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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17년은 한국과 스리랑카 수교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스리랑카는 인도양
에 위치한 인구 약 2천만 명의 작은 섬나라로, 30여 년간의 내전이 종식된
2009년 이후 높은 경제성장률 및 빈곤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2015년 당선
된 시리세나 대통령 신정부는 경제성장과 지속가능발전에 초점을 맞춘 국가개
발전략을 추진하며, 그 이행에 있어 기후변화를 주요 도전과제로 인식하고 있
다. 특히 최근 3년 사이 스리랑카에는 이상 강우현상이 심화되어 농업생산성과
수력발전, 물과 관련된 보건 분야에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스리랑카와 1977년 수교를 맺고 인적ㆍ물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왔으며 스리랑카를 ODA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고 별도의 지원전략을 마
련하였다. 스리랑카는 우리나라의 상위 10위권 수혜국이며, 우리나라는 스리
랑카의 2위 공여국이다. 수교 40주년을 기념하여 2017년 11월 열린 정상회담
에서 우리나라는 2019년까지 EDCF 지원과 KOICA를 통한 무상원조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다.
이 같은 배경하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국인 스리랑카의 기후
변화 대응 수요와 개발 우선순위, 우리나라의 스리랑카 지원전략을 바탕으로
스리랑카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
다. 이를 위해 분석 대상국의 국가개발전략 및 기후변화 관련 정책, 국제사회
의 지원 동향 및 전략에 관한 문헌 및 통계 분석, 현지 관계자 및 전문가 면담
등의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특히 주요 공여기관 및 국제기구 사례 분석을 통하
여 우리나라에 부재한 기후변화 지원전략 수립과 성과관리틀 도출에 기여하고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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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먼저 급변하는 스리랑카의 국가 현황
및 국가개발전략을 살펴보고 국가 차원에서 기후변화를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를 파악한다. 지속가능 국가경제발전정책(NEDPSE), 공공투자계획(2014~20),
비전 2025와 같은 국가개발전략을 검토하여, 국가 발전에 있어 스리랑카가 인식
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스리랑카 역시 기후
변화를 독립적인 이슈로 접근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인
식하고 대응하는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3장에서는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전망과 취약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수요
와 주요 정책을 분석하였다. 스리랑카는 유엔 기후변화 협상에서 도출된 합의
사항을 이행하고자 상세한 기후변화 정책문서들을 작성한 상태이다. 국가기후
변화정책,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계획, 기술수요분석, 국가가 정한 기여(NDC)
등의 문헌 분석을 통해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대응 수요를 확인하였
다. 그 결과 스리랑카는 온실가스 감축보다 기후변화 적응이 보다 시급한 과제
이며, 기후변화가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농수산업이 포함된 식량과 수자원,
보건, 연안 또는 해양, 그리고 생물다양성 분야임을 도출하였다.
한편 4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스리랑카 지원 동향을 검토하고, 주요 공여기관
의 스리랑카 지원전략에서 기후변화가 어떻게 고려되는지 특징을 파악하였다.
1절에서는 리우마커 등의 통계자료를 통하여 국제사회의 스리랑카 ODA 지원
동향과 기후변화 관련 지원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2절에서는 스리랑카에 대한
별도의 지원전략을 가지고 있는 일본, 미국,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
(WB),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전략을 분석하였다. 이 국가 및 기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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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이로 인한 영향을 도전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기후변화 문제는 독립된 주제가 아닌 범분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각 공
여주체별로 기후변화 대응전략과 재해대응 방식, 사업 전반에 대한 고려 방식
등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또한 5장에서는 한국과 스리랑카의 전반적인 협력 현황을 파악하고 국가협
력전략(CPS)의 주요 내용과 평가보고서에 나타난 기후변화 관련 사업의 성과
를 분석하였다. 한국은 스리랑카를 중점협력국가로 선정하여 별도의 국가지원
전략을 마련하였으나 기후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원 규모는 미미한 편이
다. 1, 2차 스리랑카 국가협력전략(CPS)에서도 기후변화를 위험요소로 인식하
고는 있으나, 기후변화 관련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기 수립된 스리랑카 지원전략하에서 향후 기후변화
대응 확대를 위한 분야ㆍ협력 유형에 대한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더불어 기후
변화 대응 사업의 확대에 반드시 필요한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주요 과제를 제
시하였다. 보고서에서 도출한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앞서 분석한 스리랑카 국가발전전략과 기후 취약성 및 수요,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자원과 관련된 농업, 수자원 공급과 관리, 재해대응과 관리
를 유망협력 분야로 제안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활동을 동시에
추구하는 융ㆍ복합 유형의 사업형태를 고려하도록 제안하였다. 협력 유형으로
는 스리랑카에서 활동 중인 공여주체들과 활발하게 소통하여 협력과 조화를 모
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다자개발은행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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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활용하고 GCF 등 기후재원에 접근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
막으로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성과 프레임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스리랑카 CPS는 구체적인 목표와 기초선, 목표치가 부재하고 기후변화 관련
이슈가 고려되지 않았다. 국제기구와 미국 등의 공여국은 사업 설계 단계에서
부터 기후위험을 판별하고, 필요한 경우 영향력 평가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
한다. 더불어 기후변화에 특화한 성과지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의 성과관리에
활용하기도 한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또한 국제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
를 주류화하고 성과관리를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처럼 체계적
인 기후변화 성과관리는 스리랑카의 장기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후대응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시작점이자, 향후 우리나라 개발원조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반드
시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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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스리랑카는 인도양에 위치한 인구 약 2천만 명의 작은 섬나라이다. 2009년
30여 년간의 내전 종식 이후, 높은 경제성장률 및 빈곤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
으며, 2016년 기준 일인당 GDP는 3,835 달러, 2010~15년 평균 경제성장률
은 6.4%에 이른다. 빈곤율은 6.7% 수준으로 세계은행 분류에 따라 저중소득국
에 속한다. UN 인간개발지수(HDI)는 73으로 터키와 멕시코 중간 수준이다.
스리랑카는 2015년 1월과 8월에 각각 대통령선거와 의회선거를 치른 이래,
시리세나 대통령과 위크레메싱게 총리가 당선되었다. 이후 2017년 1월, 빈곤
감소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최상위 정책목표로 제시한 ‘지속가능 시대를 위한
국가경제발전정책’이 발표되었다. 이 정책에서는 국민소득 증대, 고용 및 주거
의 보장, 삶의 질 향상이 우선 과제로 제시되었으며, 농업ㆍ산업ㆍ서비스업 경
쟁력 향상을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기반 마련이 강조되었다.
한편 위크레메싱게 총리가 장관직을 겸임하는 국가정책경제부의 공공투자
계획에 따르면, 스리랑카 정부는 2020년 GDP 성장률 7%를 목표로 2017년부
터 2020년까지 약 23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 중 70%가 경제인프라
건설에 투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가장 최근 발표된 ‘비전 2025’는 앞서 발표된
지속가능 시대를 위한 국가경제발전정책 및 공공투자계획을 기반으로, 지식기
반 산업과 경쟁력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 구축을 통해 2025년까지 인도양의 전
략적 수출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경제성장과 지속가능발전에 초점을 맞춘 국가개발 전략 및 정책
의 이행에 있어 스리랑카는 기후변화를 주요 도전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세계
은행(2015)에 따르면, 스리랑카에서 홍수나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연간 피해 규모는 약 3억 8천만 달러로 추정되며, 특히 빈곤층에 그 피해가 집
중되고 있는 상황이다.1) 경제개발과 인구증가에 따른 물 부족 문제는 기후변화
로 인해 가중되고 있다. 연안 지역과 해양자원은 환경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유
용한 자산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1) World Bank(2015), 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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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개발 압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더욱 취약하다.
신기후체제에 관한 파리협정 이행 차원에서 스리랑카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자국이 정한 기여(NDC)’에 따르면, 스리랑카는 에너지, 운
송, 산업, 폐기물 및 산림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과 식량안보, 보건 및 위생, 수
자원, 연안 및 해양, 생물다양성, 인프라, 거주지 등과 관련된 적극적인 적응조
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는 범분야 이슈로서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므로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
은 스리랑카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주요 공여국 및 다자 공여기관들은 스리랑카 지원전략상에서 기후변화를 중
요하게 고려하여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성과관리 차원에서도 기후변화 요
소를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신기후체제에 관한 국제적인 합의가 도출
된 지 채 2년이 지나지 않았고, 스리랑카 신정부 등장 이후 국가 차원의 개발계
획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요 기관의 스리랑카 지원전략은 계속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간과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1977년 스리랑카와 수교를 맺고 교역 및 인적교류를 지속적으
로 추진해왔다. 2017년에는 양국 수교 40주년을 기념하여 시리세나 대통령이
국빈 방한했다. 스리랑카는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국으로서 지원 규모 상
위 10위 안에 드는 수원국이다. 우리나라는 스리랑카에 두 번째로 많은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이자 스리랑카에 대한 국가지원전략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들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후변화 관련 지원 규모는 미미한 편이
며, 1, 2차 스리랑카 국가협력전략(CPS)에서도 기후변화를 위험요소로 인식하
고는 있으나, 기후변화 관련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관련 지원 규모가 작은 것은 비단 스리랑카뿐만은 아
니다. 우리나라 ODA 전반에서 기후변화는 특정 분야로서 인식되기보다는 범
분야 이슈로 다루어지는 상황으로 국가 차원의 별도 전략이 부재하며, ODA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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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하는 주류화 방안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다. 그동안 유
엔 기후변화 협상 등 국제무대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과 개도국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기후변화에 특화한 국제적 기금인 녹색기후기금(GCF) 사
무국을 유치한 국가로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전략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
근 KOICA가 분야별 중기전략을 수립하면서 기후변화를 별도의 분야로 설정
하고, 기관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은 고무적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국인 스리랑카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
응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내에서 기후변화
이슈에 초점을 맞춘 국별 심층연구는 찾기 힘들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협력방
안 도출을 위해 분석 대상국의 국가개발전략 및 기후변화 관련 정책, 국제사회
의 지원 동향 및 전략 등에 관한 문헌 및 통계 분석, 현지 관계자 및 전문가 면담
등의 방법론을 사용했다. 본 연구는 구체적인 스리랑카 특화 협력 프로그램을
도출하는 데 활용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보다 궁극적으로는 향후 우리나라
의 기후변화 관련 개발협력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특히 주요
공여기관 및 국제기구 사례 분석은 우리나라에 부재한 기후변화 관련 지원전략
수립 및 성과관리틀 도출 시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스리랑카의 국가개발전략을 살펴보고
기후변화를 어떻게 고려하는지를 파악한다(2장). 스리랑카 역시 기후변화를 독
립적인 이슈로 접근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상황으로, 국가개발전략의 전 분야의 내용을 검토하고 기후변화 대응
을 위한 접근방향을 찾는 것이 핵심 작업이다. 스리랑카는 유엔 기후변화 협상
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을 이행하고자 상당히 상세한 기후변화 정책문서들을 수
립한 상태이다. 온실가스 감축계획, 적응계획,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기술수
요분석, 그리고 2015년 파리 당사국총회 직전 발표한 자발적 기여방안 등이 그
것인데, 방대한 분량의 문헌 분석을 통해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대응
수요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3장). 한편 국제사회의 스리랑카 지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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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검토하고, 주요 공여기관의 스리랑카 지원전략에서 기후변화가 어떻게 고
려되는지와 기후변화 관련 사업사례 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4장).
또한 우리나라의 스리랑카 지원 현황, CPS의 주요 내용, 기후변화 관련 사업의
성과를 검토한 다음(5장), 기 수립된 스리랑카 지원전략하에서 기후변화 주요
요소를 인식하고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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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개발전략

1. 국가 현황과 특징
가. 정치ㆍ사회
스리랑카는 인도양에 위치한 섬국가로 총 인구는 2,120만 명이며 남한의
70%에 조금 못 미치는 6만 5,610㎢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다.2) 고대 인도에서
건너온 아리아계 불교신자 싱할라족(85%)과 인도 남부에서 이주한 힌두교신
자 타밀족(15%)으로 구성되며, 종교ㆍ언어ㆍ문화의 차이, 그리고 영국 식민지
배로부터의 독립과정에서 비롯된 갈등으로3) 1983년부터 26년간 타밀엘람해
방호랑이(LTTE: 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와 스리랑카 정부군 간
의 내전이 계속되었다.
2005년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라자팍세 대통령은 2009년 대대적으로 타
밀반군을 소탕하여 내전을 종식하고, 성장 우선 정책을 펼쳐 장기 내전으로 피
폐해진 국가 발전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잠재적인 타밀족의 반항을 억압하
기 위해 반인권적인 행보를 거듭하였는데 일례로 2007년 1월에는 타밀족의 추
가적인 반정부 시위를 예방하기 위한 비상조치법을 통과시켜 반군으로 의심되
는 모든 타밀족에 대한 억류를 합법화하고 언론 또한 통제하였다. 라자팍세 대
통령의 강압적인 행보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기도 했으며, 이는 원조의 유입
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내전종식과 경제성장 기여로 이목을
끌어 재선에 성공하였던 라자팍세 대통령은 3선을 의도하며 2015년 조기 대선

2) World Bank 홈페이지(http://www.worldbank.org/en/country/srilanka/overview#1, 검색일:
2017. 9. 22).
3) 식민지배 시절 영국은 다수민족인 싱할라족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에 실패하자 스리랑카 북부와 동부
해안가를 중심으로 거주하던 소수 타밀족의 지지를 유도하였고 중부 고원지대에서 차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타밀족을 노동자로 유입하기 시작하였다.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후, 싱할라족이 정부의 주권을 장
악하게 되자 싱할라족은 타밀어의 사용 금지, 교육기회 차별 등, 대대적으로 타밀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을 시작하였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타밀족은 독립을 주장하게 되었고 LTTE와 스리랑카 정부 간의
폭력적 대립이 26년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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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단행했다. 그러나 이 선거에서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대통령에게 패하여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비정치엘리트 출신으로, 농촌지역 싱할라족 지지자와 라자팍세 전대통령의
차별에 반발하는 타밀족의 지지로 당선된 시리세나 대통령은 취임 100일 내
기존 의회를 해산하고 선거로 새로운 의원을 선출하겠다는 공약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라닐 위크라메싱게가 주도하는 UNF(United Nations Front)가 의회
의 다수를 차지하였고, 시리세나 대통령은 2015년 9월 위크라메싱게를 총리
로 임명하여 스리랑카의 두 정당 간 권력의 배분이 이루어졌다.

그림 2-1. 스리랑카 정부 조직

장관직 겸임

대통령

선출

국무총리

장관직 겸임

대통령 지명

내각

국방부

국가통합
ㆍ화해부

국가정책
ㆍ경제부

지속가능발전ㆍ야생환경부 등
총 부처 51개

의원내각제
대통령 지명제

마하웰리 개발
ㆍ환경부
기후변화 사무국
(CCS)

재정ㆍ
매스미디어부

자료: 스리랑카 내각 홈페이지(http://www.cabinetoffice.gov.lk/cab/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
e&id=12&Itemid=11&lang=en, 검색일: 2017. 11. 22)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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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원내각제로 일컬어지는 스리랑카의 정치구조 특성상 두 정당 간의
권력 배분은 내각 구성의 비대화, 즉 정부부처의 지나친 세분화로 업무 중복,
주인의식 결여, 전문성 부족 등의 비효율성을 낳고 있다. 현재 스리랑카는 51
개 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각은 대통령과 총리를 포함하여 총 46명이다. 이
와 같은 정부부처의 비대화는 국가 개발의 큰 축을 각각 담당하는 정책과 재정
의 소통을 제한하여4) 국가 발전 추진의 측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대표
적인 사례로 스리랑카는 정책경제부(Ministry of Policy and Economic
Affairs)와 재정매스미디어부(Ministry of Finance and Mass Media)가 국
가정책과 재정관리를 분리하여 다루고 있다. 한편 다자 및 양자기관과 협력하
는 국제 원조활동은 정책경제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유사 부처 간 담당업무가
명확히 분리되지 않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은 에너지, 산림, 관개, 농업, 기상, 재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루어지며, 분야별 주무 부처 간 조정과 소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2015년 스리랑카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한 파리협정
이행계획인 자발적 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살
펴보면, 에너지ㆍ교통ㆍ산업ㆍ산림ㆍ폐기물ㆍ보건ㆍ농업ㆍ가축ㆍ수산업ㆍ물
ㆍ관개ㆍ해양ㆍ생물다양성ㆍ도시ㆍ관광ㆍ재해를 담당하는 16개 이상의 부처
가 각각 제출한 목표가 단순히 취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 부처 간 원활
한 협력을 위해 마하웰리개발ㆍ환경부5) 산하에 기후변화사무국(Climate
Change Secretariat)이 구성되었으나, 기후변화사무국은 당초 계획되었던
부처 간 협력보다 아직까지는 개발ㆍ환경부 내의 협력을 지원하는 역할에 그치
고 있다.

4) UNDP 현지사무소 면담(2017. 9. 13, 스리랑카 콜롬보).
5) 마하웰리개발ㆍ환경부는 지난 정부에서 각각 존재하였던 마하웰리개발부와 환경부를 결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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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
스리랑카는 2016년 기준, 1인당 GDP 3,835달러를 기록하여 세계은행의
소득기준으로 저중소득국(LMIC)에 속한다. 26년간 지속된 타밀족과의 내전
종식 후, 스리랑카 경제는 연간 6% 이상의 꾸준한 성장률을 보였다. 내전 종식
을 이루어낸 라자팍세 대통령은 2005년 당선에서부터 2014년까지 약 10년간
정권을 유지하며 국영기업의 사유화 중지, 지방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
제도 도입, 공공부문 채용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경제안정 정책과 더불
어 안정적인 국제유가와 곡물 가격, 수출과 관광수입 증가의 호조를 맞아 스리
랑카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였다.

그림 2-2. 스리랑카 GDP 및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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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Bank, DataBank(검색일: 2017. 9. 22) 참고하여 저자 작성.

경제 자유화 및 규제완화 정책의 영향으로 2012년에는 경제성장률이 9%까
지 치솟으며 스리랑카의 경제성장이 안정화되는 듯 보였으나, 이는 오래 지속
되지 못하고 이듬해인 2013년 급격히 둔화되었다.6) 2014년에 접어들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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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은 5%대로 회복되었으나, 2017년 현재 스리랑카의 경제성장률은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2-2).
스리랑카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업과 산업, 농업이 약 6:3:1의 비율을 나타낸
다(그림 2-3). 2차 산업은 주로 의류, 고무제품 생산 등의 경공업으로 이루어져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리랑카는 급격한 도
시화 현상을 겪고 있는데, 도시 인구 증가율은 2013년 전체 인구 증가율을 초
과한 후 점차 가속화하고 있다(그림 2-4). 도시 인구 증가로 서비스업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부가가치가 낮은 소매업 및 단순 서비스업에 의존하는
3차 산업 비중 확대는 장기적으로는 스리랑카 경제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것
으로 전망된다.

그림 2-3. GDP 구성(2007~16년 평균)

그림 2-4. 도시화와 산업구조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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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Bank, DataBank(검색일: 2017. 9. 22)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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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Bank, DataBank(검색일: 2017. 9. 22)
참고하여 저자 작성.

스리랑카 중앙은행의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스리랑카의 총 수출액은
103억 1,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2% 감소한 반면 수입액은 194억 100만 달
6) 강인수, 이호생, 송유철(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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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로 2.5% 증가하였다.7) 무역수지는 3년 연속 적자로, 2016년 91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84억 달러) 대비 악화되었다. GDP 대비 무역적자 규모 또한
2015년 10.4%에서 2016년 11.2%로 심화되었다.

그림 2-5. 스리랑카 무역 추이(2006~16년)

그림 2-6. 스리랑카 무역수지(2012~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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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Bank, WITS Database(검색일: 2017. 9. 22). 자료: Central Bank of Sri Lanka(2017), p. 162.

주요 수출 품목은 단일 품목으로는 차가 약 13%로 가장 큰 비중을 보이나,
직물ㆍ의류 품목이 전체 수출의 1/3가량을 차지한다(표 2-1). 수입 품목 중에
서는 석유 등의 연료와 시멘트 등의 원자재가 큰 비중을 나타내며,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밀, 우유, 사탕수수 등의 식품류 또한 일정 부분 수입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7) Central Bank of Sri Lanka(2017), p.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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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스리랑카 주요 수출입 품목(2015년)
(단위: 백만 달러, %)

수출

수입

품목

규모

차

비중

품목

규모

비중

1,321.9

12.7

석유(원유 제외)

1509.3

8.0

여성용 내의(니트류)

562.6

5.4

자동차

1286.3

6.8

여성용 의복

509.3

4.9

석유(원유)

754.4

4.0

여성용 내의

554.5

5.3

니트 등 원단

550.3

2.9

티셔츠 등 상의(니트류)

447.6

4.3

시멘트류

486.7

2.6

여성용 의복(니트류)

436.1

4.2

통신용 장비

386

2.0

남성용 의복

384.4

3.7

의약품

356.3

1.9

고무공기타이어(재생, 중고)

301.6

2.9

밀, 잡곡

330.6

1.7

장갑(니트류)

225.3

2.2

사탕수수 등 설탕류

243.4

1.3

다이아몬드

133.9

1.3

유제품류

234

1.2

자료: UN Comtrade(2016), p. 346.

주요 교역대상국은 수출의 경우 미국, 영국, 인도, 독일, 이탈리아, 수입의 경
우 중국, 인도, 싱가포르, UAE, 일본의 순이다(표 2-2). 미국에 대한 수출규모
가 대세계 수출의 27% 수준으로 가장 많았고, 대영국 수출규모 또한 2016년
도 기준 10억 달러를 초과하여 전체 수출의 약 10%를 차지하였다. 수입의 경
우 주로 중국과 인도와 교역한다. 중국은 2015년까지 인도의 뒤를 잇는 2위 수
입국이었으나 2016년 처음으로 인도를 앞질렀다.
표 2-2. 스리랑카 주요 교역대상(2016년)
(단위: 백만 달러, %)

수출
국가

수입

규모

비중

국가

미국

2,810

27.3

중국

영국

1,044

10.1

인도

554

5.4

독일

500

4.9

아랍에미레이트

이탈리아

430

4.2

일본

자료: Central Bank of Sri Lanka(2017),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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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비중

4,215

21.7

인도

3,815

19.7

싱가포르

1,175

6.1

1,119

5.8

950

4.9

이상 기후는 최근 3년 경제 및 무역수지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16년 스리랑카 중앙은행의 연차보고서는 “부적절한 기상조건(unfavourable
weather conditions)과 세계경제 회복의 부진”이 2016년 경제성장의 둔화를
초래하였다고 언급하였다.8) 계속된 가뭄으로 농업생산성은 떨어지고 냉장ㆍ냉
방 수요는 증대하였는데, 차와 채소 등 농산물 수출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다 발전연료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스리랑카는 이상 기온현상과 지속되는
가뭄으로 농업생산성은 감소하고 전력 수요는 늘어 경제적인 피해를 겪게 된 것
이다. 2016년 시작된 가뭄은 1970년대 이후 최악의 가뭄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2017년 하반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가뭄은 특히 쌀, 고무, 차 등 작물의 생산성에
큰 타격을 가져왔다. 실제로 2016년 농림수산 분야는 –4.2%의 성장률을 나타냈
다. 반면 2017년 5월 우기에는 14년 만에 최대 규모의 홍수 피해가 발생하였다.
갑작스런 홍수는 전염성 질병 확산에도 영향을 미쳐, 2017년 뎅기열 환자 발생률
은 2010~16년 기간의 4.3배에 달하고 있다.9)

2. 국가개발전략
2015년 취임한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Maithripala Sirisena) 대통령은
빈곤감소와 지속가능발전을 스리랑카의 주요 개발의제로 인식하고 새로운 국
가발전전략을 수립 중이다.10) 기후변화로 인한 해안 침식ㆍ침수, 홍수, 가뭄
등의 재해가 스리랑카에게 상당한 GDP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
라,11) 기후변화 대응은 스리랑카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발전 전략에서 중요
8) Central Bank of Sri Lanka(2017), p. 1.
9) World Bank 홈페이지(http://www.worldbank.org/en/country/srilanka/overview#1, 검색일:
2017. 9. 22)
10) 전임 대통령인 마힌다 라제팍사(Mahinda Rajapaksa) 대통령은 ‘Mahinda Chintana: Vision for
the Future’라는 명칭의 국가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11) 기후변화는 2100년까지 스리랑카에 6.5%의 GDP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ADB 2014, pp.
76-78).

제2장 스리랑카의 국가 현황 및 개발전략 • 29

한 분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림 2-7]은 국가개발 목표와 기후변화 등의 당면
과제, 그리고 이행계획을 포함하는 스리랑카의 국가개발전략 수립 현황과 이들
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7. 스리랑카 국가개발전략 현황(2012~25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

2025

‘Vision 2025’
-대통령, 국무총리 공동 발표
▼ 국가지정기여(NDC) 국회 비준(2016. 4)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신설
‘지속가능 국가경제발전 정책(NEDPSE)’
‘공동투자계획 2017-2020’
▼ 시리세나 대통령 취임(2015. 1)

‘Mahinda Chintana’
-라자팍세 前대통령의 경제발전 계획

자료: 저자 작성.

가. 지속가능 국가경제발전정책
시리세나 대통령의 신정부는 지속가능성을 국가경제계획의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신설하여 스리랑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그 법적 근거로서 입안을 추진 중인 지속가
능발전법(Sustainable Development Bill)은12) 환경부, 국가정책경제부, 지
속가능발전부의13) 장관 또는 지명자 총 3명과 8명의 대통령 지명위원으로 구
12) 2016년 7월 12일 내각(Cabinet of Minister)의 승인을 얻었으며, 2017년 1월 9일 스리랑카 의회
(House) 안건으로 다루어졌다..
13) 영문명은 각각 Ministry of Mahaweli Development and Environment, Ministry of National
Policies and Economic Affairs, Ministry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Wildlife
Conservat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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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창설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15년 단위의 국가정
책 및 전략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14)

그림 2-8. 스리랑카 경제회랑과 지역별 특징

자료: Government of Sri Lanka(2017a) 참고하여 저자 작성.

2017년 1월 공개된 ‘지속가능 시대를 위한 국가경제발전정책(NEDPSE: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Policy for Sustainable Era)’은 ‘강력
한 스리랑카, 번영을 위한 길이자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경제 구축’을 표제
로 하며, 경쟁력 있는 ‘사회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 창출을 목표
로 국민소득의 증대, 고용 및 주거의 보장, 삶의 질 향상을 우선순위 과제로 설
14)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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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이를 통해 스리랑카 농업ㆍ산업ㆍ서비스 기업이 국제시장에서 성공
적으로 경쟁하며, 이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할 수 있는 기반을 창출하고
자 하였다.
NEDPSE는 스리랑카 각 지역을 1차(주요)와 2차(중요)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s)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주력 발전계획 및 추진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1차 회랑은 남서지역과 북동지역이며, 내륙 고원ㆍ언덕 지역(hill country
regions)은 2차 회랑으로 설정되었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남서회랑, 즉 콜롬보
가 위치한 서부와 북서부, 중부, 남부, 사바라가무와(Sabaragamuwa) 지역은
금융과 상업, 관광업 중심의 경제발전 지구 구축이 강조되었다. 한편 과거 타밀족과
의 분쟁지역이며 상대적으로 인구밀집도가 낮은 북동회랑은 관광업과 농업 개발이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인구의 분포가 고르지 않은 내륙 고원ㆍ언덕 지역은 농작
물 수출을 위한 대규모 농장(plantation)과 관광업에 주력할 것으로 제시되었다.

표 2-3. 스리랑카 지역별 개발계획
회랑

남서회랑
1차
(주요)
북동회랑

2차
(중요)

내륙 고원ㆍ언덕 지역

지역 분류

중점활동

중앙ㆍ서부

서부 메가폴리스 개발

와얌바(북서부)

농업

사바라가무와

농업(대농장)

남부

관광업

북부

분쟁지역 재건

중앙북부

도시개발

동부 및 북동부

분쟁지역 재건

UVAㆍ중앙(일부)

도로개선, 농업, 관광업

자료: Government of Sri Lanka(2017a) 참고하여 저자 작성.

남서회랑 개발계획은 스리랑카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을 목적으로 물류ㆍ관
광을 위한 도로ㆍ항만ㆍ항공 인프라 구축과, 콜롬보를 포함하여 서부 지역 도시

32 •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연구

를 현대화하는 ‘서부 메가폴리스’ 사업이 주된 내용이다. 서부 도시 현대화 작업
을 추진하기 위한 메가폴리스개발청(Megapolis Development Authority) 설
립이 언급되었으며, 콜롬보항 인근의 간척지를 국제적인 금융도시로 개발하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농업이 주요 산업인 북서부ㆍ사바라가무와ㆍ중부 지역에서는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고 도로 인프라를 개선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수출하는 데 주력할 계획
이다. 북서부 와얌바 주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코코넛 경작지에 대해서는 기후
의 변화에 맞추어 건조지역 특화 농작물 생산과 양계업 도입이 언급되었다. 수
출산업의 확대와 더불어 인프라 및 IT 분야의 일자리 확대를 기대하기도 하였
다. 한편 내륙 고지대에 해당하는 사바라가무와 지역에는 수익률이 높은 농작
물을 재배하는 대규모 농장 개발계획이 제시되었는데, 특히 대규모 농장 관리
에 전문성을 지닌 투자자의 필요성이 언급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인도양을 향하고 있는 남부 지역은 관광업에 보다 주력하여 연
간 2백만 명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관광 허브로 구축하려는 계획이 수립
되었다.
북부, 북중부, 북동부와 동부 지역을 포함하는 북동회랑 개발계획에는 저수
지 개발을15) 통한 잠재적 농업 생산성 확대와 싱할리 왕조 고도(古都)16) 개발
을 통한 관광업 확대를 주력 활동으로 제시하였다. 시리세나 대통령은 싱할리
왕조의 유적지인 플론나루와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Rajarata
Navodaya’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도로, 교통, 관
개, 물 공급, 농업, 가축, 교육, 지역개발, 공동체 강화 등의 주제를 포함하는 ‘5
개년 특별 지역개발계획(Five-Year District Development Programme)’
이 수립되었으며, 식수 공급, 관개 개선, 교통망 개선 사업이 진행 중이다.
과거 타밀족과의 분쟁으로 발달이 상대적으로 더딘 북부지방의 주요 도시
15) 모라가하칸다(Moragahakanda), 말와투오야(Malwatu Oya) 저수지.
16) 플론나루와(Polonnaruwa)와 아누라다푸라(Anuradhap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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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ffna, Mullaitivu, Kilinochchi)에서는 인간정주 인프라 개발에 우선순위
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재정ㆍ물리적 기반 재건, 고용 창출 및 인적 개발 확대
등에 주력한다. 소형 농가의 경제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현대식 농경기술을
도입하고, 소형 저수지를 보수하여 관개를 개선하며 항구도시인 트링코말리를
관광 허브로 구축하고자 하는 계획이 포함되었다.

나. 스리랑카 공공투자계획 2017~20
국무총리가 장관직을 겸직하는 스리랑카 국가정책경제부는 공공투자계획
(Public Investment Programme 2017-2020)을17) 수립, 공공투자가 필요
한 9개 주제(거시경제, 인적자원개발, 농업, 산업ㆍ무역ㆍ투자ㆍ개발, 인프라,
거버넌스, 환경관리, 사회보장, 지역개발)를 구분하고 각 주제별 중기 투자계획
을 밝히고 있다. 이는 위크레메싱게 총리가 2015년 11월 발표한 5대 정책목표
에18) 따른 것이다.
스리랑카는 2020년 경제성장률 7%를 목표로 2017년부터 향후 4년간 3조
5,310억 스리랑카 루피(LKR)를 투자할 계획이다. 그중 70%는 도로, 철도, 교
량, 관개시설, 항만 및 공항 등 경제인프라 건설에, 나머지 30%를 교육, R&D,
직업훈련, 보건 및 기타 사회인프라 개발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표 2-4).
기후변화는 환경관리 부문의 공공투자계획에서 다루어지는데, 도입부에서
부터 기후변화가 환경 파괴의 ‘결과이자 원인’이며 ‘지속가능발전과 빈곤감소
달성’에 장애물임을 언급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오염관리,
폐기물 관리, 산림보전, 지속가능한 토지관리, 인간과 생태계의 공존, 생물자원

17) Ministry of National Policies and Economic Affairs Sri Lanka(2017).
18) 이는 ① 일자리 백만 개 창출 ② 소득수준 향상 ③ 농촌경제 개발 ④ 중산층 및 공무원의 토지 소유권
강화 ⑤ 중산층 확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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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스리랑카 공공투자계획(2017~20년)
분야

누적 규모(백만 LKR)

비중

도로

708,056.0

20.1%

거버넌스

338,903.0

9.6%

관개

329,411.0

9.3%

지역개발

308,447.0

8.7%

금융

280,077.0

7.9%

교육

241,304.6

6.8%

보건

220,452.1

6.2%

운송

176,915.1

5.0%

수자원 공급 및 하수도

152,737.0

4.3%

ICT

93,094.0

2.6%

고등교육

92,078.1

2.6%

산업, 무역, 투자, 관광

89,614.0

2.5%

도시개발

68,041.0

1.9%

농업

58,101.6

1.6%

환경

46,256.6

1.3%

직업교육

45,176.0

1.3%

대규모 농장

41,549.0

1.2%

사회 보장

41,457.0

1.2%

주택

37,528.9

1.1%

축산업

32,798.0

0.9%

어업

30,516.0

0.9%

스포츠

18,925.0

0.5%

토지

17,631.0

0.5%

고용

16,188.0

0.5%

기술 및 연구

16,166.0

0.5%

문화 및 유산

12,907.0

0.4%

항만 및 항공

10,010.0

0.3%

전력 및 에너지

5,376.9

0.2%

주: 1LKR=0.0065USD(www.bloomberg.com).
자료: Ministry of National Policies and Economic Affairs Sri Lanka(2017),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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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 제도적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계획은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환경을 다루며, ‘환경관리란 투자를 통
해 견고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동시에 환경의 질을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
을 추구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특히 환경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핵심이며,
스리랑카 정부의 정책 프레임워크에서도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현
재 스리랑카는 환경성과지수(EPI: Environment Performance Index)19)
108위에 머물러 있으나, 이를 2020년까지 25위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
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스리랑카는 시리세나 대통령이 장관직을
겸임하는 마하웰리개발환경부(Ministry of Mahaweli Development and
Environment) 주도로 국가 환경보전 정책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관리의 주요 분야로는 산림과 대기오염, 수질오염, 코끼리와의 공존, 폐
기물 처리, 재해관리가 제시되어 있다. 주요 분야 중 특히 재난관리에 있어 기
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이 강조된다. 스리랑카는 지리적 특성, 즉 섬국가이므로
기후변화에 취약하며, 최근 가뭄ㆍ홍수ㆍ산사태의 빈도 및 강도 상승, 기후 예
측의 어려움, 기온과 수면의 상승 등으로 인한 인명ㆍ식량안보ㆍ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문제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지속적인 피해와 손실을 가져왔
으며,20) 따라서 스리랑카 정부는 “잠재적 재해위험과 국민ㆍ재산권ㆍ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줄임으로써 스리랑카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공공투자계획은 환경관리 분야의 도전과제이자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
요한 주제를 환경ㆍ야생 분야 그리고 재해관리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2-5).
19) 국가별 환경정책의 성과를 측정한 지수로 Yale University, Columbia University, World
Economic Forum 등이 협력하여 개발하였다. 밀레니엄개발목표(MDGs)와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등 국제개발목표의 환경관련 성과를 파악하는 데에 활용되기도 한다.
20) 지난 10년간 1,300만의 인구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으며(복구액: Rs.60억), 분야별 구체적
인 손실은 총 연간 Rs.500억으로, 이는 국가 GDP의 0.5%, 정부지출의 3%에 달하는 액수이다
(Ministry of National Policies and Economic Affairs Sri Lanka 2017, p.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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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환경 및 재해관리 부문 주요 도전과제
환경과 야생
- 기후변화의 악영향 방지 수단을 도입하여
기후복원력 구축
- 지속가능한 발전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배출
완화
- 지속가능한 소비ㆍ생산 실천, 생활방식 촉진
-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에 대한 국가의
효과적ㆍ효율적인 대응역량
- 개발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폐기물
발생의 증가
- 산림벌채 및 급속한 산림황폐화
- 부적절한 토지이용계획
- 인간-자연의 갈등 증가

재해관리
- 즉각적인 재난구호서비스를 위한 재정 부족
- 토지이용 및 경관조건을 위한 개발 관련
수정사항
- 인식 부족, 대중의 부정적인 사고방식, 열악한
정보
- 지리적 위험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 재해위험경감(DRR)의 일관적이지 못한 개입과
표준화된 접근의 결여
- 손실과 피해 관련 중앙데이터수집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재해위험 평가수단의 부족
- 재해관련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보험설계

- 생물다양성의 급속한 감소 및 외래침투종의
증가
- 책임의 분열, 협력의 부재, 제도적 위임사항의
중복, 불충분한 역량
자료: Ministry of National Policies and Economic Affairs Sri Lanka(2017) 참고하여 저자 작성.

다. 스리랑카 비전 2025
2017년 9월 발표된 비전 2025는 민주주의와 국민화해, 포용적이며 평등한
성장, 그리고 거버넌스 보장을 핵심 표어로 하며, 앞서 서술된 지속가능 시대를
위한 국가경제발전정책(NEDPSE)에서 제시된 경제회랑과 공공투자계획
(2017~2020) 이행지원을 포괄한다. 스리랑카 비전 2025는 △ 경제ㆍ사회 개
발목표 △ 성장 제약요인 △ 3개년 경제전략ㆍ프로그램의 접근원칙 △ 거시경
제 및 성장 프레임워크 강화ㆍ토지개혁ㆍ노동ㆍ자본시장ㆍ인프라ㆍ기술ㆍ사
회안전망ㆍ농업과 지속가능발전ㆍ거버넌스ㆍ이행방안 등의 주제에 대한 구체
적인 전략과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다.
이 전략은 도입부에서 “지식기반 사업과 경쟁력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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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market economy)를 구축하여 2025년까지 부강한 스리랑카를 이룩
하며 인도양의 전략적 수출허브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개발목표로 밝히고 있
다. 작은 규모의 국내시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을 통해 국제시장으로의
경제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림 2-9. 비전 2025 구성 및 주요내용

지식기반 사업과 경쟁력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구축하여 2025년까지 부강국 이룩
인도양의 전략적 수출허브로 자리매김
제약요인:
경제구조적 폐해, 저조한 수출성과
공공재정의 악화, 규제장벽
접근
방식
거시경제
프레임워크
강화

3년 개발
계획ㆍ전략

△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 도입, △ 시장개혁, △ 안정적인 중산층 형성, △ 법적 개혁
성장
프레임워크
강화

토지개혁ㆍ
노동ㆍ
자본시장

사회경제
인프라

기술과
디지털화

사회안전망

농업과
지속가능한
발전

거버넌스와
책무성

코디네이션과 이행 모니터링 강화
중간
목표

연간 1인당 소득 5,000달러까지 증대; 신규 일자리 백만 개 창출; 연간 50억 달러까지
해외직접투자 확대; 연간 수출량을 현재의 두 배에 달하는 200억 달러까지 확대

자료: Government of Sri Lanka(2017b) 참고하여 저자 작성.

목표 달성의 제약요인으로는 △ 경제구조적 폐해 △ 저조한 수출성과 △ 공
공재정의 악화 △ 규제장벽 등이 제시되었다. 최근 스리랑카 경제의 성장 동인
은 주로 정부주도 인프라 사업이며, 대부분의 국내외 민간투자는 부동산과 같
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 분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지속되는 재정 및 경
상수지 적자는 우호적인 민간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악영향을 미치므로 경제
구조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두 번째로는 단순하고 다양하지 않
은 수출품목이 저조한 수출 성과를 가져오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민간재원의
유입 부족에 따른 공공부문의 재정 부담과 공공부채 누적, 공공기관의 재정 부
족 등도 부강한 스리랑카로 성장하는 데에 제약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마지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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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스리랑카의 높은 규제 장벽은 ① 국내외 민간투자의 제한 ② 상업 및 기타 생
산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토지의 부족 ③ 세계시장을 충족시키지 못하
는 현재의 인력 및 기술력 ④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저해하는 고등 노동법 및
노동시장의 비효율성 ⑤ 무역원활화를 방해하는 국경 세법, 저품질의 에너지ㆍ
수송ㆍ통신, 열악한 접근성 및 인프라 ⑥ 재정접근성의 한계 등을 초래하고 있
음이 언급되었다.
기후변화와 밀접한 내용은 인프라와 농업 분야 계획에서 다루어진다. 인프
라 부문에서는 물리적 인프라의 부족이 국가성장을 저해하는 요소임이 제시되
었다. 스리랑카는 전 국민에게 안전한 식수와 물 보건을 제공하고자 하며, 물
공급이 부족한 도시지역과 만성신장질환의 발생이 빈번한 농촌지역에 상수도
관을 통한 식수공급을 개선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식수를 포함하여 전체적으
로 물 부족이 심각한 북부 지역(Kalpitiya)에는 민관협력을 통한 해수담수화
설비 구축이 언급되었다.
농업분야의 세부목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에 참여하며, 식량안
보를 위한 농업 개혁, 낙후지역 개발을 통한 포용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현실로 인식하고 환경보호와 재해관리, 에너지
안보를 우선적으로 다룰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거버
넌스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세부목표는 △ 농업 △ 지역불균형 해소 △
자연재해 대응 △ 에너지로 다시 나뉜다(표 2-6). 먼저 농업과 관련해서는 개도
국 평균보다 낮은 스리랑카의 농업생산성과 지역별 농업생산성 불균형으로 인
한 영양실조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농업부문의 생산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식량안보와 빈곤 해결을 농업과 지속가능발전 분야의 첫 번째 세부
목표로 제시하였다. 세부전략은 고수익 작물 도입, 작물의 생산성ㆍ복원력 증
대를 위한 기술 도입 및 현대화 노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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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비전 2025: 농업과 지속가능 발전
세부분야

농업

지역불균형 해소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대응

에너지

전략
1

농업시장의 효율성 개선

2

민간의 참여 및 PPP 장려

3

농업부문 현대화 프로젝트 가속화

4

대형농장(plantation) 분야 현대화 추구

5

차, 고무, 비전통 수출품 분야 관련 소규모 농부 지원

6

가축업 분야 투자 촉진

7

수산업 분야 투자 촉진

8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농협력(SAP) 프로젝트 추구

9

영양가 높은 농업관행 장려

1

새로운 개발은행 설립

2

정부 주도의 핵심 개발사업 추진

3

북부 5개 지역에 대해 집중개발계획 이행

4

UVA주에 간소화된 개발사업 개시

5

지역기술센터 설립

6

경제(재정)적 포용성을 추구하는 전략 이행

1

정부 주도의 재해관리 개선 추구

2

블루그린이니셔티브(Blue Green Initiative)로 저탄소경제발전 촉구

3

보다 친환경적인 운송부문 개발

4

녹색금융전략 시행

5

올바른 폐기물관리 시행

6

폐기물 에너지화 이행

7

폴리에틸렌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

1

장기 발전확대 계획을 추진하여 전력생산, 접근, 저장을 향상

2

다양한 지속가능 청정에너지 생산 및 저장방안 개발

3

에너지 분야의 가격형성 공식 고안

4

수요관리와 효율성 향상 조치 이행

5

석유산업 개발

자료: Government of Sri Lanka(2017b)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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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세부목표 중 자연재해 대응은 최근 두드러진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이
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비전 2025는 열악한 환경과
재해관리 관행이 스리랑카의 자연재해 취약성을 증가시켰으며, 잦은 가뭄과 홍
수, 산사태는 특히 빈곤층에 인적ㆍ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킴을 언급하였다. 또한
최근 가속화되는 산업화 및 도시화로 환경오염이 급속히 증가하며, 더불어 미흡
한 폐기물 처리와 수질관리시스템, 비효과적 규제, 강력한 모니터링 메커니즘의
부재 등이 지속가능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① 정부주도
의 재해관리 개선 ② 블루그린이니셔티브(Blue Green Initiative)로 대표되는
저탄소 발전 이행 ③ 환경친화적 교통시스템 구축 ④ 녹색금융전략 도입 ⑤ 폐기
물 처리방안 도입 ⑥ 폐기물 에너지화 ⑦ 일회용 폴리에틸렌의 점진적 사용금지
등을 이행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비전 2025에는 경제발전을 위해 많은 에너지 수요가 예상된다는 측면에서
에너지 관련 전략이 포함되었다. 현재 스리랑카 발전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석연료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원인이기도 하다. 비전 2025에 언급된 국가사
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에너지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스리랑
카의 에너지 구조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화석연료 발전이 주를 이룬다. 향후
발전비용 증가 및 환경오염은 경제성장의 방해요인으로 제시되었으며, 이를 해
결하기 위한 세부전략이 제시되었다.
이 장에서 검토한 스리랑카 국가발전 전략과 정책이 기후변화를 어떻게 인
식하고 있는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어떠한 전략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다음의 [표 2-7]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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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스리랑카 국가발전전략ㆍ정책과 기후변화
발전전략/
정책

기후변화 인식
- 지속가능한 발전을

NEDPSE

핵심과제로 설정
- 기후변화를 별도
언급하지는 않음

기후변화 관련 전략/계획
- 간접적으로 관련된 계획: 농민 대다수의 소규모 농민들에게
기후를 반영하는 현대 기술 도입(차수시설, 온실, 현대식
관개 등) 언급됨
- 그러나 중점 활동으로 분류된 도시개발, 농업, 관광업,
분쟁지역 재건 등 모든 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수요 존재
농업

- 농업부문: 생산성에 - 별도의 기후대응 계획 언급은 없으나, 품종 다양화와 관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로 인식

개선을 과제로 제시
환경

- 환경부문: 환경 파괴 - 청정에너지 생산 및 사용 확대
PIP

의 원인이자 동인으 - 다분야 적응 수단을 통해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
로 강조
- 특히 재해 관련 측면

- 그 밖에도 생물다양성, 토지관리, 산림, 해양ㆍ연안 등 다양
한 분야에서 대응활동 포함

에서 기후변화 영향 재해관리
을 크게 인식

- 조기경보 시스템, 재건기금, 보험제도 마련, 재해위험 및 취
약성 평가, 관련 제도 구축 등 다양한 전략 제시

- 농업과 지속가능 발전
Vision

챕터에서, 도전과제를

2025

유발하는 핵심 요인으
로 인식

- 식량생산성 개선을 위한 기후 복원적, 녹색기술 추구
- 그 밖에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가뭄, 홍수, 음용수 부족,
저탄소 교통, 녹색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목표 제시

자료: Government of Sri Lanka(2017a); Ministry of National Policies and Economic Affairs Sri Lanka(2017);
Government of Sri Lanka(2017b)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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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
2. 기후변화 관련 주요 정책
3. 요약 및 시사점

1.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
가. 기후변화 전망
De Silva(2006)는 수자원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2050년대 스리랑카의 온도와 강수량에 대한 미래 전망을 제시하였다. IPCC의
특별보고서(2000)의21)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스리랑카 전역의 온도 및 강수량
의 분포를 지도로 나타냈는데, 이는 [그림 3-1], [3-2]와 같다.
2050년경 스리랑카는 전국적으로 최소 2℃가량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
되는데, 온실가스 배출량을 830ppm으로 가정한 시나리오(A2)에서 보다 높은
기온상승을 보이고 있다(그림 3-1). 기준선 시나리오(1961~90년)에서 전국
최대 29℃ 미만이었던 평균기온은 2050년경, 국토의 상당면적이 29℃ 이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1961~90년 기준, 국토의 50%가량이 27℃를 넘지
않았으나, 2050년대에 이르러서는 A2 및 B2(배출량 600ppm) 시나리오 모
두에서 국토의 약 20~30%만이 연평균 27℃ 이하를 나타낼 것으로 관찰되었
다. A2 시나리오에서는 국토의 약 50%가량이 최소 29℃ 이상의 평균기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B2 시나리오에서도 평균기온 29℃ 이상 지역의
면적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나, 27℃ 이상 지역이 보다 확대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21) IPCC(2000)는 SRES(Special Report on Emission Scenarios)에서 앞으로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
에 따라 네 가지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이들은 각각 A1, A2, B1, B2 시나리오로 A1은 고도성장사
회, A2는 다원화 사회, B2는 지속발전형 사회, 그리고 B2는 지역공존형 사회를 전제로 하고 있다. 온
실가스 배출 측면에서는 A2 시나리오가 B2와 비교하여 보다 높은 수준이다.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에 따른 기온과 해수면 상승 전망은 다음과 같다(IPCC 2007).
시나리오(2100년 농도)

2090년대 기온변화

2090년대 해수면 상승

A2(830ppm)

3.4(2.0~5.4)℃

23~51cm

B2(600ppm)

2.4(1.4~3.8)℃

20~4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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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시나리오별 기온 상승 전망(205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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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e Silva(2006), p. 294.

그림 3-2. 시나리오별 강수량 변화 전망(205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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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e Silva(2006), p. 293.

제3장 스리랑카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전략 • 45

강수량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건조한 지역은 더욱 건조해지며, 강수량이
많은 지역은 더욱 습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경향 또한 A2 시나리오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연평균 강수량 1,800mm 이하의 건조지대는 두 시나
리오 모두에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22) 특히 A2 시나리오의 경우 건조지대와
다습지대가 동시에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강수량 전망은 앞으로
수자원의 활용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물 관리 부문에서
특히 기후변화 적응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2009년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스리랑카가 발
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영역으로 농업, 수자원, 인간건
강, 연안지역, 관광, 산림과 야생생물 및 생물다양성, 그리고 토지이용 및 인간
정주지와 관련된 생태계가 언급되었다. 기후변화는 해수면의 상승과 평균기온
상승 등을 초래하는데, 특히 섬나라인 스리랑카의 연안지역과 국가경제 및 공
중보건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스리랑카는 2004년 발생한 인도양 쓰나미를 통해 자연재해가 연안 저지대에
얼마나 큰 피해를 초래하는지 경험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역시 폭
풍 해일의 위험과 연안지역 해수 침입의 위험을 키우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전
국토가 바다로 둘러싸인 스리랑카는 해수면 상승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농업은 일차산업으로 강수량과 기온 등 기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
는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스리랑카는 차를 비롯하여 상당량의 농산물을 생
산하여 수출하고 있는데, 관개 등의 인프라가 적절히 구축되어 있지 못한 경우
기후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도시 외 지역은 인구의 상당수가
22) 스리랑카는 연평균 강수량 1,750mm 미만 지역을 건조지대, 1,750~2,500mm 지역을 중간지대,
2,500mm 이상 지역을 다습지대로 구분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인용한 자료와의 호환성을 고려
하여 1,800mm 이하를 건조지대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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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데다 상당수가 영세한 소작농이므로 특히 빈곤
층의 기후변화 취약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스리랑카 정부가 2000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국가보고서는
해수면 상승을 비롯하여, 기온 상승, 가뭄, 집중호우, 천둥 발생 증가, 인간정주
지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또는 취약성이 존재하는 부문을 나열하였다.23) 동
보고서가 해수면 상승, 기온 상승 등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직접적 현상에 집중
한 것에 반해, 2011년에 제출된 국가보고서는 △ 농업 △ 수자원 △ 보건 △ 연
안지역으로 분야를 구분하고 분야별 기후변화의 영향을 정리하였다(표 3-1).24)
기후변화는 기온 상승과 강수형태의 변화, 그리고 해수면 상승 등을 유발하
여 스리랑카에 영향을 미치는데, 농업의 경우 현재 스리랑카에서 재배 중인 대
부분의 작물이 이상 고온과 강수형태 변화로 생산성 감소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리랑카 건조지대에서는 지형적인 특징으로 인해 과거부터 물
저장 및 공급이 핵심 도전과제였다. 이 지역에서는 기후변화로 심화된 가뭄이
수자원의 활용이 더욱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풍부한 강수
량을 가지고 있는 남서부 지역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산사태 또는 침수 등
의 영향을 겪고 있다.

23) Sri Lanka(2000).
24) Sri Lanka Ministry of Environment(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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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세부분야 및 현상

영향

1. 농업
기온 상승
물 부족

쌀

염분농도 증가
기온 상승

차

강수량 변화
강수량 변화

고무

기온 상승
가뭄

코코넛

기온 상승
강수량 변화

사탕
수수

기온 상승
기온 상승

농지

해수면 상승

- 32℃ 이상 환경에서 미성숙하므로 생산성 감소
- 초기성숙 단계에서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 특성으로 인해 생산성 감소
- 토양의 수분 증발과 무기 비료에 포함된 염분이 벼의 생장을 방해하여
생산성 감소
- 26℃ 이상의 환경에서 생장이 저하되므로 생산성 감소
- 강우 의존형 작물이므로 생산성 감소
- 최근 강수량 변화로 생산성 감소
- 장기 고온현상은 생육을 저해하여 생산성 감소
- 가뭄에 민감한 작물 특성상 생산성 감소
- 번식환경 저해로 생산성 감소
- 가뭄에는 강하나, 수분의 함량이 품질에 영향을 크게 미치므로 과거
대비 생산성 감소
- 밤 기온 상승은 개화기 생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생산성
감소
- 토양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여 침식에 취약하게 하고 토양 내 염분 증
가 촉진
- 해수 침투로 경작지 손실

2. 수자원
- 계절별 강우특성이 변화하여 물부족, 홍수 등 발생
- 이상고온과 건기의 지속은 표층수 증발을 유발하여 수력발전 위협, 관
표층수ㆍ지하수

개 및 식수공급 장애
- 이상고온과 건기의 지속은 북부ㆍ북동부 지역의 건조지대 물수요를 증
가, 공급을 감소시켜 지하수 고갈 위험
- 사용량이 많을 경우 해수가 침투하여 지하수 오염

3. 보건
대기온도 상승
극한 기상현상

- 고온에 노출된 취약인구의 사망률 증가
-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 악화
- 집중강우, 가뭄, 대기오염으로 인해 수인성 질병 증가, 위생 악화, 기
관지 질환 증가 등

4. 연안지역
토지 침수

- 해수면 상승으로 저지대(인간거주지 및 습지) 침수

해안 침식

- 해수면 상승으로 파고가 높아져 해안지형 침식 위험

홍수 및 태풍 피해

- 집중호우로 저지대(콜롬보 등 도시 포함) 침수

표층ㆍ지하수 품질

-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으로 지하수 고갈 또는 해수 침투

해양생태계 및 정주지
연안지역 인프라

- 해수면 상승과 해수 침투로 연안 습지면적 감소 또는 이동
-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방조제 등의 방어시설 훼손

자료: Sri Lanka Ministry of Environment(2011)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48 •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연구

2. 기후변화 관련 주요 정책
기후변화를 다루기 시작한 스리랑카 최초의 정책은 2002년 ‘국가환경정책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이며, 2007년에는 ‘지속가능발전전략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이 수립되었다. 스리랑카는 2010
년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적응전략(NCCAS: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Strategy)’을 발표했는데, 이는 이후 유엔 기후변화 협상 이행 차
원의 ‘국가적응계획(NAP: National Adaptation Plan)’ 수립의 토대가 되었
다. 이듬해인 2011년에는 ‘국가기후변화정책(NCCP: National Climate
Change Policy)’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기후변화 적응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분야 또한 포괄하는 종합 정책으로 평가된다. [그림 3-3]은 2010년부터
이루어진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전략 및 정책의 수립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생산과 최종 사용부문에 대한 자발적인
감축계획(이른바, NAMA: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을
수립하였다. 에너지 및 폐기물 관리와 관련하여 ‘장기 전력생산 확대계획
(2015~2032)’과 ‘고형폐기물 관리전략 2000’ 등이 추가적으로 작성되었
다.25) 산림부문에서는 국가적으로 산림피복을 확대하기 위하여 두 가지 중요
한 이니셔티브로 산림부문 종합계획(1995~2020)과 국가 REDD+ 전략을 수
립한 바 있다.26)
기후변화 관련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 마련에도 힘써, 국가 기후변화
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Climate Change)가 2008
년 설립되었으며, 2012년에는 국가 기후변화 전문가위원회(National Expert
Committee on Climate Change)를 설립하였다. 마하웰리 개발ㆍ환경부 하

25) Long Term Electricity Generation Expansion Plan 2015-2032, National Solid Waste
Management Strategy 2000.
26) Forestry Sector Master Plan 1995-2020, National REDD+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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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사무국(CCS: Climate Change Secretariat)과 같은 전담조직을 구
축하여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도 하다.27) 다음 소
절에서는 최근 스리랑카의 주요 기후변화 관련 정책문서에 대해 서술한다.

그림 3-3. 스리랑카 기후변화 전략 및 정책 수립과정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국가기후변화적응전략
국가기후변화적응전략
▼

기후취약성 프로필 작성(2010)

▼
▼

기술수요평가 &
기술행동계획(2014)
1단계

계획
과정

기술수요평가 &
기술행동계획(2014)
2단계

▼

기술수요평가 &
기술행동계획(2014)
3단계

국가기후변화적응계획(NCCAP)
1단계(2013-18) 기반구축 단계
2단계(2019-21) 개발단계
3단계(2022-24) 목표달성 단계
▼ 국가지정기여(안, INDC)
▼ 국가지정기여(INDC)
준비단계(Readiness Phase)

◆

이행 →

에너지 NAMA
◆ 교통 NAMA(진행중)

자료: Ministry of the Environment, Government of Japan(2016) 참고하여 저자 작성.

가. 국가기후변화정책
2011년 발표된 스리랑카 국가기후변화정책(NCCP)은 그 서문에서, ‘스리랑
카는 섬국가로서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함’을 강조하였다.28)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돌발홍수, 산사태, 물 부족 등은 사회ㆍ경제적으로 스리랑카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무엇보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활동이 시급함을 강
조하였다. 한편 스리랑카는 지속가능 발전 추구의 취지에서 국제 온실가스 감
축 활동에 동참하고자 한다. 따라서 스리랑카는 기후변화 적응활동에 우선순위

27) Ministry of Mahaweli Development and Environment(2015).
28) Climate Change Secretariat(2011),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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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여하되, 국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감축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정
책을 펴고 있다고 볼 수 있다.29)

표 3-2. 스리랑카 기후변화정책
목적ㆍ목표
- 지속가능발전 프레임워크하에서 기후변화 영향 적응ㆍ완화
- 국가 기후변화 취약성을 주기적으로 지역사회에 알리고 경각심 환기
- 기후변화가 인간ㆍ생계ㆍ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적응 추진
- 지속가능발전 추구의 측면에서 온실가스 감축
- 지속가능한 소비ㆍ생산 추진
-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방면의 이슈에 대해 사회의 지식수준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에 관련된 역량 강화
- 기후변화 영향에 효과적ㆍ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가역량 개발
- 기후변화 문제를 국가개발 과정에 주류화ㆍ통합
추진 원칙
- 기후변화는 생태계에 즉각적이고 잠재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위협을 가하므로, 이에 대한 취약성
감소와 탄력성 구축이 필요
- 기후변화 대응방안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국가실정에 적합하며, 사회적으로 적용 가능하고 경제적
으로 실행 가능할 것
- 지속가능한 소비ㆍ생산 활동으로 현재ㆍ미래의 기후변화 과제에 실질적으로 대응
- 생태안정성은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인간개발을 통해 구축 가능
- 기후변화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국민 공동의 비전과 책임 필요
-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의사 결정 시에는 사전 예방 원칙을 따름
정책 분야
취약성
적응
감축
지속가능 소비와
생산
지식관리
기타 일반사항

취약성 평가, 국가 개발의제에 기후 취약성 고려, 재해 관리, 건강(보건)
식량생산ㆍ안보, 수자원ㆍ생물다양성 보전, 인간 정주지ㆍ토지이용계획, 인프라
설계ㆍ구축, 연안자원 관리
에너지, 교통, 산업, 폐기물 관리, 농업ㆍ가축
분별적 자원ㆍ생물다양성 활용, 환경 친화적 소비ㆍ생활
교육, 인식ㆍ역량 구축, 협력ㆍ파트너십, 기후 대응세대 육성
제도적 조정, 연구ㆍ개발, 기술이전, 법률ㆍ규제, 시장ㆍ비시장 메커니즘, 재원
조성

자료: Climate Change Secretariat(2011), p. 2.

29) Climate Change Secretariat(2011),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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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기후변화 정책의 기초가 되는 이 문서는 ‘기후변화로부터 악영향
이 없도록, 국제적인 흐름에 참여하는 동시에 지역적인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을 비전ㆍ사명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목적ㆍ목표, 원칙 등을 제시하였
다. 또한 대응이 필요한 정책 분야로서 취약성, 적응, 감축, 지속가능 생산과 소
비, 지식관리 등을 다루었다.
대응 정책 분야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현상이 사회ㆍ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에 주목하여, 특히 ‘취약성’과 ‘기후변화 적응’에 방점을 두었다. 따라서 취
약성의 평가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두 번째로는 국가 개발의제에 기후 취약성
을 고려해야 함이 제시되었다. 취약성과 밀접한 자연재해 관리와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정책노력 필요성 또한 언급
되었다.
기후변화 적응 이슈에 대해서는 식량생산과 식량안보, 수자원과 생물다양성
보전, 인간정주지와 토지이용 관련 이슈, 인프라 계획ㆍ개발, 해안자원 관리에
대한 적응활동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특히 식량생산은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기후변화가 작물과 가축ㆍ어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시급히
다루도록 강조하였다. 식량생산과 관련하여 기후복원적ㆍ환경친화적ㆍ혁신적
이고 적합한 기술을 추진하되 이를 전통 농작기술과 적절히 융합하도록 권장하
였다. 기후변화 정책에서 언급한 정책 분야와 세부 정책 활동은 [부록 1]에 요
약되어 있다.

나. 국가적응계획
2010년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6)는 ‘칸쿤적응프레임
워크(Cancun Adaptation Framework)’ 구축에 합의하고, 국가 차원의 적응
계획 수립을 강조함에 따라 각 당사국들은 국가별 적응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
여 발표하였다. 스리랑카 또한 2010년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적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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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AS) 수립을 시작으로 적응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의 수집과 기술수요분석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2016년에는 향후 5년간 국가적응계획(NAP)
을30) 수립하여 발표했다.
스리랑카 NAP은 기후변화 적응이 필요한 9개 분야와 우선순위 활동을 포함
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3-3]과 같다. 스리랑카 국가적응계획은
‘활동분야의 구분을 초월하는’ 범분야 이슈로 ① 정책ㆍ법ㆍ경제ㆍ거버넌스
② 제도 개발 및 조정 ③ 국제협력과 파트너십 ④ 재원 조성 ⑤ R&D ⑥ 기술 이
전과 표준 수립 ⑦ 공동체의 적응역량 구축 ⑧ 교육과 훈련ㆍ인식 제고 ⑨ 기후
재해위험 관리 ⑩ 기후정보 관리를 추가적으로 다루고 있다.31) 이러한 이슈의
해결을 통해 앞서 언급된 9개 분야의 적응 역량을 강화하고 취약성을 감소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표 3-3. 스리랑카 국가적응계획의 적응분야 및 우선순위 활동
분야
1

식량안보, 농업,
가축업, 어업

우선순위 활동
쌀(벼), 기타 작물, 원예작물, 사탕수수, 가축업, 어업, 농업과 토지황폐화

2

수자원

3

연안 및 해양 부문

4

보건

5

인간정주지와 인프라

6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산림, 야생환경, 습지, 농지 생태계(정원), 생물다양성 서비스 손실

7

관광과 레크레이션

8

수출농업 부문

9

산업, 에너지, 교통

농업용수, 생활용수, 산업 및 에너지 용수, 수원지 황폐화
연안지역 관리, 해안가 안전(안정화), 연안 생물다양성, 해양산성화
기후변화 오염물질, 질병의 발생 및 확산, 유해현상과 보건 영향, 고온/
태양 압박(스트레스)
도시 정주지와 인프라, 농촌 거주지와 인프라, 사유 거주지와 인프라,
연안 거주지와 인프라

연안 관광업, 관광업과 생물다양성, 문화유산
차, 고무, 코코넛, 기타 수출용 작물
산업, 에너지, 교통

자료: Climate Change Secretariat(2016a) 참고하여 저자 작성.

30) Climate Change Secretariat(2016a).
31) Climate Change Secretariat(2016a), pp.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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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적응계획은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현황, 우선순위 분야뿐만 아니라
적응계획의 접근법, 시기별 적응목표, 이행전략, 재원조성 방안 등의 주제 또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NAP의 이행은 부문별, 국가 수준의 행동, 지역 수준
의 행동, 그리고 공동체 수준의 행동의 이행으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으며, 적응
계획의 이행 후 그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과정까지 포함하여 적응계획
의 이행에 대한 환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NAP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내부 재원과 더불어 ADB, 세계은행, GCF, UN-Habitat과 같은
국제기구의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일본 환경성이 정리한 스리랑카 NAP의 정
부 이행체계는 [그림 3-4]와 같다.

그림 3-4. 스리랑카 기후변화 적응 체계

국가포컬포인트

국가운영위원회

MMDE
CCS

실무작업반:
적응수요의 범분야화

부처 및 부서

1 식량안보
및 식수

2 생물다양성 및
해양자원

3 보건

4 거주지 및
인프라시설

5 관광, 에너지산업,
인프라시설

6 농업 수출

국제기구
ADB

WB

UN

GCF

Habitat

국가적응기금

주: MMDE(마하웰리개발환경부), CCS(기후변화사무국),
자료: Ministry of the Environment, Government of Japan(2016)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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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NGOs

다. 기술수요분석
기후변화에 필요한 기술수요를 분석하는 ‘기술수요분석(TNA: Technology
Needs Analysis)’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합의사항으로서 UNDP
및 UNEP 등의 협조를 받아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지원이 필요한 각국의 기후
변화 대응 기술수요를 조사하는 활동이다. 스리랑카는 UNDP 및 당사국총회
지침에 따라 부문별 TNA 위원회, 현지 이해당사자와 컨설턴트 등과 팀을 이루
어 TNA를 수행하였다.
2011년 발표된 TNA에서는 스리랑카가 온실가스 저배출 국가이나, 기후변
화의 부정적 영향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동 보고서는 스리랑카
의 △ 국가개발정책 우선순위와 △ 지속가능 발전목표 △ 분야별 취약성에 따
라32) 기후변화 적응이 시급한 분야로 식량, 보건, 수자원, 연안, 생물다양성의
다섯 부문을 제시하였다. 각 분야별로 후보기술을 발굴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소요 비용과 경제ㆍ사회ㆍ환경적 혜택을 고려하는 다기준결정분석(MCDA:
Multi Criteria Decision Analysis)을 수행하여 3~5개의 우선순위 기술분야
를 제시하였다.33)

1) 식량
TNA와 INDC에 의하면 식량은 농업, 가축, 어업을 세부부문으로 포함하는
데 이는 국가 경제성장과 고용 측면에서 특히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34) 따
라서 식량부문의 기후변화 적응은 경제성장의 지속성에서 특히 중요하다. 이러
한 중요성을 반영하듯, MCDA에서는 식량부문의 기후변화 적응이 가져올 경
제적 혜택이 35%로 분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기온과 강우, 관
32) 스리랑카는 2010년부터 기후 취약성 프로파일링을 추진하여 분야별 기후변화 취약성을 평가하였다
(그림 3-3 참고).
33) 분야별 후보기술은 [부표 2]에 정리되어 있다.
34) Ministry of Environment and Renewable Energy Sri Lanka(2011),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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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 가용성, 해수면 상승, 해수 침투 그리고 연안의 홍수와 같은 기후 인자들
은 농작물 생산에 직ㆍ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양한 기후 인
자들의 조합은 토지를 황폐화시키는데, 이 또한 기후변화의 심각한 부정적 영
향으로 언급되었다.
스리랑카 TNA 문서는 MCDA에 의해 세 가지 우선순위 수요기술을 제안하
였다. 이는 ① 지속가능하며 (전통)문화에 토대를 두는 어업 ② 농작물의 다양
화와 고급 농업기술 ③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이다. 농업분야의 우선순위 기술
은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특수기기 구입과 실험을 요하거나, 선진국 기술
에 의존적인 농업기술의 채택을 지양하고자 하였으며,35) 따라서 MCDA의 비
용측면 가중치를 기타 분야 대비 다소 높은 30%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평가되지만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후보기술은 선정되지 않았다.

2) 보건
TNA는 기후변화가 부상, 정신질환, 전염성 질환, 호흡기계 질환 등의 직접
적 영향과 물과 식량 부족, 설치류 감염성 질환 확산 등의 간접적 영향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이처럼 직ㆍ간접적 피해가 광범위하게 예상되기 때문
에 보건 시스템의 모든 수준에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정책ㆍ전략계획 수립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적응 기술의 선정은 기후변화가 인간 건강에 미
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따라서 예상되는 사회적 혜택에 가
장 큰 가중치(52%)를 두었으며, 상대적으로 경제와 환경적 혜택의 가중치는 낮
게 설정되었다(각각 8%와 18%). 건강부문에서 파악된 수요기술은 ① 조기경
보 시스템 기술과 극한 기후현상 등의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워
크 기술 ② 보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식과 기술이전 ③ 병원성 폐기물의
관리이다.

35) Ministry of Environment and Renewable Energy Sri Lanka(2011), p.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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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자원
스리랑카의 담수생태계는 지표수, 지하수로 구성되며, 지표수는 강과 인공
저수지, 소규모 저수지(small tank) 등을 포함한다. 소규모 저수지의 약 90%
는 캐스케이드(cascade)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물이 귀했던 건조지대에
서는 고대 왕조시대부터 이러한 캐스케이드 관개 방식을 농경에 활용해왔다.
현재에는 고대에서부터 내려온 저수지 및 소규모 저수지와 근대에 축조된 저수
지를 통해 물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하천은 산업 활동으로 인해 오염이
되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과도한 모래 채집과 지하수 고갈이 해수의 침투
로 이어지고 있다. 북부지역(자프나) 우물에서는 적정수준 이상의 질산염과 세
균이 발견되었으며 동부ㆍ중북부 건조지대에서는 불소 이온이 검출된 바 있다.
스리랑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2025년까지 모든 시민들에게 안전한 음용수
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어 대응이 시급하다.
또한 TNA는 기후변화가 스리랑카 강수량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을 강조
하였다. 스리랑카는 연 2회의 장마철(몬순)을 가지고 있는데, 남서쪽의 인도양
에서 생성되는 구름이 이동하는 남서몬순(5~8월)과 북동쪽의 벵갈만에서 시작
되는 북동몬순(12~3월)이다. TNA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2050년경, 북동
건조지대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북동몬순은 강수량이 32% 감소하는 반면 남
서몬순은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건조지대를 가뭄에 취약하게 만
들고 다습지대의 홍수와 산사태 발생 빈도를 높일 것이다. 강우의 강도가 증가
하고 홍수가 발생하는 현상은 지하수의 자연적 보충능력을 저해하며 지표수의
수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해수면 상승으로 특히 국토
중앙부 연안지역에 해수가 침투하여 해당 지역의 지하수를 오염시키게 될 것이
다. 수자원분야에서는 지속적인 물공급과 보건, 장기적인 교육효과 등, 사회측면
에서 발생하는 혜택에 보다 높은 가중치를 설정하여 ① 소형 저수지, 즉 소규모
저수지 네트워크의 재건 ② 지붕 빗물집수 ③ 가정용 상수공급과 가뭄대비를 목
적으로 시추공방식의 우물(관정)의 설치 기술이 우선순위 기술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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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안지역
섬나라인 스리랑카는 물리적 형태와 생물학적으로 다양한 연안지대를 가지
고 있으며 연안지대는 인간 활동과 자연적 현상에 민감한 산호초, 맹그로브, 해
조층, 사구, 강어귀, 석호 등의 생태계를 포함한다. TNA는 인간의 관점에서 기
후변화가 연안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다섯 가지로 요약하였다. 이는 △ 연안지
역 홍수와 침수 가능성 증가 △ 연안 침식 △ 대수층(帶水層) 상승 △ 지하수ㆍ
지표수에 염수 침투 △ 생물학적 영향이다. 스리랑카는 2050년까지 해수면이
약 0.5m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안지역에 대한 기술수요 평가를 위
해 MCDA는 소요비용과 경제ㆍ사회ㆍ환경적 혜택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① 사구 재건 ② 맹그로브 복원 ③ 산호초 복원 관련 기술을 가장 긴급한 수요분
야로 제시하였다.

5) 생물다양성
기후대가 다양한 스리랑카는 광범위한 생태계와 높은 수준의 생물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TNA는 스리랑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생물다양성 지역
(hotspot) 34개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임을 언급하기도 하였다.36) 농업기반
의 경제구조와 식물을 가공하여 다양한 식량과 의약품 등을 생산하기 때문에
생물다양성은 스리랑카에서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생물다양성은 기후변화에
상당히 취약한 분야로, 해수면의 상승과 태풍발생 증가는 해양 생물다양성에
큰 위협을 미친다. 기후 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강수량과 온도의 변화 또한 전국
적으로 생물다양성에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생물다양성 분야의
MCDA는 생물다양성의 환경적 가치를 보다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며, ① 복원
력 강화를 위해 보호구역 안팎의 훼손지역 복구 ② (생태)통로, 경관 개선과 관
리 등으로 (생태계의) 연결 강화 ③ 보호ㆍ버퍼구역의 관리 개선 및 확대와 취
36) Myers et al.(2000), pp. 853–858, 재인용: Ministry of Environment and Renewable Energy
Sri Lanka(2011),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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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지역의 신규 보호ㆍ버퍼구역 지정 ④ 자원의 보전, 보호 종 및 생태계에 대한
특별 관리 추진 ⑤ 고위험종의 현지외(ex-situ) 보전 및 가능한 경우 재도입을
우선수요 기술분야로 제시하였다.
[표 3-4]는 위에서 나타난 다섯 개 취약 분야의 우선순위 기술수요와 적용이
가능한 대상의 규모를 정리한 것이다.

표 3-4.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기술수요
분야

식량

보건

수자원

연안

생물
다양성

우선순위

기술분야

적용규모

1

지속가능ㆍ문화기반의 어업

대형

2

농작물 다양화와 고급 농업기술

대형

3

지속가능한 토지관리

소형

1

조기경보 시스템 기술과 극한 기후현상 관련 정보공유 네트워크

대형

2

보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식 및 기술이전

대형

3

병원성 폐기물 관리 기술

중형

1

소형 저수지 네트워크 재건

대형

2

지붕 빗물집수

소형

3

시추공방식 우물/관정 확보

소형

1

사구 재건

대형

2

맹그로브 복원

대형

3

산호초 복원

소형

1

복원력 강화를 위해, 보호구역 안팎의 훼손지역 복구

중-대형

2

(생태)통로, 경관 개선과 관리 등으로 (생태계)연결 강화

중-대형

3

보호구역ㆍ완충지대의 관리 개선 및 확대와 취약지역의 신규 보호

중형

구역ㆍ완충지대 지정

4

자원의 보전, 보호 종 및 생태계에 대한 특별 관리

5

고위험종의 현지 외(ex-situ) 보전과 가능한 경우 재도입

중-대형
중형

자료: Ministry of Environment and Renewable Energy Sri Lanka(2011) 분석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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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파리협정 이행계획
2015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1)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협의로서 파리협정이 체결
되었다. 과거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였던 교토의정서 체제와
달리, 파리협정으로 대변되는 신기후체제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스스
로 정한 기준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활동(감축, 적응 등)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
다. 이에 따라 스리랑카 또한 ‘국가가 정한 기여(안)(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협약 사무국에 제출하였다.37) INDC는 각 국
가 단위로 파리협정을 비준하는 시점부터 ‘각국이 정한 기여,’ 즉 NDC로 인정
된다. 개별 국가는 파리협정 비준 시 NDC를 새로 제출할 수도 있다. 아래에서
는 스리랑카의 INDC와 NDC의 세부 내용을 살펴본다.

1) INDC38)
스리랑카는 COP21 개최 전인 2015년 10월에 1/CP.19 및 1/CP.20에 따라
UNFCCC 사무국에 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를 제출하였다. 스리랑카는 자국의 INDC를 제출하면서 공정하고 야심한 합의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에 꼭 필요한 것임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당시의 INDC
가 당시에 획득가능한 데이터에 기인하며 추가적인 정보 획득에 따라 업데이트
될 것임을 밝혔다.
INDC에서 스리랑카는 인도양의 작은 섬나라 국가인 자국이 무엇보다도 해
수면 상승에 취약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39) 자연조건과 기후변화에 따라 이

37) 각국은 5년 주기로 NDC를 다시 제출하며, NDC 재제출시 역행, 즉 과거에 비해 보다 낮은 목표를 설
정하는 것은 금지(no back-tracking)되어 있다.
38) 본 소절은 스리랑카 정부가 2015년 UNFCCC에 제출한 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문서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39) 2004년 발생한 쓰나미는 미래의 해수면 상승이 연안의 저지대에 특히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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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취약성은 스리랑카 국가경제의 중요한 부문인 관광과 어업에 특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또한 상당히 많은 인구가 농업과 연계된 생계수단에 의지하고
있어 이 또한 기후변화에 심각히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스리랑카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해 물순환과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자연계에 변화가 일
어나고 있음이 다양한 증거들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고 한다. 기후변화의 이러
한 영향은 인간 복지에 없어서는 안 될 다양한 생태계서비스의 제공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과 인간 정주지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
인다.
세계은행(2016b)은 스리랑카가 INDC에서 이행수단으로 기술 이전과 재정
지원 그리고 역량배양을 요청한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전반적인 장애물로는 데
이터 역량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감축의 경우 대상 주요 온실가스로는 CO2,
CH4, N2O를 제시하고 있으며, 비조건부 감축 목표는 –7%, 외부의 지원이 있
는 조건부 감축 목표는 추가적인 –23% 감축으로 외부의 지원이 있을 경우 30%
의 감축을 이행하고자 하였다. 적응부문에서도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 조건부
적응이행을 강조하였다.
NDC 이행이 시작되는 2020년에 앞서, 스리랑카는 2017~19년을 NDC 이행
을 위한 준비시기(readiness phase)로 제시하고 있다. 2015년 UNFCCC에 제출
하였던 INDC에서 언급한 감축ㆍ적응ㆍ손실과 피해의 14개 분야에 대해 이행계획
을 마련하였다. 이는 스리랑카 환경개발부 산하의 기후변화사무국(Climate
Change Secretariat) 주도로 각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작성한 ‘INDC 이행을 위한
준비계획 2017~2019(Readiness Plan for Implementation of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2017-2019)’에 나타나 있다. 이 문서는
각 세부분야에 대해 전략적 정책추진 목표와 이행을 위한 작업계획을 제시하였다.
특히 각 분야별 작업계획은 추진활동의 주관부서, 성과평가 근거, 이행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3-5]는 물 분야 이행 계획을 예시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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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물 분야 INDC 이행 작업계획

4. Improve protection and conservation measures in all drinking water catchment areas
Water Sector INDCs-4

4.1. Establish island wide surface and ground water monitoring networks for long term monitoring of water levels,
flow patterns, water quality
4.2. Enforce laws and regulations

Action

Responsible Agencies

25%

50%

25%

25%

50%

25%

25%

50%

10%

30%

60%

50%

50%

MI&WRM, MWS&D, MMD&E,
ID, IMD, WRB, NWS&DB,
CEA, DMC/CBOs/FOs

Number of
institutions and
responsible
authorities identified

20%

30%

50%

MI&WRM, MWS&D, MMD&E,
ID, IMD, WRB, NWS&DB,
CEA,DMC/CBOs/FOs

Report on Capacity
Requirements

100%

Technological
requirements
identified
Number of BoQs

20%

30%

50%

50%

50%

Number of estimates
completed
Completed
implementation plan

30%

30%

40%

50%

50%

Number of
institutions and
responsible
authorities identified

20%

30%

50%

2

Identify potential threats on catchment area

3

Map the entire catchment area

4

Introduce programmes to conserve the catchment

5

Identify policy gaps to implement the INDCs and
amend policy if necessary

MI&WRM, MWS&D, MMD&E,
NWS&DB, ID, IMD, DSD, WRB,
CEA LAs, NCWSD, DOA, DM,
NBRO, GSMB

6

Identify responsible and other institutions to
implement the INDCs

7

Identify adequacy of institutional capacity to
implement the INDCs and build capacity accordingly

8

Calculate technological requirement
(equipment needs and etc)

9

Prepare the BoQ for the plan

10

Calculate financial requirements (conditional and
unconditional) to implement the INDC
Prepare a full project im plementation
plan to implement the INDCs

NWS&DB, ID, IMD, DSD, WRB,
CBOs, CEA LAs, NCWSD
NWS&DB, ID, IMD, DSD, WRB,
CBOs, CEA LAs, NCWSD
MI&WRM, MWS&D, MMD&E,
NWS&DB, ID, DSD, WRB, NCWSD

Identify responsible and other institutions to
implement the INDCs

MI&WRM, MWS&D, MMD&E,
ID, WRB, NWS&DB,

12

Time Line
2017
2018 2019

25%

Identify catchment areas

11

Output Indicators

Number of catchment
areas identified
Number of
catchments identified
Number of maps
prepared
Number of
programmes
Introduced
Number of policy
gaps identified and
policies amended

1

NWS&DB, ID, IMD, DSD, WRB,
CEA NCWSD, PC
NWS&DB, ID, IMD, DSD, WRB,
CEA NCWSD, PC
NWS&DB, ID, IMD, DSD, WRB,
CEA NCWSD, PC
NWS&DB, ID, IMD, DSD,
WRB, CEA NCWSD, PC

자료: Climate Change Secretariat(2016b), pp. 122-123.

2) NDC
스리랑카 정부가 2016년 4월 파리협정의 비준과 동시에 제출한 NDC는
‘INDC 준비계획’의 분석을 토대로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INDC를 보완한
내용이다. 스리랑카의 NDC는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 감축 △ 적응 △ 손실
과 피해 △ 이행수단의 네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대응
활동을 매우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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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스리랑카의 NDC

기준

기준/목표연도

BAU
감축

자발적+국제지원

2010/2030

7

23

에너지(발전)

4

16

수송, 산업, 산림, 폐기물

3

7

적응
기타

감축비율(%)
자발적

보건, 농축수산, 수자원, 관개, 연안/해상, 생물다양성, 도시계획, 관광
손실과 피해

바르샤바메커니즘과 조응하는 현지 메커니즘 개발

이행수단

NDC 이행을 위해 재정, 기술, 역량강화 분야에 외부지원을 고려

자료: Ministry of Mahaweli Development and Environment(2016) 참고하여 저자 작성.

스리랑카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섬국가로서 해수면
변화에 민감하고 국민의 대다수가 농업ㆍ수산업 또는 관광업에 종사하여 기후
변화에 특히 취약하다. 따라서 스리랑카 NDC는 자발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한 반면, 적응ㆍ손실과 피해 관련
목표와 활동분야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2030년까지 스리랑카가 자력으
로, 즉 무조건부(unconditional)로 달성하고자 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BAU 대비 7% 수준인데, 이는 동일한 남아시아 지역 최빈국인 방글라데시
(BAU 대비 5%, 무조건부)와 유사한 수준이다. 국제사회의 지원이 뒷받침될 경
우, 즉 조건부(conditional)로 달성하고자 하는 감축목표는 23%에 달하여 국
제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감축활동의 일환으로서 스리랑카는 에너지와 교통 분야에 대한 국가적
정감축활동(NAMA: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 계획을
작성ㆍ이행 중이다(글상자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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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3-1. 스리랑카의 자발적 감축활동계획(NAMA) 추진 현황

1. 에너지 생산ㆍ사용 분야 NAMA
스리랑카는 지속가능에너지청(Sustainable Energy Authority)과 UNDP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생산ㆍ사용 분야에 NAMA를 마련하고, 2016년부터 GEF의 재정지원으로 파일럿 활동을 진행
중이다. 에너지 분야 감축활동계획은 네 개의 요소로 구성되며, 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ㆍ지역(sub-nationa) 단계에서 에너지 생산과 사용의 BAU 기준선 파악
2) 에너지 생산과 사용의 감축방안 파악
3) 에너지 생산과 사용 분야의 적정 감축활동 이행
4) 에너지 생산과 사용 분야의 감축활동 MRV 체계 마련 및 국가 레지스트리 구축
2. 교통분야 NAMA
스리랑카 교통분야 NAMA는 신호로 인한 정체를 감소시킴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즉 스리랑카 교통분야 NAMA는 스리랑카 교통부가 실시한 콜
롬보 도시의 버스고속교통(BRT: Bus Rapid Transit) 타당성 조사를 참고하여 마련되었다. 초안
마련은 UNDP-MDG 탄소 프로그램이 지원하였으며, UNDP는 이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제공하
였다.
자료: Dulani(2015).

적응은 취약 공동체ㆍ지역ㆍ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복원력을 제고하는 활동
으로 간주하였으며, 복원력 제고가 필요한 분야로 보건ㆍ식량안보(농업, 가축,
수산업)ㆍ수자원ㆍ관개ㆍ해안 및 해양ㆍ생물다양성ㆍ도시ㆍ관광 및 레크리에
이션 분야가 강조되었다. 스리랑카는 특히 기후변화 감축의 부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적응활동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밝히고 있다.
스리랑카는 적절한 기후변화 적응 활동이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손실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저탄소 개발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기여한다고 언급하였다. 스리랑카의 적응 관련 NDC는 국가기후변화
적응전략(NCCAS: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Strategy)과 국
가적응계획(NAP: National Adaptation Plan)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
국가발전계획에 기후변화 적응을 통합화(mainstream) △ 기후복원적이며 강
건한 인간정주지 구축 △ 식량안보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최소화 △ 핵심 경제
요소에 기후복원력 강화 △ 기후변화 영향으로부터 천연자원과 생물다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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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를 구축하고자 하는 다섯 개의 주요 목표를 제시하였다.40)
그밖에도 극한 기후로 인한 물리적 손실과 피해를 다루기 위해, ‘손실과 피해
에 관한 바르샤바 국제 메커니즘41)’과 부합하는 국내(현지) 메커니즘을 개발하
고자 한다. 최근 스리랑카에는 기후변화와 밀접한 재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기
후변화는 기후관련 위협과 수문학적 위협뿐만 아니라 스리랑카의 사회ㆍ경제
ㆍ환경적 취약성 또한 크게 증가시킨 바 있다.
특히 홍수는 인프라를 포함하는 다양한 요소에 물리적 피해를 유발한다. 스
리랑카 재난관리부 재난관리센터가 2010년 5월 수행한 통합홍수피해평가
(Integrated Post Flood Assessment)에 따르면 스리랑카 남부와 서부 지역
의 총 홍수 피해는 약 3,5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응하여
스리랑카 정부는 ① 상시 재해예측 역량의 강화 ② 2000년 이후 발생한 기후
관련 재해의 손실과 피해 분석(규모, 미복구 현황 등) ③ 바르샤바 메커니즘에
부합하는 현지 메커니즘 개발 ④ 손실과 피해 복구를 위한 기존 국가 메커니즘
강화 ⑤ 거주지ㆍ소유물ㆍ인프라ㆍ농업ㆍ수산업 등의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체계 도입을 NDC에 포함하였다.
감축과 적응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이행수단으로는 재정ㆍ기술ㆍ역량 구축
이 언급되었다. 스리랑카는 이에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국제
사회의 재정 지원을 위해서는 재원 수요 파악을 위한 방법론과 제공된 재원에
대한 국제 수준의 투명한 MRV 방안이 구축되어야 함이 NDC에서 언급되었
다. 이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스리랑카 정부 차원의 투명성 및
체계 확립 의지를 나타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NDC 각 분야에 대해 기술수요평가 또한 중요한데, 스리랑카 정부는 자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 수준과 국제 지원이 필요한 기술의 수준을 평가하여 체계적

40) Ministry of Mahaweli Development and Environment(2016), p. 13.
41) UNFCCC 제19차 당사국총회(바르샤바 개최)에서 합의된 메커니즘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 보상의 의무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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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기술 이전 및 보급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분야별 담당 부처의
주도하에 환경부가 조정을 담당하도록 구상되었다. 한편 NDC 이행에는 현지
의 기술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내용 또한 포함되어 주인의식 제고에도
관심을 기울였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스리랑카 NDC는 인적ㆍ제도적 역량 구축을 추구하여 국가발전
절차에 기후변화를 통합(주류화)하고자 한다. 각 분야별 담당부처와 협력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재정과 기술 등 이행수단의 보다 원
활하고 효과적인 활용을 추구할 수 있음이 언급되었다.

3. 요약 및 시사점
총 면적 6만 5,610km2의 작은 섬나라 스리랑카는 남아시아의 기타 국가 대
비 낮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지고 있다. 반면 섬국가 특성으로 인해 기후변화
취약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2050년경에는 스리랑카 전역에서 기
온의 상승과 강수량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해
수면 상승과 더불어 스리랑카 경제ㆍ사회ㆍ환경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스리랑카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되는 강수량 및 기온 변화, 그리고
기후변화와 밀접한 자연재해가 스리랑카 농업, 수자원, 보건, 연안지역에 직ㆍ
간접적인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려왔
다. 국내적으로는 2002년 국가환경정책을 시작으로 일련의 환경보호 및 기후
변화대응 정책ㆍ전략을 수립하여 이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정책은 공통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보다
기후변화 적응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보다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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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1년 국가기후변화정책(NCCP)은 그 목적에서부터 “기후변화 영향에
적응하고 이를 완화 ”하며 “국가 기후 취약성” 인식 제고와 “기후변화의 악영향
을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적응을 추진”을 강조하였다. 이는 기후변화 적응
활동에 우선순위를 두고 국제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취지
로 해석할 수 있겠다. 파리협정 이행계획인 NDC에서도 섬국가로서 기후변화
에 대한 취약성과 상대적으로 낮은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제시하고, 스리랑카
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스리랑카 국가적응계획(NAP)과 적응분야 기술수요를 토대로 볼 때, 기후변
화가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농업ㆍ수산업을 포함하는 식량과 수자원, 보건,
연안 또는 해양, 그리고 생물다양성인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상기 분야는 다
소 경중의 차이가 있으나 모두 기온의 상승과 강수량 변화, 즉 기후변화로 인한
직ㆍ간접적 영향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사회ㆍ환경 측면뿐
만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 손실 또한 예상된다. 예컨대 기온의 상승과 강수량의
변화는 스리랑카 주식인 쌀의 생산성을 저하하며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더불어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생산성 저하,
수자원 부족, 위생환경 악화는 스리랑카 북부 및 동부 빈곤층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현 정부가 추구하는 ‘국가통합 및 화해’의 추구에도 걸림돌이
된다.
기후변화가 스리랑카에 미치는 영향과 2000년대 이후 스리랑카가 수립해
온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종합하여 볼 때, 변화하는 기후에 대한 적응은 스리랑
카의 장기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응이 시급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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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가. ODA 지원 동향
스리랑카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는 2005년 약 12억 달러 수준에서 지속적
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2015년에는 4억2,74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양자 차원
의 지원 비중은 60% 내외를 차지하였으나, 2015년 처음 양자 대 다자 비중이
역전되어 수혜한 ODA 중 양자 비중은 36.4%로 급감하였다. GNI 대비 ODA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기준 0.53%를 나타냈다. 2015년 기
준 스리랑카의 1인당 ODA 수원 규모는 약 20달러이다.

표 4-1. 국제사회의 대스리랑카 ODA 추이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ODA
(백만

1,191.0 794.6 575.0 644.5 654.9 507.5 498.4 398.8 356.6 436.8 427.4

달러)
양자
ODA

74.7

65.7

56.2

58.2

54.5

65.8

61.5

69.3

66.8

58.4

36.4

4.83

2.83

1.90

1.82

1.69

1.03

0.95

0.73

0.56

0.63

0.53

(%)
ODA/
GNI
(%)
1인당
ODA

60.13 40.37 30.91 36.42 35.27 28.81 30.26 24.04 19.59 23.67 20.38

(달러)
주: 순 집행액 기준.
자료: AidFlows, http://www.aidflows.org(검색일: 2017. 6. 9).

스리랑카에 대한 국제사회의 ODA 지원 유형은 주로 차관형태이며 2005년
이후 증여 방식의 지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기준 전체 ODA 수혜
금액 중 증여는 약 3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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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국제사회의 대스리랑카 ODA 추이: 증여 vs. 차관
(단위: 백만 달러, %)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02

’03 ’04 ’05

’06

’07 ’08 ’09
증여

’10

’11 ’12 ’13

’14 ’15

차관

주: 총 집행액 기준.
자료: AidFlows, http://www.aidflows.org(검색일: 2017. 6. 9).

주요 공여국은 일본, 우리나라, 호주, 영국, 미국, 노르웨이, 프랑스, 스위스 등이
나, 일본의 지원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 최근 5년 평균, 일본의 스리랑카 지원
규모는 약 9,600만 달러로 지원 규모가 두 번째로 큰 우리나라의 2배 이상이다.

그림 4-2. 스리랑카 상위 10대 공여국
(단위: 백만 달러, %)
일본

95.9
42.5

한국
32.9

호주
14.6

영국

12.6

미국

11.4

노르웨이
프랑스

10.5

스위스

8.9

스웨덴

4.9

캐나다

4.9

주: 순집행액 기준. 2011~15년 평균.
자료: AidFlows, http://www.aidflows.org(검색일: 2017.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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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통계로는 파악할 수 없으나, 스리랑카에 대한
최대공여국은 중국으로 알려져 있다.42) [그림 4-3]은 중국의 ODA 및 기타공
적자금(OOF: other official flow) 성격의 지원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2009
년 중국의 스리랑카 지원 규모는 ODA 14억 달러를 포함 약 37억 달러에 달했
다. DAC 회원국의 ODA 규모와 비교해보면, 2014년 중국의 대스리랑카
ODA는 DAC 회원국 전체 지원금액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그림 4-3. 중국의 스리랑카 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ODA 성격

OOF 성격

주: 2014년 고정가격.
자료: AidData, http://aiddata.org/datasets(검색일: 2017. 9. 30).

한편 다자기구 중에서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지원이 가장 활발하여 지난 5년
간 평균 1억 6,50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그 뒤를 연평균 약 9,400만 달러를 지원한
세계은행(IDA)이 따랐다. 다자개발은행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국제농업개발기
금(IFAD), 글로벌펀드(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의 지원이 두드러진다.

42) 강인수, 이호생, 송유철(2014), pp. 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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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스리랑카 주요 다자 공여기관
(단위: 백만 달러)
ADB
세계은행(IDA)
EU
세계은행(IFC)
세계은행(IBRD)
OPEC
IFAD
Global Fund
GEF
WFP
WHO
UNFPA
UNDP
GAVI
UNICEF

165.4
94.2
47.0
15.7
13.4
8.8
7.9
6.4
3.3
2.6
2.1
2.0
1.7
1.6
1.0

주: 순집행액 기준. 2011~15년 평균
자료: AidFlows, http://www.aidflows.org(검색일: 2017. 6. 9).

지난 5년간 국제사회가 중점적으로 지원한 분야는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로
총 지원 금액의 약 38%를 차지하였다. 교육 및 보건 분야에 대한 지원은 각각
11%, 7%를 차지하였는데, 기타 분야까지 고려하면, 국제사회의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지원 비중은 약 41%로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비중보
다 높게 나타난다. 한편 환경보호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되는 다분야 지원 비중
은 11%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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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국제사회의 대스리랑카 중점 지원분야

주: 총집행액 기준. 2011~15년 평균.
자료: AidFlows, http://www.aidflows.org(검색일: 2017. 6. 9).

나. 기후변화 관련 지원 현황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관련 지원 규모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리우
마커로43) 추정가능하다. 2015년 기준, DAC 회원국의 스리랑카 기후변화 관
련 지원 규모는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지원금액이 2억 6,710만 달러, 기후변화
악영향에 대한 적응 지원금액이 4,320만 달러에 이른다. 이는 스리랑카에서
추진된 ODA 사업 중 절반 이상이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하여 진행되었음을 의
미하며, 전체 ODA 사업 중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한 사업은 약 10% 정도이다.

43) 리우마커는 개별 ODA 사업이 기후변화 대응(감축 및 적응)을 해당 사업의 주요 또는 부수적 목표로
다루었는지를 파악하는 수단으로 OECD DAC의 정책마커 중의 하나이다. 공여국 사업 담당자는 지
원 통계 보고 시 리우마커를 표기하며, DAC은 마킹된 사업의 금액을 합산하여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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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국제사회의 대스리랑카 기후변화 관련 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감축

3.3

8.1

0.9

13.6

11.5 220.0

적응

-

-

-

-

- 64.59

2011

2013

2014

6.4 127.1 170.7

82.6

267.1

86.3

43.2

97.9

2012

10.8 137.6

2015

주: 약정액 기준.
자료: OECD.Stat(검색일: 2017. 6. 9).

기후변화 관련 지원 규모가 가장 큰 공여국은 일본으로 2011년부터 15년까
지 5년간 총 5억 달러를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
간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한 사업은 약 2억 3,000만 달러에 달했다. 감축의 경
우, 일본, 프랑스를 제외한 여타 국가들의 기후변화 관련 사업 규모는 5년간 천
만 달러 미만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ODA 지원 규모 2위의 공여국이나 리우마
커로 표기된 기후변화 관련 지원은 감축이 320만 달러로 4위, 적응분야 지원이
160만 달러로 9위에 머물렀다.

그림 4-6. 대스리랑카 기후변화 관련 주요 공여국
(단위: 백만 달러)

<감축>

일본

509.6
126.8

프랑스
벨기에

<적응>

8.5

한국 3.2
노르웨이 1.6
호주 1.5

일본
프랑스
69.1
EU
31.1
미국
13.6
벨기에 12.7
호주 9.3
스웨덴 3.7
노르웨이 2.6
한국 1.6

227.3

주: 약정액 기준. 2011~15년 합계.
자료: OECD.Stat(검색일: 2017.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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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마커로 파악한 중점 수원분야는 다음과 같다. 감축지원의 경우, 에너지
와 식수 및 위생 분야가 전체의 95%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난 5년간
감축분야 총 지원 금액인 6억 5,000만 달러 중 에너지 분야의 지원 규모는 약 5
억 5,000만 달러이며 이는 일본의 영향으로 지난 5년간 일본은 약 4억 9,000만
달러를 에너지 분야에 지원하였다. 식수 및 위생 분야는 약 13% 비중을 차지하
였는데, 프랑스가 6,90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한편 적응관련 지원의 경우, 식수 및 위생 분야가 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며, 뒤를 이어 운송 및 창고가 21%, 재난경감 및 긴급대응이 3%, 농수산어
업이 1.5% 규모로 지원되었다.

그림 4-7. 국제사회의 대스리랑카 감축지원: 중점 분야(2011~15년)

주: 약정액 기준. 2011~15년 합계.
자료: OECD.Stat(검색일: 2017.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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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국제사회의 대스리랑카 적응지원: 중점 분야(2011~15년)

주: 약정액 기준. 2011~15년 합계.
자료: OECD.Stat(검색일: 2017. 6. 9).

2. 주요 공여국 및 다자기구의 지원전략
이 절에서는 스리랑카에 대한 별도의 지원전략을 수립한 공여국과 다자기구
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정리하고, 지원전략상의 기후변화 관련 내용과 주요 지
원사업을 살펴본다.

가. 일본
일본은 스리랑카의 주요 개발 파트너 중 하나로 최근 5년간(2011~15년) 평
균 9,500만 달러를 지원한 최대 공여국이다. 개발협력기관인 일본국제협력기
구(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는 스리랑카의 중장기
개발 수요 및 경제정책 프레임에 기초하여 지원분야를 선정했는데, 재난관리
및 기후변화는 북부 및 동부 지역의 분쟁 영향 인구의 생활환경 개선,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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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화, 빈곤퇴치 및 지역 개발 등과 함께 중점분야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
다.44)
일본은 2013년 스리랑카 지원계획인 국가지원정책(CAP: Country Assistance
Policy)을 발표하였다. 스리랑카에 대한 일본의 개괄적인 원조 정책방향을 제시
한 동 문서는 기본 목표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 특히 신흥지역의 경제
성장 촉진을 명시하고 있으며, 중점 추진분야로서 인프라 개발, 농촌지역의 사회
적ㆍ경제적 향상, 사회 인프라 지원을 통한 취약성 감소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림 4-9. 일본의 스리랑카 지원 기본방향

주요 문제

중점 분야

기본 인프라 부족: 경제성장의 병목 현상
■

■

■

■

도로 부문: 도로 노후화, 교통혼잡
항만, 공항 부문: 수요 증가
전력 부문: 수요 증가, 송전 및 배전의 비효율성
도시 환경 부문: 수요 증가, 물 공급 부족 및 하수도 부족,
고형 폐기물 관리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개발

농업 및 수산업의 생산성 저하, 내전으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
■

■

농촌 지역: 낮은 생산성 및 수익
분쟁 영향 지역(북부 및 동부 지역): 인프라 재건 필요성
및 생계 문제 해결, 빈약한 행정 서비스

자연재해 및 사회적 변화에 대한 취약성
■

■

기후변화 및 재난 관리: 지구 온난화 및 강수량 증가
보건: 비전염성 질병의 부담 증가, 보건서비스의 질 저하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 향상

사회 인프라 개발을
통한 취약성 감소

자료: JICA, JICA’s Cooperation for Sri Lanka.45)

2014년에는 중점분야별 지원사업을 제시한 롤링플랜(Rolling Plan for
Project Planning)을 CAP의 붙임문서로 추가 발표하였다. 롤링플랜은 중점
분야별 배경 및 현황, 지원전략과 더불어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사업의 목
44) JICA 스리랑카 홈페이지(http://www.lk.emb-japan.go.jp/itpr_en/00_000038.html, 검색일:
2017. 10. 12) 참고.
45) JICA 현지사무소 면담(2017. 9. 12) 입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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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예산, 일정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2016년 4월에 업데이트된 롤링플랜이
발표된 바 있다.

그림 4-10. 일본의 스리랑카 지원분야별 주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1. 경제 성장을 위한 인프라 개발
목표: 기본 인프라 제공을 통한 경제 활동의 병목 현상 해결
교통 네트워크 개선

프로
그램

■

■

■

■

주요
프로젝트

■

■

■

전력 부문 개선

콜롬보 및 기타 지역 간의 교통
네트워크 연결
콜롬보 내 교통체증 완화
항만·공항 시설의 확장 및 개발
국도네트워크의 주요 교량건설 사업
Bandaranaike 국제 공항 개발 사업
2단계 (Ⅰ), (Ⅱ)
Kelani강의 신규 교량 건설 사업
콜롬보의 도시 교통 개발 연구

■

■

■

■

■

■

환경적 개선

전력 손실 감소
에너지원 다양화
에너지 절약 지원

■

■

Habarana-Veyangoda 송전
라인 사업
콜롬보 송배전 손실 경감 사업
발전 및 송전 종합 계획
(master plan) 연구 사업

■
■

■

■

물 공급 및 하수 처리 시설
무상 물 공급 축소

Kandy city 폐수 관리 사업
Anuradhapura 북부 급수
사업1단계
Killinochch 급수 체계(scheme)
재건
수질 모니터링 사업

2. 농촌 지역의 사회·경제적 향상
목표: 농촌 개발 촉진 및 지역 불균형 확대 개선을 위한 농업 및 수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 개선
농어촌 마을 진흥

프로
그램

주요
프로젝트

■

■

■

■

■

신흥지역의 지역 개발 촉진
■

농업 생산성 향상
농작물 다양화

■

■

인증된(certified) 채소 종자의 생산 체계 개선 사업
북중부 지역 운하의 Cascade 시스템 개발 계획 수립 사업
Jaffna 대학 농업학부의 연구 및 훈련 단지 조성 사업

■

■

■

분쟁 영향 지역 개발을 위한 행정 역량 개선
생계 유지를 위한 포괄적 지원
생산 활동 개선
Vauuniya-Kilinochchi 송전 라인 사업 (Ⅱ)
빈곤 경감 미소금융(micro finance) 사업 (Ⅱ)
지역 개발의 현장 담당자(frontline officer)훈련 사업

3. 취약성 감소를 위한 사회 인프라 구축
목표: 자연 재해 및 사회 구조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복원력 있는 사회를 만들고 지속가능발전을 가능케 함.
기후변화 및 재난 관리

프로
그램

■

■

■

주요
프로젝트

■

■

■

유관부처의 재난 관리 체제 강화
재난 예방 및 조기경보시스템 강화

국도 네트워크의 산사태 재난 방지 사업
기상 관측, 일기 예보 및 보급 개선 사업
디지털 고도모델(Elevation Model) 구축을 위한 역량개발 사업
도플러 기상 레이더 네트워크 구축

보건 분야
■

■

■

■

비전염성 질병의 관리 및 예방 강화
병원 관리 시스템 강화

기본 사회 서비스 개선 사업
비전염성 질병 관리 강화 사업

자료: JICA, JICA’s Cooperation for Sri Lanka.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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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중점분야 중 ‘취약성 감소를 위한 사회 인프라 구축’에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관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인프라 개발과 농촌지역의 사회ㆍ경
제적 향상 두 중점분야에서도 에너지, 폐수 관리, 물 공급, 농촌 개발 등의 광범위
한 기후변화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 인프라 개발을 살펴보면 감축 측면에서 운송
네트워크 개선, 전력 부문 개선, 폐기물 관리 및 하수 처리 등을 추진 중이며, 적응
측면에서는 수자원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콜롬보와 기타 지역 간 교통 네트워
크 연결과 도시 내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교량 건설 사업을 진행 중이며, 전력 손실
감소 및 에너지 절약 지원을 위한 송전 라인 사업, 콜롬보 송배전 손실 경감 사업
및 에너지원 다각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아누라다푸라(Anuradhapura)
북부 지역의 수자원 공급 사업과 캔디(Kandy) 시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폐수
관리 사업을 진행 중이다. 농촌지역 개발 부문에서는 농작지 등에의 급수를 위한
캐스케이드 시스템 개발 계획 수립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와 보건 분야에서는 스리랑카 재해관리법 제13호 및
국가 재난관리계획에 부합하는 인프라 개발과 기술이전을 통해 효과적이고 실
용적인 재난 관리 체계 구축과 방재 대책 도입을 지원하는 것을 전략으로 제시
하였다.47)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유관부처의 재난관리 체계 강화와 재난 예방
및 조기경보시스템 강화를 명시하였다. 특히 일본이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
고 있는 재난관리 거버넌스 강화(국가 제도 및 법률 프레임워크 개선), 홍수 및
산사태 관련 재난 위험 감소(인프라 개발 및 기술이전 포함), 지역사회를 대상
으로 한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JICA는 정확한 기상 예
측을 위한 도플러 레이더(doppler radar)를 처음으로 스리랑카에 도입하여
지역별로 예방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산사태로 인한 토지 유실
경감 사업을 양허성 차관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홍수 피해 경감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 지원은 2017년 5월에 종료하였으며, 2018년에는 홍수로 인한 경제
46) JICA 현지사무소 면담(2017. 9. 12) 입수자료.
47) JICA(2016),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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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구축 및 투자 등을 파악하기 위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2017년에 종료한 스리랑카 정부의 연구 및 개발
기관인 NBRO(National Building Research Organization)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협력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48)

표 4-3. JICA의 스리랑카 기후변화 관련 주요 지원사업
구분

전력
부문

사업명

내용

형태

국가 송배전
네트워크 개발 및
효율성 개선 사업

삼푸르(Sampoor)와 하바라나 사이에 400kV 전송 라인을 구축
하여 전송 용량 강화 및 전력 손실률 감소. 이를 통해 전력공급망
의 안정성 향상 및 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

차관

2040년까지 발전, 송전 및 배전 개발 계획을 포함하는 전력
전력 부문 종합 계획
종합 계획을 통해 안정적ㆍ경제적ㆍ환경 친화적인 전력 공급
연구 사업
시스템 구현

기술
협력

(콜롬보 배전 사업)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콜롬보 시에
콜롬보 배전 개발 사업 있는 변전소를 포함, 광범위한 전송 네트워크 제공
및 대(Greater) 콜롬보 (콜롬보 송배전 손실 경감 사업) Greater Colombo 지역에서
송배전 손실 경감 사업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220kV 및 132kV 송전 선로 및 지하
배전선을 공급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을 실현

차관

코트말레(Kotmale)
상부 수력 발전
프로젝트

재해
관리

마하웰리 강의 코트말레 지류에 150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수력 발전소 건설을 통해 증가하는 전력 수요 충족
및 스리랑카의 경제 성장에 기여

차관

기상 관측, 일기 예보 및 기상부처(Dept. of Meteorology)의 데이터 수집, 분석 및
보급 개선 사업
전파의 향상 기대

기술
협력

재난 회복력 증진을
LiDAR 조사 활용을 통한 수치 표고 모형(DEM49): Digital
위한 수치 표고 모형
Elevation Model) 제작 노하우 습득 기회 제공
역량개발사업

기술
협력

국도 네트워크의
산사태
재난 방지 사업

기본 인프라인 일류 국도(A-class)를 대상으로 고원 지대에
적절한 보호 조치 수행을 통해 산사태 재해를 감소시킴으로서
도로망의 안전 강화 및 주민들의 생명 보호에 기여

차관

산사태 감소를 위한
기술 협력 사업

산사태 감소 방법에 대한 기술적인 지식을 NBRP의 파트너
(counterpart)에 이전

기술
협력

자료: JICA, Sri Lanka: Climate Change and Disaster Risk Reduction; JICA, Sri Lanka: Improvement of the
Power Sector.50)

48) JICA 현지사무소 면담(2017. 9. 12, 스리랑카 콜롬보).
49) DEM은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조기 경보를 가능하게 하는 위험지도를 작성하고 비상 대응계획을 수
립하는 데 활용된다.

제4장 국제사회의 스리랑카 지원 동향 • 81

나. 미국
미국 USAID는 2016년 스리랑카에 대한 개발협력전략을 담은 국가개발전
략(CDCS: 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을 수립하였다.
USAID는 스리랑카 지원 방향을 기존의 구호 위주에서 개발(development)로
전환하며, 북부 및 동부 지역에 중점을 두었던 지원정책을 스리랑카 전 지역으
로 확대할 것임을 밝혔다.
스리랑카 CDCS에서 제시된 미국의 지원 목표는 민주적 거버넌스 및 사회통
합 강화와 지속적ㆍ포용적인 경제성장이다. 미국은 기후변화를 스리랑카가 직
면한 개발 도전과제 중 하나로 인식,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을 고려하며 성과
프레임워크의 중기 성과(IR: Intermediate Result) 1.1에서 언급하였다.51)
미국은 강우 패턴 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등의 자연재해 심화에 대한 대응역
량 및 회복력을 강조한다. USAID는 스리랑카의 재난발생 시, 피해 지역 및 스
리랑카 정부에 대한 긴급구호 지원을 제공해왔으며, 향후에도 기후변화에 취약
한 지역사회 및 개인의 복원력 구축을 위한 재난위험 감소 프로그램을 계속 지
원할 예정이다.52)
스리랑카 USAID 현지사무소는 스리랑카와 몰디브 두 국가의 개발협력사업
을 담당하고 있다. USAID 현지사무소의 기후변화 관련 지원에서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는 사업은 몰디브에서 이루어지는 기후복원력 및 수자원 안보 강화
사업이며, 스리랑카에서는 현지 연구기관 및 NGO와 협력하는 협의체 활동53)
과 연구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50) JICA 현지사무소 면담(2017. 9. 12) 입수자료.
51) 미국은 스리랑카의 거버넌스와 경제 성장 활동 지원에 주력함에 따라 CDCS 수립 시 기후변화를 독립
된 구성 요소로 포함하지는 않았다. 기후변화에 대한 복원력 증진은 IR 1.1의 복원력 있는 사회 구축
부분에 포함되었으나 상세한 방향성이나 전략을 담고 있지는 않다.
52) USAID(2016), p. 16.
53) FECT(Foundation for Environment Climat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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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USAID의 스리랑카 성과 프레임워크(2017~19년)

USAID/Sri Lanka CDCS 목표
포용적이며 번영하는 스리랑카 지원을 위한 민주적 거버넌스 강화 및 경제 성장

개발목표 1

개발목표 2

민주 정부 및 사회 통합 강화

지속적·포용적 경제 성장

IR 1.1
보다 포용적이며 복원력 있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스리랑카 주도의 노력을 강화

IR 2.1
무역·투자환경에 대한 정책 및 규제 개선

IR 1.2
주요 정부기관의 제도 강화

IR 2.2
기업경쟁력 강화(농촌 및 위성도시)

IR 1.3
시민사회와 미디어의 옹호(media advocacy)
및 조정(oversight) 증가

IR 2.3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노동 역량 향상

자료: USAID(2016), p. 14.

한편 USAID는 기후변화 주류화의 일환으로 국별 전략서 및 개별 사업 추진
시 기후변화 복원력을 점검한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2014년 발표한 행정명
령의 일환으로 스리랑카뿐 아니라 USAID의 타 국가개발협력 활동에도 공통적
으로 적용된다.54)

글상자 4-1. 오바마 대통령 행정명령(EO 13677) 주요 내용

2014년 9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본 행정명령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미국의 개발협력 활동(all US international development work)에 기후복원력에 대한 고려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
섹션 2. 기후복원력을 모든 대외원조 활동에 포함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국제개발 프로그램과 투
자를 담당하는 기관은
1) 기후복원력 고려사항을 의사결정에 통합
a) 계획, 프로그램, 사업, 투자, 해외 시설 및 관련 재원 동원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기
후 관련 위험 및 취약성을 평가하고, 최적의 기후변화 데이터를 활용,

54) USAID 현지사무소 담당자 인터뷰(2017. 9. 13)에 따르면 트럼프 신정부의 등장 이후 아직까지는 제
도적 변화가 없으며, 기후복원력 추진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지침 변화나 새로운 행정명령은 없을 것
으로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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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4-1. 계속

b) 해외시설의 계획 및 관리를 포함한 전략, 계획, 프로그램, 사업, 투자 및 관련 자금에 대
한 결정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정
2)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기후 복원력에 대한 고려사항을 해외 기관의 계획, 프로그램, 사업, 투
자 및 자금 관련한 의사결정 시 반영하는 데 필요한 지식, 데이터, 도구, 정보, 프레임워크
및 교훈을 공유
3) 기후 위험 식별 및 기후복원력 고려사항을 국제 개발협력 노력에 통합할 수 있도록 타 국가
와 협력
4) 자원 활용방안 결정 시, 취약 국가의 기후복원력 고려사항을 국가ㆍ지역ㆍ분야별 개발 계획
및 행동으로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
자료: 백악관 홈페이지(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the-press-office/2014/09/23/executive-order
-climate-resilient-international-development, 검색일: 2017. 10. 13).

표 4-4. USAID의 스리랑카 기후변화 관련 지원 프로그램(2012~17년)

활동명
몰디브의 기후 복원력 및 물 안보 강화
(Maldives GCC: Enhance Climate Resiliency
and Water Security in Maldives)

분야

프로젝트
시작일

약정액

종료일

일반 환경 보호 2014. 4 2015. 8
식수공급 및

(만 달러)
370

2014. 4 2015. 8

84

일반 환경 보호 2013. 9 2015. 9

276

일반 환경 보호 2011. 9 2016. 7

200

위생

자연 및 천연 자원 보존 국제연합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기후복원력 및 물 안보 강화 프로그램
(PECRWS: Program to Enhance Climate
Resiliency and Water Security)
식수공급 및 위생 – 안전한 식수 접근성
(Water Supply and Sanitation – Safe Water

식수공급 및

Access)

위생

-

-

97

-

-

96

농업생산성 – 토지 및 수자원 관리
(Agricultural Sector Productivity - Land and
Wat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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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표 4-4. 계속

활동명

분야

프로젝트
시작일

약정액

종료일

(만 달러)

연구 참여 향상을 위한 파트너십
(PEER: Partnerships for Enhanced

일반 환경 보호 2011. 7 2016. 7

Engagement in Research)
역량 구축, 대비 및 계획

재난 예방 및

(Capacity Building, Preparedness, and Planning)

대비

-

-

26

45

자료: USAID FAE(https://explorer.usaid.gov/data.html, 검색일: 2017. 9. 7) 참고하여 저자 작성.

다. 아시아개발은행(ADB)
ADB는 2017년 7월 스리랑카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Sri Lanka, 2018-2022)을 발표하였다. ADB의 스리랑카 지원전략은 스리랑
카 정부가 2015년 11월, 2016년 10월에 각각 발표한 국무총리 정책성명서 및
공공투자계획 2017~2020 등 스리랑카 정부의 개발계획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ADB의 Strategy 2020 중간 검토(Midterm Review of Strategy
2020)의 기본 방침을 반영하고 있다.
그림 4-12. ADB의 스리랑카 CPS 중점분야(2018~22년)

상위 중소득국 진입
<Pillar 1>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경제 다변화 및 생산성 향상 촉진

■

■

■

성장지향 인프라 및 로지스틱 확대
경제 회랑(Economic Corridor) 개발
인적자원개발

<Pillar 2>
성장의 질 제고를 위한 포용적 성장

■

■

■

■

농업 인프라 및 상업화 강화
농촌 연결망 향상
공공서비스 제공 개선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확대

<주제별(Thematic) 목표>
■

■

■

민간분야 개발 및 민관협력(PPP) 촉진
환경, 기후변화 및 재난위험 관리 강화
양성 평등 향상

자료: ADB(2017a),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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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는 ① 스리랑카 경제 다변화 및 생산성 향상 촉진을 통한 성장 동력 강
화 ② 포용적 성장(promoting inclusiveness)을 통한 성장의 질 제고라는 두
가지 축을 통한 스리랑카의 상위 중소득국 진입을 지원목표로 설정하였다. 각
각의 축은 3~4개의 우선 투자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기후변화 및 재난위험 관
리는 민간부문 개발 및 양성평등과 함께 범분야 이슈로 다루어지며, 따라서 개
별 축 하의 지원사업 추진 시 기후변화를 고려한다. 기후변화가 범분야 이슈로
다뤄지고 있지만 성장기반의 인프라 확충 및 농업 인프라 등의 우선 투자 영역
에서도 에너지, 수자원 공급 및 관리 등의 광범위한 기후변화 관련 내용을 포함
하고 있다.
에너지분야는 전략목표(pillar) 1의 우선 투자 영역인 ‘인프라 및 로지스틱
공급 확대’에서 다루고 있다. ADB는 풍력 및 태양열 에너지를 활용한 비전통
적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혁신 및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
다. 또한 가스 기반 발전소 활용 가능성을 연구하고, 스리랑카와 인도 간의 전
력 연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협력 이니셔티브를 장려할 계획이다.
2016년도에 승인된 풍력발전 사업은 재생에너지 잠재력 개발 및 에너지 안
보 제고를 위한 풍력발전 설비를 마나르(Mannar) 지역에 건설하는 것으로 민
관협력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55) 전력 송전의 안정성 및 보호 강화 사업은
201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2019년에는 모든 배전 지역의 원
격 모니터링 및 제어를 위해 최신 관리 제어 및 데이터 수집ㆍ분배 시스템을 구
축하고 기존 정전기 측정기(static meter)를 새로운 디지털 계량기로 대체하기
위한 배전 자동화 및 계측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56)
전략목표 2의 우선 투자 영역인 ‘농업 기반시설 및 상업화 강화’ 부문은 수자
원 활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ADB는 ① 저수지 수용력 증가, 송수력
(water conveyance capacity) 강화, 기후변화 적응 부문 투자와 기술 도입
55) ADB(2015), p. 2.
56) ADB(2016),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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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수자원 활용의 효율성 증가 ② 용수 사용의 생산성 향상 ③ 스리랑카 정
부의 수자원 관리 거버넌스 개선에 집중해왔다. 향후에도 ① 관개 시스템의 노
후화 방지를 위한 운영 및 유지보수 강화를 통한 용수효율성(water use
efficiency) 향상 ② 관개정보시스템 업데이트 ③ 경작 강도(crop intensity)
향상, 농작물 다각화 및 상업화를 통해 관개 투자 수익을 증가시키는 데 지속적
으로 중점을 둘 예정이다. 특히 ADB는 국가 차원의 수자원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제도적 강화에 대한 스리랑카 정부의 주도권 향상, 기획 및 시행기관 간의
조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수자원 관련 사업으로 ADB는 2018년에 마하웰리 물 안보 투자 프로그램
(Mahaweli Water Security Investment Programme) 2단계에 대한 기술
지원 차관을 계획하고 있다. 동 사업을 통해 1단계에서 건설된 운하를 이용하
여 이전된 물을 계단식(cascade) 방식으로 저장하고 활용하기 위한 건조지역
의 관개 시스템 현대화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57)
ADB는 기후변화 및 재해 위험 관리의 범분야 적용과 관련하여 풍력과 태양
열 등의 청정에너지 활용, 천연자원 관리, 하수처리시설 확장, 수자원 보존을
위한 누수 방지, 철도망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운송부문 지원을 확대할 계획
이다.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스리랑카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
고, 기후변화 적응 기술과 통합된 재난위험 관리 메커니즘을 구현할 계획이다.
또한 ADB 운영 사업에서 환경, 기후 변화 및 재해 복원력에 대한 고려사항을
주류화 할 예정임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57) Ibid,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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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ADB의 스리랑카 기후변화 관련 지원사업(2013~17년)
분야

사업명

상태

승인일

농업, 천연자원,

마하웰리(Mahaweli) 물 안보 투자 프로그램 – 1차

진행 중

15.07.02

농촌개발

수자원 개발 투자

완료

14.04.02

옥상 태양광발전

진행 중

16.12.14

녹색에너지개발 및 에너지 효율 향상 투자 – 2차

진행 중

16.12.05

전력공급 안정성 향상 지원

진행 중

16.07.26

풍력 발전

진행 중

16.03.18

전력공급 안정성 향상 지원

완료

15.09.14

녹색에너지개발 및 에너지 효율 향상 투자 - 1차

진행 중

14.07.29

녹색에너지개발 및 에너지 효율 향상 투자

진행 중

14.07.15

녹색에너지개발 및 에너지 효율 향상 투자

완료

13.06.25

공공부문

홍수 및 산사태 대응 - 2차58)

진행 중

17.06.08

관리

홍수 및 산사태 대응

진행 중

16.06.09

콜롬보(Colombo) 식수 및 폐수 관리 개선 투자

진행 중

15.12.08

진행 중

14.12.16

완료

14.10.03

진행 중

14.06.11

에너지

국가 급․배수위원회(Water Supply and Drainage
Board)의 제도적 발전
수자원 및 기타
도시 기반시설
및 서비스

콜롬보 시의회의 폐수관리 개선
자프나(Jaffna) 급수를 위한 해수 담수화 및 기타
대체 수자원의 신속한 평가
물 분야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역량 강화

완료

13.12.10

광역 콜롬보 상하수도 관리개선투자 - 2차

진행 중

13.09.26

자료: ADB 홈페이지(www.adb.org/projects/country/sri, 검색일: 2017. 9. 5) 참고하여 저자 정리.

ADB는 개발 조정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여국 및 기관들과 협력하
고 있다. 주요 다자기구, UN 기구, 공여국이 참여하는 본 포럼은 분기별로 개
최되며, 특정 분야에 대한 기술 그룹 구성을 통한 집중적인 세부 내용 논의 등
이 이루어진다.59) 또한 ADB는 CPS의 연결 문서로 개발 조정 매트릭스(DCM:
Development Coordination Matrix)를 발표하였다(표 4-6). DCM은 타 공
58) 2016년 5월 열대성 폭풍 토아누(Toanu)로 인한 홍수 및 산사태 피해자 인도적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아태지역 재해대책기금(Asia Pacific Disaster Response Fund)을 통해 지원하였다.
59) ADB(2017a),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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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체와의 조정 및 협력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자기구와 공여국의 전략과 주
요 활동을 ADB의 전략 및 활동과 연계하여 주제별ㆍ분야별로 정리하였다.
ADB는 에너지, 도시 개발, 농업, 운송, 교육, 보건, 재무 분야에서는 세계은행
과 긴밀하게 협조해왔으며, JICA와는 인프라 분야, 유럽투자은행(EIB:
European Investment Bank)과 프랑스 원조기관 AFD와는 도시 개발과 식
수 공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는 농업, 재난 대응, 농촌 개발 분야 부
문에서 조정과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다.

표 4-6. ADB의 스리랑카 공여기관 조정 매트릭스
개발 파트너의 전략 및 주요 활동
다자 및 UN 기구
ADB 전략
및 활동

양자

주제별 - 주제 1. 지속가능한 환경
환경오염 감소를 위한 도시 하수도 범위 확대, 녹색 전력과 기후 복원 인프라 구축
증진, 건조지역 내 수자원 공급
세계은행

JICA
산사태 감소, 도시홍수 발생빈도 감소,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조경 계획 및 관리
시범사업,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인간-코끼리 간 공존, 기후복원력 개선

기상예측 개선, 등의 재난 위험 감소 협력,
국제 프레임워크(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달성을 위한 정부
행동 명확화를 위한 연구, 캔디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협력

UNDP

AFD

환경평가, 위험 및 취약성 프로파일, 기후 영향력
평가 등의 정보 통합을 위한 정책 개발,
기술 이전 및 제도 강화

종합적인 폐수 계획

탄소배출량 감축,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지원,
국제적 의무 이행 지원 및 조기 재난경고 역량 강화
FAO
임업 및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 및 복원, 산림
벌채 및 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

GIZ
참여적 관리계획, 사람-코끼리 간 분쟁 감소,
역량 개발 등을 포함한 윌파투 국립공원 및 주변지역의
사회 통합 및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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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계속
개발 파트너의 전략 및 주요 활동
다자 및 UN 기구
ADB 전략
및 활동

양자

분야 1. 에너지
재생에너지 개발(수력, 풍력, 태양광) 에너지효율 및 송배전 시스템 개선
세계은행

AFD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송전, 스마트 그리드
JICA

풍력발전, 전력부문 계획 최적화 연구

전력부문 종합계획 연구, 송배전 시 손실 감축,
네트워크 개발 및 효율성 개선
PRC
전력생산, 배전, 농촌지역 전력공급

FAO

GIZ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증진
KEXIM

천연림 보호를 위한 연료재 농원 조성 지원

태양광발전, 액화천연가스발전, 에너지저장,
폐기물에너지
인도
전력 생산

ADB 전략
및 활동

분야 3. 수자원과 기타 도시 인프라 및 서비스
식수 및 위생시설 접근성 향상, 무수수량(non-revenue water) 감축, 도시하수도 적용 범위 확대
세계은행

JICA

도시서비스 개선, 지역서비스 제공, 식수 서비스에 대한 만성신장질환으로 고통받는 지역 및 도시지역의 수자원
지역 인프라 접근성 증가, 위생ㆍ역량개발ㆍ홍수ㆍ배수 공급 개선, 무수수량 감축, 위생ㆍ폐수ㆍ고형폐기물 관리,
관리, 도시 개발, 인프라 재건, 지방당국의 역량 구축

수질오염 감시를 위한 중앙환경부처 역량 증진

UN-Habitat

AFD

도시 기본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통합 및 확장을 위한
에너지에 대한 정부정책 및 기술협력 제공

도시개발, 수자원 공급, 하수도 구축, 상하수도
전략개발을 위한 국가수자원 공급 및
배수위원회(NWSDB)의 역량 구축, 직업훈련,
식수공급 및 상하수도 재정모델 개발

EU

KOICA

정책과 제도 강화, 도시 폐기물 관리, 도시 이동성 및

폐수관리

Weli Oya Divisional Secretariat Mullaitivu
지역의 수질 향상

EIB

KEXIM

콜롬보 내 보급지역에 하수도 네트워크 확대

식수ㆍ위생ㆍ고형폐기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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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계속
개발 파트너의 전략 및 주요 활동
다자 및 UN 기구
ADB 전략
및 활동

양자

분야 6. 농업, 천연자원, 농촌개발
관개시설, 어업
세계은행

농업 생산성, 다양성, 시장접근성 향상, 소농민의
부가가치 증진, 농기업, 댐 안전, 수자원 계획,
정부의 정책연구 역량 증진
FAO
중부 고원지대의 황폐화된 농지 복원, 부문별
정책개발을 위한 기술전문지식을 관련 부처에
제공, 식량불안전 분석능력 향상, 정책수립 및
조정, 북/동쪽의 탱크 재건
WFP

JICA
작물다양화, 관개시설(건기 농업), 가축, 가치사슬,
생계지원
캐나다
자프나, 킬리노치, 물라이티브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시장지향적 농산물 생산, 시장통합, 확장
시스템 강화, 중소기업의 점진적 수익 창출 등
KOICA

식량안보 관련 정보 수집ㆍ분석ㆍ배포, 통합

지역사회 기반의 복원력 구축, 식량안보,

복원력 구축을 통해 공동체의 기후변화 및

기후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개선,

자연재해 적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생계 다각화

바하라이, 바티콜로아 지역 내 농업 및 유기농법

및 소득창출

시도

EU

AFD

가장 취약한 농민을 위한 소득 창출, 지속가능한

관개시설, 농업, 수자원관리 통합, 어업

생계 장려, 생산 인프라 및 관개시설 개선, 지역

KEXIM

생산연합 역량 강화

농어업, 농촌지역개발, 고형폐기물관리

자료: ADB(2017b), pp. 1-4 참고하여 저자 정리.

한편 ADB는 CPS에 주요 분야별 성과지표를 제시한 성과 프레임워크를 붙
임문서로 담고 있다(부표 3 참고). 스리랑카의 상위 중소득국 진입을 목표로
ADB 중점지원 분야와 해당 분야의 ADB 지원성과를 제시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 지표와 목표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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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 1의 중점분야인 ‘성장지향 인프라 공급 확대’의 에너지 분야에서
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의 에너지 공급을 2015년 11%(기초선)에서 2022
년에는 20%까지 확대하는 것을 성과목표로 설정하였다. 도시 및 물 분야에서
는 2015년 도시인구의 2%인 파이프 하수처리시설의 접근성을 2022년까지
7% 이상으로, 콜롬보 시에서 발생하는 고형폐기물 처리량을 1일 349톤에서
2022년까지 1,000톤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성과목표로 설정하였다.
ADB는 각 중점분야별로 성과 목표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SDG와 연결
하여 수립하고 있으며, 기초선 자료도 포함하고 있다. 반면 성과프레임워크에
기후변화 범주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성과 목표와 지표는 별도로
수립하지 않은 상황이다.

라. 세계은행(WB)
세계은행은 2016년 스리랑카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2017-20(CPF:
Country Partnership Framework for Sri Lanka)을 발표하였다. 세계은행
은 ‘녹색성장기회 확보, 환경 관리 개선, 적응 및 완화 잠재력 강화(주제 3)’를
거시적 재정 안정성 및 경쟁력 제고, 사회통합 및 모두를 위한 기회 증진과 함
께 주요 주제(pillar)로 설정하였다(그림 4-13). 주제 3은 ① 녹색도시 개발 ②
기후 복원력 제고 및 재해위험 관리 ③ 재생에너지 개발 및 자연자원 관리를 통
한 적응 및 감축 잠재력 강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CPF는 세부목표별
주요 개발과제, 스리랑카 정부의 우선순위, 세계은행의 개입 분야에 대해 서술
하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주제 3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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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세계은행의 스리랑카 지원 프레임워크

주제 1

주제 2

주제 3

거시적 재정안정성 및
경쟁력 제고

사회통합 및 모두를 위한
기회 증진

녹색성장기회 확보, 환경관리 개선
적응 및 완화 잠재력 강화

목표 1.1

목표 2.1

목표 3.1

공공재정관리 개선

교육 및 훈련 시스템 강화

녹색 도시 개발

목표 1.2
민간 투자 및 무역 활성화를 위한
환경 개선

목표 2.2
인구 변천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한
보건 및 사회 보호 시스템 개선

목표 3.2
기후 복원력과 재해 위험
관리 강화

목표 1.3
민관협력을 통한 인프라 확대
목표 1.4
금융포용성 및 금융 부문
효율성 강화

목표 2.3

목표 3.3

낙후 지역의 생활 수준 향상

적응 및 감축 잠재력 강화

젠더
거버넌스

자료: World Bank(2016a), p. 23.

1) 녹색도시 개발
스리랑카 정부는 2016년 1월 수도권인 서부지역 메가폴리스 종합계획
(megapolis master plan) 수립에 착수하였다. 이는 스리랑카의 큰 성장 잠재
력, 효율적인 노동시장, 거래비용 절감, 보다 수월한 지식 및 기술 이전 등 미래
성장 촉진을 위한 도시화 효과와 콜롬보 대도시 지역(CMR: Colombo
Metropolitan Region)의60) 경쟁우위 활용에 크게 의존할 것을 가정하고 있
다. 하지만 공공정책 부재, 인구밀집, 대기오염, 생활비 상승 등의 여러 장애요
인으로 복합 및 도시화의 여러 가지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세계은행은 CMR 및 주요 위성도시 개발 지원을 세부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지
원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였다.
60) CMR은 향후 성장 및 고용창출에 필요한 자본, 인적자원, 기술 및 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창출하고 녹
색성장 모델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으로, CMR의 면적은 스리랑카의 6% 정도에 불과하
나 스리랑카 인구의 27%가 밀집, 국내총생산의 45%, 산업부가가치 창출의 80%를 차지하는 주요 도
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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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은 분석 및 투자금융을 통해 CMR과 골, 캔디, 자프나를 포함한 기
타 도시의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지원을 목표로 한다. 이와 관련한
세계은행 참여 사업으로는 메트로 콜롬보 도시 개발 사업, 전략적 도시 개발 사
업, 콜롬보를 위한 전략적 녹색 성장 기술 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다. 해당 사업
들을 통해 도로 인프라 및 교통 관리 시스템 개선, 배수 기반시설 재건, 물 저장
(flood retention) 구역 건설, 콜롬보 도시 습지 관리 전략 개발, 인프라 및 서
비스 관리를 위한 콜롬보 지역 당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로
및 배수시설의 복구와 관리, 지역 공공시설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여러 지방정
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지원을 통해 철도 및 공항 운송시스템의 성과, 제도
및 정책적 제약 평가와 개발 대안 등을 지원한다.
또한 세계은행은 스리랑카 정부가 병목현상 해결, 효율적인 도시 교통시스
템 등의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도시개발 원칙에 입각한 CMR 개발계획을 추
진할 수 있도록 은행차원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술 지원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참여적인 도시계획, 거버넌스 및 관리를 위한 개혁을 추
진할 것이며, 스리랑카 정부와 CMR의 효율성, 경쟁력, 대응력 제고를 위한 도
시 개발 및 녹색 도시화 추진에 우수 사례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시계획 개발
및 관련 조정 기관의 역량 구축을 위해 도시 교통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 지원, 인프라 및 공공서비스 개발을 위한 민관협력 등 민간부문의 재
원 옵션 개발, 전략적 토지이용 등이 포함된다. IFC는 민관협력 자문 및 투자를
통해 대중교통, 철도, 항구 터미널 및 도로 같은 도농 연결성뿐 아니라 도시 인
프라에 대한 민간부문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2) 기후 대응력 제고 및 재해위험 관리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인프라 및 자산의 기후 복원력 강화
를 위한 투자규모 확대에 스리랑카 정부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스리랑카 정
부는 인명, 재산 및 경제 전반에 미치는 재해 영향 감소를 통해 스리랑카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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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용적 재해관리 프로그램(2014~18년)61)을 개
발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관련 재해 예측,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가의 지식ㆍ
정보 및 역량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 제도, 인적자원, 기술 및 도구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재해 위험관리를 투자계획에 통합시키는 동시에 위험
완화에 대한 투자 또한 확대하고 있다.
인구증가 및 경제성장에 따라 관개, 수력, 산업용수, 수자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반면 지하수의 과도한 이용, 수질 악화, 농약, 산업 폐수, 하수 및 고
형 폐기물로 인한 오염, 고지 산림벌채, 하류 범람, 염수 침입, 연안 및 해양환
경 악화 등의 문제는 증가하고 있다. 스리랑카의 수자원 시설은 기후변화로 인
한 강수량 초과, 가뭄, 강수량 및 유출수 변동성 증가 등의 문제에 취약하다. 또
한 댐의 여러 당국기관의 공동운영으로 인해 야기되는 수력, 관개 및 물 공급의
갈등요인, 수량 감소의 위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수자원 개발과
관리도 세계은행의 지속적인 관심분야 중 하나이다.
세계은행은 기후변화 취약성 및 자연재해 대응역량 제고 차원에서 투자 및
기술지원, 도로 및 관개 생산 기반시설의 물리적인 복원력 개선 사업(CRIP:
Climate Resilience Improvement Project), 대규모 댐의 운영과 유지 및
수자원 계획 개선을 지원하는 ‘댐 안전 및 수자원 관리 사업(Dam Safety and
Water Resource Management Project)’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이 같은 사업 지원을 통해 인프라의 복원력과 적응력을 높이고 공공자산 보호
를 위한 투자를 제공함으로써 세계은행의 도시화 지원 활동(Pillar 1, 목표
3.1)을 보완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세계은행은 Cat DDO를62) 통해 스리랑카
정부의 재해위험 관리계획을 지원할 계획이다.
61) 본 프로그램은 센다이 프레임워크(Sendai Framework, 2015-2030)와 긴밀히 연계하여 재해관리
부(Ministry of Disaster Management)에서 개발하였다.
62) Catastrophic Deferred Drawdown Option: 기상이변, 자연 재해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자금 조달을 제공하는 신용 대부(contingent line of credit)이다. 자연재해
발생 영향을 받는 IBRD 회원국이 그 대상으로, 해당 국가가 자연재해로 인한 비상사태 선포 이후 자
금조달이 가능하다. 스리랑카는 남아시아에서 Cat DDO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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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계은행은 스리랑카 정부와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의 물리ㆍ
재정적 영향 관리와 수자원 관리를 위한 포괄적인 증거기반(evidence-based)
혁신 기후 대응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CRIP ∐ 투자운영은 연간 재해 관련 경제
적 손실 15~20% 감소를 목적으로 보다 큰 투자 프로그램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
이며, 기상청의 예보 역량 제고를 위한 활동도 CRIP ∐에 포함된다. 세계은행은
재해 감소 및 복구를 위한 Global Facility 재원으로 진행되는 기술지원을 통해
서 ① 특정 취약한 지역사회를 위한 산사태 위험 경감 해결책 개발 ② 재해의 실질
적인 경제적 영향력 파악 및 구호와 복구 노력의 조정 지원 ③ 전국 도로 인프라의
산사태 및 홍수에 대한 취약성 평가, 비용 예측 및 연관 조치 실시를 목표로 하는
스리랑카 정부의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세계은행과 IFC는 위험이전 메커니즘 개발을 포함한 포괄적인 해결책 제공
을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다. IFC는 투자 시 환경적 성과기준을 지속적으로 적
용하여 고객사가 환경 위험을 식별하여 경감시키고 사업에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민들의 기후 관련 위험
완화를 위해 지수형 날씨보험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세계은행은 스리
랑카의 기후보험제도 도입에 필요한 기반환경 조성을 위하여 재해 감소 및 복
구를 위한 글로벌 퍼실리티(Global Facility for Disaster Reduction and
Recovery) 등의 데이터를 수집 및 공유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고 있
다.63)

3) 재생에너지 개발과 자연자원 관리를 통한 감축 및 적응 역량 강화
스리랑카의 수입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는 증가하는 추세로 발전량의 50%
이상을 석탄 및 석유를 중심으로 한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국가경제
63) 기후보험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기후현상과 관련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이 필수적이나 스라랑카의 경우
축적된 데이터가 많지 않으며, 이마저도 원활하게 공유되지 않고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과소평
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세계은행에서는 정확한 규모 파악을 위한 분석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WB 현지사무소 면담, 2017. 9. 14, 스리랑카 콜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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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에너지 집약적인 제조 및 서비스로 이동함에 따라 전력수요가 증가하고 있
으며, 이는 화석연료 가격과 가격변동성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켜 경쟁력 및
거시 경제 안정성 측면(주제 1.1)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스리랑카 정부는 ①
전력 발생원 다변화 및 화석연료 가격 헤지 작용을 통한 국가의 에너지 부문 복원
력 증가 ② 에너지 분야 관련 공공 우발 채무(public contingent liabilities) 감
소 ③ 기후 친화적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자
한다.
스리랑카는 생물다양성이 높고 자연자원이 풍부하나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
고 있다. 연안 지역과 천연 맹그로브 지역, 산호초 및 해양 생물 등의 자원은 중
요한 환경적 경제적 자산이며 기후 복원력과 완화 측면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특별한 관리체계가 없이 누구나 채취할 수 있는 상황이며, 개발 압력 또한 증가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은행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
상, 경제적 이익 및 기후 적응과 완화를 개선하기 위한 해안과 육상 생태계 관
리 강화를 지원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같은 목표하에 세계은행은 스리랑카 정
부의 장기적인 전력 발전 프로그램 실행, 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원 확
대,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지원한다. 더불어 CPF 목표 1.4와 연계, 민관협력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민간 주도 투자를 지원을 강화시키고자 한다. 이
같은 세계은행의 지원은 혁신적 보증 기반 금융 모델을 포함한 투자 지원, GCF
의 양여 차용 보조금, 기술 및 정책 자문, 에너지 부문의 정책 및 규제 개혁에
대한 분석 지원 등을 포함한다.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세계은행의 주요 지원 방식은 스리랑카 정부의 목표
지원을 위해 민간 및 글로벌 재원의 활용(leverage)을 돕는 것이다. 국제금융
공사(IFC)는 민관협력 자문 및 투자지원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및 폐기물 에너
지(waste-to-energy) 사업에서 민간부문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
하고 국제투자보증기구(MIGA)는 재생에너지 부문의 외국인 투자 지원을 고려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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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은 자연자원 관리 및 지속가능한 해안 개발 부문에서 육상 및 해안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UNDP, FAO 등의 주요 공여주체와 긴밀
한 협조하에 투자 및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2016년에 승인된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사업(Eco-system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roject)은 스리
랑카 일부 지역에서 환경보호 및 지역사회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생태계 관리
를 개선하고 사람과 야생 코끼리와의 갈등(human-elephant conflict)을 완
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 세계은행은 스리랑카의 감축 잠재력과 전통부문의 녹색화를 위한 전
략적 기회를 평가하고 스리랑카 정부가 NDC 공약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술지
원을 제공한다. 후속조치로 장기적인 적응 및 친환경 개발에 대한 제도적 역량
과 투자 수요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적응과 지속가능발전 사업(Adapt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roject)’이 제안된 바 있다.
한편 세계은행은 개발 파트너 조정 프레임워크(DPCF: Development
Partner Coordination Framework)를64) 운영하며, 주제별 실무그룹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세계은행과 IFC는 ‘민간부문 개발’실무그룹의 공동
의장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공재정관리 그룹의 의장을 맡고 있다.
세계은행은 CPF에서 파트너십을 주요 우선순위라고 언급하며, 선택과 레버
리지를 강조하였다. 스리랑카 정부의 거래부담을 최소화하고 CPF 기간 동안
보다 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부문에 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며, 타 개발 주
체들이 이미 견고하고 적절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분야에는 참여하지 않
을 것임을 밝혔다.

64) DPCF는 세계은행 현지사무소에 위치한 개발파트너 사무국(DPS: Development Partners
Secretariat)이 지원하는 원조 조정 메커니즘으로 스리랑카 정부에 대한 원조의 일관성, 지속성, 효과
성 제고를 위해 스리랑카에 있는 공여국과 기관들이 정보 공유 및 조정 체계를 구축하였다. DPCF에
는 공여국 그룹, 개발파트너 포럼, 주제별 실무그룹 등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18개의 해외
공여국 및 기관, 16개의 다자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DPS는 분석 지원 제공, 회의 소집, 스리랑카 정부
지원 등을 주도한다(World Bank 2016a, p.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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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은 효율적인 논의, 공동 작업을 통해 공여주체들과 운영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조정을 수행하고 있다. 일례로 도시 개발 분야에서 세계은행은 홍
수 감소 및 도시 기반시설에 중점을 두고 ADB는 수자원 분야, 일본은 도시 교
통 종합계획 개발을 지원하는 등 중점 지원분야를 조정하였다. 세계은행과
ADB는 부도심지(secondary city) 개발에서 유사한 운영방식을 취하고 있으
며, 기술 분야에서도 스리랑카 정부의 기술발전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동일한
실행 계획, 보고 체계 및 성과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며 병행 융자를 제공한다.
이같이 세계은행은 동일한 도시 및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기관별로
집중 분야를 분산하고, 타 지역이지만 같은 분야의 사업을 수행할 때는 공동 자
원을 활용하고 있다. 자연자원 관리와 지속가능한 해안 개발에서는 UNDP 및
FAO와 협력하여 투자 및 기술지원을, 직업훈련과 기술지원에서는 우리나라와
독일과 협력하는 등 운영하는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효과적인 조정 및 조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CPF에 성과 프레임워크를 포함하고 있다(부표 4 참고). CPF 성
과 매트릭스에는 각 주제(pillar)별 중점분야에 대한 정의, 중점분야와 국가 진
단(SCD: Systematic Country Diagnostic) 간의 연결성 및 스리랑카의 개발
목표를 명시하고, 각 세부목표별로 세계은행의 개입 논리와 참여 활동을 정리
하였다. 더불어 세부목표별 CPF 성과지표, 보충지표(supplementary
progress indicators)와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 예정인 세계은행의 프로그
램에 대해 명시하였다. 세계은행 지원 부문에 대해 기초선(baseline) 및 목표
시점의 성과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하여
성과측정과 모니터링 시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성과목표와 지표는 주제 3에서 다루고 있다. ‘녹색 도시
개발’에서는 메트로 콜롬보 지역의 홍수 취약 면적 감소와 부도심 지역(캔디,
골, 자프나)의 신생 및 재건 공공면적 확대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다. ‘기후복
원력과 재해위험 관리 강화’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연간 작물 손실량 감소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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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확대와 기후 관련한 교통 위험 인구 감소, 홍수 예측ㆍ댐 운영ㆍ수자원 분배
등의 부문에서 개선된 수자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정부기관의 수 증가를
성과지표로 제시하였다. ‘감축과 적응 역량 강화’에서는 보호지역 거주민의 소
득활동 접근성 증가, 생물다양성 보호 지역 확대, 풍력발전으로 인한 이산화탄
소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다. 주제 3에서 다루어지는
내용 외에는 별도로 기후변화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다.

마. 유엔개발계획(UNDP)
UNDP 홈페이지에 나타난 대스리랑카 지원분야는 빈곤 감소, 거버넌스, 위
기 예방 및 회복, 환경과 에너지 및 청년(youth)과 혁신 크게 다섯 가지 분야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후변화는 위기 예방 및 회복,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 다루
어진다.65)

표 4-7. 기후변화 관련 UNDP 스리랑카 지원 목표
부 문
위기 예방
및 회복

내 용
⚫ 자연재해 대응 및 위험 완화를 위한 국가 역량 개발 지원
⚫ 국가, 도시(sub-country), 지역 사회 수준에서 환경의 지속가능성, 재생에너지, 기
후 대응력 및 재해 위험 관리 촉진

환경 및
에너지

⚫ 이를 위해서 세 가지 리오 협약 준수, 환경 지속 가능성 및 재해 위험 감소를 위
한 제도 및 정책 프레임워크 등 환경 보호와 관련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스
리랑카 정부를 지원
⚫ 파트너십 강화, 우수 사례 공유, 남남협력 및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을 위한 보조금
및 기술지원 제공

자료: UNDP 홈페이지 - UNDP in Sri Lanka 참고하여 저자 정리(www.lk.undp.org/content/srilanka/en/home/ourw
ork/environmentandenergy/overview.html, 검색일: 2017. 11. 21).

65) UNDP 홈페이지 참고(http://www.lk.undp.org/content/srilanka/en/home/ourwork/overvi
ew.html, 검색일: 2017.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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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P는 2017년 스리랑카 국가지원계획(CPD: country programme
document for Sri Lanka 2018-2022)을 발표하였다. UNDP의 CPD는 UN
지속가능발전 프레임워크(UNSDF) 2018~22, 스리랑카 정부의 정책강령, 공
공투자계획, 평화구축 우선계획 등 UN 정책 및 스리랑카 정부의 개발계획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UNDP는 평화구축 우선계획과 거버넌스 문제의 맥락
에서 범분야 연계와 분쟁 해결요인을 다루기 위해 사업 설계에서부터 문제 중
심(issue-based)의 자문 접근방식(consultative approach)을 채택할 것임
을 밝혔다.

표 4-8. 기후변화 대응 UNDP의 주요 프로그램
구분

내 용
GCF와 공동으로 농업 기반 생계 향상을 위한 통합된 물 관리를 통해 기술적, 재

통합 물관리

정적, 제도적 장벽을 해결함으로써 기후변화 위기에 직면한 건조지역의 취약한 소
농민의 회복력 강화를 지원

폐기물 관리

녹색 도시 개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폐기물을 에너지나 기타 시장성 있는 제품으로 전환하기 위
한 정부 공동 재원 시범 사업을 확장
상업 및 도시지역을 친환경적이고(green) 기후 회복력이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 서부지역의 도시 지역계획 기획 추진(SDG 7, 11)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공동으로 국가 차원의 REDD + 투자 프레임워크 및 실

배출 감소

행 계획의 이행 및 공동체 임업(Community forestry)의 확장을 통해 삼림 벌채
및 파괴 감소. 이를 통해 배출 감소에 대한 스리랑카의 국가 목표 달성을 지원
(SDG 13)
자연자원 관리에 대한 대중(public)의 감시ㆍ감독 개선을 위해 시민 사회가 환경

자연자원 관리

법규 및 표준 집행 모니터링 정보법 조항에 대한 권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특히 청년층의 행동 변화 촉구에 중점(SDG 16)
저배출 개발 촉진 및 저탄소 개발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한 탄소세, 벌금 및 인센

재생에너지

티브 모색 등을 위해 민간부문과 정부의 참여 증진 지원. 이를 통해 UNFCCC 및
국가 에너지 정책하에서 NDC와 부합하는 국가의 재생 가능 에너지 목표 달성에
기여

자료: UNDP(2017), p. 6 참고하여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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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CPD에서 제시된 UNDP의 중점 지원분야는 ① 보다 포용적ㆍ효과
적이며, 책임 있는 거버넌스를 통한 평화 유지 ② 기후 및 재난위험 관리 통합
을 통한 회복력 구축 ③ 증거 기반 정책개발을 위한 데이터와 지식기반 구축이
라는 세 가지 중점 지원분야를 제시하였다. 기후변화와 연관이 있는 ‘복원력 구
축’ 부문에서는 물 관리, 폐기물 관리, 녹색 도시 개발, 자연자원 관리, 저배출
및 저탄소 개발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한 탄소세, 벌금 및 인센티브 모색 등을
위해 민간 부문과 정부의 참여 증진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세부 부
문 각각의 계획과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SDG와 연계하여 목
표를 수립하였다.
UNDP는 위험정보전략의 개발 및 구현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증거 기반에
기여함으로써 증가하는 기후와 재해 위험의 제도적 근본원인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스리랑카 정부가 교토 의정서, 파리 협약, 센다이 프레임워크 등의 국제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기후변화 적응, 재난위험 감소, 자
연자원 관리를 위해 각각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재해경감전략기구
(UNISDR), 유엔환경계획(UNEP) 및 지구환경금융(GEF)과 협력하고 있으며,
자연자원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 위험을 줄이고, 가장 취
약한 인구집단을 지원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다.
재생에너지 부문에서는 저배출 개발 촉진과 저탄소 개발에 대한 투자 증가
를 위해 탄소세, 벌금 및 인센티브 적용을 추진하며 이를 위한 민간부문과 정부
참여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같은 노력을 통해 UNFCCC 및 국가 에너지 정책
하에서 NDC에 부합하는 스리랑카의 재생에너지 목표달성을 돕고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한 시장기반 제도, 인증 및 표준의 시범운영을 위해 정책 조언
과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UNDP는 스리랑카 정부 부처 및 지방 협의회와 오랜 기간 협력해왔으며, 분
야별로 주요 파트너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추진해 왔다. 특히 UN 기구들
과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환경 지속가능성과 재난 복구 분야에서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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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계획(WFP), 식량농업기구(FAO), 유엔환경계획(UNEP)이 주요 협력파트
너이다. 기후변화 적응 부문에서는 WFP,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전환과
UNREDD 관련해서는 FAO, 몬트리올 의정서 관련해서는 UNEP와 협력해왔
다.
UNDP는 CPD에 국가 우선순위와 목표에 따른 주요 분야별 성과, 산출물과
성과지표를 제시한 성과 프레임워크를 포함하고 있다(부표 5 참고). 2022년까
지 ① 기후변화 및 자연 재해에 대한 보다 나은 복원력 구축 ② 자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통한 이익 창출 ③ 보다 나은 친환경적 거버넌스와 청정-녹색 개
발(blue/green development) 실현을 기후변화 관련 성과목표로 수립하였
다.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에 대한 복원력 구축 부문에서는 ‘기후변화와 재난위
험에 대한 적응과 복원력 향상을 위한 정책, 위험관리 전략의 국가 및 지역(도
시/농촌) 단위에서의 실행’을 산출물로 설정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세부
지표로 ① 스리랑카 국가 예산 중 재난위험 감소 및 기후복원력 강화 관련 예산
의 비중 ② 기후복원력이 있는 생계수단 채택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가뭄취약
지역의 인구(남녀 구분) ③ 안전한 식수를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기후 충격
(shock) 및 기후 스트레스를 경험한 건조지역의 인구(남녀 구분) 세 가지를 명
시하고 있다. 이 같이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각 목표하에 비교적 명확하게 산출
물을 명시하고 있으며, 세부목표와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이를 확인하기 위
한 출처 및 기초선 자료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특히 국가 및 지역 단위에서
의 정책 수립 및 이행 부분을 강조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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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본 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스리랑카 ODA 지원 및 리우마커를 활용한 기후변
화 관련 지원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공여국 및 기관의 기후변화와 관련한 스리
랑카 지원전략을 분석하였다.
국제사회의 스리랑카 지원 금액은 타 남아시아 국가 대비 적은 편이며, 공여
국과 국제기구들의 재원과 인력을 포함한 대스리랑카 지원은 지난 5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66) 스리랑카에 대한 별도의 지원전략을 수립한 국가는 일본, 미
국 정도이며, 다자기구 중에는 ADB, 세계은행, UNDP가 있다. 기후변화는 스
리랑카 지원전략상에서 독립 주제로 다루어지기보다는 범분야 이슈로 다루어
진다. 공여주체들은 스리랑카의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과 악영향을 도전과제
로 인식하며, 기후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재생에너지, 재난 관리 및 재해
복원력 제고, 수자원 관리, 녹색 도시 개발, 폐기물 관리 부문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한 사업을 추진한다(표 4-9 참고). 이는 기후변화 관련 지원 영역의 광범위
한 특성을 반영한다.
아울러 일본에서는 취약성 감소에서 기후변화와 재난 관리 부문을 다루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거버넌스와 사회통합 영역의 중기 성과인 복원력 강화에서
재해위험을 다루는 등 각 국가와 기관별로 전략의 상이한 부분에서 다루어지기
도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대응에 있어서도 각 공여주체별로 접근 방식이
다르게 나타난다. 일본과 세계은행은 홍수 및 산사태에 대비한 재해위험 관리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반면, 미국의 경우, 재해 발생 시 긴급구호 및 인도적 지원
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UNDP는 정보 제공과 공유, 국가 운영계획 수
립 및 정부기관의 거버넌스 강화 등 스리랑카 정부의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둔다.

66) USAID는 CDCS에서 국제사회의 스리랑카 지원 감소의 이유로 이전 정부 하에서의 제약요인 증가,
스리랑카의 저중소득국 지정, 시리아 사태 같은 보다 긴급한 국제적 위기 등을 언급하였다.
USAID(2016),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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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주요 공여국(기관)의 스리랑카 지원 현황 요약

구분

일본

미국

중점 지원 분야

기후변화 관련 내용

1.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개발

●

2. 농촌지역의 사회 및
경제적 향상

●

3. 취약성 감소를 위한
사회인프라 구축

●

1. 거버넌스와 사회통합
강화

●

에너지원 다각화
●
에너지 절약 지원
●
하수 처리 시설

2. 기후 및 재난위험관리
통합을 통한 회복력
구축

3. 데이터 및 지식기반 구축

국도 네트워크의 산사태 재난방지 사업
●
기상관측, 일기예보 및 보급 개선 사업
●
디지털 고도모델 구축을 위한
역량개발 사업
●
도플러 기상레이더 네트워크 구축
●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

●

수자원 활용, 수자원 관리
거버넌스 개선

●

●

-

재난 발생 시 피해지역 긴급구호 지원
FECT 협의체 활동 및 연구지원을 통한
재난위험 감소 역량 개발

범분야

마하웰리 물 안보 투자 프로그램

-

콜롬보 지방 정부의 역량 강화
●
콜롬보 전략적 녹색성장 기술 지원
●
수자원 개발 및 관리
●
기후복원력 향상 사업
●
Cat DDO
●
댐 안정성 및 수자원 관리 사업
●
식수공급 및 위생 증진 사업
●
재해 감소 및 복구를 위한 글로벌 퍼실리티

-

-

환경평가, 위험요소 프로파일 개발
재난위험 관리, 염분 관리
CFS 배출의 단계적 감소,
바이오 가스 사업 지원
●
데이터 강화, 지역단위 계획 유닛의
역량 강화

●

●

●

●

●

●

-

풍력과 태양열 등 청정에너지 활용
녹색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효율 향상
고형 폐기물 처리

●

-

통합물 관리
녹색 도시 개발
자연관리
●
폐기물 관리
●
배출 감소
●
재생에너지

주류화

-

-

녹색 도시 개발
●
기후 복원력 및 재난위험
관리 강화
●
적응 및 감축 잠재력 강화
●

-

●

●

1. 거버넌스를 통한
지속적인 평화 유지
유엔
개발
계획

북중부 지역에 계단식 물저장 시스템
구축

●

2. 사회통합 및 기회증진
세계
은행

재난 복원력 강화

기타

●

●

1. 거시적 재정안정성 및
경쟁력 제고

3. 녹색성장기회 확보,
환경관리 개선,
완화잠재력 구축

●

유관부처의 재난관리체계
강화
●
재난예방 및 조기경보체계
강화

2. 지속적/포용적 경제성장
1.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경제 다변화 및 생산성
아시아
향상 촉진
개발
은행 2. 성장의 질 제고를 위한
포용적 성장

수자원 활용

주요 프로그램 및 사업
콜롬보 송배전 손실 경감 사업
●
전력부문 종합계획 연구 사업
●
캔디 시티 폐수 관리 사업
●
수질 모니터링 사업
●

환경
주류화

-

자료: JICA, JICA’s Cooperation for Sri Lanka; USAID(2016); ADB(2017a); World Bank(2016a); UNDP(2017)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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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를 사업 전반에 고려하는 방식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미국은 기후
변화 주류화의 일환으로 개별 사업 추진 시 기후변화 복원력을 점검하고 있으
며, UNDP는 기후변화를 범분야 이슈로 다룬다. 반면 세계은행은 환경 주류화
를 추진하고 있으나 스리랑카 지원 전략문서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
렵다.
한편 체계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국제기구의 경우에도 범분야
로서의 기후변화 전반에 대한 성과목표와 지표는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다만 재생에너지, 수자원 관리, 농촌 개발, 기후복원력 강화, 재난위험 관리
등 기후변화와 연관이 있는 세부 분야에서는 구체적으로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성과를 SDGs 달성과 연계하였다. 또한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기
초선과 해당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출처를 적시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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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한국의 스리랑카 지원성과
및 과제

1. 한ㆍ스리랑카 협력 현황
2. 스리랑카 ODA 지원 및 성과

1. 한ㆍ스리랑카 협력 현황
가. 한ㆍ스리랑카 교역 현황
한국은 스리랑카와 1977년 11월 수교를 맺고 이후 투자보장협정(1980), 무
역협정(1984), 이중과세방지협약(1986) 등을 체결하며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
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스리랑카와 교역 규모는 3억 6,500만 달러로 우리나
라 수출 대상국 39위, 수입 대상국 66위의 교역 대상국이다.67) 우리나라의 주
요 수출 품목은 직물, 섬유, 철강, 화학기계 등이며, 스리랑카로부터는 편직물,
농산물(코코넛 제품) 및 광물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수입 품목은 주로 우리
나라 진출기업의 생산품 가공을 위한 재수입이 대부분이다.68)
[표 5-1]은 한국의 대스리랑카 무역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한국은 스리랑카
와 교역에서 지난 10년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1년 2억
6,2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이래 무역수지 규모는 감소 추세이다.

표 5-1. 한ㆍ스리랑카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수

금액

출

증감률

수

금액

입

증감률
수지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86

627

170

246

344

320

299

314

278

276

-3.7 236.6 -72.8

44.4

39.7

-6.8

-6.8

4.9 -11.6

-0.8

82

47

59

22.2

25.6

139

568

74

57

24.4 -23.5
96

189

2016

72

85

94

84

89

45.2 -12.9

18.1

11.0

-9.9

4.8

262

214

220

194

187

248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검색일: 2017. 10. 16).

67) 한국무역보험공사(2017), p. 2.
68) 외교부(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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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스리랑카 주요 수출 품목은 규모는 작지만 종류는 다양하며 수출
품목 수 또한 확대되고 있다. 스리랑카 내 자가용 수요로 인한 기계류는 수출규
모가 가장 큰 품목이며, 이는 2013년 승용차 수출 감소로 잠시 부진하였으나
2014년 이후로 다시 증가하며 회복세를 나타냈다. 또한 경제성장세와 더불어
급증한 건축수요로 인해 승강기를 비롯한 운반 기계류의 수출이 증가하였다.

표 5-2. 대스리랑카 주요 수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2014

2015

2016

순위

품목명

1

기계류

37

14.6

34

16.6

38

16.1

2

직물

41

16.4

20

9.8

32

13.6

3

합성고무

29

11.4

38

18.5

27

11.4

4

기타 직물

16

6.3

4

2

26

11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5

철강

35

13.8

20

9.8

25

10.6

6

인공섬유

28

11

26

12.7

23

9.7

7

플라스틱

18

7.1

19

9.3

19

8.1

8

종이

25

9.8

13

6.3

17

7.2

9

전자 기기류

8

3.1

14

6.8

15

6.4

10

면
10개 품목 총계

17

6.7

17

8.3

14

5.9

254

100

205

100

236

100

주: HS Code 2단위.
자료: World Trade Atlas(http://www.gtis.com/english.html), 재인용: KOTRA 해외시장뉴스 스리랑카 국가정보
(https://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ldx=61, 검색일:
2017. 10. 18).

한편 한국의 주요 수입 품목은 상위 4~5개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규모도
작은 편이다. 2014~16년에는 편직물류 수입이 점차 증가하여 2016년에는
10대 수입 품목 규모의 약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은 주로 코
코넛 부산물을 비롯한 식물성재료를 수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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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대스리랑카 주요 수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2014

2015

2016

순위

품목명

1

직물

15

28.8

17

32.7

19

32.2

2

야채

9

17.3

9

17.3

11

18.6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3

편물

9

17.3

8

15.4

10

16.9

4

천연고무

9

17.3

9

17.3

8

13.6

5

화학품

4

7.7

2

3.8

3

5.1

6

동식물성유

0

0

3

5.8

2

3.4

7

가구

1

1.9

1

1.9

2

3.4

8

장난감

1

1.9

1

1.9

2

3.4

9

향신료(소금 등)

2

3.8

1

1.9

1

1.7

10

광물

2

3.8

1

1.9

1

1.7

52

100

52

100

59

100

10개 품목 총계

주: HS Code 2단위.
자료: World Trade Atlas(http://www.gtis.com/english.html), 재인용: KOTRA 해외시장뉴스 스리랑카 국가정보
(https://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ldx=61, 검색일:
2017. 10. 18).

나. 대스리랑카 투자 현황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스리랑카 투자 현황은 [표 5-4]와 같다. 1980년부터
2016년까지 총 투자건수는 176건, 누적 투자총액은 1억 7,900만 달러이다.
2006년에서 2008년에는 연간 투자액이 300~500만 달러 규모였으나, 최근 5
년간 평균 투자규모는 약 백만 달러 수준이다.
표 5-4. 우리나라의 스리랑카 투자 현황
(단위: 건, 천 달러)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투자누계

연중 투자건수

2

3

4

8

5

176

연중 투자총액

842

1,108

1,043

1,183

664

178,697

전년대비 증감률

-37

32

-6

13

-43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DB(검색일: 2017. 9. 13), 신규 법인 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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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부문의 투자 건수가 131건으로 가장 많고 투자
규모 또한 1억 6천만 달러로 가장 크다. 이는 섬유 및 의류 분야를 비롯한 노동
집약적 제조업 분야 투자가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국내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하고 노동력이 풍부한 스리랑카에 투자가 집중되어
1990년대 초 제조업의 연간 투자액은 1,500만 달러에서 2,300만 달러 수준이
었다. 그러나 스리랑카의 인건비가 상승하고 중국,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
등이 새로운 투자 유망지로 부상하면서 2001년을 기점으로 그 수와 규모가 줄
어들었다. 특히 스리랑카 투자의 핵심이었던 의류분야는 주요 수출국으로부터
수입쿼터를 적용받게 되면서 투자 유치에 큰 타격을 입었다.69) 누적 기준으로
2002년 총 투자기업 150개 중 섬유 및 의류 분야의 기업은 57개(38%), 투자
금액은 백만 달러(56%) 수준이었으나, 2016년을 기준으로 스리랑카에서 활동
하는 기업은 64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스리랑카 투자는 의류,
건설, IT 등 다양한 업종에 분산되어 있으며 영업실적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
다. 우리 기업은 향후 태양에너지, 쓰레기처리장, 유기농 비료 등 그린에너지
분야와 건설자재 제조업 분야 등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70)

다. 인적 교류
스리랑카에는 2017년 10월을 기준으로 투자 진출기업 및 소규모 자영업자
약 200명, 지상사 파견인원 150명, 유학생 및 보호자 250명, 종교관련 활동인
140명 관공서 및 KOICA 봉사단원 150명, 기타 체류자 70여 명 등 약 1,000
명의 한인이 콜롬보 지역에 집중 거주하고 있다.71)
한편 한국 내 스리랑카 체류자는 약 3만 명에 이른다. 2004년 6월 1일 고용
69) KOTRA 해외시장뉴스, 스리랑카 국가정보(http://news.kotra.or.kr/kotranews/index.do, 검색
일: 2017. 10. 18).
70) 외교부(2014).
71) 외교부(2017), 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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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EPS)인 한국ㆍ스리랑카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어 매년 스리랑카 근
로자의 유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통계청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2017
년 기준 스리랑카인의 국내 산업 종사 인원은 19,375명이다. 매년 스리랑카로
부터 4~5천 명의 노동자가 한국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구직 활동을
위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한국어시험(TOPIK) 응시생 수가 매년 3만 명에 달
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72)

표 5-5. 연도별 스리랑카 근로자 유입 현황
(단위: 명)

연도
인원수

2010

2011

4,359

2012

5,337

2013

4,176

2014

4,838

2015

4,303

5,000

2016
6,619

자료: 고용노동부 외국인인력관실(2017. 11. 17), ｢외국인근로자(E-9) 국가별ㆍ연도별 도입현황(2010~2017. 9)｣ 제공자료
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5-6. 국내 업종별 스리랑카 근로자 현황(2017년)
(단위: 명)

업종
인원

제조업
16,227

어업
2,581

건설업
489

농축산업
73

서비스업

총계
5

19,375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por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01#quick_02, 검
색일: 2017. 11. 17).

2011년에는 한국어가 스리랑카 중고교 제2외국어 과목으로 정식 채택되었
으며, 이듬해부터 한국어 교사 양성과정을 진행하여 2015년부터 학교 수업에
정식 배치되고 있다. 또한 수도 콜롬보에 위치한 켈라니야 대학에는 한국어학
과가 개설되어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스리랑카 사람들에게 한국 취업
이 각광을 받는 이유는 다른 중동국가 등에 비해 더 좋은 대우와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친숙한 불교문화로 인해 문화적 친근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
72) 외교부(2017),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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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업종별 종사 현황을 보면 제조업의 종사자가 1만 6,227명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어업 2,581명, 건설업 489명 순이다.
양국은 여러 분야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는데, 한국전력공사
는 실론전력청(CEB: Ceylon Electricity Board)에서 계획하고 있는 송전망
프로젝트 및 화력ㆍ수력ㆍ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을 위한 MOU를 2014년
체결하였으며 2016년에는 ‘스리랑카 콜롬보 수도권 신도시 개발’에 관하여 국
토교통부와 스리랑카 수도권개발부가 MOU를 체결하였다. 같은 해에 해양수
산부는 스리랑카 수산 및 수자원부와 ‘다목적 어항개발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을 맺었다고 밝혔으며, 2017년 8월에는 한국뇌연구원에서 스리랑카 SJP대학
과 연구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2. 스리랑카 ODA 지원 및 성과
가. 규모 및 주요 지원분야
한국은 일본에 이어 대스리랑카 ODA 지원 제2의 공여국으로(그림 4-2 참
고) 우리나라의 ODA 공여 규모는 누적액을 기준으로 약 7억 5백만 달러, 연간
8천만 달러이다.73) 지난 10년간 ODA 지원 추이를 총지출액을 기준으로 살펴
보면, 지원 규모는 2009년 내전 종식 이후 증가하였다가 2012년 6천만 달러
로 정점을 기록한 뒤 다시 감소하고 있다.

73) 주스리랑카대사관(2017),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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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우리나라의 대스리랑카 ODA 공여 추이
(단위: 백만 달러)

70
59.1

60

52.1

49.5

금액

50

34.6

30
20

48.9

38.3

40

50.8

27.2

28.8

2006

2007 2008

25.8

10
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연도

주: 총지출액 기준.
자료: OECD.Stat(검색일: 2017. 10. 16).

최근 5년 기준 2012~16년간 스리랑카 지원총액은 총지출액 기준 2억 3천
만 달러(연평균 4,600만 달러)이며, 이 중에서 차관 규모는 1억 6,200만 달러
로 7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지원 추이로 보면 차관의 비중은 점점 줄어드
는 추세이다.

표 5-7. 우리나라의 대스리랑카 지원 규모(최근 5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누적

평균

차관

47.4

36.5

38.3

21.3

18.8

162.3

32.5

증여

9.9

14.6

13.8

13.3

17.2

68.8

13.8

총액

57.3

51.1

52.1

34.6

36

231.1

46.2

주: 총지출액 기준.
자료: EDCF, ODA 통계(검색일: 2017.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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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우리나라 ODA 사업유형별 스리랑카 지원 현황

주: 총지출액 기준(2012~16년 누적).
자료: EDCF, ODA 통계(검색일: 2017. 9. 13).

동 기간 내 분야별 지원 비중을 살펴보면 총 지원액 2억 3천만 달러 중 운송
및 창고 분야가 39%(8,900만 달러), 식수 공급 및 위생이 32%(7,300만 달러)로
두 분야의 지원 비중이 70% 이상이다. 뒤를 이어 교육 분야의 지원이 13%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CPS 중점분야에 부합하는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보건, 다부문, 농어업 등은 유사한 규모로 지원되었다.

그림 5-3. 우리나라 ODA 분야별 스리랑카 지원 현황

주: 총지출액 기준(2012~16년 누적).
자료: EDCF, ODA 통계(검색일: 2017.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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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공여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1991년부터
2016년까지 총 1억 3천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프로젝트 누적 건수는 27건
이다.74) 스리랑카는 지원액 기준, 한국의 무상원조 지원 10위권 안에 드는 국
가이나 KOICA의 연 평균 지원액(약 천만 달러) 중 50% 정도만이 신규 프로젝
트에 사용되어 신규 사업 건수는 한 해에 1~1.5개 수준이다. KOICA 현지사무
소의 인력규모는 5위권 수준의 큰 편으로 연간 봉사단 규모는 88명, 연수생 초
청 137명이며 누적 인원은 연수생 1,749명, 봉사단 파견 2,060명 규모이다.
중점 지원분야는 교육과 모자보건 분야로, 현재 모자보건을 위한 병원 건립사
업과 기술대 사법대 설립사업, 해양대학 설비 지원사업 등을 진행 중이다.75)
표 5-8. KOICA 스리랑카 대표 사업
(단위: 백만 달러)

사업명

연도/금액

1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기술 지원사업

2

과학수사 역량강화사업

3
4
5
6
7
8

분야

지역

13~16/2.5

교통

콜롬보

15~17/3.2

공공행정

콜롬보

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08~14/4.5

환경

콜롬보

기술계교사 양성 및 재교육 사업

15~19/13

교육

스리랑카 기능대학 및 훈련원 자동차공과
개선사업
마타라지역 모자보건의료 역량강화사업
북부지역 아동친화적인 학교를 구축하기 위한
초등학교 개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친환경 농업 확대보급
및 판매 유통망 확립사업

쿨리야피티야
중부 전역 5개

13~16/3

교육

16~19/8

보건

마타라

15~16/0.81

민관협력

북부 3개 지역

16~19/1.18

민관협력

바티깔로아

국제기구

북부, 동부, 중부,

협력

우바주 9개 지역

지역

9

WFP 스리랑카 빈곤계층 식량안보 지원사업

16~18/4

10

해양대학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사업

17~19/2.5

교육

콜롬보, 네곰보, 골

11

누와웰리야 지역개발사업

16~17/2

지역개발

누와웰리야

자료: KOICA 현지사무소 면담(2017. 9. 13) 입수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74) 외교부(2017), p. 111.
75) KOICA 현지사무소 면담(2017. 9. 13, 스리랑카 콜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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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EDCF)은 1990년 사업을 시작하여 2017년 8월 기준 총 27
건의 사업에 7억 7천만 달러를 지원했다. 이는 EDCF 전체 승인액 중 5.5%에
달하는 금액으로 스리랑카의 EDCF 내 지원 순위는 전체 수원국 중 5위이
다.76) 지원분야는 교통(49.9%), 수자원(30.7%), 통신(6.7%)으로 대부분의 프
로젝트가 교통ㆍ통신 및 수자원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어 있다. 2017년에는 캔
디(Kandy)시 터널 건립사업을 위한 정부 간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동지역 교
통망 연결성 강화방안 수립을 위한 KSP 사업이 진행된 상태이다.77)

표 5-9. EDCF 스리랑카 대표 사업
(단위: 백만 달러)

사업명

연도/승인액

1

캔디터널 건립사업

2

하톤-누와라엘리야 도로건설 보충융자

3

루완웰라 상수도 개발사업

13/20.5

4

데두루오야 상수도 개발사업

13/58.2

5
6

파데니야-아누라다푸라 도로 개선
보충융자
콜롬보 중앙직업훈련원 및 감파하
기술대학 건립사업

분야

추진단계

17/199.3

교통

정부 간 협정 체결

14/17.1

교통

자금지출

식수공급
및 위생
식수공급
및 위생

구매계약 체결
자금지출

12/11.1

교통

사후평가

11/26.1

교육

자금지출

7

고체폐기물 매립장 건립사업

10/33.5

8

하톤-누와라엘리야 도로 건설 사업

09/40

9

루후누푸라 상수도 개발

08/76.3

10

파데니야-아누라다푸라 도로개선

08/55

식수공급
및 위생
교통
식수공급
및 위생
교통

구매계약 체결
완공평가
사후평가
사후평가

자료: EDCF 현지사무소 면담(2017. 9. 15) 입수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76) 외교부(2017), p. 108.
77) EDCF 현지사무소 면담(2017. 9. 15, 스리랑카 콜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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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은 스리랑카 대상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으로 2011년부터 [표 5-10]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였다.
지난 4회의 KSP 사업명과 세부 주제를 보면 주로 스리랑카의 수출 및 투자 촉
진과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통한 경제발전 모색에 주력해온 것으로 보인다.

표 5-10. 양자간 KSP 스리랑카 대표 사업
연도

사업명 및 세부주제
스리랑카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 고도화

2014

1. 국제기업 및 지역파트너와의 합작제휴 프로그램
2. 스리랑카 자동차 부품 제조 산업 개발
3. 기술기반산업 지원을 위한 신기술창업보육센터 설립
스리랑카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역량 강화
1. 식품가공산업의 발전을 중심으로 본 산업정책의 전략

2013

2. 중소기업 부문의 경쟁력
3. TVET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4. 수출지향적 외국인직접투자 유치확대 정책
5. 과학기술 관련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R&D 정책방향
스리랑카의 수출 및 외국인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1. 산업정책 프레임워크

2012

2. 수출기반 전략산업 선정 및 활성화 방안
3.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전략, 새로운 FDI 유치정책
4. 수요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직업기술교육 육성방안
스리랑카의 중소기업 및 수출부문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1. 스리랑카의 수출진흥정책

2011

2. 스리랑카의 외국인직접투자 촉진 정책
3. 스리랑카의 중소기업정책
4. 스리랑카의 직업훈련정책

자료: KSP 홈페이지(http://www.ksp.go.kr, 검색일: 2017. 11. 8).

또한 ADB와 8건의 다자간 KSP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공동컨설팅의 구체적
인 사업과 주제는 [표 5-11]과 같다.

118 •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연구

표 5-11. 다자간 KSP 스리랑카 대표 사업
(단위: 백만 달러)

사업명
1

2

교통정책과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데이터 구축
아태지역 경제협력을 위한 금융당국자
역량강화(2차)

협력기구

주제

연도

ADB

(정보없음)

2015

ADB

거시, 금융

2014

3

아태지역 공공자전거 시스템 구축 지원

ADB

지역경제

2013

4

아태지역 금융감독기구 담당자 역량강화

ADB

거시, 금융

2013

ADB

기타

2013

ADB

기타

2012

ADB

노동, 교육

2012

ADB

노동, 교육

2011

5
6
7

8

아시아 관점에서 필요한 세계 경제위기
대응정책
아시아 4개국 전자정부 역량강화
아시아 개발도상국 직업능력개발
정책자문
통합적 성장과 녹색직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자료: KSP 홈페이지(http://www.ksp.go.kr, 검색일: 2017. 11. 8).

나. 지원전략
2016년 발표된 2차 스리랑카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은 1차 CPS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신정부의 새로운 개발 계획에
입각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1차 CPS는 “스리랑카의 10개년 국가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에 협력ㆍ기
여함으로써, 스리랑카의 균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과 빈곤퇴치에 공헌하고 양
국 간 우호와 교류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주요 지원분야로
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 기반 시설 강화 ②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균형적 산업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 ③ 행정제도 개선 및 정부역량 강화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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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선정하고, 총 지원 금액의 최소 70% 이상을 위 분
야에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한 재원 배분은 무상지원 기준 경제사회인프
라 20%, 인적자원개발 30%, 거버넌스 20%, 기타 프로그램 30%로 분배하였
다.78) 2차 스리랑카 CPS에서는 1차 CPS 이행 기간(2012~14년) 동안 CPS에
부합하는 개발사업이 선정되었고 중점분야에 82%가 지원되어 목표를 초과 달
성하였다고 평가하였다.79)
2차 CPS의 전체적인 구성은 기존의 CPS와 유사하나 전체적인 분량이 줄어
들었고 지원계획에서 중점 협력분야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결과틀이 구축되
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표 5-15 참고). 또한 기존의 CPS에서는 기후변화
(환경)를 양성평등, 인권과 함께 범분야 이슈로 인식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각 세부 지원 전략에 통합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새로운 CPS에서는 별도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주요 가정사항으로 명시하는 정도에 그쳤다. 다만
중점분야 중 하나인 지역개발 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사업의 일환으로 통합폐
기물 관리 사업을 집중 지원할 것을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2차 CPS에서는 지원전략을 수립하기 이전에 스리랑카의 정치ㆍ경제적 상
황을 분석하여 ODA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음 [표 5-12]와 같이 정리
하였다.

78) 국무조정실(2012), pp. 37, 71, 73.
79) 관계부처합동(2016),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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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우리나라 2차 스리랑카 CPS상의 ODA 추진 시 고려사항
고려사항 1: 정권교체 상황 및 신정부의 국가개발계획을 반영한 협력전략 수립 및 이행
∙ 스리랑카자유당(SLFP)과 연합국민당(UNP)이 거대 연합정부 구성; 안정적인 정치개혁 추구
∙ 前대통령 친족들의 부정ㆍ부패로 인한 경제 피해는 정상화에 상당한 시일과 진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고려사항 2: 제3국 또는 다자 개발협력 파트너십 구축의 기회
∙ 이전 대통령과 달리 인도, 일본, 미국 등과 거리를 좁히며 중국 견제
∙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해 다자 공여기관 및 양자 공여기관 등과 협력 확대 고려 필요
고려사항 3: 민관협력 모델을 활용하여 민간부문의 참여 지원
∙ 수도 콜롬보는 남아시아 교역의 거점 도시로 부상하여 경제 발전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이라 예상됨
자료: 관계부처합동(2016) 참고하여 저자 작성.

스리랑카 CPS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정부는 스리랑카
의 인적ㆍ사회적 자본 및 사회ㆍ경제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스리랑카의 중
장기 국가개발계획(빈곤감축계획 및 1500일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100만 일
자리 창출을 통한 스리랑카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지원의 목표
로 수립하였다. 스리랑카의 국가개발계획과 한국의 원조역량 및 기회ㆍ장애요
소를 고려하여 4가지의 중점 협력분야를 선정하고, 총 지원 금액의 70%를 집
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스리랑카의 열악한 거버넌스 및 역량 부족(예
산 부족 및 취약성 문제)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과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로 인
한 환경 문제를 주요 가정사항으로 두고 이에 대한 예측 및 대비가 필요하다
고 명시하였다.80) [그림 5-5]는 2차 CPS에 제시된 기본 추진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80) 기후변화는 1차 CPS에서도 스리랑카의 주요 특성으로 언급된 바 있다. 1차 CPS는 스리랑카가 기후
변화 취약국가이며 폭우, 홍수, 산사태, 태풍, 쓰나미, 토네이도, 강풍 등의 주요 위험기상과 자연재해
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최근 산림면적이 전체 국토면적의 30% 이하로 감소하였고, 1인당 이
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였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및 강우량이 상승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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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2차 스리랑카 CPS의 기본방향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Development)

빈곤감축계획 및
1,500일
경제개발계획
(17~20년)

중간 목표

중
점
분
야
별
성
과

• 기술ㆍ직업훈련 강화, 고등교육 개선, 여성인력 개발을 통해
100만 일자리 창출
• 도로 건설, 항만개발 등을 통한 교통 개선으로 수출 증대,
관광산업 발전 등 국제 교류 증진
• 상ㆍ하수도 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수자원 제공으로, 2020년
까지 파이프 배수관 60%까지 확대
• 농업 및 수산업 현대화 지원을 통한 수출촉진 및 주택 50만 호
보급 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인력양성 및 교육기관 역량 강화를 통한 인적자원 개발
• 인프라 개선 및 보급을 통한 연결성 향상 및 삶의 질 향상
• 환경변화 및 수인성 질병 대응을 위한 물관리 강화
• 농촌 지원 및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교육 분야

• 시장수요에 맞춘 기술ㆍ직업훈련 제공으로 산업인력 개발 및
고용창출 역량강화 지원
•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구상 지원을 통한 여성청소년 교육권
보장 및 여성고용 창출
• 과학ㆍ기술 고등교육 질적 제고를 위한 교육시스템 개선
및 역량 강화 지원

교통 분야

• 통합 도로교통시스템 구축 및 관리역량 강화 지원
•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한 무역 및 관광 활성화

물관리 및
위생분야

• 식수 및 수자원 관리 역량 강화
• 물부족 지역에 대한 깨끗한 물공급으로 질병 예방

지역개발
분야

• 농업 및 수산업 현대화를 통한 지역주민 소득 증대
• 북ㆍ동부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 통합 폐기물 관리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환경 개선

자료: 관계부처합동(2016),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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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점 지원분야
스리랑카 국가협력전략의 중점분야는 “스리랑카의 개발수요, 우리의 원조역
량, 기지원 사업의 원조효과, 타 원조기관과의 협력방안 등을 고려하여 선정” 되
었다.81) 스리랑카 지원의 중점 협력분야는 ① 교육 ② 교통 ③ 물관리 및 위생
④ 지역개발 분야이며 한국 CPS는 중점분야별로 스리랑카의 개발수요와 한국
의 원조역량, 대표 사업 및 분야별 지원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82)
교육 분야에 대한 스리랑카의 수요는 교육의 양적 발전에서 질적 발전으로 변
화하고 있다. 특히 스리랑카의 중장기 국가개발계획에서 제시한 100만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과 연계된 기술ㆍ직업 교육, 산업 기반의 과학ㆍ기술 분야 고
등교육 및 ICT 관련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한국은 산업인력 양성
등의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산업화를 달성한 경험이 있으며 직업교육 분야의 국
제적 비교우위, ICT를 활용한 교육시스템 구축 경험 등을 갖춘 국가로 지원 역
량이 우수하여 지난 CPS에 이어 교육 분야를 중점 지원분야로 선정하였다.
또한 스리랑카는 서남부 및 북동부로 크게 2개의 축을 나누어 교통 분야 개
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 교역 활성화를 추진하고 관광산업 발전
을 꾀하고자 한다. 특히 반군이 위치했던 북ㆍ동부 지역은 인프라가 매우 취약
하여 교통망 개선을 통한 동 지역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간에
전국적으로 도로교통망을 확충한 경험과 기술력을 갖추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
한 한국의 적절한 지원분야라 할 수 있다.
물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에 대한 수요는 개발이 낙후된 북ㆍ중부 지역 주민
의 만성신장질환(CKD) 발발과 관광산업 증가로 인하여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
다. 한국은 상수도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이미 여러 개도국에서 선도
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해당 분야 개발에도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예
상된다.
81) 관계부처합동(2016), p. 14.
82) 중점 지원분야별 지원방안 및 실행계획은 [부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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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의 현대화와 인프라 구축, 균
형 있는 지역개발이 필요하다. 한국은 신도시 개발 및 지역균등개발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개도국의 신도시 개발사업에도 다수 참여하여
지원역량이 풍부하다. 또한 수원국의 도시인구 증가로 인해 고체 폐기물을 관
리하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수요가 높은바,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사업의 일환
으로 지난 기간 동안 스리랑카의 폐기물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2009,
KOICA) 고체폐기물관리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정책자문에 참여(2015,
KSP)하였다. 또한 지역개발 분야의 기본방향으로 고체폐기물 관련 사업을 통
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지원할 것을 명시하였다.

2) 성과관리프레임워크 및 이행전략
한국의 CPS는 중점분야를 선정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중점분야
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다. 각 분야의 목표,
제약요인 및 성과를 명시하고 평가지표인 ‘CPS 적합성’과 ‘사업 정상추진 여
부’를 중심으로 중점 협력분야 사업을 평가하여 향후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CPS에서는 위와 같은 스리랑카 지원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민관협력,
유ㆍ무상 연계, 타 원조기관과의 원조조화 등을 협력 방안으로 제시하여 사업
을 발굴하고 시너지를 추구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원조 효과성을 극대화하
기 위하여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SDGs와의 정합성을 제고하여 사업을 추진
할 것을 이행전략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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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 스리랑카 CPS 성과관리프레임워크
수원국 개발목표(스리랑카 국가개발전략):
인적자원 및 경제 인프라 개발을 통한 100만 일자리 창출 및 중산층 확대
CPS 목표:
스리랑카의 균형적 발전과 빈곤감소, 사회통합에 공헌하고 양국간 우호와 교류협력을 증진
중점분야

분야별 목표
- 시장수요에 맞춘
기술ㆍ직업훈련
제공

교육

- 여성청소년
교육권 보장 및
여성고용 창출
- 과학ㆍ기술 고등
교육의 질적 제고

분야별 제약요인

분야별 성과

평가 지표

- 시장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직업교육
- 교육기자재 및
교사 부족

- 고용연계
교육 확대로
일자리 창출

- 열악한 제조업
기반

- 통합 도로교통

CPS 적합성

시스템 구축 및
관리 역량 강화
교통

-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한

- 1~2차선 도로
위주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

무역 및 관광

해당 분야

- 지역간 경제

사업이 CPS

교류 확대

목표 달성에

- 수출촉진 및

적절히 발굴

관광수입 확대

되었는지 여부

활성화
- 식수 및 수자원
관리 역량 강화
물관리 및 - 물부족 지역에
위생

대한 깨끗한 물

인프라

- 수자원 인프라
- 만성신장질환

상업지역의

등 질병 예방

예방

물수요 급증

- 북ㆍ동부지역
개발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 통합폐기물 관리
역량 강화

- 낙후된 생산 및
가공ㆍ저장기술
- 심각한 지역간
인프라 불균형
- 고체폐기물
관리 역량 부재

사업 정상 추진 여부
CPS에 적합한

개선

- 관광지 및

현대화

주요

열악한 수자원

공급으로 질병
- 농업 및 수산업

지역개발

- 북ㆍ동부지역의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

- 농어촌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 지역균형 발전
기여
- 지속가능 성장
지원

1. 정부 예산 부족 및 거버넌스 취약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대비

가정 사항 2.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취약성에 따른 사업 환경 변화 예측 및 대비
자료: 관계부처합동(2016),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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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니터링 및 평가
CPS에는 프로젝트의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및 평가방안
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모니터링은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수원국과 함께
사업 관련 내용 및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통합모니터링과 정치, 테러, 자연
재해 등을 인식하고 위험을 예방ㆍ대응하는 리스크 매트릭스를 주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평가방안은 목적, 시기, 유형 등을 구체화하고 OECD 개발
원조위원회(DAC)의 5대 평가기준과 앞에서 정리한 [표 5-15]의 성과관리프레
임워크를 활용하여 마련하였다.83)

다. 기후변화 관련 사업 및 평가결과
환경보호는 빈곤퇴치, 교육, 보건 등 다른 분야에 비해 협력 구축 부분에서
다소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에 따라 2차 CPS에도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취약
성에 따른 환경변화 예측 및 대비가 주요 가정 사항으로 언급되었다.
깨끗한 물의 관리 및 보급은 스리랑카의 열악한 상수도 시설과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및 가뭄으로 인해 중요성이 더욱 가중되었다. 이전 CPS에서 경제ㆍ
사회 인프라 분야의 일부에 포함되었던 수자원 개발이 독립적인 중점협력 분야
로 선정되었으며, 지역개발분야에서도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 향상을
기본 지원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도시인구 증가로 인한 고체폐기물의 증
가와 매립지 관리 역량 부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바, 고체폐기물의 적
절한 처리를 위한 제도도입ㆍ운영, 관련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KOICA는 스리랑카의 기후 취약성을 인식하고, 급수차 제공, 산사태 피해
복구를 위한 응급구호 제공 등 분쟁 취약국 예산을 통하여 기후변화 적응 분야

83) 자세한 모니터링 및 평가방안은 부록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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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500kw급 계통연계형 태양
광 발전 단지를 구축하고 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 시범구축 사업을 진행하였다.
KOICA의 기후변화 관련 사업은 주로 중부지역을 대상으로 UN-Habitat 등
국제기구 또는 현지 NGO와 협력하여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고 향후 이 같은
형태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84)
EDCF는 주로 교통ㆍ통신 및 수자원 인프라 구축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
다. 기후변화 대응을 주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없으나,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위생 매립식 쓰레기장 구축사업, 상수도 사업, 친환경 환승장 설치사업 등
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성이 높은 사업들이라 할 수 있다. 현재는 1,400만 달
러 규모의 쓰레기 수거 차량 공급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사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 패턴의 변동으로 수력발전량이 감소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85)
이하에서는 기후변화와 연관성이 있는 지원사업의 평가결과를 정리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가 사업의 주요 목적이 아니더라도 기후변화로 인한 피
해를 예방 및 대응하는 역량을 향상하거나 온실가스 감축에 영향을 미치는 사
업을 기후변화 관련 사업으로 간주한다(리우마커 사업). [그림 5-6]은 다음에
서 살펴볼 사업들의 대상지역을 표시한 것이다.

84) KOICA 현지사무소 면담(2017. 9. 13, 스리랑카 콜롬보).
85) EDCF 현지사무소 면담(2017. 9. 15, 스리랑카 콜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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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우리나라의 스리랑카 기후변화 지원사업 대상지역

자료: 브리태니커 백과사전(encyclopedia britannica) 지도(검색일: 2017. 10. 1)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1) 골(Galle) 광역시 상수도 개발사업
｢스리랑카 골(Galle) 광역시 상수도 개발사업 사후평가보고서｣(한국수자원
공사 2011)에 따르면 이 사업은 스리랑카 정부의 골 광역시 상수도 개발계획
(Greater Galle Water Supply Scheme)의 2단계 사업으로, 스리랑카 남부
주요도시인 골에 우수한 품질의 상수도를 공급하여 증가하는 상수도 수요를 충
족하고자 계획된 사업이다.86) 골 광역시는 급속한 산업발전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 및 인구 증가(연평균 1%)로 급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지역
발전과 함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공급난 해소가 골 광역시의 최우선 사업으
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재원과 수자원 관리 기술 및 역량이 부족하였다. 인근 긴
86) 골 광역시 상수도 개발계획은 사업 실시기관인 스리랑카 국영상하수도공사(이하 NWSDB)가 1995년
일본 국제후생공사가 실시한 사업타당성조사를 토대로 수립하였으며, 관련 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되었다. 1단계 사업은 ADB가 지원하였으며, 취수장 및 송수관로 건설, 취수장 펌프 교
체 등의 공사가 기 완료되었다(한국수자원공사 2011,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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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n)강에서 공급하는 용수로는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웠고, 갈수기(5~9월)에
는 수위 저하로 인해 취수량이 감소할 뿐 아니라 해수 역류현상이 일어나 집수
지에 염수가 침투하여 안정적 용수공급이 곤란하였다. 따라서 일부지역에서는
하루 6시간 이내의 제한급수 조치가 취해졌다.
EDCF가 지원한 골 광역시 상수도 개발계획 2단계 사업은 취수ㆍ펌프장, 정
수처리시설, 배수지 건설 및 지역별 급수관로, 해수제방시설 설치(1차), 각종
밸브 설치와 급수관로 부설(2차)로 이루어졌다. 이 사업을 통해 445km의 상수
도 급수관로가 설치되었으며 약 22만 명에게 용수공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2000년도에 82%였던 식수 접근률은 2007년 완공 후에는 84.7%로 향상되어
2015년까지의 MDGs 목표(84%)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5-14. 골 광역시 상수도 개발사업 개요
구 분

내

사업 목표
사업대상지
사업기간/규모

용

긴(Gin)강으로부터 원수를 취수 및 정수하여 용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
의 생활여건 개선 및 산업발전에 기여
골 광역시 및 남서쪽 해안 지역 등(급수지역 120㎢)
2000~08년(완공)/78백만 달러
1차: 정수처리시설, 취수시설 및 저압펌프, 송수관, 가압펌프, 배수시설, 해수제방

사업 내용

시설 등 설치
2차: 각종 밸브 설치 및 급수관로 부설공사

한국
수행
기관

스리
랑카

EDCF
차주: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and Planning)
실시기관: 상하수도관리부(Ministry of Water Supply & Drainage)
국영상하수도공사(National Water Supply & Drainage Board)

자료: 한국수자원공사(2011)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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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2011)에 따르면, 이 사업은 사업 목적과의 부합도와 달성도
가 높아 사업의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자연
재해는 사업 실시기간 및 비용에 영향을 미쳤다. 1차 사업은 기상악화로 인한
폭우와 홍수피해(2004년 5~6월) 및 쓰나미(2004년 말)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당초 계획된 기간보다 9개월이 연장되어 41개월 만에 완공되었으며, 2차 사업
도 쓰나미 피해 및 우기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2년보다 약 14개월이 연장되었
다. 평가보고서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예상되거나 예상치 못한 외부요인에 유동
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시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및 피드백 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3단계 사업은 기존 설비의 처리 유량 및 보급 용량을 확대를 목표로
2010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재원 부족으로 아직까지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
다. 이로 인해 낮 시간 정기 단수 및 공급 가정 수 축소 조치가 논의되고 있다.
현재 일본과 중국 기업이 타당성 검토 및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상태이나, 보통
완공까지 3~4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상당기간 이 지역의 극심한
물 부족이 예상된다.87)

2) 500kW급 계통연계형 태양광 발전사업
함반토타(Hambantota) 태양광 발전단지 내에 구축된 500kW급 계통연계
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스리랑카 최초의 계통연계형 태양광 시범사업으로 태양
광으로 발전한 전기를 국가 전력망에 공급한 첫 번째 사례이다. 동 사업은 스리
랑카 지속가능에너지청에서 시도한 시범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
한 전력을 국가 전력망에 공급함으로써 태양에너지의 계통연계 가능성을 검토
하고 민간 발전소업체 및 투자자들의 참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스리랑카 500kW급 계통연계형 태양광 발전사업 사후평가보고서｣(한국국
제협력단 2014c)에 따르면 사업 대상기간 스리랑카의 전력 수요량은 매년 평
87) 스리랑카 국영상하수도공사 사업 담당자 면담(2017. 9. 12, 스리랑카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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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5.2%씩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전력생산량의 평균 성장률은 약 4.5%로
전력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수요 증가 외에도 화석연료의 높은
수입의존, 불안정한 강우량, 유가상승 등에 따라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 및 민간 부문에서 풍력, 소수력,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사업 수
행 당시 국제 유가의 상승과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해 전력공급에 대한 압박이
커지며 2012년 실론전력청의 운영손실이 급증하였다.
이 사업은 KOICA가 건축과 기자재를 공급하고 운영인력 및 전문가 파견,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스리랑카 정부에서 기초공사 및 사후관리
(국가전력망 연결 설치)를 담당했다.

표 5-15. 함반토타 500kW급 계통연계형 태양광 발전사업 개요
구 분
사업 목표

내

용

태양광 발전 관련 제도 및 법령의 수립을 통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국가 정
책에 지속가능 발전 원칙을 통합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 확보

사업대상지

스리랑카 함반토타 바루탄칸다

사업기간/규모

2009~11(2년) / 3백만 달러
• 기자재 지원: 태양광 발전 시스템 일체 통합 지원

사업 내용

• 전문가 파견: 사업 총괄, 태양광 발전 유지 관리 전문가 파견
• 초청연수: 태양광 발전소 운영ㆍ관리 기술인력 양성

수행

한국

기관

스리랑카

KOICA, ㈜ LG CNS
동력에너지부 산하 지속가능에너지청(Sustainable Energy Authority)

자료: 한국국제협력단(2014c) 참고하여 저자 작성.

평가보고서에 따르면,88) 동 사업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국가적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스리랑카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과 부합하여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사업으로 평가되었다. 스리랑카 정부는

88) 한국국제협력단(201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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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따라 2015년까지 전력공급 100% 달성을 목표로 삼았으
며 기후변화와 유가변동 등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및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
나 자연적으로 뛰어난 일사조건을 갖췄음에도 태양광 분야는 풍력, 소수력, 바
이오매스와 같은 타 분야에 비해 비교적 발전이 미약하였고 2009년 당시에는
상업용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전무하여 선진국의 태양광 발전 기술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 사업을 통해 스리랑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목표
였던 10%를 당초 2015년 목표에서 2014년에 조기 달성하였고 이에 본 사업
이 기여했다고 볼 수 있어 파급효과 측면에서도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되었
다.89)
이 사업으로 인한 연간 CO2 배출량 감축효과는 300톤 이상이며, 환경기여
도 측면에서 연간 11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숲을 가꾸는 효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동 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2015
년 스리랑카 최초의 민영 태양광 발전소(10MW 규모) 건설이 시작되었다.

3) 발라체나이 홍수피해 방지 배수시설 설치사업
바띠칼로아 발라체나이 지역은90) 동북부 해안 저지대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2004년 12월 쓰나미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홍수로 인한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긴급복구 우선순위 지역이다. 이 지역의 강수량은 최근
20년 동안 급속하게 상승하였으며 몬순기간의 길이가 길어지고 강우량은 28%
나 상승했다. 또한 배수시설 인프라도 열악하여 발라체나이는 전국 24개 군 단
위 지역에서 2002~12년 기간 중 홍수로 인해 인적 피해를 입은 인구가 약 230
89) 그러나 이 사업과 같이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EACP)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사업은 국내 수요(기술력)를 토대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어, 현지 수요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KOICA 현지사무소 면담, 2017. 9. 13, 스리
랑카 콜롬보).
90) 사업대상지역은 스리랑카 정부의 국가개발 3대 전략의 하나인 동북부개발에서 중요한 지역이며 콜롬
보로부터 350km 떨어진 지역으로 타밀반정부군(LTTE: Liberation of Tamil Tiger of Ealam)이
활동했던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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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명으로 가장 많은 지역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스리랑카 재난구호부의 긴
급요청에 따라 북측은 독일, 남측은 우리나라가 분할 담당하여 사업을 추진하
였는데,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배수로를 건설하였다.

표 5-16. 발라체나이 홍수피해 방지 배수시설 설치사업 개요
구 분
사업 목표
사업대상지
사업기간/
규모

내

용

상습 침수지역인 발라체나이지역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홍수피해로부터 주민들의 안
전을 확보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 제공
바띠칼로아 시(Batticaloa District) 발라체나이 읍(Valachchenai)
2006~08년(3년) / 3.9백만 달러
• 토목: 주배수로 설치 및 기존 배수로 확장, 교량 건설

사업 내용

• 전문가 파견: 배수관리, 구조 전문가 파견, 실시설계 검토, 시공업체 선정 및 관리,
사업전반 관리 등 수행
• 연수생 초청

수행
기관

한국 한국국제협력단(KOICA) / 용역기관: 수자원 공사, (주)대보
스리
랑카

재난구호부(Ministry of Disaster Relief Services/MDRS)

자료: 한국국제협력단(2014a) 참고하여 저자 작성.

사업의 주요 내용은 ① 배수로 덮개 설치 ② 집수로 주변 돌망태(Gabion) 석
축 ③ 배수로 주변 안전펜스 설치 ④ 배수로 유지관리를 위한 사용자그룹 구성
⑤ 5개 일반배수로 연 1회 청소 및 준설, 집수로 준설이며, 장기과제는 라군
(Lagoon) 호수로 배수되는 지점에 호수 수면의 역류가능성에 대비한 제방을
쌓고 펌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의 스리랑카 CPS(2012-2015)의 중점분야인 ‘수자원을
포함한 경제사회 인프라 개발’에 부합하였으며, KOICA의 중기 지원전략상의
재난 대응역량 강화사업에 적합한 사업이었다. 사업기간은 우기 및 분쟁으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약 5개월이 지연되었으나 비용효과 측면에서 투입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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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산출의 결과는 매우 높은 사업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유사한 사업을 수행한
독일과 비교해도 사업 추친, 감독 및 대응 방식이 더 효율적이었다는 평가이다.
수혜자 만족도를 토대로 평가한 사업 효과성은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
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91) 수혜자는 사업을 통하여 침수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자녀들의 교육의 질이 높아졌으며, 수인성 질병이 감소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배수로 사업으로 인해 침수피
해를 복구할 필요가 없어져 생업에 전념하여 전반적인 소득수준도 증가하여 전
체 응답자 110명 중 97명(89.1%)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사업 종료 이후 배수로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등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덮개 미설치로 인한 사고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치되어 있어 수혜지역 주민의 주인의식이 부족한 것으
로 판단된다.92)

4) 응급대응 시스템 구축사업
2008년부터 2년간 실시된 응급대응 시스템 구축사업은 남서부 깔루따라
(Kalutara) 지역에 재난관리센터 및 소방서 건물을 신축하고, 재난복구 및 인
명구조를 위한 기자재를 공급하였으며, 초청연수 및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재
해 대응을 위한 인적ㆍ물리적 인프라를 구축한 사업이다. 깔루따라 지역은
2004년 쓰나미로 인한 침수피해가 컸고, 홍수와 산사태의 피해도 빈번하여 재
난발생 시 긴급복구가 필요한 우선순위 지역 중 하나이다.93)

91) 한국국제협력단(2014a), pp. 140~158.
92) 위의 자료.
93) 이 재해로 스리랑카 전국 기준으로 7만 2천 명이 죽거나 실종되고 21만 5,800여 세대에서 이재만
130만 명이 발생하였다. 깔루아에서는 170명이 사망하고 3만 3,794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한국
국제협력단 2014b,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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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7. 깔루따라 응급대응시스템 구축사업 개요
구 분

내

사업 목표
사업대상지
사업기간/규모

용

현대적인 재난관리 조정센터 건물, 기자재, 인적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응
급대응 시스템 구축
스리랑카 남서부 지역 칼루따라(Kalutara District)
2008~09년(2년) / 2백만 달러
• 건축: 소방파출소와 재난관리센터 건물 신축

사업 내역

• 기자재 공급: 소방물탱크차, 덤프트럭 등 재난복구 및 재난대비용 중장비
• 초청연수: 방재 및 응급대응 고위관리자과정/실무자과정
• 전문가 파견

수행
기관

한국

한국국제협력단(KOICA)

스리랑카 재난관리인권부(Ministry of Disaster Management and Human Right)

자료: 한국국제협력단(2014b) 참고하여 저자 작성.

｢스리랑카 응급대응시스템 구축사업 사후평가보고서｣(한국국제협력단 2014b)
에 따르면 이 사업의 목적은 수원국과 우리나라의 정책에 부합하나 목표 설정
이 구체적이지 못하였고, 리스크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점을 들어 적절성이 미
흡하다고 지적하였다.94) 그러나 응급대응센터의 활용도가 높고 재난구호 능력
이 중하위에서 중상위로 향상되어 인접지역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의 영향력 측면에서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평가보고서
가 의문을 제기한 것과 같이 응급대응센터가 재난발생 시 제대로 작동하기 위
해서는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5) 고형폐기물 관리 KSP사업
스리랑카는 도시권역에서 발생하는 고형폐기물의 약 75%를 350여 개의 비
위생매립(open dumping) 방식으로, 15%는 약 70개의 퇴비화시설에서 처리
하고 있다. 이러한 매립지에서는 메탄가스가 상당량 배출되고 있으며 이는 대
기오염의 원인이 되고 지하수 오염에도 일조한다.95) 기획재정부(2015)에 따
94) 한국국제협력단(20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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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현재 스리랑카의 폐기물 관리정책은 한국의 1980년대 초반과 비슷한 상
황이다.
또한 스리랑카의 인구증가로 인하여 폐기물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고형폐
기물관리는 스리랑카가 당면한 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이다. 이러한 노력의
방편으로 수원국은 국가차원의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고형폐
기물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96) 현재의 정책과 제도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스리랑카 정부는 한국의 검증된 고형폐기물관리 경험을 지
원받고자 통합적인 폐기물관리 정책자문을 요청하였다.97)
동 사업은 한국의 폐기물관리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스리랑카 국가 차원
의 통합폐기물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컨설팅을 수행하여 폐기물관리에
대한 기본 방향을 비롯하여 단기ㆍ중장기정책, 실행계획을 제시하였다. 또한
스리랑카에 적합한 고형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기술 자문을 수행하여 최적화
된 시범사업계획안을 제안하고 이를 참고하여 시범사업지를 선정하였다. 스리
랑카의 고체 폐기물 건립사업의 기간은 2014년부터 약 20년을 기준으로 하며
국토연구원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하고 기술적 부문
에 대한 용역발주를 통해 전문기관과 협동연구를 진행하였다.

95) EDCF 현지사무소 면담(2017. 9. 15, 스리랑카 콜롬보).
96) 스리랑카의 비위생 매립 및 퇴비화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스리랑카 정부는 2018년까지 소각처리비율 50%, 위생매립비율 6% 확대와 비위생 매립
비율 19%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발생된 도시고형폐기물의 위생처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획재정부 2015, p. 33).
97) 기획재정부(2015),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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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8. 스리랑카 고체폐기물 관리 KSP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한국의 폐기물관리 지식과 경험을 참고하여 국가차원의 통합폐기물처리시스템
사업 목표

구축을 위한 정책컨설팅을 수행하고 지역 내 발생 고형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기반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제안

사업기간/규모
사업내용
수행
기관

한국
스리랑카

2014 / 7.5백만 달러
• 국가 통합폐기물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컨설팅
• 시범사업 수행(캔디 지역 고하고다(Gohagoda) 매립장)
국토연구원 / 한국수출입은행 / ㈜건화 환경플랜트부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
중앙환경청(Central Environmental Authority)

자료: 기획재정부(2015) 참고하여 저자 작성.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정책자문을 통하여 선정된 시범사업은 스리랑카에서
최초로 제안된 폐기물 중간처리시설로 동 시설을 통하여 매립량을 1/2 규모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관련 공무원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통하
여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 시스템에 관한 지식 및 노하우를 전달함으로써 스리
랑카 고위공무원들의 역량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책자문의
한계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본 사업에서 제시한 정책자문 내용과 시범사업은
스리랑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 한국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하
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정책컨설팅을 마친 후에도 본 사업에서 제시한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6) 누워라엘리야 기후변화 및 분쟁 복원력 강화사업
스리랑카 누워라엘리야 지역의 기후변화 및 분쟁 복원력 강화사업은 KOICA가
UN-Habitat와 협력하여 다자성양자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98)
누워라엘리야 지역은 다수의 싱할라족과 소수 타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한

98) KOICA 지원액 200만 달러 이외에 UN-Habitat 자체 분담금 30만 달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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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내전 당시 소년병 징집 등의 피해를 입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신분증 미소유, 지역 내 감시 및 차별 등으로 인하여 최빈층으로 전락
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후유증을 앓고 있다. 또한 누워라엘리야 지역은 실
론티를 재배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산간 지대이자 대규모 차밭이 형성되어 있
어 우기에는 폭우에 따른 산사태의 위험이 높아 환경적 취약성도 높다.
따라서 동 사업은 플랜테이션 커뮤니티의 복원력 강화를 위해 주민 역량강
화, 인프라 개선, 지방정부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UN-Habitat와 지역 정
부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표 5-19. 누워라엘리야 기후변화 및 분쟁 복원력 사업 개요
구 분
사업 목표
사업대상지
사업기간/규모

내

용

커뮤니티의 삶의 질 개선, 안전한 정주공간 확보, 기초서비스 접근성 확대와
생계 수단 향상을 통한 커뮤니티의 복원력 강화
누워라엘리야지역 6개 마을 (수혜자 만 명)
2016~17 / 2백만 달러
• 주민 역량 강화: 커뮤니티 역량 강화 및 청소년의 취업 향상

사업 내용

• 인프라 개선: 지속가능한 정주계획 수립 및 개선된 커뮤니티 인프라 시설
을 통한 복원력 강화
• 지방정부 역량강화: 플랜테이션 정주와 관련된 정책적 인식 제고

사업제안기관

UN-Habitat

자료: KOICA 현지사무소 면담(2017. 9. 13) 입수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이 사업은 2016년에 시작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KOICA의 재원은
주로 공동시설 설비 및 구축활동에 사용된다. 해당 사업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환경적 취약성을 고려하였으며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국제기구와 협력한 사업
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99)

99) 스리랑카 출장 시 면담하였던 KOICA 관계자는 향후 더 많은 스리랑카의 사업이 이러한 다자성 양자
형태의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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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2. 세부 협력방안
3. 결론

1. 기본방향
남아시아 지역 유일의 중저소득국 스리랑카는 2009년 내전 종식 이래 한때
경제성장률 9%를 기록하며 꾸준한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나, 2013년 급감 이
후, 현재 경제성장률이 5%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최
근 부적절한 기상 여건을 스리랑카 경제성장 둔화의 한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
다. 실제로 2016년 가뭄에 따른 농업생산성 저하로 인해 농림수산 분야의 성장
률은 –4.2%를 보인 것으로 기록되었다. 기후변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
는 농업분야가 스리랑카 경제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이나, 인도양
의 작은 섬국가인 스리랑카의 서비스업(관광업) 및 산업 분야 역시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도시화로 인한 각종 문제(예: 물 공
급, 폐기물 처리)는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악화하고 있으며, 갑작
스러운 홍수와 같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능력 또한 갖추어져
있지 않다.
스리랑카의 국가개발 전략 및 정책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주요한 도전과제로
인식된다. 스리랑카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스리랑카 농업, 수자
원, 위생, 연안지역에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국가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해왔다.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정책은 공통적으로 온
실가스 감축보다 기후변화 적응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보다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한다.
2015년 취임한 시리세나 대통령은 마하웰리개발ㆍ환경부의 장관직을 겸임
하면서 빈곤감소와 지속가능발전을 스리랑카 발전의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였
다. 시리세나 대통령이 추구하는 국가 개발전략의 핵심은 스리랑카 농업ㆍ산업
ㆍ서비스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기반 마련이다. 기후변화가 스리랑카 경제
에 미칠 직간접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물리적ㆍ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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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체계를 갖추는 일이 우선이며, 기후변화를 고려한 우리나라의 대스리랑카
협력방식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17년 공식 발표된 국가경제개발정책(NEDPSE)은 스리랑카를 크게 세 가
지 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중점 추진분야를 제시하였는데, 기후변화 위험
영향을 고려한 분야별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
면, 남서회랑의 콜롬보를 중심으로 한 메가폴리스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화로
인한 폐기물 처리시설, 식수공급 개선,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개발사업
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때 연안 지역의 해수면 상승, 해일 및 홍수 피해
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북서부 농업지대를 대상으로 한 농업협력이나 북
동회랑 분쟁지역의 인프라 건설 및 싱할리 고도 개발을 통한 관광도시 개발계
획에 우리나라가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특히 스리랑카 공공투자계획 2017~20에 따르면, 2020년 경제성장률 7%
를 목표로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계획 중이므로100) EDCF 사업과 연계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계획의 환경 분야에서는 기후변화를 지속가능발전과 빈곤
감소 달성의 장애요인으로 명시하고, 환경오염 관리, 폐기물 관리, 산림보전,
재해관리, 제도 개선을 주요 분야로 명시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요 국제기구 및 공여기관 지원사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개별 기관들은
비교우위와 강점에 기초하여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재해
관리 차원의 접근방식과 미국이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취약성을 낮
추고 복원력을 제고하는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제공하는 것이 예이다. 또한 스
리랑카 내에 활발히 활동하는 공여기관의 수가 비교적 소수이다 보니, 조정 메
커니즘이 갖추어진 것도 특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상하수도 보급, 폐기
물 관리, 농업분야 협력과 같은 강점 분야를 지속적으로 주력하여 가시성을 제
고할 필요가 있다. 양자 차원의 협력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방식도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은행에 우리나라가 출연한 기후변화 관련 신탁
100) Ministry of National Policies and Economic Affairs Sri Lanka(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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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을 활용하거나, UNDP와 같이 현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국제기구
와 공동으로 GCF 사업을 발굴할 수도 있다.
다만 우리나라 ODA 사업 전반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황을 극
복하고 기존 사업에 기후변화 위험과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기후위험을 판별하고, 필요한 경우
영향력 평가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기후변화에 특화한 성과지표를 작성
하여 해당 사업의 성과관리에 활용하는 국제기구의 방식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일 것이다.

2. 세부 협력방안
가. 분야별 협력방안
앞서 검토한 스리랑카 국가 발전전략(2장)과 스리랑카의 기후 취약성 및 수
요(3장), 그리고 현지 조사(2017년 9월) 결과를 취합하여 볼 때, 스리랑카의 장
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기후변화는 반드시 대응이 필요한 도전과제이며, 특
히 대응이 시급한 분야는 온실가스의 감축보다는 변화하는 기후에 대한 적응인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2장에서 검토한 국가발전전략을 토대로 분석한 스리랑카의 도전과제
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통한 외자의 유치와 수
출작물의 육성이다. 지속가능 국가발전계획과 비전 2025 등의 국가발전전략
에서 스리랑카는 외국인투자와 수출 활성화, 물류인프라의 성장을 통해 인도양
의 허브로 거듭나고자 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외자 유치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전력ㆍ도로ㆍ상하수 인프라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발생하
는 기후 재해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수출작물
의 육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관개시설과 물자원 확보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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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다.
따라서 3장에서 검토한 다양한 취약성 분야 중에서도 물, 즉 강우량과 수자
원 관리 분야는 특히 중요하다. 수자원을 대부분 강우에 의존하는 스리랑카에
서, 강우와 수자원 관리는 농업에서부터 식량, 재해관리, 보건, 인간정주지 관
리, 그리고 수력 발전까지 다양한 감축과 적응 분야를 아우른다. 본 보고서에서
는 강우 및 수자원과 관련된 유망 협력분야를 △ 농업(식량) △ 수자원의 공급
과 관리 △ 재해대응과 관리로 정리하였다. 제시된 분야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활동과 우리나라의 추진경험 및 역량을 고려하여 향후 협력가능성을 제시한다.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활동의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융
ㆍ복합 유형의 사업형태 또한 고려하고자 한다.

1) 농업
일반적으로 농업분야는 기후변화가 다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스리랑카의 경우 국토의 상당 면적이 농촌 지역이며 이 지
역에서 주식인 쌀을 자급한다. 앞서 2장에서 확인하였듯이 차와 과일류 등 농
업생산품이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도 한다. 따라서 특히 농촌지역 주민
들의 생계와 밀접한 농업 분야에의 기후변화 대응이 매우 시급하다. 이러한 실
정을 반영하여 국가발전전략과 기후변화 대응계획은 공통적으로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즉
쌀의 생산성 저하, 장기적으로는 수출 작물의 생산성 저하로 인한 경제성장 저
하가 예상된다.
농업분야에서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으로는 ① 개
량과 개발 등, 품종의 다양화 ② 효율적 농법과 고급 농업기술 ③ 기후변화 인
식 및 정보관련 농민교육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농작물 품종의 다양화와 고급
농업기술은 스리랑카 기후변화수요 분석(3장)에서도 언급된 우선순위 농업 기
술이다. 예시적인 활동으로는 강우량의 감소, 즉 가뭄에 보다 잘 견디는 품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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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여 도입하거나, 물을 적게 사용하는 농법 보급, 품종 또는 농법을 공동체
에 확산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농민교육을 들 수 있다.
품종은 다르나 우리나라 역시 쌀을 주식으로 하여 벼 등 작물에 대한 전문성
을 보유하고 있다. 농작물의 품종 다양화 추진에 있어 다수 개도국에서 농작물
품종에 대해 협력한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 전문기관(농업진흥청 등)의 전문성
을 활용하거나, 우리나라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IRRI(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나 Climate Smart Agriculture 프로그램에 오랜
경험을 가진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등 전문 기관과 협

표 6-1. 스리랑카 농업분야 지원 필요성과 유망 협력활동
지원 필요성
국가발전전략
1. NEDPSE

기후대응 계획
A. 국가기후변화정책(NCCP)

- 농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농업기술 도입 제시

- 작물에 미치는 악영향 관리, 전통기법 활용

- 도시개발, 농업 필요성 강조
2. PIP

및 개선 제시
B. 국가적응계획(NAP)

- 품종 다양화와 관개 개선 필요성 언급됨.

- 쌀, 기타 작물, 농업과 토지황폐화 관련

- 기후 영향에 대한 농업 보험제도 도입 제시

적응 필요성 제시

3. Vision 2025

- 차, 고무, 코코넛, 기타 수출용 작물 적응

- 식량 생산성 개선을 위한 복원적 녹색기술
추구

필요성
C. 기술수요분석(TNA)
- 우선순위 기술로 농작물 다양화와 고급기술,
지속가능한 토지관리 포함
D. 파리협정 이행(NDC)
- 기후복원적 작물 개량, 농업생태지역 지도 작성,
집수 기술, 효율적 수자원 관리, 관개배수 등
언급

- 품종 개발ㆍ개량ㆍ다양화
세부활동

- 농법 등 농업기술 보급
- 농민교육
- 쌀 등, 작물에 대한 전문성 보유

우리나라 경험

- 농촌개발, 농민교육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시기와 현지 실정
에 부합하는 적용방안 검토 필요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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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할 수도 있겠다. 더불어 1970~80년대 우리나라 농촌개발의 경험을 토대로
다수의 농민교육을 위한 지도자 교육 등, 효과적인 농민교육 방안을 고안할 수
도 있다. 한편 이러한 접근법에는 시대의 변화와 현지의 문화ㆍ조건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하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2) 수자원 공급과 관리
스리랑카는 남서부의 고원지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평평한 지형을 가
지고 있어 싱할라 왕조 시대부터 용수의 저장 및 활용이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
한 과제였다. 2000년대 들어 길어진 건기와 이상 고온 현상은 냉방ㆍ냉장을 위
한 에너지 수요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연평균 강수량 1750mm 이하의 건조지
대(북부ㆍ북동부ㆍ남동부)의 농업 생산성과 보건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다. 따라서 물의 저장과 공급은 공공투자계획에서도 우선순위로 설정되어
있으며 2025 국가비전에서는 북부 건조지대의 식수공급을 매우 중요한 과제
로 제시하였다(2장). 더불어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북부와 북동부, 남동
부 지역에서는 상수도 보급률이 낮아 지하수에 의존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기
후의 변화(기온의 상승)는 표층수의 증발을 유발하거나 중금속과 같은 유해물
질을 응집시키기도 하며, 지하수의 고갈 또는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수자원의 공급과 관리 측면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적응하기
위한 활동으로는 ① 농업ㆍ생활용수의 보급과 관리 ② 소규모 저수지 네트워크
등, 물 저장시설 개선에 협력이 가능하다. 그밖에도 하천관리와 통합물관리
(IWMS: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등을 고려할 수 있겠다.
농업ㆍ생활용수의 보급과 관리에는 빗물 집수, 지하수 이용을 위한 우물 설치,
상수도 설치, 관개, 해수 담수화 등의 활동이 있다. 이 중 빗물 집수와 지하수
이용을 위한 관정(管井)은 기술수요분석(3장)에서 우선순위로 선정된 기술이
며, 해수 담수화는 2025 국가비전에서 언급된 활동이기도 하다. 소규모 저수
지 네트워크 복원은 작은 저수지 여러 개를 연결하여 물의 활용을 최대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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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전통 수자원 관리방안(캐스케이드 구조)을 복원하는 것으로 저수지,
수로 등의 재건 활동이 포함된다.
우리나라 국제협력 전문기관인 EDCF와 KOICA는 상수도 인프라와 이동식
식수보급 활동에 경험을 가지고 있다. 4장에서 검토한 EDCF ‘골 광역시 상수
도 개발 사업’은 관광지인 골 광역시 인근의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
원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생활용수의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수문 설치로 갈수
기 하천 수위가 낮아져 염수가 집수지로 침투하는 현상을 방지하는 등, 긍정적

표 6-2. 스리랑카 수자원분야 지원 필요성과 유망 협력활동
지원 필요성
국가발전전략
1. NEDPSE

기후대응 계획
A. 국가기후변화정책(NCCP)

- 분쟁 재건지역 음용수 부족 언급

- 불규칙한 강우패턴이 미치는 영향 최소화,

- 북부 건조지대 개발계획 제시(저수지 포함)

통합유역ㆍ수자원 관리, 효율적 수자원

2. PIP

이용 제시

- 인프라 항목에서 신규 저수지 축조, 기존

B. 국가적응계획(NAP)

저수지 복원, 물 사용 효율개선, 상하수도

- 농업용수, 생활용수, 산업 및 에너지 용수,

보급 등, 물 저장시설과 공급 인프라를
우선 투자분야로 제시

수원지 황폐화 대응 필요성
C. 기술수요분석(TNA)

3. Vision 2025

- 소규모 저수지 네트워크 재건, 빗물 집수,

- 전 인구에 대한 안전한 식수 제공을
전략목표에 포함

시추공식 관정기술 제시
D. 파리협정 이행(NDC)

- 국토의 균형적 발전 측면에서 농촌지역의
식수보급에 특히 강한 의지를 표현

- 수자원 항목에서 염수침투 방지, 물 부족
해소, 지속가능한 수자원 제공 관련 내용
포함
- 관개 항목에서 수로 복구, 하천관리체계
수립, 관개 적정기술 도입 등 제시

- 건조지대에 음용수 보급
세부활동

- 소규모 저수지 복원
- 통합수자원관리, 하천관리 등
- EDCF 상수도 개발사업 경험 다수

우리나라 경험 - KOICA 건조지역 식수보급 사업 경험 보유
- 국내적으로는 식수처리, 해수 담수화 등에 전문성 보유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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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성과를 낳았다. 골 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EDCF는 이후 인근지역에서 다수
의 상수도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KOICA 또한 사업 규모는 크지 않지만 심
각한 식수 부족을 겪는 북부 건조지대에 이동식 물차를 제공하는 활동을 추진
한 바 있다.
한편 소규모 저수지의 복원은 스리랑카 전통 물관리 방안의 회복을 추구하
는 활동으로 일본, UNDP, GCF가 관심을 기울이는 활동이다. UNDP는 시범
적으로 추진하였던 소규모 저수지 복원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GCF 사업을 진
행 중이다. 그러나 소규모 저수지 복원 활동은 스리랑카 전통 방식을 토대로 한
다. 따라서 공여국이 수원국에 기술이나 재원을 제공하는 일방적인 협력은 지
양해야 한다.

3) 재해관리 및 대응
열대성 기후를 가지는 스리랑카의 계절은 두 번의 우기와 중간계절, 즉 건기
로 구분되는데, 2000년대에 들어 우기와 건기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특히
우기에는 집중호우가 과거보다 빈번하게 발생하여 숲이나 배수 인프라가 강수
량을 자연적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따라서 산사태 또는 홍수와 같은 재해가 발
생한다.
스리랑카가 수문기상학적 현상을 사전에 예측하고 충분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① 기상 예보ㆍ경보 인프라와 역량 지원 ② 기후복원적 인프라 구축
이 필요하다. 집중 호우시 예상 강수량을 관측하여 산사태 우발지역에 주민 대
피 경보를 제공하는 인프라 및 역량 구축에 협력하거나, 보다 직접적인 재해 대
응책으로는 산사태 방지벽 설치, 조림을 통한 산사태 방지 등의 활동 또한 고려
할 수 있겠다. 장기적으로는 관측 등의 기상 예보 기술로 강수량 또는 가뭄의
지속 기간을 예측하고 그에 부합하는 농작물을 재배하여 농업분야의 생산성을
높이는 활동 또한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기상관측 및 경보ㆍ예보 활동은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분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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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2000년대 초반부터 몽골, 스리랑카, 필리핀, 베트남, 중국 등을 대상
으로 기상시스템 현대화, 태풍예측시스템 및 기상조기경보시스템 지원 등의 사
업을 추진해왔다.101)

표 6-3. 스리랑카 재해분야 지원 필요성과 유망 협력활동
지원 필요성
국가발전전략
1. NEDPSE

A. 국가기후변화정책(NCCP)

- 기후변화와 연계하여 별도의 언급은
없으나, 홍수ㆍ산사태 등 재해관리는
전략에서 언급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필수적인 도전과제임.
2. PIP
- 재해위험과 취약성 평가 필요성 제시
3. Vision 2025

- 범분야 대응분야로 재해관리 포함
C. 기술수요분석(TNA)
정보공유 네트워크 언급
D. 파리협정 이행(NDC)
- 식량안보, 관개 분야에서 조기경보 필요성

- 도전과제로 홍수와 가뭄 지적

우리나라 경험

- 기후재난 관리 필요성 제시
B. 국가적응계획(NAP)

- 보건분야에서 조기경보 시스템과 극한 기후

- 조기경보 시스템 중요성 강조

세부활동

기후대응 계획

제시

- 기상 예보ㆍ경보 인프라와 역량 지원
- 기후복원적 인프라 구축
- 기상청 등 전문기관 위주로 아시아 개도국 기상관련 협력 경험 보유

자료: 저자 작성.

4) 융ㆍ복합 분야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감축과 적응 활동을 동시에 추구하여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다분야 복합ㆍ융합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기후변화
분야에 특화한 유일한 기금인 GCF 또한 감축과 적응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둔다. 우리나라 또한 다음 소절에서 논의할 다양한 협력 유
형, 즉 양자와 다자재원의 결합이나 양자기금과 신탁기금의 결합, 민관협력 등
을 고려하여 융ㆍ복합 분야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101) 스리랑카를 대상으로 ‘PC-클러스터 기반의 수치예보시스템(2004~05)’, ‘천리안위성 수신 및 분석
시스템(2010~12)’ 사업에 총 2백만 달러를 지원한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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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적인 융ㆍ복합 분야 활동으로는 적응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사업의 전
력 주 또는 보조 공급원으로 재생에너지 시설을 추가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예컨대 물이 부족한 해안지역에서 물 공급을 위한 해수 담수화 설비를 구축할
때(적응), 시설의 보조전력 보급방안으로 소규모 독립 태양광발전 시설(감축)
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나. 협력 유형
우리나라는 과거 스리랑카에서 기후변화와 연관이 있는 상수도 개발사업,
고체폐기물 관리사업 등을 수행하였으나 사업설계 및 평가 단계에서 기후변화
측면의 접근이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 기후변화 지원 영역의 광범위한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의 스리랑카 지원사업에 범분야 이슈로서 기후변화를 주류화하
는 작업과 동시에, 기후변화와 긴밀한 연관이 있는 세부사업에서도 발굴부터
평가 단계까지 프로젝트 전 주기에 걸쳐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KOICA는 최근 수립한 분야별 중기전략 2016~20에서 기후변화 대응 분야뿐
아니라 농촌개발, 물, 교통, 에너지 등 타 분야의 비전, 미션, 전략목표에 기후
변화 요소를 포함하였다. 스리랑카 등 개별국가의 사업에 적용되기까지는 상당
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부수적 목적의 기후변화 주류화 증대를 위한
이 같은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원조와 관련하여 축적한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여 비교우위를 가지고 효과성 제고를 발휘할 수 있는 중점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은행은 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
는 부문에 집중해서 자원을 활용하고 타 개발주체들이 이미 견고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분야에는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한국은 스리랑카 ODA 지
원 제2 공여국이지만 타 아시아 국가 지원규모와 비교 시, 지원 금액이 크지 않
은 편이다. 한정된 자원으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국의 재해 대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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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스리랑카의 재난 관리 체계 강화에 집중하는 일
본처럼 우리나라가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협력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공여주체들의 상호 비교우위와 강점을 고려한 적절한 분야
조정 및 조화가 중요하다. 일례로 세계은행은 콜롬보 도시개발에 있어서 홍수
발생 빈도 감소와 지역 인프라 구축에 집중한다. 반면 ADB는 콜롬보의 수자
원 관리에, 일본은 콜롬보 도시 교통 종합계획 부문에 중점을 둔다. 또한 세계
은행과 ADB는 스리랑카 정부의 기술발전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동일한 실행
계획, 보고 시스템 및 성과관리틀을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DPCF 등
표 6-4. 기후변화 협력 유망분야별 주요 개발 파트너
유망 분야(세부 활동)

개발 파트너의 전략 및 주요 활동
JICA

농업
• 품종 개발ㆍ개량ㆍ다양화
• 농법 등 농업기술 보급
• 농민교육

FAO

• 통합 수자원관리, 하천관리 등

능력 개선

WFP

식량안보 관련 정보 수집ㆍ분석ㆍ배포
쌀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

수자원 공급과 관리
• 소규모 저수지 복원

기후스마트농업, 황폐화된 농지 복원, 식량불안정 분석

IRRI*
JICA
• 건조지대에 음용수 보급

농작물 다양화, 가치사슬, 생계지원

UNDP
WB
ADB

도시지역 수자원 공급 개선, 수질오염 감시를 위한 중
앙환경부처 역량 강화
통합 물관리(건조 지역 식수 공급)
식수 공급 및 위생 증진 사업
수자원 관리 사업
도시급수, 식수 및 폐수 관리, 상하수도 관리
재난 예방 및 조기경보 시스템 강화(산사태 방지, 도시

재해관리 및 대응

JICA

리 체계 강화, 디지털 고도모델 구축을 위한 역량 개발

• 기상 예보ㆍ경보 인프라 및
역량 지원
• 기후복원적 인프라 구축

홍수 발생빈도 감소, 기상예측 개선), 유관부처 재난관
댐 안전성 관리, 홍수 완화 설계

WB

수자원 데이터베이스 개선
기후복원력 향상 사업

ADB

홍수 및 산사태 대응

주: * 국제미작연구소(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자료: JICA, JICA’s Cooperation for Sri Lanka; USAID(2016); ADB(2017a); World Bank(2016a); UNDP(2017)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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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여국 개발조정협의체에 적극적인 참여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부문별ㆍ주
제별 세부 정보를 공유하고 중복 방지, 협력사업 발굴 등 적절하게 조정과 협력
을 추진해야 한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타 원조기관들의 계획, 수행사업 및 강점
을 파악하고(4장 ADB의 스리랑카 공여기관 매트릭스 참고), 우리나라가 지원
하는 사업에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파트너와 협력하여 주요 공여주체들
이 가진 자원을 활용한다면 시간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자개발은행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협조 금융 대상사업 발굴 및 기후재원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은행, ADB 등의 다자기구를 통해
운영하는 신탁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환경, 에너지, 수자원,
도시개발, 교통 등의 분야를 다루는 세계은행의 녹색성장기금을 통해 중남미
지역에서 대도시의 녹색 비전 설계 사업, 저탄소 도시 개발 프로그램 지원, 고
형 폐기물 관리 녹색화 사업을,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홍수위험관리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였다. 지난 2016년에는 스리랑카의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기술,
경제 분석 및 경험공유 기술을 전수하는 ‘스리랑카 신재생에너지 통합 지원 사
업’이 승인된 바 있다.102) 이처럼 녹색 성장을 주제로 하는 신탁기금을 활용하

글상자 6-1. 세계은행 신탁기금 스리랑카 기후변화 관련 사업

녹색성장기금(KGGTF: Korea Green Growth Trust Fund)은 한국의 녹색성장 기술과 경험을 개발도상
국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2012년부터 세계은행을 통해 운용중인 단독신탁기금이
다. 도시개발, 에너지, 수자원, 환경, 교통, ICT 등의 분야를 다루고 있는 본 기금을 통해 승인된 스리랑카
기후변화 관련 사업으로는 지역별 특성화 전략 도입을 통한 녹색성장도시 지원 사업(Sri Lanka Green
urban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spatial transformation strategy), 스리랑카 신재생 에너지
통합 지원(renewable energy integration) 등이 있다.
⚫ 지역별 특성화 전략 도입을 통한 녹색성장도시 지원 사업
- 2014년 6월 승인, 50만 달러, 2년
자료: KGGTF Partnership(2015); KGGTF 홈페이지(http://www.kgreengrowthpartnership.org/#Featured-Stories,
검색일: 2017. 12. 12) 참고.

102) KGGTF 홈페이지(검색일: 2017. 12. 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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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스리랑카 기후변화 지원사업의 타당성 조사 등을 수행하고 협조융자 방식으
로 본 사업에 연계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기구의 재원
뿐 아니라 지역ㆍ분야 전문성 및 경험도 활용 가능할 것이다.
UNDP의 경우, GCF의 재원을 활용하여 수자원 관리를 통합하여 기술적ㆍ
재정적ㆍ제도적 장벽을 해결함으로써 기후변화 위기에 직면한 건조지역의 취
약한 소농민의 복원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민관협력 촉진을 통해 지
방 공공 폐기물을 에너지나 기타 시장성 있는 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 협
조금융 시범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 및 기업은 GCF 사업 진출방안
을 모색하는 과정인데, 스리랑카 지역에서 오랜 시간 사업 운영 경험을 가진
UNDP와 협력하여 GCF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글상자 6-2. GCF 재원을 활용한 UNDP 사업
⚫ 사업명: 수자원 관리에 대한 통합적 접근법을 통해 건조지대 내 소규모 농가의 기후변화와 재해에
대한 복원력 강화(Strengthening the resilience of smallholder farmers in the dry zone
to climate variability and extreme events through an integrated approach to water
management.)
⚫ 규모: 5,210만 달러
⚫ 사업기간: 7년(2016년 12월~2023년 11월)
⚫ 사업규모(Medium)
- GCF 자금: 3,810만 달러(73.1%), 스리랑카 정부 자금(co-financing): 1,400만 달러(26.9%)
⚫ 인증기구(Accredited entity): UNDP
⚫ 이행기구(Executing entity): 마하웰리개발ㆍ환경부
⚫ 목표: 건조지대 내 소규모 농가(특히 여성)의 기후변화 및 재해 복원력 강화
⚫ 배경: UNDP는 GEF 재원을 활용하여 스리랑카 건조지역의 계단식 용수 관리 시스템(Cascade
system)의 재건을 지원하였음(34개의 기존 저수지와 농지 연결 수로를 재건). 해당 사업을 바탕으로
UNDP는 2016년 GCF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 GCF 사업은 중북부 지방의 3개 강과 연결된 325개의
저수지와 50개 이상의 계단식 용수관리 시스템을 재건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지역사회 관개용수 기반시설과 관련 농경법(argicultural practice) 개선, 분산된
식수 시스템 확장, 조기 경보와 홍수 예보 강화 및 수자원 등을 위한 투자. 건조 지역 소농
의 삶과 생계 향상을 위한 수자원 관리를 통해 취약한 소농민들의 건강과 복지, 식량 및 수
자원 안전성과 복원력을 제고
자료: GCF(2016); GCF 홈페이지(https://www.greenclimate.fund/-/strengthening-the-resilience-of-smallholder
-farmers-in-the-dry-zone-to-climate-variability-and-extreme-events-through-an-integrated-approach
-to-water-, 검색일: 2017. 11. 2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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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과관리
우리나라의 제2차 스리랑카 CPS에는 성과관리 프레임워크가 포함되어 있
다. 스리랑카 국가개발 전략에 부합하는 CPS의 성과목표(스리랑카의 균형적
발전과 빈곤감소, 사회통합에 공헌하고 양국 간 우호와 교류협력을 증진)를 수
립하고 교육, 교통, 물 관리 및 위생분야, 지역개발 분야의 4개 중점분야별로
목표, 제약요인, 성과와 평가지표를 명시하였다. 하지만 구체적이며 계량 가능
한 목표, 기초선, 정확한 목표 달성 시점 및 목표치 등은 부재한 상황이며 젠더,
환경 등의 범분야 이슈 역시 고려되지 않았다. 물론 비교적 체계적인 성과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국제기구의 경우에도 스리랑카 지원전략에서 범분야로
서의 기후변화에 대한 성과 목표와 지표를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
지만 재생에너지, 폐기물 관리, 수자원 관리 등 기후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세부부문에서는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성과지표를 명시하고 있으며, 기
초선과 해당정보를 얻을 수 있는 출처도 적시하고 있다.
표 6-5. 주요 공여기관의 기후변화 관련 성과지표
성과 지표

기타

기관

-

WB

분야: 에너지(신재생에너지)
풍력발전을 통해 감소한 이산화탄소 및 온실가스 배출량
⚫ 기초선(2016): 0톤

⚫ 목표(2020): 400,000톤

* 보충지표
풍력발전으로 증가한 GWh 정도
⚫ 기초선(2016): 0GWh/년

⚫ 목표(2019): 324GWh/년

2022년까지 비전통적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의 에너지 공급을 20%까지
확대
⚫ 2015년: 11%

SDG 7
SDG 8

A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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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계속
성과 지표

기타

기관

-

WB

-

WB

분야: 도시 개발
2

메트로 콜롬보 지역의 홍수에 취약한 면적(km ) 감축
2
2
⚫ 기초선(2015): 5.5km
⚫ 목표(2019): 3km
* 보충지표
메가폴리스부서와 서부주(州)에 의해 허가 및 진행되는 ‘메트로폴리탄 콜롬
보 도시개발전략’과 ‘통합 마스터플랜’
⚫ 기초선(2015): 부재
⚫ 목표(2019): 구축
기후변화로 인한 연간 작물 손실량 감소 혜택을 받는 면적
⚫ 기초선(2016): 0ha
⚫ 목표(2019): 149,000ha
* 보충지표
극단적 강우의 영향을 다루기 위한 홍수완화설계의 완성률
⚫ 기초선(2015): 30%
⚫ 목표(2019): 100%
분야: 기후복원력
기후변화와 재난위험에 대한 적응 및 복원력을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위험관
리 전략의 국가 및 지역 단위에서의 실행
- 전체 국가예산 중 재난위험 감소 및 기후복원력 강화 관련 예산 비중
⚫ 기초선(2015): 0.63%
⚫ 목표(2022): 2%
- 다양하고 기후복원력이 있는 생계수단을 채택함으로써 혜택을 받는 가뭄
취약지역의 남녀 인구수
⚫ 기초선(2016): 0명
⚫ 목표(2022): 700,000명
(여성 357,000명)
- 안전한 식수를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기후 쇼크 및 기후 스트레스를 경험
한 건조지역의 남녀 인구수
⚫ 기초선(2018): 0명
⚫ 목표(2022): 517,800명
(여성 264,000명)

국가기획부의
연간예산
사업보고서
UNDP
사업보고서

UNDP

UNDP
사업보고서

분야: 천연자원 관리
생물다양성 보호 강화 지역
⚫ 기초선(2016): 0ha

⚫ 목표(2019): 100,000ha

* 보충지표
보호구역의 보존 정도 모니터링 시스템의 수
⚫ 기초선(2016): 0개
⚫ 목표(2020): 1개

-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통해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 사업보고서
시스템, 기술
1. 지방(local level)에서 수립한 전략적 천연자원 보존관리계획의 수
토지이용
⚫ 기초선(2018): 0개
⚫ 목표(2022): 5개
계획부의
2. 개발 및 이행된 생태계 기반 토지관리 계획의 수
연간보고서
⚫ 기초선(2018): 0개
⚫ 목표(2022): 8개

WB

UNDP

자료: ADB(2017a), p. 16; World Bank(2016a), pp. 60-63; UNDP(2017), pp. 11-13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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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기후변화 지원을 종합한 투입 대비 산출, 성과 및 성과지표를 수
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유관 부문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
과 성과평가가 가능하도록 성과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2기 CPS에서 중
점분야로 제시한 물 관리와 지역개발 분야에서 그리고 스리랑카에서 향후 추진
예정인 사업에서는 사업 초기의 발굴 및 선정단계에서부터 기후변화 요소를 고
려한 성과 목표, 산출물, 구체적인 성과 지표와 측정방식 등을 명확하게 제시한
성과관리틀을 마련해야 한다.
지원규모가 큰 공여주체의 경우 국가 단위의 성과 지표를 기초선 대비 어느
정도로 높이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스리랑카 국가 혹
은 광역 단위 차원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가 또는 광역지역 단위의 목표 설정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그 사업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 단위를 결정하고, 해
당 지역에서의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은
도시개발 부문에서 ‘콜롬보 지역’과 ‘홍수발생 감소 부문’에 중점을 두었다. 콜
롬보 지역 녹색 도시 개발 사업의 성과 지표를 “콜롬보 지역의 홍수에 취약한 지
2

2

역 면적을 35.5km 에서 3km 로 감축”으로 설정하고, “메트로폴리탄 콜롬보
도시개발전략 및 통합 종합 계획 구축”을 이를 위한 보충지표로 수립하였다.

3. 결론
강인수 외(2014)는 발전 잠재력이 큰 남아시아 경제권과의 관계, 해상운송
측면에서 스리랑카의 전략적 중요성을 언급하고,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ODA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017년 수교 40
주년을 기념한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는 2019년까지 EDCF 지원과 KO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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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무상원조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4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중국과 일본의 스리랑카 지원 규모와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
의 지원은 크지 않다. 특히 일본과 미국은 남아시아 지역의 중국의 세력 확장
에 대응, 인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며 주변 국가로의 지원을 확대
하고 있다.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이들 국가의 양적 지원 공세에
우리나라는 질적으로 차별화된 협력전략을 구사해야만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
을 것이다. 도로, 교량, 항만 등 경제인프라 건설이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주력
분야이긴 하나, 한정된 재원으로 상기 공여국들과 경쟁하여 파급효과를 거두기
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개발협력의 컨텐츠 개발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는
데, 스리랑카의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주요 도전과제로 제시된 기후변화 관련
대응은 양국간 주요 협력의 영역이 될 수 있다. 이 연구를 기초로 하여 차기 스
리랑카 CPS 수립 시에 기후변화 이슈를 전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물론 우
리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개도국과 기후변화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소위원회의 2017년
과제 ‘ODA 사업의 기후변화 주류화’ 연구의 후속 조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기후변화 관련 스리랑카의 수요에 대한 문헌분석 및 현지조사를
통해 유망 협력분야를 제시하고, 타 공여기관의 주요 지원활동을 분석하여 가
능한 협력유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과거 사업경험을 통해 파악한 수원국으로
서 스리랑카의 특수성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스리랑카는 다른 국
가들에 비해 원조에 있어 주인의식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지조사에서
면담한 EDCF 관계자는 사업 컨셉노트 개발에만 2년이 걸린 경험을 호소하기
도 했다. 특히 시리세나 대통령 취임 이래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이 모습을 드러
내는 가운데 기존의 우리나라의 실행계획을 먼저 내세우기보다는 스리랑카의
발전전략 이행에 있어 다른 공여국과 달리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도출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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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는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이미 마련했고, 그 내용도 상세한
편이다. 그러나 현지조사에서 확인하였듯이 주로 부처별로 단기적인 활동이 추
진되고 이해관계자 간 조정이 미흡하여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ㆍ장기적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여기관의 의견이다.103) 현재 부처의 수가 50여 개
에 달하는 정부의 구조는 범정부 차원의 소통, 즉 국가 개발의 큰 축을 담당하
는 정책ㆍ재정ㆍ환경의 소통을 제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더욱이 기후
변화는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므로 다양한 전문 부처의 협력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주요한 환경규제와 토지이용계획, 폐기물, 산업ㆍ
관광업, 이주 관련 정책은 단일 부처가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이다. 그러나
부처 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별 부처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고 집행이
수월한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장기적인 연속성과 파급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부처간 소통 창구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마하웰리개발ㆍ환경부 산하에 기후
변화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으나, 사무국은 아직까지 범정부 차원의 소통보다는
마하웰리개발ㆍ환경부 내의 소통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104)
정부의 역량 부족은 비단 스리랑카뿐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스리랑카
가 중진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량강화는 시급하다. 세계은행은 긴
급한 재해대응에 있어 관련 부처의 역량부족을 스리랑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기도 했다.105) 한편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있
어 민간부문의 역할이 강조되는데, 스리랑카는 과거 정부의 역할이 강력하여
민간부문이 성장할 기회가 드물었으며,106) 따라서 민간부문의 역량개발 지원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103) UNDP 현지사무소 면담(2017. 9. 13, 스리랑카 콜롬보); USAID 현지사무소 면담(2017. 9. 13, 스리랑카
콜롬보).
104) 스리랑카 기후변화적응위원회 의장 면담(2017. 9. 14, 스리랑카 콜롬보); 스리랑카 국가기후변화적
응계획 수립 전문가 면담(2017. 9. 15, 스리랑카 콜롬보); 스리랑카 마하웰리개발ㆍ환경부 기후변
화 자문관 면담(2017. 9. 15, 스리랑카 콜롬보).
105) WB 현지사무소 면담(2017. 9. 14, 스리랑카 콜롬보).
106) ADB(2017a),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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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를 토대로 보다 상세한 스리랑카 기후변화 협력 프로그램이 개발되
기를 바라며, 스리랑카에서의 협력을 파일럿으로 남아시아 및 타 국가와의 협
력 정책과 프로그램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국가 차원의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전략이 체계를 갖추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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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표 1. 스리랑카 기후변화정책의 세부 분야 및 활동
정책분야
1. 취약성 평가

정책활동
정기적으로 사회ㆍ경제ㆍ환경 분야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적응 및 완화 역량 제고를 위해 정보ㆍ소통 전략 개발

2. 국가 개발의제에 기후 국가ㆍ도ㆍ지역 차원의 개발계획에 사회ㆍ경제ㆍ환경 분야의
취약성

취약성 고려
3. 재해 관리
4. 건강(보건)

기후변화 취약성을 인지 및 포함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을 관리하고 지역사회, 생태계, 자연, 건
조환경을 예방ㆍ완화ㆍ관리하기 위한 전략 및 메커니즘 개발
기후변화가 보건에 미치는 취약성을 파악하고 보호체계 마련
작물ㆍ가축ㆍ어업에 미치는 악영향을 관리하고, 식량생산의 전

5. 식량생산 ㆍ안보

통기법을 활용 및 개선
환경친화적ㆍ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촉진, 기후변화 탄력적 대응
기후변화로 인한 불규칙 강우패턴이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6. 수자원ㆍ
적응

생물다양성 보전

변화하는 기후에 맞춘 기술 및 관행으로 통합유역ㆍ수자원의
관리와 효율적 수자원 이용을 향상
자연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기후변화탄력성 개선

7. 인간 정주지ㆍ
토지이용계획

주민정착, 토지이용계획, 도시개발에 저배출 전략ㆍ기술과 적절
한 적응전략을 국가적으로 도입

8. 인프라 설계ㆍ구축

인프라의 설계, 구축, 유지 방안에 적응수단을 통합

9. 연안자원 관리

해수면 상승 가능성을 고려하여 연안관리에 적응수단 포함
청정ㆍ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검토하고 청정ㆍ재생에너지 생산ㆍ
접근ㆍ소요비용 개선

10. 에너지

지역역량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청정ㆍ재생에너지 이용 장려
에너지사용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수요 및 공급 관리 개선
저탄소연료와 에너지효율기술에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및 유해
행위에 재정정책 집행

11. 교통
감축

통합운송시스템과 저배출연료사용 촉진 및 자원의 지속가능성
을 고려한 연료효율성 개선
산업 내 환경친화적ㆍ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추구

12. 산업

녹색보고제도 도입, 산업분야의 자체진단으로 적극적인 행동변
화를 촉진하여 모든 분야ㆍ단계의 배출을 감소

13. 폐기물 관리

적정 저탄소 배출기술로 통합폐기물관리제도를 도입하여 폐기
물발생 저감의 우선순위 설정
지속가능개발의 일환으로 환경적이며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

14. 농업ㆍ가축

는 농업ㆍ가축업 장려
혁신적 기술과 전통적 지식ㆍ방법을 동시에 향상

166 •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연구

부표 1. 계속
정책분야
15. 분별적
지속 가능
소비와
생산

자원ㆍ생물다양성
활용
16. 환경 친화적
소비ㆍ생활

정책활동
자원과 생물다양성을 지속가능하게 활용하고자 환경친화적 상
품ㆍ절차ㆍ기술을 발굴ㆍ인지ㆍ개발ㆍ확산
산림의 탄소저장역량을 인지 및 강화
가족단위의 환경친화적 생활방식을 보급하여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촉진
다양한 접근방안을 취해, 모든 단계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현재

17. 교육, 인식ㆍ역량
구축

또는 미래의 다각적 기후변화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지식ㆍ기
술ㆍ긍정적 태도를 향상
모든 분야ㆍ단계에서 기후변화 정보에 접근ㆍ공유를 가능하게 조정

지식 관리
18. 협력ㆍ 파트너십
19. 기후 대응세대
육성

기후변화의 다각적 특성을 다루기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과 지
식의 공유를 촉진
학교교육에서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참여를 추구하여 기후변화
대응할 수 있는(climate change sensitive) 행동변화를 유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기후변화관련 활동의 효과적인 집행
을 위해 제도 간 조정ㆍ협력ㆍ모니터링 체계를 개발 및 강화

20. 제도적 조정

정책집행의 책무성을 위한 이해관계자 이해 및 신뢰를 향상시
키기 위해 모든 단계에서 굿거버넌스 구축
국가ㆍ도ㆍ지역 차원에서 기후변화정책의 모니터링 및 보고
국가 차원에서 기후변화문제를 다루기 위한 연구개발 촉진

21. 연구ㆍ개발

기후변화 연구를 위한 지역ㆍ세계 협력네트워크 형성 지원ㆍ격려
시민사회(grassroot) 단계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에게 관련 연구를 분포
국가ㆍ국제 차원에서 기술 및 모범사례를 탐색, 국가차원의 혁

기타

22. 기술이전

일반

신적 기술을 선택, 보급 및 모니터링 메커니즘으로 집행
관련 분야의 현지기술ㆍ전통지식을 활용하여 지적재산권을 보
존하고 부당한 이용을 경계

23. 법률ㆍ규제

관련부문의 법적 요구사항을 통합하여, 기후변화문제 관련 효
과적 수단을 위한 법률 및 규제 메커니즘의 강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적응수단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조건에

23. 시장ㆍ비시장
메커니즘

맞는 시장 및 비시장 메커니즘을 촉진
적절한 모니터링으로 기존 메커니즘 지속
기후변화로 인한 사업손실을 줄이고 새롭게 부상하는 무역을
도입할 수 있는 적응가능 시장전략 장려

24. 자원동원

국가적 기후변화정책 집행을 지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재정
메커니즘 확보 및 숙련된 인적자원 확립ㆍ향상 메커니즘 개발

자료: Climate Change Secretariat(2011)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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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스리랑카 기후변화 분야별 기술수요
1. 식량분야
검토기술

우선순위

선정

1, 적정 품종(작물)

5

x

2. 적정 품종(동물)

8

x

3. 지속가능한 토지관리

3

ㅇ

4. 태양에너지 이용 관개

4

x

5. 빗물자원 수집

9

x

6. 농작물 다양화와 고급 농업기술

2

ㅇ

7. 생태학적 질병(페스트 포함) 관리

6

x

8. 반응식 농업 확장

7

x

9. 지속가능ㆍ문화기반의 어업

1

ㅇ

비용

경제적 혜택

사회적 혜택

환경적 혜택

30

35

15

20

우선순위

선정

1. 보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식 및 기술 이전

2

ㅇ

2. 수인성 질병 검진시설

8

x

3. 수인성 질병 파악, 예방, 관리 기술

9

x

4. 조기경보 시스템 기술과 극한 기후현상 관련 정보공유 네트워크

1

ㅇ

5.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 등, 보건 위협요인 파악 연구

4

x

6. 극한 기후현상 발생시 및 사후, 식수 품질 개선(및 확보)

5

x

7. 도시지역의 보건분야 기후적응 기술

7

x

8. 기후재해로 인한 외상 극복 기술

6

x

9. 병원성 폐기물 관리 기술

3

ㅇ

평가 가중치

2. 보건분야
검토기술

평가 가중치

비용

경제적 혜택

사회적 혜택

환경적 혜택

25

5

5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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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자원분야
검토기술

우선순위

선정

1. 지붕 빗물집수

2

ㅇ

2. 표층 빗물집수

5

x

3. 가정용 안전한 식수 처리와 저장

7

x

4. 시추공방식 우물/관정 확보

3

ㅇ

5. 태양증류

6

x

6. 소형 저수지 네트워크 재건

1

ㅇ

7. 역삼투를 이용한 기수 담수화

4

x

비용

경제적 혜택

사회적 혜택

환경적 혜택

20

8

54

18

우선순위

선정

1. 산호초 복원

3

ㅇ

2. 해초 이식

6

x

3. 사구 재건

1

ㅇ

4. 맹그로브 복원

2

ㅇ

5. 해변 양빈

5

x

6. 제방 건설

7

x

7. 부유식 해초 양식

8

x

8. 부유식 어류 양식

9

x

9. 제방ㆍ방파제 건설

4

x

평가 가중치

4. 연안지역 분야
검토기술

평가 가중치

비용

경제적 혜택

사회적 혜택

환경적 혜택

25

15

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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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물다양성 분야
검토기술

우선순위

선정

1. 복원력 강화를 위해, 보호구역 안팎의 훼손지역 복구

1

ㅇ

2. 기후변화의 생물다양성 영향 모델링(보전 및 관리 목적)

10

x

3. (생태)통로, 경관 개선과 관리 등으로 (생태계의) 연결 강화

2

ㅇ

4. 기후변화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식지 보호

6

x

5. 침입외래종(IAS) 관리 및 모니터링

8

x

6. 종과 생태계에 대한 스트레스 저감

7

x

7. 종과 생태계에 대한 적응관리와 모니터링 프로그램

9

x

8. 자원의 보전, 보호 종 및 생태계에 대한 특별 관리 추진

4

ㅇ

3

ㅇ

11

x

5

ㅇ

9. 보호ㆍ버퍼구역의 관리 개선 및 확대와 취약지역의 신규 보호ㆍ버
퍼구역 지정
10. 생물다양성과 천연자원 관련 기존의 법ㆍ제도ㆍ정책을 재검토ㆍ수
정하고 기후변화 적응 고려
11. 고위험종의 현지 외(ex-situ) 보전 및 가능한 경우 재도입
평가 가중치

비용

경제적 혜택

사회적 혜택

환경적 혜택

10

10

30

50

자료: Ministry of Environment and Renewable Energy Sri Lanka(2011) 참고하여 저자 작성.

170 •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연구

부표 3. ADB의 스리랑카 CPS 성과 프레임워크
CPS와 연계된 국가 개발 영향력 지표
1) 일자리 백만 개 창출, 2) 소득 수준 향상, 3) 농촌 경제 발전
목표

중점 분야

ADB 기여 성과

성과 기준
2022년까지

• 에너지 분야 • 시스템 공급 역량을 6,367MW까지 개선 (2015년 기준:
3,847MW) - SDG 7
에너지원의
효율적
• 비전통적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의 에너지 공급을 20%
활용과
까지 확대 (2015년 기준: 11%) - SDG 7, SDG 8
지속가능발전 • Ceylon Electricity Board 네트워크의 시스템 손실을
을 통한 전기
순 발전량의 20% 까지 감소 (2015년 기준: 9.9%) 공급 개선
SDG 7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한 성장기반의
• 도시 및 물 분야 • 배관수에 대한 접근성을 60%까지 증가 (2015년 기준:
인프라
경제다변화
46%) - SDG 3, SDG 6
도시 급수 및
공급 확대
및 생산성
위생서비스의
•
개선된
위생 서비스 접근성을 100%까지 증가 (2015년
향상 촉진
가용성 및
기준: 87%)
안정성 개선
- SDG 3, SDG 6
• 파이프 하수처리시설 접근성이 도시 인구의 7%까지 증가
(2015년 기준: 2%)
- SDG 3, SDG 6
• 콜롬보 시에서 발생하는 고형폐기물 1,000톤의 효과적인
처리 (2015년 기준: 349톤/1일) - SDG 11
2022년까지
성장의 질
제고를 위한
포용적 성장

농업
• 농업,
인프라 및
자연자원,
상업화
농촌개발
강화
안전한
수자원
접근성 및
어류생산업
개선

기후변화,
환경 및
재난위험
관리 강화

-

• 35만 8,000명에게 제공되는 70mcm/year의 원수(raw
water)를 포함하여, 북중부지역에 974mcm/year를 제
공 (2014년 기준: 식수 0mcm/year를 포함하여 총
60mcm/year) - SDG 2, SDG 6
• 북서부지역에 130mcm/year의 수자원 공급 (2015년
기준: 0mcm/year) - SDG 2, SDG 6
• 마하웰리(Mahaweli) 시스템 서비스를 받는 관개구역이
191%의 경작강도를 갖춘 16만 2,000ha로 확장 (2014년
기준: 14만 6,000ha, 188%) - SDG 2, SDG 6
• 연간 해양어업 생산량을 8만 5,000톤으로 증가 (2015년
기준: 7만 2,560톤) - SDG 2
• 연간 양식 생산량을 500톤 증가 (2015년 기준: 275톤)
- SDG 2

-

자료: ADB(2017a), pp.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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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 세계은행의 스리랑카 CPF 성과 프레임워크
CPF 목표 3.1 – 녹색 도시 발전
개입 논리: 스리랑카의 도시 인프라 및 서비스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창출에 필요한 자본, 인력,
기술 및 서비스를 창출하기에는 부적절하고 열악하게 설계되어 있는 실정임. 소득 하위계층 40%에
속하는 많은 인구가 도시 집적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현 거주자 및 이주 예정인 주민들을 위해 성장
과 고용의 중심지가 되는 살기 좋고 복원력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효율적ㆍ포용적ㆍ지속가능한 도시
화가 필요함. 더불어 도시화와 경제성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WBG 개입: 스리랑카 주요 도시의 도시 서비스 및 공공 공간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운영을
기반으로 하며, 이는 글로벌 우수사례에 의거한 보다 효율적이고 참여적인 녹색 도시 계획, 거버넌스
및 관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해당 프로그램은 복원력 있는 인프라 및 공공서비스 개발을
위한 민간부문 재원 옵션의 전략적 지원을 포함함.
CPF 성과지표

보충지표

세계은행 프로그램

3.1.1

메가폴리스부서와 서부주(州)에

진행 사업

메트로 콜롬보 지역의 홍수에

의해 허가 및 진행되는

- 메트로 콜롬보 도시개발

취약한 면적(km2) 감축 (25년

‘메트로폴리탄 콜롬보

반복 주기)

도시개발전략’과 ‘통합

- 전략적 도시개발프로젝트

⚫ 기초선(2015): 5.5km

마스터플랜’

- 교통연결망 및 자산관리

⚫ 목표(2019): 3km

⚫ 기초선(2015): 부재

2

2

프로젝트

프로젝트

⚫ 목표(2019): 구축
3.1.2

캔디시에서 설계 및 채택된
제2 도시지역(캔디, 골, 자프나)의 ‘도시 인프라 유지관리
신생 또는 재건 면적
프로그램’의 자산 관리 시스템
⚫ 기초선(2016): 0mile

2

⚫ 기초선(2016): 부재

⚫ 목표(2020): 250,000mile

2

⚫ 목표(2020): 구축

제안 사업
- 도시 녹색성장 (FY17)
- 인프라 투자진단 및 전략
(ASA, FY17)
- PPP거래를 위한 PPIAF
정부역량구축 (ASA, FY17)

완결된 대중교통, 교통관리,
배수, 공간개발 관련
전략계획 및 연구의 수
⚫ 기초선(2016): 0개
⚫ 목표(2020): 3개
자료출처:
1) 메트로 콜롬보 도시개발 프로젝트의 ISR 및 ICR,

2) 교통연결망 및 자산관리 프로젝트의 ISR

및 ICR, 3) 전략적 도시개발프로젝트 추가재정의 ISR 및 I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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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 계속
CPF 목표 3.2 – 기후복원력 강화 및 재난 위험 관리
개입 논리: 스리랑카는 현재 극심한 강우와 가뭄으로 인해 재해관련 연평균 손실액이 3억 8천만 달
러를 초과하고 1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수자원 개발 및 관
리의 위험요소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스리랑카의 수자원기관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
WBG 개입: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의 물리적ㆍ재정적 영향을 다룰 수 있는 혁신적ㆍ포괄적이며 증거
를 기반으로 하는 기후복원력 프로그램 활용을 통해 기후 및 재난위험에 대해 단ㆍ장기적 복원력 향
상을 지원. 이행기관에서 분지(lasin-level) 통합계획을 수용, 사회와 환경보호를 위해 수자원 개발
및 관리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도록 지원
CPF 성과지표

보충지표

세계은행 프로그램

3.2.1

극단적 강우의 영향을 다루기

진행 사업

기후변화로 인한 연간 작물

위한 홍수 완화설계의 완성률

- 기후복원력 향상 프로젝트

손실량 감소 혜택을 받는 면적

⚫ 기초선(2015): 30%

- Cat DDO

⚫ 기초선(2016): 0ha

⚫ 목표(2019): 100%

- 댐 안전성 및 수자원관리

⚫ 목표(2019): 149,000ha

프로젝트
- 식수 공급 및 위생 증진

3.2.2

교통 연결성이 보장되는 도로의

기후 관련 교통방해 위험에 처한 길이
⚫ 기초선(2016): 0kms
인구 감소
⚫ 기초선(2016): 0

⚫ 목표(2020): 410kms

프로젝트
- 농업현대화 프로젝트
- 재해 감소 및 복구를 위한
글로벌 퍼실리티

⚫ 목표(2020): 1,000,000
제안 사업
3.2.3

기타 사용자가 개발 및 접근할

- 기후복원력 향상 프로젝트

홍수예측, 댐 운영, 수자원 배분 수 있는 수문ㆍ기상학
데이터베이스
등의 부문에서 개선된 수자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정부기관의 수

⚫ 기초선(2016): 부재
⚫ 목표(2020): 구축

⚫ 기초선(2016): 0개
⚫ 목표(2019): 20개
자료출처:
1) 기후복원력 향상 프로젝트의 ISR 및 ICR, 2) 댐 안전성 및 수자원관리 프로젝트의 ISR 및 ICR

부록 • 173

부표 4. 계속
CPF 목표 3.3 – 재생에너지 개발 및 천연자원 관리를 통한 완화 및 적응 잠재력 강화
개입 논리: 수력발전에서 화석연료 기반발전으로의 전환을 해온 결과, 현재 스리랑카 발전량의 50%
이상이 수입화석연료에 의존하며, 이로 인해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제조 및 서비스 공급이 증가할 경
우 화석가격변동성의 증폭으로 이어짐. 또한 경제개발 및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생
물다양성과 천연자원이 풍부하나, 과소평가되거나 취약하게 관리되고 있음. 건조지대에 위치한 산림의
30%가 훼손되고 습지대는 작은 산림패치들로 구성되어 있어 탄소 배출을 증가시킴.
WBG 개입: 풍력 및 기타 재생가능에너지 개발과 관련하여, 혁신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갖춘 투자방
안을 이용함으로써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전력발전으로부터의 전환과 지역사회의 경제적 이익, 기후완
화, 보존 증진 등을 위한 산림 및 해양 자원 관리 강화를 지원함.
CPF 성과지표

보충지표

세계은행 프로그램

3.3.1

지역사회의 선호도 및

진행사업

보호구역 근처에 거주하는

인간-코끼리의 공존을 고려한

-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그리드

소득활동 접근성이 개선된

지역사회 행동계획을

인구의 수 및 여성비율(보호 및

실현함으로써 재산과 작물이

- 생태계 보존 및 관리 프로젝트

비보호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보호되고 생계가 향상되었다고

- 자연의 부(Nature’s wealth)

이익과 다양한 생태계를

느끼는 인구 비율

통합 역량구축(TF FY16)

관리-청정경제(ASA)

활용함으로써 파생된 이익 포함) ⚫ 기초선(2016): 0%

- IFC의 재생에너지 부문 투자

⚫ 기초선(2016): 0명

- IFC: 민간부문의 재생에너지

⚫ 목표(2019): 50%

(여성 0%)

플랫폼 설치 및 활용 부문

⚫ 목표(2019): 4,500명
(여성 10%)

재원 지원
보호구역의 보존 정도 모니터링
시스템의 기수

제안사업

3.3.2

⚫ 기초선(2016): 0개

- 재생가능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호 강화 지역

⚫ 목표(2020): 1개

⚫ 기초선(2016): 0ha
⚫ 목표(2019): 100,000ha

- INDC 관련 적응 및 지속가능
풍력발전으로 증가한 GWh

3.3.3
풍력발전으로 인해 감소된

기후기금(FY17)
- 풍력발전 프로그램(FY17)

⚫ 기초선(2016): 0GWh/년
⚫ 목표(2019): 324GWh/년

이산화탄소 및 온실가스 배출량
⚫ 기초선(2016): 0톤
⚫ 목표(2020): 400,000톤*

개발 프로젝트(FY19)
- 전력부문의 계획최적화
연구(ASA, FY17)
- 스리랑카 INDC시행 지원
(ASA, FY17)
- IFC의 신재생에너지 부문
투자

자료출처:
1) 스리랑카 기후발전프로그램의 ISR 및 ICR, 2) 생태계 보존 및 관리 프로젝트의 ISR 및 ICR*
* ISR(Implementation and Status Report): 진행보고서, ICR(Implementation Completion and
Results): 종료ㆍ결과보고서
자료: World Bank(2016a), pp. 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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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 UNDP의 스리랑카 지원 성과 프레임워크
국가 우선순위 및 목표: 스리랑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녹색 농업ㆍ에너지ㆍ건설ㆍ마을ㆍ도시ㆍ일자
리 등 구체적인 목적을 가진 녹색성장전략 채택
UNDAF 성과(Outcome) 4: 2022년까지 스리랑카 국민(특히 취약계층 위주)을 위해 기후변화 및 자
연재해에 대한 보다 나은 복원력을 구축하고,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며,
보다 나은 친환경적 거버넌스와 청정-녹색 개발(blue/green development)을 실현
마하웰리개발환경부

지표 2.1:

출처: 재난

산출물(output) 2.1

재난위험감소

관리센터

기후변화와 재난위험에 대한 적응 및 복원력을 향상을 (Ministry of Mahaweli

(DRR)와 대응

- 효고행동

위한 정책 및 위험관리 전략의 국가 및 지역(도시ㆍ농촌) Development and

전략 관련

계획

재정지원을 받는

(Hyogo

구역(district)의
수

단위에서의 실행

Environment)

에너지전력부(Ministry
Framewo - 지표 2.1.1: 전체 국가예산 중 재난위험 감소 및 기후복원 of Power and Energy)
력 강화 관련 예산 비중
rk for
재난관리부(Ministry of
∙
기초선(2015):
0.63% ∙ 목표(2022): 2%
Action)
Disaster

기초선(2018):

이행

DRR 전략 0개

진행사항
보고서

목표(2022):
주기: 재난

∙ 출처: 국가기획부(National Planning
Department)의 연간예산
- 지표 2.1.2: 다양하고 기후복원력이 있는 생계수단을
채택함으로써 혜택을 받는 가뭄 취약지역의 남녀 인구수

(a) 25개의 목표 발생 시
구역에 DDR 전

∙ 기초선(2016): 0명

략 수립

∙ 출처: UNDP 사업 보고서

(b) 12개 구역 단

- 지표 2.1.3: 안전한 식수를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기후

위의 DDR 계획

쇼크 및 기후 스트레스를 경험한 건조지역의 남녀 인구수

에 재정 지원

∙ 목표(2022): 700,000명 (여성 357,000명)

∙ 기초선(2018): 0명
∙ 목표(2022): 517,800명 (여성 264,000명)
∙ 출처: UNDP 사업 보고서

Management)
지방 의회ㆍ정부부
(Ministry of Provincial
Councils and Local
Government)
국가기획부
(Department of
National Planning)
WFP
UNEP
FAO
UNISDR
GEF
GCF
몬트리올 의정서

산출물 2.2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통해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 (Montreal Protocol)
민간부문
할 수 있는 정책, 시스템, 기술
청소년 네트워크
- 지표 2.2.1: 지방(local level)에서 수립한 전략적 천연 (Youth Network)
자원 보존관리계획의 수
시민사회
∙ 기초선(2018): 0개

∙ 목표(2022): 5개

∙ 출처: UNDP 프로젝트 보고서

- 지표 2.2.2: 개발 및 이행된 생태계 기반 토지관리
계획의 수
∙ 기초선(2018): 0개 ∙ 목표(2022): 8개
∙ 출처: 토지이용계획부(Dept of land use planning)의
연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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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 계속
산출물 2.3
저탄소방안 및 녹색개발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청정-녹색
투자에 집중
- 지표 2.3.1: UNDP의 중개로 이루어진 재생에너지
및 저탄소배출을 위한 공공-민간협력 투자량
∙ 기초선(2018): $0
∙ 목표(2022): $100만
∙ 출처: 지속가능한 에너지 당국(authority)
- 지표 2.3.2: 저탄소배출기술을 이용하고 관련 증명서를
소지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민간기관의 수
∙ 기초선(2018): 0개 ∙ 목표(2022): 25개
∙ 출처: UNDP 프로젝트 보고서
- 지표 2.3.3: UNDP 폐기물에너지 이니셔티브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감축
∙ 기초선(2017): 3,649 tCO2e
∙ 목표(2022): 2,500 tCO2e
∙ 출처: 몬트리올 의정서
- 지표 2.3.4: 설립 또는 운영되고 있는 시립 폐기물에너지
시스템의 수
∙ 기초선(2018): 1개 ∙ 목표(2022): 6개
∙ 출처: UNDP 프로젝트 보고서
산출물 2.4
책무성 향상을 위해 신뢰 가능한 정보시스템 및 역량
구축, 증거기반의 의사
결정, 환경기준관리
- 지표 2.4.1: 국가공간데이터시설과 연계된 기능적 데이
터 관리시스템의 수(환경 및 재난위험감소 관련)
∙ 기초선(2018): 0개 ∙ 목표(2022): 25개
∙ 출처: 국가공간데이터 연간보고서
- 지표 2.4.2: 환경과 재난관리 데이터ㆍ정보기반의 부문
별 계획 및 사업의 수
∙ 기초선: 0개 ∙ 목표: 5개
∙ 출처: UNDP 프로젝트 보고서
- 지표 2.4.3: 환경감시 CSO에 의해 대중과 당국이 주목하
게 된 환경법 및 환경표준 집행과 관련된 문제의 수
∙ 기초선(2018): 0개 ∙ 목표(2022): 10개
∙ 출처: UNDP 프로젝트 보고서 및
시민사회네트워크의 보고
자료: UNDP(2017), pp.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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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6. 스리랑카 중점 지원분야별 주요사업과 추진방향
분야

대표사업

지원방안및 실행계획

교 육

∙ 니야가마 국립직업훈련원 개선사업(’06, EDCF)
∙ 고용과 연계한 기술ㆍ직훈 및 해양 및 과학ㆍ기술분야 교육
강화
∙ 기능대학 및 훈련원 자동차공과 개선사업(’13, KOICA)
- 기술계ㆍ직훈계 교사양성 및 재교육, 해양대학교 및 과학기
∙ 스리랑카 기술계 교사양성 및 재교육 사업(’15, KOICA)
술대 건립, 기자재 공급, 커리큘럼 개발, 한국초청교육 및
∙ 교육분야 ICT 시스템 구축사업(’14, KSP-ADB 공동컨설팅)
전문가 파견
∙ 한-UNICEF 교육재건복구사업(’12, KOICA)
∙ 여성의 교육 평등 및 경제활동 참여도 제고
- 여성청소년 교육권 및 건강권 보장, 여성대상 기술ㆍ직훈
교육 확대
∙ 교육의 질적 제고 및 양질 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 디지털 경제 지원을 위한 콘텐츠 개발센터 및 ICT 교육센터
건립, 관련교사 양성 지원을 통한 ICT 교육의 질 모색

교 통

∙ 콜롬보-골(94km) 도로개선사업(’90, EDCF)
∙ 스리랑카 종합 교통개발계획 및 제도개선을 통한 교통 인프
라, 시스템 구축; 관련 기관 역량강화
∙ 라투나푸라-반다라웰라(43km) 도로개선사업(’96, EDCF)
- 교통인프라 확충(마스터플랜, 부대시설), 역량 강화(운영ㆍ
∙ 발란고다-반다라웰라(57km) 도로개선사업(’02, EDCF)
관리 및 관련 제도전수)
∙ 파데니야-아누라다푸라(81km) 도로개선사업(’08, EDCF)
- 스리랑카 관계자와 개발현안 공동연구 및 문제 해결형
∙ 하톤-누와라엘리야(36km) 도로개선사업(’09, EDCF)
연수 강화
∙ 하톤-누와라엘리야 도로 개보수 타당성 조사(’00, KOICA)
∙ 푸탈람-트링코말리 도로 개보수 타당성 조사(’03, KOICA) ∙ 교통인프라 유ㆍ무상 사업 연계, 타공여 기관과의 협력사업
발굴
∙ 파데니야-아누라다푸라 도로개량 실시설계 사업(’05,
KOICA)
∙ 스리랑카 콜롬보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기술지원 사업(’13,
KOICA)

물관리

∙ 골 광역시 상수도 개발사업 (1차) (’00, EDCF)
∙ 골 광역시 상수도 개발사업 (2차) (’04, EDCF)
∙ 루후누푸라 상수도 개발사업(’08, EDCF)

및 위생

지역개발

∙ 지역개발 계획과 연계한 물관리 시스템 개선 및 깨끗한 물
공급을 통한 질병 예방 지원
- 국가 차원의 물관리 시스템 개선을 통한 인프라 개발ㆍ관리,
물관리 분야 역량 강화
- 물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지역(만성신장질환(CKD, 북ㆍ동
부 지역, 관광지)에 대한 소형정수시스템 설치 및 상수도
인프라 건설

∙ 스리랑카 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08, KOICA) ∙ 농ㆍ어촌 개발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 어항개발, 수산식품 가공 및 유통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 고체폐기물관리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정책자문(’15, KSP)
수산업 현대화로 어촌지역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기여
- 농촌 개발, 생산성 향상 기술 지원 및 교육 제공 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 등을 통한 농촌 지역 소득 증대에
기여
∙ 북ㆍ동부 지역 내 도시개발 지원,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
- 지방정부청사, 상수도 인프라 등 북부 행정도시 건설사업
지원
∙ 고체폐기물 처리를 위한 제도, 인프라 지원을 통해 지역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지원
- 쓰레기분리수거제도 도입, 퇴비화 시설, 재활용쓰레기 처리
시설, 위생매립지 건설 및 운영지원 등 통합고체폐기물
사업 추진

자료: 관계부처합동(2016)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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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7. CPS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
성과관리 방안
- (목표) ODA 사업 전반의 정보 공유 및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
통합
모니터링

- 사업개시 2년 전부터 예비사업을 공유하여 ODA 사업 발굴단계부터 사업
간 연계방안을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 수원국 ODA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위 회의를 통해 ODA 현황 공유
및 개선방안 논의

모니터링

- (목표)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이 국가별 중점 협력분야에 대한 리스크 매트
릭스를 작성하여 모니터링에 적극 반영
리스크
매트릭스

- 중점 협력분야별 제약요인 및 관리방안을 명시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예방하
고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응
- 시행기관은 제약요인 모니터링 결과를 정기적으로 주관기관에 보고하며,
필요시 수원국에도 제공

평가목적
평가시기

- 중점 협력분야별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도출한 개선사항을 차기전략
수립 시 반영
- (중간점검) CPS 수립시점으로부터 2~3년 경과 후 필요 시
- (종료평가) CPS 종료시점으로부터 6개월 전
- 중점 협력분야별로 목표ㆍ제약요인ㆍ성과ㆍ평가지표 등을 반영한 ‘결과평
가틀’을 기반으로 실시

평가유형

- (중간점검) 수원국의 개발전략 및 CPS 변경 등 필요 시 국무조정실 및 관
계부처가 합동으로 실시
- (종료평가) 국가별 평가의 중요성과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소위원회
주관의 평가 및 시행기관의 자체평가를 분배하여 실시
- ODA 사업 및 중점 협력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OECD DAC 평

평가

가기준에 따라 시행
- (시행사업) 시행기관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평가하되 가능한 정량적 평가
지표를 포함
평가내용

- (평가기준) OECD DAC 5대 평가원칙(공정성, 독립성, 신뢰성, 유용성, 파
트너십)과 평가기준(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에 기반을
두되, 필요 시 일부 수정하여 평가
- (중점협력분야) 시행기관의 사업별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결과틀 평가지표인
‘CPS 적합성’ 및 ‘사업정상추진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
- 개별사업 및 현행 CPS에 대한 평가 이후 개선사항을 차기 CPS에 반영

평가환류

- 종료평가 결과 및 제언에 대해 주관기관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종료평가
보고서에 첨부

자료: 관계부처합동(2016)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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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Climate Change in Sri Lanka: Issues and Prospects for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JUNG Jione, SONG Jihei, LEE Sang Mi, OH Hyekyung, and MYEONG Soojeong

The year 2017 marks the 4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Sri Lanka. Located in the Indian Ocean, Sri
Lanka is a small island nation with a population of about 20
million. The country has seen high economic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since 2009, when the civil war ended after 30 years.
Elected in 2015, President Sirisena of Sri Lanka is pursuing national
development that focuses on sustainable growth. In this regard,
President Sirisena recognizes climate change as a major challenge
in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development initiatives. In particular, atypical rainfall patterns have intensified over the last
three years, causing damage to agricultural productivity, hydro
power generation, and water-related health sectors.
Since the opening of diplomatic relations in 1977, Korea and Sri
Lanka have continued active human and material exchanges. Sri
Lanka is also one of Korea’s ODA priority partnership countries.
Thus, the Korean government has formulated a detailed strategy
on cooperation with Sri Lanka. Sri Lanka is one of the top 10 ODA
recipients for Korea. Likewise, Korea is the second largest bilateral
donor for Sri Lanka. At the summit held in commemoration of the
40th anniversary of relations between the two nation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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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dged to expand its bilateral cooperation, in the form of EDCF
assistance and grant activities through KOICA, with Sri Lanka by
2019.
Under such circumstanc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guide
further cooperation with Sri Lanka, mitigating the adverse impact
of climate change and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The
study focuses on Sri Lanka’s climate change policies and related
needs, as well as its national development priorities. We also conducted a thorough review on major donors’ cooperation activities
and policies, including those of Korea. Most importantly, detailed
on-site interviews with major stakeholders were carried out.
Through in-depth case analyses of major bilateral and multilateral
donor organizations, we attempted to seek the policy direction for
climate change assistance and formulate a performance management framework for Korea.
The report is composed of the following chapters: In Chapter 2,
we first provide an overview of Sri Lanka's national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 circumstances. We scrutinize recent development plans in Sri Lanka, such as the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Plan for Sustainable Era, the Public Investment Plan
2014-2020, and Vision 2025. By reviewing the documents, we
sought to observe how climate change is received and integrated
into the policies. Our results indicate that Sri Lanka perceives climate change as a cross-sectoral issue. Sri Lankans recognize the
adverse impact of climate change and are pursuing countermeasures in various areas.
Chapter 3 identifies projections and vulnerabilities to climate
change in Sri Lanka. We analyzed the climate policies and climate-related needs of Sri Lanka accordingly. Sri Lanka has drafted
detailed climate change policy documents to implement the 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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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s made under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Vulnerabilities and areas demanding support
were identified through a rich analysis of documents, including national climate change policies,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adaptation plans, technology needs assessments, an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We were able to conclude that Sri
Lanka has a more urgent need to adapt to climate change than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areas significantly impacted
were the food sector – including agriculture and fisheries, water resources, health, coastal and marine environment – and
biodiversity.
In Chapter 4, we reviewed the status of international support to
Sri Lanka and examined various related issues. The chapter first
looks at ODA support to Sri Lanka, including in regards to climate
change, through the OECD DAC Rio Markers. In the following section, we analyzed the assistance policies implemented by donors,
namely Japan, the United States, Asian Development Bank (ADB),
World Bank, and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DP). All
of the donors recognized Sri Lanka as being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and identified climate change as a barrier to the country’s
development. Furthermore, we observed that climate change is often addressed as a cross-sectoral issue which the donors treated
with different weight, measures and strategies.
Chapter 5 provides an overview of existing bilater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Sri Lanka and examines performance in this
area. Korea has identified Sri Lanka as a priority cooperation partner and, therefore, developed a dedicated cooperation strategy.
The first and second Country Partnership Strategies (CPS) for Sri
Lanka consider climate change as a risk factor. Nevertheless, climate change is supported in an ad hoc basis, without a syste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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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stance framework. Consequently, the amount provided to climate-related aid is nominal.
Building on the lessons gained from the previous chapters,
Chapter 6 seeks to lay out a direction for Korea’s future cooperation with Sri Lanka, with emphasis placed on climate change. We
also suggest that a proper performance management framework is
essential to increase climate-related support to Sri Lanka. The
main points of Chapter 6 include the following.
First, we proposed agriculture, water supply and management,
and disaster management as the most significant and prospective
sectors for bilateral cooperation. We also suggested to consider a
multi-sectoral and integrated approach where projects with a focus on mitigation and adaptation can merge with one another.
Potential projects and programs can take the form of partnerships
with active bilateral and multilateral donors in Sri Lanka. Such
partnerships will facilitate the use of expertise and experience by
these donors and also improve the accessibility of significant climate funds, such as the Green Climate Fund.
Moreover, it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a performance framework for climate-related aid, learning from the previous and current CPS for Sri Lanka, which lacked specific goals, baselines, targets, and climate consideration. Some donors, namely the United
States, identified climate risks from the design-phase, carried out
impact assessments, and took appropriate measures, if deemed
necessary. In addition, indicators specific to climate change can be
produced and utilized to enable effective management of
performance.
In the long-term perspective, Korea should progress toward the
mainstreaming of climate change in it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rea must also establish a system for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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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Such actions are the starting point for quantitatively
increasing climate-related aid to Sri Lanka. More importantly, it is
a crucial transition that Korea must achieve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its activitie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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