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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고용중심형 녹색원조의 주요 사례와 시사점

한바란․김민희

녹색원조는 기후에 민감한 1차 산업에 의존하는 개도국이 기후변화로
부터 받는 피해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범지구적으로 환경을 개선․보존하여 선진국에도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준다. 본 보고서에서는 녹색원조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 노동시장적인 측면을 주류화해 개도국의 노동시장을 보완하고 개
선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녹색원조사업의 실행을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경제발전은 빈곤탈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경제발전의 열매가 반
드시 골고루 분배되는 것은 아니므로, 발전을 한다고 하여 빈곤층의 수나
그들의 빈곤 정도가 필연적으로 줄어들지는 않는다. 경제발전을 빈곤 탈
피에 직접 연계시키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고용기회의 증대와 임금 향
상 등 노동시장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녹색 일자리를 산업별로 접근해서 녹색산업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고용
의 형태와 종류를 설명한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자료는 개도국의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성을 파악한 후 어떠한 녹색원조사업과 사업진행방
식을 통해 노동시장을 보완, 개선할 수 있을지 고찰한다. 이를 위해서 개
도국의 노동시장 구조와 특성을 정리하고 녹색원조사업이 노동시장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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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공급 및 규제를 변화시켜 빈곤층의 소득을 증대시킨 탄자니아와 방글
라데시의 사례를 분석한다. 특히 우리는 섬세하게 계획된 녹색사업이 개
도국 특유의 노동시장 특성－많은 비공식인구, 비조직화, 높은 실업률, 많
은 아동노동과 낮은 여성노동의 비율, 그리고 낮은 인적자원 등－을 어떻
게 개선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탄자니아의 고체폐기물 관리사업의 경우, 사업진행자 측은 기존에 비공
식적으로 고용되었던 폐기물 수거자들을 공식적으로 고용되도록 하였고
아동노동비율을 낮추려고 노력했다. 방글라데시의 태양광주택시스템 설치
및 보수 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에서 처음부터 업무에 적합한 숙련도를 가
진 사람을 고용하기보다는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을 훈련시켜 총고용효과
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고용을 주류화하는 세부정책을 펼쳤다. 두
사례에 덧붙여 태양광 주택시스템사업에서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독일
정부의 기술개발 협력기구인 독일 기술협동공사(GTZ)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이들 사례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고는 기술의 현지화, 타 국제기구 및
정부와의 공조, 민관 협력, 고용집약적인 사업의 선택, 노동문제의 주류화,
인력의 역량 강화, 적절한 노동규제 등이 어떻게 해당 수원국의 노동환경
을 개선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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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기후변화 및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전 세계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에너지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물 관리, 환경보전, 산림관리 등의 녹색산업에
대한 선진국의 대개도국 원조로 정의되는 ‘녹색원조’가 주목을 받고 있다.
녹색원조는 기후에 민감한 1차 산업에 의존하는 개도국이 기후변화로부터
받는 피해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범지구적으로 환경을 개선․보존하여 선진국에도 직접적인 이익
을 안겨준다. 이유진(2008)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브라질과 콩고, 인도네시아
가 열대우림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할 경우 매년 6억 달러씩 향후 5년간 총
30억 달러(약 3조 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하였고, 영국 역시 2009년 2월 개
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비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10억 파운드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역시 1991년 이래 환경오염관리능력강화 및 환경보전역량강화
사업 등과 같은 무상원조사업과 폐수․폐기물 처리 및 상수도사업 등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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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조사업을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을 지원해 왔다.1) 최근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2008년 계획되어 2012년까지 진행 예정인 2억 달러 규모의 동
아시아 기후파트너십사업으로, 수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산림관
리, 폐기물 처리사업 등을 몽고, 베트남, 니카라과 등과 같은 개도국에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러한 사업을 늘려가면서 2007년 11%였던 양자
간 녹색원조 비중을 2013년에는 20%, 2020년 30%로 확대하기로 명문화했
다. 또한 UN 지구환경금융(GEF)과 세계은행의 기후투자기금 등 다자기구를
통한 기여도 확대할 예정이다.

❚ 표 1-1. 1991년 이래 우리나라 환경 관련 양자 원조액 ❚
유․무상
원조

기후 및 환경
기후 변화

총 사업비
(천 달러)

사업 수

국가 수

사업별
평균(천 달러)

환경분야

30,912

26

15

1,188

기후변화대응 분야

13,020

11

7

1,183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분야

330,254

24

12

13,761

무상원조

유상원조
ED CF

자료: 권 율 외(2009).

전 세계적으로 녹색원조에 대한 관심과 비중이 높아가는 시점에서 우리는
녹색원조의 시의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녹색원조사업은 개도국
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탄소의존적인 경제체제로부터 탈피를
촉진시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나, 이러한 녹색원조사업이 개
도국의 현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조가 환경에
집중되면 교육 및 보건과 같이 수원국의 수요가 더욱 절실하고 또 원조의

1) 이러한 양자원조의 형태 외에도 지구환경기금, 세계은행신탁기금과 국제자연보호연맹에 일정액을 지원하는 다
자원조의 형태로도 녹색원조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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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목표인 빈곤퇴치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에 할당되는 금액은 줄
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표 1-2. EDCF의 환경 원조 분야별 사업비 ❚
(단위: 천 달러)
EDCF 분야

분야별 사업비

폐기물 처리

15,199

폐수 처리

80,511

상수도사업

179,745

생태환경

41,942

수력

12,857

총 사업비

330,254

자료: EDCF.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개발원조사업에서 환경을 주류화
하거나, 환경사업에서 개발을 주류화하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개발원조사업에서 환경을 주류화하기 위해 OECD(2009)와 권 율 외(2009)
는 일반적인 개발협력의 각 단계에서 환경적인 측면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
링, 사후 평가를 제도화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하면 녹색원조금액을 크
게 늘리지 않고도 환경보존 및 개선 효과가 있다. 한편 환경사업에서 개발을
주류화하는 방식은 녹색원조사업을 개발 효과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함으
로써 환경사업을 통해 빈곤탈피를 촉진하는 것이다.
본 자료에서는 후자를 다룬다. 그중에서도 개도국의 노동시장을 보완하고
개선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녹색원조사업의 실행을 제안하고자 한다.
빈곤과 노동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사회보장제도가 빈약한 개
도국의 경우, 지역사회 및 정부가 빈곤층에게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
이 적어 일반적으로 소득이 노동임금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2), 3)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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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환경이 빈곤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새로운 사
업 도입을 통한 국가나 지역의 경제성장이 사회전반의 빈곤을 완화시킬 수
는 있겠지만, 성장이 반드시 빈곤퇴치를 동반하는 것이 아니며 성장의 혜택
이 어떻게 분배되는지의 여부가 빈곤퇴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경제성장의 혜택이 고르게 분배되는 방식 중 하나가 바로 고용기회의 증
대 및 임금향상 등 노동시장을 통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개도국의 노동시장
에 초점을 맞춰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고용중심형 녹색원
조사업에 대해 알아본다.
고용중심형 녹색원조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업
무 특성상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고용집약적’4) 사업이다. 대표적인
예로 폐기물 수거사업이나 태양에너지사업 등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있다.
UNEP-ILO의 보고서에 따르면 재활용과 폐기물 수거 및 관리사업은 2008
년 기준으로 중국은 약 1천만 명, 그리고 브라질은 약 50만 명의 고용을 창
출했다. 태양에너지 관련 사업은 2008년 기준으로 중국은 약 60만 명이 고
용되어 있는 상태이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기존 2만 5천 명의 실업자들이
‘물을 위한 노동’ 이니셔티브(‘Working for Water’ initiative)를 통해 수자
원보존 사업에 고용된 바 있다.
두 번째는, 비록 사업 자체는 고용집약적이지 않더라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노동시장을 고려해 근로 환경의 개선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는 녹색원
조사업이다. 예를 들어 이 보고서에서 소개할 방글라데시의 가정용 태양광시
스템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은 처음부터 업무에 맞는 숙련도를 가진 사람을

2) World Bank(2007).
3) Fields(2007).
4) 고용집약적인(employment intensive) 사업은 효율적인 비용과 경쟁력을 유지한 채 질이 높은 업무를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도 내에서 노동을 최대한 고용하는 사업이다(ILO/EIIP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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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하기보다는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을 적절히 훈련시켜서 고용효과를 높였
다. 또 탄자니아의 고체폐기물관리사업의 경우, 사업진행자들은 기존에 비공
식적으로 활동하던 폐기물 수거자들을 공식 부문에 통합시켜 이들의 근로환
경을 개선시켰다.
우리나라의 녹색원조에 대한 관심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녹색원조를 늘려갈 계획이다. [표 1-1]에서 보았듯이 우리
나라의 기존 녹색원조사업은 기후변화 대응역량 및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
자체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고용창출효과 및 노동력의 역량 강화 가능성
은 거의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사업 등을 통해서는 충분히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노동을 주류
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녹색원조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 노동시장적인 측면을 주류화해 친환경
적이면서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
에 근본적인 빈곤퇴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녹색직업훈련 및 노동경
험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역량이 강화되면 우리나라와 수원국의 장기경제협력
의 가능성이 열릴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조건의 직종으로 근
로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나아가 정부가 원조자금으
로 직업훈련의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 민간기업들이 관련사업
분야로 더욱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수원국의 노동력을 최대한 활
용하는 원조 방식은 수원국의 주도권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수원국과의
파트너십 구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원조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5)

5) DAC는 2008년 아크라에서 개최된 제3차 고위급 회의에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수원국의 주인의식 강화,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 및 개발 성과를 위한 이행과 책임 등의 3대 원칙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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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고용중심형 녹색원조 관련 선행연구는 두 갈래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
째는 녹색원조의 전반에 관한 연구이고 두 번째는 녹색원조사업의 고용 창
출에 관한 연구이다.
녹색원조의 정책연구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OECD/DAC에서 2001년,
2002년, 2006년에 발표한 환경 관련 지침이다.6) 2001년에 발표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 개발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Strateg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actical Guidance for Development Co-operation)｣은 기존
의 국가개발계획, 빈곤전략계획, 국가녹화계획 등의 모델을 바탕으로 지속가
능한 발전 전략을 수립해 자원의 낭비를 막고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2002년의 ｢리우 협약의 개발협력 통합(Integrating the Rio
Conventions into Development Cooperation)｣ 문서에서는 기후변화와 생
물다양성, 사막화라는 리우협약 과제를 어떻게 빈곤퇴치라는 개발의제와 통
합시킬 것인가를 다루었다. 특히 환경문제를 개발협력정책, 프로그램, 프로젝
트에 통합하고 리우협약의 이행을 위해 이를 모니터링하며 환경의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권고하였다. 2006년의 ｢전략적 환경평가의
적용: 개발협력을 위한 모범사례 지침(Applying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Good practice guidance for development cooperation)｣에서
는 각종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환경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OECD/DAC의 녹색원조 지침은 공통적으로 개발협력에 있어서 환경 주
류화(mainstreaming)를 꾀한다. 이 지침을 바탕으로 권 율 외(2009)는 우리
나라 원조사업의 각 단계에서 환경적인 측면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 사후
평가를 제도화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박명지(2009)는 환경 주류화를 우리나

6) OECD/DAC의 환경 관련 지침에 대한 정리는 권 율 외(200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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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ODA의 주요한 정책으로 공식화하는 방안과 개도국 공무원의 역량을 강
화시킬 수 있는 연수사업 등을 제안하였다. 본 자료는 개발사업의 환경 주류
화가 아니라 환경사업의 개발 주류화, 특히 노동문제의 주류화라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녹색원조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연구로는
UNEP(2008)의 “Green Jobs: Towards decent work in a sustainable, low-carbon
world”가 있다. 이 연구는 ‘녹색 일자리’를 환경을 복구․보존하는 데 기여
하는 농업, 제조업, 건설업, 임업뿐만 아니라 환경과 관련된 과학, 기술, 행
정, 서비스업 전반으로 정의한 후, 주요 경제 부문에 현존하거나 앞으로 창
출 가능성이 있는 녹색 일자리를 정량적, 정성적, 개념적으로 다루었다.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자료로는 유럽노동
조합연합(ETUC: 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이 2007년에 발간
한 “Climate change and employment－Impact on employment in the European
Union－25 of climate change and CO2 emission reduction measures by
2030”가 있다. 이 자료에서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EU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이 산업 부문별로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후, 긍정적인 효과를 장
려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억제하는 정책들을 제안한다.
위 두 연구가 녹색 일자리를 산업별로 접근해서 녹색산업을 통해 창출 할
수 있는 고용의 형태와 종류를 설명했다면, 본 연구는 개도국 노동시장의 구
조와 특성을 파악한 후 어떠한 녹색원조사업과 사업진행방식이 노동시장을
보완․개선할 수 있을지를 고찰한다. UNEP(2008) 보고서의 경우,

선진국

보다는 개도국에 해당되는 이륜 및 삼륜 자동차공기정화사업 고용효과도 다
루기는 했으나 이는 여전히 업종별로 본 국지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전체 노
동시장이라는 틀에서 바라보는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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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내용 및 방법
본고에서는 녹색원조사업이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변화시켜 빈곤층의
소득을 증대시킨 탄자니아와 방글라데시의 녹색원조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
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활용할 수 있는 고용 중심의 녹색원조방안
을 제시한다.
녹색원조사업을 통해 노동시장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
도국 노동시장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개도국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인구 증가율과 아동노동비율이 높고 인력의 역량이 낮으며 비공식적인
고용관계가 만연하다. 즉, 선진국의 노동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이 개도국에는
적절치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제2장에서는 세계은행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 등 통계자료와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선진국과 구분되는 개도국 노
동시장의 특성을 정리하고 그 특성을 보완해 빈곤층의 고용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노동시장의 환경은 새로운 산업 도입 등으로 인한 노동의 수요와 개인의
노동공급과 정부기관 등의 규제를 통한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다. 노동의 수
요 변화는 노동자 측에서 바라보면 고용기회의 변화이다. 이는 새로운 사업
이 도입되거나 기존 사업이 사라질 때 일어난다. 노동공급의 변화는 인력이
늘어나거나, 개인이 새로운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생산성이 증가했을 때 일
어나고, 사업체 혹은 국가의 최저임금과 같은 규제는 노동시장의 환경에 영
향을 준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녹색원조를 통해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규제를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춘 탄자니아와 방글라데시의 사례를 소개한다.
탄자니아 사례의 분석은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방글라데시 사례 분석은 문헌
자료와 현지인터뷰를 바탕으로 행해졌다. 제3장에서 다룰 탄자니아의 고체폐
기물관리사업의 경우 사업진행자 측은 기존에 비공식적으로 고용되었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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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수거자들을 공식적으로 고용하도록 하였고 아동노동비율을 낮추려고 노력
했다. 제4장에서 다룰 방글라데시의 태양광주택시스템 설치 및 보수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에서 처음부터 업무에 적합한 숙련도를 가진 사람을 고용하기
보다는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을 훈련시켜 총고용효과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고용을 주류화하여 세부 정책을 펼쳤다. 4장 5절에서는 독일 정부의 기술
개발 협력기구인 GTZ(Deutsche Gesellschaft f r Fechnische Zusammenarbeit)
에 대해 알아본다. 문헌자료와 현지 인터뷰를 통해 GTZ의 방글라데시 태양
광주택시스템사업 및 기능이 향상된 열조리기구 사업의 지원방식과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소개한다.
제5장에서는 개도국의 노동시장분석과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활용할 수 있는 고용중심형 녹색원조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
나라의 녹색원조 현황을 정리한 후 고용중심형 녹색원조로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전망해보았다. 그리고 그 예로 건물에너지개장사업, 농업교육기관설
립사업, 녹색금융사업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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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개도국 노동시장의 특성

녹색원조사업을 통해 노동시장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개도국
노동시장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 같은 통계자료와 각종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선진국과 구분되는 개도국만의 노동시장 특성을 정리하고 개도국
노동시장이 당면한 과제에 대해 알아본다.

1. 경제활동인구의 구성
전 세계인구 65억 명(2007년 기준)의 84.6%인 55억 명이 개발도상국(개
도국)7)에 거주하고 있다. 선진국 인구는 1980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0.7%로 증가하여 2007년 10억 명, 개도국 인구는 같은 기간 연평균 1.7%
로 증가하여 2007년 55억 명을 기록하였다. 전체 인구 중 15~64세 나이의

7) 이 자료에서는 World Bank의 정의에 따라 2008년 일인당 GNI 기준으로 1만 1,905달러 미만의 나라들을 개도
국으로 분류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다. 국가들의 분류 결과는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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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즉 ‘경제활동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선진국은 67.1%,
개도국은 64.5%로 크게 다르지 않지만 0~14세까지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은 개도국 29.5%와 선진국 17.8%로, 전반적으로 개도국은 선진국보다 훨씬
더 젊은 인구구성을 가진다.8)

❚ 표 2-1. 선진국 및 개도국의 인구 구성(2007년) ❚
(단위: %)

개도국

선진국

0~14세 인구 비중

29.5

17.8

14~64세 인구 비중

64.5

67.1

64세 이상 인구 비중

6.0

15.1

자료: World Bank(2010).

❚ 그림 2-1. 선진국 및 개도국의 인구 피라미드(2007년) ❚
(단위: 세)

자료: World Bank(2010).

8) 이는 개도국의 기대수명이 선진국보다 낮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1960년에 태어난 사람의 기대수명은 선진
국이 68.7세, 개도국이 44.2세이고, 1980년에 태어난 사람의 기대수명은 선진국이 73.4세, 개도국이 60.0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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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여전히 개도국의 도시거주 인구비율은
2007년 기준 전체 인구의 44.3%로 77.4%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개도국의 절반 이상의 인구가 시골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GDP 대비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과 상관관계가 있다. GDP 대비 농업부가가치9)를 보
면 2006년 기준으로 선진국은 1.4%, 개도국은 10.2% 수준이다.10)

❚ 그림 2-2. 선진국과 개도국의 시골거주비율 ❚
(단위: %)

자료: World Bank(2010).

개도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도시인구 증가율이 총인구 증가율보다 크다.11)
이는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도시의 고용기회가 늘어나면서 도시로의 이주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때 도시고용기회 증가율이 도시인구 증가율보다 작아

9) agriculture, value added.
10)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1970년의 5.8%와 25.5%에 비해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
고 있고, 이는 전 세계적인 도시화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11) Hollister and Goldstein(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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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노동시장에 압박이 가해져 실업률이 증가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덧붙
여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인구밀도가 커지면 하수처리, 교통, 폐기물 관리 등
의 사회기반시설이 중요해질 것이다.
ILO는 경제활동가능인구 중 노동능력 및 노동의사를 가지고 있는 인구를
‘경제활동인구’12)라고 정의한다. 개도국의 인구 증가율이 선진국보다 크기
때문에 역시 개도국의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이 선진국의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클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선진국의 경제활동인구는 1980년 3억 9천만 명에
서 2007년 5억 2천만 명으로 33%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개도국은 1980년
15억 명에서 2007년 25억 8천 명으로 선진국의 2배가 넘는 72%의 증가율
을 보였다. 15세 이상의 경제활동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인 노동시장 참여율은 개도국의 경우 2007년 기준 66.0%로 선진국의
60.8%에 비해 더 높았다.
본 절에서는 개도국의 전반적인 인구구성을 살펴보았다. 개도국은 선진국
에 비해 많은 인구와 젊은 인구구성을 가지고 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많
은 인구가 도시로 이주하고 있지만, 여전히 농촌거주인구의 비율이 더 높다.
개도국의 경제활동인구 및 노동시장 참여율 역시 선진국보다 더 빠른 속도
로 증가하고 있어 고용기회가 이에 걸맞게 증가하지 않으면 노동시장에 대
한 압박이 점점 커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2. 비공식고용인구
비공식고용(Informal Employment), 즉 사회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서면계
약이 없어 고용주나 고용인이 국가의 노동법이나 소득세, 사회보장제도, 퇴직

12) 15세 이상의 인구 가운데 노동 능력 및 노동 의사를 가지고 있는 인구로 취업자와 실업자를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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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고용관계로 개도국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13)
[그림 2-3]에서 볼 수 있듯이 선진국에 비해 개도국의(비농업부문의) 비공
식경제인구의 수가 확연히 높다.14) 또 일반적으로 청년층과 여성이 비공식
고용 상태에 있을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15)

❚ 그림 2-3. 비농업부문고용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 ❚
(단위: %)

자료: OECD(2009).

세계 각 지역별로 비공식고용률을 살펴보면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사하
라이남 아프리카 및 중남미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비농업부문 비공식
고용률이 남성보다 높았다. 반면 동남아시아 지역은 여성과 남성의 격차가

13) 비공식고용은 비공식경제부문과 공식경제부문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다. 비공식경제부문의 비공식고용은 자영
업자들이나 5인 이하의 직원이 있는 소규모 기관의 고용주나 고용인을 일컫고, 공식경제부문의 비공식고용은
5인 이상의 직원이 있는 소규모 기관에 사회보장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고용인을 일컫는다. 또
임금을 받지만 역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가사노동자도 비공식고용 관계에 종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4) 데이터의 문제 때문에 자영업을 비공식경제 고용의 대리변수로 쓴다.
15) 이는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청년 구직자, 혹은 육아와 가사을 병행하는 여성이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
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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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아시아 지역의 경우 여성의 비공식고용
률이 남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6)

❚ 표 2-2. 비공식고용 비중 ❚
(단위: %)
국가

연도

비농업부문고용에서
비공식고용이 차지하는 비중
여성

비공식고용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

남성

여성

남성

북아프리카
- 이집트

2006

38.6

46.5

46.7

33.2

- 말리

2004

89.2

74.2

85.4

69

- 남아프리카공화국

2004

64.9

51

21.9

19.8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59.5

55.4

55.3

57

- 브라질

2003

52.3

50.2

44.6

59.8

- 에콰도르

2004

76.9

73.2

53.6

38.8

- 멕시코

2005

53.5

47.8

54

50.6

- 파나마

2004

50.4

48.7

49.8

61.4

- 페루

2004

72.0

65.1

57.1

61.1

- 베네수엘라

2004

52.1

47.5

72.9

70.3

30.8

45.3

39.2

51.0

중남미

서아시아
- 레바논

2004

40.0

55.6

25.1

51.8

- 가자지구

2004

20.2

46.8

63.4

61.9

- 터키

2004

32.2

33.4

29.2

39.2

22.3

27.2

39.9

46.4

47.1

55.3

52.2

체제 전환국
- 키르기즈스탄

2003

40.9

- 몰도바

2004

18.4

25

22.3

40

- 러시아

2004

7.6

9.6

42.1

46.9

자료: OECD Development Centre(2009).

OECD 개발센터(2009)에서는 비공식고용의 부정적인 측면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비공식고용인은 질병 및 건강 문제, 위험한 근로 환경, 갑작

16) 서아시아 지역은 이슬람 문화의 영향으로 여성의 전반적인 고용율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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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러운 노동중단 등에 대해 고용관계를 통해서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한다. 둘
째, 비공식고용이 만연할 경우 정부는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세금의 형식으로
거두어들이는 재정수입을 바탕으로 하는 예산을 계획하기 어려워진다. 셋째,
비공식경제부문의 사업체는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아 원자재에 대한 접근도가
떨어지고 낮은 사업안정성으로 타 업체들과 공식적인 사업 관계를 맺기 어
려워 생산성이 낮을 수 있다.17)
비공식고용을 바라보는 시각은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 번째는 노동시
장의 양분화이다. 즉, 공식고용과 비공식고용 사이에는 벽이 있어 동일한 생산
성을 가진 두 명 중, 한 명은 비공식적으로 다른 한 명은 공식적으로 고용되
어 다른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공식고용관계를 맺지 못한 이들이 비공식고용관계를 맺게 된다.

❚ 그림 2-4. 공식과 비공식고용과의 관계 Ⅰ ❚

자료: 필자 작성.

두 번째는 노동시장이 일원화되어 있다는 시각이다. 이에 따르면 비공식고

17) 물론, 반대로 비공식고용 관계가 고용 유연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높은 생산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
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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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관계를 맺고 있는 이는 공식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이보다 생산성(숙련도)
이 낮아서 임금이 더 적다.

❚ 그림 2-5. 공식과 비공식고용과의 관계 Ⅱ ❚

자료: 필자 작성.

세 번째는 비공식고용관계와 공식고용관계를 나누는 것은 산업 자체의 특
성이지 숙련도 및 임금의 차이는 아니라는 시각이다. 비공식고용은 고용의
유연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기업에 긍정적이며, 비공식고용의 확대 역시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자발적으로 비공식고용관계를 택하는 사
람들이 많게 된다.
실제 이 연구자료에서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그림 2-4]와 [그림
2-5]에 표현되어 있는 두 경우이다. 즉, 노동자가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고용되어 있거나 숙련도가 낮아서 비공식적으로 고용되
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 비공식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사람은 임금이 낮기 때
문에 빈곤층일 가능성이 높다. [그림 2-7]에서 볼 수 있듯이 하루에 2달러
미만으로 사는 인구의 비중이 클수록 비공식경제인구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
은, 개도국의 노동시장이 [그림 2-4]와 [그림 2-5]의 상황과 가까움을 간접
적으로 증명해준다. 다시 말해서 개도국의 경우, 대부분의 비공식경제고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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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이고 임금이 생계임금(subsistence wage)에 미치지 않으며 해당 노
동자는 정부로부터의 사회보장혜택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그림 2-6. 공식과 비공식고용과의 관계 Ⅲ ❚

자료: 필자 작성.

❚ 그림 2-7. 국별 GDP 대비 비공식고용인구 비율 ❚
(단위: %)

자료: World Bank(2010); OECD(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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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적자본
인적자본수준의 한 척도인 학교등록률을 살펴보면 개도국은 선진국에 비
해 초등교육 등록률은 약 9.0%가 낮지만 중등교육 등록률은 35.3%, 고등고
육 등록률은 47.2%가 낮아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학교등록률의 격차가 크다.
특히, 아프리카의 고등교육 등록률은 5.8%로 여타 개도국에 비해서도 월등
히 낮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개도국은 인적자본이 높을수록 선진국의 우수
한 기술을 쉽게 도입할 수 있고 주도적인 경제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낮은
인적자본의 수준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18)
❚ 표 2-3. 개도국과 선진국의 학교 등록률 ❚
(단위: %)

개도국

선진국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2007년
86.0
55.0
20.2
95.0
90.3
67.2

등록률
등록률
등록률
등록률
등록률
등록률

자료: World Bank(2010).

나아가 인적자본의 수준은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건강 및 보건 등과 같은
선택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교육을 통해 개인은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
를 획득할 수 있고, 교육을 통한 소득 증대를 통해 이러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수행된 Breierova and Duflo
(2004)의 연구에 따르면, 1973~79년 동안 교육 연수가 1년 증가할수록 평
균 아동사망률은 10%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8) 기존 연구에 따르면 학교등록률은 1인당 GDP 성장률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특히 Barro(1991)는 1960년대
초등 및 중등교육 등록률이 높을수록 1960~85년 동안의 평균 1인당 GDP 성장률이 커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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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노동
2004년 기준으로 전 세계 12억 명의 5~14세 아동인구 중 약 15.8%인 1
억 9,070만 명이 ‘경제활동아동(economically active children)’이고, 약
13.7%인 1억 6,580만 명이 실제 노동에 종사하는 ‘아동노동자(child labourer)’
로 추정된다. 이 중에서 ‘위험한 일(hazardous work)’19)을 하는 아동은
7,400만 명으로 전체아동인구의 6.2%에 달한다.20)

❚ 표 2-4. 전 세계 아동노동자 현황(2004년 기준) ❚

구분

5~17세

5~14세

전체 아동 수

경제활동 아동

아동노동자

위험한 일

2000년 2004년 2000년 2004년 2000년 2004년 2000년 2004년

수
(백만 명)

1531.4

1566.3

351.9

317.4

245.5

217.7

170.5

126.3

비중(%)

100.0

100.0

23.0

20.3

16.0

13.9

11.1

8.1

수
(백만 명)

1199.4

1206.5

211.0

190.7

186.3

165.8

111.3

74.4

비중(%)

100.0

100.0

17.6

15.8

15.5

13.7

9.3

6.2

자료: ILO(2006).

개도국을 살펴보면, 1999~2008년의 10년간 5~14세 아동인구 중 16%가
아동노동자였으며,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21)의 아동노동자는 총
아동인구의 30%가 넘는다. 즉, 개도국은 6명 중 1명이, 최빈국은 3명 중 1명

19) ILO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hibition and Immediate Action for the 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1999), No. 182 의 3(d) 조항에 의하면 위험한 아동노동은 일의 성격이나 노동이 행해지는
환경상 아동의 정신적 및 육체적 건강과 안전을 손상시키는 일을 일컫는다.
20) UNICEF에 따르면 위험한 일의 71%은 주로 농업과 어업에서 발생한다. 농업의 경우, 아동노동의 대부분이 트
랙터와 같이 위험한 기구와 몸에 유해한 농약을 사용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http://www.unicef.org/protection/index_childlabour.html.
21) 최빈국은 3년 평균 1인당 GNI가 905달러 이하를 칭하며, 앙골라 및 에티오피아 등을 포함한 아프리카 33개국,
아프가니스탄과 방글라데시 외 아시아 15개국, 중남미에서는 아이티가 포함되어 있다.
http://www.unohrlls.org/en/ldc/related/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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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동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남녀비율을 살펴보면 여아(16%)에 비해
남아(17%)가 아동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더 높으나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아동노동이 가장 성행한 권역은 아프리카 대륙이다. 아프리카의 아동노동
인구의 비율은 29%였으며,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33%에 달했
다.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국가의 아
동노동비율은 6%로 개도국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 표 2-5. 5~14세 아동노동 비율(1999~2008년) ❚
(단위: %)

구분

총

남아

여아

29

30

28

33

34

32

중동 및 북아프리카

10

11

9

아시아

12

13

12

- 남아시아

13

13

12

- 동북아시아 및 태평양연안
(East Asia and Pacific)

10

10

10

10

11

10

6

6

6

개도국

16

17

16

최하위 개도국
(Least developed countries)

30

31

28

아프리카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중남미
독립국가연합

자료: UNICEF(2010).

아동노동이 성행한다는 것은 교육을 받아야 할 아동이 그 시간에 일을 하
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인적자본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아동에게 주어진 시간은 일정하므로 노동시간이 증가하면 당연히 교육
받을 시간이 감소한다.22) [표 2-6]에 정리되어 있는 Guarcello et al.(2004)

22) 물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돈이 부족할 경우 노동을 통해 소득이 늘어나면 학교 등록률이 높아지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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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의 경우는 아동노동이 20시간을 초과할 때,
브라질과 캄보디아는 30시간을 초과할 때 학교참여율이 급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 표 2-6. 주간 노동시간과 학교참여율의 관계(7~14세) ❚
노동 시간

1~10

11~20

21~30

31~40

41 이상

방글라데시

36.7

68.2

27.3

6.6

9.4

브라질

97.1

96.3

92.1

77.0

63.7

캄보디아

86.6

88.3

83.3

74.3

54.1

자료: Guarcello et al.(2004).

또 아동노동은 학습 시간을 감소시키고 출석률을 낮출 뿐만 아니라 학업
성취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Orazem and Gunnarsson(2004)은 콜
롬비아, 체코 및 태국 등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동노동시간이 증
가하면 수학과 과학의 점수가 낮아짐을 보였다.23)

❚ 표 2-7. 아동노동이 수학ㆍ과학 성취도 점수에 미치는 효과 ❚

노동 시간

단순회귀분석

도구변수추정법

수학

과학

수학

과학

1시간 미만 노동

-0.8

-1.5

1.3

-1.2

1~3시간 노동

-1.9

-1.7

-11.7

-14.6

3~5시간 노동

-3.0

-2.4

-10.2

-11.5

자료: Orazem and Gunnarsson(2004).

있을 수 있다.
23)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TIMSS: Trends in International Mathmatics and Science Study) 연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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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아동인구의 6.2%는 안전하지 않은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건강과 안
전의 위협을 받는다. 측정오류(measurement error)등의 방법론적인 문제로
아동노동과 건강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아직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나
[표 2-8]과 같이 특정한 위험 노동을 하는 아동은 타 노동 아동에 비해 혈중
납농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2-8. 아동노동과 건강의 상관관계 ❚
노동 종류

국가

자료

혈중 납농도

IQ 손실

세라믹 노동

에콰도르

Harari and Cullen(1995)

70.2

17.6

Scavengers

필리핀

Torres(1991)

28.4

7.1

street vendor

필리핀

Martins(1996)

17.8

4.5

자료: Ide and Parker(2005).

5. 노동제도
프레이져 연구소(Fraser Institute)의 노동시장규제자유지수24) 평가에 따르
면 개도국은 5.501, 선진국은 5.696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25) 고용법
은 오히려 개도국이 선진국보다 더 엄격하게 명문화되어 있으며, 집단관계법
(collective relations law) 역시 개도국과 선진국의 지수에는 큰 차이가 없
었다. 즉, 개도국의 노동환경이 좋지 않은 것은 규제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24) 프레이져 연구소(Fraser Institute)의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중 노동시장규제(Labor
Market Regulation)부문은 최저임금과 고용 및 해고규제, 단체교섭정도(centralized collective bargaining), 고
용 및 해고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지수는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또는 World
Economic Forum의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를 통해 수집되어 각 부문별로 1에서 10으로 표준화되었다.
25) 노동시장규제자유지수는 앞서 언급한 5개 부문의 평균이며, 1에서 10으로 표현되고 10에 가까워질수록 더 자
유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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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집행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규제를 어겨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
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때의 비용이 준수할 때의 비용
보다 낮기 때문에 규제를 무시할 것이 당연하다.

❚ 표 2-9. 국가 소득수준별 노동제도 관련 지표의 평균값 ❚
구분

프레이져
연구소

고용법

집단관계법

임금결정

고용 및 해고
3)
용이성

개도국

5.501
(1.335)4)

5.292
(1.813)

5.575
(1.240)

5.036
(0.874)

3.738
(0.740)

선진국

5.696
(1.374)

4.795
(2.224)

5.433
(1.562)

4.248
(1.174)

3.561
(1.034)

1)

2)

주: 1) 고용법과 집단관계법 지수는 Botero et al.(2004)에서 산출된 수치를 사용하였다.
2) 임금결정은 각 국의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측정된 지수로 1에서 7로 측정되며, 7에 가까울수록
정부에서 임금을 결정하기보다 회사 내부에서 결정된다.
3) 임금결정과 고용 및 해고의 용이성은 World Economic Forum의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에서 참고하였다.
4) ( ) 안은 표준편차.
자료: Freeman(2009).

비슷한 논리로 최저임금제가 개도국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도 개도국의
최저임금법이 제대로 정립되어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근로
자들이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서이다. 앞에서 본 바
와 같이 개도국은 대부분의 근로자가 비임금근로자이고, 임금근로자라 하더
라도 견습생이나 임시직근로자로 분류되거나 비공식고용이나 아동노동자와
같이 노동규제의 보호범위에서 배제되는 근로자가 대다수이다.
한편 노동규제가 엄격하면 노동시장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림 2-8]에서 볼 수 있듯이 엄격한 고용법과 비공식부문의 규모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노동시장 관련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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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8. 고용법과 비공식고용 규모와의 관계 ❚

주: 고용엄격성 지수(the rigidity of employment index)는 고용 및 해고의 어려움 등을 평균하여 측정한
지수로 0에서 100의 값을 가지며, 더 높은 값을 가질수록 규제가 엄격함을 뜻한다.
자료: Simeon Djankov and Rita Ramalho(2008).

6. 개도국 당면과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도국의 경제활동인구는 선진국보다 빠르게 증
가하고 있고 도시의 고용기회가 급증하면서 농촌에서 도심으로의 이주가 늘
어나는 추세다. 이때 고용기회의 증가율이 도시의 인구증가율보다 적게 되면
도시의 노동시장에 압박이 가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개도국 사회에서는 도시
에 일자리의 절대적인 수를 늘리면서 그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
게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 시장이 완전경쟁적(perfectly competitive)이지 않아 고용자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고용자 담합 등을 통해 임금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라면
(혹은 노동자를 비공식적으로만 고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최저 임금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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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과 같은 외부규제를 쓰거나 타 유인책을 만들어 주어 [그림 2-4]에서 보듯
이 숙련도가 겹치는 부분에 있어 공식적 고용을 늘리거나 기존의 비공식적
인 고용관계를 공식고용관계로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협동조합이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도 중요하다. 이러한 단체는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노동자들끼리의 의견
을 나눌 수 있는 장인 동시에 개도국에 만연한 부당한 처우 등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이다. 최근 개도국의 노동조합 관련 연구26)에 따르면 노
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비해 높은 임금을 형성
하였다. 중국을 비롯한 여타 개도국에도 노동조합은 형성되어 있지만, 선진
국에 비해 노동조합의 영향력은 약하다. 최근 몇몇 정부는 노동조합을 제한
하는 입장에서 허용하는 입장으로 변하는 추세이다.
물론, 노동조합의 요구가 너무 강해 사업이 존폐위기에 놓이거나 사업체에
서 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정규 고용을 늘린다던가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할 것이다. 노동조합원의 높은 임금 형성이 사업
장 안에서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않은 노동자의 고용이나 임금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는 찾을 수 없었지만 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
비정규고용이 증가되었다는 연구결과는 있었다.27)
지금처럼 자본과 노동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이 지속
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고 높은 임금을 받으려면 인적자원 역량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또 역으로 인적자원역량이 강화되면 임금 및 타 혜택이 올
라가 노동자가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만약
한 나라의 노동시장이 [그림 2-5]의 형태를 띠고 있을 때, 기존의 비공식 노
동인력의 숙련도를 높이면 이들은 자연스럽게 공식고용관계를 맺을 수 있을

26) Richard B. Freeman(2009)에 따르면 비노동조합원에 비해 노동조합원이 멕시코에서는 5~15%, 브라질에서
는 5~7%, 남아공에서는 10~20% 이상 임금을 더 받는다고 한다.
27) Abraham et al.(1996); Davis-Blake et al.(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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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임금이 상승하면서 자연스럽게 빈곤이 완화될 것이다.28)
마지막으로, 아동노동을 줄이는 정책은 인적자원을 강화시키고 노동제도를
보강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동노동대책을 생각해내려면 우리는 왜
노동이 존재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학교
에 가지 않고 일을 할 때에는 아동이 일을 하지 않으면 가계가 생계유지를
할 수 없거나, 생계유지는 가능하지만 추가적인 학비를 댈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만약 법적으로 아동노동을 금지한다면 Basu(1999)29)의 지적대로 아동
노동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불법아동노동이 만연할 것이고 임금도 또한 내려
가 오히려 아동노동의 공급이 늘어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아이가 일을 하지 않도록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
능하기 때문에 점진적인 철폐를 계획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위험한 아동
노동 업종－매춘이나 구속 노동(bondage labor) 등－은 법으로 금지시키고
타 업종에 있어서는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는 등 좀더 나은 환경의 근로조건
을 만들어 준 다음, 일하는 아동의 수를 점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행하면 아이들이 밥을 먹으러
학교에 올 것이고 공부도 할 수 있어 미래에 임금이 더 높은 업종에 종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28) 물론 비공식경제인구가 공식경제부문에 흡수되면 공식경제인구의 총임금이 낮아져 오히려 빈곤의 정도가 심
화될 가능성도 있다.
29) Kaushik Basu는 여러 논문과 신문기사를 통해 아동노동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역효과가 크다는 점을 주창
해왔다. Basu(1999)는 그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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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고용 중심 녹색원조의 사례:
탄자니아의 고체폐기물 관리
사업30)

본 장에서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UNDP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ILO에서
고용창출과 기술협력을 담당한 탄자니아의 고체폐기물 관리사업(solid waste
management) 사례를 소개하고 평가해본다.

1. 탄자니아 개괄
탄자니아는 2009년 기준 인구 4천만 명, 총GDP 220억 달러, 1인당

30) 사례 정리는 Facet BV(2004)와 Green Jobs Course, Turin, Italy, October 18th 2009 - October 23rd
2009(Section 7 - Adaptation in practice: Employment-intensive investment approaches)를 기본 토대로
하고 추가 참고자료는 각주에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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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ppp기준) 1,414달러의31)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이다.
2002년 탄자니아의 가장 큰 도시인 다레살람32)의 경우 1988년 1,360만 명
이었던 인구가 2002년 2,487만 명으로 약 82.8%(연평균 4.3%) 증가했
다.33) 이는 같은 기간 탄자니아 전역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이었던 2.9%와 비
교해 보았을 때 훨씬 큰 수치이다. 높은 도시인구유입율의 이유는 청년층이
상업도시인 다레살람으로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계속해서 모여들고 있기 때문
으로 추정된다.34) 하지만 다레살람의 고용기회 증가정도가 유입되고 있는
외부인구 수를 따라가지 못해 다레살람의 실업률은 2000년 기준 26%로 탄
자니아의 공식실업률인 5%와 다른 도시의 실업률인 10%보다 훨씬 큰 수치
를 기록했다.
탄자니아 통계청에 따르면, 2006년 기준 전체 인구의 79.8%(남자 80.7%,
여자 79.0%)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었다. 고용상태별로 분류해보면 임금
근로자가 10.5%였고 자영업자는 78.1%에 달했다. 그러나 농업부문을 제외
한 자영업자는 10.0%밖에 되지 않아 대부분의 자영업이 농업부문에서 이루
어짐을 알 수 있다. 고용부문별로 살펴보면 전체 고용인구 중 76.5%가 농업
에 종사하여 농업부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서비스업이 19.2%, 제
조업에 종사하는 비중은 4.3%를 차지했다.

31) IMF(2009).
32) Dar es Salaam은 아랍어로 평화의 안식처라는 뜻이다.
33) KINABO(2003).
34) KINABO(2003)에 의하면 다레살람의 총인구의 16%가 외부지역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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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 탄자니아 노동시장 개괄 ❚
(단위: %)

15~64세
인구대비 고용비율

1990년

2001년

2006년

총

72.0

80.0

79.8

남성

73.0

81.0

80.7

여성

71.0

73.0

79.0

고용형태별 차지하는 비중
6.9

10.5

89.3
(5.4)

78.1
(10.0)

3.8

11.4

100

100

임금근로자
자영업
(비농업부문 자영업)
가계 노동 기여자
합계

산업별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농업

82.1

76.5

제조업

2.6

4.3

서비스업

15.3

19.2

자료: 탄자니아 통계청(2006), Key Findings for Integrated Labour Force Survey.

2. 폐기물 수거사업의 역사
2002년 기준 인구의 25%가 도시에 거주했던 탄자니아의 도시인구 증가
율은 전체인구 증가율의 약 2배인 연간 6% 정도다.35) 그러나 도시의 사회
기반시설개발이 도시인구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면서36) 폐기물의 수거와
처리, 식수부족, 대기오염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37)
다레살람의 경우 1992년까지 고체폐기물의 수거율이 3~5%에 불과해 매
일 약 1,300톤의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은 채로 방치되었다. 이러한 낮은 폐

35) World Bank(2002).
36) 다르 에스 알람의 경우 약 70%의 인구가 슬럼에서 거주함.
37) Yhdego(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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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 수거율은 도로와 수질오염, 대기오염, 콜레라를 비롯한 각종 질병을 일
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또 깨끗하지 않은 환경은 관광사업 및 외국인
투자 유치의 걸림돌이었다.
상황이 개선되기 시작한 것은 1994년 9월 Multinet이라는 민간업체가 민
관협력(private public partnership)의 형태로 시의회(DCC: Dar es Salam
City Council)와 폐기물 수거 및 관리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이다. 특히
1997년 ILO(International Labor Organziation, 국제노동기구)가 시의회와
협조한 후에는 2001년 기준 총폐기물수거율이 40%를 넘어섰고 그 중 민간
업체의 수거율은 50% 이상을 기록했다. 2004년에는 총폐기물수거율이 60%
로 증가했다.
다레살람의 폐기물수거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우선 1차 수거단계에서는
가정집 및 사업체의 쓰레기가 도시의 25개 수거구역으로 모인다. 그리고 2
차 수거단계에서는 각 수거구역의 폐기물이 Mtoni38) 매립지로 수집된다.
민관협력은 시의회와 가맹체가 계약을 맺어 가맹체가 특정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 특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시의회로부터 부
여받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가맹체가 점차 늘어나면서 1998년에는 고체 폐
기물 수거사업이 모든 도심 ward(와드, 혹은 구역)로 확장되었다. 2004년 7
월 기준 40개가 넘는 폐기물 수거 가맹체가 활발히 활동했는데 이 중 23개
가 민간업체였고 나머지는 지역사회기반업체(community based enterprise)
였다. 일반적으로 민간업체는 하나에서 두 개의 와드, 즉 구역에서 활동하고
규모가 작은 지역사회기반업체들은 1~2개의 길을 책임졌다.

38) 2001년 이전에는 Vingunguti 매립지를 사용했지만 지역 주민의 반대로 공식적으로 문을 닫았고 2001년 Mtoni
매립지를 개장했다. Mtoni는 ‘트인 공간(open landside)’의 쓰레기 매립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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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CC/ILO의 고체폐기물 관리사업(1997~2001년)
본 절에서는 각종 폐기물 수거 관련 사업 중 ILO가 1997~2001년 다르
살람 시의회와의 협력하에 주도한 고체폐기물 관리사업(Solid Waste Management
Programme)을 소개한다. ‘탄자니아의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라
는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유엔개발프로그램)의 자
금지원사업의 일환이었던 이 사업의 목표는 세 가지였다. 첫째, 폐기물을 수
거하고 처리하면서 도시의 청결도를 증진시킨다. 둘째, 폐기물 수거와 재활
용에 관여하는 지역사회기반업체와 민간업체를 활성화해서 지속적인 소득생
성활동을 창출한다, 셋째, 재활용을 장려해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었다.
사업은 다르살람 시의회와 ILO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다. 시의회는 가맹체
를 교육시키고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고, ILO는 고용창출 및 소득증
대를 주류화하여 사업을 지원하였다.
사업을 통해 폐기물 수거사업에 뛰어든 지역사회기반단체들은 민간업체처
럼 이윤을 내며 활동하게 되었다. 또 참여하는 단체 수가 늘어나면서 고용이
늘어났고 쓰레기 수거가 원활해졌다. 쓰레기수거비는 쓰레기수거 서비스를
받는 가구가 지불하였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폐기물을 주워 중간상인에게 팔아 살아가던 넝마주
이39)들을 조직화해서 이들이 고체폐기물 관리체계에 공식적으로 포함될 수
있게 도왔다. 이렇게 생긴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소규모 금융을 제공하였
고 넝마주이들이 중간상인과의 협상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갖게 했다. 또 장화,
장갑, 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를 조합원들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다. 즉, 이 프로
그램을 통해 넝마주이들의 소득과 근로환경 역시 개선되었다.

39) scavengers 혹은 waste pickers라고 불리는 넝마주이들은 25개의 수거구역과 매립지에서 모두 볼 수 있다.
이들은 쓰레기 중에서 플라스틱, 유리, 주석, 종이, 코코넛 껍질 등을 골라내어 중간상인에게 판다. 그리고 중
간 상인들은 이것들을 유리나 플라스틱, 종이, 알루미늄 등 관련 회사에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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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비스 수여가구들이 수거비를 제대로 내지 않는 등 지역사회의
참여가 불충분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슬럼지역의 경우 거주자로부터 돈
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맹체들이 일하기를 꺼려했다. 또한 환경법
과 같은 제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정책적 기반이 부족했고 사업에 대한
정치적 지지도 꾸준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다음 절에서는 이 사업이 노동시장에 미쳤던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평가해본다.

4. 노동시장 효과
가. 고용 효과
고체폐기물 관리사업의 도입은 고용증대 효과를 가져왔다. 폐기물 관리시
스템이 정착되면서 가맹체 등을 통해 약 2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그
중 60%는 여성이었다. 하지만 가맹체를 통해 창출된 일자리가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었다. 특히 1997~2001년까지 약 20%의 가
맹체가 다음 계약 갱신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
가맹체에 고용되었던 사람들이 다른 가맹체에 고용되지 못하고 직장을 잃었
을 가능성도 있다. 이 외에 폐기물 매립지 및 수거 구역에서 일하는 넝마주
이는 약 600~700명40)에 이르며 이들 중 아동노동인력은 약 50~100명인 것
으로 집계되었다.
요약하자면, 폐기물 관리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도입으로 기존 일자리가 소
멸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 총고용이 늘어나는

40) 각 수거구역당 5~15명이 일하고 Mtoni 매립지에서 250~300명이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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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일자리들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만한
자료가 없었다.

나. 소득상승 효과
폐기물 관리사업을 통해 재활용사업이 활발해지며 넝마주이들의 일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들의 소득이 기존보다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인
넝마주이는 하루 평균 2천~4천 탄자니아실링41)을 벌어 한 달 동안 평균 공
식 최저임금인 5만 탄자니아실링보다 많은 약 6만 탄자니아실링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13~16세의 청소년 넝마주이의 경우 성인임금의 약
50%를 받았으며, 12살 이하의 아동은 성인임금의 10~25% 정도를 받았다.
고체폐기물 관리사업을 통해 가맹체나 시의회에 고용된 인력의 임금 수준
을 보여주는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넝마주이의 임금 수준과 일하는
것에 진입장벽이 없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는 가맹체나 시의회에 고용된
인력의 임금수준이 이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설령 가맹체나
시의회의 일이 임금이 더 낮다고 하더라도 넝마주이로 일하는 것은 비공식
부문의 비공식고용이기 때문에 임금이 일정하지 않아 소득이 불안정하다. 가
맹체나 시의회의 일이 안정적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의 안정성을 예상임금에
반영한다면 가맹체나 시의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이 넝마주이들의 임금
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 이들은 기존의 일자리를 통한 소득보
다는 폐기물 수거사업에 종사할 경우의 소득이 더 크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
리를 택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볼 때 고체폐기물사업
의 도입을 통해 소득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41) 1달러는 약 1,100탄자니안실링으로 이는 약 1.8~3.6달러 정도의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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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공식부문의 공식부문화
두 번째 효과는 비공식부문의 공식화다. 특히 가맹체와 시의회 간의 협정
을 통해 기존에 비공식적으로 폐기물 수거를 하며 삶을 영위했던 사람들이
공식경제부문의 폐기물 수거사업에 흡수되었다.42) 이러한 폐기물수거사업의
공식화 움직임은 규칙적이고 효율적인 쓰레기수거를 통한 거주환경의 개선을
가져왔다. 다만 인지해야 할 것은 과거 비공식부문에 해당되었던 폐기물수거
사업이 공식부문화되긴 했지만 비공식고용관계가 공식고용관계로 바뀐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협정 전에 비공식폐기물수거업체에서 일했던 노동자는
협정 후에는 공식폐기물수거업체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업체와 노동자 간의
고용관계 자체는 비공식적일 수 있다. 실제 사업을 통해 늘어난 대다수의 고
용이 한시적이었다는 보고가 있었다.43) 즉 폐기물 수거사업 자체는 공식부
문화 되었지만 고용은 완전히 공식고용화되지 않았다.

라. 아동노동
ILO와 다르살람 시의회는 아동노동인구를 줄이기 위해 가맹체와의 계약
당시 아동노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었고 업계종사자들에게 아동노동의 폐해
등에 대해 교육시켰다. 이러한 조치로 공식적 폐기물 수거사업이 제대로 운
영되었던 지역에서는 아동노동이 사라질 수 있었다. 하지만 시의회와 타 업
체와의 협정이 맺어진 지역에서 불법으로 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나 시의회
와의 협정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업체들은 계속해서 아동을
고용했다.

42) 여기서 주의해야할 것은 사업의 공식부문화가 고용의 공식화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사업체는
공식경제에 포함되어 계약을 맺고 일을 하지만 사업체에 고용된 노동인원들이 공식적으로 고용되었는지는 다
른 문제이다. 이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43) Salewi(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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넝마주이로 일하는 아동 수는 약 50~100명이었는데44) 시간이 갈수록 그
수가 증가했다. 이는 폐기물 수거율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면서 총노동자의 수
가 늘어나서 비례적으로 아동노동의 인구도 늘어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세계화 및 민영화로 공공부문이 구조조정 되면서 각종 보조금이
줄어들어 탄자니아의 빈곤이 심화되었던 이유도 있었다. 특히 시장이 개방되
면서 작물시장이 불안정해져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생계를 잇지 못하며
도심으로 이주해도45)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폐기물 수거업 등의 직종
에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
비가맹체 업체에서는 아동노동을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법적
으로 아동을 고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가맹
체에서의 아동고용을 금지시키면 아동노동에 대한 총수요가 줄어들어 아동노
동이 비가맹체에 몰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비가맹체에서 아
동이 받는 임금은 줄어들게 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의 노동시간
은 더 늘어나거나 기타의 직업을 찾아 떠나게 된다. 즉 아동노동을 단순히
금지할 것이 아니라 특정나이 이상 아동의 고용을 허용하고 이들의 임금을
어느 정도 이상 보장해주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다.

마. 협동조합 설립
Mtoni 매립지에는 현재 UTADA와 JITUME 두 개의 협동조합이 존재한
다. UTADA는 Vingunguti에 매립지가 있을 당시 설립된 넝마주이의 협동
조합이다. 1992년 26명으로 시작해 2001년도에는 207명이 등록되었으나 매

44) 넝마주이로 일하는 아동 중 51%가 14~17세이고 47%가 6~13세, 2%가 6세 이하였다. 이들은 하루에 6시간을
노동했고 13~17세 아동은 이보다 더 많이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61%의 아동은 일주일에 5일을 근무하였고,
77%는 금전적 지불을 받았고, 16%는(가족사업 등의 이유로) 돈을 받지 않았고 7%는 현물로 임금을 받았다.
45) World Bank(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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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지가 Vingunguti에서 Mtoni로 옮겨지면서 2004년에는 150명 정도로 조
합 등록률이 감소했다.46) ILO는 약 50명의 UTADA 회원들에게 단체역학
과 조직, 폐기물 관리, 건강, 안전에 대한 훈련을 시켰다. 또 모든 멤버에게
장화, 장갑, 마스크, 안전모 등과 같은 보호장치를 제공했고 응급처치장치도
보급했다. 더불어 ILO 프로젝트 스태프와 그룹 간의 정기적인 접촉을 통해
필요할 때마다 각종 조언과 지도를 아끼지 않았다.
JITUME 같은 경우 2003년도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었는데, 2004년 기준 80명
정도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 43%는 여성이었다. JITUME는
적금을 받고 대출을 위한 신용을 제공해주는 소규모 금융기관의 역할도 병
행한다. 2004년까지 매달 조합원으로부터 걷은 돈으로 국립소규모금융은행
(National Microfinance Bank)의 계좌에 60만 탄자니아실링을 모았고 이
돈은 조합원들의 대출과 긴급구호자금으로 쓰였다. 또 JITUME는 조합원들
이 모은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직접 구매한 후 그것을 시장에서 묶음으로 판
매해 더 높은 가격을 책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46) 이는 넝마주이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매립지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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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고용 중심 녹색원조의 사례:
방글라데시의 가정용 태양광
시스템

1. 방글라데시 국가 개괄
방글라데시는 2008년 실질 GDP는 약 740억 달러, 1인당 GDP는 462달
러를 기록한 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저소득 국가이다. 하지만 1990년 245억
달러의 실질 GDP 이후 지난 20여 년간 연평균 7.0%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0%에 가까운 성장을 보였다.47)
방글라데시의 인구는 2007년 기준 약 1억 5천만 명이었다. 인구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출생률은 감소하였지만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아동사망률이 낮아져 노동가능인구(15~64세)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7) World Bank(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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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54.4%에서 2007년 63.6%로 증가해 약 250% 증가율을 보였다. 급
격한 노동가능인구증가는 노동시장에 큰 압박을 주고 있다.
2005년 회계연도에 집계된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48)는 약 5천만 명으로
총인구의 58.5%였다. 그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9.2%로 개도국의
평균인 52.7%와 비교해 매우 낮았다.49) 방글라데시 통계청에서 공식 집계
한 실업률은 4.2%이다.

❚ 표 4-1. 2005년 방글라데시 노동시장 개괄 ❚
(단위: %)
15~64세
인구대비 고용비율

총

58.5

남성

86.8
29.2

여성
고용형태별 차지하는 비중
구분

여성

남성

12.0

자영업자

16.0

50.3

42.1

2.5

13.3

10.7

비농업부문 일일근로자

4.0

8.6

7.5

무급 가족근로 종사자

60.1

9.7

21.7

하인

2.3

0.2

0.7

유/무급 도제

0.3

0.6

0.5

기타

1.7

0.6

0.9

비정규직 근로자

1.5

2.2

2.0

농업부문 일일근로자

14.6

합계

임금근로자

13.9

산업별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구분

여성

남성

합계

농업

68.2

41.8

48.1

제조업

11.5

10.9

11.0

서비스업

20.4

47.4

40.9

자료: Bangladesh Labor Force Survey.

48) 방글라데시 통계청.
49) 방글라데시 통계청의 Labor Force Surveys와 방글라데시 통계청의 Key Findings of Labor Force Survey
2005-06을 참조했다. World Bank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의 15세 이상 인구 중 노동시장 참여율은 2007년 기
준 71%(여성 57%, 남성 84%)이다. 이 차이는 가사활동을 포함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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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는 전체 에너지사용의 70%를 천연가스로 충당하고 나머지 30%
는 석유, 수자원, 석탄에 의존한다. 하지만 현재 입증된 천연가스 보유량이
2030년이면 고갈될 예정이어서 정부는 2015년까지 전력 수요의 5%, 2020
년까지 전력 수요의 1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이다.

❚ 표 4-2. 방글라데시 에너지 소비 현황 ❚
전체 에너지 소비량

1,660만 TOE(tons of oil equivalent, 석유환산톤)

1인당 에너지 소비량

171kgOE(kgs of oil equivalent, 석유환산킬로그램)

전력접근성

45%

1인당 전력 소비량

시간당 145kW

현재 전력 수요량

4200~5500MW

현재 가능한 발전량

3800~4300MW

자료: Islam Sharif(2009),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in bangladesh.

지정학적으로 20.34도에서 36.38도 사이에 위치한 방글라데시는 재생에너
지 중에서도 태양에너지를 사용하는 전력사업이 가장 유망한 것으로 여겨진
다. 일일 평균 태양에너지 이용가능량은 1㎡당 4~6.5kWh로 이는 나라 전체
의 에너지 수요량을 충당할 수 있다. 또한 바이오매스의 경우 쌀 껍질을 통
해 연간 800~900만 톤에 해당하는 연료를 얻을 수 있는데, 이는 약
400MW의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그러나 풍력 같은 경우,
지리적 여건상 연안 등을 제외하면 대체에너지로 사용하기는 잠재력이 부족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절에서는 전력접근성이 45%에 불과한 방글라데시의 에너지기근을
완화시킬 가정용 태양광시스템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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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정용 태양광시스템 사업 개괄50 )
가. 태양광에너지기술
태양광에너지사업이 방글라데시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96년 프랑스 정부
에 의해서였다. 프랑스 정부는 1996년부터 1998년까지 당시 약 640만 프랑
을 투자해서 태양광파일럿프로젝트(Solar PV Pilot Project)를 시행했다.51)
2

이 사업은 8,500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약 29km 의 섬 지역을 중심으로 실
시되었다.
이와 함께 스웨덴국제개발협력기구(SIDA: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와 같은 단체에서는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실시한
아시아재생에너지기술프로그램(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in Asia)
등을 통해 방글라데시에 태양광에너지 기술을 전수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처
음 방글라데시에 도입된 태양광시스템 부품은 현지에서 사용할 태양광시스템
의 용도나 작동환경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그라민샥티와 과학
대중교육센터(CMES: Centre for Mass Education in Science)와 같은 정
부 연구소는 SIDA의 기술 및 재정 지원과 자체 연구를 통해 전수 받은 기
술을 현지화하였다.52) 태양광에너지재봉틀이나 교류손드릴이 바로 현지 상황
에 맞춰 개발된 장치이다.
이 장에서 소개할 가정용 태양광시스템(solar home system)은 태양광을
전력으로 변환시키는 태양전지를 이용한 주택용 소규모 전력공급장치이다.

50) 이 절은 2010년 2월 1일 방글라데시 다카의 독일기술협동공사(GTZ)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인 Erich Otto Gomm
과의 인터뷰와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썼다.
51) 방글라데시 정부도 당시 2,630만 다카를 투자했다.
52) Islam and Islam(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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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 태양광발전시스템 ❚

자료: 여러 기술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그림 4-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태양광발전시스템은 태양전지 모듈(PV
cell 혹은 solar cell)과 배터리, 제어기, 전력변환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태양
광에너지가 모듈을 통해 전류로 바뀌고 이 전류를 적절하게 변환시켜 TV나
전등과 같은 기기에 공급한다. 배터리는 태양광이 없을 때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력을 충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주택용으로 보급한 것이 바로 가정용 태양광시스템이
다. 가정용 태양광시스템의 장점은 개도국의 시골지역처럼 외진 곳에 위치하
고 인구밀도가 낮아 전력망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곳에 전력공급이 가능하
다는 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용 태양광시스템의 보급률이 낮은 이유는 바로 높
은 시설비용 때문이다. 이에 방글라데시의 가정용 태양광시스템 사업은 사용
자에게 부담을 최소화해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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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 가정용 태양광시스템 ❚

자료: Grameen Shakti(2006).

나. 기술의 전파 메커니즘
방글라데시의 가정용 태양광시스템 공급은 일반적으로 공여기관－촉
진기관－제조업체－공급업체(Donor－Promotor－Manufacturer－Supplier) 네 기
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공여기관은 촉진기관에게 유/무상 차관의 형식
으로 자금을 제공하고 촉진기관은 그 자금을 운용하여 제조업체와 공급업체
의 사업자본을 지불한다. 제조업체는 방글라데시 현지 업체들로 PV cell을
제외한 모든 부품을 제조하고53) (주로 일본에서) 구입한 PV cell과 나머지
부품들을 조립해 완성한 가정용 태양광시스템을 공급업체에 판다. 공급업
체54)에서는 구입한 시스템을 사용자에게 다양한 자금재조달방식(refinancing
scheme)을 사용해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품의 설치 및 수리 등

53) 이 연구 진행시점인 2010년 2월에는 PV cell을 직접 제조하는 제조업체가 없었다.
54) 공급업체로는 소규모금융기관(microfinance institute), 비정부기구(NGO), 민간사업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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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조업체 혹은 공급업체에서 담당한다.
촉진기관과 촉진기관에 자금을 대고 있는 국제기구 및 정부 등의 공여기
관의 목표는 가정용 태양광시스템의 보급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시장의 형
성이다. 즉 자금재조달 방식을 통해 각 가구를 보조해 가정용 태양광시스템
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를 지원하여 가정용 태양광
시스템에 대한 공급을 창출한다.
가정용 태양광시스템의 대표적인 촉진기관으로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1997
년에 설립한 공사인 IDCOL(Infrastructure Development Company Limited,
사회기반개발업체)이 있다.55) IDCOL은 전력기근을 완화하기 위해 2003년
1월 세계은행의 IDA(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국제개발협
회)와 GEF(Global Environmental Facility, 지구환경기금)의 도움을 받아
가정용 태양광시스템 사업을 시작한 후, 예정보다 3년이나 빠른 시점인
2005년 8월에 5만 개의 가정용 태양광시스템을 전력이 공급되지 않은 시골
지역에 보급하였다. 이때 소요된 총비용은 2만 달러 이하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성공에 고무된 세계은행과 독일정부하의 개발기구인 GTZ(Deutsche
Gesellschaft für Technische Zusammenarbeit, 독일기술협력공사)와 KfW
개발은행(KfW Bankengruppe) 등이 자금지원을 확대하였고,56) IDCOL은
2010년까지 백만 개의 가정용 태양광시스템 설치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
이다. 2009년 10월까지 보급된 가정용 태양광시스템은 약 40만 개이다.

55) 이 소절은 IDCOL's Solar Energy Programme 문서를 참고했다.
56) 세계은행은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고, KfW는 정부에 기금을 제공하는 1,650만 유로 규모의 금융과
프로그램 협정(finance&program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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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3. IDCOL SHS Program ❚
(단위: 개)

주: 2002년은 IDCOL이 가정용 태양광시스템 사업을 시작한 해로 2002년 이후 총가정용 태양광시스템의
수가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자료: Islam Sharif(2009).

❚ 표 4-3. 가정용 태양광시스템 관련 기관 ❚
공여기관

촉진기관

제조업체

WorldBank
GEF
KfW
GTZ
SNV
ADB
IDB
UNDP
USAID

IDCOL
LGED
REB
BPDB

Rahimafrooz
Hamko
BUED
KUET
UIU
BCSIR
BRAC
Innovative Technologies
Grameen Shakti
Easy Electronics
MSi Technology
Technosol
CMES
Energypac

공급업체
Grameen Shakti
RSF
BRAC
SRIZONY
UBOMOUS
BRIDGE
Hilful Fuzul
COAST
IDF
CMES
Dreams Power Pvt. Ltd.

자료: Islam Sharif(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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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COL의 목적은 공여기관으로부터 오는 기금을 PO(Partner Organizations,
협력업체)57)에게 빌려주어 가정용 태양광시스템을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한
많은 가구에 보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 16개의 공급업
체58)가 IDCOL과 참여협약(PA: Participation Agreements)을 체결하여 가
정용 태양광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프로젝트 지역과 잠재고객을 선
택하고, 시스템 사용자 혹은 수혜자(beneficiary)에게 자금을 대출해주며, 시
스템 설치 후 유지ㆍ보수를 맡는다. IDCOL은 이러한 PO의 성과를 관리ㆍ
감독하고 프로젝트 자금을 대출해준다. 또 태양광 장비에 대한 세부기술 등
을 제공하며 PO의 직원과 고객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IDCOL
은 매우 까다롭게 PO를 선정하고 모니터링해서 공급업체의 제품이 일정 기
준을 충족하도록 관리한다.
이러한 공급체계가 지속가능한 이유는 IDCOL이 PO에게 낮은 이율로 상
환기간이 긴 자금을 빌려주고 PO는 각 수혜가정에게 그보다는 더 높은 이
율로 상환기간을 짧게 하여 자금을 빌려주기 때문이다. IDCOL은 2년 유예
기간, 10년 만기, 연 6%의 이율로 PO에게 소프트론(soft loan), 즉 대출조
건이 좋은 차관을 제공하며, 대출에 대해 어떠한 담보나 보증도 요구하지 않
는다. 현재 많은 PO가 자활이 가능하게 되면서 IDCOL이 PO에게 제공하는
차관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공급업체는 시스템을 설치ㆍ유지ㆍ보수59)하고 다달이 각 가구에 방문하여
분할 상환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업체의 수혜자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다.
방글라데시는 인구밀도가 높아 공급업체들이 한 장소에 가기만 하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공급체계의 작동이 용이한 환경이다. 하지

57) PO는 partner organization의 약자로 공급업체 중 IDCOL과 협약을 맺은 업체들을 일컫는다.
58) Grameen Shakti, BRAC Foundation, COAST Trust, TMSS, SRIZONY Bangladesh, CMES, IDF, Shubashati,
UBOMUS, DORP, BRIDGE, PMUK, Hilful Fuzul, RSF, PDBF and Mukti.
59) 현재 품질보증은 20~30년으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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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직도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가구가 많고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가정용 태양광시스템 시장 형성이기 때문에 IDCOL과 같은 촉진기관은 공
급업체가 농어촌 및 산간지역에서 사업을 할 유인책을 계속해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IDCOL의 PO 중에서는 그라민샥티가 26만 9,010개로 가장 많은 가정용
태양광시스템을 보급하였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BRAC(5만 3,103개)와
RSF(4만 5,864개)가 있다.

❚ 그림 4-4. PO 현황 ❚
(단위: 개)

자료: http://www.reein.org/solar/index.htm.

대표적인 PO인 그라민샥티60)는 소액금융서비스로 유명한 그라민은행의
자회사로 1996년 비영리목적으로 설립되어 방글라데시 시골 지역에 재생에
너지 기술을 보급해 왔다. 그라민샥티는 가정용 태양광시스템에 들어가는 부
품을 제조하고 태양광기술자를 양성해 시스템을 판매․조립․설치․보수하며

60) 샥티는 방글라데시어(Bangali)로 에너지(energy)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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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이 가정용 태양광시스템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신용을 제공한다. 2010
년 2월 현재 5,505명의 엔지니어와 2,075명의 현장직원, 3백만 명이 넘는
수혜자가 있으며 2009년 10월까지 그라민샥티가 설치한 10~75Wp61)용량의
가정용 태양광시스템은 28만 3천 개이다.
그라민샥티도 처음에는 시골의 네트워크 부족 및 필요성 인식 부족, 기술
인력 부족, 자금 문제 등을 겪었지만 결국 직접적인 보조금 없이 소자본대출
을 이용하여 가정용 태양광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보급하였다. 또한 5천 명이
넘는 기술자를 양성해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 그림 4-5. 그라민샥티가 설치한 가정용 태양광시스템의 수 ❚
(단위: 개)

자료: http://www.reein.org/solar/index.htm.

그라민샥티가 사용한 네 가지 자금지원재조달 방식은 다음과 같다. 고객은
자신의 여건에 따라 각각 다른 비율의 계약금(downpayment)과 할부금
(monthly installment)을 선택할 수 있다.

61) Wp는 peak watts, 즉 최적의 환경에서의 전력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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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4. 그라민샥티 파이낸싱 방식 ❚
1. 사용자는 가정용 태양광시스템의 총금액의 15%를 계약금으로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85%는 6%의 사용료와 함께 36개월에 나누어 낸다.
2. 사용자는 총금액의 25%를 계약금으로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75%는 4%의 사용료와
함께 24개월에 나누어 낸다.
3. 사용자는 총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90%에 대해 42개월에
나누어서 내는데, 이때 사용료는 없다.
4. 현금으로 총액을 일시불로 내는 경우 제시된 가격의 4%가 할인된다.
자료: 그라민샥티 홈페이지.

3. 노동시장 효과
가. 고용 효과
시골지역의 재생에너지사업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전력공급이 원활하지 못
했던 곳에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고용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사업의 도
입 때문에 소멸하는 일자리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가정용
태양광시스템 사업은 추가적으로 인력을 채용하는 효과가 있었다. 특히 이
사업은 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 모두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주었다. 각 지역의
사무실은 그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현지의 비숙련 청년들을 고용하여
일자리 기회를 제공했다. 전문대 이상의 학위를 가진 숙련 엔지니어들 역시
가정용 태양광시스템의 기술적인 부문을 맡으며 PO에 고용되었다. 대표적인
PO인 그라민샥티의 경우 5천 명이 넘는 태양광기술자를 양성해 각 사업 지
역에 근무하게 했다.
그라민샥티는 가정용 태양광시스템 도입을 통해 시골 여성의 삶을 개선시
키려고 노력 중이다. 특히 그라민기술센터(GTC: Grameen Technology
Center)를 통해 여성을 위한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하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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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게 재생에너지 기술을 교육시키고 그들이 스스로 창업할 수 있도록 돕
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총여성인구의 29.2%로 남
성의 노동참여율 86.8%에 비해 확연히 낮고 여성이 동일 노동에 대해서도
남성의 60%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집계된 방글라데시에 적합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그라민샥티는 500명의 엔지니어와 2,075명의
현장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1천 명이 넘는 여성기술자가 교육을 받았고 그
중 약 300여 명의 여성들이 현재 가정용 태양광시스템사업 관련 업무에 종
사하고 있다.62) 이 외에도 전력이 공급되면서 사용할 수 있는 형광등, 휴대
폰, TV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해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겨나 간접 고용창출
의 효과가 있었다.

나. 소득상승 효과
소득 측면에서는 가정용 태양광시스템의 제조 및 판매 보수 등과 관련된
고용이 창출되면서 소득이 과거에 비해 증가했다. 가정용 태양광시스템으로
밤에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작은 사업장, 양장점, 방앗간, 슈퍼
등을 운영하는 가구의 소득도 증가했다.63) 구체적인 사례로64) 제재소 운영
자인 하니프 씨는 7W 용량의 형광등 두 개를 켤 수 있는 17W 용량의 태
양광시스템을 도입한 후(기기값은 270달러였다) 하루 근무 시간이 약 4시간
늘어나면서 일일 소득이 무려 20달러 늘어났다. 또 두 번째 사례인 마니크
씨는 전자기기를 고치는 사업을 하는데 납땜기를 가열하는 것이 가장 큰 문
제였다. 그는 7W 용량의 형광등 두 개, 티비, 라디오, 납땜기를 작동하게 하
는 34W 용량의 태양광시스템을 도입한 후(총시스템의 가격은 354달러였다)

62) 제조업체를 통한 고용증가는 집계되지 않았다.
63) Grameen Shakti(2006).
64) Barua(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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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이 4시간 늘어났고, 납땜기를 하루에 6시간 가열해 쓸 수 있어 하
루에 약 2.5달러의 소득증가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이 외에도 가정의 아이
들 공부시간이 늘어나면서 교육 정도가 개선되어 미래 소득 상승효과가 있
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 인적자원 역량 개발
가정용 태양광시스템 사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바로 현지 인적자원
의 역량을 키워 판매․조립․설치․보수를 맡겼다는 것이다. IDCOL 및 PO
는 가정용 태양광시스템 설치의 절차 및 가이드라인, 유지보수, 관리감독과
관련된 전반을 예비 기술자들에게 교육시킨다. 전체 비용의 80%는 IDCOL
에서 제공하며 나머지는 각 PO에서 부담한다. 그라민샥티의 경우 다카 본사
에서 6개월간의 훈련을 통해 태양광기술자들을 양성하고 훈련받은 태양광
기술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재훈련을 받는다. 방글라데시 노동시장의 주요 약
점 중 하나가 인력의 낮은 교육수준65)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은 현지 인적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받은 인력이 노동시장에
흡수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IDCOL은 PO 직원들과 수혜자들에게
가정용 태양광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인식시켜주기 위해 홍보활동과 정기적으
로 수혜가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수혜가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용 태양광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작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수리하는지 등을 배운다.

65) 방글라데시 통계청에 의하면 방글라데시는 2007년 기준 15세 이상 인구 중 오직 53%(여성은 48%, 남성은
59%)만이 읽고 쓸 수 있다. 2005 회계연도에 방글라데시 노동인구 중 교육을 받지 않은 비율은 남자의 경우
37.1%, 여자의 경우 50.9%이다. 초등교육만 마친 비율은 남자의 경우 24.1%, 여자의 경우 22.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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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타공힐트랙스 가정용 태양광시스템 사업66)
치타공힐트랙스(Chittagong Hill Tracts)는 인도 및 미얀마와 국경을 나누고
있는 방글라데시 남동부지역의 산악지대이다(부록 5 참고). 이 1만 3,180㎢
의 땅은 카그라차리, 랑가마티, 반달반 세 지역으로 나뉜다. 1970년 이전에
는 거주 인구의 90% 이상이 11개 부족으로 이루어진 원주민이었으나 1971
년 방글라데시 정부의 인구융합정책에 따라 벵갈리들이 이주하기 시작해 현
재는 약 50%의 인구가 원주민으로 추정된다. 1997년 방글라데시 정부와 원
주민 사이에 평화협정이 맺어져 한때 극한으로 치닫던 원주민에 대한 인권
유린은 사그라졌지만 2010년 2월 말에 또 한 번 힐트랙스의 벵갈리와 원주
민 간의 무력충돌이 발발하는 등 원주민과 벵갈리 사이의 갈등은 여전히 계
속되고 있다.
2009년 1월에 들어선 새 정부는 힐트랙스 사람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펴고 있으나 아직도 사회적 기반은 방글라데시의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도
턱없이 부족하다. 치타공힐트랙스 지역의 소득 정도를 살펴보면 방글라데시
평균인 8만 4천 다카(TK)보다 30%나 낮을 뿐만 아니라 원주민들의 빈곤
정도가 지역 벵갈리의 그것보다 훨씬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67) 힐트랙스
지역의 13%밖에 되지 않은 인구만이 전력공급을 받고 있는데 그 중 차크마
(chakma) 부족의 전력공급 비율은 2%에 불과하다.68) 1960년 랑가마티의
캅타이 지역에 방글라데시 전역의 전력공급을 위한 수력발전댐이 지어졌지만
원주민에 대한 차별, 산악지형과 낮은 인구밀도 등과 같은 이유로 오히려 힐
트랙스 주민들은 전력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69)

66) 이 절은 2010년 2월 2~4일 동안 치타공힐트랙스에서 이루어진 인터뷰를 바탕으로 씌어졌다. 인터뷰 내내 치
타공힐트랙스의 지역 신문기자인 하리 차크마(Hari Chakma)씨가 필자와 함께 다니며 치타공힐트랙스에 대한
정보와 통찰을 제공해주었다.
67) 원주민의 44%가 극빈한(hard core poor) 것으로 나오고 이는 비원주민의 빈곤정도인 31%보다 더 높은 수치이다.
68) ADB(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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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힐트랙스 지방정부와 국제기구 및 타국
의 개발협력기관에서는 태양광전지를 사용한 전력공급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치타공힐트랙스의 대표적인 공급업체로는 방글라데시 전력개발의회(BPDB:
Bangladesh Power Development Board)70)가 있다. BPDB는 랑가마티
(rangamati)구의 주라추리(Zurachuri) 마을과 보콜(Borkol) 마을, 반달반
(bandarban)구의 탄치(thanchi) 마을 등 세 곳에서 가정용 태양광시스템의
보급 사업을 실시했다.71)

❚ 그림 4-6. 주라추리의 태양광밭 ❚

자료: 저자 직접 촬영.

2

69) 댐으로 인해 1,036km 의 인공호수가 만들어져 40%의 경작지가 물에 잠기고 5만 가구가(당시 총인구의 1/3)
본거지를 잃으면서 인구가 줄었지만, 이렇게 거주지를 잃은 피해자들은 거의 대부분 보상을 받지 못하였고
인도를 비롯한 타 지역으로 흩어졌다.
70) 1972년에 만들어진 BPDB는 다카를 제외한 방글라데시 전역에 전력발전과 송전기기를 계획, 건설하고 운영하
는 기구이다.
71) 필자가 연구자료 작성을 위해 방문한 곳은 주라추리와 보콜마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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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7. 주라추리의 태양광 밭과 연결된 축전지 ❚

자료: 저자 직접 촬영.

BPDB에서는 배터리당 태양광모듈 하나가 연결되어 있는 가정용 태양광
시스템72)과 배터리 여러 개가 태양광모듈 여러 개와 연결되어 있는 태양광
밭(solar field) 등 두 가지의 태양광시스템을 운영한다. BPDB 관계자는 가
정용 솔라 유닛의 경우 한 가구의 태양광모듈이 망가지면 다른 가구도 전기
가 들어오지 않게 되지만, 태양광밭의 경우는 태양광모듈 하나가 망가져도
영향을 받는 가구가 없기 때문에 후자를 더 선호한다고 말했다. BPDB 측에
서는 유지 및 보수가 용이한 태양광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73)
가정용 태양광시스템의 경우, 가구당 11W짜리 형광등 두 개와 흑백 TV
하나를 볼 수 있을 정도의 전력을 공급한다. 설치를 원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기기를 설치해주고 기기값으로 매달 각 가정당 200TK(다카)씩을 수거한다

72) 가정용태양광 시스템의 사진은 [그림 4-2] 참고.
73) 이러한 측면에서는 국지적인 송전망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2010년 2월 3일 인터뷰를 했던 BPDB의 Sumanta
Kumar Devnath씨는 말했다. Devnath씨는 BPDB 치타공힐트랙스 지역의 태양광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엔지
니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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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는 약 69TK임). 하지만 현지의 BPDB 및 그라민샥티의 관계자들은
수혜자들이 너무 가난해서 이 수거방식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다고 말했
다.74) 또 힐트랙스 지역의 극빈가구 같은 경우 보증금과 매월 내야할 돈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용 태양광시스템이 설치될 수 없다고 한다.75) 기존
수혜자들은 개당 제한된 전력 공급 때문에 더 많은 수의 태양광전지를 원하
고 있지만 기금마련 문제 때문에 사업을 확대할 수 없는 실정이기도 하다.
BPDB 관계자는 특히 세관통과와 자금유용 등에 있어서의 높은 행정비용
장벽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러한 기금이 덴마크의 대외원조전담기
구인 DANIDA나 4.5절에서 소개할 독일기술협력공사인 GTZ의 공적원조
등을 통해 마련되지만 현재 치타공힐트랙스의 전역에 전력을 공급하기에 아
직은 역부족이라고 한다.
또 주목할 것은 수혜자들과 관리자가 함께 만든 수혜자경영위원회이다. 이
위원회에서는 매달 각 가구에서 200TK씩 수거하여 예금계좌에 넣은 후 이
를 소소한 수리에 사용한다. 수혜가구들이 너무 가난해 매달 돈을 못내기 때
문에 예금계좌 안의 돈이 고갈되면 BPDB가 그 돈을 채워 넣는다. 하지만
현재 BPDB도 자금이 바닥난 상태이다.
인구 2만 5천 명의 마을인 주라추리의 경우 BPDB가 운영하는 태양광밭
외에도, 그라민샥티, IDF, RSF76)가 보급․관리하는 주택태양광시스템이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력을 공급받는 가구는 전체의 35%밖에 되지
않는다. 2007년에 만들어진 BPDB의 태양광밭의 경우 수혜가구는 290가구
정도인데 수혜자경영위원회가 150개의 수혜가구를 책임지고 돌본다. 그라민
샥티의 경우 가정용주택시스템의 수혜가구는 466가구라고 한다.
4개의 서비스제공자인 GS, IDF, RSF, BPDB는 판매하는 시스템이 거의

74) 2010년 2월 1일 인터뷰한 GTZ 관계자 Gomm은 이를 drain with no stopper라고 표현했다.
75) 이러한 상황에서도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의 갈등은 없다고 했다.
76) IDF는 Integrated Development Foundation, RSF는 Rural Service Foundation의 약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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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함에도 불구하고 타 서비스 제공자가 설치한 기기 관리나 보수에 관여
하지 않는다. 이들 공급업체의 목표는 전기를 더 많은 가구에 공급하는 것이
지만 기술자들이 받는 돈은 본인 업체의 제품을 쓰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
록 늘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유인이 있다. 즉, 이들이 운
용하는 돈은 비영리의 공여기관/촉진기관 등에서 오지만 지역 단위에서 서비
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윤창출이 목적
이다. 그러나 시스템의 판매 가격이 선금 120TK와 매월 지불해야 하는
200TK로 고정되어 있어 이들은 가격으로 경쟁하기보다는 서비스로 경쟁해
서 고객을 모은다.77) 또 시스템을 팔기 위해 주로 사회 네트워크(social
network)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잠재 고객에게 타 업체를 비방하는 등의
일은 하지 않는다.
주라츄리의 그라민샥티에는 전문대학에서 공학학위를 받은 후, 6개월간의
태양광 기술자 교육을 마친 20대 초중반의 남성 엔지니어 7명이 있었다. 이
들은 시스템을 설치하고 소소한 수리를 하며 사용자 교육을 담당한다.78) 모
든 수혜자가 지역에서 행해지는 사용자 교육을 받긴 하지만, 이는 자가보수
의 성격이어서 자기 집 시스템의 사소한 고장을 고치는 수준이다. 자가보수
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들의 80%는 여성이고 20%는 남성이다. 만약에 더
큰 문제가 생기면 그라민샥티 현지 지부에 근무하는 7명의 엔지니어에게 온다.
BPDB 내에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없고 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기기
역시 보유하고 있지 않아 시스템을 제조한 방글라데시 현지의 배터리 회사
인 라히마프로즈(RF: Rahimafrooz)에 용역을 주어 시스템을 설치했다. 라히
마프로즈는 다카에 본사가 있고 치타공힐트랙스 랑가마티 지역에서 자동차로

77) 2010년 2월 3일 주라추리 그라민샥티 지부의 엔지니어인 Mr. Tantu Moni Chakma와 Mr. Riton Chakma와
의 인터뷰 도중 왜 타 업체들과 가격으로 경쟁하지 않는지 묻자, 가격 자체는 본인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
고 중앙 본사에서 결정되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
는” 개념이 강한 작은 마을이어서인지 타 업체와의 경쟁관계에 대한 질문을 매우 생소하게 받아들였다.
78) 아주 큰 고장은 이들이 제조업체에 연락하여 제조업체의 기술자가 방문하여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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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치타공시에 오피스가 있다. BPDB 직원들은 라히
마프로즈로부터 어떻게 시스템을 유지하고 사소한 고장들을 고치는지 기술을
배웠지만 결국 큰 고장들은 라히마프로즈에 연락을 해 기술자가 파견을 나
와 고친다. 현지 거주자들은 관리업체로부터의 거리 때문에 수리가 즉시 이
루어지지 않아 불편하다고 했다.
사소한 고장을 고치는 데 있어서는 기존의 BPDB 직원들이 추가 훈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효과는 없었다. 현지인들은 이의 이유를 설치된 시
스템의 개수가 많지 않다는 점으로 돌린다. BPDB 같은 경우, 새로운 사람
을 고용하기 보다는 기존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술을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둔다. 아직까지는 가르친 사람들이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다른 곳으로 직
장을 옮긴 일은 없었다.
볼콜의 그라민샥티 지부에는 다카의 본사에서 약 6개월간 훈련받은 15명
의 기술자가 있어 이들이 100개 정도의 태양광시스템을 책임진다.79) 15명
모두 남자인 이유는 여자들이 돌아다니기에 힐트랙스의 지형이 너무 험하기
때문이다. 즉 그라민샥티는 국가적으로 여성 고용을 늘이는 데 힘을 쏟고 있
지만 치타공힐트랙스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5. 방글라데시 협력 사례80 ) - 독일기술협동공사(GTZ)
가. GTZ 소개
이 절에서는 방글라데시 태양광시스템사업의 공여기관 중 하나인 GTZ

79) 2010년 2월 3일 그라민샥티 볼콜 지부의 기술자인 Mr. Rical Chakma, Mr. Rajib Chakma, Mr. Bilol
Chakma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얻은 정보이다.
80) 이 절은 2010년 2월 1일 방글라데시 다카의 독일기술협동공사(GTZ)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인 Erich Otto
Gomm과의 인터뷰와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쓰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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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tsche Gesellschaft für Technische Zusammenarbeit, 독일기술협동공
사)를 소개한다. 1975년에 설립된 GTZ는 독일정부의 비영리 국제협력단체
로 기술협력을 통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는 사업을 벌여왔다. 방
글라데시와는 보건의료, 인권과 거버넌스,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약 30년간
협력해온 바 있다.
2001년에 처음 구상된 GTZ의 방글라데시 재생에너지사업이 실제 시작
된 것은 2004년이었다. 현재까지 독일정부는 이 사업에 독일개발은행(KfW)
을 통해 1,650만 유로의 증여를 제공했고, 독일기술협력기관(GTZ)과 네덜란
드의 개발협력기구(DGIS)와의 협조금융으로 7백만 유로를 제공했다.81) 사
업의 주된 목표는 에너지 빈곤층이 재생에너지 기술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
록 초기 시장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사업이 외부의 도움없이 지
속되게 하는 것이다. 즉, 사업을 통해 태양광주택시스템이나 기능이 향상된
열조리기구(enhanced cookstove)와 같은 기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형성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거기에 덧붙여 2007년부터는 산업과 가정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을 행하고 있다.
GTZ가 가정용 태양광시스템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독일이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에너지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
다. 실제 가정용 태양광시스템에 들어가는 기술은 첨단 기술이 아니다. 특히
현재 태양광모듈은 일본산이 대부분이다.
GTZ의 기술개발활동은 오히려 기존에 있는 기술을 어떻게 하면 현지의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현지화할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
다.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들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22W 용량 대
신 그것보다 더 저렴한 11W 용량의 가정용 태양광시스템을 시장에 내어놓

81) 방글라데시 주재 독일 대사관 자료.
http://www.dhaka.diplo.de/Vertretung/dhaka/en/07/EZ_Praxis/GTZ_Projekte/Energie_Seit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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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도 GTZ의 역할이었다.
2004년 재생에너지사업을 시작하면서 GTZ와 함께 일한 기관이 바로 IDCOL
이다. 앞 장에서 설명했듯이, 타 공여기관과 마찬가지로 GTZ는 IDCOL과
관련된 공급업체를 통해 빈곤층에게 이 기기를 구입할 수 있는 초기 자금을
조달해(refinancing) 기기에 대한 수요를 창출한다. 또 IDCOL을 통해 공급
업체, 즉 PO들에게 초기사업자본금을 대줘 공급을 창출한다. GTZ는 수혜
가구의 태양광 모듈이 고장나면 전력이 바로 끊기는 등 앞 장에서 언급한
가정용 태양광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큰 규모의 국지적 태양광밭
의 설치를 생각하고 있지만 방글라데시 정부의 부정부패 및 시간이 오래걸
리는 결정과정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태양광주택시스템 외에도 GTZ는 기능이 향상된 열조리기구의 보급을 돕
고 있다. 방글라데시 시골 집의 경우 실제 부엌과 방이 따로 나눠져 있는 집
이 많지 않다. WHO에 의하면 집안의 매연 때문에 죽는 여성과 아이의 수
는 매해 4만 6천 명 정도라고 한다.82) 기능이 향상된 열조리기구의 경우,
부엌 안에서 생성되는 연기를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과
비슷한 연료를 쓰고 비슷한 방식으로 불을 때기 때문에 농촌 여성들의 환영
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 열조리기구의 다량제조가 불가능하다는 데에 있다. 또 가정용
태양광시스템과 달리 열조리기구를 담당하는 촉진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GTZ는 약 170개의 업체와 직접적으로 일을 하고, 열조리기구의 제조를 위
한 훈련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현재 고용되어 열조리기구를 만드는 사람은
약 9만 명이다.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조리기
구의 가격이 이를 제조하고 선전하는 값을 상회해야 한다. 즉, 열조리기구
사업 종사자를 늘리고 더 많은 업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열조리기구에 대

82) BANGLADESH: Indoor air pollution kills thousands every year(2009.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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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그만한 수요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열조리기구 하나당 800~1200TK라
는 비싼 가격 때문에 아직 수요가 많지는 않다. 가난한 가구에게는 2구(口)
가스렌지가 아닌 1구(口) 가스렌지가 반값의 가격으로 제공된다.

❚ 그림 4-8. 기능이 향상된 방글라데시의 열조리기구 ❚

자료: GTZ.83)

GTZ의 가장 큰 고민은 GTZ가 열조리기구사업에 손을 뗀 후에도 시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어떠한 방식의 유인책을 만들 것인가이다. 현재 GTZ는
공급업체에게 조리기구 하나당 250TK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이것은 약
20%의 값을 대신 내주는 것이다. GTZ 측은 열조리기구가 올해 CDM 프로
젝트로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현재의 투자금액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GTZ는 소규모 공급업체인 원주민 여성의 진보를 위한 사회(SIWP: Society

83) http://www.gtz.de/en/bilder/bd-sustainable-energy-improved-stove_rdax_380x285_1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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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Indigenous Woman Progress)84)를 통해 치타공힐트랙스 지역의 사업에
도 개입하고 있었다. SIWP는 2006년부터 GTZ의 자금을 지원받아 그라민
샥티에서 시스템을 구매해 수혜자들의 가구에 설치하는 중간자 역할을 해왔
다. 이 사업을 통해 랑가마티구에 250개의 가정용 태양광시스템과 1,200개
의 기능이 향상된 열조리기구가 설치되었다. 역시 이 사업에서도 문제는 극
빈층이 상환금을 제대로 내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SIWP도 역시 가정용 태
양광시스템 수혜자들을 위한 보조금과 거래비용을 대기 위한 기금이 필요한
실정이다.
GTZ는 SIWP에 자금을 댈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교육 수준을 충족하고
기술에 관심이 있는 랑가마티의 사람들에게 기술교육을 시키기도 했다. 이들
은 15개 마을의 시스템 관리를 위해 10명의 사람을 교육시킨 바 있는데 그
중에 3명은 남자였다. 이 교육기관은 그라민기술센터와 관련이 없고 GTZ가
직접 운영하는 곳이다. 기술 훈련을 통해 소득증대의 기회가 생긴 것이지만
10명 밖에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SIWP의 관리자들은 고용을 통한 소득증대 목적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시스
템의 원활한 유지와 보수를 위해 더 많은 훈련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했다.

나. 독일 에너지사업의 효과
독일－방글라데시의 무역량이 2002~07년 거의 두 배로 증가하고 2008년
한 해 동안 16% 증가해 약 20억 유로에 달하게 된 데에는 기술 및 자금
협력으로 맺은 국가간 네트워크가 일조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은 태양광사
업 외에도 바이오개스전력플랜트와 전력 송전 및 분배시의 손실을 막는 사

84) SIWP 관련 내용은 2010년 2월 2일 행해진 SIWP의 서기장인 Miss. Moni Chakma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쓰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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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등 1,300만유로 상당의 재원을 방글라데시에 제공한 바 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GTZ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생성하고 지속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이다.
GTZ는 독일 민간기업들을 태양광 패널 및 충전 제어기(charge controller)
의 제조에 관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성공하지는 못했다. GTZ
측이 분석하기로는 이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부정부패가 심하고 국가 자체가
인도 같은 주변국에 비해 시장이 작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독일 기업들이 진출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독일 민간기업들은 자국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사업, 산업장비와 플랜트, 친환경 기술 등을 앞세워 방글라데시 진출
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방글라데시 정부와 태양광 및 바이오가스시스템을
대량 확산시키는 방법을 타진 중이다.

다. 네덜란드와의 공조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원했던 네덜란드 정부는 GTZ에 700
만 유로의 자금을 지원하였다. 네덜란드 정부는 자국 인구당 5유로씩 개도국
의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재는 방글라데시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독일정부보다 더 많은 자금을 기여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가 제공
한 기금은 행정 관련 일에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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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정책방안 제안

본 장에서는 4장의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녹색원조사업을 진행
하는 데 있어 정책방안을 제안한다.

1. 사업적 측면
가. 기술협력 및 현지화
방글라데시의 가정용 태양광시스템 사업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원조사업
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공여국의 최신 녹색기술의
보유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술개발활동이 기존에 있는 기
술을 어떻게 하면 현지의 용도와 환경에 맞춰 현지화할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앞 장에서 설명한 GTZ의 기술개발활동과 SIDA의 아시아
재생에너지기술프로그램 등이 그 예이다.
기술협력에 있어 원조공여국이 고민해야 할 두 번째 요소는 현존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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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수원국에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전달 여부이다. 방글라데시
의 가정용 태양광시스템의 경우 공여기관－촉진기관－제조업체－공급업체의
긴밀한 연결고리를 통해 가정용 태양광시스템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창출했
고 시장85)을 형성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나. 타 국제기구 및 정부와의 공조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원조사업 및 기
관과의 조정과 협조이다. 많은 경우 우리의 관심 지역 혹은 분야에 이미 타
국의 원조 기관이 진출해 있다. 원조사업의 특성상, 사업 진행이 원활이 이
루어지지 않거나 목표 설정을 잘못했을 때에는 수원국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조사업의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로서는 새로운 개발협
력 사업을 선도하기보다는 네덜란드의 GTZ에 대한 자금협력처럼 타 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성공적인 사업과의 협조를 통해 공동투자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때 지불해야하
는 매몰비용을 절약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쌓은
노하우는 추후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업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만약 A국이 X의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A국과의 협조를 통해 X사업을 보완할 수 있는 Y사업을 진행하
는 것이 개발효과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탄자니아의 고
체폐기물 관리시스템을 타 기관에서 진행 중이라면 우리는 그 사업을 더욱
원활화하기 위해 폐기물 매립지 건설에 도움을 준다든가 하는 것이다. 극단

85) 모든
네팔
도가
없을

국가가 태양광기술을 전파하는 데 있어 시장원리를 사용하려 노력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인도와
같은 경우는 방글라데시에 비해 설치된 태양광시스템은 많지만 정부와 공여기관의 보조금에 대한 의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 보조금을 제거했을 경우 지속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것이다(Grameen Shakti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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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예로 만약에 우리나라가 다레살람에 또 다른 폐기물 관리시스템을 건
설한다면 비용 대비 효과성이 그리 높지 않을 것이다.
즉, 네덜란드와 독일의 경우와 같이 양국의 비교우위를 결합해 효과를 낸
예를 참고해서 우리나라도 현지의 타 기관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여기서 협력대상이 꼭 국가일 필요는 없다. 탄자니아의 고체폐기물 관리사업
의 경우 자금은 UNDP에서 지원했지만 사업의 진행은 다레살람의 시의회와
노동전문기관인 ILO에서 맡았다. ILO의 사업 진행이 노동문제를 주류화하
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예를 들어 ILO는 탄자니아에서 기존
의 타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아동노동방지 분야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폐
기물 관리사업을 할 때에는 그 분야에 많은 노하우를 축적한 상태였고, 또
현지에서 아동노동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Child in the Sun, DOGO
DOGO Street Children Centre, Youth Information and Cultural Centre
등의 NGO들과도 협력관계를 맺고 있어 프로그램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
었다. 우리나라도 사업을 진행할 때 ILO나 UNEP, UNICEF 등과 같은 전
문 국제기구와 공조한다면 원하는 사업목표를 좀더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
이다.

다. 민관협력
사업의 지속성을 높이고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quality
control)한다는 측면에서 민간기업의 원조사업 참여는 중요하다. 원조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해당 사업을 통한 문제의 일시적인 완화가 아닌 지속가능
한 문제 해결이다. 즉 직접 원조사업을 벌일 때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해서 관련 서비스가 진행되려면 형성된 시장의 자생능력이 중요해진다. 현재
GTZ와 IDCOL등이 가정용 태양광시스템 사업을 두고 고민하는 것도 바로
치타공힐트랙스 같은 지역에는 가정용 태양광시스템의 가격을 지불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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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들이 너무 빈곤하다는 점이었다. 즉 현재의 자금재조달 방식이 원활하
게 이루어지지 않을 상태에서는 원조기간이 끝났을 때 시장 자체가 유지 되
지 않을 수 있다. 이의 해결책으로는 가정용 태양광시스템의 가격을 낮추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이 가격은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의 기술개발경쟁, 가격
경쟁 등을 통해 낮출 수 있다.
탄자니아의 폐기물사업에서도 민관협력을 통해 사업 자체의 효율성이 올
라갔을 뿐만 아니라 시의회에서 재계약이라는 도구로 경쟁을 제도화함으로써
민간기업의 품질 경쟁을 촉진해 서비스가 향상된 측면도 있었을 것으로 추
정된다.
즉 민간기업의 공공사업 참여를 통해 사업의 질과 효율성, 지속성을 높이
고, 민간기업 측에서도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매몰비용과 시행착오를 줄
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민관협력은 중요하다. 민관협력의 초점은 기술전수나
사업자금 지원, 경쟁의 제도화 등을 통해 민간업체들의 진입장벽을 낮춰주고
사업 참여를 장려하는 것이다. 물론 이때 과도한 경쟁을 막아 경쟁의 역효과
가 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공공기관의 역할이다.

2. 노동적 측면
가. 고용이 많은 사업의 선택
고용중심형 녹색원조사업을 진행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업무 특성상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고용집약적 사업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
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있다. 신재생에너지사업, 특히 태양광과 풍력의 경우
기기의 평생 수명에 따른 평균 고용효과를 살펴보면 석탄이나 천연가스에
비해 훨씬 높다.86) 물론, 이 경우 창출되는 일자리가 ‘좋고’87) 지속가능한

76│ 고용중심형 녹색원조의 주요 사례와 시사점

일자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실제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주의해야 할 것
이다.

❚ 표 5-1. 기기의 평생 수명에 따른 평균고용효과(1MW당 고용) ❚
구분

제조․건설․설치

작동․유지․연료 프로세싱

전체

태양광

5.76-6.21

1.20-4.80

6.96-11.01

풍력

0.43-2.51

0.27

0.70-2.78

바이오매스

0.40

0.38-2.44

0.78-2.84

석탄

0.27

0.74

1.01

천연가스

0.25

0.70

0.95

자료: UNEP/ILO.

나. 노동문제의 주류화
설령 사업이 고용집약적이 아니더라도 노동을 주류화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면 이는 충분히 고용중심사업이 될 수 있다. 탄자니아의 폐기물 관리사
업은 사업 자체가 고용친화적이기도 했지만 노동을 주류화해 진행한 사례이다.
노동주류화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노동 및 고용 전문가를 참여시
켜 구상 사업의 노동영향평가를 시행해 반영하는 것이다. 사업시 ILO와 같
은 노동정책기관과 협조해 노동시장 및 소득 분배구조를 파악하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노동시장에 대한 질적․양적 그리고 구조적인 영향을 생각해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기존에 노동시장에서 배제
되었던 인력을 참여시킨다면 사업의 빈곤완화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6) 남은 문제는 가격경쟁력이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현재 석탄에너지에 비해 훨씬 비싸다.
87) ILO에 의하면 ‘decent work’는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일터에서의 기본 권리와 국제노동 규
범 둘째, 고용과 소득 기회 셋째, 사회적 보호와 보장 넷째, 사회적 대화와 노․사․정 3자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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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역량강화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었던 인력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역량강
화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 가정용 태양광시스템 사업에서 보았듯이 방글라데
시의 대표적인 제조업체이자 공급업체인 그라민샥티 같은 경우,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그라민기술센터를 만들어 태양광기술자를 양성했다. 특히 방글
라데시의 노동시장에서의 낮은 여성 참여율을 보완하기 위해 여성기술자 양
성의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라. 노동 규제의 도입
탄자니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 규제의 도입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시장 전반의 노동규제가 불가능하고 부분적인 규제만 가능
하다면, 규제가 되지 않은 부문의 근로 조건은 더 악화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아동노동을 규제했던 공식업체에서는 아동노동이 사라졌지만 오히려 비
공식 업체에서는 아동노동이 증가한 이유 중 하나 일 수 있다.

마. 기회비용 고려
탄자니아와 방글라데시의 사례에서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사업을 새로
도입한다는 측면에서 기회비용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새 녹색
기술이 도입될 때는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한다.88) 즉 제대로 된 고용중심
녹색원조를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이나 기술의 도입으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새로운 위협에 당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88) 이를 체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는 [부록 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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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자금을 조성하고, 나아가 원만한 노동의 재배치를 위해 재교육 프로그
램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녹색원조사업으로 일자리의 절대적인 개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빈곤
완화가 당연시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산업이 도입되면서 비자
발적으로 공식 고용인구가 줄어들고 임금이나 혜택이 덜한 비공식 고용인구
가 늘어난다면, 총고용 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이 산업이 빈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은 개도국의 경우 고용증진이 목적일 때 수가
적은 환경친화적인 일자리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수가 많은 일반 일자리를
택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당면할 수 있다.89) 즉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따져봤
을 때 환경친화적인 일자리보다 녹색사업이 아니더라도 더 많고 ‘좋은 일자
리(decent work)’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개도국에는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에너지사업 및 건설업 등은 사회기반시설을 닦는 사업이기 때
문에 단기적인 경우가 많아 노동시장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녹색원조사업의 도입은 오히려 빈곤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건설업, 제조업, 재생
에너지사업이 중심이 되는 녹색원조사업은 남성편향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숙지해야 한다.90) 이렇게 될 경우 일반적으로 취업기회가 적은 여성들이 녹
색기술 도입을 통해 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3. 사업 사례
녹색원조사업의 예로 건물에너지 개장사업, 친환경화 및 기후변화 대비 농민

89) UNEP(2008).
90) Hirshman, L.(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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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강화사업, 및 고용중심형 녹색투자금융사업을 제안한다.

가. 건물에너지 개장사업
에너지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수급문제의 해결만큼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건물에너지 개장(retrofitting)사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IPCC(2007)의 보고서에 의하면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방출 및 폐기물
배출의 30~40%를 차지하는 건물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문이고, 건물부문은 2020년까지 방출량의 29%를 줄일 수 있는 잠재
력이 있다. 특히 점차 산업화 단계를 거치고 있는 개도국은 앞으로 건물의
에너지 소비가 극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UNEP/ILO91)에 따르면, 2001~06년 동안 약 52억 규모의 공공 보조금이
지급되어 209억 달러의 투자를 유도한 독일 건물개장사업의 경우 34만 2천
가구의 아파트가 개장되었고 정부 수입은 40억 달러가 창출되었으며 2006년
까지 약 28만 명의 고용효과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서울시에서 건물개장사업인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으로 축적되고 있는 노하우를 개도국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 우리나라 기업이 개장 관련 부품 제조업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농업 교육기관 설립
인적자원 역량강화사업의 예로는 개도국 농촌에 농업의 친환경화 및 기후변

91) UNEP(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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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대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있다. 기후변화 및 자연
재해에 영향을 많이 받는 농업은 개도국 노동인구의 약 70%가 종사하는 부
문이다. 최근 기후예측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나 이러한 정보를 농민에
게 전달하고 그들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IT 강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 관련 기술과 IT 기술을 접목시켜 개도
국에 기후 현장학교 및 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
한 교육 및 지원센터는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농민의 역량을 강화해 소득을
증대시킬 것이다.
농업기술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및 현지 농업전문가와 농민이 함께 협력
하고 우리나라에서 연구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가 가능하다. 즉 학교
와 기술지원센터를 만들어 농민들이 경험과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
하고 핸드폰 등과 같은 단말기 등을 지원해 실시간 기후정보를 알려주는 시
스템을 정립하는 것이다.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에 맞는 작물을 키우는 법, 홍수 가능성 예
측법, 홍수와 가뭄 대응법 등이 있을 수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수확 후 관리기술 및 친환경 농법기술을 전수할 수도 있다.
참고할 수 있는 예로 인도네시아 정부와 아시아재해대비센터(Asian Disaster
Preparedness Center, Bangkok), 인도네시아 국립 기상연구센터(Indonesian
National Meteorological and Hydrological Services, Jakarta) 등이 협력운
영 중인 기후현장학교(climate field school)가 있다.

다. 고용중심형 녹색금융사업
녹색원조액의 일부를 ‘고용중심형 녹색기금’으로 정해 개도국의 고용중심
형 녹색사업에 자본과 서비스를 투자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는 노동
시장의 현황과 현지에 절실한 환경문제는 현지 거주민이 가장 잘 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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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착안한 것이다. 고용중심형 녹색원조사업에 아이디어가 있는 현지의 사업
가 혹은 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사업 및 기술 자문을 해준 후 그
중 가장 좋은 사업계획서에 자금을 지원하고 사후 관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강화할 수 있고 참여자들의 기업가 정신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측에서도 사업 가능성을 평가하고
진행을 관리하며 해당 기술의 전문가를 바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라. 성공 사례의 현지화
이러한 사업을 도입할 때 무엇보다도 주의해야 할 점은 기존 성공 사례의
현지화이다. 예를 들어 가정용 태양광시스템 같은 경우 아프리카에서는 방글
라데시와 똑같은 사업 방식을 적용하기에는 인구밀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4. 맺음말
일반적으로 경제발전은 빈곤탈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경제발전의
열매가 반드시 골고루 분배되는 것은 아니므로 발전을 한다고 해서 빈곤층
의 수나 그들의 빈곤정도가 필연적으로 줄어들지는 않는다. 경제발전을 빈곤
탈피에 직접 연계시키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고용기회의 증대와 임금향상
등 노동시장의 환경개선을 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연구자료에서는 방글라
데시와 탄자니아의 사례를 바탕으로 녹색사업을 통한 노동 환경의 보완의
가능성을 타진해보았다. 특히 우리는 섬세하게 계획된 녹색사업이 개도국 특
유의 노동시장의 특성－많은 비공식인구, 비조직화, 높은 실업률, 많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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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낮은 여성노동의 비율, 그리고 낮은 인적자원 등－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보았다.
결국 고용중심 녹색원조사업의 포인트는 사업의 도입을 통해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제도를 변화시켜 노동시장을 개선시키는 데에 있다. 그렇게 하
기 위해서는 먼저 지원하고자 하는 개도국에 필요한 환경사업이 무엇인지
그 수요(needs)를 파악하고, 그 사업의 초점을 어떻게 하면 고용에 중심에
두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한다. 특히 현지의 노동전문 기관
이나 ILO와 같은 노동전문 기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고용중심 녹색원조사업은 새천년개발목표의 첫 번째인 ‘빈곤과 기아의 근
절’과 일곱 번째인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을 연계하여 달성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사업을 통해 선진국과 수원국의 파트너십이 견고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들이 환경관련사업 분야 혹은 환경 외의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외교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83

제5장 정책방안 제안 │

참고문헌

●●

국문자료

권 율 외. 2009. OECD/DAC 주요 규범과 ODA 정책 개선방안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명지. 2009. KOICA 사업의 녹색화 방안 .
이유진. 2008. 기후변화와 공적개발원조(ODA) . 국제개발협력 , 제3호.

●●

영문자료

Abraham et al. 1996. Firm Use of Outside Contractors: Theory and Evidence.
ADB. 2009. “Preparing the Second Chittagong Hill Tracts Rural Development
Project.” Project Number 42248, Project Preparatory Technical Assistance
(PPTA). (December)
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 Key Findings of Labor Force Survey 2005-06.
. Labor Force Surveys.
Barro. 2001. Human capital and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Barua, Dipal C. 1999. Strategy for Promotions and Development of Renewable
Technologies in Bangladesh: Experience from Grameen Shakti.
Basu Botero et al. 2004. The Regulation of Labor.
Breierova, L. and E. Duflo. 2004. The Impact of Education on Fertility and Child
Mortality: Do Father's Really Matter Less Than Mother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NBER).
Davis-Blake et al. 1993. Determinants of Employment Externalization: a Study of

84│ 고용중심형 녹색원조의 주요 사례와 시사점

Temporary Workers and Independent Contractors.
Djankov, Simeon, and Rita Ramalho. 2009. Employment Laws in Developing
Countries.
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 2007. “Climate Change and Employment Impact on Employment in the European Union - 25 of Climate Change
and CO2 Emission Reduction Measures by 2030.”
Facet, BV. 2004. “Child Labour in Scavenging Country Study Tanzania - Dar es
Salaam.”
Fields, Gary 2007. “Labor Market Policy in Developing Countries: A Selective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Needs for the Future.”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4362.
Freeman, Richard B. 2009. Labor Regulations, Unions, and Social Prote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Market Distortions or Efficient Institutions?
Grameen Shakti. 2006.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in Bangladesh.” Country
Status.
Guarcello et al. 2004. “Child Labour and Access to Basic Service.” Understanding
Children's Work.
Heintz and Chang. 2007. For the ILO. For West Asia.
Hirshman, L. 2008. “Where Are the New Jobs for Women?” New York Times op-ed,
December 9th.
Hollister and Goldstein. 1994. Reforming Labor Markets in the Near East Implications for structural adjustment and market economies, Sector Study
Number 8 International Center for Economic growth, pp. 22-23 San
Francisco, California: ICS Press.
Ide and Parker. 2005. Harzardous Child Labor: Lead and Neurocognitive
Development. Public Health Report.
ILO. 1999. “The Prohibition and Immediate Action for the 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No. 182.

85

참고문헌 │

. 2006. The End df Child Labour.
IMF. 2009. World Economic Outlook.
IRIN. 2009. BANGLADESH: Indoor Air Pollution Kills Thousands Every Year.
(2009. 6. 18)
ISESCO. 2005. Sdenee and Technology Vision, Vol. 1, pp. 51-60. (May)
Islam and Islam. 2005. Status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es in Bangladesh.
Islam Sharif. 2009.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In Bangladesh.
IPCC. 2007.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Climate Change
2007: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2007,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II to the Fourth Assessment Report of the IPCC.” Cambridge, UK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Jutting and Laiglesia. 2009. Is Informality Normal?
KINABO. Joyce 2003. A Case Study of Dar es Salaam.
OECD. 2009. Integrat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into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Guidance.
Orazem and Gunnarsson. 2004. “Child Labour, School Attendance and Academic
Performance: A Review.” ILO/IPEC Working Paper.
Oxford Analytica. 2009. AFRICA: Large Foreign Land Deals Bring Security Risks.
(August 31th)
PREMPR Jobs and Migration Group. 2007. The Role of Employment and Labor
Income in Shared Growth: What to Look for and How. The World Bank
December 14th 2007 version p.4.
Salewi, Kumbwaeli W. 2006. Employment Creation in Municipal Services Delivery
in Eastern Africa - Improving Living Conditions and Providing Jobs for
the Poor.
Tanzania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2006. Key Findings for Integrated Labour
Force Survey.
UNEP. 2008. Green Jobs: Towards Decent Work in a Sustainable, Low-carbon

86│ 고용중심형 녹색원조의 주요 사례와 시사점

World, UNEP/IOL/ITUC. (September)
UNICEF. 2010. The State of World's Child 2010.
World Bank. 2002. Upgrading of Low Income Settlements, Country Assessment
Report Tanzania.
World Bank. 2010.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Yhdego, Michael. 1995. Urban Solid Waste Management in Tanzania - Issues,
Concepts and Challenges. Resources, Conservation and Recycling
14(1995).

87

참고문헌 │

부록
❚ 부록 1. World Bank가 정의한 개발도상국 명단 ❚
Afghanistan
Bangladesh
Benin
Burkina Faso
Burundi
Cambodia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omoros
Congo, Dem. Rep.
Eritrea
Ethiopia

Marshall Islands
Micronesia, Fed. Sts.
Moldova
Mongolia
Morocco
Nicaragua

Togo
Uganda
Uzbekistan
Vietnam
Yemen, Rep.
Zambia

Costa Rica
Cuba
Dominica
Dominican Republic
Fiji
Gabon

Nigeria

Zimbabwe

Grenada

Albania
Angola
Armenia
Azerbaijan
Belize

Jamaica
Kazakhstan
Latvia
Lebanon
Libya

Bhutan

Lithuania

Ghana
Guinea
Guinea-Bissau
Haiti
Kenya
Korea, Dem. Rep.
Kyrgyz Republic
Lao PDR
Liberia
Madagascar
Malawi
Mali
Mauritania
Mozambique
Myanmar
Nepal
Niger
Rwanda

Pakistan
Papua New Guinea
Paraguay
Philippines
Samoa
São Tomé and
Principe
Solomon Islands
Sri Lanka
Sudan
Swaziland
Syrian Arab Republic
Thailand
Timor-Leste
Tonga
Tunisia
Turkmenistan
Ukraine
Vanuatu
West Bank and Gaza
Algeria
American Samoa
Argentina
Belarus
Bosnia and Herzegovina

Bolivia
Cameroon
Cape Verde
China
Congo, Rep.
Côte d'Ivoire
Djibouti
Ecuador
Egypt, Arab Rep.
El Salvador
Georgia
Guatemala
Guyana
Honduras
India
Indonesia
Iran, Islamic Rep.
Iraq

Senegal

Botswana

Jordan

Sierra Leone
Somalia
Tajikistan
Tanzania

Brazil
Bulgaria
Chile
Colombia

Kiribati
Kosovo
Lesotho
Maldives

Macedonia, FYR
Malaysia
Mauritius
Mayotte
Mexico
Montenegro
Namibia
Palau
Panama
Peru
Poland
Romania
Russian Federation
Serbia
Seychelles
South Africa
St. Kitts and Nevis
St. Lucia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uriname
Turkey
Uruguay
Venezuela, RB

Gambia,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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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탄자니아 지도 ❚

❚ 부록 3. 탄자니아 - 다레살람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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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4. 방글라데시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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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5. 방글라데시 치타공힐트랙스 지도 ❚

❚ 부록 6.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프로젝트 ❚
프로젝트명

Mandakh Soum 지역의 사막화 방지 및 전력 생산을 위한 재생에너지(풍력, 광전지)
시설 설치
Quang Binh 지역의 풍력에너지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국가
몽고
베트남

식물성유지의 바이오디젤 생성을 위한 파일럿플랜트 건설

베트남

양돈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건설

베트남

정부기관에 광전지 플랜트 설치

니카라과

고형폐기물 에너지 생산 파일럿플랜트 타당성 평가 및 건설

네팔

Lalitpur의 폐기물 고형연료화 플랜트 타당성 조사

네팔

Phnom Penh의 매립가스 생산시설 건설
석유정제플랜트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교육 및 훈련

캄보디아
오만

Sulawesi 및 Kalimantan의 온실가스 발생 요소 조사

인도네시아

천연가스 시설 건설

인도네시아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제적 합의
: 남미지역 개도국의 지원을 중심으로

UN DESA

수송부문에서 기후변화완화, 연료절약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UN 포럼개최

UN DESA

중앙아시아 지역의 저탄소사회 프레임웍을 위한 능력 강화사업
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제도적 역량 강화

UNEP
UN ESCAP

몽고 에너지 효율성 향상 사업

UNDP

바이오가스 사용에 대한 공공 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UN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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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7. 녹색 기술의 도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녹색 기술의 도입이 어떻게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구체적으
로 생각해보도록 하자. 생산에 있어서 녹색 기술의 도입은 여타의 기술 도입
과 같은 방식으로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아래 직사각형이 총노동자의
수를 나타낸다고 가정해 보자.

Lc는 기존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를 나타내고 u는 실업자 수이다. 녹
색 기술이 도입되었다. 총노동자의 수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역의 넓이
는 위의 직사각형과 같다. Lc는 기존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이고 Lg는
녹색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 그리고 u는 실업자 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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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그림을 합치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된다.

즉, 녹색 기술의 도입 전 기존부문의 노동자의 수는 A+B+C 만큼이었고
실업자의 수는 D+E의 영역이었는데 녹색 기술 도입 후에 기존부문에 종사
하는 노동자의 수는 A, 실업자의 수는 B+D, 그리고 새로운 녹색 부문에 종
사하는 노동자의 수는 C+E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B는 녹색 기술의 도
입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사람을 나타내고 C는 녹색 기술의 도입 후 기존
부문에서 녹색 부문으로 옮겨가는 사람, 그리고 E영역은 기존에는 실업자였
다가 녹색 부문의 일자리를 갖게 되는 사람을 나타낸다. 총실업자 수가 늘어
나지 않는 조건은 바로 D+E>=B+D, 즉 E>=B 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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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의
정치·경제 상황과 향후 전망
손기태·백유진·김민희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관심이
고조되는 동시에 동남아시아에서 최대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교역과 투자가 급증
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현재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
이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변화는
인도네시아의 현재 정치 및 경제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
의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정치 및 경제
변화, 특히 은행, 노동법, 부패척결을 개관하면서 우리나라의
정부와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돕기 위한 역사적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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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Employment-Oriented Green Aid: Case Studies and
Implications
Baran Han and Min Hee Kim

This report suggests mainstreaming of labor market issues in green aid
projects. After examining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labor market
of developing countries, we present Bangladesh and Tanzania case studies
where green aid projects have succeeded in reducing poverty by affecting the
regulations, supply and demand of labor. More specifically, we see how a
well planned green aid project could tackle the issues of informal labor, high
level of unemployment, child labor, low level labor market participation by
women, and low level of human capital.
The two case studies

solid waste management program in Tanzania

and solar home system program in Bangladesh - show how technology
localization,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governments,
private public partnership, mainstreaming labor issues during the planning
stage, investing in human capital, and imposing labor regulations have
improved the labor marke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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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논의동향 및 쟁점 분석
정지원·박수경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선진국들은 기후변화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고
있는 반면, 개도국들에게 기후변화는 빈곤해소만
큼이나 큰 도전과제로 작용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할 때 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는
이미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도입될
당시부터 있었으나, 최근 유엔 기후변화협상
에서 재원 이슈가 부각되면서 개도국 기후
변화 대응 지원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개발협력사회는
2015년까지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와 개발의 통합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공여국의 입장에
서는 기존의 개발 모델에 기후변화 요소를 추가해야 하는 질적인 측면의 부담(기후 ODA)
과 유엔 협약에 의해 개도국 지원자금을 제공해야 하는 양적 부담(기후 재원)을 동시에 안
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기후 ODA와 기후 재원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정리 및
분석하고 이른바 녹색 ODA 확대 계획을 수립한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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