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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개도국은 선진국의
지원 없이는 글로벌 환경문제 해결에 참여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도국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환경협력방안을 찾아내는 것은 지구촌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 보고서는 일
본과 EU의 환경협력에 대해 고찰하였다. 환경협력은 주로 ODA와 같은 공적자금을 통해 이루어져 왔
기 때문에 먼저 환경 ODA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적자금 이외에 민간의 기술과 자
금이 환경 분야에 유입되지 않으면 글로벌 환경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민관협조체제 구축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하에서
환경협력에서 민간기업의 역할과 해외 진출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 보고서가 고찰한 환경협력 분
야는 일본의 경우 에너지 효율화, 수자원, 폐기물 분야이며 EU의 경우에는 기후변화, 수자원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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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 동북아경제협력 및 통일 관련 국제협력 등에
걸친 다각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원은 국제거시금융실(국제거시팀, 국제
금융팀), 무역투자정책실(WTO팀, FTA팀, APEC연구
컨소시엄사무국), 세계지역연구센터(중국팀, 일본팀,
유럽팀, 미주팀, 동서남아팀, 아·중동팀, 지역연구
협력팀,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협력팀, 동아시아협력팀, 통일국제협력팀)를
두고 있으며, 북경사무소와 워싱턴 소재 한국경제
연구소(KEI)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다양한 연구결과를 정책담당자, 공공기관,
유관연구기관 등에『대외경제연구』(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웹진「오늘의 세계경제」등의 형태로 제공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의 새로운 연구성과
를 KIEP 홈페이지(http://www. kiep.go.kr)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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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구촌은 글로벌 환경문제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지하는 바
와 같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UN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을 위한 국제협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수 있는 새
로운 기후변화체제를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향후에
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도 진행되고 있습
니다.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서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수치목표를 설정하였고 생물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기도 하였습니다.
글로벌 환경문제만이 아니라 지역적인 환경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
까운 동아시아로 눈을 돌리면 사막화로 인해 발생하는 황사문제, 중국의 폐수배출
로 인한 황해의 오염문제,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산성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국지적으로 보더라도 개도국은 아직도 안정적인 식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도시의 폐기물 처리 또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
니다.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데 개도국은 아직도 자금과 기술,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선진국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개도국의 협력과 동참이 없다면 글로벌 환
경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결국 지구촌의 모든 국가는 한 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도국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글로벌 환경문제에 적극적
으로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개도국이 안고 있는 지
역적, 국지적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들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하에서 우리나라 환경협력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도 일본과 EU의 환
경협력을 고찰하였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은 그동안 매우 큰 규모의
ODA 자금을 개도국에 제공해 왔습니다. 이 자금에서 환경개선과 관련된 자금의
비중이 무려 40%를 넘고 있습니다. EU는 환경 인프라 등의 건설과 같이 직접적
인 환경개선 활동은 아니더라도 모든 개도국 지원 사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한
다는 이른바 ｢환경주류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일본과 EU는 본국ㆍ지
역에서도 적극적인 환경대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거듭났습니다. 이러
한 시점에서 어떤 분야에서 어느 국가ㆍ지역을 대상으로 어떤 방식의 지원을 하는
것이 수원국과 공여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
때 한 가지 유망한 분야는 바로 국제적인 환경협력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글로벌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협력이 불가결합니다. 개도국이
안고 있는 국지적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개도국의 빈곤문제 해결, 나아가 삶의
질 개선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보고서는 국제적인 환경협력에 첫 발을 내딛는 우
리나라가 참고할 수 있는 선진국의 환경협력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
집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정성춘 일본팀장, 김규판 박사, 이형근, 김균태, 오태현
전문연구원에게 감사드리며 또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 환경협력 전략의 진전에 조
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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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일본과 EU의 환경협력에 대해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대외 환경협
력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나
라가 2009년 OECD DAC에 가입하면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되었고 향후 녹색분
야에 대한 개도국 지원을 확대해 간다는 국가전략이 수립되었다는 사실이 있다. 일
본과 EU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환경협력을 위해 많은 자금을 지원해 온 국가ㆍ지역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ㆍ지역의 환경협력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환경협력 전략의
진전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의 제2장부터 제5장까지는 일본의 국제환경협력을 다루고 있다. 제2장
은 일본 환경협력을 개괄적으로 소개하여 일본 관련 장들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다. 제2장에서 중점적으로 고찰한 내용은 일본의 환경 ODA 전략과 일본정부가
발표해 온 환경협력 이니셔티브이다. 일본의 환경 ODA는 주로 유상으로 제공되며
인도,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서 환경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는 점을 확인하였다. 일본의 환경 ODA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 ｢ODA 대강｣(2003년),
｢ODA 중기정책｣, ｢국별원조계획｣도 자세히 고찰하였다. 또한 일본정부가 1990년
대 초반부터 5년 단위로 발표해 온 각종 환경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분석하였다.
제3장부터 제5장까지는 각각 에너지 효율화 분야, 수자원 분야, 폐기물 분야의
환경협력을 고찰하였다. 먼저 제3장 에너지 효율화 분야에서는 일본의 에너지 효
율화를 위한 국내정책과 일본의 ASEAN 및 중국과의 에너지ㆍ환경협력을 고찰하

였다. 제3장에서는 특히 일본정부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일본이 보유한 에너지
효율화 기술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자 하는 점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제4장에
서는 수자원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다루었는데 여기에서는 특히 해외 물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일본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다루
었다. 제5장에서는 일본의 ODA 집행기관인 국제협력기구(JICA)가 실시하는 폐기
물 분야의 대개도국 지원 정책을 고찰하였다. 개별국가의 사례로서 일본의 베트남
에 대한 폐기물 분야 지원 사례도 소개하였다.
제6장부터 제8장까지는 EU의 환경협력을 다루었다. 제6장에서는 EU의 환경협
력을 개괄하고 있으며 이어지는 제7장과 제8장의 서론에 해당한다. 제6장에서 고
찰한 바와 같이 EU의 환경협력의 주요한 특징은 개발원조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
을 고려하도록 하는 환경주류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여국 중심이 아닌 수원
국 중심의 개발원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7장에서는 기후변화 분야에서의
환경협력을 고찰하였다. EU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09년 4월 ‘기후변화 및 재
생에너지 패키지’를 채택하는 등 역내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EU는 개도국 지원을 위해 EU의 글로벌 기후변화동맹 및 기후변화 관련
대개도국 재정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등 개도국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제8장
에서는 수자원 분야에서의 환경협력을 소개하였다. EU는 세계적인 물 기업을 보
유하고 있고 이들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하다. 이 장에서는 ODA를 활용한 EU의
개도국 지원 정책을 먼저 고찰한 후 EU의 물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현황과 전략
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이상의 고찰을 바탕으로 제9장에서는 우리나라 환경협력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
하였다. 첫째는 국제적인 환경협력을 위해 국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
본과 EU의 사례에서 나타난 사실은 이들 국가ㆍ지역은 환경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전문성을 축적해 온 인재와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인재, 조직, 예산이 뒷받침되
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대개도국 환경협력에서 환경주류화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EU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EU는 환경을 별도의 독립
된 분야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개발정책의 다양한 분야와 통합적으로 연계시켜
다수준ㆍ다분야에 추진해야 하는 접근방법을 제안하였다. 즉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환경과 조화되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국제환경협력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원국 중심의 개발정책, 프로젝트 단위
가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일반예산지원 형태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것도 EU의 사례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특히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수원국 정부예산에 직접적으로 원조예산을 지원하고 원조예산의
용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우리 정부도 이와 같은 지원방식
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넷째, 환경협력 안건을 발굴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협력 대상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안건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주재하는 외교관이나 주재원, 그리고 전문 연구자들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데
일본과 EU는 이 점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다. 일본은 각 정부부처가 상대국 정부부
처와 정기적인 정책대화를 실시하여 환경 관련 안건을 발굴하고 있다. EU도 역내
회원국 정부, 기업뿐만 아니라 수원국 정부와 관련 기업,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작
업반을 운영하여 구체적인 협력 안건을 발굴한 사례가 있다. 우리 정부도 현지의
수요를 발굴할 수 있는 체제를 잘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섯째, 환경협력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을 지적하였다. 일본에서도 지자체가 상하수도 건설 및 운영의 해외진출을 도모하

고 있는데 이 때 지자체에 소속된 공무원의 해외출장, 해외근무, 사업성공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
기관에 의한 환경협력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환경협력의 실제 담
당자에게 성과를 내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추진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인센티브 메
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여섯째, 환경협력과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연계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추
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환경협력 정
책과 기업의 환경 관련 제품, 기술, 노하우를 잘 접목시키기 위한 민관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정부의 관련 부처와 민간업계의 협회, 단체, 그
리고 대표적인 기업들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만들어 정보교류, 해외진출을 위한 전
략 구상 등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적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
원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 이외에 우리나라의 환경제도를 개도국
에 이식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일본의 경우 자국의
에너지관리사 제도를 태국에 성공적으로 이식한 사례가 잘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의 제도를 전파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개
도국에 대한 환경협력에서도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나 시스템을 적
극적으로 이식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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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제사회에서 환경협력에 대한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
와 같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사막화 방지,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공급, 에너지
소비 억제 등 지구적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봇물 터지듯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어느 한 나라나 어느 한 지역의
노력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와 같은 협력의 요구는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
에서의 협력은 아직 여러 면에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기후변화의 예를 통해 국제사회의 현실을 한 번 짚어보자. 기후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지구 전체 차원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이 필
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 억제, 나아가서는
감축이 요구된다. 그런데 개도국에는 온실가스 감축보다 더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빈곤문제가 그것이다. 빈곤으로 인한 보건ㆍ위생문제, 그리고
교육의 결핍으로 인한 빈곤의 재생산 등도 개도국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개도국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원도 인력도 기술도 부족한 것이 현실
이다.
한편 지금까지의 온실가스 축적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기후변화는 피할 수 없
을 것이기 때문에 감축과 더불어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을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개도국은 사회경제적인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해 놓지 않은 국토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와 같은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단히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
다. 예를 들면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발생에 취약하거나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수
자원 확보 능력도 매우 취약하다. 물론 어느 나라의 기후변화 적응능력이 취약하다
고 해서 그 효과가 곧 바로 지구 전체에 미치지는 않는다. 이 점이 적응과 감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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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차이이다. 그렇다고 개도국의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국제협력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자연재해의 증가로 인한 어느 나라의 참상은 어떤 형태로든 지구촌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한 인도적 차원에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협력은
대단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의 기후변화 관련 협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기후변
화 관련 국제협력은 크게 다자 차원과 양자 차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다자 차
원에서는 UN의 기후변화협약을 중심으로 한 국제협상(포스트 교토체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개도국 지원
을 놓고 의견대립이 크기 때문이다. 개도국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규모가 어
느 정도이며 이 재원의 성격은 무엇이고 또 어느 나라가 얼마를 분담해야 할지를
놓고 대립이 발생하고 있다. 재원 마련의 방법과 마련된 재원을 어디에 써야 할지
그리고 이 재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도 중요한 관심거리이다. 개
도국에 대한 기술지원도 필요한데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 구축을 요구하는 선진국
과 기술의 무상이전을 요구하는 개도국 사이에 의견대립이 팽팽하다. 이러한 대립
이 계속되는 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체제의 형성은 요원할 것이다.
이처럼 다자체제 구축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양자간의 협력은 어떻
게 전개되고 있는가? 다행히도 기후변화 양자협력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양상을 보
이고 있다. 왜냐하면 선진국들의 개도국 원조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원조의 중요성
이 크게 부각되고 있고 원조 전체에서 차지하는 기후변화의 비중을 점차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 EU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일본은 1990년대 초반부
터 5년 단위로 개도국에 대한 환경협력 이니셔티브를 연속적으로 시행해 왔다. 가
장 최근의 이니셔티브로서는 하토야마 이니셔티브가 있는데 2008년부터 5년간
150억 달러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EU 또한 개도국
지원에 호의적이다. 더구나 이와 같은 양자적 협력은 다자체제의 형성이 주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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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앞으로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양자간의 기후변화협력이 점차 활기
를 띠고 있지만 규모면에서 볼 때 아직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생물다양성 분야에서도 매우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이
체결되면서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가 보유국에 부여되었다.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은 주로 개도국이며 선진국은 개도국의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입장에
있어서 이러한 자원의 확보를 놓고 양측이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개도국은 자국
의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선진국에게 이용의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반면 선진국은 개도국의 생물자원 보호주의를 경계하고 있다. 이러한 대립이 발생
하고 있는 사이에도 개도국의 생물다양성은 심각하게 손상되고 있다. 개도국에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자금과 기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생물다양성의
파괴는 생물자원에 생계를 의존하는 개도국 주민들에게 빈곤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며 빈곤과 생물다양성 파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버린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현재로서는 생물자원 이
용에서 발생한 이익배분을 놓고 양 그룹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분야에서도 양자간 협력은 다자체제 형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
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국의 생명산업에 필요한 생물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양자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본
은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국가와 양자협약을 체결하고 생물
자원의 공동발굴, 공동연구, 연구성과의 공유와 이익배분 등을 위한 틀을 형성해
가고 있다. EU는 ASEAN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지원을
통해 양자간 협력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양자간 협력도 지구 차원에서
의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과제에 대응하기에는 규모면에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기후변화나 생물다양성과 같이 지구적 규모에서 다자체제를 형성하려는 문제와
달리 영향의 범위가 국지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환경문제들도 다수 존재한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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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예로서 안전한 음용수 공급, 폐기물 처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대기ㆍ수질
ㆍ토양오염 방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개도국의 인구증가와 그리고 급
속한 도시화로 인해 그 심각성이 더해갈 것이 분명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인프라 건설과 개도국의 관리능력 향상이 필요하다. 개도국 스스로
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자조의 원칙을 전제로 선진국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국제적 여건에서 우리나라는 과연 어떠한 입장에 처해 있는가? 위와 같
은 문제들은 우리와는 무관한 문제들이라고 무시할 수 있을까? 대답은 전혀 그렇
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변화를 보더라도 자명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1996년에 OECD 회원국이 되었고 2009년에는 원조국의 모임인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하였
다. OECD DAC 회원국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수원국이 아니라 원조
공여국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많은 기여를
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에 환경
분야에서의 국제적 기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환경과 관련된 국제협상에서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다. 예를 들면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의무감축국에 속해 있지 않다.
더구나 개도국을 지원해야 하는 재정적 의무 또한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를 바탕
으로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국제협상에서도 우리나라는 재정적 기여에 대해 소
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굳이 나서서 재정적 기여를 하겠다고 할 필
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개도국이 요구하는 기후변화 분야에
서의 재정지원 규모가 매우 커서 이것이 우리나라에 커다란 재정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재정적 기여를 요구받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에도
적극적인 개도국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OECD 회원국이고 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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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9년에 OECD DAC에 가입했다는 것이 이와 같은 선진국 주장의 근거가 되
고 있다. 이처럼 환경협력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이른바 ｢녹색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하
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2009년 7월에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
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10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는데 그중 하나
가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이다. 녹색성장 모범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 글로벌 녹색성장 실현에 협력하고 △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도와주며
△ 녹색성장 모델을 보여주는 국가를 건설한다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
을 실천하기 위해 녹색 ODA 비중을 2009년 14%에서 2020년 30%까지 확대,
해외봉사단 파견인원을 2009년 3,730명에서 2013년 4,150명으로 확대(2020년
목표는 설정 중), 환경성과지수 국제순위를 2009년 51위에서 2020년 20위로 개
선, GEF 공여도를 2009년 0.23%에서 2020년 0.46%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
하였다.
우리 정부는 또한 2008년 7월 G8 확대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기후변
화 대응을 위해 향후 5년간 2억 달러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동아시아 기
후파트너십｣을 발표하였다.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은 주로 ASEAN 국가들이 녹색
사업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경제성장과 기후변화 대응 간에 선순환 구조
를 이뤄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2009년 9월 KOICA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사업기간은 2008~12년이며 사업 대상국가는 몽고,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베
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부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타지키
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남태평양도서국이 포함되어 있
다. 지원분야는 물분야, 저탄소도시, 산림(바이오매스), 저탄소에너지(신재생에너
지), 폐기물처리의 다섯 가지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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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우리 정부는 다자협상에서는 개도국 지원에 약간 소극적인 반면 양자협
력에서는 환경협력에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아직 우리 정부의 입
장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환
경협력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정부의 환경협력은 특히 양자협
력을 중심으로 점차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환경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과 내부적인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가에
있다.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의 경우 동아시아 국가들이 녹색사업을 통해 경제성
장의 기회도 얻고 기후변화 대응능력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어느
지역에 대해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
이 있었다. 또한 지원내용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정보수집, 인적 네트워크 확충,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사후관리, 이를
위한 국내 집행기구의 체제정비, 환경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양성 등 내부역량
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 분야에서의 역량구축
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환경협력의 선진사례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환경협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오랜 기간에 걸친 환
경협력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본과 EU의 환경협력 전략, 분야별 협력사례를 고
찰하여 우리나라 환경협력의 방향과 전략수립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국가ㆍ지역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과 EU이다.
일본과 EU의 환경협력을 살펴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일본을 고찰하는 가
장 큰 이유는 환경협력을 국제협력의 중점 전략분야의 하나로 선정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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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본문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일본정부는 1990년대 초부터 5년 단위로 환경협
력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그 지원규모 또한 대단히 큰 규모에 이
르고 있다. 환경협력의 핵심을 이루는 환경 ODA도 전체 ODA에서 40% 전후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규모가 크며 환경분야에 대한 개발협력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환경협력 이니셔티브로서 하토야마 이니셔
티브가 있는데 이는 5년간 150억 달러를 기후변화 관련 활동에 지원하겠다는 것인
데 우리나라의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의 규모인 2억 달러에 비하면 그 규모가 얼
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일본을 고찰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일본이 최근 환경협력을 일본기업의 해외진
출과 연계시키려는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환경협력에 필요한
자금규모가 공적자금만으로는 도저히 충당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국제사회에서 강조해 왔다. 하토야마 이니셔티브에서 제
시한 150억 달러 중에서도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자금이 민간자금으로 충당된
다는 점을 보더라도 이와 같은 일본의 태도를 알 수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환경
관련 인프라 건설과 유지ㆍ운영에 대한 수요가 중국과 ASEAN 신흥 개도국을 중
심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이 분야에 대한 사업기회 포착과 환경협
력을 연계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면 수자원 분야에서의
해외진출을 위해 경제산업성, 지방정부(예: 동경도 수도국 등), 민간기업이 유기적
인 협력관계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전략은 우리나라에게도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다. 개도국
의 녹색사업 실시를 지원함으로써 개도국과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을 달성하고자 하
는 것이 우리나라 녹색협력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한편 EU의 환경협력을 고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EU 개별회원국과
EU 차원의 공적개발원조를 포함한 EU 전체 ODA 규모는 전세계 ODA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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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별회원국을 제외한 EU차원의 ODA 규모 또한 약
14%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EU는 원조분야에서의 중요한 행위자다. 일본이
ODA에 있어 양자적 원조모델을 제시한다면, EU는 양자적ㆍ다자적 원조모델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U는 최빈국 및 군소도서국을 포함한 개도국의 빈
곤퇴치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무상원조에 기반한 적극
적인 개도국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 원조의 양적ㆍ질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협력과 관련해서 EU는 개발정책에 환경을 통합한 환경주류화를 성
공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행위자다. 그동안 개도국의 개발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개발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간과되었다. 이에 EU는 개발정책뿐만 아니라
비원조정책에도 환경을 통합한 원칙을 발표하면서 환경분야에서의 선도적인 위치
를 점하고 있다. 이는 개발과 환경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현 개발원조의 트렌드
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개발원조정책 수립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주로 분석하고 있는 환경협력 분야는 기후변화, 에너지 효율
개선, 수자원, 폐기물의 네 분야이다. 일본과 EU의 환경협력 전반에 대한 일반적
고찰(2장 및 6장)을 한 후, 일본에 대해서는 에너지 효율개선(3장), 수자원(4장),
폐기물(5장)의 세 가지 사례를, 그리고 EU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및 재생에너지(7
장), 수자원(8장)의 두 가지 사례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분야를 분석대상으로 선정
한 이유는 첫째, 이들 분야에 대한 협력수요가 국제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고, 둘
째, 일본과 EU가 이들 분야의 환경협력을 중시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
도 이들 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연구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몇 가지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한다. 본
연구는 위에서 제시한 국가ㆍ지역의 네 가지 분야에서의 환경협력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때 ｢환경협력｣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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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환경협력을 매우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즉 환경협력이란
｢특정 국가ㆍ지역이 당면해 있는 환경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가능하
도록 하기 위해 해당 국가ㆍ지역의 자조원칙을 전제로 국가 혹은 민간조직이 공적
자금 혹은 민간자금을 활용하여 협력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위 정의의 각 요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특정 국가ㆍ지역｣이란 개도
국을 의미한다. 물론 선진국과의 환경협력도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개도국
에 대한 환경협력에 국한하여 고찰한다. ｢당면해 있는 환경문제｣는 그 영향의 범
위에 따라 지구 전체에 미치는 지구적 환경문제(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파괴, 사막
화 증가 등), 지역 전체에 미치는 지역적 환경문제(산성비, 황사, 해역의 오염, 국
제하천오염 등), 한정된 좁은 범위에 미치는 국지적 환경문제(도시 대기오염, 폐기
물 처리 등)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모든 환경문제에 대한 협력을
환경협력으로 포함하도록 정의한다.
환경협력은 ｢해당 국가ㆍ지역의 자조원칙｣을 전제로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즉
해당 국가ㆍ지역이 스스로 자신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전제되
며 이러한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환경협력이라고 정의한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상대국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의 환경협력이 아니라 상대국의 수요를 충분히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환경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환경
협력의 주체는 ｢국가 혹은 민간조직｣이 모두 포함된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국
가조직에 의한 협력뿐만이 아니라 민간기업이나 NGO/NPO 등에 의한 환경협력도
이 범주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협력의 재원에는 ｢공적자금 혹은 민간자금｣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공적자금은 ODA 형태로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환경협력에 당연히 포함되어
야 하지만 민간자금에 대해서는 환경협력에 포함시켜야 할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술한 바와 같이 민간기업 등에 의한 투자가 환경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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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환경협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이 정의에 따르면 민간기업이 환경친화적인 기술ㆍ제품ㆍ서비
스를 상대국에게 시장 베이스로 판매하여 보급을 확대하는 것도 환경협력의 한 사
례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협력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환경협력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협의의 국제협력은 공적기관(정부ㆍ지자체ㆍ국제기관 등)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되며, 광의의 국제협력은 공적기관, 민간기업, 시민단
체ㆍNGO 등의 복수의 주체가 어떤 공통의 목적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또
는 합의된 공통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경을 초월하여 자신과 전체의 이익을 조
정하면서, 지니고 있는 ‘힘’(구상력ㆍ교섭력ㆍ실행력)을 서로 발휘하는 정치과정이
라고 정의된다.1)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국제협력은 광의의 국제협력을 의미하며
환경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이 환경협력이라고 생각하면 그 의미가 분명해질 것이다.
환경협력의 한 부분으로서 환경 ODA가 있다. 환경 ODA란 환경협력 중에서
국가가 공적자금을 가지고 상대국의 환경문제를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해결할
것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지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OECD에서는 환경 ODA에
관한 국제비교통계를 작성할 목적으로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환경
ODA의 규모나 용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환경 ODA로 볼 것인지가 중요
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환경 ODA 분류 기준으로서는 OECD DAC가 제시
한 ｢환경마커｣(Aid to Environment marker)가 있다. 원조 공여국은 ODA를 환경
관련 ODA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판단하여 이를 DAC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
는데 이를 기준으로 각국의 환경 ODA를 분류하고 있다. OECD DAC의 CRS

1) 国際開発ジャーナル社(2004)、国際協力用語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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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or reporting system) 분류상 일반환경보호에 해당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환
경 ODA로 분류된다. 그렇지 못한 원조사업이라도 환경보호를 가장 중요한 목적
(principal objective)으로 명시한 사업과 환경보호가 제1차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목적(significant objective)인 사업은 환경 ODA로 분류된다. 모든
원조사업이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되지는 않는다.
이 분류기준에 의해 환경 ODA의 여부를 가리지 않은 원조사업들이 매우 많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환경마커에 의거하여 작성된 환경 ODA 통계를 해석할 때는
얼마만큼의 원조사업이 환경마커에 의해 커버되어 있는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환경 ODA와 관련된 또 하나의 기준은 ｢리오마커｣(Rio marker)이다. 1992년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UN환경개발회의(UNCED)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 기
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이 채택되었는데 ODA 중 이들 협약과 관련된 ODA를
별도로 분류하는 것이 리오마커이다. 따라서 리오마커에 의해 분류된 ODA는 명백
히 환경 ODA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리오마커는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의 환경
ODA를 보여주고 있어서 원조 공여국의 환경 ODA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문제
를 안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환경마커와 리오마커를 필요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
도록 하였다.
한편 우리 정부는 ｢녹색협력｣, ｢녹색성장｣, ｢녹색 ODA｣와 같은 용어를 정부의
공식 문서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앞에서 설명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에서는 이와 같은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용어들에 대한 개념정의
는 명확하지 않다. ｢녹색협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상황을 보면 주로 녹색성장
을 위한 협력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선진국과의 녹색협력은 우리나라
녹색산업분야에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 기술협력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
개도국과의 녹색협력은 개도국에서의 녹색산업 성장을 위한 협력을 의미하는 경우
가 많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사용하는 ｢녹색협력｣이라는 용어는 주로 ｢녹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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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의미가 매우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녹색 ODA｣에 대한 정의도 불명확하다. 본 보고서에서 설명한 ｢환경 ODA｣라
는 개념과 ｢녹색 ODA｣라는 개념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다. 우
리 정부는 OECD의 환경마커나 리오마커처럼 ODA의 목적별 분류 코드를 다시
분류하여 ｢녹색 ODA｣를 정의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나 이러한 시도가 아직 구체적
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지 못하다. 물론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녹색 ODA｣의 정의
가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통용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를 실현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용어의 개념정의는 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
해 점진적으로 통일ㆍ확산시켜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여건을 고려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환경협력｣, ｢환경 ODA｣라는 용
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환경협력의 범위를 가능한 포괄적으로 설정하고자 한
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일본과 EU가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환경협력의 추진
체제와 전략 등 전반적 내용을 고찰하였으며 특히 기후변화, 에너지 효율개선, 수
자원, 폐기물의 네 분야에서 정부뿐 아니라 민간자금까지 포함한 환경협력을 주요
한 연구범위로 하고 있다.

3. 주요 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일본의 환경협력 전략을 개괄적으로 다루었다. 이 장은 일본의 분
야별 환경협력을 다룬 3장, 4장 및 5장의 서론에 해당하는 장이다. 이 장에서 특히
중점을 두어 고찰한 분야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는 일본의 환경 ODA 전략이다. 환경 ODA는 환경협력의 가장 중요한 수
단이기 때문에 이 수단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은 일본의 환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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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본문에서 자세히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환경
ODA 규모는 증가 추세에 있고 전체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0% 수준으로
매우 높다. 주로 인도,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유상원조를 중심으
로 환경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대부분의 자금이 사용되고 있다는 특징이 나타났다.
환경 ODA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찰하기 위해 일본정부의 ｢ODA 대강｣(2003
년), ｢ODA 중기정책｣, ｢국별원조계획｣을 살펴본 결과 환경 분야는 일본의 ODA
정책에서 중점분야의 하나로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는 일본정부가 1990년대 초반부터 5년 단위로 발표해 온 환경협력 이니셔
티브를 고찰하였다. 일본정부는 1992년에 향후 5년간 9,000억 엔에서 1조 엔 규모
의 환경 ODA를 공여한다는 목표를 공표하였고 이 5년 동안 실제로 1조 4,400억
엔을 공여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그후 1997년에는 ｢21세기를 향한 환경개
발 지원구상｣(ISD), ｢교토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고, 2002년에는 ｢지속가능개발
을 위한 환경보전 이니셔티브｣(EcoISD), 2008년에는 ｢Cool Earth Partnership｣,
2009년에는 ｢하토야마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대규모의 자금
지원을 약속해 왔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하토야마 이니셔티브는 2008년부터 2012년
까지 기후변화 분야에서 총 150억 달러 규모를 지원할 것을 제시한 것으로 국제사
회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개도국 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은 환경 분야에
서 199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개도국 지원을 실시해 왔음을 확인하였다.
셋째는 환경협력에서 민관협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환경협력에
필요한 자금규모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공적자금과 함께 민간자금도 환경협력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또한 환경협력을 통해 민간기업의 개도국 진출
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향이 일본에서도 점차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국제협력은행(JBIC)을 활용하여 투자자금을 제공하거나 일본무역보험(NEXI)을 활
용하여 투자위험을 완화하는 등 공적금융기관의 역할 강화를 도모하고 있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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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민간의 이른바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데 많은 힘을 쏟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3장은 일본의 환경협력 사례 중의 하나로 환경협력과 에너지협력을 동시에
아우르는 에너지 효율화 분야를 다루었다. 우선 일본정부가 왜, 그리고 어떻게 에
너지 효율화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는데, 특히 이 분야
에서 일본의 국제협력이 1970년대의 오일쇼크 이후 에너지 효율화 관련 기술개발
에 성공한 일본기업들의 해외진출 전략과 맞물려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구
체적인 협력사례로서 ASEAN과 중국에 대한 일본의 협력 실태를 소개하였다. 여
기서 ASEAN은 일본이 비교적 일찍이 ‘제도이식’ 차원에서 공을 들여온 데다, 다
자간협력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어 선정하였다. 중국의 경우는, 2000년대 들어
일본의 대중(對中) 협력 틀이 정부지원에서 민간협력으로 전환함으로써 우리의 대
중(對中) 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이 클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제4장에서는 수자원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소개하였다. 이 장에서 중점적으로
고찰한 것은 일본의 중앙정부, 지자체 및 기업이 해외 물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어
떤 진출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일본정부 특히 경제산업성은 빠르
게 성장하고 있는 신흥 개도국을 중심으로 물 관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체제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일
본의 경우 물 공급과 관련된 사업에서는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국내시장을 대상으
로 거의 독점적인 사업운영을 해 온 결과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물 관련
기업체를 전혀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정부가 제시한 전략을 보면, ① 민관협
력을 통해 일본 물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 ② 아시아를 중심으로 진출지역을 집
중, ③ 해외기업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④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강화, ⑤ 전
략적 협력대상국과의 정책대화 강화, ⑥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강화, ⑦ 수처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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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납품형의 전통적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 ⑧ 일본기업 컨소시엄 형성 지원, ⑨ 인
재육성, ⑩ 향후 15년간 수출규모 10배 증대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전략
하에서 일본의 지자체는 해외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표
적인 사례로서 도쿄도 수도국, 요코하마시 수도국, 오사카시 수도국, 키타큐슈시
수도국의 동향을 소개하였다. 민간기업에서도 약 40여 개 관련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해외 물 순환 시스템 협의회｣를 2008년에 설립하여 기업 차원에서의 협력
을 도모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개도국의 폐기물관리 분야에 대한 일본의 국제협력 상황을 파악하
여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개도국의 폐기물 문제는 선진국의 정
부개발원조(ODA) 지원과 같은 국제협력체제하에서 폐기물 정책 수립, 매립장 건
설, 환경교육 등의 다양한 형태로 그 해결책이 모색되고 있다. 또한, 개도국에서의
적정한 폐기물관리는 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이다. 아
울러 대개도국 협력사업에서 폐기물관리는 과거 우리나라의 유ㆍ무상 ODA 사업
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의 5대 협력사업 가운데 한 분야를
차지할 정도로 의미 있는 분야이다.
일본의 ODA를 집행하는 기관인 국제협력기구(JICA)는 정부의 지원방침을 바
탕으로 기술협력, 유상ㆍ무상 자금협력 등을 통해 개도국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JICA는 폐기물관리 분야에 대해 개발전략목표ㆍ중간목표ㆍ하위목표를 구체적으
로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개도국의 폐기물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
다. 한편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에서 ODA와 관련하여 관심이 매우 높은
국가인데, 특히 일본은 베트남과 정책대화(dialogue-based approach)를 통해 각연
도의 원조 규모와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오고 있다. 베트남의 폐기물관리 분야에 대
해서는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등의 기술협력뿐만 아니라 유ㆍ무상 자금협력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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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에서는 EU의 환경협력 전략을 개괄적으로 다루었다. 이 장은 EU의 분야
별 환경협력을 다룬 7장과 8장의 서론에 해당하는 장이다. 이 장에서 특히 중점을
두어 고찰한 분야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는 EU의 지속가능한 개발원조정책이다. EU는 마스트리히트조약을 통해 개
발협력 분야에서 개도국의 지속적인 경제적ㆍ사회적 개발을 촉진하고 세계경제에
개도국을 점진적이고 조화롭게 통합하여 빈곤문제를 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적개발원조 분야에서 중요 행위자인 EU는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
원한다는 목표 아래 개발원조정책에 있어 환경부문을 고려한 환경주류화를 강조하
고 있다. 특히 지난 2006년에 발표된 유럽감사원 특별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EU가
성공적으로 개발원조정책과 환경을 상호연계하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개발협력
에서의 환경주류화를 주문하였다. 이후 EU는 개발원조정책에 있어 전략환경평가
를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개도국 개발원조의 환경친화성을 제고하였다.
둘째는 개발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언타이드원조의 확대 및 수원국 중
심의 원조체제를 확립하였다는 점이다. 개발원조정책이 수원국이 아닌 공여국 중
심으로 추진되다보니 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EU는 언타
이드 원조의 확대를 통해 수원국의 정책의지 및 개발원조의 수요에 따라 ODA 자
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지사무소의 권한을 확대하여 프로젝트의 발굴
에서부터 최종 평가에 이르기까지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여 원조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제고하였다. 또한 유럽개발컨센서스를 통해 EU는 원조방안으로
프로그램 및 일반예산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원조사업의 효율성과 수원국의 자율성
을 제고하고 있다. 즉 수원국의 제도나 시스템을 활용한 원조사업의 추진을 통해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로 EU는 개도국 원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원조 분업 및 정책 일
관성 등을 개발원조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원조 분업은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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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공여국은 원조지원대상 국가 및 개
발정책 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특정 수원국에 특정 분
야에 국한된 프로젝트가 집중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수원국이 개발원조
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EU는 국가마다 상이한 이해관계로 인해 경제
정책과 개발정책 간 목표 및 집행과정이 서로 부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책간
일관성을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7장에서는 기후변화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소개하였다. 이 장에서 EU가 기
후변화의 국제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역내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4월 채택된 ‘기후변화 및 재생에너지 패키
지’를 통해 EU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다양한 부문에서의 역내정책을 수립하여 이
를 추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구
체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지침, 배출권거래제 지침 개정, 배출권거래제 제외
부문의 감축부담 방안 결정 등의 내용이 그것이다.
동시에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력에 있어서 EU는 개도국 지원을 위해 EU의
글로벌기후변화동맹 및 기후변화 관련 대개도국 재정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현
수준에서 개도국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EU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EU는 개도국에서의 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한 ‘글로벌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펀드’도 제안하였다.
제8장에서는 EU의 수자원분야 국제협력에 대해 소개하였다. EU는 공적개발원
조(ODA)에 있어 물 분야의 최대 공여국에 해당된다. 또한 EU는 세계적인 물기업
들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기업들의 해외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장에
서는 ODA를 중심으로 한ㆍEU 차원의 해외협력을 먼저 중점적으로 살펴본 후
EU 전문 물기업의 해외진출 현황과 전략을 추가적으로 고찰해보았다.
우선 EU는 공여국 중심이 아닌 수원국의 필요와 소비자 중심의 국제협력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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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취하고 있다. 이는 민간사회와 소비자들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끼치고 이해당사
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EU의 전통적인 물관리 정책이 반영되어 나타난 것
이다. 또한 EU는 역내에서의 물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 내지 공
유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의 전수 배경에는 우수한 EU의 역내 물관
리 정책 외에도 일찍부터 국내 물시장에서 튼튼한 사업기반을 확보한 후 해외로
진출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EU 전문 물기업들의 역량이 있었다. EU 물기
업들은 수처리 전과정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최
근에는 시장을 차별화하여 목표시장을 선정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채택하고 있
으며, 특히 개도국 진출시 현지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을 취하
고 있다.
제9장에서는 우리나라 환경협력의 현황을 살펴보고 일본과 EU의 환경협력을
비교분석하면서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이 장에서 제시한 시사점을 요
약하면 ① 환경협력을 위한 국내역량 강화, ② 국제협력에 환경주류화를 적극 도
입, ③ 프로그램지원과 일반예산지원을 활용한 원조효과성 제고, ④ 효율적인 협
력 안건 발굴 시스템 구축, ⑤ 공공기관 환경협력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⑥ 민관협력에 의한 환경협력, ⑦ 개도국 환경의식 향상과 우리나라 제도의 보급
확대, ⑧ 정부 이외의 협력주체에 대한 지원 강화다.

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와 향후의 과제를 남기고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다자체제를 통한 환경협력을 제대로 다루고 있지 못하다. 예를 들면, 일본과 EU는
포스트 교토체제의 형성을 위해 기후변화 국제협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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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제기구를 통한 개도국 환경협력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다루지 못했다.
환경협력에는 매우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많은 분야가
있다는 점도 과제로 남아 있다. 예를 들면, 생물다양성, 산림, 도시환경개선, 사막
화방지 등도 중요한 분석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야는 본 연구에 포함되지 못하
였다. 향후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도 주요국의 환경협력 현황, 실적 그리고 과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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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환경협력은 국제협력의 한 분야이다. 국제협력은 기본적으로 ODA를 통해 이루
어지며 이 외에 다양한 주체에 의한 국제협력이 있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
가지여서 환경협력의 중심에는 이른바 환경 ODA가 있다. 따라서 환경 ODA의 규
모, 분야, 형태 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환경 ODA는 주로 환경
관련 이니셔티브가 국제사회에 발표되고 이에 의거하여 실시해 왔다. 따라서 일본
의 환경협력의 큰 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환경 이니셔티브를 이해하는 것
이 필요하다.
환경 ODA는 각 정부부처별로 추진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ODA의 실시기
관이 이를 담당한다. 따라서 일본의 ODA 실시기관인 국제협력기구(JICA), 그리고
ODA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국제협력은행(JBIC)의 환경관련 전략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환경 ODA 이외에도 환경협력을 추진하는 주체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대표적인 주체로서 지방정부를 들 수 있다. 일본의 지방정부 중에서는
환경협력에 적극적인 지방정부가 있으며 이들의 협력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일본의
환경협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최근에는 기업에 의한 환경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민간자금을 동원하여 지구적 규모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그 배
경에 깔려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얻을 수 있고 환경 ODA의
공여국 입장에서는 자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할 수 있으며 수원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환경개선과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최근 환경협력은 그 주체가 다양화되고 있고 순수한 의미의 지원이라는
성격에서 점차 시장경제의 한 분야로 편입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환경협
력에서는 최근 이와 같은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일본의 국제환경협력을 개관한다. 먼저 제2절에서는 환경협력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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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인 일본의 환경 ODA에 대해 고찰한다. 제3절에서는 1990년대 이후 발표된 다양
한 환경 이니셔티브들을 중심으로 일본의 국제환경협력 전략을 통사적으로 개관한
다. 특히 2010년 6월에 발표된 신성장전략에서는 환경협력을 통한 성장전략이 제시
되어 있어서 일본정부가 환경협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제4절에서는 환경협력의 주요 주체들에 대해 고찰하였다. 환경 ODA의 실시주
체인 국제협력기구, 직접적인 실시주체는 아니나 민간자금의 환경분야로의 투자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제협력은행과 일본 무역보험의 사례를 고찰하
였다. 그리고 지방정부, 기업의 환경협력에 대해서도 개관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절
에서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민관협력에 의한 개도국 환경협력이 단순한 국제협
력의 차원을 넘어서 환경관련 인프라 수출을 노리는 선진국간의 경쟁으로 격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의 녹색협력에서도 이와 같은 환경협력 방식
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2. 일본의 환경 ODA
본 절에서는 일본의 ODA 추진체제, 환경 ODA의 현황, 환경 ODA전략에 대해
고찰하였다. 환경 ODA는 일본 환경협력의 기본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는 것은 일본 환경협력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환경 ODA를 바탕으
로 하면서 지자체, 민간기업, NGO 등 각종 주체들이 환경협력에 참여하고 있다.
가. 일본 ODA 추진체제 개요
일본정부는 ODA를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6년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이하에서는 ODA 관련 조직개편 이후에 정비된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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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추진 체제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ODA 정책의 사령탑: 해외경제협력회의
해외경제협력(ODA, OOF, 나아가 이와 관련된 민간자금 활용을 포함)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실질적으로 심의하고 해외경제협력을 전략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내각
에 ｢해외경제협력회의｣를 2006년 4월 각료회의 의결에 따라 설치하였다. 해외경제
협력회의는 내각총리 대신을 의장으로 하고 내각관방장관, 외무장관, 재무장관, 경
제산업장관을 위원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해외경제협력에 관한 사령탑이며 여기
에서 결정된 기본방향과 전략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진다. 해
외경제협력회의가 설치되기 이전의 ｢대외경제협력관계각료회의｣는 폐지되었다.
해외경제협력회의에서 환경협력이 핵심의제로 논의된 것은 제9회(2007. 5. 23)
회의에서였다. 이 회의의 의제는 ｢환경에 관한 해외경제협력에 대하여｣였는데 여
기에서는 환경협력을 일본의 해외경제협력의 ｢우선적ㆍ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는 방침을 확인하였다. 이 회의가 개최된 시기가 하일리겐담 G8 정상회의 직전이
었고 2008년에는 일본이 G8 정상회의 개최국이었기 때문이다. 이때 개최된 G8
정상회의의 핵심의제는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 관련 의제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일본정부에서도 환경협력을 핵심과제로 설정한 것이다.
2009년 7월 현재 해외경제협력회의는 총 23회 개최되었고 환경, 에너지, 자원, 평
화구축, 아프리카 등 지역전략 등의 다양한 의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2) 정부부처: 외무성, 재무성, 경제산업성
외무성도 2006년에 ODA와 관련한 대대적인 조직재편을 단행하였는데 ｢국제협
력기획입안본부｣를 신설하였고 경제협력국 등을 ｢국제협력국｣으로 재편한 것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외무성은 해외경제협력회의의 방침을 바탕으로 정부부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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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실행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2) 이 때 가장 중요한 조
직이 바로 국제협력기획입안본부이다. 동 본부에서는 외무성의 국제협력국과 지역
담당국 등이 중심이 되어 일본의 ODA 정책을 실질적으로 기획ㆍ입안을 하며 이
때 국제협력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외무성과 외무성 산하의 국제개발협력기
구(JICA)는 일본 전체 ODA의 약 2/3 정도를 담당하고 있어서 일본의 ODA 추진
의 중핵조직을 이루고 있다.3)
한편 2009년 국제협력국의 조직이 추가적으로 개편되었는데 조직개편의 특징은
첫째 환경관련 조직을 강화한 것이고 둘째는 ODA의 정책과 기획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환경 관련 조직으로는 지구환경과와 그 산
하에 기후변동실이 있었다. 조직개편 이후에는 기후변동실이 기후변동과로 승격되
었고 지구규모과제 총괄과도 신설되었다. ODA 정책과 기획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별개발협력3과를 신설하여 국별 원조정책을 강화하였다. 또한 무상자금ㆍ기술협
력과, 유상자금협력과를 폐지하고 이를 개발협력총괄과로 통합하였다. 이를 통해
원조수단별로 분할되었던 기능을 통합하여 원조수단별로 유기적인 협력을 가능하
게 하였다. 이러한 조직개편 이전에는 동일 국가에 대한 개발원조를 실시하는 경우
에도 원조수단이 다를 경우 담당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독
자적으로 원조를 실시하였다. 이는 행정비용의 증가 등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
일본 ODA의 또 다른 추진주체는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이다. 외무성, 재무성, 경
제산업성의 ODA는 일본 전체 ODA의 9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무성은
주로 세계은행이나 IMF 그리고 각 지역개발은행에 대한 출자를 담당하고 있다. 또
한 JICA의 유상자금대출 승인에도 관여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ODA의 관민연계

2) 일본의 정부개발원조대강에서는 ｢외무성을 조정의 중핵으로 하여 관계 정부부처의 식견을 활용하면
서 관계 정부부처의 인사교류를 포함한 폭넓은 연계를 강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OECD(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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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private partnership)를 주도한다. 다만, 이것이 ODA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 정도로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4) ODA를 실시하는 기타 정부
부처의 주요 원조방식은 기술협력이며 따라서 무상원조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3) ODA 관련 정부조직간 연계
ODA를 실행하는 정부조직은 1부 12성청5)이 있다. 이들 정부부처들이 실시하
는 ODA 사업들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부처
간 협의체를 두고 있다.6) 이러한 협의체로서는 ｢ODA 관계성청 연락협의회｣, ｢기
술협력연락회의｣, ｢ODA평가연락회의｣가 있으며 정부부처간의 정보 및 의견교환
이 이루어진다. 또한 민간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서 ｢국제협력에
관한 유식자회의｣를 2007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4) ODA 실시기관: JICA, JBIC, JETRO, NEXI
2008년 10월,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는 일본의 명실상부한 ODA 실시기관으
로 확대 개편되었다. 이전까지는 무상자금협력은 외무성, 유상자금협력은 JBIC, 기
술협력은 JICA가 담당하는 구조였으나 2008년 개혁으로 JICA가 유상, 무상, 기술
협력의 전 분야를 담당하게 되었고 그 결과 JICA는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원조
실시기관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아래의 그림은 신JICA 탄생 이전과 이후를 비교한 것이다. 개혁 이전인 2007년
JICA의 예산 규모는 약 16억 달러였는데 개혁 이후에는 100억 달러로 증가하였
다. 이는 JBIC의 유상자금협력예산 약 68억 달러, 외무성의 무상자금협력예산 약

4) OECD(2010).
5) 내각부, 경찰청, 금융청,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
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이 포함된다.
6) 정부개발원조대강에서는 이와 같은 정부간 협의체를 둘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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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 달러가 JICA에 통합되었기 때문이다. 외무성이 담당하던 무상자금협력의
30% 정도는 여전히 외무성이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혁의 배경에는 원조의
효율성 제고가 있다. 일본정부는 원조수단별로 분할된 원조기관을 단일기관으로
통합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려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외무성 내에서의 원조관
련 조직개편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림 2-1. JICA로의 원조기관 통합

자료: OECD(2010b).

원조기관의 JICA로의 통합 이후 많은 기능들이 JICA로 이전되었다. 통합 이전
에는 외무성이 무상자금협력을 직접 실시했으나 통합 이후에는 주로 정책입안에
주력하게 되었다. JICA는 외무성에 원조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과 건의를 할 수 있
게 되었고 실제로 이러한 제안은 상당히 정책에 반영되게 되어 현장의 경험이 중
시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다만, JICA가 제안한 원조 프로젝트는 모두 외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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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유상자금협력은 외무성과 재무성의 승인이 필요하다.
외무성은 외교적 영향에 대한 고려, 상대국 개발협력 수요 파악,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 등이 이와 같은 승인절차를 필요로 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OECD(2010)은 이와 같은 외교적 영향에 대한 고려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외무
성이 JICA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승인절차의 간소화
를 요구하고 있다.7)
한편 현지 ODA 태스크포스를 활용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지 스태프의 활용은 ODA 대강에서도 매우 강조되었다. 현지 JICA
사무소와 대사관, JETRO 등 기타 기관, 그리고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
스는 국별원조계획의 작성이나 원조 프로젝트 발굴에 관한 의견을 외무성이나
JICA 본부에 제시할 수 있다. ODA 대강은 이와 같은 현지의 목소리를 중시하여
원조정책을 입안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JICA 이외의 원조 관련 기관으로서는 국제협력은행(JBIC),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일본무역보험(NEXI)이 있다. 이들 기관의 환경 관련 협력업무에 대해서
는 후술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이들 기관의 기본적 역할에 대해서만 간략히 언급
한다. 먼저 JBIC은 2008년 10월 정책금융공고로 통합된 이후 직접적으로 ODA와
관련된 업무는 하지 않으나 국제금융업무를 통해 민간자금의 개도국 투자를 확대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JETRO는 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
지 사무소를 활용하여 상대국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NEXI는 국제무역보험을 통해 역시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며 민간자
금의 투자촉진을 위한 위험부담을 완화시켜 준다. 이들 기관은 모두 원조 대상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원조정책 수립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며 각 기관의

7) OECD(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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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한 업무를 통해 일본기업의 해외진출과 ODA를 연계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림 2-2. 일본의 ODA 추진체제 개요

자료: 필자 작성.

나. 환경 ODA 개관
1) 일본 환경 ODA의 규모
일본의 ODA는 최근 그 규모가 축소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
히 막대한 규모의 대외원조를 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 중 하나다. 그런데 일본의 대
외원조에서 환경과 관련된 ODA는 과연 얼마나 되고 또 이러한 환경 ODA는 주
로 어떤 분야에 사용되었을까? 이 절에서는 이 점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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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주요국의 환경 ODA 현황(2007~08년 평균)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독일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스페인
미국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웨덴
스위스
양자간
총합계

환경
섹터
(1)
267
38
4
6
19
72
156
..
36
502
7
..
74
484
..
141
1
169
..
113
41
..

주요
목적
(2)
915
47
20
76
11
66
99
..
75
251
1
..
38
2,390
..
138
3
203
..
8
168
..

중요
목적
(3)
1,596
0
56
211
91
208
386
..
88
713
12
..
166
1,414
..
241
32
17
..
518
639
..

2,132

4,509

6,388

2007~08년
환경ODA 비환경O
환경마커
소합계
합계
DA
비분류
합계
(6=4+5)
(6+7)
(5)
(4=1+2+3)
(7)
2,778
2,814
5,593
1,569
7,161
86
1,085
1,171
285
2,657
80
233
313
82
396
293
509
802
374
1,176
121
1,948
2,069
177
2,246
346
635
981
0
981
642
1,710
2,352
585
2,936
..
..
..
..
21,175
199
336
534
0
534
1,465
1,670
3,135
2,734
5,869
20
194
215
0
215
..
..
..
..
561
278
365
643
166
808
4,288
6,372 10,660
101
10,761
..
..
..
..
185
520
1,827
2,436
0
2,346
37
159
196
0
196
389
3,020
3,409
0
3,409
..
..
..
..
262
639
3,960
4,599
820
5,419
848
611
1,459
0
1,459
..
..
..
..
864
13,029

27,448

40,477

6,892

71,617

주: 환경 ODA는 ① 환경 섹터로 분류되는 ODA, ② 환경개선을 주요목적(primary objective)으로 하는
ODA, ③ 환경개선이 주요 목적은 아니나 중요한 목적(significant objective)인 ODA의 합계로 정의된다.
자료: OECD(2010a).

일본의 환경 ODA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일본
의 환경 ODA는 그 규모도 매우 크고 전체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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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본정부가 환경분야에 대한 ODA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07~08년 2개년 평균으로 볼 때 일본의 ODA 총액8)은 108억 달러였는데 이 중
43억 달러(40.2%)가 환경 ODA였다. 이것은 OECD DAC 회원국 전체의 환경
ODA 130억 달러의 약 1/3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DAC 회원국 중에서 가장 큰 규
모이다. 일본에 이어 환경 ODA가 많은 나라는 독일(28억 달러)과 프랑스(15억 달
러)이다. 일본은 환경 ODA의 비중도 40.2%로 매우 높다. 이는 일본이 환경 분야
에 대한 ODA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일본 환경 ODA의 추세
둘째, 최근의 환경 ODA 규모는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다. 아
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환경 ODA는 2003~04년에 약 30억 달러에서
그림 2-3. 일본의 양자간 환경 ODA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주: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사막화 관련 그래프는 리오마커에 따른 통계이며 환경 ODA는 환경마커에 따
른 통계라는 점에 주의.
자료: OECD(2010a).

8) 환경마커에 의해 점검을 받은 ODA의 규모를 의미한다. 점검을 받은 ODA의 비율이 전체 ODA의
99%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일본의 전체 ODA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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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년 35억 달러, 2007~08년 40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해 왔다. 한편 리오마
커에 의한 환경 ODA를 보면 일본의 ODA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분야에 집중
되어 있음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환경 ODA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일본정부는 최근 Cool Earth Partnership이나 이를 승계하
고 확대한 하토야마 이니셔티브 등 대형 환경관련 ODA 지원계획을 발표하였고
이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일본 환경 ODA의 지역적 분포
셋째, 일본의 환경 ODA는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다음 [표 2-2]는 일본
환경 ODA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10개 국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상위 6위 국가
(인도,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는 모두 아시아 국가이다. 특히 인
도에 대한 환경 ODA는 15억 달러(2007~08년 평균)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인도
표 2-2. 일본 환경 ODA의 상위 10개 수원국
(단위: 백만 달러, %)

국명

환경 ODA 규모

전체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

인도

1,487

63

중국

471

65

베트남

460

48

태국

305

88

인도네시아

299

32

필리핀

248

83

이라크

209

17

모로코

129

72

스리랑카

102

27

파나마

84

94

자료: OECD(2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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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ODA 총액의 63%에 해당한다. 중국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국
에 대한 환경 ODA는 약 5억 달러로 인도의 1/3 수준이나 중국에 대한 ODA 총액
에서 환경 ODA가 차지하는 비중은 65%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베트남 등
여타 아시아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일본의
ODA가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일본 환경 ODA의 분야별ㆍ지원형태별 분포
넷째, 일본의 환경 ODA는 대부분이 사회적 인프라나 경제적 인프라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이며 환경 ODA의 90% 이상은 정부대부에 의한 유상자금이라는
특징도 나타난다. 일본의 환경 ODA에서 40%는 사회 인프라 구축, 30%는 경제
인프라 구축에 지원되고 있어서 인프라 분야가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
적 인프라에서도 교육, 보건 등 분야는 매우 적은 반면 기타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압도적으로 많다. 사회적 인프라 분야에서는 수자원, 폐기물 관련 인프라
구축이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경제적 인프라 분야에서는 교통
과 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인프라 구축이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
나 이러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금이 유상으로 제공된 것이어서 일본의 환경
ODA가 순수하게 수원국의 환경개선만을 목적으로 지원된 것이 아니다.
표 2-3. 일본 환경 ODA의 지원형태별 비중
(단위: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무상자금

6.5

13.4

6.8

7.0

6.1

8.0

유상자금

93.5

86.6

93.2

93.0

93.9

92.0

자료: OECD(20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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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 환경 ODA의 과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ODA에서 환경 ODA는 매우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향후 일본의 ODA 정책에서 환경 분야는 그 중요성을 더해
갈 것이며 규모 또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환경 ODA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의 환경 ODA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
도 안고 있다.
첫째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상자금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점이다. 90%
이상의 자금이 유상자금이며 이 자금은 주로 인도,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인
프라 정비에 사용되고 있다. 향후에는 유상자금의 비율을 점차 낮추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는 향후 구속성 자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일본정부는 2003년
ODA 대강을 개정하면서 국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ODA 정책을 전환하였다.
1980년대 말 이후 엔 차관의 구속성이 줄어들면서 일본기업의 수주율이 크게 떨어
진 것에 대한 일본기업의 반발을 반영한 것으로 특히 인프라와 환경 관련 프로젝
트에서 향후 엔 차관의 구속성화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2003년 이후부터 일본정부가 제시한 이른바 STEP(Special Terms for Economic
Partnership) 차관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STEP 차관은 프로젝트 총비용의 최소
30% 이상을 일본제품과 서비스에 지출할 경우 금리와 상환기간을 우대해 주어서
수원국으로 하여금 구속성 차관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STEP 차관은
인프라 분야와 환경 분야에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향후 환경 관련 인프
라 건설 등에서 STEP 차관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실적을 보면 STEP 차관은 전체 엔 차관의 10% 수준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셋째는 환경 ODA가 다른 분야의 ODA를 줄어들게 하는 상쇄효과의 문제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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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정부는 앞으로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엄청난 규모로 개도국을 지원하겠다
고 천명하였고 이는 Cool Earth Partnership이나 하토야마 이니셔티브에 구체화되
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 ODA의 증가가 ODA의 전통적 분야, 즉 빈곤타파
등의 분야에 대한 지원을 줄어들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증가하는 환
경 ODA 자금은 새롭고 추가적인 것(new and additional)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개
도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엄청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정부가 과
연 이와 같은 추가적인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가 주목되고 있다.
다. 환경 ODA 전략
일본정부는 환경협력을 일본의 국제협력의 중요한 분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
러한 인식은 일본정부의 다양한 계획, 전략, 이니셔티브, 결정 등에 잘 나타나 있
다. 본 절에서는 환경협력과 관련된 다양한 국가계획 등을 통해 일본 환경협력 전
략의 내용,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의 전개과정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1) ｢ODA 대강｣
환경협력 전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ODA 전략이다. 앞 절에서 이
미 상세히 다룬 바와 같이 ODA는 환경협력을 추진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이
기 때문이다. 2003년에 개정된 ODA 대강은 환경협력의 중요성을 여러 대목에서
언급함으로써 일본 ODA에서의 환경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즉 ODA 대강은
일본 ODA의 네 가지 중점과제의 하나로서 ｢지구적 규모의 문제에의 대응｣을 제
시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정부가 ODA 대강에 명기한 지구적 규모의 문제에는 ｢지
구온난화를 비롯한 환경문제, 전염병, 인구, 식량, 에너지, 재해, 테러, 마약, 국제조
직범죄｣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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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DA 중기정책｣
한편 2005년에 책정된 ｢정부개발원조에 관한 중기정책｣9)(이하 ODA 중기정책)
에서는 ODA를 활용한 환경협력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ODA 중기정책은 향후 3~5년 동안 일본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2005년 중기정책은 지구적 규모의 문제 중에
서도 ｢환경｣과 ｢재난대책｣을 특별히 다루고 있어서 다른 문제들보다 환경문제를
더욱 중시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환경문제는 다시 ① 지구온난화 대책, ② 환경오염 대책, ③ 자연환경보전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개도국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환경오염 대책이나 자연환경보전은 전통적인 협력
분야이기 때문이다. 지구온난화 대책으로서 중기정책에 명기되어 있는 것은 재생
에너지, 에너지 절약 등 에너지 대책이다. 또한 CDM, JI, 배출권 거래 등 교토 메
커니즘 활용에 대한 지원책도 중기정책에 명기하고 있다.
중기정책에 나타난 환경협력 전략으로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점은 일본정부가
먼저 수원국 정부에게 환경협력을 제시하고 설득한다는 전략이다. 과거에는 수원
국 정부의 요청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었으나 이제부터는 일본정부가 환경
문제와 관련된 수원국의 사정을 조사ㆍ분석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수원국 정부
와 정책대화나 각종 포럼을 통해 수원국에 필요한 환경대책을 일본정부가 제안하
면서 구체적인 환경협력 프로젝트를 형성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환경협력에서 일
본정부가 매우 적극적이라는 사실을 이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정책은 일본의 민간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와 기술을 적극 활용하
는 전략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대목도 주목해야 한다. 환경협력이 단순히

9) 중기정책은 ODA 대강에 의해 책정이 의무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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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나 그 산하기관(예: JICA, JBIC 등)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
이 전략의 핵심이다. 중앙정부 이외의 환경협력 주체로서 명시된 것은 ｢지방자치
체, 민간기업, 각종 연구기관, NGO 등｣인데 이들 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험ㆍ노
하우, 데이터, 기술 등은 환경협력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이들을 포괄
하는 체계적인 환경협력 추진 체제의 정비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국별원조계획
일본의 ODA에서 환경 ODA가 실제로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
악하기 위해 국별원조계획을 살펴보았다. 국별원조계획은 ODA의 전략성ㆍ효율
성ㆍ투명성 향상을 위해 주요 수원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계획으로 , 책정 후 약
5년간 해당 수원국에 대한 ODA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국별원조계획은 1998년부
터 ｢안건선정의 투명성 향상의 일환｣으로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2003년에 채택된
개정 ODA 대강은 ｢주요 수원국｣에 대해 국별원조계획을 책정하도록 의무화하였
다. 주요 수원국의 선정은 원조규모, 전략적 중요성, 세계적인 개발과제와의 관계,
지역적 균형, 수원국의 새로운 동향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국별원조계획에 포
함되는 내용은 ① 해당국 개발현황과 과제, ② 해당국 개발계획, ③ 해당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협력의 의의, ④ 일본 경제협력의 방향성, ⑤ 중점분야와 과제, ⑥ 원조
실시상 유의할 점 등이 있다. 현재 책정되어 있는 국별원조계획의 현황은 다음의
[표 2-4]와 같다.
일본이 현재 책정해 놓은 국별원조계획에서 환경협력은 어떤 위상과 역할을 부
여받고 있을까? 그리고 어떤 분야의 환경협력이 중요시되고 있을까? 다음 [표 2-5]
는 주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국별원조계획에 나타난 환경협력을 정리한 것이다.
국별원조계획은 해당 수원국에 대한 중점지원 분야를 설정하고 있는데 환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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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원조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점분야의 하나로 선정되어 있다. 특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국가에 대해서는 환경 분야에 대한 지원이 매우 강
조되고 있으며 태국, 필리핀의 경우 중점분야로 환경 분야가 명기되어 있지는 않으
나 도시환경개선 분야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표 2-4. 일본의 국별원조계획 책정 현황
지역

국명

동아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몽고, 태국, 베트남, 라오스

남아시아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이집트, 튀니지, 모로코, 요르단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잠비아, 마다가스카르, 가나, 세네갈
니카라과이, 페루, 볼리비아

자료: 外務省 홈페이지(http://www.mofa.go.jp).

중국의 국별원조계획은 연안지역 인프라 정비가 중심이었던 전통적 ODA를 환
경과 생태계 보전 등을 중심으로 하는 ODA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침을 제시하였
고 산업화ㆍ도시화로 인한 공해, 사막화로 인한 황사발생, 에너지 소비량 급증에
대응한 에너지 대책, 환경정책의 기초가 되는 환경정보수집, 동아시아 역내 환경협
력 등 분야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을 제시하였다.
인도의 국별원조계획에서도 환경문제의 개선이 세 가지 중점목표 중 하나로 선
정되어 있다. 나머지 두 가지 중점목표는 경제성장 촉진과 인재육성이다. 인도는
대기, 수질 등 전통적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도시환경 악화나 삼림파괴로 인한 생물
다양성 감소 등 환경문제가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본의 인도에 대한 ODA의 중요분야라는 점을 명확히 제시
한 것이다. 환경분야에서도 중점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서 상하수도 보급, 삼림
보호, 에너지 효율증대, 도시환경개선, 하천ㆍ호수의 환경개선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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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대해서도 위와 동일한 계획을 엿볼 수 있다. 중점분야의
하나로서 환경분야가 선정되어 있고 특히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환경 악화를
반영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환경개선대책과 시설정비를 지원해
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별로 자연환경의 특성, 경제의 발전단계와 발전 속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아시아 지역 신흥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빠른 경제성장과 도시화에 따른 도시환경
악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 소비량의 급격한 증가, 삼림파괴에
따른 생태계 혼란의 문제 또한 이들 아시아 국가가 공통적으로 당면해 있는 문제
이다. 결국 일본의 ODA가 중시하고 있는 환경분야는 전통적인 환경오염대책(대
기, 수질, 폐기물), 상하수도 등 물 순환 시스템 구축, 도시환경의 종합적 개선대책,
삼림보호와 식림, 에너지 대책의 다섯 가지 분야임을 알 수 있다.
표 2-5. 아시아 주요국의 국별원조계획에 나타난 환경협력
대상
국가

환경협력 관련 지원방향

∙ 연안지역 인프라 정비 중심의 ODA
에서 환경과 생태계 보전, 내륙지
중국
역 생활수준 개선, 사회개발, 인재
(2001)
육성, 기술이전 중심의 ODA로
전환

∙ 세 가지 중점목표의 하나로서 빈곤ㆍ
환경문제 개선을 제시(나머지 두
가지는 경제성장 촉진, 인재육성ㆍ
교류 확충임)
인도
(2006) ∙ 전통적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음용
수 오염이나 보건위생 등 도시환
경악화, 생물다양성 감소 등 다양
한 문제 존재

환경협력
의 위상

환경협력 중점분야

◎

∙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전통적 공해문제
에 대응
∙ 사막화로 인한 황사문제에 대응
∙ 생태계 회복을 위해 수자원 관리, 삼림
보전ㆍ조성
∙ 에너지 소비 급증에 대응하여 신재생에
너지 도입, 에너지 절약 협력
∙ 환경정보작성 협력
∙ 동아시아 역내 환경협력: ｢동아시아 산
성비 모니터링 네트워크｣ 등

◎

∙ 상하수도 보급 지원: 안전하고 충분한
수자원 확보 및 공급을 목표
∙ 삼림분야 지원: 삼림의 양과 질 확보
∙ 재생에너지, 에너지 절약 지원: ODA를
활용한 CDM 프로젝트 실시 검토
∙ 도시환경개선: 주요 도시에서 도시환경개
선을 위한 종합적 환경 프로젝트 실시
∙ 하천ㆍ호수의 환경보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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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계속
대상
국가

환경협력 관련 지원방향

환경협력
의 위상

환경협력 중점분야

인도네
시아
(2004)

∙ ｢민주적이고 공정한 사회 형성｣을
위해 빈곤타파, 거버넌스개혁, 환
경보전ㆍ방재 분야를 중점지원분
야로 선정

◎

∙ 천연자원관리(기후변화 포함) 지원: 행정
체제 및 능력강화, 인재육성, 환경교육
등 지원
∙ 도시환경관리: 대기, 수질 모니터링, 도
시 슬럼을 포함한 도시주거환경 개선

∙ 네 가지 중점분야의 하나로서 환
경보전을 제시(경제성장, 양극화
베트남 해소, 건전한 지배구조 형성)
(2009) ∙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도시환경악
화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

◎

∙ 도시환경관리: 대도시, 중규모 도시, 산
업집적지역의 수질관리, 상하수도, 폐기
물관리, 대기관리를 위한 시설정비와 행
정능력 향상 지원
∙ 삼림자원 관리를 지원: 식림 CDM 사업
에 대한 지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

태국
∙ 환경협력에 대해 명기하지 않음
(2006)

○

∙ 중진국형 협력모델 제시

○

∙ 빈곤층 생활환경 개선
∙ 도시환경개선: 폐기물 관리, 위생대책,
수질오염 대책 등 지원
∙ 빈곤타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
경제성장 강조: 이를 위해 교통망, 전력
공급 등 인프라 정비를 지원

필리핀 ∙ 환경협력에 대해 명기하지 않음.

주: ◎는 중점분야로 명기, ○는 중점분야로 비 명기, 국명 옆의 ( ) 안의 숫자는 국별원조계획이 작성된
해를 의미함.
자료: 각국의 국별원조계획에서 필자 작성.

라. 주요 주체별 환경협력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일본정부는 환경협력을 일본 ODA의 중요한 분야로
설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의 ODA를 실시하는 주요 주체들은 환경협력을 어떻
게 구체화하고 있을까? 본 절에서는 국제협력기구, 국제협력은행, 일본 무역보험의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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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협력기구(JICA)
국제협력기구는 기술한 바와 같이 2008년 10월 1일 국제협력은행의 해외경제
협력업무와 외무성의 무상자금 협력업무를 승계하여 새로운 원조기관으로 탄생하
였다. 국제협력기구는 세계에서 단일 원조기관으로서는 가장 규모가 크며 종래의
기술협력에 더하여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를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이 되었다.
국제협력기구는 일본 국제환경협력의 가장 핵심적인 실시기관이기 때문에 이 기관
의 국제협력정책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국제협력기구연보 2009에서는
새롭게 출범한 국제협력기구의 네 가지 사명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제시된 것이 ｢글로벌화에 기인한 지구적 과제에의 대응｣이다. 이러한
지구적 과제에는 기후변화, 테러, 경제위기, 새로운 질병 등 다양한 문제가 포함
되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이 국제협력기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의 하
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방침은 일본정부의 신ODA 대강의 방침을 반영한
것이다.
국제협력기구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환경문제를 보면, 최근 가장 큰 주목을 받
고 있는 기후변화에의 대응이 있고 다음으로는 자연환경보전, 공해문제 대응, 수자
원의 양적 및 질적 공급,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이 있다. 이들
중 기후변화, 수자원,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협력기구의 기후변화에 관한 환경협력에 대한 기본방향은 2008년 10월 1일
에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대응의 방향성｣10)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기본방향이
발표된 시기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동향을 살펴보면 2007년 12월에 기후변
화협약 제13차 당사국총회(COP13)에서 발리 로드맵이 채택되어 포스트 교토체제
에 대한 협상 의제와 일정이 결정되었고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10) JICA, ｢気候変動に係る取り組みの方向性｣(2008년 10월 1일),
http://www.jica.go.jp/environment/pdf/info0805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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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기술과 자금지원이 매우 필요하다는 국제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서도 기후변화에의 적응문제가 개발원조에
서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 즉 ｢기후변화적응의 개발원조 주류화｣ 논의
가 있었고 그 결과 이에 관한 안내문(가이던스)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일본정부는 2008년 1월에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향후 5년간 총액 100억 달러(1조
2,500억 엔)를 지원한다는 방침(cool earth partnership)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지원총액 중에서 ODA와 관련된 지원은 적응책 및 클린 에너지 접근에 대해 약
2,500억 엔의 무상자금(이는 ｢환경 프로그램 무상｣이라 부름)으로서 지원되고 5,000억
엔이 ｢기후변화대책 엔 차관｣으로 제공된다.
이와 같은 국제사회 및 일본정부의 방침에 따라 국제협력기구는 다음과 같은 국
제환경협력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개발과 기후변화대응을 동시에 고려한 지원
책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국제협력기구는 빈곤타파가 개도국이 안고 있는 최대의
현안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경제개발과 기후변화대응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안
건을 발굴하여 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Co-benefit형｣ 협
력이라 칭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협력의 사례로서 삼림분야에서는 삼림정비ㆍ
보전, 식림사업 추진, 에너지 분야에서는 클린 에너지 활용 촉진, 교통분야에서는
도시계획ㆍ대중교통의 이용 촉진, 폐기물처리 분야에서는 종합적 도시폐기물관리
촉진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일본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
는 가능한 한 일본기업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많이 참여하고 이를 통해 일
본의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원조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 한
예로서 민관협조에 의한 일본의 에너지 절약 관련 경험과 지식의 개도국 이전을
제시하였다. 개도국 민간 섹터의 에너지 효율 개선도 중요한 지원 분야로 제시하였
는데 이 분야도 결국은 일본의 에너지 절약기술을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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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청정개발체제(CDM)의 보급 지원도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다. 국제협력기
구는 개도국 중에서 청정개발체제의 활용이 뒤떨어져 있는 지역ㆍ분야를 대상으로
체제정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인데 이는 일본기업에 의한 CDM 사업진출을 촉진하
고 이를 통해 배출 크레디트를 확보하도록 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국제협력기구는 원조라는 정책수단을 통해 일본기업의 기술과 경험이 개도국
의 기후변화대응에 적극 활용되도록 하면서 양자가 모두 이익을 얻는 형태의 환경
협력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넷째, 기후변화의 영향이 심각한 국가ㆍ지역ㆍ분야의 적응능력 향상을 지원한
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해수면 상승이 두드러진 도서국가(태평양 지역),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호수의 붕괴(히말라야 지역), 서남아시아 저지대의 사이클론 피해(서남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물 부족 문제(아프리카 지역) 등, 기후변화로 인해 초래되
는 재해에 대한 대응능력이 매우 약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수자원,
방재, 농업, 보건위생 등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국제협력기구의 정
책방향이다. 나아가 국제협력기구가 실시하는 모든 국제협력 프로젝트에서는 기후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고려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국제협력기구는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이 국제협력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2003년 ｢제3차 세계 물 포럼｣에서 이미 천명된 바
있다. 이후 ｢제4차 세계 물 포럼｣(2006년, 멕시코), ｢제1회 아시아ㆍ태평양 물 정
상회의｣(2007년, 일본), ｢제5회 세계 물 포럼｣(2009년, 터키) 등에서 국제협력기구
의 수자원 관련 지원에 대한 의지가 지속적으로 발표되어 왔다. 어쨌든 국제협력기
구는 수자원의 확보와 안전한 음용수의 공급이 개도국이 당면한 핵심적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수자원 유역관리를 중시하고 있다. 즉 유역별로 종합적인 수자원 관리계획
을 책정하고 수자원 정부를 수집ㆍ분석하는 체제를 정비하며 유역전체를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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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체제를 정비하는 등 종합적인 수자원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도시지역에서는
주로 상수도 시설 정비계획 책정을 지원하거나 정수장의 유지관리 등의 노하우를
전수하거나 요금징수체제의 구축을 지원하는 등 도시지역에서의 상수도 관리와 관
련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농촌지역에서는 우물을 파기 위한 지질조사, 우물 등
시설정비계획 책정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홍수방지,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모니터
링 실시, 환경기준 책정 등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가뭄
등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개도국의 적응능력 향상이라는 측면이 강조되
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의 대개도국 협력은 주로 공급 측면에서는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개도국의 경우 아직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 존재하
고 있어서 이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지역주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
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송전망을 확대하기보다는 소수
력, 태양광, 풍력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것이 보다 유익하
며 이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제협력기구는 개도국에서의 재생에너지 보급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수요 측면에서는 공장이나 사업장에서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달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를 위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구축을 지
원해 왔다. 예를 들면 에너지 관리사 제도의 도입 등 일본의 에너지 관리제도를 개
도국에 이식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인재육성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상대국의 에너지 효율개선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일본에
초청하여 일본의 법 제도와 공장 등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 실태를 배울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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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협력은행(JBIC)
일본정부는 국제협력은행의 금융기능을 활용하여 환경협력에 민간자금을 유입
시키려는 정책을 강화해 왔다.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은행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아시아ㆍ환경 퍼실리티11)｣(JBIC Facility for Asia Cooperation and Environment:
통칭 FACE), ｢환경투자지원 이니셔티브｣(Leading Investment to Future Environment
Initiative: 통칭 LIFE Initiative)가 있다.
｢아시아ㆍ환경 퍼실리티｣는 일본정부가 2008년 1월에 발표한 Cool Earth
Partnership 이행의 일환으로 2008년 4월 설립되었다. 이것은 2008년부터 2012년
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국제협력은행의 출자와 보증 기능을 활용하여 기후
변화대책으로서 가치가 있는 안건에 민간자금이 잘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퍼실리티의 중요한 기능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는 기
후변화대책으로 가치가 있는 안건에 대한 지원이다. 에너지절약, 신에너지사업 분야
를 대상으로 한 펀드에 출자하거나 동 분야 개별사업에 직접 출자한다. 또한 이들
사업에 대한 민간금융기관 융자에 대해 보증을 하는 기능도 있다. 둘째는 아시아에
서의 안건으로서, 아시아에서의 인프라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펀드에 출자하거
나 동 분야 개별사업에 출자한다. 민간금융기관 융자에 대해 보증을 하기도 한다.
한편 2009년 3월 국제협력은행은 ｢환경투자지원 이니셔티브｣(Leading Investment
to Future Environment Initiative: 통칭 LIFE Initiative)를 출범시켰는데 동 이니
셔티브는 금융위기로 인하여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는 인
프라 투자를 조기에 실시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JBIC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개도국 정부 및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환경투자에 대해 2년
에 걸쳐 총액 50억 달러 규모를 지원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원의
11) 퍼실리티란 새로운 계정이나 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나 보증 등의 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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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는 위에서 언급한 ｢아시아ㆍ환경 퍼실리티｣를 활용하며 ADB,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과도 연대하면서 민간금융기관의 자금도 동원하도록 노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시아ㆍ환경 퍼실리티｣가 주로 출자와 보증 기능을 활용하는 반면 ｢환경투자
지원 이니셔티브｣는 여기에 융자기능을 추가하여 아시아 지역 환경투자를 더욱 촉
진하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실제로 2009년도까지 민관 전체로 약 54억 달러
의 자금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아시아 지역에서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정비를 촉진하고 이 사업에 일본기업의 진출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효과를 거둘 것
으로 기대되고 있다. ｢환경투자지원 이니셔티브｣를 통해 지원되는 융자 등은 비구
속성 융자로 일본기업의 참여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 있으나 간접적으로 일본기업
의 아시아 환경투자나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제협력은행은 2010년 4월 1일 ｢지구온난화 방지 등 지구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에서의 사업에 대한 지원｣(이하, ｢지구환경보전업무｣(GREEN12)))을 발표
하였다. 국제협력은행은 이미 이전부터 환경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해 오고 있었다. 그
러나 지금까지의 지원은 일본기업의 투자나 기기수출이 확정되어 있는 등 일본 산업
의 국제경쟁력의 유지ㆍ향상이라는 직접적 효과를 가지는 것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
에 반해 새롭게 실시되는 ｢지구환경보전업무｣는 국제경쟁력에 대한 직접적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지구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로 그 효과가 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서 국제협력은행에 의한 환경보전사업에 대한 지원이 향후 크게 증가
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 다만, 이 지원 사업도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우수한 환경기술

12) GREEN은 Global action for Reconciling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 conservation의 약자로 지구환경보전업무를 통해 세계적 규모에서 환경과 경제의 양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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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국제적으로 전파하고 이를 통해 일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목적임은 말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13) 또한 GREEN에 의한 지원은 하토야마 이니셔티브의 약속
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 말까지 3년간을 지원기간으로 하고 있다.
국제협력은행은 개도국이나 시장경제 이행국가에서 실시되는 CDM/JI 사업을
지원하고 여기에서 창출되는 배출 크레디트를 획득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교토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해외에서 창출되는 배출권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국제협력은행의 기능은 국제협력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일본 국내적으로도 대단히 필요한 기능이다. 국제협력은행이 CDM/JI 사업
을 지원하는 구조는 [그림 2-4]와 같다.
그림 2-4. 국제협력은행의 CDM/JI 사업 지원 메커니즘

자료: 国際協力銀行 홈페이지(http://www.jbic.go.jp).

13) 국제협력은행의 GREEN에 대한 소개 자료(http://www.jbic.go.jp/ja/about/news/2010/0401-02/
index.html)에도 다음의 구절이 있다. “GREEN을 통해 일본의 우수한 환경기술이 더욱 활용되
고 일본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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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무역보험(NEXI)
일본 경제산업성은 2008년 7월 일본무역보험(NEXI)에 ｢지구환경보험제도｣를
창설하고 2009년 1월부터 운영을 개시하였다. 이 제도를 창설한 목적은 일본의 에
너지절약기술 및 신에너지기술의 개도국 이전을 촉진하여 개도국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이다. 지구환경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
는 설비ㆍ기기와 관련된 무역, 해외로의 투융자 프로젝트로서 식림 프로젝트, 우라
늄 개발 프로젝트, CDM 프로젝트 등이 이에 포함된다. 향후 10년간 2조 엔 정도
의 보험규모를 설정하고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함으로써 이의 이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기후변화대책에 유용한 기술, 제품 등을 개발도상국에 수출하거나
투자하고자 하는 일본기업들의 의욕을 더욱 높이기 위해 개도국 진출에 따른 위험
특히 country risk(비상위험)를 100% 보호하는 옵션도 설치하고 있어서 이 보험을
통해 일본의 기술과 제품의 개도국 진출을 촉진하고자 하고 있다.

3. 환경협력 이니셔티브
가. 21세기를 향한 환경개발 지원구상(ISD, 1997년 발표)
일본은 1990년대 초반 이후 국제무대에서 환경협력에 대한 각종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일본의 환경협력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형성하
였다. 일본정부는 UN환경개발회의(UNCED, 1992년 개최)에서 1992년부터 1997년
까지 5년간 9,000억 엔에서 1조 엔 규모의 환경 ODA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국제
사회에 공표하였다. 이는 상당히 야심찬 목표였다. 이 5년 동안 제공된 환경 ODA
실적은 1조 4,400억 엔(약 133억 달러)으로 목표치를 40% 이상 초과달성하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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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보였다.
위와 같은 환경 ODA는 1997년에 종료되었는데 이를 계승하는 새로운 이니셔
티브가 1997년에 발표되었다. 1997년 당시 하시모토 총리는 UN환경개발특별총회
에서 ODA를 중심으로 한 환경협력의 포괄적인 중장기 구상으로 ｢21세기를 향한
환경개발 지원구상｣(ISD: Initiativ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ward the
21st Century)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이후의 5년간에 걸쳐 실시될 일본의 환경협
력의 기본적 틀을 형성하였다.
이 구상에는 ODA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국제환경협력의 행동계획이 구체적으
로 제시되어 있다. 환경협력 분야는 ① 대기오염(산성비 등), 수질오염, 폐기물 등
환경오염대책, ② 지구온난화대책, ③ 자연환경보전, ④ 물 문제 대응의 네 가지가
제시되었다.
환경협력의 각 분야별로 중점적인 지원방향이 제시되었는데 먼저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 분야에서는 ｢동아시아 산성비 모니터링 네트워크 정비｣ 사업과 ｢대기오
염, 수질오염, 폐기물 등의 환경대책 지원｣의 두 가지 지원분야가 제시되었다. 특
히 후자의 경우 일본정부는 개도국 스스로의 환경규제 도입과 강력한 집행이 중요
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와 같은 자조노력을 전제로 한 환경협력을 제안하였다.
일본이 제시한 환경협력의 사례로서는 환경센터 설립, 그린 에이드 플랜(GAP:
Green Aid Plan), 개도국의 지방정부나 민간이 추진하는 오염원 대책에 대한 Two
Step Loan 등이 있다.
지구온난화대책 분야에서는 개도국 대응능력 향상, 에너지절약ㆍ신에너지 기술
등의 세계적 보급 사업을 제시하였다. 지구온난화대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토 이
니셔티브가 책정되어 이에 바탕을 둔 환경협력이 추진되었다.
자연환경보전 분야에서는 ｢생물다양성보전구상｣, ｢산호초 보전 네트워크｣, ｢지
속가능한 삼림경영 추진 및 사막화방지협력의 강화｣가 제시되었다. 생물다양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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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위해 인도네시아에 생물다양성센터를 설립하고 모델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이
를 동아시아 각국의 전파하는 활동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산호초에 대해서도 아
시아 태평양 지역에 산호초 보전 연구를 위한 센터를 설립하고 이 센터를 중심으
로 연구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간다는 제안을 하였다. 지속가능한 삼림경영을 위해
엔 차관을 제공하여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광역적인 주민참가형 식림사
업을 전개한다는 제안도 하였다.
물 문제에 대해서는 생활폐수나 공장폐수 등에 의해 수원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하수도 시설의 정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구상이 발표
된 1997년 시점까지 일본이 실시해 온 양자간 ODA의 약 10% 정도는 상하수도를
중심으로 한 주거환경 개선에 투입되었고 개도국의 요청이 가장 강한 분야가 바로
상하수도 정비였다. 이와 같은 인프라 정비와 더불어 수질을 관리할 수 있는 행정
능력, 수질 모니터링, 지하수 오염대책(지하수 오염조사기술과 정화기술) 등 능력
개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농업용수 개발을 통해 식량생산을 늘이는 분야에 대
해서도 지원한다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위의 네 가지 분야에서의 환경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횡단적 대
책으로서 제시된 것이 ｢정책대화｣의 활성화다. 개도국은 통상적으로 환경보다는
개발을 목적으로 한 ODA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환경 ODA의 구체적 안건을
발굴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일본정부는 개도국에 환경의 중요성
을 이해시키고 환경분야의 지원안건을 발굴하기 위해 1989년부터 ｢환경에 관한
정책대화 조사단｣을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브라질, 멕시코, 동남아시아 각국, 동아
프리카, 중국 등에 이를 파견하였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중일간 관민의 포괄적
정책대화 프로세스로서 1996년 6월에 북경에서 ｢중ㆍ일 환경협력 종합포럼｣을 최
초로 개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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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토 이니셔티브(1997년 발표)
위에서 살펴본 ｢21세기를 향한 환경개발 지원구상｣(ISD)의 중점지원분야의 하
나인 지구온난화대책 분야에서의 개도국 지원 방안으로 1997년에 ｢교토 이니셔티
브｣가 발표되었다. 교토 이니셔티브는 1997년 12월에 일본의 교토에서 개최된 기
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 대응한 일본의 개도국 지원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었다. 교토 이니셔티브는 세 가지의 환경협력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인재육성이다. 1998년도부터 5년에 걸쳐 기후변화 관련 분야의 인재를
3,000명 양성한다는 것이 목표로 설정되었고 JICA를 통한 연수와 전문가 파견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둘째는 온난화대책을 목적으로 하는
엔 차관은 최우대 조건으로 공여하고 대상범위도 확대한다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표 2-6. ｢교토 이니셔티브｣가 제안한 최우대조건 엔 차관 적용 대상
온난화대책 분야

적용 대상

에너지절약

에너지절약 설비구입과 설치
에너지 절약 및 자원절약을 목적으로 한 발전소, 송배전선, 철도, 공장
등의 고규격화 등
지역 열공급
지하철, 모노레일 등 도시 교통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삼림보전 및 조성
대기오염대책
자료: 필자 작성.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폐기물발전 및 열이용
태양열 이용
바이오매스 에너지
지열발전
수력발전
천연가스 발전, 파이프라인 등
식림과 삼림보전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도시가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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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교토 이니셔티브｣에 제시된 ODA를 활용한 기후변화 협력 리스트
인벤토리 (배출원 ∙ 인벤토리 작성(선행 인벤토리 평가를 실시하면서 연계할 필요가
목록) 작성, 국가별 있음)
계획 책정 지원 ∙ 인벤토리, 국가별 계획 책정, 개별 프로젝트의 시범적 진행
(연수, 전문가 파견) ∙ 일본에서 온난화 관련 연수 실시
∙ ‘환경 센터’ 등을 거점으로 지원
온난화
대책을 환경보전능력 강화
위한
인재육성
ㆍ
환경의식향상
정책지원

∙ 공해방지기술, 삼림 보전ㆍ조성을 위한 기술이전
∙ 연수를 통한 행정관 육성, 제3국(근린국가들도 포함) 연수
∙ 공해방지ㆍ에너지 절약 연차 계획 책정
∙ 학교교육지원, 워크숍 개최(예를 들면 온난화 대책(에너지 절약,
생산성 향상 등 사례연구)의 소개를 개발도상국 정부 및 기업,
매스컴을 대상으로 행하는 워크숍 등의 개최)
∙ 연구자 및 환경관측기술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 워크숍 개최

연구능력향상ㆍ ∙ 온난화에 관련된 조사연구, 관측 지원
과학적 식견 향상 ∙ 연구자의 국내연구ㆍ연수기관에의 초빙
∙ 개발도상국의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
∙ 에너지 절약 센터 설립(에너지 절약 기술이전)
∙ 에너지 절약 연수
∙ 에너지 절약형 설비 설치, 시설 건설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
향상

∙ 발전소 발전효율의 회복ㆍ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연수기관 설립
(연수용 기자재 공여, 운전요원 ㆍ 보수정비요원 육성)
∙ 발전소 및 송전시설의 노후화 부분 교환
∙ 발전소 및 송전시설에 에너지 절약 시설 설치

온난화
대책의
기술이전
ㆍ
자금협력
분야

∙ 국영 발전소ㆍ공장의 현상 진단 및 효율 개선
∙ 민간 공장의 소규모 보일러 효율 개선ㆍ연소 관리
∙ 지하수 양수 위한 태양광 물펌프(solar pump) 이용
∙ 소규모 수력발전
∙ 풍력발전소 건설
신ㆍ재생가능
에너지 이용

∙ 지열발전소 건설
∙ 태양광 발전(변두리 지역, 외딴섬 등 상업전력에의 접근이 곤란
한 지역에 보건소 등 공공시설에의 전력공급 등)
∙ 태양열 이용(태양열 온수기 등)
∙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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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계속

삼림보전ㆍ조성,
지속가능한 농업
온난화
대책의
기술이전
ㆍ
자금협력
분야

도시생활관련
(폐기물 처리
포함)

공공교통기관
어댑테이션
(온난화적응)

∙
∙
∙
∙
∙
∙
∙
∙
∙
∙
∙
∙
∙
∙
∙

넓은 지역에 걸친 주민참가형 식림
열대림 등의 보전ㆍ조성
지속가능한 농업
반건조지의 혼농임업(agroforestry)
나지(裸地), 초지의 식생회복에 의한 토양보전
농업 등도 포함한 삼림보전ㆍ조성 위한 지역 마스터플랜 작성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포함한 보호지역 확대와 관리 향상
식림을 진척시키는 NGO에의 지원
지역열 공급
대기오염방지ㆍ온난화 대책으로 도시가스화(천연가스화)
열병합 발전(cogeneration)
폐기물 처리 시설 건설
에너지 절약 공헌 형태의 리사이클
철도, 지하철 등의 저환경부하형 교통망 정비
수도권 종합 교통 개선 계획(조사)

∙ 도서국, 저지국 등의 기상변화(태풍의 거대화, 증가)에 의해 재해
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곳에 대해서는 해안의 방파제 건
설을 포함한 해안선 보전 등의 적절한 대응책 강구

자료: 필자 작성.

최우대조건은 금리 0.75%, 상환기간 40년이며 중진국에 대해서는 1.8%까지 조건
을 완화한다. 최우대조건이 적용되는 온난화대책분야는 [표 2-7]과 같다. 셋째는
일본의 경험과 기술의 활용을 촉진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공장진단조사단 파견,
온난화대책기술정보 네트워크 정비, 개도국 실정에 적합한 기술개발과 이전, 워크
숍 개최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환경보전 이니셔티브(EcoISD, 2002년
발표)
｢21세기를 향한 환경개발 지원구상｣(ISD)과 교토 이니셔티브의 적용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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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까지인데 이를 계승할 새로운 환경협력의 기본 틀로서 ｢지속가능개발을 위
한 환경보전 이니셔티브｣(EcoISD: Environmental Conservation Initiative for
Sustainable Development)가 2002년에 채택되었다. 이 이니셔티브에서는 교토이
니셔티브와 같이 환경협력사업의 중점분야로서 지구온난화대책, 환경오염대책, 물
문제에의 대책, 자연환경보전대책 등 4개 분야가 제시되었다.
각 분야별 환경협력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1997년에 제시된 ｢21세기를 향한 환
경개발 지원구상｣(ISD)과 교토 이니셔티브의 협력방안을 계승하면서 이를 더욱 확
대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 이니셔티브에서는 환경분야 전반에 걸쳐 적용
될 협력방안으로 다음의 사례를 제시되었다. 먼저 2002년도부터 5년간 개도국에서
5,000명의 환경 분야 인재를 육성한다는 방안이다. 이는 교토 이니셔티브에서 제
시되었던 3,000명의 인재육성방안을 계승ㆍ확대하는 협력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환경 분야의 안건에 대해 최우대조건의 엔 차관을 제공한다는 협력방안도 계승되
었다. 유상자금 이외에도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에 의미를 가지는 사업에 무상자금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제시되었고 환경 ODA의 사후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평
가방법의 개선을 도모한다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라. Cool Earth Partnership
2008년 1월, 후쿠다 전 총리는 다보스 포럼에서 2050년까지 세계배출량을 현재
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는 개도국을 지원하겠다는 자금 메커니즘을 제안하였다. 기본적인 내용은 일본이
2008년부터 향후 5년간 약 1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기후변화대책을 추진하는
개도국에게 지원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기후변화 관련 자금 메커니즘을 도입한 배
경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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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일본은 다수의 개도국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포스트 교토체제를 구축하
고자 하고 있어서 개도국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로서 자금 메커니즘을 활용하
고자 하였다. 둘째, 일본이 전략적으로 협력하고자 하는 국가를 선별하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이들 국가와의 양자간 신뢰관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셋째, 일본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에 일본기업이 더욱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
축하고자 하였다.
후쿠다 전 총리의 다보스 포럼 연설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다. “국제환경
협력의 또 하나의 축은 배출삭감과 경제성장을 양립시키고 기후안정화에 공헌하고
자 하는 개도국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방책으로서 우리나라는 100억 달
러 규모의 새로운 자금 메커니즘(Cool Earth Partnership)을 구축합니다. 이를 통
해 에너지 절약 등 개도국의 배출량 감축에 적극 협력하고 기후변화로 심각한 피
해를 입을 개도국에 대해 지원의 손길을 내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미국, 영국과 함
께 새로운 다자기금을 창설하고자 하며 다른 국가들의 참여를 촉구합니다. 이러한
수단을 활용하여 개도국과 연대를 강화하고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
고자 합니다.”(후쿠다 전 총리 연설, 2008년 1월 26일, 다보스 포럼)
Cool Earth Partnership이 지원하는 분야는 적응대책,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감
축대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적응대책 지원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아프리카,
도서국가)이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지원하는 것으로 삼림보전, 방
재, 가뭄ㆍ홍수 등에 대한 대책지원이 있다.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지원은 근대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개도국(아프리카 등)이 청정에너지를 활용하면서 경
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책이며 태양광, 소수력 등에 의한 농촌지역에의 전기
공급이 한 예이다. 감축대책 지원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책을 지원하는 것으로
발전설비의 에너지 효율 향상이 그 사례이다.
지원 분야별 지원규모를 살펴보면 [표 2-8]과 같다. 이 표로부터 알 수 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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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개도국 지원은 감축대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감축대책 지원도 무상
원조보다는 엔 차관 등 유상원조와 민간투자가 중심이 되고 있다.
표 2-8. Cool Earth Partnership 지원 분야 및 규모
지원 분야

지원 규모

적응대책 및 청정에너지 이용촉진

2,500억 엔

감축대책

기후변화대책 엔 차관

5,000억 엔

민간 프로젝트 지원

5,000억 엔

합계

1조 2,500억 엔(약 100억 달러)

자료: 外務省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적응대책 및 청정에너지 이용촉진 지원 규모는 2,500억 엔(약 20억 달러)으로 기
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 중 일본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책협의를 통해 대응책을
강구한 국가(파트너십 형성 국가)에 대해 필요에 따라 무상자금협력, 기술협력 등을
제공하고 UN개발계획(UNDP) 등 국제기관을 통한 지원도 실시된다. 구체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삼림보전, 방재ㆍ적응계획 입안에 대한 기술지원, 청정에너지
에 의한 전력공급 등 농촌개발지원, 가뭄ㆍ홍수 등의 재해대책 지원을 추진한다.
감축대책 지원 규모는 1조 엔(약 80억 달러)으로 에너지절약 등을 통해 온실가
스를 감축하고자 하나 자금과 기술이 부족한 개도국 중에서 일본과 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에 대해 정책협의를 거친 국가(파트너십 형성 국가)를 대상으로 자금과 기
술을 지원한다. 1조 엔은 기후변화대책 엔 차관과 민간프로젝트 지원이라는 두 가
지 방식을 통해 지원될 예정이다. 기후변화대책 엔 차관이 5,000억 엔 정도 공여될
예정인데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기존의 지원안건보다 더 낮은 특별금리를 설정하여 엔 차관을 공여한다.
민간 프로젝트 지원도 최대 5,000억 엔(민간자금 포함)까지 실시된다. 민간프로
젝트 지원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첫째는 ｢JBIC 아시아ㆍ환경 퍼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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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의 창설이다. 이는 기후변화 감축대책에 대해 민간수요에 응하여 JBIC(일본국
제협력은행)이 출자와 보증 등을 함으로써 기후변화대책에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는 국제 에너지소비 효율화 사업으로 신에너지산업기술총합
개발기구(NEDO)가 위탁기업을 통하여 개도국 프로젝트에 에너지 절약ㆍ대체에너
지 관련 기기를 도입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NEDO에 교부금 등을 지원한
다. 셋째는 ｢지구환경보험제도｣의 창설이다. 일본무역보험(NEXI)에 ｢지구환경보
험제도｣를 창설하고 일본기업이 관여하는 기후변화 완화대책(에너지절약이나 신에
너지도입사업)에의 수출, 투자, 대출에 적용한다. 넷째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을
통한 지원이다. ADB 내에 일본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아시아 클린에너지기금을 창
설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에너지절약 추진을 지원한다.
그림 2-5. Cool Earth Partnership의 구조

약 2,500억 원

= 5,000억 엔

자료: 外務省 홈페이지(http://www.mofa.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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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2-1. 인도네시아에 대한 엔 차관 공여
기후변화대책 엔 차관의 사례로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엔 차관 공여가 있다. 일본은 2008년
7월, 기후변화대책 엔 차관의 제1호로서 인도네시아에 3억 달러 한도로 엔 차관을 지원하기
로 결정하였다. 일본정부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
용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이를 조건으로 엔 차관을 공여하기로 하
였다.
첫째는 삼림분야이다. 이 분야에서는 삼림감소를 방지하는 새로운 시장 메커니즘(REDD)
의 시범사업을 선행적으로 개시한다. 삼림화재방지책을 포함하는 삼림관리 강화를 통해 삼림
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을 증강시킬 것이다.
둘째는 에너지 분야이다. 2025년의 지열발전 설비용량을 9,500MW로 증강하여 연간 약
6천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에너지 공급 전체에서 재생
에너지(지열 제외)가 차지하는 비율을 2025년까지 최소 10%까지 높이고 관련 법령정비, 민
간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환경정비를 추진한다. 재생가능에너지 도입이나 에너지절약대책을
통해 발전분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5년까지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17%
감축한다.
셋째는 산업ㆍ가정ㆍ상업부문이다. 이들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을 2025년까지 12~18%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며 에너지소비 데이터를 정비하고 주
요 산업부문(철강, 시멘트 등)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며 산업
부문별 목표를 포함한 이산화탄소 감축규칙을 정한다.
넷째는 수자원 분야이다. 통합 수자원계획을 책정하며 이해관계자의 조정 및 시설건설계
획 책정의 핵심이 되는 물 협의회를 설립한다. 기타부문으로 농업부문, 국토이용계획,
Co-benefit approach, 기상조기경계시스템 등에 관한 정책과 제도를 구축한다. 위에서 제시
된 목표의 달성상황에 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필요할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에
정책제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지원의 특징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일본정부가 인도네시아의 제도형성
과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재생에너지 분야나 산업 등 부문에서의 감축, 나아
가 수자원 계획 등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의 법령정비를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일본형 제도의
도입이 가능해졌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일본정부가 인도네시아 정부의 목표달성상황을 모니터
하고 정책제언을 수행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놓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협력을 통하여
일본은 인도네시아 기후변화대책의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 형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과정
에서 인도네시아의 기후변화 관련 시장에 일본기업의 진출 가능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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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하토야마 이니셔티브
하토야마 총리는 2009년 9월 22일 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 행한 연설14)에서 개
도국 지원에 대한 일본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하토야마 이니셔티브｣로서 제안하
였다. 먼저 하토야마 총리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응대책 등에 매
우 많은 자금이 필요하며 이를 전략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표명하였다.
이는 선진국이 공적자금을 바탕으로 자금과 기술면에서 개도국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며 일본정부는 그때까지 제공해 온 규모 이상의 자금과 기술지원
을 할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다만, 공적자금만으로 개도국의 자금수요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적자금을 통해 민간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이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하였다. 이를 요약해 보면 일본은 선진국 모두가 지금까지
보다 더 많은 자금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며 다른 선진국이 제공하는 자
금규모를 보면서 향후 자금 및 기술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자금 및 기술지원 의지에는 조건이 붙어 있다. 하토야마 총리는 개
도국 지원에 대해 다음의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일본을 포함한 선진
국이 상당한 규모의 신규의 추가적 관민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일본 이외의 여타 선진국도 자금과 기술면에서 개도국을 지원하라는 요구를 암묵
적으로 함의하고 있다. 둘째는 개도국의 배출량 감축 특히 지원된 자금을 사용하여
달성된 감축에 대해 측정가능하고 보고가능하며 검증 가능한 국제적 룰을 만들어
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개도국이 지원된 자금을 온실가스 감축에 잘 사용하고

14) 하토야마 총리는 이 연설에서 일본의 중기감축목표, 즉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온실가스 25%
감축이라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약속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배출량거래제도 도입, 재생가
능에너지에 대한 고정가격구매제도 도입, 지구온난화대책세 검토 등 다양한 정책수단의 도입 가능
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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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를 체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는 개도국에 대
한 자금지원 메커니즘의 혁신적 개혁이 필요하며 원스톱 정보제공, 매칭 등을 효과
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제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개도국 자
금지원 거버넌스 개혁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탄소 기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원칙이다. 일본정부는
위에서 제시한 ｢하토야마 이니셔티브｣를 이후 점차 구체화해 나갔다.
먼저 2009년 11월에 일본정부는 기후변화협약 특별작업반회의(스페인 바르셀로
나)의 다자기금분야에서 ｢하토야마 이니셔티브｣를 구체화하는 제안을 하였다. 이
는 위에서 제시된 세 번째 원칙, 즉 개도국 자금지원 메커니즘의 개혁과 관련된 제
안으로 복잡다기한 다자기금을 ‘감축’, ‘적응’, ‘인재육성 등 체제강화’의 세 가지
분야로 정리하자는 것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 외에도 선진국이 제공하는 지원책
정보를 개도국이 일괄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창구설치 등을 제안하였다. 일본정부
는 이때에도 구체적인 개도국 지원규모를 공표하지 않았다.
2009년 12월, 일본정부는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코펜하겐 회의)에서
2012년 말까지 약 3년간 관민 합계로 1조 7,500억 엔(약 150억 달러)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 금액 중 공적자금은 1조 3,000억 엔(약 110억 달러)이며 나
머지 4,500억 엔(약 40억 달러)은 저리융자의 민간자금으로 충당되는 구조를 보이
고 있다. 이 지원 규모는 일본정부가 당초 구상하였던 약 9,000억 엔을 크게 상회
하는 것이며 동일 기간(2010~12년)에 실시될 예정인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규모(약
300억 달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이 지원은 주요 배출국이 모두
참여하는 공평하고 실효성 있는 포스트 교토체제의 성립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
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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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신성장전략
일본정부는 2010년 6월 18일 ｢신성장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이 전략은 환경협
력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성장전략｣은 7대 전략분야와
21개 국가프로젝트를 제시하였는데 7대 전략분야의 하나로서 환경ㆍ에너지 분야
가 포함되어 있다.15) 일본은 환경ㆍ에너지 분야에서 2020년까지 50조 엔 이상의
신규수요와 140만 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또한 일본 민
간 베이스 기술을 활용하여 세계 전체적으로 13억 톤(일본의 연간 배출총량) 이상
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도 설정하였다.
위와 같은 목표는 주로 일본 국내시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일본 국내에
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건축물 개보수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내정책을 통
한 수요창출이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내
대책과 더불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바로 13억 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목표는 자국의 기술과 제품을 해외시장에 적극적으
로 보급하겠다는 일본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일본은 아시아 시장을 중시하고 있다. 7대 전략분야 중의 하나로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본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바로
환경ㆍ에너지 분야이다. 일본은 먼저 환경ㆍ에너지 분야에서의 제도정비를 촉진하
도록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하고 이러한 제도적 기반하에서 일본의 환경ㆍ에너지
관련 제품과 기술의 아시아 수출을 확대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특히 환경 관
련 인프라 수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속철도(신칸
센)ㆍ도시교통ㆍ수자원ㆍ에너지 분야 인프라 정비, 녹색도시건설 등이 그 핵심 분
야를 이루고 있다.
15) ｢신성장전략｣의 구체적 내용은 정성춘ㆍ이형근(20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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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가. 요약 및 평가
일본은 개도국 나아가 지구전체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환경협력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개도국이 직면하
고 있는 국지적 환경문제는 산업화와 도시화와 더불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나 생물다양성 파괴와 같은 글로벌 환경문제도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개도국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자금과 기술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선진국의 지원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일본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환경협력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일본 국내적으로 환경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을까?
먼저 일본정부가 환경협력을 일본의 국제협력에서 상당히 중요한 분야로 다루
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본 장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일본은 ODA 대강, ODA
중기정책 등에 환경협력을 중점과제로 명기하고 있다. 국제협력기구나 국제협력은
행과 같은 ODA 실시기관의 방침에도 환경협력은 중요한 지원분야로 명기되어 있
다. 더구나 지구환경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등장한 1992년 이후부터는 5년
간격으로 거대한 규모의 환경협력 이니셔티브를 발표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거대
한 규모의 자금을 지원해 왔다.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 발표된 하토야마 이니셔티
브에서는 2008년부터 5년에 걸쳐 15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고 이
를 위해 현재 많은 개도국들과의 정책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안건을 협의하고
또 시행하고 있다. 물론 150억 달러라는 자금이 완전히 신규의 공적자금은 아니라
고 비판할 수 있다. 이 중 약 50억 달러는 민간자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환경관련 개도국 지원에서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ODA에서 환경 ODA가 차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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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높고 그 규모도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일본의 국제환경협력에서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점은 민관협력에 의한 개
도국 환경시장 진출전략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최근
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일본경제의 장기적인 정체와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일본정부의 갈망이 있다. 일본은 환경과 에너지 관련 분야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산업공해를 극복한 역사가 있고 두 차
례에 걸친 석유위기를 넘어 고도성장을 성취한 경험도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
은 환경기술과 에너지 효율기술을 축적하였고 이를 일본 국내에서 충분히 활용해
왔다.
그런데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규모의 환경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커다란 주목을
받고 또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제(예: 교토의정서)가 강화되면서 일본기업이 축
적해 온 환경ㆍ에너지 기술에 대한 시장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본정
부는 이를 새로운 성장을 위한 기회로 인식하였다. 그런데 일본의 기술에 대한 잠
재적 수요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의 규제를 보다 확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기후변화협약에 의거한 포스트 교토체제 협상에서 개도국의
광범한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그래야만 개도국에서의 잠재적 수요가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에너지 효율이 좋고 환경친화적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이 제
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규제나 시장에서의 유인이 없으면 시장에서 도태되기 때문
이다.
일본정부는 특히 경제산업성이 중심이 되어 일본의 환경 관련 인프라(발전소,
청정생산기술, 신재생에너지, 철도, 수자원 인프라 등)를 개도국에 수출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앞서 언급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고효율 석
탄화력발전소나 공장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 등의 수출을 국가 전
략적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정부의 ODA, 일본기업의 자본과 기

제2장 일본의 국제환경협력 전략 93

술력, 수원국 정부와의 친밀한 양자 관계를 총동원한다는 전략이다.
일본정부는 이와 같이 민간자본도 참여하는 형태의 환경협력을 더욱 중시하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정부의 공적개발원조자금만으로는 개도국의 자금수요에 대응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비로소 충분한 양의 자금과
고도의 기술이 개도국에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입장이다. 이러한
형태의 협력을 통하여 일본정부, 수원국 정부, 그리고 일본기업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어서 일본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이른바 ｢관민일체｣가 되어 환경ㆍ에너지 분
야에서의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정부가 국제환경협력에서 힘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는 에너지, 수자원,
폐기물, 녹색도시, 삼림경영 등의 분야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소 건설, 공장
등 에너지 다소비 시설에서의 에너지 효율 개선, 에너지 효율적 제품의 수출, 태양
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보급 등이 중요한 협력 대상이며, 수자원 분야에서는 상하
수도 건설과 유지ㆍ관리에 이르는 종합적인 물 공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
이다. 폐기물이나 녹색도시건설은 주로 도시 지역에서의 환경개선을 위한 것으로
일본에서는 최근 ｢환경미래도시｣ 건설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해외에 수출한다는 전략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야에서의 환경협력은 주로 상대국과의 정책대화와 양자협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본의 특징이다. 일본은 상대국 정부와 정책대화를 통해 상대국
에서 어떠한 분야의 환경협력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중점협력분야에서의 협력 안
건을 상대국과 협의하여 결정해 나간다. 협의를 통해 상대국과 환경협력 파트너십
을 체결하고 이에 의거하여 국별로 맞춤형 환경협력을 추진한다. 더구나 최근 일본
의 ODA 전략이 유상이나 무상원조 등 원조형태보다는 국별전략을 더욱 중시하게
되어서 이러한 국별 맞춤형 환경협력은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이며 특히 하토야
마 이니셔티브에 의거한 자금지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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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일본의 환경협력의 경향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
나 종래의 전통적인 환경협력 방식 ,즉 순수하게 ODA 등의 공적자금만으로 행해
지는 지원만으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지구적 규모의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없다
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선진국 경제의 침체와 재정악화로 인하여 선진국의 개도
국 지원을 위한 공적자금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기업
의 자금과 기술을 동원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절실한 과제이다. 문제는 민간기업
의 투자에는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과연 개도국의 환경관련 사업에서 이와
같은 수익성을 어떻게 확보하는가에 있다. 선진국의 ODA 자금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이는 ODA 자금의 효과성이라는 측
면에서 매우 유용한 자금사용방안이라고 생각된다. 향후 이와 같은 환경협력 방식
은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
된다.

나. 시사점
일본의 환경협력에 대한 고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민간자금 활용을 위한 방안 구축이 필요
일본의 최근 동향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환경협력을 위해 민간자금을 활용
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공적자금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개도국의 환경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
기 때문이다.
일본의 ODA 정책에서도 2003년 신ODA 대강이 제정되면서 ODA 자금의 국
익에의 기여가 더욱 더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환경과 관련된 인프라 건설에서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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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차관을 통해 지원하되 일본기업의 제품과 기술의 활용을 유도하는 조건을 제시
하고 있다. 국제협력은행은 일본기업의 환경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출자, 보증,
융자 등의 수단을 활용하는 퍼실리티를 설치하였고 일본무역보험은 해외에서의 환
경 관련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제안한 여러 가지 환경협력 이니셔티브에서도 일본의 총 자금지원에서
민간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단순히 일본
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본 연구의 EU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U도 민간
자금을 환경협력에 동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도 환경협력을 추진할 때에는 정부의 공적자금을 통해 민간자금을 더욱 유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현지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체제 정비
일본의 환경협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건설된 인프라의 유지ㆍ관리가 지속적
으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환경협력은
주로 유상자금을 통한 사회ㆍ경제 인프라 건설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렇게 건설된
인프라가 제대로 잘 관리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비용과 노하우가 필요하다. 그런
데 수원국에서는 필요 이상의 기능을 가지는 장비 등이 도입됨으로써 이에 필요한
비용이 너무 많고 또한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술능력도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근본적인 원인은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일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지 스태프 활용을 강화하고자 노력하
고 있다. 본 장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현지에 주재하고 있는 주재원들이 현지
ODA 태스트포스를 구성하여 현지의 수요를 조사ㆍ분석하고 이를 외무성이나 여
타 도쿄에 소재하는 의사결정기관에 보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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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은 국별원조계획을 작성하거나 원조 프로젝트 발굴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부처간 정책대화도 효과적인 수단이다. 일본정부는 양자간의 환경협력을 위
해 정부부처 간 대화를 통해 상대국의 환경 및 개발수요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상대국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정부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분야의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상대국 정부를 설득하는 노력
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일본과 수원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사업
을 발굴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에도 커다란 시사점을 던져 준다.
3) 국별 맞춤형 환경협력의 전개
위와 같이 국별로 어떤 환경협력수요가 있는지를 현지 태스크포스나 정책대화
를 통해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한 국별 맞춤형 환경협력을 전개하는 것이 일본
의 특징이다. 본 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 외무성의 국제협력 관련 조직은
2006년 이후 개편되어 왔다. 이와 같은 조직 개편의 목적은 국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외무성은 2006년 국제협력국을 신설하였고 2009년에는 국별개발협력
3과를 추가로 신설하였다. 환경 관련 조직도 강화하였는데 지구환경과 산하에 있
던 기후변동실을 기후변동과로 승격시켰고 지구규모과제 총괄과를 신설하였다.
이러한 외무성의 조직 개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은 환경협력을 강화하면서
이를 국별 맞춤형으로 전개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일본정부는 국별 맞춤형 협력
을 강화하기 위해 원조수단별로 분할되어 있는 국내 조직을 정비하였는데 예를 들
어 외무성의 무상자금ㆍ기술협력과, 유상자금협력과를 폐지하였고 이를 개발협력
총괄과로 통합하였다. 이를 통해 원조수단별로 흩어져 있던 인력, 정보, 노하우를
통합하고 국별로 최적의 맞춤형 협력전략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였다.
중국과의 환경협력을 살펴보면 다른 국가와의 협력과 다른 특징이 있다. 중국에
대한 일본의 환경협력은 전통적인 환경오염 문제, 즉 대기, 수질 등 분야에서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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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협력이었는데 최근에는 중국의 경제력 향상과 더불어 민간자금을 활용한
협력으로 점차 변화되었다. 협력 분야도 점차 변화되고 있는데, 산성비, 수질개선
등의 분야에 집중되었던 초점이 최근에는 에너지 분야 협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
처럼 일본은 특정 국가의 여건에 따라 국별 맞춤형 협력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
전히 원조수단별로 조직이 분할되어 있다. 국가별로 다양한 협력수단을 활용하여
상대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국내의 조직적 대응체제가 아직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환경협력을 위한 조직을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4) 환경 인프라 분야 해외진출을 위한 민관협력체제의 구축
2010년 6월에 민주당 정부가 발표한 신성장전략에는 환경 분야를 일본의 성장동력
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잘 나타나 있다. 이 전략에는 또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환
경 관련 인프라 수출을 확대하여 이를 경제성장에 활용한다는 구상도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정부는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하려 하
고 있다. 정부는 ODA 자금이나 공적금융기관 자금을 통해 개도국 환경 관련 인프
라를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이 사업에 일본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 정부는 국가전략 프로젝트 위원회를 만들고 해외 공
관에는 인프라 프로젝트 전문관을 두어 해외에서의 인프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 고효율 석탄화력발전소, 고속철도, 수
처리 시설, 상하수도, 폐기물 소각장 등 환경 분야의 인프라 수요는 개도국에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와의 경쟁이 날로 격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민관협력체제가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
주목해야 한다. 이 분야에서 한ㆍ일 간의 경쟁이 지나치게 격화될 경우에는 이를 조
율하기 위한 양국 정부 차원에서의 대화와 협력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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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본 장에서는 일본의 환경협력 사례를 에너지 효율화16) 분야에 국한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는 우리가 ‘환경협력’을 논하면서 ‘에너지 분야’의 사례를 분석한다고
할 때, 에너지 분야의 국제협력 가운데 환경친화적이면서도 에너지 소비를 줄이거
나 효율화하는 것만을 선별하여 분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화력발전소
나 댐 건설과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 분야의 국제협력은 환경친화적이지 않은 데다,
에너지 수요 측면에서의 협력방안도 아니기 때문에 연구범위에서 제외하였고, 원
자력발전도 어디까지나 에너지 공급측면에서의 대체수단이라는 점에서 연구범위에
서 제외하였다.
일본의 에너지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다루고자 할 때 과연 국제협력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국제협력
(international cooperation)’이라는 개념17)을 광의의 국제협력으로 받아들인다. 즉,
일본정부의 개도국 지원에 국한하지 않고, 여기에 정부의 지원하에 이루어지는 민
간기업의 국제협력 사업까지도 포함한다. 이는 2000년대 들어 일본정부가 민간기
업의 국제협력을 중시하고, 기업들 역시 국제협력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이다.

16) 일본어인 ‘省エネルギー(省에너지)’는 에너지절약(energy savings/conservations) 혹은 에너지
효율화(energy efficiency)로 번역될 수 있으나, 개발원조 등의 분야에서는 좁은 의미의 에너지
절약을 뛰어넘어 사회전체적인 에너지 소비의 효율화까지를 포괄하므로, 이하에서는 에너지 효율
화라는 용어로 통일하기로 한다.
17) 협의의 국제협력은 공적기관(정부ㆍ지자체ㆍ국제기관 등)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되며,
광의의 국제협력은 공적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ㆍNGO 등의 복수의 주체가 어떤 공통의 목적
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또는 합의된 공통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경을 초월하여 자신과
전체의 이익을 조정하면서, 지니고 있는 ‘힘(구상력ㆍ교섭력ㆍ실행력)’을 서로 발휘하는 정치과정
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협조’라는 개념은 국가간에 서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행하는 것으
로서 광의의 국제협력에 포함된다(国際協力用語集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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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2절 “일본의 에너지 분야 국제협력
개요”에서는 일본정부가 왜, 그리고 어떻게 에너지 효율화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추진하려고 하는가를 살펴본다. 여기서는 일본정부가 에너지 효율화 분야에서 국
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이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이 1970년대의
오일쇼크 이후 에너지 효율화 관련 기술개발에 성공한 일본기업들의 해외진출 전
략과 맞물려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제3절 “에너지 효율화 분야의 국제협력”에서는 에너지 효율화 분야에서 일본의
국제협력이 어떠한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국제협력 추진체
계(관련기관)와 주요 협력 사업(제도구축 지원, 모델사업, 민관합동포럼 개최)을 조
사하였다.
이어서, 제4절 “주요 국가ㆍ지역별 에너지 효율화 분야 협력 현황”에서는
ASEAN과 중국을 선정하여, 이들 지역과 국가에 대한 일본의 협력 실태를 소개하
고자 한다. 이들 지역과 국가를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18) 우선 ASEAN은
일본이 비교적 일찍이 ‘제도이식’ 차원에서 공을 들여온 데다, PROMEEC(Promotion
of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이라는 대ASEAN 에너지 효율화 프로젝
트를 2000년부터 추진하고 있어 일본의 다자간협력 실태의 대표적 사례로 선정하
였다. 중국의 경우는, 2000년대 들어 일본의 대중(對中) 협력 틀이 정부지원에서
민간협력으로 전환함으로써 우리의 대중(對中) 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이 클 것으
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18) 일본정부는 에너지 효율화 분야의 협력국가 선정 시 첫째, 에너지수요, 둘째, 일본의 에너지정책상
차지하는 비중, 셋째, 일본과의 경제 관계, 넷째, 에너지 효율화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하고 있다. 資源エネルギー庁(2007)에 의하면, 중점 협력국 후보 중 중국은 ‘최중점국’으로 선정
되었고, 인도는 에너지 효율화 협력을 시작해야 할 대상, 그리고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은 산업
중심의 에너지 효율화 관련 제도운영을 지원해야 할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제3장 일본의 환경협력 사례Ⅰ: 에너지 효율화 103

마지막으로 제5절 평가와 시사점 부분에서는 일본의 에너지ㆍ환경 분야 국제협
력에 대해 평가해 보고, 특히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된 국내 정책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고, 이것이 국제협력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시사점을
모색하고 있다.

2. 일본의 에너지 효율화 분야 국제협력 개요
가. 일본 국내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
일본은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오일쇼크를 경험하면서 정부 주도로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한 결과, 실질 GDP 대비 1차 에너지 소비량으로 계산한 에너지효율
이 과거 30년간 37%나 개선되었고,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임
을 과시하고 있다.19)
일본정부는 최근 자원 문제나 지구온난화 문제와 관련하여 환경과 경제의 양립
을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
다. 나아가 경제의 지속적 성장 측면에서 자원 문제를 제약요인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기회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국의 에너지 효율화 기술과 노하우에는 오히려 새
로운 수요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20)
일본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은 [표 3-1]에서 알 수 있듯이, 우선 에너지 수요 부
문을 크게 산업부문, 민생(업무ㆍ가정)부문, 운수부문 3개로 나눈 다음, 각각에 대

19) 세계주요국ㆍ지역의 GDP 대비 1차 에너지소비량(석유환산 톤) 비율을 보면, 일본을 1로 했을
때, EU 1.7, 미국 2.0, 한국 3.2, 캐나다 3.2 태국 6.0, 중동 6.0, 인도네시아 8.1, 중국 8.7,
인도 9.2, 러시아 18.0으로 나타났다(IEA Energy Balance 2006).
20) 資源エネルギー庁(2008).

104 일본과 EU의 환경 분야 대외협력 전략과 시사점

해 규제(채찍)와 지원(당근)이라는 정책수단을 적절하게 배합하는 방식으로 운영
되고 있다. 단, 이들 정책수단 가운데 규제는 1979년 6월 시행된 에너지 효율화
법21)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22) 지원은 1993년 에너지 효율화 및 리사이클지원
법23)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당근과 채찍에 업계 스스로의 자율
조치가 정책수단으로 추가되고 있는데, 1997년 경단련의 환경자주행동계획24)이
바로 그것이다.
이하에서는 일본의 에너지 효율화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이 산업부문과 민생부문
의 업무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산업부문과 민생부문의
업무부문에서의 국내정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규제
먼저 산업부문에서의 에너지 효율화 관련 규제는 에너지 효율화법에 근거한 기
업단위의 에너지관리제도가 대표적이다. 이 제도에 의하면, 열과 전기를 합산하여

21) 법률명은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이고 대상에너지는 연료(석유, 가연성 천연가스, 석
탄 등), 열(단, 태양광, 지열은 제외), 전기(단, 태양광발전, 지열발전, 풍력발전, 폐기물발전 등의
비화석연료에서 발전한 전기는 제외)이다. 이 법률은 1979년 제정 이후 14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그때마다 규제범위가 넓혀지거나 강화되었다.
22) 沈(2010, p. 215)은 일본의 에너지 효율화 역사가 1951년 열관리법 제정, 1947년 열관리규칙
공포, 1937년 상공성연료국의 연료지도 개시, 1932년 오사카부의 기관사(汽缶士) 면허제도 도입,
1929년 오사카부 산업능률연구소의 ‘연소지도부’ 설립, 1920년 農商務省 연료연구소 설립 및 연
소연구 개시, 1910년대 오사카지역의 ‘火夫(연소작업자)’ 양성사업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
고 있다.
23) 법률명은 ‘에너지 등의 사용 합리화 및 자원의 유효 이용에 관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임시조
치법’이다.
24) 경단련이 환경자주행동계획을 발표한 1997년에는 29개 업종(131개 단체)이 업종별로 행동계획을
발표하였으나 현재는 36개 업종(137개 단체)이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 행동계획의 특징은
첫째, 각 산업부문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며, 둘째 제조업과 같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뿐만
아니라 유통ㆍ운송ㆍ건설ㆍ무역ㆍ손보 등 참여업종이 광범위하며, 셋째, 많은 산업부문이 지구
온난화대책과 폐기물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넷째, 행동계획의 추진상
황을 매년 점검하여 공표한다는 데 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성춘 외(2009), 제5장
일본 산업계의 저탄소사회 추진 대책과 평가 부분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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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일본의 에너지 효율화정책 체계
규제
∙ 에너지 효율화법에 의거한 에너
지관리 강화: 기업 단위의 에너
지 관리제도 도입
- 제1종 에너지관리 지정 공장
(에너지사용량 3,000kl/년)
ㆍ에너지관리자 선임 의무
산업
ㆍ중장기계획 제출 의무
부문
ㆍ에너지사용 상황 등 정기보고
- 제2종 에너지관리 지정 공장
(에너지사용량 1,500kl/년)
ㆍ에너지관리원 선임
ㆍ에너지사용 상황 등 정기보고

업
무
부
문
민
생
부
문

∙ 에너지 효율화법에 의거한 에너
지관리 강화: 기업 단위의 에너
지 관리
∙ 에너지 효율화법에 의거한 건축
물 대책: 주택의 에너지효율 향
상을 촉구하는 조치의 도입
∙ 에너지 효율화법에 의거한
1)
‘Top Runner’ 제도
∙ ‘그린 구입’(공공부문)

∙ 에너지 효율화법에 의거한 주택
대책: 주택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촉구하는 조치의 도입
∙ 에너지 효율화법에 의거한
가
‘Top Runner’ 제도1)
정
부
문

자율 조치

지원

공통조치

∙ ‘환경자주 ∙ 예산상 재정지원
∙에너지 효
행동계획’ - 고효율 설비의 도입 촉진ㆍ 율화 의식
제고를 위
의 추진ㆍ 복수 사업자제휴
강화
- 에너지사용 합리화 사업자 한 정보제
지원 사업(고성능 공업로, 공ㆍ국민
co-generation system 등) 운동
- 에너지 효율화 대책 도입 ∙에너지 효
촉진 사업(에너지효율진단) 율화 기술
∙ 에너지수급구조개혁추진투자 개발 추진
촉진세제(エネ革税制)ㆍ정책 ∙에너지 효
금융
율화 분야
의 국제협
력 추진
∙ ‘환경자주 ∙ 예산상 재정지원
행동계획’ - 고효율기기 도입 촉진(주택ㆍ
의 추진ㆍ 건축물 고효율 에너지 시스
템 도입 촉진사업 등)
강화
- ESCO 진흥: 에너지 효율
화대책 도입촉진 사업
∙ 에너지수급구조개혁추진투자
촉진세제(エネ革税制)ㆍ정책
금융
∙ 고효율기기 도입 촉진(주택ㆍ
건축물 고효율 에너지 시스
템 도입 촉진사업, 고효율
급탕기 도입지원 사업 등)
∙ 에너지 효율화 주택개수촉
진 세제
∙ 가전관련 정보제공(에너지 효
율화 라벨링(labelling) 제도,
에너지 효율화 가전 보급 촉
진 포럼, 에너지효율형 제품
판매 사업자 평가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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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계속
규제
∙ 에너지 효율화법에 의거한 에너
지관리 강화(운수사업자, 하주)
∙ 에너지 효율화법에 의거한 ‘Top
1)
운수 Runner’ 제도
부문

자율 조치

지원

공통조치

∙ ‘환경자주 ∙ 연비가 뛰어난 자동차의 보급
행동계획’ 추진(idling stop car, clean
의 추진ㆍ energy car의 도입 촉진)
강화
∙ 자동차교통망 개선, modal
shift, 물류시스템의 효율화
∙ 세제(자동차그린세제 등) 및
정책금융
∙ 에코드라이브의 보급 추진

주: 1990년 대비 2006년의 에너지소비량: 운수부문 120%, 민생부문 140%, 산업부문 100%.
1) Top Runner 제도: 전기제품의 에너지효율기준이나 자동차의 연비ㆍ배기가스기준을 시장에 출시
되어 있는 제품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을 판
매하고 있는 기업은 벌칙으로서 기업명과 대상제품을 공표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 일본은
1999년 4월 ‘에너지 효율화법’ 개정으로 도입함.
자료: 資源エネルギー庁(2008), p. 3.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3,000㎘(원유환산)를 초과하는 공장(제1종)은 에너지관리자
를 선임하여야 하고, 에너지사용량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에너지 효율화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1,500㎘를 초과하는 공장(2종)도 에너지관리원을 선임해야 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에너지관리 제도는 2001년 현지조사
(공장총점검) 도입으로 강화되고 있다.
2) 자율조치
위와 같은 규제책과는 별도로 경단련은 ‘자주행동계획’이라는 자율조치를 내놓
고 있는데, [표 3-2]에서 알 수 있듯이, 제조업 단체들은 주로 에너지효율을 개선하
는 설비를 도입하거나 제조ㆍ조업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배출에너지회수 기술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에너지 효율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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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경단련 주요 단체별 자주행동계획상 에너지 효율화 대책(1): 제조업부문
단체명

주요 대책

전기사업
연합회

1. 원자력발전추진 2. 화력발전의 효율향상 3. 교토메커니즘의 활용 4. 재생가능에
너지의 개발ㆍ보급

일본철강
연맹

1. 배출에너지회수(TRT증강, CDQ신설, 가스회수 강화, 轉爐가스顯熱회수, Regeneratvie
Burner 등) 2. 설비고효율화(고효율탄소설비, 발전터빈 개량, 燒結개량, 高爐개수,
모터효율화, 발전설비효율화, 열풍로개수 등) 3. 조업개선(還元材比저감, 강재온도관
리, 冷鐵源이용 등) 4. 폐기플라스틱 활용 5. 기타(dust recycle, 石炭調濕, 광석사
전처리 등)

일본화학
공업협회

1. 배출에너지회수(배출온냉열 이용ㆍ회수, 폐액ㆍ폐유ㆍ배기가스 등의 연료화, 축
열 등) 2. 프로세스 합리화(프로세스합리화, 제법전환, 방식변경ㆍ촉매변경 등)
3. 설비기기의 효율개선(기기ㆍ재질갱신, 기기성능개선, 고효율설비설치, 조명ㆍ모터
효율개선 등) 4. 운전방법 개선(압력ㆍ온도ㆍ유량 등 조건 변경, 운전대수 삭감, 고
도제어, 재이용ㆍ리사이클 등) 5. 기타(제품변경 등)

석유연맹

1. 운전관리의 고도화(제어기술이나 최적화기술의 개량) 2. 장치간 상호 열이용 확
대 3. 폐열ㆍ폐기에너지회수설비의 증설 4. 고효율장치ㆍ촉매 채용 5. 설비의 적절
관리 6. 콤비나트 르네상스 사업 참가

일본제지
연합회

1. 에너지 효율화설비의 도입(열회수설비, 인버터화 등) 2. 고효율설비도입(고온고압
회수보일러, 고효율세정장치, 고탈수프레스 등) 3. 공정단축ㆍ통합 4. 연료전환(바이
오매스에너지, 폐기물에너지로의 전환) 5. 관리강화

전기전자
4단체

1. 생산프로세스 개선, 품질개선 2. 고효율기기도입 3. 제어방법개선 4. 열병합
(cogeneration), 축열 5. 연료전환 6. 손실방지(단열ㆍ보온) 7. 폐열이용 8. 신에너지ㆍ
미이용에너지 9. 관리강화

시멘트
협회

1. 열에너지대체폐기물 등 사용설비(목재폐기물, 폐기플라스틱 등) 2. 각종 설비효
율 개선(원료건조기, 팬, 쿨러, 분쇄기 등) 3. 에너지 효율화설비 도입(고효율클린카
쿨러 등) 4. 설비갱신 등

일본자동
차공업회

1. 에너지공급측면 대책(열병합도입, 보일러고효율화, 고효율컴프레셔 도입 등)
2. 에너지사용측면 대책(도장라인의 에너지 효율화, 팬ㆍ펌프류의 인버터화, 조명ㆍ
공조설비의 에너지 효율화, 컴프레셔의 에너지효율적 운전, 가동중 에너지 손실 삭
감) 3. 에너지공급방법 등 운용관리기술의 고도화(비가동시 에너지손실 삭감, 설비
개선 등) 4. 라인 통폐합 및 집약 5. 연료전환, ESCO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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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계속
단체명

주요 대책

일본자동
차부품
공업회

1. 기설비의 에너지 효율화(일상관리, 설비운전관리 등) 2. 생산성향상(불량대책, 하
이사이클화 등) 3. 설비갱신시 노후화 갱신, 신공법도입 4. 원동력설비대책(신에너
지설비도입, 공급효율향상, 가스화 등) 5. 공정통폐합 등

일본광업
협회

1. 미이용열의 회수(硫酸熱 회수 등) 2. 생산설비의 효율향상(송풍기 Blower의
VVVF화, 整流器 고효율화, 발전기 효율향상, 킬른회전수 제고, 전동기 인버터화
등) 3. 고효율 생산설비 도입(고효율 블로워 도입, 電氣爐 트랜스증강 등) 4. 생산
공정의 효율화 5. 조업개선(증류 로, 열풍로, 自熔爐 등)

일본가스
협회

1. 천연가스로의 연료전환 2. 열병합에 의한 발전과 배열의 유효이용 3. LNG냉열
이용 4. 고효율설비도입(기화기 해수펌프회전수 제어도입, 고효율 LNG펌프ㆍ모터
채용, 고효율 트랜스 채용 등)

자료: 経団連環境自主行動計画(http://www.keidanren.or.jp/japanese/policy/pol133/index.html).

한편 비제조업 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자주행동계획을 보면, ESCO 사업25) 도
입, BEMS26) 도입, 에너지 효율화 기기 도입, 옥상녹화사업 등 업종 성격에 맞춰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3) 정부지원
한편 에너지 효율화 및 리사이클지원법에 의거한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정부 지
원책은 다음과 같이 금융상의 지원조치와 세제상 우대조치, 그리고 예산지원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단, 이러한 지원책은 제조업부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민생부문의 업무부문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25) ESCO(Energy Service Company) 사업이란, 에너지 효율화에 관한 포괄적 서비스(예: 에너지진
단 후 대책제시, 대책실현을 위한 설계 및 시공, 도입 설비의 보수ㆍ운전관리, 에너지공급에 관한 서
비스제공, 효과측정 등)를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에너지절약분의 일부를 보수로 받는 사업을 말한다.
26) BEMS(Building and Energy Management System)란 건물 내 기기나 설비의 운전관리를
통해 에너지소비량을 절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실내환경을 인공센서 등으로 자동관리하거나 기
기설비ㆍ배관 등의 온도나 유량, 압력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운전관리자에게 제시하는 등 다양
한 시스템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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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경단련 주요 단체별 자주행동계획상 에너지 효율화 대책(2): 업무관련
단체명

주요 대책

정기항공
협회

1. 연료소비효율이 높은 신형기로의 기재갱신 및 도입 2. 신항공관제지원시스템
도입 3. 탑재물의 경량화 4. 엔진 水洗 확대

부동산
협회

1. 신축건물 PALㆍERR값의 목표달성도를 감시하는 체제 정비 2. 건물 등의 개
수ㆍ신축시 에너지 효율화 대책 3. HFC 삭감 등의 관점을 고려한 건설자재, 공조
시스템의 선정 등

일본백화점
협회

1. ESCO 사업 도입(공조기제어ㆍ외조기제어ㆍ펌프제어 등) 2. 에너지 효율화기기
도입(고효율공조기, 조명, 각종기기의 인버터화 등) 3. 옥상녹화 4. 자연에너지 도입

일본체인
스토어협회

1. 용기포장지대의 사용량 절감 2. 냉동냉장코너의 나이트커버 도입 3. 에너지 효
율화기기의 도입(빙축열, 열병합, 電磁주방, 고효율조명ㆍ공조, 각종 인버터 등)
4. 에너지 효율화 활동(온도적정관리, 불요시 소등 등)

일본냉장
창고협회

1. 에너지 효율화기기 도입(고효율변압기, 고효율압축기, 외기차단장치, 에너지효율
형 조명기기 등) 2. 건물설비 대책 3. 운전관리상 대책(보관상품의 적정 온도 유
지, 응축기의 청소 등)

전국은행
협회

1. 공조기의 인버터화 2. Demand 장치의 도입 3. 조명설비의 인버터화 4. BEMS
도입

일본손해
보험협회

1. 그린전력의 도입 2. 자판기의 소등ㆍ配備 재고 3. 고효율 변압기의 도입

일본프랜
차이즈
체인협회

1. 냉장ㆍ냉동, 공조용 열전원 일체형 시스템의 도입 2. 인버터 컴프레셔 도입
3. 조명조광기 설치 4. LED조명 채용 5. ‘ALL 電化’ 검토

일본방송
협회

1. 심야방송휴지시간의 확대 2.축열공조시스템, 고효율냉동기, 인버터 등 도입
3. 냉난방용 순환수 이용의 마이크로 수력발전 실시 4. 태양광발전, 옥상녹화, 자
연에너지 이용 5. 스튜디오조명의 에너지 효율화 6. 저공해방송차량의 도입

자료: 経団連環境自主行動計画(http://www.keidanren.or.jp/japanese/policy/pol133/index.html).

우선 금융상의 지원체계를 살펴보면, 중소기업 가운데 다음 [표 3-4]에 적시된
바와 같이 에너지 효율화설비를 도입하거나 리스ㆍ렌탈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자
에게 7억 2,000만 엔27) 한도 내에서 15년 이내(2년 거치 포함)의 기간으로 저리
대출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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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기업의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금융지원체계
대상사업자

대상자금

<에너지 효율화 설비 관련>
에너지 효율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
(ESCO 사업에 의해 해당 시설을 리
스ㆍ렌탈하는 사업자 포함)

- 에너지 효율화 시설
ㆍ기존 설비에 비해 에너지 효율화
효과가 25% 이상이고, 설비갱신
의 경우는 기존 설비보다 그 효과
가 40% 이상일 것

<에너지 효율화 리스업자 관련>
에너지 효율화시설을 취득하는 리스ㆍ
렌탈 사업자

- 自走式 작업용 기계설비를 취득하
기 위해 필요한 설비자금

<특정 고성능에너지소비설비 관련>
특정고성능 에너지소비설비를 도입하
는 사업자

- 특정 고성능 공업로, 동 보일러 등
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자금
- 현재의 공업로, 보일러를 고성능
공업로, 동 보일러와 동급의 성능
으로 하기 위해 특정 부가설비를
설치하는데 드는 설비자금

대출금리

2억 7,000만 엔
까지만 특별 저
금리 적용(초과분
은 기준금리)

2억 7,000만 엔
까지 특별에너지
효율화 금리 적
용(초과분은 기준
금리)

주: 대출기관은 일본정책금융공고와 오키나와진흥개발금융공고임.
자료: 省エネルギーセンター(2009), p. 120.

세제지원은 소위 ‘에너지수급구조개혁추진투자촉진세제’에 의거한 것으로서, 기
업이 에너지 효율화설비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액
공제나 특별상각과 같은 세제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설비는 에너
지수급구조개혁추진설비 88개28)이고, 적용기간은 2009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말까지이다.

27) 일본정책금융공고나 오키나와진흥개발금융공고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 대해 융자신청을 하는 경
우는 대출액 규모가 1.2억 엔으로 줄어든다.
28) 이들 설비에는 에너지 효율화 관련 설비뿐만 아니라 신에너지, 기타 석유대체에너지 이용설비 등
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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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일본의 에너지 효율화 대책 관련 예산 현황
사업명

내용

’09년
당초예산

(1) 에너지 효율화 설비의 도입 촉진
고성능 공업로와 같이 높은 효율성이 기대되는 설비ㆍ
￭ 에너지사용 합리화사업자 지원
기기를 도입하거나, 콤비나트 등에서 공장폐열을 기업 357억 엔
사업
간에 융통하는 복수사업자 제휴 등을 중점지원
￭ 주택ㆍ건축물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 도입 촉진

단열성 제고나 고효율 기기 등의 도입에 의한 건축
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촉진하고, 고효율 급탕기ㆍ공 177억 엔
조기와 같은 설비ㆍ기기의 도입을 지원

(2) 에너지 효율화 기술개발의 중
점적 추진
￭ 에너지 효율화 혁신기술개발
사업

‘Cool Earth 에너지혁신기술계획’에 의거하여, 선도
연구, 실용화개발, 실증연구에 도전적 연구영역을 추 70억 엔
가하여 혁신적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

￭ 그린IT프로젝트

IT기기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서버, 네트워크 외
에도 네트워크전체로서의 최적 효율화기술이나 파워 60억 엔
전자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

￭ 에너지ITS시스템

고도도로교통시스템(ITS)에 의한 교통 효율화를 위
11억 엔
해 자동차제어기술 등을 개발하도록 지원

(3) 에너지 효율화 대책 지원
기업의 에너지 효율화 기술ㆍ설비의 도입가능성에
관한 진단사업이나 설명회 개최등을 지원하고, 중견
￭ 에너지 효율화 대책도입촉진사업
14억 엔
ㆍ중소기업의 ESCO사업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설비도입 등을 지원
(4) 국제 에너지 효율화 협력 추진
아시아를 중심으로 일본 국내에서 실용화된 에너지
￭ 국제에너지소비효율화 등 모델
효율화 기술을 활용한 모델사업을 실시하고, 모델사 91억 엔
사업
업 후 설비ㆍ기기의 보급 확대를 도모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개도국에서 연수나 전문가 파
￭ 국제에너지소비효율화 등 협력 견을 통해 법ㆍ제도의 정비를 지원하고, 비즈니스 매
17억 엔
기초사업ㆍ기술보급사업
칭이나 포험,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일본의 에너지
효율화 기기나 기술과 관련된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

112 일본과 EU의 환경 분야 대외협력 전략과 시사점

표 3-5. 계속
사업명

내용

’09년
당초예산

(5) 에너지 효율화 의식의 고양
에너지 효율화 가전ㆍ램프의 보급 촉진, 에코드라이브
￭ 국내 에너지 효율화 의식 고양 추진 등을 위한 홍보활동이나 정보제공을 실시하고, 15억 엔
지자체의 에너지 효율화ㆍ신에너지 도입 대책 지원
상하이엑스포에서 일본의 에너지 효율화ㆍ환경기술
￭ 상하이엑스포 에너지 효율화
을 전시하고, 아시아지역에서의 에너지이용 효율성 7억 엔
촉진 정보제공사업
제고를 도모
자료: 経済産業省(2008).

마지막으로 정부의 예산지원은 매년 약 800억 엔 규모에 달하고 있는데, 지원분
야는 에너지 효율화 설비의 도입, 에너지 효율화 관련 기술개발, 에너지 효율화
기술ㆍ설비의 보급확대, 국제협력, 의식고양을 위한 각종 홍보활동 등 4개 분야이
다. 이 중에서도 설비도입과 기술개발에 80%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은 [표
3-5]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나. 국제협력의 필요성 및 방향
1)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일본정부가 개도국, 특히 아시아 지역과의 에너지 협력을 강조하는 명분은 크게
2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아시아권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에너
지수요를 억제하며 환경부하를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아시아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이 지역에서의 에너지 원
단위나 에너지 탄성치를 절감하고, NOx, SOx, CO2와 같은 환경부하를 절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리이다. 둘째,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 향상을 위해 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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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정적 공급확보와 석유 이외의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
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속적 경제성장과 에너지 안보 확보 차원에서 에너지 효율
화는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의 하나라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에너지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국제협력 명분과는 달리, 에너지
효율화 분야에서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개도국을 잠재시장으로 주목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29)는 아직도 이들 개도국 시장에는
첫째, 제도적인 측면에서 리스크가 엄연하고, 둘째, 현지기업의 에너지 효율화 의
식이 부족하며, 셋째, 현지기업의 자금조달 문제도 남아 있는 등 자국의 에너지 효
율화 관련 제품과 기술이 ‘비즈니스’로서 이들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에는 많
은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2) 시장지향(Market-Orientation)적 국제협력으로의 방향 전환
일본 경제산업성은 2005년 발표한 보고서30)를 통해, 에너지ㆍ환경정책 관점에서
바람직한 ‘아시아상(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3대 협력 틀인 ODA, GAP,31)
NEDO의 모델사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천명하였다.
첫째, 기본적으로 ODA는 개도국의 요청주의에 입각하고 있어 수원국이 원하는
협력프로젝트나 협력 의향 여하에 따라 협력 정도가 결정됨에 따라, 일본기업의 해
외진출 요구와 그다지 부합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나아가 그간 일본의 가

29) 일본 자원에너지청이 설치한 ‘에너지 효율화와 에너지 효율화산업의 전개에 관한 연구회’가 2009년
2월 발표한 ‘에너지 효율화산업의 국제적 전개에 관한 논점’이라는 자료(http://www.meti.go.jp/
committee/materials2/downloadfiles/g90219a03j.pdf)에 의거한 것이다.
30) 일본 경제산업성이 조직한 ‘에너지관련산업의 아시아전개에 관한 연구회’는 에너지 분야에서의 기
존 국제협력 방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민간의 참여를 촉구하는 취지의 보고서를 2005년 3월
에 발표하였는데, 이하는 経済産業省(2005)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31) GAP(Green Aid Plan)은 경제산업성이 1991년 8월 채택한 에너지ㆍ환경 분야 국제협력 프로
그램으로서, 대상국은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 베트남 7개국이다.

114 일본과 EU의 환경 분야 대외협력 전략과 시사점

장 큰 ODA 수원국이었던 중국이 2000년 이후 급성장함에 따라 ODA 축소ㆍ폐지
론32)이 비등하였고, 이에 따라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개도국을 물색해야 하는 부
담을 안게 되었다.
둘째, 일본정부는 지난 1991년 ODA의 요청주의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
원국과의 정책대화(Policy dialogue)를 통해 상대방의 수요를 파악한 후 실증 프로
젝트를 시행하는 GAP이라는 에너지ㆍ환경 분야에서의 아시아 다자간협력 프로그
램을 도입ㆍ추진하고 있다.
물론 이 프로그램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에너지안전보장과 Clean Coal 기술, 코
크스 건식소화설비, 발전소용 탈황기술 등과 같은 에너지 효율화 관련 일본 기술의
아시아 이전이라는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NEDO가 추진하고 있는 모델사업
은 신규 안건의 발굴에 한계를 느끼고 있고, 기존 사업도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등 협력사업이 ‘점(点)’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시 말해, GAP 프
로그램은 모델사업을 벗어나지 못한 채 일본기술의 현지 보급에 실패하였다는 것
이다.
이처럼 에너지 효율화 분야에서 일본의 모델사업이 실패하였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프로젝트 실시 이전의 시장성 평가가 충분하지 못한 점과 당초 예상과 달
리 수원국 국가들의 환경규제가 약하여 수원국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수
용할 만한 인센티브가 적었다는 점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나아가, 중국은 GAP을
원조로 이해하여 CDM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아 일본의 협력의지를 약화시켰다는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이에 일본정부는 아시아 국가들이 안고 있는 에너지ㆍ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는 일본의 에너지 관련 산업이 그간 에너지 이용의 고도화ㆍ다양화ㆍ클린화 분야
32) 일본의 대중(對中) 에너지ㆍ환경 협력 방향에 대해서는 제4절 “주요 국가ㆍ지역별 에너지 협력
현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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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축적해 온 기술과 노하우가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잠재적
능력을 보유한 일본기업이 주체가 되어 아시아 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정부는 필요
한 사업 환경 정비와 지원을 수행하는 ‘Market-Orientation’ 접근법33)이 필요하다
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시장지향적 국제협력을 통해 일본과 아시아국가들은 상호
윈-윈(win-win)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우선 민간기업이야말로 에너지
ㆍ환경 관련 기술이나 노하우를 해외에 이전하는 데 최적격자이고, 시장을 통한
기술이전은 효과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한다. 다시 말해 ‘点’에 머물고 있
는 기술협력의 지평을 ‘面’으로 확대할 수 있는 메카니즘이라는 것이다.
또한 시장지향적 국제협력은 일본기업의 경쟁체질 강화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
니라, 일본의 다양한 기술이 ‘아시아표준’으로 인정을 받아 아시아지역으로의 진출
과 기술ㆍ노하우 이전에도 크게 유용하다고 보고 있다. 일본 국내에서는 이미 사
업기회가 적고 기술인력도 고령화됨에 따라 사업현장에서 기술(예: 고전압송전, 원
자력 등) 승계라는 관점에서도 아시아 지역 진출은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처럼 시장지향적 국제협력은 상대국에도 에너지 인프라 정비가 사업을 통해 추진
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양국이 합의 가능한 윈-윈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이러한 시장지향적 국제협력에는 민관연계와 역할분담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데, 일본정부는 우선 민관연계의 전제조건으로서 ASEAN+3 포럼(석유비축, 석유

33) 경제산업성은 2004년 6월 9일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에너지장관회의에서 아시아국가들
간 연계ㆍ책임분담ㆍ시장지향을 기본 이념으로 한 ‘아시아ㆍ에너지ㆍ파트너십’의 구축이 중요하
다고 인식하였다(総合資源エネルギー調査会需給部会 2005). 특히 아시아지역에서는 석탄화력발전
소 등의 환경대응이 충분하지 못하여 유황산화물의 배출증가와 함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의 소비
증가에 따른 CO2 배출량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에너지효율의 개선, 에너지 효율화의 추진,
CleanㆍCoalㆍTechnology의 보급, 재생가능에너지의 이용촉진이 주요 과제라고 적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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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천연가스, 재생가능에너지, 에너지안전보장)을 활용하여 아시아 지역에서의
에너지ㆍ환경정책을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는 지식재산권보호 등 상대국의 관련 제도를 정비34)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고, 국내 금융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35) 대상국에서의 제도설계
나 F/S(타당성조사) 단계, 혹은 프로젝트 설계 단계에서부터 일본기업이 참여하도
록 보장할 필요가 있고, 기술개발 전략과 관련해서는 기술개발 단계에서 일본 민간
기업의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36)고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부문의 역할에 대해서는 첫째,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사, 엔지니어링회사, 유틸리티기업, 금융회사 등이 수직적으로 팀을 형
성하는 것이 유익하고, 둘째 아시아 비즈니스에 정통한 인재를 육성하고, 셋째 기
술 승계 관점에서 핵심인재의 정년 후 재고용이나 젊은 인재에 대한 기술이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3) 에너지 효율화산업의 해외 진출과 국제표준화
일본정부는 지구온난화 대책이라는 관점에서 APP37)와 같은 국제협력을 섹터별

34) 이와 관련하여 経済産業省(2005)은 ① 지식재산권보호제도의 정비, ② 무역장벽 제거, ③ 투자
자본의 회수에 관한 제도 정비, ④ CDM 제도설계, ⑤ 에너지관련 사업의 경제성을 담보하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35) 이와 관련하여 経済産業省(2005)은 JBIC과 NEXI가 지금까지 금융(수출금융, 투자금융, 출자,
사업개발금융)이나 플랜트 수출 관련 F/S 실시, 무역ㆍ투자관련 보험 인수 등을 수행하였으나 에
너지 분야에서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강화가 필요하고, JBIC과 NEXI에 의한 현지통화 채권발행
(환율리스크 경감), NEXI의 해외사업자금대출보험의 현지통화 적용, JBIC과 NEXI의 환경심사
원스톱화 조기실현, 플랜트 수출과 연관되지 않더라도 에너지 정책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계
획에 관한 JBIC의 F/S 실시 및 NEXI의 보험인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36) 이와 관련하여 経済産業省(2005)은 ① 실증 단계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 ② 위탁사업에 대한
각종 제약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37) APP(Asia-Pacific Partnership for Clean Development and Climate)는 2005년 7월 지
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 미국, 호주, 중국, 인도 및 일본이 참가하여 발족시킨 협력기구로
서 교토의정서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이나, 실제는 미국 부시정권이 주도한 포스트 교토의정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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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움직임을 보다 구체적인 비즈니스로 확대ㆍ발전시키
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38) 그러나 아시아지역에는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된
잠재시장이 존재하지만, 첫째, 제도면에서의 리스크, 둘째 현지기업의 에너지 효율
화 의식의 부족, 셋째 현지기업의 파이낸스 문제 등과 같은 현안 과제도 산적하다
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강점을 갖는 에너지 효율화 제품이나 기술이 비즈니스로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첫째, 양자간 대화나 다자간 정책대화의 장을 활용하여 민관일체가 되어, 제품ㆍ
기술의 특성에 맞춰 향후 진출 분야와 국가를 선정하고, 다른 경쟁 제품ㆍ기술과
의 비교우위를 검토하며, 상대국에서 에너지 효율화 시장이 형성되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에너지효율 기준을 책정하도록 독려하자는 것이다.
둘째, 지금까지 일본의 에너지 분야에서의 ODA는 발전소건설 등 에너지공급
측면에서의 협력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향후에는 기기ㆍ설비나 주택ㆍ건축물의 에
너지 효율화, 사업자의 에너지관리 추진 등 수요측면에 대한 협력으로 방향을 전환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셋째, 제품 판매 못지않게 지혜를 판매하는 발상이 중요한바, 비즈니스로서 에
너지 효율화 기기나 계측기와 같은 하드 측면에서의 해외진출과 아울러, 일본 제조
업이 갖는 제어나 튜닝과 같은 소프트 측면에서의 해외진출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넷째, 일본 국내에서 성공한 높은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그대로 해외에 이식하
는 것이 아니라 개도국과 선진국 간에는 에너지절약 기기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노린 실험적 협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교토의정서가 자의적으로 결정한 수치목표를 각국에 강제하
는 ‘하향식’ 방식인 데 반해, APP는 기술이전에 주목하여 온실가스 삭감을 촉구하는 ‘상향식’ 방
식의 협정이다. 즉, 새로운 투자기회를 창출하고, 지역협력을 추진하며, 보다 효율적인 클린 기술
을 도입하는데 장벽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정책대화의 장이라 할 수 있다.
38) 이러한 관점은 경제산업성의 연구회 자료에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資源エネルギー庁(2009a)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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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고려하여, 상대국의 수준이나 이용방법에 적합한 형태로 보급하는 것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
다섯째, 일본의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해외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일본기업이 해
외시장에 진출ㆍ개척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지기업(ESCO 사업 등)을 육성하여 에
너지절약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해외에 기술이전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
식재산권에 대한 대응ㆍ배려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이 에너지ㆍ환경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수출하고 표준을 획득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한데, 우선 일본의 에너지관리사제도 등
을 모범사례(Best Practice)39)로 삼아 더욱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
고, 나아가 ISO가 검토 중인 에너지관리 시스템 규격 등을 통해 일본의 ‘에너지 효율
화법’의 운용이나 에너지관리사제도를 국제표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3. 에너지 효율화 분야의 국제협력
가. 추진체계
에너지분야에서의 국제협력 추진체계는 경제산업성이나 외무성과 같은 정책 수
립기관과 국제협력기구(JICA), 신에너지ㆍ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 일본무
역진흥기구(JETRO), 에너지 효율화센터(ECCJ), 세계에너지 효율화 등 비즈니스
추진협의회와 같은 정책추진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각 기관의 역할
을 개관한다.

39) 일본의 에너지관리사 제도의 개도국 이식 사례는 제3절 “에너지 효율화 분야의 국제협력”이나
“주요 협력활동”의 1) “제도구축 지원” 부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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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수립 기관
가) 경제산업성ㆍ자원에너지청
경제산업성 산업기술환경국 국제실은 광공업의 과학기술에 관한 국제기관 및
국제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기준인증국제실은 공업표준화에 관한 국제기관
및 국제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있다. 한편 자원에너지청 장관관방 국제과는
자원에너지청의 소관 사무와 관련한 국제협력 사무를 총괄하고, 광물자원 및 에너
지 관련 경제통상 국제협력도 담당하고 있다. 종합정책과는 광물자원 및 에너지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에 관여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된 국제협
력은 에너지 효율화ㆍ신에너지부 정책과가 담당하고 있다.
나) 외무성
외무성 국제협력국의 지구규모과제심의관 내에 설치된 기후변동실과 다국간협
력과는 각각 기후변화협약ㆍ교토의정서ㆍ사막화방지협약ㆍ세계기상기구에 관한
외교정책과, 경제 및 경제협력에 관한 국제기구ㆍ경제협력에 관한 분야별 계획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경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실은 경제협력개발기
구와 관련된 외교정책, 경제안전보장과는 에너지자원의 안정공급 등 경제안전보장
에 관한 외교정책,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실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에 관한 외교
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정책추진 기관
가) 국제협력기구(JICA)
JICA는 공적개발원조(ODA)의 기술협력과 무상자금협력의 일부 사업을 실시하
고 있는데, 사업내용으로는 전문가파견, 개도국의 연수생 초청, 개발조사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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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을 이루고 있다. 2008년 10월 조직개편 이후에는 유상원조(엔차관)도 관할하
고 있다.
JICA는 에너지 효율화 분야야말로 자국 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협력의
가능성과 효과가 매우 높은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 그간 JICA는 태국, 터키, 폴란
드에서 열이나 전력과 같은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는 현지인 에너지관리사를 육성
하는 데 큰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터키는 JICA의 지원을 거쳐 이제는 자립적으
로 에너지관리가 가능하고, 제3국 연수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JICA는 2008년 조직개편으로 취급하게 된 유상원조 분야에서, 에너지 효
율화에 특화한 ‘two-step loan’40)을 인도에서 실시하는 등 향후 기술협력과 자금
원조의 동시 실시에 따른 상승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JICA는 이러한 기술협력과
자금원조의 동시 실시를 민간기업과의 연계강화 계기로 인식하고 있다. 기존의 기
술협력은 어디까지나 관(官) 중심의 경제협력이었는데, 유상원조인 엔차관이 동시
에 들어가면 민간자본과의 협력이 용이해진다는 것이다.
나) 신에너지ㆍ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
NEDO는 산업기술과 에너지ㆍ환경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는, 일본
을 대표하는 국책 연구개발기관이다. NEDO는 에너지 효율화 분야에서의 국제협
력을 위해 기술개발, 실증시험, 도입ㆍ보급 사업을 ‘삼위일체’로 추진하고 있다.
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일본기업에 대한 해외정보 제공이나 무역ㆍ투자 상담을 주업무로 하고 있는
JETRO는 에너지 효율화 분야에서도 개도국과의 협력사업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40) Two-step loan은 첫 번째 단계에서는 JICA가 엔차관 자금을 차입국의 개발금융기관 등에 공여
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자금을 개발금융기관이 국내 중소사업자에 대출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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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현지 에너지 다소비산업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 상담회(商談會) 개최,
나아가 일본형 제도 구축을 위한 공장의 에너지 진단이나 에너지 효율화 판단기준
작성,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기반 정비사업 등은 에너지 효율화 분야에
서 JETRO의 주요 사업이다.
한편 JETRO는 2007년 12월 당시 후쿠다(福田康夫) 총리와 온자바오(温家宝)
총리가 공동 발표한 ‘환경ㆍ에너지분야에서의 협력추진에 관한 공동 코뮤니케’에
의거하여, 2008년 4월부터 중국 기업ㆍ단체ㆍ기관에 대한 ‘일중 에너지 효율화ㆍ
환경 협력 상담창구’를 5곳(北京、上海、大連、青島、広州)에 설치ㆍ운영 중에
있다.
라) 재단법인 에너지 효율화센터(ECCJ)
에너지 효율화센터(省エネルギーセンター)는 1979년 시행된 에너지 효율화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소관의 재단법인이다. ECCJ는 국내에
서의 에너지 효율화 시책과 관련하여, 공장ㆍ건물 등의 에너지 진단ㆍ조사ㆍ분석,
에너지관리사 자격시험관리 및 에너지관리원 강습 등 인재육성, 지역의 에너지 효
율화 실천활동 지원, 나아가 에너지 효율화법 등 정책정보의 제공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아시아 개도국이나 자원국을 대상으로 전문
가파견, 연수생 초청, 아시아에너지 효율화협력센터41) 운영 등의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민관합동으로 2008년 10월 설립된 ‘세계에너지 효율화 등 비
즈니스추진협의회’와는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41) 아시아에너지 효율화협력센터(アジア省エネルギー協力センター: Asia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Collaboration Center: AEEC)는 2007년 1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당시 아베(安倍) 일본 총리가 제안한 ‘일본의 에너지협력이니셔티브’에 명시된 에너지 효율화 추
진에 관한 협력방안의 일환으로 같은 해 4월 개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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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관협력기구: 세계에너지 효율화 등 비즈니스추진협의회
‘세계에너지 효율화 등 비즈니스추진협의회(이하, 에너지 효율화 추진협의회)’는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효율화 및 신에너지 관련 제품이나 기술, 노하우를
‘비즈니스’ 관점에서 전세계에 보급하기 위해 일본정부와 재계가 2008년 10월 설
립한 민관협력기구이다. 이 협의회는 에너지 효율화나 신에너지(태양광발전 및 지
열발전) 관련 제품의 해외진출 시, 민간기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민관
일체로 검토ㆍ해결하자는 발상에서 비롯된 기구이기도 하다. 2010년 10월 현재
이 추진협의회에는 80개의 기업ㆍ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에너지 효율화 추진협의회의 사업 활동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다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회원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효율화 관련 제품이나
기술을 수록한 ‘국제전개기술집’을 일본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4개국 언어
로 작성ㆍ출판하여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고, 각료급 회담이나 전시회, 포럼 등에
서 배포하고 있다. 이 기술집은 지금까지 일본기업들이 개발한 에너지 효율화 관련
기술을 총망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생활관련, 오피스, 공장, 건설ㆍ운수, 전
력관련, 철강, 석유ㆍ화학 등 7개 분야에 걸쳐 총 190건의 기술을 상세히 소개하
고 있다.42)
두 번째 사업은 구체적인 프로젝트 안건을 개발ㆍ제안하는 워킹그룹의 설치ㆍ
운영이다. 현재 에너지 효율화솔루션 WG, 히트펌프ㆍ인버터 WG, 태양광발전
WG, 지열발전 WG 등 4개 워킹그룹이 설치되어 있다. 이 중 에너지 효율화솔루
션 WG에서는 산하에 설치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 러시아, 중남미, 폐기
물발전 등 6개 서브워킹그룹(SWG)이 해당국에 민관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회원기

42) 이들 기술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에너지 효율화 추진협의회 웹사이트(http://www.jase-w.eccj.or.jp/
technologies-j/sector.html)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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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상대국의 수요에 맞는 구체적 안건을 개발하
고 있다.
각 SWG의 사절단 파견 현황을 보면, 말레이시아 SWG은 2010년 6월 폐기물
을 이용한 에너지공급과 공업단지에 대한 에너지 공급프로젝트, 싱가포르 SWG은
2009년 11월 사무용 시설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효율화 프로젝트, 인도 SWG는
2009년 12월 대규모 석유ㆍ석유화학계 콤비나트에서의 플랜트 분야 에너지 효율
화 프로젝트, 러시아 SWG는 2010년 7월 에너지 효율화 및 온실가스 삭감 프로젝
트, 중남미 SWG는 2010년 7월 식품공장에서의 에너지 효율화 프로젝트, 폐기물
발전 SWG는 2010년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폐기물발전프로젝트에 각각 사절단을
파견하였다.43)
한편 히트펌프ㆍ인버터 WG은 일본산 히트펌프ㆍ인버터 관련 비즈니스를 해외
에 보급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우선 베트남을 선정하여 에어컨, 냉장고, 급탕기의
판매ㆍ유통에 관한 시장조사와 프로그램 CDM의 가능성 연구, 실측조사 등을 실
시하고, 궁극적으로는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나. 주요 협력활동
일본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효율화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사업은 제도구축 지
원, 모델사업, 민관합동포럼 개최 3가지 분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43) 말레이시아에서는 히타찌제작소(日立製作所)와 닛기(日揮)가 폐열발전설비를 갖춘 도시쓰레기처리
공장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고, 싱가포르에서는 건물 공조제어기술 분야에서 국내 시장점유율이
60~70%에 달하는 기업으로서, 특히 공기흐름을 가시화하는 시스템 제작으로 유명한 야마다케(山
武)와 JFE엔지니어링이 호텔이나 건물을 대상으로 공조ㆍ조명시설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멕시코에서도 산업용 냉동기 업체인 마에가와제작소(前川製作所)가 에너지효율형 설비
의 판매활동을 전개하고 있다(日本経済新聞, 2010. 9.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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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구축 지원
일본정부는 개도국에 일본식 에너지 효율화 관련 제도를 이식하기 위해 전문가
파견과 연수생 초청과 같은 제도구축 지원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우선 전문가파견은 개도국의 제도정비를 추진하는 정책담당자와 같은 인재를
육성하는 분야이다. 일본정부는 에너지 효율화 목표 및 행동계획 등을 담은 에너지
효율화 계획의 수립과 같은 제도구축에는 장기 전문가를 파견하고 공장의 에너지
관리나 에너지 효율화 기술의 도입ㆍ보급 촉진과 같은 기반정비에는 단기 전문가
를 파견하고 있다. 대상국은 개도국 전반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고, 파견 전문가 수
는 매년 약 80명 수준이다.
특히, 일본정부는 ASEAN과의 에너지 효율화 협력 사업으로서 ASEAN 역내에
서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보급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한다는 목적하에, 2000년부터
ASEAN Center for Energy(ACE)를 협력기관으로 선정하여 주요 산업 및 업무용
건물의 에너지 진단 기술의 이전을 위해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에너지관리 기반정비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집중적으로 파견하고 있다. 나아가, 지
난 2007년 1월의 제2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와 2009년 4월 개최된 아시아ㆍ
에너지 산유ㆍ소비국 각료회의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정부는 개도국의 연수생 초
청과 전문가 파견을 중시하고 있다.
연수생 초청 사업 역시, 개도국 연수생에게 1~2주의 커리큘럼을 편성하여 에너
지 효율화 촉진을 위한 법률ㆍ제도(세제, 보조금 제도 등)의 정비나 에너지 효율화
관련 기술의 소개, 에너지 관리 기법 등을 전수함으로써 개도국의 에너지 효율화
관련 제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화센터(ECCJ)는 1982년 처음으로
해외 연수생을 받아들였고, 그후 JICA나 JETRO, NEDO 등으로부터의 수탁연수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4년부터는 경제산업성의 연수생 초청사업을 대행
하고 있으며, 2008년 말까지 5년간 13개 국가 1,309명의 연수생을 초청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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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44) 연수 참여국은 ASEAN이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30%
정도는 중국, 20% 정도는 인도가 차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전문가 파견이나 연수생 초청 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개도국에 일본
제도를 ‘이식’하는 것인데, 일본정부가 중점적으로 제도이식에 나서고 있는 분야는
에너지관리사 제도이다. 일본정부는 자국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었던 제도나 시스
템을 아시아국가들에 이식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이들 제도나 시스템을 ‘아시
아표준’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다.45) 나아가, 이들 아시아표준을 아시아지역
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장점을 스스로 터득하고 개도국 업계의 이해를 구해,
연수생 초청이나 전문가 파견을 통해 기술지도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실증사업
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화 분야에서
에너지관리사 제도는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표준’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표 3-6]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정부는 중국, 인도, ASEAN을 대상으로 현지
국가의 에너지 효율화 관련 법에 일본의 에너지관리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연수생 초청이나 전문가 파견과 같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정부의 아시아지역에서의 에너지관리사 제도 이식은 ISO의 에너지관리
규격의 국제표준화 작업과도 연관을 갖고 있으며, 일본정부로서는 아시아 지역에
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국의 에너지관리사 제도를 국제표준화한다는 전략이다.

44) 에너지 효율화 관련, 일본정부의 해외전문가 파견 및 해외연수생 초청 실적은 에너지 효율화센터
웹사이트 참고.
(http://www.eccj.or.jp/intnl/result/01.html 및 http://www.eccj.or.jp/intnl/result/02.html)
45) 経済産業省(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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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일본 에너지관리사 제도의 개도국 이식 사례
대상국가

협력내용

중국

에너지 효율화 인재육성 프레임워크 구축1)
- 일본은 에너지관리사 시험제도 관련 자료와 정보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제공하
고, 에너지관리 및 시험제도 관련 전문가를 중국 ‘현장’에 파견하며 중국에서 연
수생을 초청
- 중국은 전력, 철강, 시멘트 등의 분야에서 ‘에너지관리사’ 시험제도를 시행

인도

에너지 효율화법(에너지관리사 제도 포함)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2006년부터 BEE
(에너지효율국) 및 PCRA(석유천연가스부 산하 에너지 효율화추진기관)에 대해 연수
생 초청 및 전문가 파견 실시

에너지법(에너지관리사제도 포함) 정비 차원에서 2007년부터 에너지 효율화 마스터
인도네시아 플랜 작성을 지원함과 동시에, 2006년부터는 東자바州에 에너지관리사제도의 시범
도입을 위해 연수생 초청 및 전문가 파견 실시
베트남

에너지 효율화법(에너지관리사 제도 포함) 정비 차원에서 2007년부터 상공부 에너지
실에 장기 전문가 파견. 또한 정부 인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생 초청 사업도 실시.
2008년부터는 에너지 효율화 마스터플랜(에너지관리사제도 포함) 작성도 지원

에너지 효율화법(에너지관리사제도 포함) 정비 차원에서 2004년부터 MEWC(에너지ㆍ
말레이시아 물ㆍ통신부), EPU(경제기획청) 및 PTM(말레이시아 에너지 효율화센터) 등에 연수
생 초청 및 전문가 파견 실시
태국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에너지관리사 육성 차원에서 ‘에너지관리자 훈련 센터’ 설
립에 전문가 파견 및 연수생 초청, 기자재 제공 사업을 실시, 2007년 에너지 효율화
법을 개정하는 성과를 거둠.

주: 1) 2008년 11월 개최된 ‘일중 에너지 효율화ㆍ환경종합포럼’에서 일본 경제산업성과 중국 국가발전
개혁위원회가 합의한 에너지 효율화 분야의 인재 육성에 관한 협력을 말한다.
자료: 資源エネルギー庁(2009a), p. 7.

2) 모델사업
모델사업은 NEDO가 ODA 자금으로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효율화 및
석유대체 에너지기술을 개도국 현지에서 실증하고, 그 유효성을 증명하여 해당 기
술의 보급ㆍ확대를 도모함과 동시에,46) 개도국에서의 에너지 효율화 및 신에너지
도입을 지원하는 국제협력 사업이다.47) 다시 말해, 이 모델사업은 일본에서 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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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 접어든 에너지 효율화 관련 기술을 개도국에 도입하여 하나의 ‘비즈니스’로
정착시키기 위한 사전단계라 할 수 있다.
NEDO의 모델사업은 사업이 시작된 1993년부터 2009년 말까지 총 예산 849억
엔(연평균 약 5억 엔)을 투입하여 9개 국가를 대상으로 총 48개의 프로젝트를 추
진하는 성과를 남겼는데, 시멘트나 철강과 같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은 물론이고 향
후 개도국에서 에너지 수요의 급증이 예상되는 민생ㆍ운수분야도 협력분야로서 주
목을 받고 있다. 특히, NEDO의 모델사업 결과, 중국에서는 시멘트 공장에 적용한
배열회수설비 약 50기, 제철소에 적용한 폐열회수설비 약 30기 등 적어도 약 130기
의 에너지 효율화 설비가 보급되었다.
[표 3-7]은 NEDO가 2010년 현재 일본정부의 ODA 자금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제에너지소비효율화등 기술보급협력사업’ 가운데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된 국제
협력 사업 리스트이다. 전체 18건의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데,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된 것이 13건이고, 나머지 5건은 석유대체에너지 도입 관련 프로젝트다. 이 중
에서도 일본기업이 기술력을 자랑하는 코크스건식소화설비(CDQ)와 시멘트배열회
수발전설비, 고효율 히트펌프 기술 등을 활용한 모델사업이 눈에 띈다. [글상자
3-1]은 NEDO가 인도 타타제철소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실시한
CDQ 모델사업에 대해 사업내용과 추진경위 등을 간략히 정리하고 있다.

46) 이들 모델사업은 프로젝트마다 온실가스삭감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CDM 제도로 활용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
47) 1993년부터 NEDO가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시하고 있는 ‘국제에너지사용합리화등 대책사
업’으로서 2010년부터는 ‘국제에너지소비효율화등 기술보급협력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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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에너지 효율화 관련 NEDO의 모델사업 리스트
사업명

대상
국가

사업내용

일본측 사업자

사업
기간

코크스건식소화설비
인도 대형고로일관제철소(타타제철)를 대상으 新日鉄엔지니 2006~
인도
로 코크스건식소화설비(CDQ)를 도입
어링
09년
모델사업
NEDO와 JFE엔지니어링이 2001년부터 3년
민생용 水和物 슬러
2009~
리 蓄熱空調시스템 태국 간 개발한 수화물 슬러리(CHS) 축열공조시 JFE엔지니어링
11년
모델사업
스템을 태국 전력공사(EGAT)를 통해 보급
시멘트 燒成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습배기가스
JFE엔지니어링
시멘트배열회수발전 인도네 의 顯熱을 배열회수 보일러터빈발전설비에
2008~
/JF E 환경솔루
설비모델사업
시아 의해 전기로 회수, 시멘트생산과정에서 소비
11년
션즈
되는 전력의 일부를 대체
민생 건물 에너지
효율화 모델사업

일본퍼실리티
대형 건물(花園飯店)을 대상으로, 열병합발전
ㆍ솔루션/高砂 2008~
중국 시스템 및 CO 2냉매 히트펌프 등을 도입하고,
建築工程有限 09년
BEMS를 활용하여 에너지효율성 제고
公司

유동층식 석탄조습
설비 모델사업

중국

중국馬鞍山鋼鐵의 코크스제조공정에 유동층 新日鉄엔지니 2008~
식 석탄조습설비를 도입
어링
11년

燒結 쿨러배열회수
설비 모델사업

인도

인도 철강업체 RINL사에 燒結 쿨러배열회수
東北電力
설비를 도입

코크스爐 자동연소
제어 모델사업

중국

미쯔비시화학
코크스생산기업 山西陽光焦化集團公司에 ‘코
2009~
엔지니어링/關
크스로 자동연소제어(ACCS)’ 기술을 도입
11년
西熱化學

민생 건물 에너지
효율화 모델사업

中國電力/中電
아말리ㆍ워터게이트호텔에 에너지 효율화 설
工/에네르기아 2010~
태국 비(고효율기기ㆍ인버터)와 기술(BEMS)을
ㆍ솔루션ㆍ앤 12년
조합하여 도입
ㆍ서비스

환경대응형 고효율
아크爐 모델사업

태국

UMC Metal사에 환경대응형 고효율 아크로
스틸플랜테크
및 배기가스 처리 시설 등을 도입

중국 安徽省 蕪湖市 朱家橋 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장 汚泥 등
중국 발생하는 오니를 바이오매스와 함께 연소처리 닛기
混燒發電 모델사업
하고, 배열회수 보일러로 열회수하여 발전

2008~
11년

2010~
12년
2010~
12년

제당공장 몰라세스
몰라세스를 원료로 한 연료용 에탄올 플랜트
인도네
月島기계/삿포 2010~
에탄올 제조기술
를 제당공장 PTPN10에 병설하여, 연간 3만
시아
로엔지니어링
12년
실증사업
kL의 에탄올을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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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계속
대상
국가

사업명
신교통정보시스템
기술실증사업

사업내용

일본측 사업자

사업
기간

北京市를 대상으로 기존 도로인프라를 이용 닛산자동차/히
2010~
중국 한 최고속 루트탐색(DRGS) 및 친환경운전 타치오토모티브
12년
시스템즈/長大
어드바이스(EMS)를 도입ㆍ보급

도시건물에 대한 고
東電設計/大氣
도시건물(샘라트호텔)에 고효율 히트펌프 기
2010~
효율 히트펌프 기술 인도
社/日本総合研
술을 도입
11년
적용기술 실증사업
究所
자료: NEDO, ｢国際エネルギー消費効率化等技術普及協力事業｣.
(http://www.nedo.go.jp/activities/portal/p93049.html)

글상자 3-1. NEDO 의 인도 타타제철소 CDQ 모델사업
1. 모델사업의 개요
‣ 프로젝트 명칭: 코크스건식소화설비 모델 사업
‣ 시행기간: 2006~09년
‣ 사업파트너: 인도정부(재무부, 철강부)
‣ 사업대상: 타타제철(자크핸드州 잠세드푸르市 소재, 생산능력: 320만 톤/년, 7기의 용광로 보유)
‣ 기대효과: 에너지효율, 5만 톤/년(원유환산) 온실가스 삭감효과, 13.7만 톤/년(CO2 환산)
2. 배경 및 목적
‣ 인도는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 산출국이자 수입국으로서 향후 경제성장과 함께 에너지부족
이 우려됨에 따라 화석연료의 효율적 이용에 관심을 갖기 시작함.
‣ 철강업은 인도의 최대 에너지소비 산업이나, 에너지 이용 효율은 선진국들에 비해 개선의 여
지가 큰 것으로 지적됨.
‣ 이 모델사업은 인도 철강업에서 조강 생산량의 약 2/3를 차지하는 대형 용광로 일관제철소
를 대상으로 CDQ(Coke Dry Quenching System: 코크스건식소화설비)를 도입, 에너지 효율
화 효과와 탄진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실증하여 인도 내 보급을 확대
하기 위한 것임.
‣ 또한 이 모델사업은 에너지 효율화 효과와 온실가스배출 억제 효과가 지대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의 크레딧을 안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어 교토의정서에 정한 CDM 사업으로 시행함
(NEDO는 2006년 1월 이 모델사업을 CDM 사업으로 실시하기 위해 일본과 인도 양국 정부
로부터 승인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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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3-1. 계속
3. 프로젝트 추진 경위
‣ NEDO는 2006년 6월 인도 뉴델리에서 CDQ를 타타제철에 도입하는 모델사업을 추진하기로
인도정부와 MOU 체결
‣ MOU 체결 후 2009년까지, NEDO는 타타제철 잠세드푸르 제철소에 코크스로(대상 코크스
로 생산량: 1,190,000톤/년)에서 배출되는 적열 코크스(약 1,000~1,100℃)를 기존 습식법(물)
대신 건식법(질소)을 이용하여 냉각하는 CDQ를 도입하고, 900~950℃까지 가습된 질소를
이용하여 폐열 보일러로 수증기를 발생시켜 제철소 내 프로세스 증기로 이용함으로써 에너
지 효율화를 도모하는 기술의 유효성을 실증함.
‣ 위와 같은 CDQ 도입 외에도 모델 플랜트의 실증 운전과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다른 지역
으로의 CDQ 보급을 추진함.
자료: NEDO 웹사이트
(http://www.nedo.go.jp/informations/other/180622_1/180622_1.html 및
http://www.nedo.go.jp/activities/portal/gaiyou/p93049/h21jisshi.pdf)

3) 민관합동포럼 개최
앞에서 살펴본 제도구축 지원(전문가파견, 연수생 초청 등)과 모델사업이 ODA
에 기초한 일본의 전통적 국제협력 방식이라면, 민관합동포럼은 일본기업의 보유
기술을 필요로 하는 개도국 상대를 물색하는 자리를 마련해 줌으로써, 시장지향적
국제협력의 초석을 이루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방식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개최된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된 민관합동포럼은 ‘일ㆍ중 에너지 효율
화ㆍ환경종합 포럼’과 ‘일본ㆍ인도 에너지포럼(India-Japan Energy Forum)’이 대
표적이다. 일ㆍ중 에너지 효율화ㆍ환경종합포럼은 지금까지 네 차례(1차 2006년 5월,
2차 2007년 9월, 3차 2008년 11월, 4차 2009년 11월) 개최되었고, 일본 측 주최
자는 경제산업성과 일ㆍ중경제협회이며 중국 측 주최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이다. 참가자는 매년 1,000여 명 수준이다. 이 포럼은 제2차 포럼 이후 매년
‘일ㆍ중 에너지 효율화ㆍ환경비즈니스추진모델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에너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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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분야에서 일본기업의 대중 협력을 구체화하고 있다.48)
한편 일본ㆍ인도 에너지포럼은 일본 NEDO와 인도 TERI(에너지ㆍ자원연구소)
가 주최하는 민관합동포럼으로서, 지금까지 3차례(1차 2006년 12월, 2차 2008년
2월, 3차 2010년 2월) 개최되었다. 일본은 경제산업성, 인도는 계획위원회가 각각
후원기관으로서 참여하고 있다. 이 포럼의 의제는 에너지정책, 에너지 효율화, 재
생가능에너지,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전력 분야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 중에서도
산업시설이나 상업용 시설에서의 에너지효율의 향상과 재생가능에너지 도입 촉진
이 협의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4. 주요 국가ㆍ지역별 에너지 효율화 분야 협력 현황
가. 일ㆍASEAN 에너지ㆍ환경협력

1) 일본의 대ASEAN 에너지 국제협력의 방향
일본의 대ASEAN 협력방향은 2003년 12월 일본 외무성이 발표한 ‘일본ㆍ
ASEAN행동계획’에 구체화되어 있다. 이 행동계획은 과거 30년 이상에 걸쳐 구축
해 온 양측 간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하면서 경제, 외교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100건
이 넘는 협력조치와 협력방향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이 행동계획은 일ㆍASEAN 간 에너지협력 방향으로서 첫째, 동아시아 지
역의 에너지안전보장 차원에서의 에너지공급안전계획(ESSPA)이나 PROMEEC49)
48) 구체적 협력내용은 제4절 “주요 국가ㆍ지역별 에너지 효율화 분야 협력 현황”의 “나 일ㆍ중 에
너지ㆍ환경협력” 참고.
49) Promotion of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의 약자로서 ASEAN이 2000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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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강화, 둘째 발전소나 석유ㆍ천연가스 파이프라인망
등 에너지 인프라 정비 협력을 제시하고 있다. 즉, PROMEEC으로 대표되는
ASEAN의 에너지 효율화 프로젝트에 일본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
명한 것이다.
일본정부 내에서는 2000년대 들어 과거 자국의 대ASEAN 에너지 협력이 댐이
나 발전소 건설과 같은 공급측면의 협력에 편중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하
였다.50) 이에 최근에는 에너지 효율화나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ㆍ확대를 통해 기
존 석유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에너
지 안전보장이나 환경보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SEAN 국가들도 과거에는 에너지효율 문제를 그다지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았
으나,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증대와 원유가격 급등을 계기로 인식이 크게
바뀌게 되었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의 에너지 효율화는 국제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일본은 이 분야에서 적극적 협력을 추진하여 리더십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정부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국제협력은 어디까지나 상업베이스가 원칙이
고, 특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ESCO(Energy Service Company) 사업이 활발
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과 일부 개도국에서도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ESCO 사업은 민간기업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고, 이들 민
간 기업이 Co-generation이나 Clean Coal 기술과 같은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도국에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순수하게 민간베이스로 추진하기에는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효율화 관련 프로젝트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소절 2) “일본의 대
ASEAN 협력현황”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50) 国際協力機構(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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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있으므로 정부나 지자체, JICA 등과 같은 개발원조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파트너십(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체계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개도국에서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온실가스 삭감에 기여하여 CDM 사
업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일본의 온실가스 삭감 목표의 달성
에도 도움이 되므로 계획 작성 시에는 CDM 사업으로서의 실시 가능성을 검토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만일 CDM 사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과 마찬가지로 ODA 베이스로 실시하면 되지만, 이 경우에도 사업의 지
속성 관점에서 가급적 이른 시점에서 민간기업과 지역주민을 사업에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2) PROMEEC 프로그램: 다자간협력 프로그램
PROMEEC(Promotion of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51)은 ASEAN
의 에너지 효율화 프로젝트로서, ASEAN 10개국52)의 에너지관련부처 장관회의가
승인한 일본 경제산업성과의 일본ㆍASEAN 협력프로젝트이다. 프로그램 추진 주
체는 일본의 에너지 효율화센터(ECCJ)와 ASEAN Center for Energy(ACE) 및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Sub-sector Network(EE&C-SSN)이지만, 실
질적인 재정 및 기술 지원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전담하고 있다. PROMEEC은 현
재 ‘주요산업 Major Industries’, ‘건물 Buildings’, ‘에너지관리 기반정비 Energy
Management’라는 3개 하위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프로젝트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51) PROMEEC에 관한 구체적 정보는 ASEAN Center for Energy의 웹사이트(http://www.
aseanenergy.org/projects/promeec/)를 참조하라. 본문 내용은 일본 에너지 효율화센터(ECCJ)가
공개하고 있는 국제에너지사용합리화기반정비사업의 성과보고서(http://www.eccj.or.jp/sub_07.html)
들을 참조로 작성한 것이다.
52)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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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 산업부문 프로젝트
PROMEEC의 주요 산업부문 프로젝트53)는 NEDO가 에너지 효율화센터로부터
위탁을 받아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에너지 효율화 분야 국제협력 프로젝트이
다. 2004년부터는 에너지 효율화 센터가 직접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첫째,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된 업종별 데이터베이스(In-house Database)와 기술요람(TD :
Technical Directory)을 작성하여 공장에서의 에너지 효율화 진단 기준을 마련하
고, 둘째, 일본의 에너지진단 기술을 현지훈련(OJT) 방식과 팔로업 조사(follow-up
surveys), 추가진단 등을 통해 이전하고, 셋째, 에너지소비를 절감하고 효율성을 개
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넷째, 에너지 효율화 조치 및 기술의 보급 확대를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 등을 사업활동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00~03년을 제1단계(phase 1)로 하여 ASEAN 10개국을 대상
으로 한 국가당 한 업종을 선정54)하여 에너지진단을 실시하는 동시에 해당 업종
에서 일본의 에너지 효율화 동향 및 기술을 소개하고 진단기술 이전을 실시하였
다. 이와 같은 작업은 추후에 DB, 벤치마크ㆍ가이드라인 작성의 초석으로 활용되
었다.
이어 2004~08년의 제2단계(phase 2)에서는 과거 4년간의 에너지 진단 조사와
기술이전 성과에 기초하여, 에너지 진단의 추가실시(베트남 요업, 라오스 수력발전,
말레이시아 섬유, 미얀마 석유정제, 캄보디아 봉제, 필리핀 철강, 인도네시아 종이ㆍ
펄프, 섬유, 브루나이 시멘트 및 식품가공, 라오스 시멘트, 태국 철강, 미얀마 시멘
트 및 석유정제, 베트남 섬유, 태국 철강, 필리핀 식품, 말레이시아 식품, 태국 식

53) 프로젝트명은 “국제에너지사용합리화기반정비사업: ASEAN 국가들의 주요 산업에서의 에너지 효
율화 진단조사”이다.
54) 캄보디아 봉제, 필리핀 철강, 태국 화학(가성소다), 싱가포르 식품가공, 베트남 세라믹, 라오스 수
력발전, 말레이시아 섬유, 미얀마 석유정제, 인도네시아 종이ㆍ펄프, 브루나이 시멘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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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인도네시아 세라믹공장, 미얀마 섬유 공장)와 함께, 기술요람작성, 업종별 DB,
벤치마크, 가이드라인 작성 등과 같은 에너지 효율화 추진기반을 구축하였다.
제2단계의 종료와 함께 PROMEEC 운영위원회는 프로젝트 평가를 실시하고,
제3단계에서는 ASEAN 각국이 지금까지 이전한 기술 등의 에너지 효율화 추진기
반을 활용하고, 국내 보급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일본정부는
2009년 중에 ASEAN 각국의 에너지진단을 지원하는 동시에 개선책의 실시ㆍ보급
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진단 기술의 ASEAN 역내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에너지 진단을 추가55)하였고, 과거에 에너지진단을 실시한 공장의 개선책 추
진상황을 조사(follow-up)하였으며, 기술요람 작성과 업종별 데이터베이스 및 벤치
마크 구축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작성한 기술요람과 DB를 실제 공장에서 활
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일부에서는 구체적 예를 선보이기도 하였다.
나) 건물부문 프로젝트
PROMEEC의 건물부문 프로젝트56)는 NEDO가 에너지 효율화센터로부터 위탁
을 받아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에너지 효율화 분야 국제협력 프로젝트이다.
2004년부터는 에너지 효율화 센터가 직접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첫째, 데
이터베이스(In-house Database)와 기술요람을 작성하여 건물에서의 에너지 효율화
진단 기준을 마련하고, 둘째, 에너지 효율화 우수사례에 대한 표창, 셋째, 에너지소
비를 절감하고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넷째, 에너지 효율화 조
치 및 기술의 보급 확대를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 등을 사업활동 내용으로 제
시하고 있다.

55) 미얀마의 자동차공장, 브루나이의 석유정제공장, 필리핀의 의약품공장.
56) 프로젝트명은 “국제에너지사용합리화기반정비사업: ASEAN 국가들에서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추
진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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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년의 제1단계는 ASEAN 10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용 건물의 에너
지 효율화 표창제도의 지원, 대상건물의 에너지진단 조사 및 에너지진단 기술이전
을 실시하였고, 2004년부터 제2단계에서는 제1단계의 성과를 기초로, 과거에 에너
지진단을 실시한 건물의 개선책 추진상황을 조사하고, ASEAN 각국의 엔지니어에
대한 에너지진단 기술 이전을 목적으로 한 간이 에너지진단의 실시, 기술요람 작
성, 업종별 DB, 벤치마크, 가이드라인 작성 등과 같은 에너지 효율화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다) 에너지관리부문 프로젝트
PROMEEC 프로그램 가운데 산업부문과 건물부문은 2000년부터 실시되었으나,
에너지관리 기반정비 프로그램은 그보다 4년 늦은 2004년부터 실시되었다. 추진주
체는 NEDO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간 ASEAN 10개국을 대상으로 주요 산업부문 10개
업종과 건물 부문에 대해 에너지진단 조사와 에너지진단 기술이전 사업을 진행하
였는데, 이들 산업부문과 건물부문에 공통되는 과제로서 에너지관리 개선도 중요
하다는 인식에서였다. 이에 일본정부와 ASEAN Center for Energy는 2004년부터
주요 산업과 건물부문이 에너지진단이나 개선책 실시, 보급기반 강화를 목표로 한
새로운 단계로 이행하는 것을 계기로 이들 부문의 사업 추진과 연계하면서 더욱
효과적인 에너지 효율화 추진기반 구축을 위해 ‘에너지관리기반정비사업’을 설정
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첫째 ASEAN 국가들의 주요 산업과 건물부문에서의 에너지 효
율화 인프라 실태를 조사하고, 둘째 기존 에너지관리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을 제
시하고, 셋째 세미나나 워크숍을 통해 에너지관리핸드북(Energy Management
Handbook), 기술요람(Technical Directory), DB(In-house Database), 검색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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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 Search System)과 같은 에너지관리 툴을 도입ㆍ보급하고, 넷째 에너지관
리 우수 건물과 공장을 발굴ㆍ표창하는 것을 사업 활동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PROMEEC 에너지 관리기반 프로젝트는 당초 5년을 목표기간으로 설정하여
제1단계에서는 ASEAN에서의 에너지관리기반 조사와 일본으로부터 ASEAN으로
의 기술 및 경험 이전을 통한 ASEAN Energy Management System 계획 수립, 2단
계에서는 ASEAN Energy Management System의 구축과 운영 방법 확립, 3단계
에서는 ASEAN Energy Management System의 실제 운영과 개선 등을 각각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우선 제1단계로 설정한 2004년에는 실사단이 ASEAN 10개국을 방문하여 정
책ㆍ제도 측면에서의 기반정비 상황, 에너지진단 및 연수기관의 설립ㆍ운영 현
황, 민간부문에서의 에너지 효율화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각국의 에너지관리기반
의 정비 실태를 조사하였고, 수 차례의 세미나와 워크숍을 거쳐 ASEAN Energy
Management System의 기본구상을 확립하였다.
그리고 제2단계인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일본의 에너지관리 정책과 에너지
효율화 활동을 소개하였고, 20군데의 ESCO를 포함한 ASEAN 5개국(태국, 말레
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에너지 효율화 관련 시설을 방문ㆍ조사한
후 다른 ASEAN 국가들에 대한 보급 의사를 확인하였고, ASEAN Energy
Management System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시스템의 가동에 필요한 에너
지관리핸드북(Energy Management Handbook), 기술요람(Technical Directory),
DB(In-house Database), 검색시스템(Cyber Search System)과 같은 에너지관리
툴도 이 기간 중에 작성되었다. 2007년부터는 산업 및 건물부문의 에너지 관리 우
수사례(best practices)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3단계로 접어든 2009년에는 산업 및 건물부문의 에너지 관리 우
수사례(best practices)에 대한 표창제도(제3회)의 실시, 에너지관리핸드북 완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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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서비스 제공 가능 기관의 활용 시스템 구축(해당기관과 ASEAN 고객 간 검색
시스템인 Cyber Search System의 실시기관 등록과 시범운용), ASEAN의 협력 네
트워크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일ㆍ중 에너지ㆍ환경협력
1) 일본의 대중(對中) ODA 공여와 환경협력의 역사
일본이 중국에 ODA를 공여하기 시작한 시점은 일ㆍ중 평화우호조약이 체결된
이듬해인 1979년이다. 중국의 개혁ㆍ개방 정책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일본정부는
중국의 차관요청에 응하는 형식으로 대중 ODA를 개시한 것이다.
일본의 대중 유상원조(엔차관)는 2000년까지 중국의 5개년 계획에 대응하는 형
태로 5∼6년을 단위의 라운드 방식으로 제공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4차 엔차관 공
여 시기(1996∼2000년)를 기점으로 일본의 대중 엔차관 방향은 크게 전환되었다
고 할 수 있는데, 대상지역이 중국 내륙부로 크게 확산되었다는 점과 산성비나 수
질오염과 같은 환경관련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표 3-8. 일본의 대중(對中) 엔 차관 공여 역사
구분

내용

특징

제1차 엔차관
(1979∼83년)

철도, 항만, 댐 등 총 7건 3,309억 엔
공여

일본의 경제적 이익 우선, 수송
인프라 중시

제2차 엔차관
(1984∼89년)

철도, 항만, 통신, 수력발전, 상하수도,
하수처리 등 총 17건 5,400억 엔 공여

수송 인프라 중시, 대도시 기반
정비

제3차 엔차관
(1990∼95년)

전력, 철도, 공항도로, 통신, 도시정비
등 총 52건 8,100억 엔 공여

수송 인프라 중시,연해지역에서
내륙부로 대상지역 확대

제4차 엔차관
(1996∼2000년)

농업, 철도, 항공, 항만, 수리, 교통,
환경 등 총 93건 9,698억 엔 공여

내륙부 급증, 환경관련 프로젝트
실시

자료: 岩城(2005),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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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1년부터 일본정부는 엔차관 공여 방식을 5∼6년 단위의 라운드 방식
에서 단년도 요청주의로 전환하였다. 즉 2001년 이후에는 중국측이 작성한 후보
안건들 중에서 일본측이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단년
도 엔차관 공여는 중국의 각 성(省)을 대상으로 인재육성사업을 시작한 것을 제외
하면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수질이나 대기 개선, 식림과 같은 환경관련이었다는 점
에서 기존의 엔차관 공여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대중 환경협력이 본격화된 시점은 1990년대
중반이다. 이 과정에서 일본과 중국정부는 환경분야에서 다각적인 협력체제 구축
에 나섰는데, 1994년의 ‘일ㆍ중 환경보호협력’ 체결과 1996년의 ‘일ㆍ중 환경협력
종합포럼’ 정기개최 합의와 ‘일ㆍ중 우호환경보전센터’의 건립은 그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양국 정상회의에서도 1997년 9월 당시 하시모토 총리가 대중(對中)
ODA를 활용한 새로운 환경협력 구상이라 할 수 있는 ‘21세기를 향한 일중환경협
력’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2000년에는 ‘환경정보 네트워크 정비’(무
상자금협력)와 ‘환경모델도시사업(엔차관)’을 시작하였다. 1999년에는 당시 오부치
총리의 주도하에 ‘일ㆍ중 녹화교류기금’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2) 일본의 대중 엔차관 공여 중단과 민간 국제협력으로의 전환
일본의 대중 ODA 안건에서 환경 분야의 비중은 199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였
으나 2001년 10월 일본정부가 환경 등 지구규모문제에 대한 대응을 최우선 중점
분야로 설정한 ‘대중국경제협력계획’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2004년 이후에는 엔차
관 중 환경 분야의 비중이 80∼90%를 차지하게 되었다.57) 여기서 ‘대중국경제협
력계획’이 신ㆍ재생가능에너지의 도입과 에너지 효율화 촉진을 협력 우선 분야의

57) 環境省(2006),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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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명시하고 있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일본의 엔차관 중 환경 분야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었음에도
일본정부는 2005년 3월 2008년부터 중국에 대해 엔차관 공여를 중단한다고 발표
하였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대중 엔차관 공여 중단은 사실 1990년대부터 일본 내
에서 시작된 대중국 ODA 재검토론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로써 일본의 대중 지원
은 무상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을 중심으로 환경보호와 인재육성 분야에 한정되어 전
개되었다.
일본의 대중국 ODA 재검토론은 1989년의 천안문 사태로 거슬러 올라간다. 민
주주의를 국가이념의 하나로 삼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천안문 사태를 용인할 수 없
다는 것이었다. 그후 1990년대에 들어 일본이 버블붕괴와 재정악화를 경험하고 있
는 반면, 중국은 눈부신 경제성장과 군사력 증강으로 일본의 경쟁상대로 부상하는
한편 지하핵실험과 같은 사태가 발발하자 일본 내의 대중국 ODA 재검토론은 더
욱 더 힘을 얻게 되었다. 급기야 2000년 5월 당시 코노 일본 외무장관은 중국 외
무장관에게 더 이상 기존의 대중 ODA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발언을 하기에 이
르렀던 것이다. 이러한 대중 ODA 재검토론은, 일본의 ODA는 ‘국익’과 부합하여
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2003년의 ‘신ODA 대강’(각의결정)을 계기로 현실화되었
고, 2005년 3월의 엔차관 공여 중단 결정으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2005년 3월 일본정부의 대중 엔차관 공여 중단 발표는 일본의 대중 환경협력의
주축이 대중 엔차관 공여에서 중국에서의 민간기업 환경사업지원으로 옮아감과 동
시에, 환경 분야 역시 기존의 수질ㆍ대기 개선에서 공장이나 건물의 에너지 효율
화로 초점이 전환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일본정부가 대중 환경협력 방향을 전환하게 된 데는 나름대로의 준비과
정이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우선 일본정부는 2004년 3월 중국의 환경비즈니스 시
장이 2000년 200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약 1,000억 달러로 5배 정도 확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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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보고서58)를 발표하는가 하면, 대중 환경협력은 일본의 민간기업 기술을 활
용하는 ‘민관일체’의 협력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피력하였다. 또한, 일본정부
는 1998년부터 JICA의 기술협력 일환으로 앞에서 언급한 ‘일중우호환경보전센터’
를 통해 연수생 초청, 교재작성, 제도확립을 위한 기술적 지원 등을 실시하는 등
중국의 민간기업 환경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3) 일ㆍ중 에너지ㆍ환경 민간협력 추진 현황
가) 일ㆍ중 에너지 효율화ㆍ환경종합 포럼
에너지ㆍ환경분야에서 일본의 대중 민간협력은 2006년부터 매년 1회 개최되는
‘일ㆍ중 에너지 효율화ㆍ환경종합 포럼’(이하, 일중포럼)이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포럼은 일본의 경제산업성과 일ㆍ중 경제협회,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공동 개최하고 있는데 매년 일본과 중국 관계자 1,000여 명이 참가하고
있다.
일ㆍ중 포럼은 에너지 효율화ㆍ환경 분야에서 일본기업의 첨단 기술과 관리기
법을 중국에 보급하기 위해 설치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포럼에서는 주로 에
너지 효율화와 환경에 관한 제도, 정책, 경험, 기술에 관해 양국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그런데 일ㆍ중 포럼은 단순히 참가자간 의견교환에 그치지 않고, ‘일ㆍ중 에
너지 효율화ㆍ환경비즈니스 추진모델 프로젝트’의 선정을 통해 일본기업의 대중
협력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일ㆍ중 에너지 효율화ㆍ환경비즈니스 추진모델 프로젝트는 일ㆍ중 양국 기업이
참여하여 보급 모델 에너지효율 진단, 사업타당성 조사, 설비 도입 등을 추진한다
는 것으로서, 최종적인 모델 프로젝트 지정은 일본 경제산업성과 중국 국가발전개

58) 環境省(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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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위원회 등으로 구성되는 ‘일ㆍ중 에너지 효율화ㆍ환경비즈니스 추진모델 프로젝
트 추진위원회’가 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해결책을 제시하
여 비즈니스 환경을 대폭 개선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림 3-1. 일ㆍ중 에너지 효율화ㆍ환경비즈니스 모델 프로젝트 추진체계

일ㆍ중 에너지 효율화ㆍ환경비즈니스 추진모델 사업 추진위원회
(일본 경제산업성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로 구성)
▶ 일ㆍ중 기업 매칭 원활화 ▶ 프로젝트선정 ▶ 지식재산권 보호
등 시장환경 조성 ▶ 프로젝트 추진상황 모니터링

모델 프로젝트 추진
중국기업

일본기업
에너지진단

사업타당성조사

설비도입 등

에너지 대량소비 산업을 중심으로 민간프로젝트 추진

자료: 資源エネルギー庁(2009a), p. 11.

2007년 9월 동경에서 개최된 제2차 포럼에서는 처음으로 5건의 프로젝트를 일
ㆍ중 에너지 효율화ㆍ환경비즈니스 추진모델 프로젝트로 채택하였고, 2008년 11월
28일 동경에서 개최된 제3차 포럼에서는 13건, 그리고 2009년 11월 8일 베이징에
서 개최된 제4차 포럼에서는 22건의 추진모델 프로젝트를 채택하였다. 특히 제4차
포럼은 22건의 추진모델 프로젝트를 포함한 총 42건의 에너지ㆍ환경 협력 안건을
채택하였는데, 일ㆍ중 간 에너지ㆍ환경 협력 안건이 중국의 연안부 중심에서 내륙
부로 대상 범위를 넓혀가고 있고, 기존의 에너지 효율화나 물처리 리사이클 등 자
원순환과 관련된 안건이 증가하였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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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일ㆍ중 에너지 효율화ㆍ환경비즈니스 모델 프로젝트
합의시점

프로젝트명

추진 주체

합의 내용

ㆍ일본: 석탄에너지센터,
중국의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설비
석탄화력발전소의 에
국제협력은행
및 운용상의 개선 제안을 진단에 의거하
너지 효율화ㆍ환경진
ㆍ중국: 中國電力企業聯
여 수행하고, CDM화를 포함한 금융지원
단 및 기술개선 사업
合會
ㆍ일본: 큐슈전력
방적공장의 에너지 ㆍ중국: 五環實業有限責
任公司, 綠章新能
효율 개선 프로젝트
源技術有限公司

큐슈전력과 綠章新能源技術有限公司가 五
環實業有限責任公司의 에너지 효율화개선
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중국의 방적업계로
의 에너지 효율화 확대를 위한 기술협력

ㆍ일본: 히타찌제작소,
2차포럼1)
윈난성
철강,
화학공
히타찌有限公司
(’07.9)
히타찌가 중국의 철강, 화학업체를 대상
업 업계의 電機시스 ㆍ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
으로 전기시스템의 에너지 효율화, 餘熱
템의 에너지 효율화,
회 중소기업 대
餘壓의 이용 등의 분야에서 프로젝트 추
餘熱餘壓 이용의 모
외합작협조중심,
진하고 윈난성 전역으로 확대
델 프로젝트
윈난성 정부 에너
지 효율화 판공실
에너지 효율화 환경
인터넷 기술과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융
ㆍ일본: 마쯔시타電工
비즈니스용 설비 네
합하여 건물설비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
ㆍ중국: 중국건축설계연
트웍의 연구개발과 그
는 네트웍의 기술개발과 비즈니스 모델
구원
응용사례의 시도
구축
민생(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NEDO의 모델사업으로서 민생용 건축물
ㆍ일본: 일본퍼실리티ㆍ
에 대해 co-generation 시스템이나 CO 2
솔루션
냉매 히트펌프를 도입하고, BEMS를 활
ㆍ중국: 上海花園飯店
용하여 건물 전체의 에너지소비량을 감축

ㆍ일본: 三浦工業
大連市의 공업보일러
3차포럼1)
ㆍ중국: 大連市 보일러
에너지 효율화 추진
(’08.11)
압력용기실험
사업
연구소

공업용 보일러의 원격관리장치 개발ㆍ보급
과 大連市에서 공업용보일러의 물처리 실태
조사, 데이터 관리 기술 향상, 보일러 개조,
에너지 효율화 실험시설 및 교육훈련의 실시

중 국공업보일러 의
보일러의 성능측정, 수질기준 등 기술표준
ㆍ일본: 三浦工業
에너지 효율화ㆍ환경
ㆍ중국: 中國特種設備檢 의 제정ㆍ개정 협력, 에너지 효율화 장치
보호 추진에 관한
測硏究院
개발, 취급자의 교육훈련 실시
기술협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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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계속
합의시점

프로젝트명

寧波 중소기업 에너
지 효율화ㆍ배출삭감
협력프로젝트

방적업계 에너지 효율
화 추진 프로젝트
건물전기토탈에너지
1)
3차포럼 효율화시스템의 중국
(’08.11) 도입 프로젝트
에너지 효율화 등
환경사업을 추진하는
합자회사 설립을 위한
협의 개시
시멘트공장의 에너지
절약ㆍ고효율화 설비
설계 등 공동사업

추진 주체
ㆍ일본: 히타찌제작소,
히타찌有限公司,
ㆍ중국: 국가발전개혁위
원회 중소기업 대
외합작협조중심,
浙江省寧波市人民
政府
ㆍ일본: 큐슈전력
ㆍ중국: 中國紡績工業協會,
綠章新能源技術有
限公司
ㆍ일본: 파나소닉電工,
三井物産
ㆍ중국: 北京泰豪智能科
學有限公司

합의 내용

寧波市의 관련 산업에서 30∼50개의 중
소기업을 선정하여 에너지 효율화ㆍ환경
보전 사업을 전개

中國紡績工業協會의 공장 소개를 받아, 큐
슈전력과 綠章이 에너지 효율화 진단 및
개선 제안. 기술교류 및 인재육성 검토.
파나소닉電工이 개발한 ‘Emit Total Building
System’을 중국시장에 도입

ㆍ일본: 스미토모신탁은행 중국에서 일본기업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
ㆍ중국: 中誠信託有限責 을 추진하는 합자기업의 설립에 관해 협의
任公司
개시

ㆍ일본: 미쯔비시상사 중국 시멘트 공장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ㆍ중국: 中國建材國際工 화 설비의 설계, 설비 설치, 판매 사업을
程有限公司
공동 추진
ㆍ일본: 신닛데쯔엔지니 코크스로의 고온연소 배기가스를 활용하
여 코크스로에 투입한 원료탄을 사전에
유동층식 석탄조습설
어링
비의 모델사업 추진 ㆍ중국: 馬鞍山鋼鐵股份 건조시켜 에너지절감을 도모하는 NEDO
有限公司
의 모델사업을 사업화
ㆍ일본: 큐슈전력,
방직(염색)공장의
ㆍ중국: 中國紡織工業協會, 에너지 효율화 진단을 통해 염색공장에서
에너지 효율화개선ㆍ
綠章新能源技術 실현가능하고 수평전개 가능한 개수방법
有限公司, 浙江航 (ESCO사업 포함)을 공동 검토
ESCO 프로젝트
1)
民股份有限公司
4차포럼
(’09.11)
ㆍ일본: 석탄에너지센터,
중국의 석탄화력발전설비의 효율 개선ㆍ
석탄화력발전소의
일본정책금융공
환경개선에 대해 비즈니스 베이스에서의
에너지 효율화ㆍ환경
고ㆍ국제협력은행
진단 및 기술개선
협력가능성 및 해당 사업의 CDM화 가
ㆍ중국: 中國電力企業聯
능성 등 검토
사업
合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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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계속
합의시점

프로젝트명

추진 주체

ㆍ일본: 태평양시멘트,
도시쓰레기소각 飛灰
大連小野田水泥
의 시멘트자원화 실증
有限公司
ㆍ중국:
大連東泰産業廢棄
사업
物處理有限公司
글로벌시장에의 보급 ㆍ일본: 다이킨공업
및 인버터 에어컨의 ㆍ중국: 珠海格力電器股
份有限公司
공동개발
일본의 첨단기술을 적
극 활용하여 에너지 효
율화ㆍ환경사업을 추
진하는 합자기업 설립
중국 국유기관차 제조
공장에 대한 ESCO사
업의 추진과 석탄보일
러 연소효율 개선 기술
1) 의 적용
4차포럼
(‘09.11)
식품포장재 제조공장의
에너지 효율화 기술
개선

합의 내용
大連市에서 도시쓰레기소각시설에서 발생
하는 飛灰의 시멘트자원화 실증사업을 실
시하고, 다른 도시에 보급

2010년 4월부터 양사의 합자기업에서 생
산개시하는 기간부품 및 금형을 사용하여
공동개발제품의 생산
ㆍ일본: 스미토모신탁은행 중국에서 에너지 효율화ㆍ환경사업을 추
ㆍ중국: 香港料理管理顧 진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일본의 첨단기
問服務有限公司, 술 어레인지나 일본의 금융 노하우를 활
용한 지원
陳自力
ㆍ일본: 스미토모신탁은행,
이데미쯔興業, 위 프로젝트로 설립되는 회사가 국영차량
科立信環境節能 제조공장에 이데미쯔(出光)의 석탄보일러
有限公司
연소효율개선 등으로 구성되는 ESCO 사
ㆍ중국: 北京二七軌道交通 업 실시
裝備有限責任公司
ㆍ일본: 미쯔비시전기자
에너지소비량의 가시화ㆍ분석에 의해 생
동화有限公司
산공정의 효율 개선 및 설비운전 효율향
ㆍ중국: 黃山永新股份有
상을 실현하고 에너지 효율화를 달성
限公司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 ㆍ일본: 리템
에너지효율 진단을 통해 중소기업에 에너
화ㆍ배출삭감 및 에 ㆍ중국: 요녕성환경보전 지 효율화ㆍ환경개선ㆍ에너지관리제도ㆍ
너지관리 프로젝트
산업협회
오염물배출삭감 프로젝트를 추진
ㆍ일본: 미쯔비시화학엔
코크스로 자동연소
지니어링
제어 모델사업
ㆍ중국: 山西陽光焦化集團
柱式有限公司
ㆍ일본: 히타찌제작소,
히타찌有限公司
寧波市 에너지 효율화
ㆍ중국: 중국중소기업 대
기술 서비스 플랫홈의
외합작협조센터,
구축 촉진 프로젝트
寧波市節能技術
服務管理中心

기존 코크스로에 ‘코크스로 자동연소제어’
시스템을 도입하여 연료과잉투입 방지 등
코크스로 조업의 에너지 효율화를 도모
에너지효율 진단 등을 에너지 효율화 성
과에서 진단보수를 회수하는 형태로 실시
하고, 공장 에너지 효율화ㆍ배출삭감에
협력. 또한 寧波市가 단독으로 진단을 실
시할 수 있도록 플랫홈 구축에 협력

자료: 経済産業省, 보도자료(2007년 9월 27일자, 2008년 11월 28일자, 2009년 11월 8일자)

146 일본과 EU의 환경 분야 대외협력 전략과 시사점

[표 3-9]는 지금까지 채택된 일ㆍ중 에너지 효율화ㆍ환경비즈니스 추진모델 프
로젝트 가운데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된 것만을 정리하고 있다. 이들 프로젝트는
2005년 3월 일본정부의 대중 엔차관 공여 중단 발표 이후 일본의 대중 에너지ㆍ
환경협력의 방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본의 대중 에너지ㆍ
환경협력이 이제는 일본기업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석탄화력발전소나 철강ㆍ화학
공장, 시멘트공장, 방적공장, 건물, 공업용 보일러, 염색공장 등에서의 에너지 효율
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들 추진모델 프로젝트 가운데, 일본의 대중 에너지 효율화 협력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고 판단되는 세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사례는 2007년 9월 제2차 포럼에서 채택된 히타찌 그룹의 ‘윈난성 철강,
화학공업 업계의 電機시스템 에너지 효율화, 여열여압(餘熱餘壓) 이용의 모델 프로
젝트’이다.59) 2000년부터 일본 국내에서 ‘에너지효율 진단’을 시작한 히타찌 그룹
은 중국정부가 2006년부터 ‘제11차 5개년 규획(規劃)’60)을 시작하자 곧바로 중국
히타찌에 프로젝트 팀을 설치하고, 중국 환경전문가의 일본 시찰 추진, 중국 언론
매체의 방문 취재 협조, 중국 현지에서의 에너지 효율화ㆍ환경관련 박람회에서의
적극적 PR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어 2007년부터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와 ‘히타찌 에너지 효율화ㆍ환경보전 기술교류회(日立省エネㆍ環境保全技術交流
会)’를 공동 개최하는 등 일본의 대중(對中) 에너지 효율화 협력분야에서 선두자
역할을 하고 있다.
히타찌 그룹의 윈난성 프로젝트는 2단계로 추진되었다. 제1단계에서는 중국 철강

59) 日立製作所(2010).
60) ‘제11차 5개년 규획’은 첫째, 2010년까지 석탄 환산 2.4억 톤의 에너지소비량 감축, 둘째 10대
환경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계획, 셋째 에너지 효율화 규제대상 기업(1,000개 사)의 5년간
20%의 에너지 사용량 감축 의무화, 넷째 재생가능에너지의 이용 촉진과 리사이클을 주요 내용으
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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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昆明製鐵集團과 화학업체 雲天化集團을 대상으로 고압모터 설비의 에너지 소
비량을 연평균 20% 이상 절감한다는 목표 아래, 에너지 진단 후 히타찌 그룹이 중
국사양으로 새로 개발한 인버터 시스템을 각 2세트 도입하여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되었다. 제2단계에서는 이러한 호평에 힘입어 2009년 4월부터 윈난성
에서 에너지소비량이 많은 기업을 중심으로 인버터 시스템 100세트를 도입하였다.
히타찌 그룹의 중국에서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浙江省 寧波市로 확대되었는데,
2008년 11월 제3차 포럼에서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화ㆍ배출삭감 협력프로젝트’로
채택되었다. 이로써 히타찌 그룹은 중국의 30∼40개 중소기업에 대해 에너지 효율
화 엔지니어링의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고 10% 에너지 효율화를 달성하겠다는 목표
를 세워놓고 있다. 나아가 2009년 11월의 제4차 포럼에서는 ‘영파시(寧波市) 에너
지 효율화기술 서비스 플랫홈의 구축 촉진 프로젝트’가 추진모델 프로젝트로 선정
되었다.
한편 히타찌 그룹은 2010년 3월 베이징시에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그
린경제기술교류회’를 개최하였는데, 일본기업그룹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단독으로 합작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처음 있는 사례로 언론의 높은 관심을 받
기도 하였다. 이에 앞서 2009년 11월 히타찌 그룹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저탄소사회건설ㆍ자원순환분야에서의 우호합작프로젝트’ 추진에 합의하였는데,
이는 히타찌 그룹이 향후 추진할 예정인 ‘고효율발전과 스마트그리드’, ‘물처리’,
‘가전리사이클’, ‘도시교통’ 등 4개 분야에 걸친 대중 에너지ㆍ환경 분야 협력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사례는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과 석탄에너지센터(石炭エネルギーセ
ンター: JCOAL)가 2009년 11월 제4차 포럼에서 중국의 5대 전력회사 CEC를 포
함하여 1,400개 기업이 가입한 중국전력기업연합회(中国電力企業連合会)와 체결한
석탄화력발전소의 에너지 효율화ㆍ환경진단 및 기술개선 사업이다. 이 사업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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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CEC가 추진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에너지 효율화와 환경개선을 위한 설비개조
나 운용개선 프로젝트에 대해, JCOAL이 일본측 참가기업을 통해 조언, 해석, 평
가 등의 지원을 하고, JBIC이 대상 프로젝트의 CMD화와 금융지원을 검토하는 것
을 주 내용으로 한다.
그간 중국정부는 일본이 도입한 GAP 제도를 원조로 해석하여 CDM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번 프로젝트의 추진은 분명히 CDM화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대중 에너지 협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JCOAL은 이외에도 중국 국내의 8건의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설비ㆍ운용진단과
CDM화의 가능성 조사를 실시 중이다.
세 번째 사례는 2008년 11월 제3차 일ㆍ중 에너지 효율화ㆍ환경 종합포럼에서
채택된, 일본 파나소닉電工과 미쯔이물산, 北京泰豪智能科技有限公司가 추진하는
‘건물전기토탈에너지 효율화시스템의 중국 도입 프로젝트’이다.61) 이 프로젝트는
일본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에너지 효율화의 국제협력 분야를 석탄화력발전소나 철
강ㆍ화학ㆍ시멘트ㆍ방적공장에서 일반건물과 같은 민생분야로 확대하였다는 점에
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파나소닉전공은 이미 수년 전부터 중국시장을 염두에 두고 ‘Emit Total Building
System’이라는 에너지 효율화 빌딩시스템을 개발하였는데, 이 시스템을 2009년
말부터 중국시장에 도입하고, 이 프로젝트를 기초로 2011년에는 150억 엔 규모의
베이징 泰豪의 에너지 효율화엔지니어링 사업의 수주계약을 체결한다는 목표를 설
정해 놓고 있다.
파나소닉전공의 ‘Emit Total Building System’은 2002년 파나소닉전공과
NEDO의 공동연구에서 오피스건물 전력사용량의 약 30% 절감을 실증한 연구 성

61) 일본 미쯔이물산 웹사이트(http://www.mitsui.co.jp/release/2008/1189114_2817.html)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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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기초로 개발한 것으로서, 파나소닉 전공 동경본사 건물에 탑재하여 2007년에
는 경제산업성으로부터 ‘에너지 효율화 실시 우수사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이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의 특징은 첫째, 조명제어ㆍ공조제어ㆍ에너지 데이터의 계량
ㆍ계측 등을 포함한 건물에 대한 ‘토탈 에너지 효율화 제어시스템’이라는 점, 둘
째, 인공센서ㆍ온도센서 등 각종 센서 제어나 스케줄 제어에 의한 매우 세세한 에
너지 효율화 제어시스템이라는 점, 셋째, 플로어별 제어, 존(zone)별 제어와 같이
공간별 에너지 효율화 제어시스템을 갖추었다는 점, 넷째, WEB에 의한 원격 에너
지 효율화 제어시스템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새로운 흐름의 일ㆍ중 에너지ㆍ환경협력에 대해, 중국정부는 2012년 중국
의 에너지 효율화ㆍ환경산업의 시장규모가 2.6조 위안(약 37조 엔)으로 2008년 약
9,000억 위안보다 약 3배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음과 동시에, 에너지 효율화와
환경관련 산업의 육성을 성장전략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기술경
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기업의 투자진출을 적극 환영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62)
일본의 언론매체는 중국에 대해 지구온난화 문제를 비롯하여 환경문제, 에너지
효율화ㆍ자원의 효율적 이용, 나아가 식품위생 문제에 이르기까지 무책임한 대국
이라고 비난하는 논조가 강하지만, 사실 중국은 1973년 ‘전국환경보호회의’에서
국내문제로서 공해의 존재를 인정한 데 이어, 중국 중앙정부는 이미 지방정부를 관
리하는 평가제도 속에 환경관련 항목을 도입하였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방 간
부에게는 ‘낙제’라는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2008년 4월 1일부로 개정된 ｢중
화인민공화국에너지 효율화법｣과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민간건축에너지
효율화조례｣ 등 관련 조례가 시행되고 있고,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관심도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62) 중국국가발전계획위원회 해진화(解振華) 부주임의 제4차 일ㆍ중 에너지 효율화ㆍ환경종합 포럼
(2009년 11월)에서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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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가. 요약 및 평가
본 장에서는 일본의 환경협력 사례 중 하나로 환경협력과 에너지협력을 동시에
아우르는 에너지 효율화 분야를 선정ㆍ분석하여, 2000년대 들어 일본정부가 이 분
야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 이러한 국제협력이 실은 1970년대 이후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실시된 각종 국내정책과 여기서 배양된 국내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 최근에는 대ASEAN PROMEEC 프로젝트와 같이 기술자파견 등
을 통해 일본 제도를 개도국에 이식하려는 협력 대신, 일ㆍ중 포럼처럼 정부의 코
디네이션(coordination)하에 민간 기업이 직접 개도국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협력
사업을 전개하는 방식이 각광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결론으로 도출하고 있다.
소주제별 결론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일본 국내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은 규제(채찍)와 지원(당근)이라는 정책수
단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여기에 경단련의 환경자주행동계획이라는 자율 조치가
추가되고 있다. 규제조치로는 에너지관리자 지정제도와 ‘Top Runner’ 제도와 같은
에너지 효율화법상의 에너지관리제도, 지원책으로는 금융상의 지원조치와 세제상
우대조치 및 예산지원, 그리고 자율조치로는 ESCO 사업 도입, BEMS 도입, 각종
설비 및 기술 도입, 제조ㆍ조업 프로세스 개선이 대표적이다. 이 중에서도 주목을
끄는 부분은 일본정부의 예산지원으로서, 일본정부는 기업들의 설비도입, 기술개
발, 보급ㆍ확대, 국제협력, 홍보활동 등 4개 분야에 매년 총 800억 엔(약 1조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정책은 일본기업의 에너지 효율화 관련
기술개발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들 성과는 에너지 효율화 추진협의회가 공개하고
있는, 생활 관련, 오피스, 공장, 건설ㆍ운수, 전력 관련, 철강, 석유ㆍ화학 등 7개 분
야에 걸친 190건의 기술로 집약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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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위와 같은 국내 정책과 기업들의 기술개발 성과를 배경으로, 이 분야에서
일본정부의 국제협력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 에너지 효율화 분야에서의 대개도국
협력은 현지의 지속적 경제성장이라는 대의명분에 가장 부합하고, 일본기업에게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일본정
부의 국제협력 방법론의 변화는 눈여겨 볼 만하다. 즉,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일
본정부는 기존의 협력방식(ODA, GAP, NEDO의 모델사업)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해서는 자국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방식을 시장
지향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일본정부가 추진 중인 국제협력사업 중에서도 전문가파견이나 연수생 초
청 등을 통한 제도이식과 NEDO의 모델사업보다는, 최근에는 ‘일ㆍ인(日印) 에너
지포럼’이나 ‘일ㆍ중(日中) 에너지 효율화ㆍ환경종합포럼’과 같은 민관합동포럼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셋째, 일본의 대ASEAN 협력에서 2003년 일본 외무성이 발표한 ‘일본ㆍ
ASEAN 행동계획’은 에너지분야에서 향후 양자간 협력방향의 하나로서 PROMEEC
과 같은 에너지 효율화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강화를 지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
가 크다. 2000년대 들어 일본의 에너지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이 댐이나 발전소 건
설과 같은 공급 측면의 협력에 편중되었다는 국내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PROMEEC은 일본정부가 200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다자간 협력 프로젝트로
서, 3개의 하위 프로젝트(산업, 건물, 에너지관리 기반정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
한 프로젝트하에서 NEDO와 에너지 효율화센터는 일본정부의 ODA 자금으로
ASEAN 국가들의 주요 산업63)과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 DB 작성, 기술요
람 작성, 일본의 에너지진단 기술 이전, 에너지효율성 개선 대안 제시 등과 같은

63) 봉제, 철강, 화학, 식품가공, 세라믹, 수력발전, 섬유, 석유정제, 종이ㆍ펄프,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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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추진하였고, ASEAN의 에너지관리 기반정비 차원에서는 주요 산업과 건물
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인프라 실태 조사, 기존 에너지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 에너지관리 툴의 도입ㆍ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물론 PROMEEC은 다자간 협력 프로젝트로서 일본이 ASEAN에 대한 에너지
협력을 댐이나 발전소 건설과 같은 에너지 공급분야에서 에너지 효율화와 같은 수
요분야로 관심을 돌렸다는 데 큰 의의를 부여할 수 있으나, 1980년대 이후 일본의
ODA 협력에서 나타난 한계들은 거의 극복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일본
의 과거 ODA 프로젝트들이 전문가 파견이나 개도국 연수생 초청 등을 통한 일본
의 제도이식에 치중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일본정부가 비판하듯이 과연 개도국
현지의 지속적 경제성장에 유익한 것이고 일본기업에도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
었는지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소개한 일본의 대ASEAN PROMEEC 프로젝트가 갖고 있
는 한계들은 일ㆍ중 협력에서 많은 부분 해결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 극복에 결정
적인 역할을 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2005년 3월 일본정부의 대중 엔차관 공여 중단
발표였다. 일본의 대중 엔차관 공여 중단은 환경협력 기조가 유상원조에서 일본의
민간기업 기술을 활용하는 ‘민관일체’의 협력체제로 옮아감과 동시에, 환경 분야
내에서도 수질ㆍ대기 개선에서 공장ㆍ건물의 에너지 효율화로 초점이 전환되는 결
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에너지 효율화 중심의 민관일체 협력은 2006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일ㆍ중 에너지 효율화ㆍ환경종합포럼’이 창구역할을 하고 있고, 이 포럼은 단순
한 의견교환을 넘어 구체적 협력 사업을 발굴ㆍ추진하고 있다. 이 포럼에서 채택
된 모델사업은 2007년 5건, 2008년 13건, 2009년 2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
고, 일본과 중국의 참가기업들의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모델사업의 내용을 살
펴보더라도 석탄ㆍ화력발전소나 철강ㆍ화학 공장, 시멘트공장, 방적공장, 건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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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용 보일러, 염색공장 등에서의 에너지 효율화가 양국간 에너지ㆍ환경협력의 중
심축을 형성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모범사례로 소개한 3가지 프로젝트64)는 일본기업의 에너지 효율화 관련
기술과 중국기업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요구가 맞아떨어져 양국 기업이 서로 윈윈
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앞에서 살펴본 일ㆍASEAN 협력
과는 달리, 중국정부의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관심과 법제도화 노력이 있었기에 일
본기업의 대중 진출의 여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민간기업간 경
제협력 활성화는 과거, 중국의 에너지정책 입안자나 관련 연구기관의 전문가 초청
을 통해 일본의 제도나 경험을 전수하는 식의 협력보다 훨씬 경제적 효과가 클 것
으로 기대된다.

나. 시사점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의 국제협력 관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협력 기반과 관련된 부분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정부는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오일쇼크를 계기로 그간 오랫동안 국내 에너지 효율화 대책을 추진
ㆍ강화해왔다. 이들 대책 가운데 1979년 시행된 ‘에너지 효율화법’은 그 이후 보완
과정을 거쳐 에너지관리사제도, 에너지이용상황에 관한 정기보고 제도, ‘top runner’
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에너지 효율화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다. 수십년에 걸
친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이야말로 에너지효율(실질GDP 대비 1차 에너지소비량)을

64) 히타찌그룹의 윈난성 철강ㆍ화학공업 업계의 전기시스템 에너지 효율화 프로젝트, 국제협력은행
(JBIC)과 석탄에너지센터가 중국전력기업연합회와 공동추진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에너지 효율화
프로젝트, 파나소닉전공(電工)과 미쓰이물산이 북경태호지농과기유한공사(北京泰豪智能科技有限公
司)와 추진하는 건물전기토탈에너지 효율화 프로젝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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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나아가 일본기업의 대개도국 에너지 효율화 관련
기술협력을 이끌어낸 원동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65)
에너지 효율화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협력기반은 일본에 비해 상대적
으로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 정부가 그간 수출경쟁력 관점에서 에너
지가격을 상대적으로 낮게 규제하는 정책을 오랫동안 실시하여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된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적었던 데에서 비롯된 것
으로 보인다.66) 물론 2000년대 들어서부터 우리나라 기업들도 에너지 효율화 분
야에 대한 기술 투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장기적으로 기
업들이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국내 정책을
재고하는 것도 에너지 정책상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각종 산업은 물론 건물이나 운수와 같이 사회의 모든 분야
에서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한 ‘채찍’(규제와 벌칙)
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종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이라는 ‘당근’(목표와 지원)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일본 경단련이 추진 중인 환경자주행동계획과 같은 업계의 자
율적 노력이 절실하다 하겠다. 물론 기업들의 이 분야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가 가
장 중요하겠지만, ESCO 사업, BEMS, 각종 설비 및 기술 도입, 제조ㆍ조업 프로
세스 개선 등과 같은 움직임이 가시화되지 않는 한 우리의 대개도국 협력 역시 한
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이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염두에 둘 때 우리가 일본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일본의 에너지 효율화의 역사가 기술자 육성의 역사라는 점이다. 1979년
에너지 효율화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1947년부터 1970년까지 24년 동안 배출된 열
관리사만 하더라도 1만 5,000명을 넘었다고 한다. 이러한 기술 인력은 JICA와 에
65) 沈(2010) 참고.
66) Lee et al.(2003) 및 오인하(20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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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효율화센터가 아시아를 비롯한 개도국에서 에너지 효율화 관련 국제협력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는 ‘토양’이 되고 있음은 자명하다 하겠다. 우리나라의 대개도
국 협력이 점차 우리의 경험을 전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감안하면, 우리
도 기존 기술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대개도국 진출에 유
용한 방향으로 인력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국제협력 추진방식과 관련된 부분이다. 기존의 ODA나 다자간 협력 중심
의 대개도국 협력에서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정부와 추진 기관들 간에 체계적인
추진 체제를 구축하여 긴밀한 업무협조를 유지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본정부가 에너지 효율화 분야의 국제협력에서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 2008년 10월 ‘세계에
너지 효율화 등 비즈니스추진협의회’라는 민관협력기구를 설립한 점은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이 추진협의회는 일본기업의 에너지 효율화 관련 기술을 해외에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세계 각지의 개도국에 민관사절단을 파견하여 자국 기업의 기술
을 바탕으로 상대국의 수요에 맞는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민관협력
기구의 활동에 힘입어 일본기업 중 에너지 효율화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
는 히타찌제작소(日立製作所), 닛기(日揮), 야마다케(山武), JFE엔지니어링 등과 같
은 업체들은 아시아 신흥국 진출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대중 협력지역을 ‘점(點)’에서 ‘면(面)’으로 성공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모범사례로 히타찌 그룹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히타찌 그룹은 일본
국내에서의 에너지 효율화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중국 환경전문가의 일본 시찰 추
진, 중국 언론매체의 방문 취재 협조, 중국 현지박람회에서의 PR 등의 활동을 거
쳐, 2007년 ‘일ㆍ중 에너지 효율화ㆍ환경종합 포럼’에서 윈난성(雲南省) 철강ㆍ화
학공업 업계의 전기시스템 에너지 효율화 프로젝트67) 채택이라는 성과를 거두었
고, 2009년부터는 그 이전의 에너지 효율화 성과가 인정을 받아 윈난성(雲南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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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에너지다소비 기업으로 사업을 확대하였고, 2010년에는 베이징에서 중국 국
가발전개혁위원회와 ‘그린경제기술교류회’를 개최하는 등 중국 전역에 에너지 효
율화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민관합동기구의 설립 외에도 우리 정부는 일본정부가
2006년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는 민관합동포럼을 새로운 국제협력 방식으로서 적
극 활용할 가치가 있어 보인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에너지 협력분야에서 일본정
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포럼은 ‘일ㆍ중 에너지 효율화ㆍ환경종합포럼’과 ‘일ㆍ인
에너지포럼’이 대표적인데, 이들 포럼은 단순한 국제친교나 의견교환 수준을 뛰어
넘어 양자간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일본기업의 현지진출을 지원하는 주요 수단으
로 격상되고 있다. 사업 내용을 보더라도 석탄ㆍ화력발전소나 철강ㆍ화학 공장,
시멘트공장, 방적공장, 건물, 공업용 보일러, 염색공장 등에서의 에너지 효율화나
신재생가능에너지 공급과 같이 중국과 인도 현지 수요와 일본기업의 기술력이 맞
아 떨어지면서, 일본과 개도국이 서로 윈윈하는 시장지향적 국제협력의 모범사례
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개도국에 대한 ‘맞춤형’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이러한 사례를
충분히 검토ㆍ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7) ‘윈난성 철강, 화학공업 업계의 電機시스템 에너지 효율화, 여열여압(餘熱餘壓) 이용의 모델 프로
젝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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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기후변화와 더불어 물 부족 문제는 향후 글로벌 환경문제의 또 다른 축을 형성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성장, 세계 인구증가, 도시화 등으로 인한 물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인 반면, 기후변화로 인한 물 순환 시스템의 변화, 수자원
의 지역적 편재 등 물 공급여건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구나 경
제성장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증가하여 수질오염 문제를 촉발하는 등 질적
측면에서도 심감한 물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물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세계의 모든 나라가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이며,
이에 따라 물 시장을 둘러싼 세계 각국 기업의 경쟁도 점차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된다.
향후 세계의 물시장은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등 신흥국의 경제성장과 인구증
가, 도시화로 인하여 매우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물시장을 지역별,
사업분야별, 업무분야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68) 먼저 물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은 남아시아, 중동ㆍ북아프리카, 중국 지역이
다. 이들 지역에서는 연간 1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15.7%)와 인도(11.7%)는 고성장이 예상되는 주요 국가다. 시장규모의 관점에서
보면 동아시아ㆍ대양주 지역이 향후 20년에 걸쳐 북미ㆍ서유럽 지역을 능가하여
세계 최대의 물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물시장은 연평균 10.7% 고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물 사업의 분야는 ① 상수, ② 해수담수화, ③ 공업용수ㆍ공업하수, ④ 재이용수,
⑤ 하수 등 다섯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물 사업과 관련된 업무는 ① 소재공급ㆍ건

68) 세계 물시장에 대한 전망은 일본 경제산업성의 ｢水ビジネス国際展開研究会｣(2010)에 의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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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② 운영ㆍ관리 서비스의 두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표 4-1]은 2007년과
2025년의 두 시점에서 사업분야별ㆍ업무분야별 시장규모를 정리한 것이다. 2007년
의 세계 물시장은 약 36.2조 엔 규모인데 2025년에는 86.5조 엔 규모로 성장할 전
망이다. 사업분야별로 보면 상수와 하수 분야의 시장규모가 전체 물시장의 약 90%
정도를 차지하여 압도적인 규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장구조는 2025년에도 그
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수담수화, 공업용수ㆍ공업하수, 재이용수 분야
는 상하수 시장에 비해 더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업무분야별로 구분해 보면
소재공급, 컨설팅, 건설, 설계 등 업무와 관리운영 서비스 업무의 시장규모가 상호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고 2025년에도 이러한 시장구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재공급 등 업무분야가 더욱 빠른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표 4-1. 세계 물시장의 사업분야별ㆍ업무분야별 성장전망
(단위: 조 엔)

업무분야

소재･부재공급･
컨설팅･건설･설계

관리･운영 서비스

연도

2007

2025

2007

2025

2007

2025

상수

6.6

19.0

10.6

19.8

17.2

38.8

해수담수화

0.5

1.0

0.7

3.4

1.2

4.4

공업용수ㆍ공업하수

2.2

5.3

0.2

0.4

2.4

5.7

재이용수

0.1

2.1

-

-

0.1

2.1

하수

7.5

21.1

7.8

14.4

15.3

35.5

합계

16.9

48.5

19.3

38.0

36.2

86.5

사업분야

합계

자료: 水ビジネス国際展開研究会(2010)、 水ビジネスの国際展開に向けた課題と具体的方策(案).

상하수도 사업은 공공의 질서 및 안전보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나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에는 인프라 건설에서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관민 파트너십(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방식이 많이 도입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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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향후 민영화된 물 시장은 연간 8.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시장 전체의
성장률 4.7%를 크게 웃돌고 있다. 민영화된 물 시장은 급수 인구 기준으로 1999년
3.5억 명이었으나 2009년에는 8억 명으로 확대되었다. 이 시장에서 유럽의 주요기
업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유럽기업은 2001년 약 70%의 시장을 점유
하고 있었으나 2009년에는 절반 수준인 34%까지 하락하였다. 물 사업에서는 기술
을 통한 차별화가 곤란하다는 특징이 있어서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유럽기업을 대신한 것이 싱가포르, 한국 등 신흥국과 현지기업들이다.
본 장에서는 일본의 물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에 대해 고찰한다. 일본의 환경협력
에서 물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2010년 6월에
발표된 ｢신성장전략｣에서는 물 분야를 새로운 성장분야로 설정하고 아시아를 비롯
한 신흥국 시장에 일본의 물 공급 시스템을 수출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일본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물 관련 정책과 최근 동향을 소개
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기본전략과 추진체제
가. 일본 물 공급 시스템의 현황과 과제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물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 왔
다. 물과 같이 생명에 직결되고 공공성이 높은 자원의 관리를 민간기업에 맡길 수
없다는 그 이유였다. 따라서 일본은 물 공급 시스템을 기획ㆍ설계하고 이를 개발
하며 운영ㆍ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기업을 가지고 있지 않다. 세계적으로
볼 때 세계의 민영화된 수도시장의 약 80%는 유럽의 3대 물 대기업(수에즈, 베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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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 템즈워터)이 점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들 유럽의 대기업들은 ① 종합
적 서비스 제공, ②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가격 경쟁력, ③ 고객과의 관계 구축능
력 등의 면에서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일본기업들은 이와 같은 종합
적인 시스템 구축능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고도의 요소기술(예: 막처
리, 약품기술, 하수처리에서의 에너지 절약기술, 수도누수대책기술, 해수의 담수화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정도이다.
이처럼 일본기업은 물 공급 시장에서 유럽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다.
이러한 열위를 극복하고 일본기업이 세계 물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
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2009년 이들 일본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착수하
였다. 경제산업성은 2009년 8월 ｢물 사업 국제전개연구회｣69)를 출범시켰는데 이
연구회는 세계 물시장의 수요파악, 일본기업의 국제적인 물 사업 전개상의 과제파
악, 우선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할 분야ㆍ지역 선정, 유망한 프로젝트의 발
굴과 타당성 조사의 실시 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70) 이 연구회에는 지방자치
체, 상사, 엔지니어링 기업, 관련 기기 제조업체, 정부 관계기관(NEXI, JBIC,
JICA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연구회에서 제시된 참가기업이나 지방자치 단체의 의견을 자세히 살펴보면
물 사업 분야에서 일본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가 잘 드러난다. 이하에서는 물
69) http://www.meti.go.jp/topic/data/091015aj.html
70) 제1회 연구회에 제출된 자료(자료5: 논점)를 보면 이 연구회가 향후 풀어야 할 주요 논점이 제시
되어 있다.
첫째, ｢물 사업｣의 장래성은 어떠한가?
둘째, 일본 산업계가 해외 물 사업 전개 시 주력해야 할 ｢지역｣, ｢분야｣는 무엇이며 어디에 경쟁
력이 있는가?
셋째, 현재 해외 물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기업이 직면한 과제는 무엇인가?
넷째, 우리나라(일본) 지자체가 보유한 해외사업 전개상의 유용한 노하우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다섯째, 일본기업이 해외 물 사업을 전개할 경우 어떠한 체제로 임해야 하는가?
여섯째, 다른 사업분야에서의 성공사례로서 참고할 만한 것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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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관련된 일본의 각 주체들이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일본 국내의 물 공급 시스템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자. 일본의 물 공급 시
스템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다수의 정부부처가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
자원의 공급원인 하천과 호수의 관리는 하천법에 의해 국토교통성이 관할하고 공
업용 수도는 공업용 수도사업법에 의해서 경제산업성이 관할한다. 수도ㆍ간이수도
는 수도법에 의해 후생노동성이 관할하며 농업용수는 토지개량법에 의해 농림수산
성이 관할한다. 하수처리는 하수도법에 의해 국토교통성이 관할하며 공공하천에
배수되는 오수의 수질관리는 수질오탁방지법에 의해 환경성이 관할한다. 수자원과
관련된 사업은 지방공영기업이 담당하는데 이들 기업은 총무성이 관할한다. 이처
럼 일본의 물 공급 시스템은 취수에서 배수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별로 분할되어
각각의 법률에 의거하여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와 같은 구조가 형성된 것은 일본경제가 고도성장을 막 시작하려 했던 1950
년대 말이었다. 일본경제가 고도성장하던 시기에는 이 체제가 매우 효과적으로 작
동하였다. 즉 수자원과 관련된 엄청난 인프라 수요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현재의 일본
의 물 공급 시스템은 그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71)
첫 번째 여건 변화는 상수도 분야에서 엄청난 규모의 설비갱신투자가 임박해 있
다는 점이다. 상수도 분야에서의 사업체72)들은 2008년도에 공영기업 회계기준으
로 약 90%의 사업체가 흑자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막대한 규모의

71) 이하의 논의는 일본경제신문 ｢ゼミナール：水ビジネスの将来③｣(2010. 6. 3)과 深澤哲ㆍ
荒井誠(2010), ｢官民連携で水ビジネスの競争力強化を｣를 참조하였다.
72) 일본에서는 상수도 사업체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는 5,000명 이상에게 급수하는
말단급수사업으로 이는 주로 시정촌 단위에서 실시되고 전국적으로 1,317개 사업체가 있다(2008년
현재이며 이하 동일). 둘째는 말단급수사업자에게 물을 공급하는 용수공급사업으로 주로 도도부현
단위 혹은 복수의 자치단체로 구성되는 기업단이 실시하며 전국적으로 78개 사업체가 있다. 셋째
는 5,000명 이하에게 급수하는 간이수도사업으로 전국에 872개 사업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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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갱신을 위한 자금조달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상수도 분야 사
업체들의 약 7조 6,000억 엔의 채무를 상환해야 하고 설비갱신투자에 소요되는 비
용이 2020년대 중반에는 연간 1조 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반면 사업체들
의 자금여력은 연간 약 2,800억 엔 정도에 불과하다. 더구나 향후에는 인구가 감소
하기 때문에 물 수요가 감소할 전망이어서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점
차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러한 사정은 하수도 분야에서도 동일하다. 하수도 사업체는 전체적으로 32조
엔의 채무를 안고 있는 반면 하수관거의 노후화로 인한 도로함몰사고가 2008년에
만 전국에서 4,100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어서 노후시설의 갱신이 필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1,900만 명의 인구가 아직 하수도 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
어서 추가적인 하수시설의 정비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반해 재정사정은 열악하
다. 하수처리비용의 약 80% 정도만이 하수도 이용요금으로 충당되고 있고 나머지
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재정난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공적부담이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둘째는 수도 기술의 승계 문제이다. 후생노동성 조사에 의하면 전국 수도사업체
에서 50세 이상 직원이 40%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는 점차 많은 직원이 퇴직할
것이나 직원의 신규채용은 억제되고 있어서 수도 기술을 어떻게 전수할 것인지가
매우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셋째는 공업용수의 공급과잉 문제이다. 일본에서는 값싼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공업용수 공급시설을 전국적으로 정비하여 왔는데 2008년에는
전국에 151개 공영기업이 260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공업용수에 대한
수요는 공급능력의 약 6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상당한 양의 공업용수가 남아돌고
있다. 특히 석유위기 이후 일본의 산업구조가 변화되었고 기업들도 공업용수 사용
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왔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증가를 기대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제4장 일본의 환경협력 사례Ⅱ: 수자원 165

일본에서는 남아도는 공업용수의 효과적 활용이 향후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물 공급 시스템 전체를 총괄하는 정부부처가
없고 실제로 사업을 실시하는 공영기업들은 설비갱신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으며 향후에는 과잉공급으로 인한 경영기반 약화가 발생할 우려도 있으
며 물 공급 시스템을 담당하는 기술자들의 고령화와 이로 인한 기술승계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등 제도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 공급 시스템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 온 지방자치체는 운영과 관리(O&M:
Operation and Management)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사업
전개능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커다란 문제이다. 예를 들면 현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해외 물 관련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관리 능력이 있는 직원을 즉시 해외
에 파견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나 일본의 지방자치체의 물 분야 사
업체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체가 해외에서 물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서는 민간기업과의 연계가 필요한데 기업과의 정보공유를 위한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한편 일본기업 차원에서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까? 일본기업이 안고 있는 가
장 중요한 문제는 요소기술은 뛰어나나 가격경쟁력이 낮고 기획에서부터 건설, 그
리고 유지ㆍ관리운영에 이르는 종합적 서비스 능력을 보유한 기업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기업들은 고도의 요소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 서비스 능력은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73) 또한

73)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기업들은 나름대로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의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2009년 1월에 출범한 ｢해외물순환시스템협의회｣는 수처
리 막 제조업체나 상사 등 약 40여 개 업체가 참여한 협의회로서 첨단수처리기술 연구나 해외수
주에서 일본기업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이 협의회 참가기업인 히타치플랜트테크놀로지와 토레
는 정부지원을 받아 2010년 봄에 키다큐슈시 등에 ｢워터 플라자｣를 설치하였다. 여기에서는 최
첨단 연구설비를 설치하여 신형 해수 담수화 플랜트 등을 공동연구한다. 막처리 업체들간의 협력
도 나타나고 있다. 하수처리에 사용되는 MF막, 해수담수화에 사용되는 RO막 등 막의 종류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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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의 수요를 파악하여 이에 맞는 가격과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이 필요
한데 일본의 제품과 서비스는 현지의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고품질인 경우가 많다
는 문제가 있다. 나아가 물 사업은 유지ㆍ보수 등 건설 후 운영이 중요하므로 현지
조달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자치 단체가 보유한 운영ㆍ관리(O&M)
노하우를 획득하기 위해 민간위탁 나아가 민영화 등이 필요하나 물 사업의 공공성
을 고려하는 것도 요구되어 물 사업과 관련한 산업정책과 물 공급 서비스의 공공
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74)
다음 [그림 4-1] 물 관련 비즈니스의 주요 플레이어를 보여준다. 프랑스 베올리
아와 수에즈가 대표적인 물 관련 기업인데 이들 기업은 부품ㆍ소재의 제작에서부
터 시설운영ㆍ관리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의 GE나 독일의 지멘스와 같은 기업들도 물 관련 비즈니스
를 전개하고 있고 상당히 넓은 범위에 걸친 서비스 제공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기업은 물 공급 시스템의 일부만을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면 토레이는

라 여러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는데 최근 이들 기업간 제휴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RO막을
주력으로 하는 닛토전공(日東電工)과 MF막이 주력인 미쓰비시 레이온은 수처리 사업 통합을 추
진한다. 폐수 리사이클 막이 주력인 쿠보타와 RO 막이 주력인 동양방적도 상호 공급 및 해외에
서의 공동 마케팅을 추진한다. 해외사업체와의 협력도 전개되고 있다. 마루베니는 2009년에 중국
하수처리사업자에 출자하였고 미쓰이 물산도 2008년 멕시코의 수처리회사를 매수하였다. 닛키(日
揮)는 2009년 12월 싱가포르 수처리 대기업 하이플럭스와 해수담수화플랜트 운영회사를 공동으
로 설립하였다. 이러한 일본기업의 동향은 미국이나 유럽기업에 비해 뒤떨어진 측면이 있다. 프랑
스의 베오리아는 중국 등지에서 현지 수도사업자에 출자하였고 미국의 GE는 막 업체의 국제적인
M&A를 도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물 사업을 둘러싼 국제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
된다. (日経産業新聞, 2010. 1. 6 2면 참조)
74) 위와 같은 문제 외에도 물 분야 사업을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일본기업이 실제로
얼마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일본기업 중에서 물 공급과 관련된 인프라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정말로 의욕을 가지고 자금을 투자할 기업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다. 일본기업이 수주한 인프라 사업에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기를 원하는 일본기업은 많으나 실제
로 현장에 나아가 사업 그 자체를 수주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기업은 부족할지도 모르기 때문이
다. 그만큼 일본기업은 해외시장에서 적극적인 인프라 사업수주를 위한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
냐는 문제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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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ㆍ소재의 공급, 히타치플랜트테크놀로지는 물 관련 장비나 인프라의 설계, 건
설, 지방자치체의 물 관련 사업체는 시설운영ㆍ관리에 각각 특화되어 있어서 물
공급 시스템의 상류에서 하류에 이르기까지의 종합적 서비스 공급능력을 갖춘 플
레이어가 없다.
그림 4-1. 물 비즈니스의 주요 플레이어

자료: 日経産業新聞(2010.1.6).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총리 등 고위급 차원에서의 세일즈 외교가 부족하다는 지
적이 있었다.75) 최근 물 공급 관련 인프라 이외에도 원자력발전소 건설, 고속철도
건설 등 여러 분야에서의 인프라 건설 수주경쟁에서 일본이 밀리면서 중앙정부가
나서서 상대국에게 세일즈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부의 관
련 기관(NEXI, JBIC, JICA, JETRO 등)에 대한 요구도 많다. 가장 많은 요구사항
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금융과 관련된 요구이며 다른 하나는 ODA와 관련된

75) 이하의 여러 지적사항은 경제산업성의 水ビジネス国際展開研究会의 논의과정에서 나온 것들이
다. 경제산업성은 2010년 4월 논의결과를 정리한 보고서(水ビジネスの国際展開に向けた課題と具
体的方策)를 공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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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이다. 정부정책금융기관이 해외 물 사업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금융수단을 잘
제공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며 일본정부가 제공하는 ODA와 일본기업의 해외 물
사업 전개를 잘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76)
나. 물 분야 국제협력 전략
1) ｢관민연계｣를 통한 일본기업의 서비스 공급능력 강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
로 ｢관민연계｣이다. ｢관민연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민 파트너십(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이다. ｢관민연계｣는 개별위탁에서부터 완전 민영화에 이르기
까지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데 일본에서는 물 공급과 관련한 ｢관민연계｣ 사업
이 아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물론 물 사업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몇
가지 형태의 ｢관민연계｣ 방식이 제도적으로 도입되어 있다. 1999년에는 민간자금
을 활용한 사회자본 정비방식(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이 도입되었고 2002년
에는 후생노동성이 수도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상의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제
3자 위탁제도｣를 도입하였다. 2003년에는 총무성이 공공시설의 관리를 민간 사업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하였다. 내각부에 설치된 PFI 추

76) ODA의 사례로서 베트남과 인도의 사례가 지적되었다. 일본은 베트남에 대해 다액의 ODA를 지
원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한 구체적 안건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예를 들면 베트남 공업
단지에 대한 포괄적 패키지 비즈니스가 유망한데 프랑스는 2009년 양국 정상 차원에서 포괄적
인프라 지원 MOU를 체결하여 기업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인도에는 다액의 엔 차관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지정부는 현지기업을 우선적으로 낙찰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일본기업의 효율적인 기술과
제품이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예를 들면 일본의 대형 모터 1대를 사용하면 될 것을 현지
의 효율이 떨어지는 소형 모터를 다수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한편 국제표준화에 대한
정부지원 요구도 눈에 띄고 있다. 관민의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기업지원을
위해 경제산업성에 기업 지원을 위한 창구를 설치하여 지원체제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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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운영권을 민간에게 부여하는 ｢컨세션 방식｣77)의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개별위탁, 제3자 위탁제도, 지정관리자제도 등은 이미 많은 사업체에서 활용되
고 있으나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PFI 방식은 여전히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의 하나는 자치단체가 지방채 발행이라는 유리한 자금조달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체로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굳
이 민간자금을 활용한 유인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재정악화가 심각한 상
황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민간자금을 활용한 사회자본 정비방식을 더 많이 활용
해야 할 필요가 있다.78) 최근에 논의되는 ｢컨세션 방식｣은 민간기업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수도 관련 자산의 소유권은 정부가 계속 소유하지만
민간사업자에게는 수도사업권을 부여하고 수도법상으로도 수도자업자로 인가를 한
다. 사업자는 수도요금을 징수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반면 정부는 공공성의 관점에
서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계약기간은 통상 20~30년 정도가
고려되고 있다. 이 방식 또한 현재 논의만 되고 있을 뿐 이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관민연계｣를 통한 민간기업의 물 관련 사업에의 진출은 물 관련 사업의 해외
진출에도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기
업은 아직 물 공급 시스템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

77) 컨세션 방식이란 시설의 소유권은 정부가 보유하면서 시설을 이용한 사업권은 민간이 보유하는 방
식이다. 컨세션 방식으로 수도사업을 운영하는 민간기업은 수도요금의 설정과 징수 등 요금정책에
대해서도 결정권을 가질 수 있어서 시설의 유지ㆍ관리만을 해오던 종래의 PFI 방식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결정권을 보유하게 된다.
78) PFI를 본격적으로 활용한 최근 사례로서 요코하마시의 카와이 정수장 사업을 들 수 있다. 요코하
마시는 카와이 정수장의 전면 개축에 민간자금을 활용하였는데 민간기업이 정수장의 건설(Build),
소유권 이전(Transfer) 그리고 20년에 걸쳐 정수장을 유지관리(Operate)하는 BTO 방식을 채택
하였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아직 이러한 사례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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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정부가 이 사업을 독점적으로 운용해 왔기 때문이다. 일본 국내에서부터
제도개혁을 통해 민간 기업에 물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종합적
인 서비스 능력을 가지는 기업을 육성해야 하며 이러한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79)
2)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진출지역의 선택과 집중
일본정부는 일본의 물 관련 기업의 진출대상지역, 정부의 ODA 지원대상지역을
선별하고 이들 지역에 집중적인 투자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일본 경제산업성이 제
시하고 있는 유망 진출지역은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ㆍ북아프
리카 지역, ASEAN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시장규모와 성장성 모두 좋은 지역이
며 중동지역은 일본 원유수입의 99%를 차지하는 지역이어서 자원확보 차원에서도
협력이 필요한 지역이다.
중국은 수자원의 질과 양 모두의 측면에서 향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수질오염은 수자원이 부족한 중국 북부지역에서 특히 심각한 문제
로 대두되고 있다. 2006년판 ｢중국환경상황공보｣에 의하면 아무르강 최대의 지류
인 송화강 등 중국 북부지역 주요 하천 중 음용수 기준을 충족하는 비율은
20~35%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주요 호수의 수질오염도 심각한 상태이어서 음용
수로 부적합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하천 등 지표수의 수질오염을 방지
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양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물 부족 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경제성장, 소득수
준 증가와 더불어 공업용수와 생활용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
79) 일본 경제산업성의 보고서인 水ビジネスの国際展開に向けた課題と具体的方策에서도 다음과 같
이 언급하고 있다. “향후 물 사업에의 참가를 확대하고 보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사업 리
스크를 적절하게 판단하고 1차 계약자(prime contractor)로서 사업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운영 ㆍ
관리｣에 주체적으로 관여하는 등 프로젝트를 총괄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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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요증가를 반영하여 중국은 세계 물 시장에서 가장 높은 시장규모를 보일 전
망이다. 예를 들면 2025년 세계 물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15%(12.4조
엔)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상하수도 시장은 향후 20년에 걸쳐 4배
정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성장하는 중국 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프랑스의
베올리아와 수에즈는 중국 지자체 수도국에 자본 참가하고 컨세션 방식으로 물 사
업에 진출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향후 중요한 진출대상국가로서 중국을 선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에서의 물 사업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80)
ASEAN 지역에서는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이 유망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장규모는 말레이시아(2025년 기준 2,516억 엔)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인도네시아(동 1,832억 엔), 필리핀(동 1,145억 엔), 태국(동 907억
엔), 베트남(동 561억 엔)의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급속한 도시
화, 공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상수도 공급이나 하수처리시설이 아직 보급되
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한 수요가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바, 일본
정부는 이들 국가를 중요한 진출대상으로 삼고 있다.
다음으로는 인도 시장인데 인도의 물 관련 시장은 2007년 0.3조 엔에서 2025년
에는 1.1조 엔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 시장은 아직 제도적
으로 불확실한 측면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인도의 물 사업은 대
부분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고 산업부문에서의 공업용수 관련 사업도 이들 사업
체의 사업 성공여부에 달려 있어서 아직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

80) 수에즈는 2010년 5월 중국 충칭시에서 하루 24만㎥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수주하였다.
30년 계약으로 하수처리도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총사업비는 약 75억 엔 규모다. 베올리아는
2007년 톈진시와 수도사업의 계약을 갱신하고 70만 명에게는 지나친 물 소비를 경고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독일의 지멘스, 미국의 GE 등 기업도 중국의 물 사업에 진출하여 수
처리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그리고 중국의 현지기업들도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일본
경제신문 2010. 7. 5, 6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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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 관련 규제도 중복성, 불투명성 등이 많고 수자원을 둘러싼 지역분쟁도 발생
하고 있다. 인도 시장에서 중요한 분야는 상수도 분야로 1.1조 엔 시장에서 0.9조
엔을 차지하고 있다.
중동ㆍ북아프리카 시장은 2007년 3.1조 엔에서 2025년 7.3조 엔으로 성장할
전망인데 이 중 상수도와 해수담수화 분야의 합계가 4.5조 엔으로 매우 높은 비중
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성장성을 보면 하수처리시장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서 상하수도 분야 투자가 특
히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들 지역에서 물 관련 인프라 사업의 수주활
동을 강화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3) 해외기업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통해 운영ㆍ관리실적을 축적하고 사업
권을 획득하는 전략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물 관련 사업이 민간에 개방되어 있지 않
기 때문에 해외시장에서 입찰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실적을 가진 일본 국
내기업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일본기업이 해외 물 시장에 진출한 전형적
인 형태는 상사 등이 중심이 되어 입찰사전심사를 통과할 자격을 가진 해외기업과
현지에 합작기업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순출자방식으로는 사업
경영에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일본기업 단독으로는 입찰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 또 일본 국내기업들만으로 그룹을 형성하여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하고자
하여도 실적이 없고 고비용 구조를 가진 일본기업들만으로는 오히려 경쟁력을 저하
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판단하에서 일본정부는 먼저 물 관련 사업에서 충분한
실적을 보유한 해외기업이나 지자체와 일본기업이 협력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기업이 운영ㆍ관리 실적을 축적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일본기업이 해외기업과 협력하는 방식은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일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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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 입찰사전자격심사를 충족하는 해외기업이 공동으로 현지에 사업 회사를 설립
하여 물 관련 사업실적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일본기업이 물 사업의 운영ㆍ관리능력을 가지는 해외기업을 매수하여 물
관련 사업실적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방식이다. 셋째는
국내기업이 국내의 지자체와 함께 공동사업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에게 물 관련
위탁사업을 제공하여 사업실적을 축적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
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국내의 물 관련 사업주체 간의 협력이라는 점에서 앞의 두
가지 방식과는 차별화된다.
그림 4-2. 일본기업 물 분야 해외진출의 세 가지 유형

자료: 經濟産業省, 水ビジネスの国際展開に向けた課題と具体的方策.

4)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한 금융지원 강화
위에서 언급한 해외진출방식에 대해 일본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이나 ODA 기관
등을 활용하여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하려 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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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는 JBIC, NEXI, JICA, 그리고 산업혁신기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기관은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일본기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
지고 있는데 이러한 해외진출기업들 중에서도 상기 세 가지 유형에 속하는 사례에
대해 금융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JBIC은 일본기업이 해외 물 관련 사업에 진출하려 할 때 출자, 융자, 보증을 통
해 민간자금이 더 원활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여건을 형성해 주는 역할을 한다.
NEXI는 해외 물 사업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 보험을 제공해 줌으로써 물 사업과
관련된 위험도를 저감시켜 민간자금이 원활하게 투자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 준
다. JICA는 해외개발투융자사업을 통해 민간 프로젝트 중에서도 개도국 개발에 크
게 공헌하고 공공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대해 장기, 저리의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일
본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해외개발투융자사업은 고이즈미 정부
가 들어서면서 폐지되었으나 최근 민주당 정부에 의해 다시 부활되게 되었다. 이로
써 JICA의 원조자금이 일본기업에게 투융자될 수 있게 되어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물 관련 사업에도 그대
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 일본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리ㆍ운영 실적의 축적에 크게 기
여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일본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동원하여 물 분야의 민간
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르는 자금조달, 리스크 분산 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지원책
을 강화할 전망이다.
5) 전략적 협력대상국과의 정책대화 추진
일본정부는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전략적 협력대상국과 ｢물정책대화｣
라는 협의채널을 설치하고 정부 차원에서 양자간 물 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전
략을 구사하고 있다. 2009년 12월 도쿄에서 개최된 일ㆍ아랍 경제포럼에서는 일
본과 아랍 간의 물 관련 환경개선을 위한 상호협력의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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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뿐만이 아니라 민간 차원을 포함한 물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였다. 이
러한 요청에 따라 일본과 아랍 사이에 ｢물정책대화｣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2010년
2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물정책대화를 개시한다고 합의하였고 중국과는 일ㆍ중
에너지절약ㆍ환경 총합포럼의 틀을 활용하여 물 전문가의 대화가 개시되었다. 이
처럼 일본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 협력대상국과 물 분야에서의 정책대화를
통해 상대국 물 환경의 현황과 과제를 파악하고 이를 일본기업의 비즈니스와 연계
시키려 하고 있다.
6) 기업의 기술개발ㆍ실증실험에 대한 지원 강화
상하수도 사업과 같이 최상위의 1차 계약자로서 사업권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
한 경우도 있으나 해수담수화나 특수 산업용 수처리 시스템과 같이 고도의 요소기
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분야도 있다. 일본정부는 이와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의 기술개발과 실증실험을 지원하고 있다. 기술
개발 지원은 주로 경제산업성 산하의 신에너지ㆍ산업기술총합개발기구(NEDO)가
담당하고 있다. NEDO는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5년에 걸쳐 총 96억 엔 규
모로 기업의 핵심 요소기술개발, 요소기술을 활용한 실증실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2009년도에는 약 46억 엔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2010년 7월 현재 NEDO가 지원
하고 있는 국내외 실증실험의 개황을 보면 건수로는 국내 1건, 해외 9건이며 해외
지역으로는 중국(3건), 호주(2건), 베트남(2건), UAE(1건), 베네수엘라(1건), 태국(1
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에서의 실증실험이 가장 많은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호
수 수질개선, 수처리 막을 활용한 폐수의 고도처리로 공업용수 공급, 도시주변 공업
단지에서의 물 순환 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 일본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막 처리기
술 등 고도기술을 활용하여 물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사업화하기 위한 실험
으로서 이를 통해 향후 일본기업의 중국 물시장 진출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176 일본과 EU의 환경 분야 대외협력 전략과 시사점

표 4-2. NEDO 에 의한 물 관련 실증실험 지원 현황
실증지역
국
내

해
외

사업명

실시기업

키타큐슈시

토레이, 日立플랜트테크놀
해수담수화ㆍ하수 등 재이용 통합 시스템 사업
로지

중국(안휘성)

일ㆍ중경제협회, 三菱化工 중국 도시주변부에서의 물환경 개선ㆍ에너지
機, 쿠보타
절약형 물순환 사업

중국(윈난성)

日揮

오존처리에 의한 중국 호소정화 프로젝트

중국(하북성)

双日

중국 당산시 공업지역 물순환 시스템 사업

UAE

日立플랜트테크놀로지

중동 동의 해외신흥지역에서 소규모 분산형
물순환 사업

호주

竹中공무점, 竹中토목, 住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창조하는 완전 에너지
友상사, 水道機工
절약형ㆍ자립형 물공급관리시스템 사업

베네수엘라

造水촉진센터, 오리엔탈 컨 중남미(발렌시아호 유역)에서의 물환경개선
설턴트
ㆍ물순환 사업

호주

JFE엔지니어링, 노무라총합
호주에서의 분산형 수자원 공급시스템 사업
연구소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고도 오염하천수 이
동남아(태국 또는
메타워터, 수도기술연구센터
베트남)
용형 정화공급시스템에 의한 물순환 사업
베트남(호치민)

오사카시 수도국, 칸사이경
수도시스템에서의 고도수 이용과 지속적 운
제연합회, 東洋엔지니어링,
영관리조사
파나소닉 환경엔지니어링

자료: 經濟産業省, 水ビジネスの国際展開に向けた課題と具体的方策.

7) 일본기업 비즈니스 모델의 재구축
일본기업의 물 분야에서의 전통적 비즈니스 모델은 매우 단순하였다. 일본의 수
처리 기기 업체는 해외에서 사업권을 획득한 1차 계약자(주로 유럽 물 메이저 업
체나 현지업체)에게 수처리 기기를 납품하였다. 일본의 종합상사는 해외 사업체에
출자하여 해외 물사업에 진출하였으나 단순한 자본참가 형태여서 사업에 깊숙이
관여하지는 못하고 단지 수익을 배분받는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최근 중국과 한국
을 비롯한 신흥국 기업과의 가격경쟁이 심해지면서 위와 같은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로는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일본기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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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이 제시한 일본기업의 신 비즈니스 전략의 사례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고객의 수요에 대응하는 솔루션형 비즈니스로 이행해야 하고 개별 기
기의 판매만이 아니라 여기에 서비스를 융합시켜야 한다는 전략이 제시되었다. 시
스템 설계의 초기단계부터 참가하여 일본기업의 기술 채용에 유리한 설계로 유도
하고 가치사슬에서 수익성이 높은 부분에 사업을 집중시킨다는 전략도 제시되었다.
자사에게 부족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 가격경쟁력을 가
지기 위해 해외에 생산거점을 이전하며 현지 수요에 맞게 제품의 성능을 하향조정
하는 전략도 제시되었다. 핵심기술은 블랙박스화하여 보호하고 국제표준화를 촉진
하는 전략도 제시되었다. 이처럼 일본정부는 일본기업이 새로운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확립을 촉구하고 있다.
8) 일본기업에 의한 컨소시엄 형성 지원
일본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이의 실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
해서는 기업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일본정부는 물 관련 일본기업들
의 컨소시엄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2009~10년도
에 합계 8억 엔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해외에 진출을 도모하는 일본기업들의 컨
소시엄 형성을 지원하였다.
9) 물 관련 인재육성 및 인적교류 활성화
해외에서 물 공급 시스템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현지의 인
재가 필요하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능한 현지의 경영 관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지인을 초청하여 교육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정부 차원에서는 JICA의 ｢연수원
受入ㆍ전문가 파견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2008년 3만 6,319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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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을 받아들였고 4,597명의 일본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였다. 이 외에도 다
양한 주체에 의한 연수 프로그램이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연수제도의 목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지의 인재를 양성하여 일본기업이 이들을 활용하는 데 있다.
한편 일본정부는 현지의 정부고관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일본기업이 물 관련 사업권을 획득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기 위해서
는 이와 같은 고위급 네트워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동안 추진해 온 연수 프로그
램의 참가자들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10) 최종 목표
일본정부는 민영화된 세계 물 시장 규모가 현재의 7.5조 엔에서 2025년에는 31조
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위와 같은 전략을 통해 일본이 6%의 시장
점유율(1.8조 엔)을 획득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일본의 물 관련 해외 매
출액은 1,000억 엔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어서 이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15년
에 걸쳐 10배 이상의 매출확대가 필요하다.
그림 4-3. 일본의 물 관련 사업 해외진출 목표

(참고)
2025년에 민영화된 해외 물 비즈니스
시장: 약 31조 엔
1,000억 엔 약간 상회

자료: 經濟産業省, 水ビジネスの国際展開に向けた課題と具体的方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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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일본의 물 관련 해외진출 로드맵

자료: 經濟産業省, 水ビジネスの国際展開に向けた課題と具体的方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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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체제
1) ｢해외 물 인프라 PPP 협의회(가칭)｣의 설립
2010년 6월 1일 일본 국토교통성은 ｢해외 물 인프라 PPP 협의회(가칭)｣의 설
립을 발표하였다. 이 협의회 설치는 ｢국가전략프로젝트 위원회｣의 설치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 위원회가 인프라 건설과 관련된 상위의 조직이라고 한다면 협
의회는 인프라 분야 중에서도 물 분야에서의 인프라 수주를 확대하기 위한 하위의
민관 협의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는 2025년 물 시장 규모가 80조
엔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 시장을 획득하기 위한 민관협조체제의 구
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일본기업이 우수한 요소기술을 보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의 확보에서부터 상하수도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운영ㆍ관리하는 종합적 서비스 제공능력이 부족하다고 스스로의 문제점을 분석하
고 있다. 이 협의회는 일본기업이 안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민
관공동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정보교환과 해외 진출 전략을 고안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협의회에는 범정부적으로 물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고 있어서 정부부처간
의 의견을 조율하는 기능도 수행할 예정이다. 중앙정부부처로서는 국토교통성, 후
생노동성, 경제산업성, 환경성, 외무성, 총무성이 참여하며,81) 지방정부로서는 도쿄
도, 요코하마시, 오사카시가 참여한다. 이 외에 일본하수도사업단, 수자원기구 등
물 관련 단체가 참여하고 민간에서는 상하수도 관련기업, 플랜트 업체, 건설회사,
건설 컨설팅 업체, 상사 등의 기업을 공모를 통해 참여시킬 예정이다.

81) 국토교통성은 ｢종합정책국 국제건설추진실｣, 후생노동성은 ｢건강국 수도과｣, 경제산업성은 ｢제조
산업국 물비즈니스ㆍ국제인프라시스템 추진실｣이 협의회의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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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해외 물 인프라 PPP 협의회(가칭)｣의 구성
구분

참가자

중앙정부

국토교통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환경성, 외무성, 총무성

지방정부

도쿄도, 요코하마시, 오사카시

일본하수도사업단, 수자원기구, 국제협력기구, 국제협력은행, 일본무역진흥기구, 일본
무역보험, 신에너지ㆍ산업기술총합개발기구, 조수촉진센터, 하수도 글로벌 센터, 국
관련 단체
제건설기술협회, 해외건설협회, 해외컨설팅기업협회, 일본수도협회, 일본수도공업단
체연합회, 수도기술연구센터
민간 기업

상하수도 관련기업, 플랜트 제조기업, 건설회사, 건설컨설팅회사, 상사 등 분야에서
공모를 통해 결정

자료: 国土交通省(2010. 6. 1), “｢海外水インフラPPP協議会（仮称）｣について”.

2) ｢물 안전보장 전략기구｣
이 전략기구는 자민당 정부 시절에 창설된 기구로서 일본의 물 관련 정책의 수
립과 집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되었던 조직이다. 이 조직의 설립은 2007년
12월에 출발한 ｢물 안전보장 연구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연구회는 자민당 내
에 설치된 연구회로서 총 19차례 연구회를 개최하였고 2008년 8월에는 최종 보고
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21세기는 물의 세기이며 일본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또한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물 문제를 해결한다｣
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후 연구회는 ｢물 안전보장 특명위원회｣(최고고문,
모리 전 총리)로 승격되었다. 특명위원회는 국내외 물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팀 물ㆍ일본(Team Water Japan)｣을 제안하였고 이의 핵심 기구로서
｢물 안전보장 전략기구｣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동 기구는 2009년 1월에 설립되었
고 동 기구의 설립과 더불어 ｢팀 물ㆍ일본｣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이처럼 일본이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던 배
경에는 일본의 물 관련 정책체계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었다. 일본 내에는 10개 이
상의 정부부처가 물 관련 정책을 분할하여 담당하고 있고 내부 조직도 비대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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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비효율적인 운영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의 물 관련 산업을 보면 개별 기
업이 보유한 기술과 시스템은 세계적인 수준이나 사업 전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능력은 매우 약하며 고비용 체질이 고착화되어 있어서 국제경쟁력이 약하다는 문
제를 안고 있다. 물 관련 학회도 개별 분야에 특화되어 있어서 여러 분야를 망라하
는 연구나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처럼 물 관련 분야에서는 산ㆍ관ㆍ학
각각이 개별 분야에서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전체로
볼 때는 그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물 관련 각 분야의 통합과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고 이것이 전략기구
설치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82)
｢팀 물ㆍ일본｣이란 일본 국내의 물 관련 단체, 기업, 학회, 협회, NPO/NGO,
정부기관 등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들 관련 기관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 되는데 첫
째는 ｢물 안전보장 전략기구｣이고, 둘째는 일본 국내의 물 관련 단체( ｢행동 팀｣
이라 칭함)의 네트워크이며, 셋째는 물 관련 정부부처의 연락회이다. 이 시스템에
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것이 바로 ｢물 안전보장 전략기구｣이다.
｢팀 물ㆍ일본｣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물 관련 경제단체, 민간기업,
NPO/NGO, 학회, 협회, 정부기관 등이 물에 관한 과제별로 행동 팀을 구성하여
과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나 정책 등을 조사ㆍ분석한다. 이렇게 조사ㆍ분석된
내용은 ｢물 안전보장 전략기구｣에 보고되고 전략기구는 보고된 내용을 보완하여
정부부처에 전달한다. 전략기구는 이른바 정치주도형 기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
다. 다시 말하면 전략기구에는 정치적으로 비중이 높은 인물(예: 모리 전 총리)이
참여하여 이들의 정치적 권위를 바탕으로 정부부처별로 분할되어 있는 물 관련 정
책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82) 水道産業新聞(2009.1.19)을 참고.

자료: ｢팀 물ㆍ일본｣ 사무국.

그림 4-5. ｢팀 물ㆍ일본｣의 전체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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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몇몇 민간 기업이나 특정 분야 단체가 정책제언을 하더라도 정부는 이
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물 관련
정책이 정부부처별로 분할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
안으로서 전략기구가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이를 정부부처에 강력히 권고함으로써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려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전략기구는 민관협
력을 촉진하는 촉매제로서 물 관련 정책에서 권위를 가지는 존재로서의 역할이 크
게 기대되고 있다.
전략기구에는 전체회의, 집행심의회, 전문위원회가 설치된다. 전체회의는 정계,
산업계, 각 분야 단체, 학회, 전문가들 약 100여 명으로 구성된다. 전체회의에는 자
민당 이외의 정당 인사들도 초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집행심의회는 전체회의에
서 추대된 1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략기구와 팀들의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
고 있어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구이다. 초대 위원장은 모리 전 총리가 담당
하였다. 전문위원회는 집행심의회가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를 집행심
의회에 보고한다.
전문위원회에는 기본전략위원회, 분야연계위원회, 기술보급위원회의 세 개 위원
회가 있다. 기본전략위원회는 집행심의회 위원들에서 선출하여 구성하고 나머지
두 개 위원회는 검토 과제별로 관련된 집행심의회 위원과 행동 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기본전략위원회는 일본의 새로운 유역관리방안을 모색하며 분야연계위
원회는 범정부적으로 연계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하며 기술보급위원회는 일
본의 기술을 세계에 보급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한다. 분야연계위원회와 기술보급
위원회에서 논의된 과제에는 물 관련 원조 및 물 사업 해외전개 강화 방안이 공통
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팀 물ㆍ일본｣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이것이 정형화된 조직이 아니라는 점이
다. 특히 전략기구 산하에서 실질적으로 물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개별 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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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하향식으로 조직화되는 것이 아니라 상향식으로 자발적으로 결성되고 참여하도
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산업계, 학회, NPO/NGO 등 국내외 물 문제 해결을 위해 활
동하고자 하는 조직, 기업, 개인, 그룹은 누구라도 개별적으로 혹은 복수의 그룹이
연대하여 팀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다.83) 이렇게 자발적으로 구성된 팀들은 국
내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2009년 3월 16일 현재 17개의 행동 팀이 구성되어 참가
하였다. 이들 행동 팀은 분야연계위원회와 기술보급위원회에 참여하여 관련 분야
의 과제를 발굴하고 위원회에 이를 제안한다. 기본전략위원회는 이를 총괄하는 역
할을 한다.
정부 차원에서도 ｢물 안전보장 관계성청 연락회｣를 조직하였다. 연락회에는 내
각관방, 내각부, 총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성, 농림수산성, 경제산
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방위성이 참여하고 있으며 물 문제와 관련된 특정 이슈
에 대하여 작업반을 설치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전통적인 수직분할적 행정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팀 물ㆍ일본｣의 국제협력 측면을 보면 다음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국제협력에서도 민관협조체제의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2009년 5월 ｢일본 물 포럼｣이 개최한 ｢21세기의 물 사업에서의 일본의
기여방안에 관한 세미나｣에서는 ‘얼굴이 보이는 국제협력’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
해 전략기구를 중심으로 민관의 연계를 강화하고 종합적 서비스 공급능력을 향상
시켜야 한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이 세미나의 키워드는 역시 ‘연계’였다. 실제로

83) 국토교통성은 ｢하수도분야에서의 국제협력활동추진회의｣를 설치하였고 경제산업성은 ｢수자원정책
연구회｣, ｢산업경쟁력간담회｣를 설치하였다. 일본수도협회는 ｢수도의 안정보장에 관한 검토회｣,
｢국제공헌추진실｣을 설치하였고 일본하수도협회는 ｢하수도글로벌센터｣를 설치하였다. 산업계에서
는 ｢해외물순환시스템협의회｣, ｢중국 물 비즈니스 개척 어라이언스｣(미쓰이물산, 15사)가 설립되
었다. 이처럼 각 분야별로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조직들이 결성되었고 이 팀들이 ｢팀 물ㆍ일
본｣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2009년 12월 현재 29개의 행동 팀이 활동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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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개도국의 물 공급 시스템에 대한 인프라의 계획에서부터 유지ㆍ관리에 이
르기까지의 종합적 서비스 공급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일본형 물 공급 시스
템을 국제적으로 보급하여 이를 국제표준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
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ODA를 활용하고 민간 차원에서는 종합적 서
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능력을 향상시키려 하고 있다. ｢팀 물ㆍ일본｣, 그리고
그 중핵기관인 전략기구는 위와 같은 민관의 노력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

3. 일본의 물 분야 국제협력 사례
가. 일본 지자체의 국제협력 사례
일본의 지자체는 전후 수도 사업을 독점적으로 운영해 온 주체로서 수도와 관련
된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반면에 민간기업은 수도 사업에 참여가 제한되었
기 때문에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
본의 지자체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해외에서의 상수도 사업
을 전개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자체가 상수도 분야에서 해외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배경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일본의 상수도 분야의 여러 가
지 문제들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경영기반 약화 문제는 가장 직접적인 배경이 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배경이야 어찌되었든 최근 일본의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물 분야의 해외진출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일본 지자체의
물 분야 해외진출을 위한 대응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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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무성의 ｢지방자치체 수도사업의 해외전개 검토 팀｣ 운영
일본 지자체의 물 분야 해외진출은 총무성의 관할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총무성은 지자체의 지방공영기업 운영을 관리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
문이다. 총무성 관할하의 지방공영기업이 상업적 목적으로 해외에서 사업을 전개하
는 것이 지방공영기업의 본연의 역할에 부합하는 것인지, 만일 부합한다면 이를 지원
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총무성은 2010년 3월 ｢지방자치체 수도사업의 해외전개 검토 팀｣을 설치하였
다. 이 검토 팀은 총무성 부대신이 주도하였고 총무성, 외무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
성, 국토교통성의 정무관 그리고 총리보좌관으로 구성되었다. 검토 팀은 검토 결과를
2010년 6월에 발표된 ｢신성장전략｣에 반영시키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였다.
2010년 5월 동 검토 팀은 중간보고서84)를 발표하였는데 이하의 논의는 이를 바
탕으로 하고 있다.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사항은 역시 지자체가 해외에서 영리목적
의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 점에 대한 검토 팀의 결론
은 이것이 타당하고 또한 일본경제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지자체 수
도사업의 해외진출이 해외의 물 문제 해결에 기술적으로 크게 공헌할 수 있다는 점
이 첫째 이유였다. 둘째는 지방공영기업의 해외진출이 성공할 경우 새로운 수입원을
확보하게 되므로 수도사업체의 경영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점도 제시되었다.
셋째는 해외사업을 통해 수도 관련 기술승계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해외사업을 기술승계의 실천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
로 해외사업을 통해 지역산업진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 수도사업의
해외진출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
해야 한다는 것이 검토 팀의 결론이고 이러한 입장은 ｢신성장전략｣에도 반영되었다.
84) 地方自治体水道事業の海外展開検討チーム(2010年5月), 地方自治体水道事業の海外展開検討チーム
中間とりまと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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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팀은 해외에 진출할 때의 조직형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제3섹터
가 민간기업과 제휴하는 경우｣와 ｢자치체가 민간기업과 제휴하는 경우｣가 현실적
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제3섹터는 자치체(수도국)와 민간기업이 자금과 인재를 제
공하여 설립하는 조직이며 이 제3섹터가 해외진출의 주체가 되어 다른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도쿄도 수도국은 이 방식을 이용하여 해외진출을 도모할 계
획이다. 즉 도쿄도 수도국은 민간기업 등과 특별목적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를 해
외진출의 주체로 삼고자 하고 있다. 자치체(수도국) 스스로가 해외진출의 주체가
되어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것이 두 번째 방식인데 오사카시 수도국은
이 방식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6. 수도사업 해외진출의 두 가지 유형

자료: 地方自治体水道事業の海外展開検討チーム(2010年 5月), 地方自治体水道事業の海外展開検討チーム
中間とりまと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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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팀은 자치체가 수도사업의 해외진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몇 가지 장애란 다음
과 같다. 첫째는 자치체가 직접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지방공영기업법은 본 사업에 부대하는 부대사업의 조건으로서 본 사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거나 본 사업에 관련된 토지, 시설 등 자산, 지식과 기능을 유효
하게 활용하는 사업이거나, 부대사업의 이익을 통해 본래사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
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검토 팀은 수도국의 해외사업 진출이 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본 사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본 사업의 자산과 지식을 유
효하게 활용하기 때문에 자치체가 직접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이로써 자치체의 수도사업 해외진출의 법률적 정당성이 강화되었다.
둘째는 지자체가 제3섹터에 출자하는 경우 지방채를 발행하여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검토 팀은 출자금이 출자된 제3섹터에서 안정적으
로 유지되고 이 자금이 장래에 지자체에 상환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제3섹터가 해외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수익을 창
출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는 지자체가 제3섹터에 직원을 파견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수도사업
과 관련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인재는 주로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재
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직원파견 등 법률적 요건이나 제약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한
데 검토 팀은 이 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법 해석과 기준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
장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총무성의 검토 팀은 지자체의 수도 사업 해외진출을 긍정적으로 판단하
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
수도국이 상업적 목적으로 해외사업을 도모하는 것은 지방공영기업의 본래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이해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해외사업의 경영이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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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어 국내 수도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상황에서 즉시 철수할 수 있도록
사업철수에 관한 원칙을 사전에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2) 도쿄도 수도국의 국제협력 사례
도쿄도 수도국은 2010년 이후 상수도 분야에서의 해외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쿄도의 수도국과
상수도 관련 일본의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해외,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의 상수도 관
련 인프라 사업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쿄도는 오랫동안 축적해 온 상수
도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해외에 이전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동시에 이익
을 획득하여 경영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일본의 민간기업 또한 해외에서의
상수도 사업의 운영실적을 축적하여 해외에서의 물 사업 진출의 기반을 축적해 나
갈 수 있다.
이러한 목적과 배경하에서 도쿄도는 2010년 2월에 ｢도쿄수도서비스 주식회사
를 활용한 새로운 국제공헌 방안(실시방침)｣을 발표하였다. ｢도쿄수도서비스 주식
회사｣는 도쿄도가 51%를 출자한 수도국 산하의 감리단체로 수도사업과 관련된 높
은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이다. 실시방침에서는 [그림 4-7]과 같은 국
제공헌의 기본 골격을 제시하였는데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제공헌의 주체는 도쿄도 수도국, 도쿄수도서비스 주식회사, 민간기업의
세 부류가 있다. 도쿄도 수도국은 이들 세 부류의 주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도쿄수도서비스 주식회사와 민간기업은 제휴를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외에
서의 상수도 사업의 전개를 추진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먼저 해외수도사업체(국
가, 지자체)가 어떠한 상황에 있으며 무엇을 원하는지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수도사업체에 관련 설비의 정비나 정책을 제안하고 자문하여 구체적인 프로젝
트 안건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음으로 도쿄수도서비스 주식회사와 민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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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형성한 컨소시엄은 해외수도사업체가 추진하는 수도사업에 수익성,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응찰하고 이를 획득하여 해외에서의 수도사업 전개를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이것이 도쿄도가 생각하고 있는 상수도 분야의 새로운 형태의 국제협력
방식이다. 국제협력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민간의 상업
베이스의 협력이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 4-7. 도쿄수도서비스 주식회사를 활용한 국제공헌의 기본 틀

자료: 東京都水道局, ｢東京水道サービス株式会社を活用した国際貢献の新たな取組 (実施方針)｣.
(http://www.waterworks.metro.tokyo.jp/press/h21/press100210.pdf)

위와 같은 기본 틀하에서 실시한 방침에서는 상업 베이스의 물 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해외사업 조사연구회｣
의 설치이다. 이 조사연구회는 해외에서의 상수도 분야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국
내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실태 및 수요조사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해외의 수요에 대
응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사연구회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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쿄도 수도국과 도쿄수도서비스 주식회사의 구성원만으로 구성되며 민간기업에 대
한 인터뷰 조사결과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10년 4월과 5월에 걸쳐 약 50개 기업 및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는 도쿄수도 국제공헌 미션단의 파견이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에
걸쳐 주로 아시아 지역의 10개국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미션단을 파견할 예정이
다. 미션단은 상대 도시지역 내 수도사업체의 수요 파악, 도쿄수도서비스의 기술과
노하우의 홍보 등을 통해 상대 도시지역에서의 수도사업을 획득하는 것을 궁극의
목표로 삼고 있다.
셋째는 구체적인 수도사업의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것이다. 먼저 도쿄수도서비스
주식회사가 단독으로 해외의 컨설팅 업무나 시설관리를 수주하는 것을 목표로 삼
고 있다. 나아가 일본의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컨설팅, 플랜트 건설, 시
설관리 등 보다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도쿄도 수도국, 도쿄수도서비스 주식회사,
그리고 산업혁신기구는 2010년 3월에 ｢물 사업에 관한 협력관계구축을 위한 3자
간 각서｣를 체결하였다.
이 각서의 체결에 참여한 산업혁신기구는 국내외 환경ㆍ에너지 분야 등 성장성
이 높은 사업에 투자하여 차세대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
표로 하는 기구이다. 산업혁신기구는 주로 정부가 출자하였으며 민간기업도 일부
출자하고 있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촉진하여 새로운 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지원
하는 것이 산업혁신기구의 궁극적 목적이며, 도쿄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수도사업
의 해외진출도 이러한 성장산업의 하나로 보고 이를 지원하겠다는 각서를 체결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산업혁신기구와 정보교류, 합작회사의 설립 등에서 협력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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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수도국은 2010년 3월에 해외 상수도사업의 7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발
표하였는데 이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도쿄도 수도국이 향후 어떻게 상수도 사업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지를 알 수 있다. 비즈니스의 유형은 사업유형과 업무내용
에 따라 구분된다. 사업유형은 단독수주형, 공동수주형, 공동매수형으로 구분된다.
업무내용은 컨설팅, 운영ㆍ관리(OM:Operation Management), 파이낸스ㆍ건설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단독수주형은 도쿄도 수도국과 이의 관할하에 있는 도쿄수도서비스 주식회사
(TSS)가 단독으로 현지의 자치체나 사업자와 컨설팅, OM, 파이낸스ㆍ건설 등의
업무를 계약하는 방식이다. 공동수주형은 도쿄도 수도국과 TSS가 민간 제조업체
나 금융기관ㆍ상사 등과 공동으로 해외사업을 수행할 특별목적회사를 설립하고 이
특별목적회사가 현지 자치체나 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공동매수형은
특별목적회사가 현지에서 이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체를 매수하여 이를 통
해 해외에 진출하는 방식이다.
업무의 내용에 따라 컨설팅만 수행하는 경우, 컨설팅과 OM만을 수행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컨설팅과 OM에 더하여 자금조달과 건설까지 수행하는 경우로 구분되
며 후자로 올수록 자금부담과 리스크가 증대된다. 도쿄도 수도국은 이상과 같은 기
본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하고 상대국의 사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기
본 비즈니스 모델을 미세 조정해 나가는 방식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상과 같이 도쿄도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분야에서의 국제협력방안
은 기존의 국제협력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이다. 종래에 추진되어 왔던 국제협력은
상업 베이스와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종래의 국제협력은 JICA의 요청에 따라
해외 연수생을 받아들이거나 도쿄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아시아 대도시 네트워
크 21 사업｣에 의거하여 가맹 도시로부터 연수생을 받아들이는 것이 핵심을 이루
고 있었다. 다음 [표 4-4]는 도쿄도가 받아들인 연수생 실적인데 2005년부터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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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해외 상수도 사업의 7가지 비즈니스 모델
구분

업무내용

내용

컨설팅

운영관리(OM) 파이넌스, 건설

① TSS
단독 TSS가 현지 자치체나 사업체와 직접
② TSS
수주형 계약을 체결
③ TSS
금융기관, 제조업체 등과 특별목적회사 ④ TSS & 제조업체
사
+(금융기관ㆍ상사 등)
(SPC)를 설립하고 이 회사가 현지 자
업 공동 치체 등과 계약을 체결함. 계약ㆍ협정
유 수주형 에 의해 각 참가회사의 업무범위, 리스 ⑤ TSS & 제조업체 등
형
크 부담을 명확히 규정함.
현지수도사업자를 M&A 또는 자본참 ⑥ TSS & 제조업체
+(금융기관ㆍ상사 등)
공동 가에 의해 매수하고 현지사업을 인수함.
매수형 계약ㆍ협정에 의해 각 참가회사의 업무
범위, 리스크 부담을 명확히 규정함. ⑦ TSS & 제조업체 등
주: TSS란 도쿄도 수도국이 출자하여 운영하는 도쿄수도서비스 주식회사를 의미함.
자료: 東京都水道局 홈페이지,
（http://www.waterworks.metro.tokyo.jp/campaign/kokusaikoken/img/kokusaikoken3.pdf)

까지 5년간 총 1,851명의 연수생을 받아들여 교육하였다. 연수생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한국,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이 71.9%를 차지하여 아시아 중
심의 국제협력을 추진해왔음을 알 수 있다. 한편 JICA와 함께 상수도 분야의 전문
직원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 파견하여 기술협력을 실시해왔다.
표 4-5. 도쿄도 수도국의 해외 연수생 수용 현황
구분

2005년

(단위: 명)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한국

56

146

109

119

86

중국

4

97

100

133

51

기타 아시아

104

94

86

83

63

아시아 이외

58

28

167

90

177

222

365

462

425

377

합계

자료: 東京都水道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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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사카시 수도국의 국제협력 사례85)
오사카시 수도국도 도쿄도 수도국과 비슷한 형태로 상수도사업의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오사카 수도국도 민간기업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해외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의 상수도 사업에 진출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민
관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2009년 12월 3일 ｢사단법인 칸사이 경제연합회와 오사카
시 수도국의 물ㆍ인프라의 국제전개에 관한 연계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의
취지는 상호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에서의 물ㆍ인프라 정비와 공중위생 향상을 도
모하고 세계의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것이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해외사업을
통해 오사카시 수도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칸사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
여하는 것이다.
오사카시 수도국은 베트남과의 상수도 분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12월
9일 ｢호치민시 수도와 오사카시 수도국의 기술교류에 관한 각서｣가 체결되었다.
오사카시 수도국은 호치민시 수도 총공사(Saigon Water Corporation)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교류단을 파견ㆍ수용하고 호치민시의 상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인재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오사카시 수도국은 2009년 10월부터 NEDO 사업의 일환으로 ｢절수형ㆍ환경조
화형 물순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상
수도에 관한 종합적 서비스(수원에서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의 종합 서비스) 시스
템 구축의 실현가능성을 조사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까지 모델사업을 통해 실증
실험을 시행하고 2014년부터 이를 사업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프로젝
트는 오사카시 수도국이 보유하고 있는 누수대책과 효율적 수도운용기술이 적용되
고 있고 현지에서의 적용가능성을 실험하는 것으로, 적용모델이 실현가능하다면
85) 地方自治体水道事業の海外展開検討チーム(2010年5月)，地方自治体水道事業の海外展開検討チー
ム中間とりまとめ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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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일본형 상수도 시스템을 보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사업화의 방법에 대해서는 관민연계 컨소시엄의 형성이 주목되고 있다. 즉 오
사카시 수도국이 중심이 되어 관련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해외진출을
도모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도쿄도 수도국의 구상과 비슷한 방식이다.
그림 4-8. 오사카시 수도국의 해외 상수도사업 진출 구상

자료: 地方自治体水道事業の海外展開検討チーム(2010年 5月).

4) 요코하마시 수도국의 국제협력 사례
요코하마시 수도국은 120년 전통의 수도사업에서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활
용하여 국내외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면서 ｢산ㆍ학ㆍ공
(産ㆍ學ㆍ公)｣의 연계에 의한 대응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방침은 요코하마시 수
도국이 2010년 3월에 발표한 ｢요코하마 수도의 산ㆍ학ㆍ공(産ㆍ學ㆍ公) 연계 지
침｣에 잘 나타나 있다. 일본의 다른 수도사업자와 같이 요코하마시 수도국도 물
수요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 설비갱신투자부담 증가, 기술인력 확보 및 기술승계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단일 사업자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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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주체들의 연계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이 이와 같은 지침
을 책정하게 된 배경을 이루고 있다.
산업계와의 연계에서 핵심은 민간기업이 보유한 첨단기술과 수도사업체가 보
유한 종합적 운영ㆍ관리 노하우를 결합하는 것이다. 요코하마 수도국은 민간기업
과의 공동연구 추진을 통해 지식재산을 축적하고 사업연계를 통해 경영상의 문제
가 완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일본 국내에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해외시장
에도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진출하여 해외에서의 물 관련 사업을 전개할 것을 기
대하고 있다. 나아가 양자가 보유한 설비나 자산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수도 관련
인재육성, 위탁사업자의 기술능력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한편 대학과
는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세미나 등을 통한 정보교류를 도모한다. 현 내의 다른 수
도사업자와 연계하여 수도사업의 광역화를 도모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정책변
화이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주체가 상호 연계함으로써 수도사업자로서 종합적 서비스
능력을 배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이들 지역에서 안전한 수자
원을 확보하고 공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요코하마시 수도국의 중장기적
인 비전이다. 이러한 비전하에서 요코하마시 수도국은 2010년 7월 ｢요코하마 워터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이 회사는 요코하마시가 100% 출자한 회사로 향후 요코
하마시의 물 관련 사업을 주도할 핵심 주체로서 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이 회사
는 주로 요코하마시 수도국의 OB 출신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며 요코하마시 수
도국의 기술과 인재를 활용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사는 국내외 수도사업자
로부터 정수장 운영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주력 사업으로 할 예정
이며 첫 해에는 1억 엔, 4년 후에는 4억 엔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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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키타큐슈시의 국제협력 사례
키타큐슈시는 2010년 가을에 히타치 플랜트 테크놀로지 등 민간기업과 함께 시
하수처리장에 대규모 실험 플랜트 ｢워터 플라자｣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 플랜트는
최첨단 수처리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생활폐수와 해수를 이용하여 공업용수를 만
드는 시설이다. 1일 1,400㎥의 조수능력을 보유하는 시설로서 수질이 좋을 경우
시내의 민간기업에 공업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NEDO, 히타치
플랜트테크놀로지, 토레이, 키타큐슈시가 참여하고 있다. 2014년까지의 실험기간을
거쳐 공업용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플랜트 수출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실험기간 동안 신흥국으로부터 견학자를 초청하여 플랜트 기술을 홍보
하여 플랜트 건설수요를 창출해 나간다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키타큐슈시는 지자체로서 민간기업의 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한다. 키타큐슈시는
하수도 사업을 운용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또한 키타큐슈시는 하수도
분야에서 해외 사업을 수행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실적을 보유한 키타큐슈시와 제휴함으로써 해외진출 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사업실적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실험 플랜트를 운
영하는데 필요한 하수도 관련 노하우를 키타큐슈시로부터 얻을 수 있다. 히타치플
랜트테크놀로지와 토레이는 수처리 분야 첨단기술개발을 위한 기술연구조합을 결
성하여 첨단기술개발을 담당하고 키타큐슈시는 해외사업경험, 하수도 관리 노하우
를 활용하여 기업의 해외진출을 측면 지원하는 구조이다. 민간기업은 위와 같은 실
증실험을 축적하면서 점차 신흥국에서 본격적으로 물 관련 플랜트 건설과 운영관
련 사업을 전개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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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키타큐슈시 프로젝트의 기본 구조

자료: 日本經濟新聞(2010. 5. 24, 31면).

나. 민간기업의 국제협력 사례
1) ｢해외 물 순환 시스템 협의회｣(유한책임사업조합)
일본기업들은 해외 물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2008년 11월
｢해외 물 순환 시스템 협의회｣를 설립하였다.86) 이 협의회에는 2009년 9월 1일
현재 40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참가기업을 살펴보면 히타치제작소, 도시바, 미
쓰비시 중공업 등 전기기계 관련 기업, 미쓰비시 상사, 미쓰이 물산 플랜트 시스템
등 상사, 오릭스 등 금융기관, JEF 등 엔지니어링 기업, 카시마 건설 등 건설기업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협회는 일본기업이 해외 물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기반정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국내의 관련 기업들이 결집하고
관ㆍ학과 연계하여 일본이 보유한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
를 해외에 판매하는 것이 협의회의 주요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86) 보다 상세한 내용은 협의회의 홈페이지(http://www.gwra.jp/jp/association/index.html)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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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업무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물 관
련 시장조사(수요조사, 법규제 실태조사, 계약조건, 조달), 국제교류, 정책제언 등
조사ㆍ연구업무이다. 둘째는 기술개발, 국내개발거점형성과 운영을 통한 종합시스
템 경쟁력 강화이다. 일본은 개별 요소기술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종합한
종합적 시스템 제공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한 대응이라고 생각된다. 셋째는
모델사업의 실시이다. 모델사업은 기업 이외에 관계 성청, 자치단체, 대학, 연구기
관, 민간단체 등과 연계하여 추진된다.
그림 4-10. ｢해외 물 순환 시스템 협의회｣ 추진체제

자료: 海外水循環システム協議会 홈페이지(http://www.gwra.jp/jp/association/index.html).

해외에서 전개하고자 하는 대상 분야는 수자원의 확보에서부터 물공급, 재이용
까지의 물 순환 시스템의 종합관리 서비스이다. 대상지역은 상대국의 자금력, 수자
원 여건 등에 따라 다음 [그림 4-11]과 같이 나누어진다. 자금이 풍부하나 수자원
이 부족한 지역(중동, 북아프리카)에서는 첨단기술을 활용하며 인프라의 갱신, 운
영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자금력은 부족하나 수자원이 풍부한 지역(동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남부)에서는 하수도 인프라의 정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중점사업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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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수자원ㆍ자금 등 여건에 따른 대상지역 선별

자료: 海外水循環システム協議会 홈페이지(http://www.gwra.jp/jp/association/index.html).

그림 4-12. 주요 업무의 추진계획

자료: 海外水循環システム協議会 홈페이지(http://www.gwra.jp/jp/association/index.html).

2) 일본의 물 관련 기업연합체 형성
일본기업들은 종합적인 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연합체를 형성하
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물 관련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물
관련 인프라의 운영ㆍ관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일본기업은 펌프, 수처리 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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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요소기술에서는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서비스 공급능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기업들은 점
차 기업연합체를 형성하여 유럽의 물 관련 메이저 기업들에 대항하려 하고 있다.
니혼 가이시와 후지전기 그룹은 2008년에 양사의 수처리 사업을 통합하여 메타
워터사를 설립하였다. 이 회사는 주로 기기, 소재의 공급과 상하수도의 운전, 유지
관리, 요금징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나 향후 국제협력기구
(JICA)의 해외투융자87)가 재개될 경우 베트남 하노이에서 상하수도의 정비와 운
영사업에 본격적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2009년부터 하노이 프로젝트의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지기업과 특별목적회사(SPC)를 설립하는 방안, 수도관
의 매설과 관리기법 등을 검토하고 있어서 건설부터 운전,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한 종합적 서비스 제공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유럽의 물 관련 메이저 업체들에 대항하려 하고 있다.
JFE 홀딩스 산하의 JFE 엔지니어링은 2010년에 호주에서 빗물을 음료수로 정
화하고 생활폐수를 정화하여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건설ㆍ운영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 사업은 NEDO로부터 수탁한 것으로 3년 정도의 시험운전을 거
친 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국내에서 수처리 시설의 건설ㆍ운
영의 실적을 가지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며 이를 해외사업 확대의 계
기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일본 국내에서 상하수도의 건설, 유지ㆍ관리 사업을 전개하는 에바라 제작소의
자회사 에바라 엔지니어링은 2010년 4월 닛키와 미쓰비시 상사의 출자를 받았다.
닛키는 해외 석유플랜트 건설을 통해 쌓아 온 조달, 관리능력을 제공하고 미쓰비시
87) 해외에서 리스크가 비교적 높은 사업에 대한 투융자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이것이 재개될 경우 물
관련 사업에도 투융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투융자에 따른 손실이 누적됨에 따라 2001년
에 사업 자체가 중지되었으나 2010년 6월에 발표된 민주당 신성장전략에서는 아시아의 인프라
수요를 획득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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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는 해외 네트워크와 자금력을 제공하여 유럽의 물 분야 메이저 기업에 필적하
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이와 같은 기업연합체를 형성함으로써 수
처리 시설의 건설과 운영ㆍ관리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에바라 엔지니어링의 모회
사인 에바라 제작소는 수처리 관련 기기나 소재를 공급하는 분야에서만 사업을 전
개하고 있다. 다음 [그림 4-13]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유럽과 미국의 물 분야의
메이저 기업들은 기기ㆍ소재 공급에서 상하수도 사업의 운영ㆍ관리 전 분야에 걸
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기업은 이러한 전 과정의 일부만을 담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여러 분야의 기업간 제휴를 통해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등장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의 대기업에 대항할 만한 경쟁력을 보유한 일본기업
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림 4-13. 세계 물 관련 기업의 활동 영역

자료: 日経ヴェリタス(2010.3.14,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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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가. 요약 및 평가
일본의 수자원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은 일본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환경협
력의 중요한 분야의 하나이다. 그 이유는 수자원과 관련된 시장이 매우 커질 것으
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흥개도국에서는 경제성장과 도시화로 인하여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을 위한 인프라는 여전히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인프라를 어떤 자금으
로 누가 구축할 것인지가 큰 과제 중 하나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능력 강화
라는 관점에서도 상당히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처럼 향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자원 공급 시스템 구축 분야에서
일본은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일본은 수자원 분야에서 종합적
인 서비스 공급능력을 갖춘 기업이나 조직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전
통적으로 지자체가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민간기업의 진출은 제도적으
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흥개도국의 수자원 관련 인프라 시장을
둘러싼 국제경쟁은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수자원 분야에서 나타나는 일본의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는 중앙정부가 일본기업의 수자원 분야에서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
로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등 중앙 성청이 중심이 되고 지자체, 민간협의회,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
의체가 설치되었다. 둘째는 수자원 분야에서 서비스 공급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자
체가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쿄
도, 요코하마시, 오사카시, 키타큐슈시 등의 사례가 대표적인데 그 동안 국내시장

제4장 일본의 환경협력 사례Ⅱ: 수자원 205

에서의 서비스에만 관심을 가졌던 일본의 지자체가 해외에 눈을 돌린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셋째는 민간기업들도 연합체를 형성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사례들은 본문에서 이미 상술한 바와 같다.
수자원 분야에서 일본이 형성하고 있는 민관협력체제가 향후 어떠한 성과를 거
둘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민관협력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첫째 장애요소는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이 많다는 점이다. 일본기업
들은 수자원 서비스에 필요한 장비나 부품 등 요소기술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
를 종합적 서비스 제공자에게 공급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왔다. 따라서 일본
기업들은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활용하려는 유인을 가지고 있다. 일본기업
혹은 지자체가 나서서 커다란 수자원 관련 프로젝트를 수주하면 여기에 무임승차
하여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려는 유인이 매우 강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종합적 서비스 제공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두 번째 장애요소는 리스크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특
히 지자체의 해외 수자원 시장 진출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다. 지자체는 해외시장
에 단독으로 진출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기업과 제휴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민
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더 많은 위험을 떠안게 될 것이고
해외사업이 실패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이를 알
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지자체의 해외진출에 반대할 것이고 이는 해외진출을 도모
하는 지자체에게 매우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세 번째 장애요소는 일본의 정상외교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세계경제가 글
로벌화되면서 최근에는 기업간 경쟁이 국가간 경쟁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대규모 인프라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
지게 나타나고 있다. 수자원 분야는 국가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분야의 하나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정상외교가 매우 커다란 변수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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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외교를 통한 종합적인 패키지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한 국
가와 기업의 경쟁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의 불안정한 정치체제는
이런 점에서 매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나. 시사점
본 장의 고찰에서 얻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자원 분야 해외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긴요
일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해외 물 관련 시장수요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새
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잘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수자원 분야에서 일본기업
들의 전형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뛰어난 요소기술을 활용하여 수자원 분야에서 요
구되는 장비, 소재, 약품 등을 수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일본기업과 비
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로는 향후 급격
히 증가하는 해외시장을 제대로 공략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예
를 들면 일본기업과 해외 물 관련 대기업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즉 해외기업과 공동으로 현지에 사업회사를 설립하는 방안, 또는
해외기업을 매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수자원 분야에서 경험을 많이 가지
고 있는 지자체와 일본의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해외 수자원 관련 시장의 확대에 대비한 비즈니스 모델을 고
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물론 우리
나라는 일본보다 더 큰 물 관련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나 유럽의 물 관련 대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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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면 그 규모나 비즈니스 모델이 크게 뒤처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기기의 판매
만이 아니라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
2) 물 분야 전략적 협력대상국 선정 및 정책대화 추진
일본의 전략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전략적 협력대상국을 선정하고 ｢물
정책 대화｣라는 협의채널을 가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이 전략적 협력대상국으
로 삼고 있는 국가로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 그리고 중국 등이 있다. 중동
지역에서는 해수 담수화 등 대형 프로젝트를 놓고 한ㆍ일 간의 경쟁이 있으며 중
국에서는 상하수도 건설 등 분야에서 점차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물
분야에서 전략적 진출대상 국가를 선정하고 이들 국가와의 정책대화를 추진하여
상대국의 물 환경 현황, 과제를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수자원 관련 해외협력 기관의 해외협력 인센티브 제공
수자원뿐만 아니라 환경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의 공적 기관이나 공기업
은 주로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해 왔기 때문에 해외협력사업의 경험
이 일천하다. 그러므로 이들 기관에서는 해외협력을 담당하는 조직, 인력, 제도가
아직 잘 정비되지 못하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해외협력을
담당하는 담당자에 대한 평가, 인센티브 제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렇기 때문에
해외협력 담당자는 실제로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욕을 상실할 수 있다.
또 하나의 과제는 리스크 분담 문제이다. 즉 해외사업을 전개하다가 실패하였을 경
우 그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 해외사업에는 많은
리스크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를 분담하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정비해야 할 필
요가 있다. 일본 지자체의 사례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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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금융기관의 물 분야 금융지원 강화
일본은 물 관련 사업에서 해외 진출하려는 일본기업에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특히 해외
기업과 공동사업회사 설립, 해외기업 매입, 지자체와의 공동사업회사 설립 등 세
가지 유형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러한 금융지원
을 통해 일본기업의 해외에서의 비즈니스 모델도 수정해 간다는 전략인데 이는 우
리나라에도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부는 JICA의 원조자금까지도 일정 요
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민간기업에게도 투융자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었다. 일본
은 정책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원조기관까지 나서서 민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
고 있다. 물 관련 해외시장에서도 한ㆍ일 간의 경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인데 이와
같은 일본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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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본 장의 연구목적은 개도국의 폐기물관리 분야에 대한 일본의 국제협력 상황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개도국에서는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집중 현상으로 폐기물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는 제도ㆍ
조직ㆍ재정 등의 제약으로 인해 폐기물 분야에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의 폐기물 문제는 공중위생, 빈곤 문제, 인권 문제와도 밀접한 관
련을 맺는다. 따라서 개도국의 폐기물문제는 선진국의 정부개발원조(ODA) 지원과
같은 국제협력체제하에서 폐기물정책 수립, 매립장 건설, 환경교육 등의 다양한 형
태로 그 해결책이 모색되고 있다. 다음으로 개도국의 폐기물관리는 기후변화대응
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청정개발체제(CDM) 사
업이 큰 관심하에서 진행되고 있다. 2009년 말 현재 UN의 CDM 집행이사회에 등
록된 CDM 사업은 에너지산업, 제조업, 화학, 폐기물 등의 15개 분야에서 1,899건
에 이른다. 이러한 CDM 사업 가운데 폐기물 분야는 에너지산업(60.35%)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7.61%를 차지하고 있다.88) 즉, 개도국에서의 적정한 폐기물관리
는 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인 것이다. 다른 한편 대개
도국 협력사업에서 폐기물관리는 과거 우리나라의 유ㆍ무상 ODA 사업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의 5대 협력사업 가운데 한 분야를 차지할 정도
로 의미 있는 분야이다.89)

88) UNFCCC(2009).
89) 이 외의 협력사업으로는 물관리, 저탄소 도시, 저탄소 발전, 산림이 있다.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의
추진 당시 대개도국 사업은 9개국에 대해 15건의 프로젝트가 있었으며, 2010년에 3건의 프로젝
트가 추가되어 2010년 10월 현재 18건의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이 중 폐기물관리와 관련
해서는 베트남의 유해폐기물 통합관리 전자인계 시스템 구축(250만 달러), 인도네시아의 팜오일
폐잔재 활용 바이오에너지사업(250만 달러), 몽골의 울란바토르시 도시폐기물 재활용 시설 건립
(350만 달러)의 3개 사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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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05년에 개정된 ‘정부개발원조에 관한 중기계획’에서 지구적 규모의
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개도국의 폐기물관리에 대한 협력을 중점분야에 포함
하고 있다. 또한 UN, G8 및 일본ㆍ태평양군도 정상회의와 같은 국제체제를 통해
이 분야에 대한 일본의 방침을 정하고 있다. 일본의 ODA를 집행하는 기관인 국제
협력기구(JICA)는 정부의 지원방침을 바탕으로 기술협력, 유상ㆍ무상 자금협력 등
을 통해 개도국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JICA는 폐기물관리 분야에 대해 개발전략
목표ㆍ중간목표ㆍ하위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개도국의 폐기
물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에
서 ODA와 관련하여 관심이 매우 높은 국가다.90)91) 특히 일본은 베트남과 정책대
화(dialogue-based approach)를 통해 각년도의 원조 규모와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
오고 있다. 베트남의 폐기물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등의
기술협력뿐만 아니라 유ㆍ무상 자금협력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구체적인 분야
별 전략하에서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국제협력 사례는 우리나라의
폐기물분야 국제협력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먼저 제2절에서 폐기물의 정의, 개도국에서의 폐기물관리의 문제점,
국제 및 일본의 대개도국 폐기물관리 지원체제에 대해 정리한 다음, 제3절에서는
일본의 대개도국 폐기물관리 지원 전략과 성과를 파악한다. 이어서 제4절에서는 일
본의 대개도국 폐기물관리 분야에 대한 지원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베트남에 대한
국별조사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는 개도국에 대한 일본의 폐기물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하고,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해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90) 2008년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ODA는 5,322만 달러로 국별 지원액 가운데 가장 많았다. 최근 3년
간(2005~07년) 양자간 ODA 금액을 기준으로 일본은 베트남에 대해 약 7억 달러를 지원하여 최
대공여국이었으며, 우리나라는 2,000만 달러로 13위를 차지하였다(한국수출입은행 2009, p. 99).
91) 2008년도까지 누계 기준으로 일본은 대개도국 유상자금협력(엔차관)에서 베트남에 대해 여섯 번
째로 많은 1조 3,743억 엔을 공여하였다. 기타 무상금협력과 기술협력으로 각각 1,265억 엔과
836억 엔을 지원하였다. 외무성 홈페이지(http://www.mofa.go.j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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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도국의 폐기물관리 문제와 국제지원
가. 폐기물의 정의와 종류
폐기물관리는 폐기되는 것(폐기물)의 배출ㆍ저장, 수집, 중간처리, 최종처리라는
일련의 과정을 관리하는 노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92)93) 이 폐기물관리의 대상은
가정과 기업 등의 배출원 및 유해ㆍ무해성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한다. 또한 폐기
물관리는 필요에 따라 ‘도시 폐기물관리’, ‘산업 폐기물관리’, ‘유해 폐기물관리’
등으로 구분된다.
그림 5-1. 사회 전체에서의 전형적인 폐기물의 흐름

자료: 國際協力機構(JICA)(2009a), p. 7.

92) 國際協力機構(JICA)(2009b), p. 3.
93)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는 ‘폐기물’에 대해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
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
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고 정의
하고 있다. 일본에서 폐기물처리는 보통 폐기물관리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보다 엄
밀하게는 후자는 전자를 포함한 폐기물 관련 시스템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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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개도국에서 폐기물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고, 국가와 도시에 따라서도 폐
기물의 정의ㆍ구분과 취급은 다양하다. 또한 개도국 중에는 유해 여부를 포함해
폐기물의 분류와 정의 자체가 없는 국가도 적지 않다. 한편 환경법과 공해규제법
체계 중에서 유해폐기물을 규제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폐기물이 어떻게 정의ㆍ
분류되는가에 따라 개별국의 폐기물에 대한 호칭도 다르게 된다. 일본에서는 방사
능을 제외한 배출원에서의 폐기물을 생활계와 사업계로 대별하고 있다. 사업활동
에 의해 발생한 20종류의 산업폐기물, 그 이외의 사업계 폐기물과 생활계 폐기물
을 포함하여 일반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에서는 ‘산업폐기물’이라
는 정의가 설정되어 있는 국가가 많지 않다. 일본의 대외원조 집행기관인 국제협력
기구(JIC: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는 폐기물관리의 협력대상 가
운데 개도국에서의 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폐기물, 일부 국가에서
심각한 과제로 되고 있는 유해폐기물을 중점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1) 도시폐기물(municipal waste)
일반적으로 도시폐기물이란 도시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폐기물을 의미하며, 주로
지방정부에 의해 관리된다. 도시폐기물의 발생원은 대부분이 가정폐기물이지만, 도
로, 공원, 공공시설, 소규모사업소, 호텔, 식당 등에서 배출되는 것도 포함한다.
도시폐기물은 그 특성에서 유기성과 비유기성의 것으로 대별되는데, 개도국의
도시폐기물은 부엌쓰레기와 같은 유기성의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또한
산업폐기물이 도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과정에서 혼입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개
도국의 도시폐기물이 갖는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도시폐기물 중에는 그 특성과 양, 그리고 폐기물관리를 위한 종사자와 공중의
건강과 안전성에 대한 위험 때문에 가능한 별도로 취급하여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해야 할 특별폐기물(special waste)이 있다. 여기에는 유해의료 폐기물, 가정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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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폐기물, 폐타이어, 폐유, E-waste,94) 전지, 건설ㆍ해체폐기물, 오니(sludge) 등이
포함된다.
2) 산업폐기물(industrial waste)
산업폐기물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배출되는 폐기물이다. 산업폐기물 관리의 경
우 선진국에서는 지방정부의 폐기물관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개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산업폐기물 관리의 체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도시폐기물과 함께 처
리되는 경우가 많다. 산업폐기물에는 비유해폐기물과 유해폐기물이 있으며, 대부분
을 차지하는 것은 비유해폐기물이다. 그러나 산업폐기물에 포함되는 유해물질이
도시폐기물에 유입되면 환경과 공중위생에 위험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 광공업이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입지하고 있는 경우와 유해폐기물의 배출량이 많은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현재화되고 있다.
3) 유해폐기물(hazardous waste)
유해폐기물은 폐기물 가운데 폭발성, 독성, 감염성, 기타 인간의 건강 또는 생활
환경에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 특별 취급을 필요로 하
는 폐기물이다. 유해폐기물의 정의는 국가에 따라 크게 다르다. 바젤조약에서는 제
1조 및 부속서 I에 준하여 규제가 필요한 폐기물을 유해폐기물로 정의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폐기물처리법에서 유해한 폐기물의 가운데 일반폐기물에 속하는 것을
특별관리 일반폐기물, 산업폐기물에 속하는 것을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 분류하고
94) E-waste 또는 폐전자ㆍ전기기기(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정의는 없다. 현재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EU 지침의 정의에서는
대형 가정용 전기제품, 소형 가정용 전기제품, IT 및 원격통신기기, 민생용 기기, 조명장치, 전동
공구, 완구, 레저 및 스포츠기기, 의료용 장치, 감시 및 제어기기, 자동판매기류를 포함한다. 개도
국의 폐기물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E-waste의 비율은 2007년 현재 총 배출량의 약 0.01~0.1%
정도이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UNEP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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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개도국에서는 유해성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유해폐기물 중
에서 대표적인 것이 유해의료폐기물이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유해폐기물로는 유성
페인트, 도료용시너, 목재방부제, 농약, 전지 등이 포함된다.
표 5-1. 주요 폐기물의 배출원과 종류
배출원

배출자

일반가정 단일 가족, 다세대

폐기물의 종류
부엌쓰레기, 폐지류, 골판지, 용기포장폐기물, 플라스
틱, 수건류, 가죽, 유리, 금속, 연탄, 대형쓰레기, 가정
계 유해폐기물 등

산업

경공업, 중공업, 제조업, 발전소, 용기포장폐기물, 주방쓰레기, 가공단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연탄, 유해산업폐기물 등
화학플랜트, 정유소, 광산

의료

의료기관, 연구기관, 실험실

상업

상점, 호텔, 식당, 시장, 사무소 종이류, 골판지, 플라스틱, 목재, 주방쓰레기, 유리,
빌딩
금속 등

일반의료폐기물, 유해의료폐기물

시설관련 학교, 교도소, 정부기관

상업과 동일

건설･해체 건설ㆍ시설 해체현장, 도로보수

콘크리트 등 기와ㆍ자갈류, 철근 등 금속부스러기,
목재부스러기 등

도로청소, 정원, 공원, 해안, 기타
지방정부
청소쓰레기, 벌목부스러기, 공원, 해안, 기타 레크레
레크레이션 시설, 상하수도 처리
서비스
이션지역 등에서의 일반적인 폐기물, 오니
시설
자료: World Bank(1999), p. 5., JICA(2009b)에서 재인용.

나. 개도국의 폐기물관리에 관련된 과제
1) 개도국에서의 폐기물 문제와 이해관계자의 역할
개도국의 폐기물관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폐기물 문제와 표리의 관계에 있는 도시화와 인구집중의 현상이 과거의 선진국보
다도 훨씬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해 폐기물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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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증가와 산업의 성장,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등에 따라 폐기물의 양이 급
증하고 종류도 다양화되고 있지만, 수집ㆍ처분의 예산ㆍ체제ㆍ시설은 이에 상응하
여 증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쓰레기가 시내에 넘쳐나고 불법투기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지방에서 도시로 이주해온 사람들은 빈민가(slum)와 불법점거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 지역은 폐기물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한
주민의 부담능력이 제한되어 폐기물관리는 보다 곤란하게 된다. 둘째, 개도국에서
는 제도, 행정조직, 관리, 인재 등 주체적으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해야 할 부분의
정비가 폐기물의 증가 현상을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로이 발생된 폐
기물문제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폐기물관리에 관한 문제의
해결을 더욱 곤란하게 한다. 셋째, 개도국의 도시에서는 부적절한 폐기물관리가 초
래하는 공중위생의 문제 및 대기ㆍ토양ㆍ수질 오염과 이로 인한 주민의 건강 위협
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다. 폐기물에 의한 오염 방지책에 대한 도시행정의 우선도가
낮기 때문에 폐기물 부문의 재정기반은 취약하다. 넷째, 한 국가 및 도시 내에서도
빈부격차가 크기 때문에 불법투기의 방지와 최종처분장의 사용료(처분비) 인상 등
의 발생억제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어렵다. 다섯째, 개도국에서는 건강에 대한 폐기
물의 위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유가폐기물을 수집ㆍ회수하여 생계를 잇는 쓰레기
수집인(waste picker)을 일차 집적소와 최종처분장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이들은
저소득층, 여성과 어린이,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아 폐기물문제는
빈곤문제ㆍ인권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또한, 개도국에서는 도시화에 따른 인구증가와 대량생산ㆍ대량소비로 인한 폐
기물의 다양화 등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폐기물관리 사업의 각
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래 표는 폐기물의 보관ㆍ배출, 수집ㆍ
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와 같은 폐기물관리사업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개별문
제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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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개도국에서 폐기물 문제의 발생 요인과 구체적인 문제
문제 요인

발생 문제
보관ㆍ배출

수집ㆍ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분

∙ 폐기물량 증가
∙ 쓰레기의 질적 변화
∙ 기후변화, 홍수,
자연재해
∙ 도시 인프라 미정비
∙ 운행 장해
∙ 토지확보 곤란
∙ 도시생활자의 다양
화

∙ 쓰레기량ㆍ쓰레기
질에 부적합한 보
관 ‧ 배출 방법
∙ 생활형태에 부적합
한 보관ㆍ배출 방법
∙ 기후조건에 부적합
한 보관ㆍ배출 방법
∙ 수집거점설치 곤란

∙ 인구증가에 의한
정체
∙ 인구증가에 의한 불
법 거주자 지역 등
수집곤란지역 확대
∙ 쓰레기량ㆍ쓰레기질에
부적합한 장비 선정
∙ 홍수에 의한 주행
장해
∙ 도로미정비 ‧ 급경사
길에 의한 접근 곤란

∙ 폐기물량 ‧ 쓰레기
질에 부적합한 중
간처리
∙ 기후조건에 부적
합한 중간처리
∙ 처리시설 입지 곤
란

∙ 폐기물 유해성ㆍ
감염성ㆍ부식성 등
에 의한 환경영향
∙ 폐기물량 증대에
의한 처분장 부족
∙ 호우에 의한 침출
수 증가
∙ 처분장 입지 곤란
∙ 침출수에 의한 하
천과 지하수 오염
∙ 복토재 입수 곤란

∙ 폐기물 문제 확인
부족
∙ 협력의지 부족
사 ∙ 빈곤층과 부유층
회 의 양극화
면 ∙ 빈민가 형성
∙ 전통적 커뮤니티
해체

∙ 폐기물 발생 억제
의 불충분
∙ 부적정한 배출
∙ 수집거점(컨테이
너 등) 주변의 폐
기물 방치와 분실
∙ 길거리 폐기물 방치

∙ 요금미납에 따른 저
소득층에 대한 서비
스 배제
∙ 환경미화원의 낮은
사회적 지위
∙ 수집효율 저하

∙ 님비( N I M B Y )
증후군
∙ 불철저한 분리배
출로 폐기물 반입
∙ 경제활동에 적합
하지 않은 중간처
리 ‧ 재활용 제품

∙ 님비( N I M B Y )
증후군
∙ 처분장에서의 가스
(scavenging)
발생
∙ 쓰레기수집인의
비위생적이고 위
험한 노동환경

∙ 정책목표 결여
∙ 법률, 기준, 가이
드라인 미비
제 ∙ 지방분권의 불철저
도 또는 지방자치체
면 권한의 불충분
∙ 폐기물담당 조직
제도 미비

∙ 보관ㆍ배출 규정
부재
∙ 발생억제 ‧ 분리배
출의정책 ‧ 제도
미비
∙ 산업폐기물 혼입
∙ 유해폐기물 혼입

∙ 불법투기 발생
∙ 환경미화원 안전대
책 부족
∙ 민간위탁업자와의
부적절한 계약
∙ 미수거 지역 발생

∙ 쓰레기장 설치에
대한 주민 저항
∙ 환경미화원 안전
대책 부족
∙ 민간위탁업자와의
부적절한 계약
∙ 환경에 대한 영향

∙ 환경미화원 안전
대책 부족
∙ 쓰레기수집인
안전대책 부족
∙ 민간위탁업자와의
부적절한 계약
∙ 환경에 대한 영향

인구,
배
경제
경
수준,
기후,
요
지형
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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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계속
발생 문제
보관ㆍ배출
수집ㆍ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분
∙ 불투명한 의사결정 ∙ 불충분ㆍ부적절한 ∙ 비효율적인 작업 ∙ 비효율적인 작업 ∙ 비효율적인 작업
∙ 공통된 목표의식 주민 지도
∙ 불충분한 관리감독 ∙ 불충분한 관리감독 ∙ 불충분한 관리감독
결여
∙ 불규칙적 배출에 ∙ 계획성의 불충분 ∙ 계획성의 불충분 ∙ 계획성의 불충분
∙ 빈번한 인사(교체) 의한 폐기물 방치 ∙ 불완전한 수집에 의
한 폐기물 방치
∙ 조직관리능력 결여
∙ 정책입안능력 결여
조 ∙ 민간청소업자와
직 기타 기관과의 조정
면 및 연계 결여
∙ 민간폐기물업자와
의 업무위탁계약의
불완전성, 계약관리
의 부적절성, 업자
선정의 불투명성
문제 요인

지
방
자
치
체
에
의
한
불
충
분
한
폐
기
물
관
리

∙ 징세제도 미발달
∙예산배분에서 폐기물
문제의 낮은 우선도
∙ 재무관리능력 결여
∙ 장비 갱신 등을
재
예측한 재무계획
정
결여
면
∙ 경제성 예측의 불
충분
∙ 폐기물 사업 이외
에 징수액의 부적
절한 사용
∙ 역량 부족
∙ 유능한 인재 부족
∙ 인재육성책 미흡
∙ 기술정보 미비
기
술
면

∙ 수집거점의 보관ㆍ ∙ 쓰레기 수집요금징
배출용기 미비ㆍ 수액 부족
부족
∙ 폐기물 사업 이외에
∙ 쓰레기 수집요금의 징수액의 부적절한
사용
불완전한 징수
∙ 시(市)의 일반회계로
부터의 배분 부족
∙ 장비 ‧ 연료비 부족
∙ 장비 운영유지 관리
비용 부족
∙ 장비 보수비용 부족

∙ 시설운영유지 관리
비용 부족
∙ 시설 가동률 저하
∙ 재활용 제품의 재
고 증대
∙ 시장(market)과의
부적합

∙ 폐기물처분 요금
징수액 부족
∙ 시(市)의 일반회
계로부터의 배분
부족
∙ 장비 운영유지 관
리비용 부족
∙ 장비 갱신 비용
∙ 복토재 구입 곤란

∙ 불충분 ‧ 부적절한 ∙ 장비 관리능력 불충분
주민 지도
∙ 계획성의 불충분
∙ 분리수거의 불철저 ∙ 부적절한 수집방법
∙ 비효율
∙ 민간위탁업자의 감
독 소홀

∙ 부적절한 중간처리
도입
∙ 부적절한 운전유
지관리
∙ 계획성의 불충분
∙ 환경에의 악영향
과 그에 따른 님
비 조장
∙ 민간위탁업자의
감독 소홀

∙ 부적절한 처분
방법
∙ 부적절한 운전유
지관리
∙ 계획성의 불충분
∙ 환경에의 악영향
과 그에 따른 님
비 조장
∙ 민간위탁업자의
감독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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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國際協力機構(JICA)(2005a), p. 43.

한편 폐기물관리는 국가 차원, 지방정부 차원 및 지역커뮤니티 등의 지역 차원
에서의 폐기물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의 ‘주체’는 폐기물관리의 실시기
관인 지방행정기관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폐기물관리의
주체가 확대ㆍ심화되고 있다. 지금 시대에는 시민, 커뮤니티, NGOs, 민간기업, 그
리고 비공식 부문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폐기물의 보관ㆍ배출, 수집, 중간처
리, 최종처분이라는 폐기물처리 사업의 각 단계에서 독자적으로 또는 서로 협력하
여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만 한다. 이러한 이해관계자의 역할은 개도국을 포함
한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2. 폐기물관리에 관한 이해관계자간 상관관계

자료: 國際協力機構(JICA)(2009a), p. 5.

2) 폐기물분야 개도국 협력의 제약요인
폐기물관리 분야의 협력과 관련해 개도국에는 조직ㆍ제도ㆍ사람ㆍ기술ㆍ재정ㆍ
경제ㆍ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제약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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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직ㆍ체제ㆍ제도적 요인
개도국에서는 폐기물관리 체제가 일원화되지 못하고 담당하는 조직간에 명확한
업무분담도 확립되어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폐기물관리의 업무가 복수의 조직으
로 분산되어 있는 것은 폐기물관리 사업의 효율적 실시에 장애로 될 뿐만 아니라
공여국으로부터 자금ㆍ기술협력의 수용에서도 혼란을 야기한다. 폐기물관리에 관
한 효과적인 법제도와 기준이 미흡하다는 점도 조직ㆍ체제상의 문제와 함께 커다
란 족쇄로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폐기물에 관한 조항은 상이한 법률에 단편적으로
포함된 경우가 많고(예컨대, 공공위생, 지방행정, 환경보전의 각 법률), 포괄적인
법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유해폐기물은 규제에 의한 관리가 전
제로 되기 때문에 법에 의한 강제력과 규제를 집행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또한 개도국에서는 톱다운으로 정책이 쉽게 바뀌는 측면이 있다. 이것은 폐기물
관리 분야에 한정된 것이 아니지만, 이 분야는 특히 관련사업자의 이권에 직결된다
는 점에서 영향을 받기 쉽다. 따라서 정치상황을 고려하여 정권 교체기에는 계획책
정을 피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나) 인적ㆍ기술적 요인
개도국에서는 폐기물관리를 위한 인재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폐기물관리를 위한
기술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 인재가 폐기물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비효율적인 운영관
리의 원인으로 되고 있다. 이러한 인재의 부족은 개도국에서 포괄적인 폐기물관리 계
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으로도 된다. 또한 폐기물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매
우 많은 경우가 있다. 예컨대, 고용확보를 위해 도로청소 등 청소업무에 많은 인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인원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개도국에서 폐기물에 관련된 업무의 계량, 분석, 합리화가
일반적으로 경시되고 있다. 그 결과 해당국의 상황에 부응한 폐기물관리 계획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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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운용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인재가 육성되지 못하여 해당국의 조건에 적합한
기술도입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주민의 부담능력과 접근조
건이 나쁜 빈민가(slum)와 불법점거 지역에서는 그러한 조건에 적합한 기술의 적
용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충분히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다) 재정적 문제
개도국에서 폐기물관리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아 이 분야에 대한 재정적인
기반이 취약하다. 이것은 특히 폐기물관리의 실시기관인 지방행정에서 현저하다. 이
때문에 쓰레기의 수집구역의 한정과 수집빈도의 저하가 초래되고 있다. 많은 개도
국에서는 비용과 서비스를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기반은 개선되지 않고, 또한
기계ㆍ설비의 수리ㆍ갱신 비용을 위한 회계상의 감가상각항목도 없어 폐기물관리
시스템의 지속성이 저해되고 있다. 만약에 초기 비용이 공여국으로부터 원조로 조
달된다고 해도 운영과 유지(O/M: Operation and Management)는 별도의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재정기반이 취약한 개도국의 지방정부가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로 되고 있다. 이처럼 개도국의 재정계획ㆍ관리능력 부족은
결과적으로 폐기물관리의 지속성을 훼손하고 시민으로부터의 신뢰도 잃게 만든다.
라) 경제적 요인
개도국에서 경제성장의 정도는 재정뿐만 아니라 폐기물관리의 성립과 밀접한 관
련을 맺는다. 공업화가 진행되면 산업폐기물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유
리, 금속 등에서의 쓰레기가 증가하여 폐기물의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 한편으로 경
제적 발전은 적정한 폐기물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재정기반의 확립에 연결되고, 또
한 산업의 발전은 폐기물관리를 위한 장비의 제조ㆍ조달과 시설의 정비에도 기여한
다. 폐기물관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관련 산업의 집적이 필요하
다. 예컨대, 리사이클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리사이클산업의 발전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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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회적 요인
폐기물관리에 연계된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는 일반적으로 낮고, 특정의 업무종
사자는 특정의 계층(예컨대 인도의 카스트)에 집중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위법적
인 폐기물관리 비즈니스는 폐기물 마피아를 형성한다. 이 경우 직업윤리와 업무의
질도 저하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커뮤니티 및 NGO와의 협력 및 주민참가를
통한 해결방식이 점차 지향되고 있다. 그러나 커뮤니티와의 연대를 위해서는 광범
위한 환경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에서는 그것이 충분하지가 않다. 일
반적으로 개도국에서는 행정과 시민 간 괴리에 의해 파트너십이 희박하다는 점도
폐기물관리의 장애로 되는 사회적인 요인의 하나이다. 또한 폐기물관리는 도로청
소원 등의 고용, 쓰레기수집인의 수입기회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개도국
에서의 폐기물관리는 사회적 배려를 필요로 하는 어려운 과제로 되고 있다.

다. 폐기물관리에 대한 국제 및 일본의 원조체제
1) 국제 차원의 원조체제
최근 환경분야의 국제적인 움직임 가운데 폐기물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취급되
면서 다양한 차원에서 국제적인 협조체제ㆍ규제ㆍ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첫째, ‘유
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1990년대 이후 폐기물 문제에
대한 우려가 공유되면서 1992년에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
의(지구정상회의)의 ｢어젠다 21｣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우선적인 행동계획
의 하나로서 ‘폐기물관리’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의(WSSD)’이다. 지구정상회의로부
터 10년이 경과한 2002년 8월에 ｢아젠다 21｣의 재검토와 새롭게 대두된 과제 등
에 대해 논의할 목적으로 WSSD가 개최되었다. 정부간 협상을 거쳐 합의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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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서는 폐기물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폐기물에 함유된 에너지를 재이
용하기 위한 기술, 폐기물의 억제와 최소화, 환경 상의 적정한 폐기물처분 시설의
정비촉진을 최우선과제로 하는 폐기물관리시스템의 개발’, ‘개도국의 도시와 지방
의 폐기물관리를 위한 국제 지원’, ‘재이용가능한 소비재 및 생물분해성 제품의 생
산 장려’ 등이 강조되었다.
셋째, ‘G8행동계획’(｢3R 이니셔티브｣)이다. 2004년 6월 미국에서 개최된 G8정
상회의에서 일본은 3R(폐기물의 감량화, 재사용, 재활용)의 추진을 통한 지구규모
에서의 순환형사회 구축을 목표로 하는 ｢3R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였다. 이 이니셔
티브는 2005년 4월에 개최된 3R 이니셔티브 각료회의에서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여기에서는 개도국 지원과 관련하여 능력향상(capacity development), 계발, 인재
육성, 리사이클 프로젝트 실시에 관한 협력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5-3. 3R+Recovery에 대한 이미지

자료: 친환경상품진흥원(2008), p. 48.

넷째, ‘유해폐기물의 월경이동 대책’이다. 1980년대에 선진국에서 개도국에 대
한 유해폐기물의 부적절한 ‘수출’(투기)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였다(코코사건9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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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국제적인 대책으로서 폐기물처리 기술을 가진 국가가 다른 국가에 유해
폐기물을 ‘수출’하는 것을 규제하는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 및 그 처분의 규제
에 관한 바젤조약｣이 1989년에 채택되었고, 1992년 5월에 발효되었다. 이 조약은
유해폐기물의 범주(category) 명시, 유해폐기물의 수출입에 대한 사전통보제도 도
입, 위법적인 이동 시 원인자(필요시 국가)에 의한 회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다. 또한 회원국은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폐기물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주로 개도
국에 대해 기술 및 국제 협력을 실시하도록 했다.
다섯째,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대책’이다. 환경 중에 잔류성이 높은 PCB(폴리염
화비닐), DDT(다이클로로 다이페닐 트라이클로로에탄) 등 12가지의 유기오염물질
(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은 일부 국가의 대응만으로는 지구환경 오염
방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협조하여 그 제조ㆍ사용의 금지, 배출의 감
축 등을 실시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1년 5월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조약｣이 채택되었다. 이 조약은 POPs(12가지 오염물질)의
제조ㆍ사용ㆍ수출입 금지, 비축(stockpile)의 적정관리, 폐기물의 소각으로 발생하
는 다이옥신류의 배출 감축 등에 대해 회원국이 공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DDT, PCB 등의 재고 및 폐기물의 적정관리ㆍ처리,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기술ㆍ
자금 원조의 실시에 관련된 조항이 있다.
2) 일본정부의 원조체제와 JICA의 폐기물관리 협력방식
가) 일본정부의 환경분야 국제원조방침
일본은 환경분야 ODA에서 중점과제의 하나로서 폐기물분야의 기술협력을 채
택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일본의 환경분야 원조방침을 중심으로 폐기물관리에 관
95) 이 사건은 1987~88년에 걸쳐 이탈리아의 유해폐기물이 나이지리아의 코코 항에 대량으로 불법
반입된 사건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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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최근의 국제협력 움직임을 살펴본다. 첫째, ‘정부개발원조 대강ㆍODA 중기계
획’이 있다. 1992년에 국무회의(각의)에서 결정된 정부개발원조대강은 2003년에
개정되었는데, ‘지구적 규모의 문제에 대한 대응’을 중점과제의 하나로 정하고, 원
조실시의 원칙에 ‘환경과 개발을 양립시킨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또한 2005년 2월
에 책정된 정부개발원조에 관한 중기계획(ODA 중기계획)에서는 지구적 규모의 문
제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점분야로서 폐기물관리를 포함하는 환경오염대책
을 예로 들고, 능력향상, 통합적ㆍ포괄적인 틀에서의 협력, 일본의 경험을 살린 과
학기술 활용 등을 통한 협력추진을 명시하였다.
둘째,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보전 이니셔티브(EcoISD)’이다. 일본은
1997년 유엔환경개발특별총회(UNGASS)에서 환경협력의 이념과 행동계획인 ‘21세
기를 향한 환경개발지원구상(ISD 구상)’을 발표하였다. 이 구상으로부터 5년이 경
과된 2002년에는 그때까지 이상으로 환경분야의 협력을 효율적ㆍ효과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보전이니셔티브(EcoISD)’를 발표하였다.
여기에서는 ① 지구온난화대책, ② 환경오염대책, ③ ‘물’ 문제 대응, ④ 자연환경
보전을 4대 중점분야로 선정하였다. 폐기물분야는 두번째의 환경오염대책에서 다
루고 있다. 일본정부는 여기에서 일본의 경험을 살려 도시공해대책 및 생활환경개
선(대기 및 수질 오염, 폐기물관리의 개선 등) 지원의 중점화를 도모하고, 대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실효적인 규제(enforcement)와 기술ㆍ자금 지원(incentive)
의 조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제도구축을 통한 기술ㆍ노하우의 보급,
엔차관을 활용한 윈-윈 전략의 도입, 지방정부의 국제협력에 대한 지원, 개도국에
적합한 저비용ㆍ간소형의 기술 개발ㆍ이전, 개도국의 인재육성, 폐기물처리ㆍ리사
이클 기술 관련 기술기반구축 지원 등의 실시를 포함하고 있다.
셋째, ‘지구온난화대책 추진 대강’이다. 2002년 5월에 결정된 ‘지구온난화대책
추진 대강’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감축의 일환인 ‘에너지공급 측면에서의 이산화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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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감축 추진’에서 신에너지대책으로서 폐기물발전이 언급되고 있다. 또한 ‘비에너
지 기원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및 일산화이질소의 배출억제 추진’에서는 이산화탄
소 배출억제 대책으로서 폐기물의 발생억제, 재사용, 재활용의 추진을 통한 폐기물
소각 억제와 메탄가스의 배출억제 대책으로서 폐기물 직접매립 감축을 제시하였다.
넷째, ‘일본ㆍ태평양군도 포럼(PIF) 정상회의’이다. 2000년 4월에 미야자키에서
개최된 제2차 일본ㆍ태평양군도 포럼(PIF) 정상회의에서 일본은 PIF 국가에 대한
협력을 약속하고 환경분야의 주요한 항목으로서 폐기물대책을 채택하였다. 2003년
5월에 오키나와에서 실시된 제3차 태평양ㆍ군도 정상회의에서도 정상선언의 중점
정책목표의 하나인 ‘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인 환경’의 항목 가운데 폐기물관리를 우
선항목으로서 선정하였다. 또한 동시에 채택된 ‘오키나와 이니셔티브(보다 풍요롭
고 안전한 태평양을 위한 지역개발전략 및 공동행동계획)’에서도 폐기물관리가 채
택되었다. 여기에서는 PIF 회원국의 지역적 특수 상황과 특징이 설명자료(fact
sheet)로서 발표되었고, 환경분야에서 폐기물분야에 관한 종합전략 책정 지원, 모
델프로젝트 실시 등이 포함되었다. 나아가 2006년 5월에 개최된 제4차 태평양ㆍ
군도 정상회의에서는 ‘오키나와 파트너십’이 선언되어 제3차 회의에서 채택된 ‘오
키나와 이니셔티브’ 사업의 지속적인 실시가 확인되었다.
다섯째, ‘21세기 환경입국전략’이다. 2007년 6월에 국무회의(각의)에서 결정된
‘21세기 환경입국전략’에서는 자원제약에 대한 우려, 천연자원 수탈에 의한 환경파
괴, 유해폐기물의 부적정처리 등에 따른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명시하고, 향후
1~2년 내에 중점적으로 착수해야 할 8가지 전략의 하나로서 ‘3R을 통한 지속가능
한 자원순환’을 선정하였다. 여기에서는 ‘일본의 3R 관련 제도ㆍ기술ㆍ경험을 국
제적으로 전개하면서 기후변화대책에의 공헌, G8에서의 3R 이니셔티브 추진을 도
모한다’고 명시하였다. 특히 ‘아시아에서의 순환형사회 구축을 위한 대응’으로서
① 일본의 3R 관련 제도ㆍ기술ㆍ경험의 국제전개, ② 3R의 국제적인 정보거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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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규율의 구축, ③ 동아시아 전체에서의 자원순환 실시를 명기하고 있다. 또한
‘3R을 통한 지구온난화대책에의 공헌’에서는 폐기물에서의 에너지회수 철저, 폐기
물계의 바이오매스 활용을 예로 들고 있다.
여섯째, ‘3R을 통한 순환형 사회의 구축을 국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일본의 행
동계획’이다. 이것은 ‘신 폐기물 제로 국제화 행동계획’이라고도 한다. 2008년 5월
에 개최된 G8 환경장관회의에서는 3R이 생물다양성, 기후변화와 함께 중요 의제
로 다루어졌으며, ‘고베 3R 행동계획’으로 합의가 도출되었다. ‘신 폐기물 제로 국
제화 행동계획’은 이 고베 계획의 정신에 입각하여 국제협력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책정된 것이다. 구체적인 대응으로서 ‘각국의 수요에 상응한 폐기물의 적정처
리와 3R의 통합적 추진지원’, ‘폐기물의 적정처리ㆍ3R을 통한 기후변화대책에의
공헌’, ‘유해폐기물의 불법적인 월경이동의 방지’, ‘아시아 전체에서의 순환형사회
구축을 위한 대응’ 등이 예시되었다.
나) JICA의 폐기물관리 국제협력96)
다음으로 JICA는 일본정부의 개도국에 대한 폐기물관리 지원 방침을 바탕으로
① 중앙 및 지방 정부와 협력하고, ② 일본의 경험을 활용하여 도시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며, ③ 폐기물로 인한 위생악화와 환경오염의 가능성을 저감한
다는 관점에서 개도국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개발조사, 기술협력프로젝
트, 개별전문가파견, 지원자파견, 연수생 초청, 풀뿌리 기술협력, 무상자금협력, 유
상자금협력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도시폐기

96) 과거 국제협력은행(JBIC)이 해외경제협력업무를 통해 개도국 등에 엔차관을 제공했으나, 2008년
10월부터는 이 업무가 국제협력기구(JICA)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ODA와 관련하여 JICA 이
외의 국제협력 기관으로는 NGO를 고려할 수 있는데, NGO에 의한 국제협력은 현지 주민에 밀착
된 환경교육, 의식함양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폐기물관리 분야의 NGO 기관으로는 BAJ(Bridge
Asia Japan), 폐기물학회 등이 있다. 보다 자세한 것은 國際協力機構(JICA)(2005a)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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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적정관리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술협력프로젝트와 3R추진을 위한 프로젝
트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1) 개발조사
개발조사는 원칙적으로는 계획단계의 지원이며, 마스터플랜(M/P)의 책정과 타
당성조사(F/S)의 실시가 기본적인 구성요소이다. 2008년 10월부터는 일본의 자금
지원이 없는 정책수립 지원에 관련된 개발조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발계획조사
형 기술협력’으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협력준비조사’가 새롭게 도입되어 기술협
력, 무상자금협력, 유상자금협력의 준비를 위한 조사로서 진행되고 있다.
개발조사는 오랜 기간 폐기물 분야의 핵심 협력사업이었으나, 최근에는 급속하
게 감소하고 있다. 이는 개도국의 주요 도시ㆍ지역에 대한 M/P 책정의 기완료, 보
다 단기적인 성과의 중시, 기술협력 프로젝트의 영역 확대 등에 기인한다.
(2) 기술협력 프로젝트
2002년도의 기술협력 프로젝트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프로젝트 방식의 기술협력
이 산업폐기물에 관련된 2건의 실적밖에 없었지만, 그 이후에는 연수, 단기전문가
파견, 개발조사의 대체 등 다양한 차원의 프로젝트가 실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필리핀의 폐기물행정 지원, 베트남의 3R 지원, 방글라데시와 파나
마의 폐기물관리 능력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파키스탄의 최종처분장 개선 프로젝
트, 팔라우의 폐기물 감량화와 최종처분장 개선을 위한 지원, 사모아의 폐기물 적
정 관리 프로젝트, 스리랑카의 전국 폐기물관리 지원센터의 능력향상 프로젝트, 엘
살바도르와 팔레스타인의 광역처리체제 강화 프로젝트, 칠레와 브라질의 환경교육
관련 소규모프로젝트, 멕시코의 3R 정책지원 프로젝트 등 다양한 국가 및 분야에
대해 기술협력 프로젝트가 실시되고 있다. JICA 자체의 인원과 지자체의 협력을
얻어 실시하는 프로젝트도 있지만, 대부분은 컨설팅 업체와의 업무계약을 통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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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활용형의 프로젝트이다.
(3) 개별 전문가 파견
개별 전문가의 장기 파견은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
트남, 사모아, 브라질, 멕시코, 튀니지, 케냐,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터키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분야별로는 폐기물사업 전반, 기술지원, 운영개선, 인재육
성, 조직제도 개선, 폐기물교육, 민영화지원 등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순환형경제 추진을 테마로 하는 전문가 파견을 제외하면 2004년 이후에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이는 기술협력 프로젝트의 도입, 민간 컨설턴트 등과의 업무
계약 도입에 따른 단기전문가(단독 또는 팀) 파견 등으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4) 지원자(volunteer) 파견
대양주, 중남미,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등에서 공중위생 및 환경교육 대원, 촌락
개발 보급원이 폐기물교육과 의식계발, 리사이클촉진 등의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있다. JOCA(청년해외협력대), SV(시니어해외볼런티어)도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파견실적이 있다.
(5) 연수생 초청
이 분야에서는 집단ㆍ지역별ㆍ국별의 일본연수, 제3국 연수, 현지 국내연수 등이
널리 실시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폐기물의 감량화ㆍ재자원화 등 3R에 관련된 테
마의 연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별연수에서는 기술협력프로젝트와 전문가파견,
개발조사와 연계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예도 많다. 중국의 순환형경제 추진에 관련해
서는 개별 전문가파견, 현지 국내연수 및 일본연수가 연계된 형태로 추진되었다.
(6) 풀뿌리 기술협력
풀뿌리 기술협력 사업에서는 지자체의 제안에 의한 ‘지역제안형’ 프로젝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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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계획 수립, 폐기물처리기술 향상, 폐기물
관리에 대한 의식향상, 3R 추진 등의 분야에서 일본과 개도국의 지자체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7) 무상자금협력
무상자금협력에는 수거 장비(컴팩터 트럭, 덤프 트럭, 컨테이너 차량 등)와 최종
처분장에서 사용되는 기중기(호일 로더, 불도저 등)의 제공 등이 있다. 최종처분장
건설에 대한 지원은 라오스와 몽고 등 일부 국가에 대해서만 실시되었다. 또한 캄보
디아, 몽고 등에 일본 지자체의 중고장비(쓰레기수거차 등)를 제공한 사례도 있다.
(8) 유상자금협력
유상자금협력은 2005년까지 25건의 프로젝트가 실시되었다. 국별 협력의 실적
으로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 브라질, 중국 등이 있다. 내용은
도시폐기물처리시스템의 개선, 인프라 정비, 폐기물수집차량 도입,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분장 건설 등 시설정비(하드 측면)의 협력과 이러한 하드측면의 대응을 지원
하는 인재육성, 조직능력강화, 재정기반강화, 환경교육 등을 컨설팅 서비스하는 형
태(소프트 측면)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3. 개도국의 폐기물관리에 대한 일본의 지원 전략과 성과
가. 폐기물관리에 대한 지원 전략
폐기물 문제는 환경관리의 여러 가지 문제 중의 하나로 대기ㆍ수질ㆍ토양 오염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다수의 인구가 밀집해 생활하는 도시에서 폐기물의
범람은 공중위생과 관련해 중요한 대응과제이다. 또한 폐기물 문제는 한 나라의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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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 문제와 인종ㆍ계층의 문제 등 사회 측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폐기물처리업
의 종사자는 사회적 입장이 약한 경우가 많아 인간의 안전보장의 관점에서도 중요
하다. 나아가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라는 소비형 사회는 대량의 폐기물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자원, 에너지낭비, 그리고 온실가스배출을 통해 기후변화의
커다란 요인으로 되고 있다.
JICA는 개도국의 폐기물관리가 법제도, 조직, 재정 등 다양한 측면과 이해관계
자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첫째 관리능력의 향상이 긴요하고, 둘째 폐기물의 흐름에
연동된 각 단계별 과제해결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다음 두 가지 개발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JICA는 이처럼 전략 및 중간 목표를 설정해 둠으로써 폐기물관리
분야에 대한 지원을 고려할 때 일종의 기준으로서 활용하고 있다.97)
먼저 개발전략목표 I에서는 행정조직 내부의 개선과 능력강화, 민간부문의 참가
추진, 사업자의 배출관리 적정화, 시민의 참여촉진, 비공식 부문 배려 등 폐기물관
리에 관련된 각 주체의 폐기물관리 능력의 향상을 도모한다. 개도국에서 적절한 폐
기물관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폐기물관리능력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폐기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 조직, 제도ㆍ사
회의 각 수준이 가진 능력(capacity)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에서의 폐
기물관리 사업은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에 의해 실시되는데, 지역커뮤니티에서의 적
극적인 참가와 협력이 없이는 효율적 효과적인 사업운영이 곤란하다. 또한 대량배
출자이면서 동시에 유해폐기물의 발생원인 사업자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일반적으로 최종처분장의 입지에 대한 주민반대운동이 많으므로, 커뮤니티에 대한

97)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에서 폐기물은 배출원에 따라 생활계와 사업계로 대별된다. 여기에서 사업계
는 산업폐기물과 기타 사업계 폐기물로 구분되는데, 후자인 기타 사업계 폐기물과 생활계 폐기물
을 일반폐기물로 분류한다. 본 절에서 다루는 JICA의 폐기물 개발전략목표는 일반폐기물에 대한
것이다. 한편 JICA는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도 지침을 통해 간략한 협력방침을 마련하고 있다.
JICA Knowledge Site(http://gwweb.jica.go.j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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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와 주민합의 형성은 사업실시에 불가결한 조건이다. 적절한 폐기물관리의 추
진을 위해서는 협력의 주요 대상인 행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러한 사회전체의
폐기물관리능력의 향상을 도모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JICA는 폐기물관리 능력의 향상이라는 개발전략목표하에 중
간목표로서 폐기물관리에 관한 법제도 개선, 조직 개선, 재정 개선, 민간부문과의
적절한 협력 촉진, 배출사업자의 대응 촉진, 시민의 참가 촉진, 문화ㆍ사회에 대한
배려를 설정하고 있다.98) 또한 중간목표별로 하위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관련된
구체적인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5-4. 개발전략목표 Ⅰ: 폐기물관리 능력의 향상

자료: 國際協力機構(JICA)(2009a), p. 6.

개발전략목표 II에서는 폐기물의 발생에서 최종처분까지의 각 과정에서의 활동과
기술 개선을 목표로 한다. 폐기물의 관리는 폐기물의 발생ㆍ배출에서 수집ㆍ운반,
98) 현재 일본정부(JICA)는 개발전략목표 I의 7대 중간목표 가운데 ‘민간부문과의 적절한 협력 촉진’
과 ‘문화ㆍ사회에 대한 배려’에 보다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개도국에서는 민간에의 사업
위탁과 민영화를 검토ㆍ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와 관련된 폐기물관리 계획의 수립ㆍ실시,
민간부문의 활동에 대한 행정기관의 감독능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쓰레
기수집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관점을 포함한 협력도 보다 활발히 전개할 것으로 예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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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처리, 최종처분 및 재생이용이라는 일련의 흐름에 따라 실시된다. 이러한 폐기
물관리의 각 단계에서는 예컨대 최종처분장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감축ㆍ억제
등 기후변화대책과 관련된 대응이 증가하고 있다.
JICA는 폐기물의 흐름에 따라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라는 관점
에 주목하여 각 단계에서의 기술적인 과제와 그 요인을 정리하여, 발생ㆍ배출의
적정화, 수집ㆍ운반의 개선, 중간처리의 도입ㆍ개선, 최종처분 개선이라는 4대 중
간목표를 설정하였다. 여기에서도 중간목표별로 하위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개별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자면 JICA는 개도국의 폐기물관리를 지원을 위해 ① 개발전략목표 설
정 → ② 각 개발전략목표별 중간목표 설정 → ③ 각 중간목표별 하위목표 설정 →
④ 구체적인 프로젝트 활동 실시라는 체계를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다.99)
그림 5-5. 개발전략목표 Ⅱ: 폐기물관리의 흐름에 따른 기술개선

자료: 國際協力機構(JICA)(2009a), p. 8.

99) JICA는 폐기물 분야 이외에도 지구온난화, 에너지절약, 재생가능에너지, 수자원, 자연환경보전,
운수교통, 경제정책, 도시지역개발, 빈곤감축, 시민참가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과제별 지침 등
의 형식으로 분야별 협력(지원)전략을 마련해두고 있다.

1-2 조직 개선

중간목표
1-1 법제도 개선

인재육성

업무관리 방안 마련

폐기물관리 체제정비

폐기물관리에 관한
정책 ㆍ 계획 책정

중간목표의 하위목표
법제도 정비

<개발전략목표 Ⅰ: 폐기물관리 능력의 향상>
프로젝트 활동의 예
△ 폐기물관리에 관한 기준 ㆍ 가이드라인 책정
△ 폐기물 정의 ㆍ 사업 명확화, 관리책임 명확화
△ 모니터링 체제와 벌칙강화를 위한 법제도에의 조언, 모델법령 책정
△ 폐기물의 분류 ㆍ 코드화, 데이터베이스화 지원
○ 실태조사(현상과 문제점 파악)
○ 폐기물 관리계획 책정
△ 계획단계에서의 정보공개, 이해관계자(stakeholders) 간의 합의형성 지원, 환경평가실시지
원 등으로 적절한 계획책정절차 도입에 협력
○ 폐기물 관리체제 개선에 대한 제안
△ 광역 폐기물 관리체제의 설립지원
△ 공식문서로서 조직역할 명문화, 조직 내의 책임분담 명확화
△ 각 부서에 요구되는 전문성 명확화, 필요한 인원 ㆍ 인재 평가지표 제안
△ 타조직과의 연락체제구축 지원, 위원회 정기개최 지원
△ 폐기물 관리시스템의 노하우 및 통계정보 정비
△ 업무효율화를 위한 업무 매뉴얼 작성
△ 문서화 정비, 성과 표준(performance standard) 정비, 내 ㆍ 외부 감사제도 도입
△ 뉴스레터와 인터넷을 통한 홍보촉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청소사업 PR, 잉여인력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으로 인재확보/감축
△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개인 능력 향상
○ 인재육성계획의 책정과 실시

표 5-3. 개발과제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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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민간부문과의 적절한
협력 추진

표 5-3. 계속
중간목표
1-3 재정 개선

지방정부의 민간부문
관리 능력 향상

△
△
△
△

민간부문과의 적절한
협력강화를 위한 체제 구축

민간부문과의 역할분담 검토
정부 ㆍ 민간의 계약관계 재검토, 계약문서 개정작업을 지원하여 적절한 역할분담 확립
민간부문 참가의 단계적인 도입
지방정부: 현황에 대한 비용분석 및 민영화사업의 비용추계 능력강화, 조례 제정, 민간사
업자의 허가 ㆍ 인가제도와 관리지표 도입 지원, 직원에 대한 훈련 등으로 민간사업자 관
리방법 확립, 비용회수 메커니즘 정비, 감시모니터링 능력향상, 낮은 성과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실시 메커니즘 정비
△ 중앙정부: 민간부문 참가 및 비용회수에 관한 정책지침정비, 폐기물 투기와 단순매립(open
dumping)에 대한 법적 제재조치 정비와 실시능력강화, 폐기물의 분별 ㆍ 보관 ㆍ 처리 ㆍ
처분에 대한 지침과 기준 개발

△ 민간부문 참가를 위한 사업설계 지원

프로젝트 활동의 예
비용 ㆍ 지출, 예산 ㆍ 수입의 명확화와 컴퓨터시스템을 통한 관리 강화
폐기물 관리사업의 현황파악과 문제분석을 위한 비용분석
시(市), 현(縣) ㆍ 주(州), 국가 수준의 지출상황 파악
쓰레기처리요금징수제도 도입을 위한 적정요금 체계구축 지원, 적절한 징수방법 ㆍ체제 조언
2단계 대부(two-step loan)를 적용한 지방정부용 개발자금 지원을 통해 투자자금에 대한
접근개선
△ 산업폐기물: PPP의 법규제ㆍ계발 철저
○ 수집 ㆍ운반 효율개선(수집루트 재검토, 중계기지건설, Time-Motion 조사를 통한 업무효율
분석)
○ 처리분석의 광역화(적절한 계획의 입안, 이해손실의 정확한 설명)
√ 효율성 향상 ㆍ 비용삭감을 위한 민간섹터에의 업무위탁
△
△
△
△
√

충분한 사전 검토

비용삭감을 통한 수지
개선

비용회수 (재정확보)
체제 구축

중간목표의 하위목표
재정관리의 적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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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문화 ㆍ 사회 배려

1-6 시민참가 촉진

중간목표
1-5 배출사업자의
대응 촉진

표 5-3. 계속

비공식 부문 대응

문화와 습관을 배려한
폐기물관리

환경문제의 이해 촉진

커뮤니티조직 능력향상

○
△
△
√
○
○
△
○
○
√
△
△
△
△
△
△
△

기술청정화, 공장 내의
회수 재활용 추진
배출후 폐기물의 적절
한 처리 ㆍ 처분 확보
배출사업자의 계발

원료에서 정제 ㆍ 전환공정과 가공 ㆍ 조립공정 등의 기술 클린화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공정내에서 회수 ㆍ 재활용
불법투기방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 추진
유해폐기물관리 메니페스트 제도
ISO14000 인증 취득에의 대응
폐기물 자원화 ㆍ 재활용을 추진하는 에코타운에 관련된 대응
NGO를 통한 홍보활동지원으로 커뮤니티 조직의 참가 촉진
분리수거, 재활용품매각에 관한 기술지도 등 커뮤니티 활동 지원
도시폐기물 문제를 중심으로 한 환경전체의 지식습득 ㆍ 의식 향상
구체적인 행동이행을 촉진하는 체계에 기초하는 환경교육 내용 ㆍ 방법 개발
문제인식 파악(쓰레기에 관한 의식 조사)
폐기물 관리계획에 관한 각 회사 집단에 대한 의견청취조사
의사결정과정에 남녀 쌍방의 참가 확보
최종처분장 관리자와 폐기물수집인(waste picker) 간 운영규칙 설정
폐기물수집인과 비공식 회수업자의 등록과 조합 조직
폐기물수집인의 복리후생 충실 ㆍ 노동환경 개선
폐기물수집인에 대한 직업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대체생계수단 제공

○ 분리수거를 철저히 실시(유해폐기물, 유가물)

프로젝트 활동의 예

폐기물 배출관리의 적정화

중간목표의 하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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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집 ㆍ 운반 개선

2-1 발생 ㆍ 배출 적정화

중간목표

폐기물교육교재 작성, 캠페인 실시 ㆍ 전단지 작성 등
법제도 주지를 위해 배출자에 대한 책임인식 향상 홍보
유해 ㆍ 의료폐기물에 관한 지도방법 작성, 홍보물 작성
적정처리에 관한 상담접수와 정보제공체제 구축
주민에 대한 지도력 육성, 폐기물사업종사자에 대한 훈련을 통해 의식개혁 및 실천능력 향상

수집 효율화 ㆍ 서비스
개선

△ GIS를 이용한 수집 ㆍ 운반 경로의 합리화

○ 수집방법 개선, 수집경로 재검토, 적절한 인원배치, 노무관리, 장비 갱신 ㆍ 개선, 배출규정
준수 철저, 중계기지의 도입, 수집시간 설정, 잔재물 없는 수집 촉진

적절한 수집체제 확립 ㆍ
수집계획 책정
수집대상지역 확대

○ 분리배출과 환경교육, 의식계발에 관련된 시범 프로젝트로서 3R을 주안점으로 대응

△
△
△
△
△

프로젝트 활동의 예

○ 청정생산(cleaner production), 폐기물 최소화(waste minimization) 등 생산성 향상과 오
염 감축을 양립시킨 대응 추진
△ 현상파악(수집률, 수집서비스 제공범위, 서비스만족도 등)
△ 적절한 수집계획 책정(개선목표 설정과 개선방안 검토 ㆍ 실시)
○ 수집 기자재 확대
△ 1차 수집에 NGO와 시민조직의 참가 촉진
△ 민간위탁 ㆍ 민영화 도입

감량화 촉진

분리배출 촉진

배출방법의 적정화

중간목표의 하위목표

<개발전략목표 Ⅱ: 폐기물관리의 흐름에 따른 기술개선>

표 5-3.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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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중간처리 도입 ㆍ개선

중간목표

표 5-3. 계속

폐기물에서의 에너지 회수

안정화 ㆍ 무해화

감량화 ㆍ 재활용

불법투기 방지

중간목표의 하위목표
공공구역청소 개선

△ 작업원에 의한 매뉴얼 작업체제 유지와 타당한 수준의 기계화 등 작업형태 적정화, 쓰레
기 용기 및 운반수단 개선, 청소경로 개선 등에 의한 청소방법 효율화, 유니폼 ㆍ 장갑 ㆍ
용구 지급 등에 의한 환경미화원의 안전 확보 등 공공구역청소의 적정화
△ 경찰 순찰, 공식문서를 통한 불법투기벌칙 명확화
△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기금설립과 지방정부에 대한 자금 지원
△ 유해폐기물: 메니페스트 제도에 의한 감시체제 구축
△ 파쇄 ㆍ 압축처리시설 도입 ㆍ 개선
△ 소각시설 도입 ㆍ 개선
△ 유가물 회수(배출자에 의한 유가물 분리배출촉진, 커뮤니티 단위에서의 유가물 회수활동
촉진, 유가물 선별시설 도입)
○ 퇴비화 시설의 도입 ㆍ 개선(유의사항: 퇴비 수요 재검토, 채산성, 품질관리, 퇴비화시 발생
하는 잔재물 처리, 시설주변 주민과의 합의형성)
△ 소각시설 도입 ㆍ 개선
△ 멸균처리시설 도입 ㆍ 개선
△ 약물처리시설 도입 ㆍ 개선
√ 쓰레기 소각에 의한 에너지 회수(신중한 검토가 필요)
√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시설의 도입 ㆍ 개선

△ 상기 각종 대책에 의한 수집사업 개선, 공공구역에 공공쓰레기통 설치, 쓰레기통 이용과
적정배출의 호소 등 쓰레기투기 매너 개선

프로젝트 활동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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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처분장 안전 폐쇄
유해폐기물의 최종처분

온실가스배출 억제

최종처분장의 적정 운용

최종처분장 신규 건설ㆍ개선

중간목표의 하위목표
최종처분장 관리체제 확립

프로젝트 활동의 예
△ 최종처분의 운영, 관리, 비용의 책임분담 명확화
△ 참가형 프로세스에 의한 최종처분 계획책정
△ 적절한 입지선정(환경영향평가(EIA) 실시, 거주지 ㆍ 수원지(水源地)로부터의 거리 확보,
필요한 용적확보, 법적ㆍ재무적으로 입수가능 등)
○ 최종처분장의 적정한 설계ㆍ건설(댐, 물막이, 가스 배출 ㆍ 회수 등)
○ 최종처분장의 적정한 운용(반입차량관리, 복토(覆土) 확보, 중장비 확보와 유지관리, 기술
자 양성ㆍ배치, 복토실시 등)
√ 메탄발생억제 매립구조로의 개선, 메탄회수ㆍ이용, 유기물 등의 분리ㆍ선별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회수
○ 최종적인 복토에 의한 안정화, 폐쇄후 모니터링
○ 처분실태파악, M/P 책정, 기준과 규칙 확립
√ 관리형 매립처분시설 도입

자료: 國際協力機構(JICA)(2009b), pp. vi~vii.

주: ○ = JICA 협력사업의 목표로서 구체적인 협력실적이 있음. △ = 협력의 요소로 포함되어 있음. √ = 사업실적이 거의 없음.

중간목표
2-4 최종처분장 개선

표 5-3.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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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제협력의 방향성
1) JICA의 중점 대응 분야
폐기물관리는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문제로 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제
협력 요청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에 대해 모두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
므로 중점대응 분야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실시조직의 능력향상(CD: Dapacity Development)이 중요하다. 폐기물관리 공정에
서는 특히 수집, 최종처분장에서의 문제가 크다. 또한 지속적인 폐기물의 적정관리
와 함께 폐기물관리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불가결하다. 이에 따라 JICA는 ① 폐기
물관리 성과개선을 위한 정부조직의 CD 지원, ② 적정한 폐기물관리를 위한 수집
과 처분의 개선, ③ 폐기물관리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 참가 촉진을 중점적으로 추
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정부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 전략으로서 3R 추진을 중시하
고 있기 때문에 수집ㆍ운반, 처분의 개선에 있어서 상대국의 상황을 감안하여 3R
의 추진에 도움이 되는 협력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이외의 과제에 대해서는
긴급도, 심각도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
첫째, JICA는 폐기물관리 성과개선을 위한 정부조직의 CD 지원을 중시한다.
JICA 사업의 협력대상은 주로 공적기관이므로, 폐기물관리 분야는 지방정부가 대
상 기관인 경우가 많다. 폐기물관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술ㆍ관리능력ㆍ
계획능력을 가진 인재 집단인 ‘인적자산’의 존재가 전제로 된다. 또한 폐기물 분야
에서의 수집, 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분 사업에 필요한 시설, 장비, 토지, 자금 등의
‘물적자산’(하드)이 필요하다. 아울러 ‘물적자산’에 대응하여 ‘지적자산’으로서 폐
기물관리의 기술과 시스템의 다양한 노하우, 폐기물관리의 플로우 등의 통계정보,
문헌, 매뉴얼, 데이터 등의 ‘소프트’가 필요하다.
이처럼 물적ㆍ인적ㆍ지적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조직형태와 관리자의 리더십
은 조직의 리더와 관리부문의 개인역량뿐만 아니라 조직 내의 구성원에 의한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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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목표의식 및 규율과 관련이 있다. 행정조직의 관리능력, 제도조정의 개선은 지
속성, 자립발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CD의 관점을 도입하고, 조직 내에서의 주체적
인 과제해결능력을 파악하여 그 내부로부터의 향상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둘째, JICA는 적정한 폐기물관리를 위한 수집ㆍ운반과 처분의 개선도 중시한
다. 폐기물관리사업의 목적은 ‘생활권에서의 폐기물의 제거’이므로, 수집ㆍ운반 작
업은 폐기물관리에서의 근간이기도 하다. 개도국의 도시에서는 인구의 증가와 거
주구의 난개발(sprawl)이 진행되는데, 수집ㆍ운반 서비스가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한편으로, 수집ㆍ운반은 개도국의 청소사업 중
에서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수집ㆍ운반 단계에서의 적절한 시
스템도입이 요망된다.
JICA는 적절한 수집ㆍ운반과 관련하여 장비 사용, 빈도 수, 인원배치 등에 대
해 검토하고 있다. 이 때에는 쓰레기 양과 질, 재정능력, 도로사정, 배출자의 협력
의사, 생활양식, 주거환경, 거주지역의 토지이용, 기상조건 등에 대해 사회경제적
그리고 자연문화적인 사항에 대해 배려하고 있다.
최종처분장의 정비와 관련해서는 환경사회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에 대해 중점을
두고, 최종처분장의 설계ㆍ건설ㆍ개선과 운영관리 능력을 중시하면서 대응하고 있
다. 특히 지속적인 위생매립을 실현하기 위한 대처능력 강화를 중시하며, 일본의
경험과 기술을 살려 준호기성매립의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시설 등의 정비(장비 조달, 시설건설 등)와 관련해 자금협력이 필수적인 경우에
는 상대국의 경제력과 카운터파트의 실시능력을 감안하면서 무상 또는 유상 자금
협력을 활용한다. 무상 또는 유상 자금협력의 실시 시 해당 시설 등이 지속적으로
운영ㆍ유지 관리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인재육성, 조직능력 강화, 재정기반
강화 등에 관련된 기술협력의 필요성도 함께 검토한다. 또한 최종처분장의 정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환경사회영향이 크다는 점, 또한 쓰레기수집인의 존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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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하여 적절한 환경사회적 배려를 실시한다.
셋째, JICA는 폐기물관리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가를 중시한다. 폐기물 문
제의 해결과 3R의 추진을 위해서는 폐기물의 주요한 배출자이며, 또한 일련의 폐
기물관리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시민의 협력이 필수
적이다. 폐기물 문제는 배출자인 주민의 협력을 얻지 못할 경우 행정기관의 개선만
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따라서 사회 측면의 관점을 강화하고, 합의형성과 커뮤니티
참가, 파트너십을 중시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JICA도 환경교육과 정보제공을 통
해 시민의 적절한 지식 습득ㆍ의식 향상 및 실천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추
진함으로써, 개도국에서 커뮤니티 주체형의 폐기물관리를 촉진하고 있다.
2) 향후 검토과제
JICA는 개도국의 폐기물관리 협력과 관련해 다음의 세 가지를 향후 대응과제로
서 검토하고 있다. 첫째, 순환형사회의 구축과 재생가능자원(폐기물)의 월경이동
분야이다. 순환형사회의 구축은 가능한 소비된 장소의 최소화 또는 순환이용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많은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예컨대, 도서국)에서는 국
내에서의 최소화와 자원순환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JICA는 이러한 자원순환을 촉
진하기 위해 먼저 폐기물의 월경이동에 의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이해한 다
음 지역간의 협력방식에 대해 보다 포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아시아지역
에서의 E-waste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식의 구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둘째, 폐기물관리와 기후변화대응의 연계도 향후 검토과제로 삼고 있다. 기후변화
의 영향은 이미 현재화되고 있으며, 향후 대폭적인 온실가스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개
도국에서의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개도국의 폐기물관리 분야
에서 기후변화대책에 관한 JICA의 협력은 ① co-benefit형 기후변화대책, ② CDM
사업화 지원으로 양분된다. 현재까지는 협력실적이 별로 없지만 향후에는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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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5-1. 폐기물분야의 동반효과(co-benefit)형 기후변화 대책
동반효과형 기후변화대책이란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기후변화대책 모두에 공헌하는
대응이며, 개발 및 기후 편익 모두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양자간 ODA에 의한 상호
이익(co-benefit)은 ① 개발협력의 부차적 편익으로서 기후변화대책에 도움이 되는 경우, ② 기
후편익에 중점을 둔 접근방식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대별되며, 지금까지 폐기물분야에서는
주로 첫 번째(①) 방식이 많았다.
예컨대 준호기성 매립처분장의 건설을 포함한 적절한 폐기물관리 계획과 메탄가스의 회수ㆍ
유효이용을 통해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의 배출억제ㆍ감축이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억제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원래 기후변화대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기후변화의 완화에 공헌하는 사례이다.
한편 2007년 12월 기후변화협약 제1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발리행동계획’이 합의되어 ‘개
도국의 완화 행동’을 예로 든 것처럼 향후 모든 개도국에 대한 협력분야에서 기후변화에의
대응이 점차 요구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이 분야에서도 두 번째(②)에 중점을 둔
협력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발리행동계획’에서는 개도국의 완화가 ‘측정ㆍ보고ㆍ
검증가능한(MRV)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 앞으로는 프로젝트의 실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사례가 많게 될 것이다.
자료: 國際協力機構(JICA)(2009b), p. 62.

폐기물관리 협력사업에 대응하면서 기후변화대책을 함께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구
체적으로는 폐기물의 발생ㆍ배출에서 수집ㆍ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분이라는 일련의
폐기물관리의 흐름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폐기물의 감량화, 퇴비화
(compost) 시설제조, 준호기성(準好氣性) 매립의 도입 촉진 및 이러한 활동의 지속,
온실가스의 감축의 정량화 등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100)101)

100) 제2장에서 보았듯이 일본은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
시하였다. 따라서 JICA는 자국의 기후변화대책 차원에서도 ODA와 기후변화대응을 연계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ODA와 기후변화대응의 연계(즉, 원조 전환)에 대해서는 국
제사회에서 아직 논란이 있다.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는 ODA의 CDM 사업지
원은 가능하되 CER을 획득하였을 경우 CER의 가치를 제외한 부분을 ODA로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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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5-2. 폐기물분야의 CDM 사업화
폐기물관리 분야의 CDM 프로젝트는 주로 최종처분장에서의 메탄가스 배출억제ㆍ감축이지
만, 이외에 퇴비화(compost) 사업에 관련된 CDM 프로젝트도 실시되고 있다. 현재 준호기
성매립사업의 CDM화에 대한 방법론 승인이 CDM 이사회에 신청되어 있다.
CDM사업화 지원과 관련해 JICA는 개발조사와 기술협력프로젝트, 전문가파견, 연수생 초청
과 같은 형태를 활용하여 CDM 프로젝트의 발굴ㆍ형성ㆍ보급을 위한 능력향상(CD)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CDM 능력강화‘를 목적으로 한 기술협력프로젝트와 연수
를 통한 국가승인기구(DNA: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 등 CDM 실시주체의 정비ㆍ
강화, 사업계획서(PIN: Project Idea Note , PDD: Project Design Document) 작성지원,
CDM형성에 관련된 행정조직의 능력강화, ② 개발조사와 폐기물관리ㆍ하수도관리에 대한
기술협력프로젝트에서 해당 부문의 CDM 잠재성 조사, 해당 사업의 CDM 프로젝트화의 가
능성 검토, GHG감축배출량의 계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즉 JICA는 CDM 사업전체에 도움
을 주기 위한 체제와 환경정비 지원, 프로젝트 발굴 조사 등 CDM 사업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협력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엔차관 사업에서는 일부 분야에서 CDM화의 가능성을 검
토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폐기물분야에서는 최종처분장의 건설, 확장, 개선 등의 CDM 사
업화가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자료: 國際協力機構(JICA)(2009b), pp. 62~63.

셋째, 능력향상(CD) 방법의 지속 개선을 마지막 검토과제로 꼽았다. 효과적인
CD에 대한 방법론의 정비가 이제 시작단계에 있으므로, 향후 CD의 구체적인 방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지원ㆍ박수경(2010), pp. 56~59 참고.
101) 아울러 일본은 현재 기후변화대책 차원에서 ‘대개도국 인프라수출 + 자국 기후변화대응’형의 새
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8월과 10월에 2회에 걸쳐 일본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
한 ｢양자간 상쇄 메커니즘｣을 활용해 인도네시아ㆍ베트남 등 13개국에 발전ㆍ철강ㆍ삼림 등
30건의 저탄소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메커니즘은 일본이 개도국과의 협정체결을 통
해 자국의 저탄소 기술과 제품을 이전ㆍ보급함으로써 개도국에서 CO2 감축을 실현하고 이를 일
본의 감축량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30건의 사업에 폐기물관리 분야는 1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향
후 이 메커니즘을 활용한 폐기물관리 분야에서의 대개도국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서정민ㆍ이형근(2010)과 經濟産業省 홈페이지(http://www.meti.go.jp/information/
publicoffer/kobo.html)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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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 CD의 성과평가 방법론 등에 대한 검토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발전략목표 I인 ‘폐기물관리 능력의 향상’에서 재무 개선, 민간부문과의 적절한
연계추진 등 7개의 중간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들 중간목표의 지속적 달성을
위한 능력향상의 방법론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 일본의 폐기물관리 국제협력 성과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폐기물 문제 등의 환경 문제는 선진
국과 개도국을 불문하고 세계 각국에서 현재화되고 있다. JICA는 개도국이 자
립ㆍ발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의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서 지원
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JICA의 국제협력은 ① 적절한 환경정책, 환경계획 작성
을 위한 지원, ②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강화 지원, ③ 환경 관리에 대
처하기 위한 기술향상 지원이라는 세 가지 지원분야에 중점을 맞추어 실시되고
있다.
JICA의 대개도국 폐기물관리 협력실적은 2000~08년간 총 354억 3,217만 엔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규모는 같은 기간의 전체 ODA 대비 0.4% 수준이다.102) 기
술협력에서는 금액기준으로 개발계획조사형 기술협력과 기술협력프로젝트가 각각
55억 7,468만 엔, 31억 8,621만 엔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지원자 파견
은 JOCA(청년해외협력대)와 SV(시니어해외볼런티어)가 각각 51명과 79명으로,
일본 ODA 전체에서는 JOCA의 파견이 SV보다 많으나 폐기물분야에서는 SV의
파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유상자금협력으로 4건에 218억
7,500만 엔이 지원되었다.

102) 国際協力機構(JICA)(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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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2000~08년도 폐기물관리 부문의 국제협력 실적
(단위: 건, 명, 천 엔)

협력형태

기술협력
개발계획조사형
풀뿌리 기술협력
기술협력
22
20

기술협력프로젝트

실시건수(건, 명)

25

협력금액(천 엔)

3,186,207

5,574,681

구분

121,412

개별전문가(명)
130
663,852

유상자금협력

무상자금협력

2000~08년
총액

79

4

9

-

345,927

21,875,000

1,480,166

35,432,167

연수생(명)

JOCA(명)

SV(명)

1,469

51

2,054,208

130,714

자료: JICA 홈페이지(http://www.jica.go.jp/activities/issues/env_manage/pdf/haikiposition_03.pdf).

한편 JICA가 2005~08년의 4년간에 거둔 성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103) 첫째, 개도국에서의 적절한 환경정책, 환경계획 작성을 위해 지원하였다.
정책입안, 계획책정은 환경관리행정에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JICA는 기술협력
프로젝트, 개발계획조사형 기술협력 등을 통해 [표 5-5]의 국가, 도시에 대해 지원
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대양주 폐기물지역 전략’의 수립지원 및 이 전략에 의거한
팔라우, 바누아투 등 9개국에 대한 폐기물관리 국가전략 책정 지원이 있다.
표 5-5. 적절한 환경정책, 환경계획 작성을 위한 지원
부문

성과

법제도ㆍ기준 정비

2개국, 2개도시(모두 3R* 관련 지원)

정책ㆍ계획 입안

10개국, 19개도시(이 중 3R은 6개국, 7개도시)

주: 3R은 reduce(폐기물의 감량화), reuse(재사용), recycle(재활용)을 의미한다.
자료: JICA 홈페이지(http://www.jica.go.jp/activities/issues/env_manage/pdf/summary_01.pdf).

103) JICA에서는 환경관리 분야에서 대기 및 수질 오염, 폐기물을 함께 다루고 있는데, 이 중 폐기물
부문만 정리한다(http://www.jica.go.jp/activities/issues/env_manage/pdf/summary_01.pdf).
JICA 홈페이지(201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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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 강화에도 지원하였다. 적절한 환경관리
의 실현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인 중앙정부, 지방자치체의 능력 향상이 최우선 과제
이다. 기술협력, 자금협력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국가와 도시의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체제강화를 위해 지원하였다. 주요 사례는 대양주 14개국의 폐기물관리 광역협력
체제정비, 지역차원의 정보ㆍ기술 교류의 촉진이 있다.
표 5-6.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강화를 위한 지원
부문

성과

상대국 중앙정부

12개국

상대국 지방자치체

21개 도시

자료: 상동.

셋째, 환경 관리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 향상에 지원하였다. 개도국에 대해 3R
(폐기물 감량화, 재이용, 재활용)의 촉진활동을 전개하여 순환형사회의 정착을 촉
진(7개국)하고, 일본의 기술인 준호기성 매립방식을 이용한 처리장의 정비를 실시
하였다. 6개국(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멕시코, 칠레, 이집트)에 환경센터를 설립하
여 기술자를 육성하고, 분석기술능력의 향상을 통해 이들 국가의 환경오염 상황을
파악하였다.

4. 개도국의 폐기물관리에 대한 일본의 협력 사례
본 절에서는 JICA의 폐기물관리에 관한 대개도국 협력 사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먼저 JICA의 지역별 협력방침을 정리한 후 구체적인 사례로서 베트남에 대
한 협력상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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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JICA의 지역별 협력방침104)
먼저 아시아ㆍ대양주에 대한 일본의 협력방침은 다음과 같다. 다음 [표 5-7]에
서 보듯이 아시아는 일본의 최우선 협력지역이다. 아시아 중에서 동남아시아 지역
의 경우, 국가의 발전 수준에 맞추어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폐기물관리의 적정화를
위한 능력향상(CD)을 실시하고, 이와 함께 상대국의 경제력과 카운터파트(C/P)의
실시능력을 감안하여 관련 시설정비를 위한 자금협력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동아시아 및 일본을 포함한 자원순환을 감안하여 지역 전체에서의 3R 추진
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 중국에 대해서는 ‘일ㆍ중 우호환
경보전센터’를 중심으로 폐기물관리의 관점에서 순환형 경제의 구축을 위해 지원
하였다. 몽고에 대해서는 울란바토르시에 대해 폐기물관리 계획의 개발조사 결과
를 감안하여 기술협력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행정 능력향상 등의 소프트 측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체 등과의 협력 강화와 일본의 노하우 이전에 역점을
두고 있다.
대양주 지역의 경우, JICA는 종합적인 폐기물대책 정비를 통해 대양주 지역의
지속가능한 환경조성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광역폐기물 종합관리 개선프
로그램(가칭)’을 제정하고, ‘대양주 폐기물대책 지역전략에 기초하여 대양주 도서
국의 폐기물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협력해오고 있다. 이 지역에
서는 비교적 인구규모가 작은 도서국이 많기 때문에 개별국에 대한 양국간 협력뿐
만 아니라 광역협력과 제3국 연수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향후에는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등의 영향을 고려한 프로젝트의 발굴ㆍ실시가 필요할 것
으로 보고 있다.

104) 國際協力機構(JICA)(2009b), pp. 112~119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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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서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거대도시가 많아 폐기물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폐기물관리의 적정화를 위한 CD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대국의 경제력과 카운터파트의 실시능력을 감안하여 관련 시설정비를 위한
자금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셋째, 중남미ㆍ카리브ㆍ남미 지역의 경우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폐기물관리에
대해 지금까지의 협력을 감안하여 선택적으로 실시하였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어느 정도 경제발전이 진행된 국가에 대해서는 3R 추진과 환경교육 등 보다 높은
수준의 협력에 중점을 두며, 여타 중남미 국가에 대해서는 남남협력의 가능성을 검
토하고 있다. 또한 프로젝트의 형성, 실시는 각국ㆍ도시에서 진행되는 민영화의 진
척 상황에 유의하여 추진하고 있다.
넷째, 아프리카의 경우 대도시를 중심으로 폐기물의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으며,
행정서비스로서의 폐기물 관리의 실시를 위한 기반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국가가
많기 때문에 상대국의 의욕, 대처능력을 감안하여 선택적으로 실시하였다. 아프리
카는 종합적인 폐기물관리에의 대응이 시작단계에 있는 국가가 많기 때문에 JICA
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응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다섯째, 중동 지역의 경우 도시를 중심으로 폐기물 문제가 심각하고, 경제발전
의 수준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폐기물관리에 대한 대응의 진척도 다양하다. 상대
국의 역량을 분석하여 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폐기물관리의 적정화를 위한 CD를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여섯째, 유럽ㆍ중앙아시아ㆍ코카서스 지역의 경우 도시의 인구집중도가 한정
적이고, 여타 지역과 비교하면 폐기물 문제의 심각도가 낮기 때문에 각국의 요구
에 맞추어 도시권의 폐기물관리 적정화를 위한 CD를 개별적으로 실시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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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최근 지역별 폐기물분야 협력실적(2000~08년)
지역

아시아

중남미

대양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

협력내용
기술협력 프로젝트(건)
개발계획조사형 기술협력(건)
풀뿌리 기술협력(건)
유상자금협력(건)
무상자금협력(건)
개별전문가 파견(명)
JOCAㆍSV 파견(명)
연수생 초청(명)
기술협력 프로젝트(건)
개발계획조사형 기술협력(건)
풀뿌리 기술협력(건)
개별전문가 파견(명)
JOCAㆍSV 파견(명)
연수생 초청(명)
기술협력 프로젝트(건)
개별전문가 파견(명)
JOCAㆍSV 파견(명)
연수생 초청(명)
개발계획조사형 기술협력(건)
개별전문가 파견(명)
JOCAㆍSV 파견(명)
연수생 초청(명)
기술협력 프로젝트(건)
개발계획조사형 기술협력(건)
무상자금협력(건)
개별전문가 파견(명)
JOCAㆍSV 파견(명)
연수생 초청(명)
개발계획조사형 기술협력(건)
개별전문가 파견(명)
JOCAㆍSV 파견(명)
연수생 초청(명)

건수/명
8
13
18
4
6
56
42
664
11
7
2
35
54
361
5
13
18
124
1
5
0
80
1
1
3
13
10
174
1
8
6
66

자료: JICA 홈페이지(http://www.jica.go.jp/activities/issues/env_manage/pdf/haikiposition_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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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별 사례: 베트남105)
일본은 2003년 4월 베트남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환경개선에 관한 일ㆍ베
공동 이니셔티브’를 책정한 이후 2004년에 수립한 대베트남 국별원조계획을 2009년
7월에 새로이 작성하였다. 이 원조계획에서는 베트남의 경제성장촉진ㆍ국제경쟁력
강화, 사회ㆍ생활면 향상과 양극화 개선, 환경보전, 거버넌스(governance) 강화라
는 네 가지 분야를 중점분야로 설정하였다. 또한 대베트남 원조규모에 대해서는 각
연도의 원조분야와 예산규모 결정 시 고려해야 할 항목106)의 상황과 달성도를 객
관적으로 평가한 다음, 정책협의 등을 통해 그 평가결과를 베트남 측과 공유하고,
필요에 대응하여 원조규모의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베
트남의 폐기물관리 현황 및 정책과 일본의 협력사례를 살펴본다.107)
1) 현황108)
베트남에서는 매년 1,500만 톤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80%(1,280만
톤/년)는 가정, 레스토랑, 마켓, 일반사업소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municipal
105) 베트남은 1999년 세계은행이 제창한 포괄적 개발 프레임워크(Comprehensive Development
Framework)의 파일럿 국가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베트남 정부와 공여국간 대화(partnership)
를 위한 작업반이 설치ㆍ가동되고 있다. 베트남의 환경분야와 관련하여 세계은행을 비롯한 여
러 기관이 공동으로 작성한 베트남의 환경일반(2003), 물(2003), 고형폐기물(2004), 생물다양성
(2005), 수질(2006)에 대한 보고서가 각각 발표되었다.
106) 항목에는 양국간 관계, 개발수요, 제도ㆍ정책환경, 원조흡수능력, ODA 대강 원칙과의 관계 등
이 있다. 外務省 홈페이지(http://www.mofa.go.jp/mofaj/gaiko/oda/shiryo/kuni/09_databook/ pdfs/01-07.pdf)
107) 베트남은 우리나라 ODA의 중점협력대상국이다. 1991년부터 시작된 KOICA의 대베트남 지원
은 지난 18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총 9,000만 달러, 연평균 500만 달러의 지원실적을 기록
하였다. 현재는 연 1,500만 달러 규모로 지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모는 30여 개 공여국 가운
데 큰 규모라고 할 수 없다. 대베트남 ODA는 우리나라가 70% 정도를 정하며, 나머지 30%는
요청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즉, 요청주의 플러스 정책협의형의 ODA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의 일환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250만 달러 규모의 대베트남 올바로
시스템(폐기물통합관리스템) 구축사업(2010. 6~2013. 5)을 진행하고 있다.
108) 이 부분은 (財)地球ㆍ人間環境フォーラム(2007)을 주로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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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 waste)이다. 산업폐기물은 연간 260만 톤이며, 폐기물발생량의 17%를 차지
한다. 호치민 및 그 주변의 성(省)이 산업폐기물을 가장 많이 배출(약 50%)하고
있으며, 북부의 홍하델타의 공업지역이 30% 정도를 배출하고 있다.
한편 유해폐기물의 발생은 연간 16만 톤이며, 그중 13만 톤이 산업(경공업, 화학,
금속, 식품가공 등)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2만 1,000톤이 병원에서의 의료계 유해
폐기물이다. 또한 농업부문에서 8,600톤의 유해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이 부문의
유해폐기물이 3만 7,000톤이나 비축되어 있어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표 5-8. 베트남의 폐기물관리
분야
◦ 일반폐기물 발생량(톤/년)
- 국가
- 도시성
- 농촌성

수치
12,800,000
6,400,000
6,400,000

◦ 유해산업폐기물 발생량(톤/년)

128,400

◦ 무해산업폐기물 발생량(톤/년)

2,510,000

◦ 의료계 유해폐기물 발생량(톤/년)

21,000

◦ 농업부문 유해폐기물(톤/년)
◦ 농약 등 축적량(톤)

8,600
37,000

◦ 일반폐기물 발생량(1명 1일당 kg)
- 국가
- 도시성
- 농촌성

0.4
0.7
0.3

◦ 폐기물수집률(발생량에 대한 비율)
- 국가
- 도시성
- 농촌성

71%
<20%
10~20%

◦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수
- 집적장 및 충분히 관리되고 있지 않는 매립처분장
- 위생 매립처분장
◦ 의료계 유해폐기물의 처리능력(총량에 대한 비율)
자료: World Bank(2004); (財)地球ㆍ人間環境フォーラム(2007)에서 재인용.

74
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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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까지 베트남의 도시거주자는 1,000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소비의 증가와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일반폐기물의 발생량은 60%, 산업폐기물의
발생량은 50% 증가하고, 유해폐기물의 발생량은 3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베트남에서 대다수의 폐기물처리장은 단순매립(open dump)109) 혹은 최저관리
매립(control dump)110)이며, 61개 성 또는 중앙직할시 중 12개 지역만 위생설비
를 갖춘 폐기물처리장을 보유하고 있다. 재정적인 이유에서 폐기물처리장은 대부
분 ODA를 통해 건설되고 있다. 폐기물관리 관련 조직의 능력향상 확대, 주민ㆍ사
업소 등의 의식향상, 유해폐기물의 처리기술ㆍ시설의 정비, 유해폐기물처리 전문기
업의 인정과 관리 시스템정비 등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2) 폐기물관리 전략ㆍ법령ㆍ정책
2003년 12월에 책정된 환경보호국가전략(2010년까지의 전략 및 2020년 비전:
Decision 256/2003/QD-TTg)에서는 2010년 및 2020년을 목표로 하여 폐기물관리
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유해폐기물과 관련해서는 1999년에
공장에서 발생하는 유해폐기물의 관리규칙(Decision No.155/1999/QD-TTg)이
마련되었다. 그 내용은 유해폐기물의 정의, 관계부처 및 배출자의 책임과 의무, 운
반ㆍ처리ㆍ최종처분업자의 인정제도, 매니페스트에 의한 이동, 긴급시 대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규칙의 별지에는 유해폐기물의 상세한 분류, 각각의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처리ㆍ처분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109) 폐기물을 단순히 지면에 투기하는 처분방법, 혹은 그러한 처분형태의 최종처분장을 의미한다.
110) 환경관리는 실시하지 않지만, 최저한의 기본적인 폐기물관리를 실시하는 최종처분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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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베트남 환경보호 국가전략에서의 폐기물관리에 관한 목표
2003년

2010년

2020년

수집률

65%

90%

-

발생원
분류

불명

일반세대: 30%
사업소: 70%

-

처리율

산업폐기물: 불명
유해ㆍ의료계 폐기물:
50% 이하

유해폐기물: 60%
의료계 폐기물: 100%

-

재이용ㆍ
재활용률

20%

-

수집된 폐기물의 30%

도시부의 40%, 공업단지
폐기물처리
및 수출가공구의 70%가
시설의 처리시설을 가진 기업: 10~20%
환경기준에 적합한 중앙폐
정비
기물처리 시설을 설치

도시부와 공업단지 및 수출
가공구 모두(100%)가 환경
기준에 적합한 중앙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

자료: (財)地球ㆍ人間環境フォーラム(2007), p. 14.

2006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환경보호법에서는 폐기물관리에 관한 규정이 강
화되어 독립된 장(제8장 폐기물관리)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의 폐기물에는 고형폐
기물뿐만 아니라 대기와 물에 대한 배기와 배수도 포함되어 있다. 이 법에서는 폐
기물감축, 재사용, 재활용을 포함한 폐기물관리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의무 및 책
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유해폐기물에 대해 제8장 2절에서는 유해폐기물
관리업무, 유해폐기물의 분류ㆍ수집ㆍ임시보관ㆍ처리ㆍ처리시설, 처분계획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6년 8월에 마련된 환경보호법 시행세칙 및 지침에
서는 제4절에서 환경보호법을 보완하는 규정(국가기관의 책임과 의무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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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폐기물 관련 주요 법령 및 기준
법령 및 기준
기본법

관련 내용
- 환경보호법(2005년 개정) 제8장 폐기물관리

- 환경보호법 시행세칙 및 지침(Decree No.80/2006/ND-CP of August 9,
2006)(제4절 폐기물 관리 등)
- 유해폐기물관리규칙(Decision No.155/1999/QD-TTg)
- 도시중심지역 및 공업단지에서의 고형폐기물의 관리 촉진에 관한 명령
정령, 규칙, 규정 등
(Directive No. 23/2005/CT-TTg of June 21, 2005, on enhancing the
management of solid waste in urban centers and industrial parks)
- 의료폐기물관리규칙(Decision No. 2575/1999/QD-BYHT of August 27,
1999 promulgating the regulation on medical waste management)

기준

- 고형폐기물 소각에 관한 건강배려: 배기가스 중의 중금속(Part1: 일반요
구, Part2: 수은농도의 측정, Part3: 카드뮴 및 납농도의 측정)(TCVN
7557-1~3:2005)
- 고형폐기물 소각: 배기가스 중의 유기물질 농도측정(TCVN 7558-1~3:2005)
- 고형폐기물 소각에서의 최대 허용 농도기준(TCVN 6560:2005)
- 고형폐기물 소각에서의 다이옥신류 농도측정(TCVN 7556-1~3:2005)

기업의 환경관리

- 환경관리시스템: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요구(TCVN ISO 14001:2005)
- 환경관리시스템: 원칙, 시스템, 지원기술에 관한 일반가이드라인(TCVN
ISO 14004:2005)
- 환경라벨 및 선언: TypeⅠ의 환경라벨 원칙과 절차(TCVN ISO 14024:
2005)

자료: (財)地球ㆍ人間環境フォーラム(2007), p. 6, p. 15를 토대로 작성.

3) 협력 사례: 하노이시 3R 이니셔티브 활성화 지원 프로젝트
JICA는 베트남의 폐기물관리 분야에서 장기 전문가 파견, 국별 연수 실시, 무상
자금협력에 의한 쓰레기수거차량 도입 등의 협력을 실시해왔다. 이러한 협력은 베
트남 당국의 환경개선의식 제고에 기여했으며, 동시에 환경보호법 개정(2006년 7월
1일 시행) 및 관련 환경제도 등의 제정을 통해 사회환경시스템이 강화되는 과정에
서 ‘하노이시 3R 이니셔티브 활성화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2004년 대베트남 국별원조계획 상의 3대 중요 분야의 하나인 ‘생활ㆍ
사회 측면의 개선’에 부합하는 것이다.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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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국가전략(2020년까지 공업국화, 근대화 확립)에서 환경보호정책
의 강화와 함께 3R 이니셔티브의 이념을 중요한 정책과제로서 포함하고 있다. 이
와 관련해 하노이시 3R 이니셔티브 프로젝트는 하노이시의 급속한 사회경제발전
및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도시폐기물을 대상으로 식품쓰
레기의 분리수거ㆍ퇴비화, 재활용을 핵심으로 하는 3R 시스템의 도입을 촉구하였
다. 도시폐기물에 관한 3R 도입에는 시민의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이 프로젝트는
다수의 관계자를 효과적으로 연계시켰다. 구체적으로는 세 개의 그룹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유닛(PMU)을 설치하여 3R 도입의 핵심인 정책ㆍ계획입안,
모델사업의 의한 실증, 의식계발 활동을 추진하였다.
표 5-11.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유닛의 설치와 활동
그룹
정책ㆍ계획 입안
(그룹1: 폐기물감량화정책 그룹)
모델사업에 의한 실증
(그룹2: 분리수거, 퇴비화 그룹)
의식계발
(그룹3: 3R 환경교육, 홍보 그룹) -

주요 활동
하노이 3R 선언의 작성
분리수거 하노이규정 제정
분리수거확대 행동계획 작성
3R이니셔티브전략 자료 작성
하노이시 폐기물조례 제정
하노이시 4개 지구에서 분리수거 모델사업 실시
퇴비화(compost) 모델사업 실시
학교ㆍ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3R 환경교육
매스미디어를 이용한 홍보
PR 물품 작성
전시, 경연 등 이벤트 개최

자료: JICA 홈페이지(http://www.jica.go.jp/activities/issues/env_manage/pdf/haikiposition_03.pdf).

세 개의 그룹은 개별 그룹내부와 그룹간에 진척ㆍ효과의 확인 및 과제에 대해
활발하게 협의하였다. 이러한 참가형의 활동에 따라 다양한 관계자가 상호간에 영
111) 이 프로젝트는 기술협력 프로젝트로서 2006년 1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3년간 실시되었으
며, 4억 9,000만 엔이 투입되었다. 협력상대기관은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하노이시 교통공공사
업국, 하노이시 도시환경공사(URENCO)이다.
JICA 홈페이지(http://www.jica.go.jp/activities/issues/env_manage/pdf/haikiposition_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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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쳐 각 그룹의 전략성 및 활동내용이 향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룹1 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집약하여 정책결정기관에 제안하였다. 아울러 시민의 목소리가 커
지게 되어 정책결정자에 대한 영향력도 확대되었다. 특히 경제ㆍ재무 분석을 바탕
으로 한 전략의 제시는 정책결정자의 적극적 관여를 유도하였다. 또한 그룹3을 중
심으로 프로젝트 기간 중에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환경교육과 홍보가
집중적으로 실시되었다. 3R의 홍보활동을 담당하는 3R 볼런티어의 창설은 청소년
층의 3R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데 성공하였다.
글상자 5-3. 기업사례: 혼다베트남사에서 베트남 최초 폐기물의 시멘트원료화
혼다베트남(Honda Vietnam Company)은 1996년 베트남 남부 빈푹성에 설립된 자동
차와 오토바이 생산업체이다. 이 회사는 무배출시스템(zero emission)의 완전 달성을 목표
로 하고 있다. 이전에는 유해폐기물은 부지 내에 설치된 소각로에서 소각ㆍ감량하여 부지
내의 덮개가 있는 시설(ash yard)에서 보관하였다. 이것은 소각재(cinder)에 중금속 등이
포함될 우려가 있지만, 그것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최종처분장이 베트남 국내에 없었
기 때문이다. 2003년 12월 이 소각재를 시멘트원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시멘트회사에
타진했는데, 도료에 납이 함유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수되지 못하였다. 여기에서 도료에 납
이 포함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2005년 12월에 도료에 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소각재와 배수의 침전물을 시멘
트원료로서 시멘트회사가 인수할 수 있게 되었다. 공장에서 반출된 소각재는 호치민의 시
설에서 재차 연소시켜 시멘트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2004년에는 연간 40만 대의 생산으로
매일 4톤을 소각했지만, 2007년 현재는 80만 대를 생산해도 소각량은 이전과 같은 4톤이
다. 폐기물의 발생량 자체를 감량하고, 나아가 매립 제로로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한 혼다베트남은 소각로에 저공해형의 연료장치를 사용하고, 소각로의 배열을 이용하
여 도료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을 가동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아울러 교통안
전교육을 위한 TV방송 캠페인도 실시하였다. 이처럼 혼다베트남은 기업 본래의 제품의 품
질제고 노력과 함께 환경개선에 대한 사회기여를 중시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
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자료: (財)地球ㆍ人間環境フォーラム(2007), pp. 42~44를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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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젝트를 통한 3R의 추진에 따라 최종처분장에 대한 도시폐기물의 반입량
이 상당히 줄었는데, 그 감량률은 모델사업 4개 지구에서 21~37%에 달하여 도시
폐기물의 감축이 실현되었다. 또한 모델사업지구에 거주하는 시민의 3R에 대한 인
식도 및 위생상황 개선에 관한 인식도가 4개 지구 모두에서 80%를 상회함으로써
환경개선 및 환경의식의 향상이 실현된 것으로 나타났다.

5. 소결
가. 요약과 평가
개도국에서는 경제발전의 진전에 따라 도시화와 인구집중이 심화되면서 폐기물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 또한 개도국은 제도ㆍ행정조직ㆍ관리ㆍ인재 등의 미흡에
따라 폐기물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중위생
문제, 주민건강 위협 등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고, 나아가 폐기물 문제는 빈곤 문
제ㆍ인권 문제와도 연관된다. 이처럼 폐기물관리는 개도국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사회경제적 이슈이나, 상대적으로 정책과제로서의 중요도가 낮아 이 분
야에 대한 재정적 기반이 취약하다. 이에 따라 개도국의 폐기물관리 문제를 완화ㆍ
해결하기 위해서는 ODA와 같은 국제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일본의 ODA 실행기관인 JICA는 폐기물관리 국제협력과 관련해 개발조사, 기
술협력프로젝트, 전문가파견, 연수생 초청, 무상ㆍ유상자금협력 등의 다양한 방식
을 통해 대응해오고 있다. 2008년 10월에는 그동안 유상자금협력(엔차관)을 담당
했던 국제협력은행(JBIC)의 해외경제협력업무가 JICA로 이관되면서 일본의 국제
협력 업무가 집중되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 한편 JICA는 과제별 지침을 마련하여
분야별 국제협력을 보다 주도면밀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제별 또는 분야별
전략수립은 일본에 비해 ODA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가 특히 부족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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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CA는 개도국에 대한 폐기물관리 국제협력을 위해 폐기물관리 능력향상과 폐기
물흐름에 따른 기술개선이라는 두 가지 개발전략목표를 수립하였다. 폐기물관리
능력향상을 첫 번째 전략목표로 삼은 것은 개도국에서는 사회전체의 폐기물관리능
력 개선과 지속적인 폐기물관리시스템 구축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개도국의 조직ㆍ제도ㆍ사회의 각 수준이 가진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
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각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폐기물 흐름에 따른 기술개선을 두 번째 전략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전략목표의 각각에 대해서는 중간 및 하위 목표를 설정
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개도국의 폐기물관리와 관련된 문제는 매우 다양한데, JICA는 여기에 모두 대
응할 수 없으므로 개도국의 폐기물관리 성과개선을 위한 행정조직의 능력향상 지
원, 적정한 폐기물관리를 위한 수집과 처분의 개선, 폐기물관리에 대한 시민의 적
극적 참가 촉진이라는 세 가지 중점 분야를 설정하여 대응하고 있다. 또한 JICA는
개도국의 폐기물관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과제에 대해 향후 더 많은 관
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첫째, 순환형사회의 구축과 재생가능자원
(폐기물)의 월경이동 분야이다. 이것은 일본정부가 중시하는 ‘신 폐기물 제로 국제
화 행동계획’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아시아지역에서
의 E-waste의 적정 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폐기물관리와
기후변화대응의 연계이다. 이것은 개도국에서의 폐기물 감량화, 준호기성매립 촉진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의미로 풀
이된다. 셋째, 현재 일본정부가 개도국에 대한 중점대응분야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
는 능력향상의 방법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00~08년간 대개도국 폐기물관리 분야에 대한 지원은 약 350억 엔에 달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본의 전체 ODA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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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다고 할 수 있다. 협력 분야별로는 환경 정책 및 계획 작성, 능력향상 강화, 기술
향상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또한 협력 형태별로는 유상자금협력이 61.7%를
차지했으며, 마스터플랜 책정이나 타당성 조사에 관련된 개발조사가 15.7%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는 주요 개도국에 대한 폐기물관리 계획수립이 완료되
었으므로, 향후에는 개도국의 능력향상과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기술협력 프로젝
트, 연수생 초청 등이 많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베트남에 대한 최대 공여국으로서 2009년에는 대베트남 원
조계획을 새로이 책정하였다. 대베트남 원조 규모와 방향성에 대해서는 정책대화
(dialogue-based approach)를 중시하지만, 사전적으로 개발수요, 제도ㆍ정책환경
(부패대책112) 포함), ODA 대강 원칙과의 부합여부 등의 상황과 달성도를 평가한
다음 그 결과를 베트남과 공유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2004년 대베트
남 원조계획과 비교해 2009년의 방침은 자국의 입장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대화를
더욱 중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일본의 대베트남 협력사례로 살펴본 ‘하노
이시 3R 이니셔티브 활성화 지원 프로젝트’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그룹으로 묶어
사업추진을 추구하고 각 그룹간 논의에 대해 피드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였다.
나.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의 개도국에 대한 폐기물관리 협력사례는 우리에
게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첫째, 무엇보다도 주요 과제별 또는
112) 일본의 컨설팅회사인 퍼시픽 컨설턴시 인터내셔널(PCI)사는 2001~03년에 걸쳐 호치민시의 고
속도로를 건설하는 ODA 사업의 컨설팅 업무를 약 31억 엔에 수주하는 대가로 이 사업을 담당
하는 호치민시의 관련 국장에게 82만 달러를 뇌물로 제공하였다. 2008년 PCI사의 임원은 부정
경쟁방지위반법(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2010년 10월에
베트남의 부패한 국장에게는 종신형이 선고되었다(朝日新聞 2010.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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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지원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ODA 역사가 길지 않아 주로 국
별 지원 전략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며, 분야별 지원 전략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반
면 일본은 국별 지원 전략뿐만 아니라 분야별로도 매우 상세한 지원 전략을 수립
하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말하자면 일본은 폐기물관리 국제
협력 매뉴얼을 갖고 있는 셈이다. 분야별 지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
당할 수 있는 ODA 관련 기관의 연구인력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며 아웃소싱체제
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분야별 전략이 수립되면 지원대상국의 수준에 따라
협력내용도 다양화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어느 정도 경제발전이 진행된 국가는
3R 추진과 환경교육 등 보다 높은 수준의 협력에 중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대개도국 폐기물관리 지원과 기후변화대응의 연계에 보다 큰 관심을 가져
야 할 것이다. 주지하듯이 현재 지구적 차원에서 Post-2012 기후변화협상이 진행
되고 있는데,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압력을 받고 있다. 폐기
물 분야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큰 분야인데, 2009년 말 현재
UN의 CDM 이사회에 등록된 CDM 사업 가운데 폐기물 분야는 에너지산업
(60.35%)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7.61%를 차지하고 있다. 2009년 9월 일본 하
토야마 전 총리는 중기 온실가스 25% 감축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일본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양자간 상쇄 메커니즘(bilateral offset
mechanism)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도국에 일본의 저탄소 기술과 제
품을 이전ㆍ보급하여 CO2 감축을 실현하고 이를 자국의 감축량으로 인정받으려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이 과정에서 저탄소형 인프라산업의 해외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이를 일본 경제의 회복에도 연계시키고 있다. 즉, 기후변화대응 및 국가성장전략의
추진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개도국에 대
한 저탄소형 사업에는 폐기물관리 분야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우리나라 역시 저탄
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2020년 BAU(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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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공표한 바 있다. 또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시행
으로 국제기후변화협상과는 별개로 국내에서도 자체적인 온실가스 의무감축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폐기물의 자원화사업에 대해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으며, CDM 사업 개발에도 성공한 기업들이 있다.113) 또한 폐기물 선별 분리 기
술, 폐기물 매립 기술 등 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련 특허 기술은 세계 4~9위로 비교
적 우수한 수준에 있다.114) 향후 관련 기업의 육성과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ODA에 의한 기반조성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들이 대개도국 폐기물사업 및
CDM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과정
을 통해 달성된 기후편익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개도국의 폐기물분야에 대한 지원은 시민 및 커뮤니티의 참여 촉진을 감
안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개도국에서 사회전체의 폐기물관리 역량이 향
상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능력향상 및 폐기물관리 분야의 기술개선뿐만 아니라
주요 배출자인 주민과 지역 커뮤니티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개도국에서는 시민의
환경의식이 낮으므로 이들에 대해 환경교육 및 정보제공을 실시하고, NGO 및 지
역커뮤니티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전반의 환경인식 제고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대베트남 협력사례에서 보았듯이 하노이시의 3R 활성화 프로젝트에서 시
민에 대한 환경교육과 홍보 실시는 중요 축을 이루고 있다. 또한 기업 차원(혼다베
트남사)에서는 CSR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일본이 ODA 지원에서 지역 시민 및
커뮤니티에 관심을 갖는 것은 최근 주목되고 있는 BOP 정책과도 깊은 관련을 맺

113) 예컨대 수도권매립지공사는 2005년 11월 매립가스자원화 CDM 사업 독자추진 계획을 수립한
이후 2007년 4월 최종 타당성확인 완료 및 UNFCCC 등록이 이루어졌다. 이후 모니터링을 개
시하여 2010년 5월 1차분 배출권 39만 4,672CO2톤을 발급받았다. 이 공사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총 1,210만CO2톤의 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14) 특허 경쟁력의 비교대상은 핵심기술분야별 특허등록건수 상위 20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다((주)날리지웍스 2010, pp. 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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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115) BOP 정책은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국내시장 위축,
최근 글로벌경제위기에 따른 선진국에 대한 수출 감소, 개도국의 지속성장이라는
일련의 경제환경 변화를 계기로 새로운 시장으로서 개도국의 저소득층에 대한 일
본기업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BOP 정책의 일환으로 개도국
현지의 NGO/NPO에 대한 지원(연수 등을 통한 계발 및 교육활동 실시)을 계획하
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ODA뿐만 아니라 여타 정책에서도 협력대상국의 시민,
NGO, 지역커뮤니티를 중시하고 있다. 결국 폐기물분야에서 행정조직, 기술개선
및 이해관계자를 모두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질 때 전반적인 원조효과성의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ODA 사업의 일환으로서 전문가 파견 및 개도국 공무원 연수 사업의 중
요성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일본은 JICA 소속으로 기술전문가를 많이 파견하
고 있는데, 이들이 현지 공무원과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ODA 사업을 많이 발
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문가를 더 많이 양성하고 이들을 개도국에 파견하여 해
당국 공무원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ODA 사업의 하나로 현재 베트남에서 추진되고 있는 올바로시스템(폐기물통합관
리시스템)의 발굴은 최초 베트남 공무원 연수과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즉, 우리나
라의 공무원 연수사업에 참여했던 베트남 공무원들이 올바로시스템을 견학하고 난
후 이 시스템의 자국 도입을 요청하면서, 이것이 ODA 프로젝트로 발전하게 된 것

115) BOP(Base 또는 Bottom of the economic Pyramid)는 2002년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1인당
연간소득이 3,000달러 이하의 저소득 계층을 지칭한다. 2010년 10월 일본정부는 자국기업의
BOP 비즈니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BOP비즈니스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BOP 비즈
니스는 개도국의 BOP층을 대상으로 현지에서의 다양한 사회적 과제(빈곤, 위생, 교육 등) 해결
에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의미한다.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BOP 정책은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선진국시장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가운데 개도국의 중간소득층 및 저소득층을 아우르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자국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산업정책 차원과 개도국의 사회적 과제의 해결
이라는 경제협력정책 차원을 내포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経済産業省(2010)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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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아울러 일부 공무원 연수사업은 개도국 정부의 정책결정 권한이 큰 부서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경우 ODA 사업화의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다섯째, ODA 사업의 발굴ㆍ결정 메커니즘과 관련하여 몇 가지 고려해야 할 과
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ODA를 통한 대개도국 협력이 효과적으로 작동
하기 위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이 국내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국내에는
약 60개의 ODA 관련 기관이 있다. 국내 부처별로는 외국의 유관 부처와 정례적
으로 정책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국간 협력사업 예컨대 개도국에
대해서는 ODA 지원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처럼 다양한 부처와 기관
에서 ODA 사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부처별 유기적인 협력은 필수적으로 된다. 또
한 현지에 설치된 정부 산하 사무소간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적절한 ODA 사업이
발굴되어야 할 것이다. 다수의 현지사무소가 개별적으로 사업발굴을 추진하는 사
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 국가차원에서의 통일된 대응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공
무원 연수사업의 경우에도 현지사무소간 컨센서스가 전제로 되어야 한다. 마지막
으로, 국내 폐기물 관련 공기업 등의 국제협력사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률 및 정관상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 사업 수행시 애로를 겪는 상황
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공기업 등의 해외사업이 가능하도록 일괄적인 제도
정비 방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이들 기업의 해외사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사업
리스크에 대한 평가기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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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전쟁으로 인한 경제의
황폐화를 경험하였으며, 이런 와중에 전후 복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
은 미국이었다. 미국은 유럽에 대한 경제원조정책을 수립하면서 유럽 주요국가와
의 경제적 상호의존을 강조하였다. 대외적인 측면에서의 미국 지원과 함께 역내적
으로 유럽 국가들은 역내 평화유지를 위한 체제라는 측면에서 경제공동체를 형성
하게 되었다. 이후 약 6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유럽은 27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진
EU라는 세계 최대 단일경제공동체를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리스본조약을 통해 정
치통합으로의 진일보를 달성하였다.
전세계 정치 및 경제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고됨에 따라 국제사회가 글
로벌 이슈에서의 EU 역할에 대한 기대 또한 증가해왔다. 특히 공적개발원조, 문화,
사회, 인권, 환경 등 소프트파워로 일컬어지는 분야에서 EU의 역할은 매우 선도적
이라고 할 수 있다.116) 본 보고서에서 논의되는 국제환경협력은 공적개발원조와
환경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소프트파워 분야로, EU의 정책 및 전략은 타 공여국
및 후발 공여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있다. EU 개발원조정책은 무상증여
(grant)에 기반한 인도적인 차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일본이 국제환경협력을 시장경제의 한 분야로 편입시키고 있는 것과는 대
조적인 측면이다.
한편 EU의 개발원조정책은 EU 차원의 개발원조정책과 회원국 차원의 개발원
조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는 이원체제(Two-tracks)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본 보고
서에서는 EU 회원국의 개발원조정책보다는 EU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발원조
116) 소프트파워(Soft Power)는 미국의 정치학자인 조세프 나이(Joseph Nye)가 주장한 개념으로
경제력 및 군사력에 기반한 하드파워(Hard Power)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Joseph Nye.
2004.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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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주요 정책과 특징들이 주로 다뤄질 것이다. 즉 일본이 양자적 원조모델 중
하나라면, EU는 다자적 원조모델로서의 의미와 함께 일본과는 여러 측면에서 상
반된 원조정책의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의 양적ㆍ질적 확대 및 개
선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EU와 일본의 개발원조정책 비교를 통
해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또는 원조효과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나 방안
들을 취사선택할 수 기회가 될 것이다.
본 보고서는 먼저 2절에서 EU의 환경 ODA에 대해 고찰한다. EU 차원의 원조
규모는 EU의 개별회원국과는 별도로 추산되기 때문에 특성상 다자주의 환경원조
로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EU는 개별회원국과의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해
EU와 개별회원국들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보완적이고 때로는 회원국들의 관심
을 끌지 못하는 원조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3절에서는 EU의 대외원조에 있어
ODA 정책 및 국제환경협력 관련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개관한다. 그리고 4절에서
는 EU 개발원조에 있어 중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주류화를 살펴보고자 한
다. 개발원조 정책에 환경을 통합한 환경주류화는 EU 개발원조정책의 가장 큰 특
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환경주류화는 개발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
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제 막 OECD DAC에 가입한 우리나
라의 개발원조에 있어 가장 부족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개발정책과 환경의 통합
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큰 부분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EU의 국제환경
협력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2. EU의 환경 ODA
본 절에서는 EU의 ODA 정책 개관과 함께 환경 ODA의 현황, 환경 ODA전략
및 추진 체제 등에 대해 고찰하려 한다. 앞서 제2장에서 일본의 환경 ODA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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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한 것과 마찬가지로 EU의 국제환경협력에서도 ODA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 EU ODA 추진체제의 개요
EU차원에서 대외원조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은 크게 두 개의 총국과 EU원조협
력청이 있다. 두 개의 총국 중 하나는 개발총국(DEV)이고 다른 하나는 대외관계
총국(RELEX)이다. 두 총국은 대외원조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서로 다른 우선
순위를 갖고 있으며, 특히 두 기관은 담당하고 있는 지역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6-1. EU 의 대외원조정책 집행체제: 기관 및 재원

자료: OECD(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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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총국(DEV: Directorate-General Development)
EU의 개발총국은 EU의 해외개발협력을 주도하는 EU 집행위원회 내 총국으로,
담당지역은 주로 아프리카ㆍ카리브ㆍ태평양(ACP: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지역이다. 개발총국은 EU의 전반적인 개발정책을 수립하면서, 주로 무역
과 개발의 연계, 지역통합과 협력, 거시경제정책과 사회서비스의 개선, 식량안보
개선 및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개발관련 기관의 역량배양 등의 세부 업무에 집중한
다. 그리고 유럽개발기금(EDF: European Development Fund) 및 개발협력기금
(DCI: Development Cooperation Instrument)의 집행에 대한 감독권한을 갖는다.
2) 대외관계총국(RELEX: Directorate-External Relations)
EU의 대외관계총국은 개발총국이 담당하는 ACP 이외의 지역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특히 유럽근린정책(ENP: European Neigbourhood Policy)을 추진하면서 EU
인근 국가들에서의 개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동시에 개발총국과 함께 EU 개발
정책의 전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특정 국가에서의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한다.
3) EU 원조협력청(EuropeAid)
개발총국 및 대외관계총국이 정책개발 및 결정기관인 반면 EU 원조협력청은 EU
의 개발원조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집행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U
원조협력청이 개발원조 관련 전략을 수립하거나 장기 프로그램을 수행할 때는 개발총
국 및 대외총국과 협조를 통해 진행한다. EU 원조협력청은 총 7개 부서(directorate)
로 구성되어 있는데, 4개 부서는 지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2개는 각각 Quality of
Operations, Thematic operations 그리고 나머지 1개는 조직 관리부서이다.117)
117) 4개 부서는 다음과 같다. A. Europe, the Southern Mediterranean, the Middle East
and the Neighbourhood Policy; B. Latin America; C. Sub-Saharan Africa, the
Caribbean and the Pacific; D. Asia and Central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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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럽투자은행(EIB: European Investment Bank)
2009년 현재 자본금 2,320억 유로에 이르는 유럽투자은행(EIB)은 로마조약의
발효와 함께 수립되었으며, EU 역내 저개발지역의 개발ㆍ발전을 원조하면서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투자(long-term finance)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118) 유럽투자은행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은 회원국의 (일반적으로) 재무장관들
로 구성된 총재회의(Board of Governors)다. 총재회의는 다른 EU 기관이나 회원
국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산하에 운영이사회(Board or Directors)를 두고
있다.119) 총재회의는 주로 대출관련 정책 지침을 정하고 EU 역외 사업에 대한 은
행의 참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운영이사회는 유럽투자은행에 의한 대
출ㆍ보증과 관련한 결정권한을 비롯하여 은행이 총재회의에서 결정된 지침 및 EU
조약의 규정을 준수하며 운영되는지를 책임진다.
글상자 6-1. 대외원조 관련 기타 기관
1. 통상총국(DG Trade): EU의 통상정책을 담당. 개도국에서의 무역이슈를 포함한 개발정
책과 통상정책의 일관성 유지
2. EU확장 및 근린정책총국(DG Enlargement and Neighborhood Policy): 유럽국가들의
EU 가입을 담당. 터키와 같은 주요 ODA 수원국을 포함.
3. 경제통화총국(DG Economic and Monetary Affairs): 개도국에서 EU의 경제활동 지
원, 다국적 개발은행과 협조, 및 개도국 부채 관련 업무 등을 담당
4. EU통계청(Eurostat): EU의 통계를 담당. 개도국에서의 EU 원조관련 통계를 집계
5. EU감사원(The Court of Auditors): EU의 대외관계활동(external relations activities)
에 있어서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감사를 담당

118) 유럽투자은행은 자본금의 250% 범위 내에서 역내 각 사업에 대한 대부 및 보증을 지원한다.
119) 총재회의는 27명, 운영이사회는 28명으로 구성되면, 운영이사회의 임명은 총재회의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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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U의 대외원조 현황
EU 대외원조는 장기간에 걸친 원조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수혜국가에 가장 필
요한 원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명성이 높다. 대규모적인 물량 지원과 건설사업 등과
같은 선심 사업보다는 현지 지역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프로그램 지원은 국제기구와 EU 회원국 소속 NGO 등과 결합하여 농촌개발 사업,
교육, 의료 등에 중점 지원되고 있다. 특정 프로그램에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
춘 NGO가 EU 대외원조를 지원받아 수혜국가 중 가장 필요한 지역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하에서는 EU의 대외원조가 가지는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1) 원조규모
먼저 EU의 대외원조예산의 구조를 살펴보자. 대외원조예산은 EU 전체예산에서
약 9%를 차지하고 있다. EU의 대외원조예산은 크게 EU원조협력청(EuropeAid)의
그림 6-2. EU의 대외원조 예산별 집행

자료: EuropeAid(2010a).

(단위: 백만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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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 유럽개발기금(EDF: European Development Fund)이 각각 전체의 45%(54
억 7,700만 유로)와 28%(35억 200만 유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27%(33억
1,900만 유로)는 non-EU 원조협력청의 예산이 차지하고 있다.
아래의 그래프는 EU의 ODA 실적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EU의 ODA는 2001년
을 제외하고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001년의 경우 발
칸위기로 인해 EU의 원조액이 이전보다 급증했다.
그림 6-3. EU 의 연도별 ODA 규모
(단위: 백만 유로)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주: EU 개별회원국의 대외원조액은 포함되지 않음.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0a).

2009년 EU 개별회원국 및 EU 차원의 공적개발원조를 포함한 EU 전체의
ODA 규모는 전세계 ODA의 약 52%인 482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120)
이 중 EU 차원의 독자적인 ODA 집행규모는 약 120억 유로로 전세계 ODA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EU 회원국 중에서 최대 ODA 공여국을 살펴보면,

120) 2009년 기준 OECD DAC의 EU 15개국 원조총액은 OECD DAC의 총 원조액의 56%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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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년간 연평균 양자간 원조액을 기준으로 역시 경제규모가 큰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최대 공여국으로 분류된다. [표 6-1]에서 보듯이 OECD DAC 회원국
전체 ODA 중 EU 회원국들의 양자간 ODA가 약 34.7%를 차지하고 있는데, 영국,
프랑스, 독일 3국의 ODA 규모가 전체 ODA 중 약 2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들 3국의 양자간 ODA가 EU 회원국 전체 ODA의 약 73%에 해당될 정도로 절대
적이다.
표 6-1. OECD DAC 공여국의 ODA 규모(2000~08년)
구분
EU 및 회원국 전체
EU 회원국
영국
프랑스
독일
EU(다자간)
기타 EU 역외국 전체
미국
일본
DAC 회원국 전체

금액(백만 달러)
35,106
25,232
6,465
6,459
6,239
9,874
32,296
17,345
6,870
67,402

비중(%)
52.1
37.4
9.6
9.6
9.3
14.6
47.9
25.7
10.2
100.0

주: 2007년 가격 및 환율 기준, 2000~08년의 연평균 기준, 양자간 지원 기준.
자료: OECD(2010c).

2) 주요 지원지역
EU의 대외원조는 전 세계 145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주로
ACP(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지역의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ACP에 위치한 국가들이 주로 프랑스, 독일, 영국 등 EU 회원국들의 과거 식민지
국가였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ACP 지역 중에서도 아프리카 및
남부사하라 지역이 가장 많은 35억 100만 유로로 전체의 약 36.3%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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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EU의 지역별 대외원조액 추이
(단위: 백만 유로)

구분
유럽
아프리카
사하라 북부
사하라 남부
기타 지역
아메리카
북부 및 중부
남부
기타 지역
아시아
중동
남부 및 중앙
극동
기타 지역
오세아니아
Bilateral unallocated
다자원조
ODA 총액

2004년
733
2,916
558
2,357
2
535
308
152
75
1,302
511
526
210
55
54
876
510
6,926

2005년
780
3,161
559
2,602
0
645
305
233
107
1,484
420
661
257
147
73
846
508
7,497

2006년
1,069
3,341
658
2,683
0
666
365
246
56
1,596
494
699
295
108
64
790
602
8,130

2007년
1,062
3,779
692
3,024
63
776
454
275
47
1,496
574
604
263
55
52
856
472
8,493

2008년
1,242
4,003
570
3,433
1
769
415
314
40
1,850
709
858
250
33
65
1,025
239
9,194

2009년
1,720
4,111
610
3,478
23
809
441
348
20
1,854
617
908
266
63
59
955
292
9,800

자료: EuropeAid(2010a).

아시아에서 EU는 인도,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5개국의 최대
원조제공국이다. 1985년부터 각료급 수준의 3자회담이 매년 열리고 있으며, 이들
지역은 세계 인구의 25%가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세계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2%에 불과한 저소득지역이다. EU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지난
1970년대부터 대외원조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지역협력을 위한 기구를 설립하
고 정기적인 대화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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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외원조의 분야별 배분
EU의 분야별 대외원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회인프라
이다. 사회인프라는 교육, 건강, 수자원, 정부 및 민간사회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
하고 있는데, 2009년 EU의 전체 ODA에서 사회인프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4.7%(40억 8,200만 유로)에 이른다. 이는 EU의 대외원조가 회원국들이 직접적으
로 추진할 수 없는 분야의 원조를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반면 교통, 통신, 에너지 및 기타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경제인프라는 전체 대외
원조에서 약 10.6%(12억 4,300만 유로)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OECD DAC 평
균(12.7%)에 못 미치는 규모이다. 일본의 경우 경제인프라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
과 비교하면 대비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EU의 대외원조 효율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분야가 일반예산지원(General Budget Sector)이다.
그림 6-4. EU 의 분야별 ODA 규모
(단위: 백만 유로)

자료: EuropeAid(2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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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U의 환경 ODA
1) EU 환경 ODA의 규모
2008년 EU의 환경 ODA는 약 15억 달러 수준으로 32억 달러 수준을 보였던
2006년의 실적에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감소한 상태에 있다. 이처럼 EU의 환경
ODA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배경에는 최근 유럽경제가 크게 약화되었다는 경제
적 요인이 가장 크다. EU의 전체 ODA에서 환경 ODA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에 38% 수준으로 매우 높았으나 2008년에는 14% 수준까지 크게 하락하였다. 단,
여기에서 언급한 환경 ODA란 OECD DAC가 제시한 환경마커(Aid to Environment
Marker)이다. 환경마커에 대해서는 제1장에서 이미 상술하였다.
한편 환경 ODA에 대한 또 다른 정의로서 ｢리오마커｣(Rio Marker)가 있다. 이
정의는 제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 기후변화협
약과 관련되는 ODA를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다. [표 6-3]은 리오마커에 따른 환경
ODA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ODA는 전체 환경 ODA 규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EU의 기후변화관련 ODA 규모는 2008년에 처음으로 약 7억 유로를 기록
하였다.
EU 회원국 중에서는 독일이 환경분야 ODA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 아래 표에
서처럼, 일본 다음으로 독일이 가장 높은 수준의 환경관련 양자간 원조규모를 기
록하고 있으며, 리오마커 기준으로 2008년 독일의 원조 총액은 약 26억 달러로
EU 회원국 중 제2위의 환경관련 최대 공여국인 프랑스(약 12억 달러)의 두 배를
능가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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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EU의 환경원조
구분

(단위: 백만 달러)

2006년 2007년 2008년

부문(Sector)로서의
환경

239

360

442

주요 목적
(principal objectives)

62

75

485

중요 목적
2,919 1,266 606
(significant objectives)
환경 ODA
환경 ODA 비중

3,221 1,701 1,534
38%

18%

14%

자료: OECD(2010a).

표 6-4. 환경 관련 원조 최대공여국
(단위: 백만 달러)

국 가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일 본

2,819.9

3,739.1

2,901.4

3,506.3

4,353.2

독 일

972.2

1,389.1

1,674.5

1,240.1

2,635.2

프랑스

184.0

279.0

619.6

753.8

1,171.9

네덜란드

793.4

748.9

772.6

611.3

783.4

스페인

-

140.2

151.5

219.6

950.3

영 국

0.3

0.5

80.9

65.1

540.0

덴마크

323.7

554.8

315.2

383.4

489.4

벨기에

52.3

71.9

90.1

199.3

315.8

호 주

0.6

35.3

58.9

179.4

267.3

이탈리아

-

-

31.7

175.9

247.8

(EU)

507.6

794.2

1,372.4

761.3

1,446.9

주: 리오 마커(Rio Marker) 기준.
자료: OECD-DAC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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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 환경 ODA의 지역적 분포
EU의 환경 ODA는 주로 동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등 유럽 인근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표 6-5]는 EU 환경 ODA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상위 10개 국가
를 보여주고 있는데, 볼리비아 및 인도를 제외한 나머지 8개 국가가 이들 지역에
위치해 있다. 상위 10개 국가의 환경 ODA 합계는 약 5억 5,000만 달러에 이르며,
가장 많은 EU의 환경 ODA가 집중되고 있는 터키의 경우 약 1억 1,000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는 터키에 대한 EU 전체 ODA의 약 8%에 이른다. 다음으로 남아
공의 경우 전체 ODA의 45%인 9,400만 달러를 환경 ODA를 받고 있다. 한편 수
원국 전체 ODA에서 환경 ODA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살펴보면 볼리비아는 무려
전체 ODA의 98%가 환경 ODA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음으로 알바니아(54%),
남아공(45%), 콩고민주공화국(44%) 순으로 나타났다.
표 6-5. EU 환경 ODA 의 상위 10개 수원국
(단위: 백만 달러, %)

국명

환경 ODA 규모

전체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

터키

110

8

남아공

94

45

모로코

60

18

우크라이나

50

21

알바니아

44

54

볼리비아

42

98

세르비아

40

20

콩고민주공화국

39

44

요르단

36

27

인도

34

21

자료: OECD(2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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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U의 국제환경협력 전략
가. EU ODA 정책의 역사와 주요 특징
1) EU ODA 정책의 시발점: 지역협정
EU의 환경협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후 EU ODA 정책의 역사
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로메협정과 코토누 협정이 EU ODA 정책의 특징을 보
여준다.121) 지역협정에서 기인한 EU의 ODA 정책의 시발은 체계적인 것이 아니
라 우연하고 잠정적인 것이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도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유럽의 식민지국가로 남아 있었다. 이로 인해 유럽 주요국, 특히 많은 해
외식민지를 보유하고 있던 프랑스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를 새
로 정립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1973년 영국이 EU(당시 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에 가입하면서 영국의 구식민지들이 독립과 함
께 EU 개발원조의 대상국가가 되었다. 원조 대상지역의 확대는 원조규모의 확대
로 이어져 유럽 개발정책의 효과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1975년 토고의 로메에서 유
럽국가들과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협력협정인 로메협정이 체결되었다.
재정ㆍ기술ㆍ무역을 포함한 경제전반에 걸친 협력강화를 강조한 로메협정은
ACP 국가들의 개발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 또한 약속하였다. 기존 경제협력으로
는 경제개발의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판단에 따라 EU는 로메협정을 통해
경제분야 이외에 문화ㆍ사회적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했다.122)
이후 2000년에 EU는 로메협정을 대체하는 코토누 협정을 새로 체결하였다. 로

121) Dieter Frisch(2008).
122) EU는 경제차원에서의 협력을 위해 환경, 식량안보, 지역개발, 수산물, 1차산품 생산, 제조업 및
가공, 광산물, 기업경영 그리고 서비스 산업개발 분야에 대해 재정 및 기술지원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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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협정이 EU와 ACP 국가간 불균등한 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는 비판에 따라
코토누 협정은 일방적 특혜가 아닌 상호주의에 입각한 협력으로의 전환을 시도한
것이다.123) 이에 코토누 협정은 크게 다섯 가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다루고 있는데
ACP 지역 내 정치문화의 개선, 민간부문의 개발참여 확대, 경제ㆍ사회개발전략의
개혁, 두 지역간 경제ㆍ무역협력의 개선 및 재정협력의 개혁 등이 그것이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협력에 따라 코토누 협정에서의 재정지원방식도 수원국의
책임이 로메협정 때보다 강화되었다. 로메협정과 달리 코토누협정은 수원국과 협
의에 따른 지원 대상 프로그램을 결정하게 된다. 코토누협정에 따라 2000~05년간
집행된 제9차 유럽개발기금(EDF)의 규모는 135억 유로에 달했다.
2) EU ODA 정책의 주요 특징
1993년 마스트리히트조약(Treaty of Maastricht)을 통해 EU가 공식적으로 출범
하면서 EU의 대외원조정책은 탄력을 받게 되고 동 조약을 통해 EU는 세계 최대
의 공여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
르면 “개발협력정책의 목표는 개도국의 지속적인 경제적ㆍ사회적 개발을 촉진하고
세계 경제에 개도국을 점진적이고 조화롭게 통합하는 것이며 개도국의 빈곤 문제
를 해결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1990년대 말까지 EU의 대외원조정책은 운영면에서 그리 성공적이지 못
했다. 회원국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이익의 상충관계로 많은 혼란을 겪었고, 비
효율적이고 방만한 운영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게 되었다. 특히 공적개발자금의 개
방성과 투명성이 부족하고 사회 및 환경정책 분야에 있어서 여타 대외원조국에 비
123) 현재의 일방적 무역특혜제도는 2008년까지 지속되었으며, EU-ACP 그룹 간 협상을 통해 그
이후 도입되는 자유무역지역의 형태가 결정된다. 자유무역지역은 12년간 과도기간을 거쳐 완성
됨으로써 GATT 제24조가 요구하는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예정이다. 또 지식재산권 보호 및 노
동기준 등 무역관련 협정들도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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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원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다수 제기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대외원조
의 개혁은 EU의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가) EU 개발정책개혁안: 언타이드 원조 및 수원국 현장중심의 원조체제 확립
2000년 EU는 대외원조정책의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하고 유럽 전역의 대외원조
전문가들이 모여 대외원조 개혁에 관한 회의를 1년여에 걸쳐 진행하면서 개혁안을
만들었다.124) 이 개혁안에 제시된 내용은 현재의 EU ODA 정책의 중요한 특징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첫 번째 특징은 현지의 정보수집기능을 활용하도록 체제를 전환하였다는 점이
다. 즉 효율적인 대외원조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EU 집행위원회에 집중되어 있던
대외원조 관리의 권한을 63개 해외 현지 유럽원조협력사무소로 분산하여 원조 수
혜지역의 원조실행 과정을 현지 사무소가 관리하도록 했다.
두 번째 특징은 구속성 원조를 줄이고 비구속성 원조를 늘림으로써 원조의 효율
성을 제고하려 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EU 원조정책의 특징은 일본의 원조정책과
는 대조적이다. 일본의 경우도 1990년대 이후 구속성 원조를 비구속성 원조로 점
차 전환하여 왔지만 일본은 기본적으로 구속성 원조를 통해 자국기업의 해외진출
을 지원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EU의 원조정책은 기본적으로 인도적 관점에
서 비구속성 원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EU의 원조정책은 원조의 기본이념에 상당히 충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2000년 이후의 개혁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더욱 강하게 작동하게 되었다.
세 번째 특징은 새로운 대외원조 전담기구인 EU 원조협력청을 대외관계총국 산
하에 신설하여 프로젝트의 발굴ㆍ확인ㆍ시행과 평가 등 대외원조 사업의 관리업무
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게 했다는 점이다. 본 장의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EU 원
124) European Commission(2000).

제6장 EU의 국제환경협력 전략 285

조협력청은 EU 대외원조예산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EU 대외
원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와 같은 기관을 설립하여 프로젝
트의 발굴에서 최종적인 평가에 이르기까지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여 원조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원조체제의 변화는 최근 일본에서도
나타났다. 즉 여러 정부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원조기능을 하나의 원조 전문기관에
통합함으로써 전문성,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원조체제의
정비는 우리나라에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정책적 요소라고 생각된다.
네 번째 특징은 원조의 국별전략을 수립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즉 원조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수혜 국가별로 전략보고서를 작성하고 대외원조의
성과를 국가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특징은 이후 다른 원조국에서도 나
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일본에서도 2000년대 이후 국별원조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서 원조방식이 국가를 단위로 한 전략수립, 집행, 평가 체제로 이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유럽개발컨센서스: 원조방안으로 프로그램 및 일반예산지원 강화
한편 2005년에 채택된 유럽개발컨센서스는 EU의 대외원조의 특성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좋은 사례이다. EU는 2005년 European Consensus on Development를
통해 EU 개발협력의 전환점을 마련하였다.125) 그동안 개발협력에 있어 EU는 EU
집행위원회 차원의 개발원조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였으나, EU 회원국들은 각자의
개발원조 정책을 추진하여 개발원조에 있어서 EU 공통의 개발목표 및 회원국간
정책수렴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제기되었었다. 이에 EU는 원조의 효율성 제고, 회
원국간 원조정책의 조화를 위해 EU 회원국들의 원조정책에 대한 공통의 목표와
개발전략을 담은 정책문서를 마련하였다. 또한 EU는 이를 아프리카에 대한 지역
125) European Commission(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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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에 반영함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아프리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다.126)
여기에 나타난 EU 대외원조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EU는 대외원조규
모를 크게 늘려 나간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였다. EU 회원국은 2010년까지 ODA
규모를 회원국 GNI 대비 0.56%(이후 0.51%로 변경)로 증액한 후 2015년까지
GNI 대비 0.7%로 늘려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특히 원조 증액 중 아프리카
에 대한 원조액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EU의 목표가 달
성될 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EU 회
원국들의 재정능력이 크게 손상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특징은 EU 대외원조의 보조성 원칙이다. 즉 EU 차원의 원조는 EU 회
원국의 원조를 보조하는 정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인데 다시 말하면 EU
회원국이 수원국을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EU 공동체 차원에서 원조를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원조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127)
세 번째 특징은 수원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EU의 회원국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조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분야에 걸친 역
량배양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하나는 양자간 원조의 50% 이상을 수원국의
국가시스템을 활용하고 특히 일반예산지원 또는 부문(Sector) 차원의 지원을 중시
하고자 하고 있다. 나아가 새로운 프로젝트 수행기관의 설립자제하며, 수원국과의
협력이 결여된 업무의 수를 50%까지 감소시키겠다는 의지가 표명되었다.
위에서 나타난 특징을 다시 요약해 본다면, EU는 EU 회원국 단독으로 하기 어
려운 분야를 대상으로 원조규모를 크게 늘려갈 것이며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대
신 이미 존재하는 수원국의 국가제도나 기관, 시스템을 활용하여 원조사업을 운영
하고 수원국이 자율성을 많이 가지는 일반예산지원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수원국과
126) European Commission(2006b).
127) Council of Europe(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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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얼굴이 보이는 원조를 하겠다는 것이 EU 원조정책의 중요
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유럽개발컨센서스에 제시된 중점 지원분야로는 총 9개 분야가 선정되었는데
① 무역 및 지역통합, ② 환경 및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③ 인프라, 통신
및 교통, ④ 수자원 및 에너지, ⑤ 지역개발, 토지계획, 농업 및 식량안보, ⑥ 거버
넌스, 민주주의, 인권, 경제ㆍ제도개혁을 위한 지원, ⑦ 분쟁예방 및 취약국가 지
원, ⑧ 인적개발, ⑨ 사회통합 및 고용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환경협력과 관련
된 분야는 ② 환경 및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④ 수자원 및 에너지다.
개도국에서 환경과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EU는
수원국이 개발과 환경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다자환경협정의 약속
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다. 동시에 EU는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강조하였다. 예를 들면, 생물다양성(Biological diversity)
과 사막화 방지 및 지속가능한 토지관리에 있어 EU는 UN의 관련 협정을 존중하
고 개도국이 협정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였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EU는 개발협력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EU의 행동계
획(the EU Action Plan on Climate Change)’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으
며 특히 EU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빈국(LDCs: Least
Development Countries) 및 군소도서국가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을 보
였다.
기후변화 이외에도 EU는 이들 국가에서의 화학물 및 폐기물에 대한 관리능력
개선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EU가 관심을 가지는 환경협력
분야는 주로 글로벌한 환경문제이다.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사막화 방지 분야에서
개도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
EU의 기본적 입장이고 지역적 환경문제로서는 폐기물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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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또한 EU는 수자원과 에너지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EU의 통합수
자원관리 정책은 충분한 양질의 식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새천년개발계획의
목표에 상응하는 것이다. 더욱이 모든 수자원에 대한 장기적인 보호대책을 설립함
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이용을 가능케 한다. 그리고 EU의 수자원이니셔티브
(EUWI: EU Water Initiative)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빈곤감소 및
지속가능한 개발의 측면에서 수자원 및 위생 문제에 대한 정보 축적을 가능케 한
다. EU 회원국은 수자원 공급분야에 매우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개도국의 수
자원 관련 시장이 매우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한
EU의 관심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개도국 인구의 상당 부문이 에너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효율적이고 비싼 에너지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EU의
에너지이니셔티브(EUEI: EU Energy Initiative)는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청정에너
지에의 접근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제도적ㆍ재정적 시스템 구축, 인식제고, 능력배
양, 기금마련 등을 지원한다. EU는 특히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보급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지역이
EU이며 따라서 관련 산업이 발달해 있다. 이와 같은 경쟁력을 활용하여 개도국 시
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서 이 분야에 대한 EU의 관심은 상당히 높다
고 볼 수 있다.
다) EU의 개발정책일관성: 원조정책과 비원조정책 간 조화
EU개발컨센서스와 함께 EU 개발정책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 EU의
개발정책일관성(PCD: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으로, 2005년 EU의
PCD는 2015년까지 새천넌개발목표(MDGs)를 달성하기 위해 채택되었다.128)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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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는 MDGs와 관련된 국별보고서 및 EU 보고서에 모두 PCD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EU는 PCD를 통해 EU의 비원조정책이 개발협력
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11개 개발협력에 있어서의 우선지원 분야를 선정
하였다. 이후 2009년에는 개발정책강화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12개 핵심지원분야
가 선정되었는데, 무역, 환경, 안보, 농업,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 및 고용, 이주, 연
구혁신, 정보사회, 교통, 에너지, 기후변화가 그것이다.
라) EU의 개발정책의 상호보완 및 역할분담을 위한 행동강령: 원조분업
그리고 EU는 회원국간 역할분담(일명 원조분업)을 통해 특정국가에서 회원국간
원조사업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원조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
해 강령을 발표하였다.129) 이에 따르면, EU는 회원국의 개발사업에 있어 비교우
위를 판단하고, 집중과 선택에 따라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개발원조의 중복을 피
할 수 있도록 하며,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다른 회원국이 원조사업을 수행하도록
일임하도록 조정했다.130) 즉 원조분업을 통해 공여국 차원에서는 비교우위를 통한
효과제고, 수원국 차원에서는 중복사업 방지 및 특정국가에 개발원조가 몰리는 현
상을 개선하는 것이다.131)
마) Europe 2010 전략 및 12개 이행계획: 글로벌 공공재원 마련 강조
EU의 개발원조정책과 관련된 최근의 문서는 EU 집행위원회가 2010년에 채택
한 ‘Europe 2020 Strategy’132)과 이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12개의 EU 이행계획133)이

128) European Commission(2005).
129) European Commission(2007c).
130) 원조분업은 공여국별로 어떤 국가나 지역에 집중할 것에 대한 논의인 지역별ㆍ국가별 역할분담
과 특정 수원국 내에서의 분야별ㆍ주제별 역할분담의 두 가지 차원의 접근이 가능하다.
131) 원조분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보고서를 참조한다. 권율(2009), OECD /DAC
주요 규범과 ODA 정책 개선방안,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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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에서 나타난 EU 원조정책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정책기조를 유지하
고 있으나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 변화란 바로 재원마련을 위한
혁신적 방안을 개발할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점과 또 하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개도국 지원을 위한 공공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지고
있고 민간기업의 개도국 투자도 위축되고 있어서 향후 개도국 지원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재원조달방안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 EU의 입장이다.134)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개도국의 지속가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재원
만이 아니라 민간재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쪽으로 EU의 입장이 전환
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관련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기후변화분야가 12개 이행계
획의 한 분야로 제시되어 있는데 2010~12년 기간에 240억 유로를 지원하고 그린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인하를 시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다.135)

132) Europe 2020은 향후 10년간의 EU 경제를 준비하는 새로운 경제전략으로 3대 핵심성장 방향
으로 △ 지식과 기술혁신, 교육, 디지털 사회에 기반을 둔 스마트 성장, △ 생산을 높이면서도
탄소배출을 줄이고 자원효율성을 제고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 고용증대와 기술습득, 빈곤퇴치를
통해 사회결속을 높이는 포용적인 성장을 제시함. 또한 세부 5개 목표로 △ 20~60세 인구의
고용비율을 현재 69%에서 75%까지 증가 △ R&D 투자여건 개선을 통해 GDP 대비 R&D
투자비율을 3%로 증가 △ 온실가스 배출량 20% 감축, 에너지효율성 20% 제고, 재생에너지사
용비중 20% 증가 △ 조기학업 중단자 비율을 현재 15%에서 10%로 낮추고, 30~34세 인구의
대학졸업 비율을 현재 31%에서 최소 40%까지 증가 △ 빈곤층을 25% 줄여 2,000만 명을 빈
곤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 제기된다.
133) European Commission(2010b).
134) ⑨ 혁신적 재원방안: 경제위기로 인해 공공예산 및 민간부문의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고 있
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개발을 위한 기금에의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특히 다양한 재원
마련 기제를 개발함으로써 필요재원을 지원한다.
135) ⑩ 기후변화관련: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EU는 2010~12년간 240유로의 개도국 지원약속을
이행한다. 또한 코펜하겐회의 이후 EU는 개도국을 위해 그린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인하
및 교역자유화를 통해 그린테크놀로지의 개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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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발원조에 있어서 환경협력 전략
본 절에서는 EU의 대외원조정책 중에서도 환경협력과 관련된 정책기조를 파악
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해 두고자 하는 점인 EU에서는 환경협력이라
는 표현보다는 지속가능개발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EU는 특정 환경분야에서의 협력도 중시하지만 그 보다 더 중시하는 것은 개도국
개발사업에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 이른바 환경주류화(environmental mainstreaming)에 더 많은 관심과 정책역량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이다.136) 이러한 점
은 일본의 환경협력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특징이다.
1999년 헬싱키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EU 집행위에 2001
년 6월 정상회의까지 경제적ㆍ사회적ㆍ생태적 지속가능개발 정책을 위한 역내 전
략을 마련하라고 주문하였다. 지속가능개발은 현재 EU 역내정책뿐만 아니라 개발
정책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으며, EU는 이런 지속가능개발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1) EU의 지속가능개발전략 및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글로벌 협력
이후 2001년 EU는 ‘지속가능개발전략(EU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을
채택하면서 환경이슈를 EU의 모든 정책으로 통합하기 위한 부문별 전략이 개발되
었다.137) 동 전략의 일환으로 2002년에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시스템이
도입되어 2003년 43개 정책제안서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되었다. 이후 2006년
EU 이사회는 개정된 EU 지속가능개발전략을 채택하였다.138)
2002년 EU 집행위원회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글로벌 협력(Towards a
136) 본 장의 4절에서 환경주류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룬다.
137) European Commission(2001a); European Commission(2001b).
138)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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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EU
역내정책과 대외정책의 조화를 추진했다.139) 동 보고서는 개도국의 지속가능개발
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첫째는 교역과 투자자유화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역을 위해 EU 집행
위원회는 개도국 및 빈곤국가들도 세계경제에 공정하게 편입되어야 하며, 이들이
교역 및 투자자유화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는 빈곤퇴치와 사회개발증진이다. 이를 위해 개발재원을 최빈국 및 빈곤국
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안정적인 식수공급 등 최소한의 위생적인 생활
을 할 수 있도록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셋째는 환경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015년까지 지금의
환경자원의 손실을 방지하고 물ㆍ토지ㆍ에너지ㆍ생물다양성과 같은 주요 분야에
서의 부문별ㆍ중기 목표를 개발하는 것으로 최우선 순위로 선정했다.
넷째는 지속가능개발을 EU의 역내 및 대외정책에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EU의 역내 및 대외정책의 모든 부문에서 정책의 사회적ㆍ
경제적ㆍ환경적 영향평가를 실시하며,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 공동어업정책(CFP: Common Fisheries Policy), 에너지ㆍ교통 및 산업에
관한 EU 정책 등 주요 정책에서 일관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EU의 모든 정책단계에서 거버넌스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특
히 시민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재원마련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국제사회의 개발
목표 및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마련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매우 중
요하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ODA의 규모를 GNI 대비 0.7%로 늘리며, 개도국
의 부채부담을 일관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줄여주도록 하였다. 또한 개도국으로
139) European Commission(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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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접투자를 늘리는 것 등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처럼 EU는 분야 횡단적(cross-cutting)인 개도국 개발지원을 통해 지속가능개
발을 달성한다는 포괄적인 환경협력 전략을 가지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역과 투자, 위생, 환경자원, 지원을 위한 체제정비, 재원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EU의 역내체제를 정비하고 개도국 지원 사업
을 선정하고 평가하는 방식이 EU의 방식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일본의 환경협력과 상당히 대조적이다. 왜냐하면 일본은 분야횡
단적인 협력보다는 특정 환경분야에 대한 협력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
본에서도 개발협력을 추진할 때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원
조실시기관에 의해 작성되어 있으나 EU에 비해 이것이 가지는 중요성이 상대적으
로 낮다고 평가된다.
2) 2006년 유럽감사원 보고서
2006년 유럽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EU의 개발원조에 있어서 환경통합 수준에
대한 평가를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EU가 개발원조정책과 프로그램에 환경을 성공적으로 주류화하지 못했다고 평가했
다.140) 이런 원인으로 △ EU 개발원조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일관성 있는 전략의

140) OECD DAC는 개발협력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개발 및 환경을 통합하기 위한 논의를 발전시켜
왔다. OECD DAC는 1992~95년간 개발원조와 환경에 관한 9개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No.1: 개발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모범사례
No.2: 국별 환경 서베이 및 전략 모범사례
No.3: 개도국에 대한 비자발적 디스플레이스먼트 및 리세틀먼트에 대한 원조기관을 위한 지침
No.4: 글로벌 환경문제에 대한 원조기관을 위한 지침
No.5: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원조기관을 위한 지침
No.6: 살충제 관리에 관한 원조기관을 위한 지침
No.7: 재난감축을 위한 원조기관을 위한 지침
No.8: 해양 및 연안환경의 개발 및 보호를 위한 전지구적 및 지역적 측면에 있어서 원조기관을
위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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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 △ 외부직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부재에 따
른 직원 역량 부족 △ 모니터링 체제 부실 △ EU의 원조전략 단위에서의 환경주류
화 진전 부진 △ EU의 예산지원 과정에서의 주류화 실패 △ 환경영향평가 수행 부
족 등이 제기되었다.141)
이에 EU는 2007년 개발협력을 위한 환경 통합 핸드북을 발표하고 원조실시
방식에 따른 환경주류화 과정과 사업단계별 이행지침을 마련하였다. 동 지침은 국
제적 논의 속에서 발전해 온 다양한 환경주류화 방안 및 도구를 EU의 사업주기에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그 틀 속에서 환경평가의 핵심 도구인 전략환경평가(SE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142)와 환경영향평가(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후 2009년 EU는 2007년에 발
표된 지침을 개정한 개발협력에 있어서 환경 및 기후변화 통합에 관한 지침
(Guidelines on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in
Development Cooperation)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지침을 통해 EU는 개도국
개발원조의 환경친화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다. 대외원조정책의 재원
지난 2006년 EU는 OECD DAC의 권고안을 받아들이면서 35개(원조 및 비원조
펀드 포함)에 이르던 대외원조 관련 재원을 10개의 재원으로 통합조정되었다. 재원
별로 집행절차 및 규정이 상이하지만, 원조와 관련된 모든 재원은 EU 원조협력청이
No.9: 열대지역 및 열대우림지역의 지속가능한 사용 및 보존을 위한 원조기관에 대한 지침
동 지침은 환경영향평가, 국별환경조사 및 전략 모범 사례, 범지구적 환경문제 대응 등 공여기관의
정책결정자 및 실무자들에게 조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화학물질 및 해양환경, 재해관리, 습지보전
과 같은 주요 환경이슈에 대한 지침으로 개별적 사안에 대해 원조기관에 모범 관행을 제시하였다.
141) ACP 지역의 경우 EU의 중점 지원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과정에서 전략환경평가(SEA)가
거의 수행되지 않았으며 전략환경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지침도 마련하지 않았다.
142) 전략환경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본장의 4절 나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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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EU의 대외원조 재원 구분
기금종류

내용

이전

10차 유럽개발기금
(EDF)

ACP 및 OCT

9차 EDF

(단위: 백만 유로, %)

규모
전체에서
(2007~13년) 차지하는 비중
22,682
32
(2008~13년)

개발협력기금
(DCI)

국별/지역별: 아시아, 라틴아메리
ALA, some of
카, CIS 일부 국가, 남아프리카
TACIS, 10
주제별: sugar restructuring
thematic lines(1)
in ACP states,

16,897

24

유럽근린
파트너십기금
(ENPI)

지중해, 동유럽, 코카서스,
주로 MEDA(3)
11,181
러시아 및 중동의 17개 국가 and some TACIS

16

예비가입국기금
(IPA)

6개 발칸 국가 및 터키

PHARE, ISPA,
SAPARD
CARDS
Turkey
pre-accession
fund(2)

인도적 원조
(Humanitarian Aid)

인도적 차원의
긴급지원

변화없음

5,613

8

안정기금
(IS)

위기대응 및 이의 준비,
전지구적 및 지역적 국경분쟁

Rapid reaction
mechanism
(RRM)

2,062

3

변화없음

1,103

2

변화없음

172

-

TACIS 일부

연평균 75

1

유럽민주주의 및
민주주의, 법의지배원칙 및
인권을 위한
인권
기금(EIDHR)
선진국간 협력을
협력 및 국가간 교환프로그램
위한 기금(ICI)
핵안전 및 협력을
핵안전
위한 기금(INSC)

11,468

16

주: 1) Asia and Latin America(ALA); Technical Assistance for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TACIS).
2) Instrument for enhancing administrative capacity and promoting social and economic inclusion
to all Central/eastern European countries(PHARE) until 2000; Instrument for Structural Policies
for Pre-Accession(ISPA); Special Assistance programme for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SAPARD); Community Assistance to Reconstruction, Stability and Development
in the Balkan(CARDS).
3) Mediterranean Development Assistance Programme(MEDA).
자료: OECD(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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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하고 있다. EU의 대외원조 재원은 크게 6가지로, △유럽근리파트너십기금
(ENPI: European Neighbourhood and Partnership Instrument) △유럽개발기금(EDF:
European Development Fund) △개발협력기금(DCI: Development Coopeartion
Instrument) △민주화 및 인권을 위한 유럽기금(EIDHR: European Instrument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안정화기금(IS: Instrument for Stability) △핵안
전협력기금(INSC: Instrument for Nuclear Safety Cooperation)이 있다.
대외원조 재원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은 1958년부터 집행된 유럽개발
기금이다. 유럽개발기금은 EU의 개발총국에 의해 관리되는 다년간 프로그램으로,
개별 회원국의 자발적인 기금지원으로 이루어진다. 유럽개발기금은 주로 ACP 국
가 및 옛 식민지영토(OCT)들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개발협력기금은 대외관계총
국에서 관리하며, EU의 직접적인 예산에서 재원이 충당된다. 개발협력기금은 주로
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집중된다.
1) 유럽개발기금(EDF: European Development Fund)
유럽개발기금은 EU 차원의 예산이 아닌 EU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기여에 따라
운영된다. 유럽개발기금은 크게 EU 집행위원회에서 관리되는 무상원조와 유럽투
자은행(EIB)이 관리하는 리스크 자본 및 유상원조로 구성된다. 로메협정에 따라
농업 및 광업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Stabex와 Sysmin은 2000년 코토누
협정의 체결과 함께 폐지되고 대신 FLEX mechanism이 만들어졌다. 2008년 7월
1일부터 집행된 10차 유럽개발기금은 2009년말 현재 83억 4,000만 유로가 집행되
었다.143) 이는 2008~13년 간 212억 유로 중 약 40%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2009년
143) 1차
2차
3차
4차

EDF:
EDF:
EDF:
EDF:

1959~64년.
1964~70년(Yaoundé Ⅰ Convention).
1970~75년(Yaoundé Ⅱ Convention).
1975~80년(Lomé Ⅰ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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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EU 집행위원회는 62개의 연간 실행프로그램을 승인하였으며, 이 중에는 10차
유럽개발기금 하에서 시행되는 첫 번째 지역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표 6-7. 2009년 유럽개발기금(EDF) 집행
구분
로메(Lomé)
근린 및 지역별 지표 프로그램
지표 프로그램
이자보조(Interest-rate subsides)
긴급지원(Emergency Aid)
난민지원
리스크자본
Stabex
SYSMIN
구조조정자금
과외 프로그램
6차 EDF 이월
7차 EDF 이월
Total
코토누(Cotonou)
A. Envelope- 프로그램 지원
B. Envelope
B. Envelope unforeseen
지역별 프로젝트
공동자금지원
ACP 내 프로젝트
이행지출 및 콩고민주공화국에 대한 지출.
합계
전체 EDF

약속금액
실제 집행액
(Commitments) (Disbursements)
1
1

75
52
0
23
1
1
1
20
173

2,448
470
155
410
19
3,502
3,502

1,569
433
144
716
90
0
2
2,954
3,127

자료: EuropeAid(2010a).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EDF:
EDF:
EDF:
EDF:
EDF:
EDF:

1980~85년(Lomé Ⅱ Convention).
1985~90년(Lomé Ⅲ Convention).
1990~95년(Lomé Ⅳ Convention).
1995~2000년(Lomé Ⅴ Convention).
2000~07년(Cotonou Agreement, 2000~20년).
2008~13(Cotonou Agreement, revised in Luxembourg,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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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협력기금(DCI: Development Cooperation Instrument)
2007년 1월에 시작된 개발협력기금은 지리적ㆍthematic 인스트루먼트를 대체
하였다. 개발협력기금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걸프지역(이란, 이라크, 예멘), 남아프리카의 47개 개도국과의 협력
을 지원하기 위한 지리적 프로그램 △ 모든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하는 thematic
프로그램144) △ 18개 ACP sugar protocol 국가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다.
3) 유럽근린파트너십기금(ENPI: European Neibourhood and Partnership
Instrument)
EU의 근린정책(European Neighbourhood Policy)은 EU 남부 및 동부지역의
16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145) EU 근린정책의 주요 목적은 이들 국가들에게 정
치적 연계, 교역 및 경제통합의 증진, 부문별 개혁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EU는 이미 13개 국가들과 연합협정(AA: Association Agreement) 또는 파트너십
및 협력협정(PCA: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또한
EU와 12개 ENP 파트너들은 ENP 이행계획(ENP Action Plans)을 통해 정치적인
것에서 경제, 통상, 환경, 교통 및 에너지네트워크 통합, 과학 및 문화협력에 이르
는 협력목표를 선정하였다.
이 중에서 EU는 지중해연합(UfM: The Union for the Mediterranean) 국가들
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으며 2009년 한 해 동안 EU 집행위원회는 7,000만
유로의 재원을 UfM 프로젝트를 위해 마련했다. UfM 프로젝트는 주로 지중해의

144) 다음과 같은 분야가 프로그램에 포함된다. △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 환경 및 에너지를 포함
한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 개발에 있어서 비국가(non-state) 및 지역당국 △ 식량안보
△ 이주 및 망명 등이다.
145) 16개 국가는 다음과 같다. 알제리,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이집트, 그루지아, 이스
라엘, 요르단, 레바논, 리비아, 몰도바, 모로코, 팔레스타인, 시리아, 튀니지, 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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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방지를 위한 환경 프로그램에 쓰였는바 지중해 태양열 프로젝트, 바닷가 도로
개발 및 지중해 인근 민간인 보호를 위한 협력기제(a mechanism for coordination) 설립 등이 그것이다.
2009년 세 번째 해를 맞이한 ENPI는 지금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9년 EU 예산 중 16억 유로가 ENPI로 책정되었으며, 승인된 연간
실행프로그램(AAPs: Annual Action Programmes)의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4. EU의 환경주류화146)
가. 환경주류화(Environmental Mainstreaming)의 의미
EU는 환경주류화를 언급하면서 환경주류화에 대한 정의대신 환경과 주류화를
각각 정의하고 있는데, 주류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인 개발결과뿐만 아니라 특정 개발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EU의 모든 개
발협력의 영역에서 특정 가치ㆍ사상ㆍ개념을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것”
따라서 EU가 의미하는 개발협력에서의 환경주류화는 환경적ㆍ경제적ㆍ사회적 관
심의 형평성 있는 균형을 위해 모든 개발활동에 있어서 환경적인 접근과 수단을 통합
하는 것이다.147) 더욱이 환경적 통합(environmental integration)은 기후변화가 야기하
는 개발에 있어서 중요 위협요소들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146) European Commission(2004).
147) EU 이외에 UNDP는 다음과 같이 환경주류화를 정의하고 있다. “환경주류화는 환경이슈를 의
사결정과정에 체계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초기에 고려하여, 그 결정을 통해 환경악화를 방지하고
환경적 기회요인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즉 UNDP는 이미 발생한 환
경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수동적 대응이 아닌 환경악화를 사전에 방지하는 능동적 접근을 통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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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환경주류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가치를 불
러일으키는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① 모든 영역에서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이슈를 적용함으로써 빈곤감소를 위
한 노력의 적절성ㆍ효율성ㆍ지속가능성 등을 개선할 수 있다.
② 모든 관련 이행당사자들이 환경을 공동 관리한다는 것은 평화적인 협력을
의미하므로 평화와 안보가 동시에 강화될 수 있다.
③ 환경악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재앙 및 사회 위험이 감소될 수 있다.
④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뿐만 아니라 사회적ㆍ경제적ㆍ재정적 비용
이 감소할 수 있다.
⑤ 균형 잡히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솔루션이 다양한 - 전 지구적, 지역적, 경
제적, 사회적, 환경적, 물질적, 문화적 - 불안요인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자금운영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수반할 수 있는 외부성(externalities)의
조정을 통해 협력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사회ㆍ경제적 편익이 증가된다.
⑦ 환경에 대한 인식 및 능력 배양이 빈곤층, 여성, 토착민 등에게 잠재적인 권
한을 부여한다.
⑧ 미래 세대들의 이해(interests)가 존중될 수 있다.
나. 환경영향평가 및 전략환경평가
유럽감사원 특별 보고서에 따라 EU는 개발원조에 있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
해 전략환경평가(SE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및 환경영향평가
(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의 역할을 재차 강조하였다. 환경영향평
가가 프로젝트 단계에서 개발정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반면,
전략환경평가는 프로젝트 단계보다 높은 수준인 정책, 계획, 프로그램 단계에서 환
경영향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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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전략환경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적용단계

자료: Jos Arts, Paul tomlinson and Henk Voogd(2005).

표 6-8.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

-

-

비교적 단기적인 특정의 프로젝트에 적용
프로젝트 초기단계에서 실시
제한적인 프로젝트 대안 고려
프로젝트 제안자가 준비 또는 재정지원
정책, 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없이 프
로젝트 허가 취득에 집중
처음과 끝이 분명한 과정(프로젝트 타성성에
서 승인가지)
사전에 결정된 형식과 내용의 환경평가 문서
준비가 필수적이며 모니터링 참고 기초자료
필요
특정 프로젝트의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저
감하면서 프로젝트의 기회비용, 상쇄효과를
규명하는 것에 집중
제한적인 누적영향 검토

전략환경평가
-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정책, 계획, 프로그램
(‘3P’)
- 전략적 계획 초기단계에서 실시
- 광범위한 프로젝트 대안 고려
- 특정 프로젝트 제안자가 독립적으로 시행
- 향후 하부단위 결정단계에서 정책, 계획, 프
로그램의 함의에 집중
- 다단계 반응조사를 토대로 피드백을 받음
-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지 않을 수 있음
- 정책, 계획, 프로그램에서의 균형적인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목표에 집중
- 누적영향에 대한 통합적 고려

자료: OECD(2006).

최근 공여국의 수원국에 대한 개발원조가 프로젝트 단계뿐만 아니라 일반예산
지원(GBS) 및 부문정책지원프로그램(SPSP: Sector Policy Support Programme)
과 같은 다양한 원조방법이 시행되고 있고, 이로 인해 개발정책의 환경평가가 당초
에 기대했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단계보다 높은 단계에서 환경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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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전략환경평가는 공여국과 개도국이 정
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범정부차원에서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취약그룹이 평가에 포함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다. EU의 개도국 개발사업에 있어서 환경주류화의 적용
1) EU의 개발협력사업 진행과정
EU의 개발협력사업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programming), 분석(identification),
형성(formulation), 이행(implementation), 평가(evaluation)의 5개 단계로 이루어
져 있다. 프로그래밍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후 원조실시방법(aid
delivery)에 따라 △ 일반예산지원(GBS: General Budget Support) △ 부문정책지
원프로그램(SPSP) △ 프로젝트로 구분되며, EU는 각각의 원조방식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단계별로 체계적인 환경주류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 6-6. EU 의 개발협력사업주기

자료: EuropeAid(2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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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단계는 다년간 추진되는 EU 개발원조사업의 큰 틀을 조정하는 단
계로, 원조사업에의 환경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는 초기단계가 아
닌 프로그래밍 과정이 지난 후에 주요 결정들이 재조정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따
라서 프로그래밍단계는 환경주류화를 위한 중요한 시발점이 된다. 즉 이 단계에서
환경을 고려하는 것은 △ 직간접적인 환경침해 규명 및 예방 △ 환경여건을 강화
할 수 있는 기회의 인식 및 시현 △ 환경관련 위험, 제약요인 및 기회의 규명 및
조정 등을 위한 것이다.
그림 6-7. 정책ㆍ프로그램ㆍ프로젝트의 관계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4).

구체적으로 프로그래밍 단계는 EU의 개발정책과 빈곤감소전략문서(PRSP)와
같은 수원국의 개발정책을 기반으로 국별전략문서(CSP: Country Strategy Paper)
와 국별프로그램(NIP: National Indicative Programme)이 수립되는 단계이다. 그
리고 이런 프로그래밍 단계에서 주요 환경주류화 수단이 되는 것이 바로 국별환경
개요(CEP: Country Environmental Profile)다. 즉 국별환경개요에 대한 분석이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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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래밍 단계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국별환경개요는 한 국가의 주요 환
경 이슈 및 위험요인, 기회요인 등의 환경현황에 대한 내용과 평가, 환경정책 및
규제체계, 환경과 경제ㆍ사회부문과의 연결성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준다.
[표 6-9]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별환경개요에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환경현황
및 트렌드, 환경정책ㆍ법ㆍ제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함의, 주요 정책 및 부문별 환
경문제, 환경적 측면에서의 협력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결론 및 권고를 담고 있다.
표 6-9. EU의 국별환경개요(CEP) 구성
항목
요약

내용
- 주요 환경문제 및 권고에 대한 요약

환경현황 및
트렌드

- 개발과정과 관련된 환경현황, 추세, 환경약화의 요인

환경정책, 법
및 제도

- 제도ㆍ정책ㆍ규제 체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역
량과 관련하여 약점 및 제약요인을 규명
- 영향분석(SEA 및 EIA)에 대한 제도 및 절차와 환경보호와 관련된 국제적
의무(협약) 검토 내용을 반드시 포함

기후변화와
관련된 함의

- 기후변화 추이, 기후의 다양성 및 대응방안과 관련된 함의분석
- 기후다양성 및 대응방안의 취약성 요소 규명 및 대응능력에 대한 평가

주요 정책 및
부문별
환경문제

- 주요정부정책(전반적인 개발 및 개혁정책, 전략, 부문별 정책)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 이슈 간의 관계를 규명
- EU가 개입하고 있는 ‘주요 부문(sector)’를 중점으로 환경주류화와 SEA의
범위에 대한 정보 제공

환경적
측면에서의
협력

- EU 및 기타 공여기관이 시행했던 혹은 진행 중인 환경 관련 원조 내용과
평가를 통해 얻은 교훈
- 타 공여기관과의 협력 기회 평가(공동지원 전략)

결론 및 권고

- EU 개발협력사업에서 환경이슈가 효과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방안과 우
선순위, 이행 과정에서의 어려움
- 상기 사항은 중점분야(focal sectors)와 관련이 되어야 하며, 역량 및 제도
강화, 분석 및 영향평가 등으로 확대
- 상기 환경주류화 조치들은 부문(섹터)으로서의 환경사업과 병행 가능

자료: EuropeAid(200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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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별환경개요는 국별전략문서(CSP: Country Strategy Paper)가 결정ㆍ채택되기
이전에 완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국별 전략문서의 이행 중
환경적 고려사항을 통합하는데 기본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국별
환경개요는 신규 또는 개정여부에 관계없이 컨설턴트가 작성해야 하나, EU 직원
이 작성할 수도 있다. 수원국 상황이나 이전에 작성된 문건이 있는 여부에 따라 상
이하지만, 국별환경개요를 작성하는 데 대략 4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그림 6-8. CSP 및 NIP 로서의 국별환경개요(CEP)
국별환경개요
(CEP)

CSP / NIP

환경통합결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현황 및 정책

자료: EuropeAid(2009b).

표 6-10. 국별전략문서(CSP)에서 환경통합
구분
EU 협력목적의 명시
상황(정치, 경제,
사회 및 환경) 분석
수여국의
정책 어젠다
EU 및 기타
공여국의 협력
대응전략
자료: EuropeAid(2009b).

내용
지속가능개발, 기후변화대응, 환경보호 및 환경악화방지 등과 관련된 정
책목적
CEP에 기반하여 국별상황에 대한 분석은 주요 환경위험요인을 규정하
고 사회적ㆍ경제적 이슈와의 연계성을 명확히 함. 특히 빈곤과 환경의
연계성에 대한 특별관심이 요구됨
CEP에서 규정된 환경정책은 기후변화 대응 및 다자환경협약에 따른 의
무를 반영한 전략 등이 명시되어야 함. 국별개발계획문서에서 환경주류
화의 수준이 명시
과거 정책이행에 따른 환경통합에의 교훈을 포함한 지원분석(analysis
of aid)과 관련한 CEP 결과
대응전략은 환경 및 기후변화 이슈ㆍ위험ㆍ제약요인 등을 반영한 조치
를 명확히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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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별환경개요 작성과 관련하여, 기본 데이터가 반드시 수집되어야 하는 것은 아
니지만, 최소한 그 데이터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어야 한다.
또한 국별환경개요 작성 과정에서 다른 기관의 환경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는데, 세
계은행과 ADB의 국별환경분석(CEA: Country Environment Analysis), UNEP 및
FAO, WRI의 환경개요(Environmental Profile)가 이용된다.
국별전략문서에서는 전략환경평가(SEA)의 시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148)
만약 전략문서가 부문(sector) 지원 정책을 포함하는 경우 전략환경평가는 해당 부
문프로그램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된다. 반면 일반예산
지원을 통해 원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원국의 국가개발계획 혹은 빈곤감소전략
에 환경이슈가 주요 고려사항으로 되었는지 여부와 그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수원국의 개발정책이나 전략이 천연자원에 의존한 경제개발을 포함하는지, 거시경
제 및 재정개혁이 포함되어 있는지, 환경적으로 민감한 부문(sector)인지가 주요 고
려대상이 된다.149)
2) 부문정책지원프로그램(SPSP) 환경주류화
수원국의 부문별 프로그램(SP: Sector Programme)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개
별 프로젝트의 환경에의 영향보다는 간접적이지만, 그 영향은 광범위하고 중요하
다. 이에 EU는 부문정책지원프로그램(SPSP: Sector Policy Support Programme)
을 통해 수원국 정부의 부문별 프로그램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성을 갖게 한
다.150) 즉 부문(sector) 정책을 검토ㆍ평가할 때, 환경 및 기후변화와의 연계성에
148) European Commission(2006a); European Commission(2006d).
149) 환경적으로 민감한 부문(섹터)으로는 인프라, 통신 및 교통, 수자원 및 에너지, 천연자원관리, 폐
기물관리, 농업, 도시계획 및 식량안보 등이 있다.
150) European Commission(2007), Support to Sector Programmes- Covering the three
financing modalities : Sector Budget Support, Pool Funding and EC Project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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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런 조치와 정책들이 잠재적인 취약성과 부정적 효과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별환경개요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가 활용되
며, 이때 전략환경평가(SEA)가 수행된다.
그림 6-9. SPSP 기획과정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7a).

부문프로그램은 세 가지 핵심요소로 ① 부문정책 및 전략, ② 부문예산 및 중기
적 관점, ③ 부문협력기제가 있으며, 이 외에 ④ 제도 수립 및 역량, ⑤ 성과모니터
링, ⑥ 거시경제정책, ⑦ 공공재정관리(PFM: Public Finance Management) 등 총
7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EU는 수원국에 대한 원조 결정ㆍ사업 발굴ㆍ시행에 이르
는 각각의 단계에서 위의 7가지를 7대 평가분야로 활용하고 있으며 각각의 항목은
분석과 모니터링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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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1. SPSP 의 단계별 평가항목 및 환경주류화 도입 내용
단계

평가항목

환경주류화의 도입

분석

- 7대 평가분야를 기반으로 부문별 프로그램의 질 - 예비검토 시, 환경적 고려
적 수준에 대한 예비검토
- SEA 수행여부 결정

형성

- 실행계획 및 파이낸싱 준비
- 7대 평가분야에 대한 세부검토
- SPSP 목표와 이행방식 결정

- 실행계획 및 파이낸싱 검토
파이낸싱 - 주요 요건 합의
- 기타 이용 가능한 재원 검토
- SPSP 이행
이행 및 - 부문프로그램이 목표에 부합하는지 검토
모니터링 - 7대 평가분야 기반으로 이행상황 평가

평가

- SEA 수행
- SEA가 필요없는 경우, 보고서
에 환경적 배려 포함
- 정책대화를 통해 CEP와 SEA
에서 규명된 환경이슈에 대한
논의

- 부문프로그램의 적절성, 효율 및 효과성, 지속가 - SPSP 운영주기가 순환되는 과
능개발에 기여도 평가
정에서 단계별로 적절히 환경
- SPSP가 부문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한 부가가치 적 요인이 통합되었는지 평가
및 이행방식의 적절성 평가

자료: EuropeAid(2007a).

가) 분석단계(identification)
부문정책지원프로그램에서 전략환경평가는 부문 정책 및 프로그램의 환경에 대
한 영향을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EU 집행위원회는 환경적으로 민감
한 부문인 인프라 및 통신, 교통, 수자원 및 에너지, 환경 및 천연자원의 지속가능
한 관리, 농촌개발 및 지역통합, 농업 및 식량안보 등에서는 의무적으로 전략환경
평가를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만약 전략환경평가가 의무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분야에서는 전략환경평가 스크리닝 과정을 통해 평가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분석단계에서 예비검토를 통해 환경에 대한 고려가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
다. 다음 [표 6-12]에서처럼 7개 평가요소에 대한 환경주류화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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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2. SPSP 분석(identification) 단계 예비검토에서의 환경주류화
7개 평가요소

환경주류화 내용

부문정책 및
전략

CEP를 바탕으로 정책 및 전략틀에서의 환경통합 수준을 고려함. 또한 SEA
가 필요한 경우, SPSP 형성단계까지 SEA 이행 약속

거시경제평가

해당사항 없음

부문중기지출
체제

부문에서의 환경지출 및 현 SEA가 분석한 감축/최적화 조치 이행을 위한
재원이용 가능여부 고려

회계책임 및
공공지출관리

해당사항 없음

공여국협력

기타 공여국의 환경요건 및 활동 검토

성과모니터링 및
협의과정

주요 환경위험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활용되는 성과지표의 환경관련성 여부 평
가

제도 및
역량분석

부문에서의 환경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의 역량 및 관련 환경입법, 현행
환경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평가

자료: EuropeAid(2007a).

나) 형성단계(formulation)
분석단계에서 예비검토 및 전략환경평가의 스크리닝이 완료가 되면, 형성단계는
전략환경평가의 필요여부에 따라 크게 두 과정으로 나뉘게 된다. 첫 번째는 전략환
경평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로, 형성단계 보고서에 환경 및 기후변화와 관련한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전략환경평가를 필요로 하는 부문정책지원프
로그램으로, ①전략환경평가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 준비, ②SEA 범위(Scoping),151)
③ 전략환경평가 수행(SEA study), ④ 전략환경평가 보고서 평가(Appraising the
SEA report), ⑤ 전략환경평가 보고서 활용(Using the SEA report) 등 다섯 단계
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음 [표 6-13]은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에서의 전략환경
평가 보고서 활용 시 7개 평가요소별 환경주류화가 적용되는 것을 나타낸다.
151) 컨설턴트들은 SEA의 Scoping 보고서를 작성하여 EU 및 공여국 정부에 제출한다. 보고서는
해당 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예를 들면 조사지역, 방안, 이해관계자 및 그들의 관심, 대안방
안, 환경영향 분석 및 평가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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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3. SPSP 형성(formation) 단계에서의 환경주류화
7개 평가요소
부문정책 및
전략
거시경제평가
부문중기지출체
제
회계책임 및
공공지출관리
공여국협력
성과모니터링
및 협의과정
제도 및
역량분석

환경주류화 내용
SEA에 의해 규정된 환경영향 및 연계성 그리고 정책 및 전략틀의 SEA 권
고사항 반영정도 검토
해당사항 없음
부문에서의 잠재적 환경지출 및 SEA에 의해 규정된 감축 및 최적화 조치 이
행을 위한 재원이용 가능여부 검토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주요 환경위험을 모니터하기 위해 활용되는 성과지표의 환경관련성 여부 평가
부문에서의 환경에 대한 책임 있는 기관의 역량 및 관련 환경입법, 현행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SEA 결과에 근거하여 평가

자료: EuropeAid(2007a).

다) 이행단계(implementation)
이행단계에서는 규정된 환경관련 지표들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정책대화(policy dialogue)를 통해 국별환경개요, 전략환경평가, 또는 부
문정책지원프로그램의 분석 및 형성단계에서 수행된 기타 평가에서 규정된 환경관
련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 평가단계(evaluation)
평가단계에서는 부문정책지원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를 하
고 있는지의 여부, 부문정책지원프로그램의 투입요소와 개발 결과 및 효과의 인과성
이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의 성과를 이루어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
다. 또한 환경통합의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함께 행해져
야 한다. 그리고 전략환경평가 시행이 필수적이었는지에 대한 규정과 함께 만약 그렇
다면, 전략환경평가 및 그 권고안이 성공적으로 이행되었는지가 검토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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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0. SPSP 에서의 환경주류화 과정

자료: EuropeAid(2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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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예산지원(GBS)의 환경주류화152)
예산지원은 ODA의 원조방식 중 하나로 수원국 정부의 재정에 직접 공여국의
ODA 재원을 제공함으로써 수원국 자체 예산으로 편입되어 사용되는 방식이다. 예
산지원은 크게 일반예산지원(GBS: General Budget Support)과 부문예산지원
(SBS: Sector Budget Support)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예산지원이 수원국의 재정관
리시스템을 통해 정책 및 전략을 지원하는 반면, 부문예산지원은 특정 부문과 관련
된 정책 및 전략만을 지원한다. EU는 개도국에 대한 원조방식 중 일반예산지원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다.
일반예산지원은 2005년의 원조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에서 구체화되었다. 수원
국의 국가개발정책이나 빈곤감소전략(PRS: Poverty Reduction Strategy)의 이행은
표 6-14. 일반예산지원(GBS)과 부문예산지원(SBS) 비교
구분

일반예산지원

부문예산지원

자금지원방식
예산지원: 수원국의 국가재정시스템에 직접 재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수원
(financing modality) 국의 공공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운영
목적

국가개발 또는 개혁정책 및 전략을 지원 부문프로그램정책 및 전략을 지원

정책협의

빈곤감소전략보고서(PRSP) 등 국가개 교육부문프로그램의 지원과 같은
발 또는 개혁정책 및 전략에 집중.
부문개발 및 개혁정책/전략에 집중

특징

- 국가개발 또는 개혁정책 및 전략의
기본이 되는 주요 부문별 목적을 포
괄하는 국가의 목적
- 거시경제안정의 개선 및 유지
- 전반적인 공공재정관리의 개선
- 국가 정책 및 전략목적을 위한 예산
체제 개선
- 결과에 기반한 성과지표

- 섹터 성과의 개선
- 전반적인 공공재정관리 개선,
그러나 특정 부문이슈에 집중
- 부문(sector) 목적 달성을 위해
중요한 거시경제틀
- 부문을 위한 예산체제 개선
- 결과에 기반한 성과지표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4).

152) EuropeAid(2007b); Hanrahan, D. & K. Green(2007); ODI(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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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예산지
원을 통한 재정지원 시 공여국은 예산지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환경과의 연관
성을 포함한 환경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예상지원을 위한 국별전략문
서 작성단계부터 지원대상이 되는 국가정책 및 전략의 환경외부성(environmental
externality)을 포함한 여러 다양한 형태의 환경침해적 결과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
리고 이 과정에서 국별환경개요 및 전략환경평가가 주로 활용된다.
EU의 일반예산지원 시, 전략환경평가는 일반적으로 형성단계 이전인 프로그래
밍 단계에서 완료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원국과의 합의에 따라 후에 이루어지
기도 한다. 만약 수원국의 국가정책 및 전략에 대한 평가 시 기존의 전략환경평가
자료가 있다면 이 또한 활용된다.
그림 6-11. 일반예산지원의 사업주기 및 단계별 문서

주: QSG: Quality Support Group, QSG1: Office Quality Support Group at the end of Identification, QSG2:
Office Quality Support Group at the end of Formulation; IQSG: Intern-service Quality Support Group.
자료: EuropeAid(200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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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석단계
일반예산지원의 분석단계에서 수행되는 예비검토에서 환경이 고려되며, 이 경우
EU 집행위원회는 수원국이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적격성(eligibility)
평가를 하게 된다. 예비검토는 국별환경개요 및 전략환경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
진다. 환경이슈에 대한 검토의 수준은 국별전략문서가 환경이슈를 다루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분석단계에서 작성되는 분석보고서(IF: Identification Fiche)는 ①국가개발 및
개혁정책과 전략, ②예산 및 중기재정전망, ③수원국에 대한 타 공여국과의 협력,
④성과지표, ⑤제도 및 역량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해야 한다.
나) 형성단계
일반예산지원의 형성단계에서는 예산지원을 위한 적격성 기준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적격성 평가 시 7개 평가요소에 대한 환경주류화 평가가
표 6-15. 일반예산지원의 형성단계 환경주류화
평가요소
국가개발 또는
개혁 정책 및
전략
거시경제 평가

환경주류화 내용
- EU가 지원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략이 환경이슈 및 정책을 어떻게 통합하는지에
대한 평가함.
- SEA가 시행 또는 고려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전략/프로그램의 환경영향과 환경관련 도전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고려
CEP, CSP 또는 SEA 하의 환경여건을 바탕으로 환경과 거시경제의 주요 현황
및 추세와의 연계성 검토
환경제도 및 SEA에 의해 규정된 환경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재원활용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환경지출 검토
보조금 또는 조세와 같은 재정흐름을 환경관련 시사점 검토

예산 및
중기재정전망
공공재정관리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및 성과지표의 환경관련성 평가
결과지표
공여국협력 지표 활용 및 SEA에서 타 공여기관과의 협력가능성 검토
제도 및
환경변화에 대한 모티러 및 규제 능력과 SEA의 권고사항 이행능력에 대한 검토
역량분석
자료: EuropeAid(2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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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된다. 또한 일반예산지원을 위한 성과지표가 환경측면에서 제도적 개발목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별전략문서가 환경을 일반예산지원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규정하고
이것이 분석 및 형성단계에서 확인되었을 경우, 성과기준 및 지표가 일반예산지원
을 위한 특별 또는 일반적 조건에 포함될 수 있다. 이때 일반조건은 모든 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반면, 특정 조건은 제한된 과정에 적용된다.
다) 이행단계
이행단계에서 거시경제 개혁 및 정책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긍정적인 역할
을 수행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환경 이슈는 정책대화, 타 공여국과의 협력, 역량
배양 활동 및 영향지표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 특히 모니터링을 함
에 있어 정부 및 예산지원 기관, 이해당사자들이 합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결과적
으로 이행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은 예산집행이 환경관련 기준 및 지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또한 이행단계에서 전략환경평가가 정책대화 및 공여국 협력을 위한 어젠다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행단계에서 전략환경평가가 준비되거나 완료될 수 있으며, 만
약 이행단계에서 전략환경평가가 수행되는 경우, 전략환경평가의 권고안이 반드시
수원국의 빈곤감소전략이나 공여국의 국별전략문서를 수정하는 데 반영되도록 해
야 한다.
라) 평가단계
평가단계에서 일반예산지원 및 수원국의 정책과 전략이 효과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를 했는지를 평가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평가자는 일반예산지원과 개
발결과의 인과성이 기대된 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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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에서 일반예산지원과 관련 정책대화의 영향력이 평가받게 된다. 또한 일
반예산지원이 환경통합과정 및 이에 따른 권고이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평가받게 된다. EU의 이런 요구사항들이 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과업지시서
(ToR: Terms of Reference)에 포함됨으로써 환경경제 또는 환경과 개발의 연계성
에서의 충분한 전문지식이 예상된다.
프로젝트는 부문정책지원프로그램 및 일반예산지원과 함께 EU의 주요 원조실시
방법이다.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겠지만, 특히 프
로젝트의 기획ㆍ분석ㆍ형성단계에서 환경에 대한 검토가 가장 큰 의미를 갖게 된다.
4) 프로젝트의 환경주류화153)
그림 6-12. 프로젝트의 사업주기 및 단계별 문서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4).

153) European Commission(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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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석단계
프로젝트의 분석단계에서는 문제 및 전략의 분석 시 로지컬프레임워크접근
(LFA: Logical Framework Approach)을 통해 환경에 대한 고려를 통합하는 작업
은 모범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략분석에서 프로젝트의 목표 및 기대효과에
대한 분석은 환경 기회요인, 위험요인 및 제약요인과 파급효과를 모두 고려해야 한
다. 환경 기회요인, 위험요인 및 제약요인은 프로젝트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자 조건이 된다. 프로젝트에서의 환경주류화는 [표 6-16]에서처럼, 프로젝트
제안서에 대한 환경심사를 통해 사업의 환경성을 고려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표 6-16. 프로젝트 제안서에 대한 환경심사
기준

환경심사 내용

해당국가 혹은 지역의
- 프로젝트가 이전 국별환경개요의 권고사항에 부합하는가?
수요 및 제약 요인과의
- 프로젝트가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관련성
해당 그룹의 니즈
(needs)

- 프로젝트가 수여국의 환경 니즈/우려(concerns)에 영향을 주는가?

전략 및 사업 활동

- 전략 및 사업이 친환경적인가?
- 동일한 프로젝트 효과성을 가지고 더 나은 환경 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

이해관계자의 개입

- 대상 그룹이 프로젝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가?

타당성
(feasibility)

- 환경적 기회요인(자원), 제약요인(재해) 및 프로젝트의 타당성에 영
향을 미치는 가정들이 모두 고려되었는가?

객관적 지표

-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지표(OVI: Objectively Verifiable Indicators)
가 충분히 환경우려를 반영하고 있는가?

사업결과
자료: EuropeAid(2009b).

- 예상 결과가 부정적 영향을 포함하여 수용가능한 수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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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심사를 통과한 프로젝트 제안서에 대해서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데, 이때 프로젝트의 환경영향을 포함한 환경적 기회요인 및 제약요인과 함께 대안
(alternatives)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게 된다. 프로젝트 제안서의 사전타당성조
사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의 필요여부
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검토(EIA Screening)가 실시된다.154) 환경영향평가를 필요
로 하는 프로젝트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다음과 같다.
Category A: EIA를 항상 필요로 하는 환경 측면에서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
Category B: 잠재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부정적 영향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
로서, 매번 EIA의 시행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EIA의 실시여
부에 대한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프로젝트
Category C: EIA를 필요로 하지 않는 미약하거나 부정적 영향이 없는 프로
젝트
나) 형성단계
프로젝트의 형성단계는 크게 환경영향평가의 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
된다. 환경영향평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프로젝트의 경우, 타당성 조사를 위한 과
업지시서에서 다음의 내용확인이 요구된다.
- 프로젝트의 효과성 및 효율성, 지속가능성 및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
경 조건, 긍정적/부정적 요인
- 프로젝트 기획 시 필요한 조건들의 수용
- 잠재적인 환경적 영향
154) 환경영향평가 스크리닝은 형성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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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A 스크리닝 과정에서 드러난 환경에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및 긍정적 영향
최대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
반면 환경영향평가를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는 형성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가 구
체화되는 것이 중요하며 다음의 네 가지가 고려된다.
- 형성단계 중 행해지는 연구의 범위가 명확해야 하며, 동시에 EIA와 다른 연구
간 내용이 중복되는 것을 피해야 함.
- 형성단계 동안 일관성이 요구됨.
- EIA가 충분한 기술적 정보를 가지고 현실적인 대안들이 평가되어야 함.
- EIA는 경제분석보다 선행되어야 함.
다) 이행단계
프로젝트의 이행단계는 EU 직원, 수원국, 프로젝트 관리 및 이행팀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선 EU 직원은 분석 및 형성단계에서 규정된 지원 프로젝트의 환경
표 6-17. 프로젝트 이행의 모범사례
항목
토지 및 위치

에너지 및 교통 종이
수자원
화학물
폐기물관리 및 재생
프로젝트 관리
-

내용
최소한의 토지 사용 및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개발자제
에너지효율적인 어플라이언스의 구매 및 사용
재생에너지 사용
친환경적이고 에너지효율적인 빌딩 건축
재생종이 사용, 필요한 경우에만 프린트를 하는 정책
물소비 감소 정책, 우수저장 및 활용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친환경적인 화학물질의 사용 증대
친환경제품의 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증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한 관리 및 처분
환경관리계획(EMP: Environmental Management Plan) 시행
환경관리능력 교육 및 인식제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하는 프로젝트의 관리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4).

320 일본과 EU의 환경 분야 대외협력 전략과 시사점

통합에 따른 요건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게 된다. 그리고 인프라
와 관련된 프로젝트인 경우,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환경관리요건이 입찰과정 및
프로젝트 계약문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EU는 환경성과검토(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환경 측면에서의 성과가
개선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그리고 기후변화 관련 위험요인 및 취약성에 대한
검토 없이 기획된 프로젝트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위험요인을 검토하고 평가되어
야 한다.
다음으로 수원국은 프로젝트의 감독 및 관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에 수원국 환경당국 및 시민단체 대표는 환경영향평가 이행 시 환경감시 및 통
제관련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관리 및 이행팀은 △프로젝
트 업무 이행, △로지컬프레임워크 및 환경관리계획에서의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
한 지표 모니터링, △적용 가능한 환경법 준수 등의 역할을 한다.
라) 평가단계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외부의 독립적인 컨설턴트에 의해 추진되
기 때문에, EU 집행위원회는 과업지시서에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 프로젝트, 특히 카테고리 A와 B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가 전 주기에 걸쳐 단계
별로 환경요인이 고려되어야 함.
- EIA가 수행된 경우, 프로젝트의 잔여영향(residual impact)과 관련한 EIA의 결
과가 발생했는가. 또한 환경관리계획(EMP) 및 모니터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
는가.
- 주요 평가기준에 따라 환경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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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8. 프로젝트 평가단계에서의 평가기준 및 관련 환경이슈
기준
적합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영향

-

이슈
프로젝트가 문제분석(problem analysis)에서 규명된 환경이슈를 해결하는가?
프로젝트가 환경목표 등을 잠재적 환경영향을 조정하는 데 활용되었는가?
프로젝트가 환경적 요구사항 및 목표에 상응하는가?
환경보호조치가 기대된 결과를 달성했는가?
프로젝트가 환경적 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는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이 이루어졌는가?
환경악화 또는 재해 등이 프로젝트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가?
지속가능한 개발에 프로젝트가 기여했는가?
프로젝트 결과에 대해 사회적ㆍ환경적 외부효과는 무엇이었는가?
EIA의 예상과 비교되는 결과는 무엇인가?

자료: EuropeAid(2007a).

그림 6-13. 프로젝트 사업의 단계별 환경주류화 검토

자료: EuropeAid(2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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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지금까지 EU의 원조정책의 주요 정책 및 국제환경협력과 관련된 정책들을 살
펴보고 EU 국제환경협력의 가장 큰 특징인 환경주류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EU는
원조에서의 선도적인 방안과 정책목표를 통해 타 공여국에 다양한 원조모델을 제
시하였다. EU 내에서 개발총국(DEV)과 대외관계총국(RELEX)이 대외원조정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EU 원조협력청(EuropeAid)이 실무 차원에서 집행하
는 역할을 담당한다. EU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원조정책을 시행하고 있으
며, 원조의 양적ㆍ질적 확대 및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EU는 개발정책에서
의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는 환경주류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2006년에 발표된 유럽감사원 특별보고를 통해 EU는 개발협력을 위한 환경통합
핸드북을 발표하고 국제적 논의 속에서 발전해 온 다양한 환경주류화 방안 및 도
구를 EU의 사업주기에 효과적으로 통합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전략환경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제시하였다. EU 원조정책의 특징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개도국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조분업, 정책일관성 등을
개발원조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조분업의 경우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
에서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공여국 측면에서는 너무나 많은 국가
를 대상으로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지원하다보니 비효율적이라는 평가가 있었으며,
또한 상대적으로 우위를 갖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도 무원칙적으로 원조정책을 추
진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반면 수원국 측면에서는 개발원조정책을 목적을 갖고 공
여국들이 추진하는 경우, 특정 수원국에만 많이 몰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정 분야에 국한된 프로젝트들이 중복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대
해 EU는 회원국간 조정을 통해 원조의 선택과 집중을 가능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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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EU는 개발원조정책과 비원조정책 간의 조화를 통해 개도국에서의 원조효
과를 제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가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상이하고 같은 국
가 내에서의 경제정책과 개발정책 간 목표 및 집행과정에서의 부조화는 원조의 효
과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의 일관성을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정책적 대
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될 수 있다.
두 번째로 EU는 프로젝트 단위의 원조지원보다는 프로그램 또는 일반예산지원
과 같은 좀 더 거시적이고 수원국 중심의 원조방식을 선호한다. 기존 프로젝트 단
위의 지원은 수원국의 전반적인 개발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개별프로젝트의 성과
에 근거해서 평가된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프로젝트 지원의 경우 수원국이 아닌
공여국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되다보니 수원국의 개발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
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프로젝트 지원은 수원국의 주인의식 고취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평가는 원조방식의 변화를 요구했다.
이에 EU는 수원국의 개발 프로그램 및 재정관리시스템(PFM)을 활용한 프로그
램 및 일반예산지원을 통해 수원국의 개발수요를 적절히 반영하는 원조를 시행한
다. 특히 수원국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은 수원국의 주인의식 고취에 긍정적인 기
여를 하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EU는 이런 프로그램 및 일반예산지원과 같은 원조
방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수원국 개발정책의 부재, 운영의 불확실성 등의 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수원국과의 꾸준한 협의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조
한다.
세 번째로 EU의 개발원조정책은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개발정책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환경이라는 측면이 많은 비중
을 갖고 개발정책에 반영되었다. 이것이 바로 환경주류화로 나타났다. 환경주류화
는 개발정책의 결정과 관련된 프로그램, 부문정책지원프로그램, 일반예산지원, 프
로젝트 등 모든 단계에서 환경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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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EIA) 및 전략환경평가(SEA)가 활용된다. 두 가지 평가
방식을 구분한다면 환경영향평가가 주로 프로젝트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전
략환경평가는 프로젝트보다 상위인 프로그램이나 정책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즉 프로젝트 단위의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결정된 정책하에 진행되나, 전략환경평
가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프로젝트 결정 이전인 정책과 프로그램 차원에서
진행되어 좀 더 광범위한 프로젝트 대안이 고려될 수 있는 것이다. EU도 단계별
로 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함으로써 개발과 환경을 통합하여 고려하
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EU의 개발원조정책에 대한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다. 첫 번째는 개발원조정책에서의 환경주류화 및 이를 위한 전략환경
평가의 도입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EU는 개도국의 개발원조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을 가장 중시하며, 이에 따라 개발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 전
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우리나라의 국내 경제 및 지역개발정책에서 활
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개도국 개발원조정책에서는 전략환경평가가 제대로 도입
되지 않고 있다.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략환경평
가의 도입이 요구된다. 이는 자연스럽게 개발원조정책에서 프로젝트 접근이 아닌
프로그램 및 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원조체제 전환이 요구된다.
두 번째로 원조지원 방식으로 프로젝트 지원보다 프로그램 및 일반예산지원 방
식의 활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EU가 주요 공여국 중에서도 일반예산지원방식을
선호할 뿐만 아니라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원국 중심의 프로그램 지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수원국 중심의 원조에 미흡한 모습을 보여주
고 있다. 일례로 2008년 OECD DAC의 파리선언 모니터링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
리나라의 수원국 재정관리시스템(PFM: Public Finance Management)을 활용한
원조방식이 낮은 편으로 2007년 10%로 공여기관 평균인 45%를 크게 하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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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프로그램 지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체 원조방식의 1%에 불과하며,
이는 타 공여국 평균인 43%에 못 미친다. 단기적으로 원조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재원한계,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무리일 수 있으나, 향후 장기적인 차원에서 프로
그램 및 일반예산지원의 원조방식으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세 번째로 개발원조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원조정책이 효과성
을 제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특히 제한된 원조규모를 갖
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지원대상국가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닌 원조정책의 효과
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는 국가를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우리들이 강점을 갖고 있
는 분야를 중심으로 원조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즉 지원대상의 수는 원조효과성
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다. 하나의 원조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인 것이다.
앞서 상술한 바와 같이, EU는 원조에 있어서 EU 회원국과의 협의를 통해 국가
별 원조분업을 강조하고 있다. 즉 특정국가로만 원조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하나
의 수원국에서 비슷한 프로젝트가 중복되어 시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간
비교우위에 따라 원조정책의 분야와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조분업은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를 고려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인 것이다. 따라서 우
리나라도 타 공여국과 비교하여 경쟁력 있는 지원분야를 선택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원대상 국가 및 지역을 선정함으로써 후발 ODA 공여국으로서의 적극적 원조지
원과 함께 효율성 측면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발원조에 있어 타 공여국과의 협력 강화가 요구된다. 양적ㆍ질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ODA 정책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다. 특히 OECD DAC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개발 원조효과성을 제고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리 자체의 효율적 원조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동시에 타 공여국과
의 국가간 협력 또한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타 공여국과의 협력 노력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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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된다. OECD DAC 모니터링에 따르면 공통 절차의 활용, 공동 현지조사 및
국가분석 작업에서 많이 미흡하다. 또한 최근 원조는 공여국의 중앙본부 중심이 아
닌 수원국의 현장중심적인 원조체계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의
원조시스템은 여전히 중앙에서 개발정책과 관련된 모든 결정을 함으로써 현지사무
소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낮게 되어 시의적절한 결정은 물론이거니와 수원국 상황
에 맞는 정책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155) 따라서 우리나라도 기존 공
여국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현장중심의 원조체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인력부족
및 개발사업의 노하우에 있어서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
이다.

155)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본부 직원 대비 해외사무소 파견비율은 15.3%에 불과하여 OECD DAC
회원국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중앙본부 직원 대비 해외현지사무소 인력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EU로 55%에 달하며, 다음으로 프랑스(49%), 덴마크(44%)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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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가. 연구내용 및 범위
EU는 2009년 12월 리스본조약을 통해 정치적 통합으로의 진일보를 이루었으
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권을 형성하면서 국제사회의
주요 행위자이자 리더국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환경협력에서
EU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행위자 중 하나이다. EU는 환경정책, 특히 기후변화
와 관련한 심각한 결과를 경고하면서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역내
정책을 수립하고,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가목표 및 정책을 수립하도록 강제하
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협상과 관련된 국제회의에서 가장 앞서가는 정책
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2010년 새로이 집행위원회를 선출하면서 기후변화 총국
을 신설, 이전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수립ㆍ이행하려 하고
있으며, 개발총국(DEV) 및 EU 원조협력청(EuropeAid)과의 협력을 통해 EU의 개
발정책에 있어 정책의 일관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려고 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여러
부문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이슈(cross-cutting)이며, 재생에너지는 이런 기후변화
대응 실천에 있어서 중요 분야 중 하나이다. 이에 EU는 재생에너지의 경우 아프리
카를 중심으로 잠재적인 재생에너지원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수급문제의 해
결 및 기후변화에의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본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1절에서는 기후변화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논의 및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2절에서는 기후변화 및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EU의 대외협력을 정책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EU의 역내정책인 “기
후행동 및 재생에너지 패키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EU의 기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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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및 재생에너지에 대한 노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기후변화 및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EU의 구체적인 정책 및 전략들의 주요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EU의
기후변화 및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제협력의 평가와 함께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해 볼 것이다.

나. 최근 기후변화 및 재생에너지 논의 동향
1) 기후변화 논의 동향 및 EU
2009년 코페하겐에서 개최된 기후변화 당사국 15차 총회는 기대와는 달리 별다
른 성과 없이 2010년 칸쿤 회의로 많은 주요 내용들이 넘어가게 되었다. 2007년
발리에서 열린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의에서 2009년까지 현재의 교토체제를 대체
할 포스트-2010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데 회원국들이 합의를 하였
으나, 여러 의제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서로의 입장차를 확
인하는 선에서 마무리 된 것이다.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인 공동의 문제로 부각된 것은 최근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
는 지진, 해일, 홍수, 폭염 등 이상기후가 인류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이
다. 여러 과학적인 분석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의 원인을 두고 찬반 논란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의무를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서로 어떻게 나누는가이다. 특히 개도국들의 경우 과거 선진
국의 경제개발 경험 및 전략과 다른 경제개발을 위한 전략과 정책 마련이 요구되
고 있다. 경제개발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가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환경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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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 적응(adaptation),
기후변화 재원 등일 것이다. 특히 적응과 기후변화 재원은 선진국들의 기여가 없이
는 달성되기 힘든 분야이다. 이는 개도국들의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를 갖는다. 감축이 상대적으로 선진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적응은 새로
운 패러다임에 순응하는 개도국들의 전략과 정책을 요구한다.
포스트-2012에 대한 EU의 기본입장은 더욱 강화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
표와 함께 선진개도국에 감축의무를 새로이 제안한 것이다. 적응과 관련해서는 모
든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특히 아프리카의 최빈국 및 군
소도서국가들의 적응능력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기여 및 지원을 강조하였다. 또
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재원에 있어 ODA와 별도로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2) 재생에너지 시장현황 및 EU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의 한 부분으로 재생에너지
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개발에 전
세계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10년 사이, 청정에너지분
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기술개발을 포함한 시장선점을 위해 다양한 투자
자들이 나타났다. 2004년 460억 달러 규모에 불과했던 지속가능에너지에 대한 신
규투자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2008년에는 1,730억 달러로 270% 이상 증가하였다.
2010년 3월 현재 신규투자 규모는 약 1,290억 달러에 이른다.
2009년 재생에너지원별 신규투자 규모를 살펴보면 풍력에 대한 투자가 670억
달러로 투자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EU의 기술경쟁력과 시장점유율은 주요 선진국보다 상대
적으로 앞서 있다. 태양광 분야에서는 독일과 스페인, 풍력에서는 북유럽 국가들이

332 일본과 EU의 환경 분야 대외협력 전략과 시사점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가지고 관련 산업에서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7-1.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위한 기금 종류 및 규모

자료: UNEP(2010).

2. 기후변화 관련 EU의 역내정책
2008년 1월, EU 집행위원회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안했던 ‘기후행동 및 재생에너지 패키지(Climate
action and Renewable Energy Package)’가 마침내 2009년 4월 EU 이사회에서
법령으로 채택되었다.156) 패키지에는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지침, EU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지침 개정안, 회원국별 EU ETS 제외부문의 감축부담방안 제안 등
이 포함되어 있다.
156) EU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역내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성춘ㆍ이형근ㆍ권기수ㆍ이철원ㆍ
오태현ㆍ김진오ㆍ이순철(200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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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7-1. EU 에너지 정책의 키워드 ‘Triple 20’
(2020년까지)
- 에너지 소비효율성 20% 제고
- 온실가스배출량 20% 감축
- 재생에너지 비중 20% 증가(교통부문의 바이오연료 사용 10% 증가 포함)

EU는 이번 패키지가 비용효율성(cost-effectiveness)과 공정한 분배(fair distribution)
라는 두 가지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했다. 비용효율성 원칙에는 EU 배출권거
래제, 재생에너지 인증서 거래(transferability of Guarantee of Origin) 등이 있으
며, 공정한 분배 원칙에는 1인당 GDP에 따른 CO2 감축 분배, EU ETS에서 제외
된 산업부문의 회원국별 감축량 설정, 국가별 재생에너지원 비중 목표, 경매권의
재분배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패키지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2020년까지 20% 강화한다
는 목표도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만약 이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면 연간
1,000억 유로의 비용절감 효과와 연간 8억CO2 환산톤의 CO2 배출저감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1)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지침157)
1997년 EU 집행위원회가 201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사용비중을 12%로 늘린다
는 목표를 발표한 이후 재생에너지의 생산은 55%나 증가했다. 그러나 현 추세가
유지된다면 소수의 회원국들만 목표를 달성할 뿐, 공동체 수준에서는 10%도 넘길
수 없다는 비판적 분석이 제기되었다.158) 목표달성의 실패원인으로 재생에너지 사

157) European Union(2009a).
158) EU 집행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EU의 재생에너지 사용비중은 2005년 기준 8.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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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관련한 공동체 차원의 합의 부재, 강력하고 효율적인 프레임워크 부재, 그리
고 중장기적인 비전 제시의 부재가 지목되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지침 제안을 발표하고 재생에너지
의 사용을 늘려 2020년까지 그 사용비중을 20%로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했
다. EU 차원의 목표 아래 EU 집행위원회는 각 회원국의 초기 조건과 과거 재생에
너지 개발 실적을 반영하여 조정된 2005년 사용 비율, 회원국 1인당 GDP 비중 등
을 감안하여 회원국별로 최저 10%에서 최고 40%의 재생에너지 사용비중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차별 재생에너지 사용목표 비율(indicative trajectory)
을 설정했다.
지침에 따라 각 회원국은 2010년 3월 말까지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 달성을 위
한 이행계획을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표 7-1. 2020년 에너지원(energy sources)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 목표
국가
벨기에
불가리아
체크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키프로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2005년 기준
재생에너지 비중
2.2%
9.4%
6.1%
17.0%
5.8%
18.0%
3.1%
6.9%
8.7%
10.3%
5.2%
2.9%
34.9%
15.0%

202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13%
16%
13%
30%
18%
25%
16%
18%
20%
23%
17%
13%
4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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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계속
2005년 기준
재생에너지 비중
0.9%
4.3%
0.0%
2.4%
23.3%
7.2%
20.5%
17.8%
16.0%
6.7%
28.5%
39.8%
1.3%

국가
룩셈부르크
헝가리
몰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스웨덴
영국

202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11%
13%
10%
14%
34%
15%
31%
24%
25%
14%
38%
49%
15%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8b).

글상자 7-2. 연차별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 비율(indicative trajectory)
-

2011~2012:
2013~2014:
2015~2016:
2017~2018:

S2005
S2005
S2005
S2005

+
+
+
+

0.25(S2020
0.35(S2020
0.45(S2020
0.65(S2020

-

S2005)
S2005)
S2005)
S2005)

* S2005는 2005년 회원국의 재생에너지 비중
* S2020은 2020년 회원국별 재생에너지 비중

일반적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수단은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
발전량과 발전용량을 기준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으로는 경쟁입찰이나 요금상계, 생
산세 감면제, 투자세액공제, 소비자보조 등이 있다. 이들 정책들은 국가별로 여건
을 감안하여 적절히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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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회원국별로 재생에너지의 시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준가격 의무구매제인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적극적으로 이용
되고 있다. 기준가격 의무구매제란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해 생산된 전력에 대해 고
정된 가격으로 구매하게 하는 제도로, 기준가격 의무구매제는 재생에너지 관련 기
술개발에의 관심을 높이고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큰 기여를 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통해 재생에너지 관련 설비투자를 유발하고 있다.
회원국별 재생에너지 사용비중 목표설정과 함께 EU 집행위원회는 재생에너지
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재생에너지 인증서(a guarantee of origin) 거래제 도입을 제안했다. Directive 2001/77/EC를 통해 만들어진 재생에너지
인증서는 일정량의 에너지가 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하여 생산되었음을 증명한다.159)
EU 집행위원회는 이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다른 회원국에게 양도 가능하게 함으로
써 재생에너지 사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회원국간 거래를 도입한 것이다.160) 다
만 재생에너지 인증서 거래의 부정적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2년간의 재생에
너지 목표를 달성한 회원국에 한해서만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양도할 수 있다는 조
건을 달았다.
또한 지침안에 따르면 회원국은 자국 내 에너지 수급 안정성 확보, 재생에너지
사용목표 달성 등을 위해 회원국간 인증서 거래에 대한 사전허가체제를 설립해야
한다. 사전허가제는 자의적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전허가체제를 시행하려는

159)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지침 Articles 2 (g): “guarantee of origin” means an electronic
document which has the function of providing proof that a given quantity of energy was produced from renewable sources.
160) EU 집행위원회는 발전차액지원과 같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재생에너지를 생산한 경우에
는 인증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인증서의 발
급을 최소 5MW 이상의 생산능력을 가진 발전소에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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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은 EU 집행위원회에 사전 통보 하고, 집행위원회는 이를 공표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2014년 말까지 재생에너지 인증서 거래제도의 이행성과와 동
제도의 비용 및 편익을 평가한다.
아울러 기후행동 및 에너지 패키지는 2020년까지 바이오연료가 전체 자동차 부
문 연료의 10%를 차지하도록 하는 목표를 설정했다.161) EU 전체 에너지소비에서
도로교통의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6.5%로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의 에너
지 집약산업(energy intensity industry) 다음으로 높다. 그리고 CO2 배출에 있어서
도 다른 부문과 달리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의 연료효율성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자동차 연료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CO2 배출 감축과
함께 에너지수급안보라는 두 목적을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또한 EU 집행위
원회가 바이오연료의 사용을 강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강제성이 부재할 경우, 상
대적으로 다른 재생에너지원에 비해 생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바이오연료에 대한
투자가 적을 것이라는 우려가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재생에너지의 사용목표를 회원국별로 상이하게 설정했던 것
과 달리 바이오연료의 경우는 회원국 모두에 동일한 사용비중인 10%를 요구했다.
이는 자동차 연료가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할 때, EU 역내외 거래가 비교적 수월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이오연료와 관련한 적절한 재생에너지원 및 기술을 갖고 있
지 못한 국가들은 목표달성을 위해 다른 회원국 및 역외 국가들로부터 이를 수입
해야 한다.
바이오연료의 10% 사용이 지속가능하고 CO2 배출감축에 기여한다는 것을 분
명히 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바이오연료 지속가능성 체제를 만들기로 합의했
으며, 이 계획에 대해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엄격한 환경기준이란

161) Eurostat에 따르면, 2005년 바이오연료의 사용비중은 1%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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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배출을 최소한 35% 감축하는 효과, 생물다양성 또는 CO2 저장 손상행위 금
지 및 바이오연료 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범주 확대 등이 있다.162)
2) EU의 배출권거래제 지침 개정안163)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제1기 EU 배출권거래제(EU ETS: EU
Emissions Trading System, 2005~07년)의 경험과 제2기 EU 배출권거래제의 국
가별 할당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EU ETS가 기후변화 예방을 위해 개선할 여지
가 많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특히 배출시설 규모 및 할당 대상 온실가스, 국가별
할당문제, 할당 기간 및 할당량, 유상화(auctioning) 비율, 감독(monitoring)ㆍ보고
(reporting)ㆍ검증(verification)의 강화, 개발도상국과의 ETS 관련 협력 등과 관련
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표 7-2]에서처럼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대상가스와 관련해
알루미늄과 암모니아와 같은 새로운 산업분야를 EU ETS에 편입시키고, 동시에
CO2 이외에 산화질소(N2O) 및 과불화탄소(PFCs)를 대상가스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했다. 배출시설의 경우 규모수준 상위 7%의 배출시설이 전체 CO2 배출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전체 배출시설 중 14%를 차지하고 있는 1,400여 개
의 소규모 배출시설은 전체 CO2 배출량의 0.14%만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
라서 개정된 지침은 비용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35MW 이하의 전력을 이용하
면서 동시에 연간 2만 5,000톤 이하의 CO2를 배출하는 소규모 시설을 EU ETS에
서 제외시켰다.
EU 집행위원회의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설비 및 대상가스의 확대로 제2기 할당
량의 2.6%에 이르는 약 100만CO2 환산톤이 추가로 EU ETS에 편입된 것으로 평

162) 최근 EU는 국제적인 곡물가의 급격한 상승과 바이오연료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163) European Commission(2008c); European Union(200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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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되었으나 EU 집행위원회는 향후 육상수송부
문 및 선박부문의 EU ETS 편입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도, 농업 및 산림과 같은 감
독ㆍ보고ㆍ검증이 어려운 부문의 EU ETS 편입 가능성은 일축했다.

표 7-2. EU ETS 추가 배출시설 산업분야 및 대상가스
대상가스

새로 추가된 산업분야

CO 2

석유화학(petrochemical), 암모니아(ammonia), 알루미늄(aluminium)

N 2O

질산, 아디프산(adipic), 글리옥살산(glyoxalic acid) 제품

PFCs

알루미늄(aluminum)

자료: EU ETS 지침 개정안을 필자가 정리함.

국가별 할당방안과 관련해 EU는 회원국별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하고 이를 평
가 후 결정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제1기 EU ETS를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각 회원국이 독자적으로 배출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국 내 기업에 할당
할 때 실제 능력보다 더 많은 배출량을 할당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지에
대한 의문을 유발했다. 유럽환경청의 분석에 따르면 2005~07년 동안 회원국들이
할당받은 배출량보다 3%나 적은 배출량을 기록함으로써 탄소시장에서 탄소가격이
1유로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는 EU 차원에서 직접 할당량을
결정하는 방식(EU-wide cap)으로 전환하여 회원국의 할당개입을 차단하는 것을
EU 집행위원회는 제안했다. 개정안은 제2기 할당기간의 평균할당량을 매년
1.74%씩 누적으로 감축하여 2013~20년까지 2005년 대비 21% 감축한다는 목적
을 설정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발전부문의 경우 2013년 할당량 중 30%를 유상화하
고, 이후 2020년까지 전량 유상화한다. 반면 제조업부문은 2013년 20% 유상화
를 시작으로 2020년 70%, 2027년 전량 유상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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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EU ETS 실적(2005~07년)
EU-27 배출시설 종류
연소설비
광물석유정제
코크스로
금속배소또는소결
선철또는강철생산
시멘트크링커
유리제조
요업제조
펄프 및 보드
기타
합계

할당량
(1,000 EUA)
1,503,072
164,757
22,789
20,504
173,323
191,995
22,598
18,418
37,608
425
2,115,489

실제배출량
(천 CO 2 환산톤)
1,501,109
154,325
20,856
18,389
141,805
182,839
19,995
14,987
29,894
293
2,084,492

할당량과 실제배출량의 차이
1,000 EUA
%
1,963
0
10.432
6
1,933
8
2,115
10
31,518
18
9,156
5
2,603
12
3,431
19
7,714
21
132
31
70,996
3

주: EUA(European Union Allowance)는 EU ETS에서 거래되는 탄소단위임.
자료: EEA(2008).

2013년에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2/3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유상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유상화 정책이 오염자부담원칙이라는 EU의 전통적인 환경규범에서
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CO2 배출감축을 위한 조기행동에 대한
보상이라는 비용효율적인 측면이 고려된 것이다.164)
그러나 유상화 비율 제고는 한편으로 비용의 증대를 가져와 기타 국가와의 경쟁
력 문제를 야기해, 온실가스 배출시설의 EU 역외 이전(carbon leakage) 가능성 문
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온실가스 배출시설의 역외이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2020
년까지 일정 조건하에서 전량 무상할당을 허용한다는 예외를 인정하였다.165) 동시

164) 조기행동(early action)이란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전에 자발적 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을 한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기행동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여분을 인정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조기행동은 기업간 경쟁을 유도하고, 할당과 관련한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업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검증의 어려움과 정보의 비
대칭성으로 인한 관리비용 증가라는 단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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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EU 집행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시설 중 EU 역외로의
이전 가능성이 높은 산업부문 리스트를 작성하고 매 5년마다 이를 개정해야 한다.
또한 EU ETS 지침 개정안은 시설 이전 가능성이 높은 산업부문에 대해서 탄소
균형화체제(carbon equilisation system)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하였다. 탄소균형
화체제는 온실가스 배출시설이 자국 밖으로 이전됐을 경우,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
출 감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유상화로 인한 역내시장에서의 경쟁 왜곡이나 할당량 시장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경매를 통한 수익금 중 최소 50%를 EU 회원국의 온실가
스 감축(mitigation)ㆍ기후변화 적응(adaptation)ㆍ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을 위한
연구개발에의 재정적 지원 및 2020년까지 20%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기 위한
재생에너지 개발 등에 쓰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EU 회원국 중 1인당 소득기
준이 EU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회원국에 대해서는 유상할당수입의 일정부분(전체
의 약 12%)을 기준에 따라 추가로 배분할 것을 개정안은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개
정안은 2008~20년까지 UNFCCC상의 청정개발매커니즘(CDM) 크레디트를 통한
감축인정분을 EU 전체적으로 50% 이내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3) 회원국별 EU ETS 제외부문의 감축부담방안 결정166)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EU는 비용효율적으로 유럽을 저탄소경
제 및 에너지 고효율적 경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EU ETS에 포함되지 않은 부문들
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대 30%까지 감축할 수 있다는 분석아래 EU는 기후행동 및 재생

165) EU 집행위에 따르면 전체 제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90%가 예외로 인정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166) European Commission(2008d); European Union(200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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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패키지에서 이전 EU 배출권거래제에서 제외(non-EU ETS)되어 있던 교통,
건물, 농업 및 폐기물처리 등의 산업부문에 온실가스배출 감축부담을 제안하였다.
표 7-4. EU ETS 에서 제외된 부문의 회원국별 온실가스 감축
(단위: CO2 환산톤)

국가
벨기에
불가리아
체크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키프로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헝가리
몰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스웨덴
영국

2005년 대비 2020년 온실가스 감축
-15%
20%
9%
-20%
-14%
11%
-20%
-4%
-10%
-14%
-13%
-5%
17%
15%
-20%
10%
5%
-16%
-16%
14%
1%
19%
4%
13%
-16%
-17%
-16%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8d).

감축량
70,954,356
35,161,279
68,739,717
29,868,050
438,917,769
8,886,125
37,916,451
64,052,250
219,018,864
354,448,112
305,319,498
4,633,210
9,386,920
18,429,024
8,522,041
58,024,562
1,532,621
107,302,767
49,842,602
216,592,037
48,417,146
98,477,458
12,135,860
23,553,300
29,742,510
37,266,379
310,387,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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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전체적으로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0%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감축목표는 회원국별로 최대 +20%(불가리아), 최소 -20%(덴마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범위 내에서 설정되었다. 감축목표 설정 시 회원국별 경제규모가 감안
되었다. 감축대상이 되는 온실가스에는 CO2뿐만 아니라 EU ETS에서 제외된 메
탄, 이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이 포함된다.167)
그림 7-2. 1인당 GDP 에 따른 EU ETS 제외부문 감축목표

2005년
대비
EU ETS
제외
부문
감축
목표

1인당 GDP(천 유로)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8a).

또한 EU는 이번 제안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도출되기 이전에
제3국,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청정개발메커니즘(CDM)이나 공동이행(JI)을 통한
크레디트를 인정해주기로 결정했다.168) 그리고 동시에 일정국가들에만 편중되어
있는 CDM사업을 여러 최빈국으로 분산하는 계획도 담고 있다.169)

167) EU의 온실가스 총배출량 중에서 CO2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이고 나머지 20%가 비CO2 온
실가스이다. 비CO2 온실가스의 경우 대부분이 농업부문이나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배출되고 있다.
168) CDM이나 JI를 통한 크레디트에는 CERs(Certificated Emission Reduction)과 ERUs
(Emission Reduction Units)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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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U의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가. 국제협력의 필요성
국제협력의 차원에서 기후변화 및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수요
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최빈국과 군소도
서국을 포함한 개도국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된다.
더욱이 기후변화에 있어서 개도국들은 감축뿐만 아니라 적응분야에서 기술지원과
함께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표 7-5.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예상 비용
(단위: 십억 달러)

추정기관

연간 비용

시기

비고

World Bank(2006)

9~41

현재

OECD와 세계은행의 ODA 중 기후변화에 노출
되어 있는 사업 규모에 기반하여 추정

Stern Review(2006)

4~37

현재

상기 세계은행 연구 업데이트

Oxfam(2007)

최소 50

현재

상기 세계은행 연구결과에 NAPA 및 NGO 프
로젝트 비용 추정치 합산

UNDP(2007)

86~109

2015

상기 세계은행 연구결과에 빈곤퇴치 프로그램
채택 및 재난대응 시스템 강화비용 추가

UNFCCC(2007)

28~67

2030

상기 연구들이 특정 분야를 명시하지 않는 반면,
이 연구는 분야별 적응비용을 추정

자료: 정지원ㆍ박수경(2010).

한편 에너지서비스 접근성은 수자원 및 위생, 보건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조명ㆍ요리ㆍ난방ㆍ산업전력ㆍ교통ㆍ통신서비스에 걸쳐 개발에

169) European Commission(2007b); UNEP에 따르면 CDM 사업은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적ㆍ국가적 편중화가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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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마찬가지로 가구당 소득과 에너지서
비스에의 접근성을 살펴보면, 빈곤국가일수록 에너지서비스에의 접근성 또한 매우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의 경우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개도국들은 기후변화에의 대응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심각한 에
너지 수급문제에도 직면해 있는 것이다.
그림 7-3. 개도국의 가계소득 및 에너지서비스 접근성

자료: World Bank Database.

따라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이들 국가들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및 에너지서비스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지원
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공공부문 이외 민간부문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결국 국가차원 또
는 국제기구차원에서 개도국에서의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투자유치 및 관련 정
책을 이행해야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EU는 개도국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및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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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
한 전략 및 정책들을 발표하였다.
나. 기후변화 관련 대(對)개도국 국제협력
1) EU의 기후변화 및 개발에 관한 이행계획(2003년)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분석이 제시되면서, EU 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
가 단지 환경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문제와도 관련이 있음을 인식했
다.170)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효과들이 경제성장을 위해 농업ㆍ임업ㆍ수산업 등
자연자원에 의존하는 빈곤국가들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대적으로 크다. 또한 선
진국과 달리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한 기술 및 재원부족은 빈곤국가들에게는
큰 문제인 것이다.
글상자 7-3. 기후변화의 환경 및 사회경제적 영향
1. 생태계 및 자연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는 평균 기온 상승 및 이에 따른 해수면 상승을
생태계에 직접적인 그러나 매우 복잡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는 생물다양성에도 영
향을 미치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생태계 파괴 및 생물의 멸종 가능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개도국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요한 생태계 관련 정보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경제 및 식량안보: 기후변화는 농업 및 가축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
다. 이는 식량안보를 위협할 것이다.
3. 이주(migration): 해수면 상승 및 기온상승은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토지면적을 감소시키며,
특히 남태평양의 도서국가들은 국토가 바다에 잠기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기후난민의 발생과 함께 이들의 이주 문제는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점이다.

170) 동 보고서 발표당시 인용된 과학적 연구 분석은 IPCC 3차 보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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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EU 집행위원회는 개발에서의 기후변화에 관한 보고서(Climate Change in
the Context of Development Cooperation)를 통해 수원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마련 및 이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발표하였다.171) 즉 향후 EU의 개발정
책 수립에 있어 기후변화가 갖는 잠재적인 파급효과를 주류화(mainstreaming)한다
는 것이다.
수원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원칙
을 제시하였다.
① 6개 주요 핵심 분야에서 빈곤감소를 위한 목적에 기여172)
②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에 기여
③ 역내 및 대외정책에 있어서의 일관성 제고. 여기서 일관성은 △ EU차원 및
회원국 간 정책의 일관성, △ 타 개발정책ㆍ전략과의 일관성, △ 다자협력협
정과의 연계 등을 의미
④ EU 및 개별회원국, 기타 공여국간 협력강화 및 보조성의 원칙
⑤ 수원국 중심의 개발전략 및 이행
⑥ 개발정책 이행과정에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EU 집행위원회는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개발에 있어서 네 개의 전략적 우선순
위를 선정하였는데, △ 기후변화의 정책개요(policy profile) 제시 △ 기후변화적응
지원 △ 기후변화에 있어서 감축정책 지원 △ 역량개발 등이 그것이다.

171) 동 보고서에서 EU 집행위원회가 언급한 수원국은 ACP, ALA, MEDA, CARDS, TACIS
국가들이다. 그러나 교토의정서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갖는 크로아티아,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제외된다. European Commission(2003a).
172) 6개 핵심 분야는 ① 교역 및 개발, ② 지역통합 및 협력, ③ 거시경제개혁 및 사회프로그램, ④ 교
통, ⑤ 식량안보 및 지역(rural) 개발, ⑥ 제도역량제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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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의 글로벌기후변화동맹(GCCA, 2007년)
2007년 3월 EU는 정상회의를 갖고 2012년 이후의 국제기후체제 발전을 위한
EU 목표에 합의했다. 핵심목표는 지구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내로 억제하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역내 정책수립을 통해 기후
변화관련 국제회의를 선도하고 있던 EU는 이미 2003년에 기후변화와 개발에 관
한 EU차원의 제안을 발표했으며, 이후 EU 개발컨센서스에서도 개발과 기후변화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173)
이후 2007년 9월에 EU 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피해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최빈국
(LDCs) 및 군소도서국가(SID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를 포함한 빈곤
국가들과 글로벌기후변화동맹(GCCA: Global Climate Change Alliance)을 제안
하였다. 즉 GCCA는 새천년개발계획의 목표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
한 적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GCCA를 EU와 빈곤국 간 대화채널 및 의견교류를 위한 플
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의 ACP(아프리카ㆍ카리브해ㆍ태평
양)그룹, AU(the African Union), SIDS 및 ASEM(Asia-Europe Meeeting)과 같
은 지역별 대화체 및 협력체를 활용하기로 하였다.174) EU 집행위원회는 GCCA를
통해 개발전략과 기후변화에 대한 실용적 접근과 함께 포스트 2012 기후변화 협상
의 진전을 위한 대화 및 의견을 교류하려는 입장이다.
따라서 GCCA는 UNFCCC 및 교토체제 내에서 진행 중인 프로세스를 지원하
고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즉 GCCA는 UN 내 기후변화협약 적응 관련 기금
인 최빈국기금, 특별기후변화기금, 교토적응기금 등을 지원하고 보조한다. GCCA
173) European Commission(2003a).
174) EU 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에 관한 EU-Africa 파트너십의 추진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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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하는 빈곤국들은 효과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EU 집행위원회는 GCCA를 구상하면서 GCCA가 단순한 대화 및 의견 교류를
넘어, 기후변화를 개발전략으로 전환 및 적응ㆍ감축조치를 기술적ㆍ재정적으로 지
원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GCCA는 다섯 개의 우선분야를 선정했다.
①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개도국들이 기후변화의 효과를 인지하고 관련 적
응전략 및 정책들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함.
② 산림파괴에서 기인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개도국에서 산림보호로 인한 경
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
③ 개도국들로 하여금 CDM 사업을 통해 국제탄소시장에 참여하게 하고 이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함.
④ 기후변화와 관련한 자연재해에 대한 개도국들의 준비를 돕고 자연재해의 위
험과 파급효과를 최소화함.
⑤ 기후변화 대응이 빈곤퇴치로 이어지도록 구조적으로 기후변화를 개발전략
및 투자로 연계시키고 개발협력을 유도하도록 함.
EU 집행위원회는 GCCA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EU의 환경 및 에너
지를 포함한 자연자원의 지속가능관리(ENRTP: Environment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including Energy)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그
리고 이를 위해 ENRTP에 추가적으로 5,000만 유로가 배정되었다. 그 밖에도 EU의
기후변화ㆍ개발ㆍ통신에 관한 EU 이행계획(EU Action Plan on Climate Change
and Development and the Communication) 기금 중 2,500만 유로를 GCCA를 위
해 활용하기로 하였다. ENRTP 기금 이외에 EU 집행위원회는 경제개발기금(EDF:
European Development Fund)에서도 일부 재원을 마련하기로 하였다.175) 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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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와 라틴아메리카 및 기타지역의 경우에는 개발협력기금(DCI: Development
Cooperation Instrument)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GCCA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의 GCCA에 책정한 금액규모는 전체 필요한 금액의 일부에 불
과하지만, EU 회원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EU 집행위원회는 강조하였
다.176) 또한 GCCA 틀 내에서 집행되는 지출은 기타 양자 또는 다자 이니셔티브
및 기금을 새로 형성하거나 기존의 것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177)
3) 기후변화 관련 대개도국 재정지원 계획(2009년)
2009년 코페하겐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EU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
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확보가 코펜하겐 기후협상회의의 성공을 위한 핵심요소로
판단하였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재정규모에 있어서 EU 집행위
원회는 개도국이 감축(mitigation) 및 적응(adaptation) 활동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연간 약 1,000억 유로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 중 개도국
감축을 위해서는 940억 유로가 필요하며, 특히 에너지 및 산업의 감축에 710억 유
로가 필요하다.

175) 특히 ACP에서의 기후변화 및 환경을 위해 1억 유로, 자연재해 위험 감소를 위해 1억 유로를
쓰기로 했다.
176) GCCA 제안 당시 EU 집행위원회는 2010년까지 EU의 ODA 규모가 GDP의 0.56%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177) UNFCCC 내에 다음과 같은 기금이 있음.
-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Fund(2007년 4월, USD 115.8 million)
- The Special Climate Change Fund(2007년. 4월, USD 62 million)
- The Adaptation Fund(2012년까지 USD 400 million)
- The Global Environment Facility(USD 1.98 b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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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6. 개도국 감축 및 적응을 위한 재정규모
(단위: 십억 유로)

2020

2030

94

-

에너지 및 산업

71

-

농업

5

-

REDD

18

-

적응

10-24

23-54

합계

104-118

-

구분
감축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9a).

가) 개도국 지원을 위한 재원분류
EU 집행위원회는 개도국 지원을 위한 재원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개
도국 국내 공공 및 민간 재원(20~40%) △ 국제 탄소시장(40%) △ 국제 공공재원
(20~40%) 등이 그것이다. 우선 개도국들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
(Business-As-Usual)대비 15~30%를 감축해야 한다. 이 경우, 개도국들은 저비용
에너지효율정책을 통해 에너지부문에서의 잠재적 배출량을 2/3가량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개도국들은 진정한 정책틀(policy framework)을 수립함
으로써 에너지부문에의 민간투자를 유치해야 하며, 이로 인해 민간부문이나 민간
기업들이 수익창출을 위한 투자도 가능해질 것이다.
다음으로 국제 탄소시장은 선진국이 비용 효율적으로 그들의 온실가스 감축목
표를 달성하게 함과 동시에 민간부문의 개도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효율적인
제도라고 EU 집행위원회는 평가했다. 즉 탄소시장의 발전이 개도국에서의 온실가
스 감축을 좀 더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제 탄소시장은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청정개발체제는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
하여 감축한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실적으로 인정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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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국제 탄소시장의 점진적 발전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9a).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청정개발체제 사업과 관련하여 개도국에의 적극적인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는 국제 탄소시장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는 청정개발체제가 상당부문 개혁될 필요가 있음을 밝히며, 지금의 청정개
발체제보다는 부문별탄소시장크레디트체제(SCM: Sectoral Carbon market Crediting
Mechanism)의 도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청정개발체제는 단일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프로젝트가 없었을 경우 발생했을
온실가스 배출량과의 비교를 통해 감축실적을 인정받게 된다. 반면, EU가 주장하는
부문별탄소시장크레디트체제는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배출량 감축실적 인정을 위한
최저수준(threshold)을 설정하는 좀 더 강화된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부문별탄소
시장크레디트체제는 청정개발체제보다 개도국에서의 저탄소기술에 대한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하며, 이는 개도국의 전반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이라는 긍정적
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부문별탄소시장크레디트체제가 선진국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효과(일명 Off-setting)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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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부문별탄소시장크레디트체제(SCM)의 효과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9a).

EU 집행위원회는 부문별탄소시장크레디트체제가 청정개발체제에서 배출총량거
래제(Cap-and-Trade)의 중간과정이라고 평가하면서 부문별탄소시장크레디트체제
가 개도국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부문
별탄소시장크레디트체제가 프로젝트가 아닌 전체 산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친
환경적이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구조의 재편을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청정개발체제보다 부문별탄소시장크레디트체제가 저탄소 산업으로의 전환비용을
더욱 낮출 수 있다.
마지막으로 EU 집행위원회는 개도국 지원을 위한 재정부담이 각국의 책임과
역량(responsibility for emissions and ability to pay)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 선진
국뿐만 아니라 선발개도국의 기여도 요구됨을 역설하였다. 여기서 책임은 전 세계
총 온실가스(GHG) 배출량 가운데 각 국가의 배출량 비율 기준에 따르며, 역량은
각 국가별 GDP 수준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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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7. 국제 공공재원의 규모
(단위: 십억 유로)

구분
감축

2010~20년
(fast start)

2013년

2020년

1

3-7

10-20

에너지 및 산업

3-6

농업 및 REDD

7-14

적응

2-3

3

10-24

능력배양

1-2

2

1-3

기술연구개발 및 증명
합계

1

1

1-3

5-7

9-13

22-50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9a).

표 7-8. 책임과 역량에 따른 주요 국가별 기후재정 분담률
국가
EU-27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중국
멕시코
브라질
러시아
인도
한국
G20

GHG
11.07%
14.46%
2.97%
1.75%
1.22%
15.80%
1.60%
5.26%
4.44%
3.99%
1.21%
74.22%

GDP
32.55%
25.29%
8.74%
2.49%
1.81%
6.87%
1.93%
2.87%
2.86%
2.17%
1.65%
93.47%

GHG 75%

GHG 50%

GHG 25%

GHG 10%

GDP 25%
16.4%
17.2%
4.4%
1.9%
1.4%
13.6%
1.7%
4.7%
4.0%
3.5%
1.3%

GDP 50%
21.8%
19.9%
5.9%
2.1%
1.5%
11.3%
1.8%
4.1%
3.7%
3.1%
1.4%

GDP 75%
27.2%
22.6%
7.3%
2.3%
1.7%
9.1%
1.9%
3.5%
3.3%
2.6%
1.5%

GDP 90%
30.4%
24.2%
8.2%
2.4%
1.7%
7.8%
1.9%
3.1%
3.0%
2.3%
1.6%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9a).

EU 집행위원회의 계획안에 따르면, 책임과 역량의 비율을 각각 75%, 50%,
25%, 10%의 네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주요국의 분담률(또는 기여도)이 제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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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계획안의 기준에 따르면 EU의 기여도는 약 16.4~30.4%인 연간 36억~152
억 유로 수준이다. 또한 동 계획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후재정 분담률은
1.3~1.6%인 연간 2.86억~8억 유로이다.
2012년 이후 EU 집행위원회는 단일의 글로벌 기후재정안(a Single and Global
Offer)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효율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EU
가 기여할 수 있는 세 가지 선택을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 선택은 EU 공동체 예산
을 통한 직접적인 재정지원, 두 번째는 EU 공동체 예산 밖의 새로운 EU 차원의
공동 기후기금(a common Climate Fund) 조성, 마지막으로 EU 개별회원국들의
직접적인 재정지원 등이다. 그러나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EU 및 개별 회원국의 재
정적 지원을 위한 노력에는 변화가 없음을 EU 집행위원회는 밝혔다.

글상자 7-4. EU 주요국의 기후변화 관련 개도국 지원
1. UNDP와 스페인의 MDG 달성기금
□ UNDP와 스페인은 2006년 5억 2,800만 유로 상당의 ‘MDG 달성기금(MDG-F)’을 마련하여
MDG의 달성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지원함.
- 동 기금은 기후변화 분야 이외에 양성평등, 분쟁예방 및 평화, 취업 및 이민, 문화개발, 경
제거버넌스 등 총 6개의 주제별 분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함.
- 동 기금 중 환경 및 기후변화 분야는 개발협력에 있어 환경관련 정책강화, 환경자원 관리능
력 향상, 환경기금에의 참여 촉진, 기후변화 대응능력 향상을 우선적으로 지원함.
□ 동 기금의 관리는 UNDP의 다공여국신탁기금(MDTF: Multi-Donor Trust Fund)에 일임되어
있음.
2. 독일의 국제기후이니셔티브(The International Climate Initiative)
□ 2008년부터 환경자원보존핵안전부(BMU)의 주도에 따라 1억 2,000만 유로의 기금을 조성하
여 개도국과 신흥 산업국 및 동구권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함.
- 동 기금은 탄소발생 억제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6,000만 유로), 기후변화 적응 및
생물다양성 프로젝트(6,000만 유로)에 집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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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7-4. 계속
□ 동 기금의 재원은 EU ETS에 참여하는 민간기업들로부터 조성됨.
- 2008년 독일 정부는 총 배출허용량의 8.8%를 유상화했으며, 이 수입의 약 30%가 기후변화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함.
- 매년 프로젝트에 할당된 기금이 집행되지 않았을 경우, 이월되는 것이 아니라 연방재무부로
귀속됨.
- 동 기금은 감축효과를 증명하는 프로젝트에 지원됨.
- 동 기금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ODA로 분류됨.
□ 동 기금은 잠재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큰 국가 및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
는 국가에 집중됨.
3. 영국의 국제환경전환기금(International Environmental Transformation Fund)
□ 영국은 국내적으로 기후변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금과 함께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환경전환기금(ETF)를 운영함.
- 영국 기업규제개혁부(BERR)와 환경부(Defra)가 공동으로 관리하며 2007년부터 총 3년에
걸쳐 8억 파운드가 책정되어 있음.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동 계획안에서 코펜하겐 기후협상 이후 개도국의 기후변
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공공재정 프로그램으로 2010~12년 중 연간 약 50억~
70억 유로의 지원계획을 담은 ‘신속재원지원(Fast-Start Financing)’을 함께 발표하
였다. 이를 위해 EU는 2010년부터 EU차원에서 연간 5억~21억 유로를 지원할 계획
임을 밝혔다. 이미 EU는 2010년 신속재원지원을 위해 EU 공동체 예산에 추가적으
로 5억 유로를 제안해 놓은 상태다. 개도국에 대한 신속재원지원의 지원우선분야 및
재정지원규모는 △역량형성에 연간 약 10억~20억 유로 △감축에 연간 약 10억 유로
△적응에 연간 약 20억~30억 유로 △기 술연구ㆍ개발에 연간 약 10억 유로 등이다.
나) 국제공공재원의 관리
EU 집행위원회는 국제 공공재원의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발
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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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 공공재원의 관리 청사진: 분권적 상향식 기후재정 거버넌스(Decentralised,
bottom-up climate finance governance)
② 일관성 및 보조성(Coherence and Subsidiarity): 국제금융기구뿐만 아니라
양자 및 다자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상대적 비교우위를 가진 서로 다른 채널
을 두루 활용
③ 투명성: 재원 및 그 규모가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구간 협조 및 도
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따라서 투명하고 최신식의 보고체계가 구축이 필수
④ 책임 및 형평성: 개도국들은 전통적인 다자적 양자적 지원이 공여국ㆍ공여
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인식하면서 새로운 기금을 요구함. 거버넌스 구
조의 형성 시 개도국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으면서 동시
에 공여국ㆍ공여자를 위한 유연적인 구조가 요구
⑤ 추가성(additionality): 기후변화재정과 ODA의 관계에 대한 국제적인 논쟁이
있는 상황에서 개도국들은 선진국이 현재의 ODA를 기후변화지원으로 전용
(rededicate)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음. ODA와 기후변화재정은 상
호 보완적
⑥ 상보성(complementarity): 분권적 거버넌스가 새로운 기금의 출현을 막는 것
은 아님
다) 국제 항공부문과 해운부문의 역할: 국제 공공재원 형성에 기여
EU 집행위원회는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cheme)에
항공부문과 해운부문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항공부문 및 해운부문의 온실
가스 배출할당량을 설정하고 이를 유상화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이 재원이 개도국의 감축 및 적응에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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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9. Offset 크레디트가 항공 및 해운부문에 미치는 잠재적 파급효과
구분

1990년

2005년

2020(BAU)

국제 해운

468

795

982

국제 항공

255

389

648

총 국제 벙커

723

1184

1,630

해운(vs 1990)

0%

+70%

+110%

항공(vs 1990)

0%

+53%

+154%

해운(vs 2005)

-41%

0%

+24%

항공(VS 2005)

-34%

0%

+67%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9a).

마지막으로 EU 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관련 대개도국 재정지원 계획을 발표하
면서 개도국의 노력 역시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최빈개도국(LDCs)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2011년까지 저탄소 성장계획(Low Carbon Growth Plans)을 제시할 것으
로 요구하였다. 특히 저탄소 성장계획은 신뢰할 수 있는 중장기 목표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자료(inventories)를 준비해야 한다.
다. 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1) 인내성 있는 자본 이니셔티브(PCI) 및 글로벌재생에너지펀드의 펀드
(GREFF)
2004년 EU 집행위원회는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에서의 재생에너지원 개발을 강
화하기 위해 ‘인내성 있는 자본이니셔티브(PCI: Patient Capital Initiative)’를 제안
하였다. 즉 PCI는 공공부문-민간부문 리스크 공유를 통해 지속가능한 재원마련기
제인 ‘글로벌재생에너지펀드의 펀드(GREFF: Global Renewable Energy Fund of
Funds)’를 만들기 위한 공공부문의 투자이니셔티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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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GREFF의 구성

자료: JREC(2004).

[그림 7-6]에서처럼 GREFF는 단일 기금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부 기
금의 조성을 지원하거나 민간부문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각국 정부, 국제
금융기구 및 재단, 일반 기업들이 PCI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들은 △ 개도국 및 체
제전환국에서의 에너지부족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며 △ 민간부문
의 공동투자를 장려함으로써 투자재원을 보충하고 △ 투자결정에 있어서 지역 전
문가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 투자에 상업적 원칙을 적용하고 △ 재원형성 문제
해결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술지원프로그램을 실현하는 등의 목표를 달성하
게 된다.
GREFF는 지역별로는 북부 및 사하라남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EU 주변의
체제전환국 및 아시아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민간부문의 투자관심이 상대
적으로 낮은 주로 500만 유로 미만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SMEs)들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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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0. 재생에너지 투자에 필요한 지역별 재원규모
(단위: 십억 달러)

지역

2001~10년

2006~10년
(2001~10년의 약 60%)

2006~10년의 필요
재원규모

라틴아메리카

63

38

4

중동

9

5

0.8

아프리카

12

7

0.5

아시아

122

73

3.5

체제전환국

21

13

0.9

합계

227

137

9.7

자료: JREC(2004).

2) 글로벌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 펀드(GEEREF, 2007년)
국제에너지기구인 IEA는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가 현 수준보다 60%이상 증
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25년간 에
너지 부문에 약 16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에너지 부문에 대
한 현재의 투자수준이 지속될 경우 심각한 자금조성의 어려움과 함께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 온실가스배출 증가 △ 대기오염 악화 △ 빈곤퇴치 및 자연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어려움 △ 에너지 안보의 위협 등 부정적 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EU 집행위원회는 예상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해 16조 달러 이상의 투자
재원이 필요하며, 16조 달러 중 상당부분은 민간부문(private sectors)에서 조성되
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민간부문이 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
자를 늘리는 데는 여러 장벽이 존재한다.
특히 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하여 IEA는 2010년까지 2,410억 달러가 필요하며
이중 100억 달러는 개도국에서의 재생에너지 개발관련 투자에 수반될 수 있는 리
스크 감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글로벌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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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 및 재생에너지펀드(GEEREF: The Global Energy and Renewable Energy
Fund)’ 로 불리는 공공부문-민간부문 파트너십(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구축을 시도하였다.178) 즉 GEEREF를 통해 EU 집행위원회는 민간부문이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transitional economies)에서의 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유인을 제
공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GEEREF는 지리적으로 남부사하라 아프리카를 중심으
로 이루어지며, 이외에도 카리브 및 태평양의 도서국가,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북
아프리카 및 EU 주변국도 지원 대상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가) GEEREF의 주요 내용
GEEREF는 전 세계적인 PPP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시에 GEEREF는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상업적ㆍ비상업적 투자의 위험을 공
유함과 동시에 이를 위한 협력안(cooperation framework)을 제공한다. 즉 EU 집
행위원회는 다양한 투자자들을 위해 위험분산 및 공동펀드와 같은 새로운 투자방
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문 펀드매니저들은 투자자와 기금제공
자들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기금을 운영할 수 있다.
GEEREF는 대상이 되는 그룹에 대해 직접적으로 재원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새
로운 지역단위의 하위 펀드(sub-fund) 조성을 장려하거나 유사한 기존 계획안ㆍ기
금의 규모를 늘리는 데 있어 주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GEEREF는 이미 제
안되었거나 유사한 계획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지역단위별 펀드를 형성하는
데 활용된다. 그러나 동시에 GEEREF는 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효율 관련 프
로젝트 및 중소기업(SMEs), 마이크로파이낸싱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민
간부문의 금융기관 및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한다.

178) European Commission(200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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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GEEREF의 운영 개관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6f).

GEEREF의 지원은 프로젝트의 위험도에 따라 상이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위
그림에서처럼 중ㆍ고위험 프로젝트 펀드의 경우 25~50%를, 저위험 프로젝트 펀드
의 경우 15~20%를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기술지원은 전체 프로젝트 규모의 약
10% 수준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기술지원의 경우 이미 검증된 친환경적 기술을
해당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것이다.
GEEREF는 지역별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프
리카 지역에서의 CDM 사업 발주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프로젝트의 경우 상업적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으나, 이미 증명된 실적이 있는 기술의 전개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 예를 들면, 소규모 수력(small hydro)과 바이오매스(biomass)는 해풍과
함께 투자대상 프로젝트이며, 태양에너지도 원거리 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솔루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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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7-5. GEEREF 사업의 High-, Medium-, and Low-Risk
∙ High-Risk: 저개발국가에서의 프로젝트/중소기업 또는 지속적인 감독이 요구되는 소규모
프로젝트/중소기업. 펀드가 종종 검증받지 못한 시장을 대상으로 활용되기 때문
에 펀드규모는 상대적으로 낮음. GEEREF 펀드 매니저들은 이런 펀드의 형성
및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Medium-Risk: middle-income 개도국에서 행해지는 중간규모의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함. 좀더 안정적인 시장환경으로 인해 펀드는 고위험군
보다 그 규모가 큼. GEEREF 펀드 매니저들은 이런 펀드의 형성 및 거버넌
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Low-Risk: 신흥국, 체제전환국 및 위험자본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국가들에서 행해지는 신
규 또는 기존 펀드를 대상으로 함. Patient capital은 주로 환위험을 감소하는 역
할을 함. GEEREF 펀드 매니저들은 이런 펀드의 형성 및 거버넌스에서 그 역할
이 상대적으로 작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고려 대상이다. 또한 GEEREF는 과거 사례가 없는 분야의 경우
리스크가 높은 투자를 제공한다. 즉 프로젝트에 대해 알맞은 자금을 지원하면서 동시
에 제안된 사업이나 프로젝트 제안서의 개선을 위한 기술적 지원도 포함되게 된다.
EU 집행위원회는 GEEREF 마련을 위해 4년간 총 8,000만 유로를 기여하고,
이중 처음으로 2007년 1,500만 유로를 지원하였다. 이런 EU의 움직임에 따라 국
제금융기관, EU 개별 회원국 및 상업기관들이 GEEREF에 관심을 보였다. 따라서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GEEREF의 규모는 1억 유로이지만, GEEREF가 기대하
는 하위 펀드의 조성 및 기존 펀드 및 계획에 대한 민간부문의 지원이 확대될 경
우 3~10억 유로로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나) Business As Usual과 GEEREF의 비교
이전과 다른 투자기금으로서의 GEEREF가 기존 투자제도(Business-As-Usual)
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촉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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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기존 BAU는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초기 투
자비용에 비해 수익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수익을 낼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
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 때문에 민간
부문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 GEEREF는 공공부문 및 국제금융기관이 투
자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프로젝트의 위험공유라는 측면에서 민간부문의 투자를 늘
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부문의 성장 및 기술이전 측면에서 기존 BAU하에서
는 관련 시장 및 기술이전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적인 반면, GEEREF는 좀더 광범
위하고 효율적으로 관련 시장의 확대 및 기술이전을 추진할 수 있다.
3) 아프리카-EU 에너지파트너십 로드맵(AEEP Road Map, 2007년)
아프리카-EU 에너지파트너십 로드맵은 2007년의 아프리카-EU 합동전략의 8개
분야 중 하나로 아프리카와 EU 간 에너지 분야에서의 정치적 협의 및 협력을 위
한 장기적 체제이다. 본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와 EU는 21세기 에너지 안보와 관
련한 비전을 공유하고 공동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즉 정기적인 협
의 및 협력을 통해 AEEP는 양 대륙에서의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서
비스를 보증하고, 전체 아프리카 국민들에게 현대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아프리카와 EU의 정책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2009년에 나온
AEEP 로드맵은 AEEP 프로세스 하에서 정치적 협의체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등
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 양 지역에서의 에너지 파트너십 현황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에너지 부문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는 가운데, 아프리
카와 EU 국가들은 아프리카 및 유럽에서의 에너지 인프라를 위한 정책적 계획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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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 중이거나 이미 시행 중에 있다.179) 아프리카 연합(AU: The African Union)
은 최근 “아프리카에서의 교통 및 에너지인프라 개발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Development of Transport and Energy Infrastructure in Africa)”을 채택하면서 △
지역협력 및 통합 강화, △공공재원의 마련 및 민간부문의 지원 독려, △국가적ㆍ지
역적ㆍ대륙의 인적 및 제도적 능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아프리카의 지역경제공동체(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와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들이 에너지 접근성(access to energy)과 관련한 정책을 채택
하였다. 지역 및 국별 실무그룹은 에너지 공급, 전력, 가계에너지, 오일 및 가스,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등 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니즈(needs)대에 집중적으로 투
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EU 전략에너지검토(EU Strategic
Energy Review)’를 통해 EU의 에너지 안보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을 인
정하고 주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였다. 특히 EU 집행위원회
는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아프리카가 갖는 잠재력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하여 아프리카는 풍부한 재생에너지원을 보유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활용성이 미흡하다는 평가에 따라 EU는 재생에너지 개
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수력발전의 경우 전제 가능 발전용량의 7%(1,750TWh)만
이 가용되고 있으며, 지열발전의 경우 1%에 불과하다. 태양광 및 풍력발전의 경우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179) 고려 중이거나 시행 중인 계획안은 다음과 같다.
- PIDA: the Programme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Africa
- STAP: NEPAD Short Term Action Plan
- MLTSF: Medium to Long Term Strategic Framework
- AICD: the Africa Infrastructure Country Diagnostic Study
- TEN-E: Trans-European Networks - Energy
- the EC Communication “Interconnecting Africa: the EU-Africa partnership on
Infrastructure
- the Priority Action Plan for Euro-Mediterranean Energy Cooperation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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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7-6. 아프리카의 재생에너지원
① 수력발전: 아프리카의 잠재적 수력발전 용량은 프랑스, 독일, 영국 및 이탈리아의 한해 총
전력소비량에 해당한다. 아프리카 국가 중 콩고민주연합이 전체 아프리카 잠재적 수력발전
의 총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도 앙골라, 카메룬, 이집트, 에티오피아, 가봉, 마다가
스카르, 모잠비크, 니제르, 잠비아 등도 잠재적 수력발전 가능성이 풍부한 국가들이다.
② 지열발전: 아프리카는 지열발전을 통해 약 1만 4,000MW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
고 있다. 아프리카 동부 10개 국가들의 에너지부 장관모임에서‘Decision Maker’s
Workshop on Geothermal Energy’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였다.
③ 바이오매스: 아프리카의 대다수 국민들이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목재 등)에 의존하고 있다.
전통적인 방식과 바이오매스를 결합한 방식이 요구된다.
④ 풍력: 2008년 현재 아프리카의 6개 국가가 풍력발전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에티오피아,
케냐, 남아공, 탄자니아 등에서 풍력발전을 위한 설비를 구축하는 중이다.

나) AEEP의 이행 프로그램(Action Programmes)
중단기적으로 EU 집행위원회는 아프리카의 에너지협력을 위해 Infrastructure
Trust Fund, 유럽개발기금(EDF), 유럽투자은행의 투자기금(EIB Investment
Facility) 등을 활용해 투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장기적으로 EU 집행위원
회는 개발프로그램에서 에너지에 대한 고려를 점차적으로 통합함으로써 관련 투자
에 있어 공공재원의 활용 증가 및 프레임워크 개선을 통한 민간자본의 유치 제고
를 이끌어낸다는 입장이다.
글상자 7-7. ACP-EU Energy Facility
∙ 기본목표: 수원국의 제도 및 규제 개선을 통해 더 많은 PPP을 유치
∙ 유연성: 이 기금은 자금조달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 때 EU 회원국과의 적극적인 역할
이 요구됨. 이를 통해 수원국 정부, 민간부문, 공공부문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
∙ 정책적 우선순위: △에너지 서비스 확대, △에너지 거버넌스 개선, △미래의 대규모투자프
로그램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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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아프리카의 에너지연계를 개발하고 에너지시스템 및 시장의 통합을 위
해 EU 집행위원회는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에 2005년 2억 1,000만
유로 규모의 첫 번째 ACP-EU 에너지기금이 만들어졌으며, 지금은 2억 유로 규모
의 두 번째 ACP-EU 에너지기금 운영 중에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간의 개발협력을 AEEP의 최우선 순위에 선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제도
적 장애 해소 및 타당성 연구 개발, 조달과정의 개선, 다년간예산안 등의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그리고 지난 2009년 개최된 아프리카 연합 12차 정상회의에서 수력발전의 중요
성을 강조하면서 동 정상회의는 2020년까지 대규모 수력발전의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출을 위해‘Hydropower 2020 Initiative’를 채택하기도 했다.
글상자 7-8. EU-African Infrastructure Trust Fund(2007년)
2007년에 출범한 EU-아프리카 인프라트러스트기금(EU-African Infrastructure Trust
Fund)는 사하라남부아프리카(Sub-Saharan Africa)의 국경간 인프라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
술전문가와 재원을 상호 연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0년 6월 현재 총 3억
8,370억 유로의 규모인 EU-아프리카 인프라트러스트기금은 EU 집행위원회가 3억 870억 유
로를, 12개 EU 회원국이 7,500억 유로를 각각 지원한다.** 동 기금의 관리는 유럽투자은행
이 맡고 있다.
동 기금은 무상원조와 유상원조가 혼합된 형태로 투자에 따른 위험감소 및 투자인센티브를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투자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프로젝트가
동 기금의 투자대상이 된다. 동 기금은 운영위원회(EU-Africa Infrastructure Partnership
Steering Committee)가 제반 운영원칙을 정하고, 이에 따라 집행위원회(The Executive
Committee)가 프로그램에 대한 무상원조 여부(Grant Operations)를 결정하며, 이때 사무국(ITF
Secretariat: Infrastructure Trust Fund)이 집행위원회를 보조한다. 대상 프로젝트의 경우 전문
가들로 구성된 프로젝트파이낸싱그룹(PFG)에서 프로젝트의 무상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유럽투자은행은 재원관리, 회계 등을 담당하며 ITF 사무국 직원들의 임명권한을 갖는다.
동 기금의 주요 투자대상 프로젝트는 크게 네 부문으로 △에너지, △교통(철도, 도로, 항공,
해양 및 내륙수로 등), △수자원, △정보통신 등이다. 이들 분야에서의 프로젝트가 동 기금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그림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무상지원의 요구는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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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7-8. 계속
파이낸싱그룹의 제안 및 검토 후 집행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유상지원(Loans)
은 별도의 결정과정을 거치게 된다.
2007년 출범 이후 동 기금의 운영상황은 21개 프로젝트에 1억 2,632만 유로가 집행되었으며,
부문별로는 6개 프로젝트에 총 9,720만 유로가 금리지원(interest rate subsidy) 방식으로 이
루어졌으며, 2,510만 유로의 15개 프로젝트에는 기술지원이 이루어졌다. 프로젝트 유형별로는
교통부문에 총 6,900만 유로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다음으로 에너지 분야에
5,070만 유로가 투자되었다.

EU-African Infrastructure Trust Fund의 사업 승인 과정

주: * 대상국가는 총 47개로, 앙골라,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브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
국, 차드, 콩고브라자빌, 콩고민주연합, 에리트리아, 이티오피아, 지부티, 가봉, 적도기니, 상투메프
린시페, 가나, 토고, 기니비소, 기니연방, 아이보리코스트, 라이베리아, 케냐, 소말리아, 레소토, 스
와질랜드,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리셔스, 코모레스, 세이셀,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르완다. 세네갈, 카보베르데, 잠비아, 시에라리온, 수단, 탄자니아, 우간다. 감
비아, 짐바브웨 등이다.
** EU-Africa Infrastructure Trust Fund에 참여하는 12개 EU 회원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이다.
자료: EIB(2010), EU-Africa Infrastructure Trust Fund’s Annual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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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본 장에서는 EU의 기후변화 및 재생에너지에 관한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국제
협력의 필요성, EU의 국내정책 및 국제협력을 위한 전략과 정책들을 고찰했다.
EU는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역내 정책
적으로 목표설정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EU의 역내정책인 “기
후변화 및 재생에너지 패키지”는 2020년까지 △ 에너지효율 20% 제고 △ 온실가
스배출량 20% 감축 △ 재생에너지사용비중 20% 증가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이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 재생에너지 사용지침, EU의 배출권거래제 지침 개
정 △ 회원국별 EU 배출권거래제 제외부문의 감축부담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역내정책을 바탕으로 EU는 국제협력에 있어서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EU는 개발협력에서 이들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전략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EU는 일개 국가가 아닌 27개 회원국으로 이
루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를 위한 국제협력에 있어 주요
특징은 재정지원을 강조하는 것이다.
재정지원은 기후변화 측면에서 “기후변화 관련 대개도국 재정지원 계획”과 재
생에너지에서 “글로벌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 펀드(GEEREF)”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기후변화 관련 대개도국 재정지원 계획은 개도국의 감축 및 적응
을 위해 필요한 재정규모를 추정한 뒤 이를 위해 △ 개도국 국내 공공 및 민간 재
원 △ 국제 탄소시장을 통한 재원 △ 국제 공공재원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재
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제 공공재원 마련에 있어서는 책임과 역량에
따라 G20 회원국의 분담률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10~12년간 연 50~70억 유로의 지원계획을 담은 신속재원지원을 제안하
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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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생에너지와 관련되어 EU는 개도국에서의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민간
부문의 투자유인을 목적으로 EU 차원에서 투자리스크를 일정부문 공유하는 펀드
인 GEEREF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특히 GEEREF는 프로젝트 지원과 함께 새로
운 지역단위의 하위펀드 조성을 장려하거나 유사한 기존 펀드의 규모를 늘리는 것
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EU의 주요 개발협력 대상지역인 아프리카에서의 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
한 ‘아프리카-EU 에너지 파트너십(AEEP)’를 제안하였다. 동 파트너십은 아프리카
국민들에게 현대적인 에너지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해줌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는 것으로, 재생에너지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EU의 기후변화 및 재생에너지 국제협력은 우리나라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
점을 제공한다. 첫 번째는 국제협력 강화에 앞서 국내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
다. EU가 기후변화 국제회의나 양자간 회의 등에서 엄격한 환경협력 목표를 강조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역내정책을 통해 기후변화에 강력히 그리고 엄격하게 대응하
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EU를 구성하고 있는 27개 회원국의 경제규모와
산업기반 등은 매우 상이하여 EU 자체가 하나의 작은 세계와 같다.
따라서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별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다소 엄격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회원국들이 개별 국내정책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
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런 역내정책 결정과정을 통해 EU는 선
진국의 책임있는 의무이행은 물론이거니와 개도국의 자발적인 국별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EU는 역내적으로 온실가스배출권거
래제(EU ETS) 강화, 재생에너지 시장확대 정책 등의 방안을 제시했으며, 국제사
회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BAU 대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발표하였을 뿐만 아
니라, 기후변화에 있어 개도국에 대한 지원강화 및 협력을 강조하는 여러 방안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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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틀 또는 법
적 틀이 성숙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국내 민간부문의 대응이 적절
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개도국 협력을 포함하여 국제무대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강력한 국가 간 공조와 함께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정책이 우
선적으로 강화ㆍ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제도적 차원에서 민간부문 투자확대를 위한 공공 기금의 마련이 요구
된다. EU의 개도국에 대한 기후변화 재원 및 GEEREF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EU는 개도국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에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
러나 중요한 점은 단순히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하기보다는 이를 통해 민간부문
의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것에 있다. 개도국에서의 기후변화 및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미
했다. 특히 민간부문의 투자는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에서 기인한 리스크 때문에 원
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EU는 불확실성에 기인한 리스크를 낮춤으로써
민간부문의 투자확대를 꾀하고 있다.
GEEREF의 경우 EU는 초기 투자금액이 약 1억 유로에 불과하지만, 추가적인
민간부문과 타 국제금융기구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10억 유로의 효과를 낼 수 있
을 것으로 전망했다. 즉 양적 제한을 질적 개선으로 대응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제
한된 재정규모로 ODA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GEEREF와 같은 펀드를 통해
민간부문의 투자 리스크를 낮춰줌으로써 민간부문 투자확대의 장애요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지역기구 및 국제금융기관이 펀드에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그 효과가 더욱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개도국에서의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재원규모를 확대한다
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규모 확대 및 수출입은행의
녹색성장금융자금금융을 활용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더 많은 민간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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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GEEREF와 같은 새로운 재원 마련 방식을 제안함으로
써 공적자금으로만 프로젝트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공적자금과 함께 민간부문의
자금을 함께 유치함으로써 제한적인 재원의 효과를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
해 개도국에 대한 개발지원에 있어 OECD DAC 신규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
상도 함께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진국, 특히 EU를 중심으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국제
공공재원의 형성에서 우리나라가 포함된 G20 국가들의 기여가 요구되고 있다. 경
제규모 및 책임에 따라 국가별로 다양한 기여도가 산출되었으며, EU 계획안에 따
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GDP의 1.3~1.6%로 기존 ODA 규모확충 부담과 함께 새로
운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는 개도국 지원
재원 중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의 비중을 높여 우리나라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에서의 재생에너지 협력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 EU는 ‘기
후행동 및 재생에너지 패키지’를 통해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를 연계해서 생각하
고 있다. EU 회원국들이 교토의정서상의 청정개발체제(CDM)를 통해 개도국에서
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실적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때 탄소포집저장 또는 재생에너
지 개발실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즉 자국의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이 기후변화 대
응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감축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변화를 여러 분야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 또한 수자원 및 위생부문에 집중되고 있다. EU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를 연계한 새로운 협력사업 또는 프로젝트를 구
상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이런 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에서 중요한
지역이 바로 아프리카일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아프리카의 재생에너지는 잠재
력에 비해 개발이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진출 가능성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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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수력발전이나 풍력발전의 경우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
이 향후 개발계획을 밝히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협력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개발의제와 관련하여 세계경제의 균형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신흥국 및 개도국에서의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된다는
점이 강조되었는바,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서 재생에너지 개발은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의 ‘경제개발경험
공유사업(KSP)’의 효과 또한 함께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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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EU는 오늘날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물위기(water crisis)를 한 국가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위협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근본적인 인류의 생존 문제로 인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전 세계적인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생
각하고 있다. 실제 물위기의 파급영향은 매우 다양하고 크다. 전 세계 인구의 약
20%인 11억 명의 사람들은 안전한 식수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오염
된 우물이나 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빈곤국 국민들은 식수를 구하기 위해 하루
에 약 6시간이나 소비하고 있다. 특히 식수를 구하러 다니는 가족 구성원 중 어린
이들은 보편적인 초등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그들은 오염된 식수와 불
충분한 위생 등으로 설사, 폐결핵, 콜레라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 식수 문제와 더
불어 위생처리 문제 또한 물 관련 중요한 과제다. 전 세계 인구의 약 절반에 해당
하는 26억 명의 사람들은 기본적인 위생처리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
과 오염된 물로 인해 발생한 질병으로 하루에 4,500명 이상의 5세 이하 소아들이
사망하고 있다. 이렇듯 깨끗한 물과 기본적인 위생처리 시설의 결여는 인류의 생존
에 위협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빈곤, 보편적 초등교육 미흡, 성불평등, 아동 사
망률 증가 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가뭄과 홍수로 인한 재해는
빈곤의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수많은 이재민을 발생시키
며 이로 인해 경제성장률도 급격히 저하시킨다.180)
EU 차원의 접근은 물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발생과 사망, 불평등과 빈곤,
그리고 교육기회 박탈 및 경제성장 저해 등과 같은 빈곤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인도주의적 동기에 근거하고 있다. EU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180) 아프리카의 빈곤국인 모잠비크에서는 지난 2000년 발생한 홍수로 700명이 사망하고 55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 연간 경제성장률은 8%에서 2%로 추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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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물 문제 해결을 위해 EU가 추진하는 각종 이니셔티브
의 목적이 국제적 논의결과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함임을 항상 서두에서 밝히
고 있다.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논의는 197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UN 인간환경회의(UN Conference on Human Environment)’를 시초로 환경에
대한 국제적인 개선 노력이 시작되었으며, 최초의 세계적 규모의 물 관련 회의는
1977년에 UN의 주최로 아르헨티나의 마르텔플라타에서 개최되었다. 그 이후
1990년 ‘국제 안전한 물 및 위생회의(Global Consultation on Safe Water and
Sanitation)’에서의 뉴델리 선언, 1992년 ‘물과 환경에 관한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Water and the Environment)’에서의 더블린 원칙 등이 채택되며
수자원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구체화되었다. 그 후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또는 리우회
의)’도 지속가능한 발전의 틀에서 물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이후 2000년 뉴욕에
서 열린 UN 총회에서 ‘밀레니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통하여 2015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구체적인 목표치가 정해졌다.
밀레니엄개발목표의 8대 목표 중 물 관련 사항은 ‘목표 7(지속가능한 환경 보
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지만 8대 목표 전체에 걸쳐 물 관련 문제가 언급되어
있다.181) 목표 7에는 물 관련 직접적인 목표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물
목표(water target)와 위생 목표(sanitation target)이다. 전자는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의 비중을 반으로 줄이자는 것이고, 후자는 역시
2015년까지 기본적인 위생처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중을 반으로
181) 참여국은 세계의 빈곤 문제를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2015년까지 목표를 실행해 가는 데
동의했으며, 8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즉 ① 극한적인 가난과 기아 퇴치, ② 초등교육의 확대와
보장, ③ 남녀평등과 여성 권익 신장, ④ 유아 사망률 감소, ⑤ 임산부 건강 개선, ⑥ 에이즈,
말라리아, 기타 질병 퇴치, ⑦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 ⑧ 개발을 위한 전 세계적 협력 구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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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겠다는 것이다. EU는 이러한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안전한 식수 및
기본적인 위생처리시설로의 접근가능성 제고 외에도 지속적인 물관리 및 통합수자
원관리(IWRM; Integrated Framework of Water Resources Management)에 집중
하고 있다.
이렇듯 EU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뿐만
아니라 논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EU는 물 분야
공적개발원조(ODA)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하에서 ODA를 중심으로 자세하게 이
러한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EU는 세계적인 물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 제1장 서론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 차원의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협력도 본 연구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적인 물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EU 전문 물기업의 해
외진출 현황도 함께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 물기업의 해외협
력은 사실상 정부의 정책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업의 이익창출을 위한 경영활
동이 주요 동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공적개발원조’와 ‘물기업의 해외
진출’ 이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병렬적으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ODA를 중심으로 한 EU 차원의 해외협력을 우선 중점적
으로 살펴본 후, 전문 물기업의 해외협력 현황은 추가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본 장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2절에서는 EU의 원조동향과 함께 그
특징을 살펴보고 이러한 원조능력의 배경이 될 수 있는 EU 역내 물 관련 정책을
살펴본다. 3절에서는 2002년에 도입된 ‘EU 물 이니셔티브(EUWI: European
Water Initiative)’를 중심으로 물 분야 해외협력의 추진체계와 추진전략을 파악하
고 4절에서는 ‘EU 물 이니셔티브’의 구체적인 성과인 ‘ACP-EU Water Facility’
의 사례를 조사한다. 5절에서는 세계 물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EU의 전문 물기업
현황과 해외진출 내용에 집중하여 살펴볼 예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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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물 분야 해외협력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하고 우리나라의 상황
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2. EU의 물 분야 원조 동향 및 역내 물관리 정책
가. 물 분야 원조 동향
EU의 대개도국 물 관련 원조는 매년 약 15억 유로에 이르고 있어 EU는 세계
최대 물 관련 원조국의 위치에 있다(EU Commission 및 EU의 DAC 회원국 15개
국 포함). 특히 최근들어 물 관련 EU의 ODA는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OECD DAC의 CRS 데이터 기준으로 보면, EU의 물 관련 ODA(CRS Purpose
코드의 140에 해당하는 ‘식수공급 및 위생’)는 2002년 이후 거의 3배 가까이 증가
하였는데, 2002년 약 1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던 물 관련 ODA가 2008년에는
약 27억 달러까지 상승하였다. 특히 2008년에는 EU 회원국 중 스페인의 원조액이
매우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스페인은 EC(EU Commission) 및 독일과 함께 EU의
3대 최대 공여국의 위치에 올랐다.
좀 더 세분화하여 부문별로 보면, ‘대규모 식수개발 및 위생처리(14020)’의 경
우 2002년에는 전체 물 관련 ODA 중 57%로 압도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였으나 2008년에는 그 비중이 36%로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기초식
수공급 및 기초위생(14030)’은 2002년에 22%에서 2008년에는 33%로 크게 증가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기초적인 물공급과 위생처리 시설로 가장 큰 혜택을 누리
게 되는 빈곤층에 보다 많은 원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다른 분야
에 비하여 물 관련 대규모 인프라에 대한 지출 비중이 감소하게 된 것은 점차 물
관련 원조의 성격이 대규모 인프라 건설보다는 기관간 지원(institution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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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능력배양 활동, 그리고 부문별 예산지원과 같이 프로그램에 기반한 활동
(programme-based activities)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림 8-1. 수자원분야에 대한 EU의 ODA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주: EU 차원(European Commission)의 원조와 EU 회원국 중 DAC 회원 15개국(즉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의 지원을 모두 합한 것임.
자료: EUWI(2010).

수원국의 소득수준별 물(Water and Sanitation)과 관련된 EU의 원조 금액의 분
포를 보면, 2008년 기준 EU의 물 관련 총 원조 금액 중 28%가 최빈국(LDCs:
Least Developed Countries)으로 지원되었으며, 기타 저소득국으로는 11%가 투입
되어 최빈국 및 저소득국에 대한 물 분야 지원 비중은 모두 39%에 이르고 있다.
이는 2005년의 40%와 비교할 때 큰 변화가 없는 수치다. 그러나 물 분야 원조를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빈곤국가에 대한 지원이 우선시되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
다면, EU의 원조가 다른 비EU 공여국들(non-European donors)보다는 좀 더 바람
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비EU 공여국들(여기서는 호주, 캐나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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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뉴질랜드, 미국)의 최빈국 및 저소득국에 대한 지원 비중은 20% 이하로 EU의
39%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8-2. 물 분야 EU ODA 의 수원국 소득별 분포 비중(2008년 기준)

자료: OECD-DAC CRS Database.

개발도상국에 대한 EU의 원조는 정치적 지원과 금전적 지원을 결합(combine
political and financial support)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조의 특징은 특히 ‘ACP 국
가들(Africa, the Caribbean and the Pacific)’과 ‘아시아 및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EU는 또한 지중해 및 EU의 동부국경 주변 ‘인접 국가들
(neighbourhood countries)’의 번영과 안정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2000∼07년 동안 EU는 ACP 16개
국가들 정부에 ‘물과 위생 프로그램(water and sanitation programme)’에 4.8억 유
로를 지원했으며, 지중해 및 EU 동부국경 주변 neighbourhood countries의 ‘물과
위생 프로그램(water and sanitation programme)’에 2008∼10년간 매년 약 1억 유
로를 지원하였다. 그리고 7개 지중해 국가들에게는 정책지원 및 인프라 개발을 목
적으로 약 4.4억 유로를 지원하고 있고, 라틴 아메리카에는 정책 및 기술 지원에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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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유로가 투입되고 있다. 특히 EU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EU의 환경 프
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중앙아시아에서는 강과 호수 등이 다수의 국가를
인접하거나 관통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국가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국경간
물 협력(transboundary water cooperation)을 통한 지역 안정을 제고시키고자 노력
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아프리카에서도 시행되고 있는바, 즉 국경을 관통하
는 강 유역 7곳의 개발과 지역수자원 관리를 지원하고자 약 4,000만 달러를 투입
하고 있다. 실제 EU를 비롯한 다른 원조 공여국들은 나일강 유역의 10개 국가를
지원함으로써 수자원을 각 국가들이 공정하고 평화롭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외에 EU의 기타 중요한 물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인도
의 물공급 및 위생 프로그램과 중국의 강유역 관리 프로그램 등이 있다.
표 8-1. EU 의 지역별 물 분야 원조 현황
지역

주요 지원 프로그램

ACP 16개국

물 및 위생 프로그램(water and sanitation programme)을 위해 2000∼07년간
4.7억 유로 지원

EU 인접국

물 및 위생 프로그램(water and sanitation programme)을 위해 2008∼10년간
1억 유로 지원

지중해 7개국

정책지원 및 인프라 개발을 목적으로 4.4억 유로 지원

라틴 아메리카 정책 및 기술 지원에 약 1억 유로 투입
중앙아시아

지역안정을 위한 국경간 물 협력(transboundary water cooperation) 프로그램

아프리카

국경을 통과하는 강 유역 개발 및 지역수자원 관리를 위해 4천만 달러 지원

인도

물공급 및 위생 프로그램

중국

강유역 관리 프로그램

이렇듯 EU의 지역별 물 분야 원조는 획일적으로 EU의 입장에서 이루어지기보
다는 수원국의 지역적 필요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즉 지역과 국가마다 필요한 원
조성격에 맞추어 접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384 일본과 EU의 환경 분야 대외협력 전략과 시사점

나. EU의 역내 물관리 정책
EU의 원조전략에 대해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EU의 개발정책의 중요한 형
태 중 하나는 여러 나라 국경을 통과하는 하천의 공동관리 경험을 전수해 주는 것
이다. EU도 각국의 하천이 여러 나라에 걸쳐있는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어 EU의
물관리 시스템은 개별 국가가 아닌 EU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등에서 여러 국가와 인접하고 있는 하천의 관리와 수자
원의 공유문제로 인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EU 경험의 전수
는 매우 적절한 ODA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EU의 물관리 정책은 각국의 하천이 여러 나라에 걸쳐있는 지리적인 특성과,
EU라는 국가적인 통합사업 등의 이유로 EU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EU의 물
관리 정책 발전단계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1973∼88년까
지로 공중보건 향상에 중점을 두고 수질, 취수 등 공중보건에 관련된 기준들이 제
정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1988∼96년까지로서 이 시기는 수질오염원을 찾아내
오염원에 대한 통제 및 환경관리가 주를 이루었다. 세 번째 단계는 1996년부터 현
재까지로, 1973년부터 각종 규제 및 지침 제정과 정화 노력 등이 있었으나, 여전히
EU 내 회원국들의 환경오염은 가속화되고 있어 법제도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
서 2000년 EU 내 모든 수자원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한 ‘물관리지침(WFD: EU
Water Framework Directive)’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EU 물관리지침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표수 및 지하수를 포함한 수자원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틀을 수립하는 것으로, 2015년까지 EU 내 모든 종류의 수자원의
보존상태가 ‘적정한 수준(Good Status)’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유
역에 기반한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배출한도 및 총량기준에 근거한 수질
관리를 통해 모든 종류의 오염원에 대해 양을 줄이고 통제하는 데 있다. 아울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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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 설정과 수자원관리에 관련된 모든 분야의 이해 당사자
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여토록 하고 있다.
2000년 물관리지침(WFD)의 발표 이후, 2003년에는 이 규정을 각국의 수자원
및 환경관련법에 적용하는 것과 각 하천유역 담당부서의 관리구역을 확정했으며,
2004년에는 유역별 자연특성 분석과 물 관련 인간활동의 영향을 검토해 경제분석
을 시행했다. 2006년에는 감시활동에 대한 운용준비 및 유역 물관리 계획에 시민
도 참여할 수 있도록 수렴과정을 개시했다. WFD에서는 매 중간 단계마다 각 회원
국 정부가 의무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2009년에 ‘하천유역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최종 목표연도인 2015년 말까지 제반 환경목표를 달성하고
종료하게 된다.
EU의 물관리 정책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첫째,
수자원 관리를 하천유역 단위로 관리하는 것이다. 인위적 또는 정치적인 경계를 대
신하여 지형과 수문학적인 특성을 자연스럽게 반영한 유역단위가 가장 적합한 기본
단위가 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EU의 주요국인 영국과 프랑스의 개별국 단위의
수자원 관리 체제를 보더라도 일치하고 있다. 즉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행정구역 단
위로 분할되고 관리되고 있는 수자원 관리체계를 유역중심으로 변경함으로써 종합
적인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글상자 8-1 참고). EU도 이러한 개별국 경
험에 근거하여 유역단위의 관리가 가장 적합한 기본단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시민과 환경보호단체 등과 같은 소비자 주체들이 수자원정
책 수립에 참여를 보장받고 있다는 점이다. 즉 기존의 정부 조직 중심의 일반적인
정책 수립ㆍ이행 과정이 아닌 지자체 및 시민단체, NGO 등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합의를 기반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이행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물관리의
복잡성으로 인해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이 해를 돕기 위한 사회적인 학습도 제공
하여 수자원을 공동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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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8-1. EU 주요국의 물관리 정책
1. 영국
영국은 1973년 물법개정에 의한 유역관리청(RWA: Regional Water Authority)의 설립으
로 유역에 기반한 이수, 치수, 하천환경 및 수질규제에 대한 종합적 관리제도를 실시하였다.
1989년 상하수도 서비스 민영화의 개혁과정에서도 유역관리청에서 민간회사로 전환된 10개
상하수도 서비스 회사에 각 지역 수자원에 대한 전반적인 개발권을 주어 유역통합수자원관리
의 기본이념을 유지하였다. 1989년에는 전국하천청(NRA: National Rivers Authority)을 신
설하였고, 1995년에는 환경청으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여러 부서들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수
자원관리를 수행하게 되었다.
1989년 물개정법을 통하여 영국정부는 10개의 유역관리청을 민간사업자로 전환하였으며,
그 대신 규제기관으로 물서비스감시청, 음용수감시과 및 소비자서비스평의회 등을 설치하여
민간사업자의 전횡을 견제ㆍ 감독하고자 하였다. 10개 상하수도서비스 민간회사는 상수도 공
급 및 수질보전, 그리고 하수처리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은 동시에 수자원관리 전반에 대한 책
임도 갖고 있다. 이러한 민간사업자들은 수자원개발계획의 수립, 하천정비 및 급수계획 등을
환경청과 협의하고 지속적으로 유역관리 및 개발책임을 갖고 있다.
영국정부는 민간사업자의 상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일반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위원회 등을 설치, 상하수도 전반의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하여 시민사
회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환경단체 등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통해
환경청 및 기타 수자원관련 부서에 수자원정책 수립 및 관리, 시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프랑스
프랑스는 1964년에 물법에 의해 프랑스 전역을 6개 유역으로 나누고 각 유역마다 유역관
리공사 및 유역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중앙정부에서는 전국 수자원관리에 대한 조정과 통제기
능을 계속 유지하고 지방정부는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수자원개발 및 관리를 실시함으로써 행
정 및 정치적 경계를 넘어 유역에 기반한 수자원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경제재로서의 물의 개념과 경제적 가치는 현재의 베올리아(Veolia), 수에즈(Suez) 같은 프
랑스 민간사업자들이 19세기 중반 이후 프랑스 전역에서 상하수도 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면서
수도요금에 대한 협상과 타협을 통해 사회 전반에 널리 인식되었다. 현재 지방자치 단체는 프
랑스 전체 인구의 약 20%에 물공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 80%는 베올리아, 수에즈, 보이구스
(Bouygues)를 포함하는 5개 대규모 민간사업자가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민
간사업자가 다양한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물의 공공성 때
문에 상하수도 시설의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지하고 있다. 이렇듯 프랑스의 민간사업자
는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로 진출, 현재 물시장의 민영화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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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8-1. 계속
6개 하천 유역 지역의 유역위원회를 통해 여러 계층의 시민들, 즉 각 분야 전문가, 노동조
합원, 각종 사회단체 등이 정책계획, 수립, 시행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보장하고 있다.
즉 프랑스의 유역위원회는 정부의 정책수립 및 시행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소비자 입장에서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수립이 아닌 양방향 정책 수립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EU의 물 분야 국제협력 추진체계 및 전략
가. 개요
EU의 기본적인 물 분야 개발정책 방향은 통합수자원관리(IWRM: Integrated
Framework of Water Resources Management)의 촉진, 하천유역 관리 및 공동하
천 관리 경험의 전수, 수자원 관리 및 위생서비스의 포괄적 접근으로 요약할 수 있
다.182) 이를 위해 EU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우선순위를 설정하였는바, (i) 빈곤
감소와 공공건강의 증진, 그리고 생계기회의 증진을 위해 안전한 식수와 적절한 위
생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 (ii) 여러 나라들이 공유하고 있는 하천, 호수, 지하수
등의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관리를 위한 조직(단체) 및 인프라의 설립 및 강화 (iii)
물 사용자간에 공정하고 지속적이며 적절한 물 분배의 조정 등이다.
보다 구체적인 EU의 물 분야 지원 전략은 2002년에 도입된 ‘EU 물 이니셔티
182) 통합수자원관리(IWRM: 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는 1992년의 리우회의
에서 채택된 물관리 철학으로, 물관리에 대한 시각을 기존의 지역개발이나 수자원개발이라는 관
점에서 생태계 회복 및 종합적인 자원관리라는 관점으로 확대ㆍ전환된 개념이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사회ㆍ경제적 복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
록 물과 토지, 관련 자원들의 조화로운 개발과 관리를 촉진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EU, 미
국, 일본 등 대부분의 물관리 선진국에서는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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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EUWI: European Water Initiative)’에 잘 나타나 있다. EUWI는 2002년에 남
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스에서 개최된 지구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식수 및 위생관련 MDGs 달성을 위하여 EU 집행위
원회와 EU 회원국들에 의해서 발족되었다. 이 회의에서 EU는 물 관련 MDGs 달성
을 위하여 ‘개도국 물관리를 위한 정책대화(Communication on Water Management
in Developing Countries)’를 물 분야 개발협력을 위한 우선순위로 채택하였다. 동
이니셔티브는 기관간 협력을 조정하고 보다 효과적인 개발 지원을 위해서 정책 대화
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재정적 매커니즘이 아닌 국제 정치적 이니셔티
브의 성격을 갖는다. 또한 물 관련 개발의 다양한 참여자들(공여국과 수원국의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에서부터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물 관련 기업들까지 모두 포함) 사
이에서 중재하고 활동하면서 파트너십 형태의 접근방법을 활용한다.
EUWI는 모두 5개의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 즉 (i) 약속을 이행하는 정치
적 책임과 혁신 중심의 파트너십 강화, (ii) 보다 나은 물 거버넌스(water governance), 능력 배양 및 수자원 중요성에 대한 대중인식 촉진, (iii) 다양한 이해관계
자와의 대화 및 조정을 통한 물관리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iv) 다수 국가에서
공유하고 있는 물의 경우, 하천 유역 중심의 접근법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간 협력
강화, (v)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메커니즘 구성 등이다.
나. 추진체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EUWI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특정 지역별로 정부와 시민사회, 민간부문과 기타 이
해관계자들과 함께 다양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도출한다. 이러한 활동을 위한 여러
개의 작업그룹(working group)이 있는데, 우선 지역을 4개로 나누어 각 지역을 담
당(regional focus)하는 조직과 주제별 이슈(thematic issues)를 다루는 작업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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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group)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4개 지역은 ① 아프리카, ② EECCA
(동부유럽(Eastern Europe), 코카서스(Caucasus), 중앙아시아(Central Asia)), ③
라틴아메리카, ④ 지중해로 구분되며, 주제별로는 ◯
i 재정(finance), ◯
ⅱ 연구
(research), ◯
ⅲ 정책대화(communication) 등 3개로 분류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각 작업그룹의 주요활동을 살펴보면, 우선 지역별 작업그룹은
각 지역을 책임지고 EUIW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각 지역별
필요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현황을 수시로 감시한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때 공
여국 및 수원국의 대표자들과 여타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여러 지역에 걸친 이슈들을 다루는 주제별 그룹들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선
‘재정그룹(finance working group)’은 정부와 민간,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자들로 구
성되어 전략적 재원마련 계획을 구상하고 제언한다. ‘연구그룹(research working
group)’은 물 관련 개발 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관련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
다. 그리고 ‘이해관계자 참여 포럼(Multi-stakeholder Forum)’은 세계 물 주간 기간
(World Water Week) 동안 매년 스톡홀름에서 회의를 개최하는데, 이 회의는 일종
의 자문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열린 토론 및 논쟁의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이러한 기구들을 총괄하고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운영기구들도 있다.
우선 조정그룹(Coordination Group)은 각 지역별, 주제별 작업그룹의 활동을 평가
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부서다. EU 집행위원회의 주관으로 1년에 2회 개최하
며, 물 관련 공여국인 EU 회원국 대표들만이 참석할 수 있다. 동 회의에서는 각
작업그룹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각 그룹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의 계
획, 결과 등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며 서로의 경험도 공유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부서들의 활동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무국(Secretariat)이 있다. 사무국은
EU 집행위원회에서 운영하며 각 부서간 의견조율과 각종 회의, 문서 작성 등을 지
원하고 있다.

390 일본과 EU의 환경 분야 대외협력 전략과 시사점

표 8-2. ‘EU 물 이니셔티브(EUWI)’의 조직구성과 주요 활동
분야

지역별 그룹
(Geographic
-groups)

주제별 그룹
(Thematic
-groups)

작업그룹

주요활동

- 각 지역별 작업그룹은 각 지역의 EUWI의 목표달성
- 아프리카(Africa)
에 책임을 지고 임무를 수행
- 라틴아메리카
- 지역의 필요에 맞는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고 현황을
(Latin America)
모니터링
- EECCA
- 공여국과 수원국의 대표자들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 지중해(Mediterranean)
참여를 보장
- 재정(Finance)

- 정부와 민간, 그리고 시민단체의 대표들로 구성
- 전략적 재원마련 계획을 구상하고 제언

- 연구(Research)

- 물관련 개발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관련 지식을 제공

- 이해관계자 참여 포럼 - 세계 물 주간 기간(World Water Week) 동안 매년
스톡홀름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EUWI 활동을 검토
(Multi-stakeholder
Forum)
- 일종의 자문기구이며 열린 토론 및 논쟁의 기회를 제공

- EU 집행위가 주관하며 1년에 2회 개최
- 참가자격은 회원국 대표로 한정하되 다양한 이해관계
- 조정그룹
자들의 의견을 수렴
(Coordination
Group)
각 지역별, 주제별 작업그룹이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
조직운영기구
으로 각 기관의 활동 계획 및 결과 그리고 상호 경험
(Institutional
에 대해 의견을 교환
-groups)
- 사무국
(Secretariat)

- EU 집행위에 의해 운영되며 각종회의 준비 및 보고
서 작성 등 EUWI 운영과 관련된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작업그룹간 의견조율 및 조정 업무

자료: 필자 작성.

이러한 기구들의 활동을 정리하여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우선 지역별 작업그룹
은 각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각 지역별 요구와 필요를 파악한다. 그
리고 원조를 제공하고자 하는 EU 회원국들(공여국)과 수혜국의 관련 당사자들과
함께 회의를 통해 상호 의견을 조율하면서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는데, 이때 재원
조달 방안이나 물관련 개발에 관한 정보에 관해 주제별 작업그룹의 지원을 받는다.
물론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보다 높은 수준의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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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십 체결을 유도하기도 한다. 그리고 1년에 2회 EU 집행위원회가 주관하는 조정
그룹(Coordination Group)에서 상호간의 활동에 대해 평가하고 의견을 교환해 나
가며, 이와 관련된 모든 행정적 지원은 EU 집행위원회가 운영하는 사무국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렇듯 EUWI는 근본적으로 금융기관(financing institution)이 아닌 정치적 대
화체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EUWI 소속의 각 작업그룹들도 같은 성격을 갖
는다. 따라서 각 지역별 작업그룹은 수원국의 필요에 맞는 원조가 가능하도록 지원
해나가는 한편 원조자금을 공여하는 EU 회원국 및 기타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을
통해 자금조달 부분에서도 기여하고 있다.
한편 EU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지원하는 EU의 자금대여
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럽투자은행(EIB: European Investment Bank)이다.
유럽투자은행도 물 관련 부문에 상당한 액수의 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2005∼09
년 동안 유럽투자은행이 물관련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대출한 액수는 약 150억
유로(총 126건의 대형 물공급 및 위생 프로젝트)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올
수록 대출 액수도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6∼2005년 동안 연평균 약
16억 유로의 대출이 이루어졌으나 2005∼09년의 5년 동안에는 연평균 약 29억
유로를 대출함으로써 매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EIB 대출의 대부분이 EU 회원국에 집중되고 있다. 2009년 물 관련 프
로젝트에 유럽투자은행은 총 47억 유로를 대출하였으나, EU 및 EFTA 회원국에
43억 유로를 대출한 반면, 물 관련 원조 수원국에는 4억 유로밖에 지출되지 않았
다. 2005∼09년 5년 동안의 평균치를 보더라도 EU 역내 회원국의 물관련 프로젝
트에는 무려 90.5%가 제공된 반면, 원조 수원국에는 9.5% 밖에 할당이 되지 않았
다. 따라서 EU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인 유럽투자은행의 수원국에 대한 물 관련 차
관은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를 다른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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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생각해본다면 물 분야에 대한 EU 차원의 원조는 차관의 형태보다는 무상
원조 형태로 더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8-3. 물 분야 EIB 대출 추이(2005~09년)

자료: European Investment Bank(2010a).

다. 추진전략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물 분야에 대한 EU의 원조 추진전략을 정리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EUWI에서 보듯이 EU는 재정지원 메커니즘이 핵심이 아닌 정책대화 형
태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일시적 자금공여의 형태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장기적
차원에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있다. 공여국과 수원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서부터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물관련 기업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대화체를 구성하여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수원국이 물분
야 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배양 제고 및 장기적인 재원조달 방안까지 대화협
의체를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각 지역을 담당하는 부서와 주제별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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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함께 운영하여 서로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한편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각 부서
의 계획과 추진성과 및 상호경험을 공유하는 등 추진과정에서도 대화협의체의 성
격을 활용하고 있다.
둘째, 수원국의 요구와 필요에 대응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실제 각 지역별
필요가 다른 만큼 지역별 물 분야 협력도 지역간에 다른 방식을 보이고 있다. 각
지역별 원조 현황을 보면, 기본적인 식수 및 위생시설로의 접근이 어려운 ACP 지
역에는 ‘물 및 위생 프로그램(water and sanitation programme)’에 집중하고 있으
며, 여러 나라들이 하천을 공유하고 있어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중앙아시아나 아프
리카 지역에는 ‘국경간 물 협력(transboundary water cooperation) 프로그램’을 통
해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보더라도 각 지역의 필요를 채워
줄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수원국의 요구와 필요를 돕기 위해 앞에서 언급한 여러 정책대화체에 수원국의 다
양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EU 역내에서 물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 내지 공유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우선 EU에서 통합수자원관리(IWRM) 시스템을 비롯한 유역
중심 관리 체제, 2000년에 도입된 EU 내 모든 수자원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한 물
관리지침(WFD), 여러 나라 국경을 통과하는 하천의 공동관리 경험 등 EU 내에서
이미 충분히 이행되고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경험을 전수해주고 있다. 또한 그동안
물 분야 관련 정책계획, 수립, 시행에 소비자들인 여러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왔던 EU의 물거버넌스 정신이 수원국의 필요와 수요자 중심의 원조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앞에서 빈곤국에 대한 원조비중이 다른 OECD-DAC 회원국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을 살펴본 바와 같이 원조의 동기가 인도주의적 동기에 근거한 만큼 빈
곤국에 대한 지원이 우선시 되고 있다. 즉 가장 필요가 높은 지역에 대한 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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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시 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EUWI에서 보듯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물 분야
원조의 시행은 국제회의에서의 합의 이행에 바탕을 두고 있다.

4. EU의 물 분야 국제협력 사례
가. ACP-EU Water Facility 개관
EUWI는 2004년에 ACP 지역의 물 부문의 MDGs 달성을 위해 총 5억 유로의
기금을 할당하기로 결정한 ‘ACP-EU Water Facility’를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성과
를 달성하게 된다. 기금은 EU의 EDF(9th European Development Fund)에서 조달
하였으며, 이 금액은 지금까지 ‘물 및 위생 프로젝트(water and sanitation projects)’
부문에 할당된 가장 최대 금액이었다. 이 이니셔티브는 ACP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물 및 위생 관련 기반시설의 구축과 물 거버넌스의 개선, 그리고 통합수자원관리
(IWRM) 메커니즘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
2004년과 2006년 두 번에 걸쳐 사업제안(proposal)을 공지하여 모두 1,300개의
사업요청서를 접수하였고, 이 가운데 175개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 이 175개 프
로젝트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그림 8-4]과 같이 아프리카 지역에 156개, 캐리비
안 지역에 10개, 태평양(pacific) 지역에 4개, 그리고 ACP 전체를 포괄하는 프로
젝트에 5개가 할당되었다.
사업제안서는 (i) 물관리 및 물 거버넌스의 개선 (ii) 물 및 위생시설 인프라 (iii)
시민사회 이니셔티브 등 모두 3개 분야로 나누어 접수하였다. 그리고 사업제안서
를 제출한 사업주체는 EU와 ACP 국가들의 중앙 및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
고 시민사회 조직, NGO 등 다양한데 이들은 ACP 지역의 ‘물 및 위생 프로그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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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 ACP-EU Water Facility 프로젝트의 지역별 분포

자료: EuropeAid 홈페이지(http://ec.europa.eu/europeaid/where/acp/regional-cooperation/water/documents/
wf_projects_geo_distribution.pdf).

프로젝트(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한 지역프로젝트, 기본 위생 시설, 오염수 안전한 처
리, 물 중요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능력배양, 여러 국경을 통과하는 하천의 관리
등)’ 추진을 위해 EU의 재정지원을 신청하였다. ACP-EU Water Facility 추진 결과,
약 1,450만 명이 안전한 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중 350만 명은 위생시설 개
선의 혜택을 누렸으며, 약 1,050만 명이 위생교육 프로그램을 받는 성과를 올렸다.
이러한 성공적인 결과에 힘입어 현재 EU는 제2차 ACP-EU Water Facility를
추진하고 있다. 기금은 EU의 EDF(10th European Development Fund, 2008∼
13)에서 총 2억 유로를 조달하였고, 2010년 초에 사업제안(proposal)을 공지하여
추진 중이다.
본고에서는 제1차 ACP-EU Water Facility에서 선정되어 추진되었던 프로젝트
중 대표적인 3개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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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프로젝트별 사례
1) 안전한 식수 공급 및 위생시설 개선 사업(세네갈, Coubalan)
동 프로젝트는 세네갈(Senegal)의 Coubalan이라는 농촌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
를 공급하고 위생시설을 개선시키고자 ‘이탈리아 ONG ACRA(아프리카와 라틴아메
리카의 지방과의 협력을 위한 협회)’가 신청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39만 유로 중 EU
가 93만 유로를 지원하였고 2006∼09년 동안 진행되었다. 이 프로젝트에는 다양한
관련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였는데, 프랑스 외무부, Town of Cherbourg-Octeville,
Basse Normandie Region, Water Agency of Seine-Normandie, Hydraulic Services
of Senegal 등이 참여하였다.
Coubalan은 세네갈에서도 식수 및 위생시설이 가장 취약한 농촌지역 중 하나로
이 프로젝트는 13개 마을의 총 1만 7,324명의 주민들을 지원하였다. 이 프로젝트
의 목표는 Coubalan의 13개 마을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와 기초적인 위생설비를
제공하는 한편 지속적인 수자원 관리 및 지방분권 행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었
다. 그 결과 3개의 수압식 시스템을 5개 우물에 연결하여 충분한 양의 양질의 식
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Coubalan의 13개 마을에 923개의 화장실을 설치
하였고, 일부 마을과 학교에 위생시설을 건설하였다. 무엇보다 수자원이 지속적인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깨끗한 물을 구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했던
여성들에게 다양한 교육 및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성평등 측면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2) 시민사회 이니셔티브 지원(Cap-Haïitien, Northern Haiti)
이 프로젝트는 3개의 비정부 조직(Oxfam - PROTOS - GTIH) 컨소시엄이
Cap-Haïitien의 지방정부와 함께 추진한 사업으로 총 400만 유로의 사업비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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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300만 유로를 지원하였고, 2006∼10년 동안 진행되었다. 동 프로젝트에도
Ministry for Planning and External Cooperation(Haiti), Cap Haïitien town authorities, 기타 원조단체 등 관련 파트너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이 지역 역시 부족
한 식수와 위생 서비스로 인하여 50만 명의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마을에 충분한 식수의 제공과 함께 하수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마을의 물 부문 관리 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이 지역 주민의 건강과 위생 증진을 위한 74개의 단체의 협조를 얻어
물과 위생 부문에 대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였고 약 10만 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새로운 물 네트워크를 설치하였으며 보다 청결한 개인위생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켰다. 이와 함께 4개의 폐기물 수집 업체를 설립하여 약 3,500여 가
구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3) 통합 물 및 위생 개발 프로젝트(인도네시아 티모르)
사업신청 주체는 오스트리아의 Red Cross and Timor-Leste Red Cross로 전체
사업비 146만 유로 중 EU에서 110만 유로를 지원하여 2007~11년 동안 진행된다.
티모르에서는 전체 주민의 약 40%가 안전한 수자원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고, 농
촌 인구의 약 60% 이상이 적절한 위생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인 청결
상태도 매우 취약하여 콜레라와 설사,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이 발생하고 있다. 따
라서 안전한 식수 공급과 기초적인 위생시설설치를 통해 오염된 물로 인해 발생하
는 질병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만 9,000명의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와 기초 위생시설을 제공하였고
새로운 물 인프라를 만들었다. 여성을 포함한 주민들에게 물 및 위생 프로젝트를
계획ㆍ관리ㆍ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기초적인 개인청결이 개선되고 오염
된 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이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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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U 전문 물기업의 해외협력 전략 및 현황
가. 개요
본 장의 머리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4절에서는 본격적으로 EU 물기업
의 해외진출(또는 해외협력) 현황에 집중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의 [표 8-3]에
서와 같이 2009년의 서비스 인구 기준으로, 전세계 10대 물기업에는 프랑스, 스페
인, 영국 등 EU 회원국의 6개 물기업이 속해있을 뿐만 아니라 1위 베올리아
(Veolia), 2위 수에즈(Suez) 등 EU 기업이 상위에 위치해 있다. 특히 베올리아와
수에즈는 모두 프랑스 기업으로 이 두 기업이 거의 전 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두 업체의 해외사업 비중은 80%를 넘
고 있는데, 이는 다른 10대 물기업들의 해외사업 비중을 훨씬 능가하는 수치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EU는 지속적으로 전세계 물 관련 중요 논의에서 항상 주도
적인 역할을 해왔고 특히 물 관련 국제기관 수립에 많은 힘을 기울여왔다.183) 그
렇다면 EU가 전세계 물 관련 문제에 그렇게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을까?
그 이면에서는 EU의 베올리아, 수에즈 같은 다국적 물기업의 지대한 공헌이 있음
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EU 역내 물관리 정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와 영
국을 비롯한 EU 국가는 성공적인 유역물관리체제의 운영을 적극 홍보하여 전세계
에 자국의 시스템을 전수하려는 노력을 적극 기울여왔다. EU가 이렇게 전 세계적
인 물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배경에는 EU의 우수한
역내 물관리 정책뿐만 아니라 전세계 물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EU의 다국적 물기업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83) 그 대표적인 예가 세계 물위원회(Global Water Council)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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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3. 2009년 세계 10대 물기업 현황
순위

본사소재

기업명

물분야 매출액

서비스인구
(만 명)

해외사업
비중

1

프랑스

Veolia Environment

€12,558

12,237

80%

2

프랑스

Suez Environment

€6,653

11,273

89%

€1,771

2,969

49%

*

3

스페인

Agbar

4

스페인

FCC

€845

2,734

52%

5

브라질

Sabesp

BRL6,352

2,620

0%

6

영 국

United Utilities

£1,640

2,403

57%

7

독 일

RWE

-

1,827

28%

8

미 국

America Water Works

HK$2337

1,700

2%

9

중 국

NWS Holdings

-

1,612

0%

10

홍 콩

China Water Industry

HK$195

1,561

0%

주: * 스페인 최대 물기업인 Agbar는 프랑스 Suez 그룹에 인수되어 모기업은 Suez 그룹임.
자료: GWI(2009).

한편 세계 물시장도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184) 선진국에서는 시설
의 재투자 시기 도래와 국민의 환경에 대한 욕구 증대로 인해, 개발도상국의 경우
에는 인구증가와 도시화ㆍ산업화 확산에 따른 수요 증가와 국제사회의 상하수도
보급확대 노력에 따라 물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5년까지 상수도 및 기초위생설비 미보급 인구를 절반으로 축소한다’는 밀레니
엄개발목표의 이행을 위해서도 물 관련 기업들의 참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Pinsent-Masons에 따르면, 전문 물기업들이 2009년에 전 세계 인구의 12%에 서
비스 공급을 하고 있으나 2015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16%, 2025년에 20%에 물

184) 미국의 경제주간지 포춘(Fortune)은 2000년 5월 15일자 기사에서 “21세기에 물산업은 블루골
드(Blue Gold)로 20세기의 블랙골드(Black Gold)인 석유산업만큼이나 고성장할 것”으로 전
망하였고, 이스마일 세라겔딘 세계은행 수석부총재는 “20세기가 석유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었
다면 21세기에는 물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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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비스를 공급할 전망이다. 특히 아시아 지역이 세계 물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동과 아프리카의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8-4. 전문기업의 상하수도 서비스 인구 현황 및 전망
2009년 현재

2015년 전망

2025년 전망

구 분

서비스인구
(백만 명)

전문기업
공급비율

서비스인구
(백만 명)

전문기업
공급비율

서비스인구
(백만 명)

전문기업
공급비율

서유럽
중ㆍ동부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남ㆍ중앙 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181.4
33.8
68.2
10.1
314.6
8.4
100.4
85.1

45%
10%
5%
1%
15%
25%
22%
18%

219.5
64.4
123.1
43.1
443.6
12.1
136.2
121.5

54%
20%
9%
2%
20%
32%
28%
24%

226.6
81.1
217.8
97.4
605.5
14.7
209.0
158.0

55%
27%
13%
5%
26%
36%
40%
29%

전 세계(합계)

802.0

12%

1,163.4

16%

1,609.8

20%

자료: Pinsent Masons(2009).

이렇듯 물 분야 원조의 중요성과 더불어 많은 국가들의 물시장 개방과 민영화
추세로 인한 물기업의 해외진출 가능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전세계 물시
장을 지배하고 있는 EU의 전문 물기업들의 해외진출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EU의 물기업 현황 및 특징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는 일찍부터 물시장이 형성되어 이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물기업들의 성장이 가능하였다.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는 19세기 중반부터 민간 전
문기업이 지자체와 계약을 맺어 상하수도사업을 대신 경영하는 위탁경영모델이 발
달되었으며, 이때 지자체는 상하수도 시설을 소유하며, 사업에 대한 규제업무를 담
당하였다. 영국에서도 1989년 대처정권은 유역관리청의 상하수도 사업기능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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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10개 상하수도회사로 민영화하면서 세계적인 규모를 갖춘 물기업들이 탄생하
였다. 그러나 이들 기업들은 베올리아, 수에즈와 같은 선두권 물기업으로는 성장하
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 사업자별 ‘지역독점’을 보장하고 비교경쟁시스템 유
지 차원에서 타 사업자의 인수합병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도
1994년 GALLI법 제정을 통해 수도산업 구조개편 촉진하였는데, 이후 20개 주정
부는 1만 3,000여 개에 달하던 상하수도 사업을 2002년까지 91개의 광역화된 사
업단위(ATO)로 통합하였고, ATO는 단일 전문기업에 장기(20∼30년) 위탁경영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위탁경영은 물 관련 민간기업이 아닌 정부나 지자체 소
유의 공기업이 담당하였다. 로마시의 지방공사인 아체아(ACEA)는 1999년 이후
국내외 물시장에 참여하면서 2000년대 중반에는 세계 8위의 물기업으로 도약하기
도 하였다.185)
EU의 물 관련 기업들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우선 영국을 제외하고는
지자체의 권한을 유지하는 위탁경영 방식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즉 물 관련 전문
기업이 다양한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물의 공
공성 때문에 상하수도 시설의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특
징은 ‘운영은 하되 소유는 하지 않는다’는 프랑스식 사업모델과도 유사한데, 앞으
로 살펴볼 물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는 프랑스, 스페인과 같이 처음부터 민간 물기업이 성장한 경우를 제외하
면, 유럽의 후발 물기업들은 모두 공기업 단계를 거쳤거나 현재도 공기업이라는 사
실이다. 물기업 민영화의 대표적인 영국의 경우도 1973~89년 동안에는 공기업의
형태로 운영되었다. 그리고 이탈리아와 독일의 대표적인 물기업들(예: 이탈리아 로
마시의 ACEA, 독일 베를린의 Berlin Wasser 등)은 아직까지 모두 공기업 체제로
185) 최근 아체아(ACEA)가 세계 10대 물기업 순위에서 밀려난 이유는 중국 물기업의 급속한 성장
때문으로, 중국기업들이 세계 10대 기업에 새롭게 편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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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되고 있다. 이들 기업의 지분에는 민간자본이 일부 들어가서 부분 민영화가 되
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정부ㆍ지자체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또는 자치단체 소유다.
표 8-5. EU 주요 물기업의 소유구조 형태
민간기업
(민간지분 50% 이상)
[프랑스] Veolia, Suez
[스페인] Agbar, FC
(100여 년 전
민간물기업으로 창립)
[영 국]
United Utilities,
Severn Trent,
Thames Water
(1973~89년간 공기업)

공기업
(정부ㆍ지자체 지분 50% 이상)
[이탈리아] ACEA 로마시
[독일] Berlin Wasser 베를린시
[스페인] Canal de Isabel Ⅱ

다국적 제조기업
[독일] Siemens
(USFilters 인수하며 물
산업에 진출)

(지역기반 정부직영 사업자로 출발
하여 기업체제 도입 후 세계적인
물기업으로 성장)

자료: 환경부(2006); Pincent Masons(2009) 등 자료 종합.

셋째는 EU의 대표적인 물 기업들은 모두 전체 물순환 과정(Full Water Cycle)
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하수도 서비스업의 경우, 상수공급에서 폐수처리까
지의 전체 시스템을 계획, 설치, 운영하는 전 과정을 단일업체가 위임받아 수처리
전과정의 토탈 솔루션(total solution)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베올
리아와 수에즈의 경우 위탁경영 서비스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설계, 시공, 기술
컨설팅, 설비 및 시스템 등도 공급하고 있다. 한편 수처리 제조업 분야도 설비, 기
기, 화학약품, 정보시스템 등의 각종 구성요소를 전체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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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외진출 전략
이미 국내 물시장에서의 풍부한 운영경험과 튼튼한 사업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EU의 전문 물기업들은 해외 물시장의 개방과 민영화 추세에 발맞추어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이들 기업들의 해외진출은 과거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EU 전문 물기업들의 최근 해외진출 전략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우선 물 관련 운영서비스기업들은 자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물순환 전반을 담
당하면서 이를 통해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확보하여 경쟁력 우위를 점하고 있다
는 사실이다. 최근 해외 물시장에서는 상수도 공급에서 하수처리까지 전 과정을 단
일 업체에게 맡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처리 전
과정의 토탈 솔루션 제공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베올리아와 수에즈 같은 대표적인
물기업들도 오랜 운영관리 경험을 활용하여 이러한 사업전략을 갖고 해외로 진출
하고 있다.
또 하나는 다국적 물기업들이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남미 등의 지역
에서 정치경제 불안 등의 이유로 실패를 경험하면서 ‘위험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02년 세계경제 침체로 인해 개발도상국 경
제가 극심한 침체를 겪게 되면서 이 국가들의 물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했던 기업
들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였다. 베올리아(Veolia)는 개도국 사업 적자폭 확대로
인해 순이익률이 2004년 0.9%까지 떨어지고 매출이 2001년의 75% 수준으로 감
소하는 경영위기를 겪었다. 특히 수에즈(Suez)의 경우, 아르헨티나 정부와 3건의
대형 상하수도 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 계약은 30년 장기 양여계약으로
사업위험 대부분을 수에즈가 부담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2년 세계경기 침체로 아
르헨티나 경제가 붕괴되면서 수에즈는 2002년에만 5억 유로의 순손실을 기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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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수에즈 그룹은 큰 타격을 받았다. EU의 물기업들은 이러한 위기를 겪으면서 위
험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해외진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게 되었다.
첫째, 거시경제환경이 불안한 개발도상국에서의 사업비중 축소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해외시장에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즉 개발도상국
의 거시경제환경이 불안하거나 정부와 갈등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양여계
약을 파기하고 철수하는186) 한편 안정적인 유럽지역 시장기반을 강화하고, 개발도
상국의 경우에는 물수요가 급성장하면서 경제환경이 안정적인 중국 등의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다음 [표 8-6]에는 EU의 주요 물기업의 지역별 진
출 전략이 정리되어 있는데, 수에즈와 베올리아외 다른 주요 물기업들도 개발도상
국 시장에 대한 투자규모를 줄이면서도 예외적으로 중국시장에 대한 비중은 확대
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표 8-6. 주요 물기업의 해외시장(지역별) 진출전략
기업(본사 소재)

전략(Strategy)

Suez(프랑스)

중동과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철수

Veolia(프랑스)

유럽과 중국시장에 집중

RWE(독일)

독일과 중부유럽에 집중하고 타지역은 철수

Agbar(스페인)

유럽과 중동, 중국에 투자, 그러나 남아메리카 대부분에서 철수

FCC(스페인)

남아메리카의 기존사업 유지, 유럽과 중국에 투자

ACEA(이탈리아)

기존 해외사업 유지하지만, 해외사업 신규확대는 중단

Bouygues(프랑스)

아프리카(전 프랑스 식민지 지역)에서의 사업유지

자료: Pinsent Masons(2009).

둘째는 사업영역의 전문화다. 기존 주도기업이었던 베올리아와 수에즈 등은 제
조업 분야에서 철수하며 안정적인 시장 대상의 서비스업 중심으로 사업을 구조조
186) 수에즈(Suez)의 경우, 2005년 아르헨티나(산타페), 필리핀(마닐라 서부), 2006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양여계약을 매각 또는 파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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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경영환경 악화로 비핵심 제조업 부문에서 철수하는 대신
핵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업, 즉 상하수도 서비스, 산업용 수처리 서비스,
위탁운영 등의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187)
셋째는 양여계약 중심에서 사업위험을 최소화하는 사업모델로 전략을 수정하였
다. 과거 물시장은 최소 20∼30년간의 장기계약을 통해 운영되는 형태로 초기 시
장선점 전략이 매우 중요하여 가격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파격적인 계약조건을 제시하여 시장선점에 주력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2002년 세
계경제 침체로 커다란 손실을 경험한 물기업들은 대규모 사업수주를 통한 급격한
사업 성장 및 시장점유를 추진하던 전략에서 규모는 작으나 위험이 낮고 손실이
적으면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계약 공략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위험을 분산
하는 다양한 위험관리기법을 도입하게 되는데, 즉 대규모 계약건에 대해서는 별도
법인을 설립한다거나 해당국 정부의 지급보증을 요구한다거나 민ㆍ관 합작회사
(Joint Venture)를 설립함으로써 현지기업 내지 현지 정부(지자체 포함)와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 사업 참여시에는 현지 파트너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는 방식을 주로 활용한다. 자기자본투자는 프로젝트 전체 사
업비의 25% 미만으로 유지하며, 환리스크 발생방지를 위하여 현지 금융시장에서
차입한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해당정부의 지급보증을 얻거
나 보험에 가입하기도 하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용하여 개별사업의 리스크가
기업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한다. 또한 물기업들은 국제금융기구와 연계하여
개발도상국에 진출하기도 하는데, 개발도상국 정부가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차관을
제공받아 상하수도 건설 및 운영사업을 추진할 때 물기업이 연계하여 진출하여 위

187) 베올리아는 2004년 장비부문 미국 자회사인 USFilters와 서비스-설비업체인 스페인의 FCC를
매각하였고 수에즈는 1999년 인수했던 수처리 화학약품 제조회사인 Nalco를 부채경감을 위해
매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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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줄이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EU의 다국적 물기업들은 장기간에 걸친 대
형 프로젝트에 대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이를 분산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개도국 시장에서는 수도요금 인상이 어렵기 때
문에 저비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규사업 계약에서 서비스 단가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물서비스 기업들의 저비용화를 위한 사업구조조정 노력을 가속화하였
다. 또한 첨단 저비용 수처리 기술를 개발하거나 이러한 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M&A함으로써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라. 해외진출 사례
EU 물기업들의 해외진출 사례는 이 기업들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고 따라서
방대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EU의 대표적인 물기업의 수에즈와 베올리아의 개발
도상국 진출 특히 중국으로의 진출 사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수에즈 그룹의 자회사 온데오(Ondeo)는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상하이
상하수도 서비스 시장에 보다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2001년 7월 온데
오는 상하이 푸동 싱화산업지역에 상하수도 서비스 경영 30년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2002년 3월에는 홍콩 뉴월드그룹의 자회사인 중불물개발 회사, 상하이 화
학산업 공단과 함께 공단 내에서 공업폐수처리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합작기업
을 설립하였다. 이 계약의 기간은 50년이고 총투자비용은 5,400만 달러에 해당되
며, 온데오는 설계, 파이낸싱, 경영 등의 모든 서비스 책임을 맡았다.
한편 2002년 베올리아는 상하이 푸동 상수도회사와 합작기업을 설립하여 중국
에서 최초로 외국기업이 정수과정뿐만 아니라 물배분까지 책임지는 물공급의 전과
정을 담당하게 되었다. 베올리아는 국제입찰을 통하여 수주에 성공하였고 50년 장
기계약동안 총 3억 1,100만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베올리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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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동 프로젝트는 외국기업으로는 첫 번째로 물공급 전과정을 책임지게 된 것과 국
가소유의 공기업 지분을 획득했다는 것 이외에도 상하수도 서비스 분야에서 처음
으로 외국기업으로는 중국소비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6. 소결
가. 요약 및 평가
EU의 수자원 관련 대개도국 협력은 물 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인류의 건강과 생
존의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 빈곤과 보편적 교육기회의 결여, 성불평등과 같은 보
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는 물 문제 해결
을 위한 국제적 공조와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그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
로 임하는 태도와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인도주의적 동기하에서 추
진하는 EU의 물 분야 관련 원조태도는 가장 필요가 높은 빈곤국을 최우선으로 지
원하는 EU의 대개도국 원조 동향과도 무관하지 않다. 실제 EU가 물 분야 관련 최
대 원조액을 지원한 제1차 ACP-EU Water Facility의 경우, 많은 프로젝트들이 식
수공급과 기초적인 위생시설 지원에 대부분이 사용되었고 그 결과 ACP 지역의 약
1,00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혜택을 누렸다. 1차 Water Facility가 완료된 후 EU는
현재 2차 Water Facility를 진행 중이다. 이렇듯 EU는 가장 필요가 높은 곳을 중심
으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이고 꾸준한 대개도국 원조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EU는 공여국 중심이 아닌 수원국의 필요와 소비자 중심의 국제협력 전략
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물 분야와 관련 오랜 정책에서 내려온 EU의 물거
버넌스 정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이 아닌,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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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소비자들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끼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
는 EU의 전통적인 물관리 정책이 EU의 원조정책에서도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U의 주요 물관련 이니셔티브인 EUWI에서도 각 작업그룹에 지
역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더 나아가 매년 이해관계자 참
여 포럼을 개최하여 열린 토론과 의견 개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U의 개도국 원조 전략은 수원국들 사이에서 EU와 EU 회원국의 국격을 높여
장기적으로 국익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물 분야 정책
의 풍부한 EU의 경험을 전수해줌으로써 수원국에 대한 EU의 영향력은 장기적으
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EU가 이러한 풍부한 경험 전수와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물 관련 논의를 주
도할 수 있는 배경으로는 우수한 EU의 역내 물관리 정책 외에도 일찍부터 국내
물시장에서 튼튼한 사업기반을 확보한 후 해외로 진출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
장한 EU의 전문 물기업의 역량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에서는 일찍부터 민간전
문기업이 지자체와 계약을 맺어 상하수도사업을 대신 경영하는 위탁경영모델이 발
달하면서 물시장이 형성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전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베올
리아, 수에즈와 같은 대형 물기업들이 성장 할 수 있었다. 이들 기업들은 시스템
계획ㆍ설치ㆍ운영ㆍ관리 등 수처리 전과정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을 갖추고 있고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물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그러나 EU의 세계적인 물기업들도 개발도상국의 정치ㆍ경제 불안정으로 인해
큰 손실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실패경험은 해외진출에 있어 치밀한 전략을
구사하게 도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대부분의 다국적 물기업은 시장을 차별
화하여 목표시장을 선정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안정
성이 높은 유럽시장과 성장성이 높은 중국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위험을 분산하는 다양한 위험관리기법을 도입하게 되는데, 해당국 정부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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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보증을 요구한다거나 민ㆍ관 합작회사(Joint Venture)를 설립함으로써 현지기업
내지 현지 정부(지자체 포함)와 위험을 분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렇듯 EU는 한편으로는 인도주의적 정신을 바탕으로 물의 필요성이 가장 높
은 빈곤국에 대한 원조를 지원하는 동시에 EU의 경험도 전수해 줌으로써 장기적
으로 이들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물 관련 정책 및
물산업의 역량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에 진출하여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물 관
련 시장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물론 빈곤국에 대한 인도주의적 원조
는 장기적으로 EU의 물 관련 산업의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나.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EU의 물 분야 해외협력 관련 내용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분야 해외협력을 강화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내부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EU의 원조 전략 중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통합수자원관
리(IWRM) 시스템을 비롯한 유역중심 관리 체제, 하천의 공동관리 경험 등 EU내
에서 이미 충분히 이행되고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경험을 전수해주는 것이다. 따라
서 수자원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풍부한 노하우와 역량을 갖고 있지 않는 상
황에서 해외협력 확대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물 기업의 역량 또한 키워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상수도
공급에서 하수처리까지 전 과정을 단일 업체에 맡기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물기업들도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스템 계획ㆍ설치ㆍ운영ㆍ관리 등 수처리 전
과정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
라는 상ㆍ하수도 분리 운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이러한 전체 물순환 과정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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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어렵다. EU의 물 전문기업들은 국내 물시장에서 튼튼
한 사업기반을 확보한 후 해외로 진출하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베올
리아, 수에즈 Agbar 등 모두가 자국내 서비스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대형 물기
업으로서 자국 내의 수도산업 육성을 견인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물기업이 전세계
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 물시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장기적이고 꾸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EU의 대표적 원조사례인
ACP-EU Water Facility의 경우, 단발적인 지원형태가 아니라 ACP 지역의 기본
적인 식수 및 위생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미 1차 Water Facility를 통해 175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현재
는 2차 Water Facility를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EU의 경험에서 보듯이 빈곤국을
대상으로 한 물분야 원조에 있어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보다 장기적이고 꾸준한
원조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물 분야 원조뿐만 아니라 국내 물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이해관계자
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EU의 물분야 지원 전략 중 중요
한 특징 중 하나는 효과적인 개발 지원을 위해서 정책대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이다. 이는 물 관련 개발의 다양한 참여자들(공여국 및 수원국의 정부기관, 시민단
체, 물 관련 기업들까지 모두 포함) 사이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수요자의 입
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협력 분야에 있어 이러한 EU의 접근
은 EU 국내 물 관련 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있어서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방식이
다. 즉 그동안 국내 물 분야 정책과 관련 소비자들인 여러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왔던 EU이 물 거버넌스 정신이 수원국의 필요와 수요자 중심의
원조전략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물기업들의 해외진출 메커니즘을 수립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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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 분야 해외사업은 대부분 장기 프로젝트사업으로 국가별 법/제도의 차이, 정
보수집의 한계 등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물사업자의 독자적 진출 추진이 용이
하지 않다. 게다가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낮은 요금수준, 재정 부족 등으로 투자
비의 안정적인 회수가 보장되지 않아 물기업의 단독 진출에는 어려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은 국내 물 관련 시공사와 운영사가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을 구성하고, 정부는 이 컨소시엄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물시장관련 정보
제공, 수출금융, 사업타당성 조사와 같은 정부 차원의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생
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EU 물 전문기업들은 오랜 경험과 2000년대 초의 해외
진출의 실패 사례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해
외진출 전략을 수정해나가고 있다. 우리기업도 해외진출시 다양한 위험관리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현지의 지자체와 공기업 또는 민간기관과의 합작회사
(Joint Venture)를 설립하는 등 현지 파트너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
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금융기구와 연계하여 진출하는 방안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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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국제환경협력의 현황
우리나라의 국제환경협력은 우리 정부가 녹색성장전략을 발표한 2008년 이후에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전의 국제환경협력은 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
는 지역적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이 강하였으나 2008년 이후부터는 글
로벌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이 더욱 강조되면서 환경협력이 더 많은 관심을 끌게
되었다. 특히 이 시기는 우리나라가 수원국에서 원조국으로 역할을 전환하는 시기
였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수원국에서 원조국으로 전환되면서 대외원조 측
면에서 환경협력이 많은 관심을 얻게 되었다. 즉 환경협력이 우리나라 대외원조의
중요한 축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우리나라 환경협력의 기본적 방향은 2009년에 수립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
년 계획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계획에 제시된 10대 정책방향 중에서 환경협력과
관련된 사항은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이라는 정책방향이다. 우리 정
부는 녹색성장 모범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① 글로벌 녹색성장 실현에 협력하는 국
가, ② 녹색성장의 모범으로 인정받는 국가, ③ 개도국 녹색성장을 도와주는 국가,
④ 녹색성장 허브국가를 구현한다는 네 가지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네 가지
실천방안에 우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환경협력의 구체적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하에서는 각 실천방안별로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글로벌 녹색성장 실현에 협력하는 국가｣에서는 기후변화협상에서 선진국
과 개도국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는 의지를 피력하
였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자발적으로 우리나라의 중기감축목표를 국제사회에
천명하였고 개도국의 감축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NAMA Registry의
설립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또한 재정지원 분야에서도 개도국 지원을 촉진하기 위
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려고 노력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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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 우리 정부
는 G8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OECD 등 국제기구에서의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녹색성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국제적인 다자간 기술협력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한ㆍ중ㆍ
일 녹색기술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둘째, ｢녹색성장의 모범으로 인정받는 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사회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예를 들면 녹색성장과 관련된 지
표를 개발하고 이를 개선한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환경성과지수｣를
2009년 51위에서 2013년 30위로 개선한다는 것이 그 한 예이다. 기후변화협약 등
UN의 국제협약의 당사국총회나 주요 정상급회의를 국내에 유치한다는 목표도 내
세웠다. 2010년에 개최된 G20 정상회의는 이러한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
이었다. 해외봉사단 활동에서도 녹색봉사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제시되었다.
셋째,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도와주는 국가｣에서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감축을 위한 지원이 강조되었다.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동아
시아 기후파트너십｣이 실시되고 있으며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감축능력배양 및 감
축사업의 사전 타당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원은 주로 ODA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 ODA에서 녹
색 ODA 비중을 2009년 14%에서 2013년 20%로 증대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하였
다. 우리 정부는 GEF 공여도(공여액/GEF 목표액)를 2009년 0.23%에서 2013년
0.25%로 인상해 나간다는 목표도 제시하여 다자기금을 통한 개도국 지원도 확대
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녹색성장 허브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기후변화 분야의 국제기구를
창설하여 이를 우리나라에 유치하고 세계적 연구기관을 우리나라에 전략적으로 유
치하여 기술과 인재가 우리나라에 유입되도록 한다는 전략이 제시되었다.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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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제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를
설립하였다. 또한 아시아의 산림녹화를 주도하는 ｢아시아 산림협력기구(AFoCO: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를 2011년에 설립할 계획이다.
위에서 제시한 우리나라의 환경협력 전략은 전략 그 자체로서는 상당히 체계적이
고 적극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환경협력 전략이 실제로 잘 실천된다면 이는
국제사회에서도 매우 획기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의 환경협력 전략이 발표된 시점을 전후로 하여 우리 정부는 양자 및 다자 차원에
서 환경협력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그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 정부는 양자간의 환경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자간 환경협력은 선진
국과 개도국에 대해 약간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 선진국과의 환경협력은 주로 녹
색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 보급, 녹색분야 외국인 투자 유치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예를 들면 지식경제부가 개최하는 주요 선진국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는 이
들 선진국의 녹색제품과 기술이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
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주요 선진국 기업들은 이와 같은 기회
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와 공동기술개발을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성장하는 신재생에
너지 시장 등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우
리기업은 선진국의 기술과 제품으로부터 새로운 사업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
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녹색분야 협력이 많이 논의되었다.188)
또 하나의 사례는 외교통상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울릉도와 덴마크의 삼소도
(Samso Island)와의 협력 프로젝트이다. 삼소도는 풍력발전을 통해 필요한 전력
전량을 얻고 있는 섬으로 울릉도는 삼소도의 경험을 벤치마크하여 울릉도의 에너
지 자립도를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189) 우리나라와 덴마크는 2009년에 양국 협력
188)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녹색분야협력은 신성장을 위한 새로운 활력소｣, 2010년 3월 17일.
189)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덴마크와의 녹색성장 협력확대｣, 2010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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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새로운 비전으로서 ｢녹색미래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Partners for Green
Future)｣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이 합의에 기초하여 추진되고 있다.
한편 개도국과의 환경협력은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가 힘
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은 주로 아시아 지역이다. 예를 들면 중국, 인도, 그리고
ASEAN 국가들, 나아가 중동지역 국가들이 우리 정부가 환경협력에 힘을 쏟고 있
는 국가들이다. 중국과의 환경협력은 주로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
면 우리나라 대한상공회의소는 중국의 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함께 ｢한ㆍ중 녹색경
제협력포럼｣을 2009년에 개최하였다. 이 포럼을 통해 양 기관은 ｢그린 파트너십
다이얼로그｣를 구성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 협의체는 주로 기업인과 전문가로
구성되며 양국의 녹색산업 기술협력, 기후변화 공동대응, 향후 수요증가가 예상되
는 동남아 시장에의 공동진출 등을 목적으로 양국 기업간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
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의 환경협력을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2009년 5월
일본경제신문사가 주최한 ｢아시아의 미래｣포럼에서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는 저탄
소 녹색성장을 동북아 지역협력의 우선순위 대상으로 선정하고 “동북아 녹색성장
네트워크”와 같은 대화채널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3국의 정책결정자와 전문가들이 녹색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탐색하도록 하며 특히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제안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3월 ｢한ㆍ중ㆍ일 녹색기술포럼｣을 개
최하였다. 이 포럼에는 한ㆍ중ㆍ일 3국의 과학기술정책 담당자와 연구자들이 참여
하였으며 태양광, 스마트그리드, 전기자동차 3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리 정부는 이 포럼을 통해 향후 3국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ASEAN과의 환경협력은 청정에너지개발, 식림사업, 저탄소도시개발 등 분야에
서 나타나고 있다. 2009년 6월에 개최된 한ㆍASEAN 특별정상회의에 앞서 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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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참가 10개국의 유력 일간지에 특별 기고문을 발표하였다. 기고문의
제목은 ｢미래를 향한 녹색협력의 동반자(A Green Partnership for the Future)｣였
는데 이 기고문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과 ASEAN이 녹색성장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도 대응하고 경제성장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협력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서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을 활용하고 나
아가 우리정부가 매년 개최하는 ｢동아시아 기후포럼｣에서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
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식경제부는 2010년 9월 말레이시아와 원자력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
기 위해 ｢2010 한ㆍ말레이시아 원자력에너지포럼｣과 ｢제1차 한ㆍ말레이시아 원
자력에너지 워킹그룹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는 ASEAN과의 환경협력의 한 사례
라고 할 수 있다.190) 인도에 대해서는 주로 친환경 도시건설과 태양광 발전 등 신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이 유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한 개도국 지원방안도 제시되었다. 기획재정부
는 2009년 10월 개도국의 녹색성장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191)
이 방안에 따르면 우리정부는 개도국 녹색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규모를 확대
하고 지원조건을 개선하며 지원방식도 다양화하기로 하였다. 먼저 녹색성장산업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규모를 향후 4년간(2009~12) 당초 1.2조 원에서 1.7조
원으로 확대한다. 녹색성장 중점지원 분야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 상하수도ㆍ폐
수처리, 폐기물 처리, 소수력의 6개 분야다. 성장가능성이 높으나 개도국의 적극적
인 수요창출이 필요한 분야(태양광, 풍력, 바이오)에 대해서는 지원조건을 대폭 개
선한다. 개도국 신성장분야에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동 분야에서의 타당성 조사

190)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한 말레이시아 원전협력 강화｣, 2010년 9월 29일.
19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녹색성장산업 지원방안 마련｣, 2009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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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대규모 프로젝트가 필요할 경우 EDCF, 수출입은행 녹색
성장금융 등을 연계한 패키지 지원을 확대한다.
위와 같은 방침에 의거하여 2009년 10월 기획재정부는 아시아 개도국과의 녹색
성장 협력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192) 이 방안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메콩강 유역
6개국을 우리나라 환경협력의 중점 국가로 선정하고 이들 국가에 대해 EDCF 자
금, 수출입은행 녹색성장금융자금,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의 무상원조, 아시아개발
은행(ADB)과의 협조융자 등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진출가능 분야를 파악하기 위
해 ｢메콩강유역 개발포럼｣(가칭)을 주최하여 유역국가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수원국 및 ADB와 연례 협의를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 지역에 우리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녹색성장금융자금을 활용하고 해외직
접투자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해소해 준다는 계획도 제시되었다. 주요 관
심분야는 신재생에너지개발, 폐기물처리, 수자원 관리, 기후변화대응, 조림, 저탄소
에코관광벨트조성 등이다.
본고의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무상자금을 통한 개도국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8년 7월 G8 확대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기후파
트너십｣을 발표하였다. 지원기간은 2008~12년이며 지원규모는 2억 달러이고 지원
대상국가는 몽골,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부
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
탄, 아제르바이잔, 남태평양도서국이 포함되어 있다. 지원 분야는 수자원, 저탄소도
시, 산림(바이오매스), 저탄소에너지(신재생에너지), 폐기물처리 등 분야이며 유상
원조자금 지원 분야와 비슷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 환경협력에 매우 적극적으
19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아시아 개도국과의 녹색성장 협력강화 - 메콩강 유역 개발사업 참여 확대｣,
2010년 10월 7일.

제9장 결론 421

로 나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는 환경협력에서 정부부처간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각 정부부처는 관할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안건을 발
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식경제부는 에너지 분야(원자력에너지가 한
사례)에서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유상자금을 통한 개도국 환경관
련 유망사업 발굴과 우리기업의 진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국제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닦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황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모범적인
환경협력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환경협력이
본격화된 것은 2008년 전후로 그 역사가 매우 일천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 환경협력은 여러 측면에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
다. 일본과 EU는 우리나라에 비해 환경협력의 역사가 훨씬 길고 따라서 많은 경험
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따라서 이들 국가ㆍ지역의 경험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훈을 얻는 것은 매우 유익할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일본과
EU의 환경협력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특징을 비교 분석해 보기로 한다.

2. 일본과 EU 환경협력의 비교 분석
가. 비교의 기준
일본과 EU의 환경협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비교를 위한 항목을 먼저 명확
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중심으로 두 지
역의 환경협력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국제협력에서의 환경협력의 ｢중요도｣이다. 환경협력의 중요도를 명확히
수치로 평가할 수는 없으나 국제협력과 관련된 정책이나 전략, 전체 ODA에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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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ODA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통해 이를 평가해 볼 수 있다.
둘째는 환경협력의 ｢목적｣이다. 국제협력의 목적을 유형적으로 분류해 보면 순
수한 인도주의적 협력이 그 하나이고 이와 완전히 대립되는 유형이 경제적 이익실
현을 위한 협력이다. 물론 현실의 국제협력은 이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섞여 있는데
어떤 성격이 더 강한가에 따라서 그 유형을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환경협력의 ｢주체｣이다. 환경협력이 완전히 공적자금이나 공적기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형(국가주도형 환경협력)이 있는 반면 민간자금이나 민간조직
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형(민간주도형 환경협력)도 있을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도
현실의 환경협력은 이 두 가지 유형이 섞여 있으며 어느 유형이 더 지배적이냐에
따라 그 국가ㆍ지역의 환경협력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
넷째는 환경협력의 ｢대상｣이다. 환경협력의 대상은 다시 대상국가ㆍ지역, 환경
분야, 그리고 정책 분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환경 분야란 대기, 수질, 기후
변화, 에너지, 폐기물 등의 분야를 의미하며 정책 분야란 환경 인프라 정비, 인재육
성, 환경제도 구축 등 환경협력의 주력 분야를 의미한다.
다섯째, 환경협력 ｢추진 체제의 특성｣이다. 환경협력의 주체는 중앙정부, 지자
체, 기업, NGO 등 다양한데 이들 주체들이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움직
이는가에 따라 추진 체제의 특성을 구분해 볼 수 있다. 유형적으로 분류해 본다면
모든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환경협력이 추진되는 협력형과 각 협력주체가
독자적으로 환경협력을 추진하는 독자형이 있을 수 있다.
나. 환경협력의 중요도
환경협력의 ｢중요도｣ 측면에서 볼 때 일본과 EU는 모두 국제협력에서 환경협
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각종 환경 관련 전략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본고의 제2장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일본은 ｢ODA 대강｣, ｢ODA 중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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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별원조계획에서 환경협력은 일본 ODA의 중요한 분야로 언급되어 있다. 특히 기
후변화를 비롯한 글로벌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도국을 지원할 필요성을 강
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일본의 환경 ODA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
고 있다.
일본의 환경 ODA는 규모가 매우 크고 전체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2007~08년 기간 동안 일본의 연평균 전체 ODA는
108억 달러였는데 이 중 43억 달러(40.2%)가 환경 ODA였다. 이 기간 중 OECD
DAC 회원국 전체의 환경 ODA가 130억 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일본의
환경 ODA가 얼마나 큰 규모인지를 알 수 있다.
EU의 경우에도 환경협력을 중시한다는 방침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환경 ODA의 규모로만 살펴본다면 EU의 환경협력은 일본에 비해 그 중요성이 낮
게 나타나고 있다. 2007~08년 기간 동안의 환경 ODA의 연평균 실적을 보면 EU
차원에서의 환경 ODA는 약 16억 달러로 독일의 28억 달러보다 더 적었기 때문이
다. 참고로 동 기간 중 프랑스는 15억 달러의 환경 ODA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EU는 일본과는 약간 다른 입장에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
다. 그것은 바로 EU의 대외원조가 EU 회원국의 원조를 보완하는 영역에 국한되어
실시된다는 보완성의 원칙이다. 다시 말하면 EU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EU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되는 영역에 한정하여 EU
차원의 원조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차원에서의 환경 ODA는 2007년 이후 규모와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2006년 약 32억 달러(38%) 수준에서 2007년과 2008년에는 각각 17억
달러(18%), 15억 달러(14%) 수준으로 반감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된 수치만을 가지고 EU의 환경협력을 낮게 평가할 수 없다.
EU는 환경 ODA에 반영되지 않는 다양한 환경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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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기후변화 국제협상에서의 리더십 발휘, 그리고 기후변
화 재원 마련을 위한 EU의 적극적인 대응이다. EU는 포스트 교토체제를 둘러싼
국제협상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
감축)를 제시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의 참여를 유도하였고, 재생가능에너지 보급목표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의 20%)를 제시하여 에너지 관련 시장의 큰 변화를
예고하였다. 이와 같은 다자체제에서 보여준 EU의 환경협력은 매우 인상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EU는 기후변화 재원 마련 분야에서도 적극적이다. EU는 특히 국
제공공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면서 스스로도 필요한 재원부담
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EU는 개도국의 감축 및 적응을 위한
재정지원을 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물론 현재 이 문제는 기후변화 국
제협상의 가장 중요한 쟁점의 하나이며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다. 환경협력의 목적
그렇다면 일본과 EU는 왜 환경협력을 중시해 온 것일까? 사실 개도국 입장에서
보면 환경 분야에 대한 선진국의 협력제안은 그리 탐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개도국은 환경문제의 해결보다도 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개도국 정부가 보기에 온실가스 감축, 깨끗한 공기, 맑은 강, 청결한
폐기물 관리와 같은 문제들은 물론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지만 시급성면에서
보면 빈곤타파에 비해 우선도가 떨어지는 문제이고 선진국의 지원자금은 되도록이
면 환경 분야보다는 다른 분야로 전용하고 싶은 욕구가 늘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일본과 EU가 이미 1990년대부터 환경 분야에서
의 협력을 강조해 온 ｢목적｣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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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에 있어서 일본과 EU는 약간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한
다면 일본은 환경협력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확보를 중시하는 반면 EU는 인도주
의적인 지원을 중시한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유형화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나 두 국가ㆍ지역의 환경협력의 본질적 특징은 위와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수자원 분야의 환경협력을 예로 들어 살펴보자. 일본과 EU의 수자원 분야 환경
협력은 본고의 제4장과 8장에서 다루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향후 매우 빠른 성
장이 예상되는 세계 물 시장에서 일본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점에서
개도국과의 물 분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EU는 최빈국, 저소득 국가를 대
상으로 위생적인 식수공급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관점에서 물 분야 협력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협력 대상국가에도 차이를 불러오고 있다. 일본은 주
로 물 관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득 국가(예: 중국, 인도, 사
우디아라비아, ASEAN 국가)를 중점 협력대상으로 삼고 있는 반면, EU는 최빈국
과 저소득국을 중점협력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히 ACP 국가들(Africa, the
Caribbean and the Pacific)이 EU의 중점협력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로 2008년
EU의 물 분야 ODA 수원국들 중 최빈국 및 저소득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9%에
달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인도주의적인 물 분야 협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얘
기는 절대 아니다. 그리고 EU가 물 사업의 관점에서 개도국과의 양자협력을 추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절대 아니다. 상대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다. 일본의 경우에도 실제로 최빈국의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한 JICA
차원에서의 협력은 다수 존재하고 있다. EU의 경우에도 EU 회원국의 물 공급 기
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도록 하기 위한 시장개방요구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실제로 한ㆍEU FTA 협상 시 EU는 우리나라의 상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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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개방을 강력히 요구했던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원에 상응하는 이익의 확보를 중시하고 있다. 이러
한 일본의 태도는 2003년에 채택한 ｢신 ODA 대강｣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
는 국익을 중시하는 원조로의 전환이 강조되고 있다. 반면 EU는 상대국의 상황과
수요를 중시하고 있으며 국제하천관리 등 EU가 보유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국제협력의 원칙을 보다 더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라. 환경협력의 주체
그러나 최근에는 EU와 같은 전통적인 협력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즉 공
적주체가 공적자금을 기반으로 인도주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도국을 지원하
는 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환경협력에서도
EU 방식에서 점차 일본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변
화는 민간기업, 지자체, NGO 등 종래의 환경협력의 주변에 머물러 있던 협력 ｢주
체｣들을 점차 환경협력의 전면에 나서게 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의 자금과 기술,
노하우가 환경협력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국제사회에서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협력 주체의 변화의 배경에는 환경협력에 필요한 자금이 천문학적 규모
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이 있다. 기후변화방지, 생물다양성 보전 등 글로벌대응을 필
요로 하는 환경 문제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과거의 환경협력이 주로 국지적인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었다면 앞으로의 환경협력은 글로벌한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며 그 대응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는 엄청난 규모의 사회경제적 인프라 정
비, 산업구조의 전환, 제도의 재편, 신기술 개발 등이 필요하게 되었다. 개도국은
이러한 대응책을 수립할 재정, 기술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선진국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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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선진국은 과연 얼마나 재정적 지원능력이 있는가? 과연
정부의 공적재원만으로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을까? 또 공적기관이 가진 기술과
노하우만으로 개도국의 환경협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최근 이러한 문제
의식과 더불어 공적기관과 더불어 민간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민간기업의
자금과 기술을 환경협력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은 최근 이른바 ｢민관협조(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를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에너지 효율향상, 수자원, 원자력발전, 재생에
너지 등의 분야다. 이들 분야에서는 먼저 정부가 나서서 정부와 민간기업의 협의회
를 만들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해외에서의 구체적인
사업안건이 형성되면 정부의 ODA, JBIC 등 공적금융기관의 금융지원, 기업의 기
술과 자금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상대국에 진출한다. 정부는 사업전개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부담하고 어느 정도의 이윤을 확보해 줌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상대국의 환경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민
관협조체제의 기본적인 구조이다. 이러한 체제가 잘 형성되면 민간기업의 자금과
기술을 글로벌 환경 문제의 해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만큼 공적기관의
자금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
EU에서도 민간자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글로벌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펀드(GEEREF: The Global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Fund)｣이다. 본고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이 펀드는 개도
국 및 체제전환국에서 에너지 개발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투자에 동반
되는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적으로 마련된 이 펀드를 활
용하여 민간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개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부족 문제 해결 등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공적자금을 바탕으로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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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적 관점에서 개도국 환경협력을 추진해 왔던 EU조차도 부족한 지원자금을 조
달하기 위해서는 시장지향적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 환경협력의 대상
일본과 EU는 환경협력의 대상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양 국가ㆍ
지역의 지리적 위치 및 역사적 경험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협력대상국가ㆍ
지역을 보면 일본은 주로 아시아 지역에 대한 환경협력을 중시하고 있는 반면 EU
는 ACP 지역에 대한 환경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ACP 지역이란 아프리카, 카리브
지역, 태평양 지역을 의미하는데 이 지역에 있는 국가들은 과거 EU 회원국들의 식
민지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본고의 제2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일본 환경 ODA의 상위 10개 수원국 중에
서 1위부터 6위까지의 국가(인도,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가 모두
아시아 국가이다. 이들 국가는 경제성장이 빠르고 시장규모가 매우 크며 소득수준
도 어느 정도에 이르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EU 환경 ODA 상
위 10개 수원국을 보면 터키, 남아공, 모로코, 우크라이나, 알바니아, 볼리비아, 세
르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요르단, 인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일본의 환경협력
대상국가와 매우 다르다.
환경협력의 대상 분야도 다르게 나타났다. 일본은 주로 사회적 인프라나 경제적
인프라 구축에 많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환경 ODA의 약 40%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었으며 30%는 경제적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었다. 사
회적 인프라에서도 교육, 보건 분야는 적은 반면 주로 수자원, 폐기물 관련 인프라
구축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제적 인프라에서는 교통, 에너지 분야 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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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
에 일본 환경 ODA의 90% 이상은 유상자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EU
의 환경 ODA는 주로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인프라 구축보다는 능력배양, 일
반예산지원 등에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 환경협력 추진체제의 특성
일본과 EU는 최근 ODA의 집행체제를 개혁하였다. 개혁의 핵심은 ODA를 종
합적으로 시행하는 기구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기구를 통합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
면 EU는 1990년대 후반에 EU의 원조집행체제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하면
서 이를 개혁하고자 노력한 결과 2000년에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에서 주
목할 만한 점은 EU 원조협력청을 신설하여 프로젝트의 발굴부터 시행, 평가를 종
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개혁이 이루어졌다. 즉 일
본정부는 2008년 10월 국제협력기구(JICA)에 유상협력, 무상협력, 기술협력을 총
괄적으로 수행하도록 기구를 확대 개편하였다. 이로써 일본의 국제협력기구는 국
제협력은행의 유상원조와 외무성의 무상원조 기능을 흡수하였고 세계에서 가장 큰
원조기구로 거듭나게 되었다.
2000년 EU의 대외원조 개혁안에서는 또한 EU 집행위원회에 집중되어 있던 대
외원조 관리권한을 63개의 해외 현지 유럽원조협력사무소로 분산하였다. 이것의
목적은 현지사정과 수요를 좀 더 잘 파악하여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개혁이 있었다. 2003년 ｢신 ODA 대강｣에는 ODA에 관한 중
기정책의 수립, 국별원조계획의 책정, 대외경제협력 관계각료회의를 중심으로 한
성청의 연계성 강화, 정책결정 과정에서 피원조국 현지실시기관(재외공관, 현지사
무소 등)의 역할 강화, 외부전문가 활용 확대, 개도국에 대한 지역연구 강화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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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모두 현지수요를 적확하게 파악하고 개도국 지
원을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이상의 개혁을 요
약한다면 원조실시기관의 통합, 정부기관의 연계 강화, 현지기능의 역할 강화로 표
현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협력에서도 비슷한 개혁 성향이 나타났다. 특히 EU의 경우에는 원조국과
수원국의 긴밀한 협력이 매우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한 사례가
수자원 분야에서의 협력이다. EU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많
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개도국에 전수하기 위하여 2002년에 ｢EU 물
이니셔티브(EUWI: European Water Initiative)｣를 도입하였다. EUWI는 제8장에
서 상술한 바와 같이 협력의 조정 및 보다 효과적인 개발 지원을 위해서 정책 대
화를 사용한다. 물 관련 개발의 다양한 참여자들(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유럽과 수원국의 물 관련 기업들까지 모두 포함) 사이에서 중재하고 활동
하면서 파트너십 형태의 접근방법을 활용하였다. EUWI는 모두 5개의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및 조정을 통한
물관리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가 포함되어 있어 이것이 공여국과 수원국의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한 이해조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한 사례가 바로 에너지 효율화
분야에서의 ｢민관합동포럼｣이다. 이것은 일본정부가 2006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포럼으로서 주로 중국과 인도를 대상으로 일본의 에너지 기술을 소개하고 이를 사
업화로 이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 포럼은 관련 분야의 기업과 정부기
관이 참여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물론 이를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발전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함으로써 공여국과 수원국이
공동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EU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해관계자의 광범위한 참여를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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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데 아직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NGO의 참여, 민간 전문가의 활
용, 현지 사무소의 정보수집 및 본국에서의 정책에 반영시키는 기능 등은 아직 개
선해야 할 점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점은 환경성의 자문기구
인 중앙환경심의회가 2005년에 발표한 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사. 종합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과 EU의 환경협력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
다. 일본은 EU보다 더 큰 규모의 환경 관련 ODA를 지원하고 있고 주로 경제성장
이 빠른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유상원조를 통해 환경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일본의 중점 협력분야는 에너지 효율향상, 수자원 공급 및 수질관
리, 폐기물관리, 저탄소도시건설,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이 있다.
한편 EU는 일본보다는 적은 규모의 환경 ODA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EU의
환경협력이 EU 회원국의 개별적인 환경협력으로 대응할 수 없는 영역을 주요 대
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EU는 일본과 달리 아프리카, 동유럽, 카
리브 지역,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가를 대상으로 주로 무상원조를 통해 환경협력을
전개해 왔다.
EU 환경협력의 큰 특징은 이른바 ｢환경주류화｣ 정책이다. 환경주류화란 개도국
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개도국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이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배려한다는 것인데
EU는 개도국에 대한 원조사업이나 협력 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하려 노력해 왔다. 물론 일본도 환경주류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책
정하는 등 노력을 해왔으나 EU에 비해 그 이행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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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EU의 환경협력에서 공통점도 보이는데, 첫째는 이들 모두 환경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환경 ODA 추진 체제를 크게 재편했다는 점
이며, 마지막으로 셋째는 최근 들어 민간자본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
다는 점이다.
일본과 EU 모두 글로벌 환경 문제에 대한 범지구적 대응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
으며 이를 위해 선진국의 대개도국 환경협력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잘 알
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러한 환경협력이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
로 기대하는 경향이 이들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2010년 6월에 발표
된 일본의 신성장전략에서는 환경 분야에서 50조 엔의 신규 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14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비전이 제시되었다. EU는 재생에너지 분야에
서 개도국에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 경쟁력을 보유
한 EU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과 EU 모두 환경협력과 관련한 추진 체제를 크게 재편하였는데 기본 방향
은 개도국과 환경협력을 실제로 실시할 수 있는 국내의 인력과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고 공적기관 이외에 산재해 있는 전문가나 활동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
이다. 일본과 EU 모두 민간자본의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지 않으면 글로벌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을 제
시하기도 하였다.

3. 시사점 및 정책제안
이처럼 최근의 환경협력은 인도주의적인 소규모 지원에서 시장원리에 기반한
대규모 지원으로 바뀌어 가는 경향이 있으며 국가의 공적자금과 민간기업의 투자
자금이 함께 투입되는 쪽으로 전환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이미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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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EU는 점차 이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우리
나라의 환경협력에서도 이와 같은 세계의 동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절에서는 이상과 같은 고찰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환경협력에 몇 가지 시사점을 제
시해 보고자 한다.

가. 환경협력을 위한 국내역량 강화
첫째는 환경협력을 위한 국내역량을 먼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본
장의 제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환경협력에 대한 매우 원대한 목표
를 설정하고 있다. 기후변화 국제협상 등 환경관련 국제협상에서도 적극적으로 대
응하면서 개도국 지원도 늘려나가고 또한 녹색성장의 허브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
행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인력, 조직의 육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리
고 환경협력을 추진하는 다양한 주체들간의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추진 체제가 필
요하며 국내에서 실제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구축과 문제해결을 위한 노하
우 축적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점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매우 많다. 먼저
환경협력에 대한 정책결정을 하는 중앙정부부처는 경쟁적으로 각종 환경협력 방안
을 발표하고 있으나 이들은 국가적으로 설정된 어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다. 각각의 정부부처는 횡단적인 정보교환이나
정책조정을 통해 환경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메커니즘을 확보하지 못하
고 있다. 그 결과 각 정부부처가 추진하는 환경협력은 중복되거나 효과가 상쇄되거
나 하여 전체적인 협력의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또한 환경협력을 실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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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우리 정부는 환경협력과 관련한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리고 있으나 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은 이에 비례적으로 늘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
이다. 예를 들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우리나라 환경협력을 실시하는 실무조
직인데 여기에 환경ㆍ기후변화와 관련된 협력을 담당하는 조직은 기후변화ㆍ환경
1팀과 2팀 두개에 불과하다. 2010년 10월 기획재정부는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에
이어 아프리카 기후파트너십을 위한 2억 달러의 기금을 향후 5년에 걸쳐 조성한다
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급속히 증가하는 환경협력 예산을 제대로 집
행하고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환경협력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
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재부족 현상은 KOICA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하층으로 내려가면 이
문제는 훨씬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공기업이나 엔지니어링
업체 등 환경협력을 실시하는 주체들의 영어 협상능력이나 영문 입찰제안서 작성
능력 등은 매우 낮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다. 정부부
처 산하의 공사, 공단 등 공공기관, 나아가 민간기업 등의 환경협력 관련 인재육성
및 조직력 강화도 필요하다. 나아가 정부부처와 산하의 집행기관들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매우 필요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들 간의 협력활동을 전체적으로 조
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 따라서 동일한 국가에 대해 지원하면서도 정부
부처간 혹은 협력 이행기관 간의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한 가지 우리나라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항은 바로 국내의 환경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에너지 효율 향상이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 제도 도입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분야에서 개도국 환경협력은 불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에너지 효율 분야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제도적
및 기술적 역량을 축적해 왔다. EU는 국제하천 관리나 상하수도 관리 등을 통해
물 공급 시스템 관리능력을 오랫동안 축적해 왔다. 이와 같은 내부적 역량이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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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일본과 EU는 개도국과의 효과적인 환경협력이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에서도 실제로 각 환경 분야에서의 제도적 및 기술적 역량을 축적하기 위한 자기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하나의 사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고 싶다. 이제는 말로만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노력을 들이도록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것이 없이는 내적 역량의 축적이 어려울 것이고
또한 환경협력은 더더욱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우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들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
요가 있다. 첫째는 실질적으로 환경협력을 실행하는 기관의 환경협력 담당인력과
조직을 시급히 확대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환경협력은 정부의 중앙부처가 기
본방향을 결정하고 산하기관이 이를 이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최근 우리 정부는
환경협력을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를 실행해야 하는
실행기관은 조직, 인력, 노하우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에 직면해 있다. 실행기관
이 부실한데 중앙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실행될 리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ODA 실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의 경우 심각한 인력부족에 직면해
있고 수자원, 폐기물, 에너지 등 각 분야별로 환경협력을 실행해야 할 공공기관의
환경협력 인력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환경협력은 기본적으로 국제협력이기 때
문에 협력대상국에 대한 이해력, 언어소통 능력, 해당 협력분야에 대한 전문성 등
다양한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환경협력을 효과적으로 실
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에 더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
환경협력 실시기관에 이 업무만을 전담하는 담당자를 두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둘째는 정부부처간의 환경협력을 조정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환경협력 전략을
책정하여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의 권한, 책임 그리고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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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현재 이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녹색성장위원회이다. 녹색
성장위원회는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제협력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녹색성
장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 등 주요 정부부처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
으며 국무총리 및 대통령이 위촉한 자가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직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녹색성장위원회의
역할에서 환경협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녹색성
장위원회가 심의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대부분은 국내의 녹색성장과 관련한 것들이
며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은 간단히 언급되고 있는 데 그치고 있다.
또한 녹색성장위원회는 정부부처의 환경협력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아직 충분히 해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정부부처는 경쟁적으로 환경협력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어느 정도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와 조정을 거쳐 실시되고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녹색성장위원회와 정부부처 간의 효과적인 분업구조를 잘
정비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예를 들면 위원회는 기획, 조정, 평가 등의 역할을
하는 반면 구체적인 환경협력 사업은 관련 정부부처가 실행하는 분업구조가 적절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나. 개도국 환경협력에 있어서의 환경주류화 도입
둘째는 환경주류화의 관점에서 대개도국 환경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공적개발원조를 포함한 국제협력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은
중요한 목표다. EU는 환경을 하나의 독립된 분야가 아닌, 개발정책의 다양한 분야
와 통합적으로 연계시켜 다수준ㆍ다분야에 추진해야 하는 접근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존 프로젝트 단위의 개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요소가 통합적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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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개도국에서의 개발원조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환경을 통합하는 접근방법이 요구된 것이다.
기존 공여국들은 프로젝트의 성과만을 중시한 나머지 전체 수원국의 개발 차원
은 물론이거니와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즉 개별 프로젝트 단위의 개발정책은 수원국의 전반적인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
였다. 이에 EU는 역내정책 및 회원국의 국내정책에서 환경영향을 전략적으로 고
려할 뿐만 아니라, 개발정책에서도 환경을 고려하는 환경주류화(Environmental
Mainstreaming)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환경주류화는 개발정책
을 추진함에 있어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목표간의 균형적인 통합을 추구하는 것
이다.
개발정책에서의 환경주류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환경영향평가뿐만 아니라 전략
환경평가의 도입이 요구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주로 프로젝트 단계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이미 개발 프로젝트 추진이 결정된 상황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기획단계에
서 환경영향을 반영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최근 개발정책이 수년에 걸쳐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프로젝트 계획단계에서 미쳐 고려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 이에 전략환경평가는 프로젝트 단계
보다 높은 수준인 정책 또는 프로그램 단계에서 환경영향을 평가함으로써 그에
수반하는 개별 프로젝트를 유연하게 수정ㆍ추진할 수 있게 한다.
전략환경평가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공여국은 수원국의 기존 개발정책 및 프로
그램과 상반되는 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수원국으로 하여금 전
략환경평가팀을 구성하게 함으로써 개발원조에 있어서 주인의식을 그만큼 고취시
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수원국에서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그룹을 전
략환경평가팀에 참여시킴으로써 그동안 개발정책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그룹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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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계를 반영하면 그만큼 개발원조의 효과성도 함께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다음 두 가지의 정책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개
발원조정책 수립 시 환경주류화 도입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하다.
KOICA는 지난 2006년 개발원조에 있어서 환경을 고려한 전략환경평가 적용 지
침을 발표한 적이 있으나 공식적인 KOICA의 정책입장이 아닌 모범사례 위주의
내용을 담고 있어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들이 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
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OECD DAC는 환경주류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
면서 공여국들이 국별 상황에 맞도록 환경주류화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것을 요구
하고 있다. EU 또한 2009년 환경 및 기후변화를 고려한 환경주류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는바, 실무적인 차원에서 환경주류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시 EU의 가
이드라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EU 차원뿐만 아니라 EU 회원국들도
개별 상황에 맞는 환경주류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는바 우리나라의 환경주류화
를 위한 벤치마킹 대상은 적지 않다.
둘째, 환경주류화를 위한 전략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
라는 개발원조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전략환경평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있
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제 막 OECD DAC 회원국으로 가입한 우리나라로서
는 기존 공여국들의 시행착오를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개발원조정책을 수립하
는데 이를 반영해야 한다. 특히 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한 전지구적인 관심이 고조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개발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원조정책의 수립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이는 OECD DAC 동료 검토가 환경을 고려한 원조정책의
수립을 강조한 대목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략환경평가의 도입이 요구되는 시
점이다.
그러나 전략환경평가의 도입이 개별 프로젝트별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환경영향
평가와 개별적 또는 상호 배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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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략환경평가가 거시적
이고 좀더 높은 수준에서 개발원조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데 적용
되는 것이지만, 이들 정책과 프로그램들도 결국은 개별 프로젝트들을 포함하고 있
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 또한 전략환경평가와 함께 포괄
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 프로그램지원 또는 일반예산지원을 활용한 원조효과성 제고 노력
셋째는 개발원조에서 최근 강조되고 있는 원조효과성의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파리선언 및 아크라회의를 통해 기존 공여국 중심
에서 수원국 중심의 개발정책 수립과 추진이 원조효과성을 제고하는 효율적인 방
안으로 권고되었다. 수원국 중심의 개발정책은 공여국 시스템이 아닌 수원국의 시
스템을 통한 원조지원과 원조정책 결정이 개발정책에서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제고
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원조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제고하는 이런 원조정책의 방안으로 프로그램지원과 일반
예산지원이 있으며, 특히 EU는 일반예산지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평가
를 받았다. 일반예산지원은 수원국의 정부예산에 직접적으로 원조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원조예산의 용도가 특별히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원국 정부가 자
국의 개발수요 및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
러나 한편으로는 수원국에 대한 공여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부분이기
도 하다.
개발원조에 있어서 원조규모를 늘려야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예산지원 추
진이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일반예
산지원에 대한 전략적인 고려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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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부는 첫째, 원조지원방식의 다양화를 통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
력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원조지원 방식으로 주로 프로젝트에 기반한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원국의 주인의식 제고 및 개발원조의 전반적인 효율
성을 제고하기 위한 원조방안으로 프로젝트가 아닌 프로그램 및 섹터별 지원, 일반
예산지원 등의 다양한 원조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향후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한다
는 측면에서 원조대상국의 선정 및 정책을 수립하는 데 우리나라도 프로그램 지원
또는 일반예산지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원조에 있어
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원조대상국가의 수를 단순히 늘리는 것보다는 실질적
으로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또는 정책수립을 지원하
고 수원국이 적극적으로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 프로
그램 지원 또는 일반예산지원의 경우 수원국의 능력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수원국
과의 지속적인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협의 및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프로젝트가 아닌 프로그램 지원 또는 일반예산지원을 통해 다년간 추진되는 원조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다.
둘째,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원조정책기관 간 협력 강화 및 장기적인 관점에
서의 원조기관 단일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프로그램 또는 정책과 같은 높은 수
준의 원조정책 수립은 프로젝트 수준의 정책결정보다 더 많은 원조 관련 기관의
참여가 요구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원조체제가 분절화 되어 있는 공여국의 경우 원
조관련 기관의 원활한 업무협의 및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협조가 더욱 중요하다. EU
의 경우 우리나라와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원조대상지역을 기준으로 원조기관이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기관간 업무협의와 정책결정과정에서
의 업무협조를 통해 EU는 원조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EU 내
부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는 동시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
우 KOICA를 중심으로 한 외교통상부에서 무상원조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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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에서 EDCF를 관할하고 있어 향후 원조의
효과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양 기관 및 정부부처의 엄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부처들이 모두 원조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프로젝트의
중첩과 원조대상국의 중복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원조집행의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하다.

라. 효율적인 협력 안건 발굴 시스템 구축
넷째는 협력대상국이 정말로 원하는 중요하고도 긴급한 환경협력 안건들을 발
굴해 낼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협력대상국 현지의 수요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현지에 주재하는 외교관과 주재원, 그리고 전문
연구자들의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고 이들의 의견이 협력 안건을 선정하는 데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우리 정부는 협력대상국과 정기적인 대화채널을
개설하여 양국이 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환경협력 안건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상대국을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현지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체적인 협력 안건을 발굴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지 못
한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국에게 어떤 협력 안건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일본과 EU는 이점에서 우리나라보다 한 발 앞서 있다고 평가된다. 일본은 각
정부부처가 상대국 정부부처와 정기적인 정책대화를 통해 환경 분야의 안건을 발
굴하고 있다. 특히 경제산업성은 이러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일본정부는
자국 입장에서 전략적인 협력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개도국을 설득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하려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EU도 EUWI에서 보여준 것처럼 EU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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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국 정부, 기업뿐만 아니라 수원국 정부와 관련 기업,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작업
반을 운영하여 구체적인 협력 안건을 발굴하였다. 일본정부는 최근 중국과 인도에
대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협력 안건 발굴을 위해 민관합동포럼을 개최하여
양국의 정책담당자, 기업이 폭넓은 교류를 가지도록 하고 있다. EU는 수원국이 진
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2000년에 현지의 원조실시
기관에게 대폭적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개혁을 시행하였고 일본 또한 현지공관의
주재원, JICA나 JETRO 등 관련 기관의 현지 주재원 등으로 구성된 작업반을 국
가별로 구성하여 현지의 수요발굴에 나서고 있다. 도쿄에 있는 정책결정기관은 이
들 현지 작업반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시키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우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각 정부부처는 앞서 언급한 양자간 정책대화 채널을 형성하고 이를 정
기적으로 개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현재 우리 정부는 일부 분야에서 이러한 방
식을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소 건설 수주를 위해 양자간 대화를 적
극적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경분야에서는 아직 이러한 시
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예를 들면 상하수도 시설 건설 및 운영, 생물유전자원의 탐색과 확보, 폐기물
처리시설의 건설과 운영, 산림관리,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ㆍ기술의 보급 및 저탄소
형 도시건설 등 많은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국가를
선정하고 이들 국가의 관련 정부부처와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책대화를 개최하
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 때 우리 정부는 상대국의 요구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의 관련 기술, 제품,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상대국이 이를 도입할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의 입장만을 생각하
여 무리하게 상대국에 우리나라의 기술이나 제도를 강요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우
리나라의 기술과 제도를 상대국에게 알리고 이의 도입을 고려하도록 해 보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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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해야 한다.
둘째, 개도국의 진정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 및 현지에서의 수요 발굴 시
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먼저 국내에서는 주요 협력 안건을 발굴하기 위한 조사ㆍ
연구 활동에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배분해야 한다. 현지에는 환경협력 특히 환경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현지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KOTRA, KOICA, 대사관, 기타
공공기관의 현지지점 등 주요 기관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이들간의 횡적인 연결
조직(가칭 현지수요발굴팀)을 형성하며, 이를 중심으로 현지에 소재하는 국내기업
들로 관련 조직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형성된 현지수요발굴팀의 의
견을 가능한 한 많이 반영하여 현지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마. 공공기관의 해외협력사업 관련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메커니즘
도입
다섯째는 해외환경협력을 실시하는 이행기구의 제도 개선과 협력 담당자들에
대한 충분한 동기부여 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환경협력을 담
당하는 기관들 중에는 과거에 해외협력을 실시해 본 경험이 없는 기관들도 많다.
예를 들면 폐기물 처분장 건설과 유지관리를 담당해 온 기관이나 수자원 확보와
관리를 담당해 온 기관 등 국내시장만을 대상으로 환경 서비스를 제공해 온 기관
들은 해외환경협력의 경험이 매우 부족하다. 더구나 이들 기관의 설립목적에는 해
외협력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으며 해외협력의 성과를 평가하는 평가시스템도 정비
되어 있지 못하다. 만약 해외사업을 전개했다가 실패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
인지 등 리스크 부담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져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부
처 등 상위의 정책결정기관이 어떤 사업을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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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리가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일본에서는 지자체가 상
하수도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해왔기 때문에 물 관련 시장의 해외진출에서도 지자체
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런데 지자체에 소속된 공무원은 해외에서 근
무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또한 해외에서 추진한 상하수도 건설 및 운
영사업이 실패하였을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존재하
지 않았다. 해외사업이 잘 추진되었다고 해서 담당자에게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인센티브 제도도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총무성의 주관
으로 이에 대한 검토작업이 추진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환경협력
의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협력의 실제 담당자에게 성과를 내고 적극
적으로 협력을 추진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매
우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수자원, 폐기물,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공적 기
관들은 과거에 국제협력을 수행한 경험이 일천한 것이 현실이다. 이들 기관이 원활
하게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성과에 대한 평가시스템, 리스크 부
담 규칙, 정관상의 해외 사업전개 포함 등의 다양한 제도 개선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먼저 해외협력 관련 공기업의 법률ㆍ제도적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현실과 괴리된 분야를 개선해야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특히 이들 공기업
의 해외사업 담당자에 대한 동기부여 메커니즘을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이들 기업이 실제 해외사업 수행시 경험하게 되는 애로요인을 제거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해외 협력사업의 적극적인 추진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개
별 공기업 차원의 자체적인 제도적 개선보다는 이들 공기업이 속한 상위 주무부처
에서 일괄적으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개별 공기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제9장 결론 445

것이다. 일본의 경우 수자원 관련 지자체의 해외 영리사업의 타당성, 해외진출의
조직형태, 금융조달, 직원 파견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 작업을 추진하고 그 해결책
을 모색하고 있다.

바.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환경협력
여섯째는 환경협력과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연계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
추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협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말할 필요도 없이 상대
국의 환경개선 및 적응능력 향상, 그리고 그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1차적인 목적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우리기업의 상대국 진출이나
환경친화적인 우리 기업 제품의 상대국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협력이야말로
지속가능한 협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막 OECD DAC에 가입
하였고 대외원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아직 낮은 단계이며 재정난이 그리 심각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국민의 비판은 적은 편이다. 그러나
원조규모가 증가하고 재정난이 심각해질수록 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고조될 것이고 따라서 원조에 상응하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는 경향이 증가할 것
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환경협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협력
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환경과 경제가
양립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개도국의 인프라 정비와 같이 순수하게 민간기업 단독으로 진출할 수 없는 부분
은 민관파트너십 체계나 민관협조 방식이 바람직하다. 환경분야에서도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연계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인데, 특
히 물 관련 사업과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서는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민관연계’ 방
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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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물 관련 사업에서 일본정부가 ‘물 정책 대화’라는 협의채널을 가동하고 있
듯이 우리 정부도 이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개도국 진출을 적극 도모하기 위해 상
대국과의 공식 채널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중동지역에서의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나 중국에서의 상하수도 건설 프로젝트의 수주에서는 일본기업과의 경쟁
도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에너지 효율화 분야에서는 일본정부가 2008년 10월 ‘세계에너지 효율화 등 비
즈니스추진협의회’라는 민관협력기구를 설립한 것을 참고로, 우리도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효율화 관련업체와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협력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효율화 분야는 수원국의 환경보호와 지원국의 기업이익 확
보가 동시에 가능한데, 아직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개도국 협력이 체계적이지 못
한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민관협력기구의 설립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기술을
해외에 적극 홍보하고, 개도국의 수요에 맞는 프로젝트를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일본정부가 2006년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는 민관합동포럼을 새로운 국
제협력 방식으로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협력분야에서 일본정부가 중
점을 두고 있는 포럼은 ‘일ㆍ중 에너지 효율화ㆍ환경종합포럼’과 ‘일ㆍ인 에너지
포럼’이 대표적인데, 이들 포럼은 단순한 국제친교나 의견교환 수준을 뛰어 넘어
양자 간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일본기업의 현지진출을 지원하는 주요 수단으로 격
상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개도국에 대한
‘맞춤형’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관합동 포럼을 지속적으로 조직화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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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개도국의 환경의식 향상 및 우리나라 제도 보급 확대
일곱째는 개도국의 환경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이
다. 우리나라가 개도국에 대한 환경협력을 본격화하는 데 가장 큰 실질적 장애요인
은 개도국의 비협조적 태도를 들 수 있다. 개도국에게는 환경개선이 아직 사치스런
행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개도국은 그런 자금이 있다면 환경개선보다도 다른
분야, 예컨대 빈곤타파나 교육, 의료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이러한 개도국의 경향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부정적으로만 볼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좀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개도국의 환경개선 문제는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더구나 개도국의 환경악화는 개도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
구적 규모의 환경 문제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환경 관련 제도를 개도국에 보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나 정책을 발굴하여 이를 개도국에게
소개하고 도입을 장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나의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이 우리
나라의 폐기물통합관리시스템(올바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유해폐기물의 발생
에서부터 최종 처분에 이르기까지를 통제하는 전산시스템인데 한ㆍ베트남 환경장
관회의에서 베트남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를 베트남에 구축하게 되었다. 또한 일본
제도의 이전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에너지 관리사 제도이다. 에너지 관리사
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 사용시설에 반드시 고용되어야 하는데 이 제도를 태
국에 그대로 전수한 사례이다. 이처럼 일본은 거대한 규모의 환경 인프라 건설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의 환경ㆍ에너지 관련 제도나 시스템을 아시아에
전수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소프트한 측면에서
협력이 가능한 유익한 제도나 시스템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상대국에 전수
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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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부는 첫째, 개도국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제안하는 환경협력사업의 중
요성과 의의에 대해 개도국 관련 당국, 나아가 시민들을 설득하고 교육하면서 환경
의식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장에서 보았듯이 개도국에서 사회 전체의
폐기물관리에 대한 역량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행정당국의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주
요 배출자인 주민과 NGOㆍNPO를 비롯한 지역커뮤니티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일
본은 대베트남 협력사업에서 시민에 대한 환경교육과 홍보실시를 중요시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제도의 대개도국 이식과 관련해서는 해당국에 적합한 협력사
업을 발굴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개도국 공무원 연수사업에 보다 전
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베트남에서 추진되고 있는 올바로시스템의 발
굴은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공무원연수 사업의 일환으로 베트남 공무원들이 이 시
스템을 견학하고 난 후 이를 본국에 도입해줄 것을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또
한 일부 공무원연수 사업은 현지 정부의 정책결정 권한이 큰 부서의 공무원을 대
상으로 할 경우 협력사업의 발굴과 우리 시스템의 대개도국 이식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

아. 정부 이외의 환경협력 주체에 대한 지원 강화
마지막으로 정부부처 이외에도 다양한 환경협력의 주체가 있으며 정부는 이들
의 환경협력을 활성화하도록 정보제공 등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정
부부처 이외의 환경협력 주체로서는 지방자치체, 기업, 연구기관, NGO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주체는 각자 스스로의 목적을 위해 환경협력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개별 주체들이 추진하는 환경협력을 보다 높은 차원에서 연결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보수집과 분석,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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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실시해야 하는 것은 다양한 환경협력 주체의 실태조사이다. 환경협력
에 대한 인식이 아직 낮은 우리나라로서는 중앙정부 이외의 주체들에 의한 환경협
력이 아직 낮은 수준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태는 아직 파악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체에 의해 어떤 협력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
실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 실태조사를 통해 모범적인 사례가 발굴된다면 우리 정부
는 이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한 이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협력이 부족한 분야나 주체에 대해서는 이를 장려
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원에 반드시 자금이 필요한 것
은 아니다. 지식과 작은 기술을 통해서도 개도국의 환경문제, 나아가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의 환경협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원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환경협력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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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How to Promote Environmental Cooperation?:
A Case Study on Japan and EU
Sung Chun Jung, Gyupan Kim, Hyong-Kun Lee, Kyuntae Kim,
and Tae Hyun Oh
Environmental cooperation has been becoming one of the most important
international agendas. Korean government has planned to increase the amount
and proportion of green assistance to developing countries in the near future.
It has already implemented “East Asia Climate Partnership” in 2008. The total
amount of assistance is as much as 200 million US dollars and it will continue
until 2012. Korea needs to develop its ability to conduct efficient and effective
environmental coopera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 The experiences of Japan
and EU are expected to give Korea good examples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This report is aimed at introducing Japan and EU’s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some sectors such as energy efficiency, climate change, water supply,
and waste management. This report also gives us some information on Japan
and EU’s ODA policy from the environmental perspective. We have conducted
voluminous comparison analysis and suggested some policy implications from
Japan and EU’s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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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개도국은 선진국의
지원 없이는 글로벌 환경문제 해결에 참여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도국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환경협력방안을 찾아내는 것은 지구촌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 보고서는 일
본과 EU의 환경협력에 대해 고찰하였다. 환경협력은 주로 ODA와 같은 공적자금을 통해 이루어져 왔
기 때문에 먼저 환경 ODA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적자금 이외에 민간의 기술과 자
금이 환경 분야에 유입되지 않으면 글로벌 환경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민관협조체제 구축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하에서
환경협력에서 민간기업의 역할과 해외 진출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 보고서가 고찰한 환경협력 분
야는 일본의 경우 에너지 효율화, 수자원, 폐기물 분야이며 EU의 경우에는 기후변화, 수자원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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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 동북아경제협력 및 통일 관련 국제협력 등에
걸친 다각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원은 국제거시금융실(국제거시팀, 국제
금융팀), 무역투자정책실(WTO팀, FTA팀, APEC연구
컨소시엄사무국), 세계지역연구센터(중국팀, 일본팀,
유럽팀, 미주팀, 동서남아팀, 아·중동팀, 지역연구
협력팀,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협력팀, 동아시아협력팀, 통일국제협력팀)를
두고 있으며, 북경사무소와 워싱턴 소재 한국경제
연구소(KEI)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다양한 연구결과를 정책담당자, 공공기관,
유관연구기관 등에『대외경제연구』(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웹진「오늘의 세계경제」등의 형태로 제공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의 새로운 연구성과
를 KIEP 홈페이지(http://www. kiep.go.kr)를 통

일본과 EU의 환경 분야 대외협력
전략과 시사점

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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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아프리카 환경개발협력 추진방안

인도의 권역별 특성과 활용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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