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4-04(5)
연구자료 10-40

한·중미 녹색산업협력
확대방안
하상 섭 ․정 경 원 ․손 혜현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4-04(5)
연구자료 10-40

한 · 중미 녹색산업협력 확대방안

인쇄일 2010년 12월 27일
발행일 2010년 12월 30일
발행인 채

욱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전 화 02) 3460-1178, 1179
팩 스 02) 3460-1144
인쇄처 에덴복지재단 ☎ 02-2271-3130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http://www.kiep.go.kr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10년 세계지역 종합연구”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한 ․ 중미 녹색산업협력 확대방안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련번호
10-04-04(5)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

협력연구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하상섭

정경원
손혜현

■■국문요약

한·중미 녹색산업협력 확대방안
하상섭․정경원․손혜현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대중미 녹색산업 진출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즉, 한국 녹색성장 모델의 대중미 진출 측면과 한국
녹색산업의 중미지역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 연구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녹색산업의 개념 접근을 통해 오늘날 한국과 중미지역에
서 발전하고 있는 녹색산업의 산업적 분류와 정의를 비교했다. 중미지역
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한국 녹색산업 진출을 위한 가장 적
합한 세 가지 분류 —환경산업, 재생에너지 분야, 에너지 효율화 부문을
공통분모로 채택하여 연구를 진행시켰다. 이와 더불어 중미지역의 일반
환경과 다양한 환경이슈, 환경문제 그리고 환경법과 기구, 프로그램의 발
전 등에 대해 개별 국가별 그리고 중미통합체제(SICA)의 제도적 발전 정
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제3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중미 각국의 녹
색산업 현황과 발전 정도를 다양한 녹색환경정보를 통해 정리· 요약해 보
았다.
중미지역의 녹색산업은 크게 물, 기초위생 그리고 오폐수관리와 관계된
환경설비분야와 상업적 환경 서비스와 환경컨설팅과 같은 비(非 ) 설비 분야
를 포괄하는 환경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에너지효율화 산업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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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미 대부분의 국가들이 식수, 기초위생시설, 폐기물처리, 재활용, 대기
오염 부분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폐기물처리와 재활용을 제외
한 대부분의 환경산업은 국가가 주도하고 있지만, 반복적인 경제 불안정으
로 환경과 국민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규모
로는 정부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하수도, 하수처리시
설 및 기초위생서비스 부분의 보급률과 기술수준 그리고 환경과 건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매우 낮고, 서비스 제공도 체계적· 조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과테말라, 온두라스 그리고 니카라과는 중미지역에서도 환경기초설비
분야가 가장 열악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국가들이기도
하다. 세 국가는 주로 화력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중요한 에너지원
이 장작이기 때문에 장작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대기오
염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활발한 화산활동 역시 심각한 대기오
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대기오염물질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대기
오염방지장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부분의 중미지역 국가들
은 경제규모가 작고 낮은 수준의 경제발전단계에 있어 기본적인 환경 서
비스와 환경기반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높다. 다시 말해 환경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녹색산업 가운데 가장 협력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다. 중
미지역은 열대기후로 강우량, 식물, 바이오매스, 그리고 일조량이 풍부하
고,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지열을 이용한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
다. 풍력발전에 적합한 장소도 많다. 즉 세계에서 재생에너지의 활용가능
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한 곳이다.
최근 10년간 중미지역 국가들은 평균 5.2%에 달하는 전기수요 증가로
인해 심각한 전력난에 당면하였다. 이에 2007년 12월 중미국가정상회담
에서는 ｢지속가능한 중미에너지전략 2020｣을 발표했다. 이 전략의 목표는

6│ 한·중미 녹색산업협력 확대방안

환경과의 공존, 경제성장, 사회평등을 고려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
요한 에너지원의 양과 질 그리고 다변화를 통한 중미지역 에너지공급의
안정화다. 특히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첫째 에너지효율 조명 교체 및 냉장고 도입을 통한 에너
지 절약(12%), 둘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능력 증가(11%), 셋
째 교통부문 화석연료 15%를 바이오에너지로 대체, 넷째 산업부문 에너
지효율화 극대화를 통한 연간 최소 10%의 에너지 절감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로(연간 5.1∼6.1%) 인한
추가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수력과 지열, 바이오매스, 풍력 등 신재생에너
지를 이용한 전력생산을 강력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비록 국가마다
전략과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파나마와 코스타리카, 과
테말라는 수력발전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엘살바도르는
수력발전에, 온두라스와 니카라과는 풍력발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미 각국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도화하
고 있다.
중미지역은 산업화 수준이 낮기 때문에 에너지효율화 산업의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다.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가격상승과 지구온난화문제의
해결을 위해 에너지 공급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확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대체에너지 개발에는 고도의 기술개발
과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 특히 기술적 · 재정적 장벽이 높은 중미지역에
서는 현재의 에너지 문제를 극복하는 데 에너지효율화 전략이 효과적인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기술적 그리고 금융적 장벽이
높기 때문에 시장진출이 용이하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미 국가들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인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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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를 통해 에너지효율화와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
로 모색하고 있다.
한국의 녹색산업 진출 가능성은 이러한 중미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
하는 데 있다. 오늘날 이미 이 지역에 진출한 외국의 중미지역 녹색산업
의 사례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전략적 차원의 SWOT
분석과 정책적 제언 그리고 ‘액션 플랜’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한국 녹색
산업의 중미지역 진출방안은 제도, 금융, 기술, 그리고 환경이라는 새로운
국제협력 의제를 잘 활용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8│ 한·중미 녹색산업협력 확대방안

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방법

5

15
15

가. 연구의 배경

15

나. 연구의 목표

17

다. 연구의 범위와 주요내용

18

라. 통합적 연구 가이드라인: 환경 분석지표 및 녹색산업 개념

20

2. 녹색산업의 개념 정의와 범위

22

가. 국제적 차원

23

나. 한국의 녹색성장 연관성

26

다. 중미지역 생태환경과 생활환경

33

제2장 중미지역의 환경제도와 환경 일반
1. 중미지역 환경제도 발전: 법, 기구, 프로그램, 제도적 문제점

39
39

가. 중미지역 국가들의 환경법

39

나. 중미지역 환경기구

40

다. 중미지역 환경 프로그램

46

라. 중미지역 이슈별 환경 제도화의 문제점

48

2. 중미지역 환경 일반

49

가. 중미지역 주요 환경문제와 이슈

49

나. 중미지역 공동체 차원의 환경보호 인식 및 협력 확대

50

다. 중미지역 유형별 주요 환경이슈

제3장 중미지역 국가들의 녹색산업 및 녹색산업시장 현황
1. 중미지역 국가들의 환경산업

52

65
66

가. 중미지역 환경산업 일반 현황

66

나. 국가별 환경산업시장 현황

73

2. 중미지역 국가들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91

가. 대내외적 요구

92

나. 중미지역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장애요인: 정책· 기술· 투자 제한성

96

다. 중미지역 주요 신재생에너지원의 특징과 현황

99

라. 중미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과 특징

102

마. 중미지역 전력시장 전망과 신재생에너지의 참여

107

바. 중미지역 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

109

3. 중미지역 국가들의 에너지 효율화산업

110

가. 중미지역 에너지 절감과 효율화정책의 목표와 주요 장벽

110

나. 중미지역 개별 국가들의 에너지 효율화정책

112

다. 중미지역 국가별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주요 공공정책방침

118

제4장 외국의 녹색산업 중미지역 진출사례 분석
1. 환경산업 분야

119
119

가. 생태환경 및 생활환경 분야

120

나. 환경산업: 물 공급 분야

122

다. 환경산업: 쓰레기처리 분야

128

2. 신재생에너지 분야

133

가. 지열에너지

134

나. 바이오연료․바이오매스(Biomass)

137

다. 수력발전소

140

라. 풍력에너지

141

마. 태양광에너지

143

3. 에너지효율화 분야

144

제5장 결론

147

1. 한국의 대(對)중미 녹색산업 협력 가능성 탐색

147

2. 한국의 대(對)중미 녹색산업 진출을 위한 SWOT 분석

150

가. 중미지역 녹색산업 진출: 강점

151

나. 중미지역 녹색산업 진출: 약점

151

다. 중미지역 녹색산업 진출: 기회요인

152

라. 중미지역 녹색산업 진출: 위협요인

153

마. 중미지역 녹색산업 진출을 위한 SWOT 분석 결과

153

3. 진출확대방안

157

가. 진출전략

157

나. 진출유망분야

160

참고문헌

163

Executive Summary

167

표 차례

표 1-1. OECD 환경산업 분류

24

표 1-2. 미국의 EBI 환경산업 분류

25

표 1-3. 영국 BERR의 환경산업 분류

26

표 1-4. 한국의 IT 기반 녹색기술 분류

32

표 2-1. 중미 개별 국가들의 환경법 발전

40

표 2-2. 중미지역 환경보호를 위한 기술적 해결 현안들

52

표 2-3. 중미지역의 연간 수자원 이용 분야별 분류

58

표 3-1. 중미지역 개별 국가들의 전기보급률

92

표 3-2. 중미지역 1차 에너지 총공급(TPES)에서의 재생에너지 비중

95

표 3-3. 중미지역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생산(1985~2007년)

108

표 3-4. 2007년 중미지역 국가들의 전력전송에서의 전력손실 비율

111

표 3-5. 중미지역 에너지효율화 장벽

111

표 3-6. 중미지역 에너지효율화 정책과 인센티브

118

표 4-1. 중미지역 환경산업 외국기업진출 사례

120

표 5-1. 한국 녹색산업의 대중미 진출을 위한 SWOT 분석표

150

그림 차례

그림 2-1. 중미지역 국가 지도

54

그림 2-2. 엘살바도르의 렘파 강

57

그림 3-1. 에너지원에 따른 2008년 최종 에너지소비 비율

93

그림 3-2. 중미지역 및 전세계 1차 에너지 공급구조

95

그림 3-3. 코스타리카 에너지 공급구조

103

그림 3-4. 엘살바도르 에너지 공급구조

104

그림 3-5. 에콰도르 에너지 공급구조

104

그림 3-6. 과테말라 에너지 공급구조

105

그림 3-7. 온두라스 에너지 공급구조

106

그림 3-8. 니카라과 에너지 공급구조

106

그림 3-9. 파나마 에너지 공급구조

107

그림 4-1. 과테말라의 파카야(Pacaya) 화산, 니카라과 지열에너지 발전소 전경(산 하신토 프로젝트)

135

그림 4-2. 중미지역의 자트로파(jatropha) 식생

139

그림 4-3. 코스타리카 에너지효율화 자동차

146

글상자 차례

글상자 1-1.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분류방식

31

글상자 2-1.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

44

글상자 2-2. 렘파 강(Lempa River)

57

글상자 3-1. 과테말라 환경관리정책과 주제 분야

75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방법
가. 연구의 배경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세계는 금융시장의 위기 증
폭, 그리고 세계경제의 동반침체 등으로 인해 2009년 상반기 이래 각국의
성장률이 하락하고 산업의 발전 잠재력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왔다. 대외 의
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이와 같은 전 세계적인 침체의 영향을 피할 수 없
었기 때문에 저성장과 고용 정체의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 경제가 이와 같
은 침체로부터 탈피하여 성장궤도에 재진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
원을 찾아내고 이로부터 산업발전을 이루어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인도 등 거대 신흥경제국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수요의
급증과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의 공급능력 제약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불
안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13년 이후 국내 적용이 거의 확실
시 되는 기후변화협약 관련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따라 우리 경제는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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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격이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특히 우리 경제가 산업구조에 있어 제
조업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낮아
에너지, 환경 관련 대외 압력에 대한 대응 역량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기 때
문이다.
이와 같은 대내외 환경하에서 에너지, 환경 및 기후변화협약 문제에 대한
대응능력과 신(新)성장 동력원 발굴의 여지를 제공하는 녹색성장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우리 경제의 성장 대안으로 부상
하였다. 정부도 이를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하였으며, 관련 정
책들을 발표하였다. 이제 녹색성장은 단지 에너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우리 경제와 산업계의 생산구조 및 일반국민의 생활구
조와 소비구조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진정한 복지사회를 앞당길 수
있는 최적의 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녹색성장이야말
로 급변하는 대외경제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가 지닌 단점을 극복하고 치열
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반드시 지향해야 할 성장 패러다임
이라고 판단된다.
세계적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호, 이와 연계한 경제성장이라는 지
속가능발전 인식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세계적 관
심이 최근 화석에너지 고갈과 고유가 파동 등 에너지 위기사태가 가중되고,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증가하면서 궁극적인 대안으로 등
장하고 있다.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산업의 발전은 또한 환경 서비스 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그리고 에너지효율화 산업 등을 통해서 환경보호, 새로운
에너지원 창출 및 에너지 효율성을 달성해내고 있다. 특히 녹색산업은 새로
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서 경제성과 안정성이 제고되기 시작했다. 녹색산업
은 향후 한국의 자동차, 반도체, 조선업을 잇는 차세대 수출 분야의 육성발
전 가능성이 풍부한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중앙아메리카(이하 중미)는 장기적으로 원활한 에너지 공급과 세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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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취지하에 다양한 녹색산업의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
다. 특히 환경 서비스 산업,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산업 등에 적극적
으로 뛰어들어 선진국의 투자를 유도함과 동시에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라는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정책적· 제도적으로 채택해 운용하고 있다.
풍부한 천연자원과 광물, 다양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지속적인 경제성
장을 통해 에너지 인프라 건설에 상당한 규모의 공공투자 및 해외투자가 이
루어지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녹색산업의 ‘중미기회(Central American
Opportunity)’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 필요한 녹색산
업에 필요한 풍부한 에너지원을 지니고 있는 중미지역에 대한 한국의 녹색
산업 진출과 협력강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기타 녹색기술 이전, 녹색산
업(풍력, 태양력 등), 플랜트 수출, 자원개발, 여타 오폐수 처리 기술 등 다
양한 환경산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관련 산업들의 진출 가능성에 대한 정
책 마련과 모니터링 등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나. 연구의 목표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가 국가적 성장 패러다임으로 채택한 녹색성장의
산업적 바탕이 되는 녹색산업에 대한 본격적 연구가 희소한 상황에서, 녹색
산업에 대한 초기연구의 디딤돌을 놓음으로써 향후 녹색산업에 대한 본격적
인 후속 연구의 촉발을 위한 개척적인 연구가 되는 것을 지향한다. 특히 본
연구는 한국 녹색산업의 중미지역 진출 가능성 측면에서 거의 선행 연구가
없는 가운데 이 지역에서 서로 상이한 방식으로 사용 및 정의되고 있는 녹
색산업에 대한 개념적 비교에서 출발한다. 녹색산업의 산업적 범위를 구체적
으로 설정해보고, 녹색산업의 특성을 고찰하며, 아울러 이 지역의 녹색산업
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하고, 녹색산업에 대한 현행 정책과 제도를 고찰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한다. 궁극적으로는 이들 분석 및 고찰 결과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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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녹색산업 대(對)중미지역 진출이라는 효과적 목표 달성을 위한 녹색
산업 진출 전략의 방안과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녹색
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와 정책방안을 제공하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시
사점을 발굴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

다. 연구의 범위와 주요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과 범위는 한국과 중미지역에서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등장한 녹색산업의 개념 정의, 분류, 특성, 녹색산업의 현황과 과제 및 대응
방향, 녹색산업 관련 현행 정책과 제도, 한· 중미 녹색산업 미래협력 방안
등을 비교 연구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미지역 진출을 위한 정책 방
향과 정책 제언 등을 SWOT 분석을 통해 분석한다. 본 연구는 녹색산업에
대한 초기 연구로 연구의 중점은 두 지역 간의 녹색산업에 대한 개념적 측면
을 명확히 비교분석 하고, 한국의 녹색산업 발전 전략의 틀 및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며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언들을 충분히 제시하는데 두
고 있다. 특히 본 연구가 상대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중
미지역의 환경 일반 특징’, ‘녹색산업의 개념과 특성’, ‘녹색산업의 제도적(법,
기구, 정책) 발전’ 및 한국의 ‘녹색산업 진출을 위한 가능성 탐색’ 등이다.
제1장에서는 녹색산업의 개념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녹색산업을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에서 각각 정의한다. 또한 녹색산업의 산업적 범위 설정을
시도해본다. 글로벌적인 관점과 보편성의 조망하에 녹색산업의 적절한 범위
를 설정하기 위해 먼저 국제기관과 외국의 경우 오늘날 녹색산업의 산업적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녹색산업에 대한 산업
적 범위 설정의 주요한 시도들을 살펴본 후, 본 연구의 핵심연구 대상 지역
인 중미지역에서의 녹색산업에 대한 개념적 혹은 산업적 분류의 범위를 설
정, 시도해 서로 비교 분석한다.

18│ 한·중미 녹색산업협력 확대방안

이 경우에 있어서도 좁은 의미의 녹색산업과 넓은 의미의 녹색산업으로
각각 구분하여 녹색산업의 산업적 범위 설정을 시도한다. 나아가, 녹색산업
이 여타 산업과 구분되는 특성을 고찰하는데, 여기서 고찰된 녹색산업의 특
성은 추후 녹색산업 발전 SWOT 분석의 틀을 수립하고 정책제언을 제시하
는 데 주요한 전제와 고려사항이 된다.
제2장에서는 중미지역의 녹색산업에 대한 접근을 보다 정책적· 제도적 발
전 과정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특히 중미지역 개별 국가들의 환경법, 환경기
구, 환경 프로그램의 발전 과정들을 고찰해본 후, 제도적 문제점들도 고찰해
본다. 이와 더불어 중미지역의 일반적인 환경지정학적 특징과 일반 환경 이
슈들, 예를 들어 기후, 대기, 수자원관리, 가장 중요한 오염의 현황, 토양이
용 등 오늘날 중미지역 환경 이슈에서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다양한 환경
문제들을 기초적인 배경지식 제공 차원에서 조명해보겠다.
제3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배경과 더불어 중미지역 전체 차원에서
혹은 개별 국가들 차원에서 오늘날 발전하고 있는 다양한 녹색산업들에 대
해 분석을 해보겠다. 환경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에너지효율화 산업 부문들
에 대한 이들 개별 국가들의 환경시장, 정책과 이행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양한 정책적 진입장벽에 대한 논의도 이 장에 포함된다. 특히 제3장
을 통해 중미지역에서 녹색산업과 관련한 개별 국가들의 환경시장의 탐색과
현행 환경정책과 제도들이 얼마나 시장의 활성화에 제도적 밑받침이 되고
있는 지를 집중적으로 비교 분석해본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중미지역 녹색산업 진출 방안을 위한 중요한 정
책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이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녹색산업 분야
의 외국 진출 사례들을 비교 분석해본다. 우리나라의 대중미 녹색산업 진출
을 위한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한국의 녹색산업 진출
가능성이 큰 우선순위를 찾기 위해 이미 이 지역에 진출한 다양한 녹색산업
진출 해외 사례들을 산업 분야별로 집중 탐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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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을 기반으로 제5장 결론에서는 SWOT 분석을 통해 녹색산업 진출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점과 단점 그리고 기회와 위협으로 분류하여 더욱 구
체적인 정책 제언이 되도록 한다. 중미지역 녹색산업 진출을 위한 SWOT
비교분석은, 산업 분야별 비교(환경산업,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 관련 산
업), 금융 측면, 기술 측면, 정책 측면 등을 분석 변수로 상정해 분석을 더욱
정교화 한다. 실질적인 진출방안을 위한 액션플랜(action plan)도 부가적으로
살펴볼 사항이다.

라. 통합적 연구 가이드라인: 환경 분석지표 및 녹색산업 개념
1) 중미지역 환경지표 분석 가이드라인
본 연구에서 활용할 중미지역의 환경 지표들은 이 지역 환경정책 결정자
들이나 환경보호 NGO 그룹들 그리고 유엔 환경계획(UNEP) 등에서 공식적
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표들을 인용 활용한다. 중미 개별 국가들이 통계적으
로 사용하고 있는 환경 관련 지표들은 경우에 따라서 재인용한다. 환경지표
활용에 있어 중요한 기준은 현재 중미지역 개별 국가들이 추진 중인 환경정
책이나 프로젝트들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적 제언을 하는 데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된다. 특별히 환경 관련 지표들을 선택하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
환경 지표 선택의 문제는 환경에 대한 정의, 범위, 그리고 지표 선정에 대한
당위성 등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미지역 같은 환경에
대한 연구나 환경 관련 이슈들에 대한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
을 대상으로 한 환경 지표 선택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환경 지표 데이터들을 통해 연구의 충실도를 높이고
자 한다.
• 기후 및 대기 관련 환경 정보
기후변화, 에너지(화석연료) 사용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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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CO2) 배출량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프레온가스(CFCs) 소비량
• 산림정보
• 생물다양성 정보
• 강, 호수 및 해양 연안 및 해양 생태계 정보
• 수자원 및 담수 정보
• 에너지 매장량, 생산량 정보
• 녹색산업 금융 투자 정보
• 글로벌 환경 이슈 차원 정보

2) ‘녹색산업’에 대한 개념적 접근 가이드라인
향후 논의될 ‘녹색산업’의 개념적 접근을 위해 본 연구는 녹색산업의 개념
을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개념으로 인식한다. 오늘날 중미지역에서 쓰이는 용
어는 일반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에서 쓰고 있는 환경산업과 부분적으로 일치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 용어의 접목을 시도한다. 특히 풍부한 자연자원
을 매개로 한 생태환경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이 지역의 특성상 현재 이 지
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개념들인 생태환경과 생활환경의 경계를 포함하
며, 좀더 포괄적인 범주로 확대 정의해본 연구는 범주를 하나의 녹색산업이
라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개념적 정의는 특히 중미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한 접근법이다. 사실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힘든 문제가 녹색
산업의 개념을 다양한 지역들, 예를 들어 국제적 수준과 중미지역 수준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연관성 속에서 유형화 작업을 시도한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10년 현재 우리나라가 정의하고 있는 녹색산업의 개념과 이들
지역과의 유사성 탐구과정에서, 특히 산업적으로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유형
화 작업이 어려웠다. 오늘날 중미지역에서 일반화된 환경정책 차원에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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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생태환경 개념이 강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1990
년대 이후 점증하는 인간 활동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파괴로 이 지역 정부들
은 생활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녹색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활성
화하는가 하면 제도적으로 환경정책을 구상해 이 문제를 중요한 현안으로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오늘날 환경은 일국의 국경선 안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중
미지역은 환경문제에 대해 국경을 허물고 지역통합(SICA, CAFTA-DR)차
원에서 이 문제를 대처해 오고 있다. 국제협력을 통한 지역 환경 개선에 나
서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적 차원의 환경제도와 프로그램의 발전에도 분석
을 이어간다. 개념 논쟁을 억제하고 우리나라 녹색산업의 개념 정의와 유사
한 분야에 대한 중미지역의 녹색산업을 분야별로 접근하여 한국의 녹색산업
진출을 위한 올바른 정책 방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이다. 특히
이 지역에서 이행되고 있는 다양한 녹색산업 사례분석(case analysis)을 통
해 향후 이 지역에 진출할 우리 기업들에 좋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중요한 목적이다.

2. 녹색산업의 개념 정의와 범위
녹색산업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과 녹색산업의 산업적 범위를 정
확하게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것은 녹색산업이라는 개념이 통일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녹색산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해당산업들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범위 및 여타 산업과의 경계가
유동적인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본 섹션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산업
의 산업적 범위 설정을 시도해본다. 글로벌 차원에서 보편성의 조망하에 녹
색산업의 적절한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먼저 국제기관 및 해외의 경우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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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산업적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음으로 우리나라
의 녹색산업에 대한 산업적 범위 설정의 주요한 정책적· 제도적 노력들을 살
펴본 후, 본 연구의 중점연구 대상 지역인 중미지역에서 녹색산업의 개념정
의를 시도, 비교한다. 특히, 녹색산업에 대한 산업적 범위 설정을 비교 분석
하여 한국의 대중미지역 진출이 가능한 산업과 녹색협력 차원에서 향후 이
지역과 진출 가능한 녹색산업 개념의 통일성을 찾는 작업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가. 국제적 차원
현재 우리나라 녹색산업의 개념과 가장 유사한 개념은 1999년 OECD가
규정하고 있는 환경산업 또는 ‘환경재화· 서비스산업’(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industry)에 대한 정의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환경산업을
녹색산업의 하부 산업 개념의 하나로 수용하였다. OECD(1999)에 의하면
환경산업은 크게 오염관리군, 청정기술군, 자원관리군 등 세 종류의 그룹으
로 범주화해 환경산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환경재 및 서비스 산업은 물, 공기, 토양에 대한 환경적 피해 및 폐기
물, 소음, 생태시스템 등과 관련한 문제를 측정, 방지, 제한, 최소화 또는 시
정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 활동은 환경적 위험을
감소시키고 오염과 자원 사용을 최소화하는 청정기술, 청정제품 및 청정서비
스를 포함한다(The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 industry consists
which produce goods and services to measure, prevent, limit, minimize
or correct environmental damage to water, air and soil, as well as
problems related to waste, noise and eco-systems. This includes cleaner
technologies, products and services that reduce environmental risk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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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mize pollution and resource use) OECD 1999”.

이 세 분류를 좀더 상세하게 분류, 고찰해보면 [표 1-1]과 같다.

❚ 표 1-1. OECD 환경산업 분류 ❚
구분

세분류

오염관리군

대기오염 관리, 폐수 관리, 고형폐기물 관리, 토양, 지표수 및 지하수 복원 및
청정화, 소음 및 진동 감소, 환경 모니터링과 분석 및 평가

청정기술군

청정 · 자원효율적 기술 및 공정, 청정 · 자원효율적 제품

자원관리군

실내공기오염 관리, 물 공급, 자원 재활용, 재생에너지 공장, 열 · 에너지 절약
및 관리, 지속가능 농업 및 어업, 지속가능 임업, 자연재해 관리, 생태관광,
기타(자연보존, 생태다양성 등)

자료: OECD, “The Envirnomental Goods and Services Industry: Manual for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1999(재인용 Kaye, Laurie, “Attacting Green Industry: An Economic Development
Approach for the City of Los Angeles,” 2007).

이와 유사하게 2009년 유엔 환경프로그램(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2009)의 경우 ‘녹색경제 분야(green economy sectors)’
를 제시하고 있으나, 포괄적인 범위에서가 아니라, 고용과 GDP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탄소의존도를 줄이거나 또는 생태에 공헌하는 녹색경제 분야라
는 제한적인 범위의 분야만 제시하고 있다. 이 분야는 에너지효율 빌딩, 지속가
능한 수송, 지속가능한 에너지, 청정수, 생태인프라, 지속가능한 농업, 기타 녹
색경제 분야 등이다. 미국에서 그동안 대체로 통용된 환경산업 분류는 환경전문
컨설팅업체인 EBI(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사에 의한 것이다.
EBI사는 환경산업에 태양,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와 전력도 포함시키고 있
으므로 EBI사가 설정한 환경산업의 범위는 넓은 의미의 환경산업이라 할 수 있
을 것이다. EBI사에 의한 환경산업 분류는 크게 환경 서비스(environmental
services), 환경설비(environmental equipment), 환경자원(environmental
resources) 등 세 가지 분야로 구분된다. 이는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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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 미국의 EBI 환경산업 분류 ❚
구분

환경
서비스

환경설비

환경자원

세부 분야

비고

환경실험 및 분석 서비스

시료(토양, 물, 공기, 생물조직 등) 채취 및 분석

폐수처리 서비스

폐수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고형 폐기물 관리

고형 폐기물의 수집, 중간처리 및 처분

유해 폐기물 관리

유해 폐기물, 의료 폐기물, 핵폐기물 취급관리

복원/산업 서비스

공장, 오염된 토양 및 건물의 물리화확적 복구 · 정화

컨설팅/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컨설팅, 디자인, 평가, 허가, 프로젝트
관리, O&M, 모니터링 등

수처리장치 및 약품

원수 및 폐수처리 관련설비의 제조, 공급, 유지보수

계측기기 및 장비시스템

환경시료 분석을 위한 계측기기 생산

대기오염 제어설비

대기오염제어 설비 및 기술 생산

폐기물 관리시설

고체, 액체, 유해폐기물의 처분, 저장, 운송시설,
재활용 및 폐기물 관련 환경복구 장비

공정 및 사전예방기술

사후처리 비용보다는 공정과정에서의 오염예방 및
처리를 위한 설비 및 기술

상하수도 공익설비

최종수요자에게 수자원 배분

자원재생 및 재활용

산업활동의 부산물 또는 소비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재생 및 변환된 물질의 판매

청정에너지 및 전력

태양, 풍력, 지열 등에 의한 재생에너지와 시스템
판매, 에너지 효율 제고

자료: EBI(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1).

이렇듯 구체적으로 “녹색산업”이라는 용어와 개념에 근접하는 용어와 개
념들은 대개 환경산업 혹은 환경 서비스 산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오
늘날에 와서는 기후변화 대응으로 인한 국제적 공공 환경 정책 차원에서 명
시적으로 정의하거나 그 범위의 설정을 탄소의존도를 줄이거나 또는 생태에
공헌하는 녹색경제분야라는 제한적인 범위의 분야로도 제시하고 있다. 이러
한 정의를 시도한 경우는 미국과 영국 등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의 경우 ‘녹색경제(green or clean economy)’ 분야를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과 저장, 기존자원의 재활용, 에너지효율 제품 제조, 유통, 건설, 설치 및 유

1) 재구성 : http://environmentalindustry.com/segmen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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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보수, 관련 교육, 컨설팅 및 기타 서비스, 자연제품 및 지속가능한 제품 제
조 등 5개 분야로 정의하고 있다(California Employment and Development
Department 2009).
영국의 경우 ‘녹색산업’이라는 용어와 개념에 가장 근접하는 공공차원의
용어와 개념은 ‘저탄소 및 환경재화 · 서비스 부문(LCEGS: Low Carbon
and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sector)’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는 저탄소 및 환경재화· 서비스 부문을 전통적인 환경산업의 확장된 개
념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산업부문을 포함하는 산업분야로 설
정하였다. 첫째, 환경 부문으로 대체로 전통적인 환경산업 분야와 일치하는
분야, 둘째, 신재생에너지 부문으로 예전에는 환경 분야의 일부 또는 에너지
분야의 일부로 분류되었던 분야, 셋째, 신저탄소 부문(emerging low carbon
sector)으로 분류하고 있다(영국기업· 규제 개혁부; Department of Business
Enterprise & Regulatory Reform; BERR). 이를 더욱 상세하게 살펴보면
[표 1-3]과 같다.

❚ 표 1-3. 영국 BERR의 환경산업 분류 ❚
구분
환경 부문
신재생에너지 부문
신저탄소 부문

구체적 분야
대기오염관리, 환경관련 컨설팅, 환경 모니터링, 해양오염 관리, 소음 및
진동 관리, 오염토양 회복관리, 폐기물 관리, 수자원 공급 및 폐수처리,
자원 재생 및 재활용
수력 파력 및 조력, 바이오매스, 지열,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관련 컨설팅
대체연료, 차량용 대체연료, 추가적 에너지자원, 탄소 포집 및 저장,
탄소금융, 에너지 관리, 빌딩기술

자료: “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 Regulatory Reform”, “Low Carbon and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An Industry Analysis.”

나. 한국의 녹색성장 연관성
우리나라의 경우 학계, 환경관련 연구기관들, 환경관련 정부 부처 등에서
그동안 ‘녹색산업’에 대한 개념정의나 범위 설정이 시도된 것은 드물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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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현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녹색성장(Green Growth)’의 개념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시도는 상당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녹색성장을 ‘기후변
화에 대한 국제적 노력에 효율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동참하면서 선진국과
의 1인당 소득격차를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성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주요 정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을 제시했는데 녹색성장
은 ‘에너지· 환경 관련 기술과 산업 등에서 미래 유망품목과 신기술을 개발
하고, 기존 산업과 융합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얻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되었다(녹색성장위원회 2010). 산업연구원(2008)은 녹
색성장을 ‘자원·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환경부하가 적은 에너지 사용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것과 온실가스 등
환경부하를 줄이기 위한 녹색기술 개발, 그린에너지 개발 등 녹색산업 육성
을 통한 신성장동력화로 지속성장을 실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 정의에
서 녹색산업은 언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범위 설정은 시도
되지 않고 있다. 녹색성장을 ‘저탄소화 및 녹색산업화에 기반을 두고 경제성
장력을 배가시키는 새로운 성장개념’으로 보고 녹색산업화를 ‘녹색기술, 환경
친화적 비즈니스모델 등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함으로써 경제성장의 원동력으
로 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미래기획위원회(2009)는 녹색성장을 ‘신재생
에너지 기술과 에너지 자원 효율화 기술, 환경오염저감 기술 등 녹색기술을 신
성장동력으로 하여 경제· 산업구조는 물론이고 전반적인 삶의 양식을 저탄소·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국가발전전략’으로 정의하고 있다(산업연구원 2009).
정부 및 녹색성장위원회 차원에서도 녹색산업 및 관련 개념에 대한 정의
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녹색성장기본법｣에서는 녹색산업
과 관련한 개념들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동법 제2조에서 녹색성장을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
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
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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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녹색산업을 ‘경제· 금융· 건설· 교통물류· 농림
수산· 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
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으로 정의한다. 산업연구원(2009)은 이와 같은
정부의 녹색산업의 정의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녹색산업 분야를 크게
신재생에너지 전환업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제조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산업
및 기후변화 파생산업, 환경산업 등 세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 한국환경자원공사(2009)는 환경산업을 ‘대기오염, 폐수, 폐기
물, 소음· 진동, 토양 악화 등과 같은 환경적 유해요인을 측정, 예방, 제어하
거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복원하기 위한 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를 제공
하는 산업 활동’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좁은 의미에서의 환경산업의 정의
라 할 수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09)의 경우도 녹색산업의 경우를 다음
과 같이 네 분야(예를 들어, 수처리, 대기, 폐기물, 기후변화 완화 분야)로
정리하고 있다. 환경부· 한국환경자원공사(2009)는 넓은 의미의 환경산업을
오염관리그룹, 청정기술그룹, 자원관리그룹 등으로 구분하고 정의한 OECD
(1999) 매뉴얼에 근거하여 넓은 의미의 환경산업을 9개 환경보호 활동분야
를 포함하는 산업으로 재정의하였는데, 이는 환경부/한국환경자원공사가 정
의한 녹색산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부/한국환경자원공사(2009)는 이
중 4개 환경보호 활동분야를 포함하는 산업을 좁은 의미의 환경산업으로 분
류하였으며, 이를 다시 18개 분야로 세분하였다. 최근 정부는 녹색산업과 관
련된 개념으로 그린 에너지산업, 신성장동력산업. 그린 IT 등을 정의하고 이
에 대한 육성전략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그린 에너지산업을 ‘온실가스를 획
기적으로 감축하는 혁신적 에너지기술에 기반한 산업’으로 정의하고 이를 크
게 청정에너지 생산, 화석연료 청정화, 효율 향상 분야로 분류하였다(지식경
제부 2009). 또한 정부는 신성장동력산업을 크게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
업, 고부가서비스산업으로 분류하고, 이들 중 17개의 유망 세부산업 분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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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육성 분야로 선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신성장동력산업은 또
다른 각도에서 정부가 정의한 넓은 범위의 녹색산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기획위원회 2009). 한편 그린 IT는 ‘에너지 절감, 탄소배출 절감, 자원
이용의 효율성 향상 등을 통해 가정, 산업 등 사회 각 분야에서의 에너지와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IT’로 정의된다(지식경제부 2009).
녹색기술은 녹색산업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녹
색기술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예컨대, ‘녹색기술의 기본개념은 경제활동
에서 발생하는 환경저해물질의 배출량을 감축시켜 환경 친화성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경제성장까지 견인하는 광의의 기술적 트렌드’라고 정의되기도 한다(미래기
획위원회 2009).
‘물질 및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순환과 재생가능 물질 및 에너지
(renewable)를 활용하며, 자연의 원리를 따르고 촉진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특성을 가진 기술’로 정의되면서, 녹색기술의 기조는 ‘물질순환을
촉진시키고 복원시키는 순환’과 ‘자연계의 동적 평형을 따르고 촉진하는 평
형’과 ‘과학기술의 적용에 수반되는 에너지 및 물질 이용과 엔트로피(무질서)
의 최소화 지향’과 ‘자연생태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내의 적정 규모와
속도’, ‘인류와 생태계의 안전’ 등을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기도 한다
(산업연구원 2009). 이와 같은 녹색기술의 정의는 매우 넓은 의미의 녹색기
술의 정의라 고 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녹색기술에 대한 정의를 시도
하였다. ｢녹색성장기본법｣ 제2조는 녹색기술을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관련 융합기술포함) 등 사회· 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로 정의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정의와 함께 녹색기술에 대한 주
요 연구개발 영역을 설정하는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차원의

29

제1장 서론 │

녹색산업 및 녹색기술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에도 불구하고 녹색산업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산업적 범위 설정은 논의 중에 있다. 녹색산업과 연관된
개념 또는 녹색산업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들에 대한 정의
를 살펴보면, 우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제2조에서는 환경산
업을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환경기술을 응용· 활용해 환경시설 및 환
경측정기구 등에 설계· 제작· 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
는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좁은 의미에서의 환경산업의 정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신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는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를 합친
용어로 일반적으로 화석연료(fossil fuels/mineral fuels)와 원자력을 제외한,
재생가능한 에너지 또는 기존의 기술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
여 생산되는 에너지(new energy)를 가리킨다. 신재생에너지의 의미는 이에
대립되는 화석연료의 의미를 생각하면 좀더 명료화된다. 화석연료는 오래전
지구상에 서식했던 유기체의 잔존물로 인하여 생성된 에너지자원을 말하며,
그 종류에는 천연가스, 석유, 석탄 등이 있다. 현재 화석연료는 그 고갈성으
로 인해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라는 총체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19세기
이후, 산업혁명 등 급격한 산업화의 진전과 물질문명의 발달에 따라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에 의한 에너지의 사용량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화석연료는 재생 불가능성에 따른 기본제약과 국지적 부존
편중성에 따른 가격 앙등 및 국가간 갈등, 그리고 과다한 사용으로 인한 환
경오염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새로운 에너지 자원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갈되지 않고, 환경 친화적이며, 국지적 부존 편중성 문
제가 훨씬 덜하고, 기술개발을 통한 사용 가능량과 에너지 효율의 제고가 얼
마든지 가능한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가 급속히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신에
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및 동법 시행 규칙에서는, 신
재생에너지를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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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
로 정의하고, 재생에너지 8개 분야 및 신에너지 3개 분야를 포함, 총 11개
분야를 포괄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글상자 1-1 참고).

❚ 글상자 1-1.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분류방식 ❚
우리나라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재생 가
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정의하고 11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등 8개 분야이며, 신에너지
분야는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및 중질잔사유가스화, 수소에너지 등 3개 분야로 구분된다(에
너지관리공단). 태양광이란 태양광발전시스템(태양전지, 모듈, 축전지 및 전력변환장치로 구성)을
이용하여 태양광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이다. 태양열이란 태열이용시스템(집열부, 축열
부 및 이용부로 구성)을 이용하여 태양광선의 파동성질과 광열학적 성질을 이용한 분야로 태양열 흡수 ·
저장 · 열변환을 통하여 건물의 냉난방 및 급탕 등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풍력이란 풍력발전시
스템(운동량변환장치, 동력전달장치, 동력변환장치 및 제어장치로 구성)을 이용하여 바람의 힘
을 회전력으로 전환시켜 발생하는 유도전기를 전력계통이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기술이다. 연료전지
란 수소, 메탄 및 메탄올 등의 연료를 산화(酸化) 시켜서 생기는 화학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이다. 수소에너지란 수소를 기체상태에서 연소시 발생하는 폭발력을 이용하여
기계적 운동에너지로 변환하여 활용하거나 수소를 다시 분해하여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바이오에너지란 태양광을 이용하여 광합성되는 유기물(주로 식물체) 및 동 유기물을 소비하여 생성
되는 모든 생물 유기체(바이오매스)의 에너지다. 페기물에너지란 사업장 또는 가정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 중 에너지 함량이 높은 폐기물을 열분해에 의한 오일화기술, 성형고체연료의 제조기
술, 가스화에 의한 가연성 가스 제조기술 및 소각에 의한 열회수 기술 등의 가공 · 처리 방법을
통해 연료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석탄가스화 에너지란 석탄, 중질잔사유 등의 저급원료를 고온,
고압하에서 불완전연소 및 가스화 반응시켜 일산화탄소와 수소가 주성분인 가스를 제조하여 정
제한 후 가스터빈 및 증기터빈을 구동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신발전 기술이다. 지열이란 지표면
으로부터 지하로 수m에서 수㎞ 깊이에 존재하는 뜨거운 물(온천)과 돌(마그마)을 포함하여 땅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기술이다. 소수력이란 개천, 강이나 호수 등의 물의 흐름으로 얻은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시설용량 1만㎾ 이하의 소규모 수력발전
기술이다. 해양에너지란 해수면의 상승하강운동을 이용한 조력발전과 해안으로 입사하는 파랑에너지
를 회전력으로 변환하는 파력발전, 해저층과 해수표면층의 온도 차를 이용하여 열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 발전하는 기술이다.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산업연구원 2009.

녹색기술은 녹색산업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녹
색기술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예컨대, ‘녹색기술의 기본개념은 경제활동
에서 발생하는 환경저해물질의 배출량을 감축시켜 환경 친화성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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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까지 견인하는 광의의 기술적 트렌드’라고 정의되기도 하다(표 1-4
참고).

❚ 표 1-4. 한국의 IT 기반 녹색기술 분류 ❚
IT 분야(IT 산업 자체)

비IT 분야(IT 활용)

· PC 고효율 파워서플라이 개발
· 그린 컴퓨팅 기술 개발
· 공개 SW기반 가상화 핵심기술 개발
· 저전력 통신 네트워크 구축
· 휴대 단말기용 차세대 박형 냉각기술 개발
· 가전제품 관련 고효율 compressor 등 개발
· IT와 가전제품용 친환경 소재 및 재활용 기술
개발
· 초저전력 고효율 그린반도체 개발
· 그린 디스플레이 개발
· LED조명용 고효율 컨버터 개발
· LED용 광원모듈, 박막형 방열소재 개발
· 환경감응 OLED 면광원 기술 개발
· Li계열 배터리 관리시스템 개발
· 마이크로에너지 하베스트-스토리지 개발
· 하이브리드 그린스토리지 개발
· 태양광 발전시스템 핵심부품(PCS) 국산화 기술
개발

· 에너지 저소비형 친환경 u-산업단지 조성
· 산업분야 EMS 시범사업 및 산업계 확산
· 전자문서 활용확산
· RFID 기반 유통 · 물류 효율화
· RFID를 통한 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
· u-IT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절감 모델개발
및 확산
· 실시간 에너지 절감 기술(AMI) 실용화 추진
· 그린홈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신모델 개발
· 그린 IDC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신모델 개발
· 실시간 에너지 절감기술(AMI) 상용화 지원
· 오피스 · 빌딩용 디지털 조명 제어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자료: 지식경제부, ｢녹색성장을 위한 IT산업 전략｣, 2009.1.

요약 종합해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 중인 ‘녹색산업’의 포괄적인 정
의는 다음 세 부분으로 요약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일반 환경산업 분야로서
일단의 오염관리 산업이 이 분야에 주력 업종들이다. 대기오염, 오폐수, 폐기
물 관리, 토양 및 지표 지하수 개선 산업과 환경 모니터링 산업 등이 이 분
야에 포함된다.
둘째, 재생에너지 분야 산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및 관련 산업과 연관된
설비제조업을 포함하는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해
양에너지, 석탄액화·가스화에너지 및 중질산사유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
에너지, 수소에너지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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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에너지 효율화 관련 분야로는 에너지이용 효율화산업 및 기후
변화 파생산업으로 요약되는데 이는 고효율 전동기. 조명기기(LED), 등과
같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등의 제조업, 에너지 절약 컨설팅 혹은 엔지니어
링 산업, 스마트그리드와 같은 송배전효율화 시스템 산업, 수력지능형 교통
시스템 등이 포함되며 탄소배출권 획득과 관련한 산업, 이산화탄소 포집산업
등이 기후변화 파생산업으로 이에 포함된다.

다. 중미지역 생태환경과 생활환경
2003년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5개의 중미
국가들(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그리고 파나마)과 카리브
지역의 도미니카 공화국을 대상으로 WTO(세계무역기구)에 적극적인 참여와
무역협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고서는 무역과 환경산업의 연
계를 강조했다. 말하자면 무역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연계를 강조한 것이다.
중미 국가들에게는 무역자유화와 더불어,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에서 환
경산업과 환경 서비스산업 분야에 우선권을 두고 더욱 많은 국내 역량을 강
화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환경산업과 무역을 통한 상호 관계를 증진시
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환경산업에 대한 관세를 낮추거나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여 이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와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요약한
다. 하지만 이러한 상호작용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미지역에서
개발 가능한 환경산업 및 환경 서비스 산업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그
리고 2003년 니카라과 회의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한 연구 개
발과 투자 및 향후 무역의 증진을 언급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서
인식되고 있는 환경산업과 환경 서비스 산업에 대한 개념 인식이 중요하다
고 강조하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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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of the meetings and the conclusions of the country
studies offered important lessons learned regarding the need to
distinguish between the different concepts relative to environmental
services and environmental goods. For example, environmental services
have been defined both as services and ecosystems(e.g. carbon
sequestration, water supply and control of water systems and scenery
beauty), Species (including, for example materials used by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nd production of food) and genes (including
genetic resources and materials) and as human activities(e.g. wastewater
management)….”(이 지역에서 환경재 및 환경 서비스 산업의 개념은 일반
적으로 약간 다른 개념이다. 예를 들어, 환경 서비스는 일반적인 환경 서비
스뿐만 아니라 ‘생태계 보존 서비스’도 의미하며- 예를 들어 대기, 토양 등
에서 탄소제거, 수자원 공급과 수계의 통제관리, 그리고 자연풍경 보호 등
-, 식량과 제약 상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물질들로부터 ‘종의 보존’ 그리
고 ‘유전자 자원의 보존’ 등도 이러한 개념에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환경
서비스란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예를 들어, 오폐수의 관리 등도 서비
스에 포함된다.)

“A growing number of projects dealing with certain ecosystem
services, for example in the area of carbon sequestration and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 are an important driver of demand for
environment-related consultancy services.”(오늘날 이 지역에서 생태계 보
존 서비스로 이행되고 있는 수많은 프로젝트들은 대개 ‘탄소제거’와 ‘청정개
발체제’와 관련된 서비스들로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이 지역의 환경과 관련된

2) http://r0.unctad.org/trade_env/test1/publications/TER2003eversion/Lead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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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문 서비스로 그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위처럼 환경산업과 관련하여 이 지역의 무역과 무역협상 관계자들은 최근
‘환경 서비스’에 대해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미지역의 환경산업 부문의 정책 입안자들은 이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천
연자연과 생물다양성의 풍부함으로 ‘생태서비스(ecosystem services)’라는
개념에 더 친숙하다. 이 지역의 생태환경 자체와 생태보호가 가장 중요한 지
속가능 발전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 지역의 환경
부 및 환경관련 기관들은 ‘환경 서비스’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쓰기 시작했
다. 물론 지속가능 발전 차원에서 발전하고 있는 ‘생태서비스(공식적으로 ‘환
경 서비스’)’에 대한 대중적 인식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이제는 이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환경 서비스에 대한 용어를
공식화하고 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경우 2001년 ‘환경 및 천연자원부(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SEMARN)’ 산하에 ‘환
경 서비스위원회(the Commission on Environmental Services)’를 설립했
다(법령 64-00). 이 법에 의하면 ‘환경 서비스’라는 개념이 가치 면이나 필
요성에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국가의 재정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온두라스의 경우 환경재와 환경 서비스 팀을 천연자원부(the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에 두고 환경재와 환경 서비스에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
게 했으며 국가 환경재 및 환경 서비스 위원회에 의해 지원을 받기 시작했
다. 현재 이 팀은 다양한 정보 조사와 포럼을 통해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생태서비스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니카라과의 환경 및 천연
자원부(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MARNNA)
는 국가 생태에서 환경재와 환경 서비스 분야에 책임을 지고 있는 환경 서
비스 사무국을 두고 국내외적으로 이런 산업의 상업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
사무국은 또한 니카라과가 보유한 천연 자연 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

35

제1장 서론 │

는 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기후변화 사무국의 경우는 환경 서비스로서 탄소
제거에 대한 보상이나 증명서 발급 등을 전담하는 기구로 활동 중이다.
중미 국가들의 환경 서비스 산업을 좀 더 범주화해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
다. 분류 방식에서 두 가지 분류, 예를 들어 핵심 분야와 세부 분야로 분류
할 수 있다. 현실적 환경문제 및 환경 이슈들을 고려한 가장 시급하게 처리
해야 하는 분야는 대개 핵심 분야로 분류되어진다. 특징적으로 중미지역의
환경 서비스 핵심 분야는 하수처리 분야, 쓰레기처리 분야, 환경위생 분야
등으로 나뉘며 인간 사용에 필요한 물과 오폐수 관리, 고체 및 위험한 쓰레
기 관리, 기후 및 대기 보호, 오염된 토양과 물 환경의 개선, 소리와 진동
소음의 완화, 생물다양성과 자연경관의 보호 그리고 다른 환경 및 부수적인
서비스 등으로 분류된다.
온두라스와 니카라과는 기초적인 환경 서비스로서 쓰레기처리, 물 공급,
인간에게 해로운 위험한 쓰레기 처리 등의 분야를 ‘물과 위생’으로 함께 취
급한다. 이러한 통합적인 인식 및 처리 방식을 통해 정책과 기구 그리고 법
적 프레임을 구성하고 있어 지나치게 넓은 범위로 환경 서비스를 분류하고
있어 개별적이고 상세한 접근의 부족 문제를 낳고 있기도 하다.
환경 서비스의 분류 방식은 개별 국가마다 위처럼 약간씩 상이하기는 하
지만 대부분의 중미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오폐수 처리, 쓰레기 관리, 리싸이
클링과 전문적인 환경 서비스 분야에서는 공통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분야
에 대한 다양한 사업 프로젝트들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물론 환경 서
비스는 각국의 환경시장과 환경인식, 규제시스템의 발전과 기술의 발전 정도
에 따라 상이하다. 특히 환경 인프라의 발전 유무에 따라 상당히 다른 개념
과 범주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1) 환경 인프라 분야는 물, 위생 그리고 쓰
레기 처리 분야에서, 2) 환경 인프라와 관련이 없는 상업적인 환경 서비스
분야들로는 지역 청소와 개선, 배기가스 청소, 소음 완화, 자연과 경관 보호
등이 중심적인 분야들이며, 3) 조금 다른 분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환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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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용도(environmental end-use) 서비스’(환경 서비스 인프라 구축 목적을
달성하게 해주는 건설 분야 및 공학 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다. 여기에는 또
한 환경과 관련된 환경적 공공 기반시설이나 전문적인 환경 서비스도 포함
된다.
개별 국가마다 환경산업에 대한 개념과 분류방식이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중미의 녹색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몇몇 공통 요소들은 발견된다. 개념
적 접근에서 언급했듯이 이 지역에서 추론되는 녹색산업은 환경 서비스산업
으로 일반적인 환경 서비스뿐만 아니라 ‘생태계 보존 서비스’ 분야 산업도
의미하며-대기, 토양 등에서 탄소제거, 수자원 공급과 수계의 통제관리, 그리
고 자연풍경 보호 등-,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종의 보존’ 및 ‘유전자 자
원의 보존’ 등도 이러한 개념에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중미지역의 일반적인
환경 서비스로서 녹색산업이란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예를 들어, 오폐
수 및 쓰레기 처리· 관리 등도 이 산업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실질적
으로 생태계 보존 서비스 혹은 환경 서비스 산업으로 이행되고 있는 수많은
프로젝트들은 대개 ‘탄소제거’와 ‘청정개발체제(CDM)’ 그리고 이런 산업 발
전과 관련된 환경자문서비스도 이 개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좀 더 현상적인 측면에서 고찰해보면 중미지역의 기본적인 물 관리와 위
생 관리에 해당하는 환경 인프라 서비스의 효율성과 질은 상당히 낮은 편이
다. 현재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이 분야에 대한 많은 투자와
기술적 접근 및 관리 관행의 발전이다. 일반적으로 오늘날 많은 중미 국가들
은 이 지역에 부족한 환경 서비스 분야 발전에 대한 사적 기업들의 참여 및
해외투자(FDI)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국가들은 이 분야에
대한 규제 프레임을 강화하여 개별 국가들의 환경보호는 물론 사회 및 경제
발전을 위한 디딤돌로도 이용하고자 한다. 기본적인 환경 서비스의 제공과
향후 환경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과 능력이 많이 부족한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은 그래서 중요하고 시기적절하다. 문제는 이런 환경 서비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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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중미시장 접근을 위해 투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올바른 진출 방안
마련을 위한 어떤 규제 및 제도적 프레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선행 지식
습득이 요원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제적 차원과 한국적 개념 그리고 중미지역의 녹색산
업 분류 방식을 통합적으로 수용하여 다음 섹션에서 중미지역의 환경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 산업 등에 대한 전반적 현황과 제도
적 발전 정도를 분석해 한국과 중미지역 간의 상호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
들을 탐색해보겠다. 비록 중미지역의 녹색산업 개념이 생태환경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 특수한 정의를 가지고 있지만 국내외적 차원의 개념정
의에 맞게 개념 수위를 조절하여 세 지역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통일되는 환
경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그리고 에너지효율화 산업 분야를 녹색산업으로
분류해 다루기로 한다. 재생에너지 분야나 에너지 효율화 분야도 현재 많은
제도· 정책적 측면에서 새로운 산업군으로 떠오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제3
장), 이를 중미지역의 녹색산업군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먼저 이러한 양 지
역 간에 공유 가능한 상호 관련성에 대한 언급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이러
한 산업의 토양이 되는 지역의 일반 환경 상황 분석을 통해 이 지역의 환경
일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거시
적 관점에서 중미지역 차원의 환경에 대한 인식변화와 제도, 기구, 법 그리
고 다양한 지역 차원의 환경 프로그램의 발전에 대한 탐색도 선행지식습득
차원에서 중요한 요소다(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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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중미지역의 환경제도와 환경 일반

1. 중미지역 환경제도 발전: 법, 기구, 프로그램, 제도적 문제점
가. 중미지역 국가들의 환경법
모든 중미국가들은 오늘날 환경관련 법제들을 발전시켜오고 있으며 그 현
대화에도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다. 행정부 내에 모든 환경관련 부서들이
존재하며 개별 국가들의 환경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 과테말라
(MARN), 온두라스(SERNA), 니카라과(MARENA), 코스타리카(MINAE),
파나마(ANAM) 등은 입법 과정과 다양한 행정적 이행을 통해 환경 문제를
다루어 오고 있다. 엘살바도르도 가장 늦었지만 환경부를 신설하고 일반 환
경법의 입법화를 추진했다.3) 구체적으로 이들 중미 국가들의 1990년대에 환
경법 발전에 대한 사항들을 보면 [표 2-1]과 같다.4)

3) 중남미 입법 관련 중요 사이트 http://www.lexadin.nl/wlg/legis/nofr/legis.php 참고.
4) 하상섭(2010), “라틴아메리카 환경보호 담론발전과 제도화” 중남미연구, 29:1, pp. 457~49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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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 중미 개별 국가들의 환경법 발전 ❚
국가명

환경법

연도

환경보호법(Environmental Protection Law)

1992

코스타리카

환경법(Ley del Medio Ambiente)

1998

엘살바도르

일반 환경법(Ley General del Ambiente)

1993

과테말라

환경보호와 개선법(Ley de Protección y de Mejoramiento del medio
Ambiente: 2000년 행정기구법으로 개혁)

1986

온두라스

환경기구법(Ley Orgánica del Ambiente)

1995

니카라과

천연자원 및 환경 일반법(Ley General del medio Ambiente y los
Recursos Naturales)

1996

환경 일반법(Ley General del Ambiente)

1998

천연자원 및 환경 일반법(Ley General sobre Medio Ambiente y
Recursos Naturales)

1998

벨리즈

파나마
도미니카
공화국

현재 모든 중미 국가들은 환경평가 및 환경보호 차원의 발전 활동에 대한
규제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보다 지역공동체 차원의 환경보호를
위한 제도적 발전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나. 중미지역 환경기구
1) 중미환경발전위원회(CCAD)
‘중미환경발전위원회(Central American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CCAD)’의 역할은 공식적으로 이 지역의 모든 환경과
관련된 전략과 계획을 만들어 내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가장 잘 알려진
업무는 ‘중미환경계획(PARCA)’이다. 이 계획은 본래 ‘중미통합시스템(SICA)’
의 환경 담당 총사무국(DGMA-SICA)에 의해 발전되었고, PARCA(중미환경
계획)는 CCAD의 실질적인 하부 기구로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지역의
환경보호에 저해가 되는 도전 과제들을 탐색하고 사전에 해결 방안들을 만
들어 내 전략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CCAD와 개별 국가들에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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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담당한다. 이들 업무에서 오늘날 중점적으로 다루는 분야는 산림과
생물다양성, 물, 청정생산과 환경관리에 대한 제도적 강화 분야이다. 각 분야
에서 근본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자연 자원 이용에 대한 태도의 변화, 여성
의 적극적 참여, 그리고 사회적 혹은 생태학적 취약성 감소, 환경관리의 탈
중앙화 및 참여와 사회적 평등의 적극적 지원 등이다. 이러한 취지를 통해
PARCA는 공동체 협력 차원에서 CCAD의 강화와 개별 국가들의 국내 환
경제도 강화를 돕고, 이 지역의 환경관리 기구들의 조화를 가장 중요한 목적
으로 활동중이다. 이 중미지역 환경계획은 또한 다음과 같은 다양한 환경 이
슈들을 중미지역 환경보호 차원에서 고려해 국제공동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환경친화적인 개발 메커니즘, 생물다양성, 국제습지조약인 람사르,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국제무역, 환경과 지역의 경
쟁, 환경 분야에서 정치· 금융· 기술의 협력 그리고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
동 및 처리에 관한 국제협약인 바젤 협약 등과도 연관을 맺고 활동을 하고
있다.
중미환경계획인 PARCA의 주요 분야 환경보호 전략은 중미산림전략
(EFCA), 생물다양성보호(ERB), 중미수자원통합개발계획(PACADIRH) 등이
다. 2003년 CCAD는 ‘메소아메리카에서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
용을 위한 지역 전략(ERB)’을 통해 생물다양성기술 위원회를 10년 단위로 중
미지역의 산림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개별 국가 간 정책적 조율과 통합을 유도하
기 위해 협력 사항을 발표했다. 2002년 구성된 중미산림전략 EFCA는 국제산
림패널(IPF)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산림을 중미 개별 국가들의 경제, 사회 그
리고 환경 발전을 위한 중요 자산으로 받아들이고 빈곤 극복과 담수 부족 해결
그리고 이 지역에 빈번한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중미수자원통합개발계획인 PACADIRH는 중미지역의 환경 이슈
중 가장 중요한 수자원 관리를 전담하는 기구로 1997년 수자원지역위원회
(CRRH)와 중미환경개발위원회가 공동 노력으로 형성시킨 프로그램이다.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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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수자원 관리에 대한 대중 여론의 리드, 개별 국가 간 발생한 수자원 분쟁
에 대한 해결, 개별 국가 들 차원의 수자원 관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의 지원
등에 대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외에도 CCAD에 의해 중미지역 차
원에서 관리되는 ‘중미 오염방지 및 감축전략(PROSIGA)’ 프로그램은 쓰레기
처리장과 오폐수, 위험한 고형쓰레기, 가스방출을 통한 대기오염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적 차원의 노력의 산물이다.

2) 중미환경발전위원회(CCAD)의 역할과 위원회
중미환경발전위원회(CCAD)의 의장은 개별 중미 국가 정상들이 순번으로
돌아가며 맡는다. 사무국과 지역 차원의 기술위원회의 구성은 각국의 장관들
이 맡고 있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기후변화위원회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종(種)의 중미 국제무역위원회
∙습지위원회
∙생물다양성 기술위원회
∙가뭄과 사막화 기술위원회
∙환경영향평가 기술위원회
∙중미산림자문회의(CCAB)
∙중미환경보호지역자문회의(CCAP)
∙메소아메리카 환경정보시스템(SIAM)

이렇듯 다양한 기술위원회를 두어 중미지역의 환경을 통합적으로 이슈별
로 관리하는 CCAD는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
다. 하지만 이 기구의 원활하고 활동적인 역할은 인적자원의 부족, SICA 예
산의 부족, 중미 국가들의 정치적 의지 부족 등이 많은 문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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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CCAD는 해외의 기부 공동체들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지역의 자연자원 및 환경 관리 측면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이행하고 있
으며, 그 지위와 위상에 있어서 지역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강한 기구
로 존재하고 있다.
SICA 차원의 또 다른 중요한 중미 환경기구는 1998년 설립된 중미지역
‘자연재해공동방지센터(CEPREDENAC)’다. 이 지역 자연재해를 방지를 위
한 다양한 역할 수행과 더불어 지역의 위험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과테
말라에 본부를 둔 이 기구는 재해방지를 위한 전략과 계획의 수립, 조기경보
및 정보와 경험의 교환, 재난위험관리에 대한 지방정부들의 능력 개발, 위급
상황 관리에서 국가들의 제도 강화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오늘날 SICA와 연결된 수자원관리 지역위원회(CRRH)는 1966년 설립되
었다. 기후변화와 함께 수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및 이의 개발 강화
를 위한 업무를 전담한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중요한 기구가
되었다. CRRH의 역할은 지역차원에서 수자원의 유용성과 이의 사용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수자원을 질과 양, 지정학적으로 그
리고 시기적으로 어떻게 분배하고 그 유용성을 확보하느냐에 중요한 기구이
다. 기상학적으로 그리고 수문관측학적 차원의 기관들이 주요 행위자들이다.
CRRH는 수자원의 사용과 사용자 모두를 고려대상으로 하며 중미 개별 국
가들의 수자원 분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행정사무국은 코스타리카에 있고 각국의 위원회와 다양한 수자원 관련
기구들과 공동으로 협력하고 있다.

3)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중미경제통합은행은 1960년 지역개발은행으로서 이 지역의 경제성장과 사
회평등 그리고 환경보호 차원에서 설립되었다. 이 은행은 지역의 다양한 개
발 프로젝트에 대한 신용을 제공하며 주요 사회기반시설 인프라, 산업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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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투자한다(글상자 2-1 참고). 온두라스의 떼구시갈파(Tegucigalpa)에 있는
이 은행은 중미 국가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투자를 희망하는 스페인, 콜롬비
아, 아르헨티나, 멕시코 그리고 대만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많은
환경 관련 프로젝트들이 CABEI가 관리하는 체제로 유럽연합(EU)이나 유럽
투자은행(EIB)에 의해 투자되고 있다.

❚ 글상자 2-1.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 ❚
∎ 설립
1960년 중미지역 4개국(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을 회원국으로 창설.
1960.12.13 니카라과 마나과에서 체결된 협정(Constitutive Agreement)을 바탕으로 중미지역
최대의 금융기관으로 회원국의 사회경제적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통합과정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
1963년 코스타리카 추가 가입.
1961.5.8 공식 업무 시작.
∎ 설립 목적
중미지역에 부족한 자본을 외부로부터 끌어들이는 금융협력 창구로서 중미지역 고용창출, 생산
성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개발에 기여. 지역경제통
합을 촉진시키며, 균형적인 경제성장 달성과 환경보호.
CABEI는 다자 지역개발은행으로서 중미경제 통합일반협정에 의거하여 역외자본을 유치하고
중미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개발과 성장, 사회개발, 그리고 역내 협력증진에 필요한 금융자본
을 투입하는 기능을 수행.
*2010년 제3차 한-SICA(중미통합체제)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은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및 SICA 역외옵서버 가입에 합의.
자료: 기획재정부(http://mosf.go.kr) 재인용.

CABEI는 오늘날 환경 관련 투자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세계전략
2004~2009’를 통해서 중미지역의 ‘환경적 통합’의 선호도를 보여 오고 있
다. 합리적 관리와 보존의 강화 그리고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부문에
대해서 투자를 증대시켜오고 있다. 지붕적인 투자 부문을 살펴보면 수계 및
수자원 관리, 환경관련 법제화, 탄소신용마케팅 분야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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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UCN(ORMA)
일명 ‘오르마’라 불리는 IUCN 메소아메리카 지역 사무소는 1987년부터
이 지역에서 자연자원 관리 영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민간 기구다.5)
중미지역에 분포된 80여 개가 넘는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다양한 위원
회를 두고 활동을 하고 있다. 생태계 관리, 교육과 커뮤니케이션, 환경법, 환
경· 경제· 사회 정책, 보호지역과 종다양성 분야 등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코스타리카의 산호세(San José)에 본부를 두고 국제환경법, 환경영향
평가, 물, 습지 그리고 해양자원관리, 환경법, 지속가능 산림, 환경의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한 연구와 지역적 적용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진 기구로서 그 역할과 함께 많은 국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CATIE(열대우림 농업연구 및 고등교육 센터)는 자연자원 연구,
관리 그리고 기술적 협력 분야에서 잘 알려져 있다. 1973년 미주농업협력
(IICA: Inter-American Institute for Cooperation on Agriculture)의 소산
으로 설립된 이 기구는 모든 중미 국가들과 여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로부
터 금융 지원을 받는다. 코스타리카의 투리알바(Turrialba)에 본부가 있으며
직원만 500명이 넘으며 한 해의 예산이 2천만 달러에 달한다. CATIE는 두
분야로 나누어 업무를 진행하는데 자연자원과 환경 그리고 농업과 혼농임업
(임업을 겸한 농업) 분야다. 식물 유전자 자원의 지속가능 사용과 관리, 가축
및 농작물(커피, 카카오, 한해살이 작물, 바나나 등) 개발, 산림 관련 활동,
보호지역과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수계통합관리, 환경기업의 경쟁과 환경재
및 환경 서비스의 사회경제적 영향 등에 대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CATIE의 장점은 국가, 지역 그리고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
고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기본적으로 연구, 교육, 프로젝트 개발이라는 삼박
자를 융합해 지속 가능한 인간개발과 자연자원 보호를 융복합적으로 이루어

5) http://www.iucn.org/about/work/programmes/business/bbp_aboutus/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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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있다는 점에서 발견된다.
중미 원주민 및 농민협회(ACICAFOC)는 1994년 결성된 공동체 중심의
환경기구이다. 이 기구는 사회 및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지방지역 차원의 통
합을 증진시키는 목적을 가진 기구로 사회와 환경 그리고 문화적 취약성을
가진 공동체들이 만든 단체다. 원주민, 아프리카 후손 공동체 그리고 농촌공
동체들 사이에 가교역할을 하며 이들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개발하여 환경
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구로 성장하고 있다.
연구와 산업기술 중미연구소(ICAITI)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목적과 업무
를 위해 설립되어 활동 중이다. 자연자원의 조사와 산업생산 과정의 개발,
중미지역에 기술의 적용과 이전, 산업부문에서 효율성 증대와 비용 절감, 중
미지역 수준의 기술표준 개발, 원자재와 완성품의 질 보장 시스템 개발, 지
역통합 과정에 공동협력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비록 청정기술 개발과 생산
품의 품질 보장 업무를 통해 ICAITI는 친환경적인 기업관행과 자연자원의
합리적인 사용 부문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또 다른 중미 환경관련 기구들은 중미와 파나마의 영양연구소(INCAP),
중미농업위원회(CAC), 중미 농업협력 지역위원회(CORECA), 농업보건 지
역국제기구(OORSA), 중미 지방자치연맹(FEMICA) 등이다.

다. 중미지역 환경 프로그램
국제개발협력 차원의 노력들은 이 지역에 많은 지속가능한 개발 프로젝트
들을 만들어오고 있다. 1989년 유럽연합에 의해 발주되고 CABEI에 의해
관리된 중미 국경지대 발전 프로그램(FOEXCA; 4천만 달러 예산)은 중미지
방정부들(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의 통합된 발전과 다자
가 참여하는 중미 국경지대 수계통합관리시스템을 돕는 프로그램이었다. 이
와 비슷하게 2000년도에는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사이 국경지대의 수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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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시스템 형성을 도우며 2003년에서 2010년 사이 사업이 추진 중이다. 중
미재건프로그램(PRRAC)는 1999년에서 2002년 사이에 유럽연합의 지원에
의해 발주된 프로그램으로 허리케일 미치(Mitch)로 인해 환경적 피해를 당
한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그리고 과테말라 재건을 위한 프로그램이
었다. 물과 위생시설 인프라 구축에 많은 도움을 준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
다. 환경파괴와 환경취약 감소를 위한 지역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PRRVDA
프로그램은 2005년 시작되었으며 수자원과 관련된 토지사용계획과 수계관리
분야에 집중 투자되었고,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
리카 등이 혜택을 입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중미지역의 국제환경기구들인
CEPREDENAC, CRRH, 그리고 CCAD가 자연재해 방지, 수자원 관리 그
리고 환경 분야에 공동 협력했다.
중미지역 차원에서 추진 중인 ‘메소아메리카 생태계 회랑(Mesoamerican
Biological Corridor; CBM)’ 프로젝트는 모든 중미지역 국가들의 협력으로
진행중이다. 이 대형 프로그램은 CCAD의 조직적인 리드하에 그리고 지속가
능한 발전이라는 모토하에 중미지역의 보호지역들을 연결하고 보존과 생물다
양성의 합리적 이용을 통합해 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중미지역 환경프로그램으로 가장 잘 알려진 프로그램은 ‘플랜 뿌에블라
파나마(PPP)’다. 멕시코 정부에 의해 추인되고 미주개발은행(IDB)의 조정
하에 중미 국가들이 전략적으로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
중 하나다. 이 지역의 경제발전과 빈곤감축, 인간지식과 자연자원의 보호를
위해 향후 25년 간 계획되어 있는 프로젝트다. 구체적인 프로젝트 내용을
보면 지속가능발전, 인간개발, 자연재해보호, 관광 증진, 무역촉진, 도로통합,
에너지 상호연결, 그리고 텔레커뮤니케이션 발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
지만 에너지 상호연결이나 도로통합 부분은 IDB나 CABEI의 재원에 상당
히 의존해야 하며 따라서 상당 시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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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미지역 이슈별 환경 제도화의 문제점
앞에서 상기했다시피, 중미지역의 환경 이슈 중에 가장 현안은 수자원 관
리다.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공급과 위생시설, 수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적 노
력, 수자원 유용성 강화를 위한 생태계 관리와 보존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
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개별 국가마다 수자원의 관리를 다루는 법적
제도적 문서들은 서로 다른 해석들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보건, 농업,
토지이용, 에너지 부문의 법과 규제 조항들이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
와 마찬가지이다. 중미지역 전체 지역통합(SICA 혹은 CAFTA-DR)이 진행
되고 있는 가운데 수자원 관리 차원의 통합적인 노력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중미지역의 물과 위생시설의 지역적 네트워크를 주제로 한 2004년 산살바도르
에 개최된 ‘중미수자원협정’은 나름대로 많은 진보를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지역 차원의 노력은 단계적으로 더욱 발전할 필요가 있고 CCAD는 이 분야
에 대한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수자원 관리문제와 함께 중미 환경 이슈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는 환
경오염 관리이다. 고체쓰레기 관리문제 또한 시급하게 제도화해야 하는 사항
이다. 하지만 지역 차원의 고체 쓰레기 관리시스템을 만들기에는 많은 한계
가 있다. 여전히 개별 국가 차원의 노력에 의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산업 측
면에서 해결점을 모색해보면 최근 이 지역에서 기업 차원으로 등장한 청정
생산 조직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들의 기술 이전은 이 지역의 고체 쓰레기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와 물을 덜 소비하고 쓰레기를
덜 배출하는, 예를 들어 쓰레기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과 방식이 보편
화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생산을 위한 농경지의 확대와 산림벌채에 대한 통제불능 상태로 중미
의 산림은 고갈되어 가고 있다. 중미지역 차원의 적절한 산림관리 정책이 만
들어져 이를 규제하고 산림에서 얻을 수 있는 의료용 식물, 야생을 보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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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의 생태적 기능(담수보유, 토양보호)을 복원해야 할 것이다. 비록 환경보
호지역 등은 잘 보존되고 있지만 여타 다른 비보호 산림지역으로 이러한 인
식과 규제 정책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산림 소유주들은 관리 시스템의 이
행으로부터 적절한 인센티브를 받아야 하며 관리 및 보호를 위한 교육도 받
아야 할 것이다.

2. 중미지역 환경 일반
가. 중미지역 주요 환경문제와 이슈
지정학적 환경으로 중미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홍수,
태풍, 화산 활동, 지진 등 수많은 자연재해에 심각하게 노출된 지리· 환경적
특성을 갖는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는 수자원 관리의
문제로 이는 대개 ‘유역관리(watershed management)’의 문제로부터 발생하
는 수질오염과 관계가 깊다. 이와 더불어 담수의 생산 및 분배, 농업 및 산
업용(에너지용 포함) 필요, 위생시설 및 수 처리, 수자원을 둘러싼 사회갈등
등 언제나 물과 관련된 문제들이 환경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엘살바도르의 경우는 비록 작은 국가이기는 하지만 도시지
역에 지나치게 인구가 집중되어 수자원의 공급이 늘 부족하고 이웃 국가들
에 수자원 공급을 상당할 정도로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유역관리 부
문에서 커다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물 공급량 부족도 문제지만 수질 악
화가 더욱 큰 환경 이슈다. 강과 호수를 통해 오염된 물들이 국민의 건강과
경제발전의 방해물로 등장했다. 미숙한 도시 개발 계획과 함께 도시에 인구
가 점점 집중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프라 건설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불행히도 부적절한 수자원 관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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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휴유증은 더욱 국민의 환경적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수자원
에 대한 정확한 지식의 부족과 이에 수반하는 비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자
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변
화의 요구와 움직임도 이를 반대하는 다른 세력들에 의해 방해를 받고 있다.
수질오염과 관련해서 모든 지역에서 ‘고체쓰레기 관리(solid

waste

management) 문제가 제일 중요한 이유로 보고되고 있다. 고체 오물은 잘
수거되지 않고 있으며, 수거된다고 하더라도 관리적 차원에서 특별한 취급이
되지 않고 부적절한 장소에 방치되기 일수다. 농화학 제품들은 사전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취급되고 있어 물과 토양 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중미지역
의 대다수 대도시들에서- 예를 들어, 테구시갈파, 산호세 그리고 산살바도르 등발생하고 있는 대기 오염은 더욱 환경 이슈가 된다. 이러한 대기오염의 주원
인은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다.
빈번한 자연재해, 풍부한 자연자원 관리의 부족과 더불어 이 지역의 환경
문제는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산림관리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관리
지식의 부족과 약한 제도적 접근 문제뿐만 아니라 농작물 생산 증가를 위한
토지 이용의 확대 문제가 주요 원인이며, 이 지역에서 산림은 보존과 보호
차원이 아닌 ‘생산적’ 부문으로 인식이 팽배해 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오
늘날 보다 긍정적인 것은 이 지역의 산림들이 점점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환경보호를 위해 중요 보존 지역으로 등록되고 있다는 것이다.

나. 중미지역 공동체 차원의 환경보호 인식 및 협력 확대
물리적인 환경 변화는 환경을 이용하는 환경 행위자들의 변화 없이는 불
가능하다. 제도적인 차원의 거버넌스를 통해 환경보호 행위에 변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비록 제도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중미
환경발전위원회(CCAD)’는 중미지역 국제기구로서 이를 위해 아주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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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고 있다. 각국의 환경 관련 장관들이나 관계자들이 모여서 만든 이
국제제도(기구)는 오늘날 해외 지원에 의한 의존이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줄
여가면서 합법적인 제도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른 기구로는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CEPREDENAC이나 수자원과 관련된 CRRH가
주목을 받고 있다. 물론 국가적 차원으로는 환경보호를 위해 많은 부분 해외
원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기부나 보조금 형태에 상당히 의존적이다. 사
적 부문을 활용한 환경보호 정책들도 많이 독려되고 있다. 국제제도가 관여
하는 환경보호를 위한 모든 프로젝트들은 환경 실천매뉴얼과 절차매뉴얼을
가지고 있다. 환경인식에 대한 태도 변화를 사회 전체적으로 내재화하기 위
한 교육과 캠페인 그리고 이를 행동으로 연결하는 교육 등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환경문제는 국제적인 문제이다. 현재 동질적으로 중미 국가는 모든 나라가
동일한 환경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 지역
에서 환경보호에 호의적인 보호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국제협력의 주제가 되
고 있고 지역적으로도 이 주제는 지역통합을 위한 공동의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 측면에 있어서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 발전해
야 하며, 지역 전체적으로는 환경에 대한 보편적 관심 분야에서- 예를 들어,
법적 제도적 프레임 형성, 정보 교환 등- 네트워크가 강화되어 지역적 차원
에서 관리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확하게 이 지역의 환경보호 활동과 관련해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환
경 이슈들은 오폐수 처리 등을 위한 위생시설 인프라 구축, 또는 토지 이용
과 농작에 관련된 분야들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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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 중미지역 환경보호를 위한 기술적 해결 현안들 ❚
부문
수질

환경오염
천연자원 관리

구체적 사항
지속가능한 물 공급과 위생시설 보장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지식의 발전과 법적체계 지원
수자원 유용성 보장을 위한 생태계의 보존과 관리
고체 오물 쓰레기 관리 증진
청정기술개발과 이의 보급
합리적 산림 관리
국제협정들에 효과적 적용 및 이의 실질적 이행 증진

정책 및 제도적 차원으로는 개별 국가들은 환경 능력의 발전을 위해 국제
적 차원에서 이를 관리할 기구들은 물론 시민사회와 더불어 정확한 환경 정
보를 공유해 문제점을 동시에 인식해야 하며, 국가뿐만 아니라 사적 부문들
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중미지역 차원의 환경보
호 규정과 절차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다. 중미지역 유형별 주요 환경이슈
비록 중미 국가들이 그들의 지리 및 지정학 위치- 예를 들어, 산맥 구성,
해양 위치, 습도 정도 그리고 건조 지역 분포- 등과 발전 경향 등 동일한 지
역 특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환경의 문제들은 공통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환경 파괴는 지역 전체적으로 악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고 있다는 공통점이다. 많은 인구가 분열된 상태로 빈곤이라는 사회경제적
조건 속에 있으며, 경제 대부분이 중미 지협 전체적으로 천연자원에 의존한
경제 상태를 보이고 있고, 이와 더불어 농촌지역의 높은 취약성 그리고 도시
민들의 자연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환경악
화와 열악한 사회경제적 조건들 사이의 강한 연결성에 높은 도시화 현상까
지 겹치면서 지역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화와 산업오염이라는 환경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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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
니고 있는 것이다.
메소아메리카 지역으로도 알려져 있는 중미지역은 비록 세계에서 영토적
으로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생물다양성에서는 12%에 달하는 풍부함과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그리고 벨리즈 지역을 따라 남동 해안 연안으로
1,600km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보초지역(reef barrier)을 지니고
있다. 열대우림지역, 반건조산림지역, 대초원과 산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지역은 또한 현재 세계적 기준으로 아열대나 열대의 해변이나 하구의 습지
에서 발달하는 숲인 맹그로브(mangrove) 숲의 8%를 점하고 있다. 자연환경
이 풍부한 이 지역은 부적절한 자연자원 관리로 인해 내륙은 물론 해양생물
다양성마저도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다. 최근의 UNEP(유엔 환경계획)의
보고에 의하면 이 지역에서만 1990~95년 사이 6백만ha의 산림이 사라졌으
며 822종의 식물종이 위협에 처해 있고 3억ha 이상의 토양이 오염되었으며
이는 산림파괴로 인한 토양 침식과 지나친 방목을 위한 무분별한 토양의 이
용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사회경제적으로 농촌이나 도시 지역의 빈곤 계층들은 고소득 계층들에 비
해 자연재해에 심각하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자연재해의
위협은 온두라스 남쪽 지방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뭄 피해, 엘살바도르나
니카라과에서의 화산 분출, 온두라스, 니카라과 그리고 엘살바도르 지역의
홍수 피해와 함께 모든 중미지역의 일반적인 자연재해 현상인 도시와 도시
근교에서의 발생하는 홍수와 산사태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 들어 이 지
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 피해는 지난 시기들과 그 정도를 비교
해 보면 빈번하게 그리고 아주 강하게 발생하는 원인이 이 지역에서 변화가
심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
경이슈와 자연재해 현황을 보다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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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리적 환경: 지리·지형 및 자연재해 위협
지리적으로 중미지역은 멕시코 남부지역의 테우안테펙(Tehuantepec)의 좁
은 협곡에서 출발한다. 중미라는 지협은 북서쪽의 화산암 지대로부터 습곡과
단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남단 지역으로는 파나마와 동쪽으로 국경을 맞대
고 있는 콜롬비아의 아트라토(Atrato) 강 계곡이 있다. 지형학적으로 미주
2

대륙에서 중간에 위치한 지역으로 대략 55만km 에 달하며 7개국을 포함한
다. 주요국으로는 벨리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그리
고 파나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중미통합체제(SICA: 1993년 파나마, 코스타
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과테말라, 온두라스, 벨리즈 와 더불어 도미니카
로 구성된 중미 8개국이 이 지역의 민주적 통합과 지역경제 통합을 총괄 조정
하기 위해 발족한 기구)의 회원국으로 가입한 도미니카 공화국도 포함한다.

❚ 그림 2-1. 중미지역 국가 지도 ❚

자료: http://www.geographicguide.com/caribbean-map.htm.

이 지역에서 개별 국가로는 니카라과가 가장 큰 국가이고 엘살바도르가 가
장 작은 영토를 가진 국가이다. 토지와 기후 그리고 생태적 환경은 다양한데,
이는 온두라스에 있는 해발 2,870m 셀라께(Celaque) 산맥으로부터 파나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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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비알(Fluvial; 해발 0 이하) 계곡에 이루기까지 다양한 지형적 상이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카리브 판상의 서쪽 끝에 위치한 이 지역은 또한
2010년 아이티 대지진의 사례처럼 지진활동에도 상당히 노출된 지리적 특징
을 갖는데 현재도 최소 15개 이상의 지진을 동반한 활화산이 활동중이다.

2) 기후 및 기후변화
북회귀선((the Tropic of Cancer)과 적도 사이에 위치해 있는 중미지역의
기후는 기본적으로 위도상보다 해발 고도에 따라 다양하다. 몇몇 특징 지역
을 관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뜨거운 온도를 지니고 있는 지역으로는 ‘tierra
caliente’ 지역으로 해발고도 915m 정도에 위치한 지역으로 연평균 기온이
24도 혹은 그 이상을 보인다. 온화한 기후를 가진 지역으로는 ‘tierra
templada’ 지역으로 해발 915~1,830m에 위치한 지역으로 온도는 연평균
18~24도 사이이고 마지막으로 추운 지역으로 ‘tierra fría’로 불리는 지역으
로 해발 1,830~3,050m 사이에 있는 지역들로 연평균 13~18도 사이의 온도
를 보이고 있다. 중미 쪽 카리브 연안과 동쪽 산맥 경사면은 일반적으로 태
평양 연안이나 서쪽 산맥 경사면에 비해 연간 강수량이 두 배 이상 많다. 태
평양 연안 쪽이 상대적으로 건조한 이유는 차가운 캘리포니아 해류
(California Current)에 의해서 발생하는 한랭 기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해류는 페루 연안 주변에 형성된 홈볼트 해류(Humboldt Current)처럼 공기
를 차갑게 해 대기가 많은 수증기를 흡수하는 것을 방해하고 따라서 많은
강우량의 가능성을 적게 하고 있다. 반면에 카리브 해양의 따뜻한 해양 기류
는 대기가 풍부한 수증기를 흡수하도록 하며 흔한 편동풍에 의해서 대륙에
많은 강수량을 발생시킨다. 많이 응결된 형태의 강우량이 편동풍과 함께 중
미 대륙의 높은 산맥에까지 이르게 된다. 강수량이 심한 지역으로는 니카라
과-산 후안 델 노르테(Nicaragua-San Juan del Norte) 극동에 있는 모스키
토(Mosquito) 연안 지역으로 해마다 6,350mm의 강우량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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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발생하는 홍수와 가뭄은 이 지역의 농업활동과 경제발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특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그리고 니카라과의 서부지방
에서 흔히 발생하는 가뭄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심지어 정기적인 강우량도
불평등한 분배구조로 인해 지역에 따라서는 오랜 기간 동안 가뭄에 노출되
어 농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데 2002년 촐루테카(Choluteca) 분지의
가뭄 피해가 대표적인 예다.

3) 수자원 및 담수
중미지역에서 가장 긴 강은 카리브 지역으로 흐르며 작은 지류들은 태평
양을 향해서 흐르고 있다. 큰 강으로 알려진 것들은 과테말라의 모타구아
(Motagua), 온두라스의 우루아(Ulúa), 아구안(Aguán) 그리고 온두라스와 니
카라과 국경 지역에 위치한 코코(Coco), 니카라과의 리오 그란데(RíoGrande), 에스꼰디도(Escondido)와 니카라과와 코스타리카 국경에 위치한
산 후안(San Juan) 등이 유명하다. 카리브 해로 나가는 강들은 작은 선박을
통해 항해가 가능하지만 태평양 쪽으로 흐르는 강들은 너무 가파르고 수심
이 낮아 항해는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중미지역은 커다란 세 개의 호수를 가지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니카라과에
있는 니카라과 호수(Lake Nicaragua), 마나구아 호수(Lake Managua) 그리
고 파나마에 있는 가툰 호수(Gatún)가 대표적이다.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
하는 파나마 운하의 한 지류로 가장 상업적인 수로로 알려진 것은 가툰 호
수(Gatún)다.
중미지역은 수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수자원을
관리하고 개발하는 모델은 심각한 위기 상태에 있다. 이 수자원을 이용하는
수많은 중미인들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서 가장 일
반화된 위협 요소는 특히 니카라과, 온두라스 그리고 과테말라 지역의 농촌
과 도시 지역에서의 수자원에 대한 접근 부족이 큰 문제이다. 엘살바도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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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특별히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인위적인 인간 활동으로 수자원의 오염
이 증가하고 있어 문제 되고 있다. 특히 엘살바도르의 지정학적 특징을 보면
지협의 남서쪽으로 배수로시설이 존재하고 지역의 대부분이 감소된 농경지대
를 보유하고 있어서 수자원의 대부분은 온두라스와 과테말라의 상류수에서
기원한다. 과테말라에서 온두라스 그리고 엘살바도르까지 422km 길이의 긴
강으로 흐르며 오늘날 산살바도르(San Salvador)의 주요 수자원 수입원은 렘
파 강(Lempa River)이다(글상자 2-2 참고).

❚ 글상자 2-2. 렘파 강(Lempa River) ❚
렘파 강(리오 렘파)은 중미지역에서 422km를 흐르는 긴 강이다. 이 강의 원류는 과테말라 남
부의 오로파(Olopa)라는 도시에 근접한 시에라 마드레(Sierra Madre) 산맥과 시에라 델 메렌
돈(Sierra del Merendón) 산맥에 있다. 과테말라에서는 이 강을 리오 오로파(Río Olopa)라 부
르며 온두라스로 진입하기 전까지 남쪽 방향으로 30.4km를 흐르다가 엘살바도르에 진입하면
강의 이름이 리오 렘파로 바뀐다. 온두라스에서는 이 강이 오코테페게(Ocotepeque) 유역까지
31.4km를 흘러 내려가다 엘살바도르의 국경 시딸라(Citalá) 라는 도시에서 만나 엘살바도르 남
부 내륙까지 360km를 흐르며 태평양 연안에 도달한다. 이 강으로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는 국
경을 나누고 있다. 렘파 강 유역 혹은 분지는 엘살바도르 영토에서 49%를 차지할 정도로 방대
하며 78%의 인구가 이 분지에서 발전한 도시들에서 생활하고 있고 여기에는 수도인 산살바도
르를 포함한다.
자료: http://www.snet.gob.sv/Geologia/NacimientoEvolucionRLempa.pdf

❚ 그림 2-2. 엘살바도르의 렘파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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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지역민들의 일상적인 거주 지역은 강 유역에 분포되어 있다. 이는 다
음 세 가지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이다. 농업(관개 및 가축사육), 공동
체생활(가정용 물 공급) 그리고 산업 이용이다. 이러한 상황과 이유는 특히
온두라스에 가장 적합하다.
수자원은 수력발전, 항해, 어업, 광산업 그리고 환경과 레크리에이션 등을
위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요구들을 충족시킬 만한 수자원이 없다면 더욱
문제겠지만 중미지역은 이를 충족한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요구와 함께 더
욱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 관리문제이다. 하지만 이 지역은 여전히 관
리에서 중요한 수자원의 이러한 분야별 소비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자료
가 부족하다. 이와 더불어 얼마만큼 물의 채수(water withdrawal)가 진행되
고 있는지에 대한 지역적 통계도 부족하다.

❚ 표 2-3. 중미지역의 연간 수자원 이용분야별 분류 ❚
3

(단위: km )

농업용

가정용

산업용

라틴아메리카 지역 중미지역 총사용

9.4

1.8

8

12.2

77 %

15%

12.2%

5%

주: Cubic kilometre: the volume of a cube of side length one kilometre (1,000m), equal to a
teralitre, 1km3 = 1,000,000,000m3 = 1 TL
자료: FAO - Land and Water Development Division 2004

위처럼 농업, 가정, 그리고 산업 분야에 대한 수자원 공급의 지속성은 이
지역 거주민들의 미래 사회를 지속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지속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점증하고 있다. 수자원 관리의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오폐수처리, 심지어는 해양생태계 관리 문제까지 인식의 공유가
증가하고 있다.
개별 국가마다 수자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었으며 이런 지식을 보강
하기 위해 최근에는 수자원 관련 데이터, 예를 들어 강의 흐름 측정, 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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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수위 등에 대한 정보 수집에 집중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
히 지하수의 정확한 용량이나 정도 혹은 잠재적인 채수량 조사조차 잘 알려
져 있지 않다. 게다가 수자원에 대한 정확한 비용도 연구 조사되지 않아 광
산 활동과 같은 일종의 채취산업이 진행될 시 우선 대상으로 고려조차 되지
않고 있다. 중미인들이 수자원을 환경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일부 형성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사회 정책적으로는
내재화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흔히 물은 사용자에 의해서 아무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인식되기 일수다. 수도꼭지는 항상 열려지고 개별
가정들의 정원에는 지나치게 많은 물들이 낭비된다.
오염은 이 지역 주민들의 수자원 이용의 또 다른 걱정의 원인이다. 수자
원과 관련된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주목하는 부분이다. 수질오
염은 시당국이 관리하는 오폐수처리 미숙으로 발생하는가 하면 농업 활동에
서 나오는 화학제품에 의해 그리고 유기질비료에 의해서 흔히 발생한다. 오
염된 물은 호수나 해양으로 유입되어 또 다른 환경의 생태계를 광범위하게
파괴하고 있다. 이 결과는 생물다양성의 파괴현상은 대개 중미지역의 해양
연안에서 커다란 환경문제로 연결되고 있다.
위생과 그리고 사용한 물의 관리문제는 이 지역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
하야 하는 환경문제다. 예를 들어 코스타리카의 중앙 계곡(Central Valley;
수도인 산호세가 있는)의 경우 사용된 물의 처리가 겨우 3%선에서 이루어지
고 있을 뿐이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다른 자연 생태계환경을 위험에 처하
게 하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예다.
중미지역 거주민들의 식수와 농업활동 그리고 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호수의 수질환경 파괴는 환경파괴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다. 니카라과
의 마나구아 호수의 경우는 완전히 부영양화의 전형을 보여준다. 거주민들의
오폐수 방치와, 고형쓰레기 폐기, 산업쓰레기 방치 등으로 인하여 이미 회복
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온두라스의 요호아(Yojoa) 호수의 경우는 근처의

59

제2장 중미지역의 환경제도와 환경 일반 │

광산산업 활동의 증가로 이미 금속오염이 급속하게 진행되어 있고 여타 농업
활동, 가축사육, 에너지 개발산업 등의 영향으로 호수의 침전도는 가파르게 증
가하고 있다. 파나마의 가툰 호수도 이미 진행중인 파나마 운하(Panama
Canal) 확장 공사의 영향으로 이 지역 생태환경 파괴가 진행 중이다.
수질 오염 증가와 함께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환경파괴 문제는 고형폐
기물 처리 및 관리 부족과 관련이 있다. 쓰레기는 중미지역 모든 공공장소에
서 발견되며, 시와 근접한 외곽 도시들, 강 유역과 하천 제방, 공원 등지에는
플라스틱 봉투들과 폐기용 병들이 난무하고 있다. 지방의 시 당국들이 이를
수거하고 처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흔히 이러한 서비스는 전시
용으로 진행되거나 하여 실질적으로 거주민들을 위한 최대의 환경 서비스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생적인 쓰레기 매립 시스템도 갖추고 있지 못 하
다. 대부분의 거주민들은 이러한 고형쓰레기를 개별적으로 가정 내에서 소각
하거나 단순하게 가까이에 있는 강이나 호수 유역에 쓰레기를 방치하고 있
는 형편이다.

4) 토지 및 토양 이용
최근 중미지역의 농업용 토지를 통한 생산성은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추
세다. 거의 75%에 달하는 농업용 토지가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중미 개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문제이며 이는 토양의
질과 관련이 있다. 생산성의 감소는 중미인들의 식량주권에 상당히 위협적인
요인으로 등장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빈곤 계층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
다. 토양의 질 저하 원인을 보면 대부분이 인간 활동의 증가를 통해 발생하
는데 다음과 같은 주요 요인이 있다. 중미지역 구릉지대 대부분과 해양연안
저지대의 토지 영양 결핍은 심각한 문제다. 농화학 제품들에 의한 오염과 가
공할 만한 발생률을 기록 중인 토양 침식의 문제 그리고 초목 식물들의 생
태 환경 파괴 현상들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이 중에서도 엄청난 규모의 농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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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은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농약 제품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제한적
사용에 대한 정보 등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지만 종국에 이러한 제품의 과
다 사용이 역으로 토양이나 수질 오염으로 되돌아온다는 경제적 역효과에 대
한 인식이 부족한 것도 토양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토지 이용 전환 추세 또한 엘살바도르의 비옥한 토지 이용에 강한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에서 일하는 친인척들이 송금으로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추세
가 늘고 이런 송금경제에 의존하는 가정이 증가하면서 토지 이용의 전환 현
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의 현상 변화에 대한 욕구가 그들의 농업지역을 도
시화해야 한다는 동기가 부여되면서 식량 생산을 위한 토지가 급감하고 있
고 점점 생산성 있는 토지의 감소 경향을 유도하고 있다.
토지 소유와 불평등한 토지 분배는 이 지역의 또 다른 심각한 이슈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광범위한 형태의 토지 이용 계획이나 지속가능한 발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토지대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아주 드물게 시당국(프로
젝트)들이 공식적으로 토지대장이라는 서류 없이 그들의 업무를 진행하는 정
도다.

5) 대기와 대기오염
중미 도시지역은 1990년대를 통해서 엄청난 인구가 밀집해 사는 도시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에서의 인구 증가는 대부분 도심 지역에
서 엄청난 자동차 이용의 증가를 가져왔고 따라서 도시의 대기 오염도 폭발
적으로 증가했다. 중미지역 도시에서 해마다 자동차 이용의 증가는 16% 이
상 증가하고 있을 정도이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이후 엘살바도르의 도로에
서 자동차 수의 증가는 두 배를 넘고 있고 현재는 50만 대에 육박해 있다
(2005년 수치). 도시 대기 오염의 거의 70% 정도 원인이 이렇게 증가한 자
동차로 인한 교통량의 증가에서 발생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주범은 전통적
으로 잘못 관리된 오래된 트럭이나 버스 그리고 요즘에는 저급의 연료(납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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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함유 가솔린)를 주유한 개인 자가용들이 주범들이었다. 하지만 근래에 들
어 이런 납 성분 함유 가솔린 에너지 서비스를 점차적으로 폐지해가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중미 국가 중 대기의 질 관리에 선도국이다. 코스타리카 정
부는 1996년 납 성분 함유 가스 사용을 전면 금지 조치했고 대기오염에서
납의 비율을 3분의 2로 낮추었다. 게다가 코스타리카 모든 자동차에 연간
배기가스 배출 점검 장치 부착을 의무화했으며 수입되는 차들은 반드시 촉
매 변환 장치(catalytic converter; 자동차 공해 방지 장치)를 부착 하도록
했다.

6) 생물다양성 및 생태 자연보존
중미지역은 지정학적으로 북미와 남미 지역 생태계를 중앙에서 연결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 결과적으로 북미지역과 남미지역의 동식물군이 동시에 발
견되는 특수성을 지닌다. 카리브 산림 저지대와 태평양연안 지역의 환경은
남미의 열대우림지역의 특징을 닮았다. 이는 특히 해발 1천m 이하에 있는
지역들에서 유사한 기후 환경의 특징을 보인다. 수많은 야자유, 나무 고사리,
리아네(열대산 칡의 일종), 착생식물(혹은 기생식물 epiphyte; 식물의 표면이
나 노출된 바위 면에 붙어서 자라는 식물로 기근(氣根)과 같은 특별한 기관
이 발달해 있는 것도 있는데 빗물이나 수증기 또는 여기에 녹아 있는 영양
염류를 뿌리와 잎 면으로 흡수) 등이 이 지역이 강수량과 습기가 많은 지역
임을 반영한다. 해발 1,000~1,600m 지역에서 식물군은 북미지역과 비슷한
군락의 특징을 보인다. 소나무나 참나무 산림군락은 멕시코의 고지대에서 나
타나는 식물군과 유사한 환경을 지니고 있다. 과테말라 고지대의 식생은 미
국이나 멕시코의 특징과 유사하며 코스타리카의 해발 3,100m 이상 고산 지
대의 장초형 식물군의 특징은 남미지역의 안데스 산맥의 수목 한계선의 특
징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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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향은 중미지역에 분포하는 동물들의 삶과도 많이 닮아있다. 고양
이 과의 주머니쥐, 재규어, 재규어런디(jaguaroundi), 오셀롯(표범 비슷하게
생긴 야생 동물), 얼룩살쾡이 등은 남미의 특징을 갖고 있는 동물 종이다.
반면 퓨마, 회색 여우 그리고 코요테(개과에 속하는 북미산 야생 동물) 등은
북미지역에 서식하는 동물들의 특징을 갖는다.6)
중미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존과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이들
동식물의 서식처 파괴와 다양한 종의 멸종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50년 동안 이 지역에서 발생한 서식지 변경은 심각한 수준이다. 반 건
조 지역으로 농업 활동의 증가는 산림벌채나 습지 고갈을 가져와 많은 동식
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도 더욱 점증할 것으로 보이
는 농업활동의 집중, 플랜테이션 농업활동으로 산림지역의 파괴, 건조지역에
서 경작을 위한 새로운 기술의 발전, 해양연안 지역의 변경 등의 최근 경향
은 이 지역 생물다양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물론 중미지역 지방정부들과 국내 NGO 단체들은 이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보존지역을 지정하고 공원화해 관리하고 있거나 환경교육 프로
그램과 건전한 발전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도 하다. 수많은 토지
가 보존지역으로 그리고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환경보호가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유형의 생태계는 보호지역 밖에 위치해 있다. 게다가 현
재 지정된 많은 보존지역들조차 비록 법적으로 보호 지위를 확보하고 있지
만 적절한 관리 및 실질적인 보호는 부족한 형편이다. 예를 들어, 온두라스
의 경우는 코스타리카의 25% 보호구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3%만이 보호

6) 아르마딜로(아메리카 대륙에 사는 가죽이 딱딱한 동물. 공격을 받으면 몸을 공 모양으로 오그림), 개미
핥기, 나무늘보 등은 남미의 특색을 보이며 사슴은 북미의 특징을 보인다. 급속한 환경파괴의 영향으
로 생물다양성이 훼손되고 있지만 여전히 해우(바다소), 수중생물 등은 중미지역의 작은 늪지대에서
서식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녹색거북이나 이구아나 등은 식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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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미 국가들은 생물다양성의 사회적 가
치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를 재평가해서 생물다양성은 물론 자연 자
원을 새로운 상품(에코투어리즘)으로 개발하여 미래 사회경제 발전에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중이다.
한때 중미지역은 유럽의 식민지배자들에게 광물의 보고였다. 온두라스, 니
카라과의 고지대에서 금과 은이 발견되었다. 게다가 오늘날 온두라스는 납,
아연, 구리 그리고 저 강도 철의 산지이다. 니카라과는 태평양연안 지역에서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다. 과테말라의 이자발(Izabal) 지역에
풍부한 니켈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나하(Chinajá) 지역에는 상당한
정도의 석유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파나마 역시 세로 콜로라도(Cerro
Colorado) 지역에 풍부한 구리 매장이 확인되었다. 중미지역의 광물 채굴
혹은 화석연료 탐사 등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증폭되면서 환경보존 지역 보
호, 생물다양성 보호, 인간의 환경인권 보호 등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등
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온두라스나 과테말라에서 심각하다. 중미
지역은 6,630km의 해안선을 지니고 있으며 56만 7천ha의 방대한 맹그로브
지역 그리고 1,600km에 달하는 산호초 군락 지형을 해양 생태계로 보유하
고 있다. 4만km로 중미지역 전체의 8%에 달하는 습지대가 해안 연안과 내
륙 저지대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게다가 천연 산림의 7%에 달하는 지역이
맹그로브 지역으로 중미지역의 대표할 만한 생태계이다. 이 지역의 50% 이
상이 국경지대나 공유 습지 그리고 분지에 포진해 있다. 중미 모든 국가는
현재 이를 보존하기 위해 람사르(RAMSAR) 협약의 회원국이다.7)

7) 람사르 협약(Ramsar Convention)은 습지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국제 조약이다. 공식 명칭
은 ‘물새 서식지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이다. 줄여서 ‘습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Wetlands)’라는 약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르에서 18개국
이 모여 체결하였으며, 1975년 12월 21일부터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01번째로 람사르 협약에 가입
하였으며, 2008년에는 경남 창원에서 람사르 협약의 당사국 총회인 ‘제10차 람사르 총회’를 개최한 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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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미지역 국가들의 녹색산업
및 녹색산업시장 현황

중미지역의 경우 공식적으로 집계된 녹색산업과 녹색환경시장에 대한 자
료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한 양적 분석과 평가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한
계에도 불구하고 본 장에서는 중미지역 녹색산업의 일반적인 현황과 잠재력
그리고 오늘날 이 지역 녹색산업시장에서 새로운 이슈로 등장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자료 부재의 한계를 다소나마 극
복하고자 한다. 특히 중미지역 개별국가들의 환경산업의 발전 정도, 환경시
장에서 주요 논의되는 환경설비, 기초위생시설, 식수, 쓰레기처리 및 환경 컨
설팅 분야 등의 상황들을 점검해보고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발전 측면에서
도 분석해본다. 생활환경 분야의 환경산업 발전 정도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에너지효율화 산업에 대한 현황과 정책 그리고 제도적 발전도 분석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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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미지역 국가들의 환경산업
이 지역 국가들의 환경산업의 현황은 환경산업 시장의 구조와 행태, 규제,
기술발전의 정도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 환경산업은 크게 물, 기초
위생 그리고 오폐수 관리와 관계된 환경설비 분야와 상업적 환경 서비스와
환경 컨설팅과 같은 비설비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중미지역 환경산업 일반 현황
1) 환경설비
오늘날 중미지역의 환경산업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이 지역의 수질과
기초위생과 같은 환경설비 관련 기반시설의 효율성과 서비스 질 개선의 중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환경설비 기반시설은 대규모 투자와
기술 접근성 그리고 운영경험을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한 민간기업의 참여가 환경설비 분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민간기업의 시장 진입에 앞서 국내환경과 사회 그리고 국가
의 개발목표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규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
하게 맞서고 있다. 이와 같은 우려는 이 지역의 높은 빈부격차와 사회적 부
의 불평등으로 인해 환경설비의 민영화가 기초 위생서비스로부터 빈민들을
소외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미지역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제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기초 환경 서비스를 지원할
능력이 부족하다.
도미니카공화국에서는 그동안 수질과 기초위생서비스 그리고 유해 폐기물
수거와 처리가 대부분 공공기관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점차 환경
서비스에서 민간 기업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비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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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수질과 식수공급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관련 기관들 간의 협력을 보다 증가시키고 모든 수준에서의 효율성
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대화된 법적규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신중
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영화 추진은 무엇
보다도 빈곤계층에 미칠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만 한다. 현재 수질과
기초위생 서비스 시장은 근본적인 법적 규제개혁과 사회적 영향평가 없이
민간 기업들에게 개방되었다. 외국기업들은 도미니카 공화국의 고체폐기물
수거와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재활용은 전적으로 민간 기
업들이 맡고 있다. 이 밖에도 많은 외국 기업들이 식수와 수 처리와 같은 기
초 기반시설서비스 관련 건축을 포함한 환경 서비스 시장에 진출해 있다.
온두라스의 경우 민간기업의 환경 서비스 투자에 있어서의 가장 큰 장애
는 제도적· 법적 규제장치이다. 비록 국가의 환경 서비스 시장 독점을 제한
하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더라도 실제적으로 이 법률은 집행되지 않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수질과 기초위생의 경우 법적 규제가 아직 완결되지 않
은 상황이며, 더욱이 현행법은 5백 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모든 지역에
대한 기초적인 식수와 위생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국영기업이 창설되었던
40년 전에 제정되었다.
니카라과에서의 폐기물 처리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다. 지자체 법은 쓰레
기 수거를 비롯한 약 50개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 외주를 허용한다.
현재 22개의 지자체의 쓰레기수거 사업은 민영화되어 있다. 니카라과는 국내
기업과 외국기업 모두에게 환경 서비스에 대한 허가와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기초 환경 서비스는 주로 공공기업에 의해서 제공
되고 있다. 니카라과의 경우 특히 하수, 오폐수처리, 쓰레기수거 그리고 매연
모니터링과 같은 환경 서비스는 주로 공공부문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일
반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다 현대화된 기
반시설과 보급률 증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가 환경기반시설 서비스에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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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투자가 필요한 이유이다. 니카라과의 공기업과 민간기업들 모두 제한된 지식
과 기술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파나마의 경우 대도시에서의 고체폐기물 서비스는 대부분 민영화되었다.
민영화의 주된 이유는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부재였다. 비정부기구는 기초위
생서비스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체폐기물 프로젝트는 미주개발은
행(IDB)의 지원을 받아 쓰레기수거를 분권화하는 전략을 이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소규모의 영세기업들에게 허가권을 줌으로써 혜택을 분배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영세기업들의 기술적· 재정적 능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고용을 창출하고 쓰레기의 양을 줄임으로써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주
민들의 건강을 증진시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이슈별로
중미지역 환경설비 분야의 구체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가) 식수
대부분의 중미지역 국가들은 충분하거나 혹은 적절한 양의 수자원을 보유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리브 섬 국가들의 강우량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물에 대한 현행법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물과 관련
된 서비스의 상업화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니카라과의
경우 법률 제 440조 ‘물 이용권 파기 법’이 2003년에 통과되었다. 이 법은
사기업에 대한 어떠한 인허가도 불허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
며, 이 법안이 발효되면서 식수, 하수도 혹은 하수처리 시설을 공급하고자
하는 민간자본의 물 관련 시장 진입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중미지역의 식수
와 기초위생시설관련 사업은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으나, 그럼에
도 불구하고 외국자본과 합작자본 기업들의 활동할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한다.
중미지역은 비가 내리는 시기와 지역이 매우 불규칙하기 때문에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이 필요하다. 중미
지역 국가들의 주된 산업은 농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의 물이용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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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징을 나타낸다. 물은 주로 관개, 일상생활 소비 그리고 산업적 목적으
로 이용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열악하고 비효율적인 수송과 배분시스템 망
의 문제로 물을 수송하고 분배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물들이 유실되고 있
다. 물에 대한 각 국가의 정책적 우선순위는 매우 상이하다. 과테말라의 물
보급률은 74.5%이며, 온두라스는 80%, 니카라과는 65%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은 73.6%이다.

나) 기초위생시설
중미지역 국가들의 기초위생시설 현황은 매우 유사하다. 기초위생시설 서
비스는 국가가 제공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전형적인 문제인 경제적 불안정
으로 인해 예산 규모가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환경과 국민들의 기본적인 필
요를 만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하수도와 하수처리시
설의 보급률은 매우 낮은 편이며, 지하수와 해수의 오염도 심각한 상황이다.
국가별 특징을 살펴보면, 온두라스의 경우 상위 5% 가정의 86%는 하수
도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지만, 하위 5% 가정의 경우 단지 24%만이 기초
위생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하위 5% 가정의 31%는 정화
조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서비스 혜택 범위와 질에 대한 절적할
정보의 부족과 전문기술력의 부족과 부재가 온두라스의 하수 및 위생서비스
정책의 개선을 어렵게 하고 있다.
니카라과의 경우 도시에서는 34%의 주민들이 하수도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농촌의 하수도 서비스 보급률은 공식적인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경우 전체 인
구의 20.1%는 하수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하수도 폐수의 48.5%는 정
수처리장에서 정화되며, 나머지 경우 도시에서는 주로 정화조에서 그리고 농
촌에서는 재래식 화장실에서 처리된다.
중미 모든 국가는 기초위생시설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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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역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중미에서는 위생시설 관련 대부분의 서비
스를 국가가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서비스 이용 지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매우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다) 고체폐기물
도시 폐기물의 수거와 처리 문제는 중미 모든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관련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열악한 예산으로 인해 효율적인 서비스를 안
정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지자체 정부는
이 서비스를 소규모의 개인 영세업체에 맡기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은 불가능한 상황
이다.
폐기물 수거와 처리 관련 서비스의 경우 도시 보다는 지방에서 보다 체계
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쓰레기를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의 부족으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병원폐기물과 같은
유해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턱 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매립지 관
리는 심각한 환경문제가 되고 있으며, 장비와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온두라스의 경우 고체 폐기물 운영은 매우 비효율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영역에서의 쓰레기 관리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하지만, 처리시설과 매립지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술적 수준 역시 매우 낮은 상황이며, 폐기물 수거 방법과 업체들도 마
차부터 현대적인 압착장치가 부착된 수거트럭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매립지에서 폐기물이 처리되는 방식도 매우 무질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의 기술 수준은 수거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최종 매립지에서는
가정, 병원, 농업 폐기물들을 구분 없이 받고 있으며, 일부 폐기물은 땅에 매
립하거나, 사설매립지에서 소각되기도 한다. 니카라과의 경우 93개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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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가 폐기물 수거 서비스를 제공한다.
니카라과의 폐기물 수거 서비스 보급률은 49%에 달한다. 니카라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75%는 가정쓰레기이며, 나머지 25%는 상업과 병원 그
리고 산업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다.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61%가 수도 마나
구아(Managua)에서 발생하며, 90%가 수거된다. 다른 도시의 경우 62% 정
도 수거된다. 전체 지자체의 71%가 수거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56%는
매립지를 보유하고 있다. 98%의 쓰레기들은 노천 매립지에서 처리된다. 폐
기물 처리방식은 건강에 유해한 해충피해를 막고 부피를 줄이기 위한 소각
방식을 택하고 있다. 파나마의 경우 70%의 국민들이 26개의 지자체에 밀집
되어 있으며 일인당 하루에 0.6kg의 쓰레기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통합적인
폐기물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 수거율은 40~50% 정도
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열악한 폐기물 수거율은 자원의 부족, 환경문화의 부재 그리고
환경규제의 해이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환경규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만성적인 경제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건강을 위한 적절한 폐기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고 있다. 니카라과와 도
미니카공화국은 민간 수거업체들의 폐기물 서비스를 허용한다. 즉 이 국가의
폐기물 서비스 시장에 대한 거대자본의 외국 기업들의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라) 재활용
재활용은 중미지역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 혹은 위생적 요인에 대한 어떠한 고려나 통제 없이 매립지에서
용역을 고용하여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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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대기오염
대기 관련 서비스는 대체로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
고 제한하기 위한 공공의 목적으로 제공된다.

2) 환경컨설팅
중미지역 많은 국가들은 환경과 관련된 전문 서비스 분야의 역량을 강화
하고 있다. 도미니카의 경우 새로운 투자를 허가하기 전에 의무적인 환경영
향평가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SEMARN)에 350명의 컨설턴
트와 컨설팅 회사들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 중 3분의 1은 2000년부터 환
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 중 25%의 컨설턴트들은 외국인들이다.
온두라스의 경우 물과 기초위생, 환경영향평가, 환경감사과 관련된 전문 서
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이 환경부에 등록되어 있다. 온두라스의 경우 80개
의 디자인 회사, 30개의 건축회사 그리고 158명의 컨설턴트가 있다. 니카라
과의 경우 등록된 전문가의 전문성이 매우 낮다. 제시된 통계수치 역시 일반
적으로 추정치이다. 따라서 환경컨설팅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뢰할 만한
통계정보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이들 회사들은 전문적으로 기초
위생 기반시설, 수처리 시설과 정화시설, 유역보호, 수질관련 사업에 전념하
고 있다. 도미니카의 경우 통계수치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수요
의 특징과 필요성만으로 이 분야에 대한 질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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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별 환경산업시장 현황
1) 과테말라(Guatemala)
가) 주요 환경이슈
과테말라에서는 삼림파괴와 토질악화가 주된 환경이슈이다. 1890년 이후
50% 이상의 삼림이 파괴되었다. 최근까지도 장작이 국가의 주된 에너지원이
기 때문에, 연간 8만ha의 삼림이 사라지고 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1990~2000년 과테말라의 산림전용률은 평균 1.7%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은
벌목회사들과 정유회사들의 난개발과 화전농법으로 특히 페텐(Petén) 열대우
림지역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잇다. 국가의 통제가 닿지 않는 빈농의 증가
는 토질악화와 수자원 감소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2년에는
270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2만 2천5백ha가 유실되었다. 농촌지역의 경우 화
력의 70%를 땔감이 차지하기 때문에 땔감을 얻기 위한 무차별적인 벌채가
이루어지고 있다. 화력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는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
고 있다.
과테말라에서는 농업이 GDP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60%가 농업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커피작물은 과테말라의 주요
수출작물이다. 그러나 최근 커피값의 하락으로 새로운 작물로 대체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심각한 산림파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농약으로 인한 상
수원과 호수의 오염문제도 농촌의 심각한 환경문제로 지적된다.
인구의 증가 역시 녹지를 감소시키면서 토질을 악화시키고 모든 분야에서
환경오염을 배가시키는 원인이다.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소비의 증가를 가져
와 숲, 목초지 그리고 습지가 주거지와 농작물 재배지로 전용되고 있다. 토
지전용의 치명적인 결과는 동물들의 서식지감소와 이 지역 야생 식물들의
멸종위기로 나타난다. 동시에 다수의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어류, 나
비류 그리고 많은 식물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포획 및 채취되고 있다.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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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부터 과테말라는 동식물들의 번식을 보호하기 위해 다수의 국립공원과
유역보호구역을 지정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한 조치였
으나, 증가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역부족이며, 더욱 적극적
이고 체계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문제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 부재는 1972년 스톡홀름 회의에 참가한 후 귀국한 한 과테말라 단체가
긴급히 정부의 환경위원회창설을 촉구하면서 국가의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부상하였다.

나) 법률
1985년 개정된 과테말라의 헌법 제64조와 제67조에서는 삶의 질의 한 부
분으로서 환경보호를 보장하고 있다. 1986년 4월 15일 환경보호와 개선을
목적으로 법령 제68-86에 의해 국가환경위원회(CONAMA)를 창설하였다.
이 기관의 핵심적인 업무는 환경 관련 전문기구들의 활동을 감독하는 것이
며, 특히 새로운 산업을 위한 환경평가는 고유한 업무영역이다.
2001년 환경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환경과 천연자원부(MARN)가 창설되
었다. 환경과 천연자원부의 업무는 세 영역으로 구분된다. 첫째 영역은 환경
의 질 분야이다. 둘째는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운영 분야이다. 그리고 셋째
는 위의 두 분야에서 파생되는 문제들과 관련된 분야이다. 삶의 질 분야에
대한 책임은 MARN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운
영 분야는 MARN과 다른 정부기구 즉 농업, 축산 그리고 식품부(MAGA),
에너지와 광물부(MEM) 그리고 국가산림연구소가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마
지막으로 셋째 분야는 교육부, 대학, 연구소, 생산부문협회, 환경 그리고 자
연자원과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기관들이 맡고 있다.
2003년 12월 정부합의안 제791-2003호에 따라 환경관리의 정치적 프레
임워크에 대한 규제가 승인되었다. 이 규제는 적절한 환경관리를 위해 국가
가 선언한 이상적인 조건으로 해석된다. 환경관리의 정치적 프레임워크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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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환경의 질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촉진시키는 데 있다. 즉 자연유
산의 보호와 개발을 의미한다. 이 규제의 원칙들은 예를 들어 국가 보호구역
과 산림의 정치적 프레임워크, 과테말라정부가 비준한 국제협약 등 일상적인
환경문제와 자연자원 관리에 관여하는 다양한 부문들과 행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립되었다. 환경관리의 정치적 프레임워크의 주요 원칙들은 다음
과 같다: 지속가능한 발전, 공공재(사유재에 우선하는), 시민의 참여와 사회
적 책임, 생물다양성 보호, 사회적 평등, 성의 평등, 이중문화와 다문화 존중,
예방조치, 환경윤리 등이다. 정책적 영역은 정책주제에 대한 제안을 포함한
7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글상자 3-1 참고). 이러한 제안들은 특별히 어
느 한 개의 축에만 속하지 않는다. 어떤 것은 중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
며, 하나 이상의 정책적 축에 해당되기도 한다.

❚ 글상자 3-1. 과테말라 환경관리정책과 주제 분야 ❚
1. 환경의 질과 문제와 관련된 정책적 영역
a) 환경예방 축
b) 환경복원 축
c) 환경평가, 통제 그리고 준수 축
2. 자연유산의 지속적인 운영 축
a) 재생가능하지 않은 자연자원 축
b) 재생가능한 자연자원 축
c) 생물다양성의 보존 축
d) 강 유역과 물 축
3. 다양한 영역과 축에 걸쳐있는 주제 분야
a) 제도적 분야
b) 경제생산 분야
c) 사회적 분야
4, 주제 분야
a) 제도적 분야
b) PIB에 기여하는 부문과 생산 분야
c) 사회 분야

따라서 환경관리와 자연자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근본적

75

제3장 중미지역 국가들의 녹색산업 및 녹색산업시장 현황 │

으로 평화협약(Acuerdo de Paz), 사회발전정책 그리고 지방발전정책에 기반
한다.

다) 환경산업
과테말라 환경산업의 주요 소비자는 전통적으로 공공부문과 환경활동을
향상시키거나 환경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다른 회사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는
다양한 제조업 부문이었다. 공공부문은 또한 환경 서비스의 중요한 공급자이
기도 하다. 공공부문의 역할은 상수도시설, 폐수처리, 폐기물관리와 처리, 자
원과 조림 관리를 위한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데 있다. 상수도공급과 같은 환
경 서비스는 에너지부와 같은 국가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폐기물의 경
우 주로 민간업체들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간기업의 경우 주로 대기오염과 산업폐기물처리와 같은 서비스에 참여
한다. 민간기업의 대표적인 예는 과테말라 설탕협회다. 이 조직은 쓰레기처
리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문기술자들에 대한 투자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과도한 비료의 사용으로 인한 토양오
염과 사탕수수의 섬유질 쓰레기로 인한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한다는 비판
을 받고 있다.

⑴ 상수도와 배수시설
경제활동에 있어서 물은 토지 다음으로 중요한 자원이다. 물의 52.4%는
경제활동인구에 의해서 소비되고 있다. 수력자원의 통합적 관리계획을 위한
연구에서 GDP에서 물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는 12억 5천만 달러였으
며, 이중 55%가 농업, 16%는 산업, 13%는 수력에너지 발전, 11%는 해양
교통 그리고 5%는 수산업과 상수도공급에 사용되었다. 물과 관련된 환경 서
비스에는 특히 폐수, 위생시설 그리고 쓰레기 처리가 포함된다.
그러나 과테말라에는 아직까지 환경 서비스와 관련된 경제적 지표가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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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물 시장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최근 그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대학연구소와 다양한 연구기관들에 의해서 데이터베이
스 구축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과테말라의 경우 약 3백만 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상수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약 6백만 명은 배수시설 없이 살고 있다. 지방의 경우
상수도 보급률은 59.5%이며 배수시설 보급률은 36.3%밖에 되지 않는다. 지
방에서의 낮은 보급률은 원주민 인구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공
급되는 물 중 단지 15%만이 식수로 사용가능하며, 5%만이 하수처리가 가
능하다. 과테말라의 경우 중미에서 가장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⑵ 대기오염
대기오염에 대한 연구는 1995년 스위스의 지원을 받아 과테말라 산까를로
스 대학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과테말라의 8개 지역에서 측정되었고, 수도인
과테말라 시의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는 세계 주요도시의 오염도보다 높게 나
타났다. 특히 PM10의 농도는 기준치를 초과하여 인체의 건강에 위험을 미
치는 수준이었다. 국제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물질들로는 SO2, NO와 NO2
그리고 Pb였다. 납으로 인한 오염은 휘발류에 첨가제 사용을 금지한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나머지 지역에서의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는 교통수단의 낮은 비율과 공장
의 낮은 집중도로로 인해 낮게 나타났다. 지방에서의 대기오염은 주로 전기
에너지 생산과정과 식물, 쓰레기, 제초의 소각과정 그리고 화산활동에 의해
서 발생한다. 수도권 지역에서의 또 다른 주된 대기오염원은 SO2와 화산재
를 대량 방출하는 빠까야 화산(Volcán Pacaya)이다.
수도권 지역에서의 대기오염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대기오염물질 배
출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기오염 방지장치 시장은 확
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재정적 문제로 시장은 아직 안정적이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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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폐기물
(가) 고형폐기물
과테말라의 경우 폐기물수거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에 산업, 상업, 병원,
공장 그리고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심각한 환경문제가 되고 있다. 과
테말라에서는 연간 2백만 톤의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
시지자체 수준에서의 통합적인 폐기물관리는 부재한 상황이다. 일부 지자체
의 경우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수거 시스템을 고려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지자체의 경우 경제적· 기술적 문제로 폐기물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과테말라 시 당국의 경우 유일하게 케찰테낭고와 에스낀뜰라에서
고형폐기물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매립지가 부재하고, 기술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침출수처리, 메탄가스배출, 일반폐기물과 유해폐
기물 분리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다. 과테말라에서는 월간 325
톤의 병원유해폐기물이 배출된다(외국기업 진출 사례 분석 참조).
대도시 지역의 쓰레기발생은 1990년 하루 1,300톤에서 2003년에는 3,000
톤으로 급증하였다. 수도의 쓰레기 생산 비율은 30%에 달한다. 3,000톤 중에서
민간업자들이 처리하는 비율은 70%이며, 관할당국에서는 30%를 처리한다. 수거
된 모든 쓰레기들은 제3의 쓰레기장에서 처리되며, 10㎤가 증가할 때마다 처리되
며, 다른 10㎤는 셀렉토(selecto)라고 불리는 흙과 진흙자갈을 혼합하여 처리된다.
수거되지 않은 400톤은 거리에 방치되거나 빈민 넝마꾼들에 의해서 처리된다.
이러한 상황은 병균과 전염병의 원인이 된다. 유기물질의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와 쓰레기를 소각할 때 발생하는 유해가스가 공기 중으로 배출되면서
대기오염을 일으킨다. 이는 호흡기 질환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수도권 이외
의 지역에서의 공식적인 폐기물 수거율은 평균 8% 정도다.
(나) 재활용
재활용 시장의 규모는 날로 성장하고 있다. 재활용 물품의 수거와 선별은
시당국의 매립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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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안전장비나 보호장비 없이 행해지고 있다. 구아헤로스(guajeros) 또는 ‘페
페나도테스(pepenadotes)’라고 불리는 이들은 다양한 물건들을 재활용회사에
판매한다. 각 매립지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허가된 사람들과 회사에만 재활용
을 목적으로 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30
개의 재활용회사가 등록되어 있고, 회사별로 취급하는 품목이 특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9개의 회사는 폐지만을 구입하며, 6개의 회사는 저밀도의 폴리에
틸만을 구입하며, 한 회사는 상자만 그리고 다른 회사는 플라스틱만을 구입
한다. 재활용회사 외에 2개의 쓰레기소각회사도 있다.
재활용은 국가산업에서 많이 허용되어 있으나. 아직까지도 분리수거에 대
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60%의 폐기물은 재활용되거나, 재사용되며,
20%는 완전히 전환된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과테말라에는 재활용정책이나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⑷ 환경컨설팅 서비스
과테말라의 수도는 다섯 곳의 대학에서는 환경관련 학과를 개설했거나 환경
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기획프로그램청(Secretaria de Planicicación
y Programación)은 환경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컨설팅회사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
다. 목록에는 회사와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컨설턴트의 등록은 독점적이지 않다. 동일한 회사 혹은 컨설턴트가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동시에 일할 수 있다. 현재(2003년) 4백 명의 전문가들이 환
경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시설건설과 컨설트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라) 환경시장에 대한 평가
과테말라는 경제규모가 매우 작은 유아적 경제발전 단계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환경 서비스와 환경기반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큰 나
라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국가나 지자체의 기본적인 환경 서비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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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을 위한 기반시설이 필요하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업들이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며, 이들 기업들은 국내 환경규
정을 잘 준수해야 한다. 현재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계 회사들은 이
조건을 잘 충족하고 있다. 현재 과테말라는 파나마와 함께 중미에서는 유일
하게 환경 서비스에 대한 거래 제안을 제시한 유일한 국가이다. 과테말라는
생물다양성이 매우 풍부한 지역이다. 따라서 ‘자연경관보호서비스’, ‘환경공
학’, ‘조경설계’ 등 생물다양성 보호와 관련된 환경 서비스 분야는 매우 발
전가능성이 높은 사업이 될 수 있다.

2) 온두라스(Honduras)
가) 주요 환경이슈
도시 인구의 팽창, 벌목과 농지확장을 목적으로 한 산림파괴, 부적절한 토
지이용 관행과 난개발로 인한 토질악화와 토양침식, 광업 활동으로 인한 요
호아 호수(Lago de Yojoa; 국내에서 가장 큰 상수원)의 오염 그리고 여러
하천과 시냇물의 중금속 오염이 최근 주된 환경 이슈이다.

나) 법적, 제도적 그리고 정치적 프레임워크
OECD의 개념규정에 따라 온두라스의 환경산업을 살펴보면 특히 환경 서
비스 부분의 상수도와 배수시설, 고형폐기물 수거와 처리 그리고 생태관광과
관련된 서비스는 각기 상이한 법률로 규제되고 있으며, 매우 방대하고 때로
는 산만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환경법과 함께 자원이나 다른 서비
스와 관련된 법도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과 관련된 전문서
비스의 경우 환경 분야법과 관련된 법의 적용도 받지만, 동시에 조직과 관련
된 법의 적용도 받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3년 법령 제104-93조에 따라 환경 일반법이 제정되

80│ 한·중미 녹색산업협력 확대방안

었다. 환경 일반법은 환경의 보호, 관리 그리고 감독을 위한 많은 규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 밖에도 환경 일반법은 기업의 환경태도를 규제하고 오염
통제를 위한 많은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 환경 일반법에 따라 환경문제를 전담하는 자원과 환경청
이 창설되었다. 이 기구는 국가의 환경보호를 위한 연구, 계획, 프로젝트 그
리고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다양한 전문기구들과 행정기구들 그리고 지자체에 의해
서 이행된다. 이들 기구들은 토질, 대기 그리고 수질 오염의 예방을 촉진하
고 통제하기 위해 그리고 자원을 규제하고, 감독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사법적인 측면에서 환경 일반법에 의해 사법적인 성격의 모든 환경문
제를 평가하고 다루는 환경법 전담부서가 창설되었다. 이 환경 사법기구 외
에도 1994년 환경검찰이 추가적으로 창설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건강, 무역 그리고 개발을 규제하는 부문별 법이 존재한다.
이들 법들은 각기 상이한 기구의 감독 하에 있기 때문에 일부 환경산업의
경우 상당히 복잡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각 기관마다 고유한 목적과 정
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환경과 무역정책이 상충될 경우 조정에 어려
움이 있을 수 있다.
1990년대부터 무역자유화 조치가 취해졌지만, 환경산업과 관련하여 민영
화에 유리한 일관된 법률이 아직까지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
를 들어 2001년 법령 제74-2001조에 따라 국가계약법(Ley de Contratación)
은 사업자들에게 큰 장해물이 되고 있다. 이 법안 제1조에 따르면, 공공서비스
와 관련된 계약은 특별법에 따라 현행의 일반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이 밖에도 투자허가 혹은 인허가를 담당하는 정부기구인 국가 공
공서비스감독위원회(CNSSP)는 공공서비스제공과 관련된 운영의 효율성과
재정부분을 감독하고 있다.
정리해보면 환경산업에 대한 감독과 관리와 관련된 주요 법률들로서는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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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일반법(Ley General De Ambiente, 1993), 물관리법(Ley de Aguas,
1927), 보건법(Ley de Salud, 1991), 지자체법(Ley de Municipalidades,
1990), 상수도와 배수 부문에 관한 법률(Ley Marco del Sector Agua y
Saneamiento, 2004), 국가계약법(Ley de Contratación del Estado)이 있다.
이 법률들은 고유의 목적과 정책 그리고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 상이한 기관
들에 의해서 집행되기 때문에 조직간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 부서이기주의
로 인해 매우 복잡한 상황을 유발한다.
환경산업과 관련된 주요 행정기구들로는 보건청(Secretaria de Salud
Pública), 농업청(Secretaria de Agricultura), 국립 수로와 하수로 서비스
(Sevicio Autónomo Nacional de Acueductos y Alcantarillados), 산업과
무역청(Secretaria de Industria y Comercio) 그리고 298개의 지자체들이다.
법적· 제도적 프레임워크의 범위가 너무 방대하고 산만하기 때문에 환경산업
의 계획, 재정지원 및 투자, 규제와 통제, 기술적 지원과 감독 등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환경 서비스에 대한 권한은 행정부 혹은 지역
정부가 가지고 있다.

다) 환경산업
⑴ 상수도와 배수시설
상수도와 배수부문은 보건과 환경영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 부문은
전통적으로 중앙정부가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나, 1990년부터는 주도권
을 놓고 중앙정부와 실질적인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상수도와 배수시설 부문 법률이 제정되면서 서비스 정책과 기획, 규제, 통
제, 투자와 기술적 지원 그리고 제공을 규정하는 새로운 행정기관이 설립되
었다. 그러나 여전히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정된 새로운 법
률에서도 부서간 위계체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집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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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어려움이 많다.
현재 온두라스에서의 환경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1990년대 비정부기구와 해외 원조기구들의 지원으로 온두라스의 상수
도 배수시설 보급률은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온두라스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
라 그리고 거주 지역에 따라 물 서비스 제공에 차이가 있었다. 물 서비스는
주로 수도관을 통한 공적서비스로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농촌의 경우 공적
서비스 보다는 사적 혹은 공공서비스를 통해 제공받는 비율이 높다.
1990년대 정권들 모두 국가의 사회경제적 지표개선을 제1의 우선적인 국
정과제로 제시하였다. 이 정책은 사회적영역 즉 교육과 공공보건 분야에 반
영되었다. 그 결과 90년대 말 온두라스의 상수도 배수시설 보급률은 개선되
었다. 그러나 교육과 보건분야는 여전히 불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온두라스에서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른 상수도와 배수시설 이용 격차를 줄
이기 위해 한 가정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225달러이다.
현재 1만 8천 가정에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4백만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 배수시설 역시 약 1만 6천 가정이 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있다. 한 가정에 하수시설을 설치하는 데 183달러가 필요하다고 가정할 때
2천7백만 달러가 필요하다.

⑵ 대기오염
대기 오염과 소음 방지와 통제와 관련된 환경 서비스는 모두 정부가 관할
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환경자원청(SERNA)의 환경평가통제과
(DECA)와 오염연구통제센터(CESCCO)가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노동
과 사회복지청(STPS)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STPS의 경우 환경연구를 위
한 노동활동 평가를 위해서 민간단체를 통제하고 감독하는 서비스를 제공하
는 소음감독 분야에서는 가장 오래된 감독 기구이다.
1993년 환경 일반법이 발효되면서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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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 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8년까지 유해가스 그리고 자동차
매연과 분진의 통제와 배출에 관련된 규정이 제정되지 않았다. 기술적 능력
의 부재 그리고 감독, 평가 통제에 필요한 재정지원의 부재로 인해 관련 규
정 제정과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 소음오염 역시도 작업장에서의 규제를 제
외하면, 주무기관의 부재와 예산 그리고 기술의 부재로 인해 대기오염과 마
찬가지로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대기오염과 소음에 대한 민간투자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대기 그리고 소음 오염과 관련된 환경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주요 핵심도시에서는 소음과 경적 그리고 호흡기장애에 치명적
인 영향을 미치는 유해가스 배출과 고체 먼지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납(Pb), 이산화탄소(  ),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류의 메탄
혹은 폴렌, 이산화질소, 일산화질소, 그리고 아산화황 등은 주요 오염원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0년 오염연구통제센터(CESCCO)와 스위스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한 오염조사에서 테구시갈파의 오염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
났다. 미세먼지와 납, 이산화질소와 오존과 같은 분진물질의 오염농도가 높
게 나타났다. 대기오염 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투자는 매우 미비한 수준이다.

⑶ 고체폐기물 수거와 처리
고체폐기물과 유기폐기물 그리고 재생 혹은 재사용이 금지된 폐기물의 수
거와 처리는 법률에서는 지자체의 고유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현실적으로 폐기물 수거와 처리 관련 업무는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
한 민간업체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다. 90%의 경우 이 서비스는 소규모 업
체가 참여하고 있다. 테구시갈파의 경우 1998년부터 민간업체에 폐기물 수
거를 맡기고 있다. 현재 Compañia Constructora y Servicios Múltiples
S.A.가 민간업체로서는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 쓰레기 처리는 수거보다 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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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 더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 매립지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처리는
매우 산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정· 기관· 병원· 공장· 건설· 식물 쓰레
기 등을 구분하지 않고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1990년대에 이루어진 다양한 연구들을 보면 약 60%가 쓰레기 수거 시스
템에 불만족을 느끼고 있으며, 쓰레기 처리 부문에 대해서는 90%가 불만족
을 느끼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제 당국은 폐기물과 관련된
부문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현대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제3의 업
체에 폐기물 수거를 맡기고 있고, 테구시갈파(Tegucigalpa)와 산 페드로 술
라(San pedro Sula)매립지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인구 밀집지역의 지자체들
은 ‘깨끗한 도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폐기물 수거와 처리 관련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세부계획을 밝혔다. 고체폐기물과 모든 쓰레기 수거업체를
100% 민영화하겠다는 계획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⑷ 환경 컨설팅 서비스
이 유형의 서비스는 특히 사적 부문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3년 기록에 따르면, 80개의 설계회사, 30개의 건설회사 그리고 158명의
설계사들이 등록되어 있다. 이 회사들은 주로 설계와 기초 배수시설, 물 처
리장과 정수처리장, 유역보호 배수처리시설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고체
쓰레기 운반과 관련해 등록된 회사는 없다.

3) 도미니카 공화국(Republic of Dominica)
가) 주요 환경제도
2000년 8월부터 시행된 환경과 천연자원에 대한 일반법(법률 제64-00)은
지속가능한 삶과 환경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우려가 처음으로 법적 틀에서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이 법은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생태시스템에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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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동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통제하기 위한 통합적 과정으로서 환
경관리의 중요성을 부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2001년 6월 환경과 천연자원부(SERNAM) 내 환경 서비스 위원회가 창
설되었다. 이 위원회의 주요 목적은 첫째, 경제적 가치에 기반 하여 환경 서
비스지불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며 둘째, 이러한 경제적 가치를 국가유역시
스템에 포함시키는 것 그리고 자원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재
정자원을 확보하는 데 있다. 중미지역 많은 국가들의 환경 서비스는 아직 경
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즉 가격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환경 서비스의 상업화는 국내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나) 환경산업시장
⑴ 물과 기초위생시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의 물과 기초위생시설 서비스의 특징은 국가 중심적
이라는 것이다. 공공사업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결과 재정상
황과 기술적 여건이 환경 서비스의 질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물과 기초위생시설 부문과 관련하여 도미니카 정부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후견주의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 결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의
비효율성은 심각한 문제가 되어 왔다. 1997년 이후 정부는 점진적인 분권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지방수로분권화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20개 이상의 단
체들이 여러 마을의 물과 기초위생시설 서비스를 관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성과는 제한적이었고,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운영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
어내지 못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물 소비는 관개, 수력발전 그리고 가정에서 이루어진
다. 식수 공급률은 48.3%가 가정에서 직접 서비스를 이용하며, 24.3%는 공
동 식수원을 이용하며, 27.4%는 제한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 도미니카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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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경우 가정에서의 물 소비가 지역적으로 그리고 소득에 따라 매우 불평
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CEPAL)가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 수자원의 관리와 이용 실태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도미니카 공
화국의 도심지역에서의 물 소비율은 중미지역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1994년 INDRHI에 의해 수행된 보고서에 따르면 1994~2015년 도미니카
공화국의 물 수요는 두 배로 증가할 것이며, 특히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높
은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고 한다. 물 수요가 지속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물과 관련된 기반시설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
에 물이 사회적 갈등의 요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⑵ 하수 서비스와 오폐수 처리
기초위생시설과 관련하여 보급률은 매우 저조하다. 단지 20.1%의 인구만
이 하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48.5%의 폐수만이 처리시설에서 처리된다.
대부분이 현장에서 그리고 도시에서는 정화조에서 그리고 농촌에서는 변소에
서 자의적으로 하수와 폐수를 처리한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도미니카공화국의 급격한 도시화와 적절한 규제의
부재 그리고 기초위생시설에 대한 국가 투자의 부재로 하수와 오폐수 처리
는 처리시설이 아닌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책적인 측면에
서는 식수에 대한 투자가 하수나 위생시설에 대한 투자보다 우선되었기 때
문에 도미니카에서의 하수와 기초위생시설에 대한 투자는 매우 소홀하게 다
루어져 왔다. 그리고 하수와 오폐수 처리 비용은 물 사용량과 비례하여 책정
된다.

⑶ 대기오염
일반적으로 특정 기업들과 산업들이 대기오염통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즉 허가권을 가진 기업과 산업만이 대기오염통제 서비스를 시장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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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SERNAM은 기술적인 필요조건을 규정하여 기업들의 시장진입
을 관리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 서비스
시장에서 민간 기업에게 가장 개방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⑷ 고체폐기물 수거와 처리
1952년 지자체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시청의 청소과에서 폐기물 수거
와 이용 서비스를 담당해 왔다. 그러나 최근 산토 도밍고(Santo Domingo)
와 같이 인구가 집중된 일부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비효율적인 폐기물 관리
는 매우 심각한 도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고
체 폐기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최근 도
미니카공화국에서 고체폐기물 분야에서 나타난 중요한 변화는 첫째, 고체폐
기물의 이용과 수거에 있어서의 민간기업의 진입 허용과 둘째, 지자체정부의
재정지원의 증가이다. 점차 많은 시청들이 폐기물 수거와 처리 분야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에서는 전체 폐기물 가운데
25%가 재활용되고 있으며, 이중 1~2%는 상업적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⑸ 환경컨설팅
도미니카공화국은 투자를 허가하기 이전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환경영향평
가를 이행할 것을 법으로(법률 제64-00)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투자자
들이 환경컨설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분야 시장의 성장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현재 SERNAM에는 약 350개의 환경 전문가들과 기업
들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 중 3분의 1은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제출된 대부분의 보고서들은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의 전문 인력들에 의
해서 수행되었으며, 제출된 보고서의 질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교육기관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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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나마(Panama)
가) 환경제품과 서비스 정의 및 분류
1999년 OECD는 환경제품과 서비스 산업을 정의하기 위한 분류기준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확한 국제적 분류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파나마의 법률에서는 파나마 환경 일반법에 따라 환경국
(Autoridad Nacional del Ambiente: ANAM)과 환경위원회(El Consejo
Nacional del Ambiente)를 창설하였다. 이 밖에도 다음 조항에서 환경제품
과 서비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제68조에 따르면 ‘국가는 토종 수목의 재산림화, 지속가능한 발전의
권리 그리고 신용과 같은 재정적 인센티브와 시장메커니즘에 따라서
사유지의 보호지역 포함을 촉진할 것이다.’
• 제69조에 따르면 ‘환경국은 각 지역과 또는 서비스의 사전 기술적 조
사와 갖가지 가치를 포함하여 보호지역이 제공하는 환경 서비스 사용
비용을 요구하는 규정을 제정할 것이다.’
• 제70조에 따르면 “환경당국은 현행법에 따라 진입 시점으로부터 12개
월 동안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서비스와 경영에 대한 허가
권 발급을 정교하게 발전시킬 계획이다.”
• 제79조에 따르면 환경 서비스에 탄소캡처를 인정 한다. 국가는 환경
서비스로 탄소캡처를 인정하며, 재정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제정할 것이다.
• 제83조에 따르면 ‘환경당국은 유역관리 특별프로그램을 제정할 것이다.’
• 제57조 부터 제61조 까지는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폐수처리서비스와
가정, 산업 그리고 유해쓰레기와 관련된 서비스 그리고 위험한 물질
처리조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파나마의 법률에서는 하수, 컨설팅
서비스와 관련된 단기적인 상업적 요구를 가진 제품과 서비스를 환경
제품과 서비스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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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산업시장
⑴ 수질과 기초위생시설
도시와 파나마 해협의 기초위생시설 프로젝트는 아직 완결되지 않았으며,
현재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공공사업 중 하나이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저소
득층 밀집지역의 기초위생시설 조건을 개선하고 하수도 시스템을 통해 파나
마 시 도심지역의 유역과 강물 오염을 최소화 하겠다는 데 있다. 하수도 시
스템 사업은 폐수의 수거, 처리 그리고 이용 기반시설을 포함하며, 또한 기
존의 하수도 재정비와 새로운 하수도 설비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프로
젝트 수행을 위해 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단기간 증가할 것이며, 물과
토양정화 서비스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된다.

⑵ 고체폐기물 수거와 처리
폐기물 처리는 환경 서비스 분야 중에서도 가장 수요가 큰 분야이다. 그
러나 파나마에서는 다른 중미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고체폐기물에 대한 통합관
리가 부재한 상황이다. 50% 이상의 지자체에서는 비효율적인 수거관리가 이루
어지고 있으며, 주로 예산과 장비 그리고 숙련된 인력의 부족이 주요 원인이다.
최근 폐기물 관리가 중요한 환경문제로 부각되면서, 폐기물 수거와 처리의 비
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지자체에서 분권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부흥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로 ANAM이 추진하고 있는 ‘클린생산기업 참여와 환경경
영 수단(Instrumentos de Gestión Ambiental y Participación Empresarial
en Producción Limpia)’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클린생산과 기업
경쟁력 제고 그리고 환경성과 향상을 목적으로 민간부문과 정부 간의 협약
을 통해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ANAM은 민간 그리고 국영기업에게 환경
경영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클린생산과 관련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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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컨설팅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⑶ 환경 컨설팅
파나마의 환경컨설팅 시장은 외국기업의 참여에 개방적이다. 환경 컨설팅
서비스는 상당히 경쟁적이며 성장잠재력이 크다. 2003년 자료에 따르면 84
개의 회사와 5백 명의 전문 인력이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허가받았다.

다) 환경 서비스의 잠재력
중장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서비스 중에는 청정개발체
제(CDM)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포함되어 있다. CDM 시장에서의 탄소권
의 판매는 파나마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다. 2003년 네덜란드 정부
는 파나마에 대한 다양한 프로젝트 투자를 승인하였다.

2. 중미지역 국가들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신재생에너지는 태양복사에 의해 지구에 직접 도달하거나 물의 흐름, 바
람, 파도, 바이오매스 등으로 생산되는 에너지 형태를 말한다. 새로우며, 재
생가능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청정 에너지원으로써 무한한
기대와 신뢰를 받고 있다. 중미지역은 열대기후로 강우량, 식물 바이오매
스 그리고 일조량이 풍부하다. 또한 이 지역은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지열
을 이용한 발전과 풍력발전에 적합한 장소가 많다. 따라서 중미지역은 세
계에서 재생에너지자원의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 중 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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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내외적 요구
1990년대 대부분의 중미국가에서는 군부독재가 종식되고 공정하고 자유로
운 민주선거가 실시되면서 상당한 정치적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변동이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변화를 동반하지 못함에 따라 중미는
서반구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남아 있다. 중미국가들간 경제적 성과는 국
가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사회적 투자 정도와 연간 경제성장률은 대체로 역내
빈곤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중미 3,600만
명의 인구 중 약 1,200만 명은 현대적인 에너지 서비스혜택으로부터 소외되
어 있다. 앞으로 15~18년 사이 인구가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기 때
문에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표 3-1. 중미지역 개별 국가들의 전기보급률 ❚
(단위: %)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중미전체

1985

81

41

30

30

47

54

43

1990

93

52

36

38

45

73

52

1995

93

66

46

45

45

77

59

2000

95

76

69

54

46

80

70

2005

98

82

82

64

57

86

78

2006

98

83

83

67

59

87

80

2007

99

84

84

71

61

88

82

자료: CEPAL-Istmo Cemtroamerican-Estadística Subsector Electrónico 2007.

최근 화석연료의 고갈을 경고하는 오일 피크(oil peak)론에 따라 에너지
확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중국과 인도 등 급속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
는 국가들에서의 에너지 수요량이 급증하게 됨에 따라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많은 국가들은 앞다투어 에너지다소비산업구조를 탈피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중미는 탄화수소 순 수입 국가이다. 중미에는 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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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원유의 약 0.05%와 아주 소량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으며, 석탄매장
량은 전혀 없다. 따라서 최근 원유가격 상승은 심각한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에너지 부문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CEPAL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
면, 2008년 중미국가들의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179.8Mbep에 달했으며, 석
유 44%, 바이오매스 43%, 전기 12%, 그리고 기타 1%로 이루어졌다. 석유
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 그림 3-1. 에너지원에 따른 2008년 최종 에너지소비 비율 ❚

자료: CEPAL, 2009.

최근 10년간 중미지역에서의 전기수요는 연간 평균 5.2% 증가하였다. 원
유 가격의 상승은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미지역에서의 전기요금 인
상을 가져왔다. 최근 중미지역에서의 전기 보급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7
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82%가 전기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과테말라와
온두라스에서는 전력공급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전력보급률에서 높
은 성과를 이루었다.
석유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중미지역 에너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중미 에너지전략 2020’ 비전이 2007년 12월 중미국가 정상회
담에서 확정되었다. 이 전략은 국제환경협약에 근거하여 환경과의 공존, 경
제성장 그리고 사회평등을 고려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필요
한 에너지원의 양, 질 그리고 다변화 측면에서 중미지역의 에너지공급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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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석유· 석탄 등의 탄화수소에
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 에너지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천명하고 있다. 이 전략을 통해 전기 보급률을 90%까
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째
가로등, 가정, 상점 그리고 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 조명을 에너지효율
조명으로 교체하고 에너지효율 냉장고를 도입하여 12%의 에너지 절감목표
를 달성한다. 둘째, 전력시장에서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능력을
11% 증가(주로 수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통하여)시킨다. 셋째, 교통부문에서
의 화석연료 소비의 15%를 바이오연료로(10%의 에탄올, 5%의 바이오디젤)
로 대체한다. 넷째, 산업부문에서의 에너지효율화를 극대화하여 연간 최소
10%의 에너지를 절감한다.
중미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35%로 [그림 3-2]에서 볼 수 있듯이 전
세계 1차 에너지 총공급량(TPES)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인 13%보다 높은 편이다. 그러나 제1차 에너지공급량에서 모든 재생에너지
원(수력, 지열, 풍력, 태양열, 바이오매스)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비중은 국가
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엘살바도르의 경우 5.4%에 불과하지만, 과테말
라, 온두라스 그리고 니카라과는 56.5%이며, 파나마의 경우 28.7% 그리고
코스타리카는 42.4%를 차지하고 있다.
중미지역에서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은 화석에너지와 비교하여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온실가스와 환경과 주민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오염물질 배출 감소에 기여한다. 둘째 석유수입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원의 장점과 화석에너
지의 단점은 전력생산비용에는 반영되지 않다. 따라서 최근 탄소배출권 판매,
CDM(청정개발체제), 탄소세 등의 새로운 제도들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아직까지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매트릭스에서 큰 중요성을 갖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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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실정이다.

❚ 그림 3-2. 중미지역 및 전세계 1차 에너지 공급구조 ❚
2004년 중미지역 제1차 에너지 공급구조

자료: CEPAL, 2006: 33.

자료: IAEA Statistics http://www.iea.org/statist/index.htm

❚ 표 3-2. 중미지역 1차 에너지 총공급(TPES)에서의 재생에너지 비중 ❚
(단위: %)

국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모든 재생에너지원(수력, 지역, 풍력, 태양열,
바이오매스)을 포함한 1차에너지 공급에서의
재생에너지 비중
42.4
5.4
57.3
50.5
56.5
28.7

바이오매스를 제외한
1차에너지 공급에서의
재생에너지 비중
31.2
2.6
2.8
6.5
4.9
10.6

자료: IEA, Renewable on Global Energy Supply: an IEA Fact Sheet Nov.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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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미지역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장애요인: 정책·기술·투자 제한성
첨단기술을 필요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상당한 기술력과 투자를 필
요로 한다. 따라서 경제적 그리고 재정적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중미지역에
서는 투자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며, 장기적인 계획과 대규모의 투자를 필요
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가 종종 단기적인 경제이익을 위해
희생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1) 기술적 장애요인
새로운 분야인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중미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 어
려움을 안고 있다.
• 신재생에너지 자원에 대한 정보 부족
특히 수문기상학(풍력, 소수력 그리고 태양열)과 관련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한 상황이어서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사업 수익성 평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 풍력사업을 위한 용량요금의 부재
풍력발전은 풍속의 변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풍력발전 프로젝트에서는
‘확실한 발전량’을 정하기 어렵다. 전력시장을 개방한 4개국에서 풍력사업에
투자할 경우 풍력사업에 관심이 있는 투자가들의 경우 확실한 발전량을 보
장할 수 있는 다른 생산자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전송용량과 시설 부족으로 자원의 폐색
전송망과 전송 용량의 부족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생산이 제
한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자원은 자원이 존재하는 장소와 소비가 이루어지
는 장소가 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기전송망을 필요로 한다. 그 결과 새로
운 프로젝트가 전송망 시스템의 부재와 용량한계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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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지역에서의 전기전송망 구축 어려움의 증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과 보급 확산의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사업을 설계하고 개발하기 위한 기술력의 한계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새로운 분야이며 수요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특히 풍
력과 같은 분야에서는 사업설계와 개발을 위한 역내 전문가가 상당히 부족
한 편이다. 이러한 기술적 한계로 노동비용이 높은 해외기술자들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용에 부담이 되고 있다.

2) 규제 장벽
• 너무 짧은 에너지 구매계약 기간
신재생에너지사업은 높은 투자비용이 필요한 반면 운영비용은 낮기 때문에
8~20년 이라는 장기 융자와 상환 기간이 요구된다(예를 들어 200kW의 풍력
발전은 투자회수기간이 약 12년 소요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전력시
장에서의 계약기간은 3년 이상 되지 않기 때문에 종래 자금조달방식은 신재
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계약기간에 대
한 규제완화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건이다.
• 신재생에너지 설치용량의 제한
기술적인 이유로 또는 소유제한 규제로 인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
력생산의 용량을 제한하고 있다.

3) 경제적 그리고 자금조달 장애
• 투자세 부과
일부 중미지역 국가들에서는 투자회사에 추가부담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같이 자본집중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게는 불이익
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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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시장 접근의 어려움
대부분의 국가의 전력시장은 개방되었지만, 중소규모 전기에너지 사업자들
에게는 도매시장 진입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용자와의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진입장벽이 과도하게 높다. 비록 도매시장에 진입한다 하더라
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현금유동성은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금조달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다.
• 전송망이 닫지 않는 외각 지역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초기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지방의 에너지
서비스와 소규모 인프라 건설에 대한 자금조달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소
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융자를 지원받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외
각 지역에서의 신재생에너지의 상업적 서비스 제공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 높은 거래비용과 개발비용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기존 화석에너지사업과 비교하여 개발비용이 훨씬
높다. 그 이유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위해서는 첫째, 넓은 장소가 필요하며,
둘째,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검증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셋째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 또한 대규모 사업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형식상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가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사업
보다 더 엄격하고 복잡하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재생에너지원은 환
경파괴를 유발할 수 있다. 직접적인 피해로는 사탕수수로부터 에탄올이 추출
되는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오염물질인 검은 오물(black-sludge)로
인해 발생하는 철새들의 서식지파괴가 있다. 간접적인 피해로는 태양열 에너
지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지가 매우 많은 납 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수명이 다한 이후 다른 독성이 높은 제품과 마찬가지로 처리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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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도적 장벽
• 환경정책에 대한 에너지 정책의 우위: 대부분의 중미국가에서는 환경정
책보다는 에너지 정책이 우선한다. 단기간에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비용절감의 에너지 정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발전
계획이 필요한 환경정책은 소홀히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 에너지 당국의 신재생에너지 장점에 대한 무관심: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에너지 당국의 가장 큰 관심인 전력생산가격 부문에서는 경쟁력
이 없다.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장점은 유역의 보호와 재조림, 산림보
호, 빈곤지역 개발, 고소득 직업창출, 환경보호 등과 관계가 있기 때문
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참여 규정을 결정하는 정책결정자들의 관심과
는 거리가 멀다.
• 신재생에너지 이용망의 확대: 현재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의 경
우 사실상 중앙전송망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독립적인 신재생에너지 전
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욱 경제적이다. 지방에 대한 전기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전송망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땔감과 에탄올과 관련된 CDM 프로젝트에 유리하지 않은 추가성 개
념: 땔감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과 에탄올 생산을 위한 사업
은 온실가스배출을 감소에 기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업은
교토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가성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

다. 중미지역 주요 신재생에너지원의 특징과 현황
1) 바이오매스
바이오매스는 목재와 숲, 식물, 그리고 농업(사탕수수 찌꺼기, 커피껍질,
옥수수, 쌀, 마카다미아, 해바라기 찌꺼기 등)에서 나오는 쓰레기와 산림잔류
물, 동물폐기물과 도시폐기물(유기폐기물)과 같은 에너지생산에 이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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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일련의 유기물질을 말한다.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수 있는 이러한 자원
들에 대한 포괄적인 목록이 아직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이 지역 국가들은 거
의 모든 자원을 전력생산에 활용하고 있다.
가) 목질계 바이오매스: 중미지역의 산림면적은 중미 전체 지표면의
33.8%이며, 5.8%를 차지하는 엘살바도르부터 48.1%를 차지하는 온두라스에
이르기까지 산림면적은 국가마다 다양하다. 산림면적의 감소는 이 지역이 안
고 있는 가장 큰 환경문제다. 산림파괴의 주요 요인으로는 목재수확, 농업용
지확대, 축산업을 위한 목초지확대, 도시화의 증가, 자연재앙 그리고 땔감사
용이 있다. 에너지 생산을 목적으로 산림자원을 이용하는 것은 산림파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땔감을 얻기 위해 행해지는
벌목은 지속가능한 발전과는 거리가 멀다. 중미에서는 목재의 98%가 땔감으
로 사용되고 있으며, 8%만이 산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중
미지역에서의 에너지 생산을 목적으로 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나) 열병합발전: 사탕수수 찌꺼기를 이용하여 열과 전기를 생산(열병합발
전)하는 데 있어서 사탕수수산업은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왔다. 중미지역에서
는 농업폐기물을 이용한 열병합발전을 통해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과테말라, 니카라과 그리고 온두라스의 경우 대규모의 열병합발전을 통해 생
산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
다)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생산은 교통과 수송 부문에서 필요한 에
너지 공급에 이용된다. 대표적인 바이오에너지로는 사탕수수나 옥수수로부터
얻어지는 에탄올과 식물기름에서 얻어지는 바이오디젤이 있다. 1980년대부
터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그리고 코스타리카에서는 휘발유를 대체하는 바이
오연료를 생산해왔고, 최근에는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라) 바이오가스: 도시 유기 폐기물 혹은 농업 폐기물을 이용하여 전기에
너지 생산 혹은 연료로 활용하고 있다. 코스타리카를 제외한 중미 다른 국가
에는 도시유기폐기물을 통해 생산되는 바이오가스의 에너지 활용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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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자료가 부재한 상황이다. 매립지운영은 폐기물의 수거, 처리, 재활용 그
리고 최종처분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에게는 어려운 과제이다. 효율적
인 매립지운영은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민의 건강보호에 영향을 미친
다. 현재까지 중미지역에서의 대규모 매립지는 코스타리카에만 유일하게 존
재한다. 그러나 매립지에서 나오는 유해물질과 악취로 인한 인근 지역 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관련 당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1995년부터 바이
오가스를 추출하여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2) 수력
중미지역의 수로 시스템은 3개의 유역(태평양, 카리브 해, 멕시코 만)으로
구분되는 172개의 하천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대서양유역(카리브 해, 멕
시코 만)은 습도가 높고 강우량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일 년 내내 물이
풍부하다. 많은 하천들은 두 개의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일부 하천의 경우
세 개의 국경을 접하고 있기도 하다. 이들 중에는 수력발전이 가능한 하천도
있다. 또한 중미지역에는 호수와 연못이 많으며, 이들 중 일부는 전기에너지
생산을 위한 저수지로 이용되고 있다.
수력은 중미지역에서는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가
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며, 현재 전기 생산의 17%를 수력이 담당하고 있다.
수력발전에 적합한 장소는 많지만, 일부 지역은 생태계 보존 혹은 원주민 보
호 문제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한 때문에 전송망을
매우 멀리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며, 비용적인
측면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

3) 지열
중미지역은 지열의 잠재성이 매우 큰 지역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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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만이 전기생산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 특히 엘살바도르는 지열자원이 가
장 풍부한 지역이다. 현재 가장 활발하게 지열을 이용하고 있는 국가는 니카
라과, 코스타리카 그리고 과테말라이다. 그러나 중미지역 지열 생산량의
74%는 코스타리카와 엘살바도르가 차지하고 있다. 코스타리카의 일부 지역
은 환경문제로 인해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다(해외진출 사례 참고).

4) 풍력과 태양열
풍력과 태양열은 가장 최근에 각방받기 시작한 에너지원이다. 세계환경금
융(GEF)과 유엔 환경프로그램(PUNUMA)에서는 벨리스, 과테말라, 엘살바
도르, 온두라스 그리고 니카라과에 자금을 지원하는 태양열과 풍력에너지 자
원 평가(SWERA)프로그램은 해안가 지역의 12,969㎢가 풍력발전의 가능성
이 있거나 혹은 최적의 장소(400∼600W/㎡)라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코스타
리카와 니카라과에서만 풍력발전을 하고 있다. 중미지역 풍력발전에 대한 자
료는 아직까지 집계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정보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태양열 역시 중미지역 각국가의 이용 현황 파악을 위해 필요한 신뢰할만한
통계자료가 부재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태양전지패널과 태양열 수집기의 설치
장치도 매우 저조하다. 중미지역의 태양열 개발은 충분한 개발 잠재성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거의 100%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중미지역 많은 국가에서
워터펌프와 관개에 태양열을 이용하기 위한 다양한 파일럿실험을 실시되었다.

라. 중미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과 특징
1) 코스타리카
전체 에너지 공급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54.5%이며,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90% 이상으로 중미지역에서는 신

102│ 한·중미 녹색산업협력 확대방안

재생에너지를 가장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다. 또한 수력, 지열 그리
고 풍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하고 있다. 코스타리카에서는 1996년부
터 중미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풍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4개의
풍력발전소(민간소유 3개, 정부소유 1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 연간 180
GWh를 생산하고 있다.

❚ 그림 3-3. 코스타리카 에너지 공급구조 ❚

자료: http://data.iea.org

2) 엘살바도르
전체 에너지 공급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석유의 38.4%보
다 높은 61.5%이다. 폐기물을 통한 에너지 생산이 전체 에너지 공급의
31.2%이며, 지열과 태양열 그리고 풍력이 26.7%를 차지하고 있다. 엘살바
도르 역시 중미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
다.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땔감의 사용 비중이 높았으나, 효율성이 높은 스토
브 기술을 개발하여 땔감의 이용을 감소시켰다. 엘살바도르의 경우 풍력의
잠재력은 높지 않으며, 태양 방사선도 높지 않다. 그러나 화산이 많이 분포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열을 통한 발전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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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 엘살바도르 에너지 공급구조 ❚

자료: IAEA Statistics http://www.iea.org/statist/index.htm

3) 에콰도르
에콰도르는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다(80%). 또한 중미에서
는 신재생에너지의 활용도가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다. 신재생에너지원 가운
데 수력이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며, 땔감과 사탕수수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 풍력과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 그림 3-5. 에콰도르 에너지 공급구조 ❚

자료: IAEA Statistics http://www.iea.org/statist/index.htm

4) 과테말라
과테말라의 경우 석유에 대한 의존도는 높지 않으며(37.5%), 신재생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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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과테말라의 신재생에너지
원 중에서는 땔감이 가장 중요하다. 중미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연료고 장
작을 사용하고 있다. 장작을 주요 연료원으로 사용함에 따라 환경파괴에 대
한 우려가 높아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 효율성이
높은 스토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열병합발전과 수력발전에서의 민간
투자 허용으로 전력생산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신재생에너지 기술 가운데
풍력, 태양열 그리고 지열은 매우 저조하다.

❚ 그림 3-6. 과테말라 에너지 공급구조 ❚

자료: IAEA Statistics http://www.iea.org/statist/index.htm

5) 온두라스
비록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긴 하지만, 동시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의
존도도 45%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중미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신재생
에너지원 가운에 장작(30% 이상)과 수력(4.3%)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풍력과 태양열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 풍력의 잠재력은 크지
않으나, 태양열 에너지의 잠재력은 매우 높은 편이다. 온두라스에서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목적으로 유럽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온두라스 전기에
너지의 합리적 이용과 자가발전사업(GUREE)’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재
생에너지 전력시장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를 지원하며, 특히 바이오매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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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열병합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 그림 3-7. 온두라스 에너지 공급구조 ❚

자료: IAEA Statistics http://www.iea.org/statist/index.htm

6) 니카라과
신재생에너지는 1차 에너지공급에서 52%를 차지하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신재생에너지원은 장작(38%)이다. 태양열 에너지의
잠재력은 크지 않으나, 화산지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지열을 이용
한 발전은 매우 가능성이 높다. 풍력 역시 현재까지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기
능하고 있지 않으나, 해안가 지역을 중심으로 잠재력은 매우 높다.

❚ 그림 3-8. 니카라과 에너지 공급구조 ❚

자료: IAEA Statistics http://www.iea.org/statist/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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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파나마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며, 에너지공급에서 신재생에너지
가 차지하는 비중이 중미지역에서는 낮은 편이다. 그러나 중미지역에서는 수
력발전이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기능하고 있는 국가이다. 풍력과 태양열
그리고 지열발전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 그림 3-9. 파나마 에너지 공급구조 ❚

자료: IAEA Statistics http://www.iea.org/statist/index.htm

마. 중미지역 전력시장 전망과 신재생에너지의 참여
경제성장에 따른 중미지역의 전력수요는 연간 5.1~6.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역내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2009~
2013년 사이 8,458~11,229MW에 달하는 전력을 추가적으로 공급해야만 한
다. 미주개발은행에 따르면 전력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70억 달러 이상
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한다.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다
양한 화력발전기술이 모색되고 있으며, 수력발전과 지열발전 그리고 바이오
매스를 이용한 열병합발전이 강력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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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 중미지역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생산(1985~2007년) ❚
(단위: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

중미전체

1985

100

94

45

97

58

81

83

1990

99

94

92

100

61

84

91

1995

85

57

58

60

43

70

66

2000

99

58

59

61

17

70

68

2001

99

53

53

48

18

49

60

2002

98

51

45

39

24

65

60

2003

98

56

45

38

26

50

58

2004

99

53

49

29

25

65

60

2005

97

57

53

33

33

64

61

2006

94

59

56

36

29

60

61

2007

92

57

53

37

28

58

59

자료: CEPAL-Istmo Cemtroamerican-Estadística Subsector Electrónico 2007.

전통적으로 중미지역 전력부문은 수력이 주도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후
반부터 전력시장이 민영화되고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화력(주로 석유)발전소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다. 역내 전력생산에서 수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80%에서 2000년에는 약 50%로 하락하였다. 반면 화석연료를 통한 발전은
43%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최근 원유가격의 증가로 중미지역 국가들은 이 지
역의 풍부한 신재생에너지(수력,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를 통해 증가하는 전력
수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중미지역의 전력수급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채택된 ‘2020
전략’이 시작된 이후 중미지역 전체에 걸쳐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생산
이 진행되고 있다. 비록 중미지역 국가마다 전략과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신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력발전 프로젝
트를 위한 최적의 조건은 파나마, 코스타리카 그리고 과테말라가 가지고 있으
며, 엘살바도르는 중간 규모의 수력발전에 관심을 갖고 있다. 온두라스와 니
카라과는 풍력발전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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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중미지역 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
1)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 인센티브 법
중미지역의 과테말라(3개), 온두라스(2개), 니카라과(5개), 코스타리카(1개),
파나마(1개)에서는 1985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법안을
추진하였다. 가장 먼저 인센티브 법을 시행한 국가는 코스타리카로서 1990
년부터 법이 발효되었으며, 다음으로는 1998년부터 시행한 온두라스다. 그
밖의 국가들은 최근에서야 법을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가장 최근에 시행한
국가로는 엘살바도르(2007년)가 있다. 각 국가는 자국의 전력시장의 상황에
따른 적절한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코스타리카와 온두라스는
구매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다. 그 밖에 과테말라, 니카라과 그리
고 파나마는 비용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으며, 엘살바도
르는 가격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2)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 인센티브
중미지역의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인센티브는 세금과 세
금면제(수입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지방세) 제도다. 소득세 면제기간은 온두
라스 5년, 니카라과 7년, 과테말라 10년이며, 파나마의 경우 10년까지 소득
세에 이산화탄소 감소량만큼 사업투자액의 25%까지 세금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그밖에도 CDM을 통해 모든 국가들이 CERs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3) 신재생에너지 구매 인센티브
구입전력 패리티를 통해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유일한 국가는 온두라스(<50MW)와 코스타리카(<20MW)다. 파나마의
경우 인센티브 법에 의해서 10MW 미만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전력유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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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직접 판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현물시장에
서 판매할 경우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니카라과의 경우 현물시장에서
판매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가격 상· 하한선을 보장한다. 코스타리카, 니카라
과 그리고 파나마는 경쟁 입찰을 통한 유통업자의 신재생에너지 구매를 장
려하고 있다. 코스타리카에서는 가격경쟁을 통한 구매와 50MW 미만의 사
업 그리고 20년 미만의 계약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다. 니카라과
의 경우 입찰에서 신재생에너지 참여율을 보장하고 있다.

3. 중미지역 국가들의 에너지 효율화산업
최근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가격상승과 지구온난화 문제해결을 위한 온실
가스 배출 저감이라는 세계 환경규제로 인해 에너지 공급측면에서 신재생에
너지의 공급확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공급확대만으로 꾸준히 늘
어나는 에너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대체에너지 개
발을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개발과 높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특히
기술적 그리고 재정적 장벽이 높은 중미지역에서는 현재의 에너지 문제를 극
복하는 데 있어 에너지 효율화전략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 중미지역 에너지 절감과 효율화정책의 목표와 주요 장벽
1) 에너지 절감과 효율화 정책의 목표
• 중미지역 농가에서의 효율적인 스토브 사용을 통해 조리에 사용하는
장작소비 10% 절감.
• 효율적 조명으로의 교체를 통해 가정, 상가, 공장 그리고 가로등에서의
전기에너지 사용 12%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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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만 가정의 구식냉장고를 효율적인 냉장고로 교체함으로써 가정에서
의 냉장고로 인한 전기에너지 사용 35% 절감.
• 효율적인 모터 사용을 통해 산업부문에서의 전기에너지 사용을 10% 절감.
• 중미지역 국가들의 전력 전송망에서의 전력손실을 12% 낮춤.
• 효율적 운전과, 대중교통 이용 확산, 자동차 수입을 위한 규정 적용을
통해서 대중교통과 자동차의 휘발유 사용을 10% 낮춤.

❚ 표 3-4. 2007년 중미지역 국가들의 전력전송에서의 전력손실 비율 ❚
(단위 : %)

국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온두라스

전력손실률

15.5

16.4

28.4

10.6

11.6

21.2

자료: UCE-SICA.

2) 주요장벽
중미지역 국가들이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추진하는 데는 다양한 장벽들
이 존재한다. 주요 장벽들은 정치적, 기술적 그리고 금융적 측면으로 분류하
여 살펴볼 수 있다.

❚ 표 3-5. 중미지역 에너지효율화 장벽 ❚
정치
공공정책의 부재
전자제품의 라벨링과
표준화 부재
효율적 기술도입을 위한
인센티브 부재

기술
효율적 기술과 에너지효율화의
장점과 성공사례에 대한 정보 부재
에너지효율화 전문가에 대한 신뢰성
부족
중소기업의 에너지효율 기술개발을
위한 높은 거래비용

금융
상업은행의 에너지효율화에
대한 투자경험 부재
효율적 제품에 대한 새로운
투자에 불리한 은행 대출규정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높은
초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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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미지역 개별 국가들의 에너지 효율화정책
1)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는 중미지역 국가 중 에너지효율 촉진을 위한 법적 제도를 처
음으로 도입한 국가이다. 최근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는 석유비상계획
(연료절약에 대한 정보 분야), 효율적 자동차를 위한 세금혜택(수소- 전기연
료 자동차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 공공부문 전기에너지 절약(전기즉시
절약), 공공기관의 근무시간변경(차량교통을 감소시키기 위함), 그리고 CAM
열차 사용(수도권지역에서의 열차 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가) 정책, 규제 그리고 제도적 프레임워크의 진전
1994년부터 코스타리카에서는 에너지 합리적 이용규정 법률 제7,447호가
제정되었고, 행정명령 제25,584호에 따라 1996년부터 구체적인 규제들이 적
용되었다. 에너지효율화와 냉장고와 냉동고의 에너지 라벨링을 다루는 기술
적 규정인 RTCR 347-98 MINAE가 2001년 발표되었다. 이 규정에 따라
최소 에너지효율 기준이 정해졌다. 2004년 코스타리카 도량계측연구소와 코
스타리카 인증협회는 법률 제8279에 따라 국가품질시스템의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다. DE-041(오일비상계획, 연료절약캠페인 정보), DE33.096(자동차
면제, 수소연료/전기자동차를 장려하기 조항), 가이드라인-017(공공부문의 전
기절약, 즉시연료절감조차), 가이드라인-22(신재생에너지원), 가이드라인 42
와 46(공공기관의 업무시간 변경) 그리고 가이드라인 43(공공사업과 교통부:
GAM 열차 이용)을 포함한 수많은 법령과 가이드라인이 에너지자원의 합리
적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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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에너지효율화에 있어서의 주요 행위자
• 환경에너지부의 에너지 분과(Sectoral Directorate of Energy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Energy): 코스타리카의 지속가능한 발
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에너지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에너지
정책을 입안하고 촉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코스타리카 전력연구소(ICE): 코스타리카 소비자의 에너지효율을 향상
시키기 위한 자문을 하고 있다.
• 국가 전력과 라이트회사(CNFL): 98%의 지분을 ICE가 소유하고 있는
국영회사이며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에 전기를 배급 하고 있다.
• 코스타리카 기술표준연구소(INTECO): 법적으로 민간비영리기구로 1987
년에 설립되었고, 1995년에는 국가표준기구로 국가의 승인을 받았다.

다) 주요 에너지효율화 정책
• 환경, 에너지, 정보통신부(MINAET)의 에너지국(DSE)에서 에너지원으로
서의 바이오매스 이용을 위한 기술 선택의 기술-경제성 평가를 최근 종
료하였다. 이와 함께 DSE와 코스타리카 기술표준연구소(INTECO)가 공
동으로 자동차 내연기관의 환경영향과 에너지효율과 표준을 제시하였다.
• 코스타리카 전력회사(ICE)는 콤팩트 형광등, 가정용과 상업용 냉장고
와 냉방기의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표준화와 기술규정준수 인증 사업
을 진행하고 있다. ICE의 홈페이지에서는 가정과 기업에서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다양한 자문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부터 효율적
조명등 사업(2개의 콤팩트 조명등 구입 시 1개를 무상으로 제공)을 시
작하였다. 이 프로그램으로 연간 40GWh에 달하는 에너지 절감효과를
가져왔다. 2009년 2월까지 총 150만개의 콤팩트형광등이 판매되었다.
• 국영 전력조명회사(CNFL)는 에너지효율과 혁신과를 설치하여 대중들
에게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CNFL은 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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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을 중심으로 효율적 에너지에 대한 교육상담. 통신상담. 공공부
문에서의 에너지효율 프로그램, 효율적 조명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 INECO는 에너지효율 표준화와 라벨링 사업을 추진하기위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그 결실로 에너지효율 표준을 구축하였다.

2) 엘살바도르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최상위기구인 국가 에너지위원회(CNE)가
개설되었다. 이 기구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국가의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자원개발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데 있다.
이 밖에도 다음과 같은 에너지효율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 미주기구(OAS)는 엘살바도르 청정생산을 위한 국립센터(CNPML)와
함께 ‘중소기업을 위한 에너지효율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 MINEC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품질, 혁신 그리고 기술을 강화하기 위
한 목적으로 설립된 생산개발기금(FONDERO)을 통해서 에너지효율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 USE-SICA는 최근 엘살바도르의 세 지자체에서 워터펌프시스템의 에
너지효율성 향상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3) 과테말라
제도적 차원에서 에너지와 광업부(MEM)는 에너지 부문을 책임지고 있으
며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효율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에너지위원
회(CNEE) 역시 에너지효율 촉진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백열등 교체를
위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섬머타임제 실시와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효율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금창설이 논의되고 있다. 이 밖에도
다음과 같은 에너지효율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 전기와 탄화수소(연료절약) 부문에서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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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의 유통망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회계 감사하는 센티넬라 계획
(Plan Centinela).
• 백열등을 에너지효율 등으로 교체.
• 천연자원을 이용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학
교교육.
• 에너지 공청회와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산업의 가능성 연구.
• 전기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계획.
• 가로등의 현대화와 절약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에너지서비스기업 설립 지원.
•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기술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과테말라 표준화위원
회 지원.
• 수소와 전기 자동차 기술을 분석하기 위한 테마그룹 통합.

4) 온두라스
에너지 절감과 효율화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의제들이
존재하지만, 통합되지 못하고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다. 특히 정치적 의지 부재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기와 일부 탄화수소에 대한 보조금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정책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자원과 환경청
(SERNA)에서 에너지효율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전력 부문에서는 전
기에너지 국영회사(ENEE)가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07년에는 DGE와 SERNA, ENEE, 온두라스국립자치대학과 온두라스 민
간기업인협회가 참여하는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통합기구(GIURE)가
창설되었다.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에서 이룬 성과들은 다음과 같다.
• 자가발전과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AUREE) 사업이 전기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전기에너지의 합
리적 이용 배우기’라는 주제로 정부의 교육캠페인 차원에서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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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유엔 PNUD의 감독과 지원하에 온두라스 기업
인협회가 수행한 온두라스의 산업과 상업부분에서의 에너지효율화 사
업이 2005년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에너지를 절약하기위한 기술
을 지원하며, 에너지효율정책, 프로그램 그리고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적용하기 위한 기구들을 지원한다.
• 가정에 콤팩트 형광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에 6백만 개의 콤팩트형광
등이 지원되었다.
• 정부부문에서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국가 캠페인이 실시되었다.

5) 니카라과
에너지와 광업부(MEM)의 전기와 신재생에너지 총괄부이 에너지효율화정
책을 전담하고 있다. 2006년 국가에너지위원회(CNE)가 니카라과의 에너지
효율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추진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개발은행의 경제적
재정적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니카라과에서의 에너지 절약 효율화 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파일럿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 상업 그리고 서비스 부문에 대한
에너지 공청회를 실시한다.
• 가정과 공공기관(정부, 병원, 학교), 가로등의 에너지 절약 방법을 소개한다.
• 에너지효율화 표준화 사업을 시행한다.
• 교통 및 인프라 부와 마나구아 시 그리고 경찰청과 협력하여 교통 부
문의 연료절약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연비 7.5% 감축을 목표로 한다.

6) 파나마
2008년 법률 제50조에 따라 창설된 에너지청은 파나마 에너지정책에 대
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조정하며,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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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2~08년 파나마의 GDP는 연간 8.8% 상승하였다. 이는 중미 다른
국가들 보다 높은 수치다.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소비의 증가로 파나마는
새로운 에너지정책을 모색하게 되었고, 2009~23년 국가에너지정책이 발표되
었다. 에너지원의 다변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그리고 에너지의 효율적 이
용 촉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파나마에서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효율
화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국립환경당국(ANAM)은 기후변화의 환경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에너지
효율화라는 주제에 접근하고 있다. ANAM의 기후변화과는 전단지, 플
랜카드 그리고 회담을 통해서 에너지효율을 대중에게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국립공공서비스당국(ASEP)은 에너지산업의 에너지효율성을 높이는 방
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 최근 에너지효율화에서 나타난 성과로는 정부부문의 에너지 절약 프로
그램, 정부의 에너지 절약 설명 캠페인, 전등교체사업이 있다. 특히 전
등교체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된 3백만 개의 가정 백열등을 콤팩트형
광등으로 교체하는 작업이다. 2010년에는 공공기관까지 확대되어 실시
되고 있다. 이 사업의 결과 최소 하루 60MW의 전기소비 절감효과를
보고 있다. 현재 대중교통을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지하철로 대체
하는 의제가 제한되어 비용과 기술적 타당성 조사가 추진되고 있다.

117

제3장 중미지역 국가들의 녹색산업 및 녹색산업시장 현황 │

다. 중미지역 국가별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주요 공공정책방침
❚ 표 3-6. 중미지역 에너지효율화 정책과 인센티브 ❚
국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파나마

과테말라

온두라스

중미지역

법률-정책

인센티브
•이 법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고비용 혹은 고액
법률 제7447(1994년)
투자 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기업은 연간 사용하
에너지의 합리적
는 전기에너지비용의 15%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투자
이용규제
해야 한다.
•제10절에서, 모든 에너지효율 사업에 대한 면세를 명시
전기 일반법 초안
하고 있다.
•엘살바도르의 에너지정책 강화 안에는 에너지효율 기술
에너지정책(2007년)
수입을 위한 세금 인센티브 시행이 포함되어 있다.
•에너지효율 전자제품의 수입에 유리한 인센티브 촉진이
에너지정책
포함되어 있다.
행정명령 제13-2004
•콤팩트 형광등, 글로플러그, 전기모터, 냉장고와 에어컨과
에너지이용법률
같은 대중적인 전기제품 수입시 니카라과의 의무기술표준과
행정명령 제2~2008
라벨링을 준수할 것에 대해서 산업무역자원부에 지지한다.
•국내 에너지효율에 기여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수입하는
에너지효율촉진을 위한
개인이나 법인은 법률 제612호, 제15조에 의해 금융 및
법률 초안(2009년)
공공신용자원부의 요청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된다.
•2006~09년 사이에 에어컨과 조명 그리고 기타 장비의
국가에너지정책
에너지효율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와 세금혜택을 적
2005~20
용한다.
미국-파나마 간
•기술정보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에
무역촉진협정
따른 무역과 관계된 시장과 분야에 적용된다.
에너지효율화에 인센티브 적용
•과테말라와 중미지역에서의 기존 에너지효율화 프로그램
국제개발은행이
을 분석, 검토한다.
지원하는 에너지효율화
•과테말라에서 에너지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안
통합계획
한다.
•에너지효율화 인센티브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법적 틀을 수립한다.
•가정과 경제활동에서의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방
법을 모색하고 촉진하기 위한 법이다.
에너지효율화법
•에너지효율문제에 대해 다음 정책을 제안한다.
초안(2008년)
세계환경기금의
•에너지효율화법에 에너지효율 전기제품 수입 인센티브를
국민과의 대화
포함시킨다.
•에너지효율 표준화한다.
중미 에너지장관회담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전자제품의 수입에 대한 무관세 혹
선언(2005년)
은 관세인하를 위해 경제통합장관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세금인센티브(관세인하, 에너지효율제품에 대한 수입세
지역 환경부
인하, 혹은 에너지 비효율제품에 대한 수입세 인상, 에너
장관 포럼(2005년)
지효율제품 구입 시 가격인하)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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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외국의 녹색산업 중미지역 진출
사례 분석

1. 환경산업 분야
중미 개별 국가들의 다양한 녹색산업 발전 정도 분석과 더불어 제4장에서
는 중미지역에 진출한 다양한 녹색산업의 케이스 분석(case analysis)을 통
해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적 제안(제5장)을 해보겠다. 특히 중미지역
의 현안인 수자원 관리 분야와 고체쓰레기 처리 분야에 대한 외국의 중미지
역 산업 진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의 방향을 잡아보았다. 하지만 이 지역의
생태환경 분야에 대한 진출도 부가적으로 추가했으며,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
와 에너지효율화 분야에서도 많은 진출 사례를 살펴보았다. 외국의 이 지역
녹색산업 진출 사례 분석은 시기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1980년대 이후
그동안 이 분야에 진출한 해외기업, 다자은행, 그리고 해외 개별 국가들의
정부 사업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정책적으로도 생태환경에서 생활환경분야에
대한 제도적 전환 시기도 1980년대 말 이후 집중적으로 1990년대를 통해

119

제4장 외국의 녹색산업 중미지역 진출사례 분석 │

이루어진 것을 감안해 시기를 1990년대 이후 산업 진출 사례에 초점을 잡았
다. 초창기인 1990년대 이 지역의 환경산업 혹은 환경 서비스 산업의 발전
은 아래의 사례에도 나타나듯이 두 가지 방향-생태환경과 생활환경 분야-에
서 이루어져 왔으며 투자는 대개 유럽이나 미국의 국제개발원조(ODA)나 아
니면 세계은행 혹은 IDB 같은 다자 은행들의 투자에 의존해 발전해 온 것
을 볼 수 있다. 다양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화 산업 프로젝트들도 개별
국가들의 환경부, 환경협회 혹은 해외 민간 기업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며 투
자는 대개 상기한 국제기구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가. 생태환경 및 생활환경 분야
중미지역의 환경산업에 대한 해외 진출 사례는 생태환경 분야와 생활환경 분
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특히, 1990년대 들어 생활환경 분야(수자원관리, 오
폐수처리, 쓰레기처리 분야 등)에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행되었거나 이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례들은 대표적인 중미지역 진출 사례들이다.

❚ 표 4-1. 중미지역 환경산업 외국기업진출 사례 ❚
국가

환경산업내용

투자처

대행업체

기간 및
진행 수준

기타

열대우림
생물자원 발굴
산업

국가생물다양성연
구소(C.R)
InBio &
Merck&Company, Merck
INC

1991년 -

win-win 사업

과테말라 지역
5곳의 쓰레기
처리 관리와
민영화 연구 수주

COPRE World
Bank
DPS(다국적
(투자금: 14만 7천 기업)
달러)

2002년
4～6월

쓰레기 처리
관리에 대한
사기업의 참여
증진 방안 연구

코스
타리카

쓰레기처리장

World Bank
(투자금: 3천5백
달러)

Eurotechnol
ogie SRL
(이탈리아)

2004년
4월 계약

쓰레기처리장
건설

엘살
바도르

매립지 및 재활용 독일
(대출금: 1천5백
센터
달러)

미정

2010년
10월

매립지 건설을
위한 업체
선정이 필요함

코스
타리카

과테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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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스타리카 생물자원 발굴 산업
1991년 코스타리카의 국가 생물다양성 연구소는 Merck사와 합작으로 생
물자원 발굴 산업을 진행했으며, InBio와 Merck사 연구 예산의 10%는 코
스타리카 보호구역의 보존을 위해 사용되었다. 사업내용을 보면 코스타리카
의 보존지역으로부터 환경 샘플을 추출하여 연구 및 조사가 시작되었다.
Merck사의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을 위한 생물 물질 연구 필요와 코스타리
카의 자연보호와 재정지원을 통해 환경보호를 원하는 양쪽의 프로젝트 필요
성의 균형을 맞추었다. 환경보호, 의약개발, 코스타리카 경제발전이라는 쌍방
간의 win-win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2) 과테말라 5개 지역 쓰레기처리 관리와 민영화 연구 수주
∙ COPRE와 World Bank의 요청으로 인해 환경 상태 연구
∙ 14만 7천 달러 투자
∙ 과테말라 5개 지역의 토양오염실태와 관리를 위한 사기업 참여 증진 연구
∙ Santa Catarina Pinula 지역, Praijanes지역, San Jose Pinula 지역,
Coban지역, Chiquimula 지역 연구
∙ 개발도상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회사인 DPS 국제기업이 대
행하여 연구 진행(보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 환경산업: 쓰레기 처리 분
야 해외진출 사례 참조)

3) 코스타리카 Guanacaste지역의 쓰레기 처리장 건설 수주
∙ 이탈리아 Eurotechnologie SRL사가 코스타리카 Guanacaste 지역의
쓰레기 처리장 건설
∙ World Bank의 투자금: 3,500만 달러로 건설
∙ 2004년 4월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Eurotechnologie SRL사의 회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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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과 계약 체결
∙ 쓰레기 집하장 건설 및 쓰레기로부터 산소를 추출 기술 포함

4) 엘살바도르 쓰레기 매립지 건설
∙ 독일의 대출 자금을 통해 엘살바도르 쓰레기 매립지와 재활용센터 건설
∙ 독일은 1,500만 달러 대출
∙ 건설 수주와 관련해서는 아직 미정

나. 환경산업: 물 공급 분야
1) 사례 1

과테말라의 8개 설탕공장 수질개선과 환경 비즈니스 계획

지역: 과테말라 연안 지역 산타 루시아 코아트자말구아파
지역
시작일: 1999년

마감일: 2001년

프로젝트 개요:
과테말라 설탕협회(ASAZGUA)와의 계약으로 1999～2001년 사이에 캐나다의 국제개발 원조를
통해 진행.
프로젝트 진행: 1/2단계
1단계
- 과테말라 설탕산업과 관련된 물공급에서 수질검사와 환경 비즈니스 계획의 제공.
- 수질 검사를 위한 현장 샘플링 프로그램을 통해 폐수의 수질환경문제를 진단한 후에
CONAMA 표준에 부합할 수 있는 수질 개선 모니터링.
프로젝트 상세:
2단계
- 각각의 설탕 공장에 대해 금융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비지니스 플랜의 제공
- 폐수 방출 문제 해결을 위해 CONAMA(과테말라 환경법)나 세계은행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
- 수질 개선과 더불어 공장 운영에 있어 금융적 비용의 효율성 재고를 위해 10년 동안
기술적으로 최소비용에너지 사용과 오염감축장비 도입을 권고.
최종적으로 엔지니어링 분야 직원들의 교육과 이후 과테말라설탕협회(ASAZGUA)의 후원으로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수질오염을 개선하고 친환경적 에너지 사용을 통해 공장 운영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 권고.
지원기관: 캐나다의 국제개발 원조.
프로젝트 시행기관: 과테말라 설탕협회(ASAZG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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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2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리오 수시오(Rio Sucio)수계
수문지질학적 물공급 사업

지역: 리오 수시오(Rio Sucio)수계
시작일: 1999년

마감일: 2001년

프로젝트 개요:
- 산살바도르 도시에 물 공급량의 증대를 위해 리오 수시오 강 유역의 수계에 초당 2.0m3 생산
목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됨
프로젝트 상세:
- ANDA의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기술 교육과 제도적 강화: 수문지질학 분야, 환경영향평가
분야, 컴퓨터 모델링과 데이터베이스 기술, 시 예산 회복, 금융 분석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분야 등.
- 리오 수시오 수계에 대한 모든 환경 데이터 취합 분석을 통해 지하수와 지표수의 수질을
검사하는 것으로 시작해 리오 수시오 분지의 수문지질학적 평가 진행: 층위학, 지하수위,
지하수 흐름, 채수량, 지구화학 등.
- 리오 수시오에서 산살바도르까지 수자원 분배 시스템의 기술공학적 분석: 대수층 생산의
컴퓨터 모델링 기술 적용 등.
모든 프로젝트 진행은 충분한 기술적 평가와 사회, 공학, 환경과 금융 조건 포함한 충분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실시됨.
지원기관: 캐나다의 국제개발 원조를 통해 진행.
프로젝트 시행기관: 엘살바도르 수도 및 하수도 공사(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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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 3

온두라스 테구시갈파(Tegucigalpa)의 담수 및
지표수 수질 조사 프로젝트(Comayagüela에서
Tegucigalpa)

지역: Comayagüela(코마야겔라)와
테구시갈파(Tegucigalpa)
시작일: 1999년

마감일: 1999년

프로젝트 개요:
1998년 허리케인 미치로 인한 테구시갈파 수계의 환경파괴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이 지역의
수자원 샘플링 프로젝트로 일종의 수자원 공급 분야에 대한 환경연구 프로젝트다. 테구시갈파
수계의 마시는 물의 질에 관한 연구로 코마야겔라 시에서 테구시갈파로 연결하는 강 유역의
담수의 질을 연구해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물공급 질을
확보하는 프로젝트이다. 다양한 모니터링 네트워크와 프로그램을 통해 시 공무원들에게 물공급
관리교육을 진행한 프로젝트다.
프로젝트 상세:
- 존재하는 모든 수질 정보 리뷰.
- 기술 기관으로부터 정부 공무원과 전문가 인터뷰.
- 도시 중심, 시 외곽 지대에 있는 수자원 관리 플랜트, 우물, 가정 현장 방문.
- 수질 모니터링 네트워크 디자인.
- 물관리 시설, 물 분배 네트워크, 우물, 강 등의 현장에서 샘플링 프로그램(물리, 화학, 박테리아,
오염 매개변수 등).
- 환경부 관리 교육.
-1998년 허리케인 미치(Mitch)로 인한 물공급 시스템의 악영향 평가.
- 실험 능력의 재고와 실험실 직원들의 교육 훈련.
- 세계은행과 온두라스 정부에 결과 보고.
지원기관: 세계은행(WB).
프로젝트 시행기관: 온두라스의 천연자원부(SERNA).

이처럼 양질의 수질 확보차원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발전해옴과 동시
에 수자원의 공급과 관련된 중미지역 정부정책의 변화는 오늘날 더욱 국가
정책의 핵심으로 부상해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니카라과 정부는 정부 정
책의 선호도에서 수도인 마나구아(Managua)에 부동산 건설업의 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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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 아니면 120만의 시민에게 질 좋은 수
자원 공급을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했다. 2008년 2월 이러한 논쟁이 시
작되었을 때 마나과 시의 행정 결정자들은 마나과를 둘러싼 5개 도시 지역
에 건축 허가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이 지역들이 산림지역으로 도시
에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수원이 지하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시 지역
건축과 관련되어 수자원 공급을 위한 더욱 엄한 환경평가가 진행되고 있으
며, 이는 마나과 도시 개발에 지난 20년 동안 수자원 보호에 중요한 산림지
역들이 정부의 감시 없이 개발회사들의 난개발로 인하여 파괴된 산림지역과
수자원 보호를 위한 인식의 전환의 사례를 보여주는 조치였다.
2008년의 코스타리카의 태평양 연안 지역인 그리고 오늘날 관광지역으로
유명한 과나카스테(Guanacaste) 지방의 수자원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
젝트도 눈여겨 볼만하다. 지속가능한 발전 혹은 에코투어리즘을 위한 코스타
리카 정부의 계획으로 2천억 달러가 투자되어 인근의 수력 발전 설계지역으
로부터 담수 능력을 갖춘 800ha 댐 공사가 결정되었다. 관광지역으로 인근
해안선을 따라 호텔과 아파트 빌딩, 골프 코스, 다른 관광 시설 등이 들어서
면서 물 공급 등 기본적인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4
년 동안의 공사는 현재 CABEI의 투자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09
년 코스타리카 정부는 현재 향후 20년 계획으로 전국적인 규모의 물 공급
관리 네트워크를 구상 중이다. 양질의 물 공급의 필요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향후 60억 달러의 재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코스타리카 환경부
와 국가수자원관리계획(NWMP)하에 진행되고 있다. 처음 단계에서 129개의
초기 인프라 건설을 통해 식수의 수질을 개선하고 청정화 작업을 거치거나
홍수를 예방하고 하수도 배설공사 및 수력 발전까지 다양한 사업 계획을 통
해 동 사업을 추진 중이다.
파나마는 경우는 물통트럭(Water Tank Trucks) 프로젝트(총 8백만 달러
투입)를 통해 수자원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2010년 계획으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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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들에-Tocumen, Pacora, San Miguelito, La
Chorrera, Arraiján, Chilibre, Chepo and Tanara - 물 공급을 위해 물통트
럭 확보에 나서고 있다. 파나마상하수도공사(National Water and Sewer
Agency; IDAAN)는 공공입찰 과정을 거쳐 트럭의 수를 두 배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수로복원 사업에도 해외투자를 유치해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 사업은 안데스개발공사(Andean Development Corporation;
CAF)가 수로복원사업 프로젝트의 65%(전체비용 1,800만 달러) 비용을 감
당하고 있고 나머지는 파나마 정부와 여타 참여 기업들이 분담하고 있다. 파
나마환경부(ANAM)의 주도하에 시행되고 있는 이 수로복원 프로젝트는 파
나마의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향후 재생에너지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세계은행은 파나마의 매트로 수도시설과 위생시설 개선
프로젝트에 4천만 달러를 투자했다. 파나마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저소득 계
층들에 양질의 물 공급과 위생시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
트이다. 근 10만 명에 달하는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물이 공급될 예정이며 6
만에 달하는 인구에게는 개선된 위생시설 서비스가 제공된다. 파나마상하수
도공사(IDAAN: National Water and Sewer Agency)는 이러한 물 공급 시
스템의 개선을 통해 파나마의 낙후된 상하수도 시설들의 현대화를 기획하고
있다.8) 이 프로젝트의 수혜 범위는 파나마 운하의 동쪽 지역이 대상이며 꼴
론(Colón)자유무역지대도 포함된다. 2015년까지 예정된 본 프로젝트에 세계
은행의 투자와 기술원조 금융인 특별투자차관(SIL: Specific Investment
Loan) 4천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며, 이 투자 자금은 20년 거치 5년 유예기
간을 갖는다. 파나마 정부는 IDAAN의 예산을 통해 1,500만 달러의 카운터
파트 투자(일종의 대충(對充) 자금으로 피원조국이 원조받은 물자에 상당하

8) 2010년 한국의 현대 중공업은 파나마 운하의 확장 공사에 운하의 수문과 수계 고정장치 시설에 운하
밸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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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금액을 그 나라의 중앙은행에 예치하는)를 출자하고 있다. 미주개발은행
(IDB) 4천만 달러 투자를 통한 물 공급과 위생시설 서비스를 제공 프로젝트
는 파나마시티를 둘러싼 동· 서부 지역의 저소득 계층이 대상이다. Bocas
del Toro, Coclé, Chiriquí, Herrera, Los Santos, and Veraguas, 등의 지
역으로 파나마 총인구의 3분의 1이 거주하고 있다. 모든 경우를 통해 동 프
로그램은 수질은 물론 수도 및 상하수도 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서비스 공급
이 부족한 각 가정에 확대해 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새로운 인프라 시설을
구축해 물의 중간 누수를 막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목
적이다. 물의 집합시설과 물 처리 시설의 개선도 이 프로그램에서 중요하다.
부분적으로 IDB 투자가 이 사업의 금융적 어려움을 해소해 줄 것으로 보이
며 이를 정책적으로 리드 할 IDAAN의 제도적 능력도 가세하면서 파나마의
공공 물 시설 개선을 통해 수질은 물론 오폐수 처리의 효율성까지 이룰 것
으로 전망된다. IDB 투자는 25년 거치 4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활용하고
있으며 이자 지금은 LIBOR에 기초한 금리를 따르고 있다. 파나마 정부는
카운터파트 투자로 천만 달러를 예치했다.
니카라과의 경우 2009년 독일의 투자(2천만 달러)로 그라나다(Granada)
지방에 물을 공급하고 니카라과 호수(Lake Nicaragua)의 오염을 방지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라나다 시의 물과 오폐수 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은
독일 정부에 의해 제공된다. 독일은 니카라과에 그 규모에 있어 네 번째에
해당하는 국제원조 국가로서 1990년대 이후 거의 5억 달러의 원조를 해오고
있다. 금번 프로젝트는 기존의 원조 유형과는 달리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에 대한 선호에 집중되었다. 니카라과 환경 및 자연자원부(MARENA)
의 보고에 의하면 니카라과 호수(Lake Cocibolca)의 경우 여타 다른 호수에
비해(예를 들어 Lake Xolotlán 같은) 그리 심한 오염 상태는 아니지만 부영
양화의 위험이 있고 농약농축의 영향 등으로 생태시스템이 파괴되기 시작했
으며 심한 악취와 산소결핍 등의 현상이 발견되고 있는 상태에서 오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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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이 시급한 편이라고 설명하며 이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다. 환경산업: 쓰레기처리 분야9)
1) 사례 1

과테말라
과테말라 5개 도시에 대한 고체쓰레기 관리 및 민영화에
대한 연구

지역:Santa Catarina Pinula, Fraijanes, San Jose
Pinula, Coban and Chiquimula

투자금액: 14만 7천 달러

시작일: 2004.04

마감일: 2002.06

프로젝트 개요:
고체쓰레기 관리 시스템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민간부문의 참여 증가 방법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 상세:
해당 데이터 수집.
모든 환경법과 비용, 인프라에 대한 검토.
모든 공공기관과 SW(고형폐기물)을 수거하는 민간부문에 대한 조사. 모든 쓰레기 처리장
위생상태 및 현재 상황에 대한 조사.
SWM(고형폐기물 관리) 장비 및 유지보수 현황 조사.
수문지질학적(Hydrogeological) 현지 조사. 쓰레기 처리장 디자인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
SWM(고형폐기물관리) 적용을 위한 민간부문의 능력 검토.
쓰레기수거 시스템 분석.
의료용 폐기물과 위험성 쓰레기(Hazardous Waste) 수거에 대한 분석.
쓰레기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
대체 고형폐기물관리 방안 선택.
Decision Marker 모델을 통한 재정적 분석.
선발된 고형폐기물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
환경 분석, 교육 및 제도화 지원.
지원기관: COPRE. World Bank
프로젝트 시행기관: DPS International inc.

9) http://www.dpsint.com/index.php?category=portfolio&title=index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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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2

벨리즈(Beliz)
고체쓰레기 국가 마스터플랜 관리 및 수문지질학적
연구.

지역:
벨리즈

투자금액: 5만 달러

시작일: 1998.08

마감일: 2001.05

프로젝트 개요:
컨설턴트가 제공하는 정보, 현지 방문조사, IBD의 SWM(고체쓰레기관리) 위원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쓰레기처리장 디자인 사업도 함께 진행하며 수문지질학적 연구 및 재정적
분석을 통하여 이 프로젝트의 적절성을 타진한다.
프로젝트 상세:
프로젝트 관련 모든 데이터 및 정보 수집.
현재 쓰레기 처리장을 방문하여 쓰레기수거 시스템, 운송에 대한 연구 진행.
고체쓰레기 관리에 관련한 법과 규제에 대한 검토.
쓰레기에 대한 특징 파악.
쓰레기관리 플랜에 대한 비평.
관련기관 행사 참여
쓰레기 처리장 디자인과 개선 방안에 대한 수문지질학적․지질공학적 연구.
재정적 타당성 연구.
IBD에 대한 보고서 작성.
지원기관: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프로젝트 실행기관: Wesa Group Limited of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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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 3

엘살바도르
생물의학 쓰레기 국가 마스터플랜

지역: 엘살바도르 전역

투자금액: 25만 달러

시작일: 1998. 06

마감일: 1999. 07

프로젝트 개요:
생물의학쓰레기 발생과 관리 현실에 대한 종합적 이해.
생물의학쓰레기 처리에서의 대안, 최적의 기술, 최저 비용의 방안 연구.
프로젝트 상세:
생물의학쓰레기 관리에 대한 기존 연구자료 수집 및 분석.
생물의학쓰레기 관리에 대한 정부기관의 책임감 및 참여 증대방안 연구.
생물의학쓰레기 발생의 원인 분석.
전국 36개 의료기관에 대한 환경감사.
각 사업분야의 쓰레기 발생 양 측정 및 분석.
쓰레기 처리 관리 교육, 생물의학쓰레기와 관련한 재정적 분석.
현장 방문 및 실사.
운송비 분석과 지역별 쓰레기처리 분석을 포함하는 국가 프로젝트 실행.
보건부 및 IDB에 결과 보고.
교육 실시 및 기술 이전.
지원기관: The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프로젝트 실행기관: Wesa Group Limited of Canada

물공급 시스템의 개선과 수자원관리 프로젝트들의 활발한 중미지역 프로
젝트들과 더불어 중미지역의 환경문제 현안인 고체쓰레기 처리문제도 많은
해외협력 사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고체쓰레기를 위한
매립지 건설 프로젝트들은 1990년대를 이어 2000년대 들어 더욱 활기를 띠
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생물의학쓰레기 국가 마스터플랜 외에도 엘살바도
르는 2010년 현재 La Unión지역에 처음으로 쓰레기 매립지를 건설하는 중
이다. 통합 고체 쓰레기 관리 국가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본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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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는 ‘산타 로사 데 리마 매립지(Santa Rosa de Lima landfill)’를 시
범 모델로 활용해 건축 중에 있다. 산타아나 지역에 건설 중인 새로운 매립
지(Landfill in Santa Ana)는 엘살바도르 환경부와 산타아나 시가 계약을
통해 쓰레기처리장(garbage dump)을 만드는 경우이다. 쓰레기처리장 건설을
위한 부지 선정과 구입 등에 대한 사전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건설
과정에서 환경부는 기술적 지원은 물론 프로젝트에 가장 좋은 부지 선정에
도움을 줄 것이고 이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는 물론 시설의 디자인도 참여할
예정이다. 전체적으로 엘살바도르 정부는 향후 6개의 쓰레기 매립지와 42개
의 재활용(recycling) 센터를 만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각기 다른 6개의
지역(La Unión, Santa Ana, San Vicente, Ahuachapán, Chalatenango,
Morazán)에 매립지는 건설이 될 것이고 부지선정은 전략적으로 도시 인근
지역으로 선정해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이는 전략을 고안하고 있다. 이미 건
설된 여타 다른 쓰레기매립지들(Santa Rosa de Lima, La Libertad, San
Miguel)의 시설들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의 확대도 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다. 42개의 재활용 센터 건립은 거주 도시 인구 5천 명 이하 지역에 건립
될 예정이다.
이러한 매립지 및 재활용 센터 건설비용은 금리우대 차관으로 대부분 독
일이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이 운영하는 이러한 차관은 중미지역의 기
후변화, 안전, 재해방지용 개발원조 차관의 형태를 띠고 있다. 현재 1천5백
만 달러가 투자되고 있다. 매립지 건설은 부가적으로 이를 이용해 매탄가스
포집을 통한 발전소 건설과 전력 생산이 가능해 진다. 현재 그룹 AES사는
엘살바도르에 4,300만 달러를 투자해 최초로 메탄가스 발전소 건설을 하고
있다. 같은 사업은 2011년 초기 사업을 시작한다. 초기에는 6MW 전력생산
이 가능하고 충분한 기술적 능력이 갖추어지면 24MW 전력 생산도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계획과 평가가 성공적일 경우 향후에도 AES
사는 추가적으로 이러한 발전소를 2～3년마다 하나씩 더 건설한다는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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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도 밝히고 있다. 이에 더하여 새로운 배양토(퇴비) 플랜트의 건설도 추
진 중이다. 42개의 재활용 센터 가운데 처음으로 이 플랜트는 엘살바도르
남동부 지역에 건설 예정이며, 엘살바도르 환경자원부(MARN)와 지역발전사
회투자기금(FISDL)이 부지선정과 건설 디자인에 공동 참여한다. MARN이
프로젝트 재원, 기술 지원, 모니터링 과정에 책임을 지며, 환경영향평가 및
플랜트의 디자인도 담당한다.
파나마도 현재 쓰레기 매립지 사업에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2010년 11
월 리카르도 마르티넬리(Ricardo Martinelli)대통령은 Colón 지역에 10억
달러를 투자해 쓰레기 매립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
내에는 새로운 항구 건설, 600채의 하우징, 거주지역의 오래된 거물 복구,
새로운 교도소, 콜론 자유도로 확대, 공항 건설, 매립지, 새로운 운송 터미널
등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니카라과의 고체쓰레기 처리 플랜트는 스페인의 도움을 받아서 La
Chureca 지역에 건설될 예정이다. 옥외 매립지로 지정된 토지는 이미 스페
인의 국제협력 에이전시(AECI)에 할애되었으며 약 2,000명 정도의 고용 효
과가 기대되고 있다. 마나구아 시정부가 현재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어서 시
차원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니카라과의 쓰레기 재활용 플랜트 건설은 러시아의 협력을 받고 있다. 라
추레까(La Chureca)시가 운영하는 매립지에 건설될 쓰레기 재활용 플랜트는
현재 스페인이 이웃 도시 Acahualinca에서 건설 중인 쓰레기 재활용 센터와
는 개념이 다른 것으로 이 플랜트는 시와 개발사 간에 현장에 맞는 공동의
아이디어 협력을 통해 진행 중이다.
코스타리카의 고체쓰레기 재활용 플랜트는 80만 달러의 비용을 들여 건설
되었다. Hatillo 지역에 오픈한 이 쓰레기 재활용 센터는 처리 용량 면에서
6일치의 쓰레기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고안이 되었다. 파나마의 2
천만 달러가 투자된 재활용 센터는 쓰레기 재활용을 통해 전력 발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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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 회사에 의해서 건설이 될 예정이고, 과테말라
는 현재 관광지역으로 유명한 아티틀란 호수(Lago Atitlán)에서 시아노박테
리아(cianobacteria)를 제거하기 위해 2010년 이후 향후 5년간 6,800만 달
러의 투자를 필요로 한다. 이는 또한 호수에 버려진 수많은 고체 및 액체 폐
기물들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쓰레기들이 계속 호수에 방치된다
면 아마도 이 지역의 관광산업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 신재생에너지 분야
오늘날 중미지역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많은 법적․제도적 장
치를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돕고 있다.
과테말라는 2003년 이후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는
정부 차원의 재정적․경제적 인센티브를 주어 오고 있다. 재생에너지 촉진법
을 통해 태양광, 풍력, 지열, 수력 등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많은 인센티브
를 주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수입, 부가가치세(VAT) 면제, 양도세 면제, 소
득세 및 법인세의 면제 등이 포함되었다. 이는 한시적으로 2013년까지 유지
될 전망이다. 니카라과의 경우에도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해외기업들에게
다양한 투자혜택과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현재는 법적으로 대규모 투자에
한정되어 있지만 점차 중· 소 규모로도 확대해 간다는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장비의 수입을 포함해 사업 초기부터 이러한 혜택은 모든 프로
젝트에 적용된다. 이러한 인센티브를 통해 프로젝트 중간에도 이익이 회사로
돌아가도록 고려해 더 많은 재생에너지 산업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
온두라스의 국가전력 에너지사는 2016년까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총
21억 달러를 투자해 8백MW의 전력을 생산한다는 재생에너지 마스터플랜을
이행 중이다. 52개 정도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2010년에서 2016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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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면 8백MW의 전력이 생산되고 그 중에 ENEE사가 250MW를 평균
가격 0.1달러/kWh로 구입한다는 계약도 체결되었다. 이런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6년 동안 요구되는 일자리만도 5만 개가 넘으며 30개에 달하는 온두라
스 시 당국들의 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기업과 정부는 현
재 코스타리카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데, 특히 전기
기차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계획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코스타리카의 산호세와 프랑스 파리를 잇는 직항 항공 연결도 고려 중
이다.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중미지역 차원의 연대와 투자 계획도 속속 발
표되고 있다. 중미 에너지와 환경 동맹, 중미통합체계, 중미경제통합 사무국
등은 2010년 2,400만 달러의 재원을 마련해 중미 에너지와 환경 파트너십
(EEP)을 구상해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종잣돈(seed capital)을 만들어 활
용 중에 있다. 재생에너지 개발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이 자금을 이용해
기금을 마련할 수 있고 여타 다른 상업은행들과 연계된 자금을 통해 재생에
너지 신규산업에 진출할 수도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오늘날 이 지역에서 해
외 투자를 통해 발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분야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지열에너지
중미지역은 지정학적으로 활화산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보인다. 밑의 그림
과 같이 여전히 활화산이 중미지역 개별 국가들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오늘
날 중미 국가들은 이러한 활화산을 이용해 지열에너지를 이용해 그린에너지
를 생산하는 과정에 착수했다. 기존의 화석연료 의존 에너지 시장을 개혁하
고 전력공급에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지열에너지 생산 프로젝트들
을 가동하고 있다. 특히 화산지대가 많이 분포한 태평양 연안 지대의 국가들
을 이러한 지열에너지 생산을 위해 지열 발전소 건설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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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 과테말라의 파카야(Pacaya) 화산,

니카라과 지열에너지 발전소 전경(산 하신토 프로젝트) ❚

물론 이러한 지열발전소 건설은 건설비용이 비싸고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서는 장기간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 지역이 의존하고 있는 수력발전소들에
비해 환경 친화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과테말라는 현재 2022년까지 이러한
지열발전소와 수력발전소를 통해 총전력의 60%를 충당한다는 계획을 가지
고 있다. 과테말라 정부는 지열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에 대한
세금우대정책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으며 전력 규제정책을 통해 지
열에너지 같은 청정에너지 생산자들로부터 정부가 매입한다는 계획을 세웠
다. 2010년 5월 폭발한 과테말라 파카야 화산의 1,640피트 지하로 파이프를
연결해 175도 정도의 증기와 물을 실어 날라 지열에너지를 생산하는 1~2개
의 지열 발전소가 현재 가동되고 있다.
이스라엘 소유인 오마트 테크롤로지사(Ormat Technologies Inc)에 의해
3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두고 운영이 되고 있고 추가로 지열에너지 발전소 건
설을 확장시키기를 원하지만 지하 암반을 뚫는 작업비용으로 어려움을 경험
하고 있기도 하다. 오마트사의 프로젝트는 현재 지열에너지를 통해 20MW
의 전력을 생산하지만 과테말라 정부는 이를 더욱 확장해, 향후 1천 MW까
지 생산한다는 목적하에 재생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사업을 독려하고 있다.
다른 중미 국가들도 이미 지열에너지를 통해 전력의 수급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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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의 경우 5분의 1정도의 전력이 두 개의 160MW 급 지열에너지
발전소를 통해 공급되고 있으며 이를 더욱 확장하기 위해 3번째 지열에너
지 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코스타리카의 경우는 현재 153MW 급
용량의 지열에너지 발전소 4개가 가동 중에 있으며 2011년 1월 다섯 번째
지열발전소 가동을 앞두고 있고 이에 더하여 2개의 발전소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니카라과의 경우는 현재 지열에너지로부터 66MW 전력을 공급받고 있고
향후 5년 이내에 발전량을 166MW로 올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10) 이러
한 니카라과의 지열에너지 투자에 국제금융공사(IFC)는 새로운 발전소 건립을
위해 2010년 1억 9천만 달러를 제공한다. 이 발전소는 니카라과 에너지 프로
젝트 분야에서는 가장 큰 규모이며 향후 25년 동안에 걸쳐 계속적인 투자와
발전이 이루어져 니카라과의 재생에너지 분야를 더욱 강화해가고 전력량을 증
대시키며 니카라과의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감축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니카라과 북쪽의 산 하시토(San Jacinto) 지역에 건설될 이 발전소는 향
후 72MW급 발전소가 될 것이다. 미래 투자액만 3억 7천만 달러로 예상되
며 이는 니카라과 전력 공급에서 재생에너지 부문이 2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0년 현재 니카라과의 에너지 매트릭스는 70% 정도가 화
석연료에서 나오고 있다. 이 발전소의 건설로 인하여 수입되는 화석연료 에
너지 의존도를 50%까지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에너지 물가를 낮추고
전력공급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발전소를 개발할 회사는 Ram전력회
사로 이 개발을 통해 다른 중미 국가들로 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확대해
갈 전망이다.

10) http://en.centralamericadata.com/en/article/home/190_millones_para_energia_geotermica_en_
Nicaragua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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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바이오연료 ․ 바이오매스(Biomass)
그린에너지 시장 형성을 위해 많은 인센티브와 개발을 독려하는 오늘날
중미 국가들에 특히 바이오연료 생산 분야에 많은 해외 진출 사례들이 있다.
중미지역에서 바이오연료 생산에 포함되는 주원료들은 콩, 해바라기, 유카
(yuca), 소나무 씨 등이 사용된다. 하지만 바이오연료 생산 중에서도 가장
많은 투자가 되고 있는 에탄올과 바이오디젤 프로젝트들은 사탕수수나 아프
리카 야자나무에서 생산된다. 이러한 바이오연료 생산은 향후 중미지역 국가
들의 오일 의존도를 낮추고 점증하는 지역 내 에너지 소비에 대안에너지로
쓰일 수 있는 등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분야이다. 물로 기후변화와 세계
에탄올 시장으로의 진출도 이들 국가들에게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이다. 오늘
날 중미지역의 바이오연료 연구 및 개발,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브라
질과 미국 다국적 회사들로 브라질의 국영석유회사인 Petrobras를 포함하여
카길(Cargill)

팔마사(Palmasa),

살바도르설탕회사(Compañía

Azucarera

Salvadoreña), Crystalsev, Recope, Grupo Pellas 등이 참여하고 있다.
에탄올 생산부문에 있어서 현재 중미 국가들 중에 엘살바도르는 에탄올
생산 주도국이다. 이런 주도적인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이유는 에탄올 생산
에 있어 에탄올 강국들인 브라질과 미국과의 2006년 공동 협정을 통해 이
산업에 특화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브라질과 미국은 엘살바도르를 거
점으로 여타 다른 중미 국가들의 에탄올 산업에 진출하고 있다. 콜롬비아 농
업부는 엘살바도르의 메소아메리카 바이오연료 프로젝트에 참여해 공동의 노
력을 하고 있다. 일종의 PPP(Puebla to Panama Plan, 중미지역 환경협력
프로그램 참고)의 일환으로 참여하고 있다.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한 기술적
인 연구개발 과정 협력을 위해 콜롬비아 측은 CORPOICA(Colombian
Corporatio있다. 2008년부터 엘살바도르의 농업기술연구소(National Center of
Agriculturaln of Agricultural Research)가 투자를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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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and Forestal Technology; CENTA)와 바이오연료 기술 제휴를 하고
있다. 2009년에는 콜롬비아의 원조로 시험가동된 CENTA(National Center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Technology)에서 일일 생산이 10만 리터에
달하고 있다. 미주기구(OAS)를 통한 투자그룹도 2010년 현재 엘살바도르의
바이오연료 생산에 대한 토양, 기후 그리고 생산 역사 등에 대한 다각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진출 준비를 하고 있다.
온두라스 의회도 바이오연료법을 통과시켜 생산자들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바이오연료법에 의하면 바이오디젤 생산에 투입되는 모든 기계들
은 15년 동안 세금 면제 혜택을 받으며 해외로부터 수입된 장비들은 수입세
가 면제된다. 이 법은 또한 2년간의 면세기간을 포함시켰다. 온두라스의 목
표는 2007년 현재 바이오디젤 일일 생산량을 1만 5천 갤런에서 4만 갤런으
로 늘리는 것이었다. 온두라스는 따라서 중미지역 에탄올 생산의 시험대가
되고 있고 동시에 에탄올 생산의 중미 허브 국가로 등장해 있다.
브라질의 유명한 농업연구기업인 Embrapa는 파나마에 바이오연료 생산
기지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파나마의 파넬라(Panela) 지방에 세
워질 생산기지는 상업화된 발전소를 통해 에탄올 생산에서 판매되지 않은
품목들에 대한 연구 개발도 집중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파나마의 농업개발부(MIDA)는 현재 2백만 달러 투자를 통해 콜론(Colon)
지방의 부에나비스타(Buena Vista)지역에 바이오디젤 발전소를 건립하기 시
작했다. 일일 생산량 1만 리터가 목표이다. 브라질의 기술적인 도움이 막대
한 영향을 미쳤다. 향후 이를 게기로 파나마 정부는 바이오연료 비즈니스를
벤처사업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농업부산물을 통한 에탄올 생산도 이 지역은 커다란 장점을 지니고 있다,
대개 1차 농산물 수출 구조 특징을 보이고 이 지역의 대표적인 커피나 바나
나 등의 농업 쓰레기들을 이용해 에탄올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에틸알
코올(ethyl alcohol)은 당 성분이 함유된 어느 농작물에서도 생산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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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더욱 정교화하여 연료로서의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
다.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연료 생산까지는 더욱 많은 연구개발 투자가 요
구된다. 이렇게 유기성 쓰레기로부터 연료를 생산하는 데는 더욱 많은 기술
발전이 요구된다. 실제로 2005년 코스타리카 커피재배영농조합인 Coopedota
사가 커피 펄프를 이용한 바이오연료 생산에 대한 연구 개발을 시작해 2009
년 일일 생산량 2천 리터를 생산 리터당 0,35 달러(국제시장에서는 0.4 달
러)의 생산성을 갖춘 에탄올을 생산하기도 했다.
자트로파(jatropha; 그림 4-2 참고)는 중미지역에 분포하는 교목으로 높이
가 6m이고 잎이 3∼5개로 갈라지며 노란빛이 도는 녹색 꽃을 피운다. 종자
는 식용하고 기름을 얻을 수 있는 식물이다.11) 이 식물을 이용한 바이오디
젤 생산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기도 하다.

❚ 그림 4-2. 중미지역의 자트로파(jatropha) 식생 ❚

비록 몇몇 제약이 있다 해도 자트로파는 중미지역에서 바이오디젤 생산을

11) 한국에는 중앙아메리카가 원산지인 과테말라 대황(J. podagrica)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높이가 40∼
70cm이고 줄기가 굵어 술병 모양이며, 잎은 벽오동의 잎과 비슷하다. 꽃은 붉은 색으로 피고 원줄기
끝에서 나온 긴 꽃줄기 끝에 취산꽃차례를 이루며 달리며, 꽃잎이 5개로 갈라진다(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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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훌륭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고 농업전문가들은 말한다. 이 식물의 씨
앗은 높은 질의 오일 생산에 적합하고 다년생이며 바이오디젤 생산에 높은
적응성을 보이는 등 많은 장점들이 있다. 이와 더불어 식용성이 아니기 때문
에 다른 식용 작물과 경쟁이 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과테말라의 판타레온 설탕 업체(Pantaleón Sugar Mill)도 2010년 현재 9
천3백만 달러의 투자 계획을 세웠다. 5천만 달러는 사탕수수 생산을 늘리기
위해 투자가 되며 나머지 4천3백만 달러는 에탄올 제조를 위한 설비 투자에
들어간다. 이런 투자를 통해 사탕수수의 생산량은 향후 현재의 2,500만 톤에
서 2,8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에탄올 발전소를 통해서는 일일
생산량 15만 리터에서 45만 리터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판타레온에서 생산되는 에탄올은 이 지역에 80MW의 전력이 생산
가능하고 향후에 90MW로 증가할 것을 감안하면 이 지역에서 소비하는
30MW를 제외한 나머지 60MW는 과테말라의 전력 회사에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다. 수력발전소
중미지역의 전력공급은 수력에 많은 의존도를 보인다. 재생에너지로서 수
력 발전소의 건립은 초기 건설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오늘날 화
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많은 중미 국가들이 수력발전소를
계획하고 있고 해외 투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다. 구체적으로
중미지역의 수력발전 해외진출 사례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과테말라의 에너지광산부(MEM: The Ministry of Energy and Mines)는
2010년 청정개발(Generación Limpia) 회사에 수력발전소 건설을 허가했다.
4개의 물줄기(Cuatro Chorros) 프로젝트로 알려진 이 발전소의 건립은 스페
인 회사인 청정개발(Generación Limpia)사가 과테말라 서쪽의 키체(Quich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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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치까만(Chicamán)에서 건설중이다. 총 36MW를 생산한다는 목표와
함께 이 회사는 추가로 3개 더 수력 발전소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
다. 세나후(Senahú)에 26MW(El Volcán), 호꼬탄(Jocotán) 에 27MW 규모
(El Puente) 그리고 산마르꼬스(San Marcos)에 30MW(El Naranjo) 발전소
가 지어질 예정이다.
엘살바도르는 2010년 현재 350MW급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국제 입찰
을 시작했다. 2010년 말 엘살바도르의 국가에너지위원회(CNE)의 주관으로
이러한 입찰은 시작될 것이며 이러한 해외 입찰은 엘살바도르의 내년도 전
력 수급의 부족분을 수력발전소를 통해 보완한다는 계획에서 나왔다(현재 규
모의 30% 정도 더 필요).
파나마 역시 전력공급의 수급을 맞추기 위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전
력부문에 2009년 파나마 GDP의 22.5%에 달하는 총 43억 달러 정도를 투
자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수력 발전을 위해 투자되는 몫은 26억 달
러로 841MW의 전력생산(현재 용야의 절반 수준)을 위해 투입된다. 이 기
간에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에 투자되는 비용은 2,700백만 달러와 비
교하면 수력발전을 통한 파나마 정부의 전력공급 계획은 재생에너지 분야에
서 여타 다른 중미 국가들을 능가한다.

라. 풍력에너지
중미지역의 풍력 발전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태평양과 대
서양 사이에 위치한 지협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하면 자연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은 많은 장점을 가진 지역이다. 최근 풍력 에너지 개발에 대한
중미지역의 해외 진출 사례들을 점검해보면 다음과 같다.
니카라과는 인피마재생에너지사(Infima Renovables Company)와 계약을 통
해 40MW급(La Fé-San Martin) 풍력 발전 지역 건설을 시작했다. INF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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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마나구아 지역에 풍력발전 지역을 조성하여 2011년 9월부터 발전을 시
작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La Fé-San Martin 발전지역에는 덴마크에서 개
발한 22개의 베스타스 1.8 풍력 터빈이 설치되며 각각 1.8MW의 전력을 생
산한다.
파나마도 2009년 FERSA사와 계약을 맺고 코클레 지방(Cocle Province)
의 토아브레(Toabré)에 풍력발전 지역을 조성 중이다. 총 225MW 발전용량
을 갖추고 있으며 이 지방 전력 수요의 9% 정도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러한
풍력발전 지역 설립에 대한 허가권은 Public Services Authority(ASEP)가
담당하고 있다.
온두라스의 경우는 미국 수출입은행(US Ex-Im Bank)의 1억 5천9백만
달러의 투자로 온두라스의 풍력에너지 회사인 Energía Eólica de Honduras
S.A.가 담당하고 있다. 이미 512MW급 풍력 터빈이 설치되었다. ‘Cerro de
Hula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가메사 51 G-87(51 Gamesa G-87) 풍력 터
빈이 설치되었으며 102MW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온두라스의 수
도 테구시갈파(Tegucigalpa)에서 남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지역(Santa
Ana 지역과 San Buenaventura)에 조성된 풍력발전 지역은 향후 온두라스
전력소비의 6%를 공급한다.
2010년 코스타리카는 처음으로 4,500만 달러를 투자해 코스타리카의 수
도인 산호세 서쪽에 있는 산타아나(Santa Ana)지역의 중앙계곡(Central
Valley)에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했다. 공식적인 전력생산을 위한 가동은
2012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이 지역에 거주하는 6천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이외에도 코스타리카는 이미 작은 규모의 풍력에너지 프로젝트들을
코스타리카 북쪽에서 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형 풍력 단지 조성은 처
음이다.
온두라스의 경우는 가메사(Gamesa)사와 이베르드로라(스페인의 Iberdrola)
사 간 컨소시엄으로부터 개발 중인 Cerro de Hula 풍력단지 조성의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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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있다. 가메사사가 76% 그리고 이베르드로라사가 24% 지분을 통해 개
발 중인 이 프로젝트는 메소아메리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
는 이미 온두라스 정부(특히 ENEE)와 20년간의 전력구매협정(PPA)을 맺고
있고 단지조성 비용은 미국 수출입은행과 중미은행으로부터 제공을 받고 있
다. Cerro de Hula 풍력단지는 일종의 턴키방식(일괄지급) 계약으로 진행되
고 있으며 이미 51가메사 G87-2 MW 풍력 터빈이 사용되었다.
파나마는 총 7억 2천만 달러의 투자를 통해 두 개의 풍력 단지(각각 90
MW 급) 조성을 계획중이다. 에너지 환경 엔지니어링 회사(Energy &
Environmental Engineering Corp)의 투자로 안톤 수르(Anton Sur) 지역과
라 콜로라도(La Colorada)에 단지가 조성된다. 이 풍력 재생에너지 프로젝
트를 통해 파나마는 국가 전력망을 통해 에너지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중미지역 전체적으로 보면 글로벨크 제너레이션 회사(Globeleq Generation
Limited)는 중미지역 풍력발전 프로젝트들의 개발자로 그리고 소유자로 활동
중인 메소아메리카 재생에너지 회사(Energías Renovables de Mesoamérica
S.A.; ERM)의 70% 정도 지분을 점유하고 있다. ERM은 현재 코스타리카의
Tilaran지역 23MW급 풍력 단지를 소유하고 있고 온두라스에서 풍력 단지를
개발하고 있으며 Cerro de Hula 1백MW 풍력 단지 개발에 디자인을 했으며
이에 더하여 이 지역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다.

마. 태양광에너지
엘살바도르의 태양광에너지 개발은 엘살바도르의 렘파강 수력발전소위원
회(Lempa River Hydroelectric Executive Commission; CEL)의 에너지원
다각화 계획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다양한 에너지효율화 연구를 통해 태양광
에너지의 잠재적 가능성을 발견한 엘살바도르는 스페인 회사인 솔라 밀레니
엄(Solar Millennium)사와 공동연구를 통해 미래 투자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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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다양한 기술 발전을 통해 태양광 에너지 생산을 준비중이다. 실제로 엘
살바도르는 호텔 태양광 에너지 사업에 3천만 달러를 투자 하고 있다. 태양
전지판을 살바도르의 호텔에 설치함으로서 태양광 에너지의 효율성을 상용화
하기 시작했다. 투자는 다자투자은행(Multisector Investment Bank; BMI),
KfW와 독일의 국가개발은행에 의해 진행되며 태양광 에너지는 호텔의 전기
공급(전등 및 온수난방)에 사용된다.
엘살바도르는 또한 2016년까지 태양광 전력 플랜트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가에너지위원회(CNE)의 장기 계획으로 이 나라에는 최초의 태양광
에너지 플랜트가 될 전망이다. 이는 기술적으로 기존의 태양 전지판을 이용
한 발전 계획이 아니라 농축된 열을 이용한 태양 에너지(concentrated
thermal solar energy)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에너지 생산의 최대 단점은
고비용 구조라는 데 있다. 각 MW를 생산하는 비용이 평균 5백5십만 달러
의 비용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와 비교해 수력발전의 경우는 예를 들어, 엘
차파랄(El Chaparral) 발전소의 경우는 비용이 3백30만 달러에 달한다.
코스타리카 태양광에너지 발전은 과나카스테(Guanacaste) 지방의 포르튜
나 데 바가세스(Fortuna de Bagaces)에 위치해 있다. 향후 발전은 4백kWh
생산이 기대되며 일본 정부의 원조로 시설은 지어질 예정이다. 이 지역을 부
지로 선정한 이유는 이 지역의 풍부한 태양열과 지표면의 조건이 태양광 에
너지 생산을 위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에너지효율화 분야
에너지효율화 증진을 위해 중미지역은 오늘날 오래된 전력공급 네트워크
개선과 에너지 그리드 교체 작업에 들어갔다. 위의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지열과 수력발전의 투자와 발전을 통한 전력공급의 확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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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필요한 일이 이미 낡은 전력 공급망들을 하루빨리 효율화 측면에서
개선해 내는 일이다. 새로운 전력망 확충과 기술적 개선도 반드시 동반되어
야 한다. 이러한 취지하에 현재 중미지역 국가들의 에너지 효율화 부문 해외
진출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8년 과테말라와 온두라스는 미주개발은행(IDB)으로부터 지속가능한
에너지 및 기후변화 기금 이니시어티브(SECCI) 명목으로 각각 60만 달러와
66만 달러를 투자받아 에너지효율성 확보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에 사용해
오고 있다. 과테말라는 에너지 소비를 낮추고 전기에너지 사용 개선을 위해
투자하고 있고, 온두라스는 에너지효율화 조치 이행을 위한 글로벌 플랜을 디
자인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몇몇 과제 연구 프로젝트를 이행하고 있다.
산업에너지 사용 분야에서 에너지효율성 증진은 코스타리카의 경우는 네덜란
드 회사들과 함께 에너지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이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효율화에서 가장 큰 방향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
서 대체에너지를 생산 및 이의 효율성 사용을 증진시킨다는 계획들이다. 이
를 위해 코스타리카 산업부(CICR)는 네덜란드의 MétaSus와 청청 기술 클
러스터를 만들어 에너지효율화 연구를 진행 중에 있기도 한다. 실질적으로도
코스타리카는 2008년부터 에너지효율화와 저탄소 차량 운전자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치를 취해 에탄올 같은 바이오연료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
하고 있다. 코스타리카 정부는 자동차의 판매 시 실질적으로 35~53% 사이
에서 소비세를 융통성 있게 조절해 걷고 있다. 세금은 자동차의 유형, 엔진
크기, 그리고 모델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그림 4-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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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3. 코스타리카 에너지효율화 자동차 ❚

이 외에도 코스타리카는 에너지효율화 프로젝트에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
업에 많은 기금을 제공하고 있다. 미주투자공사(IIC)와의 공동 협정을 통해
중소기업에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된 프로젝트 참여 중소기업들에게 기술지원
과 금융지원을 확대해오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파나마도 에너지 효율화 제품의 수출입에 있어서 무관세제도
를 도입해 효율화 인증을 통과한 제품들에 한해서 관세 제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물론 에너지 효율화와 관계없는 제품들에는 여전히 10% 관세가 부과된다.
과테말라는 에너지효율화 통합 플랜을 통해 향후 15년 동안 40억 달러를
절감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2010년 시작예정인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다양한
회사들이 정부의 효율화 정책에 실행 가능한 플랜들에 공개 입찰했고 Applus,
GreenMax, Arenales & Skinner - Klée, Econoler, EMI, Mayora &
Mayora, Estrategias de Inversión, S.A. 그리고 Quantum, Prien, Econoler
등이 참여했다.
니카라과는 중미지역에서 전기세가 가장 높은 국가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
해 니카라과 정부는 2008년 향후 10년간 4천만 달러를 투자해 에너지 물가
를 10% 정도 낮춘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에너지 시장에 효율성과 경쟁을
도입해 에너지 가격의 현실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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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1. 한국의 대(對)중미 녹색산업 협력 가능성 탐색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반복적인 정치적 혼란과 경제위기 등으로 중미
지역에서는 환경산업 및 에너지 부문에 대한 생산과 투자에 대한 효율적 관
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환경산업 및 서비스 그리고
에너지 발전소 설립과 에너지 부문의 투자는 많은 후퇴를 가져왔다. 특히 에
너지 효율화와 전송망 자동화 등은 등한시 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이러한 환
경은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환경파괴의 증가와 생활환경 오염(수자원, 쓰레기, 토지 및 대기)문제로 인
해 이제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화석연료에 대
한 의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고 새
로운 에너지 법안들과 정책들이 제도화되면서 에너지 관련 산업은 ‘정확하게
규제가 강화되거나 완전히 탈규제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발전하고 있다.
에너지 분석가들은 이 지역의 에너지 수요는 향후 6년 동안 6% 정도 더
증가할 것이라는 평가와 전망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중미지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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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외국기업의 진출사례를 통해 살펴본 대로 이 지역의 녹색산업은 2000년
대 들어 폭발적인 해외 투자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중미지역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고
있다. 중미지역 환경 및 에너지시장 진출의 기회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미
주개발은행(IDB)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수요의 증가(특히 에너지 분야)는
투자 잠재성을 증진시켜 향후 6년 동안 대략 70억 달러 정도의 재원이 필요
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2014년까지 중미환경개발위원회(CCAD)는 이 지역의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른 대응으로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들은 점점 더 증가할 것이며 생산량도
수력, 풍력, 태양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대략 5천 MW에서 5천7
백 MW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총 액수로 환산하면 890억 달러
에 이르는 양으로 어마어마한 투자 잠재력이다. 유엔(UN)의 태양 및 풍력에
너지 평가(SWERA)에 의하면 라틴아메리카 중에서도 중미지역이 풍력에너
지 잠재성이 가장 큰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12)
이렇듯 풍부한 녹색환경시장 잠재성을 가진 지역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진
출해야 할 것인가. 첫째, 이 지역에 진출할 방법을 모색함에 있어서 가장 중
요한 것은 환경협력․녹색산업협력 가능성에 위한 인식의 전환이다. 특히,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미지역의 정부, 기업 그리고 학계의 공
동협력이 요구된다. 근본적으로 환경을 단지 ‘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면 이는 큰 잘못이다. 이는 현재 이 지역 환경산업에 진출한 많은 외국기업
사례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환경이라는 주제는 상품이기도 하지만 협력
의 이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적했듯이 녹색산업은 지속가능발전 모델의
일환이라는 근본적인 인식이 공유되어야 한다.

12) 하지만 다소 부정적으로 라틴아메리카에너지기구(OLADE) 분석에 의하면 여전히 이 지역은 2030년까
지 화석연료에 75% 정도 의존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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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러한 인식의 공유를 위해 연구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녹색
산업에 대한 양 지역의 상이한 개념 공유는 근본적으로 상호 진출의 장애
요인으로 작동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미지역에서 녹색산업의 개
념과 정의 및 분류, 특성, 녹색산업 관련 현행 정책과 제도 등이 어떻게 다
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비교 연구를 통해 인식과 진출가능 분야 등에 대한
상호공유점이 찾아져야 한다(제2장). 사실 녹색산업이라는 용어 자체도 한국
에서 시작된 개념이다. 중미 같은 지역에는 이 개념의 수출이 먼저 필요한
부분이다. 중미지역이 갖고 있는 녹색산업의 개념은 약간 다르다. 몇몇 국가
들의 경우 생활환경 차원의 녹색산업 개념보다는 여전히 생태환경보존 차원
의 인식이 강하다. 중미지역은 우리와는 달리 풍부한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녹색산업에 대한 양 지역의 정부, 기업 그리고 학계 간 환경협력 네
트워크가 강화되어야 한다. 산업 진출이라는 것이 투자와 무역 간의 문제에
서 중요하지만 이를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형성은 기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
이다. 네트워크를 강화해가기 위해서는 또한 중미지역에 대해 통합적으로 알
아야 한다. 특히 녹색산업과 연계한 중미지역 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와
지식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접근과 정보 제
공이었다면 이제는 ‘환경’이라는 제5섹터에 대한 학문적 연구도 중남미지역
연구차원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지속가능발전이라
는 인식 공유를 통해 진출을 위한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녹색산
업 분야에서 협력가능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는 물론 이 분야에 대한
투자와 장기적인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한국 녹색산업의 중미지역으로의 국
제화를 모색하는 길로 나서야 할 것이다. 단기적 차원의 효과적 진출 방법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인식이 방향이 전제된 후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러한 인식 전환을 위해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진출과 정책 제안을
위한 SWOT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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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대(對)중미 녹색산업 진출을 위한 SWOT 분석
우리나라의 대(對)중미지역 녹색산업 진출을 위한 전략적 차원의 SWOT
분석이다. 중미지역의 환경산업, 재생에너지산업, 에너지 효율화 산업에 대한
기술적, 정책적, 금융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분석 가능한 강점(S)과
약점(W), 기회(O)와 위협(T)을 통해 향후 진출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 표 5-1. 한국 녹색산업의 대중미 진출을 위한 SWOT 분석표 ❚
․ 2000년대 이후 높은 경제성장률(연 6%)
․ 향후 지역 차원의 에너지 수요 증가(5～6%)
․ 에너지 분야 외국기업의 투자 증가
․ 녹색산업, 환경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에너
지효율화 산업 투자 및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S(강점)

W(약점)

O(기회)

T(위협)

․ 풍부한 생물자원 및 자연자원 공동개발 협력
잠재성 높음
․ 지역 특성에 맞는 기술개발 및 R&D 분야 차
원의 연구 기회 제공
․ 한국기업들의 새로운산업 진출 기회 제공 (섬
유가공업에서 에너지산업 분야로)
․ 정부의 환경기초시설(수질, 폐기물, 대기)에
대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투자 필요성 증대
(ODA, IDB 및 CABEI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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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산업에 대한 개념 정립 불확실(생태환경
과 생활환경)
․ 해외진출(미국,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일본
등)과의 경쟁
․ 녹색산업 원천 기술 미비(일괄지급방식)
․ 녹색산업 시장 규모가 작음
․ 지리적 접근성의 어려움
․ 재정기반 취약
- 산업 및 시설기반 인프라 미약
․ 기술과 인력 부재
․ 의사소통의 어려움
․ 정보 부족

․
․
․
․
․
․

자연재해 발생률 높음
해외 기업들의 환경시장 선점
정경유착 등 정치사회적 불안
해외사업소 네트워크 부족
기업 운영의 효율성 낙후
중미지역에서 한국기업의 이미지 부정적

가. 중미지역 녹색산업 진출: 강점
중미지역은 현재 2000년대 이후부터 여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함께 연
간 6%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면서 기존과는 다른 안정적인 경제구조
를 발전시키고 있다. 경제적 안정은 새로운 투자를 유인하고 있으며 특히 환
경산업과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는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향후 중미지역 차원의 에너지 수요의 증가
를 불러올 것이고 현재 많은 국제에너지 분석 기관들은 향후 5년 동안 에너
지 수요 증가를 5～6%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산업 분야와 더불어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해외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이러
한 투자 증가는 중미 개별 국가들이 이 산업에 대한 더 많은 투자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내놓고 있는 녹색산업(환경산
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에너지효율화 산업) 투자 및 참여에 대한 세금우대
인센티브(관세, 소득세, 수입세, 소득세)를 강화하고 있다.

나. 중미지역 녹색산업 진출: 약점
양 지역 간에 녹색산업에 대한 산업별 분류 개념 정립이 서로 불확실한
상태이다. 한국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념 정의와 분류도 이제 막 시작한
단계이다. 이러한 개념의 국제 표준화까지 넘어서야 국제적 기준으로 접근이
더욱 용이해진다. 이미 이 지역에 진출한 해외진출 국가들(미국, 독일, 스페
인, 네덜란드, 일본 등)과의 경쟁도 피할 수 없는 문제다. 기술적으로도 한국
이 추구하는 녹색성장과 녹색산업이 더욱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녹색산업 원천기술들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단지 플랜트 수출에
서 멈춘다면 이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리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없다.
중미지역도 이제 막 녹색산업의 투자에 힘을 쏟고 있다. 따라서 아직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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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규모가 그리 큰 편은 아니다. 중미지역과의 지리적 접근성의 어려움
은 또 다른 어려움이다. 산업진출과 더불어 물류 운송비용도 고려 대상이기
때문이다. 산업의 현지화 전략은 사업 진출 초기부터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해외진출 사례에서 보았듯이 이 지역은 재정적으로 기반이 상당히 취약하다.
많은 해외진출 기업, 정부들은 다자은행, 혹은 합작 투자 방식으로 투자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산업 및 운송 체계 등 기조시설 인프라가 미약한 점
도 애로사항이다. 이와 더불어 기술과 인력은 현저히 부족하다. 스페인어권
국가들(영어권 국가인 벨리즈 제외)로 의사소통의 문제 그리고 정보의 부족
도 산업 진출을 위한 단점으로 볼 수 있다.

다. 중미지역 녹색산업 진출: 기회요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미지역은 풍부한 생물자원 및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
어 이러한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는 공동개발을 통한 자원외교 및 자원
협력의 잠재성은 높은 편이다. 중미지역 개별 국가들의 특성에 맞는 기술개
발 및 R&D 분야 차원의 연구 기회도 진출 과정에서 제공해줄 수 있는 계
기도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미 이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도 새로운
산업 분야 진출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다. 중미지역에 많은 한국의 섬유가공
업체에게 새로운 환경 및 에너지 분야 산업 진출로 유도할 수 있다. 이와 더
불어 우리나라의 중미지역 환경기초시설(수질, 폐기물, 대기)에 대한 정부와
기업들의 투자도 증대할 것이다. 특히 공적개발원조(ODA), 미주개발은행
(IDB) 및 중미통합은행(CABEI)과도 활발한 투자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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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미지역 녹색산업 진출: 위협요인
이 지역 진출에 제일 위협이 되는 것은 자연재해 발생률이 높다는 것이다.
활화산(지열), 지진, 태풍, 홍수, 산사태, 가뭄 등에 대한 피해가 빈번하여 진
출에 대한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환경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등은 이미 유럽이나 미국 그리고 일본 등이 진출해 있어 환경시장 선
점에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업의 운영과 함께 위협 요소는 이
지역이 정치사회적으로 불안정하며(예를 들어, 2009년 온두라스 쿠데타) 범
죄율이 높아 치안의 불안 정도가 크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위협 요소로
고민해야 하는 사항은 해외사업소 네트워크 부재, 기업 운영의 효율성 낙후,
그리고 오늘날 중미지역에서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등이 산업 진출
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마. 중미지역 녹색산업 진출을 위한 SWOT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대 중미지역 진출 장점은 특히 환경산업 분야에서 이 지역 환
경 문제 현안인 수자원관리 분야와 쓰레기 매립지 분야로 한정을 시켜보면,
한국은 이 분야에서 기반시설 인프라 플랜트 진출에 강한 장점을 보이고 있
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녹색기술을 통해 에너지효율화 산업 진출도 큰 장점
일 수 있다. 산업 진출과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금융 및 투자 관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현재 미주개발은행(IDB)의 회원국(2005년 3월 가입)으로서
그리고 중미통합은행(CABEI)의 역외 옵서버 국가(2010년)로서 이 지역 환경
및 에너지 산업에 대한 공동 참여와 공동 투자의 기회도 늘어나고 있다.

∙ 풍부한 녹색환경시장 잠재력을 가진 중미지역에 우리의 녹색산업 진출은 가
능성이 있는가. 만일 있다면, 어느 분야에 대해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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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0)은, 우리나라의 현재 환경산업발전 우수분야에서,
맑고 안전한 공기, 만족도 높은 물, 하· 폐수처리 고도화, 환경친화적 폐기물
자원순환, 측정 분석 장비와 장치, 토양 지하수 복원 및 관리 분야를 해외
진출 강점 분야로 선정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분야들에서 중미지역을
포함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진출한 기업들은 그리 많지 않은 현실이다. 신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화 산업도 이는 비슷하다. 최근의 진출 분야들을
보게 보면, 중미지역에서는 니카라과 전력망 확충산업, 니카라과 후이갈파
(Juigalpa) 상수도 확충산업, 온두라스 송배전망 확충산업(한국수출입은행
2010) 진출과 해외환경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사업으로 니카라과 레온(Leon)
시 및 리바스(Rivas) 시 상수도 시설 사업 타당성 조사(2009년 9월 시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0)에 지나지 않는다. 남미지역으로는 브라질 리오
(Rio)주 폐기물 자동선별 장치, 페루 주택 건설부와 수처리 프로젝트 관련
양해각서(2009년 10월), 콜롬비아의 쿠쿠타(Cucuta)시와 폐수처리 플랜트관
련 사업(2009년 10월), 페루 피스코(Pisco) 구리광산 폐(弊)구리 슬러지 재생
설비 설치 사업 타당성 조사(2010년 3월) 등에 진출해 있다. 중미지역에 대
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은 니카라과와 온두라스를 제외하고는 아직 소원한 상
태이다. 집중과 선택 분야는 중미지역 현재 가장 필요하고 환경문제 현안으로
논의중인 수자원관리, 쓰레기매립 관련한 분야들, 재생에너지 분야들 일 것이
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IT를 접목한 녹색기술 분야가 유리할 수 있다.

∙ 우리나라 녹색산업의 중미지역 진출을 위해 서둘러야 하는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나라의 환경기관, 재생에너지 및 환경산업 관련 기업과 정부 등 모두
는 민관학연 차원의 공동 노력을 통해 이 지역 진출에 대한 다양한 공동연
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중미지역 국가들의 환경 현안에 적합한 업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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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발굴· 추천하여 국내 환경산업체들의 중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
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이의 효율성을 위한 기술․정책․금융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one-stop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이 지
역에 대한 환경프로젝트 타당성 조사와 다양한 지원 솔루션을 개발하여 중
미지역의 유망한 환경관련 프로젝트 초기단계에서부터 국내의 환경산업체들
의 참여를 지원하고 중미지역 진출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은 물론 자문과
컨설팅을 통해 진출을 도와야 한다. 중미지역에 이미 진출한 해외 사례들은
이러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해외 국가들의 정부들이 금융투자나 해외개발
원조 형태라는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 자국
기업들의 투자 참여를 국제금융기구들과 연결시켜 돕고 있는 중이다. 정부기
관들은 우리 기업들의 중남미 환경사업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자금 등 대외원조 사업들과의 연계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고 이미 열리기 시작한 중미지역 환경시장에 발 빠르게 접근해가야
할 것이다.

∙ 중미지역 녹색산업 진출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세계적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호, 이와
연계한 경제성장이라는 지속가능발전 인식의 일환으로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
을 위한 개념으로 녹색산업이 선도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세계적 관심
이 최근 화석에너지 고갈과 고유가 파동 등 에너지 위기사태가 가중되고, 온
실가스 의무감축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증가하면서 이 녹색산업은 궁극적인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전력공급 및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녹색산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성과 안정성이 재고되기 시작했다. 녹색산업은 향후 한국
차원에서도 자동차, 반도체, 조선업을 잇는 차세대 수출 분야로 육성발전 가
능성이 풍부한 신성장동력 산업 중의 하나다. 한국의 녹색산업 성장과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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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관련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지역이 중미지역이다.
위의 많은 비교분석과 사례들을 보았듯이 최근 중미지역은 장기적으로 원
활한 에너지공급과 세계적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취지하에 다양한 녹색산업
의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다. 풍부한 자연환경과 생태환경 및
환경자원(생물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생활 환경오염
(수질, 고체쓰레기, 대기, 토양 및 산림 관리 부족) 분야에서 많은 취약성을
보이는 지역적 특성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중미 개별 국가
들은 현존하는 그들의 다양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한 사회경제 발
전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환경산업, 신재생에너지(지열,
풍력, 태양력, 바이오연료), 에너지효율화 산업 등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어
선진국들의 투자를 유도함과 동시에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라는 지속가능한 발
전 모델을 정책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채택해 운용하고 있다.
풍부한 천연자원과 광물 및 다양한 에너지자원 보유와 지속적인 경제성장
을 통해 에너지인프라 건설에 상당한 규모의 공공투자 및 해외투자가 이루
어지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한국의 녹색산업 진출은 필수적이다. ‘중미기회
(Central American Opportunity)를 적극 활용해야 할 때이다. 또한 장기
적인 측면에서 녹색산업의 풍부한 에너지원을 지니고 있는 중미지역에 대한
한국의 녹색산업 진출과 협력강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녹색
산업의 중미 확대를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부문은 IT 강국으로서
한국에서 발전 중인 녹색기술의 활용방안일 것이다. 특히 스마트 그리드 진
출이나 IT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에너지효율화 산업 참여는 중미지역에서
이 분야들은 아직 시기적으로 초기 단계이고 따라서 많은 경쟁 없이 진출할
수 있는 가장 부합하는 분야이다.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 분야, 플랜트 수출,
공동자원개발 등 다양하게 협력 가능한 산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진출 가
능성에 대한 정책 마련 및 모니터링 등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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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출확대방안
가. 진출전략
중미지역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전략적인 진출방안은 우리나라의 녹색산업
의 발전 정도와도 상당한 관계가 있다. 특히 녹색산업의 3대 주력 분야인 환
경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및 에너지효율화 산업 분야는 중미지역의 수요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 차원에서도 해외진출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이들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특화된 분야가 있다면 어느 산업 분야에서
보다 핵심적으로 진출 가능성을 먼저 타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책
적으로 그리고 정부 및 민간기업 차원의 진출전략들이 다양하게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오늘날 우리나라 정부가 추구하는 녹색성장의 해외진출과
국제화에 대한 다차원적인 노력 차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다.
특히 자원 및 에너지외교 차원의 노력은 녹색산업 진출과 더불어 중요한 전
략으로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녹색산업의 중미지역 진출을 위한 정책 마련은 정부의 역할이
크다. 현재 녹색산업 해외진출은 정부가 리드하고 있는 녹색성장 발전 모델
의 국제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녹색산업 수출이 가능
한 유망업체를 선정하여 중미지역 진출 경쟁력을 진단하고 진출을 위한 세
부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 주도 진출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미
중미지역에 진출한 해외 기업체들과의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기술· 수출 경쟁력 진단 및 가이드라인을 정책적으로 제공하는 노력은 신규
진출을 노리는 우리나라 기업체들에게 커다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물론
지역 특성상 중미진출을 위한 이 지역의 녹색 및 환경시장 정보조사 등 기
업 맞춤형 세부사업 지원을 위한 환경산업체 수출마케팅 강화 정책이 우선
적으로 고려 대상이다. 이러한 정책입안 과정에서 특히 정부의 녹색산업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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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정책은 중미지역에 이미 진출한 해외기업들의 사례들처럼 공적개발원조 자
금뿐만 아니라 해외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지원 및 탄소금융(CER) 확보
를 위한 수출입은행 탄소펀드 투자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지원 정책들이 연
계된 금융지원이 함께해야 중미지역 진출을 위한 중요한 인센티브가 될 것
이다.
이러한 진출 기업들을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민관학연 공동연구 및 학
술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해외 녹색환경시장 정보조사를 활성화하고 중
미지역 중에서도 진출이 유망한 국가들을 선별해 개별 국가들마다 특화된
녹색산업의 분야들을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 차원의 진출전략들을 보다 상세
화해 나가야 한다. 진출이나 투자를 원하는 중미지역의 환경기업이나 전문가
들을 초청하여 국내 환경기술을 연수시키고 공동으로 미래 녹색산업 협력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적 고려도 중요하다. 특히 코스타리카 같은 산림정책이
우수한 국가나 파나마 같은 수자원 관리에 특화된 국가들 그리고 재생에너
지 발전 부문에서 태양열, 풍력, 지열 등에 특화된 니카라과 온두라스 등과
의 녹색산업 협력은 상호 우호협력 강화를 통한 국내 환경기술의 해외시장
진출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여타 다른 중미 국가들로 진출하는 교두보 역할
을 할 것이다. 이러한 개별 국가들에 대한 진출 노력과 함께 반드시 고려해
야 하는 사항은 중미지역 전체 차원의 진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중미지
역 경제통합 공동체인 DR-CAFTA 혹은 SICA를 통해 지역통합을 유도해
가는 이 지역은 미국의 녹색환경시장으로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
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 진출과 투자 과정에서 DR-CAFTA는 공
개입찰이나 정부조달 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되어 있어 큰 규모의 녹색산업
진출 시에 유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중미지역에서 발전하고 있는 다양
한 녹색산업들을 공동 연구함으로써 이 지역에 맞는 미래 녹색기술을 발전
시키는 시너지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현재 녹색
환경기술 R&D 및 투자는 더욱 증가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중미지역 녹색

158│ 한·중미 녹색산업협력 확대방안

환경시장의 효과적인 개척을 위해 자원개발, 플랜트․건설 등의 사업과 환경
산업을 연계한 동반진출 추진 정책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중미지
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물 공급 분야, 고체쓰레기 처리 그리고 쓰레
기 매립장 건설 등은 현재 우리나라의 강점인 플랜트․건설과 연계되어 진
출되어야 한다. 산업별로 연계한 그룹형 혹은 패키지형 동반진출 전략이 반
드시 필요한 지역이다. 풍부한 산림 및 생물자원을 지니고 있는 이 지역은
우리나라에 또 따른 R&D 분야를 발전시킬 기회가 풍부한 지역이다. 지리적
인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녹색환경시장개척단 파
견 정책도 고려해볼 만하다. 특히 이러한 정책은 중미지역처럼 환경시장의
규모가 적고 기술적으로 그다지 발전되지 않은 지역에서 국내기업 간 과당
경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초기전략이 될 수도 있다. 국가별로 환경이슈 및 현
안문제 해결에 부합되는 녹색환경산업들을 개발하여 진출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전략도 고려해야 한다. 동시에 미래 산업으로 공동협력이 가
능한 분야들과 기술들을 개발함은 물론, 제도적으로도 개별 국가들의 환경법
과 환경규제 상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정책을 개
발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적으로 환경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그리고
에너지효율화 산업 등에 협력 네트워크를 이어갈 수 있는 전문가나 미래 인
재를 양성(green job)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우리 기업이 중미지역 녹색산업시장에 진출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
문화적 애로점이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현지 네트워크의 부재가 가장 큰 문
제다. 중미지역은 후견주의가 강하게 작용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각종 인허가
를 비롯한 대발주처 행정업무에 있어서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될 경우 용이
하게 진행되기도 한다. 따라서 현지에 영향력이 있는 기업 혹은 현지 네트워
크와 경험이 풍부한 기업과의 공동 진출을 도모하는 것이 효율적인 진출전
략이 될 수 있다. 중미지역 진출에 경험이 없는 우리 기업의 단독 진출은 분
야의 전문성 부족 및 막대한 금융 부담과 사업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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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에 진출하고 있던 선진
국 기업과의 제휴도 바람직하며, 국내 유관기업체들 간의 콘소시엄 형태로의
공동 진출 방안도 모색해볼 만하다.
한국기업들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중미지역에서 문화적 이질감, 사회적 폐
쇄성, 정치적 이해관계, 복잡한 조세제도 및 상거래 관행 등 현지의 특수성
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수익성 확보를 위해 녹색산업 시장에
뛰어들 경우 막대한 손실을 입고 철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성공적
인 진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지화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
다. 이미 유럽계와 미국계 기업들의 진출이 이루어져 있어서 신규시장진입이
어렵게 때문에 적극적인 국가홍보, 기업홍보, 현지 박람회 및 전시회 참여를
통해 우리 기업의 인지도를 높여가는 우회전략도 필요하다.

나. 진출유망분야
녹색산업 3대 핵심 분야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더욱 구체적으로 일상생활
혹은 생활환경 개선 과정에서 발전시키고 있는 환경산업 분야, 신재생에너지
분야, 에너지효율화 분야는 다음과 같다. 매립폐기물 고효율 선별· 재활용 선
별 신기술, 환경플랜트 기술,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 다공성 식생블록과 식생
매트 제조 기술, 폐기물 소각 폐열을 스팀으로 재생산, 전기이륜차 전용의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한 기술, 하이브리드 정전여과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휘발성 유기화합물 처리시설 등의 기술개발, 1백MW급 태양전지 기판, 폐내
화물 분류 알고리즘 설계 및 CO2 고정화 기술, 하수처리공정에서 선형화된
모델을 이용한 호환조의 폭기․비폭기 주기의 제어기술 등으로 이외에도 I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녹색기술을 통해 에너지효율화 산업을 리드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 녹색산업은 녹색생산․소비문화 확산을 기치로 기
업· 시민단체· 정부· 대학· 일반국민이 동참하는 가운데 녹색제품 생산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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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녹색생활 실천방안 모색을 강화하고 있다. ‘Me First, 2030 Green
Korea(기업과 국민이 녹색산업 육성과 녹색생활 실천을 통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발생량을 30% 감축하자는 슬로건)’를 목표로 녹색생활을 녹색소비
와 연결시켜 가고 있는 중이다.13) 주요 분야로는 녹색상품(가정, 사무실), 녹
색유통· 교통· 서비스(쇼핑· 여가), 녹색건축(그린홈), 녹색기술· 에너지(녹색
인프라) 등 녹색생활 실천에 필요한 산업들로 다양하다. 녹색상품의 경우,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및 가전제품에 대해 CO2 저감효과를 수치화하거나
식수(植樹) 효과를 보여줌으로써 제품 환경성을 알기 쉽게 보여주고, 소비자
들이 향후 제품구매 시 녹색제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
정이다. 녹색유통· 교통 분야에서는, 환경부와 유통업체가 함께 추진하고 있
는 녹색매장 시범사업을 통해 매장을 친환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뿐만 아니
라, 소비자가 원하는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녹색생활 확산방안을 제시하고 있
으며, 녹색건축(그린홈)은 친환경건축물 인증에 필요한 벽지, 페인트, 단열재,
절수제품 등 다양한 친환경 건축자재뿐만 아니라 미래 주택 및 도시에 적용
될 에너지 절감형 첨단 녹색기술들을 포함한다.
위처럼 녹색생활과 녹색소비의 우리나라 경험은 새로운 녹색산업 서비스
로 승화시켜 중미지역 진출을 고려해볼 만한 사업들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녹색소비와 녹색산업의 조화로운 경험은 다양한 분야에서 녹색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물론 이의 해외 진출 잠재성마저 보여주는 분야들이다. 특히 중미
지역은 이러한 생활환경 분야에서 녹색산업이 상당히 취약한 지역이다.
중미지역권의 진출확대 분야 특징은 자원 수출을 통한 지속적인 산업화의
추진과 최근 10년간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으로 기초환경 설비에 대한 수요와
전력수요가 급증으로 인한 국민들의 위생과 복지 그리고 환경을 고려한 환
경설비와 환경컨설팅에 대한 수요, 신규설비, 기존 노후설비교체 및 개보수

13) http://www.greengrowth.go.kr/index.do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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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녹색산업시장의 경우 그동안 국
가 주도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 와서 점차 민간기업으로의 위탁관리와 운영
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개방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초환경 설비는 중미지역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열악한 상태이기 때
문에, 최근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다. 세계 물시장
(상수도, 하수도, 식수, 수자원 개발)은 연간 6.5%씩 성장하고 있으며, 2025
년에는 8,650불 규모로 발전할 것이 기대되어 물산업은 21세기 블루골드 산
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세계 물시장은 일부 다국적 메이저 기업들이 주
도하고 있는 실정이며, 중미지역의 경우 유럽 기업들이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시장분석을 통해 맞춤형 해외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중미지역 국가들의 낮은 전력보급률 확대와 지속적인 전력수요에 대응하
기 위해 중미지역 국가 정부들이 강력한 신재생에너지 지원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진출여건은 매우 양호한 편이다. 이 지역은 대부분 농
촌지역과 오지지역에 전력부족이 심각하고 소규모 발전수요가 많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한 발전사업의 진출확대가 필요하다. 최근 풍력과 바이
오매스를 이용한 프로젝트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 대한
진출도 모색해볼 수 있다.
중미지역은 또한 기존의 신재생에너지설비 공사뿐 아니라 에너지효율 스
마트 그리드 등과 연계한 진출에서도 매우 잠재력이 크다. 국가가 정책적으
로 에너지효율이 높은 전등, 조리 및 난방기구, 냉장고를 비롯한 전자제품으
로의 교체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들의 진출이
유망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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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Korea's New Scheme for Enhancing
Economic Cooperation toward Central
America: Green Industry
Sang Sub Ha, Kyung Won Chung, and Hye Hyun Son

This study aims to develop policy implications with focus on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green industry and its expansion into the Central
America. In other words, it makes policy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the
Korean green growth model and its application to Central America’s green
industries. For more effective policy suggestions, this study brings out the
valid concept of green industry based on a comparison of industrial categories
in Korea and the Central America.
Considering the particulars of the Central American situation and its
green industry development, the best concept of a ‘green industry’ categorized
here (adopted with three industrial areas as a common denominator) are:
environmental industry, renewable energy industry and energy efficiency
industry.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s basic information on the general
environment of the green industry in Central America; examines various
environmental issues and environmental situations relating to water, air,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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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st and the ecosystem as a whole; and will also include environmental law,
institution and programs at the level of the Central American Community (e.g.
SICA) and each individual country. Based on these backgrounds, this study
moves into earnest analysis of the actual situation inthe environmental industry,
and its development in Central America and its 8 constituent countries. At the
level of the regional community, the green industry in Central America has
developed in water, basic sanitation, wastewater treatment and its management,
which are urgently needed in individual countries as well.
In particular, many individual countries face problems with supply of
drinking water, the lack of basic sanitation infrastructure, insufficient waste
treatment facilities, recycling waste matter, air contamination, etc. even though
the state has taken up many of the responsibilities of environmental industries
except waste treatment and recycling. Many Central American countries have
not provided proper environmental services given their small government
budgets and intermittent economic instability. The distribution rate and the
level of technology in such areas as sewage treatment and basic sanitation
service are very low, that is the quality of service provided is poor and the
system is not well-organized in its operation.
For example, Guatemala, Honduras and Nicaragua are very poor cases;
particularly

concerning

basic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Thus

more

investment in this field is vitally necessary. Most Central American countries
provide electricity with thermal power generation and use firewood in
individual houses, thus emitting much CO2 into the atmosphere and
contaminate the air. Due to much volcanic activity in this region, air
contamination is increased further. It is expected that equipment or technology
for air-pollution prevention is urgently necessary in this region. This makes it
clear that Central American region has the highest potential for growth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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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industry and its markets. The case study of the renewable
energy sector also shows great potential for cooperation.
Central America has a tropical climate, plenty of rainfall, abundant plant
biomass, lots of sunshine and an active volcanic environment, which could
give it another source of energy in the form of geothermal power. This region
is also an ideal location for wind power generation, meaning the region has
massive potential for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Even though there is
great abundance of natural resources, the rate of energy consumption in this
region has increased an average 5.2% in the past decade and the region is
experiencing power shortages. To resolve this problem, Central American
summit meeting announced the 'Sustainable Central American Energy Strategy
2020' in 2007. This strategy aims to stabilize the system for producing energy
through energy resource diversification, giving more consideration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model, involving a balance between the environment,
economic growth and social equality. To achieve this aim, dependence on
fossil fuel must be reduced and use of renewable energy increased,
development of energy efficiency should be promoted, meaning energy saving
is the most important strategy for this region.
In addition, power demand in the Central American region is expected to
increase by about 5.1%-6.1%, keeping pace with the region's economic growth.
Many individual countries in this region have considered renewable energy
sources as well as alternative ones including hydroelectric generation,
geothermal power, biomass, and wind power. Although the strategies and
contents a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individual countries, most of them are
strongly pushing forward strategies for renewable energy for supplying their
power needs. Panama and Costa Rica and Guatemala have optimum conditions
for future construction of hydroelectric power plants. El Salvador also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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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 in developing hydroelectric power. Honduras and Nicaragua, on the
other hand, have much interest in wind-power plants. In order to support these
industries, many countries have institutionalized various economic incentives.
Central America has been characterized as underdeveloped in terms of its
energy industry, thus they have great potential as an energy market, especially
in the energy-efficiency sector. Confronted with high oil prices and problems
related to climate change, the region has employed new energy strategies that
attempted to do more than just react but actually increase the supply of
renewable energy. Developing these sectors entails a high level of technology
and much investment, but if other countries are willing to engage in
cooperation, the focus on energy efficiency as a strategy for energy saving as
appears to be the best option. For removal of political, financial and
technological barriers, this region has come up with many measures by
providing strategies and methods for rational energy usage, as embodied in the
term ‘energy efficiency’.
The possibility of green industry in Korea and expansion toward this
region depend on making active use of the current 'Central American
Opportunity'. Cases of foreign advancement into the region, investigated
throughout the last chapter, provide some good examples and increases Korea’s
chance for entering the Central American green industry market. Though
already researched deeply and extensively through SWOT analysis, policy
suggestions and action plans for entering Central America and expanding
Korea’s green industry into this region must consider many aspects including
institutional, financial, technical and most of all the 'environmental', in its new
agenda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refore, it must be handled in a
gradual manner, towards real cooperation and business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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