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자원공사는 합성수지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전담기관으로 환경부 산하에 설

립되었으며, 이로써 폐기물 재활용은‘재활용산업’이라는 독립된 산업군(群)으로 그 개념

이 정립되어 나갔다. 또 환경관리공단은 환경기초시설들은 적정하게 운영·관리할 수 있

는전문적인관리조직이며, 한국환경자원공사와환경관리공단은2010년 1월부터한국환경

공단으로 통합되어 운영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에 대한 관리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하면서 설립된 전문 관리기관이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주변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기여하는전문기관이며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환경산업의발전과수출

전략을촉진하고환경기술의개발연구와체계적육성을위한기관이다. 

제1장 _ 한국환경자원공사

제2장 _ 환경관리공단

제3장 _ 국립공원관리공단

제4장 _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5장 _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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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설립배경

1962년부터시행된제1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은‘잘살아보자’라는슬로건을

내걸고경제개발을통한조국의근대화를촉진하였다. 이후3차에걸친경제개발

5개년계획의성공적추진으로국가경제규모가커지면서생산구조가고도화되었

으며또한국민소득이증대됨에따라새로운사회문제로환경오염문제가대두되

었다. 1970년대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점차 심각해지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체계적이고전문적인환경관리의필요성이증대되었다. 

특히신소재로개발된합성수지인비닐은자연상태에서분해가잘되지않아대

표적인환경오염원의하나였다. 공업용, 서비스업, 영농작물재배등의사업활동

은물론일상생활에서광범위하게사용된후무분별하게방치되어그폐해는날

로심각해져갔다. 

이에따라정부에서는당시지방행정조직을관리하던내무부를폐비닐수거·

처리업무의 주관부서로 지정하고 각 시·군별로 폐비닐 수거집하장을 설치하여

시·군의차량및인력으로수거업무를담당하도록하였다. 

그러나이와같은전국적인관리·운영에도불구하고일선시·군의무관심등

으로수거량이전체발생량의 20%에도미치지못하였고, 수거된폐비닐도적정

처리방안이부재하여상당량이무단소각되는등지방행정조직에의한폐비닐수

거·처리업무는그실효성이미미하였다. 

1979년 12월 28일 전국에 산재된 폐비닐 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법률 제3182호)」

을 제정하였다. 이 법의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1980년 9월 11일 합성수지폐기물의적정

처리를위한전담기관으로환경부산하에한국

자원재생공사를설립하였다.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 근거한 공사

의 창립으로, 이전까지 단순히 고물영업으로

취급되었던 폐기물 재활용은‘재활용산업’이

라는 독립된 산업군(群)으로 그 개념이 정립되

어 나갔다. 아울러 폐기물 재활용산업에 있어

일대전기를마련하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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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한국환경자원공사

<그림 4-1-1> 한국환경자원공사(2009년말전경)



- 한국환경자원공사연혁

1979. 8. 8 : 사단법인한국자원재생공사설립위원회등기

1980.� 9. 11 : 공사설립(한국자원재생공사법인설립등기) 

1980. 12. 20 : 폐수지수집업무를내무부로부터인수(45개사업소, 차량135대) 

1981. 4. 1 : 폐합성수지처리원인자부담금징수개시

1982.� 2. 1 : 고지·고철사업개시

1986.� 9. 25 : 농약빈병수거·처리사업정부로부터수탁

1989.� 5. 8 : 청주폐비닐처리공장준공

1989.� 8. 1 : 농약PET용기유상수집실시

1991. 10. 1 : 폐기물유통정보센터설치운영/ 「폐기물자원화」정보지발간

1991. 10. 30 : 안동폐비닐처리공장준공

1992.� 8. 22 : 제1회국제재생산업전시회개최

1993. 12. 27 : 「한국자원재생공사법」제정·공포(1994년4월1일시행) 

1994. 3. 15 : 재활용산업육성자금융자지원실시

1996. 2. 28 : 시화폐비닐처리공장준공

1997. 5. 27 : 서울대형폐기물처리공장준공

1997. 6. 19 : 제3자예치금지급업무실시

2003. 12. 30 : 「한국환경자원공사법」공포(2004년7월1일시행) 

2005. 11. 18 : KOLAS공인시험기관인증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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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한국자원재생공사



제2절

조직과기능의변천

1. 조직의변천

1979년 8월 8일공사설립위원회가발족되었고, 1979년 12월 28일「합성수지

폐기물처리사업법」이제정·공포된후 1980년 9월 11일설립등기를마쳤다. 이

에따라합성수지폐기물관리기관인공사가탄생되었다. 

1980년 9월 16일공사의업무를합리적이며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환경

청장의승인을받아직제를확정하였다. 공사창립초기의기구편제를보면, 본사

기구는 3부 3실 8과로, 기획개발부와총무부·사업부·비상계획실·감사실·부

속실을 두었고, 하부기구로 8개 지사(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

북·경남) 및 45개집하장을두었다. 또당시내무부로부터사업차량 135대를인

수하여정부로부터위탁받은사업을수행할수있는기틀을마련하였다. 

(1) 제1기(1980∼1985년) 

공사창립당시조직인본사3부3실8과, 하부기구인8개지사및45개집하장

에서, 1982년에집하장의명칭을관리소로개칭, 2개관리소를증설하는등이시

기는공사의업무범위를점차확대하기위한준비기였다. 

(2) 제2기(1985∼1991년) 

농약용기 수거·처리사업 인수와 조사연구 및 홍보 활동 강화, 연구직 신설,

「폐기물관리법」제정 및 재활용품분리수거사업 착수 등 대내외적인 사업여건의

변화에따라조직을대폭확대하는계기가되었다. 

이시기에1본부5부6과4지사2공장26개사업소가증설됨에따라인원또한

620명이증원되어총정원이1,344명에이르렀다. 

(3) 제3기(1992∼1994년) 

쓰레기종량제실시로각종재활용시설운영에종사하는인력이증가하게되었

으며「공사법」시행및분리수거일원화방침, 재활용산업지원, 폐기물재활용처

리위주의체계구축이필요한시기였다. 

3부 1실 5과 1공장 1개사업소가증설되었고 10개지사는4개본부체제로정비

932 환경30년사



하였다. 총정원은 1,761명으로 417명이증원되어자원재활용중추기관으로위상

을자리매김하게되었다. 

(4) 제4기(1995∼2000년) 

수거기능의단계적축소및 IMF사태로인한정부의출연·위탁기관경영혁신

방침으로대대적인구조조정이단행된시기였다. 

1출장소 1공장이증설된데반하여, 이기간동안총2처 1실 5부 2개지사21개

사업소가축소되었고, 인원도596명이나감축되어총정원이1,165명으로줄어드

는등조직이대폭정비되었다. 

(5) 제5기(2001∼2003년) 

재활용산업육성및정책·제도지원전문기관으로의역량과재활용국제교류

기능강화등을위하여미래지향적인조직구조로확대개편하게되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운영,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운영등을전담할

신규부서를증설하였다. 총정원은제4기와동일하며, 적체된영농폐기물을처리

하기위하여폐비닐중간처리시설3개소를신설하여사업소2개가증가하였다. 

(6) 제6기(2004∼2006년) 

신규업무및기존업무확대로인한업무수요가증가하고, 환경과무역의연

계강화로선진국의폐기물에대한규제가가속화되면서폐기물정책전반에대

한중추적집행기관으로발돋움한시기이다. 

또한 수도권지사를 서울지사와 경기지사로 분리하였고, 8개 사업소를 축소하

여총정원48명을감축, 1,067명범위내에서자체정원을조정하였다. 

본사8처2실28팀을 1본부 11실 2센터로정비하여대팀제도입을통한의사결

정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국제환경 협력사업 강화를 위하여 국제정책연구센터를

신설, 중국·베트남사무소를개설하게되었다. 

(7) 제7기(2007∼2009년) 

환경분야의시대적인요구에따라실시된환경부의산하기관기능조정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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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연도별정원현황

구 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9년

계 421 444 724 1,524 1,165 1,067 1,095

임원 3 3 4 6 5 5 5

일반직·별정직 168 169 248 419 356 419 554

기능직 250 272 472 1,099 804 643 536



과로공사는폐기물관리종합기관으로역할과기능의변경이이루어졌다. 폐기물

의발생억제및감량화, 폐기물재활용촉진, 폐기물적정처리강화의폐기물발

생에서처리에이르는전과정을담당하고있다. 

본사 조직은 1본부 11실 2센터에 폐기물부담금실과 폐기물시설설치실을 추가

하여 1본부 13실 2센터로확대하였다. 정원역시 1,067명에서 1,095명으로증가

하여, 폐기물종합관리기관으로서의조직과인력을갖추었다. 

2. 기능의변천

1980년설립당시에는「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근거, 농업용폐비닐위

주의폐기물을직접수거하여처리하는사업을수행하였다. 하지만설립당시조

직은 본사 3부 2실 8과, 지사 8개, 집하장 45개로 총인원은 421명, 사업차량은

135대로규모가적어그역할은미미하였다. 

이후환경정책과재활용산업이점차발전하여나감에따라설립당시와는기능

과역할이크게변모하였다. 1980~1990년까지는공사의설립및‘영농폐기물관

리’단계이며, 1991~2000년까지는「한국자원재생공사법」을제정(1993년)하고재

활용산업의육성·지원등포괄적재활용사업의중추기관으로기능과역할을수

행하는‘재활용산업육성’단계로말할수있다. 

2001~2005년까지는 폐기물적법처리제도 운영(2002년), 「한국환경자원공사

법」제정(2003년) 및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폐기물부담금제도관리업무도입등

자원순환관리제도운영을통하여공사사업영역을확대하여나간‘폐기물관리제

도운영’시기이다. 

마지막으로 2006년이후는‘폐기물종합관리및국제환경대응’단계라고할수

있는데 2006년환경부산하기관기능조정을통하여매립및소각시설설치지원

업무를공사에서전담하게되었고, 2007년에는시험연구센터설립, 전기전자제품

및자동차의환경성보장제도시행, PCBs 등유해폐기물관리사업추진, 2008년에

는폐기물의에너지화사업등자원순환사업의다양한영역까지공사의업무영역

을확장시켜나갔다. 설립이후공사의주요기능과역할전개과정은다음과같다. 

(1) 영농폐기물재활용

- 농약용기수거·처리사업내무부(현행정안전부)로부터수탁

(1986년9월25일) 

폐비닐과마찬가지로 1970년대부터농촌일손부족해결과병충해방제를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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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농약사용량이급속히증가하면서농작물잔류농약문제와더불어사용후버

려지는농약용기가또다른심각한농촌환경문제로대두되었다. 

농약용기수거업무는1974년부터 1980년까지는농협이, 1981년부터 1986년까

지는 11개농약제조업체가지역별로분담하여수행하였으나수거실적이낮아농

촌에서환경문제가갈수록악화되었다. 이에정부는당시경제기획원주재의회

의를통하여공사에농약용기수거·처리업무를위탁하였다. 

- 폐비닐처리공장설치(1989~1995년) 

잡초생장억제용고밀도멀칭비닐은이물질이많고재질의취약성으로민간부

문에서의재활용이어려워, 사용후무분별하게소각처리되면서대기오염문제

를발생시켰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고자공사에서 1989년청주에세척식폐비

닐처리공장을설치·운영하였고, 1995년까지안동·담양·시화에3개공장을추

가건설하여연간2만 1,000톤의멀칭용폐비닐을재활용하고있다. 2004년에는

습식방식의최신시설을도입한정읍폐비닐처리공장을완공하여 1만 2,000톤의

폐비닐을추가로처리하고있다. 

이러한 폐비닐처리시설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농업여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세

계적으로도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폐비닐 재활용시설이다. 또한 늘어나는

폐비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폐비닐의 파쇄·선별·압축과정을 거친 후

원료를생산하는폐비닐중간처리시설을 1996년부터2006년까지총9기를건설

하여연간8만1,000톤을처리하고있다. 

- 폐비닐수거·처리업무민간위탁

공사설립의모태라고할수있는영농폐기물의수거·처리사업은사업자체의

고비용·저효율구조와더불어대내외환경여건변화및공사의업무고도화등

에따라자체구조조정의대상이되었다. 

2005년시범사업으로추진한영농폐기물수거사업의민간위탁은2006년37개

시·군33명, 2007년54개시·군49명, 2008년70개시·군63명으로확대되었

고, 이기간동안수거효율이20% 이상향상하는등그성과가나타나고있다. 

(2) 도시 생활폐기물재활용

- 고지·고철사업착수(1982년2월1일) 

고지·고철 수거사업은 복잡한 유통구조상 세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아탈세가빈번하였다. 이에따라 1981년국세청의건의로국무총리실주관회의

를통하여고지·고철수급시장에공사가참여하게되었고, 이는유통및세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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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확립과자원절약에크게기여하는성과를낳았다. 

고지·고철수거업무에공사가참여한이후재활용품유통시장의투명성이확

보되었고, 재활용품분리수거의정착과더불어민간업체지원을통한재활용시장

이활성화되었다. 그러나수거업무에서공사와민간업체의역할이중복됨에따라

1999년부터는 민간 수거활동이 부진한 농촌지역에서만 고지·고철 수거업무를

영농폐기물수거업무와병행하여수행하게되었다. 

- 재활용품분리수거사업확대실시(1991년7월1일) 

1980년대를 지나면서 날로 가속화되는 도시집중화에 따른 도시생활쓰레기의

증가로쓰레기매립지부족문제가국가적인난제로등장하였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 여태까지 재활용품이라는 개념도 없이 일반생활쓰레기

와혼합처리되고있던재활용가능제품을일반쓰레기로부터분리하여수거하

는‘재활용품분리 수거사업’을 공사가 주도하여 1990년 서울지역에서 시범

실시하였으며, 1991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쓰

레기종량제 전국 실시의 요체가 되었으며, 종량제의 조기정착에 크게 기여하

였다. 

- 재활용품중간처리시설설치(1995년12월27일) 

전국8개소에연간4만7,600톤규모의‘폐플라스틱중간처리시설’과연간2만

2,000톤규모의‘폐유리병중간처리시설’3개소를설치하여 1995년부터전국적

으로 실시된 쓰레기종량제의 정착과 민간업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처리능력이 부

족한품목의원활한처리에크게기여하였다. 

- 서울대형폐기물처리시설준공(1997년2월15일) 

1991년재활용품분리수거시범사업으로시작된감량화정책에따라1994년서

울난지도매립지에폐가전제품과장롱등대형폐기물을처리할수있는임시파

쇄시설을갖추고, 서울시로부터반입되는대형폐기물을파쇄하여재활용품을회

수하고 매립 대상물을 최소화하여 매립지난 완화에 기여하였다. 이를 발전시켜

1997년 2월에는연 1만 5,000톤규모의서울대형폐기물처리공장을준공·운영

하였으나, 2002년월드컵주경기장건설로시설이전이불가피하여 1999년 12월

말가동이중단되었다. 

- 시화폐타이어처리시설설치(1998년12월29일) 

사업자단체에의한회수체계는갖추어져있으나, 처리시설의부족으로재활용

이 어려운 폐타이어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사에서는 1998년 12월 시화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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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연간 200만개(1만 5,000톤) 처리규모의 시

설을설치하여고무분말을생산하고있다. 이

는 대형폐기물, 폐플라스틱, 폐유리병과 마찬

가지로1994년「공사법」시행이후재활용분야

에서의공사역할이확대됨에따라재활용시설

부족 및 경제성 결여 등으로 민간이 참여하기

어려운분야는국가가처리업무를분담하는국

가차원의재활용촉진시설이다. 

- 3개권역비축처리시설준공(2000년3월)

재활용품의 수급안정과 재활용제품의 원활

한물류유통을지원하고자 2000년 3월 3개권역에 7만톤규모의비축처리시설

을준공하여원료의안정적수급, 재활용제품의물류기지역할및재활용제품판

매를지원하고있다. 

- 재활용품수거·처리사업및재활용시설운영중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및제48조에따른‘생

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시행(2003년 1월)으로공사가제도운영기관으로지정됨

에 따라 민간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감독기관이 재활용품의 수거와 재활용 시설

운영을직접수행하는것은타당하지않았다. 고지·고철등은수익성이큰재활

용품으로그동안꾸준히민간이양요구가있어부가가치가있는재활용품목수거

업무는1999년부터민간부문으로이양하였다. 또2004년부터EPR 대상품목수

거를 중단하고 폐플라스틱, 폐유리병, 폐타이어 등의 재활용처리시설 대부분을

민간으로이관하였다. 

(3) 재활용산업육성지원

- 재활용산업육성자금융자지원실시(1994년4월11일) 

1994년「공사법」시행과더불어민간재활용산업육성을통한폐기물재활용활성

화를위하여민간재활용업체에대하여융자지원사업을실시함으로써재활용산업

육성·지원업무가개시되었다. 현재연간650억원수준의자금융자지원외에도창

업지원, 기술지도, EMS컨설팅, 통계지원등으로지원범위를확대실시하고있다. 

- 재활용가능마크부여업무실시(1995년) 

공사에서는 1995년부터환경부‘재활용가능표시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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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호)’에 근거하여 주민들이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기 위하여

포장용기에 재활용가능마크를 부여하였고, 2003년부터‘분리배출표시제도’로

명칭을바꿔지속적으로수행하고있다. 

- 창업지원및재활용기술지도실시(1999년) 

1999년부터재활용신규사업자또는예비창업자를대상으로사업타당성검토

및창업에따른인·허가등행정절차대행을통하여시장진입을돕고시행착오

를최소화할수있도록지원업무를시작하였다. 

재활용업체의생산성향상및경쟁력제고를위하여 959명의재활용전문가와

신청업체를연결하여2009년말현재총121개업체를지원하였다. 

- 폐기물통계업무실시(2003년) 

2002년 12월 정부승인통계작성기관으로지정된이후 2007년 말까지총 7종

의정부승인통계를작성하고있으며, 2008년에는그동안국립환경과학원에서맡

아온‘일반및지정폐기물발생처리현황’을공사가담당하는등폐기물분야통

계일원화를추진하였다. 

- EMS 구축컨설팅지원(2006년) 

재활용산업체가환경경영체제구축을통하여산업경쟁력을높이고환경친화적

이미지를강화할수있도록컨설팅사업을실시하고있다. 아울러2008년기준9

개업체가컨설팅을받아 ISO 14001 인증을획득하여생산·서비스의효율적환

경관리체계를구축하도록하였다. 

(4) 폐기물관리제도운영

-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도입·운영(2001년) 

1999년부터 시행된 폐기물의 발생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처리경로를 확인

하기위한‘폐기물처리증명제도’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 2001년 9월 정보

기술(IT)을 기반으로 하는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이 시스템은 배

출자, 수집·운반업자, 처리자사이의폐기물처리과정에대한관리를인터넷상

의전자인계서로구현하는폐기물관리정보시스템으로서, 이는폐기물배출사업

자가기존의폐기물인계서를수거입력하는불편을해소할수있었다. 

2001년 시범 실시되어 시행 초기 1,500여 개소였던 시스템 사용업체는 3만

5,000여개소까지증가되었고, 이러한급속한성장에맞추어2007년8월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었다. 기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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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폐기물관리시스템과 의료폐기물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Allbaro시스템’으로

브랜드화하고, 2008년부터시행중에있다. 

-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및폐기물부당금제도도입·운영(2003년) 

EPR 제도도입후재활용실적은매년2%~12%씩증가하여2002년예치금제

도운영당시93만8,000톤이었던재활용실적이2006년에는35.5%(33만3,000

톤) 증가한 127만 1,000톤으로늘어났다. EPR 시행 4년동안재활용된양은총

469만톤에 달하였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자원의 낭

비를막기위하여유해물질을함유하거나재활용이어렵고폐기물관리상의문제

를초래할가능성이있는제품의제조·수입자에대하여그폐기물처리에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1993년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공사는

2003년부터환경부로부터업무를위탁받아운영중에있다. 

(5)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시설검사및기술진단

- 폐기물에너지화시설등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

1980년대부터폐비닐처리시설및생활폐기물재활용선별시설등폐기물처리

시설을설치·운영하여오고있으며, 이 노하우를토대로 2005년부터지자체의

공공기반재활용선별시설설치업무지원및2007년부터환경부산하기관기능

조정에따른폐기물소각및매립시설설치사업등을수행하고있다. 특히 2008

년부터고유가시대에대비한신재생에너지사업이녹색성장의첨병역할을하게

됨에따라공사의최우선핵심사업으로선정하여2012년까지5,000억원이상의

수주물량을확보하고있다. 

- 공공재활용기반시설등재활용시설설치지원

고밀도농업용폐PE필름의자원화를위하여 1987년도부터폐비닐재활용시설

설치사업을 시작하였다. 1995년 폐플라스틱중간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시작으로

2005년까지폐유리병중간처리시설, 폐가전제품재활용시설, 폐타이어재활용시

설, 폐비닐 재활용시설 등 27개소의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사업을 추진하여 왔

으며, 경북권·충청권·수도권비축처리시설과전남권·전북권등4개소에지사

를 신축하였다. 또한 이러한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2005년부터‘공공 재활용

기반시설설치운영지침’을마련, 지방자치단체의공공재활용기반시설설치사업

을 위·수탁 체결하여 사업수행 4년만에 12개 지자체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

였다. 2007년보령시·김해시의공공재활용기반시설을완료하여총 4개의공공

재활용기반시설준공실적을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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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시설검사및기술진단

폐기물처리시설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공공환경시설의 고

장을예방하기위하여실시한폐기물처리시설기술진단및주변영향조사는2007

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양천 자원화회수시설 기술진단업무를 시작으로, 강남 자

원화회수시설기술진단, 영흥쓰레기매립장사후관리정밀조사, 서귀포시상효동

매립장 주변환경종합보고서, 담양군 금성매립장과 봉화군 사용종료매립시설 주

변에대한영향조사등을실시하였다. 

(6) 폐기물성분분석등시험·검사·분석업무

- 시험·검사·분석업무확대

2001년부터실시한포장검사업무를비롯하여, 2003년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행되는 분리배출표시 재질시험 및 가연성 폐기물이

재활용가능한고형연료로적정사용될수있도록하는고형연료제품품질인증·

관리업무, 2005년의료폐기물전용용기의법정기준준수여부검사등을수행하고

있다. 또한폐기물종합관리기관으로서다이옥신등유해물질측정·검사까지영

역을확대하여2007년시험연구동을건립하였고, 2008년부터다이옥신·RoHS

·PCBs·석면등의시험·분석등여러가지유해물질측정·분석업무를수행

중에있다. 

- GLP 우수시험기관설치·운영추진

공사는유해물질관리분야의전문기관으로발돋움하기위하여, GLP전문시험

기관 지정을 추진 중에 있다. 유럽연합(EU)의 새로운 화학물질관리정책인

REACH제도대응을위하여국내화학물질 GLP(Good Laboratory Practice)전

문시험기관신설계획에따라2006년 9월부터환경부의REACH추진대응기획단

(T/F)에공사직원이참여하고있으며, 2009년 12월현재GLP시험기관지정신

청을하여현재인프라를구축중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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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페기물분리수거실태검사현장 <그림 4-1-5> 폐기물압축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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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주요사업추진현황

1. 재활용가능자원의수거처리

(1) 개요

1970년대중반이후합성수지의사용량이급격히증가하기시작하면서환경오

염이가중되었고, 원유가격인상으로에너지절약이요구되는등대내외적요인에

따라 플라스틱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재자원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79년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이공포되었고, 이에따라합성수지폐기물의수거·

처리및재자원화업무를전담할수있는기구로서1980년9월 11일한국자원재생

공사를설립하게되었다. 당시공사의주요기능은폐수지·폐지·폐유류·폐고무

류의수집·처리와기타정부로부터위탁받은재활용업무등을수행하였다. 

이에따른재활용품수거·처리업무의변천사를보면 1980년 12월 20일내무

부로부터집하장45개소, 차량 135대와함께폐비닐수거업무를인수받았다. 이

를시작으로1980년 11월 27일국무총리행정조정실주관의관계부처협의결과,

1981년 12월 24일 고지·고철수거 업무의 공사 위탁이 결정되었고, 이듬해인

1982년2월부터본격적으로업무가시작되었다. 

1986년 9월에는경제기획원주관의회의에서농약용기수거를공사가전담하

는것으로결정되었으며, 이에따라 1987년부터영농폐기물관리를중점으로업

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1990년 분리수거 재활용사업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도시

지역폐기물수거·처리를병행하게되면서인력과장비등이대폭확충되었고,

정부의체계적이고종합적인폐기물관리의필요성이대두되어1993년「한국자원

재생공사법」이제정되었다. 

「공사법」의시행에따라폐기물재활용시설의설치운영, 재활용가능자원의비축

시설설치운영, 재활용산업에 대한 지원업무,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기술개발·보급등의사업을본격추진하게되었다. 이후분리수거업무의지

자체로의일원화정책에따라1994년차량76대와인원62명을자치단체로이관하

였으며, 재활용품직접수거업무는1997년광역시급이상, 1998년시급이상, 1999

년에는시지역동단위이상을연차적으로중단하는등사업범위가축소되었다. 

2003년부터는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본격시행에따라그동안수행하



여온재활용가능자원처리시설의운영을중단하였다. 공사에서직접수거하던영

농폐기물의 수거를 민간위탁수거사업자가 사업을 맡아 2004년 10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한후2006년부터본사업을시행하여2009년7월말현재전국의80

개 지역에서 73명의 민간위탁수거사업자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수거한영농폐비닐의적체가심각하여폐비닐재고제로화를위한특단의대책으

로민간의폐비닐재활용기술공모사업과시멘트킬른연·원료화사업을통하여

2010년말까지공사보유재고를제로화하는데중점을두고추진하고있다. 

(2) 영농폐기물수거·처리

- 영농폐비닐

1) 수거및처리실태�  

영농폐비닐은사업초기에는하우스용저밀도비닐이주로배출되었으며공사

에서는이를수거·선별한후민간업체에공급하여정화조, 함지박, 화분등의제

조용으로널리사용되었다. 이후농촌의일손부족이심화됨에따라대형하우스

형보다담배·고추·참깨등의소형작물재배가늘어나자잡초생장억제를위한

멀칭용고밀도비닐의사용량이늘어났다. 이러한고밀도멀칭용비닐의경우이

물질이많이포함되어있어민간업체에서채산성결여와재질상의취약을이유로

재활용을기피하여공사사업소에서는적체량이점점늘어적정처리를위한문제

가발생하였다. 

또한 1990년대중반까지만하더라도폐비닐을이용한재생제품으로정화조및

함지박, 농수로관등에대한수요가있어민간업체를통하여재활용이많이이루

어졌다. 그러나 1990년대후반이후건축경기불황과정화조의재질변경(FRP로

대체)으로폐비닐의재생수요가급감하였다. 

이에 따라 공사 보유 재고가 급증하게 되었으며 공사에서는 고밀도 폐비닐을

처리하기위하여 1988년 청주처리공장을시작으로 2004년 정읍처리공장까지 5

기의습식폐비닐처리공장을건설하여펠렛과플러프등을생산하고있다. 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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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폐비닐처리공장설치내역

구 분 청주 안동 담양 시화 정읍

위치 충북청원 경북안동 전남담양 경기시화 전북정읍

시설 부지(㎡) 9,316㎡ 22,704㎡ 14,407㎡ 10,843㎡ 38,053㎡

규모 건물(㎡) 3,474㎡ 2,681㎡ 2,866㎡ 3,541㎡ 3,458㎡

착공일 1987.12.28 1990.10.15 1992. 6.12 1995. 1. 9 2002.10. 7

준 공 일 1988.10.27 1991.11.15 1993. 9.11 1995.12.20 2004.11.16

투자액(백만원) 2,417 3,309 4,043 5 ,159 11,025

처리규모(톤/년) 5,000 5,000 5,000 6,000 12,000



낮은 저밀도 폐비닐을 처리하기 위하여 1995

년합천처리공장을시작으로2005년봉화처리

공장까지 총 8만 1,000톤 규모의 건식폐비닐

처리시설9기를설치하였다. 

또한 축산 농가에서 사용 후에 제대로 처리

되지않아환경오염문제를일으켰던곤포사일

리지비닐을2007년 5월부터시범사업을통하

여 수거를 시작하고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반영농폐비닐과 같이 수거하여 곤포사일리

지 비닐에 대한 수거 및 재활용체계를 구축하

였다. 

공사는 1980년 설립 이래 농촌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및 농약용기 수거·처리

업무를수행하면서환경을보호하고자원재활용을통하여국가경제발전에기여

하여왔다. 그러나영농폐기물의발생량증가, 생활환경의개선등전반적인사회

경제적여건변화에따라공사의사업시스템도발전적으로재편하여야할필요성

이제기되어왔다. 이에공사는새로운사업환경에부합하도록사업의비전과방

향을설정하고전국적인수거재활용조직의최적시스템구축및효율적인사업기

반을마련하는등수거처리사업의종합적인로드맵을제시하고자, 2007년 영농

폐기물수거처리5개년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고있다. 

�  

- 민간위탁체제로전환

영농폐비닐이다량발생하고있으나공사및민간에서수거하지못하는폐비닐

이불법소각, 방치되어환경오염을유발하고, 연간폐비닐발생대부분이수확기

에집중적으로발생하여효율적인차량과인력관리가어려웠다. 이에따라공사

에서는직접수거하던폐비닐수거방식을효율성이높은민간전문수거방식으로

개선하여농촌에서발생되는폐비닐수거율을제고하고차량및인력을효율적으

로조정하여쾌적한농촌환경을조성하고자도입하게되었다. 

1980년부터 24년간지속되며공사의설립근거가되었던영농폐기물수거업무

는민간의효율성이접목되어 2004년 11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약 1

년간시범지역으로충북보은군, 경북 군위군, 전남 광양시 3곳에서 3명의사업

자를선정하여실시하였다. 공사는민간위탁수거시범사업에대한노사합동평가

단을구성하여현장방문등을통하여월별평가를실시하였다. 영농폐비닐수거실

적, 수거지연등민원발생여부, 산간및오지지역등소량발생지역에대한적기

수거, 폐비닐 수거 시 이물질 제거상태, 지자체 등 민간수거사업자에 대한 만족

및협조, 적정배출에대한홍보등에대하여평가한결과, 공익성·환경성·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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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영농폐비닐



성등여러부문에서긍정적인평가결과가나왔다. 

이후사업시행1차년도인2006년에전국37개시·군에서33명의사업자를선

정하여 본격적으로 민간위탁수거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차년도인 2007년 16명,

2008년 14명등현재 63명의사업자가전지역의 30%인 70개시·군에서민간

위탁수거사업을실시하고있다. 또한전국적으로광주·전남지역은전지역에서

민간위탁수거사업을실시하고있으며, 사업실적도20% 이상높아효율적으로추

진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사업시행초기에는공사직원을대상으로사업자를모집하여시행하였으나앞

으로는일반인에대하여도사업자를선정할계획이며2010년부터는전지역에서

공사직접수거방식을중지하고민간부문에서수거하는방식으로수거체계를전

면적으로전환할계획이다. 

1) 농약용기

1970년대부터농약사용량이급격히증가하면서사용후폐기되는빈농약용기

속에잔류하고있는농약에의한생태계파괴와유리용기의파손에의한사람및

가축의피해가속출하여심각한농촌환경문제를유발하였다. 

1974년부터1980년까지농약사용자단체인농협을통하여빈농약용기를수거

하도록하였으나총사용량의 1.3%만수거되었고, 1981년부터 1986년까지농약생

산자들인11개농약제조업체가지역별로분담하여수거하였으나15%에그쳤다. 

이에 정부에서는 1986년 9월 25일 경제기획원 주재로 환경청, 농림수산부 등

관계기관합동회의를개최하여수거촉진을위한장려금성격의보상금을농약생

산자40%, 국가와자치단체가각각30%씩부담하고수거는공사에위탁하는것

으로결정되어 1987년부터공사에서수거업무를전담하고있다. 1997년 10월부

터효율적인수거를위하여농협에서도농약용기수거사업에일부참여하였으나

적재장소등관리방법의어려움으로큰효과는없었다. 농약용기의재질도유리

병에서플라스틱으로변화하고있으며최근에는봉지류농약이제조되면서경작

지에서 소각 및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7년 9월 1일부터전국의26개지역에서시범사업을거쳐2008년부터전국에

서유리병, 플라스틱과같이수거체계를구축하여시행하고있다. 

(3) 재활용품수거·처리

- 고지·고철사업

재활용품 수거사업은 그 태동부터가 자연발생적인 영세수집상들에 의하여 산

업화의부산물을수거·판매하는형태로발전되어왔다. 이때문에 1990년대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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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까지만 하더라도 산업으로서 관리되기보다는

‘고물 영업법’에 의한 경찰 방범활동의 일부로

관리되었던측면이강하였다. 

특히고지·고철의경우복잡한유통구조상세

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탈세가 빈번

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1980년 11월

27일 국세청의 건의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

로당시환경청과재무부등 4개기관의합동회

의를통하여고지·고철수급시장의유통및세

제질서 확립하기 위하여 공사가 참여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또한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재활용원료의특수성과수요업체의부도등으로매우불안정하던재활용시

장의안정을기하기위하여공사가영농폐기물외에고지·고철의수거업무를수

행할필요성이대두되었다. 

이와같은결정에따라공사는 1982년 2월부터본격적으로고지·고철사업을

시작하였다. 아울러 1986년 9월환경부의고지·고철사업활성화지시에의하여

차량 21대, 인원 63명을 증원하고 6개의 전담사업소를 지정하는 등 활성화되었

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강력한 반발에 따라 1989년 6월 6개 전담사업소는 폐비

닐·농약빈병사업소로전환하였고고지·고철사업은중단하게되었다. 

그러나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부녀회등에서공사의사업중단으로고지·고

철의 처리가 어렵게 되자 환경부에 공사의 사업재개를 건의하여 1989년 12월부

터전사업소에서영농폐기물과병행하여수거업무를수행하게되었다. 이후1991

년 2월분리수거재활용시범사업을실시하면서서울·부산등 12개소에임시재

활용사업소를신설하였고 1991년 7월 10일부터인원 620명증원, 사업차량 112

대증차, 전국에17개재활용사업소를신설하는등사업영역을대폭확대하였다. 

그러나1996년4월감사원감사결과공사는고지·고철등수익성이높은품목

은 공사에서의 수거업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민간부문으로 이관하기로 결정

됨에따라 1997년에는광역시급이상, 1998년에는시급이상지역의수거업무를

중단하였다. 

이에따라공사에서는 1998년 8월경역혁신방안의일환으로고지·고철수거

업무정리계획을수립하여수거계획량을1998년 18만7,000톤에서1999년 10만

4,000톤으로대폭축소하여시행하였으며현재는이업무는수행하고있지않다. 

- 폐플라스틱사업

폐플라스틱 및 폐유리병 사업은 1991년 2월 분리수거 재활용사업이 본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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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폐플라스틱수거



로실시되기이전까지는각가정에서혼합배출하는플라스틱중민간업체에서재

활용하고있는품목을위주로일부수거하였으나소량에그쳤다. 그이후플라스

틱은 고기능성·편리성·경제성 등으로 포장산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여 일

상생활에널리사용됨에따라소비가점점늘어나면서이의적정처리가문제로

대두되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폐플라스틱의 수거량은 대폭 증가되어 자치단체의 협

소한집하선별장으로는수용에한계가있고, 또한민간업체에서도수익성문제로

처리에난색을표하는등수거된플라스틱이적기에처리될수있는제반여건이

조성되어있지않았다. 이는결국자치단체의수거기피와주민들의분리배출포

기를유발할것이고국가적중요정책인쓰레기종량제가정착되는데걸림돌이될

것으로예상되었다. 이에따라정부에서는 1994년 8월 2일환경부주최로‘종량

제전면실시에따른폐플라스틱대책회의’를개최하였으며, 그결과에따라공사

에서는 같은 해 11월 17일 폐플라스틱 중간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였다.

1995년에권역별로8기의폐플라스틱중간처리시설을설치하여자치단체등으로

부터 반입되는 폐플라스틱을 선별·파쇄 처리하여 자치단체의 분리수거 업무를

지원하는한편민간재활용업체에양질의중간원료를공급하였으나 EPR 제도시

행으로운영을중지하고시설을매각중에있다. 

- 폐유리병사업

폐유리병의 경우 재활용 형태를 보면 반복적으로 사용가

능한 청량음료수병과 주류병은 공병보증금제도에 따라 수

거되어약 15~30회정도재이용되고있으나 1회용병은사

용후회수, 선별, 파쇄되어유리원료로첨가된다. 

전국적으로쓰레기종량제가시행되면서유리병수집량이

급격히 증가되어 재활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없어 민간부문에서의 폐유리병 수거처리는 어려웠다. 이에

따라공사에서는 이러한 폐유리병의 재활용률을 높여사업

소부지의활용도를극대화하고계절별수급불균형에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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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폐플라스틱중간가공시설현황� � (단위 : 백만원, 년)

구 분 서울 용인 시화비축 청주 광주 성주 김해 제주(출)

시설 부지 1,800 2,955 5,000 4,000 2,300 6,000 2,372 3,000

규모(평) 건물 314 317 1,306 300 200 314 314 314

착공일 1995. 1.24 1995. 9. 7 1996. 5.17 1995. 8.17 1996. 6.12 1995. 7.20 1995. 7.20 1995. 8.19

준공일 1996. 9.13 1996. 4.17 1997. 5. 6 1995.12.17 1995.11.10 1995.12.24 1996. 3.22 1996. 3.17

투자예산 820 820 2,208 782 746 937 974 789

처리능력 6,000톤 6,000톤 5,600톤 6,000톤 6,000톤 6,000톤 6,000톤 6,000톤

<그림 4-1-8> 폐유리병수거



재활용품가격불안정현상에대한완충기능을수행할목적으로합천·홍성·시

화에 폐유리병중간처리시설 3기를 설치하였다. 이를 통하여 자치단체 등으로부

터반입되는폐유리병을선별·파쇄처리하여민간업체에양질의중간원료를공

급하였으나, 2003년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시행으로현재이사업운영

을중단하였으며시설을매각중에있다. 

- 폐타이어사업

자동차산업의발달로국내폐타이어발생량이매년200만개이상증가하는반

면, 적정한처리및재활용시설이없어무단방치또는소각처리됨에따라환경오

염은물론재활용가능자원의낭비등의문제가있었다. 

공사에서는 1995년 4월 1일 환경부로부터폐유정제사업계획을폐타이어처리

사업으로변경하는계획을승인받아시화국가공단내에 62억 6,200만원을투자

하여폐타이어처리시설을설치하여양질의중간원료(고무분말)를생산하여민간

수요업체에공급하였다. 

연 1만5,000톤처리규모의폐타이어는유가물의선별·회수가끝나고매립또

는소각처리단계에있는승용및화물차타이어등이대부분이었다. 공사는대한

타이어공업협회와협약을체결하고, 대한타이어공업협회가지정한22개전국수

거전문업체에서경정비업체및중·소형카센터에서배출되는폐타이어를수거

하여시화폐타이어처리시설로이송하였다. 미세분말(0.4~1.2㎜) 3종류와 2~10

㎜ 규격(주문품)의 고무분말을 생산하여 민간 및 공공부문의 고무성형제품 제조

및고무아스팔트포장업체등에공급하였으나현재폐플라스틱및폐유리병시설

과 같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시행으로 사업의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시설을

매각중에있다. 

- 대형폐기물처리시설

1993년 3월 난지도쓰레기매립지에폐기물의반입이중단됨에따라서울시는

김포수도권쓰레기매립지로대형폐기물을이송하기위하여감량화등처리대책

이필요하였다. 그러나민간업체는경제성을이유로대형생활폐기물의회수처리

를 기피하였고 서울시에서도 별도 처리시설이 없어 대형생활폐기물의 무단투기

와노상방치로인한환경문제가야기되고있었다. 이에따라서울시에서는폐가

전제품의 재활용촉진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1994년 1월 시설부지와 대형생

활폐기물의수집운반및처리비용은서울시에서부담하고, 시설비투자및시설

운영은공사에서맡는것을골자로한‘대형폐기물파쇄시설설치·운영및처리

에관한협약’을체결하였다. 

이 협약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1994년 4월 1일부터 마포구 상암동 집하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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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의 반입을 개시하였으며 공사에서

는 1994년 12월 10일 임시(목재) 파쇄시설 설

치를시작으로 1997년 2월 15일 4,200평(건물

86평)의 부지에 67억 5,100만원을 투자하여

연 1만 5,000톤 규모의 폐가전처리시설을 준

공하였다. 여기에서는냉장고등대형생활폐기

물을 파쇄·선별 처리하여 고철류, 알루미늄

및CFC가스등을회수처리하게되었다. 

이후 1998년 8월제37회국무회의에서정부

출연위탁기관경영혁신추진계획과2002 월드

컵주경기장건설에따라폐가전처리시설의민간위탁이의결되었고, 서울시에서

1999년 7월처리시설을이전대상으로결정하고EPR제도의시행에따라가전3

사가이업무를담당하게되었다. 

- 압수폐기물자원화사업

검·경찰, 지자체에서 압수한‘바다 이야기’등 부피가 큰 사행성게임기가 수

사기관과지자체의보관장소부족에따른보관의어려움과폐기시재활용가능

한자원의적절한처리가이루어지지않는등압수물의원활한운송·보관·처리

가사회적문제로대두되었다. 

특히 일선 수사기관 및 지자체에서는 사행성게임기, 유사석유제품 등 부피가

크고별도의보관시설이필요한압수물에대한운송·보관시설이마련되어있지

않아이에대한문제해결이어려운상황이었다. 

공사에서이러한문제점을인식하고원활한수사지원과국가자원의적절한재

활용을위하여2007년 3월경찰청과협의하여전국에서단속한모든사행성게임

기, PC 등을공사에서운송·보관·자원화하기로하였다. 또한2007년 7월에는

압수된불법유사석유제품의운송·보관·처리업무를대한송유관공사로부터인

계받아시행하였다. 

공사는전국9개지사와52개사업소의보관시설, 239대의카고차량및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압수물의 운송·보관·처리를 통하

여수사기관의애로점을해소하고압수물의적법하고적절한자원화를통하여국

가적이익을창출하게되었다. 

경찰압수물은경찰관서의요청에의하여공사가압수현장에서부터운송, 공사

가운영하는보관시설에폐기처분결정시까지보관한다. 폐기처분이결정되면공

사가적법한절차에따라자원화하게되는데현재사행성게임기, PC 등은본래의

형상과용도를유지하지않는형태로분해하여재활용가능자원은자원화하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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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가능성이있는부품은철저하게파쇄하여재질별로재활용업체에유상처리

하고있다. 유사석유제품의경우5대정유사에서정제후자원화하고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의 압수물·운송·보관·폐기 비용 절감 및 압수물자

원화를통한국가적이익창출이가능하게되었으며향후더다양한압수물의적

법한처리를통하여효율적인자원화가가능할것이다. 

- 폐의약품수거·처리

2005년부터국정감사및각종언론매체를통하여유해성분을함유한생활폐기

물로인한환경오염및인체영향문제가제기되어, 생활계유해폐기물에대한관

리방안마련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생활계유해폐기물중폐페인트, 살충제, 수

은함유폐기물, 광택제, 세제, 방부제, 화장용품등은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폐

기물부담금제도등으로관리되고있었다. 그러나가정폐의약품은위해성및안

전성등에대한고려없이생활폐기물과혼합배출되고있는실정이다. 폐의약품

에의한환경오염으로항생제에내성을지닌균이발생하여인체감염이될경우,

치료기간장기화, 의료비추가부담등이발생할수있으며, 이를예방하기위하

여가정발생폐의약품의우선적관리가시급한실정이다. 

따라서 소량 배출되면서 국민건강이나 자연환경에 유해를 줄 수 있는 항생제

등가정발생폐의약품으로인한환경상의악영향을줄이기위하여국가차원의수

거·처리시스템구축이시급한실정으로2008년서울지역을대상으로폐의약품

수거·처리시범사업을실시, 2009년수도권, 광역시, 도청소재지등으로시범사

업을확대, 2010년부터전국적으로사업을확대할예정이다. 시범사업추진을통

하여 2008년약 9,400kg, 2009년 7월현재약 17,000kg, 2010년전국으로확

대할경우약80,000kg의폐의약품을수거·처리할것으로예상된다. 공사는폐

의약품 수거·처리 사업을 정부대행 사업으로 추진하고 환경부, 지자체, 보건소

등과긴밀한협조체계를구축하는한편, 폐의약품의무분별한폐기에의한환경

영향을최소화하여국가환경과국민건강을위한끊임없는노력을지속하여나

갈것이다. 

- 환경물류보관사업

환경물류 보관사업은 재활용업체와 환경관련 제품, 유통업체에 원료 및 제품

보관장소를제공하는시설로서 2000년 3월부터충청군·전북권·경북권의 3개

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경영기반이 취약한 영세 재활용업체에서의 보관장소

부족과경기침체등으로인한수요감소등으로환경관련제품의판매부진시관

련재활용업체에안정적인조업과경쟁력제고를위하여저렴한비용으로보관장

소를제공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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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물류 보관창고는 8단 적재가 가능한 하이렉창고와 일반창고로 구분되며

보관대상물품은재활용제품및원재료, 품질인증제품(GR), 환경표지인증제품,

재활용가능표지인증제품, 분리배출표시제품, 환경성적표지인증제품등이며창

고종류및품목특성에따라보관료를차등적용하고있다. 

2. 재활용산업육성지원사업

(1) 재활용산업융자지원사업

�

- 배경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내현실은 폐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재활용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국내재활용산업의노동집약적특성과단순기술적환경으로재활용산

업이활성화되고있지않았다. 따라서재활용산업을육성하기위한방안으로장

기저리의재활용시설설치자금을지원하게되었다. 

융자근거는「환경개선특별회계법」제4조(세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제20조(폐기물부담금및재활용부과금의용도), 제31조(자금등의지

원) 「한국환경자원공사법」제17조(사업)에 근거하고 있으며, 1994년 폐기물관리

기금100억원으로시작(1995년부터환경개선특별회계로융자금이변경)되었다. 

재활용육성자금지원대상은당초에는시설설치와기술개발에한정하여지원하

였으나현재경영안정자금, 감량화시설설치자금, 유통·판매지원자금분야까지

확대되어지원되고있으며, 2008년까지2,013개업체에7,310억원을지원하였다. 

- 융자절차

재활용육성자금은시설설치자금의경우재활용사업자가재활용을위한장비·

장치·설비등의제작, 설치비및공장건축비를지원하고있으며, 기술개발자금

의 경우 재활용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 및 시제품 제작용, 기계장치 및 기자재

구입비, 소요인건비, 제경비를지원하고있다. 경영안정자금의경우재활용을위

한원료구입비, 인건비, 공공요금지급을융자지원대상으로하고있다. 시설자금

의경우30억원, 기술개발자금의경우4억원, 감량화시설자금의경우8억원(시설

: 5억원, 공장건축비 : 3억원),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10억원, 유통·판매지원의

경우2억원한도내에서지원하고있다. 

재활용산업육성자금융자지원사업은재활용업체가공사에융자신청을하면, 공

사는심사를거쳐융자승인을하고융자승인을받은재활용업체는희망하는은행과

채권설정절차를거쳐자금을인출하는방식으로진행된다. 대출금리는연4%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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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대출기간은 시설자금과 기술개발자금의 경우는 3년

거치7년상환이며, 운전자금의경우는2년거치3년상환방식으로지원되고있다. 

또한 2007년에는 인터넷으로 융자신청·승인이 가능한 융자관리시스템을 도

입하였다. 융자관리시스템을통하여융자신청에서심사·승인, 대여및사후관리

까지전과정을전산화하여업체의서류작성, 우편/방문제출과공사의승인검토

에따른시간단축등비용절감과자료의신속한활용을통하여민원업무및행정

업무처리간소화로융자금관리효율화에기여하였다. �  

재활용산업의공공재적성격으로인하여시장기능에따를경우사회적최적수

준에도달하기어려운실정으로공사의장기·저리의정책자금융자지원은재활

용산업의생산비용절감을통한수익성및재무건전성등을개선하여영세재활용

산업육성을위한주요수단이되어왔다. 

(2) 창업대행비지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조또는제31조의규정에의한재활

용관련제조업또는폐기물처리업을직접영위하려는재활용산업창업자또는예비

창업자에게창업대행비를지원하여, 창업기간단축은물론창업비용최소화로재활

용산업활성화를유도하고자1999년부터창업대행지원사업을추진하여왔다. 

창업대행비지원은재활용산업관련예비창업자또는창업자를대상으로공사

와창업대행비지원약정을체결한대행사(중소기업상담회사)를통하여대행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4개 분야(사업타당성 검토용역,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절차

대행용역, 경영관리용역)에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금액한도는 건별 용역대금의

80% 이내로400~450만원이다. 공사와약정을체결한대행사의범위는「중소기

업창업지원법」에의하여등록된중소기업상담회사와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

며, 2007년「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하여환경컨설팅업체를새

롭게 추가하였다. 대행사 수는 시행년도인 1999년에는 47개사, 2009년에는 79

개사로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창업대행비 지원한도는 1999년 용역금액의 50%, 2000년 70%, 2008년 80%

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창업자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였다. 1999년부터

2009년까지 273개 업체(339건) 10억 6,100만원을지원하여재활용산업활성화

에기여하였다. 혐오시설에대한님비현상으로인하여부지확보및사업계획승

인취득이어려운여건에서도승인건대비73%를지원하는성과를낳았다. 

재활용산업은국제원자재가격상승에따른원료수입대체효과, 재활용활성화

를통한자원순환사회실현의기반으로 3D업종인식에서미래유망산업으로재

인식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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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활용기술지원

국내재활용산업은대상폐기물종류별로, 수집·운반·재생및중간처리·판

매등각단계별로재활용업체가분화되어있어근본적으로영세할수밖에없다.

때문에기술개발투자또는생산성향상을위한자동화시설투자등의역량부족

으로기술력이낙후되어있어, 현장에서기술적애로가있는상황에서도적절한

대응을할수없는경우가많다. 

따라서공사는「한국환경자원공사법」제11조(사업) 중재활용산업육성지원에

의거하여 사업기반이 취약하고 자체 기술개발능력이 부족한 재활용업체를 대상

으로학계및연구계등에서보유하고있는기술·경험·인력을활용하여기술지

도를실시하고있다. 

1999년부터 실시한 기술지도사업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의한 재활용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기술지도사업 신청사업비의

한도는 1,800만원이내로공사가 80%를무상지원하고, 참여기업이 20%를부담

하게된다. 

2007년부터단순과제에대한기술지도지원에서기계및화학분야등복합기

술지도(2,500만원 한도)까지 확대하였으며, 지도비 지급시기·요청기관을 참여

기업중심으로대폭개선하였다. 또한환경관련법위반업체에대한지원제한규

정을마련하여친환경기업에우선지원되도록제도를정비하였다. 

아울러기술지도사업의기술지도자를 1999년 220명, 2005년 520명, 2009년

959명으로지속적으로확대하여, 환경공학등 20개 분야의전문가 Pool은 기술

지도참여기업의선택의폭을넓히고사업의실효성을극대화하는등사업인프

라를공고히하고있다. 

기술지도사업을통하여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21개업체, 12억 3,200만원

을지원하였으며, 총 29건의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등)을취득하는등재활

용업체의현장애로기술해결및신기술개발에기여하였다. 

향후기술지도사업참여기업의고객만족도제고를위한고객자문회의, 현장방

문등고객과의스킨십을강화할것이다. 이를위하여본사중심의사업을지사로

2007년 이관하였으며, 고객근접서비스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사업

활성화를추진하여나갈예정이다. 

(4) 환경경영체제(EMS) 인증컨설팅지원사업

환경산업은환경보전과자원절약등의필요성에도불구하고, 폐기물을다루는

3D업종인식, 지역주민과의갈등등으로사회적으로올바른평가를받지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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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실정이다. 이에공사는 2006년부터환경산업을대상으로환경경영체제구

축을위한컨설팅을무상으로제공하여ISO에서제정한국제표준화규격인환경

경영체제(EMS) 인증을획득할수있도록지원하여환경산업에대한이미지를개

선하고기업경쟁력을높이기위하여노력하고있다. 

환경경영체제인증컨설팅을지원받을수있는기업은「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제3호에의하여상시근로자10인이상이고최근결산년도매출

액 5억원이상인환경산업체로서 6개월이내, 대상업체방문무상컨설팅을수행

한다. 2006년시범사업형태로시작된이사업은성공적인정착을위하여 2008

년 5월현재 7명의자체환경심사원을양성하였고, 시범사업당시외부업체와의

공동컨설팅에의존하였던심사는 2007년부터자체인력을활용하여공사의전문

성을확보하였다. 

2006년 시행 첫해에 4개 업체에서 2007년에는 9개 업체로 확대되었다. 또한

공사에서운영중인폐비닐처리공장의환경경영체제인증을추진하여2007년담

양공장이인증을획득하였으며, 2008년에는나머지4개공장의인증을추진하여

환경성과를개선하고있다. 

환경경영체제인증을받은기업의일반적인성과는폐기물처리비용절감등직

접비용절감, 환경관련사건·사고예방등간접비용절감효과, 고객요구사항충

족및지역사회관계증진등대외이미지개선, 최근강화되고있는무역과연계

한환경규제에적극적대응을통한무역장벽극복등다양하다. 공사는대부분의

영세한환경관련업체에환경경영체제구축컨설팅을무상으로지원하여 2007

년에는기획예산처사회공헌권장사례로선정되기도하였다. 

(5) 폐기물통계업무

공사는국정을이끌어가는데필요한폐기물분야의통계를전담하는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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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2002년 12월국가통계작성기관으로승인되어통계업무를담당하고있다. 합

리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을 통하여 국가에서 승인한 여러 가지 통계 작성업무를

하고 있으며, 2005년 11월 25일 통계청과 폐기물 통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력

MOU를체결하였다. 공사에서작성한국가승인통계는다음과같다. 

- 재활용가능자원시장동향조사(2003년1월16일) 

재활용가능자원시장동향조사는폐지를비롯한재활용가능자원 24개 품목의

시장거래가격을매월조사하여공표하여재활용가능자원시장의투명한유통구

조를확립하고신규창업자및수출업체를포함한재활용사업자에게원자재시장

동향등필요한정보를제공한다. �  

재활용비축사업과관련하여시장동향조사를시작하여2003년1월국가승인을

받아 14개대상품목에서 2009년 10월현재 24개품목으로조사대상이확대되었

다. 매년 정보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통계품질을 개선하고

있다. 조사는수도권을비롯하여전국8개권역을대상으로권역별재활용사업자

에게월1회거래가격및시장동향을조사하여전국을집계한다. 

- 재활용지정사업자재활용실적조사(2003년9월30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3조에의거하여종이제조업, 유리

용기제조업, 제철및제강업체를대상으로재활용품이용목표율을환경부및지

식경제부에서고시하고이의달성여부등종합분석을통하여재활용산업발전지

표로활용하였다. 

대상업체가협회에제출한실적을환경부로부터받아검토하여통계결과를공

표하고있으며, 연1회작성하고최초연간단위공표에서이용자의요구를반영하

여분기단위의실적으로공표함으로써재활용품목표이용률향상을유도하고지

속적인개선을통한재활용산업의발전과환경보전을추구하고있다. 

- 폐기물다량발생사업장폐기물감량현황조사(2003년9월18일) 

일반폐기물을 연간 1,000톤 이상 발생시키는 사업장 및 지정폐기물을 연간

200톤이상발생시키는사업장약 1,200개 업체의폐기물감량현황을파악하여

폐기물최소화지표로활용하는통계로서연 1회작성되고사업장에서공사올바

로(Allbaro)시스템을 통하여 검증 분석하여 공표하였다. 광재·오니류·모래

류·연소재·분진류·금속철류등의사업장일반폐기물과부식성폐기물, 광재·

분진등·유기용재류·폐유·오니류 등「폐기물관리법」에 명기된 17종의 지정폐

기물을조사항목으로통계집계하고있으며, 조사대상업체중일부는직접현지

출장을통하여확인점검을실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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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 허가및재활용신고업체현황조사

(2003년12월17일)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 허가현황과재활용신고대상관련재활용업체

의현황및연간재활용실적등은재활용산업의육성을위한신규창업자및수출

업체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데사용된다. 이업무는 2003년 12월공사로통

계업무가 이관되었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

처리업(재활용전문) 허가를득한자및동법제4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재할용

신고를한자를대상으로23종의일반폐기물과 17종의지정폐기물의재활용실적

을연1회통계집계하여공표하고있다. 

- 영농폐기물조사(2004년11월29일) 

우리나라에서사용된영농폐기물의발생, 수거 및처리실태를파악하여영농

폐기물에대한정책수행의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한조사이다. 이통계는연 1

회 재활용업체 153개소, 표본농가 18,000개소(폐비닐 1만 3,500개소, 농약용기

4,500개소)를대상으로발생량현지설문조사를실시하고있으며, 2007년9월부

터농약용기류종이봉지발생량을추가조사하고있다. 

- 환경산업통계조사(2001년6월8일승인, 환경부로부터2006년계속수탁)

환경산업통계조사는 환경산업의 구조와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환경산업 및 기

술정책수립·평가등에활용하기위한조사로서OECD 분류기준에따른환경산

업특수분류에 의하여 작성되고 있으며 환경부와의 역무대행계약을 통하여 공사

에서수행하고있다. 

2000년 OECD의 분류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산업특수분류를 작성

하였고, 그에 따라 2001년 환경산업통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와 통계청

에서 공동으로 수행하여 왔다. 또 환경산업특수분류체계에 따른 통계작성을

2006년통계청에서환경부로이관함에따라공사에서대행역무계약을체결실시

하여왔다. 

이 통계는 연 1회 작성하는 환경분야 일반조사통계로 대기오염·폐기물·폐

수·소음진동·토양악화 등과 같은 유해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산업활동분야 업

체 2만 6,000개소(직접조사 8,000개소, 타 통계 인용 1만 8,000개소)를 대상으

로실시하고있으며, 조사방법은인터넷및우편조사를실시하고무응답자에대

하여면접조사를실시한다. 

- 전국폐기물통계조사(1996년승인, 환경부2006년수탁) 

「폐기물관리법」제11조(폐기물통계조사)에근거하여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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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를종합적으로파악하여정책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하여조사하는통계로

매년발간되는전국/지정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에대한자료의검증과보완에

도활용된다. 

전국폐기물통계조사는 국가 지정조사통계로 5년 주기의 통계조사이며 전국인

구조사를실시하는다음년도에실시한다. 가정및사업장의발생원에서폐기되는

폐기물의조사를소각및매립시설에서처리되는양과의비교조사를실시하고매

년조사되는행정통계를보완하기위하여특성조사를실시하고있다. 

1996년 1차조사와2001년2차조사는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용역을수

행하였으며, 2006년 3차 조사는환경통계의일원화정책과함께공사에서수주

하여실시하였다. 

공사에서는 생활계폐기물은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장폐기물은 올바로

(Allbaro)시스템과 서면보고된 사업장폐기물 발생실적 보고를 활용하였으며, 폐

기물처리시설(소각·매립·음식물처리시설)은 전수조사를 하였고, 더불어 재활

용품흐름조사도병행실시하였다. 

- 전국/지정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1981년승인, 2009년부터공사작성) 

전국의 생활/지정폐기물 발생원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방

법등을파악하고변화추세를분석하여폐기물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되는

행정통계이다. 

「폐기물관리법」제58조에의하여전국의지자체에서관할구역내폐기물의발

생량을시·도지사가환경부장관에게보고하게되어있다. 

아울러1981년환경오염배출업소조사의내용중전국/지정폐기물발생및처리

현황이추가된일반보고통계로폐기물통계일원화계획에의하여2008년공사와

국립환경과학원이공동작업을실시하고, 2009년부터공사에서단독으로통계를

작성하고있다. 

- 쓰레기종량제현황(2006년승인, 2009년부터공사작성)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매년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그 운영현

황을파악하여생활폐기물에대한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되기위하여실시

되고있다. 환경분야일반보고통계로2006년환경부에서작성하여왔다. 

또 폐기물통계일원화계획에의하여 2008년 환경부와공사가공동작업을실

시하고, 2009년부터공사에서단독으로통계조사를실시하며, 이통계에는쓰레

기종량제실시현황, 종량제봉투제작량, 판매량및판매금액, 청소예산재정자립

도, 쓰레기투기단속실적등이포함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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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원순환제도운영

(1) 폐기물발생최소화분야

- 사업장폐기물감량실적평가및기술지원

사업장폐기물감량화제도는 사업장 폐기물의 감량실적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감량실적이우수한사업장에대하여정부포상등인센티브를제공하고, 실적이

부진한사업장에는감량우수사례및감량기법정보제공, 기술진단·지도를하여

폐기물의발생을원천적으로억제하고, 발생된폐기물의재활용활성화를유도하

는제도이다. 

사업장폐기물감량화제도는1995년 8월「폐기물관리법」개정및1996년사업장

폐기물감량지침제정에따라, 섬유제품제조업등 14개업종중지정폐기물을연

간200톤이상배출하는사업장을대상으로각사업자단체에서감량실적평가등

의업무를실시하였다. 2001년 12월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을개정하여공사에서

감량실적평가등의업무를할수있도록하고, 평가단운영근거도마련하였다. 

2004년 2월에는지정폐기물외사업장일반폐기물을연간 1,000톤이상배출

하는사업장까지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준수의무대상사업장으로확대하였으며,

사업장의감량계획을중장기적으로수립가능하도록감량계획수립기간을 1년에

서 3년으로연장하였다. 평가단의규모도당초 20인에서 30인으로확대하고분

과위원회를구성·운영할수있도록하였으며, 공사에서감량실적부진사업장에

대한기술진단·지도업무등도할수있도록제도의실효성을제고하였다. 

2005년부터‘폐기물감량 성과확산대회(자원순환 선도기업 대상, 2007년)’를

개최하여폐기물감량우수사업장에대한정부포상및언론홍보를실시하였다. 이

를 통하여 해당기업에는 친환경 이미지를 제공하고, 감량 우수사례·기법 등을

전사업장으로확산·전파하여선진기술습득기회를제공하는등전사업장이폐

기물 감량화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제고 및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도모에 기여할

수있도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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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감량가이드기법개발현황

구 분 대상업종

2004년도(2개 중분류업종) •전자제품제조업, 화학제품제조업

2005년도(4개 중분류업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섬유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006년도(6개 중분류업종)
•자동차제품제조업, 고무제품제조업, 기타 기계제조업, 

기타 전기기계제조업, 석유정제품제조업,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2007년도(5개 세분류업종)
•기초유기화합물제조업, 합성고무제조업, 기타 화학제품제조업, 

반도체제조업, 기타 전자부품제조업



2007년대국민공모를통하여폐기물감량우수사업장선정의위상을제고하고

자‘자원순환 선도기업 대상’으로 시상식 명칭을 변경하였다. 또 우수사업장에

대한포상을환경부장관표창에서대통령표창및지식경제부장관표창으로격상

하는등, 대상사업장지원을위하여적극적인노력을하였다. 

2007년 12월지정폐기물외폐기물배출사업장에대한일몰규제(2007년 12월

31일)를 폐지하여감량지침을계속준수할수있게하여감량화제도의실효성을

강화하였다. 아울러감량지침준수의무대상사업장으로지속·유지됨에따라자

발적으로감량계획을수립·시행하는등의감량화노력을통하여연간약2,000

억원이상편익을창출할것으로추정된다. 

감량지침 준수의무 대상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발생억

제 및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하여‘폐기물감량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여, 롯데칠

성음료·코카콜라등음·식료품제조업종29개사업장이공사와폐기물감량자

발적협약을체결하였다. 

사업장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이 각 업종별로 상이함에 따라 모범실무(Best

Practices) 사례를포함한가이드라인을마련하여2004년부터감량성과가크고감

량화노력이필요한업종위주로가이드기법을마련하고있다. 14개감량지침준

수의무대상업종중실효성이부족한 2개업종외 12개업종의감량기법을개발

완료하였으며, 2007년기초유기화합물제조업등5개세분류업종의감량기법도

개발완료하여1장의CD로제작(우수사업장소개동영상, 폐기물최소화200가지

요령, 우수사례집등포함)하여배포하는등각사업장에확산·전파하였다. 

업종별사업장폐기물감량가이드기법은관리시스템, 자재구매및입출고, 생

산공정, 품질검사및서비스, 지원등 5개항목으로구성되어있으며, 각 영역별

원칙과 실행 요령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감량실적이 부진한 사업장에 대하여

2005년부터기술진단·지도를실시하고있으며, 매년그대상업체는감소추세

에있다. 

사업장폐기물감량화제도 시행에 따라 2008년도의 경우 1,297개 사업장의 사

업장폐기물감량실적을분석·평가한결과, 제품 1톤을생산하는데발생하는폐

기물량인생산량원단위발생량1)이 53.6㎏/톤으로전년대비약1.1 %(0.6㎏/톤) 감

소한것으로나타났다. 아울러경제적편익은연간기업의원가절감편익 2,625

억원, 폐기물 처리비용 감소 편익 155억원, 환경비용 감소 편익 267억원 등

3,047억원2)으로나타나고있다. 

- 폐기물부담금부과·징수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제품의 생산·제조 단계에서 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원

천적으로감소시키고, 제품의환경성을고려하여폐기물의처리를용이하게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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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단위 폐기물 발생량 : 제품 생산량(톤) 또는

매출액 10억원 당발생하는폐기물의양

2) 사업장폐기물 감량대상 업종 및 발생량 규모

적정성조사연구(한국행정연구원, 2007. 7)



록유도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따라환경부하가높은제품에대하여환경비용을

부담시켜폐기물을적정관리하는제도이다.

우리나라는1993년부터이제도를시행하여오고있다. 징수된폐기물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귀속되어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의설치지원, 폐기물의효율적재활용및감량을위한연구및기술개발, 지방자

치단체에대한폐기물의회수·재활용및처리지원, 재활용가능자원의구입및

비축, 자원재활용을촉진하기위한사업의지원등에사용된다. 

2008년개정된법령에서는폐기물부담금제도의본래취지인폐기물의발생을

억제하고재활용을촉진하기위하여폐기물부담금부과요율을상향조정하고이

중부과우려, 부과제외기준조정등제도운영과정에서제기된문제점을개선·

보완하여제도를시행하고있다. 

또한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의재활용기준비용등을감안하여폐기물부

담금요율을일부상향조정하고물가변동에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물가

연동제를 도입한다. 플라스틱제품의 경우 부과대상을 중간제품에서 최종제품으

로 전환하고, 부과기준을 합성수지 투입량 기준으로 단일화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등을위하여폐기물부담금부과면제및감면대상을대폭확대하는등지속

적으로제도개선을추진하고있다. 

2008년부터시행된‘플라스틱폐기물회수·재활용자발적협약’은폐기물회

수·재활용에 관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플라스틱 폐기물을 회수·재활용

할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로, 폐기물부담금 대상이 되는 플라스틱

제품및그포장재의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사업자단체포함)를대상으로하고

있다. 협약기간동안대상사업자는협약체결시정한재활용의무률을달성하여

야하며, 협약미이행시재활용의무량중재활용되지아니한양에대하여협약

체결시정한재활용비용에 100분의30을더한금액을미이행부과금으로납부하

게된다.

이협약을통하여플라스틱폐기물에대한재활용률을증진시켜생산자책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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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1> 연도별부과·징수현황



활용제도(EPR) 대상품목으로전환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고플라스틱제품의

친환경적설계를촉진하며플라스틱폐기물의원천적인감량화와재활용을최대

화하여자원순환형사회구축을실현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 환경성보장제도

EU에서는전기·전자제품의재활용률준수와유해물질의사용제한을위한전

기·전자제품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

(WEEE), 폐자동차처리지침(ELV)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 일본·중국·미국 등

에서도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재활용을촉진하거나유해물질사용을제한

하기위한제도를시행중이거나도입을추진하고있다. 

이에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재활용및적정처리를위한제도를마련하여

환경을보호하고국제경쟁력을갖출수있는기반을조성하기위하여2004년 12

월‘제품의환경성보장제도입을위한연구’, 2005년 5월‘전기·전자제품및자

동차의 환경성보장제 도입을 위한 제도개발 및 전산시스템 설계에 관한 연구용

역’을수행하였다. 2007년 4월에는「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

한법률」이제정되어2008년1월1일부터시행되고있다. 

환경성보장제도는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제조단계에환경성을고려하기

위한사전예방정책과사용후폐기물이된이들제품들의적정한처리를위한사

후재활용정책의두부분으로체계화되어있다. 또 이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

한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재활용시스템(EcoAS)이구축·운영되고있다. 

재활용시스템(EcoAS)은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선언, 재활용실적제출및각종

관리표 작성·보고서 제출 등 환경성보장제 업무 전반의 행정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구축되어행정비용을절감하고제도를종합적으로관리·운영할수있는

운영관리정보체계이다. 

이제도의도입으로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유해물질이저감되고재활용

여건이개선될것으로기대되며, 동시에폐기물의잠재적가치와매립·소각비용

의회수를통한경제적이익을창출할수있을것이다. 또한신흥개발도상국으로

부터 수입되는 환경적으로 유해한 제품의 수입억제로 내수시장에서 국내제품의

경쟁력을높이게될것이다. 

960 환경30년사

<표 4-1-5> 환경성보장제대상품목

권 역 품 목

전기전자제품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가정용), 에어컨디셔너, 개인용컴퓨터(모니터, 자판 포함), 

오디오(휴대용제외), 이동전화단말기(전지, 충전기포함),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승차정원 9인이하), 화물자동차(경형및소형)



(2) 재활용촉진극대화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운용

지난30년간매립장과소각장건설을통하여쓰레기문제를해결하려함에따라

공공의환경비용지출이급속히증가하고, 매립장·소각장증가에따른환경문제

와이로인한사회적갈등이커지고있다. 따라서제품의재활용과정에서생산자

의책임을보다확대하기위한대안으로제기된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제품의

생산자들로하여금제품의설계, 제조, 유통·소비및폐기전과정에걸쳐환경

친화적인경제활동을유도하고, 이를통하여폐기물의감량(Reduction), 재이용

(Reuse), 재활용(Recycling)을 촉진하여‘자원순환형경제·사회체계’를도모하

려는 것이다. 독일·영국·프랑스·헝가리 등 유럽 15개국과 일본·대만·호주

등대부분의선진국가들이이제도를도입하고있다. 

우리나라는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1992년부터 시행한 폐기물예치금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생산자의 책임을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2002년 2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전면개정하여2003년 1월부터생산

자책임재활용제도를도입·시행하였다. 

시행초기 3,165개소(중복제외시 2,314개소)였던재활용의무생산자및재활용

사업자는 신규품목 편입으로 2007년 6,251개소(중복 제외시 4,840개소)로 증가

하였다. 재활용의무대상품목은2003년 4개포장재및 11개제품등 15개품목에

서시작하여2008년말현재4개포장재19개제품등23개품목으로확대되었다. 

EPR 제도도입후 2007년출고량은재활용의무대상품목확대등으로인하여

EPR 시행전 231만 1,000톤보다 8.6% 증가한 251만톤이 발생하였다. 재활용실

적은 매년 2%~12%씩 증가하여 2002년 예치금 운영시 93만 8,000톤보다

35.5%(33만 3,000톤)가증가한 127만 1,000톤을 2006년에달성함에따라EPR

시행4년동안총469만톤을재활용하였다. 

아울러지속적인신규품목확대에따라 2003년 대비 2007년 재활용의무생산

자107%(2,747개소→5,703개소), 재활용사업자는31%(418개소→548개소)가

증가됨에따라안정적인재활용산업기반을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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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연도별의무대상품목현황

구 분 계 포�  장�  재 제 품

4개(종이팩, 유리병,
11개(윤활유, 타이어,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리튬전지, 

2003년 15
금속캔, 합성수지)

니켈·카드뮴전지,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개인용컴퓨터)

2004년 16 4개(합성수지필름류포함) 12개(형광등신규편입)

2005년 18 4개 14개(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신규편입)

2006년 21 4개 17개(프린트, 복사기, 팩시밀리신규편입)

2008년 23 4개 19개(알카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신규편입)



- 분리배출표시제도

분리배출표시제도는EPR 제도의시행에따라국민들이재활용의무대상포장재

의분리배출을쉽게하고재활용가능폐기물의분리수거율을높여생산자들의재

활용의무를원활하게수행하기위한목적으로2003년1월1일부터시행되었다. 

종전에는합성수지·금속캔의재질을구분하는재질분류표시와재활용품의재

활용가능여부를판별하는재활용가능표시의두종류표시제도가있었으나, 소비

자들이재질분류표시와재활용가능표시를혼동하여모두재활용품으로분리배출

하여수거업체와의분쟁과민원발생의소지가되었다. 이에종전의재질분류표시

와 재활용가능표시를 통합하여 생산자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에 대한 분리배출

표시제도를「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4조를법적근거로새로

도입하여시행(2003년)하게되었다. 

EPR 제도의재활용의무대상포장재(빈용기보증금대상용기제외)는분리배출

표시를의무적으로부착하고, 의무대상포장재가아닌제품·포장재에는공사의

지정을받아분리배출표시를부착하도록하고있다. 분리배출표시제도는EPR 제

도를지원하여주는제도로그간재활용의무대상품목의분리수거및재활용률을

높이는데기여하여의무생산자의재활용의무량대비이행(재활용)률의지속적인

상승세로 100%이상 초과 달성하고, 의무대상 출고량 대비 재활용실적이 매년

2~12% 상승하는성과를얻었다. 또한분리배출표시지정승인과관련하여 2008

년도말까지3,449건의재활용가능품목에대한지정승인이이루어졌으며, 법적

처리기간을30일에서10일이내로대폭단축하였다. 

이밖에도2008년일반인들을대상으로분리배출체험교실시범사업을운영하

여1,569명이참가하고, 95% 이상이체험내용의실용성과유익함에만족하는성

공적인결과를거두었으며, 이들을통하여홍보전파효과를거두고있다. 

- 빈용기보증금제도운용

빈용기보증금제도는사용된용기의회수·재사용을촉진하기위하여출고가격

또는수입가격과는별도의금액을제품의가격에포함하여판매한뒤그용기를

반환하는자에게빈용기보증금을돌려주는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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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분리배출표시도안

도�  안 도안내부표시문자

종이류 : 종이팩/종이

금속캔 : 철/알미늄

유리병 : 유리

합성수지류 : PET/HDPE/LDPE/PP/PS/PVC/OTHER
‘PET’예시



종전국세청과보건복지부의고시에의해시행되었던공병보증금제도는여러

가지문제점이표출되어, 그대안으로2000년 2월 4일「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

진에관한법률」을개정하여그법률적근거를명확히함과동시에환경부가이를

일률적으로관할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빈용기보증금대상용기의종류를확

대하면서그동안사용하였던‘공병보증금’이란용어대신‘빈용기보증금’이란용

어를사용하게되었다. 

주류 및 청량음료 업계는 자율적으로 빈용기보증금 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도를선택하여시행할수있는데, 2008년말기준으로주류 14개사, 청량음료류

5개사등총19개사가빈용기보증금제도를택하여시행하고있다. 

또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개정되어2007년 1월 1일부터

소비자가찾아가지않은미반환빈용기보증금을공익용도에사용하도록하는규

정이 신설되었고, 같은 해 주류업계가 (사)한국용기순환협회를 공동으로 설립하

여미반환보증금을공동으로사용하고있다. 

연도별빈용기보증금반환율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평균 97.4%로

높은수준이라고평가할수있다. 이는빈용기보증금제도가자원의회수·재사용

을촉진하여환경의보전과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하고있다고할수

있다. 

한편, 빈용기보증금제도의발전및자원순환촉진을위하여환경부, 소주제조사(7

개업체), (사)한국용기순환협회가소주공병공용화를위한자발적협약을2009년6

월체결하였다. 가장많이생산, 소비되고있는녹색소주병(용량360㎖)의공용화

를통하여자원의절약과CO2배출감소를위한노력을전개하여나갈것이다. 

�  

(3) 폐기물적정처리관리

- 폐기물적법처리제도운영

정부는 지난 1999년부터 폐기물의 발생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처리경로를

확인하기위하여‘폐기물처리증명제도’를운영하여왔다. 폐기물처리증명제도는

폐기물배출사업자가‘폐기물인계서’라는종이전표를작성하여수집운반업자, 처

리업자, 행정관청에매과정마다전달하여처리과정을증명하고실적도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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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빈용기보증금액및취급수수료

품 목 규 격 빈용기보증금액 취급수수료

�  190㎖ 미만 20원/개 5원/개

주류 190㎖ 이상 400㎖ 미만 40원/개 13원/개

청량음료류 400㎖ 이상 1000㎖ 미만 50원/개 16원/개

1000㎖ 이상 100원 ∼ 300원/개 20원/개



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이다. 하지만‘폐기물처리증명제도’는 종이 인계

전표 작성 및 실적관리를 수작업으로 하여야 하는 어려움과 폐기물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확인할수없는점때문에불법폐기물의관리문제를발생시켜폐기

물처리증명제도의취지를상당부분퇴색시키는결과를초래하였다. 

이에 환경부는 2000년 3월 폐기물 관리 정보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정보통신부의‘국가정보화사업’과제로 채택되어 2000년 9월부터 폐기물 적법

처리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2001년 9월에 완성하였다. 이 시스템은 기존 배출

사업자, 수집운반업자, 처리업자 사이의 기존종이 인계서를 인터넷상에서 전자

인계서의형태로관리하는폐기물관리정보시스템이다. 시스템구축이후사업장

폐기물관리대장이자동생성되어기록·보존되었으며, 폐기물배출·처리실적보

고서등연간실적보고서가시스템을통하여제출할수있게되었다. 

이와연계하여시스템활용도를높이고사용자편의를증대시키기위하여인계

관리시스템외에도폐기물의인·허가정보를인터넷으로등록·조회할수있는

인·허가시스템, 폐기물인계관리정보를통하여각종폐기물의관련데이터나통

계를분석할수있는통계분석시스템, 각종재해와시스템장애상황에도시스템

이연속적으로운영되기위한재해복구시스템등을갖추고있다. 이처럼지속적인

시스템확장과성능개선을추진하여실시간으로폐기물관리뿐만아니라수요자

에게다양한맞춤형정보를제공하고실적보고까지할수있도록운영하고있다. 

1) 시스템사용대상자확대

한국환경자원공사는2001년 9월부터2002년 8월까지 1년간감량화사업장, 종

합병원등‘감량화지침준수의무대상사업장’1,500개소를대상으로폐기물적법

처리시스템을시범운영하였다. 2003년6월부터지정폐기물다량배출자7,400여

개소를 추가하고, 2004년 10월부터 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자, 2005년에는 의

료폐기물배출자, 2008년에는건설폐기물배출사업장까지대폭확대하는등단

계별로시스템사용대상자를확대하여왔다. 

시행초기1,500여개소였던시스템사용업체는2008년말기준30만여개소까지

늘어났고전자인계서작성건수역시8만건에서약330만건으로41배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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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사용자확대현황

구 분 대 상 사업장수

1단계(2001~2002년) •감량화사업장및종합병원 1,500여 개소

2단계(2003년) •지정폐기물(월 100kg이상) 배출자추가 8,000여 개소

3단계(2004년)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일 100kg이상) 추가 20,000여 개소

4단계(2005~2007년) •의료폐기물사업장의병원급이상추가 45,000여 개소

5단계(2008년~)
•일반폐기물(500kg/월) 이상 및소량배출자

230,000여 개소
•의료폐기물(병원의원급이하) 및 건설폐기물배출자추가



2) 법적사용의무화시행

지난 2007년 8월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사용을법적으로의무화하는것을내

용으로「폐기물관리법」이일부개정·공포되었다. 2008년8월4일부터폐기물인

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배출·운반·처리하는 폐기물의 인계·인수,

처리내용을Allbaro 시스템에입력하도록의무화하였다. 이에해당되는사업장

(약 23만여개소추정)의폐기물전과정뿐만아니라실적보고및대장관리등도

Allbaro 시스템으로 일원화되어 본격적인 국가폐기물 관리의 선진화를 더욱 앞

당길것으로기대된다. 

3) ‘Allbaro’통합시스템구축

환경부와한국환경자원공사는시스템사용법적의무화에발맞춰폐기물적법처

리시스템의새로운가치창출의일환으로2007년5월혁신브랜드인‘Allbaro’를

개발하여고객지향의행정서비스체계를마련하였다. 기존에각각운영되던적법

처리, RFID 의료,건설, 감량화시스템을‘Allbaro’로통합운영하여고객의업무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업무연계를 통하여 해양경찰청과의

‘육·해상 통합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브랜드의 국제화

전략차원에서한·일산업폐기물적정관리협력MOU 체결(2007년 8월), Allbaro

시스템의베트남등해외기술이전등을확대추진중이다. 그결과‘Allbaro’시스

템은 2007년도정부대표브랜드경진대회에서행정자치부장관상을획득하여 IT

기반국가행정서비스개선의성공적인사례로인정받게되었다. 

4) 성과

폐기물의배출에서부터운반및처리까지모든과정이Allbaro 시스템을통하

여 연간 110만건(2007년도 기준)가량 관리되고 자동 처리되어 연간 약 2,503억

원의경제적비용절감과행정업무간소화(980만시간절감) 효과를거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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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2>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혁신브랜드‘올바로’(Allbaro)

모티브 :

All waste Barometer

폐기물처리의모든것을의미하는 (모두/함께) ‘All’

+

제대로, 올바로처리하여, 폐기물처리의초일류수준을구현하는척도가

되겠다는의지를담은 (기준/척도) ‘barometer’의 합성브랜드

All : 폐기물처리의모든것

Basic : 기본에충실함(안전/자원화)

Advanced : 가장 앞서감(세계최고)

Right : 올바르게일처리함(적법)

Original : 독창적인폐기물관리시스템



특히위해성이높아적극적인관리·감독이필요한지정폐기물은전체위탁량중

약 90% 이상이시스템을통하여실시간관리되어불법처리예방에기여하여투

명행정실현과과학적국가폐기물관리체계로개선하였으며 2008년 11월상표

등록도완료하였다. 

- 건설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

1) 개요

건설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은 국가적 차원의 건설폐기물정보 종합관리체계 구

축으로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및경쟁력강화를도모하고, 건설폐기물행정정

보의종합관리를통하여환경행정의정보화기반조성을목적으로하고있다. 

사업장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을 통하여 관리되어 있었으나, 사회적으로 재

건축 재개발 급증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가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또

천연골재부존량이부족한부분을순환골재사용으로대체하여사용할수있도록

촉진하기위하여「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제정되었다. 이에따

라 2004년 6월건설폐기물재활용활성화를위한사업계획에서건설폐기물관리

시스템및순환골재판매·유통관리시스템등건설폐기물정보관리체계를구축할

수있는계기가마련되어2004년 11월부터공사에서대행역무사업으로추진하게

되었다. 

2) 추진실적

2005년 건설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환경부 대행역무사업으로 공

사에서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 건설폐기물 민원대응체계 구축, 순환골재

유통추진활성화등의운영업무를수행하고있다. 

첫째, 2005년과 2006년에 건설폐기물재활용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전국적인

DB 자료를구축하여통계조사의신뢰도향상을이끌어냈다. 또한건설폐기물관

련실적보고서제출이시스템을이용하여전송하도록법적의무화(2007년 1월 9

일)됨에따라이중으로관리되던폐기물실적보고관리를일원화시킬수있었다. 

둘째, 민원 대응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공사전화상담센터의통합운영및지

사담당자에대한업무이관지침을마련하였다. 또 동영상교육시스템구축을통

하여시스템사용자의이해도를제고시켰다. 

셋째, 무엇보다 순환골재의 유통활성화를 건설폐기물 재활용사업의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다. ‘순환골재 사용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유관기관, 협

회, 업계간의의견교환을위한네트워크를구축하고,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총람」을제작하여순환골재생산자에게실질적인지원체계를마련하였다. 

966 환경30년사



3) 성과

시스템구축·운영으로지방자치단체및관련업계의연 277,500명의인력과

약208억원의행정비용을절감하는효과를얻었으며, 시스템활용을통한업계의

광고및정보취득효과는연간약 130억으로추산된다. 또한순환골재유통활성

화및사용증가(2005년대비2006년)에따라건설업체는골재구매비용약1,050

억원의절감효과를, 천연골재대체로인한환경복구비용은약 549억원의절감

효과를 발생하여 총 1,599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이중본시스템의실질기여도를10% 정도계산할때연간약160억원의경제

적가치창출이가능한것으로예상된다. 

- RFID 기반의료폐기물관리시스템

1) 사업개요

의료폐기물을유출·방치시주변동식물에치명적인세균성, 전염성바이러스

감염의우려가높은피, 고름, 신체조직및주사기등으로, 이의유통에대한투명

한관리가매우시급한실정이었다. 

의료폐기물을 포함한 지정폐기물의 배출·운반·처리 내역을 올바로 시스템

도입과함께종이인계서에서전자인계서로대체하여관리하였으나, 전산사용미

숙에 의한 전산입력 시 오류, 폐기물의 실제 인수·인계 시점과 전산입력 시점

사이의시간적불일치에따른행정정보수집지연등의문제점이남아있었다. 

이에의료폐기물의배출, 운반및처리에이르는유통과정에RFID 시스템(의료

폐기물전용용기에정보를무선으로송·수신할수있는전파태그를부착하여폐

기물의인수·인계과정에서실시간정보취합시스템)을도입하여보다투명하고

효율적인관리가되도록하였다.

2) 추진실적

시범사업은 2005년도정보통신부 RFID 선도사업 46개지원과제중 1위로선

정되어수도권소재40여개병·의원을대상으로시범운영을시작하였다. RFID

시스템현장적용결과실시간입력한계성극복, 인계서및관리대장관리편의

성제공, 관리감독한계성극복등의성과를이루는등그효과를인정받아이듬

해전국의료폐기물배출업체를대상으로본사업에착수하였다. 

본사업은2005년도시범사업의결과를바탕으로2006년도‘정보통신부u-IT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약 50억원의 예산으로 본 사업을 착수하여 감염성폐기

물전사업장을대상으로시스템구축을완료하였다. 

2006년시스템구축이완료됨에따라2007년 1월부터RFID 시스템적용을전

국적으로확산하였으며, 2007년8월‘RFID 시스템사용법적의무화’법률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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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되면서RFID 시스템을확산적용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마련하였다. 

의료폐기물의경우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을이용하여폐기물인수·인계

에대한내용을입력하도록규정하였으며2007년부터사용자를단계적으로확대

하여시스템의무화시행(2008년 8월) 이후 2008년말현재약 6만 1,084개소업

체에서 RFID 시스템을사용하고있다. 

3) 기대효과

폐기물의이동경로가실시간으로확인가능하고폐기물배출, 운반, 처리즉시

해당내역조회가가능하기때문에폐기물을투명하게처리할수있다. 또용기별

중량계근자동화로입고절차가간소화(고정형설치병원의경우)되었으며, 종이

인계서나웹입력등폐기물처리업무외의별도의작업이필요없게되었다. 아울

러정보가자동으로전송되므로사용자오입력등의오류발생률이저하되었고의

료폐기물에관련된모든인계정보가전산화되어정확한통계작성이가능해졌다. 

또한폐기물처리에대한투명하고정확한정보제공이가능하게되어의료폐기

물등유해폐기물처리에대한국민신뢰도향상되었으며, 환경행정업무전반에

적용가능한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제시하였다. 

4. 저탄소녹색성장지원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종합적인 기술검토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지않으면지역주민의님비현상으로사업추진에애로를겪는다. 

공사는 1980년대부터폐비닐처리시설및생활폐기물재활용선별시설등폐기

물처리시설을설치, 운영하여오고있다. 이를통하여습득한기술적경험과노하

우를토대로2005년부터지자체의공공기반재활용선별시설을대행하여설치를

지원하였다. 2007년부터환경부산하기관간유사중복업무통·폐합등기능조

정을통하여행정력을간소화하고자폐기물처리시설중폐기물소각및매립시설

설치사업도공사로일원화하였다.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전문건설시공기술과

환경기술이복합적이고체계적으로검토가이루어져야하는분야이다. 이를수행

할전문기술력과경험이부족한지자체를대행하여공사가설치·운영을지원하

여, 부실시공을예방하고효율적인시설설치를도모하고있다. 

공사는 2007년부터소각및매립시설을지자체로부터수탁받아추진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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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등 12개 지자체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이를

계기로 2007년 12월 27일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정부개발원조(ODA)

자금을 통하여 이집트의 수은폐기물처리시설(폐형광등 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선정되어추진하고있다. 

아울러자체기술인력을서울양천구및강남구소각시설기술진단에투입하여

초창기소각시설기술진단업무를성공적으로수행완료하였다. 이외에도개성공

단내소각및매립시설설치·운영자문과통영시등지방행정기관의폐기물처

리시설설치사업에대한기술자문을지원하였다. 

(2) 폐기물에너지시설설치지원

폐기물에너지시설은기존에소각또는매립및해양배출로버려지던폐자원으

로부터에너지를창출하는시설로폐기물처리비용의절감이가능하고온실가스

감축효과로기후변화협약에능동적으로대응할수있다. 

이러한폐기물에너지시설은세계적인에너지수요증대로인한원유가격상승

으로신재생에너지개발에대한욕구가증대되고온실가스감축을통한기후변

화협약에대응할필요성이증대되면서단순처리에서물질재활용및에너지회수

이용을위한시설의설치가가속화되고있다. 

폐기물에너지 시설은 가연성 폐기물에너지시설과 유기성 폐기물에너지시설로

구분된다. 가연성 폐기물에너지시설은 전처리시설을 통하여 종이류·플라스틱

류·비닐류·목재류 등 가연성폐기물을 분류하여 건조, 성형 등의 가공을 거쳐

고형연료를제조하고생산된고형연료를이용하여전력및열에너지를생산하는

시설이다. 가연성폐기물에너지시설은전처리시설(MBT) 및고형연료(RDF) 발전

시설로구성되며현재2개소에대한설계및공사관리감독을하고있으며지자체

와위·수탁계약체결을추진중인곳이6개소에이르고있다. 

제4편소속공공기관사 969

<그림 4-1-13> 부산시생활폐기물연료화시설및전용
보일러시설조감도

<그림 4-1-14> 서귀포시음식물탈리액처리시설조감도



유기성폐기물에너지시설은음식물류폐기물에너지시설, 매립가스회수발전시

설로구성된다. 전처리시설에서선별된유기성폐기물을안정화및소화시설을거

쳐바이오가스를생산하고이를이용하여열병합발전및전력을생산한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및대규모매립지내부에서발생하는메탄가스를회수하여발전에이

용하여화석연료의사용량을감축하기위한시설이다. 현재 2개소를수탁받아사

업을추진중에있으며지자체와협약을추진중인곳이5개소에이르고있다. 

(3) 공공재활용기반시설설치·지원

- 자체재활용시설설치사업

1990년대중반까지는폐비닐을이용한재생제품(정화조, 농수관로등)의 수요

가 많아 연간 2~3만톤의 폐비닐이 민간업체를 통하여 재활용되었으나, 1990년

후반이후건축경기불황과정화조수요제한등폐비닐재생제품의수요가한계

에도달하였다. 따라서공사는민간업체에서재활용하지않는고밀도농업용폐

PE필름의자원화를시작하였다. 

1987년 청주폐비닐재활용시설설치를시작으로 2004년 정읍까지총 400억

원을 투자하여 5기의 습식과 7기의 건식처리시설 등 12개의 폐비닐 재활용시설

을설치·완료하였다. 1995년에는쓰레기종량제전면실시에따른폐플라스틱증

가에대비하여광주북부중간처리시설을 시작으로 2001년 전북전주폐플라스

틱중간처리시설까지총 10기에약 84억원을투자하여 4만 3,000톤의처리규모

를갖춘폐플라스틱중간처리시설을설치완료하였다. 

1995년이후늘어난폐유리병을처리하기위하여1996년홍성과합천사업소의

시설준공을 시작으로 1997년 시화비축시설까지 약 34억원을 투자하여 연 2만

2,000톤의처리규모를갖춘폐유리병중간처리시설을설치하였다. 

1997년도에는서울상암동에67억원을투자하여1만5,000톤처리규모로폐가

전제품 재활용시설을 설치하였다. 1998년에는 무단방치 또는 소각으로 사회적

문제가제기되었던폐타이어의재활용을위하여경기시화공단에73억원을투자

하여 8,800톤처리규모를갖춘폐타이어재활용시설을설치하였다. 1998년부터

2006년까지 경기권·충청권·전북권·전남권·경북권·경남권 등의 6개소의

지사사무실을건설하였으며, 2007년에는환경연구단지내공사의시험연구동을

건설하였다. 

이러한 자체 재활용시설 설치경험을 바탕으로 2007년에는 경기도 안성의 폐

전지류광역집하선별장을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와의 위·수탁협약을 통하여

설치하였으며, 환경부 위탁사업으로 대구 성서공단 내 PCBs 보관시설을 설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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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활용기반시설설치사업

공사는 1995년 폐플라스틱중간처리시설 설

치사업을시작으로2005년까지폐유리병중간

처리시설, 폐가전제품 재활용시설, 폐타이어

재활용시설, 폐비닐 재활용시설 등 27개소의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또 경북권·충청권·수도권 비축처리시설과

전남권·전북권 등 4개소의 지사를 신축 운영

중에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은 환경부에

서추진하였으나지방자치단체의기술력및경

험부족으로사업부진의어려움을겪고있었다. 이에따라공사가자체재활용시

설설치및운영경험을바탕으로2005년부터‘공공재활용기반시설설치운영지

침’을마련하여, 기반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지방자치단체에공사의경험과전

문기술력을지원하였다. 이로써부실시공을예방하고효율적인시설설치에도움

을주고자공공재활용기반시설설치사업을추진하고있다. 

사업첫해인2005년공사는234개지방자치단체를대상으로사업홍보및교육

을통하여통영시·서천군·김해시등3개지자체의공공재활용기반시설설치사

업위·수탁협약을체결하는성과를거두었다. 또2006년에는지방자치단체담당

공무원등124명이참석한가운데공공재활용기반시설의최적설치방안및성과

확산등의교육연찬회를개최하여이사업의활성화기반을마련하였다. 같은해

12월서천군과통영시의공공재활용기반시설을지자체실정에맞는최적의시설

로준공하고인계하였는데, 공사의사업수행능력이대내외적으로검증받는계기

가되었다. 

이러한실적을바탕으로 2006년에는인천남동구등 5개지방자치단체, 2007

년청주시등 2개지방자치단체, 2008년삼척시등 2개지방자치단체등사업수

행 4년만에 12개 지방자치단체와위·수탁협약을체결하였다. 또 2007년 보령

시와 김해시의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을 완료하여 총 4개의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을준공, 향후원활히운영될수있도록하는사업성과를거두었다. 

2009년7월말현재달성군등2개소의공공재활용기반시설공사현장사업소의

운영으로건설공사의철저한공정및품질관리를통하여사업기간내준공할예

정이다. 

2009년7월말까지통영시·서천군·김해시·보령시등운영중인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을대상으로총3회의시설점검활동을실시하는등시설설치뿐만아니라

사후관리에도서비스를제공하여해당지방자치단체로부터큰호응을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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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5> 김해시공공재활용기반시설



2008년에는 공사의 기술인력과 기술능력을 검증받아「건설기술관리법」에 의

한 책임감리면제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공사에서는 전기·소방분야를 제외

한 건축 및 토목분야, 기계분야 감리업무를 공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마련하여2008년청주시공공재활용기반시설설치사업감리업무에시범

적용하여재활용시설설치전문기관으로자리매김하게되었다. 

공사는 2007년이후공공재활용기반시설설치사업에서얻은노하우를바탕으

로하수슬러지처리시설및음식물자원화시설로사업범위를확대하고있다. 그결

과사업추진첫해남해군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사업의위·수탁협약을체결하

여2008년4월설계용역을완료하고2009년12월시설공사를준공할예정이다. 

(4) 자원순환특화단지조성

선진국을중심으로자원의순환적사용을극대화하는‘자원순환형사회’의구

축을추진하고있다. 국내에서도폐기물의수거·처리중심으로시작한재활용산

업을자원순환형산업으로전환하기위하여정부는지방자치단체와공동으로자

원순환특화단지(Eco-Recycing Center) 조성사업을추진하게되었다. 

2005년환경부에서는전국권역별로일정규모이상의자원순환특화단지를조성

하고자계획을수립하고, 전주시를시범사업자로선정하였다. 

공사는 2006년 2월 전주시 완산구에 자원순환특화단지 시범사업(조성면적

80,592㎡, 조성기간2006년~2010년, 총사업비17,100백만원)을추진하고있으며

2010년시범사업을완료하고단지운영및성과분석을통하여2차시범단지를추가

적으로조성할계획이다. 

선진국의에코타운조성및운영실적을분석하여국내실정에적합한특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2007년 8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도시기본계획변경 타당성조사

및도시기본계획용역을실시하였다. 자원순환특화단지조성이완료될경우단지

내 물류시설의 공동사용, 환경오염물질의 공동처리, 공동연구개발, 정보교류 등

으로 생산비용절감과 물류비용 절감을 통하여 재활용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될것이며, 단지조성에따른고용창출을통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도기

여하게될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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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0> 전주시자원순환특화단지계획내용

구 분 내 용

위치 전주시완산구상림동산 188 일원

조성면적 / 조성기간 80,592㎡ / 2006년~2010년

총사업비 17,1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조성유형및조성방법 지방산업단지, 공영개발(한국환경자원공사)



(5) 에코시티조성사업지원

저탄소미래형도시인‘Eco-city’조성을위한공공서비스기반마련을통한저

탄소사회형성에기여하기위하여지자체가실시하는에코시티조성사업을지원

하는것이다. 광주광역시남구에서추진중인택지개발, 도시숲가꾸기, 생태하천

조성및자원순환시설설치를지원하기위하여2008년 12월에MOU를체결하여

추진중에있다. 2009년1월에는공사내에도시계획, 환경, 에너지, 건축등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에코시티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수요자중심의 공공서비스

업무를수행하고있다. 

공사는 에코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컨설팅과 에코시티 조성을 위한 Master

Plan을 지원하고 지원센타의 전문가 자문단을 활용하여 포럼운영 등을 통한 행

정·기술적네트워크를구축하여나가고있다. 

5. 각종검사및측정ㆍ시험분석

(1) 인증·시험·검사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검사업무는 생활계폐기물의 4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포장폐기물발생억제를목표로하고있으며난분해성재질의포장재사용을

지양하고 외형적 포장만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소비행태를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담당하고있다. 

2001년8월환경부로부터검사기관으로지정받아9월부터업무를시작하였다.

2002년 5월에는지사및출장소로확대시행하여, 2005년 11월에는기술표준원

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하였다. 이러한

노력의결과로2005년에3개검사기관중가장높은실적을달성하여2006년이

후는전체검사실적의50%를공사가담당하는성과를낳았다. �  

합성수지재질그밖의복합재질제품·포장재의경우는공사의승인을받은후

분리배출표시 마크부여가 가능하며 재질시험결과를 통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할

수있어친환경이미지제고를위하여노력하는기업들이주요고객들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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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6> 합성수지지류분리배출표시마크



의료폐기물전용용기 검사는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등적출물, 실험동물의사체등보건·환경보호상특별한관리가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의료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도록 한 전용용기의 법정

기준준수여부를검사하는것이다. 

공사는 2005년 1월부터 의료폐기물전용용기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2005년

27회, 2006년59회, 2007년54회검사등총140회를수행하였다. 

고형연료제품품질등급인증은재활용이곤란하여단순소각·매립되던가연성

폐기물을재활용이가능한고형연료로적정사용될수있도록한제도이다. 물질

재활용이곤란한복합재질의플라스틱을RPF 등의고형연료로생산하여미래의

에너지원으로폐기물을관리하는새로운패러다임이라할수있다. 

세계적인에너지수요증가및국제적수급불안정등의요인으로국제에너지가

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폐기물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003년8월고형연료제품에대한관련고시가제정되어폐플라스틱고형연료사

용에대한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플라스틱협회, 생산업체, 사용자들의 관심과 기

대수준은높은반면제품의사용처가한정되는등시장여건이미흡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RPF 사용확대를위하여열병합발전소등을건립하여사용을확대하

고자 2003년 8월에 공사가 고형연료제품 품질인증·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업

무를시작하였다. �  

2006년 11월에는고형연료제품의범위를RPF, RDF로확대하였으며, 2007년

12월 TDF를 고형연료제품으로 추가하고 인증절차, 품질시험·분석방법을 고시

하도록하여고형연료제품의합리적인관리가가능하도록하였다. 

고형연료제품품질인증·관리대상시설은시멘트소성로, 고형연료제품전용발

전시설및화력발전시설등으로관련법령에서정하는사용시설로제한되며, 고

형연료제품 품질 인증대상제품은 RDF(Refuse Derived Fuel, 생활폐기물 고형

연료제품), RPF(Refuse Plastic Fuel,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 TDF(Tire

Derived Fuel, 폐타이어 고형연료제품)로 분류된다. 2003

년5건을인증하였으며2007년에는36건을인증하는등총

84건을인증하였다.

(2) 폐기물처리시설검사

폐기물처리시설검사는「폐기물관리법」제30조(폐기물처

리시설의 검사)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2차오염을방지하고국민건강및환경상의위해를예방하

기위하여폐기물처리시설에대한사용전설치검사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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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7> 국제공인시험기관인정서현판식



중정기검사를실시하고있다. 폐기물소각시설및매립시설검사는그동안환경

관리공단에서업무를수행하여왔으나2005년 12월환경부산하기관기능조정방

안및2007년 2월 14일「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개정으로공사가환경관리공단

을대신하여검사기관으로지정되었다. 

에너지회수시설검사는2005년부터시행되었는데2007년까지총8건을검사

하였으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검사는2006년부터시행되어2006년 105건,

2007년 139건을검사하였고, 폐기물소각·매립시설검사는 2007년부터시행되

었으며2007년소각은90건, 매립은81건을검사하였다.

(3) 폐기물처리시설기술진단및주변영향조사

폐기물처리시설에대한기술진단은반입폐기물의특성을조사하고시설, 공정,

운영등에대한진단을통하여시설개선과효율화를도모하기위한것이다. 주변

환경영향조사는 사용종료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중 안정화 진행정도를 조사하여

주변환경에미치는영향을미연에방지하기위하여실시하고있다. 공사는2007

년 2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개정으로조사기관으로지정되었으며, 같은해

6월에는「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개정으로진단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07년에는 양천자원화회수시설 기술진단업무를 시작으로, 강남자원화회수시

설기술진단, 영흥쓰레기매립장사후관리정밀조사, 서귀포시상효동매립장주변환

경종합보고서, 담양군금성매립장주변환경영향조사를하였다. 

2008년에는봉화군사용종료매립시설주변환경영향조사를2009년에는청주시

소각시설기술진단, 대전시소각시설기술진단, 창원시소각시설기술진단, (주)한

중사용종료매립시설주변환경영향조사, 경남고성군매립시설기술진단등의업

무를수행하였다. �  

(4) 다이옥신등유해물질측정ㆍ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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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8> 원료상태의가연성폐기물 <그림 4-1-19> 폐기물을가공하여일정크기로만든고형
연료제품



공사는2006년 10월환경부로부터「포장재의중금속함량시험기관」으로지정

되어유해물질분석업무의첫걸음을내딛게되었으며, 이듬해인 2007년 2월「폐

기물전문분석기관, 다이옥신및침출수측정기관」으로지정되어폐기물전문분석

법정기관으로써의역할을수행하기시작하였다. 2008년 2월최첨단시험분석환

경 및 시설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시험연구동 완공 후, 다이옥신,

PCBs 분석을비롯한POPs 물질측정·분석, 악취분석, 석면분석등다양한분야

의전문우수인력채용을통하여확대되고강화된유해물질분석업무에부합하는

인적역량을확보하여현재운영중에있으며, 2009년 현재까지총 80여 억원을

투입하여 고분해능질량분석기(HRGC/HRMS),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LC/MS/MS),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GC/MS/MS),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ICP-MS), 투과전자현미경(TEM) 등 200여종의최첨단정밀분석기

기및장비를확보. 가동함으로써종합적인유해물질분석에대한인프라를구축

완료하였다. 또한2008년, 2009년정도관리신뢰성평가에서전분야최우수기관

으로발돋움하였으며, 석면분석분야의경우국제정도관리프로그램인미국AIHA

정도관리평가에서연속적으로우수한성적을거두고있다. 

이를통하여최근사회적이슈로대두되고있는국민건강과관련된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공사는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시험기관으로 지정된

이래역학및화학분야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및해양배출폐기물전문

검사기관인정등환경, 화학분야에서국제공인기관으로서의위상을드높이고있

으며, 대외적으로는 중국 국립환경과학연구원 및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과

MOU를체결유해물질의보다선진화된연구, 개발업무및분석업무에대한공유

를진행하고있으며이러한다양한채널을통한신뢰성과전문성을바탕으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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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1> 유해화학물질분석분야

구 분 내 용

RoHS 분석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제품의국내유통및재활용을위한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여부

-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로뮴, PBBs, PBDEs

잔류성유기 •배출시설및주변폐기물중에존재하는잔류성유기오염물질분석

오염물질분석(POPs) - 알드린, 다이옥신류등 12종

PCBs 분석 •고상및액상폐기물에존재하는폴리염화비폐닐을분석

포장재중금속 •포장재에함유된중금속함량분석

함량시험 -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다이옥신� •소각시설과특정생산시설에서배출되는다이옥신, 매립시설에서발생하는침출수분석

/침출수측정

악취측정
•악취배출시설에서의악취측정

- 복합악취, 지정악취등 18종

지정폐기물분석
•주변환경이나인체에위해한지정폐기물을분석

- 일반항목, 유기용제, PCBs 등 31종

석면분석
•석면을 1% 이상함유한제품, 설비를해체제거할때발생하는모든물질에대한분석, 

백석면, 갈석면, 청석면등 6개항목



국민 고객만족 향상과 각종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의 환경정책 수립에

크게기여하고있다. � �  

6. 국제협력

(1) 개요

전 지구적 차원에서 환경문제는 비관세장벽으로서 기업들의 경쟁력을 위협하

기도하지만, 동시에새로운경제성장의견인차역할을할수도있게되었다. 급

변하는세계적흐름에비추어볼때, 그동안공사에서추진해오던농촌폐비닐중

간가공품수출중심의단편적이고산발적인국제협력업무는한계가있었다. 이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국제환경협력을 통하여 국제환경시장에 우리나라 기업들

이활발하게진출할수있는지원체계를구축하기위한구체적방안마련이요구

되었고, 이에‘국제정책연구센터’가2006년1월1일에설립되었다. 

이와더불어2006년1월에는국내의자원순환업체의해외진출현지지원을위한

교두보확보를위하여아시아국가들중에서가장빠른경제성장을구가하고있는

중국과베트남에해외사무소를설치하였고, 같은해 12월에는공사와베트남환경

보호청(VEPA)간 환경협력에대한포괄적인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특히

해외사무소를통하여중국과베트남은물론인근국가의환경시장에진출하고자

하는국내의자원순환업체에게최신의환경시장및정책동향자료를수집·분석

하여제공할수있는체계를갖추었으며, 현지정부행정기관의중요실무자들과

돈독한유대관계를바탕으로한긴밀한업무협조체계를구축하여나가고있다. 

또한 공사에서는 국내·외에서 신규법률이나 제도가 준비되거나 시행되는 시

점에맞춰매년다양한국제회의를개최하고있다. 제품의유해물질사용을제한

하는「전기전자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성 향상에 관한 법률(2008년 1월 1일)」제

정·시행에따른국내환경업체의혼란을사전에방지하고자국내외의관련전문

가를초청하여‘제품의자원순환성향상을위한국제심포지엄(2006년 12월)’을

개최하였다. 또 중국의「순환경제법(循環經濟法, 2007년 3월)」제정·시행에맞

춰‘한중 전자정보산업 순환경제발전 국제포럼(2007년 12월)’을 개최하여 중국

에진출하고있는국내전기전자업체에게대응전략을마련할수있는기회를제

공하였다. 

또한OECD 폐기물작업반회의, 바젤협약3) 당사국총회등폐기물관련국제기구

가주관하는국제회의에폐기물정책수행기관으로서환경부와함께참여함으로써

지속적인국제환경정책동향파악, 협력가능분야모색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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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 유패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4년 3월에 가입하여「폐기물

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1994년 5월부터)하고 있다.



(2) 국제협력전문가양성

국제협력분야전문인력양성을위하여‘국제환

경협력 인력풀’을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2009년현재본사를포함한각지사직원 61명정도

가 인력풀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인력풀 구성

원들의 국제 협력분야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한국무역협회 부설 무역아카데미에 위탁하여 직무

교육을실시하고있다. �  

또한인력풀구성원들의전문지식함양과더불어,

대외활동역량강화를위해서 모의국제회의를 개최하고, APO4)(아시아생산성기

구)에서주최하는국제워크숍에도참가하도록하고있다. 이로써개인들의외국

어(영어) 발표능력향상은물론국제적인인적네트워크를구축할수있도록지원

하여공사의국제협력업무역량강화와국제적인위상제고를도모하고있다.

(3) 국제환경동향정보수집

기존해외진출지원방식의가장큰문제점은진출대상국에대한사전정보를

충분히파악하지않은채실시되었다는점이다. 앞으로환경시장이또하나의신

흥시장으로부상하면서적잖은기회를우리에게안겨줄수있겠지만, 한편으로

는정확하지않은정보에기초한투자와이로인하여발생하는피해에대한우려

또한커지고있다. 

따라서해당지역의정치·경제·법률적환경을정확히파악하고이를바탕으

로투자에나서야만성공적인해외환경시장진출이보장된다. 

공사에서는우선베트남폐기물관리실태및현황을파악하기위하여베트남환

경보호기금(VEPF)과 계약하여‘하노이고형폐기물재활용활동연구용역’(2005

년 12월 29일~2006년 6월 30일)을 추진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베트남자

연자원환경 5개년 계획(최종본)」을 완역하여‘베트남 현지진출을 위한 투자설명

회’(2007년4월13일)에서배포함으로써참석자들로부터좋은호응을얻었다. 

또한국내환경산업의중국진출시도움이되고자중국과베트남의환경법령

및폐기물분야관리법령을체계적으로종합하고번역하여「중국환경법령자료집」

(2007년 10월), 「베트남환경법령자료집」(2008년 6월)을 발간하였다. 아울러중

국환경시장통계자료집발간을현재중국사무소를중심으로추진하고있다. 

한편최근동유럽(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유고슬라비아등)이잇달아EU에

가입하면서신규환경시장으로부상하고있어이에대한정확한시장현황파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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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O(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 : 일

본생산성본부의 주도 아래 1961년 5월 한

국·일본·인도·네팔·파키스탄·필리핀·

타이·타이완등 8개국이협정하여창설.

<그림 4-1-20> 공사-VEPA간 MOU 체결



중요한과제로대두되었다. 이에공사에서는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와계약을

하여‘동유럽중심의환경산업시장조사연구사업’(2007년6월~2008년1일)을추진

하여동유럽지역의환경산업중에서특히자원순환산업의시장실태및수요를파

악하고자원순환산업해외진출촉진을위한중장기발전전략을제시하였다. 

(4) 국제 환경정책연수프로그램운영

국제정책연구센터는국내에자원순환정책분야의국제연수프로그램개발을위

하여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공적개발자금(ODA) 지원사업으로추진하는2

건의연수사업(베트남환경관리과정, 개도국환경보호정책과정)을수탁, 성공리

에마쳐위탁기관에신뢰를심어주는계기를마련하였다. 

이러한신뢰가기반이되어2007년에는3개의연수사업을, 2008년에는9개의

연수프로그램을 수탁운영하게 되어 국내외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자원순환 분야

전문연수기관의위치를확고히하였다. 

이처럼공사가연수사업위탁기관인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전폭적인신임

을얻게된것은종전에는다소형식적으로수행하였던‘국가환경보고서발표회’

를국내의자원순환업체, 단체및개인들에게공개함으로써최신의국제환경시장

동향을파악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였기때문이다. 

아울러강의및현장견학등연수과정일체를‘국제환경협력인력풀’구성원들

을활용, 모니터링하고, 그결과를차기연수프로그램운영시반영하여연수사업

의실효성을높였기때문이다. 

이와같이개도국의환경연수가구체적인사업과연계되어해외진출이나지원

의효과를거둘수있도록운영하여공사는해외진출의첫쾌거인‘이집트의유해

폐기물통합관리사업’을KOICA ODA로부터수주할수있었다. 

(5) 자원순환해외진출및지원사업

- 폐기물관리정책수출

공사국제협력의최종적인목표는한국의선진정책을수출하고환경산업의해

외진출을지원하는것으로, ‘올바로(Allbaro)’시스템의베트남이전은정책수출

이본격적으로시작된것이라고할수있다. 공사는2006년 12월4일베트남환경

보호청과환경협력에관한포괄적MOU를체결하였으며, 향후추진과제가운데

‘올바로’시스템이전을포함시켰다. 

정책수출은단순히기술과내용을소개하는것으로그치지않고, 정책이도입되

고정착되기까지상당한기간동안재원과인력이투입되어야한다. 따라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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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우선‘올바로’시스템이전사업의타당성조사, 베트남적용방안, 시범운영시

스템개발등을골자로하는조사사업을환경기술진흥원기초조사사업의일환으

로포함시켜추진하였다(2007년 7월~2008년 4월). 그리고기초조사사업의결과

를바탕으로‘올바로’시스템의베트남이전·개발·적용을본격적으로추진하기

위하여 KOICA ODA를 활용하고자 하며, 2008년 6월 현재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에서KOICA로올바로시스템공동개발및구축사업계획서를제출하였다. 

KOICA ODA 자금으로시행하고있는이집트의유해폐기물통합관리사업역시

이러한원칙을잘보여주는사례이다. 이 사업은유해폐기물을처리하는시설을

건설하는것으로구성된것이아니라유해폐기물인폐형광등을적절히수거하기

위한EPR 시스템을이집트에정착하는사업을먼저수행하도록되어있다. 그리

고이를위하여공사직원이일정기간이집트에상주하면서정책이전과정을책

임지고지원하도록되어있다. 

현재공사에서는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EPR 제도뿐아니라전기전자제품및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성보장제도, 쓰레기종량제, 포장폐기물 줄이기, 폐

기물감량화제도등한국의우수한폐기물관리정책의수출을위하여정책홍보자

료집을제작·배포함은물론국제환경협력인력풀을DB로구축하여정기적으로

E-매거진을제공하고있다. 

- 자원순환산업체해외진출지원

국내자원순환업체들가운데신흥시장인중국이나베트남환경시장진출을희

망하는업체수가증가하고있다. 이러한업체들의해외진출수요증대에맞춰국

제정책연구센터는 우리나라 자원순환업체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최신의 환

경정책및시장정보를제공하고있다. 환경정책정보자료집「EcoPolicy」와한·

중·영 환경용어 자료집, 중국 환경법령 자료집 등을 책자 형태 또는 전자책자

(E-book) 형태로제작·배포하여정보전달매체도다양화하였다. 

아울러베트남에대한투자수요가증가함에따라대베트남투자희망업체를대

상으로현지법률전문가(변호사등)를초청하여‘베트남투자설명회’(2007년 4

월)를개최하였다. 설명회에서는베트남투자시외국투자기업에대한경제적인

센티브, 투자성공및실패사례등에대한정보를제공하였다. 구체적인국제협력

사업발굴논의를위해서는진출국의정부고위실무자와실질적으로직접사업을

영위하는업체들과1대 1로사업가능성에대하여논의하는것이투입대비성과를

극대화하는가장효율적인방법일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제정책연구센터는 수요조사

를통하여해외진출수요가가장많은국가를우선선정하고, 관·민·업계·학

계가모두참여하는‘자원순환협력단’을구성·운영하고있다. 2007년 4월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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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환경시장에투자하고자하는국내업체들로구성된‘한·베자원순환협력

단’을 운영하였으며, 이 협력단에는 10개 업체를 포함하여 20명이 참여하였다.

이 협력단을 통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자원순환산업체간(효정테크-세라핀, 효정

테크-타스코) MOU를 체결하게 되어 공사로서는 첫 번째 해외진출 지원성과를

올리게되었다. 

또한자원순환지역정보네트워크(www.greengrowth.asia) 운영을활성화하여

국제환경동향정보의 DB 구축및체계적관리를통하여유효정보를적시제공하

여국내환경유관산업해외진출지원확대에기여하고있으며국제환경연수, 국제

심포지엄, 해외진출사업등의정보를제공하고있다. 

- 공사해외진출첫발

그동안 공사의 업무는 주로 국내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해외직접진출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KOICA ODA 사업으로연수사업이계속이어지면서지원

사업을넘어서공사도직접진출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였으며, 첫사례가이집

트유해폐기물통합관리사업이다. 공사에서는이집트유해폐기물담당고위공무원

4명을초청하여‘스터디투어’를실시하고(2007년 5월2일~9일), 이들이KOICA

에폐형광등수거및재활용을중심으로하는유해폐기물통합관리사업을신청할

수있도록적극지원하여 300만달러규모의유해폐기물통합관리사업을공사가

추진하게되었다. 이로써공사는전략적해외협력을통하여중동지역으로의환경

시장을개척하여자원순환분야의국제적영향력을확보하게되었다. 이어 2008

년 10월네팔라리트푸르시및카트만두시와MOU를체결하고동아시아기후파

트너십자금을통한네팔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설치사업(2009년~2011년)을수

행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2009.3~2009.12)이 진

행중이다. 

또한 녹색성장을 위한 서울이니셔티브(SI) 사무국 운영을 통한 SI사무국 국가

별 시범사업으로 라오스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지원사업(2008.12~2009.12)과

방글라데시 치타공시 의료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 타당성 조사 사업

(2008.11~2009.11) 등현재총 5개공사직·간접해외진출사업이진행중이며

방글라데시 치타공시와 2009년 7월 13일 의료폐기물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정책

및기술협력에관한포괄적인MOU를체결하는등국내환경전문기관으로서저

탄소녹색성장에부응하는녹색사업해외진출등에적극동참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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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환경관리공단발자취

1. 환경의오염과환경관리공단의탄생(1983~1987년) 

�  

1960년대부터시작된우리나라의국토개발과산업화는 1970년대와 1980년대

를지나면서산업화와도시화의진전으로대량생산과대량소비로이어지는급속

한경제성장을이룩하였으나반면환경오염문제를야기시켰다. 특히산업시설

이밀집되어있는공업단지에서의산업폐수배출은법규에서규정하고있는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더라도 총량적으로 많이 배출되어 주변하천의 심각한 오염문

제를야기하였다. 

이에따라정부에서는 1980년대초부터환경오염을방지하기위하여공단지역

의폐수종말처리시설과폐기물소각·매립시설등공공환경기초시설을확충하여

나갔다. 이렇게 건설된 환경기초시설들은 이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관리조직이필요하여환경관리공단이설립되게되었다. 

이러한배경에따라환경관리공단은1983년제정된「환경오염방지사업단법」에

의하여1987년3월정부가운용하던환경오염방지기금(303억원)으로3개국가공

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대구남천·진주상평·청주공단), 지정폐기물처리시설

(화성)을인수하면서‘환경오염방지사업단’으로설립되었다. 

이후환경오염방지기금및환경청위탁재산을정식인수하고조직을정비하였

으며, 1987년 11월「환경오염방지사업단법」이「환경관리공단법」으로개정되면서

‘환경관리공단’으로개칭되어탄생하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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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환경오염방지사업단현판식(1987. 3) <그림 4-2-2> 환경관리공단창립(1987. 11)



2. 환경오염방지사업에주력(1988~1995년) 

1987년 대구남천·진주상평·청주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수탁운영을 시작

으로 1989년익산공단, 1991년달성공단·여천공단등6개국가소유폐수종말처

리시설을환경부로부터위탁받아관리하면서환경기초시설수탁운영사업이확대

되었다.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과지방자치단체소유폐수종말처리시설의운

영도 공단에 위탁하는 사례가 급증하여 1990년 연기군 노장 농공단지를 필두로

23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과성서공단을비롯한6개지방자치단체소유폐

수종말처리시설을수탁운영하면서공공환경기초시설의전문운영기관으로서위

상을구축하였다. 

아울러공단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에대한설계업무와시공감리업무를

수행하여경험과역량을축적함으로써본격적인건설대행사업의기반을구축하였

다. 1991년부터는환경기초시설수탁운영사업과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설계

및시공업무수행을통하여축적된기술력을바탕으로사업수행규모및대상시설

의확대에노력한결과1994년진주상평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의증설사업을시

작으로국가소유폐수종말처리시설및지방자치단체소유폐수종말처리시설에대

한증설및고도처리시설설치사업등건설대행사업의규모및종류를점차확대

하면서수질분야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전문기관으로자리매김하게되었다. 

3. 사전예방중심의환경기술전문기관으로발돋움(1996~2000년) 

1990년대중반이후정부의환경정책이사전예방체제로바뀌게되면서공단도

환경오염을사후처리하는기존의방식에서벗어나 1996년부터는사전예방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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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환경관리체계로전환하여다양한분야의환경사업을수행하여왔다. 

건설된환경기초시설의적정가동을위하여공단은지자체및공공기관에서운

영하는공공환경처리시설에대한기술진단도입의타당성을검토하고「공공환경

시설기술진단제도도입에관한조사연구용역」을수행하여기술진단제도기반을

구축하였다. 

이를토대로 1994년에는「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기술진단제

도가법제화되었으며, 공단은 1996년대전하수처리장을시작으로공공환경기초

시설에대한기술진단을실시하여오고있다. 

특히자금이열악하고영세한중소기업체를대상으로상시적인현장지원체계

를확립하여무상기술지원을실시하게되었고, 폐기물소각시설에대한성능검

사업무등사업의특성상전국적으로산재된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

1996년도에는 영남·호남지사를 신설하였고, 1997년도에는 중부지사를 설치하

게되었다. 

1996년 정부에서는관계부처합동으로물관리종합대책을수립하여전국의하

천과호소의수질개선을위하여2005년도까지목표로하수도보급률을80%까지

제고할계획으로하수종말처리시설확충및하수관거정비사업을대대적으로추

진하게되었다. 이에따라공단에서도환경부·지방자치단체등의수요에맞추어

1997년이후하수도시설확충사업의일환으로무주군무주하수종말처리장등 17

개시설을설치완료하였으며, 남양주진건하수종말처리장등9개시설과가평군

천안하수종말처리장등7개시설의하수도시설설치사업을추진하였다. 

지자체하수관거정비사업의일환으로는광양시광양관거등 9개소를설치완

료하였으며, 강화군강화관거등6개소및고성군토성관거 1개소에대한사업을

추진하여오고있다. 

또한광주시경안하수종말처리장을포함한10개하수종말처리시설을기술개발

형·주민친화형시설로구분하여선진화시범사업을추진하였으며, 농어촌지역

에서발생하는생활하수를적정하게처리하여농어촌지역의수질환경및생활환

경개선을위하여의성군금성하수종말처리장등 3개소에대하여농어촌하수도

정비시범사업을수행하였다. 

1998년부터하수처리장건설은시급하나지방비부족으로처리시설건설이지

연되고있는지역에대하여민간자본및민간전문기술참여방식으로환경시설민

간투자사업을추진하여문경시가은하수종말처리장등 15개하수도시설을설치

완료하였으며, 양주시 장흥하수종말처리장 등 3개소에 대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정부가대기특별대책지역으로지정한울산·온산공단지역과여천공단지

역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상시감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굴뚝원격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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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구축·운영하는업무를공단이수행하게되었다. 1998년호남권관제센터

구축을 시점으로 1999년 영남권관제센터 구축, 2001년 수도권관제센터 구축,

2002년 중부권관제센터 구축완료 등 단계적으로 전국적인 TMS 관리체계를 갖

추었다. 굴뚝원격감시체계의측정망설치·운영경험을토대로 1999년도에는전

국대기자동측정망을, 2000년도에는수질자동측정망을구축·운영하여각종정

책관련환경기초데이터를실시간으로제공하여수질및대기오염을사전에예방

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1990년대초부터는유류·유독물질로인한사고와폐금속광산및군부대시설

의오염등토양오염에대한우려가환경현안으로나타나면서체계적인관리시스

템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어 정부에서는 1995년도에「토양환경보전법」을 제정

하게되었으며, 공단은토양관련전문기관의인정기준고시에의한토양관련전문

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1996년도에 토양오염도 검사업무를 시작하여 토양 및 지

하수분야업무를수행하고있다. 

환경오염물질의정확한정밀분석을통하여공신력있는환경데이터제공이라

는사회적·환경적요구에부응하기위하여공단은다이옥신등미량오염물질측

정·분석을위한환경분석연구센터를 1997년에설립하여국내최초로환경부로

부터 다이옥신 측정·분석 공인기관으로 지정(1998년)받아 측정·분석 업무 및

각종연구사업을수행하여오고있다. 

4. 미래환경을선도하는전문기관으로도약(2001년~ ) 

2001년도부터 각종 정책 지원 업무·기후변화 대응업무·대기오염 총량관

리·각종 오염 정화업무·상하수도시설 확충사업 등의 다양한 공공 환경업무를

전문적으로수행하여오고있다. 

수질·대기·폐기물등국가환경질관리를위하여공단은수질·대기측정망

의운영, 대기총량관리등의업무를수행하여오고있으며, 특히2006년5월부터

는굴뚝원격감시체계(CleanSYS)의혁신브랜드화를추진하였다. 맑고깨끗한환

경을지키는운영관리체계를의미하고세계화를지향하는혁신브랜드CleanSYS

(Clean[청정]+System[체계])를 탄생시켜 정부 10대 혁신브랜드에 선정, 장려상

을수상하기도하였다. 

하수관거의부실로인해서 2001년 기준으로우리나라하수종말처리시설의평

균유입수질이당초설계수질대비약60%에불과하는등막대한국가예산을투

입하여설치한하수종말처리시설의수처리효율저하·유지관리비증가등의문

제점이 발생하였다. 환경부에서는 한강수계 특별대책지역 9개 시·군(구리시·

제4편소속공공기관사 985



남양주시·하남시·광주시·용인시·이천시·가평군·양평군·여주군)을 대상

으로우리나라의실정에적합한새로운기법·기술등을적용하여선진화된관거

정비모델을개발하기위한시범사업추진을결정하였다. 

이에따라공단은하수처리장및차집관거공사업무를오랫동안수행하여온

경험을바탕으로환경부와경기도 9개시·군과협약을체결하여한강수계하수

관거정비사업을수행해오고있다. 

그리고토양오염정밀조사를위하여2002년부터팀을구성하여본격적으로수

행하여왔으며사업수주량증가에따라 2005년 7월처조직으로확대개편함으

로써토양·지하수분야의국가일류기술전문기관으로도약할수있는발판을구

축하였다. 특히반환미군기지이전에따른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환경오염

조사사업을 2003년부터 2006년까지수행하여한미협상자료로제공함으로써국

가위상을더높였으며, 산업단지및폐금속광산정밀조사등을책임수행함으로

써 토양·지하수 환경분야의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2007년부터는‘지

하수오염원정밀조사’및‘지하수수질측정망설치대행사업’등의사업을수행

함으로써토양분야에비하여상대적으로미흡한지하수분야의역할을강화하여

토양·지하수의균형있는발전을도모하여오고있다. 

최근국민의관심이집중되고있는내분비계장애물질에대하여환경부는범정

부대책협의회를구성하여2000년부터약 10개년계획으로연차적연구·조사를

추진해오고있으며, 공단은‘다이옥신실태조사’등주요업무를지속적으로수행

하고배출원현황을파악하는등정부의‘다이옥신실측사업’을전문적으로지원

하고있다. 잔류성유기화합물(POPs)에의한국제적인피해확산을방지하고자스

톡홀름협약이발효(2004년 5월)되어우리나라도 2년이내에국가이행계획을수

립하여UNEP에제출하여야함에따라배출목록작성·사용실태파악및관리방

안마련을위한연구용역수행에공단도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 또국제적으

로새로이대두된불소화합물등신규물질규제동향에대비하기위하여폴리브

롬화비페닐에테르(PBDEs)·폴리브롬화비페닐(PBBs) 등의 물질에 대하여도 분

석범위를확대하여나갈예정이다. 

이밖에도지구촌최우선과제(Top Agenda)인기후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

위하여교토메카니즘기반구축등국내기후변화대응기반마련에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있다. 온실가스관리전문인력양성, 기후변화대응에대한국민의인식

제고및참여확대를위한탄소포인트제운영·지원, 기후변화홍보사업을추진

하고있으며, 청정개발체제(CDM) 활성화지원, 국가온실가스배출량통계구축,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시범사업추진을위한온실가스배출량관리체계구축등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2008년에는 UN으로부터 CDM

운영기구(DOE)로 지정되어 국내외 온실가스 관리의 선두에 서있으며,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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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12체제의 온실가스 감축부담에 대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에 힘써

국가의지속가능한발전을준비하고있다. 

국가저탄소녹색성장의기틀을마련하기위하여환경에너지사업을활성화하고

있으며사업추진의일환으로하수처리장의에너지자립율제고와음폐수에너지화

최적모델(BAT) 개발시범사업을추진하고있다. 또한 10개권역에폐기물고형연

료화·발전및바이오가스화시설을설치하고도시형, 농촌형, 도·농형저탄소녹

색마을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하여 2020년까지 600개의

녹색마을을조성하고농촌의에너지자립율을40~50% 수준으로높일예정이다. 

국제협력 부문에서는 아제르바이젠 하수처리 및 물재이용 시범사업 등 공공-

민간파트너십을통한환경산업해외진출모델을개발·추진하고있으며, 우즈베

키스탄수생태적농업배수처리기술지원사업·튀니지대기측정망·베트남먹는

물안전성관리개선·인도네시아폐기물처리타당성조사등해외협력수탁사업

을기반으로국제경쟁력을제고하는등환경기술교류를확대하고있다. 또한모

잠비크·케냐·몽골 등 환경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초청연수를 통하여 국제

교류협력기반을다변화하고있다. 

아울러개성공업지구에폐수종말처리장및폐기물처리시설운영·관리를통하

여미래통일한국의안정적인환경산업기반을꾸준히마련하여나가고있다. 

정부의‘4대강살리기’사업시작에따라공사중흙탕물발생, 수질및수생태계

훼손에대한국민의불신감을불식시키고, 4대강의깨끗한물환경조성을위하여

수질오염방제센터를 출범하였다. 수질자동측정망, 수질 원격감시체계관제시스템

(TMS) 등 공단이그동안구축하여온기존의인프라를활용하여수질오염사고에

대한체계적이고신속·효율적인대응으로수질오염피해확산을방지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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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단의연혁

1983. 1 : 「환경오염방지사업단법」공포

1987. 3 : 환경오염방지사업단으로발족, 기금및시설인수

1987. 11 : 환경관리공단으로명칭변경

1988. 1 : 김포지구수도권쓰레기매립장후보지양도·양수계약체결

1989. 12 : 온산지정폐기물처리장인수, 운영

1992. 3 : 수도권매립지운영, 관리위수탁계약체결

1992. 11 : 전국6개권역특정폐기물공공처리장설치사업대행착수

1993. 12 : 환경오염방지기금폐지, 공단사업범위확대

1996. 1 : 환경시설기술진단및분뇨·축산폐수처리장설치사업시작

1996. 9 : 토양오염도검사업무신설

1997. 6 : 중부지사현판식

1998. 4 : 하수종말처리장민자유치시범사업시행협약체결(12개시·군) 

1999. 1 : 환경기술정보센터설치

1999. 5 : 대기오염측정망운영관리업무개시

2000. 1 : 수질자동측정망운영관리업무개시(국립환경과학원·공단) 

2001. 2 : 하수관거정비사업추진에관한협약체결(환경부, 경기도9개시·군)

2002. 4 : 민자사업지원센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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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6 : 상하수도지원본부신설

2004. 12 : 태국AIT와양해각서체결

2005. 3 : 하수관거BTL사업준비반가동

2005. 11 : 비점오염원관리사업모니터링및유지관리대행계약체결(환경부) 

2006. 2 : 환경소음자동측정망구축·운영사업시작

2006. 6 : 관거사업단신설, 환경기술인력센터폐지

2006. 7 : 환경분석연구센터출범

2006.10 : 수질TMS구축시범사업실시

2006. 12 : 2005년도BTL사업17개전체공사현장개설완료

2007. 3 : 개성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위·수탁협약체결

2007. 8 : 대기총량처, 혁신인사처및개성사업소신설

2007.10 : 환경기초시설설치및정책지원분야ISO9001/14001 통합인증획득

2008.10 : 온실가스인증센터신설

2008.12 : 환경매체별본사조직재편및4대강중심유역본부체제개편

2009. 3 : 청정개발체제(CDM) 운영기구(DOE : Designated Operation

Entity) 최종승인

2009. 5 : 생태하천복원기술지원센터신설

2009. 11 : 4대강수질오염방제센터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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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조직및기금관리

1. � 조직의변천

공단은국가환경정책집행업무를일선에서담당하는기관으로서, 1987년 3월

임원(이사장·3이사·감사)과 3부 1실 7과 5사업소 213명의정원을기반으로출

범하였다. 1996년 4월에는환경기초시설운영업무증가로인하여5임원5부3실

13과 3담당 3팀 2지사 1사업본부 19사업소 7지소 1,314명의 정원을유지하였으

며, 지사업무 확대를 위하여 3지사를 설치하여 일선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면모를갖추어국민에게사랑받는공단으로거듭태어나게되었다. 

조직및정원이확대되는과정에서공단은환경정책집행에있어사후처리분야

편중의환경기초시설수탁운영업무중심에서사전예방분야를강화하여전과정

에대한환경기술종합지원기관으로전환하기위하여부단한노력을기울이게되

었다. 이에따라공단은 1997년이후설립초기부터운영하여오던6개국가공단

폐수종말처리장등환경기초시설에대한운영전담기관으로자회사인환경시설관

리공사(주)를설립하여폐수종말처리시설의운영업무를이관하게되었다. 

계속되는 구조조정을 통하여 지정폐기물처리장 5개소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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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소각처리장3개소및폐수종말처리장4개소등을민간및지방자치단

체에이관하게되어조직및정원은감소하게되었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수도권관제센터 운영·수질 및 대기자동측정

망운영·낙동강상수원수질개선사업·하수도정책지원업무등신규사업수임을

통하여사업구조를개편하게되었다. 

2002년조직개편에는 1998년 9월경영혁신추진계획에따라환경부문전과정

에 대한 종합지원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하수관거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

고시범사업을차질없이수행할수있도록상하수도지원처를신설하였고, 성공

불제사업등을원활하게수행할수있도록민자사업지원센터를독립부서로설치

하였으며, CDM 등기후변화협약관련업무수행을위하여국제협력팀을지구환경

팀으로확대·개편하였다. 

또한경영혁신업무를체계적으로추진하도록경영평가업무를기획처로이관하

여경영관리팀으로분리하는등조직을슬림화·활성화하기위하여유사기능부

서는과감히통·폐합하는조직개편을단행하였다. 

2003년도에는 상하수도업무 일원화를 통한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상하수도지

원본부를 설치하고, 효율성제고사업을 기술관리처에서 자원관리사업처로, 수처

리사업처의 폐수·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업무를 유역관리처로 이관

하는조직개편을실시하였다. 이처럼�  공단설립이후2003년말까지총26차에

걸친조직개편을하였으며, 5임원1본부10처2실2센터1검사소2부25팀3지사

2사업소에746명의정원을유지하였다. 

2004년도에는 수질자동측정망 및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오

염총량관리목표수질조사사업을하였다. 공공환경시설최적화지원을위하여유

역별통합하수처리체계구축을위한상하수도시설 2처신설과함께상하수도실

용화기술의연구·개발을위한인력을보강하는한편, 파주LCD지방산업단지폐

수종말처리시설공사관리·감독인력등을조직에반영하였다. 또한환경오염정

밀조사·복원을통하여토양의적정관리및보전을도모할수있는인력을반영

하는등4년만에총70명을증원하여816명의정원을유지하였다. 

2005년도에는 해운대사업소의 위·수탁 협약해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이

관하였고환경기술인력의체계적육성관리를위하여환경교육부를환경기술인력

센터로개편하였다. 토양환경정책방향에부응하고체계적대응시스템구축·운

영을위하여토양지하수사업처를신설하고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대책의원활

한추진을위하여대기관제처를신설하였다. 

정부의하수관거정비투자계획에의하여침체된지방경제활성화와일자리창

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던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수있도록민자사업지원처에전문인력을보강하고설계·시공및공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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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전담할수있도록 BTL사업처를신설하는등총 60명을증원하여 876명의

정원을 유지하였다. 2006년도에는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등 관거사업 추진의

시너지효과달성을위하여하수관거부서의재조정및일원화개편에따라관거사

업단을신설하였으며, 하수관거정비민간투자사업및댐상류하수처리시설확충

사업의본격적인공사착공등을위하여공사감독인력을반영하였다. 

또한2006년 7월, 새롭게출범한환경분석연구센터는환경부로부터국내최초

로다이옥신측정·분석전문기관으로지정된이래(중앙검사소, 1997. 9) 각종매

체의다이옥신등환경미량물질측정·분석, 절연유중 PCBs 분석, 악취검사, 토

양복원정밀조사, 폐기물분석등과더불어국제연합환경계획(UNEP)으로부터스

톡홀름협약가입에따른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모니터링기관으로지정되면

서명실상부환경분석연구분야의국제적전문기관으로거듭나게되었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총량관리제에 대비하

여사전준비인력을보강하는등 14개사업에필요한사업인력을반영하였으며,

환경부산하기관경영혁신결과에따라기능이이관되는국가정보시스템구축·

운영등4개사업27명을감축하였다. 

그결과 5임원 1본부 1사업단 17처 2실 1센터 1부 54팀 3지사 2사업소로개편

되었으며 총 93명이 증원되어 969명의 정원을 유지하게 되었다. 2007년도에는

효율적인상하수도사업의수행을위하여상하수도지원본부를상하수도사업본부

로 개편하였고 전문적인 관거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거사업단을 관거사업본부

로승격시켰다.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총량관리제의 본격시행에 따라 대기총량

팀의정원을 23명증원하여대기총량처로확대하였고, 개성공단내유입오·폐

수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개성사업소를 신설하여 대북환경지원의 교두보를 마련

하였다. 전국하·폐수처리장과 1~3종 사업장에서배출되는수질오염물질을상

시감시하기위한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운영인력과국가온실가스배출통계

작성및배출권거래제도입등을위한인력등총74명을증원하여 1,047명의정

원을유지하게되었다. 

또한 직원능력향상과 인재육성을 통한 경영혁신활동을 위하여 혁신·인사 및

교육기능을전담하는혁신인사처를개편·신설하여5임원2본부 18처 2실 1센터

3지사2사업소의조직체계를갖추었다. 

2008년도에는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를 전담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수질

관제팀을수질관제처로확대·개편하였고, UN으로부터CDM 운영기구(DOE)로

지정받아국내외환경부문CDM사업추진에따른검증을수행하는온실가스인증

센터를 이사장 직속으로 발족하였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환경시설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과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진단하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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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진단지원인력등총23명을증원하여1,070명을유지하였다. 

본사조직은환경매체별(오염원별) 조직개편과경영전략·경영지원기능의분

리로소관분야별책임경영체계를확립하였다. 지방조직은 4대강중심의권역별

유역본부로개편하여유역별현장관리업무의효율적수행과사업기능중심의조

직구조로전환하여현장밀착경영을실현하게되었다. 

그결과현재 5본부 14처 2실 2센터 4유역본부 2사업소로조직구조를대폭개

편하여환경오염방지사업과환경개선사업을추진하는세계최고의환경서비스전

문기관으로도약하고있다. 

2. 기금관리

1983년「환경오염방지사업단법」제정으로환경부에서관리운용하고있던환경

오염방지기금을 1986년 말「환경오염방지사업단법 시행령」에 의거 1987년 3월

23일공단의법인설립등기를함에따라동기금은환경오염방지사업단으로이관

되었다. 공단은당시특별법인「환경오염방지사업단법」에의하여설립된비영리

법인으로법인등기부등본상무자본특수법인이며조세특례제한법상비영리공공

법인의범위에포함되어있고법인성격상정부출연기관으로분류된다. 

1983년도부터매년정부및지방지치단체가부과하는배출부과금이환경오염

방지기금의 재원으로 조성되어 1986년도 말 정부출연금 230억원, 배출부과금

49억원, 이자수입24억원을당시환경청으로부터환경오염방지기금을인수받았

다. 이어 1987년정부출연금 135억원, 배출부과금 28억원을받아창업년도공단

자본금은499억원으로환경오염방지기금의관리주체로서출범하였다. 

이러한환경오염방지기금은매년정부출연금과배출부과금이기금에축적됨에

따라 기금이 확충되었으며, 1991년「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제정되어 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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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환경오염방지기금환경개선특별회계이관내역 � (단위 : 억원)

구 분 계 환특승계 공단귀속 비 고

계 2,767 2,424 343 환특이관 : 87.6%. 공단귀속 : 12.4%

현금·예금 97 46 51

융자금대여금 2,325 2,324 -

수도권매립면허권 150 - 150

임차보증금 53 - 53

토지 7 7 -

건물 10 - 10

구축물 46 46 -

차량및비품 76 - 76

기타 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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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이 환경오염방지기금으로 조성되어 환경개선사업 영역이 크게 확대되

었다. 

그러나 1994년도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의 제정 시행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운

영하던 환경오염방지기금을 특별회계로 이관함에 따라 공단의 재무구조가 크게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은 발족당시 환경오염방지기금의 운영기관

으로서의 역할에서 기금의 환특 이관 이후 환경부의 환경정책 시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정부지원아래환경개선지원융자사업·환경기초시설건설대행사업·

기술지원 및 진단·폐기물성능검사 등의 정부위탁사업·국가 및 지자체 수탁사

업등사업영역이다변화되고확대되어환경관리전문기관으로서의역할을수행

하고있다. 

환경개선특별회계로이관되던1994년까지공단에서수행한기금사업의대부분

은중소기업체의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를위한장기저리융자지원사업이었다. 



제3절� 

주요사업추진현황

1. 환경오염측정망운영관리

(1) 대기오염측정망운영관리

대기오염측정망은 1980년 환경청발족과함께전국적으로확충되기시작하였

으며구축된측정망은지방환경관서에서유지·관리업무를담당하고있었다. 그

러나지방환경관서의경우잦은인사이동등으로대국민건강증진이라는목적대

비효율적인운영이어려웠다. 2000년대대기측정망기본계획에의거일반대기

측정망은 지자체로 일원화되고 광화학오염물질측정망, 지구대기측정망 등 특수

대기측정망은국가가운영하도록변경되었다. 국가운영대기오염측정망의경우

전문적이고체계적인관리필요성이증대됨에따라 2000년부터환경관리공단이

측정소운영관리업무를수탁받아수행하게되었다.  

- 대기오염자동측정망운영및유지관리

환경관리공단은2000년부터대기오염자동측정망운영·관리사업을시작하였

으며초기의가동률은89% 수준이었으나, 연차적으로측정장비유지·관리운영

기술의 향상 및 사전예방 점검활동 강화 등으로 가동률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성과를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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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 대기오염측정망운영현황(2008년 12월)

구�  분 계 국가배경 교외대기 광화학 지구대기 산성강하물 이동차량

계 83 6 15 15 1 38 8

본사 15 - - 15 - - -

중부지사 33 3 8 - - 19 3

영남지사 20 2 5 - - 11 2

호남지사 15 1 2 - 1 8 3

측

정

망

<표 4-2-2> 연도별국가대기오염측정망가동률현황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가동률(%) 89.5 89.12 91.31 94.94 96.29 97.70 98.37 98.01 98.86



- 국가대기오염정보관리시스템(NAMIS) 구축및운영

국가대기오염정보관리시스템(NAMIS)이란 국가 및 지자체측정망에서 측정하

는아황산가스·일산화탄소·이산화질소·오존·미세먼지등의측정자료를일

괄수집하여대기보전정책의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행정기관에제공하는

시스템을말한다. 

전국의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의 측정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유역

(지방)환경청및각시·도에서수행하는1차확정및국립환경과학원에서수행하

는최종확정작업을지원하고있다. 이시스템은과학적대기관리정책수립및평

가, 오염도 현황·분포도 등 기초통계 자료 작성 및 분석, 대기오염실시간공개,

오존및황사예·경보등에활용되고있다. 

- 대기오염도실시간공개시스템(AIRKOREA) 구축및운영

정부의지속적인대기오염저감대책추진으로 SO2 등 일부대기오염물질오염

도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NOx·PM-10·O3 등의

오염물질은계속증가하는추세에있다. 이에따라지자체에서는오존경보및미

세먼지예보제를운영하고있으며, 또한매년봄철불청객으로찾아오는황사로

인해산업체의피해도증대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대기오염에의한국민의피해를줄이고대기오염현황을국민에게실시

간으로정확하게전달하기위하여인터넷웹사이트(www.airkorea.or.kr, 2005

년 12월)를개설하였다. 인체영향을고려한대기오염지수공개, 도시별대기오염

도 비교, 황사발생현황, 대기오염 예·경보 발령현황, 과거 대기오염도 조회 등

다양한자료를제공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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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 airkorea 웹사이트



- 광화학오염물질측정망(PAMS) 구축및운영

광화학오염물질측정망은오존전구물질농도파악및오존생성메커니즘규명을

위하여오존경보발령이빈번하게일어나는수도권및부산권의대도시지역과광

양만권공단지역에설치·운영하고있다. 2002년에수도권 8개소, 2004년에부

산권5개소, 2007년에광양만권에2개소를구축하여총15개소가정상운영되고

있다. 

(2) 굴뚝원격감시체계(CleanSYS) 운영관리

도시지역·공단지역·도로변대기와같은일반대기질이나산성강하물·광화학

스모그 등과 같은 특수측정망은 대기환경기준의 적합여부나 대기환경정책 수립

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할목적으로관리된다. 하지만사업장굴뚝에설치된굴

뚝자동측정기기는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상시 관리하고 대

기 배출부과금등의 산정을 위하여 먼지·SO2·NOx·NH₃·HCl·HF·CO 등

7개 오염물질과 3개의보정항목인온도·유량·산소를측정하여생산된데이터

를매5분마다관제센터로전송하고있다. 

이러한굴뚝원격감시체계는굴뚝별로오염물질성분별배출상태및공장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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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 광화학오염물질측정망구성

권역 제1형 제2형 제3형 제4형

수도권 석모리 구월동, 심곡동 불광동, 탄벌동, 고천동 강하면, 관인면

부산권 태종대 대연동, 당감동 장전동 정관면

광양만권 - � 중흥동 골약동 -

<그림 4-2-9> 골약동측정소전경

<그림 4-2-10> 굴뚝 TMS관제센터현판식(2009년)



상태등을실시간으로파악할수있어사업장에서의긴급사태예측과사고발생시

신속대처및공정관리등에적극활용하여부착업체의생산성향상에도움을주

고있다. 또총량규제실시·배출권거래제도입등과같은선진적인오염물질관리

를위한기반시스템으로활용되고있다. 

공단에서는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여 측정시스템의 개선 또는 교

체, 통신프로토콜제정,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개정을통한기술적인제도보완,

「대기환경보전법」개정을통한행정적인제도개선등개선대책을수립할수있

도록하였다. 1998년 호남권관제센터를구축한이후 2000년에는영남권·2001

년에는수도권·2002년에는중부권관제센터를구축함으로써 4대권역의관제센

터구축을완료하였으며, 2003년에는대상사업장을2~3종사업장으로확대하고

2009년말현재전국의 512개사업장 1,332개굴뚝에서측정된자료를행정자료

로활용하고있다. 

2006년 5월에는굴뚝원격감시체계의혁신브랜드화를추진하여그해8월굴뚝

원격감시체계의 혁신브랜드가 CleanSYS로 탄생되었다. CleanSYS는 굴뚝원격

감시체계(TMS : Tele-Monitoring System)의새로운이름으로청정(Clean)+체

계(System)를합성한맑고깨끗한환경을지키는운영관리체계를의미하고세계

화를 지향하는 혁신브랜드로서, 2006년 정부 10대 혁신브랜드에 선정되었으며

그해경진대회에서는장려상을수상하는성과를달성하였다. 

또한 2007년도에는 CleanSYS를 ISO9001품질경영시스템국제인증을취득하

였으며 2008년에는 호남권관제센터를 여수에서 순천으로 이전하고 굴뚝자료수

집장치에대하여특허를취득한바있다. 

(3) 수질자동측정망운영관리

종전에는 하천수질에 대한 오염도측정은 시료채취에 의한 실험실 분석체제였

다. 그러나 1991년과 1994년에 발생한 낙동강 수질오염사고를 계기로 신속하게

연속적으로수질을판단할수있는자동측정의필요성이증대되어환경부에서는

수질관리종합대책을마련하고, 전국주요상수원을중심으로1995년부터1999년

까지총 20개소의측정소를구축하여실시간으로하천수질을감시할수있는시

스템을갖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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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 수질자동측정망측정소설치현황

구�  분 계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계 56 19 11 18 8

가동중 52 17 11 17 7

계획(2009년까지) 4 2 0 1 1

<그림 4-2-11> 굴뚝원격감시체계특허
(2009. 1. 7)



초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물환경연구소에서 측정소의 운영을 담당하였으나

굴뚝 TMS를 정착시킨공단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질자동측정망의 설치및운

영을대행하게되었고2000년도에민간대행역무사업으로본업무의수행을시작

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20개 측정소를이관받은이후지속적으로측정소를

확충하여 2008년말현재총 52개소의수질자동측정소를설치하였으며 2009년

까지56개소로확충하여나갔다. 

안정화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환경부에서는 2002년 7월부터 지자체와 연계한

조기경보체계를구축하였으며공단은경보발생시긴급점검을수행하고하천수질

종합감시시스템을 개발하여 조기경보체계의 운영에 있어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

를나타냈다. 

2002년 7월이후2008년 12월말까지총20건의조기경보가발령되었고신속

한조치를통하여오염사고의원인을파악하여대처하도록하였다. 특히 2003년

1월에는 낙동강수계 성서측정소의 물벼룩생물감시장치에서 경보가 발령되었는

데, 수질분석등원인조사결과중금속(구리)에의한오염이밝혀져성서공단입

주업체에대한특별단속을실시하도록하는등신속한조치를취한사례도있다. 

(4) 수질원격감시체계(TMS) 구축

수질원격감시체계는수질자동측정망이일반하천에설치하여국가전체의수질

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과는 달리 하·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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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2>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공공처리시설및
폐수배출사업장

오염총량
할당사업장

국가수질
자동측정망

인터넷

인터넷

전용
회선

행정
전산망

자료수집 시스템운영 시스템활용

수질원격감시체계(TMS) 관제센터

원격검색기능 시스템감시

데이터분석통계 예·경보기능

대민지원정보

측정자료
지원서비스

환경부

유역환경청

지방자치단체

국립환경과학원

실시간
수질정보수집

하천수질정보 배출부과금산정자료

수질분석자료
배출량통계정보

누적수질데이터
부하량산출기초정보



방류구에연속자동측정기기를부착하고이를수질원격관제센터에온라인으로연

결하여개별오염원의오염물질의배출상태를24시간상시감시하는시스템이다. 

이러한수질원격감시체계는지도·점검의투명성을확보하고배출부과금의합

리적산정과사업장스스로공정개선을유도할목적으로도입되었으며, 2000년

부터공단에서국가수질자동측정망을기운영하여오던경험을바탕으로 2006

년 2월환경부와수질TMS 역무대행사업계약을맺고공단에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를설치하였다. 

관제센터는 전국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현황의 실시간 확인과 해당사업장에 대

한조회기능, 저장및실시간자료에대하여기간별·시설별·지역별통계가가

능하며자료수신현황·측정기현황등자료분석기능도갖추고있으며, 측정값

의이상시또는배출허용기준초과값에근접할경우단계별로경보를발령함으

로써오염사고에대하여즉각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하였다. 

�  

(5) 소음·진동측정망구축사업

최근국민들의소득수준향상과정온한환경에대한욕구증가로소음·진동민

원이큰폭으로증가되고있어환경부에서는2005년 12월소음관리를위한종합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2006년 1월 환경소음 원격자동측정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소음·진동측정망의설치및상시측정에관한사무를공단이위탁을

받아시행하고있다. 

자동측정망으로는 10개 도시 62개 지점에 환경소음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어

있으며항공기소음자동측정기기는 14개공항 91개지점에설치되어있다. 이외

수동측정망으로는 환경소음측정망 605개 지점·철도소음측정망 34개 지점·진

동측정망 34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12월에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을대국민홈페이지로구축하여시행하고있다. 

(6) 악취기술지원

악취기술지원은2005년2월「악취방지법」의시행에따라악취유발물질관리강

화및민원예방이필요하여2005년3월수도권산업단지대기개선대책토론회를

거쳐 4월에공단에악취기술지원준비팀을구성하였으며, 2006년에악취전문가

로구성된악취관리팀을운영하게되었다. 

악취관리팀에서 수행하고 있는 맞춤형 악취기술지원 업무는 산업단지의 중소

기업및영세업체는물론생활악취및악취취약시설에대해서악취저감·처리기

술의지식부족및재정적인문제점으로인하여어려움을겪고있는사업체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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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악취기술지원을 2006년에는약 60개·2007년 115개·2008년에는 153

개사업장과조류독감(AI)으로인한살처분지등을대상으로하여무상기술지원

을수행하였다. 

또한 공공환경시설을 대상으로 한 악취배출공정 및 악취방지시설의 정기적인

악취기술진단을통하여악취발생량저감과종합적인관리방안을제시하고, 국고

의효율적인예산집행을위하여공공환경시설에악취기술진단을2008년부터수

행하고있다. 

(7) 실내공기질자동측정망운영관리

다중이용시설시설군별실내공기오염원인을정확하게파악·분석하여체계적

이고 과학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연차별로

다중이용시설군별대표시설에대한실내공기질자동측정망을구축하여운영하고

있다. 

2006년에는 실내공기질측정망 시범구축사업으로 지하역사·지하상가를 대상

으로6개지점을설치하였으며, 2007년에는8개지점을설치·2008년에는 11개

지점을설치하는등연차별로설치지점수와측정항목수를늘려나가고있다. 

기관별기능은환경부에서측정망설치및운영에관한총괄관리를담당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은측정자료의최종확정및평가·보고를담당하고있으며, 공단

은측정기기설치대상시설(지점)을선정하고측정망의유지및관제시스템을운

영하고있다. 

(8) 대기총량관리센터

� �  

수도권지역의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 총량관리를 위하여 사업장별로 배출량

을 산정하고 사업장과 관제 시스템간 데이터 수집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총량관리를위한프로그램을개발하는업무를「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

법」에의거, 공단이역무대행사업으로수행하고있다. 

2005년에서2007년까지는기반조성단계로과거5년간의배출량을확인하고

1단계사업장배출허용총량을할당하고2008년에는전산장비및프로그램유지

관리를통하여총량관리시스템을정상화시키며, 2009년에는 1단계총량제의안

정적 운영과 2단계(1-2종 사업장) 총량제를 지원하고 2010년 이후 부터는 총량

관리제도를안정적으로운영하여배출권거래제도가정착될수있도록단계별계

획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다. 

대상 오염물질은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를 대상으로 오염도를 선진국 수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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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개선하기위한목적을가지고서울·인천및수도권지역을대상으로총량관리

체계를구축하여나가고있다. 

2. 공공환경시설설치ㆍ지원

(1) 하수도기술선진화시범사업

환경부에서는 1996년도부터 하수도시설 설치·운영기술의 선진화 및 전문화

를 촉진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처리공법의 도입과 주민친화시설의 설치·운영

으로혐오시설에대한인식전환및공공수역의수질환경개선에기여함을목표로

하수도기술선진화시범사업을추진하게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경험이 풍부한

환경관리공단은지방자치단체와함께경제적이고선진화된하수도기술개발보급

을위하여경기도양평군·광주시등을시작으로다양한사업을수행하였다. 

하수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하도록 하기 위하여 처리시설내

잔디축구장등체육시설및휴게시설을설치하여지역주민들의휴식공간으로활용

하도록하였다. 또어린이및청소년들이물의소중함을느끼도록하기위하여하수

종말처리시설을견학코스로활용하는등대국민홍보효과를증진시키게되었다. 

(2) 농어촌하수도정비시범사업

농어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

을설치하여상수원의수질을보호하고농어촌지역의수질환경및생활환경을개

선하기 위하여 1996년 6월 3개 지방자치단체(구미·경주·의성)에 대하여 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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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6> 하수도기술선진화시범사업현황

사업명 시설용량(㎥/일) 사업비(억 원) 사업기간 처리공법

양평군양서하수 2,000 120 1996. 3~2000. 5 SBR(ICEAS)

광주시경안하수 25,000 510 1996. 3~2002. 2 PID

� 광양시 광양하수 24,000 322 1997. 3~2002. 6 MSBR

� 양평군양평하수 6,000 478 1997. 6~2002.11 5-Stage BNR

� 경주시감포하수 5,000 178 1997. 3~2003. 3 DNR

� 울진군울진하수 5,000 174 1997. 3~2003. 4 Bio-SAC BNR

� 양양군양양하수 9,000 230 1997. 3~2003. 6 SBR(ICEAS)

� 포항시 흥해하수 25,000 437 1997. 3~2004. 3 Bio-SAC BNR

� 문경시마성하수 8,000 362 1997. 3~2003.11 SBR(ICEAS)

고성군거진하수 5,000 171 1997. 3~2004.10 DNR



간협약으로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지원사업을수행하게되었다. 

1996년부터2003년까지수행한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은구미시도개하수등

3개소에총사업비259억원, 일일처리능력4,000m3/일이다. 

그간정부에서추구해왔었던대규모하수종말처리시설위주의건설방식이운

영관리의편리성, 규모의경제를추구할수있는장점이있었다. 하지만주로하

천하류에건설되어하수처리수를방류하기때문에도시하천의건천화, 하수차집

과정의비효율성등의부작용에대한우려가야기되고있다. 

이에따라추진된농어촌하수도정비시범사업은하수종말처리시설의건설방

식을지역실정에적합한방식으로다양화하기위하여소규모하수종말처리시설

을건설하여발생원중심의중·소하수처리체계를확대함으로써기존의대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의문제점을해소하는데기여하였다.

(3) 지자체하수도시설설치지원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사업은 환경·토목·건축·기계·전기 등 복합적인 분야

가포함된종합플랜트설치사업으로고도의전문성을필요로하고있다. 따라서

환경기초시설운영경험과기술력이축적되어있는공단은 1992년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아온산하수처리장을설치지원한이후에 1998년도부터는지자체하수도

시설에대한설치지원을수행하였다. 이로써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환경기초시

설건설업무를대행함으로써수질오염저감은물론환경사고를사전예방하고환

경투자효율의제고에기여하여왔다. 

지자체 위탁사업 형태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시설은 온산시·광주시 경

안·광양시광양등 45개소에이르고있으며민간투자사업형태로추진된하수

종말처리장은 문경시 가은·남양주시 진건·양주군 신천 등 18개소에 이르고

있다. 

이외하수관거정비사업은포항시흥해·경주시감포등 18개소에이르며지역

별 환경기초시설의 통합운영시스템으로 경주시 환경기초시설 등 3개소, 위탁운

영관리 2개소, 초기우수저류시설 시범사업 1개소, 하수재이용 사업 2개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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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7>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현황

사업명 시설용량(㎥/일) 사업비(억 원) 사업기간

구미시도개하수 500 61 1996. 6~2000.12

경주시산내하수 900 80 1997. 3~2002.11

의성군금성하수 2,600 118 1996. 6~2003.10



(4) 유역별통합하수처리체계구축사업

2004년말까지전국하수도보급률은81.4%였으나댐상류지역의하수도보급

률은33.5%에불과하여국가상수원의근원적인수질보호를위한대책이필요하

게되었다. 이에따라정부는댐상류의하수도보급률을제고시키기위하여2011

년까지소양강댐등 7개다목적댐상류의하수처리시설 526개소(신설 263, 개량

162, 하수관거정비 1,747㎞)에 총사업비 1조 5,104억원을투입하여하수도보급

률을75%로향상시킴과동시에정보기술(IT)과환경기술(ET)을접목시켜광범위

하게분산된하수도시설을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는유역별통합하수처리체계

를구축할예정이다. 

유역내무인자동중앙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채택한하수처리장에대해서는

절감되는설치비만큼국고보조금을상향조정하고, 또한하수처리장운영비의일

부를수계관리기금에서지원하여지방비부담을경감시키게된다. 유역내하수

처리장은중심하수처리장에서원격감시·제어할수있도록시스템을구축하고,

중규모처리장은중심처리장에서통합관리하며운영에필요한최소인력만배치

운영하고, 소규모처리장은중심처리장에서무인자동으로감시·제어할수있도

록시스템을구축하고정기적순회점검을실시할예정이다. 

(5) 환경신기술성공불제시범사업

환경신기술 성공불제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신기술 개발자·

소유자·사용 권한자 등의 부담으로 신기술을 사용하여 환경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환경시설이설치된후적용된신기술이성공되었다고판단되었을경우설치

비용을지원하는것이다. 개발된환경신기술의보급확산을장려하고환경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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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8> 다목적댐상류지역하수도확충사업투입계획

사업명 대상개소
총사업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이후
(백만원)

계 526 1,510,414 109,238 61,117 164,282 1,175,777

대청댐
1권역 65 173,240 5,252 6,885 17,141 143,962

2권역 51 175,995 14,581 7,114 16,738 137,562

충주댐
1권역 63 342,761 40,140 8,135 27,753 266,733

2권역 65 157,746 3,414 7,018 26,962 120,352

소양강댐 113 201,494 5,037 15,015 18,205 163,237

합 천 댐 36 92,740 5,705 6,008 12,067 68,960

안동·임하댐 51 159,759 5,654 6,551 17,662 129,892

남강댐
1권역 43 98,148 11,346 2,840 12,317 71,645

2권역 39 108,531 18,109 1,551 15,437 73,434



개발을촉진하기위하여2002년도에처음도입된제도이다. 

환경부에서는초기성공불제사업의추진에따른문제점을최소화하고사업의

조기정착을위하여우선시범사업으로추진하기로하고, 대상시설을하수종말처

리시설·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및생활폐기물소각시설로하되

환경부, 지자체, 공단간의위·수탁협약을통하여수행하도록하였다. 이후시범

사업의추진결과를분석하여제도의발전방안강구및확대시행하기로방침을

정하였다. 

본사업의대상시설은민간투자법에의한사회기반시설로국고보조금또는지

방양여금(이하‘국고지원금’이라 함)이 지원되는 시설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

마을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재활

용시설·폐기물처리시설등이다. 대상기술은정부가지정(검증·인증등)·고시

한 신기술(환경부의 환경신기술·건설교통부의 건설신기술·과학기술부의

KT·산업자원부의 NT 등) 중 유효기간(3년) 이내인 환경분야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성공불제사업은「민간투자법」에의한민간투자방식을적용하여정부고시

사업으로추진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필요시민간제안사업으로도추진할수있

다. 공단은이중정부고시사업에대하여지자체와협약을체결하여수행하며, 민

간제안사업의 경우는 지자체에서 KDI산하의‘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지

원을받아직접수행하도록하고있다. 

연도별추진실적을살펴보면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는주로위·수탁협

약체결및착수가이루어진시기로써, 2002년 11월영암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

설, 2003년 10월천안시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 2004년3월양산시축산폐수공

공처리시설, 2004년 7월경산시분뇨·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2004년 9월대전

시동구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학습관, 2004년 11월안양시박달하수종말처리시

설의 탈취시설 등 총 6개 사업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중 경산시 분뇨·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2009년 2월에, 영암군 축산폐수공

공처리시설은2009년6월에준공되어2009년말현재운영중에있다. 

� �  

(6) 하수도민간투자사업지원

소득수준의향상과국민적환경의식의향상으로환경질의개선을통한삶의질

향상을원하는국민적욕구가크게증대함에따라환경정책은배출허용기준의설

정을통한생산부문의오염물질저감과함께이미배출된오염물질의정화를위

한환경기초시설의확충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 1997년말기준으로전국에974

개소의환경기초시설이설치되어운영중에있으며이중 936개소를지방자치단

체에서담당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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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선진국수준의환경질개선을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에 막대한 예산의 투자가

요구되고 있어 정부재정에만 의존하기에는 한

계가있고, 건설된환경기초시설이지방공무원

조직에의하여운영됨으로써과도한운영비소

요 등 효율성 저조, 인력의 비효율적 관리, 운

영인력의전문성부족등운영관리에문제점이

있는실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민간이참여하도록하여민간재원의조달과함

께 시설운영의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민영화방

안을추진하게되었다. 정부에서는이를위하여 1994년「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

한민자유치촉진법」을제정한바있으며, 신규완공되거나기존시설에대하여는

「하수도법」·「수질환경보전법」등환경관계법에서민간에위탁할수있는제도적

기반을마련하였다. 

하수도민간투자사업은시범사업으로공사준공 11개소, 공사중 2개소등 13개

사업이며, 봉화군 봉화사업이 상하수도시설 2처에서 수행중인 안동·임하댐 상

류사업에포함하여환경부및봉화군과협의하에위·수탁협약을해지한바있

고, 시범사업 이외에 4개 시·군 사업을 추진하여 3개소를 준공하였으며, 2009

년말현재 1개소가공사중에있다. 또한2007년 12월현재우리나라에서추진중

인환경분야민간투자사업은총55개소3조원규모로성장하게되었다. 

(7)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

신기술기법등을도입한시범사업을통하여선진화된하수관거정비사업모델

을개발하여전국에확대보급하기위하여환경부에서는2002년을하수관거특별

정비원년으로삼아하수관거정비를하수도정책의최우선과제로선정하였다. 한

강수계 특별대책지역의 9개 시·군(구리시·남양주시·하남시·광주시·용인

시·이천시·가평군·양평군·여주군)을대상으로우리나라의실정에적합한새

로운기법·기술등을적용하여선진화된관거정비모델을개발하고, 팔당호및

주변각지천의수질개선뿐만아니라하수관거정비신기술·기법을확대·보급

할수있도록시범사업을추진하고있다. 

1단계사업으로 2009년까지 6,120억원을투입하여관거 814㎞를정비하였으며

2단계사업으로2010년까지5,280억원을투입하여714㎞를정비할계획에있다. 

시범사업에서는합류식지역의분류식화와기존불량하수관거에대한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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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3>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시범사업제4기명예감독관위촉식(2007. 8. 21)



시행으로 불명수 유입을 저감시켜 하수처리시설의 유입수질을 상승시키고 이로

인하여하수처리장의효율적인운영에기여하였다. 그리고하수관거미보급지역

에하수관거를신설하여하천으로유입되던하수를전량수집하여하수처리시설

에서처리후방류하게되어하천으로유입되던오염물질을저감시켜하천수질

개선에기여하였다. 

또한하수관거정비공사와관련된다양한신기술·신공법이적용되었으며, 시

공시나타난각종문제점을해결하는과정에서하수관거정비기술이한단계발

전하는계기가되었다. 이러한개선사항은하수도시설기준등각종관련기준개

정시반영하여하수관거정비공사의경제성및시공성향상을도모하였고, 사업

수행전체를정리한백서를제작배포하고성과보고회를개최하여개선사항등을

전국에전파하였다. 그리고부실시공방지및공사품질확보를위하여지역주민

을감독관으로임명하여공사를감시토록하는민간명예감독관제도를운영하였

고, 공사완료시점에서시공사가제시한성과목표치를달성할경우에만준공토록

하는성과보증지표를도입하였다. 

(8)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지원

하수관거BTL사업은정부의사회간접자본시설의대폭적인확충을위하여정

부예산이외민간자본을투입하고정부가임대하는형태로민간이투입한자본을

회수토록 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이다. 2004년 12월‘경제 민생점검회의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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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9>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실적및계획 � (단위 : 억원, km)

구� �  분
계 1단계(2001∼2009년) 2단계(2006∼2010년)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계 11,400 1,528 6,120 814 5,280 714

신설 7,077 1,365 3,793 688 3,284 677

개·보수 1,769 163 1,104 126 665 37

배수설비(천개) 2,554 78 1,223 38 1,331 40

<표 4-2-10> 기관별역할및기능

관련기관 담당업무

환경부
•BTL사업총괄관리및지도감독,  •사업수행관계법령제·개정

•지자체에대한예산지원및인센티브부여방안마련

광역자치단체 •시·군간의견조정및관리감독,  •시·도비등관련예산지원

기초자치단체
•부지제공, 용지보상및인·허가등행정업무지원

•위탁업무관리감독 •시·군비부담및예산집행

•사업전반에대한수탁업무수행및제반인·허가업무지원

환경관리공단 •민간투자사업및하수관거에관한제반기술지원

•공사관리감독및민간사업자지도·감독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결정됨에따라환

경부에서는 16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

요조사를 시행하였고, 1조원의 사업비를

민간자본으로유치하여 17개지자체의하

수관거 1,570km를 정비하기로 결정하였

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민자사업의 경험

이 있는 공단을 하수관거 정비사업 일괄

대행기관으로지정하였고, 공단에서는실

행조직의 필요에 따라 2005년 6월 28일

BTL사업처를발족하게되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은 국가재정 부

족으로 2~30년씩 장기간 소요되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3~4년 안에 집중 정비함으로써 하수처리장의 운영효율을 제고시키고 하천수질

개선등쾌적한환경을앞당겨제공할수있다. 특히본사업은민간의우량자본

과첨단기술, 운영기법도입을통하여환경시설의건설및운영사업의효율성제

고가가능하고국내환경산업발전은물론지역경제활성화에크게기여할것으

로보인다. 2005~2009년까지약6조4,000억원의민간자본을투자하여하수관

거8,437㎞를정비할계획으로사업을추진중에있다. 

(9) 폐수, 분뇨, 축산폐수처리시설및완충저류시설설치사업

산업입지의원활한공급과산업의합리적배치를통하여균형있는국토개발과

지속적인경제개발을촉진시키기위하여조성된공업단지및농공단지등에서배

출되는 산업폐수를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추진되어

왔다. 최근에는운영중인폐수종말처리장에대하여2008년부터강화되어적용되

고있는방류수수질기준을준수할수있는고도처리시설의설치를지원함으로써

방류수역의수질보전에기여하고있으며특정지역에산재한재래가옥및축산농

가의폐수를처리하기위한공공처리시설의설치를지원함으로써수질개선및쾌

적한생활환경조성을도모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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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4> 김해 BTL 기공식

<표 4-2-11> 하수관리정비 BTL사업실적및계획

기 준 합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사업량(km) 8,437 1,204 3,511 1,539 1,392 791

사업비(억 원) 63,873 10,527 23,070 13,070 10,505 6,701

지자체수(개) 87 17 29 15 15 11

※ 사업량및사업비는고시기준(단, 2009년은한도사업량및한도액)



공단에서는1988년도부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시공감리업무를필두로환

경기초시설운영경험과축적된기술력을바탕으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환경기

초시설설치지원업무를대행하여건설하고모범적인시설을설치함으로써수질오

염저감은물론환경사고를사전예방하고환경투자효율제고에기여하고있다.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의경우 1988년부터 1994년까지총86개시설에대하

여폐수처리시설의설계업무를담당하였고시공감리업무도수행하였으며, 1991

년부터는축적된기술력을바탕으로진주상평공단폐수종말처리장의증설사업을

필두로국가및지자체소유폐수종말처리시설의증설및고도처리시설설치사업

의 건설대행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996년부터는 질소·인 등 영양염류 제거를

위한고도처리시설의개선사업에대한건설대행사업을추진하고있다. 

또한정부에서는 1989년 전국주요정수장수질오염사고를계기로팔당·대청

호 특별대책지역에 간이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시작하였으며, 1991년 낙동강

유기용제오염사고를 계기로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

다. 공단은 1996년남양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을처음으로시작하

였으며, 2008년현재까지분뇨처리시설은1개, 축산폐수는현재진행중인5개사

업을포함하여9개사업을대행하였다. 

(10) 폐기물처리시설및환경에너지시설설치사업

공단에서는 1992년 지정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을필두로국가및지방자치

단체의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을위탁받아, 환경전문공공기관의풍부한경험

과높은기술력을토대로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전과정(타당성조사·기본계

획·설계·시공·사후관리등) 또는일부분(감독)을전문관리하였다. 또한폐기

물을위생적이고효율적으로처리할수있는양질의처리장을건설하여전문기술

이부족한지자체의어려움을덜어주고환경보전에기여하여왔다.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의 범위는 국고보조 대

상시설로서폐기물매립시설·소각처리시설·음식물류쓰레기처리시설·하수슬

러지처리시설설치사업·비위생매립장정비및복원사업등이있다. 

1992년부터 1995년까지 군산·화성·광양의 특정(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의

설계·시공이 원활하게 완료되어 온산과 창원에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장을 추가

로설치하였다. 1996년부터는특정폐기물 공공처리장의설계·시공에서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여주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시작으로 지자체

의폐기물처리시설을공단에서위탁받아설치하고있다. 

그동안공단에서추진한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지원사업중폐기물매립시설은

화성시매립시설을시작으로총35개소에이르고소각시설은칠곡군소각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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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하여24개소에이르며, 또한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은2003년부터속초시를

비롯하여영월군등3개소에이르고있다. 

2006년도부터 수행하기 시작한 환경에너지사업으로는 제주도 등 하수슬러지

시설설치사업 7개소, 울산시등매립장LFG자원화사업등 5개소, 영덕군등소

각잉여열 에너지화사업 3개소, 양산시 바이오매스 에너지화사업 1개소 등 공단

설립이래78개국가및지자체폐기물분야의환경시설에설치지원업무를수행하

여왔다. 이를바탕으로공단은정부의저탄소녹색성장정책에맞추어단순소각

및매립뿐만아니라폐자원을활용한에너지화사업을본격수행함으로써그위상

을제고하고세계제1의환경에너지전문기관으로발돋움하고있다. 

(11) 상수원수질개선사업

- 비점오염원관리사업

하천에가해지는오염부하중점오염원보다비점오염원에의한오염량이증가

함에따라비점오염원관리는수질개선사업의큰축으로대두되고있다. 수질개

선사업은 수도권 2,000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8년 11월에 정부합동으로‘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관리 특별 종합대

책’을수립하고, 이를토대로공단에‘팔당호관리사업단’이설치되면서‘상수원

수질개선사업’으로시작하게되었다. 1999년경안천수초재배섬설치를시작으

로2000년부터는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수계에대한수질개선사업도이

루어져, 하천자연정화시설, 수초재배섬, 인공습지등을설치·운영하였다. 

본격적인비점오염원관리시범사업은 2004년한강수계에대하여공단에서최

초로 수행하였고 2006년에는 금강·영산강수계에까지 확대 수행함으로써 공단

이비점오염원관리사업의전문기관으로성장하는기반이되었다. 

2009년 12월 현재까지 환경부 대행사업으로 한강수계, 낙동강수계, 영산강·

섬진강수계및금강수계에대한비점오염원관리시범시설에대한모니터링및운

영·관리와경기도광주시·남양주시, 충청북도충주시·단양군, 강원도홍천군

등 지자체 비점오염원관리 사업을 위탁수행해오며 하천수질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고있다. 

- 수변생태관리(수변구역관리및생태복원) 사업

수변생태관리 사업은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정부합동으로수립한물관리종합대책(1996~2005년)과이를법적으로뒷받침하

기위한4대강수계법에서수변구역설정(법제4조) 및토지매수(법제7조)에관

한법적근거를마련하면서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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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서는수변구역및토지매수제도에부합하기위하여수변구역지정·고

시도면제작, 수변구역측량및DB구축, 토지매수관리정보시스템구축·운영, 생

태복원실시설계및공사, 수변구역관리중장기기본계획수립등의업무를수행

중에있다. 

수변구역지정·고시도면제작사업(1999년~ )은수변구역내오염원입지제한

을 위하여 현장조사 및 고시도면을 제작하는 것이다. 수변구역 측량 및 DB구축

사업(2003년~ )은수변구역경계확인을위한기준점설치·사진지도제작·매수

된토지의경계표주설치및안내판설치·매수관련DB를구축하는것이다. 

토지매수관리정보시스템구축·운영(2005년~ )은 토지매수대상지역에대하

여매도신청에서부터완료·복원까지의과정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대민서비스

하여토지매수대상지의효율적인관리및대민서비스를향상시키기위한것이다. 

생태복원실시설계및공사(2005년~ )는 낙동강수계를대상으로매입된토지

에생태복원을위한실시설계및생태복원공사를수행하여수생태계를복원하는

것으로현재한강수계도진행중에있다. 

수변구역관리중장기기본계획수립(2007년~ )은중장기토지매수방안·소요

재원·생태계를고려한생태복원등종합적인관리방안을수립하기위한것으로

향후5년단위로수립할예정이다. 

- 생태하천복원사업

환경부는오염된하천의수질개선을위해서 1988년부터오염하천정화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02년부터는수질중심에서수생태계의보전과복원으로개념을

확대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변경하였고 2007년부터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을추진하여현재에이르고있다. 

환경관리공단에서는2007년부터환경부가지원하는생태하천복원사업의설계

도서에 대하여 기술검토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생태하천 복원시설설치기준 및

단가산정수립(2007년)’, ‘생태하천전문용어해설연구(2008년)’, ‘생태하천복원

사업설계도서기술검토및사례분석을통한개선방안연구(2009)’등다양한연구

용역을수행하여생태하천복원사업을위한기술적기준을제시하여오고있다. 

또한2008년부터환경부에서생태하천의모델을제시하기위하여추진하는하

남시‘산곡천생태하천복원시범사업’의추진주체로참여하여설계·시공및모

니터링에이르는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이외에도평창군·익산시등지자체와

위·수탁협약을체결하여생태하천복원사업을수행하고있다. 특히4대강살리

기, 청계천+20프로젝트 등 하천복원과 관련된 정부정책사업의 확대 및 지자체,

주민들의높아진요구수준에부응하기위하여 2009년 5월 18일생태하천복원

사업을전문적으로전담하는‘생태하천복원기술지원센터’를구성하여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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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전문성강화를위하여교수및연구원등 120여명의전문가로구성된외

부전문가인력풀을조직하여운영중에있다. 

3. 환경컨설팅

(1) 환경시설기술진단및기술지원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3조의규정에의거하수처리장등공

공환경시설의운영관리상태를정기적으로진단하여시설의고장예방과처리효율

제고를도모하기위하여1996년부터기술진단업무를수행하고있다. 

기술진단 대상 공공환경시설은 1일 하수처리량이 50㎥ 이상인 공공하수처리

장·분뇨처리장·가축분뇨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이다. 2008년까지 공

공하수도시설 817개소를비롯하여폐수종말처리시설 47개소, 분뇨처리시설 154

개소등 1,108개소에대하여기술진단을실시하였으며, 폐기물관련시설에대한

기술진단업무는한국환경자원공사로업무를이관하였다. 

개별기업의환경시설에대한기술지원은1983년7월환경청소속하에환경기술

감리단을발족하여효율적인배출시설설치허가와지도감독을위하여환경기술감

리제도를시행하게되었다. 하지만이러한기술지원이행정기관주도로시행됨에

따라기업에서는기술지원을지도·단속의일환으로오인할우려가있어, 보다전

문적인기술지원실시를위하여 1994년환경기술감리제도를폐지하고공단이주

관하여환경시설의운영·관리기술보급을위한기술지원을실시하고있다. 

기술지원 대상시설은 기술지원을 신청한 기업이나 환경관련 법규에 의거 2년

이내에규제기준을3회이상초과한시설을대상으로환경시설의개선및효율화

방안에관하여기술지원을해주고있으며2008년까지총5,912건에대한기술지

원을실시한바있다. 

또한이러한방지시설에대한기술지원이외악취배출시설에대한기술지원과

2011년도부터 시행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에 대비한 기술지원도 아울러 실

시하고있다. 

(2) 상ㆍ하수도정책지원

상수도 정책지원은 주요 상수원의 오염·수자원개발의 한계 등으로 물관리정

책이공급위주에서수요관리로전환됨에따라물관리의과학화및체계화가요구

되고있는등물관리종합대책을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한것이다. 수도정비기본

계획의적정성검토·물수요종합관리계획의적정성검토·정수장설치사업의기

술검토등이그대상이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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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정책지원은하수도사업에대한국가예산의효율적집행을도모하고정

부의물관리종합대책에기여하기위하여하수도정책의시행지원을위한전문기

술업무를수행하는것이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적정성검토·공공하수처리시

설설치사업의기술검토·하수도사업의예산절감및품질향상을위한각종설계

기초자료를정비하는기능을담당하고있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기술검토실적을보면유수율제고종합계획을포함한

수도·하수도정비기본계획,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을 포함한 일반수도 사업인가·

정수장사이버컨설팅·정수장및마을상수도운영관리실태평가·공공하수처리시

설자문및인가기술검토등2,343건(수도 719건, 하수도 1,624건)을검토하였으

며절감예산은총7,937억원(수도1,788억원, 하수도6,149억원)에이르고있다. 

(3) 하수관거정책지원

하수처리장시설확충에비하여하수관거정비의미비로하수도사업에대한효

율성의 문제가 야기되어 환경부에서는 2002년을‘하수관거특별정비원년’으로

선포하고하수관거정비사업을역점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 공단은기술지원팀

을구성하여하수관거정책수립에대한기술지원업무를수행하고기술인력이부

족한 지자체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국가하수도사업의 효율성 제고

에일익을담당하고있다. 

그간공단은전국165개(서울시제외) 지방자치단체의⌜하수관거정비타당성조

사(2001~2003년)⌟결과를 종합분석·검토하여 하수관거실태에 대한 정보구축

및하수관거정책수립에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하였고, 지자체하수관거정비사

업에대한기술검토업무를수행하여물관리종합대책등국가환경정책의실효성

확보와국고보조금예산절감및재정투자의투명성제고에기여하였다. 

또한하수관거정비추진실태점검(전주시등22개시·군), 저농도하수처리장하

수관거진단기술지원(나주처리장등 34개하수처리장), 하수관거발주방식및감

리제도시행지침(환경부훈령 551호) 제정기술지원을하였다. 아울러하수관거유

지관리지침개정(안)과하수도시설설치사업업무처리일반지침개정(안) 검토, 국

고보조금의신청과집행관리를위한기술지원, 국고보조금사업추진실적검토기술

지원, 국고보조금사업에대한재원의조달및사용에관한기술검토를수행하였다. 

(4) 상하수도정보화사업

상하수도정보화사업은상하수도시설관리및업무처리자동화및정보화시스

템을도입함으로써행정의효율성제고를위하여실시하고있는사업으로환경부

에서2001년도에상하수도정보화장기종합계획을수립하여연차별로사업을수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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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정보화시범사업은2001년부터2006년까지5개분야를대상으로시행

하였으며, 첫째 수돗물 실시간 정보공개 사업으로 정수수질의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것이며, 둘째정수장자동화시스템은수질및유량등정수장자동제어및

실시간감시가가능하도록하기위한것이다. 셋째상수도관망관리및누수관리

는 국가지리정보시스템과 구축을 연계하고 상수관망의 통합감시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기위한것이며, 넷째상수도종합정보관리는전국수도종합계획시스템을

재구축하고실시간수질정보공개홈페이지를구축하였으며기존의상수도정보

화시스템의통합DB를구축하였다. 다섯째상하수도종합정보센터구축은기존

에구축된상하수도관련시스템의통합, 상하수도정책수립지원을위한시스템

을구축하기위한것이다. 

앞으로는기존에구축된수돗물수질공개시스템, 상수도종합관리시스템, 토양/

지하수관리시스템및마을상수도통합시스템등을통합·관리할수있는상하수

도 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하고 상하수도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과물관련정보화사업을통합하여유역관리가가능하도록유관기관과연

계를통한물관련시스템통합화를추진할계획이다. 나아가유비쿼터스기술을

접목한환경오염원감지·식별(Sensor-Tag) 기술및모바일감시, 환경정보센

싱 및 시설 자동제어 등을 가능하게 하는 U-상하수도 통합정보 시스템으로 확

산·발전시킬예정이다. 

(5) 폐수처리시설정책지원

산업단지및농공단지의신설확장시기반시설인폐수종말처리장의설치사업에

대하여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의시행지원을하는것으로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의적정성검토, 폐수처

리시설기본및실시설계검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설치계획검토및폐수종말

처리시설방류수재이용시범사업등이주요지원업무가되고있다. 

(6) 마을상수도시설개선시범사업

그동안각지자체에서는마을상수도시설등에대한시설개선사례등의기술자

료부족으로노후된시설개선에소극적이다. 실제시설개선시에도취수원및정

1014 환경30년사

<표 4-2-12> 사업 추진성과 � (단위 : 건/년, 개소/년)

구 분 계 2005년 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기본계획 151 67 29 25 30

기본및실시설계 18 - - - 18

폐수무방류 71 2 19 12 38

별도배출허용기준 11 11 - - -



수시설을정확히진단한후그에따른최적기술이도입하여야하지만대부분정

밀기술진단없이사업을시행하는실정이었다. 

따라서마을상수도시설개선을위해서는정확한진단후개선방안마련, 최적

기술의도입등을통하여효율적인예산집행을도모하며각지역실정에적합한

마을상수도모델을보급하고통합관리시스템구축을통한상시감시시스템구축

을위하여전문기관에의한시범사업실시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사업대상 5개지자체의 394개 마을상수도를대상으로 1차사업우선순위평가

를실시한후 2차 58개마을상수도의현장조사및수질검사를실시하여최종사

업대상을선정하였으며, 선정된마을상수도를대상으로시설별정비내용을결정

하였다. 기존의마을상수도는규모가작고수질이양호한것으로간주되어통상

소독공정만을통하여급수되었으나수원의오염이날로심화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수질은양호하나시설이낙후된시설에대해서는기존시설개선에중점을

두었으며, 수질기준을초과하는시설에대해서는정수시설을도입하여안전한먹

는물을공급할수있도록시설개선을한후유지관리의편의성을도모하기위하

여통합관리시스템을도입하였다. 

각시설별시설개선내용을살펴보면취수원은크게계곡수와지하수로구분되

며특히계곡수의경우집수매거가설치되지않은경우가많아이물질등의유입

으로 취수시설이 막히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므로 집수매거 개량을 통하여 막힘

현상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지하수는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관정개발·유량

계등을설치하였다. 

4. 환경시설수탁운영

공단은당초환경오염방지기금의운영및국가등이설치한환경기초시설의전

문운영기관으로설립되었으며국가산단폐수종말처리장 5개소·지방산단폐수

처리장 5개소·농공단지 폐수처리장 24개소 및 국가지정폐기물처리장 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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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3> 마을상수도시설개선시범사업 � (단위 : 개소)

구 분
취수원 정수처리

소독설비 배수탱크 감시제어
계곡수 지하수 여과기 막

계 12 10 7 6 23 17 21

강릉시 2 1 2 2 4 4 4

강화군 3 1 3 1 7 6 6

순천시 5 4 1 1 10 3 4

포천시 2 2 1 1 1 2 5

안동시 - 2 - 1 1 2 2



지자체지정폐기물처리장5개소·생활폐기물처리장 1개소·생활폐기물소각장5

개소등총46개시설을운영하였다. 

그러나신규환경기초시설이 1997년이후급증하고있었으며적정환경기초시

설의설치를위한컨설팅업무등신규업무가늘어남에따라공단은환경기초시설

의 운영업무를 민영화하거나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다. 1998

년‘정부출연·위탁기관경영혁신계획’에따라기존에운영하던시설을민간또

는지자체로이관하는원칙이세워지고이에따라그동안운영하여오던시설을

민영화또는자치단체로이관하였다. 

그중국가소유공단폐수종말처리장은공단자회사로운영전문회사를별도설

립하여이관하였으며, 지자체소유시설은지자체에서별도법인을설립하여민

영화하는형태를취하여환경기초시설을위탁관리를하게되었다. 

그러나 공단은 이중 해운대와 고양시의 소각시설 2개소를 시설의 적정설치를

위한연구및교육목적의시설로해당지자체(부산광역시·고양시)와협약을체결

하여운영하여왔다. 이후해운대사업소는 2004년 12월에부산광역시로이관하

였으며, 현재는 일산 생활쓰레기 소각장을 위탁관리하고 있다. 이곳은 공공환경

시설의 운영자에 대한 현장교육과 관계공무원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으

며 특히 지자체시설에 대한 운영지원을 위한 실무교육자에 대한 운영경험 축적

및기술을향상시키는데기여하고있다. 

2007년도에는 급변하는 남북화해분위기에 맞추어 정부의 대북사업의 일환으

로개성공단의폐수처리장및폐기물처리장운영에대한신규위·수탁협약을체

결하여운영하고있다. 특히환경기술이무지한상태에있는북측근로자에대한

기술전수및남북교류협력에이바지하며공공기관으로서의그소임과역할을다

하고있다. 

5. 검사·분석

(1) 토양오염도검사및정밀조사

토양은생물의존재기반및환경오염물질의최종수용체라는중요성에도불구

하고오염현상이직접보이지않는다는특성때문에그간다른환경분야에비하

여소홀히다루어져온것이사실이다. 

1990년대 초부터 유류·유독물질로 인한 사고와 폐금속 광산 및 군부대 시설

의오염등토양오염에대한우려가환경현안으로나타나면서체계적인관리시스

템의필요성이대두하게되어, 정부에서는국민들의요구수준을충족할수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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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관리를체계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1995년도에「토양환경보전법」을제

정하게되었다. 

유류및유독물유출로인한토양오염은환경에미치는영향이지속적이고복

원에많은비용이소요되기에사전예방을위한검사의공공성·신뢰성이요구되

는업무로서, 공신력있는검사기관에서의업무수행이필요하다. 이에따라공단

에서도정부정책집행지원기능강화및공공기관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기위하

여 1996년도에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인정기준 고시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으

로지정을받은후토양오염도검사업무를시작으로 1999년에는토양정밀조사업

무를실시하게되었다. 

- 토양오염도검사

토양오염도검사업무는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

설·송유관시설등「토양환경보전법」에서정한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대

하여 유류·카드뮴·구리·비소 등 중금속 항목을 조사하는 것이다. 공단은

1996년부터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검사업무를 수행하여왔다. 시행초

기에는 토양오염조사기관이 7~8개로 공단의 업무점유율이 25%내외 정도였으

나, 2008년말에는지정전문기관이55개로확대되어공단수행건수가2007년도

1,028건대비2008년도에는771건으로낮아지게되었다. 

- 토양오염정밀조사및정화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토양오염 정밀조사 정화사업은 토양오염관리대상 시

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를 양도·양수 등의 경우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하고 있

다. 또 군부대·산업 및 광산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토양정밀조사와 오염된

토양을정화하는데따른검증사업을실시하고있다. 

토양오염 정밀조사 사업의 경우 LPP환경오염조사사업 및 환경부 역무대행사

업등의증가로사업초기에비하여최근사업물량이급격히증가하고있는추세

이다. 특히반환미군기지이전에따른LPP(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환경오염조사

사업을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연속성공적으로수행하여한미협상자료로

제공함으로써국가위상을높이는데기여하였다. 또한반환미군기지·TKP 폐쇄

저유소환경오염정화사업등에대해서도타토양관련전문기관과의경쟁을통하

여공단이수탁기관으로선정되는성과를이루었다. 

� �  

(2) 환경측정기기검사

� �  

1976년부터환경측정기를이용하여대기및굴뚝의측정데이터를생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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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측정데이터의신뢰성이확인되지않은환경측정기를사용함으로써정부에

서발표되는가동률과데이터에대한신뢰도가낮아이에대한해결책이필요하였

다. 따라서 환경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 측정값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위하여환경측정기기검사제도를1997년도입하게되었으며, 공단은

검사대행기관으로지정받아환경측정기정도검사업무를시작하게되었다. 

1997년 24개 업체 179대의실적을거둔이후매년급성장하여 1998년 470대

1999년 794대를 수행하였고, 2008년에는 4,754대를 수행하여 초기년도 보다

26배이상증가된급성장을이루었다. 

2004년까지는측정기데이터의신뢰성확보를위한정도검사의물량확대및기

관지정분야의확대에주력하여업무를수행하였다. 2005년이후에는회원제와같

은고객서비스제도도입등을통하여사업장에대한정도검사를통하여습득한노

하우를업체에기술이전하는데역점을두고정도검사업무를추진하고있다. 

특히남부지역(영·호남권) 소재사업장의민원편의를위하여2008년도 2월남

부검사소(울산소재)를개소함으로써본격적으로고객만족경영체계를도입하였다.

(3) 폐기물처리시설검사

폐기물매립시설에대한설치및정기검사업무는1997년매립시설설치검사제

도가도입된이래공단에서업무를수행하여왔다. 검사초기연도에는부적합한

시설이많았으나현장기술교육등을통하여설치기준과운영관리기준에적합한

시설들이 증가하였으며, 소각시설에 대한 성능검사와 인정검사 업무의 경우도

1994년부터 법정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2005년도 환

경부산하기관기능조정방안등에의하여폐기물처리시설에대한검사업무는한

국환경자원공사로이관되었다. 

(4) 오수처리시설성능검사

오수처리시설의제조업등록을하여제조·판매하고자하는경우오수처리시설

의 성능개선을 유도하고 부실처리시설의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1999년 8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시행규칙개정으로오수처리시설성

능검사업무가실시되었으며공단이그업무를시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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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4> 사업추진성과

연 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검사대수(대) 179 470 794 1,291 1,524 1,658 3,207 2,181 2,772 4,118 3,997 4,754



(5) 다이옥신등각종유해물질측정·분석

다이옥신에대한측정·분석 사업은 1997년 7월 다이옥신배출허용기준이 공

포됨에 따라 공단에서는 중앙검사소를 설립하여 환경부로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다이옥신측정·분석전문기관으로지정받았다. 다이옥신의측정·분석은2008

년「폐기물 관리법」에서「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관리법」으로 이관되어「잔

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제19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과 주변지역 영향

조사), 시행규칙제14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측정) 및「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

리법」시행규칙별표6(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측정주기)에의하여수행하고있으

며, 다이옥신측정대상시설이종전에는 25kg/hr 이상 소각시설에서「잔류성유

기오염물질관리법」시행규칙제2조 별표1(배출시설)에 의거비소각시설까지측

정의무가확대되었다. 

또한최근의언론보도등으로관심이집중되고있는내분비계장애물질에대하

여범정부대책협의회를구성하여2000년부터약10개년계획으로연차적연구·

조사를추진함에있어‘다이옥신실태조사’등주요업무를수행하였으며, 배출원

현황을파악하고자정부에서추진중인다이옥신배출목록작성용역중‘다이옥신

실측사업’을지속적으로수행하고있다. 

또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의 발효에 따라 잔류성유

기오염물질 저감 및 근절을 위하여 대기·수질·토양·퇴적물에 대한 잔류성유

기오염물질오염실태를조사하고, 비의도적잔류성유기오염물질(UPOPs)에대한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하여 정부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체계적이고 능

동적인대처를지원하기위하여위탁수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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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5> 연도별오수처리시설성능검사추진성과 � (단위 : 건수)

구�  분 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6,032 7 331 1,029 677 1,829 1,103 422 261 168 205

오수처리시설 1,602 6 134 139 147 189 208 306 181 136 156

단독정화조 655 1 61 117 90 116 94 101 59 16 0

서면심사 3,775 � - 136 773 440 1,524 801 15 21 16 49

<표 4-2-16> 다이옥신등유해물질측정·분석연도별사업추진실적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용역업무 8 6 5 5 7 10 13 9 4

다이옥신
시료채취 45 184 127 121 120 101 111 156 171

측정분석
분석 163 274 248 287 232 230 224 179 202

계 208 458 375 408 352 331 335 335 373

<그림 4-2-15> 오수처리시설검사차량

<그림 4-2-16> 유해물질측정실



이외에도 2005년 10월에는악취검사기관으로지정되어첫해 4개시설에대한

악취물질검사를실시하였으며, 「악취방지법」시행후취약악취시설에대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소형사업장 악취기술지원 분석업무와 환경기

초시설 악취진단 분석 업무를 지원하면서 2007년과 2008년 각각 210여 개와

484여개시설을수행하였다. 

(6) 유증기회수설비검사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및대기환경규제지역내주유소의유증기회수설비에대

한VOCs 측정·검사를통하여VOCs를저감하기위하여시행하고있다. 

유증기회수설비검사는「대기환경보전법」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규제),

동이법시행령제45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규제등) 및동법시행규칙제61조(휘

발성유기화합물의배출억제및방지시설설치의기준등)에의하여수행한다. 유

증기회수설비를설치하여야하는대상시설은연간판매량을기준으로 3,000㎥

이상인시설은 2008년 6월 30일까지이며, 2012년까지는 300㎥이상시설은모

두 유증기회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의무설치 기간보다 조기에 설치하는 경

우, 조기설치기간에따라설치보조금을지원하고있다. 

유증기회수설비검사는형식인증검사와현장검사로나눌수있으며, 형식인증

검사는 처리효율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처리효율검사와 외국에서 인증

받은설비의국내적합여부를확인하는서류검사가있으며, 현장검사는주유소에

회수설비의적정설치여부를확인하는설치검사와회수설비의고장·기능저하를

예방하기위한정기검사로구분하여시행되고있다. 

(7) 개별 수입자동차인증시험

개별수입자동차인증시험은「대기환경보전법」제48조와「소음진동규제법」제

31조에의거하여개별수입자동차중이륜·대형화물·승용차에대한소음인증

시험및승용차(2륜구동, 휘발유)에대한배출가스인증시험을수행하고있다. �  

소음인증시험은 2006년부터 수행하였으며 가속 주행소음·배기소음·경적소

음이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배출가스인증시험

은 2008년부터 수행하였으며, 일산화탄소(CO)·탄화수소(HC)·질소산화물

(NOx)이 국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자동차의무분별한수입을억제하고있다. 향후업무확대를위하여개

별수입자동차뿐만아니라정식수입자동차및국내제작자동차인증시험을확대

수행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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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가및인증

(1) 환경기술평가

국가에서환경기술을평가하여우수한기술에대해서는신기술로지정하여줌

으로써, 기술사용자는신기술을믿고사용할수있고기술개발자는개발된기술

을현장에신속하게보급할수있게하여, 신기술개발을촉진하고환경산업을육

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단에서는 1998년도부터 환경기술평가업무를 수행하였

다. 2006년 7월 1일부로당시의환경기술진흥원(현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업

무를이관하였다. 

1998년제도도입이후2005년 12월현재까지총164건의기술에대하여환경

신기술지정서 및 환경기술검증서가 발급되었고, 현장 적용된 241건의 기술이

1,630개현장에총1조4,291억 5,000만원규모로적용되었으며, 전년대비적용

건수는 146%, 공사금액은 165% 증가하여적용기술의건수및실적은매년증가

추세에있었다. 

(2) 공동 기술개발

우리공단과기업·대학등이보유한기술을바탕으로우수한환경신기술을발굴

하여보급하고환경산업의육성·발전에기여하기위하여1999년부터2008년까지

총10건의공동기술개발사업을추진하였으며, 이중8건의특허를등록하였다. 

(3) 기후변화협약대응사업지원

우리나라는1993년12월47번째로기후변화협약에가입하였고, 1994년3월협

약이발효되었다. 1997년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를 채

택함으로써선진국들에게법적구속력있는온실가스감축의무를부여하였으며,

자국내온실가스감축방안의유연성을위하여교토메커니즘이라는경제적유인

책이만들어졌다. 우리나라는 1차공약기간에의무부담을받지는않았다. 하지만

OECD 국가중이산화탄소배출량이 10위라는것을고려할때, 국외적으로는온

실가스감축할당을주려는국제적압력에대응하고국내적으로는온실가스저배

출구조로의전환필요성이대두되었다. 

우리정부는2009년2월‘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을마련하여녹색성장위

원회를 출범하고 12개의 작업반을 구성하여 2009년 7월‘녹색성장 5개년계획

(2009~2013년)’을마련하여추진하고있다. 녹색성장 5개년계획은기후변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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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및에너지자립, 신성장동력확충및삶의질개선과국가위상강화라는 3대전

략을바탕으로총10개의정책방향을제시하고있다. 

- 교토메커니즘활용기반구축

공단은국내환경기초시설에대한청정개발체제사업(CDM) 타당성조사및기

반구축연구를추진하여왔으며, 2008년 5월 29일 환경부가발족한 CDM 수출

산업화추진단의 사무국으로서 향후 투자국의 입장에서 아시아 개발도상국을 대

상으로청정개발체제사업추진을하기위하여제반사항조사및발굴, 현지로드

쇼등을개최하고있다.(20008년태국, 베트남, 2009년필리핀). 

2004년에는‘청정개발체제사업 승인지침(국무조정실, 2004년 6월)’에 따른

자문기관지정으로청정개발체제사업의국내승인에대한자문서비스를국무조정

실에 제공하고 있다. 국내 기업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청정개발체제사업에 대한

설명회를개최하였으며, CDM 전문가포럼·CDM 연구회의설립과운영을통하

여전문기관으로서국가경쟁력을강화시키기위한노력을하고있다. 

2008년도에는UN 집행위원회로부터의심사를통하여 CDM 운영기구(DOE :

�Designated Operation Entity)로지정을받고국내및해외의청정개발사업타

당성확인과검인증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배출권거래제의국내도입방안을위하여공단은온실가스배출량산정및관리

시스템구축,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운영·관리방안마련, 온실가스배출권할

당에관한연구와같은업무를통하여우리나라의배출권거래제를준비하고있다.

2004년도부터는자발적기업의참여하에 5차에걸친배출권모의거래를실시

하였으며, 2006년도에는‘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구축’용역을 통해서 온실가스

등록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08년에는 7개 사업장의 배출량 검인증을

지원하는등사업장의기후변화대응지원에도힘쓰고있다. 

또한, 2009년도부터는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시범사업운영기관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 기후변화협약대응교육및홍보

국가정책의효율적수행을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기후변화대응계획수립과

시행을지원하고전문인력양성을위하여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을지정·지원

하고 있다. 2006년도부터 3개 대학 선정을 시작으로 2009년 7월 현재 총 10개

대학에연구비지원을하고있으며,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의활성화와정보교

류를위하여매년공동세미나를개최하고있다. 

공단에서는범국민적인자발적온실감축활동을유도하기위하여탄소포인트제

도를운영하고있다. 이제도는 2008년시범사업을거쳐 2009년 7월부터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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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7> DOE Certificate
(2009. 3. 25)



업을실시하고있으며 2009년 11월 현재전국

232개지자체중 169개지자체가참여하고있

다. 탄소포인트제도의시행으로국민들의온실

가스 감축에 대한 인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하고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와 참여를

위하여 매년 기후변화 지방설명회 개최 및 기

후변화 홍보사이트(www.gihoo.or.kr)를 운영

하여기후변화에대한전반적인동향과선진국

의 대응현황·정부시책을 소개함으로써 산업

계·국민·시민단체·지자체 등의 기후변화

문제에대한인식제고와대응력강화, 지역차원의과제발굴등을추진하고있다. 

- 의무부담협상기반구축

환경부의기후변화협약대응정부종합대책수립·시행을지원하고있으며, 기

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와부속기구회의(SBI, SBSTA) 등국제회의에정부

대표단의일원으로참가하여기후변화협약에관한국제동향을파악하고있다. 또

한기후변화대응에관한다양한연구개발사업을통하여기후변화대응에적극대

처하고있다. 

- 온실가스배출통계작성

국가온실가스배출통계는국내기후변화정책의수립·평가의근본적토대일

뿐만 아니라 국제협상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배출통계구축이필수적이다. 이에따라공단에서는현장조사와측정을병행하여

환경부문온실가스배출량통계구축을추진하고있으며배출량산정의신뢰성향

상을 위하여 측정 및 분석방법의 표준화·기초자료의 D/B 구축을 수행하고 있

다. 또한 Post-2012를대비하여국제적수준의검증을위하여일본온실가스배

출량 공식산정기관(NIES)과의 상호검증을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연례화하였

다. TMS를활용한사업장온실가스배출계수의개발을위하여자발적참여기업

을대상으로온실가스배출량산정과배출계수개발을지원한바있다. 

(4) 국가환경기술정보시스템구축운영

공단은 국내외 환경산업·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환경기술개

발·활용을촉진하고환경산업육성을도모하고정보인프라구축을위하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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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8> 기후변화협약대응활성화를위한국제포럼(2006. 12. 15)



년 환경기술정보센터를 설치하여�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구축·운영,

APEC-VC 해외환경기술정보망 구축·운영, 사이버환경실무교육시스템 구축·

운영, 환경산업 해외진출지원 정보망 구축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2006년5월당시한국환경기술진흥원으로업무를이관하였다. 

(5) 저녹스버너사업

수도권의 대기오염도는 선진국의 주요도시 및 국내 다른 도시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여건이며미세먼지, 이산화질소농도는런던, 파리등OECD 주요도시에

비하여2~4배정도높은수준이다. 

이에따라서정부에서는질소산화물저감을위하여대기업은탈질설비를설치토

록유도하고, 재정이열악한중·소기업은저녹스버너를설치토록지원하여왔다. 

저녹스버너지원사업이란중·소기업에서일정수준이상의질소산화물저감성

능이있는버너를설치할경우국가에서보조금을지원하는제도이다. 환경관리

공단에서는우수한저녹스버너가확대보급될수있도록인정검사, 성능확인검사

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다. 

저녹스버너의효과를살펴보면가스용일반버너를가스용저녹스버너로교체할

경우 질소산화물은 평균 53%(77ppm → 36ppm)의 저감효율이 있으며, 중유용

일반버너에서중유용저녹스버너로교체할경우평균24%(215ppm → 163ppm)

의저감효율이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특히, 중유용일반버너를가스용저녹스

버너로교체할경우저감율은 83%(215ppm → 36ppm)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

다. 2009년 8월현재, 12개제조사 105개모델의다양한종류의보급기반이구축

되어있으며, 2006년부터정부에서지원한버너는2,039대에이르고있다. 2006

년부터2008년까지수도권지역에보급한773대의저녹스버너를대상으로효과를

분석한결과질소산화물은679톤/년, 이산화탄소는91,185톤/년저감되었으며, 연

료는8,526,310 N㎥/년절감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승용차3.3만대의이산화

탄소배출상쇄효과가있으며, 연료절감비용은57억원에이른다. 

향후, 보일러이외에냉·난방기, 건조시설, 소각시설등의연소시설로저녹스

버너의설치가확대될경우대기질은더욱개선될것으로기대된다. 

(6) 환경성적표지인증

� �  

공단은2002년국내최초로환경성적표지인증기관으로지정되어290여개제

품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였으며 2006년 12월까지 인증한 대상품목은 27개이

고이중20개품목290여개제품이인증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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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인증은공산품의생산과사용·폐기에이르는전과정에대한환

경성을공단이평가하고인증하는것으로기업의친환경제품생산시스템구축을

위한지원과함께제품의환경경쟁력제고에기여한다. 

이는최근산업계주요이슈인환경관련국제무역규제에대응할수있으며제

품의친환경마케팅을통한녹색소비를유도하여궁극적으로지구환경보전에기

여할것이다. 

이사업은환경부산하기관기능조정정책에따라2007년 3월친환경상품진흥

원으로이관되었다. 

7. 환경산업육성및세계화지원

(1) 환경개선자금융자지원

1984년 환경부(당시 환경청)에서 배출부과금과 국고보조금 등을 주 재원으로

조성한환경오염방지기금으로환경오염방지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중소기업체

에융자함으로써시작된환경개선자금융자지원사업이 1987년 5월 공단으로이

관되어수행하게되었다. 

그러나이기금이 1995년 1월부터「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의하여환경개선특

별회계로귀속됨에따라기존에민간사업자에게지원되었던개별방지시설설치

를 위한 환경개선자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구 재정투융자특별회계)으로 전환되

어지원되고있으며,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는지자체에대하여중소도시상수도

개발자금·연안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을 민간사업자에게는 천연가스공급시설

설치·중소기업대기환경개선자금을융자지원하고있다. 

또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는 지자체에 대한 지방상수도 개량자금, 민간사업

자에게지원되는환경개선자금과수도권대기환경개선자금등이포함된다. 

환특회계로 전환된 후 1996년부터 2009년까지 융자지원된 내역은 중소도시

지방상수도개발을위하여84개지자체에4,905억원, 연안지역하수처리장설치

지원을위하여 127개지자체에 1조 1,396억원, 하수관거정비에 30개소 2,220억

원, 하수처리시설지원 2,000억원, 농공단지페수처리장설치 41억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24개소 697억원, 하수처리장고도처리시설에 30개소 601억원, 천연

가스공급시설설치를위하여168개소업체에1,552억원을융자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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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7> 연도별인증현황 � (단위 : 개, 누적)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인증제품수 28 201 266 279 291

인증기업수 4 4 8 10 13



또한재특자금에서는 1995년부터 2009년까지개별방지시설에대하여 3,367

개소에8,056억원, 수도권대기환경개선자금은2006년부터2008년까지145개소

518억원, 지방상수도 시설 개량자금으로는 370개소에 9,160억원 등 총 4조

1,258억원을융자지원하고있다. 

(2) 환경신기술창업보육지원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환경기술의 실용화) 및「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5조 제2항(창업정보의 제공 등)에 근거하여, 사업화 여건이 미흡

한유망환경신기술창업자를엄선·발굴하고성공적인창업에필요한종합적인

지원을제공함으로써환경산업경쟁력강화와저변확대에기여하고자, 공단에서

는 2005년도부터 환경신기술 창업 보육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2006년5월다시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이관되었다. 

(3) 국제협력및기술교류확대

2000년 이전까지는주로국내환경정책의효율적수행을뒷받침하기위한선

진기술습득을목적으로해외환경유관기관과환경협력체계를구축하여왔다. 그

러나2000년이후부터는개도국의환경협력요청증가및국내환경산업의해외

진출지원필요성이대두됨에따라진출대상국가의정부·환경유관기관또는국

내 대외원조사업 유관기관과 기술교류를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사업의

해외진출기반을구축하였다. 

2004년베트남대외원조사업을시작으로동남아에집중되어있던해외진출영

역은 2009년 현재베트남·인도네시아등동아시아지역, 아제르바이젠등중앙

아시아지역, 튀니지 등 중동아프리카 지역 등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공단은

해외진출을위한지역별거점사무소설치및세계은행등국제기구와협력을추

진함으로써 국제적인 환경기술 컨설팅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해

외협력사업을추진하고있다. 

그간 주요 성과로는 2004년‘베트남 산업오염방지사업’을 시작으로 2006년

세계은행과지식전파사업추진을위한협약체결및 2차베트남산업폐수관리역

량강화사업, 2007년튀니지대기모니터링역량강화사업, 2009년인도네시아동

부자바주폐기물관리및베트남먹는물안정성개선, 우즈베키스탄수생태처리

조사사업그리고이집트·케냐·튀니지·인도네시아·캄보디아등개도국을대

상으로하는환경인력교환근무사업등을수행하였다. 

그리고 필리핀 수빅만 하수처리장, 탄자니아 하수도 확충 등 환경시설설치에

대한타당성조사와중국청도한국기업의환경시설점검및운영등다양한컨설

팅을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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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0개국 고위 공무원(2005년 6월)을 초

청하였는데, 호주·이란·중국·베트남·태

국·UAE·짐바브웨 등 개도국 환경부 고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이 공단을 방문하여 공단

의 선진기술을 견학하고 협력을 요청함으로써

국제적인 환경전문기관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해외진출의토대를마련하였다. 

8. 녹색성장추진사업

(1) 환경시설효율성제고사업

1999년12월환경부로부터환경시설효율성제고사업추진계획수립에의하여사

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후 환경시설 효율성 제고사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훈령

제2001-499호, 2001년9월3일)이제정되어사업추진근거를마련하게되었다. 

환경시설효율성제고사업은과다한운영비가소요되는설비등을발굴하여보

완·개선함으로써 환경시설의 효율성과 가동률을 높이고 운영비를 절감하는 방

식이다. 민간사업자가 가동 중인 환경시설의 처리공정·방법 또는 운영체계 개

선·에너지절약등시설개선에필요한비용을선투자한후, 지자체로부터에너

지비용등운영비절감액으로투자비와이윤을상환받는사업이다. 

2004년 12월에는 울산 성암매립지 및 대전 금고매립지에 매립가스(LFG :

Landfill Gas) 자원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마산 덕동매립지도

2009년현재운영중에있다. 

2006년도부터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정책에 따른 폐자원에너지화사업을 본격

수행하기위한구미시및진주시매립가스자원화사업으로확대하였고, 또한영덕

군·밀양시·파주시 등 지자체의 위탁의뢰를 받아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잉여열

을발전으로전환하는소각잉여열에너지화사업을본격적으로수행하고있다. 향

후 이를 바탕으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같은 폐기물복합처리시설 건설사업과 녹

색마을건설사업등으로공단사업영역을확대하여수행할계획이다

이외군산내초(2002.12), 제주회천(2003. 4), 광주문정(2003.12), 청주학천

(2004. 2), 여수(2004. 8)지역에1∼2MW 발전시설을설치하여운영중에있다. 

(2) 환경에너지기술 개발 및 연구(페자원에너지화 및 Non-CO2 온실가스

저감) 

세계는 지금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위기와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지구환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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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동시에직면하고있다. 인류의생존을위협하는자원과환경위기시대속에

서 환경에너지는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Mega Trend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환경에너지확보대안으로서폐자원및바이오매스의에너지화는선택이아닌필

수다. 

유럽·미국·일본등세계선진국은지속가능국가발전의원동력을‘에너지안

보’로 규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 있는에너지 확보’라는목표아래 기후변화

협약과연계한재생에너지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 이정책의핵심은친환경바

이오에너지생산기술의개발및시장의활성화이다. 이를통한자국의에너지자

급률향상및세계환경시장선점을전략목표로수립하고폐자원에너지화사업을

국가성장동력사업으로추진하고있다. 

위와 같은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우리 정부에서는 2008년 5월 경제살리기와

기후변화대응을위한‘폐기물에너지종합대책’을수립하였고, 그 후속대책으로

<표 4-2-18> 환경시설효율성제고사업추진실적

구 분 시설규모 설비가동개시일
사업비 위탁운영

시행/위탁기관
(억 원) 기간

울산성암
42㎥/분

2002.11 56 10년 울산시/환경관리공단
중질가스공급

대전금고 3.4MW 발전 2003. 7 64 10년 대전시/환경관리공단

마산 900㎾ 발전 2009 13 15년 마산시/환경관리공단

구미 330㎾ 발전 2010 20 15년 구미시/환경관리공단

진주 1000㎾ 발전 2010 35 15년 진주시/환경관리공단

영덕 300㎾ 발전 2009 5 15년 영덕군/환경관리공단

밀양 300㎾ 발전 2010 12 15년 밀양시/환경관리공단

파주 5.5㎞ 관로 2009 106 15년 파주시/환경관리공단

매립가스

자원화

(LFG)

소각

잉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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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9> 전국 매립가스자원화사업추진현황

매립지 시설규모
가스활용량 설비가동 사업비 위탁운영

시행/위탁기관
(Nm3/분) 개시일 (억원) 기간

수도권매립지
9.8MW 발전 100 2001.12 103 3.5년

환경부/수도권매립지

(1공구) 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
50MW 발전 약 550 2005 773 8년

환경부/수도권매립지

(3, 4공구) 관리공사

난지도매립장 50Gcal/hr 열공급 232 2002. 2 - 10년
서울시/한국지역

난방공사

부산생곡 5MW 발전 50 2001. 7 35 20년 지자체

포항호동 2MW 발전 20 2002. 5 30 20년 지자체

대구방천
1.5MW 발전 130㎥/분

약 150
2005

222� � 20년 대구시/PIKO
중질가스공급 상반기

울산성암
42㎥/분�

30 2002.11 56 10년 울산시/환경관리공단
중질가스공급

대전금고 3.4MW 발전 40 2003. 7 64 10년 대전시/환경관리공단

마산 1.5MW 발전 10~15 2006 13 15년 마산시/환경관리공단



‘폐자원및바이오매스에너지대책(2008년 10

월)과그세부실행대책(2009년 7월)’을연이어

발표하였다. 바이오매스등의신재생에너지산

업을 적극 육성하는 정책 수행에 따라 우리나

라도명실공히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세계기

류에동참하게되었다. � �  

또한 정부는 그 세부적 실행 계획으로 친환

경에너지확보, 온실가스저감및CDM사업활

성화를 위하여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인‘폐자원 에너지 및 Non-CO2 온실가스 저

감사업(Eco-STAR Project, 2008~2014년)’

을대규모국책사업으로추진하고있다. 

공단은이러한세계기류및정부정책에맞추어 2006년 11월환경에너지사업

을전문적으로수행하기위한직제개편(폐기물사업처→환경에너지처)을단행하

였고, 환경에너지연구개발을전담수행할팀(바이오매스팀신설→연구개발팀)을

신설함으로써저탄소녹색성장분야에대한기술연구와정부정책지원을본격적으

로수행하고있다. 

2008년을‘환경에너지사업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정부의 대형 국책 Project

인� Eco-STAR Project에도전하여총 18개과제중대표과제인‘유기성폐기물

병합처리및바이오가스발전시스템개발’에총괄주관기관으로참여하고있고,

현재 유기성폐기물을 이용한 최적의 환경에너지 생산 공정을 선정하여 Pilot

Plant(3톤/일)를 설치하고있으며, CDM 사업을위한방법론개발등상용화기

술개발에주력하고있다. 

그리고 지난 20여 년간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단순소각·매립되는폐기물처리시설뿐만아니라폐자원을에너지화하여

국가친환경에너지를확보하고있다. 

또한2009년에는바이오가스를활용한연료전지발전시스템구축등환경에너

지분야의기초·실증기술개발을추진할예정이며, 이를통하여환경에너지종

합타운건설·저탄소녹색마을조성등향후환경에너지사업추진에있어서최적

기술(Best Available Technology) 및시스템을제공할계획이다. 

공단은정책지원채널구성·운영, 정부정책수립지원및각종연구·용역사

업수행을통하여환경에너지사업정책기반조성에주력하고있다. 각계전문가

로 구성된 환경에너지정책지원협의체 및 음폐수에너지화 기술지원단을 운영하

고, 하수슬러지종합포럼·가축분뇨자원화및에너지화포럼등다양한분야에

있어 전문가회의를 주재함으로써 동시에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업무의 정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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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업무에커다란역할을수행하고있다. 

국내외환경에너지기술개발동향파악및정보교류기회를제공하고산업체개

발기술의홍보기회제공으로환경에너지사업활성화를도모하기위하여국제행

사인‘환경에너지기술국제워크숍’을정례적으로개최하고있다. 또 전문가들의

기술교류의장을마련하기위한‘환경에너지기술포럼’등을개최하는등국내외

민·관·산·학·연구계의인적네트워크를통한환경에너지시장활성화에도기

여하고있다. 

위와같은기술및연구개발을통하여매립가스에너지화시설, 바이오매스에

너지화시설, 소각잉여열발전시설등환경에너지시설설치사업에그간축적된

전문기술력과노하우를투입하여성공적으로추진하고있다. 현재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환경에너지종합타운 및 녹색마을 건설사업에도 참여함으로써 범

국가적인저탄소녹색성장전략에적극부응하고있다. 

(3) 자동차배출가스전산시스템운영관리

� 자동차등록대수의급격한증가로자동차에서배출되는유해가스가기하급수

적으로증가하여대기오염의주요요인으로지목되고있다. 

이에「대기환경보전법」제54조(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에 근

거하여체계적인자동차배출가스종합이력관리를통하여실질적인대기오염저

감효과및관리의투명성을증대시키고, 선진화된자동차배출가스의검사및관

리체계를구축하게되었다. 

본 사업은총 4단계계획으로연차적으로추진하였으며, 2005년도의 1차년도

사업은배출가스전산망구축을위한기본인프라구축작업으로전산시스템을설

계하여수도권대기환경청부속건물에단독전원·통신설비·소방설비·통신장비

도입등전산기반시설공사를성공적으로완료하였다.

2006년도에 진행된 2차년도 사업은 자동차 등록정보와 연계, 자동차 정밀/정

기검사실시및자료관리,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및사후관리, 자동차전문정비

업소현황관리등을위한시스템을완료하였고, 2007년도에진행된 3차년도사

업은 엔진개조차량 자료관리, 노후차량 조기폐차 자료관리, 측정기기 정도검사

자료관리(자동차부문), 저감사업사후점검/사후수리/탈거및반납자료관리등을

위한시스템을완료하였다. 

2008년도에는자동차배출가스·소음인증시스템(KENCIS)연계, 측정기기형

식승인자료관리(자동차부문), 연료첨가제사전검사자료관리, 운행차수시점검

자료관리, 운행차배출가스원격측정(RSD) 결과자료관리, 저감장치유지관리(클

리닝, 재사용, 콜센터연계), 홈페이지구축등전산장비도입과운용프로그램을

개발하여2009년말현재정부가교통환경개선을위하여추진중인주요핵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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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전산화를통한업무효율증대를꾀하고있다. 

(4) 운행차배출가스원격측정장비운영

「대기환경보전법」제61조에근거하여시행중인자동차배출가스수시점검은차

령에관계없이운행하는모든자동차를도로에서무작위로강제정차시켜점검함

에따라불시점검에따른민원이많고안전사고위험성상존및점검효율도낮은

문제점이있다. 

이에따른불만해소와교통흐름에지장을초래하지않는수시점검으로자동차

소유자의일상적인정비·점검생활화를유도하기위하여운행차배출가스를자동

측정할수있는원격측정장비를도입·연구사업을실시하게되었다. 

본 사업은총 3차년도에걸친연구사업을통하여도입타당성을검토하였는데,

1차년도사업(2006년 7월~2007년 3월)은원격측정장비와정밀검사방법간의상

관성비교시험을하여그결과휘발유및LPG 자동차의상관성이높음을확인하

였다. 

2차년도사업(2007년 5월~2008년 3월)은휘발유및LPG자동차의저농도및

과다배출기준을 설정하였으며, 비용편익 분석으로 현 수시점검보다 2배 이상의

편익이발생함을도출하였다. 

3차년도사업(2008년3월~2008년 12월)은운행차배출가스원격측정및분석

을 실시하고 원격측정장비 운영을 위한 행정처리절차(안)를 확정하여 본격적인

시범운영기반을구축하였다. 

(5) 수변구역저탄소체계구축

공단에서는토지매수관리정보시스템구축·운영(2005년~ )을통하여매도신청

에서부터완료·복원까지의과정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대민서비스하여매수대상

지의효율적인관리및대민서비스를향상시키기위한기반조성에기여하고있다. 

생태복원실시설계및공사(2005년~ )는 낙동강수계를대상으로매입된토지

에생태복원을위한실시설계및생태복원공사를수행하여수생태계를복원하는

것으로현재한강수계도진행중에있다. 

수변구역관리중장기기본계획수립(2007년)은중장기토지매수방안·소요재

원·생태계를고려한생태복원등종합적인관리방안을수립하기위한것으로향

후5년단위로수립할예정이다. 

특히4대강살리기, 청계천+20프로젝트등하천복원과관련된정부정책사업의

확대및지자체, 주민들의높아진요구수준에부응하기위하여2009년5월 18일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생태하천복원 기술지원센터’를 구성

하여운영중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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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립공원제도의역사

1. 국립공원제도의탄생

�  

(1) 국립공원의이념

1869년미국옐로우스톤(Yellowstone) 지역의경이롭고신비한자연현상이랭

포드(Nathaniel P. Langford)와그의일행에의해서그존재가밝혀진이후‘옐

로우스톤탐험대’가1870년9월 19일에옐로우스톤지역에도착, 그야말로‘놀랍

고도신비로운자연현상’을발견하였다. 

법률가 코넬리우스 헤지스(Cornelius Hedges)가“이처럼 신비스러운 곳을 결

코특정개인이나단체의사유지가되게해서는안됩니다. 온국민이보고즐길수

있도록해야합니다”라고제의, 옐로우스톤지역을국립공원(National Park)으로

지정하자는내용으로탐사보고서를작성하게되었다. 이렇게해서‘경이롭고신비

로운자연현상’, ‘사유(私有)가아닌공유(公有)’, ‘국민누구나이용하고즐거움을

누린다’는탐험대의주장이오늘날의국립공원이념으로정착하게되었다. 

당시미국은전국토에대한토지소유가거의확정되어가던무렵이라개인들

간의땅차지경쟁이극도에달하던시기였는데, 식민지에서독립한지채 100년

도안된신생국가미국에서, 엄청난투자가치가있는미개척지를사유화하지않

고공공의소유와대중의이용을보장하기위하여국립공원을설정한다는생각은

혁명적인일이아닐수없었다. 

국립공원의 또 다른 이념은 미국의 제18대 대통령인 율리시스 그랜트(Uly-

sses S. Grant)로부터나왔다. 옐로우스톤지역에대한워시번과도언탐험대의

보고를받고정부차원의조사단이현지답사를마친후, 입법절차를거쳐1872년

3월1일자로옐로우스톤지역을세계최초의국립공원으로지정공포하였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규제와 제한 없이 땅을 소유할 수 있던 당시 미국의 풍

토에서특정개인이나단체의소유가아닌, 그들의제한적이용조차인정하지

않는 공공(公共)성이 강조된 공원을 지정하여 즐거운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국

민의 이익과 기쁨을 도모한 것은 매우 획기적이며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

었다. 

옐로우스톤을‘국립공원’으로지정하고호칭하기전에도‘국립공원의이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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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개념이다음과같이세가지정도있었는데이들은‘국립공원’이라는명

칭선정에적지않은영향을끼친듯하다. 

- 명승공원(Magnificent Park) 

1832년 미술가 죠지 카트린(George Catlin)이 제안한 것으로서, 서부개척이

진행되면서 계획 없이 마구 훼손되는 자연경관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내용은캐나다로부터미국을거쳐멕시코에이르는아메리카대평원

을 명승공원으로 지정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들소와 인디언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제안은 국립공원의 이념과는 가까웠지만 토지의 공유화, 이용방법

등이구체화되지못하였고그범위가너무넓어실현가능성이희박하였다. 

- 국립유보지역(National Reservation) 

1832년몇사람의역사학자들이제시한주장으로아칸소(Arkansas)주의온천

지대가개인의영리목적으로지나치게개발되면서주변환경을훼손할우려가높

아지자 이 지역을 국가 관리의 자연보존을 위한 유보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 국립공공(公共)공원(National Public Park) 

1860년부터 시행되고 1864년 의회를 통과한「요세미티법(Yosemite Act

1864)」에서공식화된제도로서, 그 이념에있어서나실제운용면에있어서국립

공원의이념과가장비슷하다. 

(2) 세계 최초옐로우스톤국립공원의탄생

미국 와이오밍(Wyoming)주(州) 옐로우스톤 국립공원(Yellowstone National

Park)에는온천·간헐천·계곡그리고다양한식생등도있었지만, 특히그곳의

흙과돌·바위들이노란빛을많이띠고있어‘옐로우(Yellow)’라는이름이붙여

졌다. 그면적은200만에이커(8,991.39㎢)로서남한면적의10%에해당된다. 

몬타나주출신국회의원윌리암클라겟(William H. Clagett)은탐험대의보고

서를근거로1871년 12월에관련분과위원회를거쳐옐로우스톤강상류지역을공

공(公共)공원으로지정하자는법안을의회에제출하였다. 

이법안은미국상하양원에서만장일치로통과되어1872년 3월 1일마침내그

랜트대통령은옐로우스톤강유역을포함한 200만에이커를세계최초의국립공

원으로지정하기에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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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립공원의정의와기능

(1) 국립공원에관한국제적인협의

미국과캐나다등초기에국립공원제도가도입된나라들은국립공원이란제도

만이아니라국가의형성이나전국적인국토이용이정착되어가던시기에국립공

원이지정되었으므로특정한지역, 그것도상당히넓은지역을국립공원으로지정

만하면별다른문제가생기지않는것이통례였다. 국립공원으로지정한지역은

사유화될수없다는국유화·공유화의선언적의미가그대로통용될수있었다. 

미국의경우1916년8월내무부에국립공원처가설치되기이전에14개의국립공

원이지정되었는데, 20세기초인 1902년에서 1909년사이에지정된공원들가운

데는다른공원에비하여규모나자원성이모자라1940년이후국립공원에서제외

되거나다른보호구역등으로바뀐경우도있다. 이는동부와서부사이의지역간

균등을위해서또는국유지로선언하기위한목적의경우도있었기때문이다. 

그밖에20세기에들어와국립공원제도를도입한스위스(1909년) 등유럽과아프리

카의나라들은이미국토이용구분이자리잡혀있거나국토의대부분이사유·공유·

국유등으로구분된다음이어서미국·캐나다등과는그개념및정의가조금다르다. 

(2)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정의하는국립공원

IUCN에서는국립공원이자연생태계보전과여가활동을위하여관리되는보호

지역의개념이다. 따라서육지와해안의자연지역으로서현세대와미래세대를

위하여하나또는그이상의생태계의유기적연계가파괴되지않도록보호하고,

국립공원지정목적에반하는개발이나점유를배제하며, 환경적으로나문화적으

로 그 가치가 손상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정신·학술·교육·여가 등

탐방활동기회를제공하기위하여관리되는지역이라고정의하고있다. 

(3) 「자연공원법」에서의정의

국립공원이란「자연공원법」제2조에서‘활용가능한자원에서보전의대상으로

우리나라를대표할만한자연생태계와자연·문화경관의보전을전제로지속가능

한이용을도모하고자환경부장관이지정하여국가가직접관리하는보호지역으

로육지와해양의자연지역’으로정의하고있다. 

이러한 국립공원은 풍부한 종(種) 다양성을 지닌 자연생태지역으로서, 미래를

위한유전자원의보고인동시에청정한자연환경과수려한경관지를공공에개방

및제공하는국민의휴식처로서의기능을수행한다. 자연과생명의신비에대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동시에 보전의 결과로 다양한 자연

적·문화적정서함양을위한교육의장을제공하는기능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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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립공원제도의국내도입

1. 국립공원제도의도입과관리주체의변천

(1) 최초의국립공원제도도입

국내에서국립공원제도를처음으로도입하게된배경은 1962년미국시애틀에

서개최된제1차세계국립공원대회에한국대표로참석하였던학자들이우리나라

에서도국립공원제도의 도입필요성을역설한 데 따른 것이다. 이어 1963년 1월

국민운동본부에 설치된 지리산지역개발 조사연구위원회 내에 지리산지역개발을

위한 14개분과위원회의하나로서국립공원분과위가설치되었고, 세차례의현지

조사를거친후 1963년 12월발표된종합보고서에지리산에대한국립공원지정

(안)이마련되었다. 

이에따라당시건설부는「공원법(안)」을마련하였는데법안이1967년3월에공

포됨으로써우리나라에처음으로국립공원제도가도입되었다. 

같은 해 7월에는 16명의 국립공원위원이 임명·위촉되었으며 제1회 국립공원

위원회가열렸다. 이위원회는지리산을우리나라국립공원제1호로지정할것을

결의하였으나, 그경계선설정은신중을기해야한다는다수의견에따라소위원

회를구성하여이문제를위임·결정토록하였다. � � �  

12월 2일민간인위원들로구성된소위원회는해발700m 이상지역전체를포

함하는 438.9㎢를 국립공원으로책정한원안을확정하였고이안이국토종합계

획심의회를통과함에따라 1967년 12월 29일지리산을우리나라제1호국립공원

으로지정·공고하였다. 

(2) 공원관리청의변천

1967년지리산을우리나라제1호국립공원으로지정하던시점의공원관리청은

당시개발위주의시대적분위기속에서국토개발담당부서인당시건설부가관리

청의역할을담당하였다. 국립공원제도도입초기의관리체계는건설부의지역계

획과내에공원계가설치되었으며시·도에는공보실이나건설국지역계획과또

는상공운수국관광업무부서에담당자를두고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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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에는 건설부 내에 공원업무를 전담하는 공원과가 신설되면서 공원계획

을입안하고공원관리에필요한업무지침을정비하는등공원업무의기틀을갖추

기시작하였다. 시·도에서도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직제에반영하고현지에직

원을상주시키는등실무를수행할수있는체계가잡혀가기시작하여국립공원

에대한정책수립등총괄적관리는중앙행정기관이맡고, 공원의보호와유지업

무는시·도가담당하는형태로체계가갖추어져갔다. 

1980년에는「공원법」이「자연공원법」으로 분리되면서 건설부 내 담당 부서도

자연공원과로개칭되었고일부시·도에서도공원계를설치하는등공원관리기

능이강화되어갔다. 그러나일부시·도에서는이해부족과관리비용의수지결

과에따라공원을소홀하게관리하는경우가종종발생하여국립공원관리에대

한문제가제기되기시작하였다. 

이에따라 1991년에는자연보호운동을주관해온당시내무부가관련기능의담

당자라는점과지방자치단체의협조를원활히받을수가있다는점, 그리고공원

관리의효율성을높일수있다는차원에서공원관리청이내무부소속으로변경되

었다. 

내무부로 이관된 국립공원 업무는 내무부의 지방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공중

화장실 건축과 등산로 정비 등 기초편의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졌으나 1995년 정

부기구 축소개편 방침에 따라 자연공원과가 폐지되고 지역개발과 내의 계 단위

조직으로축소되었다. 그러나국립공원관리공단을비롯한관련인사들의반발로

1997년다시자연공원과로복원되었다. 

1998년새정부가들어서면서전면적인정부조직개편작업을단행할당시국립

공원관리를지방자치단체이양사무로전환할것을요구한바있었다. 하지만국

립공원관리를 환경정책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점과 환경문

제를중대한사회이슈로인식하는국제적추세에따라국립공원관리청이내무

부에서환경부로이관되어현재에이르고있다. 

2. 국립공원관리공단의설립

(1) 설립 배경

우리나라의국립공원은 1967년지리산이최초의국립공원으로지정된이래매

년그수가늘어나고있어국립공원을체계적으로관리할필요성이증대되어가

고있었다. 또한공원관리도 1968년부터 1987년까지약 20년간지방자치단체에

서 담당하여 왔으나 공원관리를 시·군·구에 재위임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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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실하고관리체제가다원화되는등관리기능이크게미약하여일관성있는

정책집행이어려웠다. 

이에정부에서는1986년국립공원에대한관리를국가가직접관리하는체제로

전환하면서1987년전문관리기관인국립공원관리공단을설립하였다. 

(2) 조직의변천및주요연혁

공단이설립될무렵우리나라에는모두 17개의국립공원이지정되어있었으며

그중관리사무소를두지않고있던북한산·다도해해상·서산해안(현태안해안)

국립공원을제외한 14개 국립공원을관리하던지방공무원의수는 552명이었다.

이에비하여공단은500명의인원으로17개공원을관리한다는방침을세우고국

립공원의자원보전및훼손지복구, 지속가능한이용도모에주력하여왔다. 공단

조직의변천과정과주요연혁은다음과같다. 

1986. 12.31 : 「자연공원법」개정(국립공원관리공단설립근거마련) 

1987. 7. 1 : 국립공원관리공단발족(초대이사장박운영당시건설부산하) 

12. 9 : 소백산국립공원지정

1988. 1. 9 : 지리산노고단대피소개소

6. 11 : 변산반도·월출산국립공원지정�  

1991. 1. 1 : 자연휴식년제도입, 시행�  

4.23 : 국립공원관리공단내무부이관�  

1993. 12.30 : 지리산탐방안내소개소�  � � �  

1995. 2.10 : 국립공원자연생태보전종합계획수립

1996. 5.10 : 한·캐나다산악국립공원자매결연합의서서명

1997. 1. 11 : 한·캐나다해상국립공원자매결연합의서서명

1998. 2.28 : 국립공원관리공단환경부이관

4.28 : 국립공원특별사법경찰관발대식

7. 1 : 계곡휴식년제시행(북한산송추계곡·지리산뱀사골계곡) 

1999. 7.12 : 국립공원기마순찰대발대식(속리산) 

2001. 9. 8 : 지리산반달가슴곰자연적응실험목적으로방사(국립환경연구원) 

2002. 2.18 : 지리산반달가슴곰관리업무이관(환경부→공단) 

5.12 : 지리산반달가슴곰관리팀발족

2003. 8.31 : 국립공원구역조정확정

9.15 : 반달가슴곰종복원사업관련MOU 체결

(러시아우수리스크보호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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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3.29 : 코스타리카국립공원청(SINAC)과MOU 체결(UNEP 제주총회) 

3.31 : 지역주민·환경단체등으로구성된공원관리협의회구성운영

(18개공원25개사무소) 

10.15 : 연해주산새끼반달가슴곰6개체도입방사

2005. 4.14 : 남북한교류협력 환북한산반달가슴곰8개체인수

7. 1 : 북한산반달가슴곰8개체방사

10. 6 : 국내최초의철새연구센터개소(다도해홍도) 

10.14 : 연해주산반달가슴곰6개체추가방사

2006. 12.28 : 철새3종(쇠개개비·알락꼬리쥐발귀·노랑발갈매기) 이동경로

최초확인(국립공원연구원철새연구센터) �  

2007. 1. 1 : 국립공원입장료폐지

4.25 : 산양10개체도입방사(월악산국립공원) 

2008. 10.13 : 오대산국립공원습지람사르습지등록

(3) 현재 공단의조직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본부는 공원관리업무의 총괄 및 지방관리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지방관리사무소에서는공원자원조사·연구·

보호 및 복원·공원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불법 무질서행위 단속·허가

사무·시설 사용료 징수·탐방객 안내 및 홍보 등의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본부 6처(14팀) 3실 1팀 외 국립공원연구원·멸종위기종

복원센터·26개사무소(56개 분소) 편제로 2009년 12월 현재정규직및비정규

직을통틀어 2,216명의직원들이공원관리를수행하고있다. 각각의국립공원사

무소는 공원현장관리와 지원 등 업무성격에 따라 자연보전과, 탐방·시설과 및

행정과로구성되어있고, 각공원내원거리에위치한지역관리효율성을고려하

여1개공원사무소별1~6개의분소와재난안전관리반이선택적으로운영되고있

다. 특히 지리산·한려해상·내장산·다도해해상·북한산·소백산 등의 국립공

원은면적·생활권역등문화적측면과관리수요에따라 2~3개의지역사무소가

설치되어공원현장관리가이루어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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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국립공원관리공단기구표(2009년 12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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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립공원관리체계

1. 국립공원지정절차및현황

(1) 지정 요건

국립공원으로지정받기위해서는「자연공원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따른다

음다섯가지의필수요건을갖추고있어야한다. 

①자연생태계 : 자연생태계의보전상태가양호하거나멸종위기야생동식물·

천연기념물·보호야생동식물등이서식하여야한다. 

②자연경관 : 자연경관의보전상태가양호하여훼손또는오염이적으며, 경관

이수려하여야한다. 

③문화경관 : 문화재또는역사적유물이있으며, 자연경관과조화되어보존의

가치가있어야한다. 

④지형보존: 각종산업개발로경관이파괴될우려가없어야한다. 

⑤위치및이용편의 : 국토의보전·관리측면에서균형적인자연공원의배치

가될수있어야한다. 

(2) 지정 절차

국립공원은우리나라자연생태계와자연및문화경관을대표할만한자연·문

화자원의보고로서환경부장관이지정한다. 환경부장관은「자연공원법」제4조의

규정에따라국립공원을지정할때는후보지조사를거쳐국립공원지정(안)을마

련, 주민설명회및공청회를개최하고관할시·도지사및군수의의견을들은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고, 「자연공원법」제9조규정에의한국립공원

위원회의심의를거쳐같은법제6조규정에의한지정의고시로확정한다. 

(3) 지정 현황

1967년지리산국립공원을제1호로지정한이래2008년현재총20개의국립공

원이지정되었으며 16개가육상공원, 한려해상과다도해해상의 2개공원이해상

공원, 태안해안이해안국립공원, 경주가사적공원으로지정되어있다. 이중한라

산국립공원은제주특별자치도에서직접관리하고있으며그외19개공원은국가

1040 환경30년사



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 지정된 국립공원 면적은 총 6,580㎢로 전 국토 대비

6.6%에이르며, 이중59%에해당하는3,899㎢이육상공원으로지정되어있다. 

이용률로 보면 서울 도심에 위치한 북한산국립공원이 가장 많은 이용 수준을

보이며, 설악산·지리산·한려해상및경주는탐방객이선호하는국립공원이다.

특히입장료가폐지된 2007년을기점으로탐방객이급증하여입장료폐지전인

2006년대비46%가증가함으로써국립공원의훼손방지등의대책이시급한실

정이다. 

2. 국립공원관리계획

(1) 자연공원기본계획

‘자연공원기본계획’은 자연공원의 보전·이용·관리를 위한 장기발전 종합계

획이자「자연공원법」제11조에의하여매 10년단위로국립공원위원회의심의를

거쳐수립되는계획으로, 공원관리의최상위계획에해당된다. 

‘제1차자연공원기본계획’은 2003~2012년의 10년간의계획으로서, 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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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국립공원지정현황

공원명 위 치
공원구역

비 고
지정일 면적(㎢)

합� � �  계 � � 6,579.850
육 상 : 3,898.9(3.9%)

해 상 : 2,680.9(2.7%)

지�  리�  산 전남·북, 경남 1967.12.29 471.758

경� � �  주 경 북 1968.12.31 138.715

계�  룡�  산 충 남, �  대 전 1968.12.31 64.683

한려해상 전남, �  경 남 1968.12.31 545.627 해상 395.479

설�  악�  산 강원 1970. 3.24 398.539

속�  리�  산 충 북, �  경 북 1970. 3.24 274.541

한 라 산 제주 1970. 3.24 153.386

내�  장�  산 전 남, �  전 북 1971.11.17 81.715

가�  야�  산 경 남, �  경 북 1972.10.13 77.074

덕�  유�  산 전 북, �  경 남 1975. 2. 1 231.650

오�  대�  산 강 원 1975. 2. 1 303.929

주�  왕�  산 경 북 1976. 3.30 107.425

태안해안 충남 1978.10.20 326.574 해상 289.543

다도해해상 전남 1981.12.23 2,321.512 해상 1,986.684

북�  한�  산 서 울, �  경 기 1983. 4. 2 79.916

치�  악�  산 강 원 1984.12.31 181.631

월�  악�  산 충 북, �  경 북 1984.12.31 287.977

소�  백�  산 충 북, �  경 북 1987.12.14 322.383

변산반도 전북 1988. 6.11 154.715 해상 9.196

월�  출�  산 전 남 1988. 6.11 56.100

�



제도 도입 이후 30여 년간의 공원관리 정책과 관리실태를 분석·평가하고 공원

자원의 보전과 자연친화적 공원 이용 및 탐방 문화 정착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제1차 자연공원기본계획’에서는 공원관리 기반구축·공원자원관리·탐방객관

리·공원시설계획및토지이용계획등5개분야에대하여26개세부과제를단계

별로추진하는계획안을제시하고있다. 

제1단계인2003년에서2006년까지는공원관리제도재정비시기로서, 법규및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공원관리 기반 구축을 위하여 인력확충·공원관리 재원확

보·용도지구재분류등관리체계를개편하였다. 

2단계인2007년부터2009년까지는공원운영관리의전문성을확보하고주민과

의관계개선을통한지역밀착형관리체계를확립하였던시기로서, 공원자원정밀

조사및모니터링강화, 야생동·식물보전, 자연해설프로그램다양화, 탐방가

이드제운영, 공원별용도지구조정등전문공원관리체계를확립한시기였다. 

3단계인2010년부터2012년까지는공원내경관·자연및역사적대상물과야

생동물을잘보전하여현세대뿐만아니라다음세대까지향유할수있도록하는

선진국수준의공원관리위상을확립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2) 공원계획

‘국립공원계획’은「자연공원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관할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결정

한다. 

공원계획은 공원관리의 근간으로서 기본 지표가 되며, ‘공원용도지구계획’·

‘공원시설계획’으로구분하여공원의특성에따라현지여건에맞도록수립된다.

‘용도지구계획’은 공원자연보존지구·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공원집단시설지구로구분하여용도에맞게계획이수립되며,

‘공원시설계획’에는 공원자원의 보호에 필요한 시설물과 탐방객의 증가 추세에

따른최소한의편의시설설치와난립된기존시설물을정비하기위한계획으로서

도로등동선계획, 주차장·야영장등단독시설계획, 집단시설지구계획을포함

하고있다. 

(3) 공원별보전·관리계획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은 종전에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 규정이 없었으나

2008년 말 전문 개정시「자연공원법」제17조 2의 규정을 신설하여‘공원별 보

전·관리계획’의 수립 근거와 수립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공원별 보전·관

리계획’은 공원관리청이 매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며 자연환경보전 여건 변화

등으로계획을변경할필요가있을경우는 5년마다변경할수있도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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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원관리청이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

지구의종류및면적, 자연환경현황, 토지이용및공원시설현황, 공원자원관리

계획, 지역사회협력계획등을포함한내용을서류로작성하여지역주민·관계전

문가·지역단체등의의견을들은후관할군수및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한

후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있다. 

이러한‘공원별보전·관리계획’은공원별현장특성을고려하여해당공원의

보전및관리를위한집중계획에해당되며각계획간체계는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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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2> 국립공원관련 3대계획간체계비교

구 분 공원기본계획 공원계획 공원별보전·관리계획

•개별자연공원의보전·이용·관리를
•공원별자연·사회환경등을

수립목적

•전체자연공원의

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사항을
고려한관리계획을수립하여

장기적인관리방향

실행계획으로수립하여고시
효율적이고일관성있는

제시
공원관리방향제시

법적근거 •「자연공원법」제11조 •「자연공원법」제12조 내지제14조 •「자연공원법」제17조의 2

•개별자연공원의용도지구·보전·
•공원자원보전, 자연환경보호, 

대상 •전체자연공원 시설·관리계획을포괄하는
탐방서비스, 탐방객규제, 

최소한의사항
공원시설, 지역주민협력등의

세부적관리방안에대한사항

•공원지정시최초에공원계획결정
•5년주기

수립주기 •10년
•기본적으로 10년마다기존계획의

•최초수립시에는 3년
현실성등타당성조사후�  변경, 

� �(2003년~2005년)
변경사유발생시수시변경가능

•시·도지사의견수렴과
•지자체의견수렴과개별공원위원회 •각공원에서수립후본부및

수립절차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거쳐결정·변경고시 환경부승인

심의·확정

•공원기본계획은국립공원관리의최상위계획으로서의역할이부여되며, 공원계획은기본계획에서

상호관계 제시하는내용과상반되지않게하위계획으로서역할을담당하고, 공원별보전·관리계획은세부적인

사항을현장에서직접집행하는역할을수행하게됨



제4절� 

국립공원일반현황

1. 백두대간과국립공원

백두산으로부터지리산에이르는큰줄기를망라한백두대간은우리고유의산

에대한관념과신앙의중심에있다. 백두산에서발원한기(氣)가전국토에살아

숨쉬어, 한반도의자연적상징이자삶의기반이된백두대간은하나같이수려한

명산들로보전의가치가매우크다. 

(1) 지리산국립공원

1967년최초로국립공원으로지정된지리산은경남하동·함양·산청, 전남구

례, 전북남원등 3개도 5개시군에걸쳐47만 1,758㎢의가장넓은면적을지닌

산악형국립공원이다. 

지리산에는셀수없이많은봉우리가천왕봉·반야봉·노고단을중심으로병

풍처럼펼쳐져있고지리산고봉(高峰)마다영험한기운이서려있으며계곡은웅

장하면서도 아득함을 자랑한다. 민족의 명산인 지리산에는 쌍계사·법계사·대

원사·화엄사등고찰과함께각종유적이공원곳곳에분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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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 지리산의능선(지리산중봉에서함양방향)



(2) 설악산국립공원

설악산국립공원은 1970년도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

고 국제적으로도 그 보존 가치가 인정되어 1982년 유네스코로부터‘생물권보전

지역’으로지정·관리되고있다. 

설악산국립공원의 총면적은 39만 8,539㎢로써, 행정구역으로는 인제군과고

성군, 양양군과 속초시에 걸쳐있다. 설악산에는 용이승천하였다는 비룡폭포를

비롯하여설악산의지붕인대청봉과설악산의대표적인절경인천불동계곡이유

명하다. 만해한용운선생이승려로입문한백담사가있는내설악은아름다운계

곡으로유명하다. 

(3) 속리산국립공원

1970년여섯번째로지정된속리산국립공원은소금강이라불릴만큼경관이빼

어나다. 속리산국립공원에서가장높은천왕봉과50여명이올라설수있는문장

대간의주능선에는산죽의군락과장각동탐방코스가있다. 

이러한기암과절벽사이로화양·설곡등절경을간직한계곡들이어우러진경

관을자랑하고있으며신라진흥왕대에창건된법주사에는한국의3대불전인법

주사대응보전을비롯하여정2품송등다채로운문화재들이보존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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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4> 용아장성의위용(설악산)



(4) 덕유산국립공원

백두대간의중심부에위치한덕유산은 1975년열번째국립공원으로지정되었

으며행정구역상으로는전북무주군과장수군, 경남거창군과함양군등영호남

을아우르는4개군에걸쳐있다. 백두대간의중심부에자리잡고있는덕유산국

립공원은동쪽의가야산, 서쪽의내장산, 남쪽의지리산, 북쪽의계룡산과속리산

으로 둘러싸여 있다. 나제통문에서 향적봉에 이르는 계곡 일대에는 무주구천동

33경이산재되어으뜸의아름다움을간직하고있는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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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5> 문장대의연무

<그림 4-3-6> 향적봉에서본파노라마설경



(5) 오대산국립공원

1975년 열한 번째로 지정된 오대산국립공원은 해발 1,563m의 비로봉을 주봉

으로 동대산·두로봉·상왕봉·호령봉의 다섯 봉우리가 병풍처럼 늘어서 있고

동쪽으로 따로 떨어져 나온 노인봉 아래로는 천하의 절경인 소금강이 자리하고

있다. 

오대산국립공원은고지대임에도산세가부드러워산행에수월한월정사지구와

바위산으로 금강산에 견줄만한 비경을 간직한 소금강지구로 이루어진 장쾌하면

서도듬직한산이다. 특히오대산은문수보살이 1만의권속을거느리고설법하는

곳으로알려져왔고봉우리마다 1만의보살이상주하고있어불교의성지로알려

져있다. 

(6) 월악산국립공원

1984년 17번째로지정된월악산국립공원은소백산을지나속리산으로연결되

는백두대간의중간에위치하고있으며기암절벽이치솟아산세가험준하고예로

부터신령스러운산으로여겨져왔다. 

충북제천시, 단양군, 충주시와경북문경시와접하여있고수도권에서가깝고

충주호와어우러진탐방지로유명하다. 

월악산은용하계곡과송계계곡이쌍벽을이루어자연경관의극치를이루고있

으며선암계곡또한여느계곡못지않은아름다음을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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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7> 계류(오대계곡)



(7) 소백산국립공원

1987년 18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소백산국립공원은 지리산·설악산에 이

어산악형국립공원가운데세번째로넓다. 

공원구역은 경북 영주·충북 단양·강원도의 영월군의 경계를 지나며 비로봉

과국망봉사이에는고려경기체가의대표작인죽계별곡의배경인죽계구곡, 희

방폭포를품은희방계곡, 천연림을자랑하는남천계곡등이절경을이루고있으

며신라와고려의모습을간직한부석사와희방사를비롯하여소중한문화재등

이보존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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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8> 영봉의운해

<그림 4-3-9> 비로봉에서국망봉방향



2. 청정해역과국립공원

(1) 한려해상국립공원

한려해상국립공원은 1968년 우리나라에서 4번째이자 해상공원으로는 최초로

국립공원으로지정되었다. 상주·금산지구·남해대교지구·사천지구·통영·한

산지구·거제·해금강지구·여수 오동도지구의 전체 면적은 약 545.63㎢이며

72.3㎢가해상면적이다. 

가장 아름다운 뱃길로 이름난 한려수도는 69개의 무인도와 30개의 유인도가

보석을점점이흩어놓은듯하다. 중생대퇴적암의구릉성산지가북동-남서방향

으로뻗어있으며크고작은곳과반도로이어진리아스식해안의특색을나타내

고있다. 

또한한려해상에는충무공이순신의공적을기리는한산도제승당을비롯하여

왜구의침입에대비한당포산성등군사문화유적이많이남아있다. 

(2)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남해안과 해상지역에 흩어져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국립공원으로서 1981년

14번째국립공원으로지정되었다. 따뜻한해양성기후로인하여생태적보존가치

가높은상록수림이존재하며과거화산활동으로형성된섬과기암괴석은독특한

아름다움으로보존의가치가높다. 

홍도10경, 동백꽃필무렵의흑산도, 아리랑과진돗개그리고모세의기적이라

불리는신비의바닷가가있는진도·일출이아름다운항일암·고산윤선도의유

적지인보길도가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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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0> 소매물도기암



(3) 태안해안국립공원

태안해안국립공원은 1978년우리나라에서 13번째국립공원으로지정되었으며

태안반도와 안면도를 남북으로 아우르는 230㎞의 해안선에 26개의 해수욕장이

펼쳐진다. 

리아스식해안을따라펼쳐진갯벌과시구, 기암괴석과크고작은섬들이서해

특유의아름다운경관을자랑한다. 

갯벌로유명한몽산포, 일출과일몰을동시에볼수있는연포, 희귀수목이가

득한천리포수목원등이유명하다. 태안은삼한시대마한의제사중심지였으며

백제시대부터중국과교류를하였던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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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1> 홍도

<그림 4-3-12> 안면도꽃지섬



(4) 변산반도국립공원

산과바다가어우러진국내유일의반도공원인변산반도국립공원은 1988년 19

번째국립공원으로지정되었다. 

변산반도는산악지대인내변산과해안가를중심으로하는외변산으로나눌수

있으며내변산은백악기에분출된유문암등의화산암류로이루어졌으며구릉지

는중생대쥐라기의화강암에서발달한지형이다. 

외변산최고의절경지인채석강은수성암이바닷물에침식되어단층을이루며

쌓인모습이천만권의책을쌓아올린듯하며약 600m에달하는전나무길이유

명한 내소사·월명암에서 바라보는 낙조는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나

타내주고있다. 

3. 일상생활속의국립공원

(1) 경주국립공원

우리나라에서유일한사적형공원인경주국립공원은지리산에이어두번째로

1968년에국립공원으로지정되었으며불교문화의백미인불국사, 석굴암을품에

안은토함산과불교노천박물관으로불리는남산을비롯하여전체면적이 138.71

㎢에달한다. 

경주국립공원지역은유네스코가지정한세계10대유적지중하나로세계적으

로인정받고있으며2008년부터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관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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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3> 서해낙조



(2) 계룡산국립공원

충남제일의명산인계룡산국립공원은 1968년두번째로국립공원으로지정되

었으며계룡산정상인천왕봉을중심으로 20개에달하는봉우리사이에약 15개

의계곡이형성되어있다. 

산의능선이닭의벼슬을쓴용의모습과닮아계룡산으로불리게되었으며공

원내에는갑사·신원사·동학사등의고찰이유명하다. 계룡산은아늑하면서도

변화무쌍하고서울·대전등대도시지역에서일일탐방이가능하여연중탐방객

의방문이끊이지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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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4> 신선암의설경과마애불

<그림 4-3-15> 남매탑



(3) 치악산국립공원

한반도중부지방내륙산간에위치한치악산은 1984년 16번째국립공원으로지

정되었다. 공원면적은약181.6㎢로주봉인비로봉을중심으로동쪽은횡성군, 서

쪽은원주시와접하고있다. 

치악산은남쪽남대봉과북쪽에매화산등 1,000m가넘는고봉들사이에가파

른계곡들이자리하여예로부터산세가뛰어나고험난하기로이름이높다. 

(4) 북한산국립공원

세계적으로드문도심속의자연공원인북한산국립공원은 1983년 15번째국립

공원으로지정되었으며, 우이령을경계로북쪽으로도봉산지역, 남쪽으로는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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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6> 비로봉전경

<그림 4-3-17> 인수봉의기암



산지역으로나누어진다. 

북한산은2,000년의역사가담긴북한산성을비롯한수많은역사·문화유적과

100여개의사찰, 암자가다양한볼거리가되고있다. 북한산의유명한세봉우리

인백운대, 인수봉과만경대는도심근방에있어휴일이면많은탐방객이찾는곳

이다. 

4. 그 밖의소중한국립공원

(1) 한라산국립공원

우리나라의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섬인 제주도의 중앙에 위치한 한라산은

1970년7번째국립공원으로지정되어있다. 

제주의옛이름인탐라는‘깊고먼바다의섬나라’라는뜻이며한라는‘하늘의

은하수를잡아당길만큼높다’라는뜻이다. 한라산은금강산·지리산과함께3대

명산중의하나로국토최남단에있으며근1,950m로남한에서가장높은산이다. 

한라산은다양한식생분포로학술적가치가동·식물의보고이기도하며화산

분출로생성된휴화산주변에는크고작은360여개의기생화산인오름들이형성

되어있다. 

� �  

(2) 내장산국립공원

내장산국립공원은 1971년 8번째국립공원으로지정되었으며호남 5대명산중

하나이다. 

내장산은원래내장사의옛이름인영은사의이름을따서영은산으로불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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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8> 고사목과진달래



산안에감추어진것이무궁무진하다고하여‘안내(內)’, ‘감출장(藏)’자의내장

산으로불리게되었다. 

(3) 가야산국립공원

가야산은남부내륙산간지역에위치한명산으로 1972년 국립공원제9호로지

정되었으며예로부터해동의10승지또는조선팔경의하나로이름이높았다. 

불교의성지인가야산은해인사와팔만대장경, 홍류동계곡등의뛰어난명승

고적과자연경관으로예로부터뛰어난지식을갖춘산으로여겨졌다. 1200년이

상의역사를간직하고있는해인사는세계문화유산으로지정된장경판전과세계

기록유산으로지정된팔만대장경등다양한문화재를간직한역사·문화의보고

이다. 

제4편소속공공기관사 1055

<그림 4-3-19> 만추2

<그림 4-3-20> 가야산원경



� (4) 주왕산국립공원

1970년우리나라 12번째국립공원으로청송군과영덕군에걸쳐있으며주왕산

을중심으로태행산, 대둔산등의산들이말발굽형으로멋진산세를이루고있다.

주왕산은영남제1의명승지이며암봉과깊고수려한계곡이빗어내는절경으로

우리나라3대암산중하나로꼽히고있다. 

� �  

(5) 월출산국립공원

1988년20번째국립공원으로지정되었다. 호남정맥의거대한암류가남해바다

와 부딪치면서 솟아오른 화강암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월출산이 만들어졌다.

월출산정상은천황봉이며, 신라때부터하늘에제사를지낸곳으로저마다형상

될이름이있는바위가약270개가있어기암괴석의전시장으로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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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1> 기암

<그림 4-3-22> 월출산의가을



제5절� 

국립공원의관리

1. 개요

1967년「공원법」이제정되고지리산이최초로국립공원으로지정되었다. 이후

국립공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공원법」을 폐지하고「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을 분리하여 건설부장관·도지사 또는 군수가 자연보존지구·자연

환경지구·농어촌지구·집단시설지구 등을 공원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였

다. 그러나관리부실로인한자연환경훼손이사회적인문제로대두되면서1986

년「자연공원법」을개정하여, 1987년에국립공원을전문적으로관리하는기구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을설립하게되었다. 공단의임무는국립공원의보전과지속가

능한이용을위하여공원자원을보전하고탐방서비스를제공하며, 공원시설을정

비하고지역사회협력등공원관리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는것이다. 

「자연공원법」에 규정된 자연공원은 자연생태계와 수려한 자연경관, 문화유적

등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하게 하여 자연환경의 보전, 국민의 여가와

휴양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지정한 일정구역으로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으로 구분된다. 2005년 12월말까지 우리나라의 자연공원은 총 67개소

(총면적 7,805㎢)로서전국토의 7.8%를차지하고있으며, 이중국립공원이 20

개소, 도립공원이 23개소, 군립공원이 33개소이다. 국립공원은우리나라를대표

할만한자연생태계보유지역또는수려한자연경관지로서환경부장관이지정할

수있다. 국립공원과관련된정책은환경부와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공동으로혹

은독자적으로진행되고있다. 최근국립공원의공공성확보, 사회적갈등해소,

일반국민의문화·휴식공간제공의차원에서2007년 1월 1일부터국립공원입장

료를폐지하는등의정책이시행되고있다. 

2. 공원자원관리

(1) 공원자원조사·모니터링

국립공원에서는자연생태계의체계적이고과학적인보전·관리를위하여자연

자원조사와지속적인모니터링을실시하고있다. 

제4편소속공공기관사 1057



자연자원조사는 10년마다매년 2개공원씩실시되고있으며생물자원(조류·

포유류 등)과 비생물 자원(기상·토양환경 등), 역사, 문화, 탐방행태 등 다양한

분야를종합적으로조사한후DB 구축과과학적분석을통하여국립공원자원관

리방향을설정한다. 그결과는공원관리계획수립·공원계획의적합성판단·특

별보호구대상지선정·탐방프로그램기획등공원관리정책에활용된다. 

또한이러한자연자원조사결과를바탕으로주요동·식물종, 서식지, 공원사

업시행지등에대하여는모니터링을실시하여자연생태계의지속적인변화상태

와요인을파악하고, 자원특성에맞는공원관리방안을수립하며, 효과적인공원

관리대책을제시하고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15개의 국립공원 33개 도로 약

269㎞에서의야생동물의노상상해(Road Kill)에 대한모니터링결과, 2007년에

는발생개체수가전년도에비하여 29%가감소한반면에생태이동통로이용횟

수는 174건으로전년에비하여 21%가증가하여생태축의연결이야생동물보호

에효과적인것으로나타났다. 

(2) 특별보호구지정·관리

특별보호구는 자연자원 조사와 생태계변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할

가치가높거나인위적·자연적훼손으로부터보호필요성이있는야생동물서식

지·야생식물 군락지·고산습지·계곡 등 주요 자원 분포지역에 대하여 출입통

제등행위를제한하는제도이다. 이제도는1991년최초자연휴식년제시행이후

2006년부터시행하고있는제6기자연휴식년제대상지를중심으로멸종위기종

분포지역등서식지보호가필요한지역을추가하고, 보호목적을중심으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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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3> 연도별자연자원조사현황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공원명
설악산 지리산 덕유산 오대산 한려해상 월악산 가야산 주왕산 월출산

북한산
한라산

속리산 계룡산 내장산 태안해안 치악산 소백산 다도해해상 변산반도

<그림 4-3-23> 자원조사 <그림 4-3-24> 철새 모니터링



지를재분류하고체계화하여2007년부터시행하고있다. 

현재지리산왕등재고산습지, 북한산정릉계곡등 17개공원에68개소를지정

하여자연생태계변화를관찰하고보호시설을설치하는등핵심생태계를집중적

으로관리하고있다. 

(3) 자연생태계보전·복원

- 훼손지복원

연간약3,000만명에육박하는탐방객들이특정시기에집중됨에따라등산로

과밀현상이매년반복되어등산로가침식·확산되고있고, 많은이용자가국립공

원을위락활동의공간으로생각하거나정상지향적등산으로인하여산정상부등

이심하게훼손되고있다. 또한고산지대특유의기상현상에의한자연훼손, 집중

호우에 의한 등산로 세굴, 토사유실로 인한 지피식물 파괴 및 수목뿌리 노출 등

자연적복원을어렵게만드는수준까지이르고있다. 

이에따라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1994년 공단전문인력과학계의생태복원

전문가와합동으로훼손지현황조사를실시하여이에기초한복원대책을수립하

여시행하고있다. 생태적복원공사는과거의조림사업이나사방공사와는차원을

달리하는 것으로, 대상지에 대한 면밀한 생태조사, 훼손원인 및 영향요인 분석,

토양 공급 및 개량, 사면안정화, 식생도입(종자발아·이식·멀칭 등), 복원 모니

터링및보완공사실시등일련의단계적과정을거쳐가능한한훼손이전의상

태로복원시키고자하는사업이다. 

현재 공단에서는 권역별 생태계 차이를 고려하여 지리산·소백산·설악산을

시범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데, 국내최초로시도한지리산노고단, 세석의복원

사업은관련학계·전문가로부터‘복원성공사례지’로꼽히고있다. 

- 희귀·멸종위기식물보전과복원

국립공원에는국가멸종위기식물의68%(44종)가자생하고있으며이중36종을

2015년까지증식·복원하기위한프로젝트를환경부와공동으로추진하고있다. 

2007년에는덕유산국립공원에자생하고있는멸종위기종Ⅰ급인광릉요강꽃의

서식지보전을위한보호시설을설치하고모니터링전문요원 2명을전담배치하

였으며, 소백산국립공원에는노랑무늬붓꽃·솔나리·자수솜대등멸종위기식물

의서식지외보전을위한식물원을조성하였다. 

또한멸종위기식물자생지 16곳에대하여국립공원특별보호구로지정하였으

며매년 2개국립공원씩총 17개국립공원에서식지외보전시설인멸종위기식

물원을조성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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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교란외래종관리

환경부는국내에유입된외래종중생태계교란을일으키는 10종(동물 4종, 식

물6종)을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로지정하여관리하고있다. 

우리나라 고유생물 보전에 큰 위협이 되는 외래종의 유입을 예방하고 생태계

교란종을제거하기위하여2007년국립공원내외래종분포조사를실시하여168

종의분포현황을파악하였다. 

이 중 돼지풀·단풍잎돼지풀·서양등골나물·도깨비가지 등 4종의 생태계교

란야생식물(77,383㎡)과 붉은귀거북·들고양이 97마리를제거하였으며도서지

역식물생태계훼손의주원인인방목가축 82마리를지역주민·유관기관과합동

으로제거하였다. 

- 국립공원‘깃대종’보전

국립공원 깃대종(flagship species)은 생태적·문화적·사회적으로 개별 국립

공원을대표하는동물이나식물로서, 지역사회가국립공원의가치를올바로인식

하고보전활동을함께추진할수있도록하는매개체역할을담당한다. 

특히국립공원이국가생물자원의보고임에도불구하고그동안경관중심의가

치로서만높이평가되던것을깃대종보전사업을통하여생물종중심으로인식을

전환하는데큰의의가있다. 

2007년 시민단체와 학계가 참여한 깃대종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립공원별

주민·탐방객·네티즌등2만여명의의견을수렴하여공원별로동물·식물각1

종씩18개공원35종의깃대종을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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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5> 광릉 요강꽃(멸종위기종Ⅰ급)



- 멸종위기종복원

우리의국립공원은원래호랑이·곰·늑대등맹수들이서식하고있었을정도

로훌륭한생태계를유지하고있었으나산업개발및도시화에의한산림면적축

소, 도로개설에 의한 서식지 단절, 과도한 탐방객에 의한 스트레스, 보신문화에

의한무분별한남획등으로야생동물이멸종위기에처해지고있는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국립공원의 야생동물 보호를 위하여 정기

적인자연자원조사를통하여야생동물의분포와변화추세를조사하고있으며, 특

히국내최초로야생동물서식환경에대한정밀조사를지리산에서시행하여반달

가슴곰의서식을확인하였다. 멸종위기에있는동물에대하여는인공방사를실시

하여개체수유지및증식에노력하고있는데특히월악산에산양을방사하여성

공을거둔바있다. 

또한무분별한남획에대하여는취약지구에대한대대적인순찰을실시하여수

천점의덫·올가미·올무·뱀그물등을수거하고, 덫에걸린야생동물을구조하

는등불법포획행위를엄중단속하고있다. 

아울러주요동물의산란기인봄과여름철에‘조용히탐방하기’캠페인을전개

하고, 야생동물의먹이인도토리등열매채취를금지하며, 겨울철적설기에는먹

이주기행사를대대적으로실시하는등서식환경조성에노력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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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4> 국립공원깃대종보전현황

구 분
깃대종(36종)

식 물 동 물

18개 공원 17종 19종

1 지리산 히어리 반달가슴곰

2 계룡산 � 호반새, 이끼도롱뇽�

3 한려해상 거머리말 팔색조

4 설악산 눈잣나무 산양

5 속리산 망개나무 하늘다람쥐

6 내장산 진노랑상사화 비단벌레

7 가야산 가야산은분취 삵

8 덕유산 구상나무 금강모치

9 오대산 노랑무늬붓꽃 긴점박이올빼미

10 주왕산 둥근잎꿩의비름 솔부엉이

11 태안해안 매화마름 표범장지뱀

12 다도해해상 풍란 살쾡이

13 치악산 금강초롱꽃 물두꺼비

14 월악산 솔나리 산양

15 북한산 산개나리 오색딱다구리

16 소백산 모데미풀 참갈겨니

17 월출산 끈끈이주걱 물레세

18 변산반도 변산바람꽃 부안종개



- 지리산반달곰보호대책추진

멸종위기종이며 천연기념물(제329호)로 지정되어 있는 반달가슴곰의 모습이

2000년 11월말방송에보도된이후에도국내서식여부에대한논란이꾸준히제

기되었으나, 2002년 11월 지리산국립공원에서국립공원관리공단이실체를촬영

하여서식사실을공식적으로확인한바있다. 

반달가슴곰은호랑이와함께우리의친근한동물로인식되고있어반달가슴곰

을복원하는일은민족의자긍심을살리는상징적의미가있다고할수있다. 또

한반달가슴곰은자연생태계의먹이사슬중최고우위에존재하는우산종으로반

달가슴곰을존속시킬수있는서식공간을보전함으로써생태계전체의종다양성

을유지시킬수있어서생태적으로도매우가치가있는일이다. 

이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00년 12월 29일 지리산 반달가슴곰 보호대책을

수립하여환경부에건의하고관계기관에협조를요청하는등다각적인보호방안

을마련하여시행하고있다. 또한지리산반달가슴곰복원사업을위하여2002년

5월 반달가슴곰관리팀을 발족하고 2004년부터는 연해주산 반달가슴곰 도입 및

방사등본격적인복원사업을추진하고있다. 

이러한반달가슴곰의복원을위한조치로반달가슴곰의최적서식지와주요출

몰지점을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임산물 등을 채취하는 지역주민에 대하여

는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지리산국립공원을 5개 책임구역(하동·산청·함양·남

원·구례)으로분할하여야생동·식물보호단을운영하고있다. 

또한방사곰위치의상시적파악으로방사곰개체보호, 각종생태자료습득, 밀

렵방지, 탐방객·지역주민의안전사고예방에만전을기하고체계적인반달가슴

곰종복원사업으로확대하기위하여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운영하고있다. 

복원센터의 주요업무는 개체보호·관리(개체추적·밀렵감시·엽구제거 등),

탐방객·지역주민·농작물 피해예방, 이동상황, 서식환경, 생태 등 정보수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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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체계적인반달가슴곰관리및향후종복원사업으로확대하기위하여전문지

식을가진직원이책임감을가지고반달곰기초자료조사및생태연구자료를수집

하고있다. 

- 월악산산양복원사업추진

2007년부터 월악산국립공원에서는 산양복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월악산은 1982년까지 야생 산양 개체군이 존재하던 곳으로 1944년·1997년·

1998년에각1쌍총6개체를방사하여약10여개체까지증식되었으나같은어미

에서 태어나 유전적 열성화 우려가 있어 강원도 화천 지역의 산양 10개체를 도

입·방사하였다. 

산양은1998~2001년간G-7사업으로추진한‘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물복원

기술개발’사업에서우리나라에분포하는산양의서식현황을조사한결과100개

체이상이안정적으로 4개지역에서의원종확보가용이한것으로나타났다. 또

한기이입한개체모니터링결과 3~4개체가무리를형성하여서식하는것으로

나타났다. 

방사한산양은2007년 4월부터위치추적모니터링을통하여산양의서식권및

행동권연구를시행하고그결과를바탕으로향후추가적인복원세부계획을수

립할예정이다. 

- 인공조림지고유생태경관복원

인공조림지는18개공원에2,600개소(약1만5,000ha)가분포하는데, 근대화과

정에서황폐화된산림을신속하게녹화시키기위하여고유종이아닌외래속성수

나경제수종을주로조림함으로써고유경관과는다른이질적인경관을형성하고

생태적안정성을해치고있다. 2007년에지리산국립공원노고단일원의잣나무와

일본잎갈나무조림지4,000㎡를원래의수종으로대체하기위한시범사업을시작

하였으며, 향후인공조림지의생태복원사업의기본모델로적용할계획이다. 

- 1공원1복원사업

2004년지리산국립공원반달가슴곰복원사업을시작으로국립공원관리공단은

단순한자연자원관리기관에서생물종증식·발돋움하게되었으며이후 2006년

백두대간산양생태축복원사업을추진하는등복원사업의영역을넓혀가게되었

다. 복원사업은생물종뿐만아니라인위적·자연적원인에의한훼손지복구, 고

유생태경관회복등을사업대상으로할수있는데, 성공적인복원사업을위해서

는충분한조사자료, 고도의전문성, 장기간의지속성그리고안정적인업무시스

템이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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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은자연자원복원전문기관으로탈바꿈하기위하여2007년생

태복원팀을신설하고, ‘1공원1복원’사업을시작하였다. 이로써복원을위한기초

자료를확보하고전문성을강화하여장기적인복원사업의기본틀을갖추게되었

다. 현재식물22종, 동물3종을비롯하여경관생태9곳을복원사업대상으로선정

하고동·식물서식지조사및위협요인파악등단계적인사업을추진하고있다. 

- 허베이스피리트유류오염사고지역생태계회복·복원

2007년 12월 7일유조선허베이스피리트호가국내선박과충돌하면서원유 1

만 2,547㎘가유출되었다. 유출된유류는빠른속도로확산되어태안해안국립공

원전역의생태계를훼손하였으며변산반도국립공원과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일

부지역에도유입되었다. 

유류유출사고초기에115만명이상의자원봉사자와국립공원관리공단, 해양경

찰청, 지자체등의신속한방재작업으로유류를제거할수있었다. 

태안해안국립공원의생태계회복과복원을위하여대응팀을구성하여긴급생

태계조사를실시한결과, 해안지역의해초류(새우말)와 갑각류(모래옆새우)는 대

폭감소하였고, 의항리에서모항까지는해양퇴적물내에유류성분의농도가매

우높은것으로확인되었다. 유류오염에의하여훼손된생태계회복·복원계획

은장기적으로추진되어야하므로 2008년부터태안해안국립공원일대의자연자

원정밀조사를실시하고이결과를토대로생태계변화장기모니터링및복원계

획을수립하여추진할예정이다. 

- 태안해안사구복원

해안사구는육상으로부터공급된모래가파도와바람에의하여바닷가에퇴적

되어형성된지형으로전국에총130개소가있다. 이중분포밀도가가장높은충

남태안지역에 30개의해안사구가형성되어있으며, 21개지역이국립공원내에

서보호되고있다. 

해안사구는지하수의저장및정수기능을갖고있으며, 해일이나태풍같은자

연재해로부터육지를보호해주는자연방파제역할을한다. 또한낮은수분·강한

바람과 햇빛·염분 등 매우 열악한 자연환경 속에서 표범장지뱀(멸종위기종 Ⅱ

급)·사구식물등이곳만의독특한생태계를구성하고있다. 바다와은빛모래가

어우러진해안풍경은아름다운경관을연출하는등보존가치가높은자연자원

이다. 

최근하천준설및모래채취, 기후온난화에의한해수면상승과간척사업및해

안구조물설치등의원인으로해안사구를비롯한해안생태계가크게위협받고있

다.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는2000년부터안면도지역(삼봉·기지포등)의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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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해안사구에모래포집기및보호목책을설치하고훼손지식생복원을실시하는

등보호사업을꾸준히추진한결과훼손된사구를원래모습으로복원하는데성

과를거두고있다. 

- 핵심생태계보호사업

국립공원내의보호할가치가높거나인위적·자연적훼손으로부터보호필요

성이있는장소를지정하여특별관리하거나사유지매입을통하여국유화함으로

써해당지역생태계의보전과관리효율성을높이고있다. 

핵심생태축(백두대간) 보전사업은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의 핵심축인 백두대간

중비개방구간에보호시설과홍보시설, 공원지킴터를설치하여건강한생태환경

을유지하기위한사업이다. 향후지속적인보전작업과병행하여백두대간마루

금훼손지의복원사업도추진할계획이다. 

2006년 3월‘핵심지역 보전사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 2020년까지 국립공

원내전체사유지(1,524㎢) 중 1%를매입하기로하고수달·담비등멸종위기종

을비롯한중요생물들이서식하는사유지를집중적으로매수하여동·식물서식

지를 보전하고 사유재산권 제한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이 높은

습지, 계곡환경오염및경관저해시설등을지속적으로매입하였다. 

3. 탐방관리

(1) 재난관리

국립공원은험준한지형및기상이변등에의하여재난발생우려가높기때문

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되어 다른 기관들과 함께 범

정부재난관리네트워크를구축하고있으며국립공원내재난을예방하고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자동우량경보시설·자동기상관측장비·문자전광판 등의 탐방

객안전시설을설치·운영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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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집중적으로재난이발생하는여름철(5월 15일~10월 15일) 및겨울철(12월

1일~익년3월 15일)에는특별재난대책기간으로정하여본부및26개지방사무소

에 재난안전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집중호우·폭설 등 기상악화

우려시는탐방객출입을철저하게통제하고, 통제전입산하여이동중인탐방객

은안전지대로대피시키는등의조치를취하고있다. 

(2) 탐방객안전관리

국립공원은지형·지세가험준하고, 날씨가급변하는등지리·기상적인여건

과탐방객개인의신체조건및부주의와안전수칙위반등으로각종안전사고가

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이러한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하여공단은탐방객에대한사전적조치로홈페

이지를통하여기상특보를안내하고탐방객밀집지역에유의사항을적은홍보물을

설치하는등안전계도및홍보를실시하고, 위험지역의출입과호우·폭설등기상

특보시탐방객을현장에서통제하며안전사고발생시신속한탐방객구조활동등

다양한탐방객안전관리를시행하고있다. 특히안전사고다발국립공원에는안전

사고감소및신속한구조를위하여재난안전관리반을상시운영하고있다. 

또한국립공원내산불발생·불법행위·조난등각종사고시긴급사고또는구

조요청편의를위하여탐방로주요지점에 250~500m 간격으로현위치및신고

처를표기한다목적위치표지판을설치·운영중에있다. 

(3) 산불 예방·진화시스템구축

산불로인한자연생태계피해를최소화하고탐방객을보호하기위하여산불이

가장많이발생하는건조기(봄·가을)에는산불감시인력을투입·비상근무체제

를유지하여산불감시활동을전개하고있다. 국립공원을찾는탐방객과지역주민

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산불에 대한 경각심과 국립공원에 대한

보호의식을고취하고있으며TV·신문·라디오등언론홍보, 현장홍보활동, 산

불예방캠페인을전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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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산불발생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유관기관과합동으로산불진화협

력체계를구축하고산불진화훈련을실시하고있으며, 현대화된산불감시카메라

와산불진화차량을도입하여산불감시및조기진화능력을향상시키고있다. 

감시인력배치가어려운고산지등에대하여는산불감시를위하여산불감시카

메라 21대를 설치하여 공단·지방자치단체·산림청·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산불진화대를편성하고, 유관기관과합동으로산불진화훈련도실시하고있으며,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강원 동해안권·경북 동해안권·지리산권을 중심으

로 산림청·지방자치단체·공단 등 16개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산불관리센터를

운영함으로써산불진화에대한협조체계를강화하고있다. 

(4) 탐방프로그램운영

탐방프로그램은국립공원의자연·역사·문화자원에대한이야기, 자연관찰·

자연놀이 등을 통하여 국립공원의 자연과 문화를 보다 흥미롭고 즐겁게 체험할

수있도록마련된활동프로그램이다. 탐방관리팀은전국국립공원의탐방프로그

램개발·운영업무를총괄관리하고있으며아름답고신비로운자연, 유서깊은

사찰과 문화재 등 선조의 숨결이 살아있는 지역문화와 공원별 자원특성을 살린

문화·역사·생태탐방프로그램은물론학교나지역단체등을대상으로찾아가는

환경교육서비스까지 1시간내외의프로그램부터 2~3일정도소요되는프로그램

까지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하여전국국립공원에서운영하고있다. 

또한국립공원탐방프로그램에대한정보제공을위하여리플릿등안내인쇄물

제작·홍보영상물 제작·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 및 인터넷 사전예약서비스

제공등다양한매체를활용하여안내와홍보를하고있으며탐방프로그램을운

영하는직원의전문성확보를위하여업무오리엔테이션등기본교육과전문성함

양을위한자연해설가워크숍을개최하고있으며, 직원을위한사이버교육시스템

을운영하고있다. 

(5) 탐방안내시설확충및운영

국립공원을찾는탐방객에게해당공원에대한생태·지질·역사·인문사회·

풍속등의정보와탐방로주변의식물·곤충·동물등의자연과경관에대한자

료제공을통하여탐방객스스로국립공원을이해하고학습하도록돕기위하여탐

방안내소7개소, 자연관찰로55개소를조성·운영하고있다. 

탐방안내소는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에게 해당 공원에 대한 생태·지형·지

질·역사·인문사회·풍속 등 정보제공을 통하여 국립공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원탐방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전시·안내하여 탐방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공원및공원의자원을영상물·해설시설등을통하여간접탐방의기회를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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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탐방문화가선진화된외국의경우공원의입구또는주요거점에탐방안내

소를설치하여공원을찾는내·외국인탐방객에게각종정보와편의를제공하고

있다. 현재국립공원에는7개의탐방안내소가운영되고있다. 

자연관찰로는 탐방로 주변에 나타나는 식물·곤충·동물 등의 자연과 경관

에 대한 해설안내판을 설치하여 탐방객 스스로 이해하고 학습하도록 돕는

2km 정도(탐방 소요시간 약1시간)의 탐방로이다. 탐방로의 중간 중간에는 벤

치와 쉼터를 배치하여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자연 속을 산책하는 최고의 장소

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현재 지리산·설악산 등 17개 공원에 55개가 설

치되어있다. 

4. 공원운영

(1) 공원 내불법·무질서행위단속

국립공원내탐방객이집중되는거점지역을선정하여탐방객을안내하고, 금지

행위 단속, 공원 안내 시설물 점검, 산불·재난 예방·통제, 안전사고 구조활동

및응급처치, 공원정화활동등다양한분야에서복합적인업무를수행하여탐방

객들에게‘국립공원에 가면 어디서나 국립공원 직원을 만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하고있다. 아울러국립공원의자연생태계보전과탐방질서선진화를위

하여거점지역관리및사전예고집중단속제도운영등무질서행위를지속적으로

단속하여선진화된탐방문화를정착시키고있다. 

2006년부터시작한‘사전예고집중단속제도’는각공원별로금지행위가자주

발생하는지역을중심으로단속사항을사전에국민들에게홍보하고일정기간동

안 집중 단속하는 제도로서, 흡연·취사·야영행위·백두대간 종주 및 샛길 출

입·야생식물 채취·불법주차·계곡 내 목욕 등 자연을 훼손시키는 불법·무질

서행위를단속하고있다. 2007년 공원입장료가폐지되면서탐방객이많이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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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점지역에는 직원을 배치하여 금지행위 단속, 탐방 안내, 탐방객 구조, 산

불·재난통제 등의 현장관리를 통하여 공원 어디서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탐방객의인식변화를유도하고있다. 

(2) 쾌적한공원환경조성

국립공원의 쾌적한 공원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예방·사후처리 측면에

서다양하고적정한쓰레기처리방법을운영하고있으며, ‘쓰레기안버리기’, ‘쓰

레기되가져가기’, ‘클린업타임운동’등다양한 캠페인을 통하여 범국민 환경보

호공감대형성및자율실천분위기확산및사전예방에노력하고있다. 

산악 고지대및도서지역에서는헬기·선박등을최대한활용하고, 탐방객이

많이몰리는여름피서철·가을단풍철에는성수기특별관리대책을수립, 취약지

역에청소인력고정배치·쓰레기무단투기단속강화등을통하여공원쓰레기를

집중관리하고있다. 

(3) 공원 내주민이주사업·환경저해시설정비

우리나라국립공원은사유지면적이39%에달하며공원내에약700곳의자연

마을과 집단 시설지구 56곳이 산재되어 있다. 이들 자연마을과 집단시설지구가

공원입구·주요계곡변·공원심층부등보전가치가상당한곳에위치하고있다.

그러나이들지구의주민들이생계를목적으로각종영업활동등을하고있으며

이가운데집단화된영업장이나축사등에서발생하는오·폐수가심각한문제로

대두되고있는실정이다. 

또한각종재해로인한안전사고가예상되어이들지역에대한이주타당성을

검토하여이주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지역등에대한주민이주사업을실시하고

있다. 그일환으로현재수도권에위치하면서계곡수질오염및재해위험이상당

하여 우선적으로 이주가 필요한 북한산국립공원 북한산성지구 55가구 145동과

송추지구53가구143동에대한이주사업을추진중에있다. 

그리고국립공원의주요입구와계곡등에난립으로설치된각종영업시설·주

택·축사·군사시설등은시간이경과되면서노후화·불량화되고있다. 이시설

들은환경오염, 경관훼손은물론탐방객의안전을위협하는등국립공원의이미

지실추와지정목적을퇴색시키고있고, 대대손손물려주어야할우리의소중한

자원을파괴하는주요인이되고있다. 

지난20여년동안정비하지못하였던이러한환경저해시설에대하여정비계획

을수립하여2006년부터2007년까지314개소를대대적으로정비하여쾌적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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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환경조성과자연생태계보전에크게이바지하였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1,196개소의환경저해시설을정비하였다. 

(4) 국제 교육협력사업추진

- 세계와의전략적관계형성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외국 국립공원 관리기관·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국제협약에체계적이고능동적으로대응하고, 공원관리에대한정보교환·성공

사례공유및전문가교류등을통하여국제사회에서국립공원관리공단의위상

을강화하고국내보호지역관리의리더역할을담당하고있다. 

코스타리카 환경에너지부·핀란드 보호지역 관리청·뉴질랜드 보전부·호주

빅토리아 공원관리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원관리 현황 및 정책교류·실무

자워크숍개최와직원교환프로그램을공동으로추진하기로합의하고이를단

계적으로이행하고있다. 

직원및조직의역량을강화하기위하여 2006년부터미국공원관리청과직원

교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3개월동안이루어지는미국국립공원의현장체

험을통하여다양한경험을할수있었으며, 이를바탕으로직원의전문성을향상

하고조직의전문화에기여하였다. 

제도도입후 40년간의국립공원관리실태를재조명하고미래지향적인국립

공원관리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국립공원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한국의

보호지역과비무장지대(DMZ) 보전방안’·‘국립공원관리·앞으로의도전과과

제’등의주제로국제학술심포지엄을개최하였다. 

2007년 9월에 몽골에서 개최된 동북아 생물권 보전지역네트워크 국제회의와

12월중국에서열린세계자연보전연맹동아시아운영위원회·국제평화공원회의

등에참석하여공원자원보전에대한정보를공유하고국제적인협조체제를구

축하였다. 

국립공원을포함한국가보호지역을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2006년국립

공원관리공단이포럼사무국을설치하고관련기관및전문가들의연계와협력을

통한시너지효과를창출하였으며동아시아최초로‘생물다양성협약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UNEP-CBD FowPA)’이행을위하여보호지역관리선진화를위

한국제워크숍(2006년10월)을개최하였다. 

2007년 12월부터 IUCN과함께아시아에서최초로보호지역관리효과성평가

를수행하고있다. 보호지역관리효과성평가는각국의보호지역이얼마나잘관

리되고있는지평가하는것으로우리나라보호지역관리현황을체계적으로진단

하여새로운정책을개발하고개선방향을이끌어낼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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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증프로그램

국제적으로인정받는국립공원이없다는학계와시민단체의의견에따라2005

년 12월설악산국립공원에이어2007년 5월소백산·오대산·월악산·지리산국

립공원의IUCN 카테고리를V(경관보호지역)에서Ⅱ(국립공원)로변경하였다. 

아울러, 2009년에는 다도해해상, 주왕산, 속리산, 월출산 국립공원도 IUCN

카테고리Ⅱ로변경되었다. 

IUCN 카테고리분류의주요목적은국가간커뮤니케이션증진을위한국제적

기준을마련하고이를바탕으로객관성있는데이터를취합·관리하여세계각국

정부에보호지역의중요성을일깨우는데있다. 

카테고리변경은공단이 IUCN을비롯한관련국제회의에참가하여한국국립

공원의관리노력및카테고리변경타당성에대한관련자료등을배포하고적극

적으로홍보하여이루어낸성과다. 즉 우리나라국립공원이국제적기준에부합

하는국립공원으로관리되고있음을입증하고, IUCN·UNEP 등국제사회에우

리나라의공원관리현황과노력을제대로알림으로써국제적위상강화·국립공

원의중요성과가치에대한국민적인식증대라는다양한긍정적효과를발생시

켰다는의미를가진다. 

- 지역사회협력사업추진

지역공동체일원으로서국립공원관리공단의사회적역할에대한중요성을인

식하고, 지역사회에대한기여와봉사를통하여소외된이웃과함께살아가는사

회를만들어나가는데기여하며, 또한국립공원지정으로인한각종규제나제

한으로인한불편과갈등을겪고있는지역주민과지자체·사찰등이해당사자

와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공원관리에 대한 자율적 참여와 갈등

예방등지역사회와의상생과상호발전을추구하기위한다양한활동을시행하

고있다. 

- 주민지원사업시행

국립공원지정으로인하여불편을겪고있는지역주민들을위하여도로개설등

사회간접자본 위주의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며 2008년도부터 지역주민

들의복리증진및생활환경개선을위하여보다다양한형태의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있다. 

- 공원관리협의회운영

2005년부터공원관리정책에대한이해와참여의기회를제공하고지역사회의

다양한의견을수렴하기위하여각계각층을대표하는주민·지자체·학계·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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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시민·사회단체·종교계등으로구성된공원관리협의회를년 2회정기적

으로개최하고있다. 

- 자원봉사프로그램운영

국립공원자원봉사정책은지역주민보호탐방객으로하여금국립공원관리활동

을 체험하도록 하여 국립공원의 자연·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는

데도움이될수있도록각국립공원별특성에맞는다양한자원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있다. 현재특정분야에전문성을가진 200여명의국립공원자원봉사

자가활동중에있다. 

5. 시설관리

국립공원시설은기능적인측면에서는도시등일반지역시설과다를것이없

지만시설의입지가생태적으로민감한국립공원지역인점과시설기능이자원

을보전하는역할을하고있다는측면에서다른지역시설과차별된다고하겠다. 

국립공원시설은위치한지역의동식물서식환경등을고려하고자연훼손을최

소화하려는노력과지나치게편의지향적인부분을억제하는한편, 자연재료·밤

색계열등자연색상, 시설의소형화지향, 형태의불규칙성강조및토양개량의

최소화등을통하여자연친화적인시설이되도록하고있다. 

또한국립공원이가진생물적다양성과지역성특성을고려하여산악·해안·

도서·초지·습지지역 등에 적합한 공법을 연구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하여적용하고있다. 

(1) 공원도로

1980년대중반이후에는고속도로·국도등간선도로에서연결되는진입로는

협소하고 비포장인 경우가 많아 흙탕물 및 먼지 발생, 잦은 교통사고, 도로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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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탐방객의 불평이 컸으나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기존도로의 선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도로를 개량하거나 훼손이 비교적 적은 지역을 선정하여 신규 도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1990년 이후부터는 가급적 신규 도로를 억제하고 기존 도로의 유지·

보수를통하여생태성과환경성·안전성을증진시키는‘자연과조화된도로·자

연을지키는도로·자연과사람이만나는도로’로관리방향을정하였다. 또그곳

에살고있는야생동·식물의서식지를안정화시키고단절된이동통로를복원하

는에코로드를만들기위하여노력하고있다. 

(2) 탐방로

탐방로란 진입로가 끝나는 곳에서 국립공원의 탐방자원과 목적지를 연결하는

도로를말하며탐방객의무질서한이용형태를공원관리취지에맞도록유도하여

자연훼손의확산을방지하는역할을한다. 

탐방로는비나바람에의하여토사가날리거나흘러가는토양유실의경우가대

부분으로이러한문제점에대한해결책으로는토사와연약지반에는목재데크형

식으로정비토록학계나시민단체등에서는권유하고있다. 이러한목재데크는

사람들이직접땅을밟지않도록함으로써데크하단의지피식생을살아나게하

고흙을고정시키며탐방로주변부로탐방객이우회하는현상을근원적으로막아

훼손확산을방지하는등식생복원및훼손방지의효과가있다. 

� �  

(3) 야영장

1980년대 이전 자연자원의 가치를 잘 모르던 시기에 조성된 야영장은 이용자

편의중심으로설치되어산정상이나계곡주변에조성됨으로써산지훼손이나계

곡의주요오염원이되기도하였다. 

이에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1990년대초반부터산정상지역이나계곡의야

영지는폐쇄하고산아래지역으로이설하는한편훼손된지역의자연복원사업을

계속해오고있다. 과거무분별하게이용되어산사태등이일어났던세석평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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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목·벽소령등산정상지역야영장은이미자연복원사업이완료되어식생도입

을위한모니터링을실시중에있으며지리산서나무골·피아골등계곡의야영장

도이미폐쇄하여더이상의계곡오염이나훼손현상은일어나고있지않다. 

최근에는캠핑카나자동차를이용한가족단위의캠핑수요가늘어남에따라자

동차야영장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있으며, 소금강·치악산 금대리·지리산 황

전·덕유산덕유대·태안해안백사장·설악산설악동자동차야영장은탐방객들

로부터큰호평을받고있다. 현재국립공원의야영장은46개소이며이중자동차

야영장은13개소이다. 

(4) 대피소

대피소는당일종주가어려운설악산·지리산·덕유산등주로규모가큰국립

공원종주능선상에위치하며고지대공원관리의거점역할을하는주요시설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콘크리트 벽돌·양철판 등을 사용하여 조성된 자연성이

적은기존의대피소를대체하였다. 지리산노고단대피소를시작으로세석·벽소

령·장터목 대피소등 8개 대피소에 대하여 자연친화적 재료를 사용하여 새롭게

단장하였다. 

탐방객집중시이용불편을해소하고안전산행을위하여인터넷을통한대피소

사전예약제가상당히정착단계로접어들고있으며, 사전예약제에의하여이용할

수 있는 대피소는 지리산 노고단·뱀사골·벽소령·세석·장터목 대피소 등과

설악산중청대피소·덕유산삿갓재등총9개소에이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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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계일류의공원관리전문기관을향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의경영전략

�  

자연보전과 고객만족을 실현하는 세계 일류의 공원관리 전문기관으로 발돋움

하기위하여국립공원관리공단은공원자원의보전과지속가능한이용도모를목

표로 하여 공원자원의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또 지속가능한 탐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국제기관과의참여와협력의파트너십을확대하여나가며,

공단 경영시스템의 정보화 등 조직 경영을 선진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를위한핵심가치는다음과같다. 

1. 공단의 설립 목적이자 미션으로서 국립공원 내 자연생태계와 자연ㆍ문화경

관 등을 보호·복원·보전하여야 하는 모두의 의무이자 기본적으로 갖추어

야할정신자세인‘자연사랑’

2. 보전과이용이슬기롭게조화되는국립공원관리서비스를통하여국민들이

행복하고국립공원과공단에대한자부심을느끼도록하는‘국민행복’

3. 공원내거주민과지역사회를국립공원관리의동반자로인식하고이들과의

참여와협력을통하여국립공원의가치를증진시키고자하는‘지역협력’

4. 현재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 일류로 거듭나기 위하여 새로운 환경에

끊임없이능동적이고창조적으로변화하여가겠다는‘미래지향’

이 네 가지 핵심 가치 아래 전 직원이 일치하여 국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경영전략으로 삼아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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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주변여건및시설현황

1. 지리ㆍ경제적여건

서해안 김포지구의 간척지 약 1,979만㎡(600여 만평)에 조성된 수도권매립지

는세계최대의폐기물매립장이다. 행정구역상인천광역시서구검단동과검암·

경서동및경기도김포시양촌면일대에위치하고있으며, 우리나라의관문인인

천국제공항입구에위치하고있다. 서울까지의직선거리는약 20㎞정도이며, 자

동차로 40분정도걸린다. 인천지역의시천천과김포지역의검단천등 2개의하

천이수도권매립지를거쳐서해안으로흐르고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에는인천국제공항과청라경제자유구지역이있고, 검단지역

과검암지역에대규모토지구획정리사업이추진되고있어인구가급속하게증가

하고있다. 인천시에서계획중인약 1,485만㎡(450여 만평) 규모의검단신도시

조성사업은 김포신도시·청라경제특구·가정뉴타운 등과 함께 수도권서북부의

거점벨트를형성하게될것으로보인다. 또한인근에신공항고속도로와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가 있으며, 신공항철도와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건

설또는계획중에있어교통여건도양호하다. 

반면에 수도권매립지 주변에는 서부공단(주물공단), 오류산업단지(목재단지),

검단산업단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등이입지하고있어환경오염을가중시

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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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변영향지역현황

(1) 주변영향지역의지정근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이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폐촉법」) 제17조에따라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당해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운영으로인하여환경상영향을받게되는곳으로

결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

고그결과를수렴하도록되어있다. 결정·고시가있는후환경상영향의변동이

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주변영향지역을변경하여고시할수있다. 

(2) 주변영향지역의구분

‘주변영향지역’은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의 거리와 환경상 영향조

사 결과 등에 따라‘직접영향권’과‘간접영향권’지역으로 구분된다. ‘직접영향

권’은폐기물처리시설의주변지역에대한환경상영향을조사한결과인체·동

물의활동, 농·축산물, 임산물또는수산물에직접적으로환경상영향을미칠것

으로예상되어지역주민을이주시킬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지역을말한다. ‘간

접영향권’은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2㎞ 이내의 지역으로서 환경상

영향을조사한결과환경상영향이미칠것으로예상되는직접영향권외의지역

을말하며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2㎞밖의지역도간접영향권에포함

시킬수있다. 

(3) 제2매립장환경영향지역

제1매립장(409만㎡)은 1992년 2월매립을시작하여 2000년 10월종료되었고,

현재는제2매립장(409만㎡)에매립하고있다. 

제2매립장에 대한 환경상 영향조사는 제37차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조사를실시하도록결정(1995년 2월 21일)되었으며, 환경상영향조사결과를토

대로현재의영향권역을결정·고시(1997년 12월13일)하였다. 

제2매립장 주변영향지역은 검단1동, 검암·경서동, 양촌면 50개 통·리 지역

모두간접영향권(가, 나지역)으로지정되었으며, 지정기간은다음그림에서‘가’

지역은 2007년 1월~2014년 12월까지이고‘나’지역은 2007년 1월~2009년 12

월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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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영향지역 인구현황을 보면 2009년 12월말 기준으로 제2매립장 주변영향

지역안에는총 1만 1,100세대에 2만 8,690명이거주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

으며‘가지역’인오류·왕길·경서·대포·학운지역이6,323세대 1만 6,194명

이고‘나 지역’인 금곡·마전·백석·검암 지역이 4,777세대 1만 2,496명으로

나타났다. 

이조사결과는제2매립장매립초기인2001년도 7,359세대 2만 2,394명보다

3,280세대5,699명이증가한것이다. 특히토지구획정리사업에따른주택건설로

인구가대폭증가하여2005년말에는2004년말보다 18.3%가증가하였고, 주변

신도시조성에따라인구는계속적으로증가될것으로보인다. 

3. 폐기물처리시설현황

� �  

(1) 폐기물매립장

수도권매립지는 총 면적이 1,979만㎡이다. 이 중 379만㎡는 환경연구단지(국

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인력개발원,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

단등) 등시설단지입주부지로활용하고있다. 따라서실제의매립장은 1,600만

㎡면적에4개매립장으로구성되어있다. 

제1매립장(409만㎡)은 1992년 2월매립을시작하여 2000년 10월종료되었고,

현재는제2매립장(409만㎡)을사용하고있다. 전체매립장사용가능기간은당초

매립개시부터 25년으로 2017년에는매립이종료될것으로예상하였으나최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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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2> 수도권매립지제2매립장환경영향지역도 ※노란색 : 가 지역, 녹색 : 나 지역



반입량감소추세등을감안할때향후약35년후인2044년이되면매립이종료

될것으로예상된다. 매립가능량은약2억2,800만톤이다. 

(2) 침출수처리장

제1, 2매립장에서 발생되는 고농도 침출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일

6,700m3 규모의침출수처리장을운영하고있다. 주요부대시설로는 7,500m3 규

모의소화조(4기)와1일300m3 처리가가능한역삼투(R/O) 처리시설등이있다. 

또한해양배출규제가강화(2007년 7월 1일)됨에따라음식물탈리액을침출수

와병합처리할수있도록혐기성소화조및악취저감시설등처리시설을보완하

여1일1,300m3의음식물탈리액을처리하고있다. 

침출수처리공정은생물학적처리(1단계: 탈질/질산화처리)후잔류된오염물질

을화학적처리방식(2단계 : 화학응집처리, 3단계 : 산화응집처리)으로처리한다.

최종 처리수는 역삼투(R/O)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전량 공정용수로 재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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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4> 침출수처리계통도

침출원수

집수조 혐기성소화조 탈질조 질산화조 1차응집조 산화응집조

최종배출수

<그림 4-4-3> 수도권매립지매립장위치도



(3) 고화처리장

수도권매립지에반입되는유기성슬러지를복토재로활용·처리하기위하여고

화처리장을설치·운영하고있다. 시설규모는하수및폐수오니등약600톤/일,

부지는약1만4,540㎡(건물면적약6,940㎡)이다. 

(4) 매립가스발전시설

매립지에서발생되는매립가스는주로메탄가스이다. 메탄가스는악취등주변

지역의대기를오염시킬뿐만아니라지구온난화를유발하는대표적인온실가스

중의하나이다. 

수도권매립지에서는 매립지에 설치된 간이소각기 및 중앙가스 소각시설을 이

용하여단순소각하거나매립지내보일러가동등소극적인가스이용이전부였으

나, 2001년부터잉여매립가스의적극적인자원화활용과경제적부가가치를창

출하기위하여매립가스발전시설을설치하여운영중에있다. 

제1, 2매립장총21.5km에달하는가스포집관로를이용하여포집된매립가스

를활용하기위하여2001년 11월 6.5MW 발전시설과2003년 3월3.38MW 발전

시설을준공하여가동함으로써국내최초로매립가스를이용한상업발전을시작

하였다. 2006년 12월에는 총사업비 773억원을 투자하여 50MW 발전시설을 준

공하여가동(BTO방식)하여매립가스자원화를통한신재생에너지개발및주변

지역환경질개선효과를거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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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5> 발전시설계통도

매립장

매립가스포집·이송

가스엔진발전

스팀터빈발전

전기생산 9.88MW

전기생산 50MW

▶

▶



제2절� 

일반현황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설립

� �  

(1) 설립 배경

수도권매립지 운영주체는 최초에 지방자치단체조합과 환경관리공단으로 이원

화되어 있었다. 매립지의 관리 등 행정업무는 수도권 3개 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49명)으로구성된조합이담당하고, 침출수처리등시설관리업무는환경

관리공단소속수도권매립사업본부가담당하고있었다. 

이에 따라조합과공단간에업무수행상책임한계의불분명, 의사결정의지연

및복잡한업무처리로인한책임전가사례가빈번하고지역주민들의민원처리에

도효율적으로대응하지못하는등의부작용이발생하였다. 

결국1997년5월감사원감사결과에따라조합운영관리체계의일원화방안으

로지방공사설립방안이제시되었다. 이를계기로2년여동안환경부및3개시·

도등관계기관간지방공사설립을위한의견수렴및협의를진행하였다. 그러나

이과정에서시·도간의의견차이등으로지방공사설립은어려워만져가고운영

상의난맥만이표출되었다. 상황이이렇게되자 1999년 7월민주당이미경의원

외의원 47인이국가공사인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설립하는것을주요골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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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창립식(2000. 7. 22) 



하는「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을의원입법으로

발의하게되었다. 이법안이 2000년 1월 21일법률제6200호로제정·공포됨에

따라 2000년 7월 22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이 장에서‘수도권매립지관

리공사’또는‘공사’로병행표기한다)가설립하게되었다. 

(2) 설립 목적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목적은「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관한법률」제1조에‘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인관리, 수도권지역에서 발생

하는폐기물의적정한처리와자원화촉진및주변지역주민의쾌적한생활환경

의조성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고명시되어있다. 

당시수도권지역은인구밀집및급격한쓰레기증가와난지도매립지의매립종

료로매립지확보와쓰레기처리문제가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되었다. 결국환

경부가주관이되어수도권쓰레기처리문제의근원적해결을위하여환경부산

하기관인환경관리공단으로하여금동아건설의김포지역해안간척지 628만평을

공유수면매립권양도·양수계약에의거, 인수하도록하여, 약 25년간(당시추정

기간) 수도권의쓰레기를매립할수있는매립지를확보하게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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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매립지

확보의필요성

동아건설의

간척지양수

공유수면매립사업의

공동수행협정

조합과공단간의

업무이원화

수도권매립지관리

공사설립

•난지도매립지사용종료이후서울시및경기도일원의쓰레기처리에대한

장기대책수립

•수도권주변에대단위쓰레기매립지확보에대한필요성대두

•1987년 11월김포지구간척지양도, 양수를위한협약

•1988년 1월김포지구간척지양도, 양수계약

•1988년 2월간척지중공유수면매립면허를환경관리공단이양수하는형식으로이전

•1989년 2월 2일김포매립지건설및운영사업에관한협정(환경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1989년2월김포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공동수행에관한계약(서울시, 환경관리공단)

�

•1991년 9월환경관리공단수도권매립사업본부가설립

•1991년 11월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설립

•1992년 1월국무총리실조정회의, 조합은매립지운영·관리전반을,

기술적업무는환경관리공단에일괄위탁관리실시로업무조정

•1992년 3월매립지운영관리에관한위·수탁계약체결

•1997년 5월매립지운영관리의일원화가감사원감사에서지적

•1997년 12월수도권매립조정위원회에서일원화방안에대하여논의

•1998년 12월지방공사설립안이시·도간미협의, 주민대책위,

지방공사일부반대로무산

•1999년 9월수도권매립지국가관리에관한법률안이상정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설립(2000년 7월 22일)

<그림 4-4-7>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설립과정



수도권매립지는 전체 부지면적(628만평)을 5개 공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사

업을추진하고있다. 제1매립장은1989년9월7일착공하여1991년 11월 20일공

사가완료되었고, 1992년2월10일경기도를개시로11월4일서울특별시, 11월6

일 인천광역시의폐기물이반입되기시작하였다. 제2매립장은 1996년 착공하여

2000년수도권매립지공사에업무가이관되기전까지환경관리공단소속수도권

매립사업본부에서설치하고있었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연혁

1987. 9. 11 : 수도권쓰레기매립지확보계획확정

1989. 2. 2 : 수도권매립지운영협정체결(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1991. 11. 7 :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설립

1992. 2.10 : 수도권매립지폐기물최초반입(경기도) 

1992. 2.28 : 제1매립장건설공사준공(환경청) 

1996. 8.26 : 제2매립장기반시설조성공사착공

2000. 1.21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공포

2000. 7.22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설립

2000.10.13 : 제2매립장사용개시

2000.10.30 : 제1매립장사용종료

2001. 5. 1 : 폐기물반입시간대조정(주·야간→주간) 

2001. 11.16 : 제2매립장기반시설준공

2001. 11.30 : 6.5MW 매립가스발전시설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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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1> 수도권매립지건설

제1매립장건설

구 분 계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계 32,837 1,993 13,286 13,679 3,869

시�  설�  비 30,642 1,416 12,861 13,316 3,049

설�  계�  비 448 448 - - -

시공감리비 735 46 392 114 183

시 험시공 719 - - 217 502

기� � � � � �  타 293 83 33 42 15

제2매립장건설

구 분 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계 337,413 43,224 123,775 88,624 62,788 17,537

시�  설�  비 325,615 40,110 121,323 86,204 61,314 16,664

설�  계�  비 1,465 - - - - -

시공감리비 8,588 2,080 2,100 2,216 1,396 796

기� � � � �  타 1,745 1,034 352 204 78 77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2002. 9. 6 : 악취자동측정망설치, 준공

2003. 3.21 : 50MW 매립가스발전민자사업실시협약체결및사업시행자

확정

2004. 5.28 : 드림파크CNG 충전소준공

2004. 7.21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신청사준공

2004.10. 8 : 드림파크국화축제개최(제1회) 

2004. 12.10 : 제1매립장안정화공사준공

2004. 12.28 : ISO14001 인증획득

2005. 10. 6 : 한국폐기물매립시설협회 설립(2005 폐기물관리 및 처리기술

발표회개최) 

2005. 12.29 :「공사법」개정공포

2006. 6.15 :「공사법」시행령개정공포

2006. 12.12 : 50MW 발전시설준공

2007. 1. 8 : 수도권매립지제2매립장주변영향지역(간접영향권) 결정·고시

2007. 2.23 : 재단법인드림파크문화재단설립

2007. 4.30 : 매립가스자원화CDM사업UNFCCC 등록

2008. 10.14 : 빗물등을이용한용수개발사업준공

2. 공사의기능및역할분담

(1) 공사 업무수행을위한법령체계

공사는「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공사법」

이라한다)에따라설립되었으며, 이법에서는공사운영의기본적인사항들을규

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도권매립지의 설치·관리

및주민지원에관하여는「폐기물관리법」과「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

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따르도록되어있다. 또한, 매립지부지가공유수면이므

로기본적으로「공유수면매립법」의적용을받고있다. 

(2) 공사의기능및운영체계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의쾌적한생활환경조성에기여하기위하여설립(2000년 7월 22일)된공

사는 5년마다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수도권매립지 종합 환경관리계획’과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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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공사가수립하는‘수도권매립지환경관리계획’에따라관리하고있다. 

공사의주요기능으로는①수도권매립지에반입되는폐기물의처리, ②폐기물

처리시설및이에부속되는시설의설치및관리, ③폐기물을자원화하기위한

시설의설치및운영, ④주민지원기금의조성및주변영향지역의지원, ⑤ 반입

수수료, 가산금, 부담금등의결정및징수, ⑥수도권매립지및주변지역의환경

관리, ⑦오염방지시설의설치및관리, ⑧복토용토사의확보를위한토취장개

발및운영, ⑨수도권매립지의사후관리, ⑩수도권매립지안의공원시설·체육

시설·문화시설의설치및운영, ⑪기타수도권매립지의설치·운영과관련하여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위탁받은업무, ⑫위의사업을위한조사·연구,

설계, 책임감리, 환경오염물질의측정·분석및기술지원등에관한업무등이다. 

공사의 운영의 주요사항은 사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하며,

이 중 폐기물 반입과 관련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에 앞서 환경부, 3개 시·도 및

주민대표등으로구성된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주민지원사업관련사항은주변지역주민대표들로구성된주민지원협의체와협

의를하여야하며, 매립지건설및매립부지와관련한주요사항에대하여는환경

부와3개시·도의공무원들로구성된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결정한다. 

(3) 환경부및지방자치단체의역할

환경부는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수도권매

립지의설치및운영관리를감독하고, 폐기물의자원화를촉진하기위한정책수

립등의업무를수행한다. 이를위하여 5년마다수도권매립지종합환경관리계획

을수립하여야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①수도권매립지의 사용계획, ② 수도권지

역에서발생하는폐기물의자원화촉진대책, ③환경오염방지시설의설치및관

리, ④수도권매립지의건설및운영재원조달에관한사항, ⑤수도권매립지주

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⑥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오염저감 계획, ⑦

기타수도권매립지의적정한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등이다. 

또한공사의사업계획및예산·조직·인사와관련된규정의제·개정을승인

하고, 결산검사기관의지정, 업무의지도·감독을할수있다.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는관할구역에서발생하는폐기물의

발생및처리실태를파악하고, 폐기물의자원화와적정처리를위하여노력하여야

하며, 수도권매립지의적정한관리를위하여협조하여야한다. 

또한 3개 시·도지사와 폐기물을 반입하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매립에

필요한복토재의확보및주민지원사업등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협조

하여야하며, 공사반입사무처리규정을준수하고, 반입수수료를납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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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관리

(1) 공사설립이전단계(2000. 7. 22 이전) 

공사가 설립되기 이전에 수도권매립지는 3개 시·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수도

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과 환경관리공단 소속인 수도권매립지사업본부가 운영하

고있었다.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의당시기구및조직은 1국 1단 4과 9계로총 49

명의 3개시·도 파견 공무원(서울특별시18명, 인천광역시 16명, 경기도 14명,

윤번제 조합장 1명)이 근무하였다. 담당업무는 매립지 기반시설 조성, 폐기물

반입 결정, 공단 위·수탁 대행사업 지도·감독, 재산 및 일반 행정관리 등이

었다. 

환경관리공단 소속 수도권매립지사업본부는 환경관리공단의 본부장 소속기구

로서 1처 1단 6팀이있었으며총정원은 124명이며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과

위·수탁계약에따라「폐기물매립및부대공사와관련한대행사업」과「제반시

설운영관리사업」을수행하였다.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과 환경관리공단 소속인 수도권매립지사업본부로

이원화된 조직을 통·폐합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설립되었다. 설립당시

총정원은통폐합된정원중 5명이감축된 168명이었으며, 조직기구는 5임원, 7

처·1실, 15과로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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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8> 운영관리조합기구표

•용도계

•총무계

•주민협력계

사무국 3공구기반시설조성사업단

총무과

•시설계

•설비계

시설관리과

•시설계획계

•기반시설계

기반조성과

•환경시설계

•기전설비계

환경시설과

조합장



(3) 조직개편

공사는설립이후2001년 7월제1차조직개편과2003년 3월제2차조직개편을

한후2009년현재까지총9차에걸친조직개편을단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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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2> 공사의조직개편연혁

개편일 주요내용 � 기구(정원)

1차 제2매립장사용과더불어종합전산망 , 수림대조성, 
3본부, 7처·2실, 21팀(194명)

(2001. 7. 18) 매립가스자원화사업, 자산관리등신규업무발생

2차� 장·단기발전목표에부합하는폐기물관리 3본부, 7처·3실·1센터, 22팀

(2003. 3. 24) 전문기관으로서의조직구축 (214명)

3차� 생태공원화사업을체계적으로진행하고, 비상대비업무와 3본부, 7처·3실·1센터·1사업소, 

(2004. 4. 6) 홍보기능강화및기록물의관리기능강화 24팀(223명)

4차� 혁신담당전담부서를설치, 대외 환경변화에따른 3본부, 7처·3실·1센터, 23팀

(2005. 8. 1) 재정운영계획등의효율적추진 (223명) 

5차� 부서 간에유사기능통합으로혁신적인조직개편, 3본부, 7처·2실·1센터·1사업단, 

(2006. 3. 6) 드림파크사업단신설. 17팀(223명)

6차 경영전략팀신설, 충전소업무및 CDM업무, 3본부, 7처·2실·1센터·1사업단, 

(2007. 3. 1) 50MW발전소관리업무증가. 20팀(225명)

7차
무기계약근로자전환계획에� 따라 정규직전환

3본부, 7처·2실·1센터·1사업단, 

(2008. 3. 1) 19팀(239명)

8차
조직효율화를위한대팀제로개편, 1단계 정원감축(10%) 14실·센터, 4부(216명)

(2009. 1. 19)

9차
조직효율화를위한 2단계정원감축(5%) 14실·센터, 4부(204명)

(2009. 4. 16)

감사

녹색경영정략실

기획이사 운영이사 사업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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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9> 제9차 조직개편조직도



4. 경영관리

공사의수입예산은폐기물반입수수료, 김포지구수도권매립지건설및운영사

업을 위한 협정서(1990.3.20)에 따른 자치단체분담금 그리고 사후관리사전적립

금및부담금(자본회수부담금, 운영관리개선부담금)으로부터의전입금등을주요

재원으로하고있다. 지출예산은위생매립및부대공사비, 주민지원사업비, 매립

완료후공사비, 적립금전출금, 기관운영을위한경상적인운영비등5개항목으

로구분하여지출하고있으며공사는매사업연도의결산서를작성하여공인회계

사의회계감사를받아다음사업연도3월말까지환경부에제출하고있다. 

공사의주요수입재원인반입수수료는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폐기물관리정

책의변화, 가연성건설폐기물의반입규제강화에따라생활폐기물및건설폐기

물등이매년감소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슬러지반입량증가및음식물탈

리액병합처리등으로2005년이후수입총액은큰변동이없는상황이다. 

공사 지출예산의 항목별 지출범위를 보면 위생매립비는 반입폐기물의 위생매

립을 위한 공사비 및 자재비이다. 주민수혜사업비는 주민지원기금 조성 비용이

다. 매립완료 후 공사비는 매립이 완료된 매립지에 대한 안정화 공사 및 침출수

처리비등사후관리비이며적립금전출금은향후매립이완료된후사후관리등

을위하여적립하는비용이다. 

공사의자산총액은 2008년기준약 9,246억원으로써, 2007년대비약 11%가

증가하였고, 공사출범당시와비교하면약98%가증가하였는데주요증가요인은

매립완료후공사비및기반시설설치등을위해서매월반입수수료의일정부분

을적립하고있는적립금및부담금이증가하였고, 고유목적사업의지출에충당

하기위한이자수익이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포함되어증가하였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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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주요업무현황및사업추진성과

1. 주민협력증진사업

(1) 주민참여기구및운영참여현황

매립지가조성되어폐기물이반입되면서부터공사출범이전에는경기도김포

군 검단면(현,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1동)을 중심으로 한‘수도권매립지주민대책

위원회’가 정부와 체결한 협약서(6개)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환경부, 3개

시·도 및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등과의 협상창구역할을 담당하였다. 주민

들은이를통하여폐기물반입결정, 주민감시원관리감독, 주민지원사업실시등

수도권매립지운영에대하여전반적으로참여하였다. 

2000년 7월공사출범이후제2매립장에폐기물반입이개시된 2000년 10월

부터는「폐촉법」과「공사법」에 의하여 주민대책위원회와 총 9차에 걸쳐 폐기물

반입협의 및 주민감시요원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중 주민참여 방안에 대하여

협의를하였다. 이결과를운영위원회운영규정및주민감시요원복무규정, 주민

지원기금운용및관리규정등공사규정에반영하여법규정에의한주민참여기

반이구축되게되었다. 

- 운영위원회구성·운영

운영위원회는「공사법」에근거하여공사의이사회에앞서법령및정관에규정

된사업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하는기구이다. 위원구성은공사사장이위원장

이며, 환경부장관이추천하는공무원및전문가각1인, 3개시·도지사가추천하

는공무원각 2인과전문가 1인, 주변지역주민대표 6인과주민대표가추천하는

전문가 1인등총 17인으로구성된다. 주민대표 6인은주변영향지역주민으로서

통(리)장이포함된주민대표기구에서추천한자를위촉하도록되어있다. 

운영위원의임기는처음에는1년이었는데2006년5월30일정관의개정으로2

년이되었으며연임이가능하다. 다만공무원은그직에재임하는기간동안을임

기로한다. 

역대 운영위원회의 주요활동사항을 살펴보면 제1기 운영위원회는 2000년 10

월 12일제1차운영위원회를개최, 제2매립장사용개시를보고받고그다음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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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부터 반입을 개시하였다. 제2기 운영위원회에서는 안암도 유수지사업

분담금사용, 1,000만 그루나무심기사업추진등을, 제3기 운영위원회는국경

일·기념일등의공휴일폐기물반입정지확대및반입수수료의현실화와50MW

발전사업관련주요민원해결등공사운영을위한중요사항을심의하였다. 

제4기운영위원회는폐기물정밀검사제도를시행하게하여불법폐기물의반입

을원천적으로억제하는데기여하였고, 제5기운영위원회는주5일제도입시행으

로폐기물반입을월2회토요일오전에만반입하는것으로변경·추진하였다. 제

6기운영위원회는생활소각재의반입수수료를50% 인하하여국가의폐기물관리

계획의소각률확대에기여하였고, 제7기운영위원회는수도권발생음식물탈리

액을반입하여침출수와병합처리하도록하여해양오염방지및메탄올대체효

과를 가져와 처리비용을 절감하였으며, 1일 200톤 규모의 가연성폐기물 자원화

시범사업을동의하여 2008년 4월에기공식을갖게되었다. 이는단순소각ㆍ매

립하던 폐기물의 처리방식을 자원회수가 가능한 자원순환방식으로 전환하는 폐

기물자원화에새로운출발점이되었다. 2009년말현재제8기운영위원회가구

성되어활동중에있다. 

- 주민지원협의체구성·운영

주민지원협의체는공사와관련있는지역주민들의민원, 환경피해보상등영

향권지역주민의의견을대변하고협의하기위하여「폐촉법」에근거하여구성된

조직이다. 주민지원협의체위원은환경상영향의정도, 주민의수등을고려하여

지역주민 16명, 시·구의원 3명, 지역주민이추천하는전문가 2명등총 21명(위

원장포함)으로구성되어있다. 

공사출범후2000년 11월 8일구성되어2009년현재제5기협의체위원이구

성되어활동하고있으며, 임기는2년이다. 

주민지원협의체는주변영향지역지정을위한환경상영향조사를수행할전문연

구기관의 선정,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협의, 주민감시요원의추천및환경상영향조사결과의공개등의기능을수

행한다. 

(2) 주민지원사업추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주변영향지역의주민에대한지원을위하여주민지

원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다(「폐촉법」제21조,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

설에반입되는폐기물에대하여징수한수수료의100분10 범위안에서시설의종

류·규모, 주변영향지역안에거주하는주민의수, 환경상영향의정도등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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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산정한금액과기금의운용에따른수익금등을재원으로조성하고있다.). 

주민지원사업의추진현황을보면제1매립장과관련된주민지원사업은 1992년

부터 기금을 조성·추진하여 2000년까지 총 1,613억 6,700만원이 지원되었다.

제2매립장과 관련된 주민지원사업은 2000년 10월 13일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전체공동사업과 가구별 사업에 총 677억 1,500만원이

지원되었다. 

2007년 1월 8일 새로이 결정 고시된 영향권지역에 대하여는 공동사업발굴을

위한용역을수행하고있으며, 용역결과에따라주민지원사업비(114억 500만원)

에의한공동사업유형을결정하고사업을추진하기로하였다. 

(3) 주민체육공원조성및운영

�  

주변지역주민및청소년들에게체육시설과여가시설을갖춘휴게공간을제공

하고, 혐오시설로인식되어온폐기물매립지의환경을획기적으로개선하기위하

여주민체육공원을조성하기로하였다. 

주민체육공원은 제1매립장 예정부지 중 인근마을과 최단거리에 위치한 F블럭

유휴부지에폐기물을매립하지않은약6만2,500㎡규모로조성하였으며, 2000

년 3월에착공하여2004년 8월에완공하였다. 주요시설로는체육시설, 휴게시설

및기타부대시설로이루어져있다. 

체육시설로는축구장, 족구장및농구장각1면, 테니스장2면과축구장외곽에

인라인스케이트트랙이설치되었다. 휴게시설로는산책로·지압보드·분수대·

연못등이설치되어있으며, 부대시설로는간이샤워장·단상·파고라및기타체

력단련시설등이설치되어있다. 주민체육공원의가족단위이용객이매년급속하

게증가하고휴일축구장개방에대한주민이용불편으로많은민원이제기됨에

따라2005년3월부터휴일오후에는가족단위이용객에게만개방하고있다. 

주민체육공원이용객은2006년 146,000여명, 2007년 123,000여명, 2008년

에는170,000여명이이용하였는데, 이는1일평균460여명이이용한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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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립지방문견학프로그램운영

공사에서는 1999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견학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운영

하고 있다. 매립지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공사의 과학적·친환경적 노력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서의 변모된 모습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이다. 또한공사가보유, 개발한선구적매립기술의국내외진출의발판을구축함

과동시에공사의폐기물자원화를위한선진화된기술등을홍보하여교육적효

과도높일수있기때문이다. 

1999년부터 2008년사이공사를방문한인원은총 20만 1,432명으로해가갈

수록방문객이늘어나고있다. 쓰레기매립장이라는선입견을갖고방문하였다가

매립지의규모와과학적인기술등에대부분의방문객은놀라움을금치못한다.

공사의견학프로그램은세계최대의매립지를관리하는공사의높은기술력과관

리능력에대한깊은신뢰감을얻을수있으며, 혐오또는기피시설로인식된쓰레

기매립장에대한편견을불식시키고매립기술에대한불안감을해소하는효과가

매우컸다. 

또한매립장을과학적이고안전하게관리하는현장을직접체험하게하여폐기

물의재활용이갖는경제적·환경적효과에대한긍정적인식을깊이심어주어

매립지를자연·생태교육장으로활용하는효과도거두고있다. 

2. 폐기물반입관리의효율화

(1) 수도권발생폐기물의안정적반입관리

- 반입지역및반입폐기물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등수도권의지방자치단체이다. 반입허용외지역에서폐기물을반입하고자할

경우에는공사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공사이사회의의결이있어야한다. 

매립초기의반입허용지역은서울시와인천시전지역과경기도의20개시·군

으로총53개시·군·구였으나이후추가로평택시와광주군(1994년 2월21일),

남양주군(1994년 6월 21일), 포천군(1995년 2월 27일), 화성시(2000년 10월 19

일), 양주군(2002년 7월 31일), 동두천시(2006년 12월 30일) 등이반입허용지역

으로추가되어 2008년 6월 말현재서울시, 인천시및강화군과경기도의 24개

시·군까지총58개시·군·구로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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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허용외지역으로는인천광역시의옹진군과경기도의용인시·안성시·이

천시·가평군·여주군·연천군·양평군등7개시·군이있으며, 이러한지역에

서발생하는폐기물은자체매립장에매립하고있다. 다만이지역에서발생하는

폐기물중사업장일반폐기물(자가, 신고다량, 정수·하수오니제외)에한하여경

기도청의승인이있을경우에는폐기물반입이가능하다. 수도권매립지에는지정

및감염성폐기물의반입이금지되어있다. 

- 연도별폐기물반입현황

1992년부터 2008년까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폐기물은 총 1억 1,800만여

톤으로연평균 657만톤이반입되고있다. 매년증가추세를보이던폐기물반입

량은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계기로 1999년까지 감소하다가 경기회복에

따른건설폐기물의증가로인하여 2000년부터약간의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그러나음식물쓰레기직매립금지등으로2003년부터쓰레기반입량이급감하여

2006년부터소폭의증가세를보이고있지만장기적으로볼때폐기물의자원화

정책의강화및감량화로지속적인감소추세를보일것으로예측되고있다. 

제4편소속공공기관사 1093

<그림 4-4-12> 수도권매립지폐기물반입지역도

<표 4-4-3> 연도별폐기물반입량 � (단위 : 천톤)

구 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반입량 1,462 8,089 11,665 9,178 8,614 7,703 6,603 6,028 6,206

증감률(%)� - 453.3 44.2 △21.3 △6.2 △10.6 △14.3 △8.7 3.0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반입량 6,339 7,343 6,989 6,010 4,844 4,913 5,097 4,752 4,445

증감률(%) 2.1 15.8 △4.8 △14.0 △19.4 1.4 3.7 △6.8 △6.5

□미반입지역(경기)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이천시
용인시

안성시

인천광역시
(10개 구·군중
옹진군제외)

경기도
(31개 시·군중
24개시·군)

서울특별시

(25개 구전체)



- 지역별·종류별폐기물반입현황

2008년까지총반입량 1억1천8백만여톤중서울특별시가 59.4%, 인천광역시

가15.6%, 경기도가25.0%를차지하고있다. 

서울시가차지하는비율은점차감소추세에있고, 경기도는증가하는추세에

있다. 서울시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4년을 기준으로 69.7%였으나 2002년에

56.9%, 2005년에는 50.4%까지 감소하였으며 2008년에 다시 44.2%로 감소하

는등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이다. 이와반대로경기도의경우신도시개발등

으로인한인구증가로 1994년 16.6%에서2002년 26.5%, 2005년 29.6%로증가

하였으며, 2008년에39.1%까지증가하는등쓰레기반입비중이증가하고있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을 종류별로 보면, 총 반입량 1억1천8백만여

톤중생활폐기물이43.9%, 건설폐기물이34.7%, 사업장일반폐기물이21.4%로

서 생활폐기물이 거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건설폐기물 반입량이

1999년부터증가하기시작하였고, 2001년부터는건설폐기물이생활폐기물반입

량보다도 많아졌다. 2008년에는 건설폐기물이 42.1%, 생활폐기물이 19.8%, 사

업장일반폐기물이38.1%로서건설폐기물이다소감소하였지만지속적으로절반

이상을차지하고있다. 반면생활폐기물은쓰레기종량제실시, 1회용품규제, 자

체 소각처리 등의 영향에 따라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직매립금지로급감하고있다. 

(2) 폐기물반입규정제정·시행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안정적인 반입관리를 위하여 반입허용지역,

반입시간, 반입허용차량, 폐기물반입절차, 반입차량등록, 차량출입증및계량카

드관리, 불법폐기물에대한반입금지, 위반사항조치등에대한사무처리기준(수

도권매립지폐기물반입등에관한사무처리규정, 2000년 11월 15일 제정)을정

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8년까지 11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개

선하고있다. 

폐기물은매립장및수송도로의여건, 주변지역에미치는영향등을감안하여

그종류에따라반입시간을따로정하여반입하고있다. 

폐기물종류별반입시간을보면, 매립초기에는생활폐기물의경우인천지역은

주간에, 서울·경기지역은 야간에 반입하였고, 기타 폐기물은 지역에 관계없이

주간에반입하였었다. 그러나 2001년 3월 1일부터모든폐기물을주간에만반입

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5년 11월 1일부터 폐기물 종류별로 반입시간을 동절기

하절기구분하였던것을폐지하고단일화하여시행하고있다. 

또한일요일과신정, 구정및추석연휴에한하여폐기물반입을중지하던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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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월 1일부터전공휴일로확대하였다. 다만 2008년 7월 1일부터매립작

업이필요없는음식물탈리액에한하여토요일반입을허용하고있다. 

수도권매립지에 신규로 반입되는 사업장의 일반폐기물과 6개월 이상 반입이

금지된배출업소가재반입을하고자하는경우와수해나화재로인하여긴급처리

를요하는폐기물등을반입하고자할경우, 폐기물배출경위확인서와최근 1개

월내국가공인기관발행시험성적서등구비서류를갖추어지방자치단체의장이

공사사장에게반입신청을하여야한다. 

불법폐기물이 반입된 때에는 반입규정 위반차량 적발통지서를 운전자에게 교

부한후반출하도록하며, 반입기준을위반한차량의업체에대해서는위반사항

조치기준에따라제재사항을결정하고그내용을시·군·구에통보한다. 

(3) 관계 지자체협조체제강화

- 지자체폐기물담당공무원합동연찬회등간담회개최

수도권지역지자체폐기물담당공무원을대상으로2001년부터2003년까지매

년, 그 이후부터는 격년제로 1박 2일간 합동연찬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는 공사

직원과의친목을도모하고, 애로및건의사항을청취하여문제점을개선하며, 수

도권매립지운영에대한이해를제고하여협조체제를강화하고폐기물반입·처

리에원활을기하기위해서이다. 

또한 담당공무원 연찬회와 별도로 수도권매립지로 폐기물을 반입하는 운반업

체의애로및건의사항을청취하고협조를구하기위하여운반업체대표자와운

반기사등을대상으로간담회를개최하고정책강좌를실시하고있다. 

- 수해쓰레기긴급반입협조

수해쓰레기등긴급조치를요하는폐기물에대하여시험성적서첨부를생략하

도록하고, 반입예정량 1,000톤이상인경우현지실사(1,000톤미만은서류심사)

후 바로 반입여부를 결정하고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 경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절차를대폭간소화하였다. 

2007년의경우에만1,427톤이반입되는등2000년이후서울·인천·경기등

지자체의긴급반입요청에의하여총7만4,313톤의수해쓰레기가반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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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생매립실현및환경안전관리강화

(1) 제2매립장폐기물위생매립

- 위생매립및관리현황

2000년10월부터폐기물매립이시작된제2매립장은제1매립장과달리「폐기물

관리법」시행규칙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완벽한 차수시설을 설치하

여본격적인위생매립체제를갖추고있다. 단계별매립계획은다음표와같다. 

폐기물을위생적으로매립하고관리하기위하여매립가스포집시설, 침출수및

우수 배제시설, 내부운반 도로시설, 계측시설, 환경저감 시설 등 많은 시설물을

설치하여종합적으로운영·관리하고있다. 

- 폐기물매립형태

1) 매립및복토

매립장은바닥은물론사면부제방이격구간에도침출수집배수기능을추가하

여침출수를신속히배제하는매립구조를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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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4> 단계별매립계획

항 목 계 제1매립장 제2매립장 제3·4매립장 기 타

부지면적(만㎡) 1,979 409 409 738 378

매립면적(만㎡) 901 251 248 402 -

� 매립기간(추정기간) 1992~2044.1 1992.2~2000.10 2000.10~2015.2 2015.3~2044.1 -

매립용량(백만톤) 228 64 67 97 -

폐기물운반

➞ ➞

계량대진입 폐기물하역및검사

세차후퇴출

<그림 4-4-13> 주요 매립공정도

➞ ➞

복� �  토 펼침및다짐



특히 제2매립장은 1블록을 300m×300m씩 총 25개 블록으로 나누어 매립하

고있다. 이렇게함으로써우기시침출수발생량최소화, 우수및침출수배제용

이, 효율적인매립·복토공사를시행할수있기때문이다. 

폐기물매립층 1단은 5m로서폐기물층4.5m와복토층0.5m로구성되며총8

단40m까지매립하도록계획되어있다. 시공시에는폐기물침하등을고려하여

6m 내외로시공하고있다. 

2) 우수및침출수배제관리

효율적인우수의배제관리를위하여우기시에는폐기물매립면적을최소화하

고, 매립구역에인접하여소제방을축조하여침출수와우수를분리배제할수있

도록운영하고있다. 침출수발생량의최소화를위하여매립구역을구분하고, 또

다시이블록을소블록화하여매립하고있다. 

3) 매립가스처리

폐기물매립과정에서발생되는매립가스는매립지내부에수평및수직가스포

집관로를설치하여전량포집한후매립가스발전시설(9.88MW 발전시설, 50MW

발전시설)로보내어에너지로전환하는자원순환형시스템을활용하고있다. 

제2매립장 매립완료 시 발생되는 매립가스는 분당 약 900㎥로 예상되나 5단

매립중인현재는발전시설가동에적합한분당약450~500㎥를포집하여매립

가스관리센터로이송·처리되고있다. 

또한 현재 가동 중인 50MW 가스발전시설이 정기점검 등으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제2매립장에설치된간이가스소각기를이용하여가스를소각하여악취의

영향을저감시키고있다. 

(2) 환경영향저감대책

- 비산먼지저감작업

비산먼지의 주요 발생지역은 제2매립장의 폐기물 매립작업 현장과 내부 작업

도로, 관토사야적장, 제방축조및복토작업지역등이며, 기타차량통행이빈번

한외곽포장도로이다. 

일반살수차 1호와 2호차량은매립작업블록내부및주변내부도로, 3호차량

은제2매립장주변외곽도로등을살수하며, 4호차량은차량동선내부도로, 작업

로등에배치하여비산먼지저감을위한살수작업을하고있다. 아울러제2매립장

외곽포장도로는고압살수차를사용하여작업중이며, 살수작업시기후와온도

에따라차량동선을기준으로9~13회왕복으로비산먼지저감에힘쓰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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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저감시설로는 차량운행으로 인한 도로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

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제2매립장 퇴출로에 멀티형 세륜기 2개소, 관

급토사야적장퇴출부에1개소와중앙세륜·세차시설1개소를운영하고있다. 

이밖에폐기물매립블록외곽에쓰레기봉투및비산먼지저감을위한이동식

비산방지망을설치하고있으며, 포장도로변가로수및수림대도조성하여먼지를

저감하고있다. 

- 탈취, 살균및방역작업

매립장악취제거를위한탈취작업은3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06시부터 18

시까지실시하고있는데, 매립장외곽에고공분사기 76기와전용탈취차량 2대를

운영하고 있다. 도로탈취작업은 전용탈취차량 1대를 이용하여 06시부터 18시까

지 1일살포량인 15,000L를 1일 3회에걸쳐실시하고있다. 폐기물과함께유입

될수있는전염성병원체의확산을방지하기위하여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탈취차량(2대)에 별도의 살균약품탱크를 탑재하여 살포하고 있으며, 4,500L/일

수준으로1일3회에걸쳐살균작업을하고있다. 또한매년4월 1일~10월 31일(7

개월간)까지연막분무용차량1대를이용하여살충방역작업도수행하고있다. 

(3) 제3매립장기반시설조성사업추진

제2매립장매립작업이2014년 3월말사용종료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수도

권지역 발생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2006년부터 제3매립장에 대하여 실시

설계용역 및 기반시설 조성공사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 중(2006년 10월

~2015년2월, 총8년4개월)에있다. 

제3매립장기반시설조성사업의주요내용은매립장부지조성및지반안정화

처리, 침출수 차수, 집수 및 배수시설, 매립지 내부, 외곽하천 및 유수지 등 우

수배제시설, 진입도로, 내부작업도로및교량시설, 침출수처리장증설여부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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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14> 중앙세차시설및멀티형세륜시설



(4) 안암도유수지조성공사추진

수도권매립지상류지역인인천광역시검단천주변지역및김포시양촌면일원

에집중호우시매립지및주변지역침수피해방지를위하여유수지, 배수갑문및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였다. 향후‘드림파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자연탐방단지

를조성하고자전체사업을 1단계(구조물설치)와 2단계(유수지조성)로구분하여

단계별로사업을추진하고있다. 

유수지 1단계(2001년 5월~2004년 8월)는 235억원의 예산으로 유입수로

880m에대하여배수갑문및배수펌프를설치하고펌프장을완료하였으며, 현재

2단계사업(2006년 2월~2009년 8월)을 진행하고 있다. 2단계사업은 총 유역면

적44.59㎢(유수지면적154만㎡, 담수용량735만㎥)에대하여경관녹지대및수

질정화습지지역조성(갈대림) 등토목및조경공사가있다. 

2008년 8월까지침수방지시설을완료하고 2009년 8월유지관리도로및조경

식재등의공사를완료하여, 아래그림과같이향후수도권매립지 Dream Park

조성과연계될안암도유수지주변에수변산책로를갖추고자연정화능력이뛰어

난수생식물의식재와습지조성등을통하여생물서식공간을조성하였다. 

(5) 악취 자동측정망운영

수도권매립지에서발생하는악취는시시각각변화하므로사후관리적인체제로

는신속한대처가어렵다. 악취관리에있어서도과학적인자료제시가곤란함에

따라 다양한 악취물질의 실시간 측정 및 악취물질의 변화추이를 파악하여야 한

다. 따라서매립지주변지역의악취문제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악취자

동측정망을설치·운영하고있다. 

제4편소속공공기관사 1099

<그림 4-4-15> 안암도유수지조경도

▶습지생태지역

•기존의양호한습지경관

최대한보존

•습지관찰및조류관찰지

조성으로자연학습공간제공

•생태학습장, 관찰테크등

▶뇌머리천휴게공간 / 수질정화습지지역

•인근소규모산업시설분포로방문객유입가능

•하천유입부의 1차 정화기능수행

•뇌머리천휴게공간, 침사지정화습지등

▶안암도산립생태지역

•안암도의산림생태및조류서식처보존지역

•기존의양호한산림생태와연계하여휴게

/ 운동공간으로조성

•진입광장, 다목적구장, 피크닉장등

▶검단천 / 외곽배수로수질정화습지지역

•하천유입부의 1차 정화기능수행

•침사지, 정화습지등

▶체육시설지역

•펌프장에인접한비교적평탄한나대지

•다양한이용행태수용이가능하도록다목적공간조성

•진입광장,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야외공장등

●

●

●

●

●



주풍향과인근피해 예상지역을 고려하여시천천·안동포·길무도 등 3개소에

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악취자동측정망운영은악취영향물질측정, VOC(휘발성유기화합물) 물질측

정, 미세먼지(PM-10) 측정등으로구분할수있다. 악취물질·먼지제거및불쾌

감 해소를 위하여 폐기물 반입시간 조정, 나무식재로 인한 녹지대 조성, 가스발

전, 탈취설비운영강화등다양한사업을시행하고있다. 

또한VOC 물질중대표물질인벤젠·톨루엔·자일렌등3개항목을측정하고

있다. 측정결과톨루엔이가장많이검출되었고다음으로자일렌, 벤젠의순으로

나타나수도권매립지내VOC 농도는자동차배기가스영향을많이받고있는것

을알수있다. 따라서매립지에서는비교적VOC 등이적게발생되는CNG 연료

차량사용을권장·권고하는등매립지내VOC 물질의감소에도많은노력을기

울이고있다. 

(6) 매립지사후환경영향조사

매립지 사후환경영향조사는 매립지주변 환경영향의 사전감지를 통한 주변 환

경오염사전예방및구체적저감대책을제시하여주변환경상의악영향을최소

화하고안정적·위생적인폐기물매립시설의운영및관리를하기위해서이다. 

주요조사대상은지표수질·침출수방류수질·지하수검사정및지하수질·대

기질및악취·소음·토양·매립가스·해수수질등이다. 조사결과를보면, 지표

수질은침출수처리수가유입되는시천천수계에대한연도별농도변화분석결과

BOD는2001년증가이후전반적으로일정범위의농도를유지하고있으며, SS는

2005년 조사시다소증가하였으나전반적으로감소하거나유사한농도분포를

보이고있다. 

침출수 방류수질 분석결과 전 항목이 배출허용기준‘나 지역’이내로 양호한

처리효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하수 검사정은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오염을파악하기위한시설로서제1매립장 10개지점(66개공), 제2매립장

11개지점(61개공)을설치운영중이다. 분석결과침출수로인한지하수오염징후

는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 

지하수질의주요항목(NO3-N, Cl-)에대하여는지점의변화가없는3개지점

에서연도별변화추이를분석한결과지점또는항목에따라증가또는감소의

경향은나타나지만매립지로인한인근주변마을의지하수오염징후는나타나지

않았다. 

대기질 주요항목인 PM-10의 분석결과 측정지점에 따라 평균 72~79㎍/㎥로

나타나 환경기준(100㎍/㎥)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악취는 전 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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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전반적으로악취도가감소하는추세로조사되었다. 이는 2005년부터시

행된 음식물폐기물 반입금지로 인하여 악취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며 2007년

조사결과공기희석관능법에의한배출허용기준(15배이하) 이내인3~6배로조사

되었다. 탈취차량운행, 고공탈취분사기가동, 50MW 발전시설가동등각종악

취저감방안시행으로악취는지속적으로감소할것으로판단된다. 

소음은폐기물주간반입이시행된2001년이후수송로변의야간소음도는감소

하고, 주간소음도가증감을반복하는경향을나타내고있다. 

매립지내·외의토양질측정결과분석항목모두전지점에서토양기준치이

내이며, 기타중금속의경우도환경부측정망평균값이내로검출되어매립지로

인한토양오염영향은나타나지않은것으로조사되었다. 

중앙소각장치인입부에서매립가스성상을연도별로분석한결과, 매립가스중

의메탄가스농도는연평균 47.4%로 조사되어메탄가스최고점인 2000년 평균

63.5%에비하여감소되고있는추세이다. 

수도권매립지 발생 침출수는 전항목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되어 시천천

과 장도유수지를 경유하여 해역에 유입되고, 방류해역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만조와간조시의유량변화및확산효과가매우큰지역으로수도권매립지침출수

처리수에의한인근해양수질의영향은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 

(7) 사용종료매립장(제1매립장) 사후관리

폐기물처리시설을사용종료·폐쇄한자는해당시설로인한주민의건강, 재산

또는주변환경의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폐기물관리법」제50조제2항에따라

사후관리를하도록되어있다. 

사후관리대상인제1매립장사업면적은408만 8,832㎥이다. 그중매립가능면

적은250만2,474㎡로 1992년 2월 10일~2000년 10월 31일까지매립하였다. 차

수재는해성점토이며, 침출수처리시설은6,700㎥/일(제1, 2매립장)이다. 

제1매립장의사후관리를하기위하여유지관리하여야할대상시설물은침출

수펌프장(21개소), 차집맨홀(177개소), 공기압 밀폐형펌프(44대), 지하수검사정

(10개지점66개공) 등이있다. 

2000년 10월매립종료된제1매립장에대한사용종료신고가2001년2월10일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서수리되었다. 침출수펌프장악취방지용덮개설치, 원활

한우수배제를위한배수로정비, 악취저감을위한간이소각기이동설치, 침출수

이송관로의세관을통하여이송효율증진, 펌프장퇴적토사준설로시설의기능

향상, 수직배제정에서의침출수인발등제1매립장으로인한매립장주변환경오

염방지를위한사후관리를계속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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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폐기물운반도로환경개선

1989년 2월 김포지구수도권해안매립지건설및운영사업에관한협정에따라

1990년 8월부터 1992년 10월까지 행주대교에서 수도권매립지에 이르는 왕복 4

차선, 연장14.17㎞의쓰레기수송전용도로를건설하였다. 

전용도로는 1990년당시인천시6.73㎞, 김포시 6.87㎞, 국도 0.57㎞등총연

장14.17㎞620필지, 약43만3,000㎡를166억3,000만원에협의보상또는수용

하여도로부지를확보하였으며, 서울특별시에서228억8,500만원을투자하여건

설하였다. 

전용도로관리는 1994년 10월 11일「도로법」및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의

결정에따라서울특별시장및도로관리청인인천광역시, 김포군수, 경기도지사와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간에‘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관리협약서’를 체결하

고, 1994년 10월 17일인천광역시와경기도김포시에도로시설물을이관하여현

재까지 유지 관리되고 있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국도구간을 제외한 13.6㎞의

도로청소, 제설작업, 아스팔트덧씌우기등일상적관리에소요되는비용을각각

의도로관리청에지원하는것이다. 현재관할행정구역변경으로 13,6㎞중 12.34

㎞는인천광역시(계양구및서구)에서, 1.26㎞는김포시에서관리하고있다. 

전용도로유지관리비용으로 1994년부터 2007년까지각지자체에연간약 22

억원을집행하였으며, 지속적인유지관리및시설보완으로친환경적인전용도로

로유지하고있으며, 2005년에도로명칭을‘드림파크로’로개칭하게되었다. 

(9) 드림파크천연가스충전소운영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대책의일환으로천연가스청소차의보급촉진을위

하여 청소차의 최종집결지인 수도권매립지에 천연가스 충전소를 설치하여 도심

지대기환경개선에도기여하고있다. 천연가스충전소는약2,815㎡의부지에총

34억원의시설비를투자하여1차준공(2004년5월27일) 및 2차증설(2007년 12

월 31일)로압축기 3기, 저장탱크 4기, 충전기 4기등시설을갖추고현재는 175

대/일(3,000N㎥/일)의충전용량으로운영되고있다. 

충전소운영시간과운영인원은청소차량및버스운행시간과폐기물반입여부

에따라평일과휴일(공휴일포함)로구분하여운영하고있다. 수도권매립지에폐

기물을반입하는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등수도권 58개 지자체의청

소차량및수도권매립지인근지역을운행하는버스등천연가스차량 328대(청소

차64대, 버스 264대)가 2008년말현재등록되어일일평균305대의차량이충

전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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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침출수처리및운영개선

(1) 침출수적정처리

수도권매립지침출수처리장은1일6,700m3의침출수를처리할수있는시설로

서 혐기성소화공정(매립초기 고농도 유기물질 처리에 사용) 및 탈질/질산화공정

의생물학적처리시설과, 화학응집및산화응집공정의화학적처리시설로구성되

어있다. 처리시설은침출수의특성상매립경과년수에따른수량과수질의변동

에대응하고, 기기의보수, 구조물의유지관리등을감안하여계열별운전이가능

하도록탈질/질산화조4계열, 화학처리공정2계열이설치되어있다. 

수도권매립지의침출수발생량을보면제1매립장에서는매립초기인1993년평

균약1,800m3/일이발생되었으며, 이후계속증가하여1998년평균6,300m3/일

까지 발생하였으나, 매립이 종료(2000년 10월)된 이후에는 급속히 감소하여

2009년에는평균1,410m3/일정도발생되고있다. 

제1매립장매립이종료된 2000년 10월부터매립이시작된제2매립장은 2009

년평균1,336m3/일정도발생되고있다. 제2매립장의경우생활쓰레기발생량의

점진적감소및구역별매립에따른매립공법개선등에따라제1매립장에비하여

상대적으로침출수발생량이적게나타나고있다. 

침출수의처리공정은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생물학적처리공정과화학적처

리공정으로구성되어있다. 생물학적처리시설인탈질/질산화조에서대부분의질

소와유기물이제거되며, 생물처리후잔류된난분해성 COD, 색도 및부유물질

등은화학공정에서약품을투입하여제거된다. 

제4편소속공공기관사 1103

<그림 4-4-16> 천연가스충전소및천연가스청소차전경



이러한단계를거쳐처리된침출수는전항목배출허용기준보다훨씬낮은농

도로 시천천을 거쳐 해양으로 배출되며, 공사 자체의 침출수처리장 운영기준(폐

기물관리법상청정지역기준이상)을설정하고이를준수하고있다. 

(2) 침출수처리기술개발및운영개선

- 산화응집공정적용

침출수 최종처리수는 폐기물관리법상 전 항목이 배출허용기준 이내의 안정적

인 수질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난분해성 유기물질로 인한 최종처리수의 색도

(약90도)가배출수역의하천수(시천천약70도)에비하여다소높은상태이다. 

따라서 잔류색도 및 난분해성 물질의 제거를 위하여 기존의 화학적 처리방법

(펜톤산화공정, 2단응집공정등)을지속적으로개선하고있다. 

화학공정의수질개선을위한사전실험(응집제별비교실험, 혼합응집제실험, 응

집·펜톤·산화응집비교실험등) 결과황산제2철+과산화수소를사용하는산화응

집공정이COD 및색도제거효율이가장우수한것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2005

년7월부터산화응집공정을적용하여운전하였으며, 운전결과기존의2단응집공정

에비하여COD 및색도가각각40% 이상처리효율이증가되는것으로나타났다. 

- 공정계열축소운전

매립이종료된제1매립장안정화공사및신규매립중인제2매립장의매립방식

을당초전면매립에서매립구역을최소화하는구역별매립방식으로바꾸어우수

침투율이감소되어침출수발생량도감소되고있는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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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출수 발생량이 감소되면서 각 처리공정의 수리학적 체류시간이 설계기준에

비하여2배이상으로증가되어탈질/질산화처리공정의효율저하및미생물의빈

영양상태로인한슬러지침강성불량으로최종침전조의스컴이증가하는문제점

이발생되었다. 이에따라각처리공정의적정체류시간을유지하기위하여처리

공정의 계열을 단계적으로 축소(탈질/질산화조 4계열→3계열→2계열, 화학공정

2계열→1계열)하여운전한결과탈질/질산화시설의총질소(T-N) 처리효율은계

열축소운영전과유사한처리효율을나타냈으나, CODCr은약 10% 정도처리효

율이증가된것으로나타났다. 

계열축소운전에따른전력사용비용도송풍기및교반기등의가동대수감소로

갈수기(12~5월) 동안 계열축소 운전으로 연간 1억 3,900만원 정도 절감되어 향

후에도갈수기침출수처리장계열축소운전방법을체계화하면지속적으로비용

절감및처리효율을개선을기대할수있게되었다. 

- 약품자동제어

침출수처리장의주요한관리요인중하나인약품공급시설은그동안약품을저

장탱크에서공급탱크로이송하는경우기존에는약품탱크의수위차에의한자연

유하식이송방식을사용함으로써수위계등의고장이나정전사고시약품누출위

험이상존하였다. 

이러한위험요인을감소시키기위하여약품이송방식을DCS 제어를통한이송

시간및수위차에의한이송방법으로변경, 완벽한중앙감시체계및 2중누출방

지시스템이구축되었으며약품누출등의위험을거의완벽한수준으로감소시켰

다. 또한공급탱크와저장시설방호벽내에약품누출감지센서를설치하여약품

의외부누출을조기에발견할수있게되어신속한대처가가능하게되었다. 이밖

에도저장탱크설치지역에순찰로를설치하여이송배관보호및One-stop 순찰

개념도입으로위험요인에대한관리능률도향상되었다. 

5. 지역발전을선도하는 Dream Park(생태공원화) 구현

(1) Dream Park 조성 여건마련

- Dream Park 조성기본계획수립및시행

수도권매립지는약1,979만㎡에이르는넓은면적으로조성되어사후관리와폐

기물처리의병행추진이불가피한상황이다. 특히매립공사가진행중인매립장의

환경문제요인까지병존하고있어매립지에대한혐오감이가중될수있는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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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매립지의환경효율적인관리방안이매우중요하다. 

특히수도권매립지입지특성상주변지역의개발과조화된매립지관리의새로

운패러다임요구및사회환경여건의변화와지역주민들의친환경적이고효율적

인사후관리요구를충족해야하였다. 그래서매립지를환경·생태·교육·체육

시설 등을 갖춘 자연친화적인 시민의 휴식공간 및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Dream Park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폐기물 매립장을 혐오시설

(NIMBY)에서 선호시설(PIMFY)과 지역발전의 근간이라는 획기적인 이미지 전

환을 통한 안정적인 폐기물 반입·처리체제를 구축하여 수도권지역 반입폐기물

의안정적인처리를도모하기위해서였다. 

Dream Park 조성기본계획은사용종료매립장의환경효율성증진차원에서사후

관리표준모델을도입하여법적기준에충족하는소극적인관리를지양하고, 환경·

사회·경제적효율성을극대화하는적극적인사후관리전략을수립(2004년4월)하여

2004년5월부터10월까지환경부, 3개시·도등관련기관과협의를완료하였다. 

Dream Park 조성기본계획에따른공간별도입시설및토지이용계획은다음

과같다. 

Dream Park 조성사업은고용창출및지역경제발전에도기여할수있도록하

였다. 사업효과로는 1조 7,344억원의유발효과를가질것으로추정되고, 혐오시

설이라는쓰레기매립지에대한부정적이미지를선호시설로전환하는지표를마

련할수있으며, 무엇보다도환경개선의효과가클것으로기대된다. 또한수도권

주민들에게친환경공간및살아있는생태자연교육의장을제공함으로써주민편

익도증가시킬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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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18> Dream Park 토지이용계획도

▶녹색바이오단지
(연탄재야적장)

01 지원센터, 승마장
02 습지관찰지구
03 야생초화원
04 생태환경체험장
지구, 수영장

05 진입및중심광장
지구

06 자연학습관찰지구

▶레포츠단지
(제1매립장)

11 대중골프장
12 전망공원
13 트레킹코스
14 주민체육시설
15 주차장및
CNG충전소

▶환경이벤트단지
(제2매립장)

21 수목원

22 화훼원(향기원)

23 식물원

24 환경박람회장

25 주차장

▶환경문화단지
(제3매립장)

31 쓰레기매립장
32 자원화단지
33 환경센터
34 환경예술공원
35 주차장
36 환승센터

▶자연탐방단지
(제4매립장)

41 안암도유수지
42 습지/하천생태지역
43 초지/숲생태지역
44 자연학습관
45 자연관찰지역

▶레포츠단지
(경서동매립장
인접부지)

51 지상레포츠공원
52 비행레포츠공원
53 주차장및환승센터

Master Plan(2023년)

기본계획



- Dream Park 조성1단계사업추진

공원화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하여일련의공원화관련계획·설계를통합

하여일관성있는추진방안수립이절실히요구되었다. 

또한폐기물반입수수료등에의존하는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특성상대규모의

유휴지및사용종료부지에공원화사업소요재원을항구적으로충당하기어려울

것이므로별도의재원확보방안이필요하였다. 

Dream Park 조성사업에관한설계용역을거쳐가능한빠른시일내에녹색바

이오단지의유지관리및공원화사업에재투자할수있는수익을창출할수있

도록대중골프장을조성하게되었다. 제1매립장및녹색바이오단지에입지하는

시설물들의사업성을재검토하여대중골프장(36홀) 운영수입을공원화조성사업

에재투자하도록한것이다. 

1단계사업부지(408만9,000㎡) 중대중골프장으로1,533천㎡를활용하도록계

획하였으며, 대중골프장외의부지2,556천㎡는일반시민들을위한생활체육및

레져·자연생태공간으로서, 승마장·시민수영장·수변공간·트래킹코스 등을

추가하여Dream Park 조성1단계사업의추진체계를확립하였다. 

Dream Park 기본계획에 따라 야생초화원(2004년), 자연학습관찰지구(2006

년), 습지관찰지구(2007년)를조성하였고사용종료된제1매립장의체육공원화공

사(2009년)를완료하였다. 

대중골프장조성사업은2005년부터2007년까지주민, 환경단체, 국회등과의

의견수렴과정을거쳐, 사용종료매립장의대중골프장조성사업의필요성에대하

여공감대를형성하였다. 따라서대중골프장사업은수도권매립지의면허권자인

환경부(2008년 3월)와 서울시(2009년 7월)의 대중골프장 사업동의를 받아

2009년 11월 현재 인천시에 사업인허가 절차 및 영향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11년에는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의 골

프장은 2014년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드림파크경기장으로결정(2009년 6월)됨

에따라세계에친환경매립지를널리알리는역할을담당할것으로판단된다. 

(2) 제1매립장안정화(최종복토) 공사

매립장의사용이종료되면최종복토공사를하도록규정되어있다. 사용종료매

립장으로부터발생되는매립가스의표면발산을예방하여주변환경을보전하고,

우수의침출수화저감등을위해서이다. 공사는사용이종료된제1매립장최종복

토를 추진하면서, ‘드림파크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 여건 마련과 매립가스 자

원화의토대구축도함께고려하였다. 안정화(최종복토) 공사기간은 2002년 4월

~2004년12월(32개월)로총사업비는446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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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식생대층(토사)으로마감하도록설계된최종복토층위에추가마운딩및잔

디를식재하여비산먼지저감, 복토면세굴예방등주변환경을개선하는동시에

‘수도권매립지드림파크조성사업’의조기완성을위한여건도마련하게되었다. 

(3) 제1매립장사후관리를위한체육공원화공사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 조성 기본계획’시 제1매립장 상부에 체육공원(골프

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우선 완료매립

지사후관리차원에서조형마운딩, 조경식재등을추진하여완료매립지의조기

녹화및주변지역환경을개선하였다. 

제1매립장사후관리를위한체육공원화공사는총면적141만8,000㎡으로제1

매립장상부에시행되며, 공사기간은2005년 12월~2007년 7월(19개월)로총사

업비는126억원이었다.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 조성사업’을 염두에 두고 사후관리 차원의 체육공원

화공사를시행하여드림파크사업추진은사후관리차원에서별도의대규모공

사없이도가능할수있게되었다. 

(4) 녹색바이오단지조성공사추진

수도권매립지Dream Park 조성기본계획과연계하여친환경적생태공원조성

계획을수립하여녹색바이오단지조성을추진하고있다. 녹색바이오단지는암석

원, 습지원등 18개테마원을도입한야생초화원과생태모델식재림, 사계절정원,

자원식물원등관찰학습장과경관조성을동시에도모할수있도록하고있다. 

야생초화원은 2004년 8월~2005년 10월까지 조경 마운딩 조성 및 부지정지

작업, 우수처리시설및부대공사와함께야생화별로각각의특성에어울리는특

징적인공간(암석원, 습지원등)에서다양한식물들이조화를이루어다채로운경

관을볼수있도록6만㎡면적에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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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학습관찰지구는 2005년 9월~2006년 6월까지녹색바이오단지내인근지

역주민과견학자의체험및교육효과를도모할수있도록각종관목식재, 야생화

종자파종및안내판설치등을하였다. 2009년 1월까지는습지및녹색바이오단

지산책로등의정비를통하여야생조류관찰을위한습지관찰지구조성을마침

으로써Dream Park 조성기본계획과연계한친환경생태공원의기반공사가이

루어지게된다. 

(5) Dream Park 녹지조성사업

수도권매립지를생명이살아숨쉬는생태공간으로변화시키기위하여공원녹

지사업을추진하고있다. 제1매립장과제2매립장주변, 녹색바이오단지, 제3·4

매립장외곽수림대, 주민체육공원등이대상지역이다. 여기에필요한나무와초

화를온실과양묘장에서직접생산하여공급하고있는데, 이는매립지의토양특

성에묘목을미리적응시켜활착률과생존율을높이기위함이다. 또한나무를심

고관리하는데주변영향지역주민들을활용하여‘내지역의환경은내가가꾼다’

는향토애와예산절감, 지역주민일자리창출의효과를동시에거두고있다. 

- 양묘장운영및수목식재사업추진

2003년4월유리온실(690㎡)을처음설치하여운영하기시작한이후비닐온실

10개동을증설하였고, 2006년현재총 11개동약4,800㎡의온실에서매립지경

관조성용화훼와야생화등을재배·공급하고있다. 매년봄과가을에개최하는

야생식물전시회와국화축제에선보일작품들도이곳에서자체생산하고있다. 또

한제1매립장체육공원에필요한억새110만본과야생화20만본을연차적으로생

산·공급하기위하여2006년비닐온실7개동(1,810㎡)을건설하였다. �  

해안간척지와폐기물매립장의독특한생육환경에적합한수목을생산하기위

하여2001년 3ha의양묘장을조성한후연차적으로 17ha를추가로조성하여총

20ha의양묘장을운영하여, 느티나무·소나무·해송등의묘목을생산하여매립

지식재용으로2003년부터2008년까지약1백10만주를공급하였다. 

또한공사는매립이완료된지역과매립장제방, 외곽경계지역, 녹색바이오단

지 등에 1992년부터 폐기물 매립이 시작되면서부터 동시에 나무를 심기 시작하

여 2008년말까지해송·왕벚나무등묘목 130만여그루를비롯하여교목과관

목등총700만여그루를식재하였다. 

- 지역주민일자리창출

Dream Park 녹지조성사업에지역주민의참여와관심을유도하고피해의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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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벗어나Dream Park와함께하는지역공동체라는일체감을형성한것은지난

7년여동안이룬큰성과라할수있을것이다. 

지역주민과함께온실과양묘장에씨를뿌려묘목과초화류를키우고, 이를매

립지 내에 옮겨 심는 등 하루 평균 150여 명의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2008년까지총14만여명에게일자리를제공하였다. 

앞으로도Dream Park 녹지조성사업으로지역주민에게새로운일자리를창출

하고지역공동체로서관심과협력을이끌어낼수있도록계속새로운방안을모

색할것이며, 이러한상생의협력은향후드림파크실현의큰원동력이될것이다. 

(6) 지역발전을위한문화행사

- Dream Park 국화축제

2004년부터 매년 가을에 국화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가 단순히

악취·분진및소음등을발생시키는혐오시설이아니라는것을직접보고느낄

수있는기회의장을마련하고, 새로운볼거리제공을통하여지역주민과의우호

적인관계형성및매립지의이미지개선을위해서이다. 

2008년국화축제에는일반인, 학교·유치원생등단체를포함하여 35만여명

의관람객이방문하여성황을이뤄인천지역의새로운문화행사로자리매김하게

되었고, 2009년도에는 인천세계도시축전장과 공사에서 동시에 개최하여 216만

명이 방문함으로써 공익증진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드림파크의

기본취지에도맞는명소가되어가고있어수도권매립지에대한브랜드및이미

지제고에도기여하는축제가되어가는것으로평가되었다. 

- Dream Park 야생식물전시회

2005년부터 매년 봄에 Dream Park 야생식물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산과

들에자라는우리토종야생식물자원에대한올바른이해와중요성을일깨워주

는자연학습의장을마련하여수도권지역시민들에게우리꽃의아름다움을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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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수도권매립지의친환경적이미지를심어주기위해서이다. 

국화축제는 국화의 화려함을 강조하지만, 야생식물전시회는 다양한 볼거리와

우리꽃과나무를익히는문화체험을주기위한문화행사이다. 2009년도전시회

기간동안일반인·학교·유치원생등단체를포함하여14만여명의관람객이찾

아와수도권매립지의환경친화적이미지를직접체험하는기회를가졌다. 

6. 반입폐기물의에너지·자원화확대

(1) 가연성폐기물자원화사업

수도권지역 3개 시·도(서울시·인천시, 경기도)에서 하루 약 1만 7,000톤의

폐기물이매립지로반입되어매립, 처리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의국토가좁

고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전량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폐기물을 자원화하지 않고 매립에만 의존하는 것은 자원의 낭비이며, 환경적인

측면에서도바람직하지않다. 

유럽연합(EU) 등 환경선진국에서는 화석연료의 고갈과 지구온난화 방지 등을

위하여이미오래전부터폐기물자원화정책을추진하여왔다. 우리나라도자원

순환형 사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도 단순매립보다는 친환경적인 선별·분리를 통하여 연료화 및 에너지원

으로조속히자원화하여야할것이다. 

폐기물을석유, 석탄과같은화석연료의대체에너지원으로사용하는것은수입

대체효과와한정된매립지를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을뿐만아니라주변지역

의쾌적한환경조성과함께지역발전에도기여하는일이다. 환경부에서는생활폐

기물 처리방법의 다변화 방안으로 가연성폐기물 자원화시설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1일 200톤규모의시범시설설치에대해3개시·도(서울시·인천시, 경

기도)와협의를완료하고2010년1월준공을목표로설치중에있다. 

현재추진중인시설형식은전처리공정(MBT)을거쳐폐기물을파쇄·선별·

분류한뒤유기성은퇴비화또는바이오가스화하는것이다. 가연성은고형연료

(RDF)로 제조하여 외부 사용시설에 연료로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시설규모는

200톤/일(RDF제조, 100톤/일)이며 사업비는 국고 보조금과 자본회수 부담금을

포함하여260억원이다. 폐기물의친환경적고형연료화는지역주민의환경피해도

줄이고밀폐된시설에서의전처리(MBT) 공정을거치면서침출수및악취발생을

대폭감소시킬뿐만아니라화석연료의대체연료로서온실가스(CO2 등)의발생도

줄인다. 캔 등과같은금속류는회수하여판매하고, 가연성물질은연료(RDF)로

제4편소속공공기관사 1111



이용하며매립되는폐기물을자원화하여매립물량도감소되므로매립지수명연

장등의직·간접적인효과도기대할수있다. 

(2) 매립가스자원화추진

- 9.88MW 매립가스발전시설운영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되는 매립가스는 주변지역 악취방지 및 매립지 안정화

를위하여그동안단순소각처리하였다. 그러나잉여매립가스의적극적인자원

화와경제적부가가치를창출하기위하여매립가스발전시설을추진하기로하였

다. 세계최대의매립장에서발생하는많은양의매립가스를자원으로활용하기

위한대규모의발전시설을목표로하였지만우선소규모의발전시설을시험적으

로가동할필요가있었다. 

보편적인매립가스발전방식은가스엔진·가스터빈·스팀터빈방식이있는데,

선진국에서소규모매립장의발전및열에너지의이용으로가스엔진발전방식을

보편화하고있다. 따라서공사도우선시험적으로가스엔진발전방식을채택하여

매립가스발전을시도하여보기로한것이다. 

가스엔진발전시설은2001년 12월사업자와당사자간협약을통하여시설용량

6.5MW급의 매립가스 발전시설을 리스방식으로 추진하였고, 2003년 3월에는

3.38MW 발전시설을 추가하여 총 9.88MW 발전시설을 가동하였다. 이중

3.38MW 발전시설은운영기간(2003년 3월~2007년 3월)이종료되었고, 현재는

6.5MW 발전시설에대한리스기간종료후가동재개를위하여보수중에있다. 

- 50MW 매립가스발전민자유치사업

소규모의가스엔진발전방식으로매립가스를이용한발전을추진하는한편매

립가스 자원화사업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한 결과, 매립가스 활용 가능양이 약

550N㎥/min로 조사되어 50MW급 대규모 스팀터빈 발전시설을 충분히 가동할

수있다는결론을얻어매립가스발전시설을민간투자방식으로추진하게되었다. 

사업시행자가전액투자후일정기간동안투자비를회수하는방식으로시설준

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정부로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일정기간 시설관리·

운영권을인정하는BTO 방식으로추진되었다. 사업시행자인(주)에코에너지에서

773억원의 사업비(공사기간 : 2004년 3월~2006년 12월)를 들여 시설을 설치,

현재가동중(2017년까지운영권부여)에있다. 

2007년 3월 이후 발전시설의 연간 운영 실적은 177억 8,400만원으로 계획대

비 111%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2008년도에는 451억 9천만원(186%), 2009년에

는 397억 4천만원(162%)으로운영실적은최초계획보다더높은효과를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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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있다. 이렇듯이매립가스를이용한발전사업은매립가스를에너지원으로자원

화하면서악취등환경오염을저감시키고매립지의안정화와기후변화협약에따

른온실가스의감축에기여하고, 신·재생에너지의개발로경제적부가가치도창

출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다. 연간 발전전력 판매수익 약 200억원은 중유 50만

배럴의에너지수입대체효과와같은것이다. 

- 매립가스자원화CDM 사업

교토의정서가발효(2005년 2월 16일)됨에따라기후변화협약에적극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권(CERs :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을 확보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올리고향후우리나라의온실가스의무감축에대비하기위하여매립

가스발전시설에의한온실가스감축분에대하여 Unilateral CDM 사업을추진

하게되었다. 

매립가스자원화 CDM 사업은 2006년 2월부터 2007년 4월까지 1단계사업을

추진하여UN 등록(UNFCCC 등록, 2007년4월30일)을완료하였다. 현재2단계

사업으로 1차분(2007년 4월 30일~2007년 11월 30일) 모니터링 검·인증을 완

료하고배출권발급절차및2차분검·인증절차를진행중에있다. 

예상되는온실가스배출감축량은연간약 121만 CO2톤으로배출권거래를통

한경제적수익창출규모는연간약121억원정도가될것으로예상된다. 

앞으로CDM 사업의모니터링과검인증과정을체계화하여CERS 발행량이최

대화되도록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수익을 증대시키며 나아가 CDM 사업의 추진

경험을바탕으로국내기업의CDM 사업개발의산교육장으로활용하며해외폐

기물분야CDM 사업을추진중인국내기업과연계하여기술및경험지원을통

한해외사업의활성화도추진할계획으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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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CDM 사업을환경부의폐기물에너지화사업및탄소시장육성방안과연

계하여적극적인연구와기술개발을병행할것이다. 

(3) 하수슬러지자원화사업추진

수도권지역에서는현재1일약4,000톤의하수슬러지가발생되고있고2010년

에는 1일약 6,000톤으로증가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그러나그처리는 2004

년현재약 70%를해양배출에의존하고있어, 향후해양오염방지국제협약인런

던협약(1996년 의정서)에따라해양배출이규제될예정이므로이에대비한육상

처리대책마련이시급한실정이다. 이에수도권매립지에서는슬러지의직매립금

지규정과해양배출규제를대비하여수도권지역에서발생하는하수슬러지의안

정적처리를위한자원화사업을추진하게되었다. 그러나슬러지자원화시설준

공이전의슬러지활용방안이우선필요하였다. 따라서매립지복토재생산을위

한고화원료의개발(2007년 7월~11월) 건조(연료)화(2008년 2월~11월) 등의연

구·실험도추진하게되었다.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 규제에 따라 정부차원의 하수슬러지 처리대책을 위한

관계기관의회의(2005년 4월~5월)를통하여수도권지역의하수슬러지를안정적

으로처리하기위해서수도권매립지내에광역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설치하기

로 5개 기관장(환경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수도권매

립지관리공사사장)이협약을체결하였다. 

처리협약량은 2,000톤/일이며총사업비는전액국고지원및지방비로충당

하고, 국고지원은국고보조율에따라3개시·도에지원하며3개시·도의지방

비는하수슬러지반입비율에따라분담추진하기로한것이다. 하수슬러지자원

화사업은단계별로구분실시하고, 1단계사업은 1,000톤/일규모로2008년 12월

준공하여 2009년부터가동중에있으며, 현재는 2, 3단계사업(2,700톤/일)을추

진하고있다. 

(4) 폐자원에너지타운기반조성

폐자원에너지타운 부지조성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슬러지와 가연성폐기

물처리시설, 소각재재활용시설등을한곳에집약하여폐기물을자원화하기위

한종합단지를조성하고계획적인인프라구축(전기·도로·용수등)을통하여관

련시설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것이다. 

이에 따라 가연성폐기물 자원화시설, 슬러지 자원화시설, 실증실험시설, 유기

성폐기물자원화시설, 상용화시설, 기타시설 등 총 38만㎡의 폐자원에너지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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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계획과공사에서추진가능한폐기물자원화사업발굴·상용화및폐기물자

원화기술에관하여기본설계용역을실시중에있다. 폐자원에너지타운기반조

성에소요되는사업비는총 174억원으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3.4억원을투

자하여실시설계를완료하고, 2010년부터부지조성을위한공사를착수 2011년

준공할예정이다.  

(5) 유기성폐기물자원화사업

유기성폐기물 자원화사업은 매립지로 반입되는 유기성폐기물을 이용하여 자

원화사업을추진하고생산된바이오가스를신재생에너지로활용하고자하는것

이다.

‘유기성폐기물을이용한바이오가스개발타당성용역(2007년 7월~2008년 5

월)’조사결과바이오가스의최대생산측면을고려할때음식물탈리액과하수슬

러지를 병합처리 하는 것 보다는 음식물 탈리액의 단일처리(중온소화)가 적합한

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단순시장원리에의한영리목적이아니고폐기물의자

원화및환경보전과같은무형의이익을고려할때발생된유기성폐기물의바이

오가스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혜택, 보조금지원 등의 정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므로 유기성폐기물 자원화사업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유기성폐기물자원화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한사업물량및재원마련등을위

하여관계기관(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공사)간협의를통하여사업규모

를확정한후기본계획및입찰등단계를거쳐유기성폐기물의안정적처리와생

산된바이오가스를신재생에너지로활용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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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폐기물처리기술개발ㆍ보급촉진

(1) 매립기술연구센터의설립및역할

수도권매립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위생매립장으로서 수도권 지역의 생활·건

설폐기물등 1일약 1만 8,000톤을매립하고있어매립및폐기물관련기술에대

한폭넓은연구조건을구비하고있다. 이에따라연구개발분야의유사기능인조

사연구, 환경관리, 시험분석기능을통합하고향후매립기술연구소설립기반마

련을위한매립기술연구센터가설립(2003년3월)되었다. 

센터는공사창립과동시에연구개발처로출범하여2003년공사의2차조직개

편으로현재의조직이갖추어지게 되었다. 현재(2009년 현재) 기획연구부, 매립

기술부, 에너지자원부, 시험분석부의4개부26명으로구성되어있다. 

(2) 조사연구사업

폐기물관리및처리분야의기술개발·연구활성화로세계최대규모의폐기

물 관리 전문기관으로의 위상 정립을 위하여 조사연구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

다. 2000년7월공사출범후2008년 12월까지사업및기술개발등총136건(자

체연구49건, 외부용역87건)의조사연구사업을완료하였거나추진중에있다. 

연구추진분야는기술개발연구 43건, 사업개발연구 17건, 매립장운영관련현

황및영향조사연구37건, 정책개발연구39건등이다. 연구주체별로보면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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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구부

- 연구센터의발번방향수립·추진

- 프로젝트과제추진업무총괄

- 지리정보시스템(GS) 구축 및운영관리

- 국제(대외)협력 및기술정보관리

- 특허총괄관리및연구개발관련업무

- 매립부지기반특성조사및설계기준연구

- 매립공법및운영관리기술개발

- 침출수등처리기술개발

- 매립지환경관리기술개발

- 매립지사후관리분야연구

시험분석부

- 폐기물·수질등환경분야시험분석

- 반입폐기물성상조사침출수특성변화조사·분석

- 침출수특성변화조사·분석

- 악취자동측정망춘영

- 폐기물에너지와기술개발

- 자연력, 바이오매스등신재생에너지분야기술개발

- 매립가스이용기술개발

- 폐자원의자원화기술개발

녹색기술

연구센터

매립기술부

에너지자원부



연구(공사내부및공동연구) 49건, 용역연구 87건 등으로자체연구는주로기술

개발과현황조사연구사업이대부분을차지하였으며, 외부용역의경우는폐기물

관련정책개발을위한연구사업이대부분인것으로나타났다. 

향후폐기물처리및관리기술의전략적인연구개발추진을통하여폐기물관

련기술개발의선도적인역할을수행하고, 국내및수도권매립지에요구되는필

수기술을예측하여효율적으로경쟁력을확보할수있는조사연구사업을추진할

계획이다. 

(3) 특허 등지적재산권현황

매립기술연구센터는 수년간의 매립지 운영·관리를 통하여 축적된 경험과 노

력을바탕으로매립기술, 침출수처리등다양한분야에서독자적인원천기술을

확보하게되었다. 현재공사의지적재산권으로는‘생활쓰레기매립지침출수정

화처리방법’, ‘쓰레기매립장의폐기물층침하계측기기’및‘음식물류폐기물탈

리액과 생활쓰레기 매립지 침출수의 병합처리방법’등 18개의 특허를 등록·출

원(등록 16건, 출원 중 2건) 중에 있다. �또한 2005년 9월‘폐TPA를 탄소원으로

하는MBR 공정과전기산화공정을조합한침출수고도처리기술’을신기술로지

정받았고‘드림파크’등5건을상표로등록하였다. 

(4) 폐기물처리기술교류네트워크확립

폐기물매립시설을운영중인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및기업간교류·협력을

위한네트워크를구축하여정부정책수립·추진지원, 관련기술과산업발전에의

기여및국내기술의해외진출을위한기반을마련하여왔다. 

우선 2005년 10월 6일폐기물매립시설을운영중인지방자치단체, 기업, 관련

업체 72개회원수를시작으로한국폐기물매립협회를설립하였다. 총회에서공사

사장을초대회장으로선출하여협회가공식출범하게되었다. 협회는매년가을

‘폐기물관리및처리기술발표회’를개최하고반기별로협회지를발간하는등회

원, 유관기관및기업, 단체간의기술교류와함께협력을위한네트워크를구축

하였다. 

이 같은교류협력네트워크를폐기물전분야로확대할필요성을느낀정부는

폐기물관리법상에한국폐기물협회설립을위한조항을신설, 공포(2007년 8월 3

일)하여, ‘한국폐기물협회’를설립(2009년1월16일)하게되었다. 

또한공사의매립장관리의전문성에대한신뢰도가높이지면서전국지자체등

으로부터폐기물매립장설치·운영과관련한기술지원요청이증가하고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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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공사는지자체로부터기술지원요청시기술지

원팀을구성하여매립장관리기술, 음식물탈리액

처리, 매립가스 포집관리, 침출수집·배수 및 처

리등에관한기술지원을실시하고있다. 

폐기물처리기술의 메카로 발전을 지향하고 있

는 공사는 폐기물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술·정보교류사업의일환으로폐기물관리전

문가들의기술개발및연구사례발표·토의등심

포지엄을 2004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술발표회뿐만아니라전시회기능도강화하고,

해외유관기관및전문가들의참여확대를통하여폐기물분야의세계적인행사로

서발전시키고자한다. 

공사의 폐기물처리기술의 우수성을 알림과 동시에 해외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해외협력사업의발굴을위하여국내외전시회에도직접참여하고있다. 국내최

대 규모의 환경기술전인 국제환경기술전(ENVEX)에 2006년 제26회부터 공동

주최자로참여하고, 인천시와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주최하는인천환경기

술전(i-ENVITECH)은 2004년 제2회부터 매년 참가하고 있다. 북경 올림픽과

2010년상하이세계엑스포를앞두고급속히확대되고있는중국환경시장에공

사의폐기물처리기술및매립장사후관리등을중점소개하기위하여 2007년 6

월중국국제환경보호전시회(CIEPEC)에참가하였다. 또한베트남환경보호시장

진출을위한기반조성및파트너십형성을위하여2008년 3월베트남친환경상

품전시회(EPIF)에도참가하는등국제환경기술전도적극참여하고있다. 

국내외학술단체에도적극참여하여최신기술정보입수및기술교류등을통

한전문지식을배양하고유관학술단체와의지속적인교류및협력네트워크구축

을도모하고있다. 공사가현재가입하여활동하고있는학술단체로는국제고형

폐기물협회(ISWA), 한국폐기물매립협회, 한국폐기물학회등17개이다. 

또한 공사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간 폐기물매립기술교류 증진을 위한

‘2002 아시아-태평양 매립 심포지엄(APLAS)’을 (사)한국폐기물학회와 공동개

최하고 격년으로 개최되는 심포지엄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발표(2004년 7편,

2006년6편, 2008년2편)하고있다. 

(5) 국제협력추진

- 일본매립지연구협회(LSA)와협력사업

폐기물처리및관리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선진기술정보의상시적인벤치

마킹이가능한국제교류협력체계구축이필요하였다. 이에폐기물매립장설치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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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기술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연구단체인 일본의 매립지연구협회

(LSA)와국제교류협력에관한양해각서(MOU)를체결하여다방면에걸친협력사

업을추진하고있다. 공사는 2004년 10월양해각서체결에따른후속조치의일

환으로기술자료교류, 상호방문등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 2006년 4월

에는공동연구추진에대한협약을체결하였다. 

- 폐기물처리시설사업해외진출

수도권매립지는 2006년 OECD 환경성과 평가보고서에서‘세계 최대 규모로

국제적인모범이되고있다는평가’를받아폐기물처리기술의메카로널리알려

져 2007년에만도 900여 명의 외국 환경전문가 및 관계자가 수도권매립지를 방

문하였다. 수도권매립지를방문하는이들개도국공무원등으로부터폐기물매립

장과관련된시설의설치·운영에대한기술지원요청이증가하고있다. 공사는

증가하는동남아의폐기물처리기술수요와해외진출을시도하는국내민간기업

을 연계시켜주는‘세계 최고 매립 기술을 보여 줄 수 있는 해외 진출 지원기지’

역할을하여우리나라매립기술의해외진출을도울수있는여건을조성하고있

다. 매립장현장을방문한개도국관계자들의우리기술의우수성에대한신뢰가

바로국내민간기업의해외진출을위한발판이되고있기때문이다. 

공사는폐기물처리장건설을위한타당성분석및연수등을위한파키스탄펀

잡주고형폐기물관리공동조사(2006년 9월~2007년 7월) 등폐기물처리업해외

사업을추진(7건) 중에있다. 또한앙골라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고형폐기물관

리계획협력등폐기물처리업해외진출지원기반구축을위한외국정부기관및

업체와 MOU(MOP)를 체결(4개국 8건)하는 실적도 거두었다. 또한 베트남 동나

이성고형폐기물매립장건설, 필리핀북민다나오지역매립장건설등12개국이

상의매립장건설사업에서우리기업이좋은성과를도출할수있도록지원하고

있다. 

앞으로아프리카및CIS지역등사업개발지역을다변화하고, 50MW CDM 등

록을발판으로해외CDM 사업분야도영역을확장하는등신규해외사업개발을

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으로있다. 

또한 해외사업 추진 기반구축 강화를 위한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에서

개최되는국제환경산업기술전시회·투자상담회등에도적극참가하여공사의

기술력을적극적으로홍보하고국제인적네트워크를형성하기위하여국제환경

정책연수과정(ITCEP)에도참여, 해외유대를꾸준히강화하여나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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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설립배경

앞으로의환경산업은전세계는 5~6%, 국내는 12%대의고성장유망산업이다.

선진국이 세계시장의 90% 이상 차지하고 있으나 동남아·중국·중앙아시아 등

의환경관련시장이급성장하고있다. 환경산업의발전을위하여해외시장발굴

및개척은필수적이며, 신정부의환경산업수출전략산업화의지가강력하여국

가전략산업으로서지속적R&D 예산증가가예상된다. 국민적요구와기업의책

임의식변화로친환경산업구조로가속화되고, 환경산업은 3D 산업에서고부가

가치산업으로인식이전환되고있다.

2008년정부는국정과제인‘환경산업의수출전략산업화’를효율적·체계적으

로총괄하여대응할수있는인력·조직체계를구축하고, 국정비전인‘저탄소녹

색성장’추진및환경산업의체계적육성지원체계마련을위하여‘제2차공공기

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이하‘기술진흥원’라 함)과 친환경

상품진흥원(이하‘상품진흥원’라함)을통합하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이 법률에 의하여 2009년 4월 8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하‘기술원’라함)이설립되었고, 기술원은양기관의기능에더하여신규로산업

육성지원, 수출지원, 환경경영지원등의업무가부여되었다.

기술원은공공기관선진화방안에따른첫번째통합이라는수범사례로그위

상이제고되었으며, 국정운영의새로운비전인‘저탄소녹색성장’을효율적으로

지원할환경산업육성의선도기관으로위상을정립하게되었다. 즉기술적전문성

을갖춘기술진흥원과시장지향마인드에입각한상품진흥원, 두 기관의장점을

융합하여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녹색산업체에 대한

환경기술·친환경상품개발, 산업화촉진, 시장창출및해외진출등선순환구조

의포괄적지원으로녹색환경혁명시대로의리더로서역할을할것으로기대되고

있다.

통합된기술원은기술진흥원과상품진흥원에뿌리를두고있으므로양기관의

설립및주요사업등을먼저살펴보고, 기술원의미래를소개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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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한국환경기술진흥원

1. 기관의설립및발전과정

(1) 환경기술개발관리센터의설립

환경부는환경기술개발사업의기획·평가·관리를위한총괄주관기관을 G-7

환경기술개발사업이 시작된 1992년부터 국립환경과학원(당시 국립환경연구원)

에,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이 시작된 2001년부터는 기술진흥원에 부여하

였다. 과학원은 1998년까지 G-7 관리운영단을 운영하였다. G-7 관리운영단은

원장을 단장으로 하여 심의위원회와 기획관리실로 구성되었는데, 심의위원회는

분야별전문위원(연구관)과외부위촉위원으로구성하여과제의선정, 연차평가,

최종평가를담당하였고, 기획관리실은기획과직원일부가총괄운영지원을담당

하였다.

1998년에실시된G-7 자문위원회의평가나감사원감사시‘과제성패의책임

소재불명’등관리상의문제점을지적받게되었고, 환경부는이를계기로 1998

년 9월과학원에G-7 관리운영단을확대·개편하여환경기술개발관리센터를설

치하였다. 센터가발족하면서환경부의기술개발사업을위한전문적인관리기능

이실질적으로조직화되었다.

환경기술개발관리센터는 총괄책임자로 부장급 센터장을 임명하고, 환경기술

개발사업만을전담관리할수있도록국공립기관및민간연구소등에서다년간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인력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과제의도출·선정·평가·사후관리에대한전문성과효율성을획기적으로증진

시켰으며, 사업운영을 위한 위원회도 과제심의회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위원회·

행정위원회·기술연구회 등 기능별로 체계화하였다. G-7 환경기술개발사업도

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 공공기반기술개발사업,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

업, 경유차저공해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평가사업등 5개의특성화된단위사업

으로 분리하였고, 개발된 기술성과를 환경산업체 등에 이전하고 홍보하기 위한

환경기술진흥사업을추진하였다. 

환경기술진흥사업은 세부적으로 환경기술홍보책자발간사업, 환경신기술 홍보

및기술이전촉진사업, 공공기반기술성과확산사업, 환경기술인력교류사업, 환경

신기술창업보육지원사업, 전산관리시스템운영사업등으로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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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1> 환경기술개발관리센터
현판식(1998. 9)



(2) 환경기술진흥원의독립

환경기술개발관리센터가환경기술개발사업의관리체계를개선·발전시켰으나

센터공무원의연구부서로의복귀요구, 전문위원의신분상불안정으로인한이

직률증가등이있었다. 이로써환경부는2000년에책임감있는조직운영을위하

여한국환경기술진흥원을설립하기로정책적결단을내렸다.

같은 해 8월 환경부 차관을 중심으로 기관설립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9월에

환경부로부터비영리법인으로설립허가를받고사업자등록을마치는등법적절

차를완료하였다. 그러나당시정부의‘작은정부’추진정책에따라독립기관으

로발족이잠정적으로보류되게되자, 같은해 11월에기존센터에환경산업진흥

기능을보강하여2처규모의환경기술진흥센터로확대·개편하였다.

2001년에‘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임시조직으로는 대형 사업을 관리하기 곤란하므로 독립적인 기관을 설립하라’

는권고를받았다. 환경부는같은해 11월에 (재)한국환경기술진흥원운영정상화

계획을수립하여, 12월24일이사회및현판식을개최하였으며, 2002년 1월에정

상적으로업무를시작하였다. 

(3) 법정기관으로의승격

기술진흥원은2005년「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기관설립과출연

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여2006년6월에법정기관으로승격하게되었다. 

2005년환경부는환경산업에대한산하기관업무를조정하여환경관리공단의

환경신기술평가, 환경벤처센터,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및 환경기술인력교육 업

무등을기술진흥원으로이관하도록하였다. 이를계기로업무도차세대핵심환경

기술개발사업외에도토양오염확산방지사업, 장기생태조사연구사업, PCBs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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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2> 한국환경기술진흥원개원식(2001. 12. 24)



사업등으로확대되었고, 환경기술인력교육혁신사업, 수출지원을위한국제공동

연구사업, 환경신기술평가, 환경벤처센터및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운영등으로

다양화되었다.

2006년기술진흥원은사업변화에대응하기위하여정원을40명에서76명으로

확대하고, 조직도2처에서3본부2단1센터로대대적으로개편하였다.

2007년4월에「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의거하여기술진흥원은준정부기

관으로지정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을기획·평가·관리하는전문기관으로의위

상제고와공공기관으로서면모를갖추게되었다. 

2. 주요추진사업

(1) 환경기술개발사업

- G-7 환경기술개발사업

1992년 정부는 2001년까지 첨단제품 개발을 위한 G-7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서, 첨단제품을 개발하기는 곤란하나 국가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기술을 시급히 확보하여야겠다는 정책적 결정에 따라

G-7 환경기술개발사업을선정하였다. 이사업의최종목표는쾌적한환경조성으

로삶의질향상을위한국내환경기준조기달성과환경보전, 국내환경기술수준

의제고를통한환경산업창출·육성및경쟁력강화로설정되었다.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331개과제에총3,447억원이투입되었다. 기

술분야는단계별다소차이가있으나, 환경기술개발관리센터에서관리를시작한

3단계에는이사업을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5개 분야), 공공기반기술개발사업(5

개 분야),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4개 분야), 경유차 저공해기술개발

사업(1개분야)의4가지사업으로세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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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3> 한국환경기술진흥원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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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결과무역규제를비롯한각종국제협약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환경기술발

전을 통한 환경산업 육성을 도모하여 선진국의 대열에 도달함과 동시에 우리의

환경과삶의질향상에괄목할만한성과를거두었다. 

직접적 성과는 기술개발 산출물의 경우 기술사용계약 97건, 산업체 기술이전

275건, 산업재산권출원 656건(사업비 1억원당 0.19건), 산업재산권등록 229건

(사업비 1억원당 0.07건), 학술지 게재 1,387건(사업비 1억원당 0.40건), 학술회

의발표 2,926건(사업비 1억원당 0.85건)이며, 기술사용계약의경우 83개과제

97건이 계약(2001년 12월 현재)되어 계약 총액은 190억원(정부출연금 총액의

11%)이었다.

경제적효과는매출의경우개발완료후 6년동안 10조 8,675억원이예상되어

총사업비3,447억원의 30배, 정부출연금의64배로, 수출유발효과는개발완료

후6년동안4조8,738억원이예상되었다. 

파급효과로연구개발투자유인효과는총3,447억원의사업비중민간부담금이

51%인 1,756억원이었고, 연구개발인력양성효과는 10년간총 21,052명의연구

인력이참여하였다. 산·학·연공동연구과제가전체의 48%를차지하여산업체

의연구참여를적극적으로유인하였으며연구개발관리의선진화로전문기관인

기술진흥원의성장과3단계에서의사업추진체계의발전이있었다. 환경산업경쟁

력제고측면에서환경산업기술수준을0~5배향상시켰고, 환경산업규모를제고

하였으며, 환경산업무역수지를개선하여환경오염방지용물품의관세감면을감

소시키는성과를이루었다.

-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2000년 환경부는 G-7사업의 후속사업으로‘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계

획’을수립하였다. 이사업의목표는 2010년에환경기술을세계 5위권으로진입

시켜, 대기·수질·폐기물 환경오염처리기술을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확보

하고, 생태복원·사전오염예방·지구환경보전·환경보건기술을 선진국대비

80% 수준으로제고하는것으로설정하였다. 

사업기간은 2001~2010년(10년)이며, 정부예산을 연간 1,000억원씩 총 1조원

을지원하여 3단계로사업을추진하고있다. 연구사업추진을통하여 2008년말

기준으로 지식재산권 2,650건(등록 1,104건), 논문 3,064건(SCI 1,157건), 기술

료 368억원, 국내·외 제품판매 5,890억원(590건), 공사 8,884억원(696건) 등

총 1조 4,774억원매출성과를달성하였다. 지식재산권은특허 82.3%(2,180건),

실용신안 9.6%(254건), 프로그램 3.0%(79건), 신기술 1.6%(43건)의순으로나타

났으며, 국내가94.7%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학술지게재건수의경우국내학술지게재가 1,848건으로 66.3%를차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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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학술지게재건수보다1.5배높은결과를보였으며, SCI 논문게재비율도비

슷한경향을보였다. 연도별게재건수를살펴보면SCI 논문의경우2001년 12건

에서 2008년 291건으로 24배이상증가하였으며(비SCI 논문은 77건에서 289건

으로증가) 2008년에는비SCI 논문건수를넘어서는결과를보였다.  

공사실적발생현황을살펴보면2001년 6건에서 2008년 95건으로약 16배이

상 계약건수가 증가하였으며, 계약금액으로는 2001년 24억원에서 2008년에는

1,709억원으로 70배 이상 증가하였다. 국외 매출실적의 경우도 2001년 1건(5억

원)에서2008년30건(424억1,000만원)으로크게증가하였다. 

투자효율면에서살펴보면 2008년까지의정부투자액(6,785억원) 대비매출실

적은2.2배이며, 공공기반과원천과제를제외한사업화목적의과제(실용·실증)

만고려할경우정부투자액(4,973억원) 대비약3배의매출성과를달성하였다.

국가전체 R&D 사업과비교할경우(2007년 NTIS 국가 R&D사업관리서비스

자료참조) 차세대사업은연구비1억원당특허0.34건(SCI 논문0.19건, 매출3억

8,000만원)의성과를달성하여국가전체R&D사업의특허0.22건보다높은투자

효율성을보였다.

-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2002년당시과학기술부는디스커버리사업의일환으로토양오염확산방지사업

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지질환경을고려한오염부지평가및탐지기

술과부지유형별오염확산및위해도평가시스템을연구하였다. 이때토양오염확

산방지및복원을위한표준오염부지평가시스템을개발하며오염부지평가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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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4>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의분류�  

� 1·2단계(2001년~2007년) � 3단계(2008년~2010년)

1. 맑고 안전한공기

2. 친환경 소재·제품

3. 친환경 공정

4. 토양·지하수복원·관리

5. 생태계복원·관리

6. 만족도 높은먹는물

7. 하·폐수처리고도화

8. 환경친화적폐기물자원순환

9. 위해성 평가·관리

10. 측정분석장비·장치

11. 정온한 생활환경조성

12. 환경시책효율성제고

매체중심의사업분류 목표달성중심의개발목적별분류

중장기사업화

기술개발사업

맑고안전한공기

만족도높은먹는물

하·폐수처리고도화

환경친화적폐기물자원순환

측정분석장비·장치

정온한생활환경조성

친환경소재·제품

친환경공정

생태복원·관리

위해성평가·관리

환경시책효율성제고

ECO-STAR Project

ET 기반 NT·융합기술

환경핵심기반

기술개발사업

사전오염예방및

저감기술개발사업

신환경대응

기술개발사업

환경융합기초

기술개발사업

원천/

공공

기반

실용화/

응용기술



선진국대비 80% 이상달성하였고, 우리나라지형지질에부합한평가및오염확

산방지기술개발을최종목표로하였다. 2005년까지 1단계에는불균질지질환경

별오염탐지, 평가및위해성평가기술을개발하고, 2007년까지 2단계에는오염

부비평가시스템의현장적용연구를단계별목표로설정하여추진하였다.

이사업은2004년 12월정부의구조조정에따라환경부로이관되어2005년부

터기술진흥원이위탁관리하게되었다.

총사업비는당초40억원으로계획되었으나, 2003년이후대통령인수위예산책

정, 차세대성장동력사업예산확보, 환경부이관에따른사업내용및예산부분조

정등으로52%에불과한21억4,000만원이투입되었다.  

1단계에는불균질지질매체적응형최적오염탐지요소기술개발등3과제가, 2

단계에는 탐사식 조사기법을 이용한 오염부지 현장적용 및 평가 프로토콜 개발

등4과제가지원되었다. 주요결과로오염부지의탐사식조사기법을이용한융합

형3차원최적평가기술등을개발하였고, 오염물질별지구화학적거동의모델인

자도출등기술수준을향상시켰다.

2006년 환경부는 후속사업으로 토양·지하수 오염방지기술 개발사업(GAIA

Project : Geo Advanced Innovative Action Project) 계획을수립하였다. 이사

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1,382억원을 투자하여, 환경시장 개방에

따른국내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력의자생력확보및상업화를유도하고,

국내기술로환경시장의90%이상을대체하고자한다.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토양지하수 사업 운영관리지침(환경부 훈령 제746호,

2007년 12월 24일)과토양지하수사업연구관리및평가지침(2008년 1월3일)을

제정하였고, 2008년에는60억원을투자하여‘고정화미생물제제를이용한유류

오염토양복원기술의현장실증화연구’등23개과제를지원하였다.

- PCBs 연구사업

2005년스톡홀름협약이발효됨에따라2015년까지국내PCBs 근절에필요한

사업의 도출과 그 사업들의 통합적·체계적 연계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

다. 이에환경부와한국전력및6개발전사등으로구성된PCBs 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로써PCBs 정책협의회에대하여, PCBs 관리를위한일관성있고

체계적인의사결정을지원하기위한로드맵도출과이행이가능하도록하였다. 

이사업의최종목표는PCBs오염제품및폐기물의관리방안을모색하고, 국내

처리기반을확보하는등PCBs 오염물질근절을위한국내역량을강화하는데있

다. 사업기간인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총 10년을 3단계로 나누어, 1단계

(2005~2007년)에는현황파악및관리기반조성, 2단계(2008~2011년)에는관리

기반확립및역량강화, 3단계(2012~2015년)에는위해성관리및적정화를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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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목표로설정하였다.

이 사업의재원은한국전력및 6개발전사에서기술지도및정책수요에따라

매년확정하여분담하고있으며, PCBs 배출원조사및배출량산정, PCBs 국내

오염현황모니터링및환경·건강영향규명, PCBs 규제관리및평가, PCBs 환

경친화적처리기술개발및적용, PCBs 정보공개및국민의식제고를위한연구

를지원하였다.

-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등전략기획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은환경기술개발에관한최초의범정부계획으로, 제1차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은2003년부터2007년까지3대중점추진과제와9개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매년 14개 중앙행정기관의 환경기술개발계획을 취합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였다. 2008년에는 환경기술개발 관련 주요 이슈와

SWOT 요인분석결과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 4대핵심전략15개중점과제를추

진하는제2차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을수립하였다. 

R&D사업으로는 2008년 토양·지하수 오염방지기술 개발사업, 2009년 환경

융합신기술개발사업을신규추진하고, 환경산업육성지원사업도 2007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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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5> 환경기술·산업육성대책

1. 세계 수준의환경기술개발

▶글로벌환경규제선도및

고성장이예상되는미래

유망 R&D 집중 투자및

상용화

- ‘Blue Ocean’개척을위한

환경기술개발

- 개발기술의산업화촉진

2012년 세계환경시장

7% 이상점유

2. 환경산업경쟁력강화

▶대기업의환경산업진출을

촉진하기위하여시장의

불확실성을제거

- 환경정책선진화로드맵마련

▶중소기업의전문화·대형화

및고부가가치환경서비스업

육성

- 환경산업진흥원제정

- 신규환경서비스업인큐베이팀

- 환경산업육성자금조성

2012년 세계 10위권

환경기술강국실현

▶

◀

▼

▲

환경기술·산업강국

[신성장동력]

1 환경산업진흥을위한정책·제도의조사·연구

5 환경산업활성화를위한지원시설의설치등기반조성사업

2 환경산업전반에대한현황및관련통계의조사

3 환경산업과관련된정보의수집·공유·활용에관한사업

4 환경산업발전을위한기술및표준화연구

6 환경산업의창업및경영지원, 그에 관한정보의수집관리

10 환경기술개발사업에대한기획·평가·관리의지원

11 기타환경산업진흥을위하여필요한사업

7 환경산업전문인력의양성지원

8 환경산업체의품질관리능력과전문성향상에필요한사업

9 환경산업발전을위한유통활성화와마케팅, 국제협력및해외진출

4. 전문인력양성및좋은

일자리창출

▶환경산업수요변화에

대처하기위하여

실무·현장형인력양성

- 환경기술전문대학원지원

- 환경기술인력 DB 구축

- 환경분야기술자격제도개선

- 중소기업맞춤형환경교육

2012년까지일자리

35만개창출

3. 환경산업수출전략산업화

▶개도국환경시장급성장에

따라환경플랜트분야

해외진출집중지원

- 환경산업수출지원단설립

- 선택과집중에입각한개도국

대상수출패키지구성

- 환경분야 ODA 규모 확대

2012년 수출액 8조원달성



까지의한·중국제공동연구사업에서실질적인환경산업기반조성을위하여확

대및다변화하고, 유관기관과의환경산업정보협력사업도강화하였다.

기술진흥원에서는 해마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환경산업이 부각되어 새롭게

열리고있는환경시장에대응한환경산업·기술의체계적인조사및경영환경변

화에대한지속적인분석을하였다. 또한효과적인신규사업추진을위한경영환

경 조사·분석을 토대로, 기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신규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사업전략개발및계획을수립하였다.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으로 환경R&D사업은 현행 사업의 효과적 추진과

환경문제현안해결을위하여역량을집중하고, 환경산업육성지원사업은환경산

업·기술의지속적발전을위한향후추진사업에대한마스터플랜수립에전사적

인자원을집중하였다.

2007년에는기술의사업화를위하여환경산업진흥사업방안을수립하여, 환경

부의환경산업진흥기본법(가칭) 및 환경기술·산업육성대책에대한전략을제공

하였다. 2008년 이후에는 정부의 환경 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차

세대 Eco-Innovation사업’, ‘폐기물/바이오매스 에너지화사업’, ‘기후변화 대

응사업’, ‘생활공간환경보건사업’등중장기기술사업을위한효과적인포트폴

리오구축하고있다.

(2) 환경산업진흥사업

- 환경기술성과홍보·확산사업

1998년G-7 사업의 3단계에들어서면서개발된성과의이전·확산업무가활

성화되었다. 특히 2000년 11월환경기술진흥센터로의조직개편이이루어지면서

성과확산업무를전담하는조직인‘사업지원처’가등장하였으며, 이에따라과제

기획·선정·평가는 사업관리처에서, 성과확산 및 환경기술 진흥은 사업지원처

에서각각담당하게되었다. 또한사업명칭도환경기술성과확산사업에서환경

기술진흥사업으로전환되었다. 

성과홍보와관련하여환경정보및인력활용을위한환경기술정보네트워크구

성, 환경기술개발 관련 각종 책자 발간 및 보급하였는데, 과제초록집, News

Letter, 환경기술성과집, 각종홍보물등을발간하였다. 또한한·중환경기술교

류 세미나 참가를 통한 국제 홍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환경기술개발관리센터

홈페이지를운영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과긴밀한협조아래공공기반기술성과

확산사업도추진하였는데구체적으로‘환경위해성평가지침제정및환경독성평

가 기술이전’, ‘국가 대기오염측정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호소수질예측시스템

개발’등과같은과제들을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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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사업 수행기관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점을 고려하여 2007년부

터우수환경기술의이전·확산을위한다양한홍보·마케팅지원사업, 환경기

술개발사업추진성과에대한대국민이해촉진을위한국민과의의사소통채널구

축이필요하여TV·라디오등다양한매체활용을통한언론보도를지원하였다.  

- 국제공동사업지원

2003년 12월 한·중환경장관회의합의에따라중국이필요로하는환경기술

에대하여 2004년부터‘한·중공동연구사업’을지원하였으며, 2007년부터‘국

제공동연구사업’으로 확대하여 중국·말레이시아·태국 등 7개국 56건의 과제

를지원하여, 총 250억원의수출을달성하였다. 또한 2007년부터개도국의지역

별환경현황·시장, 정책, 환경기술수요등을면밀한조사와분석을통하여베트

남등4개국의환경보전종합계획수립을지원하고, 2008년부터해외환경기술·

플랜트타당성조사사업22건의지원등수출협력기반을조성하였다.

2004년부터중국, 동남아에환경기술을수출을지원하고자, 공무원·환경전문

가를국내에초청하여국내환경산업체와면담및현장방문을지원하는장단기

초청연수사업도추진하였다.

또한새로운패러다임에부합한미래환경기술정보수집및유망환경시장발

굴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환경기술·산업 정보조사를 실시하였다.

KOTRA EU 11개국 13개무역관과공동협력을통한 EU 신기술조사, CIS 원천

기술 조사 및 유망 환경 시장조사, 아시아 환경분야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

한해외진출방안모색, 한·미, 한·EU FTA 자문위원회활동에적극적으로참

여하였다.

‘환경산업해외진출교두보’확보를위하여중국환경보호산업협회, 베트남환

경보호청과환경협력양해각서체결하고, ‘해외진출성과확산’을위한국내외유

관기관과의업무연계성을강화하여 KOTRA와 해외진출지원사업공동협력및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UNIDO(국제기구)와 아시아 환경전문가 초청사업을

추진하였다.

- 환경기술전문인력양성사업

기술진흥원은 2005년부터「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

거, 환경신기술분야장·단기교육과정운영기관을선정하여환경산업체수요에

따른 실무·현장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

하였다. 사업기간은 2005~2014년(10년)이며, 사업예산은 정부지원금 156억원

(60%)과 40%의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고, 환경기술 교육혁신 지원사업과 환경

신기술전문인력양성사업2개의세부사업으로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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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교육혁신지원사업은ET 핵심분야석·박사인력양성기관을선정하

여 실무·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체 수요맞춤형

전문인력양성사업으로, 사업추진내용은환경기술분야기술혁신및경쟁력강

화를위하여대학원중심의고급인력을양성할수있는산·학협동과정을지원

하는것이다. 환경신기술전문인력양성사업은환경산업체종사자단기재교육기

관을선정하여최신ET분야교육과정을운영하도록지원하는산업체수요맞춤형

전문인력양성사업으로서, 사업추진내용으로는최신환경기술분야기술혁신및

경쟁력강화를위하여실무기능인력양성을담당할교육기관을지정·지원하는

것이다. 2008년까지 토양·지하수복원 관리분야(광운대), 폐기물 자원순환분야

(경북대), 친환경소재·제품분야(서울산업대) 등 4개대학을, 환경신기술전문인

력양성사업은에코디자인(친환경상품진흥원), 기술설계및Troubleshooting(영

남이공대학), 배출가스진단장치(한국기술사회), 폐기물재활용(한국전자산업환경

협회), 환경위해성평가(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소음진동 저감 및 평가(한국소음

진동기술사회) 등6개교육기관을지원하였다.

- 환경벤처센터의운영

환경기술개발관리센터는 2000년 환경기술 개발성과 등 기술역량을 상용화로

전환·활용하기위한기반을구축하고우수한환경기술을가진벤처기업의경쟁

력을향상시키고자, 환경벤처단지조성및창업보육센터설립방안을수립하여중

소기업청으로부터환경분야창업보육센터로지정받았다. 2001년환경부는환경

산업육성, 자원절약및폐기물재활용촉진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Eco-2 프

로젝트’의일환으로, 특히유망환경벤처기업발굴·육성을위하여벤처형중소

기업에기술연구개발자금지원, 환경벤처전용투자펀드설립지원, 환경기술개

발및사업화자금융자확대지원및환경벤처기업창업지원을본격적으로추진

하였다. 2001년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기술진흥원이분리독립되면서센터의

운영업무가 국립환경과학원로 이관되어 보육기업의 지속적인 매출신장, 저렴한

입주비용, 차별화된 지원체계 등으로 많은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정부기관

의 특성상 운영 및 지원의 한계, 비정규인력 위주의 불안정한 운영 등의 문제가

있어2005년1월환경관리공단으로업무가이관되었다.

2006년 5월환경부는환경산업육성기능일원화등산하기관경영혁신방침에

따라기술진흥원으로환경벤처센터로명칭을변경하여업무를이관시켰다. 이센

터는 창업보육지원사업으로 입주·졸업기업 심사, 입주기업의 경영 지원, 주간

소식지를통한각종지원정보제공, 보육닥터제도에의한기술·경영지원, 기술,

법률, 회계, 세무, 특허등전문기관을활용한컨설팅, 창업보육관련행사지원및

홍보, 인·허가신청 서류작성, 신청대행 등 행정지원을 수행하고, 외부기업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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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창업보육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또한외부기업지원업무등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운영인력의전문성제고및역량강화등을통하여국내유일의환경특

화전문창업보육센터로자리잡게되었다. 2001년부터40개입주기업에대한보

육을실시하여25개기업이졸업하였으며, 2008년도사업화성과로15개입주기

업이 58억 2,000만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여 전년대비 전체 92%가 신장하였다.

이미졸업한기업들도센터의지원과꾸준한노력을통하여13개기업이403억원

의매출을달성하였다. 

2006년부터국제환경기술전(ENVEX)에환경벤처센터관을구성하여대한민국

창업대전, 조선일보홈덱스등관련국내전시회참가와해외시장진출을위한시

장개척단등을꾸준히운영하는등입주기업의판로및마케팅지원을적극지원

하고있다. 아울러매월정기간담회와‘CEO 경영세미나’를통하여특허관리, 계

약서작성, 마케팅전략, 자금조달전략등총 19회에걸쳐성공적인경영전략을

주제로 입주기업 CEO들의 경영마인드를 배양하였다. 또 센터는 입주기업의 수

요에따라‘성장단계별맞춤형’보육지원을하고, 2008년하반기부터수도권내

환경산업체를대상으로원격보육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다.

-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의운영

환경부는「환경정책기본법」제15조의 3(환경정보의보급등) 및「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제9조(환경·기술정보의보급등)에따라, 1999년6월환경

관리공단에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www.konetic.or.kr)를 설치하고, 2000년 4

월부터인터넷을통한서비스를실시하였다. 2006년 5월 환경부는산하기관기

능조정에따라보다개선된양질의 DB와다양한부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

기술진흥원으로업무를이관하였다.

이 센터는 과학적이고 체계적 정보수집, 수요자 중심의 DB구축, 전문가 Pool

및국내외 IP 확대를통한DB 고급화, 유관기관과의정보교류확대를통한다양

한환경정보수집체계를구축하는등종합환경정보인프라를구축하여국내최고

의환경정보연구센터로거듭나기위한많은노력을기울여왔다. 센터는현재환

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을포함하여총8개의시스템을운영하고있다.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www.konetic.or.kr)은 지난 2000년 4월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설계시공정보, 기술지원진단정보, 시설운영정보 등 14개

DB에 48만 건의정보를서비스하였다. 그 결과 2008년에는일평균이용자가 2

만5,000명에도달하는놀라운성과를달성하였다.

사이버환경실무교육시스템(edu.konetic.or.kr)은 현장경험 및 노하우에 대하

여 온라인 지식교육 및 지식보급을 통한 환경기술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2005년 하수처리시설운영 실무 등 2개 교육과정과 운영프로그램(L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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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Management System)을도입하였다.

‘APEC-EF 사이버환경교육시스템(www.keedu.re.kr)’은 APEC 회원국 중

낙후된 지역에 온라인 환경기술교육으로 교육기회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환경

산업을발전시켜환경개선에기여하고자, APEC-EF(Education Foundation)로

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영어로 교육하는 사업이었다. 2006년 11월에 착수하여

2007년 10월에완료한사업으로소각과하수분야각 30차시로구성된과정으로

국제사업을센터가독자적으로수주한최초의사업이었다. 

APEC-VC는회원국간환경기술정보교류협력을통하여환경문제를해결하고

지구및지역환경보전등을목적으로설립된환경정보망이다. 우리나라는2003

년에 APEC-VC Korea 웹사이트를 개설(www.apec-vc.or.kr)하였고, ‘2007

APEC-VC Seoul Workshop’은‘APEC-VC 회원국간네트워크를통한실질적

인 환경기술 교류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2007년 6월 11일부터 3일간 12개국

대표등약40여명이참여하여환경정보를교류하였다.

한·중 환경산업정보망(www.eischina.or.kr/www.eiskorea.org.cn)은 국내

환경산업체들의중국진출을지원하기위하여중국환경산업정보및환경기술의

DB를 구축하여 중국 환경시장정보를 국내 환경산업체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이를통하여시장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2006년3월부터서비스를

시작하였다. 한·베 환경산업정보망(www.eisvietnam.or.kr/www.eiskorea.

org.vn)은 환경부의‘환경산업해외진출촉진전략(2006년 12월)’에따라, 2008

년부터국내환경산업체들의베트남진출을지원하기위하여베트남환경산업정

보및환경기술의DB를구축하였다.

2007년에 중소기업 환경기술·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기술개발을 촉진

하기위해서사이버환경기술지원시스템(www.ecoexpo.or.kr)을 구축하였다. 또

포항공과대학교 환경연구정보센터에서 환경공학연구정보센터(DICER)를 이관

받아 전문연구자 커뮤니티 지원 및 자발적·쌍방향성의 정보유통기반을 조성하

고, 기술개발자들에게기초연구자료의제공및사용자간의공유가가능하도록개

선하였다.

어린이 환경과 건강 포털사이트(www.chemistory.go.kr)는 환경부에서 운영

하고있던‘어린이화학교실포털사이트’와‘어린이위해성정보시스템’을2008

년5월부터기술진흥원에서통합운영을하게되었다.

- 환경신기술평가

환경기술평가제도는신기술개발촉진및환경산업육성에기여하고국민의삶

의질을향상시키기위하여국가에서환경기술을평가하여신규성과우수성이있

는기술에대하여신기술(NET : New Excellent Technology)로인증또는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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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줌으로서, 기술수요자는신기술을믿고사용할수있고기술개발자는개발된

기술을현장에신속하게보급할수있는지원제도이다. 특히기술검증은신기술

인증절차에추가적으로신청기술의신규성·우수성(기술의성능, 현장적용성)을

현장검증하는국내유일의매우신뢰도가높은평가제도이다. 이제도는 1997년

에도입되어환경관리공단에서운영하다가 2000년「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

한법률」제7조에근거법령을마련하였고, 2006년 7월 1일환경부산하기관기

능조정에따라기술진흥원으로업무가이관되었다.

2006년 1월 1일부터KT, NT, IT, ET, CT 등각부처·기관별로분산되어추

진해 오던 인증제도를 NET(신기술)와 NEP(신제품)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1997년 제도 도입 이후 2008년까지 총 641건의 신청기술을 평가하여 289건의

환경신기술에대한신기술인증서또는기술검증서를발급하였다. 신기술의현장

활용실적을살펴보면, 6,570개현장에적용되어총 2조 6,157억원의실적을거

두었다. 환경신기술의현장적용을확대하기위하여지방자치체공무원등을대상

으로환경신기술발표회를개최하였으며, 2008년에는30회정도지방순회설명회

를확대·개최하였다. 기술수요처에서인증된환경신기술의세부설계제원을파

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환경 신기술 설계편람」및「신기술요약집」을 매년 발

간·배포하고있다.

기술진흥원은‘신기술인증·기술검증 제도개선 및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를

통하여 평가의 명확화, 심의위원 확대 및 전문화 등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신기술보급촉진책을보완하고기술수요자에대한지속적인홍보를추진하여

환경신기술에대한인지도및신뢰도강화를위하여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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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친환경상품진흥원의발자취

1. 설립및발전과정

(1) 환경마크위원회

상품진흥원의 역사는 1994년 환경마크협회와 1992년 환경마크위원회 시대까

지거슬러올라간다. 상품진흥원은우리나라제품환경정책과녹색소비정책의효

시인환경마크제도의발전과함께하였다.

환경부는 1980년 후반 각종 환경오염사고가 자주 일어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사업장중심의규제와단속뿐만아니라국민의소비생활에서발생하는

환경오염을줄이기위하여시장원리에맞는환경마크제도등새로운환경정책을

추진하였다.

환경마크제도는동일용도의제품중생산및소비과정에서오염을상대적으로

적게일으키거나자원을절약할수있는제품에환경마크를표시하여소비자에게

정확한 환경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이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제품을 개

발, 생산·판매하도록촉진하는제도이다. 

환경부(당시환경처)는 1992년3월환경마크제도세부추진계획을마련하고, 같

은해4월4일‘환경마크제도의운영에관한규정’을제정·고시하였다. 

이규정에서는환경마크제도운영에필요한대상제품의선정절차, 부여기준의

확정및인증절차등을마련하였다. 제도의주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환경마

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고, 환경보전협회를 제도운영기관으로 지정

하였다.

환경마크위원회는1992년6월환경마크대상제품으로재생종이제품류, 폐플라

스틱제품류, CFCs를사용하지않는스프레이류, 재생화장지등4개제품군을선

정하였고, 7월 (주)태평양의 스프레이 제품에 국내 최초로 환경마크를 인증하였

으며, 12월에는8개품목을추가하였다. 

한편 공해추방운동연합 등에서 민간단체 차원의 녹색마크제도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환경부는유사마크제도가실시될경우소비자들의혼란을우려하여제도

통합을위한사회단체장간담회를개최하여양제도를통합하고, 녹색마크추진

단체대표자다수를환경마크위원회에참여시키며, 사무국을설치하기로하였다.

1993년 5월에 환경마크위원회를 개편하고, 10월에는 환경마크위원회 사무국이

환경부(당시잠실청사) 기자실옆에서업무를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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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는환경마크제도의법적근거와제도운영기관인환경표지협회의설립근

거를반영한「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을제정하고, 1994년 6월 30일

까지환경보전협회에서업무를대행시키고자하였다. 하지만법률제정이지연되

고특히환경표지협회의법정법인화계획이국회의법안협의과정에서무산되고

말았다.

환경마크위원회는환경보전협회의운영시한이다가옴에따라, 1994년6월말에

사단법인 환경마크협회를 설립하고 위원들이 협회의 이사로 참여하기로 결의하

였다. 

(2) 환경마크협회의설립과운영

환경마크협회의 창립총회를 1994년 6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

최한후에도사단법인설립승인이지연되어 1994년 8월 12일에야인가증이나

왔다. 6월 말부터 8월 12일까지는 환경보전협회의 대행기간은 종료되고 환경마

크협회는설립승인을못받는행정상공백이발생하였다. 

이에따라설립인가가날때까지환경마크위원회가존속시켜사무국에서환경

마크인증등을처리하기로협의한뒤, 7월 31일환경보전협회와사무국간인수인

계를하였다. 

당시 환경마크 인증여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마크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바탕으로이사들이최종심의·결정하였으며, 친환경상품을소비자가많

이쓰도록홍보하기위하여환경마크협회보발간(격월간), 시민단체와연계한녹

색소비교육실시, 녹색소비생활지침서개발·보급(1997년), 백화점과연계한환

경상품전시회(1999년) 개최등다양한사업을추진하였다. 

환경마크제도 유럽연수(1996년), 국제환경라벨링네트워크(GEN) 회원가입

(1997년), 무역과 환경라벨링 국제워크숍 개최(1997년) 등으로 환경마크제도의

사회저변을확대하여나갔다. 

당시에는 협회 실무자들이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재활용품이나 단순 가공제품

위주로환경마크대상제품으로선정하고인증기준을개발하던수준이었다.

환경부는 1996년환경마크제도활성화방안을마련하여, 대상제품선정과인증

기준개발연구에 4년간매년 3억원씩투자하기로계획하고, 1997년 한국화학시

험연구원에연구를의뢰하였으며, 1998년부터는협회가연구에직접참여하도록

하였다. 

협회는연구참여를계기로전문직원을채용하여실무역량을강화하고수입도

늘리는한편, 기존의대상제품중단순가공품이나재활용제품을폐지하거나통합

하고냉장고·에어컨등내구성가전제품을비롯한주방용세제류등일반소비재

품목으로확대하여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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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1997년 말부터 시작된 IMF의 여파로 1998년에는 환경마크 인증제품

수가전년대비48%나급감하는등재정적으로매우어렵게되자, 1999년부터국

고보조금을지원받기시작하였다. 국고보조금단체로지정됨을계기로녹색소비

촉진시민단체에서제품의환경성을전문으로하는기관으로의방향전환을요구

받게되었다. 

협회는이러한쇄신분위기속에서환경마크인증기준의과학화, 제품 환경성

관련연구역량제고를중점추진하는한편, 운영경비절감노력과함께2000년10

월에환경마크사용료체계도종래인증제품의소비자가격에근거하던것을매출

액 기준으로 전환시켜 재정을 안정화시켰다. 또한 협회의 재정상태가 연구용역

수주와친환경상품전시회개최등으로호전되자‘인력충원→사업확대→수입

증대→전문인력충원→사업고도화’라는선순환구조를형성하여, 도약의기틀

이마련되었다.

협회는 2000년부터 사업영역을 본격적으로 확대하여, 환경부로부터‘제품의

포장방법및포장재질검사기관(2000년)’, ‘환경성적표지제도의국가LCI데이터

베이스 운영기관(2001년)’및‘에코디자인 보급기관(2002년)’으로 지정받았다.

2002년에는제도도입 10주년을기념하여대만·태국과환경마크상호인정협정

을체결하였고, 환경마크인증기준의국제공통기준작업추진(2002년~) 등을통

하여국제사회의환경마크제도발전에기여하면서, 2004년에는국제환경라벨링

네트워크의이사직에도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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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환경상품진흥원의설립

2003년 참여정부국정과제에 친환경상품법의 제정이포함되면서, 2004년 12

월 31일에「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제정되고,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당시 환경부와 환경마크협회는 공공기관의 의무구매제 이외에도 친환경상품

생산업체에 대한 융자지원 등 생산지원 근거를 제정하고자 하였으나,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공공녹색구매의촉진기능으로국한되었다.  

친환경상품법에기관설립의근거조항이반영됨에따라, 환경부는 2005년 2월

에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친환경상품진흥원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

여청사확보, 이사회구성과초대원장의인선등의작업을추진하였다. 

2005년 9월부터 상품진흥원은 기존 협회에서 수행하던 환경마크제도 운영은

물론, 녹색공공구매촉진및실적관리, 친환경상품정보제공과교육·홍보, 친환

경생산기법보급, 유통·판매지원등친환경상품과녹색소비관련정책의중추

기관으로업무를수행하였다. 

상품진흥원은초기경영기획국·제품평가국·구매진흥국등 3국 10팀 32명으

로 출범하였다.이어 2006년 친환경상품연구센터를 설치하고, 2008년 친환경상

품판매촉진을위한E-biz 사업단을설치하여 3국 1센터 1단, 13팀 70명으로운

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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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현황및추진성과

(1) 환경마크제도운영

2008년까지 환경마크 대상제품은 136개 품목, 인증제품은 1,281개 업체,

6,005개제품으로확대되었다. 아래의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 2004년을기점

으로공공기관에대한친환경상품의무구매제시행에따른영향으로환경마크인

증이폭발적으로증가하였다. 

환경부는환경마크제도의인지도를높이기위하여 1997년종량제시행과함께

봉투판매소를 알리는 표지로 환경마크도안을 사용하였지만‘환경마크=재활용’

이라는이미지를연상시켰다. 

특히당시재활용제품의품질이낮아‘환경마크인증제품은재활용제품이고품

질이떨어진다’는부정적이미지가형성되었다. 이에따라가전업계등첨단제품

생산업체들이참여를기피하고, 인증제품에도환경마크를부착하지않으려는실

정이었다. 

2004년 9월에환경부는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고‘환경마크=국가대표친환

경상품브랜드’라는새로운포지셔닝을위하여도안을변경하였다. 

상품진흥원은환경마크인증제품에대한소비자의신뢰를확보하기위하여대

상제품별로관리등급을설정하여사후관리에만전을기하며, 2008년부터분기별

사후관리사전예고를실시하여업체가스스로인증기준에적합한제품을생산할

수있도록유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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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8> 연도별환경마크인증제품및생산기업추이



(2) 친환경상품구매촉진

- 공공기관의친환경상품의무구매제시행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공공기관은구매하고자하는품목에친

환경상품이있는경우품질이현저히떨어지거나공급이불안정적인불가피한경

우를제외하고는친환경상품을구매하도록의무화하고, 매년친환경상품구매계

획과 실적을 공표하도록 하였다. 친환경상품의 범위는 환경마크, 우수재활용

(GR) 인증제품, 환경부장관이고시한친환경상품판단기준에적합한상품이다. 

환경부장관은 5년단위의친환경상품구매촉진기본계획, 1년 단위의친환경

상품구매지침을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친환경상품의구매를촉진하기위

하여필요한경우에는조례로정하여시행할수있도록하였다. 친환경상품관련

사업자·단체지원을위하여정보교류, 전문인력양성, 국내외판매및인증획득

등을지원할수있도록하였다. 

이법의적용을받은공공기관은법률제정당시는707개기관이었으나, 2008

년에는827개기관으로확대되었다. 국·공립학교, 하위자치단체등산하기관을

모두 포함시킬 경우 26,711개 기관으로 파악된다. 그간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총구매액은3조 1,439억원이며, 2002년 2,099억원에서 2008년에 1조 5,840억

원으로꾸준히증가하였다.

상품진흥원은출범과동시에친환경상품종합정보망을구축하였다. 특히 3만여

공공기관의친환경상품구매실적을추적하고자, 2006년부터조달청의나라장터와

연계하여공공기관이구매한품목과금액, 구매시기등의자료를실시간으로분석

하였다. 

하지만공공기관이조달청을통하여구매하는비율은 65% 수준이기때문에나

머지구매분은실적집계가정확하지않았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상품진흥

제4편소속공공기관사 1139

<표 4-5-1> 「친환경상품법」의의무구매대상제품

제도명 환경마크제도 GR마크제도

법적근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 제33조 등

대상품목 사무용 OA, 건축자재 134품목 폐지, 폐유리등 17개 분야

인증제품수 1,215개사 / 5,572개 제품 (2009. 8) 198개사 / 231 제품 (2009. 9)

로고

운영체계 환경부 / 친환경상품진흥원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



원은2007년부터정부의전자결재망과연계작업을펼쳐왔다. 그결과2009년부터

국가재정망(기획재정부)과 지방행정망(행정안전부)과 연계되며, 2010년에는 교육

재정망과연계되어거의실시간으로친환경상품구매정보를받을수있게되었다.

육분본부로부터는 2009년부터 분기별로 2,000여 개 대대급 부대의 구매정보도

받아볼수있으며, 2010년부터해군과공군으로확대될계획이다. 

이처럼대부분의공공기관으로부터공공녹색구매정보를받을수있게되면서

고객별로구매품목과재구매시기를분석하여맞춤형정보제공은물론, 공공시장

의친환경상품니즈를파악하여환경마크신규품목과업체발굴에활용할수있게

되었다. 

또한그동안환경마크인증신청기업의제출자료에의존하던마크사용료산정

도이제는공공구매실적정보를갖고정밀추적함으로써업무생산성을높일수

있게되었다. 2009년까지Data Warehouse를구축하여Data Mining 능력을제

고하고, 2012년까지고객관계관리(CRM)를갖추는것을목표로추진하고있다. 

상품진흥원은공공기관구매담당자를대상으로「친환경상품법」에따른구매계

획수립과구매실적집계및수범사례전파, 전자상거래소개등녹색구매교육을

집중적으로실시하였다. 

인센티브차원에서교육이수자에게교육이수확인증을발급하는한편, 2005년

부터 10여 명에게 정부표창과 함께 친환경상품 해외 정책연수를 지원하였으며,

2007년에는「친환경상품법」에‘국가종합친환경상품포상제’시행근거를마련하

고, 2008년부터시행하였다. 

한편 상품진흥원은지방자치단체에구매실적집계및공표, 지자체차원의친

환경상품생산업체지원근거, 수범구매담당자에대한포상등을규정한‘친환경

상품구매조례표준안’을보급하였고, 지역시민단체등과함께녹색구매조례제

정간담회등을개최하였으며, 조례안에대한검토등을지원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8년에 총 83개의 지자체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제정하였다. 

상품진흥원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7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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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2> 정부 전자결재망기관연계추진현황

연계시스템 � 대상기관 연계시점

나라장터(조달청) - 48,000여 개(임의기관 23,000여 개포함) 2006.10

국가재정(기획재정부)
- 국가기관(51개) 및 산하기관(92개)

2009.1�
- 국공립대학(218개)

지방재정(행정안전부) - 동사무소, 면사무소등 8,700여 개 2009.1

교육재정(교육과학기술부)
- 16개 시ㆍ도교육청 2009.6

- 10,200여 개국ㆍ공립초ㆍ중ㆍ고등학교포함 2010.1

국방부
- 육군본부소속 2,000여 개대대급부대 2009.1

- 해군, 공군 대대급부대 2010.1



터친환경상품에대한환경·경제적편익을분석하고있다. 이 자료를활용하여

녹색구매를 통하여 얼마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가를 분석하여 공공기관에 제공

하고있다. 공공기관은약65%의물품을조달청을통하여구매하고, 나머지는자

체적으로구매하고있다. 

2005년 7월부터 2008년 9월말까지조달청구매분을갖고온실가스저감효과

를분석한결과, 약 122만톤의이산화탄소를줄인것으로나타났다. 이는 10년생

소나무약 11백만그루가흡수하는이산화탄소양과같으며, 경제적편익도 185

억원이넘는것으로추정되었다.

- 산업부문의녹색구매유도

기업은녹색생산자이면서동시에녹색구매자이다. 즉녹색생산자로서제품책

임주의구현을위한기술개발과친환경상품을생산·보급하고, 건전한기업소비

자로서친환경상품구매·사용을통하여지속가능한소비문화확산에중추적역

할을담당하고있다. 

상품진흥원은 산업계의 녹색구매 촉진을 위하여 환경부와 산업계간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에 2008년까지 102개사가 참여하였다. 상품진흥원은 협약의 이행

성과를높이기위하여 2006년에‘산업계녹색구매표준지침’을개발·전파하는

한편, 업종별녹색구매활동정보와추진실적을공유하고있다. 자발적협약기업

이 2007년에 구매한 환경마크 인증제품은 2,015억원으로 전년보다 20% 증가

하였다. 

또한 이들 기업이 구매한 친환경 원부자재는 약 15조원으로 조사되어 산업계

녹색구매의잠재력이매우크다는점을알수있었다.

- 일반소비자의녹색소비문화확산

상품진흥원은 친환경상품의 생산자와 녹색구매자의 서로 만나 정보를 교류하

고 활용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친환경상품전시회를 개최하였다. 2004년에는

제주에서개최된UNEP 특별집행이사회의부대행사로개최하였다. 전시회개최

기간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대회,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교육, 산업계 대상의 각

종세미나, 일반소비자대상의아토피강좌, 쿨비즈패션쇼, 에코매직등다양한

행사도병행하면서이제는국내대표적인저탄소녹색생산·소비촉진전시회로

자리잡아가고있다.

상품진흥원은친환경상품유통촉진을위하여2006년에는「자원의절약과재활

용촉진에관한법률」에근거하여운영되던대형유통매장의재활용제품판매코너

를「친환경상품법」으로이관, 3,000㎡이상의대형유통매장은 10㎡이상의친환

경상품판매코너를의무적으로설치·운영하도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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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대형마트 288개, 백화점 75개소등총 386개유통매장이동법의적용

을받았다.

일반소비자들을대상으로하는녹색소비교육은환경마크협회시절인 1996년

부터지속적으로추진해온사업이다. 상품진흥원의설립이후에는한국녹색구매

네트워크(GPN), 환경재단시민단체들과협력하여좀더다양한녹색소비교육사

업을진행하였다. 

- 친환경상품전문E-마켓플레스구축사업

상품진흥원은 2006년에 친환경상품전문 E-마켓플레스구축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부터 민간사업자와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친환경상품전문쇼핑몰을운영하고있다. 

이 사업은 공공시장뿐 아니라 민간시장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과 친환경상품

생산업체들의판로개척을목적으로추진하고있다. 공공기관들이조달청을통하

여구매하는비율이65% 수준이기때문에나머지시장도친환경상품구매를촉진

하고, 아울러녹색구매자발적협약기업들을타깃으로친환경상품보급을촉진하

고있다. 

이를통하여친환경상품생산중소기업들의국내판로개척을지원하고있는데,

2012년부터는글로벌서비스지원체계를구축하여국내·외녹색성장의허브역

할을수행하도록노력할계획이다.

(3) 환경성적표지제도운영

환경성적표지제도는 제품의 전 과정에 걸친 환경정보를 객관적으로 추출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도로, 국제표준화기구(ISO)는 1996년부터 국제표준화작

업을추진하고있었다. 

환경부는1998년「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제도운영의법적근거

를마련하고, 제도운영기반인 LCI 데이터베이스구축작업에착수하였고, 2000

년에는 대상제품을 선정하여 인증에 필요한 기준을 만들었다. 환경부는 2001년

부터이법에의거하여제품의생산·유통·소비·폐기등전과정에걸친환경

영향 정보(온실가스배출량·물질소비량·오염배출량 등)를 수치로 표시하는 환

경성적표지제도를본격적으로시행하였다.  

이제도는환경마크제도와는달리운영체계가인증기관(환경관리공단), 인증심

사원교육기관(환경보전협회) 그리고국가LCI정보망운영기관(친환경상품진흥원)

으로복잡하여운영성과는미미하였다. 환경부는 2006년에제도개선의일환으

로상품진흥원에서인증기관업무까지수행하도록조정함에따라2007년부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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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리공단에서 인증업무를 이관 받았다. 2008년까지 총 302개 제품이 환경성

적표지를인증받았다. 

한편환경부는2008년부터환경성적표지중이산화탄소배출정보만별도로표

시하는탄소성적표지제도의도입을추진하였다. 이에따라상품진흥원은2008년

7월 탄소성적표지 시범인증을 위하여 10개 제품을 선정하는 한편, 2009년 2월

탄소표지인증업무에 관한 규정을 고시로 제정하고 12개 업체 23개 제품을 인증

하였다. 

(4) 친환경산업지원사업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TEN) 운영

2000년대 들어 EU·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들은 제품 환경규

제를 대폭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해외무역과관련된각종규제등에민감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상품진흥원은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의연구성과를바탕으로전국경제인연합회등과함

께 2004년부터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TEN)를 구축하여 무역관련 환경규제,

환경표준과국제환경협약및무역환경협상정보를수집·분석하여산업계에제

공하고있다. 

TEN은해외공관의환경관, 국내외관련전문가, 국제기구홈페이지및국내외

무·유료 환경사이트 등을 검색하여 환경규제 원문, 환경표준, 환경협약·협상,

기후변화, 전문가분석자료, 해외산업정보, 주요행사등의정보를제공하고있다.

2008년 7월부터기후변화에대한국제동향도신속히파악하여관련업무종사자

에게제공하고있다. 

- 에코디자인(친환경제품설계) 보급·확산

상품진흥원은제품환경성개선을통한사전예방적환경정책이부상함에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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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9> 환경성적표지및탄소성적표지도안

환경성적표 탄소성적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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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산업계에친환경제품설계기법인에코디자인을보급하였다. 

그간에는 에코디자인 소식지 발간, 에코디자인 매뉴얼 발간, 에코디자인 정보

시스템 등을 통하여 산업계 에코디자인 보급 기반조성에 노력하였다. 앞으로는

에코디자인현장진단·지도사양성과중소기업현장진단·지도사업을통하여

에코디자인전문인력을양성하고중소기업대상의에코디자인적용사업통하여

산업계자체적인문제해결능력배양을유도할계획이다. 

이를위하여2009년부터미래환경산업10만양성사업의일환으로대학원생을

대상으로한에코디자인특성화대학원및현장적용교육도실시할계획이다. 

(5) 국제협력사업

1997년국제환경라벨링네트워크(GEN)에회원으로가입한이래, 환경마크제도

의글로벌화를위하여대만·태국·일본·중국·호주·뉴질랜드등 6개국의환

경마크제도운영기관과상호인정협정을체결하였다. 

협정체결 이후에 컴퓨터·복사기 등 3개 품목에 대한 환경마크 국제공통기준

작업에주도적으로참여하였다. 2008년 10월말현재국내환경마크를인증받은

외국제품은총30건이고, 한국의업체가해외환경마크를인증받도록지원한경

우는7건이다. 

또한 2002년부터 환경부로부터‘한·중·일 환경산업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위탁받아운영하고있으며, GEN 총회유치(2006년)를비롯하여국제녹색구매네

트워크(IGPN)·UNEP·UNESCAP 등과의 다양한 녹색구매 관련 국제협력도

지속적으로추진하여왔다. 

그 밖에도산업계대상으로선진국환경경영연수사업(2000~2004년)과 공공

기관구매담당자에대한녹색구매해외연수(2005~2008년) 등도지속적으로실

시하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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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환경산업기술원으로의통합

1. 새로운도약의전기, 기관통합

2009년 4월 8일 기술진흥원과 상품진흥원이 통합되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

로새롭게태어났다. 양기관의중점사업을보면, 기술진흥원은국가환경기술의

R&D분야전담기관으로서환경기술진흥분야를선도해온반면, 상품진흥원은친

환경상품의기준설정과인증, 구매촉진분야에강점을갖고있었다. 이는달리말

하면기술진흥원은기술개발된제품에대한시장형성에는취약점이있었고, 상품

진흥원은반대로생산과기술개발지원업무는미흡하였다.

양기관의통합은단순히기존조직의중복기능이나군살을도려내는식의경

영합리화보다는상호보완적이며연관산업적성격의통합이었다. 양기관통합의

시너지효과를높이고환경산업을체계적으로육성하기위하여기존에양기관이

수행하여 왔던 환경기술개발과 친환경상품 보급촉진 사업 이외에도 환경산업의

육성을위한융자사업과수출지원업무는물론, 환경컨설팅산업육성, 기업의환

경경영활동을지원하는신규업무가부여되었다. 

향후국제사회는재앙적기후변화와자원고갈, 인구증가, 물 부족, 생태계파괴

등으로강력한기후변화대책을비롯한새로운이슈의환경규제와정책을지속적으

로만들어낼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국제사회의움직임등에능동적으로대처하

기위하여이명박대통령이정부수립60주년기념8·15 경축사를통하여향후60

년의국가비전으로‘저탄소녹색성장’을제시하였다. 이는기후변화를대처하지않

으면안된다는절박한국제사회의노력에동참함과동시에지속가능한발전을추구

하기위하여저탄소사회구조를실현하여야한다는강력한의지라고보인다. 

이처럼 국내외 여건 변화 속에 통합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환경산업·기술 및

친환경상품관련사업은무궁무진하다. 이를위하여통합기관은명실상부한환경

산업·기술및친환경상품의진흥기관으로거듭태어나게된것이다.

통합대상기관이된기술진흥원과상품진흥원은양기관의상이한재무구조및

임금·직급체계 등을 정비·통합하고, 사무공간, 비품관리 등의 기술원 출범에

필요한전반적인실무를수행하기위하여환경부및양기관관계자로구성된‘기

술및상품진흥원통합실무TF’를 2008년 6월에구성하여매월 1회정기회의를

진행하였다. 6개 실무분과(총괄, 예산, 직급·보수, IT, 물품, 사업개발 분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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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여양기관사이에서최대한합의점이도출될수있도록분과별회의를수

시로운영하였다.

실무분과에서는통합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소요비용의분담, 업무공백의최

소화를위하여실행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였다. 직급과보수체계가주요쟁점사

항이었으나, 기술진흥원의연구직으로단일화하고, 양기관의인사기록카드교환

및보수관련비교분석등을통하여직급및자격기준의범위를조정하고직급

보수체계를일원화하기로합의하였다. 

또한「환기법」개정안의부칙에따라통합기관의설립에관한사무를처리하기

위하여설립위원회를환경부장관이임명또는위촉하는10인으로구성하였다. 위

원회의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설립추진실무추진단을운영하여정관작성및설

립등기등설립위원회의업무지원뿐만아니라2009년 4월8일개원식행사까지

추진하였다.

기술진흥원의주요기능은환경기술개발사업기획·평가·관리, 환경산업해

외진출 및기술의 수출지원, 환경산업·기술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신기술인

증및기술검증, 환경산업·기술정보의수집및보급등이었다. 상품진흥원은친

환경상품소비자교육및홍보, 공공기관친환경상품구매실적관리, 산업계친환

경상품개발지원, 제품환경관리정책및기법연구등이었다. 

통합기관은기술개발단계에서부터상품화(생산·소비) 및수출지원기능에이르

기까지전주기적환경산업육성지원을위한기능을확대개편하였다. 신규기능은

환경산업의해외수출촉진, 저탄소녹색산업육성, 기업환경경영지원등이있다.

기술진흥원은 3본부 2단 1센터 12팀(정원 76명), 상품진흥원은 3국 1센터 1단

13팀(정원 66명)의조직으로운영되어왔으나, 통합기관의조직구성은환경부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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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협의하였다. 기관장의책임경영유도하기위하여기술진흥원원장

이 기술원의 원장으로 승계하고, 분야별 전문화된 기능수행을 위하여 이사관리

(환경산업이사, 환경기술이사)체계를 도입하였다. 또한 기관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극대화할수있도록기존기능수행조직을통·폐합하고, 신규기능수행

조직은 최소 신설하는 원칙에 의거하여 2이사 2본부 14개 실·팀으로 구성하였

다. 정원은 양기관의정원인 142명에서 134명으로 5.6%를 축소하였으며, 축소

된정원은2012년까지자연감소분과희망퇴직등을활용하여연차적으로조정하

도록설계하였다.

2. 미션및비전의재정립

통합기관의미션및비전을재설정하기위하여내외부환경요인의분석, 조직

의사명및존재의이유를실현하기위하여수행하여야하는활동범위를설정하

였다.  

미션은「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거‘환경기술의개발및친환

경상품의구매를효율적으로지원하고환경산업을육성한다’로설정하였다. 비전

은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미래의청사진이자중장기목표로‘녹색성장을위한기

술과산업을선도하는글로벌리더기관으로’설정하였다.

전략목표설정을위하여양기관의내외부환경분석, 전직원대상의설문조사,

주요 보직자 및 실무 TF의 인터뷰, 및 워크숍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환경

R&D 전략적지원, 우수녹색성장산업집중육성, 친환경상품및환경경영보급

확대, 국제협력및해외시장진출지원등4가지의전략목표를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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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개발기획

R&D

지원관리

기술제품

평가인증

기술제품

상용화

국내

마케팅

신규 신규 신규

산업육성

지원
수출지원

환경경영

지원

<표 4-5-3>� 신규 주요기능� � �

<그림 4-5-11>� 환경산업육성지원위한기능확대개편

구�  분 주요업무 추진근거

•환경산업체사업화자금융자지원 •국정과제

산업육성 •환경산업전문인력양성및일자리창출지원 •대선공약

•우수기술환경산업체마케팅지원등 •환기법�

•환경산업해외진출정책패키지사업추진
•국정과제

수출지원 •환경산업체수출기업화지원

•환경산업수출상담및해외마케팅지원등
•환기법

•탄소성적표지제도도입및시범인증실시
•국정과제

환경경영 •우수친환경제품및서비스개발촉진

•저탄소기업및제품보급·확산
•환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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