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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의 배경

 좁은 국토현실과 폐기물 처리의 안정성과 용이성으로 인하여 

1990년대 이후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소각확대 정책을 추진하

여 왔으며, 제2차 국가폐기물 관리종합계획에서는 생활폐기물 

소각비율을 30%까지 늘리겠다는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앞으로 만성적으로 지속될 에너지 문제로 인하여 소각장이 폐

기물 처리시설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시설로 조명되고 있음. 

특히 고유가 정부대책의 일환으로 이해찬 국무총리가 “폐기물 

소각장을 통한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발언한 이후로 정부

의 소각장 확대정책이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좁은 국토현실과 여름철 집중호우 등의 기후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매립위주의 폐기물 처리방식은 분명 지양되어야 하나, 

매립대안으로서의 소각장 건설은 입지 및 운영과정에서 격렬

한 주민갈등 유발, 환경적 안전성,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입지갈등 해소 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그 비용은 더욱 늘

어남.)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최종처리량(매립량)을 줄이는 중간처리의 개념으로서 소각을 

생각할 때, 소각과 경쟁할 수 있는 많은 중간처리의 방법(재활

용 역시 중간처리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음)이 있음을 간과

해서는 안됨. 

 국외의 사례를 검토해 볼 때 기계적 혹은 생물학적 중간처리 

방법은 소각을 대체하기도 하고 혹은 소각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새로운 중간처리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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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은 소각-(소각잔재물)매립으로 이어지는 단순한 폐기물관

리 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임.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

는 예는 바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이었음. 즉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이 도입된 이후 소각장 반입 폐기물의 

양 및 발열량이 소각장 설계기준과 맞지 않아 소각장 가동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음. 

 소각-매립으로 이어지는 단순한 폐기물관리 시스템은 국내외

의 다양한 중간처리 방식의 개발로 개선의 여지가 대단히 높

은 상황이므로, 이러한 여건에 대한 고려없이 중앙정부 차원

에서 획일적으로 지방정부에 소각장 건설을 유도할 경우 향후 

소각장을 대체 혹은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발전경로가 폐쇄

될 것이며, 그로인한 사회적 부담은 지방정부가 고스란히 떠안

아야 할 것임. 

 본 보고서는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현재의 중앙정부

의 생활폐기물 소각정책 추진방식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변화

된 폐기물 관리여건을 반영하여 새로운 생활폐기물 관리시스

템의 수립이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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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대형소각장 건설 및 운영현황

2.1 소각정책 추진과정

 국내 최초의 대형생활폐기물 소각장은 1984년 의정부에 설치

된 하루처리용량 50톤의 소각장이었음. 우리나라에서 소각정

책에 대한 검토는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으나, 소각정책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한 것은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JAICA)에서 실시한 “서

울시 폐기물관리 시스템 종합계획과 타당성 연구”를 통해서였

음. 우리나라 정부의 요청으로 1983년부터 1985년까지 일본 

측의 자금부담으로 시행되었던 이 연구의 결과보고서에서는 

매립지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중간처리 방안

들 중 가연성 쓰레기를 전량 소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1993년에 처음 작성된 제1차 국가폐기물처리종합계획에 의하

면 당시 환경처는 1993년부터 2001년까지 23,204톤/일 규모

의 소각장을 새로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1996년 수

정된 계획에서는 13,980톤/일로 조정되었음. 

 1990년 가동되기 시작한 대구 성서소각장을 시작으로 연도별 

소각용량 증가추세1)를 보면, 1995년 이후 연간 1,000톤 정도 

소각장 용량이 증설되기 시작하였으며, 2001년도에 2,640톤

의 소각장이 증설되었음. 2004년 1월 현재 전국에 32개 대형

생활폐기물 소각이 가동 중에 있으며, 총 소각용량은 10,160

톤/일으로 제1차 국가폐기물처리종합계획(수정계획)의 소각장 

건설목표의 73%를 이미 달성하였음. 

1) 각 소각장의 가동연도 및 가동일자를 기준으로 연도별로 누적합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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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대형 소각장 연도별 일일 소각용량 증가추세

* “'03년도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운영현황”(전국생활폐기물소각시설운영협의회, 2004)의 전

국대형생활폐기물소각장의 가동연도를 기준으로 자료를 재구성함.

 환경부에서는 2002년 발표한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에서는 2011년까지 소각량을 2000년 5,440톤/일(11.75)에서 

13,924톤/일(30.0%)까지 올리겠다는 생활폐기물관리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음. 

<표1> 생활폐기물 관리목표

구    분 2000(실적) 2005 2008 2011

 추정발생량 46,438 50,750 51,829 52,743

 감량목표량 - 3,045(6.0%) 4,665(9.0%) 6,329(12.0%)

 감량후 실제 

발생량 (kg/인일)
46,438(0.98) 47,705(0.97) 47,164(0.94) 46,414(0.91)

 재활용량 (목표율) 19,167(41.3%) 21,944(46.0%) 23,582(50.0%) 24,597(53.0%)

 처분 대상 양 27,271 25,761 23,582 21,817

 소각량 (목표율) 5,440(11.7%) 10,972(23.0%) 13,206(28.0%) 13,924(30.0%)

 매립량 (목표율) 21,831(47.0%) 14,789(31.0%) 10,376(22.0%) 7,89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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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1월 현재 공사 중인 대형폐기물 소각장은 7곳으로 총 

소각용량은 2,150톤/일임.(경북 영양의 8톤/일의 중형소각장은 

집계에서 제외) 2004년 공사예정인 대형 소각장은 150톤/일

임.(중소형 소각장 18개소 170.2톤/일은 집계에서 제외)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총 2조 3,298억원의 예산(예산현액

기준)이 폐기물 분야로 배정되었으며, 이 중 2조 386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음.

 1991년부터 2001년까지의 폐기물 관리예산 중 지자체 소각장 

건설 지원으로 책정된 예산은 총 3,826억이며, 그 중 3,775억

이 실제 지원되었음. 소각장 건설 지원예산이 폐기물관리 예

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년 동안 평균 16.4%로 다른 분야

의 예산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1997년 이

후부터는 20% 내외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쓰시협, 

2003.7). 2001년까지 지자체 대형생활폐기물 소각장 건설에 

약 2조 270억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 이 중 국고지원은 약 

20%를 차지하고 있음2).  

 2002, 2003년, 2004년도의 경우에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

치사업으로 각각 614억, 650억, 441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

음. 

2)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의 소각시설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자료에 따르면 95개 지역 

12,924톤/일 용량의 소각시설을 건설하는데 2001년까지 투자된 국고보조금액은 3,993억이며, 총

사업비는 2조 269억이라고 되어있음. 환경부 결산보고서 상의 집계금액 3,826억과 차이가 나는 

것은 집계방식의 차이일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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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환경부 폐기물 처리시설 예산지출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소각장 매립장 재활용시설

1991 6,369(33.1) 4,558(23.7) -

1992 10,987(20.0) 4,505(8.2) -

1993 11,875(20.6) 8,434(14.6) -

1994 9,046(7.2) 15,537(12.3) -

1995 9,271(3.7) 19,165(7.6) -

1996 18,935(10.5) 24,985(13.9) -

1997 61,602(23.8) 31,066(12.0) 411(0.2)

1998 58,343(22.3) 27,421(10.5) 3,296(1.3)

1999 56,021(21.7) 25,340(9.8) 12,0104.6)

2000 65,978(24.6) 24,056(9.0) 14,635(5.5)

2001 69,043(22.8) 26,300(8.7) 49,504(16.4)

합계 377,470(18.5) 211,367(10.0) 80,622(4.0)

 자료:쓰시협, “지난 10년 동안의 환경부폐기물관련예산분석(1991-2001)”, 2003.7

 ※ 위 금액은 환경부 예산 중 실제 집행된 예산이며, 괄호안 수치는 전체 지출예

산 중 각 처리시설 지출예산의 비율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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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폐기물 처리시설 예산지출 추이(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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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대형 생활폐기물 운영현황

(1) 소각장 가동율

 대형생활폐기물 소각장의 연평균 가동율을 보면 2000년 

75-80%에서 2003년 70-75%로 가동율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표3> 전국 대형생활폐기물 소각장 연평균 가동율(2000~2003)

(단위 : %, 개소) 

구분 2000 2001 2002 2003

1호기 76.5 85.5 78.0 72.8

2호기 80.2 78.4 73.0 74.0

총 시설수 19 27 30 32

자료 : “2000년,2001년, 2002년,2003년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운영현황”, 전국생활폐기물소

각시설운영협의회

 2003년 소각장별로 가동율을 보면 서울 노원소각장, 강남소각

장은 가동율이 1,2호기 모두 30% 이하이며, 경기도 파주소각

장, 군포소각장, 인천공항소각장의 경우에는 가동율이 50% 내

외에 머물러 있음. 경기도 수원소각장, 평촌소각장, 구리소각

장, 제주도 북부소각장은 60-70%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음. 

 1호기 기준으로 서울 노원소각장, 양천소각장, 강남소각장 경

기도 의정부 소각장, 파주소각장, 부산 명지 소각장, 대전소각

장, 제주 북부소각장의 경우 연간 가동 일수가 200일 이하이

며, 부산 다대소각장, 경기도 일산소각장, 군포소각장, 광주 상

무소각장, 인천공항소각장의 경우 연간 가동 일수가 300일 이

하임. 



- 9 -

<표4> 운영중인 소각장 가동율 현황

 (2003년 12월 현재)

소각장 명
가동일수(일/1년중) 소각용량

(톤/일)

연평균 가동율(%) 비고

(1호기) 1호기 2호기 1호기 2호기

경기 수원 218 268 600 64.6 82.1 2월 미가동

부천 대장 332 300 86.7 매월 가동 

부천 중동 333 200 86.7 매월 가동 

경기 광명 339 337 300 90.6 88.4 매월 가동 

서울 노원 132 115 800 28.0 25.6
1,2,9,11,12월 

미가동

경기 평촌 300 200 75.6 매월 가동 

부산 다대 265 200 87.9 7,8월 미가동

서울 양천 193 233 400 ? ? 3,9월 미가동

경기 성남 313 319 600 80.0 81.0 매월 가동 

경기 일산 293 300 96.1 매월 가동 

경남 창원 327 315 400 87.8 87.9 매월 가동 

대구 성서 313 297 600 80.0 75.6 매월 가동 

부산 해운대 310 312 400 86.0 88.9 매월 가동 

경기 용인 309 100 80.6 매월 가동 

경기 과천 317 80 88.2 매월 가동 

울산 322 323 400 94.5 94.5 매월 가동 

경기 안산 334 200 83.1 매월 가동 

광주 상무 242 215 400 91.9 90.0 6,7,8월 미가동

용인 수지 304 290 70 89.0 87.0 매월 가동 

인천 공항 203 227 140 56.5 64.4 매월 가동 

경기 군포 229 200 54.3 매월 가동 

경남 김해 330 200 100.3 매월 가동 

충남 천안 306 200 89.0 매월 가동 

경기 구리 315 325 200 72.3 72.7 매월 가동 

인천 청라 319 323 500 93.8 95.3 매월 가동 

경기 의정부 168 221 200 83.3 86.6 2~5월 미가동

경기 파주 152 77 200 44.0 35.0 1,4,5,6월 미가동

부산 명지 64 66 400 78.0 79.4 1~9월 미가동

대전 197 200 79.8 4~6월 미가동

제주북부 192 196 200 65.5 71.3 1~3월 미가동

제주남부
2004년 

가동시작
70

2004년 

가동시작

2004.1.12 

가동개시

서울 강남 

127(1호기) 

65(3호기) 

총 192
145 900

23.2(1호기),

12.1(3호기)
25.8

1,2,4,5,11,12월 

미가동

총계 32개 

시설
10,160 72.8 74.0

자료 : “03년도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운영현황”, 전국생활폐기물소각시설운영협의회, 2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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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각장 반입 쓰레기 성상

 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 성상을 보면 음식물쓰레기의 비율

이 2000년 42.9%에서 2003년 28.3%로 급격하게 줄어들었으

며, 종이류, 비닐, 플라스틱류, 섬유, 가죽류 등 발열량이 높은 

폐기물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발열량을 보면 2000년 1,660kcal에서 2003년 2,243kcal로 

높아지고 있음.

 위와 같은 성상과 발열량의 변화는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수거

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소각장 설계조건과 반

입되는 폐기물의 성성과 발열량이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

각장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함. 

  지속적인 재활용정책의 확대하여 비닐, 플라스틱류와 종이류

를 제거할 경우 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양이 급격하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발열량이 또다시 변화될 것임을 의미함. 

이는 곧 재활용정책의 확대와 소각장 가동은 상충됨을 의미

함.  

<표5> 소각장 반입 쓰레기 성상

구분
발 열 량

(Kcal/Kg)

습량기준 물리적 조성

종이류

(%)

나무, 짚류

(%)

비닐,플라스

틱류(%)

음식물 

(%)

섬유,가

죽류(%)

불연물

(%)

기타

(%)

2000년 1,660 24.0 3.6 19.8 42.9 5.0 4.5 0.1

2001년 1,578 25.8 4.4 20.1 38.8 5.3 5.3 2.6

2002년 19,45 25.6 5.6 21.3 35.2 6.6 5.3 0.4

2003년   2,243 29.5 6.7 21.7 28.3 7.4 5.5 0.8 

자료 : “2000년,2001년, 2002년,2003년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운영현황”, 전국생활폐기물소

각시설운영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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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각장 건설 관련 주민 분쟁 발생 현황

 1990년대 이후 대형생활폐기물 소각장 건설이 추진되면서 소

각장 건설을 둘러싼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이 끊

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03년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총 103건의 분쟁이 발생했

으며, 이 중 소각시설을 둘러싼 분쟁이 38건으로 전체 발생건

수의 37%를 차지하고 있음. 

 폐기물처리시설을 둘러싸고 발생한 주민분쟁 중 아직까지 해

소되지 않고 진행 중인 것은 31건이며, 이중 소각시설과 관련

된 것이 16건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음. 이 말은 곧 

소각시설을 둘러싼 주민분쟁이 다른 분쟁에 비해 훨씬 더 해

결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의미함. 

 <표6> 폐기물처리시설 님비(민원)발생 및 해소현황

(연도별 발생현황)

구   분 계 '99이전 '00 '01 '02 '03

계

발 생 103 58 10 18 5 12

해 소 72 51 8 8 2 3

진 행 31 7 2 10 3 9

소 각 시 설

발 생 38 18 1 10 4 5

해 소 22 14 1 3 2 2

진 행 16 4 7 2 3

자료 : 환경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 님비(민원)발생 및 해소사례」, 2004.2,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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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부의 소각정책의 문제점

3.1 새로운 변화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대형소각장은 대형 장치설비이므로 대형 소각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폐기물관리시스템은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없는 

경직된 폐기물 관리시스템을 갖추게 됨. 따라서 소각 전 단계

에서 충분한 재활용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대형소각

장 건설을 추진할 경우 소각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활용 

정책의 추진이 유보되거나 혹은 소각장 운영의 파행(가동율의 

저하)을 각오해야 함.

 1990년대 대형생활폐기물 소각장 도입정책을 실시한 이후 지

난 10년 동안의 경험에서 재활용의 잠재적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소각장 건설이 어떠한 부작용을 불러왔는지를 똑똑하게 

경험하였음. 재활용의 잠재적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형소

각장의 건설은 재활용정책의 추진에 따라 소각장 가동율이 점

차 떨어지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현재의 폐기물관리여건은 종량제의 실시와 음식물 쓰레기 자

원화 정책이 도입된 시기만큼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음.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통해 비닐류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활용업계에서는 비닐류만으

로는 부족하며 생활계 플라스틱 전반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의 도입이후에 고형연료화, 유화 등 이전에 시도되지 않았던 

다양한 플라스틱 재활용 방법이 도입되어 플라스틱을 재활용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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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과 미국의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모든

유기성 폐기물을 생물학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이 도입되어 가

동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에도 남해군에 이러한 시설이 이

미 가동되고 있음.(첨부한 국내외 사례참조) 

 국내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분리수거 및 선별시스템에 기계적

생물학적 중간처리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결합된다면 소각장에

서 소각하고 있는 가연성폐기물의 대부분을 처리할 수 있음.

위의 <표5>에서 이미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소각장에 반입되

는 유기성폐기물(종이류, 나무, 짚류, 음식물류)을 생물학적으

로 처리하고, 고칼로리성 가연성폐기물(비닐, 플라스틱류 등)

을 기계적으로 선별하여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한다면 당장 소

각장 가동자체가 불가능해 질 것임. 

 만약 이러한 국내외 재활용흐름을 무시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현재와 같은 추세대로 폐기물이 발생되고 재활용될 것이라는 

예측 하에 소각장을 건설한다면 소각시킬 폐기물이 부족하여 

소각장을 제대로 가동시키지 못하는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반

복하는 것임. 

3.2 소각장에 대한 국고보조는 다양한 폐기물 처리시스템

의 발전을 제약한다.  

 소각장은 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일 수 있는 하

나의 중간처리 방법일 뿐임. 하지만 환경부는 소각장에 대하

여 최대 50%까지의 국고를 보조함으로써 지자체로 하여금 소

각장을 건설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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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마치 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일 수 있는 여

러 가지 처리시스템이 경쟁하는 시장에서 국가가 소각장에 보

조금을 지급하는 불공정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여러 가지 시

스템의 경쟁력을 말살시켜 버리고 소각독점시장을 만들어 버

리는 것과 같음.

 다른 시스템에 비해 소각시설(스토커 소각시설)은 충분히 검증

된 시설이므로 국가가 충분히 믿고 보조금을 지급해 줄 수 있

다는 주장이 가능하나, 지난 폐기물 관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소각시설 역시 애초부터 검증된 시설이 아니었으며, 수많은 

시행착오 과정 속에서 검증되어 오는 과정을 겪었음. 국내에 

소각장이 도입되는 과정에서도 다이옥신 파동을 겪으면서 다

이옥신 배출기준이 강화되고 소각장의 시설기준이 강화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소각장이 확대되어 왔음. 

 국가폐기물관리정책의 목표는 결국 지자체로 하여금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매립지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한 수단선택의 폭을 국가에서 과도하게 제약

해서는 안될 것이며, 여러 가지 폐기물 처리시스템이 경쟁하

는 과정 속에서 우수성이 검증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

야 함.

3.3 지자체와 주민들 간의 끝없는 갈등을 증폭시킨다. 

 소각장과 여러 가지 다른 대안적 시스템과의 비교분석 없이 

소각장을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지자체에서 결정한 이

후에 소각장을 어디에 입지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만 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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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구하는 현재의 방식은 지자체와 주민들간의 선택의 폭

을 제약함으로써 갈등의 정도를 더욱 심화시킴. 

 소각장 건설을 둘러싼 최근의 주민분쟁은 분신, 자해 등의 극

단적인 저항을 불러오는 등 여전히 극렬한 양상을 띠고 있으

며, 최근 농촌지역에 소각장 입지가 집중되는 과정에서 소각

장 입지찬반 과정에서 농촌공동체가 분열되는 심각한 부작용

이 나타나고 있음. 농촌공동체의 분열은 주민들의 반대를 누

그러뜨리기 위하여 지자체가 입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금

액을 높일수록 지원혜택을 받는 마을과 받지 못하는 마을간의 

대립으로까지 대립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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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부 소각정책에 대한 쓰시협 의견 

 지자체와 정부 내에는 매립대안의 방법으로 ‘현실적’으로 소각

방식이 가장 유력하다는 인식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여러 가

지 문제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소각장 건설 추진은 불가피하다

는 인식이 팽배해 있음. 

 하지만 유럽연합에서는 이미 신규 소각장 건설을 중단하고 있

으며, 소각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

음. 

 국내에서도 이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도입으로 그동안 소

각장의 주요 열원이었으며 폐기물 관리의 골칫거리였던 폐플

라스틱의 재활용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고 있으며, 생

물학적/기계적 중간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소각시설을 이용하지 

않고도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이 양을 줄일 수 있는 사례

가 이미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국내외적인 흐름은 기존의 소각장 건설의 불가피성을 

염두에 둔 폐기물관리전략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음. 

 지난 10년 동안 대형생활폐기물 소각장 건설에 정부와 지자체

의 재원을 합하여 총 2조 이상의 예산이 투자되어 하루처리용

량 1만 톤 이상의 소각시설 용량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며, 

현재 공사 중인 2천톤 이상의 소각시설까지 합할 경우 이미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의 목표치에 근접하는 소각시설 

용량이 확보되고 있음. 이것은 이미 정부가 바라는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용량이 확보되었음을 의미하므

로 소각시설에 대한 더 이상의 투자는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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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 

 이제는 지난 10년 동안의 유지되었던 소각장 확보라는 강박관

념에서 벗어나 소각대안시설에 대한 검토와 과감한 투자를 통

해서 소각대안의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하도록 해야 할 것이

며, 신규소각장 건설계획은 중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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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기계적생물학적 중간처리시설 국내외 사례

1. 기계적생물학적 중간처리시설 등장배경

 최근 유럽(특히 독일)과 미국에서는 MBP와 MRF가 각광을 받

고 있음. MBP는 기계적생물학적 중간처리(MBP:Mechanical 

Biological Pretreatment)3)를 말하는 것이며, MRF는 물질회수 

재활용 시설(Material Recovery Facility)을 말함.  

 MBP는 유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생물학적 처리시스템과 무기

물의 분리와 유해물질의 제거 및 잔존자원의 회수를 극대화하

기 위한 기계적 처리를 조합하는 것을 말함. 독일 등 유럽에

서는 소각시설의 건설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열분해시설

의 건설과 우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온 대안

이 바로 MBP 시스템임(손영배, 2004.5, p.15-16.). 

 유럽연합의 폐기물 매립과 관련한 지침인 「Council directive 

1999/31/EC」에 의하면 매립지 반입폐기물 중 생분해성 도시

폐기물(BMSW: Biodegradable Municipal Solid Waste)은 각

국의 국내법 발효시점을 기준으로 15년 이내에 각국의 1995

년 발생량의 35% 수준까지 저감하도록 감량목표를 규정함으

로써 생분해성 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고 있음(권혁영, 

2004.8, p.108)

 유럽연합 지침의 모태가 되었던 독일의 생활폐기물 처리기본

3) 엄밀하게 말하면 기계적생물학적 전처리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하나 국내에서

는 전처리라는 개념보다는 매립장에 반입되기 이전 단계에서의 처리를 중간처리

라는 개념을 사용하므로 여기에서는 기계적생물학적 중간처리라고 번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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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서(TASi)에서는 2006년 1월부터 5% 이상의 유기성분을 

함유한 폐기물은 직매립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이로 인하여 폐기물이 최종 매립되기 전 기계적, 생물학적 처

리와 필요한 경우 열적인 처리공정도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의 

폐기물 처리공정이 개발되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매립지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것임(지환기술연구소, p.1).

 우리나라의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조치로 인하여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및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공정이 활발하게 

개발된 것 또한 유럽연합의 조치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

나, 유럽연합의 경우 유기성 폐기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

다는 점에서 차이가 남. 또한 MBP 공정은 유기성 폐기물 이

외에도 다른 재활용가능한 폐기물을 대상으로 한 기계적 중간

처리의 개념까지 가지고 있으므로 단순한 음식물 쓰레기 자원

화 공정보다는 포괄하는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음. 

2. MBP 공정의 개요 및 국외 적용사례4)

 도시 생활쓰레기는 여러 가지의 물질들의 혼합물로서 그 구성

성분의 분류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누어지며, 기본적으로 도시

쓰레기를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각 

분류의 폐기물들을 각각의 특성에 맞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가능케 하는 기술이 MBP 공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 미생물에 의한 분해, 안정화가 가능한 유기물류

   - 미생물에 의한 분해는 어려우나 열에너지 이용이 용이한 섬

4) 아래 내용은 지환기술연구소의 2002년 독일출장보고서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

이며, 일부 용어의 경우 앞 뒤 단락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미의 훼손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문내용에 맞게 수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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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플라스틱 등의 유기물류

   - 재활용이 가능한 금속류

   - 분해, 소각, 재활용이 모두 어려운 돌, 유리, 연탄재 등의 무

기물류

 매립지에 들어온 모든 쓰레기는 기계적 중간처리(mechenical 

treatment)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에서 파쇄 공정과 다양한 분

리 선별 공정을 통해 금속류, 모래나 돌 등 입자가 두꺼운 무

기물류, 열에너지 이용이 용이한 고칼로리 가연성 쓰레기, 미

생물에 의해 분해 가능한 유기성 쓰레기 등으로 분류됨. 이후 

금속류는 재이용되고, 입자가 무거운 무기물류(모래나 돌 등)

은 매립되며, 선별된 고칼로리성 가연성 쓰레기 등은 2차 파

쇄 및 건조과정을 거쳐 소각, packking 되거나 재생원료

(RDF)로 재생되고, 유기성물질은 생물학적 처리 공정

(Bio-degration)을 거쳐 퇴비로 생산되어 판매하거나 복토제 

등으로 이용함. 이런 각각의 처리과정들을 마친 후 최종적으

로 남은 부산물들은 최종 처분됨. MBP Process란 이렇게 반

입된 폐기물이 최종 처분되기 전에 그 양을 최대한으로 줄이

고 최대한 재활용 혹은 원료화 하기 위한 일련의 중간처리 공

정을 의미함.  

 구체적으로 실제 적용에 있어 MBP는 해당폐기물의 특성과 지

역적, 환경적인 요인, 기술수준과 사회적 여건, 전처리의 정도 

등에 따라 필요한 단위공정들의 조합으로 운영할 수 있음. 즉 

필요에 따라 공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도 있고 일부공정을 강

화할 수 있는데, MBP 공정은 크게 폐기물을 특성에 맞게 분

류, 선별하는 선별공정과, 소각의 대체공정으로서 가연성 폐기

물을 이용한 대체연료의 생산에 중점을 둔 RDF, Bale 

packing 생산공정, 그리고 생활폐기물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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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유기성폐기물의 퇴비화 공정으로 구성됨. 선별, 연료

화, 퇴비화의 각 공정들은 공정별로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

어 있으며 각각 대상폐기물의 배출특성과 성분 등에 따라 상

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음.

 MBP의 전체개념과 독일의 MBP 공정개발업체 중 Rethmann 

사, EuRec 사 의 MBP 공정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1) MBP 전체개념도(Eurec 공정도)

매립지반입
매립지반입

2) 고칼로리가연성쓰레기2) 고칼로리가연성쓰레기

선별,분리선별,분리

파쇄
파쇄

1) 금속재이용1) 금속재이용

RDF/RPP 생산공정RDF/RPP 생산공정

대체연료
대체연료

퇴비/ 매립지복토재퇴비/ 매립지복토재

최종매립
최종매립

퇴비화공정
퇴비화공정

3)유기성물질3)유기성물질

비가연성무기물류
비가연성무기물류

매립지반입
매립지반입

2) 고칼로리가연성쓰레기2) 고칼로리가연성쓰레기

선별,분리선별,분리

파쇄
파쇄

1) 금속재이용1) 금속재이용

RDF/RPP 생산공정RDF/RPP 생산공정

대체연료
대체연료

퇴비/ 매립지복토재퇴비/ 매립지복토재

최종매립
최종매립

퇴비화공정
퇴비화공정

3)유기성물질3)유기성물질

비가연성무기물류
비가연성무기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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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BP 공정도(by Rethmann)

파쇄:ball mill
파쇄:ball mill

공기선별>25mm
공기선별>25mm

미세선별<25mm
미세선별<25mm

금속선별금속선별

선별:drum screen선별:drum screen

투입
투입

비통과입자
비통과입자

통과입자
통과입자

RDF
RDF

건조
건조

Cyclon separatorCyclon separator

무거운입자
무거운입자

가벼운입자
가벼운입자

compostingcomposting

파쇄:ball mill
파쇄:ball mill

공기선별>25mm
공기선별>25mm

미세선별<25mm
미세선별<25mm

금속선별금속선별

선별:drum screen선별:drum screen

투입
투입

비통과입자
비통과입자

통과입자
통과입자

RDF
RDF

건조
건조

Cyclon separatorCyclon separator

무거운입자
무거운입자

가벼운입자
가벼운입자

compostingcompo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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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BP 공정도( by EuRec)

폐기물반입
폐기물반입

집중발효: 2-3 weeks
(배기관으로aeration

Compost turning)

집중발효: 2-3 weeks
(배기관으로aeration

Compost turning)

후숙과정: 9-10 weeks
(turning required)

후숙과정: 9-10 weeks
(turning required)

organic with 
defined 

characteristi
cs

(e.q. crop 
residuals)

organic with 
defined 

characteristi
cs

(e.q. crop 
residuals)

0 -20mm0 -20mm

협잡물제거

종이/플라스틱등

재이용

선별: 20mm 기준선별: 20mm 기준

>20mm>20mm

수납호퍼
수납호퍼

선별
선별

금속선별
금속선별

영양용액혼합
영양용액혼합

복토재이용. 매립복토재이용. 매립

퇴비로출하
퇴비로출하

80 mm 이하로파쇄80 mm 이하로파쇄

RPP 생산RPP 생산

폐기물반입
폐기물반입

집중발효: 2-3 weeks
(배기관으로aeration

Compost turning)

집중발효: 2-3 weeks
(배기관으로aeration

Compost turning)

후숙과정: 9-10 weeks
(turning required)

후숙과정: 9-10 weeks
(turning required)

organic with 
defined 

characteristi
cs

(e.q. crop 
residuals)

organic with 
defined 

characteristi
cs

(e.q. crop 
residuals)

0 -20mm0 -20mm

협잡물제거

종이/플라스틱등

재이용

선별: 20mm 기준선별: 20mm 기준

>20mm>20mm

수납호퍼
수납호퍼

선별
선별

금속선별
금속선별

영양용액혼합
영양용액혼합

복토재이용. 매립복토재이용. 매립

퇴비로출하
퇴비로출하

80 mm 이하로파쇄80 mm 이하로파쇄

RPP 생산RPP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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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P 공정은 기존의 매립이나 소각에 비해 환경적, 기술적, 

경제적으로 유리한 공법으로 알려져 있음. 독일 Shwabisch 

Hall 시의 매립지의 경우 MBP 공정 운전결과 도시쓰레기 1

톤당 약 35DEM(한화 약 17500원)의 처리비가 소요되어 기

존의 타 단순매립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됨이 밝혀지고 

있고 현재 이 공법은 독일, 쿠바, 이란 등 각 국가의 매립지 

운영에 적용되고 있음. 특히 MBP 공정은 매립지에 반입되어 

들어오는 대부분의 유기물질을 생물학적 처리함으로써 유기

물과 수분함량이 많은 우리나라 생활폐기물의 특성으로 인한 

매립지 운영의 문제점 - 유기물의 혐기분해에 의한 혐기가스

의 발생과 다량의 침출수 발생,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매립지 

지반의 약화와 붕괴의 위험, 단위 매립면적당 매립가능한 쓰

레기의 양이 적어지고 매립지의 매립연한 감소, 매립지 주변

환경의 위생오염 등으로 인한 주민마찰 등 - 을 상당부분 해

소할 수 있음.

 한편 소각의 경우도 그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 

10-15만톤 정도의 처리량을 확보해야 하고, 생활 쓰레기의 

열량이 7,000-10,000 kj/kg으로 소각 기준치인 11,000 

kj/kg에 미달하여 보조 연료를 사용해야 하며, 소각로에서 생

산되는 에너지의 생산성이 극히 낮은 저급에너지라는 등 현

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임. 이는 기본적으로 

소각대상물질로 부적합한 저열량 폐기물이 일괄적으로 혼합

되어 소각되는 데서 기인하는데 MBP 공정은 전처리 및 선별

을 통해 고칼로리 가연성 폐기물들을 분리해서 이를 원료로 

대체연료를 생산하는 공정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소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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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경제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기술적으로도 최근 독

일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고칼로리 쓰레기를 분리, 연료화

하는 RDF /  Bale packing 등 관련기술이 개발, 실용화되고 

있는 상황임.

3. 국내 MBP 운영 사례

 국내의 경우 바이오컨(주)이 남해군에 미국에서 개발되어 적용

되고 있는 “Eweson Digester"를 국내실정에 맞게 개량한 시

설을 설치하여 2002년부터 현재까지 가동하고 있음. 

 개량한 회전식 밀폐형반응기의 파봉, 파쇄 및 고율퇴비화 등의 

전처리기능을 이용하여 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

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쓰레기봉투에 들어있는 폐기물을 봉

투째 반응기에 투입하여 폐기물의 전처리 및 1차 퇴비화를 실

시하고 1차 트롬멜 선별장치, 공기주입식 퇴비단시설, 2차 트

롬멜 선별장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안정화된 부숙토를 생산

하는 기술임. 

 바이오컨 시설의 물질수지를 보면 반응기에 100톤의 쓰레기를 

투입할 경우 최종적으로 12톤의 퇴비화 생산물을 얻을 수 있으

며, 매립대상 물질은 18톤(1차 선별과정에서 11톤, 2차 선별과

정에서 7톤 발생)이 발생하며, 재활용물질은 15톤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김수철, 2004,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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