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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기 자치단체의 폐기물 리 황 분석  개선방안 연구

 원주시 생활폐기물을 심으로 

 지구 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개발이 가속화 되면서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고 있

다. 우리나라역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폐기물 리 방법에서 벗어

나 새로운 리 방안이 필요한 시 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 자치단체의 반 인 폐기물 리 황을 조사하고, 국가폐기물 

정책과 OECD폐기물 정책과의 비교를 통하여, 기 자치단체의 폐기물 추진정책의 문

제 을 찾고, 그 문제 을 해결하기 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 자지단체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심으로 폐기물 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

업장폐기물의 경우 민간 탁처리 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원주시 생활폐기물을 

상으로 하 다. 

우리나라는 2007년 제2차 국가폐기물종합계획(수정계획)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 정착을 목표로 6가지 추진 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 리, 기치 리, 

물질량 리, 환경요인 리, 경제요인 리, 사회요인 리 등 6가지의 세부 추진

략을 제시하고 있다. 

원주시의 경우 국가 추진 략에 따라서 원주시 특성에 맞는 폐기물 리정책을 시

행하고 있었으나, 사회요인 리가 부족한 것으로 단되었다. 

OECD는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 하기 하여, 5가시 세부 추진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강제력 행사와 분담  부담 정책 둘째, 폐기물배출의 공개와 투명정책 셋

째, 폐기물 련 교육  보  넷째, 통합  계획 수립. 다섯째, 효율  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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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 정책 등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원주시의 경우 폐기물 배출의 공개와 투명정책, 통합  계획 수립 정책은 잘 추진

되고 있었으며, 효율  폐기물 처리를 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제력 행사와 

분담  부담정책 과 폐기물 련 교육  보 분야의 정책은 부족하 다. 

본 연구에서는 원주시의 폐기물 발생  처리 특성과, 우리나라와 OECD 정책비교

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 을 해결하기 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 다. 

첫째, RFID기반 종량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발생원 특성을 고려한 폐기물 리가 필

요하다.

둘째, 인  시군과 폐기물 처리시설 공유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최 화된 운 을 

도모하고, 매립되는 폐기물을 최소화 한다. 

셋째, 폐기물 문 배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과 상습 무단투기지역의 크린하

우스 용확 를 통한, 폐기물 무단투기를 방한다. 

넷째, 폐기물 배출 업체에 한 자발 인 노력을 유도하기 해서 환경경 시스템 

인증제도 도입하여, 인센티 를 부여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억제한다. 

다섯째, 폐기물 련 홍보  교육을 통하여 시민들의 자율 인 참여를 유도한다. 

여섯째, 기 자치단체의 폐기물 리활동을 강화하여, 강력한 규제와 통제를 통한 

단속이 필요하며, 원주시 폐기물 리  황에 한 홍보가 필요하다. 

원주시의 경우 반 으로 폐기물 처리를 하여 많은 노력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 인 리 부분에서 문제 이 도출되고 있었다. 향후 원주시는 도시확장 

 인구증가에 따른 발생되는 폐기물이 증가가 상됨에 따라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문제 을 개선하여, 효율 인 폐기물 리가 이루어지기를 기 한다.  


핵심되는 말 : 폐기물 리, 통합폐기물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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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필요성

 1.1.1 연구의 배경

 지구 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개발이 가속화 되면서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고 있

다. 우리나라 역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폐기물 리 방법에서 벗어

나 새로운 리방안이 필요한 시 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8월 15일 통령의 복  경축사를 통하여 ‘녹색기술과 

청정에 지를 통한 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비 ’으로 제시하 다. 

한 21세기  지구  과제로 두된 “지속가능한 발 ”(Sustainable Development)1)

의 실 을 하여 에 지원으로 이용 가능한 폐기물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폐기물 처리정책은 1990년 부터 소각, 매립 주의 처리에서 감량  

재활용으로 바 었다. 1994년 쓰 기종량제 투를 시범 실시하고 1995년 1월 1일부로 

생활쓰 기 쓰 기종량제와 재활용 분리수거를 시행하 으며, 2000년  후반부터 음

식물쓰 기 한 거 수거방식에서 문 수거방식으로 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은 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환경부에서 발표

한 ‘2009 국폐기물 발생  처리 황’에서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량은 2004년 

303,514톤/일에서 2009년 357,861톤/일로 꾸 히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발생되

1) 성장을 이유로 단기적인 자연자원을 파괴하지 않는 경제적인 성장을 창출하기 위한 방법들

의 집합을 의미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정책의 

영역인 경제, 환경, 사회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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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폐기물은 2009년 재활용(81.7%)>매립(11.1%)>소각(5.2%)>해양배출(2%)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매립되는 양은 차 늘고 있으며, 재

활용 비율도 조 씩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환경부 2010).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슬러지류의 해양투기가 지되고, 2013년부터 음식

물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지됨에 따라 지상에서 처리하는 폐기물 양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상된다. 한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설정과 이행

방안과 련하여 범지구  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으로 지정이 가시화 되고 있다.

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새로운 폐기물 처리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며, 

폐자원 에 지화 책, 폐기물 처리시설의 고도화․다변화 등 의 정책 추진을 통해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의 새로운 자원으로의 이용이 폐기물 리의 부는 

아니다. 발생하는 폐기물을 발생원부터 리하고, 재사용  에 지원으로 이용을 최

화 하여, 매립되는 폐기물을 최소화, 제로화 해야 될 것이다. 

그림 1. 국 폐기물 발생 황

자료 : 환경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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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기 자치단체는 지속 인 성장을 목표로 개발 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

으며, 원주시의 경우 기업도시, 신도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도시외각 지역의 개

발이 지속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원주시의 경우도 지속 인 도시개발정책과 인구 유입되고 있다. 2000년 270,891명에

서 2009년 재 310,276명으로 증가하 으며, 원주시 자체 으로는 2020년 도시개발 

계획상 원주시민 40만 명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상되고 있다. 

와 같은 인구증가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이 2005년 1,300톤/일에서 2009년 1,941톤

/일로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 할 것으로 상되

고 있으며, 기존까지의 폐기물 리로는 효과 인 리를 기 하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시 에서 지속가능한 발 을 도모하는 새로운 폐기물 리가 필요하다. 발생

하는 폐기물을 최소화(Reduce)하고, 사용가능한 자원은 재활용(Recycle)하며, 폐기물속 

유기물질은 에 지원으로 이용하여 최종 매립되는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 하는 통합 폐

기물 리2) 개념이 용한 폐기물 리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1.2 연구의 목

본 연구는 원주시의 폐기물 리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국가상 정책  OECD

폐기물 정책에 따른 기 자치단체의 폐기물 추진정책을 비교하기 하여, 

첫째, 폐기물 처리 황  시설 수거체계, 폐기물 처리시설을 조사하여, 재 폐기

물 리 실태를 악하고자 한다. 

둘째, 원주시 폐기물 발생  처리 황, 리 황을 분석하여, 원주시 폐기물 

리 실태를 악하고,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원주시 폐기물 리 황을 분석하고

2) 통합적 폐기물관리방법은 미국 환경청이 폐기물처리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감량화, 재활용, 소각, 매립으로 이루어져 있다.(www.konet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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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셋째, 원주시 폐기물 추진정책과 OECD 폐기물 정책, 우리나라 폐기물 리 정책에 

용하여, 상 정책에 부합하는 기 자치단체의 폐기물 정책 추진 실태를 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원주시의 인문환경, 폐기물 발생  처리 황, 수거체계, 처리시설 황

을 악하여,  폐기물 리실태를 악하고, 상 정책과의 비교를 통하여, 문제 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발생하는 폐기물에 한 효율 인 리 방안을 제시하고, 제시하

는데 목 이 있다. 

1.3 연구의 구성

본 연구에 앞서 서론을 통하여, 연구의 배경  필요성 목 을 구체화 시키고, 연구

의 기본 틀을 구성하고자 한다. 

원주시 내부자료  국가 통계자료를 통해 기 자치 단체의 폐기물 리 황  실

태를 악하고, 문헌조사를 통해서, 련된 법률을 조사하고, 국‧내외  동양을 악

하고자 한다. 

황 분석을 통해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폐기물 추진정책과, OECD폐기물 추진정책

과의 비교를 통해서 기 자치단체 폐기물 정책에 한 문제 을 찾고자 한다.

황분석과 상  정책과 추진정책의 비교를 통하여, 문제 을 도출하고, 문제 을 

해결하기 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추진 체계를 그림 2 연구의 추진체계로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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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료 수집  황 분석

폐기물 리 여건 변화와 망

OECD 폐기물 정책과 비교 국가 폐기물 정책과 비교

폐기물 리실태 분석

문제  도출  개선방안 제시 

결  론

 그림 2. 연구의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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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폐기물 리의 이론  개념

2.1 폐기물의 개념

“폐기물이라 함은 쓰 기, 연소재, 슬러지,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

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우리나라 폐기물 

리법에서 정의 하고 있다. 하지만 버리는 것 모두 폐기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일반 이다.

재 폐기물 리법에서 발생원별 리 형태로 크게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

분하고, 사업장폐기물은 발생 특성  성상에 따라 다시 사업장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포함)로 세분화 하여 리되고 있다(폐기물 리법 제2조).

가정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그림 3. 폐기물발생원, 유독성, 특성의 한 분류(환경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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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계법령에 의하여 폐기물이 정의 되고 있다. 폐기물 리법에서는 폐기

물 발생원, 유독성, 특성의 하여 분류를 하여 정의 하고 있으며, 폐기물 특성에 

한 분류는 그림 3 폐기물 발생원, 유독성, 특성의 한 분류로 나타냈으며, 그에 한 

정의는 표 1 로 나타내었다. 

표 1. 폐기물 발생 분류에 따른 폐기물 정의

종류 정의 비고

폐기물

쓰 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

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회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폐기물 리법

생활

폐기물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기환경보 법, 수질환경보 법 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

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 하는 사업장, 기타 통

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300kg/일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과 일련의 공사․작업 등

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

되는 폐기물을 포함한다.(다량배출)

- 지정폐기물을 포함한다.

지정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 폐기물 등 인체에 해를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의료

폐기물

보건․의료기 , 동물병원, 시험․검사기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인체에 감염 등 해를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등 출물․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

상 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통령령이 정

하는 폐기물

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 하는 떄까

지 건설 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진에 

한 법률

자료 : 법제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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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리법에서 유해 화학물질  유독물, 취 제한 유독물, 찰물질로 폐

기물을 분류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표 2로 정리하 다. 

표 2. 폐기물 리법 이외의 폐기물 정의

종류 정의 비고

유해화학물질
유독물․관찰물질, 기타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유해한 화
학물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유독물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유해성이 있는 화학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취급제한
유독물

유독물 중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유해한정도가 
특히 크다고 인정되어 제조, 수입 또는 사용을 제한하기 위
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관찰물질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유해성이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환경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자료 : 법제처 2010

2.2 폐기물 리의 개념

2.2.1 통합폐기물 리

세계 각국은 속한 도시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은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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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향을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 날수 없어, 효율 인 폐기

물 리를 하여 노력하고 있다. 

폐기물 리란 폐기물의 발생에서부터 보  수집  운방 간 처리를 거쳐 최종처

리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리하는 체계를 의미한다(한기  1997). 미국 환경청(USA 

EPA)이 폐기물 처리문제를 환경보 의 차원에서 인간과 자연환경에 무해한 폐기물 

리를 하여, 종합 인 오염방지 략(Intergrated Pollution Control)으로, 폐기물처리

문제를 극복하기 한 방안으로, 감량화, 재활용, 소각, 매립으로 이루어졌다. 통할  

폐기물 리의 궁극  목 인 '폐기물최소화' (Waste minimization)를 구 하기 해

서는 '일인당 발생량'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도입을 제시하 다. 통합폐기물 리는 발

생원으로 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을 최소화 하고, 최 한 재이용, 재활용 하여, 매립되

는 폐기물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다. 

그림 4. 통합폐기물 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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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우리나라의 폐기물 리체계 

우리나라도 효율 인 폐기물 리를 하여, 국가폐기물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각 지

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는 지자체 별로 폐기물기

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활폐기물을 오물로서 청소의 상으로 악하여, 오물청소법

(1961년)에 의하여, 리하 으며, 사업장폐기물은 환경보 법에 의하여 리 되고 있

었다. 1986년 폐기물 리법으로 통합되어 리되고 있으며, 재활용  처리시설 분야

를 세분화 하여 문 으로 리하고자 하 다. 

최근 우리나라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사회의 정착을 목표로 2002년 수립한 제2차 

국가폐기물종합계획을 2007년 수정하여 폐기물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하며, 안 하게 처리함으로써, 쾌 한 환경을 보 하는 최종 목표를 설정하 다.

이는 “환경 으로 건 하고 지속가능한 발 ”을 이념으로하는 우리나라에 합한 자

원 순환형 사회의 틀을 확립하기 함이다(심익섭 2008).

그림 5. 우리나라 폐기물 정책방향

자료 : 환경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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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분류
생활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건설폐기물

역할

분담

국가 역자치단체 기 자치단체

• 폐기물처리 기술

   연구개발 지원

• 기술 /재정  지원

• 역자치단체간의

   폐기물사업 조정

• 폐기물처리사업 조정

• 기술 /재정  지원  

 

•생활폐기물의 

  수거/운반/처리   

 

폐기물

처리계획
폐기물 리종합계획 폐기물처리기본계획 폐기물처리기본계획

그림 6. 우리나라 폐기물 리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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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내 폐기물 리 황

 

2.3.1 국내 폐기물 발생  처리 황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는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에 한 1년 단  발생  처리

황을 해정구역별로 조사하여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의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1981년 환경부에서 「환경오염배출업소조사(국가승인통계10605호)」최

 실시하고 2008년 황부터 한국환경공단에서 국폐기물발생  처리 황을 작성

하고 있다.

국폐기물발생  처리 황은 우리나라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흐름에 따른 처리

단계별 처리업체, 처리시설의 황을 악하고, 생활폐기물을 리하기 한 시․도 

 기 자치단체의 산 규모를 악하고 있다. (환경부 2010)

본 연구의 폐기물 발생  처리 황은 2010년 작성된 2009년 국폐기물발생  처

리 황 자료를 기 하고 있다. 

2.2.1.1 국내 폐기물 발생 황

2009년 총 폐기물 발생량(지정폐기물 제외)은 357,861톤/일로서 년도에 비하여 

0.4%(1,435톤/일) 감소하 다. 하지만 2004년부터 꾸 하게 폐기물발생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총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총폐기물발생비율을 조사한 결과 건설폐기물이 50%, 사

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35% 생활폐기물 15% 순으로 발생분포를 보이고 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비슷한 수 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량은 2004년도에 비하여 2009년도 약 17.7% 상승하 으

며, 건설폐기물의 경우 2005년부터 꾸 하게 발생량이 증가 하고 있다. 이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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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추진하는 경기부양 정책과 4 강 사업으로 인한 규모 토목․건설공사가 늘어

남에 따라 발생이 증가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7. 우리나라 폐기물 발생 황

자료 : 환경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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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 국내 폐기물 처리 황

우리나라 발생폐기물은 재활용을 통하여 주로 처리되고 있으며, 매립 소각 해역배

출의 순으로 처리되고 있다. 재활용 처리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폐기물 최종 처리 형

태는 매립이 가장 많은 형태이다. 

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은 2005년 보다 높아졌지만 재활용처리 비율은 소폭 낮아지고 

있으며, 매립처리되는 폐기물 비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소각처리 

되는 폐기물 비율은 2004년에 비해 차 낮아지고 있는데 배기가스 배출기 이 강화 

되면서 소각처리 하는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단된다.

 하지만 2007년 수정된 제2차 국가폐기물종합계획에서 자원순환형 사회로 변화를 

꽤하면서 폐기물의 에 지사용이 계획됨에 따라 폐기물을 연료화 하여 재활용 처리하

거나 소각처리 되는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상된다. 2013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페

기물  오니류의 해양투기가 면 지됨에 따라 지상처리 될 때 처리방법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8. 우리나라 폐기물 처리 황

자료 : 환경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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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의 경우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재활용처리는 49.2%에서 61.1%로 11.9% 

상승하 으며, 소각율은 14.4%에서 20.3%로 5.9% 상승하 다. 반면 매립되는 폐기물

은 36.4%에서 18.6%로 17.4% 낮아졌다.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발생량은 2004년 105,018톤/일에서 2009년 123,604톤/일로 

증가 되어 17%발생량이 증가 하 다. 2009년 처리 비율을 조사한 결과 재활용 66.5%, 

매립 22.3% 소각 5.6%, 해역배출 5.6% 순으로 나타났다. 2004년과 비교한 결과 매립

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은 9.3% 증가하 으며, 소각되는 폐기물의 비율은 1.1%

낮아졌다. 재활용 비율은 변화에 폭이 커 정확한 비교를 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 폐기

물의 해역배출이 2013년 1월 1일 면 지 됨에 따라 해역 배출되는 폐기물은 어드

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폐기물 부분 재활용되고 있으며, 2004년 90.6%에서 2009년 97.8%로 7.2% 증

가하 으며, 꾸 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매립율은 감소되었으며, 소각은 비슷한 

수 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림 9. 우리나라 폐기물 분류별․년도별 처리 황

자료 : 환경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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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치단체별 폐기물 각각의 성상별 발생량을 비교 하고자 하나 각 역자치단체별 산

업특성 인구분포 등 인문사회학  특성이 달라 정확한 비교가 힘들다. 하지만 생활폐기물 

원단 (1인당 1일 발생량)로 비교할 경우 각 역단체별 발생량을 비교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의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09년 1.02kg/인/일로서 2003년 1.05kg/인/일

로 0.3kg/인/일 감소하 지만 각 년도 별 발생량의 차이가 있어 평균 1.02kg/인/일 선의 발

생량을 유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지자체별로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비교

하면 경기도가 0.87kg/인/일로 국 평균보다 낮은 발생량을 보이고 있으며, 강원도가 

1.60kg/인/일로 가장 높은 발생량을 보이고 있다. 

그림 10.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자료 : 환경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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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제2차 국가폐기물처리종합계획

국가폐기물 리종합계획은 폐기물 리법 제8조의 2 규정에 근거한 장기종합계획이다. 

제2차 국가폐기물 리종합계획(2002～2011)의 비 인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기반 확립”을 수정계획을 통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남은 계획기간 동안 원 계획

을 발 으로 계승하면서, 국가폐기물 리정책의 큰 틀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제2차 국가폐기물 리종합계획의 수정계획은 원계획 수립이후 변화된 새로운 국․

내외 인문사회 , 환경 , 경제 , 정책 , 측면에서의 여건변화에 응 하기 하여, 

계획의 주요내용을 수정하 으며, 수정계획을 통하여 내 으로 국토환경의 제약요

인을 극복하고, 국제 환경규범에 능동 으로 처하기 한 국가의 장기 인 폐기물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2차 국가폐기물처리종합계획(수정계획)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 정착”의 

정책목표를 제시하 으며, Zero Waste Society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하여 단순히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계를 넘어서 “환경 으로 건 하고 지속가능한 발 ”을 

이념으로 하는 우리나라에 합한 자원순환형 사회 틀을 확립하고자하며, 6  세부 추

진 략을 통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그 내용은 표 3과 그림 11과 같다. 

 표 3. 제2차 국가폐기물종합계획(수정계획) 6  추진 략

추진 략  주요 내용

향 리  폐기물 해성 리

가치 리  폐기물 자원화

물질량 리 폐기물 감량화

환경요인 리 처리시설 설치  리체계 선진화

경제요인 리 폐기물 리 국제화와 재활용산업육성

사회요인 리 고객지향형 폐기물 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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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제2차 국가폐기물종합계획(수정계획) 6  추진 략

자료 : 환경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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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제2차 강원도 폐기물처리기본계획

2009년 7월 환경부 폐기물처리 수 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제2차 강원도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정하여 2007～2011년까지 5년간의 계획을 수정하여 수립하 다. 제2차 

강원도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정계획에서는 폐기물 발생을 근원 으로 여 나가기 

한 최소화․감량화․자원화의 장기 인 목표설정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내

인 환경변화에 능동 으로 처하기 한 역자치단체 기본 지침서이다. 

제2차 강원도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정계획의 기본계획은 “폐기물의 획기 인 감량

화․자원화  처리시설의 선진화 추진” 이다. 강원도는 정부의 제2차 국가폐기물처리

종합계획의 따라 지속 인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하여, 발생원으로부터 발생억제

를 통한 폐기물 감량화. 재활용품 사용 확 를 한 시장수요를 확   시설을 확충 

등 재활용 진 기반을 조성. 소각시설  매립시설 확충하여, 생 이고 안정 인 

처리를 도모하고자 한다. 

감
량
화

▣ 발생원으로부터 폐기물 발생억제
 - 생산․유통․소비 등 경제활동 과정에서부터 
폐기물 발생 최소화

 - 감량화 유도, 발생억제를 한 비용부담원칙 

등 경제  동기 부여

⇒
폐기물의 획기적인

감량화 자원화

처리시설의 선진화

재
활
용

▣ 재활용품 시장수요 확대 및 시설확충 등 재활
용 촉진 기반조성 
 - 주요 품목별 재활용목표 설정과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안
전
처
리

▣ 위생적인 소각처리 및 매립시설 확충
 - 시설설치 및 관리주체의 안전처리 책임의식 

강화

 - 경제활동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회간접

자본 시설로써의 인식을 확산하여 투자 확충

 그림 12. 강원도 제2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정계획 개념도

 자료 : 강원도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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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제2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은 발생원부터 최종 매립까지 리하는 통합 인 

폐기물 리로서, 각 폐기물별로 발생을 상하고, 그 상에 따른 구체 인 목표를 

설정하 다.

강원도는 실주거인구가 아닌 유동인구 증가하고, 산업발달로 인한 경제활동의 증가, 

 활동으로 인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2007년 2,227.4톤/일로서 1인당 1.05kg/일

/인으로 이는 2007년 우리나라 1.02kg/일/인 보다 높게 나타났다. 2007년 발생량을 기

으로 2011년 -7% 발생량을 감 목표로 1인당 0.91kg/일/인 으로 목표로 설정하 다. 

발생된 생활폐기물을 2007년 재활용 53%, 매립 38%, 소각 9% 비율을 나타내어 

2011년 처리 비율 목표를 재활용 63% 매립 20% 소각 17% 설정하 다. 이는 재활용

과 소각비율을 높여 폐기물의 재활용 재사용하고 매립되는 폐기물을 최소화 하고자 

하기 함이다. 

하지만 2009년 국폐기물 발생  처리 황을 보면 강원도는 1인당 생활폐기물 발

생량 1.60kg/일/인으로 국에서 가장 많은 생활쓰 기 발생을 보여주고 있어, 계획 

수립시 정확한 발생 측이 되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향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생활폐기물뿐 아니라 건설폐기물 발생까지 증가 될 

것으로 상되며, 이에 따른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의 정확한 측을 통한 폐기물 리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표 4. 강원도 제2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수정계획) 생활폐기물 발생  처리목표

구분 2007년 2009년 2011년 비고

생활폐기물 발생량 2,274 2,117 2,122 톤/일

1인당 발생 1.05 0.94 0.91 kg/일/인

재 활 용 1137(53%) 1125(53%) 1137(63%)

매    립 1023(38%) 804(38%) 425(20%)

소    각 114(9%) 185(9%) 360(17%)

 자료 : 강원도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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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제2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서는 사업장폐기물로서 통합 으로 폐기물발생 

측  처리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각각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지

정폐기물 별 통계 측  목표가 미 설정 되었다. 

강원도내 폐 지역 특별지원법에 의거하여 강원남부지역에 의거 강원남부지역에 각

종 공공시설  산업시설, 시설이 신축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은 과거보다 

2007년도에 많은 증가 폭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건설폐기물의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2007년 사업장폐기물 처리 비율은 재활용 93.5%, 매립 4.7%, 소각 0.4%을 보이고 

있다. 2007년과 그 이  기 을 바탕으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을 측하고, 

처리비율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표 5. 강원도 제2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수정계획) 사업장폐기물 발생  처리목표

구분 2007년 2009년 2011년 비고

합    계 12,152.8 12,534.6 12,918.6 톤/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3,781 3,894 4,010 톤/일

건설 폐기물 8,240 8,487 8,741 톤/일

지정 폐기물 131.8 153.6 167.6 톤/일

재 활 용 91% 92% 92%

매    립 6% 5% 5%

소    각 0.6% 0.7% 0.7%

기    타 2% 2% 2%

 자료 : 강원도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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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국외 폐기물 리정책 황

2.4.1 OECD 폐기물 리 정책

OECD는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로서 경제발

과 세계무역 진을 하여 발족한 세계기구로써, 경제 력개발기구로 불리고 있다. 

OECD는 개방된 시장경제와 다원  민주주의라는 가치 을 공유하는 국가간 경제

사회 정책 의체로서, 경제사회 부문별 공통의 문제에 한 최선의 정책방향을 모색

하고 상호의 정책을 조정함으로써 공동의 안정과 번 을 도모하는 것을 목 으로 하

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6년 경제 력기구에 가입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등 반 인 

분야에서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선진국의 발 된 정책들과 조화속에서 우리나라의 

폐기물 리를 발 시키고 있다. 환경 분야도 외는 아니다. 특히 폐기물 분야는 

OECD내 환경정책 원회(EPOC) 산하에 폐기물 리정책그룹(WMPG)라는 분과 원회

를 두고 있을 정도로 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폐기물 리정책의 기본원칙 하에

서 각종 폐기물 리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하고 있다. 

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국가폐기물 정책의 우선순 를 재활용 보다 폐기물 최

소화를 우선순 를 두고 있으며, 이를 법 으로 확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가입국가에 비해 에 지 활용에 의한 재활용을 으로 두고 있어, 재활용시 

물질의 재생 등에 한 추가 인 정책이 필요하며, 폐기물의 유해성과 발생량을 함께 

최소화 할 수 있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제2차 국가폐기물종합계획(수정계획)수

립시 의 문제 에 한 보완 략을 추진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 

재 폐기물에 한 개념은 재활용의 범 를 넘어서, 폐기물 발생억제에 이 맞

춰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하기 하여, 시행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제한되어 있다. 특히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폐기물 발생억제 분야에서는 

보다 체계 이고 균형 인 근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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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에서는 폐기물 최소화를 한 리체계를 수립할 때 체계 이고 균형 인 

근을 하여, 폐기물 최소화를 한 5가지 기본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표 6  

과 같다. 

표 6. 폐기물 최소화를 한 OECD 추진정책

순번 내용

1 강제력 행사와, 부담  부담정책

2 폐기물 배출의 공개와 투명정책

3 폐기물 련 교육  보

4 통합  계획(Integrated Planning) 수립

5 효율  폐기물 처리 추구 정책

 자료 : 민재기 2003

OECD에서 2008년 발생된 “OECD 2030 환경 망 보고서”에서는 2030년까지의 경제 

 환경추세에 한 측에 반하여, 폐기물  유해 화학물질에 한 내용을 아래와 

나타내고 있다. 

OECD 회원국간 폐기물 리는 지 까지 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

나,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생활폐기물 발생에 한 문제

은 여 히 해결이 필요한 과제로 분류되고 있다. 유해폐기물 리  운송, 개도국의 

폐기물 리, 자연계와 제품 내의 화학물질 리는 리가 잘되고 있지 않으며, 심각한 

문제로서, 악화되는 상황으로 시 한 심이 필요한 환경문제이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정책변화를 통해 환경문제를 처하고 지속가능

한 발 을 추구하고자 주요 정책 안을 마련하 으며, 폐기물 문제뿐 아니라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재생 가능한 자연자원, 수자원, 기질 등 환경문제에 처하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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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기술을 제시하고 있다.

표 6. OECD 2030 환경 망보고서 주요정책 추진 안 

주  요  내  용

•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해 상호 보완 인 정책을 조합하여 사용

 - 응의 비용을 이기 해 조세나 배출권 거래제도와 같은 시장기반 도구에 

을 맞춘다. 

• 에 지,교통,농업,어업과 같은 환경 질 하를 야기하는 분야의 실천 우선

 - 환경문제는 재정,경제,무역을 포함한 모든 련부처의 정책 입안 과정에 통합되어야 

하고 모든 생산  소비 결정에 반 되어야 한다.

•세계화가 자원의 효율 인 사용과 친환경  기술 신을 진할 수 있도록 노력

 - 기업과 산업이 주도 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정부가 친환경  기술 신을 장려

하고 환경  사회  목표를 달성하기 한 확실하고 일 된 장기 인 정책 틀 

마련해야 한다. 

•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해 OECD회원국  비회원국간 트 쉽 증진

 - OECD 회원국  비회원국 간 환경 력 강화는 지식과 기술 련 모범사례를 

확산시키는 역할 할 수 있다. 

• 월경성  지구  환경문제에 더욱 효율 으로 처하기 하여, 국제환경 리 강화

• 개발 력 로그램 내 환경에 한 심을 제고하고, 정책의 정합성을 높인다. 

 자료 : OECD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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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ISWM(Integrated solid waste management)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으로, 지속 인 경제성장과 산업화로 인한 도시 확

장에 따른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앙정부와 각 기 자치단체는 

폐기물 리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하여, 많은 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3R에 기반을 둔 

통합생활폐기물 리시스템 즉 ISWM이 필요해 졌다.  ISWM(Integrated Solid Waste 

Management)는 3R(Reduce, Reuse, and Recycle)기반을둔 통합 생활폐기물 리이다. 

ISWN의 개념은 1990년   기존의 생활폐기물 리사업을 확 하기 하여, 미국환

경보호청(US EPA)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이해 계자, 폐기물 시스템요소, 지속가능 

측면을 통해 근하고 있다. 

ISWM은 일부지역에서 시험 으로 활용되었으며, 한 재활용 시스템을 통하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ISWM을 활용하고 용하기 해서는 재

와 미래의 폐기물 리 황에 한 포 인 정보, 지원정책체제, 계획  시스템 개

발을 한 지식과 능력, 친환경기술의 한 사용, ISWM의 활용을 지원하기 한 

한 재정체계가 필요하다.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개발계획에서는 ISWM 계획

을 개발하는데 폐기물 특성과 자료수집에 분석에 을 맞추고, 미래에 한 망을 

하며, 폐기물 발생  처리 황과 폐기물의 재와 미래 추세에 한 데이터는

ISWM 계획을 개발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 이 요소이다. 

통합폐기물 리 계획의 개발과, 시스템 성과의 지속 이고 장기 인 측정수단을 

한 기 개발, 통합폐기물 리에 있어 지속 인 개선을 한 다각화된 성과와 폐기물 

구성의 비교를 하여 재와 미래의 시나리오를 개발하기 해 여러 유형의 폐기물 

흐름의 분석이 필요하다.

폐기물 발생에 따른 측정과 표본 분석을 포함하여, 폐기물의 특성을 악하기 해

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복잡해짐에 따라, 한 단 하에 통합폐기물

리계획을 구성하기 한 충분한 수 으로 하게 이루어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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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3. ISWM(Integrated solid waste management) 개념도

 자료 : Closing the circl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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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원주시 폐기물 리 황  망

3.1 원주시 폐기물 리 황

원주시 폐기물 황의 자료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환경부(2008년이후 한국환경

리공단)에서 발행한 국폐기물 발생  처리 황을 기 하여 황 조사를 하 으

며, 원주시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리 황을 조사하 다. 

원주시 체 행정구역과 생활폐기물 리구역은 동일하고, 367.30㎢의 면 을 가지

고 있으며, 25개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 재 체 행정구역에 등록된 

인구수는 310,278명으로 강원도내 가장 많은 인구가 집되어 있다. 

표 7. 원주시 생활폐기물 리구역 황

체행정구역 생활폐기물 리구역

원주시
면 (㎢) 인구(명) 동(읍․면) 면 (㎢) 인구(명) 동(읍․면)

867.30 310,278 25 867.30 310,278 25

자료 : 환경부 2010

3.1.1 폐기물 발생 황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의 경우 타 역자치단체

와 비교 했을 경우 총 발생량이 게 나타나고 있다. 생활폐기물의 경우 1인당 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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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량 1.60kg/일/인으로 가장 많은 발생량을 보이고 있다. 

원주시는 2009년말 약 31만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10여년 보다 16% 증가

하여, 강원도에서 가장 인구가 집된 도시로서, 표 인 도농복합 도시이다. 원주시

의 경우 2009년 총 1,914톤/일의 폐기물 발생하 으며, 생활폐기물 355톤/일,사업장배

출시설계폐기물 374톤/일, 건설폐기물 1,185톤/일이 발생하 다. 원주시의 경우 발생하

는 총 폐기물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총 폐기물 발생량이 2003

년 1,397톤/일에서 2009년 1,914톤/일로 증가하 다. 생활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물

의 발생량은 조 씩 어드는 반면,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크게 증가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원주시 신도시, 기업도시, 산업공단확충, 도시외각 확장으로 인한 

토목  건설공사가 증가됨에 따라 건설폐기물 발생도 증가한 것으로 단된다. 

표 8. 폐기물 발생 황

                (단  : 톤/일)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국

총  계 295,047 303,514 290,389 318,928 337,158 359,296 357,861

생활폐기물 50,737 50,007 48,398 48,844 50,346 52,072 50,906

사업장폐기물 98,890 105,018 112,419 101,099 114,807 130,777 123,604

건설폐기물 145,419 148,489 129,572 168,984 172,005 176,447 183,351

강

원

도 

총  계 16,817 16,155 10,690 11,565 14,296 13,598 16,349

생활폐기물 1,994 1,847 1,899 2,095 2,274 2,281 2,429

사업장폐기물 3,345 2,866 3,113 3,102 3,782 3,298 4,141

건설폐기물 11,478 11,442 5,678 6,368 8,240 8,019 9,779

원

주

시

총  계 1,397 1,655 1,300 1,406 1,355 1,695 1,914

생활폐기물 360 343 379 385 346 386 355

사업장폐기물 225 307 312 326 345 385 374

건설폐기물 812 1,005 609 695 664 922 1,185

자료 : 환경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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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원주시 폐기물 발생 황 

자료 : 환경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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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 생활폐기물 발생 황

쓰 기종량제 투 발생량, 재활용품 분리배출 발생량,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배출

로 발생 구분하여, 각각의 발생되는 폐기물의 총합을 생활폐기물 발생량으로 산정한

다(환경부 2010).

원주시 2009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355.6톤/일 발생하 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감량이 심한 편으로 정확한 추세를 측하기 힘들다. 하지만 1

인당 1일 발생량으로 비교 한 결과 2003년 1.28kg/인/일에서 2009년 1.14kg/인/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9년 국 생활폐기물 1인당 1일발생량은 0.98kg/인/일의 발생량을 보이고 있으

며, 2009년 강원도 생활폐기물 1인당 1일발생량은 1.60kg/인/일로서 국 평균보다 높

은 발생량을 보이고 있다. 원주시의 경우 1인당 1일발생량이 1.14kg/인/일로 국 평

균보다는 높지만 강원도 평균보다는 낮으며, 강원도에서 1인당 1일 발생량이 낮은 도

시에 속한다.

춘천시 1인당 1일 발생량 1.67kg/인/일과 비교 했을 때 0.53kg/인/일 정도 차이를 

보 다. 원주시의 경우 강원도에 가장 인구가 집된 도시로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인구에 비해 게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5. 원주시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자료 : 환경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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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원주시 생활폐기물 발생 황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국

생활폐기물발생량(톤/일) 50,736 50,007 48,398 48,844 50,346 52,072　 50,906

년 비증감율 (%) 1.7 -1.4 -3.2 0.9 3.1 3.4　 -2.2

원단 발생량 (㎏/인․일) 1.05 1.03 0.99 0.99 1.02 1.04　 0.98

강

원

도

생활폐기물발생량 (톤/일) 1,993.9 1,846.9 1,898.8 2,095.0 2,274.3 2,281.3　 2,429

년 비증감율 (%) -6.8 -7.4 2.8 10.3 8.6 -　 6.4

원단 발생량 (㎏/인․일) 1.30  1.21  1.25  1.38  1.51  1.52　 1.47

원

주

시

생활폐기물발생량 (톤/일) 359.9 342.8 379.6 384.9 346.3 386.4 355.6

년 비증감율 (%) -9.9 -4.8 10.7 1.4 -10 11.5 -8.6

원단 발생량 (㎏/인․일) 1.28  1.20  1.31  1.30  1.15  1.27  1.14

자료 : 환경부 2010

그림 16. 원주시 총 폐기물 발생 황

자료 : 환경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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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음식물폐기물 발생량은 2004년부터 0.23kg/인/일에서 2007년 0.33kg/인/일까

지 증가하 다가 2007년부터 2009년 0.25kg/인/일까지 발생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원주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행 거 수거 방식에서 문 수거 방식으로 폐기물 배출방법을 변경함에 따

라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 될 것으로 기  된다.

표 10. 원주시 음식물폐기물 발생 황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발생량 (톤/일) 78.6 67.1 76.2 78.6 99.5 87.4 77.8

발생원단  (kg/일․인) 0.28 0.23 0.26 0.27 0.33 0.29 0.25

자료 : 환경부 2010

그림 17. 원주시 음식물 폐기물 발생 황

자료 : 환경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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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 사업장폐기물 발생 황

원주시에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업장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경우 2003년부터 꾸 히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

며, 건설폐기물의 경우 도시외각으로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원주시 산업공단의 확장과, 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신도시 개발사업과 맞물

려 폐기물 발생이 증가된 것으로 단된다. 

 

그림 18. 원주시 사업장폐기물 발생 황

자료 : 환경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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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원주시 폐기물 처리 황

본 연구에서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국 폐기물 발생  처리 황을 토 로 원

주시의 폐기물 처리 황을 조사하 으며,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여, 각 

폐기물별 폐기물 처리 방법별, 처리 주체별로 구분하 다. 

3.1.2.1 생활폐기물 처리 황

원주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주로 매립과 재활용 처리가 되고 있다. 2009년 

재 생활폐기물 발생량  매립 33%, 재활용 64%, 소각 1.3%로 처리 되고 있다. 과

거와 비교하 을 때 매립되는 생활폐기물 이 2003년 67%에서 2009년 33%로 약 34% 

감소하 다. 매립 처리되는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재활용처리 되는 생활폐기물이 

2003년 31%에서 2009년 64%로 증가하 다. 

원주시는 2006년부터  2006년부터 RDF3)시설을 운 함으로써, 폐기물을 연료화 하

여 에 지이용  연료로써 매하고 있다. RDF시설운 을 기 으로 매립되는 생활

폐기물을 조사한 결과, 2003년부터 2006년 평균 매립량 229.8톤/일에서 2007년부터 

2009년 평균 매립량 116.7톤/일으로 약 50.7% 감소하 다. 

같은 기간 재활용 처리되는 생활폐기물을 비교해보면 RDF시설 운  이  135.4톤/

일에서 운  이후 평균 244.5톤/일로 재활용 처리되는 폐기물이 109톤정도 증가 하

다.  RDF시설 운 을 통하여, 가연성폐기물의 연료화를 통해 폐기물의 재활용을 극

화하고 매립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 다.

3) RDF(Refuse Derived Fuel)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고형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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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원주시 생활폐기물 처리 황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 처리량

총  계 359.9  342.8  379.6  384.9  346.3  386.4  355.6

매  립 241.5 231.1 223.0 223.7 78.8 151.0 120.3

소  각 0.8 0.1 5.1 0.0 0.0 0.0 4.7

재활용 117.6  111.6  151.5  161.2  267.5  235.4  230.6

생활

폐기물

가

정

소  계 262.2 242.0 257.7 282.8 244.5 232.4  243.6

매  립 161.7 144.4 133.0 146.1 60.5 76.7  80.5

소  각 0.3 0.1 0.1 0.0 0.0 0.0  0.0

재활용 100.2 97.5 124.6 136.7 184.0 155.7  163.1

사

업

장

소  계 97.7 100.8 121.9 102.1 101.8 154.0  112.0

매  립 79.8 86.7 90.0 77.6 18.3 74.3  39.8

소  각 0.5 0.0 5.0 0.0 0.0 0.0  4.7

재활용 17.4 14.1 26.9 24.5 83.5 79.7  67.5

자료 : 환경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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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생활폐기물 처리 비율

가정 생활폐기물 처리 비율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 비율

그림 19. 원주시 생활폐기물 처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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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국 폐기물 발생  처리 황에서 생활폐기물은 처리주체별로 구분하고 있

으며, 기 자치단체, 민간처리업체, 자가처리와 같이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원주시의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민간처리업체와, 기 자치단체에서 처리하고 있으

며,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기 자치단체에서는 역매립장, 재활용선별시설 등 

최종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민간처리업체에서는 재활용  소각처리를 담당하고 있

다. 원주시는 자가처리를 통한 생활폐기물 처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원주시가 역매립장과 재활용 선별시설 등을 통하여, 체 발생되어 처리되는 생

활폐기물 63.1%  224.3톤/일을 처리하고 있으며, 민간처리업체는 131.3톤일 36.9% 담

당하고 있어 기 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처리 비율이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표 12. 원주시 생활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 황(2009년)

                                                            (단  : 톤/일)

구 분 총 계 원주시 처리업체 자가처리

총 처리량

매  립 120.3 120.3 0.0 -

소  각 4.7 0.0 4.7 -

재활용 230.6 104.0 126.6 -

총  계 355.6 224.3 131.3 -

생

활

폐

기

물

가

정

매  립 80.5 80.5 0.0 -

소  각 0.0 0.0 0.0 -

재활용 163.1 163.1 59.1 -

소  계 243.6 184.5 59.1 -

사

업

장

매  립 39.8 39.8 0.0 -

소  각 4.7 0.0 4.7 -

재활용 39.8 0.0 67.5 -

소  계 112.0 39.8 72.2 -

자료 : 환경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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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폐기물은 부분 자원화를 통하여 재활용 처리되고 있

다. 2009년 기 으로 음식물폐기물이 77.8톤/일 발생하여, 96.8% 75.3톤/일을 자원화 

하여 재활용 하 으며, 매립된 음식물폐기물은 3.2% 2.5톤/일에 불과하다. 

표 13. 원주시 음식물폐기물 처리 황

                                                            (단  : 톤/일)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처리방법

매  립 34.2 25.8 13.1 4.5 8 10.1 2.5

소  각 -　 　- 　- 　- 　- -　 -

자원화 44.4 41.3 63.1 74.1 91.5 74.6 75.3

소              계 78.6 67.1 76.2 78.6 99.5 84.7 77.8

자료 : 환경부 2010

그림 20. 원주시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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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 사업장폐기물 처리 황

본 연구에서 원주시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과, 건

설폐기물로 구분하 으며, 각 폐기물별 처리 방법과, 처리 주체별로 나 어 처리 황

을 분석하 다. 

원주시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재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발생량  매립 49%, 재활용 

37%, 해역배출 9.8% 소각 4%로 처리 구성비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거와 비

교하 을 때 매립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

다. 하지만 가연성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의 매립량이 고형폐기물 연료화시설 운

시 인 2006년부터 운  이 보다 약 92% 감소하 으나, 불연성 사업장배출시설계 폐

기물 발생이 증가하면서, 매립되는 폐기물의 양도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9년 배출된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의 가연성폐기물과 불연성폐기물의 조성을 

분석한 결과 28.3% 71.7%의 조성비를 나타내어, 불연성폐기물 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특성상 불연성물질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단

되며, 불연성폐기물 조성비가 높기 때문에 재활용이나 소각보다는 매립 주의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원주시는 폐기물의 소각처리를 하지 않고 연료화를 통한 

폐기물 정책을 펼치고 있어, 소각비율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일부가 해역배출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 2007

년까지 해역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이 증가하다가 2008년부터 해역배출이 감소하고 있

다. 다만 통계자료상 2005년까지는 가연성폐기물이 해역 배출되었는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불연성 폐기물에서 해역배출 폐기물이 발생하 으며, 2009년 다시 

가연성폐기물에서 해역배출 처리됨에 따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해역배출 통계조사

의 잘못된 자료 입력이 된 것으로 사료되나 원주시 내부자료   “2009년도 국 폐

기물 발생  처리 황” 조사한 결과 동일한 자료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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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원주시 사업장배출시설계 처리 황

                                                            (단  : 톤/일)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 

처

리

량

매  립 95.1 109.0 148.9 153.2 162.7 211.2 183.5

소  각 4.9 4.8 0.6 0.0 0.0 0.0 14.6

재활용 101.9 144.5 108.8 93.0 95.4 104.1 138.9

해역배출 23.2 48.5 52.8 54.8 87.0 70.0 36.9

총   계 225.2 306.8 311.1 325.8 345.1 385.3 373.9

가

연

성

매  립 81.7 73.7 64.1 1.7 4.0 4.0 11.9

소  각 4.9 4.8 0.6 0.0 0.0 0.0 13.5

재활용 15.3 20.5 23.5 5.1 5.5 6.1 43.3

해역배출 23.2 48.5 52.8 0.0 0.0 0.0 36.9

총   계 125.2 147.5 141.0 12.5 9.5 10.1 105.6

불 

연

성

매  립 13.4 35.3 84.8 151.5 158.7 207.2 171.6

소  각 0.0 0.0 0.0 0.0 0.0 0.0 1.1

재활용 86.6 124.0 85.3 87.9 89.9 96.0 95.6

해역배출 0.0 0.0 0.0 54.8 87.0 70.0 0.0

총   계 100 159.3 170.1 313.3 335.6 37 268.3

자료 : 환경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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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원주시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성분별 발생 황

원주시에서 발생하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71%는 민간처리업체가 처리하고 

있으며, 기 자치단체에서 29% 처리하고 있다. 민간처리업체에서 매립, 소각, 재활용, 

해역배출을 통하여 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 자치단체에서는 매립되는 폐기물  

일부만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폐기물의 경우 매립되는 폐기물은 기 자치단

체에서 처리하는 것과 조 이다.  

생활폐기물의 경우 수집‧운반은 민간 탁 방식으로 운 하여, 시민들의 비용부담이 

없지만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의 경우 발생되는 폐기물은 기 자치단체에서 운반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발생 사업장에서 운반‧처리하기 한 비용부담 탁‧ 임 방

식으로 처리됨에 따라 민간처리업체에서 처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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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원주시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처리 주체별 처리 황(2009년)

                                                            (단  : 톤/일)

구 분 합계 자치단체 처리업체 자가처리

총 처리량

매    립 183.5 110.0 73.5 -

소    각 14.6 0.0 14.6 -

재 활 용 138.9 0.0 138.9 -

해역배출 36.9 0.0 36.9 -

총  계 373.9 110.0 263.9 -

자료 : 환경부 2010

그림 22. 원주시 사업장폐기물 처리주체별‧처리방법별 처리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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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2005년 이후 꾸 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 건설폐기물은 609.8톤/일이 발생하 으나, 2009년 1212.2톤이 발생되어 98.7%

이상 발생량이 증가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추진되어온 신도시, 기업도시가 착공에 들어감에 따라 주변 기반시설 조성 

 사업부지 조성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 한 것으로 단되고 있다. 한 추

진되고 있는 산업공단 확장 공사가 시작되면, 규모 토목공사로 인한 건설폐기물 발

생이 측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폐기물은 주로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등의 건설 폐․재류는 재활용 골재를 통

해 재이용 되고 있으며, 폐목재, 혼합폐기물의 경우 소각으로 처리되고 있다. 건설폐

기물의 매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민간처리업체를 통해서 100% 처리되고 있다. 

 

표 16. 원주시 건설폐기물 처리방법별 처리 황

                                                            (단  : 톤/일)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 

처

리

량

매  립 106.3 28.1 28.1 0.0 0.0 0.1 0.0

소  각 0.1 0.1 75.5 1.0 4.8 3.6 27.0

재활용 705.9 977.1 533.4 694.5 659.4 918.9 1,185.2

총   계 812.3 1005.3 609.8 695.5 664.2 922.6 1212.2

자료 : 환경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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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원주시 건설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 황(2009년)

                                                            (단  : 톤/일)

구 분 합계 자치단체 처리업체 자가처리

총 처리량

매  립 0.0 0.0 0.0 -

소  각 27.0 0.0 27.0 -

재활용 1,185.2 0.0 1,185.2 -

총  계 1,212.3 0.0 1,212.3 -

그림 23. 건설폐기물 처리 구성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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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폐기물 리 황

본 연구에서 연구한 폐기물 리 황은 원주시의 폐기물 리인원  장비, 시설 

황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황, 마지막으로 원주시의 폐기물 리 산 황을 

조사하 다. 

3.1.3.1 폐기물 처리시설 황

원주시는 역매립장을 직 으로 운 하고 있으며, 흥업면에 사제리에 치하고 있

다. 역매립시설지역에 치한 재활용선별시설  고형폐기물 연료화시설 운 에 

있으며, 반입된 폐기물은 재활용 선별시설 고형폐기물 연료화시설을 거쳐 최종 매립

처리 된다. 재활용 선별시설과 고형폐기물 연료화시설을 운 함으로써, 매립되던 폐기

물을 최 한으로 재활용․재사용 함 으로서, 매립되는 폐기물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RDF(Refuse Derived Fuel)란 폐기물에서 얻어지는 연료로서, 폐기물에 함유된 수

분과 속류, 유리등의 불연성분을 건조, 쇄, 선별 등의 공정을 통하여 제거하고 가

연성분만을 가공하여 만든 고체 연료이다. RDF는 화석연료를 체하는 에 지원 사

용가능하고, 폐기물의 이용함으로써, 에 지자원의 부족과 폐기물 처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원주시는 2006년 한국기계연구원과 (주)고려자동화가 공

동개발한 기술을 용하여 생활폐기물 80톤/일 RDF 랜트를 설치하여 지 까지 운

에 있으며 생산한 RDF를 2011년부터 유상 매하고 있다(원주시 내부자료. 

2009).

생활폐기물 발생 황에서 나타나듯이 고형폐기물 연료화시설 운 기 으로 생활폐

기물의 매립량이 격하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음식물폐기물의 호기성퇴비화 시

설 35톤/일을 운 하여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다. 원주시의 경우 음

식물폐기물의 2009년 기  96.8%를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을 통해 재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외 발생하는 폐기물의 간처리를 하여 PET자동압축기, 지자동압축기, 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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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스티로폼 감용기를 운 하고 있으나 PET자동압축기와 지자동압축기는 력부

족으로 미가동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8. 원주시 매립시설 운  황

구분 소재지 시설규모 처리공법
운 방법 

 주체
비고

매립시설
흥업면 

사제리 산185
3,140,000㎥

호기성

생매립
직 운

자료 : 환경부 2010

표 19. 원주시 폐기물 처리 기타시설4) 설치 황

구분 소재지 시설규모 기타

PET자동압축기

태장동 809-3

16톤/일

지자동압축기 16톤/일

스티로폼 감용기 100kg/hr

스티로폼 감용기 200kg/hr

쇄기

소 면 둔둔리 672

100HP

(20톤/일)

쇄기
200HP

(32톤/일)

음식물처리시설 우산동 508-6 35톤/일

재활용선별시설 흥업면 사제리 산185 30톤/일

자료 : 환경부 2010

4) 환장, 압축, 쇄, 건조, 고형화, 사료, 퇴비화, 연료화시설 등 처리시설(환경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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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2 폐기물 수집․운반 황 

원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민간 탁 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 자치단

체에서 리․감독을 하고 있다.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은 발생 운반 처리가 각  

배출장에서 탁처리 함으로 본 연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황만 제시하 다. 

2009년 폐기물 수집․운반 등 폐기물 리에 직 으로 투입되는 인원은 375명이

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동원되는 차량은 총 247 이며, 이 가운데 생활폐기물 

운반하는 차량은 215 , 음식물폐기물은 32 가 운 되고 있다. 구체 인 인원 황 

 수집․운반 차량 황은 표 20, 표 21로 나타냈다. 

표 20. 생활폐기물 처리 인원  장비 황(2009년)

구 분 총 계 자치단체 처리업체 비고

인원 375 9 366

차량 247 3 244

손수례 98 0 98

장비 4 4 0 매립장 내

자료 : 환경부 2010

표 21.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황

수집운반 차량 황( )

총    계
폐식

차량
운반용 압착

압축차량

기계식 

상차장치

부착차량

컨테이

트럭

암롤

트럭

카고

트럭

덤

트럭

기

타

용 

도

소  계 247 34 105 2 1 64 14 13 14

생활폐기물 215 7 100 2 1 64 14 13 14

음식물류

폐기물
32 27 5 0 0 0 0 0 0

자료 : 환경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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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 생활폐기물 수거방식은 기존의 거 수거방식에서 2009년 4월 1일 이후 문

수거 방식으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다. 문 수거 방식으로 변경된 이후 시민들의 

극 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타 가정에 생활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민원이 발생

하 지만 2011년 민원발생을 조사한 결과 많이 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시는 총 71개의 폐기물처리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57개의 수집․운반업체와 

14개의 간처리업체가 등록되어 운 되고 있다. 원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권

역을 8개로 나 어 운 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처리 가능한 폐

기물을 각각의 권역별․폐기물별 수집․운반업체가 계약되어 운 되고 있다. 종량제

투로 버려지는 생활폐기물은 주 6회 수집․운반 되고 있으며,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주3회, 격일로 문 수거 지역의 수집 운반 처리하고 있다. 

베출된 생활폐기물은 환장을 거쳐 가연성분은 연료화시설로 운반되어 연료화 처

리되고 있으며, 불연성폐기물의 경우 자제품 등의 형 폐기물은 행업체에서 방

문수거 후 쇄 하여 매립하고 있으며, 소형폐기물은 환장 분류 후 매립 처리되고 

있다.  

표 22.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권역 황

구 분 해당지역 비고

제 1 권역 학성동, 우산동, , 호 면 소 면

종량제 투

배출

생활폐기물

제 2 권역 태장1동, 태장2동,

제 3 권역 원인동, 일산동 문막읍, 

제 4 권역 앙동 단계동 부론면 지정면

제 5 권역 개운동, 무실동, 흥업면

제 6 권역 명륜1동, 명륜2동 귀래면

제 7 권역 단구동, 부면, 

제 8 권역 산동, 행구동, 반곡 설동 신림면

1권역

(월,수, )

우산동, 학성동, 일산동, 원인동, 개운동, 무실동, 

단구동, 호 면, 소 면, 문막읍, 흥업면, 부면 
재활용가능 

폐기물 

수거구역
2권역

(화,목,토)

태장1동, 태장2동, 단계동, 앙동, 명륜1동, 명륜2동, 반

곡 설동,행구동, 산동, 지정면, 부론면, 귀래면, 신림면 

자료 : 원주시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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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 폐기물 리 산 황

원주시 생활폐기물 리 산  생활폐기물 탁처리비가 2002년 7,071,876천원에

서 2099년 12,754,082천원으로 약 1.8배 상승하 으며, 수집․운반 등 처리비 한 매

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용역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매년 탁처리비 산이 

증가하고 있다. 원주시의 경우 권역별․폐기물별(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가

능폐기물)로 각각 수집․운반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탁비가 증가하는 이유  하나

일 것으로 단된다. 2009년도부터 시설설치비 산이 반 되었는데 이는 종합폐기물 

처리단지 조성을 추진하기 한 산이 반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3.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권역 황

                                                                   (단  : 천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계 11,506,530 13,952,734 10,171,806 10,575,687 10,575,687 14,759,222 23,726,545

생

활

폐

기

물

리

산

시

설

설

치

비

소계 2,527,169 4,362,175 3,886,285 600,000 - - 7,694,000

매립시설 576,156 1,942,128 - - - - 3,399,800

기타시설 1,951,013 2,420,047 3,886,285 600,000 - - 4,294,200

수

집

운

반

등 

처

리

비

소계 8,979,361 9,590,559 11,736,335 9,571,806 10,575,687 14,759,222 16,032,545

인건비 843,000 14,069 13,475 - - - -

차량운 비 66,281 96,898 13,650 - - - -

장비구입비 503,788 188,116 115,253 - - - -

탁처리비 6,666,225 7,203,037 8,689,657 2,658,605 2,979,375 10,878,715 12,754,082

시설 리운 비 283,386 1,629,790 2,018,000 3,568,881 3,601,580 2,323,857 2,502,946

기타 616,681 628,649 886,300 3,344,320 3,994,732 1,556,650 `775,517

자료 : 환경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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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원주시 폐기물 발생 측

우리나라에서는 일반폐기물 발생량을 측할 때 보통 10～15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15년에서 최고 30년까지 발생 측 하고 있는 실정이며, 도출된 결론은 정부정책의 근

거로 사용되고 있다(임보은 1995).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 발생 측을 해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국폐기물발생 

 처리 황에서 나타난 원주시 폐기물 발생 황을 통하여,  MS Office EXCEL 2007

을 사용하여 Trend법5)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측하 다.  

인구 추세 측의 경우 1992년부터 2009년까지의 원주시 통계연보에 나타난 인구 

추세를 변수로 하여, MS Office EXCEL 2007을 이용하여 Trend법으로 분석한 결과 

Y = 52861ln(x) + 153675 의 추세식을 구할 수 있었다. 추세식을 통하여 2020년까

지의 인구 증가를 측하 으며, 표 24, 그림 24를 통하여 그 결과를 나타냈다. 

그림 24. 원주시 인구 황 Trend(추세)

5)  과거 5년 이상의 처리 실 을 분석하여 과거 경향을 가지고 미래를 측하는 폐기물 발생 

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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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원주시 인구 증가 측

단  : 명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인구수 312,032 314,612 317,071 319,420 321,670 323,828 325,901 327,896 329,819 331,674 333,466

자료 : 원주시 2010

 그림 25. 원주시 인구 황 Trend(추세) 측

본 연구에 원주시 인구 황을 측한 결과 2015년 약 32만 명, 2020년 약 33만 명

으로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상하 다. 이는 ‘2020년 원주도시개발계획’에 따른 자연

 인구추정 결과인 32만 명과 비슷한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다. 

다만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기업도시가 완공될 경우 약 5만 명의 계

획인구를 설정하고 있으나, 공기업의 경우 순차 인 입주가 계획되어 있으며, 기업도

시 한 입주인구가 속한 증가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상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

는 본 연구에서는 2020년 33만 명으로 증가 될 것으로 인구 추이를 측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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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생활폐기물 발생 측

원주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 황을 분석한 결과 340～400톤/일 

범  내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매년 발생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발생 황

을 분석한 결과 발생하는 폐기물이 조 씩 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원단  발생이 2009년 발생량인 1.14kg/인/일로 유지되

고, 원주시 인구가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 생활폐기물 발생을 측하 다. 

원주시 생활폐기물 발생 측 결과 2020년 380.2톤/일로써 2009년 보다 약 24.6톤/

일으로 발생이 증가 될 것으로 측 되었다. 이는 향후 원주시 도시확장  인구증가

가 상되고, 총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발생이 증가될 것으로 단하여 2009년 원단  

발생량을 기 으로 발생을 측하 다. 

표 25. 원주시 생활폐기물 발생 측

단  : 톤/일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폐기물 

발생량 측
355.7 358.7 361.5 364.1 366.7 369.2 371.5 373.8 376.0 378.1 380.2

자료 : 원주시 2010

그림 26. 원주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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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사업장폐기물 발생 측

2006년 이후 원주시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건설폐

기물의 경우 규모 토목공사  개발사업이 시작된 2006년부터 건설폐기물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향후 도시개발 사업이 지속되는 한 많은 건설폐기물 발생

이 상되고 있어, 과거 황을 가지고 건설폐기물 발생을 상하기 어려워 본 연구

에서는 건설폐기물 발생 측은 제외하 다.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의 경우 2006년 이후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원

주시 사업체 가 2006년 22,295업체에서 2009년 22,628업체로 증가에 하 으며, 2010원

주시 통계연보에서 2009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644개 업소로 2006년 612개업

체에서 32개소가 증가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기오염물

질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증가하는 황을 볼 때 사업장배출시설계 폐

기물 발생량 한 증가된 것으로 분석 되었다. 

표 26. 원주시 사업체수 증감 황 

단  : 개소

년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등록 

사업체수
21,735 21,864 22,295 22,237 22,694 22,628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소
644 656 612 633 637 644

자료 : 원주시 2010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발생을 측하기 하여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황과 원주시 등록사업체를 비교하여 MS Office EXCEL 2007을 

이용하여 Trend법으로 분석한 결과 y = 126.56ln(x) + 129.85 R² = 0.9542의 추세선 

공식을 통하여, 2020년까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발생을 측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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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원주시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발생량 분석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발생을 측한 결과, 2015년 454톤/일, 2020년 502톤/일 

의 발생을 측할 수 있었다.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측은 표 27과 그림 28을 통

하여 나타냈다. 

향후 원주시는 신규 산업공단  기존산업공단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어 이로 인한 

사업체수가 증가한다면 본 연구에서 측한 폐기물 발생량보다 더 많은 폐기물이 발

생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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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원주시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발생량 측

단  : 톤/일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발생 측 408 421 433 444 454 464 473 489 488 496 502

자료 : 환경부 2010

그림 28. 원주시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발생량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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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원주시 폐기물 리 여건

3.3.1 원주시 폐기물 리 정책

원주시는 “생활 쓰 기의 정 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하여 폐기물의  기

수거와 자원순환시설 인 라 구축을 한 략을 수립하고 략 실 을 해  

「Eco-Clean 원주」, Zero Waste 략, 생활폐기물 수거 개선, 음식물쓰 기 문 수

거,  생활폐기물 에 지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원주시는 생활폐기물의 원천 인 감량 시책을 추진하여, 폐기물 발생의 최

소화 자원의 약, 재활용 활성화를 하기 하여 노력하여, ‘Zero-Waste 추진계획’을 

수립하 다. 

‘Zero-Waste 추진계획’이란 생활폐기물 문제의 근본  해결을 한 지속가능 자원

순환 사회시스템 구축을 하여 생활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사  방  측면에서 

, 장기 목표와 추진계획 수립하여 자원을 약하고 물질 재순환을 통한 폐기물 리

계획을 수립하기 함이다(원주시 내부자료 2009).

원주시는 ‘Zero-Waste 추진계획’을 통해서 시민들로 하여  자발 인 실천을 통하

여 분리수거 활성화를 통한 재활용을 극 화 하며, 발생원으로부터 폐기물 감량화를 

추진하고 있다. 

발생원으로부터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폐기물의 배출자 부담원칙을 달성하기 

하여,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2009년 4월 1일부터 거 수거 방식에서 크린하우스와 

병행하는 문 수거 방식으로 환하 다. 이는 쓰 기 무단투기 방지, 감량화, 분리배

출 활성화, 자원화 도모할  목 으로 추진하 다. 정책시행 기에 시민들의 참여가 

부족하고, 수집‧운반체계가 정립되지 않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으나 지  재는 

자리 잡힌 것으로 단된다. 하지만 도시 외곽 부분 무단투기되는 폐기물은 아직까지 

많은 편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취약지역(읍‧면‧동 지역 학교주변 원룸 집지역 등)의 크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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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를 운 하여 무단투기 방기 지  분리수거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2012년 1월 1일부터 하수슬러지  음식물폐기물의 해양투기가 면 지됨에 따라 

체처리 방안이 시 한 실정이다. 원주시의 경우 음식물 폐기물의 경우 발생하는 

부분이 재활용 처리되고 있으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일부가 해양투기됨에 따

라, 이에 따른 책이 필요한 시 이다. 

3.3.2 원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운

원주시의 경우 생활폐기물 최종 처리는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사업장폐기불 

경우 수집‧운반‧처리를 민간 탁업체를 통해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주시에서 직  운 하는 역매립장  간처리시설 운 실태 황을 조사 하 다. 

원주권 역매립장은 1995년부터 매립을 시작하여 지 까지 매립되고 있으며, 원주

시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운  리하고 있다. 원주권 역매립장은 흥업면 사재리 산

185번지에 치하며, 역매립장내에 2006년 설치한 폐기물 고형폐기물 연료화시설이 

치하고 있다. 원주 역매립장은 총 3,140,000㎥ 매립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2009년

까지 매립된 폐기물량이 3,030,106㎥에 이르고 있어 잔여 매립가능 용량이 109,894㎥

만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1단계 매립승인기간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사용계획이었으나 2006년부터 

매립기간 연장되어 지 까지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2009년 매립량이 70,732㎥에 이르

고 있어 매립용량에 한계에 차 다다르고 있으며, 2009년 매립기 으로 39,162㎥ 의 

매립 용량만 남아있는 상태이며, 2012년말 1단계 매립종료가 정되어 있다. 

1단계 매립종료에 따른 2단계 매립장 확장계획 사업이 2011년 12월 착공 정이며, 

2012년말 2단계 매립장 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단계 매립장 확장계획은 총 

2,280,000㎥ 매립용량을 확보하여 향후 17년간 원주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매립장

으로 사용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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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원주시 역매립장 매립장 규모  확장계획

자료 : 원주시 환경자원사업소(http://envi.won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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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2001년부터 폐기물에 지화 시설의 검토를 하여 2006년 10월부터 고형폐

기물 연료화시설을 운 하 으며, 2007년부터 정상 운 되고 있다. 

원주시에서 운 하는 고형폐기물 연료화시설을 통하여 가연성폐기물의 50%는 연료

화를 통하여 에 지화하고 잔량은 단순매립 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의 매립량이 2002

년부터 2006년 평균 매립량 253.3톤/일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평균 매립량 116.7

톤/일로 매립량이 약 54% 감소하 다. 원주시는 간처리시설의 용량부족으로 매립의

존도가 높은편이다. 2009년 생활폐기물 매립비율은 18.6% 이지만 원주시의 경우 매립

량이 33.8%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한 간처리시설의 

시 한 확보가 필요하며, 지속 인 운 이 요구된다. 원주시는 2012년 원주권 역매

립장 확장사업을 통하여, 종합폐기물 처리단지를 조성하고자 한다. 종합폐기물 처리단

지 내에 110톤/일 규모의 고형폐기물 연료화시설이 증설될 정이다. 한 35톤/일 선

별시설을 설치함으로서, 부족한 간처리시설의 용량을 확보하여, 매립되는 폐기물을 

최소화 하고, 간처리시설의 집 화로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계획을 

추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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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폐기물 리 황  정책비교 와 개선방안

4.1 폐기물 최소화를 한 OECD 추진정책과 원주시 폐기물 리 

정책 비교

폐기물 최소화를 한 OECD 추진정책은, OECD에서 발간한 국가별 폐기물 최소화 

로그램이다. 폐기물 리의 가장우선순 는 폐기물 발생 억제가 가장 우선 으로 이

루어져야 하며, 발생억제를 한 조치나 정책수단은 제한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OECD는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하여, 5가지 세부 추진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강제력 행사와 분담  부담 정책 둘째, 폐기물배출의 공개와 투명정책 셋

째., 폐기물 련 교육  보  넷째, 통합  계획 수립. 다섯째, 효율  폐기물 처리 

추구 정책 등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OECD가 제시한 정책방안에 기 자치단체의 

폐기물 리 황을 입하여 분석함으로써, 기 자치 단체의 폐기물 리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4.1.1 폐기물 최소화를 한 OECD 추진정책에 따른 폐기물 리정책 비교

4.1.1.1 강제력 행사와 분담  부담정책

OECD가 폐기물 최소화를 하여 추구하는 뷴류  강제력 행사와 분담  부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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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반 으로 오염규제가 부분이며, 폐기물이 발생된다는 에서 배출자에게 배

출책임을 가하는데 목 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기 자치단체의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단속  행정조치 사항을 조사하

여, OECD 추진정책  강제력 행사와 분담  부담정책 부문에 원주시의 폐기물 배출

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를 조사하 다. 그 결과 원주시의 경우 2009년 폐기물 배출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원주시 내부자료 2009).

도시 외각 지역의 무단투기 되는 폐기물에 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분리

수거 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실은 폐기물 배출에 있어 안일한 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염규제를 발하기 한 기 자치단체의 리가 부족한 것으로 단된다. 

4.1.1.2 폐기물 배출의 공개와 투명정책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는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에 한 1년 단  발생  처리

황을 해정구역별로 조사하여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의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1981년 환경부에서 「환경오염배출업소조사(국가승인통계 10605호)」

최  실시하고 2008년 황부터 한국환경공단에서 국폐기물발생  처리 황을 작

성하고 있다.

2010년 한국환경공단에서는 2009년 국 폐기물 발생  처리 황, 폐기물 처리시

설  산 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원주시의 경우 통계연보를 통하여 매립지  쓰

기 수고에 한 정보를 공개 하고 있다. 

OECD 폐기물 배출의 공개와 투명정책의 4가지 부가 인 역할이 있는데 정부에서 

공개하는 국 폐기물 발생  처리 황 통계 자료에서는 가 폐기물을 발생하는지, 

어떤종류의 폐기물이 발생되고 처리되는지 알 수 있다. 한 사업장폐기물  의료폐

기물의 경우 올바로 시스템을 이용한 발생원부터 처리과정, 최종처리까지 리되고 

그 자료 공개되고 있다. 

하지만 생활폐기물의 경우 배출자가 어떻게 자신의 폐기물 발생을 억제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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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홍보  교육은 미흡하다고 단되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가 공공서비스

로 인식되어 행정  통제 차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단되며, 폐기물 배출에 

한 문제  발생시 민원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다. 

4.1.1.3 폐기물 련 교육  보

원주시의 경우 폐기물 련 교육  보 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이는 인터넷 환경 민원 발생 조사 결과(2010～2011)까지 15건의 폐기물 배출 련 민

원이 발생되었다. 민원발생 내용을 조사한 결과 무단투기에 한 내용이 가장 많았으

며, 개방된 배출장소 리  수거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폐기물 배출 방식이 문 수거방식으로 2009년 4월 1일 변경됨에 따라 시민들

의 극 인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이고 제시한 해결방안은 담당 주민

자치센터를 통한 홍보  교육활동을 더욱 강화 하겠다는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음식물폐기물 배출방식도 문 수거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바 는 

폐기물정책에 한 철 한 홍보와 비가 필요할 것으로 단되며, 외각 지역을 상

으로 폐기물 배출방식에 한 홍보  교육이 필요 할 것으로 단된다. 

4.1.1.4 통합  계획(Integrated Planning) 수립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민간 탁 처리되고 있어, 기 자치단체에서 실질 인 폐기물 

리는 생활폐기물에 국한될 것으로 단한다. 통합  계획은 폐기물 최소화의 모든 

측면을 체계화된 방식으로 고려하는 것이 목 이다. 

원주시는 생활폐기물의 통합  계획과 유사한 ‘Zero Waste 추진계획’을 2009년 발

표 하 다. ‘Zero Waste 추진계획’은 원주시는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억제를 하여, 

폐기물 발생 특성  황을 조사하여, 기 자치단체와 시민, 시민단체가 실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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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Zero Waste 추진계획’은 발생원으로부터 생활폐기물 발생억제를 한 방안과, 효율

인 생활폐기물 처리  리를 한 세부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시설 리

 측면, 정책‧제도  측면, 교육‧홍보  측면에서 근한 세부 추진 방안을 가지고, 

Zero Waste 실 을 통한 깨끗하고 푸른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주시의 ‘Zero Waste 추진계획’은 폐기물 최소화를 한 OECD 추진정책  통합

 계획 수립부문에 부합하고 있다고 단된다. 

4.1.1.5 효율  폐기물 처리 추구 정책

폐기물의 최소화 하는 것은 효율 인 운 과 경쟁력을 진시키는 것으로 원주시의 

경우 효율 인 폐기물 처리를 하여 ‘Zero Waste 추진계획’을 통하여, 장기 인 계획

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8개 리권역에서 각 폐기물별로 수집‧운반업체가 나 어

져 있어 총 57개의 업체가 운  에 있다. 각 권역별 폐기물별로 민간 탁업체가 

지정되어 민원 발생에 따른 문제 해결은 원활할 것으로 상되나, 리  측면에서 

봤을 때 효율 인 리가 힘들 것으로 단되며, 각 폐기물 별로 운반되는 비용을 생

각했을 때 지 의 운 되는 수집운반업체 리는 개선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단된

다. 

4.1.2 폐기물 최소화를 한 OECD 추진정책에 따른 폐기물 리정책 분석

폐기물 최소화를 한 OECD 추진 략에 따라 원주시 폐기물 리정책을 비교 분

석한 결과, 폐기물 배출의 공개와 투명정책, 통합  계획 수립정책은 잘 추진되고 있

었으나, 강제력 행사와 분담  부담정책, 폐기물 련 교육  보 은 아직까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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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 인 폐기물 처리를 하여, ‘Zero Waste 추진계획’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

으나 각 권역별 폐기물별로 지정된 수집․운반 민간 탁업체는 효율 인 수집․운반

을 기 할 수 없으며, 리까지 체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단하여, 수집․운반 

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0. OECD 폐기물 최소화 추진 략에 따른 기 자치단체 추진정책 비교

4.2 OECD, 국가, 폐기물 리정책과 원주시 폐기물 리 정책 비교

4.2.1 국가폐기물종합계획과 원주시 폐기물 리정책 비교

우리나라의 폐기물 리는 국가폐기물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좀 더 포 인 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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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폐기물 리의 반 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리정책은 폐기물 발생억제가 최우선 순 로서 OECD 폐기물 

리 과 목표는 비슷하나 폐기물 에 지화 정책은 OECD정책과 다른 이나 우

리나라 특성에 맞는 정책으로 단된다. 

제2차 국가폐기물종합계획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 정착을 목표로 6가지 추

진 략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6가지 추진 략과 기 자치단체의 폐기물 리 

추진 정책을 비교함으로써, 이는 상 계획을 통한 수립지침이 얼마나 하 계획에서 

반 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제2차 국가폐기물종합계획은 향 리, 물질량 리, 환경요인 리, 경제요인 

리 등 6가지 추진 략을 가지고 있다. 추진 략  향 리(폐기물 해성 리)부분

은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리강화 폐기물의 유해성 평가  리체계에 한 내용

으로 생활폐기물을 심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 제외 하 다. 고형폐기물 연료화시설 

운 을 통하여, 폐기물의 가치향상  자원화 정책을 통한 가치 리 정책을 추진하

으며, 지역 민간업체가 고형폐기물 연료화시설 운 함으로써, 지역 폐기물 련 산업 

육성을 지원을 통해 경제요인 리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원주시  ‘Zero Waste 추진계획’ 수립  추진 원주시 종합폐기물 처리단지 조성, 

10MW RDF 용 발 소 설립을 통한 폐기물 감량화  방  폐기물 리 정책 추

진과 Zero Waste지향하고, 시설과 리체계 선진화 추진하고 있어, 이는 국가 폐기물

종합계획의 물질량 리와 환경요인 리 정책을 반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  갈등요인 최소화를 하여, 민간참여  주민 친화 정책은 아직

까지 추진되고 있지 않지만 ‘Zero Waste 추진계획’ 내 원주시 쓰 기제로화 시민추진

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원주시 생활폐기물 추진정책은 제2차 국가종합폐기물처리계획의 추진 략에 근거하

여, 비교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하지만 사회 요인 리 략에 기 한 

추진 략이 잘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의료폐기물 소각장, 매립장확

장공사, 석면매립장, 등 환경시설이 설치될 때 사회  갈등요인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

문에 사회  갈등요인을 최소화하고, 민간참여 확 를 통한 사회요인 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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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제2차 국가폐기물종합계획 6  추진 략 따른 기 자치단체 정책 추진 황

추진 략 기 자치단체 정책 주요내용 비고

가치 리
 고형폐기물 연료화(RDF)시설 운 을 통한 폐기물의  

가치향상  자원화 정책 강화

물질량 리  원주시  ‘Zero Waste 추진계획’ 수립  추진 원주시 종

합폐기물 처리단지 조성, 10MW RDF 용 발 소 설립

을 통한 폐기물 감량화  방  폐기물 리 정책 추진

과 Zero Waste지향하고, 시설과 리체계 선진화 추진 환경요인 리

경제요인 리
고형폐기물 연료화(RDF)시설 운 을 통한 지역 폐기물 

련 산업 육성

사회요인 리

 원주시  ‘Zero Waste 추진계획’ 내에 주민 자치단체 운

계획 등 향후 사회  갈등요인 최소화를 한 계획 

추진

4.2.2 OECD, 국가, 폐기물 리 정책에 따른 기 자치 단체 폐기물 리 정책 비교

OECD 폐기물 리정책은 최소화 추진정책에 이 맞추어져 있으며, 본 연구 

<4.1.2>에서 폐기물 최소회를 한 OECD 추진정책에 따른 원주시의 폐기물 리 

황을 용하 다. 그 결과 폐기물 배출의 공개  투명정책분야, 통합  계획 수립분

야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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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폐기물종합계획의 추진 략과 원주시의 폐기물 리 정책을 비교한 결과 향

리를 제외한 5개 추진 략  4개 추진 략에 부합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사

회요인 리는 재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Zero Waste 추진계획’을 통하여,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표 29에서 OECD 폐기물 추진 략과, 우리나라 폐기물 추진 략을 기 로 원주시 

폐기물 리 정책 추진 황을 비교해 보고자한다. 

표 29. 기 자치단체 폐기물 리  비교(OECD, 국가정책)

OECD 추진 략
폐기물 최소화를 한 OECD추진정책

원주시

폐기물 리정책
국가 추진 략

제2차 국가폐기물종합계획(수정계획)

강제력 행사와 분담 부담정책 × ○
가치 리 
폐기물 자원화

폐기물 배출의 공개와 투명정책 ○ ○
물질량 리 
폐기물 감량화

폐기물 련 교육  보 × ○
환경요인 리 
처리시설 설치  리체계 선진화

통합  계획 수립 ○ ○
경제요인 리
폐기물 리 국제화와 재활용산업육성

효율  폐기물 처리 추구 정책 △ △
사회요인 리 
고객지향형 폐기물 리체계 구축

원주시의 경우 제2차 국가폐기물종합계획 추진 략에 부합하여 정책을 시행하고 있

으나, 폐기물 최소화를 한 OECD 추진 략은 폐기물 배출의 공개와 투명정책, 통합

 계획 수립 정책은 잘 추진되고 있었으며, 효율  폐기물 처리를 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제력 행사와 분담  부담정책 과 폐기물 련 교육  보 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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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정책 추진이 미흡하다고 단하 다. 

우리나라의 정책을 추진할 때 인센티  개념으로 근하고 있어, 오염물질  불법

인 사항에 하여, 강력한 제제를 통한 정책 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향후 원주시의 경우 음식물폐기물 배출제도가 문 수거제도로 환됨에 따라 이에 

따른 홍보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며, 다른 분리배출  폐기물 한 정책들이 시민

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폐기물 자원화와 같은 원주시만의 장 을 부각하여 홍보하

여야 할 것으로 단된다. 

OECD 폐기물 최소화 정책과, 우리나라의 국가폐기물처리 종합계획은 비슷한 측면

을 가지나 OECD는 폐기물 최소화에 을 맞추고 있으며, 우리나라 폐기물 리 정

책은 폐기물의 자원화와, 사회  요인 리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국가 폐기

물처리종합계획이 2007년 수정계획으로 최근 국제 동향  국내 실정을 반 된 계획

으로 폐기물의 자원화와 님비 상을 최소화 하기 하여 와 같은 내용이 반연된 것

으로 단된다. 

4.3 원주시 폐기물 리 황 분석

본 연구에서는 기 자치단체의 폐기물 리 황을 분석하여, 강 과 약 을 발견

하고, 외부환경을 조사하여 기와 기회를 찾아, 분석된 자료를 토 로 강 을 기회로 

살리고 약 과 기는 최 한 억제 할 수 있는 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SWOT 분석은 기업이나 조직의 환경 분석을 통해 강 (Strength), 약

(Weakness), 기회(Opportunity)와 (Threat) 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토 로 략을 

수립하는 기법이다. SWOT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 과 기상황을 분석하고, 다음 

장에서 거론된 통합 폐기물 리방안 용시의 부족한 과 문제 을 토 로 본 연구

의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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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원주시 폐기물 리의 강 (Strength) 

원주시는 「Eco-Clean 원주」목표를 세우고 2009년 생활폐기물의 원천  감량을 

한 시책 추진으로 ‘Zero Waste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와 시민들의 참여 확

를 유도하여, 극 인 실천을 동한 폐기물 감량화  재활용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

고 있는 실정이다. 

 ‘Zero Waste 추진계획’ 은 생활폐기물의 제로화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정책․제

도  측면, 시설 리  측면, 교육․홍보  측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별 단기, 기, 장기계획으로 나뉘어 장기 인 안목에서 폐기물 발생억제

를 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 발생원으로부터 폐기물 발생 억제를 하여, 기존 거 수거방식에서 크린하우

스를 병행한 문 수거방식으로 환하 으며, 향후 음식물 폐기물 한 문 수거방식

으로 환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 최 로 고형폐기물 연료화시설을 운 하여, 매립

되는 폐기물을 에 지원으로 재사용함으로써, 매립되는 폐기물 양을 일 수 있었다. 

원주시의 경우 생활폐기물 발생억제를 하여 ․장기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었으며, 고형폐기물 연료화시설을 통하여 매립되는 폐기물을 최소화 하고자 운 하

는 이 원주시의 강 (Strength)으로 조사되었다.  

4.3.2 원주시 폐기물 리의 약 (Weakness)

2009년 4월 1일부로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식이 거 수거방식에서 시외 지역  

리 상 지역은 크린하우스를 병행하는 문 수거 방식으로 환 되었다. 하지만 아직

까지 정책제도가 자리 잡지 못하여, 시민들의 무단투기  불법 소각이 음성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이다. 

한 권역별, 각 폐기물별, 수집․운반업체가 각각 지정되어 원주시 내에 개의 수

집․운반 업체가 있어 수집․운반 효율이 떨어지며, 폐기물 체 상 발생  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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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2009년 재 원주 역매립장의 잔여 매립가능 용량이  109,894㎥ 남아 있는 

상태로, 2009년 매립기  70,732㎥으로 약 1년 6개월 정도의 매립용량이 남아있는 것

으로 단되어, 시 히 매립용량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단 2011년 12월부터 매립용

량 확보를 하여 제2단계 매립면  확장공사를 실시할 정이지만, 공사 완료 까

지 매립용량 부족사태가 발생 할 수 있어 원주시 폐기물 리의 약 으로 조사되고 

있다. 

원주시 폐기물 리 정책상 소각처리는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그래

서 매립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그나마 2006년 고형폐기물 연료화시설을 운 함으로서, 

매립 비율이 시설운  이 보다 약 54% 감소하여 2009년 재 매립 비율이 33.8%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매립 비율 18.6% 보다 높은 매립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간처리시설의 충분한 확보를 통하여, 재사용, 재활용 처리 비율을 

높여, 매립 처리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단된다. 

생활폐기물의 경우  ‘Zero Waste 추진계획’을 통하여, 발생량을 이기 해 노력하

고 있으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의 경우 발생억제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

며,   2006년 이후 꾸 한 발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발생억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4.3.3 원주시 폐기물 리의 기회(Opportunity)

재 운 인 원주권 역매립장의 매립년한이 완료되어감에 따라 추가 인 매립

용량을 확보하기 하여  종합폐기물 처리단지를 민간제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종합폐기물처리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2차 매립용량을 확보하여, 약 17년간의 매립

장 사용년한을 늘리고, 간처리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집 화를 통

한 최 화 계획이 진행 이다.  

종합폐기물 처리단지 내에 고형폐기물 연료화시설 기존 80톤 향후 110톤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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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시설 35톤/일 축 된다면, 처리시설의 집 화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되며, 간처리시설의 확보로 인한 매립량 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단

된다. 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최 화 략에 따라 강원권 5개 

권역으로 나뉘게 될 정이며, 원주시 경우 원주시 단독권역내지 인근 횡성  평창

군과 권역이 묶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원주시의 경우 타 지역의 소각시설을 이용할 

경우 매립처리 비율을 감 가능하다고 단되는 바이다. 

 조성 인 기업도시 내 10MW RDF 발 소 추진하고 있어, RDF 생산과 에 지

이용이 가능한 폐기물 에 지 이용 사이클 체계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향후 고형연료 혼합소각 보조연료 공  등 하수슬러지 연료화 체계가 구축된다면, 원

주시에서 발생되어 해역배출 처리되는 슬러지류의 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단된

다. 

4.3.4 원주시 폐기물 리의 (Threat) 

본 연구에서 인구 통계 황을 토 로 인구 측 하 을 경우 10년후 2009년 인구보

다 약 3만여명 증가할 것으로 상 하 으며, 원주시 내부자료를 통해 추정할 경우 약 

10만 여명 증가 할 것으로 상하고 있다. 향후 지속 인 인구 증가  산업시설 증

가, 도시 확장으로 인한 반 인 폐기물 발생량 증가 상되고 있다. 

런던 약 1996 의정서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도 하수 슬러지 해양투기 규제가 강화

되어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지되며 2013년부터는 음식물폐기물 까지 

해양투기가 지될 정이다. 원주시의 경우 해양배출 지에 따라 하수슬러지 처리

책이 필요할 것으로 단되면서 원주시의 폐기물 리의  요인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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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기 자치단체의 효율 인 폐기물 리를 한 개선방안

본 연구를 통해서 상 계획의 정책방향과 기 자치단체의 정책 추진 황을 비교함

으로서, 상 계획의 정책을 얼마나 반 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나아가 

OECD 폐기물 략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 비교 하 다. 

OECD 략에 따른 부족한 효율 인 폐기물 리와 강력한 규제, 폐기물 련 교육 

 보 을 개선하고, 국가 폐기물 리 략의 사회환경요인을 강화하기 하여, 의 6

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RFID 기반 종량제 시스템 도입, 크린하우스 용확 , 

폐기물처리시설의 타 지자체와 연계 처리등을 통한 시설  측면, 환경경 시스템 인증

제 도입, 시민참여 확 , 폐기물 리감독 활동 강화를 통한 제도 인 측면으로 나 어 

효율 이 폐기물 리를 도모하고 자율 인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개선방안을 통하여, 정책 비교를 통해 도출된 부족한 을 

극복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되며, 원주시 황 분석과 정책비교를 통해서 도출된 문

제 을 심으로 폐기물 리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31. 효율 인 폐기물 리를 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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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RFID기반 종량제 시스템 도입

원주시의 경우  생활폐기물 배출은 쓰 기종량제 투에 의존하고 있으며, 음식

물폐기물의 경우도 음식물쓰 기종량제 투를 이용해 배출되고 있다. 음식물쓰 기 

배출방식이 문 수거 방식으로 환하기 해서 칩 방식의 용용기 배출방식을 시범

사업 이다.  

원주시의 경우 폐기물 처리를 한 시설투자는 잘 이루어져 국에서 가장 선진화

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으나 배출․수집 체계는 아직 미흡한 시 이다. 향후 원주

시 폐기물 리를 하여, RFID 기반 종량제 시스템 도입을 통한 수집․운반체계  

시설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쓰 기종량제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쓰 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지 까지 지속되고 있다. 쓰 기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발생되는 생활폐기

물이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한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시민참여가 높아지

는 부가 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다만 규격 투 사용  제작에 따른 산지출과 

기 자치단체  폐기물수거 업체 간의 폐기물 행료 산정에 한 주기 인 분쟁을 

발새 시키는 문제 을 발생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의 문제 을 개선하고, 폐기물 발생특성을 악하기 하여,  

RFID 기반의 폐기물 수집․운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각 폐기물 수거용기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각 지역마다 공동으로 설치된 통합 수거용기의 RFID 리더기를 부착

한다. 이를 통해 폐기물 배출시 각 수거용기의 RFID태그를 통하여, 수거용기에서 배

출되는 폐기물의 계근하여, 그 정보를 수집하는 차량으로 송하거나 수집장소에서 

바로 앙으로 송하여, 폐기물 배출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이러한 배출량 

정보는 각 지역마다 폐기물발생 특성을 악 할 수 있으며, 용용기 사용으로 인한 

쓰 기종량제 투 제작에 따른 산을 일수 있으며, 폐기물 수거량과 처리비용의 

데이터를 통한 폐기물 수집․운반 행료 산정 기 으로 참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단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한 RFID 기반 종량제 시스템을 도입을 통하여,  원주시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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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폐기물 리와, 향후 RFID를 통한 수집자료를 통하여, 발생원의 폐기물 발생특

성에 따른 처리 책 한 기  할 수 있어, 향후 폐기물 수집․운반체계를 개선할 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4.4.2 타 기 자치단체와 폐기물 처리시설 공유를 통한 폐기물 매립 최소화 

원주시의 경우 2009년 재 매립되는 폐기물이 120.3톤/일로 체 생활폐기물  

33.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평균 17.4%보다 높은 수치이다. 원주시가 비록 고

형폐기물 연료화시설을 운 하여 매립양을 최소화 하기 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

지는 매립되는 폐기물이 높은 수 이며, RDF로 생산되지 못한 가연성폐기물이 77.2톤

/일 매립되고 있다. 이를 처리하기 하여 인 시군의 소각처리시설을 이용한다면 원

주시 매립 처리되는 폐기물을 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인  시군과 폐기물 처리시설을 공유하는 것은 정부정책의 폐기물처리시

설 최 화정책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원주시의 경우 향후 110톤/일 가연성폐기물 연료

화시설과 35톤/일 재활용선별시설이 증설된다면, 간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이 225톤/

일로 증가하게 되는데, 2009년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이 197.5톤/일으로 발생하고 있

어, 발생하는 폐기물 보다 시설 용량이 상회하게 되어, 효율 인 처리가 어려울 것으

로 사료된다. 

간폐기물처리시설 증설 시 인  시군의 가연성폐기물을 유입하여 연료화하고, 생

산되는 RDF를 타 인 시군에서 소각함으로서, 원주시 자체 으로는 소각 운 의 

한 비용을 감하고, 고형폐기물 연료화시설의 최 화된 운 을 기 하고, 최종 매립 

처리되는 폐기물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4.4.3 크린하우스 용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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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인터넷 환경민원을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조사 결과 폐기물 배출  수집, 

무단투기 련 16건의 민원이 발생하 다. 주로 발생되는 민원내용은 도시외각지역의 

무단투기되는 폐기물에 한 내용과, 폐기물 수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을 민원제

기 하고 있었다. 

단독주택  원룸 집지역의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이동이 불편하고, 문

수거방식에서는 타 주택으로 몰래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어, 무조건 으로 문 수거방

식을 용하여, 효율 인 청소 리가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 한 와 같은지역의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이동은  다른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며, 청소거리가 늘어

나는 문제 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지 도 크린하우스를 운 하고 있지만 무단투기되는 장소 주변으로 크린하우스를 

설치 확 하여,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폐기물이 분리배출 될 수 있도록 시설 인 투자

가 이루어 져야 될 것으로 단된다. 물론 시설투자와 동시에 시민들이 극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가 같이 병행되어야 될 것이다. 

4.4.4 환경경 시스템 인증제도 도입

일반 생활폐기물 발생억제를 한 노력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하지만 사업장폐

기물 발생억제 정책은 지역산업 육성이라는 개발 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실 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환경경 은 1980년 반이후 기업 활동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속가능한 발 을 한 기업경 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

다. 

환경문제 방지와 해결을 하여, 국제 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경  체제를 도

입하고 있으며, 지속 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국제표 화기구에 의해 환경경 체제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 EMS)국제 환경표 으로 기 을 정하고 있다. 

환경경 시스템(ISO14001)은 각종 환경 목표와 세부목표를 수립하고 추진계획 등을 

통하여, 자원의 효율 인 활용을 통하여, 원가 감  폐기물 감소  유해오염물질 



- 76 -

배출 감, 에 지 감 등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효과도 기  할 수 있으며, 환경 

사고 방  법규 수 등 직간 인 효과가 매우 크다. 

환경경 시스템(ISO14001)도입으로 폐기물발생량이 1.21～30.91% 감소하는 것으로 

연구 되었으며, 매출액원단 (총폐기물발생량/매출액) 한 20.23～49.10%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나 환경경 시스템(ISO14001)이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경쟁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명균 2011).

환경경 시스템(ISO14001)도입을 장려하고, 나아가 도입하는 사업체에 인센티 를 

부여하여, 사업장에 발생하는 폐기물을 억제하고, 사업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

이다. 

4.4.5 시민참여 확

환경분야는 시민의 참여가 없이는 큰 효과를 얻을 수 없으며, 특히 폐기물 배출의 

경우 시민들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발생  배출은 배출자 즉 시

민들의 의식에 따라 발생량의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무단배출  분리수거 효율 

한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원주시의 경우 도시 외각지역의 무단투기가 문제 으로 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을 시설투자에 기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의식 고취를 통하여, 시민들 스

스로 개선 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한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 에 

국한하여 처하는 것이 아니라 기 자치단체에서 시민의식을 고취 할 수 있는 방안

을 제시하여 실행해야 할 것이다. 

향후 원주 내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폐석면 매립장 등 환경시설 운 은 지역주

민들에게는 오시설로 인식되어 님비 상이 발  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시설이 건

설진행 되기  오염  공해의 주범으로서 유해성과 상  안정성을 확실하고 발생

되는 오사항은 확실한 보상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시민들의 극 인 참

여가 이루어져야 되며, 지자체 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하여 시민들과 원만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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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의를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자율 인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장치가 필요 하며, 폐기물 

처리  도시환경 문제를 시민들에게 극 으로 알려 시민들의 참여와 조를 구해

야 할 것이다. 

4.4.6 기 자치단체의 폐기물 리 활동 강화

원주시의 경우 생활폐기물의 규제  통제 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

자치단체 생활폐기물 리를 담당하고 있어, 무단방치  투기되는 폐기물에 한 업

격한 규제와 통제를 담당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 을 방지하기 하여, 무인카메라 설치  단속요원을 확충하여, 감시

체계를 담당할수 있지만, 실 으로 무단투기자를 색출하고, 단속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의 시민의 홍보  교육 등 시민들의 인식도 요하지만 강력한 규범이 뒷받침 

될 때 효과 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단한다. 한 청소 행업체를 리  

감독하는 실질 인 규제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폐기물 민원 발생시 민간처리업자에 

한 규제방안을 마련하여, 민원발생을 방하고, 실질 인 리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시민들은 폐기물을 배출에 한 내용만 알고 있으며,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모르고 

있다. 원주시의 경우 2006년부터 고형폐기물 에 지시설을 운 함으로써, 자원순환도

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지만 홍보가 부족하여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시

민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주시의 경우 폐기물 리를 하여 ‘Zero Waste 추진계획’, 종합폐기물처리단지 

조성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시민들의 의식을 높이기 해 추진되는 정책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설투자도 요하지만 시민들의 참여의식을 높

여 극 인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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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에서도 폐기물 련 정보의 공개와 투명정책을 주요 추진 략으로 권장하고 

있다. 자원순환형 도시를 목표로 하는 원주시가 원주시만의 폐기물 리 특성을 시민

들과 공유하여, 청소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시민들의 극 인 참여를 기

하는 바이다. 



- 79 -

제5장 결    론

지 까지 기 자치단체의 폐기물 발생  처리 황을 분석하고, OECD 폐기물 최소

정책과 국가 폐기물정책에 따른 기 자치단체의 폐기물 리 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기를 기반으로 효율 인 폐기물 리방안을 제시하 다. 

원주시의 폐기물처리 최  장 은 고형폐기물 연료화시설을 통한 가연성폐기물의 

에 지화 일 것이다. 국 최 로 운 하고 있는 고형폐기물 연료화시설 운 노하우

를 통해 양질의 연료를 얻고 있으며, 향후 증축되는 시설을 통하여, 매립되는 폐기물

을 에 지원으로 최 한 이용함으로서, 자원순환형 도시의 핵심시설이 될 것이다. 

한 기업도시 내 RDF를 이용한 10MW  발 시설이 완성되면, 폐기물 에 지이

용 사이클 체계를 완성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되며, 발 시설을 통한 슬러지의 연료

화  건조를 통한 해양배출 되는 폐기물의 체처리까지 기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하지만  운  인 역매립장의 매립년한이 한계에 이름에 따라 매립용량 확보

가 필요한 시 이다. 다행히 종합폐기물처리단지조성을 2011년 12월 추진함에 따라 

매립용량을 확보하고 고형폐기물 연료화시설과 재활용 선벌시설 등 간처리시설을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도시외곽지역의 생활폐기물 배출방식 변경에 따른 무단투기가 이루어짐에 따라 크

린하우스 설치  배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극 인 문 수거와, 분리배출을 도모

해야 할 것이다. 향후 폐기물 수거방식이 정보통신기술과 목됨에 따라 RFID방식이 

용된 시설을 도입하여 수거체계의 시스템이 발  되어야 할 것이다.

원주시 목표인 자원순환형 도시구축의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시설 인 부분의 

개선도 요하지만, 시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여 극 인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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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 경우 반 으로 폐기물 처리를 하여 많은 노력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 인 리 부분에서 문제 이 도출되고 있었다.  문제 을 해결하고, 

폐기물 발생억제를 하여,  추진하고 있는 ‘Zero Waste 추진계획’의 극 인 실천

이 필요하다. 

향후 원주시는 도시확장  인구증가에 따른 발생되는 폐기물이 증가가 상됨에 

따라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문제 을 개선하여, 효율 인 폐기물 리가 이루어지기

를 기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 자치단체의 폐기물 리 황을 분석하여, 정책분석

을 통한 생활폐기물의 리 개선방안을 심으로 기술하 다. 생활폐기물 이외에 사

업장폐기물과 타 폐기물에 한 연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포 인 폐기물 리 방

안을 제시하지 못하 지만, 사업장폐기물의 강령한 행정규제와 인센티  정책을 통한 

발생업체  민간 탁 처리 업체를 리 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본 연구와 실질 인 

원주시 폐기물 리특성을 분석하여, 발생되는 체 폐기물에 한 리 방안이 제시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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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Reformation by Analyzing Waste Management 

Measures of Local Government

: Focus on Municipal Waste Management in Wonju  

                                        Kim, Tak-Kyong

                                        Dep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According to the population growth and acceleration of development internation-

ally, there comes much waste increase in quantity. 

Korea also faces the same situation dealing with waste increasement. Therefore, 

we are in the need of new waste management rather than previous one at this 

moment.  

In this study, along with the investigation of current general waste management 

status, via the comparison domestic waste management plan with that of OECD's, 

and to specify the  existing problems in local governmental waste management 

policy, it is intended to suggest reformation solution to that policy.

The object of this study is set as a domestic waste management system in 

Wonju City in Korea due to the reason below; In case of Korean local government 

management system, it is mainly focused on domestic waste while private sectors  

are dealing with industrial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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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ste management policy in Korea follows The Second General Plans of 

Waste Management , which were revised and enacted from 2007. The policy aims 

to build sustainable resource-circulating society and it presents six strategies fo-

cused on waste management, including Impact Management, Value Management, 

Mass Management, Environmental Drivers Management, Economic Drivers 

Management and Social Drivers Management details.

In case of Wonju city, it adopts and implementing the policy by transforming 

those to its' own situation. However, it is estimated via the study that the city is 

lacking its capacity, mainly in Social Drivers Management. 

In order to minimize the waste, OECD presents five detail driving policies to 

member states as follows; first, implementation of enforceable legal force and 

disposal charge, second, waste disposal process disclosure with transparent policy, 

third, waste disposal training and promotion, fourth, establishment of   integrated 

waste management plan,  and fifth, the effective waste disposal policy set up.

In Wonju, the city has been carrying out transparent policy waste with dis-

closure disposal process relatively good, and they put much effort on preparing the 

integrated waste management however, ill performances were shown while carrying 

out first and third policy of OECD. 

In this study, you can find out the important quality of waste occurrence  with 

treatment at Wonju city in Korea. And,  it is suggested the solution for the refor-

mation drew from comparison Korean policy with that of OECD's.

Conclusions obtain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 

First, introduction of RFID-based meter-rate system is needed for concerning 

source quality of waste in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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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landfill waste should be minimized by sharing waste treatment facility 

with neighbor cities but optimum operation of the facility should be maximized.

Third, the target area of ‘Cleanhouse policy’ in Wonju should be expanded, par-

ticularly in areas where the illegal waste dumping rampantly take place.

Fourth, it will be able to decrease the waste generation by introducing Green 

Management Certification System and gives incentives to wastes generating com-

panies in order to promote the volunteer participation from the them.

Fifth, it should be started from waste source reduction via the voluntary re-

straints of the people.

Sixth, by reinforcing local government's power, stronger regulation with control 

measures should be established and publicized.

Yet lots of municipal budget and efforts has been invested to the city's waste 

control activities, numbers of problems can be found in practical management 

measures. Consulting with the result of this study, Wonju needs further improve-

ments in waste management which are expected to be taken by city 

administration. 

------------------------------------------------------------

Keywords : Waste management, Integrated wast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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