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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 제주도 매립장 전수조사 결과 보고서 요약문

 제주도의 생활쓰레기 문제는 2010년 이후 해가 지날수록 점점 악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제주시 압축쓰레기의 필리핀 불법반출사건 등이 터지며 제주도 생활쓰레기 문

제가 도내를 넘어 도외와 해외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들어났다. 이렇게 제주도

의 생활쓰레기 문제 심각하게 드러나는 가장 큰 이유는 급격하게 증가한 인구와 관광

객에 있다. 특히 저가항공사의 취항으로 인구와 관광객 증가정책이 탄력을 받았고 이

렇게 증가한 인구와 관광객으로 인해 대규모 도시개발, 관광개발이 이뤄지면서 생활쓰

레기 처리난과 더불어 매립장포화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제주도는 동복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을 조성하며 지

난 2019년 2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지만 신규매립장 운영에도 불구하고 기존 매립장 내 

가연성생활쓰레기가 대거 반입되는 등의 문제는 여전했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19년 7월 8일부터 2019년 8월 13일까지 약 한 달간 도내 운영중인 매립장과 종료된 

매립장 전체를 조사하여 그간의 문제를 돌아보고 정확한 현황과 정책적 대안이 무엇인

지를 파악하는 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조사에는 광역시설인 동복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과 제주시에서 운영중인 

봉개, 동부, 서부매립장, 종료된 애월, 한경매립장을 조사했으며 서귀포시는 운영중인 

색달, 남원, 표선, 성산매립장과 종료된 안덕, 대정매립장을 조사하였다. 이번 조사를 

통해 광역시설이자 신규매립장인 동복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에 아직은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향후 기존 매립장 종료에 따라 급격한 부하가 발생하고 기존 매립장에

서 발생했던 문제가 고스란히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만큼 기존 매

립장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제주시 매립장의 경우 봉개, 동부, 서부매립장은 모두 포화된 상태로 잔여매립공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세 곳 모두 계획된 매립량을 넘어서는 매립을 수행하

고 있다. 이렇게 매립이 이뤄지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소각장 포화와 재활용시설 포화

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봉개매립장의 경우 재활용 잔재물과 협잡물, 음

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매립하고 있다. 먼저 음식물슬러지는 소각해야 하지

만 소각장포화로 매립하고 있고, 재활용 잔재물과 협잡물은 동복 제주환경자원순환센

터 매립장으로의 반입이 협의되지 않아 자체 매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부와 서부매

립장 역시 봉개매립장과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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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매립장의 경우 제주시에 비해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 매립되는 종류도 다양

하고 성상도 매우 불량하다. 현재 서귀포시 주매립장인 색달매립장의 경우 재활용 잔

재물 및 협잡물을 포함해 대형폐기물, 영농폐기물 등 가연성쓰레기가 상당량 반입되고 

있으며 하수준설토, 음식물슬러지, 폐감귤류 등 유기성폐기물도 상당부분 반입되고 있

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렇게 가연성과 유기성폐기물의 비중이 높은 경우 매립장 압력

과 메탄가스에 의해 자연발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색달매립장의 경우 메탄가

스를 포집하지 않고 공기중으로 방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더욱 취약한데 

그런 이유로 최근 1년 사이 2차례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남원, 표선, 성산매립장도 

색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인데 이 3곳의 매립장의 주요한 문제는 소각장 고장 등

의 생활쓰레기 처리난이 발생하게 되면 가연성생활쓰레기가 직매립된다는 점이다. 가

뜩이나 영농폐기물과 감귤류폐기물의 반입이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가연성생활쓰레기

가 집중적으로 매립될 경우 매립장의 급격한 포화와 그에 따른 조기종료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조사로 서귀포시 4곳의 매립장의 잔여 매립량은 색달매립장 4%, 

남원매립장 8%, 표선매립장 7%, 성산매립장 3% 등이다. 사실상 2020년 상반기 정도에

는 4곳 매립장 모두 포화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종료된 매립장에서는 특별한 문제를 발견할 수 없었지만 한경매립장의 경우 관리소홀

이 다소 심각한 것으로 들어났다. 종료된 매립장은 매립장 안정화를 위해 20년간 관리

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매립장은 종료 후 16년이 경과한 매립장이다. 당연히 잘 

관리되고 점검되어야 하는 시설이지만 매립장에 대한 통제도 이뤄지지 않을 뿐만 아니

라 매립장 표지도 없었고 주소지도 불명확했다. 심지어 매립장 위에서는 오랜 기간 불

법경작행위도 이뤄졌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제주시에서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았고 도리어 괜찮다는 답변이 돌아오기도 했다. 이에 조사과정

에서 들어난 문제를 제주시에 알리고 개선을 요청했다.

 이렇듯 기존 매립장의 문제가 심각하고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아

직까지 특단의 대책은 없는 듯하다. 제주도는 신규 매립장과 소각장의 운영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기존 매립장이 포화되

고 그에 따라 기존 매립장에 반입되던 많은 종류의 쓰레기가 신규매립장으로 향하게 

된다면 결국 기존 문제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날 수 없다. 또한 신규소각장으로 당분

간 문제가 해결된다고 장담하지만 현재 9만톤, 앞으로 10만톤 이상 쌓이게 될 압축쓰

레기 처리문제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생활쓰레기를 고려한다면 제주도의 예측대

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높다. 그만큼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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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한다. 

 첫째, 급격히 늘어나는 인구와 관광객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수요관리정책

이 필요하다.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이 극심하게 나타나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지 않

고는 매립을 포함한 생활쓰레기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와 관광

객의 양적증가에 매몰된 현재의 정책과 구조를 바꾸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1회용품 규제강화 등 강력한 생활쓰레기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관광지 특

성상 과도하게 배출되는 1회용품에 대해 제주도특별법 개정 등을 통한 제도개선으로 

제주도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관광산업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요구된다.

 셋째, 재활용시설의 현대화와 재활용 활성화가 필요하다. 현재 제주도의 재활용처리시

설은 노후화와 용량부족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재활용을 극대화 시키는 것으로 소각

과 매립의 부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설확충과 현대화된 설비도입이 절

실하다. 또한 농업분야에서 배출되는 영농폐기물과 감귤류폐기물에 대한 문제도 적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이에 더해 민간영역에서의 재활

용, 재사용, 업사이클링을 활성화하는 지원책 마련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끝으로 이 모든 해결과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제주도정의 의지는 물론 도민들의 

참여와 함께하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도민사회의 참여와 합의 없는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투명한 정보공개와 도민 참여 기회를 늘리

고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만 지금의 생활쓰

레기 문제의 악순환을 끊고 도민이 쾌적하고 행복한 생활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

다. 이번 조사결과와 정책제안이 제주도의 매립문제를 넘어 생활쓰레기 문제 전반을 

개선하고 해소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



- 4 -

연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7 2018

인 구 561,695 563,388 565,519 567,913 577,189 583,284 592,449 678,772 692,032

▲ 저가항공사 취항 전후 제주도 인구변동

2. 매립장 전수조사 배경 및 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제주도의 생활쓰레기문제는 2010년 이후 해가 지날수록 점점 악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제

주시 압축쓰레기의 필리핀 불법반출사건 등이 터지며 제주도 생활쓰레기 문제가 도내를 넘어 

도외와 해외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들어났다. 이렇게 제주도의 생활쓰레기 문제가 심각

단계에 이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인구와 관광객 증가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제주

도에서는 2008년과 2009년 두해에 걸쳐 저가항공사 5개사1)가 취항함에 따라 제주도와 타지역

간 항공교통이 편리해지면서 인구와 관광객 증가가 급격히 일어났다.

 

 이러한 인구와 관광객 증가는 자연스럽게 대규모 개발행위를 동반하게 했다. 인구증가에 따라 

대규모 택지개발과 도심지개발, 늘어난 관광객을 위한 대규모 관광시설과 대형 숙박시설의 설

치 등이 이뤄졌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도심 내 소규모 건축물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대형 건

축물이 설치되는 등의 건축행위가 크게 증가했고 이에 따른 혼합폐기물 역시 급격히 늘어났다. 

이로 인해 생활쓰레기 문제 특히 매립장 포화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여기에 소각장 시

설의 노후화와 용량한계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인구와 관광객으로 인해 발생한 상당량의 가연

성쓰레기와 유기성폐기물이 소각장이 아닌 매립장으로 향하면서 매립종료를 앞당기는 역할을 

했다.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발생량 627.4 794.5 803.7 831.9 1122.3 994 900 1143.3

▲ 제주도 전체 쓰레기 일평균 발생량

연    도 2008 ~ 2012 2013 ~ 2017 비    고

건축물 철거 현황 412 4509 11배 증가

건축물 신축 현황 15,703 36,485 2.5배 증가

▲ 제주도 건축물 철거 신축 현황

1)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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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격한 인구증가와 관광객 증가 이에 따른 과도한 개발행위에 따라 생활쓰레기가 급증하면서 

매립장의 조기포화가 임박하게 되자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동복리에 제주환경자원순환

센터 매립장을 조성하여 지난 2019년 2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신규매립장이 들어섰음에도 불

구하고 소각장 포화에 따라 서귀포시 읍면매립장에 가연성생활쓰레기가 대거 매립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매립장 문제는 여전하다.

 

 이에 제주도 내에 운영중인 매립장과 종료된 매립장의 현황조사를 통해 그간의 문제를 되돌

아보고 이에 대한 대안과 정책개선 방향을 마련하고자 매립장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2) 조사내용 및 범위

본 조사는 광역시설 1곳과 두 개의 행정시에서 운영하는 매립장과 종료된 매립장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시설은 제주도에서 광역시설로 운영 중인 동복 제주환경자원

순환센터 매립장과 제주시에서 운영 중인 봉개매립장, 동부매립장, 서부매립장 종료된 시설로 

관리중인 애월매립장, 한경매립장을 조사했다. 서귀포시는 운영중인 색달매립장, 남원매립장, 

표선매립장, 성산매립장과 종료된 시설로 관리중인 안덕매립장, 대정매립장을 조사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조사는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제공한 자료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

립장을 직접 방문·조사하여 현황과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하였다. 조

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개선방향을 행정과 공유하여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대상 중 부속섬인 우도와 추자도의 매립

장은 태풍 등의 기상여건 등으로 인해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조사기간은 2019년 7월 8일

부터 2019년 8월 13일까지로 약 한 달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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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립장 현황 및 현장 조사결과

1) 동복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광역)

(1) 현황

위  치
조성면적

(㎡)
매립용량

(㎥)
누적매립량

(ton) (㎥)
사용예정기간

동복리 산 56-34 210,000 2,417,000 16,398
(19.07.06 기준) 2,400,602 ‘19.02 ~ ‘54.12

(2) 현장조사결과

 조사팀은 2019년 7월 8일에 현장방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시설관리자와의 면담조사와 현장 확

인을 병행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현황을 파악하였다.

① 매립장 운영현황

 매립장 내 반입되는 폐기물 성상을 확인한 결과 유리, 석고보드 등 불연성 건축폐기물이 반입

되고 있었으며 가연성 쓰레기는 반입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동복리 마을에서 파견

된 감시단이 직접 매립성상 확인 등의 감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감시단은 진출입로에 2

인, 매립장 내 3인이 상주하여 활동하고 있다.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와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등 소각장에서 반입되는 소각재는 목요일과 

금요일 양일간 반입되며, 도두하수처리장의 하수슬러지 일부가 반입되어 매립되었음을 파악하

였고 이에 따라 악취가 다소 발생하고 있다. 유기성 폐기물 반입에 따라 향후 메탄가스 처리방

안을 확인한 결과 포집 후 연소하여 방출한다는 계획 이외에 메탄가스를 모와 에너지회수를 

하는 등의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평균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반입폐기물의 양은 

120톤 내외로 2018년 기준 도내 매립장으로 반입된 일평균 210톤의 절반가량이 반입되고 있다.

② 매립장 운영평가

 신규매립장의 특성상 매립 첫해에 관리가 철저히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특별한 문

제점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특히 마을차원에서 감시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가연성폐기물이나 유기성폐기물의 반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향후 제주시나 서귀포시 매립장에서 관행적으로 그리고 불가피함

을 이유로 매립되고 있는 가연성 생활쓰레기와 유기성폐기물에 대한 해법이 마련되지 않을 경

우 동복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으로 매립쓰레기가 급격하게 몰리게 되고 특히 매립성상

의 악화로 주변의 생활환경피해가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현재도 적

지 않은 양이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과 대부분의 매립장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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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종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직시할 필요가 있다.

▲ 동복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 매립모습(좌), 매립장 전경(우)

2) 제주시 매립장

(1) 운영매립장 현황

매립장명
(위  치)

조성면적
(㎡)

매립용량
(㎥)

누적매립량
(㎥) (㎥)

사용예정 기간

봉개
(송이길 226) 203,320 2,319,800 2,318,906 894 ‘19.03

서부
(한림 금능농공길 105-45) 20,500 108,675 111,082 -2,501 ‘19.03

동부
(구좌 북촌12길 248) 7,290 47,265 47,281 -16 ‘19.03

추자
(추자면 대서리 255외13) 2,000 8,834 1,787 7,047 ‘24.12

우도
(우도 우도해안길402-16) 2,790 10,739 9,783 956 ‘19.06

▲ 2019년 1월 31일 기준

(2) 운영매립장 조사결과

① 봉개매립장

 조사팀은 2019년 7월 8일에 현장방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시설관리자와의 면담조사와 현장 확

인을 병행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현황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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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립장 운영현황

 봉개매립장은 올해 2월에 이미 만적된 상태로 이를 넘어서서 매립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외부반입이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현재 매립장 내 위치한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음

식물슬러지 매립하고 있다. 원래 소각장에 반입하여 소각처리 하여야 하나 현재 소각장이 포화

상태인데다 동복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장이 연말에 완전 가동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당분

간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 3항에2) 따라 부득이 매립을 진행하겠다

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다. 현재 수분량이 많아 매립토로 매립을 그대로 진행할 수 없어 톱밥

과 함께 섞어 매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침출수와 부패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가 상당량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또한 재활용선별장에서 발생하는 잔재물과 협잡물3)에 대한 

매립도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매립종료공구 위에 대규모 압축쓰레기를 쌓아둔 상태로 매립종

료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도 문제로 지적된다. 매립종료기한 2019년 10월 31

일까지다. 

㉡ 매립장 운영평가

 사실상 매립이 종료된 상태이지만 당분간 동복매립장으로 반입이 어려운 재활용 협잡물과 유

기성폐기물(음식물슬러지 등)이 반입되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미 매립이 포화된 

상태에서 추가로 매립이 진행된다는 점이고 이로 인해서 매립장 종료에 따른 침출수, 메탄가스 

등의 관리에도 상당한 부하가 예상된다. 실제 2014년부터 18년까지 침출수 처리 현황과 침출수 

유출 사고현황만 보더라도 이에 대한 문제가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매립장명 연도 처리량(ton) 비고

봉개매립장

2014 168,487.5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관로이송)

2015 197,340.0

2016 183,383.5

2017 148,817.7

2018 278,682.3

▲ 봉개매립장 연도별 침출수 처리현황

2)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이 고장 또는 수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연성쓰레기의 소각처리 없이 매립장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 

3) 재활용 선별과정에서 재활용을 할 수 없는 폐기물로 협잡물이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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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위치량 유출량(㎥) 비고

2014. 06. 14 거로펌프장 105 슬러지

2014. 07. 06 공용 화물차고지 앞 맨홀 2 슬러지

2015. 04. 03 대기고 옆 인도변 맨홀, 봉개교 앞 맨홀 5 슬러지

2015. 05. 11 공용 화물차고지 맨홀 0.2 슬러지

2015. 10. 15 거로펌프장 2 슬러지/
자체처리

2015. 12. 20 거로사거리 동측 대은주유소 앞, 봉개교 앞 1.2 슬러지

2016. 04. 16 대기고 옆 인도변 맨홀 2 슬러지

2016. 12. 27 봉개교 버스정류장 남측 맨홀 1 슬러지

2018. 08. 27 번영로 거로마을 입구  사거리(화북이동 3262) 0.2 침출수

▲ 봉개매립장 침출수 사고현황

 여기에 압축쓰레기가 6만5천톤 이상 쌓여 있는 상태로 방치된 종료공구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압축쓰레기 침출수와 악취문제를 포함해 종료공구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

지 못함으로 인해 매립장 침출수 등의 부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쓰레기

문제가 매립장의 조기포화 문제를 넘어 매립장 관리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

다.

 더 큰 문제는 매립을 추가로 하기 어려운 상태에 다다르면 결과적으로 동복 제주환경자원순

환센터 매립장으로 반입되어 문제가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부재하다

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각장의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제주도에 적치된 압축쓰레기의 양이 이미 8만톤을 넘어선 상태인데다 해양쓰레기, 음식물슬러

지, 하수슬러지 등을 소각해야 하는 상황이라 동복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장만으로는 현재

의 소각량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제주도는 북부와 남부의 소각장을 7년 더 연장하

고 시설을 재정비해 가동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주민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쓰레기 대란

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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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개매립장 잔여공구 전경(좌), 음식물슬러지가 매립된 모습(우)

② 동부매립장

 조사팀은 2019년 7월 8일에 현장방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시설관리자와의 면담조사와 현장 확

인을 병행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현황을 파악하였다.

㉠ 매립장 운영현황

 동부매립장은 2019년 3월 종료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앞서 운영매립장 

현황에서 적시한 것과 같이 매립 가능량이 마이너스로 표기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매립량을 초과한 상태로 매립이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재활용 잔재물과 협잡물에 대한 반입이 

동복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에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4월 1일부로 외부에서의 

매립폐기물 반입은 중단된 상태이나 운영 중인 재활용선별시설에서 발생되는 재활용 잔재물과 

협잡물이 매립되고 있다. 2개 공구 중 1개 공구는 매립이 종료되어 차수막 설치 등 매립종료를 

완료한 상태이고 1개 공구만 매립을 초과하여 이용되고 있다. 

㉡ 매립장 운영평가

 제주시의 정보공개자료에 의하면 이미 매립이 종료된 상태이지만 당분간 동복 제주환경자원

순환센터 매립장으로 반입이 어려운 재활용 협잡물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봉개매립장

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후에 동복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에 부하로 연

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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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매립장 전경(좌), 초과매립이 이뤄지는 모습(우)

③ 서부매립장

 조사팀은 2019년 7월 12일에 현장방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시설관리자와의 면담조사와 현장 확

인을 병행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현황을 파악하였다.

㉠ 매립장 운영현황

 동부매립장과 마찬가지로 2019년 3월 종료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4월 

1일 부로 외부 매립 폐기물은 반입이 중단된 상태이다. 앞서 동부매립장과 비슷한 상황이나 관

리측면에서 보면 동부매립장에 비해 관리에 부족한 면이 확인된다. 현재 재활용 잔재물과 협잡

물 위주로 매립하고 있다고 하나 매립성상에서 물기가 많고 침출수가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었

다. 특히 매립공구 내 악취와 파리 등 해충발생이 극심한 것으로 보아 유기성 폐기물도 매립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설 내 쓰레기 날림 방지 시설이 없어 매립장 주변부로 쓰레기

가 흩어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 매립장 운영평가

 앞선 봉개매립장과 동부매립장의 문제를 고스란히 끼고 있는 곳이 서부매립장이다. 특히 관리

적 측면에서는 상기 서술한 매립장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많다.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가 2014

년에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처리시설 전수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부매립장은 관

리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평가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인근 농공단지에서 발생한 불연성 

폐기물 위주로 반입되어 침출수 발생이나 악취문제가 적었고 이에 따른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불과 5년 사이에 매립은 극도로 진행되었다. 당초 2024년까지 운영될 매립

장 운영계획이 19년 3월로 앞당겨진 것은 그간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하겠다. 결과적으로 불연성 이외의 가연성쓰레기, 유기성폐기물, 혼합쓰레기의 

반입증가가 문제를 키워왔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현재 시설의 관리측면으로 보면 추가매립행위

가 매우 위험할 수 있음을 경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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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매립장 전경(좌상), 초과매립을 위해 이미 매립된 구덩이를 파놓은 모습(우상) 

매립을 위해 쌓아놓은 재활용 협잡물(좌하), 침출수로 인해 파리가 들끓는 모습(우하)

(3) 종료매립장 현황

매립장명 위 치 매립종료일
매립면적

(m2)
매립량
(㎥)

비 고

한경(용수)
용수리 524-1
용수리 524-2

‘03. 05 1,064 6,400 지하수 관리

애월(소길) 소길리 984 ‘09. 02 4,276 29,100
침출수 및
지하수 관리

(4) 종료매립장 조사결과

① 한경매립장

 조사팀은 2019년 7월 12일에 현장방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시설관리자와는 전화통화를 통해 유

선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현황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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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립장 관리현황

 2003년 5월에 매립 종료된 곳으로 매립면적이 크지 않은 소규모 매립장이다. 당초 정보공개로 

확인한 한경매립장의 위치는 용수리 524번지이나 이는 존재하지 않는 번지로 현재 용수리 

524-1, 524-2번지로 분할되어 있다. 당초 개인사유지를 임대하는 형태로 매립장을 운영한 것으

로 확인되었고 매립종료 후에는 행정이 해당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재 시설

에 대한 안내표지와 출입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차단시설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더 큰 문제는 매립장 위에서 버젓이 경작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된 작목은 콜라

비다. 제주시 역시 경작행위가 이러지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한경매립장에 대한 2018

년 ‘매립시설사후관리 정기검사결과서’를 보면 소규모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제주시는 해당 경작행위로 인한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으로 매립장 복토가 깊이 되

어 있어 훼손이나 그에 따른 지하수 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하고 있다. 

㉡ 매립장 관리평가

 종료매립장을 통제하여 관리하는 이유는 매립장의 안정화를 거쳐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 과정

에서 만약에 발생할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주변에 미칠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을 통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출입 등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

단시설을 갖추고 경고표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곳에서 이러한 시설이 전혀 갖춰

져 있지 않다. 

 게다가 해당 매립장은 출입제한 조치는 고사하고 농작물까지 재배하고 있다. 경작을 위해서는 

흙을 갈아엎는 과정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차수막 등의 훼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우천으로 인해 침출수가 증가할 수 있고 이는 곧 매립장 관리에 

영향을 주게 된다. 심각한 경우 관리미흡으로 주변 지하수 오염 등의 환경오염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또한 해당부지는 공유지이기 때문에 허가 없는 농작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농작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안정화 기간은 20년으로 현

재 해당 매립장은 종료된 지 16년이 경과한 상태다. 아직 법률이 정한 20년을 채우지 못한 상

태에서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농작활동이 

이뤄졌고 이를 제지하지 않았던 점은 제주시의 관리소홀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이러한 행위

는 행정이 묵인이 아니면 장기적으로 행해지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한 분명

한 조사와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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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된 한경매립장 전경(좌상), 경작행위가 이뤄진 모습(우상)

색이바래 잘 보이지 않는 매립장표지(좌하), 경작된 콜라비(우하)

② 애월매립장

 조사팀은 2019년 7월 12일에 현장방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시설관리자와는 전화통화를 통해 유

선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현황을 파악하였다. 

㉠ 매립장 관리현황

 2009년 6월에 매립 종료된 곳으로 최근에 개발행위 증가에 따라 매립장 인근까지 주택과 숙

박시설이 위치해 있다. 통제시설이 갖춰져 있어 차량진입이 불가하고 출입금지를 알리는 경고

문도 설치되어 있다. 매립장은 수목식재 등을 통한 녹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대부분의 나무가 

고사된 체 방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기적인 관리가 부재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 매립장 관리평가

 매립장에 차량진입은 불가하나 인원출입은 가능한 상황으로 시설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또한 경고표지가 색이바래고 파손되어 이에 대한 재설치도 필요하다. 매립장 녹화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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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재평가와 정비도 필요하다.

 

▲ 애월매립장 전경(좌), 식재된 수목이 고사된 모습(우)

3) 서귀포시 매립장

(1) 운영매립장 현황

(위 치)
조성면적

(㎡)
매립용량

(㎥)
누적매립량

(㎥)
매립가능량

(㎥)
사용예정기간

색달매립장
(색달동 산 8-2) 60,824 812,868 771,417 41,451 ‘19. 09

남원매립장
(한남리 산11-2) 6,350 49,733 42,490 7,243 ‘21. 12

성산매립장
(난산리 2854) 34,085 34,085 32,959 1,126 ‘19. 12

표선매립장
(성읍리 3090) 29,252 29,252 22,531 6,721 ‘20. 12

▲ 2019년 1월 31일 기준

(2) 운영매립장 조사결과

① 색달매립장

 조사팀은 2019년 7월 9일, 8월 13일 2회에 걸쳐 현장방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담당자와 면담 

및 현장동행을 통해 다음과 같은 현황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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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립장 운영현황

 색달매립장은 2020년 8월 전후로 매립만적이 예상되고 있는 매립장으로 현재 약 4% 정도의 

매립용량이 남아있는 것으로 자체파악하고 있다. 색달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은 폐감귤류, 

영농폐기물, 하수준설토, 음식물슬러지, 재활용 잔재물 및 협잡물, 대형폐기물 등이다. 동복 제

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에서 반입하지 않는 폐기물이 주로 매립되고 있으며 월 0.2%~0.3% 

정도가 매립되고 있다. 

 매립장 내에서 확인한 매립성상은 매우 복잡하다.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입된 형태로 가구류, 

침구류, 재활용 플라스틱류, 영농폐기물, 폐감귤류, 음식물슬러지 등이 반입되고 있다. 이런 이

유로 매립장 내 화재사고가 2018년 8월과 2019년 1월 등 2회에 걸쳐 일어났다. 매립장 내 가연

성쓰레기가 많이 매립되고 메탄가스 배출량도 많은 상황에서 매립압력 등으로 자연발화가 발

생해 화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만큼 가연성쓰레기와 유기성쓰레기가 많이 묻혀있음을 보여주

는 사례이다. 이런 이유로 색달매립장에서는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CCTV, 방제설비 등을 

설치해 화재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색달매립장 역시 봉개매립장처럼 매립이 끝난 구역에 압축쓰레기를 노상적치하고 있는 상황

이다. 현재까지 매립장내 적치된 압축쓰레기는 7천톤이며 나머지는 소각장 유휴부지에 쌓아놓

고 있다. 현재 서귀포시에서 발생하는 가연성쓰레기는 하루 100톤 가량으로 소각장이 소화가능

한 양인 일일 46톤에서 50톤을 넘어서 절반가량을 압축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33,000톤을 적

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필요시 매립장으로 압축쓰레기가 추가 반입되어 적치될 가능성이 있다. 

 폐감귤류와 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는 관계로 매립장 내 악취가 심하며 메탄가스 발생도 많은 

상황이다. 현재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한 방안이 없어 매립종료 때까지 이러한 영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매립장 운영평가

 색달매립장도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를 동일하게 안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중에 하나가 

폐감귤류 처리이다. 제주도 전역에서 발생하는 폐감귤류가 사실상 색달매립장에 매립되고 있는 

상황으로 매립에 따른 침출수문제, 메탄가스 과다발생 문제, 종료 후 매립장 관리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 문제는 아직까지 폐감귤류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농정

부서를 중심으로 페감귤류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것이 현

실이다. 이렇다보니 매립장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집중되고 있다. 

 현재 매립용량이 4% 이하로 떨어져 있어 1년 정도 더 운영이 가능한 상황에서 당장 폐감귤류

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동복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에 반입해야 한다. 하지만 

주민반발 등이 예상되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빠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 17 -

영농폐기물이다. 영농비닐, 차양막, 타이벡 등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이 배출되는데 소각되는 것

도 있고 재활용이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매립에 의존하고 있다. 소각이나 재활용을 위한 대

형파쇄기 도입 등 시설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 색달매립장 가연성 쓰레기 매립(좌상), 감귤류 등 유기성 폐기물 매립(우상)

매립장 내 쌓여 있는 재활용 협자물(좌하), 종료매립공우 위에 쌓인 압축쓰레기(우하)

② 남원매립장

 조사팀은 2019년 7월 11일, 8월 13일 2회에 걸쳐 현장방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담당자와 면담 

및 현장동행을 통해 다음과 같은 현황을 파악하였다. 

㉠ 매립장 운영현황

 현재 남원매립장은 92%가 매립되어 8% 정도의 잔여매립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 4월말부

터 7월 10일까지 가연성 쓰레기를 매립처리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과도하게 매립이 이뤄지면

서 매립장 조기포화 문제가 지적되었다. 실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남원매립장의 매립규모는 

약 322톤으로 월평균 약 81톤 규모였다. 하지만 5월부터 7월까지 매립된 양은 약 461톤으로 월

평균 153톤이다. 결국 가연성 쓰레기 반입으로 인해 매립이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7월 11일 조사에서는 과도하게 반입된 가연성 쓰레기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쓰레

기가 날리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급하게 매립을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뒤처리를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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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8월 13일 방문에는 이와 같은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됨을 확인하

였다. 침출수 등이 매립장 내에 고여 있는 문제도 지적되었었는데 이에 대한 문제도 개선된 것

을 확인되었다. 현재 남원매립장에서는 영농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폐감귤에 대한 매립4)을 진

행하고 있다. 매립종료시한은 2023년 12월로 서귀포시는 매립량 증가에 따라 2019년 10월 조기

포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여건에 따라 종료시한이 연장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매립장 운영평가

 7월 10일 이후 가연성 쓰레기 반입은 중단되었지만 여전히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

다. 현재 북부와 남부 소각장에 고장 등의 변수가 생기거나, 동복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

장이 시험운전 과정에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서귀포시 읍면매립장에 가연성 쓰

레기가 재반입되어 매립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남원매립장의 경우 관리만 잘 이뤄진

다면 올해 10월 이후에도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다시 한 번 가연성 쓰레기가 반입

된다면 매립장 조기포화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와 같은 가연성 쓰레기의 매

립이 매립장의 침출수, 메탄가스 과다발생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종료이후의 관리에도 어려움

이 따른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가연성 쓰레기의 추가매립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

다. 또한 색달매립장과 마찬가지로 영농폐기물과 감귤류 폐기물에 대한 대책마련도 같이 요구

된다.

 

▲ 남원매립장 전경(좌), 매립장에 반입된 영농폐기물(우)

③ 표선매립장

 조사팀은 2019년 7월 11일, 8월 13일 2회에 걸쳐 현장방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담당자와 면담 

및 현장동행을 통해 다음과 같은 현황을 파악하였다. 

㉠ 매립장 운영현황

 현재 표선매립장은 93%가 매립되어 7% 정도의 잔여매립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남원매립장과 

마찬가지로 지난 4월말부터 7월 10일까지 가연성 쓰레기를 매립처리 하였다. 표선매립장의 가

4) 감귤류 폐기물은 이전에 반입되었으나 최근 반입사항은 없지만 반입가능성은 열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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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영향은 매우 크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표선매립장의 매립규모는 

약 73톤으로 월평균 약 18톤 규모였다. 하지만 5월부터 7월까지 매립된 양은 약 320톤으로 월

평균 107톤이다. 매립량이 무려 여섯 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7월 11일 조사 대비 

8월 13일 조사에서는 한 달 사이에도 매립이 상당량 진행되었음을 유관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표선매립장 역시 영농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폐감귤에 대한 매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립종료

시한은 2020년 12월 이지만 상반기에 조기 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곳도 여건에 따라 

종료시한이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이 서귀포시의 입장이다. 

㉡ 매립장 운영평가

 남원매립장의 문제를 똑같이 겪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 표선매립장 전경(좌), 매립장에 반입된 사업장 혼입폐기물(우)

④ 성산매립장

 조사팀은 2019년 7월 11일, 8월 13일 2회에 걸쳐 현장방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담당자와 면담 

및 현장동행을 통해 다음과 같은 현황을 파악하였다. 

㉠ 매립장 운영현황

 현재 성산매립장은 97%가 매립되어 3% 정도의 잔여매립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남원매립장과 

마찬가지로 지난 4월말부터 7월 10일까지 가연성 쓰레기를 매립처리 하였다. 성산매립장에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약 143톤, 월평균 약 36톤이 매립되었다. 하지만 5월부터 7월까지 매립

된 양은 약 451톤으로 월평균 150톤 규모로 약 다섯 배가량 매립량이 증가했다. 또한 부피가 

큰 가연성 쓰레기 매립에 따라 매립 복토된 곳이 물컹하게 느껴질 정도로 매립성상이 불량한 

것으로 보인다. 성산매립장 역시 영농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폐감귤에 대한 매립을 진행하고 

있다. 매립종료시한은 2021년 12월 이지만 2020년 상반기에는 만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여건에 따라 종료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 서귀포시의 입장이다. 

㉡ 매립장 운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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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매립장의 문제를 똑같이 겪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 성산매립장 전경(좌), 매립장에 반입된 가연성 폐기물(우)

(3) 종료매립장 현황

매립장명 위 치 매립종료일
매립면적

(m2)
매립량
(㎥)

비 고

대정
구억리 

산1-2번지
‘07. 05 6,230 27,180

침출수 및 
지하수관리

안덕
상천리 
산27번지

‘17 .03 6,590 21,130
침출수 및
지하수 관리

(4) 종료매립장 조사결과

① 안덕매립장

 조사팀은 2019년 7월 9일에 현장방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담당자와 면담 및 현장동행을 통해 

다음과 같은 현황을 파악하였다. 

㉠ 매립장 관리현황

 2017년 3월에 매립 종료된 곳으로 가장 최근에 매립종료된 매립장이다. 차량과 인원이 출입할 

수 없도록 철문, 철조망, 통제표시 등 통제관리가 잘 되어 있으며, 특별히 문제가 발견되지 않

았다. 매립장 상단에 녹화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매립장 관리평가

 비교적 관리가 우수하게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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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덕매립장 전경(좌), 녹화중인 매립장 모습(우)

② 대정매립장

 조사팀은 2019년 7월 9일에 현장방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담당자와 면담 및 현장동행을 통해 

다음과 같은 현황을 파악하였다. 

㉠ 매립장 관리현황

 매립장으로 향하는 길목에 철문이 설치되어 있어 인원이나 차량이 무단출입은 어려우나 종료

매립장이란 표지는 따로 없다. 1차 매립지는 초지가 형성되어 있고 2차 매립지는 잔디와 화초

를 활용해 녹화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매립공구 이외의 부지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함(플라스

틱)과 고장난 RFID 수거함을 임시로 보관하고 있다. 

㉡ 매립장 관리평가

 매립장 출입통제 표지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 비교적 관리가 우수하게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

였다.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었다. 

▲ 대정매립장 전경(좌), RFID 장비가 보관되어 있는 모습(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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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립장 전수조사결과에 따른 고찰

 이번 매립장 조사를 통해 신규매립장의 건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립에 의한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제주도는 신규매립장과 신규소각장 건설로 문제가 상당부

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의 과도한 쓰레기 배출문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결과

적으로 신규매립장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현재 동복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으로 반입하지 못해 매립이 종료되었음에도, 종

료가 임박했음에도 많은 양의 재활용 잔재물과 협잡물, 영농폐기물, 감귤류폐기물, 하수슬러지, 

음식물슬러지가 기존 매립장에서 매립 처리되고 있다. 여기에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혼

입폐기물 역시 문제를 키우고 있다. 현재의 매립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와 정책방향이 만들

어지지 않고 기존 매립장이 종료된다면 이 모든 문제는 동복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으

로 향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기 지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된

다. 현재 매립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처리 수용량을 넘어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다. 

즉 매립문제는 생활쓰레기를 종합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개선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매립문

제 해결은 곧 제주도 생활쓰레기 문제의 개선에서 시작되며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한다.

1) 환경수용력을 감안한 적정한 수요관리정책

 앞서도 서술했지만 사실상 제주도의 생활쓰레기문제의 근본적 문제는 급격히 늘어난 인구와 

관광객에 있다. 여기에 급격하게 진행된 대규모 토건개발사업이 생활쓰레기와 관련된 모든 분

야에 문제를 야기 시켰다. 결과적으로 양적 성장에 치우친 인구증가와 관광객 증가 정책이 사

실상 이번 문제의 근간이다. 따라서 생활환경, 자연환경의 수용력을 넘어서지 않는 형태로의 

인구와 관광객 수용 및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생활쓰레기와 관련해서는 환경기초시설의 현재

수용력과 환경적·사회적으로 합의 가능한 미래수용력까지 충분히 연구하고 계획하는 형태로 

결정되고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인구와 관광객이 증가한다면 결국 어

떠한 정책과 대안을 내놓더라도 생활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 세계 주요관

광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심한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문제가 제주도에도 이미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이제는 주지해야 할 때이다. 

2) 1회용품 사용제한 및 사업장폐기물 의무강화 

 제주도는 관광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인데다 관광객이 연간 1,400만명 이상 방문하는 지역이

다. 그렇기 때문에 1회용품 소비가 극심한데 1회용품의 특성상 분리배출이 제대로 안되고 재활

용도 어려워 소각과 매립 증가에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더군다나 제주도는 관광지의 소비패턴

이 그대로 가정에 전이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관광객과 지역주민 모두 1회용품을 많이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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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에 1회용품 특히 플라스틱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과

감한 계도와 홍보 그리고 단속이 불가피하다. 또한 법상 강제되지 않는 분야까지 1회용품을 줄

일 수 있도록 제주도특별법 개정해야 한다. 이는 제주도특별법 375조 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례

에 신규조항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능한데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동법 제10조의2에 적시된 1회용품 이외

의 1회용품 판매대금과 그에 대한 용도를 도조례 정하게끔 정부의 권한을 일부 이양 받는다면 

충분히 제주도의 실정에 맞고 또 강력한 형태의 1회용품 제한이 가능하다.

 그리고 도내 관광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도내 대규

모 관광사업장에 발생하는 생활쓰레기가 상당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리의무

는 허술하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와 똑같은 수수료로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

다. 이에 대한 처리수수료의 인상과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처리를 부담하게끔 제도를 개선해야 

사업장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의무규정 없이 자율에 맡기는 한 사업장 문제해결은 

요원하다. 또한 현재 일일배출 기준 300㎏ 이상 배출하는 곳만 사업장폐기물로 보고 있는데 이

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으로 환산한 단위를 일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숙박업소는 객

실수를 기준으로 관광시설은 일일 방문객수를 기준으로 하는 등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제도변

화가 요구된다.

3) 재활용시설의 현대화 및 재활용 활성화 추진

 현재 재활용시설도 포화되어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못한 상황을 감안해 신규신설을 광역단위

로 건설하고 현대화된 시설을 통해 재활용률을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다. 지난해 제주도에는 

25,077톤의 재활용쓰레기가 제주시와 서귀포시 재활용처리시설에 반입됐다. 이중 13,554톤이 

재활용으로 처리되었고, 11,523톤이 처리되지 못했다. 이중 6,827톤은 매립됐고 3,649톤은 소각

됐다. 나머지 1,047톤은 처리하지 못하고 쌓아둔 상태다. 물론 분리배출단계와 수거운반 과정에

서 재활용이 어렵게 된 측면도 있겠지만 시설의 노후화와 용량부족으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

는 양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재활용시설의 현대화와 용량증설도 반드시 필요

한 과제이다.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발굴하고 재활용처리하는 것이 소각의 양을 줄이

고 궁극적으로 매립의 양을 줄이는 길이다.

 제주도는 농업도 주요한 산업 중에 하나이다. 그만큼 많은 양의 영농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 영농폐기물이 재활용과 소각이 가능하지만 제대로 된 시설이 없어 매립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감귤 수확철에 발생하는 폐감귤의 양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자원화

할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량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서도 서귀포시 매

립장이 겪는 가장 큰 문제로 영농폐기물과 감귤류폐기물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방안마련 없이 

매립장에 대한 문제해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최대한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을 이

끌어 낼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도입하고 필요하다면 연구용역을 통한 개선에도 적극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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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폐감귤의 경우 폐감귤자원화에 따른 사료가공 등의 방안이 제기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그만큼의 정책적 관심과 의지가 부족했다. 이제는 확실한 방

안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과 예산확보 등 강력한 정책의지를 발휘해야 할 때이다. 

 이와 함께 공공의 영역뿐 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해야 한다.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비용문제로 제주도에 묶여 있거나 어쩔 수 없이 매립장으로 

향하는 경우를 막는다면 이 또한 제주도의 생활쓰레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민

간차원에서 수집된 재활용품의 활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 이는 공공차원의 재활용품 매입과 

도외 반출을 지원하는 노력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업사이클링에 대한 논의

가 진행 중인 만큼 민간영역에서 업사이클링을 확대하고 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

요하고, 재사용문화 확산을 위한 중고물품거래 활성화 노력과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재활용도움센터에서 재사용 가능한 물품을 제공받는 창구로 활용하고 이렇게 모여진 물품을 

수리 또는 재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 재사용문화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재사용 물품제공과 판매에 지역화폐를 활용한다면 지역경제에도 좋

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맺으며

 이 모든 해결과제를 원만하게 달성하려면 제주도정의 의지는 물론 도민들의 참여와 함께하는 

정책마련이 절실하다. 이제까지 생활쓰레기 정책은 도민에게 요구하고 강제하는 형태로만 나타

났다. 대표적인 사례인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돌아보더라도 정책의 효과나 효용과는 

별게로 도민참여와 합의 없는 정책시행이 상당기간의 혼란과 부침을 만들어 냈다. 그만큼 정책

의 유효성과 그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도민의 참여와 도민사회와의 합의에 따라 그 성패가 결

정된다. 특히 도민참여는 제주도정의 정책의지를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도 한다.

 결국 이를 위해서는 제주도정의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도민이 참여하는 기회의 늘려가는 

한 편,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추진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기반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정책들을 즉각 시행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지금의 

생활쓰레기 문제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도민이 쾌적하고 행복한 생활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