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형폐기물 관리계획: 자주 묻는 질문 및 의견 제안 
 

자주 묻는 질문 

 

1. 볼티모어시 고형폐기물 관리계획(SWMP)이란 무엇인가? 

a. 메릴랜드 환경부(MDE)는 각 카운티가 메릴랜드 주석 법전 및 규정집(COMAR) 

26.03.03 환경조항 제9편 제5장(Subtitle 5)에 따라 고형폐기물 관리 10년 

계획(SWMP)을 마련하고 채택하도록 요구합니다.  SWMP는 MDE의 승인과 

시의회의 채택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b. 볼티모어시의 현행 SWMP는2013년 12월 시의회에서 채택되어 2014년 4월 MDE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시는 주의 새로운 폐기물 관리 요건 사항에 따라 SWMP를 

개정했습니다.  

2. 고형폐기물 관리 10년 계획(SWMP)에 포함된 내용은 무엇인가? 

a. 포함 사항: 

i. 볼티모어시의 고형폐기물 흐름에 대한 관리 목표, 

ii. 도시 고체 폐기물, 재활용, 재사용 및 퇴비화 작업을 포함하여 공공 및 민간 

모두의 기존 고체 폐기물 수집 시스템에 대한 평가, 

iii. 기존 및 미래의 폐기물 처리 역량강화를 위한 요구 사항, 및   

iv. 시스템 제한 및 인프라 요구 해결, 운영 개선을 위한 조치 계획.  

b. 상기 계획은 상하수도 관리국(BWW)의 계획이 아니며, 수도세 청구 및 

우수(stormwater) 관리와 같은 용수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3. SWMP의 업데이트 주체는 어디인가요? 

a. 고형물폐기 관리국(BSW)의 볼티모어시 공공사업부(DPW)는 계획을 개정·보완할 

책임이 있습니다.  

b. BSW는 SWMP에 대한 변경 사항을 알리기 위해 기획부, DPW 관리부, 시장실 등 

다양한 시 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c. BSW는 또한 SWMP의 60%, 90%, 99% 및 최종 초안 단계에서 커뮤니티 회의를 통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d. 컨설팅 회사가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고 내부 및 외부 피드백을 추적하여 계획의 

업데이트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https://publicworks.baltimorecity.gov/solid-waste


4.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어떻게 됩니까? 

a. 최종 초안(2023년 5월)이 완료되면 볼티모어 시는 MDE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MDE가 승인하면(2023년 8월까지) 최종안은 시장과 

시의회에 제출되어 2023년 12월까지 공식 채택될 예정입니다.  

5. 계획은 언제 시행되는가요? 

a. 계획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33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의 계획 기간 동안 시행될 

것입니다. 

6. 지역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요? 

a. SWMP는 향후 10년간 새로운 고형폐기물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을 유지, 확장 

또는 추가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주거 편의점, 쓰레기와 

재활용 픽업, 그리고 음식 스크랩 드롭오프와 같은 거주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를 결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것입니다. 폐기물 감소, 폐기물 전환 

최적화, 불법 투기 및 쓰레기 감축, 매립지 관리 및 고형폐기물 관리 운영 유지를 

위한 전략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향후 10년 동안 상기 프로그램과 관리 전략이 

온라인으로 제공됨에 따라, 주민들의 편의 향상과 지역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7. 업데이트된 계획은 어디에서 확인하는가요? 

a. DPW는 60%, 90%, 99% 완료된 초안 및 최종안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이 

웹페이지에서 초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계획에 대한 피드백은 어떻게 제공하는가요? 

a.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b. 관리계획 웹 페이지의 Resources > Draft Comments 항목에서 ‘초안을 검토하고 직접 

의견을 추가하기’ 링크를 클릭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 초안에 직접 주석을 

추가할 수 있는 플랫폼인 Konveio의 계획 사본으로 이동합니다. 

c. 의견 및 피드백을 SolidWastePlan@baltimorecity.gov.으로 전자 메일을 보냅니다.  

d. 아래 주소로 의견서를 우편 발송합니다:  

e. Solid Waste Management Plan 
f. 200 Holliday St.  
g. 10th Floor 
h. Baltimore, MD 21201 

i. 질의 및 의견 수렴 기간 동안 공청회에 참여하여 직접 의견을 제출합니다. 

9. 제출된 의견은 어떻게 반영되는가? 

https://publicworks.baltimorecity.gov/pw-bureaus/solid-waste/plan
https://publicworks.baltimorecity.gov/pw-bureaus/solid-waste/plan
https://publicworks.baltimorecity.gov/pw-bureaus/solid-waste/plan
mailto:SolidWastePlan@baltimorecity.gov


a. 모든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됩니다. 공통 주제 및 우선순위를 취합 ·분석하여 

고형폐기물 관리계획에 반영됩니다. BSW는 웹 페이지의 ‘의견란’을 통해 공통 주제 

및 우선순위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https://publicworks.baltimorecity.gov/node/23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