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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종료 비위생 매립 부지의 활용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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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경북지역에 산재한 사용종료 비 생 매립 부지의 특성을 토 로 효율 인 부지 활용 방안 제시를 목 으로 

하 다. 연구 상 매립 부지의 활용성에 향을 주는 인자를 선정하여 매립 부지의 유형을 분류함으로써 체계 인 활용 

방안 선택의 기  자료를 제공하 다. 매립 부지의 활용 인자로는 부지의 면 , 도로 이격 거리, 마을 이격 거리를 분석하 으

며 통계 분석을 통하여 상 매립 부지의 유형을 결정짓는 주요 인자는 부지의 면 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 로 

매립 부지의 특성에 알맞은 활용 방안 결정 지침을 제시하 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site-specific reuse alternatives for closed unsanitary landfills (CULs)
scattered in Gyeongbuk Province. The CULs were classified with the factors affecting the site reuse alternative to
provide basic data for systematic site reuse. Statistical analysis showed that the site area was the main factor in site 
classification among the site area, distance to road, and distance to the village. The results proposed a site-specific 
guide flow to the reuse of the CU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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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에 산재해있는 과거 소규모 매립지는 재와 같

은 리형 생매립 형식이 아닌 기성, 비 생 매립을 

행하 다. 이러한 매립이 행해진 부지는 환경오염의 우

려를 지니고 있어 환경부에서는 2001년 12월에 안정화도 

평가  리방안을 마련하고 2002년 ‘ 국 사용종료 매

립지 기 조사 결과  리 책’과 2010년 9월에 최종 

개정된 ‘사용종료매립지 정비지침’ 에 의거 매립부지 별 

정비사업이 진행, 종료, 계획되기에 이르 다[1,2].

재 매립은 생매립 방식으로서 환경오염의 문제는 

어들었지만 새로운 매립부지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

이다. 기존의 사용종료 매립부지의 활용 방안도 체계

인 지침보다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임시 운용되는 개소

가 많고,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곳도 많은 실정이다. 

한 개선사업이 이미 종료되었거나 진행 인 매립 부지

의 리와 활용 기 은 모호한 상황이다.

환경 련 기 시설을 비롯하여 기타 기피성 공공시설 

등 입지시 갈등과 민원 발생, 인근 주민의 휴식과 복지를 

한 각종 시설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용종료 

매립부지의 극 이며 효율 인 활용이 바람직하다.

술한 바와 같이 매립 부지의 오염유발 가능성 평가

와 책은 환경부에서 정비사업 필요여부를 정하여 사업

을 실시 는 진행 이지만 매립 부지의 정 활용을 

한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경북지역에 산재한 사용종료 비 생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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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극 활용하기 하여 매립 부지의 특성을 토 로 

효율 인 부지 활용 방안 제시를 목 으로 하 다. 매립 

부지의 유형에 따른 활용 방안 가이드를 제시하여 체계

인 부지활용의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2. 본론

2.1 매립부지 현황 및 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환경공단 자료 기  경상북도내 치

한 비 생매립지 116개소를 상으로 각 매립부지의 

황과 주변 특성을 분석하 다. 매립부지의 황은 매립

면 , 매립용량, 매립시기  경과년수, 정비사업 상 여

부  사업내용 등을 조사하 다. 이러한 황  부지의 

활용가치  용도에 향을 미치는 인자는 매립부지의 

면 을 들 수 있는데 그 분포는 Table 1 과 같다. 체 

116개소  매립부지의 활용가치가 은 소규모 매립지

가 상당수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교  큰 규모

라 할 수 있는 10,000m2 이상의 매립지는 18개소가 존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Site area distribution of closed unsanitary 
landfills 
site area(m

2
) number

    0 -  1,000 26

 1,001 -  2,000 18

 2,001 -  3,000 19

 3,001 -  4,000 11

 4,001 -  5,000 3

 5,000 - 10,000 21

10,001 - 50,000 14

over 50,000 4

본 연구에서는 활용가치와 용도의 인자로 부지의 면  

외에 주거지와의 이격거리, 도로와의 이격거리를 조사하

여 사용종료 비 생 매립부지의 활용방안을 분석하 다.  

[Fig. 1] Accessibility of closed unsanitary landfill sites: 
distance to village with site area  

[Fig. 2] Accessibility of closed unsanitary landfill sites: 
distance to road with site area

거주지와의 이격거리는 주민의 근성을 나타내는 요

소로서 마을까지의 직선 이격거리를 측정하여 Fig. 1에 

나타내었다. 직선 이격거리로 0.5-1.0km 정도가 도보나 

자 거 등으로 가볍게 근할 수 있는 거리로 단되며 

이 이상은 도보 등으로 편하게 근하기에는 어려울 것

으로 사료되었다. 한편 도로와의 이격거리는 차량이나 

장비의 근성을 나타내는 요소로서 인근 주요 도로 (지

방도 이상)까지의 직선 이격거리를 측정하여 Fig. 2에 나

타내었다. 모든 부지가 이 에 매립이 이루어졌던 곳으

로서 차량의 근은 가능하지만 지방도 이상의 도로까지

의 연계성은 사용종료 매립부지의 사후 활용에 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매립 기간  이용하 던 진입

로 에는 매립이 종료된 이후 이용하기 불편하게 방치

되거나 주요 도로까지의 근성이 불편한 경우도 장조

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매립부지의 면 , 거주지 이격거리, 도로 이

격거리의 3가지 부지 활용 인자가 부지의 특성 분류에 미

치는 향, 즉 활용성 결정에 미치는 향 정도를 단하

기 하여 3가지 인자를 변수로 하여 군집(cluster)을 분

석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군집 분석시 매립부지간

의 기하학  거리는 유클리디언 측도를 이용하 고, 군

집 방법은 Ward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체 116

개소  마을과 도로 이격거리 산정이 곤란한 7개소와 매

우 면 이 커 분석을 왜곡시킬 것으로 단된 2개소 (PY

매립부지: 178,000m2, GG매립부지: 115,000m2)를 제외하

고 통계 분석을 수행하 다. 

[Table 2] Cluster analysis of closed unsanitary landfills

 analysis parameters
Cluster

1 2 3
site area (m2) 21,510 3,560 53,200
distance to residence (km) 0.44 0.76 0.37
distance to road (km) 0.23 0.18 0.27
site numbers 7 9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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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결과는 부분의 매립지에 해당하는 97개소

가 소규모의 면 을 지니며 거주지 이격거리가 다른 군

집에 비하여 크고, 도로 이격거리는 다른 군집에 비하여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cluster 2). 특히 분석 결과 부지의 

면 이 클러스터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으

며 도로까지의 이격거리는 클러스터 간 거의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cluster 1과 cluster 3은 체 

상 매립지의 규모를 고려할 때 모두 상 으로 형 

매립지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클러스터 2와 같은 특성을 지닌 매립부지를 활용할 때

에는 필요시설 설치를 한 최소 면 과 경제성을 고려

하여 단순 자연환경 조성이나 주민 편익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단순 자연환경 조성은 도보로 근이 용이하지 

않은, 거주지 이격거리가 먼 곳으로서 부지 면  한 소

규모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거주지 이격거리

가 가까워 주민이 쉽게 근할 수 있는 곳이라면 클러스

터 2의 매립 부지를 소규모로 나 어 체육공원이나 환

경/농경 지원 공익 시설 등의 주민 편익 시설을 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클러스터 1에 해당하는 7개소와 클러스터 3에 해당하

는 큰 규모의 3개소는 모두 규모 부지이므로 최근 각종 

시설의 부지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하여 거주지와 도로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종

합 시설이나 환경/에 지 생산 시설 등으로 활용 방

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술한 바와 같이 매립부지의 활용은 소극 인 방법

이라 할 수 있는 자연 식생 회복부터, 스포츠공원, 시

설, 공공  에 지 시설까지 다양하게 규모에 맞추어 활

용이 가능하다[3,4]. 한 활용시에는 매립지의 규모뿐 아

니라 시설물 설치 등의 활용방안에 따라 매립지에 미치

는 향을 고려하여 이에 알맞은 활용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활용방안에 따라 시설물 등이 매립부

지내 복토와 폐기물 층  하부 토층 등에 미치는 향과 

매립부지와 상호 계 등을 고려함으로써 효율 이며 안

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5]. 

2.2 매립부지 활용방안

지 조사 결과 소규모 매립부지의 상당수는 나 지

로 방치되어 있거나 인근 농경지와 비슷하게 이용되고 

있었다. 한 소규모인 경우에는 재활용 수집 등 환경

련 시설, 체육공원 등 주민 편익 시설 등으로 활용되는 

사례도 있었으나 체계 인 활용 지침이나 계획보다는 주

변 여건에 부합한 임시 이용 형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부지의 효율  활용을 해서는 체계 인 분

석을 통한 지침 등이 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종료 비 생 매립부지의 황과 특성을 분석한 

결과 매립부지의 면 에 따라 시설 설치 타당성 등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구체 인 활용 방안은 거주지 이격거

리, 도로 이격거리를 고려함이 합리 인 것으로 사료되

었다. 조사 상 매립부지 분석결과 가장 격차가 큰 구분

인자로 나타나 매립부지의 면 을 토 로 각종 시설 도

입 타당성이 결여되는 소규모, 일정 용도의 시설 도입이 

가능한 규모, 다양한 종합 시설과 형 시설 도입이 가

능한 규모 매립부지로 구분하고 근성과 활용성을 

단하는 것이 합리 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와 같은 활용 인자를 기 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

과 같이 3가지의 활용 범주를 제시하 다. 

2.2.1 자연환경조성

비 생 매립지, 불법 폐기물 투기 장소, 오염 부지 등

을 자연상태로 회복하는 기본 인 방안이다. 오염 환경

을 원래 상태에 가깝게 복원한다는 에서 활용이라는 

보다는 식생회복에 을 맞춘 가장 소극  부지 

활용 방안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자연 상태의 회복 뿐 아

니라 환경 복원 후에 지조성, 식재 등을 행하고 산책이

나 생태 찰로 등 기본 인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이는 자연경 을 회복하고, 서식지를 복원하며 경우에 

따라 지역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매립부지

의 표층을 이용하는 기본  활용 방안이다. 

이러한 활용 방안에 합한 부지는 면 이 소하고 

지형조건이 열악한 경우를 들 수 있다. 그 에서도 거주

지 이격거리가 멀어 주민의 근성이 떨어지는 곳이라면 

단순한 자연 식생 회복이 알맞은 방법이다. 지역 주민의 

근성이 양호한 경우라면 휴식공간을 한 산책로 조성, 

벤치나 간이 운동기구 설치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

구 상 매립부지  면 이 작은 소규모 부지로서 극

인 활용가치가 작은 부지의 활용 안이 될 수 있다. 

연구 상 116개소  2,000m2 미만인 44개소가 이 분류

에 해당되는 것으로 단된다. 물론 부지 개소의 지형조

건, 부지의 형상 등 특성과 주변 여건에 따라 면 이 더 

크더라도 활용성이 떨어지는 곳이라면 식생 회복정도에 

그칠 수 있으며 역으로 소규모 매립 부지라도 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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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xemplifying procedure to determine closed unsanitary landfill reuse alternative 

활용 방안을 모색할 여지는 있다. 시간 으로도 우선 자

연 환경 조성을 행한 후 향후 도시계획 등의 변화에 따른 

지목 등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극 으로 활용 용도

를 변경하면 효율 인 부지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2.2.2 레저시설 도입

사용 종료 비 생 매립 부지, 불법 폐기물 투기 장소, 

오염 부지 등을 복원한 후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이다. 이는 소극 인 자연 환경 조성에 그치지 않고 

극 인 시설을 설치하는 활용 방안으로서 매립 부지의 

규모에 따라 알맞은 야구, 테니스 등 구기 경기장, 운동 

시설 등을 설치하는 공원 조성으로부터 규모인 경우 

익스트림 경기장 조성, 수상  활동, 야 이나 생태교

육 시설 등을 설치하는 부지의 표층 뿐 아니라 층까지 

향을 미치는 활용 방안이다. 

이 활용 방안은 상 부지의 면 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므로 규모의 매립 부지에 합한 활용 

방안이다. 간 규모의 부지인 경우 체육공원, 형 규모

의 부지인 경우 종합 시설 활용이 합할 것으로 

단된다. 한 주민의 근성이 좋아야 효율 인 시

설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2.2.3 환경/에너지 시설

부지가 규모라 하더라도 주민의 근성이 떨어진

다면 시설보다는 공공 시설로 운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단된다. 공공 시설은 환경이나 농경 련 기

시설이나 각종 지원시설로서 지역민의 민원을 해소하

고 한 환경  농경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간규모 부지의 바람직한 활용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규모 부지이면서 주민의 근성이 떨어지는 곳이라면 

최근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이용 인 태양  발  등의 

에 지 생산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

료된다[6]. 

이상 3가지 큰 활용 범주는 다시 부지의 면 , 주민 

근성, 도로 근성에 따라 각각 2가지씩 6가지의 활용 방

안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이를 Fig. 3에 요약하여 나타

내었다. 활용성이 떨어지는 소규모 매립 부지를 상으

로 하는 첫 번째 자연 환경 조성 활용은 주민의 근성이 

나쁠 경우 단순 식생 회복, 근성이 양호할 경우 간이 

휴식시설 (벤치, 산책로 등 포함) 조성으로 나  수 있다. 

두 번째 시설 활용은 규모이며 주민 근성이 양

호할 경우 각종 구기, 운동 기구 등 체육공원으로 활용하

고 규모일 경우에는 종합 시설 운용을 고려할 수 

있다. 세 번째 공공/에 지 시설은 규모 부지이면서 

주민의 근성이 떨어질 경우의 활용 안이다. 규모가 

간 정도의 부지라면 환경자원센터, 농업용 창고, 공  

주차장  환경기  처리 시설 등 공공시설로 활용하고 

규모 부지라면 태양  발  등의 에 지 생산 시설로 

활용 가능하다. 이와 같이 활용 방안으로서 3가지 범주의 

6가지 안은 부지의 면 , 거주지 이격거리, 도로 이격

거리 인자를 심으로 제시한 지침으로서 실제 부지 활

용시에는 이를 토 로 자연  인문 환경 등의 주변 여건

과 부지의 형상, 토질, 지형 등 부지 여건을 고려한 후 지

자체의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면 

바람직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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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본 연구는 경북지역에 산재한 사용종료 비 생 매립

지의 효율 이며 체계 인 활용을 한 요인을 분석하고 

안을 제시하 다. 매립 부지의 황과 특성을 분석한 

결과 부지의 면 이 가장 큰 유형 분류 요인으로 나타났

으며 이와 함께 거주지 이격거리와 도로 이격거리를 인

자로 활용하여 매립 부지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 임을 보 다. 이를 토 로 크게 활용 안으로서 

자연 환경 조성, 시설 도입, 공공/에 지 시설 도입이

라는 3가지 범주로 나 어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체계

인 부지 활용의 기 자료를 제공하 다. 이를 토 로 부

지 여건을 고려한 후 해당 지자체의 정책에 부합하는 방

향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단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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