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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환경재난의 주요 원인인 도시 폐기물을 신속하게 신재생에너지로 재활용하여 환경오염과 악취 등의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면서, 도시는 환경재난 발생비용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대정전에 대비한 에너지원으로 확보하고,

지속적인 전기에너지와 열에너지 수익원을 확보하면서, 기존에 매장된 도시 폐기물을 발굴하여 재활용하여 환경오염지역을

청정지역으로 재생산하여 깨끗한 환경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발생되는 수익원으로부터 방재안전관리형 플라즈마 가스화 발

전소 건설비용을 해결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신재생에너지원을 확보함으로 인하여,

지역의 혁신경제성장단지를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등의 전략적 방재안전관리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기후변화에 의한 대규모 자연재해인 태풍과 지진 등이 발생할 경우, 도시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신재생에너지화 하여 지역경제의 예방복구에 기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기후변화에 강건한 조건을 갖춘 모델

을 제시하여, 미래도시의 전략적 방재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방재안전관리, 도시폐기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환경재난

ABSTRACT This research has been shown the strategic disaster prevention and safety management’s methodology that min-

imize the demage and loss from environmental disaster: it is made the renewable energy using the urban wastes causing

the main environmental disaster, it minimize the generating cost from the environmental disaster, it gain the energy source

for preparing the large-scale shutdown electricity, it gain the profit from the continuous electric power and heat energy’s

generating, it gain the renewal energy source from the old urban wastes’ landfill, it give back the citizen the clean envi-

ronment, the construction cost is able to be solved form the profit which the power plant is made the plasma gasification

generation of the urban wastes, it create the new related jobs in the local government, it base to be invested the local

industrial zone’s commercialization due to the renewal energy power plant. Especially, in happen to the large-scale natural disas-

ter’s typhoon and earthquake, in the result generating the large-scale urban wastes, it is shown the prepared and robust model

which contribute the preventing recovery of the local economy using the renewal energy of the urban wastes, and the strategic

disaster prevention and safety management’s method in the future city.

KEYWORDS disaster prevention and safety management, urban wastes, renewable energy, power plant, environmental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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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환경재난이 진행 중이며, 수도권시민이 매

일 약 1 만 톤의 도시 폐기물(쓰레기)를 발생 시키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수도권매립지로 끊

임없이 12-18톤의 각종 쓰레기를 실은 트럭들이 오고가고

있다. 수도권에 2,383만 6천명(2010년 통계청)이 집중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의 5천만 시민은 전국적으로 매일 2만 톤

의 도시 폐기물(쓰레기)가 발생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경기도·환경부는 “매립지 용량의 57%밖에 사용하지 않아

사용 기한을 2044년까지 연장해야 한다.”(조선일보, 2014.7.4)

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정복 신임 인천시장도 당선 직후 가

진 언론 인터뷰에서 “수도권 매립지는 당초 계획대로 2016

년 사용 종료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선진국도 도시폐기물 문제의 해결방안을 못 찾고 있는 실

정이다. 

이 해결방안으로서, 신재생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플

라즈마를 이용한 발전소가 개발된데 이어 플라즈마를 활

용해 방사능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뉴시스 언론보도(2014)에서) 그리

고 도시 폐기물의 환경오염 물질인 다이옥신 등도 제거할

수 있음에 주목하고 발생하는 생활 도시 폐기물뿐만 아니

라, 매장된 지 5-10년이 지난 도시 폐기물 등도 신재생에너

지의 자원화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다. 

농촌에서는 화학비료가 없던 시절에, 나무와 덤불을 태

워서 볏단과 함께 남은 재를 논과 밭에 뿌려주어 비료로

대용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활용한다면,

우리는 98.5%의 도시 폐기물을 자원재생순환을 통하여,

환경을 복원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우리사회 도시 폐기물의 문제점인 소각장 다이옥신의

발생을 없애고, 가연성 쓰레기의 자원화를 위하여 고형화

하는데 많은 비용이 지불됨을 없애고, 이동경로를 단축하

여 도심속의 그린 발전소의 역할을 하여, 국가적으로 년간

5,000 억원 이상의 순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안에 주목

하였다.

본 연구는 환경재난의 주요 원인인 도시 폐기물을 신속

하게 신재생에너지로 재활용하여 환경오염과 악취 등의

피해규모를 최소화하면서, 도시는 환경재난 발생비용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대정전에 대비한 에너지원으로

확보하고, 지속적인 전기에너지와 열에너지 수익원을 확

보하면서, 기존에 매장된 도시 폐기물을 발굴하여 재활용

하여 환경오염지역을 청정지역으로 재생산하여 깨끗한 환

경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발생되는 수익원으로부터 방재

안전관리형 플라즈마 가스화 발전소 건설비용을 해결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신재생에너지원을 확보함으로 인하여, 지역의 혁신경제성

장단지를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등의 전략적 방재안전관리 접근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기후변화에 의한 대규모 자연재해인 태풍과 지진

등이 발생할 경우, 도시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신재생 에너지화 하여 지역경제의 예방복구에 기여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기후변화에 강건한 조

건을 갖춘 모델을 제시하여, 미래도시의 전략적 방재안전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도시의 방재안전관리

2.1 방재안전관리 이론

방재안전관리는 재료/제품/시설물/시스템의 기능을 원래

목적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유지관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말한다. 공학기술에서는

그림 1. 지난해 하루 평균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량 
그림 2. 공학기술과 방재안전관리의 정의와 관계성(조원철, 방

재안전관리, 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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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품/시설물/시스템 등이 목적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상호

보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에서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이 있듯이, 공학기술은 가속페달의 역할을

담당하고 방재안전관리는 브레이크 페달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과 같다. 

방재안전관리는 세 가지 기능이 상호연계 되어 있으며,

예방기술인 목적한 기능의 손실을 예방하는 기술과 대응

기술인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손실되었을 경우의 상황을

대비와 대응하는 기술과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기

술과 복구기술인 손실한 기능의 회복을 위한 응급복구기

술과 최종적으로 이를 개량하여 복구하는 개량적 복구기

술과 예방적 복구기술 등으로 이루어진다. 

2.2 도시의 방재안전관리

지구환경의 변화와 사회환경(구조)의 변화와 이에 영향을

받은 시민의 변화 등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도시에 다양한 방재안전관리 문제를 현재도 일으키고 있

으며, 이 중에서 대표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도시 폐기물

(쓰레기) 처리 문제이다. 

지구환경의 변화는 환경오염(대기, 해양, 담수역, 토양,

생물계, 도시지역), 도시 지표면의 난개발 등으로 인한 물

순환의 변화, 도시열섬 효과 등의 현상에서 일어나고 있으

며,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도시 폐기물(쓰레기)들이 문제

가 발생하고 있다(방재안전관리 웹서적, 조원철, 2014).

사회구조의 변화는 인구의 시설의 고밀도화, 지표면 정

비(포장 포함)으로 강우의 유출현상 급변, 고속화(초기재

해인식의 둔감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의한 도시

폐기물(쓰레기)들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시민의 변화는 빠른 유행에 따른 생활용품의 도시 폐기

물화, 다양한 도시생활 용품개발에 따른 도시폐기물 물량적

증가, 물질만능주의에 따른 물질의 신속한 교체 등은 도시

폐기물(쓰레기) 양을 확대하고 있다. 

2.3 도시 폐기물에 대한 방재안전관리

도시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로 처

리되고, 도시 폐기물은 재난요인이 되어, 이를 잘 해결한

다면 도시가 내구성을 갖게 되지만, 해결하지 못하면 취약

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도시 폐기물이 한 곳에 모이게 되

면, 위기상태가 된다. 

위기상태를 방재자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잘 준비하

거나 대응한다면, 재난상태인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으

며, 이에 따른 손상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수도권매립

지에서는 주변의 인천주민들로부터 이러한 손상과 손실을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재난상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악취 가

스는 전기발전소에서 전기와 열에너지로 만들고, 쌓여가

는 도시 폐기물은 응급복구와 개량복구를 통하여 시민에

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으나 아직 복구상

태에 이르는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방복구 차원인 ‘도시페기물의 전

략적 접근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3. 방재안전관리 관점에서 바라본 플라즈마 

가스화 발전기술

3.1 플라즈마 가스화 발전기술 개요

국가핵융합연구소와 그린사이언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600 kw급 마이크로 전자파 플라즈마를 이용한 석탄 가스화

발전 데모플란트를 태백지역에 설치하였다. 

플라즈마 가스화 발전은 기존의 석탄화력 발전소와는

그림 3. 재해의 전개과정과 복구수준(방재안전관리, 조원철, 2014,

p19)

그림 4. PE(Plasma Enhanced)-IGCC 데모 플랜트(태백시,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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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해 저급석탄을 포함한 저급 연

료를 가스화 시켜 발전하는 기술로 높은 발전 효율을 얻을

수 있고 가스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이산

화탄소의 정제가 가능해 청정에너지 기술로 평가받고 있

다(뉴시스기사에서 2013.12.19).

지금까지 개발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인, PE(Plasma Enhanced)-

IGCC(Integrated Gasification of Combined Cycles)는 석탄으

로부터 유해가스를 제거하고 수소와 일산화탄소의 혼합가

스인 합성가스를 추출해서 가스터빈과 스팀터빈으로 부터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PE-IGCC는 수증기

플라즈마 토치를 이용하여 IGCC보다 고온에서 그리고 이

산화탄소 재활용을 통해 저급석탄의 사용을 가능하게 만

든 최첨단 시스템이다.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고급탄 보다는 저급탄을 보

유하고 있으며, 저급탄의 가격은 $1-15이나 고급탄은 $130

이상이고 유가와 연동하여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저급탄을 활용할 수 있다면, 이는 바이오메스와 폐기물에

도 응용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인 것임에 착안점을 두었다. 

그동안 생활 폐기물은 열량이 3,000-4,000 kcal의 낮은 발열

량을 나타내며,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수도권매립지

고형화 에너지화 할 경우에, 압축과 통풍 에너지에 발생하는

많은 전기를 소모하였으나, 이러한 과정이 이 발전기술에

서는 필요하지 않아서, 기존보다 2배 이상의 많은 전기에

너지를 얻는 효과를 동반하게 된다. 

도시 폐기물을 자원화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30 mm 이

하 크기로 분쇄하고, 수분 40%까지도 연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 폐기물이 들어오면 바로 에너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2 환경처리 시설과 플라즈마 가스화 발전 치리시설 운영

비교

우리나라 대표적인 환경처리 시설인 A시와 수도권매립

지의 시설은 수익성이 없고, 처리비용이 톤당 기준으로 약

10 만 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이는 효율 높은 발전시설

이 없어서 투입되는 전기에너지 소모량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RPF(Refuse Plastic Fuel, 고형연료제품) 생산 때, 수분의

건조와 성형이 대부분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으며, 한국

환경관리공단의 RPF 기준의 성형품의 수분함유량 기준을

맞추려면 건조를 위한 에너지가 다량 소비되고 있다.

A시의 RPF 시설의 개요를 살펴보면, 설비규모는 80톤/

일(16시간 가동)이며, 부지면적은 11,276평방미터(건축연

면적: 3,146평방미터)이고, 연소후 회분 과다 발생하여, 성

형때 재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2011년도 연간 운영비중 7월

기준을 살펴보면, RPF생산량 477톤, 반입량(MSW):1,110,

전력사용량:176,256 KWh(22,430,000원), 부생유(건조연료)

49,464리터(57,526,000원), RPF판매단가 25,000원/톤, 생산/

투입에너지:4.0 폐기물처리단가:128,640원 등으로 보고되

고 있다(환경부, 2013).

현재의 RPF 발전효율과 제조비용이 과다하여 수익은커녕

폐기물 처리비용이 운영상의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는 지

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플라즈마 가스화 발전모델의 운영비 산출근거를 살펴보

면, 폐기물(가연성)을 무상으로, 또는 톤당 30,000 원에 구

입을 해도 수익이 나게 된다. 특별한 장점으로 폐기물 처리

후 2차 환경오염이 없으면서 수익이 나는 발전시설이 되는

것이다. 그린 에너지를 연료로 하는 가스발전을 도심 인근에

설치하는 것이 분산발전을 준비하고, 송전의 위험을 줄이게

되므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3.3 도시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플라즈마 가스화 발전소

모델

환경재난과 악취 근원 제거를 겸한 플라즈마 가스화 발

전기술 개발 및 실용화 3MWe 급 발전소를 건설하여 운영

하기 위한 국내 폐기물 반입량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폐기물의 성상분석과 3성분 분석 등을 기초로 하

면, 48톤/일 SRF(비성형고형연료)를 소모하는 3 MW급 발

전시설을 위한 전처리 시설은 100톤/일 처리용량이 필요

하다. 국내(전라북도 무주 )기준으로 반입량 80톤/일에 가

연물 생성량은 44톤/일 약 55%이며, 가연물 50톤/일에 필

요한 반입량은 약 92톤/일 여유율 10%정도 주어서 약 100

톤/일 이 반입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분량은

50만 시민이 버리는 도시 폐기물량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매립시설현황은 표 2와 같다. 

우리나라에서 매립된 폐기물을 다시 재활용하여 활용한

다면, 그 만큼의 새로운 청정 환경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

표 1. 투입 에너지 분석표(폐기물 투입시설) 

 항목 연료 및 전기 에너지양 

투입에너지 연료 사용량 40.7리터/톤

전기사용량 152 KWh/톤

단위환산 연료발생량 9,000 kcal/리터

전기량환산 1 kwh =860kcal

기본단위 발전효율 30%고려 1 kwh=860/0.3 = 2,867 kcal

열병합 RPF발전효율 80% 고려 1 Kwh=860/0.8 = 1,075 kcal

폐기물  톤당

투입 에너지
발전효율 30%고려시 802,361 kcal/톤

열병합효율 80% 고려시 529,993 kcal/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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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타고 남은 재는 천연비료로서 농가에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4. 도시폐기물의 전략적 접근방법

4.1 방재안전관리 관점의 전략적 접근방법

환경재난인 토양오염과 대기오염인 악취문제와 수질오염

등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도시 폐기물에 의한 오염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로, 쓰레기 매립현장에 들

어오기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길에 떨어지는

도시 폐기물의 문제이고, 둘째로, 분리하고 남은 도시 폐

기물을 매립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고, 셋째로, 분

리하고 남은 도시폐기물을 쌓아 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양오염과 대기오염인 악취문제이다. 최근에는 물기가

있는 도시폐기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어서, 수질오염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4.1.1 쓰레기 매립현장에 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재난 문제해결 접근방안 

수도권의 모든 쓰레기가 수도권매립지에 집중되어 매일

약 1만 톤의 쓰레기가 유입되다보니 이동거리가 길어져서

길에 떨어지는 도시 폐기물(쓰레기)가 많다는 점이다. 이

쓰레기 유입량을 갖고는 100개의 신재생에너지 플라즈마

가스화 발전소를 분산하여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동거리가 짧아져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인천시에서는 악취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매립지

주변 집값이 떨어져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으

며, 하루에 1,200-1,500대의 수도권 쓰레기 차량이 오가며

지역 환경을 더럽히는 것도 문제라고 분석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은평구 소각장 등

쓰레기 소각장 5곳에서 모두 처리할 수 없고, 서울에 새로

매립지를 만들 땅도 없어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기한을 늘리

지 않으면 대안이 없는 상황이며, 이는 인천시와 경기도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환경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 폐기물의 이동

거리를 단축하고, 이동시 낙하와 악취문제를 제거할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 보완이 되어야 한다. 

4.1.2 분리과정에서 남은 도시 폐기물을 매립하는 과정

에서 발생하는 환경재난 문제해결 접근방안

쓰레기 적재차량은 지하로 반입되고, 은폐된 상황에서

대기오염의 주범인 악취문제를 잡아내고, 신속하게 신재

생에너지 발전 자원화하면 대기오염의 악취문제를 해결하여,

도심 속의 발전소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지상발전소, 지하

전기발전 자원화 시설이 들어가면, 환경오염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지하로 차량이 진입하여 도시 폐기물을 하차하게 되면,

오염과 악취를 최대한 막을 수 있으며, 이를 신속하게 자

원화 하여 가스화발전소로 보낼 수 있는 최적의 에너지자

원 유지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여 활용한다면, 적치되는 연

료량을 최소로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출입하는 도시 폐기물 차량에 대하여 GPS와 자동인지

장치 등을 장착하고 물량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경우, 지속

적인 가스화발전으로 일정한 전기에너지와 열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농어촌에서 귀중한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것이다. 

4.1.3 분리하고 남은 도시 폐기물을 쌓아서 발생하는 환

경재난 문제해결 접근방안

전국적으로 도시 폐기물 매립량은 209,120,431 평방미터

(환경부, 2011까지 누계)에 이른다고 한다. 1평방미터에 약

1톤의 생활쓰레기가 매장된다고 한다면, 약 2억 톤의 매립

량을 재활용하여 전기에너지를 생산하여, 오염된 토지를

청정토양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플라즈마 가스화 발전소’가 설립될 지역

에서, 매립된 지 5-10년이 경과한 도시폐기물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고 적절한 양을 발굴하여 발전연료로 재사용하는

방안을 준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준비에 의하여 오염된 매

립장은 다시금 원상태의 녹지로 환원되어질 것이다. 

연료 배분을 위한 ‘플라즈마 가스화 발전 방재안전 통제

센터’를 적절히 운영하면, 최적의 조건에서 전기 생산을

지속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통제센터에서는 쓰레기 차량의

이동라인, 폐기물 차량 용량, 적치중량, 자원보유량(최적

화), 에너지효율 상태추정 등의 자료를 관리하게 된다. 

사업연속성모델(BCM: Business Continuity Model)을 잘

갖추고 위기관리를 준비하는 연구와 설계가 되어야 한다.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내진강도 7.0 이상으로 모든

표 2. 폐기물매립시설현황(2011년까지 전체누적)(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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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을 준비하고, 100년 빈도의 태풍과 집중호우에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4.1.4 대형 자연재해에 의하여 도시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환경재난 문제해결 방안 

일본에서 발생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 및 쓰

나미에 의하여 일본 해안선 400 Km 이상이 도시 폐기물로

뒤덮여 있다. 이를 청소하기 위하여 일본은 10년 이상 걸

린다고 한다. 이처럼 대형 자연재해에 의한 도시 폐기물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즉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준

비하는 것이 대형 자연재해 대비에서도 중요한 요소이다. 

미국의 재난관리청도 대형 자연재해에 의하여 도시 폐

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

직이 처음에는 신설되었다고 한다. 그 만큼 도시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할 경우에 전기에너지와 열에너지를 확보하여

도시 재부흥에 활용하고, 도시 폐기물을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두는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

형 자연재해 대비 핵심요소이다. 

 

4.2 신재생에너지 관점의 전략적 접근방법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최고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배출량 증가의 주요 원인은 차량이용 연료의 증가와 화

력발전소에 의한 에너지 발전량 증가가 대표적인 것으로,

겨울과 여름에 전력 예비량이 부족한 경우, 공공기관이 정

전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도시 폐기물을 연료로 활용한 플라즈마 가스화 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로 OECD 회원국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을

줄이는데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6,000 kcal/톤당 고급 무연탄을 활용하여야 하지만, 일반 도시

폐기물은 3,000-4,000 kcal 정도로 예상되며, 이를 자원화

하여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동안 수익발생의 큰 장애물이었던, 연료로 재활용될

도시 폐기물은 수분 10% 이하, 고형화 압축과정을 거치면

서, 생산된 발전에너지를 거의 다 소모하는 실정이었으나,

새로이 제시되는 방식에서는 도시 폐기물의 자연상태인

수분 40%, 고형화 과정이 필요 없는 에너지 활용 등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없애고, 높은 발전효율로

2단계로 전기를 발전하여 높은 에너지효율 최소 25% -최

대 45%을 올릴 수 있다. 최적의 상태로 운영할 경우에는

2배 이상의 에너지생산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만 명의 인구가 1일 100톤의 도시 폐기물을

버린다면, 1년에 20억 원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을 얻을

수 있고, 건설비는 10년 이내에 분할 상환될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 

간접적 기대효과로서, 10%의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서, 산업단지 유치, 분산전원 확보, 에너지 발

생장소에서 가까운 지역에 대한 저렴한 전기에너지와 열

에너지 공급 등의 혜택을 주변에서 볼 수 있게 된다. 

4.3 환경복원 관점의 전략적 접근방법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는 대규모 도시 폐기물을 체계적

으로 매립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전기 생산 열병합 발전소를 운영 중에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도권매립지공사와는 달리 소규모

환경재난에 대하여 세 가지 해결방안 중에 결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가스화 발전소 건설’에 의한 도시 폐기물의 재

활용, 소각로에 의한 고형화 연료원 생산으로 에너지 재활

용, 지속적인 매립 등이다. 

지난 2012년에는 도시 폐기물을 활용한 가스화 발전소

건설에 대한 인가를 남원시와 지방의회 등에서 한 바 있으

며, 2015년 준공목표로 아직 공사 중이다. 

최근 2013년 12월에 ‘플라즈마 가스화 발전 방식’이 태

백시에 시범적 설치되었다는 소식은 환경복원의 좋은 소

식이다. 앞으로 도시 폐기물을 국내 기술로 가스화발전에

의하여 전기에너지와 열에너지로 얻으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존사업에 크게 기여하고, 매립지에 대한 복원사업

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토양에 섞여서 오염될 수 있는 유독성 물질에 대하여

1,200도 - 1,600도의 고온에 의하여 소각할 경우에 유독성

물체는 기체화 하여 잔유물로부터 분리될 수 있으므로, 천

연비료로 활용하였던 나무태운 재와 같이, 이를 토양의 자

연비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 폐기물 매립 토양에서 매립물을 제거하면, 토양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5. OECD 회원국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EBS 방송자료에

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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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는 환경재난의 주요 원인인 도시 폐기물을 신속

하게 신재생에너지로 재활용하여 환경오염과 악취 등의

피해규모를 최소화하면서, 도시는 환경재난 발생비용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대정전에 대비한 에너지원으

로 확보하고, 지속적인 전기에너지와 열에너지 수익원을

확보하면서, 기존에 매장된 도시 폐기물을 발굴하여 재활

용하여 환경오염지역을 청정지역으로 재생산하여 깨끗한

환경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발생되는 수익원으로부터 방

재안전관리형 플라즈마 가스화 발전소 건설비용을 해결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신재생에너지원을 확보함으로 인하여, 지역의 혁신경제성

장단지를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등의 전략적 방재안전관리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기후변화에 의한 대규모 자연재해인 태풍과 지진

등이 발생할 경우, 도시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하게 되므

로, 이를 신재생에너지화 하여 지역경제의 예방복구에 기

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기후변화에 강건한

조건을 갖춘 모델을 제시하여, 미래도시의 전략적 방재안

전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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