는 것이 

70%나 된다. 폐가전 가구는 현제 지방자치단체, 가전제품 제조업체등에서 수거하

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배출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스티커를 발부하여 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가전제품 제조업체에서는 신제품을 판매할 대 구제품을 수거하

여 처리하고 있다.

    

가  정 지자체 집하장 처리업

다량배출

사업장
대리점 가전물류센터 재활용업

  6) 음식물 순환 시스템

    우리나라는 2002년 한해만 150억원 어치의 식량을 수입 한다. 음식물을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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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말고,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는 재활용해야 한다. 음식물폐기물은 쓰레기로 

배출하면 환경오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결식과 기아사의 생명에도 관련되는 

것으로 억제와 감량이 필요하고 자원화 될 수 있는 원료로서 분리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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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건설 폐기물 순환 시스템

    건설 폐기물이란 토목 건축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 2002년 건

설 폐기물 발생량은 하루에 10만 8520톤으로서 이 중 85.9%가 재활용 되고 있

다. 우리나라는 아파트 건설붐이 시작된 후 지금까지 재건축 및 건설 골재 수요

가 연평균 30% 이상 급증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원도심 시내 권역별 개발 등으로 건설폐기물이 폐기물분류별 발

생에서 가장 많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도시개발공사

(관리) (관리)

규모정비/시설확장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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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자체 폐기물 처리시설의 순환 시스템 구축

 

[환경에너지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시설

방지 

처리시설

(유해가스, 

중금속, 

분진)

(시설확보/

시민상시이용)

소각장 매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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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발생/폐기물/억제 3 R 폐기물 순환 시스템

(분리)(잔재물) (잔재물)(재이용 자원)

폐기물(처리/잔재물)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센터

연 료

에너지

자원화시설

폐기물종합

재활용단지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재이용/재활용

 * 폐기물 박물관

폐
열

난    방
 침출수-처리-구내이용수

            -식재 정원수

            -생태연못

발    전

복지시설

유해가스
-수원확보

매립가스(LFG)-발전

용융, 고화 소각재

재활용
바닥재
비산재 안정화/복원/재사용/생태환경교육장

고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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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지자체 폐기물 순환형 도시 구축을 위한 행정 시민 사업자의 역할

 1. 환경 상품사용을 위한 역할

  (1) 지자체

     - 시 구청의 환경 상품에 대한 홈페이지 제공 

     -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 환경상품 코너확대를 위한 에코판매

(eco-Shop)제도화

    1) 시민 사업자들에 의한 구매 활성화

       시민, 사업자에게 환경상품 가이드북 제작 → 배부(시민, 사업자, 직장, 

학교, 가정 등)                                    홍보, 교육

    2) 제도의 도입과 활용

    생잔자책임재활용재도는 상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생산자)로 하여금 특정 

상품의 소비 후 단계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책임의 상당부분을 갖게 하는 제도

로서 폐기물의 처리책임을 지자체(납세자)로부터 생산자로 이전하는 제도이다. 

확대생산자책임제도 하에서 생산자는 상품의 제조와 공급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책임에서 나아가 공급한 상품의 소비와 폐기과정에서 나타나는 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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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

생산자
제조/수입/유통

P
시민 

사업자
정 부

   W ↓  W ↓

  M ↑
<지자체>

W:폐기물

Ｍ:재생원료

Ｒ:보고/감독

 W ↓
Ｐ:생산물

   $↓

정부 재활용사업자
       R↑

 R ↑

< 확대 생산자책임 제도 하에서의 폐기물 흐름 >

    소비자의 역할과 책임도 함께 확대 되고 있다. 생산자가 부담하는 회수 재활용 

비용은 궁극적으로 상품가격에 반영되어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며 또한 분리 배출

을 통하여 폐기물이 용이하게 수집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는 것이다. 

    

 교육/홍보

생산자
제조/수입/유통

생산물
시민, 사업자

 분리배출제도실행

  (재활용가능표시)

폐기물

<지자체>

재활용사업자

< 협의적인 생산자 책임제도의 폐기물 흐름 >

  (2) 건설 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 폐기물의 확인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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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건설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의 실제 파악 조사 

        

 성  상   ---------- 분류 재생/자원화 시책 강화

 발생량   ---------- 중간처리(파쇄-선별-자원화)

 관리상태 ---------- 처리능력 / 파악

    ② 건설폐기물 사업장 생활 폐기물 등의 책임자 교육 강화

    ③ 중간처리장 / 자원화에 대한 정보제공(시 구)

  (3) 지자체 폐기물 재활용 순환 구축을 위한 폐기물 환경 교육

     억제/감량/재활용 ⇒ 분리 배출 ⇒ 환경생활

    

대상 1) 사업장 대상

2) 공공시설 사용자 대상

3) 지자체 각 단체 대상

4) 시, 군의회(의원) 대상

5) 학교(초, 중, 고) 대상

6) 행정(시, 구, 동) 대상

7) 주민대상(단독/공동), 문화교실, 자치센타 대상

8) 환경투어(환경시설위주)

  (4) 폐기물 재활용 순화도시 구축을 위한 방법

  1)기본체제 설정, 2) 감량화에 대한 목표(평가), 3)시민, 사업자 협력체제 강화, 

4) 폐기물 재활용 순환 시스템을 위한 실행위원회 등이 설치되어 실제화된 실천적 

지자체와 연계된 경영체제가 필요하다.

   1) 기본체제 설정

    - 지자체 폐기물환경 교육교재 발간(학생, 시민, 사업자, 단계별)

    - 지자체 환경가계부일기 발간 (가정, 학교생활에 이용)

    - 환경교육현장 확충 - 지자체  - 환경학습자료

        (에코교육센타) . - 처리장  - 폐기물자원화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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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계화 된 폐기물 환경교육(시민, 학생, 사업자)

    - 지자체 환경전담부서 신설(수질/폐기물/대기악취/토양지하수/소음진동)

    - 재활용 순환구축을 위한 시민, 사업자 네트워크 구성

       (시민, 지자체 소속 각 단체 - 사업자 - 지자체 - 전문가 - 시의회)

   2) 감량화 대한 목표(평가)

     

                     +

      발생억제량

     억제 + 3R(양) = 감량

              ── 환경오염 방지

              ── 경제 가치 평가
감 량

   3) 시민, 사업자 협력 체제 강화

발생량 예측

자원화

시민/사업자 3R에 대한 감량하는 양

매립량소각량

시민/사업자
홍보/정보제공

토의

워크숍

지자체

A        B

D

  사업자      
              C

          시민

A : 포장간소화지침↔자체기준마련

   폐지 회수↔개별적 계획 달성

B : 정보제공↔시민활용, 주체적 활동

C : 1회용 사용사업자↔회수/억제

포장용기 유료화↔장바구니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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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폐기물 재활용 순환시스템을 위한 실행 위원회(안)

지 자 체

구체적 방안확립

담당절차의 전문화

지자체[폐기물환경과]

(청소행정과 → 전환)
언론계 시민

억제, 3R 실행위원회

의회

사 업 공공기관
전문가

교수/연구소

소비자단체

주부교실

< 지자체 재활용 순환 시스템을 위한 실행 위원회(안) >

4-4. 재활용산업의 영향과 효과

재활용산업의 구축과 이에 따른 순환사회가 형성된다면

첫째, 자원의 지속 가능한 유효이용이 달성되어 현재 화석연료 및 광석자원 고갈

을 방지하며 인류가 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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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환경오염의 발생을 억제 및 최소화 할 수 있다. 

즉, (1) 처리, 처분대상 폐기물의 양적 감축

 수질, 토양, 대기, 지하수 오염방지 : 천연자원 이용 공정
 배 출

재생자원 이용 
공정

 배 출

(예 : 폐지를 종이원료로 활용시 신제펄프 사용감소 - 수자원 60%, 에너지 

70%절감, 대기오염물질 73%, 수질오염물질 44%, 공정상의 폐기물 39% 절감)

(2) 효과적인 처리 효율증가

  ·전처리 시설 및 처리시스템 정상운영

(3) 처리 2차 폐기물 감량(슬러지류 등)

(4) 에너지 사용량 절감

(예 : 재생 알루미늄 원료 이용시 - 천연원료(Bauxite)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를 

열량으로 환산 경우 2.6%에 불과함)

셋째, 적정 소각용량 유지 및 처분장의 수명연장 사용가능

소각장을 증설치 않고 현 소각장의 유효이용과 최종 처리장인 매립장의 반입폐기

물의 감량으로 매립가용기간이 연장 운영되어 매립장의 확보에 따른 경제가치의 효

율화 및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되지 않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넷째, 고용과 시장의 창출로서 

(1) 재활용산업 발전(중대규모 재활용산업단지 조성)

(2) 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 및 신시장개발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 및 고용확보의 

확장

(3) 환경산업(ET : Environment Technology)의 활성화 및 친환경적인 국가로 

도약

다섯째, 경제적 효과

(1) 폐자원 수입 1조 7천억: 재활용률이 1%증가시 639억원의 외화 절감

(폐지 107) (플라스틱 24) (유리병 3) (고철/캔 505) = 639억원

(2) 처리, 처분비용 저감(수집, 운반물류 비용, 처리비용)

(3) 재활용제품의 판매수익(복지, 환경비용 투자, 환경질의 개선 : 복지사회구축)

(4) 환경산업시장 진출(국내시장 및 외국시장)

(5) 지구온난화 물질인 CO2 발생량 감소

- 폐플라스틱류의 화학연료화(합성가스제조 등)시 화석연료에 비해 33%감소, 

CO2감소, 환

  경산업의 활성화 → 배출권 거래제도 : Tradeable Permit System 당사국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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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마지막으로 지역의 효과로 다음과 같이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 재활용제품의 판매사업(전국 규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2) 재활용제품 제조사업, 미분양 산업단지의 활용과 주민에 대한 경제, 고용창출 

및 개발에 관한 법령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의한 산업단지의 

조성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준용

(3) 지자체 국고 및 예산투자(이용)

 ① 2003년 20개 지자체에 국고 86억원 포함해 총 382억원

   예산 - 공공재활용기반시설(집하, 선별시설, 파쇄시설, 압축시설의 자동화현

           대화 시설 설치)

        - 공공재활용기반시설 국고보조사업 45개 지자체 130억원 지원

 ② 재활용사업자의 각종제도에 의해 혜택을 부여하여 장래 유망 사업으로 유도

 (4) 종합환경 리싸이클 단지 (효율적 리싸이클 사업)

 ① 사업단지의 재활용사업의 위치, 재활용 사업(경제, 산업성, 환경성인증, 검증)

    최종발생폐기물(폐수, 대기 , 고형폐기물)안정 처리

 ② 지역내 직접된 산업을 활용, 환경산업을 통한 지역의 발전과 자원순환형 경

    제 사회의 지역의 모델화

 ③ 지역의 체육복지시설 구축

 ④ 환경교육장(방문지역 경제)

Ⅳ. 폐기물 처리와 주민 참여

1. 매립장

(1) 작업 과정

폐기물 검사 → 계량반입 → 다짐작업 → 복토시행(15~50cm) → 소 독

  

(2) 침출수 처리 계통

침출수 집수 → 침 사 조 → 유량조정조 → 소 화 조 → 폭 기 조 →

침 전 조 → RBC조 → 여 과 조 → R/O 시설 → 방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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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립가스의 자원화

   매립가스(CO2/CH4 → CH4 → 발전(전기에너지))

2. 소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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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참여와 감시활동

■ 폐기물처리시설 방향

■ 폐기물처리시설(소각) 구상방향

 ·시설 입지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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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정의 도식화

지자체

■ 인식의 변화

 가. 지방자치화의 활동성 중요(전문성 필요)

  ① 시민 - 관련기관 - 산업체

  ② 지역의회 활동, 전문가 → 협의체 구성 환경문제 계획, 해결

  ③ 지역(집단) → 일부지역 문제 → 전체 시민 피해

  ④ 학생, 자녀(교육문제, 장래의 국가 정치 문제) : 행동 해결

 나. 공약(환경) - 정책반영 - 예산 - 실첨

  ① 유권자의 선택 → 실천감시 - 광고, 홍보등

    · 지역의원, 국회의원 등 : 건의, 토의, 평가

  ② 환경오염, 지역집단, NIMBY, NIMTO : 이미 시간적 어려움,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비용, 시간의 막대한 소모, 원상태로의 회복은 불가능 인식, PIMBY)

 다. 농업혁명 → 산업혁명 → 세계화, 환경혁명(생존 문제), 정보(생명공학)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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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대량생산 - 대량구매 - 대량소비 - 대량폐기(반상회, 공동주택관리소 마을협

의회, 각

    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