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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사업의 개요

1.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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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폐기물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제 1 장 사업의 개요
1.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1.1.1 사업의 목적
본 사업의 목적은 네팔 바랏푸르시와 비랏나가르시의 폐기물개선 마스터플랜을 수립함으
로써 대상지역의 폐기물 관리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폐기물분야 환경협력사
업을 도출함으로써 양국 간 폐기물 관리 및 처리분야에 협력기반을 구축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폐기물분야의 환경정책 및 제도 개선안을 제안하고,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마스터플랜 수립시 발굴된 우선협력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수행하여 한국-네팔 환경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림 1.1-1) 사업의 목적

1.1.2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가. 사업의 필요성
네팔은 현재 UN지정 최빈 개도국이며 2022년까지 최빈개도국의 위치를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비공식 부문의 경제규모가 커서 네팔의 총 GDP는 실제 규모에
비해 작게 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7년 기준 총인구는 2천9백만명이며 최
근 5년간 평균 1.17%의 인구증가율과 3.35%의 1인당 GDP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경제규
모가 성장함에 따라 네팔 내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네
팔 정부는 폐기물 관리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수거·운반, 인프라 구축 부
분에서 아직도 많은 문제점과 해결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사업대상지 중 한 곳인 바랏푸르시는 2016년 광역시(Metro-politan city)로 승격되었으며
네팔 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비위생매립지를 제외하고는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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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사업의 개요

처리시설이 사실상 전무하며, 이마저도 비위생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해 토양
오염과 지하수오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2차적으로 인근 강과 야생동물 등 생태계에도 악
영향을 미치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높은 실정이다.
비랏나가르시 또한 주민인식, 인프라 및 관리시스템의 부재 등 여러 문제로 폐기물의 적
정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며, 관내 유일한 폐기물 처리시설인 비위생매립지는 이
미 포화되어 노천소각으로 용량을 감량하는 등 폐기물 최종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시스돌매립장(Sisdol landfill)의 경우 번짜래 다다(Banchare dada) 신규 매립장 조성
후 폐쇄될 사용방안이 전무한 실정으로서 2020년 2월 한국에서 열린 중간보고회 행사에
서 연방행정부에서 관련 사업에 대하여 한국 측의 의사를 타진한 바 협력사업 대상지로
추가하였다.
따라서 사업수행기관은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네팔과 사업대상지의 폐기물 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대상국인 네팔과 발굴
한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한국 기업의 네팔 환경(폐기물)시장 진출을 꾀하고자 한다.

나. 사업의 기대효과
1) 폐기물 적정 관리시스템 제시
∙ 시기별 개선방향 수립으로 중장기적인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 폐기물관리 법률 개선안 제언으로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법제 구축
∙ 현지 세미나, 국내 초청연수 개최를 통한 양국 환경산업 관계자간의 우호적 관계 조성

2) 폐기물처리의 선진기술 이전
∙ 위생매립장 선진기술 도입 등 폐기물처리기술 이전
∙ 현지실정을 고려한 분리수거방안 수립
∙ 네팔 내 타 도시에 적용 가능한 해결방법 제시

3) 한국 환경기술의 국제경쟁력 확보
∙ 발굴된 우선협력사업 기본계획 수립으로 성공적인 후속사업 연계
∙ 네팔 폐기물 처리분야 진출기반 마련
∙ 국내 환경관련기업의 성장을 위한 시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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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성과지표
본 사업의 무상원조시행계획 내 성과지표 대비 추진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1.1-1> 사업성과지표 및 성과현황
구

분

성과지표

수행내용

∙ 폐기물 관리 문제점, 현황 조사
1. 기초자료조사
∙ 마스터플랜 보고서 및
∙ 한국 등 선진사례 조사
및 마스터플랜
기초자료조사 결과물
수립
∙ 네팔 대상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2.협력사업
발굴

∙ 프로젝트 발굴건수
- 2019년 : 4건
- 2020년 : 6건

∙
∙
∙
∙
∙

성과물

∙ 1부 3~4장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대상사업 제시
우선협력사업 관련 현지 의견수렴
∙ 1부 5.3절,
중간보고 시 의견수렵, 추가협력사업 검토
2부 2.1절
협력 가능사업 14건 발굴, 제안
우선협력사업 3건 발굴

∙ 우선협력사업 관련조사
∙ 관련 기초조사 및 기본 - 총 5회 현장조사
계획 수행
- 성상조사 2회(우기/건기)
- 토질, 측량조사 수행

∙ 2부 2.1~2.4절

∙ 경제성분석 수행 & 협 ∙ 사업대상지역 경제성분석 수행
력사업 사업화
∙ 사업대상지역 PCP 관련 협의 및 작성

∙ 2부 2.5절, 2.8절,
부록

4. 폐기물
관리개선
시범사업 수행

∙ 지역 NGO와의 협의에
의한 시범사업의 선정
∙ 네팔 연방행정부 측 제안으로
∙ 시범사업 수행 및 결과
추가협력사업(시스돌) 발굴, 현장조사
도출

∙ 2부 2장

5. 폐기물 관리
역량강화 교육

∙ 세미나 5회
- 착수보고(2019.06)
- 중간보고(2020.02)
- 최종보고(2020.10)
- 대상지역 우선협력사업 세미나
( 2019.11, 바랏푸르, 비랏나가르 )
∙ 역량강화교육 3회
- 초청연수 시 시설견학
* 매립시설 교육(수도권매립지)
* 매립, SRF 교육(원주매립장)
* 소각, 재활용 교육(강남자원회수시설)

3.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화방안
제시

∙ 역량강화교육(세미나)
수행
- 2019년 2건
- 2020년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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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업의 범위
1.2.1 사업개요
<표 1.2-1> 사업개요
사업명

∙ 네팔 폐기물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사업비

∙ 6.5억원 (VAT포함)

사업대상지역
사업기간

∙ 바랏푸르시 및 비랏나가르시 (마스터플랜, 협력사업)
∙ 시스돌매립장 (협력사업)
∙ 2019. 4. 24 ~ 2020. 10. 31 (18개월)

사업수행조직 ∙ 사업수행기관 : ㈜도화엔지니어링 ∙ 컨소시엄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업내용

∙ 기초조사 및 대상지역 현지조사
- 환경‧경제‧산업 현황조사
- 관련법규 및 행정조직 현황조사

∙ 마스터플랜 수립 (2개 지역)
- 계획기준 및 종합지표 설정
- 정책제안 및 기본계획 수립

- 정책 및 관련계획 조사
- 환경산업 현황분석 및 전망
∙ 협력 사업 발굴
- 상세조사
- 환경산업 수요분석 및 전망(사업별)
- 환경협력사업 발굴

∙ 기본계획수립 및 투자방안 제시
- 기본계획
- 운영관리방안 제시
- 금융구조 분석 및 제시

1.2.2 사업범위
가. 지리적 범위
∙ 네팔 바랏푸르(Bharatpur)시 비랏나가르(Biratnagar)시, 시스돌매립장

<표 1.2-2> 사업대상지역 개요
구

분

바랏푸르시

비랏나가르시

시스돌매립장

해 당 주

바그마티주(Bagmati Province) 내
치트완 지구(Chitwan District)

1주(Province 1) 내
모랑 지구(Morang District)

카트만두 북서쪽
누와꼿(Nuwakot District)

인

구

280,502명
242,548명
(2011년, 광역시 승격 이후 추정치) (2011년, 광역시 승격 이후 추정치)

기

온

카트만두밸리 800만

11.0~36.0℃

11.0~39.0℃

5.0℃~32.0℃

지역특성

치트완지역 중심지로서
유입인구 증가추세,
경공업 중심의 산업발달

네팔-인도 중개무역 중심,
산업도시

카트만두 밸리 18개 지자체의
폐기물처리

폐기물
처리현황

비위생매립 처리

비위생매립 처리, 불법투기

매립종료 후 사후활용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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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사업대상지역 위치도

나. 시간적 범위
단기적으로는 2025년까지이며 이후 10년간(2026~2035년)을 중기목표로 설정하였으며,
2036년 이후를 장기목표로 설정하였다.

<표 1.2-3> 시간적 범위
구

분

목표년도

단기

중기

장기

~ 2025년

2026년 ~ 2035년

2036년 이후

비 고

다. 내용적 범위
∙ 사업 대상분야 : 폐기물 관리분야
∙ 대상지역 관리현황조사 : 문헌, 현지조사
∙ 마스터플랜 수립 : 대상지역 폐기물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근간인 기본계획 수립
∙ 우선협력사업 기본계획 : 양국간 폐기물 분야 협력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기술적,
경제적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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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4> 본 사업의 업무내용
사업의 목표

사업추진 내용

환경․경제․산업 현황 조사

기초조사 및
대상지역
현지조사

업무내용
∙
∙
∙
∙
∙

환경관리 및 환경질 현황
경제개발․산업발전 현황 및 계획
환경기술․산업 현황 및 동향
산업체 및 사회기반시설 현황
환경 관련시설 및 관련업체 현황

관련법규 및 행정조직 현황
조사

∙ 환경 관련 법령·기준 현황 및 동향
∙ 중앙 및 지방정부 환경관리조직 및 제도

정책 및 관련계획 조사

∙ 환경 관련 정책 현황 및 동향
∙ 국가 및 환경 관련 개발계획과 추진 현황

∙ 폐기물 관리현황 분석, 당면 문제점 도출
환경산업 현황 분석 및 전망 ∙ 환경산업․시장․기술․조직의 현황 분석 및 전망
∙ 경제개발․산업발전 현황 분석 및 전망
계획기준 및 종합지표 설정

∙ 지역별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결과 종합
∙ 분야별 계획기준 및 종합지표 설정

정책제안 및
기본계획 수립

∙ 국가폐기물 관리정책 & 제도 개선방안 수립
∙ 대상지역 폐기물 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 시기별 Action Plan 수립 및 기대효과 산출

마스터플랜 수립

상세조사

협력사업 발굴

환경산업 수요 분석 및
전망(사업별)

환경협력사업 발굴

기본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방안
제시

운영관리방안 제시
금융구조 분석 및 제시

주요 사업보고 및 초청연수

∙ 측량조사, 토질조사, 폐기물 성상조사
∙
∙
∙
∙

환경기술 수요 및 환경산업 전망
환경기초시설 수요 전망 및 계획 수립
향후 추진계획 및 투자소요 분석
환경기술과 산업진출의 우선순위 분석

∙ 사업별 개략사업비 도출
∙ 최우선 협력사업 선정
∙
∙
∙
∙
∙

최우선협력사업 기본설계
사전환경영향평가 검토
운영관리 방안 제시
경제성 분석, 금융구조 분석 및 제시
ODA 사업제안서 PCP(Project Concept Paper) 작성

∙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기술제시 및 비용 산정)
∙ 공사발주방안 제시
∙ 금융구조 및 단계별 투자계획 제시
∙ 착수보고
∙ 진도보고 및 역량강화 세미나
∙ 초청연수 및 중간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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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업의 추진전략 및 방법
1.3.1 사업추진주체
본 사업은 한국 환경부가 지원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대상
국인 네팔의 협의주체는 네팔 연방행정부(MoFAGA)와 대상지역인 바랏푸르시 및 비랏나가
르시 시장 이하 담당자로 구성된다.
따라서 본 사업의 기본목표인 양국간 환경협력강화 및 관련사업의 추진을 위해 먼저 양국
환경분야 중앙부처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바랏푸르시, 비랏나가르시와 한국환경산업기
술원(KEITI)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업수행기관이 현지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사업수행
조직을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사업수행기관 ㈜도화엔지니어링과 수도권매립
지관리공사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과 협력사
업 추진분야로 역할을 나누어 사업을 수행하였다.
<표 1.3-1> 사업수행조직 및 주요역할
사업 참여기관
환경부(MO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KEITI)

대한민국

사업수행기관
(도화엔지니어링)

컨소시엄기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연방행정부(MOFAGA)

주 요 역 할
∙ 양국간 환경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중앙 정부 간 협의 주체
∙ 사업관리, 연방행정부 및 사업대상지역과 협의 주체
∙ 사업수행 총괄로 사업추진방향 제시
∙ 본 사업 관계자간의 사업수행 실질 협의 주체
∙ 폐기물개선 마스터플랜수립 총괄
∙ 사업개발 및 사업화 계획수립
∙ 현지관계자 시설견학, 초청연수 주관
∙ 운영기술 전수 등 기술이전

∙ 양국간 환경협력체계 구성 및 국가 환경(폐기물)분야 협의 주체
∙ 추가협력사업(시스돌) 관련하여 대상 지자체(카트만두시) 협의 주관

네팔
바랏푸르시 &
비랏나가르시

∙ 기초자료 제공 및 현장조사 지원
∙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협의 주체
∙ 우선협력사업 선정을 위한 협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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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사업의 추진전략 및 방법
가. 업무 추진방향
마스터플랜 및 기본계획의
개념과 기본방향 정리

현지업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F/S, M/P, 설계 등 수행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로
관련자료 분석과 활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대안 제시

현지에 적합한
통합폐기물처리시스템 구축

마스터플랜 및 기본계획 수립

최우선 협력사업 대상
기본계획 수립

우선협력사업 발굴 및 후속사업 연계

나. 과업 추진전략
<표 1.3-2> 과업 추진전략
사업의 목표

기초조사 및
대상지역
현지조사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추진 내용
지역현황, 법률, 지침 등
조사

대상지역 현황조사

종합지표 및 정책제안

상세조사
(폐기물 성상조사 등)

협력사업 발굴

환경협력사업 발굴

기본계획

주요 사업보고 및 초청연수

추진전략
∙
∙
∙
∙
∙
∙
∙
∙
∙
∙
∙
∙
∙
∙
∙
∙
∙

공인된 자료를 활용하여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현지 공무원과 유대관계 구축으로 신속한 자료 입수, 검증
폐기물 관련 연관된 각종 정책, 법률 조사 수행
충분한 사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조사 효율성 향상
관련 이해관계자 파악, 면담
네팔 내 사례조사를 통한 협력사업 추진 방향 구상
분야별 계획기준 및 종합지표 설정
국가폐기물 관리정책 & 제도 개선방안 수립
시기별 Action Plan 수립 및 기대효과 산출
조사 과정 민원 발생에 대비하여 관련 허가 획득 및
현지 주민들과 사전 조율로 리스크 최소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조사방법 수행
현지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한 추진 가능사업 도출, 우선
협력사업 선정
부지 확보 여부 등 사업 추진 중점사항 파악
현지요청, 사업수요에 따른 추가협력사업 발굴
현지 실정에 맞는 기술 대안 검토
개략 사업비 도출 및 경제성 분석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제안서 작성

∙ 각종 보고회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수시보고)
∙ 초청연수 및 우수 환경시설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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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업의 추진경위
가. 추진경위
아래 <표 1.4-1>에서는 본 사업의 주요 추진경위 및 실적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였다.

<표 1.4-1> 사업의 추진경위 및 실적
시기

추 진 경 위

주 요 실 적

환경협력회의
및
착수보고(6/6),
연방행정부 등
∙ 환경산업기술원 & 네팔 연방행정부 간 사업추진 협약서 체결
기타 기관협의
∙ 폐기물분야 환경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정부 간 환경협력회의 시행
(6/7, 6/10)
∙ 한국-네팔 본 사업 착수 세미나 및 보고회 개최
- 환경산업기술원, 네팔 연방행정부 자야 아차리야(Jaya Acharya) 차관보,
바랏푸르시 및 비랏나가르시 관계자 등 50여명 참석
- 양국 폐기물관리정책, 바랏푸르시 및 비랏나가르시 폐기물관리현황,
1차 국외출장
마스터플랜 사업수행계획 발표
∙ 협력사업 재원조달 관련 KOICA 네팔사무소 업무협의
2019. 06. 03
~
2019. 06. 11

바랏푸르시
현장조사 및
업무협의
(6/4~6/5)
∙ 사업대상지 폐기물매립장 답사, 운영실태 파악
∙ 폐기물관리현황, 조직 등 현황자료 요청
∙ 면담자 : 레누 다할(Renu Dahal) 시장 외

비랏나가르시
현장조사 및
업무협의
(6/8~6/9)
∙ 사업대상지 폐기물매립장 답사, 운영실태 파악
∙ 폐기물관리현황, 조직 등 현황자료 요청
∙ 면담자 : 빔 파라줄리(Bhim Parajuli) 시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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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사업의 추진경위 및 실적(계속)
시기

추 진 경 위

주 요 실 적

연방행정부
관계자 면담,
업무협의
(8/6, 8/12)
∙ 네팔 폐기물 관리현황 논의
∙ 네팔 폐기물관련 법규 질의 답변, 관련자료 요청
∙ 면담자 : 케다르 파네루(Kedar Paneru) 차관보 외

바랏푸르시
현장조사 및
업무협의
(8/6~8/8)
∙ 폐기물 배출실태 및 수거체계 현황조사, 폐기물 매립장 현장조사
∙ 폐기물 관리현황 청취 (현지 공무원, 폐기물처리업체), 자료요청
∙ 면담자 : 네트라 수베디(Netra Subedi) 수석행정관 외

2차 국외출장
2019. 08. 05
∼
2019. 08. 13

비랏나가르시
현장조사 및
업무협의
(8/8~8/9)
∙ 폐기물 배출실태 및 수거체계 현황조사, 폐기물 매립장 현장조사
∙ 폐기물 관리현황 청취 (현지 공무원, 폐기물처리업체), 자료 요청
∙ 면담자 : 아니타 뉴파네(Anita Neupane) 환경담당 공무원 외

네팔 내
협력사업
유사사례 조사
(8/10~11)
∙ ADB 자금으로 건설된 네팔건지(Nepalgunj)시 위생매립장 사례조사
∙ ADB 사업 추진에 따른 유의사항, 진행과정 청취
∙ 면담자 : 네팔건지 시장, ADB 프로젝트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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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사업의 추진경위 및 실적(계속)
시기

추 진 경 위

주 요 실 적

연방행정부
관계자 면담
(9/16)

3차 국외출장 비랏나가르시
현장조사 및
업무협의
2019. 09. 15
(9/16~9/18)
∼
2019. 09. 21

∙
∙
∙
∙

금회출장 목적 설명, 업무진행상황 보고
제공자료 확인 및 요청자료 관련 질의답변
추가협력사업 관련 협의
면담자 : 레누 타파리야(Reenu Thapaliya) 환경담당 외

∙
∙
∙
∙

폐기물성상조사(1차 : 우기) 시행
우선협력사업 관련 기초자료 요청, 제공자료 확인
업무진행상항 보고, 초청연수 관련 일정협의
면담자 : 에카데프 아드히카리(Ekadev Adhikari) 수석행정관 외

∙
∙
∙
∙

폐기물성상조사(1차 : 우기) 시행
우선협력사업 관련 기초자료 요청, 제공자료 확인
업무진행상항 보고, 초청연수 관련 일정협의
면담자 : 레누 다할(Renu Dahal) 시장 외

바랏푸르시
현장조사 및
업무협의
(9/18~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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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사업의 추진경위 및 실적(계속)
시기

추 진 경 위

주 요 실 적

연방행정부
관계자 면담,
업무협의
(11/6, 11/12) ∙
∙
∙
∙

4차 국외출장

초청연수 및 중간보고 일정, 참석인원 확정협의
중간보고 안건, 진행상황 보고
대상 협력사업 목록 설명, 희망사업 협의
면담자 : 케다르 파네루(Kedar Paneru) 차관보 외

바랏푸르시
현장조사 및
업무협의
(11/6~11/8) ∙ 마스터플랜 중간진행 현황보고. 유사사례(네팔건지 위생매립장) 소개
∙ 사업대상지 대상협력사업 소개, 우선협력사업 선정 논의, 인근 지자체장 면담
∙ 우선협력사업(신규 위생매립장)관련 입지여건 조사
∙ 면담자 : 레누 다할(Renu Dahal) 시장 외

2019. 11. 05
∼
2019. 11. 13

비랏나가르시
현장조사 및
업무협의
(11/9~11/11)

∙
∙
∙
∙

마스터플랜 중간진행 현황보고. 유사사례(네팔건지 위생매립장) 소개
사업대상지 대상협력사업 소개, 우선협력사업 선정 논의, 인근 지자체장 면담
우선협력사업(신규 위생매립장)관련 입지여건 조사
면담자 : 빔 파라줄리(Bhim Parajuli) 시장 외

네팔 내
한국기관 면담
(11/12)
∙ 주 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 면담
∙ 우선협력사업 추진 관련 KOICA 네팔사무소 업무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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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사업의 추진경위 및 실적(계속)
시기

추 진 경 위

주 요 실 적

우수환경시설
현장견학
및 문화탐방
(2/2~2/7)
∙ 한국 내 우수환경시설 견학
- 원주 광역매립장,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수도권매립지, 강남자원회수시설
- 폐기물 처리시설 사후이용시설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 월드컵공원)
∙ 한국 문화체험 및 명소 탐방 (난타 공연)
∙ 참석자 : 연방행정부 케다르 파네루 차관보 외 10인, 통역
초청연수 및
중간보고
2020. 02. 02
∼
2020. 02. 07

고위급 면담,
환경협력회의, ∙ 마스터플랜 중간보고 (2/6)
중간보고
- 현황조사 결과, 폐기물 관리 문제점 등 조사결과 보고
- 업무 진행상황 보고
- 우선협력사업, 추진계획 발표
- 보고내용 질의답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주최 회의 (2/4), 중간보고 후 환경협력회의 (2/6)
- 한-네팔 환경분야 협력방안 논의
- 사업대상지역(바랏푸르, 비랏나가르) 협력사업 논의
- 폐기물분야 추가 협력사업 논의 (시스돌매립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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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사업의 추진경위 및 실적(계속)
시기

추 진 경 위

주 요 실 적

추가협력사업
관련 조사
(3/1),
연방행정부
관계자 면담 ∙ 추가협력사업(시스돌매립장) 관련 현장답사
(3/4)
- 매립장 주변 여건 파악, 운영인원 면담
∙ 연방행정부 관계자 면담
- 신임차관보 예방 및 진행상황 설명, 중간보고 사후 의견 청취
- 사업대상지 우선협력사업 보강 설명, 재무부와 업무 협조 요청
- 추가협력사업(시스돌) 관련 이해관계자 파악, 사업추진 협조 요청
- 면담자 : 비쉬누 가우탐(Bishnu Gautam) 신임 차관보

5차 국외출장
2020. 02. 29
∼
2020. 03. 07

바랏푸르시
현장조사 및
업무협의
(3/1~3/3)
∙
∙
∙
∙

폐기물성상조사(2차 : 건기) 시행
업무진행상항 보고, 중간보고 사후 의견 청취
코로나19 대응방향 논의, 측량 등 추가 현지조사 추진 방안 협의
면담자 : 프렘 라즈 조시(Prem Raj Joshi) 수석행정관 외

∙
∙
∙
∙

폐기물성상조사(2차 : 건기) 시행
업무진행상항 보고, 중간보고 사후 의견 청취
코로나19 대응방향 논의, 측량 등 추가 현지조사 추진 방안 협의
면담자 : 에카데프 아드히카리(Ekadev Adhikari) 수석행정관 외

비랏나가르시
현장조사 및
업무협의
(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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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사업의 추진경위 및 실적(계속)
시기

코로나19에
대응한
업무수행
2020. 03
∼
2020. 10

추 진 경 위

주 요 실 적

각 사업주체와
영상회의 수행
∙ 연방행정부 3회 (2020.07,13, 2020.08.16., 2020.09.25.)
(20.07~09)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MP사업 추진방향, 최종보고 수행일정 논의
- 추가협력사업(시스돌매립장) 관련 업무협조 요청
∙ 바랏푸르 2회 (2020.08,17, 2020.09.10.)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MP사업 추진방향 논의, 측량조사 등 협조요청
∙ 비랏나가르 1회 (2020.08,14)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MP사업 추진방향 논의, 측량조사 등 협조요청

현장조사 및
업무협의
(20.09~10)
∙ 현지업체를 통한 우선협력사업 대상부지 측량조사 수행
- 기준점 설정, 대상부지 지형도 작성
∙ 현지 자문위원을 통한 업무협의 수행
- 우선협력사업 관련 조사 및 업무 추진 시 협조 요청
- 최종보고 일정 등 향후 일정 협의, 협조 요청

온라인
최종보고회
2020. 10. 21

마스터플랜
사업
최종보고회
(10/21)

∙ 마스터플랜 최종보고
- 현황조사 결과, 폐기물 관리 문제점 등 조사결과 보고, 개선방안 도출
- 우선협력사업(바랏푸르, 비랏나가르, 시스돌)에 대한 논의, 추진계획 논의
∙ 협력사업 관련 고위 정책대화
- 한-네팔 환경분야 협력방안 논의
- 우선협력사업(3건)에 대한 논의, 추진계획 논의
- 마스터플랜 향후 관리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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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선협력사업
본 마스터플랜 최초 사업대상 지역인 바랏푸르(Bharatpur)시와 비랏나가르(Biratnagar)시
는 폐기물 관리 및 처리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분석, 현지의 시급성, 지자체장의 의지 등
을 고려하여 위생매립장 건설사업을 우선협력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사업은 도시 폐
기물의 위생적 처리를 통한 공중보건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한다. 사업규모는 각 지자체가
제공한 부지 면적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비랏나가르시의 경우 부지확보가 완료되지 않았
으나 유력후보지를 기준으로 반영하였다.
한편 2020년 2월 한국에서 열린 중간보고회 행사에서 네팔 연방행정부의 케다르 프라사
드 파네루(Kedar Prasad Paneru) 전임 차관보는 시스돌매립장 사후 활용에 대한 한국 측
의 의사를 타진하였고, 수행기관은 2020년 3월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이후 네팔 연방행
정부와 영상회의(2020년 7, 8월)를 수행한 후 사업개요서(Project Concept Paper)를 제출
(2020년 8월)함으로써 해당 사업을 우선협력사업으로 추가로 반영하였다.

<표 1.4-2> 우선협력사업 목록
사업유형

시설
설치사업

사업명

바랏푸르시
위생매립장 건설사업

사업내용
• 위생매립시설 및 부대시설 건설
• 대상면적 : 99,000m2
• 시설용량 : 780,000m3

추진 목적

도시폐기물의 위생적
처리로 공중보건 향상

• 예상 사업비 : 약 10백만 USD

시설
설치사업

비랏나가르시
위생매립장 건설사업

시설
설치사업

시스돌매립장
온실가스 CDM사업

•
•
•
•

위생매립시설 및 부대시설 건설
대상면적 : 40,000m2
시설용량 : 190,000m3
예상 사업비 :약 4.6백만 USD

• 매립가스 포집설비, 정제설비, 발전시설
• 대상면적 : 100,00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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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가현황
2.1.1 일반현황
가. 개요
네팔은 서남아시아에 있는 인구 2,900만여명의 개발도상국이며 수도는 카트만두이다. 체트
리족(17%), 브라만-힐족(12%), 마가르족(7%), 타루족(7%) 등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종교 또한 힌두교(81%), 불교(9%), 이슬람교(4%)등으로 다양하다. 국토는 약 147,000㎢
로 한반도의 약 2/3배 수준이며 네팔어를 사용한다.

<표 2.1-1> 네팔 국가현황
구 분

내

용

∙ 국가명 : 네팔 연방민주공화국
∙ 수 도 : 카트만두(Kathmandu)
∙ 면 적 : 약 147,000㎢ (한반도의 약 2/3배)
∙ 행정구역 : 1개 수도, 7개 주, 77개 지구(Distrct)로 구성
일 반
현 황

∙ 인 구 : 약 29.7백만 명(2018년 기준 추정치)
∙ 언 어 : 네팔어(공용어), 마이탈리어, 부즈푸리어
∙ 민 족 : 체트리족(17%), 브라만힐(12%), 마가르족(7%),
타루족(7%)
∙ 종 교 : 힌두교(81%), 불교(9%), 이슬람교(4%), 키란트교(3%)
∙ 독 립 일 : 1951년 2월 18일(영국)
∙ 정치체제 : 의원내각제(연방공화국)

정 치

∙ 국가원수 : Bidhya Devi Bhandari 대통령
∙ 의

회 : 양원제 (국민의회 59석, 하원 275석)

∙ 집 권 당 : 네팔공산당

∙ 서남아시아 북부에 위치하며 인도 및 중국과 인접한 내륙
자 연
환 경

∙ 대히말라야산맥, 소히말라야산맥, 시왈리크산맥, 타라이
(Tarai)지역 등 4개 지역으로 나뉨
∙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산악지대, 언덕지대, 습지대로 나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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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네팔 국가현황 (계속)
구 분

내

용

∙ 네팔은 봄, 여름, 몬순, 가을, 겨울 등 5개의 계절이 있으며 지대
고도에 따라 5개의 기후로 구분 됨
- 해발 1,200m 이하 : 열대 및 아열대 기후
기 후

- 해발 1,200~2,400m : 온대 기후
- 해발 2,400m~ 3,600m : 한대 기후
- 해발 3,600m~ 4,400m : 아북극권 기후
- 해발 4,400m 이상 : 북극권 기후
∙ 화폐 단위 : 네팔 루피(NR)
∙ 경제성장률 : 5.0% (2018년)
∙ 물가상승률 : 6.0% (2018년)

경 제

∙ 국내 총생산(GDP) : 261억 US달러 (2018년)
∙ 1인당 GDP : 883 US달러 (2018년)
∙ 주요 수출품 : 의류, 콩류, 카페트, 직물, 주스, 주트상품
∙ 주요 수입품 : 석유제품, 기계와 장비, 금, 전자제품, 약품

(그림 2.1-1) 네팔 국기 및 휘장

나. 자연 현황
1) 지리적 여건
네팔은 육지로 둘러싸인 국가이다. 대부분의 면적이 산으로 덮여있으며 북쪽으로는 중
국, 남쪽, 동쪽 및 서쪽으로는 인도와 경계하고 있다. 총 면적은 147,181㎢ 이며, 직사
각형 비율로는 평균 길이로 885km 폭으로는 193km로 측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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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네팔 지도

2) 지형 및 기후
네팔은 다음과 같은 3 개의 광범위한 지형 분류에 걸쳐 5개의 지역 및 75개 구역으로
나뉜다.
(i) 남부 테라이 평지(Terai plain): 이 지역의 23%에 20개의 구역이 분포
(ii) 중간-구릉 지대(Mid-Hill): 41.8%에 39개의 구역이 분포
(iii) 북부 산지: 35.2%에 16개의 구역이 분포
네팔에서는 홍수, 산사태, 갑작스러운 홍수(flash flood), 가뭄, 한파, 혹서, 뇌우, 화재,
눈사태 및 지진 등 다양한 유형의 자연 재난에 높은 취약성을 보인다. 가장 대규모로
기록된 재난으로는 1993년, 2008년 및 2012년의 홍수가 있으며, 1934년 및 1988년의 지
진, 2009년의 자자르코트(Jajarkot) 지역 콜레라 발생, 1993년의 산사태, 그리고 최근
2014년 8월에 거의 한달 동안 순꼬시 강(Sunkoshi River)의 흐름을 막은 산사태가 있다.
1971-2012년 사이, 산사태, 홍수, 지진, 뇌우, 화재, 한파, 전염병과 같은 재난 및 기타
사고들로 인해 31,908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58,210명이 부상을 당하였고 594만명이 영
향을 받았으며, 229,167 가구가 파괴되고 170,097 가구가 손상을 입었다. 2012년에 발생
한 재난 사건들은 2,743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419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네팔은 지진
및 수자원 관련 위험에 극단적으로 높은 취약성을 보이는 국가로서, 지진에 대한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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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측면에서는 전 세계 11위, 홍수 위험 측면에서는 전 세계 30위를 기록하고 있다.
테라이의 저지대에서는 제방의 분절 및 주거지와 농지에 노출된 강바닥(riverbed)의 매
적작용(aggradation)으로 인해 홍수가 자주 발생한다. 이와 유사하게, 구릉지에서도 취
약한 지리학적 환경이 인구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서 산사태의 위험이 있다. 히
말라야 고지대의 경우 눈사태 및 빙하호 범람(Glacial Lake Outburst Flood, 이하
GLOF)에 대한 취약성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히말라야의 중간 지대인 경우 바람에 의
한 침식 및 사막화 문제가 흔히 나타난다. 네팔에는 1,466개의 빙호(glacial lake)가 있
으며, 이 중 21개에서는 갑작스러운 GLOF가 발생할 가능성 및 위험이 높다.
과거 기록된 GLOF 사건은 최소 14건이며, 이로 인해 다수의 정착지 및 인프라 개발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테라이(Terai)의 9개 구역은 홍수에, 구릉지 및 산지의 29개 구
역은 산사태에, 테라이, 구릉지 및 산지의 22개 구역은 가뭄에 가장 취약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국가 총 토지면적의 약 2.2%(60만 헥타르)는 홍수 및 토양
침식으로 인해 경작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이는 2001년의 1.2%(30만 헥타르)에서
증가한 수치이다. 카트만두 계곡(Kathmandu Valley)은 지형적으로 지진 위험이 높은데
다 내진설계를 갖추지 않은 건물이 많고, 밀도도 높아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높
은 곳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 30년간(1981~2010년) 최저기온은 12℃, 최고기온 29℃이었다. 또한, 연평균강수량
은 1425mm로 나타나며 6~8월에 강우가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2> 네팔 기후현황(30년, 1981~2010년)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년

최소기온(℃)

2

4

8

12

16

19

20

20

18

13

8

4

12

최대기온(℃)

19

21

25

28

29

29

28

29

28

27

24

20

29

평균강수량
(mm)

15

15

30

55

115

255

360

315

185

60

10

15

1425

자료: https://www.climatestotravel.com/climate/ne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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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현황
1) 행정구역, 주요 도시
네팔은 2015년 개헌 이후 연방제가 출범하였으며 행정구역에 큰 변화가 있었다. 헌법
개정 이후 가장 큰 행정구역 단위를 주(Province)로 바꾸었으며 총 7개 주가 모여 국가
를 구성하고 있다. 그 다음 행정단위로는 지구(District)가 있으며 각 주는 8~14 개
District로 구성되어 있다. 네팔 헌법은 연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지방사무를 집행토록
하고 있으나 주와 District 단위의 사무는 많지 않으며 District 이하 지방자치단체(local
level body)들이 실질적인 지방정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네팔 내 77개 District 이하 지방자치단체로는 6개 광역시(Metropolitan city), 11개 준광
역시(Sub-Metropolitan city), 276개 군(Municipality)과 460개 지방군(Rural Municipality)
까지 총 753개가 있다. 사업대상지인 바랏푸르 광역시는 바그마티 주(Bagmati Pradesh
Province) 내 치트완 지구(Chitwan District)에 속하는 도시며, 비랏나가르 광역시는 1주
(Province 1)의 주도로서 모랑 지구(Morang District)에 속하는 자치단체다. 각 자치단체
들은 ward(우리나라 동 규모)라는 더 작은 행정단위로 나뉘며 네팔 전체 6,743 ward가
존재하며 지방행정을 시행하는 데 기준이 된다. 사업대상지인 바랏푸르시는 29개 ward,
비랏나가르시는 19개 ward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1-3) 네팔 행정구역도

- 27 -

2장 대상국 현황

제1 부
마스터플랜

<표 2.1-3> 네팔 행정구역
주 명
(Department)

주 도
(Capital city)

District 수

면 적
(㎢)

Nepal

Kathmandu

77

26,494,504

Province No.1

Biratnagar

14

25,905

Province No.2

Janakpur

8

9,661

Bagmati Pradesh

Hetauda

13

20,300

Gandaki Pradesh

Pokhara

11

21,504

Province No.5

Butwal

12

22,288

Karnali Pradesh

Birendranagar

10

27,984

Sudurpashchim Pradesh

Godawari

9

19,539

주) 2020년 3월 현재 Province 1, 2, 5는 주의 이름이 정해지지 않아 숫자로 표기함.

2) 인구 현황
네팔정부는 국가단위 인구조사를 10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2011년에 시행
하였으며 지자체 단위 통계조사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 최근 인구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
정이다. 더구나 최근 연방제 개편과 지자체 등의 통폐합 등으로 인하여 행정구역이 변했으
므로 지자체별 실제 인구는 다음 인구조사인 2021년 이후에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대상지인 바랏푸르시와 비랏나가르시는 2011년 인구 총조사 당시 인구가 147,777명,
204,949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두 지역 모두 인근 지자체를 통합하여 광역시로 승격한
뒤 인구가 바랏푸르는 280,502명, 비랏나가르 214,663명으로 나타났다. 이 인구는 2011년 인
구 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광역시로 통합된 인구이므로 현재 인구는 더 많을 것이다.[

<표 2.1-4> 행정구역 개편 이후 네팔 주요도시 및 인구 (2011년)
순위

도시명

조사 당시 인구

행정구역 개편 이후

1
2
3
4
5
6
7
8
9
10

Nepal(전체)
Kathmandu Metropolitan city
Pokhara Metropolitan city
Lalitpur Metropolitan city
Bharatpur Metropolitan city
Biratnagar Metropolitan city
Birgunj Metropolitan city
Ghorahi Sub-Metropolitan city
Janakpur Sub-Metropolitan city
Hetauda Sub-Metropolitan city
Dhangadhi Sub-Metropolitan city

26,494,504
1,003,285
264,991
226,728
147,777
204,949
139,068
65,107
98,446
85,653
104,047

26,494,504
975,453
414,141
284,922
280,502
214,663
204,816
156,164
153,614
152,875
147,741

출처 : 2017 National Population Report (네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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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도시별 인구현황

라. 정치현황
1) 국내 정치현황
절대군주국이었던 네팔은 2001년 왕실대학살 사건으로 사망한 비렌드라 전 국왕의 뒤
를 이어 즉위한 갸넨드라 국왕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오랜 기
간 내전을 겪었으며, 2차례에 걸친 제의회의 선거(2008년, 2013년)를 통해 신헌법 제정
을 위한 노력이 전개 되었으나 합의되지 못하다가 2015년 4월 대지진으로 인해 가속화
되었으며, 그해 9월 20일에 신헌법이 공포되었고 공표된 신헌법에 따른 선거를 실시하
여 10월 공산당 정부가 출범하여 새 대통령 비디야 데비 반다리(Bidya Devi Bhandari)
와 총리 카드가 프라사드 샤르마 올리(Khadga Prasad Sharma Oli)가 선출되었다. 공산
당 정부는“안정을 통한 번영”이라는 선거구호를 내세워 국민적 기대를 받았고 출범
하였다.

(그림 2.1-6) 네팔 현 총리

(그림 2.1-5) 네팔 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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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방제 도입
네팔은 신헌법과 함께 연방제를 시행하였다. 중앙정부 아래 7개 주정부 및 753개 지방
자치단체로 구성되는 연방주의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
및 자원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자원과
조직에 대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고 관료들이 지방발령에 대한 반발, 지방정부의 뒤처
진 행정능력 등으로 연방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 네팔의 외교정책
네팔정부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원칙을 세우고 외교정책을 추진 중이다.
① 주권, 영토적 일체성 및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면서 네팔의 국가이익 추구
② 네팔의 대외관계는 Panchasheel(평화공존 5원칙), 비동맹, 유엔헌장, 국제법 및 세계
평화의 규범에 기초하여 추진
③ 모든 국가와 우호협력 관계 유지 (amity with all, and enmity with none)
④ 네팔의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경제외교 추진
⑤ 다양하고 아름다운 자원을 보유한 국가로서 네팔의 문화 유지
인접한 대국인 인도 및 중국과는 상호 신뢰로서 관계의 기반을 다지고 상대국의 정당한
이익을 존중하되, 네팔의 국가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외교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인도와
중국 외에도 모든 다른 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를 유지 (extended neighborhood)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또한 UN 등 다자외교를 중시,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지지, 테
러리즘 대처, 최빈개도국과의 유대 및 협력강화, 지속가능개발 목표 실현 등을 위해 노력
하고 있으며 주요 개발 원조국과의 양자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국가별로 다른 외교정책을 추진 중인데, 인도의 경우 문화적, 인종적,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그간 인도는 네팔을 사실상“영향권에 있는 국가”로 간주하여
네팔의 국내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정책을 추구해왔다. 양국 총리는 방문을 통해 경색되
었던 양국관계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나 최근 국경분쟁이 발생하는 등 양국관계에 있어
근본적인 재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의 경우, 당시 카드가 올리 총리(Khadga Prasad Sharma Oli)가 2016년 4월 중국을 방
문하여 교역로를 중국으로 다변화하는 조약(Transit & Transport Treaty)에 서명한 것을
계기로 후임 푸쉬파 다할 총리(Pushpa Kamal Dahal) 기간인 2017년 5월에는 일대일로
(BRI: Belt & Road Initiative)에 가입하였다. 이후 부임한 Oli 총리가 2018년 6월 (6/19~24)
중국을 방문한데 이어 네팔 대통령이 2019년 5월 북경에서 개최한 제2차 BRI 국제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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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하였으며 이후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이 네팔을 국빈방문하여 네팔과
“전략적 동반자관계”수립에 합의하였다. 과거와는 달리 양국 공산당 간의 교류와 협력
도 심화되는 추세이다.
그간 인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네팔에 관여해온 미국은 5억불 상당의 무상원조 사업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을 실시하고 네팔 외교장관의 미국 방문 초청(2018년
12월), 미국 고위인사들의 잇따른 네팔 방문 등을 통해 네팔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강
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네팔의 지나친 친중 성향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네팔을
인도-태평양 전략에 포함시켜 중국 견제에 활용코자 시도하고 있으며, 특히 티베트 문제
를 매개로 중국의 네팔 진출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바. 우리나라와 관계
1) 국교수립
1974년 5월 15일

2) 주요협정
무역협정(1971), 이중과세방지협정(2003), 항공협정(2005), 무상원조협정(2015)

3) 양국간 교역규모
한국과 네팔의 교역규모는 2015년 25,623천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6년 소폭 감소하였
으나 2017년에는 34,484 천달러 규모로 전년대비 135.2% 수준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교역
규모 증가는 한국의 대 네팔 수출규모 증가가 주요원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 나 라
의 대 네 팔 주요 수출 품목은 건설광산기계, 자동차, 합성수지 등이 수출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네팔로부터 섬유제품, 의류, 식물성물질 등을 중심으로 수입하고 있다.

<표 2.1-5> 한-네팔 교역 규모

(단위: 천달러)

대 네팔

2015년

2016년

2017년

주요품목

수 출

25,623

25,508

34,484

건설광산기계, 자동차, 합성수지

수 입

1,912

1,786

1,907

섬유제품, 의류, 식물성물질

합 계

27,535

27,294

36,391

-

자료 : 세계국가편람 (수출입은행,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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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환경 및 환경관리 일반현황
가. 환경 일반현황
네팔은 세계의 0.1% 정도 되는 작은 국토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25번째로 다양한 생물종을
보유하고 있는 생물자원 강국이며 기후가 다양한 특성으로 인한 대표적인 기후변화 취약국이기
도 하다. 고온현상과 강수량 저하로 인한 수자원 고갈, 가뭄, 산불 등 재난의 위험을 안고 있다.
네팔은 1990년 만해도 약 48,000㎢에 이르는 산림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땔감 및 주거지
마련 또는 불법 벌목 등의 이유로 산림 면적이 약 36,000㎢ 까지 감소한 상태이다.
인구 증가, 관리되지 않는 도시화, 인프라 개발과 환경의 불균형, 통합 및 계획된 개발의
약점, 병원, 도시 및 산업 분야의 다양한 폐기물 및 오염 관리 불가능, 농업에서 관리되
지 않은 약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 피해와 같은 요인은 네팔의 주요 환경 문제이다.

나. 네팔의 환경분야 정책 추진 경과
네팔은 환경과 사회 경제적 개발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인공 개발로 인한 악영향을
줄이고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네팔 헌법 제30조를 통해 모든 시민이 깨끗하고 건강
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제공했으며, 환경의 보호 및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관련하여 추진된 정책은 아래와 같다.

1)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네팔정부의 우선과제 및 노력
1962년

이래로

환경

보호

및

보존의

개념은

국가계획위원회(National

Planning

Commission, 이하 NPC)가 이끄는 정기 국가개발계획을 통해 점차 개선되고 있다. 제6
차 정기 계획(1980-85년)까지, 정부는 산림 보존, 수역 관리, 야생동물 보존, 수자원 및
위생시설, 도시 관리와 같은 환경 요소들을 강조하였다.
1985년 이래로, 주요한 환경 주류화(environmental mainstreaming) 계획이 착수되고 있
고, 환경 친화적 정책이 소개되고 있으며, 환경 관리전략은 부문별 계획들에 통합되고
있다. 국제 정책의 지원 및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부자 집단이 정책
변호(policy advocacy) 및 역량 개발에 개입함에 따라 개발 활동에 환경적 안전장치를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결과적으로 국가 환경 정
책, 법안 및 규제의 형성, 산림 및 야생동물 보존 계획의 채택, 국립공원의 설정, 민감
생태계 보호를 위한 보존 지역의 설정, 대기 및 수질 기준의 마련으로 이어지고 있다.
2000년 9월, 밀레니엄 선언에 서명한 네팔은 밀레니엄 개발목표(MDG)를 빈곤 퇴치 전
략 문서 및 이에 따른 세 개의 중기3년 계획(2007-2016)에 통합하였다. 지난 13년 간
네팔의 정치 상황이 불안정했음을 고려할 때 네팔은 MDG 목표(지속가능한 환경 관리
에 관한 MDG No7. 포함)를 달성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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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 지속가능성 관련 부문별 정책, 전략 및 계획
네팔 정부는 정책을 형성하고 제도적 메커니즘을 마련함으로써 기후변화 영향의 해결
을 위한 우선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2010년 국가행동적응계획(National Adaptation Plan
of Action, 이하 NAPA)에서는 농업, 식량 안보, 수자원 및 에너지, 기후로 인한 재난,
산림 및 생물다양성, 공공 보건, 도시 환경 및 인프라에서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우
선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NAPA는 또한 지구 온난화, 극한 기후 현상 및 기후 재난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적응 개선 지침을 제시한다.
NAPA에서는 기후변화 문제를 개발 계획 및 프로그램에 주류화하고자 하며, 여기서 성
(gender)을 중심적인 문제로서 고려한다. 또한 2011년에 네팔은 지역 행동 적응 계획
(Local Adaptation Plans of Action, 이하 LAPA)에 국가 지침을 마련하여 기후변화 적응
계획을 지역 개발 계획에 통합하고자 하였다. LAPA에서는 기후 위험 및 취약성을 줄
이고 회복력은 높이는 것에 집중한 지역 수준의 적응 요구를 밝히고 있다.
최-빈곤층 및 최-취약층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이 증대되고 있으며, 생태계가 전례없
는 압력을 받음에 따라, 국가 개발 정책 및 계획 과정에 환경-빈곤 연결 관계를 통합
해야 되는 필요성은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NPC(National
Planning Commission; 국가계획위원회)와 재정부가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에 대한 공공
지출

추적을

위해

마련한

기후변화

예산

코드(code)

하에서

빈곤-환경계획

(poverty-environment initiative, 이하 PEI)을 실행하였다. NPC는 녹색경제 프레임워크
를 지원하고 있고, 과학, 기술 및 환경부는 저탄소/배출개발 계획(대체 에너지 추진 센
터를 통해)을 지원하여 정부의 녹색경제를 향한 개발 경로 계획을 뒷받침하고 있다.

3) 제도개발
지난 30년 간, 정부 및 다수의 비정부와 민간 부문 기관들은 네팔 내 환경활동을 계획
하고 능률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NPC(National Planning Commission; 국
가계획위원회)는 1987년 환경 부서를 설립하였는데, 이는 부문간 환경 관련 활동을 감
독하고 조정하는 데 책임이 있는 최초의 환경 관련 기구였다. 환경보호협의회
(Environment Protection Council, EPC)는 국가 정책을 바탕으로 환경 기준의 순응 여부
를 감독하고자 했던 국무총리의 지휘 하에서 1982년에 설립되었다. EPC는 1993년에
NEPAP(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nd Action Plan; 국가 환경 정책 및 행동 계획)
를 승인하였지만, 현재 동 계획은 비활성된 상태이다. 또한 부서 간, 연방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연계 미약으로 인해 이를 실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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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 활동 관련 재정 마련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소비는 최근 수년 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06/07년의 약
8,400백만 달러(총 GDP의 1.15%)에서 2010/11에는 14,600만 달러(총 예산의 10.3% 및
GDP의 3.1%)로 증가하였다. 이 금액은 관련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서 기후 거버넌스,
역량 개발 및 기후변화 위험 통합 관련 계획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한다. 기후 예산
의 대부분은 경제 관련 업무 분야에 있으며(71%), 다음으로 주거 및 커뮤니티 서비스
(26%)가 뒤를 잇는다. 예상의 약 6% 만이 직접적인 환경 보호에 할당된다. 총 기후변화
예산의 11.4%는 지역 프로그램에 할당된다.

다. 환경분야 추진 정책의 성과 및 과제
네팔은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관련하여 그동안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가속되는
도시화 등으로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관련하여 네팔 내 환경분야의 주요
정책과제들은 아래와 같다.

<표 2.1-6> 네팔 환경분야 부분별 정책과제
정 책

내 용

환경 정책 및 거버넌스

∙ 기후변화나 재난 위험 등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을 파악 필요
∙ 환경적인 안전장치 관련 과제를 효율적으로 풀기 위한 대책 필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인프라 개발

∙ 적절한 환경 보호 대책이 없이 구축된 인프라는 문제 야기하므로 환경 보호와
인프라 개발간 균형을 최대화하는 개발

자연 자원 및
생물다양성 보존
기후변화

재난 위험 관리

∙ 자연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 산림 불법 벌채나 불법 침입을 통제하고, 강력한 모니터링을 통해 규제
∙ 정확한 기후 전망을 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할 역량
확보 필요
∙ 재난관리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취약 지역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반영 필요
∙ 지역 수준에서 위험 관리 계획을 설계 및 이행하는 데 커뮤니티가 참여하는 것
또한 우선과제로서 고려

자료) 네팔 국가 환경 노트 (201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라. 네팔의 환경분야 최신정책 (환경정책 2076 (2019년 제정))
1) 개요
네팔 정부는 환경분야 개선을 위하여 정부, 시민 사회, 민간 부문 및 대인간의 협력과
협업 작업이 필요한 배경을 감안하여 지난 2019년에 국가 환경 정책 2076(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2076)을 새로 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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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네팔 국가환경정책 2076 내용
정 책

내 용
∙ 모든 종류의 오염 예방, 통제 및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 확립

오염방지, 제어 및 저감

환경적 유입

∙ 산업, 공장, 병원 및 차량 운영에 친환경 기술 사용 장려
∙ 제품의 유해 화학 물질 규제 및 통제를 통해 인체 건강 및 환경 보호
∙ 정책 및 프로젝트로 인한 사회 및 환경 영향평가 조항 제공
∙ 환경 요소는 모든 개발 프로젝트의 단계에서 내재화
∙ 개발 프로젝트에 의한 환경적 사회적 부작용 저감 및 긍정적 효과 지속
∙ 환경 연구 보고서 규정 마련

환경적인 조치

∙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한 조치
∙ 환경오염 유발자에 대해 의무 지불
∙ 개발 프로젝트 영향 지역에 보상 조치

시민참여

∙ 모든 시민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할 책임이 있음
∙ 환경 관리에서 다중 이해 관계자의 역할은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

지속가능한 개발

∙ 물리적 인프라 구축 시 환경 친화적인 구조 구축
∙ 환경 보호 민감 지역은 지속 가능하게 관리 및 보호
∙ 자연 자원의 지속 가능하고 통합된 관리를 통해 얻은 이익 분배

거버넌스, 연구 및 역량
개발 정책

∙ 환경관련 이해 관계자 식별을 통해 의미 있는 참여 보장
∙ 쉽고 공개적인 환경상태 정보 및 통계 시스템 구축
∙ 효과적인 환경분야의 연구 및 역량개발

2) 추진 전략
본 정책은 오염통제, 폐기물 관리, 녹지 확대를 통해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목표로 부문별 전략을 세웠으며, 환경분야 관리
전략과 폐기물 분야 관리 전략은 아래와 같다.

가) 환경 관리전략
∙ 고체 및 액체 오염물 관리 및 저지대 해안지역 보호조항 마련
∙ 제안자는 제한, 수량 및 환경영향기간에 따라 적절한 환경연구 마련
∙ 전문업종 및 산업 시설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 구현
∙ 친환경 소재의 수입 권장
∙ 플라스틱 사용은 환경 친화적 방법으로 대체·오염 유발 물질에 대한 세금부과를
통해 친환경소재 사용 촉진
∙ ‘오염 제공자가 손실을 지불한다’는 원칙에 따라, 오염 물질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 지불
∙ 환경 보호 및 관리 분야에서 각 시민의 의무에 따라 인식 프로그램 구성

- 35 -

제1 부
마스터플랜

2장 대상국 현황

∙ 오염 저감에 도움이 되는 장비에 할인 제공
∙ 오염 저감을 위해 재생 가능한 청정에너지 사용 권장
∙ 모든 사람과 조직을 통한 구매 프로세스는 친환경적 조달을 채택 장려
∙ 환경 관리와 관련된 숙련 인력을 운영함으로써 이해 관계자의 역량 향상
∙ 환경 관리에 관한 국가 정보 시스템을 개발
∙ 환경과 관련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만들어 주관적인 정책 결정에 사용하
며 계획 및 관리 작업을 공식화
∙ 이해 관계자의 역량 향상 및 국제 표준과 유사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주정부

및 지방정부 수준으로 이전

마. 네팔 환경분야 예산
네팔 재무부에서 발표한 최근 4개년간 환경분야 예산은 아래와 같다. 2018/19년 회계연도
에 환경분야 예산이 189백만USD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예산이 급증하였으며, 그 다음 회
계연도인 2019/20년 회계연도에서도 223백만USD로 늘어 국가적인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
적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8> 네팔 환경보호 관련 예산

(단위: 백만USD)

구분

2016/17

2017/18

2018/19

2019/20

폐기물 관리

43.87

34.89

36.46

55.06

폐수 관리

8.87

11.13

55.50

43.30

환경보호 연구개발

25.62

23.79

35.14

34.58

기타

47.22

56.35

62.22

90.31

합계

125.58

126.16

189.32

223.25

자료: 네팔 Budget speech (2017~2020), 네팔 재무부, Annex 3 참조
주) 네팔 회계연도는 7월에 변경되어 2개년간 회계연도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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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진출지역의 시장
가. 경제 및 산업현황
1) 경제동향
네팔은 90년대 초반 구소련 해체이후 동유럽 및 인도와 같이 경제개혁 및 민영화를 통
해 8% 이상의 경제성장을 보이다가 96년부터 시작된 마오내전(2006년까지 약 17,000명
사망)으로 정치적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경제성장이 지체되기 시작하였다. 네팔은 여전
히 최빈개도국으로서 2024년 최빈개도국 지위를 졸업하고 2030년까지 중진소득국 진입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12년간 177억불의 투자와 8% 이상의 경제성
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네팔정부는 엄격한 긴축재정 유지, 정부 세원 확대, 과거 민영
화 정책 실패 및 공공부문 역할 유지, 포용 성장 등 강조하였다.
네팔은 GDP의 26~28%를 차지하는 해외송금, 수입에 기반한 세입구조(관세+13% 부가세
로 구성된 세원이 전체의 47% 차지) 확대되고 있는 무역적자(수출 및 수입이 1:15 이
상)로부터 파생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제15차 경제사회발전계획(2019/20~2023/24 회계연도)으로 네팔 정부는 10.3% 경제성장,
1,600불의 1인당 소득, 3% 실업율과 5,000MW 전력생산을 제시하였다.

<표 2.1-9> 네팔 경제 현황
e)

단위

2015

2016

2017

2018

GDP

억 달러

214

212

249

288

303

1인당 GDP

달러

747

731

848

971

1,009

경제성장률

%

3.3

0.6

7.9

6.3

5.0

재정수지/GDP
소비자물가
상승률
정부채무/GDP
환율(달러당
연중)
경상수지

%

0.7

1.4

-3.3

-5.5

-4.6

%

7.2

9.9

4.5

4.2

5.0

%

25.6

27.9

26.4

29.7

35.4

NR

102.4

107.4

104.5

107.1

110.6

백만 달러

2,447

-168

-815

-2,086

-2,565

경상수지/GDP

%

11.4

-0.8

-3.3

-7.2

-8.5

상품수지

백만 달러

-5,698

-8,002

-9,161

-11,691

-12,484

수출

백만 달러

813

762

840

894

982

수입

백만 달러

6,511

8,764

10,000

12,584

13,466

외환보유액

백만 달러

7,937

8,498

9,172

9,840

10,623

자료 : 2019 세계국가편람, 한국수출입은행, 2019
주 : e)추정치(estimate), f)전망치(fore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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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팔의 교역 동향
<표 2.1-10> 네팔의 무역수지 동향
2018/19 회계
연도 교역

2019/20 회계
연도(5개월) 교역

1년 전(2018/19 회계 연도 5개월)
대비 증가율

수입

125억불

51.2억불

27.0%

수출

8.59억불

4.19억불

-4.2%

무역수지

116억불

47억불

-6.3%

총 교역

134억불

55.39억불

구

분

자료: 네팔의 2019~20 회계연도(5개월) 교역 동향, 주 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표 2.1-11> 네팔의 10대 교역 대상국
순번

수

입

수

출

국가

액수

국가

액수

1

인도

30.8억불

인도

2.87억불

2

중국

9.03억불

미국

43.0백만불

3

인도네시아

1.49억불

독일

13.3백만불

4

아랍에미리트

79.7백만불

영국

10.8백만불

5

미국

72.7백만불

터키

9.33백만불

6

캐나다

53.2백만불

중국

7.50백만불

7

스위스

46.1백만불

방글라데시

6.43백만불

8

남아공

40.3백만불

프랑스

5.40백만불

9

태국

40.0백만불

일본

4.50백만불

10

사우디아라비아

38.4백만불

이탈리아

3.40백만불

자료: 네팔의 2019~20 회계연도(5개월) 교역 동향, 주 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표 2.1-12 > 네팔의 10대 교역 품목
순번

수

입

수

출

품목

액수

품목

액수

1

Petroleum Products

670백만불

Palm Oil

101.3백만불

2

Iron &Steel

482백만불

Yarns(Polyester, Cotton)

31.8백만불

3

Machinery &Parts

415백만불

Woolen Carpet

28.3백만불

4

Transport vehicles

364백만불

Soya Bean Oil

27.1백만불

5

Electronics

259백만불

Readymade Garments

26.2백만불

6

Cereals

178백만불

Jute &Jute Products

21.3백만불

7

Apparel &Clothing

150백만불

Cardamom

16.3백만불

8

Telecommunication

143백만불

Juices

13.7백만불

9

Aircraft &Parts

126백만불

Tea

12.7백만불

10

Pharmaceutical Products

116백만불

Textiles

12.3백만불

자료: 네팔의 2019~20 회계연도(5개월) 교역 동향, 주 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 38 -

네팔 폐기물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3) 네팔의 수출진흥 정책
네팔 정부는 수출 진흥을 위해 2016년에 9개 품목(Fabrics &Textiles, Carpet, Large
Cardamom, Tea, Pashmina, Herbal Products, Footwear, Ginger, Leather)에 초점을 둔
정책(Nepal Trade Integration Strategy)을 발표한 바 있음.
- 목표 : GDP 대비 수출의 비중을 2020년까지 4% 수준까지 향상
2017/18 회계연도 기간에 상기 9대 품목의 수출이 17.9% 증가하였으나 2019/20 회계연
도에 들어선 이후 5개월 동안에는 130.7백만불을 기록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4.7%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3> 네팔의 수출 진흥을 위한 9개 주력 수출품목
순번

품 목

액수

순번

품 목

액수

1

Fabrics &Textiles

52.2백만불

6

Herbal roducts

4.4백만불

2

Carpet

28.3백만불

7

Footwear

4.02백만불

3

Large Cardamom

16.3백만불

8

Ginger

2.08백만불

4

Tea

12.7백만불

9

Leather

0.96백만불

5

Pashmina

9.3백만불

자료: 네팔의 2019~20 회계연도(5개월) 교역 동향, 주 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네팔 무역담당부서는 9대 주력 수출품목의 수출이 줄어든 것은 원자재, 기술 인력과
가공센터/실험실 등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데다 국내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수출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였다.

나. 사회현황
1) 인구
네팔의 인구는 10년마다 인구총조사를 시행하며, 최근 조사는 2011년에 이루어졌다.
조사 시 코호트 요인법(Cohort Methods)을 적용하여 인구를 예측하며 2018년 잠정치는
약 29.2백만 명으로 나타났다.

<표 2.1-14> 네팔 인구 동향
구 분

계

남자

여자

가구수

증가율(%)

2001년
2011년
2018년p

23,151,423
26,494,504
29,218,867

11,563,921
12,849,041
14,167,240

11,587,502
13,645,463
15,051,626

4,253,220
5,423,297
-

2.25
1.35
-

자료 : Nepal in Figures-2019, Government of Nepal National Planning Commission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2019
p : 잠정치(provi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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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의 인구 동향(2001년-2011년)을 살펴보면, 인구 1천명 당 출생률은 33.1명에서 21.8
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여성1명 당 출산아는 4.1명에서 2.5명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유아
사망률은 약 2/3수준으로 감소하여 괄목할만한 향상을 보였다.
<표 2.1-15> 네팔 인구 통계 부문별 현황
구 분

단위

2001

2011

2016

조출생률

명/천명당

33.1

21.8

22.6

조사망률

명/천명당

9.6

7.3

NA

합계출산율

명/여성 1명당

4.1

2.5

2.3

유아사망룰

명/천명당

64.0

40.5

32.0

5세 이하 사망률

명/천명당

91.0

52.9

39.0

자료 : Nepal in Figures-2019, Government of Nepal National Planning Commission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2019

영아사망률(5세 이하), 모성 사망비, 신생아 사망률이 감소되었으나, 일부 보건 지표에
대한 지역간 편차가 존재한다. 지역 간 유아 예방접종률의 경우, 홍역의 경우 동부
(98%) 및 서부(94%)지역이 중부(85%), 중서부(79%), 극서부(86%) 지역 보다 상대적으로
예방 접종률이 높다.

2) 교육
초·중등교육 등록률 및 수료율 모두 개선되었으나, 기초교육(1-8학년) 이후 중등교육
으로의 진학률 및 기술교육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의
등록률과 수료율에서 남녀 간 격차가 낮으나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격차가 커지며, 사
회계층간 또는 지역 간 성불평등 격차가 분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3) 부정부패
국제 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발표한 네팔의 부패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2018년 기준 180개국 중 124위로 낮은 편이다. 또한 2008년 이후
정당간의 갈등이 지속되어 법치국가의 근간인 헌법을 제정하지 못한 채 임시 헌법을
적용하였다. 당시 네팔 대통령은 2015년 9월 20일 7년 만에 연방공화제 하에 새로운
헌법안을 공표하였으나, 헌법 제정과 관련한 항의 시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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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반시설 현황
1) 에너지
네팔은 전반적 인프라 수준이 열악하며,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글로벌경쟁력지
수는 109위(총 140개국)를 차지하였을 만큼 기반시설이 열악한 실정이다.
에너지 인프라의 경우, 43,000MW에 달하는 높은 수자원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전력망
구축 수준이 지역에 따라 상이하여 일부 지역에서 전력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송전
시설 부족 및 전력손실이 전력 부문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표 2.1-16> 네팔의 전력 생산
(단위: GWh)

2016

2017

2018p

최대전력수요(MW)

1,385.3

1,444.10

1,508.16

총 발전(NEA)

2,133.22

2,305.45

2,308.37

수력발전

2,133.14

2,305.17

2,308.24

화력발전

0.08

0.28

0.13

총 구매전력

2,943.92

3,952.28

4,749.56

구매전력(인도)

1,777.68

2,175.04

2,581.8

구매전력(민자발전산업)

1,166.24

1,777.24

2,167.76

5,077.14

6,257.73

7,057.93

구 분

가용 전력

자료 : Nepal in Figures-2019, Government of Nepal National Planning Commission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2019
p : 잠정치(provisional)

<표 2.1-17> 네팔 내 전력 사용 현황
(단위: GWh)

전력 사용

2015/16

2016/17

2017/18

사용비율(%)1)

합계

3,718.91

4,776.53

5,560.24

100.0

가정용

1,796.78

2,163.51

2,509.29

45.1

산업용

1,205.69

1,719.26

2,010.09

36.2

상업용

286.48

350.58

413.07

7.4

수출

3.15

2.69

2.94

0.1

기타

426.87

540.49

624.85

11.2

자료 : Nepal in Figures-2019, Government of Nepal National Planning Commission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2019
주 1) 2017/18년도 기준으로 사용비율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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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은 2018년 기준 총 7,058GW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며, 이 중 2,308.4GW는 네팔 전
력청(Nepal Electricity Authority)이, 2,167.8GW는 민간에서 공급하며, 2,581.8GW는 인도
로부터 수입한다. 네팔의 전력은 대부분 가정용 및 산업용으로 소비되는데, 2017/18년
기준 약 45%의 전력이 가정용으로, 약 36%의 전력이 산업용으로 소비되었다.
2017년 7월 기준 4,138MW 용량의 244개 사업이 NEA와 전력구매협정(Power purchase
Agreement)을 맺은 상태이다.

2) 교통
네팔은 내륙국의 특성 상 여객과 화물 운송에 대한 도로 의존도가 높으며, 현재 유일하
게 접근 가능한 인도의 콜카타 항만을 통해서 제3국 수출이 가능하여 수입 및 수출 비용
이 높다.
2016년 3월 중국 내 항만 접근권이 포함된 MOU를 중국정부와 체결하였으며, 향후 지
역 내 철도 건설 방안을 논의하여 네팔의 수출입 통로다원화를 모색 중이나 주요도시
를 중심으로 도로망 구축사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지방 간 구축 정도의 차이는 아직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1-18> 네팔 도로 현황

(단위: km)

도로 종류

2015/16

2016/17

2017/18

아스팔트 도로

12,173

6,980.02

6,979.33

자갈을 깐 도로

6,460

2,045.18

2,276.87

흙으로 된 도로

9,675

4,035.05

4,191.41

합계

28,308

13,060.25

13,447.61

자료 : Nepal in Figures-2019, Government of Nepal National Planning Commission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2019

최근 10여 년 동안 지방도로를 중심으로 도로가 3배가량 연장되었으나, 도로관리 부재
로 인한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산악지역이 많은 네팔은 다수의 지역
항공 교통을 통해 도로인프라 부재를 보완하고 있다. 네팔은 카트만두 트리부반
(Tribhuvan) 국제공항을 비롯하여 총 50개의 공항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 네팔 방문
의 해를 맞아 포카라 국제공항 등 공항 신축, 시설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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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할 행정부서
1) 환경정책 기조
네팔 정부의 환경정책 목표는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번영을 위한 발판 마련 및 생태계 유
지·복원이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고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
로 적절한 환경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정책 기조이며, 이를 위한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2.1-19> 환경 분야별 정책 추진계획
항 목

내 용

수질 오염 관리

∙ 토양 및 수자원 보전법(Soil and Water Conservation Act)수립.
∙ 토양 및 수자원 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취수원 수질 관리
∙ 주민들을 위한 소규모 관개 시스템 설치 촉진

대기 오염 관리

∙ 산업 오염 통제 관리 프로젝트(Industrial Pollution Control Management Project,
IPCMP)로 대기 오염물질 및 오염물질 배출원 모니터링
∙ 석유를 통한 화력발전을 지양하고 수력발전과 바이오가스,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산업 육성

폐기물 관리

∙ 폐기물 주요발생원인 산업시설의 산업활동 단계에서 1차적인 폐기물 최소화
∙ 관광객으로부터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는 숙박업자 등 관광업 종사자에게 책임을 주고
입산자에 대한 무분별한 폐기물 발생방지 관리

2) 환경분야 법규
네팔은 수자원관리 산림보호, 폐기물 관리 등 다양한 환경 관련 법규를 마련하였으며,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표 2.1-20> 환경 분야 관련 법규
구 분

내 용

지방자치법(1998)

∙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산림 및 생물 다양성 보전, 토지이용 관리, 환경
오염 관리, 공중 보건 관리 등

환경보호법(2019)

∙ 청정한 환경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에 기여

수자원법(1992)
고형 폐기물 관리법 (2011)
토양 및 수자원 보전법(1982)
국립공원 및 야생동물
보호법(1973)

∙ 환경 평가 촉진, 수질 기준 준수 및 수자원 사용과정에서의 지역 환경영향
최소화
∙ 수거, 운송, 재활용, 처분 및 유해 폐기물 분류를 통한 고형 폐기물 관리
∙ 토지 이용 규제를 통한 토양환경 보전
∙ 국립공원, 야생 동물 보호구역 및 보전 지역 지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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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 관련 정부조직
가) 관련 부처
네팔의 환경 관련부처는 연방행정부와 산림환경부가 있다. 연방행정부는 국가와 지방
정부의 폐기물 관리 중심으로서 관련 정책 수립, 기술적, 행정적 지원 등을 담당하며,
산림환경부는 향후 개발사업추진 시 환경영향평가, 수질/대기 정책, 산림사용에 대한
허가 등을 담당한다.
<표 2.1-21> 네팔 내 환경(폐기물) 분야 관련 부처
구 분

내 용

연방행정부
∙ 국가 폐기물 관련 정책 수립, 지원
(Ministry of Federal Affairs and
∙ 지방 정부의 폐기물분야 관리, 시설 조성 등에 대한 기술, 정책 기술지원
General Administration)

산림환경부
(Ministry of Forest and
Environment)

∙ 야생 동물 보호 및 생물 다양성 보존 등 산림 관련 정책 수립의 계획 및
검토를 담당함.
∙ 수질, 대기질 등 주요 환경정책, 환경영향평가 등 폐기물을 제외한 주요 환
경정책 관할

(그림 2.1-7) 네팔 연방행정부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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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 위원회
네팔의 환경 관련 위원회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 부처는 헌법, 입법 및 제도적 프레임
에서 환경적 영향을 예방 및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수행한다.
<표 2.1-22> 환경 분야 관련 위원회
구 분

내 용

천연 자원 및 환경보호 위원회 ∙ 천연자원 보존 및 환경 보호 대책에 대한 정부의 행정을 감독함.
(The Parliamentary Committee ∙ 위원회는 국가 전체의 환경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대해
on Natural Resources and
정부에 제언함.
Environmental Protection )
∙ 입법 예속기구로서 행정부에 지시하거나 정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국가개발위원회
∙ 최고정책기구로서 과거 국왕이 주재하였으며, 현재 총리가 주재함.
(National Development Council,
∙ 주요 정책 이슈와 정기계획에 대한 지침을 수립함.
NDC)

환경 보호 협의회
(Environmental Protection
Council, EPC)

∙ 천연자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
∙ 환경계획, 환경영향평가, 환경오염 방지 및 국가유산보호에 대한 국가체계
개발
∙ 환경 관련 법체계 수립 및 개정
∙ 환경보호기금 설립 및 운영

4) 조달 관련 정부조직
가) 조달관련 조직체계
네팔의

수원총괄기관은

재무부

내

국제경제협력

조정국(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Coordination Division:IECCD)이며, 해외원조정책(Foreign Aid Policy)에 따
라 국가 우선순위 개발 프로젝트 재정 확보, 개발협력프로그램에 대한 주인의식 증진,
효율적 재원 관리 등의 업무 수행한다.
네팔 중앙 정부 중심으로 각 공여기관 및 국제기구들 간 협의체를 주도하는 역할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추세로, 네팔 정부와 공여기관 간 최고위급 및 고위급 대
화채널이 마련되어 있으며, 정기 공여기관 회의(International Development Partners’
Group)를 중심으로 분야별 워킹그룹(Working Group)이 약 30여개, 세부분야별 워킹그
룹 약 70여개가 운영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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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네팔 재무부 조직도

2.1.4 사업관련 시장조사
가. 네팔 환경시장
1) 네팔 환경시장 현황
네팔 내 환경시장은 세계경기침체의 영향이 적으며 제도 개선을 통한 외국인투자가 증
가하고 있다. 환경시장의 경우 폐기물처리 기술이 열악하여 선진기술(위생매립장 등)
도입 및 운영기술향상에 대한 Needs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폐기
물 처리시설을 비롯한 환경기초 인프라 사업에 대한 수행 가능성 또한 다수의 지역에
서 가능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1-23> 네팔 분야별 환경현황
환경 분야

현 황

대기분야

∙ 도시 가구의 40.1%와 농촌 가구의 92.3%가 땔감을 사용하고 있어 대기오염 유발
∙ 자동차, 산업 및 벽돌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수질분야

∙ 농촌지역 및 도시지역 모두 식수 접근성이 상승하였으나, 아직 국민의 50%정도는
위생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전체적으로 안전한 식수, 위생시설 등 기초인프라 부족
∙ 네팔의 수자원 장비 및 서비스 시장의 총 규모는 2016년 기준 874백만 달러로 큰
성장세를 보임

폐기물분야

∙ 네팔 정부는 폐기물 자원화를 최우선 순위로 고려하고 있으며,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
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
∙ 재정부족, 기술부족,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대중 인식 부재, 무계획적 도시개발 및 유
해물질의 무분별한 도입 등으로 전반적인 폐기물관리체계가 열악한 실정
∙ 지방 NGOs와 일부 마을이 분리수거 및 퇴비화를 실시
∙ 병원 폐기물과 같은 유해 폐기물의 경우 자체적으로 소각(지방 자치단체의 관리 부재)

자료) 해외 중점협력 국가별 보고서(네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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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에 의하면 네팔은 내륙국으로서 내륙운송의 어려움 때문에 시
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외국인과 민간 투자자들에
게 불안정감을 주는 불확실한 환경요소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네팔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 개방적이라고 하나 정책 이행 과정에서 복잡하고
불투명한 정부절차와 수동적 태도, 부정부패 등으로 외국인투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
다. 따라서 한국기업 진출 시 현지 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인해 현지업체에 비해 진출
장벽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환경 규제 및 수요기술 현황
네팔 정부는 환경보호 및 보전을 위한 다양한 법과 규정을 수립하였고 총리실 산하에
관련 위원회가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위원회 비활성화 및 부서 간 연계 미약으로 실행
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경제포럼(2017)에서 조사된 네팔 환경규제의 엄격성 및 강제성 지수는 각각 3.2로
환경규제의 엄격성과 이행강제성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MDB 발주현황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발주되는 전체 사업 중 환경분야 사업규모는 전체의 26.21%
를 차지하며 그 중에서도 수질분야가 지배적이다. IDB에서 발주되는 전체 사업 중 환
경분야 사업규모는 10.41%이며 그 중 수질이 65.08%, 폐기물관리가 3.06%를 차지한다.
네팔의 최근 5년간 환경분야 MDB 발주 건수는 World Bank에서 32건으로 주로 기후
변화와 수질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건설지원, 기술지원 및 관리, 프로젝트 관리,
수주기술지원, 법률적 서비스, 디자인 서비스, 인프라 설비, 장비 및 교통 지원 등 다양
한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4) 환경상품(품목) 수출입현황
네팔에 환경상품을 수출하는 국가는 인도, 중국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유럽국가, 북미
및 중동권역 국가도 포함되어 있다. 아시아 권역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한국, 중
국,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일본,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도 분야별
환경상품 Top5 국가에 분포하며, 인접성 외에도 사회·정치적 이유로 인도와 중국이
독보적이다. 상품별 수출규모 1~3위 국가는 주로 인도, 중국, 독일, 미국, 캐나다, 베트
남 등이 차지한다.
2017년 한국은 네팔 환경상품 29가지 중 4가지 상품에서 수출 국가 상위 5위(Top5) 안
에 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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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4> 네팔 환경상품별 수출입 현황 및 수출국가 현황
(단위: 천달러)

분야

상위품목

폐수
분야

정수
분야

폐기물
분야

네팔 수입

수출총액

한국
1위
수출규모
-3
인도
0
인도
9
인도
0
인도
7
인도
4
인도
인도
4
인도
중국
20
프랑스

네팔 수출 국가 순위
2위
3위
4위
5위
중국 이탈리아 네스지역 싱가폴
중국
대만 멕시코 싱가폴
중국
독일
태국
미국
캐나다 중국
독일
미국
중국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미국
일본
독일
일본
중국 바레인
중국
미국
일본
독일
인도
태국 싱가폴 뉴질랜드
중국
독일
인도 스웨덴

펌프
원심펌프
건조기
정화부품
밸브
가전제품
파이프
연성제품
스마트카드
그밖의 기기

규모
9,030
7,184
5,089
2,162
1,549
11,794
7,079
4,267
3,745
3,743

53,819
305,844
436,373
363,432
90,705
1,039,861
32,787
1,559,566
29,144
745,315

분쇄기계

63,393

27,910

-

인도

자주식탬핑기계
에틸렌

6,313
5,311

2,050
237,559

-

인도
인도

다용도기계

3,905

105,745

8

인도

Europe
중국 말레이시아 Othr.
Nes

3,876
7,643
3,429
2,874
2,120
1,609
1,076
1,045
66
2
3,964
2,648
2,185
1,655
1,354

1,560,913
45,917
1,079
591,286
832,317
139,799
9,411
33,685
4,450
3,950
384,151
24,329
71,173
1,446,489
114,159

3
49
34
4
58
34
19
192

인도
중국
인도
인도
인도
인도
인도
중국
독일
중국
중국
일본
미국
독일
인도

중국
독일 스웨덴 스위스
인도 인도네시아 슬로바키아 독일
중국
영국 말레이시아 벨기에
중국
미국
독일
한국
중국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중국 프랑스 우크라이나 미국
독일 아르헨티나 중국
한국
인도
독일 필리핀 싱가폴
인도 스위스 일본 프랑스
인도
미국 프랑스 독일
미국
중국
독일
인도
독일
중국 스위스 인도
인도
중국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미국
한국

기계부품
공기정화필터
컴프레서
대기
제거시스템
분야
펌프부품
팬
원심분리기
전기식난방장치
토양
분야
원심분리기 부품
부유용구조물
물리적/화학적 측정기
광방사선 분광계
모니터링
광방사선분석기구
분야
측정기
마이크로폼

Europe
덴마크 네스지역 Othr.
Nes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한국 스페인

중국

독일

자료) 해외 중점협력 국가별 보고서(네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8

5) 환경분야 시장 전망 및 진출 전략
현재 네팔은 기술 및 전문인력, 예산 부족, 민간자본 및 시민들의 참여 부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관리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계획 및 전략의 수립을 위해서는 적정 처리를 위한 제도적 측면의 강화, 폐기물 분리
배출 및 수거에 대한 시민들의 동참, 폐기물 처리를 위한 적정기술의 개발 등을 포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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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발수요
네팔 정부는 3개년 국가개발계획(2016/17-2018/19)에서 공공보건서비스 질적 향상 및 접
근성 제고를 강조하며 모든 국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 보장을 국가 발전 목
표 중 하나로 채택하였다. 식수관리, 폐기물처리, 대기오염물질 관리 등에 큰 문제를 겪
고 있는 네팔정부의 환경시설, 환경시스템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1-25> 네팔 3개년계획의 주요 목표
목 표

1.
2.
3.
4.

분 야

1. 인프라 : 에너지, 교통, 도시개발 (상하수도, 위생 등)
2. 농업 생산성, 품목 다양화, 상업화 : 도로, 관개,
연평균 성장률 6.0%로 상승 : 농업4.5%, 비농업 6.7%
공급 등에 대한 투자
빈곤선 이하 생활자 18%로 감소
3. 관광: 공항 등 인프라 및 민간투자조건 형성,
성불평등 지수 개선
일자리공급
최빈곤 사회적 집단의 빈곤감소율 상승
4. 사회서비스 및 보호 : 보건, 교육, 식수, 위생, 기술
(국가 평균 빈곤감소율 보다 높게)
및 성평등 개선, 식량 및 일자리
5. 정부 및 공공 재정 관리 개선

다. 수원체계
네팔 원조 총괄기관은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이며, 국제경제협력조정국(IECCD,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Coordination Division)이 중심으로서 관련 부처, 기관
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국가개발계획에 따라 우선순위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개발협력
사업수행의 주인의식과 책무성을 실현하고 효율적인 재원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네팔

정부와

개발협력

파트너

간의

조율을

위해

정부-개발파트너

공동메커니즘

(Government-Development Partner Joint Mechanism)이 운영되고 있으며, 분기별 지역개발
파트너회의(Local Development Partners Meeting)를 통해 네팔 정부와 지역 개발 파트너
간 개발협력 정책 실행이 논의된다. 정부 주도 네팔 포트폴리오 실행 리뷰(Nepal Portfolio
Performance Review)가 연 1회 개최되며, 시행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논의를 통해 네팔 정부와 지역 개발 파트너 간의 공동 책임을 증대한다.

라. 네팔 지원 방향
한국 정부에서 선정한 24개 중점 협력국 중에서 아시아 지역의 취약국 5개에는 네팔이
포함되어있다. 2004년과 비교하여 절대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아시아 취약국에 대한 원조
비중은 큰 변화가 없다. 국제사회가 취약국 지원을 확대하려는 노력에 걸맞게 한국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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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적으로 취약국 지원 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평화구축과 국가재건이라는 당면과제
가 빈곤문제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데다 분쟁, 기후변화, 자연재해와 같은 복합적 재
난으로 인해 아시아 지역의 취약국에 대한 지원은 일반적인 개도국 지원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네팔의 경우 평화구축과 국가건설을 당면과제로 한 분쟁 및 취약국이면서, 기후변화 취
약성이 높은 국가이므로 이에 맞춘 지원방향이 필요하다.

(그림 2.1-9) 한국의 네팔 지원방향
자료 : 2020 개발협력사업 참여전략 설명회, KO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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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네팔 지원 현황
네팔은 2014년 기준 1인당 소득이 730달러로 아시아 최빈개도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
이지만, 1인당 ODA 수원액은 2014년 기준 31.3달러에 불과하다. 아시아 최빈개도국인 미
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의 경우 1인당 수원액이 각각 73.9달러, 62.2달러, 53.2달러로 네팔
보다 월등히 높다. 또한 2006년도부터 7년간 지속적으로 ‘원조고아(aid orphan)’로 지
정되는 등 원조액이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네팔의 ODA 수원 규모는 2004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2013년 2배 이상 증
가하였으며, 유럽 공여국의 원조가 위축된 2008년 이후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ODA 수원액이 2013년 GNI 대비 4.5%를 차지하는 등 ODA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그동안 네팔에 공여된 국제원조는 DAC 회원국(개발원조위원회(DAC :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양자간 ODA가 다자간 ODA보다 두 배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으
나, 2010년부터 다자 ODA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기 시작했다.
2009년부터 세계은행의 국제개발협회(IDA)를 통한 지원이 증가하였고, 2013년에 전체
ODA에서 양자간 ODA 총액은 5억 1,611만 달러, 다자간지원 총액은 5억 1,685만 달러를
차지하며 다자와 양자 원조의 비중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네팔의 주요 개발협력파트너는 양자 측면에서 OECD DAC 회원국들이 대부분을 차지한
다. 그중에서도 영국, 미국, 일본, 스위스, 독일, 호주, 노르웨이 등이 주요 협력파트너이
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도에 207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나 2013년에는 1,765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지원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세계은행이 국제개발협회(IDA)를 통해 대네팔
전체 원조의 약 46% 정도를 제공하면서 최대 다자협력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ADB, EU, 보건기금 다자기금인 Global Fund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네팔에 대한 양자간 ODA 지원 규모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 인프라 부문과 경제 인프
라 부문에 대한 지원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을 살펴보면, 사회 인프라 부문
이 전체 원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 인프라가 2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는 2009년 61.9%로 국제사회의 지원이 집중되었으며 특히 교육 분
야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2013년에는 그 비중이 35.8%로 감소하였으나 경제 인프라와
더불어 여전히 최대 지원 분야이다. 경제인프라 부문의 경우 2009년에 15.5%로 사회 인프
라 다음으로 많은 자원이 집중되었으며, 2013년에는 35.8%로 그 비중이 늘어났으며 특히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이 2009년 1.6%에서 2013년 22.5%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 51 -

2장 대상국 현황

제1 부
마스터플랜

<표 2.1-26> 對 네팔 양자간 ODA의 분야별 지원 추이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구 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370.6

61.9

236.2

52.4

266.0

55.8

255.7

47.7

255.8

35.8

교육

169.7

28.3

45.6

10.1

40.9

8.6

71.1

13.3

55.1

7.7

상하수 처리

12.4

2.1

37.2

8.3

5.8

1.2

33.9

6.3

13.6

1.9

92.8

15.5

88.8

19.7

46.9

9.8

154.6

28.8

255.8

35.8

운송 및 통신

74.4

12.4

60.5

13.4

9.2

1.9

81.4

15.2

86.4

12.1

에너지

9.6

1.6

25.2

5.6

32.6

6.8

68.5

12.8

160.8

22.5

생산분야

26.9

4.5

41.2

9.1

60.7

12.7

34.7

6.5

105.0

14.7

농림수산업

20.2

3.4

34.1

7.6

51.3

10.8

27.7

5.2

92.8

13.0

공업, 광업, 건설업

5.3

0.9

3.3

0.7

3.7

0.8

6.0

1.1

9.3

1.3

무역 및 관광

1.4

0.2

3.8

0.8

5.7

1.2

1.0

0.2

3.1

0.4

다부문

54.6

9.1

50.6

11.2

50.2

10.5

41.3

7.7

75.2

10.5

프로그램 지원

12.4

2.1

13.9

3.1

14.0

2.9

3.6

0.7

0.0

0.0

식량지원

12.4

2.1

8.3

1.8

14.0

2.9

3.6

0.7

0.0

0.0

부채 관련

3.0

0.5

0.1

0.0

0.1

0.0

0.1

0.0

0.1

0.0

인도주의적 지원

33.3

5.6

17.6

3.9

33.2

7.0

41.4

7.7

12.5

1.8

기타

5.3

0.9

2.6

0.6

5.4

1.1

4.6

0.9

9.3

1.3

598.7

100

450.9

100

476.4

100

536.0

100.0

713.6

100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총계

자료: OECD 통계사이트, http://stats.oecd.org(검색일: 201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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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환경(폐기물) 제도, 정책현황 및 개선안 제안
3.1 환경(폐기물)관리 현황
3.1.1 폐기물관리 조직현황
가. 국가 조직현황
1) 연방행정부
과거 네팔의 고형 폐기물 관리 정책은 지방개발부(MoFALD; Ministry of Federal Affairs
and Local Development)에서 담당하였으며, 연방제 실시와 더불어 2017년 부서 직제
개편으로 해당 개편된 부서인 연방행정부(MoFAGA; Ministry of Federal Affairs and
General Admission)로 폐기물 관련 업무가 이관되었다. 연방행정부의 조직구성은 (그림
3.1-1)과 같다.

(그림 3.1-1) 네팔 연방행정부 조직
연방행정부는 모든 지방정부의 중심부서이며 지방의 폐기물 관리 관련 활동은 지방정
부의 관할 하에 있다. 연방구조에 들어가면서 과거 지방개발부에 있던 고형폐기물관리
기술지원센터가 해산되었으며 새로 형성된 지방정부가 해당 업무를 관할하게 되었다.
네팔의 고형폐기물관리 정책 및 제도 설정은 과도기 단계에 있으며, 해당 업무를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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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수행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연방행정부의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폐기
물 전담 인원의 부족으로 포괄적인 폐기물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2) 기타 관련조직
산림환경부는 폐기물 관리 이외 환경분야 업무를 관할하며 폐기물처리시설 등 각종 기
반시설의 사업추진 시 환경영향평가, 수질/대기 정책, 산림사용에 대한 허가를 맡고 있
으며, 재무부는 처리시설에 대한 자금지원여부 검토, 해외원조사업 등을 맡고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 조직현황
네팔 내 시행중인 고형폐기물관리법(Solid waste act)에 따르면,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
주체는 지방 자치 단체 또는 해당 폐기물을 생산하는 개인 및 단체에 있다. 사업대상지
의 폐기물 관리 주체는 다음과 같다.

1) 바랏푸르시
가) 폐기물관리 조직
바랏푸르시에서는 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조직은 환경재난국 환경과로, 환경국 에서는
환경분야 전반, 폐기물 관리 및 처리(ward 13~29)를 담당한다. ward 1~6, ward 7~12의
폐기물은 지정위탁업체 두 곳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그림 3.1-2) 바랏푸르시 폐기물관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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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간업체
바랏푸르 시는 두 개 민간업체 Green Nepal Waste(ward 1~6)와 Waste Management
Nepal(ward 7~12)이 구역별 폐기물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Ward 13~29는 시에서 자
체적으로 수거, 처리하고 있다. 수거장비, 인력은 Waste management, Green Nepal 등
처리업체 소유이다.

2) 비랏나가르시
가) 폐기물관리 조직
비랏나가르시에서는 환경국에서 폐기물 관련 사안을 전담하여 다루고 있으며, 환경
공무원이 6명, 청소인력이 72명, 민간 업체 인원이 32명이다. 비랏나가르시의 폐기물
관리 조직은 다음과 같다.

(그림 3.1-3) 비랏나가르시 폐기물관리 조직

나) 민간업체
비랏나가르의 폐기물 관리는 시와 계약한 위탁업체인 Waste Management Nepal 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5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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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폐기물관리 조직목록
네팔 국가와 사업대상지의 폐기물 관리 조직은 아래와 같으며, 전담부서나 인력이 부족
한 실정이다.

<표 3.1-1> 네팔 및 사업대상지역 폐기물관리 조직
대분류

국가

조직명

업무분장

연방행정부

∙ 연방제 하 국가의 지방행정 사무를 관할하는 부서
∙ 국가와 지방정부의 폐기물 관련 정책 수립, 기술적, 행정적 지원

산림환경부

∙ 사업추진 시 환경영향평가, 수질/대기 정책, 산림사용에 대한 허가

재무부

∙ 처리시설에 대한 자금지원여부 검토, 해외원조사업 등을 담당

환경과

∙ 환경재난국 소속 환경과 인원이 지역 내 폐기물 관리까지 담당

바랏푸르시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관리과
비랏나가르시
폐기물처리업체

∙ 구역별로 민간업체(Green Nepal, Waste Management Nepal)와 바랏푸르
시 자체에서 폐기물 수거, 가로 청소 시행
∙ 민간업체에서 폐기물 매립장 관리
∙ 환경국 소속 폐기물관리과 인원이 폐기물 정책 담당
∙ Waste Management Nepal에서 전 구역 폐기물 수거, 가로청소, 폐기물
매립장 관리 등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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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환경(폐기물)관리 정책 및 법률 현황
가. 폐기물 관련법 현황
1) 개요
네팔에서는 헌법, 폐기물관리법, 관련 환경법 등 폐기물 관련법 체계는 갖춰져 있으나
연방제 개편 이후는 신규 법령이 제정되지 않았다.
네팔 헌법 제30조는 모든 시민이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를 제공했으며, 환경의 보호 및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제정된 폐
기물 관련법은 고형 폐기물 관리법(Solid Waste Management Act, 2011)으로서 국가 고
형폐기물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큰 성과를 보진 못하였다.
네팔은 과거 고형 폐기물 관리 및 자원 동원 법(Solid Waste Management and
Resource Mobilization Act, 1987), 지방 자치 관리법(Local Self Governance Act, 1999),
네팔 환경 정책 및 행동 계획 (The Nepal Environment Policy and Action Plan, 1993),
환경 보호 규칙(Environment Protection Rule, 1997) 등에 따라 폐기물 관리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 고형 폐기물 관리법(Solid Waste Management Act, 2011)에 이르렀다.
관련법으로 최근에 제정된 환경보호법(Environment protection Act, 2019)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등 개발 사업 추진 시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연방제 시행 관련하여 추진
중인 지방환경법(안)은 지방정부의 폐기물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

<표 3.1-2> 네팔 폐기물 관련 법령현황

법
령

구분

제정연도

주요내용

네팔 헌법

2015

∙ 모든 시민이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권
리를 제공하며, 환경의 보호 및 관리를 최우선으로 함

고형 폐기물 관리법
(Solid Waste
Management Act, SWM
Act)

2011

∙ 폐기물 관리정책, 수거운반, 처리시설, 민간참여 등에 관한 관리 법률
- 폐기물 관리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임을 명시
- 폐기물 분리는 최소한 생분해성과 난분해성으로 나누어 관리
- 지자체로 하여금 3R을 촉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Solid Waste
Management Rules)

2013

∙ SWM Act의 하위법령으로서 각 법률의 세부내용 규정

환경보호법(Environmen
tal Protection Act)

2019

∙ 일정 규모 이상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며 관련 절차 제시

지방환경법(초안)

2019

∙ 폐기물 관리주체는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지방 실정에 맞게
감량화, 수거, 처리에 대한 적절한 방법을 제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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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olid waste management Acts(2011), Rules(2013)
네팔의 고형폐기물 관리법(Solid Waste Management Act)은 2011 년 6 월 15 일 발효되
었다. 해당 법의 목표는 폐기물이 공중 보건 및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법에서 중점으로 다루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발생원 폐기물 분리
• 폐기물 생산자 책임의 책임
• 지방 정부의 책임
• 폐기물 수거 일정 소개
• 인근에 쓰레기 수거 센터(적환장) 설립
• 환경 보호
• 오염자 지불 원칙에 따른 폐기물 관리 수수료 징수

이 법규에서는 고형폐기물의 수집, 처리 및 폐기를 위한 인프라의 건설, 운영 및 관리
와 다음을 포함한 3R (감축, 재사용 및 재활용) 전략의 촉진에 대한 책임을 각 지방 정
부에게 부여하였다.
이 중 법의 2 장 6 절에 따라 고형 폐기물을 최소한 유기 및 무기물로 (발생원에서) 분
리하는 책임은 지방정부에 있다. 이들은 필요한 기술, 상품, 장비 및 용기를 제공할 의
무가 있고, 폐기물 생산자(개인 또는 기관)는 폐기물을 출처에서 분리하고 고형 폐기물
을 수거 센터로 운송하는 일을 하여야 한다.
발생원 분리, 감량화 등 폐기물 관리 정책 전반에 대한 네팔의 폐기물 법의 규정은 원
칙상 선진국의 폐기물 법과 다르지 않으나
켜지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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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Solid waste management Acts(2011) 주요 내용
조항

고형
폐기물
발생,
수집 및
배출

Act. 제4조.
고형폐기물 관리에
대한 책임

∙ 지방 자치 단체는 고형 폐기물을 관리하거나 처리 할 책임이 있음
∙ 유해/보건/화학/산업 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은 폐기물 생산
주체에 있음
∙ 폐기물 처리 후 잔여물의 관리 및 관리 현장 활용을 지자체에 요청 시
사전정기용역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단체가 건설한 고형폐기
물 관리현장을 활용 가능

Act. 제5조.
발생량 저감

∙ 개인, 조직 또는 단체는 가능한 한 활동을 수행하면서 처리 및 재활용을
통해 고형 폐기물 발생을 줄여야함

Act. 제6조.
고형폐기물의 분리

∙ 지자체는 고형 폐기물을 유기물과 무기물로 분리하도록 규정하며 운송
책임은 폐기물 생산 주체에 있음
∙ 필요한 경우 지자체는 기술, 상품, 장비 및 컨테이너 등을 제공

Act. 제7조.
고형폐기물의 배출

Act. 제8조.
고형폐기물 수거

폐기물
처리,
처분

주요내용

∙ 고형 폐기물의 배출 시간, 장소 및 방식은 지역 단체가 결정
∙ 유해/화학 폐기물을 생산 주체는 처리 폐기물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짐
∙ 유해/화학 폐기물은 고형 폐기물 수집 센터 또는 이송 센터에서 배출되
어서는 안 된다
∙ 지자체는 고형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적절한 ‘톨레
(tole)’ 또는 정착지에 필요한 저장소를 마련하도록 조치 가능

Act. 제9조.
고형폐기물 수거 및
운송

∙ 수거 센터로의 이송 책임은 지자체 또는 지정조직에게 있음
∙ 고체 폐기물을 운송하는 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규정

Act. 제10조.
고형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 지자체는 지침 발행을 통해 고형 폐기물의 감소, 재사용 및 재활용
사용을 장려
∙ 산업 제품 포장재를 재사용으로 해당 업계와 협조

Act. 제11조.
처분·이송 센터

∙ 지자체는 수집 된 고형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한 이송 센터를 지정 가능
∙ 이송 센터는 환경 및 공중 보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아야하며 악취에
대비하기 위한 조항의 마련을 고려하여 지정

Rules. 제7조
고형폐기물 운송

∙ 지자체는 고형 폐기물 운송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설 또는 조치를 취한
차량을 활용해야 한다.
(a) 고형폐기물은 보이거나 떨어지지 않아야하고 액체 물질의 누출이 없을 것
(b) 고형폐기물에서 침출 및 냄새가 없어야 한다.
(c) 고향폐기물은 쉽게 적재 및 배출이 가능해야 한다.
(d) 도로 용량 및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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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Solid waste management Acts(2011) 주요 내용 (계속)
조항

폐기물
처리,
처분

폐기물
관리의
민간참여

주요내용

Act. 제12조.
위생 매립지

∙ 지자체는 고형폐기물의 관리 및 영구 처분을 위한 위생 매립지를 지정해
야 한다.
∙ 매립지를 위한 토지가 없거나, 토지가 고형 폐기물 관리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가 적절한 토지를 가져 와서 매립지를 지정해야 한다.
∙ 고형폐기물의 관리는 위생매립지 개발 및 운영을 규정하는 16조에 의거
하여 사유지에서 수행될 수 있다.
∙ 매립지 운영 및 폐쇄 후 수행되는 작업은 규정 된 환경 기준에 따라 수
행되어야 한다.
∙ 초기 환경 심사 및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에서 권고 한 사항에 따라 폐
업 후 관리를 수행한다.
∙ 필요할 경우 매립지를 환경적 맥락에서 민감 지역으로 선언이 가능

Rules. 제8조.
위생매립지 운영

∙ 지자체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위생 매립지를 운영해야한다.
(a) 위생 매립장 운영 중에 침출, 가스 및 냄새와 같은 환경적 악영향 감소
조치
(b) 위생 매립지에서 발생 가능한 지리적 변화와 그를 위한 조치
(c) 위생 매립지 인근 주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및 생물학적 영향과 관리 방법
(d) 위생 매립장의 운영 및 최대 이용으로 창출 될 수 있는 기회에 관한 조항
(e) 위생매립지 운영 시 도로이동 중단 및 조성 인식에 관한 사항

Rules. 제9조.
위생매립지 폐쇄
후 관리

∙ 폐쇄 후 위생 매립지 관리는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a) 위생 매립 종료 후 부지로부터 유출되는 침출, 가스, 악취 등의 환경적
악영향 감소 조치 적용
(b) 폐쇄 후 발생되는 가스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조치 적용
(c) 폐쇄 후 부지의 재사용 가능성 및 재사용 시 준수해야 할 절차 및 조치
(d) 위생매립장 폐쇄 후 피해 지역 주변의 관리를 위한 조치 적용
(e) 위생매립장 폐쇄 후 특정 기간 도로 이동 금지 및 창출되는 관련 사안 준수
(f) 초기 환경시험 및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에서 권고 사항을 준수

Act. 제13조.
라이센스 조항

∙ 지자체의 허가 없이는 고형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할 수 없
으며, 고형폐기물 관리를 수행하고자 하는 국내외 회사 또는 단체는 관련
면허를 현지 기관에 신청해야 함

Rules. 제 10조.
라이센스 부여대상

∙ 고형폐기물 관리를 수행하고자하는 국내외 회사 또는 단체는 Act. 제13조
에 언급 된 세부 사항에 추가하여, 부속서-1에 명시된 형식과 현지 기관
이 규정 한 필요 서류 및 수수료와 함께 신청해야한다.

Rules. 제 11조.
라이센스 발급

∙ 지자체는 수령 한 문서에 대해 필요한 조사 실시 후, 면허를 발급하는 것
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서를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면허를
발급하며, 면허 발급이 적절치 않은 경우 그 이유를 7일 이내에 제공한다.

Rules. 제 12조.
라이센스 취소

∙ 면허에 언급 된 조건을 위반 한 경우, 고형 폐기물 관리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현행 환경법이 위반된 경우, 면허가 갱신되지 않
은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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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Solid waste management Acts(2011) 주요 내용 (계속)
조항

폐기물
관리의
민간참여

Act. 제14조.
민간부문의 수행

∙ 민간 폐기물 관리 작업은 민간 부문에서 수행 할 수 있다.
∙ 공공 부문 및 비정부기구 또는 대리인의 경우에는 고형폐기물 감소에 대
한 인식 제고, 폐기물 수집, 운송, 재활용, 처분 및 시설폐쇄 후 관리 작
업을 수행 할 수 있다.

Rules. 제 14조.
비정부기구 동원

∙ 지자체는 회사, 조직 및 대행사가 고형폐기물을 생산, 분리, 감소 및 재활
용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할 수 있다.

Act. 제15조.
경쟁입찰에 의한
수주

∙ 지방 기관은 민간 부문 또는 지역 사회 부문의 고형 폐기물 관리 업무를
위해 입찰을 통해 경쟁을 하고 관리자를 선발하고 관리자의 기능을 부여
해야한다.

Act. 제16조.
매립지 건설 및
운영허가

∙ 민간부문의 매립지, 처리장 또는 기타 구조물을 건설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기관은 법의 틀 내에서 건설 허가를 할 수 있다

Act. 제17조.
공공민간 파트너십

∙ 지방 단체는 현행법 규정에 따라 고체 폐기물 관리, 민간 부문, 공동체
및 비정부기구 또는 단체와의 파트너십 구축 작업을 할 수 있다.

Rules. 제 15조.
표준 준수

폐기물
처리
수수료

폐기물
관리
기타규정

주요내용

∙ 위생 매립장 또는 고형폐기물 처리장의 운영 면허를 취득한 민간부문은
지역기관이 정한 기준 및 허가서에 언급 된 조건에 따라 활동을 수행해
야 한다.

Act. 제18조.
서비스 수수료의
실현

∙ 지자체는 고형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관련자로부터 서비스 요금을 정하여
실현할 수 있으며, 요금은 고형 폐기물의 양, 중량 및 성상 그리고 지자
체가 정한 기타 사항을 기초로 하여 지정한다.
∙ 지자체는 부담금과 고형폐기물 관리에 민간부문을 참여시켜 받은 소득을
별도의 표제를 만들어 해당 지역의 고형폐기물 관리, 환경보호 및 매립지
개발을 위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Rules. 제 17조.
서비스 요금 할인

∙ 지자체는 고형 폐기물 발생자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하여 소외 계층에 대
해 할인을 제공 할 수 있다.

Act. 제22조.
재정, 사회 개발 및
환경 보전

∙ 매립 피해 지역의 재정적,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발전 및 환경 보전을
위한 종합 계획을 준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계획을 이행해
야 한다.
∙ 심각한 영향을 받은 지역의 경우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Rules. 제 18조.
위원회의 구성

∙ 지방기관은 마을개발위원장, Ward위원장, 인접지역 3곳의 마을개발위원회
대표, 의료기관장, 지자체가 지명한 사회복지단체 회원, 폐기물관리 및
환경분야 숙련자, 지방 공식기관 임원으로 구성 된 지역 수준의 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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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nvironment Protect Acts(2019)
2019년 제정된 환경보호법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데, 평가 종류,
절차 및 벌칙 조항들을 정의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환경연구보고서의 작성 및 승인
국가 우선순위 개발 프로젝트, 네팔 투자청의 승인을 받아 진행할 프로젝트, 국가 자부
심 프로젝트 (National Pride Project), 중앙정부·주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 내의
주제와 관련된 건설 관련 사업 및 개발 프로젝트, 하나 이상의 주에서 진행해야 하는
건설 사업 또는 네팔 정부가 지정한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자는 지정된 제안의 환경 연
구 보고서 또는 초기 환경성 검토 보고서를 규정에 따라 작성하고 지정된 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정부 부처(산림환경부)에 제
출하여야 한다.
사업제안자는 환경 연구 보고서의 내용을 시행할 때 환경에 대한 악영향 분석 및 최소
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업제안자는 보고서의 범위 설정 및 작업일정을
관련 기관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며, 네팔 정부가 지정한 기준 및 품질을 유지하도록
규정된 형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제출된 환경 연구 보고서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이 해당 기관이 기관 관계자, 제안자
측의 관계자와 필요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 하여 진행
한다. 검토 시 해당 보고서에 대한 추가 환경 연구가 필요한 경우, 제안자는 지시에 따
라 추가 연구를 수행하고 그의 보고서를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제안의 시행은 환경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관련 기관
은 필요에 따라 제안자가 준수해야 하는 규칙을 정하여 환경 연구 보고서를 승인하며,
환경 연구 보고서를 승인하지 않고는 어떠한 제안도 시행해서는 안 된다.

∙ 전략적 환경분석 및 환경관리 계획
네팔 정부가 공보에 정보를 공표하여 특정 정책,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전에 그러한 정책,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전략적 환경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제안자는 제안을 실행하기 전에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
업 진행 중 및 완료 후 또는 실행 중의 조치를 포함한 환경관리 계획을 작성해야 한
다. 제안자는 환경 관리 계획의 실행을 위해 명확한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하며, 프로젝트 실행과 관련된 결과 보고를 6개월마다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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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적인 환경영향평가 및 서비스 시작 후의 환경성 검토
승인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제안자는 환경에 대한 악영향 및
최소화를 위한 보충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며 분석 및 필요한 확인 사항과 함께
관련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기관은 규정
된 바와 같이 추가적인 환경영향평가 연구를 위해 허용할 수 있다.
정부 부처 또는 지정 기관은 제안의 실행 및 서비스를 시작한 지 2년이 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제안의 실행으로 인한 환경 영향 및 악영향 최소화 방안 효율성과 예측하
지 못한 악영향이 발생 여부를 분석하여 환경성 검토 보고서를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
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 관련 벌칙
관련 기관은 제안자가 환경 연구 보고서/초기환경성검토 보고서/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을 받더라도 보고서의 내용과 반대되는 제안을 실행할 경우,
제안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관련기관은 보고서를 승인 및 보고서의 내용과 상
반되는 제안에 대한 개선 이행을 명령해야 하며, 이러한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의 3배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표 3.1-4> 환경영향평가 관련 도서별 명령위반 시 벌금
구분

벌금

환경연구보고서

최대 50만 루피

초기환경성검토 보고서

최대 100만 루피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최대 500만 루피

또한 이 법을 비롯하여 관련 규칙, 지침, 절차 또는 기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련 기관이 해당 행위금지 및 벌금을 부과하며, 개선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배
이상의 벌금 부과 및 환경부서에 의해 일정기간 블랙리스트에 기재된다. 해당 개인이
나 기관은 블랙리스트에 있는 기간 동안 자신의 명의와 그러한 사람과 기관에 관련된
어떠한 명의로도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다.
벌금을 부과하기 전에 벌금을 부과 받을 개인이나 기관 또는 프로젝트에 자신의 의견
을 진술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지방환경법(안)
네팔정부에서는 연방제 시행과 관련하여 지방환경법을 제정하기 위해 검토 중이며 이
중 폐기물관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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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Model Act for Local levels(지방환경법) 주요 내뇽
조항
20. 고형폐기물
관리책임
21. 고형폐기물
발생 감축
22. 고형폐기물
분리
23. 고형폐기물
배출
24. 고형폐기물
관리센터
25. 유해폐기물
관리
26. 고형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27. 면허규정
28. 민간부문의
참여
29. 경쟁을 통한
고형폐기물 관리 지정
30. 매립지 건설
및 운영 허가

주요내용
∙ 행정관은 고형 폐기물을 관리하거나 처리 할 책임이 있으며, 유해/보건/화학/산업 폐
기물 처리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은 폐기물 생산 주체에 있음
∙ 폐기물 처리 후 잔여물의 관리 및 관리 현장 활용을 지자체에 요청 시 사전정기용역
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단체가 건설한 고형폐기물 관리현장을 활용 가능
∙ 개인, 조직 또는 단체는 가능한 한 활동을 수행하면서 처리 및 재활용을 통해 고형
폐기물 발생을 줄여야함
∙ 고형폐기물은 규정에 따라 발생처에서 유기, 무기 및 기타종류로 분리되어야 하며,
수거센터 이송 책임은 폐기물 생산 주체에 있음
∙ 행정관은 필요한 경우 기술, 상품, 장비 및 컨테이너 등을 제공
∙ 고형 폐기물의 배출 시간, 장소 및 방식은 지역 단체가 결정
∙ 유해/화학 폐기물을 생산 주체는 처리 폐기물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짐
∙ 유해/화학 폐기물은 고형 폐기물 수집 센터 또는 이송 센터에서 배출되어서는 안 된다
∙ 행정관은 고형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적절한 ‘톨레(tole)’ 또는 정착
지에 필요한 저장소를 마련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 수거센터의 고형폐기물 배출시간, 장소 및 방법은 행정관이 결정한다.
∙ 유해 폐기물의 수집, 보관 , 처리, 판매, 유통 및 운송 시 공중 보건 및 환경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관리는 생산/운영자가
자비로 실행한다.
∙ 행정관은 지침 발행을 통해 고형 폐기물의 감소, 재사용 및 재활용 사용을 장려
∙ 산업 제품 포장재를 재사용으로 해당 업계와 협조
∙ 면허를 얻지 않고는 고형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 고형 폐기물 관리를 하고자 하는 국내외 기업, 단체 또는 조직은 면허를 지역 당국에
신청해야 한다.
∙ 필요시 허가된 민간 기업 또는 지역 사회 부문 간에 경쟁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고
형 폐기물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 행정관은 민간 부문 또는 지역 사회 조직을 통해 고형 폐기물 관리 작업을 이행하기
위해 경쟁 입찰을 실시하고 관리자를 선임하고 관리 기능/책임을 부여/지정한다.
∙ 민간부문의 매립지, 처리장 또는 기타 구조물을 건설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기
관은 법의 틀 내에서 건설 및 운영을 허용 할 수 있다

31. 민관 파트너십

∙ 행정관은 현행법 규정에 따라 고체 폐기물 관리, 민간 부문, 공동체 및 비정부기구
또는 단체와의 파트너십 구축 작업을 할 수 있다.
∙ 고형 폐기물 감축을 위한 대중의 인식 제고, 고형 폐기물 수거, 매립지 폐쇄 후 관리,
정원 조성, 미화 등의 작업은 지역사회와 비-정부기구와의 협력 하에만 수행 가능

32. 사용료 청구

∙ 행정관은 고형 폐기물을 관리를 위한 사용료를 정하고, 관련자, 기관 또는 단체로부
터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요금은 고형 폐기물의 양, 중량 및 성상 및 행정관이 설정/결정한 기타 사항에 근거
하여 이루어진다.
∙ 지자체는 부담금과 고형폐기물 관리에 민간부문을 참여시켜 받은 소득을 별도의 항
목을 만들어 해당 지역의 고형폐기물 관리, 환경보호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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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폐기물 관리정책
1) 고형폐기물 관리 정책 (Solid Waste Management National Policy)
폐기물 관련 정책은 1996년 관련 정책(Solid Wastes Management National Policy, 2053)
수립 후 신규 정책이 수립되지 못하였으며, 최근 환경정책(2019)에서 폐기물 관리에 방
향이 일부 제시되었다.

<표 3.1-6> 네팔 폐기물 관련 정책현황
구분

정
책

제정연도

주요내용

국가 폐기물 정책
(SWM National Policy)

1996

∙ 도시 및 도시지역의 폐기물 관리를 강조 ( 단순효율적인 관리,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 검소, 자원화, 민간부분 참여 확대 등)

환경정책
(Environmental Policy)

2019

∙ 쓰레기 수거시스템 개선, 공공장소 폐기물 투기 금지
∙ 유독, 감염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통합소각처리 도입

<표 3.1-7> 네팔 폐기물 관리정책(Solid Wastes Management National Policy, 2053) 주요내용
구분

내용
고형
고형
고형
고형
위생

폐기물의 관리 작업을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수행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공중 보건에 미치는 악영향 최소화
폐기물을 자원으로 전환
폐기물의 관리 작업 민영화
사업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여 대중의 지지를 얻음

목표

∙
∙
∙
∙
∙

정책

∙ 지방 기관의 고형폐기물 처리 분야 전문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위생 서비스를
제공
∙ 위생 사업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대중 인식 증진 캠페인을 실시
∙ 위생 업무에 비정부 사회단체 참여 독려
∙ 지역, 사회 및 경제 환경에 적합한 적절한 기술을 기반으로 위생 개념을 개발
∙ 고형 폐기물의 양과 성질에 따라 최종 폐기물 관리
∙ 고형 폐기물을 재활용 및 처리하여 자원으로 전환
∙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고형 폐기물의 관리 시스템 수립
∙ 다양한 단계에서 고형 폐기물의 관리 민영화
∙ 자립적인 위생 활동 장려
∙ 위생 사업(폐기물처리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지방 기관의 프로그램 운영
∙ 고형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작업 수행

출처: Solid Wastes Management National Policy, 2053 (1996)

- 67 -

제1 부
마스터플랜

3장 환경(폐기물)제도, 정책현황 및 개선안 제안

2) 최신 환경정책의 폐기물 관리 전략
네팔 정부는 지난 2019년에 제정한 국가 환경 정책 2076(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2076)에서 각 분야별 환경 정책을 세웠으며 이 중 폐기물 분야 주요 관리 전략은 아래
와 같다.
· 재활용 불가 폐기물은 필요에 따라 매립지, 위험물매립지, 소각 시설에서 안전하게
처리
· 산업, 병원성 및 기타 폐기물은 복합 소각 시설에서 처리
· 폐기물 에너지 생산 장려
· 폭발물, 유독성, 인화성 및 부식성 물질 등 위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 공공장소 폐기물 투기금지 및 효과적인 폐기물 수거시스템 계획
· 오염수 배수 및 폐기물의 혼합 통제
· 폐기물 발생 출처를 분류를 통해 산업 및 가정 폐기물 관리 책임감 부여
· 모든 시민과 조직은 저감, 재사용 및 재활용을 통해 원료 사용 관리 장려
· 유기농 에너지, 유기농 비료 생산 및 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작업계획
수립

다. 대상지역 폐기물관리정책
사업대상지인 바랏푸르시와 비랏나가르시는 우리나라의 조례에 대항하는 명문화된 폐기
물관리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연방제 개편 이후 지방정부로 국가 행정부문별 사
무들이 이양되는 단계로서 지역별로 독자적인 폐기물 정책도 수립되어야 한다.

라. 제도, 법령 측면에서 폐기물 관리 문제점
네팔 내 폐기물 관리제도와 법률 측면의 문제점을 폐기물 관리측면과 연계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다.

1) 폐기물 관리제도
가) 연방제 개편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업무의 공조체계가 과도기
2015년 헌법개정 이후 연방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중앙정부의 업무가 시나 지방
자치단체 등 지방정부로 이양되고 있으나 인력 부족과 중앙집중적인 관성으로 아직까
지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폐기물 관리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며 중앙정부
의 예산과 기술지원이 미흡하여 지방정부의 폐기물 관리에 어려움을 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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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배분의 문제는 국가의 정책 우선순위와도 연관이 있는 만큼 단기간에 해결하기
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 환경관리와 이원화
폐기물관리는 환경부와 별도부서에서 관리함으로써 통합적인 관리, 정책운영이 중요
한 환경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는 환경관리부서와 연관된 정책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다) 통계자료 부족
네팔 폐기물 관리상 가장 문제점 중 하나가 통계자료 부족이다. 국가 차원의 폐기물
통계는 없으며 사업대상지 역시 매립장에 반입되는 경운기 대수로 폐기물 양을 개략
파악하는 실정이다. 연 1회 정도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 계량을 하고 있으나 기록
이 잘 보관되어 있지 않아 연간 추이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 폐기물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정량적인 목표 설정이 중요하나 국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폐기물 발생통계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며 폐기물처리업체의 간헐적인 자
료 수집에 의존하고 있다. 지방, 중앙정부 차원에서 폐기물 통계자료 축적하고 전산화
를 이루어야 정량적인 정책목표 수립,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관리 조직
가) 인력의 전문성 부족
네팔에서는 환경, 재난분야 담당자가 폐기물 관리까지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담당 공
무원의 업무량 과다로 관리 부실 우려가 크다. 특히 홍수와 같은 자연재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전염병 사태 발생 시 폐기물관련 공무원들은 재난 대응 업무에 우선 투
입되어 통상적인 폐기물 관리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중앙(카트만두)에 집중된 사회특성으로 인하여 지방으로 파견된 공무원들이 중앙
으로 이동하기를 희망하고, 실제로 이동하면서 연속적인 폐기물관리 정책수립에 어려
움을 겪는 바 전문 인력의 지방 정착에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지방정부 내 별도 폐기물 조례, 관리계획 부재
네팔의 법률상으로는 폐기물관리주체는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정부다. 그러나 본 사업
대상지의 지방정부는 폐기물 관리조례, 관리계획은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네팔 연방행정부에서는 지방 환경법 제정을 추진하여 각 지방정부에게 환경, 폐기물
관리 업무를 이양하려고 있으나 네팔의 중앙 집중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제도 정착까
지 상당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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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 정책
가) 법령 최신화, 세분화 필요
네팔은 2011년 폐기물 관리법(Solid Waste Management Act), 2013년 시행규칙(Solid
Waste Management Rules) 제정 이후 새로운 폐기물 법령이 제정되지 않았고, 폐기물
관리 정책은 1997년에 수립된 정책이 20년 넘게 운영 중이다. 3R을 기반으로 하는 폐
기물 정책 방향의 큰 틀은 변하지 않으나 도시화에 따른 비닐, 포장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관리법률은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며, 코로나-19 발생으로 더욱 부각된
의료폐기물 관리 법령, 정책도 보완해야할 것으로 파악하였다. 최근 네팔 산림환경부
에서 2019년 7월에 수립한 최신 환경정책에서 폐기물 관련내용(매립량 감소 정책, 의
료폐기물 별도 정책)이 추진된 바 이를 반영한 최신 법령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나) 처리시설기준 확대, 세분화 필요
현재 네팔의 폐기물 처리시설은 사실상 매립시설이 유일하여 폐기물 관리법령에서도
12, 13조에 위생매립지 관리에 관한 내용이 있다. 그러나 개념적인 관리내용에 그쳐
세부적인 설치, 운영방안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폐기물 소각시
설, 에너지화시설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설치, 운영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다) 법률 집행
현재 네팔의 폐기물 처리시설은 법령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이 있으나 법령 준수여부
의 관리감독, 벌칙조항의 실행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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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네팔 폐기물 발생, 처리 현황
가. 발생량
네팔의 58개 지자체를 표본으로 진행된 폐기물 발생현황 조사 결과 네팔의 2012년 기준
평균 폐기물 발생량 1,435.1톤/일, 발생원단위는 0.317kg/인・일로 조사되었다.
아래 표는 조사 대상 인구와 사업대상지(바랏푸르, 비랏나가르), 네팔 내 대도시 (카트만
두, 랄릿푸르, 포카라) 지역의 폐기물 현황을 나타내었다.

<표 3.1-8> 네팔 폐기물 발생현황
구 분

58개 지자체

바랏푸르

비랏나가르

카트만두

랄릿푸르

포카라

2011년 기준 인구(인)
: 2013 ADB

4,523,820

147,777

204,949

1,003,285

226,728

264,991

2012년 발생량(톤/일)

1,435.1

59.1

58.4

466.1

84.3

117.1

2012년 수거량(톤/일)

822.0

15.0

50.0

405.0

60.0

50.0

원단위 (kg/인.일)

0.317

0.400

0.285

0.465

0.372

0.442

수거효율

62.3%

25.4%

85.7%

86.9%

71.2%

42.7%

자료 : Solid Waste Management in Nepal Current Status and Policy Recommendations (July, 2013 / ADB)

나. 물리적 조성
2012년 가정, 기관(학교, 사무실), 상가 폐기물을 기준으로 유기성(음식물)폐기물이 56%를
차지하며 플라스틱 16%, 종이류 16%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1-4) 발생 폐기물 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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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폐기물 처리 및 처분현황
1) 폐기물 발생, 배출
네팔은 법에서 폐기물을 유기물과 무기물로 분리 배출하도록 명시하였으나 잘 지켜지
지 않고 있다. 사업대상지와 기타 지역 내에서 발생 폐기물은 성상 구분없이 혼합 배
출되고 있다. 일부 소규모 병원, 사업장에서는 일반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도 같이 배출
되고 있다.
폐기물을 배출하는 별도의 규격봉투는 존재하지 않는바 폐기물은 일반 비닐 봉투에 담
기거나 담기지 않고 배출되며 일정 시각에 폐기물 처리업자가 수거하며 유리, 캔 등
재활용 판매 가격이 높은 일부 재활용품은 넝마주의에 의하여 분리수거된다. 혼합 폐
기물들은 그대로 폐기물 매립장으로 반입되며 최종처분시설인 매립장의 잔여수명을 짧
아지게 하고, 폐기물 중 독성 물질은 그대로 수계로 누출되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게
된다. 이에 장기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해서라도 발생원 분리가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3.1-5) 네팔 사업대상지의 폐기물 무단투기

2) 폐기물 수거
네팔 내 폐기물 수거는 문전수거 방식을 원칙으로 진행하였다. 지자체에 따라 직접처
리하거나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폐기물이 수거되며 민간위탁업체는 단순 수거뿐만이 아
니라 가로 청소,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까지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수거장비의 형태는 트럭, 릭샤, 손수레 등 다양하나 도로 포장 여건에 따라 다르다. 수
도인 카트만두는 도로 포장 비율이 좋아 트럭을 통한 폐기물 수거가 가능하나 사업대
상지를 비롯한 지방은 도로 포장비율이 낮아 손수레나 경운기를 통하여 폐기물이 수거
되고 있어 수거효율이 떨어졌다. 특히 우천 시 수거효율이 더욱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낮은 수거 효율로 인하여 지역별로 수거주기 편차가 발생하고 민원을 유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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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다. 폐기물 수거인원은 가로 청소도 병행하였는데 별도의 보호 장구 없이 폐기물
을 수거하여 안전, 보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한편 대상지역과 네팔은 생활여건이 좋지 않은 주민, 일부 상가들의 수거료 미납률이
높고, 수거료가 발생량 비례가 아닌 정액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수거료가 발생량에
비례하지 않게 징수되고 있는 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폐기물 감량에 대한 필요성을 떨
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그림 3.1-6) 네팔 사업대상지의 폐기물 수거 (수거장비, 가로 청소)

3) 중간/최종처분
네팔 내 발생 폐기물은 비위생 매립장에서 처리되며 비위생적인 처리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률을 향상을 위해서는 소각 등 중간처분시설
을 도입하여야 하나 예산 부족, 관리운영 능력 부족, 주민 반대 등으로 시행하지 못하
고 있다.
발생 폐기물을 단순 투기 위주 비위생 매립에 의존하여 처리함에 따라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등이 지하수를 오염하여 수계를 오염시키고, 매립가스 등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주민에게 피해를 야기한다. 또한 가축 등 야생동물에게 미치는 피해
도 적지 않다. 그러나 주민 민원 등으로 대체 폐기물 매립시설, 소각시설 등을 구하지
못하여 일부 지방은 폐기물을 소각하여 폐기물을 감량하는 실정이었다.

(그림 3.1-7) 네팔 사업대상지의 폐기물 최종처분 (단순투기, 매립장 노천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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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폐기물관리 예산
네팔의 58개 지자체의 예산총액은 2010년 약 47,295천US$에서 2012년 94,071천US$로 꾸
준히 증가하였다. 지자체 예산 총액의 증가에 따라 지자체의 고형폐기물 관련예산 또한
2010년 4,724천US$에서 2012년 7,227천US$로 증가하였다. 최근 네팔의 경제성장률(2018
년 6.3%)을 고려했을 때 고형폐기물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3.1-9> 네팔의 폐기물 관련 예산
(단위 : 백만 NRs)

네팔의 폐기물 관련 예산
구

분

지자체 예산 총합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3년 평균

5,366

6,115

10,674

7,385

(47,295,175US$1))

(53,891,969US$)

(94,070,789US$)

(65,061,456US$)

536

611

820

656

(4,723,810US$)

(5,384,790US$)

(7,226,724US$)

(5,779,325US$)

9.99%

10.00%

7.68%

9.22%

고형폐기물관련 지자체 예산
고형폐기물관련 지자체
예산비중

자료: Solid Waste Management in Nepal, ADB, 2013
NR/US$ = 113.46(2019.3.7. KEB하나은행 고시 기준)

지방 자치 단체는 총 예산의 평균 10 %를 고형 폐기물 관리에 사용하며, 그 중 약 60 %
-70 %는 거리 청소 및 수집에, 20 % -30 %는 운송에 사용되며 나머지는 최종 처분에 사
용된다. 지방 자치 단체들은 기술적,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여전히 열린 더미와 열린 투
기장에서 도로변 쓰레기 수거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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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환경정책 및 개선안 제언
3.2.1 한국의 환경관리 현황
가. 폐기물관리 조직
네팔 현황 검토결과, 중앙정부의 효과적 폐기물 관리를 위한조직 구성이 미비하고, 환경
관리를 위한 연방, 주 및 지방 수준의 새로운 국가 환경 정책 형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네팔은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법적규제와 정책수립 등으로 기본
위생 및 환경관리에 힘쓰고 있으나 이의 현실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에서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폐기물관리 정책 및 제도, 현재 구성되어 있는 관련
조직 및 폐기물 관리현황을 소개함으로써 네팔의 국가 실정에 맞게 선택적으로 선별하여
발전 시켜 나간다면 그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 조직현황

(그림 3.2-1) 대한민국 정부조직도

가) 환경부
환경부는 환경보전 및 수질, 대기, 폐기물, 토양 등 주요 환경분야 관리 주무부처이다.
기상청 1개 외청,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등 총 18개의 소속기관과 한국
환경공단 등 총 9개의 산하기관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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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한국의 환경관리 조직 및 업무구분
구

분

환 경 부

주 요 업 무
∙
∙
∙
∙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및 종합대책 수립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환경기술 및 산업 육성 및 지원
대기, 토양, 수질환경 관리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등 자연환경보전 업무

환경부는 1980년대 환경청이 발족되면서 본격화되어 1990년대 환경처를 거쳐 환경부로
승격되어 개편되었다. 이로써 환경부는 정부 각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던 환경관리 업
무를 종합하는 독립적인 부처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등 등 글로벌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자원순환형 도시조성을 위
한 역량 강화에 그 업무를 집중하고 있다.

(그림 3.2-2) 한국 환경부 조직도

- 76 -

네팔 폐기물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나) 폐기물 관리조직
한국의 폐기물관리는 환경부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KECO)의 폐기물관리
처에서 총괄 수행한다. 폐기물 관련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자원순환정책관은 자원
순환정책과, 폐자원관리과, 자원재활용과, 폐자원에너지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및 종합대책과 같은 기본계획 등을 수립한다. 산하기관인 환경공단의
자원순환본부에서는 올바로(Allbaro)시스템 등을 통해 발생 폐기물을 실질적으로 관리
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폐기물을 관리하고 발생 및 처리현황 데이터를 수
집한다.
<표 3.2-2> 환경부 자원순환국 주요 기능
구

분

주 요 기 능

자원순환정책과

∙
∙
∙
∙

폐기물관리기본정책의 수립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화 정책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폐기물통계 관련 제도개선 및 폐기물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폐기물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폐자원관리과

∙
∙
∙
∙

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영향조사 및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및 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자원재활용

∙
∙
∙
∙

폐기물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의 운영
폐기물재활용산업의 지원･육성
재활용폐기물의 유통･교환에 관한 사항

폐자원에너지과

∙ 유기성폐자원, 가연성폐기물 등의 에너지화 사업
∙ 수도권매립지 관련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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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폐기물관리 법령 및 정책 발전 이력
1) 환경관리 법령 체계
한국의 환경법은 헌법 제35조에 따라 보장된 환경권을 구체화한 법으로 환경정책기본
법을 바탕으로 환경일반, 자연보전, 수질보전, 상하수도관리, 폐기물관리(자원순환) 등
6개 분야로 나누어지는 세부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2-3) 한국 환경법 체계

2) 환경관리 법령 및 정책의 발전과정
가) 1960년대 : 공해방지법 제정
광복 이후 1960년대 한국의 여건은 1인당 GDP 80달러로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으며,
빈곤으로부터의 해방 이라는 기치 아래 적극적인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였다. 60년
초부터 70년 초까지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연이어 추진하여 괄목할 만한 경
제성장을 이루었다. 경제성장에 동반하여 1963년 말 최초의 환경법인 ʻ공해방지법ʼ이
제정되었으나 국가의 역량을 경제성장에 집중한 관계로 바로 시행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말에 이르러 그 시행규칙이 제정되면서 법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틀
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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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970년대 : 환경법의 발전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결과로 1인당 GDP가 1970년대 말 1,700달러까지 오
르면서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급성장을 이루며 환경오염이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공해방지 및 환경개선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 과제대상으로 등장하였다. 이
에 맞추어 환경부에서는 70년대 말에 환경보전법과 해양오염방지법을 제정하면서 환
경법을 발전시켰으나 그 실효성은 미미하였다.

다) 1980년대 :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의 대대적 개정 및 신규법령 제정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보다 높아짐에 따라 정부차원
의 보다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이 시기에 체계화된 폐기물관리법이 제
정되었으며 배출금 부과금제도 등 각 종 제도의 도입을 통해 본격적인 환경규제 활동
을 시작하게 된다.
<표 3.2-3> 1980년대 환경관리제도 도입현황
구 분

주요내용
∙ 배출부과금제도의 도입
-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 시 이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성격
의 제도로 운영

∙ 배출시설 설치 허가제도의 도입
환경관리제도 - 법적 규제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도입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확대
-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공공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도입
∙ 환경분쟁조정 제도
- 환경분쟁 조정위원회가 환경분쟁 당사자 간에 개입해서 양보와 합의를 유도

라) 1990년대 : 환경법의 분법화 및 관리제도 정비
국민소득 10,000달러 수준으로 높아지며 산업화가 가속화 되면서 유해산업 폐기물 발
생 증가와 같은 개발도상국-선진국 전환 시기에 발생하는 환경문제가 새로이 대두된
다. 사업분야별 환경문제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환경보전법을 6개 법으
로 분법화 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환경관리제도를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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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환경법 6법 분법화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환경보건

∙ 수용체 중심의 환경보건정책 시행
∙ 유해 화학물질 관리 : 2000년 유해화학물질 관리 기본계획 (2001～2005)을 수립

자연자원

∙ 생물종의 다양성 유지와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대기오염

∙ 대기오염물질을 총량 규제 방식으로 오염규제 체계를 전환

가후변화

∙ 기후변화 관련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후변화 협약대책위원회' 설치

비점오염

∙ 4대강 물관리 특별법 제정
- 4대강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 비점 수질오염원 관리 대책의 추진

자원순환

∙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생산자 책임재활용(EPR)제도를 도입
∙ 2007년 제4차 자원재활용기본계획(2008～2012)을 수립･시행
∙ 2008년 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 수립,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제도를 도입

마) 2000년대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급격한 국가의 발전과정에서 악화된 환경을 개선하고 지구온난화 문제와 같은 글로벌
환경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이 시행되고 환경친화적 사
회․경제 발전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이다. 범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면서 관련 노력이 법령정비와 정
책으로 나타난 시기이기도 하다.

<표 3.2-5> 2000년대 주요 환경정책
구 분

주 요 내 용

∙ 환경기술 개발, 환경산업 육성, 친환경경영 촉진, 녹색 생산･소비 체제의 구축, 자원과
에너지 소비 및 환경오염이 적은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정책정비에
지속가능발전을
노력
위한 환경정책
∙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등 범지구적 환경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경제발전을 동시
시행
성장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선포하고 2009년 말에 저탄
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함

- 80 -

네팔 폐기물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바) 2010년대 : 환경안전기준 및 안전역량 제고, 환경권의 실현
신물질 및 신기술 개발 가속화, 유해물질 사용증가, 기상이변 등 환경위험요소 발생 증
가에 따라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도를 정비하였다. 또한 저탄소
순환경제의 정착, 기후변화 대응 이슈에 맞추어 지속가능발전 가능한 모델을 제시한다.
<표 3.2-6> 2010년대 주요 환경정책
구 분

주 요 내 용

∙ 국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하고 고품질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반도 생태용
풍요롭고
량의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조화로운 자연과
∙ 국토공간의 자연성 제고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서비스의 가치 업
사람
그레이드
환경위험으로부터 ∙ 인체 및 생태위해성 중심의 환경관리를 통해 환경오염에 기인하는 건강 위험을 최소화
자유로운
∙ 기후변화,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와 화학물질 사고, 원자력 사고 또는 예상하지 못하는
안심사회
인적재해 발생 가능성 최소화, 발생시 환경 및 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즉각 대응

국격에 걸맞은
지속가능환경

∙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통해 국내 지속가능발전을 추동하고, 지구 구성원으로서 개도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적극지원
∙ 환경서비스 제공 및 생산에 있어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환
경 취약계층 보호

다. 대한민국의 폐기물관리 법령 및 정책
1) 폐기물 관리법
가) 개 요
우리나라 폐기물관리법제는「2원화」→「1원화」→「세분화」의 단계를 거치며 단계
적으로 정비되어 왔다. 폐기물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던 1980년대 중반 이전에는 생활
폐기물은 오물청소, 사업장폐기물은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2원적으로 관리되었다. 그러
나 1986년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관리체계가 통합되어 일원화된 이후에 폐기물
관리법이 다시 재활용 활성화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을 위하여 분법화 됨에 따
라 법률체계가 세분화·전문화되었다.

(그림 3.2-4) 한국의 폐기물관련법의 변천과정

- 81 -

제1 부
마스터플랜

3장 환경(폐기물)제도, 정책현황 및 개선안 제안

(그림 3.2-5) 한국의 폐기물관리법 체계
<표 3.2-7> 폐기물관리법 주요내용 및 관련 조항
구 분
법률명

주 요 내 용
∙ 폐기물관리법

운영기관

∙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이원화(폐기물관리법 제4조)
- 중앙 : 환경부
- 지방 : 지방환경청 및 자치단체

법률 성격

∙ 일반법

주요원칙

∙ 오염자부담원칙
- 생활폐기물 : 자치단체(종량제)
- 사업장폐기물 : 배출자책임원칙

처리원칙

∙ 종량제봉투사용(지자체 처리)

업무범위

∙ 폐기물의 발생억제, 재활용, 적정처리

주요내용

∙
∙
∙
∙
∙

제재수단

∙ 벌칙 및 과태료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
국민, 사업자, 국가의 책무 (폐기물관리법 제14조)
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 등 기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2)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취급업자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및 전산처리기구 등 (폐기물관리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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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폐기물관리법 변천과정
(1) 오물청소법 시대(1961~1977)
60~70년대는 청소개념에 기초한 「오물청소법」(1961) 시대로서 주로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및 분뇨처리를 대상으로 다루었다. 오물청소법은 청소지역을 특별청
소지역과 계절적 청소지역으로 구분하고 청소지역, 하수도, 하천 및 해역 등에 쓰레
기 버리기를 금지하였다.

(2) 환경보전법 시대(1978~1986)
1970년대 말에 들어 환경문제가 점차 사회적 관심사로 확산되면서 환경법의 제정과
중앙부처 단위의 환경조직이 거론되어 1978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되고, 1980년에
환경청이 발족되었다. 이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가 "소극적·방어적 개념"에서 "적
극적·보전적 개념"으로 전환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농촌 폐비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합성수지폐기물관리사업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한국
자원재새공사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는 "처리"에 중점을 두어 생활폐기물
은 여전히 오물청소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산업폐기물만 새로 제정된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관리되었다.

(3) 폐기물관리법 시대(1986~1992)
1986년 당시 환경청은 폐기물관리체계의 일원화를 위하여 오물청소법과 환경보전법
의 폐기물(분뇨·쓰레기·산업폐기물)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제
정하였다. 제정된 폐기물관리법은 재활용 개념을 도입한 것이 큰 특징이었다. 1991년
에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구분하던 폐기물
의 분류체계를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일반폐기물」과 「특정
폐기물」로 구분하고, 특정폐기물은 국가, 일반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에 처리책임을
부과하였다. 종래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대상인 분뇨 등은 1991년 「오수·분뇨및축산
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수질관리 측면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4) 분법화 시대(1993~현재)
1992년 폐기물관리법에서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1995년에는 폐기
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분법·정비하였다. 또한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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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바젤협약에 가입하면서 바젤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해 폐기물의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또한, 1990년대 후반에서는 폐기물을 단순한 비용으로써의 개념이 아닌 새로운 발전
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사전예방적인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근본이념으로 보았다.
200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환경을 지속가능발전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국민
참여와 협력, 수용체 중심으로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였으며 생산
자책임재활용제도, 사전환경성 검토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2000년대 후반에는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늘
어나는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법률을 마련하여 강화하였다.
2010년대에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표 3.2-8> 폐기물관리법의 역사
1960년대

오물청소법
('61.12.30 제정)

1970~1980년대

폐기물관리법
('86.12.31 제정)

1990년대 이후

비 고

폐기물관리법

1987년 시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993년 시행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1994년 시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995년 시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005년 시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7년 시행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2008년 시행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2009년 시행

자원순환기본법

2018년 시행

다) 폐기물관리법 내 처분시설 설치기준
대한민국의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관련 [별표 9]의 「폐
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각 처리시설별 설치 기준을 수
립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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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9> 주요 처분시설의 주요 설치기준
대분류

중분류

공통기준

주요 기준
∙ 소각시설은 자체 무게와 적재무게, 그 밖의 무게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처
분에 사용하는 처리약품과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습기·배기가스·배출
수 및 충격 등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 폐기물의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 등을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처분시설의 바닥은 시멘트·아스팔트 등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포
장하여야 한다.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소각시설

∙ 굴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를 가져야 한다.
∙ 시간당 처분능력이 2톤 이상인 경우에는 반입되는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폐기물반입장·저장조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처분시설의 외부로 새어나가
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연소실(연소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850도
이상(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 외의 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
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섭씨 800도 이상)이어야 한다.

매립시설

∙ 매립시설의 주위에 사람이나 가축 등의 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철망 등의 외
곽시설을 지상 1.5미터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 폐기물의 흘러 나감을 방지할 수 있는 축대벽 및 둑은 매립되는 폐기물의 무
게, 매립단면 및 침출수위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매립시설의 외부에서 빗물이 흘러들지 아니하고 매립시설의 내부에 떨어진
빗물이 폐기물을 매립 중인 구역에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빗물배제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 반입되는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폐기물운반차량의 세륜·세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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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은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
야 하고,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인 매립시설은 해당 매립시설을 설치
하려는 자가 매립시설 지반의 연약정도, 매립높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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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부
마스터플랜

라) 매립시설 법적 관리기준
한국은 폐기물관리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1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아래와
같다. 본 규정은 시설운영에 따른 주변 환경영향 정도, 처리공정(시설) 정상 운영 여부
나 개선의 필요성 등을 규정하며 특히, 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에 대한 배출허
용기준과 매립장내 침출수위 관리, 매립지의 주요시설(저류구조물, 침출수 차수시설
등) 관리 및 복토 기준 등을 구체적 제시한다.
<표 3.2-10> 한국의 매립시설의 관리기준
구 분

주요 내용

공통기준

∙ 정상적 시설 기능의 유지를 위해 점검과 보수 실시
∙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시설의 유지·관리
∙ 시설 설치·운영자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화재·동파 예방, 사고시 시설의 계측장비의
연속 측정 및 기록(3년 이상 기록 보존)
∙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허가(승인)된 처리대상 폐기물 외 매립 금지
∙ 매립한 폐기물의 굴착 금지

침출수 처리
주변수질

침출수 배제

∙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배출허용기준 이내 처리 의무
∙ 지하수 검사정 및 빗물배제시설의 수질검사 주기(1회/분기)
∙ 수질의 오염도가 높을 경우 수질오염 방지 조치 마련
∙
∙
∙
∙

매립지내 침출수 집배수시설의 정상기능 유지를 위한 조치
매립지 내부 침출수위 기준 설정(매립 중 5m, 매립 종료시 2m)
저류구조물(축대벽, 둑)의 침출수 및 폐기물 누출 방지를 위한 구조적 안정성 확보
매립지 내부 사면부의 침출수 배제, 차수시설 기능보호

매립작업

∙ 매립작업 설계를 통해 매립지 내부 진입로, 단계별 매립·복토·우수배제 등을 시행
∙ 폐기물 매립지 장비를 이용하여 다짐과 압축을 실시

복토기준

∙ 매립작업이 끝난 후 투수성이 낮은 흙, 고화처리물 또는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 등
을 사용하여 15㎝ 이상의 두께(화학복토재 등 인공복토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두께)로 다져 일일복토 시행
∙ 매립작업이 7일 이상 중단되는 때에는 노출된 매립층의 표면부분에 30㎝ 이상의 두께로
다져 기울기가 2% 이상이 되도록 중간복토 시행(단, 악취의 발생이나 흩날릴 우려가 없
는 폐기물만 매립하는 경우와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고 폐기물이 외부로 흩날리거나 악
취가 발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지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
고 인정되는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일일복토와 중간복토 시행 불필요)
∙ 매립시설 사용이 끝났을 때에는 최종복토층을 기울기가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고
최종복토층은 하부로부터 가스배제층, 차단층, 배수층 및 식생대층을 차례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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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물 관리정책
가) 정책흐름의 변화
현재 국내 폐기물 관리정책은 폐기물관리법이 정착되는 시점인 1990년대 초반부터 시
대변화에 따라 변화되고 개선되어 왔다.

(1) 제1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1993~2001)
제1차 계획의 정책목표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경제사회기반 확립”으로 설정하
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폐기물 최소화 정책, 폐기물안전관리정책, 인프
라 구축 등의 정책수단을 채택하여 추진하였다.
<표 3.2-11> 제1차 국가폐기물관리정책 목표 및 세부추진과제
주요정책 목표

세부추진과제
생산단계에서의
유통단계에서의
소비단계에서의
처분단계에서의

최소화
최소화
최소화
최소화

폐기물 최소화

∙
∙
∙
∙

폐기물 자원화

∙ 통합재활용시스템 구축
∙ 재활용인프라 확충
∙ 재활용산업 경쟁력 강화

폐기물 무해화

∙ 유해폐기물 안전관리
∙ 종합폐기물처리시스템 도입
∙ 2차 환경오염 방지

인프라 기능 강화

∙
∙
∙
∙

폐기물통계조사체계 확립
폐기물관리 저변기술의 확충
폐기물관리재원의 합리적 분담
국민의 참여 및 협조기반 강화

(2)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2002~2011)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은 단순히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계를 넘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념으로 하는 한국에 적합한 자원순환
사회의 틀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정착”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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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2>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정책계획의 부문별 폐기물관리 정책
주요정책 목표

폐기물 최소화

세부추진과제
∙ 생산단계에서의 최소화
∙ 유통단계에서의 최소화
∙ 소비단계에서의 최소화
∙ 처분단계에서의 최소화
∙ 통합폐기물 관리방안 마련

폐기물 자원화

∙ 재활용시설의 확충 및 관리
∙ 폐기물 재활용 기술 개발
∙ 재활용산업 육성 및 지원
∙ 재활용품 수요 촉진

폐기물 안전관리

∙
∙
∙
∙

생활폐기물의 처리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유해폐기물의 처리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 강화

폐기물관리 선진화

∙
∙
∙
∙
∙

폐기물관리의 정보화
과학화를 통한 폐기물관리정책의 선진화
생산자의 폐기물 관리 책임체계 확립
폐기물관리 저변기술의 확충
민간의 참여 및 협조기반 강화

국제동향 대응

∙
∙
∙
∙

청정생산의 유도
바젤협약, OECD 규정 등에 따른 폐기물 관리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동향에 적극적 대응
남북한 폐기물관리분야 협력체계 강구

(3) 제3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2012~2021)
제3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은 대내적인 국토환경의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대외적
인 국제환경규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가의 장기적인 폐기물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환경권의주체인 국민, 생산의 주체인 기업, 지역 환경관리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지침도 제공한다. 따라서 정부, 지자체, 생산자, 소비자, 국민 모두가 국제
화·정보화 시대의 환경변화를 수용하면서 국토환경 보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
는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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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3> 제3차 국가폐기물관리정책 목표
주요정책 목표

세부추진과제

발생예방

∙ 사업장폐기물 예방
∙ 생활폐기물 예방

∙ 건설폐기물 예방
∙ 잔재물zero화

자원순환

∙ 생활폐기물순환
∙ 재활용산업육성
∙ 재사용

∙ 사업장폐기물순환
∙ 물질회수

유해성저감

폐기물의 탄소제로화

처리선진화

∙ 사업장지정폐기물
∙ 의료폐기물
∙ 전기·전자 폐기물 중 유해성분저감
∙ 생활계 유해폐기물 저감
∙ 매립가스 회수
∙ 바이오가스 회수
∙ 저탄소형 폐기물 관리패턴

∙ 소각여열 회수
∙ 폐기물에너지화

∙ 처리시설최적화

∙ 폐기물관리 선진화

∙ 폐기물시설관리

자료: 제3차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 (환경부. 2012)

산업화로 인한 발전 및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추어 개선되어온 현 폐기물관련 정책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 정착을 위해 3R인 폐기물 발생 최소화(Reduce), 재활용
(Recycle), 재사용(Reuse)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궁극적으로는 Zero Waste로 인한 한
국 사회의 정착을 목표로 한다. 또한 최근에는 기후온난화에 대한 대응 정책으로 폐
기물을 새로운 자원으로 인식하고 폐기물의 에너지화(Waste to Energy)를 통한 온실
가스 감축을 이루고자 하는 정책개선의 움직임이 이미 정착되었고 활발히 개선되어
가고 있다.

(4)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2018~2027)
재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 촉
진에 대한 10년 단위(2018~2027)의 국가전략으로,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자원순환기
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되었다. 해당 계획은 폐기물 발생 이후 사후적인 처리 위주의
폐기물 발생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담았다.
본 관리 정책 목표는 이를 위해 '생산-소비-관리-재생' 등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
감소를 최우선으로 하여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생산에 재투입되도록 이끌며, 폐기
물은 국민의 쾌적한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만큼 국민 참여 협치(거버넌스)를 구축하
여 지역별 여건에 맞는 최적의 처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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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4>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에 언급된 부문별 주요 정책
단계 및 과제
업종별 자원생산성
제고
자원효율적
생산구조
확립

생산단계 폐기물
원천감량 촉진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

생활 속 폐기물
발생 억제

소비단계

자원 효율적인
친환경 소비 촉진
자원순환 문화
조성 및 확산

관리단계

재생단계

주요내용
∙ 자원 전 과정에 대한 자원효율 지표 분석 및 관리 시스템 마련
∙ 국가·산업계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 자원효율관리시스템 보급·확산, 전문기업 육성, 공정부산물 재사용 촉진

∙ 최적 감량기술 개발·보급으로 원단위 폐기물 발생량 20% 저감
∙ 업종별 가이드라인, 컨설팅 등으로 사업장폐기물 감량 지원
∙ 주요 포장재, 전기·전자제품 중 80%에 대한 순환이용성 개선
* 순환이용성 평가·개선권고, 재질·구조 평가 의무화, 친환경 설계기준 등

∙ 플라스틱 대체소재 등 자원순환형 재질·디자인 개발 지원 확대
∙ 대체가능한 1회용품 사용 제로화, 불필요한 과대포장 최소화
∙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음식물류 폐기물 RFID 배출 확대로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15% 저감
∙ 공공부문 녹색제품 구매비율 상향, 녹색매장 확대 등 친환경 소비 촉진
∙ 제품별 자원 소모량, 재활용 용이성 등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여 소비행태 유도
∙ 국민 참여 자원순환 거버넌스 구축으로 전국민 실천캠페인 추진
* 국민실천 협의회 구성(‘18) → 지역별 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22)

∙ 미래세대, 주민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으로 자원순환 인식 제고

재활용 촉진을
위한
배출·수거·선별
체계 혁신

∙ 공동주택, 단독주택·농어촌 등 유형별 분리배출 우수모델 마련·확산
∙ 안정적 수거체계 구축 및 선별 효율 개선으로 버려지는 자원 최소화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및 처리
최적화

∙ 폐기물처분부담금 → 중간처리 의무화 등 단계적 직매립 제로화 추진
∙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폐기물 처리 최적화,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 효
율 개선을 통해 신규 수요 억제

IT 기반 폐기물
안전 관리 강화

∙ IoT 기술을 활용한 폐기물 전 과정 실시간 관리 및 검증 강화
∙ 수은·의료폐기물 등 유해 폐기물 종류별 관리 강화로 국민 안전 확보

미래 고부가가치
재활용 촉진

∙ 태양광 폐모듈, 전기차 폐배터리 등 미래폐기물 재활용기반 구축
∙ 재활용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신규 R&D 추진, 업사이클 활성화를 위
해 권역별 업사이클 센터를 통한 판로개척 및 사업 육성

물질 재활용
중심의 재활용
체계 개선

∙ 재생원료, 순환골재 사용의무 확대로 물질 재활용 촉진
∙ 폐플라스틱, 폐자동차, 폐전기전자제품 등의 재활용률 제고
∙ SRF 고품질화, 바이오가스 생산효율 개선 등 폐자원에너지 질적 성장

재활용 시장
안정화 및
산업 육성

∙ 전담기구, 안정화 재원 조성으로 재활용 시장 안정화체계 구축
∙ 영세 재활용산업에 대한 자금지원, 판로 개척 등 지원 확대

- 90 -

네팔 폐기물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본 자원순환 기본계획의 정량적 목표로는 고령화, 도시화, 소비패턴 변화 등 사회구
조의 변화를 고려하여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량 대비 폐기물 발생량 20% 감축, 순환
이용률을 70%에서 82%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림 3.2-6) 한국의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내 폐기물관리 정량적 목표

3) 폐기물 정책의 효과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량 추이를 보면 한국의 폐기물 관련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세계 최대 매립지로서 수도인 서울과 그 인근 지역 2500만
인구가 발생하는 폐기물을 매립 처리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 2000년대 재활용 선별 정책 등에 힘입어 반입량이 극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3.2-7)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 추이
자료 : 수도권매립지 통계연감 2018년

한국 정부는 2010년대 들어서는 폐기물을 단순히 처리하는 단계를 넘어 자원화하고 발
생을 최소화하여 자원순환형 사회를 이루기 위한 제도들을 수립하였다. 2018년 1월1일
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었으며 그 해 한국 내 폐기물 처리비율은 매립 13.4%,
소각 24.6%, 재활용 62%의 비율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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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기물 관리정책, 법령 비교
네팔과 대한민국의 폐기물관리법령, 관리계획, 관련법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비교 결과를 통해 정책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표 3.2-15> 대한민국과 네팔의 폐기물관련법, 정책 비교
구 분
폐기물관리
기본법

관련법

폐기물
관리정책

지방 폐기물
관리정책

처리시설
설치기준,
운영기준

폐기물
통계조사

대한민국

네팔

∙ 폐기물관리법

∙ 고형폐기물 관리법
(Solid waste Management Act, 2011~)

∙ 자원순환 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
률(바젤협약 이행법)
⇨ 폐기물 관리법 외 재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법이 존재함

∙ 환경보호법
(Environment Protect Acts, 2019~)
⇨ 고형폐기물 관리법 외 재활용에 대한
별도 법령 부재

∙ 국가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1982~2021)
∙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 (2018~2027)
∙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 폐기물 관련법을 뒷받침하는 각종 기본계획
을 정기적으로 수립, 개정

∙ 국가 고형폐기물 관리정책
(Solid waste Management National Policy,
1986~)
∙ 국가 환경정책
(Environmental Policy, 2019~)
⇨ 국가단위 폐기물 정책 수립이 된지 오
래 되었으며 2019년에 국가 환경정책에
서 일부 보완

∙ 도 단위, 시 단위로 폐기물처리(자원순환) 기
본계획 수립 (10년 마다)

∙ 없음
⇨ 연방제 시행에 따른 지역 특성에 맞는
폐기물 관리정책 필요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중간,
최종처분시설, 재활용시설별로 기준 수립

∙ 폐기물관리법에 매립장에 대한 내용만
일부 언급
⇨ 중장기 적으로 중간/최종처분시설 도
입을 위하여 기준 수립 필요

∙ 지자체에서 통계자료를 매해 중앙정부에 제
출하여 발간
∙ 5년 단위로 전국단위 조사 실시
⇨ 통계체계 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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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폐기물관리 현황
폐기물관리는 크게 지자체, 중앙정부(환경부, 환경공단)와 국민으로 구성되어 수행된다.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은 통계청으로부터 통계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통계
작성기관으로 지정되어 국내 폐기물·재활용 관리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정보제공을 위해 폐기물·재활용분야 국가승인 통계(8종)를 작성·공표하고 있다. 각 지
자체는 폐기물의 발생량에 대한 확인 및 집계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매년 일정시기에 그 폐기물 발생과 관련한 자료를 중앙정부에 보고하고 있다.
폐기물 발생 및 처리통계의 집계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
물에 대한 1년 단위 발생 및 처리현황을 행정구역별로 조사하여 그 변화추이를 매년 분
석한다. 이는 발생과 처리흐름에 따른 단계별 시설현황과 민간업체에 대한 현황파악을
포함하여,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한 지자체의 예산 규모 파악에 활용된다.

<표 3.2-16> 국가승인통계 8종 작성 및 정보제공
통계명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쓰레기 종량제 현황

종류/유형
지정/보고
일반/보고
일반/보고

주요내용
일반 생활,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처리량 등
정보 제공
지정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처리량 등 정보
제공
지자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운영 현황
정보 제공
폐기물 재활용 신고 및 허가업체의 폐기물
종류, 품목별 생산량 등 정보 제공

작성주기

승인기관

매년

환경부

매년

환경부

매년

환경부

매년

한국환경공단

폐기물 재활용실적 및
업체현황
재활용지정사업자
재활용실적
재활용가능자원
가격조사

일반/보고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실적 제공

매년

한국환경공단

일반/조사

재활용가능자원 23개 품목별 가격정보 제공

매월

한국환경공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지정/조사

국내 폐기물 발생량, 처리량 등 정보 제공

5년

환경부

영농폐기물조사

일반/조사

전국 시군구별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정보 제공

매년

한국환경공단

일반/보고

(그림 3.2-8) 한국의 폐기물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체계
위 그림에 따라 중앙정부로 보고된 폐기물 데이터 관리 및 기타 폐기물 관리는 한국환경
공단 내에 자원순환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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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llbaro 시스템 운영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ㆍ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
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폐기물의 발생억제(폐기물 감량), 재활용(순환골재유통정
보), 적정처리(적법처리, RFID시스템)를 통한 폐기물의 전 생애적 관리를 하나로 통합한
IT기반 폐기물 종합관리 시스템
폐기물관련 올바로인허가, RFID/ARS/인터넷/EDI 등 최첨단방법을 이용한 폐기물인계정
보관리, 폐기물 배출ㆍ운반ㆍ처리의 연간 실적보고, 폐기물 감량정보제공 및 감량실적보
고, 순환골재유통지원정보제공, 폐기물정보제공 등 크게 6가지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2-9) All baro 시스템 구성

가) 인터넷을 통한 관리 시스템
폐기물의 배출에서 운반ㆍ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상의 시스템을 통하여 등록 관
리하며, 인터넷에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역을 등록함으로써 업무 간소화 및 실시간 확
인이 가능하다.

(그림 3.2-10) IT 및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폐기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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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RS를 이용한 인계관리
인터넷 환경이 미비한 배출업체 또는 폐기물 운반중인 운반자가 전산입력이 불가능
할 때 전화 또는 휴대폰을 통해 ARS 전화번호 1644-0007을 통해 폐기물 인계인수 내
역 등록이 가능하다.

(그림 3.2-11) ARS를 이용한 폐기물관리

다) EDI를 이용한 인계관리
자체 폐기물관리시스템 보유업체(배출/운반/처리자)에게 연계모듈을 제공하여 자체폐
기물관리시스템에 폐기물 인계인수 정보를 입력하면 폐기물 인계인수정보 및 건설폐
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가목 (7) 및 별표 2의2 제3호
다목 단서에 따른 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값(2017. 1. 1 의무시행)을 올바로시스템에 자
동으로 전송이 가능하다.

(그림 3.2-12) EDI를 이용한 폐기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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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RFID(무선주파수 인식기술)을 이용한 인계관리
사업장폐기물중 유해성이 높은 의료폐기물을 Web이 아닌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
을 이용하여 폐기물의 유통정보를 자동으로 생성 및 실시간 확인이 가능케 함으로써
첨단 폐기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림 3.2-13) RFID를 이용한 폐기물관리

마) 모바일서비스를 이용한 인계관리
폐기물의 일시적 배출, 사무실과 폐기물배출장소간의 원거리 문제 등으로 인한 인터
넷망 사용이 어려울 경우 운반자가 가등록한 인계서 내용에 대한 배출자가 모바일시
스템을 통해 승인함으로써 전자인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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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 모바일서비스를 이용한 폐기물관리

2)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관리체계 구축/운영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은 공동주택 내 설치된 장비나 차량에 RFID태그를
인식 후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면 배출자, 배출량(무게), 시간 정보가 중앙시스템으로
전송되어 수수료를 부과하고 발생량과 감량 등 통계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선진
화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지원한다.

(그림 3.2-15)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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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출입 폐기물 관리시스템 운영
선진국에서 자국의 엄격한 규제를 피하여 중남미 및 아프리카 등 후진국에 수출하여
처리하거나 매각함으로써 유해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이 국제문제화 됨
에 따라 후진국의 환경보호 및 지구환경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
다. 수출입폐기물관리시스템은 폐기물 수출입자에게 폐기물 수출입 관련 정보를 통합
적으로 제공하고, 수출입 허가 및 신고 등 관련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하여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구축되었다.

(그림 3.2-16) 수출입 폐기물 포털시스템 운영체계

4) 순환자원정보센터 운영
순환자원정보센터는 단순 소각·매립되는 폐기물과 순환자원이 가치 있게 순환이용 될
수 있도록 재활용 및 유통정보를 공유하고, 전자입찰 등 수요와 공급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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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역량강화
한국은 폐기물 관리 정책이 넓어지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가 소각, 음식물류 재활용
시설 등 다양해짐에 따라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은 폐기물 배출자, 처리자에게 시설을 운영하거나 폐기물 배출하기 위한 자격요건
을 부여하였으며 정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폐기물 관리를 전문화해왔다. 아래는 한국의
주요 교육 내용에 대하여 나타냈다.
<표 3.2-17> 한국의 폐기물 관리자 교육, 주기, 내용(한국사례)
종 류
폐기물 처리, 재활용,
수집 운반업자 교육

폐기물배출자 교육

의료폐기물배출자 교육

교육대상

교육주기

교육내용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자, 기술담당자

∙ 최초교육
∙ 보수교육(1~3년 1회)

∙ 폐기물관리 정책, 법 해설
∙ 폐기물처리방식, 동향

∙ 사업장폐기물 폐기물
배출자(기술고용인)

∙ 최초교육
∙ 법령 위반 시 교육

∙ 폐기물관리 정책, 법령
∙ 폐기물 관리실무

∙ 의료폐기물 폐기물
배출자 (기술고용인)

∙ 최초교육
∙ 법령 위반 시 교육

∙ 폐기물관리 정책, 법령
∙ 폐기물 관리실무

(그림 3.2-17) 폐기물관리 법정 교육 및 교육이수 수료증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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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관련 정책
1)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광역화 정책
또한 한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민원에 대비하며 운영효율성 확보를 위
하여 권역별로 최적화 및 광역화를 시행하고 있다. 네팔의 경우 연방제에 따른 지방정
부 권한을 강화하고 있으며, 부족한 예산, 주민의 민원, 한정된 토지 등을 고려할 때
최적화/광역화 정책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18> 최적화 광역화 정책(한국)
구 분

내 용

취 지

∙ 소규모 지자체들은 예산 부족, 주민 민원으로 자체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어려움

효 과

∙ 권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대형화, 집적화로 시설 고도화, 수명연장
∙ 민원, 적정입지 부족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에 폐기물 처리 대안으로
활용

정책실행

∙ 대권역(광역자치단체), 중권역(2~3 지자체) 등으로 구분하여 권역 설정
∙ 광역화 시 국고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최적화를 유도

추진방식

∙ 인근 지자체간 협약을 체결하여 입지 선정 및 사업추진(공공 혹은 민간제안)

(그림 3.2-18) 최적화 광역화 정책 흐름도

2) 친환경에너지타운
친환경에너지타운은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활용하여 에너지 생산,
문화관광 등 수익모델을 가미하는 정책으로 주민 수익 향상, 환경시설의 자발적 설치
를 유인한다. 한국 내에서는 홍천, 아산 등에서 성공적으로 사업 진행 중이며 민원 대
응 사례로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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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9) 친환경 에너지타운 개념도

(그림 3.2-20) 홍천군 친환경 에너지타운 개념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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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폐기물관리 예산
2020년 한국의 폐기물관리(자원순환·환경경제 부문 내) 예산은 재활용 활성화 및 자원
순환사회 조기 구축을 위해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공공관리와 지원 강화에 초점이 맞춰
져있다. 2020년도 자원순환 관련 예산은 4,307억원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유해·불법 페
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예산 361억원, 유해폐기물 처리를 위한 국가광역 폐기물처
리시설 구축을 위한 예산이 20억원 편성되었다.
아울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동네마당 설치를 위한 예산이
전년대비 대폭 증액되었고,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재활용품 비축사
업 예산도 신규로 편성되었다.

<표 3.2-19> 2020년도 대한민국 폐기물 관리 예산 편성 주요내용
3. 자원순환·환경경제 부문
3.1 자원순환 (총 4,307억원)

� 유해·불법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 전국의 방치‧불법투기‧불법수출 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
*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 (’19년) 109억 원 → (’20년) 361억 원
○ ①유해 폐기물(라돈‧수은 등), ②불법 폐기물, ③재해‧재난 폐기물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국가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추진
* 국가광역 공공폐기물처리시설 구축(실태조사 및 기본구상) : (’20년 신규) 20억 원
� 재활용 활성화 및 자원순환사회 조기 구축 추진
○ ①공공처리역량 강화, ②시장 활성화, ③감시‧예방 체계 구축 및 ④연구개발(R&D) 확대 등 단계별 지원
강화
① 생활자원회수센터 : 124 →197억 원, 재활용동네마당 : 13 →38억 원
② 재활용산업융자 : 1,284 →1,634억 원, 업사이클센터 설치 : 2 →13억 원
③ 재활용품 비축사업(신규) : 94억 원
④ 생활폐기물 재활용 연구개발(R&D) : (’19년) 76억 원 → (’20년) 111억 원
자료: 2019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환경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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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폐기물 관리 개선 방향
조사 결과를 토대로 네팔의 폐기물관리현황을 파악하고, 한국 등 선진사례의 폐기물 관리
현황을 참고하여 주요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가. 법률, 제도 측면
1) 법률과 정책 정비
가) 최신 추이에 맞는 연방 폐기물법령, 정책 수립
네팔은 폐기물관리법(Solid Waste Act 2011)에서 폐기물의 감소, 재활용, 재사용(3R) 원
칙이 반영되어 있으나 벌칙조항 등의 부재, 실행능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였고 도시화로 인하여 플라스틱 등 1회용품으로 인해 폐기물양이 증가하였다.
최근 네팔 내 폐기물 발생 추이를 고려하여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우선 수립
후 10년 가까이 된 폐기물관리법령(Solid Waste Management Act, 2011)과 30년이 경과
한 폐기물 관리정책(Solid Waste Management Policy, 1986)에 현재 폐기물 처리현황을
고려하여 감량화와 자원순환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비하여 법과 정책을 실효성
이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이후 중장기계획으로서 ‘(가칭)네팔 폐기물 관리기본계획 2030’을 수립하여 국가 폐
기물 관리계획 목표 수립, 평가, 시설확충 계획 등 네팔 내 폐기물 관리정책을 계획하
고, 일회용품 규제 등 3R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세부 규칙을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폐기물, 건설폐기물 등 개별 폐기물별 관리법 등을 시행하여 폐기물 특성
에 맞는 안정적인 처리와, 재활용방안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3.2-20> 네팔 폐기물 관리법령, 정책 관련 실천계획
구

분

단기 (~2025년)

중장기 (2026년 ~ )

∙기존 SWM Act(2011), Policy(1986) 개정
- 일회용품 규제 확대 원칙 반영
- 재활용품 분리배출 의무화 원칙 반영
기존 법, 정책 -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원칙 추가
보강
- 정량적 목표 수립을 위한 통계시스템 구축,
폐기물 계량 의무화
- 매립 최소화 원칙
- 처리시설 처리, 관리기준 보완
폐기물별
세부 법률
신설

∙각 폐기물별 관리법 지정을 위한 의견수렴,
법적 근거 마련
- 재활용촉진
-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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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10년 폐기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 감량률, 재활용률 목표 등 정량적 목표 설정
- 정량적 목표에 대한 성과평가 계획
- 중장기 처리시설 확충 계획
∙감량화,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법령 시행
-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 규제
-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거제
- 쓰레기종량제
- 음식물류 분리배출
∙재활용촉진 정책, 법 신설
∙건설폐기물 재활용법
∙의료폐기물 처리, 분리배출법

3장 환경(폐기물)제도, 정책현황 및 개선안 제안

제1 부
마스터플랜

나) 지역별 폐기물관리계획 수립
2011 년 6 월 15 일 발효된 네팔의 고형폐기물 관리법(Solid Waste Management Act)
은 폐기물이 공중 보건 및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
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고형폐기물의 수집, 처리 및 폐기를 위한 인프라의 건
설, 운영 및 관리와 다음을 포함한 3R(감량화, 재사용 및 재활용) 전략의 촉진에 대한
책임을 각 지방 정부에게 부여하였다.
각 지역별로 산업 여건과 인구 구성 등이 다르므로 지역에 맞는 폐기물 관리 정책이
필요하며 이는 폐기물 관리조직의 신설 등 행정적인 뒷받침, 통계자료의 확보 등 정
량적 목표 수립을 위한 실행노력 등을 토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당장은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부족, 폐기물 관리 전담조직 부재, 폐기물 관리 정책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
로 시행하기는 어려우나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폐기물 관리조례, 세부 규칙을 수립
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의 폐기물 관리정책의 지향점은 3R을 기반으로 하며, 위생성, 환경성, 안전성을
확보하는 폐기물 관리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지역의 폐기물 기본계획 수립 시 필
수적인 사항은 연방정부에서 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승인하여 국가 폐기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네팔의 기후 등을 고려한 매립장 관리운영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방행정부에서 작성 지침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림 3.2-21) 폐기물관리 정책 수립절차(예시)
<표 3.2-21> 지역 폐기물관리계획 수립 개선방향
구

분

지역 폐기물
정책

단기 (~2025년)

중장기 (2026년 ~ )

∙ 지역 폐기물 관리조례 지정을 위한
의견수렴,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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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관리 조례, 기본계획 신설
- 지역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정책목표 수립
- 지역 내 폐기물시설 관리운영기준 수립

네팔 폐기물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2) 폐기물 관리역량 강화
가) 폐기물 관리 조직 확대
네팔은 2015년 신헌법 수립에 따라 연방제 국가체제를 공고히 함으로써 중앙에 집중
된 국가의 권한을 각 지방정부에게 이양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과 조직 배분 문제, 관료들의 지방발령 반발, 지방정부의 뒤처진 행정능력
등으로 연방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팔의 폐기물 관리정책도 연방제 정착에 따른 과도기 속에 영향을 받고 있다. 연방
행정부 내 폐기물 관리는 도시환경국 산하 재난환경관리과에서 맡고 있으며 각 지방
정부가 폐기물 관리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러나
재난환경과관리과는 폐기물 관리뿐만 아니라 도시, 재난까지 담당하고 있어 폐기물
관리를 전담하는 인원이 부족하여 밀도 있고 중장기적인 폐기물 정책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환경분야 전반을 맡고 있는 산림환경부에서도 일부 폐기물 관리 정책
을 수립하고 있는바 해당 부서와 기능이 일부 중복되고 있다.
연방행정부가 국가 전체의 중장기적인 폐기물 정책을 수립, 점검하고 지방정부의 폐
기물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방행정부 내 폐기물 정책을 전담하는 인원 보강 등
인력의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림환경부와 폐기물 관리 정책 사무를
조정해야할 것이다.
더 나아가 네팔 정부 내에 폐기물 관리 정책을 추진하는 폐기물관리과를 별도로 신설
함으로써 독자적인 폐기물 관리 전반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
<표 3.2-22> 네팔 폐기물 관리조직 개선방향
구

분

단기 (~2025년)

중장기 (2026년 ~ )

∙ 폐기물 관리 전담인원 충원
폐기물 관리조직 ∙ 연방행정부와 산림환경부간 폐기물 정책
기능 조정

- 105 -

∙ 연방행정부 도시환경국 내 폐기물관리과를
신설하여 폐기물 관리 전담
예) 주요 업무
- 폐기물 관리 기본정책 수립
- 지방정부의 폐기물 관리정책 지원
- 폐기물 통계 관련 정책, 제도 수립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관련 정책수립,
예산 배분
- 폐기물 재활용 제도 활성화 정책 수립

3장 환경(폐기물)제도, 정책현황 및 개선안 제안

제1 부
마스터플랜

나) 폐기물관리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폐기물 관리조직의 양적 확대와 발맞추어 관리인력의 전문성 강화도 필요하다. 현재
네팔은 현재 폐기물 관련 정책범위가 넓지 않고, 단순 매립위주 폐기물 처리를 시행
함에 따라 자격기준이나 교육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하지만 향후 폐기물 관리 정책
의 범위가 넓어지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가 소각, 음식물류 재활용시설 등 다양해
지면 자연스레 관련업계의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본 마스터플랜 사업과 같이 국제 교류를 확대하여 정책을 집행하는 공
무원 등에 대하여 해외 연수 등을 수행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폐기물 관리에 대한
국민의식 전환과 국민 개개인의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도 필요하다. 홍보
차량, 전단, 신문 등의 대중매체, 시민단체들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방안이 있으며
내용은 주민들이 실천 가능한 3R(감량화, 재사용 및 재활용)에 맞춰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폐기물 관리자(기술관리인)의 경우 특정 규모 이상의 매립, 소각시설
등 처리시설 근무 시 자격증 보유를 의무화하고, 폐기물 배출 사업장 및 병원에도 일
정자격 이상 관리기술자 보유를 의무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폐기물 기술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표 3.2-23> 네팔 폐기물관리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개선방향
구

분

단기 (~2025년)

중장기 (2026년 ~ )
∙폐기물 배출, 처리 종사자 자격기준 부여
∙폐기물 관리기술자 정기교육 실시
참고) 교육내용
- 폐기물 관리 법률, 정책 설명
- 폐기물 처리방법별 전문 교육

∙담당 공무원 정책 실무 연수
관리인력 전문성
∙인근 국가와 정책 교류
강화
∙주민홍보 활동 강화로 인식 제고

(그림 3.2-22) 네팔 고위직 공무원의 폐기물 관련 정책 연수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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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폐기물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3) 통계시스템 구축
네팔은 폐기물 관련 발생 통계자료의 부족으로 정량적인 폐기물 감량화 목표 수립 및
성과평가는 불가능하며, 시설현황이 어려워 정책 수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정량적 통계자료 부족은 소각, 음식물 처리시설 등 향후 중간처분 시설 등을 계획할
시 예상 발생량을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을 유발한다.
원활한 폐기물 관리 및 향후 정책 목표 수립을 위하여 한국과 같은 통계시스템 구축이
절실하지만 네팔에 한국과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산시스템과 같은 인프
라 부분과 병행하여 진행하므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사실이다.
폐기물 통계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법, 제도를 통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계량을 월 1회 이상 의무화하며, 발생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하게 해
야 한다. 통계관리 체계가 정착되면 상시 계량체계로 확대하고,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연간 폐기물 발생량을 종합하여 국가적인 폐기물 관리 통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에서 시행하는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를 도입하여 국가 폐기물 정책 수립 시 정량
적인 폐기물관리(감량화)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평가를 실행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2-24> 폐기물 통계 개선방향
구

분

폐기물 통계

단기 (~2025년)

중장기 (2026년 ~ )

∙ 월 1회 이상 폐기물 계량 의무화
∙ 폐기물 계량 기록 보관 의무화

(그림 3.2-23) 네팔 폐기물관리 통계체계 구성(안)

(그림 3.2-24) 네팔의 폐기물관리 정책 목표(예시)

- 107 -

∙ 일일 계량 등 상시 계량 체제 실시
∙ 연간 단위 폐기물 통계 발표, 국가에 보고
∙ 국가 폐기물 통계조사 실시 (약 5년)

3장 환경(폐기물)제도, 정책현황 및 개선안 제안

제1 부
마스터플랜

나. 배출/수거 측면
1) 감량화
가) 발생원 분리
(1) 개선방향
네팔의 폐기물 법에서도 발생원 분리는 폐기물 관리의 주 원칙이지만 사업대상지나
카트만두에서는 발생원 분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재활용품, 음식물류폐기물
할 것 없이 혼합 배출하고 있다. 우선 네팔 내 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하여 중앙, 지방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통한 국민의식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모니터링 과정을 통하여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발생원 분리는 단순히 수거과정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폐기물 감량화 측면에서 필요
하다. 현재 네팔의 폐기물 발생비율이 높은 유기물과 플라스틱류, 재활용 가능성이
높은 종이, 유리 등을 발생원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처리할 수 있다면 폐기물 매립장
의 매립량이 크게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매립지에 폐기되는 폐기물의 양이 감소되
면 최종 폐기 비용이 감소되고, 매립장의 사용연한이 늘어나게 된다.
발생원 분리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필요성 홍보를 강화하고,
인구밀도가 높고 생활수준이 높은 도심과 상가를 중심으로 재활용 정거장 등 지역단
위 선별장을 시범 도입하여 분리 배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분리배출 대상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

고, 시설확충 사업과 연계하여 분리배출 폐기물 범위를 소각대상 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류 폐기물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매립대상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
시켜야 할 것이다.

<표 3.2-25> 폐기물 감량화, 재활용 측면 개선방향
구

분

단기 (~2025년)

중장기 (2026년 ~ )

∙ 재활용품 분리배출 필요성 홍보, 모니터링
∙ 폐기물 분리배출 대상지역 확대
∙ 국민 의식제고, 정책 지원
∙ 폐기물 분리배출 범위 확대
∙ 폐기물 분리배출 시범사업 실시(도심, 상가)
- 소각대상 폐기물
감량화, 재활용
예. 분리배출 범위
-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 음식물류, 매립폐기물, 재활용품
- 재활용품 (플라스틱, 유리, 캔 등 세분화)
- 재활용품 분류 정거장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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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활용품 분류 정거장 도입 (한국)
발생원 분리에 대하여 네팔에서 적용대상 방안으로 재활용품 분류시설이 있다. 한국
의 각 지자체는 2014년부터 클린하우스나 재활용 정거장 등의 이름으로 권역별 재활
용품을 분류시설을 도입함으로써 본 시설을 통해 재활용품을 사전 선별함으로써 재
활용율을 높이고 매립 처리량을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다. 클린하우스 시설을 도입한
제주시는 2009년 동지역 시민 255명을 대상으로 클린하우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2.9%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주민들의 만족도 또한 높았다.
한국에 도입된 재활용 정거장은 크게 세 종류로서 주거/지역 형태에 따라 선별적으
로 적용하여 네팔 도시지역에서도 적은 비용으로도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 보인다.
<표 3.2-26> 재활용 정거장 종류 (한국)
종 류

이동식 정거장

도시형 정거장

클린하우스 정거장

개요도

특징

∙ 자원관리사가 주1~2회
∙ 원룸·연립·다세대주택에
∙ 주택가 공터지역에 고정식 수
(2~3시간) 주택가 재활용품 수 고정식 수거함 설치 및 전담 거함 설치운영
거관리
관리인 지정운영

한국에 도입된 재활용 정거장의 장단점은 아래와 같다.

<표 3.2-27> 재활용 정거장의 장단점
종 류
∙
∙
∙
장점

단점

∙
∙
∙

내용
효과성 :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시행 가능
주민관점 : 원하는 시간대에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배출 가능
행정관점 : 주민들이 폐기물을 사전선별, 관리 감독 역할까지 수행함으로써 행정기관이 수행
하여야 할 행정 부담을 감소
사회경제적 : 시설 관리직 고용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재활용품 판매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
보건성 : 본 시설이 위생적으로만 관리된다면 악취 등 민원 소지를 감소
보안
: CCTV를 설치하는 경우 불법투기 방지의 효과와 더불어 주변 지역 범죄자 검거
에 일정부분 기여

∙ 위생적 문제 : 분리시설이 위생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선별 주기가 길어질 경우 폐기물이 넘
쳐 악취 등 시설 주변 주민들에 민원 발생
∙ 기술적인 문제: 일률적인 수거함 적용 시 폐기물 넘침 우려. 성상에 따라 수거함 배분 필요
∙ 선별율 저하 : 재활용품에 이물질이 섞인다거나 배출 시 타 재활용품과 혼합하여 배출될 경
우 잘 별도의 시설에서 추가 선별 작업하게 되어 추가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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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에서도 일부 대규모 병원과 관공서에서 자체적인 폐기물 선별장을 운영하고 있
으나 앞으로는 좀 더 넓은 단위에서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공시
설, 대규모 상업시설(학교, 호텔, 상가, 대규모 주택, 회사)에 고정식 선별장을 설치,
시행하여 효과를 확인한 후 가정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
으로 판단한다. 이 방안 시행을 위하여 지방정부의 노력이 절실하지만 연방정부 차원
에서도 시범사업을 통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각 지자체에
사업 시행을 독려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한다.

2) 폐기물 수거측면
수거설비 확충은 인프라 개선과 병행되어야 하므로 오랜 시간이 걸리나 현재 네팔의
폐기물 수거 실태를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책도 존재한다.
단기적으로 폐기물 수거인력에게 야광조끼,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코로나19 등 전염병
에 대비한 마스크, 장갑 등 위생장비들 도입하여 수거인력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이
를 통해 3D업종으로 천대받는 수거인원의 직업 인식을 제고할 필요도 있다. 장기적으
로는 수거장비 확충, 도로 개설 등을 시행하여 폐기물 수거효율을 높이고 폐기물 수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폐기물 처리 인프라 확충, 관리 조직 확대 등은 모두 예산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수거
료 징수율을 높이는 건 필수적인 과제다. 그러나 네팔 내 폐기물 수거료는 발생량에
비례하여 징수되지 않으며, 미납비율도 상당하여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폐기물 수거료 미납 시 수거 중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시행하여 수거료 납부
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폐기물 수거료 징수체계를 종량제 기
반으로 바꿔 발생량에 비례한 폐기물 수거료 징수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
<표 3.2-28> 폐기물 수거 측면 개선방향
구

분

단기 (~2025년)

중장기 (2026년 ~ )

∙ 폐기물 수거, 처리인력의 안전 확보
(안전, 위생장구 지급)
폐기물 수거

∙ 수거율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수거장비 확충, 도로 포장)
∙ 규격봉투 제도화, 쓰레기 종량제 시행
∙ 무단투기 벌칙조항 강화

∙ 규격봉투 제도화, 쓰레기 종량제 시행
∙ 폐기물 수거료 납부를 위한 홍보, 행정노력 ∙ 종량제 기반 폐기물 수거료 징수
∙ 수거료 미납 시 벌칙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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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폐기물 처리시설
1) 처리방향
네팔에서는 매립 이외 별도 처리수단이 부재한 바 처리방식 다변화, 재활용률 향상을
통하여 직매립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민원 등 사
회적 갈등도 상당하므로 중장기관점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에 앞서 폐기물처리시설 설
치가 가능한 입지를 미리 검토하며,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지원 대책 등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보차원에서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해 열,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폐기물 소각처리 등 신재
생에너지 도입과 관련된 시설을 도입하여 에너지화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네팔 폐기물 관리법에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관리규정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적
용되지 않고 있다. 주변 지역에 영향을 최소화기 위한 매립시설 운영을 위해서 기존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지키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성상별 처리시설의
확대와 더불어 각 시설별 설치, 운영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표 3.2-29> 폐기물 처리시설 개선방향
구

분

처리시설

단기 (~2025년)

∙
∙
∙
∙

중장기 (2026년 ~ )

재활용율 확대 노력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검토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지원 대책 수립
기존 매립시설 기준 강화, 실천 노력

∙ 성상별 처리시설 도입, 에너지화 확대
- 기계적 재활용 선별시설
- 폐기물 소각시설, 열회수시설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바이오가스, 퇴비화)
∙ 비위생 매립장 정비, 순환형매립지
∙ 각 시설별 설치, 운영기준 수립

2) 주요 성상별 폐기물 처리시설
가) 기계적 재활용 선별시설
재활용 정거장 등 재활용 분류시설은 주민이 직접 재활용품을 분류하여 선별율이 낮
을 수 있으므로 기계적 재활용시설은 차선책으로 적용해볼 만한 대안이다. 본 시설은
특정 장소에 재활용 플랜트를 설치하여 재활용품을 선별한 후 잔재물을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보내어 매립량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이 시설 도입 전제는 폐기물 수거 시 재활용품과 매립대상폐기물로 분류되어야 한다.
무분별하게 폐기물이 반입될 경우 Teku 이송센터와 같은 민원 문제, 폐기물 처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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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포화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기계적 재활용 선별시설에서 처리가능한 물품
은 종이류, 플라스틱 (PE, PP, PS), 유리류, 스티로폼 등이 있다.

(그림 3.2-25) 한국의 재활용선별시설 사진

나) 소각시설
소각시설이란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여 처리하는 시설이다. 쓰레기를 불에 태워 기체
중에 고온 산화시키는 폐기물처리방법으로 폐기물 관리체계 중 중간처리 과정의 하나
로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보다 부피는 95%이상, 무게는 80%이상 줄일 수 있어 매립시
설의 공간을 절약하여 포화시기를 늦추어,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폐기물 처리방법이라
고 할 수 있다.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열을 스팀이나 온수로 회수하여 재활용할 수 있다. 폐기물 소
각 시에는 발열량에 해당하는 열량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고온의 배기가스가 발생한
다. 고온의 배기가스는 후처리 설비의 장치를 보호하고 외부로의 열오염(Thermal
pollution)을 줄이기 위하여 냉각(250~350℃)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냉각설비는 폐열보
일러식, 물 분사식, 공기 혼입식, 간접 공냉식이 있다. 소각시 발생한 열량을 단순히
온도만 강하하여 배출할 경우 폐자원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므로 폐열의 에너지를
회수하여 재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에너지 회수를 위한 냉각설비는 폐열보일러이
며 연소열을 압력용기 속의 물로 전달하여 증기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법은 그 이용목적에 따라 연소공기의 예열, 온수의 생산, 증기의
생산, 전력 생산 및 열병합 발전(전력생산, 지역난방, 온수공급)등이 있다. 온수생산이
나 연소용 공기예열 및 증기생산 등의 단순에너지 활용은 소규모 소각 시스템에서 적
용하고, 전력생산이나 열병합 발전 등의 고급 에너지 활용은 대규모 소각 시스템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단순히 전력만을 생산시 30~40%의 에너지 효율을 얻을 수 있고, 열
병합 시스템을 활용하면 에너지효율을 60~70%까지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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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마스터플랜의 초청연수(2020.02) 시 네팔 고위직 공무원들은 강남 자원회수시
설을 답사하였으며 매립에 국한된 폐기물의 단순처리를 넘어 소각 후 에너지화 등으
로 이어지는 자원순환의 필요성을 확인한 바 있다.

(그림 3.2-26) 네팔 고위직 공무원의 강남자원회수시설 견학 사진

다)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음식물 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화는 주로 퇴비 및 사료로 재활용되어 왔고 그 중에서
퇴비화가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혐기성 분해를 통한 메탄
가스(CH4) 생산, 즉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이용한 유기성폐자원 재활용이 늘고 있다.
이용하는 형태에 따라 슬러지를 퇴비화한 후 녹지 및 농지 등에 이용되고, 도시가스
에너지원, 보조연료, 발전 및 동력원 등의 가스화 이용, 소각 후 에너지 이용 및 고형
연료 등의 에너지로 사용하게 된다.
음식물류폐기물 에너지화 시설로는 유기성폐자원을 혐기성소화를 통해 처리하고 처리
과정 중 발생된 바이오가스를 이용하여 발전, 열에너지 생산, 기체연료로 활용하는 유
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있다.
바이오가스란 혐기성조건 하에서 혐기성미생물의 유기물 분해와 산발효과정을 거쳐
생성되는 메탄과 이산화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연성 혼합가스이다. 바이오가스의
특성은 유기성폐자원의 종류와 공법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메탄
함량이 55% 이상일 경우 발전기나 보일러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회수 할 수 있으며,
정제 과정을 통해 메탄 95%이상, 수분 32mg/N㎥이하, 황분 10ppm 이하, 불활성가스
(CO2, N2 등) 5.0%이하로 제조할 경우 자동차연료로서 수송용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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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7) 바이오가스 생성과정

라) 매립가스활용시설
매립가스는 매립지에 매립된 폐기물 중에 포함되어 있는 생물학적으로 분해가능한 물
질이 미생물의 활동에 의해 분해되면서 발생되는 메탄을 주성분으로 한 혼합가스로
장기간에 걸쳐 발생되며 포집시설을 통해 포집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중·고질
연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가스터빈이나 가스엔진, 연료전지 등을 이용한 전력생산을
통해 에너지로 전환하여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매립가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립가스 발생량이 최소 1N㎥/min 이상 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매립지에서는 매립가스 발생량이 2N㎥/min 이상 되는 경우 설치하고 있다.

(그림 3.2-28) 매립가스 포집, 이송시설

마) 비위생매립장 정비
(1) 최종복토
네팔 내 폐기물 매립은 대부분 비위생매립으로서 종료시설에 대한 정비방안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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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지역 사회의 보건위생을 확보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위생 매립지의 정비 방
안은 다음과 같으며, 각각의 특징 및 장단점은 아래 표와 같다.
- 비위생 매립지 상부에 최종복토층을 설치하여 우수의 유입을 막는 방법
- 비위생 매립지 경계에 수직 차수벽을 설치하고, 차수벽 내측에 침출수 집수 및
배제 시설을 설치하여 누출된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을 막는 방법
- 비위생매립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하여 3원선별후 가연물은 소각, 불연물은
재매립, 토사는 복토재등으로 사용하고 굴착된 비위생 매립지는 위생매립지로 건설
<표 3.2-30> 비위생매립장 정비방안(예시)
구

분

상부 최종복토

차수벽

비위생매립지 정비

∙ 비위생매립장 상부에 식생대 ∙ 비위생매립장 주변에 불투수 ∙ 비위생매립장에 매립된 폐기물을
개요

∙
∙
∙
∙
∙

장단점

층, 배수층, 가스배제층 및 차
수층을 설치하여 매립지 상부
감을 통한 매립지 사용 종료

층(암층) 까지 차수벽체 설치
하여 침출수 누출방지

굴착하여 가연물, 불연물, 토사로
선별 후 소각(가연물), 재매립(불
연물), 복토재(토사)등으로 활용

일반적으로 위생매립장 적용
유출된 침출수는 제어불가능
타 방안대비 시공용이
단위공사비 저렴
가스 포집관을 설치하여 매
립가스 포집가능

∙ 유출된 침출수 제어가 용이
∙ 지중에 설치되어 품질관리가
어려움
∙ 단위공사비가 고가
∙ 불투수층의 심도가 깊으면
공사비 증가
∙ 상부 최종복토와 병행 또는
벽체 내측 침출수 집배수 시
설 추가

∙ 토지 이용가능
∙ 비위생매립지 정비전 신규 매립
장 또는 불연물을 저장공간 필
요
∙ 시공기간이 타 공정보다 길게 소요
∙ 토사는 신규 매립장 복토재
등으로 이용가능
∙ 가연물 처리 방안(소각, RDF
제조 등) 필요

(2) 매립가스 처리
해외 환경 선진국들은 매립가스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추세이나, 시설 투자비와
에너지 발전량 등을 검토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비교적 큰 매립장에서 운영되고 있
다. 하지만 발전시설의 설치가 적합하지 않은 곳에서는 간이 소각기를 설치하여 매립
가스를 연소시켜 처리하고 있다. 두 방안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3.2-31> 매립가스 처리방안
구

분

개요

장단점

간이소각기

발전시설

∙ 메탄가스를 이산화탄소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영향 저감

∙ 포집된 매립가스를 연소시켜 에너지 생산

∙ 가스발생량 변동에도 유연하게 운영가
능하며 유지관리 용이

∙ 적정 수준이상 매립가스가 발생되어야 경제성
확보
- 발생된 전력은 자체 사용하거나 외부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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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폐기물 관리 중장기 계획
앞서 검토 결과를 토대로 네팔 내 부문별, 중장기 기간별 폐기물 관리목표를 아래와 같
이 제시하였다. 아래 목표는 개괄적인 내용으로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통계자료 구축, 현
지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정량화, 구체화해나가야 한다.

(그림 3.2-29) 네팔 폐기물 관리 중장기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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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대상지역 기본계획 수립
4.1 지역현황
4.1.1 바랏푸르시(Bharatpur)
가. 일반현황
바그마티 주(Bagmati Province) 내 치트완(Chitwan) 지구에 속한 바랏푸르(Bharatpur)시는
수도인 카트만두(Kathmandu)에서 서쪽으로 5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며, 해발고도는
약 208m이다. 마헨드라 고속도로(Mahendra Rajmarg)의 카트만두-비르간지 간선도로 중
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현재 네팔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로써 치트완 주
와 네팔중앙지역의 상업중심지이다. 전통적으로 농업에 기초를 두고 있었으나 공업화가
이뤄지면서 닭고기 가공 공장, 소규모 가공업 등이 발달하였다.

(그림 4.1-1) 바랏푸르(Bharatpur)시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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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바랏푸르시 Ward별 인구 현황
Ward No.

총인구(명)

Ward No.

총인구(명)

Ward No.

총인구(명)

1

10,556

11

21,004

21

6,506

2

16,218

12

10,939

22

5,269

3

14,461

13

5,973

23

6,878

4

14,482

14

8,521

24

4,317

5

7,856

15

11,773

25

8,057

6

10,824

16

13,694

26

8,337

7

10,505

17

6,710

27

7,780

8

6,845

18

7,018

28

6,369

9

9,116

19

6,175

29

5,815

10

21,844

20

6,676

합계

280,518

자료 : http://bharatpurmun.gov.np - Ward Profile

나. 지리 및 지형현황
Ÿ 지리적 위치 :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서쪽으로 50km(동경 84°26′북위 27°41′)
Ÿ 지형현황 : 평균 해발고도는 208m, 평지가 대부분
Ÿ 면적 : 432.95㎢

(그림 4.1-2) 바랏푸르 고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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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후현황
쾨펜의 기후분류(Köppen climate classification)에 따르면 바랏푸르시는 아열대 몬순기후
에 속하며 수도 카트만두에 비해 고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무더운 기후가 연중 지속된다.
평균 최고/최저기온은 29.9℃, 18.2℃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1,993mm정도이다.

1) 기 온
바랏푸르시의 30년간(1982~2012년) 기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월별 최고기온은 6월
29.0℃, 최저기온은 1월에 15.7℃로서 일교차는 다소 크나 연간 기온 차는 한국과 비교
하여 작은 것으로 기록되었다. 바랏푸르시는 4계절의 구분이 크지 않다.

<표 4.1-2> 바랏푸르시 월별 기온현황
구 분
1월
평균최고기온 22.0
평균기온
15.7
평균최저기온 9.4

2월
24.9
17.7
10.5

3월
30.7
22.7
14.7

4월
35.3
27.5
19.8

(단위: ℃)

5월
35.7
29.2
22.8

6월
33.7
29
24.4

7월
32.2
28.4
24.7

8월
32.3
28.3
24.4

9월
31.4
27.3
23.3

10월
30.6
25.5
20.5

11월
27.1
20.7
14.3

12월
22.8
16.1
9.5

전년
29.9
24.0
18.2

자료 : Climate-data.org

2) 강수량
바랏푸르시의 30년간(1982~2012년) 기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강수량은
1,993mm로 연평균 6월부터 9월까지 강수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바랏푸르시 월별 강수량 현황

(단위: mm)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년

강수량

19

14

19

38

102

360

507

523

309

90

8

4

1,993

자료 : Climate-data.org

라. 인구현황
네팔은 10년마다 인구총조사를 시행하여 2011년 이후 공식 인구자료가 부재하다. 바랏푸
르시는 2016년 인근 지자체를 통합하여 광역시(Metropolitan City)로 승격하였으며 통합
인구는 280,502명(2011년)으로 치트완 지역(Chitwan District) 인구의 48.36%를 차지한다.

<표 4.1-4> 치트완 지구(Chitwan District) 인구 예측
구 분
1991
2001
2011

광역시 승격 전 인구
54,670
89,323
147,777

바랏푸르
광역시 승격 후 인구
280,502

자료 : 네팔 인구 총조사(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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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비랏나가르시(Biratnagar)
가. 일반현황
비랏나가르는 네팔 남동부에 위치한 도시로 모랑 지구(Morang District)에 속하며, 구 지
명은 고그라하 바자르(Gograha Bazaar)이다. 네팔 최대의 공업도시이자 네팔 남동부의 교
역 중심지이다. 테라이 지방의 비옥한 저지대에 위치하고 황마 생산지대에 둘러싸여 있
으며 그 외 사탕수수와 쌀 등이 주 농산물이다. 1936년 비랏나가르 황마 공장(Birātnagar
Jute Mills)이 설립된 이래 정미, 제당, 제유, 면 제조 등의 농산물가공업과 면직, 제강 등
의 공업이 발전하였다. 조류 관찰지로 잘 알려진 코시 타푸 야생동물 보존지구(Koshi
Tappu Wildlife Reserve: 면적 175㎢)가 가까워 근년 관광업도 성하다.
북서부에 국내선 공항인 비랏나가르 공항(Biratnagar Airport)이 입지하고 도로는 남북으
로 코시 고속도로(Koshi Highway)가 지난다.

(그림 4.1-3) 비랏나가르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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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비랏나가르시 Ward별 인구 현황
Ward No.
1
2
3
4
5
6
7

총인구(명)
11,928
9,914
16,002
15,346
14,880
17,748
8,342

Ward No.
8
9
10
11
12
13
14

총인구(명)
13,880
7,245
12,295
12,792
15,697
6,701
10,910

Ward No.
15
16
17
18
19

총인구(명)
12,515
6,537
8,393
7,898
5,640

합계

214,663

자료 : http://biratnagarmun.gov.np - Ward Profile

나. 지리 및 지형현황
․ 지리적 위치 : 네팔 동부개발지역, 수도 카트만두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238.94km, 남쪽
으로는 인도 비하르 주 조그바니와 국경을 접한다.
(북위 26°28’, 동경 87°17’ 위치)
․ 지형현황 : 평균 해발고도는 평균고도 : 80m
․ 면적 : 58.48㎢

(그림 4.1-4) 비랏나가르 고도지도

- 123 -

4장 대상지역 기본계획 수립

제1 부
마스터플랜

다. 기후현황
1) 기 온
비랏나가르시의 30년간(1982~2012년) 기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월별 최고기온은 6월
32.6℃, 최저기온은 1월에 23.4℃로서 일교차는 5~10℃내외이며 연중 내내 높은 기온을
유지하고 있다. 비랏나가르시는 4계절의 구분이 없이 연중 덥고 습한 날씨가 지속된다.

<표 4.1-6> 비랏나가르시 월별 기온현황
구 분

(단위: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년

평균최고기온 23.4

25.8

31.3

33.6

33.2

32.6

31.7

32.2

31.4

31.0

28.7

25.0

33.6

평균기온

16.2

18.1

23.2

27.0

28.1

28.8

28.5

28.9

27.9

26.1

21.6

17.4

24.3

평균최저기온

9.0

10.5

15.1

20.5

23.1

25.0

25.3

25.6

24.4

21.3

14.6

9.8

9.0

자료 : Climate-data.org

2) 강수량
비랏나가르시의 30년간(1982~2012년) 기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강수량은
1,898mm로 우기가 시작되는 6월부터 9월까지 강수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 비랏나가르시 월별 강수량 현황

(단위: mm)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년

평균 강수량

10

9

18

47

144

340

543

367

313

95

8

4

1,898

자료 : Climate-data.org

라. 인구현황
비랏나가르시는 2017년 인근 지자체와 통합되어 준광역시에서 광역시(Metropolitan City)
로 승격되었으며 통합 지자체의 인구는 2011년 기준 242,548명으로 모랑 지구(Morang
District)의 약 25.12%의 인구비율을 차지한다.

<표 4.1-8> 모랑 지구(Morang District) 인구 예측
구 분

비랏나가르

Morang District

광역시 승격 전 인구

광역시 승격 후 인구

District 내 인구비율

인구

1991

129,388

-

-

674,823

2001

166,674

-

-

843,220

2011

204,949

242,548

25.12%

965,370

자료 : 네팔 인구 총조사(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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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각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
4.2.1 바랏푸르시(Bharatpur)
가. 폐기물 관리현황 검토
1) 개요
바랏푸르시의 폐기물 관리현황은 문헌조사, 직접 현장조사(폐기물 발생원, 적환장, 매립
장 등)와 폐기물처리업체와 공무원 등 관계자 면담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그림 4.2-1) 바랏푸르 시청 회의 사진 ( 2019년 8월 )

바랏푸르 시의 폐기물 관리 조직은 환경국 산하 인원이 맡고 있으며 이들은 다른 환경
분야, 재난분야 까지 맡고 있어 폐기물처리를 위한 공무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시
에서는 시내 폐기물 관리의 상당부분을 민간수거업체와 지역 단체에 의존하고 있다.
바랏푸르시내 민간 폐기물 수거업체는 Green Nepal city waste Management, Waste
Management Nepal 총 두 개 회사며 이들은 ward 1~12 구역에서 폐기물 수거, 가로 청
소, 매립장 관리까지 폐기물 관리 전 영역을 맡고 있다. 광역시 승격 후 추가된 ward
13~29 내 발생 폐기물 경우 바랏푸르 시 정부에서 직접 수거/운반하고 있다.

<표 4.2-1> 바랏푸르시 생활폐기물 수거 처리 조직
구 분

담당구역

비고

환경재난국 환경과(시 직영)

Ward 13~29

중장비, 청소부 등

Green Nepal Pvt. Ltd

Ward 1~6

Waste Management Nepal

Ward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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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는 광역시 승격 이후 시행정이 전반적으로 과도기를 겪고 있으며, 시에서는 위
탁업체와의 계약은 행정구역 개편 이전의 바랏푸르시가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새로운 체계와 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바랏푸르 시의 전반적인
폐기물 처리의 계통은 (그림 4.2-2)과 같다.

(그림 4.2-2) 바랏푸르시 생활폐기물 배출, 수거 및 처리과정

시에서는 폐기물 발생량 감소, 도시 청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생분해성 폐기물을 퇴비화 하여 정원에 뿌리는 사업을 장려
- 주 1회 시 차원에서 가로청소 시행
- 쓰레기 처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 중

(그림 4.2-3) 바랏푸르시 폐기물관리 캠페인 및 홍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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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물 발생현황
가) 발생량
현재 바랏푸르시의 폐기물발생량에 관한 공식자료는 2012년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수행한 조사자료가 있다. 그러나 현재 바랏푸르시는 ADB의 조사 이후 광역시로 승격
되어 도시규모가 커져 조사 당시보다 인구가 2배에 육박하며 도시화율도 높아져 실제
폐기물 발생량은 증가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폐기물 처리업체에서는 2~3년에 1회 정도 폐기물 계량을 실시한다고 하였으나 시청에
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는 없었다. 결국 바랏푸르 지역의 폐기물 발생량은 사실상 매
립장 반입량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폐기물 매립장에 하루 30여대 안팎으로 수거장
비(경운기, 트럭)가 매립장으로 반입되는바 경운기 1대 기준 적재용량을 2~3톤으로 할
때 일일 반입량은 90~110톤/일 가량으로 추정한다.
이 반입량 추정치는 단순히 매립장 반입량을 기준이므로 유리병 등 유가물 수거, 음
식물 자체처리(퇴비화) 등을 고려하면 실제 발생량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나) 발생폐기물 조성
바랏푸르시의 발생폐기물 조성에 관한 조사는 2012년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수행
한 결과가 유일하였으나 금회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에서 해당지역의 우기와 건기에 대
한 성상조사를 수행하였다(제2부 제2장 우선협력사업 기본계획 참조).
과거 문헌조사와 금회 성상조사를 비교한 결과, 바랏푸르시의 유기성 폐기물 비율은
과거 조사 시 84.9%까지 이르렀으나 금회 조사결과 시 우기 67.8%와 건기 60.2%로 낮
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생분해성 폐기물 다음으로는 플라스틱/비닐류 비중이 과거
ADB조사에서는 10%대였으나 금회 조사 시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화에
따른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2-4) 바랏푸르시 폐기물 성상조사 결과비교 (문헌조사, 금회 성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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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바랏푸르시 폐기물 조성 비교
ADB-네팔
58지역평균
(2012)

ADB-바랏푸르
(2012)

MP-성상조사
(2019_우기)

MP-성상조사
(2020_건기)

평균

유기성폐기물

56.0%

56.1%

48.9%

37.0%

49.5%

종이류

16.0%

26.6%

6.8%

6.8%

14.1%

섬유류

2.0%

1.7%

7.2%

13.4%

6.1%

가죽류

1.0%

0.5%

4.9%

3.0%

2.3%

합계

75.0%

84.9%

67.8%

60.2%

72.01%

플라스틱, 비닐

16.0%

10.7%

20.3%

26.1%

18.3%

유리류

3.0%

3.0%

4.1%

8.8%

4.7%

금속류

2.0%

1.0%

1.8%

1.3%

1.5%

기타

4.0%

0.3%

6.0%

3.5%

3.5%

합계

25.0%

15.1%

32.2%

39.7%

28.0%

100.0%

100.0%

100.0%

100.0%

100.0%

구분
생분
해성

난분
해성

합계

자료) ADB자료 :Solid Waste Management in Nepal Current Status and Policy Recommendations (July, 2013 / ADB)

3) 폐기물 배출 및 수거현황
가) 폐기물 배출실태
바랏푸르시의 폐기물 수거는 문전수거 방식으로 정해진 시각에 가정이나 상가에서 폐
기물을 배출하여 수거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법에서 폐기물을 최소한
생분해성과 난분해성으로 구분하여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혼합 배출
되고 있으며 한 때 국가에서 생분해성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퇴비화 기계를 보급하는
정책을 펼쳤으나 기기 비용의 개인 부담률이 있어 보급률이 저조하였다.
바랏푸르 시 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별도의 종량제 봉투에 담기지 않고 혼합 배출
되고 있으며 유가물인 유리병 정도만 분리 배출되어 넝마주이에 의하여 수거된다. 다
만, 플라스틱의 경우 수거 과정에서 따로 담겨 매립장으로 운반된 뒤 넝마주이나 재
활용 업자를 통해 판매된다(PET병은 kg당 100루피 정도). 일부 유가물(철, 유리) 등은
감자 등 식품과 물물교환하기도 한다. 그 외 음식물, 종이와 같은 재활용 대상 폐기물
의 분리는 되지 않는다. 특히 시장의 경우 유기성 폐기물의 배출량이 매우 높은 비중
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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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바랏푸르시 대로변 폐기물 배출현황

나) 현장조사 시 주요 발생원별 배출현황
(1) 상가(라인리히 시장)
현재는 도로변 지정 위치에 폐기물을 배출하면 수거업체에서 정해진 시간에 수거하
고 있으며, 인근의 상가나 주택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릭샤를 활용하여 수거하고 트럭
운반하는 장소까지 운반하여 트럭에 상차로 수거하였다.
폐기물 수거비는 발생량에 따라 상이하며, 100루피/월(가정) ~ 150루피/월(상점) 정도
도이며 폐기물 중 종이와 플라스틱은 개인이 수거 후 판매하여 소득을 얻고 있었다.

(2) 상가(채트라뽈 시장 (농산물 도매시장))
해당 시장은 네팔 국내 혹은 인도에서 반입되는 농산물의 도, 소매시장으로서 시장
내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개인이 트레일러에 상차하는 방식으로 수거되었다. 수거주기
는 평소에는 4회/일,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명절 때는 5~6회/일 운영된다.
대상지역은 상가지역으로서 새벽과 오전시간에 페기물이 수거되며, 유통과정 중 부
패, 농산물 가격 폭락 등 폐기물이 급증하는 경우 폐기물양이 급증한다. 시장 내 폐
기물 처리는 공동협의체를 통해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릴 경
우 적발되면 영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

(그림 4.2-6) 바랏푸르 시내 농산물 도,소매시장 전경, 수거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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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가
주택가는 상가 등 도심지역에 비해 폐기물 발생량이 적으므로 상가와 도심 폐기물을
오전에 우선 처리한 후 낮 시간대에 처리하고 있다. 폐기물 수거방식은 정해진 시각
에 호각을 불러 배출하도록 유도하는데 이 시간을 놓칠 경우 장기간 폐기물을 수거
하지 못하기도 한다. 바랏푸르시 지역의 주택가들은 도로 포장이 잘 되어있는 지역일
수록

폐기물 무단투기가 덜한 편이며 폐기물 배출도 비교적 잘되었다. 생활수준과

폐기물처리 인식수준이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4.2-7) 바랏푸르시 주택가 폐기물 수거현장, 장비

(4) 기타 폐기물 배출현황
건설폐기물은 건설주가 요청할 때 수거 처리되며 일부 유가물이나 모래는 분리되어
재활용되나 나머지 폐기물은 비위생매립장으로 운반 매립된다.
병원성 폐기물의 경우 대형 사립병원인 치트완 대학 병원 정도만 감염성 폐기물(주
사바늘 등)의 멸균처리가 가능하며 폐기물의 분리가 잘 되나 일반 소형병원들은 감
염성 폐기물의 분리배출이 미흡하며 일반폐기물과 마찬가지로 배출되어 수거되어 매
립되는 실정이다.

치트완 대학병원 내 처리장(좌) / 병원폐기물 살균기기 공정도(우)

(그림 4.2-8) 바랏푸르 시내 치트완 대학병원 폐기물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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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기물 수거현황
가) 폐기물 수거주체
바랏푸르시는 구역별로 폐기물 수거 주체가 다르다. Ward 1~6은 waste management,
Ward 7~12는 Green Nepal 두 민간업체가 분담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Ward 13~29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수거, 처리하고 있다. 민간업체가 수거하는 Ward 1~12는 과거 바
랏푸르가 광역시로 승격되기 전 구역으로서 바랏푸르 중심지에서 가깝고 수거율도 높
은 편이나 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Ward 13~29 구역은 광역시 승격 이후에 편입된 구
역이 많아 원거리 수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거료를 미납하는 가정들도 많아 1달에
1번씩 처리되는 곳이 있는 등 수거율이 저조한 편이다.

나) 폐기물 수거주기
폐기물 수거 주기는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상이하며 상가처럼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곳은 매일 새벽시간대(하절기 기준 5시 ~ 7시)에 수거되며 가정은 주 1~3회 오전 11시
이후 수거된다. 현지의 열악한 전력사정상 야간 수거는 시행되지 않는다.

다) 수거장비 및 수거시스템
바랏푸르시에서는 일부 공공장소에서만 쓰레기통이 운영 중이며 법에 따라 생분해성/
난분해성으로 분리되도록 하고 있다. 폐기물 수거장비는 민간업체가 수거하는 Ward
1~12는 경운기가 구역별로 폐기물을 수거, 운반하며 시에서 수거하는 Ward 13~29는
경운기와 수거트럭이 구역별로 나누어져 쓰이고 있다. 도로 폭이 좁아 경운기가 접근
하지 못하는 구간은 수레로 수거 후 경운기에 적환되기도 한다.
경운기는 트럭에 비해 수거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으나 예산이 부족하고 비포장길이
많은 도시 특성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한편 법에서는 중간집하장 운
영을 권장하고 있으나 바랏푸르 시에서는 별도의 중간집하장(Collection Center)이 잘
운영되지 않으며 바로 매립장으로 폐기물 운반된다.
<표 4.2-3> 바랏푸르시 폐기물 수거장비
구 분
경운기

수거트럭

내

용

∙ 바랏푸르시 대부분 처리 구역에 적용
∙ 1차적으로 수거 후 수거차량에 적재하여 함께 운반
∙ 바랏푸르시에서 수거하는 ward 13~29 구역에 일부 적용
∙ 다량의 폐기물 적재 후 매립장으로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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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폐기물 처리요금 부과시스템
각 폐기물 처리업체는 국가로부터 60%, 개인으로부터 40% 수거료를 징수하는데 이 과
정에서 이중 징수에 대한 민원이 발생(계약 때 시에서 60%, 각 가정마다 40%를 징수하
는 것으로 되어있어 이중징수에 대한 오해로 주민들의 불만이 있음)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 수거료는 수거대상과 수거주기에 따라 다르며 매일(주 6일) 수거하는 가정은 100
루피/월 부과한다. 수거료 중 70%는 폐기물처리업체 운영비용으로 지급, 그 외 30% 는
마을 공동체에 지급된다.
국가 폐기물법에서 빈민층의 폐기물 수거료 면제조항이 있으나 빈민층이 아닌 가정,
상가의 수거료 미납률도 높은 실정이다. 해당 처리업체는 시로부터 미수된 수거료가
40%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시의 지원이 미비하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시에서는 업체의 폐기물처리 책임을 강조하는 실정이다.
<표 4.2-4> 바랏푸르 시 폐기물 요금부과 및 납부현황 (요금체계)
No.

폐기물 발생원의 종류

1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가정용 (가스 렌지 당)
일반폐기물을 생성하는 상점, 학교/대학, 은행,
협동조합, 정부/비정부 기관 및 기타 관청
식료품점
생선과 고기 가게
백화점
야채 및 과일 소매점
야채 시장 및 주간 시장(트랙터 당)
살롱, 미용실
호텔, 레스토랑
단순 호텔 & 여관, 호스텔
레스토랑, 바 및 차 스낵 가게
파티 팰리스
작업장
코티지(Cottage) 산업
시네마 홀
주간시장(트랙터 당)
쓰레기 축제(트랙터 당)
축제(매점 당/일일운영 샵)

19

Ward No.4 의 야채 시장 매점 서비스 요금

2

20
21

6일/주
100

3일/주
80

2일/주
50

1일/주
30

100

80

50

30

200~250
350~1800
400~5000
600
2500
350
2500~3200
400~600
250~1000
1000
600~1800
350~1800
800~2000
2500
3000

120~200
200~1100

80~120
150~700

400
250

120

250~500
200~350
600
350~1200
250~1200

100~200
야채 시장위원회, 서브 메트로폴리탄 시티 및 개인
파트너 간의 계약에 따르거나 폐기물을 고려하여 25~ 50

과일, 아이스크림, 파니푸리, 차트파테, 푸쉬 카트
상점, 사탕수수/주스 상점 등의 일일 서비스 요금
기타 (서브 메트로폴리탄 시티에 의해 지정)

자료) 바랏푸르시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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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바랏푸르시에는 비위생 매립장이 시기별로 운영되고 있다. 주 매립장은 나라야니
(Narayani) 강변에 있는 나라야니 빈(Narayan Baan) 섬 위에 있으며 면적은 약 3ha로
추산된다. 해당 매립지는 우기에는 강 수위가 높아 접근할 수 없는바 주로 건기(10월~5
월)에 운영된다. 우기(6~9월)에는 우기에는 나라야니 강가에 임의 장소에 폐기물을 매
립처분한다. .해당 매립장은 임시 매립장 성격이다 보니 기존 매립장과 같은 관리는 어
려우며 우기 기후 특성까지 겹쳐 악취와 수질오염이 더욱 발생하며 주민들의 민원을
유발한다. 현지조사 결과 우기였던 2019년 8월과 9월의 매립장소가 달랐는데 민원으로
인하여 매립장소가 바뀌었다고 한다.

(그림 4.2-9) 바랏푸르시 매립장 위치
매립장은 별도로 계량시설, 세륜시설이 존재하지 않으며 폐기물 수거업체와 지역 협의
체에서 민원 방지를 위하여 간이복토, 탈취제 살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유기성 폐기물
함량이 높은 편임에도 악취는 적게 발생하는 편이다.
아울러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하고 현금화가 가능한 유리병, PET
병, 일부 종이들은 넝마주이나 폐기물 수거원들에 의해 분리수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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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장 내 별도 침출수 처리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침출수가 강으로 유출되어 수계 오
염 가능성이 높다.

건기 (2020.03)

우기 (2019.09)

(그림 4.2-10) 나라야니강 수위변화

매립시설

매립현황

(그림 4.2-11) 바랏푸르시 폐기물 건기 매립장 (건기)

2019.08

2019.09

(그림 4.2-12) 바랏푸르시 폐기물 우기 시 임시 처분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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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상지역 기본계획 수립
바랏푸르시의 폐기물 관리현황을 현장조사와 문헌조사 등을 수행하여 법/제도, 관리시스
템, 폐기물 배출, 수거 및 처리측면에서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한국 등 주요국의 폐기
물 관리운영 현황을 참고하여 개선방향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

<표 4.2-5> 바랏푸르시 폐기물처리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
구 분

현황 / 문제점

개선방향

∙ 폐기물 관리 전담조직 부재
- 환경분야 직원이 폐기물 관리 업무까지
병행하여 업무 과중으로 관리부실
폐기물 관리 전담조직 신설
- 잦은 담당자 교체로 전문성 확보가 어려우며 중장기적
인 폐기물관리 정책 수립 곤란
(MP 수행기간 3회 교체)

폐기물 관리
(조직, 통계,
정책)

∙ 폐기물 통계자료 부족
- 행정구역 개편 전 2012년 과거 ADB 수행 자료에 의존
하여 행정구역 개편 후 실제 발생현황 파악 곤란
- 연 1회 정도 폐기물 반입양을 측정하나
관리 부실로 현황자료 부재
- 감량, 처리, 재활용 등에 대한 정량적 목표수립 불가

∙ 지역단위 폐기물 조례, 관리계획 부재
- 지역 실정에 맞는 폐기물 관리정책 수립이 어려워
폐기물 관리업체의 노하우에 의존
- 정량화된 폐기물 감량화 목표 부재
- 관내 폐기물 매립시설 현황, 운영기준 부재

∙ 폐기물 관리 선진화 인식 부족
- 폐기물을 감량해야 한다는 인식만 있으나 실행능력
부족
-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효과가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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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 바랏푸르시 폐기물처리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 (계속)
구 분

현황 / 문제점
∙ 무분별한 폐기물 배출
- 재활용품, 음식물류 폐기물 혼합배출,
분리배출 미실시, 인식 부족
- 규격봉투 미사용 혹은 바로 배출
- 소규모 병원의 병원성 폐기물 혼합배출

폐기물
배출/수거

∙ 폐기물 수거과정의 안전, 위생 부족
- 별도 안전, 위생장비 없이 폐기물을 수거하여 교통사고,
전염병 감염 우려
- 별도 재활용품 수거인력 없이 넝마주이
(Waste-picker)에 의하여 유가물(유리, 플라스틱) 선별

개선방향

주요 성상별 분리배출 제도화

폐기물 수거인력의
보건 위생 확보

∙ 수거효율 저하
- 도로 포장율이 낮아 경운기로 폐기물 수거함에 따라 수
거 속도 저하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수거효율
향상
- 법에서는 중간집하장(Collection Center)을
제도화하였으나 실제 미운영
∙ 수거료 미납
- 수거료 미납비율이 높고, 미납가정/상가의 무단투기 만연
- 발생량 비례 수거료 징수체계 부재

수거료 징수체계 확립

∙ 매립장에 의존한 불안정한 폐기물 처리
- 매립장이 나랴아니(Narayani)강변 섬에 위치하여 우기 시
위생매립시설 도입,
처리 불가. 우기/건기 매립장 분리 운영으로 효율성 낮음 중간처분시설 등 성상별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 매립 외 별도 처리방식이 없어 매립장
운영 불가 시 폐기물 처리 불가
폐기물 처리시설
∙ 매립장관리 부실
- 별도 차수시설 부재로 강으로 침출수 누출,
수계 오염 유발
- 계량시설 부재
- 매립장 내 야생동물이 자유롭게 침입하여 사망 우려
- 매립장 사후관리대책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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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 관리
가) 폐기물관리 전담조직 신설
네팔 내 폐기물 관리는 연방행정부에서 총괄을 하나 실질적인 관리는 각 지방정부에
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황조사 결과 바랏푸르시는 환경분야와 재난분야가 한 개
의 과로 구성되어 소속 직원이 재난 대응, 환경관리, 폐기물 관리업무까지 수행하여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또한 카트만두에 집중된 국가 특성상 지방근무를 회피하는 공무원의 잦은 전출, 이직
등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폐기물 정책 수립,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지역의 원
활한 폐기물 관리와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 시청 내 별도 폐기물 관리 전문
조직(폐기물 관리과)을 신설하고 인원을 충원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6> 폐기물 관리조직 개선 (바랏푸르)
구

분

폐기물 관리조직

단기 (~2025년)

장기 (2026년 ~ )

∙ 환경재난국 산하 환경과 내 폐기물 전담
인원 충원

∙ 환경재난국 산하 폐기물관리과를 신설하여
폐기물 관리

나) 폐기물 통계자료 축적, 통계인식 제고
지역의 폐기물 발생량은 매립장에 반입되는 경운기 대수로 개략 파악하는 실정이고,
연 1회 정도 계량을 실시하나 자료를 잘 보관되어 있지 않아 생량 추이나 성상별 발
생비율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폐기물 수거료 징수 체계가 발생량
기반이 아닌 수거 주기에 따르다 보니 수거료 수입에 영향을 받는 대상 지역 공무원
들과 처리업체에서도 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폐기물 통계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정량적인 폐기물 감량화 목표 수립, 성과평가는
불가능한 실정이고, 성상별 통계 자료 부족은 소각, 음식물 처리시설 등 향후 중간처
분 시설 등을 계획할 시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지역 내 폐기물 통계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계량
을 단기적으로는 월 1회 이상으로 하고, 발생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통계
관리 체계가 정착되면 상시 계량체계로 확대함으로써 자료를 축적하고, 정량적인 폐
기물관리(감량화)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평가를 실행함으로써 정책 실행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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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7> 폐기물 통계 개선 (바랏푸르)
구

분

폐기물 통계

단기 (~2025년)

중장기 (2026년 ~ )

∙ 월 1회 수준으로 폐기물 계량 의무화
∙ 폐기물 계량 기록 보관 의무화

∙ 일일 계량 등 상시 계량 체제로 확대
∙ 연간 단위 폐기물 통계 발표, 국가에 보고
∙ 정량적 폐기물 정책 수립

다) 지역단위 폐기물 법, 정책 신설
국가에서 수립한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및 바랏푸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지역 폐기물 관리조례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폐기물 발생 이전부터 원천적인 감량화
- 발생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분리배출･수거하여 재활용률 극대화
- 폐기물은 위생적으로 수거하여 처리하며
- 폐기물 처리시설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
-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에 대한 시민홍보를 강화하여 자발적으로 참여 유도

<표 4.2-8> 바랏푸르시 폐기물관리 기본계획 목차(예시)
지

역

∙ 바랏푸르시 폐기물관리 기본계획

시간단위

∙ 10년 단위(2026~2035년) / 5년 후 변경수립(국가 폐기물관리 기본계획과 동일년도로 시행)

목표년도

∙ 2022년, 2025년, 2028년, 2031년

주요내용

1. 지역 일반현황
3. 폐기물 처리현황 / 향후처리계획
5. 소요재원 확보계획

2.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장래발생량
4. 수집운반개선계획
6. 향후 추진사업 모델

라) 주민홍보 및 전문가 육성
정부에서 추진하는 폐기물 관리 현대화는 의식개선과 더불어 폐기물 관련 전문가 육
성,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폐기물 국민의식 전환
과 국민 개개인의 실천의지가 우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폐
기물 관리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한 주민 홍보방법으로는 홍보차량, 전단, 신문 등의
대중매체, 시민단체들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방안이 있다. 내용은 주민들이 실천 가능
한 3R(감량화, 재사용 및 재활용)에 맞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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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은 워드(ward)나 톨레(tole) 등 소규모 지역 단위의 유대관계가 강하므로 이를 활
용한 한국 등 선진사례, 네팔 내 우수사례 등을 안내하여 폐기물 관리 선진화 필요성
을 전파하고, 교육성과에 대하여 지역별 인센티브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
선 학교들을 통하여 학생들을 교육함으로써 폐기물 감량효과가 어릴 때부터 적용되도
록 해야 할 것이다.
<표 4.2-9> 폐기물 홍보 및 전문가 육성 (바랏푸르)
구

분

폐기물 홍보 및
전문가 육성

단기 (~2025년)

중장기 (2026년 ~ )

∙ 지역단체, 학교를 통한 폐기물 관리
홍보교육 강화
∙ 폐기물 관리 담당자에 대한 사례 견학

∙ 폐기물 관리 우수지역에 인센티브 부여
∙ 폐기물 관리 담당자 교육 의무화

2) 폐기물 감량화
가) 성상별 분리배출 제도화
현재 바랏푸르시의 폐기물 배출은 성상별 분리 배출이 전무한 실정이고 법에서도 강
제 조항이 없어 음식물류, 재활용품 등이 무분별하게 혼합배출 되고 있다. 또한 소규
모 병원에서 의료폐기물을 배출하여 폐기물 매립장 반입 시 독성을 유발한다.
바랏푸르시 전 지역의 폐기물의 성상별 분리배출/수거는 수거장비 인력과 장비의 확
충, 중간처분시설(소각, 재활용)의 도입 등과 연계되어야 가능하므로 도심 등 인구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분리배출, 재활용 정거장 등 분리배출 사업을 시범실시하고 이후 시
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면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분리배출은 인근 수계에 오염영향이 큰 의료폐기물과 플라스틱 등 발생량이 많은 재
활용품 분리배출부터 시행하여야 한다. 이후 기반시설 확충과 연계하여 음식물류 분
리배출까지 연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안전하고 위생적인 폐기물 수거
조사 당시 대상 지역의 폐기물 수거, 청소인력은 별다른 보호장구나 안전장비 없이
작업을 수행하였다. 안전, 위생적으로 미흡한 폐기물 정화활동은 교통사고 발생, 전염
병 감염 우려 등이 존재한다. 이에 청소/수거 인력은 지역 사회에서 천대받는 직종으
로 취급받으며, 관련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폐기물 수거인력의 보건, 안전은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수거에 직결되므로 이
들 인력의 보건 위생 측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야광조끼, 안전모 등 보호장구, 코로
나19 등 전염병에 대비한 마스크, 장갑 등 위생장비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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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3) 현행 폐기물수거 현황, 수거 안전장비 착용 시

다)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수거효율 향상
대상 지역은 도로 포장률이 낮고, 경운기를 통한 수거가 행해져 수거효율이 높지 못
하다. 일부 상류층 거주 지역은 도로가 포장되어 있어서 압축파쇄 차량을 통해 폐기
물이 수거되기도 하나 상당수 지역은 경운기를 통하여 수거되고 있다.
낮은 수거효율로 인하여 수거간격이 긴 지역(주 1회, 월 2~3회 수준)들의 폐기물 무단
배출에 따른 악취 발생 등 민원이 발생되며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지역 주민
들이 빈부격차와 생활여건에 영향 받지 않고 동등한 폐기물 수거 서비스를 받는 것은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지방정부는 수거효율을 높여야 한다.
수거효율의 향상은 기초 인프라 확충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도
로포장율 향상, 최신 수거 장비 도입 등 수거장비를 확충하여야 한다. 이에 앞서 법에
명문화되어 있으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중간 집하장(Transfer Centre)의 활용도도
높여 수거주기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표 4.2-10> 폐기물 수거인프라 개선 (바랏푸르)
구

분

단기 (~2025년)

중장기 (2026년 ~ )

∙ 도로 포장계획 수립
폐기물
∙ 전동릭샤 등 소형 수거장비 도입
수거인프라 개선
∙ 중간집하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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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1> 폐기물 수거장비 개선 (바랏푸르)
구 분

도입차량

단기계획

릭샤
(경유, 전동)

목적

관련사진

∙ 골목길 등 도로 폭이 좁은 주택가,
농가에 적합
∙ 생활폐기물 수거
∙ 골목길 등 도로 폭이 좁은 주택가,
농가에 적합

소형트럭

∙우기 시 수거 불편 저감
∙ 혼합폐기물 운반
∙ 재활용 폐기물 운반

중장기
계획

∙ 소각, 매립 대상 폐기물 수거

대형트럭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
∙ 음식물류 별도 배출에 따른 수거
(발생원 → 음식물류 처리장)

라) 수거료 징수체계 확립
현재 대상지역은 폐기물 수거료 징수는 수거 주기에 따라 금액이 달라 종량제에 따른
폐기물 수거료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내지 않는 가정도 상당하다. 또한 법에서
생활여건 등을 이유로 폐기물 수거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규정 등이 있으므로 실제
수거료 징수 대상 주체 중 실제 수거료를 납부하는 가정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
기물 처리 인프라 확충, 관리 조직 확대 등은 모두 예산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수거료
징수율을 높이는 건 필수적인 과제다.
우선 폐기물 수거료 미납 시 과태료 부과 등 수거료를 징수하기 위한 행정적인 노력
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폐기물 수거료 징수체계를 종량제 기반으로 바꿔 발생량
에 비례한 폐기물 수거료 징수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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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기물 처리시설
현재 바랏푸르시의 폐기물 매립시설은 나라야니(Narayani)강변 섬에 위치하여 수위가
높아지는 우기 시에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다. 우기에는 주 매립장에서 폐기물을 처
리할 수 없는바 시에서는 강변 모처 여러 곳에 임시로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임시 매
립장은 민원을 유발하며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 매립시설
로 인한 폐기물 처리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내에서 접근하기 용이한 지역에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관내에는 매립 외에 별도 처리방법이 없어 매립장이 민원 등 이유로 봉쇄될 경우
폐기물 처리가 불가한바 소각, 음식물류 처리시설 등 중간처분시설을 설치하여 매립량
을 줄이고 폐기물 처리방식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시설 확충사업은 초기 예산이 크게 소요되고, 운영비용도 크므로 중장기
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할 것이다.
또한 신규 매립장이 조성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매립장정비 사업을 수행하여 매립장
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체육시설이나 공원 등을 조성하여 사후활용도를 높
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표 4.2-12> 폐기물 처리시설 개선방향 (바랏푸르)
구

분

처리시설

단기 (~2025년)
∙
∙
∙
∙
∙

중장기 (2026년 ~ )

신규 폐기물 매립시설 추진
재활용율 확대
소각 등 기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검토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지원 대책 수립
기존 매립시설 기준 강화, 실천 노력

∙ 성상별 처리시설 도입, 에너지화 확대
- 기계적 재활용 선별시설
- 폐기물 소각시설, 열회수시설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바이오가스, 퇴비화)
∙ 비위생 매립장 정비, 사후활용방안 추진

4) 바랏푸르시 폐기물 관리계획 수립
금회 마스터플랜에서는 바랏푸르시 폐기물 처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따른 단계별 세
부실천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으며,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을 연계하여 지속성 있
게 추진하여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지역별 법규, 정책 수립, 폐기물 계량 의무화, 분리
배출 활성화 등이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통계시스템 구축, 성상별 분리수거, 중간처분
시설 도입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각 대책이 적기에 수립될 수 있도록 관련제
도를 보완 및 개선하고 네팔 연방정부의 인프라 예산지원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 142 -

네팔 폐기물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표 4.2-13> 단계별 폐기물 관리계획 (바랏푸르)
구

분

마스터플랜 과제

단기 (~2025년)

중장기 (2026년 ~ )

- 폐기물 관리인원 보강

O

-

- 폐기물 관리 전담과 신설

-

O

- 폐기물 계량(월 1회 이상 실시), 자료보관 의무화

O

-

- 일일통계 의무화, 통계실적 보고

△

O

- 지역단위 폐기물 정책 수립

△

O

- 지역단위 조례, 시설운영기준 수립

-

O

- 지역 자치단체, 학교 등을 통한 교육, 홍보활동

O

-

- 폐기물 관리담당자 교육 의무화

-

△

-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업 시범 실시(도심, 상가)

△

O

- 재활용품 분리배출, 음식물류 분리배출 확대

-

O

∙ 폐기물 관리 전담조직 수립

∙ 폐기물 통계자료 축적, 통계 인식 제고

폐기물 정책

∙ 지역단위 폐기물 법, 정책 신설 필요

∙ 주민홍보 및 전문가 육성

∙ 성상별 폐기물 배출 규칙 법제화

∙ 안전하고 위생적인 폐기물 수거
- 안전, 위생장구 장비 지원
폐기물
배출/수거

O

∙ 기초 인프라 확충을 통한 수거효율 향상
- 중간집하장 활성화

△

O

- 도로, 수거장비 등 기초인프라 확대

-

△

- 무단투기 시 과태료 부과

△

O

- 종량제 기반으로 수거료 징수체계 개편

-

△

- 위생매립시설

△

O

- 소각시설

-

O

- 음식물류 처리시설(퇴비화, 바이오가스)

-

△

- 비위생매립지 정비

-

O

- 순환형 매립지

-

△

∙ 수거료 징수체계 확립

∙ 성상별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폐기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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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상지역 장래 폐기물 발생량 추정
폐기물 계획 수립 시 시설의 적정 규모를 산정하고 중장기적인 실천방안을 수립하기 위
한 기본 지표로 사용하고자 장래 폐기물 발생 및 배출량 등을 산정하였다.

1) 목표년도
본 우선협력사업의 초기목표는 향후 사업일정을 감안하여 2025년으로 하였으며, 중기
목표년도는 2030년, 장기목표는 2035년으로 하여 사업규모를 추정하였다.

2) 대상지역 인구 현황
바그마티 주(Bagmati Province)의 치트완 지구(Chitwan Distict)에 속한 바랏푸르시는
2011년 네팔 국가 인구 총조사 당시 군단위(Municipality) 규모 지자체로서 당시 인구는
147,777명이었으나 2016년 인근 지자체를 통합하여 광역시(Metropolitan city)로 승격하
면서 인구가 급증(2011년 기준 280,502명)하였다. 바랏푸르시와 바랏푸르시가 속한 치트
완 지구의 인구 조사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4.2-14> 2011년 인구총조사 당시 바랏푸르시와 치트완 지구의 인구
바랏푸르
구 분

광역시 승격 전 인구

치트완지구(Chitwan District)

광역시 승격 후
인구(추정)

인구현황

증가율
(지수함수)

1991

54,670

-

354,488

2001

89,323

-

472,048

2.86%

2011

147,777

579,984

2.06%

280,502

자료 : 네팔 인구 총조사(2011)

3) 인구추정 개요
본 계획의 인구추정은 2011년에 시행된 인구 총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수행하였다. 본
계획의 작성시점(2020년)은 인구 총조사 시점(2011년)에서 상당기간 경과되었음에도 본
인구추정에서는 가장 공신력이 있는 네팔의 국가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2011년 네팔 인구 총조사는 성비, 연령, 출산/사망률을 고려한 코호트 생존 방법을 통
하여 각 지구(District)별로 최대, 보통, 최소 3가지 형태로 5년 단위 인구 예측을 하였
으며 지수외삽법을 기준으로 인구증가율을 도출하였다. 지수 외삽법은 인구가 일정한
성장률에서 증가한다는 가정으로 인구를 추정하며, 성장률이 양이면 인구의 크기는 제
한 없이 증가하고 음수이면 감소한다. 인구증가율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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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 = Po ert
P0 = 초기 인구, r = 연간 변화율, t = 기간, Pn = 기간 말의 인구, n = 년 수,
로그 = 자연 로그, e = 2.71828.

네팔 인구 총조사에서 상기 적용방식을 고려한 치트완지구의 인구추정치와 증가율은
다음과 같다.
<표 4.2-15> 치트완 지구의 예측인구 및 예측치
치트완 지구(Chitwan District)
구 분
인구 현황, 예측치(보통 기준)

증가율 (지수함수)

1991

354,488

2001

472,048

2.86%

2011

579,984

2.06%

2016(예측)

644,219

2.10%

2021(예측)

711,629

1.99%

2026(예측)

766,462

1.48%

2031(예측)

815,116

1.23%

자료 : 네팔 인구 총조사(2011)

4) 인구추정
네팔 인구 총조사의 인구 추정 방식을 고려하여 바랏푸르시의 인구추정도 치트완 지구
(Chitwan District)의 지수함수 인구증가율을 반영하여 추정하였다.
적용하는 인구는 지수함수로 예측한 인구에 유동인구비율 5%를 추가로 반영하여 산출
하였다. 유동인구비율은 이주노동, 관광객, 국경 이동 등을 고려하여 중간보고 과정에
서 네팔 연방행정부의 요청하였다.
치트완 지구의 지수함수 인구 예측치에 유동인구까지 고려한 바랏푸르시 인구는 2025
년 383,488명, 2030년 408,867명, 장기목표(2035년)는 430,823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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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6> 바랏푸르시 인구예측
지수함수 산출
구 분

적용인구
(유동인구 반영)

280,502

인구증가율
(r)
2.10%

기간
(t)
-

예측인구
(Pn)
-

2012

280,502

2.10%

1

286,457

300,780

2013

280,502

2.10%

2

292,538

307,165

280,502

2.10%

3

298,749

313,686

2015

280,502

2.10%

4

305,091

320,346

2016

280,502

2.10%

5

311,568

327,146

2017

311,568

1.99%

1

317,831

333,723

2018

311,568

1.99%

2

324,221

340,432

311,568

1.99%

3

330,739

347,276

2020

311,568

1.99%

4

337,387

354,256

2021

311,568

1.99%

5

344,170

361,379

2022

344,170

1.48%

1

349,318

366,784

2023

344,170

1.48%

2

354,542

372,269

344,170

1.48%

3

359,845

377,837

2025

344,170

1.48%

4

365,227

383,488

2026

344,170

1.23%

5

370,689

389,223

2027

370,689

1.23%

1

375,280

394,044

2028

370,689

1.23%

2

379,928

398,924

370,689

1.23%

3

384,633

403,865

2030

370,689

1.23%

4

389,397

408,867

2031

370,689

1.00%

5

394,220

413,931

2032

394,220

1.00%

1

398,182

418,091

2033

394,220

1.00%

2

402,184

422,293

2034

394,220

1.00%

3

406,226

426,537

2035

394,220

1.00%

4

410,308

430,823

394,220

1.00%

5

414,432

435,154

394,220

1.00%

6

418,597

439,527

2038

394,220

1.00%

7

422,804

443,944

2039

394,220

1.00%

8

427,053

448,406

2040

394,220

1.00%

9

431,345

452,912

2041

394,220

1.00%

10

435,680

457,464

기준인구 (P0)
2011

2014

2019

2024

2029

2036
2037

인구조사 결과

P0= 2011년 인구

P0=2016년 인구

P0=2021년 인구

P0=2026년 인구

P0=2031년 인구

-

주) 2031년까지는 인구증가율은 네팔 인구조사 결과 상 치트완지구의 인구증가율을 적용하였으며, 2031년부터는
1.0%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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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단위 추정
대상지역의 원단위는 지역 내 정확한 통계자료가 부족하여 추정치를 적용하였다. 원단위
추정치는 문헌조사, 현장조사 시 현지관계자와 면담자료, 네팔 내 대도시의 폐기물발생
원단위, 향후 도시화에 따른 증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0.5kg/인.일로 계획하
였다.
<표 4-2-17> 바랏푸르 시 원단위 추정
구 분

바랏푸르
문헌조사(2012)

바랏푸르 현장조사
(2019)

20만 이상 도시
평균(2012)주)

원단위 적용
(2025년)

인구(인)

147,777

약 300,000

204,949~1,003,285

383,488

원단위(kg/인.일)

0.400

0.475

0.391

0.500

주) 2012년 ADB 조사 시 결과로서 대상 도시는 카트만두(100만), 랄릿푸르(22만), 포카라(26만), 비랏나가르(20만)의 평균 적용
카트만두 : 0.465kg/인.일, 랄릿푸르 : 0.372kg/인.일, 포카라 : 0.442kg/인.일, 비랏나가르 : 0.285kg/인.일

6) 폐기물의 물리적 조성 예측
폐기물 물리적 조성은 앞서 ‘<표 4.2-2> 바랏푸르시 폐기물 조성 비교’에 언급된 조
사 결과의 평균치를 고려하여 적용하였다.

<표 4.2-18> 바랏푸르시 폐기물 물리적 조성 예측
문헌조사, MP성상조사
평균

물리적 조성 예측

유기성폐기물

49.5%

50.0%

종이류

14.1%

14.0%

섬유류

6.1%

6.0%

가죽류

2.3%

2.0%

합계

72.01%

72.0%

플라스틱, 비닐

18.3%

18.0%

유리류

4.7%

4.0%

금속류

1.5%

2.0%

기타

3.5%

4.0%

합계

28.0%

28.0%

100.0%

100.0%

구분

생분해성

난분해성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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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상 발생량
예측인구와 예상 원단위 및 폐기물 성상을 고려하여 주요 연도별 폐기물 발생량은 다음
과 같다.
<표 4.2-19> 바랏푸르 시 예상 폐기물 발생량
구 분

2025년

2030년

2035년

인구(인)

383,488

408,867

430,823

원단위 (kg/인.일)

0.5

0.5

0.5

예상 발생량(톤/일)

191.7

204.4

215.4

유기성폐기물

95.9

102.2

107.7

종이류

26.8

28.6

30.2

섬유류

11.5

12.3

12.9

가죽류

3.8

4.1

4.3

합계

138.0

147.2

155.1

플라스틱, 비닐

34.5

36.8

38.8

유리류

7.7

8.2

8.6

금속류

3.8

4.1

4.3

기타

7.7

8.2

8.6

합계

53.7

57.2

60.3

생분해성

난분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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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비랏나가르시(Biratnagar)
가. 폐기물 관리현황 검토
1) 개요
비랏나가르시의 폐기물 관리현황은 문헌조사, 직접 현장조사(폐기물 발생원, 적환장, 매
립장 등)와 폐기물처리업체와 공무원 등 관계자 면담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그림 4.2-14) 비랏나가르 시청 회의 사진, 수거업체 관련 면담 (2019년 8, 9월)
비랏나가르시의 폐기물 관리 조직은 환경국 산하 폐기물 관리 담당이 맡고 있으나 시
규모에 비해 폐기물관리를 위한 공무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시에서는 시내 폐기
물 관리의 상당부분을 민간수거업체(Waste Management)와 지역단체에 의존하고 있다.
관내 민간처리업체는 1990년대 초반부터 폐기물 수거, 가로 청소, 매립장 관리까지 폐
기물 관리 전 영역을 맡고 있다.
지자체와 수거업체 측은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수거료 미납, 처
리인력에 대한 낮은 대우 등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림 4.2-15) 비랏나가르시 생활폐기물 배출, 수거 및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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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캠페인으로는 음식물 퇴비화교육, 플라스틱 감량화 캠페인이
있으며 교육효과를 높이고자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

(그림 4.2-16) 비랏나가르시 폐기물관리 캠페인 및 홍보 활동

2) 폐기물 발생현황
가) 발생량
현재 비랏나가르시의 폐기물발생량에 관한 공식자료는 2012년 아시아개발은행(ADB)에
서 수행한 조사자료가 있다. 그러나 비랏나가르시는 ADB의 조사 이후 광역시로 승격
되어 도시규모가 커져 조사 당시보다 인구가 3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도시화율도 높아
져 실제 폐기물 발생량은 증가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폐기물 처리업체에서는 2~3년에 1회 정도 폐기물 계량을 실시한다고 하였으나 시청에
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는 없었다. 결국 비랏나가르 지역의 폐기물 발생량은 사실상
매립장 반입량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폐기물 매립장에 하루 30여대 안팎으로 수

거장비(경운기, 트럭)가 매립장으로 반입되는바 경운기 1대 기준 적재용량을 2~3톤으
로 할 때 일일 반입량은 85~90톤/일(비수기), 120톤/일(성수기) 가량으로 파악하였다.
폐기물 양이 늘어나는 시기는 명절이 몰려있는 10~11월에 증가되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이 반입량 추정치는 단순히 매립장 반입량을 기준이므로 유리병 등 유가물 수거,
음식물 자체처리(퇴비화) 등을 고려하면 실제 발생량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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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폐기물 물리적 조성
비랏나가르시의 발생폐기물 조성에 관한 조사는 2012년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수
행한 결과가 유일하였으나 금회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에서는 최초로 해당지역의 우기
와 건기에 대한 성상조사를 수행하였다(제2부 제2장 우선협력사업 기본계획 참조).
과거 문헌조사와 금회 성상조사를 비교한 결과, 비랏나가르시의 생분해성 폐기물 비
율은 문헌조사 시 64.6%였으며 금회 조사결과는 우기 59.7%와 건기 54.4%로 다소 낮
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상별로 보면 과거와 금회 조사 모두 음식물류 폐기물이 가
장 높은 것은 동일하였으나 금회 성상조사 결과 플라스틱/비닐류 폐기물이 과거에 비
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17) 비랏나가르시 폐기물 성상조사 결과비교 (문헌조사, 금회 성상조사)
<표 4.2-20> 비랏나가르 시 폐기물 조성 비교

유기성폐기물

ADB-네팔
58지역평균
(2012)
56.0%

ADB비랏나가르
(2012)
64.6%

종이류

16.0%

섬유류

MP-성상조사
(2019_우기)

MP-성상조사
(2020_건기)

평균

59.7%

54.4%

58.7%

17.7%

6.8%

8.5%

12.2%

2.0%

0.4%

3.3%

8.9%

3.7%

가죽류

1.0%

1.1%

0.8%

1.9%

1.2%

합계

75.0%

83.8%

70.6%

73.7%

75.8%

플라스틱, 비닐

16.0%

14.0%

18.1%

20.5%

17.2%

유리류

3.0%

0.4%

3.5%

4.0%

2.7%

금속류

2.0%

0.4%

0.8%

1.3%

1.1%

기타

4.0%

1.4%

7.0%

0.5%

3.2%

25.0%
100.0%

16.2%
100.0%

29.4%
100.0%

26.3%
100.00%

24.2%
100.0%

구분
생분
해성

난분
해성

합계
합계

자료) ADB자료 :Solid Waste Management in Nepal Current Status and Policy Recommendations (July, 2013 / A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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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기물 배출 및 수거현황
가) 폐기물 배출실태
비랏나가르시의 폐기물 수거는 문전수거 방식으로 정해진 시각에 가정이나 상가에서
폐기물을 배출하여 수거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법에서 폐기물을 최소
한 생분해성과 난분해성으로 구분하여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혼합 배
출되고 있으며 한 때 국가에서 생분해성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퇴비화 기계를 보급하
는 정책을 펼쳤으나 개인 부담이 있어서 보급률이 저조하였다.
비랏나가르 시 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별도의 종량제 봉투에 담기지 않고 혼합 배
출되고 있으며 그 정도는 바랏푸르보다 심한 편이다. 유가물인 유리병 정도만 분리
배출되어 넝마주이에 의하여 수거된다. 바랏푸르시와 달리 플라스틱의 분리배출 수준
도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외 음식물, 종이와 같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분리는
되지 않는다. 특히 시장의 경우 유기성 폐기물의 배출량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
였다.

(그림 4.2-18) 비랏나가르시 넝마주이에 의한 유가물 수거, 중간 수거지점

나) 현장조사 시 발생원별 배출현황
(1) 시장
중심가에 있는 시장의 경우 시장 내 각 점포에서 도로 중앙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면
매일(월~토) 정해진 시간에 수거업체에서 폐기물을 수거해 간다. 시장이라는 특성상
생분해성 폐기물이 다량 배출되었다.
폐기물 수거료는 점포별로 처리비를 징수하나 일부 미납 점포들에 의한 무단투기 발
생하곤 한다. 폐기물 수거비는 발생량에 따라 상이하며, 100루피/월(가정) ~ 150루피/
월(상점) 정도이며 폐기물 중 종이와 플라스틱은 개인이 수거 후 판매하여 소득을 얻
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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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9) 비랏나가르시 시장 내 폐기물 발생, 수거

(2) 주택가
주택가는 상가 등 도심지역에 비해 폐기물 발생량이 적으므로 상가와 도심 폐기물을
오전에 우선 처리한 후 낮 시간대에 처리하고 있다. 폐기물 수거방식은 정해진 시각
에 호각을 불어 배출하도록 유도하는데 이 시간을 놓칠 경우 장기간 폐기물을 수거
하지 못하기도 한다.
대상지역 중 생활 여건이 좋은 10번 워드(Ward)는 도로가 포장되어 있고 자치단체에
의한 교육도 잘되어 있어 폐기물 배출, 처리가 비교적 잘 되고 있으나 반면 생활여건
이 다소 떨어지는 지역들은 무단투기 등으로 폐기물 관리가 비위생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었다.

(그림 4.2-20) 비랏나가르시 주택가 폐기물 수거 실태, (ward 3, ward 10)

(3) 기타 폐기물 배출현황
건설폐기물의 경우 바랏푸르와 마찬가지로 건설주가 요청할 때 수거 처리되며 일부
유가물이나 모래는 분리되어 재활용되나 나머지 폐기물은 비위생매립장으로 운반 매
립된다. 병원성 폐기물의 경우 대형병원인 노벨 병원 정도가 감염성 폐기물(주사바늘
등)의 위탁처리를 수행하며 그 외 폐기물은 재활용품 분리 후 전부 혼합 배출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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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형병원들은 감염성 폐기물의 분리배출이 미흡하며 일반폐기물과 마찬가지로
배출되어 수거되어 매립되는 실정이다.

(그림 4.2-21) 비랏나가르 병원 폐기물 배출

4) 폐기물 수거현황
가) 폐기물 수거주체
비랏나가르시는 waste management Pvt. Ltd를 통해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시장, 상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아침에 우선 처리 후 가정 폐기물
을 처리한다. 그 외 하수구 청소, 동물 사체, 시신 등도 수거, 처리한다.
조사 당시 비랏나가르 지역은 중심도로를 제외하고는 도로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우
기 시에는 더욱 악화되었다. 열악한 도로 여건 상 폐기물 수거는 경운기를 통해서 이
루어진다. 다만 아시아개발은행에서 도시정비 사업 일환으로 수행되는 RUDP사업(하수
도정비, 도로 정비 등)이 완료되면 도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2-21> 폐기물 발생원별 수거주기, 작업현황 (비랏나가르)
구 분
1) 가로 정비, 수거
(차량 6대, 릭샤 등)

2) 가정 등 그 외
(트랙터, 릭샤 등)
3) 하수구 청소
4) 동물 사체
5) 시신

작업내용
1차) 매일 : 05:30~06:30 시장, 가로청소/수거
06:30~07:30 차량적재
09:00~
매립장에 매립
2차) 1차 작업 후 14시까지 수거, 처리
1) 수거주기 : 지역별로 격일
2) 수거시간대 : 08:00 ~ 12:00 수거
13:00 ~ 14:00 매립 (넝마주이들이 유가물 분리)
침적물은 매립장으로 보내든지 필요한 곳에다 처분
비정기적으로 처리. ward에서 연락이 오면 수거함.
인근에 묻을 만한 데 버리거나 도로변 사체는 매립장 처리
경찰서로부터 확인 후 매립 장소에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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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거장비 및 수거시스템
비랏나가르 시에서는 분리수거는 실시되지 않지만 생분해성/난분해성으로 분리되도록 하여
생분해성 폐기물은 동물사료나 바이오퇴비로 사용되고 있다. 수거차량으로는 경운기 25대
및 릭샤 15~20대가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경운기는 트럭에 비해 수거속도가 느리지만
예산이 부족하고 비포장길이 많은 도시 특성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한편 법에서는 중간집하장 운영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한 업체에서 오랜 기간 폐기
물 관리를 수행하면서 중간 중간집하장(Collection Center)을 통한 적환 처리가 수행되기도
한다. 폐기물수거인력은 오전4시부터 일하며 급여는 월 20만원(원화 기준), 정규직의 경우
주6일 근무에 월 40만원(원화 기준)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표 4.2-22> 비랏나가르시 폐기물 수거장비
구 분

경운기

릭샤

내

용

관련사진

∙ 1.5m3 및 3m3
∙ 중간 수거지점(Collection Center)에 1차로 폐기물 수집 후
트랙터로 수거
∙ 필요시 플라스틱 덮개로 폐기물 비산 방지

∙ 필요시 플라스틱 덮개로 폐기물 비산 방지

다) 폐기물 처리요금 부과시스템
각 폐기물 수거업체는 폐기물 처리 수거료 중 70%는 폐기물처리업체 운영비용으로
지급, 그 외 30% 는 마을 공동체에 지급된다.
국가 폐기물법에서 빈민층의 폐기물 수거료 면제조항이 있긴 하나 빈민층이 아닌 가
정, 상가의 수거료 미납률도 높은 실정이다. 업체에서는 수거대상 48,000곳 중 수거료
를 제대로 납부하는 곳은 20%가 채 안 되는 9,000곳으로 추정하고 있다.
업체로서는 수거료 미납주체들에 대하여 폐기물을 수거하지를 않기를 원하나 민원 발
생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처리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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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3> 비랏나가르시 폐기물 요금부과 및 납부현황 (요금체계)
No.

폐기물 발생원

월별 요금(Rs.)

서비스 제공 주기

1

가계비

100~500

2회 또는 7회/주

2

의료기관

500~10,000

상호협의

3

상점

100~1000

2회 또는 7회/주

4

호텔 및 Lodges

500~1000

7회/주

5

사무실

200~3000

6회/주

6

서비스 및 오락

200~1000

1~7회/주 또는 1회/월

7

산업체

300~1500

2~6회/주

8

교육기관

1500

6회/주

9

농업기관

500~2000

6~7회/주

10

요양원

500

7회/주

11

기타

300

7회/주

자료) 비랏나가르시 내부자료

5)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비랏나가르시에는 시 중심가에서 4.5km떨어진 싱햐(Singhya)강가에 비위생 매립장이 운
영되고 있으며 운영된 지 15년이 되었다. 해당 부지는 과거 공동묘지로 쓰였던 곳으로
서 최근에도 일부 장례가 치러지곤 한다. 대상 매립지는 사유지이며, 월 120만원 정도
임대료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다.

(그림 4.2-22) 비랏나가르시 매립장 위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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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비위생매립지의 부지면적은 1ha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해당 부지는 당초에 지대
가 낮았으나 폐기물이 7~8m까지 쌓이면서 제방효과를 보면서 우기 시 강의 범람을 방
지하는 홍수 방지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장기간 매립에 따라 매립용량이 포화되어 반입되는 폐기물을 소각하여 용량을
줄이고 있다. 시나 업체측에서는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해 현 장소에 계속 매립을 진
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며 매립이 종료되면 매립지 상부에 최종복토를 시행하여 매립
종료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
별도의 복토와 탈취활동을 하지 않는 것에 비하면 악취는 덜한 편이나 복토 미시행에
따라 폐기물 흩날림 현상으로 주변 농작지에 영향이 가고 있다.
아울러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하고 현금화가 가능한 유리병, PET
병, 일부 종이들은 넝마주이나 폐기물 수거원들에 의해 분리수거 된다.
매립장 내 별도 침출수 처리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침출수가 강으로 유출되어 수계 오
염 가능성이 높다.

(그림 4.2-23) 비랏나가르시 폐기물 매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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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상지역 기본계획 수립
비랏나가르시의 폐기물 관리현황을 현장조사와 문헌조사 등을 수행하여 법/제도, 관리시
스템, 폐기물 배출, 수거 및 처리측면에서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한국 등 주요국의 폐
기물 관리운영 현황을 참고하여 개선방향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

<표 4.2-24> 비랏나가르시 폐기물처리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
구 분

폐기물 관리
(조직, 통계,
정책)

현황 / 문제점

개선방향

∙ 폐기물 관리 전담인원 부족
- 폐기물 관리 직원이 있으나 인원 부족으로 타 업무까지
병행하여 업무 과중으로 관리부실, 전문성 부족
- 조직 부재로 중장기적인 폐기물관리 정책 수립 곤란

폐기물 관리 인원 보강

∙ 폐기물 통계자료 부족
- 행정구역 개편 전 2012년 과거 ADB 수행 자료에 의존
하여 행정구역 개편 후 실제 발생현황 파악 곤란
- 연 1회 정도 폐기물 반입양을 측정하나
관리 부실로 현황자료 부재
- 감량, 처리, 재활용 등에 대한 정량적 목표수립 불가

폐기물 통계자료 축적, 통계
인식 제고

∙ 지역단위 폐기물 조례, 관리계획 부재
- 지역 실정에 맞는 폐기물 관리정책 수립이 어려워
폐기물 관리업체의 노하우에 의존
- 정량화된 폐기물 감량화 목표 부재
- 관내 폐기물 매립시설 현황, 운영기준 부재

지역단위 폐기물 법, 정책 신설
필요

∙ 폐기물 관리 선진화 인식 부족
- 폐기물을 감량해야 한다는 인식만 있으나 실행능력
부족
-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효과가 저조

주민홍보 및 전문가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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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5> 비랏나가르시 폐기물처리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 (계속)
구 분

현황 / 문제점
∙ 무분별한 폐기물 배출
- 재활용품, 음식물류 폐기물 혼합배출,
분리배출 미실시, 인식 부족
- 규격봉투 미사용 혹은 바로 배출
- 소규모 병원의 병원성 폐기물 혼합배출
∙ 폐기물 수거과정의 안전, 위생 부족
- 별도 안전, 위생장비 없이 폐기물을 수거하여 교통사고,
전염병 감염 우려
- 별도 재활용품 수거인력 없이 넝마주이

폐기물
배출/수거

개선방향

주요 성상별 분리배출 제도화,
규격봉투 도입

폐기물 수거인력의
보건 위생 확보

(Waste-picker)에 의하여 유가물(유리, 플라스틱) 선별
∙ 수거효율 저하
- 도로포장율이 낮아 경운기로 폐기물 수거함에 따라
수거 속도 저하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수거효율
향상

- 법에서는 중간집하장(Collectionr Center)을
제도화하였으나 실제는 일부만 운영
∙ 수거료 미납
- 수거료 미납비율이 높고, 미납가정/상가의 무단투기
만연
- 발생량 비례 수거료 징수체계 부재
∙ 매립장에 의존한 불안정한
- 매립장이 이미 포화되어
화재 발생
- 사유지 내 폐기물 매립장
- 매립 외 별도 처리방식이
폐기물 처리 불가

폐기물 처리
노천소각으로 감량하는 실정,
운영으로 예산 낭비
없어 매립장 운영 불가 시

수거료 징수체계 확립

위생매립시설 도입,
중간처분시설 등 성상별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폐기물 처리시설
∙ 매립장관리 부실
- 별도 차수시설 부재로 강으로 침출수 누출,
수계 오염 유발
- 계량시설 부재
- 매립장 내 야생동물이 자유롭게 침입하여 사망 우려
- 매립장 사후관리대책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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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 관리
가) 폐기물관리 전담조직
네팔 내 폐기물 관리는 연방행정부에서 총괄을 하나 실질적인 관리는 각 지방정부에
서 시행하고 있다. 현황조사 결과 비랏나가르시는 폐기물 관련 과가 있으나 전담인원
이 부족하며 때로는 재난 대응, 환경관리, 폐기물 관리업무까지 수행하여 과중한 업무
에 시달리고 있었다.
또한 카트만두에 집중된 국가 특성상 지방근무를 회피하는 공무원의 잦은 전출, 계약
직 고용 등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폐기물 정책 수립,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지역의 원활한 폐기물 관리와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 시청 내 폐기물 관리
전문 인원을 충원하고, 장기적으로 인원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25> 폐기물 관리조직 개선 (비랏나가르)
구

분

단기 (~2025년)

장기 (2026년 ~ )

폐기물 관리조직 ∙폐기물 전담 인원 충원

∙폐기물관리과 조직 확대

나) 폐기물 통계자료 축적, 통계인식 제고
지역의 폐기물 발생량은 매립장에 반입되는 경운기 대수로 개략 파악하는 실정이고,
연 1회 정도 계량을 실시하나 자료를 잘 보관되어 있지 않아 생량 추이나 성상별 발
생비율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폐기물 수거료 징수 체계가 발생량
기반이 아닌 수거 주기에 따르다 보니 수거료 수입에 영향을 받는 대상 지역 공무원
들과 처리업체에서도 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폐기물 통계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정량적인 폐기물 감량화 목표 수립, 성과평가는
불가능한 실정이고, 성상별 통계 자료 부족은 소각, 음식물 처리시설 등 향후 중간처
분 시설 등을 계획할 시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지역 내 폐기물 통계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계량
을 단기적으로는 월 1회 이상으로 하고, 발생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통계
관리 체계가 정착되면 상시 계량체계로 확대함으로써 자료를 축적하고, 정량적인 폐
기물관리(감량화)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평가를 실행함으로써 정책 실행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160 -

네팔 폐기물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표 4.2-26> 폐기물 통계 개선 (비랏나가르)
구

분

폐기물 통계

단기 (~2025년)

중장기 (2026년 ~ )

∙ 월 1회 수준으로 폐기물 계량 의무화
∙ 폐기물 계량 기록 보관 의무화

∙ 일일 계량 등 상시 계량 체제로 확대
∙ 연간 단위 폐기물 통계 발표, 국가에 보고
∙ 정량적 폐기물 정책 수립

다) 지역단위 폐기물 법, 정책 신설
국가에서 수립한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및 비랏나가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
와 같은 방향으로 지역 폐기물 관리조례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폐기물 발생 이전부터 원천적인 감량화
- 발생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분리배출･수거하여 재활용률 극대화
- 폐기물은 위생적으로 수거하여 처리하며
- 폐기물 처리시설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
-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에 대한 시민홍보를 강화하여 자발적으로 참여 유도

<표 4.2-27> 비랏나가르시 폐기물관리 기본계획 목차(예시)
지

역

∙ 비랏나가르시 폐기물관리 기본계획

시간단위

∙ 10년 단위(2026~2035년) / 5년 후 변경수립(국가 폐기물관리 기본계획과 동일년도로 시행)

목표년도

∙ 2022년, 2025년, 2028년, 2031년

주요내용

1. 지역 일반현황
3. 폐기물 처리현황 / 향후처리계획
5. 소요재원 확보계획

2.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장래발생량
4. 수집운반개선계획
6. 향후 추진사업 모델

라) 주민홍보 및 전문가 육성
정부에서 추진하는 폐기물 관리 현대화는 의식개선과 더불어 폐기물 관련 전문가 육
성,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폐기물 국민의식 전환
과 국민 개개인의 실천의지가 우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폐
기물 관리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한 주민 홍보방법으로는 홍보차량, 전단, 신문 등의
대중매체, 시민단체들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방안이 있다. 내용은 주민들이 실천 가능
한 3R(감량화, 재사용 및 재활용)에 맞춰야 할 것이다.
네팔은 워드(ward)나 톨레(tole) 등 소규모 지역 단위의 유대관계가 강하므로 이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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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한국 등 선진사례, 네팔 내 우수사례 등을 안내하여 폐기물 관리 선진화 필요성
을 전파하고, 교육성과에 대하여 지역별 인센티브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
선 학교들을 통하여 학생들을 교육함으로써 폐기물 감량효과가 어릴 때부터 적용되도
록 해야 할 것이다.
<표 4.2-28> 폐기물 홍보 및 전문가 육성 (비랏나가르)
구

분

폐기물 홍보 및
전문가 육성

단기 (~2025년)

중장기 (2026년 ~ )

∙ 지역단체, 학교를 통한 폐기물 관리
홍보교육 강화
∙ 폐기물 관리 담당자에 대한 사례 견학

∙ 폐기물 관리 우수지역에 인센티브 부여
∙ 폐기물 관리 담당자 교육 의무화

2) 폐기물 감량화
가) 성상별 분리배출 제도화
현재 비랏나가르시의 폐기물 배출은 성상별 분리 배출이 전무한 실정이고 법에서도
강제 조항이 없어 음식물류, 재활용품 등이 무분별하게 혼합배출 되고 있다. 또한 소
규모 병원에서 의료폐기물을 배출하여 폐기물 매립장 반입 시 독성을 유발한다.
비랏나가르시 전 지역의 폐기물의 성상별 분리배출/수거는 수거장비 인력과 장비의
확충, 중간처분시설(소각, 재활용)의 도입 등과 연계되어야 가능하므로 도심 등 인구밀
집지역을 중심으로 분리배출, 재활용 정거장 등 분리배출 사업을 시범실시하고 이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면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분리배출은 인근 수계에 오염영향이 큰 의료폐기물과 플라스틱 등 발생량이 많은 재
활용품 분리배출부터 시행하여야 한다. 이후 기반시설 확충과 연계하여 음식물류 분
리배출까지 연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안전하고 위생적인 폐기물 수거
조사 당시 대상 지역의 폐기물 수거, 청소인력은 별다른 보호 장구나 안전장비 없이
작업을 수행하였다. 안전, 위생적으로 미흡한 폐기물 정화활동은 교통사고 발생, 전염
병 감염 우려 등이 존재한다. 이에 청소/수거 인력은 지역 사회에서 천대받는 직종으
로 취급받으며, 관련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폐기물 수거인력의 보건, 안전은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수거에 직결되므로 이
들 인력의 보건 위생 측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야광조끼,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코로
나19 등 전염병에 대비한 마스크, 장갑 등 위생장비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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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4) 현행 폐기물수거 현황, 수거 안전장비 착용 시

다) 기초 인프라 확충을 통한 수거효율 향상
대상 지역은 도로 포장률이 낮고, 경운기를 통한 수거가 행해져 수거효율이 높지 못
하다. 일부 상류층 거주 지역은 도로가 포장되어 있어서 압축파쇄 차량을 통해 폐기
물이 수거되기도 하나 상당수 지역은 경운기를 통하여 수거되고 있다.
낮은 수거효율로 인하여 수거간격이 긴 지역(주 1회, 월 2~3회 수준)들의 폐기물 무단
배출에 따른 악취 발생 등 민원이 발생되며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지역 주민
들이 빈부격차와 생활여건에 영향 받지 않고 동등한 폐기물 수거 서비스를 받는 것은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지방정부는 수거효율을 높여야 한다.
수거효율의 향상은 기초 인프라 확충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도
로포장율 향상, 최신 수거 장비 도입 등 수거장비를 확충하여야 한다. 이에 앞서 법에
명문화되어 있으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중간 집하장(Transfer Centre)의 활용도도
높여 수거주기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표 4.2-29> 폐기물 수거인프라 개선 (비랏나가르)
구

분

폐기물
수거인프라
구개선

단기 (~2025년)

중장기 (2026년 ~ )

∙ 도로 포장계획 수립
∙ 전동릭샤 등 소형 수거장비 도입
∙ 중간집하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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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0> 폐기물 수거장비 개선 (비랏나가르)
구 분

도입차량

단기계획

릭샤
(경유, 전동)

목적

관련사진

∙ 골목길 등 도로 폭이 좁은 주택가,
농가에 적합
∙ 생활폐기물 수거
∙ 골목길 등 도로 폭이 좁은 주택가,
농가에 적합

소형트럭

∙우기 시 수거 불편 저감
∙ 혼합폐기물 운반
∙ 재활용 폐기물 운반

중장기
계획

∙ 소각, 매립 대상 폐기물 수거

대형트럭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
∙ 음식물류 별도 배출에 따른 수거
(발생원 → 음식물류 처리장)

라) 수거료 징수체계 확립
현재 대상지역은 폐기물 수거료 징수는 수거 주기에 따라 금액이 달라 종량제에 따른
폐기물 수거료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내지 않는 가정도 상당하다. 또한 법에서
생활여건 등을 이유로 폐기물 수거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규정 등이 있으므로 실제
수거료 징수 대상 주체 중 실제 수거료를 납부하는 가정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
기물 처리 인프라 확충, 관리 조직 확대 등은 모두 예산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수거료
징수율을 높이는 건 필수적인 과제다.
우선 폐기물 수거료 미납 시 과태료 부과 등 수거료를 징수하기 위한 행정적인 노력
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폐기물 수거료 징수체계를 종량제 기반으로 바꿔 발생량
에 비례한 폐기물 수거료 징수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

- 164 -

네팔 폐기물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3) 폐기물 처리시설
현재 비랏나가르시는 1개소뿐이며 이마저도 포화되어 있어 감량을 위하여 폐기물을 소
각하여 화재를 유발하며, 복토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악취와 폐기물 흩날림 등 주변
지역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 매립시설로 인한 폐기물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내에서 접근하기 용이한 지역에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
다. 또한 관내에는 매립 외에 별도 처리방법이 없어 매립장이 민원 등 이유로 봉쇄될
경우 폐기물 처리가 불가한바 소각, 음식물류 처리시설 등 중간처분시설을 설치하여
매립량을 줄이고 폐기물 처리방식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시설 확충사업은 초기 예산이 크게 소요되고, 운영비용도 큰바 중장기적
인 관점에서 추진해야할 것이다.
또한 신규 매립장이 조성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매립장정비 사업을 수행하여 매립장
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체육시설이나 공원 등을 조성하여 사후활용도를 높
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표 4.2-31> 폐기물 처리시설 개선방향 (비랏나가르)
구

분

처리시설

단기 (~2025년)

∙
∙
∙
∙
∙

중장기 (2026년 ~ )

신규 폐기물 매립시설 추진
재활용율 확대
소각 등 기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검토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지원 대책 수립
기존 매립시설 기준 강화, 실천 노력

∙ 성상별 처리시설 도입, 에너지화 확대
- 기계적 재활용 선별시설
- 폐기물 소각시설, 열회수시설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바이오가스, 퇴비화)
∙ 비위생 매립장 정비, 사후활용방안 추진

4) 비랏나가르시 폐기물 관리계획 수립
금회 마스터플랜에서는 비랏나가르시 폐기물 처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따른 단계별
세부실천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으며,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을 연계하여 지속성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지역별 법규, 정책 수립, 폐기물 계량 의무화, 분
리배출 활성화 등이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통계시스템 구축, 성상별 분리수거, 중간처
분시설 도입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각 대책이 적기에 수립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 및 개선하고 네팔 연방정부의 인프라 예산지원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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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2> 단계별 폐기물 관리계획 (비랏나가르시)
구

분

마스터플랜 과제

단기 (~2025년)

중장기 (2026년 ~ )

- 폐기물 관리인원 보강

O

-

- 폐기물 관리 전담과 신설

-

O

- 폐기물 계량(월 1회 이상 실시), 자료보관 의무화

O

-

- 일일통계 의무화, 통계실적 보고

△

O

- 지역단위 폐기물 정책 수립

△

O

- 지역단위 조례, 시설운영기준 수립

-

O

- 지역 자치단체, 학교 등을 통한 교육, 홍보활동

O

-

- 폐기물 관리담당자 교육 의무화

-

△

-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업 시범 실시(도심, 상가)

△

O

- 재활용품 분리배출, 음식물류 분리배출 확대

-

O

∙ 폐기물 관리 전담조직 수립

∙ 폐기물 통계자료 축적, 통계 인식 제고

폐기물 정책

∙ 지역단위 폐기물 법, 정책 신설 필요

∙ 주민홍보 및 전문가 육성

∙ 성상별 폐기물 배출 규칙 법제화

∙ 안전하고 위생적인 폐기물 수거
- 안전, 위생장구 장비 지원
폐기물
배출/수거

O

∙ 기초 인프라 확충을 통한 수거효율 향상
- 중간집하장 활성화

△

O

- 도로, 수거장비 등 기초인프라 확대

-

△

- 무단투기 시 과태료 부과

△

O

- 종량제 기반으로 수거료 징수체계 개편

-

△

- 위생매립시설

△

O

- 소각시설

-

O

- 음식물류 처리시설(퇴비화, 바이오가스)

-

△

- 비위생매립지 정비

-

O

- 순환형 매립지

-

△

∙ 수거료 징수체계 확립

∙ 성상별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폐기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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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상지역 장래 폐기물 발생량 추정
폐기물 계획 수립 시 시설의 적정 규모를 산정하고 중장기적인 실천방안을 수립하기 위
한 기본 지표로 사용하고자 장래 폐기물 발생 및 배출량 등을 산정하였다.

1) 목표년도
본 우선협력사업의 초기목표는 향후 사업일정을 감안하여 2025년으로 하였으며, 중기
목표년도는 2030년, 장기목표는 2035년으로 하여 사업규모를 추정하였다.

2) 대상지역 인구 현황
1주(Province 1)의 모랑지구(Morang Distict)에 속한 비랏나가르시는 2011년 네팔 국가
인구 총조사 당시 준광역시(Sub-metropolitan city) 규모 지자체로서 당시 인구는
204,949명이었으나 2017년 인근 지자체를 통합하여 광역시(Metropolitan city)로 승격하
면서 인구가 증가(2011년 기준 242,548명)하였다. 비릿나가르시와 모랑 지구의 인구 조
사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4.2-32> 2011년 인구총조사 당시 비랏나가르와 모랑 지구의 인구
비랏나가르
구 분

광역시 승격 전 인구

모랑지구(Morang District)

광역시 승격 후
인구(추정)

인구현황

증가율
(지수함수)

1991

129,388

-

674,823

2001

166,674

-

843,220

2.23%

2011

204,949

965,370

1.35%

242,548

자료 : 네팔 인구 총조사(2011)

3) 인구추정 개요
본 계획의 인구추정은 2011년에 시행된 인구 총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수행하였다. 본
계획의 작성시점(2020년)은 인구 총조사 시점(2011년)에서 상당기간 경과되었음에도 본
인구추정에서는 가장 공신력이 있는 네팔의 국가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2011년 네팔 인구 총조사는 성비, 연령, 출산/사망률을 고려한 코호트 생존 방법을 통
하여 각 지구(District)별로 최대, 보통, 최소 3가지 형태로 5년 단위 인구 예측을 하였
으며 지수외삽법을 기준으로 인구증가율을 도출하였다. 지수 외삽법은 인구가 일정한
성장률에서 증가한다는 가정으로 인구를 추정하며, 성장률이 양이면 인구의 크기는 제
한 없이 증가하고 음수이면 감소한다. 인구증가율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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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 = Po ert
P0 = 초기 인구, r = 연간 변화율, t = 기간, Pn = 기간 말의 인구, n = 년 수,
로그 = 자연 로그, e = 2.71828.

네팔 인구 총조사에서 상기 적용방식을 고려한 모랑 지구의 인구추정치와 증가율은 다
음과 같다.
<표 4.2-34> 모랑 지구의 예측인구 및 예측치
모랑 지구(Morang District)
구 분
인구 현황, 예측치(보통 기준)

증가율 (지수함수)

1991

674,823

2001

843,220

2.23%

2011

965,370

1.35%

2016(예측)

1,036,841

1.43%

2021(예측)

1,108,654

1.34%

2026(예측)

1,175,177

1.17%

2031(예측)

1,230,237

0.92%

자료 : 네팔 인구 총조사(2011)

4) 인구추정
네팔 인구 총조사의 인구 추정 방식을 고려하여 비랏나가르시의 인구추정도 모랑 지구
(Morang District)의 지수함수 인구증가율을 반영하여 추정하였다.
적용하는 인구는 지수함수로 예측한 인구에 유동인구비율 5%를 추가로 반영하여 산출
하였다. 유동인구비율은 이주노동, 관광객, 국경 이동 등을 고려하여 중간보고 과정에
서 네팔 연방행정부의 요청하였다.
모랑 지구의 지수함수 인구 예측치에 유동인구까지 고려한 비랏나가르시 인구는 2025
년 306,433명, 2030년 321,592명, 2035년 335,775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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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5> 비랏나가르시 인구예측
지수함수 산출
구 분

적용인구
(유동인구 반영)

242,548

인구증가율
(r)
1.43%

기간
(t)
-

예측인구
(Pn)
-

2012

242,548

1.43%

1

246,038

258,340

2013

242,548

1.43%

2

249,577

262,056

242,548

1.43%

3

253,168

265,826

2015

242,548

1.43%

4

256,810

269,651

2016

242,548

1.43%

5

260,505

273,530

2017

260,505

1.34%

1

264,018

277,219

2018

260,505

1.34%

2

267,578

280,957

260,505

1.34%

3

271,185

284,744

2020

260,505

1.34%

4

274,842

288,584

2021

260,505

1.34%

5

278,548

292,475

2022

278,548

1.17%

1

281,813

295,904

2023

278,548

1.17%

2

285,117

299,373

278,548

1.17%

3

288,459

302,882

2025

278,548

1.17%

4

291,841

306,433

2026

278,548

1.17%

5

295,262

310,025

2027

295,262

0.92%

1

297,978

312,877

2028

295,262

0.92%

2

300,720

315,756

295,262

0.92%

3

303,486

318,660

2030

295,262

0.92%

4

306,278

321,592

2031

295,262

0.92%

5

309,096

324,551

2032

309,096

0.85%

1

311,735

327,322

2033

309,096

0.85%

2

314,396

330,116

2034

309,096

0.85%

3

317,079

332,933

2035

309,096

0.85%

4

319,786

335,775

309,096

0.85%

5

322,516

338,642

309,096

0.85%

6

325,269

341,532

2038

309,096

0.85%

7

328,045

344,447

2039

309,096

0.85%

8

330,846

347,388

2040

309,096

0.85%

9

333,670

350,354

2041

309,096

0.85%

10

336,518

353,344

기준인구 (P0)
2011

2014

2019

2024

2029

2036
2037

인구조사 결과

P0= 2011년 인구

P0=2016년 인구

P0=2021년 인구

P0=2026년 인구

P0=2031년 인구

-

주) 2031년까지는 인구증가율은 네팔 인구조사 결과 상 모랑지구의 인구증가율을 적용하였으며, 2031년부터는
0.84%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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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단위 추정
대상지역의 원단위는 지역 내 정확한 통계자료가 부족하여 추정치를 적용하였다. 원단위
추정치는 문헌조사, 현장조사 시 현지관계자와 면담자료, 네팔 내 대도시의 폐기물발생
원단위, 향후 도시화에 따른 증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0.5kg/인.일로 계획하
였다.
<표 4.2-36> 비랏나가르 시 원단위 추정
구 분

비랏나가르
문헌조사(2012)

비랏나가르 현장조사
(2019)

20만 이상 도시
평균(2012)주)

원단위 적용
(2025년)

인구(인)

147,777

약 300,000

204,949~1,003,285

306,433

원단위(kg/인.일)

0.285

0.439

0.391

0.500

주) 2012년 ADB 조사 시 결과로서 대상 도시는 카트만두(100만), 랄릿푸르(22만), 포카라(26만), 비랏나가르(20만)의 평균 적용
카트만두 : 0.465kg/인.일, 랄릿푸르 : 0.372kg/인.일, 포카라 : 0.442kg/인.일, 비랏나가르 : 0.285kg/인.일

6) 폐기물의 물리적 조성 예측
폐기물 물리적 조성은 앞서 ‘<표 4.2-21> 비랏나가르시 폐기물 조성 비교’에 언급된
조사 결과의 평균치를 고려하여 적용하였다.

<표 4.2-37> 비랏나가르시 폐기물 물리적 조성 예측
문헌조사, MP성상조사
평균

물리적 조성 예측

유기성폐기물

58.7%

55.0%

종이류

12.2%

16.0%

섬유류

3.7%

3.0%

가죽류

1.2%

2.0%

합계

75.8%

76.0%

플라스틱, 비닐

17.2%

17.0%

유리류

2.7%

3.0%

금속류

1.1%

1.0%

기타

3.2%

3.0%

합계

24.2%

24.0%

100.0%

100.0%

구분

생분해성

난분해성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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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상 발생량
예측인구와 예상 원단위 및 폐기물 성상을 고려하여 주요 연도별 폐기물 발생량은 다음
과 같다.
<표 4.2-38> 비랏나가르 시 예상 폐기물 발생량
구 분

2025년

2030년

2035년

인구(인)

306,433

321,592

335,775

원단위 (kg/인.일)

0.5

0.5

0.5

예상 발생량(톤/일)

153.0

161.0

168.0

유기성폐기물

84.2

88.6

92.4

종이류

24.5

25.8

26.9

섬유류

4.6

4.8

5.0

가죽류

3.1

3.2

3.4

합계

116.3

122.4

127.7

플라스틱, 비닐

26.0

27.4

28.6

유리류

4.6

4.8

5.0

금속류

1.5

1.6

1.7

기타

4.6

4.8

5.0

합계

36.7

38.6

40.3

생분해성

난분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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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환경협력사업 발굴
5.1 환경협력사업의 접근방법
5.1.1 환경협력사업 도출 기본방향
가. 협력사업의 목표
마스터플랜 협력사업은 국가간 환경협력과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대상국과 유기적인 환경
협력관계 구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마스터플랜 수행 주체인 한국과 네팔
의 환경협력사업 또한 환경분야 관계증진이 주 목표로서 다음과 같은 세부목표를 달성하
고자 한다.

<표 5.1-1> 한-네팔 협력사업의 목표
목표
양국 관계증진

세부내용
∙ 기술교류를 통한 지속적 관계 유지 및 양국간 협력체계 증진
∙ 환경협력을 통한 사업추진 및 추진기반 조성
∙ 네팔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한 환경(폐기물) 인프라의 중장기적 비전 제시

네팔 환경비전제시
및 시장개척

∙ 환경시장 개척을 통한 국내기업의 해외 환경시장 진출 및 선점에 기여

한국 선진기술 전수
및 현지화

∙ 네팔 환경(폐기물) 인프라 계획, 설계, 시공 및 운영 단계에서 체계화된 사업수행을
위한 한국의 선진기술 전수 및 현지화 필요성 전파

한국기업 해외시장
진출기반 제공

∙ 한국 우수 환경기술의 홍보 및 주변국 환경사업에 참여기반 조성
∙ 해외 환경시장 진출로 국내 관련 기업의 진출여건 확보

나. 협력사업 도출 기본방향
환경분야 협력사업 선정 시에는 협력 대상사업의 시급성과 사업비 투입의 적정성, 현지
여건을 고려한 사업추진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발굴된 협력사업을 조기에 수행
함으로써 상대국 정부에게 환경분야 협력의 당위성을 일깨우고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상
대국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환경산업 성장기반을 확충하도록 하여야 한다.

<표 5.1-2> 환경협력사업 선정의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구 분

내용

협력사업 선정 시 기본방향
∙
∙
∙
∙
∙

협력사업 선정 후 추진 방향

사업의 시급성
사업비의 효과적인 투입과 최적 운영시기 검토
사업의 원활한 추진
공정에 따른 사업비의 적기 집행 도모
현지여건을 반영한 실현가능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사업 추진･운영주체 설립방안 제시

- 175 -

∙ 단계별 건설계획 수립
∙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 재원부담주체별, 연차별, 단계별 재원조달 방
안수립
∙ 사업추진주체 및 운영주체 설립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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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대상국 기본 개발계획
네팔의 개발계획을 검토함으로써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목표설정, 재원조달방안
등을 파악하였다.

가. 개발협력규모 및 전망
2017~2018년 네팔의 총 개발협력규모는 17억 3,310만달러로 전년 회계연도 대비 약 16%
증가하였다. 2018년 네팔 GDP는 288억 1,200만 달러로 해외유입 개발협력규모는 GDP대
비 5.6%의 비율을 차지했으며, 2017~2018년의 네팔 국가예산은 1조 2790억 루피로 해외
유입 개발협력규모는 네팔 국가예산의 22%를 차지한다.
지원 규모 기준 상위 5개 분야는 경제재건(2,170만달러, 13%), 교육(2,022만달러, 12.5%),
도시개발(1,487만달러, 9.2%), 보건(1,452만달러, 9.0%), 지역개발(1,358만달러, 8.4%) 순이
며, 유무상 개발협력 비율은 유상이 50.5%, 무상이 35.1%, 기술지원이 14.4%로 나타났다.
다자간 공적개발원조 지원규모는 총 10억 3,590만 달러(64%), 양자 간 공적개발원조 지원
규모는 총 5억 8,680만 달러(36%)로 약 2배가량 차이가 났다. 다자기구 중 최다 지원 기
구는 세계은행(World Bank)이며, 양자기구 중 최다지원 기구는 영국이다.

<표 5.1-3> 다자/양자 기구 지원현황
구 분

다자
기구

양자
기구

금 액(US$ 기준)

World Bank

5억 3,350만 달러

Asian Development Bank

2억 9,170만 달러

European Union

1억 1,620만 달러

UN Country Team

6,560만 달러

영국

1억 2,380만 달러

미국

1억 1,780만 달러

일본

1억 62만 달러

중국

5,870만 달러

자료 : 2020 KOICA 참여전략

네팔의 국가기획청(NPC, National Planning Commission)은 대내외 변화를 반영하여 국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15차 국가개발계획이 확정되었다.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을 비전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목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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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 네팔 15차 개발계획 주요 목표
번 영

행 복

1. 현대식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강화
2. 인적자원의 잠재력 개발 및 활용
3. 생산성 증가 및 유지

1. 웰빙 및 삶의 질 개선
2.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
3. 건강하고 균형 잡힌 환경

4. 국가소득 증가 및 형평성 증대

4. 굿 거버넌스
5. 포용적 민주주의
6. 국가안보

이에 대한 장기적 국가전략은 다음과 같다.
- 고용증대를 통한 경제성장 구축
- 양질의 의료시설 및 교육에 대한 접근성 강화
- 생산성 향상
- 사회안보 및 안전 증진
- 공공서비스 강화 및 지역 간 균형 발전

나. 자금조달 및 PPP현황
세계은행(World Bank)에서는 정부 우선순위와 공공투자의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규
제, 제도적 프레임워크 등을 고려하여 국가별 정부의 PPP준비, 구매, 관리 역량을 조사·
분석하였다.
네팔의 PPP준비도 지표는 100점 만점에 46점, PPP개발 사업참여 민간기업 선정 프로세
스를 나타낸 Procurement PPP지표는 75점, PPP사업의 유연한 이행을 위한 계약관리 프
레임워크 정도를 나타낸 PPP Contract Management 지표는 59점으로 나타났다.
네팔은 민관협력사업(PPP) 추진에 대한 법을 제정해 놓았으나 PPP준비 과정에서 상세절
차 및 방법론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정치적 불안정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표 5.1-5> 네팔 민관협력사업(PPP) 준비 지표
지표

값

Preparation of PPPs

46

Procurement of PPPs

75

Unsolicited Proposals

-

PPP Contract Management

59

자료 : Benchmarking Public-Private Partnerships Procurement, 2017, W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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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폐기물 분야 지속가능한 개발계획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는 2012년 6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 지속 가능한
발전 회의(Rio+20)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후 2014년 9월 유엔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
되었다. MDG의 종료를 앞두고 SDGs를 위한 UN 개방적 실무 그룹(OWG)은 2016년에서
2030년까지의 기간에 걸친 17개의 SDGs와 169개의 목표를 제안하였다. 밀레니엄 발전 목
표(MDGs)를 대체하며 SDGs는 이제 지구, 사람 및 번영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공
동 발전 프레임워크가 되었다. SDGs는 MDGs를 기반으로 하며, 더욱 광범위하고 깊이 있
는 권리 기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 문제를 다루고 있다. 진행 상황을 측정하고 추적하기
위해 230개 이상의 지표가 제안되었다.
2030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의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것
(Leaving no one behind)’으로서 개발 결과의 이익이 특정 계층에만 치우쳐지지 않도록
형평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빈곤층과 빈곤 지역에 대한 맞춤형 해결책이 필
요하다.
네팔도 이에 발맞추어 2017년에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6~2030)’을 수립하여 분야별 17가지 대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 중 폐기물 관련 분야
목표는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 보장(SDG 12 : Ensur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로 세웠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에 관한 프로그램의 10년 프레임워크를 구현
(ii)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관리와 천연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달성
(iii) 2030 년까지 1인당 음식물 쓰레기를 절반으로 감축
(iv) 2020년까지 화학 물질과 모든 폐기물의 수명 동안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달성
(v) 2030년까지 예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 크게 감소
(vi)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활양식을 위해 모든 사람에게 관련 정
보와 인식을 보장하는 것
네팔의 폐기물 관련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는 폐기물 양을 감소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협력사업 추진 시 막대한 자본과 에너지가 소모되며, 특정 계층에게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시설 개발 관점에만 맞춰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SDGs 수행의 핵심
의제인 ‘Leaving no one behind’ 달성을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 이익이 공공
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공중보건 측면, 폐기물 양 감소 측면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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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협력사업의 분류
5.2.1 사업특성에 따른 분류
사업특성에 따른 한국-네팔 협력사업은 크게 지식전파사업, 역량강화사업, 시설투자 사업
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으로 분류된다. 시설투자 사업
은 인구 및 경제성장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인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개량, 증설
또는 신설 사업으로 유형적인 것으로 구분되며, 지식전파 사업 및 역량 강화사업은 교육
및 인적교류 등으로 무형적인 사업으로 분류된다.

(그림 5.2-1) 사업특성에 따른 협력사업의 분류

가. 지식 전파사업
한국에서 추진하는 환경분야 지식 전파사업은 한국의 기술, 정책, 사업개발 경험을 개발
도상국에게 전파, 공유함으로써 해당 국가와 환경분야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연관 사업을
창출하고자 한다.

1)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KSP
KSP는 한국의 개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대상국에 맞춤화된 정책제언을 제공
하는 지식기반 개발협력사업이다. KSP는 착수부터 최종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국내
외 세미나, 고위급정책대화, 지속적인 정책토론을 통하여 환경분야 지식과 유용한 정보
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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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내 환경산업체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신규시장 확보를 위한 해외진출지원 대상국
다변화에 대응하여 대상국의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국가별
협력사업 발굴 등을 통해 환경협력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며 본 사업이 해당한다.

▪ 사업내용
- 환경분야 기초자료 조사·분석을 통한 환경산업 전망 및 환경관리 수요도출
(환경산업, 정책, 기술 및 기초시설)
- 대상 지역·분야 기본계획 수립 제시
-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방안 제시
- 보고회 개최(착수, 중간, 최종) 및 양국 환경전문가 교류

(그림 5.2-2)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개념도

(그림 5.2-3) 금회 마스터플랜 중간보고 (2020.02), 온라인 최종보고(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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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해외 유망 환경사업에 대한 예비·본 타당성조사를 지원하고 있
다. 이 지원사업은 한국 기업이 수익성 높은 해외 환경 환경프로젝트의 수주기회를 확
보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할 목적으로 수행한다. 이 사업은 더 나아가 한국 기업의 해외
사업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ODA 등 대외원조사업과의 연계하여 대상국
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에도 활용될 수 있다.

▪ 사업내용
- (예타) 초기 단계에 추진 가능성 등 사전 타당성조사 사업
- (본타) 예비 타당성조사를 완료한 사업으로 경쟁입찰방식의 제안서, 민자투자제안서
등 입찰 추진을 위한 본 타당성조사 사업

(그림 5.2-4) 환기원 해외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체계

4) 해외환경사업 및 공공-민간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은 세계 각국의 환경시설 설치, 환경기술컨설팅, 마스터플랜 수립 및 공적원
조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환경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진출 기반을 확대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환경컨설팅 전문기관으로 해외환경사업을 발굴 및 수행한다. 대표
적인 해외환경사업 5대 분야는 물환경, 기후대기, 자원순환, 유해물질 및 연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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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환경공단의 기술력과 환경시설 설치·운영관리 경험 등을 바탕으로, 민간기
업의 해외환경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내 환경기업과의 해
외시장 동반진출을 추진한다.

▪ 협력범위
- 진출대상국 정부 및 유관기관 등 네트워크 구축
- 해외사업 관련 세미나 개최 및 조사·연구
- 사업 사전조사, 사업협의 및 전문가 지원 등
- 타당성 조사사업 및 본사업 참여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
- 기타 해외사업 발굴, 사업화,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협력분야

나. 역량 강화사업
개도국의 환경관리능력 역량강화를 위한 것으로서 주로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초청연수,
교육 등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개도국의 환경 분야,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 초청
연수 등은 KOICA 및 기타 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1) 국내초청 연수사업
국내초청연수사업은 개도국의 정책입안자나 기술인력 등을 초청하여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전수함으로서 개도국의 국가발전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참가국들과의 우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사업으로 경제개발, 공공행정, 농림수산 분야에 대한
연수를 중점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환경관련분야 연수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연수의 형태는 정형화된 기본과정 이외에 외교적 수요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과
정, 국가별 맞춤식의 국가별 연수,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연수 등이 있다.

(그림 5.2-5) 금회 마스터플랜 수행 시 우수 환경시설 초청연수 사진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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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연구재단 국제화기반조성사업
자·다자간 국제회의 및 외교채널을 통해 합의한 국제 과학기술협력 사업의 효율적 지
원을 통해 과학기술 협력기반 확대 및 과학기술 외교적 성과 제고하고, 해외 과학기술
정보의 효율적·체계적 수집·분석·활용 및 다자간 과학기술 공동프로그램 참여를 통
한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협력기반 조성한다.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 주도의 다자간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과학기술 이슈 논의 시 아국 입장 반영 및 국내 연구인력의
교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 국제화사업 평가·관리체계 효율화를 통한
국제화사업 성과 품질을 제고한다.

3) 한국연구재단 개도국과학기술지원사업
개도국의 대학·연구소와의 협력 사업을 지원하여 개도국의 과학기술분야 인재 양성
및 대학·연구기관의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정식 회원국
('10. 1)으로서 국격 제고 및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경제력에 부합하는 기여
를 통해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력선 다변화, 국제적인 리더십 제고 및 과학기술 외교
력 증대를 추구한다.

다. 환경시설(폐기물 처리시설) 협력사업 (시설 투자사업)
협력사업 종류 중 시설 투자사업은 수원국에 환경시설(폐기물 처리시설) 인프라 구축을 지
원하고 이를 통해 향후 한국과의 기술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
이다. 본 마스터플랜에서 도출되는 폐기물분야의 협력사업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국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혹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무상원조,
또는 민간투자를 통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는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
발은행(ADB) 등의 국제개발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지거나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등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글로벌협력펀드를 통해 추진도 고려할 있다. 또한,
네팔의 자체재원 또는 민간투자사업, 공적금융과 민간금융의 혼합형태 등 다양한 방식으
로 추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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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한-네팔 환경협력사업
5.3.1 협력사업 도출 개요
가. 추진 가능사업
네팔측과 추진 가능한 3가지 협력사업 형태(지식전파사업, 시설투자사업, 역량강화사업)
중 현지 폐기물 관리 현황을 고려하여 네팔에서 추진 가능한 협력사업은 아래와 같다.
수행기관은 이 사업을 네팔 정부 관계자,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제시하였다.

<표 5.3-1> 네팔 정부 측에 제안한 협력 가능사업
사업종류

사업내용

목표

지식 전파사업

∙
∙
∙
∙

폐기물 관리법 개선
지자체 폐기물 관리계획(PGIRS) 세부목표 수립
폐기물 통계,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장기 국가 폐기물 관리 세부목표(지표) 선정

시설투자사업

∙
∙
∙
∙
∙
∙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소각시설, 퇴비화시설)
의료폐기물 처리설비 도입
폐기물 적환장, 선별시설 도입
재활용 수거시설(클린하우스, 재활용 동네마당 등)
신규 수거차량(릭샤, 트럭) 보급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사업

시설투자를 통한
폐기물 처리,
관리여건 개선

역량강화사업

∙
∙
∙
∙

폐기물
폐기물
글로벌
매립장

환경분야 공무원,
지역주민, 폐기물
관리자 역량 강화

분리배출 및 재활용 교육 사업
관리 전문가 육성, 법정교육 프로그램 수립
환경장학 프로그램(협력국 공무원 장단기 연수)
운영관리, 자문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

나. 우선협력사업
상기 협력사업 중 대상국의 폐기물처리 현황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현지 중앙/지방 정부
와 협의하여 다음과 우선협력사업을 선정하였다. 3가지 사업은 모두 시설 설치사업으로
서 사업규모가 크고 기간이 오래 소요되기는 하나 현지의 열악한 폐기물 처리 여건을 고
려할 때 그 시급성이 중대하고, 건설 시 사업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네팔 측에
서는 본 사업을 네팔 내 모범사례로 삼기를 원하고자 한다.

<표 5.3-2> 우선협력사업 목록
사업유형

사업명

사업내용

비 고

시설
설치사업

바랏푸르시
위생매립장 건설사업

∙ 위생매립시설 및 부대시설 건설
∙ 대상면적 : 99,000m2 / 시설용량 : 780,000m3

도시폐기물의 위생적
처리로 공중보건 향상

시설
설치사업

비랏나가르시
위생매립장 건설사업

∙ 위생매립시설 및 부대시설 건설
∙ 대상면적 : 40,000m2 / 시설용량 : 190,000 m3

도시폐기물의 위생적
처리로 공중보건 향상

시설
설치사업

시스돌매립장
온실가스 CDM사업

∙ 매립가스 포집설비, 정제설비, 발전시설

매립시설 사후활용으로
폐기물 에너지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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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재원 확보방안
네팔 대상지역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은 자기자본 조달, 국제 공적원조, 타인자본 조
달 등으로 다양하며 대상 사업 특성에 맞추어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협력사업의 재원은
대상사업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기술전수 및 인력교류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개발재원은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목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ODA)와 기타자금
으로 나뉘며, 기타자금에는 수출신용, 투자금융 등 기타 공적자금과 해외직접투자 등 민간
자금, NGOs의 민간 증여 등이 포함된다.
<표 5.4-1> 개발재원의 구분
구분

지원방법

지원형태

내용

양자간

무상

증여, 기술협력, 프로젝트원조, 식량원조,
긴급재난구호, NGOs 지원

-

유상

양허성 공공차관

다자간

-

국제기구 분담금 및 출자금

양자간

유상

공적수출신용, 투자금융 등

다자간

유상

국제기관 융자

민간자본흐름
(Private Flows at Market Terms)

-

유상

해외직접투자, 1년 이상의 수출 신용, 국제기관
융자, 증권투자 등

민간증여 (Net Grants by NGOs)

-

무상

NGOs에 의한 증여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기타공적자금
(Other Official Flows)

자료) 개발재원의 형태 (KOICA)

5.4.1 공적개발원조
가. 정의
공적개발원조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OECD에서 지정한 수원국의 경제 발전․복지증진을
위해 개도국 및 국제기구 등에 지원하는 각종 공여를 의미한다. ODA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의 많은 식민지 국가가 독립하면서 이들 국가에 만연한 빈
곤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시작되었다. ODA는
1945년 UN 헌장에서 ‘경제, 사회, 문화 및 인권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증진’을

천명하고,

이후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UN아동기금

(UNICEF) 등 전문 긴급구호기구들이 공적원조를 수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23호, 2018. 12. 24., 일부개
정]) 제2조에서 “국제개발협력”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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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ODA를 통한 세부원조는 프로젝트 원조, 프로그램 원조, 기술협력, 예산지원, 개발식량원
조, 채무탕감 등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5.4-2> ODA 원조 구분
구 분

내 용

프로젝트 원조

∙ 특정사업에 대한 기술 및 자금 공여를 통해 수원국의 유형 자본 증대 및 개선을 목적
으로 하는 원조 (ex 설비투자 프로젝트)

프로그램 원조

∙ 일반적인 개발 목적을 위해 수원국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모든 종류의 원조
(일반적인 개발목적, 농업, 교육, 운송 등의 특정부분을 위해 제공되는 원조)

기술협력
운영효율성
개발식량원조 및
긴급재난구호

∙ 수원국에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각종 기자재 등의 지식 및 기술을 제공하는 원조
(주로, 교육 및 훈련 등 인적 협력을 수단으로 하는 기술협력)
∙ 수원국 정부가 개발한 개발정책(주로 수원국의 빈곤감소를 위한 전략적 계획)을 지원
하기 위한 원조
∙ 수원국 내 식량공급이 부족할 경우의 직접적인 식량지원 및 지진, 홍수, 질병발생,
전쟁 등에 따른 긴급지원을 위한 원조

나. 지원형태
공적개발원조는 크게 지원형태별로 양자간 원조(Bilateral Aid)와 다자간 원조(Multilateral
Aid)로 나뉘며, 양자원조는 다시 협력대상국의 상환 의무 유무에 따라 무상원조(Grant, 증
여)와 유상원조(Concessional loan, 양허성 차관)의 형태로 구분된다.
무상원조는 협력대상국에 법적 채무를 동반하지 않는 현금 또는 현물, 기술 등을 이전하
는 것으로 협력대상국은 공여받은 ODA지원에 대한 상환의무가 없다. 이에 반해 유상원
조는 개발도상국의 민간자금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공여되는 양허성 공공차관, 법적
채무를 동반하는 현금 또는 현물 이전을 의미하며, 협력대상국은 공여국으로부터 공여받
은 ODA 지원을 상환할 의무를 지닌다.

<표 5.4-3> ODA 원조 유형(Types of Aid)
주체

상환의무

원조유형

․무상원조(증여, Grant) : 상환의무 없음
양자간
․유상원조(비증여, Non-grant) : 상환의무 있음
다자간

․공동 프로그램 및 기금 지원
․프로젝트 원조, 전문가 및 기타 기술 협력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국제기구 출연(분담금) 및 출자
․국제기구에 대한 양허성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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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원조는 협력대상국의 경제, 사회 개발 및 환경, 빈곤, 여성개발 등 범분야
(Crosscutting)과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UN 등의 국제기구 활동에 대해 재정적으로 기
여(Contribution)하거나,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 Development Bank) 등의 다자개발은
행에 자본금을 출자(Subscriptions)함으로써 협력대상국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의 협
력방식으로 구성된다.

다. 한국의 공적개발 원조
광복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은 한국은 1960년대부터 원조공여국으로 활동
을 시작하였다. 1963년에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연수생 초청사업을 실시하면서 최초로
ODA 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물자와 자본을 지원함과 동시에 해외
전문가 파견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전파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
상에 걸맞은 ODA를 실시하였다. 1980년 이후 한국정부는 ODA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유·무상원조 전담기관 설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원조 실시 체제를 확립하였다.
1987년에

재무부가

약

300억

원을

출연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을 창설하고, 기금의 운용을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하였
으며, 1991년에는 무상협력 전담기관으로 외무부 산하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을 설치하는 등 국제개발협력활동을 위한 기반을 구축
하였다. 이후, 1996년에 29번째로 OECD에 가입하면서 신생 개발도상국 중에서 최초의
OECD 회원국이 되었으며, 높아진 국제위상에 걸맞게 ODA 규모를 1990년대 후반까지 지
속적으로 확대하였다.

<표 5.4-4> 한국의 ODA
구

분

양허성차관

무상원조

주 요 내 용
․개도국의 민간자금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공여되는 양허적 공공차관
-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출범으로 본격화
- 수출입은행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
- 개도국의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에 주로 사용
․개도국 빈곤퇴치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무상지원
-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발족으로 본격화
- 봉사단 파견, 개도국 인력연수, 프로젝트사업, 각종 기술협력사업
- 개도국의 개발역량 제고를 위한 직접적인 기술협력 중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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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국의 네팔 분야별 지원현황
1) 개요
대한민국은 1990년대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네팔을 지원해왔으며 사업에 따라 유상지원
과 무상지원을 병행하여 왔다. 유상지원의 사례로서는 1995년 모디강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있으며, 약 1천 5백만불을 지원한 바 있으며, 네팔 정부가 총 사업비 27.2백만
달러 중 15백만 달러에 대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 자금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나머지
12.2백만 달러는 네팔정부예산으로 조달되었다.

<표 5.4-5> 한국의 對 네팔 유상 ODA 지원사례
승인연도

사업명

승인액(백만불)

1995

모디강 수력발전소 건설사업

15.00

자료: 한국국제협력단(KOICA) 홈페이지 (www.koica.go.kr)

네팔에 지원되는 원조는 유상원조보다는 무상원조 비중이 더 높으며 형태도 다양하다.
아래는 네팔측의 무상 ODA 지원 사례로서 프로젝트형 지원, 개발컨설팅, 현지 전문가
파견 등 다양하다.

<표 5.4-6> 한국의 對 네팔 무상 ODA 지원사례
사업 유형

사업 내용 (사업기간/지원규모)
모디 강 수력발전소 건설 실시 설계 사업(1992~1994/71만 달러)
네팔 보건대학 건립 사업 (1996~1997/39만 달러)
외무부 전산화 지원 사업 (2001~2002/30만 달러)
네팔 이타하리 잠업 센터 지원 사업 (1996년/14만 달러)
잠업 지도소 건립 사업 (1993~1995/63만 달러)

프로젝트
(11건)

네팔 차멜리야 수력발전소 실시 설계 산업 (200~2002/95만 달러)
네팔 칸티 국도 개량 타당성 조사 사업 (1997~1999/80만 달러)
네팔 칸티 국도 개량 실시 설계 사업 (2002~2003/110만 달러)
네팔 친선 병원 건립 사업 (2006~2008/116만 달러)
네팔 정부 통합 데이터 구축 사업 (2007~2009/350만 달러)
네팔 부트왈 탐나가 지역 직원훈련원 건립 사업 (2008~2010/500만 달러)

개발컨설팅

7건 657.6만 불

해외봉사단

1996명 3,453.3만 불

전문가 파견

21명 213.4만 불

민관협력
인도적 지원

95건 1,223.9만 불
3건 10.7만 불

자료: 한국국제협력단(KOICA) 홈페이지 (www.koi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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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지원 통계
우리나라의 對 네팔 원조사업은 지난 5년(2010-14)간 약 15개 부처·기관에서 약 9,685
만 달러 규모의 원조사업을 추진(집행액 기준)하였으며, 무상원조사업으로 총 6,340만
달러, 유상원조사업으로 총 3,345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ODA지원은 에너지(34.6%), 교육(23.6%), 보건(15.9%), 무역정책 및 규제(5.10%) 순으로
상위분야를 차지하였다.
<표 5.4-7> 對 네팔 분야별 지원 현황(2010-2014)

(백만 달러, 총지출, 집행액, 명목가격)

구분

에너지

교육

보건

무역정책
및 규제

농수산
림업

통신

환경보호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금액

33.46

22.86

15.38

4.94

4.56

3.59

2.48

2.44

%

35

24

16

5

4.71

3.70

2..56

2.52

자료: OECD통계

3) 한국국제협력단 지원현황
한국의 네팔 지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
(KOICA)을 통한 지원이다. 2020년 현재 KOICA를 통한 공적원조사업은 아래와 같다.

<표 5.4-8>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네팔 무상원조현황
분야

보건분야

농업/농촌
개발

교육

정보통신
기술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

누와꼿군 지진피해 보건분야 재건복구 지원사업

2016년~2019년

840만불

네팔 의료보험제도 구축지원사업(NHISP)

2013년~2019년

450만불

네팔 무구 지역 모자보건 환경 개선사업

2013년~2019년

500만불

농촌공동체 개발 사업

2014년~2020년

800만불

네팔 통합적 지역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사업

2016년~2023년

1000만불

네팔 채소 및 과일 가치사슬 개발 사업

2018년~2022년

500만불

포괄적 성교육과 안전한 학습환경 제공을 통한 네팔 소녀
및 여성 역량강화사업

2016년~2020년

500만불

네팔 기술교육 직업훈련교사 역량 강화 사업

2015년~2020년

500만불

네팔 재해복구센터(DRC) 구축 사업

2013년~2018년

460만불

자료 : KOICA 네팔 사무소-진행프로젝트, KOICA NEPAL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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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정부의 각 부처별 네팔 지원현황
한국 정부는 외교부 이외 다양한 부처, 지방 정부에서도 네팔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
년 현재 한국 정부 각 부처별 네팔에 대한 지원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5.4-9> 2019년 부처별 네팔 지원계획 (외교부 외)
기관

세부사업명

사업명

사업
유형

총사업기간

구분
(양.다자)

기획재정부

아시아차관

네팔 차멜리야 수력발전소건설사업

프로젝트

2009~2019

양자유상

글로벌교육지원사업
(ODA)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
(네팔진주교대)

민관협력

2019-2022

양자무상

글로벌교육지원사업
(ODA)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
원사업(네팔창원대)

민관협력

2014-2019

양자무상

2019

양자무상

교육부
이러닝 세계화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
연수사업
(선도교원 초청연수 및 인프라지원)

이러닝 세계화

첨단 ICT 활용 시범교실
구축·운영지원(네팔)

프로젝트

2017-2021

양자무상

개도국 과학기술
지원사업

적정과학기술 거점센터
후속지원(네팔)

프로젝트

2019-2020

양자무상

개도국 과학기술
지원사업

기관 간 협력지원(네팔)

민관협력

2019-2021

양자무상

개도국 정보통신 방송
개발협력지원

개도국 방송환경 개선지원(네팔)

프로젝트

2019

양자무상

행정안전부

맞춤형새마을운동
지원사업(ODA)

네팔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조성및관리

프로젝트

2015-2019

양자무상

환경부

환경산업수출기반
육성지원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지원사업(네팔)

개발
컨설팅

2019-2020

양자무상

지방자치단체
(광주)

글로벌연수(ODA)

네팔 전략 거시경제 개선 역량강화
발전

연수사업

2019-2021

양자무상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자료 :'19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대한민국 ODA통합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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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1) 개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와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교류를 증
진하기 위해 1987년 설립한 정부기금으로 공적개발원조(ODA) 중 원리금을 상환받는
‘양허성 차관’을 주로 제공하며,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하여
운용한다. 기금은 주로 경제 및 사회 인프라 건설을 통해 개도국의 빈곤감축 및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EDCF 차관은 지원대상 국가를 소득수준에 따라 5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별 금
리 및 상환기간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수출입은행에서 매년 7월 세계은행의 소득그
룹별 국가분류 변경에 따라 소속그룹을 재조정하고 있다. EDCF차관은 표준지원조건의
양허성 수준(Concessionality level)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리와 상환기간을 달
리 적용할 수 있으며, 표준지원조건과 소득수준별 국가분류 등급은 다음과 같다.

<표 5.4-10> EDCF차관 국가분류현황
구분

소득별 국가 분류

Ⅰ

UN 분류최빈국

Ⅱ

최빈국을 제외한 1인당 GNI 995달러 이하 국가

Ⅲ

1인당 GNI 996~1,875달러 국가

Ⅳ

1인당 GNI 1,876~3,895달러 국가

Ⅴ

1인당 GNI 3,896~12,055달러 국가로 되어 있으며,
Ⅴ그룹 국가에 대하여는 타이드 원조자금의 제공을 금지

<표 5.4-11> EDCF 표준지원조건
구분

지원조건

융자한도

총사업비용범위 내 (단, 최빈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언타이드 차관은 85% 이내)

이자율

연 0.01 ~ 2.5%

상환기간

40년 이내

거치기간

15년 이내

원금상환방법

연2회 정기분할

이자징수방법

매 6개월 후취

채권보전

·차주가 중앙정부 또는 중앙은행인 경우 면제
·차주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 중앙정부, 중앙은행 또는 국제개발금융기구의 지급보증

자료 : 대외경제협력기금(https://www.edcfkorea.go.kr) -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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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현황
1987~2018년 말까지의 EDCF승인 실적에 의하면,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61.7%로 가장
많은 승인을 받았으며 아프리카 24.0%, 중남미 7.3%, 중동-CIS지역이 4.3%의 순이었다.
분야별로는 교통분야가 37.9%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수자원 14.3%, 보건 11.8%,
에너지 10.8%순으로 승인을 받았다.

(그림 5.4-1) 1987~2018년 EDCF승인 실적
자료 : 2020 개발협력사업 참여전략 설명회, KOICA

운용 방향은 아시아 지역의 우선지원 기조를 유지하며 인프라 개발수요 대응을 위해
아프리카 재원 배분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중남미에서는 우리기업이 비교
우위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 MDB협조 융자 사업을 추진하며 신남방, 신북방 주요 지원
국가는 우선지원을 유지하고 신규 국가 지원을 검토 중이다.
EDCF는 KOICA등 타 기관과의 연계협력(F/S, 마스터플랜, 사후관리 등)을 통해 현재까
지 114개의 사업, 6.7조원 규모를 연계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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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12> EDCF 기금을 통한 각국 지원 현황(‘19.10월 기준)
기관명

국가

사업명

연계내용

승인액
(백만USD)

승인시기

KOICA

탄자니아

탄자니아 주민층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운영 지원
(교육, 훈련지원)

54.3

‘12

KOICA

방글라데시

ICT 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

시범사업 확대

39.0

‘09

보건복지부

라오스

공안부 현대식병원 건립사업

연수

6.0

‘16

국토해양부

캄보디아

국도 및 지방도 개보수
우회도로건설

F/S

30.0

‘08

KOICA

베트남

떤반-년짝도로 건설사업

사업운영 지원
(교육, 훈련지원)

191.0

‘15

KOICA

베트남

로페-락소이 고속도로
건설사업

사업운영 지원
(교육, 훈련지원)

200.0

‘12

교육부

르완다

르완다 국립대학교 건립사업

소프트웨어 개발

51.2

‘13

KOICA

에티오피아

모조, 하와사 고속도로
건립사업

사업운영 지원
(교육, 훈련지원)

100.0

‘13

KOICA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 통합데이터센터
건립사업

사업운영 지원
(교육, 훈련지원)

27.0

‘16

KSP

스리랑카

중등교육 ICT허브 구축사업

사업발굴 및 F/S지원

30.0

‘18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파키스탄

우정공공서비스 현대화사업

약식 F/S 수행

20.6

‘18

한국국토
정보공사

튀니지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사업발굴지원(마스터플랜)

60.0

‘18

KOICA

베트남

3.0

‘09

KSP

미얀마

한,미얀마 산업단지 주변
인프라구축

사업발굴지원(정책자문)

61.8

‘18

KSP

케냐

나이로비 지능형 교통망 구축

사업발굴지원(정책자문)

61.0

‘18

환경부

탄자니아

도도마하수처리시설

F/S 지원

70.0

‘19

KOFIH

스리랑카

의료기자재 섹터개발차관

F/S 지원, 사후관리

80.0

‘19

하띤성 중등직업학교 개선사업 사업발굴지원(정책자문)

자료 : 2020 개발협력사업 참여전략 설명회, KO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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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해외 공적개발 원조
1) 개요
해외 공적개발 원조는 OECD에 속해 있는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회원국을 공여를 통한 원조와 UN과 UN산하 전문기구, 국제개발금융
기관 및 환경이나 보건분야 등 특정분야의 개발문제를 다루기 위한 기구 등을 통한 지
원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의 다자협력은 국제기구의 성격에 따라 주로 기획재정부와 외교부가 분담하고 있
다. 세계은행 및 아시아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과의 협력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며, UN 및 기타기구 관련 다자협력 사업은 외교부가
주관한다. 원조대상사업은 각 부처의 타당성검토 및 승인절차를 걸쳐 시행된다.

<표 5.4-13> 해외 공적개발 원조기구
구 분
ADB
(아시아개발은행)

UNDP
(유엔개발계획)

AfDB
(아프리카개발은행)

개
요
∙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빈곤퇴치 및 경제
개발을 지원하는 다자개발은행
∙ 개도국 지속가능발전, 기후변화대응, 재
난 탄력성 및 거버넌스에 집중하여 지
원하는 UN산하 국제개발기구로 170개
이상 국가 및 지역에 원조 제공
∙ 본부는 코트디부아르의 아비장이며, 78
개 회원국(역내 54국, 역외 24국)으로
한국의 Trust Fund(KOAFEC)는 2,700만
불 신탁

IDB
(미주개발은행)
World Bank
(세계은행)
CAF
(중남미개발은행)

EBRD
(유럽부흥개발은행)

중점분야
∙ 청정에너지, 교통, 도시개발, 토지이용
및 산림

∙ 기후탄력적 생계, 생태계, 저탄소에너
지, 토지이용 및 산림
∙ 아프리카 역내국의 경제 및 사회개발사
업 지원, 개발재원의 조달, 공공 민간
투자 촉진, 개발프로젝트와 참가기업
선정 및 관련 조사 연구,
∙ 개발사업계획의 작성 자금조달 및 집행
관련 기술지원

∙ AC 지역의 청정에너지, 헬스케어, 농업,
천연자원관리 부문 사업을 지원하며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제기구
∙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개발 지원하는 미
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제기구
∙ 라틴 아메리카에 위치한 금융기관으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에 집중하
여 지원
∙ 구소련 붕괴 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을 돕기 위해 설립되어 동유럽, 중앙유
럽, 남부유럽, 발틱국, 코카서스, 중앙
아시아 등 주로 약 30개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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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 교통, 기후 탄력적 농업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에너지 접
근, 산림, 생태계 서비스
∙ 에너지 효율, 신재생에너지,
∙ 교통, 재난 리스크, 생태계

∙ 금융, 기업, 에너지, 인프라 등의 순서
로 중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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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원조기관별 지원 현황
2017~2018년 간, 상위 공여국 및 기관의 지원은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약 3억 3천
만 US달러,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약 1억 8천만 US달러로 나타났고, 기타 세계식량
기구(WFP)와 유엔개발계획(UNDP)에서도 지원하였다. 나라별로는 영국이 약 7,600만 불
로 지원하였고, 독일, 일본에서 공적원조를 수행하였다.
<표 5.4-14> 해외 공적원조기관별 지원 현황
구분

주요 사업분야

최근 사업내용

∙ 전력 공급량 향상

세계은행
(WB)

아시아
개발은행
(ADB)

국내 및 인도 간 교통망 연계성 개선
민간부문 투자환경 개선
∙ 청년 취업 변혁 이니셔티브
농업 생산성 및 상업화 증진
(1억 2천만불,
교육 접근성 개선
2020-2024)
네팔 내 빈곤층 보건 및 영양 서비스 접 ∙ SSDP(교육분야발전프로그램) 추가 지원
근성 개선
(2천 4백만불)
∙ 사회안전망 효율성 및 투명성 향상
∙ 공공회계, 재정개발정책 (1억불)
∙ 거버넌스, 재정분권, 새로운 연방정부 조 ∙ 민간 주도 소규모 에너지 접근성 강화 사업 (1천7
직 설립, 경제적 지속 가능성, 일자리 창
백만불)
출, 지진 복구 및 재난 대비에 관하여
지원 증가

∙
∙
∙
∙
∙

∙ 네팔 농촌 공동체에 안정적인 전기 공급
∙ 농촌지역 소상공인 재정 지원 사업 (5천만불, 차관
∙ 지진피해 지역 학교 건축 사업
사업)
∙ 수력발전소 건립 통한 네팔 전기의 20%
∙ 식량안보 및 농업의 상업화 프로그램 (5천만불, 차
이상 공급
관사업)
∙ 멜람치 상수도 개발 사업 통해 매일 1억
∙ 트리슐리 수력발전 사업 (3억불, 차관사업)
7천만 리터 수도 공급

식량 접근권 강화
기아 근절
지속가능한 식량 체계 확보
필수식량안보 및 영양 보급 강화
제로헝거 정책 강화

세계식량
기구
(WFP)

∙
∙
∙
∙
∙

유엔개발
계획
(UNDP)

∙ 민주적 거버넌스, 민주적 절차
∙ 포용적인 성장과 지속가능한 생계
∙ 에너지, 환경, 자연재해 관리
∙ 빈곤 감소
* 범분야 이슈: 젠더, 사회통합

∙ 2019년 8월 발생한 홍수 피해지역 산모 37,000명,
6-59개월 유아 지원
∙ 학교급식사업 가이드라인 승인 후속 지방 정부에
훈련 패키지 전달
∙ 2019년 승인된 국가 기후변화 정책에 맞춰 국가프
레임워크 개정 지원
∙ 2019년 10월 한 달 간 WFP 학교 급식 수혜 아동
55,038명
∙ 사법 접근성 강화 프로그램 (‘18-’20, 4.6백만불)
∙ 협동시장 개발 프로그램 (‘18-’23, 11백만불)
∙ 네팔 기후변화 지원 프로그램 2차 사업 (‘17~’22,
4백만불)
∙ 과일 및 채소 가치 사슬 개발(18‘~22’, 5백만불)
∙ 고르카 지역 주거 재건 사업(‘18~21’, 8백만불)

- 195 -

5장 환경협력사업 발굴

제1 부
마스터플랜

<표 5.4-14> 해외 공적원조기관별 지원 현황 (계속)
구분

주요 사업분야

최근 사업내용

- 인적개발
영국
(DFID)

- 경제개발

- 네팔 보건분야 지원 프로그램 (1,800만 파운드)

- 가버넌스 및 안보

- 지진재건 프로그램 (1,290만 파운드)

- 인도주의

- 안보와 정의 강화를 위한 통합 프로그램 (1,030만

- 기후 및 환경

파운드)

- 글로벌 파트너십
- 진행중인 프로젝트: 16개, 예산 6570만유로
- (지속가능한 인프라) 지역개발을 위한 재생에너지
- 지속가능한 인프라
독일
(GIZ)

사업,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효율성 자문사업

- 안보, 재건 및 평화

- (안보, 재건 및 평화) 시민안전사업

- 사회발전

- (사회 발전) 보건분야 지원 사업

- 거버넌스와 민주주의

- (거버넌스 와 민주주의) 지방자치단체 역량강화

- 환경과 기후변화

- (환경/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보전사업, 히말라야

- 경제발전과 고용

자연환경 관리 및 증진 사업
- (경제발전/고용) 개발을 위한 이주노동, 국세청

-

일본
(JICA)

-

지원사업, 주정부 및 지방정부 개발
▪ 카트만두 지역 사업
- 소도시 식수공급 체계 개선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기술협력, 2016-2021)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경제성장을 위해
- 카트만두 지역 상수도 공급 개선을 위한 KUKL
도로, 수력발전소, 상수도 시설 등 인프라 역량강화 사업 (기술협력, 2018-2023)
시설을 건설
▪ 카트만두 외 지역 사업
민간부문 개발
- 카트만두 외곽 - Nagdhunga 2.7km 구간 터널 공사
법적 프레임워크 마련
사업 (차관, 2019-2021)
행정역량 강화
- 고르카, 신두팔촉 지진 피해지역 재건 사업
교육과 보건 서비스를 통한 농촌지역
(기술협력, 2019-2024)
빈곤감소 노력
- 떠라이 지역 관개 농업 증진 사업 (기술협력,
2019-2024)
- 신둘리 지역 도로 운영 및 보수 사업 (기술협력,
2019-2022)

자료 : 2020 개발협력사업 참여전략 설명회, KOICA

바. 기타공적자금
기타공적자금(Other Official Flows:OOF)은 공적개발원조(ODA)에 의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정부부문에 의한 자금공여를 의미한다.
① 주로 상업적 목적으로 제공된 증여, ② 증여율(G.E)25%이하의 양자간 원조자금,③ 공
적기관의 수출신용,④ 지원국 민간부문이 개도국에 제공하는 신용의 조건을 완화하기 위
해 제공하는 보조금(증여), ⑤ 공적기관의 해외 투자자금지원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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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민간투자사업
1) 개요
협력사업의 재원조달 방안 중 하나로서 민간자본을 통한 추진도 검토할 수 있다. 민간
투자사업은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고려할 수 있으며 추진 시 네팔 정부 또는 지
방 정부의 재정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사업성이 나쁠 시 자금
조달이 어렵고, 실제 운영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민간투자 사업과 재정사업을 아래와 같이 비교하였다.

<표 5.4-15> 민간투자사업과 재정사업과 비교
구분

민간투자사업

직접투자(재정사업)

사업 수익구조

적용기준

∙ 수익률, 공익성이 모두 적정 이상으로 높아 ∙ 수익률이 높지 않아 민간이 직접 투자하기는
민간의 접근이 용이할 경우 민간이 직접 출 곤란하나 공익성(기후변화대응, 에너지활용)
자, 금융기관 차입 등을 통하여 적용 가능
이 높은 경우 적용

재정여건

∙ 재정능력이 부족한 경우

동향

∙ 재정과 국채상환 여력이 있는 경우

∙ 경제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

∙ 국가 경기부양을 위하여 추진(주요선진국)

(개도국, 선진국)

민간투자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참여여부에 따라 민간투자사업(PFI) 및 민관합동법인사
업(PPP)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개략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5.4-16> 민간투자사업의 구분
구분

민간투자사업(PFI)

민관합동법인사업(PPP)

개요

∙ Private Finance Initiative
∙ 민간주도의 영리목적 수익성 사업개발

∙ Public Private Partnership
∙ 정부, 공공기관이 민간주체와 공동투자, 초기
투자비부담과 사업추진 어려움을 최소화

∙ 민간투자자

∙ 민관합동법인

설계․시공․품질

∙ 민간부문 책임설계 및 시공

∙ 민관합동법인이 책임설계 및 시공

운영효율성

∙ 전문인 운영으로 효율 높음

∙ 전문인 운영으로 효율 높음

∙ 서비스, 창의성, 경영성 부분 재정사업
대비 합리적임

∙ 공공안정성과 민간 효율성 장점 극대화

재원확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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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자금조달
민간투자사업 자금조달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대출)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한다. 재원
별 조달수단은 다양하며 출자자의 자금여건, 사업의 수익성을 고려하여 조달비율(자기
자본 대 타인자본)을 결정한다. 민간투자사업은 다양한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이해관계
자가 다양하므로 민간투자사업의 수행주체는 주요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
하여 사업주체가 사업구조를 이해하여야 한다. 플랜트나 기반사업의 민간투자사업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

정부

대출계약
지분투자
특수목적법인

대출은행
공사계약

운영계약

EPC시공업자

운영계약자

지역주민

(그림 5.4-2) 민간투자사업의 구조
다만, 환경 협력사업은 공익적 특성이 강하므로 정부의 지분과 영향력이 가미된 민관
협력사업(PPP)의 특성을 띄며 네팔에서도 민간의 100% 투자보다는 민관협력사업 형태
의 사업추진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관협력사업 역시 사업주체는 다양한 관계
자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야 한다.
민관협력 형태로 환경협력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주요 이해관계자는 아래와 같다.

가) 정부 (중앙/지방)
네팔의 민관협력사업의 주관 기관은 네팔 투자청(Investment Board)로서 PPP 사업을
발굴하고, 제안된 PPP사업을 심의, 승인한다. 또한 리스크 감소를 위한 적격성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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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다. 네팔 투자청 외에 관여되는 정부기관은 각 사업부서와 대상 지자체 정부가
있을 것이다. 환경협력사업의 경우 연방행정부(Ministry of Federal Affairs and
General Admission)나 신림환경부 (Ministry of Forest and Environment) 등이 있으며
지방정부는 각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방정부가 해당된다.

나) 특수목적회사(SPC 혹은 SPV)
특수목적회사는 프로젝트를 위해 별도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관협력사업의 실질적인
사업개발주체다. 특수목적회사는 시공사, 운영사, 전략적 투자자 등이 사업의 수익성
을 고려한 후 일정 지분을 출자하며, 대상 사업에 대하여 정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
여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한다. 네팔 내 민간사업 추진 시 네팔 내 시공업체나 투자자
들과 한국의 시공업체 등도 참여할 수 있다.

다) 대출은행
민간투자사업의 재원 대부분을 출자하며 민간은행과 펀드 등이 자금부담 주체가 될
수 있으나 환경사업과 같은 수익성이 높지 않으나 공공성이 큰 사업의 경우 국제 은
행이나 수출입은행이 대출은행이 될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은행 한 곳이 아
닌 리스크 분산을 위하여 여러 금융기관이 지분을 투자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사업
개발 시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1차적으로 접촉하여야 한다.

라) 건설업체, 운영(O&M)업체
건설업체와 운영업체는 특수목적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시설을 운
영한다. 이들 업체의 수행능력은 사업의 성과와 직결되므로 특수목적회사는 이들 업
체 선정 시 유사실적을 보유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있는 지를 중점적으로 검토
해야 한다.

마) 지역주민
지역주민은 환경협력사업의 직접적인 사용자로서 운영 수익을 지불하는 원천이 되기
도 한다. 또한 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은 시설 조성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받기도 한다. 민관협력사업 추진 시 이들 지역주민과 유대관계를 지속한 유대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 자금조달
가) 자기자본
민간투자사업의 자기자본은 건설 투자자(Construction Investor), 운영 투자자(Operation
Investor) 및 재무적 투자자(Financial Investor) 등으로 SPC의 출자자를 구성하여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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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필요액 중 일부를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기자본 조달능력의 평가를 위해서는 각 출자자별 출자예정액을 기준으
로 다음의 재원조달수단별로 각각의 조달가능금액을 평가해봄으로서 본 사업에 참여
하는 출자자들의 재원조달능력을 평가하고 본 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각 출자자별 출
자예정액의 실현가능성 및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4-17> 자기자본 조달수단
재원조달수단
영업활동을 통한
유보자금으로 조달

특 징
∙ 조달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음
∙ 회사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가능하며 추가적인 이자비용의 부담이 없음
∙ 영업현금흐름이 열악한 회사의 경우 조달이 불가능함

자산 매각을
통한 조달

∙
∙
∙
∙

추가적인 이자비용의 부담이 없음
이자율 변동/영업활동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이 없음
재원의 적시조달에 다소의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음
자산의 급매로 인하여 처분가치 하락가능성 존재

증자를 통한 조달

∙
∙
∙
∙

추가적인 이자비용의 부담이 없음
이자율 변동/영업활동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이 없음
조달 절차가 복잡함
비상장 회사이거나, 기존 주주의 재무능력이 취약할 경우 조달 가능성이 낮아짐

회사채 /
장기차입금을 통한
조달

∙ 이자비용 및 사채발행 부대비용이 발생함
∙ 신용등급 및 담보제공 능력이 열악할 경우 재원조달이 다소 어려움
∙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게 됨

재원조달의 효율성과 및 안정성을 위해서는 영업활동을 통한 내부 유보자금을 이용하
여 자기자본이 조달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하고, 내부유보자금 부족 시 출자자별 특성
에 맞게 자산매각, 유상증자 또는 회사채 발행 및 장기차입금을 통한 조달 등의 방법
을 확인하여 자기자본의 조달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나) 타인자본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타인자본 조달을 위해서는 총투자비와 자기자본 유입액을 기초
로 부족한 자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후 기간별 금융비용 등을 고려한 타인자본 조
달규모를 추정하여 차입당시의 금융여건을 고려한 실현가능성 있는 금융조건을 수립
하여야 한다.
기타 타인자본으로서 민간투자자의 자금조달 외에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제협력증진자
금(EDCF)을 통한 선순위대출을 고려할 수 있으며, ECA(수출입은행 자금), 다자간국제
금융(Multilateral Loan), 현지 상업은행을 활용한 재원조달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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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자본을 조달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해외출자자 소속 국가의 수출입은행으로부터의
차입, 국제금융공사 (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국제부흥개발은행 (World
Bank 또는 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등 국제공
적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그리고 장기적·안정적인 수입원 확보를 위한 상업은행,
보험회사, 연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방법이 있다. 일반적인 SOC 민자사업의 경우
낮은 이자율로 차입이 가능한 수출입은행 및 국제공적금융기관으로부터 재원을 조달
하는 방법이 선호되고 있다.

(1) 수출입은행 자금 (ECA, Export Credit Agencies)
주요 국가들의 수출입은행은 해당 국가 기업의 수출지원 및 해외투자금융, 대외경제
협력의 목적으로 개발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현재 ECA는 과거 금융위
기로 인해 상업은행의 투자사업 위축에 따른 저개발 국가의 SOC 개발프로젝트에 필
요한 자본을 낮은 이자율로 제공하고 있다. 다음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요
국가의 ECA 현황이다.
<표 5.4-18> 국가별 ECA 현황
구 분
한 국
일 본
미
독
중
대

국
일
국
만

내 용
∙
∙
∙
∙
∙
∙
∙
∙

한국수출입은행 (Korea EXIM Bank)
한국무역보험공사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JBIC (Japan Ban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NEXI (Nippon Export and Investment Insurance)
US EXIM Bank
∙ OPIC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Hermes (Euler Hermes Kreditversicheurungs-AG)
China EXIM Bank
TEBC (Taipei Export-Import Bank of China)

(2) 국제공적금융기관 (Multilateral Loan)
국제공적금융기관은 저개발국가 SOC개발 프로젝트에 대규모 자본을 적극적으로 제
공하고 있다. 아래는 대표적인 국제공적금융기관의 목록이다.

<표 5.4-19> 국제공적금융기관 현황
구 분
IBRD
EBRD
IFC
ADB
IDA
MIGA

내 용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Asian Development Bank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Multilateral Investment Gurante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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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기관은 자본제공의 목적이 투자수익 획득보다는 저개발국가의 SOC 구축에 있
기 때문에 낮은 이자율로 차입이 가능하나 프로젝트의 사업성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
의 경제활동 파급효과 및 환경영향 등 일반 상업은행에서 고려하지 않는 공공성 및
공익성 등을 추가로 고려하므로 다자간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차입을 위한 철저한 준
비가 필요하다. EBRD, IFC, ADB 등 다자간국제금융기구의 일반적인 금융조건은 다
음과 같다.
<표 5.4-20> 다자간국제금융기구의 일반 금융조건
구 분

주요 금융조건

EBRD

∙ 주로 Loan 및 Equity 투자형태
∙ 만기 : 4 ~ 15년
∙ Limit : 50% of Project cost
- EU Fund가 참여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EU Fund 및 Grant와 함께 약 90%까지 참여 가능
- 일반적으로 Grace Period는 5년 이내 조건
∙ 대상 프로젝트 : 환경, 인프라, Health, Education, 지역개발 등
∙ 투자한도 : 일반적으로 2백만유로~250백만유로

∙ IFC의 대부분투자는 Debt로 지원되며, Local financing 가능
∙ 만기 : 15 ~ 20년
∙ Limit : 25% of Project cost
IFC

ADB

- Max : 100 ~ 150mil 일반적 투자가능 규모
- Equity투자의 경우 : total equity 중 20% 가능
∙ D/E ratio : 7/3 일반적
∙ Due Diligence : 일반적으로 4 ~ 6개월 소요됨
∙ 프로젝트 진행시 일반적으로 소재사업국에 Transaction Leader를 선임하며, 상위의 의사결
정이 필요한 경우 HK 및 인도에 상주하는 Manager 및 Director와 협의를 통해 진행함

∙ Limit : 25% of project cost
∙ 만기 : Max 15년
∙ Sponsor’s Guarantee : 사업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
∙ Environmental & Social Impact Assessment : 기간 : 6 ~ 12개월 소요
∙ 경쟁입찰을 통한 공공성 확보
- 경쟁입찰이 아닌 경우에 procurement/하도급 계약 관련, bidding 절차를 거쳐 cost의 적정
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동시에 최종적인 판매가도 적정선을 유지하여야함
∙ Due Diligence
- Basic Design : ADB측에서 DD를 착수하기 위해 Basic Design 완료되어야 함

주1) 과거 타사업 Case 및 해당기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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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금융기관
상업은행 및 보험회사, 연기금 등은 전통적으로 SOC 민자사업에 투자를 하였으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그 규모는 다소 위축되었다.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 사업
주 또는 자기자본 제공자들의 지급보증 또는 채무인수 약정을 전제로 자본을 제공하
고 있다.
일부 세계 주요 상업은행 및 연기금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보증제공여부가 아닌 사업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자본을 제공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업이 안정적일 경우 이들을 통한 재원조달이 다소 용이할 수 있다. 또한,
국내의 해외인프라사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기관인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공사(KIND)를 통한 후순위 또는 메자닌 성격의 자금조달도 고려해 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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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환경협력사업 추진
1.1 우선협력사업 추진 방안
1.1.1 환경협력사업 추진배경
마스터플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대상 지역의 현황분석, 관계자 인터뷰 등
을 통하여 대상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환경분야 문제점과 사업 수요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후 대상국의 사업 추진 가능성,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대상국과 협의를 거쳐 협력대상
사업을 결정한 후 중요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협력사업으로 도출한다. 다음 표는 본 마스
터플랜의 협력사업 도출 절차를 나타냈다.
<표 1.1-1> 금회 마스터플랜 환경협력사업 도출 절차
수행절차

현황분석

세부내용
∙ 문헌조사
- 대상국(네팔) 개발기본계획 조사
- 유사 협력사업사례 검토
∙ 바랏푸르시, 비랏나가르시 현황분석
- 인구, 환경 등 자연, 사회적 환경 조사
- 폐기물 처리시설, 수거현황 분석
∙ 추가협력대상지역(시스돌) 현황분석
- 폐기물 매립시설 현황조사
- 각종 문헌조사

현지수요 파악,
관계자 협의

∙ 협력 가능사업에 대한 현지수요 및 관계자 의견 수렴
∙ 대상지역 기초, 현장조사
- 협력사업 입지여건 조사
- 폐기물 성상조사
- 측량조사, 지반조사

협력사업 선정

∙ 각종 세미나 시 협력사업 목록 설명
∙ 추진 가능성과 기대효과를 고려
∙ 중요도별로 사업 분류 후 우선협력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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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협력사업 추진 및 접근방안
사업수행기관은 본 마스터플랜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네팔 중앙정부, 사업대상지역
지방정부에 협력사업에 대하여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마스터플랜
중간보고회(2020년 2월) 시 공식적으로 우선협력사업에 대하여 발표하고 선정하였다.
또한 중간보고회 시 네팔 연방행정부에서 제안한 시스돌매립장 관련 사업을 우선협력사
업에 대하여 반영하기 위하여 네팔 연방행정부와 영상회의(2020년 7, 8월)를 수행한 후
사업개요서(Project Concept Paper)를 제출(2020년 8월)함으로써 해당 사업을 우선협력사
업으로 추가 반영하였다.

가. 사업대상지역
우선협력사업을 도출하기 위한 대상지역은 본 마스터플랜의 사업대상지인 바랏푸르시와
비랏나가르시, 그리고 2020년 2월 중간보고 시 네팔 연방행정부에서 요청한 시스돌매립
장 인근 지역이 있다.

(그림 1.1-1) 협력사업 대상지역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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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활동
1) 대상지 현황조사
본 사업수행기관은 네팔의 협력사업 도출을 위하여 5차례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현
황조사와 관계자 회의를 통하여 협력사업의 필요성과 대상 사업에 대해 검토하였다.
대상지 현황조사는 마스터플랜 수립 시 대상지역(바랏푸르, 비랏나가르, 시스돌)의 폐기
물 처리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함과 동시에 협력사업 대상지에 대한 입지여건도 검토하
였다. 또한 네팔 내 최신 폐기물처리시설 사례(네팔건지; Nepalgunj)조사를 통하여 협력
사업 추진 시 착안점도 검토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1.1-2> 협력사업 도출을 위한 현황조사 내용
구분
폐기물관리
현황조사

대상지 현황조사

사례조사

조사내용

수행성과

∙ 문헌조사
- 대상지역 법령, 정책 검토
- 관련 연구자료 검토

∙ 대상지역 폐기물 관리
문제점 검토
∙ 폐기물 관리 개선방향 도출

∙ 현장조사 (1~5차 현황조사 및 현지업체 활용)
-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실태, 수거현황 조사
- 폐기물 성상조사 (우기, 건기)
- 우선협력사업 대상지 입지여건 조사
- 우선협력사업 대상지 측량 및 지반 조사

∙ 통계자료가 부족한 현지에
유의미한 자료 제공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네팔 내 선행 폐기물 처리시설 사례 검토
(2차 현장조사)
- 네팔건지(Nepalgunj) 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조사
- 관리운영상 문제점, 착안사항 파악

∙ 금회 협력사업 추진 시
착안점 제시

현황조사의 목적은 향후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통계자
료가 부족한 네팔 내 자료를 제공한다는 공익적 목적에도 충실하고자 하였다. 세부 수
행내용은 제2장에서 언급하였다.

2) 관계자와 회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각 이해관계자들과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사업수행기관은 현황조사 결과를 각 지역 관계자들과 공유하고, 주요 관계자들의 의견
을 수렴함으로써 대상 지역에 적용할 협력사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관계자들과 논의
한 세부 내용은 2장에 기술하였으며 각 지역별 협력사업 추진 주체는 아래와 같다.
- 바랏푸르 : 바랏푸르시청, 폐기물 수거처리업체, 신규매립장 인근 지역대표, 주민
- 비랏나가르 :비랏나가르시청, 폐기물 수거처리업체, 신규매립장 인근 지역대표, 주민
- 시스돌매립장 :네팔 연방행정부, 카트만두 시청, 지역 폐기물처리업체,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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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경협력사업의 필요성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조사와 관계자 면담 등으로 사업대상지의 현황과 협력사업 필요
성을 검토하였다. 지역별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내용은 2.1.1 사업의 선정배경에서
기술하였다.

<표 1.1-3> 바랏푸르시의 폐기물 관리 현황과 협력사업 필요성
구

분

내용
∙ 치트완 지역의 중심지, 도시규모 확대로 인구 증가
→ 폐기물 발생량 증가

현황 및 문제점

∙ 기존 시설의 민원 발생
→ 인근에 악취, 폐기물 흩날림 피해유발
∙ 강가에 위치하여 침출수로 인한 수질오염, 우기 시 매립시설 사용 불가
→ 수인성 전염병 유발, 임시 매립시설의 사유지 사용에 따른 국고 낭비

우선협력사업 대상 ∙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한 신규 위생매립시설 필수

<표 1.1-4> 비랏니가르시의 폐기물 관리 현황과 협력사업 필요성
구

분

내용
∙ 강가에 위치하여 침출수로 인한 수질오염, 우기 시 매립시설 사용 불가
→ 수인성 전염병 유발, 임시 매립시설의 사유지 사용에 따른 국고 낭비

현황 및 문제점
∙ 기존 매립시설의 포화
→ 대체 매립시설을 구하지 못하여 폐기물 노천 소각으로 폐기물 흩날림, 복토 미실시
→ 노천소각으로 인한 화재유발, 복토 미실시로 악취, 폐기물 흩날림 등 발생
우선협력사업 대상 ∙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한 신규 위생매립시설 필수

<표 1.1-5> 시스돌매립장의 폐기물 관리 현황과 협력사업 필요성
구

분

내용
∙ 당초 임시매립장으로 출범하였으나 신규매립장 출범이 지연되어 장기간 매립
→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 부재,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발

현황 및 문제점
∙ 환경오염 방지시설, 매립가스 포집시설 등 부재
→ 침출수 무처리 방류로 인한 수질오염, 복토 부족으로 인한 악취 발생
우선협력사업 대상 ∙ 신규 매립장 조성 후 사후활용방안으로서 매립가스 포집, 온실가스 판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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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네팔 협력사업 추진 시 고려할 점
우선협력사업에 대한 지역의 현황과 필요성, 그리고 추진여건을 고려할 때 네팔 사업대
상지역 내 사업 추진 시 고려해야할 점과 기대효과는 아래와 같다.

1) 행정적 측면
·네팔은 연방제 개편 이후 폐기물관리의 중심이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이동 중인 과도
기 단계로서 지방정부에 대한 폐기물 관리 정책, 지원체계 구축 필요
·네팔 내 폐기물 규정 및 체계가 미비하고 통계자료 및 전담인력 등도 부족한 실정으
로 이에 대한 개선과 폐기물 관리 정책, 체계의 구축이 필요
·폐기물의 처리시설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입지선정 및 주민협의가 필요

2) 기술, 사업 여건
·현지여건, 관리기술 역량을 고려한 폐기물 관리계획과 기술을 적용 필요
·민관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수익모델 구축
·관계자들과 지역 주민에게 협력사업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지속적인 관계 구축
·음식물류 폐기물의 급증, 폐기물 혼합배출(성상분리 미흡), 만연한 무단투기 등에 대
응하여 퇴비화시설 확충, 폐기물 성상분리, 재활용 집하장 운영을 고려
·무분별한 비위생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위생매립시설
을 구축하고 재활용률 향상 방안의 수립이 필요

3) 협력사업 추진 기대효과
가) 네팔의 기대효과
·매립시설 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
·매립한계에 도달하여 매립부지 확보가 시급한 두 지역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비위생 매립으로 인한 지하수 및 토양오염, 분진 및 악취 등 2차 공해 방지
·향후 매립시설의 사후 이용과 연계하여 매립시설의 친환경이미지 제고
·매립시설 공사, 운영에 필요한 운영인력의 고용창출
·매립시설 운영과 관련한 선진 기술 도입으로 기술자립도 향상 및 운영‧관리 선진화

나) 한국의 기대효과
·네팔 내 선진사례로서 적용되어 네팔 및 서남아시아 지역에 모범사례로 전파 가능
·한국 기자재 공급으로 시설 보수, 증설 및 교체 등 국내기업 진출 유도
·기술교류를 통한 지속적 관계 유지 및 양국간 협력체계 증진으로 향후 사업 발굴
시 추진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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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우선협력사업 관련 사례조사
사업수행기관은 우선협력사업 관련 사례로 네팔건지(Nepalgunj) 폐기물매립시설을 조사하
였다. 네팔건지는 5주 (Province 5)에 포함된 인구 약 10만명 규모 소도시로서 ADB 사업
일환으로 폐기물 매립장과 각종 도시정비사업(RUDP)이 시행되었다. 사례조사를 하였던 해
당 폐기물처리시설 개요와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1-6> 네팔건지 폐기물처리시설 개요
구

분

내

용

공사기간

∙ 2016년 7월 ~ 2019년 3월 (약 32개월)

운영개시

∙ 2019년 5월 (ADB에서 1년간 운영 후 시에서 운영권 인수)

반입량
처리개요
사업비

∙ 26톤/일 (무기성 폐기물만 반입 / 30년 계획)
∙ 재활용품 선별(기계/수선별) + 유기성폐기물 파쇄/퇴비화 + 위생매립시설(4공구) +
침출수처리(자연증발)
∙ 3.89억 루피(한화 약 40억원)

가. 시설현황
1) 매립시설 현황
- 관리동, 발전기동, 기숙사, 폐기물 선별시설, 매립장으로 구성
- 평야지대로 인근 민가가 적음. 매립장 주변에 차폐식재를 조성할 계획임
- 4개의 구획으로 구분하여 운영 중
- 최초에 26톤/일 규모로 설계반영하였으나 현재는 인구수가 당초보다 증가(약 10만명)
되어 설계수명(30년)보다 짧아질 것으로 예상
- 당초에는 가정 내에서 분리 선별된 상태의 폐기물이 반입되어야 하나 현재는 혼합된
폐기물이 반입되어 매립장 내에서 선별 후 매립
- 일일복토를 원칙으로 하나 조사 당시 복토장비가 공급되지 못하여 복토하지 못하고
있었음. 복토재는 15cm로 전체를 덮는다고 하고 있으며, 복토재는 매립장 공사 시
조성한 흙을 적치하였으나 추가 구매 필요.

(그림 1.1-2) 네팔건지 신규매립장 공구 및 가스포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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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운영
- 운영인원은 50명 규모. 거주지와의 거리를 고려하여 일부는 기숙사 거주
- 매립장을 벽돌 울타리를 설치하여 인근 주민 및 들개 등의 무분별한 출입 및 사고방
지하며 차폐 식재를 계획 중임
- 침출수는 침출수저장조에서 자연증발 시키며, 별도의 처리는 없음

분뇨처리장 및 우수저장조

침출수처리

측정공(침출수농도)

침출수 일시저장조

(그림 1.1-3) 네팔건지 매립장 주요시설현황

3) 재활용 폐기물 선별
- 재활용선별시설은 플라스틱병, 비닐류, 종이류를 수선별하도록 설비를 구성
- 실제 폐기물 배출 시 분류가 잘 안되어 폐기물 선별에 시간이 걸리고, 폐기물 배출
호퍼 크기가 너무 작아 투입구가 자주 막힘. -> 추가의 보완작업을 통해 수선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설비보완 필요 (폐기물 투입호퍼 하단부를 절단하여 폐기물 배
출을 원활하게 할 필요 있음)
- 수선별후 재활용폐기물은 투입호퍼로 재순환되어 반복적인 운전이 되고 있어 현재
상황으로는 시에서 고용된 고용자 중심으로 운전하는 시스템으로 보완변경이 필요
- 덤핑호퍼 하부에는 진동피더를 반영하여 매립물 선별 및 이송컨베이어 효율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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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진동효과에 의한 재활용품 흩어짐 효율상승을 유도해야 하나 진동피더의 용
도가 적절치 못함(타공망으로는 선별된 폐기물은 매립장에 매립되고 나머지는 재활
용품 선별대로 이송되어 재활용품을 수선별이 가능한 시설이 되어야 할 것임.
- 재활용기자재는 네팔자체에서 제작 납품하여 운전 중이며, 네팔자체조달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함.

(그림 1.1-4) 네팔건지 신규매립장 내 재활용품 선별계통, 수선별

4) 호기성퇴비화시설
- 호기성퇴비화시설은 1차 파쇄 후 콘크리트로 만든 저장시설 내 저장되며, 일주일에
한번씩 페이로더에 의해 뒤집어 주고 약 21일간 저장되었다가 퇴비가 완성되면 트롬
멜 선별기로 선별하며, 선별된 퇴비는 인근 농장에 판매
- 비용은 위생매립장 인근 주민인 경우에는 약 40% 정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함.

(그림 1.1-5) 네팔건지 신규매립장 내 유기물 파쇄기, 퇴비

5) 폐기물 수거 장비
- 차량계근대 및 (수동)세륜시설을 갖추고 있음
- 추후 소형 전기수거차량(E-릭샤, 용량 : 500kg)을 통해 폐기물 수거예정
- E-릭샤는 수거폐기물을 매립지로 운반하는 것이 아닌, 주택단지 내 소형도로에 배출
된 가정쓰레기를 수거거점으로 운반하기 위한 장비
- 페이로더 등 매립장비는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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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6) 네팔건지 신규매립장 내 수거장비(E-릭샤), 세륜시설

6) 공정수 및 용수공급
- 심정을 120ft로 굴착하여 공정수 및 기타용수로 사용이 가능하나 현재 음용수는 물
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음.
- 심정개발시 1차로 모래가 나오고 2차로 점토질 그 이후 암반이 나와야 제대로 된 음
용수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그리 흔하지 않다고 하며
통상 40ft로 굴착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함.

나. 우선협력사업 관련 토의
우선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앞서 네팔건지 사례조사 시 ADB관계자 및 네팔건지 시청
관계자와 면담을 수행하여 사업추진 시 문제점, 진행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사례조
사,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대상지 관계자와 토의하였다.

1) 네팔건지 관련 ADB 관계자 면담 (2019.08)
네팔건지 매립장 추진 관련하여 해당 프로젝트 매니저인 라스미 수베디(Laxmi Prasad
Subedi)와 면담을 하였다. 그는 싯다르다가, 다란, 쟈나푸르, 네팔건지 등 도시정비, 폐기
물처리 등 ADB 관련 사업의 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로 활동 중이었다.

가) 네팔 내 ADB 사업 진행현황
해당 관계자는 본 사업은 RUDP(농촌정비)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네팔건지와 동시
에 시타르타가, 다란, 쟈나푸르 지역에서도 ADB 자금으로 폐기물 매립장 사업을 추진
하였으나 주민반대 등으로 네팔건지만이 유일하게 성공했다면서 시에서도 협조적이었
던 것이 원동력이라고 하였다.
(실패사유 - 시타르타가 : 주민반대, 쟈냐푸르 : 기초조사 방해)

나) 네팔 내 연방제 시행에 따른 영향
관계자는 네팔건지 매립장 추진 당시에는 중앙정부와 상대하여 사업추진이 수월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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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6년 연방제 시행이후 중앙과 지역사이 협조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ADB 관련 사
업 추진이 어렵다고 하였다. 현재 과도기 상태가 지나야 사업추진이 속도를 낼 것으
로 판단하며, 체계가 갖춰지면 ADB-지방정부간 협약에 의한 사업추진도 가능할 것이
라고 하였다.

다) 네팔건지 매립장 건설
관계자는 매립장 계획을 유기성폐기물 선별 후 매립장으로 무기성 폐기물만 반입하는
것으로 시설용량으로 26톤/일 하였으나 인구 증가, 폐기물 선별률 저하로 폐기물 매립
량이 늘었다고 하였다.
한편 시설공사는 중국과 인도업체가 주로 하였으며, 폐기물선별설비는 네팔장비를 활
용하였다고 하였다.

라) 자금 조달
관계자는 사업마다 조달형태가 다르며 수익창출이 불가능한 도시개발, 마을개발, 교육
등은 100% 원조 그 외 사업은 상황에 따라 차관규모가 다르며, 폐기물 사업은 2016년
부터 100% 차관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하였다.
네팔건지시 매립장은 ADB가 네팔 정부에 100% 차관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연방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50% 부담하였다고 하며, 사업수행기관이 향후 우선협력사업을
ADB 차관으로 진행한다면 어떠한 형태의 조달도 가능하나 중요한 것은 상환능력이라
고 하였다.

마) 금액별 입찰기준
- USD 10,000 이하 : 해당 지역 내
- USD 10,000~500,000 : 네팔 내
- USD 500,000 이상 : 국제입찰

(그림 1.1-7) ADB 담당자 면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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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청 관계자 면담
네팔건지 매립장 추진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인 다왈 라나(Dhawal Shamsher Rana) 시
장과 이하 관계자, ADB 관계자들과 매립시설 추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가) 매립장 관련 정책 추진
네팔건지 시장은 ADB의 RUDP 사업에 의한 도시정비를 통해 원활한 폐기물수거환경
을 조성하였다면서 시설계획에 만족하였다. 시설 조성 초기에는 매립장 경계벽 설치
에 대하여 반발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벽을 설치한 이후 동물들이 폐기물을 먹고 죽었
다는 민원이 줄어들었고, 차후 차폐식재 계획 중 (1500그루)으로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차폐식재 조성은 시 규칙에는 공무원은 1인당 1그루, 정치인은 1인당 2그루, 가정당 5
그루를 심는 '그린시티' 정책 진행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다.

나) 폐기물 처리 정책 활동
시장은 23개동 중 6개동에서 생분해성, 난분해성 폐기물 분리수거 시범사업 중으로서
비닐봉투 사용금지를 통한 폐기물량 감축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ward에서 통해
플라스틱 프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다) 애로사항
시장은 네팔건지 지역 내 주요 종교가 3종류(힌두, 이슬람, 라마불교)가 있는데 민족별
로 폐기물에 대한 접근이 달라서 이를 조정하는 게 어렵다고 하였다. 하지만 꾸준한
노력을 통해 주민들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자평하였다.

라) 폐기물 매립장 운영권 이양에 의한 계획
시장은 매립시설 운영에 대한 이양을 준비하고 ADB와 협의 중으로서 향후 입찰 통해
처리업체를 구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그림 1.1-8) 네팔건지시청 회의사진

- 219 -

1장 환경협력사업 추진

제2 부
우선협력사업
기본계획

1.1.4 우선협력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가. 사례조사를 통한 우선협력사업 추진 시 착안점
사례조사 시점(2019.08)은 매립장 운영 초기로서 운영상 시행착오, 계획 대비 실제 운영
시의 차이점 등을 확인함으로써 우선협력사업 추진 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파악하였다.
우선 사업계획 측면에서 민원 대비, 정부의 노력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네팔건지는 시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사업이 결실을 맺었던데 반해 ADB에서 네팔건
지와 동시에 진행한 다른 지역은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주민반대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
이 실패하기도 하였다.
한편 시설계획 측면에서 보면 계획 대비 실제 폐기물양이 증가된바 통계자료 확보, 적절
한 수요추정이 중요함을 확인하였고, 아울러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과 더불어 도로 등 기
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수거효율 향상 등에 도움이 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시설운영에 대한 ADB 측에서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본 우선협력사업 추진 시 고려
할 필요가 있다. 그 대처방안으로 협력사업 준공 이후 한국 기술자들과 공동운영, 매립장
운영에 대한 노하우 전수, 장기적인 현장실사 및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네팔 현지에서 자
체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1.1-7> 네팔건지 사례를 통한 우선협력사업 추진 시 착안점
구 분

내

용

우선협력사업 추진 시 착안점

∙ ADB차관으로 사업진행
사업계획 ∙ 민원, 정부와 협의로 사업기간 소요
∙ ADB에서 1년간 운영 후 시에 운영권 인계

∙ 차관상환을 위한 재원(수거료 징수) 확보 필요
∙ 시의 사업의지, 상환능력 필요
∙ 운영 전문가 양성, 운영계획 필요

∙ 도시화로 인해 최초 계획보다 폐기물양 증가
폐기물
∙ 최초 계획 대비 유기성폐기물 비율 증가
처리계획
∙ 트럭, 전동릭샤를 통한 신속한 폐기물 수거

∙ 폐기물 감량화 정책 활성화
∙ 장기적 통계자료 구축, 도시계획과 연계 필요
∙ 도로 포장 등 기반시설 확충 필요

∙ 분리수거 활성화, 수선별 도입으로 고용창출
시설조성 ∙ 분리배출 미비로 수선별 실시
계획
∙ 매립장 주변 차폐 식재 조성하여 민원 최소화 ∙ 민원 최소화가 가능한 사업부지 선정, 주민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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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우선협력사업 추진여건 검토
우선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네팔 내 외국기업의 투자동향, 각종 투자법규와 투자여건에 대
해서 검토하였다.

1.2.1 외국기업 투자동향
가. 외국인 투자동향
네팔 중앙은행인 Nepal Rastra Bank는 네팔 회계연도 2073년(서기 2014.7~2015.7)의 총
투자 유치액을 약 1,376억 루피(약 12.3억 달러), 2074년(서기 2015.7~2016.7) 회계연도는
1,061억 루피(약 9.47억 달러)로 발표하였다. 투자비율로는 서비스 부문이 2073년(양력
2014.7~2015.7) 70.2%로 가장 높았으며, 교통/창고/통신, 금융 중개, 교육, 호텔/요식업 순
으로 투자유치 비중이 높았다. 한편 전체 외국인 투자액은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표 1.2-1> 주요 분야별 네팔 FDI(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현황
(단위 : 네팔 십억루피(Rs))

네팔연도 2073년(서기 2014.7~2015.7)
연도

네팔연도 2074년(서기 2015.7~2016.7)

출자금

유보금

부채

계

비율

출자금

유보금

부채

계

비율

농업

0.4

0.0

0.0

0.4

0.3

0.4

0.0

0.0

0.4

0.4

산업

19.0

19.9

1.7

40.6

29.5

15.7

13.0

1.6

30.2

28.5

건설

0.3

0.3

0.0

0.6

0.5

0.3

0.3

0.0

0.6

0.6

전력/가스/수도

10.9

6.9

1.4

19.2

13.9

9.3

2.2

1.2

12.8

12

제조, 광업

7.8

12.7

0.3

20.8

15.1

6.1

10.4

0.3

16.8

15.9

서비스

22.2

71.0

3.4

96.7

70.2

17.7

55.4

2.5

75.5

71.2

교육

0.1

0.0

0.0

0.1

0.1

0.1

0.0

0.0

0.1

0.1

금융중개

14.0

10.0

0.0

24.1

17.5

10.1

8.7

0.0

18.8

17.7

호텔/요식

3.3

-0.3

0.0

3.0

2.2

3.0

-0.4

0.1

2.7

2.5

부동산

0.7

0.2

0.0

0.9

0.7

0.7

0.3

0.0

0.9

0.9

기타

2.0

0.6

1.3

3.9

2.9

1.7

2.5

0.3

4.6

4.3

교통/창고/통신

2.0

60.5

2.1

64.7

47.0

2.0

44.4

2.0

48.4

45.6

41.6

91.0

5.2

137.7

100

33.8

68.4

4.1

106.2

100

계

자료) A Survey Report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Nepal, Nepal Rastra Bank (2018. 06)
주) 네팔 회계연도는 7월에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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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네팔 연도별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나. 국가별 네팔 투자 현황
네팔 Rastra Bank에서 발표한 2076년도(서기 2015.7~2016.7) 대 네팔 국가별 투자현황 자
료에 따르면 West Indies(카리브해 영어권 국가들 : 자메이카, 가이아나 등 총 9개국과 부
속도서들)의 대 네팔 투자액이 62,779.7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1위를 기록하였으며, 그 뒤
로 인도, 중국, 싱가포르 순서로 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2> 대 네팔 FDI(외국인 직접투자) 국별 순위

(단위 : 네팔 백만루피(Rs))

순위

국가명

농업

산업

서비스

합계

1

West Indies

-

-

62,779.7

62,779.7

2

India

104.4

16,904.9

10,244.8

27,254.1

3

China

-

9,200.9

1,643.2

10,844.1

4

Singapore

113.2

6,286.1

735.6

7,134.9

5

Ireland

-

-

5,805.3

5,805.3

6

Australia

-

-

3,831.6

3,831.6

7

South Korea

15.9

2,769.5

119.2

2,904.6

8

Bangladesh

-

-

2,509.9

2,509.9

9

UK

-

222.9

2,107.9

2,330.8

10

USA

127.1

784.7

1,415.8

2,327.6

11

Others

34.5

4448.8

5472.7

9,955.8

Total

395.2

40,617.7

96,665.5

137,678.4

자료) A Survey Report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Nepal, Nepal Rastra Bank (201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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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외국인 투자법
가. 네팔 외국인 투자 정책
네팔 정부는 해외투자 및 해외사업소를 유치하고 경제를 더욱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 많은 외국인 투자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총리가 직접 책임지고 있는 네팔
산업부 산하기관 및 네팔투자위원회 산하 산업기관은 투자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또한 최근 제정된 정책은 국가 우선사업에 대한 외국투자를 장
려하며, 외환, 시설, 면제, 신용에 대한 접근, 외국인 근로자 채용, 토지 취득, 산업보안
및 사업추진 조항들을 통해서도 외국인 투자를 촉진한다. 조항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평등한 대우, 투자의 국유화, 주요 투자 및 수입의 회수 등을 보장하며, 중재 및 분쟁해
결 조항도 본 정책에 통합되어있다.

(그림 1.2-2) 외국인 투자자의 분류

나. 외국인 투자 및 기술 이전법(FITTA)
외국인 투자 및 기술 이전법(FITTA ; Foreign Investment and Technology Transfer Act,
1992)은 네팔 해외투자에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해외투자로 분류한다.
- 100% 순수 해외자금 또는 네팔인이나 해외 투자자의 합작투자로 새로운 산업 설립
- 주식변경을 통한 기존 산업에 자기자금 투자
- 기존 산업 투자를 위한 국내, 국외 대출
- 기존 산업에 기술이전 사업관련 종사

외국의 기술적 권리, 전문화, 공식, 프로세스, 특허 또는 기술적 노하우의 사용, 외국 상
표의 사용 및 해외 기술 컨설팅 습득, 관리 및 마케팅 서비스는 기술 이전의 한 형태이며
한편 가내공업(50kW 이상 전력사용 산업 제외), 개인 서비스 사업(헤어, 뷰티, 양복재단,
운전교육 등), 무기와 탄약 공업, 화약과 작약, 방사선 물질/ 방사능 물질 관련 사업, 부동
산 사업(건설업 제외), 영화산업(네팔공용어, 네팔민족어), 보안 인쇄, 지폐와 동전, 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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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Bidi, 국내 배송업, 원자력, 양계업, 어업, 양봉업, 경영･회계･공학･법률 서비스와 같은
상담서비스(최대 51% 외국투자가 허가), 뷰티샵, 대리농작, 지역 배송업, 농촌 관광업 분
야에서는 해외투자가 제한된다.

다. 네팔 직접투자절차
네팔의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절차 및 필요 서류는 산업에 대한 외국 지분 참여
방식, 투자 규모와 분야에 따라 다르다. 투자 분야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와 기존 네
팔 산업에 대한 투자로 나뉘며 그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지분 투자
새로운 산업에서의 외국인 투자 절차는 FDI 승인 신청, 회사(법인)설립, 산업등록, 세금
등록(납부) 및 기타 절차 5 단계로 구성된다.

(그림 1.2-3) 신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절차

가) 외국투자신청의 승인
외국 투자자들은 네팔에 사업활동을 집행하거나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투자 규모에 따라서 산업청(Department of Industry, DOI)이나 네팔 투자 위원회
(Investment Board Nepal, IBN)에서 이하와 같이 신청서를 구비할 수 있다.
- 투자금액이 US$ 2천만 달러 이하인 경우, 산업청에서 신청 후 산업부 장관의 승인처리
- 투자금액이 US$ 2천만 달러 이상이며 US$ 1억 달러 이하인 경우, 산업청에서 신청
하고 산업부 산하기관인 네팔투자위원회에서 승인 처리
- 투자금액이 US$ 1억 달러 이상인 경우, 승인 자격이 있는 네팔투자위원회에서 신청
후 승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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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청은 공업 소유권 보호를 위해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의 등록업무를 책임진다.
네팔투자위원회는 외국투자자들을 위해 간편한 One-Window Service를 제공한다. 세계
적인 투자 제안 요청에 관해서는 네팔 정부를 대신하여 네팔투자위원회에서 협상, 체결
및 시행을 처리한다. 네팔투자위원회에서 위임받아 관리하는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다.
- 고속도로, 터널, 철도, 로프-웨이, 트롤리 버스 건설 공사
- 국제 및 지역 공항 건설 공사와 기존에 만들어진 공항의 현대화 및 관리
- 도시지역의 고형폐기물 관리 및 처리
- 화학비료 생산 산업
- 석유정제 플랜트
- 네팔 정부에 의해 지정된 주요 다리
- 외국 투자자 지분율이 51% 이상인 은행 및 금융기관 또는 설립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한 보험 및 재보험 회사
- 의료침대가 300개 이상인 의과대학, 병원 또는 요양원
- 500MW 이상의 수력 프로젝트
- 특별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s, SEZs) 개발, 수출 진흥 또는 수출 자유지역
특히, IT파크 또는 산업단지 개발
- 1억달러 또는 그 이상의 현금을 선투자한 모든 인프라 또는 서비스 산업
- 1억달러 또는 그 이상의 외국인 투자가 요구되는 생산 산업
- 경쟁입찰과 관련 없는 사업은 네팔투자위원회와 직접적인 협상이 가능하며, 투자위
원회의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네팔투자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진행이 가능하다.
- 제안서의 제출은 반드시 필요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최소 두 번의 공지 후에도 제출
경쟁은 불가
- 새로운 개념 또는 기술이 수반되어야 함
- 2억달러 이상의 비용
- 어떤 이유에서든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따라 채택한 것은 적합하지 않
은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은 경우, 잠재적인 투자자는 네팔투자위원회에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있지만,
직접 협상을 하려는 투자자는 모든 세부사항들을 제공해야하며, 공개입찰 제도를 통
해 승인을 취득하기 위해서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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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사(법인 등록)
네팔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투자자들은 법인설립을 해야 한다. 회사의 법인설립을
담당하는 기관은 산업부 산하 회사등기소이다. 2006 회사법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두 종류로 나누고 있으며, 주식회사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주는 최소 7명이상으로 최대 주주의 수에는 그 제한이 없다.
- 최소 1000만 루피의 자본금을 완납해야 한다.
- 네팔증권거래소(NEPSE)에서 회사법과 보안법에 의거하여 대중에게 주식을 발행한다.
- 회사는 은행업무, 금융거래, 거래관련 보험, 증권거래, 연금 또는 뮤추얼 펀드(계약
형 투자신탁) 또는 다른 관련사업 또는 거래의 사업을 운영할 경우 반드시 주식회
사로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에 대한 등록비는 아래와 같다.
<표 1.2-3> 네팔 내 주식회사 등록비용

(단위 : USD)

자본투자

등록비(최소)

0~100,000

180

100,001~1000,000

400

1000,001~2000,000

700

2000,001~3000,000

1000

3000,001~4000,000

1300

4000,001~5000,000

1600

그 이상

추가금 30달러/자본금 10만 달러

자료) 2017년 네팔투자안내서, 주한네팔대사관

다) 세무 등기
네팔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회사는 내국세 세무청에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내국세
세무청은 그 회사에 영구계좌번호를 발행한다. 매출액 5백만

NPR 또는 그 이상의 회

사는 부가가치세 체제에 의해 등록해야한다.
FITTA, 1992 5(2)와 (3)에 따라 해외투자는 다음 금액을 본국으로 송환할 권리를 가진다.
- 해외투자 주식의 전체 또는 부분을 판매해서 받은 금액
- 해외투자로부터 배당금으로 받은 금액
- 외국채의 원금과 이자나인으로 받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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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 합의에 의하고 산업성이 승인한 로열티 또는 관리비용으로 받은 금액
- 해외투자를 받은 프로젝트 또는 노동성의 사전승인을 받은 산업에서 근무하는 재외
국민의 소득(인도 외 국가)으로 받은 급여와 비용, 보수의 75%까지
- 기술이전에 대해 관련 동의서에 언급되고 투자기관이 승인한 통화로 받은 금액
모든 세금을 납부하고 필요한 법률상의 의무를 다한 경우, 본국송환이 가능하다. 본국
송환은 관련 규제기관(산업청/네팔산업투자위원회, 전기개발성/에너지부, 네팔전기통신
공사/교통부 등)의 권고를 바탕으로 중앙은행에 의해 승인된다.

라) 부문/산업 등록
부문별 등록허가 기관은 아래와 같다.
<표 1.2-4> 산업부문 및 등록/허가 기관
부문

등록/허가기관

호텔, 숙박업소, 식당

관광 및 민간항공부의 관광산업과

은행 및 금융기관

네팔 라스트라(Rastra)은행, 회사등기소

식품

식품기술 품질관리부

약품

약제관리부

광산 및 광물

광산 및 지질학부

교육

교육성, 네팔민간항공국, 보건부

수력

전기개발부

의료서비스

산업부서, 상업부서, 보건부

자료) 2017년 네팔투자안내서, 주한네팔대사관

2) 기존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 양도, 대출 투자 및 기술 이전을 통해 기존 회사나 산업에 투자
할 수 있다. 네팔 산업부(DOI; (Department of Industry) 및 네팔 중앙은행(NRB; Nepal
Rastra Bank)로부터 투자 승인을 얻은 후 네팔 내로 투자를 실행해야하며, 해당국의 상
업은행이 발행한 서한은 해당 국가로 유입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증빙서류로 간주된
다. 외국인 투자자가 플랜트, 기계 및 장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합작 투자 계약에 명
시해야한다. 네팔 투자자와 외국 당사자 간 합의서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대출 형태로
투자를 시도할 때 이자와 상환 일정을 조건을 명시하여 DOI로부터 승인 받아야하며,
대출 금액은 적절한 은행 채널을 통해 가져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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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투자진출 환경여건
가. 네팔의 경제 동향
네팔은 현재 UN지정 최빈 개도국이며 2022년까지 최빈개도국의 위치를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비공식 부문의 경제규모가 커서 네팔의 총 GDP는 실제 규모에
비해 작게 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7년 기준 총인구는 2천9백만 명이며
최근 5년간 평균 1.17%의 인구증가율과 3.35%의 1인당 GDP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바랏푸르시의 경제는 전통적으로 농업이 중심이었으나 점차 공업으로 변화되고 있다. 주
요 산업은 소규모 가공업이다. 다수의 닭고기 가공 공장이 도시로 발전하여, 전국 수요의
약 60%를 공급하고 있다.
비랏나가르는 네팔과 인도 국경을 오가는 물자 무역의 중계 지역이며, 주요 산업은 농업
과 상업, 공업이다. 주로 쌀과 황마가 재배된다. 카트만두(네팔의 수도)를 연결하는 도로
가 지나간다.

나. 네팔 투자환경
네팔의 인도와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은 교역의 80%가 양국과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잘
대변하는데 특히 인도와는 민간인간 자유통행이 가능하며, 1인도루피(INR)당 1.6네팔루피
의 고정환율로 통용되고 있다.
네팔 경제는 1996년부터 10년간의 마오이스트 반군과 왕정간의 내전으로 관광객은 줄고
청년들이 내란을 피해 해외근로자로 떠나 산업기반이 무너져 피폐해졌다.
내전 후 국가적 화해와 통합을 위해 반군출신 인사의 군부 및 정관계 진출을 허용해 고
급관료의 전문성이 기대이하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 2015년 대지진으로 그나마 제 모습
을 갖추던 인프라와 관광자원이 다시 파괴돼 현재까지도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복구가 진
행 중이다.
한국은 네팔의 우방으로 네팔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은 인도와 중국(홍콩 포함)에 이어 3
위 투자국이다. 우리는 지난해 건설장비를 포함한 기계류와 신문용지, 플라스틱 원료를
수출했고 네팔로부터는 가발과 카펫 등 토산품을 수입했다. 대한항공은 주 3~4회 인천카트만두 직항을 띄운다. 2018년에는 3만4천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 교민은 300여 선
교사 가정을 포함해 공관과 코이카 단원, 투자기업 등 약 1천여명이 산다. 진출기업은 대
한항공과 남동발전, GS건설, 가발공장 등 10여개 이며 최근 자동차부품업체 모트렉스가
부품센터 설립을 타진하고 있다. 수도 카트만두에는 한식당이 20여 곳 있으며 대부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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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로 왔다가 한식을 배운 네팔인이 운영하며 중국 및 일본인 관광객도 즐겨 찾는다.
시차는 서울보다 3시간 15분 늦다.
현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1천달러 미만인 국민소득을 2천달러까지 올려 중진국 대열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FEZ) 조성과 전력생산을 위해 수력발전
투자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며 시멘트, 설탕, 의약품의 자립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 네팔 투자의 전략적 이점
1) 전략적 위치 및 지리적 이점
- 26억명 이상의 인구가 있는 시장으로 접근이 용이한 전략적 위치이며, 빠르게 성장
하는 대국 중국과 인도 사이에 위치
- 면세와 인도로 통하는 국경의 개방
- 약 8000품목에 대한 중국 면세 통관
- 남아시아 자유무역 지역의 멤버로 다양한 면세혜택과 벵골만 다분야 기술경제 협력
기구의 자유무역 협정
- 지형과 풍부한 수자원으로 인한 광대한 미개발 수력 잠재력
- 히말라야 산맥을 포함하여 관광업의 잠재력 창출
- 다양한 생물군 뿐 아니라 농업의 잠재력 창출과 약효가 있는 향초 연구

2) 대규모의 유능한 인력시장
- 2천 850만 명의 인구 중 62%에 해당하는 인구가 생산연령층(15~65세)
- 다수의 영어가능 인구, 특히 수도 카트만두가 가장 많은 영어가능인구 보유
- 타 남아시아 국가와 비교하여 높은 여성의 생산참여도
- 비교적 낮은 임금(2016.02기준 월급 NPR 8000(약 76달러))

3) 기업운영의 편의성
- World Bank Group에서 발표한 사업운영의 ‘편의성보고’에서 남아시아 국가 중 부
탄 뒤를 이어 2위 차지
- 전 분야에서 100% 해외투자자의 소유권이 허용
- 투자자 본국으로의 자본금과 수익 송금이 허용
- 민간부문의 중요성을 네팔 헌법(2015)으로 인정
- 다양한 양자간의 투자 보호와 이중과세방지협정
- World Bank Group의 국제투자보증 협정의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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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
- 무기를 제외한 모든 것을 무관세, 할당제한이 없이 유럽연합시장으로 접근할 수 있
도록 시스템 구축
- 2016년부터 10년간 무관세로 66종의 의복상품을 미국시장으로 진출

4) 높은 수익성의 잠재력이 있는 저경쟁 환경
- 네팔은 시장 경쟁률이 낮은 편이고 해외직접투자 또한 낮은 수준
- 네팔에서 주요 다자간 회사의 통합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추세이다.
- 국내총생산 30% 이상을 차지하는 해외로부터 네팔 국내로 송금이 되는 네팔의 가처
분 소득은 빠르게 증가. 이는 인력시장 내에 새로운 재능의 장과 상품의 새로운 지
역시장을 창출

라. 네팔 진출 시 유의점
열악한 산업기반과 진출여건에도 불구, 현지 시장 선점과 인프라 사업 참여를 위해 우리
기업의 진출이 필요하다. 네팔의 투자 시 유의할 점은 아래와 같다.
- 국제사회의 구호활동과 중국 및 인도와의 교역의존도가 높음
- 생산기반이 전무해 사실상 전 산업 부문이 블루오션
- 인구 3천만에 연 7%대의 성장세를 갖고 있으며 케이컬쳐(K-Culture) 인기가 높아 한국
상품에 대한 인식이 좋음
- 네팔 청년들은 기회가 부족한 국내보다 국외 근무를 선호하여 만성적 숙련기술자 부족
- 공단, 제조업 지원 인센티브, 전력, 도로 및 철도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전무
- 우리 기업의 진출은 필요하나 생활여건이 열악하여 현지직원이 책임을 맡은 경영 관리
가 필요함

마. 분야별 기회
1) 수력발전
네팔은 빙하, 히말라야의 눈, 강수, 지하수를 비롯한 수자원이 풍부하여 이론상 수력발
전 프로젝트로 생산가능한 발전량은 80,000MW이고 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수준은
43,000MW로 평가된다. 에너지분야의 핵심 기관은 네팔전력공사(NEA)로, 수력발전 생산
량의 약 68%를 담당하고 배송과 배전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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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
- 급격한 에너지 부족에 직면하여 수요격차를 충당할 수력발전분야에 기회
- 네팔은 2022년까지 최빈개발도상국(LDC)의 상태를 벗어나 2023년까지 중간수준소득 국가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네팔은 6,000MW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 에너지개발에 추가하여 공급체계와 수송체계의 증강 및 확장에도 투자 기회
- 인도와 체결한 전력수출협정으로 전력을 인도로 수출할 수 있는 거대 시장 출현
- 2017년 18차 SAARC 정상회담 시 서명한 에너지협력 관련 SAARC기본협정으로 지역
에너지시장 조성 기회

2) 운송
네팔의 운송분야는 GDP의 8.8%에 기여하며 지난 5년간 평균성장률은 6.9%였다. 3개년
계획기간(2013/14~2015/16)동안 총 25,133km의 전략도로가 건설되었고 거의 모든지방에
진입로가 있으며 추가로 1,609개의 다리를 놓았다. 또한 56개의 비행장 및 카트만두의
국제비행장을 갖고 있다. 국가기획위원회는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될 21개 ‘국가자부
심프로젝트’를 지정했는데 그 중 10개가 운송기반시설 분야에 속한다.
▪ 기회
- 네팔 도로의 19%만이 전천후 도로이며, 두 개 지방의 도로가 아직 연결되어있지 않
아 도로망 확충기회가 많고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협력기구 설립을 모색중
- 주요 고속도로의 확장이 필요하며 이는 또다른 민간협력기구의 대상임
-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고속버스수송(BRT), 철도, 모노레일, 공항 등 대중교
통수단의 개발이 우선순위
- 네팔을 경유하여 중국과 인도를 연결하는 8개의 북서간선도로, 카트만두와 중국을
연결하는 국경 통과 철도선, 최종적으로 카트만두와 인도를 연결하는 5개의 국경통
과 철도선, 동서고속도를 따라 철도선, 산간지역의 케이블카 도입계획

3) 농업
농업은 네팔 GDP의 32%를 차지하고(2014/15) 노동시장의 약 2/3를 흡수하고 있다. 정
부는 현재 농업분야의 현대화, 다양화, 상업화,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개시설, 전기, 운송수단, 농업대출과 같은 투자를 기획하고 있다.
▪ 기회
- 농업생산에 기회(비목재 산림 생산물, 카더몬, 생강, 수산양식, 야채, 화초원예, 차,
커피, 꿀 등) 및 가공, 포장, 브랜드화에도 많은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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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네팔사업통합전략은 우선수출생산물로 카더몬, 생강, 차, 가죽, 약초/향료 식
물 개발에 주력
- 종자, 비료, 농업기반시설과 기술, 농업융자금과 같은 투자시장에서의 기회가 충분하
며 좋은 기후조건으로 유기농 작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4) 관광업
아름다운 지형, 독특한 야생동물, 역사적 기념물, 미술품, 종교현장, 이국적인 문화를 보
유한 네팔은 히말라야와 세계 최고봉 10개 중 8개가 자리 잡아 관광적인 잠재력이 크다.
▪ 기회
- 여행 인프라 개발 기회(호텔, 식당, 도로, 공항 등)
- 회의, 국제회의, 행사(MICE) 시장을 확장시킬 잠재력
- 현재의 국제공항을 업그레이드시킬 계획이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여행교통이 대폭 향상
- 기존 여행상품의 확장, 신규 상품의 도입으로 다양한 형태의 여행객 유치

5) 정보통신기술
네팔의 정보통신기술분야는 엄청난 성장 가능성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로 미디
어를 제외하고 관련된 모든 서비스가 외국직접투자에 개방되었다. 전자통신의 경우
80% 외국인 소유권을 인정한다. 네팔정부는 2016년 네팔 무역통합전략에서 IT와 비즈
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을 최우선 잠재력의 수출 서비스 분야 중 하나로 꼽았다.
IT는 고성장과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네팔에서 가장 중요한
성장분야의 하나로 기대된다.
▪ 기회
- 외국 BPO기업들은 영어를 구사하는 젊은 층을 고용해 저임금 및 낮은 설립비용, 운
영비용이 제공하는 비용우위
- 주요 전자통신기업은 단 두 곳에 불과(NTC, Ncell), 신규기업이 시장에 진출할 기회
- 정부기관과 민간분야의 정보통신기술 활용에 대한 수요가 충족되지 않음.
- IT파크 개발 계획

6) 광산과 광물
네팔은 히말라야 벨트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 다양한 광물과 연료에 유리한 지형이다.
석회암과 석탄, 활석, 적점토, 화강암과 대리석, 금, 보석과 준보석용 원석 등을 비롯해
산업계와 건설에서 사용하는 풍부한 광물을 보유하고 있다. 광산지질부가 국내의 광물
자원 개발과 채굴, 평가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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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
- 최근 네팔 서부지방에 가스와 오일 침투가 목격되어 네팔에서 오일과 천여가스의 존
재 확인, 지금까지 약 10곳의 석유천연가스 개발지 파악
- 네팔에는 80개 이상의 지역에서 2천만 입방톤 이상의 광석 매장이 존재
- 구리는 네팔에서 107개 이상의 장소에서 발굴
- 최근 조사에 따르면 네팔에 존재할 수 있는 시멘트 등급 석회암은 25억 입방톤이다.
- 네팔의 백운석과 최고등급 자철과의 예상 매장량은 5억 입방톤과 1억8천 입방톤이다.

7) 보건교육
네팔은 민간협력기구를 조성하여 국립병원의 수용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협력기
구 모델을 이용한 신규 병원의 설립도 가능할 것이며 국제병원의 부설기관도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 관전에서 몇 년 새에 인상적인 진전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양질 교육제공에 관해서는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국내에 더 많은 교육기관이
필요한 실정이다.
▪ 기회
- 교육기관 및 심지어 교육도시의(의학, IT, 공학, 경영 등) 업그레이드와 건설을 포함
한 교육 기반시설의 개발에 기회가 있으며 정부는 민간협력기구 설립을 모색 중
- 보건기반시설의 현대화와 의료장비의 수용력 확대를 포함한 건강기반시설의 개발과
민간협력기구를 통한 사설 병원들의 운영을 계획 중
- 제약 분야에서는 시장에 양질의 의약품이 지속적으로 부족해 의약품의 제조와 수입
사업에 기회가 있음.

8) 금융기관
네팔은 금융자유화 이후로 은행과 금융기관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 정책은
외국은행이

합작투자를

통해

네팔시장으로

진입하도록

고무시켰으며,

Standard

Chartered Bank, Everest Bank, Nepal Bangladesh Bank, Nepal SBI Bank가 그 일부이
다. 금융업의 GDP기여도는 약 3%수준이다.
국내 중앙은행인 Nepal Rastra Bank에서 은행 사업분야를 관장하고 있으며, 이 업계는
상업은행, 개발은행, 금융회사, 소액융자개발은행/기관 등으로 구성되었다. 26개 보험회
사가 1992년 보험법에 의거하여 운영중이며 이 중 3개 회사가 외국투자회사, 3개 회사
가 외국합작투자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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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타 투자여건
1) 노동법
네팔에서 회사를 설립하여 직원을 고용(영구, 정기적이거나 자문 기준)할 투자자는 네팔
노동법(Labour Act 1992)을 준수해야 한다.

<표 1.2-5> 네팔 노동법
부문
근무일수
근로연령
근로계약서
외국인 고용
관련

임금과 혜택

내 용
∙ 일반적인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주당 6일 또는 주당 48시간을 허용
∙ 고용주는 근무 시작시각과 종료시각, 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지정할 수 있다.
∙ 근로가능연령은 16세 이상, 14세 이상 16세 이하의 경우 하루 6시간까지 고용 가능
∙ 14세 이하 어린이는 어떤 조건에서 고용 불가능
∙ 네팔 노동법은 일반 근로계약서, 정기 근로계약서, 작업기반 근로계약서 세 가지만을
허용
∙ 세계무역기구 협정서에 따라 네팔은 외국 투자와 독립적으로 외국에서 온 직원에게
15%의 기술직과 관리직의 직위를 허가한다.
∙ 임금과 혜택은 경영진과 근로자 대표 노동조합의 협상에 의해 결정
∙ 최저임금은 네팔정부에 의해 2~3년 단위로 수정되며, 정해진 기본급여와 수당을 포함
∙ 임금은 주, 격주, 매달 지급이 가능하지만 지급기한이 주기적으로 한 달을 넘을 수 없음
∙ 남녀 동일 임금 원칙
∙ 고용주는 수당을 임금에 추가해서 줄 수 있음
∙ 추가수당은 교통비, 의료비, 렌트비 등이 있으며 추가수당 지급은 의무가 아님

공휴일과 휴가

∙ 근로자는 일주일 중 하루(주로 토요일) 그리고 일 년에 13일 공휴일을 받을 자격이 주
어짐
∙ 근로자는 13일 공휴일 외에도 18일의 유급 귀국 휴가를 받거나 근무일 20일 중 1일은
귀국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음
∙ 귀국휴가는 60일까지 누적될 수 있으며 차후 년까지 이월이 가능
∙ 근로자는 1년에 15일간 월급의 반을 받으며 병가를 낼 수 있음
∙ 여성 근로자는 52일간 월급을 받으며 출산 휴가(주말, 공휴일 포함)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휴가의 혜택은 전체 근로기간의 두 번 주어짐
∙ 근로자는 배우자와 부모 또는 시부모가 돌아가신 경우 종교적 애도를 표하기 위해 13일
까지 상조휴가를 받을 수 있음
∙ 특별 휴가는 귀국 휴가와 병가를 내지 않은 경우 무급으로 일 년에 최대 30일까지 특별
휴가를 받을 수 있음

위법행위와
징계

∙ 근로자가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용자는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노동법에서 위
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처벌은 경고, 연봉인상 철회, 정직, 해
임 네 종류임

감원

∙ 현행 노동법에 따라 기업이 사업축소, 전체 또는 일부 폐쇄가 필요한 경우, 노동부를
통해 승인을 득한 후 경영진은 근로자 전부 또는 일부 감원 가능
∙ 이 경우 최근 고용자들을 먼저 감원하며 감원 시 한 달 전에 통지하거나 한 달 치 급여
를 지불하고 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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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
∙
∙
∙
∙
복지혜택

∙

내 용
법에 따라 사용자는 감원보상으로 30일치 급여에 근무연수를 곱한 액수를 일괄 지급
기업은 근로자들을 유지하면서 일시적으로 생산을 중단할 수 있으나, 유지 근로자들에
게 통상 급여 및 수당의 절반을 지불
만 58세에 달한 근로자는 의무 퇴직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고 5년 동안 재직기간 연장
이 가능
법률에 따라 영구계약대상인 근로자에게는 복지 및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
근로자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10%를 공제하고, 이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해 직원의
공제기금에 적립
근로자가 영구계약을 작성하고 3년 이상 근무한 후 사직 또는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7
년 연속 근무의 경우 10일분의 급여를, 7~15년 근무의 경우 월 급여의 3분의 2를, 15년
이상 근무는 한 달 분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

상여금과
기타혜택

노동조합 권리

노동사무소

∙ 모든 기업은 정식근로자들에게 축일 상여금으로 급여의 한 달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
∙ 이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10월 다사인축제에 지급하고 보통 ‘다사인 보너스’로 지칭
∙ 기업은 직원들의 상여금 지급을 위해 순이익의 10%를 적립
네팔의 헌법과 법률에서는 직원들에게 노동조합 결성권을 인정
근로자 및 기타 비관리직 직원들은 노동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음
조합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 제기, 집단협의, 파업에 임할 수 있음
관리자는 정부의 승인 취득을 포함해 노동법 및 노동규칙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공장을
폐쇄할 수 있음
∙ 국내 전역에 10곳의 노동사무소가 있으며, 법률로 공장 운영 관리에 대하여 별도 조직
을 정하지 않은 경우 노동사무소가 공장의 검사소 역할도 수행

∙
∙
∙
∙

자료) 2017년 네팔투자안내서, 주한네팔대사관

2) 세무
네팔에 기업을 설립한 투자자들은 네팔의 세법을 준수한다. 네팔에서는 직접세와 간접
세를 부과하며 2002년 수입세법에 따라 개인 및 법인 단체 모두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
를 징수한다. 소득세는 국내세입과에서 관리한다.

법률에서는 특정종류 기업에 대해 특정된 환급이나 할인을 허용한다.
1. 농업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하나 농경사업에 종사하는 농장이나 기업, 동업자,
조직들에 대해서는 본 조항을 적용치 않는다.
2. 연간(네팔시민에 한하여) 1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농업 및 여행 분야 산업과 같은 특
별 산업들에 대해서는 세율의 30% 면제
3. 1,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특별 산업들에 대해서는 납부할 세금의 20% 면제
4. 여성이나 천민, 장애인이 인력의 3분의 1을 구성하는 100인 이상의 기업들에 대해서
는 20%면제를 인정한다.
5. 특별경제구역(SEZ)에 설립된 산업에 대해서는 최초 5년 동안 소득세 전액을 면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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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정부에서 지정한 산간 및 산악 지역에 대해 최초 10년 동안 50% 전액을 면제
6. SEZ 내 산업들은 배당한 배당금의 세금에 대해 최초 5년 동안 전액, 그 후 3년 동
안은 50%를 면제
7. 석유와 천연가스 탐사 및 추출 산업은 7년 동안 100%, 그 후 3년 동안 50%를 면제
8. 발전, 수송, 유통 산업은 7년 동안 전액, 그 후 3년 동안 50%를 면제하되 서기 2018
년 4월 중순 전에 시공에 들어가야 한다.
9. 서기 2024년 4월 중순 이내에 상업 생산이나 수송, 유통이 가능한, 수소나 태양, 바
이오 연료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라이선스를 취득한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10년 동안 100%, 그 후 5년 동안 50%를 면제
10. 수출소득세 세금은 납세율의 75%에서 납부 가능. 즉, 수출소득세 세율이 20%이다.
11. BOOT 기준으로 기반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40%를 면제한다.
12. 자본금 NPR 10억 이상 그리고 500인 이상을 직접 고용하는 특별 산업들에 대해서는
사업 운영일로부터 최초 5년 동안 100% 면제하고 그 후 3년 동안 50%를 할인한다.
13. 연간 수용능력을 최저 25% 향상시키고 500인 이상을 고용해 운영 중인 여행 및 항
공 산업에 대해서는 5년 동안 100%, 그 후 3년 동안 50%를 면제한다.
14. 사업능력의 확대목적으로 수익금을 자본화한 (보너스 주식발행) 산업 및 농업과 여
행업에 속한 산업, 특별 산업에 대해서는 배당세액을 면제한다.
혜택이 하나 이상 적용되는 경우 가장 혜택이 큰 하나의 옵션만 선택할 수 있다.

네팔의 부가가치세는 거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청구되며, 국내 부가가치세 관
리 기관은 국내세입과다. 연간 거래액이 NPR 5백만을 초과하는 모든 개인, 회사, 기업
들은 부가가치세를 등록해야한다. 부가가치세는 13% 일률과세로 징수되며 납세자(중개
인)는 조달 시 지불했던 부가가치세에 대해 input credit를 신청할 수 있다. 수출에 대
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단 부가가치세는 판매(또는 수입)시점에서 징수
되므로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닌 네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input credit를 신청할
수 없다.

네팔에서는 부정적인 사치품 및 호화상품으로 등록된 제한된 숫자의 상품 생산/수입에
대해 소비세를 징수한다. 소비세는 종가세 또는 용량, 중량, 수량에 대한 기준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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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우선협력사업 재원확보 방안
사업 대상지인 바랏푸르시 및 비랏나가르시, 시스돌매립장 지역의 우선협력사업 추진을 위
하여 재원확보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재원 방안 마련 시 검토할 대상은 사업의 규모와
자금상환에 대한 특성, 대상 지역의 경제적 여건과 지자체의 수요 등으로 다양하며 한국의
네팔지역 지원 사례 등도 고려할 수 있다.
본 마스터플랜 협력사업의 재원확보 방안은 사업 형태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검토하였다.
바랏푸르시와 비랏나가르시의 우선협력사업 대상인 신규 위생매립장은 환경기초시설로서
사업의 공공성이 강한 바 공적원조(유무상원조)를 우선 검토하였다. 한편 기존 매립시설의
사후활용, 즉 수익창출 측면이 강한 시스돌 매립장 온실가스 우선협력사업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 방안 위주로 검토하였다.

1.3.1 공적원조
한국에서 네팔 측에 지원할 수 있는 공적원조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한 무상원조,
상환의무가 있는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
한국 국내외 정책자금, 국제 개발은행 등을 통한 혼합금융 방식 등도 검토될 수 있다. 원
조방안별 추진방안을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다.

가. 추진방안 검토
1) 무상원조
우선협력사업 추진을 협의과정에서 네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우선 고려한 방안으
로서 한국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네팔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지원형태는 한국 국
제협력단(이하 KOICA)을 통한 무상원조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다. KOICA에서는 네팔
랄릿푸르 지역에 현지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네팔 내 사업분야는 보건, 농촌개발,
교육 분야다.
KOICA에서는 20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보건/위생분야 지원을 확대하
고 있으며, 네팔 사무소에서는 이와 더불어 한국 등 선진국에서 돌아온 이주노동자들
의 지역 정착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KOICA에서는 이들 분야 외에도 인프라 분야 무상지원을 진행하였다. 이 중 하나가 티
미시에 있는 한-네팔 친선병원 건립사업(2006~2008년, 100만 USD)으로서 해당 병원은
2020년 네팔 내 코로나19 대응병원으로 지정되는 등 네팔 내에서도 선진 의료기관으로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2020년 현재 진행 중인 카트만두 대학 내 통합적 지
역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사업(2016년~, 1000만 USD)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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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플랜에서 추진하는 협력사업(신규 매립시설)의 경우 환경기초시설로서 인프라 사
업의 성격을 띠면서 공공성도 확보한 특수한 사업이다.
한편 신규 위생매립시설은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통하여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보건위생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 추진 시 공공적인 측면
보건위생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2) 유상원조
유상원조는 무상원조를 통한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지원규모의 한계가 있을 때 차선책
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미 네팔 내에서 모디강 수력발전소 건설사업
(1997~2000년, 1,500만 USD), 차멜리야 수력발전소 건설사업(2009~2018년, 4,000만 USD)
으로 지원 사례도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7,500만 USD 규모 개도국 지원 방향을 발표한 바 있어 본 우선협력사업을 유상원조로
신청 시 지원 받을 가능성도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협증진자금(EDCF)을 통한 유상원조는 교통, 에너지(수력 발전) 등 대형 인프
라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들 대형 인프라 사업은 수익을 창
출하여 차관을 상환해야하기 때문이다. EDCF로 대표되는 유상원조사업을 본 우선협력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매립시설 사업을 일정한 수익성
이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위생매립시설 운영을 통하여 창출 가능한 수익은 폐기물 반입 수수료와 부대시설로서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운영하여 이를 판매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네팔 현실
을 볼 때 수거료 징수 체계를 변경하고 요금을 인상해야 수익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
한다(2.5 경제성 검토 참조). 네팔 내 폐기물 수거료는 종량제 기반이 아닌 수거 주기
(주당 1~6회)에 비례하여 징수함으로써 폐기물 수거 양에 비례한 요금 징수가 이루어지
지 않고 있으며 요금도 낮다. 이마저도 폐기물 관리법을 근거로 폐기물 수거료 납부를
면제받는다거나 미납하는 가정이 상당하므로 폐기물 수거료로만 상환 재원을 마련하기
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차관사업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 주민들의 인식이 낮다는 것 또한 유상원조를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소 중 하나다.

3) 혼합금융
상기 방안 외에 혼합금융 방식도 한 대안으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식은 앞
서 언급한 KOICA나 EDCF 등 단일 재원이 아니라 한국 국내외 정책자금과 아시아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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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ADB) 등 국제개발은행 등 다양한 재원을 혼합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네팔에서 혼
합금융 추진 사례로는 트리슐리강 수력발전소 건설사업(2019년~, 6억 USD)이 있다.
이 방식은 재원이 다양한 만큼 공적개발원조지원자금과 다자간국제금융(EBRD,

IFC

등)을 받기 위해서는 동 자금의 성격상 일반 상업은행 Project Financing 보다 더 많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와 더 많은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이해관계
자의 이해를 충족시켜야 하므로 사업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바 본 우선협력사업의
규모와 시급성을 고려할 때 적용하기는 적절치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4) 공적원조 유형별 비교
<표 1.3-1> 공적원조(ODA) 유형 비교
구분

내

용

한국 내
자금 출처

무상원조

유상원조

다자간 혼합금융

∙ 개발협력대상국(수원국) 앞으 ∙ 개발협력대상국(수원국) 앞으 ∙ 공여국이 국제기구 앞 출연,
로 법적채무를 동반하지 않 로 법적채무를 동반한 현금 출자 또는 양허성 차관 제공
은 현금 또는 현물 이전
또는 현물 이전
을 통해 수원국을 지원하는
∙ 상환의무 없음
∙ 상환의무 있음
간접 원조
∙ 기획재정부(수출입은행)의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공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적원조
- 경협증진자금 (EDPF)

네팔 내 주요
∙ 보건, 농촌개발, 교육
사업분야

∙ 한국 내 정책자금 + 국제개
발은행 등 다양한 재원

∙ 교통, 에너지 등 대형 인프라 ∙ 교통, 에너지 등 대형 인프라

∙ 코로나19로 보건/위생 지원 ∙ 한국정부의 개도국 지원 의
∙ 리스크 분담 목적으로 증가
최근 지원동향 확대, 복귀한 이주노동자 정 지 확고 (20년도 7500만USD
추세
착 지원
개도국지원)
∙ 한-네팔 친선병원(티미 시)
∙ 트리슐리강 수력발전소 건설
∙ 네팔 모디강 수력발전소
(2006~2008, 100만 USD)
(2019~,6억USD)
건설사업
*한국 EDPF 자금 4천만USD
인프라분야 ∙ (카트만두대학) 통합적 지역
(1997~2000,1500만USD)
추진사례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인프
∙ 차멜리야 수력발전소 건설사업
라 구축사업
(2009~2018,4천만USD)
(2016~현재 1000만USD)

추진 시
고려사항

∙ KOICA 지원규모에 따라 단
∙ 폐기물처리비 등 상환재원
계별 사업추진
마련, 국가 재정지원 필요
(매립장 1~3단계)
∙ 종량제 기반 폐기물수거료
∙ 보건위생에 초점을 맞춘
징수
사업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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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절차
1) KOICA 무상원조
사업수행기관은 본 협력사업 추진 시 KOICA 무상원조를 우선 고려하였다. 사업의 시급
성, 수원국 정부의 지원 등을 고려하여 시급성을 판단 후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가) 사업발굴협의 및 공식사업요청서 접수
대상 사업은 수원국인 네팔 정부와 협의를 거쳐 재외공관, 사업발굴협의단 등을 통해
발굴한다. 발굴된 사업의 공식사업요청서(PCP)는 형태로 네팔 재무부를 거쳐 외교경로
로 한국측에 발송된다. 이 절차는 본 마스터플랜에서 발굴된 협력사업도 그 대상이
되며 수행기관은 마스터플랜 종료 시점에 네팔 정부에 사업요청서를 제공토록 할 예
정이다.

나) 공식요청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네팔에서 요청한 공식사업요청서를 일차 검토하여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분류
하며, 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요청사업에 대해 조사단파견 등 지원적정성에 대
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다) 사업예비선정 (사업심사위원회)
타당성 검토가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경제적, 기술적, 재정적, 환경적, 사회
적 측면 등에 대한 “사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실시하며 사업을 예비 선정한다.

라) 사업내용 확정 (R/D체결) 및 정부간 합의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수원국과 사업세부내용을 협의하여 사업세부내용 및 부담사항
등을 명기한 협의의사록 (R/D : Record of Discussions) 을 체결한다. R/D 내용상 합의
된 내용은 반드시 양국정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는 조건이 포함되
도록 작성한다. 협의의사록(R/D)을 정부차원에서 공식 확정하기 위한 양국 정부간 합
의를 실시한다. 사업의 규모나 성격상 또는 해당국 사정 및 외교적 이유 등으로 정부
간 합의에 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양 기관간 합의에 의해 시행될 수 있다.

마) 사업시행자 선정 및 사업집행
정부간 합의완료 후 사업집행단계는 ①집행계획수립, ②사업시행자선정 및 계약체결,
③사업집행 및 모니터링, ④사업종료 순으로 진행한다.

바) 사업평가
프로젝트 평가는 프로젝트의 계획수립, 집행 및 성과를 평가하며, 평가시기에 따라 중
간평가, 종료평가, 사후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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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 KOICA 무상원조 지원절차
본 마스터플랜 추진 과정에서 한국측에서 수행한 사업수행 결과를 토대로 네팔 중앙/
지방정부에서 사업개요서(Project Concept Paper)를 네팔 재무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 작성 시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부각해야 하므로 아래와 같은 추진방향과 목표를
두고 네팔 정부의 사업개요서 제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

추진방향(예) : 매립장조성으로 수계개선, 수질오염 방지

․

추진결과(예) : 수질개선으로 공중보건 향상, 수인성 전염병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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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본 협력사업의 재원조달방안으로 수출입은행의 EDCF 자금도 고려될 수 있으며, 지원
절차는 크게 사업 발굴과 지원준비, 사업의 심사 및 지원방침 결정, 정부간 협정 및 차
관계약 체결, 구매 및 컨설턴트 고용, 자금지출, 평가 및 사후관리로 나뉜다.

가) 사업의 발굴 및 신청
수출입은행의 유상원조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네팔 정부는 본 마
스터플랜 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지원 요청서와 타당성검토보고서 및 사업실시계
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 정부에 신청하게 된다. 이러한 지원 요청은 주
네팔 한국대사관 등 외교부를 경유하여 외교부 장관에게 제출되며, 외교부 장관은 이
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지하게 된다.

2) 준비 및 사업심사
기획재정부장관은 네팔 정부측의 차관지원 요청서를 접수한 후 양국간 외교관계, 경
제협력필요성 등에 대하여 검토 후 한국수출입은행에 심사를 의뢰하며, 수출입은행은
예비검토, 국내외 정보수집, 현지심사출장 등의 절차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심사보고서
를 제출하여 사업승인을 위한 공식 심사절차를 수행한다.

3) 한국-네팔 정부간 협의
한국정부의 지원방침이 결정되면 외교통상부장관은 지원결정 내용을 요약한 지원방침
을 당해 네팔 정부에 통보하고, 네팔 정부에서는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의사를
통보함으로써 정부간의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이후 이를 근거로 수출입은행은 한국
정부를 대신하여 네팔 정부와 차관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4) 사업실시 및 감리
차관계약이 체결되면 네팔 정부 또는 네팔측의 사업실시기관은 사업의 본격적 실시를
위해 입찰 및 구매절차에 착수하게 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공정진도에 따라 자금을 인
출하며 사업을 수행한다.

5) 사업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평가는 사업완공 이후 당해 사업의 실시목적달성여부와 경제사회적
지원효과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원조의 효과 및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에 대
한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 권고하는 5대
평가척도인

목적적합성(Relevance),

실시의

효율성(Efficiency),

활동의

유효성

(Effectiveness), 파급효과(Impact), 지속가능성(Substantiality)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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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2) EDCF 지원절차
자료: 대외경제협력기금(2015), 기획재정부-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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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민간자본 유치
가. 개요
추가 우선협력사업으로 선정된 시스돌매립장 온실가스 CDM 사업은 민간자본이 가미된
민관협력사업(PPP)이나 민간투자방식(PFI)으로 검토하였다. 민간자본 유치는 사업의 기술
적 타당성 검토 후 사업의 비용, 수익, 대출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무분석을
통하여 민간투자 방식 가능여부를 결정하고 재원조달을 위한 절차를 거친다.

나. 재원확보절차 검토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민간자금 조달 여건이 원활하지 않고, 환경사업의 민간투자
추진 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은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네팔
내 협력사업 추진 시 100% 민간투자사업보다는 정부의 투자가 가미된 민관협력사업 추
진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민관협력사업은 상대해야하는 이해관계자가 민간투자사업보
다 늘어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의 참여로 인하여 사업 추진 시 인허가에 대한 부담도 완
화시킬 수 있으며 정부의 지원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민관협력사업의 주체는 네팔 투자청(Investment Board)며 PPP 형태를 통한 협력사업의
추진 및 재원조달 절차는 아래와 같다.

(그림 1.3-3) 네팔 내 민관협력사업(PPP) 추진 절차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민관협력사업은 마스터플랜 이후 별도 타당성조사를 통하여 정밀
한 타당성조사(법적, 기술적, 재무적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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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우선협력사업 기본계획
2.1 사업의 개요
2.1.1 사업의 선정 배경
가. 우선협력사업 목록
본 마스터플랜 최초 사업대상 지역인 바랏푸르(Bharatpur)시와 비랏나가르(Biratnagar)시
는 폐기물 관리 및 처리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분석, 현지의 시급성, 지자체장의 의지 등
을 고려하여 위생매립장 건설사업을 우선협력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사업은 도시 폐
기물의 위생적 처리를 통한 공중보건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한다. 사업규모는 각 지자체가
제공한 부지 면적에 따라 결정하되 비랏나가르시는 부지확보가 완료되지 않아 유력후보
지를 기준으로 반영하였다.
한편 2020년 2월 한국에서 열린 중간보고회 행사에서 네팔 연방행정부의 케다르 프라사
드 파네루(Kedar Prasad Paneru) 전임 차관보는 시스돌매립장 활용에 대한 한국 측의 의
사를 타진하였고, 수행기관은 2020년 3월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이후 네팔 연방행정부
와 영상회의(2020년 7, 8월)를 수행한 후 사업개요서(Project Concept Paper)를 제출(2020
년 8월)함으로써 해당 사업을 우선협력사업으로 추가로 반영하였다.

<표 2.1-1> 우선협력사업 목록
사업유형

시설
설치사업

사업명

바랏푸르시
위생매립장 건설사업

사업내용
∙ 위생매립시설 및 부대시설 건설
∙ 대상면적 : 99,000m2
∙ 시설용량 : 780,000m3

추진 목적

도시폐기물의 위생적
처리로 공중보건 향상

∙ 예상 사업비 : 약 10백만 USD

시설
설치사업

비랏나가르시
위생매립장 건설사업

∙ 위생매립시설 및 부대시설 건설
∙ 대상면적 : 40,000m2
∙ 시설용량 : 190,000 m3

도시폐기물의 위생적
처리로 공중보건 향상

∙ 예상 사업비 : 약 4.6백만 USD

시설
설치사업

시스돌매립장
온실가스 CDM사업

∙ 매립가스 포집설비, 정제설비, 발전시설
∙ 대상면적 : 100,00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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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추진 당위성
앞에서 언급한 협력사업 도출활동 과정에서 대상지역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야 한
다. 본 수행기관은 현장조사와 현지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분석한 대상지역의 특성과
폐기물 관리 현안을 분석하고 필요한 협력사업을 검토하였다.

1) 바랏푸르시
바랏푸르시는 바그마티 주(Bagmati Province) 내 치트완 지구(Chitwan District)의 중심
도시로서 2010년대 들어 도시규모가 나날이 확장하고 있다. 도시화와 더불어 인구 증
가로 인하여 폐기물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커지는 도시규모에 맞는 폐기물
관리는 하지 못하고 있다.
바랏푸르시는 나라야니(Narayani)강변에 있는 폐기물 매립장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그마저도 위생적인 폐기물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소각이나 퇴비화 시설은
현지의 경제여건과 운영능력을 고려할 때 시도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폐기물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 채 오염물질이 강으로
배출되고 있다. 해당 매립장은 지리적 여건으로 우기에는 운영하지 못하고 있어 건기
에만 운영하고 있다. 이에 시에서는 우기 시 인근 강변에 폐기물을 임시 매립처리하고
있으나 악취, 폐기물 흩날림, 침출수 발생으로 인근 지역에 환경적 피해, 사유지 사용
에 따른 국고 지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바랏푸르시의 폐기물 최종처분 장소의 불안정성은 시로 하여금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의 필요성을 강구하게 되었다. 폐기물 매립장 외에 소각시설 등 중간처리시설도 검토
할 수 있겠으나 지역의 경제여건과 기술능력을 고려할 때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운바
신규 매립시설을 본 마스터플랜의 우선협력사업 중 하나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
로 판단하였다.

<표 2.1-2> 바랏푸르시의 폐기물 관리 현황과 협력사업 필요성
구

분

내용
∙ 치트완 지구의 중심지, 도시규모 확대로 인구 증가
→ 폐기물 발생량 증가

현황 및 문제점

∙ 기존 시설의 민원 발생
→ 인근에 악취, 폐기물 흩날림 피해유발
∙ 강가에 위치하여 침출수로 인한 수질오염, 우기 시 매립시설 사용 불가
→ 수인성 전염병 유발, 임시 매립시설의 사유지 사용에 따른 국고 낭비

우선협력사업 대상 ∙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한 신규 위생매립시설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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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랏나가르시
비랏나가르시는 1주 (Province 1)의 주도로서 인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도시다. 지리
적 이점을 이용하여 산업도시로서 오랜 기간 높은 지위를 차지하였다. 폐기물 처리 측
면에서도 1990년대부터 민간 처리업자와 폐기물 관리를 운영하는 등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노력한 바 있다.
그러나 폐기물 최종처분 문제는 이 도시의 오랜 숙제 중 하나였다. 시 외곽의 싱햐
(Singhya) 강 인근 폐기물 매립장은 2000년대 후반부터 운영하여 이미 포화되었으나 대
체 매립장을 구하지 못하여 해당 위치에 계속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 또한 매립장이
강가에 위치하여 침출수 등 직방류에 따른 수계오염이 유발되고 있다.
폐기물매립장을 관리하는 업체는 폐기물 매립장 규모를 유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불
법)소각하여 매립량을 줄이려고 하나 매연을 유발하고 때로는 화재도 유발하여 인근
주민과 농가에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최종복토를 실시하지 않는 데 따른 악취 발생,
폐기물 흩날림 등의 문제 또한 크다.
폐기물 매립장의 과포화로 인한 문제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바 비랏나가르
시는 오래 전부터 신규 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였으나 예산 부족, 각종 행정적인 어려
움으로 추진하지 못하였다. 이 지역에 폐기물 매립장 외에 소각시설 등 중간처리시설
도 검토할 수 있겠으나 지역의 경제여건과 기술능력을 고려할 때 당장 추진하기는 어
려운바 신규 매립시설을 본 마스터플랜의 우선협력사업 중 하나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2.1-3> 비랏니가르시의 폐기물 관리 현황과 협력사업 필요성
구

분

내용
∙ 불안정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 폐기물 노천 소각으로 인한 화재유발
→ 복토 미실시로 악취, 폐기물 흩날림 등 발생

현황 및 문제점
∙ 기존 매립시설의 포화
→ 대체 매립시설을 구하지 못하여 인근에 민원 유발
우선협력사업 대상 ∙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한 신규 위생매립시설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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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돌 매립장
시스돌 매립장은 카트만두시에서 16km 떨어진 누와꼿 지구(Nuwakot District)에 있다.
이 매립장은 2005년부터 15년간 카트만두 인근 18개 지자체의 폐기물을 매립 처리하는
네팔 최대 매립장이다.
시스돌 매립장은 해당 부지 인근 번짜래 다다(Banchare Dada) 신규 매립장을 조성 전
까지 사용되는 임시 매립장 성격으로 시작되었으나 신규 매립장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장기간 폐기물을 매립하게 되었다. 준비 없이 시작된 폐기물 매립장이므로 침출수 배
제, 차수시설 등 인근에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시설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유효한 자원
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매립가스 포집시설 또한 설치되지 않았다. 매립시설의 사후 활
용방안 또한 고려되지 않았다.
본 매립장은 신규 매립장 사업이 2019년에서야 착공함에 따라 조만간 사용이 종료될
것으로 보이는 바 매립시설의 사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고려해야 할 시점이며 연방행정
부와 카트만두 시에서도 사후활용방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이에 연방행정부의 케다르 프라사드 파네루(Kedar Prasad Paneru) 전임 차관보는 2020
년 2월 한국에서 열린 중간보고회 행사에서 시스돌매립장 활용에 대한 한국 측의 의사
를 타진하였으며, 수행기관은 2020년 3월 현장조사와 관련자 협의를 통해 매립장의 현
황을 파악하였고, 협력사업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현재 운영 중인 시스돌 매립장을 통한 사업으로는 매립가스 포집을 통한 발전사업, 온
실가스 판매 사업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수행기관에서는 2020년 10월 최종보
고 시 관련 협력사업을 제안하였다.
<표 2.1-4> 시스돌매립장의 폐기물 관리 현황과 협력사업 필요성
구

분

내용
∙ 당초 임시매립장으로 출범하였으나 신규매립장 출범이 지연되어 장기간 매립
→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 부재,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발

현황 및 문제점
∙ 환경오염 방지시설, 매립가스 포집시설 등 부재
→ 침출수 무처리 방류로 인한 수질오염, 복토 부족으로 인한 악취 발생
우선협력사업 대상 ∙ 신규 매립장 조성 후 사후활용방안으로서 매립가스 포집, 온실가스 판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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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사업의 추진경위
가. 추진이력
본 사업수행기관은 네팔의 협력사업 도출을 위하여 5차례 국외출장 및 현장조사, 3차례
공식세미나(보고)행사와 6차례 수시 영상회의 등을 통하여 협력사업을 도출하였다.

<표 2.1-5> 우선협력사업 관련 주요 추진 경위
시기

2019. 06

주 요 실 적
∙ 1차 국외출장 (카트만두, 바랏푸르, 비랏나가르)
- 한국-네팔 본 사업 착수 세미나 및 고위정책대화
- 사업대상지 폐기물매립장 답사 및 폐기물 관리현황 파악
- 협력사업 재원조달 관련 KOICA 네팔사무소 업무협의
∙ 2차 국외출장(카트만두, 바랏푸르, 비랏나가르, 네팔건지)

2019. 08

2019. 09

- 폐기물 배출실태 및 수거체계, 폐기물 매립장 현장조사
- 폐기물 관리현황 청취 (공무원, 폐기물처리업체), 자료요청
- 우선협력사업 유사사례 조사 (ADB 네팔건지 매립장)
∙ 3차 국외출장 (카트만두, 바랏푸르, 비랏나가르)
-폐기물성상조사(1차 : 우기) 시행
-우선협력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대상지 업무협의
-시설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접수
∙ 4차 국외출장 (카트만두, 바랏푸르, 비랏나가르)

2019. 11

-

마스터플랜 중간진행 현황보고. 유사사례(네팔건지) 소개
사업대상지별 대상 협력사업 설명, 우선협력사업 논의
우선협력사업(신규 위생매립장)관련 현장조사(입지여건)
우선협력사업 추진 관련 KOICA 네팔사무소 업무 협의

2020. 02

∙ 마스터플랜 중간보고회, 고위 정책대화
- 바랏푸르, 비랏나가르 우선협력사업 발표
- 시스돌매립장 관련 협력사업 제안 (연방행정부)
∙ 현지 공무원, 관계자 초청연수 (서울, 인천, 강원)
- 한국 내 선진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2020.03

∙ 5차 국외출장 (카트만두, 시스돌, 바랏푸르, 비랏나가르)
- 폐기물성상조사(2차 : 건기) 시행
- 추가협력사업 발굴 관련 시스돌매립장 현장조사
- 우선협력사업 조사 관련 협의

2020.07~
2020.10

∙ 영상회의 (연방행정부 3회 등 총 6회)
- 우선협력사업 추가를 위하여 연방행정부와 업무협의
- 사업대상지 우선협력사업 추진 시 협조 요청
∙ 마스터플랜 (온라인)최종보고회 개최
-우선협력사업(3건)에 대한 논의, 추진계획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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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대상지 관계자와 협의
우선협력사업 도출을 위하여 현장조사 및 각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수행하였다. 우선협
력사업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 내용은 2.2절에 기술하였으며, 관계자들과 협의내용은 다
음과 같다.

1) 연방행정부
연방행정부는 본 네팔 마스터플랜 수행의 주관부처로서 수행기관은 협력사업 추진에
대하여 수행기관과 아래와 같이 논의하였다.

<표 2.1-6> 연방행정부 관계자와 협력사업 도출 관련 회의내용
구분

대상
협력사업

협력사업
추진방안

네팔측 의견

한국 측 의견

∙ 마스터플랜 협력사업을 통하여 네팔 내
타 지역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도입

∙ 현지 기술, 관리 역량을 고려한 시설, 단
계별 확충방안 수립

∙ 시스돌 지역에 대한 협력사업 추진 의향
전달
* 20년 2월 중간보고 시 케다르 프라사드
파네루(Kedar Prasad Paneru) 차관보

∙ 중간보고 후 현황조사 수행
∙ 영상회의를 통하여 의사 재타진
∙ 마스터플랜에 사업계획 반영

∙ 반입 매립량 감축방안 의견 제시 요청

∙ 협력대상사업에 재활용 정거장 등 반영

∙ 바랏푸르, 비랏나가르시는 산업/정주 여건
이 좋아 인구증가율이 높은 곳으로서 사
업계획 시 유동인구 반영 요청

∙ 사업계획 시 유동인구(5%) 반영

∙ 중앙에서 지방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예산지원이 어려운 실정으로서 사업추진
시 해외원조가 적절함

∙ 재원조달방안으로 한국측 무상원조 프로
그램을 우선적으로 고려

2019.11 회의사진 (좌) / 2020.02 중간보고 사진

(그림 2.1-1) 협력사업 관련 연방행정부 관계자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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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랏푸르
사업대상지인 바랏푸르 시는 신규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이 당면과제로서 우선협력사업
으로 신규 매립장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표 2.1-7 > 바랏푸르시 관계자와 협력사업 도출 관련 회의내용
구분

네팔측 의견

한국 측 의견

∙ 우선협력사업 대상 부지 인근이 국유지이

∙ 매립시설을 장기간 운영하기 위해서는 추

기 때문에 바랏푸르시에서 국가와 협의하
여 토지를 획득하면 확장 가능다고 함.
∙ 해당부지에 환경영향평가는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며 사전환경조사(IEE)를 수행

가부지가 필요할 수 있음

∙ 한국측은 매립장 추진 시 민원을 최소화
하는 부지 선정이 필요함을 언급

한 것으로 파악함.
우선협력사업
추진

∙ 매립장 계획 시 최근 인구증가율 증가추
세와 통계자료가 미비한 점을 고려해줄
것을 요청
∙ 중앙에서 지방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예산지원이 어려운 실정으로서 사업추진
시 해외원조가 적절함
∙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제고 필요

∙ 재원조달방안으로 한국측 무상원조 프로
그램을 우선적으로 고려

∙ 2020년 2월 초청연수 지역대표를 초청하
여 한국 내 우수 환경시설 견학

∙ 치트완 상공회의소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의 수익성에 대해 질의
기타
협력사업

∙ 사업계획 시 유동인구(5%) 반영

∙ 지자체 규모가 작아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에 대비해 인근 지자체와 광역화도 추
진 가능

(그림 2.1-2) 바랏푸르시 협력사업 도출을 위한 회의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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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언급
∙ 폐기물 공동처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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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장이 조기종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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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랏나가르
사업대상지인 비랏나가르 시도 신규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이 당면과제로서 우선협력사
업으로 신규 매립장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표 2.1-8> 비랏나가르시 관계자와 협력사업 도출 관련 회의내용
구분

네팔측 의견

한국 측 의견

∙ Second town 하수처리장 옆 부지를 최우
선으로 고려하며 필요 시 추가부지 확보
∙ 필요 시 추가부지 확보

우선협력사업
추진

∙ 제공 부지는 매립시설을 장기간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므로 추가부지 확보 요청

∙ 시에서는 매립장 추진 시 민원을 가장 우
려 (매립장 인근 주민 민원, 진입 경로의
주민 민원 등)
∙ 대상부지 보안 유지 요청

∙ 현황조사 시 보안 유지하겠음

∙ 비랏나가르시 측에서는 차관을 통한 매립
장 사업추진은 상환여력이 부족하여 어려
울 것이라고 함. 원조를 통한 매립장 추
진을 원함.
∙ 정부재원이나 해외원조를 받을 경우 중앙

∙ 재원조달방안으로 한국측 무상원조 프로
그램을 우선적으로 고려

정부의 관할을 받게 되므로 시 자체적으
로 사업을 추진하기 쉽지 않음.

기타
협력사업

∙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제고 필요

∙ 2020년 2월 초청연수 지역대표를 초청하
여 한국 내 우수 환경시설 견학

∙ 마스터플랜 과업에 Waste to Energy에 대
한 계획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

∙ 마스터플랜 중장기계획에 포함

(그림 2.1-3) 비랏나가르시 협력사업 도출 관련 회의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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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사업의 개요
가. 바랏푸르시 위생매립시설
바랏푸르시 우선협력사업은 시청에서 제공한 잘데비(Jaldevi) 지역 산림부지 안에서 위생
매립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1) 사업위치
우선협력사업 대상부지는 바랏푸르 시청에서 북동쪽으로 4km 떨어진 산림지역에 있다.
부지 주변에는 카트만두-비르간지간 고속도로가 지나가며, 인근 수계로는 나라야니 강
이 있다. 대상 우선협력사업의 위치는 바랏푸르 전체적으로는 북동쪽에 있는데 바랏푸
르시 중심가에서는 가까우나 남서부지역에서는 다소 떨어져 있다. 하지만 가인다곳
(Gaindakot) 등 인근 지자체와는 가까워서 향후 광역화 추진 시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
인다.
한편 대상부지는 정부로부터 매립장 건설을 위하여 매립장 토지사용 허가 완료를 받은
바 있어 사업 추진에 이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대상부지
시청

(그림 2.1-4) 바랏푸르시 우선협력사업 대상부지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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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선협력사업 개요
바랏푸르시 우선협력사업은 위생매립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등 조성을 그 내용으로 한
다. 대상 사업면적은 99,000m2로서 매립용량은 780,000m3(4단 매립)이며 매립시설 이외에
침출수 배제 및 처리시설, 폐기물 간이선별시설 등을 고려하였다. 예상 사업비는 1천만
USD로 검토 중이나 향후 설계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표 2.1-9> 바랏푸르시 우선협력사업 개요
구

분

사업명
사업규모
주요 시설구성
매립형태
예상 공사기간
예상사업비

내

용

∙ 바랏푸르시 위생매립시설
∙ 대상면적 : 99,000m2
∙ 매립용량 : 780,000m3
∙ 위생매립 + 침출수 처리(open), 폐기물 사전선별
∙ 4단 매립 기준(지하 1단×2m, 지상 3단×5m(15m)) 매립용량 약 780,000m3
∙ 착공 후 18개월
∙ 약 10백만 USD (부지 보상비, 진입도로 등 부대시설 비용 제외)

주) 사업비는 향후 사업계획 변동, 설계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그림 2.1-5) 바랏푸르시 우선협력사업 부지 평면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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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바랏푸르시 우선협력사업 예상단면도(안)

3) 우선협력사업 추진 단계
본 우선협력사업과 같은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 시 부지 확보문제로 어려움을 겪곤 한다.
그러나 본 사업부지는 바랏푸르시에서 정부로부터 폐기물 매립지 조성에 필요한 산림사
용허가를 받아 부지 확보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 사업수행기관은 시에서 제공한 우선협
력사업 대상부지를 대상으로 입지여건조사, 지역주민과 협의, 측량조사 등을 무난히 수행
하였으며 사업규모를 검토하여 우선협력사업에 필요한 기초자료들을 확보하였다.
다만, 정부와 바랏푸르 시간 부지 사용허가 시 사업부지에 대한 경계가 정확하게 정해지
지 않아 측량 조사 가 상당이간 지체되었는데 향후 사업추진 단계에서 양자간 행정처리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상 부지 인근 지역대표인 ward 2, ward 8 대표는 당초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에
부정적이었으나 한국에서 열린 초청연수 행사(2020.02)에서 한국 내 선진 폐기물 처리시
설을 견학 후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후 이들은 부지
조사, 측량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었고,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도 적지 않은 도
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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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랏나가르시 위생매립시설
비랏나가르시 우선협력사업은 시청에서 매입을 검토 중인 Secondary town 하수처리장
부지 인근에서 위생매립시설과 기타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1) 사업위치
네팔 1주(Province 1)의 비랏나가르시 위생매립시설은 시청에서 남동쪽으로 5km (차량
으로 20분) 이격된 Secondary town 하수처리장 옆 부지로서 시에서 하수처리장과 연계
등을 고려하여 추천하였다. 대상부지는 일부 논으로 쓰이고 있으며 인근에 싱햐
(Singhya) 강 수계가 지나가고 있다. 예상 면적 40,000m2는 매립시설을 추진하기엔 작은
규모이나 시에서는 인근 논이나 하수처리장 여유부지 쪽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시청

대상부지

(그림 2.1-7) 비랏나가르시 우선협력사업 대상부지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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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개요
비랏나가르시 우선협력사업은 위생매립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등 조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대상 사업면적은 40,000m2 로서 매립용량은 190,000m3(3단매립)이며 매립시설 이
외에 침출수 배제시설, 폐기물 간이선별시설 등을 고려하였다. 침출수 처리는 인근 하
수처리장으로 연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한다. 예상 사업비는 약 4.6백만 USD
로 검토 중이며, 향후 부지 확장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표 2.1-10> 비랏나가르시 우선협력사업 개요
구

분

사업명
사업규모
주요 시설구성
매립형태
예상 공사기간
예상사업비

내

용

∙ 비랏나가르시 위생매립시설
∙ 대상면적 : 40,000m2
∙ 시설용량 : 190,000 m3
∙ 위생매립시설 + 침출수 처리(연계처리)+ 폐기물 간이선별시설
∙ 3단 매립 기준(지하 1단×2m, 지상 2단×5m(10m)) 매립용량 약 190,000 m3
∙ 착공 후 18개월
∙ 약 4,6백만 USD (부지 보상비, 진입도로 등 부대시설 비용 제외)

주) 사업비는 상세조사, 설계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그림 2.1-8) 비랏나가르시 우선협력사업 부지 평면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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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비랏나가르시 우선협력사업 단면 모식도

3) 우선협력사업 추진 단계
본 우선협력사업과 같은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 시 부지 확보문제로 어려움을 겪곤 한
다. 해당 사업부지 또한 마찬가지 상황으로서 본 사업부지는 비랏나가르시에서 부지확
보 의향을 내비쳤을 뿐 부지 매입절차가 완료된 것은 아니다. 시에서는 사업계획과 부
지에 대한 정보가 노출될 경우 민원이 발생하고 사업비 증가 요인이 되기 때문에 사업
수행기관에 현장조사 시 부지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사업수행기관은 시에서 제공한 제한된 영역 안에서 입지여건조사과 측량조사 등
을 수행하였으며 우선협력사업에 필요한 기초자료들을 확보하였다.
한국에서 열린 중간보고(2020.02) 시 사업부지가 부족하여 추가 확보를 요청하였던 바
시에서는 하수처리장 내 16,000m2 규모 부지를 추가 확보할 의향을 내비쳤으나 확정된
사안이 아니므로 본 사업계획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향후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토지보상을 위한 행정절차, 부지 매입 절차 등이 필요한데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해결의지를 보이고 있어 희망적인 요소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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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스돌 온실가스 CDM 사업
시스돌매립장은 2005년부터 카트만두 인근 18개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으며 부지 인근 신규 매립장인 번짜래 다다(Banchare Dada) 매립장이 운영을 개시하면
운영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에 네팔 연방행정부는 마스터플랜 중간보고(2020.02) 시 시스
돌 매립장과 관련된 사업 의향을 한국측에 제안하였으며 사업수행기관은 현재 운영 중인
4구역이 종료되면 종료 부지에 매립가스 포집설비 및 이송관료, 발전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다.

1) 사업위치
시스돌매립장은 카트만두시에서 16km 떨어진 누와꼿 지구(Nuwakot District) 내 카카니
지역(Kakani Municipality)에 위치하고 있다. 카트만두 시내에서 시스돌매립장으로 가는
길은 산길로서 1시간 반 이상 소요되며 우기 시 산사태가 발생되면 폐기물 이송에 큰
어려움을 겪곤 한다.

시스돌매립장

카트만두

(그림 2.1-10) 시스돌매립장 우선협력사업 대상부지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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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개요
시스돌 매립장 온실가스 CDM사업은 기존 시스돌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메탄가
스)를 포집하여 가스엔진을 거쳐 전력을 생산하고, 메탄가스를 재활용한 실적을 탄소배
출권을 판매하는 사업이다. 대상 설비는 매립가스 포집설비, 이송배관, 발전시설 등이
있으며 대상 사업면적은 4구역 면적인 100,000m2다.
<표 2.1-11> 시스돌매립장 온실가스 CDM사업 우선협력사업 개요
구

분

사업명

내

용

∙ 시스돌매립장 온실가스 CDM사업

사업규모

∙ 대상면적 : 100,000m2

사업목적

∙ 매립시설 사후활용으로 폐기물 에너지화 촉진

주요 시설구성

∙ 매립가스 포집설비, 정제설비, 발전시설

(그림 2.1-11) 시스돌매립장 온실가스 CDM사업 개념도

3) 우선협력사업 추진 단계
본 사업은 인근에 조성되는 번짜래 다다 신규 매립장이 2020년 5월 준공될 예정이었으
나 코로나19 영향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현 시스돌 매립장이 계속 운영 중이다. 네팔
연방행정부는 시스돌매립장의 운영을 맡고 있는 카트만두 시청에게 시스돌매립장 종료
후 사업으로 본 우선협력사업을 제안하였으며, 양자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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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사업의 기대효과
우선협력사인 신규 위생매립시설, 시스돌매립장 온실가스 CDM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
가능한 기대효과를 크게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기술적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가. 신규 위생매립장 조성 (바랏푸르, 비랏나가르)
바랏푸르시와 비랏나가르시의 우선협력사업으로 신규 위생매립장 조성에 따른 효과는 아
래와 같다.

1) 경제적 효과
◦ 매립시설 공사, 운영에 필요한 운영인력의 고용창출
◦ 도시의 청정이미지 향상으로 관광인구 증가
◦ 폐기물 증가에 대비한 안정적인 처리시설 제공으로 경제성장 기반시설 구축

2) 환경적 효과
◦ 기존 매립장 포화에 대한 대안 마련
◦ 매립시설 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
◦ 매립한계에 도달하여 매립부지 확보가 시급한 두 지역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 비위생 매립으로 인한 지하수 및 토양오염, 분진 및 악취 등 2차공해 방지

3) 사회적 효과
◦ 매립장 악취 제어를 통해 주민민원 발생 최소화
◦ 매립시설 주변에 차폐식재를 적용하여 야생동물 감염 등 민원 최소화
◦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
◦ 향후 매립시설의 사후 이용과 연계하여 매립시설을 친환경이미지의 시설로 인식하
는데 기여

4) 기술파급 효과
◦ 매립시설 운영 선진 기술 전수로 네팔 내 기술자립도 향상 및 운영관리 선진화
◦ 네팔 내 선진사례로서 적용되어 네팔 및 서남아시아 지역에 모범사례로 전파 가능
◦ 한국 기자재 공급으로 시설 보수, 증설 및 교체 등 국내기업 진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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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스돌매립장 온실가스 CDM사업
한편 시스돌매립장 온실가스 CDM사업 시행에 따른 효과는 아래와 같다.

1) 경제적 효과
◦ 매립시설 공사, 운영에 필요한 운영인력의 고용창출
◦ 매립가스를 통한 발전으로 지역에 전력공급 및 수익 창출
◦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로 부가수익 창출

2) 환경적 효과
◦ 향후 매립시설의 사후 이용의 모범사례로서 네팔에서 폐기물 매립시설을 친환경이
미지의 시설로서 인식하는데 기여
◦ 매립장 안정화를 위한 부대공사 시 산사태 예방, 악취 발생 최소화
◦ 매립시설 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

3) 사회적 효과
◦ 매립장 악취 제어를 통해 주민민원 발생 최소화
◦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

4) 기술파급 효과
◦ 매립가스 활용시설 운영에 필요한 선진 기술 전수로 네팔 내 기술자립도 향상 및
운영관리 선진화
◦ 네팔 내 선진사례로서 적용되어 네팔 및 서남아시아 지역에 모범사례로 전파 가능
◦ 한국 기자재 공급으로 시설 보수, 증설 및 교체 등 국내기업 진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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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현지조사
2.2.1 이해관계자 분석
가. 중앙정부
1) 연방행정부 (MoFAGA)
네팔 연방행정부(MoFAGA ; Ministry of Federal Affairs and General Administration)는
한국의 환경산업기술원과 본 마스터플랜 과업이행협약을 체결한 네팔의 폐기물관리 주
관 부처다. 연방행정부는 네팔 내 모든 지방정부의 중심부서이며 지방의 폐기물 관리
관련 활동은 지방정부의 관할 하에 있다.
네팔은 연방제 시행 이후 중앙의 상당 사무가 지방정부로 이양되었으며, 연방행정부는
지방 정부가 폐기물관리분야에서 기술적, 재정적으로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촉진
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연방행정부는 본 마스터플랜에서 발굴한 우선협력사업 및 기타 협력사업 추진 과정에
서 네팔 내 필요한 협의, 조사 과정에서 네팔 내 정부부처와 인허가기관을 연결해주고
있어 중요도가 큰 기관이다.

2) 기타 부서
우선협력과 관련하여 연방행정부 외에 네팔 내 정부 부처는 크게 산림환경부와 재무부
가 있다. 산림환경부는 폐기물관리를 제외한 환경분야 전분야를 담당하며, 환경영향평
가 등 인허가 주관기관이다.
재무부는 처리시설 설치 시 자금지원여부 검토, 해외원조사업을 주관하는데 신규매립
시설의 무상원조요청 사업개요서를 한국 측에 제출할 때 공식적인 제출 창구로서 기능
한다. 이외 유상원조나 해외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검토 과정에서도 재무부와 협의가
필요하므로 중요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3) 각료회의 (Cabinet Office)
네팔은 Cabinet Office라는 최상위 각료회의가 존재한다. 네팔 전체 예산 편성, 코로나
19에 따른 국가 봉쇄 등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조직으로서 네팔의 정부 조직 전체
를 총괄한다.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서는 각료회의의 결정이 필요한 바 본 우선협력사
업 추진 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사업수행기관은 각 정부 부처를 통하여 각료회
의에 사업의 특성과 목표를 전달하고, 각료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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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대상지
폐기물처리사업은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상지역 지
역주민과 유대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업수행기관은 우선협력사업 발굴
을 위한 현장조사와 업무협의 과정에서 지역 대표 등과 꾸준한 논의를 수행하여 왔다.
또한 2020년 2월 초청연수 시 지역 공무원 및 지역대표를 초청하여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한국 내 선진 폐기물 처리시설을 견학하게 하면서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갖도록 노력하였다.

1) 지방정부
신규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은 사업대상지인 바랏푸르시청과 비랏나가르시청이 폐기물관
리의 주요사무를 담당하므로 주요 이해관계자 중 하나다. 또한 시스돌매립장 온실가스
CDM사업의 경우 카트만두 시청이 주 협의기관이 될 것이며 때에 따라서는 시스돌매립
장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카트만두 포함 18개 지자체도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다.
이들 지방정부는 조사 수행과정과 협의 과정에서 중추적인 몫을 담당했고 향후 사업수
행 과정에서도 협조를 받아야 하므로 중요도가 높은 기관이다.

2) 폐기물처리업체
바랏푸르시는 Green Nepal Pvt. Ltd, Waste management Pvt. Ltd 2개 업체, 비랏나가
르시는 Waste management Pvt. Ltd가 폐기물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우선협력사업 시
행 시 지역 내 폐기물처리 체계가 변할 수 있으므로 주요 이해관계자 중 하나다.

3) 기타 이해관계자
우선협력사업 대상부지는 거주민이 적으나 우리나라 폐기물 관련법 기준 폐기물처리시
설 간접영향권(반경 2km 내) 내 지역주민이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으며, 비랏나가르
시의 경우 대상부지가 논으로 쓰이고 있어서 토지소유주가 이해관계자가 될 것이다.
시스돌 매립장 역시 인근 지역주민이 이해관계자가 될 것이다.

(그림 2.2-1) 초청연수 행사를 통한 네팔 관계자들과 유대관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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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현황조사
본 우선협력사업사업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바랏푸르시와 비랏나가르시 우선
협력사업에 대하여 대상부지 입지여건 및 측량조사 폐기물성상조사를 수행하였다. 지역일
반현황, 관련 시설현황, 관리운영상 문제점, 폐기물발생량 등 일반적인 현황 내용은 제1부
3장(환경(폐기물)제도, 정책현황 및 개선안 제안), 제1부 4장(대상지역 기본계획 수립)에 언
급되어 있다.

가. 조사개요
1) 부지여건조사, 측량조사
가) 바랏푸르, 비랏나가르
우선협력사업으로 위생매립장을 선정한 바 대상지역의 입지조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다. 국내외에서 통용되는 매립장 설치 입지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대상 부지 관계자
에게도 설명하였다.

(1) 사회적 여건
-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민가가 적은 곳)인지 여부
- 시 전역에서 접근하기 좋은 곳
- 광역화 시 지자체간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분담방안이 마련 확보 여부

(2) 공사 여건
- 지형, 지질의 안정성
- 공사재료(토사) 반입여건
- 전력, 용수 공급 여건
- 공사장비, 인력 수급 여건
- 시설확장 가능성이 있는 곳

(3) 환경 여건
-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이 아닌 곳
- 생태계(동식물) 보호구역이 아닌 곳
- 수계 보호구역이 아닌 곳

(4) 인허가
- 과거 환경영향평가 수행여부
- 문화재 매설지역이 아닌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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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기관은 위 입지여건에 대하여 2019년 11월에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개략적인
사항을 검토하였다.

바랏푸르

비랏나가르

(그림 2.2-2) 우선협력사업 대상 부지 조사 사진

본 입지여건 조사 이외에 사업수행기관은 대상 사업부지에 대하여 대상부지의 지형현
황과 기준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량조사를 수행하였다.

나) 시스돌매립장
2020년 2월 한국에서 열린 중간보고회에서 네팔 연방행정부의 제안으로 시작된 시스
돌매립장 우선협력사업에 대해 수행기관(도화엔지니어링)은 2020년 3월 현장답사를 수
행하여 시스돌매립장 운영상황과 주변 현황을 파악하였다. 공동수행기관인 수도권매
립지 관리공사은 이에 앞서 2019년 12월에 시설 관련 현장조사를 통해 우선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 여건, 매립가스 측정 등을 수행하였다.

(그림 2.2-3) 추가 우선협력사업(시스돌) 현장답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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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물 성상조사
사업대상지역인 바랏푸르시와 비랏나가르시의 폐기물 발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폐
기물 성상조사를 수행하였다. 해당 조사는 대상지역 폐기물 매립장에서 대상지역의 기
후 특성을 고려하여 우기(2019년 9월)와 건기(2020년 3월) 총 2차례 시행하였다.
<표 2.2-1> 우선협력사업 관련 폐기물 성상조사 개요
구

분

조사항목

조사시기, 회수

내

용

∙ 겉보기 밀도
∙ 물리적 조성 : 생분해성 (유기성폐기물, 종이, 섬유류, 가죽)
난분해성 (플라스틱/비닐, 유리, 금속류, 기타)
∙ 바랏푸르시
- 우기 : 2019년
- 건기 : 2020년
∙ 비랏나가르시
- 우기 : 2019년
- 건기 : 2020년

9월 19일(오전, 오후) / 총 2회 실시
3월 2일(오후) ~ 3일(오전) / 총 2회 실시
9월 17일(오전, 오후) / 총 2회 실시
3월 5일(오후) ~ 6일(오전) / 총 2회 실시

조사위치

∙ 관내 비위생매립장

조사대상

∙ 관내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상가 폐기물

본 폐기물 성상조사는 아래 (그림 2.2-6)과 같은 절차로 수행하였다. 우선 각 ward에서
반입되는 시료를 우리나라 공정시험법 기준을 따라 200kg이상 채취 후 원추4분법을 2
회 시행하여 시료를 분리 후 겉보기밀도를 구했다. 이후 네팔 폐기물 관리 법령과 관
련 문헌에 의거하여 생분해성(유기성폐기물, 종이류, 섬유류, 가죽류)과 난분해성(플라
스틱/비닐류, 유리류, 금속류, 기타류)으로 재분류하였다.

음식물류
목조

시 료 채 취
⇩
시 료 혼 합 및 원 추 4 분 법
⇩
겉보기밀도 측정
⇩
물 리 적 조 성
생분해성
난분해성
가죽류
플라스틱/
유리류 금속류
종이류
섬유류
(고무/피혁)
비닐

기타

(그림 2.2-4) 폐기물 성상조사 순서도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타 문헌조사와 비교한 내용은 1부 4장 (대상지역 기본
계획 수립)에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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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선협력사업 현황조사
1) 바랏푸르시
가) 입지여건 조사
바랏푸르시의 우선협력사업 부지는 잘데비(Jaldevi) 지역(ward 2)으로서 카트만두-바랏
푸르 고속도로변에 입지하고 있으며 시내에서 접근성(시청에서 4km)이 좋다. 또한 산
림지역으로서 민가가 적어 민원이 적은 편이다.
하지만 과거에 폐기물 임시 매립이 행해지던 곳으로서 10년 전에 야생동물에 피해가
발생하여 매립이 중단된 바 있다. 따라서 매립시설 조성 시 차폐 식재 조성 등 야생
동물 침입 방지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사여건으로는 시내에서 가깝고 주변에 고속도로가 있어 접근성이 좋고, 주변
변전소를 통한 전력수급 여건이 좋으며 인근 나라야니 강(Narayani)을 통한 용수조달
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허가 관련해서는 주변에 민가가 적어 민원우려가 적으며 정부로부터 매립장 건설을
위한 매립장 토지사용허가를 득하여 부지 확보에 대한 부담이 적은 편이다.

<표 2.2-2> 바랏푸르시 우선협력대상지 입지현황
구

분

부지면적

사회적 여건
(민원, 교통)

내

용

∙ 99,000m2
∙ 시청에서 북동쪽으로 4km (차량으로 10분) 이격
∙ 해당부지는 숲으로 인근에 민가가 적은 편으로서 민원 우려가 적음
∙ 바랏푸르-카트만두 고속도로변에 있어 도로접근성이 좋음.

환경여건

∙ 과거에 폐기물 임시매립으로 일부 지역에 폐기물이 묻혀있음 (정확한 양 파악불가)
∙ 과거에 매립장으로 쓰일 때 야생동물에 피해가 발생하여 중단됨. 향후 매립장 계획 시
야생동물 침입 방지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공사여건

∙ 인근에 고속도로가 있어 차량 접근성이 좋고, 변전소가 있어 전력수급 용이
∙ 매립대상지 접근 경로에 사유지가 있어 진입로 설치 시 협의필요
∙ 인근 나라야니(Narayani) 강에서 용수 조달 가능

인허가

∙ 과거 사전환경조사 실시
∙ 정부로부터 매립장 건설을 위한 토지 사용허가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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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현황

대상지 진입로 (변전소 앞)

기존 폐기물 매립사진

조사 관계자 사진 (맨 우측 ward 2 지역대표)

고속도로 (야생동물 주의표지)

고속도로변 야생동물 이동 생태통로

(그림 2.2-5) 바랏푸르시 우선협력사업 대상부지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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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측량조사, 지반조사
측량조사의 목적은 우선협력사업의 시설 구성을 위하여 부지의 지형을 조사하여 향후
설계 시 동선계획 및 토공량 산정 등에 이용하고 시공 시 기준점을 제공하여 설계와
시공이 똑같은 기준점에서 이루어져 정확하고 효율적인 시설 건설이 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지반조사는 매립장 예정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시추조사)와 실
내시험을 실시하여 지층의 특성 및 구성 상태 등 제반 토질조건 등을 파악하고, 결과
를 종합 분석하여 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
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상부지 측량조사는 바랏푸르 시청에서 제공한 부지를 기준으로 수행하였는데 과거
협의 시 부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조사 과정에서 경계를 정하였으며, 시청의 협조
로 무사히 조사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지반조사는 3공을 실시하였다.

(그림 2.2-6) 바랏푸르시 우선협력사업 측량조사 사진
<표 2.2-3> 바랏푸르시 측량대상지점
구

분

E

N

Z

BM-1

248248.788

3068297.903

254.000

BM-2

248247.950

3068324.790

253.280

BM-3

248344.819

3068229.547

249.830

BM-4

248383.473

3068232.541

2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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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바랏푸르시 우선협력사업 대상부지 인근 측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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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바랏푸르시 우선협력사업 지반조사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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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폐기물 성상조사(바랏푸르)
(1) 겉보기 밀도
겉보기 밀도는 우기 0.212 ton/m3, 건기 0.199 ton/m3 수준으로서 우기 값이 건기에
비해 수분함량 차이 등으로 인하여 높게 나타났다. 해당 밀도 수준은 한국 내 생활폐
기물 겉보기 밀도(0.2 ton/m3) 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물리적 조성
네팔의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 분류는 생분해성 폐기물과 난분해성으로 나뉘며 금
회 조사결과 생분해성 폐기물 비율은 우기 67,8%, 건기 60.2%로 문헌조사 값보다 높
았다.
성상별로는 생분해성 폐기물 중에 음식물류폐기물이 가장 높았으며, 난분해성 폐기물
중에는 비닐/플라스틱류가 가장 높았다.
우기의 유기성폐기물의 비율(48.9%)이 건기(37.0%)보다 약 10%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우기 시 폐기물 배출, 수거 과정에서 유기성 폐기물의 수분함량이 증가되어 무게 비
율 또한 증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플라스틱/비닐류는 우기보다 건기가 함량이
높아 폐기물 수분함량 차이에 따라 성상비율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2-4> 바랏푸르시 폐기물 성상조사 결과
구분

우기 평균

건기 평균

유기성폐기물

48.9%

37.0%

종이류

6.8%

6.8%

섬유류

7.2%

13.4%

가죽류

4.9%

3.0%

합계

67.8%

60.2%

플라스틱, 비닐

20.3%

26.1%

유리류

4.1%

8.8%

금속류

1.8%

1.3%

기타

6.0%

3.5%

합계

32.2%

39.7%

100.00%

100.0%

생분해성

난분해성

합계

그래프

우기

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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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사진
- 우기 (2019년 9월)

성상조사 장소(좌) / 준비물(우)

원추사분법 시행을 위한 폐기물 혼합(좌) / 4등분(우)

폐기물 성상별 분류통(좌) / 무게 측정(우)

(그림 2.2-9) 바랏푸르시 1차(우기) 폐기물 성상조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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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기 (2020년 3월)

매립지 현황 (좌) / 사전준비 관련 관계자 협의

무게측정원추사분법 시행을 위한 폐기물 혼합(좌) / 원추사분법으로 4등분(우)

밀도측정을 위한 작업(좌) / 물리적조성을 위한 분류(우)

(그림 2.2-10) 바랏푸르시 2차(건기) 폐기물 성상조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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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랏나가르시
가) 입지여건 조사
비랏나가르시에서는 우선협력사업 시행을 위하여 Secondary town 하수처리장 인근부
지(ward 14)를 제시하였다. 해당부지 인근에 이미 하수처리시설 운영 중이며 대상부지
가 논으로 활용되고 있어 민원 소지가 적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또한 전력공급,
하수처리 측면에서 하수처리장과 연계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고, 시청의 관리 측면으
로도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 여건을 검토할 때는 부지 옆에 싱햐(Singhya) 강이 지나가므로 지하수위가 높고,
연약지반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설계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지가 평야지대로서 지반여건과 차폐 계획을 고려해야 하며, 부지까지 비포장 상태
로서 사업추진 전에 진입도로 건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시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
임을 밝혔다.
시에서 제공한 부지는 아직 부지매입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향후 토지보상을 위한 행
정절차 및 각종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여 사업 추진 지체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40,000m2는 매립시설을 추진하기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바 시에서는 하수처리
장 북측 여유부지 쪽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언급하였다.
<표 2.2-5> 비랏나가르시 우선협력대상지 입지현황
구

분

부지면적
사회적 여건
(민원, 교통)

내

용

∙ 40,000m2
∙ 시청에서 남동쪽으로 5km (차량으로 20분) 이격된 곳에 입지
∙ 해당부지가 농지이며 인근에 민가가 적어 민원 우려가 적음
∙ 하수처리장이 있어 공사/운영 시 전력, 용수 공급 여건도 용이함.

환경여건

∙ Second town 하수처리장 옆에 있어 연계하여 운영하기에 적합.
∙ 현재는 진입로가 비포장 상태로서 이동 시 모래먼지가 발생하나 시에서는 도로를
포장할 계획이라고 함.

공사여건

∙ 부지 옆에 하천이 있어 지하수위가 높을 것으로 전망하며 평야지대로서 지반여건과
차폐 계획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임.
∙ 시에서는 예상 면적을 3.5~4.0ha로 계획 중이며 주변 부지가 농지라 확장가능성이 충분
한 것으로 파악하였음.

인허가

∙ 토지보상을 위한 행정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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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전경

부지인근 하천

조사관계자 사진

조사사진 (GPS 활용)

처리장 개념도

혐기성 반응조

(그림 2.2-11) 비랏나가르시 우선협력사업 대상부지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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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측량조사, 지반조사
측량조사의 목적은 우선협력사업의 시설 구성을 위하여 부지의 지형을 조사하여 향후
설계 시 동선계획 및 토공량 산정 등에 이용하고 시공 시 기준점을 제공하여 설계와
시공이 똑같은 기준점에서 이루어져 정확하고 효율적인 시설 건설이 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지반조사는 매립장 예정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시추조사)와 실
내시험을 실시하여 지층의 특성 및 구성 상태 등 제반 토질조건 등을 파악하고, 결과
를 종합 분석하여 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
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상부지 측량조사는 시청의 협조로 시행되었다. 우선협력사업 대상부지 옆 하수처리
장 내 여유부지에서 시행하였다. 현재 사업부지 매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점을 고려
하여 시청이 소유한 부지인 하수처리장에서 시행하였다. 측량조사 대상부지는 사업부
지 확장을 위하여 검토하는 부지이므로 향후 부지 확장 시 유의미한 자료로 쓰일 것
으로 보인다. 지반조사 역시 해당 부지에서 3공을 실시하였다

(그림 2.2-12) 비랏나가르시 우선협력사업 대상부지 측량사진
<표 2.2-6> 비랏나가르시 우선협력사업 측량대상지점
구

분

E

N

Z

BM-1

529898.920

2923820.913

71.260

BM-2

529895.553

2923812.919

71.320

BM-3

529712.988

2923856.726

71.280

BM-4

529738.131

2923844.782

7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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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3) 비랏나가르시 우선협력사업 대상부지 인근 측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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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4) 비랏나가르시 우선협력사업 지반조사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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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폐기물 성상조사(비랏나가르)
(1) 겉보기 밀도
겉보기 밀도는 우기 0.391ton/m3, 건기 0.204ton/m3 수준으로 우기가 건기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폐기물 배출 시 음식물류폐기물 혼합배출, 조사당일 오전에 내린 비
로 인한 빗물 침투 등으로 폐기물의 수분함량이 증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물리적 조성
네팔의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 분류는 생분해성 폐기물과 난분해성으로 나뉘며 금
회 조사결과 생분해성 폐기물 비율은 우기 70.6%, 건기 73.7%로 문헌조사 값과 비슷
하였다.
성상별로는 생분해성 폐기물 중에 음식물류폐기물이 가장 높았으며, 난분해성 폐기물
중에는 비닐/플라스틱류가 가장 높았다.
우기의 유기성폐기물의 비율(59.7%)이 건기(54.4%)보다 약 5%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우기 시 폐기물 배출, 수거 과정에서 유기성 폐기물의 수분함량이 증가되어
무게비율 또한 증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플라스틱/비닐류는 우기보다 건기가 함
량이 높아 폐기물 수분함량 차이에 따라 성상비율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2-7> 비랏나가르시 폐기물 성상조사결과
구분

우기 평균

건기 평균

유기성폐기물

59.7%

54.4%

종이류

6.8%

8.5%

섬유류

3.3%

8.9%

가죽류

0.8%

1.9%

합계

70.6%

73.7%

플라스틱, 비닐

18.1%

20.5%

유리류

3.5%

4.0%

금속류

0.8%

1.3%

기타

7.0%

0.5%

합계

29.4%

26.3%

100.0%

100.0%

생분해성

난분해성

그래프

우기

건기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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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사진
- 우기 (2019년 9월)

원추사분법 시행을 위한 폐기물 혼합(좌) / 4등분(우)

폐기물 성상별 분류(좌) / 무게 측정(우)

폐기물 반입 트랙터(좌) / 성상조사 대상 폐기물(우)

(그림 2.2-15 ) 비랏나가르시 1차(우기) 폐기물 성상조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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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기 (2020년 3월)

사전준비 관련 관계자 협의 (좌) / 성상조사 대상 장소 부지정비 사진(우)

무게측정원추사분법 시행을 위한 폐기물 혼합(좌) / 원추사분법으로 4등분(우)

밀도 측정을 위한 작업(좌) / 플라스틱류 무게측정(우)

(그림 2.2-16) 비랏나가르시 2차(건기) 폐기물 성상조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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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돌매립장
가) 부지현황조사
(1) 매립시설 개요
시스돌 매립장은 카트만두시를 포함하여 카트만두 인근 18개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시스돌 매립장은 부지 인근 번짜래다라(Banchare Dada) 신
규 매립장을 조성 전까지 사용되는 임시 매립장 성격으로 2003년부터 폐기물을 처리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신규 매립장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2020년 현재까지 폐기물
매립을 지속하고 있다.

(2) 입지여건
시스돌 매립장은 카트만두시에서 16km 떨어진 누와꼿 지구(Nuwakot District) 내 카
카니 지역(Kakani Municipality) 산지에 있다. 카트만두 시내에서 시스돌매립장으로 가
는 길은 산길로서 포장 상태가 좋지 못하여 차로 1시간 반 이상 소요된다. 더구나 지
형적 영향으로 우기 시 산사태가 자주 발생하여 폐기물 이송이 중단되기도 한다. 도
심에서 멀어서 운송여건은 좋지 못하나 산지 특성상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차폐여건은
좋다.
네팔 정부에서는 번짜래다다(Banchare dada) 신규 매립장 조성에 대비하여 진입로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일부 진입로는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차량 통행량이 많고 지형
적 여건으로 인하여 공사가 더디게 진행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협력사업 추진 시 공
사차량의 대거 진출입이 예상되는 바 원활한 공사 수행을 위한 도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매립시설 관리
시스돌매립장은 4개 매립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2003년부터 1~3구역은 각 3년씩
운영 후 현재 4구역에서 2012년부터 매립을 진행하고 있었다. 대상 사업면적은 약
100,000m2 수준이다.
폐기물 매립은 단순 투기 후 인근 야산에서 흙을 파서 덮는 간이 복토를 시행하여
폐기물 흩날림과 악취를 방지하고 있다. 간간히 폐기물의 노천소각이 성행하여 화재
위험이 존재하며 넝마주이에 의한 재활용품 선별도 진행 중이었다.
시스돌 매립장은 준비 없이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침출수 배제, 차수시설 등 인근에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 매립장 운영 초기에는 트럭으로 침출
수를 외부 반출 처리하였으나 최근에는 이마저도 시행되지 않아 침출수는 인근 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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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연방류되고 있어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매립가스 포집시설은 설치되
지 않았다. 과거 3매립 구역에 포집공을 설치하였으나 산사태로 유실되어 현재는 존
재하지 않고 있다. 지형적 여건과 비가 많이 오는 기후 여건으로 인하여 매립장 관리
에도 어려움이 큰데 본 부지는 매립장 사면부가 복토되어 있지 않아 폐기물 슬라이
딩, 흩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우선협력사업으로 매립가스 포집시설 설치를 위해
서는 사면 안정화 공사, 포집공 재설치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4) 신규매립장 현황
번짜래다다(Banchare dada) 신규 매립장은 시스돌 매립장에서 1.7km 떨어진 곳에 있
다. 시스돌 매립장과 마찬가지로 산지 특성상 외부와 차폐가 유리하다. 신규 매립장
면적은 13.21 ha로서 2,500,000m3의 폐기물을 매립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향후 30 년 동안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2020년 내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자재,
인원 수급 문제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이 선진적인 폐기물 관리를
요구하며 시설 가동에 대해 부정적인 상태라 가동시점 파악은 불투명하다. 이에 본
우선협력사업 추진 시점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표 2.2-8> 시스돌매립장 우선협력대상지 부지현황
구

분

입지여건

매립시설 관리

공사여건

내

용

∙ 카트만두 시내에서 북서쪽으로 16km 가량 이격 (차량으로 1시간 30분 소요)
∙ 진입로가 산길이며 비포장되어 진입 시 불편함.
∙ 우기, 산사태 발생 시 차량통행이 불가하여 폐기물 처리 지연 유발

∙ 1~3구역은 종료되었으며 4구역 매립 중 (2012년~)
∙ 인근 야산에서 흙을 절취하여 간이복토 시행 중
∙ 별도 침출수 배제시설이 부재하여 침출수를 자연방류
(과거에 침출수를 트럭 이송하여 처리하였으나 최근 미실시)
∙ 매립가스 포집시설 부재
(3매립구역에 설치하였으나 산사태로 유실)

∙ 진입로가 산길이며 비포장되어 공사차량 진입 시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진입로
개량 필요
∙ 매립장 사면부가 복토되어 있지 않아 산사태 위험이 있으며 매립가스 포집시설 설치
시 사면 안정화 공사, 포집공 재설치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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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매립장 종료 부지

4매립장 매립처리

침출수 무방류

매립장 사면부 크랙 발생

번짜래다다 신규매립장 현장사진

번짜래다다 신규매립장 현장사진

(그림 2.2-17) 시스돌 매립장 현황조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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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폐기물 및 매립가스 성상
(1) 문헌조사
관련 문헌자료에서 카트만두밸리 지역에서 발생폐기물의 63.22%가 유기물로 나타났
으며, 무기물 중에서는 플라스틱이 10.8%, 종이가 9.0%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표 2.2-9> 카트만두밸리 반입폐기물 성상(2015년)
구분

유기물

성상비율(%)

63.22%

플라스틱

종이

무기물
유리

건설폐기물

기타

10.8%

9.0%

5.4%

4.5%

7.1%

계
100%

자료 : Environment Audit Report for Solid Waste Management of Kathmandu Metropolitan City(2015)

(2) 현장조사
사업수행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19년 12월에 본 사업 추진에 앞서 사전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시스돌매립장에서 반입폐기물의 성상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음
식물, 유기물 비율이 73%로 나타나서 매립종료 초기 매립가스 발생량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2.2-10> 시스돌매립장 반입폐기물 성상(2019.12)
구분

음식물, 유기물

종이, 목재

고무, 가죽류

기타

계

성상비율(%)

73%

8%

3%

16%

100%

또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19년 12월 조사 시 시스돌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매립
가스를 측정하여 메탄가스(CH4) 포집량을 예측하였다. 매립가스 포집량과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아래와 같으며 2020년부터 5년간 23천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
었다.

<표 2.2-11> 시스돌매립장 매립가스 연간 포집량 및 CO2 감축량 추정치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평균

CH4 포집량
(m3/min)

5.2

3.9

2.9

2.2

1.7

-

tCO2 감축량
(천톤)

41

31

23

18

14

23

자료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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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추정사업비 산정
2.3.1 추정사업비의 선정기준
본 우선협력사업의 사업비는 지방정부에서 제시한 사업면적과 부지의 형태를 감안하여 유
사 시설 공사비 단가를 고려하여 개략 산출하였으며 향후 사업면적, 설계여건에 따라 변
동될 수 있다.

2.3.2 추정사업비 산정
1) 바랏푸르시
<표 2.3-1> 바랏푸르시 위생매립장 개략사업비
구 분

개략
공사비

내 용

사업비 (천USD)

토공

땅깎기, 흙쌓기, 면고르기, 녹화 등

1,568

차수시설

HDPE 포설, Geo Composite 등 각종 자재 비용

4,716

침출수처리

침출수 집배수관(L=2.3km) 등

599

침출수배제

POND, 차수시설

986

부대공사비

부대토목(울타리, 계량기, 세륜기 등), 폐기물 간이선별장 등

787

소계

소계

8,656

사업부대비

설계, 감리비 등

1,344

기타 부대비

공사보험료, 금융비용

합계

공사비 + 사업부대비용

35
10,035

주) 분석기준시점 (2020년 1월 1일) 불변가액 기준

2) 비랏나가르시
<표 2.3-2> 비랏나가르시 위생매립장 개략사업비
구 분

개략
공사비

내 용

사업비 (천USD)

토공

땅깎기, 흙쌓기, 면고르기, 녹화 등

차수시설

HDPE 포설, Geo Composite 등 각종 자재 비용

침출수처리

침출수 집배수관(L=0.8km) 등

198

침출수배제

POND, 차수시설

337

부대공사비

부대토목(울타리, 계량기, 세륜기 등), 폐기물 간이선별장 등

425

소계

소계

3,579

사업부대비

설계, 감리비 등

1,021

기타 부대비

공사보험료, 금융비용

합계

공사비 + 사업부대비용

주) 분석기준시점 (2020년 1월 1일) 불변가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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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사업기간
가. 시설공사의 진행흐름
시설공사 시 시공자는 공사 조직, 주요 자재, 주요 시공계획, 기본적 시공방법, 안전대책
을 포함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설공사의 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기후 영
향과 민원이므로 우기(6월~9월)와 건기(10월~5월)가 명확한 네팔의 현지 특성을 시공일정
을 수립하여야 하며, 민원 해소 대책을 고려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본 우선협력사업 대상 공사는 각 개별 공종과 상호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므로 공
종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사업 현황과 시설 공사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후 공사를 착
수하여야 한다. 시설 공사의 기본 흐름은 다음과 같다.
설계도 검토

∘자재수급
∘품질관리시험∘
자재선정시험
∘정밀시공

시공계획 수립
준

비

공

본

공

사

마 무 리 공

∘공사기간, 방법계획
∘인력, 장비투입계획
∘세부공사 계획

∘부산물 제거
∘현장 정리

검 사 및 준 공

(그림 2.3-1) 환경시설 공사의 흐름

나. 시설공사 시 현장관리
매립시설은 각 공종별로 시공내용이 상이하므로 시공자는 네팔 혹은 국제적으로 통용되
는 공사시방서를 숙지하여 세부시공 계획 및 공사 중 예상되는 문제점(민원, 발파암 처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후 본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또한, 자재 및 제품은 각각에
적합한 시험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장비 및 인원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충실하
여야 한다.
현장 여건, 공종별 특성을 고려할 때 공사 시 예상되는 환경영향은 토공작업에 따른 비
산먼지, 장비 운영 시 발생되는 소음, 강우 시 토사 유출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우
선협력사업 의 부지들은 인근에 주거지역이 크게 없어 중대한 환경상의 악영향 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시공 시 예상되는 영향인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
하여 공사시행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민원 등에 대한 사전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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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산먼지
공사차량의 운행, 부지 내 토사 이동 등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을 저감할 수 있도록 다
음과 같은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살수차량 운영 : 비산먼지의 주 발생원은 공사차량이므로 비산먼지 발생 구간에 대
하여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 세륜시설 활용 : 공사장 입구에 설치된 세륜시설을 설치하여 차량 운행 시 발생되는
비산먼지 억제
- 기타 : 공사차량 주행속도 제한, 덮개장착, 적재함 상단 5㎝ 이하 적재 등 적재 및
운반요령 준수

2) 소음․진동
사업대상부지는 주거지역과 이격되어 주변 주민에 대한 피해는 적을 것으로 판단되나
현장 근로자 및 진입로변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다음과 같은 감소 대책을 수립할 필요
가 있다.
- 저소음 공사장비 사용 및 공사장비 엔진 등에 소음기 부착
- 공사 작업시간 제한 및 공종별 효율적인 장비 투입
- 경적사용 금지, 차량 및 장비의 주기적인 정비 및 점검 실시
- 충격음 방지를 위하여 각종 차량, 장비의 충격음 발생부에 고무 패드 설치 등

3) 기 타
구조물 공사를 위한 터파기 등 토공작업 시 강우 조건에 따라 토사유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음과 같은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부지정지공사는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 시행
- 절성토 공사 시 우수배제시설의 선 시행
- 토공사 구간에 대한 가배수로 설치
또한 공사 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각 폐기물의 발생 특성에 따라 처리토록 계획

- 건설폐기물 : 가능한 현장 내 재이용
- 생활폐기물 : 분리형 수거함 설치하여 무단투기 방지
- 폐유 : 폐유 저장시설 설치 후 위탁처분 등
- 임목폐기물 : 줄기부분은 파쇄 후 가로수 및 수목하부 등에 살포하거나, 인근
제지공장 또는 제재소에 매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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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상 사업기간
1) 신규 매립시설
본 우선협력사업 중 하나인 신규 매립시설의 사업기간은 사업 착수 후 36개월로 고려하
였으며, 사업 준비기간(설계와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기간 등) 15개월, 공사 기간 21개월
로 하였다. 네팔은 우기(6월~9월)와 건기(10월~5월)가 존재하므로 부지정지공사는 우기를
피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전체 사업일정 검토 시에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

<표 2.3-3> 단계별 협력사업 추진계획
1차년도

공 정
구 분

M+3

M+6

2차년도

3차년도

M+9 M+12 M+15 M+18 M+21 M+24 M+27 M+30 M+33 M+36

현지조사, 기본/실시설계
공사입찰 및 업체선정
공사
토공
우수, 지하수 배제
침출수 집배수, 차수
부대공사
시운전 /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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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술적 타당성
2.4.1 수요예측
가. 바랏푸르시 신규 위생매립장
예상 폐기물 발생량은 ‘1부 4장 대상지역 기본계획 수립’에서 산출한 발생량을 토대로
폐기물 수거율, 성상별 재활용률 예측치를 고려하여 매립량을 산출하였다.

1) 목표년도
본 우선협력사업의 초기목표는 향후 사업일정을 감안하여 2025년으로 하였으며, 중기
목표년도는 2030년, 장기목표는 2035년으로 하여 사업규모를 추정하였다. 제1부 4장에
서 산출한 대상연도별 인구와 원단위, 발생량은 아래와 같다.

<표 2.4-1> 바랏푸르시 목표연도별 인구, 원단위, 발생량
구 분

2025년

2030년

2035년

인구(인)

383,488

408,867

430,823

원단위 (kg/인.일)

0.5

0.5

0.5

예상 발생량(톤/일)

191.7

204.4

215.4

비고

2) 수거율
현장조사 시 바랏푸르시의 수거율은 약 70%로서 수거 효율 향상을 위한 노력 등을 통하
여 점진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고려하였다. 적용 수거율은 아래와 같다.

<표 2.4-2> 바랏푸르시 수거율 예측
구 분

2025년

2030년

2035년

비고

수거율

75%

80%

85%

현재 약 70%

수거율을 적용한 주요 연도별 인구, 발생량과 수거대상량은 아래와 같다.

<표 2.4-3> 바랏푸르시 수거율을 적용한 수거대상량
구 분

2025년

2030년

2035년

예상 발생량(톤/일)

191.7

204.4

215.4

수거율

75%

80%

85%

예상 수거량(톤/일)

143.8

163.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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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기물 처리비율
본 우선협력사업 추진 시 재활용률을 높이려는 노력을 병행하여 매립량을 최소화해야 한
다. 본 계획에서는 수거된 폐기물을 전량 매립하지 않고 폐기물 성상별 재활용율을 적용
하였으며, 재활용되지 않는 폐기물은 매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였다.
<표 2.4-4> 바랏푸르시 폐기물 재활용률, 매립률 계획
2025년

구 분

2030년

2035년

재활용

매립

재활용

매립

재활용

매립

음식물, 목초류

40.00%

60.00%

45.00%

55.00%

50.00%

50.00%

종이류

5.00%

95.00%

10.00%

90.00%

15.00%

85.00%

섬유류

0.00%

100.00%

0.00%

100.00%

0.00%

100.00%

가죽류

0.00%

100.00%

0.00%

100.00%

0.00%

100.00%

플라스틱, 비닐

40.00%

60.00%

45.00%

55.00%

50.00%

50.00%

유리류

70.00%

30.00%

75.00%

25.00%

80.00%

20.00%

금속류

20.00%

80.00%

25.00%

75.00%

30.00%

70.00%

기타

0.00%

100.00%

0.00%

100.00%

0.00%

100.00%

생분해성

난분해성

아래 표에서는 재활용되지 않고 매립되는 양을 나타냈다. 아래 매립량은 향후 중간처분
시설이 도입될 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표 2.4-5> 바랏푸르시 성상별 매립계획량
구 분

생분해성

난분해성

2025년

2030년

2035년

음식물, 목초류

43.1

45.0

45.8

종이류

19.1

20.6

21.8

섬유류

8.6

9.8

11.0

가죽류

2.9

3.3

3.7

소계

73.8

78.7

82.2

플라스틱, 비닐

15.5

16.2

16.5

유리류

1.7

1.6

1.5

금속류

2.3

2.5

2.6

기타

5.8

6.5

7.3

소계

25.3

26.8

27.8

99.1

105.5

110.0

매립량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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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립량 계획
다음은 매립처리량을 고려한 연차별 매립량은 아래와 같다. 매립용량 780,000㎥을 기준
으로 향후 매립량 추이를 고려할 시 가동 16년째인 2029년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4-6> 바랏푸르시 매립시설 예상 용량
연도

연간 매립량(톤)

연간 매립량(m3)주)

준공

잔여 매립량(m3)

비고

780,000

2025

36,166

48,221

731,779

2026

36,721

48,961

682,818

2027

37,177

49,570

633,248

2028

37,627

50,169

583,079

2029

38,069

50,759

532,320

2030

38,503

51,337

480,983

2031

38,929

51,905

429,078

2032

38,804

51,739

377,339

2033

39,116

52,154

325,185

2034

39,416

52,555

272,630

2035

39,705

52,940

219,691

2036

40,104

53,472

166,219

2037

40,507

54,009

112,210

2038

40,914

54,552

57,658

2039

41,325

55,100

2,558

2040

41,740

55,654

-

매립종료

주2) 다짐밀도 0.9톤/㎥, 침하율 10%, 복토율 25% 적용

매립시설은 신규 부지 선정이 어려운 만큼 매립연한을 최대한 늘리는 정책적 수단이
시행되어야 한다. 그 방안으로는 단기적으로 재활용률을 향상 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소각시설을 추진함으로써 소각잔재와 불연물만을 매립하여 매립량을 감축하고 매립연
한을 연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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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랏나가르시 신규 위생매립장
예상 폐기물 발생량은 ‘1부 4장 대상지역 기본계획 수립’에서 산출한 발생량을 토대로
폐기물 수거율, 성상별 재활용률 예측치를 고려하여 매립량을 산출하였다.

1) 가동목표년도
본 우선협력사업의 초기목표는 향후 사업일정을 감안하여 2025년으로 하였으며, 중기
목표년도는 2030년, 장기목표는 2035년으로 하여 사업규모를 추정하였다. 제1부 4장에
서 산출한 대상연도별 인구와 원단위, 발생량은 아래와 같다.

<표 2.4-7> 비랏나가르시 목표연도별 인구, 원단위, 발생량
구 분

2025년

2030년

2035년

인구(인)

306,433

321,592

335,775

원단위 (kg/인.일)

0.5

0.5

0.5

예상 발생량(톤/일)

153.0

161.0

168.0

비고

2) 수거율
현장조사 시 비랏나가르시의 수거율은 약 75~80%로서 수거 효율 향상을 위한 노력 등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고려하였다. 적용 수거율은 아래와 같다.

<표 2.4-8> 비랏나가르시 수거율 예측
구 분

2025년

2030년

2035년

비고

수거율

80%

85%

90%

현재 약 75~80%

수거율을 적용한 주요 연도별 인구, 발생량과 수거대상량은 아래와 같다.

<표 2.4-9> 비랏나가르시 수거율을 적용한 수거대상량
구 분

2025년

2030년

2035년

예상 발생량(톤/일)

153.0

161.0

168.0

수거율

80%

85%

90%

예상 수거량(톤/일)

122.6

136.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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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기물 처리비율
본 우선협력사업 추진 시 재활용률을 높이려는 노력을 병행하여 매립량을 최소화해야 한
다. 본 계획에서는 수거된 폐기물을 전량 매립하지 않고 폐기물 성상별 재활용율을 적용
하였으며, 재활용되지 않는 폐기물은 매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였다.
<표 2.4-10> 비랏나가르시 폐기물 재활용률, 매립률 계획
2025년

구 분

2030년

2035년

재활용

매립

재활용

매립

재활용

매립

음식물, 목초류

40.00%

60.00%

45.00%

55.00%

50.00%

50.00%

종이류

5.00%

95.00%

10.00%

90.00%

15.00%

85.00%

섬유류

0.00%

100.00%

0.00%

100.00%

0.00%

100.00%

가죽류

0.00%

100.00%

0.00%

100.00%

0.00%

100.00%

플라스틱, 비닐

40.00%

60.00%

45.00%

55.00%

50.00%

50.00%

유리류

70.00%

30.00%

75.00%

25.00%

80.00%

20.00%

금속류

20.00%

80.00%

25.00%

75.00%

30.00%

70.00%

기타

0.00%

100.00%

0.00%

100.00%

0.00%

100.00%

생분해성

난분해성

아래 표에서는 재활용되지 않고 매립되는 양을 나타냈다. 아래 매립량은 향후 중간처분
시설이 도입될 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표 2.4-11> 비랏나가르시 성상별 매립계획량
구 분

생분해성

난분해성

2025년

2030년

2035년

음식물, 목초류

40.4

41.3

41.6

종이류

18.6

19.7

20.5

섬유류

3.7

4.1

4.5

가죽류

2.5

2.7

3.0

소계

65.2

67.9

69.7

플라스틱, 비닐

12.5

12.8

12.8

유리류

1.1

1.0

0.9

금속류

1.0

1.0

1.1

기타

3.7

4.1

4.5

소계

18.3

18.9

19.3

83.5

86.8

89.0

매립량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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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립량 계획
다음은 매립처리량을 고려한 연차별 매립량은 아래와 같다. 매립용량 190,000㎥을 기준
으로 향후 매립량 추이를 고려할 시 가동 5년째인 2029년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4-12> 비랏나가르시 매립시설 예상 용량
연도

연간 매립량(톤)

연간 매립량(m3)주)

준공

잔여 매립량(m3)

비고

190,000

2025

30,467

40,623

149,377

2026

30,788

41,033

108,344

2027

31,024

41,328

67,016

2028

31,252

41,611

25,405

2029

31,470

41,881

-

2030

31,678

42,138

-

2031

31,877

42,381

-

2032

32,045

42,441

-

2033

32,202

42,626

-

2034

32,349

42,796

-

2035

32,484

42,950

-

2036

32,761

43,317

-

2037

33,041

43,686

-

2038

33,323

44,059

-

2039

33,607

44,435

-

2040

33,894

44,815

-

매립종료

주2) 다짐밀도 0.9톤/㎥, 침하율 10%, 복토율 25% 적용

상기 결과에서 보듯 현재 비랏나가르시에서 제공한 부지 면적으로는 장기 운영이 불가
능하므로 추가 부지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사업수행기관은 한국에서 열
린 중간보고(2020.02) 시 추가부지 확보를 요청하였으며 시에서는 하수처리장 내
16,000m2 규모 부지를 추가 확보할 의향을 내비친 상황으로서 성사될 경우 약 2년 정
도 매립기간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중장기적인 매립시설 운영이
어려우므로 매립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정책적 수단과 병행되어야 한다. 그 방안으로는
단기적으로 재활용률을 향상 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소각시설을 추진함으로써 소각잔
재와 불연물만을 매립하여 매립량을 감축하고 매립연한을 연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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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스돌매립장 CDM사업
본 사업의 원료가 되는 매립가스 발생량은 4매립장 개시 시점 (2012년)부터 예상 종료시
점(2022년)까지의 11년간 폐기물매립량 추정치(1,000톤/일, 연 300일 기준)와 참고자료의
폐기물 성상(표 2.2.2-9)을 토대로 산출하였다. 그러나 본 결과는 예측치로서 향후 실제
매립기간, 추가적인 성상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재검토하여야 하며, 발생량 추정방법에 따
라서도 값이 달라질 수 있다.

1) 매립가스 발생량 추정방법
매립가스 발생량 추정에는 반응속도개념을 이용한 수학적 모델을 주로 사용하는 추세
로서, 당 사업의 매립가스 발생량 예측은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EPA Model
인 EPA Landfill Gas Emission Model(ver. 3.02)을 적용하였다.

가) LandGEM(Landfill Gas Emission Model) 개요
미국 EPA Control Technology Center(CTC)에서 Scholl Canyon model을 기초로 개발한
모델로서, 개별 매립지의 보유 데이터 및 default value를 이용하여 매립지로부터 배출
되는

메탄,

이산화탄소,

비메탄계

유기화합물류(NMOC,

Nonmethane

Organic

Compound) 및 47개의 선정된 개별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평가한다.
기본값은 신규 또는 기존매립지에 대한 배출량의 법적 기준 CAA(Clean Air Act)에 따
른 CAA default와 미국 EPA AP-42(Compilation of Air Pollutant Emission Factors)의
배출계수에 기초한 inventory default를 사용한다.

<표 2.4-13> 매립지 유형에 따른 기본값
Default type

Landfill type

k value(year-1)

Lo value(㎥/Mg)

Conventional

0.05

170

Arid area

0.02

170

Conventional

0.04

100

Arid area

0.02

100

Wet(Bioreactor)

0.7

96

CAA

Inventory

모델의 주요 추정인자는 메탄발생속도상수(k)와 잠재메탄발생량(Lo)이며 아래 식과 같
이 0.1년 단위로 계산하고 누적시키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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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 H  해당년도의연간메탄발생량  m  년  

n



Mi

e
  kL  


i   j  

 kt ij

o

n : (해당년도-폐기물 매립 초기년도)
j : 0.1년의 시간간격
i : 1년의 시간간격
k : 메탄발생속도상수(Methane generation rate)(year-1)
Lo : 잠재메탄발생량(㎥/Mg)
Mi : i년도에 반입된 폐기물 양(Mg)
tij : i번째 연도에 매립된 폐기물량 Mi j번째 시간(10진법 연도, 예 3.2년)

2) 입력모수 결정
매립가스의 잠재메탄발생량(Lo) 및 발생반응속도(k)는 폐기물의 성분 및 종류의 다양성
으로 인해 많은 영향을 받으며, 그 외에 매립년한, 침출수 발생량의 변화에 의해서도
그 값이 변화한다. 이런 불확실한 매립지의 특성으로 인해 매립지내에서의 정확한 발
생속도 및 발생량의 예측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우선협력 사업에서는 <표 2.4-14>와 같이 Huaycoloro Landfill에 기 적용된
바 있는 Lo, k값 및 매립폐기물 성상비율을 적용하여 발생량을 예측하였으며, 기타 적
용되는 변수로서 매립가스 중의 평균 메탄농도는 50%, 포집율은 55%를 적용하였다.
<표 2.4-14> 매립가스 발생량 예측에 적용된 모수값
Components

Waste composition (%)

Degradability Category

Decay Rate (k)

Lo (m3/ton)

Food

35.6

Fast

0.1

113.3

Green Waste

11.8

Fast(50%), Medium(50%)

0.1 / 0.02

113.3

Paper

16.9

Medium

0.02

113.3

Wood

3.1

Slow

0.005

113.3

Rubber, Leather,
Textiles

4.0

Slow

0.005

113.3

Plastics, Metals, Glass,
Other Inorganics

28.5

Inert

-

113.3

자료 : PDD Huaycoloro October 2nd,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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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예측된 매립가스 발생량은 다음과 같으며, 사업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025
년부터 매립가스를 포집할 시 발전량도 나타냈다.
<표 2.4-15 > 폐기물 매립량 및 매립가스 발생량 예측치
매립가스 발생량

연도
(년)

폐기물 매립량
(톤/년)

(m /min)

포집율
(%)

매립가스 포집량
(m3/min)

발전량
MWh/yr

(m /yr)

2012

300,000

4,606,609

8.76

55

4.82

8,148

2013

300,000

8,532,102

16.23

55

8.93

11,352

2014

300,000

11,877,186

22.60

55

12.43

14,099

2015

300,000

14,727,679

28.02

55

15.41

16,479

2016

300,000

17,156,709

32.64

55

17.95

18,402

2017

300,000

19,226,591

36.58

55

20.12

20,141

2018

300,000

20,990,429

39.94

55

21.96

21,515

2019

300,000

22,493,472

42.80

55

23.54

22,796

2020

300,000

23,774,281

45.23

55

24.88

23,804

2021

300,000

24,865,715

47.31

55

26.02

24,719

2022

300,000

25,795,773

49.08

55

26.99

21,057

2023

-

21,981,708

41.82

55

23.00

17,944

2024

-

18,731,576

35.64

55

19.60

15,289

2025

-

15,961,996

30.37

55

16.70

13,000

2026

-

13,601,916

25.88

55

14.23

11,078

2027

-

11,590,788

22.05

55

12.13

9,430

2028

-

9,877,018

18.79

55

10.34

8,057

2029

-

8,416,640

16.01

55

8.81

6,866

2030

-

7,172,187

13.65

55

7.51

5,859

2031

-

6,111,735

11.63

55

6.40

4,944

2032

-

5,208,077

9.91

55

5.45

4,211

2033

-

4,438,030

8.44

55

4.64

3,662

2034

-

3,781,840

7.20

55

3.96

3,11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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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실가스 감축효과 검토
매립가스 포집예측치와 발전량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검토하였
으며, 가동개시 시점부터 10년간 38만톤CO2 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16> 메탄 Baseline 감축량 산출 개요
구분

산출기준

시설운영

개시 :2025년, 종료 : 2034년

메탄가스 포집율

55%

LFG 내 메탄(CH4) 함유비율

50%

메탄(CH4)비중

0.714 kg/m3

메탄(CH4) GWP 지수

21
3

온실가스 감축량 산출식

매립가스 포집량(m /min) x 메탄함유율 x *60min/hr x 24hr/일 x 365일/년
x 비중 / 1000 )*21

<표 2.4-17> 전력생산에 따른 감축량 산출 개요
구분

산출기준

석탄발전 시 MWh당 CO2eq배출계수

0.6139 tCO2/Mwh

발전생산 적용비율

80% (생산전력 중 소내전력 20% 제외)

온실가스 감축량 산출식

발전량(Mwh/hr) x 배출계수 x 발전생산 적용비율

<표 2.4-18 > 예상 온실가스 감축효과
CO2 배출 및 감축(tCO2eq)

연도
(년)

매립가스
포집량
(m3/min)

발전량
MWh/yr

시설용량
(Mwh)

A. 메탄
Baseline
감축량

B.
전력생산
감축량

C.
사업배출

D. 예상
감축량
(=A+B-C)

2025

16.70

13,000

1.48

65,817

6,385

1,747

70,454

2026

14.23

11,078

1.26

56,085

5,441

1,489

60,037

2027

12.13

9,430

1.08

47,793

4,631

1,267

51,157

2028

10.34

8,057

0.92

40,726

3,957

1,083

43,600

2029

8.81

6,866

0.78

34,705

3,372

923

37,154

2030

7.51

5,859

0.67

29,573

2,878

787

31,664

2031

6.40

4,944

0.56

25,201

2,428

664

26,964

2032

5.45

4,211

0.48

21,475

2,068

566

22,977

2033

4.64

3,662

0.42

18,300

1,799

492

19,606

2034

3.96

3,113

0.36

15,594

1,529

418

16,704

355,269

34,487

9,438

380,318

주) 사업배출량 산출 = 발전량 x 배출계수(0.672) x 소내전력 사용비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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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시설별 기본계획
가. 매립시설
1) 매립시설의 개요
폐기물 매립시설은 폐기물을 최종처분하기 위한 시설로서 매립된 폐기물의 분해과정에
서 발생하는 침출수 및 매립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
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매립가스 소
각시설이나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또한, 최종처분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유출이 없는 위생적인
구조로 폐기물을 저류할 수 있어야 하며 폐기물의 분해 작용 등 자연 현상을 통한 장
기적인 안정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폐기물 매립시설은 그 시설의 입지위치(지형)적 특성에 따른 분류와 매립처리대상 폐기
물에 따른 분류로 나눌 수 있다.
본 사업의 우선협력사업 시설의 경우 현지 정부에서 제공한 부지를 고려하여 육상매립
으로 선정하였으며 처리대상 폐기물은 가정, 사업장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그 대상
으로 한다. 본 기본계획에서는 네팔 내 구체적인 매립시설 기준이 없으므로 국내외 통
용되는 기준과 계획을 적용하였으므로 실제 사업 추진 시에도 유사 기준을 고려한 계
획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림 2.4-1) 매립시설의 분류

2) 매립구조 및 매립방법 검토
가) 매립구조
본 우선협력사업에 적용할 매립시설은 폐기물의 안정화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산소
공급 조건, 침출수 및 우수 배제 조건에 따라 혐기성과 호기성 매립으로 나뉘며 다음
표와 같이 4가지 형태로 나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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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폐기물의 분해촉진을 통하여 폐기물매립지를 조기에 안정화하고 침출수 수질개선
을 보다 촉진시키려면 호기성 방법이 적합하나 공사비와 운영비가 타 공법에 비해 높
은 편이다. 따라서 본 우선협력사업에서는 네팔 현지의 예산 상황이나 운영관리 능력
을 고려할 때 개량형 혐기성 공법이나 준호기성 매립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표 2.4-19> 적용대상 폐기물 매립시설 종류 및 특징
구 분

혐기성

개량형 혐기성

준호기성

호기성

혐기성 매립에서
샌드위치처럼
중간복토를 실시하는
위생매립 구조

매립장 하부에 차수막과
침출수 집배수관을
설치하여 매립장 내부가
자연적 통기가 되게 함.

매립장 주변 우수배제와
침출수 집배수관이
대기와 접해 매립장
내부가 자연적 통기가
되는 준호기성 매립

매립장 주변 우수배제와
침출수 집배수관,
공기주입관을 설치해
외부 강제 송풍으로
내부 호기성 조건으로
만들어 매립

∙ 혐기성 위생매립에

∙ 혐기성에 비하여 분

개념도

정의

장점

∙ 호기성 매립구조 보
다 공사비 저렴

비해 함수율이 적고
분해속도가 빠름
∙ 호기성 매립구조 보
다 공사비 저렴

∙ 혐기성 매립보다 중간
복토 등 공사비 증가
∙ 유기물 분해속도가 느

단점

림
∙ 가스 및 침출수질이
나쁘며, 지하수 등
2차오염 유발

권장하지 않음

권장

-

∙ 매립가스 재활용
가능
∙ 유지관리 용이

해속도가 빠름
∙ 매립가스 발생량이
많고 침출수는 적음
∙ 안정화도 빨라 장래
토지이용에 유리

∙ 혐기성에 비해 공사비 ∙ 공사비가 다른 안에
∙ 혐기성 위생 매립보다
중간복토 , 차수시설,
집배수 시설 등 도입
으로 전반적인 공사
비 증가

∙ 미관상 불량

권장시설

해속도가 빠름

∙ 혐기성에 비하여 분

증가

비하여 증가

∙ 가스 및 악취발생
우려

∙ 공기주입 등 운영관리
비 증가

∙ 혐기성에 비하여

∙ 혐기성에 비하여

단위용적당 매립용량

단위용적당 매립용량

적음

적음

민원우려가 적고
민원 발생우려가 크고,
조기 안정화를 원하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위생
시설 관리역량이 충분히
지역
매립을 원하는 지역
확보된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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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매립방법
매립시설은 기반시설 하부의 지하수가 유입되지 않고 내부의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
지 않아야 하며, 외부의 빗물의 유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위생 매립시설의 매립방법은 일반적으로 샌드위치(Sandwich) 매립, 셀(Cell) 매립, 압축
(Bailing)매립 등으로 나뉜다. 본 우선협력사업에서는 복토재가 부족하고, 한정된 부지
에 매립용량을 극대화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본 사업에는 셀 매립을 적용하는 것
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표 2.4-20> 매립방법별 특징
구 분

샌드위치 매립

셀 매립

압축 매립

∙ 폐기물을 수평으로 고르게 깔
고 압축하여 복토하는 방식
∙ 좁은 면적의 산간형 매립장에
서 주로 이용

∙ 1일 매립작업이 완료된 후 모
든 폐기물의 노출지점을 복토
하는 방식
∙ 비탈면 경사는 15~25% 구배

∙ 폐기물 매립 전 감용화를 위해
압축/포장하여 매립하는 방법
∙ 매립지 잔여수명이 짧거나 운
반이 필요할 경우 이용

개요

장점

∙ 사면부 노출에 의한 영향이 적 ∙ Cell 마다 일일 복토를 하여
∙ 폐기물이 압축포장된 상태로
을 경우 적합
악취 및 해충의 발생을 최소화
운반이 용이하고 밀도가 높음
∙ 복토량이 적어 운영비 적음
∙ 복토량이 적게 소요

단점

∙ 반입폐기물 대비 매립면적이
넓은 경우 폐기물이 노출면에
따른 악취 및 흩날림 발생

권장

∙ 복토량이 샌드위치 매립에 비
해 많이 소요

∙ 압축포장물의 운반 파손 주의
∙ 압축포장 비용이 많이 소요

○

다) 복토
복토는 매립된 폐기물의 노출을 신속히 방지하여 폐기물의 비산 및 악취를 저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복토는 폐기물의 표면을 덮는 것이 주목적으로서 복토재는 매립
시설 내에서 굴착한 토양이나 근거리에서 확보가 가능한 토사, 연탄재 등을 이용한다.
복토의 종류는 시행 주기에 따라 일일복토와 중간복토, 최종복토로 구분하며 매립장
여건과 폐기물 성상에 따라 복토 간격은 조절할 수 있다.
폐기물 중 소각재·도자기조각 등 악취의 발생이나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기물만 매
립하는 경우나 실내 매립시설 등 주변지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매립
시설의 경우에는 일일복토와 중간복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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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일복토
일일복토는 폐기물의 표면을 덮는 것이 주목적으로 매립시설 내에서 굴착한 토양이
나 근거리에서 확보가 가능한 토사, 연탄재 등을 이용한다. 일일복토는 매립된 폐기
물의 노출을 신속히 방지하여 폐기물의 비산 및 악취를 저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일일복토작업은 셀의 축조시마다 복토를 최소한 15cm 이상의 두께로 편 후 압축하
여 폐기물의 노출, 침식과 물고임이 없도록 경사지게 하여야 하며, 매개곤충 및 병원
균, 생물의 서식 방지, 폐기물의 비산 방지, 화재예방과 폐기물층으로 수분이 침투하
지 않도록 하어야 한다.

(2) 중간복토
중간복토는 매립작업이 7일 이상 중단되는 경우 실시하며 가스 누출과 우수 침투 방
지를 목적으로 점토나 점토질모래 등으로 실시한다. 폐기물 운반차량 통로에는 지지
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토사를 사용한다. 중간복토 두께는 30㎝ 이상, 경사 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각종 운반차량의 접근성을 고려한 최소 복토층의 두께는 50cm 정도가 적당하다. 강
우철에 복토층의 함수비 과다로 소성파괴로 인한 운반차량의 접근도가 현격히 저하
되어 원활한 매립작업이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추가 복토
층을 포설토록 한다. 상부 중간복토층의 표면경사는 신속히 우수배제 및 부등침하 등
을 감안하여 우수배제시설에서는 최소 10%이상이 유지되도록 하고, 중앙부에서는 최
소 2%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일 일 복 토

중 간 복 토

1
3

토사다짐 (t= 15c m )

토사다짐 (t= 30c m )

폐기물층

폐기물층

(그림 2.4-2) 일일복토와 중간복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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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복토
매립시설의 사용 종료 후 폐기물의 안정을 위하여 행하며 중간복토의 역할 및 가스
누출방지를 위하여 시행한다. 최종복토된 토지는 장기간 기상여건에 영향을 받으므로
매립완료 후 사용 목적까지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다음은 한국의 최종복토에 대
하여 기술하였다.
<표 2.4-21> 최종복토 기준 (한국)
구 분
식생대층

내용
두께 60cm 이상

배수층

모래, 재생골재 등 30cm 이상 토목합성수지(지오컴포지트 ․ 지오네트 또는
지오텍스타일 등)
: 매립하중상태에서 투과능계수 1/30,000㎡/sec 이상

차단층

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
: 투수계수 10-6㎝/sec이하,
두께 45㎝ 이상

가스배제층

합성고분자 차수막 : 1.5mm 이상
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 : 투수계수 10-6㎝/sec이하,
두께 30㎝ 이상
두께 30cm 이상

최 종 복 토
식 생 대 층 (t= 60cm이상)
배수층(모래, 재생골재 등(t= 30cm이상))

식 생 대 층 (t= 60cm이상)

차단층(점토광물 혼합토(t= 45cm이상))

배수층(토목합성수지)

가스배제층(잡석, t= 30cm 이상)

HDPE She e t (t= 1.5mm이상)

중간복토층(t= 30cm이상)

차단층(점토광물 혼합토(t= 30cm이상))
가스배제층(잡석, t= 30cm 이상)

300

300

450

(Type A)

(Type B)

(그림 2.4-3) 매립시설 복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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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토재의 종류
복토재는 토사의 운반거리 및 확보 용이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토공작업시의 잔토를
이용하도록 계획한다. 매립시설 조성 시 발생된 토사를 중간복토층 상부에 적치하여
사용하고 필요시 외부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반입하여 사용하도록 계획한다.
복토에 사용할 수 있는 흙의 종류는 입경, 점토함유량에 따라 침투성이 달라지므로
복토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재료를 선택하여야 하며 복토용 흙으로서의 적합성은 다
음 표와 같다.
<표 2.4-22> 복토용 흙으로서의 적합성
점토~
실트성자갈
양호
～적합
양호
양호
～적합
양호
～적합

순수한
모래

점토~
실트성모래

실 트

점 토

적합

불량

불량

불량

불량

적합
적합
～최적
적합
~최적

적합
적합
～최적
적합
～최적

최적*

최적

최적

최적

최적

최적

최적

식물경작

불량

적합

불량
～양호

최적

적합
～최적

양호
～적합

분해가스 유출시 통과
가능(배수가 양호한
경우)

최적

불량

적합

불량

불량

불량

기

능

순수한
자갈

설치류 토양훼손방지

적합

해충 접근 방지

불량

수분침투 최소화

불량

발생가스의 표면 누출
최소화
쾌적한 외형 제공 및
종이류 날림방지

불량

불량
불량

최적*
최적*

주 : *는 균열이 전 표면에 퍼졌을 경우에만 해당

다) 매립평면 및 구역 계획
매립완료 후 발생되는 자연 침하(매립고의 약 20 % 정도) 후에 우수배제가 유지될 수
있는 매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매립구역 내측에서의 부등 침하 시에도 최소
의 우수배제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매립경사(3 % 이상)를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매립장 하류부까지 매립이 가능한 내부진입도로를 설치하여 차단시설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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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립시설 구조물 검토
가) 저류구조물 및 내부지반 조성
저류구조물은 매립시설 내 폐기물의 저류 및 안전한 매립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
을 갖춘 시설로서 우기 시 침수 등의 비상시에도 일시적인 저수 기능을 발휘할 수 있
어야 한다.
종류는 흙제방, 콘크리트 옹벽, 널말뚝 등이 있으며 제방의 재료(흙이나 레미콘)의 조
달 여건, 암반 조건에 따라 재료를 정하여야 한다. 우기 시 강수량이 많고, 산사태 위
험이 있는 현지 특성을 고려할 때 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널말뚝은 권장하지 않는다.
한국의 저류구조물 설치기준은 옹벽(축대벽)의 경우 바닥면 활동 안전율(Fs≥1.5), 전
도 안전율(Fs≥2.0), 지지력 안전율(Fs≥3.0)을 기준치 이내로 만족하여야 하며, 흙제방
(둑)은 사면 활동 안전율(Fs≥1.3)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4-23> 저류구조물의 종류
구 분

흙 제방

중력 콘크리트 제방

널말뚝

개념도

∙ 흙제방 자체 하중으로 내측 폐 ∙ 제방 자체의 하중을 이용해 하 ∙ 널말뚝 하부를 기초 지반에 근
기물 및 상류측 폐기물 매립
중에 저항
입하여 횡방향 지지력과 널말
특 징
하중에 견디는 구조
∙ 콘크리트 구조물로 저면 하부
뚝 횡강성 저항
∙ 제체 및 폐기물 특성 따라 제
기초까지 하중을 전달함
∙ 널말뚝의 재질 및 형태에 따라
방 측면경사 및 상단폭 결정
U자, Z자, 직선형, H형 등
∙ 시공이 단순하고 기반시설 조 ∙ 구조물의 내구성 우수
∙ 시공이 단순하고 공사기간이
성중 잔여토사 이용 가능
∙ 제체 용적이 흙제방 보다 적어
짧으며, 공사비 절감 가능
∙ 부등침하 및 균열 등의 안정성
비교적 큰 매립용량 확보 가능 ∙ 제체 용적 감소로 상대적인 매
장 점
양호
∙ 매립지내 침출수 유출 및 누수
립용량 확보 가능
∙ 매립지내 침출수 유출 및 누출
차단 양호
차단 양호
∙ 제방용적 만큼 매립량이 감소 ∙ 기초기초암반이 견고하여야 함 ∙ 지반반력이 양호 하여야 함.
∙ 내부 토사유용 어려울 경우 외 ∙ 레미콘 등 자재반입이 필요하 ∙ 지지력이 약해 소규모에 유용
단 점
부 반입필요
여 공사비 높음
∙ 미관이 불량하고 사고시 피해
∙ 매립작업 중 내부사면 차수시
규모 큼
설 손상 우려
권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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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류구조물의 기능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 폐기물의 매립처분계획량을 저류할 수 있을 것
- 폐기물의 붕괴 및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
- 매립지 내에 침출수를 일시적으로 저류하는 계획을 하는 경우에는 지진 기타 재해
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저류할 수가 있을 것
- 침출수의 유출이나 누수 및 지하수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을 것
- 매립종료 후에도 필요한 기간 동안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
- 주변의 경관이나 토지이용 등에 지장이 안 될 것
매립시설의 내부조성은 부지여건 및 매립소요규모에 따라 계획을 달리할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매립시설의 기초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지반침하 등의 우려가 없도록 지
반보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암반이 드러난 경우 암반의 요철 등으로
차수시설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대형매립시설(조성면적≥150,000㎡)일 경우 내진설계를 수행하여야 하고 본 사업
과 같은 중소형 매립시설(조성면적<150,000㎡) 경우에는 지반의 연약정도, 매립높이 등
을 고려하여 지진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고려하여 내부지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나) 도로시설
폐기물 매립시설의 도로는 폐기물 수집∙운반부터 계량시설까지 이용하는 진입도로와
매립시설 내에서 매립작업을 위해 운반하는 내부도로로 나눌 수 있다.
도로제원은 차량장비의 등판능력을 고려하여 종단구배 및 선형을 결정하고 절토사면
을 최소화 하며 자연지형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계획하고, 기존 이면도로 등의 이
용 또는 확장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매립시설 내부도로는 차수시설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구조로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도로의 포장형식은 가용성 포장, 강성포장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시설부지의 기후적
특성, 교통량, 재료 수급방안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매립시설 도로 기능에 부합한 포
장 형식을 선정하도록 해야 하며, 포장 형식에 따른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과 시멘
트 콘크리트의 포장형식 비교는 다음과 같다.
본 사업의 경우 포장수명이 길고, 유지관리비가 저렴하며, 강설과 추위의 영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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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4> 포장형식 비교골재
구 분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 교통하중을 표층→기층→보조기층→노상으로
확산 분산시켜 하중을 절감하는 형식

∙ 교통하중을 콘크리트 슬래브가 직접 지지하는
형식

하 중
전 달

∙ 시공경험 풍부로 시공용이
시공성 ∙ 즉시 교통개방 용이

∙ 콘크리트 품질관리, 양생, 평탄성, 줄눈 시공
등 고도의 숙련필요
∙ 양생기간이 필요

내구성

∙ 대형차량 및 과적차량에 대한 적응력 부족
∙ 포장수명 5년(덧씌우기 포장)

유 지
보 수

∙
∙
∙
∙

사용성

보통 5년 후 덧씌우기 포장실시
유지관리 고가
국부적 파손시 보수 양호
잦은 유지보수가 교통소통 지장

∙ 중차량에 대한 적응성 양호
∙ 포장수명 20년
∙ 유지관리비 저렴
∙ 국부적 파손시 보수가 어려움

∙ 개통 후 중차량에 의한 바퀴자국(요철) 발생
∙ 강설이후 융해시간이 다소 빠름

∙ 소음이 있어 승차감 다소 떨어짐
∙ 적설시 결빙시간이 빠르고, 다소 늦게 녹음

∙ 시멘트콘크리트 포장에 비해 야간 시인성 부족 ∙ 회색으로 초기 반사도가 높으나 시간이 경과함
및 우천시 반사 발생
에 따라 낮아짐

권장

O

다) 우수배제시설
(1) 개요
우수 집‧배수시설은 매립장부지 외곽 및 내부의 우수를 관리하기 위한 시설이다. 매
립장 내부에 우수가 배제되지 않고 모이면 침출수량이 증가하여 침출수 처리시설 용
량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우수가 유기성 폐기물과 접촉하면 침출수 농도에도 영향을
미쳐 침출수 처리의 어려움을 유발하고 비용을 증가시킨다. 우수배제시설은 우수의
침출수화를 최소화함으로써 침출수 처리시설 용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설치한다.
우수 배제시설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복토면 침식으로 하류부의 토사퇴적 등을 유발
할 수 있고, 침출수량 증가에 따른 침출수 누출과 더불어 악취발산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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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우수 집‧배수시설은 본 협력사업에 필요한 시설로
판단하였으며 설치 시 아래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침출수와 우수를 분리하여 배제시킬 수 있는 시설로 계획
◦ 매립장 내부 집‧배수계획과 외곽부 집‧배수계획으로 나누어 외곽부 우수는 매립장
에 유입되지 않도록 계획
◦ 매립이 단계별로 진행되므로 각 단계별 우수 배제가 가능하도록 계획
◦ 매립완료 후 상단배수를 고려 종․횡단구배에 의해 배수가 되도록 계획
◦ 차수시설과 연계한 사면소단을 충분하게 활용하도록 계획
◦ 쓰레기 매립시 차수막의 인장력에 대응하는 차수시설 고정과 연계한 계획

(2) 우수 배제방식 검토
우수 배제방식은 외곽 배제방식(1안)과 내부 배제방식(2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
에서는 경제성과 시공성, 유지관리, 침출수 누출 사례 등을 고려하여 주로 외곽배제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외곽 우수 배제 방식은 관리도로를 따라 외곽 U형측구로 배
제하는 방식으로서 본 계획에서도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외곽배제가 더 적합한 것으
로 검토하였다.
<표 2.4-25> 우수배제방안 비교
구 분

제 1안 (외곽 배제방식)

제 2안 (내부 배제방식)

내

- 매립시 상부 및 사면발생 우수를 외곽으로 방류 - 매립지 상부 및 사면의 발생우수를 집수정을 이
용 - 옹벽제방이하 매립계획부지의 우수는 침출수화 용하여 매립부지 바닥 하부에 관로 또는 BOX를
하여 처리
이용하여 방류

장

점

단

- 옹벽제방이하 우수의 침출수화로 침출수량이 많
아질 수 있는 가능성.
- 매립 중 일부 소구역에 대한 우수가 침출수화
점
될 가능성(pump시설 고려)
- 대규모 매립지의 경우 우수시설 관로의 연장이
길어짐에 따라 시설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음.

권 장
적 용

- 개수로를 이용 방류하므로 집중강우에 대비
- 토사퇴적 및 파손에 대한 유지관리가 용이하다.

- 매립작업과 연계하여 소구역별로 맨홀을 설치함
으로써 소구역에 대한 우수의 침출수화를 최소
화할 수 있음.
부지하단 부분에 관로 또는 BOX가 설치되므로
매립완료 후 구조적인 안정을 가지기 위해 시설
물의 설계가 과대해짐
측구 침출수 집수정의 매립단별 폐쇄시 집수정
연결관로 부분으로 침출수가 누출될 우려가 있
음

◎
- 본 계획에서는 매립시설 외측에 떨어지는 우수는 매립시설 외곽의 측구를 통하여 배제시키고, 매
립계획부지의 우수는 침출수화하는 외곽 배제방식으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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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4) 외곽배제 방식

(그림 2.4-5) 내부배제방식

라) 지하수 배제시설
(1) 개요
매립 초기 및 매립 중 강우 등에 의해 매립시설 주변에 지하수위가 상승할 경우 과도
한 지하수압에 의해 침출수 차수시설의 손상 및 침출수의 누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립시설의 바닥 및 측면의 차수시설 하부에는 지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매립시설에 지하수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지하수 흐름에 의한 토양의 침식작용으로 토양이 쇄굴됨에 따른 상부 차단시설
파괴 등의 악영향
◦ 매립지 차단시설에 양압력을 작용하게 함으로서 차단시설 파괴 우려
◦ 일부 침출수 차단재료의 경우 지하수 등 물에 노출될 경우 안정성 저하에 의한
차단시설 및 매립지 전반의 안정성 결여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매립지내로의 지하수 흐름을 최소화하거나 효과
적으로 배제하여야 한다.

(2) 지하수영향 최소화 방안
지하수가 매립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지하수의 유입을 완전
하게 차단하기 위해 외곽으로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방안과 지하수의 유입을 허용하
면서 신속하게 배제하는 방안이 있다. 배제방안별 비교표는 다음 표와 같고, 합리적
시설계획으로 현장 투수시험 및 현장 수압시험 결과와 우기 시 지하수위 상승 등을
고려한 지하수량을 산정하여 적절한 배제시설을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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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6> 지하수 배제방안 비교
구 분
개

차 단 방 안

배 수 방 안

∙부지외곽 및 지하수 유입지역에 수직차단시설을
요
설치하여 지하수의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

∙부지내의 지하수의 유입을 허용하고 유입된 지
하수를 신속하게 배제함으로써 지하수발생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

∙부지 원지반이 가능한 한 저투수층 일 것
∙외곽으로의 차단시설 공사가 용이한 지역
∙부지 내부지반이 연약하지 않아 지하수 배제시
적용지역 ∙지하수의 차단으로 인근지역의 지하수계에 영향 설이 안정적으로 유지 될 수 있는 지역 일 것.
이 없는 지역
(예. 산간 매립지)
(예. 해안 매립지)

공사비

대

소
◎

권 장

1
1:

쇄석
(Ø 40m m이하)

1:0

.5

쇄 석
(Ø 40m m이하)

1:
1

지하수 배제 간선관로
HDPE 유공관, D 200m m

(그림 2.4-6) 지하수 배제시설(바닥부) 예시도

마) 침출수 차수시설
(1) 차수시설의 목적과 필요성
차수시설은 폐기물의 보유수 또는 폐기물의 분해에 의하여 생긴 분해수와 매립층에
유입된 우수 등에 의하여 생긴 침출수가 매립지에서 공공수역으로 유출되거나 지하
수로 혼입되어 주변 환경을 악화시켜 생활환경 보전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침출수
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
차수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폐기물에 의한 오염방지수단으로서의 기능
- 매립 폐기물층 자체 보유 유해물질이 공공수역이나 지하수로 혼입되는 것을 방지
하는 기능
◦ 침출수 제거에 의한 오염방지수단으로서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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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우 등에 의해 발생된 침출수를 집배수하고 침출수의 지하 침투 가능성을 저하
시키는 기능
◦ 차수시트의 설치에 의한 오염방지수단으로서의 기능
- 매립지로부터의 침출수와 지하수를 차단하는 기능
◦ 지반의 오염방지수단으로서의 기능
- 차수시트를 유지하는 하부지반에 의한 오염물질의 확산을 억제하는 기능

이러한 차수시설 설치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관련 법규에 적합한 시설의 선정
◦ 매립작업 시 차수막 파손에 대한 안전성
◦ 내화학성이 높은 것
◦ 미생물 및 각종 유기물의 침투에 대한 대응력이 강할 것
◦ 이음부의 용접이 확실할 것
◦ 계절 변화에 따른 온도변화에 대응책이 강할 것
◦ 시공이 용이하고 설치비가 저렴할 것
◦ 평지 및 사면부 설치가 가능할 것
◦ 매립지가 장기간 사용되고 사용종료 후 안정화기간이 필요한 바, 내구성 있고 안
정적인 시설계획을 수립
◦ 매립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 토지이용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것
◦ 침출수에 포함된 화학물질에 의한 화학반응, 침식, 분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물
리․화학적 저항성이 클 것
◦ 침출수의 누출이 억제될 수 있도록 투수계수가 1×10-7㎝/sec 이하가 되는 재질을
사용 시공할 것
◦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어도 광화학 반응에 의한 분해나 변색, 경화가 되지 않
아야 하며, 매립된 폐기물 및 폐기물처리 장비의 중량에 의한 하중을 견딜 수 있
는 강도를 가질 것

(2) 차수재의 비교검토
관리형 매립시설에서 침출수가 매립시설에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립시
설의 바닥 및 측면은 폐기물의 성상, 매립높이, 지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차수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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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여야 한다. 차수시설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 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 점토류 라이너
◦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차수시설이나 동등한 재질의 토목합성수지 라이너류
◦ 점토류라이너를 사용하여 차수시설을 설치한 것과 동등이상의 차수효과를 가지는
시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차수재는 토목합성수지라이너와 점토류라이너이며 비교한
결과를 아래 표에 나타내었다. 차수시설의 경우 점토라이너를 투수계수 1×10-7㎝
/sec 이하로 1.0m이상 시공하기가 곤란하여 대부분 토목합성수지라이너를 적용하나
현지 지반조사 결과와 자재 수급 등 시공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표 2.4-27> 주요 차수재 비교
구 분
장 점

토목합성수지라이너

점토류 라이너

∙두께가 상대적으로 적어 매립량이 많음
∙유해물질에 대한 저항이 크고 누출의 위험이
적음

∙현지에 점토류가 존재 시 경제적
∙시공이 간편

∙공사비가 증가

∙점토층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 제한적임
∙대상지역에 일정한 두께(1.0m)이상 점토층이
존재해야 함.

단 점
사 례

대부분 매립장

권 장

◎

해안 일부매립장

바) 침출수 집배수 시설
(1) 개요
침출수의 집‧배수시설은 차수시설 위에 침출수가 축적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침출
수가 차수시설 위에 축적되면 압력이 생겨서 차수시설을 통과하는 침출수량이 증가
하기 때문이다. 또한 침출수가 차수시설 위에 축적되면 매립층 내 침출수위가 상승하
여 매립지 사면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침출수 집배수시설은 발생되는 침출수
를 즉시 효과적으로 차수시설로부터 제거시켜 지하수오염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고 매
립지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폐기물 매립지역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강우나 쓰레기의 자체의 과도한 함수율에
의해 발생한다. 이러한 침출수는 쓰레기층을 통과하여 차수막 위에 설치된 침출수 배
제층에 고이게 된다. 이때 침출수의 수두가 높아지면 차수막을 통한 침출수의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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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증가하여 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침출수의 수두를 적
정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침출수 집배수시설은 매립지 주변의 오염방지뿐만 아니라 매립지 안정화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이다. 따라서 집배수시설의 기능은 침출수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배제하는 동시에 침출수 차단층 상부의 침출수위를 낮추어 하부 침투량을
최소화하고, 상대적으로 집․배수관에 차집되는 양을 최대화하는 것으로, 이 기능은 내
부 침출수위를 저하시켜 매립지 사면안정성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침출수 집‧배수시설의 설치 시 기본조건은 다음과 같다.
◦ 매립지 외부로부터 표면수의 유입을 방지한다.
◦ 하천의 복류수나 용수가 침출수에 혼입되지 않도록 분리한다.
◦ 침출수는 매립지에서 신속히 배제하여 혐기성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한다.
◦ 매립지 하류부에 일정한 용량의 침출수 집수정을 설치하여 신속하게 집수시킴과
동시에 계획량을 초과하는 침출수량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저류할 수 있는 구조
로 한다.

침출수 배제 간선관로
HDPE 유공관, D 400m m

쇄석 성형재
지오네트

1
1:

쇄 석
(Ø 40m m 이하)

1:
1

500

2% 이상

2% 이상

300

(그림 2.4-7) 침출수 차수 및 집배수시설 예시도

(2) 침출수 이송
일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침출수이송방식은 하부이송방식과 상부이송방식을 채택하
고 있으며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본 사업에서는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할 때
하부배제가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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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8> 침출수 배수방안 비교
구 분

제1안 (상부배제방안)

제2안 (하부배제방안)

개념도

개 요

∙ 매립장 하단에 집수정을 설치하여 펌프로 유 ∙ 집수되는 침출수를 유량조정조까지 자연유하
량조정조로 압송
로 수송하며 유량조정조의 유지보수를 위해
관의 하단에 밸브를 설치

시공성

∙ 폐기물 매립진행에 따라 집수정을 설치해야
하나 침출수 유출 염려가 없다.

∙ 옹벽 관통부위의 침출수차수막 시공이 어렵고
완벽한 차수불가

∙ 펌프에 의한 압송으로 수송능력 양호함
수송능력 ∙ 침출수 다량 발생시 펌프용량 초과의 위험성
∙ 정전 시 수송불가

∙ 자연유하에 의한 흐름으로 적정관경 및 구배
유지시 수송에는 별문제가 없으나 관로이상시
수송능력에 문제가 발생되어 대책이 필요함

∙ 펌프시설의 유지관리가 필요하여 동력비 증가 ∙ 관로의 파손 및 이상시 보수 및 교체 곤란
∙ 이송계통이 노출되어 점검 및 보수용이
◎

유지관리
권 장

사) 침출수 처리시설
(1) 침출수 처리시설 개요
침출수는 폐기물의 자중과 매립과정에서 압축다짐 등으로 인해 누출되는 액체(기간
상 1차침출수)와 매립지 내 침투된 물(기간상 2차침출수)을 통해 발생하게 된다.
대부분의 침출수는 폐기물 자체 보유수 보다는 매립시설 내부로 침투된 강우의 의한
발생이 많으므로 계절적 강우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침출수 유량조정조를 설치
하도록 하고 있다.

<표 2.4-29> 침출수 처리시설 관련 한국 내 규정
구 분

관 련 내 용

유량조정조

∙ 규모(㎥) = 일 강우량 × 7일
※ 일 강우량 : 최근 10년간 1일 강우량이 10 mm 이상인 강우일수 중 최다빈도 강우량
∙ 내부는 방수처리 및 유입구에 유량계 설치

침출수
처리시설

∙ 침출수배출허용기준 이내 처리
∙ 침출수 처리시설 배출구에는 유량계 설치
∙ 다른 매립시설의 침출수 처리시설이나 위탁처리하는 경우 또는 인접한 폐수종말처리시
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 연계 처리하는 경우 침출수 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갖출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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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출수 처리시설의 계획은 다음 그림과 같이 침출수 발생량 및 수질 변동을 고려하
여 처리공정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그림 2.4-8) 침출수 처리시설 계획수립 절차

(2) 침출수 처리방법
침출수 처리는 아래 표와 같이 3가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처리방식은 인근 하수
처리장 여부, 수계 여부를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본 사업대상지의 경우 운영능력이
나 예산을 고려할 때 자체 처리방식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바랏푸르의 경우 이에 인근에 처리시설이 없고, 건기에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점을 고
려한 증발처리 방식을, 인근에 하수처리장을 운영 중인 비랏나가르의 경우 연계처리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표 2.4-30> 침출수 처리방법 비교
구 분

자체 처리 방류

증발

하수 연계 이송 처리

개 요

∙ 생물학적, 물리화학적 고도처 ∙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침출수
리 후 인근 수계에 방류
를 증발

특 징

∙ 공사비, 유지관리비 등 처리비 ∙ 관로와 증발조 설치에 필요한 ∙ 침출수 발생량 및 수질 변동
용이 높음
공사비만 소요되고, 유지관리
에 대처 용이
∙ 처리시설 운영 시 운영이 까
가 간단하여 경제성이 좋음. ∙ 주변 수계 오염방지 및 관련
다롭고 설비 보수등 유지관리 ∙ 증발 시 악취 발생으로 민원
민원발생 해소
어려움
발생 우려
∙ 인근 하수처리시설이 없을 경
∙ 자체 방류에 따른 방류수역
∙ 우기 시 저장조 범람으로 인
우 원거리 이송거리에 따른
민원 발생 소지
근수계에 피해 우려
건설비 및 유지관리비 부담

권장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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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매립가스 처리
(1) 개요
매립 가스의 처리, 처분은 매립지에 설치한 가스정, 배관, 수분 등을 제거하는 필터
와 가스를 흡인하는 펌프 또는 콤프레셔 등의 설비로 이루어진 회수시스템과 이용목
적에 따라서 전력 또는 열에너지로 교환하는 이용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매립지가 안정화 되어 매립가스 배출량이 매우 적거나 이미 폐쇄된 매립지에 대하여
서는 별도의 회수, 이용 시스템 없이 그대로 대기에 방출하여 희석시킬 수도 있다.
한국 내에서는 현재 대부분의 매립 가스는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회수라는 방향
으로 포집하여 처리되고 있으나 네팔에서는 별도의 단순 확산 시키거나 매립가스 관
리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2) 매립가스 포집시설
매립가스의 포집은 매립장내 악취, 안정성 등 주변지역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
하여 적절한 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매립가스 포집방식은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자연 배출방식(Passive Control System)
과 강제 배출방식(Active Control System)의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2.4-31> 매립가스 포집방식
구 분
시설개요

강제포집 (Active) 방식

자연배출 (Passive) 방식

∙ 매립층 내에 수직 또는 수평포집관을 설치
후, 강제적으로 흡입하는 이송관을 이용하여
포집압(부압) 을 포집관에 작용시키는 방법

∙ 매립층 내에 잡석 및 유공관을 설치하여 매
립가스 발생압력에 의해 매립층 외부로 자연
배출

개 념 도

특 징

장 단 점

∙ 공기의 유입이 차단되는 시점(상단 매립후 등) ∙ 수직 배출 방식의 경우에는 매립중 및 매립
에 설치 가능
완료 후 설치 가능
∙ 중앙연소시설에서 연소, 재이용 가능
∙ 대부분 현장간이소각 처리
∙ 악취 저감에 효과 우수
∙ 계획적인 재이용 가능하나 초기투자비 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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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립가스 처리방법
처리 방법은 위 그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소각법, 대기확산 및 희석방법, 재이용방
법 등 3가지 방안이 있으며 각 방안별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소각법
매립가스를 포집하여 소각장치를 설치하여 소각시키는 방법으로 매립가스에 대한 이
용방안이 없을 경우에 적용되나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다.
② 대기확산 희석방법
포집된 매립가스를 대기에 자연 희석시켜 처리하는 방식으로 극히 소량의 가스가 발
생되는 곳에 적당하다. 그러나 한국 법에서는 유기성 폐기물을 매립하여 가스가 발생
되는 경우에는 매립가스를 포집하여 소각 등의 처리를 하거나 발전‧연료화 등에 재활
용하도록 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하다.
③ 재활용방법
매립가스를 재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탈수 후 순도를 높여 산업시설에 판매하는 방법
- 소각하여 증기를 생산하여 이용하는 방법
- 발전용 연료로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방법
- 가스를 압축 저장하여 사용하는 방법 등
아래 표는 매립가스 처리방안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표 2.4-32> 매립가스 처리방안 비교
구 분
매립가스 소각
시설 ∙ 포집된 가스를 공기와 보조연
개요
료와 혼합하여 전량 소각처리
∙ 악취가 적음
장 점 ∙ 재활용에 비해 유지관리 용이
∙ 매립가스 발생량 변화에 용이
∙ 매연발생 등으로 매립지 주변
단 점
지역주민에 불쾌감 유발
∙ 에너지 활용 불가
권 장

○

대기확산 희석방법
∙ 포집된 가스를 대기 중에 방출
하여 희석
∙ 특별한 설비가 필요 없음
(공사비 저렴)
∙ 유지관리 용이
∙ 악취 발생으로 주민 민원발생,
공중위생 저해
∙ 에너지 이용불가
∙ 대기오염 유발
-

재활용
∙ 포집가스 중 일부를 발전시설
에서 열원 활용, 전력 생산
∙ 매립가스를 이용한 부가가치
창출 가능
(CDM사업, 전력 판매 등)
∙ 고도의 설계, 운영기술 필요
∙ 공사비, 유지관리비가 상승
○

원칙적으로는 매립가스 재활용방안이 적절하나 공사비와 유지관리비가 높고 운영기
술이 필요한 바 본 우선협력사업의 경우 경제성과 유지관리방향을 고려하여 매립가
스 소각방안도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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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매립시설 관리 및 부대시설
본 우선협력사업 대상지들의 매립장은 매립시설의 부적정 관리로 인하여 침출수 누출
에 따른 악취, 수질오염 발생과 같은 환경적 문제, 매립시설 붕괴와 같은 안전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본 우선협력사업의 매립시설 완공 후 정해진 절차에 따
라 매립시설이 운영되도록 관리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의 수도권매립지에서는
2005년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연구」를 발간하여 전국의 매립장들이 경
험부족으로 겪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관련 법률에 명시된 기본적 사항에 대한 세부
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매립시설의 운영관리 구성은 폐기물 반입관리, 매립작업 관리,
환경관리 등으로 기준을 수립하였으며 주요 관리항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4-33> 한국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시설의 관리 항목
구 분
반입 관리항목
폐기물
반입관리

∙
반입감시

관리항목

매립작업
관리

매립진척상황
및 침하관리
안전관리
매립작업
정보관리
침출수 관리
방류수 관리

매립지
환경관리

∙

매립가스 관리
악취 방지
소음·진동
방지

∙
∙
∙
∙
∙
∙
∙
∙
∙
∙
∙
∙
∙
∙
∙
∙
∙
∙
∙
∙
∙
∙

주요 내용
반입폐기물의 종류 및 반입량 : 매립지 주변의 환경오염방지, 시설의 보
전 및 원활한 매립작업 목적
폐기물 반입규정의 설정 : 반입허용구역, 대상 폐기물, (성상별)반입시간,
허용 운반차량, 반입절차
반입 감시항목 : 사전 서류심사, 반입시 육안 감시, 무작위 추출 정밀검사
(폐기물성상)
매립계획
∙ 매립공법
∙ 매립작업
∙ 복토
매립장비의 선정
∙ 내부 도로설치 및 유지
매립사면의 설치
매립진척 상황의 관리보호
매립지의 침하관리
매립지내 교통안전
매립작업의 안전관리
작업원 등의 건강관리
작업내용 정보
매립진척상황 보고
일기, 기상(기온, 습도, 강수량)
침출수량 및 수질
방류수량 및 수질
매립가스의 측정지점
매립가스 측정항목(기압, 온도, 유량, 가스조성 등)
매립가스 측정빈도 및 측정방법
악취 측정지점 및 항목
악취 측정빈도 및 조사방법
소음·진동 측정지점
소음·진동 측정빈도
조사기기 및 방법

주)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연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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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리 및 부대시설
(1) 매립장의 관리
매립장의 관리는 그림과 같이 매립폐기물의 질과 양의 관리, 매립작업의 관리, 매립
된 폐기물층의 관리, 최종처분장을 구성하는 시설의 관리 및 기타 관리로 나눌 수 있
다. 관리 및 부대시설은 이들의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다.
매립폐기물의 관리 - 질, 양의 기록
매립작업의 관리 - 복토관리, 매립계획, 안전위생
매립층 관리 - 매립폐기물질 변화파악, 침출수․발생가스의 관리,
매립지반 침하측정 등

매립장 관리

시설관리 - 최종처분장 시설의 유지관리
기 타 - 안전, 방화, 화재관리 등 최종처분장의 관리항목

(그림 2.4-9) 매립장의 관리항목

(2) 관리 및 부대시설의 구성
관리 및 부대시설은 매립쓰레기의 질과 양을 기록 관리하기 위한 반입관리설비, 매립
작업용의 차량을 위한 세륜시설, 기타 모니터링 설비, 진입도로, 내부도로, 휴게시설
등으로 구성되며 공사여건에 맞추어 계획하여야 한다.

<표 2.4-34> 관리 및 부대시설 구성(예시)
시

설

명

개

요

반입관리설비

계량시설

지하수검사정

3개소(상부1개소, 하부 2개소)

관 리 시 설

관리동

관 리 도 로

진입도로, 관리도로, 내부도로

세 륜 시 설

자동세륜시설, 세차시설

방 책 시 설

정문, 외곽방책

안내표지판
용수공급

심정,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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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매립작업
폐기물을 매립할 때에는 장비를 이용하여 다짐과 압축을 해야 한다. 장비를 이용한
다짐과 압축은 매립작업 비용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폐기물 특성에 따른 매립밀
도 등의 주요 작업요소에 대한 확인을 거쳐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매립 다짐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짐두께, 다짐횟수, 다짐경사, 함수율 등이
있다. 층다짐 두께가 얇을수록, 다짐횟수가 증가할수록, 다짐장비(도쟈 등)의 정상 운
전이 가능하고 하중 전달이 양호한 완만한 경사일수록 다짐밀도는 증가한다.
반입 폐기물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 다짐밀도 선정을 위한 장비 조합 및 매립방향 등
의 공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음은 반입량에 따른 일반 장비 계획이다.
<표 2.4-35> 반입 폐기물량에 따른 매립장비 조합
폐기물양 (ton/day)

매립 장비 조합 예시

0 ~ 20

∙ 9,000 kg 도져(1) 또는 9,000 ~ 11,500 kg 로더 (1)

20 ~ 50

∙ 9,000 ~ 11,500 kg 도져 또는 11,500 ~ 14,000 로더 (1)

50 ~ 130

∙ 14,000 kg 도져(1) 또는 18,000 kg 로더 +(18,000 kg ~ 23,000 kg) 컴팩터(1)

130 ~ 250

∙ 20,000 kg 도져(1) 또는 23,000 kg 로더 +(18,000kg ~ 23,000kg) 컴팩터(1)

250 ~ 500

∙ 36,000 ~ 40,000 kg 도져(1) + (18,000 kg ~ 20,000 kg) 컴팩터(1)

500 이상

∙ 36,000 ~ 40,000 kg 도져(1)+(32,000 kg ~ 36,000 kg) 컴팩터(1)+지원 장비

자료: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연구, 2005.11,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표 2.4-36> 다짐장비 사례
구 분

컴팩터

주요 특성

건지형 도쟈

∙ 매립밀도 극대화 가능
∙ 운반/다짐 혼합 기능
∙ 주행중 접지압 이용 파쇄다짐 ∙ 주로 펼침 작업에 이용

다짐밀도 0.9 톤/㎥(32톤/급)

0.8 톤/㎥(32톤/급)

습지형 도쟈
∙ 접지압 작아 다짐도 낮음
∙ 슬러지매립등 주로 펼침 작업
0.6 톤/㎥(20톤/급)

장비사진

매립장비 조합 및 매립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립작업 방법은 폐기물의 하역 위치 및
다짐방향에 따라 하향매립, 상향매립, 조합매립 방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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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37> 매립작업 방법
구 분

하향 매립

상항 매립

조합 매립

개념도

작 업
순 서

주 요
특 징

적 용
조 건

①상단부에 폐기물을 하역하면 ①하단부에 폐기물을 하역하면
매립작업지점으로 운반
매립작업지점으로 운반
②다짐작업을 용이하게 수행할 ②다짐장비가 일정 높이로 펼치
수 있도록 일정높이로 펼치며
며 상향 운반/다짐
하향 운반/다짐
∙ 대부분 운반 장비와 다짐 장 ∙ 상향식 운반/다짐으로 유류비
비를 같은 장비로 이용
용 등 매립비용이 상승
∙ 폐기물 운반차량의 상부층 하
역속도보다 다짐매립 속도가
늦을 경우 매립고 관리 곤란
∙ 매립지 하단부 지지력이 확보
되지 않아 운반차량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 도랑에 매립할 시

①상향 및 하향 매립방법 조합
②상단부와 하단부에 같은 양
또는 일정비율로 폐기물 하역
③다짐장비로 중간부까지 펼치
며 운반/다짐
∙ 방안 중 가장 경제적
∙ 운반차량 및 장비의 통행량

계획적인 매립작업 가능
분산 등으로 효율적 동선체계
운반차량의 접근로 확보 유리 ∙ 하역속도와 매립속도간 차이
매립밀도 확보에 용이
가 발생 시 매립고 관리 곤란
매립작업 경사면이 장비 이동 ∙ 매립부지가 넓고 내부 작업도
이 가능한 경우
로에서의 운반 차량 분산이
∙ 계획 매립고 및 매립밀도 확
가능한 경우
보 필요시
∙
∙
∙
∙

폐기물 매립작업 기준은 기반시설(침출수 차수시설 및 집배수층, 우수배제시설 등)의
보호 및 계획적 매립작업을 위해 단별 계획을 수립하며 한국 내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폐기물층 다짐두께 : 매 50 cm 마다
- 폐기물층 다짐횟수 : 매 다짐두께 마다 2회 왕복
- 폐기물층 다짐밀도 : 매립 폐기물 성상 및 압축침하량 등 고려 (0.8~0.9톤/㎥)
- 폐기물 작업경사 기준 : 매립작업시 평균 1:5로 펼침/다짐 및 복토시 마무리는 1:3

(그림 2.4-10) 매립작업 기준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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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각 국의 기준
상기 언급된 매립시설 관리, 운영방안에 대하여 각 국가별로 기준이 존재하며 한국의
사례와 스리랑카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가) 한국 : 원주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매립시설 운영관리 계획
매립시설 운영관리 기준은 폐기물관리법에 제시된 법적 기준을 근거로 아래 표와 같
이 매립지내 복토, 침출수 배제 등의 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고 수질, 악취 등 법적 환
경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표 2.4-38> 원주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매립시설 운영관리 기준
구

매립
시설

분

관 리 항 목

복토

법적기준

방역

방역주기

침출수 배제

법적기준

매립

매립작업

계측관리

침출수
처리
시설
기타

방류수
슬러지 처리
탈취시설
지하수
우수

침하, 경사
하수처리장
협의수질
(보증수질)
탈수케이크 함수율
법적기준
법적기준
법적기준

∙
∙
∙
∙
∙
∙
∙
∙

관 리 기 준
일일복토 15cm 이상
중간복토 30cm 이상
하절기 2회/일 이상
동절기 1회/일 이상
폐기물내 침출수위 5m 이하
적절한 매립구역 설정 (우수,
침출수 분리)
복토면 2% 이상 경사 유지
복토계획고 조정

∙ 연계처리 수질 항목
∙
∙
∙
∙

85% 이하
희석배수 15 이하
생활용수 기준
생활용수 기준

비 고
∙ 복토 50cm (우기시 80cm)
∙ 매립전 20~50cm 굴착 재사용
∙ 침출수 수위계
∙ 매립작업 설계
∙ 폐기물 다짐 및 압축
∙ 수질오염공정시험법
∙ 공기희석관능법
-

한편 매립시설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매립작업은 폐기물 반입시간, 매립방식, 토공(매
립)기준, 매립지의 계측관리로 다음과 같다.

<표 2.4-39> 원주 매립장 매립작업 운영 관리계획
구

분

폐기물
반입시간

매 립 작 업
∙ 하절기 : 오전 05:00 ~ 오후 05:00
∙ 동절기 : 오전 06:00 ~ 오후 05:00
매립 1단 : 하향매립
매립 2단 이상 : 상향매립
침하후 2% 복토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유 정지고 선정
폐기물의 매립밀도 극대화, 다짐장비에 의한 파봉․파쇄 시행
일일복토 : 일일 매립작업 종료후 시행(t=15cm)
중간복토 : 7일 이상 매립중단시, 4%이상 구배 정지(t=50cm)
중간복토 재이용 : 중간복토면에 의한 침출수 흐름차단 방지
→ 복토재의 제거 및 향후 일일복토재로 이용
∙ 경사계, 침하판을 설치하여 사면의 안정조사 및 침하관리

∙
∙
∙
정지 및 다짐작업
∙
∙
∙
복토작업
∙
매립방식

계측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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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리랑카 매립지 관리규정(Technical guidelines on solid waste management in
SRI LANKA, CEA)
스리랑카에서는 매립지 도입, 평가, 관리를 위해 다음 표와 같이 반입용량에 따라
Class A~D로 분류한다.
<표 2.4-40> 스리랑카 매립지 분류
구 분

매립지 분류(반입용량)

Class A

10톤/일 이하

Class B

10톤/일~50톤/일

Class C

50톤/일~200톤/일

Class D

200톤/일 이상

스리랑카 매립시설 운영관리 기준은 Central Environmental Authority, 2004, Technical
Guidelines on Solid Waste Management in Sri Lanka 에 언급되어 있다. 해당 문서에는
복토기준, 지하수검사, 우수집배수관리, 침출수처리, 매립가스 측정 등에 대해 세부적인
운영기준이 제시되어 있어 네팔 내 매립지 운영관리 기준 수립 시에도 참고할만 하다.

<표 2.4-41> 스리랑카 매립시설 운영관리 기준
구 분
매립장 운영

수질관리

매립시설 운영관리 기준(스리랑카)
∙ Class B, C 및 D : 침출수 차수 및 배제층 보호.
매립개시 시 1m 이상 경량의 폐기물만 매립.
∙ 매일 복토: 두께 15cm 이상
∙ 지하수 검사정 : 상류 2개소, 하류 1개소 이상
∙ 표층수 검사정 : 1개소 이상
∙ 특정 주기: 계절(우기 및 건기)별 2회 이상

우수집배수
관리

∙ 매립지 내부 및 침출수와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
∙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

침출수처리

∙ 침출수 배출허용기준내로 처리
∙ 일부 침출수는 매립지로 재순환 가능

매립가스관리

화재예방
시설관리 장비

∙ 모니터링 : 매립지 경계로 4개소 이상, 내부 1개소 이상
∙ 연 2회 이상 매립가스 측정
∙ 메탄농도 주기로 측정
∙ 화재예방 계획 수립
∙ 매립가스 배출시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 방안 수립
∙ 화재예방시설, 응급상황 보고 및 대응 체계, 응급처리 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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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스리랑카의 매립지 설치기준 역시 매립지 등급별로 제시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다.
<표 2.4-42> 스리랑카 매립지 설치기준
구 분

매립지 설치기준(스리랑카)

지하수집배수시설
우수배제시설
Clay

침출수
차수
시설

∙ 과거 25년간 24시간 최대 강우강도를 적용하여 우수배제시설 설치 또는
우수저장시설 설치
∙ 두께 100cm 이상 설치, 투수계수 1 x 10-7cm/s 이하

Bentonite
혼합

∙ 혼합비율 5% 이상, 두께 60cm 이상, 투수계수 5 x 10-10cm/s 이하

Clay+
HDPE sheet

∙ Clay: 투수계수 1 x 10-7cm/s 이하 + HDPE sheet 두께 1.5mm 이상

기타

침출수
집배수
시설

∙ 지하수 배제시설 설치, 지하수위 3m 이상 설치

Class A
Class B & C
Class D

∙ Class A 또는 B 매립지: 지반이 1 x 10-7cm/s 이하의 투수계수를 가질 때 별도
의 침출수차수시설 설치 필요 없음
∙ 기준 없음. 침출수 발생 최소화 방안 수립
∙ CEA의 승인 하에 관련된 집배수시설 설치 가능
∙ 두께 30cm 이상, 투수계수 1 x 10-3cm/s 이하

침출수처리시스템

∙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

매립가스포집 및
처리시설

∙ 매립가스 포집: 수평 및 수직 설치, 포집된 가스는 전력생산 등
에너지회수로 활용
∙ 매립가스 배출 : -매립지내: 메탄농도 5% 이하로 배출
-매립지외부: 메탄농도 1.25% 이하로 배출

완충시설

∙ 완충시설 : 도로, 배제시설, 식생설치
∙ 완충거리 : - Class A 및 B 매립지: 150m 이내
- Class C 및 D 매립지: 200m 이내

기타시설

∙ 화재시설, 매립지 휀스, 계량대, 관리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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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매립가스 자원화시설
가. 적용기술의 개요
매립지에 매립된 폐기물이 분해되어 발생하는 매립가스(LFG; Land Fill Gas)는 화재나 폭
발을 일으킬 수 있으며 주변 식생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고 매립작업과 인근 주민의 건
강 및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매립가스로 인한 재난과 불편을 방지하고 더 나아
가 매립가스에 포함된 에너지를 회수하고자 매립가스 처리 적용기술을 검토하였다.
매립가스자원화 시설의 초기 기본 개념은 매립가스의 활용 목적보다는 악취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수단으로 출발하였다. 즉 매립가스를 강제 포집하여 연소시킴으로서 악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었다.
매립가스를 전량 소각하는 방법은 포집가스를 공기 및 보조연료와 혼합하여 전량 소각하
는 방법으로서 악취 피해가 적으며 재활용에 비해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가스발생량 변화
에 대처가 용이하다. 하지만 소각방식은 매립가스를 에너지로 이용하지 못하며 매립지
지역주민에 경관저해 및 심리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어 비교적 악취 및 VOCs가 고농
도인 경우에만 적합하다.

(그림 2.4-11) 매립가스 처리방안의 분류
매립가스의 약 50%를 차지하는 메탄은 저위발열량이 약 4,500kcal/㎥으로 메탄 함량이 높
은 매립가스를 이용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발생가스를 연소시켜 직접 열원
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발전을 통해 전력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로 황화수소 및 이산화
탄소 등 불순물을 제거함으로써 메탄의 순도를 높여 메탄올, 암모니아 등 화학연료를 생
산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발생한 LFG 중 이산화탄소,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여 메탄의 순
도를 높여 도시가스 나 자동차용 연료로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처리과정에서 제거한
가 스로부터 황화수소를 제거하여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매립가스를 이용한 전기 생산 방식은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는 30% 정도(보일러의 경우
90% 수준)에 머무르는 매우 낮은 수준이나 시설운영의 편의성과 국가전력망 계통연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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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추가적인 수요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가장 많이 보급된 매
립가스 이용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매립시설 자원화 고려 시 매립가스 발생량, 활용가능기간 및 최종 에너지 사용처의 존재
등에 따라 자가 발전시설의 형태 및 가스 생산 설비의 규모를 정하는데 대부분 매립장에
서는 가스엔진 발전을 활용한다. 특히 대규모 매립장의 경우 단순 발전 판매보다는 수요
처 필요에 의해 중질가스 및 고질가스 등 고부가가치 가스 생산 공급이 활용된다.

(그림 2.4-12) 매립가스 자원화시설 공정개략도
<표 2.4-43> 매립가스 자원화시설 구성설비
구성설비

내 용

LFG 전처리시설

∙ 안정적인 매립가스 포집 및 공급을 위하여 상시운전이 가능
∙ 시설의 탄력적 운영, 운영 시 각 시설별 정비, 비상시 최적 생산 능력 확보

LFG 발전시설

∙ 외부 전력망 연계 및 소내 사용

LFG 처리시설

∙ 평상시 : 잉여가스 처리(소각) 수행
∙ 비상시 : 원활한 매립가스 처리로 주변 악취 영향 최소화

나. 해당기술 적용 당위성
본 사업에서는 가스 공급을 위한 수요처 미확보 및 시설운영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매립가스 활용 전력을 생산하고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으로 적용하였다.

<표 2.4-44> 매립가스 처리방안의 비교
구

분

대기확산 희석방법

연소시설에 의한 간이소각방법

전력생산 및 잉여가스 소각방법

∙ 포집된 가스를 대기중에 그대 ∙ 포집가스를 공기 및 보조연료 ∙ 포집가스중 일부는 발전시설에
로 방출하여 자연희석
와 혼합하여 전량 소각처리
의해 전력을 생산하고 잉여가
개 요
스는 연소시설에서 소각처리
∙ 특별한 설비가 필요없음.
장 점 ∙ 유지관리 용이

∙ 악취 피해가 적음.
∙ 이용한 에너지 보전의 효과 큼
∙ 재활용에 비해 유지관리가 용이 ∙ 장래 매립가스의 이용에 대한
∙ 가스발생량 변화에 대처가 용이
홍보효과가 큼.

악취로 인한 영향우려
에너지 이용 불가
공중위생에 저해
지속적인 대기오염 유발

∙ 에너지 이용 불가
∙ 고도의 설계 및 운영기술 필요
∙ 매립지주변 지역주민에 경과 ∙ 유지관리가 복잡
저해 및 심리적 불쾌감 유발 ∙ 에너지 이용에 대한 경제성
(대규모 매립지)

∙
∙
단 점
∙
∙
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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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45> 전력생산을 위한 매립가스 발전방안 비교
방안
항목

특 징

장 점

단 점

권 장

가스엔진방식

가스터빈방식

∙ 수분 및 유해성분 제거 후
내연엔진에 공급, 전력생산
∙ 5MW이하 규모가 75%
∙ 소용량(1∼3MW)에 적합

∙ 가장 많은 적용사례
∙ 발전효율이 비교적 우수
∙ 5MW 이상의 발전용량에는
부적합
∙ 별도의 고압가압장치 필요

스팀터빈방식

∙ 수분 및 유해성분 제거 후
∙ 최소한의 전처리 후 보일러
가스터빈에 공급, 전력생산
연료 공급
∙ 고압압축 공정 필요
∙ 스팀 생산 후 스팀터빈에
∙ 중대형규모(3∼10MW)에 적합
공급, 전력생산
∙ 대규모(10MW이상)에 적합
∙ 운전이 비교적 용이
∙ 공해물질 배출이 적고
Compact함.
∙
∙
∙
∙

∙ 공해물질 배출이 적음.
∙ 별도의 가압장치 불필요

터빈날개의 부식, 침적
부하변동 대처 곤란
엔진에 비해 효율이 떨어짐.
기존 터빈구조 개조 필요

∙ 적용사례 부족
∙ 스팀응축설비등 보일러
부대설비 필요

○

<표 2.4-46> 가스엔진발전기 설치방식별 검토
구 분

특 징

컨테이너형 설치

외부 설치

∙ 발전용량 변동에 따라 증설 설치 또는 이동
가능
∙ 교체 및 교환에 장점
∙ 외부설치형보다 설치비 증가
∙ 유지관리 용이성 단점

권 장

∙ 컨테이너형 설치비보다 저렴
∙ 유지관리 용이성 장점
∙ 사이트 특성에 따라 내구성 확보 및 소음
차단을 위해 옥외건물 설치 필요

○

Container형 가스엔진

가스엔진발전기 외형도

(그림 2.4-13) 가스엔진 외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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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경제적 타당성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목적은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에 근거한 최적개발의 규모를 결정
하고, 경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대안을 효율적으로 검토하여 비용배분의 근
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국가정책 차원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와 그로부터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편익을 측정하여 이를 비교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경제성분석이란, 공공사업의 편익과 비용을 국가 전체적(사회적) 입장에서 측정하고, 경제적
수익률을 계산하여 그 사업을 평가하는 것이며, 재무분석은 사회 전체의 입장이 아닌 사업
실행주체의 입장에서 실제의 금전적인 수입과 비용만을 추정하고 이를 재무적 수익성을 계
산하여 그 사업을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무분석은 실제의 투자예산액과 자금순환과정
(cash flow)을 중요시 하며, 구체적인 비용과 수입을 계산함에 있어서 경제성 분석과는 아래
와 같은 차이가 있다.
- 경제성분석 :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여 해당사업의 추진 타당성이
확보되는지 여부를 판단
- 재무분석 :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사업수익률이 확보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개별사업주
체(민간) 또는 재정사업으로의 추진여부를 결정
할인율의 적용에 있어서 경제성 분석에서는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어야 하나, 재무분석에
서는 유사사례의 사업수익률 수준을 고려한 목표수익률을 적용한다.
<표 2.5-1> 경제성 분석과 재무분석 비교
분석기법

경제성 분석

재무분석

평가 관점

사회 전제적 입장

개별사업주체의 입장

판단기준

사업 추진 타당성

사업 추진 적격성

적용 할인율

사회적 할인율

재무적 할인율
(목표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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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분석방법론
경제성 분석은 사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
여, 투자의 최적화를 기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객관적인 기준의 하나가 되며, 이를 바탕으
로 정부는 투자 사업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검토는 주로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 분석, 편익/비용(benefit-cost
ratio:B/C)분석,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표 2.5-2> 주요 경제적 타당성 분석기법 비교
분석기법

장점

단점

적용사업

편익/비용비율(B/C)

순현재가치(NPV)
대안선택시 명확한 기준제시
미래 편익의 현재가치제시
한계 순현재가치 고려
타 분석에 이용가능

내부수익률(IRR)

∙ 이해 용이
∙ 사업규모 고려
∙ 비용/편익발생기간 고려

∙
∙
∙
∙

∙ 사업의 수익성 측정 가능
∙ 타 대안과 비교 용이
∙ 평가과정과 결과 이해 용이

∙ 편익과 비용의 명확한
구분이 곤란
∙ 상호배타적 대안 선택의
오류발생 가능
∙ 사회적 할인율의 파악

∙ 할인율의 분명한 파악 어려움
∙ 이해 어려움
∙ 대안순위결정시 오류가능성

∙ 사업의 절대적 규모를
고려하지 않음
∙ 복수의 내부수익율 발생
가능성

∙ 공공투자 사업

∙ 민간 투자사업 시 적용

∙ 민간 투자사업 시 적용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측정가능한 모든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여 경제적으로 사업의 타당
성을 판단하게 해 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측정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회적 편익을 타
당성 분석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측정 가능한 경제적 편익만으로 국가정책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는 없고 비경
제적 편익이나 화폐적 측정이 불가능한 편익도 고려하여 최종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나,
본 분석 대상인 신규 위생 매립시설의 경우 사회적 이익과 사회적 비용을 분석하는 기법
인 비용/편익 분석을 통하여 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한다.

가. 편익/비용 비율(BC Ratio; Benefit Cost Ratio)
편익/비용 비율은 현재 시점으로 할인된 총 편익과 총비용의 비율을 나타내며 이 비율이
높은 사업일수록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순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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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V)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여 비율을 계산한다. 편익/비용 비율
은 비용 1단위당 편익이 얼마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투자규모가 큰 사업이 유리하게
나타나는 순현재가치의 문제점을 피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비교할 사업의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
편익/비용 비율로 상대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다만 예산의 제약으로 순편익이
큰 대규모 사업은 무리가 따를 때에 이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나.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순현재가치는 투자사업의 전 기간에 걸쳐 미래에 발생할 순편익(net benefit)의 합계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순현재가치가 0 이상으로 나타나면 그 사업은 경제적으로 타
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미래의 가치를 현재기준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적
절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편익의 가치를 할인해주어야 하므로 어떤
수준의 할인율을 적용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순현재가치(NPV)=

  


  


  

다.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
내부수익률은 투자 사업이 원만히 진행된다는 전제하에서 기대되는 예상수익률로서 투자
사업의 전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편익의 현재가치와 비용의 현재가치를 일치시켜 순현재
가치(NPV)가 0이 되게 하는 할인율(값)을 의미하며 편익/비용비율로 평가할 때는 B/C가 1
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을 말한다. 내부수익률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사회적 할인율보다
크다면 그 투자 사업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내부수익률(IRR)=











 

      
      

라. 기본 가정 산출을 위한 주요 인자
본 협력사업의 경제성 분석 시 필요한 주요 가정조건 산출을 위하여 국가별 할인율과
물가 상승률을 검토하여야 한다. 주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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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할인율
재무성 분석에 적용할 할인율에 대하여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2판]’(2018.12.KDI)에서는 한국과 대상국의 신용등급
에 따른 default spread를 산정하여 실질할인률을 구하고, 이를 다시 대상국의 과거 10
년간 연평균상승률을 적용하여 현지화기준 명목할인률을 구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KDI의 기준에 따르면 국가별 신용등급에 따른 default spread 스프레드를 산정하여야
한다. default spread는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의 다모다란(Aswath Damodran) 교수의 연
구자료를 활용하거나 3개 국제신용평가기관(Moody’s, Fitch, S&P)의 국가 위험 프리
미엄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본 과업의 대상사업국인 네팔의 경우 다모다란
교수는 해당국에 대한 default spread를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3대 신용평가회사
(Moodys, Fitch, S&P)에서도 역시 국가신용평가를 수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대상국인 네팔에 대한 할인율을 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OECD의 Country Risk에서는 네팔에 대한 국가위험도 등급을 6등급으로 평가하
고 있으며 네팔과 동일한 OECD Country Risk 6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의 Moody’s 평
가등급과 다모다란 교수가 발표한 default spread는 다음과 같다.
<표 2.5-3> 국가별 신용등급 및 OECD Country Risk
국 가

Moody's
rating

default
spread

OECD
Country Risk

국 가

Moody's
rating

default
spread

OECD
Country Risk

Angola

B3

7.63%

6

Myanmar

NA

7.63%

6

Armenia

Ba3

4.22%

6

Namibia

Ba2

3.53%

6

Belarus

B3

7.63%

6

Nigeria

B2

6.46%

6

Cambodia

B2

6.46%

6

Papua New
Guinea

B2

6.46%

6

Côte
d'Ivoire

Ba3

4.22%

6

Rwanda

B2

6.46%

6

Gabon

Caa1

8.80%

6

Tanzania

B1

5.28%

6

Georgia

Ba2

3.53%

6

Togo

B3

7.63%

6

Ghana

B3

7.63%

6

Tunisia

B2

6.46%

6

Guyana

NA

6.46%

6

Uganda

B2

6.46%

6

Jamaica

B2

6.46%

6

Ukraine

B3

7.63%

6

Kenya

B2

6.46%

6

평균

출처 : OECD (http://www.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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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네팔에 대한 default spread는 별도로 산정되어 있지 않으나 OECD Country
Risk에서 동일한 등급으로 평가받은 국가의 평균 default spread가 6.36%이므로 이를
준용하여 할인율을 산정하였다.
<표 2.5-4> 국가별 할인율 비교
국 가

Moody's
rating

default
spread

한국과
차이

실질
할인율

물가
상승률

현지화기준
명목할인율

한국

AA2

0.41%

0.00%

4.50%

1.72%

6.30%

미국

AAA

0.00%

-0.41%

4.09%

1.77%

5.93%

네팔(추정)

-

6.36%

5.78%

10.28%

7.53%

18.59%

본 분석에서는 한국에서 적용하는 실질할인률 4.50%에 한국과 네팔의의 default
sperad 추정치인 5.78%를 적용한 10.28%를 실질할인률로 반영하고, IMF에서 발표한
향후 네팔의 5년(2020~2025년)간 물가상승률전망치 평균인 5.6%를 적용하여 명목할인
률을 18,59%로 설정하였다.

나) 물가상승률
네팔의 과거 10년간 물가상승률의 연평균상승률은 7.53%으로 연도별 상승률은 다음과
같다. 네팔은 과거 2010~2014년에 연평균 9%를 상회하는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차즘 안정되어 2019년에는 5.60%수준까지 감소하였다. 따라서 KDI의 지침에 따
라 과거 10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현지화기준 명목할인률을 적용하는 방식은 현재
대상국의 경제상황을 왜곡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IMF에서 발표한
향후 네팔의 5년(2020~2025년)간 물가상승률전망치 평균인 5.6%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물가상승률을 산정하였다.

<표 2.5-5> 네팔 물가상승률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물가상승률

9.3%

9.2%

9.5%

9.0%

8.4%

7.9%

8.8%

3.6%

4.1%

5.6%

<표 2.5-6> 네팔 향후 물가상승률 전망치
구 분

2025

2024

2023

2022

2021

2020

물가 상승률

5.3%

5.3%

5.5%

5.6%

6.0%

6.0%

출처 : IMF (https://www.imf.org/en/Countries/NPL#countrydata)

다) 환율
환율은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에서 발표한 2019년 네팔루피 대
비 대미달러 환율인 112.6 NPR/USD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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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우선협력사업 경제성 분석
본 마스터플랜의 사업대상지인 바랏푸르시와 비랏나가르시 신규 위생매립시설에 대한 경
제성 분석은 본 기본계획에서 반영한 사업규모와 사업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경제성 분
석 기준을 토대로 수행하였다.

가. 바랏푸르시 신규 위생매립시설
1) 총 투자비 산정
바랏푸르시 우선협력사업(신규 위생매립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총 투자비는 ‘2.3 추정사
업비 산정’에서 10,035 천USD로 산출하였으며 이 중 공사비가 8,656 천USD로서 총 투
자비의 약 86%를 차지한다.

<표 2.5-7> 우선협력사업 개략 사업비 (바랏푸르)
항목

내용

공사비

금액 (천USD)

비율

∙ 토공, 차수시설, 침출수 배제/처리, 부대공사비

8,656 천USD

86.26%

사업부대비

∙ 설계, 인허가비용

1,344 천USD

13.39%

기타부대비

∙ 공사보험료, 금융비용등

35 천USD

0.35%

총 사업비

∙ 공사비 + 사업부대비

10,035 천USD

100.00%

주) 분석기준시점 (2020년 1월 1일) 불변가액 기준

투자비 항목별 연차별 투입 비율과 투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표 2.5-8> 우선협력사업 사업비별 투입비율 (바랏푸르)
항목

공사비

2023년

2024년

계

토공

100%

0%

100%

차수시설

20%

80%

100%

침출수처리

20%

80%

100%

침출수 배제

20%

80%

100%

부대공사비

20%

80%

100%

80%

20%

100%

2024년

계

사업부대비

<표 2.5-9> 우선협력사업 연도별 투자비 내역 (바랏푸르)
항목

2023년

공사비

6,924.8 천USD

1,731.2 천USD

8,656.0 천USD

사업부대비

1,344.0 천USD

- 천USD

1,344.0 천USD

기타부대비

35.1 천USD

- 천USD

35.1 천USD

총 사업비

8,303.9 천USD

1,731.2 천USD

10,035.1 천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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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비용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비용은 크게 인건비와 제경비, 유지관리비로 나뉘며, 본 우선협력
사업은 유사 사업의 운영비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인건비는 투입인원 대비, 기타
운영비는 매립량(m3)에 비례하여 증감이 발생한다.
<표 2.5-10> 예상 운영비용 단가 (바랏푸르)
항목

내용

연간 운영비 단가

인건비

∙ 운영인력 인건비

제경비

∙ 장비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여비교통비 등

4.8 USD/m3

∙ 수선비, 전력비, 약품비, 용수비, 재처리비 등

2.3 USD/m3

유지관리비
보험료

3,625 USD/인

∙ 재물손해보험등

13 천 USD/년

추정기간 동안 발생하는 총 운영비용은 약 6,799 천USD로서 인건비는 20명 기준
1,087.5 천USD, 유지관리비는 1,802.2 천USD(26.51%), 제경비는 3,707.7 천USD(54.53%),
보험료 201.6 천 USD(2.97%)를 차지하였다.

<표 2.5-11> 연도별 예상 운영비 (바랏푸르)
(단위 : 천USD)

연도

매립량(m3)

인건비

제경비

유지관리비

보험료

합계

2025
2026

48,221
48,961

72.5
72.5

230.0
233.5

111.8
113.5

13.4
13.4

427.7
432.9

2027

49,570

72.5

236.4

114.9

13.4

437.2

2028

50,169

72.5

239.3

116.3

13.4

441.5

2029

50,759

72.5

242.1

117.7

13.4

445.7

2030

51,337

72.5

244.8

119.0

13.4

449.8

2031

51,905

72.5

247.5

120.3

13.4

453.8

2032

51,739

72.5

246.7

119.9

13.4

452.6

2033

52,154

72.5

248.7

120.9

13.4

455.6

2034

52,555

72.5

250.6

121.8

13.4

458.4

2035

52,940

72.5

252.5

122.7

13.4

461.1

2036

53,472

72.5

255.0

124.0

13.4

464.9

2037

54,009

72.5

257.6

125.2

13.5

468.7

2038

54,552

72.5

260.2

126.5

13.5

472.6

2039

55,100

72.5

262.8

127.7

13.5

476.5

계

777,442

1,087.5

3,707.7

1,802.2

201.6

6,799.0

주1) 분석기준시점(2020년1월1일) 불변가액 기준 연간 운영비용
주2) 적용 물가가 반영된 경상가격기준 운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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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수익
본 우선협력사업의 주 운영수입은 폐기물 수거료다. 한국에서는 반입수수료를 처리시
설 반입량에 비례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네팔의 본 사업대상지는 반입량 대비 수거료
징수체계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아 수거 주체, 수거 간격에 따라 수거료를 차등 징수하
고 있다(‘제1편 제4장 대상지역 기본계획 수립’ 참조). 장기적으로는 폐기물 발생량
과 비례하여 수거료 징수체계를 변경하여야 하나 본 분석에서는 현재 수거료 징수방식
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분석 편의성을 고려하여 가정과 상가 및 기타의 수거
료를 고려하였다.
<표 2.5-12> 경제성 분석을 위한 예상 운영수익 (바랏푸르)
항목

내용

연간 수거료

∙ 수거료 단가 : 100 루피/월
∙ 수거대상
: 75,000 개소
(인구 30만명 기준, 가구당 4인)

가정

799 천USD/년

∙ 수거료 단가 : 1,100 루피/월

상가, 기타

∙ 수거대상

117 천USD/년

: 1,000 개소

합계

-

917 천USD/년

주) 분석기준시점 (2020년 1월 1일) 불변가액 기준

한편 사업대상지는 수거료를 내지 않는 가정, 상가 등이 다수 존재한다. 이에 본 분석
에서는 현재 수거율과 향후 수거료 징수 목표치를 반영하였으며, 징수된 수거료는 현
지 수익배분 구조상 70%만 처리시설 운영비에 투입되는 것으로 반영하였다.

<표 2.5-13> 수거료 징수율 가정 (바랏푸르)
항목

2021~2024년

2025~2029년

2030~2034년

2035~2039년

비고

수거료
징수율

60%

70%

80%

90%

현재 수거율:60%

<표 2.5-14> 수거료 수익 분배 가정 (바랏푸르)
항목

처리시설관리

마을공동체

수거료
수익 분배

7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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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기간 동안 발생하는 총 운영수입은 약 7,112 천USD로서 운영기간 연간 평균 매출
액은 514 천USD 수준이다. 연도별 운영수입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2.5-15> 경제성 분석을 위한 연도별 예상 운영 수입 (바랏푸르)
(단위 : 천USD)

연도

수거료 징수대상

수거료 징수율

세입대비 시설 운영비비율

실제 운영수입

2025

916.5

70%

70%

449.1

2026

916.5

70%

70%

449.1

2027

916.5

70%

70%

449.1

2028

916.5

70%

70%

449.1

2029

916.5

70%

70%

449.1

2030

916.5

80%

70%

513.3

2031

916.5

80%

70%

513.3

2032

916.5

80%

70%

513.3

2033

916.5

80%

70%

513.3

2034

916.5

80%

70%

513.3

2035

916.5

90%

70%

577.4

2036

916.5

90%

70%

577.4

2037

916.5

90%

70%

577.4

2038

916.5

90%

70%

577.4

2039

916.5

90%

70%

577.4

계

13,747.8

7,698.8

주) 분석기준시점 (2020년 1월 1일) 불변가액 기준

4) 기타 편익
본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로서 운영 수입은 직접적인 편익으로서 이외 간접적인 편익은
정량화가 곤란한 바 별도로 산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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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가정조건
상기 내용을 종합한 바랏푸르시 우선협력사업의 가정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분석기준일
본 우선협력사업 분석은 2020년 1월 1일 가격 기준으로 시행하였다.

나) 분석기간
본 우선협력사업의 경제성 분석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운영기간은 폐기물처리시설 경
제성 분석 시 적용되는 15년으로 가정하였다.
・투자기간 : 2년 (2023~2024년)
・운영기간 : 15년 (2025~2039년)

다) 할인율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사회적 할인율
이다. 사회적 할인율이 얼마인가에 따라 할인된 편익 및 비용 값이 결정되며 이에 따
라 편익/비용 비율이 결정된다. 본 사업은 원조 사업으로 진행되는 바 ‘2.5..1 라. 기
본 가정 산출을 위한 주요 인자’에 따라 사회적 할인율은 10.28%로 적용하였다.

라) 환율
‘2.5.1 라. 기본 가정 산출을 위한 주요 인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하였다.
1USD = 1,158원
1NPR = 112.6USD

마) 물가상승률
‘2.5.1 라. 기본 가정 산출을 위한 주요 인자’에 따라 향후 물가상승률 연간 5.60%
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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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제성 분석
본 우선협력사업에 반영되는 비용 (총 투자비, 운영비)과 운영수익, 각종 검토 가정을
종합한 경제성 분석 결과 B/C는 0.26으로 산출되었고, NPV는 (6,503)천 USD, 내부수익
률은 –19.30%로 산정되었다.
<표 2.5-16> 경제성 분석결과 (바랏푸르)
항목

분석결과

B/C

0.26

NPV

(6,503) 천 USD

IRR

-19.30 %

비고

<표 2.5-17> 경제성 분석 세부내역 (바랏푸르)
(단위 : 천USD)

연도

투자비

운영비

계

편익

현금흐름

지출현가

수입현가

2023

8,304

-

8,304

-

8,304

5,614

-

2024

1,731

-

1,731

-

1,731

1,061

-

2025

-

428

428

449

-

238

250

2026

-

437

437

449

-

220

226

2027

-

440

440

449

-

201

205

2028

-

444

444

449

-

184

186

2029

-

447

447

449

-

168

169

2030

-

450

450

513

-

154

175

2031

-

466

466

513

-

144

159

2032

-

464

464

513

-

130

144

2033

-

467

467

513

-

119

130

2034

-

469

469

513

-

108

118

2035

-

472

472

577

-

99

121

2036

-

487

487

577

-

92

109

2037

-

490

490

577

-

84

99

2038

-

493

493

577

-

77

90

2039

-

517

517

577

-

73

82

10,035

6,970

17,006

7,699

10,035

8,766

2,263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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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민감도 분석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결과는 주요 가정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우선협력
사업의 재원은 무상원조로 고려하였으므로 네팔 중앙/지방정부는 사업 투자비의 상환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적정 사업비와 수익을 확인하기 위한 민감도 분석이 큰 의미는
없다. 그러나 자금 공여국(대한민국) 관점에서 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
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경제성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인 공사비와 수거료
변동에 따른 분석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가) 공사비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본 공사비 민감도에서는 Base Case의 공사비를 10% 포인트씩 증감시켜 본 사업의 수
익률 및 현금흐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각 Case별 공사비와 공사비 변
화에 따른 민감도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5-18> 공사비 민감도 (바랏푸르)
(단위 : 천USD)

항목

-20%

-10%

Base

+10%

+20%

공사비

6,925

7,790

8,656

9,522

10,387

B/C

0.30

0.28

0.26

0.24

0.23

NPV

(5,340)

(5,921)

(6,503)

(7,084)

(7,666)

IRR

-17.92%

-18.65%

-19.30%

-19.91%

-20.47%

나) 수거료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수거료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시 Base Case의 수거료를 10% 포인트씩 증가시켜
본 사업의 수익률 및 현금흐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연도별 수거료 징수율
은 기본 가정과 동일하게 적용). 각 Case별 따른 민감도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5-19> 수거료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바랏푸르)
(단위 : 천USD)

항목

Base

+10%

+20%

+30%

+40%

수거료

7,699

8,469

9,239

10,008

10,778

B/C

0.26

0.28

0.31

0.33

0.36

NPV

(6,503)

(6,316)

(6,128)

(5,941)

(5,754)

IRR

-19.30%

-16.12%

-13.79%

-11.9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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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분석결과
본 우선협력사업은 한국 정부의 무상원조를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다. 무상원조 사업
은 공익적 목적이 강한 사업으로 자체의 수입으로는 경제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실정
이다. 그러나 우선협력사업(신규 매립장)에 대한 무상원조는 어디까지나 시설 설치가
주가 되므로 준공 이후 시설의 건전한 재무적 운영을 위해서는 투입된 비용을 보전하
는 시설 운영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경제성 분석 검토를 통하여 적정 운영비와 수거
료 수준을 파악하고, 대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경제성 분석은 사업대상지의 현재 수거료 징수체계를 유지하고 폐기물 수입만을
직접편익으로 하여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B/C는 0.26으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공사비 +-20% 증가/감소 또는
수거료를 +40%까지 증가하였을 경우에도 경제성분석 결과는 1.0 이하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현재의 구조에서 분석 결과가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월별 반입수거
료가 가정은 421 NPR, 상가, 기타의 경우에는 4,623 NPR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분
석되었다.
경제적인 측면으로는 한국 정부의 자금공여 없이 네팔 측의 자체 재원을 통한 신규
매립장사업을 추진하기는 수치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시설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활용품 판매 등 부가 수익원을 추가
하고, 현재 수거료 징수 체계를 발생량에 비례하는 종량제 형태로 개편하는 등 매출
액 증대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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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랏나가르시 신규 위생매립시설
1) 총 투자비 산정
비랏나가르시 우선협력사업(신규 위생매립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총 투자비는 ‘2.3 추정
사업비 산정’에서 4,663.3 천USD로 산출하였으며 이 중 공사비가 3,579 천USD로서 총
투자비의 약 77%를 차지한다.

<표 2.5-20> 우선협력사업 개략 사업비 (비랏나가르)
항목

내용

공사비

금액 (천USD)

비율

∙ 토공, 차수시설, 침출수 배제/처리, 부대공사비

3,579.0 천USD

77.54%

사업부대비

∙ 설계, 인허가비용

1,021.0 천USD

22.12%

기타부대비

∙ 공사보험료, 금융비용등

15.5 천USD

0.34%

총 사업비

∙ 공사비 + 사업부대비

4,615.5 천USD

100.00%

주) 분석기준시점 (2020년 1월 1일) 불변가액 기준

투자비 항목별 연차별 투입 비율과 투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표 2.5-21> 우선협력사업 사업비별 투입비율 (비랏나가르)
항목

공사비

2023년

2024년

계

토공

100%

0%

100%

차수시설

20%

80%

100%

침출수처리

20%

80%

100%

침출수 배제

20%

80%

100%

부대공사비

20%

80%

100%

80%

20%

100%

2024년

계

사업부대비

<표 2.5-22> 우선협력사업 연도별 투자비 내역 (비랏나가르)
항목

2023년

공사비

1,789.5 천USD

1,789.5 천USD

3,579.0 천USD

사업부대비

1,021.0 천USD

- 천USD

1,021.0 천USD

기타부대비

15.5 천USD

- 천USD

15.5 천USD

총 사업비

2,826.0 천USD

1,789.5 천USD

4,615.5 천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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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비용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비용은 크게 인건비와 제경비, 유지관리비로 나뉘며, 본 우선협력
사업은 유사 사업의 운영비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인건비는 투입인원 대비, 기타
운영비는 매립량(m3)에 비례하여 증감이 발생한다.
<표 2.5-23> 예상 운영비용 단가 (비랏나가르)
항목

내용

연간 운영비 단가

인건비

∙ 운영인력 인건비

제경비

∙ 장비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여비교통비 등

4.8 USD/m3

∙ 수선비, 전력비, 약품비, 용수비, 재처리비 등

2.3 USD/m3

유지관리비
보험료

3,625 USD/인

∙ 재물손해보험 등

6 천 USD/년

추정기간 동안 발생하는 총 운영비용은 약 1,738천USD로서 인건비는 20명 기준 362.5
천USD, 유지관리비는 440.4 천USD(25.34%), 제경비는 906.1 천USD(52.14%), 보험료 28.7
천 USD(1.65%)를 차지하였다.

<표 2.5-24> 연도별 예상 운영비 (비랏나가르)
(단위 : 천USD)

연도

매립량(m3)

2025

40,623

72.5

193.7

94.2

5.8

366.2

2026

41,033

72.5

195.7

95.1

5.8

369.1

2027

41,328

72.5

197.1

95.8

5.8

371.2

2028

41,611

72.5

198.4

96.5

5.8

373.2

2029

25,405

72.5

121.2

58.9

5.7

258.2

계

190,000

362.5

906.1

440.4

28.7

1,737.8

인건비

제경비

주1) 분석기준시점(2020년1월1일) 불변가액 기준 연간 운영비용
주2) 적용 물가가 반영된 경상가격기준 운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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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수익
본 우선협력사업의 주 운영수입은 폐기물 수거료다. 한국에서는 반입수수료를 처리시
설 반입량에 비례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네팔의 본 사업대상지는 반입량 대비 수거료
징수체계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아 수거 주체, 수거 간격에 따라 수거료를 차등 징수하
고 있다(‘제1편 제4장 대상지역 기본계획 수립’ 참조). 장기적으로는 폐기물 발생량
과 비례하여 수거료 징수체계를 변경하여야 하나 본 분석에서는 현재 수거료 징수방식
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분석 편의성을 고려하여 가정과 상가 및 기타의 수거
료를 고려하였다.
<표 2.5-25> 경제성 분석을 위한 예상 운영수익 (비랏나가르)
항목

내용

연간 수거료

∙ 수거료 단가 : 300 루피/월
∙ 수거대상
: 75,000 개소
(인구 30만명 기준, 가구당 4인)

가정

2,398 천USD/년

∙ 수거료 단가 : 1,300 루피/월

상가, 기타

∙ 수거대상

139 천USD/년

: 1,000 개소

합계

-

2,536 천USD/년

주) 분석기준시점 (2020년 1월 1일) 불변가액 기준

한편 사업대상지는 수거료를 내지 않는 가정, 상가 등이 다수 존재한다. 이에 본 분석
에서는 현재 수거율과 향후 수거료 징수 목표치를 반영하였으며, 징수된 수거료는 현
지 수익배분 구조상 70%만 처리시설 운영비에 투입되는 것으로 반영하였다.

<표 2.5-26> 수거료 징수율 가정 (비랏나가르)
항목

2021~2024년

2025~2029년

2030~2034년

2035~2039년

비고

수거료
징수율

30%

40%

50%

60%

현재 수거율:25%

<표 2.5-27> 수거료 수익 분배 가정 (비랏나가르)
항목

처리시설관리

마을공동체

수거료
수익 분배

7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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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기간 동안 발생하는 총 운영수입은 약 3,551 천USD로서 운영기간 연간 평균 매출
액은 710 천USD 수준이다. 연도별 운영수입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2.5-28> 경제성 분석을 위한 연도별 예상 운영 수입 (비랏나가르)

(단위 : 천USD)

연도

수거료 징수대상

수거료 징수율

세입대비 시설 운영비비율

실제 운영수입

2025

2,536.4

40%

70%

710.2

2026

2,536.4

40%

70%

710.2

2027

2,536.4

40%

70%

710.2

2028

2,536.4

40%

70%

710.2

2029

2,536.4

40%

70%

710.2

계

12,682.1

3,551.0

주) 분석기준시점 (2020년 1월 1일) 불변가액 기준

4) 기타 편익
본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로서 운영 수입은 직접적인 편익으로서 이외 간접적인 편익은
정량화가 곤란한 바 별도로 산출하지 않았다.

5) 주요 가정조건
상기 내용을 종합한 비랏나가르시 우선협력사업의 가정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분석기준일
본 우선협력사업 분석은 2020년 1월 1일 가격 기준으로 시행하였다.

나) 분석기간
본 우선협력사업의 경제성 분석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운영기간은 매립시설의 매립연
한인 5년으로 가정하였다.
・투자기간 : 2년 (2023~2024년), 운영기간 : 5년 (2025~2029년)

다) 할인율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사회적 할인율
이다. 사회적 할인율이 얼마인가에 따라 할인된 편익 및 비용 값이 결정되며 이에 따
라 편익/비용 비율이 결정된다. 본 사업은 원조 사업으로 진행되는 바 ‘2.5..1 라. 기
본 가정 산출을 위한 주요 인자’에 따라 사회적 할인율은 10.28%로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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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환율
‘2.5.1 라. 기본 가정 산출을 위한 주요 인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하였다.
( 1USD = 1,158원, 1NPR = 112.6USD )

마) 물가상승률
‘2.5.1 라. 기본 가정 산출을 위한 주요 인자’에 따라 향후 물가상승률 연간 5.60%
를 적용하였다.

6) 경제성 분석
본 우선협력사업에 반영되는 비용 (총 투자비, 운영비)과 운영수익, 각종 검토 가정을
종합한 경제성 분석 결과 B/C는 0.41로 산출되었고, NPV는 (2,328)천 USD, 내부수익률
은 –25.92%로 산정되었다.
<표 2.5-29> 경제성 분석결과 (비랏나가르)
항목

분석결과

B/C

0.41

NPV

(2,328) 천 USD

IRR

-25.92 %

비고

<표 2.5-30> 경제성 분석 세부내역 (비랏나가르)
(단위 : 천USD)

연도

투자비

운영비

계

편익

현금흐름

지출현가

수입현가

2023

2,826

-

2,826

-

2,826

1,911

-

2024

1,790

-

1,790

-

1,790

1,097

-

2025

-

366

366

710

-

204

395

2026

-

434

434

710

-

219

358

2027

-

436

436

710

-

199

325

2028

-

437

437

710

-

181

294

2029

-

412

412

710

-

155

267

4,616

2,086

6,702

3,551

4,616

3,966

1,639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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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민감도 분석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결과는 주요 가정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우선협력
사업의 재원은 무상원조로 고려하였으므로 네팔 중앙/지방정부는 사업 투자비의 상환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적정 사업비와 수익을 확인하기 위한 민감도 분석이 큰 의미는
없다. 그러나 자금 공여국(대한민국) 관점에서 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
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경제성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인 공사비와 수거료
변동에 따른 분석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가) 공사비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본 공사비 민감도에서는 Base Case의 공사비를 10% 포인트씩 증감시켜 본 사업의 수
익률 및 현금흐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각 Case별 공사비와 공사비 변
화에 따른 민감도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5-31> 공사비 민감도 (비랏나가르)
(단위 : 천USD)

항목

-20%

-10%

Base

+10%

+20%

공사비

3,221

3,400

3,579

3,758

3,937

B/C

0.44

0.43

0.41

0.40

0.39

NPV

(2,094)

(2,211)

(2,327)

(2,443)

(2,560)

IRR

-24.36%

-25.16%

-25.92%

-26.64%

-27.33%

나) 수거료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수거료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시 Base Case의 수거료를 10% 포인트씩 증가시켜
본 사업의 수익률 및 현금흐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연도별 수거료 징수율
은 기본 가정과 동일하게 적용). 각 Case별 따른 민감도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5-32> 수거료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비랏나가르)
(단위 : 천USD)

항목

Base

+10%

+20%

+30%

+40%

수거료

3,551

3,906

4,261

4,616

4,971

B/C

0.41

0.45

0.49

0.53

0.56

NPV

(2,327)

(2,192)

(2,057)

(1,922)

(1,787)

IRR

-25.92%

-22.69%

-19.75%

-17.0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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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분석결과
본 우선협력사업은 한국 정부의 무상원조를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다. 무상원조 사업
은 공익적 목적이 강한 사업으로 자체의 수입으로는 경제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실정
이다. 그러나 우선협력사업(신규 매립장)에 대한 무상원조는 어디까지나 시설 설치가
주가 되므로 준공 이후 시설의 건전한 재무적 운영을 위해서는 투입된 비용을 보전하
는 시설 운영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경제성 분석 검토를 통하여 적정 운영비와 수거
료 수준을 파악하고, 대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경제성 분석은 사업대상지의 현재 수거료 징수체계를 유지하고 폐기물 수입만을
직접편익으로 하여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B/C는 0.41으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공사비 +-20% 증가/감소 또는
수거료를 +40%까지 증가하였을 경우에도 경제성분석 결과는 1.0 이하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현재의 구조에서 분석 결과가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월별 반입수거
료가 가정은 744 NPR, 상가,기타의 경우에는 3,223 NPR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
되었다.
경제적인 측면으로는 한국 정부의 자금공여 없이 네팔 측의 자체 재원을 통한 신규
매립장사업을 추진하기는 수치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시설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활용품 판매 등 부가 수익원을 추가
하고, 현재 수거료 징수 체계를 발생량에 비례하는 종량제 형태로 개편하는 등 매출
액 증대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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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환경영향분석
환경 보호법 (Environmental Protection Act)과 환경 보호 규칙 (Environmental Protection
Rules)은 네팔에서 환경오염 및 적절한 삶의 질 관리를 목표로 하는 기본법으로, 이 법에 따
라 인프라 개발 활동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활동은 프로젝트 유형
과 규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승인 관련 부서는 산림환경부의 인구환경관리과로 환경승인에는 사전환경검사(IEE)와
환경영향평가(EIA) 두 종류가 있으며, 일부 특정 산업에서는 오염관리인증 또한 필요하다.

2.6.1 사전환경조사(IEE)
1997년에 제정된 환경보호규칙에서 사전환경조사는 환경영향이 적은(Schedule 1)에 속하는
소규모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사전환경검사는 기준 조건의 작성 및 그 이후 영향과 감축
조치에 대한 분석연구가 포함되며, 해당 조사결과서를 관계 부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사전환경조사가 필요한 폐기물 관련 사업(스케줄 1)은 다음과 같다.
1. 2천명 이상 1만명 이하의 인구에 대해 수행되는 폐기물관리 활동
2. 주택 및 주거 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관련 활동 :
(a) 연간 1백톤에서 1천톤의 폐기물로 땅을 채우는 것
(b) 최대 3ha의 적환장과 및 자원회수 구역과 관련된 활동
(c) 최대 2ha의 화학적, 기계적/생물학적 기술을 통한 폐기물을 선별, 수거, 처분 및 재활용
(d) 1ha 이상 5ha이하의 퇴비화 시설에 관한 활동
(e) 하수도 계획 운영

2.6.2 환경영향평가(EIA)
1997년에 제정된 환경보호규칙에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 영향이 클 가능성이 높은 사업(
Schedule 2)에 속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좀 더 복잡하며, 기준
조건의 확정 및 영향감축 조치에 관한 세부연구를 실시하기 전에 범위확정(Scoping
document) 문서의 작성이 포함된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프로젝트 영향이 미치는 지역
에서의 공청회가 기본적으로 실시되며, 조사와 공청회 결과들을 종합하여 관계부처에 제
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폐기물 관련 사업(스케줄 2)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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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만명 초과 인구에 대해 수행되는 폐기물관리 활동
2. 주택 및 주거 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관련 활동 :
(a) 연간 1천톤을 초과하는 폐기물로 땅을 채우는 것
(b) 3ha를 초과하는 적환장과 및 자원회수 구역과 관련된 활동
(c) 2ha를 초과하는 화학적, 기계적/생물학적 기술을 통한 폐기물을 선별, 수거, 처분
및 재활용
(d) 5ha를 초과하는 퇴비화 시설에 관한 활동
(e) 최소 1만명 이하 인구의 도시 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매립
3. 유해폐기물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건설활동
(a) 폐기물 처리공장 건설
(b) 자원회수공장 건설
(c) 압축 혹은 매립을 위한 부지 조성
(d) 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한 부지 조성
(e) 폐기물처리시설의 건설
4. 독성 폐기물과 관련한 활동
(a) 반감기가 25년을 초과하는 방사능 물질의 관리와 배출
(b) 30회의 치사량의 화학 물질의 배출 및 관리.
(c) 최소 25개 병상을 보유한 요양원 혹은 병원, 보건센터에서 배출되는 생물학적으로
치명적인 물질의 최종처분 관리
(d) 치명적인 물질을 소각 또는 재활용할 목적으로 1 ha 이상의 토지 및 에너지 관련 활동

2.6.3 환경영향평가 절차
사전환경조사의 경우 제안자의 과업내용에 대한 공공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제안자가 보고
서를 제출하고 이를 관련 부처에서 승인하며, 향후 관련부처(산림환경부)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네팔 내 환경영향평가는 먼저 다음과 같이 범위지정(Scoping) 및 과업내용(Terms of
Reference) 검토를 거쳐 조사가 진행된다. 범위 지정과 과업내용 검토를 위해 제안자는
문헌 및 현장 조사, 승인된 과업내용을 기반으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안을 작성한 후
관련부처(산림환경부)에 보고서를 제출, 협의 과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승인 절차를 진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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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A 관련 절차 검토 승인 절차

Scoping Document 및 Terms of Reference 검토
승인 절차

(그림 2.6-1) EIA 관련 절차 검토 승인 절차

본 우선협력사업은 Schedule 2 대상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므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
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승인조건들이 사업진행 시 구현되어야 한다. 사업추진에 따른
영향 모니터링 및 평가가 필요한 경우, 사업제안자는 환경보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또한 사업 시운전/운영 2년 후 환경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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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우선협력사업 추진 시 환경적 고려사항
가. 개발사업 시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2017년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발간한 자료(Environmental Assessment and Review
Framework, 2017년)에서는 네팔 내 각종 개발 사업 시 따라야할 환경측면 지침을 제시하
였다. 이는 기본계획이나 설계 시 반영하여야할 사항으로서 본 절에서는 공통항목과 폐
기물매립시설 계획 시 준수해야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본 우선협력사업 추진 시에도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1) 공통 기준
a) 관련 국가 및 지방법, 규칙 및 지침의 모든 요구 사항 준수
b) 통제된 보호림 또는 생물다양성 보존 대상지(습지, 국가 보호구역, 산림 보호구
역, 보호구역)를 포함하여 보호구역의 가능한 위치를 회피/최소화 (부득이한 경우
관련 기관의 승인)
c) 역사 및 문화적 장소, 가치 파괴 및 분해를 초래하는 장소를 피할 것
* 환경관리계획(EMP)시 프로젝트 구현 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는 재료에 대한 사전
승인된 관리 및 보존 접근 방식을 포함하는 "기회 찾기"절차를 사용

d) 가능한 경우 삼림훼손을 피할 것. 중요하며 가치 있는 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성숙한 도로변 나무를 보존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벌채를 한다면 훼손한 나무
마다 25그루의 나무를 새로 심어라.
* 해당 사항은 산림환경부 승인이 필요

e) 모든 계획 및 설계 중재 및 결정이 지역 사회와 협의하여 이루어지고 여성을 포
함할 것. 현장 선택을 위한 공개 상담 및 공개 정보를 반영해야 함.
* 모든 협의는 문서화되어야하며 우려 사항은 사전환경조사서에 표시

f) 모든 도로 개선 작업과 파이프 배치 작업(가능한 범위)을 동기화하여 교란을 최
소화하고 자원(예: 도로 개선 전에 설치된 수도관)의 사용을 최적화해야 함.
* 시청과 함께 작업 계획을 조정

2) 고형폐기물 관리
a) 주거, 학교, 예배 장소(예배당, 사원 등) 및 역사 및 문화 장소로부터 30m 이내에
소규모(제2의) 폐기물적환장이 위치하지 않도록 함.
* 이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 특별한 설계 조치를 채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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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지하수위가 지하에서 2미터 미만인 지역에는 모든 새로운 매립지 및 2차 적환시
설이 건설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이를 준수 할 수없는 경우 특별한 설계 조치를 채택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침출수 장벽/라이너)

c) 거주지, 민감한 수용체, 상점 또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다른 모든 시설에서 최소
250m 떨어진 곳에 새로운 매립지를 조성함으로써 현장의 소음, 먼지 및 시각적
외관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완충지대를 구축하고 침출수를 수역으로 배출
* 거리 제한은 현장 가용성, 버퍼 존 계획 및 침출수 기술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

d) 홍수나 기타 장애, 시설과 환경에 위험을 유발할 위험이 낮은 위치에 신규 건물/
시설을 지정할 것
* 프로젝트 구역의 홍수 데이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치 제한은 현장 가용성과
홍수 또는 기타 위험 통제 계획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

e) 상수원 내 또는 그 근처에 새 매립지가 건설되지 않도록 하고, 적어도 지하수심
정 500m를 건설할 것. (* 환경부의 위치 확인 필요)
f) 규제 기관과 합의된 거리에 따라 매립지 주변에 완충지대가 제공되는지 확인
g) 새로운 매립지의 설계와 운영이 현대 위생설비의 규범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
인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건설 및 운영 중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필수 요소를 포함할 것.
* 매립지에는 침출수, 침출수 수집 시스템 및 제어 시설, 가스 환기구 시스템, 최종
덮개 시스템, 지표수 배수 시스템, 공기, 물, 토양, 악취 및 가스의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O&M)에는 폐쇄 및 사후 폐쇄 계
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폐기물 관련 사업 시 고려사항
1)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추진 시 환경적 영향
폐기물 매립시설 등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주변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
영향과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으며, 네팔 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

- 357 -

2장 우선협력사업 기본계획

제2 부
우선협력사업
기본계획

<표 2.6-1> 주요 계획 유형 및 예상 영향
계획

예상되는 환경영향

대응방향

고형 폐기물
관리시설
∙ 위생
매립지
∙ 적환장
∙ 관련 시설
(폐기물 분리
시설,
퇴비화,
재활용)

∙ 기대효과
- 기존의 폐기물 관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전반적인 이로운 효과 (폐기물의 충분한 수
집, 부적합한 폐기물 처리, 토지와 물의 오
염 및 공중 보건 문제 발생 등을 해결)
∙ 환경측면에서 우려 사항:
- 대상 토지오염
- 생물학적 의료폐기물 미분리 시 주변오염
- 저지대인 경우 범람 위험
- 처리시설이 안될 경우 시설로부터 오염물질
이 스며들어 지표수와 지하수를 오염시킬
위험
- 매립시설이 폐기물로 가득 차면 영구적으로
폐쇄

∙ 범주 B 프로젝트, IEE 필요.
∙ 부지관련 대응방향
- 부지에 따라 홍수 위험과 폐기물의 적
정 분리가 중요하며, 시설계획 시 세부
계획 및 폐기물 분리 및 홍수 방지를 위
해 취해야 할 적절한 구조적 조치 가 취
해져야 함.
- 매립종료 부지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거주지 건설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 배수관련 대응방향
- 매립장 설치 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불투수층으로 덮인 토양을 사용

자료)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Review Framework, ADB(2017)

2) 매립지 부지 선정 시 환경측면 고려사항
신규 매립시설의 부지 선정 시 환경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본 우
선협력사업을 비롯하여 타 지역의 매립시설 추진 시 가급적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1) 향후 확장 요건에 대한 예상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매립 용량을 제공할 수 있
을 정도로 토지와 부피가 충분해야 한다.
(2) 매립장은 매립장과 인구 사이에 적절한 완충구역을 사용할 수 없는 위치에 있지
않아야 한다.
(3) 저지대 부지는 가급적 피해야 한다.
(4) 경사가 가파른 부지는 매립지시설로서 선택하지 않아야 한다.
(경사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5) 지하수위는 매립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모든 굴착 밑면보다 충분히 낮아야 한다.
(6) 생물 다양성과 생태학적 민감성이 현저한 영역을 피해야 한다.
(7) 공공 및 민간 관개용수 공급 유정은 매립지의 경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
다. 이러한 공급 유정은 오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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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매립 지역은 중요한 수역(수역 또는 댐)에 매우 가까이 있지 않아야 한다. 수생생
명에 위험할 수 있는 수질 오염의 위험이 있다.
(9) 주요 전력 전송 또는 하수구와 같은 기타 기반 시설은 없어야 하며, 급수 라인은
매립지 개발 지역을 통과해야 한다.
(10) 주거지는 매립지의 경계 근처에 있어서는 안 된다.
(11) 작업 가시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에 지형 및 보호 선반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매립지에는 내진 위험이 큰 불안정한 지역을 권장하지 않는다.
(13) 단층선과 현저하게 균열이 생긴 지질 구조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단층선은 제안
된 매립지 개발의 주변 500미터 이내에서 예측할 수 없는 가스의 이동을 허용할
수 있다.

3) 시설 조성 사업단계별 환경영향
본 우선협력사업을 비롯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각 사업단계별(설계, 시공, 운영) 예상되
는 환경영향은 다음 표와 같다. 사업추진 시 각 단계별 환경영향을 검토하여 사업부지
인근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
<표 2.6-2> 사업 단계별 예상되는 환경영향
단계

영향 분야

설계단계

환경요인 해소

예상되는 영향
-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환경보호 동의 및 허가 등을 해소해야 하며,
이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프로젝트가 지연될 수 있음.
- 필요한 허가 시 관련 지침 준수

대기질

- 굴착 및 시공 과정의 건설차량, 장비, 기계로부터 발생되는 먼지
- 차량관련 오염물질(일산화탄소, 황산화물, 미립자, 아산화질소, 탄화수소 등)

지표수

- 비축 자재 유출, 연료 및 윤활제의 화학적 오염
- 기존 위생 시스템 및 매립지의 개선으로 인한 지표수 오염

지하수

- 기존 위생 시스템 및 매립지의 개선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소음
건설단계

- 토사 이동 및 굴착 장비, 자재, 인력 운송으로 인한 소음
- 중장비 및 기계 작동 시 소음

생태계

- 수목 제거로 인한 생태균형 파괴
- 배수, 운하, 수역 건설, 저지대 건설, 캠프, 임시시설, 자재 창고로
인한 생태계 파괴 우려

재료의 출처

- 재료의 추출은 침식 가속화, 자연배수를 교란시키며 연못과 침수,
수질오염 유발 우려

기존 인프라
시설 및
유틸리티

- 기존 전화선, 전봇대 및 전선, 수도관 서비스 고려 필요
- 탱크, 상수도관, 개인 소유 소형수도관 등 기존 상수도 폐쇄로 인한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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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영향 분야
캠프 및 저장소,
처분지역 등
건설폐기물
사회·문화적
자원
경관 및 미관성
교통
접근성
수입
작업상 건강 및
안전
주민 건강 및
안전

완공단계

예상되는 영향
- 인접 환경에 직/간접적 침해
- 기계 작동으로 인한 일시적 오염 및 폐기물 처리문제로 주민과의
갈등유발 가능성
- 발굴, 배수관 청소, 트렌치 작업 등으로 인한 폐토 발생
- 사회적/문화적으로 중요한 장소(학교, 병원, 종교 장소, 관광지)의 소음,
먼지, 진동 및 접근 방해로 인한 영향
- 지상 작업으로 인한 고고학적 유적과 역사적 유적의 발견 또는 훼손
- 고형폐기물과 과잉 건설자재로 인한 미관 영향
- 건설자재 납품 경로와 일시적 정체 등의 계획·조정필요
- 도로 통제 등으로 이동권에 제약 발생
- 반복적 터파기로 인하여 도로, 주민,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음
- 인근 상점의 일시적인 사업 중단
- 시공 중 작업상 위험
- 작업상 소음 및 대기오염과 교통사고 등 공동체의 위험

정화작업, 복원
및 복구

- 적절한 폐쇄, 고형 폐기물 처리, 사업 시공 후 토지 복원 등 건설 후
요건 미수행시 영향

환경요인 갱신
ECC(Environmental
Clearance Certificate)

- 주황색 및 적색 범주 프로젝트의 경우, ECC는 매년 갱신되어야 하며,
이 경우 수수료는 원래 적용의 25%이다.

일반적 유지관리

- 예민한 사람들에게 교란, 먼지, 소음 수준의 증가

경제적 개선

- 거주자 및 사업에 대한 방해

동식물
생물다양성

- 사업 성격상 지역 내 생물다양성에는 큰영향이 없으나, 새로 심은
수목의 유지관리에 사용된 비료나 제초제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운영 및 관리
단계
건강 및 안전

-

고형 폐기물

작업 및 유지보수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고형 폐기물
수처리 공정에서 슬러지 발생
분뇨 처리 공정에서 바이오고형물 발생

유해 화학물질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 부상의 위험
노동자와 공공의 안전이 보장 필요
열악한 폐기물 관리 관행과 비위생적인 환경은 질병 유발 가능성
부적절한 풍수배수 체계와 폐기물 관리시 질병 벡터 번식지 제공 가능성

응집제, 소독제, 수처리를 위한 화학물질 사용

자료)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Review Framework, 2017, A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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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성과활용
2.7.1 발주국에 미치는 영향
우선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네팔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가. 신규 위생매립시설 (바랏푸르, 비랏나가르)
1) 경제적 효과
◦ 매립시설 공사,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고용창출
◦ 신규시설 조성으로 도시의 청정이미지 향상으로 관광인구 증가
◦ 폐기물 증가에 대비한 안정적인 처리시설 제공으로 경제성장 기반시설 구축에 기여

2) 환경적 효과
◦ 기존 매립장 포화에 대한 대안 마련
◦ 매립시설 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
◦ 매립한계에 도달하여 매립부지 확보가 시급한 두 지역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 비위생 매립으로 인한 지하수 및 토양오염, 분진 및 악취 등 2차공해 방지

3) 사회적 효과
◦ 매립장 악취 제어를 통해 주민민원 발생 최소화
◦ 매립시설 주변에 차폐식재를 적용하여 야생동물 감염 등 민원 최소화
◦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
◦ 향후 매립시설의 사후 이용과 연계하여 매립시설을 친환경이미지의 시설로 인식하
는데 기여

나. 시스돌매립장 온실가스 CDM사업
1) 경제적 효과
◦ 매립시설 공사, 운영에 필요한 운영인력의 고용창출
◦ 매립가스를 통한 발전으로 지역에 전력공급 및 수익 창출
◦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로 부가수익 창출

2) 환경적 효과
◦ 향후 매립시설의 사후 이용의 모범사례로서 네팔에서 폐기물 매립시설을 친환경이
미지의 시설로서 인식하는데 기여
◦ 매립장 안정화를 위한 부대공사 시 산사태 예방, 악취 발생 최소화
◦ 매립시설 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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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효과
◦ 매립장 악취 제어를 통해 주민민원 발생 최소화
◦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

2.7.2 수출파급효과
◦ 매립시설 운영 선진 기술 전수로 네팔 내 기술자립도 향상 및 운영관리 선진화
◦ 네팔 내 선진사례로서 적용되어 네팔 및 서남아시아 지역에 모범사례로 전파 가능
◦ 한국 기자재 공급으로 시설 보수, 증설 및 교체 등 국내기업 진출 유도
◦ 매립가스 활용시설 운영에 필요한 선진 기술 전수로 네팔 내 기술자립도 향상 및
운영관리 선진화

2.7.3 후속사업수주 연계 방안
가. 네팔 시장 동향
네팔은 현재 UN지정 최빈 개도국이며 2022년까지 최빈개도국의 위치를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총인구는 2천9백만 명이며 최근 5년간 평균 1.17%의 인
구증가율과 3.35%의 1인당 GDP성장률을 기록하여 성장가능성이 높다.
네팔 현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1천달러 미만인 국민소득을 2천달러까지 올려 중진국
대열에 진입한다는 계획 하에 경제자유구역(FEZ) 조성과 전력생산을 위해 수력발전 투자
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며 시멘트, 설탕, 의약품의 자립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제발전을 위해 네팔 정부는 해외투자 및 해외사업소를 유치하고 경제를 더욱 역동적이
고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 많은 외국인 투자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네팔의 우방으로 네팔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은 인도와 중국(홍콩 포함)에 이어 3
위 투자국으로서 엔지니어링, 수력발전 등 건설분야 등 본사업과 연관 분야에 진출해 있
어 우리나라 기업의 환경분야 진출 여건 또한 용이한 상황이다.
특히 수행기관(도화엔지니어링)은 네팔 내 인프라(수도, 철도) 설계/감리 분야에 진출한
바 있어 폐기물 처리분야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자 한다.
<도화엔지니어링 네팔 내 과업수행실적>
- ADB 네팔 카트만두 하수시설 설계, 감리 및 사업관리 (2018년 ~ )
- ADB 네팔 카트만두 밸리 상수도 개선사업 실시설계 및 시공감리 (2018년 ~ )
- 네팔 고속철도 이나루와~카카르브히타, 이타하리~비랏나가르 구간 실시설계(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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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후속사업수주 가능성
초청연수 과정에서 당 컨소시엄에서 설계/운영 중인 시설(원주 폐기물매립장, 수도권매립
지)과 국내 우수 폐기물처리시설을 견학, 홍보하여 한국 내 우수한 기술을 네팔 현지 관
계자에게 홍보하였다.
현지 관계자들 또한 초청연수 및 마스터플랜 기간 내내 본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
하였고 한국 측의 기술지원에 긍정적인 의사를 여러 차례 표현한바 향후 우선협력사업의
본 사업 추진 시 한국기업의 수주가능성은 희망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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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재정계획
2.8.1 개략사업비
대상 사업 대상지의 우선협력사업의 개략사업비는 바랏푸르시 약 1천만 USD, 비랏나가르
시 약 4.6백만 USD로 예상되며,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면적 계획, 네팔 측 요청사
항 등을 고려할 시 달라질 수 있다.

1) 바랏푸르시
<표 2.8-1> 우선협력사업 개략 사업비 (바랏푸르)
항목
공사비

내용

금액 (천USD)

∙ 토공, 차수시설, 침출수 배제/처리, 부대공사비

8,656 천USD

사업부대비

∙ 설계, 감리비용

1,344 천USD

기타부대비

∙ 공사보험료, 금융비용등

총 사업비

∙ 공사비 + 사업부대비

35 천USD
10,035 천USD

주) 분석기준시점 (2020년 1월 1일) 불변가액 기준

2) 비랏나가르시
<표 2.8-2> 우선협력사업 개략 사업비 (비랏나가르)
항목
공사비

내용

금액 (천USD)

∙ 토공, 차수시설, 침출수 배제/처리, 부대공사비

3,579 천USD

사업부대비

∙ 설계, 인허가비용

1,021 천USD

기타부대비

∙ 공사보험료, 금융비용등

총 사업비

∙ 공사비 + 사업부대비

16 천USD
4,616 천USD

주) 분석기준시점 (2020년 1월 1일) 불변가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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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사업구조 및 재원확보 계획
가. 바랏푸르시, 비랏나가르시 신규 위생매립시설
1) 사업구조
우선협력사업 추진을 협의과정에서 네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상환능력이 부족
하고 차관사업에 부정적인 여론 등을 고려하여 사업수행기관 측에 사업재원으로 한국
측의 무상원조를 검토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한국에서는 KOICA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무상원조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티미
시에 있는 한-네팔 친선병원, 현재 진행 중인 카트만두대학 내 통합적 지역개발을 위
한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사업 등 인프라 분야에서도 무상원조 사업이 존재한다.
마스터플랜에서 추진하는 협력사업(신규 매립시설)의 경우 환경기초시설로서 인프라 사
업의 성격이며 공공성도 확보한 특수한 사업인바 무상원조 추진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신규 위생매립시설은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통하여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보건위생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 추진 시 공공적인 측면
보건위생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물론 현재 추진 중인 우선협력사업규모(500~1000만 USD)는 발전시설이나 도로 등 대형
인프라사업에 비해서는 작고, KOICA의 네팔 내 지원현황을 고려할 때 큰 편이나 이는
단계적 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원규모를 분산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단계별 사업모델 구축 시 1단계 무상원조 사업으로 매립장 시설 조성 및 운영 역
량강화 등에 투입하고, 2단계 유상원조시에는 민자재원 등을 도입하여 폐기물 에너지
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수익형 사업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타당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
다. 이를 통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2.8-3> 바랏푸르, 비랏나가르 우선협력사업의 지속가능방향(안)
항목

1단계

2단계

원조재원

무상원조

민간재원, 유상원조 접목

사업내용

∙ 매립장조성(1단계)
∙ 기존 매립장 정비
∙ 매립장 운영역량 강화

∙ 매립장 조성(2단계)
∙ 폐기물에너지화사업
(소각시설, 바이오가스화시설)

기대효과

∙ 네팔 정부의 폐기물 관련 사업추진 능력 확보
∙ 네팔 내 모범사례 구축

∙ 폐기물처리를 통한 수익 창출, 운영
∙ 네팔 내 관련 사업추진 동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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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원조달을 위한 활동
가) 주 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사업수행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도움을 받아 주 네팔 대한민국 대사관과도 유
대관계를 유지하며 본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사업수행기관은 2019년 11월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사관을 방문하였으며 사업추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대사관에서는 한국 기업이 네팔 내 사업 진행에 대해 적극성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면
서 사업화 시 대사관에서 적극 협조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어떠한 재원조달(원조
혹은 차관)형태든 네팔 재무부와 긴밀히 협력해야함을 역설하였다. 사업수행기관이 협
력사업 추진 시 우선 고려하는 KOICA 재원이 부족할 경우 EDCF 조달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하였다.

(그림 2.8-1) 주 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 면담 (2019.11)

2) 한국국제협력단 네팔 사무소
사업수행기관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도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사
업수행기관은 2019년 6월 사업 착수보고 시 KOICA 네팔 사무소를 방문하여 본 마스
터플랜에 대하여 설명하고, 무상원조를 통한 사업추진 절차를 논의하였다. 또한 네팔
사무소 측의 원조방향, 추진 시 고려해야할 점 등을 수렴하였다.
KOICA 네팔 사무소는 네팔이 중점 지원 국가로서 3대 지원분야(교육, 보건, 농어촌
지역개발) 중심으로 연간 네팔에 1,300~1,400만달러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였다.
KOICA측은 재원조달을 위한 첫 단계인 네팔측 사업개요서(PCP;Project Concept
Paper) 작성 시 담길 내용(사업개요, 일정, 리스크 저감 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하며
현지인의 역량 강화 계획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 사업개요서는 향후 타당성조
사를 통하여 개량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사업수행기관은 2019년 11월에도 KOICA 네팔 사무소를 방문하여 본 마스터플랜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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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협력사업(바랏푸르, 비랏나가르)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하여 협
조를 구하였다. KOICA 측에서는 우선협력사업 규모(500만~1,000만 불 내외)가 최근 네
팔 내 지원규모에 비하여 큰 편이나 사업비 규모가 지원여부를 결정짓는 것만은 아니
며 해당 지자체의 의지, 실현 가능성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림 2.8-2) KOICA 네팔 현지사무소 회의 사진 (2019.06, 2019.11)

3) 추진방안
본 마스터플랜 추진 과정에서 한국측에서 수행한 사업수행 결과를 토대로 네팔 중앙/
지방정부에서 사업개요서(Project Concept Paper)를 네팔 재무부에게 제출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행기관은 네팔 측에서 본 우선협력사업 추진 시 위생매립장의 필
요성을 담긴 사업개요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은 KOICA 사업개요서에 들어갈 내용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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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4> KOICA 사업개요서 작성내용 예시 (2021년 대상사업 기준)
SECTION 1. BASIC PROJECT INFORMATION (기본사업 정보)
1.1

Country

대상국가

1.2

Title

사업명

1.3

Location(s)

사업지역

1.4

Duration

기간

1.5

Budget (total)

총 사업예산

1.6

Objectives

사업목적

SECTION 2. PROJECT RATIONALE (사업의 이론적 해석)
2.1

SITUATION

대상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회, 경제적 현황 분석
프로젝트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식별방법, 해결방안

2.2

COUNTRY DEVELOPMENT
STRATEGIES AND POLICES

프로젝트와 관련된 국가 개발전략 및 정책

2.3

JUSTIFICATION FOR
INTERVENTION

프로젝트의 필요성, 이론적 근거
프로젝트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이유

2.4

LESSONS LEARNED

프로젝트 발굴 시 과거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

SECTION 3. . PROJECT DESCRIPTION (사업의 설명)
3.1

Objective/Outcome/Output

프로젝트의 목표, 예상 산출물, 의도하는 결과

3.2

Activities

프로젝트의 각 활동별 책임자, 업무분장
향후 수행일정

3.3

Budget

프로젝트에 필요한 예산 기술.
PCP 채택 후 예산 요건이 정교해질 것임.

SECTION 4. STAKEHOLDER ANALYSIS (이해관계자 분석)
4.1

TARGET BENEFICIARY

프로젝트를 통해 직, 간접적으로 이득을 받는 이해관계자 설명
수혜자의 숫자, 식별과정, 예상되는 역할 기술

4.2

OTHER STAKEHOLDERS

기타 이해관계자의 대상자, 역할 등 기술

SECTION 5. PROJECT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프로젝트 관리, 수행)
5.1

TARGET BENEFICIARY

프로젝트 담당자와 관련 기구
기타 정부기관과 조정과정에 필요한 활동

자료) 2021년 KOICA Project Program Concept Paper 양식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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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스돌 온실가스 CDM사업
1) 사업구조
네팔 내 협력사업 추진 시 100% 민간투자사업보다는 정부의 투자가 가미된 민관협력사
업 추진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민관협력사업은 상대해야하는 이해관계자가 민간투자
사업보다 늘어날 수 있으나 사업 추진 시 인허가에 대한 부담도 완화시킬 수 있으며 정
부의 지원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추진방안
민관협력사업의 주체는 네팔 투자청(Investment Board)며 PPP 형태를 통한 협력사업의
추진 및 재원조달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마스터플랜 이후 별도 타당성조사를 통
하여 정밀한 타당성조사(법적, 기술적, 재무적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다. 우선협력사업 재원확보 방안
본 마스터플랜에서 선정된 우선협력사업은 바랏푸르시 위생매립시설, 비랏나가르 위생매
립시설이 있으며, 추가 협력사업으로 시스돌매립장 온실가스 CDM사업이 있다.
앞선 2개 위생매립시설의 경우 사업규모가 지방정부가 상환능력이 부족하여 무상원조를
원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한 무상차관을 우선 고려하였으며, 필요 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국제공적 금융기관(ADB, WB) 등과 연계한 자금조달 방안도 검
토할 수 있다.
한편 시스돌매립장 온실가스 CDM 사업의 경우 별도 타당성조사를 통하여 사업성을 검토
해야 하나 발전,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 등 수익원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므로 민간자본을
동원하는 민관협력사업(PPP)을 통한 자금조달을 고려한다.
이들 재원조달 활동에 대한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는 2편 1장에 기술하였다.

<표 2.8-5> 우선협력사업 재원조달방안
사 업 명

사업구조(재원조달방안)

바랏푸르시
위생매립시설

KOICA 무상차관을 최우선 검토하여 관련 PCP 제출
필요 시 단계별 사업추진, 경제협력기금(EDCF), 국제 공적금융기관(ADB, WB) 등 검토

비랏나가르시
위생매립시설

KOICA 무상차관을 최우선 검토하여 관련 PCP 제출
필요 시 단계별 사업추진, 경제협력기금(EDCF), 국제 공적금융기관(ADB, WB) 등 검토

시스돌매립장
온실가스 CDM사업

민관협력사업을 통하여 민간자본, 네팔정부 자금 출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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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Environment Policy 2019
Solid Wastes Management National Policy, 2053 (1996)
Solid Wastes Management Act 2011 (2011)
Solid Wastes Management Regulation 2013 (2013)
Environment Protection Act 2053 (1996)
Environment Protection Regulation 2054 (1997)
National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11(National Report)
NEPAL POPULATION REPORT 2016, GOVEMENT OF NEPAL MINISTRY OF POPULATION & ENVIRONMENT
NEPAL POPULATION REPORT 2017, GOVEMENT OF NEPAL MINISTRY OF POPULATION & ENVIRONMENT
Solid Waste Management in Nepal Current Status and Policy Recommendations (2013), ADB
Technical Assistance Consultant’s Report Nepal: Capacity Building for Waste Management(2013), ADB
Report of Solid Waste Management Baseline Study (2013), ADB
A Survey Report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Nepal, Nepal Rastra Bank, 2018
Nepal in Figures-2019, Government of Nepal National Planning Commission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2019
Nepal Budget Speech, Ministry of Finance, Nepal
Benchmarking Public-Private Partnerships Procurement, 2017, WB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Review Framework, ADB(2017)
Environment Audit Report for Solid Waste Management of Kathmandu Metropolitan City(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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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개발협력사업 참여전략 설명회, KOICA
제3차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 환경부. 2012
2019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환경부, 2019
대외경제협력기금, 기획재정부-한국수출입은행, 2015

수도권매립지 통계연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018년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연구, 2005.11,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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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보고서는 환경부에서 시행한 “2019년도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환경부에서 시행한
“2019년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산업발전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공개 또는 발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