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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목 : 인도네시아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과제는 인도네시아의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여 환경프
로젝트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인도네시아와의 환경산업 협력기반을 구축하는데 있다. 인도네
시아의 환경여건 및 환경기술ᆞ산업의 수준 등 현황을 분석하여 국내기업들의 진출 유망분야
및 중점 투자대상, 협력사업 등을 발굴하고, 환경산업 및 환경기술 협력기반을 조성하여 양국
간의 환경산업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인 2억 4천만의 인구와 열대림 및 매장자원이 풍부해 성장잠재력이 매
우 큰 국가로 우리나라와는 1949년 12월 외교관계가 시작되었으며, 1973년 9월 수교 후 긴
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경제, 통상, 기술 및 자본협력 등의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APEC 등 국제기구 공동회원으로서의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하고 있다. 2007년 한ᆞ인니 환경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특히 환경정책을 비롯
한 기술정보의 교류,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보전 분야에서의 공동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과제를 통하여 인도네시아가 선진적인 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ᆞ이행할 수 있도록 지
원함으로써 양국 간의 신뢰와 우애를 돈독히 하고, 국내 폐기물 관련 산업 및 기술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국제적 수준에 맞는 장기적인 국가 폐기
물 관리종합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위생적이고 비용효과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방
안을 마련하여 님비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장기적인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I. 연구개발의 범위
 본 연구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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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인도네시아 일반현황 및 투자현황을 파악한다. 인도네시아 일반현황 분
석, 폐기물 관련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폐기물 정책 및 법규 분석, 환경시장 현황 조사 및 분
석 등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공동사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한국의 정책 및 법령을 기반으로 인도네시아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한
폐기물관리 종합계획과 폐기물관리 법령의 세부내용을 제시한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한ᆞ인니 공동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시범사업의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향후 인도네시아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한
다. 특히, 협력사업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자바섬을 중심으로 제시한다.

IV. 연구개발 결과
1. 인도네시아 일반현황 및 투자현황
2

 인도네시아는 한반도의 9배인 190만km 의 면적(세계 15위)과 2억 4천만 명의 인구(세계 4
위)를 보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석유ᆞ가스산업, 농업, 제조업 등이 산업의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다. 또한 유가 및 공공요금 상승 억제, 중앙은행 이자율 인하 등을 통해 물가를 안
정화시킴으로써 5~6%가 넘는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상수도 분야는 낮은 용수공급률과 관리기관의 관리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
하고 있으며, 향후 관리기관의 부채감소 및 기술 원조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수도 분야는
도시지역의 낮은 보급률 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공중보건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하ᆞ폐수 처리기술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폐기물 분야에서는 부적절한 폐기물 처리체계와
처리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세부적인 법령 마련과 3R(reduce, reuse, recycle) 원리를 적
용한 폐기물의 관리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의 환경시장은 환경의식 증가와 정부의 환경관련 정책 활성화에 힘입어 점차적으
로 확대되고 있다. CDM사업의 경우 2005년 7월 국가승인기구(DNA,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를 설립하고, 2009년 4월까지 총 88개의 프로젝트를 승인하였고, 이 중 24개의 프
로젝트가 UNFCCC에 등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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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에 무상원조 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일본, 호주, 미국, 독일 등이 있으
며, 이 중 일본이 전체 지원액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어 일본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 한국의
경우 2007년 약 1,200만 달러를 인도네시아에 지원하였으며, 이는 한국의 ODA 지원국가 중
4번째로 규모가 큰 수준이다.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는 양 국가의 경제 협력 강화 활동과 맞물려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당분간 투자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분야는 제조업과 광업이 전체의 83%
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 분야의 투자는 미비한 실정이다.

2. 인도네시아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인도네시아의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 1.0kg/인ᆞ일에
서 2010년에는 2.1kg/인ᆞ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자바섬에서 전체
폐기물량의 55%가 발생하고 있고, 다음으로 수마트라섬에서 23%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
다. 폐기물 종류별로는 유기물이 58%로 가장 비중이 높으며, 다음으로 플라스틱 14%, 종이
9%의 순이다. 폐기물 발생원별로는 가정(43%)과 시장(20%)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폐기물의 수집단계의 1차적인 책임은 지방정부에 있으며, 지역주민이나 지방정부로부터 위
탁을 받은 업자에 의해 수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재활용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며, 재활용
은 주로 민간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퇴비화 방
식이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에서 퇴비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소
각의 경우 유기물 함량이 높고 발열량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활성화 되어 있지 않으며, 감염
성 병원폐기물 및 유해폐기물에 대해 한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매립의 경우 소도시의 약
85%, 중급도시의 경우 약 53%의 폐기물이 비위생 매립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위생매립지
는 일부 대도시에서 적용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모든 시나 군이 평균 1개의 매립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2007년 인도네시아 자체 조사에 따르면, 50% 정도의 매립장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한국을 비롯한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폐기물 관리정책을 벤치마킹한 결과 크게 ① 통합
적 폐기물관리, ② 정량 목표 관리, ③ 지속가능성 원칙 적용 이라는 3가지 원칙을 따르고 있
으며,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폐기물 정책을 이러한 방향에 따라 수립하여 제안하였다. 인도
네시아의 폐기물 정책의 세부내용은 한국의 국가 폐기물관리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을 기초로
인도네시아 환경부와 협의하고 자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지었으며, 분야별 주요 정
책방향과 단계별 추진계획, 그리고 정량적인 관리목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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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2010)

2단계 (~2015)

3단계 (~2020)
정보화시스템 구축
통합폐기물관리시스템 구축

폐기물 관련 법제정비 및
분류체계 개선
통합폐기물관리 시스템 구축
폐기물 관리체계의 법적 기반 확립
경제주체별 역할분담 체제 확립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폐기물관리
본격추진

폐기물관리 거버넌스 구축
폐기물 관련 신처리기술 도입
세계화, 국제화에 부응하는
폐기물관리 모델개발 및 적용

보상 및 부담제도 실시

생산자가 주도하는 폐기물
자율재활용체제 확산
전국폐기물통계조사 기반 마련
폐기물재활용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폐기물관리
인프라 구축 및 체제 정비

폐기물 관리
역할분담 정비

새로운 폐기물관리체계
본격 가동

[그림] 인도네시아 폐기물 정책 단계별 추진계획
<표> 부문별 폐기물관리정책 추진목표
• EPR 제도 정착

1. 폐기물 최소화

• 전기전자제품회수체계 구축
• 분리수거체계의 확립
• 환경친화적 포장제도 추진

• 폐기물 에너지화 기반 마련

2. 폐기물 자원화

• 바이오가스화 등 유기성폐기물 자원화 촉진
• RDF 제조 및 전용발전 등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 촉진

• 각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3. 폐기물 안전관리

•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관리
• 유해폐기물 유해성 평가, 수거ㆍ처리기준 및 관리체계 강화

• 폐기물 관련 법제 마련

4. 폐기물 관리 선진화

• 폐기물 분류체계 개선 및 관리의 과학화
• 폐기물 관리 프로세스의 전산화, 정보화 추진
• 님비현상 대응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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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의 폐기물관리 법령 세부내용을 제시하기 위해서 한국의 폐기물 관리법을 기초로
인도네시아 환경부와 협의하고 자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시하는 범령의 항목을 조정하
였다. 제시한 폐기물 관리법령은 ①개요, ②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③폐기물 관리기반, ④배출
과 처리, ⑤폐기물 처리업, ⑥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 ⑦님비현상 대응, ⑧기타사
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폐기물관리를 위한 세부기준 15개와 관리를 위한 주요서식
12개를 제시하였다.

3. 한ㆍ인니 공동사업 개발
 공동사업 개발은 ①정부간 협력 부문, ②정책연구 부문, ③사업개발 부문 등 크게 3가지 관점
에서 고려하였다.
 정부간 협력 부문은 본 과제 수행 시 이루어졌던 양국 간 고위급 회담에서 도출된 정부간 협
력사업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한ᆞ인니 환경협력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①양국 간 환
경협력 사항에 대한 지속적 의견 교환, ②환경행정 정보 및 환경산업·기술 정보 교류, ③한
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한 지원사항 협의, ④후속 지원사업 협의 등을 협의하게 되며,
2009년 10월 한국에서 1차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정책연구 부문의 공동사업은 인도네시아의 폐기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국
측에서 제시한 정책의 세부내용 및 한국측의 우수사례 중 인도네시아 환경부 측에서 단기간
에 도입을 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프로그램은 총 5개로 ①사업장폐기물
감량화 가이드라인 개발, ②환경친화 포장재 가이드라인 개발, ③유해폐기물 통합관리체계
구축, ④폐기물 에너지화 기본계획 수립, ⑤EPR 지원시스템 구축이다.
 사업개발 부문은 크게 생활폐기물, 농업폐기물(바이오매스), 생활폐기물과 농업폐기물의 패
키지화 전략 등 크게 3가지 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 부문의 사업개발과 관련하여 본 연구를 통해 현재 지방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총 58개 사업에 대한 사업진행단계, 사업규모(면적, 예상반입량), 담당자 연락처 등을 조사하
였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가정하여 경제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위생매립의 경우 반입수수료가 톤당 12,000원 정도인 경우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폐기물에 포함되어 있는 가연성 성분을 RDF로 생산하여 판매할 경우에도 경제성
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퇴비화 또는 소각ᆞ발전 등의 시설을 건설할 경우에는 경
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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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폐기물(바이오매스) 부문의 사업개발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 지역별 주요
바이오매스(오일팜, 코코넛, 고무나무, 쌀 등)의 발생량과 발전 가능량을 조사하여, 인도네시
아로 진출하려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민
간투자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가정하여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전력가격을 일정 수
준 이상으로 보장받는 경우, 예를 들어 kWh당 80원 정도를 보장받는 경우 경제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생활폐기물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되, 퇴비화 또는 소각ᆞ발전 등을 요구하는 지방정부
에 대해서는 농업폐기물과의 패키지 전략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즉, 생활폐기물 사업의 낮은
경제성을 농업폐기물로 보완해 주는 방식이다. 이 경우 사업자는 지방정부로 부터 농업폐기
물을 무상 또는 낮은 가격으로 공급받는 협상이 필요하다. 농업폐기물을 무상으로 공급받는
경우, 전기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kWh당 80원)을 보장받을 경우, 단독으로 추진하였을 때는
경제성이 없었던 퇴비화 또는 소각ᆞ발전의 옵션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V. 연구개발의 활용계획
- 한국ㆍ인도네시아 환경산업 및 환경기술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지원을 통한 양국 환경산업 교류 증대에 활용
- 정부관점에서의 협력방안 및 사업자 관점에서의 잠재시장 및 접근전략 제시를
통한 국내 환경 산업체의 인도네시아 진출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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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 M ARY
I. Title : Development of Waste Management Master Plan for Indonesia

II. Objectives & Background
 The Project aims for exploring collaborative businesses in environment and setting up a cooperative
foundation for environmental projects between Republic of Korea(hereinafter, "Korea") and Republic
of Indonesia(hereinafter, Indonesia.) The Project will explore potential business sectors and
investment possibilities for Korean companies through researching and analysing an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technologies and industries in Indonesia, and thus will promote the exchange in
environmental industry of both countries.
 Korea and Indonesia which has the fourth largest populations in the world, about 230 millions and
abundant tropical gardens and natural resources,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each other in
December 1949 and signed a treaty of amity in September 1973. Since then both countries have
been in good cooperative relationship especially in political way as APEC members as well as in
economical way such as commerce, technologies, finance, etc. After signing the MOU for
collaboration in environment between both countries in 2007, there has been needed to co-research
in technological information, climate change and biological diversity as well as environmental policies.
 The Project will build up a good relationship in trust by helping Indonesia develop waste management
master plan and take an action on it, and will establish a bridgehead for domestic waste management
industry and technologies to be exported. Also it is well expected that Indonesia can build up
sustainable and recycling society through developing waste management master plan, and can raise
the quality of the nations' lives much higher. And it will solve NIMBY and contribute to national
competitiveness too.

III. Project Boundary
 The project has three boundaries as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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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ly, the Project will analyse general situation and current investment trend in Indonesia. After
gathering fundamental waste-related materials, analysing waste management policies and relevant
regulations and researching environmental industry, it will be used for developing the waste
management master plan and collaborative businesses as a preliminary data between two countries.
 Secondly, the Project will draw out the waste management master plan and regulations adjusted to
current local situation in Indonesia based on Korean relevant policies and laws.
 Thirdly, the Project will explore collaborative businesses in environment and set up the strategy to be
used for Korean companies to refer when they are planing to make a business in Indonesia.
Especially Java which has high density in population will be the main point for those businesses.

IV. Project Outcome
1. General situation & Current investment trend in Indonesia
 Indonesia has an area of 1.9 million km2 which is nine times as wide as Korean's(the 15th largest area
worldwide) and 230 millions of population(the 4th largest worldwide). Its major industries are
petroleum & gas industry, agriculture and manufacturing. And it has been in economic growth over
5~6% by making oil price, public utility charges and interests stable.
 Indonesia is in lack of good quality water supply facilities due to low water supply rate and
incompetent management skill, so thus it is needed to get financial and technological support. As for
the sewerage system, it is still on high demand especially in urban areas and needs to adopt proper
waste water treatment technologies for public health. In waste management sector, improper
treatment system and facilities need to be solved, and it is needed to be managed by 3R(reduce,
reuse, recycle) principles.
 Environment industry in Indonesia is growing bigger and bigger thanks to increase in environmental
thinking and governmental policies. In CDM, Indonesia established DNA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 in July 2005, and approved total 88 projects(24 of them are registered in UNFCCC) as of
April 2009.
 Indonesia gets financial support such as ODA from developed countries which are Japan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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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s about 50% of it, Australia, America, German, etc. In 2007, Korea offered 12 million dollars
which was the fourth largest amongst the countries supporting ODA.
 Korean investment against Indonesia is in growth by economically cooperative activities of both
countries and it is well expected to increase continuously. As for the investment, it almost covers
manufacturing and mine industries(83%) and doesn't cover much in environment.

2. Development of Waste Management Master Plan in Indonesia
 Volume of waste per person in India is continuously getting larger, and it is expected that
1.0kg/person a day in 2000 will go up to 2.1kg/person a day in 2010. Java covers about 55% of total
waste in Indonesia and Sumatra, 23%. Waste constitutes 58% of organic waste, 14% of plastic, 9% of
paper. Mostly it is made from households(43%) and markets(20%).
 To gather the waste belongs to local government in the first place, and then it usually managed by
local nations or local trusters. A recycling rate is low because it is mostly managed by private sectors.
In Indonesia, composting is widely used to treat home made waste and there are some ongoing
composting projects in some local government and communities. Incineration is not that much used
because of the high density of organic materials and the low caloric value, but is limited to hospital
waste and hazardous waste. Whereas about 85% of waste in small towns and 53% in middle cities
are managed by unsanitary landfill treatment, only certain big cities have sanitary landfills. Referring to
Indonesian own research done in 2007, every city and town has a landfill on the average, around 50%
of total landfills have got unqualified.
 After benchmarking best practices and polices in the waste management of developed countries like
EU, USA and Japan as well as Korea, Indonesia adopted three principles as below: ① Integrated
waste management, ② Quantitative management goals, ③ Apply sustainability principle. Considering
the fact above, the Project developed the waste management master plan in Indonesia. Detailed
contents in waste management policy in Indonesia based on Korean national waste management
master plan has made through discussing with Ministry of Environment in Indonesia and collecting
major opinion from advisory institutions. The policy contains major political points in every sector,
major planning in every phase and quantitative management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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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1 (~2010)

Phase 2 (~2015)

Rational role assignment for economic
subject
Expansion of voluntary waste recycling
system led by manufacturer
Creation of basis for national waste
statistics survey
Technology development for accelerating
waste recycling

Adjust waste-related legal system
and improve assortment system
Establish integrated waste
management system
Promote waste management using
information system
Start compensation and penalty
system

Establish waste management
Infrastructure and adjust system

Adjust role assignment
for waste management

Phase 3 (~2020)
Establish information system
Establish integrated waste
management system
Establish waste management
governance
Introduce new waste disposal
technology
Develop and apply waste
management model meeting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Genuine operation of
New waste management system

[Figure] Waste management policy phase planning in Indonesia
<Table> Waste Management Policy Objectives by Categories

1. Waste
minimization

2. Waste-to-Resource

•
•
•
•

Settlement of EPR system
Recovery system of electronic goods to be established
Settlement of segregated collecting system
Environment-friendly packaging system

• Foundation of Waste-to-Energy base
• Facilitation of resourcing organic wastes such as Biogasification
• Facilitation of Combustible waste-to-Energy like RDF manufacturing as well
as RDF power plants

3. Waste Safety
Management

4. Advancement of
Waste
Management

• Amplification of Waste Disposal Facilities, considering regional circumstances
• Dioxin management from Incineration facility
• Valuation of harmful wastes, Intensification in collecting․disposing standard
and managing system

• Preparations of waste related legislations
• Improvement of waste classifying system as well as science-oriented
management

• Computerized and information-oriented waste management process
• Preparation of proper responses to NIMBY phenome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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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s in the policy adjusted to Korean waste management law, constitute ①Outline, ②Responsibilities
for each subjects, ③Waste management basis , ④Discharge and disposal of wastes , ⑤Waste disposal
business, ⑥Guidance for waste disposal business, ⑦Encountering NIMBY, ⑧Miscellaneous. And it
also covers 15 detailed management criteria and 12 templates for effective management.

3. Collaborative Business between Korea & Indonesia
 This sector covers ①cooperation between both governments, ②policy research, ③business
development.
 Firstly, cooperation between both government sector has been replaced with collaborative businesses
derived from high-level meeting between Korea and Indonesia while promoting the Project. Main key
points are, by organizing "Korea and Indonesia Environmental Cooperation Initiative" ①to exchange
relevant information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②to exchange information on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ies, ③to discuss helping Korean companies
make a business in Indonesia, ④to discuss next business development. And it is decided that the first
meeting to be hold in Korea in October 2009.
 Secondly, collaborative businesses in the policy research sector are consisted of those of ministry of
Environment in Indonesia has chosen in order to adopt them in a very short term amongst relevant
policies and best practices from Korea which were suggested by the Project while developing the
waste management master plan in Indonesia. Selected programs are, in total five programs, ①
developing a guideline on waste reduction in workplace, ②developing a guideline on eco-friendly
packing materials, ③setting up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hazardous waste, ④establishing
basic planning on waste to energy, ⑤setting up EPR.
 Thirdly, business development sector is divided by three strategies like MSW, agricultural
waste(biomass) and integration of MSW and agricultural waste.
 Relating to developing business on MSW, the Project made a broad research on total 58 businesses
which currently local governments are planning to promote, from current phases, business
structure(area, expected input) to contact points. And the Project analysed each businesses'
economic feasibility study assuming that those businesses would get private investment, and the
results are: in the case of sanitary landfill, if the take-in charge in a certain business is about KRW
12,000 per ton, then it is considered feasible. So is it when turning combustibles in waste into R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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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elling them. However, when constructing composting, incinerating and generating facilities in the
landfill, it isn't considered feasible.
 Relating to developing business on agricultural waste(biomass), the Project did a research how much
output and potential volume of generating electricity major biomass resources(oil palm, coconut,
rubber, rice and etc.) in Indonesia could make, and then provided them to Korean companies which
want to make a business in Indonesia as reference materials. After the economic feasibility study in
the case of private investment, it turned out to be feasible if electricity charge would be guaranteed
above the certain level of price, for example, KRW 80 per kWh.
 In the case that local government wants to promote the business on MSW in a way of private
investment and also wants to combine with composting, incinerating and generating, the third
strategy, integrated business of MSW and agricultural waste would be reasonable. In this case, low
economic profit through MSW business could be replaced with agricultural waste(biomass). However,
in order to do this, it is needed to get them for free or at least the lowest price from local government
through discussion. After the economic feasibility study in cases of free supply of agricultural waste
and guaranteed electricity charge(KRW 80 per kWh), it is also considered feasible even though it
wasn't before in a way of solitary options using only MSW or agricultural waste.

V. Further Plans
- To use the Project as a reference for building up the base of cooperation in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between Korea and Indonesia
- To promote the exchange in both countries' environmental industries by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the waste management master plan
- To set up the foundation for Korean companies to make a business in Indonesia by
providing governmental cooperation and business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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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과제 개요

1

제1장 연구과제 개요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1. 연구목적
 본 연구과제의 목적은 해외 환경시장 개척 대상국인 인도네시아의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수
립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을 통하여 환경프로젝트 협력사업 발굴 및 인도네시아 환경산업 협
력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음
 인도네시아의 환경여건(환경질, 법령․제도 등) 및 환경기술․산업의 수준 등 현황 파악․분석을
통해 국내기업들의 진출 유망분야 및 중점 투자대상, 협력사업 등을 발굴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환경산업 및 환경기술 협력기반을 조성하고 양국 간의 환경산업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함

1.2. 필요성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인 2억 4천만의 인구와 열대림 및 매장자원이 풍부해 성장잠재력이 매
우 큰 국가로 우리나라와는 1949년 12월 외교관계가 시작되었으며, 1973년 9월 수교 후 긴
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특히 경제, 통상, 기술 및 자본협력 등의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APEC 등 국제기구 공
동회원으로서의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2006년까지 인도네시아와 진행된 공동연구개발은 13건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 한ᆞ인니
환경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특히 환경정책을 비롯한 기술정보의 교류, 기후변
화, 생물다양성 보전 분야에서의 공동연구가 요구됨
 인도네시아에서 선진적인 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ᆞ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양국 간의
신뢰와 우애를 돈독히 하고, 국내 폐기물 관련 산업 및 기술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함
 국제공동연구사업의 노하우를 습득하고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국제시장 진출 확대로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며 동시에 폐기물 처리 관련 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함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환경산업 협력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국제적 수준에 맞는 장기적인 국
가 폐기물 관리종합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
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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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특히 위생적이고 비용효과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방안을 마련하여 님비문제를 해결하
고, 국가의 장기적인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환경관리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에는 환경정책 및
규제수단개발, 환경친화기술 적용, 능력배양
및 연구개발, 환경관련 정보공유 등
환경관리 분야 전반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생물다양성 보전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협력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림 1-1] 한ㆍ인니 환경관리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MOU 체결

2. 연구범위
 인도네시아 폐기물 분야 환경ᆞ시장 현황 파악
 폐기물 관련 기초자료 분석: 인도네시아 외부 환경(정치ᆞ경제ᆞ사회ᆞ기술 요인 등)에 대
한 문헌자료를 수집ᆞ분석하고, 인도네시아 연구수행기관 및 현지조사기관으로부터 제공
되는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등 폐기물 환경 조사ᆞ분석
 인도네시아 폐기물 정책 및 법규 분석: 인도네시아의 주요 폐기물 관련 법규 및 기준, 폐기
물 관리조직 및 체계, 폐기물 관련 정책, 국제협약 가입내용 등 조사ᆞ분석
 환경산업(시장) 및 환경기술의 현황 및 전망 분석: 인도네시아 환경산업 및 시장 여건, 폐기
물환경 시장 동향(전망) 및 기술 현황, 국내외 폐기물 관련 기술 현황 및 전망 조사ᆞ분석
 폐기물 분야 기초자료 제공 및 공동조사(인도네시아 환경부):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향후 폐기물 발생량 예측, 폐기물 관련 법령ᆞ기준 현황 및 동향 조사, 중앙 및 지방정부 환
경관리(조직), 제도(인ᆞ허가 등), 폐기물 처리 관련시설 및 관련업체 현황 조사 및 자료 제공
 인도네시아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수립
 계획수립을 위한 현장조사: 한ᆞ인니 양국의 정부기관(환경부), 전문관리기관, 연구기관 등
사업추진의 주요 주체 중심의 현장조사단을 구성하여, 인니 현지의 폐기물관리시설 견학
하고 정부 및 지자체의 폐기물관리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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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수립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수립: 인도네시아 폐기물 관리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통
해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정의하고, 인니 폐기물관리 종합계획의 정책적
목표 및 중점추진전략 수립 등 기본방향 수립
 폐기물 종류별 적정처리방안 제시: 폐기물의 종류별(생활, 산업, 의료폐기물 등) 처리체계
(hierarchy)를 제시하며, 배출된 폐기물의 성상, 발생원, 위해성, 처리기술 및 시설현황ᆞ전
망에 따른 적정처리방안 수립
 폐기물 관련법령의 세부시행 방안 제시: 최근 제정된 인도네시아 폐기물 관련 법령을 조사
ᆞ분석하여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국내 폐기물 관련 법령과 비교하여, 폐기물의 수집, 운
반, 보관, 처리 등에 관한 세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제시
 한ᆞ인니 공동협력사업 발굴 및 시범사업 추진방안 제시
 한ᆞ인니 공동협력사업 아이템 조사 및 의견수렴: 인니 현지의 공동협력사업 니즈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타 공동협력사업 사례 조사, 폐기물 사업 메가트랜드 및 주요 이슈
분석, 사업 시장규모 및 시장성 분석 등을 통한 공동협력사업 아이템 목록화(List up)
 아이템 발굴 및 추진전략 수립: 수익성, 리스크 요인, 국내 기술 현황, 국내 기업 진출 가능
성 등을 파악하여 유망 사업 후보군 선별
 공동협력사업의 시범사업 추진방안 제시: 발굴된 한ᆞ인니 공동협력사업의 시범사업 추진
체계, 추진지역, 추진일정 등 구체적인 방안 제시
 인니 사업관계기관의 한국 폐기물처리시설 연수: 수도권매립지, 마포소각장 등 우리나라
의 주요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을 통해 공동협력사업 추진 기반 마련

과제의 구체적인 목표로는 인도네시아 폐기물 분야 환경․시장 현황파악, 인니 폐기물의
종류별(생활, 산업, 의료폐기물 등) 적정처리방안 제시, '08.4월 제정된 인니 폐기물 관련
법령의 세부시행 방안 방향제시, 한․인니 공동협력사업 발굴 및 시범사업 추진방안(전략)
수립 등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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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연구범위 및 내용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범위

비고

- 인니 외부 환경 분석
폐기물 관련 기초자료
분석
인도네시아

- 인니 폐기물 정책 및 법규 분석
- 환경산업(시장) 및 환경기술의 현황과

에코
프론티어

전망 파악

폐기물 분야

-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환경ㆍ시장
현황 파악

(정치ㆍ경제ㆍ사회ㆍ 기술 요인 등)

- 폐기물 관련 법령ㆍ기준 현황 및 동향
폐기물 분야 기초자료
제공 및 공동 조사

- 중앙 및 지방정부 환경관리(조직),
제도(인ㆍ허가 등)

인도네시아
환경부

- 폐기물 처리 관련시설 및 관련업체
현황
- 현장조사단 구성 및 출장 준비
계획수립을 위한
현장조사

- 인니 환경부, 폐기물처리 관련시설 등
미팅 및 견학

에코
프론티어

- 현지조사보고서 작성
- 폐기물관리종합계획 수립의 배경 및
계획수립의 필요성 및
인도네시아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기본방향
폐기물 종류별
적정처리방안 제시

세부시행 방안 제시
폐기물 처리 방안 및
관련법령 시행 계획(안)
협의 등
한ㆍ인니 공동협력사업

사업 발굴 및
시범사업 추진방안
제시

- 폐기물관리종합계획의 기본방향 및

에코
프론티어

정책적 전략 수립

폐기물 관련법령의

한ㆍ인니 공동협력

필요성 도출

발굴
시범사업 추진방안 제시
인니 사업관계기관
한국 연수

- 폐기물 종류별 처리 방안 제시
- 처리 방법별 추진방안 제시
- 폐기물 관련법령 분석 및
선진사례(우리나라) 조사
- 세부시행 방안 및 관련 규칙 제시
- 수립된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및 관련
법령 시행계획(안) 검토 및 협의
- 아이템 조사 및 의견수렴
- 아이템 발굴 및 추진전략 수립
- 발굴된 사업의 추진체계, 추진지역,
추진일정 등 구체적 방안 제시
- 인니 폐기물 사업관계기관의 한국
폐기물처리 관련시설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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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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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
프론티어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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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추진전략 및 방법
3.1. 추진전략

환경부

자문위원

환경부

현지 네트워크
한·인니 환경산업협력센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양국 기관간 조율 및 자문

폐기물정책 자문

한국환경자원공사
폐기물법령 자문

주관기관: 에코프론티어

위탁기관

연구과제 수행

인도네시아 환경부

외국어대 임영호 교수

폐기물 기초정보제공 및
공동조사

인도네시아 현황 자문

구분

기관

주관기관

에코프론티어

- 연구과제 수행
- 위탁기관 관리, 전문위원 및 현지 네트워킹 활용

위탁기관

인도네시아
환경부

- 인도네시아 폐기물 기초정보 제공 및 공동 조사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참여
연구원

한국환경
자원공사
한국외국어대
임영호 교수

현지
네트워크

한ㆍ인니
환경산업협력센터

역할

- 폐기물관리정책 수립시 폐기물 자원화 시설 및 기반 조성에 대한 자문
- 현지 매립지 운영관리 문제원인 및 해결방안(개선안)에 대한
정책적ㆍ기술적 자문
- 인도네시아(자바섬 중심) 위생매립지 조성, 매립지
자원화(지역난방, CDM) 및 공원화 등에 대한 자문 및
공동협력방안 강구
- 인니 폐기물 관련 법령의 세부 실행 방안에 대한 정책적 자문
- 폐기물 재활용 정책 및 제도운영ㆍ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자문
및 공동협력방안 강구
- 인도네시아 전문가
- 양국 환경산업협력 지원
- 한ㆍ인니 공동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에 필요한 여건 조성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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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추진방법
 폐기물 관련 기초자료 분석
 인도네시아 환경부ᆞ통계청 등 관련 웹정보 및 논문 및 학술지 조사ᆞ수집
 현지 진출 기업 및 한ᆞ인니 환경산업협력센터 등 현지 네트워크 활용
 인도네시아에 대한 국내 전문가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자원공사 등의 인터뷰 진행
 인도네시아 현지 방문을 통해 환경부 등 주무기관 인터뷰 및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파악
 기 구축된 글로벌 폐기물관리 정책 DB를 활용하여 선진국(유럽, 미국, 일본, 우리나라) 폐
기물관리 정책 현황 및 트렌드,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시사점 도출
 인도네시아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조사: 인도네시아 환경부(정부) 및 관리기관, 관련
이해관계자(폐기물처리시설 운영기관, 지역주민 등) 의견수렴을 위한 인터뷰
 현행 인도네시아 폐기물관리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장기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도
출하고 국가 목표 및 정책수립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니즈에 부합하는 방향성 제시한 후
합의 도출
 폐기물 종류별 성상 분석: 인도네시아 폐기물의 성상(가연성/불연성, 유기성/무기성)을 분
석하여 원천감량, 재활용, 소각, 매립 순의 처리체계(hierarch)에 따른 목표 수립과 연계
 폐기물 종류별 처리 목표 도출: OECD 및 선진국 목표, 인도네시아 폐기물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한 폐기물 종류별 처리 목표 도출
 폐기물 종류별 적정처리방안 도출: 재활용, 소각, 매립 등 각 처리방법별 기술현황, 관련 산
업 기반 현황, 처리시설 용량 및 설치 계획, 재정 현황 등을 고려한 적정처리 계획 및 추진
방안 도출
 폐기물 관련법령 세부 시행방안 제시: 현지 네트워크, 인도네시아 위탁연구기관, 한ᆞ인니
환경산업협력센터 등을 활용하여 인도네시아 환경관리법(Act No23/1997 on Environmental
Management), 유해성 유독성 폐기물에 관한 법(Government Regulation No18(1999)
regarding Management of Hazardous and Toxic Waste), 폐기물의 저장 수집 처리에 관
한 법령(Head of Bapedal Decree No. Kep-68/Bapedal/05/1994) 등 법령 및 지침 조사
ᆞ분석, 국내 폐기물 관련 법령 및 시행규칙 조사ᆞ비교 분석 등을 수행한 후 한국환경자
원공사 등 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시행방안 제시
 한ᆞ인니 환경부(자카르타 주정부), 전문 관리기관, 주관기관(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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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공사 포함) 등이 참석하는 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폐기물관리 종합계획(안) 검토ᆞ
협의ᆞ확정
 한ᆞ인니 공동협력 사업 발굴 및 시범사업 추진방안 제시
 환경시장 트렌드, 글로벌 벤치마킹, 인도네시아 환경여건 및 환경기술ᆞ산업 수준 현황 조
사, 국내 현황 조사 등을 통해 사업아이템 후보군 도출
 인터뷰, 회의 등을 통해 우리나라 및 인도네시아에서 요구하는 사업아이템 조사
 후보사업 아이템 접근성(Inside vs Outside) 분석 및 그룹화
 후보사업 아이템 사전타당성(환경성, 경제성) 분석: 후보 사업의 스크리닝 기준(시장성, 사
업 가능성, Top 추진의지 등)을 정한 후, 내부 협의를 통해 중점 추진 아이템 선정
 국내 기업들의 진출 유망분야 및 중점 투자대상 고려
 중점 추진사업 아이템에 대한 타당성 조사(Short List)
 한ᆞ인니 공동협력 추진방안 제시: 한ᆞ인니 정부기관의 관련 제도 정비 및 지원 정책 마
련, 민간기업의 적정 투자 방식(수출, 계약, 직접투자 등) 제시
 한ᆞ인니 공동사업 실질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및 관련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환
경 산업 투자설명회 및 토론회’ 개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제시
 인니 사업관계기관 한국 폐기물처리 관련시설 연수 추진: 한국의 대표적인 폐기물처리시
설(수도권매립지, 마포소각장 등)을 선정하여 인니 사업관계기관 연수 추진

인도네시아
일반현황 및 투자현황

인도네시아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한·인니
공동사업 개발

z 일반현황

z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z 정부간 협력 부문

z 환경관리현황

z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z 정책연구 부문

z 대외협력 현황

z 선진국의 폐기물정책 동향 분석

z 사업개발 부문(자바섬 중심)

z 폐기물관리 정책 방향 제시
z 폐기물관리 법령 세부내용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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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추진경위
4.1. 연구추진협의 경과 및 내용
일 시
2008. 7. 1
2008. 7. 10

추진내용
사업개시
한․인니 공동사업 착수미팅: 공동사업 추진 방향 및 수행기관 간 협력방안 논의
(한국환경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ㆍ인니 고위급 환경산업 협력회의 개최: 양국 환경산업 협력강화 방안 등 논의
한․인니 폐기물 분야 환경협력세미나 개최: 양국 폐기물 관리정책, 인니

2008. 7. 28
～ 7. 30

폐기물분야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추진방향, 환경시설 운영사례 발표 및 토의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주관연구기관 MOU 체결: (주)에코프론티어와 인도네시아
환경부 계약 체결
자카르타 지방정부 관계자 및 폐기물 관련사업 발주기관 관계자 면담
자카르타 주 관내 폐기물 처리시설 현장방문
사업발굴 관련 현장조사: Leuwigajah, Legok Nangka 매립장 부지 방문

2008. 8. 19
～ 8. 22

폐기물 관련 사업 발주기관 관계자 P3JB 미팅: 서부자바주 반둥지역 주요
매립장 현황 및 진행사항 논의
인도네시아 환경부 미팅: 폐기물관리종합계획 방향 및 추진전략 설정 논의
자료협조 관련 실무협의: 인니 환경부 및 한․인니환경협력센터에 자료협조 양식

2008. 10. 15
～ 10. 18

전달 및 논의, 회신 기한 결정
서울 정책설명회(11월) 개최(안) 실무협의: 인니 환경부측에서 인도네시아 측
참가자에 대한 예산지원 요청
중간보고 겸 정책설명회 개최: 한ㆍ인니 고위급 환경산업 협력회의, 한ㆍ인니

2008. 11. 12
～ 11. 15

환경산업 협력 세미나
인니 환경부 및 사업 관계기관 한국 폐기물처리 관련시설 연수: 수도권매립지,
한국환경자원공사, 하늘공원 등

2008. 12. 15

환경산업 투자설명회(안) 논의: 최종보고(안) 논의

～ 12. 31

자료협조 및 실무협의: 폐기물관리종합계획 세부시행령 관련 논의

2009. 2. 1

공동사업 개발을 위한 추가 현장 조사

～ 2. 10
2009. 2. 15
～ 3. 31
2009. 4. 20
~ 4. 23

신규 매립장 계획 조사 및 분석
최종보고서 작성
최종보고회 개회: 한ㆍ인니 고위급 환경산업 협력회의, 한ㆍ인니 환경산업 협력
세미나
서부자바주 방문 및 르위가자 매립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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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구진행 결과
o 문헌조사
예비조사
(2008. 7)

- 기존 연구보고서 및 웹자료를 통해 인도네시아 경제․사회․환경 현황에
대한 예비조사 실시
o 한․인니 환경협력세미나 개최(2008.7.28)
o 현장조사 실시

1차 현지조사 및
예비자료 수집
(2008. 7～8)

- 전문가 회의개최 및 기초자료 수집
- 관계자 면담 및 현장조사
o 인도네시아 측에 자료제공 요청
- 인도네시아 일반현황 및 폐기물관리현황 관련 자료 요청

2차 현지조사 및
자료수집
(2008. 8)

o 2차 현지조사 실시
- 2차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수집
o 추가적인 정보제공 요청
- 세부자료에 대해 자료협조 양식을 제공하여 원활한 자료협조 모색

o 현지조사시 수집된 기초자료, 인니측에서 전달받은 자료 분석
자료분석 및
종합계획 방향 설정
(2008. 9～10)

o 인도네시아 측의 정보자료 제공 지연
- 추가 요청자료를 목록화하고 자료제공 양식 작성
o 한국, 선진국 등의 폐기물 관리정책 동향 분석
- 인도네시아 폐기물관리정책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설정

자료분석 및
종합계획 수립
(2008. 11)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2008. 12)

연구결과 공유
(2009. 4)

o 수집자료 분석 및 폐기물관리종합계획 수립
o 한․인니 환경협력세미나 및 정책설명회 개최(2008.11.13)
o 인니 환경부 및 사업 관계기관 한국 폐기물처리 관련시설 연수

o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세부시행령 콘텐츠 제시
- 인도네시아 폐기물 관리방안 제시

o 최종보고회 개최(2009.4.21)
- 인도네시아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및 법령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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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도네시아 일반현황 및 투자현황

1. 일반현황
1.1. 개요
 인도네시아의 공식적인 국명은 인도네시아 공화국(Republic of Indonesia)으로 동남아시아
말레이반도에 위치한 190만km2(한반도 면적의 9배)면적의 17,508개 도서로 이루어진 국가임

<표 2-1> 인도네시아 국가 개요
국명

인도네시아 공화국 (Republic of Indonesia)

건국일

1945. 8. 17

정치

공화제 (대통령 중심제)

행정구역

30개 주, 2개 특별주(족자카르타, 아쩨), 1개 수도권(자카르타)

수도

자카르타 (인구 856만 명)

면적

1,919,440 ㎢, 17,508개의 도서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도서 국가

인구

245,452,739명 (2006년 7월 기준)

민족

자바인 45%, 순다인 14%, 마두라인 7.5%, 말레이인 7.5%, 기타 26%

언어

인도네시아어가 국어로 사용되며 영어가 제2공용어, 기타 각 종족의 언어가
지역별로 사용

기후

고온다습의 열대 몬순, 연평균 기온 27°C, 연평균 습도 85%
우기 10월 ~ 3월, 건기 4월 ~ 9월, 연중 최고 강수량 2500㎜

종교

회교 87%, 기독교 6%, 천주교 3%, 힌두교 2%, 불교 1%

경
제
지
표
(2004년)

GDP
산업구조
환 율

한-인도네시아 관계

$2,700억 (2004년 대비5.6% 상승)
1 인당 : $1,308
제조업 (30.0%), 농림수산업 (16.2%), 광업 (9.0%) 등 (2004년)
루피아 (Rp.100 = 12.12원, 2008년 4월 기준)
1973. 9월 수교
교역규모 $101억 (우리나라 $27억 적자, 석유 및 원자재 수입비중이 높음)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의 제6위 교역대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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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는 크게 5개의 섬(Java, Sumatra, Kalimantan, Sulawesi, Papua)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33개의 지방 자치 조직으로 나뉘어져 있음

[그림 2-1] 인도네시아 영토 지도

<표 2-2> 인도네시아 33개 지방자치 단체
구분

주명

주도(州都)

구분

주명

주도(州都)

1

Nanggroe Aceh Darussalam

Banda Aceh

18

West Nusa Tenggara

Mataram

2

North Sumatra

Medan

19

East Nusa Tenggara

Kupang

3

West Sumatra

Padang

20

West Kalimantan

Pontianak

4

Riau

Pekanbaru

21

Central Kalimantan

Palangkaraya

5

Riau Islands

Tanjung Pinang

22

South Kalimantan

Banjarmasin

6

Jambi

Jambi

23

East Kalimantan

Samarinda

7

Bengkulu

Bengkulu

24

North Sulawesi

Manado

8

South Sumatra

Palembang

25

Gorontalo

Gorontalo

9

Bangka-Belitung

Pangkal Pinang

26

Central Sulawesi

Palu

10

Lampung

Bandar Lampung

27

South East Sulawesi

Kendari

11

Jakarta Special Capital Region

Jakarta

28

South Sulawesi

Makassar

12

Banten

Serang

29

West Sulawesi

Mamuju

13

West Java

Bandung

30

Maluku

Ambon

14

Central Java

Semarang

31

North Maluku

Ternate

15

Yogyakarta Special Region

Yogyakarta

32

Papua

Jayapura

16

East Java

Surabaya

33

West Papua

Manokwari

17

Bali

Denpas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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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태평양 구조대와 테티스해 구조대가 교차하는 지역에 위치한 이유로 화산 및 지진과 같은
지각활동이 활발한 특징을 갖는데 이러한 지각활동이 토양을 비옥하게 하여 인도네시아의 많
은 강우량과 함께 농업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함
 기후는 적도부근을 중심으로 하는 열대우림 기후지역과, 이 지역외의 열대계절풍 기후지역으
로 구분됨
 열대우림 기후지역은 월별변화가 거의 없으며 약 4,000㎜가량의 연중강우가 지속되며, 열
대계절풍 기후지역은 몬순의 영향을 받아 건기와 우기로 뚜렷이 구분되는 경향을 보임
 수마트라 섬에서 자바 섬을 지나 순다열도로 갈수록 기후가 건조해지는 형태를 띰
 고온다습한 기후의 영향을 받아 홍수림에 서식하는 식물에서 고랭지 식물에 이르기까지
고도에 따라 매우 다양한 종류의 식물이 분포하고 있으며, 동물들은 수마트라 등 서부지역
의 아시아계 동물군과, 파푸아 지역의 오세아니아계 동물군으로 나뉘어 분포하는 특징이
있음
 자바섬은 인도네시아의 중심으로서 전체 인구의 약 60%가 이곳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
및 산업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특징을 보임
 인구는 약 2억 4천만 명으로 수도 자카르타가 위치한 자바섬(1억1,500만 명)과 수마트라섬
(4,100만 명)에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으며, 자바족이 전체 인구의 45%를 차지하고 있음
 전체 국민의 87%가 회교를 믿고 있으며, Bahasa Indonesia(인도네시아어)를 공용어로 사
용하고 있음
 2007년 기준으로 국민총생산량은 4,381억불이고 1인당 국민소득은 1,947불이며, 수출액은
1,139억불, 수입액은 744억불임
 Rupiah(US$1 = 9,150 Rupiah, 2008년 3월 기준)라는 화폐단위를 사용하고 주요 보유 자원
으로는 석유, 천연가스, 목재, 주석, 석탄, 보크사이트, 망간, 동, 니켈, 금, 은, 고무 등이 있음
 동남아시아 최대의 석유생산국으로서 원유 총 매장량은 약 97억 배럴, 천연가스 총 매장량은
약 385조 입방피트, 석탄 총 매장량은 약 388억 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아시아에 유일
한 OPEC 회원국일 정도로 에너지 자원의 부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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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치적 여건
 인도네시아는 '빤짜실라(Pancasila: 5개 건국이념)'라는 기본 국가 이념에 따라 1945년에 헌
법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하는 민주공화국을 건국하였음
 행정조직은 국회(550명), 국민협의회(678명), 지역대표협의회(128명)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국민협의회에서 헌법제정 및 개정, 주요 국가정책방향 결정 등 입법 총괄 기구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국민자문협의회(MPR): 헌법제정 및 개정, 주요 국가정책 방향 결정
 국회(DPR): 입법권, 국가예산결정 및 집행의 감독, 행정부 견제
 최고자문위원회(DPA): 정부자문 기능, 대통령 질의에 대한 답변, 정책제안
 사법기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있으며 3심제를 채택. 그 밖의 군사재판소와 종교
재판소가 존재
 2004년 9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는 인도네시아 헌정사상 최초의 국민직접 투표에 의한 대
통령 선거로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정치·안보 조정장관이
60.62%를 기록, 메가와티 대통령을 20% 이상 차이로 누르고 당선하였음
 유도요노 대통령은 집권 초기 발생한 쓰나미 위기를 원만히 수습하고, 경제 개혁의 일환으
로 추진한 석유보조금의 축소정책으로 석유가격을 대폭 인상, 루피아가 급락함으로써 일
시적인 통화 위기를 초래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무난히 극복하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 안
정적으로 정국을 주도하면서 정치적인 안정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
 유도요노 정부는 의회의 소극적인 태도 및 입법지연으로 각종 개혁정책의 추진에 어려움
을 겪고 있으나, 과감한 반부패 및 반테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또한 2005년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직접투표에
의해 전국 226개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를 실시하
였으며, 2005년 5월 호주, 뉴질랜드 및 동티모르
방문을 시작으로 6월초 미국, 일본, 베트남 및 중
국(7월말)을 연쇄적으로 방문하여 인도네시아 정
부의 개혁정책을 설명하면서 외자유치를 위해 적
유도요노 대통령

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음

유숩깔라 부통령

 2009년 7월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현 대통령인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현 부통령인
유숩깔라, 전 대통령인 메가와티 등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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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경제적 여건
1.3.1. 경제성장
 인도네시아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연평균 7%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
나 1997년 8월 이후 아시아 외환위기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음
 1998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3%까지 추락하고 루피아의 대미환율이 달러당 2,890루
피아(1997년)에서 10,210루피아(1998년 평균)로 폭락하였음
 그러나 외환위기 후 IMF가 제시한 경제개혁 프로그램에 따라 거시경제 안정조치 및 금융
제도 개혁 등을 착실하게 추진한 결과, 2000년 이후 3~4%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등 경
제 안정세를 유지하여 2003년 말에 IMF 프로그램에서 탈피하였음
(단위: %)
7.0
6.0
5.0
4.0
3.0
2.0
1.0
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자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그림 2-2] 경제성장률 추이

 2004년 4/4분기 6.65%의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2006년 1/4분기의 4.70%까지 성장률이 계
속 감소하였고, 이는 고유가와 그에 따른 거시경제 불안으로 국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된 때문
으로 평가됨
 2005년 3월(29%)과 10월(126.6%)의 두 차례에 걸친 대폭적인 국내 유가 인상에 따른 높은 인
플레율과 인플레를 막기 위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등이 소비를 위축시킨 주요인이 되었음
 2006년 2/4분기부터 유가 인상 충격에서 벗어나 경제가 회복세를 보여 2/4분기 5.22%,
3/4분기 5.52%, 4/4분기 6.1% 성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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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도 인니 경제는 금리 인하로 소비와 투자가 진작되면서 경제 전체가 견조한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해외 투자 유치와 정부의 인프라 구축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6.32%의 성장
을 기록하여 인니 정부가 당초 목표한 6.3% 성장을 달성하였음
 배럴당 100달러까지 육박한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유가 및 전
화·전기세의 상승을 억제, 중앙은행 이자율 인하 등을 통해 물가를 안정화시킴으로써 6%
가 넘는 경제성장을 지속하였음
 또한 미국의 경기침체 여파로 수출증가율이 다소 떨어지긴 하였으나 국내 소비가 살아나
면서 2007년 경제성장을 주도하였음
 2008년 들어서는 유가 및 농산물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가 견조세를 보이고 수출
이 호조를 보이면서 1/4분기에 6.32%, 2/4분기 당초 예상(6.1% 내외)을 넘어 6.39% 경제성
장률을 달성하였음

<표 2-3> 최근 분기별 경제 성장률 추이

2006(5.5%)

(단위: %)

구분

2005(5.7%)

2007(6.32%)

2008

분기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성장률

5.63

4.90

4.70

5.22

5.52

6.1

6.0

6.3

6.5

6.25

6.32

6.39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유도요노 정권이 출범하면서 국민들의 지지와 신임도가 높아지고, 속도는 느리지만 경제개혁
이 착실히 수행되면서 대내적으로 경제안정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각종 경기부양책 및 금융산업 개선 종합대책 등의 개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개
혁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안정을 달성하여 2008년 2월 Fitch사의 국가신용등급 상
향조정(BB-→BB)을 이끌어냈음
 이후로도 정부주도하에 기업환경개선, 경쟁력강화,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내·외국인 투자
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조치들을 시행 중에 있음

- 20 -

제2장 인도네시아 일반현황 및 투자현황

<표 2-4> 인도네시아 주요 경제 지표
GDP
실질경제성장률
1인당 GDP

US$4,476억 (3,975조 루피아)
6.32% / 6.39% (08.2분기)
US$1,946

실업률

9.6% / 9.11% (08.2월)

물가상승률

6.59% / 9.40% (08.2월)

화폐단위

Rupiah (Rp)

환율

US$1 = Rp 9,125 / Rp 9,125 (08.8월 말)

외채

US$ 1,366억 / US$ 1,462억 (08.6월 말)

외환 보유고
산업구조
교역 규모

주요 교역품

US$ 569억 / US$ 584억 (08.8월)
석유ㆍ가스 산업, 농업, 제조업이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
US$ 1,884억: 수출 US$ 1,140억, 수입 US$ 744억
US$ 628억: 수출 US$ 336억, 수입 US$ 292억(08.1~3월)
수출: 원유, 가스, 임산물, 금속광물, 종이제품, 섬유, 신발, 혁제
수입: 기계류, 자동차, 산업용 및 가정용 전자, 전자 부품, 유기화학 제품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1.3.2. 외국인 투자
■ 투자 실현
 인도네시아의 2007년 외국인 투자 실현은 982건의 투자 프로젝트에 103억4,960만 달러를
기록하여, 투자 실현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에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음
 전체적으로 2006년에 투자가 크게 감소했는데, 이것은 2005년 대폭적인 유가인상 이후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한 불신 및 노동법, 세법 투자법 개정 등으로 투자 개선 관련 법규 개
정 난항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2007년 3월 29일부터 新투자법 1)이 발표되면서 투자환경개선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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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들어서도 상반기 실적만으로도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섰으며, 2006년에는
867건 59억7,700만 달러의 투자 실현이 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2007년의 주요 업종별 투자 분포는 교통 및 운송 보관 16건 66억4,780만 달러, 금속ᆞ기계
및 전자 56건 5억 4,330만 달러, 자동차 및 수송 기계 21건 4억6,580만 달러, 화학 및 제약
18건 4억4,100만 달러 등으로 나타남
 국가별로는 모리셔스 3건 64억 7,690만 달러, 싱가포르 82건 9억1,320만 달러, 일본 68 건 8
억8,260만 달러, 말레이시아 33건 2억2,990만 달러, 독일 10건 1억5,180만 달러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2-5> 인도네시아 외국인투자 현황
투자 승인

(단위: 건, 백만 US$)
투자 실행

연도
건수

금액

증감률

건수

금액

증감률

2000

1,599

16,015

47%

638

9.877

20%

2001

1,375

15,202

-5.1%

453

3,484

-64.8%

2002

1,238

9,955

-34.6%

435

3,085

-11.5%

2003

1,238

14,278

43.4%

570

5,450

76.7%

2004

1,266

10,416

-27.1%

544

4,601

-15.6%

2005

1,648

13,579

30.4%

909

8,915

93.7%

2006

1,718

15,659

15.3%

867

5,977

-33.0%

2007

1,976

40,146

156.4%

983

10,347

73.2%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1) 외국인투자법(1967년)과 내국인 투자법(1968년)을 통합한 새로운 법률로 내·외국인에게 동등한 사업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투자자의 소유권 보호, 과실 송금 이전의 자유(본국 송금 포함), 조세혜택, 재
산권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25개 업종을 외국인 투자금지업종으로 규정하고 15개 분야 120개 업
종에 대해서는 외국자본출자 비율에 대한 상한 규정을 두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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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승인
 2007년 외국인 투자 승인은 미국의 대규모 투자 승인으로 156.6% 급증하였음
 2007년 외국인 투자 승인은 1,976건 401억4,580만 달러를 기록하여, 2006년의 1,718건
156억5,910만 달러와 비교하여 약 2.5배나 증가하였으며, 투자 실현과 마찬가지로 1967년
투자 승인 통계 집계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하였음
 업종별 투자 승인 분포는 화학 및 제약 47건 152억6,780만 달러, 제지 및 인쇄 16건 68억
8,360만 달러, 운송 보관 및 통신 62건 48억66만 달러, 식품 70건 17억3,060만 달러, 건설
48건 17억2,830만 달러의 순으로 투자 승인이 이루어졌음
 국가별로는 미국 38건 133억1,890만 달러, 상가포르 308건 55억7,140만 달러, 말레이시아
202건 23억5,060만 달러, 세이셀 9건 16억140만 달러, 영국 11건 10억3,460만 달러의 승인
을 받았으며, 한국은 400건 8억9,530만 달러로 전체 국가 중 일곱 번째로 나타났음

■ 투자동향
 2007년 외국인 투자는 실현 및 승인 부문 모두 건수나 금액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
며, 2008년에 들어서도 이미 투자 실현 금액이 지난해 연간 수치를 초과해 역대 최고치를 기
록하는 등 호조를 보였음
 투자 환경적인 요소로는 2007년 4월에 투자법 개정, 7월 및 12월에 투자 제한 조항 개정, 8월
주식 회사법 변경 등 그 동안 지연 되었던 투자 관련 규정의 개정이 있었으며, 경제도 6.32%
성장하였음
 조세법 총칙과 소득세법 개정에 이어,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인 부가세법과 광산법 등 투
자 관련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지면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외국인 투자법
 외국인투자법 및 개정 내용
 2007년 외국인 투자법 1967년 최초 제정
 2007년 개정된 신투자법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법제정 목적은 외국의 자본과 경영기법, 기술 개발을 통한 고용 창출, 수출 증대 및 자원 개
발을 통한 경제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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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외국인 투자법 연도별 주요 개정 내용
연도
1977
1989
1992.4

주요 개정 내용
ㆍ외국인 투자 유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투자 관련 행정 총괄 전담 기구 (투자조정원:
BKPM) 설립. *BKPM 기능: 외국인 투자 안내, 인허가 발급 투자 우선 분야 선정 등
ㆍ외국인 투자 규제 방식 변경(POSITIVE→NEGATIVE)
ㆍ특정 조건 하 100% 외국인 투자 허용
ㆍ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의 축소(60개→51개)
ㆍ투자 금지 분야 우유, 식용유, 합판, 중장비, 자동차 등에 대한 조건부 투자 허용

1992.7

ㆍ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허가증 발급 절차 간소화
ㆍ부동산 소유 기한 연장(10년→30년),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융자 허용
ㆍ외국인 투자 시 취득 허가증 종류 축소(8개→4개)
ㆍ토지 취득 및 건물 설립 절차의 간소화

1993.5

ㆍ상장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지분 소유 상한 확대(49%)

1993.6

ㆍ외국인 투자 금지 업종 축소(51개→34개 업종)

1993.7

ㆍ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에 잠정적으로 부여되었던 세금 감면 혜택 폐지

1993.10

ㆍ100% 외국인 지분 소유 허용 조건 완화 및 기간 연장
ㆍ지분 양도 의무 폐지
ㆍ100% 지분 소유 가능 지역 확대(14개 주→전국)

1994.6

ㆍ외국인 단독 투자 시 최저 자본금(5,000만 달러) 규정 폐지
ㆍ합작 투자 시 지분 소유 한도 확대(80%→95%)
ㆍ영업 허가 기간(30년) 연장 수속 간소화

1995.5

ㆍ외국인 투자 금지 품목 축소(팜유, 의약품 등 10개)

1996.1

ㆍ수출입업에 대한 조건부 외자 참여 허용(외국인의 100% 지분 소유 허용)
ㆍ수출지향적 기업에 대한 혜택 부여

1996.6

- 직물 수출 시 부과하던 수출 검사료 폐지
- 세관구역, 보세지역, 수출가공지역 간 상품 교류 시 부과되던 VAT 및 수입 과징금 폐지
ㆍ내국인과 합작 조건으로 외국인의 자국 내 경매 회사 설립 허용

1997.7

- BKPM 면허업체뿐만 아니라 산업무역부, 지방정부 관리 투자업체에 대해서도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에 대한 면세혜택 확대
ㆍ외국인 투자 금지 업종 재조정 및 투자 금지 업종 축소

1998.6

- PALM OIL PLANTATION 및 도소매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철폐
-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철폐

1999.1

ㆍ정부 지정 첨단산업 분야(22개)에 대한 소득세 면제 조치 발표(최장 8년간)

2007.1

ㆍ15개 산업 분야에 대한 세금 우대 정부 규정 제정

2007.4

ㆍ신투자법 발효

2007.7

ㆍ신 투자 제한 규정 발효

2007.12

ㆍ투자 제한 규정 일부 내용 수정

자료: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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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우대 정책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금 우대 등의 혜택은 아직까지는 광범위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
으며, 아래와 같은 분야에서 일부 혜택이 있음
ㆍ신규 투자에 해당하는 설비 및 기계수입(자본재), 최초 2년간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수입에
대하여 마스트리스트를 작성하여, 최고 5%의 수입 관세 납부(재무부령 2000년 135호)

 특정 분야 및 지역에 대한 세금 우대에 대한 규정(Regulation No 1 / 2007)이 2007년부터
시행됨
ㆍ동 규정은 그동안 유명무실하였던 첨단산업 분야 투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대통령령 7 호,
1999년 1월 14일) 규정을 실질적으로 대체하게 됨
ㆍ2007년 1월 이후 BKPM으로부터 투자 승인을 받은 기업(신규 투자 기업 및 기투자업체의 확
장 투자도 포함) 중 식품, 섬유, 제지 등 정부 지정 15개 업종을 대상

<표 2-7> 신투자법 주요 내용
조항
내외국인 투자자 동등 대우
(6조)
투자자의 소유권 보호 (7조)

과실 송금 이전의 자유 보장
(8조)
투자 제한ㆍ금지 분야 및
업종 (12조)
투자자의 권리, 의무, 책임
(14조~17조)

주요 내용
ㆍ내국인과 외국인 투자자의 동등한 대우
ㆍ정부는 법에 의한 경우 외에, 국유화 조치를 취하거나 투자자의 소유권을 침해 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경우 시장 가격에 따른 보상 부여
ㆍ투자자가 지정하는 곳으로의 자산의 자유로운 이전 보장
ㆍ자본, 이익, 은행 이자, 배당금 및 기타 소득, 로열티, 투자 분야 외국인 종사자의 소득,
청산 소득 등을 외국 화폐로써 자유롭게 이전하거나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권리 보장
ㆍ외국인 투자자는 무기, 탄약, 폭약, 군장비 및 법에 의해 금지된 분야의 투자가 금지되며,
내외국인 투자자 공히 투자가 금지되는 분야는 대통령령으로 결정
ㆍ투자자는 법과 규정에 따른 권리의 보장을 받으며, 선한 기업 경영의 원칙 이행, 기업의
사회적 의무, 자본 투자 행위에 대한 투자조정청(BKPM) 보고, 법과 규정의 준수 등
의무와 책임을 이행해야 함
ㆍ일정 기간 이행된 자본 투자량에 따른 소득세 감면
ㆍ인니에서 생산할 수 없는 자본재, 기계류 수입 시 수입 관세 면제 또는 감면
ㆍ원자재 및 보조 원자재 수입시 일정 기간 및 일정 조건 하에 수입 관세 면제 또는 감면

조세 혜택 (18조)

ㆍ일정기간 인니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본재, 기계류 및 생산장비 수입 시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면제 또는 중지
ㆍ특정 지역의 특정 분야에서의 토지세, 건물세 감면
ㆍ개척 분야 산업(Pioneer Industry, 신기술과 국가경제에 전략적 가치 부여 산업) 투자에
대한 일정 기간, 일정 범위의 소득세 감면, 면제

투자자의 토지에 대한 권리
확인 (22조)

ㆍ토지경작권(Right to Cultivate): 최장 95년까지 가능
ㆍ건설권(Right to Build): 최장 80년까지 가능
ㆍ토지사용권(Right to Use): 최장 70년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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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의 거주 편의
강화 (23조)

ㆍ자격을 갖춘 투자자 중 투자조정청(BKPM)의 추천에 따라, 2년간의 거주 허가 및 현재
1년 및 6개월 비자를 대체하는 2년짜리 복수 입국 사증 부여, 2년 이상 인니에 거주한
외국 투자자에 대한 5년 유효 거주 허가서 부여 가능 등

사업 허가서 취득의 통합
서비스 시스템 도입

ㆍ상업 행위를 하는 자본 투자 기업은 동 사업 허가서 통합 서비스 시스템(One Door Integrated Services)을 통해 획득

(25조～26조)

ㆍ정부는 정부 기관 간, 정부 기관과 인도네시아 은행 및 정부 기관과 지방 정부 및 지방
투자 정책의 조정과 이행

정부 간 투자 정책을 조정
ㆍ투자조정청(BKPM)은 투자 정책을 이행하며, 투자조정청은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고,

(27조～28조)

동청장은 대통령이 임명
외국 투자자 관련 분쟁의
국제 중재 처리 (32조)

ㆍ정부와 외국 투자자 간 분쟁은 국제 중재를 통해 결정되고, 양측은 이에 구속

 투자 제한 분야 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4월에 발효한 개정 투자법 '2007년 제25호'의 시행 세칙으로 대통
령령 '2007년 제76호'와 '제77호'에 의하여 새로운 투자 제한 분야를 2007년 7월 3일부터
발효시켰으며, 다시 2007년 12월 27일에 중복되었던 규정들을 정리한 수정 대통령령을
발표함
 동 규정에는 25개 업종을 투자 금지 업종으로 규정하였으며, 15개 분야 120개 업종에 대
해서는 업종별로 외국 자본 출자 비율에 대한 상한선을 규정함

<표 2-8> 최대 외국 자본 소유 비율
99%

샤리아은행, Foreign Exchange Banking

95%

석유가스개발, 원자력발전을 포함한 발전분야, 고속도로, 식수, 벼농사(25h 이상)
고구마, 옥수수 농업

85%

Leasing, Venture Capital

80%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보험

75%

제약

65%

전문병원, 클리닉, 비즈니스 컨설팅

55%

건설, 건설 컨설팅

50%

공연장, 1~2 성급 호텔, 케터링, 스파, 바/카페

49%

인력회사, 의료장비 임대, 침술, 통신네트위크, 인력회사, 해상항공운송

25%

자연관광, 생태관광

자료: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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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교역
■ 수출입동향
 2006년 인도네시아의 수출액은 1,008억불로 최초로 1,000억불 선을 넘어섰음
 주요 수출품으로는 석유, 가스, 전기전자, 광석 등이 있고, 주요 수입품으로는 정제유, 가
스, 전기전자, 유기화학물 등이 있음
 특히, '제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05~2009)'2)을 통해 건전재정의 달성·유지, 물가안
정, 외환보유고 확충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2007년도 인도네시아의 수출은 1,14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1%가 증가했으며, 수입은 744
억 달러로 21.8%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2008년 상반기에도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어
져 수출은 6월까지 30.8%가 증가하였고, 수입은 원자재 가격 및 석유가 상승으로 92.9% 증
가하였음
 2007년 수출은 석유ᆞ가스 부문이 3.99% 증가한 반면 비석유가스 부문은 15.51%가 증가하
여 2006년에 이어 비석유 가스 부문이 수출 증가를 주도하였고, 수입은 경기 회복에 따른 수
요 증가로 전체적으로 큰 증가를 보였음. 2008년 상반기에는 석유ᆞ가스 부문이 65.3% 증가
하고, 비석유가스 부문이 23.2% 증가하여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 혜택을 누리고 있는 러시아와 중동 국가로 수출 시장을 확
대하는 한편 수출 감소를 상쇄할 수 있도록 국내 투자를 늘려 내수 경제 성장에도 주력할 방
침임. 특히 천연 자원 개발과 플랜테이션 같은 분야를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중임
<표 2-9> 연도별 인도네시아 수출입 현황

(단위: 억 달러,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1～6

수출(증가율)

611(6.8)

716(17.2)

856(19.5)

1,008(17.7)

1,140(13.1)

704.5(30.8)

수입(증가율)

326(4.2)

465(42.6)

575(23.7)

610(6.0)

744(21.8)

650.5(92.9)

무역수지

285

251

281

398

396

43.8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2)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률 현행(2003년) 9.5%에서 2009년 6.7%로 완화, 둘째, 금융부문 구조조정 촉진을
통한 금융부문 안정, 셋째, 빈곤율 현행(2004년) 16.6%에서 2009년 8.2%로 완화, 넷째, 경제성장률을 현행(2003년)
4.5%에서 2009년 7.2%로 확대(2005~2009년 중 연평균 6.5%의 경제성장 달성), 다섯째, 투자율 현행 20.5%(2004년)
에서 2009년까지 28.4%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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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상품군별 인도네시아 수출 현황
구분
전체수출
(증가율)

(단위: 백만 달러, %)

2006

2007

비중

2008.1～6

100,799

113,993
(13.09)

100

70,451
(30.80)

Oil & Gas
(증가율)
Crude Oil
(증가율)
Oil Products
(증가율)
Gas
(증가율)

21,209

Non Oil & Gas
(증가율)
Animal or veg.t. fats and oils
Elect. Machinery, sound rec., tvetc
Mineral fuels, mineral oil products
Rubber and aricles thereof
Ores, Slag and Ash
Nuclear react., boilers, mech. App
Paper and paperboard
Articles of apparel acces not knit
Woods and articles of woods
Copper and Articles Thereof
Others

79,589

8,169
2,844
10,197

6,070
7,291
6,410
5,529
4,994
4,362
2,805
3,375
3,356
1,904
33,492

22,056
(3.99)
9,226
(12.94)
2,871
(0.97)
9,959
(-2.34)

19.35

91,937
(15.51)
10,231
7,436
7,065
6,287
5,101
4,688
3,332
3,314
3,093
2,789
38,601

80.65

8.09
2.52
8.74

11.13
8.09
7.69
6.84
5.55
5.10
3.62
3.60
3.36
3.03
41.99

16,069
(65.32)
7,449
(83.06)
1,741
(31.35)
6,879
(59.04)
54,382
(23.20)
9,162
3,838
4,460
3,904
2,146
2,383
1,974
1,726

10,796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표 2-11> 상품군별 인도네시아 수입 현황
구분

(단위: 백만 달러, %)

2006

2007

비중

2008.1～6

전체수출
(증가율)

61,065

74,403
(21.84)

100

65,055
92.9

Oil & Gas
(증가율)
Crude Oil
(증가율)
Oil Products
(증가율)
Gas
(증가율)

21,209

22,056
(3.99)
9,226
(12.94)
2,871
(0.97)
9,959
(-2.34)

19.35

16,069
(65.32)
7,449
(83.06)
1,741
(31.35)
6,879
(59.04)

Non Oil & Gas
(증가율)

79,589

91,937
(15.51)

80.65

8,169
2,844
10,197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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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역 특징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 한국의 최대 무역적자국으로 한국의 12위의 수출 대상국이자 9
위의 수입 대상국임
 양국은 소수 품목에 집중된 교역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 대 인도네시아 수출 품목 중
경유를 비롯한 수출 상위 10대 품목이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이 수입하는 품목의
경우도 천연가스를 비롯한 10대 에너지, 원자재가 78.5%를 차지하고 있음
 2005년 이후 수출 최대 품목으로 부상한 경유를 비롯해 현지 진출한 한국의 가전 업계나 봉
제 업계와 연결된 LCD 모니터와 음향기기 등 전자 부품류, 편ᆞ직물 등 의류 부자재 등이 주
요 수출 품목에 올라 있으며, 아울러 원자재를 가공한 동ᆞ아연 등 금속 제련 제품들이 인도
네시아로 역수출되고 있음

<표 2-12> 대 인도네시아 주요 수출 품목

순위

품목명

1

(단위: 천 달러, %)

2007

2008.1～6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경유

1,290,682

21.1

1,816,522

94.2

2

합성수지

336,008

14.6

336,543

54.1

3

편직물

338,446

22.1

286,920

27.1

4

합성고무

88,046

16.8

138,654

148.7

5

열연강판

39,287

39.7

129,037

438.3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2-13> 대 인도네시아 주요 수입 품목

순위

품목명

1

(단위: 천 달러, %)

2007

2008.1～6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천연가스

2,308,861

-18.3

2,018,543

53.9

2

원유

1,022,651

-29.4

1,325,569

110.4

3

유연탄

1,215,443

50.9

1,305,775

70.1

4

나프타

335,904

485.8

344,957

30.5

5

동광

644,249

-15.3

303,957

-36.5

자료: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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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관리 현황
2.1. 환경 일반현황
2.1.1. 수질환경
 인도네시아는 세계 담수자원의 6%에 해당하는 총 약 2,530㎦의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구당 수자원량은 세계 평균치를 상회하는 13,709㎦/인에 달함
 그러나 지리학적 여건과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 실제 사용가능한 인구당 평균 가용수자
원량은 1,750㎥에 그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용수의 수요량이 매년 크게 급증함에 따라 가용수자원량의 증가율과 수요량
증가율의 격차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물 부족현상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됨

<표 2-14> 연간수자원량 비교
구분

총 수자원량(㎦)

인구당 수자원량(㎥/인, 1999년)

전세계

41,022.00

8,240

동아시아

13,206.74

3,680

인도네시아

2,530.00

13,709

태국

110.00

1,845

콜롬비아

88.10

40,505

솔로몬제도

44.70

107,194

피지

28.55

34,732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 Database

 음용수와 관련해서는 도시의 경우 거주인구의 39%, 지방의 경우 6%만이 상수관을 통하여
식수를 공급받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수자원 부족 현상은 PDAM 3)의 수자원 관리능력 부족
과 더불어 낮은 수도세로 인한 재정적 만성적자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3) 지방수도공사에 해당하는 기구로 각 지자체에 그 소유권이 있다. 5만개 이상의 관망을 보유한 대규모 PDAM 8개를
포함하여, 중급 PDAM 77개, 관망수 1만개 이하의 소규모 PDAM 209개 등 초 294개의 PDAM이 설립되었으나, 재정
적인 이유로 현재 원활하게 활동 중인 PDAM은 30여개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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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국가사회경제조사에 따르면, 약 60%의 인도네시아 가정이 정화조로부터 10m 이내
에 위치한 지하수원을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음. 이는 대부분의 수원이 분원성 대장균으로 인
해 오염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음. 실례로, 자카르타 지역을 대상으로 한 2003년
지역 환경질 보고서(NKLD)에 의하면, 측정된 모든 우물에서의 대장균 농도가 수질기준에 관
한 법령 No. 416/MENKES/Per/IX/1990에 의해 정해진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
타났음
 인도네시아의 수질오염의 주요원인은 급성장한 제조업 분야의 오염물질 배출에 있음. 특히
산업시설의 75%이상이 밀집해 있는 Java의 경우 Ciliwung 강의 수질은 인도네시아 하천 중
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산업분야별로 보면, 제조업 분야의 식품가공업이 전
체 BOD 배출량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섬유, 화학, 제지산업등과 함께 90%
의 BOD 기여도를 보이고 있음

2.1.2. 대기환경
 환경부장관령 Decree No. 45/1997에서는 대기오염기준지수(Air Pollution Standard Index,
APSI)에 관해서 <표 2-15>와 같은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APSI 값에 따른 각 주요 대도
시의 연중 대기질 상태는 <표 2-16>과 같음
 대기질 상황은 인도네시아 환경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질 환경기준에 대하여 TSP4)를 제
외한 대부분의 지표가 기준치 이하의 농도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경제위기 극복 이후 최근
주요 대도시 지역에서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점오염원에서의 SO 2 농도의 증가와 자동차 보급
의 증가로 인한 Pb, NOx의 농도의 증가현상으로 인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세계 최대
의 산림국가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는 잦은 산불로 인하여 CO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나는 특징을 보임

4) 대기중에 떠다니는 직경 0.001㎛에 이르는 입자상물질의 총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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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APSI 값에 따른 등급 분류기준
분류

범위

내 용

Good

0-50

Moderate

51-100

Unhealthy

101-199

Very Unhealthy

200-299

대기에 노출된 개체들의 건강에 유해한 수준

Dangerous

300이상

개체에 점진적으로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위험한 대기질 수준

인간이나 동물, 식물의 건강상에 무해하며 심미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대기질 수준
인간이나 동물에는 건강상 무해하지만 식물의 건강이나
심미적인 면에서 문제가 될 만한 대기질 수준
인간이나 동물에게도 건강상 유해할 뿐 아니라 식물이나
심미적 기준에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대기질 수준

자료: 인도네시아 환경부

<표 2-16> 2004년 주요 도시별 대기질 측정 결과
해당일수
도시명

Very
Dangerous
Unhealthy

Good

Moderate

Unhealthy

No Data

주요지표

Jakarta

18

264

12

-

-

71

PM 10

Semarang

60

239

-

-

-

66

PM 10

Surabaya

74

132

6

-

-

153

O3

Bandung

64

54

-

-

-

247

O3

Medan

134

148

6

-

-

76

PM 10

Pontianak

30

2

-

-

-

333

PM 10

Palangkaraya

206

29

20

2

5

103

PM 10

Pekanbaru

60

62

4

-

-

239

O3

자료: 인도네시아 환경부

2.1.3. 폐기물환경
 최종처리시설의 부적절한 관리와 한정된 매립공간은 인도네시아 지방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폐기물 문제의 핵심임. Leuwigajah 최종처리장의 산사태 사건은 부적절한 폐기물 관리의 좋
은 예라 할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 도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완전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의
부재가 항상 문제화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처리계획을 가지고 있는 도시는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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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기준 자카르타에서는 매일 25,000㎥의 쓰레기가 발생했고 2010년에는 약 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임. 지역 내 폐기물 발생형태에도 다양한 변화가 있으며 인도네시아가 도시
화 되어감에 따라 폐기물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 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인도네시아의 대부분의 폐기물은 높은 유기물함량을 가지고 있으며 재활용이 가능함. 폐기물의
구성과 특징을 살펴보면, 자바서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폐기물은 생분해가 가능한 유기
성 폐기물이며(70%) 종이와 플라스틱이 각각 9%로 그 뒤를 따르고 있음. 이는 유기성폐기물을
퇴비화나 종이, 플라스틱 등으로 재활용화 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함

<표 2-17> 주요도시별 폐기물 발생량
도시명

폐기물 발생량(㎥/일)

인구당 폐기물발생량 (kg/인ㆍ일)

Jakarta

24,025

0.66

Bandung

6,862

0.70

Semarang

3,215

0.69

Yogyakarta

1,240

0.78

Padang

1,922

0.90

Makassar

2,424

0.86

자료: 인도네시아 환경부

유리, 1%

고무, 0%

섬유, 2%

기타, 5%

금속, 4%
플라스틱, 9%
종이, 9%

유기물, 70%
자료: 인도네시아 환경부

[그림 2-3] 도시폐기물 구성성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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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환경행정 현황
2.2.1. 인도네시아 환경부 (Kementerian Negara Lingkungan Hidup, KLH)
 환경부는 공업부, 보건부와 함께 인도네시아 환경정책 및 규제를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과거 대통령 직속기관이던 Bapedal을 통폐합함으로써 환경관리조직의 일원화를 이루어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환경규제의 실시를 추진하고 있음. 환경부는 각 업무의 성격에 따라 7
개의 업무국 및 부처로 나눠짐

인도네시아 환경부 미션
1.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접근을 돕기 위한 천연자원과 환경 정책운영
2. 공동작업 및 천연자원의 운영 및 개발과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환경 사업 협업
3. 천연자원 고갈 및 파괴방지, 삶의 기능으로서의 보전 아젠다 환경 인식

■ 환경부 주요 조직
 공간환경 관리국
 환경영향 평가 및 환경계획, 감시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원부서로 그 외에 환경정
책을 조정하며 환경단체 및 산하 지원기관들의 능력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오염제어 관리국
 제조업, 에너지 및 광산업, 농업, 소규모 사업장, 이동오염 배출원으로 분류하여 각 그룹별
로 배출물질을 제어, 관리하고 있음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 보존, 대기 및 기후변화 감시, 해양생태계, 토양 및 산림생태계, 호수 및 하천
생태계 등으로 나누어 생태계를 보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유해성 및 유독성 폐기물 관리국
 환경질을 복원하고 유해성 물질 및 폐기물을 관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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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순응국
 환경 관련 각종민원을 해결하고 국제협약에 관한 업무들을 관장하고 있음. 또한 환경과 관
련하여 주요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지역사회협력국
 환경보호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의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
서로 도시지역, 농촌지역, 해안지역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한편 다른 기관과의 공조체
제를 구축하여 유기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음
 능력개발 및 기술 인프라 개발국
 인적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연수 및 교육센터, 환경영향 시설을 위한 센터 등을 운영하며
표준화 기술 및 청정생산, 환경관련정보 및 데이터를 취합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장관

국제협력 및
국제환경 자문

가난극복 및
경제 자문

협력 및
사회문화 자문

기관간 협력 및
법률 자문

감사

공간환경
관리국

오염제어
관리국

수마트라
환경관리 센터

자연보전국

발리/누사뜽가라
환경관리 센터

유해성 및
유독성 폐기물
관리국

술라웨시/말루꾸/
파푸아
환경관리 센터

지속가능발전
및 기술 자문

공공부문

환경순응국

자바
환경관리 센터

자료: 인도네시아 환경부

[그림 2-4] 인도네시아 환경부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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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

국제협력 및
계획부문

지역사회
협력국

능력개발 및
기술 인프라
개발국

칼리만탄
환경관리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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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환경관리 정책
■ 환경관련 법규
 인도네시아의 환경법규는 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는 편
이나 국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선진국의 환경관련 법령을 그대로 도입해 재정비 및 법
집행력 부족 개선이 해결과제로 남아있음
 환경관리법의 전신인 Environmental Management Act of 1982를 대신해 등장한 법령으
로 인도네시아의 환경관련 기본법으로 자리하게 되었음
 환경관리법은 지역과 인간의 개발이라는 기본 전제 하에 친환경적이면서 지속가능한 개발
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환경관리법의 기본목표는 첫째, 환경과 인간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
둘째, 현 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까지의 번영 보장, 셋째, 환경기능의 보전, 넷째, 자원개발
에 관한 구체적인 활동, 다섯째, 환경오염 및 피해를 일으키는 국제간 활동이나 사업의 영
향으로부터 인도네시아를 보호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음

Environmental Pollution Control

Law and Regulation

Incentive

Environmental Management Law
(The Law No 23/1997)
MSW Management Law
(The Law No 18/2008)

Program
(Proper, PROKASIH, ADIPURA, etc.)

Government Regulation
Hazardous waste
(Govt Reg No. 18/1999,
Govt Reg No. 85/1999)
EIA (Govt Reg No. 27/1999)
Water (Govt Reg No. 82/2001)
Air (Govt Reg No. 41/1999)
Technical Guidelines
Standard

Education and Campaign
Training & Education

Facilitating
Eco Label
Clean Production
Free Custom and Tax Holiday
Soft loan
Subsidy to Local Government

[그림 2-5] 인도네시아 환경 법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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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관련 정책
 최근 발표된 인도네시아 국가개발 주요정책 부서인 BAPPENAS의 5개년 개발계획(2005~
2009년)에서 환경 각 분야별로 향후 정책 및 계획을 수립했음

<표 2-18> 환경 분야별 정책 현황
- 낮은 용수공급률 (39%의 도시인구와 6%의 농촌인구만이 관급용수에 접근가능)
분야

- PDAMs(지방 상수도 공급기관)의 관리능력 부족

현황

- 217개의 PDAMs의 총 부채는 $5억5,700만에 달함.
- 민간 부문의 참여가 한정적임

용수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책임소재, 지역기업과 민간부문의 역할 기술지표

공급
분야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규제의 도입
정책

- 분야별 정책, 서비스시스템의 개발, 지방정부와 지방기업의 재정에 대한

방향

용이한 접근, 용수공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매뉴얼의 개발 등을 준비
- PDAMs에 대한 부채를 재편하고 기술적 원조를 실시
- 원수(raw water)의 이용과 생산량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협력 도모
- 위생설비는 정부에게 있어서 우선고려대상이 아님

하수
처리

분야
현황

- 한정된 예산만이 위생설비시설에 대해 책정되어 있음
- 도시지역의 하수시스템의 낮은 비율
- 공공의식 수준 미달
- 공중보건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하폐수 처리기술이 시급

분야
정책

- 정책결정시 국가의 책임당사자의 명확한 역할 정의, 투자의무, 집행 능력배양 등

방향

- MDG(Millenium Development Goal)에 부합하는 전략 개발
- 고형폐기물 처리 서비스의 수혜율 부족
- 지역사회의 공공의식 미달과 법 집행력의 부족

분야

- 부적절한 고형폐기물 처리체계와 처리시설

현황

- 최종처리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광대한 매립용지의 부족
- 지방정부의 우선순위 선정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폐기물
처리

- 민간부문 참여의 비활성화

분야

- 고형폐기물에 관한 세부적인 법안 마련
정책
방향

- 3R(reduce, reuse, recycle) 원리 적용을 통한 고형폐기물 생산 및 최소화
- 고형폐기물의 관리, 최종처리 및 처분에 관한 지역간 협력 촉진
- 'Healthy Living Behavior' 캠페인을 통한 지역사회의 공공의식 증가
- 고형폐기물 관리에 관한 공공민간-파트너십의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

자료: BAPPENAS, Infrastructure Roadmap 2005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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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인도네시아의 환경프로그램인 Bangun Praja은 각 지방 정부가 깨끗한 녹색도시를
만들고 환경을 관리하도록 하기위해 실행되고 있음
 Bangun Praja는 인도네시아 환경부의 'GEG(Good Environmental Governance)' 구축을
위한 두 가지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임
 이 중 Bangun Praja 프로그램은 지역 공동체에 초점을 맞춘 Warga Madani 프로그램과
달리 지방 정부를 기반으로 GEG 구축을 목표로 설정한 뒤, 처음 3년(2002~2005년) 도시
의 환경과 청정녹색 도시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음
 간단하게 프로그램의 진행방식을 살펴보면, 먼저 GEG 기준 및 프로그램 아젠다, 가이드라
인을 설정한 뒤 이를 실행주체인 지방 정부와 주민들에게 전달해 점진적으로 따르도록 함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며, 이를 통해 지방 정부의 GEG 역량 구축을
도우며, Bangun Praja가 기존의 Adipura(1986~1997)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이유는 지
방 정부의 참여과정과 메커니즘에 있음
 Adipura 프로그램이 중앙정부 정책에 의해 결정되었던 반면 지방 정부에 의한 Bangun
Praja 프로그램 참여는 자발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음

Demand (Aspiration)

Community

Local
Legislative
Council

Local
Government

Supply (Service)

Environmental Management
WARGA MADANI PROGRAM
(Community Empowerment)

BANGUN
PRAHA
PROGRAM

자료: 인도네시아 환경부

[그림 2-6] 인도네시아 환경부의 GEG(Good Environmental Governance)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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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주요 프로그램
■ PROPER
 인도네시아 환경부는 1995년 기업환경활동 평가 프로그램인 PROPER를 개발하여 매년 환
경부분 우수 기업들에게 시상하고 있으며 PROPER PROKASIH라고 알려져 있음
 PROPER는 정부정책 중 하나이며, 법령 내에서 명시하는 알맞은 기업 환경관리 능력을 고
취시키기 위한 것임. 인도네시아의 환경경영 측면에서 투명성과 민주화를 보이는 한 성과
이며, 환경관리 내에서 훌륭한 국가통치의 원칙(투명성, 정의, 책임, 국민참여) 적용을 위한
인도네시아 환경부의 노력이라 할 수 있음
 PROPER의 5대 목적은 ①환경경영 부분에서 기업 협약 향상, ②환경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창조
하는 이해당사자들의 협약 향상, ③지속가능한 환경경영 향상, ④환경 법령을 따르기 위한 사업
자들의 이해도 향상, ⑤폐기물 운영에의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재생(recovery) 원칙
강화이며, 4대 목표는 ①보다 좋은 환경 창조, ②지속가능한 발전 성취, ③천연자원 보전, ④청
결 생산 원칙 및 환경효율 적용을 최우선으로 하는 환경 친화적 사업환경 창조임
 PROPER 내에서 평가되는 사항은 수질 오염관리, 대기 오염관리, 유해독성폐기물 관리 및 환
경 측면에 대한 분석(AMDAL) 적용임. 하지만, 보다 세밀한 평가를 위해 환경 경영시스템 적
용, 천연자원 보전 및 폐기물 이용, 주민사회 개발 활동시행(community development)을 포
함함. 이 평가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적용을 측정할
수도 있으며 각각의 평가 기준은 산업별로 다름
 환경적 협약 도구로서 PROPER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PROPER의 시행은 다음의 다른 프
로그램과 함께함
 검정색 평가를 두 번 받거나 환경 경영에 상당한 진전을 보이지 않는 기업은 법적제재가
뒤따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사업전망평가 범위의 상업은행 교육을 위한 자산특성평가(Asset
Quality Rating)에 대하여 2005/7/2 호의 시행규칙과 DPNP/3/7호의 회람에 따름. 이 정
책은 환경을 유지하고 사업의 환경적 위험도를 최소화 하는 은행 기관의 역할을 인식시키
기 위함
 환경경영의 투자자금이 필요한 기업을 위해, 인도네시아 환경부는 환경 연화차관(soft loan)
시설과 오염 방지 및 제어 기구의 수입세 면제를 추천하는 등의 투자환경을 조성해줌
 PROPER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2002년 85개 기업, 2003년
251개 기업, 2004년 466개 기업임. 2008년은 1,750개 기업이 될 것을 추정함(200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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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9> 이해당사자 간 PROPER 이익
이해 당사자

PROPER 이익
효과적인 프로그램 적용

정부

통합된 기본 데이터의 발전을 위한 지원요소
'Beyond Compliance Level'에 접근하기 위한 정책 도구
기업 비 재무 수행을 위한 벤치마킹의 도구

기업

'Beyond Compliance Performance Level'으로 기업을 위한 평가 인센티브
환경 친화적 기업을 위한 촉진 도구

투자자, 컨설턴트,
공급자, 국민

기업 환경경영 능력을 위한 건물정돈
환경 경영 내의 기술과 자문 수요를 위한 시장 정보
공공 참여의 공간

<표 2-20> PROPER 색에 따른 등급
수행 정도
수행 매우 좋음
수행
수행 안함

수행등급

예상되는 발표 효과

A

⋆⋆⋆⋆⋆

노랑색

B

⋆⋆⋆⋆

녹색

C

⋆⋆⋆

파랑색

D

⋆⋆

빨강색

E

⋆

검정색

검정색, 72
(16%)

노란색, 0
(0%)

평가 이익

이해관계자 시상

-

-

평가 불이익

이해관계자 압력

녹색, 23
(5%)

빨강색, 150

파랑색, 221

(32%)

(47%)

자료: 인도네시아 환경부 PROPER 홈페이지 (www.menlh.go.id/proper)

[그림 2-7] PROPER 평가 현황(2004-2005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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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IPURA
 ADIPURA는 도시 환경 관리와 청결활동에서 성과를 보인 인도네시아에 있는 시 또는 군에게
수여되는 상으로써, 인도네시아 환경부가 주관함. ADIPURA에서 지정한 시/군의 규모에 의
한 구분은 다음과 같음
 메트로폴리탄 도시: 1백만명 이상의 인구
 대도시: 500,001명~1,000,000명 미만의 인구
 중도시: 100,001명~500,000명의 인구
 소도시: 100,000명 이하
 ADIPURA는 1986년부터 시행되어 1998년 중단될 때가지 계속되다가 2002년 발리의 덴빠
사르에서 다시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름

<표 2-21> ADIPURA의 세부 내용
구분
ADIPURA 상
도시 산림 상
ADIPURA 공로상
ADIPURA 기념상

주요 내용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정해진 기준에 맞도록 훌륭하게 도시화 환경 관리를
수행한 군수ㆍ시장에게 수여하는 상
도시 면적의 최소 10%의 녹지를 갖는 군ㆍ시에게 감사패를 주기 위한 상
환경부 장관이 도시 환경 관리에 뛰어난 수행 향상을 보인 군수ㆍ시장에게
주는 상(Best Effort)
부통령이 재래시장 또는 공원 등의 시설 및 보조시설을 가장 잘 정비한 군수
ㆍ시장에게 주어지는 상으로써, 메트로폴리탄 시와 대도시에게만 주어짐

<표 2-22> ADIPURA 수상 도시(2008년도)
구분

도시

ADIPURA 상

Palembang외 93개 (메트로폴리탄 6개, 대도시 3개, 중도시 28개, 소도시 57개)

도시 산림 상

Palembang

ADIPURA 공로상
ADIPURA 기념상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도시

Airmadidi시 외 16개 소도시
공원 : 자카르타 중앙도심(Jakarta Pusat), 말랑(Malang)
시장 : 북부 자카르타 (Jakarta Utara), 뻐깐바루 (Pekanbaru)
반둥(Bandung), 메단(Medan), 버까시(Bekasi), 수라카르타(Surakarta),
사마린다(Samarinda), 땅그랑 군(Kab. Tange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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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LPATARU
 Kalpataru는 산스크리트어로 '살아있는 나무'란 뜻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환경 기능 유지
분야의 개척을 보인 개인 또는 사회기관에게 수여하는 국가적 차원의 환경상임. 매년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으로 수여됨
 1980~2003년까지 KALPATARU는 환경개척자, 환경봉사, 환경보호가, 환경설립자의 네 구
분으로 되어 있는 195명/기관에게 수여함

<표 2-23> KALPATARU의 세부 내용
구분
환경개척자 상

환경봉사 상
환경보호 상

주요 내용
지속가능한 환경 개발 부분에서 성과를 올린 개인(공무원이나 정부기관이
아님)이나 지역에게 수여함
업무를 뛰어넘어 노력하여 봉사를 한 직원(PLP/PPL/PLR/RPA/환경보건부분
직원 등)에게 수여함
토지 및 수질 보호 노력을 하여 성과를 거둔 사회기관에게 수여함
땅, 물, 공기 오염을 방지 하거나 환경파괴 방지와 같은 형태의 노력을 통해

환경설립자 상

환경기능 보호에서 성과를 거둔 산업 관계자, 에너지/채광 사업가, 산림관련
사업가, 어업관련 사업가, 공원 매니저, 공무원, 교수, 기관 또는 법조계
등에게 수여함

■

유해독성, 위험 폐기물 및 물질관리 (Pengelolaan Bahan dan Limbah Berbahaya dan Beracun; B3)
 유해독성, 위험 물질(이하 B3) 및 B3 폐기물 관리는 인도네시아 환경부 산하의 기관으로 환
경부를 보좌하는 역할을 함. 2005년 9호 인도네시아 대통령 시행령으로 세워지며 환경부를
도와 환경 측면의 처리와 환경 관리부분에서의 협력과 정책 수립을 시행함
 2006년의 경우 B3 폐기물은 격리시키고 처분해야할 폐기물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가지
고 있는 폐기물이라는 평가가 내려짐. 2006년 이용된 B3 폐기물의 합계는 1,681,536톤에 이
르고 이는 2005년보다 65.6%가 늘어난 수치임. 이러한 측면에서 B3 처리에 대한 허가는 해
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이용 가능한 B3 폐기물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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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자료/문서 접수
운영확인/검사

운영 매뉴얼
분야 및 기술확인/검사
기술 Review Peer

거절/거부 문서

법조팀

허가서류
무(無) 반대서

제 4 Deputy
환경부장관 서명
요청(허가취득)
허가수행 감시
정리보고서

[그림 2-8] B3 폐기물 관리 절차

■ 환경영향평가 (Analisis Mengenai Dampak Lingkungan; AMDAL)
 환경영향평가(이하 AMDAL)는 환경에 대한 중요하고 큰 영향을 연구하며 이는 계획단계에서 만들
어지고 정책결정을 위해서 사용됨. AMDAL의 연구 분야는 물리ᆞ화학적, 생태학적, 사회ᆞ경제
적, 사회ᆞ문화적, 국민보건 측면이며, 관련 법령은 환경영향분석에 대한 1999년 27호 정부규칙임
활동 계획
아니오

주요 영향

예

AMDAL 취소
환경관리 및 환경감시

KA-ANDAL
평가위원회

75일

RKL & RPL ANDAL

사업활동 허가
(주지사,
KaBAPEDAL,
책임기관)

75일

평가위원회
적합성 결정

[그림 2-9] AMDAL 분석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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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연화 대출 프로그램 (Program Pinjaman Lunak Lingkungan)
 환경부 소속의 환경 자금 및 인센티브 사업보좌(이하 Asdep)는 인센티브 부문과 환경 자금
부문으로 구성되어 인센티브 측면과 시설 측면에서 친환경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
램이며, 2005년 1호 인도네시아 환경부 장관 규칙을 통해 시행됨

환경 자금 및
인센티브 사업보좌(Asdep)

인센티브 개발 부문

환경자금 부문

경제 가치평가부문

환경자금 시스템부문

경제 수단부문

환경재무기관부문

[그림 2-10] 환경 연화 대출 프로그램 시행조직 구성도

 인센티브 부문은 인센티브 적용 전략과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고, 환경 분야의
환경 경제를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환경 자금 부문은 자금기관 시스템과 환경부분의 자
금 관리 시설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역할을 함

 JBIC-PAE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일본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의 오염감
소장비(Pollution Abatement Equipment)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음. 이 차용자금은
회전자금(Revolving Fund)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계속해서 환경오염 방지 노력을 적용
하는 대출자(채무자)에게 차용하게 만듦
 지원 대상 : 중소기업 및 대기업
개인 기업 또는 법률팀을 가진 조직(주식회사 등)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조직

- 44 -

제2장 인도네시아 일반현황 및 투자현황

 대출조건 : 대출금액은 제한되지 않음
대출금리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기준금리
대출 상황 기간 3~20년

 IEPC KfW I 프로그램 / IEPC KfW II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독일정부의 원조로 이루어지며 산업 효율성 및 오염 제어(Industrial
Efficiency and Pollution Control)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됨. 이 차용자금 역시 회전자금
(Revolving Fund)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계속해서 환경오염 방지 노력을 적용하는 대출
자(채무자)에게 차용하게 만듦
 IEPC KfW I 지원대상 : 80억 이하의 자산(대지 및 건물 이외)을 보유한 중소기업
개인 기업 또는 법률팀을 가진 조직(주식회사 등)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조직
 IEPC KfW I 대출조건 : 대출한도는 30억 루피아
대출금리는 9~14%
대출 상황 기간 3~10년
 IEPC KfW II 지원대상: 100억 이하의 자산(대지 및 건물 이외)을 보유한 중소기업
개인 기업 또는 법률팀을 가진 조직(주식회사 등)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조직
 IEPC KfW II 대출조건: 대출한도는 50억 루피아
대출금리는 시장이자 아래인 약 2%
대출 상황 기간 3~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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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환경시장 현황
2.3.1. 환경시장 규모
 국제개발기구를 비롯하여 경제적 원조를 시행중인 국가들은 인도네시아의 하수시스템을 개
선하고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해왔으며 이 외에도 인도네시아는 수많은 외국
의 기업체들과의 양자 간 상호협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표 2-24> 분야별 공공 환경지출비용(2003년)
지출분야
농업

총 예산규모

총환경지출비용

384.15

3.8

산림

20.87

해양

170.95

관개용수 개발

지출분야

(단위: 백만 달러)

총 예산규모

총환경지출비용

광산업

15.41

0.2

0.4

에너지

274.25

5.5

3.4

자연자원 및 환경

59.18

59.2

61.47

3.1

토지공간계획

15.13

15.1

수자원 개발

136.35

6.8

보건

610.13

12.2

도로기반시설

588.09

11.8

주거

67.07

1.3

주요 교통망

212.07

2.1

해상 운송

200.95

4.0

총계

2,938.88

131.4

자료: Indonesia's Environmental Challenge and Market Opportunities 2004

 인도네시아의 환경설비 및 부품의 시장규모는 경제위기 이전 1997년에 3억1,000만 달러로
최고조에 달했으나 1998년 급락하였음
 2000년 들어 다시 회복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2002년에 이르러 다시 그 규모가 하락하
는 등 불안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음
 환경설비 수입규모면에서도 2000년 이후 조금씩 수입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
음. 이는 발리 화산폭발을 비롯한 자연재해 등 시장의 불안함에 따른 수요 위축 때문으로
분석됨
 인도네시아의 환경시장은 이미 미국,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상황이며
수도 자카르타의 경우 이미 다국적 기업이 상수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음
 대표적인 예로, 1997년 실시된 민영화에 영국의 Thames Water of Britain과 프랑스의
Suez Lyonnaise des Eaux가 참여했는데, 사업을 양분하고 있는 두 현지법인내 이들의 주
식지분률은 애초 각각 80%와 40%였으나 현재는 모두 95%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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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두 기업이 자카르타 소재의 Ciliwung 강의 동서부를 각각 담당하는 정수공급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도 계속해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켜 나가고 있음
 최근 환경의식의 증가 및 정부의 환경관련정책의 활성화에 힘입어 민간부문 참여가 활발해지
고 있음
 민간부문 투자현황을 보면 2003년 기준 1억6,300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
부분 외부투자금액으로 외국인에 의한 투자가 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에서 3번째로 큰 연화차관 5) 및 원조의 대상국이며 동시에 일본의 경
제원조의 최대 수혜국이기도 함

<표 2-25> 환경보호 및 관리를 위한 민간 환경지출비용('00~'03년)
(단위: 백만 달러)
년도

내수

외국인

총투자

실제 투자

환경지출비용

2000년

2,370

9,887

12,257

9,805

294

2001년

1,149

3,482

4,631

3,705

111

2002년

1,203

3,085

4,288

3,430

103

2003년

1,358

5,426

6,784

5,427

163

자료: Indonesia's Environmental Challenge and Market Opportunities 2004

700
600

공공지출

500

민간지출
총합

400
300
200
100
0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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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008년

자료: Indonesia's Environmental Challenge and Market Opportunities 2004

[그림 2-11] 인도네시아 공공 및 민간 부문 환경지출 현황(백만 달러)
5) Soft loan. 상업차관 보다는 양호한 조건, 즉 외국차관 가운데 상환기간이 장기이거나 금리가 낮아 차주에게 비교적 원
리금 상환부담을 적게 하는 차관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AID 차관이나 IDA 차관 또는 정부간 원조차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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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6> 인도네시아 환경시장 현황 및 예측
1995
(현황)

1997
(현황)

2000
(예측)

2005
(예측)

2010
(예측)

물 및 과학 관련 장치

120

140

186

300

483

대기오염방지

50

60

80

129

207

계측·감시 시스템

25

30

40

64

104

폐기물 처리장치

30

30

40

64

104

처리·오염방지기술

10

10

13

21

35

고형폐기물처리

130

150

200

322

518

유해폐기물처리

20

20

27

43

69

컨설팅 엔지니어링

60

70

93

150

242

오염정화

6

10

13

21

35

분석 서비스

20

20

27

43

69

폐수처리(일반 및 산업)

100

110

146

236

380

상하수도 사업

280

320

426

686

1,105

자원회수

5

10

13

21

35

856

980

1,304

2,100

3,386

시장분야

장치

서비스

자원

(단위: 백만달러)

계
자료: Environment Business International

2.3.2. 환경사업 진출 현황
■ 독일 6)
 인도네시아 시멘트 산업 폐기물 co-processing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PT. Holcim Indonesia와 GTZ 그리고 PT. Indocement Tunggal Prakarsa는 인도네시아
시멘트 산업에 co-processing 방침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민-관 파트너십 프로젝
트'로 협력함. 이 프로젝트는 폐기물 처리 시설로서의 co-processing을 이해하여 사용하
는 주민과 정책결정자들을 위하며, 폐기물처리 정책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됨
 이 프로젝트는 co-processing을 위한 폐기물 이용 및 처리 사항과 관련된 이해관계들 간
6) '인도네시아-독일 환경 프로그램 홈페이지 (http://www.prolh.or.id)'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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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인도네시아 현실에 대한 국제 규정의 도입으로 co-processing 규정, 허가 등의 조화
를 이루도록 함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청정개발체제(CDM) 개발 및 환경효율성 고취 사업
 이 사업은 인도네시아의 선별된 공단의 중소기업의 환경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을 위한 프
로젝트로써, 따후(Tahu) 공단에서 CDM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써 이루어짐. 이를 위해서 이
프로젝트는 하나의 toolbox에 담긴 CDM 프로젝트 개발 진행 순서를 통해 다른 중소기업
에게 CDM 전략을 보여줌
 CDM 프로젝트의 발전 및 따후 공단 운영진을 만들고 CDM 프로젝트의 운영 메카니즘을
위해 CDM 이해, 환경효율성, 시설의 연수, 수용능력 개발 등을 지원함
 이 CDM 프로젝트를 위한 따후공단 중소기업의 초기 작업은 2006년에 자카르타-보고르
-땅그랑-버까시 지역과 중부자바에서 이미 있었음. 2007년 5월 28일 CDM 프로젝트를
위한 적합성 연구 토론 미팅에서 획득 가능한 배출권(CERs) 평가 측정이 이루어졌으나, 측
정 및 토론 결과 따후 공단의 CDM 프로젝트는 진행되기에 부적합하다는 결과를 얻었음
 부낏 끈짜나 자야 스마랑(Bukit Kencana Jaya Semarang) 주택지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하
수시설 및 분산된 쓰레기 처리 프로그램
 스마랑의 부낏 끈짜나 자야 주택지는 스마랑 시, 뜸발랑면, 므떼세 리에 위치해 있으며, 5
개의 통으로 되어있고 1016명의 가장들이 거주하고 있음. 매년 30채의 건물이 새로 지어
지고 그 결과 200ha가 될 정도로 주택지의 넓이가 이르게 됨. 이 마을의 세가지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은 임시 폐기물처리장 시스템이 없다는 것과, 주민들이 조직화되어있지 않
으며,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임. 또한, 주거지역에서 비교적 가까이에 인분, 목욕
시설 및 다른 액체 폐기물로부터 나온 액체 폐기물이 수질오염을 일으키고 있음
 이러한 이유에서 스망랑 부낏 끈짜나 자야 주택지에 분산된 쓰레기 처리 프로그램과 하수
시설 건설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은 폐기물 액체 처리
기 설치 내의 하수시설 시스템 건설이 마땅한 대지를 찾지 못하여 시행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음
 현재 쓰레기 분리수거 캠페인을 통해 대체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시설적인 면에서의 지원
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49 -

인도네시아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 일본 7)
 산업오폐수 환경오염관리 매니저(EPCM) 육성
 JETRO는 서부자바 주와 산업 오폐수에 대한 환경 표준을 수정하는데 협력함
 산업 오폐수로 인한 오염을 해결하고자 JETRO는 환경오염관리 매니저(EPCM) 개발 전문
가를 보냄으로써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프로젝트를 진행함.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인도네시아어 EPCM을 준비하였으며, 2005년에 EPCM 시험을 시행함. 그 결과 2007년까
지 160명의 EPCM 전문가를 배출함
 이를 바탕으로 산업자원부와 환경부는 다른 주에서 시스템 적용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모든 주에 이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골격과 시행규정을 준비중에 있음.
또한, 고무 산업에도 이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음
 일본 오사카현 - 인도네시아 동부자바 주 APEC 환경기술정보 상호교환시스템 구축
 APEC의 일원으로서 환경기술에 대한 상호간의 윈윈전략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VC를 구축하여 환경 기술에 대한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목적. 인도네시아
에 1997년에 구축이 되었고 2003년에 상호교류를 시작함. 일본과 인도네시아의 환경기술
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유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 육성하고 있음
 자카르타시 하ᆞ폐수 처리 프로젝트(Wastewater Disposal Project In the City of Jakarta)
 1991년 자카르타의 하ᆞ폐수 처리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함. 이는 자카르타에 배수시
설의 부족으로 인해 빈번하게 일어나는 홍수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일본 국
제협력단(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에 의해 진행됨
 1991년 '자카르타 시 도시배수로 및 하ᆞ폐수 처리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The Study on
Urban Drainage and Wastewater Disposal Project in the City of Jakarta)'로 시작하여,
자카르타 동부에 홍수 대비 수로가 마련됨

■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산림 및 기후변화에 대한 프로젝트
 SKM은 인도네시아의 산림과 기후 변화에 대한 장기프로젝트를 준비중에 있음. 이 프로젝
트는 산림기후 파트너십 아래 기획 및 수행 또는 활동 운영을 포함하는 인도네시아 내 국
제 산림 탄소 시행(the International Forest Carbon Initiative)의 수행에 집중할 계획임 8)
7) 일본 무역진흥기구 인도네시아 홈페이지 (www.jetro.go.jp/indonesia) 참고
8) SKM 홈페이지 (www.skmconsulting.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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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CDM 현황
 인도네시아의 국가 CDM 승인기구(DNA,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는 청정개발체제
를 위한 국가 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이며, 위원
회는 인도네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준을 충족시키는 CDM 프로젝트 제안에 대해 승인문
서를 발급함. 위원회는 9개의 정부부처의 대표자들, 즉, 환경부, 에너지자원부, 산림부, 산업
부, 외교부, 내무부, 도로교통부, 농림부 그리고 국가 개발 계획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사무
국과 기술팀의 도움을 받음
 2005년 7월 인도네시아 DNA의 설립 이후, 63건의 프로젝트가 승인되었음(2008년 8월 13일
기준). 현재 승인된 프로젝트의 수는 작년의 두 배가 넘는데, 그 이유는 DNA가 2008월 1월부
터 8월까지 39건의 프로젝트를 승인하였기 때문임. 63건의 프로젝트 중에서 16건은 CDM 최
고 위원회가 등록했으며, 이 프로젝트의 유형은 biomass utilization 프로젝트, 메탄 recovery
& utilization 프로젝트 그리고 재생가능 에너지 프로젝트로 다양함. COP13은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었으며, 잠재적 프로젝트의 개발을 위해 프로젝트 개발자들의 인
식이 증가해왔음
 잠재적으로 CDM 승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National Council of Climate Change (DNPI)
는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 2008년 7월에 세워졌음. 6개의 그룹(1. 적응, 2. 완화 3. 기술이전
4. 재무 5. 포스트 도쿄 2012 6. 산림 및 land use change)으로 구성되어있음
 국가 정책, 전략, 프로그램 및 기후 변화와 관련된 활동 체계화
 기후변화 이행과 관련된 활동들(적응, 완화, 기술이전, 재무)간의 조화
 탄소배출거래(carbon trading)의 절차 및 메커니즘에 대한 정책 체계화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들의 이행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활동의 시행

<표 2-27> 인도네시아 CDM 프로젝트 (2008.8.13 기준)
Project Status

Number of Projects

CDM projects registered at CDM executive board

16

CDM projects approved by Indonesian DNA

63

CDM projects at or after the validation stage

99

자료: IGES CDM Project Database <http://www.iges.or.jp/jp/cdm/report.html#db> and National
Commission for Clean Development Mechanism <http://dna-cdm.menlh.go.i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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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8> 인도네시아 CDM 프로젝트 기초정보 (2008.8.13 기준)
Type

N. of
projects

Annual Emission
Reduction (CO 2톤/년)

Total CERs by
2012 (CO 2톤)

Biomass

5

224,774

1,265,544

Biogas

3

456,262

2,584,756

Other renewable
energies

2

655,673

3,991,885

Cement

2

614,163

4,354,204

1

390,893

2,429,689

2

172,521

815,193

Fuel Switch

1

42,622

227,317

Total

16

2,556,908

15,668,588

Waste gas/heat
utilisation
Methane recovery &
utilisation

Amount of Issued
CERs

80,967

80,967

자료: IGES CDM Project Database <http://www.iges.or.jp/jp/cdm/report.html#db> and UNFCCC
<http:/ /cdm.unfccc.int/index.html>

<표 2-29> DNA에 의해 허가된 CDM 프로젝트의 수 (2008.8.13 기준)
Type of project

Year

Biomass

2005

2006

2

2007

2008

Total

5

4

11

12

12

6

11

5

5

1

3

5

2

3

5

2

4

Methane avoidance
Methane recovery & utilization

3

2

Biogas
Fuel Switch

1

Hydro Power
Other renewable energies

1

Cement

2

1

2

Waste gas/heat utilization

1

Energy Efficiency

1

1

3

1

2

3

1

1

PFC reduction
N 2O decomposition
Total

1
5

6

13

1
39

63

자료: National Commission for Clean Development Mechanism <http://dna-cdm.menlh.go.id/en/> and
correspondence with Indonesian DNA *Current: IGES Programme Management Office Resear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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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외 협력현황
3.1. 외국의 ODA 지원 현황
3.1.1. 주요 특징
 대부분의 OECD DAC 회원국들이 인도네시아에 ODA를 제공하고 있음. OECD DAC 회원국
들의 2005년도 대 인도네시아 ODA 규모는 22억4,720만 달러로 인도네시아에 제공되는 전
체 ODA의 약 89%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일본의 대 인도네시아 ODA 지원액은 전체 DAC의 대 인도네시아 지원액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음. 과거 아시아지역에 대한 침략으로 인해 악화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인도네시
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표 2-30> 인도네시아 상위 10개 공여국의 ODA 규모 ('05~'06년 평균)
순위

국가명

금액(백만달러)

순위

국가명

금액(백만달러)

1

일본

1,189

6

네덜란드

161

2

오스트레일리아

248

7

EC

105

3

미국

220

8

영국

104

4

독일

213

9

AsDF

89

5

IDA(국가개발협회)

191

10

캐나다

72

자료: OECD - DAC (www.oecd.org/dac)

<표 2-31> 인도네시아의 FDI 규모('04~'07년)
FDI flows
유입
(Inward)
유출
(Outward)
FDI stocks
유입
(Inward)
유출
(Outward)

(단위: 백만 달러)

1990-2000
(연간평균)

2004

2005

2006

2007

1,584

1,896

8,337

4,914

6,928

622

3,408

3,065

2,703

4,790

1990

1995

2000

2006

2007

8,732

20,626

25,060

52,027

58,955

86

5,896

6,940

16,635

21,425

자료: OECD - DAC (www.oecd.org/d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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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국가별 현황
■ 일본
 일본의 대 인도네시아 ODA 정책은 그 역사가 인도네시아를 들어온 시기인 20세기 중반 무렵
부터 있어왔음. 일본의 ODA는 이미 인도네시아와 함께 손을 잡은 후로 인도네시아로 사업투
자를 끊임없이 해오고 있고 이는 대 인도네시아 ODA 규모에서도 나타남

<표 2-32> 인도네시아 내 일본의 ODA 원조 금액
연도

엔(Yen) 차관

자원 활동

(단위: 백만 달러)

기술 협력

총계

2000

945.66

52.07

144.60

1,142.33

2001

702.83

45.16

117.27

865.26

2002

441.59

63.54

126.46

631.59

2003

946.77

82.36

120.66

1,149.79

2004

452.52

25.47

105.86

583.95

2005

1072.18

172.21

98.40

1,342.79

2006

882.83

60.67

91.11

1,034.61

자료: 인도네시아 일본 대사관 홈페이지(www.id.emb-japan.go.jp)

영국
179.54
(1.85%)
ADB(ADF)
222.60
(2.29%)

캐나다
164.68
(1.69%)

EU
195.00
(2.01%)

스페인
112.12
(1.15%)

단위: US$ 백만, (%)

한국
105.87
(1.09%)

프랑스
361.84
(3.72%)

일본
4,573.38
(47.06%)

세계은행(IDA)
405.97
(4.18%)
오스트레일리아
507.61
(5.22%)

네덜란드
587.45
(6.04%)

독일
767.26
(7.90%)

미국
904.48
(9.31%)

합계 US$ 9,718.97백만

자료: 인도네시아 일본 대사관 홈페이지(www.id.emb-japan.go.jp)

[그림 2-12] 국가별 인도네시아 원조 비교('01~'05년 누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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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일본은 인도네시아에서 사회간접자본을 많이 투자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 아래와
같이 전력, 도로, 통신망, 철도, 식수, 어업, 보건, 교육 등의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음
(1940년대에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지배하면서 그들의 병참기지화를 위해서 세우기 시작했던
사회간접자본도 포함되어 있음)
 전력 : 발전소에 의한 전체전력의 약 20% 내외를 담당
 도로 : 수도 자카르타 주변 톨게이트의 약 20%를 건설
 통신 : 전체 통신망의 50% 내외를 세움
 철도 : 자바 제1 철도 레일의 50% 내외를 건설
 식수 : 국내에 존재하는 댐의 30%를 건설
 어업 : 인도네시아에 국제적 규격의 항구인 자카르타 항 건설 (국가 어업 총 수출의 14% 담당)
 보건 : 4개의 A급 정부 중앙병원 중에서 2개는 응급시설을 갖춤
 교육 : 12개의 주에서 600개의 학교를 세움(엔 차용으로)

<표 2-33> 일본 ODA 각 부문별 현황
엔(Yen) 차용

(단위: 백만달러)
기술협력

에너지

2,019.41(62.89%)

교육

88.55(25.86%)

교통

675.40(21.03%)

산업 및 광업

40.92(11.95%)

농업, 임업, 수산업

157.04(4.89%)

농업, 임업, 수산업

40.62(11.86%)

공공 환경보호

149.28(4.65%)

교통

32.81(9.58%)

차용 프로그램

98.04(3.05%)

상업

14.79(4.32%)

수자원 및 하수처리

84.88(2.64%)

정부 및 국민

14.46(4.22%)

수자원 및 하수처리

11.95(3.49%)

무상원조
정부 및 국민

30.44(22.90%)

공공 환경보호

11.26(3.29%)

교통

24.45(18.40%)

보건

8.85(2.58%)

공공 환경보호

23.19(17.45%)

금융서비스

7.12(2.08%)

에너지

18.36(13.82%)

정보 및 통신

6.10(1.78%)

교육

8.37(6.30%)

에너지

5.44(1.59%)

농업, 임업, 수산업

5.55(4.18%)

타 사업/서비스

3.03(0.89%)

정보 및 통신

3.96(2.98%)

기타

55.69(16.26%)

보건

3.95(2.97%)

수자원 및 하수처리

2.06(1.55%)

기타

12.56(9.45%)

자료: 인도네시아 일본 대사관 홈페이지(www.id.emb-japan.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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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의 대 인도네시아 ODA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표 2-34> 오스트레일리아 ODA 규모('06~'08년 기준)
(단위: 백만 호주달러)
공적개발원조 규모

구분

2006

2007

2008

프로그램 규모

125.0

179.1

182.7

재건축 및 개발을 위한 오스트레일리아인도네시아 협력(AIPRD)

178.4

232.5

230.9

다른 공적개발원조 규모

40.9

47.2

48.4

합 계

344.3

458.8

462.0

자료: 오스트레일리아 정부 해외원조 프로그램 홈페이지 (http://www.indo.ausaid.gov.au)

Humanitarian
Rural
, Emergency
Development
& Refugee
4%
10%
Multisector
3%

Education
31%

Infrastructure
13%

Health
11%

Governance
28%

[그림 2-13] 부문별 오스트레일리아 AusAID 프로그램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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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현재 미국은 인권, 교육, 민주주의, 경제성장, 쓰나미 재건설, 지진 등의 다방면에서 ODA를
실현하고 있음. USAID를 통한 원조뿐만 아니라 다른 원조 프로그램까지 인도네시아로의 미
국의 ODA 규모는 다음과 같음

<표 2-35> 1998/99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의 ODA 규모

(단위: 백만 달러)

1998/99

1999/00

2000(2월)

2000(10월)

2001/02

2003

2004

250.0

184.5

145.0

280.0

280.0

189.0

161.0

주: 미국의 회계연도는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임
자료: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부(BAPPENAS)

■ 네덜란드
<표 2-36> 인도네시아로의 네덜란드 ODA(2007년)
부문

지불 규모

교육

29.6

고등교육

5.6

수자원 관리

13.5

식수 및 배수시설

3.3

정부/민주화의 개선

16.5

재건축

4.5

환경

1.0

투자환경

1.7

Cross Cutting 부문

3.9

2007년 합계

80

자료: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대사관 (http://indonesia.nlembass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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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한국과의 협력 사항
3.2.1. 한ㆍ인니 관계
■ 대 한국 관계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의 사회주의 성향으로 북한에 비해 약 10년 늦은 73년에 대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 이후 양국 정상 간 교환 방문을 통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옴
 유도요노 대통령 취임(2004) 이후 APEC, ASEAN+3 등을 계기로 우리와 잇달아 정상회담을
갖고 정치, 경제 분야 등의 협력 확대를 적극 모색
 2006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계기로 한-인도네시아 간 미래의 발전적
관계를 위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양국 간 협력을 공고히 하고 발전
시켜 나가고 있음

■ 교역 규모
 우리나라의 대 인도네시아 수출은 2007년 말까지 57억7,0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작년 대비 18.4% 증가한 금액임
 반면에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수입은 2007년 말 기준 91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0%가 증가하였는데, 천연가스의 수입 비중이 18.3%나 줄어든 대신 석탄(51.6%), 나프타
(485.8%), 원유(6.7%) 등의 원자재 수입이 증가했음

<표 2-37> 한인도네시아 간 교역 규모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1-7월

총교역
(증감률)

8,590
(9.2)

10,045
(15.8)

13,230
(31.7)

13,722
(3.7)

14,884
(8.0)

12,221
(46.7)

수출
(증감률)

3,378
(7.4)

3,677
(98.9)

5,046
(37.2)

4,874
(△3.4)

5,770
(18.4)

4,624
(35.0)

수입
(증감률)

5,212
(10.4)

6,368
(22.2)

8,184
(28.5)

8,846
(8.1)

9,113
(3.0)

7,597
(55.0)

무역수지

△1,834

△2,691

△3,138

△3,975

△3,343

△2,973

자료: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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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의 투자 관계
 우리나라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 규모는 1967년~2007년 기간 중 누계치 기준 3,039건 총
152억 달러(인도네시아 정부 승인 기준)로 전체 외국 투자 국가 중 건수 면에서 1위, 금액 면
에서 7위를 점하고 있음
 2007년의 경우에도 400건의 투자 승인 건수와 8억9,500만 달러의 금액으로 건수 면에서
1위, 금액 면에서 7위를 기록하였음
 건수에 비해 금액이 적은 것은 우리나라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가 중소기업의 소액 투자 중
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임
 현재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한국 기업은 약 1,200개 내외로, 이 중 섬유 및 섬유 관련업체가
220개, 전기 및 전자 관련 업체가 160개로 주종을 차지하고 있음
 이들 한국계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근로자 수는 약 50만 명 정도로, 인도네시
아 전체 경제 활동 인구(약 1억 명)의 0.5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는 양 국가의 경제 협력 강화 활동과 맞물려 실현 및 승인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중국의 투자 환경 악화, 우리나라 기업의 인도네시아 관심 증가 등
에 따라 당분간 투자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한국 투자 진출 기업은 섬유, 신발 등 인도네시아 내 노동 집약 산업 부문의 생산, 수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1995년 이후부터는 전자, 건설, SOC 등 기간산업 분야까지 진출하고 최
근 들어서는 IT 분야의 진출도 매우 활발함

<표 2-38> 연도별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 실현 및 승인 동향
연도

투자실현

투자승인

건수

금액(백만달러)

건수

금액(백만달러)

2004

60

63.1

212

420.4

2005

101

429.5

309

417.3

2006

140

475.7

312

887.2

2007

164

627.7

400

895.3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청(BK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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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는 양 국가의 경제 협력 강화 활동과 맞물려 실현 및 승인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중국의 투자 환경 악화, 우리나라 기업의 인도네시아 관심 증가 등
에 따라 당분간 투자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2007년의 산업별 투자 분야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 분야의 투자가 101건 5억8,000만 달러였
으며, 서비스 산업 분야는 59건 4,000만 달러, 1차 산업 분야는 4건 750만 달러로 나타났음.
업종별 투자 규모로는 금속/기계/전자산업이 27건 3억5,870만 달러로 최대 투자 업종이었으
며, 이어서 화학/제약 산업이 3건 1억2,000만 달러, 섬유 36건 5,300만 달러로 뒤를 따랐음.
투자 건수로는 무역 서비스 부문이 44건으로 가장 많은 투자 건수를 기록하였음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무역관계에 있어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은 중요한 변수임
 지난 2007년 6월 1일부터 발효된 상품협정에 따른 관세철폐 및 인하가 인도네시아 관세당
국의 행정조치 지연으로 2007년 12월부터 적용되었으며, 특혜관세 적용 대상이 50%에 불
과해 FTA 효과가 다소 부진하였음
 그러나 단계 인하의 폭이 커지고, 대상상품도 증가해 관세인하로 인한 수출효과가 크게 늘
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표 2-39> 2007년 우리나라의 대 인도네시아 업종별 투자 현황(실현기준)
투자
건수

투자금액
(천 달러)

투자
건수

투자금액
(천 달러)

Food Crops & Plantation

-

100

1

1,000

Livestock

-

-

Metal, Machinery, Electronics

27

358,700

Forestry

-

-

Vehicle & Transport Equipment

2

2,700

Fishery

1

500

Other Industry

7

5,500

Mining

3

6,900

2 차 산업 소계

101

580,200

1 차 산업 소계

4

7,500

Construction

2

2,400

Food Industry

3

4,900

Trade & Reparation

44

27,600

Textile Industry

36

53,000

Transport, Storage

4

1,400

Leather Goods Industry

7

20,200

Real Estate, Industrial Estate

1

2,300

Wood Industry

4

3,200

Other Service

8

6,300

Paper & Printing Industry

2

4,900

3 차 산업 소계

59

40,000

Chemical & Pharmaceutical

3

120,500

전체

164

627,700

Rubber & Plastic Industry

9

4,800

산업분야

산업분야
Non Metallic Mineral
Industry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청(BK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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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0> 한ㆍ인니 관계
ㅇ 경제 및 기술협력과 통상증진에 관한 협정(71.8)
ㅇ 건설협력 양해각서(81.7)
ㅇ 임업협정(87.6)
ㅇ 항공협정(89.9)
ㅇ 이중과세방지협정(89.11)
ㅇ 투자보장협정(91.2)
ㅇ 법무자료 교환협정(96.12)
체결협정

ㅇ 대외경제협력기금(EDCF)협정(97.11)
ㅇ 건설협력약정(99.4)
ㅇ 범죄인 인도협정 및 문화협정(00.11)
ㅇ 사법공조협정(02.3)
ㅇ 자원협력협정(02.4)
ㅇ 도로협력약정(03.1)
ㅇ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06.5)
ㅇ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06.12)

교역규모

ㅇ '07년: US$ 148억(수출: 57억 달러, 수입: 91억 달러)
ㅇ '08년 1~7월: US$ 121억(수출: 46억 달러, 수입: 75억 달러)
ㅇ 대 인니수출(MTI 4단위)

교역품

- 경유, 편직물, 합성수지, 모니터, 휘발유, 아연, 동괴 스크랩 등
ㅇ 대 인니수입(MTI 4단위)
- 천연가스, 유연탄, 원유, 동광, 펄프, 나프타, 천연고무 등
ㅇ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2007년)
- 투자 승인: 400건, 8억9,500만 달러

투자 교류

- 투자 실현: 164건, 6억2,800만 달러
ㅇ 인도네시아의 대한국 투자 (2007년)
- 투자 신고: 1건 150,000달러, 투자 실현: 1건, 150,000달러
ㅇ 약 3만 5,000여 명 추정

교민

(자카르타 30,000명 이상, 수라바야 3,000명, 반둥 400명,
발리 250명 족자 120명, 메단 60명 바탐 15명 등)

자료: 한국무역협회, 인니투자청, Inves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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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 대 인도네시아 투자 추이 (2008년 6월 누계기준)
(단위: 건, 천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1991

99

57

210,236

196

170,322

1992

74

28

95,492

151

214,697

1993

65

18

63,554

81

58,674

1994

59

22

81,059

80

68,102

1995

98

30

373,849

100

207,682

1996

100

38

230,642

147

169,681

1997

96

29

397,399

95

185,802

1998

48

17

96,044

79

93,870

1999

92

30

182,540

114

130,702

2000

113

54

111,062

158

95,358

2001

131

58

199,452

209

174,167

2002

103

57

91,449

173

72,567

2003

92

33

225,299

144

85,050

2004

126

52

65,039

189

57,095

2005

174

83

136,892

288

99,767

2006

274

122

242,098

482

147,326

2007

286

126

555,947

551

244,820

2008

309

117

453,766

529

291,149

자료: 해외진출정보시스템(www.ois.go.kr),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표 2-42> 대 인도네시아 업종별 투자내역 (2008년 6월 누계기준)
(단위: 건, 천달러)
업종
Total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신고건수
2,746
92
175
1,934
13
2
77
171
27
33
43
10
87
36
19

신고금액
5,874,590
120,171
843,595
3,999,946
174,190
309
100,444
196,473
14,388
66,060
20,088
66,134
163,081
42,393
40,004

송금횟수
4,216
204
282
2,847
16
2
120
300
42
57
66
10
131
59
35

자료: 해외진출정보시스템(www.ois.go.kr),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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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9,240
88,210
581,477
1,951,615
18,242
94
58,978
69,643
12,885
22,454
18,126
63,015
106,475
13,700
2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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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공적개발원조
 우리나라는 1987년 이후 인도네시아의 개발을 위해 총 220,933천 달러(무상 67,320천 달러,
유상 153,613천 달러)를 지원하였음

<표 2-43>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ODA 현황('97~'04년)
구분
전체

1997

신규
전체

1998

신규
전체

1999

신규
전체

2000

신규
전체

2001

신규
전체

2002

신규
전체

2003

신규
전체

2004

금액
(천달러)

비율(%)

신규

건수

3.91

2,162

3.97

1,526

5

1,903

4.38

1,984

3.59

1,939

4.46

2,770

2.11

2,613

3.68

6,545

인원

5

97

2

74

5

98

2

66

7

104

4

81

6

228

3

67

5

248

4

225

7

232

3

209

6

203

2

173
196
145

자료: KOICA (www.koica.go.kr)

<표 2-44> 무상원조 실적
연도

지원규모

연도

지원규모

1991

331천불

2000

1,984천불

1992

1,240천불

2001

1,939천불

1993

1,143천불

2002

2,770천불

1994

1,564천불

2003

2,613천불

1995

1,232천불

2004

6,545천불

1996

1,690천불

2005

9,305천불

1997

2,162천불

2006

17,650천불

1998

1,526천불

2007

11,723천불

1999

1,903천불

계

67,320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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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5> 유상원조(EDCF) 실적
승인연도

사업명

승인액

집행액

1987

파당시 우회도로 건설사업

13,500천불

12,140천불

1991

이동식 직업훈련사업

25,000천불

23,368천불

1992

생견사 제조 해투사업

1,280천불

1,280천불

1994

실업교육개선사업

10,000천불

8,751천불

1995

만나도 우회도로 건설사업

10,000천불

9,909천불

1997

칼리만탄 병원개선사업

30,000천불

29,818천불

1999

병원폐수 처리시설 확충 사업

40,000천불

39,627천불

2000

동자바 지방병원 개선사업

30,000천불

28,720천불

2004

국가범죄정보센터 개발사업

20,200천불

-

2005

종합병원 개선사업

24,000천불

-

2006

마나도 우회도로 사업(2차)(KOICA 연계)
바탐 전자정부 구축사업
국가정보통신교육원 건립사업
Wajo 농업개발센터 건설사업

16,000천불
16,000천불
21,000천불
16,000천불

-

계

-

272,980천불

153,613천불

■ 프로젝트 추진사례 - 인프라 건축
 한·인니 직업훈련원 지원사업
 사업목적 : 인력개발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직훈교사 양성 지원을 통한 인니 경제발
전 및 공업화에 기여
 지원내역
ㆍ물자공여(2,300천불): 자동차 등 7개 공과 2,318종
ㆍ국내초청연수(404인/월): 교사 315인/월, 관리자 13인/월
ㆍ전문가 파견(528인/월): 522인/월
ㆍ공과운영비 등 기타(200천불): 7개 공과 운영비 등

 이동식 직업훈련 지원사업
 사업목적: 농어촌의 실질적인 직업개발 훈련 실시와 개발
 지원내역
ㆍ수석전문가 파견(228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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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니 화산회 혼합시멘트 제조사업
 사업목적 : 서민주택건설을 위해 저렴한 시멘트 제조 원료인 화산회를 활용, 농촌 저소득
주민들에게 대체용 건축자재로 공급하는데 필요한 기술 및 기자재 지원
 지원내역
ㆍ물자지원(1,410천불): 13종 15set
ㆍ전문가파견(139천불): 4명, 기자재설치·운용(2), 시운전(2)
ㆍ국내초청연수(53천불): 2명, 원료분석, 공장 건설분야
ㆍ설계 및 원료분석(100천불)

 한·인니 스포츠교류센터 건립사업
 사업목적: 인도네시아 국민보건 증진
 지원내역
ㆍ스포츠센터 건축 (2,510천불): 연면적 5,200㎡, 대지 25,000㎡
ㆍ건축 관리(CM) 및 감리(153천불)
ㆍ태권도, 농구, 배구 스포츠기자재 지원
ㆍ조사 및 평가 등

 인도네시아 대학 IT 훈련센터 설립 지원사업
 사업목적 : IT분야 고급인력 육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개발 도모
 지원내역
ㆍ물자지원 및 시설 개보수(892천불)
ㆍ교육프로그램 개발(194천불)
ㆍ강사양성(99천불)
ㆍ사업계획, 관리, 평가(65천불)

 인도네시아 중소기업개발센터C-SMEs) IT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사업목적 : 중소기업개발센터의 ICT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인니 중소기업 네트워킹 및 무역 촉진
 지원내역
ㆍ물자 지원(993천불)
ㆍ가상교육시스템 개발(80천불)
ㆍ강사연수(112천불)
ㆍ사업계획, 관리, 평가(65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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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습지 벼농사기계화사업
 사업목적 : 저습지 벼농사를 기계화하는데 필요한 기술 및 관련 장비 제공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지원내역
ㆍ기자재공여(774천불): 트랙터, 이양기 등 11종
ㆍ전문가파견(70천불): 저습지벼농사기계화
ㆍ연수생초청(221천불)
ㆍ기타(35천불): 실시협의조사 및 평가

 밭작물 농업중점개발사업
 사업목적: 밭작물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지원내역
ㆍ기자재공여(190천불): 트랙터 등 농기계 15종
ㆍ연수생초청(130천불): 25명(영농기계화, 밭작물 재배, 관리자과정)
ㆍ전문가파견(231천불): 33M/M
ㆍ건축지원(129천불): 6ha 시범포 농장시설
ㆍ기타(20천불)

 아체 시범학교 건립사업
 사업목적: 쓰나미 재건구호 기초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초·중·고등교육기회 확대
 지원내역
ㆍ7개 학교 건축(3,940천불), 물자지원(1,100천불), 국내초청연수(73천불)

 아체 병원 건립사업
 사업목적: 쓰나미 피해 및 반군지역 기초보건 환경 개선
 지원내역
ㆍ의료센터건축(2,220천불), 물자지원(1,000천불), 국내초청연수(85천불), 전문가파견(95천불)

 망그로브 숲 복원사업
 사업목적: 쓰나미로 훼손된 망그로브숲 복구를 통해 해양생태계 보전지원
 지원내역
ㆍ망그로브 숲 조림 및 간이양묘장 조성(720천불)
ㆍ정보센터 건립(250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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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림관리 PM 파견(450천불)
ㆍ국내초청연수(100천불)
ㆍ기자재 및 사업지원비(280천불)

 임목개량 및 현대식 양묘장 조성사업
 사업목적 : 열대림 산림황폐화 방지를 위한 우수 묘목 개발 및 양묘장 건립
 지원내역
ㆍ온실건립, 사무실 건축(500천불), 기자재 지원(260천불), 육종 및 증식(400천불), 전문가 파견
(260천불), 국내초청연수(150천불)

■ 프로젝트 추진사례 - 개발조사
 남부 칼리만탄 습지 개발사업
 사업목적 : 습지를 농경지로 전환 농업생산성 향상 도모
 지원내역
ㆍ칼리만탄주 3개 지역 15,500ha 수문자료(기상, 해상) 및 토양조사
ㆍ영농개발 세부계획, 비용분석 및 환경영향 평가 등 보고서 발간

 북수마트라 지역 전력개발사업
 사업목적 : 석탄연소발전소 또는 가스복합발전소 건설을 위한 경제성, 기여도 분석
 지원내역 : Stbolga 지역 전력부족해소를 위한 발전소 건설 타당성조사
 발리섬 도로망 개발조사 사업
 사업목적 : 관광도로 건설 개발로 동지역 관광촉진 및 지역 경제발전 도모
 지원내역 : 신규도로(35㎞) 건설, 기존도로(306㎞) 개량에 대한 기술적ᆞ경제적 타당성 조사
 석탄 성형기술 개발사업
 사업목적 : 석탄 성형방법 및 현지이용 기술개발 지원
 지원내역 : 유연탄을 성형, 가정취사용 및 공업용원료 사용가능한 기술개발 연구
 롬복섬 도로망 개발조사사업
 사업목적 : 관광도로망 개발로 관광촉진 및 지역 경제발전 도모
 지원내역 : 롬복섬 해안 순환도로 중 미연결구간 신설 및 기존 도로개보수 타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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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 칼리만탄 지질도 작성사업
 사업목적 : 금속자원 부존량 확인 및 탐사로 자원 개발계획수립
 지원내역 : 금속광상 탐사, 탐사지역의 지질도와 탐사도 제작
 소경목재 이용 개발 타당성조사 사업
 사업목적 : 산림자원의 상업화 및 개발방안 연구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
 지원내역 : 소경목 중심의 산림개발 타당성 조사, 소경재 최적 이용 제품화 및 시장화 방안 수립
 서민주택개발 타당성조사 사업
 사업목적 : 도시지역 거주서민을 위한 주거수준 향상, 주거안정 도모 및 아국업체의 현지
주택시장 진출기반조성
 지원내역 : 저렴주택 모델개발, 시범주택 건설비용 분석 및 보급 방안 연구조사
 일본뇌염 예방 및 퇴치 백신연구 사업
 사업목적 : 일본뇌염, 간염 등 아시아 지역 풍토병 예방 및 퇴치를 위한 공중보건 역량 강화
 지원내역
ㆍ아시아지역 풍토병인 일본뇌염 예방 및 퇴치를 위한 시범역학조사
ㆍ백신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실험실 기자재 지원
ㆍ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안전한 의약품 생산 및 관리 역량 배양을 위한 공중보건분야 공무원
교육훈련

 카리얀 다목적댐 건설 실시설계 사업
 사업목적 : 생활, 산업용수 공급, 관개시설 물 보충 및 홍수완화를 통한 농업 생산성 증대에 기여
 지원내역 : 산업, 공업, 식수용수로 사용가능한 댐 건설 실시설계 타당성 조사
 3개 도시 배전체계 개선 타당성조사 및 자동화시범사업
 사업목적 : 사업대상도시에 대해 배전계통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배
전자동화 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사업대상지의 배전효율 제고
 지원내역 : 전문가 파견(466천불), DAS(배전자동화 시스템)구축 시범사업(150천불), 국내
초청 및 현지연수(172천불)
 인니 마나도 우회도로 건설 2단계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
 사업목적 : 마나도 우회도로 건설로 도심 중앙도로의 교통체증 완화, 물류비용절감 및 공
공서비스혜택의 확산에 기여
 지원내역 : 도로설계 프로그램 등 기자재 지원(21천불), 연수생 초청(12천불), 전문가 파견
(367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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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바섬 내 6개주 현황
4.1. 자카르타 특별시 9)

시장

Fauzi Bowo

부시장

Prijanto

 자카르타(Jakarta) 특별시는 인도네시아의 수도로 정치, 사회, 문화의 중심으로 교육, 문화,
체육 및 보건 분야의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도시임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의 제1의 관문으로 전략적인 위치에 위치해 있으며, 가장 좋은 육
지, 해양, 항공 시설을 가지고 있음
 행정상으로는 5개의 시 구역과 1개의 행정군으로 되어있는데, 그 행정군은 Kepulauan
Seribu군으로 자카르타 시 북부에 위치한 수백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음
 자카르타 특별시의 면적은 약 7,639㎢ (육지: 662㎢, 해양: 6,977㎢)이며, 2006년 기준으로
896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대도시임
 자카르타의 경제를 이끄는 부분은 상업과 서비스 분야로 이 분야는 자카르타 특별시의 경제적
유인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비교적 큰 노동시장을 창출하고 있음. 또한, 농업 부문도 큰 부문
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농업상품은 제2작물(옥수수, 감자 등), 채소류, 포도, 약용식물 등임
 자카르타의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주요 산업으로는 음식, 음료, 담배, 직물, 기성의
류, 가죽의류, 목재, 제지, 인쇄, 출판, 화학,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재, 광물, 기계 산업과 다
양한 종류의 수공업이 발달하였으며, 자산, 금융, 보험 및 통신과 같은 서비스 산업도 발전
하고 있음
9) 인도네시아 지역투자청 (www.regionalinvestm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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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6> 자카르타 지역내 총 생산 (2006)
총생산 (백만 루피아, %)

구분

금액

총생산 (백만 루피아, %)

구분

비중

금액

비중

농업

292,485

0.09%

상업, 숙박업,
외식업

67,684,399

21.65%

광업

933,061

0.30%

교통/통신

26,608,519

8.51%

제조업

53,646,724

17.16%

금융

94,280,866

30.15%

전기 및 식수

2,075,804

0.66%

서비스

36,012,330

11.52%

건설

31,166,114

9.97%

계

312,700,303

100%

<표 2-47> 자카르타 산업부문별 인플레이션 비율 (2006)
구분

인플레이션 비율

구분

인플레이션 비율

공공

6.03 %

보건

5.65 %

식자재

15.35 %

교육

5.01 %

가공식품

4.43 %

교통

0.70 %

부동산

4.34 %

의류

7.60 %

평균

6.14 %

<표 2-48> 자카르타 내 산업지구 현황
No
1

2

3

산업지구명

위치

넓이

Cilandak

Cilandak, Jakarta

Commercial Estate

Selatan

Jakarta Industrial

Pulogadung, Jakarta

Estate Pulogadung

Timur

Kawasan Berikat

Cilincing, Jakarta

Nusantara

Utara

11.30ha

570ha

595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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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반텐주 10)

주지사

Hj. Ratu Atut
Chosiyah, SE,

부주지사

Drs. H. MOH.
MASDUKI, M.Si

 반텐(Banten)주는 Serang시를 州도로 4개의 군과 2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Tangerang시
와 Tangerang 군을 중심으로 국가수도인 Jakarta 특별시의 맞닿아있는 있음
 이 위치는 매우 전략적인 위치로, 여러 중심 산업과 공업지대가 분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건으로 지역 경제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
 반텐주의 면적은 9,683㎢이며, 2006년 기준으로 935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음
 2006년에 반텐주의 인플레이션률은 8.04%로, 수출에 있어서 유기화합물, 철강, 제지 등 비
천연자원 수출로 809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2006년 지역내 총생산은 Rp. 61.31조이며, 각종 산업(Rp. 30.54조), 상업, 숙박 및 외식
(Rp. 11.47조), 교통 및 통신 (Rp. 5.41백만)의 규모로 이루어져 있음
 벼는 이 주의 주요 생산작물이며, 옥수수, 타피오카, 땅콩, 감자, 완두콩 등의 작물을 생산하고
있음
 대규모 농장으로는 코코넛, 오일팜, 그리고 고무농장이 있음
 반텐주는 주요 육상도로망은 충분히 구축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Jakarta-Merak를 잇는
100km의 고속도로가 있고, 2003년 기준으로 약 87%의 지방도로가 포장되어 있음. 또한
Jakarta-Serpong-Rangkasbitung-Merak를 잇는 철도망이 있음

10) 인도네시아 지역투자청 (www.regionalinvestm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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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텐주는 국내 해상을 담당하는 Merak항을 가지고 있어 수마트라와 자바를 잇는 다리역할을
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항만공사II가 운영하는 Ciwandan항과 19개의 특수항, 여객항, 어촌항
등이 있으며, 2003년 기준으로 Banten항에는 2,138척의 외국선박과 1,957척의 국내선박이
드나들었으며, 벌크 8,766,201톤과 컨테이너 1,066,972톤을 수용하였음
 반텐주의 Tangerang 지역에 국가 공항인 Soekarno-Hatta 국제공항(Jakarta 국제공항)이 위
치하고 있으며, 2003년 기준, 2002년 대비 14.33%의 여객기 증가와 53.68%의 이용객 증가
를 보임

<표 2-49> 반텐주 지역내 총생산 (2006, 2007)
2006년 총생산 (백만 루피아, %)

구분

금액

비중

2007년 총생산 (백만 루피아, %)
금액

비중

농업

5,005,862

8.16%

5,422,350

8.31%

광업

61,509

0.10%

69,293

0.11%

제조업

30,548,567

49.82%

31,496,752

48.29%

전력 및 식수

2,510,895

4.09%

2,629,581

4.03%

건축

1,662,420

2.71%

1,880,274

2.88%

상업, 숙박업 및 외식업

11,478,134

18.72%

12,800,801

19.63%

교통/통신

5,417,134

8.83%

5,780,570

8.86%

금융업

1,888,038

3.08%

2,138,062

3.28%

서비스업

2,744,951

4.48%

3,009,093

4.61%

Total

61,317,509

100%

65,226,776

100%

<표 2-50> 반텐주 산업부문별 인플레이션 비율 (2006, 2007)
구분

인플레이션 비율 (%)
2006년

구분

2007년

인플레이션 비율 (%)
2006년

2007년

공공

7.67

6.31

보건

3.61

7.55

식자재

12.47

8.46

교육

24.28

5.89

식품

5.61

10.85

교통

0.84

11.84

부동산

4.77

1.00

의복

5.08

17.00

평균

8.04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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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1> 반텐주 내 산업지구 현황
No

산업지구명

위치

넓이
300ha

운송시설과의 최소거리

1

CCM Balaraja
Industrial Estate

Balaraja, Tangerang

2

Jababeka Industrial
Estate-Cilegon

Keramat Watu,
Cilegon

3

Kawasan Industri &
Pergudangan
Cikupamas

Cikupa, Tangerang

250ha

공항: Soekarno-Hatta (25km)
항구: Tanjung Priok (35km)

4

Kawasan Industri
Terpadu MGM

Cikande, Serang

662ha

공항: Soekarno-Hatta (50km)
항구: Bojonegara (40km)

5

Krakatau Industrial
Estate Cilegon

Cilegon

705ha

공항: Soekarno_Hatta (80km)
항구: Cigading (5km)

6

Millenium Industrial
Estate

Cikupa, Tangerang

400ha

공항: Soekarno-Hatta (40km)
항구: Tanjung Priok (55km)

7

Modern Cikande
Industrial Estate

Cikande, Serang

900ha

공항: Soekarno-Hatta (60km)
항구: Tanjung Priok (75km)

8

Taman Tekno Bumi
Serpong Damai

Tangerang

200ha

공항: Soekarno-Hatta (30km)
항구: Tanjung Priok (35km)

1,800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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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서부자바주 11)

주지사

Ahmad Heryawan

부주지사

Yusuf M Effendi

 서부자바주는 수도 자카르타를 둘러싸고 있는 주로, 16개의 군과 9개의 시로 구성되어있고
반둥(Bandung) 주도(州都)임
 반둥시에서는 1955년에 아시아-아프리카 컨퍼런스(KAA)가 개최되었으며, 고산지대로
서늘한 기후를 나타내고 있음
 서부자바주의 면적은 36,940㎢이며, 인구는 2003년 기준 3,755만명으로 인구밀도는 1㎢당
1,033명임. 정부의 가족계획캠페인에도 불구하고 2.24%의 인구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서부자바주에서는 버섯류, 전나무, 상록수, 백나무, 등나무, 대나무 등 다양한 목재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으며, 어업부문에서는 ikan mas, nila, banding, lele와 같은 다양한 어류와 새우, 조
개, 미역 등을 생산하고 있음. 또한 낙농업에 있어서는 소, 닭, 양, 오리 등을 사육하고 있으며,
차, 단향, 코코넛, 고무, 카카오, 잎담배, 커피, 향뿌리와 작물을 재배하는 대규모 농장도 존재함
 서부자바의 2003년 기준 지역내 총생산은 Rp.231,764(백만) (US$ 27.26(억))으로 인도네시
아 전체 총생산의 약15%를 차지하여, 한 지역으로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서부자바주는 가장 큰 인구를 보유한 주이며, 개인당 총생산이 Rp.5,476,034(US$ 644.24)임
 서부자바주의 연간 최소임금은 2007년 Rp. 516,840, 2008년 Rp. 568,193을 나타내고 있는
데, 2008년에 최소임금이 가장 낮은 곳의 금액은 Rp. 570,000이고 가장 높은 곳의 금액은
Rp.990,000를 기록하였음
11) 인도네시아 지역투자청 (www.regionalinvestment.com), 서부자바 투자청 (www.westjavainve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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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자바주의 육상교통은 매우 발달되어있는데, 서쪽으로는 Merak항까지, 동쪽으로는
Cikampek, 남쪽으로는 Bogor와 Bandung까지 연결되어 있음. 자카르타에서 반둥까지의 거
리는 3시간이며, Cirebon을 지나 (반둥에서 3시간) 중부 자바와 동부자바로 갈 수 있음
 Soekarno-Hatta 국제공항은 인도네시아 국가의 관문일 뿐만 아니라 서부자바의 관문이기도
함. 또한, 반둥에 있는 공항인 Husein Sastranegara는 자카르타로부터 45분 거리에 있으며,
23개의 중소공항을 갖고 있음
 해양교통은 Tanjung Priok항이 가장 큰 항구이며, 이 항구에서는 국제항구임

<표 2-52> 서부자바주 지역내 총생산 (2005, 2006)
2005년 총생산 (백만 루피아, %)

구분

금액

비중

2006년 총생산 (백만 루피아, %)
금액

비중

농업

34,942,015

14.38%

34,725,766

13.48%

광업

7,194,526

2.96%

7,017,184

2.72%

105,334,047

43.36%

114,299,626

44.38%

전력 및 식수

5,649,830

2.33%

5,755,519

2.23%

건설

7,780,824

3.20%

8,112,532

3.15%

상업, 숙박 및 외식업

47,259,970

19.45%

50,609,676

19.65%

교통/통신

10,329,164

4.25%

11,143,254

4.33%

금융업

7,623,682

3.14%

7,672,322

2.98%

서비스업

16,821,141

6.92%

18,200,096

7.07%

Total

242,935,199

100%

257,535,975

100%

제조업

<표 2-53> 서부자바주 산업부문별 인플레이션 비율 (2006)
구분

인플레이션 비율 (%)

구분

인플레이션 비율 (%)

공공

5.33

보건

4.81

식자재

14.79

교육

10.08

식품

2.98

교통

0.47

부동산

1.20

의복

8.11

평균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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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4> 서부자바주 내 산업지구 현황
No

산업지구명

위치

넓이

1

Bekasi International
Industrial Estate

Cikarang

200ha

공항: Soekarno-Hatta (70km)
항구: Tanjung Priok (45km)

2

Bukit Indah
Industrial Park

Kalihurip, Karawang

700ha

공항: Soekarno-Hatta (95km)
항구: Tanjung Priok (75km)

3

Cibinong Center
Industrial Estate

Citeureup, Bogor

140ha

공항: Soekarno-Hatta (75km)
항구: Tanjung Priok (60km)

4

Daya Kencanasia
Industrial Park

Teluk Jambe,
Karawang

200ha

공항: Soekarno-Hatta (78km)
항구: Tanjung Priok (62km)

5

East Jakarta
Industrial Park

Lemahabang, Bekasi

320ha

공항: Soekarno-Hatta (70km)
항구: Tanjung Priok (45km)

6

Golden Industrial
Park

Karawang Barat

500ha

공항: Soekarno-Hatta (80km)

7

Jababeka Industrial
Estate-Cikarang

Cikarang, Bekasi

1,570ha

공항: Soekarno-Hatta (65km)
항구: Tanjung Priok (40km)

8

Karawang
International
Industrial City

Karawang Barat

1,200ha

공항: Soekarno-Hatta (70km)
항구: Tanjung Priok (60km)

9

Kawasan Industri
Gobel

Cibitung, Bekasi

54.ha

공항: Soekarno-Hatta (60km)
항구: Tanjung Priok (35km)

10

Kawasan Industri
Mitrakarawang

Karawang Timur

430ha

공항: Soekarno-Hatta (90km)
항구: Tanjung Priok (76km)

11

Kawasan Industri
Rancaekek

Sumedang

200ha

공항: Soekarno-Hatta (210km)
항구: Tanjung Priok (100km)

12

Kawasan Industri
Sentul

Sentul, Bogor

100ha

공항: Soekarno-Hatta (60km)
항구: Tanjung Priok (50km)

13

Kota Bukit Indah
Industrial City

Kalihurip/KBI

1,300ha

공항: Soekarno-Hatta (95km)
항구: Tanjung Priok (75km)

14

Kujang Industrial
Estate

Kalihurip, Karawang

140ha

공항: Soekarno-Hatta (110km)
항구: Tanjung Priok (90km)

15

Lippo Cikarang

Cikarang, Bekasi

3,500ha

공항: Soekarno-Hatta (70km)
항구: Tanjung Priok (45km)

16

Mandalapratama
Permai Industrial
Estate

Kalihurip, Karawang

302.5ha

공항: Soekarno-Hatta (98km)
항구: Tanjung Priok (98km)

17

Marunda Center

Marunda, Bekasi

150ha

18

MM2100 Industrial
Town

Cibitung, Bekasi

250ha

19

Suryacipta City of
Industry

Karawang Timur

1,400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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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항구:
공항:
항구:

Soekarno-Hatta (35km)
Tanjung Priok (9.8km)
Soekarno-Hatta (60km)
Tanjung Priok (35km)

공항:Soekarno-Hatta (80km)
항구: Tanjung Priok(6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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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중부자바주 12)

주지사

Bibit Waluyo

 중부자바주는

부주지사

Dra. Rustriningsih

29개의 군과 7개의 시로 이루어져 있으며, Jakarta, Bogor, Tangerang,

Bekasi와 같은 서부지역의 개발중심지와 Gresik, Bangkalan, Mojokerta, Surabaya,
Sidoardjo, Lamongan를 포함하는 동부지역을 연결해주는 지역으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Tanjung Mas Semarang 항구는 국내외를 연결하는 주요 항구임
 중부자바주의 면적은 32,544㎢이며, 인구는 2006년을 기준으로 3,218만명으로 인구밀도는
1㎢당 988.74명임
 중부자바주는

상대적으로

농업부문이

발달해

있으며,

생산되는

작물로는

사탕수수

(2,288,304톤), 옥수수(1,836,233톤), 코코넛(290,552톤), 차(199,954톤), 커피(14,427톤),
카카오(2,028톤), 고무(665톤) 등이 있음
 Brebes, Tegal, Pemalang, Pekalongan, Kudus, Pati, Sragen, Karanganyar, 그리고
Klaten 지역이 사탕수수 생산의 중심지임
 Magelang과 Pekalongan 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음

12) 인도네시아 지역투자청 (www.regionalinvestment.com), 중부자바 투자청 (www.central-jav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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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5> 중부자바주 지역내 총생산 (2005, 2006)
구분

2005년 총생산 (백만 루피아, %)
금액

2006년 총생산 (백만 루피아, %)

비중

금액

비중

농업

29,924,642

20.92%

31,002,199

20.57%

광업

1,454,231

1.02%

1,678,300

1.11%

제조업

46,105,707

32.23%

48,189,135

31.98%

전력 및 식수

1,179,892

0.82%

1,256,430

0.83%

건설

7,960,948

5.57%

8,446,566

5.61%

상업, 숙박 및 외식업

30,056,963

21.01%

31,816,442

21.11%

교통/통신

6,988,426

4.89%

7,451,506

4.95%

금융

5,067,666

3.54%

5,399,609

3.58%

서비스

14,312,740

10.01%

15,442,468

10.25%

Total

143,051,214

100%

150,682,655

100%

<표 2-56> 중부자바주 내 산업지구 현황
No
1
2
3
4

산업지구명
Candi Industrial
Estate
Kawasan Industri
Terboyo
Kawasan Industri
Tugu Eijayakusuma
LIK Bugangan Baru
Semarang

위치

넓이

Semarang

600ha

Semarang

300ha

Semarang

250ha

Semarang

105ha

5

Taman Industri BSB

Semarang

697ha

6

Tanjung Emas
Export Processing
Zone

Semarang

100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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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Ahmad Yani(2km)
항구: Tanjung Emas(6km)
공항: Ahmad Yani(17km)
항구: Tanjung Emas(4km)
공항: Ahmad Yani(8km)
항구: Tanjung Emas(10km)
공항: Ahmad Yani(8km)
항구: Tanjung Emas(8km)
공항: Ahmad Yani(7km)
항구: Tanjung Emas(13km)
공항: Ahmad Yani(6km)
항구: Tanjung Emas(1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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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동부자바주 13)

주지사

H Soekarwo

부주지사

H Saifullah Yusuf

 동부자바주는 자바섬 동쪽 끝에 위치해 있으며, 29개의 군과 10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음
 동부자바주의 면적은 46,429㎢이며, 인구는 3,707만명이고, 인구성장률은 2.39%이며, 인구
밀도는 1㎢당 798명임
 동부자바주에는 대학교, 연구기관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가능성이
있으며, 여러 산업이 발전하였음
 기초 철강 및 기계산업, Madiun의 철도산업, Malang의 다양한 농기계류, Sidoardjo와
Surabaya의 중소기업, 중소규모의 선박을 위한 Surabaya의 조선 산업, Pasuruan,
Lamongan, Mojokerto와 Gresik의 조미료, 화장품, 소다, 시멘트 등
 2005년, 지역내 총생산은 Rp. 256.4(조)이며, 상업, 숙박업, 외식업부문에서 29.1% 또는 Rp.
74.6(조), 그 뒤를 제조업(27.6%) 또는 Rp. 70.6(조), 농업(17.4%) 또는 Rp. 44.7(조)를 기록
하였음
 상업, 숙박업, 외식업 부문은 이 주에서 높은 가능성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
는 3,700만명이나 되는 동부자바주의 인구수와 인구 증가율 때문임
 최근 동부자바 주지사가 일본에 대하여 Madura섬의 소금산업 투자요청을 제안할 정도로 동
부자바주와 일본과의 관계는 특별함
13) 인도네시아 지역투자청 (www.regionalinvestment.com), 동부자바 투자청 (www.bpmjat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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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자바에서 2008년 이후 이루어진 147개의 외국자본 유치 프로젝트 중 96개 일본기업
이 추진하고 있으며, 그 부분은 석유, 금속, 목재, 자동차 그리고 화학부분 등임

<표 2-57> 동부자바주 지역내 총생산 (2005, 2006)
구분

2005년 총생산 (백만 루피아, %)
금액

비중

2006년 총생산 (백만 루피아, %)
금액

비중

농업

44,700,984

17.44%

46,476,243

17.13%

광업

5,024,242

1.96%

5,455,160

2.01%

제조업

70,635,869

27.55%

72,786,972

26.84%

전기 및 식수

4,429,542

1.73%

4,610,042

1.70%

건설

8,903,497

3.47%

9,030,295

3.33%

상업, 숙박업, 외식업

74,546,736

29.08%

81,715,242

30.13%

교통/통신

14,521,814

5.66%

15,504,940

5.72%

금융업

12,666,393

4.94%

13,611,229

5.02%

서비스

20,945,649

8.17%

22,048,439

8.13%

Total

256,374,727

100%

271,238,56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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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족자카르타주 14)

주지사

Sri Sultan Hameng
ku Buwono

시장

H. Herry
Zudianto

 족자카르타 특별지구주는 4개의 군과 1개의 시(Yogyakarta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쪽은 인
도양과 접해있으며, 동쪽, 서쪽, 북쪽은 중부자바 주와 맞닿아 있음
 족자카르타 특별지구주의 면적은 3,186㎢이며, 2006년 기준으로 인구는 251만명이고, 인구
성장률은 1.88%이며, 인구밀도는 1㎢당 787명임
 벼, 옥수수, 땅콩, 고구마 등의 주요 작물이 재배되고 있으며, 잠재력이 있는 농장작물은 코코
넛과 사탕수수임
 2006년 지역내 총생산은 Rp. 24,321,457(백만)이며, 2005년 수출은 US$ 107.6(백만)을 기
록하였으며, 기성복의류의 수출이 US$ 45.1(백만), 목재류가 US$ 42.6(백만)이며, 그 다음으
로 가죽장갑, 건조가죽, 그리고 램프 등이 뒤를 잇고 있음
 이 지역에는 두 산업지역(Salamrejo지역, Piyungan지역)이 있으며, 족자카르타 시에 Adisutjipto
공항이 있어 항공기를 이용한 접근이 가능함
 국가적 관광산업에 있어서 족자카르타 특별지구는 발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관광객을 유
치하고 있음
 교육의 측면에 있어서 족자카르타는 비교적 우수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
립갸자마다대학교가 족자카르타 시에 위치해 있기 때문임

14) 인도네시아 지역투자청 (www.regionalinvestm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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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기준으로 중등학교 졸업 수준의 노동자는 36만명, 고등학교 졸업생 노동자는 26
만명, 대학교 이상의 학위를 가진 노동자는 42만명을 기록하고 있음
 족자카르타 특별지구의 주지사는 Sri Sultan Hamengku Buwono 10세로 다른 지역과 달리
술탄 왕족이 주지사가 되는 특이성을 보이고 있음

<표 2-58> 족자카르타 특별주 지역내 총생산 (2005, 2006)
구분

2005년 총생산 (백만 루피아, %)
금액

비중

2006년 총생산 (백만 루피아, %)
금액

비중

농업

3,433,159

21.36%

3,677,718

21.35%

광업

132,390

0.87%

142,501

0.92%

3,169,511

14.95%

3,373,122

14.25%

268,102

1.00%

293,406

0.97%

건설

1,768,720

7.42%

2,180,723

8.35%

상업, 숙박업, 외식업

4,474,021

18.87%

4,995,861

18.80%

교통/통신

2,229,218

9.53%

2,507,743

9.57%

금융업

2,265,805

8.55%

2,445,236

8.16%

서비스

4,124,301

17.43%

4,705,147

17.63%

Total

21,865,227

100%

24,321,457

100%

제조업
전기 및 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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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인도네시아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1. 개요
1.1. 폐기물관리종합계획 수립의 배경 및 목적
1.1.1. 폐기물관리종합계획 수립의 배경
 인도네시아의 환경정책 가운데서도 전반적으로 폐기물에 관한 완전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며, 폐기물 관리 정책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폐기물 관리방안을 제
시해 줄 필요성이 있음
 계획의 최종목적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함으로써 환
경을 보전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정책목표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경제사회기반 확립'을 제시하고 자원순환사회의 개념
을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폐기물 최소화, 폐기물 자원화, 폐기물 안전관리, 폐
기물 선진화 등의 실천목표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1.1.2. 폐기물관리종합계획 수립의 목적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로부터 폐기물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 여건 마련, 법적ᆞ제
도적 기반 마련으로 시장 진입장벽 완화, 사업허가 및 공동투자 등을 지원 받는 것을 목적으
로함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로부터 폐기물 종합관리 계획 수립, 폐기물 처리 선진 기술 도입, 폐기
물처리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투자 등을 지원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환경부 등 환경관련 부ᆞ처 공무원, 주 정부 공무원과의 긴밀한 협조체
계 구축 및 상호 협력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양국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계약(MOU) 등을 체결하고 실무협의체, 전문인력 교육ᆞ연수 등 필요한 조치
를 이행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 폐기물 관련 현황 및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토대로 중장기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폐기물관리 종합계획은 추진전략, 폐기물 종류별 적정처리방안
등을 포함하며, 현행 폐기물 관련 법령의 세부 시행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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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폐기물관리종합계획 수립의 범위 및 내용
1.2.1. 폐기물관리종합계획 수립의 범위
 폐기물관리종합계획의 위상
 인도네시아 폐기물관리종합계획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장기종합계획으로 향후 수립될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지역별 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 계획과 지역계획은 전체 국
토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대상폐기물의 종류 및 관리방법
 대상 폐기물 : 종류별 분류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및 유해성폐기물, 중소기업
폐기물로 분류됨
 폐기물 관리방법 : 폐기물의 관리방법은 재활용, 매립, 소각 및 에너지회수 등의 적용가능
한 모든 처리 및 재활용 방안을 포함함
 계획수립의 범위
 인도네시아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함
 자연으로부터 폐기물발생, 재활용, 중간처리, 최종처리의 모든 단계를 포함함

1.2.2. 폐기물관리종합계획 수립의 내용
 연구내용은 크게 4개의 분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 자원순환정책에
대한 고려를 근간으로 함

Step 1

Step 2

Step 3

Step 4

인도네시아 폐기물관리
여건 및 현황

선진국 폐기물관리
정책동향 분석

인도네시아 폐기물관리
정책방향 제시

인도네시아 폐기물관리
법령 세부내용 제시

z 일반환경

z 주요

z

폐기물 관리 비전 수립

z

폐기물 처리시설 기준

z

부문별 추진정책

z

폐기물 처리업 기준 등

분석

z 폐기물관리
z 폐기물

환경 분석

발생 및 처리

z 관련

주요법령

z 관련

프로그램

선진국의 폐기물
관리 정책 분석
- 한국, EU, 미국, 일본

z 시사점

- 폐기물 최소화

도출

- 폐기물 자원화
- 폐기물 안전관리
- 폐기물 관리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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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1. 폐기물 발생 현황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환경오염이 비교적 심한 그룹으로 분류되며 특히 최종처
리시설의 부적절한 관리와 한정된 매립공간이 폐기물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인도네시아의 폐기물 최종처리장의 주요 문제는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는 작업비용
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임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지역정부가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인 최종처리장을 건설하기에 어려
움이 있어, 결국 폐기물은 종종 무단투기의 형태로 거리에 방치되어 쌓여가고 있는 실정임
 인도네시아 대부분의 폐기물은 높은 유기물함량을 가지고 있으며 재활용이 가능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폐기물은 생분해가 가능한 유기성 폐기물(70%)이며 종이와 플라
스틱이 각각 9%로 그 뒤를 따르고 있음
 이는 유기성폐기물을 퇴비화나 종이, 플라스틱 등으로 재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
이 매우 높음을 시사함
 만약 이것이 실용화된다면 유익한 퇴비의 생산뿐 아니라 고형폐기물 처리문제의 감소 측
면에서도 매우 효과적인 폐기물 처리 방법이 될 것임
 인도네시아의 폐기물은 생활폐기물(municipal solid waste), 산업폐기물(large scale industrial
solid waste), 중소기업폐기물(SME solid waste)로 분류됨
 각각의 폐기물은 다른 특징과 문제점을 보이며, 특히 전기전자 폐기물의 경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므로 폐기물의 한 분류로 정의하고 있음

Municipal Solid Waste (MSW)

Generated
Waste

Industrial Solid Waste
Small Medium Enterprises (SMEs) Waste
Electronic and Electrical Waste (e-waste)

[그림 3-1] 인도네시아 폐기물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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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생활폐기물 (MSW: Municipal Solid Waste)
 가정 및 기업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많은 지역에서 토양오염, 수질오염, 대기오염, 온실
가스 중의 하나인 메탄가스 발생, 천연자원의 파괴 등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를 일으킴
 Draft of Municipal Solid Waste Management Law에 의하면, 생활폐기물은 인간의 생활과
자연활동에 의한 조형의 잔여물이라 정의되어 있음. 생활폐기물에는 domestic waste, waste
similar to domestic waste, specific solid waste 등이 포함됨

■ 발생 현황
 Statistic National Agency(2001)에 의하면, 생활폐기물은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48%),
시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24%), 상업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9%), 거리 또는 공공시설에
서 발생되는 폐기물(5%)로 구성됨
 1995년 도시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0.8kg/인ᆞ일이며, 2000년에는 1kg/인ᆞ일로 증가하였으
며, 2010년에는 2.1kg/인ᆞ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Indonesian Environment Status, 2006)

2.1
단위: kg/capita/day

1.0
0.8

1995

2000

2010

자료: Indonesian domestic solid waste statistics in year of 2008

[그림 3-2] 생활폐기물 발생량 추이

 주요도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주로 생분해성 물질로 구성되었으나, 소비의 패턴이 변하면
서 구성성분이 변화하고 있음 (Department of Public Works, 1989 and Research Centre of
Industrial Engineering LPPM ITB, 2006)

- 88 -

제3장 인도네시아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플라스틱, 금속, 유리 등과 같은 종류의 폐기물이 증가하면서 생활폐기물의 생분해성 유기성
분의 구성비율이 감소하였음. Research Centre of Industrial Engineering LPPM ITB (2006)
의 연구에 의하면, 임시 폐기물처리장에서 처리되는 전기ᆞ전자폐기물이 1.6% 정도임

Orgnic (65%)
Paper (13%)
Wood (3%)
Fabric (1%)
Rubber (1%)
Plastic (11%)
Metal (1%)
Sand (1%)
Glass (1%)
Other (3%)
자료: Public Work Dept 1989

[그림 3-3] 생활폐기물 조성 (1989년)

Orgnic (32.2%)
Food Residue (19.8%)
Paper (10.1%)
Glass (3.7%)
Recycle Plastic (5.5%)
Unrecycle Plastic (6.6%)
Metal (4.4%)
Textile (3.5%)
Rubber (2.0%)
Styrofoam (0.5%)
e-Waste (1.6%)
자료: MSW from Bandung, LPPM ITB 2006

Other (10.1%)

[그림 3-4] 생활폐기물 조성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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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현황
 Indonesian MSW Statistics(2007)에 의하면 384개의 도시에서 80,235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
 이 중에서 40%는 불법 또는 합법적으로 최종처리장에서 처리되었으며, 35%는 소각처리
(open burning) 되었으며, 나머지는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음
 생활폐기물의 관리는 주로 '수집-운반-처리(collect-transport-dispose)'의 방법으로 이
루어지고 있으며, 폐기물의 분류에 어려움이 있어 3R 제도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Collecting (40.09%)
Buried (7.54%)
Recycle (1.61%)
Open burning (35.49%)
Others (15.27%)

자료: Current Situation on Solid Waste Management in Indonesia, 2007

[그림 3-5]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Total 2.26%
Total 2.01%
Total 1.60%

Organic
Pet bottle
Plastic
Glass
Source

TPS

TPA

Others

자료: Current Situation on Solid Waste Management in Indonesia, 2007

[그림 3-6] 생활폐기물 재활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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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기준으로 384개의 도시에서 처리가 가능한 생활폐기물은 전체폐기물의 31% 정도임
 Non Physical Check List of Adipura(2007년~2008년)에 의하면, 14개의 도시에서 발생
된 폐기물의 처리가능량은 평균 77% 증가하였음

<표 3-1> 대도시 지역 생활폐기물 관리현황
No.

지역

Area(㎢)

Population

Waste
generation
(㎥/day)

Waste
transported
(㎥/day)

Waste
volume
(㎥/cap/day)

1

Medan

265.10

2,067,288

4,985.00

3,530.00

2.41

2

West Jakarta

128.47

1,565,947

5,500.00

5,444.00

3.51

3

Central Jakarta

48.20

888,419

5,280.00

5,280.00

5.94

4

East Jakarta

187.75

2,413,875

6,592.70

6,301.17

2.73

5

North Jakarta

144.70

1,257,952

5,161.00

5,127.00

4.10

6

South Jakarta

145.73

1,738,248

5,663.00

5,324.00

3.26

7

Palembang

400.61

1,369,239

8,700.00

3,000.00

6.35

8

Makassar

175.77

1,223,540

3,661.81

3,245.29

2.99

9

Depok

200.29

1,420,480

3,764.00

1,712.60

2.65

10

Bandung

166.98

2,520,812

7,500.00

2,470.00

2.98

11

Tangerang

184.23

1,537,558

3,367.00

2,358.00

2.19

12

Bekasi

210.49

1,914,316

2,790.00

2,252.00

1.46

13

Surabaya

326.37

2,809,679

2,610.00

2,610.00

0.93

14

Semarang

373.70

1,445,334

4,500.00

3,203.00

3.11

자료: Non physical check list of Adipura 2007-2008

■ 관리상 문제점
 Institutional Aspects
 인도네시아 전체에 적용되는 폐기물관리의 종합적인 전략 부재
 '수집-운반-처리' 시스템에 집중된 폐기물 관리
 지방정부의 폐기물 관리 관련 낮은 교육역량과 폐기물관리규제 미흡
 폐품 수집자에 대한 정와 기업의 지지와 지원 부족
 재사용, 재활용된 제품의 질과 재활용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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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cy and Regulation Aspects
 Government Regulation No.16/2007에 따르는 폐기물 관리 규정은 생활폐기물을 재사용
될 수 없고 버려져야만 하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되는 잔여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생활폐기물 관리 법령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규칙 부재
 다이옥신 파라미터, 소각 관련 배출 기준과 같은 'Waste to Energy' 활동의 배출기준 부재
 Operational Aspects on Final Disposal Sites
 매립시설 부족
 다양한 폐기물의 종류에 맞는 재활용 기술 부재
 폐기물 관리를 위한 예산 부족: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은 고정적
임. 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2~4%인상될 것으로 예측되나 이를 수용할 매립시설, 관련 예
산, 시설유지 비용 등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최종처리시설은 장비노후화, 폐기물 발생량,
배수 시스템, 침출수 처리, 모니터링 시스템, 매립가스 처리, 현장 관리, 회수 시설, 매립지
사용연한 등이 평가기준이 됨. Adipura Program 2006에 의하면, 현재의 매립시설은 향후
폐기물 발생량을 수용하기에 매우 부족함. 아래의 그림은 Adipura Program에서 평가한
최종처리시설의 현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30~45 score는 '매우 나쁨', 40~60 score는 '나
쁨'을 나타냄

availability of equipment

54.50

records on MSW generation

51.12

drainage system

44.50

leachate treatment

41.86

monitoring well

41.48

gas handlings

40.66

sites management

41.05

processes of reclaiming

40.27

closing of the sites

40.61

자료: 인도네시아 환경부

[그림 3-7] 인도네시아 최종처리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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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keholder Involvement Aspects
 폐기물의 관리와 처리에 있어서 지역사회, 교육기관, 관련 기관의 인식과 참여가 상대적으
로 낮음. 이에 따라, 폐기물이 제대로 분리되지 못하고 적절하지 않은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재활용이 가능한 여러 종류의 폐기물이 다른 폐기물과 섞여 오염되거나 경제적 가치
가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함
 소비 패턴의 변화로 생분해성이 아닌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음. 전기전자폐기물과 플라스
틱 폐기물의 발생량 증가로 최종처리장과 환경의 질을 떨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쓰레기 수거업은 환경오염, 사회분쟁을 유발하고 지역사회의 건강, 안전 등을 위협하기도 함
 사회에서의 쓰레기 수거업자가 실제 환경보호와 같은 좋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하류사회의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음
 쓰레기 수거업에 대한 정부와 지역사회의 지지와 지원이 낮음
 낮은 가격과 수요로 인해 수거되지 않고 있는 폐기물이 많음
 Composting Aspects
 요구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낮은 질의 퇴비화
 퇴비화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지원 부족
 퇴비화 관련 시장과 관리의 경험 부족
 퇴비화 제품에 대한 낮은 수요
 유기폐기물 발생지역과 제품 생산자와의 장거리 문제
 님비현상 발생

■ 관련 정책
 인도네시아 정부는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인 law No 18/2008을 마련하여 폐기물 감량
화, 3R제도, '수집-운반-재사용(collect-transport-reuse)' 패러다임 등의 실행을 뒷받침하
고 있음. 법에 규정되어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음
 폐기물 발생량 감량을 위한 3R 제도 실행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 EPR 제도는 사업자, 생산자, 제조업자가
제품을 판매할 때 그와 관련된 폐기물의 감량과 처리에 관한 라벨을 부착하는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임. 생분해성이 아닌 모든 제품은 생산자가 재활용 또는 최종처리까지 책임져
야할 의무가 있음. 이 제도를 운영함으로서 정부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재정적 부담을 기
업과 함께 나누어질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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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감량에 대한 인센티브와 벌칙제도 도입: 생분해성 물질을 사용한 생산자에게는 인
센티브를 주고, 반면에 재활용이 되지 않는 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게는 높
은 세금을 부과하는 등 벌칙을 주는 제도임
 폐기물 관련 정책으로 Minister Regulation(Regulation of Public Work Minister) No
21/PRT/M/2006을 발행하고 2001~2006년의 목표를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음
 도시의 하수ᆞ배수시스템을 포함한 환경적으로 깨끗한 도시 만들기
 생활폐기물 20% 감량
 대도시의 위생매립장 질을 향상시키고, 중소도시의 매립시설을 관리 감독하여 쓰레기의
무단투기 없애기

■ 관련 프로그램
< Adipura Program >
 Adipura Program은 도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방정부
를 지원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프로그램 운영의 성과는 아래와 같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시의 수 증가(2002년 59개→ 2006년 381개)
 시각적인 모니터링 체계 개선
 도시환경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지방정부 위원회 증가
 사회, NGO, 교육기관, 매스미디어, 정부가 프로그램의 평가기관의 역할 수행
 2006년 Sugeng Saryadi Syndicate(SSS)에서 13개 그룹의 5,0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응답자의 55%가 Adipura를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지하고 있었음
 응답자의 41%가 도시가 친환경적이지는 않지만 깨끗하다고 대답했음
 응답자의 26%가 도시가 지저분하다고 대답했음

< 3R Program >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있어 3R제도는 경제성과 연관되어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정부와 여
러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으며 여러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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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sting Condition
-Waste Characteristics
-Waste Management
-Problems
-Pollution potency
Action Plan
Environmental Problem
-Environmental pollution
-Decrease of biodiversity
-Climate change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
-E-waste

Determining Factor
-Sustainable
Development
-Law and Regulations
-Global Issues
-International Initiative

Selecting Key
Sector and
Opportunity

3R Policy/

Short term

Strategy

Middle term

Desired
Condition

Long term

Indicator of
achievement

Pattern of Thinking on Composing Indonesia 3R National Strategy
.

자료: 인도네시아 환경부

[그림 3-8] 3R 프로그램의 범위

 Composting Program
 Composting program의 목적은 유기성폐기물을 유기비료로 전환하는 것으로 산발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음
 ① Compost Subsidy Program
ㆍ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Global Environment Facility Trust Fund for Western Java Environmental
Management Project(WJEMP)로부터 지원을 받아 환경부를 통해 생활폐기물로부터 퇴비를
생산하는 기술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였음. 프로그램의 목적은 퇴비화를 통해 유기물질을 분
리해내어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것임
ㆍ프로그램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Jakarta, Banten, Western Java Province 지역에서 실행
되었음. 2006년 6월 퇴비화 관련 사업자에게 162억5천 루피아를 지원하였음. 퇴비화 관련
사업자로부터 생산되는 양은 216.5톤/일임. 이 프로그램은 매립지로 보내지는 폐기물을 433
톤/일(1,941㎥/일) 정도 줄이고, 메탄가스 배출량을 61.85톤/일, 1,422.5톤/일 상당의 CO 2 배
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② Pilot Project Ciroyom Composting Bandung
ㆍ분류, 분쇄, 퇴비화를 통해 생활폐기물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2006년 12월부터 반둥에서
는 환경부에 의해 3R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음. Bandung지역의 Ciroyom Market가 pilot
project로 선정되었으며 퇴비화를 통해 생활폐기물을 약 40㎥/일을 처리함. 이 프로그램을
통해 최종처리장까지 운반하는 비용, 최종적으로 소각되는 폐기물을 줄일 수 있으며 폐기물
의 경제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을 유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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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3R's Pilot Project in 3 Cities
ㆍ정부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에 걸쳐 Singaparna, Tasikmalaya, Magelang, Jombang
와 같은 지역에 3R Pilot Project를 실행하고 있음. 프로그램의 목적은 첫해에는 폐기물최소
화 20%, 두 번째 해에는 폐기물 최소화 30%, 세 번째 해에는 폐기물 최소화 50%를 목표로
하고 있음. 목표를 달성하기위한 수단으로는 실행계획을 세우는 것과 약 36㎥/일 용량의 퇴
비, 플라스틱, 종이 선별기, 플라스틱 파쇄기 등과 같은 장비를 지원하는 규정 등이 있음. 목
표를 달성하면 전체 생활폐기물 발생저감 목표량의 50%를 달성할 수 있음

 ④ Composting in Surabaya
ㆍ3R의 한 형태로서 가정과 사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퇴비화는 지역사회 전체에 의해
실행됨. Surabaya와 인접지역의 퇴비화는 지역정부와 교육기관, 시업, 사회, 매스미디어,
NGO 등이 협력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 할 수 있음. Surabaya 지역에서는
'Community Based MSW Management'와 'Composting Program'의 두 가지 프로그램이 운
영되고 있음
ㆍ이 프로그램을 통해 최종처리시설(TPA Benowo)에서 처리되는 생활폐기물을 약 200 톤/일,
Surabaya에 발생되는 전체폐기물(1,600톤/일)의 10% 이상을 감량할 수 있음. 생활폐기물 1
톤당 0.5톤의 CO 2 감량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면, Surabaya지역에서의 Composting Program
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략 100톤/일 정도 줄일 수 있음. 생산된 비료의 경제적 가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Yogjakarta, Makasar,
Tarakan 등의 타 지역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임

 Waste to Energy
 Bandung Metropolitan, Bandung Regency와 같은 여러 지방정부는 생활폐기물을 이용하
여 에너지를 생산하여 사용하고 있음. MSW Electricity Generator에서는 500톤/일 또는
2,000㎥/일의 생활폐기물을 이용하여 6MW의 전기를 생산하고, 이산화탄소 약 300,000톤
에 해당되는 탄소배출권(CERs)을 생산함

[ 매립지]

[매립가스 발전]

[매립가스 포집]

[Output]

전력

CERs
(메탄저감)

[그림 3-9] 매립가스 발전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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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처리장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는 포집되어 연료로 사용됨. Pontianak(35,000톤/년),
Bekasi(51,000톤/년), Palembang(46,000톤/년), Makasar(52,000톤/년) 정도가 포집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으며 CDM사업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함. LFG capture,
Flaring, Electricity Generation 등과 같은 개선된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91,814 CO 2톤/년을 줄일 수 있음
 Activity of Waste Scavengers
 금속, 종이, PET, PP plastic 등과 같은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은 쓰레기 수거업자나 기업에
의해 수거되어 재활용되고 있어 최종처리장에서는 이러한 폐기물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음.
폐품 수집자에 의해 가정, 회사, 쓰레기처리장 등에서 수거된 폐기물은 분류(sorting), 파쇄
(shredding), 압축(packing)과 같은 간단한 과정을 거친 후 다음 단계의 재활용업체나 이것
을 원료로 사용하는 회사에 팔리게 되며 이러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해외로 수출되
기도 함
 기업에서의 재활용품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으나 폐품 수집자에 의해 수거되는 재활용품
의 양은 수요에 비해 훨씬 낮음. 생활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폐품 수거업자의 역할은 아래
의 표와 같음.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폐품 수거업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수거된 재활용품의
종류와 양도 증가하였음

[그림 3-10] 재활용된 제품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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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생활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폐품수집자의 역할

[그림 3-12] 폐품수집업자 작업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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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산업폐기물 (Industrial Solid Waste)
 인도네시아의 산업폐기물은 산업의 종류와 프로세스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나타냄. 여러 종
류의 폐기물은 유해성 폐기물과 유해성이 없는 폐기물로 구분 됨. 일반적으로 산업폐기물은
천연자원의 개발, 원료 준비, 생산, 산출물 정제, 포장, 판매의 활동 각각에서 발생됨

[그림 3-13] 산업폐기물의 발생과정

■ 발생 현황
 PROPER15) Program 2006에 의하면 프로그램에 포함된 521개의 기업 중에서 149개의 광
업, 16개의 석유ᆞ가스 관련 기업에 의해 7,029천 톤의 유해폐기물이 발생되었음. 다수의 기
업들이 PROPER 프로그램을 따르지 않고 있으며 문서분류시스템이 적절하게 활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해폐기물의 실제 발생량은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됨
 Indonesian Environment Status(SLHI, 2006)에 의하면 PROPER Program 2006에 따르는
금속이나 시멘트 관련 기업에 의해 약 2,700천 톤의 유해폐기물이 발생되었으며 구리 슬래그
(67%), 철 슬래그(20%), 비산재(8%), 그리고 EAF(electric arc furnace) 애쉬(2%)로 구성됨.

15) PROPER(Program for Pollution control, Evaluation and Rating): 대기, 수질, 유해성 폐기물, 환경영향평가 요건 등
환경분야 전반에 걸친 규제기준 준수에 관한 통합 감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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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관련 기업에 의해서는 288천 톤의 유해폐기물이 발생되는데, 이는 수처리시설로부터 발
생되는 슬러지(69%), 공정 잔여물(22%), 촉매(4%)로 구성됨. 농업 관련 기업에 의해서는
785천톤의 유해폐기물이 발생되는데, 이는 수처리시설로부터 발생되는 슬러지(53%), 비산재
(23%), 잔모래(20%)로 구성됨. 석유ᆞ가스 관련 기업에 의해서는 158천 톤의 유해폐기물이
발생되는데, 이는 대부분 슬러지(90%)로 구성되며 오염물질(5%), 사용된 촉매(3%) 등이 포
함됨. 에너지 관련 기업에 의해서는 1,376천 톤의 유해폐기물이 발생되는데, 이는 비산재
(95%), 윤활유(4.6%)로 구성됨

Copper slag
(1,809,039 ton/day)
Steel slag
(550,490 ton/day)
Coal ash
(223,257 ton/day)
EAF Ash
(54,297 ton/day)
Oil sludge
(13,545 ton/day)
자료: Current Situation on Solid Waste Management in Indonesia, 2007

[그림 3-14] 유해폐기물 구성 현황

3,187,152 ton/day

Basic and chemical
1,376,665 ton/day

Energy
Miscellaneous
Agriculture

1,233,142 ton/day
785,768 ton/day

Mining

191,946ton/day

Oil and natural

158,010 ton/day

자료: Current Situation on Solid Waste Management in Indonesia, 2007

[그림 3-15] 산업섹터별 유해폐기물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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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폐기물 중 유해성이 없는 폐기물은 주로 시설품, 플라스틱, 섬유, 철, 유리, 고무, 종이 등
으로 구성되는데 이것은 아직 통계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인도네시아 정부는 유해폐기물이든 유해성이 없는 폐기물이든 상관없이 고형폐기물의 처리
에 관해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은 government regulation No. 18/1999 sections 18~22
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 2006년 환경부는 유해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27개의 문서에 사인하
였으며, 2007년에는 문서의 개수가 약 100개로 400% 증가하였음. 2006년 환경부 자료에 의
하면 대체물질로 사용이 가능한 유해폐기물은 1,604,846톤으로 유해폐기물의 종류는 14개
임. 2007년에는 그 양이 5,331,268톤, 종류는 20개로 늘어났으며, 유해폐기물의 종류는 늘어
나고, 양은 230%정도 증가하였음
 여러 개의 각 정부기관에서는 비산재, 바닥재 등과 같은 고형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연구를 진
행하고 있음. 석탄을 대체 화석연료로 이용하는 양의 증가에 따라 이러한 폐기물에 관련된 연
구도 증가함.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각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가 포럼이나
적절한 미디어에 공개,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Jababeka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촉매제로 재활용, Batam에서 생산된 폐기물을 유기성 용매
로 재활용하는 것과 같이 각 기업에서는 부분적으로 고형폐기물에 대한 3R을 실행하고 있음.
제지업에서는 고열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고형폐기물을 소각을 통해 연료화 하거나 증기를
통해 열에너지로 이용함. 농업 섹터에서 생산된 유해성이 있는 다량의 고형폐기물은 대체연
료로 이용되며, 이를 통해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며 CDM사업을 통해 온실가
스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음. 농업부문에서는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연료를 대체하고 12개의
기업에 CDM사업을 제안하였으며, 782,124 CO 2 톤/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됨

■ 관리 현황
 유해폐기물의 일부는 통합된 처리시설에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짐. 이러한 유해폐기물 처리
시설은 Surabaya지역과 같은 경우 민간부문에 의해 개발되며 고형폐기물의 일부는 생산 프
로세스에서 직접 재활용되거나 연소됨. 대부분의 기업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이 섞여있으며, 기업에서는 이를 최종처리장으로 보내거나 부적절한 처리를 하기
위해 산업폐기물을 생활폐기물처럼 다루기도 함
 유해성이 없는 폐기물의 일부는 제3의 시설에 팔리는 경우도 있으며, 아래와 같은 종류의 폐
기물은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기업과 인접한 지역사회에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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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유리, 철, 고무, 플라스틱, 종이 등과 같은 포재활용이 가능한 포장폐기물
 고무, 철, 유리, 플라스틱과 같은 재활용이 가능한 파편 형태의 폐기물
 연료로 이용 가능한 농업 관련 폐기물
 동물사료로 이용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
 다양한 용도로 사용가능한 섬유 관련 폐기물

■ 관리상 문제점
 Institutional Aspects
 기업의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지원, 기술감독 제공, 모니터링 등에 관련된 제도적 장치의 부족
 3R의 실행을 위한 국가적 또는 지역적 수준의 구체적인 규정 없음
 구체적인 산업군이나 지역에 해당되는 폐기물의 규정 없음
 산업폐기물의 관리와 관련 시장에 대한 정보와 시스템 부족
 산업폐기물 시장과 수거에 관련된 정부의 지원, 기술적 보조, 감독 미비
 폐기물 처리, 재활용, 재사용 관련 제어 부족
 Policy and Regulation Aspects
 유해폐기물 섹터의 환경규제, 산업폐기물의 3R 실행 관련 제도적 기반마련 미흡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Government Regulation의 실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가이드라인 없음
 3R 제도를 잘 이행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 부족
 모든 산업 섹터의 CDM 관련 가이드라인 없음

[그림 3-16] 방치된 폐기물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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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nical Aspect
 재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미흡
 제품이 요구하는 질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재활용 제품이 일부분 발생함
 산업폐기물 관련 기술, 3R 실행을 위한 역량 미흡
 유해폐기물 또는 유해성이 없는 폐기물의 각 산업별 명확한 기준 없음
 산업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기술의 정보관리시스템 없음
 Stakeholder Involvement Aspects
 각 기업의 3R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미비
 여러 연구기관 및 대학의 역할 미흡
 Global Collaboration Aspects
 CDM 관련 이해와 접근, 정보 부족
 CDM 사업 관련 역량 부족

■ 관련 정책
 3R의 실행 동기화를 위해서 정부는 유해폐기물의 처리와 관련된 Regulation of MOE No. 02/
2008을 발행하였으며 발생억제, 재사용, 재활용(Reducing, Reusing, Recycling)에 의한 유해폐기
물의 처리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이러한 이용은 원료, 연료 등의 수요를 대신할 수 있음

■ 관련 프로그램
 산업폐기물의 관리를 다루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은 정부에 의해 운영되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고형폐기물을 포함한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여러 산업섹터에
서는 각각 산업폐기물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Center of National Cleaner Production >
 Cleaner Production concept은 1994년 이래로 인도네시아에 도입되었으며, 2004년 환경부
에 의해 National Cleaner Production Policy(2003)를 기반으로 Center of National Cleaner
Production이 설립되었음
 다양한 분야의 폐기물 최소화 개념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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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 가죽, 오일 팜, 전기도금, 고무, 카사바 산업, 호텔 산업 등과 같은 다양한 산업군의
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구성
 섬유, 설탕, 오일 팜, 고무, 펄프, 종이, 전기도금 산업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300개의 기업
을 위한 Chemical Management and Good Housekeeping의 실행
 섬유, 오일 팜, 가죽, 16 SMEs 관련 산업을 위한 pilot project를 통한 cleaner production의 정착
 500개 이상의 기업에 cleaner production의 정착을 위한 컨설팅을 수행, 가이드라인 마련
 기업과 SMEs를 위한 Chemical Management and Good Housekeeping의 트레이닝
 유기비료 사용의 개발
 농림부에 의한 'Go Organic 2010' 선언
 각 산업별 cleaner production 실행을 위한 팸플릿 출판
 관세 무료 프로그램, 차관 등 cleaner production의 실행을 돕기 위한 인센티브제도 마련

< Green Productivity Program >
 Green Productivity Program은 환경부, 인적자원부, 아시아생산성기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임. 이 프로그램은 폐기물 발생의 최소화, 자연자원과 에너지 사용 효율성의 증대를
위한 생산 프로세스와 연관되어 있으며, 워크숍, ToT(time on target), pilot project 등의 활
동을 포함함. pilot project는 호텔, 축산업, 오일팜, 가죽, 섬유산업 등을 커버함

< PROPER Program >
 PROPER Program 또는 Company Performance Rank Program은 환경분야 전반에 걸친 규
제기준 준수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음. PROPER Program은 각각의
기업이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지, 벌칙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발표함. 그러나 이러
한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 기업의 약 5% 정도만 참여하고 있음. PROPER Program은 언론,
지방정부, NGO 등을 포함한 대중에게 'good governance'를 끊임없이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 회사의 규제준수 현황을 골드, 그린, 블루, 레드, 블랙 등의 색으로 표현되며 가장 높은
단계에 선정된 기업은 골드로, 가장 낮은 단계에 선정된 기업은 블랙으로 표현됨. 대기, 수질,
유해성 폐기물, 환경영향평가 요건 등에 환경적 요소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하며, 2003년
이후 3R과 유해성폐기물에 대한 항목이 추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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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 DISCHARGEÆ hero
Implement : CP/3R, Energy &
water efficiency, CDM, CSR, etc

GOLD

Beyond comply :

GREEN

Implement : CP/3R, Energy &
water efficiency, CDM,CSR

Comply on Env. Standards :
waste water
air pollution
Hazardous material management
EIA
Have not already complied

BLUE
RED
BLACK

자료: 인도네시아 환경부

[그림 3-17] PROPER 프로그램 체계
<표 3-2> 유해폐기물 관리 현황 (단위: 톤)
구분

발생량

재활용량

처리량

미처리량

Various Industry

1,233,143

30,912

1,151,919

50,311

Basic Chemical Industry

3,187,152

2,065,757

655,027

466,367

Agro-industry

785,769

302,913

482,856

0.5

Oil and Gas

158,011

N/A

87,596

70,415

Mining

191,946

N/A

189,930

2,016

Energy

1,376,666

N/A

820,239

556,427

Haz Waste Treatment Service

92,488

N/A

80,436

12,051

Industrial estate

4,596

N/A

4,095

501

7,029,772

2,399,5823

3,472,099

1,158,090

Total
자료: SLHI,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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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에서는 2000년도에 1백만 톤 이상의 유해성 폐기물이 발생된 것으로 집계되었음.
주요 유해폐기물 발생업종은 직물, 화학 16), 자동차, 전자, 석유 및 가스 산업 등이며, 가내공
업이 밀집되어 있지만 별다른 폐기물 처리방법이 없는 일부 지역에서는 수계가 독성 및 무기
폐수에 오염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 2001년 5월 12가지 종류의 복합적인 화학물질을 대
상으로 하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POPs의 관리 및 단계적인 감축을 위한 국가적 전략을 준비하고 있음. 특히 주된 규제
대상 POPs로는 DDT와 같은 살충제, PCBs와 같은 산업화학물질, 다이옥신이나 퓨란 같은
산업적인 처리과정에서 생성되는 기타 부산물 등이 있음
 2004년 인도네시아 환경부와 UNU 17)의 수계, 퇴적지 및 토양을 대상으로 한 PCBs 농도에
대한 공동 연구조사결과 Lampung와 Surabaya 양 지역의 pp-DDT 통도가 각각 3.24ppb,
3.91ppb로 기준치 2ppb를 넘어서는 것으로 측정됐음 18)

Tank Cleaning
10%

Incineration
16%

Collection of
Used oil
13%

자료: Hilman M, 2002

Landfill
1%

Transportation
31%

Reuse
5%
Storage of
Hazardous waste
24%

[그림 3-18] 유해폐기물의 처리방식

16) 석유화학, 살충제, 화학비료, 잉크, 염료 등의 생산업종이 이에 포함
17) 세계적인 중요문제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의 촉진과 국제적 협력체제의 조직화를 목적으로 1973년 국제연합 총회가
설립한 연구기관으로서 평화, 진리, 발전, 과학 및 공업, 환경의 5가지 분야를 주제로 연구하고 있다.
18)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유해성 폐기물 처리시설인 PT Prasadha Pamunah Industries(PPLI)가 인근 2개의 시멘트 공
장의 가열로를 이용하여 소각하는 방식으로 하루 평균 약 355,000톤의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나 아직 유해폐
기물을 처리할만한 설비 및 기술을 가진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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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중소기업 폐기물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Waste)
 Law No. 9/1995의 기준에 의하면 중소기업은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최대 2억 루피아를
넘지 않는 자금을 소유한 기업을 말함
 National Statistic Agency(2003)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기업의 수는 4천백만개이며 이 중
99%정도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이들은 연성장률 2.4% 정도이며, GNP의 56.7%에 기여
하고 있음
 산업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9.32%는 중소기업에 의해 생산되며, 중소기업은 전체 산업군의
인적자원 59.82%를 고용하고 있어 강력한 인력을 가지며 지역사회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다고 할 수 있음
 중소기업의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물, 공기, 폐기물은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함
 염색업, 식품제조업 등과 같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폐기물을 다량 발생시키는 중소기업
은 특히 거주지역과 인접해있어 적절한 관리시스템 도입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음

■ 발생 현황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서는 액체와 고체 형태의 폐기물이 발생되며 기업의 활동에 따라 발생
되는 폐기물의 성격도 결정이 되는데 음식물류 폐기물과 같은 경우는 BOD, 지방, 화학적 잔
여물, 미네랄 함량이 높아 악취가 심하고 수질오염의 주된 원인이 됨. 전기생산 관련 기업은
산, 금속 등과 같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며, 이러한 고형폐기물은 원료, 고형의 잔류물, 포장폐
기물 등을 포함함. 이러한 각 기업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성격과 종류 등이 아직 문서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관리 현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중소기업의 폐기물 관리를 지원할 의무가 있으며 정부는 여러 중소기
업에 물과 에너지 절약의 실행을 지원하고, 각 지역에 Centralized Waste Water를 제공함. 지
역은 Sukaregang Garut의 무두질 공장과 Pati와 Bantul지역의 카사바 관련 기업과 Sidoarjo
의 전기 관련 기업과 Pemalang지역의 섬유산업과 Solo, Pekalongan 지역의 바띡 관련 기업
을 포함함. 극소수의 중소기업만이 Centralized Waste Water를 따르고 있으며 대부분의 중소
기업에서는 폐기물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중소기업에 의해 발생된 고형폐기물의 일부는 동물사료, 젤리와 같은 다양한 음식의 종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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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또는 재활용되기도 함. 농업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일부는 연료의 원재료로 활용되기
도 함. 중소기업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고형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간주되어 적합하지 않은
처리과정인 최종처리장으로 보내지거나 open burning과 같이 불법적으로 처리되고 있음

■ 관리상 문제점
 중소기업에 의해 발생된 폐기물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기업은 이
윤추구에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폐기물 관리에는 많은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Institutional Aspects
 중소기업을 위한 폐기물관리와 폐기물 관련 시장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 없음
 폐기물 관련 시장과 재활용, 처리 등에 관한 정부의 기술적 가이드라인, 감독, 지원 미비
 Policy and Regulation Aspects
 중소기업 섹터의 고형폐기물 이용에 관한 기술적 가이드라인 없음
 Technical Aspect
 산업폐기물의 3R 제도 관련한 기술적 지원 미흡
 Stakeholder Involvement Aspects
 중소기업 발생 고형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한 이해와 경제적 당위성 공감 부족(National
Statistics Agency 2003에 의하면, 중소기업 사장의 73%가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 수준임)

2.1.4. 전기전자폐기물 (Electronic and Electrical Waste)
■ 발생 현황
 전기전자폐기물은 사용하지 않는 전기전자제품으로부터 발생되며 사회가 발달하고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이러한 전기ᆞ전자 관련 폐기물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
 전기전자폐기물은 식기세척기, 냉장고, 진공청소기, 형광등 등으로부터 발생되며 전기 관련
폐기물(electrical waste)은 텔레비전, 테이프 레코더, 라디오, 핸드폰, 모니터, CPU, 프린터
등으로부터 발생됨. 유해폐기물로 분류되는 전기전자폐기물은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거나
일부 관련 성분인 Pb, Hg, Cd, Cr

6+

등이 포함되어있는 폐기물임. 전자제품에 함유된 금, 은,

Pb, 백금, 팔라듐 등과 같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의 경우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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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음. 전기전자폐기물의 발생량, 종류, 성격 등에 관한 문서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
는 실정임
 전자제품의 재활용, 재사용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발생되며 재사용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
물의 양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새 제품이 재사용된 제품과 가격이
비슷하거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발생량은 비교적 일정하게 나타남. 전기전자폐기물의
일부는 측정되지 않으며, 일부분은 최종처리장 또는 임시처리장에서 다른 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되고 있음

[그림 3-19] 전기전자 폐기물의 발생원 및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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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전자폐기물의 발생량은 생산되는 전기전자제품의 수에 따라 예측되어질 수 있음. 수입된
전기전자제품의 수가 수출보다 많기 때문에, 제품생산량은 폐기물발생량을 최소화시켜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표 3-3> 전기전자 제품 생산 능력 (2005)
No.

구분

생산능력

단위

1

Air Conditioning

29,181,400

Unit

2

Television

63,882,025

Unit

3

Refrigerator

8,585,400

Unit

1,300,000

Pieces

191,330,426

4

Electronic component

4,128,117,920

Pieces

10,514,709

Units

2,561,420

m2

29,200

Mh

4,000

ton

639,361,850
5

Computer component and equipment

6

Monitor computer

7

Printer

Pieces

6,876,500

Sets

18,734,197

Unit

1,252,000

Unit

309,038

Unit

자료: Ministry of Industry, 2005

[그림 3-20] 전기전자폐기물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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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현황
 인도네시아 정부는 Basel Convention Regional Center-South East Asia(BCRC-SEA)에
가입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은 활동을 수행함
 2007년 전기전자폐기물과 관련된 기술지침을 출판. 이 지침은 전기ᆞ전자폐기물의 목록
에 관한 것과 3R(Reduce, Reuse, Recycle), 전기ᆞ전자폐기물의 수리에 관한 것으로 구성됨
 폐기물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구축하고 컨설팅, 인식제고를 위한 활동 등을 수행함
 기술지침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정보 제공, 기술이전을 시행함
 현재 전기전자폐기물은 적합하지 않은 곳에 버려지는 등 대부분 불법으로 처리되고 있음.
Semarang, Central Java와 Ngoro, East Java에 두 개의 전기전자폐기물 재활용회사가 있으
며 텔레비전, 컴퓨터 모니터 등의 사용이 끝난 전자제품을 주로 처리하고 있음. 수입된 제품
이 재사용이 가능하게 개선되어 다시 역수출되는 경우도 있음. 이러한 재활용시설의 처리가
적절하게 수행되지 않거나 요구수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유해폐기물을 발생시키게 되는 경
우도 있음. 전기전자폐기물의 일부분은 비공식적으로 여러 섹터에 의해 관리됨. 용해과정에
서 전기전자폐기물에 포함되어 있는 금속성분을 적출하는 과정을 수행하기도 하며, 이러한
금속성분은 높은 경제성을 가지고 있음. 전기전자폐기물 수거업체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열을 제외하고 포장 및 수거를 하는 것이나, 최종처리시설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전기전자
폐기물은 적절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임

■ 관리상 문제점
 Institutional Aspects
 전기전자폐기물 처리과정 중 재사용을 위한 활동이나 재활용 시설, 표준 요구수준 등과 관
련한 인식과 권한에 차이를 보임
 중앙정부, 지방정부, 폐기물처리기관 사이의 협력과 커뮤니케이션 부족
 해외에서 불법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모니터링 체계 없음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재활용률 등의 폐기물 관련 통계 없음
 Policy and Regulation Aspects
 전기전자폐기물 관련 구체적인 규정, 지침 없음, 구체적인 분류기준 없음
 수입되거나 수출되는 전자제품의 체계화 미흡. 제품을 통해 발생되는 폐기물 발생량, 인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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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 등의 분류 및 체계화 미흡
 전기전자폐기물의 규칙, 안전, 관리에 관한 이해 및 지식 부족
 전기전자폐기물 및 사용이 끝난 전자제품의 기술적 정의 및 명확성 부족
 Technical Aspect
 전기전자폐기물의 3R 제도 관련한 기술적 지원 미흡
 폐기물의 이용 또는 재활용에 관한 기술, 환경, 안전성 부족
 전기전자폐기물의 발생량 예측을 위한 전기전자제품의 수명에 대한 정보부족
 Stakeholder Involvement Aspects
 전기전자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 과정에 있어 폐기물의 구성성분 및 유해물질에 관한 이
해 및 정보부족으로 환경 및 건강에 대한 고려 부족
 Global Collaboration Aspects
 CRT TV, 전구 등과 같은 폐기물의 관리에 있어서 환경친화적인 기술에 대한 정보 없음.
폐기물 처리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정보제공 등 선진국과의 교류가 필요함

2.2. 폐기물 처리 현황
 인도네시아 도심지역에서 하루 평균 발생하는 고형폐기물의 양은 55,000톤에 달하며 2025
년에는 적어도 3배 이상의 양적 증가를 보일 것으로 추정됨.19) 폐기물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도심의 경우 발생폐기물의 50~60%만이 수집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폐기물은 단순매립의 형
태로 처리되고 있음. 자카르타의 경우 폐기물 발생량은 1985년 19,720㎥, 1991년 23,708㎥,
2005년에는 40,880㎥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Sario나 Wenang와 같은 도시지역에서는 매우 높은 폐기물 수집률을 보이고 있으나 비교적
교외 지역인 Mapanget의 13%의 수집률과 비교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음. 이는 폐기물
수거 서비스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고 그에 따른 가격의 인플레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
며, 따라서 발생지역 자체 내에서 단순 매립이나 소각과 같은 방식으로 주로 폐기물이 처리되
고 있음

19) 지구환경기금(GEF)의 보고서 West Java and Jakarta Environmental Management Project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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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Manado 지역에서의 폐기물 관리 현황
지역

폐기물발생량
(㎥/day)

폐기물 수집량
(㎥/day)

수집률
(%)

수집지역 수

Malalayang

136

80

59

50

Singkil

117

32

27

28

Wanea

146

64

44

44

Wenang

204

162

80

120

Sario

67

64

96

37

Tuminting

124

45

36

33

Mapanget

124

16

13

28

Tikala

177

62

35

35

Bunaken

54

13

24

22

BP Kebersihan

-

112

-

18

Tionghua

-

44

-

-

Total

1149

694

60

78

자료: Final Solid Waste Management Plan, 2004

 이러한 폐기물 수집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고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자카르타 정부는 일본의 ODA를 통한 고형폐기물 관리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Jakarta
Solid Waste Management System Improvement Project)에 착수하였음
 프로젝트 이전에는 폐기물 수집차량은 매우 노후하여 폐기물 발생의 양적증가에 효율적으
로 대처할 수 없었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폐기물 수집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
해 총 193대의 수거차량과 140여대의 컨테이너 차량이 도입되었음
 1991년 자카르타의 폐기물 발생량 23,708㎥ 중 18,964㎥이 수거되었으나, 2001년 프로
젝트 완료 이후, 그 양은 25,600㎥으로 증가하였고 22,196㎥의 폐기물이 수거됨으로써 약
6.7%의 수집률 향상효과를 거두었음
 이와 같은 수집률의 향상은 인도네시아에서 폐기물 수거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부분의 폐
기물이 발생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소각 또는 불법 매립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문제를 풀
어나갈 수 있는 좋은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타 지역으로의 확대실시가 전망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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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m3)
35,000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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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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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량

10,000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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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2001년

2002년

자료: Report on Jakarta Solid Waste Management System Improvement Project, 2003

[그림 3-21] 자카르타의 폐기물 발생률과 수집률

■ 재활용
 재활용된 플라스틱, 유리병, 종잇조각, 금속조각 등으로 만들어진 중고품 시장이 비교적 규모
가 크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재활용되는 고형폐기물의 비율은 매우 낮음. 재활용은 주로 민간
부문에서 이루어지며 인도네시아 청소협회(ISA)에 따르면 재활용 가능한 물질을 처리하는
150개 이상의 시설이 자카르타에 있음. 대개 종이, 유리, 금속 및 플라스틱 같은 재활용 가능
한 물질은 도매상으로 수집되어 그곳에서 예비처리를 한 후 세척, 분류, 포장의 단계를 거쳐
재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음

■ 수집
 고형폐기물 수집 기능은 지방으로 매우 분산되어 있으며 지역적으로 경제적 번영, 도시화 정
도,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양함. 폐기물 수집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지방정부에 있으며 일
반적으로 지역 거주민들이나 도급자들에 의해 수거활동이 이루어짐
 공식적으로 폐기물의 수집률은 지방의 경우 약 50%정도로 대도시의 75%에 비해 상대적으
로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됨

- 114 -

제3장 인도네시아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농촌지역을 포함하여 도시 빈민 지역은 일반적으로 폐기물 수거 서비스를 거의 받지 못하
고 있음. 자카르타 가정의 절반 이상이 Rukan Tetangga와 Rukan Warga에 의존하고 있
음. 지난 10여 년간 폐기물 수집은 폐기물 발생량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감소했음. 이는 적
절한 수집차량의 한정된 수량, 이동수단의 부재, 법과 규칙의 시행과 준수의 부족 등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음

■ 단순매립
 단순매립은 지방정부의 고형폐기물 처리문제와 가장 관련이 큰 과제임. 공식적으로 소도시의
경우 약 85%, 중급도시의 경우 약 53%의 도시 내 발생 폐기물이 단순매립 방식으로 처리됨.
Bajera와 같은 몇몇 작은 도시의 경우와 같이 공식적인 매립장이 아예 없는 곳도 있음. 결국
폐기물 처리자도 발생자도 모두 법적 제도적인 대책이 없기 때문에 불법적인 매립 방식을 고
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처리 및 처분
 고형폐기물의 가능한 처리방법으로는 퇴비화, 호기성소화, 소각, 위생매립 등을 들 수 있음.
처리장에 도달한 인도네시아의 가정용 고형폐기물은 아시아 다른 개도국에 비해 수분과 유기
물 함량이 높고 발열량은 낮음. 따라서 소각은 비교적 비효율적이고 처리비용이 비싸기 때문
에 위생매립이 처리 및 처분에 대해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그러나 위생매립 시스템 역시
아직 체계적으로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90%정도의 폐기물이 모두 단순매립의 형태로
처리되고 있음

■ 퇴비화
 인도네시아 사회는 전통적으로 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퇴비화 방법을 사용해왔음. 퇴비
화는 유기성 폐기물을 분해하여 토양개량제, 혼합비료, 유기비료를 생산하기 위해 조작이 가
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퇴비화의 실행은 화학비료 사용의 증가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1990년대 초 이후로 몇몇 지자체와 지역사회에 의해 퇴비화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시작했음
 퇴비화시설에 관한 규제는 제한적이며, 파리 등의 번식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로부터의 민원
을 접수하는 등의 활동을 위해 관리자가 필요함. 퇴비화 프로젝트 이행 초기단계에서 시행된
중금속에 대한 테스트결과는 프로젝트가 중금속에 대한 기존의 퇴비화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
로 판명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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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매립
 인도네시아에서 매립은 오직 몇몇 대도시지역에서만 발달되어왔음. 자카르타에도 1989년 신
설된 Bantar Gebang Sanitary Landfill System이라는 한 개의 매립지가 있을 뿐이며, 그것
은 DKI20)가 운영하는 것으로 도심에서 약 40㎞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음. 약 5,500톤의 도
시고형폐기물이 매일 약 1,500대의 트럭에 의해 운반되며, 매립지는 24시간 개방되어 있으며
톤당 Rp8,000($0.86)의 요금이 부과됨. 그러나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이 지역 내에 거대하게
쌓이면서 수질, 대기 및 토양 전반에 걸쳐 2차 오염을 유발시켜 인근 지역주민의 주된 민원
대상이 되고 있음. 또한 매립지 내적으로도 3개의 분쇄압축기 중 한 개만 사용되고 있는 등
재정부족의 문제, 적절히 훈련받은 기술진의 부족, 지방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부족 등으로 인
해 Bantar Gebang 매립지의 시설 운영은 형편없는 상황임
 Bojong 플랜트는 약 2,000톤의 자카르타 폐기물과 400톤의 Bogor 관할구의 폐기물을 매일
수용할 것으로 판단됨. Bojong의 오퍼레이터 PT Wira Guna Sejahtera는 약 1,180만 달러를
이 프로젝트에 투자했음. 지금까지 약 910만 달러가 폐기물처리기계 및 Ball Technology의
사용을 위해 투자되었으나 이 프로젝트는 지역거주민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음
 매립지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의 지하수 및 표층수로의 유입으로 인해 환경 및 공중보건의 측
면에서 위협요소가 되고 있음. 그러나 침출수의 적절한 제어과정을 통해서 부패과정에서 발
생하는 가스를 수익성 있는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방법을 고려해볼만 함. 이러한 매립가스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개발은 전 세계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으며, 매립이 주된 폐기물 처리방
식인 인도네시아의 경우 크게 효용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지만 기술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직 어려움이 있음

■ 소각
 폐기물 소각은 가정폐기물의 양을 감소시키기 위해 도시와 시골지역에서 실행되어졌음. 그것
은 또한 폐기물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를 분리하기 위해 폐기물 수집자들이 주로 사용하
는 방법이기도 함. 종종 적하지에서 유기물질의 소각으로 인해 생성된 메탄가스가 발화를 일
으켜 실화(失火)가 발생하기도 하며, 소각시설은 증가하는 인도네시아의 쓰레기 문제의 잠재
적 해결책으로써 각광받고 있음

20) Daerah khu년 Ibukota의 약자로 특별지구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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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각시설은 인도네시아에서 도심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식이 아니며, 그 원인으
로는 앞서 지적한 소각에 적합하지 못한 폐기물의 특성(수분과 유기성분이 많고 발열량이 낮
기 때문), 유입폐기물의 질과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술의 부족, 높은 건설비용 및 관리
비용, 그리고 체계적이지 못한 감시체제 및 정책수행능력 등으로 분석되고 있음
 인도네시아에는 3개의 소각시설이 있음. Surabaya의 소각시설은 1989~1990년 공공-민간
합작으로 설립되었음. Surabaya에서 저에너지 함량의 폐기물(900~1,200㎉/㎏)은 가동 초기
문제를 일으켰고 심지어 건조기에는 지속적으로 연소를 유지하기위해 추가연료 투입을 해야
만 했음. 공기건조시스템을 위해 필요한 공간 때문에 공장은 매일 170톤을 소각해야하며, 공
장은 미립자나 가스제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0%
의 총 시설비용이 증가될 수 있음
 인도네시아의 폐기물 최종처리장이 겪고 있는 문제는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는 작업비
용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며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지역정부가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인 최종
처리장을 건설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결국 폐기물은 종종 무단투기의 형태로 거리
에 방치되어 쌓여가고 있음

<표 3-5> 인도네시아의 폐기물 처리방식
처리방식
수집

내용
- 폐기물 수집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지방정부에 있음
- 지역 거주민이나 도급자에 의해 수거활동이 이루어짐
- 고형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은 매우 낮은 편

재활용

- 재활용은 주로 민간부분에서 이루어짐
- 자카르타에만 재활용 가능한 물질을 처리하는 시설이 150개 이상

퇴비화

- 전통적으로 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퇴비화 방법 사용
- 1990년대 이후 몇몇 지자체와 지역사회에서 퇴비화 프로젝트 진행
- 가정용 고형폐기물은 수분과 유기물 함량이 약 65%로 높고 발열량은 낮은
편이며, 따라서 소각은 비효율적인 처리 수단임

소각

- 소각은 감염성 병원폐기물 및 유해폐기물에 대해 한정적으로 적용
- 국내에 총 3개의 소각시설이 있음: Surabaya 소각시설은 공공-민간 합작으로
설립되어 가동 중
- 소도시의 경우 약 85%, 중급도시의 경우 약 53%의 도시 내 발생 폐기물이

매립

단순매립 방식으로 처리
- 위생 매립지는 몇몇 대도시에서만 발달됨
- 자카르타의 경우 1989년 건설된 Bantar Geabang 매립지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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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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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인도네시아 환경부, 2006

[그림 3-22] 인도네시아의 폐기물 처리형태

2.3. 폐기물 관련 시설 현황
 인도네시아의 매립지수는 <표 3-6>과 같으며,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모든 시나 군이 평균
1개의 매립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6> 인도네시아 매립지 현황
지역

매립지 수

운영의 책임이 있는 시/군

수마트라

50

50

자바

53

56

발리/누사뜽가라

11

11

깔리만딴

16

16

술라웨시/말루꾸/파푸아

17

20

합 계

147

153

자료: 인도네시아 환경부, 2008

 인도네시아의 여러 도시에 존재하는 매립지(TPA)의 상태는 일반적으로 알맞지 않은 것으로
분류됨. 2007년 Adipura 프로그램 평가 결과에 의하면, 여러 평가항목으로 평가된 성적으로
46~60%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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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보이는 요소는 중장비 상태와 폐기물 기록기와 같은 것으로 중급 성
적을 받았음 21)

<표 3-7> 매립지 현황 평가 (by Adipura)
Heavy Operating
Monitoring
Gas
Drainage Leachate
Equipment records
Well
Handling

Average Category

Land
Zoning

Loading

Land
Cover

Big and metropolitan
cities

72.69

71.70

56.07

52.90

48.65

51.93

51.79

47.67

49.02

Medium and small cities
in Java

66.01

62.17

55.25

51.98

51.59

47.35

51.69

52.44

52.74

Medium and small cities
in Sumatra

53.11

49.05

42.61

39.63

39.91

39.18

38.64

39.02

39.16

Medium and small cities
in Sulawesi-Maluku-Papua

44.56

36.45

32.32

30.88

33.07

30.63

25.04

25.41

26.93

Medium and small cities
in Bali-Nusa Tenggara

50.17

48.20

44.83

43.08

40.99

41.04

41.19

39.51

38.76

Medium and small cities
in Kalimantan

40.45

39.16

35.95

32.70

34.68

33.83

37.95

37.57

37.06

Average Condition
in Indonesia

54.50

51.12

44.50

41.86

41.48

40.66

41.05

40.27

40.61

범례: 30~45 Very Bad / 46~60 Bad / 61~70 Medium / 71~85 Good / 86~90 Very Good
자료: 인도네시아 환경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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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空地) 폐기물
처리
야적

자료: 인도네시아 환경부, 2006

[그림 3-23] 인도네시아 매립지 구성요소 평균점수(by adipura)
21) 2007 인도네시아 환경 상황 보고서(SLHI), 인도네시아 환경부(www.menlh.go.id)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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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 자카르타市 벤타개방 (Bantar Gebang) 매립장

매립장명
위치

TPA Bantar Gebang
Desa/Kel. Bantar Gebang, Kec. Bantar Gebang, Bekasi

매립면적

10.8ha

발생원과의 거리

매립방식

Controlled Landfill
3

폐기물 반입량

1,078,500m /년

매립개시 년도

1999년

침출수 처리
매립가스 처리

55km

넝마주이 인원

6,000명

1일 트럭대수

1,300대

매립종료 예상년도

2010년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처리, 모니터링 시스템
매립가스 포집시설

매립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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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2 : 반텐州 탕그랑市 라와꾸싱 (Rawa Kucing) 매립장

매립장명
위치

TPA Rawa Kucing
Desa/Kel. Kedaung Wetan, Kec. Neglasari

매립면적

18.5ha

발생원과의 거리

매립방식

Controlled Landfill
3

폐기물 반입량

420,000m /년

매립개시 년도

1993년

침출수 처리

-

매립가스 처리

-

3km

넝마주이 인원

380명

1일 트럭대수

250대

매립종료 예상년도

2013년

매립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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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3 : 서부자바州 반둥市 사리묵띠 (Sarimukti) 매립장

매립장명
위치

TPA Sarimukti
Desa/Kel. Sarimukti, Kec. Cipatat

매립면적

21ha

매립방식

Controlled Landfill
869,373m /년

매립개시 년도

2006년

매립가스 처리

36km

넝마주이 인원

400명

1일 트럭대수

250대

매립종료 예상년도

2010년

3

폐기물 반입량

침출수 처리

발생원과의 거리

물리적 처리, 모니터링 시스템
-

매립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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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4 : 중부자바州 세마랑市 자티바랑 (Jati Barang) 매립장

매립장명
위치

TPA Jati Barang
Desa/Kel. Kedungpane, Kec. Mijen

매립면적

46ha

매립방식

Sanitary Landfill

폐기물 반입량

1,022,000m /년

매립개시 년도

1993년

침출수 처리
매립가스 처리

3

발생원과의 거리

20km

넝마주이 인원

300명

1일 트럭대수

400대

매립종료 예상년도

2010년

물리적/생물학적 처리, 모니터링 시스템
매립가스 포집시설

매립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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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5 : 동부자바州 말랑市 수핏우랑 (Supit Urang) 매립장

매립장명
위치

TPA Supit Urang
Desa Mulyorejo, Kecamatan Sukun, Kota Malang

매립면적

15ha

발생원과의 거리

매립방식

Controlled Landfill
3

폐기물 반입량

256,396m /년

매립개시 년도

1993년

침출수 처리
매립가스 처리

6km

넝마주이 인원

250명

1일 트럭대수

29대

매립종료 예상년도

물리적 처리
매립가스 포집시설

매립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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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6 : 족자카르타州 반툴郡 피융안 (Piyungan) 매립장

매립장명
위치

TPA Piyungan
Desa Siti Mulyo, Kec. Piyungan, Kab. Bantul

매립면적

12.5ha

발생원과의 거리

15km

매립방식

Controlled Landfill

넝마주이 인원

300명

3

1일 트럭대수

13대

폐기물 반입량

80,542m /년

매립개시 년도

1995년

침출수 처리
매립가스 처리

매립종료 예상년도

물리적/화학적 처리, 모니터링 시스템
-

매립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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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7 : 서부자바州 반둥市 르위가자 (Leuwigajah) 매립장

매립장명
위치
매립면적

TPA Leuwigajah
Kelurahan Leuwigajah, Kecamatan Cimahi Selatan, Kabupaten Bandung
38.2ha

발생원과의 거리

15km

- 1987년부터 운영된 르위가자 매립장은 비위생매립시설로 운영되었음
2005년
매몰사고

- 2005년 2월 20일 폭우로 인해 매립장이 붕괴되어 320만㎥(약 180만톤)의
폐기물이 쓸려내려 가 35ha의 면적을 덮었고, 141명이 사망함
- 주변지역 주민들은 2차 붕괴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나, 아직까지 붕괴된
상태로 방치 중임

매립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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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자바섬 6개 州 폐기물 최종처분장(TPA) 현황
도시명

Jakarta
반텐 Tangerang
Tangerang
Lebak
Serang
Cilegon
서부 Bandung
자바 Bekasi
Depok
Ciamis
Cianjur
Garut
Karawang
Kuningan
Purwakarta
Subang
Banjar
Tasikmalaya
중부 Semarang
자바 Banjarnegara
Banyumas
Batang
Blora
Boyolali
Cilacap
Demak
Grobogan
Kebumen
Kudus
Magelang
Pati
Pemalang
Rembang
Sragen
Temanggung
Wonosobo
Salatiga
Pekalongan
동부 Malang
자바 Bojonegoro
Gresik
Jember
Lamongan
Magetan
Ngawi
Pacitan
Probolinggo
Sampang
Sumenep
Trenggalek
Tulungagung
Madiun
Yogyakarta

매립장 명

Bantar Gebang
Jatiwaringin Mauk
Rawa Kucing
Dengung
Cilowong
Bagendung
Sarimukti
Sumur Batu
Cipayung
Handapherang
Pasir Sembung
Pasir Bajing
Jalupang
Ciniru
Cikolotok
Panembong
Ciminyak
Ciangir
Jati Barang
Winong
Gunung Tugel
Randukuning
Temurejo
TPA Winong
Tritihlor
Kalilonandg
Ngembak
Kaligending
Tanjungrejo
PSURUHAN
Sukoharjo
Pesalakan
Landoh
Tanggan
Badran
Wonorejo
Ngronggo
Bojonglarang
Supit Urang
Banjarsari
Kel. Ngipik
Kertosari
Tambakrigadung
Milangasri
Selopuro
DYespan
Seboroh
Gunung Maddah
Sumenep
Srabah
Segawe
Winongo Madiun
Piyungan

매립
면적
(Ha)
10.8
9.7
18.5
2.8
12
10
21
10
10.1
5.8
6.7
8.8
2.5
3.3
5.6
6.5
10
8
46
0.9
7.4
2.5
6.6
3
1
2.5
4.5
2.2
5.6
2
12.4
7
3.2
2.9
21.3
4.5
5.3
1.3
15
3.5
6
6.8
3.7
2.5
1.1
1.3
1.5
4
N.A.
1
5.5
6.4
12.5

발생원
과의
거리
(km)
55
30
3
13
7
10
36
15
10
4
5
13
43
25
10
5
12
12
20
8
10
5
3
5
12
3
6
15
16
2
6
12
8.5
11
7
6
12
N.A.
6
5
3
5
4.5
6
10
11
8
2.5
7
7
12.5
5
15

넝마
주이
인원
(명)

폐기물
반입량
(m3/년)

6,000
350
380
30
100
40
400
600
200
60
100
100
70
30
100
40
25
250
300
23
200
35
30
5
176
44
37
16
150
18
59
20
53
40
60
20
80
33
250
10
104
140
25
14
30
15
20
20
30
25
52
75
300

1,078,500 1,300 1999
172,800
85 1986
420,000
250 1993
40,720
9 1995
89,170 1,100 1994
53,290
18 1990
869,373
250 2006
1,624,000
200 2003
343,344
69 1999
51,647
23 1993
219,000
33 1975
161,330
59 1994
148,920
34 2001
50,400
16 2000
30,642
17 2006
91,980
24 1988
23,560
12 2000
275,940
68 2003
1,022,000
400 1993
16,953
0.4 2001
102,930
41 1983
46,992
11 1995
43,200
20 1992
23,725
7 1994
73,000
38 2007
84,315
11 1992
45,625 N.A. 1995
83,220
31 1995
164,250
23 1991
88,838
35 1996
83,950
18 1994
105,120
12 1993
90,520
46 1997
N.A.
13 1990
48,030 N.A. 1991
64,800
0.6 1989
126,290
16 1987
32,485
13 2001
256,396
29 1993
41,975
16 1991
239,075
22 2002
760,984 N.A. 1992
37,240
18 1989
30,295
8 1997
25,998
16 1993
93,440
16
N.A.
9,916
6 1993
48,000
10 2002
51,000
18
N.A.
18,000
6 1992
142,598
62 1993
91,250
25 1998
80,542
13 1995

자료: 인도네시아 환경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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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트럭
대수

매립
개시
년도

매립
종료
예상
년도

물
리

침출수처리
화
학

생
물
학

2010
2012
2013
2015
2023
2025
2010
2013
2010
2052
2018
2009
2008
2013
2017
2028
2025
2013
2010
2012
2009
N.A.
2018
2012
2020
2010
2015
2023
2011
2012
2014
2008
2025
2015
2008
2018
2030
2010
2015
2010
2012
2012
2018
2009
2015
2013
2015
2015
N.A.
2009
2030
2015
2013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

모
니
터
링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매립
가스
처리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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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폐기물 관리 현황
 1991년 환경부장관령을 통해 15가지 형태의 공장폐기물 기준을 국제적 수준에 맞춰 규정했
음. 1995년에는 산업 활동 액체폐기물 기준을 21가지(열소다, 금속가공, 무두질, 직물 팜오일
펄프 및 제지, 청량음료, 페인트 등)로, 인도네시아 전통주요산업의 분야로 확대 분류했음. 또
한 이는 단위 생산품 당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 수질파라미터, 기준값 등에 따라 다시 2개의
그룹으로 분류되었음
 1999년 유해성 유독성 폐기물에 관한 법(Government Regulation No. 18(1999) regarding
Management of Hazardous and Toxic Waste)을 통해 납 함유 배터리의 수입 등 유해성 유
독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했음. 같은 해 유해성 유독성 폐기물 관리법
(No. 85)을 통해 프로세스와 기술적 지침이 일부 개정되었음
 2001년 유해성 및 유독성 폐기물에 관한 법령(Government Regulation No. 74(2001)에서는
총 209가지의 유독성 화학물질을 규정하고 유독성 폐기물을 수계 및 토양으로의 직접 배출
금지, 배출업자의 폐기물 처리 요건에 관한 규정, 수집·운반·처리 등을 위한 담당기관의 승
인 필요성을 명시하였음
 폐기물의 저장 수집 처리에 관한 법령(Head of Bapedal Decree No. Kep-68/Bapedal/
05/1994)은 유해성 및 유독성 폐기물의 저장, 수집 처리 설비의 운영 등에 관한 정부 승인
을 얻기 위한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음
 최근 제정된 폐기물 관리법(No. 18(2008) Tentang Pengelolaan Sampah)은 폐기물의 분
류 및 범위에 대해 정의하고 관련 부문에 대한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
정하고 있음
 인도네시아의 환경정책 가운데서도 전반적으로 도시 폐기물에 관한 완전하고 일관성 있는 정
책이 부재한 상황임. 실제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5년 간 5천만 달러를 고형폐기물 관리 계획
예산으로 책정했으나, 충분치 않자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서 매달 약
5달러의 폐기물 수거비를 걷고 있음
 이는 폐기물 관리 설비 및 통제 시설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며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 없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기업이나 시민사회와 같은 사적
부문으로 부담을 떠넘기려 하고 있는 것임. 때문에 처음 인도네시아 정부가 폐기물 수거
및 처분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낸 초기에는 44개의 기업이 관심을 보였으나 실제로는 2개 기
업만이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임

- 128 -

제3장 인도네시아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과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역시 폐기물을 전통적인 수집-운
반-처리 시스템에 의존해 처리하고 있음. 주로 처리 인력 및 일반 트럭을 이용해 폐기물을 최
종처리장으로 운송하고 있으며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실행되었지만 모
두 제한적 성공에 그치고 말았음. 이는 장기적인 목표 설정의 부재, 관련 정보(계획, 모니터링,
평가 등) 부족, 일반 대중의 참여 부족에서 비롯되었음. 또한 고형폐기물 관리 목표 및 정책
개발 및 실행을 책임질 장관이나 담당자가 없다는 점 역시 문제점이라 할 수 있음

<표 3-9> 인도네시아의 폐기물 관리의 문제점과 한계
구분

문제점

한계

- 기존 매립지의 포화 상태 및
기술적 측면

새로운 매립지 물색 노력 부족
- 효과 없는 모니터링 설비

- 관련 기관들 간의 의견수렴

규제의 역할을 모두 수행

노력 부족

관리 서비스를 운영하는 비용
보다 훨씬 낮음

정치적 측면

사회경제적
측면

및 기술 부족
- 강력한 시행령 부족

- 특정 기관에서 실행 및

- 폐기물 비용으로 얻는 수입이
재정적 측면

- 기반시설, 교통, 수거 시스템 미약
- R&D 부족으로 인한 관련 정보

- 도시와 매립지 내의 무단 투기

제도적 측면

- 관련 직원들의 교육 부족

- 생산자 책임이나 오염자 지불에
대한 개념 부재
- 경제적으로 쉽게 계상되지 않는
환경 및 보건 피해

- 충분한 데이터 없이 소수의
실무진에 의한 중요 의사 결정

- 보건문제

- 의사결정에 일반대중의 참여 부재
- 정치 과정의 투명성 부재
- 부패
- 보건 이슈에 대한 인식 부족
- 위험 폐기물에 대한 적절한 통제

환경적 측면

-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투기

부재
- 중요 자원들이 분류되지 않고

- 소각으로 인한 대기 오염

그대로 매립지로 감
자료: Haskarlianus Pasang,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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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기물 관리정책 동향 분석
3.1. 한국의 폐기물 정책 현황
3.1.1. 한국의 폐기물 관련 법령 현황
 한국의 폐기물과 관련된 법은 총 8개로, 그 법령, 시행령 및 환경부령은 아래와 같음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법인「폐기물관리법」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 관리체계
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국가는 폐기물관리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기술적·재정적 지
원을 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 사업에 대한 조
정 등을 수행함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고, 사업장폐기물은 폐
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그 처리에 대한 책임이 있음

<표 3-10> 한국의 폐기물 관리 법령
법령

시행령

환경부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관한 법률 시행령

관한 법률 시행 규칙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한국환경자원공사법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한 법률 시행령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에 관한법률시행령

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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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한국의 폐기물 관리 정책
 한국의 폐기물정책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사회 정착'을 목표로 설정하고, 폐기물의 발생
최소화, 재활용, 안전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 보전 및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에 그 최종적인 목표가 있음

<표 3-11> 한국의 폐기물 관리 정책기조
자원순환형 사회 지향

자원순환사회의 기반구축에서 정착으로 전환

폐기물의 물질량, 가치,

3R을 중심으로 한 물질량 관리에서 확대되어 폐기물의 가치와

영향의 통합관리 지향

영향을 함께 관리하는 다각적 관리, 경영의 개념을 도입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외부동향대응 관리체계 지향

- 환경: 환경개선을 위한 최적화된 자원순환 관리기반 조성
- 경제: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폐기물 환경산업육성
- 사회: 쾌적한 환경의 평등한 향유를 위한 자원순환관리 거버넌스 구축

<표 3-12> 폐기물 관리 목표
구분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2005

2008

2011

2005

2008

2011

추정발생량

-

48,003

47,982

-

350,300

403,996

감량목표량
(목표율,%)

-

1,199
(2.5)

2,399
(5.0)

-

21,339
(6.1)

46,424
(11.5)

감량후발생량
(1인1일당 발생량 ㎏/인·일)

48,398
(0.99)

46,804
(0.94)

45,583
(0.91)

250,625

328,961

357,572

재활용량
(목표율, %)

27,243
(56.3)

26,678
(57.0)

27,350
(60.0)

207,557
(82.8)

271,330
(82.5)

302,437
(84.6)

소각량
(목표율, %)

7,753
(16.0)

8,425
(18.0)

10,484
(23.0)

9,661
(3.9)

14,055
(4.3)

18,682
(5.2)

매립량
(목표율, %)

13,402
(27.7)

11,701
(25.0)

7,749
(17.0)

21,443
(8.5)

33,500
(10.2)

35,912
(10.0)

해양배출 등
(목표율, %)

-

-

-

11,974
(4.8)

10,076
(3.0)

541
(0.2)

자료: 환경부,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 종합(수정)계획,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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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한국의 부문별 폐기물 관리 정책
1. 영향관리: 폐기물 유해성 관리
지정폐기물 관리강화
폐기물의 유해성 평가·관리체계
선진화
의료폐기물 관리강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등의
유해물질 사용제한방안마련

-

지정폐기물 관리체계 개선, 처리기술 다양화
폐석면, PCBs 등 주요 지정폐기물에 대한 안전처리 체계 구축
폐기물의 유해성에 다른 발생원별 목록화 등 관리체계 선진화
폐기물의 유해성 심사·평가체계 구축 및 관리체계 과학화
의료폐기물 분류체계 및 관리기준 개선
RFID를 이용한 의료폐기물 관리 체계 구축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기준 마련
유해물질 사용제한 기준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

매립가스 자원화 시설 설치 및 CDM 사업 추진
MBT, RDF 발전시설 등 자원회수시설 설치 확대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개발 지원
재활용제품 등 친환경상품 소비촉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및 개선
순환골재의 고부가가치 재활용제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품목 확대
재활용의무율의 문제점 및 생산자간 형평성 등 제도개선

-

사업장폐기물의 자발적 감량 유도
제품의 친환경성 제고
건설현장의 분별해체공사 의무화 등 건설폐기물 감량 추진
환경친화적 포장정책 추진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감량 추진
종량제 수수료율의 현실화 등 쓰레기종량제 보완
1회용품 사용규제제도의 합리적 개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강화

2. 가치관리: 폐기물 자원화
폐기물의 에너지화 추진

폐기물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유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RP)의 정착
및 활성화
3. 물질량관리: 폐기물 감량화
생산단계에서의 폐기물 감량화 추진
유통단계에서의 감량화 추진
소비단계에서의 감량화 추진

4. 환경요인관리: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체계 선진화
폐기물의 안전처리 및 관리 선진화
경제적 유인에 의한 폐기물처리의
합리화
폐기물처리의 정보화 및 과학화

-

재활용 극대화 및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자원화 정책 추진
소각시설을 통한 에너지 회수·이용 확대
소형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위해성평가 등 관리강화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의 현실화 추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율 현실화 및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 인상
폐기물 통계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통계 개선
RFID 기반 의료폐기물관리체계 구축 및 활용 확대

5. 경제요인관리: 폐기물관리 국제화 및 폐기물 재활용 산업 육성
폐기물 수출입 관리강화
국제환경협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
폐기물 재활용산업 육성지원

-

바젤협약 등 국제규범에 부합한 폐기물 수출입 통제체계 구축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 도입 등 폐기물 수입유통관리 선진화
매립가스자원화 CDM사업 등 기후변화협약 대응 추진
선진국 수준의 자동차 및 전기·전자제품 환경성 보장제도 도입
런던협약 대비 폐기물의 육상처리 종합대책 이행 철저
동북아시아 국가간 자원순환정책 협력체계 구축
재활용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 확대
제조업의 폐자원 이용의무 확대 추진

6. 사회요인관리: 고객지향형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폐기물관리 거버넌스 구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련 님비현상
대응

-

폐기물정책 민·관 공동협의회 구성·운영
고객순응형 폐기물관리 강화
주민참여 및 의견수렴체제 강화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 후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로 이용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환경교육, 홍보활동 강화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한 주민편의시설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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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폐기물관리 우수사례 분석
 외국의 폐기물 관리 정책과 목표는 사전예방 원칙에 따라 관리 목표량을 설정하고 있으며, 국
제적 협약을 통한 폐기물 관리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폭넓고 실현가능한 전략이 중요함
 이러한 전략의 주된 요소 중 하나가 3R이라고 할 수 있으며, 3R은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
고 재사용 및 재활용을 최대화하는 것으로 폐기물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함
 이러한 측면에서 재활용ᆞ재생ᆞ발생률 저감ᆞ매립ᆞ소각에 대한 목표를 조사한 결과, 국
외의 폐기물 관리 목표는 폐기물 발생률은 감소시키고 재활용률은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설정되었음
 목표설정의 종류에 따라 분석해보면 원단위 목표, 총량대비 기준, 비율변화 기준 등으로 분류
할 수 있음
 일본 소각목표의 경우 일반폐기물10,137('05) →9,315('10), 산업폐기물 3,836('05) →
3,836('10)로 톤/일 단위로 감소목표를 설정하였으나, 한국은 10,972('05)→13,206('08)→
13,924('11)로 소각목표를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수립하였음
ㆍ한국의 단위 목표변화율이 큰 이유는 일본에 비해 소각의 전체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이라
고 판단됨. 총량대비 기준은 일본의 폐기물 감소 목표량 도시폐기물 5% 저감, 산업폐기물
12% 미만 증가로 볼 수 있음. 일본의 목표는 1997년을 기준으로 2010년까지 목표 수준에
도달하는 것임

 비율단위 기준을 통한 목표는 영국의 생활폐기물 재활용 목표로 25%('05)→30%('10)→
33%('15)을 한국의 목표인 46%('05)→50%('08)→53%('11)와 비교하면 비슷한 비율증가
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원단위, 총량대비, 비율단위 목표설정은 각각 한계점을 지니고 있
음. 원단위 기준은 매립 및 소각 폐기물 목표설정에 용이하나 재활용폐기물 활용을 나타내
기는 어려우며 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른 목표율을 통일적으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총량대비 목표 설정은 기준년도에 따라 각 폐기물 처리방법 목표달성을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는 편리하나 폐기물 관리개선을 위해서는 실제 처리량도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의 질을 위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름
 비율단위 목표 설정은 재활용, 매립, 소각의 각 폐기물 처리방법의 비율을 파악할 수 있음. 폐
기물 관리방법이 선진화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관리 개선의 역할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어느
정도 관리방법이 개선된 국가에서는 비율 목표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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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주요 선진국의 폐기물 관리목표 비교
구분

폐기물 종류

EU

생활
폐기물

재활용

재생
(Recovery)

폐기물
저감

일본

25%('05)→30%
('10)→33%('15)
35%('98-'13)

11%('97)
→ 24%('10)

건설
폐기물

85%('98-'13)

41%('97)
→ 47%('10)

폐차

80%('06)

포장
폐기물

60%('08)

도시
폐기물
폐차

85%('05)→88%
('08)→ 90%('11)

19%('03) →
50-80%('08)
40%('05)→45%('1
0)→67%('15)

85%('06)

도시
폐기물

5%저감
('97-'10)

산업
폐기물

12%미만 증가
('97-'10)
21,095('05)
→ 17,808('10)
15.6%저감(톤/일)

50%('98-'13)
저감

산업
폐기물
생분해 가능한
도시
폐기물

한국
46%('05)→50%
('08)→ 53%('11)

도시
폐기물

일반
폐기물

매립

영국

85%저감
('98-'05)
35% 수준으로
저감('98-'13)

14,789('05)
→10,376('08)
→ 7,893('11)
46.6%저감(톤/일)

10,137('05)
→ 9,863('10)
2.7%저감(톤/일)

75%('10)→50%
('13)→35%('20)
수준으로 저감

일반
폐기물

10,137('05) →
9,315('10)
8.1%감소(톤/일)

산업
폐기물

3,836('05) →
3,836('10)
0.1%감소(톤/일)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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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정책에 있어서도 환경, 경제, 사회와 같은 요소가 주요한 인자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자들은 시대별로 다양한 측면에서 다른 비율의 중요도를 가지고 폐기물관리정책의
발전에 작용하여 왔음. 시대별로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1000년부터 1800년
 거리 쓰레기의 난립으로 인한 불편함과 쓰레기와 분뇨의 악취로 인한 불쾌감은 쓰레기 관
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영국에서는 청소부를 고용하여 거리를 청소하게 하였고, 회수
된 폐기물 중 사용가능한 것은 판매되었고, 유기물쓰레기는 퇴비로 이용되었으며, 나머지
는 쓰레기로 쌓여 방치되었음. 또한 이 시대에는 산업의 미발달로 인한 자원과 제품의 부
족으로 대부분 폐기물이 수선되어 자원으로 다시 재이용되었음
 1800년부터 1850년
 석탄을 이용하는 난방시설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에는 다량의 석탄재가 포함되어 있었음.
산업혁명과 도시화는 건축자재 수요의 급증을 가져왔고,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활폐
기물로부터 얻은 석탄재는 벽돌과 같은 건축재를 만드는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었음. 영
국 런던지구는 민간업자들에게 지역 쓰레기를 수집할 권리를 부여하여 쓰레기가 퇴비로
이용되거나 건축재의 원료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하였음
 1850년부터 1900년
 공중위생이 주요한 요인으로 등장하며, 1839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공중위생위원회
(Sanitation Commission)가 생겨나 폐기물과 공중위생간의 연계성이 고려되었음. 이에 따
라 1848년에 공공 보건법(Public Health Act)이 제정되었고, 1875년에 개정된 공공보건법
에 의해 가정에서 쓰레기통을 마련하여 쓰레기를 버리고 보관하도록 하였고, 이렇게 쌓인
쓰레기는 각 지자체별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수하도록 하는 쓰레기의 수집과 회수가 시작
되었음
 1900년부터 1970년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의 발달과 세계전쟁의 도래로 인한 자원의 결핍 등이 주요 인자로
작용하였으며, 빈번한 쓰레기 투기와 에너지 발전을 위한 무분별한 소각은 여전히 폐기물
관리정책의 문제점을 시사함
 1970년 이후
 1970년대부터 폐기물이 압축기, 침전기 등의 처리시설을 통해서 관리ᆞ통제되기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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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1980년대 중반까지 이러한 통제(Control)시책이 계속됨. 폐기물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을 높여서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와 매립가스를 통제ᆞ관리하고 소각으로 인한 공기
중의 오염원배출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기술 집중화(Technical Fix)시대가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지속됨. 1990년 이후, 폐기물 관리를 포함한 환경문제를 경제, 사회, 기술,
정치 등의 다른 요인과 연계하여 사고하는 통합폐기물관리정책이 도입되고, 이는 통합정
책(Integrated Policy)시대로 표현됨. 2000년 이후, 폐기물관리 우선순위정책의 원리를 토
대로 폐기물의 발생량 억제에 초점을 두고 폐기물을 구분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매립을
줄이고자 하는 특정한 목표점들이 세워져 지향되는 예방적 목표결정(Targets Prevention)
의 시대가 도래되었음. 통제(Control)에서 예방적 목표결정(Targets Prevention)의 시대로
갈수록 지속가능성의 지수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
정책이 발전해 나갈수록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음

3.2.1. EU의 폐기물관리 정책 분석
 EU는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의 개발에 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3R을 촉진하는 활동을 추
진하고 있음. 이는 현존하는 폐기물 감소와 재사용 및 재활용에 기여하고 있으며 자원ᆞ제품
ᆞ폐기물 정책을 통합하는 EU 정책 개발을 제시하고 있음. 폐기물 정책은 EU와 25개 회원국
이 공유하고 있으며, 유럽 폐기물 정책과 법률이 세운 체제 안에서 25개 EU 회원국은 개별
국가 정책을 개발함. EU 법률은 유럽 수준에서 정책수단을 채택하여 유럽 지역 내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됨. 그러나 폐기물 관리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EU 정책은 폐기물 처리가 건
전한 상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폐기물 관리의 기본 우선순위는 첫째 폐기물의 사전예방이며, 두 번째로 폐기물의 재생(재활
용과 에너지회수)
 EU에서 에너지회수는 재활용(recycling이 아닌 재생(recovery)으로 간주됨), 그리고 세 번
째로 건전한 최종 처리임. 회원국은 이 우선순위를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며, 폐기물 처리는
반드시 인간 보건 또는 환경에 역효과를 가져와서는 안 되며, 매립과 소각은 법으로 규제
됨. 또한 폐기물의 국가이동은 그것이 위험성을 가진다면 반드시 관리됨. 낮은 위험성 물질
은 EU 전체에 자유롭게 이동되지만 높은 위험성 폐기물은 엄격한 관리 절차에 따라야 하
며, EU는 저개발국에 대한 환경적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유해폐기물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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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자원사용 및 폐기물의 영역에서 정책 개발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은 2002년 7월
제6차 공동체 환경 활동 프로그램(6EAP, 6th Environment Action Programme)을 채택(유
럽의회 및 이사회 결정 1600/2002/EC)한 이후임. 우선 제품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는
통합 제품 정책(IPP, Integrated Product Policy)이 있으며, IPP란 경제적 및 사회적 충격을
고려하면서 전생애를 통한 제품의 환경 충격을 감소하는 것임. IPP는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
자간의 협력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법을 권장하고 있으며, IPP의 접근 방식으
로는 정책특성과 제품특성 접근으로 구분됨. 정책특정 접근은 다른 정책 수단들을 사용하여
제품의 환경 개선을 위한 상태를 설정하며, 제품특정 접근은 제품의 최고의 환경 개선 잠재력
을 확인하고 IPP 접근에 실행 가능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수행함. 이러한 정책으로 '녹색 공공
구매에 대한 지침', '유럽환경경영과 에코라벨링 체제' 등이 추진 중에 있음
 6EAP는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에 대한 자원 전략(주제별 전략)의 채택을 요구하고 있
으며, 이 전략의 목적은 경제 성장에 따른 환경적 부하를 감소하는 것으로 천연자원의 사용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 충격 간의 연결을 없애도록 하고 있음. 실용적인 표현으로 자원 사용 단
위당 환경 부하를 감소하고 자원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함. 환경 문제는 유럽 단독으
로 다루어질 수 없음. 세계화 시대에, 유럽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세계 경제에서 정책
의 개발은 자원이 지구 경제를 통하여 어떻게 이동하고 무엇이 이를 이끌고 있으며 자원이 사
용되는 곳마다 충격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하며, 제품 수명의 각 단계가 전
지구적으로 조사될 필요가 있음
 정책부문을 분석해 보면 자원정책에 대한 사고가 폐기물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전생애적 사고는 발생억제, 재활용 및 비용-효율적 정책개발의 환경적 이익을 증
대시킴. 재활용 정책은 특정 폐기물을 규제하는 것보다 일반적인 재활용 촉진을 위한 동기가
부여되는 새로운 국면으로 이동할 것이며 재활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이 제안되고, 발
생억제는 청정기술개발 촉진 및 제품설계로 개선될 것임
 인도네시아가 EU의 폐기물 관리정책을 통하여 나아갈 방향은 정책개발의 통합화라고 볼 수
있으며, 정책은 자원의 전생애에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원ᆞ제품ᆞ폐기물 정책' 간의
분명한 연계가 필요하며 환경 이익의 순증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임. 정
책간의 연계가 긴밀하지 못한 인도네시아의 상황에서 폐기물 관리를 위한 통합적 정책 마련
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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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온난화 문제와 국가적인 에너지 안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2000년 에너지 안보를
위한 유럽전략의 그린페이퍼를 발표하였음. 201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05년
6.5%에서 12%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2000년 재생에너지 로드맵을 제정하였으며, 음
식물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등 유기성폐기물, 목재 등을 '바이오매스(Biomass)'로 정
의, 이의 에너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1999년 5월에 발표된 EU의 신재생 에너지
백서는 '도약의 캠페인계획(Campaign for Take-Off)'이라 명명된 21세기 대체에너지 실행
계획이 수록되어 있음. 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온실가스 저감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
원 프로그램(LIFE, Financial Instrument for the Environment)' 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프
로그램 중 에너지사업 점유율을 확대('92년 2%→ '06년 24%)하였음. LIFE는 EU의 환경정책
개발 등 재정지원프로그램으로 '92~'06년까지 약 13.5억 유로를 2,710개 프로젝트에 지원하
였음
 유럽연합의 '매립지침(Landfill Directive, 1999)'을 통해 에너지화 가능한 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였으며, 동 매립지침에서는 매립 후 반응성이 있는 생분해성 폐기물의 연차별 감축목
표를 제시하였음

1995년

2006년

2009년

2016년

감축
목표

생분해성
유기폐기물
매립량
(‘95 기준)

생분해성
유기폐기물
75%까지
매립가능
(‘95 기준)

생분해성
유기폐기물
50%까지
매립가능
(‘95 기준)

생분해성
유기폐기물
35%까지
매립가능
(‘95 기준)

감축
예시

생분해성
유기폐기물
2억톤/일
(가정값)

1.5억톤/일까지 매립
(감축량 0.5톤/일)

1억톤/일까지 매립
(감축량 1톤/일)

0.7억톤/일까지 매립
(감축량 1.3톤/일)

매립금지

생분해성(유기탄소 5% 이상), 가연성폐기물(발열량 1,433kcal/kg 이상)

예외사항

기준년도 매립비율이 80% 이상인 국가는 4년간 유예

[그림 3-24] EU의 매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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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은 중점 활동의 범위와 미래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시한 지속가능한 소비ᆞ생산을 위한
영국 체제(UK framework for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를 개발하였음. '변
화 패턴'으로 명명된 이 체제는 지속가능한 소비ᆞ생산을 다루는 활동에 대한 경제적 및 환경
적 부문을 포함하고 있음. 지속가능 개발 전략(UK SDS: UK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에서 4개의 주요 우선순위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소비ᆞ생산을 포함함. 이러한 전략
은 제품, 생산, 에코디자인, 소비, 혁신, 기업 파트너십 및 폐기물과 같은 3R 관점의 활동을 통
하여 지속가능한 소비ᆞ생산을 촉진시킴. 영국 정부는 EU 파트너와 '생산자책임 권장', '자원
사용 절감 및 폐기물의 재활용ᆞ재사용 촉진을 규정하는 지침의 체제' 등에 관한 공동 작업을
하였음. 포장ᆞ폐자동차ᆞ전기전자기기 등에 대한 지침은 생산자책임 권장과 자원사용 절감
위한 기회를 제공하며, 매립 지침은 폐기물의 재활용과 재사용을 통한 자원화를 촉진하고 있음
 영국은 지속가능한 제품, 생산, 소비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지속가능한 제품
을 위한 발생지 문제를 위한 해결로 '발의된 에너지 사용제품의 에코-디자인에 관한 유럽지
침', '지속가능 디자인 포럼', '산업ᆞ소비자ᆞ전문가 및 정책입안자 간의 파트너십' 등이 있음.
또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과 그 처리에 관한 바젤협약뿐만 아니라 OECD국가에서 비
OECD국가로의 유해폐기물 수출을 금지하는 바젤협약 수정을 전적으로 인준했음. 국경을 통
한 유해 및 기타 폐기물의 이동을 통제하는 협약은 유해 폐기물의 생산을 가능한 최소화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촉진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하였음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정책으로 '기후변화과세', '배출량거래체계' 등을 실시하여 오염 및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효율과 가치를 유도하고 있음.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폐기물 최소화
및 재활용 기금과 같은 최소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폐기물 자원 및 활동 프
로그램을 후원하고 있음. '매립 허용 거래 체제'는 지방정부가 매립 감소를 위한 국가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폐기물 관리에 융통성을 갖도록 허용하고 있음
 소비정책으로는 재활용을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적 또는 지역적 수준의 많은 공공 인식
캠페인을 (WIP와 WRAP를 통하여)지원하고 있음.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WIP, Waste
Management Programme)'을 실시하여 폐기물에 대한 문제의 인식을 증가시키고 있음. 또한
'폐기물 자원 및 활동 프로그램(WRAP, Waste Resource and Action Programme)'의 추진은
폐기물 재사용 및 재활용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면서 재활용 물질과 제품을 위한 효율적인 시
장을 창출하여 자원 효율성을 가속화시키고 있음. 그 외에도 '환경지도'를 제공하여 다양한 상
품 및 서비스에 관한 환경정보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소비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지속가능한 제품, 생산, 소비 정책뿐만 아니라 사업을 보다 지속가능화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
함. '운영 및 재정 검토(OFR)'는 기업에게 재정 정보와 함께 이용 가능한 체제를 제공하여 지
속가능한 개발문제를 고려할 수 있게 함. '탄소신탁과 envirowise'의 운영을 지원하여 기업에
게 탄소방출 감소와 폐기물 최소화를 이끌어 낼뿐 아니라 상업적 이익을 증대시키고 있음

- 139 -

인도네시아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영국의 폐기물관리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통해 폐기물 관리의 방향성을 제시
하고 있음.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지원함에 있어 지역의 융통성
을 허용한다는 점임. 인도네시아도 지자체의 특성에 따른 폐기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 한편, 지방정부는 재활용에 대한 공공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요구됨
 전력생산의 민영화와 Non-Fossil Fuel Obligation(NFFO) 도입으로 매립가스 이용이 활성
화 되고, 지역전력회사는 비화석 에너지로부터 전력을 공급할 의무를 부여받았음. NFFO-1
(1990)부터 NFFO-3(1994)까지 단계적으로 수행하였으며, 1995년까지 5개 매립가스 이용
시설이 가동 중에 있으며, 20개소가 계획 또는 건설 중임. 62개 시설에서 100MW의 전력이
생산되고, 전력생산 규모는 1~1.5MW 수준이며, 매립가스를 직접 이용하는 경우에는 0.3~
3.5MWh의 규모임. 영국의 ETSU는 영국 내 총 매립가스 에너지를 5.3TWh/년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40%의 회수율을 가정하면, 500~600MW가 생산가능 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표 3-15> 영국의 매립가스발전 프로젝트
단계

프로젝트 수

용량(MW)

NFFO-1

20

32

NFFO-2

28

48

NFFO-3

42

82

합계

90

162

■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
 유럽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으
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고정가격 우선 매입제도,
입찰제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의무 비율 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등이
있음. 보조지원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초기설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 탄소세 등의 환경세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환경세의 면제 또는 환급이 있으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벌칙(의무 불이행에 따른 전력량에 연계)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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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유럽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책
항목

완전
자유화
연도

전력시장
개방률
(2002년)

전력법
제정시기

매입의무

주 지원책

보조지원책

오스트리아

2001

100%

1994
(신법 1998)

○

RPS제도
(1998~2002년)

초기투자보조
ㆍ고정우대가격

벨기에

2007

35%

1995
(Wallonia)

○

RPS제도
(2002년부터)

초기투자보조

덴마크

2003

90%

1993

○

RPS제도
(2003년 계획)

초기투자보조
ㆍ최저보장가격

핀란드

1997

100%

(에너지세법:
1997)

○

세금환급

초기투자보조

프랑스

미정

30%

1996

○
(제한있음)

입찰제도

-

독일

1999

100%

1991
(신법 2000)

○

고정가격우선
매입제도

초기투자보조
(지자체)

그리스

미정

30%

1994
(신법 1998)

○

고정가격우선
매입제도

초기투자보조

아일랜드

2005

30%

1994

○

입찰제도

세금감면

이탈리아

미정

45%

1992

○

RPS제도
(2002년부터)

최저보장가격

룩셈부르크

-

-

1994

○

고정가격우선
매입제도

초기투자보조

네덜란드

2003

33%

RPS제도
(2001년부터)

초기투자보조
ㆍ최저보장가격

포르투갈

미정

30%

1995

○

고정가격우선
매입제도

-

스페인

2003

45%

1997

○

고정가격우선
매입제도

-

스웨덴

1998

100%

1996

○

RPS제도
(2003년부터)

초기투자보조
ㆍ최저보장가격

영국

1998

100%

1989
(신법 2000)

○

RPS제도
(2002년부터)

세금환급

국가명

1995
×
(신법 1998) (자율결정)

자료: 서세욱, 허무열 (2004) '신재생에너지보급배경과 보급지원책: 유럽과 일본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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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 경우, 고농도 유기성 폐자원들을 재자원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대상 처리시설의
80% 이상이 혐기성 소화조(축분 처리)로 이루어져 있고, 발생된 바이오가스를 적극적으로 에
너지화 하고 있음. 독일은 농가용으로 소형 혐기성 소화조가 대량 보급되어 있으며, 독일 내
2,700개 이상, 오스트리아 120개, 스위스 69개의 농가용 소형 혐기성 소화조 설치되어 있음.
중국식이 소규모(2~5가구)로 재래식인 것에 비해 독일은 비교적 규모가 크고 기술집약적임.
단독 또는 마을단위로 설치되어 주택, 축사의 가온 및 생활용 전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독일
을 비롯하여 덴마크 등의 지역에서 20여개 이상의 대규모 혐기성 소화 설비가 가동 중임.
200톤/일 이상 대형시설의 경우 3~10년 내에 시설투자비의 회수 가능하며, 소규모 농가형과
비교할 때 대규모 시설형이 경제성이 높으며, 가축분뇨, 음식물, 하수슬러지 등 유기성폐기물
의 통합소화방식이 우세임

<표 3-17> 독일의 바이오가스 생산 및 효과
바이오가스 설비 수

약 2,700기

전기발전용량 (누적)

650 MW

전년대비 성장률

70%

신설

250 MW

설비에 의한 매출

6억 5천만 Euro

전년대비 성장률

80%

고용

5,000명 이상

이산화탄소 저감효과

2800 천톤 CO 2-Eq

자료: 이혜경 (2006) "유럽에서의 바이오에너지 발전 동향", Biomass의 자원화기술 및 관리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심포지엄 및 유기성자원학회 춘계학술대회

 "도약의 캠페인 계획(Campaign for Take-Off)"(1999. 5)에서는 2010년까지 대체에너지의
공급을 총 소비에너지의 12%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장기적 에너지 캠페인
(Sustainable Energy Europe)"(2005~2008)에서는 재생에너지의 인식 고양, 모범사례의 적
용 및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소규모 발전을 장려하고, 면세 혜택, 보조금 지급을 통해 바이
오매스 에너지의 경제성 향상을 정책으로 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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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경우, 2010년까지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사용비율을 12.5%로 증가할 계획이며, 지난
2000년 사용량의 두 배까지 끌어 올리고 2050년부터는 에너지수요의 절반을 재생 가능한 에
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초기투자의 15~35%를 정부의 에너지부에서 보조
하고 있음. 매립지침(Landfill Directive 1999)에 의하면 EU에서 생분해성 폐기물 매립장에
매립가스 에너지화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스 이용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
는 매립장에도 포집설비 및 간이소각시설을 설치하여 매립가스 처리량을 계량하고 있음. 총
354개소의 위생매립지가 운영 중이며 구 서독지역에 있는 매립지는 거의 완벽한 시설을 갖추
고 매립가스 포집, 이용, 침출수를 처리하고 하고 있는 반면 구 동독 지역에 있었던 매립지는
이러한 설비를 다 갖추고 있지 않거나 그 설비 자체가 질적이나 기능면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도 있음

<표 3-18> 독일의 매립가스 포집 및 이용설비 현황(2000)
주

매립장

매립가스포집

총수

설치

Baden-Wuettemb.

45

45

Bayern

46

45

Bremen

1

Hessen

19

Hamburg

0

Niedersachsen

설계

매립가스활용

없음

설치

설계

침출수처리

없음

설치

42

45

45

46

1

1

1

19

19

19

41

32

14

40

Nordrhein Westf.

38

36

Rheinland-Pf.

23

22

Sarrland

3

3

Schleswig-Holst.

22

16

5

Brandenburg

39

9

16

동

Sachsen

19

독

Sachsen-Anhalt

지

구
서
독
지
역

구

역

1

2

33
1

1

4

22

38
13

1

2

1

8

7

7

10

14

4

4

31

2

9

1

9

1

8

30

16

14

Thueringe

27

18

Mecklenburg-Vor.

10

합 계

363

271

3

31

208

19

14

43

자료: (주)리텍솔루션, 2004, 매립가스자원화기술 개요 및 해외선진국의 자원화정책과 현황

- 143 -

2

5
10

24

설계

249

2

인도네시아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덴마크의 경우 1981년 이후 정부에서 가스회수 최적화 등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음

<표 3-19> 덴마크 매립가스 플랜트 현황
구분

가동시기

폐기물량
(1,000톤)

가스량
(㎥/시간)

발전량
(kW)

이용시스템

Viborg

1985.10 /
2001.10

1,000

200

1,000

CHP & Boiler

Grindsted

1985.11

290

120

540

지역난방

Hedeland

1986.11

1,000

0

0

지역난방

Esbjerg

1988. 5

1,400

360

1,660

CHP

Ostdeponi

1989. 7

800

360

2,000

CHP

StandholtLyndelse

1992. 6

800

340

1,660

발전

Hojer

1992.12

260

100

580

발전

Edslev

1994. 4

2,000

270

1,130

CHP

Randers

1994. 9

700

350

1,700

CHP

Aunsogard

1996. 5

1,100

200

1,700

CHP

Stige O

1996.12

4,000

1,600

6,740

CHP

Vojens

1995

400

250

1,100

지역난방

ESO

1995

500

250

1,100

발전

Silkeborg

1997

1,000

300

1,380

발전

Skive

1998

650

150

750

발전

Grena

1998

1,100

350

1,750

CHP

Oudrup

1998

400

100

450

CHP

Forlev

1998

1,000

250

1,100

발전

Sdr.Hostrup

2001

835

80

400

발전

Ubberup

2001

385

75

360

발전

Novoren

2001

420

70

315

발전

20,000

5,775

27,415

계

자료: (주)리텍솔루션, 2004, 매립가스자원화기술 개요 및 해외선진국의 자원화정책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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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고형연료 관련 제도
 폐기물 고형연료의 최저 품질을 정하여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이루어
지고 있음

<표 3-20> 핀란드의 고형연료제품 품질 기준
구분

단위

염소 함량

품질 등급
Ⅰ

Ⅱ

Ⅲ

%(질량 기준)

<0.15

<0.50

<1.50

황 함량

%(질량 기준)

<0.20

<0.30

<0.50

질소 함량

%(질량 기준)

<1.00

<1.50

<2.50

%(질량 기준)

<0.20

<0.40

<0.50

Al 함량

%(질량 기준)

2)

3)

4)

Hg 함량

㎎/㎏

<0.1

<0.2

<0.5

Cd 함량

㎎/㎏

<1.0

<4.0

<5.0

K + Na 함량

1)

주 1) 건 기준으로 수용성 및 이온 교환성(K+Na) 비율 전체 함량
2) metallic Al은 허용되지 않으나 소수점오차 0.01까지 허용
3) metallic Al은 선별 및 연료제조 과정에서 제거됨
4) metallic Al 함량이 별도로 허가됨
자료: WRc, 2003, Refuse Derived Fuel, Current Practice and Perspectives

 핀란드의 경우 REF(Recovered Fuel or Recycled Fuel)라는 용어를 사용함. REF 생산자는
품질에 대한 책임이 있고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만 REF를 공급할 수 있으며,
REF 사용자는 환경배출허용기준에 합격해야만 REF를 사용할 수 있음. 이탈리아의 경우
RDF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1998년 2월에 CDR(combustibili derivato dai rifiuti)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CDR은 생활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총량의 50%까지)로 생산됨
 독일의 RDF 품질 기준은 생활폐기물로 생산된 RDF의 경우 발열량이 3,824㎉/㎏ 이상, 특정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RDF의 경우 4,780㎉/㎏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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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독일의 고형연료제품 품질 기준
항목

중금속 농도(㎎/㎏)
중간값

80% 값

1)

항목

2)

중금속 농도(㎎/㎏)
중간값 1)

80% 값 2)
60

Cd

4

9

Sb

25

Hg

0.6

1.2

Pb

70 /190

Tl

1

2

Cr

40 3)/1254)

1203)/250 4)

As

5

13

Cu

120 3)/350 4)

-5)/-5)

Co

6

12

Mn

50 3)/2504)

1003)/500 4)

Ni

25 3)/804)

503)/160 4)

V

10

25

Se

3

5

Sn

30

70

Te

3

5

Be

0.5

2

3)

2003)/-5)

4)

주 1) 10개 또는 20개 샘플을 분석하여 가운데 오는 값이 '중간값' 이하일 것
2) 10개 샘플 중 8개가 '80퍼센트 값' 이하일 것
3) 특정한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RDF의 경우
4) 생활폐기물로부터 생산된 RDF의 경우
5) 확실한 근거 제시때까지 미적용
자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006.1, 가연성 폐기물 고형연료(RDF)의 경제성 분석 및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유럽의 경우 RDF에 관한 용어가 국가마다 달라서 이를 통일하기 위해 SRF(Solid Recovered
Fuels)로 정의하고 규격화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음. 1996년 THERMIE 프로그램에서 7개
국 13개사로 구성된 산업체 연합이 연료와 에너지의 회수를 제안하였고, 그 결과 1999년 7개
국 15개사로 구성된 산업체연합이 RDF 규격화 제안 및 경제성분석을 실시하였음. CEN/TC
343에서 RDF 대신 SRF를 공식용어로 하여 RDF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임. SRF는 폐기물소
각로 또는 혼소 플랜트에서 에너지회수를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는 비유해성 폐기물에서 만
들어진 연료로 정의되며, 고체바이오 연료는 포함하지 않고 SRF의 생산과 무역을 사업내용으로 함

<표 3-22> CEN/TC 343의 SRF의 등급(안)
구분

단위

발열량
염소
수은

등급 기준
1

2

3

4

5

MJ/㎏(wet product)

≥25

≥20

≥15

≥10

≥3

%(wet median)

≤0.2

≤0.6

≤1.0

≤1.5

≤3.0

㎎/MJ(median)

<0.02

<0.03

<0.08

<0.15

<0.5

㎎/MJ(80%)

<0.04

<0.06

<0.16

<0.30

<1.0

자료: CEN TC343 WG2 N092 Final Draft, 2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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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소각지침으로는 생활폐기물 소각과 관련하여 신규 소각시설(89/369/EEC, CEC1989a)
과 기존 소각시설(89/429/EEC, CEC1989b)에 대한 소각지침과 유해폐기물 소각 관련 지침
(94/67/EC, CEC1994)이 있었으며, 현재 새로운 소각지침(2007/76/EC, CEC 2000a)으로
통합되었음
<표 3-23> 폐기물 연소 및 혼소시 배출허용값(2007/76/EC)
구분

연소로

시멘트킬른

연소시설

기타 공정

1)

10

30

-

4)

1)

10

10

-

4)

1)

HCl (㎎/㎥)

10

10

-

4)

HF1)(㎎/㎥)

1 1)

1

-4)

SO₂1)(㎎/㎥)

50

50

-4)

NOx(기존시설)1)(㎎/㎥)

400

800

-4)

NOx(신규시설)1)(㎎/㎥)

200

500

-4)

2)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5

0.5

0.5

0.1

0.1

0.1

먼지 (㎎/㎥)
TOC (㎎/㎥)

Cd+Tl (㎎/㎥)
2)

Hg (㎎/㎥)
2)

Sb+As+Pb+Cr+Co+Cu+Mn+V (㎎/㎥)
3)

다이옥신과 푸란 (ng/㎥)

0.1

주 1) 일 평균값
2) 최저 30분에서 최대 8시간 동안의 샘플 평균값
3) 최저 6시간에서 최대 8시간 동안의 샘플 평균값
4) <표 3-24> 참조
자료: WRc, 2003, Refuse Derived Fuel, Current Practice and Perspectives

<표 3-24> 연소시설에서 폐기물 혼소시 배출허용값(2007/76/EC)
구분
(㎿th)

<50

먼지(㎎/㎥)

50

고체 연료

바이오매스

액체 연료

50~ 100~
>300 <50
100 300

50~ 100~
>300 <50
100 300

50~ 100~
>300
100 300

50

30

30

400

300

50

50

30

30

200

350

300

200~
200
850

200

200

50

50

30

30

300

400

300

200

200

850

HCl(㎎/㎥)
HF(㎎/㎥)
NOx(기존시설)(㎎/㎥)
NOx(신규시설)(㎎/㎥)
Cd+Tl(㎎/㎥)
Hg(㎎/㎥)
Sb+As+Pb+Cr+Co+Cu
+Mn+V(㎎/㎥)
다이옥신과 푸란(ng/㎥)
SO₂(㎎/㎥)

850

자료: WRc, 2003, Refuse Derived Fuel, Current Practice and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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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관리정책 영향요인
< 환경적 요인 >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유럽 폐기물관리정책의 발전에 가장 기본
적이고 궁극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환경적 요인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음
 폐기물 분류(Waste Hierarchy)
 1977년 EU 2

nd

Environment Action Programme을 통해 소개된 개념으로 우선순위를 두

어 폐기물을 관리하는 방법을 말함.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 물질 및 에너지 회수를 통한 폐
기물의 재사용과 재활용, 매립 및 소각을 통한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순으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폐기물관리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임. 이 원리를 토대로 EU Landfill Directive는
멤버 국가들이 2020년까지 유기물분해 가능한 생활폐기물의 매립을 1995년의 35%수준
으로 감소시키도록 제시함. 2005년 독일에서는 생물학적으로 안정화되지 않는 폐기물의
매립을 금지하였음
 기술적 표준화(Technical Standards)
 불필요한 매립과 소각의 단계적 감량을 위해서 최고로 효율적인 최고의 기술(Best
Available Technology, BAT)을 도입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규제하도록 하는 것임

< 사회적 요인 >
 EU Directive같은 국제적인 환경규제와 환경에 대한 공공의식의 변화는 의무부여를 하거나
자발적 참여를 의도하여 폐기물관리정책의 발전에 영향을 미침
 폐기물관련 법 제정(EU legislation)
 EU Waste Framework Directive 등 EU 폐기물관련 법규는 유럽연합 국가들의 폐기물관
리정책발전에 주된 요인으로 작용함. 예를 들어, 생활폐기물에 포함된 유기성폐기물의 매립
감소를 목표로 하는 EU Landfill Directive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영국은 Landfill Allowances
Trading Scheme (LATS)과 Best Value 등의 국가폐기물관리 정책을 도입하였음. 유기성
폐기물의 매립감소목표를 충족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각 지자체에 배출할당량과 배출거
래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어진 목표에 도달하도록 지자체간에 경쟁심을 유발하여 폐기
물관리법의 효과적인 발전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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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 인식(Public awareness)
 No incineration, Zero waste와 같은 NGO 폐기물관리 캠페인은 공공의 의식을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폐기물관리정책의 발전을 도모함. 반면 NIMBY현상과 같은 지역이기주
의는 폐기물관리정책의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함

< 경제적 요인 >
 세금부과나 인센티브 부여 등의 경제적 수단의 이용은 폐기물관리정책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재생에너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윤과 같은 폐기물의 자원가치 또한
폐기물관리정책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생산자가 그들의 생산품에 대해 생산뿐만 아니라 회수와 재활용, 적절한 폐기물 처리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로 오늘날 폐기물관리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경제적, 정책적 요인으로 작용함
 원천 감량화 정책(Pay as you throw)
 폐기물 발생량의 원천적인 감량을 최우선시하는 폐기물관리 우선순위 원칙을 토대로한 방
법으로,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재활용을 위해
폐기물을 분리할 경우에는 요금을 부여하지 않거나 감면해 주도록 하는 제도임
 자원 관리(Resource management)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를 일컫는 것으로, 폐기물로부터 물질 및 에너지를 회수하여 환경
친화적인 자원으로 활용되는 것을 말함.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경제성장과의 폐기물 배출간의 탈동조화 (Decoupling waste growth
economic growth), 통합제품정책(Integrated product policy)등의 EU 환경전략은 이와 관
계가 있음. 예를 들어,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는 매립가스를 통해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제
한하도록 장려하고 따라서 매립가스가 재생에너지로 이용되어 전력을 발전하거나 자동차
등의 동력으로 작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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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미국의 폐기물관리 정책 분석
 미국 정부는 3R을 환경과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관리를 위한 폭
넓은 전략의 주된 요소로 바라보고 있음. 3R은 신중한 제품 설계ᆞ구매ᆞ사용, 환경적으로
건전한 재활용 및 재제조의 권장 그리고 최종 처리로써 전생애 개념을 반영함. 이러한 개념을
반영하여 주(州) 및 지방 정부, 산업계 및 비정부 기구는 다양한 추가적인 3R 활동을 시도하
고 있음
 미국환경보호청(USEPA) 프로그램과 관련기관은 결합하여 RCC(Resource Conservation
Challenge)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RCC란 오염을 방지하고 물질의 재활용 및 재사용을 촉
진하고, 독성화확물질의 사용을 감소하고 에너지 및 물질을 보존하는 개념임. 이는 야심찬 도
전과 자발적 협약으로 조직되어 미국의 국가 자원을 보존하고 효율적인 자원 사용을 위한 혁
신적인 방법을 추구하고 있음. RCC는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즉, 물질 및 제품 전생애에 대한
물질 관리시스템을 세우고자 함. 프로그램의 네 가지 중점 분야는 '도시 고형 폐기물에 대한
국가적 재활용율 35% 달성', '2차 물질의 유익한 재이용', '발생억제 우선순위원칙과 독성 화
학물질 관리', '환경적 영향을 주는 제품 감량화 노력(1차로 전자제품에 집중)'으로 선정되었음
 EPA는 도시 고형 폐기물 재활용률을 35%까지 증가하기 위한 체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대상
폐기물은 종이, 유기물 그리고 포장재/용기임. EPA는 제품의 환경 충격을 감소하기 위한 책
임을 공유하고 제품 수명의 마지막에서 재사용 및 재생을 증가하기 위하여 제품 가치 연결선
(원료공급자, 제조자, 소매자, 사용자, 재활용업자 및 최종처리자를 포함)에 있는 참여자와 일
하고 있음. 현재 EPA는 전자제품, 용기/포장, 카펫, 페인트, 타이어 및 수은 함유 제품을 목표
로 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는 각각 다르나 일반적으로 이는 제품의 환경적
으로 현명한 설계를 촉진하고 그 수명을 연장하며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파트너
십을 개발하려고 노력함. 이들은 폐제품의 수집을 증가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재사용 및 재활
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적인 파트너십을 개발함
 미국은 재사용 및 재제조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환경을 위한 공
급자 파트너십(SP, Suppliers Partnership for the Environment)은 자동차 제조자와 타이어
공급자의 연합으로 물질관리 및 재활용 고려 설계 및 제품과 차량 부품의 재제조 및 재사용에
대한 조사를 목적으로 함
 SP는 재사용 및 재제조를 촉진하기 위한 설계와 공급자간의 용기를 분담하는 포장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간의 시너지를 창출하여 부산물과 폐기물을 자원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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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EPA는 뉴저지와 캔자스 주(州)의 부산물 시너지(BPS, By-Product Synergy)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음. 2차 물질의 유익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표로는 환경적으로
안전한 방식으로 유익하게 이용될 수 있는 석탄재, 주물사 및 건설폐기물의 양을 증가하는
것임
 이를 위한 파트너십으로는 석탄재 파트너십과 건설 자원화 파트너십이 있음
 석탄재 파트너십(Coal Combustion Products Partnership)은 환경적으로 안전한 석탄재
사용을 2001년 14백만톤에서 2010년 20백만톤으로 약 43% 증가시키고자 함
 건물과 교통시설 건축에서 나오는 산업 부산물의 사용을 증가하기 위하여 공공-민간 연합
으로 건설 자원화 파트너십(Resource Smart Construction)이 있음. 주요 영역에는 석탄재,
주물사, 건축 및 해체 폐기물이 포함됨. 한편, '환경적 우선순위에 대한 국가 파트너십
(NPEP, National Partnership for Environment Priorities)'은 목표 화학물질 발생지를 감
소하거나 재활용 증가시켜 화학적 위험을 감소하고 있음
 미국 정부는 유해 폐기물 규제 장벽을 제거하여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음. EPA는
인간 건강과 환경의 보호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재사용 및 재활용 시 몇몇 물질에 대한 특별
한 조건을 설정하였음. 전체적으로 이러한 조건은 이전 유해폐기물 규정보다 관리비용 저감
으로 이어져 결국 물질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을 보다 쉽게 할 것임. 이러한 추진 활동으로
음극선관, 석유 촉매, 아연 비료 등과 같은 물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으며 일반폐기물 규칙
을 설정하여 많은 수의 물질에 안전 관리 기준을 설정하면서 재활용을 권장하고 있음. 가정폐
기물 및 조건적 면제 폐기물에 관한 요건을 감소하였고 재활용시 폐기되지 않는 물질을 분명
히 하기 위하여 고형폐기물 정의를 수정하였음. 미국의 폐기물 관리를 한마디로 설명해 주는
것은 파트너십임
 공급자 파트너십, 공공-민간 파트너십 등을 통하여 3R을 추진하고 있음. 3R에 대한 국민
의 인식이 부족한 인도네시아는 이를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무엇보다도 정부, 기
업, 시민의 협력적 관계가 선행되어야 하며 '환경을 위한 공급자 파트너십', '커뮤니티 및
개인 파트너십' 등을 유도하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3R 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요구됨
 폐기물 에너지화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온실가스 발생 감소와 함께 환경개선 효과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하여 유기성폐자원(축산분뇨)으로부터 바이오가스 회수기술을 보급하였으며 환
경청(EPA), 농무성(DOA), 에너지국(DOE)의 협조 하에 진행되고 있음
 바이오매스 연구 개발법(Biomass Research and Development Act of 2000)에 기반을 두
고 이용분야를 세분화하여 각각에 대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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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중임. USDOE와 USDA를 중심으로 1999년 3% 정도의 바이오에너지 소비량을 2010
년까지 3배로 늘려 총 1차 에너지 소비량의 10%까지 확대하고 2020년까지는 화학원료
공급의 10%를 바이오매스로 충당할 계획임
 바이오매스 이용전략의 중심은 Biomass R&D Act of 2000을 바탕으로 2000년부터 수행
되고 있는 바이오매스 프로그램(Biomass Program)임. Biomass Program은 바이오에너지
와 바이오매스 기반 생산품을 바이오파워(Biopower), 바이오연료(BioFuels), 바이오제품
(BioProducts)의 3개 분야로 나누었으며, 각각에 대하여 2030년까지의 장기적인 이용전략
및 활용목표를 단계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바이오매스 이용전략의 중심이 되고 있는 'Biomass Program'은 혐기성 소화를 통한 바이
오가스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
음. AgSTAR Program을 USDA, USDOE, USEPA 공동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음. 혐기성
소화기술의 적극적인 이용과 보급 및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를 자체적으로 처리
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2004년 기준 85개 시설이 운영 중임

<표 3-25> 미국의 바이오매스 활용 프로그램
프로그램
AgSTAR Program
(1994~)
Biomass Program
(2000~)
EnergySTAR Program
(1992~)

사업목표 및 내용
- 축산분뇨로부터의 메탄가스 배출량 저감
- 농장단위의 혐기성소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보급
- 바이오매스 이용을 통한 화석연료 의존도 감소

담당부처
USDA
USDOE
USEPA
USDA

- 미국 바이오매스 산업의 발전

USDOE

-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에너지 절약

USDOE

-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USEPA

 전력 판매업자에게 전체 전력 공급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음. 현재 20개
주와 Washington DC에서 RPS 제도를 시행 중이며 지역별로 다른 의무비율 기준이 설정되
어 있음. 연방 에너지법인 'EPAct 2005'는 2008년까지 미국 내의 모든 전력회사가 Net
Metering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미국 40개 주와 Washington DC에서 Net
Metering 제도를 시행 중이며 주 별로 다르나 대부분이 작게는 10㎾에서 크게는 1㎿ 이하의
소규모 발전시설에 적용됨. Net Metering 제도란 전력 소비자가 전력을 생산할 경우 전력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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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역방향으로 돌아가는 양방향 전력계량시스템을 도입하여 소비전력에서 생산전력을 뺀
순소비 전력만을 계량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임
 USDOE 산하기관인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EERE)가 각 전력회사의 신
재생에너지 투자기여도 정보를 공개하고 그에 따라 각 회사가 생산한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할증요금을 책정함. 신재생에너지 할증 요금제는 대부분 전력회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나
아이오아, 미네소타, 몬타나, 뉴멕시코, 오레곤, 워싱톤주는 의무적으로 전력회사의 구매 옵션
에 포함됨. 2006년 7월 기준으로 685개의 전력회사가 Green Pricing 제도에 참여하고 있음.
Green Pricing 제도란 소비자가 신재생에너지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는 전력회사를 선택하여
전력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일반 대중에게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행하고 있음
 1987년 11월 8일 이후의 모든 사용 중이거나 종료된 미국의 도시고형폐기물 매립지는 매립
지 규정에 의해 통제되는데 반드시 매립가스를 포집하여 소각하여야 함. Clean Air Act는
New Source Performance Standards and Emissions Guidelines으로 1996년에 미국 EPA에
의해 공표되었으며 매립지로부터 방출되는 메탄 규제임. Federal Register (Volume 61,
Number 49), 40 CFR Part 51, 52, 60에 관련내용이 수록(1996. 3. 12)되어 있음. LMOP 프
로그램(1994년)은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 운영하는 프로
그램으로 미국 전역에 산재한 약 2,200여개의 매립지를 대상으로 주정부와 에너지 이용자,
공급자 간의 협약에 의해 추진되는 매립가스 에너지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 전문기업
과 전문가를 조사하여 누구라도 쉽게 방향을 논의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그들의 웹사이트
에 공개하고 있음. LMOP를 통해 43개 주에 약 445개 매립가스 에너지화 시설 설치를 지원
3

(2007년 말 기준)하여 연간 11억kWh의 발전 및 236백만ft (7백만㎥)의 가스를 공급함
 미국의 폐기물 고형연료 관련 제도를 살펴보면, ASTM에 규정된 RDF의 분류 중에서 연료사
용이 가능하도록 대형 폐기물과 불순물만을 제거하고 성형과정을 거치지 않은 RDF
(RDF-1~RDF-4)를 주로 제조하고 이를 대규모로 연소하는 경향이 있음. 성형과정을 거쳐
서 감용화된 RDF(RDF-5)를 제조하는 기술과 다양한 용량 및 종류를 가진 연소장치의 개발
에 대한 특허는 활발히 출원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임

- 153 -

인도네시아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표 3-26> 미국의 매립가스 이용시설 현황

발 전

열 이 용

시설구분

매립장 수

발전용량(MW)

가스이용량
(천N㎥/일)

합 계

566

1,395.8

20,548

소 계

420

1,395.8

14,423

열병합

20

57.5

784

엔 진

322

913

8,793

가스터빈

46

168.2

1,379

스팀터빈

22

171.2

2,300

복합화력

8

85.5

1,167

기 타

2

0.4

-

소 계

146

연료화

26

-

3,036

직접 열 이용

44

-

991

보일러

56

-

1,812

침출수 증발

19

-

261

액 화

1

-

25

6,125

자료: www.epa.gov/landfill/index.htm LMOP 홈페이지

<표 3-27> ASTM의 RDF 분류
분류

제조방법

RDF-1

폐기물로 배출된 상태의 것

RDF-2

폐기물을 파쇄하여 6인치 메시스크린을 중량비로 95% 통과하는 것(coarse-RDF)

RDF-3

폐기물을 분쇄하여 금속, 유리, 기타의 유기물을 선별한 것으로서 2인치 메시스크린을
중량비로 95% 통과하는 것(fine-RDF)

RDF-4

폐기물을 분쇄가공하여 10메시스크린(2mm)을 중량비로 95% 통과하는 것
(powder-RDF)

RDF-5

폐기물을 분쇄한 후 펠렛, 큐브, 조개탄모양으로 압축한 것(densified-RDF)

RDF-6

폐기물을 액상 연료로 가공한 것

RDF-7

폐기물을 기체 연료로 가공한 것

자료: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미국의 공업원료 및 그 시험법에 대한 표준화를 관장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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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경우 유럽과 거의 동일한 환경적 요인과 유사한 경제적, 사회적 요인을 통해 폐기물관
리정책이 발전해 왔음. 유럽과 비교해 가장 구별이 되는 요인으로는 최소의 이익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유경제무역(Free Market)의 원리가 지배적인 인자로 작용한다는 것임.
또한 일반적으로 후진국의 주요인자가 되는 폐기물의 자원가치(Resource value of waste)가
미국에서는 경제적 이윤추구의 원칙과 연계되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함
 예를 들면, 미국의 민간 기업들은 중고의류와 전기전자제품 등 다량의 중고제품의 재이용
을 위해 중국이나 인도 등의 후진국으로 수출하고 있음. 이는 미국의 중고제품이 낮은 경
제수준을 가진 후진국에서 폐기물이라기보다 자원의 가치를 가지고 재사용되기 때문임.
따라서 미국에서는 경제적 요인이 유럽국가에 비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매립지와 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엄격한 기술규제 같은 환경적 인자는 유럽의 경우와 비
슷하게 작용하며 공공인식(Public awareness) 같은 사회적 인자는 최근 폐기물의 재활용
률을 30% 수준까지 끌어올렸음. 정책적으로는 에너지법규가 매립가스를 이용한 전기발전
등의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장려함.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국가적 통제 이외에 각 지역별
로, 매립금지, EPR, 생산 책임(Product Stewardship) 등의 다른 종류의 폐기물관리정책이
적용됨
 유해폐기물에 대해서 공공건강, 공공의견, 관련법규가 주요요인으로 작용함. 미국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이러한 인자들의 영향력이 더 강력하게 나타남. 예를 들어, Superfund 법규
에 의해 유해폐기물관리에 대한 엄격한 책임의 의무가 부과되고 Toxic Release Inventory
(Community right-to-know)법규에 의해서 사용 유해물질과 그것의 배출량에 대해 공공
이 알 권리가 주장됨

3.2.3. 일본의 폐기물관리 정책 분석
 일본은 포괄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건전한 물질순환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건전한 물
질순환 사회 구축을 위한 기본법의 제정(June 2000)'과 법률에 근거한 건전한 '물질순환 사회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내각결정, 2003.3)'을 수립하였음. 또한 국가의 과학 및 기술에 대해 넓
은 시야를 가지고 과학과 기술에 대한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정책들을 개발하고 조정하기 위
해서 설립된 과학기술정책심의회가 '배출제로와 건전한 물질순환기술연구'를 우선과제로 선
택했음. 이것에 기초하여 3R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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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용기포장재활용법(1995년 6월), 가정기기재활용법(TV, 에어컨, 냉장고, 식기세척기;
1998년 6월), 건설재료재활용법(2000년 5월), 음식물재활용법(2000년 6월), 폐차재활용법
(2002년 7월) 등의 재활용법을 도입하고 있으며, 자원의 유효이용을 위한 법률(원래 1991년
4월에 재활용가능 자원의 촉진을 위한 법률로서 제정되어 2000년 6월에 개정됨)에서 일반 도
시 및 산업폐기물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10개 산업분야 및 69품목을 지정하여 중고 부품들
및 재활용된 재료들의 이용과 제품의 디자인에 3R 고려사항들의 통합을 의무화하고 있음
 폐기물 분리수거를 촉진시키기 위해 재질식별 마크를 지닌 라벨표시를 의무화함에 따라 같은
상품의 범주내의 아이템 중 환경부하가 적은 상품임을 나타내는 '에코마크'를 증진 시켰음. 또
한 일본환경협회(JEA)의 행정지원으로 글로벌 환경마크 네트워크(GEN)는 환경마크의 국제
적인 표준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음. 한편, 경단련(일본 경제단체연합, 현재는 일본경단련, 일
본사업연합으로 알려져 있음)은 산업부문에서 설정된 폐기물감량 목표를 가지고 환경을 위해
자발적인 실행계획을 준비(1997)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활동보고서를 공표하고 있음
 환경과 조화된 선진 도시 및 공동체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는 건전한 물질순환사
회 형성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를 위한 보조금을 지방정부와 민간단체에 제공하여 지방정부(환
경성 및 경제산업성에 의해 인가)가 개발한 계획에 따라 수행하도록 함. 이러한 에코타운 프
로그램은 1997년에 시작되어 2004년 10월부로 23개 지역이 지정되었음. 3R 관련 시설들의
건립을 위한 공공 재정협회에 의한 보조금 및 저금리 융자되고 있음. 지방정부는 재활용시설
(국세)의 지출부분의 감소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지방세)에 대한 재산세의 절감을 모색하
고 있음. 그밖에도 기술배포, 학회, 정책개발과 같은 개발조사와 기술적 협력과 더불어 개발
도상국에 재활용 제품의 수출 및 폐기물의 관리를 위한 시설의 건설과 장비제공을 위한 보조
금을 확대하고 있음
 일본정부는 '유해폐기물의 불법적인 국경이동 방지를 위한 아시아네트워크'를 설립하고 정보
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워크숍의 개최를 통해 소관관청의 정부 관료들 사이의 협력적인 관
계를 유지하고 있음. 3R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환경보고서 가이드라
인 발행하고 환경의식촉진법을 제정하였음. 또한 그린구매 및 상품을 위한 정보제공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일본은 '건전한 물질순환사회 형성'의 포괄적인 프로젝트를 통하여 환경과 조화된 선진 도시
및 공동체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다른 국가의 폐기물 관리정책과 마찬가지로 개별적 정책 마
련이 아닌 통합적인 개념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특히 인도네시아에도 자원순환형사
회를 정착하기 위해서 3Rs의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환경개선을 위한 장기적 추진전략을 갖
추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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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난화 대책 및 자원순환형 사회구축 등 환경산업 진흥을 위해 '바이오매스･일본종합전략'을
추진 중임. 고효율 폐기물에너지 이용시설 및 바이오연료 제조사업에 국고 지원(총 사업비의
30~50%)을 하고 있으며, '04년 기준 총 에너지 소비량 중 신재생에너지의 기여도 1.3%를
'10년까지 3% 수준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임
 '새로운 바이오매스･일본종합전략'을 주로 농림수산성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유
기성폐기물을 통합 관리하는「바이오매스타운」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바이오매스의 열이용
량을 2006년 60만TOE에서 2010년 280만TOE로 증대시킬 예정(CO2 삭감 목표치의 약
10%인 760만 톤 저감 가능)이며 '05년 기준으로 바이오매스 기술개발에 대해 380억 엔 지원
(한국은 최근 5년간 25억원에 불과)하고 예산 지원 중 연구단계와 실증시험단계에 대한 예산
을 구분하여 철저한 실증을 거쳐 보급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음
 유기성 폐기물의 처리는 매립, 소각, 재활용의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혐기성 소화로 처
리되는 비율은 낮은 상황임. 하수슬러지는 40%가 매립되고 있고, 약 60%는 건설 자재나 퇴
비로 이용되고 있음. 음식물 쓰레기는 평균 90% 이상이 매립, 소각되고 있으며, 약 10% 정도
가 비료 및 사료화 처리되고 있음. 가축분뇨의 약 94%가 퇴비 등의 비료로서 재활용되고 있
으며, 음식물 쓰레기 및 기타 유기성 폐기물과의 통합소화는 소규모로 운전됨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및 가축분뇨 통합 소화시설은 유럽에서 도입된 혐기성
소화 기술을 이용하고 있음. 종래의 혐기성 소화는 하수슬러지, 유기성 농산폐기물 등 단일
폐기물을 혐기성 소화 처리함. 현재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음
식물쓰레기에 가축분뇨, 유기성 슬러지, 분뇨 등을 혼합하여 혐기성 소화 처리하는 통합 소
화 처리 시설 24개가 운영 중임. 해당 통합처리 시설에서 생산된 메탄가스를 에너지로 사
용하고 있으며, 슬러지를 포함한 잉여 고형물은 퇴비화를 통해 처리됨. 축산분뇨 바이오가
스 플랜트는 낙농산업이 발달된 북해도에서 54개소의 바이오가스 플랜트가 운영 중임. 생
산된 바이오가스는 매전하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사용되며, 전력구입가(20엔/㎾h)에 비하
여 매전단가(3엔/㎾h)가 상대적으로 낮음
 일본에서는 폐기물 고형연료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RDF 제조시설과 저장시설에 대한 기본
적인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음. 일본 RDF 품질규격(TR)은 성형RDF만 인정하며, 발열량
3,000㎉/㎏ 이상, 수분 10% 이하, 회분 20% 이하여야하며, 염소, 황, 질소, 유해금속 등은 기
준값 없이 분석값만 표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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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8> 일본의 음식물쓰레기 통합소화 시설현황
구분

운영기간

대상폐기물

규모
(톤/일)

메탄가스
용도

고형물
용도

오사카(大阪)

1991～

식품잔사, 축산분뇨

5

보일러연료

퇴비화

교토(京都)

1998.3～

축산분뇨, 겨, 폐기우유

46

가스발전

퇴비화

교토(京都)

1999.3～

호텔주방, 폐지, 전지가지

3

가스발전

-

니가타(新潟)

2000.3～ 음식물쓰레기, 분뇨정화조슬러지

8, 36

가스발전

가스용융

나가노(長野)

2000.4～ 음식물쓰레기, 분뇨정화조슬러지

8, 2.2

가스발전

가스용융

나라(奈良)

2001.3～ 음식물쓰레기, 분뇨정화조슬러지

1.3, 11

가스발전

가스용융

니가타(新潟)

2000～

음식물쓰레기, 분뇨, 하수슬러지

0.5, 6

보일러연료

퇴비화

소노베

2001.4～

음식물쓰레기

50

가스발전

퇴비화

축산분뇨, 폐지, 음식물쓰레기

0.7

가스발전

탄화

가고시마(鹿児島) 2001.1～
가고시마(鹿児島)

2001～

음식물쓰레기, 분뇨슬러지

0.9, 3.2

보일러연료

퇴비화

야마나시(山梨)

2001.7～

축산분뇨, 음식물쓰레기

1.2

가스발전

퇴비화

나가사키(長崎)

2002.3～ 음식물쓰레기, 분뇨정화조슬러지

3, 9.5

보일러연료

퇴비화

나라(奈良)

2003.3～

음식물쓰레기, 분뇨슬러지

3.4, 8.3

가스발전

퇴비화

다끼가와

2003.9～

음식물쓰레기

55

가스발전

퇴비화

도야마(富山)

-

음식물쓰레기, 전지가지

24.4

가스발전,
판매

퇴비화

자료: 일본 환경성 리사이클 추진실 (2003) '음식물쓰레기 등의 메탄발효 시설 현황'

<표 3-29> 일본의 고형연료제품 품질 기준
항목

규격 번호

기준값

시험기준 규격번호

크기

TR Z-0011

지름 10～50mm,
길이 10～100mm

JIS B 7570, 7576

발열량

TR Z-0011

최저 3,000㎉/㎏

JIS Z 7302-2

수분

TR Z-0011

10% 이하

JIS Z 7302-3

회분

TR Z-0011

20% 이하

JIS Z 7302-4

Hg, Cd, Pb, Al, Cr, As, Se

TR Z-0011

미정(표기)

JIS Z 7302-5

염소

TR Z-0011

미정(표기)

JIS Z 7302-6

황

TR Z-0011

미정(표기)

JIS Z 7302-7

질소

TR Z-0011

미정(표기)

JIS Z 7302-8

겉보기 밀도

TR Z-0011

미정(표기)

JIS Z 7302-9

분화도

TR Z-0011

미정(표기)

JIS Z 7302-10

주: 일본의 RDF품질표준은 일본규격협회(JSA)의 예비표준격인 TR(Technical Report)이 제시
자료: 일본규격협회, 2002, 廢棄物固形化燃料, TR Z-0011

- 158 -

제3장 인도네시아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3.3. 시사점 도출

벤치마킹 결과

한국

EU

미국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 정착

폐기물의 발생량 예방, 재활용 장려, 소각과 매립 저감이 목표
("Less waste and more recycling")

폐기물을 자원으로 인식하고 자원이 순환되어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

일본

오염자부담원칙에 기반을 둔 자율적 제어
(폐기물 배출 억제, 재활용 장려 등)

시사점 도출
• 폐기물 관리수단 통합, 적절한 인센티브 도입하여

1. 통합적 폐기물 관리

환경과 경제가 상호 상승 작용하도록 유도
•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 파트너십 형성 유도
• 사전예방 원칙에 따라 관리 목표량 설정

2. 정량 목표 관리

•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재사용 및 재활용 최대화
• 원단위, 총량대비, 비율단위 목표설정

3. Sustainability 원칙 적용

•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을 통하여
생태적ㆍ사회적ㆍ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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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기물 관리정책 방향 제시
한국 측이 인도네시아에 제시한 “폐기물관리 정책방향”은
① 한국의 폐기물 관련 정책 및 제도를 기초로 인도네시아의 상황에 맞게 조정
되어 작성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인도네시아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쳤음
② 본 내용의 일부분이 향후 인도네시아의 폐기물관리 정책에 공식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
정책방향 초안
작성 및 자문단
의견 수렴
(2008.8~9)

정책방향에 대한
인니 의견
반영 및 수정
(2008.10)

정책방향 확정
및 공유
@ 중간보고회
(2008.11)

정책 세부내용
초안 작성 및
자문단 의견 수렴
(‘08.12~’09.1)

정책 세부내용에
대한 인니 의견
반영 및 수정
(2009.2~3)

정책 세부내용
확정 및 공유
@ 최종보고회
(2009.4)

4.1. 정책추진 방향 및 전략
비전

“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체계 마련 ”

추진전략
•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폐기물 관리 토대 마련

1. 폐기물 최소화

- 발생방지 또는 발생원에서의 감량화 추진
- 재이용 또는 재사용, 감량화
• 자원의 순환이용 고려, 효율적인 재활용 체계 구축

2. 폐기물 자원화

- 자원순환을 위한 가치관리 기반 조성
- 물질재활용(Material Recycling), 에너지재활용(Thermal Recycling)
• 기술, 재정, 시설 등 폐기물 관리 인프라 확충

3. 폐기물 안전관리

- 폐기물 처리시설(소각 및 매립) 확충
- 유해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및 선진화

4. 폐기물 관리
선진화

• 정보화, 과학화 등을 통한 폐기물 관리정책의 선진화
- 폐기물 관련 통계자료 생성
- 민간과 공공부문간 업무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 폐기물 관리 프로세스의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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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폐기물 관리체계 개념도
폐기물 발생

최소화

폐기물 최종처리

재이용(Reuse)
감량(Avoidance or Reduction)
- 부피/무게의 감량
- 난분해성/유해성의 완화 등

안전관리
자원화

재활용(Recycling)
에너지회수(Energy Recovery)

자원순환형 사회
환경친화적 경제활동
쾌적한 국토환경

자원절약
환경보호
경제활성화

대기보전
수질보전
토양보전

4.1.2. 단계별 추진계획
1단계 (~2010)

2단계 (~2015)

3단계 (~2020)
정보화시스템 구축
통합폐기물관리시스템 구축

폐기물 관련 법제정비 및
분류체계 개선
통합폐기물관리 시스템 구축
폐기물 관리체계의 법적 기반 확립
경제주체별 역할분담 체제 확립
생산자가 주도하는 폐기물
자율재활용체제 확산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폐기물관리
본격추진

폐기물관리 거버넌스 구축
폐기물 관련 신처리기술 도입
세계화, 국제화에 부응하는
폐기물관리 모델개발 및 적용

보상 및 부담제도 실시

전국폐기물통계조사 기반 마련
폐기물재활용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폐기물 관리
역할분담 정비

폐기물관리
인프라 구축 및 체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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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폐기물 관리목표

구분

발생량

목표

2008
(실적)

2010

2015

2020

105,479 톤/일

-

-

-

재활용

2,109 톤/일

2%

10%

20%

30%

수집

63,287 톤/일

60%

55%

50%

45%

매립

36,917 톤/일

35%

30%

25%

20%

기타

3,166 톤/일

3%

5%

5%

5%

※ 수집: 지역 거주민이나 도급자에 의해 수거활동이 이루어짐
※ 기타: 해양투기, 소각(인도네시아의 폐기물은 발열량이 낮아 소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등

3%

5%

5%

5%

35%

30%

25%

20%

기타
매립

50%
60%

45%

재활용

55%

2%

10%

2008

2010

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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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부문별 폐기물관리 정책
 폐기물 관리 정책의 최종적인 목표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하
고, 그 나머지를 안전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
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계를 넘
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념으로 하는 인도네시아에 적합한 자원순환
형사회의 틀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함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의 정책목표는 '자원순환형 폐기물체계 마련'으로 설정함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폐기물 최소화, 폐기물 자원화, 폐기물 안전관리, 폐기물 관리 선
진화 등 4가지로 설정함

<표 3-30> 부문별 폐기물관리정책 추진목표
• EPR 제도 정착

1. 폐기물 최소화

• 전기전자제품회수체계 구축
• 분리수거체계의 확립
• 환경친화적 포장제도 추진
• 폐기물 에너지화 기반 마련

2. 폐기물 자원화

• 바이오가스화 등 유기성폐기물 자원화 촉진
• RDF 제조 및 전용발전 등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 촉진

• 각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3. 폐기물 안전관리

•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관리
• 유해폐기물 유해성 평가, 수거ㆍ처리기준 및 관리체계 강화

• 폐기물 관련 법제 마련

4. 폐기물 관리
선진화

• 폐기물 분류체계 개선 및 관리의 과학화
• 폐기물 관리 프로세스의 전산화, 정보화 추진
• 님비현상 대응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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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폐기물 최소화
 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EPR 제도 정착, 전기전자제품 회수체계 구축, 분리수거
체계의 확립, 환경친화적 포장제도 추진 등을 설정함

<표 3-31> 폐기물 최소화 부문 추진계획
• 재활용 의무 대상품목 설정 및 재활용의무량 산출
1. EPR 제도 정착

• 지자체, 의무생산자 등 제도 참여자의 역할 명확화
• 자원순환형 사회건설을 위해 법률 제정 및 제도 시행

2. 전기전자제품
회수체계 구축

3. 분리수거체계의 확립

4. 환경친화적 포장제도
추진

• 전기전자폐기물 생산자, 지방자치단체, 유통업체 등이
참여하는 회수체계 구축
• 부품과 재질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사전재활용제도 마련
• 분리수거 체계 마련과 비용효율적인 수거방안 연구
• 유해폐기물 별도 분리수거체제 구축
• 환경친화적 포장을 유도하기 위한 포장환경기준 설정
• 과잉, 과대포장 억제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EPR 제도 정착
 재활용 의무 대상품목 설정 및 재활용 의무량 산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제품 또는 포장재의 생산
자에게 그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
도로 재활용의무 대상품목을 설정하고 재활용 의무총량을 산출하여 고시
 EPR 관련 포장재 재활용 가치 확대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재질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지자체, 의무생산자 등 제도 참여자의 역할 명확화
 EPR 대상품목의 수집운반재활용 등 각 단계별로 지자체, 재활용 의무자의 책무 명확화
 합리적 역할분담을 위한 관련전문가, 지자체, 관련협회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운영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적용받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폐기물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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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회수체계를 갖추고 생산자⋅지자체⋅소비자 등 관련 경제주체간의 합리적 역할분담 방
안 강구
 자원순환형 사회건설을 위해 법률 제정 및 제도 시행
 친환경 상품 구매 관련 제도
ㆍ재활용 제품 등 친환경상품의 생산ㆍ보급 기반 마련

 재활용제품 수요 촉진 및 기술개발 강화
ㆍ재활용의 질적 측면에도 중점을 두어 재활용 과정의 환경관리 강화 및 재활용제품 품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 필요
ㆍ재활용제품의 품질을 관리ㆍ향상하기 위한 재활용제품 품질기준 설정 및 인증제도 강화 필요
ㆍ재활용산업은 재활용기술개발에 투자하기 위한 자체 역량이 부족하므로 재활용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필요

 제품의 자원순환성평가제도 도입
ㆍ제품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순환이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품 제조자로 하여금 자원순환성
을 스스로 평가ㆍ공개

 신도시개발 등 개발계획 수립시 자원순환성을 고려
ㆍ개발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자원순환성을 사전에 고려하게 함으로써 건축구조물, 자재 등
을 설계

 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도 도입
ㆍ공공기관별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목표율 및 연차별 구매목표율 설정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
여 친환경상품 구매 확대 유도
ㆍ대형유통업체의 재활용제품 판매매장을 친환경상품 전시ㆍ판매매장으로 확대운영 추진

 재활용센터 활성화 등을 통해 폐가전제품, 폐가구 등 폐기물 재이용 확대 추진
ㆍ지방정부에서 재활용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마련
ㆍ중앙정부, 지방정부 간 사업비 분담방안 등 검토

■ 전기전자제품 회수체계 구축
 전기전자폐기물 생산자, 지방자치단체, 유통업체 등이 참여하는 회수체계 구축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관련 제도 마련
ㆍ전기전자제품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재활용 용이성 제고를 위해 재활용 목표율 설정, 생산자
에게 회수ㆍ재활용 의무부여

 자치단체 책임하에 중고물품 교환,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수거ᆞ선별ᆞ수리 및 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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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마련
ㆍ자치단체별로 한 군데씩 설치하도록 법령에 규정
ㆍ자치단체가 대형폐기물을 수거ㆍ선별ㆍ처리할 때에는 수리가능한 물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우선적으로 회수ㆍ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

 부품과 재질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사전재활용평가제도 마련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관련 제도 마련
ㆍ전기전자제품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재활용 용이성 제고를 위해 재활용 목표율 설정, 생산자
에게 회수ㆍ재활용 의무부여

 처분과 관련한 비용부담제도를 통합, 재정리하여 재정적 인센티브 마련
 사전재활용평가제도 확대 발전
ㆍ부품과 물질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사전평가기법을 개발하고, 재질ㆍ구조개선 대상사업
자의 재활용지침 이행을 강화
ㆍ부품의 표준화 및 주요 부품의 호환성을 높이도록 하고, 플라스틱류의 재질표시 및 재활용가
능 물질 사용을 유도

 제품정책의 개선
ㆍ제품의 내구연한 연장을 유도하고 제품의 수리서비스 강화, 부품의 호환성 제고를 위한 표준
화 및 보유기간의 확대, 수리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유도

■ 분리수거체계의 확립
 분리수거 체계 마련과 비용효율적인 수거방안 연구
 분리수거란 종이류, 의류, 캔류, 고철류, 병류, 플라스틱류 등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가정의
배출단계에서부터 수거체계를 구축(종류별 분리수거함을 마을에 설치)하고 지자체의 책임
하에 운반, 재활용(자체 또는 민간사업체에 위탁)하는 것을 말함
 지방정부가 분리수거를 계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연차별 분리수거계획을 수립하고,
회수 목표율을 설정하여 분리수거 된 재활용품 등이 다시 매립 등으로 처분되는 사례를 방지
 지방정부는 국가가 생산자에게 부여하는 재활용목표율 등을 감안하여 분리수거 품목 및
수거량 등을 계획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시행과 연계하여 분리수거, 회수선별과정에 대한 책무부담을 명
확히 함
 유해폐기물 별도 분리수거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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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광등, 건전지 등 유해폐기물에 대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의한 별도의 분리수거체제
를 구축하여 잠재적인 자원의 회수ᆞ재활용을 확대

■ 환경친화적 포장제도 추진
 환경친화적 포장을 유도하기 위한 포장환경기준 설정
 제품의 포장설계시부터 포장폐기물 발생을 감량화하도록 친환경포장 가이드라인을 마련
하여 사업장에 시범적용하고, 성과평가를 토대로 포장환경기준 설정 등 개선방안 마련
 포장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홍보 및 단속 강화
ㆍ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한 포장폐기물 억제제도 홍보 및 교육 강화
ㆍ명절 등 과대포장이 성행할 수 있는 특정시기에 지도ㆍ단속 강화

 과잉, 과대포장 억제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복합재질 및 처리 곤란한 소재의 사용을 제한하여 재활용을 촉진
 합성수지재질 가전제품 완충용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 추진
ㆍ용적에 관계없이 가전제품의 경우 일정량 이상 친환경 재질로 대체하거나 감량하도록 추진

 포장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감량화 정책을 우선 추진하되
재질대체가 어려운 제품에 대하여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
ㆍ포장재질 규제, 포장방법 규제,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제도 등을 추진
ㆍ포장방법 규제는 과대포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제품을 포장하는 경우 상자 안에 남은 공간을
일정비율로 제한하고 포장횟수를 규제하는 것임
ㆍ합성수지로 된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재질의 포장재로 대체하도록 합성수
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제도 도입

 포장폐기물의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마련
ㆍ포장폐기물의 분리수거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연차별 분리수거계획을 수립토
록 하여 계획적ㆍ효율적 분리수거가 이루어지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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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폐기물 자원화
 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유해폐기물 자원화 촉진, 폐기물 에너지화 기반마련, 전
처리시설(MBT) 설치 도입 등을 설정함

<표 3-32> 폐기물 자원화 부문 추진계획
1. 폐기물 에너지화
기반 마련

• 매립가스 자원화시설 설치 확대
• 기존 및 신규 소각시설의 에너지회수 이용 촉진 및 효율화
• 폐기물의 에너지화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2. 바이오가스화 등
유기성폐기물

• 유기성폐기물 최적처리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자원화 촉진
3. RDF 제조 및 전용
발전 등 가연성폐기
물 에너지화 촉진

• RDF 제조 및 전용발전 등 신처리기술 도입 및 개발
• 전처리시설 설치 추진, RDF 전용발전시설 건설, 지역별
광역시설 설치 추진

 제도 및 물적 인프라 구축으로 자원순환형 사회 기반 마련
 폐기물 관리의 중점이라 할 수 있으며, 전 세계적인 에너지가격 상승, 원자재난 심화 등으로
물적 재활용과 함께 폐기물을 통한 에너지 회수 및 재활용 필요성 증가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폐기물 에너지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
을 적극 추진 중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요구됨
 폐기물 종류에 따른 불안정한 발열량 등 낮은 품질문제로 인해 시장가격 등 경제성이 미흡하
여 에너지회수 확대추진에 한계가 있으나, 향후 더욱 심화될 국제적인 원자재난, 에너지난과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확보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
수단으로서 가연성폐기물의 고형연료화, 매립가스발전사업,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
등 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의 적극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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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에너지화 기반 마련
 폐기물로부터 에너지회수ᆞ이용 확대
 소각시설의 여열 공급처 확대, 시설 운영개선, 소각열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
해 소각 여열 이용 활성화
 RDF, 고분자폐기물 열분해 연료유(WDF) 등 폐기물연료를 다변화하고 이용을 장려
 폐기물 에너지 회수ᆞ이용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회수기준, 폐기물 재활용기준 및 품질기
준 등 개선 검토

유기성 폐기물
수소생산
음식물, 분뇨, 슬러지 등

연료이용

혐기성 소화
메탄생산

Biomass
간벌목, 폐목재 등

RDF 생산 등

전용발전

가연성 폐기물

지역난방

RDF 생산

생활폐기물 등

MBT 처리

유가물회수

소규모발전

바이오가스생산

[그림 3-25] 폐기물 에너지화 대상 및 주요공정

 매립가스 자원화시설 설치 확대
 매립가스 자원화시설 설치
ㆍ에너지회수 및 자원화시설 설치확대 추진
ㆍ경제성이 낮은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화와 함께 CDM 사업 추진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과 경제성 확보를 함께 달성
ㆍ매립가스 관련 사업에 대한 자체 기술기반과 역량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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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립가스 자원화 CDM 사업 등 기후변화협약 대응 추진
ㆍ매립가스(LFG) 자원화를 통해 고유가시대에 대비한 신ㆍ재생 에너지 개발, 지구온난화 방지
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배출권 확보 등 추진
ㆍ폐기물매립지와 유기성폐기물 처리시설의 CDM 사업화 적극 추진

 기존 및 신규 소각시설의 에너지회수 이용 촉진 및 효율화
 기존 및 신규 소각시설에서 에너지 회수ᆞ이용 확대방안 마련
ㆍ소각시설의 개선 및 열병합발전 설비의 설치 등을 통해 에너지 회수율 증대
ㆍ폐기물 소각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하여 전력생산, 지역난방열 공급 등 신재생에너지화 촉진
ㆍ폐열 발생량 등 에너지 이용 실태조사, 에너지 회수ㆍ이용 촉진 방안 마련

 폐기물의 에너지화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폐기물의 에너지화 기술개발 방향 및 에너지화 정책 검토 및 자문을 위해 산ᆞ관ᆞ학 공동
으로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포럼을 구성ᆞ운영
ㆍ중장기 기술개발 및 정책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바이오매스(Biomass) 에너지화 추진
ㆍ남은 음식물, 하수슬러지, 축산폐수 등 유기성 폐기물의 바이오가스화를 통한 연료 및 전력
생산 등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계획 마련

■ 바이오가스화 등 유기성폐기물 자원화 촉진
 유기성폐기물 최적처리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유기성폐기물 직매립금지 관련 규정 마련
 유기성폐기물의 수요처 확대 추진, 농업용 퇴비이용 확대

■ RDF 제조 및 전용발전 등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 촉진
 전처리시설(MBT)은 폐기물의 최종처분 전 기계적 분리ᆞ선별 및 생물학적 처리를 거쳐 재활
용가치가 있는 물질을 최대한 회수하고, 가연성물질은 고형연료로 제조하여 환경부하를 최소
로 감소시키는 시설인 전처리시설(MBT)설치 도입
 RDF 제조 및 전용발전 등 신처리기술 도입 및 개발
 MBT, RDF 발전시설 등 에너지 회수시설 설치 도입 및 확대 등 에너지회수 정책의 추진 강화
 폐기물의 연료화 기술, 고효율 발전 및 열이용 기술 등 폐기물의 에너지화 이용기술 개발 추진
ㆍ가연성폐기물의 고형연료화, 유해성폐기물의 가스화 등 최적 열분해ㆍ가스화 기술 및 열전
용 및 열병합 발전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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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폐기물을 이용한 유기물 제조기술개발 등 폐자원 연료화 기술, 에너지화 기술 개발
ㆍ매립가스를 이용한 온실가스 저감 적용기술 개발

 전처리시설 설치 추진, RDF 전용발전시설 건설, 지역별 광역시설 설치 추진
 전처리시설(MBT) 및 RDF 발전시설 설치 확대
ㆍ전처리시설(MBT) 설치ㆍ운영을 통해 단순매립ㆍ소각되는 폐기물은 최소화하고 폐기물 재활
용과 자원ㆍ에너지회수를 극대화함으로써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매립지 수명연장에 기여
ㆍ지역별로 폐기물 발열량, 폐기물 분리배출 실태, 운반거리, 시설입지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각 특성에 맞는 전처리시설 공정을 설계하여 추진

 고체연료(RDF) 등 폐기물 연료 관리기준 마련
ㆍ가연성 생활폐기물의 고형연료(RDF22))화 및 사용을 위한 관리기준 마련
ㆍRDF 도입을 위한 경제성 분석 및 관리방향에 대한 연구 진행
ㆍ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하여 RDF에 대한 품질 및 제조시설 기준 등 마련
ㆍ시멘트소성로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액체연료(WDF 23))의 품질기준 및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ㆍ폐유 및 폐유기용제 등 WDF 품질기준과 재활용 방법 마련을 위한 연구 진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WDF 품질기준, 제조 및 사용시설 기준 등 마련

Mechanical Treatment

Landfill
Magnetic
Seperator
Reception Hall

Trommel Screen

Ballistic/Vibration
Screen

NIR(Near Infra Red)
Separator

Eddy Current
Seperator

RDF Extruder

Biogas

Anaerobic digestion
자료: 태영건설

Biological Treatment
[그림 3-26] MBT 시스템 사례

22) RDF(Refuse Derived Fuel): 생활계 폐기물을 고형화한 연료
23) WDF(Waste oil Derived Fuel): 재생연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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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폐기물 안전관리
 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관리, 유해
폐기물 유해성 기준 및 관리체계 강화 등을 설정함

<표 3-33> 폐기물 안전관리 부문 추진계획
1. 각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폐기물처리
시설 확충

2.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관리

• 각 지역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폐기물처리 및
에너지화시설 설치 추진
• 폐기물처리 및 에너지화시설 설치관련 제도 정비
• 중소형 소각로의 적정관리를 위한 기술적 정책적 대안 마련
•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규제 및 대기오염물질 규제강화
• 다이옥신 측정분석기관 사후 관리강화
• 유해폐기물 유해성 기준 및 관리기준 마련 등 관리체계 구축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등의 유해물질 사용규제

3. 유해폐기물 유해성
평가, 수거ㆍ처리기준
및 관리체계 강화

• 폐농약 포장재, 폐의약품, 수출입 유해폐기물 등에 대한 관리
강화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방치된 폐기물에 대한 사전예방
및 처리대책 추진
•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도입

■ 각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각 지역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폐기물처리 및 에너지화시설 설치 추진
 폐기물처리시설의 지속적 확충, 운영개선을 통한 폐기물의 안전관리
 재활용을 확대하고 매립 및 소각처리는 최소화
ㆍ자원화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처리대상 폐기물을 최소화하되, 각
지역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립 및 소각시설의 설치 추진

 폐기물처리 및 에너지화시설 설치관련 제도 정비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에 인센티브 부여하는 등 지원방안 마련
ㆍ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대표 선정기준 마련, 의견 수렴방법 및 주민지원협의체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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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관리
 중소형 소각로의 적정관리를 위한 기술적 정책적 대안 마련
 다이옥신 위해성평가를 추진하고 다이옥신 배출목록 작성 및 배출량 산정방안 마련
 다이옥신 잔류실태조사 등 소각시설 주변 환경관리 강화 필요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규제 및 대기오염물질 규제강화
 다이옥신 방출량이 많은 소각시설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리강화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마련하고 기존시설의 방지시설 개선을 유도
 다이옥신 측정ᆞ분석기관 사후 관리강화
 다이옥신 측정ᆞ분석기관 사후 관리강화 및 소각시설 분석요원 전문교육 실시

■ 유해폐기물 유해성 평가, 수거ㆍ처리기준 및 관리체계 강화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국민의 요구 대응
 삶의 질의 향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생활환경오염 및 건강상 위해를 일
으킬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유해폐기물 유해성 기준 및 관리기준 마련 등 관리체계 구축
 위해성 평가기법 도입, 전자시스템 활용 등을 통해 유해폐기물관리의 과학화 및 효율화
ㆍ관리대상 유해폐기물 지정시 배출특성, 유해성 노출특성, 인체 및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폐기물 위해성 평가기법 도입 추진
ㆍ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 RFID 등 전자시스템을 활용하여 유해폐기물 관리의 효율성 제고

 유해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법률 제정
ㆍ유해폐기물 분류체계 개선, 유해성 심사평가체계 구축 등 법률 제정
ㆍ유해폐기물의 유해성 평가 및 관리체계 선진화 촉진을 위한 방안 마련
ㆍ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폐기물의 배출실태에 대한 조사
ㆍ폐기물의 유해특성을 평가하고 폐기물 성상별ㆍ종류별 유해특성 시험방법을 제시하여 유해
폐기물 관리 방안 마련

 관리대상 유해폐기물 선정
ㆍEU, 미국, 일본 등 외국의 유해폐기물 관리품목, 유해성 데이터베이스 및 유해특성 등의 평가
방법 등에 따라 인도네시아 실정에 맞는 관리대상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선정
ㆍ발생원, 유해물질 함유여부, 유해특성 등에 따라 유해폐기물 분류 및 관리기준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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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폐기물 관리대책 추진
ㆍ유해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소비를 줄이고 대체용품의 개발을 촉진ㆍ유도
ㆍ유해폐기물에 대한 회수처리체계 등에 대한 소비자ㆍ판매자 및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역
할 분담방안 마련
ㆍ유해폐기물 분리배출 홍보프로그램 개발 홍보

 환경친화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강화
ㆍ매립가스 CDM사업 추진 및 UNFCCC(유엔기후변화기구대회) 등록 추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등의 유해물질 사용규제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기준 마련
ㆍ전기전자제품의 제조단계에서 Pb, Hg, Cr6+, Cd 등 유해물질 및 PBB, PBDE 등 난연제 사용
규제

 유해물질 사용제한 기준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ㆍ온라인 시스템 상에서 유해물질 사용제한 기준 준수여부 확인 및 검증체계 구축
ㆍ전산시스템에 등록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통해 조기정착 유도

 폐농약 포장재, 폐의약품 등 유해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마련
ㆍ외국의 관리 사례, 발생량 및 유해물질 함유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대상 품목 선정
ㆍ관리 대상품목의 수거운반처리체계 구축 및 예산 지원방안 마련,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유해폐기물의 분류 및 관리체계 마련
ㆍ기업부담 경감을 고려한 폐기물 규제정책의 합리적 개선, 그간 업계관련단체 등의 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기준 개선요구 등을 적극 수용

 감염성폐기물의 관리기준 개선
ㆍ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감염성폐기물
제도개선안 마련
ㆍ이해당사자, 시민단체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하여 제도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및 관련
규정 개정 추진

 시멘트소성로의 폐기물 소각관리기준 개선방안 마련
ㆍ소성로의 공정특성, 다른 소각시설과의 형평성,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시멘트소성
로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 및 관련규정 개정
ㆍ처리용량 산정방식, 성능검사 세부기준 등

 제품 및 폐기물의 유해성 여부를 측정, 시험, 분석, 평가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국
가 지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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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방치된 폐기물에 대한 사전예방 및 처리대책 추진
 방치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행정대집행 등 사후처리 대책 마련
ㆍ토지소유자 및 점유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등 제도 마련
ㆍ사업장 및 토지ㆍ건물 등의 매매시 방치폐기물 적치여부 확인 및 처리의무 승계 의무화 검토
ㆍ폐기물 방치자 등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방안 강구

 폐기물적법처리 입증정보시스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도입
 유해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처리 전과정을 전산시스템 또는 무선주파수 인식을 통해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단계별로 불법으로 처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함
 각 단계별로 이해관계자에게 폐기물양, 경로, 인수인계 업체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토록 법령에 의무화시키고 각 지자체의 경우 이를 모니터링하여 적법한 처리를 하고 있는
지 검사
 특히,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감염성폐기물은 RFID 기반 관리시스템 도입
ㆍ관리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
ㆍ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RFID 24) 장비를 지원하고, 지도ㆍ점검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전자인계서
작성

폐기물 인계관리
시스템 및 인허가
시스템에서 자료추출.
폐기물통계분석시스템
을 이용한 분석자료를
정책자료로 활용

데이터
통계분석

폐기물인계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등록,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폐기물관리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인허가
신청

폐기물관련 인허가
사항을 적법처리
시스템에 직접
신청하여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 등 17종)

[그림 3-27] 한국환경자원공사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 사례

24) RFID(Radion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수 인식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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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폐기물 관리 선진화
 폐기물 관리 선진화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폐기물 관련 법제 마련, 폐기물 분류체계 개선 및
관리의 과학화, 폐기물 통계조사 실시, 님비현상 대응방안 마련 등을 설정함

<표 3-34> 폐기물 관리 선진화 부문 추진계획
1. 폐기물 관련 법제
마련

2. 폐기물 분류체계
개선 및 관리의
과학화

3. 폐기물 관리
프로세스의 전산화,
정보화 추진

• 폐기물관리법의 하위법령 마련

• 폐기물 분류체계를 발생원, 관리특성이 명확히 고려될 수 있는
체계로 개선
• 폐기물자원화 정보 D/B 및 GIS를 이용한 폐기물
수집정보관리시스템 구축 검토
• 폐기물관리 정보체계 구축
• 통계작성 과정의 합리적 개선, 통계관리의 전산화·과학화 등을
통한 폐기물 통계관리 선진화 추진
• 기업, 전문가 등 정책 이해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폐기물정책 민·관 공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 성과관리시스템

4. 님비현상 대응방안
마련

구축
•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주민홍보와 교육 강화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사전 협의, 주변영향지역 지원
강화
• 폐기물처리시설을 주민 문화·휴식공간으로 조성

■ 폐기물 관련 법제 마련
 폐기물관리법의 하위법령 마련
 폐기물관리법의 합리적 정비
ㆍ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의 책무
ㆍ폐기물의 무단투기 금지 등 국민의 책무
ㆍ폐기물관리종합계획 및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ㆍ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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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구분 설정
ㆍ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처리자의 의무 규정
ㆍ폐기물처리업의 구분과 인허가 사항
ㆍ폐기물처리시설의 기준과 설치신고, 검사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ㆍ폐기물처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자격요건, 자격자 관리에 관한 사항
ㆍ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통계생성 등에 관한 사항
ㆍ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및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ㆍ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ㆍ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재활용 관련 법령 마련
ㆍ재활용가능자원, 재활용제품, 재활용시설, 재활용산업, 1회용품, 포장재, 대형폐기물 등에 대한 정의
ㆍ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
ㆍ1회용품 사용억제 및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규정
ㆍ폐기물부담금 및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관한 규정
ㆍ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재활용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ㆍ고형연료제품에 관한 사항
ㆍ재활용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폐기물 분류체계 개선 및 관리의 과학화
 폐기물 분류체계를 발생원, 관리특성이 명확히 고려될 수 있는 체계로 개선
 지역별, 종류별, 성상별로 정확한 폐기물 통계자료 확보
ㆍ지역사회의 소각시설, 재활용 시설 등 설치에 기초자료로 제공

 통계작성 과정의 합리적 개선, 통계관리의 전산화ᆞ과학화, 통계 담당기관 일원화 등을 통
한 폐기물 통계관리 선진화
 폐기물자원화 정보 D/B 및 GIS를 이용한 폐기물 수집정보관리시스템 구축 검토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국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자료를 수집하고 취합할 수 있는 폐기
물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추진
 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ㆍ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생산ㆍ판매정보 및 지리정보시스템(GIS) 개발
ㆍRFID(무선주파수 인식 기술: Radion Frequency IDentification) 기반 폐기물 관리 시스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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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 구축 및 확대: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 ㆍ
시스템 정상운영 및 대상사업장 단계별 확대
ㆍ폐기물 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하여 부분별 폐기물통계의 연계성 강화

■ 폐기물 관리 프로세스의 전산화, 정보화 추진
 폐기물관리 정보체계 구축
 폐기물 관련 각종 통계의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개선방안 마련ᆞ추진 필요
ㆍ다양한 폐기물 통계에 대한 전문성과 안정적 관리능력을 가진 통계 전문기관 및 담당인력
부재하며, D/B 구축 및 정보화에 의한 폐기물통계 관리가 필요함

 전국단위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생성을 위해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조사
하여 폐기물의 종류별, 행정구역별 발생량 및 처리방법별 처리량 파악
 통계작성 과정의 합리적 개선, 통계관리의 전산화·과학화 등을 통한 폐기물 통계관리 선진
화 추진
 통계정책 기반 강화
ㆍ선진국의 사례조사를 통해 통계분류체계 정비 및 통계분석기법 다양화
ㆍ통계서식: 조사표를 알기 쉽고 명확하게 마련
ㆍ지역별, 폐기물별 「발생량 원단위」를 이용한 폐기물 발생량 통계 작성

 폐기물분야 통계 담당기관 설정

■ 님비현상 대응방안 마련
 기업, 전문가 등 정책 이해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폐기물정책 민·관 공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시민단체, 기업체, 전문연구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
 고객입장에서의 폐기물 관리제도를 통해 정책 수용성 향상 및 정책의 질 제고
ㆍ고객 특성을 반영하는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고객 순응형 폐기물관리’ 강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주민홍보와 교육 강화
 폐기물처리시설은 더 이상 환경혐오시설이 아닌 환경친화적 시설임을 인식시키는 교육 및
홍보강화
 환경행정 신뢰도 향상 추진
ㆍ민간인과 전문가 주도형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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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입지선정에 대한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해 응모지와 이해관계가 없는 지역사회대표를 위원
으로 선임
ㆍ객관적이고 공정한 타당성 조사를 통한 입지선정의 행정신뢰도 제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사전 협의, 주변영향지역 지원 강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따른 주민참여 및 의견수렴체제 강화
ㆍ여러 대안별 파급효과, 시설입지로 인하여 자치단체에 맞는 재정적 영향 등 다양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

 주변영향지역 지원 범위의 사전 협의ᆞ수용
ㆍ지원대상지역의 범위를 협의 수용함으로써 해당지역 주민의 불만 최소화
ㆍ시설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동의를 위해 편익시설 설치, 에너지 사용료 할인혜택 등 인센티
브 제공

 소각시설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ㆍ소각시설 주변지역의 다이옥신 잔류실태를 연차적으로 조사
ㆍ주변지역의 대기ㆍ토양ㆍ방류수를 대상으로 다이옥신 잔류실태 분석

 지역특성을 고려한 폐기물관리정책의 추진 확대
ㆍ지역특성을 반영한 폐기물정책의 탄력적인 추진과 함께, 지역간 공동처리 및 시설별 공동이
용체제 확대 필요

 폐기물처리시설을 주민 문화·휴식공간으로 조성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한 주민편의시설 설치ᆞ운영
ㆍ소각장 폐열을 활용하여 수영장, 사우나, 헬스장, 에어로빅장, 전시실 등 주민편의시설로 조
성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시설로 건설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 주변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주
민편의시설, 건축디자인, 조경 등에 대한 배려를 확대

[그림 3-28] 폐기물처리시설 문화공간 조성 (수도권매립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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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한국정책 중 인도네시아에 제시된 부분
한국 폐기물관리 정책

폐기물
최소화

인도네시아에
제시된 부분

생산단계에서의 최소화

O

유통단계에서의 최소화

O

소비단계에서의 최소화

O

처분단계에서의 최소화

O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정착

O

재활용산업 육성 및 지원
폐기물
자원화

재활용품 수요 촉진
음식물류폐기물의 자원화(시설 및 기반 조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

폐기물 처리 최적화

폐기물의 자원(에너지) 회수 제고

O

생활폐기물의 처리

O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O

통합폐기물 처리시스템 구축

O

폐기물관리법제의 정비

O

폐기물통계의 개선

O

생산자의 폐기물관리 책임체제 확립
폐기물 관리 선진화

자율적 폐기물관리 책임체제 확립 유도
지역별 폐기물관리 책임체제 확립
경제적 유인에 의한 폐기물처리의 합리화
폐기물관리의 정보화 및 과학화

O

폐기물재활용 및 자원회수 기술 개발

O

폐기물분야에서의 기후변화협약 대처
국제동향 대응체계
구축

바젤협약에 따른 유해폐기물 수출입관리 철저
OECD 규정에 적합한 유해폐기물 관리
FTA 환경서비스, 국제환경규제 대응방안 마련
동북아 폐기물관리 협력체제 구축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

선진 유해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지정폐기물의 처리
감염성폐기물의 처리
유해폐기물 관리체계 선진화

고객지향형
폐기물관리체계
구축

O

O

민간기업 참여 활성화
폐기물 관리 거버넌스 구축
생활환경 개선
님비현상 대응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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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폐기물관리 법령 세부내용 제시
한국측이 인도네시아에 제시한 “폐기물관리 법령 세부내용”은
① 한국의 폐기물 관련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을 기초로 인도네시아의
상황에 맞게 조정되어 작성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인도네시아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쳤음
② 본 내용의 일부분이 향후 인도네시아에서 제정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법령 이외에 추가적으로 한국의 세부기준(부록2) 및 주요서식(부록3)을 제공하여,
인도네시아에서 향후 정책을 시행할 때 한국의 기준을 참고하도록 하였음
인니측과
법령부문 결과
형태 협의
(2008.11)

법령 제공내용
초안 작성 및
자문단 의견 수렴
(2008.12)

인니측과 제공될
법령 내용의 주요
내용 협의
(2009.1)

법령 내용에 대한
영문화 진행
(2009.2~3)

5.1. 구성 체계
• 목적
1. 개요

• 정의
• 적용범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 주체별 역할 및 책무

• 폐기물의 광역관리
• 국민의 책무
•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3. 폐기물 관리 기반

•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 폐기물 통계 조사
• 폐기물 공정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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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 처리기준
• 생활폐기물의 처리
•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4.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가격
•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처리업 결격사유
• 허가의 취소

5. 폐기물처리업

• 과징금 처분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 권리의무의 승계
• 기술관리인
•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6.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와
감독

•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 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 보고서 제출
• 보고ㆍ검사
•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7. 님비현상 대응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 부대시설 등의 시설설치
• 폐기물 재활용 신고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8. 기타

• 폐기물처리사업의 조정
• 국고보조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 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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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주요 내용
■ 개요
 목적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
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정의
 폐기물: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
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함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함
 사업장폐기물: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의 오염 배출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함
 유해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ᆞ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
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을 말함
 처리: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처리에 따른 재활용을 포함함
 재활용: 폐기물을 재사용ᆞ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ᆞ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
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함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을 말함
 폐기물감량화시설: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
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을 말함
 적용범위
 인도네시아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함
 자연으로부터 폐기물 발생, 재활용, 중간처리, 최종처리의 모든 단계를 포함함

■ 주체별 역할 및 책무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
 국가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ᆞ개발ᆞ지원하고, 지방정부가 책무를 충실하게 하
도록 필요한 기술적ᆞ재정적 지원을 하며, 각 지역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
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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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는 폐기물의 수집ᆞ운반ᆞ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
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해야 함
 국가는 유해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유해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함
 각 지방정부에서는 관할 구역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ᆞ운영해야 함
 폐기물의 광역관리
 둘 이상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ᆞ운영할 수 있음
 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함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ᆞ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ᆞ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
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정부에서 정하는 계획에 따라야 함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누구든지 지방정부 또는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
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됨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
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안됨

■ 폐기물 관리 기반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주지사는 관할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시장ᆞ군수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주지사에게 제
출해야 함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은 아래와 같음
ㆍ관할 구역의 인구, 주거형태, 산업 구조ㆍ분포 및 지리적 환경 등에 대한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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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과 장래의 발생 예상량
ㆍ폐기물의 처리 현황과 향후 처리 계획
ㆍ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 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ㆍ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현황과 향후 설치 계획
ㆍ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그 장비ㆍ용기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ㆍ재원의 확보 계획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중앙정부는 국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폐
기물 통계조사 결과를 기초로 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세워야 함
 폐기물 관리 계획에 포함될 내용은 아래와 같음
ㆍ폐기물 관리 여건 및 전망
ㆍ종합계획의 기조
ㆍ부문별 폐기물 관리 정책
ㆍ재원 조달 계획

 폐기물 통계 조사
 폐기물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상황, 종류
별 폐기물 발생량의 지역적 분포와 변화 추세를 조사하여야 함
 폐기물 공정시험 방법
 폐기물의 해로운 정도를 판단하고 폐기물 처리방법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가 되
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오염물질의 용출 등을 분석할 때 분석의 정확성과 통일을 기하
기 위해 폐기물의 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함

■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ᆞ운반ᆞ보관ᆞ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으로 정한 기준과 방
법을 따라야 함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주지사, 시장, 군수는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ᆞ운반ᆞ처리하여야 함
 지방정부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집ᆞ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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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ᆞ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환경 보전상 지
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함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종류별, 성질별,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
여야 함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아래의 사항을 지켜야 함
ㆍ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ㆍ생산 공정에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
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함
ㆍ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을 지방정부에 신고하여야 함
ㆍ유해폐기물의 경우 처리 전에 서류(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유해폐기물의 처
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함
ㆍ사업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법으로 정하는 기본 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
하는 지침을 지켜야 함
ㆍ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함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
리업 허가를 받은 자,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ᆞ운영
하는 자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함
 사업장폐기물 배출ᆞ운반ᆞ처리하는 자는 관련 인수ᆞ인계에 관한 내용을 국가에 제출하여
야함
 일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 유해폐기물의 경우 무선주파수
인식방법(RFID)을 이용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
 폐기물의 배출운반 처리과정을 검색 확인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개발하여야 함
 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운반중에 서류(폐기물의 인수ᆞ인계 관련 서류)를 지녀야 함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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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폐기물에 대하여 그 처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고액이
나 최저액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의 수집ᆞ운반ᆞ처리를 업(폐기물 처리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를 중앙정부에 제출해야 함
 환경부 또는 주지사는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폐기물처리업 규정에 적한한
지 여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ᆞ능력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ᆞ운영
으로 상수원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한 후 그 적합 여부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함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내용은 아래와 같음
ㆍ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 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ㆍ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처리, 기계적 처리,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리 할 수 있다고 인정
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리하는 영업
ㆍ폐기물의 최종처리업: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의 방법으로 최종처
리하는 영업
ㆍ폐기물 종합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리와 최종처리를 함께 하는
영업

 허가의 취소 등
 지방정부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함
ㆍ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ㆍ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행위를 한 경우
ㆍ폐기물의 인수ㆍ인계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ㆍ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
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ㆍ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ㆍ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
상 휴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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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처분
 허가의 취소로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법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ᆞ운영해서는 안됨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치면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함
 정하는 기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함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자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ᆞ관리해야 함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거나, 정하는 측정기관이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측정하여야 하는 오염물질, 측정주기, 측정결과의 보고 등 기준 마련하여 고시해야 함
 권리의무의 승계
 폐기물처리업자가 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허가ᆞ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ᆞ의
무를 승계함

■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유지ᆞ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
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거나 기술관리 능력이 있다고 정해진 자와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등은 교육기관이 실시
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함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자는 장부를 갖추어두고 아래와 같
은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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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상황 등
ㆍ폐기물의 발생량ㆍ재활용상황 처리실적 등
ㆍ제품과 용기 등의 생산ㆍ수입ㆍ판매량과 회수ㆍ처리량 등

 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영업을 휴업ᆞ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 그 사실을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함
 보고서 제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업자
는 폐기물의 발생ᆞ처리ᆞ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보고ᆞ검사 등
 관계인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나 사
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업자와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
를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거나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하며, 1차적으로 책임이 있음
 방치폐기물 처리의 2차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음

■ 님비현상 대응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ᆞ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ᆞ공고하여야 함
 입지선정계획에는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폐기물처리시
설의 종류와 규모, 입지선정 기준과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함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
도록 하여야 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되면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영
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주변영향지역)을 결정ᆞ고시하여야 함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와 협
의하여 구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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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부대시설 등의 시설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경이나 진입
도로 주변의 방진ᆞ방음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기타
 폐기물 재활용 신고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주지사에게 신고해야 함
 재활용 사업의 정지에 따른 과징금 처분 규정 마련하여 고시해야 함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중앙정부에 신고해야 함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중앙정부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시설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 토지 이용을 공
원, 수목, 식재, 초지의 조성 및 체육시설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음
 폐기물처리사업의 조정
 지방자치단체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을 조정할 때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필요
가 있으면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생활환경 보전과 개선을 위
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음
 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설치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음
 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
 일정 주기로 처리 실적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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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한국법령 중 인도네시아에 제시된 부분
제시
부분

한국 폐기물법

제시
부분

제1조 (목적)

O

제35조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O

제2조 (정의)

O

제36조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O

제3조 (적용 범위)

O

제37조 (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O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O

제38조 (보고서 제출)

O

제5조 (폐기물의 광역 관리)

O

제39조 (보고·검사 등)

O

제40조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O

한국 폐기물법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제7조 (국민의 책무)

O

제41조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제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O

제42조 (조합의 사업)

제9조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O

제43조 (분담금)

제10조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O

제44조 (「민법」의 준용)

제11조 (폐기물 통계 조사)

O

제45조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제12조 (폐기물 공정시험 방법)

O

제46조 (폐기물 재활용 신고)

제13조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O

제46조의2 (과징금 처분)

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O

제47조 (폐기물의 회수 조치)

제1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O

제48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제49조 (대집행)

제16조 (협약의 체결)
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O

제5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제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O

제5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제19조 (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O

제52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제24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가격)

O

제53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O

제24조의2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제54조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O

제24조의3 (수입폐기물의 처리 등)

제55조 (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O

제25조 (폐기물처리업)

O

제56조 (국고 보조 등)

O

제26조 (결격 사유)

O

제57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O

제27조 (허가의 취소 등)

O

제58조 (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

O

제28조 (과징금 처분)

O

제58조의2 (한국폐기물협회)

제2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O

제60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3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O

제61조 (청문)

제3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O

제62조 (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제32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등의 의제)

제63조 (벌칙)

제33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O

제67조 (양벌 규정)

제34조 (기술관리인)

O

제6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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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사업 개발 접근전략

 한ᆞ인니 공동사업 개발은 ①정부간 협력 부문, ②정책연구 부문, ③사업개발 부문 등 크게 3
가지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접근전략을 통해 공동사업을 개발하였음
 정부간 협력 부문은 본 과제 수행 시 이루어졌던 양국 간 고위급 회담에서 도출된 정부간
협력사업을 제시하였음
 정책연구 부문의 공동사업은 인도네시아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한국정부의
폐기물정책 중 인도네시아 환경부가 단기간에 도입하기를 원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선
정되었음
 사업개발 부문의 공동사업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기업이 수행 가능한 사업유형을 선정하
고, 이와 관련한 신규 사업 리스트를 확보하였으며, 한국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추
진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접근전략을 제시하였음

정부 간 협력부문
양국 간 고위급 회담을 통해
도출된 협력사업 제시

정책연구 부문

사업개발 부문

한국측 정책프로그램 제시

사업 추진여건 분석 및
접근전략 도출

인도네시아측 정책수요 조사

• 생활폐기물 사업 접근전략
• 바이오매스 사업 접근전략
• 생활폐기물 및 바이오매스
패키지화 전략

공동 정책연구 사업
추진방안 제시

[그림 4-1] 공동사업 개발 접근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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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간 협력 부문

 본 연구는 2007년 12월 체결된 '한ᆞ인니 환경관리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MOU'에 의해 진
행된 협력사업 이었음
 우선적으로 인도네시아 측에서 폐기물 부문에 대한 협력을 요구하여 본 연구(인도네시아 폐기
물관리 종합계획 수립)가 진행되었으나, 본 연구 이후에도 폐기물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협력
사업 및 수질ᆞ대기ᆞ기후변화 등 타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국간의 지속적인 네트워크가 중요함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연구동안 진행된 양국간 고위급 회담에서 '한ᆞ인니 환경협력 공동협
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한ᆞ인니 환경협력 공동협의체'는 양국 환경부의 국장급을 공동의장으로 구성하고, 양국별
각 10명 내외의 실무자로 구성하여, ①양국 간 환경협력 사항에 대한 지속적 의견 교환, ②환
경행정 정보 및 환경산업·기술 정보 교류, ③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한 지원사항
협의, ④후속 지원사업 협의 등을 협의하게 됨

환경부 녹색환경정책관

환경부 오염통제국장

+ 실무자 10명 내외

+ 실무자 10명 내외

• 양국 간 환경협력 사항에 대한 지속적 의견 교환
• 환경행정 정보 및 환경산업·기술 정보 교류
•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한 지원사항 협의
• 후속 지원사업 협의 등
Î 2009년 10월 1차 협의회 개최 (@ 대한민국)
[그림 4-2] 한·인니 환경협력 공동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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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연구 부문

 정책연구 부문의 공동사업은 인도네시아의 폐기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국
측에서 제시한 정책의 세부내용 및 한국측의 우수사례 중 인도네시아 환경부 측에서 단기간
에 도입을 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총 5개의 정책프로그램이 선정되었음

<표 4-1> 한ㆍ인니 공동 정책연구 사업
구분

폐기물 최소화 부문

공동 정책연구 사업
1.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가이드라인 개발
2. 환경친화 포장재 가이드라인 개발

폐기물 안전관리 부문

3. 유해폐기물 통합관리체계 구축

폐기물 자원화 부문

4. 폐기물 에너지화 기본계획 수립

폐기물관리 선진화 부문

5. EPR 지원시스템 구축

3.1.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가이드라인 개발
■ 추진배경
 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으나, 기업은 이윤추
구의 목적에 따라 폐기물관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 못함
 사업장폐기물의 3R 제도 이행을 위한 폐기물 관련 시장과 재활용, 처리 등에 관한 정부의 기
술적 가이드라인, 감독, 지원 미비
 사업장폐기물의 관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부족 (National Statistics Agency 2003에 의하
면, 중소기업 사장의 73%가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 수준임)

- 197 -

인도네시아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 추진내용
 사업장폐기물 감량 추진 현황 조사
 국내ᆞ외 해당업종의 폐기물관리 및 저감 등 감량화 실태 파악을 위한 추진 현황 조사ᆞ분석
 사업장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조사ᆞ분석
 대상사업장의 현장을 방문하여 전 공정 정밀 진단(대상사업장외 업종별 공통으로 적용 가
능한 부분공정 포함)을 실시하고, 해당 업종 특성에 적합한 감량화 기법 제시
 업종별 감량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산ᆞ학ᆞ연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해당업종에 적합한 감량화 가이드라인 마련
 해당 업종별 폐기물 감량화 가이드라인 마련 및 평가
 업종별 특성에 맞는 감량화 가이드라인을 구체적 사례중심으로 마련
 대상사업장의 감량화 성과(환경적ᆞ경제적) 평가를 실시
 해당 업종에 적합한 효율적인 확산 전파 방안 제시

■ 기대효과
 사업장폐기물 관리를 위한 정부차원의 관리체계 마련
 사업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가이드라인 보급으로 3R의 정착

3.2. 환경친화 포장재 가이드라인 개발
■ 추진배경
 포장재 폐기물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못했음
 포장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감량화 및 친환경 포장재 사용에
대한 관리 필요

■ 추진내용
 합성수지포장재 사용 및 재질ᆞ구조 개선 실태조사
 합성수지포장재 사용(재질구조) 실태 조사(제품설계→ 최종폐기)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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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수지포장재 주요업종의 재질ᆞ구조 관리 및 재활용 향상을 위한 추진현황 조사ᆞ분석
 외국의 합성수지 포장재 사용(재질ᆞ구조) 개선사례 조사 및 분석
 합성수지 포장재 재질ᆞ구조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외국의 합성수지 포장재 개선사례를 검토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전문가 자문 및 업계(생산업계, 재활용업계) 의견 수렴을 통한 합리적 재질ᆞ구조 개선 방
안 제시
 주요 업종별 현장 업체방문을 통해 전 제조공정 분석을 실시하여 해당 업종에서 현장적용
이 가능한 합성수지 포장재 재질ᆞ구조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기업의 자발적 합성수지 포장재 재질ᆞ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주체별 역할 및 방안 제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각 주체별(정부, 기업 등) 역할 및 추진방안(인센티브,
정부보조금 등) 제시
 합성수지 포장재 재질ᆞ구조개선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

■ 기대효과
 포장폐기물 감량 및 환경친화 포장재 사용 활성화 지원

3.3. 유해폐기물 통합관리체계 구축
■ 추진배경
 유해폐기물 관리를 위한 법적인 기반은 구축되었으나, 실행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 미흡
 일부지역에서는 민간차원에서 유해폐기물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지원, 기
술감독 제공, 모니터링 등에 관련된 제도적 장치의 부족

■ 추진내용
 선진국의 유해폐기물 관련 자료 조사
 관리대상 유해폐기물 품목 조사
 유해폐기물 분리배출방법, 보관방법, 수집ᆞ운반 방법, 처리방법 등
 수집ᆞ운반ᆞ처리비용 및 비용의 부담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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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의 유해폐기물 관련 법규 및 관련 매뉴얼 등 사례조사
 유해폐기물의 관리대상품목 선정기준 마련 및 대상품목 선정
 선진국의 유해폐기물 정의와 적용범위 조사ᆞ검토
 유해성평가 문헌 및 실험 자료, 관리대상품목 선정기준 등을 조사하여 유해폐기물의 관리
대상 품목 선정기준 마련
 유해성 정도(독성, 부식성, 인화성, 반응성 등), 폐기물 발생량, 유해물질 함유량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적으로 관리해야할 품목을 선정 제시
 인도네시아 유해폐기물의 관리현황(발생량, 회수ᆞ처리실태 등) 조사 및 문제점 검토
 유해폐기물의 발생 현황 및 장래 발생량 예측
 유해폐기물의 처리 현황 및 문제점 도출
 관리대상 유해폐기물의 관리제도 개선방안 제시
 관리대상 유해폐기물의 수거ᆞ운반ᆞ처리체계 구축방안, 처리비용 산정 및 예산확보 방
안, 시범사업추진 및 전국 확대 시행방안 등 관리 개선방안 제시
 관련제도 및 관련법령 개선 방안

■ 기대효과
 유해폐기물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술적 개선방안 마련

3.4. 폐기물 에너지화 기본계획 수립
■ 추진배경
 대부분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처리되고 있으나, 최근 폐기물의 에너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음
 폐기물 에너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가 부족하여, 활성화되고 있지 못함

■ 추진내용
 국내외 폐기물 에너지화 현황 조사
 국제적 폐기물관리 패러다임 동향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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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의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 기술현황 파악 및 국내 정책수립․추진에의 시사점 도출
 국내 폐기물 에너지화 실태 및 기술수준 파악 정리․분석
 폐기물 에너지화 가능 물량 파악 및 정책 추진목표 설정
 폐기물 에너지화 중기 목표 및 장기 추진방향 설정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 세부 실행계획(안) 마련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 추진기반 조성(안) : 폐기물 에너지화 촉진 및 활성화 유도방안 등
 기술개발 촉진 및 CDM사업 활성화 방안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확충 중기 실천계획 마련 : 폐기물 에너지타운 건설, 폐기물 에너지
화 사업별ᆞ시설별 추진계획 수립, 사업 수요 파악 및 추진계획 사전협의 등
 폐기물 에너지화 추진체계 구축방안
 폐기물 에너지화 중기 재정계획 수립 및 기대효과 분석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재원확보 방안 및 기대효과 등 제시
 원활한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제시

■ 기대효과
 폐기물 에너지화를 위한 중장기 목표 수립
 폐기물 에너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3.5. EPR 지원시스템 구축
■ 추진배경
 ERP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 마련 및 운영
 EPR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통합적인 지원시스템 부족

■ 추진내용
 EPR 제도의 업무분석 및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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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운영되고 있는 EPR 제도 분석
 선진국의 EPR 제도 운영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발전방향 제시
 EPR 지원 시스템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재활용의무 이행업체 관리
 재활용업체 관리
 재활용의무량 관리
 재활용부과금 관리
 실적/통계자료 출력
 기초정보관리
 ERP 지원 시스템(H/W, S/W) 설치 및 사용자 교육 실시

■ 기대효과
 ERP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족진

- 202 -

제4장 한ㆍ인니 공동사업 개발

4. 사업개발 부문
4.1. 폐기물사업 추진여건 및 접근전략
4.1.1. 폐기물사업 추진여건

■ 대상 폐기물의 종류
 국내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폐기물사업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발생-수거-중간처리-최종처리'의 폐기물 처리 단계 중 중간처리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
사업'과 '소각시설', 그리고 최종처리에 해당하는 '매립시설' 등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현재 인도네시아의 최종처리시설은 주로 단순 매립시설로써 위생매립이 아닌 open dumping과
같은 비위생매립장으로 운영되고 있음
 새롭게 건설되는 최종처리시설의 경우 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MBT시설과 같은 전
처리 시설을 갖추고, 침출수 처리장 등을 포함한 위생매립장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음
 따라서 국내기업이 인도네시아의 생활폐기물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전처리시설을 갖
춘 위생매립장 건설 부문'에 초점을 두어야 함
 유해성이 있는 산업폐기물의 경우 인도네시아의 환경법이 우리나라와 같이 강하지 않기 때문
에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폐기물 발생업체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
음. 따라서 현 시점에서 유해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우선순위가 낮다고 할 수 있음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달리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농업폐기물이 다량 발생하고 있으며, 이
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원료임. 따라서 이러한 농업폐기물을 이용한 바이
오매스 발전 사업 등이 유용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인도네시아는 오일팜, 코코넛, 고무나무, 쌀 등의 생산량이 매우 크며, 이러한 농장 등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면 많은 사업기회를 발굴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바이오매스 중 수집이 용이하고, 발열량이 높은 품목들은 이미 상당부문 시
장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 있는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새로운 품목을 개발하
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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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 지역
 생활폐기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최소한의 경제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폐기물사업의 규모는 대상지역의 인구와 밀접한 관
련이 있으므로,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접근하여야 함
Medan
Padang
Pekanbaru

Batam
Balikpapan

Samarinda

Palembang
Bandar Lampung
Tangerang

Jakarta
Semarang
Bekasi
Surakarta
Malang

Bogor
Depok Bandung
Yogyakarta

Makassar

Bali
Surabaya

[그림 4-3] 인도네시아 대도시(인구 50만명 이상) 현황

 농업폐기물의 경우에도 사업기회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농업폐
기물은 생활폐기물과는 달리 인구가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

8%

6%

10%

오일팜
고무나무
코코넛
쌀

7%
51%
32%

34%

53%

26%

Kalimantan
9,582MW

Sumatra
40,100MW

13%
25%

34%

Sulawesi
3,574MW

2%
76%

Papua
1,050MW

1% 6%
34%

60%

3% 19%

Java
8,148MW

자료: 에코프론티어 내부자료

[그림 4-4] 인도네시아 바이오매스 발생량 및 발전가능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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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타 국가의 인도네시아 폐기물사업 진출사례

■ 사업유형 및 진출국가
 폐기물사업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모든 해외 기업을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UNFCCC에 등록된 또는 신청 중인 CDM사업으로 연계된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ᆞ분석하였음
 조사 대상 사업유형은 크게 ①생활폐기물 매립장 사업, ②퇴비화 사업, ③바이오매스 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음
 2009년 4월 현재 총 42개의 사업이 등록 또는 신청 중이며, 총 37개 해외 기관이 참여하고
있음
 매립가스 부문의 경우 2개의 사업이 등록되었고, 5개의 사업이 신청 중임
 퇴비화 부문의 경우 1개의 사업이 등록되었고, 15개 사업이 신청 중임
 바이오매스발전 부문의 경우 7개 사업이 등록되었고, 12개 사업이 신청 중임
 매립가스 부문의 경우 대부분이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또는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을 중
심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퇴비화의 경우 생활폐기물에 포함된 유기물을 이용한 퇴비화
보다는 팜오일농장 등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유기성폐수 등을 이용한 퇴비화에 사업이 집중되
고 있음. 3가지 사업유형 중 바이오매스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 중인 사업임

<표 4-2> 인도네시아 폐기물 사업현황 및 국외기관 참여현황
No

1

종류

지역

프로젝트명

사업주(인니)

매립가스

서부칼리
만탄州

Pontianak - GHG emission
reduction through improved
MSW management – LFG
Capture, Flaring and Electricity
Generation

PT Gikoko
Kogyo Indonesia

PT Navigat Organic Energy
Indonesia Integrated Solid
Waste Management (GALFAD)
Project in Bali
Gikoko Palembang - LFG
Flaring Project

2

매립가스

발리

3

매립가스

남부수마
트라州

4

매립가스

서부자바
州

Gikoko Bekasi - LFG Flaring
Project

참여국가 및 기관

비고

네덜
란드

Netherlands
Clean
Development
Mechanism
Facility

등록

PT Navigat
Organic Energy
Indonesia

일본

Mitsubishi UFJ
Securities

등록

PT Gikoko
Kogyo Indonesia

스웨덴

Asian Pacific
Carbon Fund

신청중

네덜
란드

Netherlands
Clean
Development
Mechanism
Facility

신청중

PT Gikoko
Kogyo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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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립가스

라하우州
외 10개
州

Bundled Landfill gas recovery
project

PT GER

네덜
란드

BGP Engineers

신청중

신청중

신청중

매립가스

남부술라
웨시州

Gikoko-Makassar - LFG
Flaring Project

PT Gikoko
Kogyo Indonesia

네덜
란드

Netherlands
Clean
Development
Mechanism
Facility

7

매립가스

중부자바
州

Piyungan Landfill Gas Capture
Project in Yogyakarta

Agency for the
Assessment and
application of
Technology

일본

Shimizu
Corporation

8

퇴비화

발리

Gianyar Waste Recovery
Project

Rotary Club of
Bali Ubud

스위스

9

퇴비화

리하우州

Fetty Mina Co-Composting
Project

PT Fetty Mina
Jaya

영국

EcoSecurities

신청중

10

퇴비화

리하우州

Organic Waste Composting at
Nilo Palm Oil Mill

PT Adei
Plantation &
Industry

캐나다

Terra Bio Plus
Corporation

신청중

11

퇴비화

동부칼리
만탄州

Organic Waste Composting at
Terra Indo Fertilizers JV

Terra Indo
Fertilizers JV

캐나다

Terra Bio Plus
Corporation

신청중

12

퇴비화

동부칼리
만탄州

Organic Waste Composting at
Terra-GMP Composting Plant

-

캐나다

Terra Bio Plus
Corporation

신청중

13

퇴비화

아체州

Patisari Co-Composting
Project

PT Patisari

영국

EcoSecurities

신청중

14

퇴비화

아체州

Bahari Co-Composting Project

PT Bahari
Dwikencana
Lestari

영국

EcoSecurities

신청중

15

퇴비화

리하우州

Gandaerah Hendana
Co-Composting Project

PT Gandaerah
Hendana

영국

EcoSecurities

신청중

16

퇴비화

서부칼리
만탄州

Organic Waste Composting at
PTS Palm Oil Mill

PT Prakarsa Tani
Sejati

영국

United
Investment
Holding LTD

신청중

17

퇴비화

잠비州

Organic Waste Composting at
CKT Palm Oil Mill

-

영국

Aretae

신청중

18

퇴비화

중부칼리
만탄州

Karya Makmur Bahagia
Co-composting Project

영국

Ecosecurities

신청중

19

퇴비화

리하우州

Rohul Sawit Industri
Co-Composting Project

영국

Ecosecurities

신청중

20

퇴비화

중부칼리
만탄州

Windu Nabatindo Lestari
Co-Composting Project

영국

Ecosecurities

신청중

21

퇴비화

람풍州

PT Api Metra
Palma

일본

ITOCHU
Corporation

신청중

22

퇴비화

리하우州

NHR Co-Composting Project

PT Nikmat
Halona Reksa

스위스

Ecosecurities

신청중

23

퇴비화

북부수마
트라州

Merbau Jaya Co-Composting
Project

PT Merbaujaya
Indahraya

스위스

Swiss Carbon
Asset

신청중

24

바이오
매스발전

방카벨리
퉁州

Listrindo Kencana Biomass
Power Plant

PT Listrindo
Kencana, and PT
Sawindo
Kencana

일본

Mitsubishi UFJ
Securities

등록

6

Co-composting of EFB and
POME at PT. Kriya Swarna
Pubian in Lampung

PT Karya
Makmur
Bahagia
PT Rohul Sawit
Industri
PT Windu
Nabatindo
Lest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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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W Biomass Power Plants
Using Waste Wood Chips &
Sawdust in Central Java
Province
Emission reductions through
partial substitution of fossil
fuel with alternative fuels in
the 2 cement plants of PT
Holcim Indonesia Tbk
Nagamas Biomass
Cogeneration Project in
Indonesia

25

바이오
매스발전

중부자바
州

26

바이오
매스발전

서부자바
州및
중부자바
州

27

바이오
매스발전

리하우州

28

바이오
매스발전

북부술라
웨시州

29

바이오
매스발전

북부수마
트라州

30

바이오
매스발전

리하우州

31

바이오
매스발전

서부칼리
만탄州

32

바이오
매스발전

람풍州

33

바이오
매스발전

리하우州

Mandau Biomass Power Plant

34

바이오
매스발전

북부수마
트라州

PTMM Biomass to Electricity
Project 24.0 MW(e)

35

바이오
매스발전

리하우州

36

바이오
매스발전

중부자바
州

37

바이오
매스발전

리하우州

38

바이오
매스발전

중부칼리
만탄州

39

바이오
매스발전

중부자바
州

40

바이오
매스발전

리하우州

41

바이오
매스발전

서부칼리
만탄州

PTIP Biomass to Electricity
Project (7 MW)
Partial Fuel Switch from Coal
to Biomass Residues in Boilers
for Electricity and Heat
Generation
Pelita Agung Agrindustri
Biomass Cogeneration Plant
Co-composting of EFB and
POME at PT. Sabut Mas Abadi
in Kumai
Grid electricity displacement
through biomass gasification
in the mushroom industry in
Central Java
BKR Biomass 4 MWe
Condensing Steam Turbine
Project
West Kalimantan Biomass
Co-Generation Project

42

바이오
매스발전

방카벨리
퉁州

Belitung Energy Biomass
Power Plant

Amurang Biomass
Cogeneration Project

PT Rimba
Partikel
Indonesia

일본

PT Holcim
Indonesia
PT Nagamas
Palmoil Lestari
PT Cargill
Indonesia

MNA Biomass 9.7 MWe
Condensing Steam Turbine
Project
MSS Biomass 9.7 MWe
Condensing Steam Turbine
Project
Southern Biomass
Cogeneration in West
Kalimantan

등록

스위스

Holcim Group
Support

등록

일본

Mitsubishi UFJ
Securities

등록

Cargill
International
EcoSecurities

등록

스위스
영국

PT Multimas
Nabati Asahan

-

-

등록

PT Murini
Samsam

-

-

등록

홍콩

Southern Finance
Company Ltd.

싱가
포르

AESCCX,
Byun&Co.

영국

EcoSecurities

신청중

Landfill Gas
Canada

신청중

PT Erna
Djuliawati

KPSA Lampung Biomass
Project

Sumitomo
Forestry

PT Karya Prima
Sentosa Abadi
PT Adei
Plantation &
Industry

캐나다

신청중

PT Musim Mas

-

-

신청중

PT Intibenua
Perkasatama

-

-

신청중

PT Pura
Barutama

일본

NEDO

신청중

PT Pelita Agung
Agrindustri

일본

Mitsubishi UFJ
Securities

신청중

PT Api Metra
Palma

일본

ITOCHU
Corporation

신청중

PT National
Champignon

영국

EDF Trading

신청중

PT Bukit Kapur
Reksa

-

-

신청중

PT Erna
Djuliawati

-

-

신청중

PT Belitung
Energy, and
PT Zeus
Innavitas

-

-

신청중

자료: UNFCCC,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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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42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37개 해외기관 중 영국이 1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일본이 9건을 차지하고 있음
 영국의 경우 탄소펀드와 관련된 금융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상사(商
社)기업, 증권회사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
1건, 3%

1건, 3%

1건, 3%

4건, 11%

영국
일본

12건, 32%
4건, 11%

스위스
네덜란드
캐나다

5건, 13%

스웨덴
9건, 24%

홍콩
싱가포르

[그림 4-5] 국가별 인도네시아 폐기물사업 진출현황

■ 진출사례1 : 발리 매립가스 프로젝트 25)
 프로젝트명 : PT Navigat Organic Energy Indonesia Integrated Solid Waste Management
(GALFAD) Project in Bali
 프로젝트 개요
 발리 TPA Suwang 매립지에서는 하루 평균 800톤의 도시고형폐기물(MSW)을 반입하고
있으며 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GALFAD(Gasification, Landfill gas and Anaerobic Digestion)
시설을 건설 및 운영하여 전력을 생산하며, 이는 생활폐기물로 인한 메탄을 회피하고 화석
연료를 대체하여, 연간 123천 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프로젝트임
 인도네시아의 NOEI(PT Navigat Energy Indonesia)가 개발자로서 참여, GALFAD 시스템
을 건설 및 운영하고, 일본 미쯔비시증권에서 국외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음
 프로젝트 IRR이 2.53%로 수익성 측면이 매력적이라 할 수 없음
25) UNFCCC,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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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발리 매립가스 프로젝트의 사이트맵
<표 4-3> 발리 매립가스 프로젝트의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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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사례2 : 잠비주 퇴비화 프로젝트 26)
 프로젝트명 : Organic Waste Composting at CKT Palm Oil Mill, Indonesia
 프로젝트 개요
 Jambi주에 위치한 PT.Citrakoprasindo Tani Palm Oil Mills에서 발생하는 Empty Fruit
Bunches(EFB)와 Palm Oil Mill Effluent(POME)를 이용하여 퇴비화하는 프로젝트임
 연간 POME 평균용량은 243,943㎥며, 프로젝트 첫해의 EFB 용량은 70,400톤에서 82,720톤
으로 늘릴 예정이고, 부족한 EFB는 인근 Mills로부터 조달할 계획이다.
 본 프로젝트는 비료를 생산 할 뿐 아니라 POME와 고농도의 유기폐기물을 전환함으로서
메탄을 감소시키며, 이는 연간 65천 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함
 인도네시아의 PT Citrakoprasindo Tani Palm Oil Mills과 영국의 Areate Limited이 사업
에 참여
 CERs 수익을 포함한 프로젝트 IRR은 약 16%임

[그림 4-7] 잠비주 퇴비화 프로젝트의 프로세스

26) UNFCCC,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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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잠비주 퇴비화 프로젝트의 경제성

■ 진출사례3 : 리하우주 바이오매스발전 프로젝트 27)
 프로젝트명 : Nagamas Biomass Cogeneration Project in Indonesia
 프로젝트 개요
 리하우州 Dumai 시에 위치한 PHG(Permata Hijau Group)의 벌크 저장 터미널에 바이오
매스 열병합 발전시설을 건설 및 운영하는 프로젝트임
 프로젝트 사이트로부터 평균 211km 거리에 위치한 몇몇의 Palm Oil Mill로부터 연간
59,400톤의 PKS(Palm Kernel Shell)을 원료로 확보
 40t/h 용량의 고압 바이오매스 보일러에서 생산되는 스팀의 20%는 새로 건설되는 Palm
oil 정제 시설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스팀은 3MW 용량의 스팀 터빈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
산하고 그 전력은 Nagamas 지역에서 사용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함으로서 연간 77천톤의 이산화탄소가 감축
 인도네시아의 PT Nagamas Palmoil Lestari와 일본의 미쯔비시증권이 사업에 참여
 총 투자비는 670만 달러이며, 프로젝트 IRR은 약 11%임

27) UNFCCC,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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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리하우주 바이오매스발전 프로젝트의 사이트맵
<표 4-5> 리하우주 바이오매스발전 프로젝트의 원료조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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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폐기물사업 접근전략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활폐기물 사업은 발주처가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산업체를 대상으
로 하는 유해성폐기물을 포함한 산업폐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의 리스크가 적고, 대도
시를 대상으로 할 경우 사업의 규모를 키울 수 있어 한국기업이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
는 분야임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매립시설을 포함한 대부분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지방정부에서 직
접 건설 및 관리하였으나, 르위가자 매립장 붕괴사고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자 최근 해외
의 자본과 기술력을 접목한 민간투자 방식을 고려하기 시작하였음
 EDCF 사업과 같은 차관사업의 경우 폐기물사업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우선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승인을 받기가 어려우며, 실제로 일본의 카지마건설의 경우 이러한 접근방
식을 취했다가 추진이 중단된 사례가 있음
 민간투자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경제성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인도
네시아 국가 사정상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건설&운영비: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인도네시아는 중간처리시설을 갖춘 위생매립장을 염
두에 두고 있으나, 이는 높은 건설비 및 운영비의 요인이 됨
 반입수수료: 인도네시아 국가 GDP 수준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가 높은 반입수수료를 지불
하기는 어려우며, 톤당 70,000~100,000루피아 (8,500~12,000원) 정도의 반입수수료를
고려하고 있음
ㆍ퇴비 및 전기가격: 전처리시설을 도입했을 때 생산되는 부산물 중 퇴비의 경우 아직까지 시
장에서 본격적인 유통이 되지 않아 적정한 가격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전기의 경우 타 동남
아시아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kWh당 500루피아(60원))임
ㆍ기타 인센티브: 폐기물사업자 또는 발전사업자(전처리시설에 해당)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가 높은 기준의 시설을 짓고자 할 때에는 경제성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사업권 요구 등 다양한 접근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 중에서도 농업폐기물인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사업의 경
우 사업 가능성이 큰 국가이기 때문에 각종 농장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사업 또
한 한국기업이 관심을 갖고 진출할 수 있는 분야임
 바이오매스가 대규모로 발생되는 곳은 대규모 농장 및 농산물을 가공하는 공장이며,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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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고, 일부는 공공부문(PTPN : 인도네시아 국영농장)에서 운
영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곳에서 발생되는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와
의 협상에 의해 원료공급계약을 맺어야 하며, 이는 지방정부를 상대로 하는 생활폐기물 사
업보다 협상 등의 부문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
 또한 이미 많은 양의 바이오매스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각 사업 대상지
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바이오매스 소스를 확보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생활폐기물 사업의 경제성 문제와 바이오매스 사업의 원료확보 협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업을 패키지화하여 접근하는 전략도 추진 가능함
 높은 기술 수준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지방정부가 그 지역의 국영농
장 또는 가공공장에서 활용하고 있지 않는 바이오매스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조건으
로 사업구조를 설계한다면, 경제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음

① 생활폐기물 사업

② 바이오매스 사업

선진국 수준의 높은 기술 수준의 시설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원료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할 경우

이를 위해서 민간 또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농장 등과의 협상이 선행되어야 함

③ 패키지화 전략
지방정부가 저렴한 가격에 바이오매스를 확보해 준다면,
경제성이 부족한 생활폐기물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음

[그림 4-9] 인도네시아 폐기물사업 접근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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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생활폐기물 사업 접근전략
4.2.1. 신규 생활폐기물 사업 현황
 2008년 현재 인도네시아 환경부 내부 자료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의 각 지방정부에서 계획하
고 있는 신규 최종처분장은 총 58개이며, 이 중 20개의 사업이 수마트라섬에, 23개의 사업이
자바섬에 위치하고 있음
 특히, 서부자바주와 중부자바주에 총 16개의 신규 사업이 집중되어 있음
 현재까지 확인된 58개 신규 사업에 대하여 사업진행단계, 사업규모(면적, 예상반입량), 담당
자 연락처 등을 조사하였으며, 이 자료는 향후 인도네시아 폐기물사업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
최초로 기획을 하는 시점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임
 본 자료 이용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업의 진행단계(지방정부 승인 여부) 및 사업규모(폐기물
반입량)에 따라 총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음
 1그룹(6개) : 지방정부 승인 완료 & 반입량 50톤/일 이상
 2그룹(5개) : 지방정부 승인 대기중 & 반입량 50톤/일 이상
 3그룹(28개): 지방정부 승인 완료 & 반입량 50톤/일 미만
 4그룹(19개): 지방정부 승인 대기중 & 반입량 50톤/일 미만
※ 반입량 정보를 수집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50톤/일 미만으로 가정함
※ 그룹내 사업 순서는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순서를 의미함

■ 1그룹 사업 리스트 (지방정부 승인 완료 & 반입량 50톤/일 이상)
1-1

지

역

수마트라 아체州 Banda Aceh市

매립장명

Perluasan Gampong Jawa

단

계

지방정부 승인 완료

면

적

21ha

예상 반입량

100(톤/일)

담 당 부 서
연
락
처

이름
주
전화

Dinas Kebersihan and Pertamanan City Banda Aceh

직책

Ir. T. Iwan Kesuma

소

Jl. Pocut Baren No.30, Kel. Laksana, Kec. Kuta Alam, Banda Aceh. Kode Pos : 23122

팩스

0651-21019

이 메 일

Kepala Dinas

0651-21019

t_iwan@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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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

역

수마트라 북부수마트라州 Pematangsiantar市

매립장명

Kel. Bah Kapul

단

계

지방정부 승인 완료

면

적

5ha

예상 반입량

94.4(톤/일)

담 당 부 서
연
락
처

이름
주
전화

직책

Drs. Rahmat Marzuki

소

Jl. Pdt. J. Wismar Saragih, Pematangsiantar. Kode Pos : 21307

팩스

0622-21307

이 메 일
1-3

지

역

Kulim

계

지방정부 승인 완료

면

적

8ha

예상 반입량

300(톤/일)

담 당 부 서

주
전화

지

Drs. H. Maiyulis Yahya, MM

소

Jl. Kuantan I No.4

팩스

0761-849661

역

TPA Regional Nambo

계

지방정부 승인 완료

면

적

115ha

예상 반입량

1,500(톤/일)

담 당 부 서

주
전화

Ir. Walim Herwandi, M.Si

소

Jl. Siliwangi No.9A Depok

팩스

021-7755250

담 당 부 서
이름
주
전화

Dinas Kebersihan and Lingkungan Hidup City Depok. Kode Pos : 16431

직책

이 메 일

연
락
처

-

-

단

이름

Kepala Dinas

자와 서부자와州 Depok市

매립장명

연
락
처

Dinas Kebersihan and Pertamanan

직책

이 메 일
1-4

-

-

단

이름

Kasubdin Kebersihan

수마트라 리아우州 Pekanbaru市

매립장명

연
락
처

Dinas LH and Kebersihan City Pematangsiangtar

Kepala Dinas Kebersihan and Lingkungan Hidup

021-7755250

kplh_lebak@yahpp.co.id
Kasubid Sarana dan prasarana Teknologi Lingkungan

직책

Ir. Ratno sadinata. MT

소

Jl. Naripan No.25 Bandung 40111

팩스

62-22-4204871

이 메 일

TF manager

62-22-4231570

teknologi_lingkungan@bplhdjabar.g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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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

역

자와 서부자와州 bandung市

매립장명

Leuwigajah

단

계

지방정부 승인 완료

면

적

100ha

예상 반입량

1000(톤/일)

담 당 부 서
연
락
처

이름
주
전화

직책

Ir. Ratno sadinata. MT

소

Jl. Naripan No.25 Bandung 40111

팩스

62-22-4204871

이 메 일
1-6

지

역

Sambutan

계

지방정부 승인 완료

면

적

10ha

예상 반입량

310(톤/일)

담 당 부 서

주
전화

62-22-4231570

teknologi_lingkungan@bplhdjabar.go.id

단

이름

TF manager

칼리만탄 동부칼리만탄州 Samarinda市

매립장명

연
락
처

Kasubid Sarana dan prasarana Teknologi Lingkungan

DKP City Samarinda

직책

Ir. H. Syamsul Bachri, M.Si

소

Jl. MT Haryono

팩스

0541-743450

이 메 일

Kepala DKP

-

-

■ 2그룹 사업 리스트 (지방정부 승인 대기중 & 반입량 50톤/일 이상)
2-1

지

역

자와 반텐州 Tangerang市

매립장명

Jatiwaringin, Mauk

단

계

지방정부 승인 완료

면

적

10ha

예상 반입량

590(톤/일)

담 당 부 서
연
락
처

이름
주
전화

Dinas PU City Tangerang

직책

Widi Mastuti

소

Jl. KS. Tubun No.96, Tangerang. Kode Pos : 15115

팩스

021-5534067

이 메 일

Kepala Seksis Pendataan & Pembinaan

021-55771508

wd_haseuti@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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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

역

자와 중부자와州 Banyumas郡

매립장명

-

단

계

지방정부 승인 대기 중

면

적

3ha

예상 반입량

150(톤/일)

담 당 부 서
연
락
처

이름
주
전화

Dinas Lingkungan Hidup

직책

M. Iskandar Arifin, SKM, M.Sc

소

Jl. Gerilya Barat No.5 Purwokerto

팩스

0281-640359

Kepala Dinas
0281-640359

이 메 일
2-3

지

역

자와 중부자와州 Demak郡

매립장명

Kalikonandg

단

계

지방정부 승인 대기 중

면

적

2.5ha

예상 반입량

67.5(톤/일)

담 당 부 서
연
락
처

이름
주
전화

지

Ir. Budi Haryanto

소

Jl. Kyai Jebat No.35 Demak. Kode Pos : 59511

팩스

0291-685123

역

-

단

계

지방정부 승인 대기 중

면

적

9ha
107.5(톤/일)

담 당 부 서
이름
주
전화

지

Dinas Kehutanan and Lingkungan Hidup

직책

Laela Qodriyah, St

소

Jalan Jendral Gatot Subroto No. 28, Pemalang 52313

팩스

084-322121

이 메 일
역

Pelaksana
084-322121

laela_q@plasa.com
수마파푸아 남부술라웨시州 Makassar市

매립장명

TPA Regional Patallassang

단

계

지방정부 승인 대기 중

면

적

120ha

예상 반입량

811(톤/일)

담 당 부 서
연
락
처

-

Kecamatan Petarukan/Kec. Randudongkai/Kec.Pemalang/Kec. Comal

예상 반입량

2-5

Kasubdin Kimtaru

자와 중부자와州 Pemalang郡

매립장명

연
락
처

Dinas Kimpraswil

직책

이 메 일
2-4

-

이름
주
전화

Dinas Pengelolaan Lingkungan Hidup and keindahan

직책

Dr. H. Burhanuddin, MS

소

Jalan Jendral Urip Sumoharjo No. 8, Kompleks Gabungan Dinas-dinas, City Makassar

팩스

0411 - 457001

이 메 일

Kepala Dinas
0411 - 457001

dplhk@makassarCity.g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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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그룹 사업 리스트 (지방정부 승인 완료 & 반입량 50톤/일 미만)
3-1

지

역

수마트라 아체州 Simeulue郡

매립장명

Suak Buluh

단

계

지방정부 승인 완료

면

적

2ha

예상 반입량

-

담 당 부 서
연
락
처

이름
주
전화

직책

Drs. Gusni, MM

소

Regency Simeulue, Sinabang. Kode Pos : 23891

팩스

0650-21403/04

이 메 일
3-2

지

역

Salak and Sukarang

계

지방정부 승인 완료

면

적

-

예상 반입량

-

담 당 부 서
주
전화

지

직책

Edita Paandg, Spd

Jalan Laeordi Salak, Kecamatan Salak, Kab Pak pak Bharat

팩스

-

역

Kelurahan Pahang

계

지방정부 승인 완료

면

적

-

예상 반입량

27(톤/일)

담 당 부 서
주
전화

지

Ir. Abidin Siregar

소

Jalan Gaharu No. 14 Tanjungbalai 21368

팩스

0811628007

역

Desa Sarang Elang

계

지방정부 승인 완료

면

적

1ha

예상 반입량

-

담 당 부 서
주
전화

-

-

단

이름

Kepala Dinas

수마트라 잠비州 Muaro Jambi郡

매립장명

연
락
처

Dinas Lingkungan Hidup and Kebersihan

직책

이 메 일
3-4

-

-

단

이름

Kepala Seksi Kebersihan

수마트라 북부수마트라州 Tanjung Balai市

매립장명

연
락
처

Dinas Perkidagkop

소

이 메 일
3-3

0650-21102

-

단

이름

Kepala Baand

수마트라 북부수마트라州 Pakpak Bharat郡

매립장명

연
락
처

Pengendalian Dampak Lingkungan, Kebersihan and Pertamanan

Dinas PerCityan, Pasar and Pertamanan

직책

Teguh Sardianto

소

Komplek Perkantoran Bukit Cinto Kenang, Jalan Lintas Timur Sengeti Kec. Sekernan

팩스

0741-590065

이 메 일

Kasi Kebersiha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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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지

역

수마트라 잠비州 Tanjung Jabung Barat郡

매립장명

Kec. Betara

단

계

지방정부 승인 완료

면

적

21ha

예상 반입량

8(톤/일)

담 당 부 서
연
락
처

이름
주
전화

직책

Dirwandi

소

Jl. Letkol Toegiono, Kuala Tungkal. Kode Pos : 36513

팩스

0742-22054

이 메 일
3-6

지

역

Desa Sukajadi

계

지방정부 승인 완료

면

적

20ha

예상 반입량

10(톤/일)

담 당 부 서
주
전화

지

Drs. Ramlan Purnama

소

Jalan Merdeka No. 434, Martapura, Ogan Komering Ulu Timur, Sumatera Selatan

팩스

0735-482004

역

Bojongsari

계

지방정부 승인 완료

면

적

-

예상 반입량

-

담 당 부 서
주
전화

지

직책

Drs. H. Yasmin, S., MM
-

팩스

0263-264010

역

Kecamatan Telukjambe Barat

계

지방정부 승인 완료

면

적

-

예상 반입량

-

담 당 부 서

주
전화

0263-283567

andielaini@yahoo.com

단

이름

Kepala Kantor Pelayanan Kebersihan and Pertamanan

자와 서부자와州 Karawang郡

매립장명

연
락
처

Kantor Kebersihan and Pertamanan Ciamis

소

이 메 일
3-8

-

-

단

이름

Kepala Biandg Kebersihan and Keindahan

자와 서부자와州 Ciamis郡

매립장명

연
락
처

Dinas Kebersihan, Keindahan and Pasar

직책

이 메 일
3-7

0742-22054

-

단

이름

Kasi Rehabilitasi and Pemulihan

수마트라 남부수마트라州 Ogan Komering Ulu Timur郡

매립장명

연
락
처

Kantor Pedalda Kab. Tanjung Jabung Barat

Dinas Lingkungan Hidup, Pertambangan and Energi

직책

R. M. Arif Ma'rifatullah, ST

소

Jalan Raya Pangkal Perjuangan (By Pass), Tanjungpura No. 1 Kel.
Tanjungmekar, Kab. Karawang

팩스

0267-406087

이 메 일

Kepala Seksi UPL/UKL

0267-406087

dlhpe_krw@yahoo.com

- 220 -

제4장 한ㆍ인니 공동사업 개발

3-9

지

역

자와 서부자와州 Kuningan郡

매립장명

Desa Karangmuncang

단

계

지방정부 승인 완료

면

적

2ha

예상 반입량

12.5(톤/일)

담 당 부 서
연
락
처

이름
주
전화

직책

Dedi Kuenaedi, S.Sos

소

Jl. RE Martadinata Kuningan

팩스

0232-873680

이 메 일
3-10

지

역

Cibeureum Banjar

계

지방정부 승인 완료

면

적

4.2ha

예상 반입량

24.5(톤/일)

담 당 부 서
주
전화

지

Drs. Adjat Sudradjat

소

Jl. Tentara Pelajar Np.437, Banjar. Kode Pos : 46322

팩스

0265-744530

역

Sidomulyo0Seand

계

지방정부 승인 완료

면

적

3.2ha

예상 반입량

25(톤/일)

담 당 부 서
주
전화

지

직책

D. Slamet, ST

Jl. Pemuda KM 2. Kode Pos : 59218

팩스

0295-692919

역

Kec. Gemolong

계

지방정부 승인 완료

면

적

2.6ha

예상 반입량

30(톤/일)

담 당 부 서
주
전화

-

-

단

이름

Kasie Kebersihan

자와 중부자와州 Sragen郡

매립장명

연
락
처

KKP Kab. Rembang

소

이 메 일
3-12

-

-

단

이름

Kepala Dinas

자와 중부자와州 Rembang郡

매립장명

연
락
처

Dinas Kebersihan, Pertamanan and LH Daerah

직책

이 메 일
3-11

0232-873680

-

단

이름

Kepala Biandg Kebersihan

자와 서부자와州 Banjar市

매립장명

연
락
처

Dinas Lingkungan Hidup and Kebersihan

DTK

직책

Drs. Eddy Sulistyo

소

Jl. Setiabudi 3A

팩스

이 메 일

Kabid Kebersiha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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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지

역

자와 중부자와州 Temanggung郡

매립장명

-

단

계

지방정부 승인 완료

면

적

2.1ha

예상 반입량

10(톤/일)

담 당 부 서
연
락
처

이름
주
전화

직책

drh. Wisnu Wihadi

소

Jl. Jend. Sudirman No.23. Kode Pos : 56216

팩스

0293-491198

이 메 일
3-14

지

역

Desa Boyoteluk

계

지방정부 승인 완료

면

적

4.7ha

예상 반입량

12(톤/일)

담 당 부 서
주
전화

지

Ir. Didik Saskiardi

소

Jl. Ahmad Yani No.77 Pekalongan

팩스

0285-4416796

역

Kranjingan Kec. Sumbersari

계

지방정부 승인 완료

면

적

11.8ha

예상 반입량

15(톤/일)

담 당 부 서
주
전화

지

직책

Drs. CH. Havid Setyadi, M.Si

Jl. Srikoyo I No.1 Jember. Kode Pos : 68113

팩스

0331-425786

역

Seboroh Krejengan

계

지방정부 승인 완료

면

적

5ha

예상 반입량

7(톤/일)

담 당 부 서
주
전화

0331-484994

dklh_jember@yahoo.co.id

단

이름

Kepala Dinas

자와 동부자와州 Probolinggo郡

매립장명

연
락
처

Dinas Kebersihan and Lingkungan Hidup

소

이 메 일
3-16

0285-4416796

-

단

이름

Kabid Kebersihan and PJU

자와 동부자와州 Jember郡

매립장명

연
락
처

Dinas Lingkungan Hidup and Kebersihan

직책

이 메 일
3-15

0293-491040

-

단

이름

Kepala

자와 중부자와州 Pekalongan郡

매립장명

연
락
처

BAPPEDALDA

Baand Lingkungan Hidup Kab. Probolinggo

직책

Rusmalina

소

Jl. Raya Dringo No.81, Probolinggo. Kode Pos : 67219

팩스

0335-433860

이 메 일

Kasubbid Penanggulangan Limbah
0335-433860

malina@telko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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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지

역

발리누스라 발리州 Karangasem郡

매립장명

Besakih

단

계

지방정부 승인 완료

면

적

-

예상 반입량

-

담 당 부 서
연
락
처

이름
주
전화

직책

Drs. I Made Putu Arianta, M.Kes

소

Jl. Ngurah Rai No.21 Amlapura. Kode Pos : 80811

팩스

0363-21146

이 메 일
3-18

지

역

Langagedha

계

지방정부 승인 완료

면

적

-

예상 반입량

-

담 당 부 서
주
전화

지

Remigus Jago, ST, MT

소

Jalan Slamet Riyadi No. 2, Bajawa, Ngada, NTT

팩스

0384 -21442

역

Kec. Sungai Pinyuh

계

지방정부 승인 완료

면

적

-

예상 반입량

285(톤/일)

담 당 부 서
주
전화

지

직책

Dian Asmayadi

Jalan Daeng Manambon, pontianak 78911

팩스

-

역

Desa Pasir Panjang

계

지방정부 승인 완료

면

적

-

예상 반입량

-

담 당 부 서
주
전화

-

-

단

이름

Kasi kebersihan

칼리만탄 중부칼리만탄州 Citywaringin Barat郡

매립장명

연
락
처

Dinas Pekerjaan Umum

소

이 메 일
3-20

-

-

단

이름

Kasubid Pemantauan Kualitas Lingkungan

칼리만탄 서부칼리만탄州 Pontianak郡

매립장명

연
락
처

Bapedalda

직책

이 메 일
3-19

0363-22035

-

단

이름

Kabid Kebersihan

발리누스라 동부누사텡가라州 Ngada郡

매립장명

연
락
처

Dinas Lingkungan Hidup Kebersihan and Pertamanan

Dinas Pekerjaan Umum

직책

Ir. M. Hasyim Muallim

Kasubdin Kebersihan, Taman and Makam

소

Jalan Sutan Syahrir No. 5A, Panggkalan Bun, Kab Citywaringin Barat

팩스

0532-21034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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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지

역

칼리만탄 남부칼리만탄州 Hulu Sungai Selatan郡

매립장명

Batu Balai and Muning

단

계

지방정부 승인 완료

면

적

3ha

예상 반입량

17.5(톤/일)

담 당 부 서
연
락
처

이름
주
전화

직책

Drs. H. Syamsuardi, M.AP

소

Jalan Jendral Achmad Yani, KM 3, Kanandgan, Kalsel

팩스

0517-21544

이 메 일
3-22

지

역

Tebing Liring

계

지방정부 승인 완료

면

적

-

예상 반입량

16(톤/일)

담 당 부 서
주
전화

지

Masriady, ST

소

Jl. Norman Umar No.43 A Amuntai, Kab HSU. Kode Pos : 71416

팩스

0527-62180

역

Desa Maluka Baulin, Kec. Kurau

계

지방정부 승인 완료

면

적

-

예상 반입량

-

담 당 부 서
주
전화

지

직책

Mukhtarraden

Jl. A. Syairani, Kompleks Perkantoran Gagas, Kec. Pelaihari. Kode Pos : 70814

팩스

0512-21003

역

Binuang

계

지방정부 승인 완료

면

적

2ha

예상 반입량

-

담 당 부 서
주
전화

0512-21300

-

단

이름

Kasi Pengendalian

칼리만탄 남부칼리만탄州 Tapin郡

매립장명

연
락
처

Kantor Lingkungan Hidup Kab. Tanah Laut

소

이 메 일
3-24

0527-62180

masri_pl45@yahoo.co.id

단

이름

Staf Dinas Tata City Kebersihan pariwisata Kab. HSU

칼리만탄 남부칼리만탄州 Tanah Laut郡

매립장명

연
락
처

Dinas Tata City Kebersihan and Pariwisata

직책

이 메 일
3-23

0517-21544

-

단

이름

Kepala Dinas

칼리만탄 남부칼리만탄州 Hulu Sungai Utara郡

매립장명

연
락
처

Dinas Lingkungan Hidup, Tata City and Perdesaan

Dinas Tata City & Kebersihan

직책

Drs. H. Hasbi, MT

소

Jl. Jend. Sudirman, Rantau. Kode Pos : 71111

팩스

이 메 일

Sekretaris

0517-312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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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지

역

수마파푸아 고론탈로州 Gorontalo市

매립장명

Kel.Tanjung Kramat

단

계

지방정부 승인 완료

면

적

2ha

예상 반입량

-

담 당 부 서
연
락
처

이름
주
전화

직책

Ir. Roy Bau

소

Jl. Rajawali No,16 City Gorontalo 96115

팩스

0435-830195

이 메 일
3-26

지

역

Kamara

계

지방정부 승인 완료

면

적

5ha

예상 반입량

-

담 당 부 서
주
전화

지

Drs. Yudi Asmoro Basuki

소

Jl. H. M Saleh Lawa No.19 Kel. Sumpang Binangae. Kode Pos : 90711

팩스

0427-322928

역

Leppangeng

계

지방정부 승인 완료

면

적

2.8ha

예상 반입량

15.5(톤/일)

담 당 부 서
주
전화

지

직책

Amiruddin Faizal

Jl. Kejaksaan No.5 Sengkang. Kode Pos : 90915

팩스

0485-21725

역

Dusun Batu Boy

계

지방정부 승인 완료

면

적

2ha

예상 반입량

-

담 당 부 서
주
전화

0485-21725

-

단

이름

Staf Bapedalda Kab. Wajo

수마파푸아 말루쿠州 Pulau Buru郡

매립장명

연
락
처

Bapedalda Regency Wajo

소

이 메 일
3-28

0435-824630

-

단

이름

Kasi Sarana and Prasarana Kebersihan

수마파푸아 남부술라웨시州 Wajo郡

매립장명

연
락
처

Dinas Pengelolaan Lingkungan Hidup & Penataan Ruang

직책

이 메 일
3-27

0435-824630

dlh_Citygtlo@yahoo.co.id

단

이름

Kepala Dinas Lingkungan Hidup

수마파푸아 남부술라웨시州 Barru郡

매립장명

연
락
처

Dinas Lingkungan Hidup

Bagian Lingkungan Hidup Setda Kab. Buru

직책

Drs. La Ode Syamsudin Ali

소

Jl. Jend. A. Yani No.10 Namlea. Kode Pos : 97571

팩스

이 메 일

0913-21809

Kepala Bagian Lingkungan Hidup
0913-21809

lingdup@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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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그룹 사업 리스트 (지방정부 승인 대기중 & 반입량 50톤/일 미만)
4-1

지

역

수마트라 북부수마트라州 Humbang Hasundutan郡

매립장명

Kec. Lintong Nihuta and Pakkat

단

계

지방정부 승인 대기 중

면

적

0.48ha

예상 반입량

5.5(톤/일)

담 당 부 서
연
락
처

이름
주
전화

직책

Ir. Jahusor Simamora

소

Jl. KK Julius Simamora Kompleks SD Doloksait, Kec. Doloksangul. Kode Pos : 22457

팩스

081361359920

이 메 일
4-2

지

역
계

지방정부 승인 대기 중

면

적

5ha
-

이름
주
전화

지

직책

Drs. H. Kartuni, MM

Jl. Simp. Empat-Pdg Tujuh Km.1, Kampung Cubadak, Kec. Pasaman, Kan. Pasaman Barat

팩스

0753-466302

역

Kepala Kantor Penanaman Modal & LH Kab. Pasaman Barat
0753-466302

수마트라 벵꿀루州 Bengkulu Selatan郡

매립장명

Batu Bandung

단

계

지방정부 승인 대기 중

면

적

6ha

예상 반입량

-

담 당 부 서
이름
주
전화

지

Kantor Lingkungan Hidup

직책

Hartoyo, ST

소

Jl. Raya Paandg Panjang Manna. Kode Pos : 38515

팩스

081539290379

이 메 일
역

Kasi Pengendalian Evaluasi and Dampak Lingkungan
-

수마트라 남부수마트라州 Lubuklinggau市

매립장명

Kel. Lubuk Ninjai

단

계

지방정부 승인 대기 중

면

적

25ha

예상 반입량

-

담 당 부 서
연
락
처

Kantor Penanaman Modal & LH Kab. Pasaman Barat

소

이 메 일

4-4

-

단

담 당 부 서

연
락
처

-

Kec. Luhak Nan Duo

예상 반입량

4-3

Kepala Kantor Pasar and Kebersihan

수마트라 서부수마트라州 Pasaman Barat郡

매립장명

연
락
처

Kantor Pasar and Kebersihan Kab. Humbang Hasundutan

이름
주
전화

Kantor Lingkungan Hidup

직책

Drs. Erwin Armeidi, Msi

소

Jalan Depati Said No. 48, Lubuklinggau Sumsel 31626

팩스

081373033531

이 메 일

Kepala Kanto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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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지

역

수마트라 방까-벨리뚱州 Bangka Barat郡

매립장명

Pal 9

단

계

지방정부 승인 대기 중

면

적

3.6ha

예상 반입량

3.5(톤/일)

담 당 부 서
연
락
처

이름
주
전화

직책

Amry Harry Yanto, SE

소

Perkantoran Pemda Pal 4 Kp. Daya Baru, Desa Air Belo Kec. Muntok. Kode Pos : 33312

팩스

0716-7323010

이 메 일
4-6

지

역

Sumberjaya and Pss. Tengah

계

지방정부 승인 완료

면

적

3ha

예상 반입량

6(톤/일)

담 당 부 서
직책

주
전화

지

Jalan Teratai No. 1, Liwa, Lampung Barat

역

0728 - 21072

수마트라 람뚱州 Lampung Selatan郡
Tanjung Bintang

단

계

지방정부 승인 대기 중

면

적

5ha
10(톤/일)

담 당 부 서
이름
주
전화

지

Dinas Kebersihan and Keindahan

직책

Drs. Hariri Sobri

소

Jalan Indra Bangsawan, Kalianda, Lampung Selatan

팩스

07227-322216

이 메 일
역

Kasubdin Kebersihan
-

수마트라 람뚱州 Lampung Tengah郡

매립장명

Bandar Jaya Timur

단

계

지방정부 승인 대기 중

면

적

4ha

예상 반입량

25(톤/일)

담 당 부 서
연
락
처

Kepala Kantor

0728 - 21072

예상 반입량

4-8

Drs. Imam Muhajir

팩스

매립장명

연
락
처

Kantor Kebersihan and Pertamanan

소

이 메 일
4-7

-

-

단

이름

이름
주
전화

Pelaksana

수마트라 람뚱州 Lampung Barat郡

매립장명

연
락
처

Kapedalda Kab. Bangka Barat

Distamben and Lingkungan Hidup

직책

Ir. Fathullah

소

Komplek Perkantoran Dinas Jl. H. Muchtar, Gunung Sugih. Kode Pos : 34161

팩스

이 메 일

Kabid Wasdal Dampak Lingkungan Hidup

0725-529818/9

0725-529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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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지

역

자와 반텐州 Lebak郡

매립장명

Malingping

단

계

지방정부 승인 완료

면

적

3ha

예상 반입량

27(톤/일)

담 당 부 서
연
락
처

이름
주
전화

직책

Supadma, SST, MP

소

Jalan Langlang Buana No. 2, Rangkasbitung, Kab. Lebak, Banten

팩스

0252 - 281429

이 메 일
4-10

지

역

Kec. Tunjung Teja & Kec. Anyer

계

지방정부 승인 완료

면

적

30ha

예상 반입량

-

담 당 부 서
직책

주
전화

지

Jl. Brigjen KH Syam'un No.7 City Baru, Serang. Kode Pos : 42115

역

0254-213862

kplh_lebak@yahpp.co.id
자와 서부자와州 Cianjur郡
Desa Sukakarya, Sukanagara and Desa Mekarsari, Cikalongkulon

단

계

지방정부 승인 대기 중

면

적

-

담 당 부 서
이름
주
전화

지

Dinas Ciptakarya Pemkab Cianjur

직책

Titih Titisari Danielaini

소

Jl Prof. Moch Yamin No.131. Kode Pos : 43213

팩스

0263-264010

이 메 일
역

0263-283567

andielaini@yahoo.com

Desa Winong Kec. Bawang

단

계

지방정부 승인 대기 중

면

적

0.86ha

예상 반입량

12.5(톤/일)

담 당 부 서
이름
주
전화

Pelaksana pada Subdin Bina Program

자와 중부자와州 Banjarnegara郡

매립장명

연
락
처

Kepala Seksi Kajian Lingkungan

0254-200177

예상 반입량

4-12

Ir. Yani Setyamaulida

팩스

매립장명

연
락
처

Dinas Pengelolaan Lingkungan Hidup Regency Serang

소

이 메 일
4-11

0252 - 281429

kplh_lebak@yahpp.co.id

단

이름

Kasi PDPL

자와 반텐州 Serang郡

매립장명

연
락
처

Kantor Pengelolaan Lingkungan Hidup

DLHK Regency Banjarnegara

직책

Ir. Agus Hermawan

소

Jl. Selamanik No.34 Banjarnegara

팩스

0286-592252

이 메 일

Kepala
0286-592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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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지

역

자와 중부자와州 Cilacap郡

매립장명

Sebelah timur TPA Kepoandg

단

계

지방정부 승인 대기 중

면

적

-

예상 반입량

-

담 당 부 서
연
락
처

이름
주
전화

직책

H. M. Muslich, S. Sos, MM

소

Jalan MT Haryono No. 79, Cilacap, Jawa Tengah

팩스

0282-533703, 532695

이 메 일
4-14

지

역

DYespan

계

지방정부 승인 대기 중

면

적

0.6ha

예상 반입량

25(톤/일)

담 당 부 서
주
전화

0282-533703

-

단

이름

Kepala Dinas

자와 동부자와州 Pacitan郡

매립장명

연
락
처

Dinas Kebersihan and Lingkungan Hidup

Kantor Lingkungan Hidup

직책

Djoko Harijanto, SP, MM

Kepala Seksi Pemulihan Lingkungan

소

Jl. S. Parman No. 45 Pacitan. Kode Pos : 63514

팩스

0357-881043

0357-881043

이 메 일
4-15

지

역

자와 동부자와州 Sumenep郡

매립장명

Desa Gelugur Kec. Batuan

단

계

지방정부 승인 대기 중

면

적

1.5ha

예상 반입량

35(톤/일)

담 당 부 서
연
락
처

이름
주
전화

직책

Syamsul Arifin

소

Jl. Gotong Royong No.1, Pajagalan-Sumenep

팩스

0328-662550

이 메 일
4-16

지

역

Kasubag tata Usaha
-

발리누스라 동부누사텡가라州 Nagekeo郡

매립장명

Dhawe

단

계

지방정부 승인 대기 중

면

적

-

예상 반입량

-

담 당 부 서
연
락
처

Kantor Kebersihan and Pertamanan

이름
주
전화

Kantor Lingkungan Hidup

직책

Simon Setu

소

Mbay, Kab. Nagekeo, NTT

팩스

이 메 일

Kasie Kerusakan Lingkungan

081339118435

-

-

- 229 -

인도네시아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4-17

지

역

칼리만탄 동부칼리만탄州 Kutai Kartanegara郡

매립장명

Dalam Perencanaan

단

계

지방정부 승인 대기 중

면

적

7ha

예상 반입량

-

담 당 부 서
연
락
처

이름
주
전화

직책

Ir. Elvian Nur

소

Jalan Danau Semayang RT XI No. 33, Tenggarong, Kab. Kutai Kertanegara

팩스

0541 - 661012

이 메 일
4-18

지

역

-

Kec. Halong

계

지방정부 승인 대기 중

면

적

-

담 당 부 서
이름
주
전화

지

Dinas Kehutanan Perkebunan and Lingkungan Hidup

직책

Rusman, SP

소

Jl. A. Yani KM 5,5 Kec. Paringin Selatan. Kab. Balangan. Kode Pos : 71462

팩스

0526-2029498

이 메 일
역

Kasi Pengendalian and Pemulihan
0526-2028221

수마파푸아 남동술라웨시州 Bau-Bau市

매립장명

Kel. Labalawa, Kel. Karya Baru, Kel. KYeslokatapi

단

계

지방정부 승인 대기 중

면

적

-

예상 반입량

40.5(톤/일)

담 당 부 서
연
락
처

0541 - 661801

단

예상 반입량

4-19

Kepala Seksi Kebersihan

칼리만탄 남부칼리만탄州 Balangan郡

매립장명

연
락
처

Kantor Kebersihan, Pertamanan and Pemakaman

이름
주
전화

Dinas Lingkungan Hidup

직책

Drs. La Ode Syamsudin Ali

소

Jl. Bakti Asri No.1, Kel. Bukti Wolio Indah, Kec. Wolio

팩스

0402-26824

이 메 일

Kepala Dinas Lingkungan Hidup
0402-26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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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생활폐기물 사업의 경제성분석을 위한 가정 사항
■ 사업 규모
 반입량 : 1,000톤/일
 인도네시아의 폐기물 사업장의 경우, 각 사업장의 폐기물 처리 규모가 다양하나 비교적 규
모가 큰 서부자바주의 르위가자 및 남보 매립장의 경우 예상 반입량이 일일 1,000톤 ~
1,500톤 정도이므로 경제성 분석 시 1,000톤을 1일 반입량으로 가정함
 최종처분장 면적 : 30ha
 폐기물 성상
 인도네시아의 7개 폐기물 처리 사업장의 성상분석 결과(JETRO(2007), Study on Economic
Partnership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ies)를 바탕으로 가정

<표 4-6> 폐기물성상 가정사항
구분

TPA
Setia
budi

TPA
Cikutr

TPA
Pasir
luyu

Office
Pem
kot

Market
Caringin

Train
Station

TPA
Cipamo
kolan

평균

가정

Organics

56.2

48.0

37.1

35.0

66.0

34.8

35.1

53.0

50

Papers

11.1

18.6

23.5

19.7

15.4

28.0

29.0

17.9

15

Plastics

16.7

19.6

15.6

17.6

16.9

29.4

31.4

19.3

20

Textiles

7.6

7.7

3.5

19.9

0.0

5.6

2.9

4.4

5

Nappies

5.7

3.7

18.3

0.8

0.0

0.0

0.7

3.1

3

Else

2.7

2.4

2.0

7.0

1.7

2.2

0.9

2.3

7

Total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사업의 대안
 기존 인도네시아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은 비위생매립장으로 운
영되고 있으나, 사업의 발주처인 지방정부는 새롭게 지어지는 매립장을 위생매립장으로 운영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또한 전처리시설 등을 설치한 자원순환형 시설로 운영하고자 하
는 의지가 강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총 5개의 대안을 설정하여 각각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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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
위생매립(+LFG)
+RDF 생산

[3안]
위생매립(+LFG)
+소각발전

[1안]
비위생 매립

위생매립(+LFG 발전)

[4안]
위생매립
+퇴비화

[5안]

위생매립
+소각발전
+퇴비화

[그림 4-10] 생활폐기물 사업의 대안

 [1안] 투자비용의 최소화
 폐기물 투입량 전체를 매립하고, 매립가스발전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투자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방식
Input
1,000 t/day
(3,819 m 3/day)

100%

1,000 t/day
(1,436 m 3/day)

Sanitary Landf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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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안] 에너지 생산성의 극대화 I
 반입되는 폐기물을 선별과정을 거쳐 가연성 물질로 Fluff RDF를 생산하여 주변지역 에너지
소비처에 판매하고 나머지 폐기물을 매립함. 유기물이 매립되므로 매립가스 발전도 가능
Input
1,000 t/day
(3,819 m 3/day)
57%

Sorting
3%

30 t/day

Valuable collection

40%

400 t/day
Fluff RDF (360 t/day)
40 t/day

570 t/day
610 t/day
(876 m 3/day)

Sanitary Landfill

24 Nm3/min

LFG (3MW)

 [3안] 에너지 생산성의 극대화 II
 반입되는 폐기물을 선별과정을 거쳐 가연성 물질을 이용하여 소각발전하여 전기를 생산하
고, 나머지 폐기물을 매립함. 유기물이 매립되므로 매립가스 발전도 가능
 2안에 비해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나, 국가와 전기판매계약을 체결하면 제품 판매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듦
Input
1,000 t/day
(3,819 m 3/day)
57%

Sorting
3%

30 t/day

Valuable collection

40%

400 t/day
WTE (20MW)
40 t/day

570 t/day
610 t/day
(876 m 3/day)

Sanitary Landf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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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안] 산출물(Output)의 최대화
 반입되는 폐기물을 선별과정을 거쳐 유기물을 이용해 퇴비화 공정을 거쳐 퇴비를 생산하
여 판매하는 대안
Input
1,000 t/day
(3,819 m 3/day)
47%

Sorting
3%

30 t/day

Valuable collection

50%

500 t/day
Composting
100 t/day

470 t/day

570 t/day
(733 m 3/day)

Sanitary Landfill

 [5안] 매립장 사용기간의 극대화
 3안과 4안의 결합된 방식으로 투입되는 폐기물을 선별하여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발전하
고, 유기물은 퇴비화하여 외부에 판매하는 대안
 가장 많은 전처리 공정을 거쳐 최종매립량을 최소화하여 매립장을 가장 오래 사용할 수 있
는 대안
Input
1,000 t/day
(3,819 m 3/day)
7%

Sorting
3%

30 t/day

40%

Valuable collection

50%

400 t/day

500 t/day

WTE (20MW)

Composting

40 t/day

100 t/day
210 t/day
(302 m3/day)

Sanitary Landf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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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처리시설별 투자 및 운영비
 선별 시설
 선별 시설의 규모는 가정사항의 반입량과 같은 수준인 1,000톤/일
 5년 단위로 대수선을 실시하여 설비의 노후화를 방지함으로써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
록 하며, 대수선비는 초기공사비의 20%로 책정
<표 4-7> 선별시설 건설비 및 운영비 (1,000톤/일 기준)
건설비

운영비

- 단위 공사비 : 3백만원/톤

- 단위 운영비

: 2,100원/톤

- 초기 공사비 : 3,000백만원

- 연간 가동시간 : 8,000시간

- 1차 대수선비(5년) : 600백만원

- 연간 운영비

: 651백만원/년

- 2차 대수선비(10년) : 600백만원
- 국내는 전자동 시스템으로 운영되나, 건설비 및 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반자동 수선별(호퍼→투입컨베이어→수선별컨베이어→선별)” 시스템을

근거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
- 선별 기기의 건설비 및 운영비(에너지 비용 등)가 한국기준 보다 절감

 RDF 시설
 성형이 되지 않은 Fluff RDF를 생산하기 때문에 별도의 성형설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
 단, RDF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선별시설의 건설ᆞ운영이 선행되어야 함

 소각처리 시설
 소각처리시설의 규모는 가정사항의 가연성 폐기물(폐지, 폐플라스틱, 폐직물) 비율인 40%
를 적용하여 400톤/일로 가정함
 5년 단위로 대수선을 실시하여 설비의 노후화를 방지함으로써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
록 하며, 대수선비는 초기공사비의 20%로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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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소각처리시설 건설비 및 운영비 (400톤/일 기준)
건설비

운영비

- 단위 공사비 : 160백만원/톤

- 단위 운영비 : 23,500원/톤

- 초기 공사비 : 64,000백만원

- 연간 가동시간 : 8,000시간

- 1차 대수선비(5년) : 12,800백만원

- 연간 운영비 : 2,914백만원/년

- 2차 대수선비(10년) : 12,800백만원
- 한국의 경우 소각처리시설의 건설비가 톤당 200백만 정도이며, 현지화
할 경우에도 방지시설 등을 제외할 수 없기 때문에 큰 폭의 건설비
근거

절감은 어려움. 따라서 각종 건설자재를 현지에서 조달한다는 가정 하에
한국 기준의 80% 적용
- 운영비의 경우 인건비, 전력, 용수, 약품비 등이 한국보다 저렴하므로
한국기준의 70~80% 적용

 퇴비화 시설
 퇴비화시설의 규모는 가정사항의 유기성 폐기물 비율인 50%를 적용하여 500톤/일로 가정함
 5년 단위로 대수선을 실시하여 설비의 노후화를 방지함으로써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
록 하며, 대수선비는 초기공사비의 20%로 책정
<표 4-9> 퇴비화시설 건설비 및 운영비 (500톤/일 기준)
건설비

운영비

- 단위 공사비 : 20백만원/톤

- 단위 운영비 : 5,000원/톤

- 초기 공사비 : 10,000백만원

- 연간 가동시간 : 8,000시간

- 1차 대수선비(5년) : 2,000백만원

- 연간 운영비 : 775백만원/년

- 2차 대수선비(10년) : 2,000백만원
- 한국의 경우 퇴비화시설의 건설비가 톤당 100백만원 이상 이지만,
현지화 할 경우 밀폐시설, 탈취시설, 폐수처리시설 등을 적용할 필요가
근거

없기 때문에 한국 기준의 20% 적용
- 운영비의 경우 한국은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기 때문에 톤당 5원
이상이 소요되지만, 현지화 할 경우 인건비 정도만이 소요되므로 한국
기준의 1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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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립시설
 전체 매립장 면적을 30ha로 가정하고 3단계(초기, 5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건설
 매립량은 전처리시설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210톤/일에서 최대 1,000톤/일로 산정
<표 4-10> 매립시설 건설비 및 운영비 (30ha 기준)
건설비

운영비

- 단위 공사비 : 40,000원/m 2

- 단위 운영비

- 초기 공사비 : 4,000백만원

- 연간 가동시간

- 1차 확장(5년) : 4,000백만원

- 연간 운영비(최소) : 326백만원/년

- 2차 확장(10년) : 4,000백만원

- 연간 운영비(최대) : 1,550백만원/년

: 5,000원/톤
: 8,000시간

- 한국의 경우 매립시설의 건설비는 1m 2 당 12만원 이상이 소요되나,
현지화 할 경우 기반공사(라이닝 설치기준), 침출수 처리장 수질기준
근거

등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기준의 33% 적용
- 운영비의 경우 한국은 톤당 7,000~30,000원 정도가 소요되나, 인건비,
복토두께 등을 감안하여 톤당 5,000원으로 가정

 매립가스발전 시설
3

 500톤/일의 유기물이 매립되었을 때 24m /min의 매립가스가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3

매립가스의 발열량을 4,280kcal/m 로 가정할 때 3MW 규모의 발전시설을 건설하여야 함
 5년 단위로 대수선을 실시하여 설비의 노후화를 방지함으로써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
록 하며, 대수선비는 초기공사비의 20%로 책정
<표 4-11> 매립가스발전시설 건설비 및 운영비 (3MW 기준)
건설비

운영비
: 65원/m 3

- 단위 공사비 : 1,600백만원/MW

- 단위 운영비

- 초기 공사비 : 4,800백만원

- 연간 가동시간 : 8,000시간

- 1차 대수선비(5년) : 960백만원

- 연간 운영비

: 749백만원/년

- 2차 대수선비(10년) : 960백만원
근거

- 매립가스 발전시설의 경우 투자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국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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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생활폐기물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 전제조건
 사업기간: 공사기간 1년(2010년), 운영기간 15년(2011년~2025년)
 사업자금 비율: 자본금(30%), 차입금(70%)
 차입금 대출조건: 상환기간(3년 거치 7년 상환), 이자율(8%)
 반입수수료: 8,500원/톤 ~ 12,000원/톤
 전력가격: 60원/kWh ~ 80원/kWh
 퇴비가격: 25,000원/톤
 RDF가격: 30,000원/톤
 법인세 비율: 30%
 CERs가격 : 14,000원/CO 2톤(2011년~2012년), 9,000원/CO 2톤(2013년~2025년)
 Post-2012년 이후의 불확실성 때문에 2013년부터는 보수적으로 책정

■ 경제성 분석 결과
 반입수수료(8,500원/톤~12,000원/톤) 및 전력가격(60원/kWh~80원/kWh)이 변함에 따라 경
제성을 분석해 본 결과 반입수수료가 12,000원/톤인 조건에서 1안(위생매립+LFG발전)과 모
든 조건에서의 2안(위생매립+RDF생산+LFG발전)의 경우가 경제성이 있는 것(NPV>0)으로
분석되었음
 특히, 2안의 경우 모든 조건에서 경제성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데, 이는 생산하는 RDF를 전량
외부에 판매한다는 가정 하에 도출된 결과이기 때문에 RDF 판매와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판
매보증 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경제성이 없는 대안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크게 반입수수료 인상과 공사비에 대한 보
조금 지급을 고려해 볼 수 있음
 과도하게 높은 반입수수료는 지방정부의 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 시 이에
대한 명확한 보장이 필요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반입수수료는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시
폐기물이 시설로 반입되지 않고 불법처리 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함
 공사비의 일부를 지방정부에서 보조해 줌으로써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공사비 보
조금의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져 100%에 가깝게 되면 민자사업의 성격에서 EPC 방식으로 성격
이 바뀌게 되므로, 이 경우 우리나라 기업이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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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폐기물사업 대안별 경제성분석 결과

대안

[1안]

[2안]

[3안]

[4안]

[5안]

위생매립

위생매립

위생매립

위생매립

위생매립

+RDF 생산

+소각발전

+퇴비화

+소각발전
+퇴비화

총 투자비 (백만원)

16,123

20,409

111,837

27,837

119,266

연간 운영비용(백만원)

4,073

4,286

9,760

4,381

9,297

1.28%
------------ 5,890

19.17%
-----------13,315

- 1.06%
------------ 52,846

------------ 26,445

- 2.26%
------------ 63,624

9.58%
반입수수료 : 12,000원/톤
-----------IRR (%)
1,457
-------- 전기가격 : 60원/kWh
NPV
(백만원) 반입수수료: 8,500원/톤
4.99%
-----------전기가격 : 80원/kWh
- 2,691

24.92%
-----------20,538

0.54%
------------ 44,507

- 3.86%
------------ 17,846

- 0.66%
------------ 55,073

21.61%
-----------16,369

4.02%
------------ 24,438

------------ 26,445

2.20%
------------ 37,861

12.82%
-----------4,510

27.32%
-----------23,591

5.29%
------------ 16,817

-3.86%
------------ 17,846

3.41%
------------ 30,248

반입수수료: 8,500원/톤
전기가격 : 60원/kWh

반입수수료 : 12,000원/톤
전기가격 : 80원/kWh

<표 4-13> 경제성확보(IRR=15%)를 위한 반입수수료 수준 (단위: 원/톤)
구분

1안

2안

3안

4안

5안

전기가격이 60원/kWh일 경우

14,500

-

55,500

26,000

61,800

전기가격이 80원/kWh일 경우

13,000

-

42,800

26,000

50,700

<표 4-14> 경제성확보(IRR=15%)를 위한 보조금 수준 (공사비 대비 지원 비율)

반입수수료
8,500원/톤

반입수수료
12,000원/톤

구분

1안

2안

3안

4안

5안

전기가격 60원/kWh

85%

-

97%

100%이상

100%이상

전기가격 80원/kWh

63%

-

69%

100%이상

80%

전기가격 60원/kWh

35%

-

89%

100%이상

96%

전기가격 80원/kWh

15%

-

62%

100%이상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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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바이오매스 사업 접근전략
4.3.1. 바이오매스 발생 현황
 바이오매스는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대량으로 발생
하는 오일팜, 코코넛, 고무나무, 쌀 등 4가지 종류를 중심으로 발생량을 추정하고자 함
 오일팜(Oil Palm)은 기름야자라고도 불리며, 열매에서 팜유(CPO, Crude Palm Oil)를 추출
하여 식용유, 화장품 원료, 바이오디젤 등의 제품으로 정제됨
 오일팜 농장에서 수명이 25년 정도 된 나무를 베어내는(Replanting) 과정에서 Trunk 및
Frond가 발생하며, 매년 가지치기를 통해 Frond가 발생함
 오일팜 열매를 가공하는 팜유로 가공하는 Mill에서는 잔재물인 EFB(Empty Fruit Bunch),
PKS(Palm Kernel Shell), Fiber 등이 발생함

Trunk and Frond

Empty Fruit Bunch

Palm Kernel Shell

Fiber

[그림 4-11] 오일팜 관련 바이오매스

 코코넛(Coconut)의 열매는 주로 음료나 기름으로 짜는 등 식용으로 많이 사용됨
 코코넛 농장에서는 수명이 25년 정도 된 나무를 베어내는(Replanting) 과정에서 Trunk 및
Frond가 발생하며, 매년 가지치기를 통해 Frond가 발생함
 코코넛 열매를 가공하는 Mill에서는 코코넛 열매의 Shell과 Husk가 발생함

Trunk and Frond

Coconut Shell

[그림 4-12] 코코넛 관련 바이오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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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나무는 생고무를 채취하기 위해 재배하며, 25년 정도가 된 고무나무는 생고무 생산능력
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무를 베어내는(Replanting) 과정에서 Trunk 및 Frond가 발생하며, 매
년 가지치기를 통해 Frond가 발생함

Rubber Wood

[그림 4-13] 고무나무 관련 바이오매스

 쌀에서는 2가지 종류의 바이오매스가 발생하는데, 볏짚(Rice Straw)은 쌀을 재배하는 논에서
발생하며, 왕겨(Rice Husk)는 정미소에서 발생함

Rice Husk

Rice Straw

[그림 4-14] 쌀 관련 바이오매스

 바이오매스 발생량은 기본적으로 작물의 재배면적(ha)과 면적별 발생량(톤/ha)에 관련이 있음
<표 4-15> 인도네시아 지역별 작물 재배 면적 (단위: ha)
지역

오일팜

코코넛

고무나무

6,652,747

1,263,390

23,908

칼리만탄

쌀
재배면적(ha)

생산량(톤)

3,665,938

3,179,988

13,880,593

1,137,707

131,433

6,350,516

35,704,231

1,545,202

294,763

822,746

1,284,571

4,430,299

술라웨시

151,041

524,690

243,069

1,283,523

5,340,834

파푸아

61,470

333,991

4,653

44,987

8,434,368

3,554,541

4,867,839

12,422,156

수마트라
자바

계

247,245
60,931,912

자료: Statistics Indonesia, Harvested Area of oil palm, rubber, coconut, paddy by Provinc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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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바이오매스 종류별 생산률 및 발열량
바이오매스 종류

오일팜

코코넛

고무나무
쌀

Trunk replanting
Fronds replanting
Fronds pruning
Empty Fruit Bunch
Palm Kernel Shell
Fiber
Trunk replanting
Fronds replanting
Fronds pruning
Coconut Shell
Coconut Husk
Trunk replanting
Fronds replanting
Fronds pruning
Rice Straw
Rice Husk

생산률
(톤/ha)
75.5
14.4
10.4
1.6
6.4
3.7
63.6
14.9
2.3
2.7
6.0
81.0
48.6
22.0
6.5
17.6%

발열량
(kcal/kg)
4,000
2,000
2,000
1,960
4,493
1,900
4,000
2,000
2,000
5,500
4,000
4,000
3,000
3,000
2,200
3,250

비고
Replanting ratio: 4% 적용
-

Replanting ratio: 4% 적용
Replanting ratio: 4% 적용
쌀 생산량 대비 비율

자료: Statistics Indonesia, Harvested Area of oil palm, rubber, coconut, paddy by Province, 2009

<표 4-17> 수마트라 지역 바이오매스 발생량 및 발전가능량
바이오매스 종류

오일팜

코코넛

고무나무

쌀

Trunk replanting
Fronds replanting
Fronds pruning
Empty Fruit Bunch
Palm Kernel Shell
Fiber
소계
Trunk replanting
Fronds replanting
Fronds pruning
Shell
Husk
소계
Trunk replanting
Fronds replanting
Fronds pruning
소계
Rice Straw
Rice Husk
소계
총계

발생량
(천톤/년)
20,091
3,832
69,189
10,644
42,578
24,837
171,171
3,215
753
2,956
3,428
7,618
17,971
11,878
7,127
80,651
99,655
20,670
2,450
23,119
311,916

발열량
(kcal/kg)
4,000
2,000
2,000
1,960
4,493
1,900
4,000
2,000
2,000
5,500
4,000
4,000
3,000
3,000
2,200
3,250
-

총열량
(Gcal)
80,365,184
7,663,965
138,377,138
20,863,015
191,301,071
47,190,152
485,760,523
12,861,310
1,505,961
5,912,665
18,855,148
30,472,967
69,608,051
47,510,556
21,379,750
241,951,908
310,842,215
45,473,828
7,960,928
53,434,757
919,645,546

발전가능량
(MW)
3,504
334
6,034
910
8,342
2,058
21,181
561
66
258
822
1,329
3,035
2,072
932
10,550
13,554
1,983
347
2,330
40,100

* 발생량 = 작물별 재배면적(ha) X 생산율(톤/ha), replanting의 경우 25년 주기이므로 4% 적용
* 발전가능량 : 연간 운영시간 8,000시간, 발전효율 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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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자바 지역 바이오매스 발생량 및 발전가능량
바이오매스 종류

오일팜

코코넛

고무나무

쌀

Trunk replanting
Fronds replanting
Fronds pruning
Empty Fruit Bunch
Palm Kernel Shell
Fiber
소계
Trunk replanting
Fronds replanting
Fronds pruning
Shell
Husk
소계
Trunk replanting
Fronds replanting
Fronds pruning
소계
Rice Straw
Rice Husk
소계
총계

발생량
(천톤/년)
72
14
249
38
153
89
615
2,895
678
2,662
3,087
6,860
16,183
426
256
2,892
3,573
41,278
6,301
47,579
67,950

발열량
(kcal/kg)
4,000
2,000
2,000
1,960
4,493
1,900
4,000
2,000
2,000
5,500
4,000
4,000
3,000
3,000
2,200
3,250
-

총열량
(Gcal)
288,809
27,542
497,286
74,975
687,479
169,587
1,745,679
11,581,857
1,356,147
5,324,469
16,979,424
27,441,493
62,683,389
1,703,372
766,517
8,674,578
11,144,467
90,812,378
20,477,427
111,289,804
186,863,340

발전가능량
(MW)
13
1
22
3
30
7
76
505
59
232
740
1,197
2,733
74
33
378
486
3,960
893
4,853
8,148

<표 4-19> 칼리만탄 지역 바이오매스 발생량 및 발전가능량
바이오매스 종류

오일팜

코코넛

고무나무

쌀

Trunk replanting
Fronds replanting
Fronds pruning
Empty Fruit Bunch
Palm Kernel Shell
Fiber
소계
Trunk replanting
Fronds replanting
Fronds pruning
Shell
Husk
소계
Trunk replanting
Fronds replanting
Fronds pruning
소계
Rice Straw
Rice Husk
소계
총계

발생량
(천톤/년)
4,667
890
16,070
2,472
9,889
5,769
39,757
750
176
690
800
1,777
4,193
2,666
1,599
18,100
22,366
8,350
782
9,132
7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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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량
(kcal/kg)
4,000
2,000
2,000
1,960
4,493
1,900
4,000
2,000
2,000
5,500
4,000
4,000
3,000
3,000
2,200
3,250
-

총열량
(Gcal)
18,666,040
1,780,073
32,140,202
4,845,753
44,432,593
10,960,633
112,825,293
3,000,687
351,357
1,379,491
4,399,117
7,109,684
16,240,336
10,662,788
4,798,255
54,301,236
69,762,279
18,369,365
2,540,907
20,910,272
219,738,180

발전가능량
(MW)
814
78
1,401
211
1,937
478
4,920
131
15
60
192
310
708
465
209
2,368
3,042
801
111
912
9,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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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술라웨시 지역 바이오매스 발생량 및 발전가능량
바이오매스 종류

오일팜

코코넛

고무나무

쌀

Trunk replanting
Fronds replanting
Fronds pruning
Empty Fruit Bunch
Palm Kernel Shell
Fiber
소계
Trunk replanting
Fronds replanting
Fronds pruning
Shell
Husk
소계
Trunk replanting
Fronds replanting
Fronds pruning
소계
Rice Straw
Rice Husk
소계
총계

발생량
(천톤/년)
456
87
1,571
242
967
564
3,886
1,335
313
1,228
1,424
3,164
7,463
788
473
5,348
6,608
8,343
943
9,285
27,243

발열량
(kcal/kg)
4,000
2,000
2,000
1,960
4,493
1,900
4,000
2,000
2,000
5,500
4,000
4,000
3,000
3,000
2,200
3,250
-

총열량
(Gcal)
1,824,575
173,999
3,141,653
473,665
4,343,214
1,071,384
11,028,490
5,341,344
625,430
2,455,549
7,830,605
12,655,523
28,908,451
3,150,174
1,417,578
16,042,554
20,610,307
18,354,374
3,063,125
21,417,499
81,964,748

발전가능량
(MW)
80
8
137
21
189
47
481
233
27
107
341
552
1,261
137
62
700
899
800
134
934
3,574

<표 4-21> 파푸아 지역 바이오매스 발생량 및 발전가능량
바이오매스 종류

오일팜

코코넛

고무나무

쌀

Trunk replanting
Fronds replanting
Fronds pruning
Empty Fruit Bunch
Palm Kernel Shell
Fiber
소계
Trunk replanting
Fronds replanting
Fronds pruning
Shell
Husk
소계
Trunk replanting
Fronds replanting
Fronds pruning
소계
Rice Straw
Rice Husk
소계
총계

발생량
(천톤/년)
186
35
639
98
393
229
1,582
850
199
782
906
2,014
4,751
15
9
102
126
292
44
336
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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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량
(kcal/kg)
4,000
2,000
2,000
1,960
4,493
1,900
4,000
2,000
2,000
5,500
4,000
4,000
3,000
3,000
2,200
3,250
-

총열량
(Gcal)
742,558
70,813
1,278,576
192,770
1,767,582
436,027
4,488,326
3,400,028
398,117
1,563,078
4,984,565
8,055,863
18,401,652
60,303
27,136
307,098
394,537
643,318
141,802
785,121
24,069,636

발전가능량
(MW)
32
3
56
8
77
19
196
148
17
68
217
351
802
3
1
13
17
28
6
3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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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인도네시아 바이오매스 발생량 및 발전가능량
지역

발생량
(천톤)

바이오매스

수마트라

발전가능량
(MW)

발생량
(천톤)

바이오매스

발전가능량
(MW)

171,171

21,181

17,971

3,035

615

76

16,183

2,733

코코넛

4,193

708

(Coconut)

7,463

1,261

자바
칼리만탄

오 일 팜

39,757

4,920

술라웨시

(Oil Palm)

3,886

481

1,582

196

4,751

802

217,011

26,854

50,562

8,540

99,655

13,554

23,119

2,330

3,573

486

47,579

4,853

쌀

9,132

912

(Paddy)

9,285

934

파푸아
계
수마트라
자바
칼리만탄

고무나무

22,366

3,042

술라웨시

(Rubber)

6,608

899

126

17

336

34

132,327

17,998

89,452

9,063

파푸아
계

8%

6%

10%

오일팜
고무나무
코코넛
쌀

7%
51%
32%

34%

53%

26%

Kalimantan
9,582MW

Sumatra
40,100MW

13%
25%

34%

Sulawesi
3,574MW

2%
76%

Papua
1,050MW

1% 6%
34%

60%

3% 19%

Java
8,148MW

자료: 에코프론티어 내부자료

[그림 4-15] 인도네시아 바이오매스 발생량 및 발전가능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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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경제성분석을 위한 가정 사항
 발전시설에 활용될 수 있는 바이오매스의 종류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하나 왕겨
(Rice Husk)를 이용한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을 가정하여 경제성분석을 실시하도록 함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원료 수급이 사업의 경제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발전소 주
변지역에서 발전소 운영을 위한 충분한 원료가 공급되어야 함
 따라서 발전소의 용량은 주변의 원료수급 여건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본 분석에서는
10MW급 규모의 발전소를 가정함

<표 4-23> 바이오매스 발전시설 가정사항
바이오매스
- 바이오매스(쌀겨) 발열량 : 3,250kcal/kg
- 바이오매스 발전소 효율 : 30%
건설비

운영비

- 단위 공사비 : 1,000백만원/MW

- 단위 운영비

: 23,500원/톤

- 1차 대수선비(5년) : 초기공사비의 20%

- 연료비

: 12,000~15,000원/톤

- 2차 대수선비(10년) : 초기공사비의 20%

- 연간 가동시간 : 8,000시간

80,000MWh/년

Rice Husk 210톤/일
(3,250kcal/kg)

1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35,000톤-CO 2/년

[그림 4-16] 바이오매스 발전소 mass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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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경제성 분석 결과
■ 전제조건
 사업기간: 공사기간 1년(2010년), 운영기간 15년(2011년~2025년)
 사업자금 비율: 자본금(30%), 차입금(70%)
 차입금 대출조건: 상환기간(3년 거치 7년 상환), 이자율(8%)
 전력가격: 60원/kWh ~ 80원/kWh
 법인세 비율: 30%
 CERs가격 : 14,000원/CO 2톤(2011년~2012년), 9,000원/CO 2톤(2013년~2025년)
 Post-2012년 이후의 불확실성 때문에 2013년부터는 보수적으로 책정

■ 경제성 분석 결과
 경제성 분석 결과 전력가격이 60원/kWh 일 때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력
가격이 80원/kWh 일 때에는 연료가격의 미세한 변화에 상관없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음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의 경제성은 연료가격보다는 전력가격에 더 민감한 결과를 보임
 따라서, 발전사업 신청 단계에서 전력을 구매하는 인도네시아 전력청과의 협상을 통해서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전력공급계약을 맺어야 할 필요가 있음
 본 분석에서는 포함하지 않은 스팀생산 옵션을 고려할 경우 경제성은 더욱 올라갈 수 있음

<표 4-24>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경제성분석 결과
대안

전력: 60원/kWh

전력: 60원/kWh

전력: 80원/kWh

연료: 12,000원/톤 연료: 15,000원/톤 연료: 12,000원/톤 연료: 15,000원/톤

총 투자비 (백만원)

17,723

연간 운영비용(백만원)

3,537

IRR (%)
-------NPV (백만원)

전력: 80원/kWh

5.03%
------------ 2,978

3.60%
------------ 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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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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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생활폐기물 및 바이오매스 패키지화 전략
4.4.1. 패키지화 방안 및 전략
 지방정부가 선진국 기준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며 높은 반입수수료의 제공 또는 공
사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고려하지 못할 경우, 폐기물사업 단독으로는 경제성을 맞출 수
없음
 따라서 추가적인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여 사업 전체적으로 경제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
안을 고려할 수 있음
 추가적인 사업권은 해당 지방정부에게 크게 부담이 가지 않으면서도,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는
것을 제안함으로써 한국과 인도네시아 모두가 win-win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 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바이오매스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국가 중
하나이며, 기존에 버려지고 있는 바이오매스를 요구하는 것은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도 큰 부
담이 되지 않는 사항임. 또한 바이오매스가 농업폐기물의 한 종류임을 고려할 때 폐기물사업
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은 큰 틀에서 볼 때 한국기업이 특혜를 받는다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음
 생활폐기물 사업 수요와 바이오매스 잠재성을 함께 비교했을 때, 생활폐기물 수요가 가장 큰
자바섬의 경우 쌀 찌꺼기(볏짚, 왕겨 등)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음

4.4.2. 패키지 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 전제조건 및 가정사항
 생활폐기물 사업의 조건은 '4.2. 생활폐기물 사업 접근전략'에서 고려한 대안 및 가정사항을
적용
 바이오매스 사업의 조건은 '4.3 바이오매스 사업 접근전략'에서 고려한 대안 및 가정사항 중
연료의 확보 및 수송을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구조로 가정하였음
 다음 표에서는 앞에서 본 생활폐기물사업이 경제성 있는 사업(IRR=15%)이 되기 위해 지방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할 바이오매스의 양과 그에 따른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용량
(MW)을 나타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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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필요한 바이오매스 양이 2,000톤/일 이상인 경우에는 바이오매스 물류 문제 등으로 인해
주변여건에 따라 현실성이 없는 안이 될 수 있음
 본 분석에서는 바이오매스 발전 및 소각발전에 스팀생산 옵션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를 고
려할 경우 무상으로 필요한 바이오매스의 양이 더 감소할 수 있음

<표 4-25> 생활폐기물 사업의 경제성확보를 위한 무상제공 바이오매스 양 및 발전량

대안

[1안]

[2안]

[3안]

[4안]

[5안]

위생매립

위생매립

위생매립

위생매립

위생매립

+RDF 생산

+소각발전

+퇴비화

+소각발전
+퇴비화

반입수수료
8,500원/톤

반입수수료
12,000원/톤

전기가격

1,700톤/일

60원/kWh

(80MW)

전기가격

160톤/일

80원/kWh

(8MW)

전기가격

700톤/일

60원/kWh

(33MW)

전기가격

36톤/일

80원/kWh

(2MW)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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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톤/일

5,000톤/일

15,000톤/일

(614MW)

(236MW)

(709MW)

1,250톤/일

630톤/일

1,500톤/일

(59MW)

(30MW)

(71MW)

12,000톤/일

3,800톤/일

14,000톤/일

(567MW)

(180MW)

(661MW)

1,100톤/일

500톤/일

1,400톤/일

(52MW)

(24MW)

(66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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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인도네시아 환경관리법

LAW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23, YEAR 1997
CONCERNING
ENVIRONMENTAL MANAGEMENT

BY THE GRACE OF THE ALMIGHTY GOD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Considering : a. that Indonesia’s environment as the bestowal and the blessing of God Almighty to
the Indonesian people and nation constitutes space for life in all its aspects and
dimensions in conformity with the Archipelagic Concept;
b. that in the framework of making efficient use of natural resources to promote
general welfare as decreed in the Constitution of 1945 and to achieve happiness in
life on the basis of Pancasila, it is necessary to undertake sustainable development
underlined by an environmental concept based on an integrated and
comprehensive national policy with account being taken of the needs of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c. that it is deemed necessary to undertake environmental management to conserve
and develop harmonious, compatible and balanced environmental capacities in
order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underlined by an
environmental concept;
d. that the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al management in the framework of
sustainable development underlined by an environmental concept must be based
on a legal norm with account being taken of the level of awareness of the
community and the development of global environment and international legal
apparatuses linked with the environment;
e. that the awareness and the life of the community in connection with environmental
management have developed in such a way that the matters as regulated in Law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o. 4/1982 concerning Basic Provisions on Environmental
Management (State Gazette of 1982 No. 12, Additional State Gazette No. 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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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 to be adjusted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underlined by an environmental concept;
f. That in connection with the matters referred to in points a, b, c, d, and e above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a law concerning environmental management.

In view of : Article 5 paragraph (1), Article 20 paragraph (1) and Article 33 paragraph (3) of the
Constitution of 1945.

With the Approval of
THE HOUSE OF PEOPLE’S REPRESENTATIVE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H ASD EC ID ED :
To stipulate : LAW CONCERNING ENVIRONMENTAL MANAGEMENT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Referred to in this Law as:
1. An environment shall be a totality of space with all objects, conditions of capacities and living
creatures, including human beings and their behaviour, which shall affect the sustainability of life
and welfare of human beings and other living creatures;
2. Environmental management shall be an integrated effort to conserve the function of the
environment, encompassing policies on environmental arrangement, utilization, development,
maintenance, recovery, supervision and control;
3. Sustainable development underlined by an environmental concept shall be a conscious and
planned effort, which integrates the environment, including resources, into a process of
development to guarantee the capability, welfare and quality of life of the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4. An ecosystem shall be an arrangement of environmental elements constituting a whole and
mutually influencing totality in forming environmental balance, stability and productivity;
5. The conservation of the function of the environment shall be a series of efforts for the
maintenance of the sustainability of supporting and accommodating capacities of the
environment;
6. A supporting capacity of the environment shall be the capacity of the environment to support
the life of human beings and other living cr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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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he conservation of the supporting capacity of the environment shall be a series of effort for the
protection of the capacity of the environment against the pressure of change and/or a negative
impact exerted by an activity in order that it may continue to support the life of human beings
and other living creatures;
8. An accommodating capacity of the environment shall be the capacity of the environment to
absorb substances, energy and/or other components which enter or are taken into the
environment;
9. The conservation of the accommodating capacity of the environment shall be a series of efforts
intended to give protection to the capacity of the environment to absorb substance, energy
and/or other components dumped into the environment;
10. Resources shall be elements of the environment comprising human resources, natural resources,
biological or otherwise, and man-made resources;
11. A quality standard of the environment shall be the threshold or level of content of living
creatures, substances, energy or components which are present or must be present and or that
of polluting elements whose presence is tolerable in a particular resource as an element of the
environment;
12. Environmental pollution shall be the entry or the introduction of living creatures, substances,
energy and/or other components into the environment by human activities so that the quality
of the environment goes down to such a level that it causes the environment to be unable to
perform its function in accordance with its designation;
13. The standard criteria of environmental damage shall be the threshold of a tolerable change in
the physical and/or biological nature of environment;
14. Environmental damage shall be an act causing direct or indirect changes in the physical and/or
biological nature of the environment, rendering the environment unable to perform its functions
in supporting sustainable development;
15. The conservation of natural resources shall be the management of nonrenewable natural
resources to guarantee their prudent utilization and of renewable natural resources to
guarantee the sustainability of their supplies while their value quality and diversity will continue
to be maintained and promoted;
16. Waste shall be the remainder of an undertaking and/or activity;
17. A toxic and hazardous substance shall be every substance which, owing to its nature,
concentration or quantity, may directly or indirectly pollute and/or damage the environment,
health and the sustainability of human life and that of other living creatures;
18. Toxic and hazardous waste shall be the remainder of an undertaking and/or an activity
containing harmful and/or toxic substances, which, owing to its nature and/or concentration
and/or quantity, may, directly or indirectly, pollute and/or damage the environment, and/or
imperil the environment, health and the sustainability of human life and that of other living
cr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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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An environmental dispute shall be a dispute between two or more parties brought about by the
presence of an alleged presence of environment pollution and/or damage;
20. An environmental impact shall be the influence of a change on the environment brought about
by an undertaking and/or activity;
21. An analysis on environmental impacts shall be an assessment of major and significant impacts
of an undertaking and/or activity planned on the environment, such an assessment being
needed in a process of making a decision on the implementation of an undertaking and/or
activity;
22. An environmental organization shall be a group of people formed on their own free will and
desire in the community with the environmental area being their objective and activities;
23. An environmental audit shall a process of evaluation conducted by a party responsible for an
undertaking and/or activity in order to evaluate the level of compliance with the prevailing legal
requirements and/or the policies and standards stipulated by the party responsible for the
undertaking and/or activity concerned;
24. Persons shall be individual persons, and/or groups of persons, and/or statutory bodies;
25. The Minister shall be the minister assigned to manage the environment.

Article 2
The scope of Indonesia’s environment shall encompass the space where the Unitary Stat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with an Archipelagic Concept exercises its sovereignty, sovereign rights and
jurisdiction.

CHAPTER II
PRINCIPLES, OBJECTIVE AND TARGETS

Article 3
Environmental management undertaken under the principles of state’s responsibility, sustainability
and benefits shall be aimed at translating into reality sustainable development underlined by an
environmental concept in the framework of building up an Indonesian person as totality and the
Indonesian society as a whole with a faith in and devotion to the Almighty God.

Article 4
The targets of environmental management shall be:
a. achieving harmony, compatibility and balance between human beings and th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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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ranslating into reality an Indonesian person as an environment-conscious person who shall
protect and develop the environment in his behaviour and action;
c. guaranteeing interests of the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d. achieving sustainability in the function of the environment;
e. keeping under control prudent utilization of resources;
f. protecting the Unitary Stat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against the impacts of undertaking
and/or activities outside the state’s territory which may cause environmental pollution and/or
damage.

CHAPTER III
RIGHTS, OBLIGATIONS AND ROLE OF THE COMMUNITY
Article 5
(1) Everybody shall be equally entitled to a good and healthy environment.
(2) Everybody shall be entitled to information about the environment linked with the role in
environmental management.
(3) Everybody shall be entitled to play a role in the framework of environmental management
pursuant to the prevailing laws.

Article 6
(1) Everybody shall be obligated to maintain the sustainability of the functions of the environment
and prevent and overcome environmental pollution and damage.
(2) Everybody undertaking a business and/or activity shall be obligated to provide correct and
accurate information about environmental management.

Article 7
(1) The community shall have equal and widest opportunities to play a role in environmental management.
(2) The provision in paragraph (1) above shall be enforced by means of:
a. promoting independence, social empowerment and partnership;
b. nurturing the capacity and pioneering of the community;
c. developing immediate response of the community to conduct social control;
d. providing suggestions and opinions;
e. presenting information and/or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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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V
ENVIRONMENTAL MANAGEMENT AUTHORITY
Article 8
(1) Natural resources shall be controlled by the state and used to the maximum for the prosperity
of the people and the regulation shall be stipulated by the government.
(2) To implement the provision as meant in paragraph (1), government shall:
a. regulate and develop policies in the framework of environmental management;
b. regulate the supplies, designation, use,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recycling of natural
resources, including genetics resources;
c. regulate legal acts and legal relationship between people and/or other legal subjects as well as
legal acts against natural and man-made resources, including genetics resources;
d. control activities with social impacts;
e. develop financing for efforts to conserve the functions of the environment pursuant to the
prevailing laws.
(3) The provisions as meant in paragraph (2) shall be further regulated in a government regulation.

Article 9
(1) The government shall stipulate a national policy in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spatial
layout and at the same time continue to take into account religious values, customs and mores
and the values prevailing in the community.
(2) Environmental management shall be implemented in an integrated manner by government
agencies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tasks and responsibility and by other agents of
development with account being taken of the integratedness of planning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policy on environmental management.
(3) It is obligatory that environmental management should be integrated with spatial layout,
non-biological natural resources protection, man-made resources protection,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natural resources and their ecosystem, cultural reserves, biological diversity and
climatic changes.
(4) The integration between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a national policy on the environment,
as meant in paragraph (2), shall be coordinated by the Minister.

Article 10
In the framework of environmental management, the government shall be obliga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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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ranslate into reality, develop, nurture and promote the awareness and the responsibility of
decision makers in environmental management;
b. translate into reality, develop, nurture and promote the awareness of the rights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community in environmental management;
c. translate into reality, develop, nurture and promote partnership between the community,
business circles and the government in efforts to conserve the supporting and accommodating
capacities of the environment;
d. develop and apply a national policy on environmental management which shall guarantee the
maintenance of the supporting and accommodating capacities of the environment;
e. develop and apply pre-emptive, preventive and proactive apparatuses in efforts to prevent the
lowering of the supporting and accommodating capacities of the environment;
f. utilize and develop environmentally-friendly technologies;
g. conduct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environmental area;
h. provide information on the environment and disseminate it to the community;
i. provide citations to people or institutes for their merits in the environmental area.

Article 11
(1) Environmental management at the national level shall be undertaken in an integrated manner
by institutional apparatuses coordinated by the Minister.
(2) The provisions on the tasks, functions, authority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as well as the
institutional working system as meant in paragraph (1) shall be further regulated in a
presidential decree.

Article 12
(1) To translate into reality the integratedness and harmony in the implementation of a national
policy on environmental management, the government may, on the basis of the laws:
a. delegate certain environmental management authority to apparatuses in the regions;
b. involve the role of a regional administration in helping the central government in the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al management in the regions.
(2) Further provisions as meant in paragraph (1) shall be regulated by the laws.

Article 13
(1) In the framework of implementing environmental management, the government may hand over
some of the matters to a regional administration so that these shall become the reg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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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on’s internal affairs.
(2) The handing over the matters as meant in paragraph (1) shall be stipulated in a government
regulation.

CHAPTER V
CONSERVATION OF THE FUNCTIONS OF THE ENVIRONMENT
Article 14
(1) To guarantee the conservation of the functions of the environment, every business and/or
activity shall be prohibited to violate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and standard criteria of
environmental damage.
(2) Provisions on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pollution and
the recovery of the accommodating capacity of the environment shall be regulated in a
government regulation.
(3) Provisions on standard criteria of environmental damage,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the damage and the recovery of the supporting capacity of the environment shall be regulated
in a government regulation.

Article 15
(1) Every plan of a business and/or activity which likely to exerts a major and significant impact on
the environment shall be obligated to have an analysis on the environmental impacts.
(2) Provisions on the plan of a business and/or activity exerting a major and significant impact on
the environment, as meant in paragraph (1) and the procedure for the drawing up and
evaluation of an analysis on environmental impacts shall be stipulated in a government
regulation.

Article 16
(1) Every party responsible for a business and/or activity shall be obligated to treat the waste
generated by their business and/or activity.
(2) The party responsible for a business and/or activity as meant in paragraph (1) may leave the
treatment of the waste to another party.
(3) Enforcement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be regulated further in a government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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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7
(1) Every party responsible for a business and/or activity shall be obligated to treat hazardous and
toxic substances.
(2) The management of hazardous and toxic substances shall encompass: production,
transportation, distribution, storing, use and/or disposal.
(3) Further provisions on the management of hazardous and toxic substances shall be regulated
further in a government regulation.

CHAPTER VI
REQUIREMENTS FOR ENVIRONMENTAL COMPLIANCE
First Section
Licensing

Article 18
(1) Every business and/or activity exerting a major and significant impact on the environment shall
be obligated to have an analysis on environmental impacts in order to obtain a license for the
operation of the business and/or activity.
(2) The license for the operation of the business and/or activity as meant in paragraph (1) shall be
granted by an authorized official pursuant to the prevailing laws.
(3) The requirements and obligations with respect to effort to control impacts on the environment
shall be set forth in the license as meant in paragraph (1).

Article 19
(1) It is obligatory that:
a. the spatial layout plan;
b. the opinion of the community;
c. the consideration and recommendation of authorized officials related to the said business
and/or activity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issuance of the license for the operation of
a business and/or activity.
(2) It is obligatory that a decision on the license to operate a business and/or activity should be
annou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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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0
(1) Without a decision on the license, everybody shall be prohibited to dump waste to
environmental media.
(2) Everybody shall be prohibited to dump waste originating in outside the territory of Indonesia
into the environmental media of Indonesia.
(3) The authority to issue or reject an application for a license as meant in paragraph (1) shall rest
with the Minister.
(4) The dumping of waste into the environmental media as meant in paragraph (1) can be
conducted only at a dumping location stipulated by the Minister.

Article 21
Everybody shall be prohibited to import the waste of hazardous and toxic substances.

Second Section
Supervision
Article 22
(1) The Minister shall undertake supervision over compliance of the party responsible for a business
and/or activity with the provisions already stipulated in the laws in the environmental area.
(2) To undertake the supervision as meant in paragraph (1), the Minister may stipulate an official
authorized to undertake the supervision.
(3) In the event that the supervisory is granted to a regional administration, the head of the region
shall stipulate officials authorized to undertake the supervision.

Article 23
Control over the impacts on the environment as a means of supervision shall be exercised by an
institute set up especially for this purpose by the government.

Article 24
(1) To implement his tasks, the supervisor as meant in Article 22 shall be authorized to monitor,
request for information, make copies of documents and/or make the necessary notes, enter
particular places, collect sample, examine instruments, examine installation and/or transportation
means, and request for information from the party responsible for a business and/or activity.
(2) The party responsible for a business and/or activity from whom information is requested as
meant in paragraph (1) shall be obligated to fulfill the request made by the supervisory officer
pursuant to the prevailing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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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very supervisor shall be obligated to produce a letter of assignment and/or an identity card
and shall be obligated to take into account the situation and the condition of the place where
supervision is undertaken.

Third Section
Administrative Sanctions
Article 25
(1) The governor/head of a first-level region shall be authorized to take a governmental act of
distress against the party responsible for a business and/or activity in order to prevent and end
any violation, and manage the result arising from violation, and to take acts of rescue,
management and/or recovery with the expenses to be borne by the party responsible for the
business and/or activity, unless the law stipulates otherwise.
(2) The authority as meant in paragraph (1) may be granted to regents/municipality heads/heads of
second-level regions by virtue of a regulation of a first-level region.
(3) Interested third parties shall be entitled to file an application to authorized officials to undertake
a governmental act of distress as meant in paragraphs (1) and (2).
(4) The governmental act of distress as meant in paragraph (1) and (2) shall be preceded by a letter
of instruction from an authorized official.
(5) Acts of rescue, management and/or recovery as meant in paragraph (1) may be replaced by the
payment of a particular amount of money.

Article 26
(1) The procedure for the stipulation of the charges as meant in Article paragraphs (1) and (5) and
the collection of the charges shall be stipulated in a law.
(2) In the event that the law as meant in paragraph (1) has not been devised, the implementation
shall be effected through a legal act on the basis of the prevailing laws.

Article 27
(1) Certain violation may be subject to a sanction in the form of the revocation of a license for the
operation of a business and/or activity.
(2) The head of a region may file a proposal for the revocation of a license for the operation of a
business and/or activity to an authorized official.
(3) An interested party may file an application to an authorized official to the effect that a particular
license for the operation of a business and/or activity should be revoked because of harming his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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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th Section
Environmental Audit
Article 28
In the framework of promoting the performance of a business and/or activity, the government
encourages a party responsible for a business and/or activity to conduct an environmental audit.

Article 29
(1) The Minister shall be authorized to instruct a party responsible for a business and/or activity to
undertake an environmental audit if the party concerned show non-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regulated in this Law.
(2) The party responsible for a business and/or activity who is instructed to undertake an
environmental audit shall be obligated to carry out the instruction as meant in paragraph (1).
(3) If the party responsible for a business and/or activity fails to carry out the instruction as meant
in paragraph (1), the Minister may implement or assign a third party to implement the
environmental audit as meant in paragraph (1) with the expenses to be borne by the party
responsible for the business and/or activity concerned.
(4) The amounts of the expenses as meant in paragraph (3) shall be stipulated by the Minister.
(5) The Minister shall announce the results of an environmental audit as meant in paragraph (1).

CHAPTER VII
SETTLEMENT OF ENVIRONMENTAL DISPUTES
First Section
General

Article 30
(1) The settlement of an environmental dispute may be sought through the court or outside the
court on the basis of the voluntary option of the disputing parties.
(2) The settlement of a dispute outside the court as meant in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a
criminal act on the environment as regulated in this Law.
(3) If an attempt to settle an environmental dispute outside the court has been opted for, a lawsuit
through the court can be resorted to only if the said attempt has been declared unsuccessful by
one or both of the disputing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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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Section
Settlement of Environmental Disputes
Outside the Court

Article 31
The settlement of an environmental dispute outside the court shall be sought for in order to reach
an agreement on the form and the amount of the compensation and/or on certain acts to
guarantee that adverse impacts on the environment shall not occur of recur.

Article 32
In settling an environmental dispute outside the court as meant in Article 31, use may be made of
the service of a third party, either not having or having an authority to make a decision, in order to
help settle the environmental dispute.

Article 33
(1) The government and/or the community may set up an independent and impartial institute
providing services in the settlement of environmental disputes.
(2) Provisions on providers of services in the settlement of environmental disputes shall be further
regulated in a government regulation.

Third Section
Settlement of Environmental Disputes through the Court
Sub-Section 1
Compensation
Article 34
(1) Any criminal offence in the form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or damage inflicting losses to
other people or the environment shall obligate the party responsible for the business and/or
activity to pay compensation and/or take a particular action.
(2) In addition to the obligation to take a particular action as meant in paragraph (1), the judge
may stipulate the payment of distress money on each day of lateness in the performance of the
said particular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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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ection 2
Absolute Responsibility
Article 35
(1) The party responsible for the business and/or activity whose business and activity exerts a major
and significant impact on the environment, that uses hazardous and toxic substances and/or
produces hazardous and toxic substances, shall assume absolute responsibility for the losses
inflicted, with an obligation to pay compensation directly and immediately when the
environmental pollution an/or damage occurs.
(2) The party responsible for the business and/or activity may be exempted from the obligation to
pay compensation as meant in paragraph (1) is the party concerned may prove that the
environmental pollution an/or damage is caused by one of the following:
a. a natural disaster or a war; or
b. force majeure beyond man’s power; or
c. an act taken by a third party and causing environmental pollution and/or damage.
(3) In the event that losses are inflicted because of a third party as meant in paragraph (2) point c,
the third party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payment of compensation.

Sub-Section 3
Expiration for the Filing of a Lawsuit
Article 36
(1) The expiration interval of the right to file a lawsuit to the court shall be in conformity with the
interval as regulated in a provision in the prevailing civil procedural law and shall be calculated
as from the time when the victim knows of the occurrence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or
damage.
(2) The provision on the expiration interval as meant in paragraph (1) shall not apply with respect
to environmental pollution and/or damage caused by a business and/or activity which uses
hazardous and toxic substances and/or produces hazardous and toxic substances.

Sub-Section 4
The Right of the Community and Environmental
Organizations to File a Lawsuit
Article 37
(1) The community shall have the right to file a lawsuit in representation to the court of law and/or
report to law enforcers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harming the life of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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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f it is known that the community suffers the impacts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or damage
in such a way that the main livelihood of the community is affected, government agencies
responsible for environmental affairs may take action in the interest of the community.
(3) Further provisions as meant in paragraph (2) shall be regulated in a government regulation.

Article 38
(1) In the framework of performing the responsibility in environmental management in conformity
with the pattern of partnership, environmental organizations shall be entitled to file a lawsuit in
the interest of the conservation of the function of the environment.
(2) The right to file a lawsuit as meant in paragraph (1) shall be limited to the demand for the right
to take a particular action without any demand for compensation, with the exception of real
expenses or spending.
(3) Environmental organizations shall be entitled to file a lawsuit as meant in paragraph (1) if the
following requirements are fulfilled:
a. in the form of a statutory body or a foundation;
b. the statute of the environment organization concerned expressly mentions that the said
organization is established in the interest of the conservation of the function of the
environment;
c. activities have been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statute.

Article 39
The procedure for the filing of a lawsuit in environmental matters by individuals, the community
and/or environmental organizations shall refer to the prevailing civil procedural law.

CHAPTER VIII
INVESTIGATION
Article 40
(1) Besides investigating officers of the Police of the Stat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certain
civilian civil servant officials within government agencies whose scope of duties and
responsibility lies in the area of environmental management shall be specially authorized to
serve as investigators as meant in the prevailing civil procedural law.
(2) Civilian civil servant investigating officials as meant in paragraph (1) shall be authorized to:
a. conduct an examination of the correctness of a report or information about a criminal offence
in the environment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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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onduct an examination of a persons or statutory bodies assumed to have committed criminal
offences in the environmental area;
c. request for information and evidence from persons or statutory bodies in connection with a
criminal offence in the environmental area;
d. conduct an examination at a particular place where it is assumed that evidences,
book-keeping, notes and other documents are found in addition to confiscating items
resulting from the offence which may be used as evidence in the case of a criminal offence in
the environmental area;
e. request expert assistance in the framework of performing the task of investigation into a
criminal offence in the environmental area.
(3) Civilian civil servant investigating officials as meant in paragraph (1) shall notify investigating
officers of the Police of the Stat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of the commencement and the
result of the investigation.
(4) Civilian civil servant investigating officials as meant in paragraph (1) shall submit the result of
the investigation to the public prosecutor through investigating officers of the Police of the
Stat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5) Investigation into an environmental criminal offence in Indonesian waters and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shall be conducted by an investigator pursuant to the prevailing laws.

CHAPTER IX
CRIMINAL PROVISIONS
Article 41
(1) Whoever intentionally against the law commit an act which may result in environmental
pollution and/or damage shall be subject to a maximum of 10 (ten) years of imprisonment and
a maximum fine Rp. 500,000,000.00 (five hundred million rupiah).
(2) If a criminal offence as meant in paragraph (1) causes a person to die or be severely wounded,
the perpetrator of the criminal offence shall be subject to a maximum of 15 (fifteen) years of
imprisonment and a maximum fine of Rp.750,000,000.00 (seven hundred and fifty million
rupiah).

Article 42
Whoever because his negligence commits an act which may result in environmental pollution
and/or damage shall be subject to a maximum of 3 (three) years of imprisonment and a maximum
fine of Rp. 100,000,000.00 (a hundred million rupi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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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3
(1) Whoever against the prevailing laws intentionally releases or dumps hazardous or toxic
substances, energy and/or other components above or into the ground, into the air or into
surface water, imports, exports, trades, transports, stores the said substances, operates
dangerous installation, while in fact knowing or very reasonably suspecting that the said act may
cause environmental pollution and/or damage or endangering public health or the lives of other
people shall be subject to a maximum of 6 (six) years of imprisonment and a maximum fine of
Rp. 300,000,000.00 (three hundred million rupiah).
(2) Subject to the same criminal punishment as that as meant in paragraph (1) shall be whoever
intentionally provides false information or losing or hiding or distorting the information
necessary in connection with the act as meant in paragraph (1), while in fact knowing or very
reasonably suspecting that the said act may give rise to environmental pollution and/or damage
or endanger public health or the lives of other people.
(3) If the criminal offence as meant in paragraphs (1) and (2) causes a person to die or be severely
wounded, the perpetrator of the criminal offence shall be penalized with a maximum of 9 (nine)
years of imprisonment and a maximum fine of Rp. 450,000,000.00 (four hundred and fifty million
rupiah).

Article 44
(1) Whoever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prevailing laws commits, owing to his negligence,
acts as meant in Article 43 shall be subject to a maximum of 3(three) years of imprisonment and
a maximum fine of Rp. 100,000,000.00 (a hundred million rupiah).
(2) If the criminal offence as meant in paragraph (1) causes a person to die or be severely
wounded, the perpetrator of the criminal offence shall be subject to a maximum of 5 (five) years
of imprisonment and a maximum fine of Rp.150,000,000.00 (a hundred and fifty million rupiah).

Article 45
If the criminal offence as meant in this chapter is committed by or on behalf of a statutory body, 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 association, a foundation or another organization, the criminal penalty
of the fine shall be made heavier by one-third.

Article 46
(1) If the criminal offence as meant in this chapter is committed by or on behalf of a statutory
body, 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 association, a foundation or another organization, a
criminal lawsuit shall be filed and a criminal sanction and a disciplinary act as meant in Article
47 imposed on both the said statutory body, 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 association, a
foundation or another organization and on those giving an instruction for the said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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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ence to be committed or acting as the leader in the said offence or doing both.
(2) If the criminal offence as meant in this chapter is committed by or on behalf of a statutory
body, 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 association, a foundation or another organization and is
committed by persons in basis of both working and other relationships, acting within the scope
of the statutory body, 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 association, a foundation or another
organization, a criminal lawsuit shall be filed and a criminal sanction imposed on those giving
an instruction or acting as the leader without considering whether these persons, on the basis of
both working and other relationships, commit the criminal offence separately or jointly.
(3) If a criminal lawsuit is filed against a statutory body, 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 association
or another organization, summons for a court hearing and the summonses shall be addressed
to the members of the executive board where they are domiciled or where they have their
permanent jobs.
(4) If a criminal lawsuit is filed against a statutory body, 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 association, a
foundation or another organization, which at the time of the filing of the lawsuit is represented
by those who are not in the executive board, the judge can pass an injunction that the
members of the executive board themselves should appear themselves at the court.

Article 47
Other than the criminal provisions as meant in the criminal code and in this Law, perpetrators of
environment criminal offences may also be subject to disciplinary acts in the form of the following:
a. confiscation of the profits obtained from the criminal offences; and/or
b. total or partial closure of the company; and/or
c. repair of the consequences of the criminal offences; and/or
d. being obligated, without any right, to do what has been neglected; and/or
e. abolition, without any right, of what has been neglected; and/or
f. placing the company under guardianship for a maximum of 3 (three) years.

Article 48
Criminal offences as meant in this chapter are crime.

CHAPTER X
TRANSITIONAL PROVISIONS
Article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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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t the latest 5 (five) years after the promulgation of this Law, every business and/or activity
already granted a license shall be obligated to fulfill the requirements based on this Law.
(2) As from the promulgation of this Law it is prohibited to issue licenses for business and/or
activities using imported hazardous and toxic waste.

CHAPTER XI
CLOSING PROVISIONS
Article 50
When this Law comes into force, all existing laws linked with environmental management shall
remain valid as long as they do not contradict this Law and have not been replaced on the basis of
this Law.

Article 51
With the enforcement of this Law, Law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o. 4/1982 concerning Basic
Provisions on Environmental Management (State Gazette of 1982 No. 12, Additional State Gazette
No. 3215) shall be declared null and void.

Article 52
This Law shall take effect as from the date of promulgation.

Stipulated in Jakarta
On September 19, 1997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Signed
SOEHARTO

Promulgated in Jakarta
On September 19, 1997
THE MINISTER/STATE SECRETARY
Signed
MOERDIO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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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폐기물 관리법 세부 기준 제시
2.1.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 생활폐기물은 지방정부의 허락을 받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가 이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함
• 생활폐기물은 해당 지역의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함
• 생활폐기물은 해당 지역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수집이 쉬운

2. 보관의 경우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함
•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나거나, 쥐·모기·파리 등 해충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ㆍ폐합성고분자화합물 및 폐고무류(가연성은 제외)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은 매립 시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ㆍ압축ㆍ파쇄ㆍ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슬러지의 경우에는 탈수ㆍ건조 등에 의하여

3. 처리의 경우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함
• 폐타이어, 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은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ㆍ압축ㆍ파쇄ㆍ절단 등을 한 후 매립하되, 그 잔재물 중 가연성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함
• 사용이 끝난 폐가전제품 중 염화불화탄소 등의 냉매물질이 함유된 경우 이를
안전하게 회수하여야 함

■ 사업장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 배출시설 또는 사업장폐기물은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1. 공통사항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과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각 지역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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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은 각 지역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2. 수집ㆍ운반의
경우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할 수 있음
• 액상(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을 말함)의 사업장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ㆍ용기ㆍ파이프 또는 이와 비슷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함
• 사업장폐기물은 해당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함
• 자체하중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ㆍ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3. 보관의 경우

- 폐지ㆍ철강슬래그ㆍ고철ㆍ폐유리조각ㆍ폐목재ㆍ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 폐합성수지ㆍ폐용기류ㆍ폐주물사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주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안됨
• 석면의 해체ㆍ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중 바닥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은 포대에 담아 보관하여야 함
공통기준

•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소각하여야 함
•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함

소각재

• 안정화처리하여야 함
• 시멘트ㆍ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함
• 소각하거나 시멘트ㆍ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 또는 고화

4. 처리의 경우

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슬러지

유기성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토지개량제로

슬러지

사용하려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명ㆍ원료 등을 표시하고 제품의 제조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함
•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ㆍ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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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각하여야 함
무기성
슬러지

•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ㆍ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함.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ㆍ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폐지류ㆍ
폐목재류 및

• 소각하여야 함

폐섬유류
동물성 잔재물,
동물의 사체

•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함
• 소각하여야 함.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지름

폐고무류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ㆍ절단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음

폐금속류ㆍ
폐토사ㆍ폐석

•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함

고 및 폐석회
•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분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함
• 시멘트ㆍ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함

폐촉매ㆍ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폐합성고분자
화합물

• 가연성인 것은 소각하여야 함
• 가연성이 아닌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함
•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소각하여야 함.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지름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ㆍ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음
•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함
• 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

압축ㆍ파쇄ㆍ해체ㆍ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함
• 사용이 끝난 폐가전제품 중에 염화불화탄소 등의 냉매물질이
함유된 경우 이를 안전하게 회수하여야 함

비닐시트

• 석면의 해체ㆍ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중 바닥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은 포대에 담겨진 상태로 소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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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 분진ㆍ폐농약ㆍ폐석면 중 작은 알갱이 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수집ㆍ운반하여야
하고, 그 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함. 이 경우 폐석면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은 4)의 표시 외에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석면
운반차량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1. 수집ㆍ운반의
경우

• 액체상태의 유해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ㆍ용기ㆍ파이프 또는 이와 비슷한 설비를 사용하고, 혼합이나
유동으로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유해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의 차체는 노란색으로 색칠하여야 함
• 유해폐기물의 수집ㆍ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유해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붙이거나
표기하여야 함. 이 경우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검은색 글자로 하여 붙이거나 표기해야 함
• 유해폐기물은 유해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함
•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함
• 폐석면은 다음과 같이 보관해야 함
-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함
-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함
• 유해폐기물은 유해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함
• 자체 무게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2. 보관의 경우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ㆍ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함
• 유해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폐기물 중
폐산ㆍ폐알칼리ㆍ폐유ㆍ폐유기용제ㆍ폐촉매ㆍ폐흡착제ㆍ폐흡수제ㆍ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 슬러지 중 유기성 슬러지는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밖의
유해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안됨
• 보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주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의
보관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함
• 유해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 중인 유해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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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ㆍ양 및 배출업소 등을, 유해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ㆍ양 및 배출업소 등을 각각 알 수
있도록 표지판에 적어 넣어야 함
- 보관창고에는 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
- 표지의 규격: 가로 60센티미터 이상×세로 40센티미터 이상
-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 표지판의 보기
유해폐기물 보관표지
①폐기물의 종류:

②보관가능용량: 톤

③관리책임자:

④보관기간:

～

(일간)

⑤취급 시 주의사항
○보관 시:
○운반 시:
○처리 시:
⑥운반(처리)예정장소:

공통기준

• 유해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세제곱미터당 15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함
• 액체상태의 것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함
- 중화ㆍ산화ㆍ환원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한 후
응집ㆍ침전ㆍ여과ㆍ탈수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함
- 증발ㆍ농축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함

폐산,
3. 처리의 경우

폐알칼리

- 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의 방법으로 정제처리하여야 함
• 고체상태인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은 (1)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유해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함
• 폐산이나 폐알칼리와 폐유ㆍ폐유기용제 등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액체상태의 것은 소각시설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중화 등으로 처리하여 소각한 후 매립하여야 함
• 액체상태의 것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폐유

처리하여야 함
- 기름과 물을 분리하여 분리된 기름성분은 소각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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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과 물을 분리한 후 남은 물은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함
- 증발ㆍ농축방법으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리하여야 함
- 응집ㆍ침전방법으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함
- 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ㆍ열분해의 방법으로
정제처리하여야 함
-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리하여야 함
• 고체상태의 것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리하여야 함
• 타르ㆍ피치류는 소각하거나 유해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함
• 재생연료유는 시멘트와 석고를 제조하기 위한 소성로에서
보조연료로 사용하거나 소각로에서 고온소각용으로
사용하여야 함
• 기름과 물 분리가 가능한 것은 기름과 물 분리방법으로
사전처리하여야 함
• 할로겐족으로 액체상태의 것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함
- 고온소각하여야 함
- 증발ㆍ농축방법으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함
- 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의 방법으로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함
- 중화ㆍ산화ㆍ환원ㆍ중합ㆍ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후 발생하는 잔재물은
고온소각하거나, 응집ㆍ침전ㆍ여과ㆍ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폐유기용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함
• 할로겐족으로 고체상태의 것은 고온소각하여야 함
• 그 밖의 폐유기용제로서 액체상태의 것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함
- 소각하여야 함
- 증발ㆍ농축방법으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함
- 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의 방법으로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함
- 중화ㆍ산화ㆍ환원ㆍ중합ㆍ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후 발생하는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응집ㆍ침전ㆍ여과ㆍ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함
• 그 밖의 폐유기용제로서 고체상태의 것은 소각하여야 함

폐합성고분자

•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소각하여야 함. 다만, 소각이 곤란한

화합물

경우에는 최대지름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ㆍ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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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용융한 후 유해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음
폐페인트,
폐래커

• 폐페인트와 폐래커는 고온소각하거나 유기용제 등 재활용
대상 물질을 회수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함
• 분진이나 부스러기 또는 성인의 손아귀로 쥐는 힘에 의하여
부스러지는 것은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처리하여야 함
•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유해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되, 석면분진이 날리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거나 수시로 복토 등을 실시하여야 함
• 석면의 해체ㆍ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은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에 2중으로 포장하여
유해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고온용융처리 또는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 매립시설내 일정구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매립구역임을

폐석면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폐석면 매립 표지판
폐석면 종류
매립용량(㎥)
매립면적(㎥)
매립위치
매립기간
관리기관
(전화번호)
비고 1.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2. 표지의 규격: 가로 80센티미터 이상×세로 80센티미터 이상
3.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광재ㆍ폐주물사ㆍ
폐사ㆍ폐내화물
ㆍ도자기조각ㆍ
폐촉매

• 안정화처리, 또는 시멘트ㆍ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거나 유해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함. 다만, 가연성물질을
포함한 폐촉매는 소각할 수 있고, 할로겐족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폐촉매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고온소각하여야 함
• 고온소각 처리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 중 가연성은
고온소각하여야 하고, 불연성은 유해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폐흡수제,
폐흡착제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함
• 일반소각 처리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 중 가연성은
일반소각하여야 하며, 불연성은 유해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함
• 안정화처리하거나 시멘트ㆍ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 284 -

부록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함
• 광물유ㆍ동물유 또는 식물유가 포함된 것은 포함된 기름을
추출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함
•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유해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함
분진

• 안정화처리하여야 함
• 시멘트ㆍ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함
• 유해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함

소각재

• 안정화처리하여야 함
• 시멘트ㆍ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함
• 액체상태의 것은 고온소각하거나 고온용융처리하고,

폐농약

고체상태의 것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거나 차단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함
• 소각하여야 함
• 시멘트ㆍ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함
•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하여 안정화처리하여야 함
•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하여 유해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슬러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함
•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슬러지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ㆍ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안정화ㆍ
고형화처리물

• 유해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함
• 중화ㆍ가수분해ㆍ산화ㆍ환원으로 처리하여야 함

폐유독물

• 고온소각하거나 고온용융처리하여야 함
• 고형화처리하여야 함
• 소각하여야 함
• 파쇄처리하여 재활용할 경우 고철ㆍ여과지ㆍ고무 및 폐윤활유
를 각각 분리할 수 있도록 폐오일 필터를 파쇄처리한 후 폐유

폐오일 필터

ㆍ고철은 별도로 회수ㆍ선별하여 재활용하고, 여과지ㆍ고무
등 재활용이 어려운 파쇄물은 소각하거나 매립하여야 함
• 증류처리하여 재활용할 경우 증류시설에서 폐유와 고철을
분리ㆍ회수하여 각각 재활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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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수집ㆍ운반증
•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에 다음의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붙여야 함.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이나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함
-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ㆍ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 대상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2.2.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
1.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에너지회수기준에 맞게 연료로 이용하는 경우
2. 유해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건축ㆍ토목공사의 성토재ㆍ보조기층재ㆍ도로
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가. 재활용 대상폐기물은 광재ㆍ분진ㆍ도자기조각ㆍ석탄재ㆍ연탄재ㆍ점토점결폐주물사ㆍ폐석
회ㆍ폐석고ㆍ폐내화물ㆍ폐콘크리트전주, 석재가공과정이나 벤토나이트제조공정에서 발생하
는 폐석재, 레미콘제조공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현장에서 반품된 폐레미콘, 무기성 슬러지
나. 재활용 용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된 건축ㆍ토목공사의 성토재ㆍ보조기층재ㆍ도로기
층재 및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함
다. 재활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함
1) 금속ㆍ목재ㆍ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함
2) 석탄재ㆍ연탄재ㆍ점토점결폐주물사ㆍ무기성슬러지는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
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함
3) 폐석회ㆍ폐석고를 재활용하는 경우
가) 재활용 대상폐기물은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어야 함
나) 성토재나 매립시설의 복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별ㆍ파쇄 등의 중간처리
후 일반토사류 등과 혼합ㆍ중화하는 적절한 재활용공정을 거쳐야 함
(1) 혼합ㆍ중화방법은 지형 여건, 환경 위해성 여부, 공사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일반토사류 등과 섞어 사용하거나 일정두께의 층별로 번갈아 사용하여야 함
(2) 일반토사류 등과 혼합사용하는 경우 일반토사류 등의 비율을 부피기준으로 폐석
회의 경우 80퍼센트 이상, 폐석고의 경우 7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함
(3) 폐석회의 수소이온농도를 중성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선별ㆍ파쇄ㆍ혼합ㆍ중화 등
의 재활용공정 시 새로운 부산물이 생성될 때에는 폐석회와 부산물의 환경영향을
검토한 후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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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월 1회 이상 침출수 수질, 지반안정도, 인근지역의 지하수 등을 측정하여 보고
하여야 함
(5) 재활용 시에는 침출수 수질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없고, 지반안정도ㆍ성토재유
실 등의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함
(6)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3. 폐타이어를 이용하여 열분해시설에서 가스ㆍ유류 등 연료를 뽑아내거나 폐타이어를 매립시설의
차수재로 사용하는 경우
4. 동식물성 잔재물, 유기성 슬러지, 폐식용유 및 음식료품의 제조ㆍ유통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농경지의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5. 분진을 가공하여 원래의 배출자에게 전량 원료로 제공하거나 분진ㆍ광재를 용융ㆍ추출 등의 방
법으로 금속을 회수하는 경우
6. 폐합성섬유를 선별ㆍ분쇄하여 섬유제품의 원료로 가공하는 경우
7. 폐플라스틱을 재생원료로 가공하거나 무게기준으로 80퍼센트 이상 사용한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8. 폐유리를 파쇄ㆍ분해하여 유리제품이나 건축ㆍ토목자재의 원료로 가공하는 경우
9. 폐활성탄ㆍ폐촉매ㆍ폐흡착제ㆍ폐흡수제 및 안정화ㆍ고형화 처리물을 원래의 용도로 재활용하
거나 해당 제품의 제조원료로 가공하는 경우
10. 폐타이어ㆍ폐고무벨트 등 폐고무를 재활용하여 재생고무ㆍ고무바닥재 등의 고무제품을 제조하
거나 활성탄 또는 고무제품의 제조원료로 가공하는 경우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는 경우
가. 폐목재
나. 벌채ㆍ산지개간ㆍ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ㆍ줄기ㆍ가지 등의 임목폐기물
다. 천연상태의 목재를 물리적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발생된
톱밥ㆍ목피ㆍ나무조각 등의 폐기물
12. 유기성 슬러지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하여 부숙토나 지렁이 분변토를 만드는 경우
13. 폐산ㆍ폐알칼리를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수처리제로 사용하는 경우
14. 폐자동차의 범퍼ㆍ문짝ㆍ본넷 등 또는 폐가전제품을 수리ㆍ수선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
로 만들거나 폐자동차, 폐가전제품, 폐형광등 또는 폐전지를 파쇄ㆍ용융ㆍ추출 등의 방법으로
금속ㆍ플라스틱ㆍ유리 등을 회수하는 경우 또는 파쇄물을 열이용하고 남은 잔재물에서 유가금
속을 회수하는 경우
15. 폐어망을 환경시설의 미생물 담체로 사용하는 경우
16. 폐석회에 고화제ㆍ토사 등을 혼합하여 다진 후 바다에 접한 매립시설의 차수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287 -

인도네시아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17. 철도 폐침목을 옥외계단용, 옥외바닥재용 또는 노반보강용 등으로 원형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18. 이산화규소나 산화알미늄을 주성분으로 하는 폐촉매를 파쇄하여 시멘트 보강재나 콘크리트 혼
화재로 사용하는 경우
19. 유기성 슬러지를 고형화하거나 고화 처리하여 규격표시인증을 받은 보도블럭 등 경량골재를 제
조하거나 시멘트공장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탄화시켜 재활용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20. 석산에서 채석 시 발생하는 폐석분 토사를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ㆍ저지대 등의 채움재로 사
용하거나 무게기준으로 원료의 40퍼센트 이상을 사용한 토목ㆍ건축자재로 가공하는 경우
21. 음식물류 폐기물을 탄화시켜 흡착제를 제조하는 경우
22.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수리ㆍ수선하여 같은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23. 다른 사업장의 폐주물사를 주물사로 다시 사용하거나 금속용융로에 첨가제ㆍ부원료 등으로 투
입하는 경우

2.3. 유해폐기물의 종류
• 폐합성 고분자화합물
- 폐합성 수지(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함)
- 폐합성 고무(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함)
1.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슬러지류(수분함량이 95퍼센트 미만이거나 고형물함량이 5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함)
- 폐수처리 슬러지
- 공정 슬러지
• 폐농약(농약의 제조ㆍ판매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함)
• 폐산(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함)

2. 부식성 폐기물

• 폐알칼리(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함.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을 포함함)
• 광재(철광 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슬래그는 제외함)
• 분진(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은 제외함)

3. 유해물질함유
폐기물

•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 폐사
• 폐내화물 및 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 조각
• 소각재
•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 폐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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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광물유ㆍ동물유 및 식물유의 정제에 사용된 폐토사를
포함함)
4. 폐유기용제

• 할로겐족
• 그 밖의 폐유기용제
• 페인트 및 래커와 유기용제가 혼합된 것으로서 페인트 및 래커 제조업, 용적

5. 폐페인트 및
폐래커

5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시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
• 페인트 보관용기에 남아 있는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기용제와 혼합된 것
• 폐페인트 용기

6. 폐유

• 기름성분을 5퍼센트 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함
•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ㆍ설비
등의 해체ㆍ제거 시 발생되는 것

7. 폐석면

•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ㆍ절단ㆍ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ㆍ절단ㆍ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ㆍ방진마스크ㆍ작업복 등

8. 폐유독물

• 유독물을 폐기하는 경우
• 의료기관이나 시험ㆍ검사 기관 등에서 발생되는 것
- 조직물류폐기물: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ㆍ장기ㆍ기관ㆍ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ㆍ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 병리계폐기물: 시험ㆍ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 손상성폐기물: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 침, 파손된

9. 의료폐기물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 생물ㆍ화학폐기: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 혈액오염폐기물: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 혈액ㆍ체액ㆍ분비물ㆍ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 전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10. 기타

• 그 밖에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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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안됨
•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함
•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1. 공통기준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보내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안됨
• 폐기물처리업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안됨
•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할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안됨
• 폐기물처리업자는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유지하여야 함
•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 및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2. 폐기물수집․
운반업자의
경우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안됨
• 수집ㆍ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안됨
•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리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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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안됨
• 폐기물중간처리업자 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질과 상태가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3. 폐기물중간처리

분석결과를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함

업자, 최종처리

•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는 이를 직접 연료로 사용하는 자 또는

업자, 종합처리

정제연료유를 원료로 사용하여 열분해 또는 감압증류방법 등으로 고품질의

업자의 경우

정제연료유를 생산하는 자에게만 공급하여야 함
• 폐유로 정제연료유를 생산하는 자, 폐유기용제로 정제유기용제를 생산하는
자, 폐유 등으로 재생연료유를 생산하는 자 또는 폐오일필터를
파쇄ㆍ증류하여 고철 및 폐유를 공급하는 자는
정제연료유ㆍ정제유기용제ㆍ재생연료유ㆍ고철에 대한 공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급하여야 함

2.5.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의 기준
■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기준
• 장비
- 밀폐식 운반차량 1대 이상
1. 생활폐기물

- 운반용 압축차량 또는 압착차량 1대 이상
-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1대 이상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 장비
- 액체상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탱크로리 또는 카고트럭 2대 이상

2. 사업장폐기물

- 고체상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암롤트럭, 컨테이너트럭,
덤프트럭, 밀폐식 운반차량, 운반용 압착차량ㆍ압축차량 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2대 이상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 장비
- 액체상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탱크로리 또는 카고트럭 2대 이상
- 고체상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암롤트럭, 컨테이너트럭 또는

3. 유해폐기물

덤프트럭 3대 이상
• 시설
- 주차장: 장비 1대당 30제곱미터 이상으로 모든 장비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
- 세차시설: 20제곱미터 이상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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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중간처리업의 기준 : 유해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경우
• 실험실
• 소각시설: 시간당 처리능력 2톤 이상
• 보관시설: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1. 소각전문

있는 규모의 시설
• 계량시설 1식 이상
• 배출가스의 오염물질 중 아황산가스․염화수소․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 및
분진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 수집ㆍ운반차량 1대 이상
• 처리시설: 시간당 처리능력 200킬로그램 이상

2. 기계적 처리
전문

• 보관시설: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 계량시설 1식 이상
• 수집ㆍ운반차량 1대 이상
• 처리시설: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

3. 화학적 처리
또는 생물학적
처리전문

• 보관시설: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부패와 악취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수집․운반 즉시 처리하는
생물학적 처리시설을 갖춘 경우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계량시설 1식 이상
• 수집ㆍ운반차량 1대 이상
• 보관시설: 1일처리능력의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다만,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전용 밀폐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사료화시설(사료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함)
• 용해시설: 동물성 잔재물을 열원으로 가열하여
동물성 잔재물을

4. 재활용 전문

사료원료 또는 유지로
재활용하는 경우

용해시키는 시설로서 내부용적의 합계가
2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분리시설: 용해 후 배출되는 고형분 또는 기름성분을
분리하는 시설로서 내부용적의 합계가 2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원심분리시설: 유지 중 불순물을 원심력으로
제거하는 시설로서 동력합계 20마력 이상인 것 1식
이상
• 세차시설: 20제곱미터 이상
• 수집ㆍ운반차량 1대 이상

그 밖의

• 보관시설: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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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다만,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바닥시설과 우천시 빗물이
재활용의 경우

흘러들지 못하도록 지붕 또는 덮개를 갖춘 시설로
대체할 수 있음
• 중간처리시설 1식 이상
• 수집ㆍ운반차량 1대 이상

• 보관시설: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5. 그 밖의
재활용의 경우

있는 규모의 시설. 다만,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바닥시설과 우천시 빗물이
흘러들지 못하도록 지붕 또는 덮개를 갖춘 시설로 대체할 수 있음
• 중간처리시설 1식 이상
• 수집ㆍ운반차량 1대 이상

■ 폐기물중간처리업의 기준 : 유해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경우
• 실험실
• 실험기기: 수소이온농도․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및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의 용출시험에 따른 유해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 공통시설 및
장비

• 보관시설: 1일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 주차장: 차량 1대당 30제곱미터 이상
• 세차시설: 20제곱미터 이상
• 계량시설 1식 이상
• 수집ㆍ운반차량 1대 이상(처리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함)
• 고온소각․고온용융 처리대상폐기물: 시간당 처리능력 200킬로그램 이상의

2. 개별시설

고온소각시설 또는 고온용융시설
• 일반소각대상폐기물: 시간당 처리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
• 기계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처리대상폐기물: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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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중간처리업의 기준 : 유해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 보관시설: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공통시설
및 장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 유량계측시설: 보관시설별 각 1식 이상
•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
• 열분해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유를 1일
20킬로리터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시설
• 약품정제 방법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유를 1일
20킬로리터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 보일러: 시간당 증발량 2톤 이상 또는 발열량 800,000킬로칼로리
이상의 보일러
- 반응조: 교반장치가 설치된 내부용적 합계 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 약품저장조: 내부용적의 합계 4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 유량조정조: 내부용적의 합계 3세제곱미터 이상 2기 이상
- 전처리여과장치: 시간당 처리능력 7.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 원심분리기: 시간당 처리능력 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1. 폐유를

- 증발장치: 응축 또는 폐가스소각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시간당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3세제곱미터 이상의 폐유를 섭씨 100도 이상 가열하여
개별
시설

잔류수분을 뽑아낼 수 있는 시설
- 폐유이송장치 및 부속시설
• 유화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유를 1일 20킬로리터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의 기준에 맞는
시설(약품정제․감압증류․열분해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유화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혼합장치․폐유이송장치 및 부속시설만 설치할 것)
- 보일러: 시간당 증발량 2톤 이상 또는 발열량 800,000킬로칼로리
이상의 보일러
- 반응조: 교반장치가 설치된 내부용적 합계 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 약품저장조: 내부용적 합계 4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 유량조정조: 내부용적 합계 3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 전처리여과장치: 시간당 처리능력 7.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 원심분리기: 시간당 처리능력 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 혼합장치: 교반장치가 설치된 내부용적 합계 3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 폐유이송장치 및 부속시설

- 294 -

부록

• 보관시설: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 실험실
• 다음 항목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및 기구
2. 폐유기용제를

- 수소이온농도(pH)

정제연료유로

-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재활용하는 경우

- 부유물질(SS)
- 폐유기용제에 함유된 특정수질유해물질
• 보관시설별 유량계측설비 각 1식 이상
•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 중 폐유기용제를 재활용하는 시설 1식 이상
•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
보관

•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시설

있고 폐오일필터에서 새는 폐유를 수거할 수 있는 구조의 시설
• 파쇄방법으로 재활용할 경우
- 파쇄시설: 시간당 처리능력 200킬로그램 이상 처리할 수 있는

3. 폐오일필터를
재활용하는 경우

능력을 가진 시설 1식 이상
처리

- 압축시설: 폐종이를 15마력 이상으로 압축하여 폐유를 분리할 수

시설

있는 시설 1식 이상
• 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할 경우
- 증류시설: 내부용적 5.0세제곱미터 이상 시설 1식 이상
- 응축시설: 내부용적의 합계 3.0제곱미터 이상

■ 폐기물최종처리업의 기준
• 실험실
1. 유해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최종처리하는
경우

• 면적 3천3백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가능용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
• 침출수배출허용기준의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 바켓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짐작업이 가능한 굴삭기 1대 이상
• 세차시설: 30제곱미터 이상
• 수집․운반차량의 계량시설 1식 이상
•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

2. 유해폐기물을

• 실험실

최종처리하는

• 실험기기․기구 : 침출수배출허용기준의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경우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가능용적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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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차량 1대당 10제곱미터 이상(처리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함)
• 세차시설: 30제곱미터 이상
• 수집․운반차량의 계량시설 1식 이상
•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리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함)
• 바켓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짐작업이 가능한 굴삭기 1대 이상
• 레벨․표척 등 매립고 측정기기 1식 이상

■ 폐기물최종처리업의 기준
○ 실험실
○ 실험기기․기구
- 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경우와 최종처리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실험기기 및 기구
○ 장비
- 바켓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짐작업이 가능한 굴삭기 1대 이상
- 레벨․표척 등 매립고 측정기기 1식 이상
-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리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함)
○ 시설
- 보관시설: 1일 처리능력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 주차장: 차량1대당 30제곱미터 이상
- 세차시설: 30제곱미터 이상
- 수집ㆍ운반차량의 계량시설 1식 이상
- 1일 처리능력 500톤 이상인 파쇄시설 또는 압축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 2톤 이상인 소각시설
-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인 고형화 또는 안정화 시설
-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인 반응․증발․농축․응집․침전시설 등의 화학적 처리시설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가능용적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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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 일반 소각시설
• 고온 소각시설
• 열 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함)
소각시설

• 고온 용융시설
• 열처리 조합시설
• 시멘트 소성로 및 용광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투입설비
등을 갖춘 시설)
• 압축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
• 파쇄ㆍ분쇄 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
• 절단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
• 용융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

기계적
처리시설
1. 중간 처리시설

• 연료화시설
• 증발ㆍ농축 시설
• 정제시설
• 유수 분리시설
• 탈수ㆍ건조 시설
• 멸균ㆍ분쇄 시설

화학적
처리시설

• 고형화ㆍ안정화 시설
• 반응시설
• 응집ㆍ침전 시설
• 사료화ㆍ퇴비화ㆍ소멸화 시설(1일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생물학적

이상인 시설로 한정함. 건조에 의한 사료화ㆍ퇴비화 시설을

처리시설

포함함)
• 호기성ㆍ혐기성 분해시설

기타

• 그 밖에 국가에서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차단형 매립시설

매립시설

• 관리형 매립시설(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ㆍ발전ㆍ연료화
처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함)

2. 최종 처리시설
기타

• 그 밖에 국가에서 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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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 중간처리시설의 경우
• 소각시설은 자체 무게와 적재무게, 그 밖의 무게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처리에 사용하는 처리약품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열ㆍ습기ㆍ배기가스ㆍ배출수 및 충격 등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해야 함
1. 공통기준

•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설비를 해야 함
• 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ㆍ수질오염물질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 처리시설의 바닥은 시멘트ㆍ아스팔트 등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포장해야 함
• 연소실ㆍ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의 예열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보조버너 등 충분한 용량의 보조연소장치를 설치해야 함
• 연소실ㆍ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의 연소용 공기 또는 산소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함
• 굴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를 가져야 함
•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함
• 시설규모,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소각방식, 설계ㆍ 시공자명
및 연락처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워지지 아니하고 파손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지를 붙여야 함
• 연소실ㆍ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에는 시설 내의 압력변화를

2. 소각시설

공통기준

감지할 수 있는 압력측정계를 설치해야 함
•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경우에는 반입되는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시설을 설치해야 함
• 연소실ㆍ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의 최종 출구에는 출구온도
측정공을 설치하고, 각 시설의 출구온도 기준보다 섭씨 300도
이상까지,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의 입구에는
섭씨600도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 및 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계를 붙여야 함
• 연소실ㆍ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의 외부를 철판으로 덮은
경우에는 본체의 고온부위를 내열도료로 색칠 또는 단열처리
하거나 내화단열벽돌, 캐스터블내화물 등으로 시공하여 그
외부표면온도를 섭씨 80도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함
•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에 흘러 들어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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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가스를 섭씨 200도 이하로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시설이나
폐열회수시설을 설치해야 함
• 폐기물 투입구 및 청소구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외부공기가 흘러 들어오거나 연소가스가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함
• 내부의 연소상태를 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소각재의 제거
시 재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함
• 폐기물반입장ㆍ저장조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처리시설의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함
• 시간당 처리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인 소각시설은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지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함
• 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850도 이상이어야 함
•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함. 이 경우 체류시간은 섭씨 850도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함
•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10퍼센트 이하가 될 수 있는 소각 성능을
갖추어야 함
일반
소각시설

• 2차 연소실이 없는 연소방식 중 연속투입방식의 경우에는
폐기물을 투입할 연소실과 외부공기가 차단되도록 이중문 등의
구조이어야 하며, 이 경우의 연소실은 출구기준 온도 이상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함
• 폐기물을 일괄 투입하여 연소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소량의
공기로 가스화시키는 가스화실과 이에 접속된 연소실을 가진
구조이어야 하며, 이 경우 가스화실은 연소가스체류시간을
산정할 때에 연소실로 보지 아니함
• 2차 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1,100도 이상이어야 함
• 2차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고온
소각시설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함. 이 경우 체류시간은 섭씨
1,100도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함
• 고온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5퍼센트
이하가 될 수 있는 소각 성능을 갖추어야 함
• 1차 연소실에 접속된 2차 연소실을 갖춘 구조이어야 함
• 폐기물투입장치, 열분해실, 가스연소실 및 열회수장치가

열분해시설

설치되어야 함
• 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에는 가스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850도 이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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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에는 가스연소실은 가스가 2초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함.
이 경우 체류시간은 섭씨 850도에서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함
• 열분해실에서 배출되는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10퍼센트 이하가
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함
• 고온용융시설의 출구온도는 섭씨 1,200도 이상이 되어야 함
• 고온용융시설에서 연소가스의 체류시간은 1초 이상이어야 하고
고온
용융시설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함. 이 경우 체류시간은
섭씨 1,200도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함
• 고온용융시설에서 배출되는 잔재물의 강열감량은 1퍼센트
이하가 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함
• 파쇄ㆍ분쇄ㆍ절단조각의 크기는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로
각각 파쇄ㆍ분쇄ㆍ절단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함
• 파쇄ㆍ분쇄ㆍ절단조각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파쇄ㆍ분쇄
ㆍ절단시설

설치하여야 함
• 파쇄ㆍ분쇄ㆍ절단으로 발생하는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 반입공급장치, 파쇄ㆍ분쇄ㆍ절단 장치 및 반출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함

용융시설

• 용융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
• 증발ㆍ농축조는 폐기물로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3. 기계적

재질로 만들어야 함

처리시설

• 연소가스로 증발ㆍ농축하는 시설에는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 및 온도지시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진공증발로
증발ㆍ
농축 시설

증발ㆍ농축을 하는 시설에는 안전밸브를 추가 설치하여야 함
• 증발ㆍ농축처리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 증발ㆍ농축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
• 외부공기가 흘러 들어오거나 증발ㆍ농축시설의 가스가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함
•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정제시설

갖추어야 함
• 폐기물의 투입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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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의 외부로 폐유가 흘러 나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함
• 분리수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 회수유저장조 용적은 3세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유수
분리시설

• 회수유저장조 등은 부식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폐유가
흘러 나가지 아니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힘
• 흡입부에 폐유 중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제거망을
설치하여야 함
• 폐유투입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 수분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탈수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함
• 탈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폐수처리시설로 흘러들 수 있는

탈수시설

시설을 갖추어야 함
• 탈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 시설의 외부로 액체상태 폐기물이나 탈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흘러 나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함
• 진공식이나 가열식인 경우에는 건조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건조시설

• 자연식의 경우 비가 올 때 빗물이 흘러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 등을 갖추어야 함
•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
• 밀폐형으로 된 자동제어에 의한 처리방식이어야 하며,
처리일자ㆍ처리온도ㆍ처리압력 및 처리시간 등의 운전내용과
투입되는 폐기물의 양이 연속적으로 함께 자동기록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함
•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함
•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과 수분함량이 50퍼센트 이하가

멸균
분쇄시설

되도록 처리할 수 있는 건조장치를 갖추어야 함
•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도록 분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 다음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 증기로 수분을 침투시킨 후 고온으로 가열하는 시설은
멸균실이 섭씨 121도 이상, 계기압으로 1기압 이상인 상태에서
폐기물이 30분 이상 체류하여야 함
- 증기로 수분을 침투시킨 후 나선형 열관에서 고온으로
가열하는 시설은 섭씨 100도의 증기로 수분침투 후 나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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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관에서 분당 4회 이상의 회전속도와 섭씨 165±5도의
고온으로 가열하여 멸균실이 섭씨 100도 이상인 상태에서
40분 이상 체류하여야 함
• 폐기물을 자동으로 투입하는 장치와 투입되는 폐기물의 양을
자동계측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함
• 시멘트ㆍ물ㆍ용출방지제 등을 고르게 혼합할 수 있는 장치 및
고형화시설

배합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함
• 혼합물을 양생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함
• 폐기물을 화학물질이나 생물 등을 이용하여
화학적ㆍ생물학적으로 안정된 상태의 물질로 만드는 시설을

안정화시설

갖추어야 함
• 안정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
• 반응조, 폐기물공급량 조절장치, 교반장치 및 약품투입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함

4. 화학적
처리시설

반응시설

• 반응조는 폐기물로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만들어야 함
• 반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
• 응집ㆍ침전조는 적절한 체류시간이 유지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함

응집ㆍ
침전시설

• 응집ㆍ침전조, 교반장치 및 약품투입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 교반장치는 회전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응집ㆍ침전된 슬러지류를 배출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함
• 옥외에 설치된 경우 비가 올 때 빗물이 흘러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덮개를 갖추어야 함

사료화ㆍ퇴비화 • 폐기물을 선별ㆍ파쇄ㆍ혼합ㆍ발효ㆍ건조ㆍ소멸ㆍ소화 등의
ㆍ소멸화ㆍ부숙
5. 생물학적

토생산 시설

처리시설
호기성ㆍ혐기성
분해시설

공정을 거쳐 물리적ㆍ생물학적으로 안정된 상태의 물질로
만드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 미생물을 이용하여 생물학적으로 안정된 물질을 만드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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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처리시설의 경우(매립시설)

1. 공통기준

2. 차단형
매립시설

3. 관리형
매립시설

• 매립시설의 주위에 사람이나 가축 등의 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철망 등의
외곽시설을 지상 1.5미터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함
• 매립시설 입구에 폐기물매립시설임을 표시하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표지판을 지상 10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함.
이 경우 표지판에는 매립시설명, 매립대상폐기물의 종류, 관리자의
주소ㆍ성명ㆍ전화번호ㆍ설계ㆍ시공ㆍ감리자명 등을 적어야 함
• 폐기물의 흘러 나감을 방지할 수 있는 축대벽 및 둑은 매립되는 폐기물의
무게, 매립단면 및 침출수위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함
• 매립시설의 기초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지반침하 등의 우려가 없도록
지반보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암반이 드러난 경우 암반의 요철
등으로 차수시설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매립시설의 외부에서 빗물이 흘러들지 아니하고 매립시설의 내부에 떨어진
빗물이 폐기물을 매립 중인 구역에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빗물배제시설을
갖추어야 함
• 반입되는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폐기물운반차량의 세륜ㆍ세차시설을 갖추어야 함
• 폐기물의 매립으로 인하여 침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하수 검사정을 사용시작 신고일 2개월 전까지 매립시설의
주변 지하수흐름층 상류에 1개소 이상, 하류에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함. 이
경우 지하수 검사정은 직경이 10센티미터 이상이고, 재질은
테프론ㆍ스테인레스강 또는 합성수지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하수 검사정의
지표면으로부터 오염물질이 흘러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
•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은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인 매립시설은 해당
매립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매립시설 지반의 연약정도, 매립높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할 수 있음
• 바닥과 외벽은 압축강도가 210kg/㎠이상인 철근콘크리트로서 두께가 15센티
미터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차단효력을 가진 구조물로 설치하되 방수처리 하여야 함
• 내부막의 1개 구획의 면적은 매립가능면적 50제곱미터 이하 또는 매립가능
용적 250세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내부막의 두께는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되, 압축강도 210kg/㎠ 이상의 콘크리트로 설치하여야 함
• 매립시설 주변에 떨어진 빗물이 흘러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과 빗물을
차단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
• 침출수가 매립시설에서 흘러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립시설의 바닥과
측면은 폐기물의 성질ㆍ상태, 매립 높이, 지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점토ㆍ점토광물혼합토 등 점토류 라이너, 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의 토목합성수지 라이너를 사용하여 차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고밀도폴리에틸렌이나 이에 준하는 재질의 토목합성수지 라이너를 사용하는
경우
ㆍ두께 2.0밀리미터(유해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2.5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1겹 이상 포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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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ㆍ토목합성수지 라이너 하부에는 점토ㆍ점토광물혼합토 등 점토류를 다져
투수계수가 1초당 1천만분의 1센티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50센티미터
이상(유해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1미터 이상)인 라이너를 설치할 것
- 점토ㆍ점토광물혼합토 등 점토류를 사용하는 경우 투수계수가 1초당
1천만분의 1센티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1미터 이상(유해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인 라이너를 설치할 것
그밖에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매립시설 바닥의 차수시설 위(토목합성수지 라이너를 차수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목합성수지 라이너 위에 지오컴포지트ㆍ지오텍스타일 등을
설치한 후 그 위를 말함)에는 침출수 집배수층(투수계수가 1초당 1백분의
1센티미터 이상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함), 집배수관로 등 수평
집배수시설 및 수직집수정 등의 침출수 집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 매립시설 측면에 토목합성수지 라이너로 차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토목합성수지 라이너 위에 매립무게 상태에서 투과능계수가 1초당 3만분의
1제곱미터 이상인 지오컴포지트ㆍ지오네트 또는 지오텍스타일 등
토목합성수지 배수층을 설치할 것
- 매립시설 측면에 점토류 라이너로 차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점토류
라이너 위에 투수계수가 1초당 1백분의 1센티미터 이상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상인 모래 등을 포설할 것
- 집배수관로의 주변에는 집배수관로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극을
가지는 골재 등을 설치할 것
- 침출수집 배수시설의 바닥기울기는 2퍼센트 이상
매립시설 바닥과 측면의 라이너 밑에는 주변에서 집수된 빗물 또는 지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빗물이 흘러들지 아니하거나
지하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매립시설을 설치하거나 빗물 또는
지하수배제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구조로 매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침출수량 등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침출수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하며,
침출수유량조정조는 최근 10년간 1일 강우량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강우일수
중 최다빈도의 1일 강우량의 7배 이상에 해당하는 침출수를 저장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하되, 유량조정조 내부를 방수처리하고 유량조정조 유입구에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함
침출수를 침출수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침출수 처리시설 배출구에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함
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여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모아 소각하는 등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발전ㆍ연료화처리시설 등의
활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폐기물의 반입과정에서 차수시설 등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내부
진입도로를 설치하여야 함
침출수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은 매립시설 바닥에 설치한 차수시설
위의 가장 낮은 지점에 설치하여야 함
매립시설 중 일부구역을 정하여 폐석면을 매립할 때에는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제방 등 적절한 구조나 설비를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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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기준
■ 소각시설

설치검사

•
•
•
•
•
•
•
•
•
•
•
•
•
•
•
•
•
•
•

소각능력의 적절성 및 적절연소상태 유지 여부
연소실 출구온도 유지 여부
연소가스 체류시간 적절 여부
바닥재 강열감량 적절 여부
보조연소장치의 용량 및 작동상태
연소실 공기나 산소공급장치 작동상태
굴뚝의 통풍력 및 구조의 적절성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인지 여부
압력측정계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자동투입장치․계량시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출구온도 측정공, 온도지시계, 온도기록계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내부에 사용한 재질의 적절성
연소실 외부피복상태 및 외부표면온도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유입가스 온도
배출가스의 연속측정․기록장치 작동상태
폐기물의 투입구 및 청소구의 내열성, 구조 및 공기유입․유출 여부
내부연소상태 투시공 설치 여부
소각재의 흩날림 방지조치 여부
표지판 부착 여부 및 기재사항

정기검사

•
•
•
•
•
•
•
•

적절연소상태 유지 여부
소방장비 설치 및 관리실태
보조연소장치의 작동상태
배기가스온도 적절 여부
바닥재 강열감량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연소실 가스체류시간
설치검사 당시와 같은 설비․구조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 매립시설

설치검사

공통사항

•
•
•
•
•
•
•
•

외곽시설 설치상태
표지판의 규격 및 기재사항
축대벽과 둑의 안정성
기초지반 처리내용 및 상태
빗물배제시설 설치내용
계량시설 작동상태
세륜․세차시설 작동상태
지하수 검사정의 수․규격․재질․설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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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형
매립시설

• 바닥과 외벽의 압축강도․두께
• 내부막의 구획면적, 매립가능 용적, 두께, 압축강도
• 빗물유입 방지시설 및 덮개설치내역
• 차수시설의 재질․두께․투수계수
• 토목합성수지 라이너의 항목인장강도의 안전율
• 침출수 집배수층의 재질․두께․투수계수․투과능계수 및
구배

관리형
매립시설

• 지하수배제시설 설치내용
• 침출수유량조정조의 규모․방수처리내역, 유량계의 형식
및 작동상태
• 침출수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처리용량
• 침출수 이송․처리 시 종말처리시설 등의 처리능력
• 매립가스 소각시설이나 활용시설 설치계획
• 내부진입도로 설치내용
• 소화장비 설치․관리실태

차단형
매립시설

• 축대벽의 안정성
• 빗물․지하수 유입방지 조치
• 사용종료매립지 밀폐상태
• 소화장비 설치․관리실태
• 축대벽의 안정성
• 빗물․지하수 유입방지 조치
• 빗물배제시설의 유지․관리실태
• 세륜․세차시설의 작동상태
• 계량시설의 작동상태
• 미매립구역의 차수시설 유지․관리실태

정기검사

•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및 침출수배출허용기준
관리형
매립시설

준수 여부
• 지하수 검사정, 지하수배제시설 및 해수의 수질검사
등을 통한 침출수 누출 여부
• 침출수 집배수시설의 기능
• 가스포집 및 처리시설의 적절설치․운영 여부
• 매립작업설계도서에 의한 매립․복토․빗물배제실태
• 폐기물의 다짐 및 압축정도
• 차수시설 상부보호층 적절설치 여부
• 복토두께
• 침출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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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균분쇄시설
• 멸균능력의 적절성 및 멸균조건의 적절 여부
• 분쇄시설의 작동상태
• 밀폐형으로 된 자동제어에 의한 처리방식인지 여부
설치검사

• 자동기록장치의 작동상태
•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인지 여부
• 자동투입장치와 투입량 자동계측장치의 작동상태
• 악취방지시설․건조장치의 작동상태
• 멸균조건의 적절유지 여부
• 분쇄시설의 작동상태

정기검사

• 자동기록장치의 작동상태
•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의 적절유지
• 악취방지시설․건조장치․자동투입장치 등의 작동상태

2.9.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 폐기물처리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점검과 보수를 하여야 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항시 시설을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화재ㆍ동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 폐기물이
새어나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시설의 가동을 중지하고,
새어나간 폐기물을 회수하여 적절하게 보관ㆍ처리하여야 함
1. 공통기준

•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함
• 폐기물처리시설에 붙여진 온도지시계ㆍ자동온도기록계ㆍ운전내용자동기록지
등의 계측장비는 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운전내용을
연속적으로 측정ㆍ기록하도록 기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함
• 자동 계측장비에 사용한 기록지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함
• 매립시설에는 허가ㆍ변경허가 및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처리대상 폐기물
외의 물질을 매립하여서는 안됨
• 해당 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만을 소각하여야 함

2. 중간처리시설

소각

공통

시설

기준

• 연소실에 폐기물을 투입하려는 경우에는
보조연소장치나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하여 섭씨
800도까지 온도를 높인 후 폐기물을 투입하여야 하고,
시설의 가동을 멈출 때에는 폐기물이 완전히 연소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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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를 낮추어야 함
•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의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농도를 4시간 평균
50ppm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함
• 소각시설의 연소실ㆍ열분해실 또는 고온용융실의 최종
출구온도를 연속적으로 측정ㆍ기록하여야 하며,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의 입구온도 및
배출가스 중의 일산화탄소ㆍ산소ㆍ분진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ㆍ기록하여야 함
•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에 흘러드는
연소가스는 섭씨 200도 이하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함
• 소각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운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운전지침서를 갖추어 두어 운전 중에는
운전관리자가 계속 머물면서 운전지침서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여야 함
• 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850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일반

•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 이상 체류하여야 함

소각시설

•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1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소각하여야 함
• 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1,100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고온

•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 이상 체류하여야 함

소각시설

•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소각하여야 함
• 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에는 가스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850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열분해시설

• 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에는 가스연소실은
가스가 2초 이상 체류하여야 함
• 열분해 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소각하여야 함
• 고온용융시설의 출구온도는 섭씨 1,200도 이상을

고온
용융시설

유지하여야 함
• 고온용융시설은 연소가스가 1초 이상 체류하여야 함
• 고온용융시설에서 배출되는 잔재물의 강열감량은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용융하여야 함

기계적

파쇄ㆍ분쇄 • 시설의 처리용량에 맞도록 공급량을 조절하여

처리시설 ㆍ절단시설

파쇄ㆍ분쇄ㆍ절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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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발ㆍ농축 •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별로 이의 처리를 위한
시설

온도ㆍ압력을 조절하여야 함
• 분리된 기름성분은 지체 없이 회수유저장조로 보내야 함

유수
분리시설

• 회수된 기름성분은 역류하거나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여과방식에 의한 시설의 여과포를 교체하거나
세척하여야 함
• 탈수시설은 기능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과포를

탈수ㆍ건조
시설

교체하거나 세척하여야 하며, 탈수기를 세척하여야 함
• 건조시설은 성질과 상태별로 건조하여야 하며,
자연건조시설은 비올 때에 덮개로 덮여야 함

고형화시설

• 시멘트ㆍ물ㆍ용출방지제 등은 고르게 혼합하여야 함
• 혼합물은 양생하여야 함

• 사료화ㆍ퇴비화ㆍ부숙토생산 시설 및 호기성ㆍ혐기성 분해시설
- 사료화ㆍ퇴비화ㆍ부숙토생산 시설 및 호기성ㆍ혐기성
분해시설은 사료화ㆍ퇴비화ㆍ분해를 위한 온도ㆍ습도ㆍ공기량을
유지하여야 함
생물학적
처리시설

- 공정규격에서 정한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정규격에서 정한 퇴비의 원료로 사용가능한 물질만을
사용하여야 함
- 사료화ㆍ퇴비화ㆍ부숙토생산 및 소멸ㆍ소화 과정에서 선별된
협잡물 또는 잔재물을 적절 처리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악취가
최소화되도록 저감시설을 정상 운영하고, 수질오염물질이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매립시설의 축대벽은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차단형
매립시설

• 매립시설 내부로 빗물이나 지하수가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매립시설의 사용을 끝낼 때에는 밀폐시켜야 함
• 폐기물이 매립시설의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함
•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다음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야 함
• 매립시설 주변의 지하수 검사정 및 빗물ㆍ지하수배제시설의

3. 최종처리시설

수질검사 또는 해수수질검사는 해당 매립시설의 사용시작 신고일
관리형
매립시설

2개월 전부터 사용시작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월 1회 이상,
사용시작 신고일 후부터는 분기 1회 이상 각각 실시하여야 함
• 침출수 집배수시설은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되도록 토사의 제거나
그에 알맞은 조치를 하여야 함
• 차수시설 상부에 모여 있는 침출수의 수위는 시설의 안정 등을
고려하여 매립 중인 시설의 경우 5미터 이하, 매립이 끝난 시설은
2미터 이하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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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립시설의 축대벽 및 둑은 폐기물과 침출수가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 매립시설 측면의 토목합성수지 라이너를 보호하고 침출수를
원활하게 배제하기 위하여 토목합성수지 상부의
지오컴포지트ㆍ지오네트 또는 지오텍스타일 등의 위에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자루에 모래, 폐주물사 또는 폐사를 채워
30센티미터 이상 높이로 쌓거나 폐타이어에 모래ㆍ폐주물사 또는
폐사 등을 채워 쌓은 후 폐기물을 매립하여야 함
• 폐기물의 매립은 내부진입로 설치계획, 단계별 매립ㆍ복토ㆍ
우수배제 방법 등이 포함된 매립작업 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그
내용에 따라 하여야 함
• 매립시설에 폐기물을 매립할 때에는 장비를 이용하여 다짐과
압축을 하여야 함
• 매립시설의 복토는 다음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함
- 매립작업이 끝난 후 투수성이 낮은 흙, 고화처리물 또는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 등을 사용하여 15센티미터 이상의
두께로 다져 일일복토를 하여야 하며, 매립작업이 7일 이상
중단되는 때에는 노출된 매립층의 표면부분에 30센티미터
이상의 두께로 다져 기울기가 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중간복토를
하여야 함
- 화학복토재 등 인공복토재는 폐기물공정 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 등을 하여 유해성이 없다고 판단한 후 사용하여야 함
- 매립시설의 사용이 끝났을 때에는 최종복토층을 기울기가
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 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여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포집하여 소각 등의 처리를 하거나 발전ㆍ연료화
등에 재활용하여야 하며, 가스포집이 쉽도록 수평과 수직의
가스배제관을 설치하여야 함
• 해충의 발생 및 서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역을 하여야 함

2.1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기준
• 대기: 미세먼지(PM-10) 및 악취
매립시설
1. 조사분야

• 지표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 지하수: 생활용수수질기준
• 토양: 토양오염우려기준

소각시설

• 대기: 다이옥신, 푸란 및 악취
• 지표수: 침출수배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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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횟수

• 매월 2회 이상 측정하여야 함
• 미세먼지와 다이옥신 조사지점은 해당 시설에 인접한 주거지역
중 3개소이상 지역의 일정한 곳으로 함
• 악취 조사지점은 매립시설에 가장 인접한 주거지역에서 냄새가
가장 심한 곳으로 함
• 지표수 조사지점은 해당 시설에 인접하여 폐수, 침출수 등이

2. 조사방법

조사시점

흘러들거나 흘러들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의 상․하류 각 1개소
이상의 일정한 곳으로 함
• 지하수 조사지점은 매립시설의 주변에 설치된 3개의 지하수
검사정으로 함
• 토양 조사지점은 매립시설에 인접하여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4개소 이상의 일정한 곳으로 함

측정방법
3. 결과보고

•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

•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주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2.11.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대행 점검항목
■ 중간처리시설
• 투입폐기물의 종류 및 양의 적절 여부
• 보관시설바닥․주요처리시설 등의 변형․파손 여부
• 온도기록계 등 측정기기의 부착 및 정상가동 여부
1. 공통사항

• 사고발생 시 적절조치 여부
• 동파우려가 있는 시설․장비의 배관의 물 제거 여부
• 시설․장비 등의 운영지침서에 의한 적절운영 여부
• 소화장비의 구입 여부
• 내화물의 파손 여부
• 연소버너․보조버너의 정상가동 여부
• 안전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 배출가스 중의 오염물질의 농도

2. 소각시설 및

• 연소실 등의 청소실시 여부

고온열분해시설

• 냉각펌프의 정상가동 여부
• 연도 등의 기밀유지상태
• 정기성능검사 실시 여부
• 시설가동개시 시 적절온도까지 높인 후 폐기물투입 여부 및 시설가동
중단방법의 적절성 여부
• 온도․압력 등의 적절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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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쇄시설
4. 용융시설

• 파쇄․분쇄․절단장치의 파손 여부
• 분진의 흩날림 방지상태
• 온도조절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 유해가스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 증발․농축조 등의 부식 또는 파손 여부

5. 증발․농축시설․

• 온도조절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정제시설․반응시설 • 유해가스처리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 주기적인 청소실시 여부
• 분리수이동설비의 파손 여부
• 회수유저장조의 부식 또는 파손 여부
6. 유수분리시설

• 이물질제거망의 청소 여부
• 폐유투입량 조절장치의 정상가동 여부
• 정기적인 여과포의 교체 또는 세척 여부

7. 응집․침전시설

• 교반장치의 정상가동 여부
• 응집․침전된 슬러지의 적절제거 여부
• 탈수성능의 정상 여부

8. 탈수시설

• 액체상태 폐기물과 탈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유출 여부
• 여과포의 정기적인 교체 또는 세척 여부
• 이물질의 제거 여부
• 건조온도조절장치의 정상가동 여부

9. 건조시설

• 빗물유입방지용 덮개 등의 구비 여부
• 유해가스처리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 혼합장치의 정상가동 여부

10. 고형화시설

• 배합비율(시멘트․물 및 고화제 등)
• 양생시설에서 혼합물의 유실 여부
• 혼합기 등의 청소실시 여부

11. 안정화시설

• 유해가스처리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 멸균조건의 적절유지 여부
• 분쇄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12. 멸균분쇄시설

• 자동기록장치의 정상가동 여부
• 안전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 악취방지시설․건조장치․자동투입장치 등의 정상가동 여부
• 혼합․저장․분쇄장치의 파손 여부
• 가열․건조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1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 수질오염물질처리시설과 악취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 안전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 사료․비료제조업에 등록된 경우 생산제품의 공정규격 유지 여부
• 선별시설 정상가동 여부
• 발효시설․후부숙시설 정상가동 여부(퇴비화시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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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처리시설
• 철망 등 외곽시설의 파손 여부
• 매립시설표지판의 설치 및 내용기재 여부
1. 공통사항

• 계량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 매립시설 지반의 침하 여부
• 지하수 검사정의 수질검사 실시 여부
• 바닥․외벽 및 내부막의 파손 여부

2. 차단형

• 빗물차단용 덮개의 구비 여부

매립시설

• 하단벽체의 콘크리트 파손 여부
• 차수시설의 파손 여부
• 침출수 집수정, 이송설비 등의 정기적인 청소실시 여부

3. 관리형

• 유량조정조의 파손 여부

매립시설

• 침출수 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 방류수의 수질
• 발생가스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2.12.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 기준
1. 보관시설

•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
• 선별․분리․파쇄․분쇄․절단․용융․용해․압축․압출․증발․농축․정제․반응․성형․추출․사출․

2. 재활용시설

소성․건조․탄화․주조․가열․냉각․발효․여과․방사․증자․자숙․골재가공시설․사료화시
설․퇴비화시설․의약품 제조시설 등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방
법 등에 따라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 해당 시설 1식 이상

3. 차량

•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전용차량 1대 이상

- 313 -

인도네시아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2.13.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
1. 사후관리 기간

•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한 날부터 20년 이내로 함

2. 사후관리 인원

• 침출수 처리시설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모든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전담관리자를 두어야 함
빗물
배제방법

• 빗물배제시설 등을 유지․관리하여 빗물이 매립시설로
흘러들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침출수
관리방법

•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및 처리수에 대하여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함
• 침출수는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후 흘려보내야 함
•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상부에 모여 있는 침출수의 수위는 시설의
안정 등을 고려하여 2미터 이하로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지하수
수질
조사방법

• 생활용수 수질기준항목을 규칙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종료 후 3년까지는 월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함
• 매립시설의 주변에 설치된 3개의 기존 검사정을 이용하여
지하수 수질을 검사하되 반드시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발생가스
관리방법

• 외기온도, 가스온도, 메탄,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의
조사항목을 매립종료 후 5년까지는 분기 1회 이상, 5년이 지난
후에는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함
• 발생가스는 포집하여 소각처리하거나 발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함

구조물과
지반의
안정도
유지방법

• 축대벽, 둑 등 구조물 및 지반의 안정도를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물리적인 압축과 미생물의 유기물 분해작용에 의한
침하현상으로 매립시설의 사면이나 최종 복토층이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매립시설 주변의 안정한 부지에 기준점을 설치하고 침하 여부를
관측하려는 지점에 측정점을 설치하여 연 2회 이상 조사하고
지표면이 항상 일정한 경사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지표수
수질
조사방법

• 매립시설에 인접하여 하천․계곡이 있는 경우 환경기준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함
• 조사지점은 매립시설을 중심으로 각 하천․계곡의 상․하류 각 1개
지점 이상의 일정한 지점으로 함

토양
조사방법

• 토양오염물질을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함
• 조사지점은 매립시설에 가까운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4개소
이상의 일정한 지점으로 함

방역방법

• 파리, 모기 등 해충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3. 사후관리 항목
및 방법

4. 주변환경영향
종합보고서 작성

• 사후관리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매립시설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매립시설의 사용종료신고 후 5년마다
작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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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지원협의체 구성방법
■ 지원협의체 정원
폐기물 매립시설

폐기물 소각시설

조성면적

정원

처리규모

정원

100만제곱미터 이상

21인 이내

1일처리능력 300톤 이상

15인 이내

100만제곱미터 미만

15인 이내

1일처리능력 300톤 미만

11인 이내

■ 지원협의체 구성방법
•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관할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정원 중 주민대표가 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다만, 주변영향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가 적어 정원 중 주민대표를 반수 이상으로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군․구의회의원
-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읍․면․동별 주민대표
-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2.15.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구분

부대시설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
폐기물
매립시설

100만제곱미터 미만
조성면적 100만제곱미터 이상
1일처리능력 50톤 이상

폐기물
소각시설

300톤 미만
1일처리능력 300톤 이상

• 주변녹지대(폭 10미터 이상)
• 주변녹지대(폭 20미터 이상)
• 방음벽 및 둔덕(주택밀집지역)
• 주변녹지대(폭 10미터 이상)
• 주변녹지대(폭 20미터 이상)
• 방음벽 및 둔덕(주택밀집지역)

• 폐기물처리시설의 부대시설의 주변녹지대에는 주민편익시설․공원(공원의 부대시설을
포함)․경비시설․관리등․직원숙소 등을 설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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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폐기물 관리 주요 서식 제시
3.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앞 쪽)
신고번호 제

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신
고
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소(사업장)

⑤ 업 종

(전화번호:

⑥ 주 원료 및 사용량(톤/년)

)

⑦ 주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

⑧ 제조공정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⑨ 폐기물
구분

종류

⑪ 운 반
성질 ⑩ 배출량
ㆍ
운반량
상태 톤/월 톤/년 운반자 (톤/년)

⑫처 리
처리
처리
업소명
구분
방법

처리량
(톤/년)

⑬ 폐기물의 발생주기 및 특성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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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앞 쪽에서 계속)
⑨ 폐기물

구분

⑩ 배출량

종류

⑪ 운 반

⑫처 리

성질
ㆍ
운반량 처리
처리
상태 톤/월 톤/년 운반자 (톤/년) 구분 업소명 방법

처리량
(톤/년)

<변경사항>
일자

내

- 317 -

용

확인

인도네시아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3.2. 폐기물 분석결과서

폐기물 분석 결과서

제
출
인

①상 호 (명 칭 )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 민 등 록 번 호

⑤주소(사업장)

⑥폐기물종류

(전화번호:

⑦발생량

⑧성질

(kg/월)

․상태

⑨처리
방법

⑩특성 및 취급시

⑪유해물질별

위험성분

함유량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분석 결과서를 제출합니다.

년

제출인: (업소명)

월

일

(대표자명)

주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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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⑫기타

부록

3.3. 폐기물 처리계획서

폐기물 처리

처리기간

□사 업
□사업변경

①성명(대표자)
제출인 또 는 법 인 명

계획서
30일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④상호(명칭)
⑤업 종

⑥사업자등록번호

⑦영업대상 폐기물
사업
개요

⑧영 업 구 역
⑨시설․장비 설치예정지
⑩사무실 예정지
⑪사업착수 예정일

.

.

.

⑫처리업허가 신청예정일

.

.

.

⑬시 설․장 비 설 치 내 용
시설․장비명

규격(능력)

소재지

변 경

⑭변경사항

방지시설명

전

규격(능력)

변 경

후

⑮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
폐기물 처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사업변경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주지사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2.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3. 환경성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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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폐기물처리업 신청서
처리기간

□허 가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①상호(명칭)

신청서
10일
②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③성명(대표자)

④주 민 등 록 번 호

⑤주소

(전화번호:

)

⑥업 종
⑦영업대상 폐기물
⑧영업구역
⑨영 업 소 소 재 지
⑩사 무 실 소 재 지
⑪사 업 착 수 일

.

.

.

⑫준 공 일

.

.

.

⑬ 시 설 ․장 비 설 치 내 용
시설․장비명

규격(능력)

소재지

방지시설

⑭기술능력 확보내용

⑮최 대 보관량
변 경

변경사항

규격(능력)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 가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
가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처리시설설치명세서
3.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공정도
4.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5.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
6. 허용보관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허가증
8.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9.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
10.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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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5.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허가번호 제

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증

① 상 호 (명 칭 )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

⑤ 영업대상 폐기물

⑥장 비

⑦ 영업구역

⑧ 허 가 조 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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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허가번호 제

호
□중 간
폐기물

□최 종

처리업 허가증

□종 합
① 상 호 (명 칭 )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전화번호:

)

⑤ 전문처리분야
⑥ 영업대상 폐기물
⑦ 처리시설 소재지
⑧ 시설ㆍ장비
⑨ 기 술 능 력
⑩ 허용 보관량
⑪ 허 가 조 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중 간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최 종

처리업을 허가합니다.

□종 합

년

월

일
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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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
처리기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계획서
10일
제
출
인

①기관명(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사무실)

⑤처리시설 설치예정지

(전화번호:

)

(전화번호:

)

⑥시 험․연 구 기 관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간)

⑦시 설 사 용 기 관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간)

⑧
처리시설명

⑨

⑩

⑪

시설규 격

처리대상

처리 예상량

(능력: ㎏/일)

폐기물 종류

(톤/연)

⑫

⑬

방지시설명

시설설치비용

⑭시험․연구목적
⑮폐기물 반입계획

배출업소

폐기물 종류

반입량(kg/일)

폐기물 보관방법

설치자 구분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주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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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승인번호 제

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① 상 호 (명 칭 )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업

종

⑤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⑥ 시설설치예정지

(전화번호: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내용

⑦ 처리시설명

⑧ 처리시설
규격(능력)

⑨ 처리대상

⑩ 처리예상량

폐기물 종류

(톤 / 연 )

⑪ 방지시설명

⑫ 승 인 조 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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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매립시설 검사신청서

매립시설

처리기간

□ 설 치

검사신청서

□ 정 기

20일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③성명(대표자)

④주 민 등 록 번 호

⑤주소지(사무실)

(전화번호:

)

⑥업 종
⑧
승 인
(허가)
내 용

⑦승인․허가번호

제

호

매립대상 폐기물
매립면적

(천㎡)

침출수 처리시설

처리방법

기타

처리용량

매 립 용 량

(천㎥)

(㎥/일)

⑨사용개시 예정일

⑩사용종료 예정일

⑪검사를 받으려는 날

.

⑫시 설 종 류

□관리형 매립시설

⑬설치장소(주소)

(전화번호:

.

.

□차단형 매립시설

)

⑭매 립 면 적

(천㎡) 매 립 용 량

⑮침출수 처리시설

(천㎥)

(㎥/일) 기 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 설 치
매립시설

검사를 신청합니다.
□ 정 기

년

월

일
신청인:

○○○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1.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2. 시방서 및 재료시험성적서
3. 설치 및 장비확보 명세서
4.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
5. 설치․정기검사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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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폐기물재활용 실적보고
업 소 명

/주소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문서번호
수 신 :
시장․군수
발 신:

제 목 (
년도)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
①업소명:
대표자:
④허가번호: 제
신고번호: 제

시행일자

②사업자등록번호:
⑤영업대상 일반폐기물:
폐기물
지정폐기물:

호
호

시설․장비명

③업종:

규격(능력)

설치승인일자

⑥종업원수
사용시작일자

소재지

⑦시
설및
장비
명세

⑧ 재 활 용 현 황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내용
폐기물 위 탁 성질
종 류 업소명 ㆍ상태

수탁량(
톤/연)

재 활용
처 리량
(톤/연)

재활용제품 판매 및 보관
보관량 재활용
(톤/연) 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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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처
(전화
번호)

판매량 판매금액 보관량
(톤/년) (원/연) (톤/연)

부록

3.11.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ㆍ폐쇄 신고서
처리기간

□ 사 용 종 료
폐기물처리시설

신고서

□ 폐 쇄

30일(매립시설:
90일)

①상호(명 칭 )

②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 ③성명(대표자)

④주 민 등 록 번 호

⑤주소(사무실)
⑥처리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

(전화번호:

)

⑦

⑧

⑨

⑩

처리시설의

규격

설치승인

사용

종 류

(능력)

(허가)일

개시일

⑫매립시설인 경우

⑪
사용종료
(폐 쇄 )
예정일

승인(허가)

사용종료

매립량

면적(㎡)

면적(㎡)

(㎥)

⑬처리대상 폐기물

신 고 사 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용종료
폐기물처리시설

□폐 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지사 귀하
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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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신청서
처리기간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신청서
50일
①상호(명 칭 )

②업 종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
⑤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⑥매립시설소재지
⑦

⑧

⑨

⑩

⑪

⑫

⑬

매립시설의

설치승인

사용

사 용

승인(허가)

사후관리

사후관리

종 류

(허가)일

개시일

종료일

면적(㎡)

면적(㎡)

기간

⑭매립폐기물 종류

신 청 사 유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종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지사 귀하

구비서류
1. 매립지반의 안정도, 발생가스와 침출수의 성질ㆍ상태 및 양 등을 조사․분석한
환경영향조사서
2. 사후관리가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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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폐기물 관리정책 방향 제시 (영문)
4.1. Directions for Policy Propulsion and Strategies

Vision
“ Zero-Waste; Preparation of Waste Management System”

Strategies
1. Waste
minimization

• Preparation of an environment-friendly waste management system
- Avoiding the generation of waste at all or driving a reduction of
waste production at the generation source

- Reuse, recycle or reduction
• Consider a circular utilization of resources, establishing an efficient

2. Waste to
Resource

recycling system

- Creation of a value management foundation for resource
circulation

- Material recycling and energy recycling
• Expansion of waste managing infrastructures such as technology,

3. Waste Safety
Management

budget, facility

- Waste disposal facilities(incinerators and landfills) shall be
expanded and improved

- Creation and development of hazardous waste managing system
• Advancement of waste management policy through information &
science-oriented methods

4. Advancement of

- Generation of waste-related statistic data

waste management

- Establishing a Division of labor and collaboration system between
public and civil institutes

- Information-oriented processing of wast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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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Concept Picture of Waste Management System
Waste generation

Minimization

Final disposal

Reuse
Avoidance or Reduction
- Reduce volume/weight
- Mitigate non-resolvability/harmfulness

Resource
Transform

Safety
Management

Recycling
Energy Recovery

Resource-circulating society
Environment-friendly economic
activities
Pleasant national environment

Resource saving
Environment protection
Economy invigoration

Air preservation
Water preservation
Soil preservation

4.1.2. Master Plan of Waste Management
Phase 1 (~2010)

Phase 2 (~2015)

Rational role assignment for economic
subject
Expansion of voluntary waste recycling
system led by manufacturer
Creation of basis for national waste
statistics survey
Technology development for accelerating
waste recycling

Adjust role assignment
for waste management

Adjust waste-related legal system
and improve assortment system
Establish integrated waste
management system
Promote waste management using
information system
Start compensation and penalty
system

Establish waste management
Infrastructure and adjust system

- 330 -

Phase 3 (~2020)
Establish information system
Establish integrated waste
management system
Establish waste management
governance
Introduce new waste disposal
technology
Develop and apply waste
management model meeting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Genuine operation of
New waste management system

부록

4.1.3. Targeted Quantities of Waste Managements

Target

2008

Classification
Quantity of
Generation

(Achievements)

2010

2015

2020

105,479 ton/day

-

-

-

Recycling

2,109 ton/day

2%

10%

20%

30%

Collection

63,287 ton/day

60%

55%

50%

45%

Landfill

36,917 ton/day

35%

30%

25%

20%

Others

3,166 ton/day

3%

5%

5%

5%

※ Collection: Collection was accomplished by local residents or contractors
※ Others: Ocean dumping, incineration(Incineration was hardly carried out due to the low calorific value of
Indonesian wastes) etc.

3%

5%

5%

5%

35%

30%

25%

20%

Etc
Landfill

50%
60%

45%

Recycling

55%

2%

10%

2008

2010

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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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Waste Management Policies by Categories
 The ultimate goal of Waste Management Policy is to provide and preserve a comfortable
environment to the nation by minimizing the generation of wastes, reusing wastes which
are already generated and disposing the rest of wastes safely. A framework of
Zero-Waste Society, which is suitable for Indonesia, needs to be established beyond the
level of merely disposing wastes but, also having an ideology of "Environmentally health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o achieve this goal.
 The prime objective of Waste Management Master Plan policy had been set to 『A
Provision of Zero-Waste System』.
 Waste Minimization, Waste-to-Resource, Waste Safety Management, Advancement of
Waste Management are the four proposed strategies to accomplish this object.

<Table 1> Waste Management Policy Objectives by Categories

1. Waste
minimization

2. Waste-to-Resource

•
•
•
•

Settlement of EPR system
Recovery system of electronic goods to be established
Settlement of segregated collecting system
Environment-friendly packaging system

• Foundation of Waste-to-Energy base
• Facilitation of resourcing organic wastes such as Biogasification
• Facilitation of Combustible waste-to-Energy like RDF manufacturing
as well as RDF power plants

• Amplification of Waste Disposal Facilities, considering regional

3. Waste Safety
Management

circumstances

• Dioxin management from Incineration facility
• Valuation of harmful wastes, Intensification in collecting․disposing
standard and managing system

4. Advancement of
Waste
Management

• Preparations of waste related legislations
• Improvement of waste classifying system as well as science-oriented
management

• Computerized and information-oriented waste management
process

• Preparation of proper responses to NIMBY phenome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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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Waste Minimization
 To realize waste minimization, Settlement of EPR system, Establishment of recovery
system for electronic goods, Settlement of segregated collecting system and Environmentfriendly packaging system have been set up as the promotion plans.

<Table 2> Promoted Plans by Categories (Waste Minimization)
• Fixing products subject to mandatory recycling as well as
computation of compulsory recycling quantity
1. Settlement of EPR

• Precise definition of roles must be set for local autonomous

system

entities and responsible producers
• Enacting a law and enforcing orders for Zero-Waste Society
construction
• Constructing a recovery system including the participations

2. Establishment of

of electronic waste producers,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recovery system for
electronic goods

distributors
• Fore-evaluation system on recycle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parts and material reuse

3. Settlement of

• Segregated collecting system to be established and

segregated collecting
system

4. Environment-friendly
packaging system

cost-efficient collecting methods to be researched
• Separate collection of harmful waste
• Environmental standards for packaging should be created to
lead environment-friendly packaging
• Guidelines to prevent excessive and exaggerative packing

■ Settlement of EPR system
 Fixing products subject to mandatory recycling as well as computation of compulsory
recycling quantity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is an order to impose a certain level of recycle
obligations to the product or the producer of packing material in accordance with the
waste of that specific product or material and to impose a levy, which exceeds the cost
of recycling, in the case of non-fulfillment. Products which are mandatory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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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ycled will be fixed and the compulsory quantity of recycling will be computed and
announced.
 Value magnification of EPR related packing materials, followed by the establishment of
a guideline to activate recycling.
 Precise definition of roles must be clearly set for local autonomous entities(LAE) and
responsible producers
 At each stage of EPR such as collection, transportation and reuse, the responsibilities of
LAEs and responsible producers must be clearly identified
 A conference group constituted with related experts, LAEs and related organizations
needs to be established and operated for reasonable division of roles.
 Wastes applying EPR system must be separated from household wastes and assorted
by an additional waste classification and recovery system. Related economic entities
like the producers, LAEs and the consumers deliberate a reasonable method to divide
responsibilities.
 Enacting a law and enforcing orders for Zero-Waste Society construction
 Orders related to the purchase of an environment-friendly goods.
ㆍCreating a basis for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environment-friendly goods, such
as recycled products.

 Enforcement of technical development as well as the promotion of demand in recycled
products.
ㆍImprovement plans focusing on the quality, are needed to defuse the disbelief of
recycled products' qualities as well as to enforce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during
the recycling process.
ㆍCertifications should be enforced and quality standards need to be set for a better
maintenance and elevation of recycled products.
ㆍSupports for the technical development in recycling industry are essential due to the lack
of self-ability in investing.

 Introduction of product zero-wasteness evaluation.
ㆍTo prevent and promote both a waste generation and a circular use of product wastes,
the manufacturer evaluates and makes public the product's zero-wasteness him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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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ideration of zero-wasteness along the process of designing development plans
such as developing new towns.
ㆍPlan building structures and materials at the level of forming a scheme, by formerly
considering zero-wasteness.

 Introduction of recycled products certification and compulsory environment-friendly
goods purchasing system.
ㆍExpansion of environment-friendly purchase leaded by a certain guidance on setting
yearly buying rate as well as target quantities of purchasing environment-friendly goods.
ㆍShops selling recycled goods owned by large sized distributors' need to be upgraded to
exhibition and sale of environment-friendly products.

 Expansion of reusing wastes like abandoned furnitures and electronic goods, through
revitalizing recycle centers.
ㆍA program shall be made and promo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o support LAEs
installing recycle centers.
ㆍExamination on the division of working expenses among the nation, wide-area based
organizations and footing organizations.

■ Establishment of recovery system for electronic goods
 Constructing a recovery system participated by electronic waste producers,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distributors
 Setting an order in relation with zero-waste of electronic goods.
ㆍTo promote recycling ease, target recycle quantities need to be set and granted to the
producers from the very first designing stage of electronic goods.

 Arrangements of facilities and labor for exchanging second-hand goods under a LAE
supervision and also to collect․sort․repair large-sized wastes.
ㆍProvisions to install one for each LAEs
ㆍWhen LAE is collecting․sorting․repairing large-sized wastes, commodities which are
repairable must be collected and sold in prior to the other wastes.

 Fore-evaluation system on recycle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parts and material reuse
 Making plans related to Zero-waste of electronic goods
ㆍTo promote recycling ease, target recycle quantities need to be set and granted to the
producers from the very first designing stage of electronic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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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ense charging systems in association with disposal, should be integrated and
rearranged to provide financial incentives.
 Expansion and development of fore-evaluation system on recycling.
ㆍDevelopment of a fore-evaluation system to increase the reuse-rates of materials and
parts. Relevant enterprisers should be enforced to perform the recycling guideline.
ㆍStandardization of parts as well as incrementation of compatibility, and

directing the

indication of plastic materials with the use of materials which are suitable for
reutilizations.

 Reforming product policy
ㆍStandardization with extended period of possession to raise each parts' compatibility,
derivation of product durability increasement and enlargement of repairing industry are
the key factors.

■ Settlement of segregated collecting system
 Segregated collecting system to be established and cost-efficient collecting methods to
be researched
 Segregated collecting system means recovering wastes by a certain collecting system,
which classifies wastes into groups like paper, clothing, cans, steel, bottles and plastics,
and reusing them by either LAE itself or a commissioned private business body. The
system must be set, so it can manage collections from discharging stage. Transportation
and reuse of such wastes are LAE's responsibilities.
 Annual segregated collection plan should be established, so the responsible local
government can execute the plan deliberately and also, target recovery quantity should
be set to prevent the case of waste landfill, which can be recycled.
 Local governments must consider the facts that central government has granted to the
producers, while planning the recovery quantity or items.
 In connection with operating EPR system, responsibilities on segregated collection and
recovery must be clearly identified.
 Separate collection of harmful waste
 A special segregation system for harmful wastes should be constructed, depending on
EPR system, to expanse the potential recovery and reuse of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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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vironment-friendly packaging system
 Environmental standards for packaging should be created to lead environment-friendly
packaging
 Set up an environment-friendly packing guideline to reduce packing wastes, when
designing a product, and apply it to the place of business. Followed by developing a
way to enhance, such as installing a environmental packing standard.
 Enforcement of publicity and supervision activities for an efficient management of
packing wastes.
ㆍEnforcing publicity and education on restraint systems to LAEs and related organizations.
ㆍGuidance and control are to be enforced during a specific period like festive seasons,
when exaggerated packing can acquire a great vogue.

 Guidelines to prevent excessive and exaggerative packing
 Recycling promotion by restricting materials, which are compound and difficult to
dispose.
 Annual reduction of synthetic plastics used for packing electronic goods.
ㆍA fair amount of alternative materials are promoted for packing electronic goods without
concerning the capacity.

 To originally settle the environmental problems caused by packaging wastes, reduction
policy has to be preferentially promoted, but if substitution of the material used in
packing is difficult, recycling must be carried out aggressively.
ㆍRegulations of materials , methods and annual reduction of using synthetic plastics.
ㆍThe term regulation of packing methods means, limiting odd space in the box at a
specific ration and restricting the number of wrapping, when packing a product to
constrain exaggerated packing.
ㆍIntroduce a system which annually reduces the amount of synthetic plastics used, to
alternate plastics for environment-friendly materials and, as a matter of course, to reduce
the quantity of synthetic materials used.

 Developing a system for separated discharging and collecting of packaging wastes.
ㆍTo accelerate segregated collection of packaging wastes, LAEs must establish an annual
plan for an efficient and intentional 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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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Waste-to-Resource
 As a plan to turn wastes into resources, promotion of harmful waste-to-resource,
preparation

of

waste-to-resource

base

and

installation

of

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 facility(MBT) are set.

<Table 3> Promoted Plans by Categories (Waste-to-Resource)
• Expanding the installation of facilities, converting Landfill gas
1. Preparation of
Waste-to-Energy
base

into resource
• Energy recovery acceleration and efficiency improvement of
both existing and new incineration facilities
• Technology development for expansion in waste-to-energy

2. Utilization of Organic
wastes such as
Biogasification
3. Promotion of
combustible waste
-to-Energy like both

• Development of a guidance on ideal organic waste disposing
method

• Introduction and installation of new management
technologies such as RDF manufacturing and power plants
• Promoting MBT facility installation, RDF power plant

RDF manufacture and

construction and foundation of multi-regional treatment

RDF power plants

facility

 Preparing Zero-Waste Society base by building systems and material infrastructures.
 Material reuse, energy recovery through wastes and recycling necessity as well are the
key factors of waste management due to the global rising trend of energy cost and
deepening of raw material shortages.
 Developed countries like US, EU and Japan are aggressively promoting an expansion
policy of new & renewable energy including Waste-to-Energy, solar power and wind
power as well.
 New & renewable energy developments are required for a stable energy source.
 Because of the law quality problems, like the unstable calorific value according to the
types of wastes, there are limits in expanding energy recovery policy. How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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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ding waste usage as an energy source is needed as progressive correspondences
to the deepening of raw material & energy shortage and the mitigation effort of
Greenhouse gas.

Therefore, waste-to-resource business like, RDF manufacture from

combustible waste, Landfill gas power generation and Biogasification of organic wastes,
are the countermeasures for UNFCCC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nd insuring new & renewable energy.

■ Preparation of Waste-to-Energy base
 Expansion of energy recovery․utilization from waste
 Activation of incineration residual heat by magnifying the supply source of residual
heat for incineration facilities, reforming facility operations and granting incentives for
using incineration residual heat.
 Diversify and stimulate the use of fuel from wastes like Refuse Derived Fuel(RDF) and
Waste Derived Feul(WDF).
 Consider improving standards of energy recovery, waste recycle and quality for the
expanded activation of fuel from wastes.
 Extension of installing Landfill gas(LFG) power generation facilities
 Installation of landfill gas-to-resource facilities
ㆍPromote expanded installation of gas-to-resource, as well as energy recovery facilities
ㆍBusinesses with low economical efficiency need to promote CDM businesses and be
commercialized to cope with UNFCCC and also to achieve economical efficiency
ㆍAccumulating landfill gas related technologies and capacities

 Promoting Landfill gas-to-resource and CDM businesses to cope with UNFCCC
ㆍPromoting a development of new & renewable energy through utilization of LFG and
insurance of emission right to deal with UNFCCC which is to prevent global warming
ㆍProgressively promote CDM industrialization of landfills and organic waste treating
facilities

 Energy recovery acceleration and efficiency improvement of both existing and new
incineration facilities
 Establish an expansion plan to increase energy recovery and utilization in both exi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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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new incineration facilities
ㆍAugmenting energy recovery rate through improvement of incineration facilities as well
as installation of cogeneration equipments
ㆍCollect waste heat from incinerating wastes, and accelerate renewable energy usage by
generating electricity and district heating
ㆍ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energy usage, such as waste heat generation
quantity, to develop a method promoting energy recovery and reuse

 Technology development for expansion in waste-to-energy
 To develop waste-to-energy technologies, and also to consider and consult the related
policies, a policy forum must be founded and operated by industry-governmentacademic cooperation
ㆍAfter establishing a medium- and long-term plans for technological development as well
as a policy propulsion road map, improvement of related laws and orders should be
executed

 Promoting Biomass-to-Energy
ㆍDeveloping a Biomass-to-Energy plan for fuel and electricity production using biomass
like food waste, sewage sludge, livestock manure and livestock wastewater

■ Utilization of Organic wastes such as Biogasification
 Development of a guideline on ideal organic waste disposing method
 Prepare regulations prohibiting direct landfilling of organic wastes
 Promote expansion of using agricultural composts and organic waste market

■ Promotion of combustible waste-to-Energy like both RDF manufacture and

RDF

power plants
 Installing

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MBT)

facilities

which

recover

reusable

materials through separation, selection and biological process at its maximum, and
reduce environmental burden at its minimum by converting combustibles into solid fuels,
before the final disposal of wastes
 Introduction and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like RDF manufacture and RDF
pow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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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forcement of promoting energy recovery policy by introducing facilities like
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MBT) and RDF power plant
 Developing waste-to-energy technologies such as waste utilization ability, heat-using
technology as well as high-efficient generation
ㆍMost ideal pyrolysis․gasification technologies to be developed like RDF manufacture
using combustible waste and gasification of hazardous waste as well as heat generation
and advanced cogeneration techniques
ㆍTechnologies for the utilization of abolished waste have to be developed such as
producing organic matter out of wastes
ㆍDevelopment of applied technology, which reduces greenhouse gases by using LFG

 Promoting MBT facility installation, RDF power plant construction and foundation of
multi-regional treatment facility
 Installation of 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MBT) and RDF power plant to be
expanded
ㆍExtension of landfill longevity and reduction of environmental-burden can be achieved by
installing and running 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MBT). The quantity of wastes that
are either buried or incinerated can be minimized, however, recycling and resource․
energy recovery can be maximized.
ㆍConsidering the differences of regions in caloric values, separated waste discharging
conditions, transporting distances and facility locations, individual 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MBT) process should be designed and promoted

 Establishing management system for waste-derived fuels like Refuse derived fuel(RDF)
ㆍEstablishing management system for creation and use of RDFs made out of combustible
household waste
ㆍEconomical efficiency analysis with research on management direction for introducing
RDF
ㆍResearch results are reflected in development of quality and manufacturing standards for
RDF
ㆍEstablish quality standards and systematic management plans for Waste oil derived fuel
(WDF)
ㆍResearch on waste oil and waste organic solvent for WDF quality standards and recycle
system should be progressed, to reflect the results in developing standards

- 341 -

인도네시아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4.2.3. Waste safety management
 Promotion plan for Waste-to-Resource including amplification of waste disposing
facilities, dioxin management in incineration facilities, maleficence standard on hazardous
wastes and enforcement of managing system as well

<Table 4> Promoted Plans by Categories (Waste safety management)
1. Amplification of

• After considering regional circumstances in overall,

Waste Disposal

installation of waste treatment and waste-to-energy facility

Facilities, considering

will be promoted

regional
circumstances

• Preparation of systems which are related to waste treatment
and waste-to-energy facility
• Technical and political alternatives should be set for the

2. Dioxin management
from Incineration
facility

efficient managing of small- and medium-sized incinerators
• Enforcement of regulations on dioxin from incinerators as
well as air-polluting substances
• Enforcing post facto management of dioxin measuring and
analysing institution
• Establishing a management system to make management
and maleficence standards on hazardous wastes

3. Evaluation on
hazardous wastes,
Intensification in
collecting․disposing
standard and
managing system

• Regulating the use of hazardous materials in electronic
goods and automobiles
• Enforcement of managing abandoned agrichemical packing
materials, disposed medical supplies and hazardous wastes
from exporting and importing
• Promoting disposal plans and prior prevention of left wastes
for a comfortable living environment
• Introduction of Electronic Waste Manifest System and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Amplification of Waste Disposal Facilities, considering regional circumstances
 After considering regional circumstances in overall, installation of waste treatment and
waste-to-energy facility will be promoted
 Continuos expansion of waste disposal facilities and safety management by impro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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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 of them
 Enlarge recycling and minimizing landfills as well as incinerations
ㆍMaximization of recycling by progressive promotion of waste-to-resource policy and
minimize wastes. Installation of waste treatment and waste-to-energy facility will be
promoted after considering regional circumstances in overall

 Preparation of systems which are related to waste treatment and waste-to-energy facility
 Supporting plans should be established for areas, where waste disposal facilities will be
installed, like conferring incentives
ㆍElection standards are to be made for residents' representatives of a committee on
location selection. Methods to collect opinions and a conference group supporting
residents should be made.

■ Dioxin management from Incineration facility
 Technical and political alternatives should be set for the efficient managing of small- and
medium-sized incinerators
 Promotion of an evaluation of dioxin hazardousness. Preparing a list of dioxin
discharge and a method to estimating the quantity of emission.
 Environmental management on the surroundings of an incinerator, has to be enforced
including an investigation on remaining dioxin
 Enforcement of regulations on dioxin from incinerators as well as air-polluting
substances
 Enforcing managements, carried out by local governments, of incinerators with large
amount of dioxin emission
 A dioxin emission standard has to be established and improving prevention facilities at
the existing incinerators has to be guided
 Enforcing post facto management of dioxin measuring and analysing institution
 Enforcing post facto management of dioxin measuring and analysing institution as well
as educating incinerator analyst techn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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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aluation on hazardous wastes, Intensification in collecting․disposing standard and
managing system
 Satisfying the nations' needs for a comfortable living environment
 People's interests on increasing the quality of their lives has grown. Therefore,
enforcement of managing wastes safely, which can possibly harm the nations' health or
environment, is essential.
 Establishing a management system to make management and maleficence standards on
hazardous wastes
 Promoting efficiency and science-orientation in management of hazardous wastes,
through introduction of danger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 of electronic systems
ㆍIntroduction of a danger analysis system, which considers the effects on human body as
well as the effects on environment, characteristics of exposure and discharge when
appointing the objects of management
ㆍPromoting efficiency in the management of hazardous wastes through the use of
electronic systems like Electronic Waste Manifest System and RFID

 Enact investigations, researches and laws for safe management of hazardous wastes
ㆍLegislate for improving classificatory system on hazardous wastes and establishing a
hazardousness judging system
ㆍPreparation of plans which will accelerate the development of management and
assessment system of hazardous wastes
ㆍInvestigate the actual discharging conditions of wastes, which contains harmful materials
ㆍEvaluate the harmful characteristics of wastes and present experimental means classified
by types

 Selecting toxic wastes which need to be supervised
ㆍSupervised household wastes suitable for the actual conditions of Indonesia, will be
selected according to foreign data-bases, lists of toxic waste managements and
evaluation methods of hazardousness like EU, US and Japan
ㆍWaste classification and management standards need to be developed by whether it
contains generation source and toxic materials or not

 Promotion of toxic waste management measures
ㆍReducing the consumption of goods containing toxic materials and promote․ind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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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ing alternative products.
ㆍConsumers, sellers, manufacturers and importers should prepare their responsibility
classifications on recovery systems of toxic wastes
ㆍDevelopment of a PR program, promoting segregated discharge of toxic wastes

 Enforcing management on environment-friendly disposal facilities
ㆍPromotion of registering Landfill gas CDM project

 Regulating the use of toxic materials in electronic goods and automobiles
 Preparing a restriction standard on the use of toxic materials in electronic goods and
automobiles
ㆍRestricting the use of Flame Retardants(PBB, PBDE and etc.) and toxic materials(Pb, Hg,
6+

Cr , Cd and etc.) during the production of electronic goods

 Construction of an electronic system, managing the usage restriction standard of toxic
materials
ㆍEstablishing an on-line system, which can confirm and verify the observance of restriction
standard directly
ㆍGuide an early settlement of the electronic system through education on the directions
for use

 Enforcement of managing toxic wastes like used agricultural chemicals bottles and
hospital wastes
 Developing general measures for managing household wastes
ㆍSelecting items that should be managed by considering foreign cases, the amount of
generation and toxic material contents, in overall
ㆍDevelop plans for exhibition business, budget backups and recovery system of
management objectives

 Development of classifying and managing system for toxic wastes
ㆍRational improvement of waste restrict policies, considering cost burdens for companies.
Positive acceptance of demands on the reform of keeping․disposal standards, which has
been asked by the related organizations

 Improving management standards of Hospital waste
ㆍDevelopment of contagious wastes related systems to safely and efficiently manage
wastes, which can harm human bo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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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Deduction of a social agreement on system improving, through discussions by the
interested parties, civil organizations and experts

 Developing a plan to improve the incineration management standards of Cement kilns
ㆍRevision of Cement kiln related laws by examining foreign cases, characteristics of
Cement kiln process and balance with other incineration facilities, in overall
ㆍDetailed standards of performance tests, Estimation methods of Treatment capacity

 A government-run special institution should be founded to measure, examine, analyze
and evaluate the products' or wastes' hazardousness
 Promoting disposal plans and prior prevention plans of left wastes for a comfortable
living environment
 Developing prior prevention plans for abandoned wastes, such as complementary
measures and administrative execution by proxy
ㆍEstablishing complementary measures for owners or occupants of the land
ㆍWhen buying and selling a place of business․land as well as structures, whether there is a
piling up of wastes or not needs to be confirmed, and the duty of disposing them should
be succeeded
ㆍConsideration of enforcing penalty standards on the person, who has left the wastes

 Introduction of Electronic Waste Manifest System and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Minimize the possibility of disposing wastes illegally at each stage, through managing
them in scientific methods, like electronic systems or radio frequency cognitions, during
the whole process of discharge, collect, transport and disposal
 Providing such informations, like the quantity of wastes, channels and transfers by the
interested parties, must be made mandatory by laws and each LAEs should monitor
them to inspect those stages are whether legal or not
 Especially, introduction of RFID for contagious wastes from medical institutions, is
essential
ㆍManagement system should be developed and run for an exhibition
ㆍSupporting RFID equipments and providing incentives, like guidance․ease of inspection,
to establish infra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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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Advancement of waste management
 Proposed plans include developing legislations related to wastes, improving wastes
classifying system, managing in scientific methods, executing statistical investigations and
developing countermeasures for NIMBY

■ Preparations of waste related legislations
 Developing subordinate laws for waste control act
 Rational maintenance of waste control act
ㆍAccountabilities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
ㆍNations' duty such as Prohibition on dumping wastes
ㆍ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Master plan for waste management and Basic plan for
waste management
ㆍWaste disposal standards and means
ㆍClassified establishments of disposal standards and means for household wastes and
commercial wastes
ㆍResponsibilities of the party disposing household wastes and commercial wastes
ㆍClassifications and approvals of waste management businesses
ㆍFacts related to the standards, installation reports, inspections and manag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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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romoted Plans by Categories (Advancement of waste management)
1. Preparations of waste
related legislations
2. Improvement of

• Developing subordinate laws for waste control act

• Improving waste classifying system in the manner of clearly

waste classifying

considering the place of generation and managemental

system as well as

characteristics

science-oriented
management
3. Computerized and
information-oriented

• Examine establishing waste collect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using waste-to-resource D/B and GIS as well

• Establishing wast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Promoting advancement of waste analysis management through

waste management

rational improvement in making statistics. and computerization of

process

statistics management

• Establishment of result management system. Operation of a
civil·government combined conference group, participated by
companies, experts and interested parties

4. Preparation of
proper responses to
stop NIMBY

• Enforcement of education and PR, to convert recognitions on
environment base facilities

• Enforcement of supporting the effected area around. Prior
agreement on installing waste disposal facilities

• Development of the waste disposal facilities as cultural·relaxation
area

ㆍRequired conditions and educations on waste management businesses. Facts related to
the managements of the qualified parties.
ㆍFacts related to generating statistics, Keeping and retention of account books
ㆍSelecting waste disposal facility locations and supporting the effected area around
ㆍPost management of waste disposal facilities
ㆍFacts related to the reutilization of the land after completion or shut down

 Preparing recycle-related laws and ordinances
ㆍDefinitions of the terms like recyclable resources, recycled products, recycling facilities,
recycling industries, disposable goods, large-volumed wastes and etc.
ㆍSet up and execution of basic recycling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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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Regulations on controling the use of disposable goods and generation of package
wastes
ㆍRegulations on Waste charge systems and EPR systems
ㆍFacts on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recycling centers as well as segregated collections
of recyclable resources
ㆍFacts on RDF
ㆍFacts related to the promotion support of recycling industries

■ Improvement of waste classifying system as well as science-oriented management
 Improving waste classifying system in the manner of clearly considering the place of
generation and managemental characteristics
 Obtaining accurate statistical data on wastes, classified by the regions, sorts and
characteristics
ㆍProvide them as basic data for installing incinerators and recycling facilities

 Advancement of waste statistic management by rational improvement of statistic making
process,

computerization

of

statistic

management

and

unification

of

statistic

organizations
 Examine establishing waste collecting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using waste-toresource D/B and GIS as well
 Pushing ahead an establishment of waste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 which can
collect and sum up the whole nation's data on the generation of wastes as well as the
present state of disposing them, using the internet
 Establish and operate a wast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ㆍDeveloping a system on waste production․sales information and GIS as well
ㆍPromoting the introduction of RFID(Radion Frequency Identification) based waste
management system
ㆍEstablish and extend Electronic Waste Manifest System: Development and exhibition
operation of legal waste disposal system, Escalation of normal operating of systems and
objective businesses
ㆍStrengthening the waste statistic connection among the parts, through establishing and
operating Waste statistics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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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uterized and information-oriented waste management process
 Establishing wast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Development and propulsion of a systematic improvement plan, to promote the
accuracy of all sorts of waste related statistics, is necessary
ㆍLack of labor force in charge and statistical specialized organizations, which have a stable
management capability and specialty on waste statistics. Statistical data on waste needs
to be managed by establishing D/B and informationize

 To create statistics on waste generation and disposal states in national unit, national
waste generation and current disposal states should be investigat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quantity of disposal in types, administrative districts and disposal
means
 Promoting advancement of waste analysis management through rational improvement in
making statistics. and computerization of statistics management
 Enforcing the foundation of statistical policies
ㆍDiversification of statistic analysis techniques and preparation of statistics classifying
system, by case studying developed countries
ㆍStatistical format: Investigation table should be prepared in easy and clear manners
ㆍStatistics on waste generation shall be prepared using 「Generation basic unit」, which is
classified by districts and types of wastes

 Set up organizations, which are in charge of waste related statistics

■ Preparation of proper responses to stop NIMBY
 Establishment of result management system. Operation of a civil·government combined
conference group, participated by companies, experts and interested parties
 Formed by civil organizations, companies and parties concerned from special research
institutions
 Promoting the quality and acceptability of policies, through a waste management
system in the perspective of customers
ㆍPrepare a customer property influenced management standard to enforce ‘Customer
adapted wast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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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forcement of education and PR, to convert recognitions on environment base facilities
 Enforcement of education and PR to have a correct understanding of waste
management facilities, which are no longer disliked facilities but environment-friendly
facilities
 Promoting an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reliabilities
ㆍFoundation and operation of a civilian․expert-leaded committee on selecting locations
ㆍTo increase the administrative reliability for location selecting, a local community
representative, who is in no interest relationships with the regions applied, must be
assigned as a committeeman
ㆍIncrease the reliability on selecting locations, through an objective and fair feasibility
studies

 Enforcement of supporting the effected area around. Prior agreement on installing waste
disposal facilities
 Enforcing residents' participations and opinion collecting system, due to the installation
of waste disposal facilities
ㆍProviding various informations to the residents such as the ripple effects on alternatives
and LAE's financial effects caused by facility locations

 Discussion․acceptance of the supporting range for the influenced areas around
ㆍMinimization of corresponding residents' complaints by accepting the range of
supporting subjected area through discussion
ㆍProvide incentives, such as installing convenience facilities or discounting energy charges,
to lead residents' agreement on installing facilities

 Minimize the environmental effects caused by incinerators around the area
ㆍChronologically investigate the actual amount of residual dioxin around the incinerators
ㆍMake an analysis of actual amount of remaining dioxin on soil․atmosphere․discharged
water of areas around

 Expansion of promoting waste management policy, which considers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ㆍExpansion of joint usage structure of facilities and regionally joint disposal with a flexible
promotion of waste policies,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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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 of the waste disposal facilities as cultural and relaxation area
 Installing and operating facilities for citizens' convenience using Energy recovery
facilities
ㆍDisposal facilities shall be constructed as environment-friendly structures, which are in
harmony with the surroundings. By making use of waste heat from incinerators,
convenience facilities like swimming pools, saunas, gyms, aerobic centers and galleries
could be constructed.
ㆍExpansion of considering factors like convenience facilities, designs of buildings and
landscape architectures, which includes careful thoughts of surrounding circumstances, to
wipe out negative awareness of waste disposal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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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폐기물관리법령 세부내용 제시 (영문)
5.1. Components
• Purpose
1. Outline

• Definitions
• Range of application

• Responsibilit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AEs
2. Functions & responsibilities

• Integrated management of wastes

for each subjects

• Responsibilities of citizens
• Prohibition on dumping wastes

• Fundamental plan of waste disposal
3. Waste management basis

• Comprehensive plan of waste management
• Investigation of waste statistics
• Fair methods of waste examination

• Waste disposal standard
• Disposing household wastes
4. Discharge and disposal of
wastes

• Cooperation of household waste discharger in disposing
• Duties of commercial waste discharger
• Disposal of commercial wastes
• Duties of commercial waste disposers
• Price for disposing commercial wastes

• Waste disposal business
• Disqualifications for waste disposal business
• Cancellation of approval
5. Waste disposal business

• Imposition of fines
• Installation of waste disposal facilities
• Inspection of waste disposal facilities
• Management of waste disposal facilities
• Succession of rights and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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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nical supervisor
• Educating the person in charge of waste disposal
6. Guidance and supervision

• Recording and keeping of books

of the bodies responsible for

• Reporting on quit, close and etc.

waste disposal business

• Submitting reports
• Reports․Inspections
• Disposing wastes abandoned by waste disposers

• Selecting locations of waste disposal facilities
7. Encountering NIMBY

• Supporting the affected adjacent areas
• Installing convenience facilities for residents
• Installing subsidiary facilities

• Reporting waste recycle
• Post management of waste disposal facilities
• Restriction on the use of land after shutting down
8. Others

• Settlement of waste disposal business
• Subsidization by the government
• Supporting the cost for installing waste disposal facilities
• Reporting the actual results of waste disposal

5.2. Principal contents
■ Outline
 Purpose
 To contribute to the preservation of the environment and sound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citizens' life by controlling the generation of waste at its maximum and
properly disposing the generated waste.
 Definitions
 Wates: The term "wastes" means substances, which are not needed anymore for human
life or business activities, like garbages, combustible materials, sludge, disused oil,
disused acids, disused alkalis and dead bodies of a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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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usehold wastes: The term "household wastes" means every wastes other than
commercial wastes.
 Commercial wastes: The term "commercial wastes" means wastes produced from
business places, where the facilities that create air․water contaminants, noises and
vibrations, are installed and operated.
 Hazardous wastes: The term "hazardous wastes" means the harmful substances, which
can injure human bodies or contaminate surround environments among commercial
wastes like disused oil․acids.
 Disposal: The term "disposal" includes recycling by intermediate processing methods
like incineration, neutralization, fragmentation and solidification of wastes.
 Recycling: The term "recycling" means reusing․using after regeneration of wastes or
those activities converting wastes into reusable․usable after regeneration conditions or
activities recovering energy from wastes.
 Waste disposal facility: The term "waste disposal facility" means both of intermediate
processing facilities and final disposal facilities of wastes.
 Waste quantity reduction facilities: The term "waste quantity reduction facilities" means
those facilities, which minimize the quantity of wastes discharged, by recycling wastes
within the business place and reducing the generation of wastes along the production
progresses.
 Range of application
 The entire region of Indonesia is object of application.
 Including the whole process of generating wastes from nature, recycling, intermediate․
final disposal.

■ Functions & responsibilities for each subjects
 Responsibilit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AEs
 The

central

government

shall

support․develope․research

waste

disposal

related

techniques, back up LAEs with financial․technical supports to make them fulfill their
obligations and also mediate among the regions on waste disposal business.
 The central government shall efficiently accomplish waste disposal business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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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grading qualities of the parties concerned as well as improving disposal methods․
transportations․collection of wastes, and make efforts to prevent waste generation and
to foster cleaning attitude of residents and enterprisers.
 The central government shall understand the discharge and disposal circumstances of
hazardous wastes, and develop measures to dispose them properly.
 Each LAEs shall understand the discharge and disposal circumstances of hazardous
wastes in their regions of jurisdiction, and install․operate waste disposal facilities to
dispose hazardous wastes properly.
 Integrated management of wastes
 In the case of recognizing the need for an integrated waste disposal for more than two
regions, an integrated waste disposal facility can be installed․operated, either
individually or cooperatively.
 Responsibilities of citizens
 Every citizen must cleanly preserve the nature․life environments and make efforts for
the minimization and utilization of wastes.
 A person who owns, occupies or manages land or buildings must make efforts for the
cleanliness of the owned, occupied or managed land or buildings, and follow the plans
which were established by LAEs.
 Prohibition on dumping wastes and etc.
 No one shall dump wastes except for places or facilities, which were prepared by LAE
or manager of the facility to collect wastes.
 No one shall incinerate or fill in wastes without being permitted or approved and
elsewhere but a reported waste disposal facility.

■ Waste management basis
 Fundamental plan of waste disposal
 The mayor․provincial governor shall establish basic plans to properly dispose wastes in
his district of jurisdiction and get an official approval from the central government for
every 1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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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llowings are the contents to be included in the fundamental plan
ㆍThe general situation of populations, residential forms, industrial structures․distributions
and geographical features.
ㆍThe amount of wastes generated by sorts and the amount of expected waste generation.
ㆍThe present situations of waste disposal and disposal plans later.
ㆍFacts on the minimization and utilization of wastes, such as recycling.
ㆍThe present situations of waste disposal facility installation and install plans later.
ㆍFacts on improving equipments and containers for collecting, transporting and keeping.
ㆍPlan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Comprehensive plan of waste management
 The central government shall establish a national comprehensive plan of waste
management, which is based on the fundamental plans and statistical researches on
waste disposal, for every 10 years to properly manage the country's wastes.
 Followings are the contents to be included in the comprehensive plan.
ㆍGiven conditions and prospects of waste management.
ㆍKeynotes for the comprehensive plan.
ㆍWaste management policies by categories.
ㆍPlans to supply financial resources.

 Investigation of waste statistics
 To secure the basic data needed for establishing waste policy, an investigation on the
current situation of waste generation and disposal, the regional amount of waste
generation by sorts as well as the trend in changes, is essential.
 Fair methods of waste examination
 Fair methods of waste examination shall be formed and noticed for the standardization
of analysing the conditions and characters of wastes as well as the eruptions of toxic
materials, which are the basic data needed to judge and decide hazardousness and
disposal methods.

■ Discharge and disposal of wastes
 Waste disposal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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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yone who collects․transports․keeps․disposes shall follow the means and standards,
fixed by the waste management related laws.
 Disposing household wastes
 The heads of province/city/county/ward shall collect, transport and dispose the
household wastes discharged from the areas under his jurisdiction.
 According to the ordinances of LAEs, a person authorized by the waste management
law can collect or transport or dispose.
 Cooperation of household waste discharger in disposing
 A person who owns or occupies or manages a building or land, which generates
household wastes, shall either dispose the wastes himself or discharge at the utmost
reduction, by means that can't be obstacles for preserving the life environment.
 A person who discharges household wastes shall keep wastes, which are not
disposable, classified by sorts,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s.
 Duties of commercial waste discharger
 A person who discharges commercial wastes shall fulfill the following facts.
ㆍEvery commercial wastes must be disposed by proper manners.
ㆍPreventing the generation of commercial wastes during the producing process at the
utmost minimization, through installing waste reduction facilities, technical developments
and recycling.
ㆍCommercial waste discharger must report to LAE the sorts and amount generated.
ㆍIn case of disposing hazardous wastes, documents (such as Waste Disposal Plan, Waste
Analysis Results, Trust Confirmation of the trustee in case of commissioning disposal of
hazardous wastes) shall be submitted and confirmed.
ㆍA guideline for integrating and noticing, by basic plans and procedures defined in the
laws, shall be observed to prevent the generation of commercial wastes.
ㆍA person who undertakes either the entire business place or a part of it, shall properly
dispose the abandoned wastes at the business place.

 Disposal of commercial wastes
 A person who discharges commercial wastes shall dispose them either himself or by
giving commissions to the ones, who got permitted for waste disposal business or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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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ycles wastes generated by others or who installs and operates a waste disposal
facility.
 A person who is responsible for discharging․transporting․disposing wastes, shall submit
the facts on transfers.
 For general commercial wastes, data shall be inputted to an electronic information
processing program and for those of wastes which are hazardous, data shall be
inputted to an electronic information processing program, using RFID.
 A program which enables searching and confirmation of waste disposal process, shall
be developed.
 Duties of commercial waste disposers
 A person who transports commercial wastes shall carry documents(related to
transferring wastes), while transporting.
 Price for disposing commercial wastes
 The highest or lowest price for disposing commercial wastes can be noticed,
considering the cost of disposing them.

■ Waste disposal business
 Waste disposal business
 People who are willing to make a profession of collecting․transporting․disposing wastes,
must submit plans for disposing wastes to the central government.
 The heads of cities․provinces o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must inform suitabilities to
those, who submitted plans for waste disposal business, after examining(Whether the
plan is suitable for regulations or not, whether the location of waste disposing facility is
in contravention of other laws or not, whether the equipments, technologies and
capacities are suitable for the standards or not, effects on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fter installation․operation of waste disposal facility) them.
 Types of waste disposal business and operation contents are followed.
ㆍWaste collection․transportation business: A business that collects and transports wastes to
the place of disposal.
ㆍIntermediate waste processing business: A business that has intermediate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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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ies and processes wastes by incineration procedure, mechanical procedure,
biological procedure and other procedures approved by the minister of environment.
ㆍFinal disposal business: A business that has final waste disposal facilities and finally
processes wastes by approved means like landfilling.
ㆍComposite disposal business: A business that has waste disposal facilities and processes
both of intermediate and final disposal procedures together.

 Cancellation of approval
 LAE shall cancel the permission, if a person responsible for waste disposal business
comes under one of the following categories.
ㆍIn case of getting permitted by cheating or other illegal means.
ㆍIn case of operating business during suspension period.
ㆍIn case of not inputting the contents, related to transferring of wastes, to the electronic
information processing program.
ㆍIn case of let others to collect or transport or dispose wastes using his name, or lending
his license to others.
ㆍIn case of not fulfilling ordinances on waste disposal.
ㆍIn case of not operating the business within a period of 1 year after getting permitted or
closing down of the business more than 1 year without proper reasons.

 Imposition of fines
 A fine can be imposed as a substitution of cancelling approvals.
 Installation of waste disposal facilities
 Waste disposal facilities shall be installed in accordance with the related laws, and must
be installed and operated in scales no less than the fixed scales by the law.
 Inspection of waste disposal facilities
 Waste disposal facilities must be inspected by an inspecting body, after the installation
is finished.
 Waste disposal facilities must be regularly inspected according to a fixed period.
 Management of waste disposal facilities
 A person who installs and operates waste disposal facilities must maintain and manage

- 360 -

부록

the facility according to the management standards.
 Pollution substances shall be measured by either itself or an authorized measuring
body, and the results must be submitted.
 Standards on pollution substances to be measured, measuring period and submitting
the results should be developed and noticed.
 Succession of rights and duties
 In case of transferring facilities or death of the person responsible for waste disposal
business, rights and duties on permission, approval and declaration are succeeded.

■ Guidance and supervision of the bodies responsible for waste disposal business
 Technical supervisor
 A person who installs and operates waste disposal facilities shall either appoint a
technical supervisor, in charge of technical works in relation with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the facilities, or conclude an agency contract with a person approved,
who is capable of maintaining.
 Educating the person in charge of waste disposal
 Personnels like technical personnels attending to waste disposal business or technical
supervisors shall receive an education instructed by an institute.
 Recording and keeping of books
 A waste disposer or person who installs and operates waste disposal facilities shall
record the following facts and keep them for 3 years.
ㆍCollecting or transporting or disposing circumstances of wastes.
ㆍThe amount of waste generated and achievements of recycling.
ㆍThe amount of products and containers, produced or imported or merchandised or
recovered or processed.

 Reporting on quit, close and etc.
 In case of quitting or closing or re-opening a business, the related facts must be
reported to government off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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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mitting reports
 A person who installs and operates waste disposal facilities, who reported himself
responsible for discharging commercial wastes and who disposes wastes have to
submit reports, related to the generation or disposal or recycle, to government offices.
 Reports and inspections
 A person concerned can report or submit data, or a public official can enter the place
of business or office for an inspection on data or facilities or equipments.
 Disposing wastes abandoned by waste disposers
 A person who disposes commercial wastes and who reports waste recycling should get
approvals to prevent waste negligence and, is primarily responsible.
 The central government holds the secondary responsibility for disposing abandoned
wastes.

■ Encountering NIMBY
 Selecting locations of waste disposal facilities
 The plan for selecting locations to install and operate waste disposal facilities, shall be
decided and noticed.
 The sorts and amount of waste disposal, waste disposal regions, the scale and types of
waste disposal facilities and the standards and means of selecting locations, shall be
included in the location select plan.
 The locations for waste disposal facilities must be selected by a resident representative
participated committee on selecting locations.
 Supporting the affected adjacent areas
 After announcing installation plans for waste disposal facilities, the environmentally
affected adjacent areas should be decided and noticed.
 Supportive conference group must be composed of resident representatives and
experts recommended by the representatives.
 Installing convenience facilities for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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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ody installing waste disposal facilities shall install convenience facilities like gyms for
residents as well, after discussing with the supportive conference group on the location
or the conference groups nearby.
 Installing subsidiary facilities
 A body installing waste disposal facilities shall install subsidiary facilities like dustproof․
soundproof facilities around the access road or landscape architectures as well, to
prevent environmental pollution on the affected adjacent areas.

■ Others
 Reporting waste recycle
 A person who recycles commercial wastes generated by others, must report to the
heads of cities or provinces.
 Regulations on imposing fines due to the stoppage of recycling business, shall be
established and noticed.
 Post management of waste disposal facilities
 A report to the central government has to be made, to finish using or shut down a
waste disposal facility.
 Restriction on the use of land after shutting down
 If a possibility of seriously damaging the health of residents․properties or the surrounding
environments by a leachate leakage or a bank loss is recognized after the use of
landfill is over or shut down, the central government can restrict the person, who has
the ownership or other rights, to use the land only as parks, trees, cultivations,
grasslands and sports facilities.
 Settlement of waste disposal business
 LAEs can be required to develop backup measures for improving and preserving the
life environment of the facility installed region. When settling waste disposal business
between LAEs, a joint use of waste disposal facilities can be a possible option, if there's
need for it.

- 363 -

인도네시아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Subsidization by the government
 The central government can support LAEs by supporting the entire or partial
installation cost within the limits of budget.
 Supporting the cost for installing waste disposal facilities
 The central government or LAEs can backup the person, who is willing to install waste
disposal facilities, with financial supports when the need is recognized.
 Reporting the actual results of waste disposal
 The actual results of waste disposal shall be reported at regular inter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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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 폐기물 관리법 세부 기준 제시 (영문)
6.1. Detailed standards and methods for collecting, transporting, keeping
and disposing wastes
■ Standards and methods for household wastes
1. Common facts

• Household wastes shall be collected·transported·disposed by a person, who
is granted by LAEs for collecting· transporting·disposing household wastes
• Household wastes shall be kept by the methods as provided by
corresponding ordinances
• Household wastes shall be kept using containers or facilities, which are

2. Keeping

durable and easy for separated collection, as provided by corresponding
ordinances
• The keeping places of household wastes shall be appropriately managed to
prevent the generation of vermins like rats·mosquitos·flies
• Household wastes like construction wastes or high molecular compound
wastes(HMC) or rubber wastes(except combustible rubbers), which might
create space between the landfill layers, shall be buried after
scrapping·compressing ·crushing·cutting or melting to minimize the space
created. Sludges shall be dehydrated to the percent of less than 85, before

3. Disposal

landfilling.
• Tire wastes, furniture wastes and electronic products wastes shall be
crapped·compressed·crushed·cut before landfilling to minimize the space
needed, and the combustible materials among leftovers must be
incinerated.
• Electronic product wastes, which contains refrigerants like
chloro-fluoro-carbon(CFC), must be safely recovered

■ Standards and methods for commercial wastes
• Discharging facilities or commercial wastes must be separated from other
wastes.
• Commercial wastes, having similar properties and conditions to household
1. Common facts

wastes, and therefore, can be possibly collected·transported· kept·disposed
by using standards and methods for household wastes, or the wastes
generated during the process of simply sorting the objective packing
materials of recycling, can be collected·transported·kept ·dispos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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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ing standards and methods for household wastes in accordance with
ordinances.
• According to the ordinances, a person who collects and transports
household wastes can do the same activities, if commercial wastes have
2. Collecting &
transporting

similar properties and conditions to household wastes, and therefore, can
be possibly collected·transported·kept·disposed.
• Exclusive tanks·containers·pipes, which are totally leakage-proof, or
equipments similar to them must be used for liquified commercial
wastes(containing more than 85% of moisture).
• Commercial wastes containers must be made out of the materials, which
don't get eroded or destroyed by the containing wastes.
• Commercial wastes shall be kept in storages, which have walls, roofs and
floors covered with cement or asphalt, for waterproofness and to stand the
load itself or the live load when wastes are fully stored. However, following
cases are not so.
- In case of keeping paper wastes·steel slags·scrap irons·pieces of
glass·timber wastes·tire wastes or the wastes deposited in sealed up

3. Keeping

containers.
- In case of keeping wastes not generating leachate, like plastic
wastes·instrumental wastes·cast-iron wastes.
- When the heads of cities or provinces recognize, there's no concern of
environmental pollution of adjacent area by leachate.
• Commercial waste discharger must not keep the wastes, generated from his
business, for more than 90 days from the first day of keeping.
• Vinyl sheets used for dissolution·removal of asbestos, must be kept in sacks.
Exceptions for the vinyl sheets used on floors.
Common
standards

• In case of combustible commercial wastes, which are not
used for recycling, are discharged more than 100kg a day
on average, they must be incinerated.
• Shall be buried on a managemental landfill facility

Ash
4. Disposing

• Shall be stabilized
• Shall be solidified by using cement·HMC or methods similar
to them
• Shall be disposed according to the uses and
methods, which were established and noticed by

Sludges

Organic

the minister of environment, or disposed by

sludges

incineration or solidifications using cement·HMC
or by other means similar to them, or used as
fertilizers after getting processed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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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logical methods. To use organic sludges as soil
conditioners, the products' names and ingredients
should be indicated in the manner of the minister
of environment sets and notices.
• Shall be buried on managemental landfill facilities
after getting dehydrated, not exceeding 85% of
moisture.
• Shall be incinerated
• Shall be buried on managemental landfill facilities
Inorganic

after getting dehydrated, not exceeding 85% of

sludges

moisture. However, in case of transporting wastes
by using water for a precipitation process,
dehydration can be optional.

Paper wastes
·wood wastes
and fiber
wastes

• Shall be incinerated

Animal
leftovers, dead • Shall either incinerate them or landfill them in a
bodies of
managemental landfill facility
animals
• Shall be incinerated. However, if incineration is difficult, they
Rubber wastes

can be buried on managemental landfill facilities after
getting crushed and cut into sizes with maximum diameters
not exceeding 15cm.

Metals·
earth and
sand wastes
·plaster and
lime wastes

• Shall be buried on managemental landfill facilities

• Shall be buried on managemental landfill facilities after
putting them into a polyethylene sack or sacks made out of
Dusts

similar materials.
• Shall be buried on managemental landfill facilities after
solidifying them using cement·HMC or using similar
methods.

Catalysts and
absorbents

• Shall be incinerated if it's combustible
• If it's not combustible, then it should be buried on
managemental landfill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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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 HMCs shall be incinerated. However, if incineration is

Molecular

difficult, HMCs can be buried on managemental landfill

Compounds

facilities after getting crushed·cut or melted into pieces not

(HMC)

exceeding a maximum diameter of 15cm.
• Combustible materials must be incinerated
• Incombustible materials should be buried on managemental

Electronic

landfill facilities after getting

products and

compressed·dissolved·crushed·cut or melted into a size of

furnitures

not exceeding 15cm.
• Electronic product wastes, which contains refrigerants like
chloro-fluoro-carbon(CFC), must be safely recovered
• All vinyl sheets that were used for dissolution and removal

Vinyl sheets

process of asbestos, except the ones used on floors, must
be entirely incinerated in sack-filled conditions.

■ Standards and methods for hazardous wastes
• Dusts, pesticide wastes and asbestos wastes in granule forms must be
collected and transported in sacks, which are made out of polyethylene or
similar materials, and the loading chests of transporting vehicles must be
covered. In this case, the vehicle which collects and transports asbestos
wastes must indicate that, it's an asbestos transporting vehicle, with
indicators on both sides of the vehicle, larger than the width of 100cm and
height of 50cm written in red letters on a white ground.
• In case of collecting and transporting hazardous wastes in liquid forms,
1. Collecting &
transporting

exclusive tanks·containers·pipes or similar equipments, which are totally
leakage-proof, must be used to prevent any leakage or dangers caused by
mixing or fluid.
• The body of vehicle, which collects and transports hazardous wastes, must
be painted in yellow.
• On both sides of loading chests of vehicles, which collect and transport
hazardous wastes, marks indicating the company's name, phone number
and that it's collecting and transporting hazardous wastes as well, must be
attached or inscribed. In this case, the size must be larger than the width of
100cm and height of 50cm and it must be written in black letters to be
attached or inscribed.

2. Keeping

• Hazardous wastes shall be separately kept with other wastes.
• Organic solvent wastes shall be kept in sealed up containers to pr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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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volatilization.
Asbestos wastes shall be kept as followings.
- Asbestos wastes concerned for scattering, must be kept in solidly sealed
up containers, or must be double-packed by high density water resisting
sacks after getting humidity adjustment process, to be kept.
- Solidified asbestos wastes with no concerns of being scattered, shall be
kept in sacks made out of polyethylene or similar materials.
Hazardous wastes must be kept using containers or facilities, which are
made out of the materials that don't get eroded or destroyed by the
containing wastes.
Hazardous wastes shall be kept in storages, which have walls, roofs and
floors covered with cement or asphalt, for waterproofness and to stand the
load itself or the live load when wastes are fully stored.
Hazardous waste discharger must not keep the wastes, like waste acid·waste
alkali·waste oil·waste organic solvents·waste catalysts·waste absorbents·waste
pesticides·wastes containing PCBs·organic sludges, generated from his
business for more than 45 days from the first day of keeping and for other
hazardous wastes, keeping them for more than 60days is prohibited.
Waste discharger or disposer, who are willing to get extension for keeping,
must write out and submit an application for waste custody period
extension. If the heads of cities/provinces/local environmental government
office approves the extension, the extension license must be issued to the
applier.
Types, storage capacity, handling directions and the person in charge of the
wastes being kept shall be written on a sign post near the storage facility.
However, if wastes are being kept in containers like drums, each containers
must have types, amount and discharged place inscribed on a sign post
with it. If there are several containers with a same kind of hazardous wastes,
type, amount and discharged place must be written on a sign post,
classified by the types of wastes.
- A sign post shall be installed in storage facility, where people can
recognize it easily.
- Gauge of sign posts: larger than the size of width 60cm, height 40cm
- Color of sign posts: Black lines & letters on a yellow ground.
- An example of sign posts
Hazardous Wastes Storage Sign
①Type of waste:

②Storage capacity: tons

③Person in charge:

④Storage period: ~(for xx days)

⑤Handling directions
○Keeping:
○Transporting:
○Disposing:
⑥Expected place of transportation(dis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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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standards

• In case of solidifying hazardous wastes with cement, the
amount of cement shall be more than 150kg for each 1m 3
• Wastes in liquid form shall be disposed by one of the
following methods.
- After processing the wastes using reactions from
neutralization, oxidation and resolution, they shall be
disposed by the methods of cohesion, precipitation,
filtration and dehydration.
- Shall be disposed through evaporation and concentration.
- Shall be refined by separating, distilling, extracting and

Waste acid,
waste alkali

filtering.
• Potassium hydroxides or sodium hydroxides in solid forms
shall be disposed by the methods under article (1), or shall
be buried, not to incur any performance interferences of
managemental landfill facilities.
• Wastes in liquid forms, which are mixed with other wastes
like waste acid, waste alkali, waste oil or waste organic
solvents, shall be buried after getting neutralized, prior to
incineration, to prevent any performance failures of
incinerators.

3. Disposing

• Wastes in liquid forms shall be disposed by one of following
methods.
- Separated oil elements by separation of water and oil,
must be incinerated, and water from the separation must
be disposed in water pollution preventing facilities.
- Remnants after evaporating and concentration, shall be
incinerated or stabilized.
- Remnants after cohering and precipitating, shall be
Waste oil

incinerated.
- Shall be refined by separating, distilling, extracting, filtering
or pyrolyzing.
- Shall be incinerated or stabilized.
• Wastes in solid forms shall be incinerated or stabilized.
• Tar·pitches shall be incinerated or buried on managemental
landfill facilities.
• WDFs must be used as supplementary fuels to produce
cements and plasters or used in incinerators for high
temperature inci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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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te organic solvents, that can be separated into oil and
water, shall be pre-processed by separating them into oil
and water.
• Halogens in liquid form shall be disposed by one of the
methods followed.
- High temperature incineration
- Remnants after evaporating and concentrating, shall be
high temperature incinerated.
- Shall be refined by separating, distilling, extracting and
filtering, and the remnants must be high temperature
incinerated.
- Shall be processed using the reactions from neutralization,
oxidation, reduction, polymerization and condensation, and
the remnants after processing shall be either just high
temperature incinerated or high temperature incinerated
Waste organic
solvents

after getting re-processed through cohesion, deposition,
filtration and dehydration.
• Halogens in solid forms must be high temperature
incinerated.
• Other waste organic solvents in liquid forms, shall be
disposed by one of the methods followed.
- Incineration
- After evaporation and concentration, the remnants shall be
incinerated
- Shall be refined by separating, distilling, extracting and
filtering, then the remnants must be incinerated
- Shall be processed using the reactions from neutralization,
oxidation, reduction, polymerization and condensation, and
the remnants after processing shall be either just
incinerated or incinerated after getting re-processed
through cohesion, deposition, filtration and dehydration
• Other waste organic solvents in solid forms must be
incinerated

Waste high
molecular
compounds

• Waste HMCs shall be incinerated. However, if incineration is
difficult, they can be buried on managemental landfill
facilities after getting crushed and cut or melted into sizes
with maximum diameters not exceeding 15cm.
• Waste paints and lacquers shall be incinerated in high

Waste paints,

temperature, or the remnants after recovering materials,

waste lacquer

which can be recycled like organic solvents, shall be
incinerated in high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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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sts or small fragments or things, which can be broken to
pieces by an adult's grip, shall be processed by melting at
high temperature or by solidifying.
• Solidified asbestos wastes, which is not a matter of concern
for scattering, shall be put into polyethylene sacks or other
similar sacks, then buried on hazardous wastes landfill
facilities. However, they must get sufficiently watered or
molded at any time.
• Dustproof masks, working clothes and vinyl sheets used on
floors, used during dissolve and removal operation of
asbestos wastes, must be either buried on hazardous waste
landfill facilities after getting double-packed by high density
water resisting sacks, or solidified, or melted at high
Asbestos
wastes

temperature.
• Shall be buried in a fixed place within the landfill facilities,
and a sign post informing that there are asbestos wastes
buried, shall be installed.
Asbestos wastes landfill sign post
Types
Amount(㎥)
Size(㎥)
Location
Period
Managing organ
(Phone No.)
Remark 1. A sign post shall be installed to be recognized easily
2. Gauge of sign: Larger than the size of width 80cm×height 80cm
3. Color of sign: Black lines & letters on a yellow ground

Slags, Waste
molding
sands, Waste
sands, Waste
refractories,
Pieces of
ceramics,
Waste
catalysts

• Shall be stabilized or processed with cements·HMC or
solidified using similar methods or buried on managemental
landfill facilities. However, waste catalysts including
combustibles can be incinerated and in case of incinerating
waste catalysts including halogen materials, it must be done
at high temperature.
• Waste absorbents, which had absorbed combustible

Waste
absorbents

materials that need to be incinerated at high temperature,
shall be incinerated at high temperature, and incombustible
materials shall be buried on managemental landfill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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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te absorbents, which had absorbed combustible
materials that need to be incinerated at ordinary
temperature, shall be incinerated and incombustible
materials shall be buried on managemental landfill facilities.
• Shall be stabilized or solidified using cements·HMCs or
solidified by similar methods.
• Waste absorbents including mineral oils·animal oils or
vegetable oil must be recycled by extracting the absorbed
oils.
• Shall be buried on managemental landfill facilities after
putting them into a polyethylene sack or sacks made out of
Dusts

similar materials.
• Shall be stabilized.
• Shall be solidified using cement·HMCs or by similar
methods.
• Shall be buried on a managemental landfill facility

Ash

• Shall be stabilized
• Shall be solidified by using cements·HMCs or methods
similar to them
• Waste pesticides in liquid form shall be incinerated at high

Waste
pesticides

temperature or melted, and for those in solid forms shall be
incinerated at high temperature or melted or buried on
isolated landfill facilities.
• Shall be incinerated
• Shall be solidified by using cements·HMCs or methods
similar to them
• Shall be stabilized, with less than 85% of moisture
containing
• Shall be buried on managemental landfill facilities, with less

Sludges

than 85% of moisture containing
• Organic sludges from businesses discharging more than
2,000m 3 of wastewater shall not be landfilled directly. They
must be incinerated, or solidified by using cements·HMCs or
methods similar to them, or used as fertilizers after getting
through biological process, or disposed according to the
uses and methods, which were established and noticed by
the minister of environment.

Stabilization
and
solidification
processed
materials

• Shall be buried on managemental landfill facilities, which are
capable of landfilling hazardous was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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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ll be disposed by neutralization, hydrolysis, oxidation and
Waste poisons

reduction
• Shall be melted or incinerated at high temperatures
• Shall be solidified
• Shall be incinerated
• Recyclable waste filters must be crushed, separating scrap
irons, filter papers, rubbers and waste lubricating oil, to

Waste oil
filters

separately collect and select for recycling. Crushed materials
like filter papers and rubbers, which are not recyclable,
should be either incinerated or buried.
• In case of recycling waste filters after distillation, waste oil
and scrap irons shall be separated and collected at the
distillation facility for recycling.

■ Waste collection·transportation warrants
• A person who collectsㆍtransports waste, shall attach waste collectionㆍtransportation warrants
on the vehicle used if he comes under one of the following articles. However, in case of
collectingㆍtransporting wastes by railway vehicles or vessels, the person shall be in possession
of the warrants.
- In case of the person who installsㆍoperates wide area waste disposal facility,
collectsㆍtransports wastes(excepting the case of collectingㆍtransporting household wastes)
- In case of a commercial waste discharger transports the wastes outside the business place,
which were generated from his business place
- In case of collectingㆍtransporting wastes by the person, who collectsㆍtransports wastes in
association
- In case of a waste disposer collectsㆍtransports wastes
- In case of a waste recycle applicant collectsㆍtransports wastes, that are recyclable

6.2. Uses and methods of recycling wastes
1. In case of using combustible solid wastes, fitting energy recovery standards
2. In case of using recycled commercial wastes except hazardous wastes, as materials for
mounding, sub-basing, road-basing and soil covering on landfill facilities
A. Wastes, which are objects of recycling are, slags, dusts, pieces of ceramics, coal cinders,
used briquets, clayish-coking waste molding sand, waste limes, waste plasters, waste
refractories, waste concrete electric poles, waste stones generated from bentonite
production process or stone processing procedure, waste ready-mixed concrete returned
from construction sight or generated from production process and inorganic slu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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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6.
7.
8.
9.

B. Uses of recycling are come under, when used for confirmed and approved construction or
engineering works in accordance with related ordinances, as materials for mounding,
sub-basing, road-basing and soil covering on landfill facilities
C. Following articles shall be observed when recycling
1) Foreign substances like metals, woods, garbages must be removed
2) Coal cinders, used briquets and clayish-coking waste molding sands must be mixed
with earthy materials, which are either ordinary or recycled using construction wastes,
for more than 50% of volume to be used
3) In case of recycling waste lime, waste plasters
a) Wastes, which are objects of recycling, shall be within the limit of hazardous
materials contents
b) In case of using them as materials for mounding and soil covering on landfill
facilities, they have to go through a proper recycling processes like mixing and
neutralizing with ordinary earthy materials, after getting sorted and crushed
(1) Ordinary earthy materials should be mixed considering landform, whether it
harms environment or not and work stability, or alternately used by layers in
regular thicknesses to mix and neutralize waste limes
(2) In case of mixed using with ordinary earthy wastes, the ratio in volumes must be
more than 80% for waste limes and 70% for waste plasters
(3) When by-products are generated while processing waste limes by sorting,
crushing, mixing and neutralizing to lower the hydrogen ion concentration, the
environmental effects caused by waste limes and by-products shall be examined
(4) For more than once a month, the water quality of leachate, ground stability and
the quality of adjacent subterranean water must be measured and reported
(5) There shall not be consequences like secondary environmental pollution,
reduction of ground stability and re-lose of mounded soil, due to the water
quality of leachate, when recycling
(6) Regulations shall be fulfilled when using them for soil covering purpose on
landfill facilities
In case of using waste tires, as cut-off materials for landfill facilities or extracting fuels like
gases and oils from waste tires in heat degradation facilities
In case of using, animal and plants materials remaining, organic sludges, waste edible oils
and remaining materials from producing·distributing·using foods and beverages, as fertilizers
on arable lands or foods for farm animals
In case of providing processed dusts as raw materials to the original discharger or recovering
metals from dusts or slags by methods like melting and extracting
In case of processing waste synthetic fibers to raw materials for textile products, by sorting
and crushing
In case of processing waste plastics to regenerated raw materials, or producing moulded
products using waste plastics for more than 80% in weight
In case of processing waste glass to raw materials for glass products, construction and
engineering works, by crushing or degrading
In case of recycling waste active carbon, waste catalyst, waste absorben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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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ilization·solidification processed materials for the original purposes, or processing them to
raw materials for relevant products
10. In case of producing rubber products like regenerated rubbers and floor materials by
recycling waste rubbers like waste tires or waste rubber belts, or processing waste rubbers
to raw materials for active carbon or rubber products
11. In case of recycling wastes come under one of the following sub-items, by adapting the
standards that had been set and noticed by the minister of environment
A. Waste woods
B. Forrest tree wastes like roots, trunks and branches, which were generated from timbering,
mountain area improvement and construction works
C. Wastes generated like sawdusts, tree barks and wood scraps, which are not contaminated
by foreign substances, from the production process of physically processing woods in
natural condition
12. In case of making decomposed soils or earthworm feces soil by using organic sludges or
foods waste
13. In case of using waste acids·waste alkalis as a wastewater disposal material in public
sewage plants, facilities preventing the water quality and terminal disposal plants
14. In cases of converting bumpers·doors·bonnets of waste vehicles or waste electronic goods
into reusable conditions, and recovering metals·plastics·glass by crushing, melting and
extracting waste vehicles, waste electronic goods, waste fluorescent lamps or waste
batteries, and recovering marketable metals from the remnants after heat-utilizing crushed
materials
15. In case of using waste fishing nets as microorganism carriers in environmental facilities
16. In case of using waste limes as barriers in landfill facilities, which are located near the ocean,
after mixing and hardening with firming agents and earthy materials
17. In case of using waste railroad ties, in the way of retaining their original forms, as outdoor
stairs, outdoor floor materials, or as subgrade course reinforcements
18. In case of using waste catalysts, whose main components are silicon dioxide or aluminum
oxide, as cement reinforcements or concrete confusions after crushing them
19. In cases of producing light weight aggregates like footpath blocks, which are authenticated,
by solidifying or caking organic sludges, or using organic sludges as raw materials in
cement factories, or using organic sludges as raw materials for recycled products after
carbonizing
20. In case of using stone flours, which were generated from quarrying, as filling materials when
restoring the lower parts of quarries, or treating them to construction·engineering materials,
which had used more than 40% of the raw materials in weight
21. In case of producing absorbents by carbonizing food wastes
22. In case of repairing other person's commercial wastes to convert them into reusable
conditions for the very same use
23. In cases of reusing waste molding sands, which are generated from other business places, as
molding sands, or projecting waste molding sands into metal melting reactor as additional
materials or sub-raw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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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Types of hazardous wastes
• Waste high molecular compounds
- Waste synthetic resins(except the ones in solid forms)
- Waste synthetic rubbers(except the ones in solid forms)
1. Wastes

• Sludges (limit to the ones containing less than 95% of moisture or more

generated from

than 5% of solid forms)

specific facilities

- Wastewater disposal sludges
- Production sludges
• Waste pesticides (limit to the ones generated from the businesses, which
produce and sell pesticides)
• Waste acids (limit to the wastes in liquid forms, whose hydrogen ion

2. Corrosiveness
wastes

concentration index is less than 2.0)
• Waste alkali (limit to the wastes in liquid forms, whose hydrogen ion
concentration index is less than 12.5, including potassium hydroxides and
sodium hydroxides)
• Slags (excepting blast furnace slags due to the use of iron ores)
• Dusts (limit to the ones gathered from air pollution preventative facilities
except the ones generated from incinerators)

3. Wastes
containing
hazardous
materials

• Waste molding sands and waste sands from sand blasting
• Waste refractories and pottery pieces, which were glazed before secondary
firing
• Cinders
• Stabilization and solidification processed materials
• Waste catalysts
• Waste absorbents (including waste earthy materials used for refining
mineral oils, animal oils and vegetable oils)

4. Waste organic

• Halogens

solvents

• Other waste organic solvents
• Wastes generated from recycling facilities or painting facilities exceeding

5. Waste paints
and waste
lacquers

5㎥ of capacity or 3hp of motor power or paint and lacquer producing
industries
• Those mixed with organic solvents to remove remaining paints in paint
containers
• Waste paint containers

- 377 -

인도네시아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6. Waste oil

• Including the ones, which contain more than 5% of oil elements

• Those generated from dismantling·removing products or equipments, which
contains more than 1% of asbestos by adapting dehydrated solid contents
as the standards
7. Waste asbestos

• Small fragments generated from grinding·cutting·processing solidified
asbestos products like slates, and dusts collected from dust collectors in
grinding·cutting·processing facilities
• Vinyl sheets used on floors·dustproof masks·working clothes, which were
used in asbestos removal operations

8. Waste poisons

• In case of abolishing poisons
• Wastes generated from medical facilities or experimental and inspection
institutions
- Tissue wastes: Parts of human·animal tissues, internal organs and bodies,
or dead bodies of animals, or blood, grassery juice and haematopoesis
materials(blood serums, blood plasmas, blood formulations)
- Pathologic wastes: gloves, mediums, cover glasses, slides, test tubes, strain
custodies, culture mediums and culture fluids used for experiments or
inspections
- Damage wastes: injection syringes, stitching needles, scalpels, oriental
medical needles, dental needles and broken glass pieces of test

9. Medical wastes

equipments
- Biological·chemical wastes: waste vaccines, waste carcinostatis substances,
waste chemotherapy substances
- Blood contagious wastes: waste blood bags, wastes generated from
hemodialysis, and other wastes containing much blood almost get spilled,
which need special management
- Absorbent cottons, bandages, gauze, disposable diapers, hygienic bands,
disposable syringes and fluid sets, which are containing blood, body fluid,
secretions and body wastes
- Every wastes generated from medical treatments for isolated patients to
protect others from contagious diseases

10. Others

• Other hazardous substances that can pollute peripheral environments,
which were fixed and noticed by the minister of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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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Observance matters for waste processors
• Waste processors shall not collect or transport wastes with vehicles that are
not exclusively or temporarily permitted, and shall not load wastes and
other materials together on a same vehicle
• Waste processors shall make out contract documents with the consignors
on business name, location, representative and period of consignment,
quantities of each classified wastes, properties․conditions and handling
directions of wastes, transportation places․unit prices and costs of each
classified wastes, processing places․unit prices or costs, and shall keep them
for three years
• Waste collectors, transporters, intermediate processors, final disposers and
composite processor shall make sure that collecting․transporting or
processing of wastes do not cause environmental pollutions
• A consigned waste processor shall send processing capacity confirmations
1. Common facts

to each consignees, when he has been commissioned to
collect․transport․process wastes, and if the wastes that he intends to be
consigned, are difficult to processed in his facilities or exceed the capacity,
he shall not be trusted with the wastes
• Waste collector shall not refuse to submit nor make false presentations of
the copies of processing capacity confirmation and waste processing license
or copies of the documents, which confirm the contract guarantee
• When wastes cannot be collected nor transported, due to cancellation of
approval and business suspension or quitting, the person in charge shall
return the issued licenses
• A waste processor shall not reject the requested consignment of waste from
a discharger without proper reasons, such as suspension, quitting, excess of
collection or transportation capacities
• A waste processor must maintain facilities, equipments and technical
capabilities
• Waste transporters and collectors can conclude a consignment contract
with bodies, who request for waste collection and transportation, when it
comes under one of following cases. In this case, the unit prices for

2. Waste
transporters and
collectors

transporting and collecting wastes shall be classified and recorded.
- If there had been a carry in contract made between those bodies, who
collects․transports wastes and who installs․operates public processing
facilities
- In case of a waste collector․transporter and waste discharger coming to an
agreement for an ex-post settling up of processing cost, within a month
after carrying in wastes into public processing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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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te transporting consignment cannot be re-consigned. Waste
collecting․transporting shall not be consigned exceeding the consignee's
ability
• Consigned wastes shall not be stored in other places than the proper
processing places, which had been appointed by the discharger
• Consigned wastes shall not be re-consigned neither, with the original
properties or conditions
• If any changes in properties or conditions of organic solvents occurs due to
the changes of either discharging process or collecting․discharging business
places, those who recycle waste organic solvents into refined organic
solvents(ROS) must analysis its components and keep the results for three
3. Intermediate,
final and
composite
processors

years
• Those who recycles waste oils into purified fuel oils(PFO), shall provide
them to those who use them directly or those who produce high-quality
PFOs using normal PFOs as the raw materials either, in thermal
decomposition process or distillation under reduced pressure process
• Those who produce PFOs from waste oils, those who produce ROSs using
waste organic solvents, those who produce RDFs from waste oils, or those
who provides scrap irons and waste oils by crushing․distilling waste oil
filters, shall prepare supply plans on PFOs, ROSs, WDFs and scrap irons and
submit them to the heads of competent environmental authorities, before
providing them

6.5. Standards on facilities and equipments for waste disposal business
■ Standards on waste collecting․transporting businesses
• Equipments
1. Household
wastes

- More than one sealed up transporting vehicles
- More than one compressing vehicles or pressing vehicles
- More than one vehicle attached with mechanical loading equipment
• Contact place or office
• Equipments
- In case of collecting․transporting wastes in liquid forms : more than two

2. Commercial
wastes

tank lorries or cargo trucks
- In case of collecting․transporting wastes in solid forms : more than two
arm-roll trucks, container trucks, dump trucks, sealed up transporting
vehicles, compressing vehicles or mechanical loading equipment attached

- 380 -

부록

vehicles
• Contact place or office
• Equipments
- In case of collecting․transporting wastes in liquid forms : more than two
tank lorries or cargo trucks
- In case of collecting․transporting wastes in solid forms : more than three
3. Hazardous
wastes

arm-roll trucks, container trucks or dump trucks
• Facilities
- Parking place: must be in scale of allowing more than 30m 2 of area per
equipment
- Car washing facilities: more than 20m 2
• Contact place or office

■ Standards on intermediate processing businesses : Intermediate processing of
wastes, other than hazardous wastes
• Laboratories
• Incineration facilities: Processing capability over 2tons per hour
• Storage facilities: Must be large enough to store the amount of wastes,
above 10 daily processing capabilities, but below 30 daily processing
1. Specialized in
incinerating

capabilities
• More than one set of measuring facility
• Experimental devices, which can measure and analyze sulfurous acid
gas․hydrogen chloride․nitrogen oxide․carbon monoxide and dusts, among
the air contaminants in exhausted gas
• More than one collecting․transporting vehicle
• Processing facilities: Processing capability over 200kg per hour

2. Specialized in
mechanical
processes

• Storage facilities: Must be large enough to store the amount of wastes,
above 10 daily processing capabilities, but below 30 daily processing
capabilities
• More than one set of measuring facility
• More than one collecting․transporting vehicle
• Processing facilities: Processing capability over 5tons per day

3. Specialized in

• Storage facilities: Must be large enough to store the amount of wastes,

chemical or

above 10 daily processing capabilities, but below 30 daily processing

biological

capabilities(if the processor is equipped with biological processing facilities,

processes

which process wastes right after the collection․transportation in prevention
of decomposition and stench generation, storage facilities do not hav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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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installed)
• More than one set of measuring facility
• More than one collecting․transporting vehicle
• Storage facilities: Must be large enough to store
the amount of wastes, above 10 daily processing
capabilities, but below 30 daily processing
capabilities. However, in case of installing them
outside, a sealed up storage facility shall be built,
only for wastes
• Feedize facilities(only comes under when recycled
In case of recycling
animal remnants as the
raw materials for feeds
or oils and fats

as the raw materials for feeds)
• Dissolution facility: A facility, which heats and
dissolves animal remnants, with an internal capacity
above 20m 3
• Segregation facility: A facility, which segregates
solid contents and oily substances discharged after
dissolving, with an internal capacity above 20m 3

4. Specialized in

• Centrifugation facility: More than one set of those

recycling

facilities, which remove impurities from oils and fats
by centrifugal force, with a power more than 20 hp
• Car washing facilities: more than 20m 2
• More than one collecting․transporting vehicle
• Storage facilities: Must be large enough to store
the amount of wastes, above 10 daily processing
capabilities, but below 30 daily processing
In case of other
recycles

capabilities. However, it can be replaced to facilities
with waterproof floors and roofs, to prevent
rainwater soaking in.
• More than one set of intermediate processing
facilities
• More than one collecting․transporting vehicle

• Storage facilities: Must be large enough to store the amount of wastes,
above 10 daily processing capabilities, but below 30 daily processing
5. Other recycles

capabilities. However, it can be replaced to facilities with waterproof floors
and roofs, to prevent rainwater soaking in.
• More than one set of intermediate processing facilities
• More than one collecting․transporting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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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ards on intermediate processing businesses : Intermediate processing of
hazardous wastes
• Laboratories
• Experimental equipments: Experimental equipments shall be able to
measure hydrogen ion concentration, bio chemical oxygen demand,
chemical oxygen demand, the amount of suspended solids(SS) and the
quantity of hazardous substances from rendering experiment, which is one
of waste process testing methods
1. Common
facilities and
equipments

• Storage facilities: Must be large enough to store the amount of wastes,
above 10 daily processing capabilities, but below 30 daily processing
capabilities
• Parking place: must be in scale of allowing more than 30m 2 of area per
vehicle
• Car washing facilities: more than 20m 2
• More than one set of measuring facilities
• More than one collecting․transporting vehicle(comes under only for
occasions, when the intermediate processor collects and transports wastes
by himself)
• Wastes objected for high temperature incineration and melting: High
temperature incinerators or high temperature melting facilities, which have

2. Individual
facilities

a processing capability of more than 200kg per hour
• Wastes objected for ordinary incineration: Incinerator, which has a
processing capability of more than 2tons per hour
• Wastes objected for mechanical․chemical or biological processes: Facility
with a processing capability of more than 5tons a day

■ Standards on intermediate processing businesses : Recycling hazardous wastes
• Storage facilities: Must be large enough to store the amount
1. In case of
recycling waste
oils into purified
fuel oils(PFO)

Common
facilities and
equipments

of wastes, above 10 daily processing capabilities, but below
30 daily processing capabilities
• Flux measuring facilities: More than one set of flux
measuring facilities for each storage facilities
• More than one collecting․transporting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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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case of recycling waste oils by thermal decomposition
process or distillation under reduced pressure process: A
facility with a capability of processing more than 20kg of
waste oils a day
• In case of recycling waste oils by chemically purifying or
other means: A facility with a capability of processing more
than 20kg of waste oils a day, which is suitable for following
standards
- Boiler: More than 2tons of evaporation loss per hour or
more than 800,000kcal of caloric value
- Reaction silo: More than 1 silo with an agitator installed
and having an internal capacity above 5m 3
- Chemical storage silo: More than 1 silo with an internal
capacity above 4m

3

- Flux regulation silo: More than 2 silos with an internal
capacity above 3m 3 each
- Preprocessing filter: More than 1 filter with a processing
capability above 7.5m 3 per hour
- Centrifuge: More than 1 centrifuge with a processing
Individual
facilities

capability above 5m

3

- Evaporation device: A facility, which can extract the
remaining moisture out of 3m 3 of waste oils per hour by
heating, with a condenser or a waste gas incineration
equipment installed
- Waste oil transferring devices and subsidiary facilities
• In case of recycling waste oils into emulsified PFOs: A facility
with a capability of processing more than 20kg of waste oils
a day, which is suitable for following standards(If the
recycling method used in the facility is one of the followings;
chemical purification, distillation under reduced pressure,
thermal decomposition and others, then only mixers, waste
oil transferring devices and subsidiary facilities can be
installed)
- Boiler: More than 2tons of evaporation loss per hour or
more than 800,000kcal of caloric value
- Reaction silo: More than 1 silo with an agitator installed
and having an internal capacity above 5m 3
- Chemical storage silo: More than 1 silo with an internal
capacity above 4m 3
- Flux regulation silo: More than 1 silo with an internal
capacity above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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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processing filter: More than 1 filter with a processing
capability above 7.5m 3 per hour
- Centrifuge: More than 1 centrifuge with a processing
capability above 5m 3
- Mixer: More than 1 mixer with an agitator installed and
having an internal capacity above 3m

3

- Waste oil transferring devices and subsidiary facilities
• Storage facilities: Must be large enough to store the amount of wastes,
above 10 daily processing capabilities, but below 30 daily processing
capabilities
• Laboratories
2. In case of
recycling waste
organic solvents
into purified fuel
oils(PFO)

• Experimental devices and equipments to measure and analyze the
followings
- Hydrogen ion concentration(pH)
- Chemical oxygen demand(COD)
- Suspended solids(SS)
- Specific water pollutants contained in waste organic solvents
• More than 1 set of flux measuring facilities for each storage facility
• More than 1 set of recycling facility, which recycles waste organic solvents,
among intermediate processing facilities
• More than one collecting․transporting vehicle
• Facilities must be large enough to store the amount of
Storage

wastes, above 10 daily processing capabilities, but below 30

facilities

daily processing capabilities, and also, must be able to
collect waste oils leaking from waste oil filters
• In case of recycling waste oil filters by crushing
- Crushing facilities: More than 1 set of crushing facilities,

3. In case of

which can process wastes more than 200kg per hour

recycling waste oil

- Compressing facilities: More than 1 set of compressing

filters
Processing
facilities

facilities, which can compress waste paper with a power of
more than 15hp, and segregate oils
• In case of recycling waste filters by distilling
- Distillation facilities: More than one set of distillation
facilities with an internal capacity of more than 5m 3
- Condensation facilities: The internal capacity shall be over
3m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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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ards on final disposal businesses
• Laboratories
• Landfill facilities over 3,300m 2 in size, or with a burying capacity over
10,000m
1. Final disposal
of wastes, other
than hazardous
wastes

3

• Experimental devices, which can measure and analyze the items in leachate
discharging allowances
3

• More than 1 excavator with a bucket capacity over 0.6m , which is capable
of hardening works
• Car washing facilities: Over 30m 2
• More than 1 set of measuring facilities for the collecting․transporting
vehicles
• More than one collecting․transporting vehicle
• Laboratories
• Experimental devices, which can measure and analyze the items in leachate
discharging allowances
• Landfill facilities over 10,000m 2 in size, or with a burying capacity over
30,000m 3
2

• Parking place: must be in scale of allowing more than 10m of area per
vehicle(comes under only for occasions, when the final processor collects
2. Final disposal
of hazardous
wastes

and transports wastes by himself)
• Car washing facilities: Over 30m

2

• More than 1 set of measuring facilities for the collecting․transporting
vehicles
• More than one collecting․transporting vehicle(comes under only for
occasions, when the final processor collects and transports wastes by
himself)
3

• More than 1 excavator with a bucket capacity over 0.6m , which is capable
of hardening works
• More than 1 set of measuring devices like levels and rods to measure the
height buried

■ Standards on final disposal businesses
○ Laboratories
○ Experimental devices and equipments
- Experimental devices and equipments to be prepared, when either intermediately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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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ly, processing wastes
○ Equipments
3

- More than 1 excavator with a bucket capacity over 0.6m , which is capable of hardening
works
- More than 1 set of measuring devices like levels and rods to measure the height buried
- More than one collecting․transporting vehicle(comes under only for occasions, when the
final processor collects and transports wastes by himself)
○ Facilities
- Storage facilities: Must be large enough to store the amount of wastes, above 10 daily
processing capabilities, but below 30 daily processing capabilities
2

- Parking place: must be in scale of allowing more than 30m of area per vehicle
- Car washing facilities: Over 30m

2

- More than 1 set of measuring facilities for the collecting․transporting vehicles
- Crushing or compressing facilities with a daily processing capability over 500tons
- Incineration facilities with a processing capability over 2tons per hour
- Solidification or stabilization facilities with a daily processing capability over 5tons
- Chemical processing facilities like reaction․evaporation․concentration․condensation․
precipitation facilities, with a daily processing capability over 5tons
2

- Landfill facilities over 10,000m in size, or with a burying capacity over 30,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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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Types of waste processing facilities
• Ordinary incineration facilities
• High temperature incineration facilities
Incineration
facilities

• Thermal decomposition facilities(including gasification facilities)
• High temperature melting facilities
• Heat treatment compounding facilities
• Cement kilns and blast furnaces(equipped with commitment
facilities to process wastes)
• Compressing facilities(with a power above 10hp)
• Crushing·grinding(with a power above 20hp)
• Cutting facilities(with a power above 10hp)

Mechanical
1. Intermediate

processing
facilities

processing

• Melting facilities(with a power above 10hp)
• Waste-to-fuel facilities
• Evaporation·condensation facilities
• Refining facilities
• Oil & water segregation facilities

facilities

• Dehydration·drying facilities
• Pasteurization·grinding facilities
Chemical
processing
facilities
Biological
processing
facilities

• Solidification·stabilization facilities
• Reaction facilities
• Condensation·precipitation facilities
• Feedize·fertilize·destroying facilities(Limited to only those
facilities with a daily processing capability over 100kg.
Including feedize·fertilize facilities)
• Aerotropic·anaerobe decomposition facilities
• Other facilities, which had been approved and noticed by

Others

the central government for a safe and intermediate
processing of wastes
• Isolated landfill facilities

Landfill
2. Final disposal

facilities

• Managemental landfill facilities(Including subsidiary facilities
such as leachate processing facilities, gas incineration
facilities, gas generation facilities and waste-to-fuel
processing facilities)

facilities

• The rest facilities, which had been approved and noticed by
Others

the central government for a safe and final processing of
was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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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Installation standards on waste processing facilities
■ Intermediate processing facilities
• Incineration facilities shall stand against the weight itself, live load and
other extra weights, and shall be built out of materials, which can resist the
chemicals, heats, humidity, exhaust gas, exhaust water and impacts,
generated from processing wastes
1. Common
standards

• Shall be installed with equipments, which prevent the wastes scattering or
flowing out
• Shall be installed with facilities, which can process air·water pollutants
generated from processing wastes
• The floors of waste processing facilities shall be paved with waterproof
materials like cement and asphalt
• Shall be equipped with a sufficient amount of supplementary
combustion equipments like additional burners, to control
preheating and temperature of combustion chambers, thermal
decomposition chambers and high temperature melting
chambers
• Devices shall be installed, which stably provide oxygen or air
for combustion to combustion chambers, thermal
decomposition chambers and high temperature melting
chambers
• When installing a chimneys, they must have heights and
structures considering ventilations and air spreading of
exhausted gas

2. Incineration

Common

facilities

standards

• Shall be safely structured to take precautions against fires and
explosions, and shall be equipped with necessary equipments
like fire extinguishers
• Signs must be posted with necessary informations on them,
such as the scale of facility, types of processed wastes,
incineration methods, names of the designer·constructor and
their contacts, which are indicated by unerasable and
undestroyable means
• A manometer shall be installed in combustion chambers,
thermal decomposition chambers and high temperature
melting chambers to detect the changes in pressure
• If the processing capability per hour is over 2tons, weighing
equipments must be installed to weigh the wastes carried in
• At the final exits of each combustion chamber, thermal
decomposition chamber and high temperature me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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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ber, an exit temperature measuring slot and an
automatic temperature recorder, which can measure the exit
temperature up to 300℃ more than the standard(for first
impingers the device should be able to measure the exit
temperature up to 600℃ more than the standard), shall be
attached
• If the outside of combustion chambers, thermal
decomposition chambers and high temperature melting
chambers are covered with steel plates, either the core shall
be painted with heat-resistant paints or insulation processed,
or the facilities shall be constructed with firebricks and
castable refractories to maintain the outer surface temperature
below 80℃
• First impingers among the air pollution preventing facilities,
shall be either equipped with cooling devices or installed with
waste heat recovery facilities
• Waste drops and cleaning slots shall be made with those
materials, which can endure high temperature, and shall be
able to prevent neither external air coming in or combustion
gas going out
• Shall be able to watch the internal combustion states and
prevent the ashes scattering when removing cinders
• Facilities preventing the stenches generated from waste
carrying in slot and storage silos to leak outside, shall be
installed
• Incineration facilities with a processing capability over 25kg
per hour, shall install facilities to observe dioxin discharge
standards
• The exit temperature of a combustion chamber shall be over
850℃
• Combustion chambers must be built in those structures, which
allow combustion gas to stop for more than 2 seconds and to
Ordinary
incineration
facilities

be mixed sufficiently. In this case, the stoppage time is
calculated with the volume of combustion gas converted to
the volume at 850℃
• Shall be equipped with an incineration performance of
keeping the loss ignition of bottom ashes below 10%
• In case of using continuous injection method among the
incineration formulas without secondary combustion chamber,
the chamber shall be installed in a double-door structur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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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t off external air. The combustion chamber must be able to
maintain a higher temperature than the exit temperature
• In case of using an incineration method which injects wastes
in bulk, a gasification chamber, which gasifies with a small
amount of air, must be attached to the combustion chamber.
In this case the gasification chamber is not regarded as a
combustible chamber when calculating the combustion gas
stoppage time
• The exit temperature of secondary combustion chamber shall
be over 1,100℃
• Secondary combustion chambers must be built in those
structures, which allow combustion gas to stop for more than
High

2 seconds and to be mixed sufficiently. In this case, the

temperature

stoppage time is calculated with the volume of combustion

incineration

gas converted to the volume at 1,100℃

facilities

• Shall be equipped with an incineration performance of
keeping the loss ignition of bottom ashes, that are discharged
from high temperature incineration facilities, below 5%
• Must have a secondary combustion chamber attached to the
first one
• Waste injection device, thermal decomposition chamber, gas
combustion chamber and heat recovery device shall be
installed
• In case of burning thermal decomposition gas, the exit
temperature of a gas combustion chamber shall be over
850℃

Thermal

• In case of burning thermal decomposition gas, gas

decompositi

combustion chambers must be built in those structures, which

on facilities

allow gas to stop for more than 2 seconds and to be mixed
sufficiently. In this case, the stoppage time is calculated with
the volume of combustion gas converted to the volume at
850℃
• Shall be equipped with a performance of keeping the loss
ignition of bottom ashes, that are discharged from thermal
decomposition chambers, below 10%
• The exit temperature of a high temperature melting facility

High

shall be over 1,200℃

temperature • High temperature melting facilities must be built in those
melting

structures, which allow the combustion gas to stop for more

facilities

than 1 second and to be mixed sufficiently. In this case, the
stoppage time is calculated with the volume of combu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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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 converted to the volume at 1,200℃
• Shall be equipped with a performance of keeping the loss
ignition of leftovers, that are discharged from high
temperature melting facilities, below 1%
• Shall be able to crush, grind and cut wastes into pieces, which
are under 15cm in maximum diameter
Crushing·
grinding·
cutting
facilities

• A device, which controls the sizes of crushed, grinded and cut
pieces, shall be installed
• Shall be equipped with a facility, which prevents the scattering
of dusts generated from crushing, grinding and cutting
• Carrying in devices, crushing·grinding·cutting devices and

Melting
facilities

carrying out devices must be installed
• Must be equipped with facilities, which can clear the stenches
generated from melting procedure
• Evaporation·concentration silos shall be constructed with
incorrodible and undestroyable materials
• Evaporation·concentration facilities using combustion gas
must install a temperature controllable device and a
temperature indicator with them, and an safety valve must be

Evaporation·
concentratio
3. Mechanical

n facilities

processing

additionally installed with those facilities
evaporate·concentrate wastes by vacuum evaporating
• A device, which can control the amount of evaporation and
concentration, shall be equipped
• Shall be possessed of a facility, which can process toxic gas

facilities

generated when evaporating and concentrating wastes
• Shall be built in a structure, preventing an inflow of external
air or an outflow of gas generated from evaporation and
Refining
facilities

concentration facilities
• Must be installed with am equipment, which can process toxic
gas generated when refining wastes
• A device, which can control the amount of waste put in
• Shall be built in a structure, preventing an waste oil leakage
to the exterior of the facility
• A device, which prevents an upstream current of the

Oil & water
segregation
facilities

segregated water, shall be installed
• The capacity of a recovered oil storage silo, shall be over 3m 3
• Recovered oil storage silos must be built in a structure,
preventing an outflow of waste oil and shall be constructed
with incorrodible and undestroyable materials
• A net must be installed on the suction part to filter foreign
matters among waste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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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evice, which can control the amount of waste oil put in,
shall be installed
• It shall be a facility that can dehydrate the moisture content
down to below 85%
• Must be possessed of an equipment, allowing the wastewater
generated while dehydrating to be run into the wastewater
Dehydration
facilities

processing facilities
• A device, which can control the amount of dehydration, shall
be installed
• Must have a structure, preventing an outflow of wastewater,
generated from the dehydration or the wastes in liquid forms,
to the exterior of the facilities
• A device, which can control the drying temperature, shall be
installed in suction typed facilities or heating typed facilities

Drying
facilities

• A natural typed drying facility must have covers to prevent
the rainwater flowing in
• Shall be equipped with an equipment, which can process toxic
gas generated from drying procedures
• Shall be processed by sealed up type and automatic control
type methods, and a device, which continuously and
automatically records processed date, processed temperature,
processed pressure and processed time all together
• Shall be safely structured to take precautions against fires and
explosions, and shall be equipped with necessary equipments
like fire extinguisher
• Must be equipped with equipments, those prevent stenches
and those process the moisture content to be below 50%
• Must be equipped with a grinding facility, which can crush the

Pasteurization·
grinding
facilities

original shape of wastes into unusable shapes
• Shall be equipped with facilities, which can keep up their
performances at the following levels
- For those facilities, which heat wastes at high temperature
after percolating moisture into them by steam, wastes shall
stay in the sterilized chamber for more than 30 minutes at
the temperature over 121℃ and under the pressure over
1kg/㎠ gauge
- For those facilities, which heat wastes in spiral heating pipes
at high temperature after percolating moisture into them by
steam, wastes shall stay in the sterilized chamber for more
than 40 minutes at 165±5℃ with the speed of revolution
over 4 times per minute in the spiral heating pipes,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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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olating moisture into wastes by steam at the
temperature of 100℃
• A device that automatically put wastes in, and a device that
automatically measure the amount of wastes put in, shall be
installed
• A device that evenly mixes cement, water and anti-rendering
Solidification
facilities

agents, and a device that controls the blending proportion,
shall be installed
• Must be equipped with facilities, which can cure the mixture
• Shall be equipped with facilities that convert wastes into

Stabilization
facilities

chemically·biologically stabilized substances by using
chemicals or organisms
• Shall be equipped with a device that processes toxic gas
generated from stabilizing procedure
• Reaction silos, devices controlling the amount of wastes
supplied, agitators and devices putting chemicals in shall be

4. Chemical
processing

Reaction
facilities

installed
• Reaction silos shall be constructed with incorrodible and
undestroyable materials
• Shall be equipped with a facility that processes toxic gas

facilities

generated from reactions
• Condensation·precipitation silos must have enough capacities
to keep up the appropriate stoppage time
• Condensation·precipitation silos, agitators and devices putting
chemicals in shall be installed
Condensation· • Agitators shall be able to be controlled on the speed of
precipitation
facilities

revolution
• Shall be structured allowing the discharge of condensed,
precipitated sludges
• If condensation·precipitation facilities are installed outside,
they shall be equipped with covers to prevent the rainwater

5. Biological
processing
facilities

Feedize·
fertilize·
destroying·
mold
producing
facilities

flowing in
• Must be equipped with those facilities, which can convert
wastes into physically·biologically stabilized substances
through the processes of sorting, crushing, mixing,
fermenting, destroying and digesting

Aerotropic· • Must be equipped with a facility that converts wastes into
anaerobe
biologically stabilized substances by using microorganisms
decompositi
• Must be equipped with a facility that processes the gas
on
generated from decomposing procedures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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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 disposal facilities(Landfill facilities)
• Outer facilities like wire nets shall be installed at the height over 1.5m
around the landfill facilities to prevent the going in and out of man and
animals
• At the entrance of landfill facilities, signs with the width over 100cm and
the height over 50cm indicating that it is a waste landfill facility, shall be
installed at the height over 100cm above the ground. In this case, the name
of the landfill facility, the types of buried wastes and the
addresses·names·phone numbers of the manager, designer, constructor and
supervisor shall be written on the sign.
• Embankments preventing the leakage of wastes, shall be safely installed by
considering facts like the weight of wastes to be buried, landfill sections
and the water level of leachate
• If the foundation is soft grounded, necessary actions like reinforcement
works shall be taken not to be concerned about the ground sinks. If base
rocks are exposed, necessary actions shall be taken to prevent the damages
might occur on barriers by the roughness of base rocks
1. Common
• Rainwater exclusion facilities must be installed for preventing the rainwater
standards
flowing in, to the landfilling site
• A measuring device shall be installed to weigh the wastes carried in
• Must be equipped with tire·car washing facilities for waste transporting
vehicles
• If leachate is generated due to the landfilling of wastes, inspection holes
verifying the contamination of underground water must be installed more
than 1 for the upper stream of groundwater layers and more than 2 for the
lower stream, by 2 months prior to the reported date of first use. In this
case, the groundwater inspection holes should be 10cm or more across, the
material used must be one of teflons, stainless steel and synthetic resin
pipes and must be structured preventing pollutants flowing in, to the holes.
• Those facilities with composition area over 150,000m 2 shall consider the
stability against earthquakes. For those with composition area under
150,000m 2, the stability against earthquakes can be an optional
consideration if it's recognized by the person, who is trying to install that
specific landfill facility.
• Floors and outer walls must be installed with structures that are built of
ferroconcrete with a compressive strength over 210kg/㎠ and a thickness
over 15cm, or can be installed with other waterproof structures with as
2. Isolated landfill
same level of interception forces as ferroconcrete structures
• The area of 1 section of inner walls should be less than 50m 2 in dimensions
facilities
or less than 250m 2 in volume. The thickness of inner walls must be installed
of ferroconcrete with a compressive strength over 210kg/㎠ and a thickness
over 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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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ers intercepting rainwater, and facilities preventing the rainwater fallen
around the landfill facilities to flow in, shall be installed

3. Managemental
landfill facilities

• Cut-off walls shall be constructed on the sides and floors with clay liners
like clay·clay-mineral mixed soil or with high polyethylene or similar
materials like engineering synthetic resin liners, to prevent leachate leakage
out of the landfill facilities, after considering the properties·conditions of the
wastes, height of wastes buried and topographic circumstances
- In case of using high polyethylene, and other engineering synthetic resin
liners with similar properties
ㆍThe thickness shall be over 2.0mm and it must be installed more than a
single fold(For hazardous wastes, the thickness should be over 2.5mm)
ㆍThe lower part of engineering synthetic resin liners, clay·clay-mineral
mixed soil shall be hardened to make the coefficient of permeability
less than 1/10,000,000cm per second, and also the thickness shall be
over 50cm (For hazardous wastes, it must be over 1m)
- In case of using clay·clay-mineral mixed soil, liners with a coefficient of
permeability less than 1/10,000,000cm per second and a thickness over
1m, shall be installed(In case of landfilling hazardous wastes, the thickness
must be over 1.5m)
• Must fit to the following standards
- On the cut-off facilities for the floors(the word 'on' means above the
geocomposit·geotextiles installed after installing engineering synthetic
resin liners as cut-off facilities), horizontal catchment·drainage facilities like
leachate catchment·drainage layers(the coefficient of permeability shall be
over 1/100cm per second and the thickness must be over 30cm) and
leachate catchment·drainage pipes shall be installed as well as leachate
catchment·drainage facilities like vertical water collecting wells
- If cut-off facilities are installed on the sides of landfill facilities with
engineering synthetic resin liners, drainage layers like
geocomposit·geotextiles or geonets with the permeation factors over
1/30,000m 2 per second, must be installed on the liners
- If cut-off facilities are installed on the sides of landfill facilities with clay
liners, sands shall be spreaded out with the permeation factors over
1/100cm per second and the thickness over 30cm
- Aggregates with sufficient gaps shall be installed around the
catchment·drainage pipes to prevent the pipes getting clogged
- Slope of floors in leachate catchment·drainage facilities shall be over 2%
• Below the floor of landfill facilities and side liners, a facility shall be installed
that is exclusive of the collected rainwater of groundwater. However, no
such a facility shall be installed when landfill facilities were installed in a
area where no rainwater flowing in or no groundwater existing, and if they
were installed in a structure without the need for explosion facilities.
• A leachate flux regulator must be installed to cope with the chang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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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leachate amount, and the regulator must be able to handle the amount of
leachate corresponding to the amount of rainwater, more than seven times
as much as the daily amount of most frequently rained quantity, among the
number of raining days with the amount of rainfall over 10mm during the
recent 10 years. The inner part of the regulator must be waterproof and a
flowmeter shall be installed at the inflow entrance.
A facility, which can process leachate down to the standards, shall be
installed and a flowmeter shall be installed at the discharging part of the
processing facility
If gas is generated due to the landfilling of hazardous wastes, either a
processing facility that collects and burns the gas or utilization facilities like
generation·waste-to-fuel facilities must be installed
The internal penetration road must be installed in a structure not damaging
the cut-off facilities during the carry in procedure of wastes
The equipment, which measures the water level of leachate, must be
installed on the lowest part of cut-off facilities
When burying waste asbestos, appropriate structures or equipments like
embankments shall be prepared to prevent other wastes getting mixed

6.8. Inspection standards on waste processing facilities
■ Incineration facilities

Installation
inspection

• Appropriateness of maintaining the incineration capability and combustion
conditions
• Maintaining the exit temperature of combustion chamber
• Stoppage time of combustion gas
• Appropriateness of loss bottom ash loss ignition
• Capacity and operating conditions of supplementary combustion devices
• Appropriateness of the air in combustion chamber and the operating
conditions of oxygen providing devices
• Appropriateness of the structure and ventilation of the chimney
• Preparations for explosions or fires
• Installation of pressure measuring device and its operating conditions
• Installations of device that puts in wastes and weighing equipment, and
their operating conditions
• Installations of exit temperature measuring slot, temperature indicator and
temperature recorder, and their operating conditions
• Appropriateness of the materials that were used inside
• Conditions of outer coverings of combustion chambers and its surface
temperature
• The temperature of gas inflow to the anti-air pollution facilities○Operating
conditions of devices that continuously measure and record the exhau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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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gular
inspections

•
•
•
•
•
•
•
•
•
•

gas
Structures, inflow․outflow of air and thermal resistances of waste drops and
cleaning slots
Installation of slots that are used for watching the inner combustion
conditions
Prevention measures against the scattering of cinders
Adhesion of signs and their mentioned items
Maintaining the proper combustion conditions
Installations of fire fighting equipments and their managemental realities
Operating conditions of supplementary combustion devices
Appropriateness of the temperature of exhausted gas
Loss ignition of bottom ash
Temperature of gas exhausted from the combustion chamber
Stoppage time of gas at the combustion chamber
Whether the facility and structure conditions are maintained or not, in
comparison to the installation inspection results

■ Landfill facilities
• Installation conditions of outer facilities
• Gauge of signs and their mentioned items
• Stabilities of embankment walls and embankments
• Details and conditions of ground base treatments
Common facts

• Installation details of rainwater exclusion facilities
• Operating conditions of weighing equipments
• Operating conditions of tire․car washing facilities
• Gauges, materials, installation structures and the
number of groundwater inspection wells
• Compressive strength․thickness of floors and outer
walls

Installation

Isolated landfill

inspections

facilities

• Section size, landfill capacity, thickness and
compressive strength of inner walls
• Details of installing covers and facilities which prevent
rainwater inflow
• The quality of materials, thickness and coefficient of
permeability of cut-off facilities
• Safety factors of specific tensile strength of

Managemental
landfill facilities

engineering synthetic resin liners
• The quality of materials, thickness, coefficients of
permeability, permeation factors and slope of leachate
catchment․drainage layers
• Installation details of groundwater exclusion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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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ze․details of water discharged of leachate flux
regulators, and the forms and operating conditions of
flowmeters
• Capacity and methods of leachate processing facilities
• Disposal capability of terminal disposal plants when
transferring․processing leachate
• Installation plans of landfill gas incinerators or
utilization facilities
• Details on inner penetration roads
• Actual management․installation conditions of fire
extinguishing equipments
Isolated landfill
facilities

• Stability of embankment walls
• Avoidance measures taken against
rainwater․groundwater inflows
• Seal up conditions of expired landfills
• Actual management․installation conditions of fire
extinguishing equipments
• Stability of embankment walls
• Avoidance measures taken against
rainwater․groundwater inflows
• Actual management․maintenance conditions of
rainwater exclusion facilities
• Operating conditions of tire․car washing facilities
• Operating conditions of weighing equipments
• Actual management․maintenance conditions of cut-off

Regular

facilities in non-buried areas

inspections

• Actual operation․management conditions and
Managemental
landfill facilities

observance of standards for leachate processing
facilities
• Leachate leakage occurrence or not, by examining
groundwater inspection wells, groundwater exclusion
facilities and seawater
• Functions of leachate catchment․drainage facilities
• Appropriateness of installing and operating gas
collection․processing facilities
• Actual conditions on landfilling․soil covering․rainwater
excluding, in accordance with the plans
• Extents of hardening and compressing wastes
• Appropriateness of installing layers, which protect the
upper parts of cut-off facilities
• Soil depth of covering
• Water level of leach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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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teurization·grinding facilities
• Appropriateness of pasteurization capability and pasteurization
requirements
• Operating conditions of crushing facilities
Installation
inspections

• Whether it is automatically controlled and processed in sealed up facilities
• Operating conditions of automatic recording devices
• Preparations for explosions or fires
• Operating conditions of devices, which automatically put wastes in, and
equipments, which automatically weigh the amount wastes put in
• Operating conditions of stench prevention facilities and drying facilities
• Proper maintenance of pasteurization conditions
• Operating conditions of crushing facilities

Regular
inspections

• Operating conditions of devices automatic recording devices
• Preparations for explosions or fires
• Operating conditions of stench prevention facilities, drying facilities and
devices that automatically put wastes in

6.9. Management standards on waste processing facilities
• Inspections and repairs are essential for maintaining waste processing
facilities in normal conditions
• A person who installs·operates waste process facilities, must appropriately
maintain·manage them in accordance with the maintenance management
plans
• A person who installs·operates waste process facilities, shall take prevention
measures along the processing procedures, against fires·frozen to burst. If
any accident such as leakage of wastes out of the facilities happens, the
1. Common

operation shall stop immediately and recover the wastes to appropriately

standards

store and process them
• In case of discharging water pollutants or specific water pollutants due to
processing wastes, the amount pollutants discharged shall be maintained
and managed to fit the allowances
• Functions of measuring equipments such as temperature indicator,
automatic temperature recorder and automatic operation detail recorder
shall be always normally maintained and managed, no concern to whether
the processing facility is operating or not, for a continuous measurement
and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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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ords used for automatic measuring devices shall be kept for over 3
years
• Only permitted·alteration permitted and approved·alteration approved
wastes can be buried in landfill facilities, but no other substances
• Wastes that can be processed in the appropriate
facility shall be incinerated
• In case of putting wastes into the combustion
chamber, the temperature shall be raised up to
800℃ by using supplementary combustion
devices or other means. When stopping the
operation of facility, the temperature shall be
dropped only after the wastes are completely
burnt
• For household wastes incineration facilities with
a processing capability above 2tons per hour,
the concentration of carbon monoxide shall be
maintained and managed to be under 50ppm
per 4 hours
• The final exit temperatures of combustion
Common
2. Intermediate
processing
facilities

Incineratio

standards

chambers, thermal decomposition chambers and
high temperature melting chambers shall be
continuously measured and recorded. For the
incinerators with a processing capability above

n facilities

2tons per hour, the entrance temperature and
concentrations of carbon
monoxide·oxygen·dusts among the exhausted
gas of first dust collecting facility shall be
continuously measured and recorded.
• The temperature of combustion gas flowing in
to the first dust collecting facility, shall be
maintained and managed to be under 200℃
• An operation manager shall be assigned for
maintaining·managing the incineration facilities.
Also, an operation guide book shall be prepared
so that the manager can operate the facility
according to the guide and stays while
operating
Ordinary
incineration
facilities

• The exit temperature of combustion chambers
shall be over 850℃
• Combustion gas shall stop at the chamber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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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than 2 seconds
• Wastes shall be incinerated until the loss
ignition of bottom ash gets under 10%
• The exit temperature of combustion chambers
High

shall be over 1,100℃

temperature

• Combustion gas shall stop at the chamber for

incineration

more than 2 seconds

facilities

• Wastes shall be incinerated until the loss
ignition of bottom ash gets under 5%
• In case of burning thermal decomposition gas,
the exit temperature of combustion chambers
shall be over 850℃

Thermal
decomposition
facilities

• In case of burning thermal decomposition gas,
the gas shall stop at the gas chamber for more
than 2 seconds
• Wastes shall be incinerated until the loss
ignition of remnants gets under 10%
• The exit temperature of high temperature
melting facilities shall be over 1,200℃

High

• Combustion gas shall stop at the facility for

temperature

more than 1 seconds

melting

• Wastes shall be melted until the loss ignition of

facilities

remnants, that are discharged from the facility,
gets under 1%

Crushing·

• The amount of wastes supplied for

grinding·

crushing·grinding·cutting shall be controlled to

cutting

fit the facility's capability

facilities

• The processing temperature·pressure shall be

Evaporation·
Concentration
Mechanical

and conditions

facilities

• Segregated oil shall be sent to the recovered oil

processing
facilities

controlled considering the wastes' characteristics

storage facility immediately

Oil& water
segregation

• Recovered oil shall not flow backwards nor leak

facilities

• Filtering slices used in filtering facilities shall be
replaced or washed

Dehydration·
drying facilities

• Filtering slices used in dehydration facilities shall
be replace or washed for preventing a fall in
performance. The dehydrator shall be clea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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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tes shall be dried considering their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s, natural drying
facilities shall be covered with a cover when it's
raining
Solidification
facilities

• Cement·water·anti-rendering substances shall be
mixed evenly
• The mixture shall be cured

• Feedize·fertilize·mold producing facilities and aerotropic·
anaerobe decomposition facilities
- The proper temperature·humidity·air volume at
feedize·fertilize·mold producing facilities and
aerotropic·anaerobe decomposition facilities shall be
Biological
processing
facilities

maintained
- In case of recycling wastes into official standard fertilizers, only
those substances that were specified in the official standards
shall be used
- Inert matters or remnants generated from
feeding·fertilizing·mold producing and destroying·digesting
procedures, shall be appropriately processed. Decline facilities
must be normally operated for minimizing stench generation,
and make sure that water pollutants do not get leaked
• Embankment walls in landfill facilities shall be structurally

Isolated
landfill
facilities

stabilized
• Rainwater and groundwater shall not flow in to the facility
• The facility shall be sealed up when usage ends up
• Wastes shall me maintained and managed so that they don't
get outside
• Leachate generated from landfill facilities shall be processed
until it comes under the allowance standards

3. Final disposal

• Water quality and seawater quality inspections on groundwater

facilities

inspection wells and rainwater·groundwater exclusion facilities
Manageme
ntal landfill
facilities

that are adjacent to the landfill facilities, shall be executed for
more than once a month, during the period, which starts from 2
months prior to the reported date of beginning operation to
the reported date. After the reported date, the inspections shall
be executed for more than once a quarter year.
• To maintain the normal performance level of leachate
catchment·drainage facilities, appropriate measures such as
removing earth and sand shall be ta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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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water level of leachate, which are collected in upper cut-off
facilities, shall be maintained and managed to be below 5m for
currently used landfills and below 2m for the expired ones, in
consideration of facility stability
• Embankment walls and embankments in landfill facilities shall
be structurally stabilized to prevent the leachate leakage
• To protect engineering synthetic resin liners, which were
installed on the sides of landfill facility, and to smoothly exclude
leachate, polypropylene sacks or waste tires that are filled with
sand or waste molding sands or waste sand, shall be piled up
over 30cm high on geocomposit, geonet and geotextile
• Design drawings including the plans for inner penetration road
installation and the methods for burying·soil covering·excluding
rainwater, shall be prepared and landfilling of wastes must be
executed as the plan
• When burying wastes at the landfill facilities, hardening and
compressing must be done with equipments
• Soil covering for landfill facilities shall be executed as the
following standards
- After landfill work is finished, daily soil covering shall be
executed by using soils with low permeability, solidified
substances or waste construction materials, hardened for more
than 15cm in thickness. When landfill work is suspended for
more than 7 days, interim soil covering shall be executed over
the surface of exposed landfill layers, hardened for more than
30cm in thickness and with 2% or more of slope
- Artificial soil covering materials like chemical coverings, must
be used only after rendering test them to make judgements in
hazardousness
- When the usage of specific landfill facility is finished, the final
soil covering layer shall be installed with 2% or more of slope
• If gas is generated due to the landfilling of organic wastes, the
gas shall be collected and processed such as incinerating or
recycling in generation·waste-to-fuel process. To make the work
easier, both vertical and horizontal gas exclusion pipes shall be
installed
• Preventive measures against the generation and habitation of
harmful insects, shall be ta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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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Standards on investigating the adjacent effected areas around waste
processing facilities
• Atmosphere: PM-10 and stench as well
1. Fields of

Landfill

• Land-surface water: Leachate discharge allowances

facilities

• Groundwater: Water quality standards on life water
• Soil: Soil contamination anxiety standards

investigation

Incineration • Atmosphere: Dioxin, furan and stench
facilities
Number of
investigation

• Land-surface water: Leachate discharge allowances
• More than twice a month
• Investigation location for PM-10 and dioxin shall be a fixed
place, within the area with more than 3 places, among
residential areas close to the specific facility
• Investigation location for stenches must be the place with the
most severe stinks within the closest residential area to the
landfill facility

2. Investigation
methods

Investigation
locations

• Investigation location for land-surface water shall be a fixed
place, within the areas with more than 1 place that is
concerned for inflow of waste water or leachate, among
residential areas close to the specific facility
• Investigation locations for groundwater shall be the 3
inspection wells near the facility, that are already been installed
• Investigation location for soil shall be a fixed place, within the
area with more than 4 places that are concerned for soil
contamination, close to the facility

Measuring
method
3. Reporting the
results

• Fair examination standards on environmental pollution

• Investigation results shall be reported to the head of city/province within 30
days, after the completion date

6.11. Items to be inspected by the person who is executing as proxy for
technical management of waste processing facilities
■ Intermediate processing facilities
1. Common facts

• Types and quantity appropriateness of wastes put in
• Disfigures․damages occurred on storage facility floors and main processing

- 405 -

인도네시아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facilities
• Attachment and normal operation of measuring equipments like
temperature recorders
• In case of an accident, appropriate measures were taken or not
• Water removal from the pipes of facilities․equipments that are concerned
for freezing to burst
• Appropriateness in facility․equipment oper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operation guide book
• Whether fire extinguishing equipments are purchased or not
• Damages on refractories
• Normal operations of combustion burners․supplementary burners
• Normal operation of safety facilities
2. Incineration
facilities and high
temperature
thermal
decomposition
facilities

• Normal operations of prevention facilities
• Density of pollutants among exhausted gas
• Cleaning executions for combustion chambers
• Normal operation of cooling pumps
• Airtightness
• Execution of regular performance inspection
• Whether wastes are put in after heating up to the appropriate temperature
or not, when starting the operation. Appropriateness of the interruption
methods of the facility
• Appropriateness of temperature․pressure maintenance

3. Crushing

• Damages on crushing․grinding․cutting devices

facilities

• Prevention conditions against the scattering of dusts

4. Melting

• Normal operation of temperature controlling devices

facilities

• Normal operation of hazardous gas processing facility

5. Evaporation,

• Corrosion or damages on evaporation․concentration silos

concentration,

• Normal operation of temperature controlling devices

refining, reaction

• Normal operation of hazardous gas processing facility

facilities

• Execution of periodical cleaning
• Damages on segregated water transporting facilities

6. Oil & water

• Corrosion or damages on recovered oil storage silos

segregation

• Execution of cleaning foreign substance removal nets

facilities

• Normal operation of device, which controls the amount of waste oil put in
• Periodical replacement or cleaning of filtering slices

7. Cohesion,
precipitation
facilities

• Normal operation of agitators
• Whether the cohered․precipitated sludges are appropriately removed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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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mality of dehydration performance
8. Dehydration
facilities

• Leakage of wastes in liquid forms and waste water generated from
dehydration processing
• Periodical replacement or cleaning of filtering slices
• Removal of foreign substances
• Normal operation of the device that controls the drying temperature

9. Drying facilities • Possession of covers for preventing rainwater inflow
• Normal operation of hazardous gas processing facility
• Normal operation of mixing equipment
10. Solidification

• Compounding proportions(cement․water and firming agents)

facilities

• Loss of mixture at the curing facility
• Execution of cleaning on mixers

11. Stabilization
facilities

• Normal operation of hazardous gas processing facility
• Appropriate maintenance of pasteurization requirements
• Normal operation of crushing facility

12. Pasteurization, • Normal operation of automatic recorder
grinding facilities

• Normal operations of safety facilities
• Normal operations of stench prevention facility․drying facility․device that
automatically puts wastes in
• Damages on mixing․storage․crushing facilities
• Normal operations of heating․drying facilities

13. Food & drink
modes waste
processing
facilities

• Normal operations of water pollutant processing facilities and stench
prevention facilities
• Normal operation of safety facilities
• Maintenance of the products produced in accordance with the fair
standards, if registered as feed․fertilizer businesses
• Normal operation of sorting facility
• Normal operation of fermentation facility(only for fertilization facilities)

■ Final disposal facilities
• Damages on outer facilities such as wire nets
• Installation of signs, indicating a landfill facility and items mentioned
1. Common

• Normal operation of weighing equipments

standards

• Subsidence of landfill facility ground
• Execution of water quality inspection at the groundwater inspection well
• Damages on floors․outer walls and inner w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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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solated landfill • Possessions of covers used for intercepting rainwater
facilities

• Damages on lower concretes of side walls
• Damages on cut-off facilities
• Periodical execution of cleaning leachate collecting facility․transporting

3. Managemental
landfill facilities

facility
• Damages on flux controlling device
• Normal operation of leachate processing facility
• Quality of water discharged
• Normal operation of generated gas processing facility

6.12. Standards on storage and recycling facilities
1. Storage
facilities

• Must be large enough to store the amount of wastes, above 10 daily
processing capabilities, but below 30 daily processing capabilities
• More than 1 set of required fac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types of
wastes and types of recycling such as sorting, segregating, crushing,

2. Recycling
facilities

grinding, cutting, melting, dissolving, compressing, extruding, evaporating,
concentrating, refining, reacting, moulding, extracting, catapulting, plastic
deformating, drying, carbonizing, casting, heating, cooling, fermentating,
filtering, radiating, cooking, boiling, aggregate treatment facilities,
feedizing facilities, fertilizing facilities, medicine manufacturing facilities

3. Vehicles

• More than 1 exclusive vehicle that collects and transports wastes for
recycling

6.13. Post management standards and means
1. Post
management

• Within 20 years from the date of usage ended or shut down reported

period
2. Post
management
personnels
3. Post
management
items and
methods

• A person who is exclusively responsible shall be assigned to maintain and
manage all those facilities which need post managements
Rainwater
exclusion method
Leachate

• Maintain․manage rainwater exclusion facilities for
preventing rainwater to flow in or fall in
• Every quarter a year, investigation in accordance with

- 408 -

부록

the leachate discharge allowances, shall be executed for
leachate and processed water that are generated from
landfill facilities
management

• Leachate shall be processed at the processing facility to

method

satisfy the leachate discharge allowances, before let go
• The water level of leachate, gathered at the upper part
of cut-off facilities in landfill facilities, shall be managed
to be below 2m considering the stability of facility
• Shall investigate in accordance with the water quality

Investigation
methods for
groundwater
quality

standards on life water. However, investigations shall be
executed for once a month till 3 years
• Shall investigate the groundwater quality using the 3
existing inspection wells installed around the landfill
facility. However, they must be well managed to operate
normally
• Investigations on items like outer temperature, gas
temperature, methane, carbon dioxide, ammonia,

Management

hydrogen sulfide shall be executed for more than once a

methods for

quarter year till 5 years, then more than once a year

generated gas

after 5 years of shut down
• Generated gas shall be incinerated or recycled to
generations․fuels, after collection
• Plans for managing stabilities of structures and ground
such as embankment walls and embankments shall be
established and executed
• Concerns on damages of the slopes or final soil

Maintenance

covering layers due to the subsidences, caused by

methods for

physical compression and organic lysis of

stabilities of

microorganisms, exist. Therefore, appropriate prevention

structures and
ground

plans shall be established and executed
• The gradient of land-surface shall always be kept in
same level by investigating the reference points and
surveying marks, which were installed on a stable
ground around the landfill facility and on the obsevance
spot subsidences, for more than twice a year
• If any streams or valleys exist near the landfill facility,

Investigation

environmental standard items shall be investigated for

methods for

more than once a quarter year

land-surface
water

• Investigation locations for land-surface water shall be
more than one fixed places of each upper․down stream
of each streams or vall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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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ll investigate on soil pollutants for more than once a
Investigation
methods for soil

year
• Investigation location for soil shall be a fixed place,
within the area with more than 4 places that are
concerned for soil contamination, close to the facility

Prevention
method of
harmful insects
4. Preparing an
integrated report
on the adjacent
environmentally
effected area

• Prevention plans of harmful insects like flies and
mosquitoes shall be established and executed

• An integrated report, which is based on the results from investigating post
management standards and means, and on the environmental effects
caused by a landfill facility shall be prepared for every 5 years after the
shut down

6.14. Composition plan for a supportive conference group
■ Supportive conference group quota
Waste landfill facilities
Composition area

Number limits

More than 1,000,000m

Less than 1,000,000m

Waste incineration facilities

2

2

Not more than 21

Not more than 15

Processing scale
Over 300tons of daily
processing capability
Below 300tons of daily
processing capability

Number limits
Not more than 15

Not more than 11

■ Composition plan for a supportive conference group
• Supportive conference groups shall be organized within the number limit, considering the
distance from waste processing facility, the extent of environmental effect and number of
residents, in agreement with the heads and assemblies of city/province/district under
jurisdiction. More than half of the number limit shall be residential representatives.
However, exceptions exist if the number of residents are too small so that cannot satisfy
the half of limit.
- City/province/district assemblymen of the areas where landfill facilities lo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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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wn/sub-county/village representatives recommended by the assemblies of relevant
city/province/district who live in the adjacent effected areas. (If the adjacent effected
areas are not yet decided and noticed, the limit would be within 2km from the boundary
of landfill facility and within 300m from the boundary of incineration facility)
- Experts who were recommended by the residential representatives

6.15. Types of subsidiary facilities and installation standards
Classifications

Subsidiary facilities
2

Promoted area over 150,000m but
Waste

less than 1,000,000m 2

landfill
facilities

• Green belts(with a width over 20m)

Promoted area exceeding

• Soundproof walls and ridges (high density

1,000,000m 2

residence areas)

Daily processing capability over
Waste

50tons but less than 300tons

incineration
facilities

Daily processing capability exceeding
300tons

• Green belts(with a width over 10m)

• Green belts(with a width over 10m)
• Green belts(with a width over 10m)
• Soundproof walls and ridges (high density
residence areas)

• Convenience facilities․parks(including subsidiary facilities)․security facilities․management
lamps․employees' quarters can be constructed on the green belts of subsidiary facilities of
waste processing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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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7] 폐기물 관리 주요 서식 제시 (영문)
7.1. Report certificate of commercial waste discharger
(Front)
Report No.

Report certificate of commercial waste discharger
①Business name
(Legal name)
Applicant

②Business registration No.

③Name
(Representative)
④Address
(Business place)

⑤Type of business

(Phone No.:

⑥ Main R/M and amount used(ton/yr)

)

⑦Main product and production(ton/yr)

⑧Manufacture process
Discharging & processing plans for commercial wastes
⑨ Wastes
Classifications

Kinds

Characteristi
cs and
Conditions

⑩ Amount
discharged
ton/
month

ton/yr

⑪ Transportation

⑫Process

transpor amount classifica business
amount
method
ter
(ton/yr)
tions
name
(ton/yr)

⑬ Waste generation period and
characteristics
This is to certify the report of commercial waste discharger in accordance with the 「Waste management law」

day

month

year
the head of city/province/district (s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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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Discharging & processing plans for commercial wastes(continued)
⑩ Amount
discharged

⑨ Waste

Classifications

Kinds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s

ton/
month

ton/yr

⑪Transportation

⑫Process

transpor amount classificat business
amount
method
ter
(ton/yr)
ions
name
(ton/yr)

<Alteration items>
Date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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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Waste analysis results

Waste analysis results

Presenter

①Business name
(Legal name)

②Business registration No.

③Name
(Representative)

④Social security No.

⑤Address
(Business place)
⑥Types of
waste

(Phone No.:

⑦Amount of
⑧Propertiesㆍ
generation(kg/
Conditions
month)

⑨Processing
method

⑩Characteristi
cs and dangers
when handling

⑪Contents of
each
hazardous
substances

This is to present waste analysis results in accordance with 「Waste management law」

day

Presenter: (Business name)

month

year

(Representative)

Mr./Ms. the head of city/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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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Waste process plan
Waste process

Presenter

□business

processing term

plan

□change

①Name(representative)
or corporate name

30 days

②Social security No.

③Address(office)

(Phone No.:

)

④Business name(legal
name)
⑤Type of business

⑥Business registration No.

⑦Object of business
Business
outline

⑧Operation district
⑨Expected installation
locations of
facility․equipment
⑩Expected office
location
⑪Business start date

.

.

.

⑫Expected date of business
application

.

.

.

⑬Details of facilities․equipments installations
Name of
facility․equipment

Size(capability)

Location

Name of prevention
facility

Before

⑭Alteration items

Size(capability)

After

⑮Reasons
This is to present a plan for, in accordance with ｢Waste management law｣,
□business
Waste process
□change
day

month

year
Presenter:

Mr./Ms. the head of city/province

(signature or seal)

Required documents

Commission

1. Collection․transportation or process plans of wastes
2. Attached documents used when applying or reporting for an installation of discharging facility
3. Environmental investigation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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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Application form for waste processing
□permission

Waste processing business

Applicant

Processing term

application

□change

①Business
name(legal name)

②Business registration
No.

③Name(represent
ative)

④Social security No.

⑤Address

10 days

(Phone No.:

)

⑥Type of business
⑦Object of business
⑧Operation district
⑨Location of operating place
⑩Location of office
⑪Business start date

.

.

.

⑫Completion date

.

.

.

⑬Details of facilities․equipments installations
Name of
facility․equipment

Size(capability)

Location

Prevention facility

⑭Technologies
secured

Size(capability)

⑮Max storage
capacity
Before

Alteration items

After

Reasons
This is to apply waste processing business
□permission

in accordance with ｢Waste management law｣

□changes
day

month

year
Applicant:

(signature or seal)

Mr./Ms. the head of city/province
Required documents
1. Facility and equipment details
2. Processing facility installation details
3. Processing extent of objective wastes
4. Actual statements of technological capability in possession
5. Post management plan of waste processing facility
6. A document which confirms the permitted storage quantity
7. Permits
8. A document which proves the alteration details
9. Attached documents used when applying or reporting for an installation of discharging facility
10. Attached documents used when applying or reporting for an alteration of discharging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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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Permit on waste collection․transportation
Permit No.

Waste collectionㆍtransportation permit

① Business name(legal
name)

② Business registration No.

③ Name(Representative)

④ Address(Office)

(Phone No.:

)

⑤ Object of business

⑥ Equipments

⑦ Operation district

⑧ Permit conditions

This is to permit waste collectionㆍtransportation business among the entire waste processing businesses, in
accordance with 「Waste management law」

day

month

year

The head of city/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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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Permit on waste processing business
Permit No.

□intermediate
Permit on

□final

processing business of wastes

□integrated
① Business name(legal

② Business registration No.

name)
③ Name(Representative)

④ Address(Office)

(Phone No.:

)

(Phone No.:

)

⑤ Specialized field

⑥ Objective of business
⑦ Location of processing
facility
⑧ Facilitiesㆍequipments

⑨ Technological capability
⑩ Permitted amount of
storage
⑪ Permit conditions
In accordance with 「Waste management law」,
□Intermediate
Permit on

processing of wastes among the entire waste processing

□Final

businesses

□Integrated

day

month

year
The head of city/province (s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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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Waste processing facility installation․operation plan
Processing
term

Waste processing facility installationㆍoperation plan

10 days

Presenter

①Name of the
organization
(Legal name)
②Name(Representative)

③Social Security No,

④Address(Office)
⑤Expected location of processing
facility

(Phone No.:

)

(Phone No.:

)

⑥Experimental․research institutes

day

month

year ~

day

month

year(for yrs months)

⑦Organizations using the facility

day

month

year ~

day

month

year(for yrs months)

⑨
⑧
Facility standards
Name of
(capability:
processing facility
㎏/day)

⑩
Types of wastes
objected for
processing

⑪
Expected amount
(ton/yr)

⑫
Name of
prevention
facilities

⑬
Cost of facility
construction

⑭Purpose of
experiments․researches
⑮Plan for waste
carrying in

Discharging business

Type of wastes

Amount carried in(kg/day)

Waste storage
method
Classifications of
installers

This is to present waste processing facility installation plan, in accordance with ｢Waste management law｣
day

month

year
Presenter:

Mr./Ms. the head of city/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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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Approval on installing waste processing facility
Approval No.

Approval on installing waste processing facility

① Business name(Legal name)

② Business registration No.

③ Name(Representative)

④ Business type

⑤ Address(Office)

(Phone No.:

)

⑥ Expected location of facility
installation

(Phone No.:

)

Details of waste processing facility installation
⑦ Name of
processing facility

⑧Processing facility
standards
(capability)

⑨ Type of wastes
objected for
processing

⑩ Expected amount
(ton/yr)

⑪ Name of
prevention facilities

⑫ Approval
conditions

This is to approve the installation of waste processing facility, in accordance with 「Waste management law」

day

month

year

Mr./Ms. the head of city/province (s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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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Application form for inspection on landfill facility

Application for

□installation

inspection on landfill
facility

□regular

①Business name(Legal
name)
Applicant

20 days

②Business
registration No.

③Name(Representative)

④Social security No.

⑤Address(Office)

(Phone No.:

⑥Business type

⑧
Details of
approval
(permit)

Processing term

⑦Approval․permit No.

)

No.

Wastes objected to
landfill
Landfill area

(1,000㎡)

Leachate processing
facility

Processing method

Others

Amount of processing

Landfill quantity

(1,000㎥)

(㎥/day)
⑩Expected date of
shut down

⑨Beginning date of usage
⑪Date intending to be inspected

.

⑫Facility type

.

□Managemental

.
□Isolated

⑬Installation location(Address)

(Phone No.:

⑭Landfill area

(1,000㎡)

Landfill Quantity

⑮Leachate processing facility

(㎥/day)

Others

)
(1,000㎥)

In accordance with ｢Waste management law｣,
□installation
this is to apply for

inspection.
□regular
day

month

year
Applicant:

The head of ○○○
Required documents
1. Design and drawings, structure calculations
2. Specifications for constructing and results of material test
3. Detailed statements of equipment insurance and installations
4. Environmental investigation reports on the installation of facility
5. Results of regular․installation insp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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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Actual reports on waste recycling
Business name

/Address
Branch in charge

/Phone No.
Branch in charge

Document No.
Execution date:
To:
the head of city/province/district
From:
(seal)
Title( yr ) Actual reports on waste recycling
①Business name:
Representative:

②Business registration No.:

④Permit No.:

⑤Objectiveof
operation

Report No.:
Name of
facility․equipment

Standard
(capability)

③Business type:

Ordinary wastes:

⑥The No. of
employees

Assigned wastes:
Approval date on
installation

Beginning date of
usage

Location

⑦Details of
equipments
and facility

⑧Actual states of recycling
Details of waste collection․transportation or recycling
Type

Consigned
business
name

Properties․c
onditions

Amount of
consignme
nt(ton/yr)

Amount of
recycle(ton/
yr)

Amount of
storage
(ton/yr)

- 422 -

Recycled products sales and inven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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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e No.)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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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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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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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Reports on end of usage․shut down of waste processing facility
Processing term

□end of usage

Waste processing facility

report

□shut down

①Business
name(Legal name)

30 days(Landfill facility:
90days)

②Business registration
No.

Reporter ③Name(Representat
ive)

④Social security No.

⑤Address(Office)
⑥Location of processing
facility

⑦
Type of
processing
facility

⑧
Standard
(Capability)

⑨
Date of
installation
approval
(permit)

⑩
Date of
beginning
usage

⑪
Expected
date of
usage
ending(shut
down)

(Phone No.:

)

(Phone No.:

)

⑫For landfill facilities
Approved(pe
rmitted)area
(㎡)

Area of
usage
ending(㎡)

Amount
buried
(㎥)

⑬Wastes objected for
processing

Reasons
In accordance with ｢Waste management law｣,
this is to submit waste processing facility

□end of usage

report.

□shut down
day

month

year
Reporter:

(signature or seal)

Mr./Ms. the head of city/province/local environmental office
Required documents
1. Post management plan of waste processing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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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Application of ending post management
Processing term

Application of ending post management for waste processing facility
50 days

Applicant

①Business name(Lagal
name)

②Business type

③Name(Representative)

④Social security No.

⑤Address(Office)

(Phone No.:

)

⑥Location of landfill
facility
⑦
Type of landfill
facility

⑧
Date of
installation
approval
(permit)

⑨
Date of
beginning
usage

⑩
⑪
Date of ending Approved(per
usage
mitted)area(㎡)

⑫
Area of post
management
(㎡)

⑬
Post
management
period

⑭Type of wastes buried

Reasons

This is to apply for an ending of post management of waste processing facilities, in accordance with ｢Waste
management law｣
day

month

year
Applicant:

(signature or seal)

Mr./Ms. the head of city/province

Required documents
1. Environmental investigation reports, containing the result of inspection․analysis on the ground stability and the
properties․conditions and quantity of generated gas and leachate
2. A document which confirms the ending of pos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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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8] 주요행사 진행내용

제1차 한ㆍ인니 환경협력세미나

■ 일정: 2008년 7월 28일(월) 오후 1시
■ 장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술탄호텔
■ 세미나 일정
시간

내 용

비 고

13:00

개 회

사회자

13:00 ~ 13:10

환영사

인니 환경부

13:10 ~ 13:20

축 사

한국 환경부

13:20 ~ 13:50

한국 폐기물 정책방향 및 관리 현황

한국 환경부

13:50 ~ 14:20

인니 폐기물 정책방향 및 관리 현황

인니 환경부

14:20 ~ 14:40

한국 연구기관 사업 추진방향 및 내용

에코프론티어

14:40 ~ 15:00

인니 연구기관 사업 추진방향 및 내용

인니 환경부

15:00 ~ 15:20

질의응답

15:20 ~ 15:40

휴식

15:40 ~ 16:00

한국 환경시설 운영사례

벽산엔지니어링 김제남 이사

16:00 ~ 16:20

한국 환경시설 운영사례

(주)태영건설 김대연 과장

16:20 ~ 16:40

한국 환경시설 운영사례

현대엔지니어링 이재훈 대리

16:40 ~ 17:00

인니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사례

인니 기업(PT Mittran)

17:00 ~ 17:30

토론 및 질의응답

17:30

폐 회

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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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 참석자
 인도네시아
 Ir. Moh. Gempur Adana(환경부 오염통제국, 국장)
 Ir. Moh. Helmy(환경부 산업폐기물 처리과, 과장)
 Tri Bangun L. Sony(환경부 생활폐기물 처리과, 과장)
 Tuti Hendrawati Minatarsih(환경부 농경산업 폐기물과, 과장)
 Trisiana Adnin(환경부 생활폐기물 처리과, 직원)
 Emma Rachmawaty(환경부 산업 및 농경산업 독극물 처리과, 과장)
 Tantri Endarini(환경부 생활폐기물 처리과)
 Ade Palguna(환경부 자동차 오염통제국, 과장)
 Asep Setiawan, SPt(환경부)
 IMutmainatul Latifah, SE, SH(환경부)
 IJohn H.P. Tambun(환경부)
 Setyo Winarso, S.Hut(환경부)
 Hasnani Isma(교육부)
 Enri Damanhuri(반둥 공과대학 연구소, 연구팀장)
 sukander(반둥 공과대학 연구소)
 Hidayat(PT. Mittran, 사장)
 IIr.Arie Herlambang, MSI(BPPT)
 IIr. Teguh P. Slamet(PT FAJAR MAS MURNI)
 IHeliandi(PT FAJAR MAS MURNI)
 IEko Gumelar Susanto, ST, MSE(Eko Gumelar Susanto, ST, MSE)
 IAiky Mugraha(Rumah Perubahan)
 Bella Ginanjar, ST, INKINDO)
 기타 인니측 2인
 한국
 정연만(환경부 자원순환국, 국장)
 류연기(환경부 환경산업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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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규(환경부 환경산업과, 사무관)
 황인목(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사무관)
 김재기(한국환경기술진흥원, 본부장)
 권성안(한국환경기술진흥원, 수출지원팀장)
 김미나(한국환경기술진흥원, 연구원)
 정해봉(에코프론티어, 사장)
 권동혁(에코프론티어, 팀장)
 강민수(에코프론티어, 선임 컨설턴트)
 이지원(에코프론티어, 선임 컨설턴트)
 임영호(에코프론티어, 자문)
 김애선(한국환경자원공사, 센터장)
 정군영(한국환경자원공사, 베트남지사 대표)
 박헌규(한국환경자원공사, 과장)
 이현희(한국환경자원공사, 대리)
 이환규(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단장)
 이종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팀장)
 권희동(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계장)
 노구해(환경산업협회, 사무국장)
 Siduk Jun(EDCF)
 홍순웅(신화이앤콘, 대표)
 김제남(벽산엔지니어링, 이사)
 안현수(벽산엔지니어링, 상무)
 김대연(태영건설, 과장)
 이재훈(현대엔지니어링, 대리)
 유순탁(아이케이비전, 전무이사)
 Tommy(한․인니 환경산업 협력센터, 센터장)
 안선근(한․인니 환경산업 협력센터, 부센터장)
 신동학(주 인니 대사관, 상무관)
 박상민(주 인니 대사관, 서기관)

- 427 -

인도네시아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복덕규(KOTRA 현지무역관, 차장)
 기타 한국측 3인

■ 주요내용
 양국의 폐기물 관리정책(양국 환경부)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추진방향(양국 주관연구기관)
 환경시설 운영사례(양국 기업)
 종합토의 및 질의응답
 세미나 후 기념만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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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ㆍ인니 환경협력세미나

■ 일정: 2008년 11월 13일(목) 오후 1시
■ 장소: 서울 리츠칼튼 호텔, 금강룸
■ 세미나 일정
시간

내용

비 고

한ㆍ인니 고위급 환경산업 협력회의
13:30 - 14:20

한․인니 환경협력 강화방안 회의 및 사진촬영

14:20 - 14:30

VIP 휴식
한ㆍ인니 환경산업 협력 세미나

14:00 - 14:30

등록
개회식

14:30 - 14:50

- 개회사

한국 환경부

- 환영사

한국 KIEST 원장

-축 사

인니 환경부

<제1주제 발표> : 양국 환경현황 및 정책방향
14:50 - 15:10

인도네시아 폐기물 관리현황 및 투자현황

인니 환경부

15:10 - 15:30

한국의 환경정책(녹색성장)

한국 환경부

15:30 - 15:40

휴식

<제2주제 발표> : 『인도네시아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수립사업』 추진경과
15:40 - 16:00

『인도네시아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립사업』 중간보고

에코프론티어

16:00 - 16:20

『인도네시아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립사업』 중간보고

인니 연구기관

16:20 - 16:30

휴식
<제3주제 발표> : 한-인니 환경협력 사례 및 금융조달 방안

16:30 - 16:50

동남아시아 폐기물 처리시설 진출사례

도화종합기술공사

16:50 - 17:10

동남아시아 환경사업 진출을 위한 금융조달 방안

수출입은행

17:10 - 17:30

CDM 사업을 접목한 폐기물처리시설 사례

에코프론티어

17:30 - 17:45

Q & A

17:45

폐회사
한ㆍ인니 VIP ․ 실무관계자 만찬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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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 참석자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비고

환경부

환경산업과

과장

류연기

제1주제 발표

(2)

〃

주무관

이형진

주관기관

환경기술진흥원

원장

김상일

(4)

〃

본부장

김재기

〃

수출지원팀장

권성안

〃

담당

김미나

관련기관

에코프론티어

부사장

정정만

(9)

(5)

참여연구원

권동혁

“

강민수

“

이지원

환영사

제2주제 발표

자문

임영호

환경자원공사

센터장

김애선

(2)

과장

이승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팀장

이종철

(2)

계장

권희동

발표자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

강호정

제3주제 발표

(3)

수출입은행

차장

이연희

제3주제 발표

에코프론티어

팀장

정연미

제3주제 발표

부센터장

안선근

한․인니 환경산업 협력센터 (1)
소속

이름
Mohammad Gempur
Adnan

인니
환경부

Tulus Laksono

보직 및 소속
Deputy Minister for Pollution Control (폐기물국장)
Head of Small-scale Enterprises Pollution Control Division,
MOE Indonesia

Tri Bangun Laksono

Assistant Deputy for Domestic Waste & Small-Scale
Enterprise Pollution Control (과장)

Mohammad Helmy

Assistant Deputy for Manufacture Pollution Control (과장)

Ujang Solihin Sidik

Acting Head of Solid Waste Management Division (계장)

Ir. Ratno Sadinata, MT

Subdivision Infrastructure of Environment Technology(환경청)

Ir. Nana Pritna

Head of P3JB (서부 자와 건설국 소속 매립지 공사 관련 책임자)

인니

yuyu jubaidah SH

서부

Ade yaya SH

자바주

Anna Oktasvia, ST

Staff of Environment technology EPA
(건설실장 대리인)

Pipien Dianasari, ST

Staff of Environment technology EPA
(행정실장 대리인)

staff of Enviroment and Settlement SETDA (비서실장)
Staff of Infrastructure of Environment Technology

ㆍ일반참석자: 해외건설협회, 부강테크, 롯데건설, 환경관리공단, 한진중공업, 현대건설, 코오롱, 대우인
터네셔널, 신화이앤콘, 경동기술공사, 그린엔텍, 삼성엔지니어링, 한라산업개발, 한국국
제협력단, 벽산ENG, 선진 EN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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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인니 폐기물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의 중간결과물 공유 및 효과적 추진방안 논의
 양국 환경산업 협력강화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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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ㆍ인니 환경협력세미나

■ 일정: 2009년 4월 21일(화) 오후 2시
■ 장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술탄호텔
■ 세미나 일정
시간

내용

비 고

14:00 - 14:10

축 사

녹색환경정책관

14:10 - 14:20

환영사

오염통제국장

Session 1 : 『인도네시아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수립사업』 결과보고
14:20 - 14:50

『인도네시아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립사업』 최종보고

에코프론티어
권동혁 팀장

14:50 - 15:20

『인도네시아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활용계획

인니 환경부
Tulus Laksono 과장

15:20 - 15:30

휴식
Session 2 :사례 발표

15:30 - 16:00

폐기물적법처리제도(ALLBARO) 도입 필요성 및
사업내용

한국환경자원공사
조주현 팀장

16:00 - 16:30

서부자바주 매립지 사업 진행현황

매립지관리공사
김윤희 실장

16:30 - 16:40

휴식

16:40 - 17:10

인니측 폐기물 관련산업체 운영사례 현황 발표

인니 업체
PT Mittran

17:10 - 17:40

인도네시아 원조사업 현황 및 진행방향

KOICA
임정희 소장

17:40 - 18:00

Q&A 및 폐회

18:30 - 20:30

기념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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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 참석자
 인도네시아
 Mohammad Gempur Adnan(환경부, 오염통제국 국장)
 Ir. Moh. Helmy(환경부, 산업폐기물 처리과 과장)
 Ir. Tri Bangun L.Sony(환경부, 생활폐기물 처리과 과장)
 Ujang Solihin Sidik(환경부, 산업폐기물과)
 Trisiana Adnin(환경부, 생활폐기물 처리과)
 Ir. Nana Pritna(서부자바주 매립지 관련 책임자)
 Trisiana Adnin(환경부 생활폐기물 처리과, 직원)
 Tantri Endarini(환경부 생활폐기물 처리과)
 IMutmainatul Latifah, SE, SH(환경부)
 IJohn H.P. Tambun(환경부)
 Setyo Winarso, S.Hut(환경부)
 Hasnani Isma(교육부)
 Enri Damanhuri(반둥 공과대학 연구소, 연구팀장)
 sukander(반둥 공과대학 연구소)
 Hidayat(PT. Mittran, 사장)
 IIr.Arie Herlambang, MSI(BPPT)
 IIr. Teguh P. Slamet(PT FAJAR MAS MURNI)
 IHeliandi(PT FAJAR MAS MURNI)
 IEko Gumelar Susanto, ST, MSE(Eko Gumelar Susanto, ST, MSE)
 IAiky Mugraha(Rumah Perubahan)
 Bella Ginanjar, ST, INKINDO)
 한국
 안문수(환경부 녹색환경정책관 국장)
 박인규(환경부 녹색기술산업과 사무관)
 송기훈(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선임연구원)
 김미나(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원)
 정정만(에코프론티어, 부사장)
 권동혁(에코프론티어, 팀장)
 강민수(에코프론티어, 선임 컨설턴트)
 이지원(에코프론티어, 선임 컨설턴트)
 류승현(한국환경자원공사, 실장)
 조주현(한국환경자원공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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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희(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실장)
 권희동(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팀장)
 한재희(도화종합기술, 이사)
 임영호(에코프론티어, 자문)
 안선근(한·인니 환경산업센터, 부소장)
 임정희(KOICA, 팀장)

■ 주요내용
 『인도네시아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립사업』 최종보고
 『인도네시아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활용계획
 폐기물적법처리제도(ALLBARO) 도입 필요성 및 사업내용
 서부자바주 매립지 사업 진행현황
 인니측 폐기물 관련산업체 운영사례 현황
 인도네시아 원조사업 현황 및 진행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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